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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about the costume relics that were excavated from M10 of the 6th site, M13 and 
M14 of the 8th site among all the Runghai(龍海) ancient tomb sites that were known as the royal 
family's tombs of Balhae, which were built from the late 8th century to the early 9th century. 
These costume relics were also introduced in the academic journal of Chinese archaeology(考古) 6 
in 2009. The summary of the results that focused on finding features of the costume relics and its 
meaning were as follows: 1. Male and female statues, both of which were excavated from the 
Runghai ancient tomb sites, had the shape and composition of the government official's costumes 
such as the Danryeong(團領), Bokdu(幞頭), and Gwadae(銙帶). The female's hairstyle and accesso-
ries were quite similar to other costume relics of Balhae. In particular, the male statues wearing 
the Danryeong and Bokdu were considered as the normal figures of government officials of 
Balhaeafter the mid 8th century. 2. The female statue wearing the male attire is considered as a 
maid, and we can confirm that women dressing up like a man was a popular trend in Tang(唐), 
and this trend was introduced to Balhae. 3. The back flap(垂脚) of Bokdu that the male statue is 
wearing in M10 of the 6th site, has a shape that has not been found in the ancient relics of both 
Balhae and Tang. Therefore, it is considered as a unique shape of Bokdu of Balhae. However, it 
needs to be observed more and discussed in the future. 4. In regards to the Gwadae, the outside 
of the Gwadae is decorated with jade and has an embossed carving that is gold inside. The 
Gwadae of the Runghaisites has a unique design and it is distinguished from other ancient relics. 
5. The gold trefoil crown and the leather conical hat that were found in M14 of the 8th site can 
be seen as the basic composition of official's hats in ancient Korea. Also, the motif of the gold tre-
foil is closely related to Anthemion that is often seen in the relics of the Three Kingdom period. 
Thus, we can assume according to this important finding that the style of ancient Korea official's 
hats came from either the king or a royal family of Balhae after the mid 8th century. 

Key words: costumes of Balhae(발해복식), excavated relics(출토유물), Runghai(용해), 
tombs of Balhae(발해 고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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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海渤 고분 분포도

- 고분으로 본 발해문화의 성격, p. 66.

<그림 2> 龍海墓區 지리적 위치

- 考古, 6, p. 23.

Ⅰ. 서론
용해(龍海) 고분군은 길림(吉林)성 화룡(和龍)시

용해(龍海)촌 서쪽 용두(龍頭)산 중부에 I호~VIII호

대지 즉 여덟 개의 고분군으로 나뉘어 위치하고 있

다. 1980년에 V호 대지 서쪽 위치에서 3대 문왕의 4

녀 정효공주묘(M1)가 발굴되어 이에 대한 조사 보고

가 이루어진 바 있다. 그 이후 20여년 간의 정밀조사

를 거쳐 19개(M2~M20)의 고분이 발굴되었으며, 이

때에 수거된 고분군 유물은 2009년 중국 학술지 考
古 61)에 최초로 소개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는 2009
년 8월 신문 기사2)를 통해 공식적으로 알려졌다.

발해 고분 출토 유물 및 벽화 자료는 渤海 服飾을

고찰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는데, 선행연

구에서는 정효공주묘 벽화3), 연해주 출토 청동상4),

석국묘 출토 삼채용5), 금성리 발해 벽화6)에 나타난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 당시의 복식을 분석하거나, 다

양한 고분에서 출토된 과대7), 팔찌8), 비녀9), 목걸

이․귀걸이(구슬류 제외)10) 등의 장신구에 대한 고

고학적 정리, 형태 분류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

다. 그런데 2009년에 보고된 용해 고분 출토 유물들,

특히 冠飾이나 인물용의 幞頭 형태, 銙帶를 이루는

과판의 소재 및 구성은 기존의 발해 유물들과는 또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이 유물들은 발해복식과

관련한 가장 최근 자료로서 발해복식연구에 보다 심

도 있는 내용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나 아

직 학술적인 정리가 미흡한 단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考古 6에 소개된 복식유

물에 관한 내용을 바탕으로 VI호 대지의 M10에서

출토된 삼채인물용과 VIII호 대지의 M13, M14에서

출토된 金冠飾, 金製 비녀, 玉銙帶 등에 대한 복식문

화사적 관점의 심층 분석과 논의를 위하여, 기존에

출토된 발해 유물 및 우리나라 삼국시대 유물을 대

상으로 이에 대한 출토 보고서, 유물 사진 등을 참조

하여 용해 고분군의 유물과 형태상의 비교, 분석을

해 봄으로써, 발해 복식에 대한 추가 정보를 구축하

고자 하는 데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Ⅱ. 龍海 고분군의 지리적 위치 및
고분 구성

8세기 말~9세기 초의 발해 왕실고분으로 알려진

용해 고분군은 吉林省 和龍市 龍海村 서쪽 龍頭山

중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용해 고분이 위치한 용두산

의 남쪽에서 북쪽으로는 石國 古墳區, 龍海 古墳區,

龍湖 古墳區域로 나뉘고<그림 111)~2>, 고분군 동쪽

에는 福洞河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가며 북쪽 끝

에 이르면 해란강으로 유입된다.12)

