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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서해 연안의 태안 대섬 앞바다에서 인양한 23,000 여점에 이르는 고려청자는 우리들에게 몹시 신비하

고 경이로운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태안선은 강진을 출발하여 개경으로 향하던 중 태안 앞바다에서 침몰된 

청자운반선으로 고려사회의 여러 가지 면모를 밝혀줄 수 있는 귀중한 유물을 우리들에게 선사하였습니다.   

  태안 대섬 해저에서는 12세기 고려를 방문한 중국 북송(北宋)의 사신 서긍 일행이 찬사를 아끼지 않았던 비

색의 고려청자 2만여점 외에도 목간, 선체, 생활도구 등 당시 시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많은 유물이 인양되

었습니다. 이렇듯 태안선은 흥미진진한 ‘보물선’으로 국내는 물론 여러 나라의 학자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 일

으켰습니다.

  1976년 신안선 발굴이후 우리의 수중고고학은 지대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태안 앞바다에서 인양한 

고려시대 선박과 해저유물은 세계에 자랑할 만한 우리의 문화적 자산인 동시에 제2의 도약을 준비 중인 수중

고고학의 학문적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 보고서는 태안해저유물을 국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것이며, 보다 많은 연

구자들이 해저 유물에 깊이 있게 접근 할 수 있는 귀중한 학술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고려청자 보물선』 태안 대섬 수중발굴보고서는 발굴현장에 직접 참가했던 국립해양문화

재연구소 직원들과 각계의 전문가들을 집필자로서 선정하여 2년간의 수중발굴결과를 총 집대성하였습니다. 

특히 이 발굴 보고서가 나오기까지는 오랜 기간동안 선체, 목간, 도자기, 선상유물 등을 실측하고 도면화 하

는 데 많은 전문 인력들의 보이지 않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태안선은 900년이란 시공을 뛰어넘어 우리 곁에 가깝게 다가와 있는 훌륭한 문화재이며 여기서 출토된 유

물 하나하나는 국민 모두가 향유해야할 문화적 가치입니다. 향후 관련 유물의 연구와 전시에 최선을 다하여 ‘

태안 해저유물’ 이 독특한 학문연구의 분야로 거듭나길 기원합니다.

  끝으로, 이번 『고려청자 보물선』보고서 발간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문화재청 관계 직원여러분과 어려운 여

건 속에서도 불철주야 수고를 아끼지 않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성낙준 소장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고마움

을 표합니다.

2009년 6월

문화재청장 이건무

발간을  치하하며



Congratulatory Remarks

When more than 23,000 pieces of Goryeo celadon were recovered off the west coast of Korea in 2007, 

the entire nation was deeply impressed. Some 900 years ago, the Taean ship with a cargo full of celadon 

ceramics went aground on its way to Gaegyeong (Goryeo‘s capital) from Gangjin off the Taean region 

and priceless artifacts from which we can learn a lot about many aspects of the Goryeo society were 

recovered from the shipwreck. 

The underwater excavation yielded many relics such as mokgan, pieces of ship and everyday items as 

well as 20,000 celadon pieces which had been deeply appreciated by a special envoy team led by Seo 

Geung (a Chinese ambassador) in the Song dynasty of China who visited Goryeo in the 12th century. The 

Taean ship, also known as the “treasure ship” sparked keen interest of researchers and scholars both 

domestically and globally. 

Since the excavation of the Shinan ship of 1976, Korea’s underwater archeology has experienced sub-

stantial growth. The ship and artifacts recovered in the sea off the Taean region are our valuable cultural 

assets which we should be proud of and the excavation became precious experience for the community 

of the underwater archeology in Korea bracing itself for another leap-forward.     

  

Therefore, this report will serve as a valuable source of information on the Taean underwater relics for 

researchers and scholars at home and abroad and make more of them have an in-depth access to un-

derwater artifacts. 

This report on the “Underwater Artifacts off Taean-Daeseom Island” is a collection of the two-year un-

derwater excavation activities authored by experts and staff of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Mari-

time Cultural Heritage who were at the excavation site. Apart from the authors of the report, many ex-

perts were involved and spared no efforts in perfecting this report by measuring, recording and drawing 

pieces of ship, mokgan, ceramics and on-board relics. 

The Taean ship is priceless cultural asset, coming from 900 years ago. Each piece deserves to be ad-

mired and enjoyed by the public. I hope the research and display of these relics will be developed further 

in the future so that the Taean underwater artifacts will grow to be a separate field of study. 

Finally, I would like to pay my respect and express gratitude to the members of Cultural Heritage Ad-

ministration of Korea who supported the publication of the report, and Seong Nak-jun, head of the Na-

tional Research Institute of Maritime Cultural Heritage and his staff for all the great efforts to make this 

great achievement happen. 

June, 2009

Yi Kun-Moo
Administrator,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Korea



23,000여점의 유물이 인양되어 국민들을 놀라게 하였던 태안 대섬 수중발굴은 2007년 충남 태안군 근흥면 

대섬 앞바다에서 주꾸미 잡이 조업을 하던 한 어부의 제보로 인하여 ‘보물선’의 실체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

었습니다.

  2007년, 2008년 수중발굴이 이루어진 태안 앞바다는 예로부터 경상, 전라, 충청일대 조운선의 주요 통과지

점인 동시에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 일본 등의 국제적 사신선과 무역선이 개경에 도착하기 위해서 반드시 통

과해야 하는 항로였습니다.

  태안 앞바다는 예로부터 ‘난행량(難行梁)’ 혹은 ‘안흥량(安興梁)’이라고 불렸던 우리나라 수로상의 4대 험

조처 중의 하나로, 연중 지속되는 안개, 복잡한 해저지형, 급속한 조류의 흐름, 수중암초 등의 원인으로 항해 

선박의 재난사고가 빈번하였던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태안 앞바다는 수중의 박물관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양의 수중문화재가 매장

되어 있어 수중문화재의 ‘보고(寶庫)’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번 태안 대섬 해저 유물 발굴은 향후 전개될 해양 

유물의 연구와 수중고고학 발전의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중발굴은 신안선을 시작으로 하여 2008년 태안 대섬 발굴에 이르기 까지 30여 년간 15차례의 

크고 작은 발굴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금번 태안 대섬 수중유적의 발굴은 그 규모나 출토유물의 성격

으로 보아 신안선 발굴에 버금가는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국내는 물론 여러 나라의 학자들에게 까지 지대

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태안선 출토 유물을 종류별로 보면 청자류 2만 여점, 목간 34점, 도기류 11점, 철제 솥 2점, 선체 6편, 선체 부

속구 3점, 인골, 도자기 포장재, 기타 선상 생활용기 등으로 고려시대 선박사, 도자사, 생활사를 연구할 수 있

는 다양한 소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태안 대섬 수중 발굴 보고서는 지난 2년간의 발굴 성과를 총 집대성한 발굴 보고서입니다. 제1권은 ‘본문’

으로서 각종 출토 유물에 대한 기술을 담았고 제2권은 ‘도판’으로서 도자기 사진과 도면을 정리하였습니다. 

900년의 시공을 떠나 우리 곁으로 바싹 다가온 태안 대섬 보고서가 연구자들의 학문적 디딤돌이 될 수 있길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가 출간되기까지는 음으로 양으로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험난한 바다 날씨 속에

서 오랜 기간 동안 2만 여점의 유물을 안전하게 발굴해낸 모든 직원들의 노고가 아니었으면 유물들이 빛을 보

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좁은 사무실의 한켠에서 수많은 유물을 꼼꼼히 실측하고 정리하여주신 많은 분들의 수

고에도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발굴에서부터 보고서가 출간되기까지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문화재

청, 태안군청, 태안해양경찰서, 육군 제1789부대, 강진군청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2009년 6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성낙준

발간사

인양되어 국민들을 놀라놀 게 하였하였던 태안 대섬 수중발굴은 2007년 충남 태안군 근흥면 

꾸미 잡이 조업을 하던 한 어부의 제보로 인하여 ‘보물선’의 실체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

사사



Preface

The underwater excavation off Daeseom Island in Taean surprised the entire nation by yielding some 

23,000 pieces of relics. The excavation started after a fisherman, who made his way to the waters off 

Daesom Island, nearby the Taean region of Chungcheongnam-do Province, brought up a webfoot octo-

pus that had a celadon plate wrapped in its tentacles and reported his finding in 2007. 

The seas off the Taean region where the underwater excavations were conducted in 2007 and 2008 were 

important sea route for cargo vessels from Gyeongsang, Jeolla, Chungcheong-do provinces. Histori-

cally, they were also significant route for trade vessels and ships for envoys from China and Japan to 

Gaegyoeng (the Goryeo capital). 

The seas off Taean, one of four most difficult sea routes of Korea, have long been known as the “sea 

route of dizzily flowing current” because of many ships that ran aground in this area due to the year-

round fog, complicated structure of seafloor, powerful and treacherous currents and submerged rocks.   

Therefore, the seas off Taean came to have such bountiful culture relics underwater that it wouldn’t be 

an exaggeration to call the region an “underwater museum.” The Taean-Daeseom Island underwater 

excavation paved a way for the study on underwater artifacts and the development of underwater ar-

cheology in the future.   

Korea’s underwater excavation has been going on with 15 projects for three decades starting from the 

Shinan ship recovery to the recent Taean project. Given the size of the project and nature of excavated 

relics, the Taean project is considered as significant as the Shinan ship excavation, which sparked keen 

interest both domestically and globally. 

Recovered items from Taean Ship include 20,000 pieces of celadon wares, 34 pieces of mokgan (wooden 

labels written in ink), eleven pieces of porcelain, two steel pots, six pieces of shipwreck, three compo-

nents of a ship, human bones, packing material for porcelain and everyday items. All of them provide 

significant insight for the history of ships, ceramic wares and lives of people during the Goryeo period.

The report on the underwater excavation of Taean-Daeseom Island contains a collection of achieve-

ments made over the past two years. The first part is the main report describing recovered artifacts. 

And the following plate covers pictures and drawings of ceramic wares. I sincerely hope that this report 

on the recovered relics that came from 900 years ago will be a valuable stepping stone for researchers 

and scholars. 

Lastly,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to those who have been involved in this report. Without the 

efforts of all the people who excavated 20,000 pieces of relics for quite a long time in the wild waves, we 

wouldn’t have been able to enjoy the valuable artifacts. I would also like to thank many staff members 

who spared no efforts in measuring and recording numerous items in an office. In addition, I would like 

to appreciate all the efforts made by people from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Korea, Taean-

gun Office, Taean Coast Guard, Korean Army Unit 1789 and Gangjin-gun office.   

June, 2009

Seong Nak-Jun 
Head of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Maritime Cultural Heritage

The underw



일러두기

● 이 책은 2007년 5월부터 2008년 6월까지 103일 동안 

충남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대섬 앞바다에서 이루어진 수중 발굴 전 과정의 

내용을 수록한 수중발굴 보고서이다. 태안 앞바다의 수중발굴은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2차, 3차 등 관련 보고서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

다. 이 보고서는 2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권은 본문, 2권은 

도판편이다. 이 외에 전체 유물에 대한 제원표는 PDF 화일로 따로 만들었다.

1.  고유명사나 전문용어는 가급적 한글과 한자를 병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혼동의 우려가 있거나 이해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한자를 병기하

였다.

2. 용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설명을 수록하였다.

3. 목간 내용 표기는 원문 한자표기를 원칙으로 하였다.

4. 청자나 백자의 한자표기를 靑磁, 白磁로 통일하였다.

5.  논고의 주장과 견해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는 점을  

밝혀둔다.

태안 대섬 수중발굴 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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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25일 연합뉴스에 “태안 앞바다서 고려 청자대접 건져”라는 제목의 기사와 함께 구연부가 일부 

깨진 순청자 계통의 유물 사진이 게재되었다. 신고자 오상열씨가 어로 작업을 하다 발견하여 태안군청에 신

고한 것이 기사화되어 소개되었다. 이를 접한 우리 관에서는 바로 태안군에 신고자의 연락처를 수소문하여 

발견 상황을 알아보았다. 확인결과, 2007년 5월 18일 태안군 안흥항 근해의 대섬 앞바다에서 주꾸미를 잡아 

올리던 어부 김용철씨(58세)는 소라 통발에 청자를 붙들고 올라오는 주꾸미를 발견하였다. 표면에는 물때

가 끼여 유색이 선명하지 못했으나, 한눈에 보기에도 오래된 것으로 보여 평소 잘 알고 있는 오상열(41세)

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오씨가 태안군에 신고함으로써 언론에 기사화되었다. 

일반적으로 주꾸미가 청자를 물고 온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지만, 봄철 산란한 주꾸미는 외부로부

터 알을 보호하고자 주변의 조개껍질 등을 빨판으로 흡착해서 입구를 은폐하는 습성이 있는데, 조개껍질을 

대신해 해저에 노출되어 있던 청자를 사용했던 것이다. 발견자와 통화에서 다른 청자 파편들도 붙어 왔으나, 

완형이 아니어서 버리고 상태가 좋은 1점만 신고했다고 들었다. 얼마나 많은 유물이 해저에 매장되어 있으면 

주꾸미가 물고 올까하는 의심도 들었지만, 이제까지 수중발굴을 한 경험으로 볼 때 직감적으로 다량의 유물

이 매장되어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우선 발견 현장에 대한 긴급탐사를 실시하였다. 

긴급탐사는 2007년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발견자 김씨의 도움을 받아 유물의 매장여부를 확인하기 위

한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대체로 수중유물 발견신고는 주로 어로작업중 그물에 유물이 건져 올라오게 되며, 

그 위치는 작업을 했던 발견자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 때문에 추가 유물의 매장여부 확인을 위한 긴급탐사시 

발견자와 함께 현장을 조사하게 된다. 또한 발견 신고지역에 대한 조사도 발견자와 함께 실시하였다. 

당시 조사 시기는 조석간만의 차가 크고, 유속이 매우 빠른 사리 때로 조사 시점으로 좋지 않았지만, 정

조시간을 이용하여 신고지점으로부터 반경 20m를 조사구역으로 설정하고, 양순석 학예연구사 외 2명이 조

1. 위치 및 발굴조사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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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였다. 조사결과, 일부 유물이 수심 12m 내외의 해저 표면에 노출되어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매장 상

태를 촬영하였다. 그 과정에서 조류에 의해 재차 매장되거나 손상될 수 있어 유색이 선명한 유병 등 9점의 유

물을 수습하였다. 긴급탐사 결과, 더 많은 유물이 매장되어 있을 것이라고 최종판단을 내렸으나, 유속이 너무 

빨라 더 이상의 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워 일단 철수하였다. 

발견해역은 동쪽으로는 안면도가 보이며, 서쪽으로는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4대 난행량(難行梁)으로 불

리는 관장목(關丈項 ; 賈誼島와 馬島 사이)에 인접한 근해로 태안군 근흥면 안흥항과 신진도항에서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전부터 이 해역은 육지쪽에 국방과학연구소 종합시험단이 위치하고 있어 군사보호지역으

로 분류되어 어로작업이 통제되었던 해역이었다. 특히 이곳은 다른 해역에 비하여 시계가 맑고 전복 등 해산

물이 풍부하여 해역의 바위나 주변 여(暗礁)에서는 해녀들의 잠수 어로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신고지역이 이미 언론에 알려져 있어 도굴의 위험성과 어로 활동에 따른 유적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 관에서는 문화재청에 긴급하게 유적의 보호를 요청하여, 2007년 6월 7일부터 6개월간 탐사해역을 문화

재 보호구역(사적가지정)으로 지정하여 어로작업 등의 수중잠수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한 태안

군과 태안해양경찰서에 알려 현장 보호 조치를 취하였다. 

대섬 해역 위성사진

발굴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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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

초기에 태안 대섬 수중발굴 조사는 대량의 유물이 매장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발굴조사를 실시했던 것은 

아니었다. 신고해역에 대한 긴급탐사로 유물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하고, 어로작업 등에 의해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 사적 가지정으로 주변을 보호조치하고, 우리 관에서 이미 발굴허가를 받은 군산 야미도 

새만금방조제내 발굴조사(2007.5~6)를 실시한 후 태안 대섬 발굴조사에 착수하였다. 

당시 조사인원은 자체 잠수 및 기기조사 요원 8명, 민간 잠수사 5명을 포함하여 총 13명이 2007년 7월 4일

부터 10월 26일까지 약 71일간 조사를 하였다. 처음 발굴기간은 수중에 노출된 유물을 수습하기 위해 1개월 정

도로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신고지역 주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유물이 선적된 상태를 발견하고 정밀발

굴조사로 전환하여 연차발굴을 실시하게 되었다. 발굴조사는 우선 에어리프트를 가동하기 위해 고압공기압축기

를 실은 인양선과 바지선(10×6m)을 현장에 상주시켰다. 특히 인양선의 현장 상주는 조사자가 철수하였을 경우, 

외부 도굴 등 유적 훼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24시간 발굴현장 보호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조사해역의 조류방향은 밀물때에 동에서 서로 안흥항쪽으로 흐르고, 썰물때는 서에서 남으로 안면도 방

향으로 흐르며, 조석간만의 차는 6m 내외(조금시기 : 고조 14m, 저조 8m)로 컸으나, 조류의 속도는 조사를 하

는 조금시기에 1노트 내외로 크지 않았다. 또한 수중 시계도 대체로 2~4m 정도로 다른 서해연안과 비교하여 

수중조사에 어려움이 덜한 양호한 여건을 가지고 있어 조금시기를 전ㆍ후한 10일 동안 전일 조사하였다. 

넓은 해저면에 걸쳐 유물이 노출되어 분포하고 있어, 최초 발견지점을 중심으로 동서 200m, 남북 100m

의 조사구역을 설정하였다. 조사중심에 부표를 설치하고 원형탐사와 조류방향에 따라 지그재그로 조사하는 

방법으로 유물의 매장여부를 조사하였으며, 이때 해저면에 노출된 유물은 조류에 의해 재차 매장되거나 떠밀

려 갈 우려가 있어 위치기록, 매장상태 촬영 후 수습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조사 3일째, 수중에 다량의 청자와 함께 운반선이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조사자에 의해 보고되었다. 

2. 발굴경과 및 조사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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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태안 대섬 앞바다에서는 완도선과 십이동파도선에 이어 세 번째로 청자 운반선이 확인되었다. 잔존 

선체는 갯벌에 매몰되어 규모를 알기는 어려웠으나, 동쪽과 서쪽 양 끝단에 일부가 드러나 있었다. 유물의 매

장규모는 동서 7.7m, 남북 7.3m로 청자가 적재된 상태로 노출되어 있었다. 육안으로 파악하기에도 3층 이상

의 청자 적재층이 있었고, 표면에 노출된 층만에서도 2천여점 이상이 확인되었다. 

초기 발굴조사는 해저면에 노출된 유물을 수습하는 것에 중심을 두었으나, 선적청자와 운반선이 발견됨으

로써 조사 방침은 유물집중 매장처를 중심으로 매장유물을 안전하게 수습하고 기록하기 위해 그리드 설치, 제토, 

상태기록, 촬영, 유물수습 등 조사 과정별로 세부적으로 조사방안을 수립하여 추가 발굴을 추진하게 되었다. 

유물의 표면에는 오랜 노출로 인해 해양 부유물이 다량으로 붙어 있었으나, 보존처리 과정을 거치면 양

질의 청자임을 알 수 있는 유색이었다. 일부 유물은 저인망 어로작업에 의해 노출부분이 손상을 입었으며, 난

파되면서 흩어져 다소 교란되어 있었으나, 선적(船積) 상태를 고스란히 간직한 채 매장되어 있었다. 따라서 

선적상태를 유지하면서 유물의 제토나 매장상태를 기록하기 위해 수중에 발굴수습용 철제그리드를 설치하

게 되었다. 그리드는 철제파이프를 이용 12×8m 크기로 집중매장처를 포함한 구역에 설치하고, 다시 로프를 

이용하여 1×1m 간격의 세부구역으로 나누어 구역번호(동서방향 1~12, 남북방향 A~H)를 부여하였다. 그 

위에 유물과 접촉하지 않게 유물층보다 50cm 정도 높이에 폭 60cm 길이 8m 정도의 작업 공간 받침틀을 설

치하고, 그 위에 타공판을 올려 제토와 사진촬영 등 조사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조사를 진행할수록 철파이프

로 만든  받침이 타공판의 무게와 조사자의 하중으로 인해 중앙에서 휘어지는 현상이 발생되었다. 또한 무른 

갯벌에 고정한 그리드도 지지력이 약했으며, 구간별로 조사한 다음 이동을 할 경우 수중에서 재차 분해해서 

설치하는데 따른 소요시간이 많아 조사의 효율성이 떨어졌다. 이에 받침틀을 제거하고 조사자가 자체 중성부

력을 가지고 유물에 접촉되지 않도록 조심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유물은 구역별로 에어리프트(air lift)를 이용 층별로 제토작업을 실시하였다. 노출 청자는 사이사이

에 완충재(짚)를 넣어 파손 위험을 감소시키고, 포장목재를 대어 끈으로 묶여져 있었다. 또한 청자층 사이에

태안군 대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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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완충재를 놓고 차곡차곡 쌓아져 있었다. 다른 해역보다 비교적 시계(평균 2m 내외)가 확보되어 수중실측

을 시도하였으나, 대량으로 매장된 도자기를 하나하나 수중에서 실측할 경우, 1시간에 사방 1m2도 실측하기 

어려워 수중영상 자료로 실측을 대신하였다. 수중 영상실측은 제토 후 유물이 노출된 상태에서 20×20cm 크

기의 격자를 놓고 구역별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ㆍ기록하였다. 이 과정이 끝나면 구역별로 유물을 수습하였

다. 수습 유물은 바지선상에서 세척과 응급 보존처리 후 정리와 보존, 관리를 위해 우리 관으로 운반하였다. 

선체는 동서 양쪽으로 일부가 노출되어 조사 초기부터 선체의 존재여부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정확한 선

체 규모는 선체 위에 층층이 선적된 도자기를 모두 수습한 마지막 단계에 알 수 있었다. 선체의 규모는 동서 약 

8.2m였고, 남북으로 4단의 외판재가 1.5m 정도 잔존하고 이었으며, 다른 부재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특히 잔

존 선체의 외판 상ㆍ하단의 이음부분에는 박실(수밀재)의 일부가 남아 있어 성분을 분석하고자 수습하였다.

2007년 발굴조사 기간에는 선적된 청자를 모두 수습하고 잔존 선체의 규모를 파악하였으나, 동절기로 접

어들면서 조사지역의 기온과 해수의 온도가 급격히 낮아져 더 이상의 수중조사가 어려웠다. 이에 잔존 선체는 실

측 후 부상하지 않게 모래 포대를 노출선체 위에 쌓고, 그 위를 다시 그물로 덮어 철제 그리드에 단단하게 고정시

켰다. 이 경우 선체 상부에 갯벌이 자연적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선체는 쌓여진 갯벌에 의해 안전하게 보호된다. 

위와 같은 조치 후 현장에 정박했던 바지선을 신진도항으로 철수시키고 2007년 조사를 일단 종료하였다. 

2) 2008년

2008년 4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30일간 매몰된 선체 인양과 주변에 매장된 유물을 발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선체 인양을 위해 80톤급 크레인이 장착된 인양전용 선박과 바지선을 현장에 상주시켜 조사를 실시하였다. 

발굴조사는 동서방향으로 완전히 기운체 매몰되어 외판의 일부(4단, 8.2×1.5m)만 남아 있는 잔존 선

체에 대해 2007년 설치한 그물과 모래주머니를 제거하고 위에 쌓인 갯벌을 제토하여 선체를 노출시켰다. 노

출된 선체는 수중에서 각 연결부재별 고유분류 번호를 부여하여 6개편으로 해체하여 인양하였다. 인양 후 선

체는 태안군 신진도에 신축한 탈염장에 수침 보관하였다. 선체 남동쪽에서 장방형으로 거칠게 가공한 닻돌 

조사단 구성

조사 기간 발견신고해역 긴급탐사 2007년 5월 30일 ~ 5월 31일(2일)

1차 발굴조사 2007년 7월 4일 ~ 7월 26일(기간 중 21일)

2차 발굴조사 2007년 8월 5일 ~ 10월 24일(기간 중 50일)

조사단 구성 조사단장 성낙준(국립해양유물전시관장)

지도위원 정양모(전 국립중앙박물관장)

윤용이(명지대학교 교수, 문화재위원)

나선화(전 이화여대박물관, 문화재위원)

최항순(서울대학교 교수, 조선공학과)

진화수(국립전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책임조사원 문환석(국립해양유물전시관 수중발굴과장)

조사원 김병근, 양순석, 정용화, 김원창, 김승삼, 임기수(수중발굴과)

민간잠수사 신승구, 박용기, 박영봉, 이동길, 채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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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이 출토되었다. 닻돌의 중앙부와 측면에는 나무 닻과 결구시켰던 홈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 닻돌을 끌어 

올리는 도구인 호롱부속구편도 수습하였다. 또한 선체매장 층위에서 난파 당시로 추정되는 인골이 수습됨으

로써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동반된 유적임을 알 수 있었다.

선체인양 후 그리드 주변 외곽으로 유물의 잔존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워터제트(water jet)로 제토 조

사한 결과, 그리드를 중심으로 30m이내에 청자들이 교란되어 매장되어 있었다. 또한 최초 신고지점인 북동

쪽으로 200m를 확장 조사한 결과 유물이 산발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탐침 조사를 할 경우 갯벌 아래에도 유

물이 확인되었다. 이에 주변해역에 대해서는 나머지 선체의 잔존여부 파악과 매장 유물의 추가 수습을 위하

여 2009년 발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태안 대섬 수중발굴조사는 신안해저발굴 이후 최대의 성과라는 평가를 받은 만큼 발굴성과를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선보이고자 노력하였다. 태안에서는 2007년 가을 이동박물관 운영을 통해 발굴유물의 일부를 소

개하였고, 2008년에는 우리관과 강진청자박물관에서 속보전 형식의 특별전을 열고 전시도록을 간행하여 일

반인은 물론 도자사 전문가들로부터 호평을 받기도 하였다. 

이 보고서가  나오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다. 발굴과 동시에 23,000여점에 달하는 출토유물에 대

한 정리와 보존처리가 시급하였다. 도자기는 발굴 직후 탈염처리와 함께 복원 가능한 유물에 대한 복원작업도 실

시하였다. 목간 등 목재유물은 일차적인 육안 판독과 함께 적외선 촬영을 거쳐 전문가를 초청 판독작업을 서둘렀고 

보존처리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복제품을 만들어 전시에 활용하기도 하였다. 유물의 분류와 정리 및 보존처

리에는 수중발굴과 전원이 동원되었고 연구과 김애경과 전시과 박지영의 도움이 있었다. 정리작업에는 천지선, 김

문섭, 백순자, 김성란, 서춘자, 김인숙, 황초미, 임은정, 이원경 등이 수고하였다. 보고서의 작성은 서장과 결어는 문

환석이, 2장 역사지리적 배경은 진호신이, 3장 조사과정은 양순석과 노경정이, 4장 발굴유물은 도자기분야는 김애

경, 최명지, 김태은이, 선체는 진호신과 노경정이, 목간은 임경희가, 인골은 동아대 김재현 교수가, 선체부속구·포

장재·선상생활용구·기타는 진호신이 서술하였다. 5장 보존분석은 유기물에 대하여는 목포대 김건수 교수와 윤

용희·차미영이, 무기물은 정용화·임성태가 작성하였다. 전체적인 교열과 수정 가필은 성낙준이 하였다. 

6장은 연구논문을 실었는데 도자기 분야에 나선화 前문화재위원, 선체에 김용한 국립문화재연구소 복

원기술연구실장, 목간에 대하여는 우리 연구소 임경희 연구사가 맡아 보고서의 중량감을 높여준 점 깊이 감

사드린다. 아울러 유물사진의 촬영에 심혈을 기울인 서헌강 사진작가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린다.

조사단 구성

조사 기간 3차 발굴조사 2008년 4월 27일 ~ 6월 1일(기간 중 30일)

조사단 구성 조사단장 성낙준(국립해양유물전시관장)

지도위원

윤용이(명지대학교 교수, 문화재위원)

나선화(전 이화여대박물관, 문화재위원) 

최항순(서울대학교 교수, 조선공학과)

김용한(국립문화재연구소, 복원기술연구실장)

책임조사원 문환석(국립해양유물전시관 수중발굴과장)

조  사  원
양순석, 진호신, 모원종, 김원창, 박금수, 정용화, 윤용희, 임성태,

김승삼, 임기수, 노경정(수중발굴과)

민간잠수사 신승구, 박용기, 박영봉, 이동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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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지리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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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려시대의 역사와 태안 해저유물

호족세력에 의하여 성립한 고려사회는 고려왕조의 중앙 집권화 정책에 따라 안정된 통치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지방의 호족들이 중앙정치에 참여하여 이를 기반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주인공이 됨으로써 고

려사회는 문벌귀족사회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성종(981~997) 때 중앙집권체제를 확립하고 안정된 국가 기

반을 마련한 고려는 사회구조를 정비하기 시작하여 현종(1009~1031)을 거쳐 문종(1046~1083) 때에 이르

러 최종적인 완성을 보게 되었다. 이 시기 고려는 3차에 걸친 거란(契丹)의 침입과 뒤이은 여진(女眞)의 압

력에 시달렸지만 내부적으로는 국가체제가 정비되어 귀족정치의 발전을 보게 되었다.

이와 같이 호족을 기반으로 하고 6두품 세력이 중심이 된 고려의 귀족사회도 안정기 이후 분열의 조짐

을 보이게 된다. 귀족사회의 모순으로 나타난 지배세력의 내부분열은 전통적인 문벌귀족과 지방출신의 신진

관료 사이의 대립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대립은 지배세력의 내부적 분열을 일으켜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으로 표면화 되었다. 이 양란을 계기로 고려사회는 점차 붕괴의 길을 걷게 되었다. 고려중기에 일어난 무

신난(武臣亂)은 고려사의 흐름에 있어서 하나의 분수령을 이루는 커다란 사건이었다.

무신란의 발생과 무신정권의 성립은 문신귀족 정치를 마감하고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가져오게 하였

다. 그러나 100년간 지속된 무신집권기는 무신 내부의 분열과 몽고의 침략으로 막을 내리고, 몽고의 지배는 

고려의 정치체제가 기형적인 형태로 변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몽고를 기반으로 한 권문

세족과 전문 소양을 배경으로 한 신흥사대부가 탄생하였다. 신흥사대부는 권문세족에 대항하여 개혁정치를 

주장하였으나 아직 세력 기반이 확고하지 못한 그들로서는 성공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들 신흥사대부는 이

러한 난관을 타개하고 정치적 기반을 마련한 다음 마침내 조선건국의 주역이 되었던 것이다.

태안 대섬 출토 유물은 고려시대의 역사적 배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고려시대 불교를 배경

1. 고려시대의 역사와 
태안 해저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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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 귀족사회가 무르익었던 바로 그 시기가 북송(北宋)의 사신(使臣) 서긍(徐兢)이 『宣和奉使高麗圖經』

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비색(翡色)서긍, 『宣和奉使高麗圖經』卷32 器皿 3  을 띤 양질의 청자를 생산하였던 때였다. 한편

으로 고려사회 전체에 커다란 변화가 생기는 시기는 고종 18년(1231)에 시작된 몽고의 침입이다. 이후 30년

에 걸친 6차의 침입 전쟁에 의하여 국토는 황폐해졌고 원(元)에 굴복한 1270년 이후 각종 수탈은 물론 두 번

에 걸친 일본 정벌을 위한 물자조달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극심하였다.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청자 수요층

의 양적확대, 개인자본에 의한 이윤추구 가능 등에 의해 청자는 실용기로서의 역할을 했다. 그러나 고려청자

는 충정왕(1349~1351) 이후 창궐하는 왜구에 의해 한반도 남부 지방이 황폐화 되고 주요 생산지였던 강진

과 부안지방의 장인들이 내륙으로 피난을 가면서 그 맥이 끊어졌다. 이들 장인들이 생계를 위하여 피난지의 

태토로 청자를 만들었으나 질이 떨어져 표면을 백토로 분장하면서 분청사기로의 역사적 이행을 하였던 것

이다. 태안 해저유물 중 주종을 이루는 23,000여점의 청자류 유물은 비색의 순청자로서 비교적 불교적 색체

가 강하며 고려 귀족사회가 한창이었던 12세기경 탐진(耽津)에서 만들어져 개경(開京)으로 운송되던 중 침

몰했던 것으로 보인다.

2) 고려시대의 조운체계

조운은 배로 물건을 실어 나르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세곡(稅穀)의 운반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조운 

해로는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발견ㆍ신고된 234곳의 수중문화재 해로와 대부분 일치한다. 이를 통해서 서해

안의 연안항로를 중심으로 조운과 도자기 운반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 각 군현에서 거둬들인 

조세는 일정장소에 보관한 후 수도인 개경으로 운송하였다. 

고려궁궐(개경) 복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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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초에는 포(浦)를 중심으로 조운(漕運)을 

운영했는데 성종, 현종때 지방 행정 제도를 정비해 

조창(漕倉)을 설치 운영하였다. 

조창은 전국에 13개를 설치했는데 경상도에 2

개, 전라도에 6개, 충청도에 3개, 강원도에 1개, 황

해도에 1개가 있었다. 위치별로 보면 연해안에 11

개, 강변에 2개이다. 조창에는 감독 관리인 판관(判

官)이 주재해 세곡을 거둬들이고 보내는 일을 맡았

다. 13개 조창은 저마다 가까운 고을에서 거둔 세곡

을 보관했다가 이듬해 2월부터 보내기 시작해 가까

운 조창은 4월까지, 먼 곳은 5월까지 조운을 마쳐야 

했다.이병희(2003), 『뿌리 깊은 한국사 샘이 깊은 이야기 3』, pp.138~139  

각 조창에서는 조선(漕船)을 배치해 수송을 담당했

다. 조운제는 몽고의 침입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일

차적으로 전조(田租)를 제대로 걷을 수 없었고 따라

서 조운기능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공민왕대 이후 

왜구가 걷잡을 수 없이 많아지면서 조운선이 약탈당

하는 일이 잦아졌는데 이는 조운제에 치명적 타격을 주었고 나아가 국가 재정을 곤궁하게 했다. 이에 육로를 

통한 운송방법을 고안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고려시기 양전(量田)으로 토지 소유권자와 규모를 조사해 양안(

量案)을 만들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조를 거두었다. 군현제를 정비하고 지방관을 파견하면서 전조는 수령

의 책임하에 각 군현의 향리가 거두었다. 거둔 전조는 조창을 거쳐 선박을 이용 하여 개경으로 보냈다.

3) 고려시대의 청자 생산 체계

고려시대에는 여러 지역의 요(窯)에서 다양한 품질의 청자가 생산되었다. 이 가운데 규모나 품질 면에서 가

장 대표적인 요는 강진요(康津窯)였다. 강진요에서는 고려시대 전시기에 걸쳐 최고 품질의 청자를 제작하

였다. 이는 강진군 대구면(大口面)과 칠량면(七良面) 일대에 산재해 있는 많은 청자요지와 청자파편들이 이

를 증명한다. 강진요가 다른 요들과 달리 오랜 기간동안 최고 품질의 청자를 생산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소

(磁器所) 체제때문이다. 강진요가 기본적으로 대구소(大口所)와 칠량소(七陽所)라는 자기소의 토대위에서 

운영되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소의 운영과 관련이 깊은 읍사(邑司)-소사(所司)의 문

제는 아직도 연구가 미진한 실정이다.

‘소(所)’ 체제는 고려정부가 특정 물품을 생산하여 공납 받을 목적으로 설치한 특수 행정구역이다. ‘소 

(所)’에서는 금ㆍ은ㆍ동ㆍ철의 광산물이나, 사(絲)ㆍ주(紬) 등의 직물, 종이ㆍ도자기ㆍ석탄ㆍ숯ㆍ먹 등의 수

공업품, 생강ㆍ콩 등의 농산물, 소금과 물고기 등의 어염물을 생산하였다. 조선 초에 편찬한 여러 지리지의 관

계 자료를 토대로 정리해 보면 향ㆍ부곡 ㆍ소는 하 삼도 지역, 곧 경상ㆍ전라ㆍ충청도에 집중적으로 분포하였

음을 알 수 있다. 도별 분포는 경상도가 가장 많은 36%, 전라도가 28%, 충청도가 18%였다. 삼남지역이 전체

의 83%를 차지하였다. 군현수가 550개 정도 되는데 비해, 향ㆍ부곡ㆍ소의 수는 750개를 웃돌아, 군현수보다 

고려시대의 조운로(이병희,2003, 뿌리 깊은 한국사 샘이 깊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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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ㆍ부곡ㆍ소의 수가 훨씬 많았다.이수건(1984), 『한국 중세 사회사 연구』, 일조각, p.15  따라서 향ㆍ부곡ㆍ소의 인구가 적다

해도 하나의 행정 구획으로 인정할 정도는 되기 때문에 전체 주민의 수는 상당한 수에 달하였다. 따라서 이곳 

주민이 천민이라고 한다면 당시 인구의 절반가량이 천인 이었다는 결론이 나오므로 천인으로 보기 힘들다. 

‘소(所)’는 토지와 인구 규모면에서 군현보다는 작았지만 하나의 행정 구역이고 소사(所司)에는 향리가 

있어서 일반 행정 사무를 담당하였으며 규모는 일반 군현보다 작았다. 향리들은 토호의 위치에 있었고 소장

(所長), 부소장(副所長) 또는 호정(戶正), 부호정(副戶正) 등의 직함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이곳의 향리들은 

토성(土姓)을 받았다.이희관, 「고려시대의 자기소와 그 전개」『사학연구 77호』, pp. 161~162  그런데 토성수가 일반 군현보다 적어 

향리 집단의 수가 군현보다 적었음을 알 수 있다. ‘소(所)’는 주현 또는 중앙정부의 관할지였기 때문에 중앙 

혹은 관할 주현으로부터 여러 가지 간섭과 통제를 받았으며 경제적 침탈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청자는 고려 초부터 생산되어 12세기에서 13세기 전반 전성기를 지나 1250년 이후 쇠퇴하였다. 고려청

자는 자기소(磁器所)를 중심으로 만들었으며 만들어진 도자기들은 공납하였다. 강진 사당리에 대표적인 자

기소를 설치한 것으로 보이며 이곳 소민(所民)들이 중심이 되어 청자를 제작하였고, 바닷길을 통하여 개경

으로 운송하여 왕실, 관청, 사찰 등에 납품하였다. 청자를 생산하던 소의 장인들은 높은 수준의 숙련된 기능

을 가진 연로자를 중심으로 사발대정, 굽대정, 불대정, 상감장 등 몇 개의 분야로 분업화하여 작업하였다. 그

들은 높은 기술적 수준으로 나뉜 각 과정에서 작업을 하면서도 협동하며 자기를 생산하였다. 14세기 고려 말 

정치ㆍ경제ㆍ사회ㆍ국방ㆍ외교가 혼란해지자 강진ㆍ부안을 중심으로 한 도자 공예는 정형을 잃어 갔다. 특

히 고려말 왜구의 침입이 잦아지면서 도자기를 만들던 많은 장인들이 내륙으로 피신하였다. 14세기경 강진

에서 만든 상감청자가 조금씩 양식상 퇴화 과정을 걸으면서도 경기도ㆍ충청도ㆍ경상도ㆍ전라도 등 여러 곳

으로 퍼져 나간 것은 이러한 사정 때문이었다.

강진지역 가마터 분포(이병희,2003, 뿌리 깊은 한국사 샘이 깊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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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안군의 역사적 배경

태안군의 행정구역은 충청남도에 속하며, 우리나라 서해 연안항로의 길목에 위치한 지형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고려ㆍ조선시대에 이르는 시기에는 조운선의 길목으로 난파의 위험성이 많아 운하를 건설하

여 뱃길을 돌리고자 하였던 험난한 항로였다.

태안군은 본래 백제의 성대혜현(省大兮縣)이었는데 신라 경덕왕 때에 소태(蘇泰)로 고쳐 부성군(富城

郡)의 속현으로 되었고 고려 현종 9년에는 운주(運州)로 불렸으며 충렬왕때 태안군 사람 이대순(李大順)이 

원(元) 나라의 은총을 받아 태안(泰安)이라 하고 지군사(知郡事) 명칭을 얻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신증동국여지

승람, 제19권, 태안군편

중앙집권적 통일국가를 이루었던 고려(高麗), 조선(朝鮮)에 와서는 백제(百濟)와 신라(新羅)시대와는 

달리 조운(漕運)이 큰 문제로 대두 되었다. 충청 이남지역에서 거둔 세곡을 왕도로 운송하기 위해서는 반드

시 난행량(難行梁 : 이후 安興梁으로 개칭)을 통과해야 하는데 서해상에 돌출된 지역의 특성과 안흥량의 거

센 물결 때문에 해난사고가 빈번했다. 안흥량(安興梁)은 황해도의 인당수, 강화도의 손돌목, 전남의 울돌목과 

함께 우리나라 사대(四大) 험조처로 꼽힌다.

“충청 이남의 세곡을 경도에 운반키 위해서는 안흥량을 경유해야 하고 안흥량은 안흥 앞바다를 가르키는 것으로 신진도와 마도를 지나 관수

각(官首角)과 가의도에 이르는 해역을 말하는데 신진도를 사이에 두고 그 안쪽을 내양(內洋), 그 바깥쪽을 외양(外洋)이라 부르는데 이곳은 

해난 사고가 빈번 하였다.”만기요람, 재용편(財用編) 조전(漕轉)

2. 태안지역의 역사 지리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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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興地圖(조선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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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운선의 연이은 난파로 인하여 국가의 재정이 어려워지자 고려 제17대 인종 12년(1134) 내시 

정습명을 보내 군정(軍丁)을 동원 약 7Km 정도의 인공수로를 만들어 조운(漕運)에 안전을 기하려 운하의 개

착공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7km 중 4km는 인공수로를 만들었으나 나머지 3km는 암반에 부딛쳐 실패하였

다. 그 후 오랫동안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공양왕 3년(1391)에 당시 실권자였던 이성계는 조운의 중요성을 인

식 종실(宗室) 왕강(王康)으로 다시 개착공사를 실시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고려말 충정왕으로 부터 공양왕까

지의 40여년간은 이 조운로 개착 실패와 함께 왜구의 약탈로 인한 세곡미 운송의 부진으로 사회질서가 극도

로 문란해지고 흉흉해지면서 나라가 쇠망했던 것이다. 

조선조가 개국되면서 태조 이성계는 다시 최유경, 남은 등을 파견 타당성을 조사하였다. 태종 12년

안흥량 일대 근경

갑문식 굴포 운하(고려~조선) 안면도 운하(조선인조, 1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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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 하륜의 발의로 개착공사는 다시 시작된다. 이는 태종 3년(1403) 34척, 태종 14년(1414)에 66척의 조

운선이 안흥량에서 암초에 대파되는 일이 있었으므로 직접적인 동기가 된 것 같다. 기록에 나타난 조선 태조 

4년에서 제7대 세조 1년에 이르기까지 60년간에 안흥량에서 일어난 사고의 통계를 보면 파선 및 침몰된 선박

수가 200척, 인명피해 1,200여명 사망, 그리고 미곡손실 15,800석 이상이었다.태안군지(1995), p.454

태종은 1413년 정월 22일 병조참의 우박(禹博)과 의정부지인(議政府知印) 김지순(金之純)을 보내어 순

성(蓴城)에서 축제(築堤)하는 역사를 감독하게 하고 7일 후인 정월 29일부터 인근 고을 백성 5,000명을 동원

하여 불과 2개월도 안되는 기간에 사업을 완료하였다.태종실록 권24, 태종 12년 11월 丁酉條; 同 권25, 태종 13년 정월 壬寅條; 同 2월 

己未條  이 당시에 완공된 운하의 규모는 실록 기사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는 바,蓴城之役告成 南防築高十八尺 廣四十尺 長

四百七十尺 南內防築高十八尺 廣四十尺 長一百尺 南防築之南鑿池 長二百七十尺 廣一百三十尺 水深六尺 可容船七八隻 南池之下開渠 長二千二百九十尺 廣一

百三十尺 北防築長二百尺 廣四十尺 高十八尺 其下鑿池 長一百四尺 廣六十二尺 水深五尺 可容船三四隻 其下開渠 長九百二十五尺 廣五十尺 水深三尺 發旁郡

民丁五千 自正月二十九日始役 至是乃畢. 『태종실록』 권25, 태종 13년(1413) 2월 10일(己未)조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왕조실록에 굴포 운하가 완공되었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하는 실제로 활용되지는 못하였다. 오

히려 완공되었다는 기록의 말미에 ‘쓸데없이 민력(民力)만 낭비했을 뿐 조운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할 정

도였다.(『태종실록』 권25, 태종 13년 2월 己未條) 우선 굴포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선박은 불과 150석(石)을 

실을 수 있는 소선(小船)이었다. 따라서 500석을 싣는 조운선(漕運船)의 짐을 옮겨 실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조운선 피해 일람표

연 월 선 단 별 선 박 수 인적피해 미곡피해

태조 4년(1395) 5월 경상도 조운선 16척 난파 미 상 미 상

태종 3년(1403) 5월 〃 34척 침몰 미 상 미 상

태종 3년(1403) 6월 〃 30척 침몰 천명사망 미곡 일만석

  태종 14년(1414) 8월 전라도 조운선 66척 침몰 미 상 미곡 5,800석

 세조 1년(1455) 〃 54척 침몰 미 상 미 상

완공된 굴포운하의 규모(태종실록)

구분 규모 비고

가로림만(北)

渠 길이 925尺  너비 50尺  水深 3尺

池 길이 104尺  너비 62尺  水深 5尺 3∼4척 선박 대기

北防築 길이 200尺  너비 40尺  높이 18尺

南內防築 길이 100尺  너비 40尺  높이 18尺

南防築 길이 470尺  너비 40尺  높이 18尺

池 길이 270尺  너비 130尺  水深 6尺 7∼8척 선박 대기

渠 길이 2290尺  너비 130尺

천수만(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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컸다. 더욱이 천수만의 수심이 얕아 대형 조선(漕船)이 운하까지 도달하기가 어려웠으며, 운하 내에 축조된 

저수지 안에도 암석이 있어서 항해에 장애가 되었으며 가뭄으로 수량이 적을 때는 운송이 불가능 하였다.  세

조, 중종, 현종 때에도 굴포 개착이 건의 된 일이 있으나 모두 실패하였다. 현재 뚜렷이 남아있는 운하지는 서

산시 팔봉면 진장리와 태안군 인평리 경계지점에 남아 있는 약 1km 정도의 옛 갑문식 운하지인데 우리나라 

거대 토목공사의 효시라 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의 유적지이다.

둘째, 굴포운하를 건설하려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감에 따라 차선책으로 강구된 것이 의항운하(蟻項運

河)의 건설이었다. 현 태안군 소원면 파도리 연안에는 험한 수로 세곳이 있는데 소원면의 잘룩한 부분, 즉 의

항리와 모항리 사이에 운하를 건설하면 그 해역을 피할 수 있었다. 의항운하 건설의 논의는 중종 16년(1521)

에 시작되었다. 김전(金銓)과 남곤(南袞)이 굴포 운하 건설을 다시 제기한 상황에서 현지를 답사한 고형산(高

荊山)중종실록 42권 16년 8월 己亥條  이 오히려 안흥량 부근 의항(蟻項, 속명 개미목)이종영에 의하면 의항운하의 위치는 소원반도 

서쪽 끝에 있는 국수봉과 대소산 사이의 수유동(속칭 무내미)협곡이다. 이종영(1963), 『안흥량 대책으로서의 태안조거 및 안민창 문제』(동방학지 제7집), p.111  

에 운하를 만들 것을 건의 하였고 호조에서도 의견을 같이 함에 따라 중종이 재가를 하게 되었다.중종실록 43권 17

년 정월 丙辰條 안흥량의 험조처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안흥항을 거쳐 당진쪽으로 물길을 내려는 공사로서 태안군 

소원면 송현리 무네미재를 지나 송현 저수지에 이르는 구간을 중종 16년(1521)에 3,000여명의 군정을 동원

하여 굴착 하였으나 갯벌의 쌓임 등으로 인하여 통선(通船)을 해보지 못한 채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셋째는 안면운하(安眠運河)로서 백사수도(白砂水道)라고도 한다. 조선 인조(1623~1649)때 태안 아전

(衙前) 방경잠(房景岑)의 건의로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와 남면 신온리와의 가장 좁은 부분을 인위적으로 개

태안군 의항운하-무네미재(1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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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하여 안면운하(安眠運河)를 완성하였고 현재도 서해상의 중요 수로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천수만과 가로림만을 뚫는 운하가 완공되지 못한 상황에서 뱃길의 안전은 보장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파선(破船)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차선책으로 천수만과 가로림만 사이를 육로로 운반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이 조치는 이미 세조때 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나 조창(漕倉)건설은세조실록 1권 원년 윤6월 癸酉條  송

시열의 주장에 따라 효종 10년 3월에 착공되었다. 안민창사목(安民倉事目)비변사등록 제28책, 현종 10년 2월 10일  으로 

구체화된 육운(陸運) 방식은 얼마 간 계속되었으나 갯벌이 발달하고 운반을 위하여 많은 민력(民力)이 필요

하다는 이유로 오래가지 못한 듯 하다.

