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물로 본 발해의 문화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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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발해(698~926년)는 멀고 가까운 이웃들과 함께 활발하게 교류를 하면서 문화를
발전시켰다. 이 사실은 『신당서』 「발해전」에 기록되어 있는 일본도, 신라도, 조공도,
영주도, 거란도 등과 같은 교역-교통로의 존재를 통해 분명하게 확인된다. 그 외에도
발해에는 다른 대외 교역-교통로도 적지 않게 있었을 것인데 그 중의 하나로 ‘담비길’이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다. 발해는 이 담비길을 통해 서쪽으로 멀리 서역까지
직접적으로 교류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발해에는 서역 소그드 출신의
인물들도

함께

섞여

살면서

요직을

차지하기도

하였고,

서역의

일부였던

돈황

막고굴에서 발견된 문서 중에는 발해의 고공(高公)이라는 인물에 대한 기록도 있다.
발해와 당 그리고 발해와 일본과의 교류에 대해서는 문헌기록을 통해 이미 많은
내용이 알려져 있다. 하지만 발해와 거란 및 더 서쪽의 튀르크계통 나라들과의 교류
그리고 발해와 신라의 교류 내용은 아직 분명하지가 못하다.
그런데 발해의 유물 중에는 이 나라들과의 문화적 교류를 보여주는 것들이 있다.
소그드 은화, 경교 십자가, ‘룬 문자’ 강돌, ‘거란’ 토기 등은 이미 학계에 알려져 있는
바와 같다. 여기에 더하여 최근 발해유적에서 고누판, 철제 바르간, ‘위구르’ 토기, 낙타
뼈, 청동 낙타상, 편병 등 북방유목세계 및 신라와의 교류를 보여주는 다수의 유물이
새로이 출토 혹은 확인되었다. 그 외에도 발해에는 통일신라에서 유행한 보상화문,
연주문, 팔메트문 등 서아시아 계통의 문양도 함께 사용되었다. 또한 발해와 통일신라
그리고 튀르크계 나라들이 함께 사용한 유물로 과대장식도 들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발해와 소그드, 위구르, 거란 등 북방민족들 간의 그리고 발해와
통일신라와의 교류를 보여주는 유물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심으로

발해의

대외 문화교류에

대해

Ⅱ. 발해유적 발견의 북방-서역 및 통일신라 관련 유물
1. 소그드 은화
1995년 10월에 러시아 연해주의 아르세니예브까 강
유역에서 우연히 발견된 유물이다. 이 유물의 구체적인
발견 지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E.V.샤브꾸노프는 이
은화가 아르세니예브까 강 유역의 노보고르제예브까 마을
일대에서

발견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이곳에는

노보고르제예브까(=끄루글라야 소쁘까) 성터 및 마을유적,
쉐끌랴예보 성터 등 다수의 중세유적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었다(Шавкунов Э.В., 1996, 145쪽).

그림 1. 연해주 발견 소그드 은화

현재 이 유물은 극동연방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유물번호는 MA-1899이며,
은화의 뒷면에 ДА-95라고 넘버링을 해 놓았다. 평면이 원형이고 아래 부분이 일부
결실되었다. 직경은 2.64㎝, 두께는 굴곡을 포함하여 0.13㎝이고, 잔존 무게는 1.87g이다.
앞면과 뒷면의 도안이 서로 다른데 앞면에는 왕관을 쓴 인물의 얼굴과 명문 등이
양각되어 있다(그림 1).1
E.V.샤브꾸노프는 펜지켄터 성터 출토 소그드 은화와의 비교를 통해 이 은화에는
앞면의 왕관 왼쪽에 아랍어로 ‘알-마흐디’가, 왕의 얼굴 앞쪽, 다시 말해서 오른쪽에
부하라 문자로 ‘부하라 왕’을 의미하는 글자가 도식적으로 씌어져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
은화를 부하라 드라흐마(drakhma) 동전의 압바스조 방제품으로 보면서 그 주조 연대에
대해서는 나중에 칼리프가 된 무하마드 알-마흐디가 총독으로 있을 때인 761~762년
사이였을 것으로 판단하였다(Шавкунов Э.В., 1996, 146쪽). 실제로 이 은화와 비슷한
도안을 가진 은화는 우즈베키스탄의 펜지켄트 성터에서 출토된 소그드 은화들 중에서
찾을 수 있다(Смирнова О.И., 1963, 도면 7(59쪽)).