용해 고분군 근방의 석국 고분구 석실묘에서는 삼

채 도용이, 용호 고분구에서는 말각조정 천정으로 된

석실봉토묘가 발굴되었고, 토광묘나 건축지 등도 그

일대에서 확인된 바 있다. 용해 고분구에서는 정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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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고분위치 발굴 고분 발굴시기 출토유적․유물 비고

I호
II호 대지

동북쪽
-  1997년  -  유적확인불가 

II호
I호 대지

서남쪽
- 1997년 건축지(J1) -

III호
II호 대지

서쪽

M19, M20

(동쪽 가장자리)    

2005년 

- 대형석실봉토묘

M17, M18

(서쪽 가장자리)
-  -

IV호
III호 대지

서쪽

M4

2004년

-

중형석실묘
M5 - 

M6 - 

M7 인골(부장품 없음)

M8 숭녕중보 1점, 부장품 없음
대형전실묘, 도굴

흔적

M9 -  대형석실묘

V호

IV호 대지

서쪽

M1

(정효공주묘)
1980년 벽화 대형전실탑묘

- M2

2004~

2005년

인골, 백회편, 백자 잔편, 둥근 못, 쇠못  대형석실묘 

-
M3

(순목왕후묘)

순목왕후(9대간왕[817~818년 재위]의 비) 묘지

인골, 삼채 말머리 말몸, 삼채 짐승,

목관 도금 장식편, 둥근 못, 항아리, 동이

대형석실묘

- M11 -  대형석실묘

-
M12

(효의황후묘)
효의황후(3대문왕[737~793년 재위] 비) 묘지  대형석실묘

VI호
V호 대지

남쪽
M10 2004년  삼채 남녀인물용

 대형전실탑묘

도굴 흔적

VII호
VI호 대지

남쪽
M15 2005년  -

대형전실묘

2005년 이전

훼손 상태

VIII호
고분 구역 중

가장 낮은 곳

M13

2005년 

인골(여성 추정), 도금한 둥근 못,

金釧(2점), 金釵(1점), 은박 칠합, 쇠가위, 동경,

연지가루, 연화문․화초문 와당, 암․수키와 동봉이혈전곽목

관묘

M14

인골(남성), 금덩어리, 옥대, 금제관식, 小皮弁,

金條(2점), 쇠못, 연화문․화초문 와당,

암․수키와

<표 1> 용해고분군 대지별 고분 특징과 출토 유물

주묘 발굴 이래 2004년과 이듬해 정식으로 발굴되면

서 고분 분포 정황과 고분군의 성격이 드러났는데,

아직 簡報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이곳의

묘지명과 더불어 고분 구조, 출토 유물은 발해국의

성격에 대한 결정적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13)

I호~VIII호 대지<그림 3>로 구성된 용해 고분군의

묘제 형식에 대하여 考古 6은 대형석실봉토묘, 대

형․중형석실묘, 대형전실탑묘, 대형전실묘, 동봉이혈

전곽목관묘(同封异穴磚槨木棺墓)로 조사 보고하고 있

다.14)<표 1> 현재까지 발굴된 발해 묘제의 형식은 대

체로 고구려에 근원을 둔 석축묘(石築墓=石墳)와

말갈 계통의 토광묘(土壙墓=土墳), 당과의 교류과정

에서 유입되어 왕실 귀족 상층과 일부 귀족들의 것

으로 소량 나타난 전축묘(磚築墓=磚墳)로 구분하며,

이 중에서 석축묘는 묘실의 형태에 따라 석실(石室;

돌방)형, 적석(積石;돌무지)형, 석관(石棺;돌널무덤)

형으로 구분하고, 특히 석실형의 하나인 석실봉토분

은 발해 고분의 주류를 이루면서 발해 멸망까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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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형식 발굴고분군

석축묘

석실형

정혜공주묘, 삼릉둔 1호․2호, 북대 고분, 육정산 고분(M1, M4～M6, M10, M11), 용두산

M2, 용호M1, 석국M1, 대주둔 고분

* 용해 고분군

1) 대형석실형 : V호대지(M2, M3, M11, M12), IV호 대지(M9)

2) 중형석실형 : IV호 대지(M4～M7)

적석형 동청 8호분, 동녕 대성자 1호분, 북대 35호분

석관형 산저자 고분군, 육정산 12호분

토광묘
대해맹 유적, 돈화 육정산 2기(M209, M210 / M208, M214), 안도 동청 M7 고분, 연해주

크라스키노 고분, 체르나치노 고분

전축묘

마적달 고분, 하남둔 고분, 홍준어장 고분

* 용해 고분군

1) 대형전실묘 : IV호 대지(M8), VII호 대지(M15)

2) 대형전실탑묘 : V호 대지(M1-정효공주묘), VI호 대지(M10)

