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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발해 연화문와당에 대한 연구는 과거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 북한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형식
분류에 있어 그 기준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문양을 나열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
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양식적인 속성과 계측적인 속성들을 바탕으로 형식을 분류
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편년안을 수립하고 그 지역적인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발해 심엽형 연화문
와당은 자방부의 구성에 따라 일련의 형식학적 발전양상이 확인되고 있어 9개의 유형과 25개의 형식으
로 구분이 가능하다.
발해 전기는 국가형성과 관련된 시기이며 단판 연화문와당이 등장하고 도성지역을 중심으로는 심엽형
연화문와당이 확인된다. 발해 중기 도성지역에서는 심엽형 연화문와당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간식
문의 형태가 다양해지기 시작한다. 발해 후기에는 상경으로의 본격적인 환도가 이루어지고 단판 연화
문과 복판 연화문와당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 솔빈부지역에서는 재지적인 간식문들과 결합한 형
식들이 확인된다.
발해 연화문와당의 지역적 특징들을 살펴보면 각 지역마다 특징적인 점들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 파악
된다. 상경지역에서는 삭월형, 삼봉형 등 독특한 간식문 형태가 확인되며 자방부 구성은 돌기+권선에
부가문양이 추가된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중경지역에서는 심엽형 연화문와당이 주류를 이루
고, 남경지역 청해토성에서는 십자형의 간식문 형태가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발해가 중기 이후 영
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동경지역에서는 중앙으로 영역화되기 이전부터 재지
적인 요소들과 결합하여 지역적인 색채를 띠고 있는 요소들이 확인된다. 솔빈부지역에서는 발해가 다
른 지역과는 다른 독자적인 형태의 문양들이 사원유적들을 중심으로 나타난다.
발해 연화문와당은 각각의 속성들과 형식들이 시공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발해의 대외적인 영역확장과도 관련지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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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해 연화문와당의 편년과 지역성

이우섭*

I. 머리말
발해는 668년 고구려 멸망 이후 30년 만에 건국되어, 지금의 북한지역과 중
국의 길림성, 흑룡강성, 요령성 일부, 그리고 연해주 북쪽 너머까지 광대한 영토
를 점유했던 국가이다.
발해의 강역은 현재 북한 대부분과 중국의 만주, 러시아 연해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문헌자료의 부재와 각국의 정치적 목적이 결부되어 발해사에
대해 서로의 연고권을 주장하는 등 다양한 시각차가 나타나고 있다. 2000년대부
터 불거지기 시작한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인한 중국 경내 발해 유적 접근 차단과
남북분단으로 인한 현장 접근의 한계는 고고학적 연구에 많은 어려움을 야기하
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해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와 자료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
다. 러시아 개방 이후 연해주 발해 유적 공동발굴조사를 통해 실물자료를 직접
연구할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었고, 연해주 발해 유적들에 대한 1차 자료들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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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연해주지역이 발해 영역의 일부분에 불과하므로 전
체적인 물질문화 자료를 아우르는 총체적 연구에 있어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
이라고 할 수 있다.
발해 연화문와당에 대한 연구는 고구려 와당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자료를
접할 기회가 적어 백제나 신라 와당 연구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
가 대부분이고 심층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과 한계를 인식하고, 중국 동북지역과 북한 및
러시아 연해주지역에서 출토된 발해 연화문와당 전체를 대상으로 양식적인 속성
들과 계측적인 속성들을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형식분류안과는 다른
새로운 형식분류안 확립을 시도하였다.
발해 연화문와당은 연판의 형태에 따라 단판 연화문, 복판 연화문, 심엽형 연
화문와당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심엽형 연화문와당의 경우 자방부 구성에 있어
일련의 형식학적 발전양상이 확인되고 있는데 간식문 형태와의 교차분석을 통해
총 25개의 형식으로 세분이 가능하다. 이러한 형식분류 내용을 바탕으로 전반적
인 편년안을 수립하고 나아가 지역적인 특징들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편년안 수립에는 기연구된 편년안들을 참고하고 용두산고분군에서 확인되는
절대연대 자료와 크라스키노에서 확인되는 층위 관계 및 방사성탄소연대 측정치
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지역은 도성지역을 중심으로 구분하였고 연해주 솔
빈부지역의 경우 다른 도성지역들과 차이를 보이고 있어 하나의 지역권으로 구
분하였다.

II. 연구현황과 문제제기
발해 연화문와당에 대한 연구는 이미 20세기 초 러시아, 일본, 중국 학자들에
의해 간헐적으로 시작된 바 있다. 1933년과 1934년 일본 동아고고학회에서 동경
성(東京城)을 발굴조사하면서 발해 와당에 대한 자료가 축적되었고 그 후 팔련
성과 서고성에 대한 조사로 확대되었다.
초기 발해 와당 연구자들로는 동경성 조사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鳥山喜一, 原
田淑人, 駒井和愛를 들 수 있다. 이들은 동경성에서 출토된 연화문와당을 연판

개수에 따라 4종류로 분류하고 6판 연화문와당이 발해 와당 가운데 가장 보편적

122 | 韓國考古學報 第105輯 2017. 12

인 형태라 지적하였다(田村晃一 2005: 396-397 재인용).
田村晃一은 동경성에서 출토된 연화문와당의 문양을 연판의 수와 주문의 형

태를 중심으로 3류 7식으로 분류하여 그 선후관계를 명시하고, 나아가 서고성과
팔련성과의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田村晃一 2001, 2005). 田村晃一의 연구는 발
해의 연화문와당이 고구려적인 요소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 당나라적인 요소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 등 그 원류를 찾기보다는 객관적인 근거에 의거하여 형식학
적 분류를 시도한 연구로 평가할 수 있다.
中村亞希子는 연판의 후육 정도와 외부 형태 그리고 간식문의 표현 양상을 통

해 3류 14식으로 분류하고 그 시기적인 변천 양상과 상경성 출토 수막새에 대한
편년안을 제시하였다(中村亞希子 2006).
淸水信行은 동경성에서 출토된 기와들을 평기와, 와당, 치미 등 각각의 건축

적인 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그에 따른 제작기법에 대해 고찰하였다. 淸水信行의
연구는 田村晃一이나 中村亞希子의 연구와는 달리 문양이 아닌 순수 제작기법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淸水信行 2009).
북한에서는 청해토성과 오매리 절골 사원지 발굴조사를 통해 다수의 기와가
출토되면서 발해 와당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류병흥은 연판의 개수를 중심으로 4판에서 8판까지 5종으로 형식을 분류하고
고구려와 발해 와당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서 연구하였다(류병흥 1992). 하지
만 비교분석의 근거 자체가 문양 나열을 통한 단순 비교에 그쳤다는 점과 연판의
개수에만 국한하여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중국에서는 2000년을 전후해서는 동북공정 사업의 일환으로 상경성과 팔련
성, 서고성, 국내성 등을 위시하여 용두산고분군과 육정산고분군에 대한 대대적
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劉濱祥과 敦仁은 발해 전 지역을 8개의 구역으로 구분하고 시기적으로는 조
기, 중기, 만기로 나누어 문양의 형태 비교를 통해 당과의 연관성을 논하였다(劉
濱祥・敦仁 1995). 그러나 형식설정 과정에서 문양의 유사성만을 가지고 나열했다

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趙越은 연판의 개수와 자방부의 형태에 따른 유형학적 고찰과 출토 유적 간

의 선후 관계를 통해 편년안을 제시하였다(趙越 2007, 2008). 하지만 발해 와당의
기원과 관련해 대부분 당나라와의 관련성만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데 이는
고구려와 통일신라나 일본과의 연관성을 배제한 결과로 사료된다.
宋玉彬은 발해 상경성에서 출토된 와당의 연판 형태와 자방 그리고 간식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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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에 따라 형식분류를 시도하고 형식별 궁전지 출토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는 발해가 건국 초기에는 고구려 와당의 문양적인 요소를 받아들였으나, 서고
성의 복판 연화문와당이나 연주문은 중원적인 요소에 기원을 두고 있다고 보고
있다(宋玉彬 2010, 2011).
러시아에서는 1958년 코프이토 사원지와 1960년 아브리코스 사원지가 발굴
되면서 발해 와당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중세 고고학자인 오클라
드니코프는 아브리코스·코프이토 출토 유물들과 동경성 출토 유물 간의 기초적
인 비교 연구를 진행했다(오클라드니코프 1975).
볼딘은 크라스키노 사원지에서 확인된 기와 가마 출토품들을 통해 발해의 기
와 생산과 중국의 기와 제작 방식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는 연해주 내 발해 기와
생산이 하나의 커다란 틀 속에서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볼
딘 외 1984).

