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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현재는 사경을 칭할 때 “종이의 색+필사재료+서명”의 방식으로 표기하는 것

이 공식화 되어 있다. 사경 명칭 중 서명 앞의 수식어에 대한 역사적 용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짙은 청색의 寫經紙를 지칭하는 전통적인 용어는 ‘紺紙’가 아니라 ‘鴉靑紙’

가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색상의 표현은 ‘藍色’이 흔히 사용되었다. ‘橡

紙’는 1980년도 즈음에 새롭게 정립된 용어로 판단되며, 그 이전에는 ‘茶紙’, ‘褐

紙’, ‘茶褐紙’, ‘紅紙’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橡紙’는 실제 도토리나무 

수액이나 도토리 열매를 통해 염색하였는지 기록이나 과학적 검증 없이 사용되

는 문제점이 있다. ‘紫紙’의 경우는 자색의 寫經紙를 뜻하나 ‘橡紙’의 변색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 ‘橡紙’와 함께 과학적인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필사의 재료를 뜻하는 ‘金泥’와 ‘銀泥’는 현재 통용되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사경을 표현할 때는 ‘金字’와 ‘銀字’로 표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사경, 사경용어, 사경명칭, 감지, 상지, 금니, 은니

*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atssar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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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서지학과 미술사, 고고학 등의 문화재를 다루는 학문은 학문의 뿌리가 전통

에 있지 않고 근대기에 새롭게 정립되었다. 따라서 그 용어의 바탕이 근대기 일본

에 의해 만들어진 용어를 많이 차용하게 되었으며, 용어의 올바른 개념과 정의를 

따지지 않고 당연하게 여겨 비판 없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대각국사 의천의 敎藏은 1911년에 小野玄妙[오노겐묘]가 처음

으로 “續大藏經”이라 칭하였고, 1923년에 池內宏[이케우찌히로시]는 “義天の

續藏”이란 명칭을 사용하였다. 1937년에 大屋德城[오야도쿠죠]가 간행한 高
麗續藏雕造攷라는 책을 통해 ‘續藏經’ 명칭이 굳어졌으며 교과서에서도 ‘續

藏經’이란 잘못된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이후 의천의 교장-교장총록의 편찬과 

교장 간행에 대한 재고찰 1)이란 논문을 통해 ‘敎藏’으로 명칭을 교정할 수 있었

다. ‘覆刻本’이라는 일본식 용어도 처음에는 개념의 규정 없이 사용하다가 한국

에서는 ‘飜刻本’이라고 하였고 용어의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근래에는 ‘覆刻本’

과 ‘飜刻本’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한국은 일제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았으며 독립한 후 자국의 언어를 되찾았

지만 일제강점기 동안 깊게 뿌리내린 언어의 잔재는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다.

‘정보’나 ‘과학’과 같이 그 시대에 만들어져 사회 전반에 사용되어 버린 용어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고유한 용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식 용어

를 사용하는 일은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언어는 세계를 인식하는 도구라는 말이 있다.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에 대한 

개념들은 언어를 통해 재구조화 되는데 적절한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의미 전달과 소통이 불가능해 진다. 또한 역사 용어에는 용어를 만든 주체의 

역사 인식이 녹아 있다. 이는 역사를 주체적으로 인식하느냐 객체적으로 인식하

느냐에 대한 중요한 문이기 때문에 학문적 검토 없이 잘못 사용된 용어가 있다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경의 서명 앞에 붙어 사용되고 있는 ‘紺紙金泥’ 등과 같은 

사경 수식어에 대한 검토를 통해 더 나은 사경 명칭의 사용 방향에 대해서 고민

해보고자 한다.

1) 박상국, 의천의 교장 , 전운덕총무원장스님 화갑기념논총, 대한불교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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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화재 지정본 사경의 명칭

현재 국보, 보물,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사경은 총 64종에 달하며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 문화재 지정 사경 목록

지정번호 명칭 권책수 시기 비고

1 국보 제185호 상지은니묘법연화경 7권 7첩 1373년 完帙

2 국보 제196호 신라백지묵서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1～10,
44～50
1축

[754
-755년]

3 국보 제210호 감지은니불공견삭신변진언경 권13, 1축 1275년

4 국보 제211호 백지묵서묘법연화경 7권 7첩 1377년 完帙

5 국보 제215호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 
정원본

권31, 1축 1337년

6 국보 제234호 감지은니묘법연화경 7권 7첩 1330년 完帙

7 국보 제235호 감지금니대방광불화엄경보현
행원품

單卷 1첩 [1341
-1367]

8 국보 제282-2-4호 백지묵서불조삼경합부 單卷 1첩 麗末鮮初

9 국보 제282-2-5호 백지금니묘법연화경
<권제이 변상도> 1건 麗末鮮初 본문

없음

10 국보
제282-2-6호 감지은니묘법연화경

권2, 3, 5
3첩 麗末鮮初

11 보물 제269-1호 감지은니묘법연화경 권1, 1첩 1422년

12 보물 제270호 감지금니묘법연화경 권6, 1첩 1338년

13 보물 제271호 백지은니대불정여래밀인수증
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권10, 1첩 1356년

14 보물 제278호 백지묵서묘법연화경 7권, 7첩 1415년 完帙

15 보물 제314호 감지금니묘법연화경
권3, 4
2첩 1366년

16 보물 제315호 백지묵서묘법연화경
권1, 3
2첩 1389년

17 보물 제352호 감지은니묘법연화경 권7, 1첩 1386년

18
보물 제390호

감지은니묘법연화경
권2,4,5,6
4첩 1422년

19 상지은니묘법연화경 권4, 1첩 高麗末
20 상지은니묘법연화경 권4, 1첩 高麗末
21 보물 제740호 감지은니보살선계경 권8, 1첩 1280년

22 보물 제751호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 
정원본

권34, 1축 1337년

23 보물 제752호 감지금니대방광불화엄경입물
사의해탈경계보현행원품

單卷, 1첩 133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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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번호 명칭 권책수 시기 비고

24 보물 제753호 상지금니대방광원각수다라료
의경

권上下,
1첩 1357년

25 보물 제754호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37, 1첩 14세기

26 보물 제755호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5-6,
1첩 14세기

27 보물 제756호 감지금니대불정여래밀인수증
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권7, 1첩 14세기