이와 같이 안흥량 지역은 역사적으로 볼 때 수많은 조운선이 침몰되었던 특수 지역이었을 뿐 아니라 조

운선(漕運船)을 노린 왜구(倭寇)의 침략이 빈번하여 만호(萬戶)가 설치되는 등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요

충지였다. 실제로 마도 지역에서는 왜구의 활동을 추측 할 수 있는 일본계 유물이 지표에서 수습된 적이 있

어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1) 이 고을의 읍내가 멀리 바닷가에 위치해 있으니 이는 곧 해상의 구적(寇賊)들이 왕래 출몰하는 요충이다. 고려 말기에 무비(武備)가 허술

하고 왜적이 강성하여, 홍무(洪武) 계축년에 군에서 입은 화란이란 몹씨 참혹한 것이어서 수령이 겨우 한두 명의 아전을 인솔하고, 임시로 서

산군(瑞山郡)에 붙이고 있더니, 계해년에는 다시 예산현(禮山縣)으로 옮겼었다. 경오년에 이르러 도적들의 흉악한 노략질이 차츰 줄어들자 

다시 서산에 성보(城堡)를 쌓고 순제(蓴堤)라 이름하고는 일면 해적의 방어에 대비하며 겸하여 군의 행정을 맡아 다스렸다.신증동국여지승람 19. 태

안군편

2) 왜구가 황해도 에서 충청도 까지 이르러 적의 배 2척이 안흥량(安興梁)에 들어와 전라도의 공선(貢船) 9척을 노략하고 대마도로 향하여 

갔으나, 수군 만호 이매(李枚)는 감히 구원하지 못하였다.세종실록 4권 1년 7월 4일

3) 전라도 공선(貢船) 9척이 고만을 지나 북으로 올라가는데, 병선을 영솔하여 호송하기를 꺼리다가 적(倭寇)에게 빼앗기고, 또 적이 안흥

을 노략하며 남으로 내려가도 제때에 쫓아가 잡지 않았으니, 법대로 하면 사형에 해당하지만, 상왕이 특히 죄를 감하여 가볍게 하였다.세종실

록 4권 1년 7월 22일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안흥량 일대는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하여 안흥진성과 같이 유사시 적의 침

입에 대비할 수 있는 방어시설이 필요하였다. 안흥진성은 고려시대 이후 계속 지속된 군사기지로서 성은 총 

둘레 4km 정도로서 동문, 남문, 서문 등 문루가 갖추어져 있고 성 내부에는 행영(行營) 시설이 있으며 태국사(

泰國寺)라는 절이 있어 방어기지 외에도 항해하는 선박과 외국 사신들의 안전을 기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태안은 역사적으로 중국 등 외국의 사신이 서울로 가는 길목에서 객관으로 머물다 간 안흥정(安興亭)

이 있었다. 북송(北宋) 휘종 연간 우리나라에 사신으로 다녀간 서긍의 “선화봉사 고려도경”에도 안흥량 마도

(馬島) 인근 지역을 아래와 같이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1) 샘물은 달고 풀은 무성한데, 나라 안의 관마(官馬)는 일이 없으면 여기에 몰아다 먹인다. 그래서 그런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이다. 섬의 주봉

은 크고 깊은데 왼쪽팔로 둥그렇게 감싸 안은 형국이다. 앞으로는 바위 하나가 바다로 잠겨들어 있어, 격렬한 파도는 회오리 치고 들이치는 

여울은 세찬 것이 매우 기괴한 모습을 뭐라고 표현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 아래를 지나가는 배들이 감히 가까이 접근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

분이다. 암초에 부딪힐까 염려하는 것이다. 그곳에 안흥정(安興亭) 이라는 객관이 있다. 서긍, 선화봉사고려도경 권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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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흥정(安興亭) 아래의 물길이 여러 물과 충돌하게 되어 있고, 또 암석 때문에 위험한 곳이 있으므로 가끔 배가 뒤집히는 사고가 있다.신증

동국여지승람 19 태안군 편

위의 사료에서와 같이 마도에 안흥정이 설치되었다고 보면 그 터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도에는 

신진도와 마주보는 곳에 배를 정박 할 수 있는 지형이 2개소 가량 확인되고 있다. 지표조사 자료에 의하면 마

도(馬島) 마을에 유물산포지가 보고되고 있는데 지형은 야산의 남향사면 하단, 완만한 경사지대와 평탄지역

이 접하는 곳이며, 유적 범위는 100평이며 기와가 많이 출토된 곳이라는 주민들의 전언을 기록하고 있다. 시

대는 알 수 없지만 건물터임이 분명하며 안흥정의 일차적 후보지가 된다. 현지 지형에 대한 검토에 의하면 지

금은 폐쇄된 안흥 초등학교 마도 분교 자리 주변인데 마도의 가장 높은 산의 기슭이고 선박의 접안이 가능한 

2개소 지역의 중간 연결 지점이기도 하다. 대상지역은 한동안 밭으로 경작한 것 같지만 버려진지 오래여서 

잡초의 퇴적으로 상세한 상황 파악이 힘들다. 마도에서 선박의 접안이 가능한 2개소 중 보다 북쪽에 있는 곳

은 신진도와 가깝고 아래 남측 장소는 외양(外洋)과 가까운 위치이다. 따라서 서긍의 송나라 사신선은 남측 

해안을 통하여 안흥정으로 들어왔을 것으로 추측 할 수 있다. 안흥정의 마도에는 양질의 풍부한 식수 공급과 

함께 통행 선박의 신당이 있었을 것이다. 서긍이 언급한 바 “샘물은 달고 초목은 무성하다” 는 묘사가 그것이

다. 마도의 샘은 마도분교에서 원래 가까운 곳에 있었다고 하며 신당은 지금 남아 있지 않지만 폐교된 마도 

초등학교 뒤의 야산에 있었다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국가에서 목재를 조달하기 위하여 금산(禁山) 또는 봉산(封山)이라는 이름으로 정한 지

역이 있었다. 그 대표적인 송림 지대로 충청도에서는 안면도(安眠島)가 유명하였다. 관용목재로 사용하는 황

장목의 관리는 매우 엄격하였다. 조선후기 전선(戰船), 조선(漕船), 강화도에서 임금이 타는 정자선(亭子船), 

운석선(運石船) 등의 선재(船材)는 물론이요, 목재까지도 비변사에서 직접 벌채하여 내어주도록 되어 있었

다. 이러한 금송정책으로 송림이 우거졌던 안면도는 구한말에서 광복까지의 혼란기에 ‘도끼자루 하나만 있으

면 먹고살 수 있는’ 지역으로 알려졌다. 서산과 태안 일원의 송림이 우거진 독특한 경관은 위와 같은 금송정

책(禁松政策)의 결과로 형성된 역사적 경관이다.

조선시대의 태안군은 충청도 14군 중에 하나였으며 군수는 종4품이었다. 고종 32년(1895)에 지방 관

제의 개편을 단행하여 종래의 주·부·군·현(州府郡縣)을 폐합하고 단일군으로 통일하여 군수를 배치하

였다. 군수는 일반 행정에만 전념케하고 종래의 병마권은 일체 부여치 않은 일대 혁신을 가했다. 그리고 군

소근진성 외부 전경 안흥진성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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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적 분포도(태안군), 충청남도·공주대박물관 편(2,000년)

안흥정(安興亭) 추정지(마도 분교 인근) 안흥정(安興亭) 추정지 배후 해안

안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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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淸道, 輿地圖 18세기

안면도 적송림 지역



 高麗靑磁寶物船 태안 대섬 수중발굴 조사보고서 065  

수 밑에는 향장(鄕長)을 두어 군수의 부재시는 그 업무를 대행케 하며 따라서 민정(民情)을 살피어 군수에

게 알리는 한 편, 군정(郡政)의 시책을 군민들에게 홍보하였다. 또한 향장(鄕長) 밑에는 약간명의 별감(別監)

을 두어 그 외 업무를 도와주었으며, 그리고 호장(戶長)을 두어 금곡(金穀)의 출납과 관속(官屬)을 규찰(糾

察)케 하였다. 

일제시대에는 1914년에 이르러 그들의 통치수단의 일환으로 행정구역개편을 단행하면서 태안군을 폐

합하여 서산군에 예속시킴으로서 면으로 격하되었다. 이후 현재의 태안은 타의에 의해 서산군에 병합되어 

75년간 내려오다 지난 1989년 1월 1일 법률 제 4050호에 따라 태안군으로 복군 되었다. 그리고 태안군은 현

재 행정구역상 8개 읍면에 65개 법정리, 179개 행정리에 781개의 반, 그리고 493개의 자연부락으로 형성되

어 있다. 이번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근흥면은 태안군 근서면과 안흥면으로 형성되었고, 일제 강점기였던 지

난 1914년 그들이 통치 수단의 일환으로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하면서, 2개면을 병합하여 다시 근흥면이라 개

칭하고 서산군의 관할지역으로 편입시켰다. 근흥이란 명칭은 위의 근서면의 근과 안흥면의 흥자를 따서 합성 

약칭으로 명명한 것인데, 지난 1989년 1월 1일 법률 제 4050호에 따라 태안군이 복군 됨으로써 75년간 내려

오던 서산군의 관할에서 벗어나 다시 태안군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태안지역의 지리적 환경

태안군은 한반도의 중부지역에서 서해로 돌출된 태안반도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다.

충청남도의 도청 소재지의 대전(大田)에서부터 태안군청 소재지의 태안읍 까지는 약 250㎞ 떨어져 

있는 충청남도의 서북단(西北端)에 자리하고 있다. 좌표상의 정확한 위치에서 볼 땐, 동쪽으론 동경(東經) 

126̊ 26＇으로서 태안읍 인평리의 동쪽 끝이 되고, 서쪽으론 동경 126̊ 25＇으로서 근흥면 가의도의 서쪽 

끝이 된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북위(北緯) 36̊ 02＇으로서 고남면 고남리의 남쪽 끝이 되고, 북쪽으로는 북

위 36̊ 90＇으로서 이원면 내리의 북단(北端)이 된다. 따라서 태안군이 속해 있는 충청남도의 위치를 보면, 

동경 125̊ 31＇에서 127̊ 38＇그리고 북위 35̊ 58＇에서 37̊ 07＇사이에 자리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

는 반도국(半島國)으로서 동아시아의 중앙부에 위치해 있는데, 동경 131̊ 52＇에서 124̊ 11＇그리고 북위 

33̊ 06＇에서 43̊ 사이에 자리하고 있다.

태안군은 동쪽으로 서산시(瑞山市)와 연접(連接)되어 있고, 서남북(西南北)의 3면 모두 바다에 둘러

싸인 반도이다. 이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쪽으로는 서산시, 서쪽으로는 서해, 남쪽으로는 보령군(保寧

郡)의 원산도(元山島)를 마주보고 있으며, 북쪽으로 경기도(京畿道)의 덕적군도(德積群島)를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동쪽으로 접하고 있는 서산시는 내륙(內陸)으로 연결되는 육상교통의 유일한 관문이며, 서쪽은 서해

로 315㎞를 나가면 중국(中國)의 산동반도(山東半島)에 이르게 되는데, 일찍 대륙문화가 이 서해를 통해 태

안반도에 들어왔다. 

특히 백제불교(百濟佛敎) 문화의 선진 지역이 바로 태안이며, 안흥항(安興港)은 일찍 여송 무역선(麗宋

貿易船)의 기항지(寄港地)로 널리 알려져 있는 곳이며, 북쪽의 원북 청산리는 일찍 해상 교통이 발달하여 인

천항(仁川港)을 내왕하는 정기 여객선이 60년대까지 대성업(大盛業)을 이루어 경인문화(京仁文化) 수입에 

한 몫을 다했으나 육상 교통의 발달로 인하여 해상교통이 두절되고 말았다. 이 같은 주변의 관계적 위치로 말

미암아 태안은 일찍 해상 문물이 발전해 온 곳이다.

기후는 3면이 바다와 접해 있으므로 바다의 영향을 받고 있으나 겨울철에는 북서 계절풍의 영향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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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반도 지형도

아 같은 위도상(緯度上)에 있는 동해안 지역보다 오히려 추운 편이다. 그러나 4계절이 뚜렷하여, 겨울에는 몹

시 춥고 여름에는 열대지방 못지않을 정도로 고온(高溫)이어서 대륙성 온대기후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지리적인 영향을 받아 한서(寒暑)의 차가 심하지 않은 해양성 기후의 현상도 나타난다. 

최근 연중 평균 강수량은 1,421㎜정도 인데, 강수량의 절반 이상이 여름철에 집중해서 내리는 하계다우

형 기후를 나타내고 있으며 2월과 3월은 건기로서 연중 강수량이 가장 적은 기간이다. 연평균기온은 12.1℃

를 보였으며 쾌청일수는 79일 등으로 나타났다.태안군지(1995), pp. 3~4

지형학적으로 가장 주목되는 곳은 안흥량 지역으로 일명 난행량(難行梁), 안행량(安行梁), 안항량(安恒

발굴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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梁), 안행도(安行渡) 등으로도 불리웠다. 신진도를 사이에 두고 동쪽을 내양(內洋) 서쪽을 외양(外洋)으로 가

름하며 내외양의 북상하는 수로가 합쳐지는 곳이 關障項(官首角 또는 冠丈項)이다. 안흥량 일대는 우리나라

에서 가장 해안선의 출입이 심한 곳의 하나로 안면도 남단에서 북쪽 대산반도에 이르기까지 만입지형으로 연

속되어 연안 전역에 걸쳐 다수의 대소 도서가 분포하여 있는 전형적인 침수해안 지대로서 해저의 기복이 심

하다. 수중 곳곳에 솟구쳐 있는 암초는 항해를 어렵게 하였으며 조수의 순류(順流)를 가로 막았다. 특히 안흥

량은 해저의 지형 변화가 심하고 조류의 변화가 심하다. 억센 조류가 해저 암각이나 도서(島嶼)에 부딪혀   소

용돌이치는 곳이 안흥량이다. 이러한 안흥량의 지형에 더하여 심한 조수간만의 차는 더욱 행선에 곤란을 주

었다. 간조시에 서해일대는 해안에서 해양 쪽 깊숙이 넓은 해역이 갯벌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만입(

灣入)된 곳은 그 정도가 심하여 육지로부터 흘러드는 하천의 수류가 갯벌에 한줄기의 수로로 가늘게 흐를 뿐 

만내(灣內)는 갯벌로 변한다. 이와 같이 해수의 감축현상은 선박운항을 크게 저해하며 특히 연안에 근접해서 

왕래하던 조운선의 경우에는 행선에 심대한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연안항로 중에서도 간조시에 안흥량을 통

과 한다는 것은 극히 위험하였다. 그러므로 안흥량을 통과 할 때는 반드시 만조를 기다려야 하고 만조라도 그 

시각이 일몰 전이나 후면 야행을 피해야 했다. 이러한 심각한 조수간만의 차는 행선을 시간적으로 제약하였

다. 시간적 제약은 계절적 기후의 변화로 인하여 더욱 가중되었다. 

기후의 제약 중 풍랑(風浪)의 험준은 조운에 있어 무엇보다 주의 깊게 고려되어야 했다. 일년 중 6, 7, 8

월과 10월 상순 이후는 풍랑이 험악하여 항해가 어려우며, 항해하기에 적합한 시기는 2, 3, 4, 5월과 10월 상

순 이전으로 6~7개월에 불과 하였다. 조운선의 운항은 적기만 택해져서 행해졌던 것도 아니며 적기 외의 운

항이 불가피 했었다. 그러므로 안흥량과 같이 풍랑이 억세고 항로지세가 험란한 곳에서는 각종 선박의 행선

을 크게 저해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안흥량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험란한 지세와 풍랑의 위험에 더하여 

서해의 심한 조수간만의 차와 계절적인 기후의 변화가 겹쳐 조운선의 왕래를 어렵게 하였고 또 항해에 많은 

불편과 제약을 주었다.이종영(1963), 『안흥량 대책으로서의 태안조거 및 안민창 문제』(동방학지 제7집), pp. 100~102

안홍량 일대의 암초 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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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진지역의 역사적 환경

➊ 강진 지역의 고대문화와 바다

선사시대 강진지역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주변의 강과 바다, 산에서 풍부한 수렵과 어로ㆍ채집이 가능했을 

것이므로 일찍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아 왔을 것으로 보인다. 지리적으로는 내륙과 해양을 잇는 문화교류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지역으로 멀리는 제주도ㆍ중국ㆍ일본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지역이며, 마찬가지로 해

로를 통해 건너온 인력ㆍ물자 등이 탐진강을 타고 내륙 깊숙이 운반될 수 있던 지역이었다. 더구나 섬진강

과 영산강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들 지역 문화와의 교류도 매우 중요시 되었을 것이다. 

강진지역에서 발견된 선사유적으로는 주거지로 추측되는 군동면 파산리 유적과 83개소(약 680기)의 

고인돌이 있다. 이러한 고인돌의 분포상은 바로 청동기 시대 강진지역 각지에 많은 세력집단들이 살았음을 시

사하는 것이다. 또 이들 유적 중 칠량면 영복리 고인돌 유적에서 붉은 간토기와 그물추가 출토됨으로써 충청, 

경기, 경남지방과도 문화교류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이 같은 고인돌집단의 세력기반을 중심으로 마

한시대에 이르러서도 강진지역은 활동범위를 더욱 넓혀 가게 된다. 즉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넓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 대형 옹관묘는 마한시대의 대표적인 묘제로 알려져 오고 있으며, 이 고분을 축조한 집단은 마한 

제소국(諸小國)의 지배층인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런데 강진 지역에서도 군동면의 호동, 파산리 금곡, 나

천리 시목, 풍동리 등에서 옹관묘군이 발견되고 있다.이해준, 「강진 지역의 역사문화적 성격」『강진 향토문화심포지움』(1989), pp.3~4

이러한 옹관묘들은 곧 강진지역에도 마한의 어떤 소국이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3. 강진지역의 역사 지리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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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고대 해로의 발달과 강진

마한에 이어 강진은 백제의 영역에 포함된다. 백제시대부터 강진은 해로를 통한 문화교류가 활발하게 전개

되기 시작한다. 백제의 탐라(제주도) 복속은 고대 항로의 주요 지점인 탐진 지역에서 해로를 통해 문화교류

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탐진(耽津) 역시 탐라(耽羅)로 가는 항구라는 뜻이다. 이처럼 해로

를 통해서 강진은 제주도와 오랜 인연을 맺게 되었고 탐라 복속의 전초기지로 이용되면서, 정치ㆍ군사적인 

의미도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고대 해로는 장보고(張保皐)가 완도읍 죽청리와 장좌리 일대에 청해

진(淸海鎭, 828년)을 설치하면서 더욱 발전하게 된다. 경제력과 군사력을 지닌 장보고의 해상 세력은 중앙

정치에도 관여할 정도였으니 그 관할 구역에 포함 되었을 양무군(陽武郡-지금의 강진, 해남, 완도)은 청해

진의 대 중국, 대 일본 교역로로서의 부상과 함께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서남해안과 

도서지방을 경유하는 해로의 개설이나 장보고의 청해진 중심 해상활동은 강진군 대구면을 중심으로 발달했

던 고려청자 문화의 발흥과도 깊은 관계를 맺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강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해로는 육로교

통이 발달하지 못한 고대로 올라갈수록 그 의미는 컸으며 실제로 서남해를 통과하는 해로는 국제교역로로

서 뿐만 아니라 국내의 조운로로서도 매우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 해로를 통한 문화교류가 본격

적으로 진전된 시기는 고려시대였으며, 그 경유지, 기착지 역할을 했던 강진지역의 문화는 당연히 영향을 받

아 더욱더 발전했을 것이다. 예컨대 대구면 마량포구의 경우는 고려시대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한반도와 제

주도 등 도서지방을 연결하면서 군마(軍馬)의 반입 등 국내 해상교통의 교역항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

게 된다.이해준, 「강진 지역의 역사문화적 성격」『강진 향토문화심포지움』(1989), pp. 5~6

마량포구를 중심으로 「元馬」ㆍ「新馬」ㆍ「宿馬」ㆍ「馬島」 등 말과 관련이 깊은 지명들이 많고, 대구면에 

만도 제주도의 대표적 성씨인 고(高)ㆍ양(梁)씨 등에 의해 설촌(設村)된 마을이 3곳(馬良里 元馬, 沙堂里 堂

강진군 대구면 일대의 고인돌(1) 강진군 대구면 일대의 고인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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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水洞里 水同)에 이른다고 하거나《康津 鄕土誌》(1978) pp. 910~911  실제로 제주도나 서남해 도서지방에서 들여온 

말들을 방목하기 위해 「馬留長城」(혹은 萬里城 : 대구면 남호~장흥군 회령)이 축조되었다고 하는 구전 등은 

충분히 그것을 입증할 만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해로의 발달은 강진의 청자문화 발전에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전래되어 고려시대에 더욱 성숙ㆍ발전된 청자는 한국문화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성과이며 강진 대구면 일대와 칠량면 삼흥리 등의 요지는 고려청자의 대규모 산지이다. 이 유적은 규

모와  출토청자의 성격으로 보아 관요지(官窯址) 였다고 보여 지며, 이 같은 발전의 배경은 특히 해로와 육지

를 연결하는 입지적 조건 때문에 부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강진군의 문화유적》(1989), 목포대박물관, p. 27

➌ 강진 고려청자의 역사적 배경

통일신라 후기 장보고는 한ㆍ중ㆍ일 무역항의 중심권에 위치한 청해진에서 선진문물을 수입해오는데 중추

적 역할을 담당했었다. 당과의 무역교류를 통하여 청자를 도입하였고 종래 토기만을 사용하던 신라인들로

서는 새로운 발견이 아닐 수 없었다. 중국에서는 이미 청자를 남조시대부터 생산해왔고 8~9세기 경에는 해

무리굽 청자 주발이 다기(茶器)나 식기(食器) 등으로 일상생활에 널리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신라에서도 

토기(土器)보다는 위생적이고 경제적인 청자를 생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강진은 장보고의 활동기에 청해

진과 가깝고 태토와 땔감 조달이 용이하며 운송이 편리하여 청자 생산의 최적지였을 것으로 생각 된다. 이

곳이 바로 청해진과 불과 20km 지점에 있는 강진군 대구면(大口面)과 칠량면(七良面) 도요지(陶窯址)들이

라 할 수 있다.

강진군 대구면 정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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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동지도(1750) 강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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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면 청자 도요지는 처음 용운리에서 시작하여 절강성 월주요 계통의 청자와 유사한 그릇을 만들었

다. 대구면 도요지들이 처음 용운리에 자리 잡았던 이유는 나무를 구해 쓰기 편리한 점을 선택한 것 같으며 

정수사(淨水寺)와도 깊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자료는 없다.

용운리는 산이 많아 화목(火木) 조달에는 편리한 점이 있었으나 제품을 수송하는데 있어서는 불편함이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가마터가 해안 가까운 곳으로 점차 이동하게 되었고 계율리(桂栗里) 지역을 거

쳐 바다와 근접한 사당리(沙堂里)로 옮겨온 것으로 보인다.

사당리 시기에는 수백년 동안 축적해온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급의 청자를 생산해 낼 수 있는 단계에 도

달해 있었다. 이 시기가 고려 예종~명종 사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고려청자는 이 기간에 최고의 절정을 이루었

다. 중국 북송의 사신으로 고려에 왔던 서긍(徐兢)은 개경에 한달간 머물면서 고려의 풍물을 보고 본국으로 

돌아가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 이라는 책을 저술하였는데 여기에 실린 내용 중에 고려청자에 

관하여 기술해 놓은 대목은 “陶器色文靑者麗人謂之翡色 近年以來制作工巧 色澤尤佳” 라고 했다. 또한 송나

라 시대 태평노인(太平老人)이 쓴 수중금(袖中錦)에도 천하에서 제일 귀한 것 중의 하나로 고려청자를 손꼽

았다. 이러한 기록들은 이 무렵 청자가 얼마나 아름다웠던가를 말해주는 중요한 자료들인데 강진에서 제작

된 청자를 보고 표현한 것이라 한다. 이때 만들어진 청자는 비색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기형과 문양이 최고

수준에 도달했으며 순청자를 비롯하여 퇴화, 철화, 연리문 등의 청자도 함께 만들어 내었다. 특히 고려사 의

종 11년(1157년) 4월조에는 궁궐에 청자로 지붕을 이었다는 기록이 있다. 12세기 중반에는 상감청자라고 하

는 새로운 기법의 청자가 창안되어 고려청자에서 순청자 다음으로 주류를 이어 왔다. 순청자 시대는 색이 생

명이므로 좋은 색을 만들어 내는데 가장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색을 만들어 내는 데는 큰 어려움이 뒤따랐고 

공력에 비해 손실이 많아서 손실을 줄이면서 작품을 생산해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상감청자이다. 상감청자는 색보다 문양으로 전체적인 균형미를 살려낼 수 있어서 당연히 무늬

에 비중을 크게 두었다. 상감청자 무늬는 사실적이고 회화적인 소재로써 주문(主紋)과 종속문(從屬紋)의 처

리를 흰색과 검은색으로 적절하게 표현한 점이 특색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기법도 13세기 후반에 와서는 소지(素地)가 거칠어지고 유색은 산화(酸化)되어 황갈색

(黃褐色)이 많아 졌으며 문양도 정치(精緻)된 감(感)을 잃게 되었고 점차 도식화 되어 가면서 퇴조의 기미가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이유는 북방으로부터 몽고의 침입과 남쪽으로부터 왜구의 침입으로 말

미암아 국정이 안정되지 못하였고 도자기를 만드는 일에 있어서도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

다. 이러한 변화속에서도 우리의 도자문화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고려청자 이후에 

새로 등장하는 분청사기이다. 이와 같이 강진 고려청자는 청자 문화의 고향으로 역사속에 길이 남아 아직도 

숨쉬고 있다.《康津郡政50年史》(1993). pp. 335~339

➍ 강진 도요지 분포 현황

고려시대에 집단적으로 청자를 구웠던 곳은 전북 부안과 전남 해남 그리고 강진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 전

국에서 400여개소의 고려청자 도요지가 발견 되었는데 그 중 부안에 85기, 해남에 100기, 강진에 188기가 

분포되어 있다고 한다. 이렇게 보면 고려청자 도요지는 이들 3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데 부안 도요지는 강진과 거의 같은 시기에 청자를 구워내었으나 수량면에서 강진의 것에 미치지 못하며 해

남 도요지 역시 강진보다 훨씬 적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는 강진이 가장 많은 도요지가 분포되어 있다

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부안도요지는 오래전에 거의 훼손되었고 해남은 바닷물의 침식으로 유실된 곳

이 많아 도요지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곳이 적지 않다. 반면 강진 도요지는 모두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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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니나 타지역에 비하여 대체적으로 잘 남아있는 편이다.

강진의 도요지는 1916년 경성일보 기사에 의하면 강진 고려청자 도요지가 세상에 공개된 것은 1913년 

봄 대구면 주재소에 근무한 중도의군(中道義軍)이 주민들의 조언을 빌어 도요지가 있다는 것을 보고함으로

써 다음해인 1914년 이왕직 박물관 말송웅언(末松熊彦)이 현지를 확인 조사하여 발표한데서부터 라고 하였

다. 이후 1925년 중미삼만(中美萬三)이 현지를 답사하였고 1928년에는 야수건(野水健), 소천경길(小川敬吉)

이 지표조사를 하여 도요지 분포도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1939년 10월 고적 107호 대구면 도요

지로 지정하게 되었다. 이때 지정된 내용을 보면 대구면 일부 지역 4개리 9개 마을 86필지 18만여평 100개소

의 도요지를 지정하였으며 여기에는 리 단위별로 발견순위에 따라 번호를 부여하였다. 당시 지역별로 지정된 

도요지수는 용운리 39기, 계율리 28기, 사당리 30기, 수동리 3기로 되어있다. 이렇게 지정해 놓은 도요지들은 

24년 동안 변동없이 그대로 두어 오다가 1963년 문교부에서 사적 68호로 개정고시(고시 107호)하여 지금까

강진군 도요지 분포도(강진의 청자요지, 1992, 해강도자미술관)

강진군 용운리 도요지 원경 강진군 용운리 9호 가마터 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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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관리해 오고 있다.  그동안 대구면 도요지에 대해서 학계는 물론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왔으며 정부에서는 전문학자를 통하여 1964년부터 근년까지 수십회에 걸쳐 발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동안 추가 지표조사결과 새로운 가마터를 50여개소나 추가로 찾아내었으며 정양모(鄭良謨) 선생이 이에 대

한 분포도를 작성 발표한 바 있다. 1982년에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국립중앙박물관 고(故) 최순우(崔淳

雨) 관장에게 강진도요지 조사연구를 의뢰하여 보고서를 간행하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강진군이 목포대학

(1989), 해강도자미술관(1992)에 의뢰하여 도요지 보고서를 펴낸바 있다. 이러한 자료들과 그간에 실시한 발

굴조사의 성과가 강진도요지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었다.

일제강점 이후 반세기가 지나는 동안 도요지 부근에 저수지를 막고 농경지를 구획 정리하면서 지번과 

형질이 변경되었고 천재로 인하여 유실된 곳이 생겼으며 사유권에 대한 권리제한 관계에서도 민원이 자주 발

생하여 보존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서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강진도요지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기 

위하여 1991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에 걸쳐 해강도자미술관의 협조를 얻어 도요지 지표조사를 실시하였

고 1992년 2월 보고서를 발행하게 되었다. 이 보고서는 기존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정밀조사를 하였는데 

강진 고려청자 도요지는 188기로 집계되었으며 기존 지정번호에 이어 미지정으로 관리해오던 도요지와 새로 

발견된 도요지도 확인, 순위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새로 분포도를 작성하였다. 새로 작성된 도요지 수는 

용운리에 75기, 계율리에 59기, 사당리에 43기, 수동리에 6기, 칠량 삼흥리에 5기이다. 도요지들이 위치한 지

역별 상황을 보면 용운리는 항동마을 운곡앞과 가재골로부터 시작하여 항동마을 뒤편과 마을 앞 저수지 양편

에 길게 분포되어 있고, 용문 지역은 마을 앞 산비탈과 도적골 쪽에 도요지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

계율리는 용문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나발잔등 부근에 10여기가 있고 청룡천을 사이에 두고 양편 산기

강진군 계율리 일대의 가마터 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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슭 밭에 수 십 개소가 있다. 사당리는 당전의 윗마을과 아랫마을 산밑 밭 가운데 집단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수동리는 마을과 떨어진 당전과 미산 마을 앞 전답 사이에 있다.

이러한 도요지들은 1960년대 이후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위치별로 확인해본 결과 용운리의 경우 항

동마을 운곡앞 남산 발치와 항동 본마을 북쪽 가재골 요지는 변경된 바 없고 가재골 입구 산밑 밭의 경계지

는 청자편과 갑발이 소량 흩어져 있었으나 현재는 분묘가 있다. 용운 4호 요지는 당전제 공사로 신설된 도로

에 근접되었고 항동마을 뒷편은 갑발퇴적층이 있었으나 현재는 없어지고 말았다. 마을 앞은 저수지 공사로 

인하여 9호와 10호는 발굴되고 나머지는 돌망태로 덮어 보존하고 있다.

용문 도적골은 대부분 국유지로서 보존 상태가 양호하며 30호는 논으로 개답하였고 15호는 당초 요지

가 없던 곳을 지정해 놓았다. 13호는 수로공사로 일부가 훼손되었으며 12호는 개간사업으로 형질이 변경되

고 말았다. 36호는 개간지내에 들어 있었으나 찾아보기 힘들며, 35호는 시설물 흔적이 남아 있다. 23호는 저

수지 공사시 도로이설로 인하여 요지 하단이 복토된바 있으며, 42호는 개간 사업 시 일부가 복토되었다. 그 

외에는 지정 당시 상황과 큰 변동이 없다.

계율리의 계치(桂峙) 도요지는 용문과 경계가 되는 나발잔등 앞 조씨 묘소부터 시작되는데 묘소 앞은 

밭이 논으로 변경 되었으며, 10호도 밭이었으나 한가운데로 수로가 설치되어 있다. 21호는 개답으로 인하여 

끝부분이 파손되었고, 15호 위쪽은 묘소가 설치되어 있다. 계율리는 산과 산밑의 밭에 분포하고 있어서 대체

로 잘 보존되어 있다.

사당리는 당초 전답간에 들어있는 요지가 많았고 민가도 포함되어 있어서 지정당시에도 훼손된 상태였

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평야에도 요지가 상당수 분포되어 있어 변형의 위험이 뒤따르고 있었던 곳이다. 당

강진군 사당리 가마터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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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마을에 소재한 29호 가마는 하천변에 있었는데 수십년 전 홍수 때 유실 되어 흔적조차 찾을 길이 없으며 

5호와 30호는 들판의 밭 가운데 있는데 일부가 개답되었고 8호, 9호, 26호는 건물지였던 것을 국가에서 매입 

철거 후 정비 하였다. 11, 13, 17, 18호 일부는 분묘가 안장되어 있다. 21호와 34호는 개답되고 22호는 대지(

垈地)였는데 구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집을 지었으며 19호도 가옥이 들어서서 대지(垈地)로 바뀌었다. 현 강

진청자박물관 경내에도 여러 기의 요지가 있는데 요지는 훼손되지 않았으나 주변은 각종건물 신축공사로 인

하여 주변 환경이 다소 변하였다. 

수동리 요지는 마을에 근접해 있는 것이 아니고 당전과 미산 앞 들판에 있는데 2호를 제외 하고는 모두 

밭을 논으로 개답하여 경작하고 있다. 요지로 지정할 당시에는 표토에 남아있는 파편들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

문에 가마가 땅속에 남아 있는지 알 수 없었으나 개답으로 인하여 이제는 파편이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칠량의 도요지는 해무리굽 계열의 요지로 삼흥 저수지 동북쪽 산기슭에 남아 있으며 본래의 도강마을

은 저수지 공사 때 마을이 없어지고 요지는 마을이 있었던 북쪽 산발치에 그대로 남아있다. 남산요지는 마을

의 동쪽 산밑 밭에 있으며 밭 귀퉁이 일부가 훼손 되었다. 남산 마을도 이제는 폐촌이 되고 집터만 남아있는 

실정이다. 남산 버섯공장에서 동쪽으로 100m쯤 올라가면 도로변 밭에 해무리굽 청자편이 있고 도로 위 산쪽

에는 분청사기편이 많이 남아 있다. 이 가마자리는 초기 청자편과 분청사기편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곳이다. 

버섯공장 서북쪽 골자기에도 해무리굽 요지가 있는데 요지의 윤곽이 뚜렷하지는 않다. 

이외에도 강진지역에는 토기, 분청, 옹기, 백자요지가 다수 있으며 분청요지로는 칠량면 삼흥리에 3기, 

명주리에 5기, 도암면 신덕리에 1기, 군동면 금사리에 1기가 있다. 백자 요지는 칠량면 덕동 1기, 성전면 죽

전 2기, 영풍 1기, 처인 1기, 신전면 수양 2기, 어관에 2기가 있으며 신전 수양리는 청화백자를 구웠던 곳인데 

저수지 공사 때 완전히 파괴되었다. 토기 요지는 대구면 용운리에 10기, 계율리에 1기가 있고 칠량면 삼흥리

에도 7기가 있다.

지금까지 강진지역 도요지 분포상황을 살펴보았는데 강진 도요지는 청자문화 연구에 중요한 보고로

서 보존의 가치성을 오래 전부터 인식해 오고 있으나 대부분의 요지는 사유지 내에 분포되어 있어 앞으로 완

벽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점진적으로 매입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른 지역 사적지 보다 강

진 도요지가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특히 단일지역에서 적어도 500여년 동안 국가의 도자문화

를 주도해온 것도 드문 일이며 도자문화사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청자문화의 백미를 장식했던 곳이기 때문

이다. 《강진군정 50년사》(1993)

2) 강진군의 요지 위치와 자연환경

강진군의 청자요지들은 행정구역으로는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용운리, 계율리, 사당리, 수동리와 칠량면 

삼흥리에 각각 위치하고 있다. 경위도상의 극점은 대구면 요지군의 경우 극동은 동경 126° 50′ 26″, 북위 

34° 31′ 47″, 극서는 동경 126° 47′ 33″, 북위 34° 31′ 47″, 극서는 동경 126° 47′ 33″, 북위 34° 30′ 13″, 극

남은 동경 126° 47′ 33″, 북위 34° 29′ 38″, 극북은 동경 126° 50′ 02″, 북위 34° 32′ 03″이다. 칠량면 삼흥리 

요지군은 동경 126° 51′ 08″, 북위 34° 34′ 48″를 중심으로 주위에 분포하고 있다. 

요지 주변의 지리적 환경은 대구면의 경우 서쪽으로는 강진만이 남에서 향북하여 깊숙이 들어온 해안

에 접해 있고, 북은 칠량면과 경계하며, 동은 장흥군 대덕읍과, 남은 강진군 마량면과 경계하고 있다. 북으

로부터 노령산맥의 지맥이 장흥군, 영암군, 강진군의 접경지점에 이르러 국사봉(618m)을 중심으로 동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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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과 서부지맥으로 나뉘면서 각각 북에서 남으로 

수직 평행선을 그리면서 완도군과 해남반도로 향

한다. 강진군은 그 양 산맥사이로 향북하면서 깊

숙이 들어가 있고 남서로 향하는 탐진강의 하구와 

만난다. 국사봉을 지나 향남하는 동부지맥은 수인

산(561m), 성락산(274m),  화방산(402m), 부용산

(609m), 양암봉(465m), 천태산(549m)을 거쳐 완

도를 향하게 된다. 

대구면 요지는 천태산으로부터 향북서 하다

가 다시 향남서하여 여학산(312m)에 이르는 반원

상 지맥의 남동남 산록과, 천태산에서 향남서 하면

서 관찰봉(389m)을 지나 향서하여 강진만 해안에 

이르기까지의 북서 산록에 주로 위치하고 있으며, 

그 사이를 천태산에서 발원하여 남서류하는 소규

모 하천인 뒷내(대구천)가 흐르며 그의 각 지류의 

계곡과 인근의 산록에 약 30° 이하의 경사지는 거

의 대부분 요지가 분포하고 있다. 

칠량면은 강진군의 남부지역에 위치하며 동

으로는 부용산, 양암봉, 천태산을 경계로 하여 장흥

군 용산면, 관산읍, 대덕읍과 접해있고, 서로는 강

진만을 사이에 두고 강진읍, 도암면과 경계를 이루

고 있다. 남으로는 천태산이 西로 뻗는 줄기를 중

심으로 대구면과 북으로는 괴바위산(477m)과 금

사봉(389m)을 중심으로 군동면과 인접하여 있다. 요지가 분포하는 곳은 칠량면의 북동부로 부용산 줄기에서 

내려온 산기슭이다. 요지의 남서쪽에는 삼흥 저수지가 있고 그 아래로 평야가 펼쳐지고 있어 저수지 건설 이

전에 요지의 환경은 산으로 둘러쌓인 계곡의 산록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면 요지와는 천태산에서 서향하

는 지맥을 경계로 하며 직선으로 약 5km 거리에 있다.

대구면과 칠량면의 기후는 우리나라 온대기후 중 남해안형에 속하며 바다의 영향을 받아 연중 온난다

습하다. 연평균 기온은 13.6℃, 강우량은 1,000~1,500mm이다.

강진군 지역에 부존하는 광종(鑛種)은 금, 은, 동, 철, 고령토, 망간, 납, 규사, 규석 등 10여종이다. 특히 

고령토와 규석은 이지역의 주 광원으로서 채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규석의 경우 전남지역 생산

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고령토는 강진읍을 중심으로 칠량면과 대구면 지역에서도 생산되고 있다.康津의 

靑磁窯址(1992), 海剛陶磁美術館, p.20

강진의 위치(1992), 해강도자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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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태안 대섬 유적의 해양환경

1) 태안 대섬 유적의 해양환경

➊ 해저지형

태안군 근흥면 대섬은 행정구역상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의 무인도에 속한다. 유물은 대섬 남서쪽 

약 200m 지점에 매몰되어 발견되었다. 신진도 내항에서 2.5km, 외항에서 4.1km에 위치한 이곳은 군사보호

구역으로 포 사격등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일반인의 접촉이 없었던 곳이다. 대섬은 지도상에 송도로 표기되

어 있으나 현지 주민들은 모두 대섬으로 부르고 있다. 태안군 대섬 인근해역의 평균 수심은 13m이며 인근

해역의 수심은 15m정도이다. 태안 침몰선은 95°기울어져 발견되었으며 외판 부분만 남아 있었다. 침몰 방

향은 조류의 방향과 일치하며, 발굴해역은 북으로 대섬이 위치하고 있으며 대섬 방향으로 수심이 낮아지며, 

남으로는 수심이 깊어진다. 침몰선이 위치한 지역의 해저면은 평탄하며, 사토와 갯벌이 혼합되어 매우 단단

하게 이루어져 있으므로 잠수사가 쉽게 걸어 다니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다. 

➋ 해양환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은 삼면이 바다로 둘려 쌓여 있는 반도로써 북으로는 흑도, 서로는  서격렬비열도, 남으

로는 정족도가 위치하고 있다. 해안에는 갯벌이 잘 발달되어 있고 4월부터 8월 사이에 해상에는 안개가 약 

50일 정도 나타나고 6월에 대섬 부근의 농무(濃霧) 일수가 24일을 넘는 것으로 나타난다. 겨울철의 북서계

절풍은 여름의 남서 계절풍보다 강하다. 또한 겨울철에 대륙의 저기압이 지나가고 고기압이 뒤따를 때 기압

경사가 커 편북풍이 강하게 불며 기온도 급격히 내려간다. 9월경부터는 편북풍이 많아지고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북풍이나 북서풍이 불며 4~8월에는 풍향이 고르지 못하다. 

발굴해역 북으로는 근흥면이 북풍을 막아주나, 남풍이 불면 바람을 막아주는 섬들이 없어 파고가 높고 

기상이 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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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조석 및 조류

근흥면의 조차는 299~668cm(평균484cm)이고 만리포에서는 220~501cm의 조차를 나타내고 있다. 밀물은 

평균 3.5시간동안 지속되며 썰물은 8.5시간이나 지속 된다.근흥면지, pp. 72 ~ 73  조류는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발

굴해역의 조류는 밀물 때는 남동으로 흐르며 썰물 때는 북서쪽으로 흐른다.

➍ 수온 및 평균해면

발굴해역의 수온은 2~3월에 가장 낮고 8월에 수온이 최고에 달한다. 발굴해역의 평균 수온은 약 13.4℃ 이다.

대섬 해역 해도

발굴해역 조류 및 탁도 측정결과(2007년 7월 8일 조금 15시 43분)

측정시간 조류(cm/sec) 방향(°) 탁도(NTU)

12시 30분 33.25(1.1km/hour) 121 1.08

13시 30분 36.67(1.3km/hour) 119 0.89

14시 30분 24.00(0.9km/hour) 98 1.08

15시 30분 30.31(1.1km/hour) 85 2.06

16시 30분 23.96(0.9km/hour) 69 2.16

17시 30분 15.64(0.6km/hour) 38 2.55

18시 30분 10.76(0.4km/hour) 337 2.16

발굴해역 월별 평균 수온(℃)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5.4 ~ 10.7 2.4 ~ 7.7 2.4 ~ 7.1 4.0 ~ 8.7 6.5 ~ 15.3 5.3 ~ 18.6 10.5 ~ 27.2 6.8 ~ 28.1 8.4 ~ 23.9 8.1 ~ 22.3 11.4 ~ 12.8 7.2 ~ 12.9

발굴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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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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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 발굴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메모형식으로 기술한 일지이다. 하루의 시작과 함께 날짜별 기후, 발굴좌표, 

방문객, 출토유물, 발굴방법, 유적상태, 촬영방법 등 하루의 일과를 자세히 기록하였다.

1) 1차 발굴 조사일지

2007년 7월 4일(수) 흐림

수중발굴단, 씨뮤즈호 현장이동 후 숙소결정, 민간잠수사와 발굴방법, 조사방법 협의.

2007년 7월 5일(목) 흐림

대섬 남서방향 100m지점(북위 36°40′11.7″, 동경 126°10′37″)에 기준점을 설정하여 주변 육안 및 탐침

봉 탐색, 기준점 주변유물 수습.(청자대접 등 233점 발굴)

2007년 7월 6일(금) 맑음

조사 중심점인 대섬 남서방향 100m지점(북위 36°40′11.7″, 동경 126°10′37″)기준점을 중심으로 북서(NW1) 

100m지점과 남동(SE1) 100m 지점에 설치 후 북동-남서 방향으로 20m지점에 두개의 부표를 설치, 직사각

형의 기준점 설치 후 원형탐사 중 대섬 남서방향 약 200m지점에서 청자운반선 발견 상태촬영 및 규모추정. 

(대접 등 57점 인양발굴)

1. 발굴조사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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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7일(토) 맑음

조사중심점 남서방향 100m지점(북위 36°40′11.7″, 동경 126°10′37″)을 중심으로 원형 탐사 및 유물 수습

청자운반선 주변은 워터제트(Water Jet)를 이용하여 선체 규모 및 유물 분포 상황을 위한 제토 실시.(청자

대접 등 83점 인양발굴)

2007년 7월 8일(일) 맑음

기준점을 중심으로 북서-남동 방향으로 측면주사음파탐지기 장비탐사조사 및 조류, 탁도 등 측정.

2007년 7월 9일 흐림

선체 발견지점에 기준 부표를 설치한 다음 동서-남북 방향으로 수중 탐침조사와 더불어 유물의 분포상황 및 

선체노출상태를 파악하고 외판재로 추정되는 선체편과 멍에형가룡 부속구 확인. 확인된 매장처의 범위는 동

서 7.7m 남북 7.3m 정도로 선체는 동서방향으로 매몰되었으며 기울어진 상태로 매장된 것으로 추정.

2007년 7월 10일 흐림

선체 발견지점에 부표를 설치하고 동서↔남북방향으로 수중에 탐침봉과 5mm 로프를 이용하여 서클라인

조사를 실시. 탐사조는 선체기준 북동쪽 방향으로 70m에 지점에 수중라인을 설치하고 제토 및 유물 수습 

실시. 선체 외곽 지점은 넓은 범위에 유물이 산포되어 있어 워터제트를 이용 제토(폭1m, 깊이 20~30cm)하

고 청자대접 등 95점을 선체외부 지역에서 수습 인양. 선체내부에서 확인 가능한 유물 기형별로 참외모양

주자 등 9점을 인양 수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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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의 분포상황과 노출선체 상황을 고탁도 카메라로 촬영녹화하고 이후 발굴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2007년 7월 11일 흐림

선체기준 북동쪽 방향으로 70m지점에 수중라인을 설치하고 선체 방향쪽으로 탐사를 진행하면서 유물의 분

포상황 파악 및 유물수습.

오후 작업은 남서→북동방향으로 바람이 초속 8~12m/s로 강하게 불어 현장 철수 후 발굴유물 이송을 위

한 정리 작업 실시.

2007년 7월 12일 흐림

조사지역에 설치한 부표철거 및 발굴현장 정리.

발굴유물 542점 2007년 7월 12일 전시관으로 이송 완료.

2007년 7월 18일 흐림

조사 재개를 위한 수중발굴전용선박(씨뮤즈호)의 동, 서 ,남, 북 각 방향으로 닻을 고정하고 잠수사가 유물

매장 처에 입수하여 유물매장 상태확인.

그리드 설치를 위한 강관 등을 수중의 그리드 외곽 모서리 지점에 정리하고 그리드 동↔서 12m, 남↔북 

8m의 직사각형의 그리드 설치(1m 간격으로 노랑, 흰색을 도색하여 수중에서 확인이 용이하게 함)를 위한 

5mm 로프를 수중에 설치하고 동북(A1)지역 외곽 1m지점에 원반추와 철창을 사용 잠수사 입·출수라인

을 설치함.

2007년 7월 19일 비

발굴해역에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태안 지방에 내려진 호우주의보와 바람으로 인하여 전용 

선박이 출항 하지 못함.

태안 현장 숙소에서 자문위원회 개최.

2007년 7월 20일 흐림

동↔서 12m, 남↔북 8m 그리드 고정 설치, 그리드 철제말목 고정.(깊이 1m 정도)

2007년 7월 21일 흐림

1m간격으로 철제 말목을 설치하고, 그리드 상단(50cm)에 작업대(10개, 길이185cm 폭 45cm)를 설치 70cm 

위에 카메라 타워를 설치함. 그리드 내부는 1m 간격의 고정말목에 로프를 고정하여 격자모양의 그리드를 

설치(A1~H12, 96칸)함.

그리드 내부 일부구역을 약실측하고 사진촬영을 실시함.

2007년 7월 22일 맑음

그리드 내부지역 구역표시 라벨을 케이블타이를 이용하여 고정하고, 그리드 내부지역의 유물 분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실측을 실시함. 실측한 결과 최소 한단에 2,000점 이상의 유물이 분포하고, 유물층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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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상 존재할 것으로 추정. 

그리드를 중심으로 입·출수 라인을 설치하고 그 기준점에서 로프를 사용하여 북쪽으로 10m 이동 후 산포 

되어진 유물을 수습. 발굴구역 위치는 수중에서 수면으로 부표(공기주입식 부표)를 올려 유물의 매장처를 

인식케 함. 수면에서는 D.G.P.S 를 이용하여 그 위치를 기록 함.

2007년 7월 23일 흐림·안개

카메라 촬영 테이블 설치 완료. 내부의 유물상태를 녹화하고, 수중유물 상태 파악을 위하여 고탁도용카메라

와 표면공기공급장치를 장착하여 언론공개 준비.

그리드 외곽 서쪽구역(1~2m)유물 분포상황 파악 및 교란유물 수습. 

2007년 7월 24일 흐림·안개·비

발굴조사 언론공개를 통하여 그 동안의 수중발굴 성과와 발굴조사에 대한 브리핑 실시. 

2007년 7월 25일 흐림·안개

그리드 외곽구역의 유물 분포 파악을 위하여 워터제트로 유물의 분포상황을 확인함. 확인구역의 대부분 지

역은 뻘 30cm 아래층에 유물이 존재 하고 있었으며, 그 아래 부분은 생토에 가까운 새로운 갯벌층이 형성

되어 있었음.

2007년 7월 26일 흐림·안개

오전 선체주변 정리 및 교란유물 수습. 현장은 사리 때 강한 조류로 인하여 발굴 작업이 불가하여 현장철수.

2) 2차 발굴 조사일지

2007년 8월 5일 흐림

발굴단 현지 이동 전 사진 촬영용 구획 틀과 선체 인양대 제작. 발굴에 필요한 사진 촬영용 구획 틀, 선체 인

양대, 에어리프트(컴프레셔), 표면공기공급장치, 워터제트 등은 운반선(해진호 80ton) 화물칸에 선적. 목재

바지선은 해상으로 예인하여 목포→신진도항으로 이동 하였고, 임시 사무실로 사용 할 컨테이너는 육상으

로 이동하여 현지에 설치.

2007년 8월 6일 비, 바람

바지선과 인양선 발굴현장 도착. 현장임시 사무실은 태안군 관공선 관리사무소에 설치함. 해상의 기상여건

이 안 좋아서 바지선정박작업 및 발굴준비 작업은 실시하지 못함. 

태안군청 및 해양경찰서를 방문하여 발굴조사 재개를 통보함.

2007년 8월 7일 비

비, 바람이 심하여 현장접근 어려워 발굴 조사 작업 미실시.

현장사무실 전기시설 설치 및 실측 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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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단과 민간잠수사간 발굴방법 및 조사방법 협의.

2007년 8월 8일 비

기상대기.