샤프쿠노프는 동경성 출토 연화문 수막새와 북한 오매리 절터, 연해주 코프
이토, 아브리코스 사원지에서 출토된 막새의 문양을 총 39개의 문양으로 분류하
고 수막새뿐만 아니라 암막새에 대한 형식분류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샤프쿠노프 1991).

아스타셴코바는 크라스키노성에서 출토된 와당을 총 8가지 형식으로 나누고
다시 사원지 상층과 금당, 건물지 하층, 우물지라는 공간으로 나누어 분포 양상
을 살펴보았다(아스타셴코바 2012).
한편, 국내에서는 대륙연구소에서 크라스키노와 코르사코프카 유적을 직접
발굴조사하면서 발해 와당에 대한 연구가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김창균은 코르사코프카와 크라스키노, 아브리코스 발해 사원지 출토 기와와
만주지역 발해 기와 간의 관계와 고구려, 신라 기와들과의 유사성에 대해 비교
연구하였다. 그는 코르사코프카 출토 봉황연꽃무늬기와의 봉황이 신라와는 달리
섬약하나 이를 통해 신라와 발해의 교류관계가 어느 정도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
하였다(김창균 1999).
김희찬은 발해 연화문와당을 중심으로 형식분류와 그에 따르는 시기적인 변
천 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발해 인동문 와당과 고구려 와당 간의 비교 고찰을 시
도하였다. 형식분류에 있어서는 주문의 유무에 따라 I류와 II류로 나누고 간식문
과 주문의 개수, 그리고 연판의 세장 정도에 따라 15개의 형식으로 세분하여 변
천과정을 제시하였다(김희찬 2010).
최진호는 발해 수막새를 연화문과 인동문, 보상화문, 전지문, 시체문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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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을 분류하고 발해 문화의 성격에 대해 알아보았다(최진호 2012). 백종오는
남한과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등에 이르는 발해 기와의 연구사에 대해 검토하
고 각국의 연구사적 특징들과 문제점을 고찰하였다(백종오 2012). 이상으로 발해
연화문와당과 발해 기와의 전반적인 연구현황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기존의 발
해 연화문와당 연구는 한정된 단위지역의 유적만을 대상으로 하여 유물의 단편
적인 모습만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것은 발해 강역이 러
시아와 중국, 북한에 걸쳐 있는 지리적인 한계에 근거한다.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들의 한계와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일련의 시도로써 발
해 영역에 분포하는 전체 유적을 대상으로 하여 연화문와당의 편년과 지역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III. 속성분석과 형식설정
1. 양식적 속성분석
양식적 속성은 기본적인 형태 이외에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문양 또는 기능
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세부적인 특성과 관련된 속성이다. 발해 연화문와당
은 다양한 장식이 가미된다. 그러므로 그것의 개별적인 속성 하나하나에 의미
를 부여하여 형식을 나누어야 하는데 그 변화 양상을 뚜렷하게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일단, 발해 연화문와당은 각각의 속성들마다 일정한 규칙성을
가지고 결합하면서 하나의 틀을 형성하며 지역과 시간에 따라 다양한 문양의
차이가 확인된다.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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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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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⑤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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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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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식문
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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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판 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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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⑧

두께
주연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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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못구멍
⑩ 미구

그림 1 발해 연화문와당 부분
명칭도

발해 연화문와당의 편년과 지역성 |

125

1) 자방부 구성
자방부는 흔히 씨방이라고도 하는데 연자가 들어가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자방은 드림새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주로 연자와 결합하여 동심원을 형성하면서
장식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발해 연화문와당의 자방부 구성은 크게 9가지로 나
누어 볼 수 있다(표 1).
가장 단순한 구성은 돌기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심엽형 연화문와당에
서만 확인되고 있으며 상경지역과 솔빈부지역에서 나타난다. 그 다음으로는 돌
기+주문의 구성인데 심엽형 연화문와당에서만 확인된다. 돌기+주문의 자방부
구성은 방추형 간식문하고만 결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돌기+연자+권선의 자방부 구성은 3번째로 많은 빈도수를 보이고 상경, 동
경, 중경지역에서 모두 확인된다. 주로 방추형 간식문들과 결합하고 있는데 그
중 6판 연화문와당하고 가장 높은 결합력을 보인다. 삭월형 간식문, 화봉형 간식
문, 특수형 간식문 등과도 결합한다.
돌기+권선의 자방부 구성은 발해 연화문와당의 자방부 구성에서 가장 많이
확인된다. 돌기+권선의 구성은 단판 연화문와당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전 지
역에 걸쳐서 확인되어 가장 넓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 구성이다. 간식문의 형태는
다양한 형태것들과 결합하는데 그중에 십자형이 제일 많다.
표 1  자방부 구성 교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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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기+권선+주문의 자방부 구성은 돌기+권선 다음으로 많이 확인되고 있는
구성이다. 상경과 동경, 중경 지역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용두산고분군을 제외하
고는 모두 도성지역에서만 출토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연판의 형태에 있
어서는 심엽형 연화문와당, 특히 6판 연화문와당인 것들하고만 결합한다. 간식문
은 방추형인 것들이 많고 십자형과 삭월형, 인동형, 범어형 등과도 결합한다.
돌기+권선+주문+부가문양의 자방부 구성은 상경성 2, 3, 4, 5호 궁전지와
50호 궁전지 그리고 황성 남문에서 고르게 확인되고 있는 형태이다. 주로 6판 연
화문 방추형 간식문하고만 결합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돌기+권선+주문+호선의 자방부 구성 역시 상경성에서만 출토되고 있는데
2호 궁전지와 5호 궁전지, 50호 궁전지에서 각각 확인된다. 그 빈도수에 있어서
는 앞에서 살펴본 돌기+권선+주문+부가문양보다 적게 확인된다.
돌기+권선+연자+권선의 자방부 구성은 상경지역과 동경지역에서 각각 확
인되고 있으며 그 빈도수에 있어서는 다른 어느 것들에 비해서 가장 낮다. 주로
방추형 간식문과 결합하는데 동경지역에서 출토되는 삼봉형 간식문과 결합하고
있는 것도 특징적이다.
돌기+권선+권선의 자방부 구성은 코프이토 사원지에서만 확인되고 있어
지역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간식문의 형태는 신아
형만이 확인되며 소형인 것들하고만 결합한다. 다른 심엽형 연화문와당과는 달
리 연판과 연판을 가르는 수직 융기선이 없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2) 간식문
간식문은 연판과 연판 사이에서 나타나는 부가적인 문양 요소로서 발해 와당
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며 다양한 문양들과 결합되어 다채로운 느낌을 준다. 간
식문의 형태로는 방추형과 삭월형, 인동형, T자형, 주점형, 화봉형, 봉황형, 범어
형, 신아형, 삼봉형, 특수형 등이 있다.
방추형 간식문은 다른 간식문 형태에 비해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이고 있으
며 상경지역과 중경지역 그리고 동경지역에서 확인된다. 상경성과 서고성을 중
심으로 한 도성지역에서 주로 출토되고 있으며 모든 궁전지마다 고르게 분포하
고 있어 발해 연화문와당의 전형적인 간식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십자형 간식문은 방추형 간식문 다음으로 가장 많이 확인되며 도성지역에서
주로 출토된다. 자방부의 형태에 있어서는 주로 돌기+권선으로 이루어진 형태
혹은 돌기+권선+주문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들하고만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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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발해 연화문와당 간식문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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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월형 간식문은 방추형, 십자형, 주점형 간식문 다음으로 많이 확인되고 있는
데 중경지역과 솔빈부지역에서 나타나며 상경지역에서도 간헐적으로 등장한다.
도성지역 출토품이 주류를 이루나 솔빈부지역에서는 사원지에서도 확인된다. 자
방부의 구성은 돌기, 돌기+연자+권선, 돌기+권선+주문으로 이루어진 것들과
함께 결합한다. 인동형 간식문은 상경성에서만 확인되고 있는데 제5호 궁전지에
서 출토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자방부의 구성은 돌기+권선+주문으로
이루어진 것들하고만 결합된다. T자형 간식문은 상경성에서만 확인되고 있으며
자방부의 구성은 돌기+권선인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돌기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들도 확인된다.
주점형 간식문은 솔빈부지역 보리소프카 사원지에서만 확인된다. 다른 지역
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 지역색을 띠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다른 것들과 마
찬가지로 심엽형 연화문와당에서만 나타난다. 자방부의 구성은 돌기+권선으로
그림 3 발해 연화문와당 간식문
빈도분석표

