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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판단첨형식
연화문의형식과편년

국문초록

판단첨형식연화문은연꽃잎이뾰족한형태를의미하는것으로서원형돌기식, 삼각돌기식, 판구곡절식등과더불어백

제의대표적인연화문형식중하나이다. 이연화문은백제한성기부터사비기에이르기까지와당을비롯한불상광배, 사

리병, 두침등에다양하게시문되었다. 그러나현재남아있는대부분의판단첨형식연화문은사비기의와당에시문된것

이대부분이다. 이들연화문은중국북조나남조, 고구려등의영향으로제작된것이대부분이나풍납토성경당지구출토

와당, 용정리사지출토와당, 왕흥사지출토사리병등에시문된연화문으로볼때중국북조의영향이절대적이었던것으

로생각된다. 아울러백제기에나타난여러문양의판단첨형식연화문은당시백제의활발한문화교섭을판단케한다. 

백제의 판단첨형식연화문은그평면형태에따라보주형, 유엽형, 세장유엽형등으로구분할수있다. 보주형은 풍납

토성및용정리사지에서검출된와당으로그시기는한성기~웅진기의것들이다. 반면, 유엽형및세장유엽형의연화문은

무령왕릉왕비두침, 은제탁잔, 서혈사지와당, 구교리사지와당, 하죽리 와당등에서확인되고있어웅진기이후인 6세기

전반이후의연화문임을추정케한다.

현재판단첨형연화문중가장이른시기의것은풍납토성경당지구에서수습된 5세기중반대의것이다. 그러나향후

점진적인발굴조사를통해시기적으로선행되는와당이수습될가능성이매우높고아울러다른다양한형식도출토될여

지가적지않다. 나아가중국남북조시기의사지, 왕궁지, 기타건물지의발굴조사를통해다른판단첨형식연화문이수습

될가능성도적지않다. 이는그동안알려지지않은백제판단첨형식연화문의계통을파악하는데에도큰도움이될수

있으리라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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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백제연화문은불상광배를비롯한대좌, 와당, 고분

벽화, 금동식리, 사리병, 동탁은잔등다양한분야에시

문되어있다. 시기적으로는한성기부터등장하고있으

나현재남아있는유물들을검토해볼때사비기의것

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아울러여러유물가운데

연화문이가장많이시문된것으로는다양한형식의와

당을들수있다. 이러한와례들은사원을중심으로왕

궁, 고분, 특수건물등에사용되었던것으로사료된다. 

연화문은판구를구성하는연판수및세부문양에

따라단판, 중판, 복판으로나눌수있고상하의어긋난

배치에따라혼판도확인할수있다01. 아울러연화문

끝부분에해당되는판단부의형태에따라융기식, 원형

돌기식, 삼각돌기식, 첨형식02 등으로구분하고있으며

판구내의문양에따라서도판구곡절식03, 연화돌대문

식등으로세분하고있다. 또한연화문의판단이상하

어느 곳을 향하냐에 따라서도 앙련, 복련으로 나누고

있다04. 

이처럼연화문은연판수, 세부형태에따라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아울러 1960년대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백제의연화문은와당연구를중심으로계

속적으로진행되고있다05. 이러한연구성과로말미암

아백제연화문은위와같은나름대로의형식분류도가

능해졌으리라생각된다. 그러나형식분류에따른세부

내용즉, 계통이나변천등에있어선아직까지도연구

해야할부분이적지않다. 이런점에서주목되는것이

판단첨형식연화문이다. 

이형식의연화문은판단부가뾰족한것으로최근

풍납토성내경당지구와당을통해이미한성기부터등

장한문양이었음을알게한다. 웅진기에도일부시문되

고있으나사비기에비해그수가비교되지않는다. 따

라서본고에서는백제시기에등장한판단첨형식연화

문에대해첨선의문양속성과자방내의연자배치등

을중심으로와례를형식분류해보고아울러이의편

년을검토해보고자한다. 

백제 판단첨형식 연화문의 형식

여기에선 우선 백제 판단첨형식 연화문을 연판의

생김새에 따라 보주형(Ⅰ형)과 유엽형(Ⅱ형), 세장유엽

형(Ⅲ형)등으로대분하고다시연판내부의세부문양

이나판단부첨형의시문양상에따라세분해살펴보고

자한다. 

1. Ⅰ형(보주형)

연판에비해자방이크게제작된점, 그리고간판,

연판의표현에있어정형성이찾아지지않는다는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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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화문의형식분류는연판이나판단의형태, 그리고판구내의문양등으로세분되며이는논자에따라약간씩다르게표현되고있다. 

02 金誠龜, 1992, 「百濟의瓦塼」『百濟의彫刻과美術』, 公州大學校博物館·忠淸南道.

03 곡절소판형(金誠龜, 1992, 「百濟의瓦塼」『百濟의彫刻과美術』, 公州大學校博物館·忠淸南道)으로도불리나곡절자체가소판이아니라는점에서판구곡절식으로부르고자한다
(趙源昌, 2006, 「百濟曲折素瓣形瓦當의始原과변천」『祥明史學』10·11·12집). 연판의판구중상부에횡선대가돌려진것을말한다.

04 이들외에도연화문의세부문양에따라새로운조어가있을수있다.

05 그동안백제와당에대한형식분류및편년은김화영, 박용진, 김성구, 조원창, 이병호, 소재윤등에의해진행된바있다.

金和英, 1976, 『韓國蓮花紋硏究』, 梨花女子大學校博士學位論文.

朴容塡, 1968, 「百濟瓦當에關한硏究」『公州敎育大學論文集』제5집, 公州敎育大學.

______, 1976, 「百濟瓦當의體系的分類」『百濟文化』제9집, 公州師範大學百濟文化硏究所.

______, 1984, 「百濟瓦當의類型硏究」『百濟硏究』제15집, 忠南大學校百濟硏究所.

金誠龜, 1992, 「百濟의瓦塼」『百濟의彫刻과美術』, 公州大學校博物館·忠淸南道.