동봉이혈

전곽목관묘
용해고분군 VIII호 대지(M13, M14)

<그림 3> 龍海墓區墓葬 분포도

- 考古, 6, p. 24 참조

<그림 4> 복식관련유물출토지 분포도

- 考古, 6, p. 24 참조

<표 2> 발해 고분 형식 구분

요한 고분 형식으로 존재하였다.15)<표 2>16) 그런데

용해 고분군의 묘제 형식의 하나로 보고된 VIII호 대

지의 M13, M14의 ‘동봉이혈전곽목관묘’는 여타의 묘

제형식과는 다른 형식으로, 묘제와 연관하여 고분의

시기를 추론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17) 다

만 1980년 발굴된 V호 대지의 M1묘의 주인공은 3대

문왕(737~793재위)의 4녀 정효공주(756~792년), 2004

~2005년 발굴된 M12의 주인공은 문왕의 비인 효의

황후, M3은 9대 간왕(817~818재위)의 비인 순목황

후로 파악된 바 있어, 용해 고분군은 대체로 8세기

후반~9세기 전반의 왕실고분으로 추정18)하고 있는

데에 무리는 없어 보인다.

Ⅲ. 용해고분군 출토 유물의 특징 및
복식사적 의미 분석

考古 6에 소개된 복식관련 유물은 대부분 2004

~2005년 VI호 대지의 M10 고분과 VIII호 대지의

M13, M14 고분에서 출토된 것<그림 4>으로, 삼채

인물용, 삼엽형 관식, 옥판 과대, 금제 팔찌, 금제 비

녀(<표 1> 참조) 등이다. 이를 단령과 두식, 머리모



服飾 第61卷 10號

- 76 -

용해고분군(8세기 후반~9세기 전반) 삼채 남용 발해 정효공주묘 벽화(8세기 후반) 시종

혁대

- 考古, 6, 도판 12-1 - 발해를 찾아서, p. 51.

<표 3> 발해 용해 고분군 인물과 정효공주묘 벽화 인물의 혁대 비교

<그림 5> 용해고분군 삼채여용, 삼채남용, 용해고분군 Ⅵ호 대지 출토

- 考古, 6, 도판 12-2(좌), 12-1(우)

양, 장신구로 나누어 특징을 분석하였다.

1. 團領
삼채 인물용은 모두 M10 고분에서 발굴된 것으로

남자 1점, 여자 4점이다. 그 중 도판자료와 함께 보

고된 도용은 모두 단령을 착용하고 있는 남녀 각 1

점씩의 전신상이다.

여자 도용(M10:5)은 받침 포함 전체 높이 36cm19)

로, 쌍계형의 머리에 단령은 깃이 다소 밭고, 통수

의 긴 소매이며, 바닥에 끌릴 정도의 길이이다. 허

리에 혁대를 매고 있는데 혁대의 긴 끝은 뒤에서

꼬아 뺀 형태로 확인된다. 신발은 단령에 덮여 있어

확실한 형태는 파악되지 않는다. 남자 도용(M10:6)

은 받침을 포함하여 전체 높이 33.5cm20)로, 머리에

垂脚幞頭를 썼고, 단령은 여자 도용의 것과 유사하다

<그림 5>.

단령의 형태는 이미 발해 3대 문왕(737~793년 재

위)의 4째 딸 정효공주묘 벽화에 나타난 10명의 인

물(시위, 내시, 악사, 시종)들의 모습에서 확인 된 바

있는데21), 이들의 단령은 깃이 밭고 옆트임이 있어

內衣가 확인되며 소매는 길고 여유있는 형태이고 허

리에는 혁대를 두르고 있으며, 신발이 보일 정도의

발목길이이다.22)

용해고분군 M10의 삼채 남녀 인물용도 전반적으

로는 정효공주묘 벽화 인물의 단령과 비슷하나 단령

의 길이가 보다 길고 전체적으로 품이 여유가 있어

보이며, 허리에는 공통적으로 과판 장식이 없는 혁대

를 띠고 있다.<표 3> 다만 정효공주묘 인물의 단령

모두는 옆트임이 있는 반면, 용해고분군 M10의 남녀

도용의 단령에서는 그 여부가 확인되지는 않는데 품

이 넓은 것을 보면 옆이 막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발해와 동시대의 唐23), 일본의 奈良~平安時代

전반기24), 통일신라시대25)에는 밑단에 襴이 있는 단

령도 있었음이 확인되는 데에 반해, 발해 정효공주묘

벽화에 묘사된 인물을 포함한 용해고분 인물용의 단

령에는 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 현재로서는

이를 발해 단령의 한 특징으로 지적해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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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唐代 시녀(출처, 좌측부터)

- 樹下人物圖(中國五千年女性裝飾史, p. 304.)

- 樹下侍女圖(中華五千年文物集刊服飾篇(下), p. 239.)

- 宮樂圖(中國古代服飾硏究, p. 234.)

- 弈棋仕女圖(中國傳世人物畵(上), p. 48.)