이루어진 것하고만 결합한다.
화봉형 간식문은 크라스키노 절터에서만 확
인되며 자방부의 형태는 모두 돌기+연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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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으로 이루어진 것들하고만 결합한다. 봉황형
간식문은 솔빈부 코르사코프카 사원지에서 출

200

토되고, 화봉형이나 주점형과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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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삼봉형보다는 많고 화봉형보다는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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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진 것들하고만 결합한다. 신아형 간식문은
솔빈부 코프이토 절터에서 확인되는데 봉황형

다음으로 가장 많다. 하지만 심엽형이면서 연판과 연판 사이에 수직 융기선이 없
다는 점이 특징적인데 자방부는 돌기+이중권선으로 이루어진 것과 결합한다.
삼봉형 간식문은 상경지역과 동경지역에서 각각 확인되고, 돌기, 돌기+이중권
선으로 이루어진 것 모두 나타난다.
이렇게 발해 연화문와당의 간식문 형태는 지역권별 특징을 나타내 주는 지표
라고 할 수 있다. 주로 도성지역에서 방추형 간식문이라는 정형화된 형태가 확인
되는 반면, 러시아 연해주지역에서는 봉황형, 삭월형, 주점형, 화봉형 등을 비롯
한 다양한 문양소들이 결합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특히, 남경지역에서는 방추형
의 간식문이 확인되지 않았고, 십자형의 세장한 연화문와당이 나타난다. 아직까
지 간식문 형태의 변천이나 전개 과정에 대해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연해주지역
에서 확인되는 다양한 형태의 간식문과 도성지역에서만 등장하고 중심지에서 멀
어질수록 나타나지 않는 간식문의 형태를 볼 때, 이 속성은 일련의 지역성을 반
영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3) 연판형태
연판은 와당 전체 드림새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그만큼 와
당의 형태를 나타내 주는 대표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백제나 고구려와 신
라 와당과 같은 경우에는 그 형태적인 요소에 따라 시공간적인 차이가 확인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형식분류의 기준으로 다양하게 활용되어 왔다.
발해 연화문와당 역시 다양한 형태의 연판이 확인되고 있는데, 고구려 연화문
와당과 마찬가지로 평면적이기보다는 입체적으로 양각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발해 연화문와당은 연판의 형태에 따라 크게 단판 연화문와당, 복판 연화문
와당, 심엽형 연화문와당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크라스키노에서 출토된 단판
연화문의 경우 4문화층에서 확인되고 있어 1, 2 문화층에서 나타나는 심엽형 연
화문와당보다 이른 시기에 등장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발해 중심지역인
상경지역에서는 한 점도 출토되지 않았다

그림 4 연판형태에 따른 분류

는 점이 특징이다. 복판 연화문와당은 서
고성과 팔련성에서 각각 출토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와당들이 중원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당나라적인 요소를 받아들여 형성된 것으
로 파악하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심엽

단판연화문

복판연화문

심엽형 연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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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연화문와당은 전체의 94%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다른 단판, 복판 연화문와당
에 비해 가장 높은 빈도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 지역에 걸쳐 고르게 확인된다.
또한 연판의 개수에 있어서도 4~7판까지 여러 가지로 확인되며, 다양한 형태의
간식문과 결합하여 발해의 전형적인 연화문와당을 형성한다.

2. 계측적 속성 분석1)
계측적인 속성은 수치로 환산할 수 있는 그 속성에 따라 다양한 수치들을 확
인해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와당의 드림새 지름, 자방부 지름, 두께, 주연부 너
비, 자방높이, 자방비, 연판길이, 연판너비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Mean-15.047
Std. Dev.-1.9807
N-388

1) 드림새 지름
드림새 지름은 와당의 직경을 말하는데 크기를 반영하는

60

속성이다. 발해 연화문와당의 드림새 지름은 9.8cm의 소형
에서 19.8cm의 대형에 이르기까지 그 크기가 무려 10cm나

50

차이날 정도로 폭이 매우 크다.2) 연화문와당의 드림새 지름

빈도

40

히스토그램을 살펴보면 지름 14cm를 기준으로 대형과 소형
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14cm 이상의 대형 와당은 도성 혹은

30

성곽 유적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된다. 대형 와당들은 주로 5
판~7판 연화문이 주류를 이루고 4판 연화문은 드물게 확인

20

된다. 특히 7판 연화문와당은 상경성 십자형 간식문의 연화
10

문와당을 제외하고는 방추형 간식문의 와당만이 확인되는
데, 모두 대형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0
10.0

12.0

14.0
16.0
드림새 지름

18.0

20.0

14cm 미만의 소형 와당은 주로 동경지역의 크라스키노와

그림 5 드림새 지름 히스토그램

1) 학위논문에서는 모든 계측치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으나 본고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것에 대해
서만 분석 내용을 언급하고자 한다.
2) 평균은 15.036cm, 절삭평균은 15.088cm, 중위수는 15.6cm, 최빈값은 16.5cm이다. 평균 95%
의 신뢰구간 하한은 14.8cm, 상한은 15.2cm이다. 계량적인 분석방법을 통한 유형 분류에선 보
통 평균과 중위수를 기준으로 구분하는데 평균값은 극소치와 극대치에 따라 변화할 수 있기 때
문에 중위값을 기준으로 95% 신뢰도를 통해 평균이 존재할 수 있는 구간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
적이다. 하지만 14.8~15.2cm 사이에 분포되어 있는 연화문와당의 개체 수는 총 19개로, 도상
복원으로 드림새의 지름이 판별 가능한 388개체의 5% 미만이기에 중형이라는 의미를 부여하
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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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빈부 주변의 연해주지역에서 집중 출토되는 경향성을 보인다. 크라스키노 사
원지에서는 소형 와당과 대형 와당이 모두 확인되어 동경 용원부의 염주성으로
그 중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발해 연화문와당의 드림새 지름은
일련의 지역적인 특색을 보인다. 주로 상경용천부와 중경현덕부, 동경용원부, 남
경남해부 지역과는 달리 솔빈부가 위치하던 연해주지역 와당들은 도성지역 출토
품보다 작은 경향이 확인된다.

3. 형식설정
발해 연화문와당은 각각의 속성들마다 일정한 규칙성을 가지고 결합하면서
하나의 틀을 형성한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심엽
형 연화문와당이다. 심엽형 연화문와당의 경우 상경지역, 서경지역, 동경지역,
연해주 일대 등 전 지역에서 출토되고 있어 자방부의 구성과 간식문의 형태를 통
해 지역적인 특징과 시간적인 변화상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발해 연화문와당의 형식분류에 앞서 기존의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많은 문제
점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특히, 가장 큰 문제점은 구분의
기준이 되는 속성이 모호하다는 것과 그것들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거나 형식학
적 발전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단지 형식조열을 위한 형식분류였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표 2).
발해 연화문와당은 자방부의 구성에 따라 단순→복잡, 복잡→단순으로 가는
일련의 형식학적 발전 양상이 확인된다. 물론 이러한 자방부의 발전 양상이 발해
연화문와당의 전반적인 시간적 흐름을 이야기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하지만, 기
존의 형식분류안들과는 달리 분류의 기준에 의미가 부여되었다는 점과 이러한
자방부의 변화 과정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시공간적인 변화가 확인되고 있어 형
식분류의 기준으로 삼기에 커다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명목적인 속성(nominal attribute)인 자방부의 구성과 간식문의 형태를
통해 형식을 분류해 보고자 한다. 발해 연화문와당은 크게 권선이 없는 A유형
과 권선이 있는 B유형 그리고 이중권선으로 이루어진 C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A유형의 경우 총 2가지 세부 유형, 즉 Aa류와 Ab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Aa
류는 돌기만 있는 것, Ab류는 돌기에 주문이 배치된 것을 말한다. B유형의 경우
부가 장식문들의 유무에 따라 5가지 세부 유형으로 세분된다. Ba류는 돌기와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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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기존 연구자들의 형식분류 속성 고려기준
(●-1차 기준, ■-2차 기준, ▲-3, 4차 기준)
연판개수

鳥山喜一(1944)

●

류병흥(1992)

●

간식문형태

자방부 형태

유형별
분류3)

샤프쿠노프
E.V.(1996)

●

아르테미에바
N.G.(1998)

●

김창균(1999)

●

아스타셴코바
E.V.(2004)
田村晃一

●
●

▲

■

中村亞希子(2006)

●

■

▲

趙越(2007)

●

(2001, 2005)

●

김희찬(2010)
(2011)

▲

■

겔만 E.I.(2010)
宋玉彬・劉玉成

연자개수

▲

최진호(2012)

■

●

■

●

●

■

▲

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Bb류는 돌기+

표 3  자방부 형태 교차표

권선+주문으로 이루어진 형태이다.
Bb′류와 Bb"류는 Bb류를 기본으로 하
면서 밖으로 나와 있는 주문에 십자형
부가문양 또는 호선이 배치된 것을 말
한다. Bc류는 돌기+연자+권선의 구성
′
″

을 지니고 있으며 가장 많은 수를 차지
한다. C유형은 복판 연화문와당과 심엽
형 연화문와당에서 확인되는데 돌기+
이중권선 혹은 돌기+연자+이중권선
으로 이루어진 형태를 말한다. Ca류와

3) 유형별 분류는 러시아 학자들이 주로 활용하는 방법인데, 문양별로 유사한 것끼리 묶어서 유형
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지역색이 강한 와당을 형식분류함에 있어 활용되며 세부적인 속
성에 대한 고찰보다는 외형적 형태에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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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류 2가지로 세분되며 와당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다.