2007년 8월 9일 흐림

현장에 바지선 정박. 바지선 정박은 4곳(북동, 남동, 남서, 북서)의 방향으로 200m씩 30mm로프를 사용하

여 정박하였고 향후에 바지선이 이동 가능하도록 약 20m정도 끈의 여유를 남겨두고 정박. 잠수조사를 실

시하려고 하였으나 몇 일 동안의 비, 바람 등으로 수중시계가 나빠 퇴수함. 오후가 되면서 기상이 악화되어 

현장에서 철수함. 

KBS 역사스페셜팀과 촬영협의(나원식 PD 등)를 위한 미팅.

2007년 8월 10일 비, 흐림

오전까지 남동-남서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 현장 접근이 어려워 기상대기. 오후에는 현장에 도착하여 안전

기원제를 지내고 발굴에 필요한 에어리프트 및 후카(표면공기공급장치)를 설치함. 

2007년 8월 11일 흐림

현장에 도착하여 유물상태 확인을 위한 수중촬영을 실시하고 에어리프트(3인치) 부력 조절을 하기위하여 

납벨트 80kg를 에어리프트 헤드에 설치함. 수중여건으로 인하여 수중 작업대를 해체하기로 결정하고 해체 

작업을 실시함.

2007년 8월 20일 흐림

발굴조사에 필요한 장비 점검 및 운반.

2007년 8월 21일 맑음

그리드에 해초 등이 끼어서 제거작업을 실시함. 수중 여건상 그리드 위치를 다시 표시하기 위하여 전체의 

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유성펜을 이용하여 번호를 재 작성 부착함. 수중 유물의 노출상태 촬영을 계속 실시

함. 갯벌제거를 위한 에어리프트를 시험가동하고 미비한 사항을 보완. A1 그리드 동쪽 외곽 지역의 갯벌을 

제거하였고, 제거한 지역에 산포된 소접시 파편류가 다량 확인. 그리드 외곽 지역의 조사(갯벌제거)를 위하

여 에어리프트(6인치)를 설치함. 에어리프트(6인치) 부력조절은 3인치 에어리프트와 동일한 방법으로 설치

하고 시험가동을 함.

2007년 8월 23일 맑음

조사인원을 2개조로 편성하여 그리드 내부는 3인치 에어리프를 사용하고, 외부는 3인치보다 갯벌제거 작업

이 빠른 6인치 에어리프를 사용하여 갯벌을 제거. 그리드 내부에 설치된 사진촬영용 작업대를 고정하기 위

하여 에어백(40kg)을 설치하였고  갯벌이 제거된 지역(A1~A12, B1~B12, C1~C12, D1~D12, E1~E12)에 대

하여 사진 및 영상촬영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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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8월 24일 맑음

그리드 내부의 갯벌이 제거된 지역에 대하여 유물 인양작업을 실시함. 인양방법은 인양바스켓에 에어백을 

설치하고 인양바스켓에는 바지선에서 인양할 수 있도록 로프(12mm)를 설치. 인양바스켓이 정상적으로 올

라갈 수 있도록 해저에도 인양바스켓에 로프를 연결. 인양은 A1지역에서부터 실시하였으며 유물은 A6 70

점, A7 102점, B3 8점, B4 6점, B5 2점, B6 27점, B7 213점, B8 3점, C5 129점, C6 73점, C7 107점, D4 25

점, D5 302점으로 총 1,176점을 인양함.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등을 완료한 후 인양작업을 실시함. 1층 유물

은 5, 6, 7구역에 집중적으로 분포. 

2007년 8월 25일 맑음

그리드 내부 1층 D6, D7, D8, D9, E4, E5 구역을 발굴 인양하였으며, D6 구역에서 연판문대접, 청자발 등의 

새로운 기형이 발굴됨. 청자발우 등 상태가 양호한 유물은 사이사이에 완충재 흔적이 보이며 인양은 그리드

별로 차례대로 인양을 실시함. 인양과정은 카메라와 비디오로 촬영을 실시함.

2007년 8월 26 ~ 8월 30일

기상 조건악화로 현장 철수.

2007년 8월 31일 맑음

발굴조사단 현장도착 발굴조사 준비 및 업무회의.

2007년 9월 1일 비

D9 구역 두꺼비형 벼루의 뚜껑 유무 확인을 위하여 탐색 하였으나 뚜껑부분은 없음. E6, E7, E8, E9, E10 구

역의 유물을 오전에 수습하고 촬영함. E9 구역의 앵무문대접 사이사이에 짚을 사용하여 완충하였던 완충재

가 발견됨. 오후는 기상 악화로 인하여 17:00경 현장 철수함. 

2007년 9월 2일 비

관공선 부두 임시사무소(컨테이너)에서 수중 발굴 1층 유물 평면도 실측 작업실시. 

오전에 1층 F6, F7, F8, F9 구역 유물을 수습인양 함. 오후에 1층 F10, G5, G7, G8 구역의 유물 인양함. 바지

선에서는 유물(대접 등 1,145점)정리함.

2007년 9월 3일 흐림

 유물이 발견되지 않는 구역은 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갯벌을 제거하지 않고, 유물이 발견되는 구역만을 에

어리프트로 갯벌을 제거함. 오전에 1조는 에어리프트를 이용하여 C6-D6 구역, A8-B8 구역, A9-B9 구역을 

제토 하였고 갯벌제거 중 A9-B9 구역에서 밧줄이 발견되어 작업을 정지하였음. 2조는 워터제트를 이용하여 

E8-E9, E11-F11, E9-H9 구역을 제토 함. H9 구역에서 완형의 항아리 매장 확인함. A9-B9 구역에서 발견되

었던 밧줄의 일부를 인양함. 오후 작업에서 A6-H6 구역의 갯벌제거 함. H9-H11, G9-G11 구역 제토작업 중 

철화통형잔이 노출 되었고 통형잔 및 밧줄의 노출상태 유물 촬영함. 대접 등 25점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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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9월 4일 흐림

1층 유물 수습 후 A12-H12, A11-H11 구역 제토 작업실시 함. 1층에서 보이지 않았던  E11-H11 구역에서 

유물이 발견되었고 선체일부분이 노출되기 시작. 확인한 결과 외판재로 보이며 나무못, 가룡 구멍, 외판연

결방법 ‘ㄴ’자 턱받침, 외판연결 이음부분 등이 확인됨. 오후에는 A1-H10, A9-H9 구역 갯벌제거 하였고 인

양된 유물은 대접 등 111점임.

2007년 9월 5일 흐림

A4-H4, A3-H3, A2-H2, A1-H1 구역 제토 방법은 에어리프트 방법으로만 실시하였고 2명의 잠수사가 들어

가 한명은 에어리프트 헤드부분을 잡고 한명은 유물이 있는 부분에서 패각류나 갯벌을 에어리프트헤드 부

분에 손으로 집어넣는 방법으로 실시함. 대접 등 78점을 인양하였고 파손된 유물은 162점을 인양함. 

2007년 9월 6일 흐림

2층 지역의 제토를 완료하고 바지선을 그리드 부분과 근접하게 하기 위하여 바지선 이동(북쪽), 유물 2층 

노출상태 촬영 실시 A1~H12 구역 촬영완료. 태안 대섬 인근에서 유물 매장확인을 위한 잠수조사를  하였

으나 유물은 존재하지 않음.

2007년 9월 7일 맑음 

도자기 포장목재 및 완충재(짚)를 수습하기 위하여 7.5cm 고압호스를 반으로 절개하여 수중에서 떠낸 후 비

닐과 고무밴드를 이용하여 포장함. F7 구역의 완충제 및 포장목 수습. 

A1-D5 구역의 노출 및 촬영이 완료되어 인양함. 청자대접 등 908점 인양.

2007년 9월 8일 맑음

2층 유물인양과정을 촬영함. D6-D9, D10-D12 구역 유물인양 작업.

고압호스를 반으로 절개하여 수중에서 떠낸 후 비닐과 고무밴드를 이용 D7 구역의 포장목 및 완충재 수습. 

인양유물은 대접 등 763점 인양.

2007년 9월 9일 맑음

현장철수. 

2007년 9월 13일 흐림

태안 현장이동 및 잠수사와 발굴방법 회의.

2007년 9월 14일 흐림

2층 유물 중 포장목, 완충재 인양과정 촬영. E3-E8, E9-F7 노출유물, 선체 부속구, 원통목은 비닐로 포장하

여 보관함. 인양된 유물 중 청자양각연판문발, 청자대접, 발우 세트 등은 사이에 짚을 사용하여 포장하였음. 

도기호는 목 부분에 갈대 등을 감아서 선체에 고정하였던 것으로 보인임. E7 구역에서 선체 부속구 및 잡유

호 1점 인양. 청자대접 등 2,012점 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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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9월 15일 맑음

2층 유물 인양 시 전반적인 과정 촬영. 유물 인양과정 중 포장목과 함께 목간이 수습됨(F8~F9). 목간은 고

려시대 고선박에서는 처음으로 출토됨. 목간 3편 중 해독 가능한 글자 □永戶付□□확인 (육안 관찰 길이 

25cm, 폭 4cm, 두께 0.5~0.7cm)임. 다른 목간은 초서체로 적외선촬영 후 판독하면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목간의 형태는 윗부분에 끈을 묶을 수 있게 양쪽에 삼각형의 각을 주었음(육안 관찰 길이 15cm, 폭 

3cm, 두께 0.5~0.7cm). 목간은 묵서가 지워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표면에 붙은 흙을 붓으로 세척 후 부목

과 부직포를 사용한 검은색 비닐로 포장하여 밀폐상자에 포장함. 포장목은 플라스틱 상자 안에 물을 담구어 

둠. 오후에는 F10~G6까지의 유물을 인양함.

2007년 9월 16일 흐림, 비

오전에는 G7~H10 2층 유물 인양 완료함. 유물 인양과정 중 포장목과 목간이 수습되었고 목간은 G7 구역

과 G10 구역에서 인양함. 목간 2편중 해독 가능한 글자□田□, □云 확인. 다른 목간은 초서체로 적외선촬

영 후 판독하면 자료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육안 관찰 길이 10cm, 폭 4cm, 두께 0.5~0.7cm). 오후는 

G7~H12 구역의 2층 유물을 인양하였으며 인양유물은 청자대접 등 1,544점. 목간의 긴급 적외선 촬영 및 안

전한 보관을 위하여 우리관 보존과학실로 이동함.

2007년 9월 17일 흐림

2층 유물 인양 완료 후 사진촬영. 갯벌 제거 전 상태, 유물의 상태 등을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 촬영 중 萬자

가 새겨진 목간 수습(육안 관찰 길이 5cm, 폭 3cm, 두께 0.5~0.7cm). 3층 G1, H1, H2 구역에 유물이 산포

하고 있었고, 나머지 A1~F1 구역은 유물이 보이지 않음.

에어리프트로 3층 갯벌 제거작업 실시.

2007년 9월 18일 비, 바람

2007년 9월 14일~17일까지 인양한 유물을 국립해양유물전시관으로 이동함.

태풍 12호 위스의 영향으로 해상의 비, 바람이 심하여 현장에 철수.

2007년 9월 19일 비, 바람

태풍 12호 위스의 영향으로 현장대기 함.

2007년 9월 20일 비, 바람

태풍 12호 위스의 영향으로 현장에 철수.

2007년 9월 21일 비, 바람

현장 철수(현장에서는 운반선(해진호)이 현장을 관리함)

2007년 9월 30일 흐림

현장도착, 발굴방법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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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일 흐림

3층 유물 노출을 위한 F8~H8 구역 제토 실시. F8 구역에서 목간 3편 인양(隊正仁守 □□付沙器壹□, 耽津

□隊正仁守 □付沙器壹□, 手決), 골재 1점 인수.

E6, G5 구역 제토. G5 구역 목간수습(崔大卿 宅上). 인양유물은 청자 받침대 등 6점.

2007년 10월 2일 흐림

3층 유물 노출을 위한 제토 중 E5~H8, F9~H9, G11~G12, H11~H12 구역제토. H9 구역에서 소형 받침대1

점, 목간(卿 宅相) 1편, 수결(手決) 1편, G11 구역 수결(手決) 1편 인양. F10 구역에서 140cm 정도의 포장

목 완형 인양. 인양된 목간의 묵서 내용이 기 발굴된 내용과 비슷하며, 현재까지 인양된 포장목과는 차이가 

있음. 포장목은 도자기와 같은 방향으로 포장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지만 목간은 포장목 등 사이에 꽂아 놓

은 형태임.

3층 유물이 매장된 지역을 에어리프트 작업을 실시하였고 C6 구역에서는 참나무로 보이는 원통형목재(길

이 120cm, 지름 15cm)를 인양함. 제토지역 유물확인 및 촬영실시.

F10 구역에서 청자향로, 합받침대, 향로파편 등 인양.

2007년 10월 3일 흐림

3층 노출 유물 사진 촬영 실시. 포장목 수습 G6 구역에서 □□ □上 下□ 1편 인양.

2007년 10월 4일 흐림

3층 유물 수중비디오 및 스틸촬영 실시하고 G7~G9 구역 유물 인양.

F9 구역에서 최대경 택상(崔大卿 宅上)과 수결(手決) 2편 인양. D7 구역에서는 청동발 2점 인양.

2007년 10월 5일 흐림

3층 유물 노출 상태 비디오 및 스틸촬영, G10~F6, F6~E5 구역 유물 수습 인양유물은 청자대접 등 2,322점.

2007년 10월 6일 맑음

오전은 3층 제토 후 E5~E10 구역 촬영 및 유물인양. 오후는 D5~D9 구역 촬영 및 인양.  3층 유물 확인결과 

2층에 비하여 유물 분포층이 좁아지고 있음. 인양유물은 청자대접 등 2,435점.

2007년 10월 7일  맑음

E5~7, F5~7, C9~11,D9~11 구역 제토작업 실시. 4층 제토 구역 중 E7지역에서 목간 1점이 완형으로 출토

(□□□□安永戶付沙器一, 길이 35~40cm, 폭 5cm, 두께 7mm) 되었으며, 4층 유물 노출 전 상태 및 제토 과

정 촬영. 3층 G12를 확인하는 과정 중에 도자기 적재 시 끈을 묶는 방법의 하나인 매듭을 확인하였는데 끈

을 말아서 한쪽으로 빼내는 방법을 취하고 있음. 4층 G9 지역에서 청자바리대 3세트 9점 수습.

2007년 10월 8일 흐림

강풍으로 작업이 불가능하여 철수함.

지도위원회 자료 준비 및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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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9일 맑음

4층 E9~F9, G9~H9, E10~H11 구역 노출을 위한 제토. 제토 중 E9 구역에서 청자향로 외 유물 4점 수습 및 

촬영. 조류가 빠른 관계로 발굴을 중단하고 유물을 우리관으로 이송. 인양유물(4층 E9)은 청자향로 1점, 받

침대 1점, 통형잔 1점, 유병1점으로 총 4점. 

2007년 10월 15일 맑음

현장으로 이동 및 발굴방법 잠수사와 협의.

2007년 10월 16일 맑음

4층 노출 유물 부분 중 G6, G9, H10, F6, F7, F8 구역 사진 촬영 후 유물을 인양 하였고 노출 유물의 인양에 

따라 선체가 어느 정도 확인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협의한 결과 모래주머니를 만들어 선체 위에 쌓아서 부

력 및 조류에 의한 손실 대비. 인양유물(4층 G6, G9, H10, F6, F7, F8)은 청자대접 등 총 1,211점.

2007년 10월 17일 맑음

4층 F10, F11, E6, E7, E8 구역 노출 유물 수중사진 촬영 및 인양. 4층 E7 구역에서 다양한 청자합 18세트가 

세워진 상태로 출토됨. 특히 그리드 번호 6, 7, 8, 9번이 유물의 집중매장처 이면서 양질의 청자가 집중되어, 

목간 출토 지역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4층 인양유물은 청자합 등 총 732점.

2007년 10월 18일 맑음

4층 D8 구역 유물 및 파편 인양. 5층 제토 과정 촬영. 

5층 유물 노출을 위하여 D4 ~ 7, E, F, G, H 구역을 제토 하였고, 제토 과정 중에 목간(□□□□砂器□ 길

이 15cm, 폭 2cm, 두께 5mm 정도) 1점 수습. 5층 노출 유물 부분 인양 과정 수중사진 촬영. 노출유물 중 

D6, D7 구역에 있는 항아리(2), 물동이(1), 철제솥(2)은 훼손될 수 있어 우선 인양함. 4층 인양유물은 청자

합 등 총 169점.

2007년 10월 19일 흐림

바람이 심하게 불어 현장작업 불가하여 현장사무실에 실측작업.

2007년 10월 20일 흐림

바람이 심하게 불어 현장작업 불가하여 현장사무실에서 실측.

현장 경계근무를 위하여 육군 1789부대 위로 방문. 

2007년 10월 21일 맑음

5층 노출 유물 부분 실측을 위한 주변 정리 및 수중사진 촬영. 에어리프트 철거함. 노출 선체를 가실측함. 5

층 D4, D5, D6, F6, F8 구역 노출유물 인양 및 촬영. 2008년 조사를 위해 선체 위에 모래 포대로 움직이지 

않게 고정함. 인양유물은 청자 합 등 총 1,24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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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22일 맑음

5층 노출 유물 인양 후 선체의 구조 확인. 선체 실측 후 선체 외곽 물분사기를 이용한 유물 매장여부 확인. 

2008년 조사를 위해 선체 위를 모래 포대로 움직이지 않게 고정한 후 촬영. 모래포대 위에 그물을 이용한 

고정 작업 실시. 5층 유물 인양 후 4, 5층 유물 우리관 운송. 5층 주변 물분사기(워터제트) 사용 후 청자뚜

껑 등 총 35점 인양.

2007년 10월 23일 맑음

선체 고정 상태 촬영. 모래주머니 점검. KBS 역사 스페셜팀 진혼제 올림. 유물인양과정, 잠수 입·퇴수 과정 

등 촬영. 헬기를 이용하여 발굴과정 촬영.

2007년 10월 24일 맑음

닻 철거. 바지선 신진도항 예인. 2008년 조사를 위해 일부 장비는 태안군 선박관리사무소내 임시 사무실에 

보관 후 현장철수. 관계기관 방문하여 대섬 인근해역 경계근무 부탁.

3) 3차 발굴 조사일지

2008년 4월 27일 흐림

현장도착 및 선박인양발굴방법 회의.

2008년 4월 28일 맑음

바지선 정박 및 에어리프트 부력조정. 2008년 개수제 실시.

그리드 내부 선체 보호용 그물 및 모래주머니 제거.

2008년 4월 29일흐림

선체주변 갯벌제거 작업 및 수중비디오 촬영실시.

에어컴프레셔 압력조절(7Kg→8Kg), 에어리프트 라인 교체작업.

2008년 4월 30일 흐림

그리드내부 갯벌제거 작업(에어리프트, 워터제트)

오후에 촬영을 시도하였으나 시계가 좋지 않아 수중촬영을 하지 못함.

2008년 5월 1일 맑음

선체노출을 위한 에어리프트 갯벌제거작업.

선체노출상태 및 매몰상태 파악을 위하여 수중디지털카메라 촬영을 실시.

그리드라인 재조정. 선체 1단-1, 1단-2 인양 및 선체 포장작업(에어비닐, 부직포, 비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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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2일 맑음

선체 1단-1, 1단-2를 예인선(해진호)으로 이동. 선체인양을 위한 선체 받침대 제작.

수중 디지털사진 및 비디오 촬영. 육상비디오 촬영.

선체 2단-1, 3단-1, 4단-1, 4단-2 선체인양.

2008년 5월 3일 맑음

예인선과 고무보트를 이용하여 안흥내항까지 선체 이동.

탈염장 이동은 5톤 카고크레인을 이용하여 선체 이동.

2008년 5월 8일 맑음

발굴현장 이동 및 발굴장비(에어리프트, 워터제트 등) 세팅.

2008년 5월 9일 구름많음

발굴 장비 재 세팅, 그리드 외곽지역 에어리프트, 워터제트 작업

수중비디오 및 스틸촬영

2008년 5월 10일 맑음

그리드 외곽 구역을 I1~I12까지 명명하고 그리드 설치. I7, I8, I10, I11 구역에서 유물 인양.

유물 인양과정 촬영.

2008년 5월 11일 맑음

H10 구역 제토작업 및 사진촬영 후 유물수습.

I1 구역 40cm 밑으로 유물 산포 확인.

2008년 5월 12일 흐림, 비

그리드 J구역, K구역을 스테인레스 철창을 이용하여 그리드 설치. J1, J2, J12 구역에서 산포유물 확인 및 수

중촬영실시.

2008년 5월 15일 구름

그리드 내부 A9구역에서부터 E9구역까지 1m 갯벌제거 작업. J구역, K구역 워터제트를 이용하여 갯벌제거

작업 실시.

2008년 5월 16일 맑음

J11, K11, K12 구역 사진촬영 및 유물 수습. 그리드 내부를 에어리프트를 이용 갯벌제거작업 실시 중 파편 수습.

2008년 5월 17일 맑음

K11 구역 및 외곽지역 갯벌제거 작업. 그리드 내부 수중발굴 마무리 작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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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23일 구름, 비

수중발굴인원 신진도 이동. 태안군 관공선 관리사무소에서 사무기기를 태안 사무소로 이동.

2008년 5월 20일

발굴장비 세팅 및 그리드 주변 파이프, 발판 제거작업 실시.

그리드 내부 유물분포 확인 작업실시, 닻돌 2점 인양. 

2008년 5월 25일

바지선에서 그리드 내부 및 그리드 외곽 지역 조사. 씨뮤즈호는 광역조사를 실시. 광역조사시 발굴되는 유

물은 위성위치측정기를 사용하여 위치를 측정하고 그리드 외부 북동쪽 조사를 실시함. 유물 분포지역 G.P.S

좌표 측정.(부표1: 북위 36°40′14.4, 동경 126°10′17″ 부표2: 북위 36°40′17.0″ 동경 126°10′24.0″ 부표3: 북

위 36°40′16.6″동경 126°10′16.2″ 다이버수중부표1: 북위36°40′13.1″,동경 126°10′21.8″ 다이버수중부표2: 

북위 36°40′14.9″동경126°10′26.8″)

2008년 5월 26일 맑음

씨뮤즈호와 바지선에서 각각 다른 구역을 조사 씨뮤즈호는 그리드 북동쪽 50m 가량 떨어진 지점 및 그 

일대 조사(정박 좌표: 북위 36°40′14.9″동경 126°10′ 23.3″) 바지선은 그리드 동쪽 50m, 남쪽 50m 지점

까지 서클라인 설치하고 조사.(유물발견 좌표: 북위 36°40′16.3″동경 126°10′24.5, 북위 36°40′13.6″동경 

126°10′23.0″)

2008년 5월 27일 비

씨뮤즈호는 그리드 외곽 유물 분포 예상 지역 조사(정박 좌표점 북위 36°40′12.6″ 동경 126°10′24.5″). 그리

드 K구역 제토 및 유물 매장 여부 확인 작업 및 유물수습.

2008년 5월 28일 비

기상조건으로 인하여 현장대기. 태안 사무소 현장정리.

2008년 5월 29일 구름

그리드내에서 사용했던 파이프, 모래주머니, 에어리프트 등을 그리드 밖 남쪽으로 이동시킴.

K8,9 구역 제토작업, 제토작업장면, 인골발견 장면 수중 스틸 및 비디오 촬영.

2008년 5월 30일 구름

H2,H3 구역에서 남쪽으로 3m가량 떨어진 우측 제토작업. 제토장면 및 유물수습장면 스틸  비디오 촬영.

2008년 5월 31일 맑음

H1,H2 구역에서 남쪽으로 약간 벗어난 지역 제토작업 및 유물수습.

발굴단 철수를 위한 준비.(닻 해체작업, 바지선 안흥 외항 정박, 해진호 이동, 장비 정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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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1일

철수를 위한 마무리 작업(발굴 장비 및 기타물품 정리), 발굴단 철수.

4) 조석표

➊ 태안 대섬 1차 발굴조사 조석표

● 1차 발굴기간 : 2007.7.4(수) ~ 26(목)

● 실 발굴일수 : 21일 

일시 물때
조석시간

풍향 파고(m) 일기
고조 저조

2007. 7. 4 (수) 12물 18:27 12:48 남동-남서 0.5~1 흐림

7. 5(목) 13물 07:00 13:27 남서-서 0.5~1 흐림

7. 6(금) 조금 07:40 14:07 남동-남서 05~1 맑음

7. 7(토) 무쉬 08:22 14:51 북동-남동 1~2 맑음

7. 8(일) 1물 09:11 15:43 북서-남동 1~2 맑음

7. 9(월) 2물 10:09 16:43 북동-남동 0.5~1.5 흐림

7.10(화) 3물 11:19 17:52 북동-남동 1~2 흐림

7.11(수) 4물 12:36 07:03 북서-북동 1~2 흐림

7.12(목) 5.6물 13:47 08:18 북서-북동 1~2 흐림

7.13(금) 7물사리 14:47 09:19 북동-남동 1~2 흐림

7.14(토) 8물 15:40 10:11 북동-남동 1~2 맑음

7.15(일) 9물 16:29 10:57 북동-남동 1~2 맑음

7.16(월) 10물 17:15 11:39 돌풍현상 2~3 비

 7.17(화) 11물 17:58 12:18 남동-남서 1~2 맑음

7.18(수) 12물 18:39 12:53 남동-남서 0.5~1 흐림

7.19(목) 13물 07:04 13:26 남동-남서 1.5~2.5 비

7.20(금) 조금 07:35 13:58 남동-남서 0.5~1 흐림

7.21(토) 무쉬 08:20 14:43 남동-남서 0.5~1 흐림

7.22(일) 1물 08:37 15:03 남동-남서 0.5~1 맑음

7.23(월) 2물 09:15 15:44 남동-남서 0.5~1 흐림, 안개

7.24(화) 3물 10:07 16:40 남동-남서 1~2 흐림, 안개, 비

7.25(수) 4물 11:23 17:52 남서-서 1~2 흐림, 안개

7.26(목) 5물 12:45 07:22 남서-서 1~2 흐림, 안개

※ 조류가 심한 곳의 수중조사는 물때와 밀접하게 관련되어있어 사리를 전후로는 발굴 작업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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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태안 대섬 2차 발굴조사 조석표

● 2차 발굴기간 : 2007.8.5(일) ~ 10.24(수)

● 실 발굴일수 : 50일

일시 물때
조석시간

풍향 파고(m) 일기
고조 저조

2007. 8. 5(일) 조금 07:49 14:15 북동-남동 1~2 흐림

8. 6(월) 무쉬 08:32 15:01 남동-남서 1~2 비바람

8. 7(화) 1물 09:26 15:59 남서 1~2.5 비

8. 8(수) 2물 10:44 17:18 남서 1~2.5 비

8. 9(목) 3물 12:21 07:00 남동-남서 1~2 흐림

8.10(금) 4물 13:43 08:21 남동-남서 1~2 비, 흐림

8.11(토) 5물 14:45 09:17 남동-남서 1~2 흐림

8.20(월) 조금 07:48 14:07 남동-남서 0.5~1 흐림

8.21(화) 무쉬 08:18 14:42 남동-남서 0.5~1 맑음

8.22(수) 1물 09:00 15:32 서-북서 0.5~1 맑음

8.23(목) 2물 10:24 16:56 서-북서 0.5~1 맑음

8.24(금) 3물 12:19 07:06 남동풍 0.5~1 맑음

8.25(토) 4물 13:04 08:00 남동풍 0.5~1 맑음

8.31(금) 11물 17:50 11:55 남동풍 0.5~1 맑음

9. 8(토) 4물 13:45 08:15 북서-서 0.5~1.5 맑음

9. 9(일) 5물 14:40 09:03 북서-서 0.5~1.5 맑음

9.13(목) 9물 17:07 11:09 남동 0.5~1.5 맑음

9.14(금) 10물 17:39 11:36 남동 0.5~1.5 비

9.15(토) 11물 18:10 12:03 북서 0.5~1.5 맑음

9.16(일) 12물 06:14 12:29 북서-북동 0.5~1.5 흐림, 비

9.17(월) 13물 06:41 12:56 북동 0.5~1.5 맑음

9.18(화) 조금 07:08 13:25 북동-남동 2~3 맑음

9.19(수) 무쉬 07:38 13:58 북동-남동 2~4 맑음

9.20(목) 1물 08:18 14:46 북동-남동 2~4 맑음

9.21(금) 2물 09:45 16:13 북동-남동 2~4 비

9.30(일) 11물 18:13 12:01 북동-남동 2~4 비

10.1(월) 12물 06:17 12:58 남동 0.5~1.5 흐림

10.2(화) 13물 06:57 13:18 남동 0.5~1.5 흐림

10.3(수) 조금 07:41 14:03 남동-북서 0.5~1.5 흐림

10.4(목) 무쉬 08:41 15:05 남동-북서 0.5~1.5 흐림

10.5(금) 1물 10:23 16:47 남동-북서 0.5~1.5 흐림

10.6(토) 2물 12:20 06:53 남동 0.5~1.5 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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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물때
조석시간

풍향 파고(m) 일기
고조 저조

10.7(일) 3물 13:35 07:53 남동-남서 0.5~1.5 맑음

10.8(월) 4물 14:23 08:34 북서-북동 2~3 흐림

10.9(화) 5물 15:01 09:06 북서-북동 1~2 맑음

10.15(월) 11물 18:11 11:54 북서-북동 1~2 맑음

10.16(화) 12물 06:11 12:24 북동 1~2 맑음

10.17(수) 13물 06:42 12:56 북동 1~2 맑음

10.18(목) 조금 07:16 13:33 북동 1~2 맑음

10.19(금) 무쉬 08:04 14:24 북동 2~4 흐림

10.20(토) 1물 09:28 15:45 북동 2~4 흐림

10.21(일) 2물 11:19 17:31 북동-남서 2~3 맑음

10.22(월) 3물 12:41 06:57 북동-남서 1.5~2 맑음

10.23(화) 4물 13:38 07:45 북동-북서 1.5~2 맑음

10.24(수) 5물 14:25 08:25 북동-북서 1.5~2 맑음

※ 조류가 심한 곳의 수중조사는 물때와 밀접하게 관련되어있어 사리를 전후로는 발굴 작업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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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태안 대섬 3차 발굴조사 조석표

● 3차 발굴기간 : 2008.4.27(일) ~ 6.1(수)

● 실 발굴일수 : 30일 

일시 물때

조석시간

풍향 파고(m) 일기

고조 저조

2008.4.27(일) 조금 07:38 14:12 북동 1~2.5 맑음

4.28(월) 무쉬 08:46 15:23 남서 0.5~1 맑음

4.29(화) 1물 10:07 16:52 남서 0.5~1 맑음

4.30(수) 2물 11:29 18:09 남서 1~1.5 맑음

5. 1(목) 3물 12:35 06:13 남서 0.5~1 맑음

5. 2(금) 4물 13:21 07:23 서 1~1.5 맑음

5. 3(토) 5물 14:11 08:16 북동 1~1.5 맑음

5. 8(목) 6물 17:44 12:10 동 0.5~1 맑음

5. 9(금) 7물 06:31 12:59 남동 1~1.5 맑음

5.10(토) 8물 07:23 13:53 남동 1~2 맑음

5.11(일) 9일 08:22 14:54 남서 0.5~1 맑음

5.12(월) 10물 09:28 16:04 남동 1~2 흐림, 비

5.13(화) 11물 10:41 17:16 남동 1~2 흐림, 비

5.14(수) 12물 11:50 18:13 북 0.5 구름 후 맑음

5.15(목) 13물 12:51 06:43 남서 0.5 구름 조금

5.16(금) 조금 13:38 07:43 남서 0.5~1 맑음

5.17(토) 무쉬 14:19 08:31 남서 0.5 맑음

5.23(금) 6물 17:39 12:02 북동 0.5~1 맑음

5.24(토) 17물 18:15 12:38 북 0.5~1 맑음

5.25(일) 8물 06:48 13:17 북서 0.5 맑음

5.26(월) 9물 07:26 14:00 북동 0.5 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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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물때

조석시간

풍향 파고(m) 일기

고조 저조

5.27(화) 10물 08:20 14:54 남서 1~1.5 맑음

5.28(수) 11물 09:18 15:56 남서 1~1.5 흐리고 비

5.29(목) 12물 10:24 17:03 남서 0.5 맑음

5.30(금) 13물 11:32 18:05 남서 0.5~1 맑음

5.31(토) 조금 12:33 06:40 남서 0.5 맑음

6. 1(일) 무쉬 13:28 07:45 남서 0.5~1 맑음

※ 조류가 심한 곳의 수중조사는 물때와 밀접하게 관련되어있어 사리를 전후로는 발굴 작업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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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측면주사음파탐지기(Side scan sonar)

측면주사음파탐지기는 해저면을 광학사진처럼 수평 촬영하여 음영상화를 만드는 시스템으로 통상 저주파

수인 25, 27, 50kHz를 사용하여 수중에서 멀리까지 진행하는 넓은 범위를 조사하기 적당하고, 반대로 300, 

400, 1250kHz의 고주파수를 사용하는 사이드스캔소나는 적은 범위를 조사하지만 고해상도의 데이터를 얻

어낼 수 있으며, 수십센티미터의 목표물까지도 구분해 낼 수 있다. 이 같은 고해상도의 시스템은 스와스 너

비가 단지 수백 미터에 불과하기 때문에 침몰선이나 심하게 부식된 목포물 탐색의 경우 사용되며, 일반적으

로 100kHz 정도의 중주파수의 사이드스캔소나를 사용한다. 측면주사음파탐지기의 기본적인 시스템 구조는 

2. 수중조사장비

사이드스캔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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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러(PC), 데이터변환장치, 토우피쉬(음파송수신기), 연결케이블로 이루어져 있다.

2) 다중빔 음파탐지기(Multibeam Echo Sounder)

현재는 주로 해저지형조사를 위하여 다중빔 음파탐지기를 사용한다. 해저지형을 조사하는데 측면주사음파

탐지기와 달리 3차원의 영상을 얻을 수 있는 다중빔음파탐지기를 많이 사용한다. 다중빔음파탐지기의 특징

은 장비의 특성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한번의 음파를 발사하여 횡방향으로 수심의 7배가 되는 지역

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중빔영상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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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층탐사기

Sub-Bottom Profiler는 지질구조를 연구할 때 사용한다. 이러한 장비를 이용하여 취득된 자료는 음원에서 수신

기까지의 거리 차이 및 다양한 잡음에 의해 왜곡된 이미지를 보여주게 되며 이에 대한 보정은 필수적이다.

4) 조류계, 탁도계  

밀물과 썰물 때문에 일어나는 바닷물의 흐름 방향과 

그 속도를 측정하는 기계로써 수중문화재 발굴조사

에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를 취득하는 장비이다.

지층탐사기 

조류계 및 탁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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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성위치측정기(D,G,P,S Differential Global Positioning System)

일반적으로 육상에서 사용되는 네비게이션(G.P.S)을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수중발굴조사에 사용되는 위성

위치시스템은 위성에서 좌표를 받아 그 좌표를 육상기지국과의 보정을 통하여 목표물까지의 오차가 최소 

수십 센티미터 안 까지도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비이다. 이 장비는 해양탐사를 실시하는 사이드스캔

소나, 멀티빔에코사운더 등과 같은 해양탐사장비와 같이 운영되는 장비로 조사과정 전 조사구역을 설정하

고 조사선의 항적을 설정하여 계획적인 조사를 할 수 있다.

6) 음향측심기 

바다의 깊이를 음파를 이용해 측정하는 장비이다. 음파를 해저에 발사하면 음파는 약 1,500m/s의 속도로 

수중을 통과하여 해저에 이르고 해저면에서 반사된 음파는 다시 동일한 경로로 수신기에 되돌아오는 그 사

이의 소요시간을 측정한 후 이를 이용하여 수심을 측정한다. 여기서 음파의 전달속도는 해수의 온도(1℃, 

4m/s), 염분(1‰, 1m/s), 수압 등의 요인에 의하여 변하므로 관측해역의 음속을 측정한 후 얻어진 수심에 

대한 음속을 보정하여야 한다.

7) 수중촬영장비

육상에서 사용되는 비디오카메라에 수중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중밀폐용 하우징를 사용하여 수중 영상 

및 사진을 얻는다. 수중발굴에서의 촬영은 육상발굴에서의 촬영과는 환경적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매우 힘

든 작업 여건에서 이루질 수밖에 없다.

위성위치측정기 

D.G.P.S

송수신기 신호변환기 컨트롤 및 저장위치

음향측심기(수심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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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중통신 및 CCTV장비

일반적인 잠수조사는 수중의 상황을 알 수가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음성으로 외부의 

작업자와 잠수사가 교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

다. 이 장치를 통하여 수중의 상황을 잠수사가 육상

에 알려줄 수 있으며, 육상의 상황을 잠수사에게 알

려줄 수 있다. 그리고 CCTV를 통하여 현재 잠수사가 

작업하는 과정과 수중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9) 에어리프트

에어리프트(air lift)의 원리는 고압의 공기를 에어호스를 통하여 해저면으로 공급하면 그 공기가 상승관에 주

입되면서 수면으로 상승하려는 공기의 힘을 이용하여 해저면의 갯벌, 모래 등과 함께 흡입하는 원리를 이

용한 장비이다.

수중비디오카메라

에어리프트 컴프레셔 에어리프트 제토

수중교신장비(풀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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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섬 수중 발굴단에서는 수중 이상체를 확인하고, 지형조사용 측면주사음파탐지기의 수중조사 능력을 비교 

검토하고자, 충남 태안 대섬 인근 발굴해역에 대한 현장 장비 탐사를 2008년 3월 6일부터 2일간 실시하였

다. 탐사 목적은 측면주사음파탐지기를 사용하여 충남 태안군 근흥면 대섬 인근 발굴해역을 조사하여 이상 

체 잔존여부와 2007년 발굴조사 작업 중 설치한 그리드 상태의 확인이었다. 특히, 본 탐사에서는 관련 회사

에서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과 장비를 사용하였고, 전자해도 위에 맵핑을 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기기를 설

정하였다. 기기탐사는 2종류의 장비가 동일한 조건(해양환경)에서 실시되도록 하였으며, 조사장비는 최대 

성능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 해역에서 장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의 두 장비 모두 그리드의 위치를 확인 할 수 있었고, D.S.M.E 

ENERGY(400KHz, 1,250KHz)의 장비만이 세로방향의 철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성위치측정기는 Garmin 

G.P.S의 오차범위 ±10m, Starrink D.G.P.S ±3m로 SONAR TECH 장비가 오차범위가 적었다. 두 장비 모두 자

체 개발된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해도위에 맵핑이 가능 하도록 하였다.

3. 발굴 해역 장비탐사

탐사기구

조사 장비 D.S.M.E ENERGY(S-150HD) SONARTECH (Seaview 400D)

 트랜듀서 주파수  400KHz, 1,250KHz  455KHz

 D.G.P.S 모델  Garmin G.P.S  Starrink D.G.P.S

 전자해도  자체개발 MAP-Scan 운용  SONAR MAP 운용

 운영속도  1 ~ 8노트  3 ~ 8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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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M.E ENERGY(S-150HD) 조사 그림

데이터 확대

그리드 확인 데이터

1m간격 그리드 고정 철장  

세로방향 철제 그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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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AR TECH(Seaview 400D) 조사 사진

그리드 확인 데이터

데이터 확대

1m간격 그리드 고정 철장  

세로방향 철제 그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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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 근흥면 안흥항 남쪽의 대섬은 지리적으로 서해 연안항로의 길목에 위치하고, 주변에는 만조

시 보이지 않는 여(暗礁)가 많아 선박의 운항이 험난한 지형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고려·조선시

대에 이르는 시기에는 조운선의 주요항로로서 난파의 위험성이 많아 운하를 건설하여 뱃길을 돌리고자 하

였던 항로였다.

발굴 해역은 해저면이 모래와 갯벌로 이루어져 있어 수중시계 및 제토 작업이 용이하였으며, 조금 때를 

전후로 가시거리가 2~3m 정도 확보되어 수중 발굴 전 과정을 실측하였고, 촬영을 실시하였다. 

1) 긴급탐사

우리 관에서는 연합뉴스(2007.5.25) “태안 앞바다 고려 청자대접 건져” 보도와 관련하여 현장을 긴급 탐사

한 결과, 청자대접 등 유물이 다량 매장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발견지역의 행정 구역은 충남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대섬 인근해역이다.(동경 126°10′, 북위 36°40′) 

발견일자는 2007.5.18(금)로 발견자(김용철, 어민)가 주꾸미 어로작업 중 통발과 함께 올라온 청자대접 1점(

입지름 11cm, 굽지름 3.4cm, 높이 4cm)을 신고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긴급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신고자와 연락을 취한 결과 신고자(오상열)와 발견자(김용철)가 서로 다

르다는 사실을 알고 발견자에게 연락을 취한 다음 2007년 5월 30일 발견자의 선박을 임대하여 조사를 실시하

였다. 신고해역 주변에는 주꾸미 통발과 자리그물어로도구의 한 종류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자리그물이 있는 해역

은 조사자의 안전 때문에 조사하지 못하고 신고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 원반 추를 이용하여 부표를 설치

4. 발굴조사내용



 高麗靑磁寶物船 태안 대섬 수중발굴 조사보고서 109  

긴급탐사 지역

긴급탐사 유물 매장상태

긴급탐사 수습유물

대섬 전경

긴급탐사 조사자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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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음 잠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해역의 좌표는 위성위치측정기(D.G.P.S: Differential Global Positioning 

System)를 선박에 설치한 다음 위치를 측정하였다. 긴급탐사 위치의 해저환경은 수심 9m, 시계 1m 정도로 

사리 때를 전후로 조류가 아주 빠르게 흘러 잠수사가 물속에서 이동하기가 힘든 상황이었다. 조사지점 반경 

20m 범위를 탐사한 결과 청자대접 등 30여점의 유물이 매장되어 있었다. 해저에는 직경이 1~2m 되는 바위

가 여러 개 있었는데 강한 조류에 의하여 바위 옆의 갯벌이 해저 바닥보다 20~30cm 움푹 패어있는 곳에 집

중적으로 유물이 분포하고 있었다. 유물은 해저 바닥에서 조류에 의하여 훼손될 수 있는 것들만 수습하였으

며, 대접과 접시는 대부분 뒤집혀 있었다. 이러한 조사 과정은 수중비디오로 촬영하였으나 조사 시점이 사리 

때로 조류가 빠르게 흘러 확장탐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조사지점은 태안군 근흥면 안흥항과 안흥외항(신진도항)에서 남동쪽에 위치한  대섬인근 해역으로 국

방과학연구소 안흥사격시험장이 정면에 위치한 군사보호지역이었다.

조사기간은 2007. 5.30~31(2일간)로 9점의 유물을 수습하였는데, 유물은 노출되어 훼손될 수 있는 유

물을 수습하였으며 위치는 동경 126°10′37.717″, 북위 36°40′24.126″에서 반경 5m 내였다. 수습 유물은 모두 

고려청자로 대접 3점, 접시 5점, 유병 1점이었다.

  복귀 후 유물 매장상태를 보고하고 불법도굴을 방지하기 위해 문화재청(사적과, 발굴조사과)과 협의

하여 정밀발굴조사 전까지 대섬 인근해역에 대한 중요문화재(사적) 가지정 요청을 하였고, 태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와 협의하여 현장 어로작업 금지 및 경계근무 철저를 협조 요청하였다.

2) 1차 조사 

➊ 조사방법

1차 조사는 2007년 5월 긴급탐사 결과 확인된 유물 발굴 및 선체잔존 여부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였으며 7월 

4일부터 26일까지 이루어졌다. 조사위치는 긴급탐사에서 확인된 지점을 조사 중심위치로 설정하고 위성위

치측정기(D.G.P.S: Differential Global Positioning System)를 사용하여 중심 부표를 설치하였다. 설치된 지점

은 충남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대섬 남방해역으로 좌표는 동경 126° 10′37″, 북위 36° 40′24″이다.

조사는 중심좌표를 중심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조사방법은 조사선(씨뮤즈호)에서 표면공기공급장치

(후카)와 공기탱크를 이용한 잠수방법으로 주변의 유물 분포상황과 매장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촬영을 위하

여 수중에 스텐인레스 철창과 로프를 사용하여 수중

라인(그리드)을 설치한 다음, 철창에 수중 부표를 띄

워 수면에서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수중카메라

와 수중비디오 촬영을 실시하였다.

집중조사 구역설정은 수중부표를 띄워 먼저 

구역을 가 설정한 후 조사 구역을 다음과 같이 확

정하였다. 중심점에서 남서방향 100m에 기준점(동

경 126°10′37″, 북위 36°40′11.7″)을 설정하고 기준

점을 중심으로 기준부표를 북동(NE1, NE2)-남서

(SW1, SW2) 200m×20m의 직사각형으로 설치하였

다. 이후에 기준부표를 중심으로 잠수사가 원형으로 부표설치 

대섬방향

중심점

기준점

SW1

SW2

NE1

N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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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면서 육안탐사를 실시하고, 유물 산포상황을 수중비디오 및 수중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조사는 기준점을 중심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대섬 남서방향 100m~200m지점으로 유물을 수습하

였으며, 대섬 남서방향 200m 전후 지점에서 다량의 도자기가 적재된 청자운반선을 발견(상태촬영, 추정 길

이 8.2m, 폭 1.5m)하였다. 이후에 남서방향 100m, 기준부표(남서, SW2)를 중심으로 원형탐색에 의한 유물수

습과 육안탐사를 실시하였다.

육안탐사가 완료된 후, 유물 매장처의 제토는 물분사기에 의하여 실시하였으며 유물 산포상태를 수중카

메라와 수중캠코더로 촬영하였다. 기타 지역도 이러한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측면주사음파탐지

기로 해저지형을 파악한 후 조류방향은 북서↔남동방향으로 흐르며 조금과 사리 때의 고저차이 6~7m에 달

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사리 때를 전후한 11물 밀물 때의 조류를 측정한 결과 조류 42cm/s(약 0.83노트), 조

류방향 280°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조류가 250°~280°방향으로 흐르며 유속이 빠르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촬영 후 주변에 산포된 도자기 744점을 인양하였는데, 종류별 수량은 아래와 같다. 

1차 조사 유물

기형 대접 접시 완 발우 잔세트 잔뚜껑 소호세트 소호뚜껑
참외모양
주자세트

항
소형
받침대

도기 백자잔 백자접시

수량 105 543 73 2 1(2) 9 1(2) 2 1(2) 1 3 1 1 1

계 744점(747점)

부표설치

측면주사음파탐지기 조사 참외모양주자 발굴상태

조류 및 탁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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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조사 지점은 조석간만의 차가 심하고(조금시기: 고조 14m, 저조 8m), 조류가 빠른 해역이며, 해저 

지질은 갯벌, 모래, 패각류가 혼합된 상태로 수중 여[暗礁]가 확인되었다.  

발굴된 청자의 특징은 해저의 노출로 인해 표면에 이물질이 많이 붙어 있지만, 유약의 시유상태가 매우 

양호한 고급품이었다. 기종은 과형주자, 대접, 접시, 완, 잔, 뚜껑, 소형받침대, 도기 등으로 다양하였다. 청자

에 표현된 문양은 앵무문, 모란당초문, 어문, 철화문, 화엽문, 연판문 등이 보이며, 번조는 대부분 내화토 빚음 

을 받쳤고 개별번조 또는 포개번조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체에 적재된 청자는 중심에서 동서, 남북방향 약 10m씩 구획하여 약실측을 실시한 후  유물분포 상황

을 확인(선적 노출유물 2,000점 이상)하였는데, 적재 청자 사이에 포장목재가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군산 십

이동파도와 동일한 적재방법으로 완충재(짚)와 받침 포장목재를 이용하여 끈으로 묶어 포장한 상태였다. 또

한 양질의 참외모양주자(瓜形注子)를 항(缸)속에 짚으로 완충하여 운반 과정에서 깨지는 것을 방지하였다.

❷ 그리드 설치

선체가 확인된 후 본격적인 발굴조사를 위해 그리드를 설치하였다. 그리드는 조사단의 의견을 종합하여 두

께 50mm의 강관(철제파이프)을 1m 간격으로 흰색과 노란색 형광 페인트를 칠하여 수중에서 잠수사가 구

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드는 각 1m씩 정사각형으로 만들고, 동서 12m·남북 8m(A1~H12, 96칸)의 직

사각형 그리드를 유물매장처 중심으로 설치하였다. 

그리드 설치 방법은 수중나침반과 로프를 가지고 먼저 4곳의 모서리 부분에 고정하여 강관(길이 2m, 

지름 50mm)을 설치하고 로프로 묶어서 나침반으로 동↔서, 남↔북 방향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그리드 틀(후

레임)을 설치하기 위하여 색칠한 강관(직경 50mm)을 4각의 모서리에 설치한 고정 파이프 위에 로프를 이용

하여 단계별로 설치하였다. 외곽 그리드는 고정 강관(15개, 길이 2m, 지름 50mm)을 2m간격으로 워터제트를 

이용하여 해저면에 유물이 산포하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강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제토 후  해저 지층에 1m 

정도 깊이로 박아서 고정하였다. 외곽 그리드 고정강관 설치 이후에 동서 12m, 남북 8m의 직사각형 그리드 

설치(외곽 그리드 강관 16개, 길이 6m, 1m간격으로 노랑·흰색 도색 6개)를 완료하였다. 그 이후 2m 간격으

로 설치한 외곽 그리드 고정 강관 사이에 1m 간격으로 그리드를 설치하기 위한 강관(21개, 길이 1.5m 지름 

50mm)을 워터제트를 이용하여 다시 1m 간격(깊이 50cm)으로 설치하였다. 

그리드 동서 12m, 남북 8m의 직사각형의 그리드 설치 후 내부는 5mm 로프를 이용하여 동↔서, 남↔

도자기 해저 매장상태 해저 노출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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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 구획틀 조립

대섬 수중발굴 표지

그리드 교차점 고정

F6구역 그리드 설치 

작업대 설치 구역

A12 A11 A10 A9 A8 A7 A6 A5 A4 A3 HA2 A1

작업대

B1

C1

D1

E1

F1

G1

H12 H11 H10 H9 H8 H7 H6 H5 H4 H3 H2 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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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으로 해저에 고정된 강관을 이용하여 1m씩 설치한 다음 그리드 교차 지점이 움직이지 않게 케이블 타이

를 이용하여 고정하였다. 