趙源昌, 2000, 「熊津遷都後百濟瓦當의變遷과飛鳥寺創建瓦에대한檢討」『嶺南考古學』제27호, 嶺南考古學會.

______, 2001, 「熊津遷都後百濟瓦當의中國南北朝要素檢討」『百濟文化』제30집, 公州大學校百濟文化硏究所.

______, 2004, 「法泉里 4號墳出土靑銅蓋蓮花突帶文의意味」『百濟文化』제33집, 公州大學校百濟文化硏究所.

______, 2006, 「百濟曲折素瓣形瓦當의始原과변천」『祥明史學』10·11·12호, 祥明史學會.

______, 2008,「熊津∼泗?期瓦當으로본高句麗製瓦術의百濟傳播」『白山學報』81, 白山學會.

이병호, 2008, 「扶餘陵山里寺址出土瓦當의再檢討」『한국고대사연구』51, 한국고대사학회.



이있다. 계통상중국북조나고구려와밀접한관련이

있는형식임을판단케한다.

(1) Ⅰa형

풍납토성경당지구에서검출된판단첨형식와당으

로연판내부에종선의돌대가시문되어있다. 그동안

발굴조사를통해확인된백제연화문와당중가장이

른시기의것이고층위가비교적분명한곳에서출토되

었다. 아울러다른기하학문, 혹은전문와당과달리연

화문이라는점에서도의미가있다. 연화문과연화문을

연결하는선에서약간의차이를보일뿐동일형식의

와당으로살필수있다. 

판단중앙은각이무딘첨형을이루고있고연판의

최대경은중간지점에서살필수있다. 연화문판근부가

자방에까지이어지지않아웅진기이후에나타나는여

러형식의백제와당과큰차이를보이고있다. 연화문

중앙내부에시문된종선은자방외곽의원권대까지길

게 이어져 있다. 연화문과 연화문은 북위의 석굴사원

(운강석굴및용문석굴등)이나와당에서일반적으로살

필수있는것처럼별도로단락되어있지않고직선<와

당 1, 사진 1>06이나곡선<와당 2, 사진 2>으로상호연

결되어있다. 연화문과연화문사이의상단에서관찰되

는간판은생략되어있다. 이러한간판의생략화는북

위연화문에서도쉽게살필수없는속성일뿐만아니

라웅진기이후백제와당에서도거의찾아볼수없다.

자방내에는연자가배치되어있지않고평판화되어있

으며외곽으로 2조의원권대가돌려있다. 연화문과멸

실된 주연 사이의 원권대는 시문되지 않았다. 태토에

굵은사립이다량혼입되어있다.

한성기여타백제와당과마찬가지로자방이나볼

륨감없이돌대를이용하여시문하였다는점에서한성

기백제와당의특성을살필수있다. 

(2) Ⅰb형

용정리폐사지상층건물지기단토내에서검출되

었다07. 보주형의판단첨형식연화문이나Ⅰa형과달리

연판내부가소문이다. 자방이나연화문의볼륨감, 간

판의존재등에서Ⅰa형과계통이다름을살필수있다.

연자배치및판단의표현등에서두종류로세분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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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풍납토성경당지구출토와당 1
출처 : 필자사진

사진 2풍납토성경당지구출토와당 2
출처 : 필자사진

06 이와동범와로판단되는와례가최근풍납토성내미래마을지구발굴조사에서도검출된바있다.

07 상층건물지기단토내에서검출되었다는사실은해당와당이하층건물과관련되었음을알게한다. 이는용정리폐사지의창건과도연관시켜볼수있다.



Ⅰb1형<사진 3>은단판 8엽으로 1+6과의연자배

치를보이고있다. 첨형의판단은길고뾰족하여주연

부까지이어져있다. 자방외연에서 1조의원권대가희

미하게관찰되고있으며, 연화문사이의간판은“◇”을

이루고있다. 연자는전체자방의크기에비해크게표

현하였고끝이둥글고도톰하게처리하였다. 

Ⅰb2형<사진 4>은 1+7과의연자배치에첨형의판

단이짧게표현되어Ⅰb1형과차이를보인다. 자방내

의연자는Ⅰb1형에비교해크기가작고끝을편평하

게처리하였다. 기타간판의형태나연판의볼륨감, 그

리고연판에비해자방이크게표현된점등은두와례

가같은계통임을판단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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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용정리폐사지출토Ⅰb1형 와당
출처 : 국립공주박물관, 1988,『백제와당특별전』, 사진 121

사진 4용정리폐사지출토Ⅰb2형와당
출처 : 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83,『백제와전도록』, 사진 77

그림 1왕비두침연화문 1 그림 2왕비두침연화문 2 그림 3왕비두침연화문 3

표 1Ⅰb형와당의제원

와당직경 자방직경 연자배치 연판길이 연판수 주연폭 주연높이 두께

Ⅰb1형 10.6 3.3 1+6 2.5 8 1.1 0.9 2.2

Ⅰb2형 15 4.6 1+7 3.3 8 1.3~1.5 1.2 ·

(단위 : cm)

출처 : 충청남도·공주대학교백제문화연구소, 1991,『백제무령왕릉』, 305쪽그림6-14



한편, Ⅰb형과 비교할수 있는연화문은무령왕릉

출토왕비두침에서살필수있다<그림 1·2·3>.

(3) Ⅰc형

이 형의 연화문은 관북리 추정왕궁지에서 검출된

금동불상광배<사진 5>에서살필수있다. Ⅰb2형과연

판의형태는유사하나첨선의길이, 간판의형태등에

서차이가있다. 연판에비해자방이크게제작되었다.

판단선은Ⅰa형처럼판단중앙에서모아져짧게표현

되어 있다. 연판 사이의 간판은“▼”형으로 처리되어

Ⅰ형의다양한간판모습을보여주고있다.