28 보물 제757호 감지금니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46, 1축 14세기

29 보물 제887호 감지금니대방야바라밀다경 권175, 1축 1055년

30 보물 제940호 백지묵서지장보살본원경
권上中下
3첩 1440년 完帙

31 보물 제959-1-1호 상지은니대반야경 권210, 1첩 1348년

32 보물 제959-1-2호 상지은니대반야경 권259, 1첩 1348년

33 보물 제959-1-3호 상지은니대반야경
권561,
1첩 1348년

34 보물 제959-1-4호 상지은니방광반야바라밀경 권12, 1첩 1348년

35 보물 제959-1-5호 상지은니불설대방광십윤경 권5, 1첩 1348년

36 보물 제959-1-6호 자지은니등집중덕삼매경 권下, 1첩 1348년

37 보물 제959-1-7호 백지금니불설장수멸죄호제동
자다라니경

單卷, 1첩 1370년

38 보물 제959-1-9호 상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 
권25 권25, 1첩 高麗末

39 보물 제959-3-1호 백지묵서지장보살본원경
권上中下,
1책 1459년

40 보물 제976호 상지은니묘법연화경
권5-6,
1첩 14세기

41 보물 제978호 백지금니대방광불화염경 
주본

권29, 1첩 15세기초

42 보물 제1095-2호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 권48. 1축 高麗末

43 보물 제1095-3호 백지묵서묘법연화경 권2, 1첩 麗末鮮初

44 보물 제1095-4호 백지묵서범망경 권上下, 1첩 朝鮮初

45 보물 제1098호 감지은니미륵삼부경 권3, 1첩 1315년

46 보물 제1099호 감지금니미륵하생경 單卷, 1첩 14세기

47 보물 제1100호 상지은니불설보우경 권2, 1첩 14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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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이가 아니라 비단에 금니로 쓰여 있다.

지정번호 명칭 권책수 시기 비고

48 보물 제1101호 상지은니대반야바라밀다경 권305, 1첩 14세기

49 보물 제1102호 상지은니대지도론 권28, 1첩 14세기

50 보물 제1103호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 
진본

권13, 1축 1329년

51 보물 제1137호 상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 
정원본

권4, 1첩 高麗末

보물 제1138호 감지금니묘법연화경 권7, 1첩 高麗末

52 보물 제1139호 백지묵서묘법연화경 권7, 1첩 1405년

53

보물 제1247호

백지묵서
부모은중경 부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
경

합본, 1첩 [1441
-1486]

54 백지묵서 묘법연화경
권1,3,5,6,7
5첩 朝鮮初

55
백지묵서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
경 부 대승기신론 권1

합본, 1첩 朝鮮初

56 보물 제1303호 백지금니금강 및 보문발원 합본, 1첩 1371년

57 보물 제1412호 감지금니대방광불화엄경 권15, 1축 1334년

58

보물 제1559호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 
진본

권28,29,38
3첩 1336년

59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24,53,
56,60
4첩

1336년

60
보물 제1607호

상지은니무상의경 권下, 1첩 14세기

61 상지은니대보적경 권94, 1첩 14세기

62 보물 제1665호 상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4, 1첩 14세기

63 보물 제1714호 백지금니범망보살계경 單卷, 1첩 1364년

64 경남유형문화재 
제97호 감지금니법화경

2) 권1-14,
14책 1880년 完帙

65 경남유형문화재 
제99호 (감지)금니금강경 1점 朝鮮末 병풍

66 경남유형문화재 
제390호 감지금은니대방광불화엄경 권49, 1축 1329년 이전 零本

67 안동시 유형문화재 
제313호 안동광흥사금자사경 합본, 1첩 朝鮮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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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의 명칭에는 서명과 함께 앞에 수식어라고 할 수 있는 명칭이 추가되어 

있는데 “종이의 색+필사재료+서명”의 방식으로 되어 있다.

종이는 색에 따라 ‘紺紙’, ‘橡紙’, ‘白紙’, ‘紫紙’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필사 안료의 명칭은 ‘金泥’, ‘銀泥’, ‘墨書’, ‘金銀泥’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지정된 사경 ‘종의의 색’과 ‘필사의 안료’로 구분하여 수량을 살펴보면 아래

의 표와 같다.

표 2. 문화재 지정 사경의 종이와 필사 안료 현황

종이

필사안료
紺紙 橡紙 白紙 紫紙 絹 합계

金泥 12 1 5 0 1 19
銀泥 16 18 1 0 0 35
墨書 0 0 13 0 0 13
金銀泥 1 0 0 0 0 1

합계 29 19 19 0 1 68

문화재로 지정된 사경 중 종이의 색이 ‘紺紙’가 29종으로 가장 많으며, 필

사의 재료는 ‘銀泥’가 35종으로 가장 많은 종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보물 

제959-1-6호로 지정된 자지은니등집중덕삼매경의 경우 ‘紫紙’라고 되어 있

지만 ‘橡紙’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 국내 사경에 ‘紫紙’가 쓰인 경우는 현재까지 

국보 196호로 지정된 신라백지묵서화엄경의 표지와 변상도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경남문화재 97호로 지정되어 있는 묘법연화경의 경우에는 비단에 

쓰여 있지만 문화재 등록 상으로는 ‘감지금니’로 되어 있어 수정이 요구된다. 문

화재로 지정된 사경 외에는 드물게 검은 색의 ‘黑紙’에 쓴 사경도 존재한다. 현존 

사경 중에는 발견되지 않으나 대장경 인쇄본 중에는 黃色으로 염색한 인본이 

존재하기도 한다.

Ⅲ. 寫經紙 用語

일반적으로 사경지의 용어로는 白紙, 紺紙, 橡紙 등의 용어를 사용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寫經紙 용어는 염색 상태에 따른 구분이다. 白紙는 염색을 

하지 않은 상태를 나타낸다. 현재 학계에서는 통용적으로 紺紙는 청색 염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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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으로 염색한 종이를 말하며, 橡紙는 갈색 계통의 염료인 상수리나무의 열매로 

염색한 종이를 말한다.