그리드 설치가 완료된 후 그리드 상단(해저면에서부터 50cm)에 직사각형 작업대를 설치(10개, 길이 

185cm, 폭 45cm)하고, 그리드 상단 70cm 지점에 카메라 타워를 설치하여 조사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설치가 완료된 그리드는 A1~H12까지 플라스틱 번호판을 만들어 부착한 다음 상황을 촬영하고(비디오, 

사진), 이후 조사를 위하여 그리드 중앙부분 도자기 적재상태를 실측 및 사진 촬영을 하였다.

1차 조사는 청자운반선 발견, 노출유물 수습, 선체조사를 위한 그리드를 설치하고 완료하였다.

3) 2차 조사

➊ 조사방법

2차 조사는 1차 조사에서 확인된 청자운반선을 중심(동경 126° 10′37″ 북위 36° 40′24″)으로 조사지역을 

설정하였으며, 2007년 8월 5일부터 10월 24일까지 이루어졌다. 

잠수사는 2인 1조를 이루어 제토 및 인양을 하고, 모든 과정을 잠수사 1명이 촬영하여 영상자료를 확

보하였다. 유물의 실측은 수중시계, 발굴조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영상자료를 보면서 실측하는 방법을 택하

였다.

조사구역의 설정은 1차 조사에서 설치한 그리드(길이 1m × 폭 1m, A1~A12, H1~H12, 96칸)를 중심

으로 촬영·제토를 하면서 퇴적상태를 확인하였다. 

조사방법은 유물노출상태를 촬영하고, 갯벌을 제토하여 노출유물을 인양(1~5층, A1~H12)한 다음, 조

사과정 전반(지상, 수중)에 대한 과정을 촬영하였다. 또한 수중실측이 어려워 실측을 위한 촬영(수중카메라, 

수중비디오 등)을 수중시계가 양호한 시점을 중심으로 집중 촬영 자료화하였다.

제토는 에어리프트, 물분사기(Water jet), 호미 등을 이용하였다. 에어리프트에 의한 제토는 공기를 주

입하여 압력차에 의하여 수중에서 지상으로 갯벌을 제거하는 방식이며, 물분사기는 고압의 물을 발사해서 갯

벌을 제거하는 방식이다.

조사 지역은 사진촬영과 D.G.P.S로 정확한 조사위치를 기록하였다. 사진촬영은 지상과 수중촬영을 병

행하였으며, 수중은 그리드별로 실측을 위한 자료사진의 촬영에 주안점을 두었다.

조사 결과, 해저층에 패각류와 도자기 편이 함께 매몰되어 있었다. 갯벌의 제토로 유물매장 상태가 일

정한 간격으로 분포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선체는 외판 4단이 잔존하였으며, 도자기는 외판위에 5층의 단

을 이루어 쌓여 있음을 확인하였다. 

2차 조사는 유물의 인양과 선체의 구조 확인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다. 따라서 조사는 노출상황촬영

→제토→노출상황촬영→유물인양→바지선에서 유물 기형별 정리를 반복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러한 조사과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조사 환경조성을 위해 현장에 바지선(6×10m)을 정박하여 유물정리공간, 표면공기공급장치(후

카, Hookah), 물분사기 등을 설치하였다. 또한 운반선과 조사선을 바지선과 연결하였다. 조사선(수중발굴 전

용선박: 씨뮤즈호)은 조사단 이동, 인양유물 정리·보관 등의 역할을 하였으며, 운반선은 에어리프트 콤프레

셔, 선체인양장비, 발굴장비 등을 적재하여 원활한 조사 진행을 하고자 하였다.

둘째, 유물 노출층의 촬영과 제토를 실시하였다. 제토는 에어리프트 6인치와 3인치를 시험 가동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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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6인치는 유물의 손실의 가능성이 있어 그리드 내부는 3인치로 조사를 하기로 하였다. 제토는 그리드 A1을 

시작으로 H12까지 1층 ~ 5층까지 96칸을 차례대로 진행하였다. 제토과정에서 유물이 노출되지 않은 부분은 

선체의 보호를 위하여 제토를 실시하지 않았다. 제토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으며 도자기, 포장목, 목간(2~5

층의 각층 E9·F8·F9·G7·G10구역에 주로 분포)등을 발굴하였다.

셋째, 노출상황촬영 및 제토가 완료되면, 실측 및 자료 확보를 위해 수중카메라와 수중캠코더로 노출 상

태를 재촬영하였다. 또한 도자기 적재 상태와 포장목, 목간, 유기물 등의 상태도 촬영하였다.

넷째, 유물은 1층에서 5층(A1 ~ H12)까지 잠수사를 2개조로 편성하여 인양하고, 촬영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하였다. 인양과정 중에 양질의 도자기는 목간의 출토지점과 주로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유물인양은 

그리드별로 인양박스를 내려 보내 잠수사(2인 1조)가 수습 후 지상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을 반복적으로 실

시하였다.

다섯째, 유물정리는 그리드별로 기종을 분리하여, 현장에서 세척 후 유물박스에 포장하여 보관하였다. 

포장목과 완충재는 수습 후 비닐 포장을 하였고, 발굴유물은 현장 여건에 따라 우리 관에 수시로 이동시켜 수

장고에 보관하였다. 

여섯째, 5개 층의 유물은 발굴 중 수중사진 촬영 및 비디오 촬영을 실시하고 육상 인양된 유물은 촬영 

후 자료화하였다. 또한 2차 발굴 후 에어리프트 등 조사장비를 철거하고, 선체의 인양은 2008년도 3차 발굴

조사에서 실시하기로 하였다.   

➋ 유물 매장상태 

태안선 선적물의 발굴은 유물의 기형이 특이하거나 훼손이 될 수 있는 유물인 경우를 제외하고, 1/2이상 노

출되지 않는 유물은 다음 층에서 인양을 하고, 노출된 유물은 일정한 깊이로 갯벌을 제거하면서 발굴을  실

시하였다.

유물은 전체적으로 5층을 이루어 적재가 되어 있었으며, 5층의 유물 밑에는 4단의 선체편이 매몰되어 

있는 상태였다. 

유물의 전반적인 분포양상을 파악한 후 수중에 동서 12m, 남북 8m의 범위로 유물이 매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각 층에는 집중적으로 매장된 구역이 존재했으며, 대접, 접시, 소접시, 완 등의 유물이 주를 

이루었다. 유물의 분포범위는 2층이 동서 12m, 남북 7m로 가장 넓었으며, 유물의 인양수량은 3층이 7,329점

(세트유물은 1점으로 계산) 가장 많았다. 가장 하단부인 5층은 일부 구역에서만 유물이 발견되었으며, 유물

수량 또한 1,306점으로 5개 층 중에서 가장 적었다. 

대접, 접시, 소접시, 완 등의 유물들은 대부분 겹겹이 포개놓고 사이에 완충재를 넣었으며, 유병이나 소

호 등의 유물들은 구연부에 줄을 묶어 적재를 해놓은 상태였다.

1층부터 5층까지의 유물인양 작업은 2007년 긴급탐사, 1차·2차 조사 단계에서 실시하였으며, 선체는 

2008년 3차 조사에서 인양하였다.

2차 조사 전 수습유물 현황

발굴일자 대접 접시 잔뚜껑 소호뚜껑 소형 받침대 합계

07.08.21

~07.08.23
1 13 1 2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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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발굴유물

발굴

일자
구역 대접 접시 완 발우 잔세트 잔뚜껑 잔 합세트 합 유병

소호

세트

소호

뚜껑
벼루

소형

받침대
도기 철제솥 합계

07.

08.24

~

07.

09.05

A6 42 24 2 1 1 70

A7 101 1 102

B3 8 8

B4 6 6

B5 2 2

B6 8 6 12 1 1 28

B7 68 103 31 11 213

B8 3 3

C5 32 97 129

C6 31 41 1 73

C7 87 1
18
(36) 1

107
(125)

D4 14 8 2 1 25

D5 79 180 41
1
(2)

301
(302)

D6 84 74 15 1 1 175

D7 168 55 2 225

D8 165 50 215

D9 59 3 2 1 65

E4 12 33 1 46

E5 38 123 85
2
(4) 1 1

250
(252)

E6 7 78 1 86

E7 40 22 3 1 66

E8 4 64 138 1 207

E9 25 63 57 1 1 1 148

E10 55 51 1 107

F4 134 24 1 159

F5 77 238 56 1 372

F6 114 111 1 2 1 229

F7 9 44 3
3
(6) 1

60
(63)

F8 111 201 16 328

F9 134 14 2 150

F10 18 4 22

G5 9 40 2 51

G6 6 1 7

G7 5 145 18 9 1 1 1 180

G7

수습
2 62 3 1 1 69

G8 2 22 2 26

1층

수습
8 175 12 8

1

(2)
1 3 5

213

(214)

합계 1,608 2,292 530 1
21

(42)
27 3

1

(2)
1 2

3

(6)
10 1 21 1 1

4,523

(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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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유물매장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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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층 유물 매장상태

1층의 유물들은 동서로는 3구역부터 10구역까지 약 8m에 걸쳐서 분포하고 있었으며, 남북으로도 A구역부

터 H구역까지 약 8m에 걸쳐서 분포하고 있었다. E3구역과 E4구역에 선체편이 일부 노출되었으며, 땔감으

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목재편이 A6, C6, D7구역 등에서 발견되었다. 유물들은 대접, 접시, 소접시, 완

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잔, 호, 유병, 합 등의 다양한 유물이 인양되었다. 특히, D6구역에서 과형주자가 발견

되었으며, D9구역에서는 두꺼비형 벼루가 인양되었다.  

1층에서 인양된 유물은 총 4,523점(파편 제외)이며, 여러 방향으로 적재가 되어 있었으나 동서 방향으

로 매몰된 유물들이 가장 많았다. 또한 A, B, H구역에는 유물들이 별로 많지 않았고, D, E, F구역을 중심으로 

유물들이 분포하고 있었다. 

세부 구역별 유물 매장상태는 아래와 같다. 

1층 A구역

A1 ~ A5, A8 ~ A12구역에서는 도자기 파편만 존재하고 있었다. 유물이 매장되어 있는 지역은 A6, A7구역 

이었다. 유물은 동서방향으로 적재되어 있으며 조류 및 해저 환경 때문에 유물은 교란되어 있었으며 상당 

부분의 유물이 파손되어 있었다. A6구역 남쪽에는 가공흔적이 없는 통형목재가 적재되어 있었으며 선상에

서 생활용 땔감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A6

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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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B구역 

B3, B4, B5구역의 유물은 조류의 영향으로 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고 하나씩 단독으로 엎어져 있었다. B6, 

B7구역의 대접(저부, 남서) 및 접시(저부, 남서)는 북동↔남서방향으로 매몰되어 있었고, 원통목이 A6구역

과 B6구역에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다. 철제솥은 B6구역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삼족(三足)으로 완도선

과 십이동파도선에서 출토된 솥과 형태를 같이한다. 솥은 저부가 수면 쪽을 향하고 있었으며 삼족이 부러

지지 않고 온전하게 남아 있었다.

1층 C구역

C4구역은 유물이 정렬되어 있지 않고 조류에 의하여 유물이 훼손되고 산포되어 있었다. C5구역은 대접(북

쪽), 소접시, 대접, 접시(남쪽) 순서로 위치하고 있었다. 소접시는 대접 아래 5cm 부분에 매몰되어 있었으며, 

대접은 저부가 서쪽 방향을 향하고 있었고, 소접시는 저부가 동쪽 방향으로 위치하고 있어서 적재 시 소접

시를 대접과 대접사이에 끼워 최대한 공간을 활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C6구역은 C5구역에 연결되어 유물

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통형목재 1점이 남북방향으로 매몰되어 있었다. C7구역은 접시(북쪽)의 저부가 남동

B6

B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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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으로 향하고 있었으며, 대접은 저부가 북서쪽을 향하고 있었다. 대접 밑의 잔은 뚜껑까지 세트로 적재되

어 있었으며 완충재 및 포장용 목재는 존재하지 않았다. B구역의 유물이 북동↔남서 방향으로 있는 반면 C

구역의 유물은 북서↔남동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C4

C5

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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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D구역

D1 ~ D3, D10 ~ D12구역은 유물 파편 일부만 있었고, D4구역은 남서↔북동 방향으로 유물이 산포되어 있

었다. 그리드 중간 부분에 유물이 열로 존재하였으며 저부가 북동쪽을 향하고 있었다. D5구역은 유물 북쪽 

부분으로부터 대접(저부, 동쪽), 소접시(저부, 서쪽), 대접(저부, 서쪽), 접시(저부, 동쪽), 완(저부, 동쪽), 접

시(저부, 동쪽), 접시(저부, 서쪽)순으로 적재되어 있었다. D6구역 또한 D5구역에서 연결되는 접시가 그대

로 있었으며, 북쪽은 대접(저부, 북동)이 있는데 접시와는 달리 약간 북동↔남서를 향하고 있었고, 남쪽에 

매몰되어 있는 대접은 북↔남쪽을 향하고 있었다. 남서쪽에는 과형주자와 항이 존재하고 있었고 항은 누워

있었다. D6구역에서 연판문대접 등의 새로운 기형이 발굴되었는데, 상태가 양호한 유물은 사이사이에 완충

재로 보이는 볏짚의 흔적이 보였다. D7구역은 약간 교란되어 있었으며 중간 부분에 원통목이 존재하고 그 

위로 청자대접이 있었다. 북쪽부터 대접(저부, 동쪽), 소접시(약간 보임), 대접(저부, 남서쪽), 대접(중간 교

란층)순이며, 남쪽에 보이는 대접은 형태만 보이는 상태이다. D8구역은 D7구역부터 이어지는 소접시가 있

었고, 중간부분부터 접시(저부, 서쪽), 대접(저부, 서쪽), 접시(저부, 서쪽)가 3열로 매몰되어 있었다. D9구역

은 D8구역부터 대접이 이어지고 있었으며, 중간부분과 남쪽부분에 대접이 열로 존재하고 있었다. 또한 두

꺼비형 벼루가 출토된 구역이다.

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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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

D5

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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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D9

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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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E구역

E구역은 외판으로 추정되는 선체가 존재하고 있었고 유물은 전반적으로 동↔서로 적재되어 있었다. E3구역

에서 E4구역까지 선체편이 보이고 있으며 E3구역의 선체 끝부분은 해저면에서 약 30cm 떨어져 있었다. E5

구역의 경우는 대접(저부, 동쪽), 소접시(저부, 동쪽), 소접시(저부, 동쪽), 접시(저부, 서쪽), 대접(저부, 동쪽)

순으로 매몰되어 있었으며 대접과 접시 일부분이 열에서 이탈하여 존재하고 있었다. 

E6구역은 중간에 원통목으로 보이는 목재가 있고, 그 북으로는 대접이 북↔남으로 존재하고 있었으

며, 그 옆으로는 대접 등이 교란되어 있었다. 원통목 아래에는 대접이 매몰되어 있는데 저부가 동쪽을 향하

고 있었으며, 그 대접 5cm 가량 밑으로 소접시(저부, 동쪽)가 매몰되어 있었다. 남서쪽에는 접시 2줄이 매몰

되어 있었으며 한점이 열에서 이탈되어 위에 뉘어져 있었다. E7구역 북쪽 부분은 북서↔남동(저부, 남동)방

향으로 매몰되어 있었으며, 중앙부분에 있는 대접은 선체 외판과 일직선으로 매몰되어 있었다. 이러한 것으

로 보아 선적의 방법은 선수↔선미 방향으로 선적을 하지 않고 외판↔외판 방향으로 선적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E8구역은 동↔서 방향으로 선적이 되어 있고 대접 및 접시 일부분이 열에서 이탈하여 교란되어 있

었다. 북에서부터 기형은 접시(저부, 서), 완(저부, 동), 완(저부, 동), 완(저부, 서), 소접시(저부, 동)로 매몰되

어 있었다. E9구역은 북쪽에서부터 접시(저부, 동), 대접(저부, 서)순으로 매몰되어 있었고 중앙부분에 청자

완이 북↔남(저부, 북)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 외 부분은 파편들이 분포되어 있었다. E10구역은 E9구역 북쪽 

부분의 접시와 대접이 연결되어 매몰되어 있었다. E9구역의 앵무문대접 사이사이에 짚을 사용하여 포장하

였던 완충재가 발굴된 것으로 보아 좋은 화물의 경우에는 사이사이에 짚으로 된 완충재를 넣어 포장하였다

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E4구역 북서쪽 세부

 E10-11구역 세부

 선체노출 모습

앵무문대접 완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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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5

E6

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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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E8

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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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0

1층 F구역

F4구역의 유물은 서쪽부분에 열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북쪽부터 접시(저부, 동), 완(저부, 동), 완(저부, 동)

순서로 되어 있었으며, 중간부분에 위치한 유물은 북서↔남동으로 매몰되어 있었고, 접시(저부, 동), 접시(

저부, 서) 순으로 매장되어 있었다. F5구역은 많은 유물이 교란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며 북쪽부분 한열이 F4

구역의 접시와 연결되어 F5부분의 중간까지 연결되어 있었고, 그 아래에는 접시가 열로 형성되어 있었다. 

중간부분 아래에는 남↔북으로 도자기가 적재되어 있었는데 오른쪽부터 접시(저부, 북), 접시(저부, 북), 대

접(저부, 남)순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F6구역은 중간부분이 교란되어 있었으며 동↔서, 남↔북으로 유물이 

매몰되었다. 동쪽부터 정리하면 대접(저부, 남)은 남북으로 되어 있었고 북서쪽은 대접(저부, 동), 접시(저

부, 동)순이었다. 남쪽에 있는 유물은 다른 유물보다 10cm가량 밑에 위치하고 있어 인양하지 않았다. F7구

역의 서쪽에는 소호가 매몰되어 있었는데, 소호와 뚜껑을 따로 포장하여 선적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중간부

분은 대접과 소접시 등이 교란되어 있었으며, 남동쪽에는 대접(저부, 남)이 남↔북 방향으로 매장되어 있었

다. F8구역은 동↔서로 매장되어 있었으며, 북쪽부터 대접(저부, 동), 대접(저부, 서), 접시(저부, 서), 접시(

저부, 서), 대접(저부, 동), 접시(저부, 남서)순으로 매장되어 있었고, 대접은 접시보다 약 5cm 정도 위로 올

라와 있었다. F9구역은 3줄의 유물이 보이는데 북쪽부터 대접(저부, 동), 대접(저부, 동), 접시(저부, 서)순

으로 위치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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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F5

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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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8

F9

F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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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G구역

G4구역의 유물은 대접과 접시가 일부 보이나 정확히 보이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으며 2층에서 발굴하기로 

하고 제토를 하지 않았다. G5구역은 북서쪽에 유물이 있었는데 서쪽에서부터 접시(저부, 북), 접시(저부, 북), 

소접시(저부, 남)순으로 매몰되어 있었다.

G6구역은 F6구역에서 연결된 일부 대접이 매몰되어 있었고, 서쪽에 접시(저부, 북) 한 줄이 남↔북으

로 매몰되어 있었다. 중간 부분은 접시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구연부 일부만 보여 2층 발굴시 인양하기로 하

였다. G7구역은 대접 등이 교란되어 있었으며 북쪽 중간에 소접시(저부, 남)가 남↔북 방향으로 매몰되어 있

었고, 남쪽에도 소접시(저부, 남)가 남↔북 방향으로 매몰되어 있었다.

G8구역은 동쪽부분에서만 매몰된 유물이 보이며 북쪽은 대접(저부, 남서)이 북동↔남서 방향으로 있

었고, 접시(저부, 남서)가 북동↔남서 방향으로 매몰되어 있었다. 남동쪽 접시(저부, 북서)는 북서↔남동 방

향으로 적재되어 있었다. 

G9구역의 유물은 F9구역에서 연결된 접시(저부, 서)가 매몰되어 있었으며 그 외의 지역에서는 파편만

이 일부 보였다.

G4

G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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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G8

G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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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H구역

H3구역은 선박에서 정박에 사용하던 닻돌이 일부만 남동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으며 동쪽 부분은 갯벌에 매

몰되어 있어서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 H4구역에는 달리도선에서 발굴되었던 멍에형 가룡목 부속구와 비슷

한 모양의 목재 구조물 2점이 매몰되어 있었는데 한점은 북쪽방향으로 약 50°정도 기울어져서 갯벌에 매몰

되어 있었고, 한점은 그 밑 부분에 매몰되어 있었다. H8구역에는 접시(저부, 남동)가 북서↔남동방향으로 매

몰되어 있으나 2층 유물로 인양하기로 하였다. 이외의 H구역은 파편만이 존재하고 있었다.  

G9

멍에형 가룡목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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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4

H8

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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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발굴유물

발굴

일자
구역 대접 접시 완

발우

세트

(3)

발우

세트

(4)

발우 잔세트잔뚜껑 잔 합세트합뚜껑 합신 유병
소호

세트

소호

뚜껑
소호

소형

받침대
도기 합계

07.

09.07

~

07.

09.17

B7 3 3

C3 6 6

C4 1 1 2

C5 13 178 191

C6 13 45 1 1 60

C7 116 116

D4 71 59 2 132

D5 40 258 100 398

D6 20 71 34
1
(2) 1

127
(128)

D7 39 25 64

D8 81 160 78 319

D9 102 9 111

D10 62 47 109

D11 6 1 1 8

E3 7 1 8

E4 2 48 1 51

E5 30 210 139 379

E6 61 68 13 142

E7 49 52 1 102

E8 26 336 1 363

E9 55 33 63
17
(51)

3
(12)

171
(214)

E10 1 26
15
(45)

6
(24)

48
(96)

F4 32 18 50

F5 97 90 1 189

F6 53 166 5 224

F7 46 112 23
3
(6)

16
(32) 2

202
(221)

F8 81 129 63 1 274

F9 163 163

F10 65 6 6 1 1 79

F11 102 1 103

G2 54 71 125

G3 75 152 6 233

G4 53 38 91

G5 2 35
3
(6)

40
(43)

G6 182 1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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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

일자
구역 대접 접시 완

발우

세트

(3)

발우

세트

(4)

발우 잔세트잔뚜껑 잔 합세트합뚜껑 합신 유병
소호

세트

소호

뚜껑
소호

소형

받침대
도기 합계

07.

09.07

~

07.

09.17

G7 58 177 4
6

(12)
245
(251)

G8 39 131
9

(18)
179
(188)

G9 78 186 3 267

G10 27 63 78 168

G11 37 26 55 118

H7 32 66 1 99

H8 81 95 176

H9 19 59
5

(10) 1
84
(89)

H10 4 122 28 154

H11 46 46

H12 22 1 1 5 29

제토 작업 A,B,C,H 1 4 5

합계 1,600 3,896 821
32
(96)

9
(36) 9

27
(54) 7 2 0 1 0 1

16
(32) 2 0 11 2

6,436
(6.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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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유물매장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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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층 유물 매장상태

2층의 유물들은 동서로는 1구역부터 12구역까지 약 12m에 걸쳐서 분포하고 있었으며, 남북으로는 B구역

부터 H구역까지 약 7m에 걸쳐서 분포하고 있었다. E11구역과 F11구역에서도 선체편이 일부 노출되었으며, 

2층에서도 땔감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목재편이 일부 발견되었다. 유물들은 1층과 마찬가지로 대

접, 접시, 소접시, 완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잔, 유병 등의 다양한 유물이 인양되었다. 특히, H9구역에서 철

화문잔 세트가 인양되었으며 E9구역과 E10구역에서 발우 세트가 다수 발견되었다. 또한 F7구역에서는 소

호세트가 다량 출토되어 대접, 접시 등의 유물뿐만 아니라 소호 같은 특이한 기형의 유물 적재 방법 또한 알

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2층에서 인양된 유물은 총 6,436점(파편 제외)이며, 동서 방향, 남북 방향을 비롯한 여러 방향으로의 유

물 적재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물들은 전체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었지만 D, E, F, G구역에 집중적으로 

매장이 되어 있었다.

세부 구역별 유물 매장상태는 아래와 같다. 

 2층 B구역

B4구역은 파편만이 있었으며, B6구역에 원통목(동↔서)과 대접 등 파편이 산포되어 있었다. B7구역에는 소

접시 3점이 출토되었으며, B구역은 전체적으로 유물이 분포하지 않았다.

2층 C구역

C3구역은 소량의 유물이 모두 엎어져 있는 상태였다. C4구역은 전체적으로 파편들이 산포되어 있었으며 남

동쪽에 대접과 접시 한점씩이 매몰되어 있었다. C5구역 북쪽 부분은 유물이 없고 남쪽부분에는 2줄의 접시

(저부, 서)가 위치하고 있었으며 아래에 있는 접시는 D5구역 사이에 있었다. 적재 시 아래층과 위층의 유물

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적재를 한 것으로 보이며, 대접과 대접 사이에 소접시와 접시 같은 소형의 유물을 적

재한 것으로 보인다. C6구역에는 직경이 약 10cm정도의 통형목재가 남↔북 방향으로 위치하고 있었으며, 

그 서쪽에 소접시(저부, 동)가 동↔서 방향으로 있으며 C7구역까지 있었다. 남동쪽에는 대접(저부, 동)이 위

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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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고 있었다. 구역과 구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유물은 어느 구역 쪽으로 치우쳐 있는가를 보아 구역 설

정을 하였다. C7구역은 C6구역에서 연결된 소접시가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고, 그 위쪽으로 접시 파편이 있

었다. C8구역은 중간부분에 파편이 몰려 있었다.

C4

C5

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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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7

C8

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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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D구역

D1~D3구역까지 4편의(저부가 남아있는 편) 파편이 있었으며, D4구역은 3열 정도의 유물이 보이며 북쪽 첫 번

째 열은 대접(저부, 서)이며, 동쪽이 서쪽보다 약 5°정도 상승해 있었다. 그 밑으로는 소접시(저부, 동쪽), 대접(

저부, 동쪽)이 동↔서 방향으로 위치하고 있었으며 남쪽에 위치한 대접은 구연부가 수면 쪽을 향하여 있었다. 동

쪽 구역에는 접시가 산포되어 있었다. D5구역은 북쪽 부분에 소접시 6점이 대접 위에 흩어져 있었으며 북서쪽

부분에 위치한 열부터 나열하면 대접(저부, 동), 소접시(저부, 동),대접(저부, 서), 완(저부, 동), 완(저부, 동), 접시

(저부, 서), 접시(저부, 서)의 순이고, 동쪽에 위치한 유물은 서쪽에 있는 유물보다 약 5cm정도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 3층 발굴시 인양하기로 하였다. D6구역은 유물이 남쪽부분에 일부 있는데 남↔북 방향으로 위치하고 있

었으며, 오른쪽부터 열거하면 대접(저부, 남), 완(저부, 남), 접시(저부, 남), 접시(저부, 남)순으로 있었다. D7구역

은 남동쪽에 통형목재가 있으며 크기는 길이 95cm 직경 14cm정도이다. 남쪽에는 접시(저부, 북서)가 북서↔남

동 방향으로 적재되어 있었으며 대접 2줄이 저부가 위쪽을 향하고 있었으며, 인근 접시 1줄은 구연부가 위쪽을 

향하고 있었다. D8구역은 5열의 유물이 있는데 동↔서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었으며, 북쪽부터 나열하면 대접(

저부, 서), 대접(저부, 서), 완(저부, 동), 접시(저부, 동), 대접(저부, 서)의 순으로 되어 있었으며, 중간 서쪽부분

에 소접시(저부, 서)가 20여점이 있었다. D9구역은 동서방향으로 유물이 적재되어 있었고, 위쪽부터 접시(저부, 

동), 접시(저부 서), 접시(저부, 동) 순이고, 발우는 저부가 수면 쪽을 향하고 있었다. D10구역은 D9구역과 연결

되어 있는 접시와 그 위쪽에 대접(저부, 서)이 있었으며, 아래에도 접시(저부, 동)가 있었다.

D4

D5



 高麗靑磁寶物船 태안 대섬 수중발굴 조사보고서 141  

D7

D8

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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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

D10

D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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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E구역

E3구역은 소접시 등이 산포되어 있었다. E4구역은 선체와  교란된 유물이 있었다. E5구역은 6줄이 있는데 북

쪽에서부터 나열하면 접시가 D5구역에서 동↔서로 연결되어 오다가 남동쪽으로 휘어져 있었고, 그 다음 줄

은 접시(저부, 서), 완(저부, 동), 접시(저부, 동), 완(저부, 동), 소접시(저부, 동), 완(저부, 동) 순으로 배열되

어 있었다. E6구역은 북동쪽에 가룡목으로 보이는 편이 형태만 보이며, 그 옆으로 길이 약 80cm, 직경 8cm

정도의 휘어있는 원통목이 동↔서 방향으로 매몰되어 있었다. 그 위쪽 동쪽부터 접시가 엎어져 있었으며 청

자완이 남↔북 방향으로 적재되어 있었다. 그 옆은 잔세트가 위쪽을 보며 세워져 있었다. 그 밑으로는 교란

된 접시가 있었으며 대접(저부, 북동)이 북동↔남서 방향으로 있었다. 그 아래 부분에는 소접시(저부, 북동)

가 북동↔남서 방향으로 있었다. E7구역은 북쪽에서부터 청자대접(저부, 북서)이 북서↔남동 방향으로 있었

으며, 그 아래 포장목과 파편이 일부 보이며, 대접(저부, 하), 대접(저부, 하), 대접(저부, 상)이 3열로 적재되

어 있었다. 그 동쪽으로 대접이 북동↔남서 방향으로 있으며, 남쪽으로 대접, 접시 3열이 F7구역과 연결되어 

적재되어 있는데, 대접(저부, 남서), 대접(저부, 남서), 접시(저부, 북동)순이며 적재방향은 북동↔남서 방향

으로 놓여있었다. E8구역은 총 6줄이 있었는데 북쪽에서부터 열거하면 대접(저부, 서), 소접시(저부, 동), 접

시(저부, 동), 접시(저부, 동), 접시(저부, 서), 접시(저부, 동)가 동↔서 방향으로 적재되어 있었다. E9구역은 

북쪽은 완(저부, 동), 발우(저부, 서), 발우(저부, 서)가 동↔서 방향으로 적재되어 있으며, 대접(저부, 상) 5

열이 적재되어 있었고, 대접 한열은 구연부가 수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북동쪽은 E8구역에서 접시 2줄이 약 

20cm정도 연결되어 적재되어 있었다. E10구역 완(저부, 동), 발우는 E9구역과 연결되어 있는 2줄이 있으며 

저부는 서쪽을 향하고 있었다. 남동쪽에는 대접의 저부가 수면을 향하게 적재되어 있었다. E11구역은 도자

기 파편과 외판재가 있는데 정 동서 방향으로 매장되어 있지 않고 남서↔북동 방향으로 매장된 것 같이 보

였다. E12구역은 도자기 파편이 북동쪽에 여러 점 보인다.

2층 E9구역 대접 및 발우(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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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5

E6

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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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

E9

E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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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F구역

F2구역은 남서쪽에 2줄이 G2와 G3구역의 유물과 연결되어 있었다. 2줄 중 윗부분의 유물은 접시(저부, 남

서)이고 북동↔남서로 향하고 있으며, 두 번째 줄의 접시(저부, 북동) 역시 북동↔남서로 향하고 있었다. F3

구역은 F2구역에서 접시가 G2와 G3구역으로 연결되는 유물이 약간 걸려 있을 뿐 적재되어 있는 유물은 없

었다. F4구역은 북서쪽에 3줄의 유물과 서쪽부분에 파편이 있었다. 북서쪽에 3줄은 접시(저부, 북서), 접시

(저부, 남동), 완(저부, 남동)순으로 되어 있었으며, 북서↔남동 방향으로 적재되어 있었다. F5구역의 유물

은 남↔북 방향으로 적재되어 있었으며, 유물을 순서대로 열거하면 북서쪽에 F6구역과 연결되는 접시(저

부, 서)가 있었으며, 대접(저부, 북), 소접시(저부, 남), 대접(저부 남), 대접(저부, 북), 접시(저부, 북), 대접(

저부, 북), 소접시(저부, 남)는  남↔북 방향으로 적재되어 있었다. F6구역 접시(저부, 북동)는 북동↔남서 방

향으로 있었으며, 북동쪽 접시는 F5구역에서 연결되어 동↔서 방향으로 이어진 것이 위치하고 있었다. 접

시(저부, 남), 접시(저부, 북), 대접(저부, 북), 대접(저부, 남)은 남↔북 방향으로 적재되어 있었다. F7구역은 

북서쪽은 소호 6열이 북동↔남서 방향으로 적재되어 있었으며, 그 옆에 뚜껑이 열로 적재되어 있다. 유물은 

약 40° 정도 기울어져 매몰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그 오른쪽으로 접시2줄이 북동↔남서 방향으로 적재되

어 있었고, 남동쪽 유물은 대접(저부, 남), 완(저부, 북)이 남↔북 방향으로 적재되어 있었다. F8구역은 접시

(저부, 동), 대접(저부, 동), 접시(저부, 서), 완(저부, 동)이 동↔서 방향으로 적재되어 있었다.  남동쪽에 위

치한 대접은 F7, G8구역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며 파편은 남쪽에 여러 점이 엎어져 있었다. F9구역은 북동

쪽에 대접(저부, 상) 1열은 저부가 해수면을 보고 엎어져 있으며, 북쪽에서부터 대접(저부, 서), 대접(저부, 

서), 대접(저부, 동), 대접(저부, 서)순으로 동↔서 방향으로 적재되어 있었다. F10구역 동쪽에는 F9구역과 

연결된 대접(저부, 서), 대접(저부, 서), 대접(저부, 동)순으로 있었으며, 서쪽에는 흐트러진 파편과 함께 대

접(저부, 동)이 동↔서 방향으로 적재되어 있었다. F11구역은 외판 4단이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소접시(저

부, 남서), 접시(저부, 동)순으로 적재되어 있었고 교란된 유물이 많이 보였다. 접시(저부, 동) 한 줄은 G11

구역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E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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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7구역 소호

F2

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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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F5

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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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7

F8

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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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0

F11

F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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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

2층 G구역

G2구역은 5열이 존재하는데 맨 위의 대접(저부, 남동)은 일부만이 남아 있었으며, 대접(저부, 북동), 대접(

저부, 북동), 접시(저부, 북동), 접시(저부, 북동)는 북동↔남서 방향으로 적재되어 있었다. G3구역은 G2구역

에서 대접, 접시가 그대로 연결되어 있었다. 중간 부분 교란층에서는 소접시, 완 등이 출토 인양되었다. G4

구역은 북서쪽에 3열이 있는데 접시(저부, 남동), 완(저부, 북서), 접시(저부, 북서)가 북서↔남동 방향으로 

약간 틀어져 적재되어 있었으며 중간부분에는 통형목재가 한점 있었고 남쪽에는 멍에형 가룡목으로 추정되

는 목재가 북쪽방향으로 기울어져 매몰되어 있었다. G5구역 북쪽은 대접(저부, 북), 접시(저부, 북), 대접(저

부, 북), 소접시(저부, 남), 잔 세트(저부, 북)가 남↔북 방향으로 적재되어 있었으며, 중간부분에 완(저부, 남

동)이 남동↔북서 방향으로 1줄이 있었고, 완과 접시 파편이 있었다. 잔 세트는 소접시 밑으로 연결되어 있

으며 북쪽방향으로 기울어져 매몰되어 있다. G6구역은 서쪽에 3줄 남쪽에 2줄이 있으며 서쪽에 있는 유물 

3줄은 3층에서 인양하기로 하였다. 서쪽 줄은 접시(저부, 남), 접시(저부, 북), 접시(저부, 남)가 남↔북으로 

적재되어 있었고, 접시(저부, 서), 접시(저부, 동)는 동↔서로 적재되어 있었다. G7구역 북동쪽은 접시(저부, 

남서), 잔 세트(저부, 남서)가 북동↔남서 방향으로 적재되어 있었으며, 서쪽 중간 부분에는 접시(저부, 남)

가 남↔북 방향으로, 서쪽에는 접시(저부, 남), 접시(저부, 북), 접시(저부, 남)가 남↔북 방향으로 매몰되어 

있었다. 그리드 남서쪽에는 접시(저부, 북서), 접시(저부, 남)가 북서↔남동 및 남↔북 방향으로 매몰되어 있

었다. G8구역은 동쪽 부분에 유물이 매장되어 있었는데 북쪽부터 대접(저부, 남서), 접시(저부, 남서), 잔 세

트(저부, 북동)가 북동↔남서 방향으로 매몰되어 있었고, 소접시(저부, 북서), 접시(저부, 북서), 접시(저부, 

북서)가 매몰되어 있었다. 중간 부분에는 파편이 흐트러져 있었다. G9구역을 북에서 남으로, 서에서 동으로 

매몰상태를 나열하면 접시(저부, 남서), 접시(저부, 북동), 소접시(저부, 남서), 소접시(저부, 남서)는 남서↔

북동 방향으로 적재되어 있으며 동쪽에 보이는 접시 및 대접은 3분의 2이상이 매몰되어 있어서 3층에서 조

사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남쪽부분은 열에서 이탈되어 나온 유물이 열과 열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었다. G10

구역은 북서쪽에 매몰되어 있는 유물은 인양하지 않았다. 북쪽 중간에 소접시가 흐트러져 있으며 북서쪽의 

접시(저부, 동), 접시(저부, 북동)는 북동↔남서 방향이고 접시(저부, 남동), 완(저부, 북서), 완(저부, 북서)은 

남동↔북서 방향으로 적재되어 있었다. 중간부분에는 유물이 없는 상태이다. G11구역은 접시(저부, 동), 대

접(저부, 서), 완(저부, 남서), 접시(저부, 북동)가 매몰되어 있으며 중간 부분에 조개껍질과 파편이 산포되어

있었다. G12구역 유물은 매장이 확인되나 3분의 2이상이 매몰되어 있어서 3층에서 인양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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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6

G7

G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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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9

G10

G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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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H구역

H구역은 3~12구역까지 유물이 매몰되어 있었으며, H3구역은 접시(저부, 북동) 2줄이 북동↔남서 방향으로 

북쪽 일부분에서만 매몰되어 있었다. H4구역은 멍에형가룡 구조물로 추정되는 목재가 북쪽방향으로 기울어

져 매몰되어 있었다. H7구역은 북서쪽에서부터 접시(저부, 남동), 소접시(저부, 북서)가 약간 기울어져 북서

↔남동 방향으로 있었으며, 접시(저부, 남), 대접(저부, 북)은 남↔북 방향으로 정열하고 있었다. 북동쪽에는 

선상생활에서 쓰던 도기(저부, 북)가 매몰되어 있었다. H8구역은 북→남, 서→동으로 나열하면  북서쪽 끝

부분에 대접(저부, 남서)이 있었으며, 그 밑으로 대접(저부, 서), 대접(저부, 서)은 동↔서 방향으로, 그 오른

쪽은 대접(저부, 남동), 대접(저부, 남동)이 있었으며, 북동쪽에 위치한 접시(저부, 남동), 접시(저부, 남동)는 

G12

H9구역 철화문잔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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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서↔남동 방향으로 적재되어 있었다. H9구역 북서쪽 부분은 접시와 소접시들이 산포되어 있었고 동쪽부

분에 대접(저부, 남서)이 약간 매몰되어 있었다. 그 아래 부분에 철화문잔(저부, 북), 잔(저부, 서)이 위치하

고 있는데 철화문잔은 북쪽으로 기울어져 매몰되어 있었다. H10구역은 중간부터 북쪽까지 유물이 매몰되어 

있었는데 접시(저부, 북서), 완(저부, 북서), 완(저부, 북서), 접시(저부, 북서)가 북서↔남동 방향으로 매몰되

어 있었다. H11구역은 북쪽에 접시(저부, 남서), 북서쪽에는 접시(저부, 북서), 그 아래는 접시(저부, 북서)가 

매몰되어 있었으며, 그리드 북서쪽 부분에 소접시가 산포되어 있었다. H12구역은 서쪽으로 유물이 있었는데 

접시(저부, 서)는 동↔서, 접시(저부, 남서), 소접시(저부, 남서)는 북동↔남서 방향으로 매몰되어 있었다.

H3

H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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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7

H8

H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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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0

H11

H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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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발굴유물 

발굴

일자
구역 대접 접시 완

발우

세트

(3)

발우 잔세트잔뚜껑 잔 합세트
백자

합신
유병

소호

세트
소호

주자

뚜껑
주자

향로

뚜껑

소형

받침대
청동완 합계

07.

10.01

~

07.

10.07

D5 202 271 5 478

D6 101 263 17 381

D7 19 21 1 41

D8 268 23 291

D9 37
5

(15)
42
(52)

E5 73 336 409

E6 32 157 10
1
(2)

1 1 1
203
(204)

E7 54 107 161

E8 67 420 19 506

E9 30 4 64 98

E10 32 10 42

F4 93 93

F5 26 244
11
(22)

1
282
(293)

F6 19 233 298 540

F7 26 286 25 337

F8 3 107 49 2
26
(52)

4 1 1
193
(219)

F9 17 112 30 159

F10 175 34 117
3
(6)

3 1 1
334
(337)

F11 60 60

G5 39 2 41

G6 17 72 112 201

G7 36 310 50 2 398

G8 109 285 10 404

G9 267 98 365

G10 63 124 6 193

G11 65 24 14 1 104

G12 23 37 60

H8 16 108 1 125

H9 64 1 1 1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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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

일자
구역 대접 접시 완

발우

세트

(3)

발우 잔세트잔뚜껑 잔 합세트
백자

합신
유병

소호

세트
소호

주자

뚜껑
주자

향로

뚜껑

소형

받침대
청동완 합계

H10 36 187 9 232

H11 4 88 81 1 174

3층

수습
20 244 34 10 4

1
(2)

1 1
315
(316)

합계 1,670 4,549 1,008
5

(15)
5

15
(30)

17 7
1
(2)

1 12
26
(52)

4 1 1 1 4 2
7,329
(7,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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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유물매장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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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층 유물 매장상태

3층의 유물들은 동서로는 4구역부터 12구역까지 약 9m에 걸쳐서 분포하고 있었으며, 남북으로는 D구역부

터 H구역까지 약 5m에 걸쳐서 분포하고 있었다. E4구역을 비롯해 E9, E10, E11구역과 F11, F12구역에서도 

선체편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유물들은 대접, 접시, 완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잔, 유병 등의 다양한 유물

이 인양되었다. 또한, 2층에서 다수 인양되었던 소호세트가 3층에서는 더 많은 양이 출토되었다. 특히, E6구

역에서는 1차 조사시에 인양했었던 참외모양주자가 또 한 점 출토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H9구역에서는 사

자향로뚜껑이 발견되었다.  

3층에서 인양된 유물은 총 7,329점(파편 제외)이며, 다른 층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방향으로의 유물 적

재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물들은 D, E, F, G구역에 집중적으로 매장이 되어 있었다. 3층의 유물은 2층의 

유물보다 산포 범위가 더 좁지만 유물의 출토양은 천 점 가량이 더 많은데, 이는 좁은 구역에 유물들이 밀집

해서 분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세부 구역별 유물 매장상태는 아래와 같다. 

3층 D구역

D4구역 유물은 북서쪽에 접시(저부, 서) 4점이 줄에서 이탈하여 교란되어 있고, 중간에 대접(저부, 동)이 동

↔서 방향으로 있었으며, 남쪽에는 접시(저부, 동)가 교란되어 있었다. D5구역은 접시(저부, 서), 소접시(저

부, 서), 접시(저부, 서), 대접(저부, 서), 접시(저부, 동), 접시(저부, 동), 접시(저부,서), 대접(저부, 동)이 동

↔서 방향으로 매몰되어 있었으며, 발우는 남동쪽에 매몰되어 있었고, 저부가 수면을 보면서 엎어져 있었다. 

D6구역은 동쪽 부분은 D5구역에서 연결되어진 열로 접시(저부, 서), 소접시(저부, 서), 접시(저부, 서), 접시

(저부, 동)가 동↔서 방향으로 적재되어 있었고, 서쪽은 접시(저부, 북동), 대접, 접시, 소접시 등이 북동↔남

서 방향으로 매몰되어 있었는데 여러 점씩 교란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중앙에는 항아리(저부, 북서)가 있었

으며 부근 지역에 동이 안에 바구니와 청동완 2점이 매몰되어 있었다. D8구역은 접시(저부, 서), 접시(저부, 

서), 소접시(저부, 서), 접시(저부, 서), 완(저부, 동)이 동↔서 방향으로 매몰되어 있었다. D9구역은 접시(저부, 

서), 대접(저부, 서쪽)이 동↔서 방향으로 매몰되어 있었으며, 발우(저부, 상)는 엎어져 매몰되어 있었다. 

 

D9구역 발우 상태 청동완 및 바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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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

D5

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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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

D8

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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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E구역

E4구역은 선체 외판 2단이 노출되었고 북쪽의 외판이 하단부이다. E5구역은 접시(저부, 서), 소접시(저부, 

서), 접시(저부, 동), 접시(저부, 서), 접시(저부, 동), 접시(저부, 동), 대접(저부, 서)이 동↔서 방향으로 매몰

되어 있었다. E6구역은 북쪽에 완(저부, 남), 접시(저부, 남)가 남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매몰되어 있었고, 그 

옆으로 외판의 가룡목이 남쪽방향으로 매몰되어 있었다. 가룡목은 외판부재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

다. 동쪽으로는 소접시(저부, 서), 접시(저부, 동), 완(저부. 서), 완(저부, 서), 완(저부, 서)이 동↔서 방향으로 

매몰되어 있었고, 남서쪽에는 접시(저부, 남서), 접시(저부, 남서)가 북동↔남서 방향으로 매몰되어 있었다. 

중앙부분에는 유물이 없었으며 가룡목 아래에 땔나무가 매몰되어 있었다. 또한 참외모양주자가 출토되었다. 

E7구역은 북서쪽에 항아리 구연부가 보이며, 북동쪽에 완(저부, 북서)이 D7구역과 연결되어 매몰되어 있었

다. 중앙부분에 접시 3줄은 엎어지거나 세워져 있었으며, 그 옆은 접시(저부, 남)가 남↔북 방향으로 매몰되

어 있었다. 남동쪽에는 완(저부, 남서)이 북동↔남서방향으로 매몰되어 있었다. E8구역은 접시(저부, 동), 대

접(저부, 서), 접시(저부, 동), 접시(저부, 서), 소접시(저부, 서), 완(저부, 동)이 동↔서 방향으로 매몰되어 있

었다. E9구역 동쪽은 E8구역에서 연결되어 이어진 접시(저부, 동), 대접(저부, 서), 접시(저부, 동), 접시(저부, 

서), 소접시(저부, 서)가 매몰되어 있었으며, 남쪽에는 대접 6줄이 상하로 매몰되어 있었다. E10구역은 선체 

외판 부분이 일부 보이며 대접 줄이 엎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북쪽에는 접시(저부, 남), 대접(저부, 동)

순으로 매몰되어 있었으며, 화물의 고정을 위하여 외판에 원통형 포장재를 끼운 흔적을 볼 수 있다.

D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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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E8

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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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층 F구역

F4구역은 북서쪽에 접시가 적재되어 있었고, F5구역은 북서쪽에 접시(저부, 서), 접시(저부, 동), 접시(저부, 

동)가 있으며, 서쪽에는 접시(저부, 북), 대접(저부, 남), 소접시(저부, 남), 소접시 아래에는 잔 세트(저부, 남)

가 매몰되어 있었다. F6구역은 대접(저부, 남서), 접시(저부, 남서), 접시(저부, 북동), 완(저부, 북동), 완(저부, 

남서), 접시(저부, 남서)가 약간 남서↔북동 방향으로 기울어져 매몰되어 있었다. F7구역은 북쪽부터 매몰상

태를 서술하면 접시(저부, 남서), 접시(저부, 남서), 접시(저부, 남서), 접시(저부, 북동), 접시(저부, 남서), 접

시(저부, 남서), 완(저부, 남서)이 남서↔북동 방향으로 적재되어 있었으며, 남서쪽에는 대접(저부, 동)이 동

↔서 방향으로 매몰되어 있었다. F8구역은 동쪽에 소호(저부, 남서)가 적재되어 있었으며, 6열이 북동↔남

서 방향으로 적재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뚜껑이 열로 적재되어 있었다. 유물은 약 40° 정도 기울어져 매몰

되어 있는 상태였다. 그 외의 유물은 소접시(저부, 서), 대접(저부, 서), 대접(저부, 동), 완(저부, 동), 대접(저

부, 동)이 동↔서 방향으로 적재되어 있었다. F9구역은 접시(저부, 동), 접시(저부, 동), 접시(저부, 북동), 접

시(저부, 북동), 접시(저부, 남서), 접시(저부, 북동), 접시(저부, 북동)가 동↔서 방향으로 적재되어 있었다. 

E10

E11



 高麗靑磁寶物船 태안 대섬 수중발굴 조사보고서 169  

그러나 남쪽으로 갈수록 북동↔남서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각도가 커진다. 동쪽의 완(저부, 남동)은 남동↔

북서 방향으로 매몰되어 있었다. F10구역은 북쪽 부분에 대접(저부, 상), 대접(저부, 하), 대접(저부, 하), 대

접(저부, 하)이 엎어지거나 세워져 있었다. 그 아래로 대접(저부, 동), 대접(저부, 동), 완(저부, 동), 대접(저

부, 동)이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북동쪽으로 기울어진 것으로 보인다. 동쪽의 대접(저부, 동)은 동↔서 방향

으로 매몰되어 있었다. F11구역은 F10구역에서 연결되어 이어진 대접(저부, 동)이 동↔서 방향으로 적재되

어 있었다. 이 구역에서 북쪽으로는 선체 외판재 일부분이 보인다. F12구역은 대접이 선체 밑부분에, 대접(

저부, 동)은 동↔서 방향으로 매몰되어 있었으며, 북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었다. 