(4) Ⅰd형

판단첨형식연화문가운데그사례가많지않은경

우이다. 한성기이후사비기에이르기까지대부분의판

단첨형식연화문은단판을유지하고있다. 그런데왕흥

사지목탑지공양석위에서검출된은제<사진 6>·금

제<사진 7> 사리병의 연화문은 중판으로 시문08되어

다른판단첨형식연화문과큰차이를보이고있다. 

은제사리병의 연화문은 8엽으로 연판의 최대경이

상부에위치하고있다. 간판은판단중앙에서처럼첨형

으로음각되어다른연화문에서관찰할수있는“T”형,

“◇”형과는완전다르다. 연판의내판은장타원형의절

반에해당되고있다. 자방에해당되는사리병의손잡이

는연판에비해크게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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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관북리추정왕궁지출토금동광배
출처 :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청, 2007,『발굴에서전시까지』, 214쪽

사진 6왕흥사지목탑지출토은제사리병
출처 : 국립부여박물관·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8,『백제왕흥사』, 20쪽

사진 7왕흥사지목탑지출토금제사리병
출처 : 국립부여박물관·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8,『백제왕흥사』, 22쪽

08 끝이뾰족한금속제도구를이용하여음각기법으로연화문을시문하였다.



금제사리병의 연화문은 6엽이나 전체적인 문양기

법이은제사리병과흡사하여같은장인의시문으로생

각된다. 다만, 간판의 경우 은제사리병이“｜”형 혹은

“／”형에가까운반면, 금제사리병은“ ”형이고내판

의표현에있어서도금제사리병의경우반원형에가까

워은제사리병과약간의차이를보이고있다.

2. Ⅱ형(유엽형)

(1) Ⅱa형09

①Ⅱa1형

무령왕릉 출토 은제탁잔의 8엽 연화문<그림 4>을

들수있다. 일견중판으로보이기도하나문양이자방

이아닌연판상부에시문되어있어판구곡절식임을알

게한다. 첨형의판단은Ⅰb2형과유사하나연판이Ⅰ

형에비해길게표현되었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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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첨형의線이판단끝에서시작하고있다. 

사진 9평양토성리출토와당
출처 : 정내고문화연구실, 소화51년, 『조선와전도보Ⅱ-고구려-』, 도판30

사진 10내몽고운중고성출토와당(북위) 
출처 : 문물출판사, 2003, 『내몽고출토와당』, 도판36

그림 4무령왕릉출토은제탁잔
출처 : 충청남도·공주대학교백제문화연구소, 『백제무령왕릉』, 287쪽그림6-8

사진 8덕화리 1호분연화문



판내부에는고구려고분벽화<사진 8> 및와당<사진 9>

등에서 살필 수 있는 4~6조의 술이 표현되어 있다10.

간판은중국북조11<사진 10>나고구려등의연화문에

서흔히살필수있는“ ”형으로표현되었으나전체적

으로“◇”형으로 보이기도 한다. 자방이 연판에 비해

크게제작되었음을볼수있고연판의직경이상부에서

아래로내려오며크게축약됨을볼수있다. 

②Ⅱa2형

서혈사지 출토 단판 8엽 와당에서 살필 수 있다

<사진 11>. Ⅱa1형에비해판구내부가무문이다. 주연

은결실되었고간판은“T”형이며첨선은판단끝에서

짧게표현되었다. 돌출된자방에는 1+4과의연자가배

치되어있다12. 공주대통사지에서동범와례<사진 12>

가검출되었다. 

(2) Ⅱb형13

①Ⅱb2형

정림사지출토 8엽와당<사진 13>에서살필수있

다. 연화문에 비해 자방이 상대적으로 작게 표현되었

다. 연화문과자방의크기를비교해볼때능산리동하

총연화문과친연성이찾아진다. 판단선은중앙에서심

하게꺾여날렵함을보여주고있다. 첨선은판단위에

서주연을향하여약한돌대로희미하게표현되어있

다. 연판에비해크기가작은자방은돌출되어있고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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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1서혈사지출토와당
출처 : 국립공주박물관, 1988, 『백제와당특별전』,  사진 17

사진 12대통사지출토와당
출처 : 공주대학교박물관·충청남도공주시, 2000,『대통사지』, 27쪽사진6-③

표 2ⅠⅡa2형와당의제원

와당직경 자방직경 연자배치 연판길이 연판수 주연폭 주연높이 두께

Ⅱa2형 13 4.4 1+4 3.8 8 · · 1.7

(단위 : cm)

10 연판에서의이러한술은본래중국북위와당에서그예를살필수있기에그시원은고구려가아닌중국에있었음을알게한다.

11 북위운강석굴이나용문석굴및와당, 자기등의연화문에서살필수있다.

12 1+4과의연자배치는웅진기와당에서살필수없는사비기의특성으로이는중국남조제와술로제작된것이다(趙源昌, 2000, 「熊津遷都後百濟瓦當의變遷과飛鳥寺創建瓦에
대한檢討」『嶺南考古學』제27호, 嶺南考古學會).

13 첨형의線이판단위에서시작하여, 판단끝에서시작하는Ⅱa형과차이를보인다.

표 3ⅠⅡb1형와당의제원

와당직경 자방직경 연자배치 연판길이

Ⅱb1형 12.8 2.5 1+4 3.5

Ⅱb1형 8 1.1 1.2 2.1

연판수 주연폭 주연높이 두 께

(단위 : cm)



과의연자가배치되어있다. 연판사이의간판은“▼”

형으로 판근이 자방에까지 이어져 있지 않다. 구아리

전천왕사지에서동범와례가검출되었다. 

②Ⅱb2형

출토지를알수없는 8엽와당<사진 14>에서살필

수 있다. 연화문 및 간판의 형태, 자방 등에서 차이를

보이나첨형의판단표현에서Ⅱb1형과친연성을보이

는와당이다. 평판화된자방이큼직하게제작되어있고

내부에는 1+8과의연자가배치되어있다. 연판상단에

서시작된첨형의판단은주연에까지이어져있다.