하지만 이중 紺紙와 橡紙는 일반인에게 쉽게 전달되는 용어는 아니다. ‘감

지’라고 말하면 일반인들은 과일 ‘감’을 떠올려 과일 감의 색깔이 나는 종이 정도

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상지’의 경우에는 한자로 표기하여도 닥나무가 아니라 

상수리나무로 만든 종이로 오판하기도 한다. 또는 뽕나무로 만든 종이인 ‘桑紙’

와도 발음이 같아 신문기사 등에도 뽕나무 종이로 잘못 보도한 것이 더러 확인된

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감지’, ‘상지’라는 용어자체가 우리에게 친숙

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용어라 접하기 어려워 친숙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전통

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생소한 용어이기 때문이다.

1. 紺紙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의 내용이 방대한 역사적인 사

료에서 조차 ‘紺紙’라는 용어는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는다.

그나마 비슷한 용례로는 문종 즉위년(1450)에 일본국 사신 景楞이 殯殿에 

예물로 바친 물건 중에 ‘감청 1근, 녹청 2근, 적동 3백 근’등의 염료가 있다.3) 하지

만 원문에는 ‘甘靑’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紺靑’을 誤記한 것으로 보인다.

색깔의 표현으로 감색을 사용한 경우는 조선왕조실록에서 ‘紺衣(감색 

옷)’․‘紺轅(감색 수레)’․‘紺色長衣(감색 장옷)’ 이라는 단 3차례의 표현 밖에 

등장하지 않는다.

‘紺色’과 비슷한 표현으로는 ‘藍色’이 있는데 남색이 사용된 예는 조선왕

조실록에서 60회, 승정원일기 30회, 일성록 24회 등으로 나타나 조선시대

에는 남색의 표현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으며 ‘紺色’은 거의 사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紺紙’․‘紺色’은 현재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는 각각 “검은 빛이 

도는 짙은 남색으로 물들인 종이”와 “어두운 남색”으로 설명되어 있다. 감색을 

설명하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藍色’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紺色’이라는 용어대신 주로 사용된 용어는 ‘鴉靑色’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鴉靑’은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는 “검은 빛을 띤 

푸른빛”으로 설명되어 있다.

정조 3년의 실록 기사에는 “우리나라의 속칭에 짙은 흑색을 鴉靑色이라고 

3) 문종실록 문종 즉위년(1450) 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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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대체로 푸른색을 써야 할 곳에 통용하는 것이 많다.”4)라고 하여 색이 진하

여 짙은 빛깔의 푸른색은 아청색이라고 부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종 6년의 실록 기사에는 일본에서 回禮使가 와서 선물로 ‘靑紙金字單

本 華嚴經 一部’를 주었다는 기록이 있다.5) 이것을 현재 사용하는 용어로 바

꾸면 ‘紺紙金泥華嚴經’이다.

선조 37년에는 명나라의 太監 高峻이 ‘磁靑紙’를 독촉했다는 기록6)이 있

는데 ‘자청지’라는 용어는 현재에도 중국에서 청색 寫經紙를 지칭할 때 사용하

는 용어이다. 인조 3년에는 ‘우리나라는 靑紙가 좋지 않으니 반드시 唐紙를 구

하여 쓰는 것이 좋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때 표현된 靑紙는 寫經紙가 아니라 

拜帖용 종이이며 당시에는 중국의 靑紙의 수준이 더 좋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정조 20년에는 종이의 생산에 따른 폐단으로 백성들이 피해를 입고 있음이 

기록되어 있다.

“순창은 紅花紙와 鴉靑紙 두 종류의 종이가 더욱 고질적인 폐단이 되고 있

습니다. 紅牋 1束의 값이 거의 100냥에 가깝고 鴉靑紙는 수십 냥에 이릅니다.

신은 그것을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부채를 장식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빈민 한 집의 재산은 종이 20장을 사는 비용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 실로 매우 개탄스럽습니다.”7)

라고 하여진한 청색의 鴉靑紙가 생산되었고 가격이 매우 비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전후기의 학자 위백규(1727-1798)의 문집 存齋集에도 종이 납품에 대

한 폐단이 기록되어 있다.

대개 종이는 관아에 납품하는데, 윤기 있고 두껍고 빛깔이 고운 종이를 납품하

라는 관장의 책망이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져, 매번 다듬이질을 십분 한 위에 또 

일분을 더합니다. 납품을 거절당할 때는 서리가 계책을 꾸며 종이 1권을 납품하는

데 情債를 10권이나 요구합니다.

종이 값을 동전으로 계산해 보면, 大簡 1장의 값은 文이고, 大紙 1장의 값은 

50냥이며, 기이하고 교묘한 色紙의 경우는 1권 값이 백 냥을 넘는 경우도 있습니

다. 저 흰색과 누런색 두 종류는 오히려 글씨를 쓰기에 합당하므로 혹 없어서는 

안 될 수도 있지만, 이른바 鴉靑紙나 點漆紙8)는 중요한 용도에 무슨 관련이 

4) 정조실록 정조 3년(1779) 2월 14일
5) 세종실록 세종 6년(1424) 2월 7일
6) 선조실록 선조 37년(1604) 5월 25일
7) 정조실록 정조 20년(1796) 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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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혹독하게 징수하여 서로 허물을 본받는단 말입니까. 저 승려도 사람인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름난 큰 사찰들이 차례로 쇠잔하여 문을 닫게 

되니, 비단 한 사람도 살 곳을 얻지 못하는 처지가 가여울 뿐만 아닙니다.

실록의 기록과 존재집의 내용을 통해서 당시는 청색지를 이용한 金․銀

字 寫經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청색의 종이는 글씨를 쓰는 용도가 아니라 

부채 제작 등의 다른 용도로 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찰이 종이를 

제작하는 주요 기관이었으며, 종이의 납품이 힘들어 폐사가 되는 경우도 있었음

을 알 수 있다.

常變通攷 권4 중 通禮 의 ‘관복제도’條에는 관복의 염색에 대한 내용

이 나오는데 “주자는 君子는 紺色과 緅色으로 꾸미지 않으며, 紅色과 紫色으

로 속옷과 평상복을 만들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은 도리어 홍색과 자색으로 朝

服을 만든다”라고 한탄하며 “紺은 지금 짙은 鴉靑色이다.”라는 설명을 덧붙이

고 있다. 상변통고는 조선후기의 학자 柳長源(1724-1796)에 편찬한 책이다.