F5

F9구역 완 매몰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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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G구역

G1 ~ G4구역까지는 유물이 분포하지 않았으며 G5구역은 북서쪽에 유물이 있었는데 접시(저부, 북), 접시

(저부, 북)는 남↔북 방향으로 매몰되어 있었으며, 남쪽에는 파편 일부가 분포하고 있었다. G6구역은 접시

(저부, 남) 및 F6구역에서부터 연결된 완(저부, 북), 완(저부, 남), 대접(저부, 북)이 남↔북 방향으로 매몰되

어 있었다. G7구역은 북동쪽에는 접시(저부, 남서), 완(저부, 남서), 접시(저부, 남서), 소접시(저부, 북동)가 

남서↔북동 방향으로 적재되어 있었으며, 그 아래에는 접시(저부, 남), 대접(저부, 북), 접시(저부, 북), 접시

(저부, 남)가 남↔북 방향, 남서쪽에는 소접시(저부, 북서)가 북서↔남동 방향으로 매몰되어 있었다. F8구역

은 북에서 남으로 대접(저부, 동), 접시(저부, 동), 접시(저부, 동)가 동↔서 방향, 소접시(저부, 북서), 소접시

(저부, 남동), 접시(저부, 남동)가 북서↔남동 방향으로 매몰되어 있었다. G9구역은 북쪽에 접시(저부, 북동), 

접시(저부, 북동)가 북동↔남서 방향으로 분포되어 있었으며, 대접(저부, 동), 대접(저부, 서), 대접(저부, 동), 

대접(저부, 동)은 동↔서 방향으로 매몰되어 있었다. G10구역은 북서쪽에는 접시(저부, 서), 대접(저부, 동)

이 동↔서 방향으로, 접시(저부, 북동), 접시(저부, 북동)는 북동↔남서 방향으로 적재되어 있었다. 그 아래쪽

으로는 접시(저부, 서), 완(저부, 동), 접시(저부, 남동), 접시(저부, 남동), 접시(저부, 남동)가 북서↔남동방

향으로 매몰되어 있었으며,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북서↔남동 방향으로 더 기울어져 매몰되어 있었다. G11

구역은 접시(저부, 동), 대접(저부, 동), 접시(저부, 서)가 동↔서 방향으로 매몰되어 있었으며, 접시(저부, 북

동)는 북동↔남서 방향으로 매몰되어 있었다. G12구역 완(저부, 북동)은 북동↔남서방향으로 매몰되어 있

었으며, 남쪽부분에는 접시(저부, 서)가 동↔서로 G11구역에서부터 연결되어 매몰되어 있었다. 

F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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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H구역

H1구역 ~ H6구역까지는 유물이 존재하지 않으며, H7구역은 접시(저부, 남동)가 북서↔남동 방향으로 매

몰되어 있었다. H8구역은 북동쪽에 접시(저부, 남동)가 H7구역과 연결되어져 매몰되어 있었으며, 서쪽에는 

대접(저부, 남동), 대접(저부, 남동), 소접시(저부, 남동)가 북서↔남동 방향으로 매몰되어 있었다. H9구역은 

G9구역에서부터 이어진 대접(저부, 남동)이 북서↔남동방향으로 매몰되어 있다. 그 아래에는 원통형 포장

재와 파편이 있었다. 그리고 사자향로뚜껑이 수습되었다. H10구역에는 북동쪽에 유병이 있었으며 접시(저

부, 남동), 대접(저부, 남동), 소접시(저부, 북동)가 북서↔남동 방향으로 매몰되어 있었다. 그 외의 지역에는 

파편이 다수 산포되어 있다. H11구역은 접시(저부, 북동), 접시(저부, 동), 대접(저부, 남), 완(저부, 남동), 접

시(저부, 북서), 완(저부, 남동)순으로 매몰되어 있었으며, 북쪽에 있는 접시는 북동↔남서방향, 중간부분에

는 남↔북 방향, 남쪽에는 북서↔남동 방향으로 한 그리드 내에서 위치별로 다르게 매몰되어 있다. H12구

역은 파편만 일부 매몰되어 있었다.

G11

G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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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0구역 유병 및 접시

H7

H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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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 발굴 유물

발굴

일자
구역 대접 접시 완 발우 잔세트 잔뚜껑 잔 합세트 유병

소호

세트
소호

삼족

향로

소형

받침대
합계

07.

10.09

~

07.

10.18

D8 106 106

D8

주변수습
2 19 2 3 26

E6 56 134 1 191

E7 66 91 70
18
(36)

245
(263)

E8 35 146 7 188

F6 50 216 73
4
(8)

4
347
(351)

F7 58 196 35
12
(24)

1
302
(314)

F8 162 4 11 177

F9 1 1 1 1 4

F10 18 18

F11 0 90 90

G6 67 67 134

G9 187 4 191

H10 58 2 60

합계 487 1,148 383 0
16
(32)

3 5
18
(36)

5 0 12 1 1
2,079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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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 유물매장상태 



180  高麗靑磁寶物船 태안 대섬 수중발굴 조사보고서

(4) 4층 유물 매장상태

4층의 유물들은 동서로는 5구역부터 11구역까지 약 7m에 걸쳐서 분포하고 있었으며, 남북으로는 D구역부터 

H구역까지 약 5m에 걸쳐서 분포하고 있었다. E구역과 F구역 일부에서 선체편이 확인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유

물 출토양이 많이 줄어들었다. 유물들은 마찬가지로 대접, 접시, 소접시, 완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잔, 유병, 소

호 등의 다양한 유물이 인양되었다. 특히, E7구역에서는 합이 18세트 인양되었다. 

4층에서 인양된 유물은 총 2,079점(파편 제외)이며, 동서 방향, 남북 방향을 비롯한 여러 방향으로의 유

물 적재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물들은 E, F구역에 집중적으로 매장이 되어 있었다. 

세부 구역별 유물 매장상태는 아래와 같다. 

4층 D구역

D5구역은 북쪽에 접시의 일부가 보이며, 남쪽에는 접시(저부, 동)가 동↔서 방향으로 매몰되어 있었으며, 파편

이 일부 흐트러져 있었다. D6구역은 중심에 항아리(저부, 북)가 남↔북 방향으로 매몰되어 있었고, 그 우측으로 

접시(저부, 동)가 동↔서 방향으로 매몰되어 있었으며, 파편들이 흐트러져 있었다. D7구역은 선상생활에서 활용

하였던 항아리가 가운데 위치하고 있었으며, 밑으로는 접시(저부, 남), 완(저부, 북), 접시(저부, 남)가 남↔북 방

향으로 매몰되어 있었다. D8구역은 중간부분에 완(저부, 동)이 동↔서로 매몰되어 있었고, 그 주변에 파편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D9구역은 완(저부, 동)이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D10구역 남쪽에는 일부 파편만이 있었다. 

D5

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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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

D8

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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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층 E구역

E4구역에는 외판 두 단이 보인다. E5구역은 북쪽에 접시들이 흐트러져 있었다. E6구역은 북쪽에 10여점의 

접시(저부, 남)가 남↔북 방향으로 적재되어 있었다. 남쪽에는 유물 6줄이 있었는데 서쪽에서부터 대접(저

부, 북동), 대접(저부, 북동), 대접(저부, 남서)이 북동↔남서 방향으로 매몰되어 있었으며, 소접시(저부, 북), 

접시(저부, 남)는 남↔북 방향으로 매몰되어 있었고, 그 아래에 대접(저부, 동)이 동↔서 방향으로 위치하고 

있었다. E7구역은 완(저부, 남), 완(저부, 북), 완(저부, 남)이 매몰되어 있었으며 그 아래에는 접시(저부, 남), 

접시(저부, 남)가 매몰되어 있었다. 그 오른쪽으로 접시, 대접 등이 산포되어 있었으며, 우측에는 접시(저부, 

북동), 접시(저부, 북동)가 북동↔남서 방향으로 매몰되어 있었다. E8구역은 대접(저부, 동)이 매몰되어 있

었으며, 그 아래쪽으로 접시(저부, 동), 접시(저부, 서)가 동↔서 방향으로 매몰되어 있었다. E9 ~ E12구역에

는 화물로 적재되었던 유물은 존재하지 않았고 외판재 등이 보였다. 

E4

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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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

E7

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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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 F구역

F1 ~ F4구역에는 도자기가 없었으며, F5구역에는 도자기 4줄이 존재하는데 북서쪽에는 접시(저부, 서)가 동

↔서 방향으로 매몰되어 있었고, 아래로는 접시(저부, 북), 접시(저부, 북), 접시(저부, 북)가 남↔북 방향으로 

적재되어 있었다. F6구역은 북서쪽에 대접(저부, 남서), 잔(저부, 남서), 완(저부, 북동)이 북동↔남서 방향으

로 매몰되어 있었고, 북동쪽에는 접시(저부, 서)가 동↔서 방향으로, 그 아래에는 대접(저부 북), 접시(저부, 

북), 접시(저부, 북)가 남↔북 방향으로 매몰되어 있었다. F7구역은 접시(저부, 북동), 대접(저부, 남서), 잔(

저부, 남서), 소접시(저부, 남서), 접시(저부, 남서)가 남서↔북동 방향으로 매몰되어 있었다. F8구역은 북쪽

에서부터 대접(저부, 서), 대접(저부, 동), 대접(저부, 서)이 동↔서 방향으로 매몰되어 있었으며, 소호는 동

쪽에 매몰되어 있었다. F9구역은 중간부분에 대접(저부, 동)이 동↔서 방향으로 매몰되어 있었으며 그 외의 

접시 및 향로 받침은 교란되어 매몰되어 있었다. F10구역은 완(저부, 서)이 동서방향으로 매몰되어 있었으

며 그 외의 유물과 파편들은 교란되어 있었다. F11구역은 남쪽에 접시(저부, 서)가 동↔서 방향으로 매몰되

어 있었으며, 선체의 매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고, 선체 사이의 수밀재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F11구역 선체 수밀재

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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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F7

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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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9

F10

F11



 高麗靑磁寶物船 태안 대섬 수중발굴 조사보고서 187  

4층 G구역

G6구역은 F6구역에서 연결되어진 접시(저부, 북), 완(저부, 남)이 남↔북 방향으로 매몰되어 있었다. G7구역

은 접시(저부, 남)가 남↔북 방향으로 매몰되어 있었다. G9구역은 접시(저부, 서), 접시(저부, 서), 소접시(저

부, 동)가 동↔서 방향으로 매몰되어 있었고, 북동쪽의 접시(저부, 서) 또한 동↔서 방향으로 매몰되어 있었

다. 그리고 남동쪽에는 유병 및 대접 등이 교란되어 있었다. G10구역은 남서쪽에 일부 접시가 있었고, G11

구역은 남서쪽에 접시(저부, 남서)가 매몰되어 있었다. 

F12

G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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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G9

G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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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층 H구역

H10구역은 대접(저부, 남동)이 북서↔남동 방향으로 매몰되어 있었고, H11구역은 G11구역에서 이어지는 

접시(저부, 북동)의 일부가 약간 보인다. 

G11

H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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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 발굴유물

발굴

일자
구역 대접 접시 완 소호

발우

세트

(3)

잔뚜껑
소형

받침대
잔 유병 항아리 동이

청동

항아리
철제솥 합계

07.

10.18

~

07.

10.22

5층 전체 수습 32 1 1 1 35

D4 6 67 2
1
(3)

75
(78)

D5 465 199 1 665

E6 5 5

F6 49 193 24 266

F8 201 6 7 214

H11 14 14

5층 주변 수습 7 1 2 2 18 30

D6, 7 1 3 1 1 1 7

합계 69 971 233 7
1
(3) 3 1 2 19 3 1 1 1

1,31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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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 유물매장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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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층 유물 매장상태

5층의 유물들은 동서로는 4구역부터 8구역까지 약 5m에 걸쳐서 분포하고 있었으며, 남북으로는 D구역부터 

F구역까지 약 3m에 걸쳐서 분포하고 있었다. 여러 구역에서 선체편이 상당부분 노출되었으며, 항아리, 물동

이 등의 도기류와 솥이 출토되었다. 유물들은 다른 층과 마찬가지로 대접, 접시, 소접시, 완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호, 잔, 발우, 유병 등의 유물이 소수 출토되었다. 5층 유물 바로 밑에는 선체편이 확인되었다.

5층에서 인양된 유물은 총 1,306점(파편 제외)이며, 일부 구역에서만 유물이 발견되었다. 

세부 구역별 유물 매장상태는 아래와 같다. 

5층 D구역

D4구역은 접시(저부, 동)와 소접시(저부, 동)가 동↔서 방향으로 매몰되어 있었다. D5구역은 열에서 이탈되

어 교란된 유물이 많으며, 북쪽에서부터 접시(저부, 남), 접시(저부, 남)가 남↔북 방향으로 매몰되어 있었고, 

완(저부, 서), 접시(저부, 동), 소접시(저부, 서), 소접시(저부, 서), 완(저부, 서)은 동↔서 방향으로 매몰되어 

있었다. D6구역과 D7구역은 도기(항아리, 물동이), 솥단지 등이 매몰되어 있었다. 

D6구역 도기

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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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 E구역

E6구역에는 접시와 소접시가 일부 흐트러져 있다.

D5

E6

5층 F구역

F6구역은 접시(저부, 북), 접시(저부, 북), 접시(저부, 북), 접시(저부, 북), 완(저부, 남)이 남↔북 방향으로 매

몰되어 있었으며, F8구역은 접시(저부, 서), 소접시(저부, 서)가 동↔서 방향으로 매몰되어 있었다.  F10구역

은 파편 등이 매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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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F7

F8



 高麗靑磁寶物船 태안 대섬 수중발굴 조사보고서 195  

5층 H구역

H11구역에서 대접이 교란되어 매몰되어 있었다.

❸ 도자기 적재방법

태안 대섬에서 발굴 인양된 선박은 도자기 운반선으로 확인되었다. 태안선에서 인양된 유물은 도자기가 주

류를 이루며, 선상에서 사용하였던 젓갈용 도기, 청동완, 닻돌 등이 발견되었다. 도자기는 기형별로 겹겹이 

층을 이루어 5층으로 선체에 적재되어 매장되어 있었다. 선체는 동↔서 방향으로 외판이 뉘어진 상태에서 

동↔서, 남↔북, 상↔하 방향으로 적재한 도자기와 함께 매몰되어 있었다.

적재 도자기 사이에서 포장용 목재가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십이동파도선, 완도선과 동일한 적재방법

으로 완충재(짚)와 포장용 목재를 이용하여 줄(갈대 등)로 묶어 포장한 상태였다. 그 중의 일부 유물(소호, 청

자접시 등)은 수피도 벗겨내지 않은 가는 원통형 포장재를 사용하였고, 유병은 포장용 목재를 가운데 두고 

구연부가 마주보게 하여 목 부분에 끈을 연결하여 적재하였다. 또한 양질의 참외모양주자의 경우 항(缸)속에 

짚으로 완충한 후 적재하여 기형에 따라 포장방법을 달리하였음을 알 수 있었고, 이는 운반 과정에서 깨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노력이었다. 청자 발우는 크기별로 포장을 하지 않고 세트를 기준으로 포장하였으며 그 사

이에는 완충재를 첨가하여 유물의 파손을 방지하였다. 그 밖의 중요한 유물도 짚으로 도자기와 도자기 사이

를 완충하여 적재한 것으로 보아 기형에 따라 포장방법을 다르게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선원들이 사

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철제솥, 청동완, 도기 등이 발견되었는데, D6구역 1층에서는 염장을 하여 식생활에 활

용하였던 생선뼈(젓갈)와 도기가 발굴되었다. 그리고 도기질 동이 안에 바구니와 청동완 2점이 매몰된 경우

도 발견되었다. 일부 도기(호)에서는 구연부에 초본류(갈대)를 사용하여 선박 이동 중 진동으로 움직이지 않

도록 끈으로 묶은 흔적을 볼 수 있었다. 

인양 과정 중에 묵서 흔적이 남아 있는 목간을 수습하였는데, 목간은 포장용 목재와 같은 방향으로 매몰

된 경우는 드물며, 새끼줄·짚·포장용 목재 사이에 매달았던 흔적이 목간 상단의 형태에서 확인되었다.

목간 중 하나는 앞면에‘ ’가 적혀있었고 뒷면에는 ‘卽(式)載船進’이 묵서되고, 다른 

목간은 ‘ ’가 적혀있었고 목간의 뒷면에는 수결이 있었다. 이외에 ‘崔大卿 宅上’등의 묵서 

내용으로 도자기의 생산지뿐만 아니라 출항지·거래관계·운송책임자·선박 적재 단위 등도 확인하였다.

수중에서 고려시대 목간이 발견된 것은 최초이며, 유물을 인양하는 과정 중 도자기를 포장하던 포장용 

목재와 함께 발견되어 목간이 물표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청자접시 및  원통형 포장재 청자유병 포장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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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 구연부

탐진명 목간목간 고정줄

목간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위치별로 화주가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유물은 기형별로 적재하지 않

고 화물의 주인별로 위치와 공간을 지정하여 적재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A형(탐진), B형(안영호) 목간은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C형(최대경)은 중간→서쪽에 치우쳐 발굴되었다. 또한 발우 같은 중요한 선적물도 

적재 장소가 2층 E9와 E10, 3층 D5구역과 D9구역 등에 매장되어 있어 선적물의 기형별로 적재되었다기보다 

화주별로 적재한 것으로 보인다. 

위의 선적 상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화주의 선적물은 도자기의 안전성 및 적재량을 고려하고 위치에 

적합하게 화물을 적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도자기의 적재 방법은 아래층과 위층의 도자기가 서로 반대(저

부가 서↔동) 방향을 향한 것으로 보이며, 대접과 대접 사이에는 소접시와 같은 소형의 유물을 적재한 것으

로 보인다.

전체 층에서 F5구역과 F6구역은 대체적으로 남↔북 방향으로 유물이 적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유물의 

형태는 선체의 매몰상태를 고려할 때 여러 단위의 유물을 세워서 적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선박이 

침몰 당시 충격을 받아 적재 화물이 흩어졌거나, 항해도중 흔들림 등으로 인하여 적재화물의 변화 가능성 등

을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적재의 방법을 단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전체적인 매몰상황을 살펴보면 5,6,7구역에서는 화목(火木)으로 사용하였던 가공하지 않은 통형목재가 

있었으며, 선상에서 사용하였던 도기 등도 있었다. 위의 구역이 다른 구역보다 도자기 방향이 심하게 뒤틀린 

것은 선박이 침몰하면서 선박에서 숙식을 했던 빈 여유 공간 부분으로 선적물이 집중적으로 쏠렸기 때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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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출토 목간 목록(발굴일자 및 위치 미상은 포장목재의 세척과정 중 발견)

번호 발굴일자 발굴위치 묵 서 명 크 기(mm) 비고

1 2007. - 耽津 180× 22× 9 A형

2 2007. - 耽津 102× 36× 6 A형

3 2007. 09. 15 F8~9 2층 耽津 98× 37× 6 A형

4 2007. 09. 15 F8~9 2층 耽津 89× 36× 5 A형

5 2007. 10. 02 F10 3층 耽津 82× 25× 6 A형

6 2007. 09. 15 F8~9 2층 耽津 79× 31× 6 A형

7 2007. 09. 15 F8~9 2층 耽津 96× 34× 7 A형

8 2007. 10. 01 F8 3층 耽津 308× 26× 7.5 A형

9 2007. 10. 01 F8 3층 耽津 286× 33× 6.6 A형

10 2007. 09. 15 F8~9 2층 安永戶 289× 41× 9 B형

11 2007. 09. 17 H9 2~3층 安永戶 56× 28× 9 B형

12 2007. 10. 07 D7 安永戶 373× 41× 11 B형

13 2007. 10. 01 G5 3층 崔大卿 宅上 188× 22× 9 C형

14 2007. 10. 04 F9 3층 崔大卿 宅上 258× 35× 8.6 C형

15 2007. 10. 02 H9 3층   卿 宅上 191× 35× 11 C형

16 2007. 10. 18 5층 柳將命 152× 20× 6 D형

17 2007. 10. 06 - 56× 26× 12 수결

18 2007. 10. 02 H9 3층 195× 27× 9 수결

19 - - 358× 26× 14 수결

20 2007.10. 01 F8 3층 185× 2.5× 12 수결

21 - - 94× 26× 11.2 수결

22 2007. 10. 04 F9 3층 417× 31× 13 수결

23 2007. 09. 16  2층 540× 41× 15 수결

24 - - 123× 35× 7 미분류

25 2007. 09. 15 - 84× 30× 8 미분류

26 - - 55× 29× 0.6 미분류

27 2007.10. 03 G6 3층 296× 32× 8.5 기타

28 2007. 10. 02 H9 3층 227× 30× 7 기타

29 - - 80× 33× 10 기타

30 - - 54× 30× 9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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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인다. 군산 십이동파도선에서 보이는 것과 동일한 현상이다. 선미와 선수 쪽에 주로 화물을 선적하고 철

제솥 등이 발굴된 중간 부분은 숙식생활공간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발굴유물

구분 발굴유물 수량(점) 비고

긴급탐사 도자기 9

1차조사 도자기 744

2차조사

도자기 21,944

철제솥, 청동완 5

목간 34 기타 포장재, 유기질 자료 수습

 유물적재 모습

수중 도기목줄

수중 도자기 포장용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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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차 조사

➊ 선체인양

3차 조사는 선체인양과 선체 아래 부분의 유물 인양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2008년 4월 27일부터 6

월 1일까지 진행되었다. 선체인양은 먼저 선체의 상태를 조사 후 실시하기로 하였다.

첫 번째로 수중에서의 인양작업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2007년 조사 시 설치하였던 그물과 선체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모래주머니를 먼저 제거하였고, 선체의 보호를 위하여 2007년에 제거하지 않은 

갯벌층을 에어리프트(3인치) 및 워터제트 장비를 이용하여 선체를 노출시켰다. 선체는 동-서로 향하고 남쪽

으로 약 95° 가량 기울어져 매몰되어 있었으며 외판부는 총 4단(8.2× 1.5m)으로 잠수사가 입수하여 선체에 

고유번호를 부착하였다. 선체는 얇고 길어 전면 인양 시 파손의 우려가 있어 선체이음 부분을 수중에서 분리

한 후 인양하기로 결정하였다. 해체인양을 준비하기 위하여 바지선과 예인선에 공간을 먼저 확보하였다. 선

체의 인양은 예인선에 설치된 크레인을 이용하기로 하고 해저에서 분리된 선체는 사전 제작한 프레임 위에 

목재를 덧붙인 인양대를 이용하기로 하였다. 

선체는 총 6편으로 외판재(1-1, 1-2, 2-1, 3-1, 4-1, 4-2)  만이 남아 있었다. 선체는 수중에서 해체하였

으며 각 선체는 장기간 바다에서 수침상태로 존재하여 경도가 저하된 바, 판재마다 수중에서 하부 보강지지

재를 덧대었으며, 보강지지재 부착 후 에어백을 사용하여 수면위로 부상시켰다. 각 판재마다 고유번호를 부

착하고 손으로 외판과 외판을 연결하였던 나무못 부분을 해체하였다. 해체된 선체는 인양대로 이동하여 에

어백을 부착하였으며, 선체의 인양과정 중 선체의 유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무바인더로 선체를 고정하였다. 

인양을 위하여 에어백에 잠수사가 표면공기공급 장치를 이용하여 공기를 주입하고, 선체를 잠수사와 함께 서

선체 고유번호 부착

에어백 공기주입

수중 선체 인양

크레인 인양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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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히 상승시켰으며,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여 선체를 인양 완료하였다.

두 번째는 육상에서의 작업이다. 수면위로 부양된 선체편은 크레인에 의하여 바지선으로 인양되었다.

인양된 선체는 포장을 실시하였는데 목재 합판으로 받침대를 만들고 선체의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닐, 부직포, 에어비닐을 이용하여 포장을 실시하였다. 선체의 건조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체 인양 당일 안

흥 내항으로 바로 선체를 운반하려고 하였으나, 내항의 수심이 낮아 예인선(해진호)이 내항 입구까지만 운송

을 하고 고무보트를 이용하여 내항으로 이동한 후 태안 탈염장까지 운반하였다.

➋ 자기류 및 기타유물

선체인양 후 그리드내부 및 외부 3m까지 에어 리프트(Air Lift)를 사용하여 제토 하였고, 그리드 외부 30m까

지는 워터제트(Water Jet)를 이용하여 유물의 분포를 확인 조사하였다. 자기류 및 기타유물 인양은 2007년 

설치했던 그리드(A1~H12)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바지선과 연결된 에어리프트, 워터제트에 의하여 제토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청자유물이 H10~H12 지역 및 동지역 외곽에 광범위하게 집중 분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리드 H지역 외곽까지 발굴구역을 확장하여 편의상 그리드 외곽 지역의 명칭을 I, J, K로 명명 조

사하였다. 또한 조사 지역은 사진촬영과 함께 D.G.P.S(Differential 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성위치측정

기)로 정확한 조사 위치를 기록하였고 유물이 발견된 지점에서는 수중촬영하여 기록화 하였다. H2, H3 구

역에서는 닻돌이 발견되어 에어백을 사용하여 수면 부양 후, 크레인을 사용하여 인양하였다. 그리드 외부에 

크레인 인양

탈염장 이동

선체 이동

선체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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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집중 매장처 발견시는 임시로 추가 조사구역을 정하여 매장상태를 조사하였다. 조사과정 중 도자기 밑

에서 사람의 인골이 발굴되었는데 어깨뼈, 척추, 팔뼈 일부가 확인되었다.

매몰상태는 머리 부분이 북쪽을 향하고 있었으며 팔부분이 동서방향으로 매몰되어 있는 상태였다. 그

러한 모든 과정은 수중카메라와 수중캠코더를 이용하여 매장상태를 기록하였다. 

선체 인양 후 그리드 내부를 제토한 결과(깊이 1m 정도), H10구역과 H12구역에 유물이 집중적(포장

된 상태)으로 분포하는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 외부에 산발적으로 분포하고 있었다. 그리드 외부 남쪽을 제

토한 결과, 유물이 집중 분포된 곳을 발견하여 상태촬영 후 유물을 수습하였다. 조사 기간 내에 그리드 주변

(30m내외)에 대한 유물 분포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외곽 10~30m까지 워터제트(Water jet)로 제토한 결

외곽유물 수습

I2 유물 분포상태

닻돌 수중상태

발굴인원 수중 기념촬영

I11구역 유물 상태

인골발견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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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깊이 50cm 정도), 남쪽, 서쪽에서는 유물층이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동쪽과 북쪽 일부에서 완형의 소접

시와 편들이 분포하고 있었다.

2008년도 3차 발굴 유물

일자 구역 대접 접시 완 잔세트 잔뚜껑 잔 유병 소호 뚜껑 소형 받침대 합계

08.04.29 H-12 11 11

08.05.10

I-7 16 6 22

I-8 14 35 4 53

I-10 17 61 2 80

I-11 60 171 5 1 237

외곽수습 28 1 2(4) 1 32(34)

08.05.11 H-10 26 1(2) 3 30(31)

08.05.16

외곽수습 100 1 10 2 18 131

J-11 27 1 28

K-11 39 3 2 44

K-12 1 9 10

08.05.17
K-11 48 2 1 1 52

외곽수습 15 15

08.05.25 외곽수습 2 25 27

08.05.26 외곽수습 55 1 1 57

08.05.27 외곽수습 4 88 2 1 95

08.05.30 K-3 52 1 53

08.05.31 I-2 1 61 3 2 1 1 69

기형별합계 99 867 30 3(6) 18 5 2 2 20
1,046
(1,049)

3차발굴 유물 분포상황(그리드)

A12 A11 A10 호롱구조물 A8 A7 A6 A5 A4 A3 A2 A1

B1

C1

D1

E1

F1

G1

11점 30점 H1

237점 80점 53점 22점 69점 I1

28점 J1

10점 96점
53점

인골
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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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발굴유물

발굴유물 수량(점) 비고

선  체 1점 11편(호롱포함)

도자기 1,046점 파편제외

선체 부속구 2점 닻돌(2점)

인  골 1점 총14점 일괄

총계 : 1,050점

➌ 광역조사

광역조사는 2009년 발굴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으며, 그리드 외곽 30m 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대

한 유물매장 여부를 주로 파악하였다. 유물의 분포가 많은 위치를 수중에서 부표를 올려 핸드 위성위치측

정기로 매장위치를 기록한 후 분포지도를 만들어 본 결과 북동쪽으로 유물이 분포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북동쪽 150m까지 탐침할 경우, 40cm 깊이에서도 패각류가 붙은 유물이 발견되고 있다. 위와 같이 탐사결

과 그리드 북동쪽 150 ~ 200m 지점까지 유물이 산포하여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2009년 이후에도 추

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변해역 유물분포도

그리드
15점

편 177

23점
9점

11점

26점

1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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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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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유물 현황

연번 기형 수량 연번 기형 수량

1 청자대접 5,656점 16 백자합신 1점

2 청자접시 14,285점 17 백자접시 1점

3 청자완 3,078점 18 백자잔 1점

4 청자발우 167점 19 동이 1점

5 청자합 21조(42점) 20 시루 1점

6 청자잔뚜껑 61점 21 도기 9점

7 청자잔 110조(220점) 22 청동완 2점

8 청자유병 42점 23 목간 34점

9 청자유개소호 64조(128점) 24 철제솥 2점

10 청자소호 5점 25 선체 1점

11 소형 받침대 63점 26 인골 1점

12 청자참외모양주자 2조(4점) 27 닻돌 2점

13 청자사자향로 2조(4점) 28 호롱구조물 1점

14 청자항 1점 29 청동항아리 1점 

15 청자두꺼비모양벼루 1점 총합계 23,815점

발굴유물 현황  

태안 대섬에서 발굴된 유물은 선체를 포함하여 모두 23,815점에 달한다. 선적된 도자기는 대부분 청자이며, 기

형별로 대별하면 접시가 가장 많고 다음은 대접, 완 순이다. 이 가운데 발우 167점은 2점, 3점, 4점씩 세트로 포

개진 상태로 수습되었다. 청자합은 소형에 속하는 양질의 것으로 21조가 발굴되었고, 2조의 청자사자향로는 

발굴된 유물의 백미로 내세울 만한 것이다. 두꺼비형벼루는 소형으로 기능상 휴대용으로 보이며, 그 유례가 없

는 것이다. 청자 외에 극소량의 백자도 발굴되었다. 고려시대 백자는 합신만이고 접시와 잔은 조선시대에 해당

하는 것이다. 목간도 34점이 발굴되었는데, 명문의 판독에 따라 많은 정보를 제공하였다. 선체와 함께 호롱, 닻

돌 등 선체 부속구 일부도 수습되었다. 청동완, 솥 등 선상 생활용품과 난파 당시 선적된 화물인 청자더미에 깔

려 죽은 사람의 인골도 수습되었다. 도자기의 총량은 23,771점인데 이 가운데 22점은 발굴현장에서 도굴된 것

을 압수하여 포함 시켰다. 총량의 숫자는 완형과 특이한 형태의 것을 포함한 수량이며, 이외에도 복원이 되지 

않은 수천점에 달할 것으로 예견되는 파편 수십상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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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대접 

청자발우 

청자합뚜껑

청자소호뚜껑

청자참외모양주자 

청자두꺼비모양벼루

백자합신 

도기

목간

호롱구조물

인골

청자접시

청자잔뚜껑 

청자합신 

청자소호

청자사자향로뚜껑 

청자항 

백자접시

동이 

철제솥 

선체 

청자완

청자잔 

청자유병  

청자참외모양주자뚜껑

청자삼족향로 

소형 받침대 

백자잔 

시루 

청동항아리 

닻돌

조사 기간별 도자기 발굴 유물 현황

긴급탐사 1차 2차 3차 압수 유물 합계

9점 747점 21,944점 1,049점 22점 23,77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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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대섬 출토 도자기는 23,771점으로, 청자, 백자, 도기로 분류된다. 청자는 23,757점, 백자 3점, 도기 11점으

로 이중 청자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기종은 대접 5,656점, 접시 14,285점(백자접시 1점 포함), 완 3,078점, 발우 

167점, 합 43점(뚜껑 21점, 합신 21점, 백자합신 1점 포함), 잔 282점(뚜껑 172점, 잔 109점, 백자잔 1점 포함), 

유병 42점, 소호 133점(뚜껑 64점, 소호 69점), 주자 4점(뚜껑 2점, 주자 2점), 향로 4점(뚜껑 2점, 향로 2점), 항 

1점, 벼루 1점, 소형 받침대 63점으로 나누어진다. 도기의 기종은 시루편, 병, 호, 동이로 나누어지며 전체 11점

이 확인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태안 대섬 출토 자기 23,760점 중 대표되는 335점을 선별하여 유물에 대한 기술과 사

진, 도면을 편집 수록하였다.  

태안 대섬 출토 도자기는 유물의 정리를 위해 먼저 유물의 기종별 속성을 기형과 문양으로 나누어 분

류하고 이들 속성을 조합하여 형식을 분류하였다. 도자기의 기형은 기종별로 대표되는 속성에 차이를 보이

므로 동일 기준을 적용하여 분류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종별 속성은 내저면의 형태, 입지름, 높이, 구

연형태 등 기형의 크기, 굽의 형태, 측사면의 형태 등 각 기종의 특징에 따라 각각 다른 분류체계를 마련하였

다. 문양은 시문기법과 무늬의 형태에 따라 분류하였다. 즉 시문기법별로 기종에 관계없이 a(무문), b(음각), 

c(양각), d(철화), e(퇴화), f(복합)의 동일한 분류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이렇게 분류된 속성은 무늬의 형태에 

맞추어 다시 세부적으로 분류하였다.

1. 도자기 
 1) 형식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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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접

대접은 5,656점이 출토되었으며, 기형의 형태에 따라 Ⅰ, Ⅱ, Ⅲ 유형으로 분류된다. 먼저 Ⅰ유형은 기측선이 저

부에서 구연쪽으로 사선을 이루며 올라가다가 내면 구연부 아래쪽의 선문대에서 각지게 꺾이는 형태이다. Ⅱ

유형은 높이가 낮고 구경이 넓으며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는 형태이다. Ⅲ유형은 높이가 높고 구

경이 좁으며 기측선이 저부에서 직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구연까지 이어지는 형태이다. 

이들 세 가지 유형은 화형이 아닌 A와 화형인 B로 분류되며, 구연의 형태에 따라 1(직립)과 2(외반)로 

구분된다.

대접의 시문기법은 a(무문), b(음각), c(양각), f(복합=b+c)가 확인된다. 또한 문양의 형태에 따라 b(음

각)은 앵무문①~②, 초문, 국화당초문, 모란당초문①~③으로 나뉘며, c(양각)는 연판문, 모란당초문①~③, 

선문으로 세분된다. 또한 b(음각)의 모란당초문과 c(양각)의 선문이 복합되어 나타나는 f(복합=b+c)의 유형

이 확인된다. 

대접은 기형과 문양의 유형들을 조합하면 ⅠA2a, ⅠA2b초문, ⅡA1a, ⅡA1f(b모란당초문②+c선문), ⅡA2a, 

ⅡA2b국화당초문, ⅡA2b모란당초문③, ⅡB1a, ⅡB2a, ⅡB1b모란당초문①, ⅡB1b모란당초문②, ⅡB1c모란당초

문①, ⅡB1c모란당초문②, ⅡB2c모란당초문③, ⅡB2c선문, ⅢA1b앵무문①, ⅢA1b앵무문②, ⅢA1c연판문의 총 

18개 형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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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접시

접시는 청자접시 14,285점과 백자접시 1점이 출토되어 전체 기종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형태에 따

라 Ⅰ, Ⅱ, Ⅲ, Ⅳ의 4가지로 분류된다. Ⅰ유형은 내저면이 넓고 편평하며 기측선이 구연부터 저부까지 완만하

게 벌어진 형태이다. Ⅱ유형은 Ⅰ유형과 기형은 유사하나 Ⅰ유형에 비해 크기가 작은 형태이다. Ⅲ유형은 높이

가 낮고, 내저면이 편평하며 완만하게 벌어져 측선을 이룬다. Ⅳ유형은 저부가 수평으로 벌어지다가 각이 지게 

꺾여 낮고 오목하게 직립한 형태이다.

화형의 유무에 따라 화형이 아닌 A와 화형인 B로 분류되며, 구연의 형태에 따라 1(직립), 2(외반), 3(내

만), 4(꺾인 구연)의 4가지 유형으로 세분된다. 

접시의 문양은 시문기법에 따라 a(무문), b(음각), c(양각), d(철화선문), e(퇴화선문), f(복합문=b+c)

로 분류된다. 또한 시문기법에 따라 분류된 b유형과 c유형은 다양한 무늬로 나누어진다. 즉 b유형은 앵무문

①~②, 국화당초문, 국화절지문, 모란당초문, 모란절지문, 연화절지문, 화당초문, 화문, c유형은 모란당초문, 

연판문①~②, 모란문①~④, 국화당초문, 연화문으로 분류된다. 

접시는 다른 기종에 비해 훨씬 다양한 기형을 보이며, 백자 1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청자이다. 청자 접시

의 기형과 문양을 조합하면 ⅠA1b앵무문①, ⅠA1b앵무문②, ⅠA2b앵무문①, ⅠA1c연판문①, ⅠA2c연판문

②, ⅠB2a, ⅠB2b국화당초문, ⅠB2b모란절지문, ⅠB2b연화절지문, ⅠB2b화당초문, ⅠB2b화문, ⅠB2c모란

기형

Ⅰ
기측선이 

저부에서 구연쪽

으로 사선을 

이루며 올라

가다가 내면 구연부 아래쪽

의 선문대

에서 각지게 

꺾이는 유형 

 A

화형 아닌 것

1   직립

2   외반

B

화형

 

1

2

Ⅱ
높이가 낮고

 구경이 넓으며 

기측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는 

유형  

 

 A

1

2

B

1

2

Ⅲ
높이가 

높고 구경이

좁으며 기측선이

저부에서 직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구연까지

이어지는 유형

 A

1

2

B

1

2

대접 분류표

문양

a

무문

b

음각

앵무문 ①~②

초문

국화당초문

모란당초문 ①~③

c

양각

연판문

모란당초문 ①~③

선문

d

철화

e

퇴화

f

복합

b(모란당초문)

+c(선문)

*     해당유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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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문, ⅠB2e선문, ⅡA1a, ⅡA1b모란절지문, ⅡA2a, ⅡB1e선문, ⅡB2e선문, ⅢA4a, ⅢA4c모란문①, ⅢA4c모

란문②, ⅢA4c모란문③, ⅢA4c모란문④, ⅢA4e선문, ⅢB2a, ⅢB2c선문, ⅢB2d선문, ⅢB4c국화당초문, ⅢB4c

연화문, ⅢB4e선문, ⅣA1a로 형식이 분류된다. 백자접시는 기형이 작고 화형이 아니며 구연이 외반 된 무문의 

기형

Ⅰ
내저면이 

넓고 편평하며 기측선이 

구연부터 

저부까지 

완만하게 

벌어진 유형

A

화형 아닌 것

1   직립

2   외반

3   내만

4   꺾인 구연 

B

화형

1

2

3

4

Ⅱ
Ⅰ유형에 

비해 크기가 

작은 유형

A

1

2

3

4

B

1

2

3

4

Ⅲ
높이가 낮고, 내저면이 

편평하며 완만하게

벌어져 측선을 이룬 유형

A

1

2

3

4

B 

1

2

3

4

Ⅳ
저부가 

수평으로 

벌어지다가 각이

지게 꺾여 

낮고 오목하게

직립한 유형

A

1

2

3

4

B

1

2

3

4

문양

a

무문

b

음각

앵무문 ①~②

국화당초문 

국화절지문

모란당초문

모란절지문

연화절지문

화당초문

화문

c

양각

모란당초문

연판문 ①~②

모란문 ①~④

국화당초문

연화문

d

철화
선문

e

퇴화
선문

f

복합

접시 분류표

*     해당유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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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시로 ⅡA2a형식에 속한다.백자접시는 발굴 당시 매몰선체 안에서 출토된 청자접시 등과 조금 떨어진 지점에서 백자잔과 함께 출토된 것이다.

03 완

완은 3,078점이 출토되었다. 내저면의 형태, 구연 아래에 위치한 음각선의 유무, 저부에서 구연까지 올라가는 

기측선의 형태에 따라 Ⅰ, Ⅱ, Ⅲ, Ⅳ 유형으로 분류된다. Ⅰ유형은 내저면이 곡면이고 구연 아래에 음각선이 없

으며, 저부에서 구연까지 둥근 곡선을 그리며 올라가는 형태이다. Ⅱ유형은 내저면에 원각이 있고 구연 아래 

음각선이 있으며, 저부에서 구연까지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는 형태이다. Ⅲ유형은 내저면이 곡

면이고 구연 아래에 음각선이 있으며, 저부에서 구연까지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는 형태이다. Ⅳ

유형은 내저면에 원각이 있고 구연 아래에 음각선이 없으며, 저부에서 구연까지 사선으로 올라가는 형태이다.

또한 구경의 크기에 따라 A(구경 13cm 이상)와 B(구경 13cm 이하)로 구분되며, 구연의 형태에 따라 1 

(직립), 2(외반), 3(내만), 4(꺾인 구연), 5(수평)으로 분류된다. 

완에 나타나는 문양은 시문기법에 의해 a(무문), b(음각), c(양각)로 분류된다. 또한 b(음각)는 파도문

①~②, 파어문①~②, 연화문으로, c(양각)는 국화당초문, 화판문, 모란당초문으로 세분된다. 

완은 기형과 문양의 유형을 조합하면 ⅠB1a, ⅡA1c국화당초문, ⅡA2a, ⅡA2b연화문, ⅡA2c국화당초문, 

ⅡA3a, ⅡA3b파도문①, ⅡA3b파도문②, ⅡA3b파어문①, ⅡA3b파어문②, ⅠB1b국화당초문, ⅡB2c화판문, 

ⅡB1c모란당초문, ⅡB2a, ⅡB5a, ⅢB1a, ⅣA1a 형식으로 분류된다.

 
완 분류표

기형

Ⅰ
내저곡면,

구연아래에 

음각선이 없고 저부에서 

구연까지 

둥근 곡선을 

그리며 

올라가는 유형

A

구경 13cm 이상

1   직립

2   외반

3   내만 

4   꺾인 구연 

5   수평

B

구경 13cm 이하

1

2

3

4

5

Ⅱ
내저원각, 

구연 아래 

음각선이 있고 저부에서 

구연까지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는 유형

A

1

2

3

4

5

문양

a

무문

b

음각

파도문 ①~②

파어문 ①~②

연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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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1

2

 3

4

5

Ⅲ
내저곡면, 

구연 아래에 

음각선이 있고 저부에서 

구연까지 사선에 가까운 곡선

을 이루며 

올라가는 유형

A

1

2

3

4

5

B

1

2

3

4

5

Ⅳ
내저원각, 

구연 아래에 

음각선이 없고 저부에서 

구연까지 

사선으로 

올라가는 유형

A

1

2

3

4

5

B

1

2

3

4

5

c

양각

국화당초문

모란당초문

화판문

d

철화

e

퇴화

f

복합

04 발우

발우는 167점이 출토되었으며, 출토 당시 2점에서 3점 또는 4점으로 각각 포개어져 출토되었다. 발우의 기형

은 내저면에 원각이 있는 Ⅰ(내저원각식)과 내저가 곡면인 Ⅱ(내저곡면식)으로 구분된다. 또한 이들 유형은 

굽의 형태에 따라 A(굽이 없는 평저)와 B(안굽)로 분류되며, 다시 구경의 크기에 따라 1(구경 19cm 이상), 2(

구경 17~19cm), 3(구경 17cm 이하)으로 세분된다.

발우의 문양은 a(무문)와 b(음각)로 분류되며 b(음각)는 모란당초문의 형태에 따라 ①~⑧로 세분된다. 

발우는 기형과 문양의 속성들을 조합하면 ⅠA1a, ⅡA2a, ⅡA3a, ⅠB1a, ⅠB2a, ⅠB3a, ⅡB1a, ⅡB3a, 

ⅠA1b모란당초문①, ⅡA2b모란당초문①, ⅡA2b모란당초문②, ⅡA2b모란당초문③, ⅡA2b모란당초문④, 

ⅡA2b모란당초문⑧, ⅡA3b모란당초문①, ⅡA3b모란당초문②, ⅡA3b모란당초문⑤, ⅡA3b모란당초문⑥, 

ⅡA3b모란당초문⑦로 형식이 분류된다. 

*     해당유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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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우는 대부분 굽의 유형에 따라 질적으로 조질과 양질로 양분되는 양상을 보인다. 즉 평저로 분류되는 

A유형은 태토와 유약의 상태가 대부분 양호한 양질에 속하며, B유형은 조질에 속한다. 또한 내저면의 형태와 

구경의 크기와도 관계가 확인된다. 내저면에 원각이 있는Ⅰ유형은 구경의 크기가 구경 19cm 이상인 1유형에

서 많이 확인되며, 내저곡면인 Ⅱ유형은 구경 17~19cm와 구경 17cm 이하로 분류되는 1과 2유형에서 확인

된다. 즉 내저원각인 Ⅰ유형은 발우 세트 중 가장 큰 대형의 기종에 많이 나타나며, 대형을 뺀 나머지 기종에

는 내저곡면인 Ⅱ유형이 확인된다. 다만 굽의 유형이 B(안굽)에 속하는 조질의 발우에서는 이러한 내저면의 

형태와 기종의 크기와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 

발굴 당시 발우는 세트를 이루며 출토되었다. 4개가 조합을 이루는 것, 3개가 조합을 이루는 것, 2개가 

조합을 이루는 것으로 분류된다. 4개가 조합을 이루는것은 굽의 형태가 A(평저)이며, 문양이 a(무문)인 형식

의 발우가 확인된다. 3개가 조합을 이루는 것은 굽의 형태가 A(평저)이며, 문양이 b(모란당초문)인 형식의 발

우가 조합을 이루고 있다. 또한 2개의 조합은 구연의 크기를 비교해 보았을 때 1(구경 19cm 이상)유형이 확

인되지 않고, 2(구경 17~19cm)유형과 3(구경 17cm 이하)유형만이 확인 되는 점으로 보아 1유형이 유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05 잔

잔은 청자 잔뚜껑 172점과 청자 잔 109점이 함께 출토 되었으며, 백자 잔이 1점 출토되었다. 잔 뚜껑과 몸체의 기

형을 분리하여 살펴보면 먼저 잔뚜껑은 상면에 꼭지형 손잡이가 있는 Ⅰ유형, 상면에 굽형 손잡이가 있는 Ⅱ유

형, 상면에 손잡이가 없는 Ⅲ유형으로 분류된다. 또한 Ⅰ유형은 꼭지의 형태에 따라 A(나선형), B(보주형)로 Ⅲ

유형은 상면의 형태에 따라 A(능형), B(가운데가 오목한 것), C(가운데가 편평한 것)로 세분된다. 잔은 크기가 크

고, 저부에서 부드럽게 올라가다가 완만하게 깎여 직립하는 Ⅰ유형과 크기가 작고 저부에서 사선으로 올라가다 

꺾여 직립하는 Ⅱ유형, Ⅰ·Ⅱ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이가 낮고 입지름이 넓은 Ⅲ유형으로 분류된다. 

잔뚜껑과 잔의 문양은 a(무문), b(음각), c(양각), d(철화), e(퇴화), f(복합) 유형으로 나누어 분류했을 때 

발 분류표

기형

Ⅰ
내저원각

A

평저

1   구경 19cm 이상

2   구경 17~19cm

3   구경 17cm 이하

B

안굽

1

2

3

Ⅱ
내저곡면

A

1

2

3

B

1

2

3

문양

a

무문

b

음각
모란당초문

c

양각

d

철화

e

퇴화

f

복합

*     해당유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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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무문), b(음각-연화절지문), d(철화-초문)의 유형이 확인된다.

잔뚜껑과 잔의 기형과 문양을 각각 조합하면 잔뚜껑은 ⅠAa, ⅠBa, Ⅱa, ⅢAa, ⅢAb연화절지문, ⅢBa, 

ⅢCa, ⅠBd초문, ⅢAd초문, ⅢBd초문으로 나누어지고, 잔은 Ⅰa, Ⅱa, Ⅱd초문, Ⅲd초문으로 분류된다.

또한 잔뚜껑과 잔은 조합을 이루어 출토된 것과 뚜껑과 잔이 조합을 이루지 못하고 낱개로 출토된 것으

로 나누어진다. 조합을 이루는 잔뚜껑과 잔은 ⅠAa(잔뚜껑)-Ⅰa(잔), ⅠBa-Ⅱa, Ⅱa-Ⅱa, ⅢBa-Ⅱa, ⅢCa-Ⅱa, 

ⅠBd초문-Ⅱd초문이다. 잔뚜껑만 출토된 형식은 ⅢAb연화절지문, ⅢBd초문이며, 잔만 출토된 형식은 Ⅲd초

문 형식이다.

  

06 합

합은 청자 합이 뚜껑 21점과 합신 21점이 조합을 이루며 출토되었으며, 백자 합신이 1점 출토 되었다. 합의 기

형은 폭이 좁고 높이가 높은 Ⅰ유형과 폭이 넓고 높이가 낮은 Ⅱ유형으로 분리되며, 뚜껑 상면의 형태에 따라 

A(뚜껑 상면에 단이 있는 것), B(뚜껑 상면 중앙이 오목한 것), C(뚜껑 상면 중앙이 편평한 것)로 세분된다. 합

의 문양은 a(무문), b(음각), c(양각)가 확인되는데 b(음각)는 무늬에 따라 선문①~②, 화문①~②로 분류된다. 

청자 합의 형식은 합뚜껑과 합신을 조합하여 ⅠAb선문①, ⅠAb화문①, ⅠBb선문①, ⅠBb선문②, ⅠBb

화문②, ⅡCb선문으로 분류된다. 또한 합신과 합뚜껑이 조합을 이루지 못하고 각각 출토된 예가 있다. 합신

만 출토된 형식으로는 Ⅱa가 있으며, 뚜껑만 출토된 형식은 ⅡCa형식이다. 백자 합은 뚜껑만 출토되었는데 

Ⅱc로 분류된다. 

잔 분류표

기형

잔

Ⅰ 크기가 가장 크고, 저부에서 부드럽게 올라가다가 완만하게 

꺾여 직립하는 유형

입지름 : 10.4~11.1cm 

굽지름 : 3.5~4.2cm 

높    이 : 7cm내외

Ⅱ 크기가 작고, 저부에서 사선으로  올라가다 꺾여 직립하

는 유형

입지름 : 8~9cm내외 

굽지름 : 3.4~3.8cm 

높    이 : 5.5~6.5cm

Ⅲ상대적으로 높이가 낮고 구경이 넓은 유형

잔뚜껑

Ⅰ 상면에 꼭지형 손잡이가  

있는 유형

A   나선형

B   보주형

Ⅱ상면에 굽형 손잡이가 있는 유형

Ⅲ 상면에 손잡이가 없는  

유형

A   능형

B   가운데가 오목한 것

C   가운데가 편평한 것

문양

a   무문

b   음각 연화절지문

c   양각

d   철화 초문

e   퇴화  

f   복합

*     해당유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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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분류표

기형

Ⅰ
폭이 좁고 높이가 높은 유형

A   뚜껑 상면에 단이 있는 것

B   뚜껑 상면 가운데가 오목한 것

C   뚜껑 상면 가운데가 편평한 것

Ⅱ
폭이 넓고 높이가 낮은 유형

A

B

C

문양

a   무문

b   음각
선문①~②

화문①~②

c   양각 선문

d   철화

e   퇴화

07 유병

유병은 총 42점이 출토되었다. 문양은 무문으로, 기형이 2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기형의 형태에 따라 형식을 

분류해보면 첫 번째, 최대경이 동체 중심에 있는 납작한 형태의 형식과 두 번째, 최대경이 동체 하부에 있어 원

뿔형태를 취하고 있는 형식이다. 2가지 형식을 비교했을 때 두 번째 형식이 첫 번째 형식 보다 기물이 크고 질

적으로 떨어진다.