2. 청동 거울
연해주의 니꼴라예브까 II 성에서 토지 작업을 하던 중 지표 아래 1m 깊이에서
발견되었다. 평면상 원형의 원판모양이며 직경은 5.6㎝이다. 원래는 손잡이가 하나
있었는데 결실되었다. 대신 손잡이가 있던 곳에 작은 구멍을 하나 내어 띠에 매달 수
1

2015년 2월에 러시아과학원 극동지소 역사학고고학민족학연구소 박물관장 Yu.G.니끼친과 극동
연방대학 박물관장 A.A.뽀뽀프의 배려로 극동연방대학교 박물관에서 이 은화를 다시 실견하면
서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었다. 두 분께 감사 드린다.

있게 하였다. 거울 뒷면에는 가운데에 입방체 모양의 제단이 하나 표현되어 있고, 제단
위에는 불꽃이 일고 있다. 제단의 양측에는 큰 검으로 무장을 한 2명의 사람이, 제단
기저부에는

엎드린

사자가

각각

표현되어

있다(Шавкунов

Э.В.,

1981.

도면

3).

E.V.샤브꾸노프는 이 거울의 뒷면에 표현된 그림의 소재와 구도가 사산조 이란의
동전들에도 보이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거울이 중앙아시아 혹은 이란에서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Шавкунов Э.В., 1985, 146쪽).

3. 사리함 유리병
1975년에 발해 상경성의 내성 동벽 바깥 동남쪽에 위치하는 발해진 토대자촌 남쪽
약 100m 지점의 경작지에서 출토되었다. 사리함이 발견된 경작지는 둔덕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발해의 기와가 함께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발해의 건축유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사리함은 7겹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가장 바깥에서 안쪽으로 각각 석함,
석함, 철함, 동갑, 은평탈칠갑, 은합, 원형은합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안에 유리병이
하나 들어 있었다. 이 유리병은 전체 높이가 5㎝이다. 유리병 안에는 5개의 ‘사리’가 들어
있었다(丹化沙).
위국충 등은 이 유리병을 서아시아 생산품으로(魏國忠․朱國忱․郝慶雲, 2006, 502쪽.),
장벽파는 이

유리병이 비취녹색으로서 풍소불

무덤 출토의

유리기와

마찬가지로

중앙아시아에서 생산된 것으로 그리고 함께 출토된 은합 1점은 중앙아시아 것의
모방품으로 각각 간주하였다(張碧波, 2006, 74~75쪽).

4. 경교 십자가
연해주의 아브리꼬스 절터에서 출토되었다. 평면상 타원형의
점토판에 십자가가 표현되어 있는데 이 유물을 처음 소개한
E.V.샤브꾸노프는

자그마한

크기의

경교

십자가로

소개하였다(Шавкунов Э.В., 1968, 87쪽 및 도면 30-2)(그림 2).
이 경교 십자가에 대해서는 위구르 인이 남긴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위구르 인의 종교가 경교였고 발해나 동돌궐은 다른
종교를 가졌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魏國忠․朱國忱․郝慶雲, 2006,
501쪽). 하지만 위구르는 당에서 안녹산의 난을 평정한 이후

그림 2. 아브리꼬스 절
터 출토 경교 십자가

마니교를 받아들여 마니교를 국교로 하였다(르네 그루쎄 지음 / (Шавкунов
김호동․유원수․정재훈 옮김, 1998, 194쪽). 경교는 당 태종 정관

1968)

Э.В.,

9년(635)에 중국에 전해졌으며 이후 당에서 삼이사의 하나로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발전하였다가 845년 무종의 회창멸법으로 탄압을 받고 쇠퇴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875년
황소의 난 때에는 반란군들이 경교신자들을 살해하여 신자들이 만주, 몽골 등 변방으로
피신하였다(한국기독교역사학회 편, 2011, 23~34쪽). 이러한 사실을 감안할 때에 아마도
이 경교 십자가는 당에서 발해로 전해졌을 것이다.

5. ‘룬 문자’ 강돌
2점이 있는데 모두 연해주에서 발견된 것이다. 첫 번째의 ‘룬 문자’ 강돌은 19세기에
유즈노-우쑤리스크

성터에서

발견되었고

지금은

블라디보스톡의

아르세니예프

역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강돌에 11개의 기호가 새겨져 있다. E.V.샤브꾸노프는 이
기호가 위구르 한국에서 사용된 돌궐의 룬 문자였다고 보면서 여기에서 ‘솔빈부’라고
하는 발해의 부의 명칭을 판독하였다고, 그리고 발해에서 돌궐의 룬 문자도 사용되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에.붸.샤브꾸노프 엮음 / 송기호․정석배 옮김, 1996, 246쪽.). 하지만
돌궐문자를 연구한 S.G.끌랴쉬또르느이는 이 강돌의 기호를 “룬 문자 유물로 보기에는
의심스럽다”고 하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Кляшторый С.Г., 1964, 52쪽).
두 번째의 ‘룬 문자’ 강돌은 아르세니예브까 강 유역에서 발견되었다. 자그마한
강돌인데 양쪽 측면에 소그드 혹은 부하라 문자가 새겨져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유물은