표 4  간식문 교차표

Aa류 와당은 자방부의 구성이 돌기로 되어 있는 형태이다.
이 유형의 와당은 소형인 것들이 많고 간식문의 차이에 따라
Aa3, Aa5, Aa11의 3가지 형식으로 세분이 가능하다.
Ab류 와당은 자방부의 구성이 돌기+주문으로 되어 있는 형
태를 말한다. 이 유형의 와당은 대형인 것들이 많다.
Ba류 와당은 자방부의 구성이 돌기+권선으로 되어 있으며
상경, 동경, 솔빈부, 남경 지역에서 확인되나 중경지역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다른 유형들에 비해 보다 다양한 형태의 간식
문들과 결합한다. 간식문의 형태에 따라 Ba1식, Ba2식, Ba3식,
Ba5식, Ba6식, Ba8식, Ba12식 등 총 7가지 형식으로 세분된다.
Bb류는 자방부가 돌기+권선+주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으로 다양한 형태의 간식문과 결합한다. 용두산고분군에서 출
토된 것 이외에는 도성지역에서 출토된 것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어 대형와의 비율이 높다. 방추형, 십자형, 삭월형, 인동형,
범어형 간식문이 확인되며 그 형태에 따라 Bb1식, Bb2식, Bb3
식, Bb4식, Bb9식 5가지 형식으로 세분된다.
Bb′류와 Bb"류는 기본적으로 Bb류의 자방부 구성에 부가적
인 문양이 주문 사이에 추가되어 있는 형태이다. Bb′류는 돌기+
권선+십자형 부가 문양이 형성되어 있는데 6판 연화문와당하고
만 결합한다. Bb"는 십자형 대신 호선의 부가 문양이 자방부의 주
문 사이에 시문된 형태인데 모두 방추형 간식문하고만 결합하고
있어 Bb′1식과 Bb"1식 2가지 형식으로만 분류된다.
Bc류 와당은 자방부의 구성이 돌기+연자+권선으로 되어 있으며 남경을 제
외한 발해 전역에 걸쳐서 확인되고 있다. 이 유형은 주로 대형인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방추형, 삭월형, 화봉형, 특수형 간식문이 나타나며 그 형태에 따
라 Bc1, Bc3, Bc7, Bc12 4가지 형식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Cc류는 돌기+권선+연자+권선의 자방구 구성을 띠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Bb류에서 권선이 한 줄 추가된 형태이다. 상경지역과 동경지역에서 확인되고 있
으며 4판 연화문과 6판 연화문와당만 나타난다. 방추형 간식문, 삼봉형 간식문
등과 각각 결합하고 있어 Cc1식, Cc11식 2개의 형식으로만 분류가 가능하다. 상
기 내용들을 요약하면 <표 5>와 같이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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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심엽형 연화문와당 형식분류 교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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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발해 연화문와당의 편년과 지역성
1. 발해 연화문와당의 편년
한국 학계의 발해 연화문와당에 대한 편년 연구는 오히려 일본이나 북한, 중
국, 러시아 등에 비해 늦게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에서는 비록 일
제강점기 당시에 수습된 출처가 불분명한 와당이라는 한계가 있으나 이미 동경
성 출토 유물들을 중심으로 상대적인 편년안이 제시되었고(田村晃一 2001, 2005;
中村亞希子 2006), 중국에서도 건축학적 상대서열에 기반을 둔 편년안이 제시된

바 있다(趙越 2007). 러시아에서는 전체적인 편년안 구축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
지지 않았으나 크라스키노성에서 층위를 달리하여 출토되는 와당들의 선후관계
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겔만 2010).
국내에서는 러시아 연해주에서 출토된 유적의 존속 연대 및 연판 개수를 중
심으로 시간적인 변화양상을 확인하는 연구와(김창균 1999), 자방부 주문의 유무
에 따라 시간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것에 입각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하
지만 이 편년안들은 기존 일본이나 중국 학계에서 제시한 편년안을 크게 뛰어넘
는 안이 아니며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편년안 구
축에는 한계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연해주 크라스키노성에서 보이는
토층관계와 각 문화층에서 확인되는 방사성탄소연대, 용두산고분군에서 보이는
묘지명의 절대연대(송기호 2010)를 중심으로 발해 연화문와당에 대한 전반적인
편년안을 수립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상경성과 서고성 그리고 팔련성에서 출토
되는 와당들의 경우에는 궁전지에서 출토되는 와당 중에 가장 다수를 점하는 것
들을 창건 당시에 주체적으로 채용하였을 것이라는 논법에 입각하여 창건와와
보수와를 구분해 보고자 한다.
Aa3식은 가운데에 돌기가 형성되어 있으며 삭월형 간식문과 결합하며 소형
와가 주류를 이룬다. 4판 연화문와당은 7, 6, 5판 연화문와당과는 달리 보다 시
대가 후행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아브리코스 조사자는 공반 출토된
치미의 형태를 통해 사원이 이미 8세기 대에 등장하였다고 주장한다(샤프쿠노프
1991: 247). 아브리코스의 존속시기에 대한 견해는 학자들마다 다양한데 8~9세

기, 발해 중기로 보는 견해와 당나라 중기 및 후기, 즉 10세기에 출현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연판의 형태가 발해의 전형적인 심엽형 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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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와당이라는 점과 자방부의 형태가 돌기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Aa3식은 발해 중기 이후로 편년해 볼 수 있다.
Aa5식은 연판의 형태와 자방부의 구성이 거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아 3점
모두 같은 와범으로 제작한 동범품인 것으로 판단된다. 자방부와 연판의 사이 간
격이 좁고 상경성 창건 이후 소규모의 보수가 이루어진 시점에 제작된 것으로 파
악된다. 간식문의 형태가 기본형인 방추형에서 변화한 것으로 볼 때 발해 중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정된다.
Aa11식의 간식문 형태는 크라스키노 3문화층에서 보이는 삼봉형의 형태와
유사한 것으로 볼 때 발해 전기 혹은 중기로 판단된다. 그러나 연판과 자방부 형
태가 크라스키노 3문화층의 Cc11식과는 다르다. 연판이 볼륨감을 상실한 것으
로 볼 때, 상경성으로의 2차 천도 이후에 등장한 후기 와당일 것으로 상정된다.
Ab1식은 자방부의 크기가 축소화되고 연판의 폭이 연판의 길이보다 더 커져
연판끝을 강조하는 기존의 방식과는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Ab1식은 서고성이
창건된 이후 대대적인 개보수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등장한 것으로 파악되며 그
시기는 상경성으로의 1차 천도가 이루어진 중기로 파악해 볼 수 있다.
Bc1식은 권선 내측에 연자가 배치되고 방추형 간식문과 결합하는 형태로 주
로 상경성에서 출토된다. 크라스키노 사원지 상층에서 5판 연화문의 Bc1식 와
당이 확인되고 있어 이 형식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전 시기 전 영역에 걸
쳐 사용된 와당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Bc1식 수막새의 편년은 출토 유적의 조
성시기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곧, 서고성
을 상경성 이전의 도성으로 비정(劉曉東·魏存成 1991)하는 단계적 조영설4)과 서
고성과 팔련성의 건축학적 규모와 유물의 유사성을 통해 서고성과 팔련성이 상
경성보다 이른 시기에 조성되었다는(趙越 2007)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고고학적 자료에 의한 분석이 아니라 도성의 평면 형태에 따른 분
류이기 때문에 입론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만약 상경성이 서고성이나 팔련성보
다 이른 시기에 축조되었다고 한다면, Bc1식은 2, 3, 4, 5호 궁전지에서 모두 고
르게 분포하고 있으므로 상경성 창건와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 Bc1식 와당