   

08 소호

소호는 총 133점이 출토되어 꽤 많은 양을 차지하지만 태토에 굵은 모래 알갱이가 다수 확인되고 있어 질적으

로는 떨어진다. 동일한 기형의 한 가지 형식만이 확인된다.

09 주자

주자는 2점이 뚜껑과 함께 출토되었다. 이외에도 앞의 2점의 주자뚜껑에 비해 작은 크기의 뚜껑과 손잡이편이 

주자 몸체가 없이 출토되었다. 주자뚜껑의 크기로 보았을 때 두 가지 유형의 주자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0 향로

향로는 뚜껑에 사자형 장식이 있는 삼족향로이며, 도굴 수습품을 합하여 2점이 출토되었다. 향로는 세 다리가 

균형 있게 부착되지 않고 비례와 조형미가 불균형적이며 해학적으로 묘사 되었다. 아직까지 동일한 형태의 향

로 뚜껑은 보고된 바 없으며, 번조과정에서 터지거나 기울어져 완성도가 낮다. 사자 장식은 2점 모두 꼬리가 파

손되어 출토되었으며, 분리된 사자 꼬리 1편도 함께 수습되었다. 하지만 분리된 꼬리 편은 2점의 사자장식 중 

어느 편과도 정확한 조합을 이루고 있지 않다.  

  또한 각각 2점의 삼족향로와 향로뚜껑은 유색이나 질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어 어느 쪽이 조합을 이루는지 확

실하지 않다. 

11 벼루 

벼루는 먹을 갈아 먹물을 만들 때 사용하는 도구로 옛 선비들의 문방사우文房四友 중의 하나이다. 주로 석제

*     해당유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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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여 제작하는 것이 보편적이며, 청자로 제작된 예는 많지 않다. 태안 대섬 출토 벼루는 두꺼비 형태를 

하고 있으며, 이는 특이한 예로 형태나 장식면에서 동일한 예를 찾기 어렵다. 벼루의 크기는 길이 13.9cm, 폭 

6.8cm, 높이 6.4cm로 작은 기형에 속한다.

 

12 항

항은 1점 출토되었으며 지금까지 알려진 청자 항은 안쪽에 시유되지 않은 예도 상당하나 태안 대섬 출토 항은 

안쪽 면까지 모두 시유되었다.

 

13 소형 받침대 

숟가락이나 젓가락 또는 붓 등을 받치는 용도로 추정되는 소형 받침대는 63점이 출토되었다. 이 받침대는 군산 

비안도 해저에서 출토된 예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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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자대접 

Ⅰ-A-2-a, 12250

높이: 6.6cm, 입지름: 17.0cm, 굽높이: 0.3cm, 굽지름: 4.9cm

저부에서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 구연에서 꺾

이면서 외반한 대접이다. 구연에서 2.3cm 정도 내려오는 지

점에 한 줄 선을 돌렸는데, 부분적으로 지워진 곳도 있다. 굽

은 다리굽이다. 내저원각內底圓刻 안에 내화토빚음 받침 흔

적이 네 곳에 있고, 그 주변에 이물질이 붙어 있다. 유태釉

胎가 정선되지 못하고, 유색은 황색갈색을 띤다. 외면에는 물

레 흔적이 남아 있고, 전체적으로 빙렬氷裂이 있다. 접지면을 

닦아내고 내화토빚음을 다섯 곳에 받쳐 구웠다.

2 청자대접 

Ⅰ-A-2-a, 12254

높이: 6.9cm, 입지름: 16.6cm, 굽높이: 0.5cm, 굽지름: 4.7cm

저부에서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 구연에서 심

하게 꺾이면서 외반한 대접이다. 내면 구연에서 2.3cm 정도 

내려오는 지점에 한 줄 선을 돌렸는데, 부분적으로 지워진 곳

도 있다. 구연 일부가 손실되어 있다. 굽은 다리굽이다. 내저

면의 원각圓刻 안에 내화토빚음 받침 흔적이 네 곳에 있고, 

 2) 대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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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이물질이 남아 있다. 태토가 정선되지 못하고, 유색 

역시 양호하지 않다. 전체적으로 빙렬氷裂이 있다. 접지면

의 유약을 잘 닦아내지 않고 내화토빚음을 다섯 곳에 받쳐 

구웠다.

3 청자대접 

Ⅰ-A-2-a, 18549

높이: 7.3cm, 입지름: 18.1cm, 굽높이: 0.7cm, 굽지름: 4.8cm

저부에서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 구연에서 심

하게 꺾이면서 외반한 대접이다. 내면 구연에서 2.6cm 정도 

내려오는 지점에 한 줄 선을 돌렸다. 굽은 다리굽이다. 내저면

의 원각圓刻 안에는 내화토빚음 받침 자국이 세 곳에 있다. 태

토가 정선되지 못하고, 유색은 황갈색을 띤다. 외면에는 물레 

흔적이 남아 있고, 전체적으로 빙렬氷裂이 있다. 굽 접지면의 

유약을 잘 닦아내지 않고 내화토빚음을 네 곳에 받쳐 구웠다.

4 청자대접 

Ⅰ-A-2-a, 18550

높이: 7.6cm, 입지름: 18.2cm, 굽높이: 0.7cm, 굽지름: 4.8cm

저부에서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 구연에서 심

하게 꺾이면서 외반한 대접이다. 내면 구연에서 2.5cm 정도 

내려오는 지점에 한 줄 선을 돌렸는데, 음각선이 선명하다. 

굽은 내경하는 다리굽이다. 내면은 원각圓刻 안에 내화토빚

음 받침 자국이 세 곳에 있다. 태토가 정선되지 않았지만, 용

융상태와 내면 유색은 양호하다. 외면에는 물레 흔적이 보이

고, 전체적으로 빙렬氷裂이 있다. 굽 접지면은 유약을 닦아내

고 내화토빚음을 네 곳에 받친 흔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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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자음각초문대접 

Ⅰ-A-2-b-초문, 12255

높이: 7.6cm, 입지름: 17.2cm, 굽높이: 0.4cm, 굽지름: 4.7cm

저부에서 사선을 이루며 올라가 구연이 외반하는 대접이다. 

구연에서 2.8cm 정도 내려와 한 줄 선을 돌렸다. 굽은 다리굽

이다. 선 아래에 잎이 간략화된 모습을 대칭되도록 그려 넣었

다. 내저면의 원각圓刻에는 번조 과정에서 떨어진 이물질이 

붙어 있고 그 사이에 내화토빚음 받침 흔적 세 개가 보인다. 

내면內面 구연 주변에 부풀어 오른 다수의 기포와 구멍이 있

다. 시유가 고르지 못하고 유색 역시 좋지 않다. 내화토빚음

을 네 곳에 받친 흔적이 있다.

6 청자대접 

Ⅱ-A-1-a, 2434

높이: 6.1cm, 입지름: 17.3cm, 굽높이: 0.3cm, 굽지름: 4.4cm

저부에서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 구연이 직립하는 

대접이다. 구연부에 손실된 부분이 있고, 그 주변에 검은색 

얼룩이 남아있다. 구연부에서 1.4cm 정도 내려오는 지점에 

한 줄 선을 돌렸다. 굽은 다리굽이다. 내저면에 원각圓刻이 

있다. 시유가 고르지 못하고, 유색이 좋지 않다. 내화토빚음

을 네 곳에 받쳐 번조燔造하였다.

7 청자대접 

Ⅱ-A-2-a, 2436

높이: 6.4cm, 입지름: 17.2cm, 굽높이: 0.4cm, 굽지름: 4.2cm

저부에서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 구연이 외반하는 

대접이다. 구연 주변 일부분에 검은색 얼룩이 남아 있다. 구

연 아래에 한 줄 선을 돌렸다. 굽은 다리굽이다. 내저에 원

각圓刻이 있다. 사립沙粒이 내측면에 분포되어 매끄럽지 못

하다. 시유는 고르게 되었으나 유색은 좋지 않다. 내화토빚음

을 세 곳에 받쳐 번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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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청자대접

Ⅱ-A-2-a, 2467

높이: 6.8cm, 입지름: 17.3cm, 굽높이: 0.5cm, 굽지름: 4.8cm

저부에서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 구연이 외반하는 

대접이다. 구연 아래에 한 줄 음각선을 돌리고 있으나 선의 

굵기가 일정하지 못하고 지워진 부분도 있다. 굽은 다리굽이

다. 원각圓刻 안의 세 곳에 내화토빚음 받침 흔적이 있으며, 

그 위에 포개구이한 기물의 굽이 잘 떨어지지 않아 생긴 흔적

이 남아있다.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고, 빙렬氷裂이 있고 유색

이 좋지 않다. 내화토빚음을 세 곳에 받쳐 구웠다. 

9 청자대접 

Ⅱ-A-2-a, 2475

높이: 6.0cm, 입지름: 17.3cm, 굽높이: 0.3cm, 굽지름: 4.7cm

저부에서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 구연에서 심하게 

꺾이면서 외반한 대접이다. 구연이 손실된 부분이 있고, 주

변에 갈색 얼룩이 남아있다. 구연에서 1.4cm 정도 내려와 한 

줄 선을 돌렸는데, 선의 두께가 일정하지 않고 지워진 부분도 

있다. 굽은 다리굽이다. 내저에 원각圓刻이 있다. 전체에 빙

렬氷裂이 있고, 유색이 양호하지 못하다. 굽 주변에 물레 흔

적이 남아 있다. 내화토빚음을 네 곳에 받친 흔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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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청자대접 

Ⅱ-A-2-a, 9336

높이: 6.9cm, 입지름: 19.0cm, 굽높이: 0.4cm, 굽지름: 4.4cm

저부에서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며 사선으로 올라가다가 기

체 상부에서 약간 꺾여져 구연이 외반하는 대접이다. 구연부

에는 유약이 얇게 시유되어 태토가 보이는 부분이 있다. 구

연에서 2.5cm 정도 내려와 한 줄의 선을 돌렸다. 굽은 내경

한 다리굽이다. 내저면에 원각圓刻이 있으며, 전면에 빙렬氷

裂이 있다. 유약은 두텁게 시유되어 뭉친 부분이 있고, 유색

이 양호하다. 내화토빚음을 네 곳에 받친 흔적이 있다. 

11 청자음각국화당초문대접 

Ⅱ-A-2-b-국화당초문, 9333

높이: 6.5cm, 입지름: 18.5cm, 굽높이: 0.6cm, 굽지름: 5.2cm

저부에서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며 사선으로 올라가다가 구

연부 가까이에서 살짝 꺾이면서 외반하는 대접이다. 다른 형

태의 대접은 구연부에 음각 선을 돌리고 그 아래에 문양을 

시문하는데, 이 대접은 특이하게도 그 음각선 위에 더 얇은 

선을 하나 더 돌리고 있다. 굽은 내경하는 다리굽이다. 간략

화된 국화당초문을 내면 가득히 시문하였다. 전면에 빙렬氷

裂이 있다. 내면에는 원각圓刻이 있고, 원각 안에 번조 과정

에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붙어있다. 유약은 두

텁고 고르게 시유되었으며, 유색이 황갈색을 띤다. 내화토빚

음을 다섯 곳에 받쳐 구웠다. 

12 청자음각국화당초문대접 

Ⅱ-A-2-b-국화당초문, 9334

높이: 6.6cm, 입지름: 18.9cm, 굽높이: 0.7cm, 굽지름: 5.3cm

저부에서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며 사선으로 올라가다가 구

연부 가까이에서 살짝 꺾이면서 외반하는 대접이다. 구연 내

면에서 2.4cm 내려간 부분에 음각선을 돌리고 그 아랫부분

에 문양을 시문하였다. 굽은 다리굽으로 거칠게 깎았다. 단순

화된 국화당초문을 내면에 시문하였다. 구연부에 유약이 뭉

친 부분이 있고, 빙렬氷裂은 전체적으로 분포한다. 내면 저부

에 원각圓刻이 있다. 전체적인 유색이 황갈색을 띠고, 태토는 

정선되지 않았다. 굽 부분에 유약을 잘 닦아내지 않고, 내화

토빚음을 네 곳에 받친 흔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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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청자음각국화당초문대접 

Ⅱ-A-2-b-국화당초문, 9335

높이: 6.2cm, 입지름: 18.8cm, 굽높이: 0.4cm, 굽지름: 5.1cm

저부에서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며 사선으로 올라가다가 구

연부 가까이에서 심하게 꺾이면서 외반하는 대접이다. 내면 

구연에서 2.5cm 내려간 부분에 음각선을 돌리고 그 아랫부

분에 간략화된 국화당초문을 꽉 차게 시문하였다. 굽은 다리

굽이다. 세 송이의 국화가 서로 원을 그리듯이 돌려져 있다. 

구연부는 일부 유실되었고, 유약은 두텁고 고르게 시유되었

다. 태토가 정선되지 못하고 유색은 황색을 띤다. 내면 저부

에는 원각圓刻이 있다. 빙렬이 전체적으로 분포한다. 접지면

을 닦아내고 내화토빚음을 다섯 곳에 받쳐 구웠다.

14 청자음각모란당초문대접  

Ⅱ-A-2-b-모란당초문③, 10777

높이: 6.8cm, 입지름: 18.7cm, 굽높이: 0.4cm, 굽지름: 4.7cm

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 구연에서 외반하는 대

접이다. 내면 구연 아래에 한 줄 선을 두르고 그 안에 간략화

된 모란 꽃송이와 넝쿨을 음각하였다. 굽은 다리굽이다. 두 

송이의 모란이 마주 보고 있으며, 사이에 잎을 그려 넣고 그 

안에 빗 모양 도구로 여러 겹의 선을 표현해 장식 효과를 주

고 있다. 유약은 전반적으로 고르게 시유되어 있으나 구연 주

변에 태토가 노출된 곳이 있다. 내저면에는 원각圓刻이 있으

며, 내저원각 주변과 저부에만 빙렬이 있다. 굽은 유약을 닦

아내고 네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친 흔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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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청자음각모란당초문대접 

Ⅱ-A-2-b-모란당초문③, 10778

높이: 7.2cm, 입지름: 19.1cm, 굽높이: 0.5cm, 굽지름: 4.9cm

측선은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사선으로 올라가 구연이 외반

하는 대접이다. 내면 구연 아래에 한 줄의 선을 돌리고 그 안

에 간략화된 모란 꽃송이와 잎을 음각하였다. 굽은 다리굽이

다. 두 송이의 모란이 마주 보고 있으며, 사이에 잎을 그려 넣

고 그 안에 빗 모양 도구로 여러 겹의 선을 표현해 장식 효과

를 주고 있다. 유약은 전반적으로 고르게 시유되어 있으나 구

연부에 유약이 뭉쳐 있다. 유색이 양호하고, 원각圓刻 주변과 

굽 주변에만 빙렬氷裂이 있다. 굽은 유약을 닦아내고 세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친 흔적이 있다. 

16 청자화형대접 

Ⅱ-B-1-a, 2469

높이: 6.2cm, 입지름: 18.4cm, 굽높이: 0.5cm, 굽지름: 5.0cm

저부에서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며 사선으로 올라가다가 기

체 상부에서 약하게 꺾여져 구연이 직립하는 화형대접이다. 

구연 끝이 여섯 개의 꽃잎처럼 약간 파여 있는 형태이다. 굽

은 다리굽이다. 구연 아래에는 음각선이 한 줄 돌려져 있다. 

원각 안에는 내화토빚음 받침 흔적이 세 곳에 남아있다. 태토

가 정선되지 못하고, 사립이 섞여있다. 유약은 두텁게 시유되

었으며, 부분적으로 뭉친 곳이 있다. 전체에 빙렬氷裂이 있으

며, 유약을 잘 닦아내지 않고 내화토빚음을 세 곳에 받쳐 구

웠다.  

17 청자화형대접 

Ⅱ-B-1-a, 2476

높이: 6.5cm, 입지름: 18.1cm, 굽높이: 0.6cm, 굽지름: 5.0cm

저부에서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며 사선으로 올라가다가 기

체 상부에서 약간 꺾여져 구연이 직립하는 화형대접이다. 구

연 끝이 일곱 개의 꽃 잎처럼 약간 파여 있는 형태이다. 굽은 

다리굽이다. 구연 아래에는 음각선이 한 줄 돌려져 있고, 내

저면에 원각圓刻이 있다. 내저원각 안에 내화토빚음 받침 흔

적이 세 곳에 남아있다. 태토와 유약이 정선되지 못하고 표면

도 매끄럽지 않다. 전체에 빙렬氷裂이 있다. 유약을 닦아내지 

않고 가는 모래를 받쳐 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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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청자화형대접 

Ⅱ-B-2-a, 7507

높이: 6.0cm, 입지름: 18.3cm, 굽높이: 0.5cm, 굽지름: 4.9cm

저부에서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사선으로 올라가다가 기

체 상부에서 약하게 꺾여져 구연이 외반하는 화형대접이다.  

굽 접지면이 매끄럽지 않고 굴곡이 심한 다리굽이다. 구연의 

여섯 곳은 일정한 간격으로 오려내어 화형을 표현하였고, 구

연에서 1.5cm 정도 내려와 한 줄 선을 돌렸다. 내저원각內底

圓刻이 있으며, 유색이 좋고 시유가 잘 되어있다. 전체에 빙

렬氷裂이 있다. 유약을 잘 닦아내지 않고 내화토빚음을 네 

곳에 받친 흔적이 있다. 

18 청자화형대접 

Ⅱ-B-2-a, 6392

높이: 7.0cm, 입지름: 18.3cm, 굽높이: 0.5cm, 굽지름: 5.3cm

저부에서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며 사선으로 올라가다가 기

체 상부에서 약하게 꺾여져 구연이 외반하는 화형대접이다. 

구연 끝이 여섯 개의 꽃 잎처럼 약간 파여 있는 형태로 문양

이 없으며 내저면에 원각圓刻이 있고, 안에 내화토빚음 받침 

흔적이 네 곳에 남아있다. 굽은 다리굽이다. 구연 아래에는 

음각선이 한 줄 돌려져 있다. 태토와 유약이 비교적 정선되

지 않고, 표면도 매끄럽지 못하다. 빙렬氷裂이 있으며, 유색

은 양호하다. 유약을 잘 닦아내지 않고 굵은 모래를 받쳐 구

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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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청자음각모란당초문화형대접 

Ⅱ-B-1-b-모란당초문①, 8611

높이: 6.5cm, 입지름: 17.9cm, 굽높이: 0.6cm, 굽지름: 4.9cm

저부에서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며 사선으로 올라가다가 기

체 상부에서 약하게 꺾여져 구연이 직립하는 화형대접이다. 

구연의 다섯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오려내어 화형을 표현하

고 있으나 구연의 일부가 손실되었다. 굽은 내경하는 다리굽

이다. 구연 아래에 한 줄 선을 돌리고 모란문을 음각으로 시

문하였다. 두 송이 모란을 마주보게 배치하고 그 사이를 당초

로 음각하였다. 모란의 꽃잎과 잎의 세부를 빗 형태의 도구를 

사용하여 장식하였다. 유약은 전반적으로 고르게 시유되어 

있으나 유색은 황갈색을 보인다. 외면에는 물레 흔적이 있다. 

내저면에는 원각圓刻이 있으며, 전체에 빙렬氷裂이 있다. 굽

은 유약을 닦아내고, 네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21 청자음각모란당초문화형대접 

Ⅱ-B-1-b-모란당초문①, 8630

높이: 7.1cm, 입지름: 18.7cm, 굽높이: 0.6cm, 굽지름: 5.1cm

저부에서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며 사선으로 올라가다가 기

체 상부에서 약하게 꺾여져 구연이 직립하는 화형대접이다. 

전체적으로 타원형 형태를 하고 있다. 굽은 내경하는 다리굽

이다. 구연의 다섯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오려내어 화형을 표

현하였고, 구연 아래 한 줄 선을 돌리고, 아랫부분에 모란문

을 음각으로 시문하였다. 두 송이 모란을 마주보게 하고 그 

사이를 당초로 배치하였다. 모란의 꽃잎과 잎의 세부를 빗 형

태의 도구를 사용하여 장식하였다. 유약은 전반적으로 고르

게 잘 시유되었고, 유색이 좋다. 내저면에는 원각圓刻이 있으

며, 전체에 빙렬氷裂이 있다. 굽은 유약을 닦아내고 네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22 청자음각모란당초문화형대접 

Ⅱ-B-1-b-모란당초문①, 8631

높이: 6.6cm, 입지름: 18.6cm, 굽높이: 0.5cm, 굽지름: 5.0cm

저부에서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며 사선으로 올라가다가 

기체 상부에서 약하게 꺾여져 구연이 직립하는 화형대접

이다. 구연의 다섯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오려내어 화형을 

표현하였고, 구연 아래에 한 줄의 선을 돌리고 그 안에 모

란문을 음각으로 시문하였다. 굽은 내경하는 다리굽이다. 

두 송이 모란은 대접의 절반을 꽉 채우는 형태로 배치되고, 

모란의 꽃잎과 잎의 세부를 빗 형태의 도구를 사용하여 장

식하였다. 유약은 전반적으로 고르게 시유되었으며, 유색

은 황갈색을 보인다. 내저면에는 원각圓刻이 있으며, 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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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에 빙렬氷裂이 있다. 굽은 유약을 닦아내고 네 곳에 내 화토빚음을 받친 흔적이 있다.

23 청자음각모란당초문화형대접 

Ⅱ-B-1-b-모란당초문①, 18196

높이: 6.8cm, 입지름: 19.3cm, 굽높이: 0.6cm, 굽지름: 5.1cm

저부에서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며 사선으로 올라가다가 기

체 상부에서 약하게 꺾여져 구연이 직립하는 화형대접이다. 

구연의 여섯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오려내어 화형을 표현하

였고, 구연 아래 한 줄 선을 돌리고 아랫부분에 모란문을 음

각으로 시문하였다. 굽은 다리굽이다. 두 송이 모란이 마주

보고 있으며, 그 사이에 넝쿨이 음각되어 있다. 모란의 꽃잎

과 잎의 세부를 빗 형태의 도구를 사용하여 장식하였다. 유약

은 고르게 시유되어 있으며, 내저원각內底圓刻에 유약이 고

여 진한 색을 띠고 있다. 유색은 양호하고 전체에 빙렬氷裂이 

있다. 굽 네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쳤으나 접지면의 유약을 닦

아 내지 않아서 내화토빚음과 유약이 뭉쳐 있으며 떼어낸 흔

적이 남아 있다. 

24 청자음각모란당초문화형대접 

Ⅱ-B-1-b-모란당초문②, 14023

높이: 7.0cm, 입지름: 19.0cm, 굽높이: 0.4cm, 굽지름: 4.3cm

저부에서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며 사선으로 올라가고 구연

이 직립하는 화형대접이다. 구연 여섯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오려내어 화형을 표현하고, 구연부 아래에 한 줄의 선을 돌리

고 그 안에 간략화된 모란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내경하는 다

리굽이다. 한 지점에서 모란 두 송이가 서로 반대방향으로 뻗

어져 나가고 반대편에도 같은 문양을 시문하였다. 유약은 전

반적으로 고르게 시유되었다. 유색이 좋지 않고, 내저면에는 

원각圓刻이 있다. 전체에 빙렬氷裂이 있다. 굽 주변 표면은 

용융상태가 좋지 않아 울퉁불퉁하다. 굽은 유약을 닦아내고 

네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친 흔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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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청자음각모란당초문화형대접 

Ⅱ-B-1-b-모란당초문②, 14019

높이: 6.6cm, 입지름: 19.1cm, 굽높이: 0.5cm, 굽지름: 4.1cm

저부에서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는 측사선에 구연이 직립하

는 화형대접이다. 구연 여섯 곳을 ‘Ⅴ’자형으로 조금씩 오려

내어 화형으로 표현하였으며, 아래에 한 줄의 음각선을 돌리

고 간략화된 모란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내경하는 다리굽이

다. 세 송이의 모란이 대접에 꽉 차게 둘러 음각되었다. 내저

면에는 원각圓刻이 있으며, 전체에 빙렬氷裂이 있다. 굽은 유

약을 닦아내고 네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친 흔적이 있다. 

25 청자음각모란당초문화형대접 

Ⅱ-B-1-b-모란당초문②, 14024

높이: 6.7cm, 입지름: 19.8cm, 굽높이: 0.4cm, 굽지름: 4.2cm

저부에서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며 사선으로 올라가고 구연

이 직립하는 화형대접이다. 구연 여섯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오려내어 화형을 표현하고, 구연부 아래에 한 줄 선을 돌리고 

안에 간략화된 모란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내경하는 다리굽

이다. 한 지점에서 모란 두 송이가 서로 반대방향으로 뻗어져 

나가고 반대편에도 같은 문양을 시문하였다. 유약은 전반적

으로 고르게 시유되어 있다. 기면의 한쪽은 유색이 좋고 반대

면은 황갈색을 보인다. 내저면에는 원각圓刻이 있으며, 전체

에 빙렬氷裂이 있다. 굽은 유약을 닦아내고 네 곳에 내화토빚

음을 받쳐 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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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청자음각모란당초문화형대접 

Ⅱ-B-1-b-모란당초문②, 14044

높이: 6.8cm, 입지름: 19.1cm, 굽높이: 0.4cm, 굽지름: 4.2cm

저부에서 물레 흔적이 보이고,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다가 중

반부에 보이는 심한 물레 흔적으로 인해 약간의 단이 진 형

태로 구연이 직립하는 화형대접이다. 구연 다섯 곳을 일정

한 간격으로 오려내어 화형을 표현하였다. 구연 아래에 한 

줄 선을 돌리고 간략화된 모란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내경하

는 다리굽이다. 세 송이의 모란이 대접에 꽉 차게 빙둘러 음

각되었다. 유약은 전반적으로 고르게 시유되어 있으나 굽 가

까이에는 유약층이 얇아 태토가 노출된 곳이 있다. 유색이 

양호하지 않고, 황갈색을 띤다. 내저면에는 원각圓刻이 있으

며, 빙렬氷裂이 전체적으로 분포한다. 굽은 유약을 닦아내고 

네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28 청자음각모란당초문화형대접 

Ⅱ-A-1-f(b-모란당초문②+c-선문), 713

높이: 6.1cm, 입지름: 18.6cm, 굽높이: 0.5cm, 굽지름: 4.6cm

저부에서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며 사선으로 올라가 구연이 

직립하는 대접이다. 구연 안쪽에서 음각선을 돌리고, 그 아래

에 모란당초문을 시문하였다. 구연 일부가 결실되었고, 굽은 

내경한 다리굽이다. 만개한 모란 꽃송이가 대칭되도록 배치

되었고, 그 사이에 넝쿨을 그려 넣었다. 꽃잎과 넝쿨은 짧은 

음각선으로 장식을 하였다. 외면의 여섯 곳을 등간격으로 눌

러 화형을 표현하였다. 유약은 고르게 시유 되었으며, 유색은 

황갈색을 띤다. 빙렬氷裂이 전체적으로 분포한다. 굽 접지면

을 닦아내고 내화토빚음을 세 곳에 받친 흔적이 있다.

29 청자압출양각모란당초문화형대접 

Ⅱ-B-1-c-모란당초문①, 11864

높이: 6.3cm, 입지름: 19.9cm, 굽높이: 0.5cm, 굽지름: 4.8cm

저부에서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며 사선으로 올라가 구연에

서 직립하는 화형대접이다. 기형이 타원형을 이루고, 구연의 

여섯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오려내어 화형을 표현하였다. 구

연 아래 옅은 음각선을 돌리고, 모란당초문을 압출양각壓出

陽刻으로 화려하게 시문하였다. 굽은 내경한 다리굽이다. 만

개한 모란 꽃은 총 다섯 송이인데 네 송이를 측면에 배치하고 

나머지 한 송이는 원각圓刻에 배치하였다. 그 사이에 넝쿨이 

역동적으로 돌아가면서 다섯 송이를 이어주고 있다. 사이 에 

여섯 개의 구획이 있다. 유약은 고르게 시유되어 있으며, 유

색이 양호하고 빙렬氷裂이 전체적으로 분포한다. 굽을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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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닦아내고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30 청자압출양각모란당초문화형대접 

Ⅱ-B-1-c-모란당초문①, 11865

높이: 6.2cm, 입지름: 19.8cm, 굽높이: 0.4cm, 굽지름: 5.3cm

저부에서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며 사선으로 올라가 구연이 

직립하는 화형대접이다. 구연의 여섯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오려내어 화형을 표현하였다. 구연 안쪽에서 1.2cm 정도 내

려가 음각선을 돌리고, 그 아랫부분에 모란당초문을 압출양

각壓出陽刻으로 화려하게 시문하였다. 굽은 내경한 다리굽

이다. 만개한 모란꽃은 총 다섯 송이인데 네 송이는 측면에 

시문하고 나머지 한 송이를 원각圓刻에 시문하였다. 측면의 

꽃 표현이 매우 화려하고 정확한 반면 원각 안의 모란꽃은 유

약이 뭉쳐 문양이 흐릿하게 보인다. 꽃봉오리 사이에 넝쿨문

양이 역동적으로 돌아가면서 다섯 송이를 이어주고 있다. 그 

사이에 여섯 개의 구획이 있다. 유약은 고르게 시유되었고, 

유색은 황갈색을 띤다. 전체에 빙렬氷裂이 분포한다. 굽을 살

짝만 닦아내고 네 곳에 내화토빚음을를 받쳐 구웠다. 

31 청자압출양각모란당초문화형대접 

Ⅱ-B-1-c-모란당초문②, 8595

높이: 6.6cm, 입지름: 19.1cm, 굽높이: 0.6cm, 굽지름: 4.9cm

저부에서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며 사선으로 올라가 구연이 

직립하는 화형대접이다. 구연 여섯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오려내어 화형을 표현하였고, 안쪽에서 1.5cm 정도 내려가 

한 줄 선을 돌리고 그 아래에 모란당초문을 압출양각壓出陽

刻으로 화려하게 시문하였다. 굽은 내경한 다리굽이다. 만개

한 모란 세 송이 사이에 봉우리 세 개를 배치해 장식하고, 당

초를 꽉차게 시문하였다. 깊은 원각圓刻이 있는데, 그 안에 

만개한 모란 꽃이 있다. 유약은 고르게 시유되었고, 전체에 

빙렬氷裂이 있다. 굽을 닦아내고 가는 모래를 받쳐 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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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청자압출양각모란당초문화형대접 

Ⅱ-B-1-c-모란당초문②, 8596

높이: 5.9cm, 입지름: 18.7cm, 굽높이: 0.9cm, 굽지름: 5.1cm

저부에서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며 사선으로 올라가 구연이 

직립하는 화형대접이다. 구연의 여섯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오려내어 화형을 표현하였다. 구연부 안쪽에서 1.3cm 정도 

내려가 한 줄 음각선을 돌리고 그 아래에 모란당초문을 압

출양각壓出陽刻으로 화려하게 시문하였다. 굽은 내경한 다

리굽이다. 만개한 모란 세 송이와 세 개의 봉우리를 넣어 전

체 여섯 개의 모란이 전면에 돌아가며 배치되었다. 그 사이에 

당초문을 배치하여 화면이 꽉 차보이면서 화려하다. 내저원

각內底圓刻 안에 만개한 모란꽃이 시문되어 있다. 유약이 고

르게 시유되었고 색은 황갈색을 보이며, 전체에 빙렬氷裂이 

있다. 굽을 깨끗이 닦아내고 네 개의 내화토빚음을 받친 흔적

이 있다. 

33 청자압출양각모란당초문화형대접 

Ⅱ-B-1-c-모란당초문②, 8654

높이: 6.1cm, 입지름: 18.5cm, 굽높이: 0.7cm, 굽지름: 4.8cm

저부에서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며 사선으로 올라가 구연이 

직립하는 화형대접이다. 구연의 여섯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오려내어 화형을 표현하였고, 구연 안쪽에서 1.5cm 정도 내

려간 곳에 음각선을 둘렀는데 그 아래에 모란당초문을 압출

양각壓出陽刻으로 화려하게 시문하였다. 굽은 내경한 다리

굽이다. 문양 위로 음각선이 지나가는 부분도 있어 도범으로 

문양을 찍은 후 선을 두른 것으로 판단된다. 만개한 모란 세 

송이가 전면에 시문되고 넝쿨 사이에 봉우리 세 개를 배치했

다. 내저면에 원각圓刻이 있으며, 그 안에 활짝 핀 모란을 시

문 하였다. 유약은 고르게 잘 시유 되어 있으며, 유색이 좋고 

전체에 빙렬氷裂이 있다.  굽 접지면은 유약을 깨끗하게 닦아

내고 가는 모래를 받쳐 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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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청자압출양각모란당초문화형대접 

Ⅱ-B-2-c-모란당초문③, 714

높이: 6.0cm, 입지름: 19.0cm, 굽높이: 0.8cm, 굽지름: 5.1cm

저부에서 물레 흔적이 돌출되어 단이진 형태로 올라가다가 

기체 중반부에서 다시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며, 구연이 외반

하는 화형대접이다. 구연의 여섯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오려

내어 화형을 표현하였고, 구연 안쪽에서 1.5 cm 정도 내려가 

한 줄 선을 돌리고 그 아래에 모란당초문을 압출양각壓出陽

刻으로 시문하였다. 굽은 내경한 다리굽이다. 만개한 모란 세 

송이가 전면에 시문되고 넝쿨 사이에 봉우리 세 개를 배치하

였다. 그 사이를 여섯 개의 구획이 문양을 분할하고 있다. 내

저면에는 원각圓刻이 있는데, 안에 연잎이 압출양각되어 있

다. 유약은 고르게 시유되었고, 전체적인 유색은 황갈색을 보

인다. 빙렬氷裂은 전체적으로 분포한다. 굽을 닦아내고 네 곳

에 내화토빚음을 받친 흔적이 있다.

35 청자화형대접 

Ⅱ-B-2-c-선문, 7563

높이: 6.5cm, 입지름: 18.6cm, 굽높이: 0.6cm, 굽지름: 5.1cm

저부에서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며 사선으로 올라가다가 기

체 상부에서 약간 꺾여져 구연이 외반하는 화형대접이다. 구

연의 여섯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오려내어 화형을 표현하였

고, 구연에서 1.5cm 정도 내려와 한 줄의 선을 돌렸다. 굽은 

내경하는 다리굽이다. 기물의 외면에서 누른 선으로 인해 안

쪽에는 선이 도드라져 보이며, 외면에서 누른 선이 표현되고 

있다. 내저원각內底圓刻이 있으며, 전체에 빙렬氷裂이 있다. 

유약은 고르게 시유되었고, 유색이 좋다. 유약을 잘 닦아내지 

않고 내화토빚음을 네 곳에 받쳐 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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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청자화형대접 

Ⅱ-B-2-c-선문, 7564

높이: 5.5cm, 입지름: 19.0cm, 굽높이: 0.6cm, 굽지름: 4.9cm

저부에서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며 사선으로 올라가다가 기

체 상부에서 약하게 꺾여 구연이 외반하는 화형대접이다. 구

연의 여섯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오려내어 화형을 표현하였

고, 구연에서 1.5cm 정도 내려와 한 줄 선을 돌렸다. 굽은 내

경하는 다리굽이다. 기물 외면에서 누른 선과 안쪽의 도드라

진 선이 기물 내면을 구획하여 대접 자체를 한 송이의 꽃처

럼 표현하고 있다. 내저원각內底圓刻이 있으며, 전체 빙렬氷

裂이 있다. 전체적으로 시유가 잘되었고, 유색은 좋으나 태토

의 불순물이 외면에 확인된다. 굽 네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

쳐 구웠다. 

38 청자화형대접 

Ⅱ-B-2-c-선문, 18544

높이: 6.3cm, 입지름: 20.3cm, 굽높이: 0.5cm, 굽지름: 5.1cm

저부에서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며 사선으로 올라가다가 기

체 상부에서 약하게 꺽여 구연이 외반하는 화형대접이다. 구

연의 여섯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오려내어 화형을 표현하였

고, 구연에서 1.5cm 정도 내려와 한 줄의 선을 돌렸다. 굽은 

내경하는 다리굽이다. 기물 외면에서 누른 선은 내면에서 도

드라지고, 면을 구획하여 대접 자체가 한 송이의 꽃처럼 표현

되었다. 내저원각內底圓刻이 있으며, 빙렬氷裂이 있다. 유약

이 고르게 시유되었고 유색이 밝고 좋다. 유약을 잘 닦아내지 

않고 내화토빚음을 네 곳에 받쳐 구웠다. 

37 청자화형대접

Ⅱ-B-2-c-선문, 18696

높이: 6.0cm, 입지름: 19.6cm, 굽높이: 0.4cm, 굽지름: 4.7cm

저부에서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며 사선으로 올라가다가 기

체 상부에서 약간 꺾여 구연이 외반하는 화형대접이다. 구연

의 여섯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오려내어 화형을 표현하였고, 

내면 구연에서 1.5cm 정도 내려와 한 줄의 선을 둘렀다. 굽

은 내경하는 다리굽이다. 기물 외면에서 누른 선이 안쪽 면

에서 도드라져 면을 구획하고 있다. 내저면에는 원각圓刻이 

있으며, 내면 부분에만 빙렬氷裂이 있다. 전체적으로 시유가 

잘 되어 있고, 유색이 좋다. 내화토빚음을 네 곳에 받친 흔적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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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청자음각앵무문대접  

Ⅲ-A-1-b-앵무문①, 6382

높이: 7.9cm, 입지름: 18.2cm, 굽높이: 0.6cm, 굽지름: 5.6cm

앵무문鸚鵡文이 시문된 대접이다. 측사면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구연은 직립한다. 내면 구연 아래에 음각선 

한 줄을 돌리고, 구름과 커다란 앵무새 한 쌍을 나란히 배치

하였다. 굽은 내경한 다리굽이다. 두 마리의 앵무새는 머리

를 그릇의 바깥쪽으로 향하고 있어서 등을 돌리고 있는 형

태이다. 앵무새를 중심에 두고 대칭되도록 세 개의 구름을 

그려 넣었고, 대접 원각圓刻 안에 하엽문荷葉文을 시문하였

다. 전체적으로 고르게 시유되었고, 유색이 좋다. 굽 접지면

은 깨끗이 닦아내고 내화토빚음을 다섯 곳에 받쳐 구웠다. 

굽 바닥면에 「X」자 표시가 있다. 

40 청자음각앵무문대접 

Ⅲ-A-1-b-앵무문①, 6383 

높이: 7.4cm, 입지름: 18.2cm, 굽높이: 0.6cm, 굽지름: 5.3cm

앵무문鸚鵡文이 시문된 대접이다. 측사면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구연은 직립한다. 구연아래 한 줄 음각선을 돌

렸다. 굽은 내경한 다리굽이다. 두 마리의 앵무새는 머리를 

그릇의 바깥쪽으로 향하고 있어서 등을 돌리고 있다. 앵무새

를 중심으로 대칭되게 구름을 세 개씩 그려 넣었고, 대접의 

원각圓刻 안에는 하엽문荷葉文을 시문하였다. 전체적으로 

유색이 좋고, 시유가 잘되어 있다. 굽은 접지면을 닦아내고 

내화토빚음을 다섯 곳에 받쳐 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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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청자음각앵무문대접 

Ⅲ-A-1-b-앵무문①, 18195

높이: 8.0cm, 입지름: 18.2cm, 굽높이: 0.7cm, 굽지름: 5.5cm

앵무문鸚鵡文이 시문된 대접이다. 측사면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직립 구연을 가진 대접이다. 구연 아래에는 음

각선 한 줄을 돌리고, 그 아래 커다란 앵무새 한 쌍을 나란

히 배치하였다. 굽은 내경한 다리굽이다. 두 마리의 앵무새는 

머리를 그릇의 바깥쪽으로 향하고 있어서 등을 돌리고 있는 

형태를 보인다. 앵무새를 중심으로 대칭되게 구름을 세 개씩 

그려 넣었고, 내저면 원각圓刻 안에는 하엽문荷葉文을 시문

하였다. 전체적으로 유색이 좋고, 시유상태가 양호하다. 굽은 

접지면을 닦아내고 내화토빚음을 다섯 곳에 받쳐 구웠다. 

42 청자음각앵무문대접 

Ⅲ-A-1-b-앵무문②, 12752

높이: 7.6cm, 입지름: 16.8cm, 굽높이: 0.6cm, 굽지름: 4.9cm

앵무문鸚鵡文이 시문된 대접이다. 측사면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구연은 직립한다. 구연에는 뒤틀림이 있고, 이

물질이 붙어 있었던 것을 떼어낸 흔적이 있다. 굽은 내경한 

다리굽이다. 구연 아래에 음각선 한 줄을 돌리고, 그 아래 커

다란 앵무새 한 쌍을 나란히 배치하였다. 두 마리의 앵무새

는 머리를 그릇의 바깥쪽으로 향하고 서있는 것과 같은 형상

으로, 앵무새 문양 형태가 특이하다. 앵무새를 중심으로 대

칭되게 구름을 두 개씩 그려 넣었고, 내저면 원각圓刻 안에

는 연화절지문蓮花折枝文이 시문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빙

렬氷裂이 있고, 원각 안에 번조 과정에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

되는 이물질이 붙어있다. 유약은 고르고 두텁게 시유되었으

나 유색이 황갈색을 띤다. 굽은 접지면을 닦아내고 내화토빚

음을 네 곳에 받쳤다. 

43 청자양각연판문대접 

Ⅲ-A-1-c-연판문, 7644

높이: 9.0cm, 입지름: 16.1cm, 굽높이: 0.6cm, 굽지름: 4.8cm

측사면은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직립 구연을 가진 대

접이다. 외면에 15장의 연꽃잎이 3중으로 겹치게 시문하였

다. 굽은 내경한 다리굽이다. 꽃잎 가장자리 부분을 깎아내

고, 각 꽃잎은 굴곡 지도록 사실감 있게 시문하였다. 전체적

으로 빙렬氷裂이 있고, 내저면 중심에 원각圓刻이 있다. 유약

은 전체에 고르게 시유되었으며 유색이 양호하지만 부분적

으로 어두운 색을 띠는 곳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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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청자양각연판문대접 

Ⅲ-A-1-c-연판문, 7645 

높이: 8.5cm, 입지름: 16.1cm, 굽높이: 0.8cm, 굽지름: 5.0cm

측사면은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직립 구연을 가진 대접

이다. 외면을 14장의 연꽃잎이 3중으로 겹치도록 깎아냈다. 굽

은 내경한 다리굽이다. 꽃잎 가장자리 부분을 깎아내고, 각 꽃

잎은 굴곡 지도록 사실감 있게 시문하였다. 시유는 고르게 되

었고, 유색은 양호하지만 일부분에 어두운 색을 띠는 곳도 있

다. 전체적으로 빙렬氷裂이 있으며, 내저면에 원각圓刻이 있

다. 접지면을 닦아내고 다섯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45 청자양각연판문대접 

Ⅲ-A-1-c-연판문, 7646 

높이: 8.5cm, 입지름: 16.2cm, 굽높이: 0.7cm, 굽지름: 4.9cm

측사면은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직립 구연을 가진 대

접이다. 외면을 13장의 연꽃잎이 3중으로 겹치는 모양으로 

깎아냈다. 굽은 내경한 다리굽이다. 꽃잎 가장자리 부분을 깎

아내고 각 꽃잎을 사실감 있게 시문하였다. 전체적으로 시유

상태가 좋으며, 유색이 양호하다. 전면에 빙렬氷裂이 있으며, 

내저면 중심에 원각圓刻이 있다. 내화토빚음을 네 곳에 받쳤

으며, 굽의 일부분이 깨져 있다. 

46 청자양각연판문대접 

Ⅲ-A-1-c-연판문, 20829 

높이: 8.0cm, 입지름: 16.4cm, 굽높이: 0.6cm, 굽지름: 5.4cm

측사면은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직립 구연을 가진 대

접이다. 내저원각內底圓刻이 편평하지 않고 도드라져 있다. 

굽은 내경한 다리굽이다. 바깥면을 14장의 3중 연판문蓮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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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으로 꽉 차게 장식하였다. 연판의 윤곽을 넓고 예리하게 새

겼으며, 각 화판의 좌우를 정교하고 단정하게 면으로 깎아 그 

중심이  도드라져 있다. 전체적으로 유약이 잘 시유되어 있으

며, 유색이 좋다. 전면에 빙렬氷裂을 가지고 있다. 굽 바닥 세 

곳에 규석받침 흔적이 있다.

47 청자양각연판문대접 

Ⅲ-A-1-c-연판문, 20830

높이: 8.4cm, 입지름: 16.5cm, 굽높이: 0.7cm, 굽지름: 5.2cm

측사면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직립 구연을 가진 대

접이다. 내면에는 문양이 없고, 외면에 12장의 연꽃잎이 3중

으로 겹치는 모양을 시문하였다. 굽은 내경한 다리굽이다. 꽃

잎 가장자리 부분을 깎아내고 각 꽃잎은 굴곡 지도록 시문하

였다. 내저면에 원각圓刻이 있고, 전체적으로 시유가 잘 되었

고 유색이 좋다. 굽 안바닥 세 곳에 규석받침 흔적이 있다. 

48 청자양각연판문대접 

Ⅲ-A-1-c-연판문, 20831

높이: 8.5cm, 입지름: 16cm, 굽높이: 0.7cm, 굽지름: 5.3cm

측사면은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직립 구연을 가진 대접

이다. 내면에는 문양이 없고, 내저면에 원각圓刻이 있다. 내경

한 다리굽이다. 외면을 양각기법으로 13장의 3중 연판문蓮瓣

文을 장식하였다. 연판의 윤곽을 넓고 예리하게 새겼으며, 각 

화판의 좌우를 정교하고 단정하게 면으로 깎아 그 중심이 도

드라져 있다. 전체적으로 유약이 잘 시유되어 있으며, 빙렬氷

裂을 가지고 있다. 굽 안바닥 세 곳에 규석받침 흔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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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청자음각앵무문접시 

Ⅰ-A-1-b-앵무문①, 23720

높이: 3.9cm, 입지름: 16.5cm, 굽높이: 0.3cm, 굽지름: 4.7cm 

내저면에 한 쌍의 앵무鸚鵡가 시문된 접시이다. 측사면側斜

面은 원각圓刻에서 부드럽게 꺾여 완만히 올라가고, 구연은 

직립한다. 내저면에는 넓은 원각이 있고 구연부 아래로는 한 

줄의 음각선이 돌려져 있으며, 굽은 내경하는 다리굽이다. 

내면 중앙에 두 마리의 앵무가 서로 꼬리를 물 듯 반시계방

향으로 회전하고 있다. 내측면에는 네 개의 구름이 일정 간

격으로 사방에 시문되었다. 유태釉胎는 정선되었고, 유약은 

접지면까지 고루 시유되었으며 빙렬氷裂이 전면에 있다. 접

지면 네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50 청자음각앵무문접시 

Ⅰ-A-1-b-앵무문①, 6218

높이: 4.3cm, 입지름: 16.3cm, 굽높이: 0.4cm, 굽지름: 5.1cm 

내저면에 한 쌍의 앵무鸚鵡가 시문된 접시이다. 측사면側斜

面은 원각圓刻에서 부드럽게 꺾여 완만히 올라가고, 구연은 

직립한다. 내저면에는 넓은 원각이 있고 구연부 아래로 한 줄

의 음각선이 돌려져 있으며 다리굽이다. 내면 중앙에 두 마리

의 앵무가 서로 꼬리를 물 듯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다. 

 
 3) 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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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측면에는 네 개의 구름이 사방에 시문되었다. 유태釉胎는 

정선되었고, 유약은 고루 시유되었다. 닦아낸 접지면 네 곳에 

내화토빚음 받침 흔적이 있다.

51 청자음각앵무문접시 

Ⅰ-A-2-b-앵무문①, 6219

높이: 4.2cm, 입지름: 16.1cm, 굽높이: 0.3cm, 굽지름: 5.3cm 

내저면에 한 쌍의 앵무鸚鵡가 시문된 접시이다. 측사면側斜

面은 원각圓刻에서 부드럽게 꺾여 완만히 올라가고, 구연은 

외반한다. 내저면에는 넓은 원각이 있고 구연부 아래로 한 줄

의 음각선이 돌려져 있으며 다리굽이다. 내면 중앙에 두 마리

의 앵무가 서로 꼬리를 물 듯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다. 

내측면에는 네 개의 구름이 사방에 시문되었다. 유태釉胎는 

정선되었고, 유약은 고루 시유되었으며 색이 좋다. 접지면의 

유약을 닦아내고 네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52 청자음각앵무문접시 

Ⅰ-A-2-b-앵무문①, 9740

높이: 4.8cm, 입지름: 15.9cm, 굽높이: 0.6cm, 굽지름: 4.8cm 

내저면에 한 쌍의 앵무鸚鵡가 시문된 접시이다. 측사면側斜

面은 원각圓刻에서 부드럽게 꺾여 완만히 올라가고, 구연은 

외반한다. 내저면에는 넓은 원각이 있고 구연부 아래로 한 줄

의 음각선이 돌려져 있으며 다리굽이다. 내면 중앙에 두 마리

의 앵무가 서로 꼬리를 물 듯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다. 