아르세니예프

시의

지역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E.V.샤브꾸노프는 이 박물관의 학예직 직원으로부터 이 유물의 사진을 받았다고 하였다.
그는 이 유물 역시 이 강 일대에서 발견된 소그드 은화와 마찬가지로 아르세니예브까 강
유역을 따라 담비길의 동쪽 지선이 나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Шавкунов
Э.В., 1996, 146쪽).

6. 서아시아인 신장상
발해 상경성 토대자사지에서 출토된 것이 1점 있다(그림 3).
눈이 깊고 코가 높은 얼굴과 이마에 두른 띠가 서아시아인의
모습을

잘

보여

주고

있다.

토제이고

크기는

잔존

높이

6.8㎝이다(서울대학교박물관, 2003, 사진 19). 이와 닮은 얼굴은
통일신라의
서아시아인의

경주

구정동

방형무덤

모습에서

모서리기둥에
찾을

있다(국립경주박물관․국립제주박물관, 2006, 104쪽 사진).

새겨진
수 그림 3. 상경성 토대자
사지 출토 신장상

7. 낙타 뼈
2012년도에 끄라스끼노 성의 제48구역에서 출토되었다(그림 4).
쌍봉낙타의 제1지골이다(B.E.빠나센꼬, 2013, 133쪽 및 도면 496). 과거
연해주

지역에서는

12세기

후반~13세기

초로

편년되는

노보고르제예브까 성의 여진 문화층에서 낙타의 뼈 조각들이 출토된
적이 있다(Алексеева Э.В., Болдин В.И., 1989, 80~85쪽). 그런데
연해주에서는 몬순기후로 특히 겨울에 습하여 낙타에 해롭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낙타를 사육한 적이 없어 이 낙타는 내륙지역에서 온 그림 4. 끄라스끼노
성 출토 낙타 뼈(동

것으로 판단되었다(B.E.빠나센꼬, 2013, 133쪽 및 도면 496).

북아역사재단, 2013)

8. 청동 쌍봉낙타상
2015년에 끄라스끼노 성의 제47구역 섹터 2에서 출토되었다.
쌍봉낙타의

전체

모습이

1.8×1.9㎝이다(동북아역사재단

모두
보도자료

표현되었으며

크기는

제2016-26호)(그림

5).

제47구역 섹터 2에서는 2011년에 구들이 있는 18호 주거지가
조사된 바 있다(동북아역사재단, 2012, 129~130쪽. 도면 583~606).
그런데 이 쌍봉낙타상은 이 구들을 제거한 다음에 조사를 실시한 그림 5. 끄라스끼노 성
유물포함층의

상당히

아래

부분에서

출토된

것으로서

18호

주거지보다 이른 시기에 사용된 것이 분명하다.

출토 청동 낙타(동북아
역사재단 보도자료 제
2016-26호)

쌍봉낙타의 형상은 소그드 동전에서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소그드의 부하라
오아시스에 위치하는 바라흐샤 성터에 출토된 쌍봉낙타 동전은 모두 7세기 말~8세기
초로 편년된다(Смирнова О.И., 1981, 28~31쪽). 쌍봉낙타는 한나라, 서위, 북조 등의
도용에서도 확인되며, 특히 당나라의 도용에서 크게 유행하였다(國家文物局 編, 2014,
130~143쪽의 도면). 발해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출토된 쌍봉낙타 도용의
예는 요녕성 조양시 황하로당묘(1호 무덤)에서 찾을 수 있다(李新全․于俊玉, 2001, 도 9하, 도판 10-3). 8세기 전엽으로 편년되고 있는 이 유적에서는 쌍봉낙타 도용이 2점
출토되었는데 그 중 1점에는 호인 한 명이 낙타 등 위에 얹은 짐 위에 앉아있다.
당나라의

무덤벽화에서도

쌍봉낙타의

그림을

찾을

수

있다.

하남성

낙남신구

안국상왕유인당씨묘에는 등에 짐을 실은 낙타를 호인이 끌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國家文物局 編, 2014, 139쪽의 도면).