따라서 18세기에는 紺色에 설명을 더하여 책을 편찬할 정도로 ‘紺’이라는 용어

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으며, ‘鴉靑色’이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鴉靑色’이라고 할 때 ‘鴉’는 갈까마귀9)를 뜻하며 큰까마귀를 뜻하는 ‘雅’와

는 다르다. 큰까마귀는 검은색인데 반하여 갈까마귀는 푸른 광택이 나는 검은 

빛이다. 따라서 조선시대에는 까마귀 실물을 바탕으로 적확한 색의 표현을 하였

음을 알 수 있다.

어린 새 어미 새

그림 1. 갈까마귀의 모습

8) 點漆紙는 옻 염색 한지를 말한다.
9) 갈까마귀는 까마귀의 종류 중 가장 작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겨울 철새로 울산 태화강에 3～5만 

마리가 집단 월동을 하며 겨울 동안 국내 전체에 약 10만여 마리가 찾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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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무(1741-1793)가 지은 청장관전서 58권의 盎葉記 五에는

“금나라 章宗이 일찍이 고려 靑磁紙에 글씨를 썼고, 홍무 2년에 宋濂 등이 

元史를 편집하며 고려 翠紙를 택해서 책 표지를 했는데, 이 두 가지는 지금의 

鴉靑紙이다. 부처의 뱃속에 흔히 金字佛經이 수장되어 있어 金生이 쓴 것이라

고 일컫는데, 모두 이 종이이다.”

라는 내용이 있다. 위의 내용은 뒤에 한치윤(1765-1814)이 편찬한 해동역사에 

인용되어 수록되기도 하였다. 청장관전서를 통해서 지금의 감지금니사경의 寫

經紙를 고려시대에는 ‘청자지’는 ‘磁靑紙’와 통용되는 말로 생각되며, 고려시대 

‘취지’라는 명칭은 조선시대에는 ‘아청지’로 불렀음을 알 수 있다. ‘아청지’와 마찬

가지로 ‘취지’라는 명칭도 새의 빛깔에서 따왔음을 알 수 있다. 물총새의 수컷을 

‘翡’, 암컷을 ‘翠’라고 하는데 

고려청자를 ‘翡色靑磁’라고 부를 때는 녹색의 빛깔을 더 많이 띄는 물총새

를 말하며, 고려 사경지에서 볼 수 있는 寫經紙의 ‘翠紙’라는 명칭은 청색을 

더 많이 띄는 물총새를 말한다.

사실 물총새는 부리가 완전히 검으면 수컷, 아래쪽이 붉은 색이면 암컷으로 

구분하며 깃털의 색으로는 암수의 구분이 힘든데 옛 사람들은 편의상 녹색 빛깔

은 ‘翡’, 청색 빛깔을 ‘翠’로 나누어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翡(수컷) 翠(암컷)

그림 2. 물총새의 색깔

11세기 중국 송나라의 곽약허가 지은 圖畫見聞志에는



寫經 名稱의 用語 문제 89

“煕寧 丙辰年(1076) 겨울에 고려에서 崔思訓을 사신으로 파견하였다. 사신

이 혹 摺疊扇을 사사로이 선물하기도 하였는데, 그 부채는 ‘鵝靑紙’로 만들었으

며, 그 위에 고려의 高官들과 부인네들이 말을 타고서 물가에 임한 것을 그렸으

며, 金砂로 시냇물 및 연꽃, 화초, 나무, 물새 따위를 그렸는데, 점점이 이어진 

것이 아주 정교하였다. 또 銀泥로 구름이나 달빛의 모양을 그렸는데, 아주 보기가 

좋다. 그것을 倭扇이라고 부르는데, 본디 倭國에서 만든 것이다. 근년에는 더욱

더 드물어져서 사신을 접대하는 사람들이 대개 이 부채를 드물게 얻는다.”

라는 기록이 있다. 여기에서는 倭國(일본)에서 만든 부채라고 하였는데 반해 송

나라 등춘이 지은 畫繼에는 고려 부채라고 소개하였고 종이에 물들인 청록색

이 아주 기이하여 중국과 다른데 空靑과 海鹿으로 물을 들인다고 하였다.

공청은 푸른빛의 鑛石으로 염료나 약재로 쓰인다. 현종개수실록에서 李

景奭은 공청은 眼疾의 특효약이며 西蜀과 辰州에서만 생산되어 중국에서도 

귀한 약재라고 하였다.10) 공청은 학명으로는 Azurite이고 藍銅鑛으로도 부르며 

청화백자를 그리는 안료로 사용되었다.

海鹿은 해저에서 생성되는 철규산염 광물로서 분류상은 운모에 가까우며,

녹색 또는 회녹색을 띤다.

空靑(藍銅鑛)11) 海鹿石

그림 3. 空靑과 海鹿

하지만 空靑과 海鹿으로 鴉靑紙를 만들었다는 내용은 신빙성이 별로 없

으며 중국인의 추측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국내의 청색의 종이는 쪽 염색

이 가장 많이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광물질은 염료가 아니고 안료이기 때문

에 종이를 침액 시켜 염색하기 어렵고 염색의 질이 좋지 않게 된다. 청색지의 

제조에 필요한 염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쪽이며, 녹청12)이나 닭의장풀13)도 사용되

10) 현종개수실록 현종 1년(1660) 2월 8일
11)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청화, 푸른빛에 물들다 전시에서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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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닥나무로 만든 고려지를 색과 상태만 보고 중국에서 繭紙로 오해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조선왕조실록 이외의 문헌상에서 나타나는 청색계열의 색지의 명칭은 

표 1과 같으며 이중 寫經紙로 쓰인 종이는 ‘翠紙’, ‘靑磁紙’, ‘磁靑紙’, ‘鴉靑

紙’이다.