③Ⅱb3형

정림사지출토 8엽와당<사진 15>에서살필수있

다. 전술한와례들과비교해첨선이전혀다른뉴앙스

를풍기고있다. 연판에비해자방이크게표현되어있

으며첨선은판단위에서주연에접해“│”모양으로표

현되어 있다. 자방은 돌출됨이 없이 평판화되어 있고

외곽에 1조의 원권대가 돌려 있다. 내부에는 1+8과의

연자가배치되어있다. 연판표면에서희미하게종방향

으로돌대가그어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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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3정림사지출토와당
출처 : 충남대학교박물관·충청남도청, 1981,『정림사』, 도판96-a

사진 14출토지미상Ⅱb2형와당
출처 : 국립공주박물관, 1988, 『백제와당특별전』, 사진 150

사진 15정림사지출토Ⅱb3형와당
출처 : 국립공주박물관, 1988,『백제와당특별전』, 사진41

표 4ⅠⅡb2형와당의제원

와당직경 자방직경 연자배치 연판길이

Ⅱb2형 15 4.4 1+8 3.7

Ⅱb2형 8 1.6 1.0 2.4

연판수 주연폭 주연높이 두 께

(단위 : cm)

표 5ⅠⅡb3형와당의제원

와당직경 자방직경 연자배치 연판길이

Ⅱb3형 14.2 3.8 1+8 4.9

Ⅱb3형 8 1.4 1.6 2.6

연판수 주연폭 주연높이 두 께

(단위 : cm)



④Ⅱb4형

구교리폐사지출토 8엽와당 <사진 16>에서살필

수있다. Ⅱb3형와당과마찬가지로첨선이판단위에

서주연으로이어져굵고선명하게표현되어있다. 연

판의상단에서시작된첨형의끝단은주연부까지이어

져있고“T”형의간판(판근)은자방에붙어있다. 자방

은돌출됨이없이평판화되어있고외곽에는 1조의원

권대가돌려있다. Ⅱb2형와당과달리자방내부에는

1+7과의연자가배치되어있다. 이와동범와가궁남지

에서도검출된바있다.

⑤Ⅱb5형

군수리폐사지출토 8엽와당 <사진 17>에서살필

수있다. 마멸정도가심해판단의형태가선명치않으

나첨형임에는틀림없다. Ⅱb1형및Ⅱb2형의첨형판

단과친연성을보인다. 간판은“T”형이며판근이자방

에까지 연결되어 있다. 자방은 거의 평판화되어 있고

외곽에는 2조의연주문대가시문되어있다. 자방내부

에서의연자배치는확인하기어렵다. 

한편, Ⅱb5형과같은형식으로볼수있는것이동

남리유적에서도검출되어소개해보고자한다. 이와례

<사진 18>14는 첨선이나 연화문 형태, 평판화된 자방,

자방외곽의장식문등에서친연성을살필수있다. 다

만, 연주문대의경우Ⅱb4형은 2조인것에반해, 동남

리유적출토와례는 1조이어서차이를보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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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ⅠⅡb4형와당의제원

와당직경 자방직경 연자배치 연판길이

Ⅱb4형 13.7 3.4 1+7 3.7

Ⅱb4형 8 1.3 1.3 2.8

연판수 주연폭 주연높이 두 께

(단위 : cm)

사진 16구교리폐사지출토Ⅱb4형
출처 : 국립공주박물관, 1988, 『백제와당특별전』, 사진85

사진 17군수리폐사지출토Ⅱb5형
출처 : 국립공주박물관, 1988, 『백제와당특별전』, 사진63

사진 18동남리유적출토와당
출처 : 조선고적연구회, 소화15년,『소화13년도고적조사보고』, 도판47-12

표 7ⅠⅡb5형와당의제원

와당직경 자방직경 연자배치 연판길이

Ⅱb5형 15.5 4.7 1+5 3.2

Ⅱb5형 8 1.6 0.8 2.2

연판수 주연폭 주연높이 두 께

(단위 : cm)



3. Ⅲ형(세장유엽형)

부여하죽리출토 8엽와당 <사진 19>에서살필수

있다. Ⅰ·Ⅱ형에비해연화문이협판이라는특징이있

다. 연화문은간판에의해구획된느낌이고첨형의판

단은짧게돌출되어있다. 자방은연화문에비해크게

조각되었고내부엔 1+7과의연자가배치되어있다. 평

판화된 자방에 비해 연판은 후육하여 차이를 보인다.

연판이협판이라는점에서부여지역의쌍북리및용관리

등에서 검출된 고구려계 와당15의 연화문과 친연성을

보인다.

백제 판단첨형식 연화문의
편년적 검토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백제의판단첨형식연

화문은탁잔, 와당, 사리병, 소조장식등다양한제품에

서확인되고있다. 특히와당의경우는가장많은수를

차지하고있는반면, 연구성과는상대적으로적은것

이사실이다. 반대로탁잔이나사리병, 소조장식등의

경우는공반된유구나유물로말미암아편년등의연구

가어느정도진행된상태이다. 따라서본고에서는와

당을중심으로내용을살펴보고특히초출자료에해당

되는풍납토성경당지구출토연화문와당에대해서자

세히알아보도록하겠다. 

Ⅰa형은 풍납토성 경당지구 내에서 검출된 최초의

연화문와당으로출토위치가비교적분명하다는점에서

자료가치가높다. 물론서울몽촌토성 <사진 20>을비

롯한삼성동토성지 <사진 21> 및광장동 <사진 22> 지

역에서도백제시대의것으로전해진몇점의연화문와

당이검출된바있다. 그러나고구려유물과의공반관계

및출토층위의미상등으로인해이들을무조건적으로

백제작으로신뢰하기란그리쉽지않은실정이다. 이외

비교적층위가분명한곳에서검출된한성기의백제와

당은거의대부분연화문이아닌전문 <사진 23> 혹은

수지문(어골문)등이주류를이루고있어문양계통상연

화문과전혀다름을살필수있다. 이렇게볼때연화문

은한성기의어느시점에백제자작이아닌새로운제와

술로제작된와당에시문되었음을판단케하고있다. 