한편 용해 고분군 삼채용 중 여성의 단령 착용은

‘남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여성의 남장은 이

미 北齊 시기부터 시작된 胡風의 하나로, 唐代 여성

의 남장 풍속은 개원(713~741), 천보(742~756) 연

간을 중심으로 성행하였으며, 安綠山의 난(755~763

년) 이후 胡에 대한 호기심이 경각심으로 변하면서

여자의 남장 유행은 이후 급속히 감소되어 유물에서

도 주로 젊은 여성, 특히 侍女들에게 나타난다26)<그

림 6>27).

唐에서의 여성의 남장 유행 시기는 발해의 문왕대

(737~793년 재위)에 상당하고, 이때는 발해가 당의

문화를 적극 수용하고자 했던 시기였으므로 궁중 여

성의 남장도 발해에 전해져 일정기간 지속되었을 것

이다. 이는 바로 8세기 후반 이후의 것으로 추정되는

용해 고분군 여자용의 남장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여자용의 신분은 궁녀(시녀)일 가능성이 크다.

2. 두식
1) 幞頭

M10:5의 삼채 남용이 착용한 <그림 7>의 복두는

帽體 전면의 중간 턱진 부분에 二脚이 올려 매어져

있고, 뒤의 두 개의 각은 중간에서 한번 매고 늘어뜨

린 형태의 垂脚幞頭를 쓰고 있다. 이러한 복두는 軟

質의 四帶巾에서 硬質의 二脚 복두로 진화해 가는

중간 단계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7> 용해고분군 삼채남용

용해고분군 Ⅵ호 대지 출토

- 考古, 6, 도판 12-1

기존 발해 고분 출토 자료 중에서 전면에 두 개의

각을 올려 매고 후두부에 두 개의 각을 내려뜨린 발

해의 수각복두는 상경용천부 출토 벼루에 새겨진 인

물상의 복두<그림 7>28)에서도 확인되는데, 용해고분

군 M10 남자용이 착용한 복두는 모정과 각의 모습

에 여러 시기의 특징이 혼재된 특징을 보여주고 있

다. 먼저 복두 帽頂의 중앙이 약간 잘록한 모습은 唐

代 7세기 말~8세기 초반의 형태<그림 8>29)를 보이

고 있음에 반해, 각은 四脚으로 전면에 두 개의 각을

올려 묶고 뒤에 다시 두 개의 각을 내려뜨려 8세기

중반의 특징<그림 9>도 보이고 있다. 또 8세기 후반

의 것으로 알려진 당대 揮扇仕女圖의 인물<그림 10>

과 발해 정효공주묘 벽화 인물 중 악사1, 내시1~3의

수각복두<그림 11>는 전면의 두 개의 각이 사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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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상경용천부 출토

벼루인물(755～784년경)

- 六頂山與渤海鎭, 도판 76

<그림 8> 步輦圖(641년)

- 隋唐五代繪畵,

p. 75.

<그림 9> 牧馬圖(742～755년)

- 中國傳世人物畵(上),

p. 42.

<그림 10> 揮扇仕女圖

(8세기 후반～9세기 초)

- 隋唐五代繪畵, p. 131.

<그림 11> 악사(좌), 내시(좌2번째～우), 정효공주묘 출토(792년경)

- 발해를 찾아서, pp. 50-51.

<그림 12> 鳥羅幞頭, 金代 完顔晏 묘 출토

- 金代服飾-金齊國王墓出土服飾硏究, 좌(도판 18), 중(p. 7), 우(도판 19)

형태로서, 복두의 일반적인 형태변화가 四脚에서 二

脚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용해고분군의 복

두는 대체로 정효공주묘에서 보는 복두보다는 앞선

시기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후두부에 내려뜨린 두

각은 뒷목부근에서 각을 서로 교차시키면서 고리모

양으로 매어 내려뜨린 독특한 모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모양의 수각은 비슷한 시기의 당의 복두에

는 나타나고 있지 않아 발해 수각복두의 독특한 모

양의 하나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와 유사한 후각의

형태가 金代 齊國王 完顔晏(?~1162년)의 묘에서 출

토된 早羅幞頭에서 확인되어 그 관련성이 주목된다.

<그림 12>30) 금을 건국한 여진족은 발해 구성원의

하나인 말갈족에 혈연적, 지역적, 문화적 관련성을

두고 있는 종족31)이고, 금 건국에 관여한 다수의 말

갈 즉 여진은 발해 유민으로, 금 건국 후 조정에서

상당한 활약을 함으로써, 금과 발해는 일정한 역사적

계승관계를 가지고 있었다32)는 점과 金 世宗(1162~

1187 재위)의 생모인 貞懿皇后는 발해 유민 중 금

황실과의 혼인관계를 통해 정치적 지위를 누렸던 인

물33)로 언급된 일련의 연구 내용들을 감안할 때, 발해

의 복두가 금에 계승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

을 것이나 이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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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금제관식과 도식, 용해고분군 Ⅷ호 대지 출토

- 考古, 6, 도판 12-3, p. 36.