내측면에는 여섯 개의 구름이 일정 간격으로 시문되었다. 유

태釉胎는 정선되었고, 유약은 접지면까지 고루 시유되었으

며 빙렬氷裂이 전면에 있다. 접지면 네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

쳐 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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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청자음각앵무문접시 

Ⅰ-A-1-b-앵무문②, 11628

높이: 4.9cm, 입지름: 16.5cm, 굽높이: 0.5cm, 굽지름: 4.8cm 

내저면에 한 쌍의 앵무鸚鵡가 시문된 접시이다. 측사면側斜

面은 원각圓刻에서 부드럽게 꺾여 완만히 올라가고, 구연은 

직립한다. 내저면에는 넓은 원각이 있고 구연부 아래로 한 줄

의 음각선이 돌려져 있으며 다리굽이다. 내면 중앙에 두 마리

의 앵무가 서로 등을 맞대 듯 표현되었다. 측면에는 네 개의 

구름이 일정 간격으로 시문되었다. 태토胎土에 검은 점이 확

인되며, 유약은 두껍게 고루 시유되었으며 유색은 짙은 녹색

을 띤다. 일부 접지면을 닦아내고 세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

쳐 구웠다.

54 청자음각앵무문접시 

Ⅰ-A-1-b-앵무문②, 11629

높이: 4.5cm, 입지름: 16.8cm, 굽높이: 0.5cm, 굽지름: 4.9cm 

내저면에 한 쌍의 앵무鸚鵡가 시문된 접시이다. 측사면側斜

面은 원각圓刻에서 부드럽게 꺾여 완만히 올라가고, 구연은 

직립한다. 내저면에는 넓은 원각이 있고 구연부 아래로 한 줄

의 음각선이 돌려져 있으며, 굽은 내경하는 다리굽이다. 내

면 중앙에 두 마리의 앵무가 서로 등을 맞대 듯 표현되었다. 

측면에는 네 개의 구름이 일정 간격으로 시문되었다. 유태釉

胎는 정선되었고, 유약은 고루 시유되었으며 유색은 황갈색

을 띠고 가는 빙렬氷裂이 전면에 있다. 닦아낸 접지면 네 곳

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55 청자음각앵무문접시 

Ⅰ-A-1-b-앵무문②, 11727

높이: 4.4cm, 입지름: 16.1cm, 굽높이: 0.4cm, 굽지름: 4.9cm 

내저면에 한 쌍의 앵무鸚鵡가 시문된 접시이다. 측사면側斜

面은 원각圓刻에서 부드럽게 꺾여 사선으로 올라가고, 구연

은 직립한다. 내저면에는 넓은 원각이 있고 구연부 아래로 한 

줄의 음각선이 돌려져 있으며, 굽은 내경하는 다리굽이다. 내

면 중앙에 두 마리의 앵무가 서로 등을 맞대 듯 표현되었다. 

측면에는 네 개의 구름이 일정 간격으로 시문되었다. 유태釉

胎는 정선되었고, 유약은 고루 시유되었으며 유색은 황갈색

을 띠고 가는 빙렬氷裂이 전면에 있다. 닦아낸 접지면 네 곳

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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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자음각앵무문접시 

Ⅰ-A-1-b-앵무문②, 11729

높이: 4.9cm, 입지름: 16.4cm, 굽높이: 0.4cm, 굽지름: 4.7cm 

내저면에 한 쌍의 앵무鸚鵡가 시문된 접시이다. 측사면側斜

面은 원각圓刻에서 부드럽게 꺾여 완만히 올라가고, 구연은 

직립한다. 내저면에는 넓은 원각이 있고 구연부 아래로 한 줄

의 음각선이 돌려져 있으며, 굽은 내경하는 다리굽이다. 내면 

중앙에 음각선으로 두 마리의 앵무가 서로 등을 맞대 듯 표현

되었다. 측면에는 네 개의 구름이 일정 간격으로 시문되었다. 

유태釉胎는 정선되었고, 유약은 고루 시유되었으며 유색은 

황갈색을 띠고 가는 빙렬氷裂이 전면에 있다. 닦아낸 접지면 

네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56 청자음각앵무문접시 

Ⅰ-A-1-b-앵무문②, 11730

높이: 4.3cm, 입지름: 16.1cm, 굽높이: 0.4cm, 굽지름: 4.8cm 

내저면에 한 쌍의 앵무鸚鵡가 시문된 접시이다. 측사면側斜

面은 원각圓刻에서 부드럽게 꺾여 완만히 올라가고, 구연은 

직립한다. 내저면에는 넓은 원각이 있고 구연부 아래로 한 줄

의 음각선이 돌려져 있으며, 굽은 내경하는 다리굽이다. 내면 

중앙에 음각선으로 두 마리의 앵무가 서로 등을 맞대 듯 표현

되었다. 측면에는 네 개의 구름이 일정 간격으로 시문되었다. 

유태釉胎는 정선되었고, 유약은 고루 시유되었으며 유색은 

황갈색을 띠고 가는 빙렬氷裂이 전면에 있다. 닦아낸 접지면 

네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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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청자양각연판문접시 

Ⅰ-A-1-c-연판문①, 7571

높이: 4.5cm, 입지름: 16.0cm, 굽높이: 0.4cm, 굽지름: 4.6cm  

외면에 이중의 양각 연판문蓮瓣文이 장식된 접시이다. 넓은 

내저면은 완만한 곡면을 이루고 원각이 있으며, 측선은 저부

에서부터 완만한 사선으로 올라가다가 원각에서 약하게 꺾

여 사선으로 올라간다. 구연은 직립하고, 굽은 내경하는 다리

굽이다. 외면에 14장의 연꽃잎이 이중으로 겹쳐진 듯 표현되

었다. 꽃잎 가장자리를 깊게 깎아 꽃잎이 도드라져 보이게 조

각하였다. 유태釉胎는 정선되었으나, 태토에는 모래가 확인

되고 내저면에는 번조과정에서 떨어진 이물질이 있으며, 두

껍게 시유된 유약은 투명하다. 일부만 닦아낸 접지면 세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59 청자양각연판문접시 

Ⅰ-A-1-c-연판문①, 7573

높이: 4.5cm, 입지름: 16.2cm, 굽높이: 0.3cm, 굽지름: 4.6cm  

외면에 이중의 양각 연판문蓮瓣文이 장식된 접시이다. 편평

한 내저면에는 넓은 원각圓刻이 있으며, 측선은 저부에서부

터 완만한 곡선으로 올라가다가 원각에서 약하게 꺾여 사선

으로 올라간다. 구연은 직립하고, 굽은 내경하는 다리굽이다. 

외면에 12장의 연꽃잎이 이중으로 겹쳐진 듯 표현되었다. 꽃

잎 가장자리를 깊게 깎아 꽃잎이 도드라져 보이게 조각하였

다. 유태釉胎는 정선되었며, 두껍게 시유된 유약은 외면 일부

에 흐른 자국이 있다. 접지면 세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

웠다.

60 청자양각연판문접시 

Ⅰ-A-1-c-연판문①, 18471

높이: 4.2cm, 입지름: 15.4cm, 굽높이: 0.5cm, 굽지름: 5.0cm  

외면에 이중의 양각 연판문蓮瓣文이 장식된 접시이다. 편평

한 내저면에는 넓은 원각圓刻이 있으며, 측사면側斜面은 저

부에서부터 완만한 사선으로 올라가다가 원각에서 약하게 

꺾여 사선으로 올라간다. 구연은 직립하고, 굽은 내경하는 다

리굽이다. 외면에 13장의 연꽃잎이 이중으로 겹쳐진 듯 표현

되었다. 꽃잎 가장자리를 깊게 깎아 꽃잎이 도드라져 보이게 

조각하였다. 유태釉胎는 정선되었으며, 고르게 시유된 유약

은 가는 빙렬氷裂이 전면에 있다. 닦아낸 접지면 네 곳에 내

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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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청자양각연판문접시 

Ⅰ-A-1-c-연판문①, 7433

높이: 4.7cm, 입지름: 16.1cm, 굽높이: 0.4cm, 굽지름: 4.2cm  

외면에 이중의 양각 연판문蓮瓣文이 장식된 접시이다. 넓은 

내저면은 완만한 곡면이고 원각이 있으며, 측선은 저부에서

부터 완만한 사선으로 올라가다가 원각에서 약하게 꺾여 사

선으로 올라간다. 구연은 직립하고, 굽은 내경하는 다리굽이

다. 외면에 12장의 연꽃잎이 이중으로 겹쳐진 듯 표현되었

다. 꽃잎 가장자리를 깊게 깎아 꽃잎이 도드라져 보이게 조

각하였다. 유태釉胎는 정선되었으나, 태토에는 모래가 확인

되며, 유약은 고르게 시유되었다. 접지면 세 곳에 내화토빚음

을 받쳐 구웠다.

62 청자양각연판문접시 

Ⅰ-A-2-c-연판문②, 7572

높이: 4.6cm, 입지름: 16.1cm, 굽높이: 0.5cm, 굽지름: 4.5cm  

외면에 연판문蓮瓣文 조각을 위해 기면을 깎은 상태로, 꽃잎 

장식은 생략된 접시이다. 넓은 내저면은 완만한 곡면이고 원

각이 있으며, 측선은 저부에서부터 완만한 사선으로 올라가

다가 원각에서 약하게 꺾여 사선으로 올라간다. 구연은 약하

게 외반하고, 굽은 내경하는 다리굽이다. 외면에 22개의 면

이 일정한 간격으로 표현되었다. 유태釉胎는 정선되었고, 두

껍게 시유된 유약은 외면 일부에 흐른 자국이 있다. 일부 닦

은 접지면 세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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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청자화형접시 

Ⅰ-B-2-a, 2634

높이: 4.4cm, 입지름: 16.1cm, 굽높이: 0.2cm, 굽지름: 4.6cm  

편평한 저부에서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사선으로 올라가

다가 외반하는 화형 접시이다. 내저면에는 넓은 원각圓刻이 

있으며, 내면에는 구연부 아래로 짙은 한 줄의 선이 돌려져 

있다. 구연 여섯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도려내어 화형을 표현

하였고, 굽은 낮은 다리굽이다. 유태釉胎는 정선되었고, 유약

은 접지면까지 고루 시유되었으며 유색이 좋고 가는 빙렬氷

裂이 전면에 있다. 접지면 세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

64 청자음각국화당초문화형접시 

Ⅰ-B-2-b-국화당초문, 18470

높이: 3.3cm, 입지름: 18.3cm, 굽높이: 0.3cm, 굽지름: 4.9cm  

내저면에 국화당초문菊花唐草文이 시문된 화형접시이다. 편

평한 내저면에는 넓은 원각圓刻이 있으며, 측사면側斜面은 

원각에서 꺾여 사선으로 올라가다 구연에서 외반한다. 내면

에는 구연부 아래로 한 줄의 선이 돌려져 있으며, 외반한 구

연 여섯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약하게 도려내어 화형을 표현

하였다. 굽은 안팎을 다듬은 낮은 다리굽이다. 내저면에 섬세

한 선으로 표현한 만개한 국화 두 송이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태로 표현되었으며, 꽃송이 사이로 당초문이 돌아간다. 유

태釉胎는 정선었으나 태토胎土에 검은 점이 확인되며, 고르

게 시유된 유약은 두꺼운 편이다. 접지면을 닦아내고 세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65 청자음각국화당초문화형접시 

Ⅰ-B-2-b-국화당초문, 9552

높이: 3.8cm, 입지름: 18.4cm, 굽높이: 0.1cm, 굽지름: 4.6cm  

내저면에 국화당초문菊花唐草文이 시문된 화형접시이다. 편

평한 내저면에는 넓은 원각圓刻이 있으며, 측사면側斜面은 

원각에서 꺾여 사선으로 올라가다 구연에서 외반한다. 내면

에는 구연부 아래로 한 줄의 선이 돌려져 있으며, 외반한 구

연 여섯 곳을 도려내어 화형을 표현하였다. 굽은 낮은 다리굽

이다. 내저면에 만개한 국화 두 송이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태로 표현되었으며, 꽃송이 사이로 줄기가 가로지르고 넝

쿨과 잎이 장식되었다. 유태釉胎는 정선된 편으로 유약은 고

루 시유되었으며, 유색이 좋고 가는 빙렬氷裂이 전면에 있다. 

접지면을 닦아내고 세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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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청자음각국화당초문화형접시 

Ⅰ-B-2-b-국화당초문, 9553

높이: 3.9cm, 입지름: 18.0cm, 굽높이: 0.2cm, 굽지름: 4.4cm  

내저면에 국화당초문菊花唐草文이 시문된 화형접시이다. 편

평한 내저면에는 넓은 원각圓刻이 있으며, 측사면側斜面은 

원각에서 꺾여 사선으로 올라가다 다시 밖으로 꺾여 구연에

서 외반한다. 내면에는 구연부 아래로 짙은 한 줄의 선이 돌

려져 있으며, 외반한 구연 여섯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약하

게 도려내어 화형을 표현하였다. 굽은 낮은 다리굽이다. 내저

면에 간략하게 표현된 만개한 국화 두 송이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태로 표현되었으며, 꽃송이 사이로 넝쿨이 가로지른

다. 유태釉胎는 정선되었고 유약은 고루 시유되었으며 유색

이 좋고 가는 빙렬氷裂이 전면에 있다. 닦아낸 접지면 세 곳

에 내화토빚음 받침 흔적이 있다.

67 청자음각국화당초문화형접시 

Ⅰ-B-2-b-국화당초문, 20477

높이: 3.8cm, 입지름: 18.2cm, 굽높이: 0.1cm, 굽지름: 4.5cm  

내저면에 국화당초문菊花唐草文이 시문된 화형접시이다. 

편평한 내저면에는 넓은 원각圓刻이 있으며, 측사면側斜

面은 원각에서 꺾여 사선으로 올라가다 구연에서 외반한다. 

내면에는 구연부 아래로 짙은 한 줄의 선이 일부 돌려져 있

으며, 외반한 구연 여섯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약하게 도려

내어 화형을 표현하였다. 굽은 낮은 다리굽이다. 내저면에 

간략하게 표현된 만개한 국화 두 송이가 서로 마주보고 있

는 형태로 표현되었으며, 꽃송이 사이로 줄기가 가로지르고 

꽃 주위로 넝쿨과 잎이 장식되었다. 유태釉胎는 정선되었고 

유약은 고루 시유되었으며 유색이 좋고 가는 빙렬氷裂이 전

면에 있다. 그릇 바닥 외면에 이물질이 붙어있고, 닦아낸 접

지면 세 곳에 내화토빚음 받침 흔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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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청자음각모란절지문화형접시 

Ⅰ-B-2-b-모란절지문, 7124

높이: 4.1cm, 입지름: 16.8cm, 굽높이: 0.4cm, 굽지름: 4.5cm  

내저면에 모란절지문牧丹折枝文이 시문된 화형접시이다. 편

평한 내저면에는 굽지름보다 넓은 원각圓刻이 있으며, 측사

면側斜面은 원각에서 부드럽게 꺾여 사선으로 올라가다 구

연에서 외반한다. 내면에는 구연부 아래로 한 줄의 선이 돌

려져 있으며, 외반한 구연 여섯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약하

게 도려내어 화형을 표현하였다. 굽은 안팎을 다듬은 다리굽

이다. 내저면에 만개한 모란절지문이 음각으로 시문되어있

는데, 모란꽃송이가 기면 반 이상을 차지하게 큼직이 표현되

고 나머지 공간에는 두 개의 잎이 시문되었다. 꽃잎과 잎을 

빗 모양의 도구를 이용하여 세부 장식을 하였다. 유태釉胎는 

정선되었으며, 유색은 일부 황갈색을 띠고 가는 빙렬氷裂이 

전면에 있다. 닦아낸 접지면 네 곳에 내화토빚음 받침 흔적

이 있다.

69 청자음각모란절지문화형접시 

Ⅰ-B-2-b-모란절지문, 7174

높이: 4.9cm, 입지름: 16.8cm, 굽높이: 0.4cm, 굽지름: 4.2cm  

내저면에 모란절지문牧丹折枝文이 시문된 화형접시이다. 편

평한 내저면에는 굽지름보다 넓은 원각圓刻이 있으며, 측사

면側斜面은 원각에서 꺾여 사선으로 올라가다 구연에서 외

반한다. 내면에는 구연부 아래로 한 줄의 선이 돌려져 있으

며, 외반한 구연 여섯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약하게 도려내어 

화형을 표현하였다. 굽은 안팎을 다듬은 다리굽이다. 내저면

에 만개한 모란절지문이 음각으로 시문되어있는데, 모란꽃

송이가 기면 반 이상을 차지하게 큼직이 표현되고 나머지 공

간에는 두 개의 잎이 시문되었다. 꽃잎과 잎을 빗 모양의 도

구를 이용하여 세부 장식을 하였다. 유태釉胎는 정선된 편이

나 태토에는 검은 점이 확인되며, 유색은 일부 황갈색을 띠고 

가는 빙렬氷裂이 전면에 있다. 접지면을 닦아내고 세 곳에 내

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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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청자음각모란절지문화형접시 

Ⅰ-B-2-b-모란절지문, 6914

높이: 4.1cm, 입지름: 18.3cm, 굽높이: 0.3cm, 굽지름: 4.8cm  

내저면에 모란절지문牡丹折枝文이 시문된 화형접시이다. 편

평한 내저면에는 넓은 원각圓刻이 있으며, 측사면側斜面은 

원각에서 꺾여 사선으로 올라가다 구연에서 외반한다. 내면

에는 구연부 아래로 한 줄의 선이 돌려져 있으며, 외반한 구

연 여섯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약하게 도려내어 화형을 표

현하였다. 굽은 안팎을 다듬은 다리굽이다. 내저면에 간략하

게 표현된 모란절지문이 시문되었으며, 측사면에는 서로 반

대방향을 향해 뻗어 나가는 형태의 잎이 시문되었다. 유태釉

胎는 정선되었으나 태토胎土에 검은 점이 확인되며, 고르게 

시유된 유약은 두꺼운 편이다. 접지면을 닦아내고 세 곳에 내

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71 청자음각연화절지문화형접시 

Ⅰ-B-2-b-연화절지문, 11790

높이: 4.0cm, 입지름: 17.5cm, 굽높이: 0.6cm, 굽지름: 4.9cm  

내저면에 연화절지문蓮花折枝文이 시문된 화형접시이다. 편

평한 내저면에는 굽지름보다 넓은 원각圓刻이 있으며, 측사

면側斜面은 원각에서 꺾여 사선으로 올라가며 구연에서 외

반한다. 내면에는 구연부 아래로 한 줄의 선이 돌려져 있으

며, 구연 여섯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약하게 도려내어 화형을 

표현하였다. 굽은 안팎을 다듬은 내경하는 다리굽이다. 내저

면에 음각으로 시문된 만개한 연화와 연잎이 상하로 배치되

었다. 꽃잎을 빗 모양의 도구를 이용하여 장식하였으며, 연잎

에는 몇 개의 음각선으로 잎맥을 표현하였다. 유태釉胎는 정

선되었고 내저면 일부에 이물질이 섞여 있으며, 두껍게 시유

된 유약은 색이 좋다. 접지면을 일부 닦아내고 네 곳에 내화

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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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청자음각연화절지문화형접시 

Ⅰ-B-2-b-연화절지문, 11794

높이: 4.1cm, 입지름: 16.8cm, 굽높이: 0.4cm, 굽지름: 4.5cm  

내저면에 연화절지문蓮花折枝文이 시문된 화형접시이다. 

편평한 내저면에는 굽지름보다 넓은 원각圓刻이 있으며, 측

사면側斜面은 원각에서 꺾여 사선으로 올라가며 구연에서 

외반한다. 내면에는 구연부 아래로 옅은 한 줄의 선이 돌려

져 있으며, 구연 여섯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약하게 도려내

어 화형을 표현하였다. 굽은 안팎을 다듬은 내경하는 다리

굽이다. 내저면에 음각으로 시문된 만개한 연화가 꽉 차게 

표현되었으며 주위로 연잎이 장식되었다. 꽃잎을 빗 모양의 

도구를 이용하여 장식하였다. 유태釉胎는 정선되었으며 유

약은 외면 일부가 뭉쳐있다. 외면 저부에 이물질이 붙었다 

떨어진 흔적이 있고, 접지면을 닦아내고 네 곳에 내화토빚

음을 받쳐 구웠다.

73 청자음각연화절지문화형접시 

Ⅰ-B-2-b-연화절지문, 11791

높이: 4.6cm, 입지름: 17.5cm, 굽높이: 0.6cm, 굽지름: 4.6cm  

내저면에 연화절지문蓮花折枝文이 시문된 화형접시이다. 

편평한 내저면에는 굽지름보다 넓은 원각圓刻이 있으며, 측

사면側斜面은 원각에서 꺾여 사선으로 올라가다 구연에서 

외반한다. 내면에는 구연부 아래로 한 줄의 선이 돌려져 있

으며, 외반한 구연 여섯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약하게 도려

내어 화형을 표현하였다. 굽은 안팎을 다듬은 내경하는 다

리굽이다. 내저면에 음각으로 시문된 만개한 연화와 연잎

이 상하로 배치되었다. 꽃잎을 빗 모양의 도구를 이용하여 

장식하였으며, 연잎에는 몇 개의 음각선으로 잎맥을 표현

하였다. 유태釉胎는 정선되었고 고르게 시유된 유약은 색

이 좋다. 접지면을 일부 닦아내고 네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

쳐 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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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청자음각연화절지문화형접시 

Ⅰ-B-2-b-연화절지문, 11789

높이: 4.7cm, 입지름: 17.5cm, 굽높이: 0.5cm, 굽지름: 5.0cm  

내저면에 연화절지문蓮花折枝文이 시문된 화형접시이다. 편

평한 내저면에는 굽지름보다 넓은 원각圓刻이 있으며, 측사

면側斜面은 원각에서 꺾여 사선으로 올라가다 구연에서 약

하게 외반한다. 내면에는 구연부 아래로 옅은 한 줄의 선이 

돌려져 있으며, 외반한 구연 여섯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약하

게 도려내어 화형을 표현하였다. 굽은 안팎을 다듬은 내경하

는 다리굽이다. 내저면에 음각으로 시문된 만개한 연화와 연

잎, 연봉오리가 상중하로 배치되었다. 꽃잎을 빗 모양의 도구

를 이용하여 장식하였으며, 연잎에는 몇 개의 음각선으로 잎

맥을 표현하였다. 유태釉胎는 정선되었고 부분적으로 황갈

색을 띤다. 구연 일부에 이물질이 있으며, 접지면을 일부 닦

아내고 네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75 청자음각연화절지문화형접시 

Ⅰ-B-2-b-연화절지문, 11792

높이: 4.0cm, 입지름: 17.4cm, 굽높이: 0.4cm, 굽지름: 4.8cm  

내저면에 연화절지문蓮花折枝文이 시문된 화형접시이다. 편

평한 내저면에는 굽지름보다 넓은 원각圓刻이 있으며, 측사

면側斜面은 원각에서 꺾여 사선으로 올라가다 구연에서 외

반한다. 내면에는 구연부 아래로 옅은 한 줄의 선이 돌려져 

있으며, 외반한 구연 여섯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약하게 도려

내어 화형을 표현하였다. 굽은 안팎을 다듬은 내경하는 다리

굽이다. 내저면에 음각으로 시문된 연잎과 만개한 연화가 상

하로 배치되었고 주위로 연잎과 줄기가 장식되었다. 꽃잎을 

빗 모양의 도구를 이용하여 장식하였으며, 연잎에는 음각선

으로 잎맥을 표현하였다. 유태釉胎는 정선되었다. 접지면을 

닦아내고 네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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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청자음각연화절지문화형접시 

Ⅰ-B-2-b-연화절지문, 11795

높이: 4.2cm, 입지름: 17.6cm, 굽높이: 0.5cm, 굽지름:5.0cm  

내저면에 연화절지문蓮花折枝文이 시문된 화형접시이다. 편

평한 내저면에는 굽지름보다 넓은 원각圓刻이 있으며, 측사

면側斜面은 원각에서 꺾여 사선으로 올라가다 구연에서 외

반한다. 내면에는 구연부 아래로 한 줄의 선이 돌려져 있으

며, 외반한 구연 여섯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약하게 도려내

어 화형을 표현하였다. 굽은 안팎을 다듬은 내경하는 다리굽

이다. 내저면에 만개한 연화와 연봉오리, 연잎 등이 음각으로 

시문되었다. 꽃잎을 빗 모양의 도구를 이용하여 장식하였으

며, 연잎에는 몇 개의 음각선으로 잎맥을 표현하였다. 유태釉

胎는 정선되었고 내저면 일부에 이물질이 섞여 있으며, 두껍

게 시유된 유약은 외면 일부가 뭉쳐있다. 접지면을 일부 닦아

내고 네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77 청자음각연화절지문화형접시 

Ⅰ-B-2-b-연화절지문, 11793

높이: 4.2cm, 입지름: 17.5cm, 굽높이: 0.5cm, 굽지름: 5.0cm  

내저면에 연화절지문蓮花折枝文이 시문된 화형접시이다. 편

평한 내저면에는 굽지름보다 넓은 원각圓刻이 있으며, 측사

면側斜面은 원각에서 꺾여 사선으로 올라가다 동체 중간에

서 넓게 벌어져 외반한다. 내면에는 구연부 아래로 한 줄의 

얕은 선이 돌려져 있으며, 외반한 구연 여섯 곳을 일정한 간

격으로 약하게 도려내어 화형을 표현하였다. 굽은 안팎을 다

듬은 내경하는 다리굽이다. 내저면에 꽃잎 끝을 둥글게 표현

한 만개한 연화와 연봉오리, 연잎 등이 음각으로 시문되었다. 

꽃잎을 빗 모양의 도구를 이용하여 장식하였으며, 연잎에는 

몇 개의 음각선으로 잎맥을 표현하였다. 유태釉胎는 정선되

었고, 두껍게 시유된 유약은 색이 좋고 기면에 일부 뭉쳐있

다. 접지면을 닦아내고 네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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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청자음각화당초문화형접시 

Ⅰ-B-2-b-화당초문, 6805

높이: 3.9cm, 입지름: 17.7cm, 굽높이: 0.3cm, 굽지름: 5.0cm  

내저면에 화당초문花唐草文이 시문된 화형접시이다. 편평

한 내저면에는 넓은 원각圓刻이 있으며, 측사면側斜面은 원

각에서 부드럽게 꺾여 사선으로 올라가다 구연부 아래로 돌

려진 선에서 다시 꺾여 약하게 외반한다. 외반한 구연 여섯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약하게 도려내어 화형을 표현하였고, 

굽은 다리굽이다. 내저면에 꽃 두 송이가 서로 마주보고 있

는 형태로 표현되었으며, 꽃송이 사이로 줄기가 가로지르고 

꽃 주위로 넝쿨과 잎이 장식되었다. 태토胎土는 정선되었고, 

유약은 고루 두껍게 시유되었으며 유색이 좋고 가는 빙렬氷

裂이 전면에 있다. 접지면 일부를 닦아내고 세 곳에 내화토빚

음을 받쳐 구웠다.

79 청자음각화당초문화형접시 

Ⅰ-B-2-b-화당초문, 6806

높이: 3.9cm, 입지름: 17.7cm, 굽높이: 0.4cm, 굽지름: 5.0cm  

내저면에 화당초문花唐草文이 시문된 화형접시이다. 편평한 

내저면에는 넓은 원각圓刻이 있으며, 측사면側斜面은 원각

에서 부드럽게 꺾여 사선으로 올라가다 구연에서 약하게 외

반한다. 구연부 아래로 한 줄의 선이 돌려져 있으며, 구연 여

섯 곳을 도려내어 화형을 표현하였다. 굽은 안팎을 다듬은 다

리굽이다. 내저면에 길쭉한 꽃잎 다섯 개를 가진 꽃 두 송이

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태로 표현되었으며, 꽃송이 사이로 

줄기가 가로지르고 꽃 주위로 넝쿨과 잎이 장식되었다. 태토

에는 굵은 모래와 검은 점이 확인되며, 유약은 고루 시유되었

으며 유색이 좋고 가는 빙렬氷裂이 전면에 있다. 접지면을 닦

아내고 세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252  高麗靑磁寶物船 태안 대섬 수중발굴 조사보고서

80 청자음각화당초문화형접시 

Ⅰ-B-2-b-화당초문, 6804

높이: 4.1cm, 입지름: 18.2cm, 굽높이: 0.3cm, 굽지름: 5.1cm  

내저면에 화당초문花唐草文이 시문된 화형접시이다. 편평

한 내저면에는 넓은 원각圓刻이 있으며, 측사면側斜面은 원

각에서 부드럽게 꺾여 사선으로 올라가다 구연에서 외반한

다. 내면에는 구연부 아래로 짙은 한 줄의 선이 돌려져 있으

며, 외반한 구연 여섯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약하게 도려내어 

화형을 표현하였다. 굽은 낮은 다리굽이다. 내저면에 꽃 두 

송이와 잎이 한 뿌리에서 갈라진 형태로 표현되었으며, 잎이 

주변을 장식하였다. 유태釉胎는 정선되었고, 유약은 고루 시

유되었으며 유색이 좋고 가는 빙렬氷裂이 전면에 있다. 내저

면에 번조과정에서 떨어진 이물질이 있으며, 접지면을 닦아

내고 세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81 청자음각화당초문화형접시 

Ⅰ-B-2-b-화당초문, 6807

높이: 4.3cm, 입지름: 18.3cm, 굽높이: 0.3cm, 굽지름: 4.9cm  

내저면에 화당초문花唐草文이 시문된 화형접시이다. 편평

한 내저면에는 넓은 원각圓刻이 있으며, 측사면側斜面은 원

각에서 부드럽게 꺾여 사선으로 올라가다 구연에서 외반한

다. 내면에는 구연부 아래로 짙은 한 줄의 선이 돌려져 있으

며, 외반한 구연 여섯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약하게 도려내어 

화형을 표현하였다. 굽은 낮은 다리굽이다. 내저면에 꽃 두 

송이가 한 뿌리에서 갈라진 형태로 표현되었다. 태토胎土에

는 모래가 소량 섞여있고, 유약은 고루 시유되었으며 유색이 

좋고 가는 빙렬氷裂이 전면에 있다. 닦아낸 접지면 세 곳에 

내화토빚음 받침 흔적이 있다.

82 청자음각화문화형접시 

Ⅰ-B-2-b-화문, 23180

높이: 4.9cm, 입지름: 17.4cm, 굽높이: 0.3cm, 굽지름: 4.8cm  

내저면에 화문花文이 시문된 화형접시이다. 편평한 내저면

에는 넓은 원각圓刻이 있으며, 측사면側斜面은 원각에서 부

드럽게 꺾여 사선으로 올라가다 구연에서 넓게 외반한다. 내

면에는 구연부 아래로 짙은 한 줄의 선이 일부 돌려져 있으

며, 외반한 구연 다섯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약하게 도려내어 

화형을 표현하였다. 굽은 안팎을 다듬은 내경하는 다리굽이

다. 내저면에 위에서 내려다 본 듯한 평면의 꽃이 음각의 소

용돌이 모양으로 표현되었다. 유태釉胎는 정선되었으며 유

약은 고루 시유되었고 유색이 좋으며 부분적으로 황갈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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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는 곳도 있으며 가는 빙렬氷裂이 전면에 있다. 내저면에 약

하게 갈라진 곳이 있으며, 번조과정에서 떨어진 이물질이 있

다. 접지면 세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으며, 접지면에 

유약이 녹아 바닥과 붙어 강제로 떼어낸 흔적이 있다.

83 청자압출양각모란당초문화형접시 

Ⅰ-B-2-c-모란당초문, 11728

높이: 3.8cm, 입지름: 16.5cm, 굽높이: 0.5cm, 굽지름: 4.8cm  

압출양각壓出陽刻으로 모란당초문을 내면에 장식한 화형

접시이다. 편평한 내저면에는 넓은 원각圓刻이 있으며, 측사

면側斜面은 원각에서 꺾여 사선으로 올라가다 구연에서 약

하게 외반한다. 외면에는 구연부 아래로 한 줄의 돌대가 있으

며, 외반한 구연 여섯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약하게 도려내어 

화형을 표현하였다. 굽은 내경하는 다리굽으로 정리하는 과

정에서 생긴 단이 있다. 내저면에 활짝핀 모란 두 송이가 마

주보고 있고, 내측면에는 여섯 개의 구획된 화면에 각각 만개

한 모란꽃송이가 시문되었다. 태토胎土에는 검은 점이 확인

되고, 회색빛을 띠는 유약에는 기포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표

면이 거칠다. 가는 빙렬氷裂이 전면에 있고, 접지면을 닦아내

고 네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84 청자압출양각모란당초문화형접시 

Ⅰ-B-2-c-모란당초문, 11788

높이: 4.2cm, 입지름: 16.3cm, 굽높이: 0.5cm, 굽지름: 4.8cm  

압출양각壓出陽刻으로 모란당초문을 내면에 장식한 화형

접시이다. 편평한 내저면에는 넓은 원각圓刻이 있으며, 측사

면側斜面은 원각에서 꺾여 사선으로 올라가다 구연에서 약

하게 외반한다. 외면에는 구연부 아래로 한 줄의 돌대가 있

으며, 외반한 구연 여섯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약하게 도려

내어 화형을 표현하였다. 굽은 다리굽으로 정리하는 과정에

서 생긴 흔적이 있다. 내저면에 활짝핀 모란 두 송이가 마주

보고 있고, 내측면에는 여섯 개의 구획된 화면에 각각 만개한 

모란꽃송이가 시문되었다. 태토胎土에는 검은 점이 확인되

고, 회색빛을 띠는 유약에는 기포가 포함되어 있다. 가는 빙

렬氷裂이 전면에 있고, 접지면을 닦아내고 네 곳에 내화토빚

음을 받쳐 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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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청자퇴화문화형접시 

Ⅰ-B-2-e-선문, 14598

높이: 3.8cm, 입지름: 17.4cm, 굽높이: 0.5cm, 굽지름: 5.0cm  

퇴화문堆花文이 장식된 화형접시이다. 편평한 내저면에는 

굽보다 넓은 원각圓刻이 있으며, 측사면은 원각에서부터 완

만히 올라가다가 동체 중간에서 넓게 외반한다. 굽은 내경하

는 다리굽이다. 구연 여섯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도려내어 화

형을 표현하였고, 각각의 홈에 맞춰 퇴화기법으로 가는 선을 

수직으로 그었다. 유태釉胎는 정선되었으며, 두껍게 시유된 

유약은 색이 좋고 가는 빙렬氷裂이 전면에 있다. 닦아낸 접지

면 세 곳에 내화토빚음 받침 흔적이 남아있다.

86 청자접시 

Ⅱ-A-1-a, 2495

높이: 3.5cm, 입지름: 13.8cm, 굽높이: 0.2cm, 굽지름: 4.1cm  

직립한 구연의 오목한 접시이다. 오목한 내저면에는 굽지름

보다 넓은 원각圓刻이 있으며, 측사면側斜面은 원각에서 부

드럽게 꺾여 직립한 구연까지 올라간다. 굽은 낮은 다리굽으

로 안팎을 강하게 돌려 다듬었다. 유태釉胎는 정선된 편이나 

유색은 황갈색을 띠며, 가는 빙렬氷裂이 전면에 있다. 접지면

을 닦아내고 세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으며, 내면에는 

세 곳에 내화토빚음 받침 흔적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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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청자접시 

Ⅱ-A-1-a, 10286

높이: 4.0cm, 입지름: 13.0cm, 굽높이: 0.4cm, 굽지름: 3.8cm  

구연이 직립한 오목한 형태의 접시이다. 편평한 내저면에는 

굽지름보다 넓은 원각圓刻이 있으며, 측사면側斜面은 원각

에서 부드럽게 꺾여 직립한 구연까지 올라간다. 굽은 내경하

는 다리굽으로 안팎을 깎아 다듬었다. 태토胎土는 정선되었

으며, 유색은 황갈색을 띠며 가는 빙렬氷裂이 전면에 있다. 

접지면까지 시유된 굽바닥에 세 개의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

웠다.

88 청자접시 

Ⅱ-A-1-a, 10288

높이: 3.4cm, 입지름: 12.8cm, 굽높이: 0.4cm, 굽지름: 3.4cm  

구연이 직립한 오목한 형태의 접시이다. 편평한 내저면에는 

굽지름보다 넓은 원각圓刻이 있으며, 측사면側斜面은 원각

에서 부드럽게 꺾여 직립한 구연까지 올라간다. 굽은 내경하

는 다리굽으로 안팎을 깎아 다듬었다. 태토胎土는 정선되었

으나 검은 점이 확인되고, 유색은 좋은 편으로 고르게 시유되

었으며 가는 빙렬氷裂이 전면에 있다. 접지면을 닦아내고 세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으며, 내면 세 곳에 내화토빚음

받침 흔적이 남아있다.

89 청자접시 

Ⅱ-A-1-a, 10289

높이: 3.9cm, 입지름: 13.6cm, 굽높이: 0.4cm, 굽지름: 4.2cm  

구연이 직립한 오목한 형태의 접시이다. 오목한 내저면에 굽

지름보다 넓은 원각圓刻이 있으며, 측사면側斜面은 원각에

서 부드럽게 꺾여 직립한 구연까지 올라간다. 굽은 내경하는 

다리굽으로 안팎을 깎아 다듬었다. 태토胎土에는 모래와 검

은 점이 확인되며, 유약은 고루 시유되었고 유색이 좋고 가는 

빙렬氷裂이 전면에 있다. 접지면을 닦아내고 세 곳에 내화토

빚음을 받쳐 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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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청자접시 

Ⅱ-A-1-a, 11976

높이: 3.8cm, 입지름: 13.4cm, 굽높이: 0.3cm, 굽지름: 4.0cm  

구연이 직립한 오목한 형태의 접시이다. 오목한 내저면內底

面에 굽지름보다 넓은 원각圓刻이 있으며, 측사면側斜面은 

저부에서 직립한 구연까지 완만하게 올라간다. 굽은 다리굽

으로 안팎을 깎아 다듬었다. 태토胎土에는 모래와 검은 점이 

확인된다. 유약은 두텁게 시유되었으며 외면에는 유약이 일

부 뭉쳐있고 가는 빙렬氷裂이 전면에 있다. 접지면 세 곳과 

내면 세 곳에 내화토빚음 받침 흔적이 남아있다.

91 청자접시 

Ⅱ-A-1-a, 19347

높이: 3.4cm, 입지름: 13.5cm, 굽높이: 0.2cm, 굽지름: 2.8cm  

직립한 구연을 가진 접시이다. 편평한 내저면內底面에는 굽

지름보다 넓은 원각圓刻이 있으며, 측사면側斜面은 원각에

서 약하게 꺾여 직립한 구연까지 올라간다. 굽은 안굽이다. 

태토胎土에는 모래와 검은 점이 확인된다. 유색은 전체적으

로 황갈색을 띠며 가는 빙렬氷裂이 전면에 있고, 외면에는 유

약이 일부 뭉쳤다. 거칠게 닦아낸 접지면에는 모래가 붙어 있

으며 내면에는 세 곳에 내화토빚음 받침 흔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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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청자접시 

Ⅱ-A-1-a, 718

높이: 3.2cm, 입지름: 13.3cm, 굽높이: 0.4cm, 굽지름: 4.0cm   

직립한 구연을 가진 접시이다. 편평한 내저면內底面에는 굽

지름보다 넓은 원각圓刻이 있으며, 측사면側斜面은 원각에

서 약하게 꺾여 직립한 구연까지 올라간다. 굽은 내경하는 다

리굽으로 안팎을 깎아 다듬었다. 태토胎土에는 모래와 검은 

점이 확인되며, 유색은 황갈색을 띤다. 굽까지 유약이 시유되

었으며, 굽 전체에는 백색의 거친 이물질이 붙어있고, 내면 

세 곳에 내화토빚음 받침 흔적이 있다.

93 청자음각모란절지문접시 

Ⅱ-A-1-b-모란절지문, 12453

높이: 3.6cm, 입지름: 13.8cm, 굽높이: 0.1cm, 굽지름: 3.7cm  

내저면에 모란절지문牧丹折枝文이 시문된 중형 접시이다. 

편평한 내저면內底面에는 굽지름보다 넓은 원각圓刻이 있

으며, 측사면側斜面은 저부에서부터 완만하게 직립한 구연

까지 올라간다. 굽은 높이가 낮은 다리굽으로, 접지면의 넓이

가 고르지 않다. 내저면에는 절지형의 음각으로 간략하게 표

현된 모란문이 시문되어 있으며, 측면에도 잎이 장식되었다. 

태토胎土에는 모래가 섞여있으며, 두껍게 시유된 유약의 일

부는 뭉쳐있으며 유색은 황갈색을 띤다. 가는 빙렬氷裂이 전

면에 있다. 접지면을 닦아내고 세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

웠으며, 내면 세 곳에 내화토빚음 받침 흔적이 있다.

94 청자접시 

Ⅱ-A-2-a, 2631

높이: 3.3cm, 입지름: 13.7cm, 굽높이: 0.3cm, 굽지름: 3.8cm  

구연이 외반한 낮은 접시이다. 비교적 오목하게 처리된 내

저면에는 굽지름보다 넓은 원각圓刻이 있으며, 측사면側斜

面은  꺾임없이 올라가 구연에서 약하게 외반하였다. 구연부

는 전체적으로 손상되었다. 유태釉胎는 거칠어 태토에는 모

래와 검은 점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유색은 어둡고 탁하다. 

유약은 노태露胎된 곳도 있으며 일부는 뭉쳐있고, 외면에는 

잡티가 상당히 묻어있어 전체적으로 질이 상당히 떨어진다. 

접지면을 닦아냈으며 받침흔적을 거의 찾기 어렵고, 내면 세 

곳에는 내화토빚음 받침 흔적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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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청자접시 

Ⅱ-A-2-a, 2632

높이: 4.3cm, 입지름: 14.7cm, 굽높이: 0.4cm, 굽지름: 3.8cm  

넓은 내저면을 가진 접시이다. 비교적 오목하게 처리된 내

저면에는 굽지름보다 넓은 원각圓刻이 있으며, 측사면側斜

面은 원각에서 부드럽게 꺾여 구연에서 넓게 외반되었다. 기

물이 전체적으로 약하게 휘었으며, 굽은 거칠게 다듬은 내경

하는 다리굽으로 굽높이가 고르지 못하다. 태토胎土는 거칠

어 모래가 많이 섞여있고 기포가 많으며, 전체적으로 잘 녹지 

못해 유약은 탁하다. 접지면까지 시유된 굽바닥에는 모래가 

깔렸으며 내면 세 곳에 내화토빚음 받침 흔적이 있다.

96 청자접시 

Ⅱ-A-2-a, 10287

높이: 3.5cm, 입지름: 14.7cm, 굽높이: 0.2cm, 굽지름: 3.8cm  

구연이 외반한 접시이다. 편평한 내저면에는 굽보다 넓은 원

각圓刻이 있으며, 측사면側斜面은 저부에서 꺾여 사선으로 

올라가다가 구연에서 외반한다. 굽은 높이가 낮은 내경하는 

다리굽으로, 안팎을 돌려 다듬었다. 태토胎土에는 일부 모래

가 섞여있으며, 유색은 황갈색을 띠며 가는 빙렬氷裂이 전면

에 있다. 접지면을 닦아내고 세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

으며, 내면 세 곳에 내화토빚음 받침 흔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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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청자접시 

Ⅱ-A-2-a, 11975

높이: 3.0cm, 입지름: 14.2cm, 굽높이: 0.3cm, 굽지름: 3.6cm  

구연이 외반한 낮은 접시이다. 편평한 내저면에는 원각圓

刻이 있으며, 측사면은 완만히 올라가다가 구연에서 외반한

다. 굽은 내경하는 낮은 다리굽이다. 태토胎土는 거칠고 유색

은 황갈색을 띤다. 접지면 세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으

며, 내면에는 세 곳에 내화토빚음 받침 흔적이 남아있다.

97 청자접시 

Ⅱ-A-2-a, 10290

높이: 3.3cm, 입지름: 14.0cm, 굽높이: 0.5cm, 굽지름: 3.8cm  

구연이 약하게 외반한 접시이다. 편평한 내저면에는 굽보다 

넓은 원각圓刻이 있으며, 측사면은 완만히 올라가다가 구연

에서 약하게 외반한다. 굽은 내경하는 다리굽으로 굽높이가 

고르지 못하다. 태토胎土에는 일부 모래가 섞여있으며, 일부 

용융이 덜되어 유층이 탁한 부분이 있다. 가는 빙렬氷裂이 전

면에 있으며, 일부만 닦인 접지면에 굵은 모래를 받쳤다.

98 청자접시 

Ⅱ-A-2-a, 10291

높이: 2.8cm, 입지름: 13.8cm, 굽높이: 0.3cm, 굽지름: 3.5cm  

구연이 외반한 낮은 접시이다. 편평한 내저면에는 한 줄의 굵

은 선이 돌려져 있으며, 측사면은 거의 수평으로 벌어지다가 

원각에서 살짝 벌어져 외반한다. 굽은 다리굽이다. 유태釉

胎는 정선되었으며, 유층에 가는 빙렬氷裂이 전면에 있다. 접

지면 일부를 닦아내고 세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으며, 

내면 세 곳에 내화토빚음 받침 흔적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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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청자접시 

Ⅱ-A-2-a, 12850

높이: 2.5cm, 입지름: 14.0cm, 굽높이: 0.2cm, 굽지름: 4.3cm  

구연이 외반한 낮은 접시이다. 수평으로 벌어진 내저면에는 

넓은 원각圓刻이 희미하게 있으며, 측사면은 완만히 올라가

다가 구연에서 외반한다. 굽은 거칠게 다듬은 내경하는 다리

굽으로 낮고, 굽높이가 고르지 못하다. 태토胎土에는 검은 점

이 확인되고, 외면에는 황갈색을 띠는 유층 위로 잡티가 묻었

다. 내저면 가운데가 일부 갈라졌다. 닦아낸 접지면에 내화토

빚음 받침 흔적이 있으며, 내면에는 세 곳에 내화토빚음 받침 

흔적이 남아있다.

101 청자접시 

Ⅱ-A-2-a, 720

높이: 3.3cm, 입지름: 13.6cm, 굽높이: 0.3cm, 굽지름: 4.1cm    

구연이 외반하는 접시이다. 수평으로 벌어진 내저면에는 넓

은 원각圓刻이 옅게  있으며, 측사면은 완만히 올라가다가 원

각에서 약하게 꺾여 구연에서 외반한다. 굽은 거칠게 다듬

은 내경하는 다리굽으로 낮으며 굽높이가 고르지 못하다. 태

토胎土에는 모래가 확인되고, 용융이 덜된 유약은 탁하고 환

원이 덜되어 황갈색을 띠며 유층釉層에 기포가 많다.  유약을 

닦아낸 접지면과 내면 세 곳에 내화토빚음 받침 흔적이 남아

있다.

102 청자퇴화문화형접시 

Ⅱ-B-1-e-선문, 8704

높이: 3.5cm, 입지름: 13.7cm, 굽높이: 0.1cm, 굽지름: 3.8cm  

퇴화堆花기법으로 선문線文이 장식된 화형접시이다. 편평한 

내저면에는 굽보다 넓은 원각圓刻이 있으며, 측사면은 원각

에서부터 사선으로 올라가고 구연은 직립한다. 굽은 거칠게 

다듬은 다리굽으로 낮으며, 굽높이가 고르지 못하다. 구연 여

섯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약하게 도려내어 화형을 표현하였

고, 각각의 홈에 맞춰 퇴화기법으로 백선을 수직으로 그었다. 

유약의 시유가 고르지 못하여 내외면에 뭉쳐 있고, 내저면에 

번조과정에서 떨어진 잡티가 다수 있다. 닦아낸 접지면 세 곳

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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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청자퇴화문화형접시 

Ⅱ-B-1-e-선문, 8769

높이: 3.6cm, 입지름: 13.7cm, 굽높이: 0.3cm, 굽지름: 3.7cm  

퇴화堆花기법으로 선문線文이 장식된 화형접시이다. 편평한 

내저면에는 굽보다 넓은 원각圓刻이 있으며, 측사면은 완만

히 올라가고 구연은 직립한다. 굽은 내경하는 다리굽이다. 구

연 여섯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약하게 도려내어 화형을 표현

하였고, 각각의 홈에 맞춰 퇴화기법으로 수직 선문을 그었다. 

유태釉胎는 거칠어 유층釉層에 기포가 많고, 용융이 좋지 못

해 유약 뭉침이 심하다. 내저면에 번조과정에서 떨어진 잡티

가 다수 있고, 닦아낸 접지면 세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번

조하였다.

104 청자퇴화문화형접시 

Ⅱ-B-1-e-선문, 23730

높이: 3.0cm, 입지름: 13.3cm, 굽높이: 0.2cm, 굽지름: 4.2cm 

퇴화堆花기법으로 선문線文이 장식된 화형접시이다. 편평한 

내저면에는 굽보다 넓은 원각圓刻이 있으며, 측사면은 완만

히 올라가고 구연은 직립한다. 굽은 내경하는 다리굽이다. 구

연 여섯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약하게 도려내어 화형을 표현

하였고, 각각의 홈에 맞춰 퇴화기법으로 선문을 시문하였다. 

유태釉胎는 정선되었으며, 전면에 유약이 고르게 시유되었

다. 닦아낸 접지면에 내화토빚음 받침 흔적이 있으며, 내면 

세 곳에 내화토빚음 받침 흔적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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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청자퇴화문화형접시 

Ⅱ-B-2-e-선문, 17339

높이: 3.4cm, 입지름: 13.6cm, 굽높이: 0.3cm, 굽지름: 4.0cm  

퇴화堆花기법으로 선문線文이 장식된 화형접시이다. 편평한 

내저면에는 굽보다 넓은 원각圓刻이 있으며, 측사면은 원각

에서부터 완만히 올라가다가 구연에서 약하게 외반한다. 굽

은 내경하는 다리굽이다. 구연 여섯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도

려내어 화형을 표현하였고, 각각의 홈에 맞춰 퇴화기법으로 

가는 선을 수직으로 그었다. 유태釉胎는 정선되었으며, 두껍

게 시유된 유약은 짙은 녹색이고 가는 빙렬氷裂이 전면에 있

다. 닦아낸 접지면 세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으며, 

내면 세 곳에 내화토빚음 받침 흔적이 남아있다.

106 청자퇴화문화형접시 

Ⅱ-B-2-e-선문, 17340

높이: 3.0cm, 입지름: 13.0cm, 굽높이: 0.3cm, 굽지름: 4.1cm  

퇴화堆花기법으로 선문線文이 장식된 화형접시이다. 편평

한 내저면에는 굽보다 넓은 원각圓刻이 있으며, 측사면은 원

각에서부터 완만히 올라가다가 구연에서 약하게 외반한다. 