9. 철제 바르간(口琴)
2013년에 연해주 미하일로브까 지구에 위치하는 니꼴라예브까
1 발해 성터의 남동부분에서 출토되었다. 이 바르간은 철심을
구부려 만든 좌우 대칭의 틀과 그 안쪽의 ‘판’ 그리고 철심이
구부러진 곳의 바깥에 위치하는 돌기로 구성되어 있고 촉은 결실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바르간의

전체

길이는

8㎝,

너비는

1.9~0.9㎝이다. 틀 안쪽의 ‘판’은 잔존 길이가 2.3㎝이다(Лещенко
Н.В., Прокопец С.Д., 2015, 224쪽)(그림 6).

그림 6. 니꼴라예브까

이 외에도 연해주와 흑룡강성 지역에서는 발해를 전후하는 1 성 출토 철제 바르

간(Лещенко Н.В., П

시기로 편년되는 수점의 바르간이 더 알려져 있다. 9~11세기로 рокопец С.Д., 2015)
편년되는

스몰리노

성터와

5~6세기로

편년되는

안드리아노프

끌류치 유적에서 철제 바르간이 각 1점, 금대 샤이가 성에서 바르간으로 추정되는 청동
유물이

1점

각각

발견되었고,

흑룡강성

수빈현의

동인유적에서도

철제

바르간이

출토되었다(Лещенко Н.В., Прокопец С.Д., 2015, 225쪽).
바르간은

오늘날

니브흐,

이텔멘,

꼬략,

축치,

에스키모,

유카기르

등의

고아시아족과과 나나이, 우데게이, 오로치, 오로크, 네기달, 울치 등의 퉁구스-만주족들
사이에서도 보존되어 있고, 투바, 한트, 사하, 알타이 등의 시베리아 민족들도 널리
사용하고 있다(Шейкин Ю.И., 2002).

10. 고누판
2004년에 끄라스끼노 성의 기와벽실에서 출토되었다. 사암의 판돌로 만들었는데
매끈한 한쪽 면에 고누가 새겨져 있다. 네모가 2개 중첩된 모양이며 각각의 모서리와
가운데에 선이 그어져 있어 고누 모양을 이룬다. 판돌의 외연이 모두 결실되었기 때문에
바깥으로 다른 네모가 더 감싸고 있었는지는 여부는 분명하지
못하다. 이 고누 그림이 있는 판돌은 크기가 19~21㎝이고
두께는 8.5~10㎝이다(고구려연구재단, 2005, 38쪽 및 그림 108,
그림 109)(그림 7).
끄라스끼노
고려시대까지의

성

고누는

참고누판으로

참고누이다.
경상북도

칠곡의

한국에는
송림사

오층전탑에서 수습된 전돌 고누판 1점, 황해도 봉천의 원산리 그림 7. 끄라스끼노 성 출토
도자기가마터 출토 갑자, 즉 갑발에 그려진 갑발 고누판 1점, 고누판

개성

만월대에서

출토된

전돌

고누판

2점

그리고

고려시대

항몽유적지인

제주

항파두리유적 출토 고누판이 1점 있다(김은국, 2014; 장장식, 2009). 송림사 5층 전탑의
고누판은 보수를 하면서 들어갔을 수도 있지만 그 연대가 6세기 중엽일 가능성도
제기된 상태이다(장장식, 2009, 228쪽).
고누판은 몽골의 하르-발가스 성터와 길림시 송원시의 탑호성에서도 출토된 것이
있다. 둘 다 참고누판이다(김은국, 2014, 31~32쪽). 하라-발가스는 쿠툴룩-빌게 가한이
745년에 세운 위구르 한국의 수도로서 840년 경 예니세이 키르기스(黠戛斯)의 공격에
의해 완전히 폐기되었다. 이 사실은 이 유적의 초석 건물터에서 출토된 고누판이 하르발가스가 위구르 한국의 수도로 사용되었을 당시의 유물임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탑호성은 요금대의 유적이다(吉林省地方志編纂委員會編纂, 1991, 71쪽). 때문에 이 성에서
발견된 고누판은 요금대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1. 원무 토기편
꼭샤로브까 1 성에서 발견된 지표수습 유물로서
‘인물문양

도기’로

보고되었다.