<그림 14> 주인공 남자의 관모형태 추정도

- 필자 일러스트

2) 金製 冠飾과 小皮弁

금속제의 삼엽형 관식은 발해 관식으로는 첫 번째

발견으로, 발해 왕족들의 관모 연구에 중요한 실증자

료가 된다는 데에 의미가 깊다.

주인공 남자의 이 금제관식(M14:1)은 비교적 두

터운 금을 세 가닥의 잎 모양으로 제작하였는데, 펼

친 너비는 20.7cm, 높이가 16.8cm이고, 관식 하단부

안쪽으로는 너비 2cm, 길이 8cm 정도의 장방형 청

동편이 용접으로 부착되어 있다. 또한 이 관식에는

물고기 알 무늬[魚籽紋]를 바탕으로 모양이 일정치

않은 구름모양, 넝쿨무늬, 나뭇가지가 휘감겨 있는

듯한 형상의 무늬 등이 나타나 있다34)<그림 13>.

금제관식이 小皮弁과 함께 발견되었다는 考古 6
의 보고35)를 근거로 보면, 소피변은 작은 가죽제의

변상관모로써 착용 시의 모습은 소피변 전면에 삼엽

형 관식을 세우고 관식 하단부에 용접된 청동편은

소피변의 아랫면을 지나 두발 속으로 찔러 넣게 되

는 형상을 상정해 볼 수 있다.<그림 14>

그런데 변상의 관모에 立飾을 더하는 관모 구성의

형태적 근원은 고구려나 신라, 백제와 관련지어 생각

해 볼 수 있으며, 주인공 관모의 입식 관식은 고구려

의 鳥羽形이나 鳥翼形 冠飾의 전통과도 맥이 닿고

있는 점36), 또 삼엽형 관식과 유사한 장식 모티브인

‘인동문(忍冬紋)’37)이 고구려를 비롯한 백제, 신라의

유물에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발해의 소피

변과 삼엽형 관식 또한 우리 고유의 관모문화를 계

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표 4∼6>에 제시한 그림들은 인동문을 장식 모티브

로 사용한 삼국의 유물들로, 고구려에서는 ‘관모, 벽

화, 수막새, 칼 끝 장식’<표 4>38)에서, 신라는 ‘칼 끝

장식, 과대의 투조 장식’<표 5>39)에서, 백제는 ‘칼 끝

장식’<표 6>40)에 나타난다.

이처럼 금제 관식과 소피변을 주제로 하는 우리

고유 관모양식에 대한 문화적 정체성이 발해 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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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식손칼

황남대총 남분(5세기) 황남대총 북분(5세기) 대구 내당동 55호묘(6세기)

- 신라황금, p. 226. - 신라황금, p. 220. - 신라황금, p. 219.

금제, 은제 과대

경주 서봉총(5세기)

- 신라황금, p. 180.

경주 금척리(6세기)

- 신라황금, p. 191.

<표 5> 인동문 모티브 신라 유물

금동투각 화염문관 집안출토 금동관식 금동 인동모양 장식 고구려 인동문 수막새

- 고분미술, 도판 188 - 한국고대의 Global Pride,

p. 192.

- 한국고대의 Global Pride,

p. 305.

- 한국고대의 Global Pride,

p. 225.

삼엽문 환두대도 진파리1호분 천정화 강서대묘 천정화

- 고구려의 문화와 사상, p. 398. - 평양일대고구려유적, p. 301. - 평양일대고구려유적, p. 334.

<표 4> 인동문 모티브 고구려 유물

장식 손칼

나주 복암리 나주 신촌리

- 신라황금, p. 267. - 백제의 숨결 금빛 예술혼

금속공예, p. 28.

<표 6> 인동문 모티브 백제 유물 묘 주인공의 관모로 재현될 수 있음은 의미가 깊다

하겠다.

3. 머리모양
M10에서 발굴된 삼채 여용은 귀 양쪽에서 낮게

머리를 틀어 묶은 쌍계 형태의 머리모양을 하고 있

는데, 이러한 형태는 8세기 중반부터 9세기 초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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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代 시녀 머리모양
발해

용해고분군 인물용 기존 고분 출토 인물용

樂廷瓌行香圖(713～779년)
- 中華五千年文物集刊服飾篇(下), p. 250. 

- 考古, 6, 도판 12-2

연해주 출토 청동여인상

- 발해의 역사, 사진 27

석국묘 출토 삼채여인상

- 渤海服飾硏究, p. 105.

仕女圖卷(766～804년)

- 中國服飾畵史, p. 65.

內人雙陸圖(766～804년)

- 中華五千年文物集刊服飾篇(下), p. 232.