Ⅰa형은보주형의연화돌대문16으로이루어져있고

자방은형식적으로표현되어있으며연자는배치되어

있지않다17. 이와당에서살필수있는가장큰특징은

연화문의형태가볼륨감이없이평판화되었다는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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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9부여하죽리출토와당
출처 : 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83,『백제와전도록』, 사진 75

표 8ⅠⅢ형와당의제원

와당직경 자방직경 연자배치 연판길이

Ⅲ형 11.2-11.8 4 1+7 3.5

Ⅲ형 8 · · ·

연판수 주연폭 주연높이 두 께

(단위 : cm)

14 이와당은정암리요지C지구에서도살필수있다(국립부여박물관, 1992, 『부여정암리가마터(Ⅱ)』.

15 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83, 『백제와전도록』.

16 이러한연화돌대문은일찍이중국秦代에서확인되고있다(탁본 1, 賀云 , 2005, 『六朝瓦當與六朝都城』, 文物出版社, 49쪽도 30).

17 연화문의자방에연자가배치되지않은사례는와당의경우찾아보기힘드나중국북위운강석굴연화문에서는흔히볼수있다. 즉, 제 7굴후실上屋동남각및서남각(文物出版
社, 1991, 『中國石窟 云岡石窟 一』, 도 144·145) 및 굴정(文物出版社, 1991, 『中國石窟 云岡石窟 一』, 도 162·163·164·165·166·173), 제 8굴 굴정(文物出版社, 1991,
『中國石窟云岡石窟一』, 도 187·188), 제 9굴 후실남벽상부(文物出版社, 1994, 『中國石窟云岡石窟二』, 도 34) 및 頂部(文物出版社, 1994, 『中國石窟云岡石窟二』, 도 45, 본
문사진 24), 제 10굴전실북벽중부(文物出版社, 1994, 『中國石窟云岡石窟二』, 도 48) 및후실남벽정부등에서볼수있다.



다18. 아울러문양구성은두꺼운양각대로만이루어져

있음을볼수있다. 이처럼두꺼운양각대로시문된평

판화된문양은한성기의와당에서도어렵지않게살필

수있는속성이나와당의주문양이연화문이라는점에

서큰차이가있다. 

Ⅰa형연화문의두번째특징은연화문과연화문사

이의판근이자방에이어지지않고별리되어곡선혹은

직선화되어있다는점이다. 이처럼연화문의판근이자

방에닿지않고곡면화된사례는북위의와당과석굴사

원연화문에서어렵지않게살필수있다. 와당의경우

는내몽고지역의운중고성(云中古城)19이나토성자고성

(土城子古城)20 <탁본 2>등에서살필수있고석굴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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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몽촌토성출토와당
출처 : 서울대학교박물관, 1997, 『발굴유물도록』, 사진 223

사진 21삼성동토성지출토와당
출처 : 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83,『백제와전도록』, 사진384

사진 22광장동출토와당
출처 : 국립공주박물관, 1988,『백제와당특별전』, 사진 2

사진 23석촌동 4호분출토와당
출처 : 국립경주박물관, 2000, 『신라와전』, 사진 788

18 이는중국북위대의운중고성출토와당에서살필수있다<사진 25>.

19 잔존직경 13cm, 두께 1.2cm이다(文物出版社, 2003,『內蒙古出土瓦當』, 도 99).

20 직경 14.3cm, 두께 2.2cm이다(文物出版社, 2003,『內蒙古出土瓦當』, 도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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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본 1진대연화돌대문와당
출처 : 賀云 , 2005, 『六朝瓦當與六朝都城』, 도 30-2

탁본 2토성자고성출토와당
출처 : 문물출판사, 2003, 『내몽고출토와당』, 탁편94

사진 24운강석굴제9굴후실굴정판단첨형식연화문 사진 25운중고성출토와당
출처 : 문물출판사, 2003,『내몽고출토와당』, 도판34

사진 26운강석굴제7굴후실굴정판단첨형연화문 사진 27운강석굴제10굴남벽판단첨형식연화문



의경우는북위대에개착된운강석굴21과용문석굴22 등

에서찾아볼수있다. 

Ⅰa형 연화문의 세 번째 특징은 간판이 생략되어

있다는점이다. 현재남북조와당을보면연화문과연

화문사이상부에는거의대부분간판이조각되어있

다. 특히북위와당의경우는“◇”형, “∧”형, “ ”형등

그형태가매우다양하다. 특히 465~469년에개착된

운강석굴의 제 17·18·19·20굴을 보면 연화문 사

이에 대부분“◇”형과“∧”형의 간판이 시문되어 있

다<사진 28·29>23. 이는 494년이후에개착된제 21~51

굴에서도마찬가지이며, 나아가 493년이후당대에까지

개착이이루어진용문석굴 <사진 30>에서도동일하다.

이런점에서주목되는것이탁본 3·424의북위와당이

다. 이와당은자방에귀목문을갖춘복판의연화돌대문

으로서풍납토성경당지구출토와당과문양상차이점

을보이기도하지만 6엽에간판이없다는점에서그동

안소개된북위와당중에서가장친연성을살필수있

다. 이는결과적으로간판이생략된연화문이북위대에

제작되었음을알려주는한편, 이의제와술이한성기에

백제에전파되었음도시사해준다. 특히연화문의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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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1굴서벽중옥북측불탑상면, 제1굴 남벽, 제 2굴 동벽중옥북측불탑상면, 제5굴 누각상옥동측좌불두광및서·남벽, 제6굴 중심탑주남면상옥입불광배및동·서·
벽, 제 7굴후실동·서·남벽및窟頂<사진 26>, 제8굴후실남벽및窟頂(이상文物出版社, 1991, 『中國石窟云岡石窟一』), 제9굴 전실동·서·북벽및굴정, 제9굴후실동·
서·남·북벽, 제10굴 전실 동·서·북벽, 제10굴 후실 동·남벽<사진 27> 및 제11굴, 제12굴, 제13굴 등에서 살필 수 있다(이상 文物出版社, 1994, 『中國石窟 云岡石窟 二』).
운강석굴대부분의벽면과굴정에서확인할수있다.