4) 단계적 조영설은 서고성-상경성-팔련성의 계기적인 발전에 주목한 것으로, 발해 도성이 장안성
의 형태를 모방하여 조영한 서고성의 경험이 9세기 중엽에야 완벽하게 체현되는 것을 바탕으로
한 논지이다. 이 학설에 의하면 제1기에는(문왕 시기) 궁성, 궁성 내 3, 4, 5호 궁전이, 제2기(성
왕과 강왕시기)에 궁성과 황성을 포함한 내성 부분이, 제3기(대인수와 대이진 시기)에 1, 2호
궁전과 궁성 남문 그리고 외성을 포함한 전체가 각각 건설되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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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연해주 크라스키노 상층에서도 연판의 개수를 달리하여 출토되고 있는 것으
로 보아 이미 발해 전 기간에 걸쳐 사용된 와당인 것으로 판단된다.
Bc3식은 크기가 매우 작고 그 빈도수가 매우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상
경성의 소규모 보축에 활용된 와당으로 파악된다. Bc7식은 6판 연화문와당에 화
봉형의 간식문이 결합된 형태이고 크라스키노 사원지에서 출토된다. Bc7식은
다른 심엽형 연화문와당과는 달리 연판의 끝부분이 주연부를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방부를 향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한데 이것이 고구려 인동문 형태를 계
승한 것이라고 파악하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宋玉彬 2010: 91). Bc7식은 크라
스키노 3문화층에서 주로 출토되는데 연해주지역이 영역화되기 이전에 이미 존
재했던 형식으로 파악되며 중기에 등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Bc12식은 5판 연화문와당에 특수형의 간식문이 결합된 형태이며 자방부의
폭과 드림새의 지름이 Bc3형 와당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보아 소규모의 보수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간식문의 형태가 일반적이지는 않
아 후기로 볼 수도 있으나 그 구성이 돌기+연자+권선으로 이루어져 있어 발해
중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정해 볼 수 있다.
Ba1식은 상경성의 대대적인 개보수가 일어나는 시점에 등장한 것으로 파악
된다. 간식문의 형태에 있어 기본적으로 상경성 창건와로 볼 수 있는 Bc1식의
제작 전통을 유지하고는 있으나 녹유와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으로 볼 때 2차 상
경 천도 이후에 등장하는 발해 중기-후기의 와당으로 판단된다. 또한 부속 건물
지로 판단되고 있는 50호 건물지에서 보다 높은 빈도수를 보이고 있어 Bc1식보
다는 후행하는 형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Ba1식은 크라스키노 1, 2문
화층에서도 확인되며 발해 중기 또는 후기에 제작된 것으로 파악된다.
Ba2식은 대체적으로 연판의 볼륨감이 상실된 것이 주를 이루는데 연판의 세
장하는 정도에 따라 분기를 다르게 설정하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中村亞希子
2006; 趙越 2007). Ba2식은 상경성 주변 행산향 양가둔 가마터에서도 출토되었는

데 가마의 구조와 출토된 벽돌과 기와를 통해 볼 때 발해 중기 혹은 만기에 축조
된 것으로 파악된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Ba2, Bb2식의 와당들이 상경성 창건
와인 Bc1와 드림새의 크기가 거의 유사하다는 점이다. 즉 Ba2식과 Bb2식은 상
경성이 창건된 이후 대대적인 보수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등장하였고 상경성 주
변에서 출토된 이 기와가마터는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또한, Ba2
식은 상경성의 경우 2호 궁전지에서 전체의 11%의 비율을 보이고 3, 4호 궁전지
에서 각각 23%, 2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다. 특히 50호 궁전지에서는 5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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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화문와당과 결합한 소형 녹유와당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시유되지 않은
형태의 Ba2식 와당들이 3, 4호 궁전지에서보다 밀집하여 출토된다. 이것으로 보
아 대형의 Ba2식은 Bb2식과 함께 상경성의 대대적인 개보수가 이루어지는 시점
에 등장하였고 소형의 Ba2식 와당들은 그 이후에 등장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서고성에서 출토되는 Ba2식의 경우 Bb1식과 Ab1식 다음으로 많은 빈
도수를 보인다. 주로 서고성 창건와인 Bb1식과 유사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서
고성이 대대적으로 개축되는 시점에 등장한 것으로 파악된다. 즉, Ba2식은 팔련
성에서 상경으로의 2차 천도와 서고성의 대대적인 보수가 일어나는 시점을 전후
하여 등장한 것으로 파악되며 발해 중기~말기로 편년해 볼 수 있다.
한편 청해토성에서 출토된 것은 Ba2식으로 연판의 형태가 매우 세장하고 자
방부의 돌기가 돌출된 것으로 보아 상경성의 것과 매우 유사하다. 청해토성의 축
조연대가 발해 중기부터 말기인 8세기 후반에 조성된 것으로 볼 때 상경성과 서
고성에서 보이는 것들과 큰 시기 차이는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Ba3식은 연판의 형태라든지 드림새의 크기가 소형의 Ba2식과 유사하다는 점
으로 미루어 볼 때 Ba2식이 제작되던 시기를 전후하여 등장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50호 궁전지에서 출토된 것의 경우 녹유처리가 되어 있어 Ba2식보다는
후행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문양의 다양화가 이루어지는 후기에 등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Ba5식은 상경성에서만 출토되고 있는데 연판의 형태와 자방부의 형태는 소
형의 Ba2식이나 Ba3식과 거의 유사하나 드림새의 지름이 약간 더 크고 50호 궁
전지의 것들도 Ba3식과는 달리 시유가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Ba2식보다는 후
행하고 Ba3식보다는 선행하는 발해 중기와 후기 사이에 등장한 것으로 상정해
볼 수 있다.
Ba6식은 보리소프카 사원지에서 출토되었으며 5판 연화문와당에 주점형 간
식문과 결합하고 있으며 소형 와당이다. 보고서에서는 이 문양의 수막새를 8세
기 전반으로 편년하고 있는데 다른 유적에서 확인된 것과 유사하지 않은 고유한
양식이고, 연판의 형태가 고구려의 단판 연화문과 흡사하다는 점에 있어 과도기
적인 단계의 문양으로 파악하고 있다. 연판의 형태로 볼 때 발해 전기로 판단해
볼 수도 있으나 간식문의 형태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으로 보아 발해 전기에 이
미 등장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리소프카 사원지
는 문왕시기인 8세기 후반에 들어서야 영향권으로 들어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연
해주지역이 영역화되는 과정에서 현지의 제작기술과 중앙의 문화가 함께 융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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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Ba8형식은 소형 와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간식문에서는 봉황무늬가 확인된
다. 이를 통해 발해와 신라, 고려와의 문화교류를 짐작하면서 동경용원부로의
천도~발해 말기까지 사용된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제시되기도 한다(김창균
1999: 130). 코르사코프카 유적에서는 봉황문 기와뿐만이 아니라 고려시대에 주

로 등장하는 일휘문도 공반 출토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Ba8식은 발해 중기부터
말기에 등장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Ba12형식은 심엽형 연화문와당에 특수형의 간식문 혹은 간식문이 배치되지
않은 형태인데 청해토성과 오매리 절골 사원지에서 출토된 바 있다. 공반 출토되
고 있는 Ba2형식이 상경성에서의 대대적인 개보수가 일어나는 시점에 등장한 것
으로 판단되고 있어 Ba12형식도 발해 중기부터 말기에 등장한 것으로 파악된다.
Bb1식은 상경성과 서고성, 용두산고분군, 팔련성에서 각각 출토되고 있는데
모두 6판 연화문와당에 대형 와당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서고성에서 가장 많이
출토되었는데 궁전지들을 포함하여 우물과 내성 격벽 문지에서 고르게 출토되고
있으며 유적 전체 출토량의 가장 많은 30%를 차지하고 있어 창건와로 보기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상경성에서도 서고성만큼의 비율은 아니나 모든 궁
전지에서 고르게 출토되고 있다.
한편, 용두산고분군에서도 Bb1식 연화문와당이 출토되었는데 자방부의 돌
기가 Ba2식과 마찬가지로 더 돌출되어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상경성, 서고성,
팔련성의 것과 흡사하다. 이 와당은 단판 연화문와당과도 공반 출토되었는데 동
봉이혈전곽합장묘인 M13, M14호분에서 출토되었으며 묘상건축물의 역할을 했
던 와당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점은 이 무덤이 도굴되지 않은 처녀분이
라는 사실과 금제관식이 공반 출토되었다는 점이다. 이 금제 관식을 통해 발해가
황제국을 표방하였고 지배계층이 고구려인이었을 것이라는 주장(송기호 2010:
144-150)도 제기되고 있다. 용해구역에서는 정효공주묘(M1), 효의황후(M12)5)와