<그림 15> 용해고분군 출토 옥제 과판

좌 : 방형 과판 겉, 안(M14:5-5), 중: 방형 과판 겉, 안(M14:5-15),

우 : 반원형 과판 겉, 안(M14:5-3)

- 考古, 6, `도판 13-1, 2, 5, 6, 8, 9

<표 7> 발해, 당 여성의 머리 모양 비교

주인공의 옆에서 시중을 들고 있는 唐代 젊은 여성

들의 모습에서 살펴볼 수 있으므로, 남장과 함께 당

의 풍습을 수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함께 발해 여성으로 알려진 바 있는 연해주

출토 청동여인상은 四髻, 석국묘 출토 2점의 삼채여

인상 중 좌측 여인상은 高髻, 우측 여인상은 양 쪽에

서 낮게 틀어 올린 모습을 하고 있는데, 용해고분군

여성상은 석국묘 출토 여인상(우측)의 머리 형태에

가깝다41)<표 7>42).

4. 장신구
Ⅷ호 대지 M13 여성 묘에서는 금팔찌, 금비녀,

M14 남성 묘에는 관식을 포함한 옥판 과대, 金條 2

점이 출토되었다.43)

1) 玉板 銙帶

과대를 이루는 방형의 玉製 과판 6개, 반원형 옥

제 과판 11개가 출토되었다. 모두 꽃잎 모양이 부조

된 옥판을 얇은 금판으로 감싼 형상으로, 겉면(옥판)

과 뒷면(금판)을 고정하기 위해 방형 과판에는 5개

의 금 못, 반원형 과판에는 3개의 금 못을 사용하였

다. 방형 과판은 가로 3cm, 세로 2.8cm, 두께 0.4cm

이고, 반원형 과판 지름은 3cm이며, 이 중 방형 과판

4점은 하단 부분에 반원형 금고리가 연결되어 있

다44)<그림 15>.

지금까지 알려진 발해의 과대는 크게 세 가지 형

식 즉, 과대를 이루는 과판 하단부에 고리가 부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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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형

육정산 고분 출토 북대발해무덤 출토

M206:33 M102:4 M102:6 M102:11 M204:6 M206:8 M101:24 M102:5

- 六頂山與渤海鎭, 도판 31-32 - 발해사연구2, p. 20.

연해주 체르냐찌노5 발해고분군 21호 출토 니꼴라예브까 성터 출토

- 연해주 체르냐찌노5 발해고분군(4), p. 114. - 발해의 문화2, p. 189.

상경용천부지 출토 빼드로브까 취락지 출토

T301:28 T614:5 T306:266

- 六頂山與渤海鎭, 도판 102 - 발해의 문화2, p. 189.

홍준어장 고분 출토 동청무덤 출토 과판

M2205:36 T1:34 T1:9

- 考古, 2, p. 107. - 발해의 문화2, p. 187.

연해주 끄라스끼노2 고분군 출토 연해주 체르냐찌노2 주거유적 출토

- 연해주 체르냐찌노5 발해고분군(4), p. 125. - 연해주 체르냐찌노2 옥저,발해주거유적(2), p. 132.

<표 9> 발해 과대 제 II형

I형

길림성 화룡현 하남둔묘 출토 과대

- 中國五千年 女性裝飾史, p. 266. - 발해의 역사, p. 16. - 中國の博物館 第2期 第3卷 :

吉林省博物館, 도판 52

<표 8> 발해 과대 제 I형

어있는 것(I형)45)<표 8>46), 과판에 구멍이 1개 뚫려

있는 것(II형)47)<표 9>48), 과판에 다수의 구멍이 뚫

려 있는 것(III형)49)<표 10>50)으로 구분되고 있다.

용해고분군 과판은 기본적으로는 I형식을 따르고

있으나, 유일하게도 일반적인 과판의 소재로 사용되

는 금 대신 옥을 사용하고, 장식 방법에 있어서도 세

금세공(gold filigree work)과 보석 장식 대신에 옥판

에 양각 장식만을 했다는 것이 기존의 제I형식의 유

물과 구별되는 용해 고분군 유물의 특이점으로 지적

된다.

옥을 과판 소재로 사용한 예는 吉林省 夫餘山屯

遼金墓 출토 玉帶<그림 16>에서 볼 수 있는데,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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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형

육정산 고분 출토 동청발해무덤 출토 혜장무덤 출토

04DLIIM126:2

- 考古, 6, p. 11.

- 渤海史硏究3, p. 74. - 발해의 문화2, p. 185.

홍준어장 고분 출토 연해주 체르냐찌노5 발해고분군 176호묘 출토

M2205:27, 24, 25

- 考古, 2, 도판 2-1

- 연해주 체르냐찌노5 발해고분군(4), p. 51.

<표 10> 발해 과대 제 III형

<그림 16> 玉帶

吉林省 夫餘山屯 遼金墓 출토

- 中國五千年 女性裝飾史, p. 267.

사천 월성리 4호묘

- 신라황금, p. 205.

출토지 미상

- 신라황금, p. 205.

상주 靑리A-가-11호묘

- 신라황금, p. 205.