22 교각보살상이 안치된미륵감정벽두광(文物出版社, 1991, 『中國石窟 龍門石窟一』, 도 81) 및 魏字洞窟頂(文物出版社, 1991, 『中國石窟 龍門石窟一』, 도 95), 古陽洞 正壁좌우
측 보살상 광배(文物出版社, 1991, 『中國石窟 龍門石窟 一』, 도 134·135), 고양동 북벽 상옥 제 3감 불상 광배(文物出版社, 1991, 『中國石窟 龍門石窟 一』, 도 160) 등에서 살필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연화문은 시기적으로 보아 모두 493년 이후에 제작된 것이어서 풍납토성 경당지구 출토 와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용문석굴(493년~唐
代)이북위초부터개착된운강석굴을뒤이어등장한다는점에서북위대의연화문조각풍을이해하는데큰도움을주고있다.

23 운강석굴개착제 1단계에해당되며, 시기적으로는문성제和平원년(465)~5년(469)간이다(李裕群, 2003, 「중국북조시기의석굴사원종합고찰」『중국의석굴』, 317~319쪽).

24 賀云 , 2005, 『六朝瓦當與六朝都城』, 55쪽圖 35.

사진 28운강석굴제18굴서벽입불
두광연화문
출처 : 文物出版社, 1994, 『中國石窟云
岡石窟二』, 사진 171

사진 29운강석굴 제19-2굴서벽
의좌불두광연화문
출처 : 文物出版社, 1994, 『中國石窟云
岡石窟二』, 사진 182

사진 30용문석굴연화동굴정연화
출처 : 文物出版社, 1991, 『中國石窟龍門石窟一』, 사진48

탁본 3낙양출토북위와당 1 
출처 : 賀云 , 2005, 『六朝瓦當與六朝都城』, 도 35

탁본 4낙양출토북위와당 2
출처 : 賀云 , 2005, 『六朝瓦當與六朝都城』, 도 35

(



와연화문과연화문사이의판근곡면화등에서도풍납

토성경당지구출토와당과친연성을보이고있다.

그리고운강석굴제20굴북벽좌불상의두광연화

문 <사진 31>에서도간판이일부생략된연화문을찾

아볼수있다. 이석굴은 465~469년에개착된것으로

불상의두광을살피면간판이생략된것과표현된것

등양면성이엿보이고있다. 처음부터조각이미실시된

것인지아니면후대에탈락된것인지직접적인확인이

어려우나연화문상부에서탈락된흔적이전혀발견되

지않는것으로보아처음부터간판은조각되지않았던

것으로생각된다. 이는다른불상의두광연화문과비

교해볼때이질적인문양구성이라판단되며다른석

굴의간판에서도비교사례를찾아보기어렵다. 그리고

494년이후에개착되는운강석굴및용문석굴의제석

굴에서도간판이생략된연화문은살피기가어렵다. 이

렇게볼때간판이생략된연화문은북위시기의경우

465년이전에제작되었을가능성이적지않겠다. 

한편, 이러한연화문와당은남조건강성을비롯한

주변유적에서아직까지검출된바없어남조계통으로

는파악하기어렵다<탁본 5∼7>, <사진 32~36>25. 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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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본 5建 路南七家灣출토와당 탁본 6太平門東側 6號墓출토
와당

탁본 7銅作坊출토와당 사진 32張府園출토와당

사진 33八府塘출토와당 사진 34鐘山南朝壇類건물지
출토와당

사진 35출토지미상와당 사진 36출토지미상와당

사진 31운강석굴제20굴북벽좌불두광내연화문
출처 : 文物出版社, 1994, 『中國石窟云岡石窟二』, 사진 184

25 이들와당은賀云 , 2005,『六朝瓦當與六朝都城』, 文物出版社, 37∼42쪽참조.



들와당의경우연화문수는 8엽, 9엽, 10엽등이고평

면형태는세장형및유엽형이어서풍납토성경당지구

와같은보주형은살필수없다. 자방내의연자배치는

1+6과, 1+7과, 1+8과등이며, 간판은새발자국형, ‘↑’

형, 마름모형, ‘T’형등이대부분이다26. 연화문과자방

은모두융기되어있거나볼륨감이있다. 이러한남조

와당의공통된특징은결과적으로풍납토성경당지구

출토Ⅰa형연화문와당의계통이남조가아닌북조에

있었음을증명하는것이라할수있다.

Ⅰb형은기존의연구성과들을검토해볼때웅진기

인5세기말~6세기초의와당으로추정할수있으며이의

계통은북위혹은고구려에있었을것으로생각된다27.

Ⅰc형은중국북위시대의금동광배로추정되고있

다. 이와흡사한사례를일본근진(根津)미술관소장품

에서살필수있는데“보태 2년(532)”명금동광배가그

것이다28. 그러나관북리출토광배의연화문이“보태”

명광배연화문에비해연판이짧고화불및협시보살

등이장식되지않았다는점에서양자의차이점을볼수

있다. 웅진기에유입된것으로추정되고있다. 

Ⅰd형은 사리기의 명문으로 보아 577년경에 제작

되었을것으로생각된다. 다만, 연화문의형태가단판

이아닌중판이라는점에서이전의판단첨형식연화문

과차이를보인다. 이러한중판의판단첨형식연화문은

그동안백제의고토에서전혀검출되지않은반면, 이

와친연성이있는연화문이북제귀족인徐顯秀(서현수)

묘출토품(사진 37)에서확인되고있어계통상의상관관

계를잘보여주고있다29. 이러한북제와백제의문물

관계는한편으로사리기와함께공양된상평오수전의

존재등을통해서도어렵지않게유추해볼수있다.