표 3. 청색지의 명칭14)

명칭 출처 비고

1 靑紙
(靑染紙)

內需司刑房會計冊, 迎接都監賜祭廳儀軌
, 각종 능․묘 도감의궤,
準折(靑唐紙)

청색 염색지

2 咨請紙 迎接都監都廳儀軌 청색의 자문지

3 翠紙 靑莊館全書, 書目漏 조선의 아청지와 동일

4 靑磁紙 靑莊館全書, 書目漏 조선의 아청지와 동일

5 磁請紙 瀼西集, 林園經濟志, 宣祖實錄 청자지와 동일

6 靑天紙 簡易文集 연한 청색

7 鵝溪紙 陽谷集
8 鴉靑紙 委存齋集, 靑莊館全書, 景賢堂受爵燈

錄, 海東歷史, 準折, 存齋集
붉은 빛나는 청색,
혹은 흐린청색, 감지

9 玉色紙 內需司各房會計冊 刑房 녹색을 띤 청색, 파르스름
한 색, 옅은 청색

10 藍紙 明聖王后殯殿魂殿都監儀禮
仁宣后殯殿魂殿都監儀軌 縹색으로 약간 연한 청색

11 草綠紙
內需司各房會計冊 刑房, 日省錄
迎接都監賜祭廳儀軌
正祖健陵遷奉都監儀軌

청색과 노랑을 복합염색한 
색

12 靑菱花紙 日省錄 청지에 능화문

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紺紙’라는 용어는 역사적으로 사용된 기

록이 없으며, 이에 해당하는 용어로 주로 중국에서는 ‘磁靑紙’가 사용되었고, 우

리나라에서는 ‘鴉靑紙’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紺紙’라는 용어는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다. 필

자가 확인한 바로는 국내에서 ‘紺紙’라는 용어가 사용된 가장 오래된 기록은 朝

12) 綠靑은 금속 구리에 생기는 녹색의 녹을 말한다.
13) 닭의장풀은 ‘달개비’라고도 하며 꽃은 7～8월에 파란색으로 피어난다. 이 꽃을 이용해 염색에 

사용한다.
14) 정선영, 청색계 색지에 관한 연구 , 서지학 연구46, 2010, 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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鮮古蹟圖譜이다. 조선고적도보 7권의 ‘麻谷寺折本紺紙金泥妙法蓮華經’

이라는 기록에서 紺紙라는 용어의 사용이 확인된다.

사경과 관련한 최초의 학문적 기록은 1901년에 프랑스인 모리스 꾸랑

(1865-1935)이 저술한 한국서지15)에서 시작한다. 한국서지의 서문에는

“나는 필사가 잘된 것은 아니나 예술품이라고 할 만한 2권의 고 필사본을 언급 

안할 수 없다. 하나는 1446년의 것인데 바라 문고에 있는 것으로 불상 안에 들어 

있었던 것이며, 또 하나는 대영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이들은 大方廣圓覺修
陀羅了義經 중 한 권(n°2634, Ⅱ)과 大方廣佛華嚴經 중 1권(n°2635, V)

으로 짙은 청색으로 골고루 덮인 두꺼운 종이 위에 병풍형태로 되어 있으며 아름

다운 필체의 글자들과 매우 섬세한 세밀화는 금물으로 되어 있다.”

라는 내용이 있다. 여기서는 청색으로 골고루 덮인 두꺼운 종이라고 종이를 설명

하고 있으며 본문과 변상도는 금물으로 되어 있다고 하였다. 한국서지에서는 

사경의 서명을 원문 그대로 달고 있다. ‘書名’만을 그대로 쓰는 것이 서지기술의 

원칙이며, 제본의 방식과 종이의 색깔이나 필사 재료의 색깔은 부가적으로 기술

해야 할 요소이다. 모리스 꾸랑은 그 원칙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조선고

적도보에서는 “소장처+제본방식+종이의 색+필사재료+서명”의 방식으로 寫經

을 기술하였고 이것이 고착화되어 현재에 이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국내에서 사경에 관한 가장 빠른 연구는 고고미술에 수록된 황수영 선생

의 高麗紺紙金字寫經의 新例 라고 할 수 있다.16) 이후에 高麗紺紙金泥

“法華塔”-日本京都 東寺所藏 17), 高麗紺紙金泥大般若經 殘卷 18) 등의 

논문이 발표되면서 현재와 같은 “紺紙金泥+서명”과 같은 형태로 사경의 명칭이 

사용되었고 後學에게 비판 없이 받아들여지며 오늘까지 이러한 명칭이 이어져 

오고 있다. ‘紺紙’는 일본발음으로 곤시[こん-し]로 발음되며 ‘紺色’은 일본어 

발음의 영향으로 ‘곤색’으로 많이 사용되었는데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일본어 

투 용어 순화 자료집에는 한자의 발음대로 표기한 ‘감색’이나 ‘검남색’, ‘진남색’

등으로 순화하도록 하고 있다.

15) 원서명은 “Bibliographie Coreenne”이다.
16) 황수영, 高麗紺紙金字寫經의 新例 , 考古美術2(11), 1961, 173쪽
17) 황수영, 高麗紺紙金泥 “法華塔”-日本 京都 東寺所藏 , 考古美術49호, 1964.
18) 황수영, 高麗紺紙金泥 大般若經 殘卷 , 考古美術64호,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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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橡紙와 紫紙

‘橡紙’는 상수리나무를 포함한 참나무과의 열매 또는 그 樹液으로 염색한 

종이를 말한다. 참나무과에는 갈참나무․굴참나무․상수리나무․졸참나무․떨

갈나무․신갈나무․산밤나무 등이 있으며, 참나무과의 열매를 총칭하는 말은 도

토리이다.

한지의 종류에서 楮紙, 桑紙, 麻骨紙, 藁精紙 등의 용어는 각각 닥나무,

뽕나무, 삼나무, 귀리잎 등을 재료로 하여 만든 종이를 말한다. 하지만 ‘橡紙’라는 

용어만 유일하게 상수리나무를 재료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열매로 염색한 종이를 

말하고 있어 혼란을 준다.

橡紙로 지칭되는 사경 중 가장 빠른 시기인 1963년에 지정문화재가 된 보

물 390호의 광덕사 소장 상지은니묘법연화경 권4는 당시에는 ‘茶紙銀泥妙法

蓮華經’로 불렀으며 2000년 초반까지도 이 명칭이 사용되었다.