대형

옹의

동체부편인데 서로 손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1조의
문양대를 이루고 있다. 5명이 남아있지만 원래는 동체
전체를

두르고

있었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림 8. 꼭샤로브까 1 성 발견 원무 토

왼쪽으로 기편 세부

이동하면서 원무를 그리고 있으며 무릎까지 내려오는 드레스를 입고 있다. 머리에는
좌우로 뻗은 뿔 같은 것이 있는데 머리를 땋은 것이 휘날리는 것일 수도 혹은 머리
장식을

형상화한

것일

수도

있다고

추정되었다(대한민국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역사학고고학민족학연구소, 2012, 324쪽)(그림
8).
이와 같은 문양의 토기편은 연해주 까발레로보 지구의 시네고리예 마을 부근에서
우연히 수습된 것이 2점 더 있다(Леньков В.Д., Бродянский Д.Л., 1995). 2점 모두 발해
토기로 인식되었고, 1점에는 3명, 다른 1점에는 2명의 인물이 어느 정도 형체를 가지고
남아있다. 서로 손을 잡은 모습, 머리에 뿔이 난 모양,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드레스,
심지어는 이 문양대 위와 아래로 미약하게 융기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까지 꼭샤로브까
1 성에서 수습된 것과 거의 일치한다. A.P.오끌라드니꼬프에 의하면 원무 그림은 앙가라
강의 바위그림에도 있으며, 멀리 서쪽으로 핀란드와 지중해지역에까지 발견되고 그리고
부랴트의 ‘요호르’ 춤과 비교된다(Окладников А.П., 1966, 322쪽). 에벤키 인들에게도

사슴 가죽으로 분장을 하고 머리에 뿔을 단 사냥꾼들이 주술적인 춤을 추었고, 또한
원무를 추는 사람들에게는 각각의 그룹들에게 자신들만의 후렴이 있었다(Леньков В.Д.,
Бродянский Д.Л., 1995, 102쪽).

12. 동심능형격자문 토기
2014년에

꼭샤로브까-8

석축구조물에서

출토되었다.

편

상태로 출토되었는데 구연부와 어깨부분이 일부 남아있다. 대형
옹이며

어깨부분에

있다(그림

9).

능형격자문으로

바로

문양요소로

이

된

능형격자문을

3조의

문양대가

위구르에

특징적인
문화재청 그림 9. 꼭샤로브까 8 유적 출

지적되었다(대한민국

국립문화재연구소․러시아연방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토 동심능형격자문 토기 세부

역사고고민족지연구소, 2015, 221쪽 및 사진 149-341).
여기에서 말하는 능형격자문은 사실은 동심능형격자문으로서 위구르의 화병모양
토기에 특징적인 문양 중의 하나이다(Азбелев П.П., 2007). 이 문양의 예는 투바의 제I
샤고나르스꼬예 성터에서 출토된 토기편들과 차아트이 I 고분군 27호 쿠르간에서 출토된
화병모양 토기에서 찾을 수 있다(Кызласов Л.Р., 1979, 도면 97 및 도면 121). 그 외
투바의

바짐-알라아크

성터와

뽀르-바진

성터에서도

동심능형격자문

토기가

출토되었는데 모두 위구르의 유적이다. 이 문양의 토기는 몽골에서도 발견되었다. 산긴톨고이

수집품

중에

위구르

시기의

이

문양

토기가

있고

또한

빌게-가한의

추모시설(735년)에서 이 문양 토기가 출토된 바 있다(Савинов Д.Г., 2006).

13. 화병모양 거란 토기
1998년에

끄라스끼노

성의

우물

내부퇴적토에서

출토되었다. 이 토기는 화병모양이며 목 가운데와 목과 어깨의
경계 부분에 돌대가 각각 1줄씩 돌아간다. 동체 하단부에는
9줄의 문양대가 돌아가고 있는데 모두 너비가 약간 있는 짧은
선으로
양각으로

채워져

있다.

표현되어

바닥의

가운데에는

있다.

이

토기의

둥근

원이

전체

하나
높이는

24.2㎝이다(그림 10). 발굴 보고자들은 이 토기를 거란 토기로 그림 10. 끄라스끼노 성
보고함과 동시에 동체 하단부의 문양과 바닥의 둥근 원은 거란 출토 거란 토기

토기에 특징적이라고 지적하면서 거란이 발해를 정복할 때에 거란 군대가 이곳까지 온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Болдин В.И., Гельман Е.И., Никитин Ю.Г.,
Ивлиев А.Л., 44쪽).
이 형태의 화병모양 토기는 실제로 거란 유적에서 적지 않게 출토되었는데 동체
하단부에 상기한 것과 동일한 문양이 시문된 경우가 많다. 요녕성 조양 야율연녕
무덤에서 출토된 토기를 그 대표적인 예를 제시할 수 있다(遼寧省博物館文物工作隊,
1980, 도판 5-4). 또한 거란에는 이 형태의 자기 혹은 시유 토기도 사용되었다. 그 중의
한 예로서 내몽골 과우전기 백신둔 요묘에서 출토된 ‘백유병’을 들 수 있다(潘行菜, 1965,
도판 10-1). 따라서 이 토기는 거란 토기임이 틀림없다고 생각된다. 다만 요 건국 이전과
이후로의 구분이 아직 분명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14. 사슴무늬 대형 화병모양 토기
상경성

2호

궁전

기지에서

출토되었다.