Ⅱa1형인무령왕릉은제탁잔에시문된 8엽연화문

은탁잔의주체가무령왕의비로판단되고있어연화문

의편년은늦어도 529년무렵으로생각된다. 즉, 왕비

는 526년사망하여 3년간빈의상태에있다가 529년무

령왕릉에이장되었기때문에은제탁잔의제작은늦어

도 529년무렵으로파악된다. 아울러서혈사지출토Ⅱ

a2형은용정리폐사지하층금당지출토판단첨형식와

당과의문양비교를통해 6세기 3/4분기무렵에제작되

었을가능성이높다30. 이는연판에비해큰자방, 그리

고자방내의 1+4과연자배치를통해서판단해볼수

있다31. 

Ⅱb1형은대연판, 소자방의특징을보이는연화문

으로서자방내에는 1+4과의연자가배치되어있다. 이

러한大연판, 小자방의와당은판단첨형식외에판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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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7서현수묘출토靑磁尊
출처 : 文物出版社, 2003, 『2002 中國重要考古發現』, 108쪽

26 趙源昌, 2006, 「皇龍寺重建期瓦當으로본新羅의對南朝交涉」『韓國上古史學報』52.

27 趙源昌, 2003, 「百濟熊津期龍井里下層寺院의性格」『韓國上古史學報』42호, 韓國上古史學會.

28 곽동석, 2007, 「웅진기중국과의문물교류」『百濟文化史大系硏究叢書 (10) 百濟의文物交流』, 충청남도역사문화원, 246쪽.

29 조원창, 2008, 「백제사비기왕흥사목탑지축조기법의특성과그계통」『한국상고사학보』62.

30 趙源昌, 2001, 「熊津遷都後百濟瓦當의中國南北朝要素檢討」『百濟文化』제30집, 公州大學校百濟文化硏究所.

31 이러한와당의특징은 6세기중엽으로편년되는정암리와요지출토판단삼각돌기식와당과일치하고있다.



형돌기식 <사진 38> 및판단삼각돌기식 <사진 39>에서

도관찰되고있어백제연화문의시기적특징을나타내

고있다. 588년백제의와박사가일본비조사(飛鳥寺)에

파견되어제작한와당과의비교를통해 6세기 4/4분기

의것으로추정할수있다32. Ⅱb2형은첨선이판단위

에있어Ⅱb1형과동일하나연자배치, 평판화된자방,

주연에이른첨선등에서차이를보인다. 하지만이러

한차이점등은동일시기에제작된와당에서도얼마든

지표현될수있는속성중의하나이기때문에시기적

변천의결과로는파악되지않는다. 따라서이와례역

시도Ⅱb1형과마찬가지로 6세기 4/4분기에제작된것

으로추정할수있다. 

한편, Ⅱb3형은 판단첨선의표현에있어Ⅱb1·2

형과차이를보이고있다. 즉, 후자가판단위에서“ ”

모양으로첨선이시문된것에반해전자는“┃”모양으

로표현되었다. 이러한첨선의와당은일찍이중국남

조의 경우 동진말~유송대에 확인되고 있어 시기적으

로백제와의상대비교는가능하지않다. 다만, 중국의

경우남조이른시기에이러한형식이유행되었다는사

실은 백제 사비기에 해당되는 양(梁)대에도 계속하여

제작되었다는가능성을가져볼수있다. 이와례는백

제의것과비교해볼때연화문수, 첨선및간판의형

태등에서는유사성이살펴지나자방, 주연내부의원

권대등에서는차이를보이고있다. 다만, 백제의경우

6세기 3/4분기무렵부터평판화된자방이등장하고있

음을볼때Ⅱb3형은 6세기 3/4분기~6세기 4/4분기경

에나등장하였을것으로생각된다. 

Ⅱb4형은 Ⅱb3형과 비교해 연자 배치면에서 차이

가날뿐연화문의형태및첨선위치, 형태등에서친

연성이있다. Ⅱb3형의연자배치가 1+8과인반면, Ⅱ

b4형은 1+7과의배치를보이고있다. 다만, 1+7과의연

자배치가사비기와당중에서도 6세기 3/4분기~6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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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이에 대해 이병호의 경우는 남경의 梁南平王 蕭偉墓闕과 南京 鍾山 2호 유적 출토 연화문 와당과의 비교를 통해 541년 이후의 정림사지 창건와로 추정하고 있다(李炳鎬, 2006,
「扶餘 定林寺址 出土 塑造像의 製作時期와 系統」『美術資料』제74호, 國立中央博物館, 41~43쪽). 그러나 자료로 제시한 와당 2례가 모두 탁본처리 되어 정림사지 와당과 자세한
비교를할수없다는점에서아쉬움이있다. 아울러정림사지와당과남경출토와당은연판의형태, 자방내의연자배치, 간판의판근처리등에서유사성을찾아보기어려워위
의편년을쉽게취신하기어렵다. 한편, 최맹식의경우도최근의논고를통해정림사지출토와류가 6세기중반이후좀늦은시기의양식과 7세기의것들로편년하고있다. 아울
러 와류의 제작기법, 문양, 양식 등만을 참고로 정림사지의 창건 상한을 속단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보았다(최맹식, 2008, 「정림사지 출토 백제기와 및 전의 성격」『정림사』,
국립문화재연구소·부여군, 115쪽).

사진 38가탑리폐사지출토와당
출처 : 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83, 『백제와전도록』, 사진 165

사진 39금성산건물지출토와당
출처 : 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83, 『백제와전도록』, 사진314



4/4분기사이에등장하고있어이시기에제작되었을

가능성이적지않다.