국내 사경 중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상지은니묘법연화경이 1976년에 처음

으로 국보(제178호)로 지정되었다. 당시 문화재 지정을 고시한 관보에는 현재의 

명칭과는 달리 서명인 “묘법연화경으로 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 관보 제7359호(1976. 5. 31)에 표시된 문화재명

1976년에 권희경 선생이 쓴 논문에는 ‘橡紙’라는 용어 대신 갈색 종이라는 뜻

의 ‘褐紙銀泥書’로 일본 남선사 소장 대방광불화염경권제44에 대해 설명하였으

며19), 1985년의 논문에는 ‘茶褐色楮紙銀泥’과 ‘紅紙銀泥’라는 표현도 등장한다.20)

이 당시에는 갈색 계통의 사경지를 사용한 사경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초창기로 사경의 명칭은 서명만을 표기하였으며, 설명으로는 ‘橡紙’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시각적으로 판단되는 사경지의 색에 대한 명칭을 자유롭게 표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 권희경, 日本에 現存하는 高麗寫經 , 고고미술132, 1976, 27쪽.
20) 권희경, 高麗寫經의 發願文에 關한 硏究 Ⅰ-Ⅱ, 효성여대논문집,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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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979년에 사경 중 두 번째로 국보로 지정된 신라백지묵서대방광불화

엄경의 경우를 보면 명칭에 서명만을 쓰지 않고 현재의 통용되는 명칭과 같은 

“신라백지묵서대방광불화엄경”이라고 동일하게 쓰고 있으며 이후에도 이와 같

은 명칭으로 지정문화재의 사경 명칭을 사용하게 된다. 이때부터 사경 명칭을 

“종이의 색+필사재료+서명”로 표기하는 것이 공식화 된 것으로 생각된다.

1990년에 삼성출판박물관이 개관할 당시의 신문21)을 보면 흥미로운 기사가 

나온다. “14세기께 도토리로 물들인 자줏빛 종이에 금물로 쓴 <상지금니 대방광

불화엄경>”이라는 기사이다. 당시에 간행된 개관기념도록에서도 “상수리로 물

들인 자줏빛 종이(橡紙)에 금물(金泥)로 쓴 대방광불화엄경 80권 가운데 권69

의 1첩이다.”22)라고 상지금니대방광불화엄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은 ‘橡紙’와 ‘紫紙’를 같은 개념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일맥

상통하는 설명은 한해 일찍 출간된 國寶에 실린 천혜봉 선생의 글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橡染紙란 도토리 열매를 삶은 물에 닥종이를 담가서 갈색을 낸 것을 말한다.

이것은 신라 경덕왕 14년(755) 寫成의 華嚴經과 함께 나온 卷裱 粧飾紙를 

보아 알 수 있듯이 종이의 염색에도 사용되었으며, 그 방법이 고려에 계승되어 

또한 寫經紙의 염색에 적용되었다. 이것도 도토리 열매를 삶은 물의 농도 여하에 

따라 淡褐色이 되고, 바래서 黃紙와 같이 된 것도 가끔 볼 수 있다. 또 그 염색 

방법이 서툴거나 변색하여 紫色에 가까운 빛으로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본시는 褐

色을 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23)

위의 글에서는 ‘紫紙’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橡紙’의 색깔이 변

색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에 따라 갈색 계통의 사경지

는 ‘橡紙’라는 명칭으로 통일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임하필기 제 12권에는 “鷄林志에 이르기를 고려 사람들은 채

색으로 물들이는 일을 잘하였는데, 빨강색과 자주색이 더욱 절묘하였다. 지금의 

자주색은 오히려 중국보다도 더 낫다”라는 기록이 있어 고려시대의 자주색 염색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초 세종 9년(1427)에는 아래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21) 한겨레신문 1990년 7월 3일(화요일) 9쪽.
22) 삼성출판박물관, 삼성출판박물관 개관기념도록, 삼성출판박물관, 1989.(도록에 페이지 번호

가 없으나 서문을 뺀 유물이 수록된 본문의 시작부터 12쪽에 내용이 있다.)
23) 千惠鳳, 韓國의 典籍 , 國寶, 한국 브리테니커 회사, 1989, 2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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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간원에서 상소하기를,

“검소를 숭상하고 사치를 버리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좋은 규범이므로, 사치

의 습관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芝草와 紅花는 비록 본국에서 생산되는 

것이지만 극히 稀貴한 것이고, 丹木은 전적으로 倭客의 買賣에 힘입어 國用

에 제공됩니다. 지금 위로는 卿大夫로 부터 아래로는 賤隷에 이르기까지 紫色

을 입기를 좋아하니, 이로 인하여 紫色의 값이 한 필 염색하는 데 값이 또 한 

필이나 듭니다. 옷의 안찝까지 모두 홍색의 染料를 쓰게 되니, 丹木과 紅花의 

값도 또한 헐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사치를 서로 숭상하여 等次의 분변이 없을 

뿐만 아니라, 物價가 뛰어 오르게 되니 또한 염려가 됩니다. 지금부터는 그 紫色

의 염료진상하는 衣襨와 대궐 안에서 소용되는 외에는 일체 엄격히 금하고, 홍색

으로 물들인 옷의 안찝은 문무의 각 品官과 士大夫의 子弟외에 각 官司의 

吏典ㆍ外方의 鄕吏ㆍ工商ㆍ賤隷들은 또한 입는 것을 금하게 하고, 年月로써 

기한하여 사치를 영구히 禁斷시키고 等差를 분변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紫色은 오는 庚戌年을 爲始하여 이를 금하도록 명하였다.

이후 紫色은 아무나 쓰거나 착용할 수 없는 색상으로 되었다.

국내의 전통염색을 보면 갈색계열로는 蘆木에서 적차갈색계 5색, 연지각에

서 3색, 상수리나무에서 갈색․심향색, 밤피에서 밤색과 包頭黑色, 호두에서 호

도갈색, 광대싸리잎(荊葉)에서 형갈색으로 물들여져 14색이나 염색되었다. 자색

계열로는 소방목에서 자색․포도청색, 연자각에서 심향색, 뽕나무열매에서 보라

색, 紫草에서 紫色, 쪽물과 홍화의 복합색 등으로 5색이 물들어졌다.24) 이렇게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분명히 紫色으로 하는 염색이 일반적이었고, 갈색의 염색

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紫紙’를 전부 염색이 잘못되거나 물이 빠진 ‘橡紙’라고 

보는 시각은 무리가 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나라시대에 “写金字経所”의 문서에는 자색 종이에 사

서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나라 시대의 경전은 자색 종이에 금으로 쓰는 경우가 

많았다. 현존하는 자색 사경은 금광명최승왕경권1-10(10축, 나라국립박물관 

소장)과 大方廣佛華嚴經 卷11(나라국립박물관 소장), 卷61(대동급기념문고 

소장), 卷62(후지타미술관 소장), 卷63(국립역사민속박물관), 卷64(고토미술관),

卷65(개인 소장) 등이 남아 있다. 일본에서 ‘紫紙’라고 언급한 종이를 보면 자주

색에 가까운 갈색이 있고 국내에서 일컫는 ‘橡紙’에 가까운 종이도 있는데 모두 

‘紫紙’라고 칭하고 있다.