순목황후(M3)6)의 묘가 확인되어 상경 혹은 동경에 도읍했을 때에 조성된 것으
로 파악된다.
즉, Bb1식은 꽤 긴 존속시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고성은 아마
5) 효의황후는 묘지명이 공개되지 않아 정확히 언제 매장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역시 문왕과 함
께 합장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문왕은 793년 3월에 사망하였다.
6) 순목황후는 건흥 12년 829년 7월에 묻혔는데 간왕이 사망한 818년으로부터 100년이 흐른 뒤이
다. 즉 순목황후가 사망했을 때 모두 상경으로 도읍이 이루어졌던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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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경과 마찬가지로, 현주로의 천도가 이루어지기 이전 시점부터 상경과 마찬가
지로 축조되고 있었을 것이다. 등장시점은 발해 전기이며 시유 와당이 등장하고
용두산고분군의 절대 연대에서 보이는 것으로 볼 때 2차 상경천도가 이루어지는
발해 후기까지도 계속 쓰였던 것으로 보인다.
Bb′1식은 모두 대형 와당이면서 자방부에 부가적인 십자형의 문양이 추가된
것을 제외하고는 Bb1식과 거의 같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따라서 Bb′1식은 상경
성에서 보이는 보수와인 Bb1식과 거의 유사한 제작전통을 유지하는 것으로 동
시기 혹은 약간 늦은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파악된다.
Bb′′1식은 Bb′1식이나 Bb1식과는 자방부에 호선이 추가된 것을 제외하고는
형태적으로 거의 유사하다. Bb′1식보다는 더 적은 양이 출토되었다. 아마 Bb′1
식과 거의 동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십자형 간식문이 발해 후기로 가면
서 대량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볼 때 Bb′′1식은 Bb′1식이 등장하기 이전에 제작
된 것으로 판단된다. 즉 Bb1→Bb′′1→Bb′1식으로의 시기적인 선후관계 상정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Bb2 와당은 창건와인 Bc1식과 드림새의 크기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볼 때,
대대적인 개보수가 진행될 때 등장한 와당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전체 건물지
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궁전지보다 황성남문, 남문지, 북문지에서 상대적으로 높
은 것으로 보아 기존 건물지들의 보축과 확장공사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등장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해 Bb2식 와당들의 범 손상이 크고 약간 시기적으
로 내려오는 것이라고 파악되어 시기를 구분할 수 있는 와당으로 본다(田村晃一
2005: 427). 또한, Bb2식은 Ba2식과 마찬가지로 행산향 양가둔 가마터에서 출토

된 1, 2, 3형식에 해당되는데 이 가마터는 발해 중기에서 만기로 편년되고 있어
Ba2식과 함께 대대적인 보수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등장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
라서 Bb2식은 Ba2식과 마찬가지로 상경성으로의 2차 천도가 이루어지는 시점
을 전후한 발해 후기로 파악해 볼 수 있다.
Bb3식은 자방부의 형태가 Ba식으로 바뀌고 십자형 간식문이 등장하는 것이
발해 중기와 말기를 전후한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Bb3와당은 Ba2와당보다는
선행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서고성 와당의 상대 서열은 Bb1식→Ab1식→
Bb3식→Ba2식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즉 Bb3식은 Ba2식이 등
장하기 이전 시점인 발해 중기에 등장한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Bb4식은 드림새의 크기라든지 자방부의 지름에 있어서 Bb2식과 유사하다.
따라서 Bb2식은 이것이 제작되던 시기를 전후한 과도기적인 와당으로 파악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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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해 중기와 후기에 걸쳐 제작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Bb9식은 드림새의 크기로 볼 때 상경성 창건와인 Bc1식이나 대대적인 보축
이 일어날 때 등장하는 Bb2식과 거의 흡사하다. 북문지에서 더 많은 양이 출토
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Bc1식→Bb2식→Bb9식으로의 변천과정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Bb9식은 발해의 문화적 다양성이 확인되는 최말기에 등장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
Ca10식은 러시아 연해주 코프이토에서 출토되었는데 모두 소형 와당이면서
간식문의 형태가 중앙의 심엽형 연화문와당과는 굉장히 다른 특수한 형태를 띠
고 있다. 소형 와당이라는 점으로 미루어 연해주지역이 영역화되는 발해 후기로
편년해 볼 수도 있으나, 이곳에서 공반 출토되는 평기와들이 아브리코스에서도
재사용되고 있다는 점으로 볼 때 아브리코스의 Aa3식보다는 이른 시기에 제작
된 것으로 보인다. 크라스키노성의 이른 문화층에서도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
아 크라스키노 3문화층인 8세기 중엽의 발해 전기 후엽으로 파악된다.
Cc1식은 자방부의 구성에 있어 돌기+권선+권선을 이루고 있는데 연판 형
태는 창건와인 Bc1식과 흡사하다. Bc1식의 출토 비율이 다른 건물지에 비해 상
대적으로 높은 2호 궁전지와 3, 4호 궁전지에서 출토된 것으로 볼 때 Bc1식의 보
수와인 것으로 파악된다.
Cc11식은 간식문의 형태가 상경성의 Aa11식과 유사하여 후기로 파악해 볼
수도 있으나, 크라스키노 3문화층의 방사성 탄소 연대가 발해 전기부터 중기인
740년에서 840년으로 측정되고 있다. 즉 연해주 지역에 발해의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점인 발해 중기에 등장한 것으로 파악된다.
발해 와당의 기존 편년안들은 분기 설정에 있어 도성간의 천도시점을 기준으
로 구분한 연구(趙越 2007)와, 상경성에서 출토된 와당에서 보이는 획기를 기준으
로 구분한 연구(田村晃一 2005; 中村亞希子 2006; 김희찬 2010), 역사적인 사실과 연
관시켜 진행한 연구(최진호 2012)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편 상경성의 도성
구조를 통해 고찰한 연구(劉曉東・魏存成 1991)도 주목해 볼 만하다. 이는 문왕시
기인 1기에 상경성이 건설되어 성왕과 상왕시기인 2기에 황성과 성벽을 증축하고
3기에는 1, 2 대형궁전 건축과 황성으로서의 궁성으로 성장한다는 주장이다.
趙越의 분기 설정은 팔련성과 서고성이 건축학적 등급에 있어 상경성보다 높