Ⅱb5형은전술한와례들과비교해볼때자방에서

가장큰특징을살필수있다. 즉, 평판화된자방을중

심으로외곽에 2조의연주문대가장식되어있다. 백제

와당에서의 장식화가 대체로 7세기 이후에 등장함을

볼때이와례역시도 7세기이후로봄이타당하지않

을까생각된다. 자방외곽에서의장식화는와당및연

목와등에서살필수있는데전자의경우는판단첨형식

외에판단삼각돌기식 <사진 41> 및연화돌대문식와당

등에서볼수있다.

Ⅲ형와당의특징은연화문이협판으로시문되었다

는점이다. 백제와당중이와같은협판의연화문은고

구려계백제와례 <사진 42>에서어렵지않게살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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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0미륵사지출토녹유연목와
출처 : 국립공주박물관, 1988, 『백제와당특별전』, 사진 195

사진 41부소산폐사지출토와당
출처 : 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83, 『백제와전도록』, 사진426

사진 42쌍북리건물지출토와당
출처 : 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83, 『백제와전도록』, 사진393

사진 43성주사지출토와당
출처 : 보령시·충남대학교박물관, 1998, 『성주사』, 746쪽사진 146-5



있다. 아울러형식화된간판은연화문을구획하는하나

의경계선으로표현되어보령성주사지출토판단삼각

돌기식 와당 <사진 43>과의 친연성을 보여주고 있다.

협판의연화문과형식화된간판으로보아이형식의와

례는 7세기이후의것으로편년할수있다.

이상백제판단첨형식연화문의형식별편년을<표9>

로살피면아래와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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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백제판단첨형식연화문의형식과편년

형 식 편 년 비 고

Ⅰa1형 Ⅰa2형

Ⅰb2형

465년이전추정

Ⅰb1형

5C 4/4~6C 1/4

Ⅰd형Ⅰd형

577년경

Ⅱb2형Ⅱb1형

6C 4/4

Ⅱb4형Ⅱb3형

6C 3/4~6C 4/4

Ⅲ형Ⅱb5형

7C 이후

Ⅰc형

538년이전

Ⅱa1형

529년이전

Ⅱa2형

6C 3/4



결론

백제의판단첨형식연화문은한성기이후사비기까

지통시대적으로등장한문양의일례이다. 이는와당을

비롯해불상의광배, 사리병, 목제두침등에다양하게

시문되어있다. 연화문은평면형태에따라보주형, 유

엽형, 세장유엽형등으로구분할수있다. 

한성기이후사비기에이르기까지판단첨형식연화

문의백제전파주체는현재까지의고고학적발굴성과

를검토해볼때남조보다는북위대의연화문과밀접한

관련이있었던것으로생각된다. 이는북위대의와당이

나석굴사원의연화문등을통해그편린을살필수있

다. 물론석굴사원에나타난모든연화문이와당에시

문된연화문과똑같을수는없다. 하지만운강석굴에서

확인할수있는연화돌대문연화문이풍납토성내경당

지구에서수습된와당의연화돌대문과아주흡사하다

는점에서별개의문양으로치부하기도어렵다. 

백제기의판단첨형식연화문은용정리사지상층건

물지기단토출토와당, 관북리출토금동광배, 왕흥사

지목탑지에서검출된금·은사리병의연화문등에서

살필수있는데이들문양은북위~북제대의연화문과

친연성이 적지 않다. 그러나 한성기 풍납토성 내에서

검출된판단첨형식와당의경우판구상에나타난연화

문이연화돌대문인반면, 용정리사지및왕흥사지에서

확인된연화문은단판의보주형, 혹은중판으로시문되

어 웅진~사비기의 판단첨형식 연화문과 차이를 보이

고있다.

이러한연화문의세부검토는결과적으로한성기에

있어백제의대외교섭대상국이남조뿐만아니라북조

(북위)도포함되었음을의미하는것이라할수있다. 물

론앞에서살핀제유형의판단첨형식연화문모두가

북조와관련된것은아니다. 예컨대서혈사지및대통

사지등에서검출된연화문의경우는백제의자작으로

서용정리사지연화문의변화형으로생각되기도한다.

아울러부분적이지만정림사지출토와당의경우는남

조와례와친연성이있다. 

백제의 판단첨형식 연화문은 원형돌기·판구곡

절·판단융기식등과더불어백제의대표적인연화문

형식중하나이다. 판단첨형식은후자들의형식들에비

해한성기부터등장하였던점과이미한성기에연화문

이등장한점, 나아가이들이북위의문양과밀접한관

련성이있다는점에서당시백제사회의다변화를엿볼

수있다. 

향후중국남북조시기의사지나왕궁지, 기타건물

지의발굴증가에따라좀더다양한판단첨형식연화

문이등장할가능성이높다. 이러한자료가점차학계

에보고됨으로서백제연화문에대한이해의폭도보다

넓어질수있으리라생각된다. 아울러백제판단첨형식

연화문에나타난제속성의등장시기도좀더상세히

파악될수있으리라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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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yles and Chronicle Years of Lotus
Flower Patterns of the Shape of Straight and
Pointed Petals of Baekjae

Abstract
A lotus flower pattern of the shape of straight and pointed petals has the forms whose lotus flowers are pointed, and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forms of lotus flower pattern of Baekjae along with a round and a triangle protruded style.

This style of lotus flower pattern was applied to roof-end tiles, halos of Buddhist images, containers of Buddha's

bones, head supports, etc. from the Hanseong period to the Sabi period of Baekjae. However most of lotus flower

patterns that remain today were used for the tiles of the Sabi period. Many of them were produced under the influence

of the Northern Dynasties and the Southern Dynasties of China, and of Goryeo, which implies the active cultural

exchange of Baekjae at that time. Among the present lotus flower patterns of the shape of the straight and pointed

petals, that of the earliest time is from Gyeongdang district of Poongnab mud castle and belongs to the mid-fifth

century. However there is a higher chance that the gradual subsequent excavation and research will find some tiles of

the earlier period and other styles can also be uneart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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