천혜봉 선생이 ‘紫紙’를 모두 ‘橡紙’의 변색된 형태라고 한 것은 일본 사경

24) 소황욱, 우리 나라 전통천연염색에 관한 연구 , 비교민속학16, 1999, 3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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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사례를 파악하고 일본에서 쓰는 ‘紫紙’와는 다른 ‘橡紙’라는 용어를 사용하

고자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의 글에서도 “寫經解說과 目錄에서 

日人이 쓴 글을 참고하여 橡染을 다양하게 표시하고 있으나 再考가 필요한 듯

하다”25)라고 언급하여 다양하게 표현되는 갈색계통의 寫經紙로 제작된 寫經은 

橡染을 하였으니 ‘橡紙’로 부르는 것이 옳다고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점은 ‘橡紙’가 전통염색의 갈색계열 중 상수리나무에서 염색한 

것인지 근거가 되는 기록이 없으며, 과학적으로도 분석된 바가 없기 때문에 ‘橡

紙’라는 용어에 문제점이 있다. 또한 ‘橡紙’라는 용어는 국내의 사료에서 전혀 

등장하지 않으며, 일본의 사전에서도 검색되지 않는 단어이다. 국내 사료에 나타

나는 갈색계열의 색깔은 ‘黃褐色’, ‘蒼褐色’, ‘赤葛色’, ‘灰褐色’, ‘茶褐色’, ‘黑

褐色’ 등이 있는데 이중 갈색의 寫經紙와 가장 유사한 색상은 조금 검은 빛을 

띤 갈색을 뜻하는 ‘茶葛色’이 가장 알맞게 생각된다. ‘紫紙’는 燕行錄에서 ‘黃

紫紙’라는 용어가 나오긴 하지만 조선왕조실록등의 사료에서는 전혀 쓰이지 

않아 많이 쓰이는 용어는 아님을 알 수 있다. 실물 사경을 감정할 때 紫色의 

寫經紙가 갈색의 종이에서 변색된 것인지 紫色으로 염색한 것인지에 대한 엄밀

한 구분이 필요하다.

천혜봉 선생은 앞의 글에서 국보 196호로 지정된 신라백지묵서화엄경의 

표지와 변상도 또한 ‘橡紙’라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국내 현존 사경 중 온전한 

紫色 종이로 볼 수 있는 것은 국보 196호로 지정된 신라백지묵서화엄경의 표

지와 변상도가 유일하며 본문이 ‘紫紙’로 되어 있는 경우는 현존하지 않는다.

표지 변상도

그림 5. 신라백지묵서대방광불화엄경(리움 소장)26)

따라서 신라백지묵서화엄경의 표지와 변상도의 종이와 橡紙 寫經紙를 

과학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재료의 특성을 알아낼 필요가 있다.

25) 천혜봉, 한국의 전적(典籍) , 국보 12 : 서예․전적, 웅진출판주식회사, 1992. 215쪽.
26) 문화재청, 문화재대관-국보 전적-삼국․고려시대,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2009, 54-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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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筆寫 顔料의 표현

사경을 제작하는 筆寫 안료에는 金, 銀, 墨 등이 주로 많이 사용되어 있고 

드물게는 松花, 鏡面朱砂, 黃土, 胡粉, 血 등이 사용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드

물게 사용되는 안료를 제외하고 금과 은을 안료로 사용한 사경에 대해 사용하는 

명칭인 ‘金泥’와 ‘銀泥’라는 용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문화재 지정 사경의 명칭은 모두 ‘金泥’ 또는 

‘銀泥’의 형식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종민은 “지금까지 사경관련논저에서 금이나 은으로 사성하였을 때는 ‘金

泥’ 또는 ‘銀泥’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엄밀히 구분하자면 글자를 금이나 은으로 

쓴 경우는 ‘金字’ 또는 ‘銀字’로 표기하여야 한다.”27)고 주장하였다.

실록의 기사에는 ‘金泥’라는 용어가 등장하나 사경에 쓰인 용어가 아니라 

玉劍과 玉牒에 쓰인 용어이다. 옥검과 옥책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옥에 글씨를 

새기고 글자가 새겨진 홈에 金泥를 넣어 제작하는 방식이다.

그림 6. 太祖 追上諡號 玉冊(제1면)28)

27) 김종민, 조선시대 사경 연구 ,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10쪽.
28) 국립고궁박물관, 조선 왕조 어책, 국립고궁박물관, 2017,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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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록에 사경의 안료를 지칭하는 용어로는 ‘금니’ 또는 ‘은니’ 대신에 ‘금자’

와 ‘은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金銀字’로 표현된 실록의 기사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4. 실록에 사용된 ‘金․銀字’ 寫經 관련기록

위의 표와 같이 대부분 ‘金字’ 또는 ‘銀字’라는 용어가 조선시대에는 통용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왕대 월일 표기 비고

1 정종 1년(1399) 01월 03일 金字華嚴經
2 태종 11년(1411) 05월 18일 金字法華經
3 세종 4년(1422) 05월 21일 金字法華經

4 세종 5년(1423) 10월 25일 金字三本華嚴經
金字單本華嚴經

5 세종 6년(1424) 01월 01일 金字華嚴經
6 세종 6년(1424) 01월 08일 金字華嚴經
7 세종 6년(1424) 01월 20일 金字華嚴經

8 세종 6년(1424) 02월 07일
金字仁王護國般若波羅密經

金字阿彌陀經
金字釋迦譜

靑紙金字單本華嚴經

9 세종 6년(1424) 04월 20일 金字法華經

10 세종 6년(1424) 12월 17일

金字經
金字仁王護國般若波羅密經

金字阿彌陀經
金字釋迦譜

靑紙金字單本華嚴經

11 세종 16년(1434) 08월 28일 金字經
12 세종 18년(1436) 11월 10일 金字經
13 세종 19년(1437) 04월 04일 金字經
14 세종 23년(1441) 12월 02일 金字經, 金銀字經
15 세종 28년(1446) 03월 28일 金書佛經
16 세종 28년(1446) 11월 11일 金銀字經
17 세종 29년(1447) 05월 03일 金字經
18 문종 즉위(1450) 02월 18일 金字華嚴經