<표 11> 신라 청동제 과대(7세기)

물은 金代의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51) 유물이 출토

된 길림성은 지리적으로 발해 영토에 해당되는 곳

임을 감안하면, 전술했던 M10 삼채남자용에서 보는

독특한 형태의 수각복두와 함께 이 옥대도 발해 복

식 문화와 금과의 연관선상에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용해고분 출토 과판 장식기법과

관련하여 <표 11>의 7세기 신라 과판은 기존 고신

라 과대 유물에서 보는 투조 혹은 투각 장식과 달

리 양각 혹은 음각 장식이 되어 있어 이는 발해 고

유양식이라기 보다는 7세기 이후에 나타났던 새로

운 방식일 가능성도 있다.

2) 팔찌

여성의 묘로 알려진 M13에서 金製 팔찌 2점이 발

굴되었다. 1점(M13:1)은 길이 20.2cm, 너비 0.7cm,

두께 0.12cm이고, 나머지 1점(M13:2)은 길이 20.5

cm, 너비 0.8cm, 두께 0.11cm이다. 이는 반원형에 가

깝게 안쪽이 약간 패이고 바깥쪽은 반대로 둥글게

돌출되어 있는 형태이다.52)

지금까지 발해 고분에서 출토된 팔찌는 원형으로

끝이 막힌 것과 벌어진 것이 있으나<표 12>, 끝이 벌

어진 것이 대부분이고, 용해고분군 출토 팔찌도 끝이

벌어진 형태로 이미 알려진 바 있는 다른 유물들과

큰 차이가 없는데, 용해고분군 출토 팔찌의 전체 길

이가 약 20cm로 다소 직경이 좁아 팔에 용이하게 끼

우기 위한 목적으로 팔찌의 끝이 벌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표 12>에 제시된 기존 출토 유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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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고분군 출토

金釧(M13:2)
육정산 고분 출토 청동 팔찌 지름(cm)

너비

(cm)

두께

(cm)

길이 20.5cm

너비 0.8cm

두께 0.11cm

- 考古, 6, 도판 13-3

M203:3, M201:8, M207:3, M201:13

- 조선유적유물도감, p. 284; - 발해의 문화2, p. 181.

M203:3
겉 : 5.5～5.9

안 : 5～5.5
0.75 -

M201:8
겉 : 6.3

안 : 5.9
1 -

M207:3
겉 : 6

안 : 5.4
1 -

M201:13
겉 : 5.5～6.2

안 : 4.9～5.8
0.9 -

동청무덤 출토 청동 팔찌

- 6～6.5 - 0.4
 

- 발해의 문화2, p. 186.

꼰스딴찌노브까1 주거유적 출토 청동 팔찌

- 6.6～7 - 0.7
 

- 연해주의 발해유적과 꼰스딴찌노브까1 주거유적, p. 76.

상경용천부지 출토 철제 팔찌

- 6.8 1.2 0.3

T602:8

- 六頂山與渤海鎭, 도판 108

<표 12> 발해 고분 출토 팔찌

크기와 비교해 보면, 기존 유물들의 평균 지름은 약

6.2cm(길이로 환산 시 약 19.8cm), 평균 너비 0.47cm,

평균 두께 0.97cm로, 길이는 기존 유물과 크게 차이

없으나 두께와 너비 치수에 있어 용해 고분군 출토

팔찌가 적은데, 특히 두께가 평균보다 약 0.86cm나

가늘다. 이는 기존 유물의 소재가 청동이나 철이 사

용되고 있음에 반해, 용해고분군의 것은 金製이므로,

금이 다소 고가의 소재임을 감안했을 때 적은 분량

으로 저렴한 다른 소재의 팔찌와 같은 효과를 내고

자 했을 것으로 두께, 너비가 적을 수밖에 없었을 것

이다. 또한 소재가 金製이므로, 용해고분군 팔찌의

주인공은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이었을 것으로 짐작

된다.

3) 비녀

M13묘 여성의 무덤에서 金釵 1점, M14묘 남성의

무덤에서는 金條 2점이 출토되었다. 여성의 묘에서

출토된 금채(M13:1)는 길이 23.5cm53), 횡단면 직경

0.2cm이고, 남자의 묘에서 출토된 2점의 금조는 서로

형태가 동일한데, 하나는 길이 10.5cm, 너비 1.2cm,

두께 0.25cm이고 다른 하나는 길이 10.4cm, 너비

1.2cm, 두께 0.22cm로 기록되어 있다.54)

기존 발해의 비녀 유물은 簪과 釵로 나타나고 있

는데, 채는 다시 U자형, Y자형으로 다시 분류된다.

<표 13>55) 용해고분군 출토 비녀 모두의 도판자료가

제시되고 있지 않아 자세한 정보는 알 수 없으나 기

존 유물들의 치수와 비교했을 때 용해고분군 비녀도

기존 유물의 형식이나 치수와 크게 차이가 없을 것

으로 생각된다. 다만 그 재료가 모두 金이라는 것은

주인공의 높은 신분을 추정하게 한다.

그런데, 이때 M14 남자 무덤에서 발견된 금조와 관

련하여 출토 보고서에서는, 2개의 비녀56)로 小皮弁을

머리에 고정시켰다57)고 언급되고 있으나, 길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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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해토성터 출토 청동 비녀 길이(cm) 두께(cm) 직경(cm)

- 발해유적유물도감, p. 286.