경부와

동체

기저부가 따로 떨어져 있는데 원래는 동일 개체의 토기였을
것이다. 대형의 호로 보고되었지만 동체 어깨 부분에서 크게
축약되는 목 부분의 그림을 통해 볼 때에 화병모양 토기였을
것으로 생각된다(그림 11). 보고서에 따르면 수제이고, 니질의
회도이며, 표면을 삼탄(滲炭) 후에 마광하였다. 표면이 검푸른
흑색이며 음각 ‘화문’으로 장식하였다. 전체 높이는 확인되지 그림 11. 상경성 2호 궁전 출
않으며 저경은 20㎝이다(黑龍江省文物考古硏究所 編著, 2009, 토 사슴무늬 토기(黑龍江省文
도 95-1, 2, 도판 175-1, 2).

物考古硏究所 編著, 2009)

이 토기의 문양은 ‘화문’과는 거리가 먼 수평의 띠와 곡선의 띠가 어우러진 독특한
모양의 구도로 되어 있다. 각각의 문양 띠는 짧은 선들을 조밀하게 긋거나 혹은 찍어
만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모양의 문양으로 장식된 비슷한 기형의
토기가 내몽골 파림우기에 위치하는 요 회주성의 저장유구에서 출토된 것이 있다.
회주성 토기는 각획쌍녹문회도장경병(刻劃雙鹿紋灰陶長頸甁)으로 소개되어 있다.2
상경성 출토 토기에는 수평의 띠와 곡선 모티브의 띠가 서로 어울러져 있는데 어깨
부분의 수평 띠 위로는 그림의 내용이 차이가 나지만 그 아래에는 사슴의 뿔이, 그리고
동체 하부에는 사슴의 다리가 분명하게 구분된다. 더욱이 동체 기저부에 수평의 띠들이
2

내몽골 파림우기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조성된 것도 회주성 출토 토기와 서로 동일하다. 그 외에도 화병모양이라는 기형,
대형이라는 크기, 선을 긋거나 새긴 시문기법, 기면 처리방식 등이 서로 매우 비슷하다.
따라서 상경성 출토 사슴무늬 토기는 거란 토기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 출토 위치가
제2호 궁전의 기지, 즉 기단이기 때문에 발해시기에 사용된 것도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슴무늬 화병모양 토기는 발해와 요 건국 이전의 거란과의 교류에 대해 증명할 것이다.

15. 편병
끄라스끼노 성에서 2점의 편병이 출토되었다. 1점은
1998년에 우물에서 거란 토기와 함께, 다른 1점은 2015년에
제50구역의

저장시설에서

각각

출토되었다.

우물

출토

편병은 한쪽 면이 납작한 1면 편병이며 납작한 면의 양쪽
가장자리에 4개의 귀-손잡이를 부착한 것이다. 귀-손잡이는
지금은 1개만 남아있지만 나머지 3곳에 부착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

편병의

전체

높이는

23.4㎝이다(그림

12).

보고자들은 이 편병에 고전적인 거란 편병과 통일신라-고려
편병의

특징이

혼재되어

있다고

보았다(Болдин

Гельман Е.И., Никитин Ю.Г., Ивлиев А.Л., 43쪽).

В.И., 그림 12. 끄라스끼노 성 우
물 출토 편병

거란의 편병은 기본적으로 동체가 양면이 납작한 원판모양과 준장방형인데 주둥이가
전자에는 가운데 달려 있지만 후자에는 한쪽으로 치우쳐 달려 있다(Крадин Н.Н.,
Ивлиев А.Л., 2014, 도면 57. 59, 67 참조). 다시 말해서 거란의 편병은 끄라스끼노 성
우물에서 출토된 편병과는 모양이 크게 차이가 난다. 오히려 이 네 귀 편병은
통일신라의 울릉도 천부동 1호 석실무덤에서 출토된 것과 서로 닮았다. 천부동 1호
출토품도 네 개의 귀가 있는 일면 편병이며 높이는 37.5㎝이다. 이 편병은 사이호로
보고되었다(김원룡, 1963, 27쪽 및 도판 20-1; 한성백제박물관․부산박물관․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역사학고고학민족지학연구소․러시아국립극동연방대학 박물관, 2014, 사진 165).
두 유물에 차이가 있다면 크기와 목의 유무, 그리고 귀-손잡이의 세부 형태이다.
끄라스끼노 성의 두 번째 편병은 저장시설에서 출토되었다(동북아역사재단 보도자료
제2016-26호). 모양이 우물에서 출토된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 편병은 일면 편병이며
짧은 목과 외반하는 구연을 가지고 귀-손잡이가 없다. 바닥에는 사절흔적이 남아있다.
일면 편병은 상기한 울릉도 천부동의 2호 석실무덤에서도 출토된 것이 있고(김원룡,
1963, 도면 13). 장도 청해진유적에서도 출토된 것이 있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도면

104-4). 그런데 대부분의 통일신라 편병은 반구형 구연부를 가지지고 있어 끄라스끼노
성 출토 편병과는 구연부의 형태가 차이를 보인다.