19 문종 즉위(1450) 04월 10일

金書 法華七卷 梵網二卷
楞嚴十卷 彌陁經一卷
觀音經一卷 地藏經三卷
懺經十卷 十六觀經一卷

起信論一卷

20 단종 즉위(1452) 09월 08일 金銀字經
21 성종 4년(1473) 11월 14일 金字經佛事
22 성종 8년(1477) 03월 04일 金字經
23 성종 8년(1477) 03월 05일 金字經
24 성종 8년(1477) 03월 06일 金字經
25 성종 8년(1477) 03월 19일 金字經
26 중종 15년(1520) 12월 26일 寫以金銀字
27 명종 11년(1556) 11월 28일 靑薄紙金字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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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語大辭典 등의 일본 사전에는 ‘紺紙’ 뿐만 아니라 ‘紺紙金泥’ 또한 

수록되어 있다. 하지만 ‘紺紙金泥’는 어느 국어사전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으며,

‘金泥’ 또한 국립국어원에서는 ‘금물’로 순화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표준국어대

사전에서 ‘금물’은 “아교에 개어 만든 금박 가루.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쓸 

때 사용하며, 특히 어두운 바탕의 종이에서 독특한 효과를 낸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역사적인 기록과 국립국어원의 언어순화 등을 고려 할 때에 ‘金泥’

또는 ‘銀泥’라는 표현보다는 ‘金字’ 또는 ‘銀字’로 쓰는 것이 더 적확한 표현이라

고 할 수 있겠다.

일부 사경의 경우 본문은 銀 또는 墨書 필사되었지만 변상도는 금으로 그

려진 경우가 있다.

그림 7. 묘법연화경 권2(호림박물관 소장)
본문:銀字, 변상도:金泥

그림 8. 묘법연화경 권6(호림박물관 소장)
본문:墨書, 변상도:金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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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는 ‘銀字妙法蓮華經’ 또는 ‘墨書妙法蓮華經’으로 표현하

고 변상도는 金泥로 그려졌다고 표현하는 것이 적당하다. 사경은 변상도의 유무

와 상관없이 본문이 핵심이기 때문에 본문에 쓴 필사 재료를 표현하는 ‘金字’

또는 ‘銀字’로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은 방향으로 생각된다.

Ⅴ. 맺음말

사경의 서명 앞에 붙어 사경의 명칭으로 통용되고 있는 사경 수식어에 대해 

살펴보았다.

寫經紙를 지칭하는 용어인 ‘紺紙’는 전통적으로 사용된 적이 없으며, ‘紺

色’이라는 표현도 드물게 사용되었다. 사경지를 지칭하는 전통적인 용어는 ‘鴉靑

紙’가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색상의 표현은 ‘藍色’이 흔히 사용되었다.

‘橡紙’는 1980년도 즈음에 새롭게 정립된 용어로 판단되며, 그 이전에는 ‘茶

紙’, ‘褐紙’, ‘茶褐紙’, ‘紅紙’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白紙’, ‘紺紙’ 등은 

색을 표현한 사경지의 명칭인데 ‘橡紙’만 유일하게 염색에 활용된 재료를 표현한 

색상이라 혼란을 주고 있으며, 실제 도토리나무 수액이나 도토리 열매를 통해 

염색하였는지 기록이나 과학적 검증 없이 사용되는 문제점이 있다.

‘紫紙’의 경우는 자색의 寫經紙를 뜻하나 ‘橡紙’의 변색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 ‘橡紙’와 함께 과학적인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필사의 안료를 뜻하는 ‘金泥’와 ‘銀泥’는 현재 통용되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사경을 표현할 때는 ‘金字’와 ‘銀字’로 표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변상도와 

본문이 다른 재료를 사용한 경우도 있으므로 본문을 중심으로 한 ‘金字’ 또는 

‘銀字’라는 표현이 더 낫다고 생각된다.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한번 사용되면 고치기가 쉽지 않다. 본 논문

을 통해 어떤 용어로 사용해야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며 어떤 표현이 역사적

으로 더 맞는 표현인지 용어의 기원은 어디서부터인지를 파악하고자 연구를 진

행하였다. 현재 통용되어 쓰고 있는 단어 일지라도 그 기원과 내력을 알고 사용하

는 것과 모르고 사용하는 것에는 역사인식에서 큰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본 논고가 시발점이 되어 의례히 사용되는 문화재의 명칭과 용어에 문제점

이 없는지 함께 살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를 통해 더 나은 용어로의 

사회적․학문적 합의를 이루어 불합리한 용어나 일본식 어투의 용어들이 개선되



100

어 나가기를 희망하며, 문화재를 더욱 잘 표현할 수 있는 전통적인 용어들의 사용

이 많아지기를 바란다.

투고일 2019년 1월 29일 |심사완료일 2019년 2월 20일 |게재확정일 2016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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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erminological Problem of Buddhist Manuscript

Park Gwang-Hun

Currently, it is official to write the name of the Buddhist Manuscript

of “paper's color + type of ink + book name.”

This study analyzes on the words that are modelled in front of the

Buddhist Manuscript’s name The traditional term for paper of the

Buddhist Manuscript was used most commonly ‘鴉靑紙(Achungji)’, not

‘紺紙(Gamji)’ and the expression of colors was ‘藍色(Gamsaek)’.

‘橡紙(Sangji)’ is a newly coined term around 1980. And Various terms

were used before. The problem with the term "橡紙(Sangji)" is that it

is not known whether it is actually dyed with acorn trees. There is no

record or scientific verification associated with such dyeing.

‘紫紙(Jaji)’ means that the color of purple paper of Buddhist

Manuscript, but there are some views that ‘橡紙(Sangji)’ is discolored.

So ‘紫紙(Jaji)’ and ‘橡紙(Sangji)’ need scientific comparative analysis.

‘金泥(Geumni)’ and ‘銀泥(eunni)’ are now commonly used to mean the

kind of ink written in the Buddhist Manuscript, but the traditional terms

are ‘金字(Geumja)’ and ‘金字(eumja)’.

Key Words : Buddhist Manuscript, paper of Buddhist Manuscript, Writing
material of Buddhist Manuscri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