다는 점에 의거하여 팔련성과 서고성 출토 와당을 1기, 상경성을 2기, 상경 재천
도 이후의 와당을 3기로 구분하였다. 하지만 趙越의 분기설정은 도성 출토품만을
통해 편년안을 제시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田村晃一은 이러한 도성 간의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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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두에 두고 분기설정과 관련해 서고성이 아직 현주인 것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
문에 도성의 전후 문제와는 별도로 순수한 형식학적 방법에 의한 와당 문양편년
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선 분석에 따르면 획기를 세분할 만한 변화를
감지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특히 연해주지역과 같은 경우는 발해 중앙과는 다른
문화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오히려 획기를 세분하는 것은 혼란을 야기할 수
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필자는 발해 연화문와당의 변화과정을 고찰함에 있어 전
기(발해 건국~8세기 중엽), 중기(8세기 중엽~9세기 초반), 후기(9세기 초반~
발해 멸망)의 세 시기로 나누어 논리를 전개하고자 하며 이는 정치사에 의한 시기
구분과도 어느 정도 일치하는 면을 보여주고 있다.
발해 전기는 발해 건국에서부터 8세기 중엽까지로 국가형성과 관련된 시기이
다. 역사적으로는 구국→중경으로의 천도와 상경으로의 1차 환도가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발해 전기에는 단판 연화문와당과 심엽형 연화문와당이 등장하고, 심
엽형 연화문와당은 Bc1식과 Bb1식이 상경성과 서고성에서 각각 가장 높은 빈도
수를 보이고 있어 창건와로 파악되고 있다. 두 형식 모두 자방부의 구성이 차이
를 보이고 있으나 간식문의 형태는 전 시기에 걸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 방추
형을 띤다.
솔빈부지역에는 발해 중앙의 문화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지역적인 문화와 융
합된 형태의 연화문와당들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Aa3식과 Ca10식이 이에 해당
한다. 도성지역에서 주로 늦은 시기에 속하는 4판 연화문와당이 이미 등장하고
있었고 코프이토에서 출토된 Ca10 형식에서는 주연부 주위로 연주문이 돌아가
는데 이는 크라스키노 출토 단판 연화문와당에서도 확인된다. 한편 아브리코스
사원지와 코프이토 사원지에서 각각 Aa3식과 Ca11식 와당이 출토된다. 이들의
자방부의 구성은 돌기, 혹은 돌기+이중권선의 형태를 띠고 있다. 간식문의 형태
는 삭월형과 신아형(新芽形), 삼봉형 간식문이 등장하는데, 중기까지도 이어져
출토된다.
발해 중기는 8세기 중엽부터 9세기 초반으로 동경용원부로의 천도가 이루어
지고 상경으로의 2차 환도가 이루어지면서 도성으로 성장하는 시기에 해당한다.
중기에는 전기와는 달리 단판, 복판, 심엽형 연화문와당 등이 모두 등장하기 시
작한다. 발해 중기에는 서고성과 상경성에서 소규모의 보축이 이루어졌던 것으
로 파악되는데 연판의 개수에 있어서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으면서 자방부
의 구성이라든지 간식문의 형태에 일련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기존의 방추형, 삭
월형, 신아형, 삼봉형 간식문에서 더 다양화되어 십자형과 인동형, T자형,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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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간식문 등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한편 서고성의 창건와로 보이는 Bb1식은 상경성에서도 확인되고 있는데, 기
존 Bc1식의 와당들을 대체하거나 개축하면서 등장한 와당인 것으로 파악된다.
자방부의 구성에 있어 부가 요소들이 추가된 Bb′1식, Bb1′′식, Cc1식 등이 등장
하기 시작한다. Bb1식의 제작전통을 유지하면서 자방부의 구성에서 차이를 보
이는 Ab1식 와당들이 서경과 동경지역에서 확인되기 시작하는데 이 Ab1식은 중
기에만 등장하며 이후에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연해주지역에서는 크라스키노 3문화층에서 화봉형 간식문과 결합한 심
엽형 연화문와당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중기에만 등장하고 후기까지 제
작전통이 이어지지는 않는다.
발해 후기는 9세기 초반에서부터 발해 멸망까지로 발해가 동북지역으로 발해
영역을 확장하는 시기이다. 도성에 있어서는 2차 상경으로의 본격적인 환도가
이루어진 이후에 대대적인 건물지 증건과 개보수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해당한
다. 후기에 들어와서는 기존에 보이던 단판 연화문와당과 복판 연화문와당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고 간식문의 형태가 다양해진 심엽형 연화문와당이 주를 이루
게 된다. 자방부의 형태에 있어서는 중기까지 등장했었던 돌기, 돌기+주문, 돌
기+이중권선, 돌기+권선+부가문양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고 돌기+권선과 돌
기+권선+주문의 자방구성이 훨씬 더 증가하게 된다.
간식문의 형태는 중기까지 등장하던 화봉형과 특수형이 더 이상 확인되지 않
는다. 반면 십자형과 삭월형, 인동형, T자형 등은 발해 후기까지도 지속적으로
등장하며 심엽형 연화문와당의 등장부터 확인되던 방추형은 상경지역과 솔빈부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게 된다. 특히 연해주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보이지
않는 봉황형과 주점형의 간식문이 등장하게 되고 상경성 50호 궁전지를 중심으
로 녹유와의 비중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형식에 있어서는 돌기+권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Ba1, Ba2, Ba3, Ba5, Ba6, Ba8이 주류를 이루게 되고 Bb2, Bb9
형식도 중기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확인된다. 한편, Bc류는 지역을 달리하
여 동경지역에서 후기까지도 지속되는데 Bb류도 중경과 상경지역을 중심으로
이어지나 Aa, Ab, Bb′, Bb′′, Ca, Cc류는 더 이상 확인되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발해 연화문와당의 편년안은 다음과 같이 제
시해 볼 수 있다(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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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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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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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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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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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C
중반

발해
건국
(698)

연대

8C
중반
~
9C
전반
중엽

전
기

시기

그림 6 발해 연화문와당 편
년안

용두산고분군
단-1

크라스키노
단-IV

바라바시

크라스키노
단-II

I류
(단판)

서고성
복-II

서고성
복-I

II류
(복판)

코프이토
Ca10

III-1류
(심엽형 Ca류)

상경성
Aa11

상경성
Aa5

아브리코스
Aa3

III-2류
(심엽형 Aa류)

상경성
Cc1

크라스키노
Cc11

III-3류
(심엽형Cc류)

서고성
Ab1

서고성
Ab1

팔련성
Ab1

III-4류
(심엽형 Ab류)

상경성
Bb˝1

상경성
Bb′1

III-5류
(심엽형 Bb′, Bb″류)

코르사코프카 사지
Ba8

상경성
Ba5

상경성
Ba2

상경성
Ba3

상경성
Ba2

서고성
Ba2

상경성
Ba1

청해토성
Ba12

보리소프카
Ba6

크라스키노 성
Ba1

III-6류
(심엽형 Ba류)

상경성
Bc12

상경성
Bc3

서고성
Bc1

상경성
Bc1

팔련성
Bc1

크라스키노 성
Bc1

크라스키노
Bc7

III-7류
(심엽형 Bc류)

상경성
Bb4

팔련성
Bb1

상경성
Bb9

상경성
Bb2

상경성
Bb3

상경성
Bb1

III-8류
(심엽형 Bb류)

용두산고분군
Bb1

서고성
Bb3

서고성
Bb1

2. 발해 연화문와당의 지역성
발해의 중심 영역은 구국, 중경, 동경, 상경, 남경, 서경 지역으로 크게 나뉘
는데 그중 연화문와당이 출토된 지역은 상경, 중경, 동경, 남경, 솔빈부 지역이
다. 연화문와당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서 각각의 속성들이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
로 지역에 따른 특징들과 분포 현황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상경지역에서는 심엽형 연화문만 출토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인데 이는 발
해가 중앙으로 천도를 단행하면서 완전히 중앙적인 요소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
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간식문의 형태는 중경지역과 달리 굉장히 다양한
형태들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추가적인 문양들은 2차 천도 이후 동북쪽으로 영
역을 확장하는 시기에 등장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방추
형 간식문이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십자형의 간식문 형태도 전
체의 1/3가량을 차지하면서 꽤 많은 수량이 출토된다. 자방부 형태는 돌기+연
자+권선으로 이루어진 형태가 가장 많다.
동경지역에서는 주로 크라스키노 사원지에서 돌기+연자+권선의 자방부 구
성이 확인되고 있는데 발해가 동북쪽으로 영역을 확장하던 후기에 등장한 것으
로 파악된다. 그 다음으로 많이 확인되고 있는 것은 돌기+권선+주문의 구성으
로 주로 상경과 중경지역에서만 확인된다. 이러한 형태의 구성은 발해가 구국에
서 중경으로의 천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며 다른 지역에서는 확인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등장 시기는 서고성과 상경성의 대대적인 창건이 이루어
지는 시점을 전후하여 등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다음으로 확인되는 자방부 구
성은 돌기+권선으로 이루어진 구성이다. 이는 중경과 남경, 동경, 솔빈부 지역
에서 고르게 출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발해가 다른 지역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형태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돌기+권선+주문+십자형부가문양과 돌기+권선+주문+호선은 상경
지역에서만 출토되는 독특한 자방부 구성으로서 다른 지역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구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돌기로만 되어 있는 것인데 솔
빈부 아브리코스 사원지에서만 유일하게 확인된다. 돌기+권선+연자+권선으
로 이루어진 자방부 구성의 간식문은 다르게 결합하고 있지만 상경과 동경지역
에서 모두 확인된다.
와당의 크기는 다른 지역에 비해 대형인 것들의 비율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난
다. 이것은 지역적인 차이보다는 도성 출토품이 대다수라는 이유에서 도출된 결