16. 영지구름장식
발해
출토된

상경성
금동제

제3,

4호

유물이다.

궁전건축군

권운

모양의

기단에서
‘화식’으로

보고되었다(그림 13). 길이 10.2㎝, 너비 3.5㎝, 두께
0.12㎝이다(黑龍江省文物考古硏究所 編著, 2009, 420쪽,
도 300-3, 도판 308-1). 한 개의 굽은 줄기의 가운데

그림 13. 성경성 출토 영지구름장식(黑
龍江省文物考古硏究所 編著, 2009)

부분과 한쪽으로 영지모양의 장식이 되어 있다. 이
문양은 통일신라의 감은사지 출토 사리함 장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공예연구실 편, 2000).

17. 보상화문
상경용천부 유적에서 출토된 와당 중에 보상화문으로 장식된
것들이

있다(그림

14).

발해

와당에는

보상화문이

중앙돌기+권선과 주연 사이에 4개가 배치되어 있고 그 각각의
사이에 삼엽문이 위치한다(黑龍江省文物考古硏究所 編著, 2009,
도판 169-5, 6). 보상화문은 통일신라의 와당에서 흔히 볼 수
있다(국립경주박물관 / 경주세계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2000, 사진

그림 14. 상경성 출토 보

162~164, 167, 170~188). 다만 통일신라의 보상화문은 와당에서 상화문

와당(黑龍江省文

연화문 혹은 다른 문양과 결합된 경우가 많고, 주연에도 연주문 物考古硏究所
등이 장식되어 있어 전체적인 문양의 구성이 발해의 것과는

編著,

2009)

차이를 보인다.

18. 연주문
연해주의 꼬쁘이또와 아브리꼬스 절터에서 출토된 와당에 연주문으로 장식된 것들이
있다. 연주문은 연화문 바깥쪽의 2중 권선 사이에 배치되어 있다(Шавкунов Э.В., 1968,
도판 10). 연주문 장식은 통일신라의 와당에서 드물지 않게 보인다. 다만 통일신라의
와당에는 연주문이 연화문 혹은 보상화문 등의 와당 주연부에 배치되어 있어 발해의
것과는

전체적인

문양의

구성

및

위치가

차이를

보인다(국립경주박물관

/

경주세계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2000, 사진 144~190). 하지만 통일신라의 와당 중에는
연주문이 주연부가 아니라 주연부의 안쪽으로 연화문 바깥에 배치된 것도 드물지만
확인된다(국립경주박물관 / 경주세계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2000, 사진 160).

19. 팔메트문
상경용천부 유적과 끄라스끼노 성 출토의 전돌과 토기 등에 팔메트문으로 장식된
것들이 있다. 상경용천부 유적의 팔메트문의 예는 제2호 궁전지 출토의 전돌 측면,
제3호 및 4호 궁전지 출토 전돌, 제2호 궁전지 출토의 채색 토기 외면, 제50호 궁전지
출토의 철제 유물 등에서 각각 찾아 볼 수 있다(黑龍江省文物考古硏究所 編著, 2009, 도
94-1,

2,

도

126,

도

250-1~4,

도

377-13).

끄라스끼노

성에서는

사역이

있는

제25구역에서 출토되었고 전돌의 앞면에 팔메트문이 양각으로 장식되어 있다( Болдин
В.И., Ивлиев А.Л., Гельман Е.И., Лещенко Н.В., 도면 32).
팔메트문은

통일신라의

암막새에서

흔히

볼

수

있다(국립경주박물관

/

경주세계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2000, 사진 681~683, 694~709). 그런데 이집트 혹은
서아시아에서 기원한 이 팔메트 문양은 한국에서는 이미 삼국시대에 크게 유행한 바
있는데 특히 발해 이전의 고구려에서 많이 사용되었다(정석배, 2014; 제송희, 2010).