좌 : 11.2 - -

흑룡강성 홍준어장 M2241호분 출토 도금 비녀 - - -

- 해동성국 발해, p. 90.

- - -

동청무덤 출토 은, 청동 비녀 - - -

 

- 발해사 연구3, p. 74; - 발해의 문화2, p. 187.

좌 : 9.4

우 : 13.6
- 좌 : 0.2

꼰스딴찌노브까1 주거유적 출토 청동비녀 - - -

 

- 연해주의 발해유적과 꼰스딴찌노브까1 주거유적, p. 76.

10.5 0.3 -

<표 13> 발해 고분 출토 비녀

10cm, 두께 약 0.2cm 정도의 한 줄의 가는 비녀로 소

피변을 고정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사료되므

로, 착용방식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8세기 말~9세기 초 발해 왕실 고분으

로 알려진 용해 고분군 VI호 대지의 M10과 VIII호

대지 M13, 14에서 출토된 복식 유물(삼채 인물용,

금제관식, 다양한 종류의 장신구)을 중심으로 기존

발해 유물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용해 고분 유물에

대한 의의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발해 용해고분군 출토 유

물에 대한 특징과 의의를 정리할 수 있다.

1) 현재까지 출토된 발해의 타 유물들과 용해고분

군 출토 유물과 비교했을 때 단령, 복두, 과대 구성

의 복식 착장 및 복식의 형태, 여성의 머리모양, 장

신구의 형태는 전반적으로 당시의 복식 경향과 크게

다르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이중 ‘단령, 복두, 대’의

착장 구성은 이미 잘 알려진 정효공주묘 벽화 인물

(용해 고분군 V호 대지 M1 출토)의 것과 유사했다.

이때 唐代에 유행했던 남장 여성 풍습이 발해에 전

해졌음을 단령을 입고 있는 여성상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는데, 머리모양을 함께 고려했을 때 이 여성

의 신분은 시녀일 가능성이 크다.

2) VI호 대지 M10 출토 삼채 남자 인물상이 착용

한 복두는 기존 발해 유물에서 확인되지 않은 형태

로서, 당과 발해의 복두로 알려진 선행 자료들을 통

해 그 형태를 비교했을 때 삼채 남용의 복두는 대체

로 8세기 중반에서 후반 사이의 것으로 추정된다. 다

만 후각의 형태는 이외의 자료에서는 찾아볼 수 없

는 독특한 구성으로 일단 발해의 특징적인 형상으로

지적해 두고자 한다.

3) 과대는 과판 하단에 고리가 부착된 길림성 하

남둔 출토 과대와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었으나 과

판 겉면은 옥, 뒷면은 금을 소재로 사용하고, 앞뒤를

못으로 연결한 독특한 구성은 기존 유물과 차별된다.

4) 남자의 무덤으로 추정되고 있는 VIII호 대지

M14 고분에서 발견된 삼엽형의 금제 관식과 소피변

은 관모의 구성면에서 발해 복식문화의 ‘독특성’과

고대 삼국에 기초한 복식 문화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관식의 모티브는 ‘조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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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보다는 삼국의 유물에서 빈번히 나타나는 ‘인동문’

과 더 관련이 있어 보인다. 더욱이 발굴된 고분군이

8세기 말에서 9세기 초의 발해 왕실묘이며 이 금제

관식은 남자 인골의 머리부근에서 소피변과 함께 발

견되었다는 보고서의 내용에 주목하면, 우리 고유의

관모구성의 자취가 8세기 말에서 9세기 초까지의 발

해왕 혹은 왕족의 관모에 남아있음을 입증하는 자료

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5) 금제 관식과 소피변이 출토된 M14 고분은 여

성의 무덤으로 알려진 M13 고분과 함께 ‘동봉이혈전

곽목관묘’라는 새로운 형식의 고분이다. 따라서 고분

의 축조시기와 관련하여 출토 유물의 시기를 유추하

는 것은 현재로서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

만 발굴된 고분군이 8세기 말에서 9세기 초의 것이

라는 보고서의 내용을 근거로 본다면, 본 연구에서

살펴본 복식 관련 유물들도 대체로 발해 전기에서

후기로 전환되는 시점58)의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는 현 시점에서 유물의 직접적 확인이 불

가능한 상황에서 2009년 考古 6의 유물 보고 내용
중 복식에 관한 내용에 기초한 것이므로 도판자료

없이 소피변을 고정하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고되

어 있는 비녀(條 혹은 釵)에 대한 것 등은 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의문점이 제기되며, 이로 인한 한계점

은 추후의 조사 연구를 통해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연구를 통해 분석된 M10에서 출토된 남자용

복두의 수각형태 및 M14에서 출토된 옥판 과대는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발해의 독특한 양식으로,

이와 비슷한 유형의 것이 금대 유물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와 함께 용해고분군 유물에 나타난 문양

들에 관한 것은 추후의 연구과제로 미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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