발해 연화문와당의 편년과 지역성 |

145

과로 보인다. 중경지역도 상경지역과 마찬가지로 전체의 80% 정도가 대형의 와
당들이다. 대형 와당의 비율은 상경지역과 중경지역이 거의 유사하나 자방부의
크기에 있어서는 작은 것과 큰 것들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상경지역이 중경지
역보다 자방부의 크기가 큰 것들이 더 많고, 소형와의 비율이 증가하는 솔빈부에
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형태의 자방들이 더 많이 나타난다.
중경지역에서 출토되고 있는 연화문와당들은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심엽형
연화문와당이 다수를 이룬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 보이지 않는 복판 연화문와당
이 출토되고 있어 특징적이다. 연판의 개수는 중경, 남경, 솔빈부 지역과 마찬가
지로 6판 연화문와당이 주류를 이룬다. 간식문의 형태는 상경, 동경과 마찬가지
로 방추형이 주류를 이루고, 그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특별히 높다. 십자형 간
식문이 그 다음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출토 비율은 상경성보다는 높고
남경지역보다는 낮다. 그 다음으로는 삭월형 간식문 형태가 높은 출토 비율을 보
이는데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많은 수량이 확인되고 있다. 이는 중경지역의
간식문 형태가 상경지역과 남경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하면서
보다 중앙적인 요소를 바탕에 두고 있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자방부 구성은 돌
기+권선+주문의 구성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이러한 구성은 상경지역에
서도 확인되나 그 수에 있어서는 중경지역이 훨씬 더 많다. 그 다음으로는 돌기+
주문으로 구성된 것들과 돌기+권선+주문으로 구성된 것들이 많이 확인되고 있
다. 이러한 구성은 중경지역에서 주로 확인되며 동경지역에서는 간헐적으로만 나
타난다.
서경지역은 국내성 발해 문화층에서 편으로 수습된 기와들밖에 확인되지 않
아 그 자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심엽형 연화문와당이 출토되었다는
점에서 심엽형 연화문와당의 등장 시점을 발해의 이른 시기로 보아도 무방할 것
으로 보인다.
남경지역 역시 서경지역권과 마찬가지로 자료의 한계로 인해 모든 자료를 다
루지는 못했으나 동경지역이나 솔빈부지역과 마찬가지로 심엽형 연화문와당과
단판 연화문와당이 함께 출토된다. 연판의 개수는 6판인 것과 4판인 것이 확인
되며 8판 연화문도 간헐적으로 확인된다. 간식문은 십자형인 것만 확인되고 있
으며 자방부의 형태는 다른 형식들보다 후행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돌기+권선의
구성만이 나타나고 있어 유적의 전반적인 편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드림새의 크기에 있어서는 대형인 것들이 더 많이 확인되고 자방부의 지름도 큰
것들이 주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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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발해 연화문와당의 공
간 분포도

동경지역에서는 돌기+연자+권선의 심엽형 연화문와당이 가장 많고 상경과
중경, 남경, 솔빈부 지역 모두에서 확인되고 있는 돌기+권선의 형태도 함께 확
인된다. 돌기+주문의 자방부 구성도 많이 확인되고 있으며 상경지역에서만 매
우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돌기+권선+연자+권선의 자방배치도 보이고 있다.
솔빈부 지역에서는 동경이나 남경지역과 마찬가지로 십엽형 연화문와당과
단판 연화문와당이 함께 출토되는데 심엽형 연화문와당이 주를 이룬다. 간식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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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태에 있어서는 다른 지역에서 전혀 확인되지 않는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주
점형, 봉황형, 신아형 등이 확인되고 있다. 자방부의 구성은 돌기+권선이 주류
를 이룬다.
솔빈부지역에서 출토되는 와당들의 가장 큰 특징은 소형의 와당이 전체의 다
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이 지역에서 확인된 유적들이 도성급 유적
들이 아닌 사원유적이라는 점에 근거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녹유와의 비율
이 증가하는 상경성 50호 궁전지에서 소형와당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와당의 크기는 일정부분 지역성과 시간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
한 코르사코프카 유적에서 확인된 심엽형 봉황 연화문와당은 발해가 영역확장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등장한 것으로 파악된다. 즉, 녹유 소형와당과 이 심엽형 봉
황 연화문와당은 당시의 시대적인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하면 <그림 7>로 요약된다.

V. 맺음말
발해 연화문와당의 양식적인 속성과 계측적인 속성들을 바탕으로 형식을 분
류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편년안을 수립하고 그 지역적인 특징들을 살펴보았
다. 편년안 수립에서는 역사적인 기록에 따라 분기를 설정하고 각 형식들이 시기
별로 어떻게 존속하고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 파악하였다.
기존의 형식분류안들을 검토해 본 결과, 분류의 기준이 모호하고 분류안과
편년안이 하나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 그리고 형식조열만을 진
행하고 그에 따른 시공간적인 의미를 알아보는 연구가 미흡했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자방부의 구성과
간식문의 형태를 교차 분석하여 새롭게 형식을 구분해 보았다.
발해 연화문와당은 연판 형태에 따라 단판 연화문, 복판 연화문, 심엽형 연화
문와당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하지만, 단판 연화문과 복판 연화문와당은 대상 개
체수가 충분하지 못해 세부적인 형식분류를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한편, 심
엽형 연화문와당은 자방부의 구성에 따라 일련의 형식학적 발전양상이 확인되고
있어 이를 중심으로 형식을 구분할 수 있었고, 그 결과 9개의 유형과 25개의 형
식으로 구분이 가능하였다.
발해 전기는 698년부터 8세기 중엽까지로 국가형성과 관련된 시기이며 목단

148 | 韓國考古學報 第105輯 2017. 12

강 유역과 연해주 크라스키노 5층과 바라바시 건축지에서 확인되는 유물들이 이
에 해당한다. 단판 연화문와당이 등장하고 도성지역을 중심으로는 심엽형 연화
문와당이 확인된다.
발해 중기는 8세기 중엽부터 9세기 초반까지로 동경용원부로의 천도가 이루
어지고 상경으로의 2차 환도가 이루어지면서 도성으로 성장하는 시기에 해당한
다. 도성지역에서는 심엽형 연화문와당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간식문의 형태
가 다양해지기 시작한다. 발해 후기는 9세기 초반부터 발해 멸망까지로 발해가
동북지역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시기에 해당하며 정치사적으로 발해 선왕시기에
해당한다. 상경으로의 본격적인 환도가 이루어지고 단판 연화문과 복판 연화문
와당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 솔빈부지역에서는 재지적인 간식문들과 결합
한 형식들이 확인된다.
발해 연화문와당의 지역적인 특징들을 살펴보면 상경, 중경, 동경, 서경, 남
경 그리고 솔빈부 지역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각각의 지역마다 특징적인 점
들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 파악된다.
상경지역은 발해 전기부터 후기까지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도성으로 활용된
곳이다. 삭월형, 삼봉형, T자형, 인동형의 간식문 형태는 다른 지역에서는 확인
되지 않는 형태이다. 자방부 구성은 돌기+권선에 부가문양이 추가된 것들이 나
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중경지역은 발해가 구국으로부터 최초로 천도한 곳으로
서 주로 심엽형 연화문와당이 주류를 이룬다. 남경지역 청해토성에서는 십자형
의 간식문 형태가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발해가 중기 이후 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동경지역에서는 중앙으로 영역화되기 이전부
터 재지적인 요소들과 결합하여 지역적인 색채를 띠고 요소들이 확인된다. 솔빈
부지역에서는 발해가 다른 지역과는 다른 독자적인 형태의 문양들이 사원유적들
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간식문의 형태는 다른 어느 지역에서도 보이지 않는
특징적인 것들과 결합하여 하나의 지역적인 특징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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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ronology and Regionality of Balhae Roof-end
Tiles with Lotus Design
Lee, Wooseop
(Cheongju National Museum)

Studies on the roof-end tiles with lotus patterns of Balhae have mostly been
carried out by scholars of Japan, China, Russia, and North Korea. Most of their
efforts have focused on merely listing the artifacts, without giving in-depth
consideration to the criteria for their form classification. In recognition of this
problem, this paper classifies the Balhae roof-end tiles with lotus patterns
according to their pattern and measurement-related attributes, establishes a plan
for their classification, and checks their regional features. The roof-end tiles with
apical leaf type display a series of formative developments depending on the
composition of the lotus ovary. Those that have been found so far are divided
into 9 types and 25 forms.
Those made during the early Balhae Period are single petal type roofend tiles, and apical leaf type roof-end tiles were used in the capital and its
environs. In the mid-Balhae Period, the percentage of apical leaf type roofend tiles increased noticeably, particularly in the capital and its environs; the
pattern of interval design was diversified. During the late Balhae Period, when
the kingdom relocated the capital to the Sanggyeong area, single petal type and
composite petal type roof-end tiles disappeared. Forms combined with the local
interval design have been found in the areas that were formally of the Solbinbu
area.
Balhae roof-end tiles with lotus patterns show local characteristics. Those
found in the Sanggyeong area show unique patterns, consisting of crest moon
patterns or three mountain peaks patterns, with the ovary composed of a bump
and coil with other patterns. Those found in the Junggyeong area are mostly of
the apical leaf type. Those found in Cheonghaetoseong Earthen Fortification in
the Namgyeong area show a cross pattern interval design. It is presumed that
these differences are associated with the kingdom’s territorial expans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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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se found in the Donggyeong area display factors combined with local
characteristics, even in the period before it became the capital. Those found
in the Solbinbu area, particularly those at temple sites, display unique patterns
different from those found in other areas.
The attributes and forms of Balhae roof-end tiles with lotus patterns
are thought to display spatio-temporal significance, and are believed to be
associated with the kingdom’s territorial expansion.
Keywords: Balhae, Lotus flower designs, Roof-end tile, Chronology, Reg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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