Ⅲ. 맺음말

지금까지 발해문화에 보이는 소그드, 위구르, 거란 등 중세 서역-북방유목세계 및
통일신라와 깊은 관련을 가지는 유물들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중앙아시아의 소그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유물로는

아르세니예브까 강

유역에서 발견된 은화와 니꼴라예브까 Ⅱ 성에서 발견된 청동거울이 있다. 그 외 상경성
토대자촌 부근에서 발견된 사리함의 유리병도 중앙아시아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위구르와 관련된 유물로는 꼭샤로브까-8 석축구조물에서 출토된 ‘위구르’ 토기편이 있다.
이 토기편의 동심능형격자문은 위구르 화병모양 토기의 문양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거란
관련 유물은 끄라스끼노 성의 우물에서 출토된 거란 토기와 상경성 제2호 궁전에서
출토된 사슴무늬 대형 화병모양 토기를 들 수 있다.
소그드의 은화, 청동거울, 사리함 유리병, 위구르 토기, 그리고 거란 토기는 모두
발해가

존속하던

시기의

유물들이다.

때문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된다.

발해시기에

이들

지역에서

발해로

끄라스끼노 성에서 출토된 쌍봉낙타 뼈와 청동 쌍봉낙타상, 특히 낙타 뼈는
발해시기에 서쪽 어딘가에서 대륙의 동단인 동해 바닷가까지 대상들이 왕래하였음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쌍봉낙타의 형상은 소그드의 동전, 당의 도용과 무덤 벽화 등에서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으며, 당에서는 모두 호인, 즉 소그드인과 관련된다. 때문에
끄라스끼노 성의 쌍봉낙타 뼈는 소그드인들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낙타는

『신당서』

「회골전」에

의하면

예니세이

키르기스와

위구르에서도

널리

사육되었기 때문에 끄라스끼노 성의 낙타가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문제에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룬 문자’ 강돌 2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이 문자는 돌궐문자로 판단되고 있어
위구를 포함하는 튀르크 문화권과 관련된 것인 만큼은 분명하다.
아브리꼬스 절터에서 출토된 경교 십자가는 위구르에서 마니교가 유행하였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에 그리고 당나라에서 무종 시기인 845년에 실시된 회창멸법 이후에
경교가 크게 쇠퇴하고 875년 황소의 난 때에 경교 신자들에 대한 살육으로 인해
신자들이 몽골, 만주 등으로 피신한 사실을 볼 때에 당나라를 경유하여 들어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된다.
바르간은 연해주의 안드리아노프 끌류치 성과 흑룡강성 동인유적 출토품들을 볼
때에 발해 이전부터 이미 이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때문에 바르간은
발해시기에 전달된 것이라기보다는 그 이전에 이미 전달된 것이 계속해서 발해에서도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바르간은 발해와 북방유목세계가 공유한
악기 중의 하나였던 것이다.
꼭샤로브까 1 성에서 수습된 토기편의 원무는 오늘날 한국에도 강강술래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지만 무릎까지 내려오는 드레스나 머리에 난 뿔 모양의 장식 등은 상당히
이국적이라고

하겠다.

부랴트와

에벤키

인들에게도

원무가

있었고,

앙가라강의

바위그림은 물론이고 멀리 핀린드와 지중해지역에까지도, 그리고 서아시아에도 비슷한
그림의 유물들이 있다. 때문에 이 원무가 발해와 다른 지역과의 교류에 대해 말하는지
아니면 지역에서 그 이전부터 전해오던 전통적인 의례의 하나인지는 추후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지적한 유물들은 그 기원이 대개 북방-서역에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끄라스끼노 성에서 출토된 고누판은 그 기원이 한국에 있음을 보여 준다. 발해의 이른
단계에 함께 존속하였던 위구르의 하라-발가스 유적에서 발견된 고누판은 한국 기원의
유물에 의한 발해와 위구르 간의 교류에 대해 증명할 것이다.

발해와 통일신라와의 교류를 보여주는 유물로는 편병이 있다. 편병은 발해와
통일신라 간의 바닷길을 통한 교류의 한 증거일 것이다. 그 외에 발해와 통일신라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보상화문, 연주문, 팔메트문 등등과 같은 문화요소들이 다수 확인된다.
하지만 서아시아 등지에 기원을 두는 이 문화요소들은 발해와 통일신라의 교류에
의하였을

수도

있고

또는

공통의

기원지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영지버섯무늬도 발해와 통일신라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문양의 한 요소이다. 과대장식도
발해와 통일신라 그리고 튀르크 세계가 공유하는 문화 요소 중의 하나이다. 향후 검토가
필요하다.
이상

발해와

소그드,

위구르,

거란,

그리고

통일신라와의

문화교류의

물질적

증거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그 목록은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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