굽은 내경하는 다리굽이다. 구연 여섯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도려내어 화형을 표현하였고, 각각의 홈에 맞춰 퇴화기법으

로 수직선을 그었다. 유태釉胎는 정선되었으며 태토胎土에

는 검은 점이 소량 포함되어있고, 유색이 부분적으로 황갈색

을 띤다. 가는 빙렬氷裂이 전면에 있다. 닦아낸 접지면 세 곳

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으며, 내면 세 곳에 내화토빚

음 받침 흔적이 남아있다.

107 청자접시 

Ⅲ-A-4-a, 724

높이: 2.3cm, 입지름: 10.1cm, 굽지름: 3.0cm   

소형접시로 외측선外側線이 사선으로 올라가며, 구연이 강

하게 사선으로 꺾였고, 외면 구연부 아래로 홈이 패여 있다. 

내저면에 원각圓刻이 있고 굽은 평저平底이다. 유태釉胎는 

거친 편으로 태토胎土에는 모래가 많이 섞여있고, 황갈색을 

띠는 유약은 부분적으로 시유되지 않아 노태露胎된 곳도 있

으며 외면 일부에는 뭉쳐있다. 접지면을 닦아냈으며 세 곳에 

내화토빚음 흔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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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청자접시 

Ⅲ-A-4-a, 725

높이: 2.5cm, 입지름: 9.6cm, 굽지름: 2.9cm   

소형접시로 외측선外側線이 사선으로 올라가며, 구연이 강

하게 사선으로 꺾였고, 외면에서도 구연을 정리하여 굵은 한 

줄의 선이 남아있다. 내저면에 원각圓刻이 있으며, 기벽에 비

하여 바닥이 두껍다. 평저平底로 바닥 안쪽이 오목하게 들어

가 있다. 태토胎土는 거칠어 모래와 검은 점이 섞여있고, 유

약은 얇게 시유되었고 빙렬氷裂이 심하며 유색은 어두워 회

백색을 띤다. 접지면을 닦아내고 세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109 청자접시 

Ⅲ-A-4-a, 2699

높이: 2.5cm, 입지름: 10.2cm, 굽높이: 0.2cm, 굽지름: 3.0cm  

소형접시로 외측선外側線이 완만히 올라가며, 구연이 강하

게 사선으로 꺾여있다. 내저면에 원각圓刻이 있으며, 굽은 안

굽이다. 태토胎土에는 모래와 검은 점이 확인되고, 유약은 두

껍게 시유되었으며 부분적으로 뭉쳐있다. 용융이 덜되어 탁

하다. 접지면에 세 개의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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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청자접시 

Ⅲ-A-4-a, 11805

높이: 2.1cm, 입지름: 9.6cm, 굽지름: 3.1cm  

소형접시로 외측선外側線이 완만하게 올라가며, 구연이 강

하게 사선으로 꺾여있고, 외면 구연부 아래로 홈이 패여 있

다. 내저면에 원각圓刻이 있고 굽은 평저平底이다. 태토胎

土에는 모래가 섞여있고, 유약은 두껍게 시유되었다. 접지면

을 닦아냈으며 세 곳에 내화토빚음 받침 흔적이 있다.

110 청자접시 

Ⅲ-A-4-a, 7508

높이: 2.1cm, 입지름: 9.3cm, 굽지름: 3.0cm 

소형접시로 외측선外側線이 완만히 올라가며, 구연이 강하

게 사선으로 꺾였고, 외면 구연부 아래로 홈이 패여 있다. 내

저면에 원각圓刻이 있으며, 평저平底로 바닥 안쪽이 오목하

다. 태토胎土에는 모래와 검은 점이 확인되고, 유약은 두껍게 

시유되었으며 부분적으로 뭉쳐있다. 접지면을 닦아내고 세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111 청자접시 

Ⅲ-A-4-a, 11804

높이: 2.0cm, 입지름: 9.5cm, 굽지름: 3.1cm  

소형접시로 외측선外側線이 완만하게 올라며, 구연이 사선

으로 꺾였고, 구연부 아래로 외면에는 홈이 패여 있다. 내저

면에 원각圓刻이 있고 굽은 평저平底이다. 태토胎土에는 모

래와 검은 점이 섞여있고, 잔빙렬氷裂이 심하며 유약은 두껍

게 시유되었는데 외면 일부에는 뭉쳐있다. 접지면을 부분적

으로 닦아내고 세 곳에 내화토빚음 받침 흔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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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청자압출양각모란문접시 

Ⅲ-A-4-c-모란문②, 10799

높이: 2.0cm, 입지름: 10.1cm, 굽지름: 2.8cm  

압출양각壓出陽刻으로 찍어낸 소형접시이다. 측선은 완만

하고 꺾인 구연으로, 내저면에 원각圓刻이 있고 평저平底이

다. 내저면에 만개한 모란꽃이, 측면에는 국화문菊花文이 시

문되었다. 유태釉胎는 정선되었으며, 접지면은 닦지 않고 세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113 청자압출양각모란문접시 

Ⅲ-A-4-c-모란문①, 645

높이: 2.3cm, 입지름: 9.3cm, 굽지름: 3.3cm 

압출양각壓出陽刻으로 찍어낸 소형접시이다. 측선은 짧게 

올라와 구연에서 강하게 꺾인 형태이다. 내저면에 원각圓

刻이 있으며, 기벽에 비하여 바닥이 얇다. 굽은 평저平底형태

로 굽 안쪽은 오목하게 들어가 있다. 내저면에 만개한 모란牧

丹이 표현되었으며, 측면에는 동일하게 구획된 여섯 면에 모

란문이 시문되었다. 유태釉胎는 정선되었으며, 접지면을 닦

아내고 세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114 청자압출양각모란문접시 

Ⅲ-A-4-c-모란문②, 10798

높이: 2.2cm, 입지름: 10.0cm, 굽지름: 3.0cm   

압출양각壓出陽刻으로 찍어낸 소형접시이다. 측선은 짧게 

올라와 구연에서 강하게 꺾인 형태로, 내저면에 원각圓刻이 

있으며, 기벽에 비하여 바닥이 두껍고 평저平底이다. 내저면

에 만개한 모란문牧丹文이 당초와 같이 표현되었으며 측면

에는 동일하게 구획된 면에 국화문菊花文이 시문되었다. 유

태釉胎는 정선되었으며, 접지면을 닦아내고 세 곳에 내화토

빚음을 받쳐 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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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청자압출양각모란문접시 

Ⅲ-A-4-c-모란문②, 10962

높이: 2.4cm, 입지름: 10.2cm, 굽지름: 3.1cm  

압출양각壓出陽刻으로 내면을 장식한 소형접시이다. 측선은 

짧게 올라와 구연에서 강하게 꺾였으며, 외면에서도 구연부 

바로 아래에서 강하게 돌려 단이 있다. 내저면에 원각圓刻이 

있으며 평저平底이다. 내저면에 만개한 모란문牧丹文이 당

초와 같이 표현되었으며, 측면에는 동일하게 구획된 여섯 개

의 면에 국화문菊花文이 시문되었다. 유태釉胎는 정선되었

으며, 접지면을 닦아내고 세 곳에 내화토빚음 받침 흔적이 있

117 청자압출양각모란문접시 

Ⅲ-A-4-c-모란문②, 10963

높이: 2.0cm, 입지름: 10.2cm, 굽지름: 3.2cm  

압출양각壓出陽刻으로 내면을 장식한 소형접시이다. 측선은 

짧게 올라와 구연에서 강하게 꺾여 외반하였고, 외면에서도 

구연부 바로 아래에서 강하게 돌려 단이 있다. 내저면에 원

각圓刻이 있으며, 평저平底이다. 내저면에 만개한 모란문牧

丹文이 당초와 같이 표현되었으며, 측면에는 동일하게 구획

된 여섯 개의 면에 국화문菊花文이 시문되었다. 시문된 문양

의 양감이 비교적 약하다. 유태釉胎는 정선되었으며, 접지면

을 닦아내고 세 곳에 내화토빚음 받침 흔적이 있다. 외면에는 

번조과정에서 붙은 것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붙었다.

118 청자압출양각모란문접시 

Ⅲ-A-4-c-모란문③, 7144

높이: 2.4cm, 입지름: 9.5cm, 굽지름: 3.1cm  

모란문牧丹文을 압출양각壓出陽刻으로 내면에 장식한 소형

접시이다. 측선은 짧게 올라와 구연에서 강하게 꺾여 외반하

였고, 외면에서도 구연부 바로 아래에서 강하게 돌려 단이 있

다. 내저면에 원각圓刻이 있으며, 평저平底이다. 내저면 중앙

의 원 안에 활짝핀 모란 한 송이가 표현되었으며, 내측면에

는 여섯 개의 구획된 화면에 각각 만개한 모란꽃송이가 시문

되었다. 유태는 정선되었으며, 두껍게 시유된 유약의 색은 좋

다. 접지면을 닦아내고 세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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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청자압출양각모란문접시 

Ⅲ-A-4-c-모란문④, 10964

높이: 2.3cm, 입지름: 9.5cm, 굽높이: 0.2cm, 굽지름: 2.9cm  

압출양각壓出陽刻으로 내면을 장식한 소형접시이다. 측선은 

짧게 올라와 구연에서 강하게 꺾였다. 내저면에 원각圓刻이 

있으며, 안굽이다. 내저면 중앙의 원 안에 꽃잎이 얇게 표현

된 연꽃 두 송이가 서로 마주보게 배치되었다. 내측면에는 만

개한 모란꽃이 넝쿨과 함께 시문되었다. 태토胎土는 정선되

었으나, 유색은 어두운 편으로 내면에는 시유되지 않은 부분

도 있다. 굽 안쪽까지 시유되었으며, 접지면 세 곳에 내화토

빚음을 받쳐 구웠다.

120 청자퇴화문접시편 

Ⅲ-A-4-e-선문, 자료 1

높이: 2.0cm, 입지름: 9.6cm, 굽지름: 2.8cm

퇴화문堆花文이 장식된 소형접시편이다. 저부에서 사선으

로 올라가다 구연에서 강하게 꺾이며 외면에서도 구연부 아

래에서 강하게 돌려 처리하였다. 내저에는 원각圓刻이 있으

며, 굽은 평저平底이다. 내측면에 퇴화기법으로 가는 선문線

文을 시문하였다. 유태釉胎는 정선되었으며, 두껍게 시유된 

유약은 황갈색을 띠고 가는 빙렬氷裂이 전면에 있다. 닦아낸 

접지면 세 곳에 내화토빚음 받침 흔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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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청자화형접시 

Ⅲ-B-2-c-선문, 18477

높이: 2.8cm, 입지름: 10.8cm, 굽지름: 3.0cm  

기벽이 얇은 소형의 화형접시이다. 평평한 저부에서 부드러

운 곡선을 그리며 사선으로 올라가다가 외반한다. 구연 여

덟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도려내어 화형을 표현하였고, 각

각의 홈에 맞춰 가는 선이 수직으로 내저면까지 볼록하게 돌

출되어 있다. 내저면에는 원각圓刻이 있으며, 평저平底이다. 

기벽이 얇고, 태토胎土는 정선되었다. 접지면을 닦아내고 세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121 청자화형접시 

Ⅲ-B-2-a, 23713

높이: 3.0cm, 입지름: 10.7cm, 굽지름: 3.0cm  

기벽이 얇은 소형의 화형접시이다. 평평한 저부에서 부드러

운 곡선을 그리며 사선으로 올라가다가 외반한다. 구연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일곱 개의 홈이 있다. 내저면에는 원각圓

刻이 있으며 평저平底이다. 기벽이 얇고 태토胎土는 거칠어 

모래와 검은 점이 섞여있고, 유약은 얇게 시유되었으며 잔빙

렬氷裂이 심하다. 접지면을 닦아내고 세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122 청자화형접시 

Ⅲ-B-2-a, 23712

높이: 2.5cm, 입지름: 10.6cm, 굽지름: 2.6cm  

기벽이 얇은 소형의 화형접시이다. 편평한 저부에서 부드러

운 곡선을 그리며 사선으로 올라가다가 외반한다. 구연 여덟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도려내어 화형을 표현하였다. 내저면

에는 원각圓刻이 있으며 평저平底이다. 기벽이 얇고, 태토胎

土에는 검은 점이 섞여있고, 유약은 얇게 시유된 편으로 유색

은 회백색을 띤다. 접지면을 닦아내고 세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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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청자철화문화형접시 

Ⅲ-B-2-d-선문, 5036

높이: 2.2cm, 입지름: 9.6cm, 굽높이: 0.1cm, 굽지름: 3.4cm  

구연 일부가 손실된 소형의 철화문鐵畵文 화형접시이다. 다

른 소형접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넓고 편평한 저부에서 완

만하게 벌어져 외반하였다. 구연부를 일정한 간격으로 오려

내어 화형을 표현하였다. 굽보다 넓은 내저원각이 있으며 굽

은 안굽이다. 내측면에 동일한 간격으로 12개의 수직선을 철

화로 시문하였다. 태토胎土에는 모래가 섞여있으며, 일부 황

갈색을 띠는 부분이 있다. 가는 빙렬氷裂이 전면에 있으며 접

지면 세 곳에 내화토빚음 받침 흔적이 있다. 

125 청자퇴화문화형접시 

Ⅲ-B-4-e-선문, 12110

높이: 2.3cm, 입지름: 9.7cm, 굽지름: 3.1cm  

퇴화문堆花文이 장식된 소형의 화형접시이다. 저부에서 사

선으로 올라가다 구연에서 강하게 꺾였으며, 바깥쪽 구연부 

여섯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살짝 긁어 올려 화형을 표현하였

다. 내저에는 원각圓刻이 있으며, 굽은 평저平底이다. 구연의 

화형 홈과 동일한 간격으로 내측면에 퇴화기법으로 가는 선

문線文을 시문하였다. 태토胎土에는 모래와 검은 점이 많이 

섞여있으며, 유약은 탁하며 가는 빙렬氷裂이 전면에 있다. 닦

아낸 접지면 세 곳에 내화토빚음 받침 흔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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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청자압출양각국화당초문화형접시 

Ⅲ-B-4-c-국화당초문, 5147

높이: 2.2cm, 입지름: 9.9cm, 굽지름: 2.8cm  

압출양각壓出陽刻으로 측면을 장식한 소형의 화형접시이다. 

측면은 저부에서 완만히 올라가다 구연에서 강하게 꺾였고, 

외면에서도 구연부 바로 아래를 강하게 돌려 처리하였다. 구

연부 끝을 일정한 간격으로 여섯 개의 홈을 깎아내어 화형을 

표현하였으며, 안굽이다. 내측면內側面은 구연부의 여섯 군

데 화형 홈과 일치하는 세로의 구획선 안에 국화당초문菊花

唐草文이 시문되었는데 만개한 국화와 봉우리가 번갈아 가

면서 배치되어 있다. 유태釉胎는 정선되었으며, 유약은 황갈

색을 띤다. 접지면을 닦아내고 세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

웠다.

127 청자압출양각연화문화형접시 

Ⅲ-B-4-c-연화문, 5749

높이: 1.7cm, 입지름: 9.4cm, 굽지름: 3.4cm  

압출양각壓出陽刻으로 내면 전체를 장식한 소형의 화형접시

이다. 측면은 저부에서 완만히 올라가다 구연에서 강하게 꺾

였고, 외면에서도 구연부 바로 아래에서 강하게 돌려 처리하

였다. 일정한 간격으로 구연을 여섯 개의 홈을 깎아내어 화형

을 표현하였으며, 굽은 평저平底로 굽 안쪽은 오목하게 들어

가 있다. 내저면 중앙의 원 안에 꽃잎이 얇게 표현된 연꽃 두 

송이가 서로 등을 맞대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었으며, 연꽃

송이 사이로 줄기가 가로지른다. 내측면內側面은 구연부의 

여섯 군데 화형 홈과 일치하는 세로의 구획선 안에 연화절지

문蓮花折枝文이 각각 시문되는데 희미하여 판별하기 어렵

다. 유태釉胎는 정선되었으나 내저면에 이물질이 떨어졌으

며, 유약은 황갈색을 띤다. 접지면을 닦아내고 세 곳에 내화

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128 청자압출양각연화문화형접시 

Ⅲ-B-4-c-연화문, 5750

높이: 2.0cm, 입지름: 9.9cm, 굽지름: 3.6cm  

압출양각壓出陽刻으로 내면 전체를 장식한 소형의 화형접시

이다. 편평한 저부에서 완만히 올라가다 구연에서 강하게 꺾

였으며, 바깥쪽 구연 바로 아래에서도 홈을 내듯 돌려 전체적

으로 구연부가 접힌 듯한 형태를 띤다. 구연부 끝을 일정한 

간격으로 깎아내어 화형을 표현하였으며, 굽은 평저平底로 

굽 안쪽은 오목하게 들어가 있다. 내저면 중앙에 연꽃 두 송

이가 서로 등을 맞대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었으며, 내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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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內側面은 구연부의 여섯 군데 화형 홈과 일치하는 세로의 

구획선 안에 동일한 형태의 연화절지문蓮花折枝文이 시문되

었다. 문양은 비교적 볼륨감있게 시문되었으나 구연부 쪽은 

희미하다. 유태釉胎는 정선되었으나 태토胎土에는 검은 점

이 많으며, 내저면이 갈라졌다. 유약은 두껍게 시유되었으며, 

접지면을 닦아내고 세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129 청자접시 

Ⅳ-A-1-a, 4051

높이: 2.0cm, 입지름: 9.15cm

저부가 수평으로 벌어지다가 각지게 꺾여 낮고 오목하게 구

연까지 직립하는 형태의 접시로, 평저平底이다. 유태釉胎는 

정선되었으며, 유색은 황갈색을 띤다. 전체적으로 시유된 바

닥 세 곳에 규석을 받쳐 구웠다.

130 백자접시 

조선, 23714

높이: 3.9cm, 입지름: 14.8cm, 굽높이: 0.7cm, 굽지름: 4.6cm  

이 백자접시는 발굴구역 외곽 교란층에서 수습한 조선시대 

유물로 이번 발굴선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구연이 외반한 

접시이다. 편평한 내저면에는 넓은 원각圓刻이 있으며, 측사

면側斜面은 사선에 가깝게 올라가다가 구연에서 넓게 벌어

졌다. 외면에는 물레 흔적이 다수 남아있으며, 굽은 오목굽

이다. 태토胎土에는 모래와 검은 점이 다수 확인되며, 두껍게 

시유된 유약은 용융이 덜되어 탁하다. 굽 안쪽은 일부만 시유

되었으며, 접지면에는 굽받침의 흔적을 찾기 어렵다. 내면 네 

곳에 모래 섞인 내화토빚음 받침 흔적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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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청자완 

Ⅰ-B-1-a, 7443

높이: 5.8cm, 입지름: 13.0cm, 굽높이: 0.3cm, 굽지름: 4.4cm

측사선은 굽에서부터 구연까지 둥근 곡선 형태로 구연이 직

립한 완이다. 내저곡면內底曲面이고 내외면은 무문으로 단

정한 형태이며, 굽은 낮은 다리굽이다. 유약은 고루 시유되

었으며, 유층이 두껍다. 유색이 좋고, 빙렬氷裂이 보인다. 굽 

접지면을 잘 닦아내고, 내화토빚음을 네 곳에 받쳐 구웠다.

132 청자완 

Ⅰ-B-1-a, 7444

높이: 5.7cm, 입지름: 12.7cm, 굽높이: 0.3cm, 굽지름: 4.2cm

측사선이 굽에서부터 구연까지 둥근 곡선 형태로 구연이 직

립한 완이다. 내저곡면內底曲面이고, 내외면은 무문으로 단

정한 형태이다. 굽은 낮은 다리굽이다. 전반적으로 시유가 

고르고 두껍게 되어 있다. 유색이 좋고, 빙렬氷裂이 있다. 굽

을 잘 닦아내고 내화토빚음을 세 곳에 받친 흔적이 있다.

 
 4)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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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청자완 

Ⅰ-B-1-a, 7445

높이: 5.7cm, 입지름: 13.0cm, 굽높이: 0.4cm, 굽지름: 4.2cm

측사선이 굽에서부터 구연까지 둥근 곡선 형태로 구연이 직

립한 완이다. 내저곡면內底曲面이고 내외면은 무문이며, 굽

은 낮은 다리굽이다. 유약이 전체적으로 고르게 시유 되었으

며, 유층이 두껍다. 유색이 좋고, 빙렬氷裂이 있다. 굽 접지면

을 잘 닦아내지 않고 내화토빚음을 받친 흔적이 다섯 곳에서 

확인된다. 

134 청자완 

Ⅰ-B-1-a, 7446

높이: 5.8cm, 입지름: 12.8cm, 굽높이: 0.3cm, 굽지름: 4.1cm

측사선이 굽에서부터 구연까지 둥근 곡선 형태로 구연이 직

립한 완이다. 내저곡면內底曲面으로 내외면은 무문이고 단

정한 형태이다. 굽은 낮은 다리굽이다. 전체적으로 시유가 

잘 되어있고, 외면 구연부에 유약이 뭉쳐 두터운 부분도 있

다. 굽 주변에 유약이 벗겨져 태토가 노출된 부분이 있다. 유

색이 좋고, 빙렬氷裂이 있다. 굽을 잘 닦아내고 내화토빚음

을 세 곳에 받쳐서 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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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청자압출양각국화당초문완 

Ⅱ-A-1-c-국화당초문, 13001

높이: 5.1cm, 입지름: 15.7cm, 굽높이: 0.5cm, 굽지름: 3.6cm

저부에서 부드러운 사선을 이루며 올라가 구연이 직립하는 

완이다. 구연 내면에 음각선이 없으며 2cm 정도의 간격을 

남기고 아랫부분에 문양을 시문하였다. 굽은 다리굽이다. 내

면 세 곳에 간격을 두어 만개한 국화를 배치하고 그 사이에 

봉오리를 나머지 부분에는 넝쿨로 가득 채운 구도이다. 내면 

저부에 원각圓刻이 있고, 안에 국화문이 있다. 전체에 유약

이 고르게 시유되어 있고, 유색은 양호하다. 접지면 세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친 흔적이 있다.

137 청자압출양각국화당초문완 

Ⅱ-A-1-c-국화당초문, 13002

높이: 5.2cm, 입지름: 16.4cm, 굽높이: 0.4cm, 굽지름: 3.5cm

저부에서 부드러운 사선으로 올라가다가 구연부 가까이에

서 살짝 꺾이면서 구연이 직립하는 완이다. 구연에서 2.2cm 

정도 내려간 곳에 한 줄 음각선을 돌렸다. 굽은 다리굽이다. 

내면에는 만개한 국화를 세 곳에 배치하고, 그 사이를 봉오

리와 넝쿨로 가득 채웠다. 내면 저부에 원각이 있고, 안에 국

화문이 시문되어 있다. 전체에 유약을 고르게 시유하고, 유

색이 양호하다. 내화토빚음을 세 곳에 받친 흔적이 있다.

135 청자음각국화당초문완편 

Ⅰ-B-1-b-국화당초문, 자료 2

잔존 높이: 7.0cm, 복원 입지름: 11.8cm

내외면에 문양이 음각기법으로 시문되었으며, 기벽이 매우 

얇고 단정한 형태의 완이다. 완의 내면 구연부 아래에 한 줄 

음각선을 돌렸다. 내면의 파도문이 매우 가늘고 섬세하게 음

각되어 있고, 외면에는 국화당초문이 시문되어 있다. 태토와 

유약, 조각기법이 뛰어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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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청자완 

Ⅱ-A-2-a, 715

높이: 4.5cm, 입지름: 13.4cm, 굽높이: 0.4cm, 굽지름: 3.7cm

측사선이 저부에서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그리며 오르다가 

구연이 외반하는 완이다. 굽은 다리굽이다. 구연부가 일부 

결실되었고, 구연 아래에 한 줄 음각선을 돌렸다. 내저면에

는 지름이 작은 원각圓刻이 있다. 유색이 황갈색을 띤다. 전

체적으로 두텁게 유약이 시유되고 빙렬氷裂이 있다. 굽을 닦

아내고 내화토빚음을 세 곳에 받쳐 구웠다. 

139 청자완 

Ⅱ-A-2-a, 2532

높이: 4.8cm, 입지름: 15.1cm, 굽높이: 0.3cm, 굽지름: 3.5cm

측사선이 저부에서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그리며 오르다가 

구연이 외반하는 완이다. 구연 일부가 손실되었다. 구연에서 

1.5cm 내려가 한 줄 음각선을 돌렸다. 굽은 낮은 다리굽이고, 

내저면에는 굽지름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圓刻이 있다. 전체

적으로 고르게 유약이 시유되고 빙렬氷裂이 있다. 유색이 양

호하다. 굽을 닦아내고 내화토빚음을 세 곳에 받쳐 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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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청자완 

Ⅱ-A-2-a, 7401

높이: 4.9cm, 입지름:14.1cm, 굽높이: 0.5cm, 굽지름: 3.5cm

측사선이 저부에서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그리며 오르다가 

구연이 외반하는 완이다. 구연에서 1.7cm 정도 내려와 한 줄 

음각선을 둘렀다. 굽은 다리굽이고, 내저면에는 지름이 작은 

원각圓刻이 있다. 전체적으로 유약은 두텁게 시유되었으며,  

유태釉胎가 정선되었고 유색이 좋다. 전체에 빙렬氷裂이 있

다. 굽 주변에 유약이 두텁게 뭉쳐 있고, 굽 주변이 깨진 곳이 

있다. 굽을 닦아내고 내화토빚음을 세 곳에 받쳐 구웠다. 

142 청자완 

Ⅱ-A-2-a, 6698

높이: 5.1cm, 입지름: 13.5cm, 굽높이: 0.4cm, 굽지름: 3.6cm

측사선이 저부에서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그리며 오르다가 

구연이 외반한 완이다. 구연에서 1.7cm 정도 내려와 한 줄 음

각선을 돌렸다. 굽은 다리굽이고, 내저면에는 지름이 작은 원

각圓刻이 있다. 전체적으로 유약은 두텁게 시유되고, 부분적

으로 뭉친 곳이 있다. 유태釉胎가 정선되었고, 유색이 좋다. 

전체적으로 빙렬氷裂이 있다. 굽을 닦아내고 내화토빚음을 

세 곳에 받쳐 구웠다.

140 청자완 

Ⅱ-A-2-a, 2756

높이: 4.5cm, 입지름: 13.7cm, 굽높이: 0.3cm, 굽지름: 3.5cm

측사선이 저부에서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그리며 오르다가 

구연이 외반하는 완이다. 구연에서 1.7cm 정도 내려와 한 줄 

음각선을 돌렸다. 굽은 낮은 다리굽이고, 내저면에는 지름이 

작은 원각圓刻이 있다. 전체적으로 유약은 두텁게 시유되었

고 유색이 좋다. 외면 일부에 구연부에서 유약이 흘러내려 뭉

친 흔적이 선명하게 보인다. 전체에 빙렬氷裂이 있다. 굽을 

닦아내고 내화토빚음을 세 곳에 받쳐 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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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청자완 

Ⅱ-A-2-a, 6699

높이: 4.5cm, 입지름: 13.8cm, 굽높이: 0.4cm, 굽지름: 3.7cm

측사선이 저부에서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그리며 오르다가 

구연이 외반하는 완이다. 구연에서 1.3cm 정도 내려와 한 

줄 음각선을 돌렸다. 굽은 다리굽이고, 내저면에는 지름이 

작은 원각圓刻이 있다. 전체적으로 유약은 두텁게 시유되

고, 원각 주변에 유약이 시유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유태釉

胎가 정선되고, 유색이 좋다. 전체에 빙렬氷裂이 있다. 굽을 

닦아내고 내화토빚음을 세 곳에 받쳐 구웠다. 외면에 이물

질이 붙어 있다. 

144 청자완 

Ⅱ-A-2-a, 12398

높이: 4.3cm, 입지름:12.8cm, 굽높이: 0.5cm, 굽지름: 3.4cm

측사선이 저부에서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그리며 오르다가 

구연이 외반하는 완이다. 구연에서 1.4cm 정도 내려와 한 줄 

음각선을 돌렸다. 굽은 다리굽이고, 내저면에는 지름이 작은 

희미한 원각圓刻이 있다. 전체적으로 유약은 두텁게 시유되

었고, 유색은 황갈색을 띤다. 전체에 빙렬氷裂이 있다. 굽 접

지면이 좁고, 굽을 닦아내고 내화토빚음을 세 곳에 받쳐 구

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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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청자음각연화문완 

Ⅱ-A-2-b-연화문, 7400

높이: 5.0cm, 입지름: 13.0cm, 굽높이: 0.4cm, 굽지름: 3.6cm

측사선이 저부에서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그리며 오르다가 

구연이 외반하는 완이다. 구연에서 1.9cm 정도 내려와 한 줄 

음각선을 둘렀다. 굽은 다리굽이고, 내면에는 변형된 연화문

이 음각으로 시문되었다. 내저면에는 원각圓刻이 있다. 전체

적으로 유약은 두텁게 시유되고, 유색이 양호하지 않다. 외면

에 유약이 뭉친 곳이 있으며, 전체에 빙렬氷裂이 있다. 유약

을 닦아내고 내화토빚음을 세 곳에 받쳐 구웠다. 

147 청자압출양각국화당초문완 

Ⅱ-A-2-c-국화당초문, 7402

높이: 5.0cm, 입지름: 16.0cm, 굽높이: 0.4cm, 굽지름: 3.7cm

저부에서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사선으로 올라가다가 구

연 아래에서 살짝 꺾이면서 구연이 외반하는 완이다. 굽은 다

리굽이고, 구연에서 1.8cm 내려간 부분에 음각선을 돌리고 

그 아랫부분에 문양을 시문하였다. 만개한 국화를 내면 세 곳

에 배치하고 중간에 봉오리와 넝쿨로 가득 채운 구도이다. 구

연에 유약이 벗겨진 부분이 보이고, 전체에 빙렬氷裂이 있다. 

이물질이 내면에 붙어있고, 태토가 정제되지 않았다. 내면 저

부에 원각圓刻이 있고, 그 안에 국화문이 있다. 시유는 두텁

고 고르게 되었으며, 유색은 황갈색을 띤다. 굽 부분에 유약

을 잘 닦아내지 않고, 내화토빚음을 네 곳에 받쳐서 구웠다. 

145 청자완 

Ⅱ-A-2-a, 12400

높이: 4.1cm, 입지름:13.1cm, 굽높이: 0.2cm, 굽지름: 3.6cm

측사선이 저부에서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그리며 오르다가 

구연이 외반하는 완이다. 구연에서 1.3cm 정도 내려와 한 줄 

음각선을 돌렸다. 굽은 낮은 다리굽이고, 내저면에는 지름이 

작은 원각圓刻이 있다. 전체적으로 유약은 두텁게 시유되고, 

유색은 황갈색을 띤다. 전체에 빙렬氷裂이 있다. 굽이 전체적

으로 파손되어 있으며, 내화토빚음을 세 곳에 받친 흔적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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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청자완 

Ⅱ-A-3-a, 2723

높이: 5.4cm, 입지름: 14.7cm, 굽높이: 0.4cm, 굽지름: 3.8cm

측사선이 부드러운 사선을 이루며 올라가다가 구연이 내만

한 완이다. 내저원각內底圓刻이 있으며, 구연 아래 한 줄 음

각선을 돌렸고, 굽은 다리굽이다. 유태釉胎가 정선되었고, 유

약의 시유가 고르며 유색이 좋다. 전체에 빙렬氷裂이 있다. 

유약을 잘 닦아내지 않고 내화토빚음을 세 곳에 받쳐 구웠다. 

149 청자음각파도문완 

Ⅱ-A-3-b-파도문①, 716

높이: 4.4cm, 입지름: 14.3cm, 굽높이: 0.4cm, 굽지름: 3.5cm

측사면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다가 구연이 내만한 

완이다. 굽은 낮은 다리굽이다. 구연 아래 한 줄 선을 돌리고 

아래에 음각으로 파도문을 가득 시문하였다. 물결 안에 가는 

음각선으로 세부를 표현하였는데 빗과 같은 도구를 이용하

였다. 내저에 원각圓刻이 있는데 물결 형태의 한 줄 선이 시

문되어 있다. 시유가 전체적으로 두텁고 고르게 되어 있고, 

유색이 양호하다. 전체에 빙렬氷裂이 있다. 굽 접지면을 닦아

내지 않고 내화토빚음을 세 곳에 받쳐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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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청자음각파도문완 

Ⅱ-A-3-b-파도문①, 8136

높이: 4.5cm, 입지름: 14.8cm, 굽높이: 0.2cm, 굽지름: 3.2cm

측사면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다가 구연이 내만한 

완이다. 굽은 낮은 다리굽이다. 구연 아래 한 줄 음각선을 돌

리고, 그 아래에 둥글게 표현된 물결을 가득 시문하였다. 물

결 안에 가는 음각선을 사용하여 세부를 표현하였다. 내저에 

원각圓刻이 있고 안쪽에 직선에 가까운 곡선을 시문하였다. 

시유가 전체적으로 두텁게 되었고, 뭉친 곳이 있다. 유색이 

양호하다. 전체에 빙렬氷裂이 있다. 굽 접지면을 닦아내었고 

내화토빚음을 세 곳에 받친 흔적이 있다. 

151 청자음각파도문완 

Ⅱ-A-3-b-파도문①, 8137

높이: 4.8cm, 입지름: 15.7cm, 굽높이: 0.2cm, 굽지름: 3.9cm

측사면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다가 구연이 내만한 

완이다. 굽은 낮은 다리굽이다. 구연 아래 한 줄 선을 돌리고, 

그 아래에 물결을 시문하였다. 물결 안에 가는 음각선을 사용

하여 세부를 표현하였다. 내저면 원각圓刻 중앙에 직선을 긋

고, 양쪽에 가는 음각선을 시문하였다. 시유가 전체적으로 두

텁게 되었고, 유색이 양호하다. 굽 접지면을 닦아내었고 내화

토빚음을 네 곳에 받친 흔적이 있다. 

150 청자음각파도문완 

Ⅱ-A-3-b-파도문①, 7403

높이: 5.1cm, 입지름:14.6cm, 굽높이: 0.3cm, 굽지름: 3.6cm

측사면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다가 구연이 내만한 

완이다. 굽은 낮은 다리굽이다. 구연 아래 한 줄 선을 돌리고, 

아래에 음각으로 물결을 시문하였다. 물결 안은 가는 음각선

으로 세부를 표현하였다. 내저에 원각圓刻이 있는데 물결 형

태의 한 줄 선이 시문되고 그 사이를 여러 줄의 음각선으로 

채웠다. 시유가 전체적으로 두텁고 고르게 되어있고, 유색이 

양호하다. 전체에 빙렬氷裂 있다. 굽 접지면을 닦아내고 내화

토빚음을 세 곳에 받쳐 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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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청자음각파도문완 

Ⅱ-A-3-b-파도문①, 10098

높이: 4.5cm, 입지름: 15.1cm, 굽높이: 0.2cm, 굽지름: 3.9cm

측사면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다가 구연이 내만한 

완이다. 굽은 낮은 다리굽이다. 구연 아래 한 줄 음각선을 돌

리고, 그 아래에 둥글게 표현된 물결을 시문하였다. 물결 안

에 가는 음각선을 사용하여 세부를 표현하였다. 내저면 원

각圓刻 중앙에 직선에 가까운 곡선이 시문되었다. 시유가 전

체적으로 두텁게 되었고, 유색이 양호하나 부분적으로 황갈

색을 보인다. 전체에 빙렬氷裂이 있다. 굽 접지면을 닦아내었

고 내화토빚음을 세 곳에 받친 흔적이 있다. 

154 청자음각파도문완 

Ⅱ-A-3-b-파도문①, 10099

높이: 4.7cm, 입지름: 15.4cm, 굽높이: 0.5cm, 굽지름: 4.0cm

측사면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다가 구연이 내만한 

완이다. 굽은 다리굽으로, 구연 아래 한 줄 음각선을 돌리고 

물결을 시문하였다. 물결 안에 가는 음각선을 사용하여 세부

를 표현하였다. 원각圓刻 중앙에 직선에 가까운 곡선이 시문

되었다. 시유가 두텁게 되었고, 유색이 양호하며 전체에 빙

렬氷裂이 보인다. 굽 안쪽을 닦아내었고 내화토빚음을 네 곳

에 받친 흔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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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청자음각파도문완 

Ⅱ-A-3-b-파도문①, 12306

높이: 4.9cm, 입지름: 15.0cm, 굽높이: 0.3cm, 굽지름: 3.3cm

측사면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다가 구연이 내만한 

완이다. 굽은 낮은 다리굽이다. 구연 아래 한 줄 음각선을 돌

리고, 그 아래에 물결을 시문하였다. 물결 안에 가는 음각선

을 사용하여 세부를 표현하였다. 원각圓刻 중앙에 곡선을 그

려 넣고, 그 양 쪽에 가는 음각선을 시문하였다. 시유가 전체

적으로 두텁고 고르게 되었고, 유색이 좋으며 기형이 단정하

다. 굽 접지면을 닦아내고 내화토빚음을 세 곳에 받쳐 구웠

157 청자음각파도문완 

Ⅱ-A-3-b-파도문②, 8158

높이: 4.5cm, 입지름: 16.0cm, 굽높이: 0.3cm, 굽지름: 3.9cm

측사면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다가 구연이 내만한 

완이다. 굽은 낮은 다리굽으로, 구연 아래 한 줄 음각선을 돌

렸다. 파도문을 시문하고 물결 안에 가는 음각선은 생략하였

다. 내저원각內底圓刻 중앙에 곡선을 시문하였다. 시유가 전

체적으로 두텁고 고르게 되었고, 구연부에 뭉친 부분이 있다. 

유색은 양호하다. 굽 접지면을 잘 닦아내지 않고, 내화토빚음

을 세 곳에 받쳐 구웠다.

155 청자음각파도문완 

Ⅱ-A-3-b-파도문①, 12305

높이: 5.0cm, 입지름: 15.3cm, 굽높이: 0.3cm, 굽지름: 3.4cm

측사면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다가 구연이 내만한 

완이다. 굽은 낮은 다리굽이다. 구연 아래 한 줄 음각선을 돌

리고, 그 아래에 물결을 가득 시문하였다. 물결 안에 가는 음

각선을 사용하여 세부를 표현하였다. 원각圓刻 중앙에 직선

에 가까운 곡선을 그려 넣고, 그 양 쪽에 가는 음각선을 시문

하였다. 시유가 전체적으로 두텁고 고르게 되었고, 유색과 기

형이 좋고, 일부분에 빙렬氷裂이 있다. 굽 접지면을 닦아내고 

내화토빚음을 세 곳에 받친 흔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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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청자음각파어문완 

Ⅱ-A-3-b-파어문①, 12303

높이: 4.9cm, 입지름: 15.5cm, 굽높이: 0.2cm, 굽지름: 3.9cm

측사면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다가 구연이 내만한 

완이다. 굽은 낮은 다리굽이다. 내면 구연 아래 한 줄 음각

선을 돌리고, 그 아래에 둥근 형태의 물결을 시문하였다. 물

결 안에 가는 음각선이 생략되고 물고기 두 마리를 마주 보

도록 배치하였다. 물고기는 비늘이 표현되어 비교적 상세

하다. 내저원각內底圓刻 중앙에 곡선을 시문하였다. 시유

가 전체적으로 두텁고, 유색이 좋으며, 전체적으로 빙렬氷

裂이 있다. 굽 접지면을 닦아내고, 내화토빚음을 세 곳에 받

친 흔적이 있다. 

159 청자음각파어문완

Ⅱ-A-3-b-파어문①, 12304

높이: 4.7cm, 입지름: 15.4cm, 굽높이: 0.2cm, 굽지름: 3.4cm

측사면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다가 구연이 내만한 

완이다. 굽은 낮은 다리굽이며 구연 아래 한 줄 음각선을 돌

리고 그 아래에 둥근 형태의 물결을 시문하였다. 물결 위에 

물고기 두 마리를 마주 보도록 배치하였다. 물고기는 비늘이 

표현되어 비교적 상세하다. 내저원각內底圓刻 중앙에 곡선

을 시문하였다. 시유가 전체적으로 두텁고, 유색이 좋으며 전

체에 빙렬氷裂이 있다. 굽 접지면을 닦아내었고, 내화토빚음

을 세 곳에 받친 흔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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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청자음각파어문완 

Ⅱ-A-3-b-파어문②, 8160

높이: 5.3cm, 입지름: 15.7cm, 굽높이: 0.4cm, 굽지름: 4.0cm

측사면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다가 구연이 내만한 

완이다. 굽은 낮은 다리굽이다. 내면 구연 가까이 한 줄 음각

선을 돌리고, 그 아래에 둥근 형태의 물결을 시문하였다. 물

결 안에 가는 음각선이 불규칙적으로 시문되고, 물결 위에 간

략하게 표현된 물고기 두 마리를 마주 보도록 배치하였다. 물

결을 먼저 그리고 물고기를 시문하여 물결이 물고기를 지나

가고 있다. 내저원각內底圓刻 중앙에 곡선을 그리고, 곡선을 

중심으로 양쪽에 가는 음각선을 시문하였다. 시유가 전체적

으로 두텁고 고르다. 유색은 황갈색을 띠며, 전체에 빙렬氷

裂이 있다. 굽 접지면을 닦아내고, 내화토빚음을 받친 흔적

이 있다. 

163 청자압출양각화판문완 

162 청자압출양각화판문완 

Ⅱ-B-2-c-화판문, 23722

높이: 4.5cm, 입지름: 11.5cm, 굽높이: 0.5cm, 굽지름: 3.1cm

측사면이 곡면을 이루며 외반하는 크기가 작은 완이다. 굽은 

다리굽이고, 크기가 작고 돌출된 형태의 원각이 있다. 내면에 

구연에서 일정 간격을 남기고 화판문花瓣文을 압출양각壓出

陽刻하였으나 문양이 정확하게 시문되지 않았다. 시유는 고

르게 되었고, 빙렬氷裂이 있다. 유색은 황갈색을 보인다. 내

면에 이물질이 붙어 있다. 굽지름이 작고 굽높이가 낮으며, 

접지면 폭도 좁다. 내화토빚음을 네 곳에 받친 흔적이 있다. 

160 청자음각파어문완 

Ⅱ-A-3-b-파어문②, 8159

높이: 5.4cm, 입지름: 16.0cm, 굽높이: 0.1cm, 굽지름: 4.3cm

측사면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다가 구연이 내만한 

완이다. 구연의 일부가 파손되었으며, 굽은 낮은 다리굽이다. 

구연 아래 음각선을 돌리고, 그 아래에 둥근 형태의 물결을 

시문하였다. 물결 안에 가는 음각선이 불규칙적으로 시문되

고, 물결 위에 물고기 두 마리를 마주 보도록 배치하였다. 물

결을 먼저 그리고 물고기를 시문하여 물결이 물고기를 지나

가고 있다. 물고기는 비늘을 하나하나 표현하였으며, 눈과 지

느러미등을 섬세하게 새겼다. 내저원각內底圓刻 중앙에 곡

선을 그리고, 곡선을 중심으로 양쪽에 가는 음각선을 시문하

였다. 시유가 전체적으로 두텁고 고르다. 유색은 황갈색을 띠

고, 전체에 빙렬氷裂이 있다. 굽 접지면을 닦아내고, 내화토

빚음을 네 곳에 받쳐 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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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B-2-c-화판문, 4216

높이: 4.5cm, 입지름: 11.1cm, 굽높이: 0.5cm, 굽지름: 3.1cm

측사면이 곡면을 이루며 외반하는 크기가 작은 완이다. 굽은 

낮은 다리굽이고, 크기가 작고 돌출된 형태의 원각이 있다. 

구연에서 일정 간격을 남기고 내면에 화판문花瓣文을 압출

양각壓出陽刻하였다. 시유는 고르게 되었고, 빙렬氷裂이 있

으며 유색은 황갈색을 띠고, 내저면에 에 이물질이 붙어 있

다. 굽지름이 작고 굽 높이가 낮으며, 접지면 폭도 좁다. 내화

토빚음을 네 곳에 받친 흔적이 있다. 

164 청자압출양각모란당초문완 

Ⅱ-B-1-c-모란당초문, 2597

높이: 4.8cm, 입지름:12.8cm, 굽높이: 0.4cm, 굽지름: 3.4cm

측사면이 저부에서 사선 이루며 오르다가 구연이 직립하는 

크기가 작은 완이다. 구연 일부분이 손실되었다. 굽은 낮은 

다리굽이고, 크기가 작고 돌출된 형태의 원각圓刻이 있다. 구

연부에서 일정 간격을 남기고 모란당초문양을 꽉 차게 시문

하였다. 시유는 고르게 되었고, 빙렬氷裂이 있다. 유태가 매

우 정선되고, 유색이 좋다. 굽지름이 작고 굽높이가 낮으며, 

접지면 폭도 좁다. 굽 접지면의 유약을 잘 닦아내지 않았고, 

내화토빚음을 세 곳에 받친 흔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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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청자완 

Ⅱ-B-2-a, 12367

높이: 4.1cm, 입지름: 11.4cm, 굽높이: 0.3cm, 굽지름: 3.0cm

측사선이 저부에서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그리며 오르다가 

구연이 외반하는 완이다. 구연부에서 1.5cm 정도 내려와 한 

줄 음각선을 돌렸다. 내저면에는 지름이 작은 원각圓刻이 있

다. 전체적으로 유약은 두텁게 시유되었고, 전체에 빙렬氷

裂이 있다. 굽지름이 작고 굽높이가 낮은 다리굽으로 접지면 

폭도 좁다. 굽을 닦아내고 내화토빚음을 세 곳에 받쳐 구웠

다.

167 청자완 

Ⅱ-B-5-a, 6088

높이: 4.9cm, 입지름: 11.6cm, 굽높이: 0.3cm, 굽지름: 3.1cm

측사선이 저부에서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그리며 오르다가 

구연이 강하게 꺾여서 전의 형태를 보이는 완이다. 구연부에

서 꺽여진 부분 가까이에 한 줄 음각선을 둘렀다. 내저면에

는 지름이 작은 원각圓刻이 있다. 전체적으로 유약은 두텁게 

시유되었고, 유색은 황갈색을 띤다. 전체에 빙렬氷裂이 있다. 

굽지름이 작고 굽높이가 낮은 다리굽으로 접지면 폭도 좁다. 

굽을 닦아내고 내화토빚음을 세 곳에 받쳐 구웠다.

165 청자완 

Ⅱ-B-2-a, 6087

높이: 4.1cm, 입지름: 11.3cm, 굽높이: 0.4cm, 굽지름: 2.8cm

측사선이 저부에서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그리며 오르다가 

구연이 외반하는 완이다. 구연에서 1.4cm 정도 내려와 한 줄 

선을 돌렸으며 내저면에는 지름이 작고 돌출된 형태의 원

각圓刻이 있다. 전체적으로 유약은 두텁게 시유되었고, 유

태釉胎가 정선되었고 유색이 좋다. 전체에 빙렬氷裂이 있으

며, 굽지름이 작고 굽높이가 낮은 다리굽으로, 접지면 폭도 

좁다. 굽을 닦아내고 내화토빚음을 세 곳에 받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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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청자완 

Ⅱ-B-5-a, 6089

높이: 5.0cm, 입지름: 11.4cm, 굽높이: 0.3cm, 굽지름: 3.1cm

측사선이 저부에서 사선을 그리며 오르다가 구연이 강하게 

꺾여서 전의 형태를 보이는 완이다. 구연부에서 꺽여진 부분

에 한 줄 음각선을 둘렀다. 내저면에는 지름이 작은 원각圓

刻이 있다. 전체적으로 유약은 두텁게 시유되었고, 유색은 

좋다. 전체에 빙렬氷裂 이 있다. 굽지름이 작고 굽높이가 낮

은 다리급으로, 굽을 닦아내고 내화토빚음을 세 곳에 받쳐 

구웠다.

169 청자완 

Ⅲ-B-1-a, 711

높이: 5.5cm, 입지름: 11.6cm, 굽높이: 0.5cm, 굽지름: 3.1cm

저부에서 구연부에 이르는 측사선이 사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구연이 직립한 완이다. 내저곡면內底曲面으로 구연 

일부가 손실되었다. 구연부 가까이 한 줄 음각선이 돌려져 

있으며, 굽은 다리굽이다. 유약은 고르게 시유되었으며 유색

은 좋지 않다. 외면에 유약이 뭉친 곳이 있고, 벗겨져 태토가 

드러난 부분도 있다. 빙렬氷裂이 있고, 굽 접지면에 내화토

빚음 받침 흔적 있다.



288  高麗靑磁寶物船 태안 대섬 수중발굴 조사보고서

171 청자완 

Ⅳ-A-1-a, 11986

높이: 4.5cm, 입지름: 15.7cm, 굽높이: 0.4cm, 굽지름: 4.7cm

측사선이 저부에서 완만하게 오르다가 구연이 직립하는 

완이다. 내저면에는 지름이 작은 원각圓刻이 있다. 굽은 낮

은 다리굽이다. 외면 굽 주위에 갈라진 부분과 구멍이 있고, 

물레 흔적이 보인다. 굽지름이 작고 굽높이가 낮으며, 접지

면 폭도 좁다. 전체적으로 두텁게 유약이 시유되어 있다. 빙

렬氷裂이 있고 유색이 좋다. 굽을 닦아내고 내화토빚음을 세 

곳에 받쳐 구웠다. 

170 청자완 

Ⅳ-A-1-a, 717

높이: 5.5cm, 입지름: 15.2cm, 굽높이: 0.5cm, 굽지름: 3.9cm

측사선이 저부에서 사선으로 오르다가 구연에서 직립하는 

완이다. 내저면에는 지름이 작은 원각圓刻이 있으며. 굽은 

다리굽이다. 굽지름이 작고 굽높이가 낮으며, 접지면 폭도 

좁다. 내면의 유색은 좋으나 외면은 어두운 부분이 있다. 구

연에 유약이 박락된 부분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두텁게 유약

이 시유되었고 빙렬氷裂이 있다. 굽을 닦아내고 내화토빚음

을 세 곳에 받쳐 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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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청자음각모란당초문발우 

Ⅰ-A-1-b-모란당초문①, 8478 

높이: 7.2cm, 입지름: 20.3cm, 굽지름: 5.3cm

모란당초문牧丹唐草文이 시문된 발우이다. 기측선器側線은 

완만히 올라가다 동체 상부에서 꺾여 구연에서 약하게 내만

한다. 내저면에 굵은 원각선이 있으며, 구연부 아래로도 한 

줄의 선이 돌려져 있고 굽은 평저이다. 옅은 음각선으로 내

저면 원각 안에 하엽문荷葉文이 시문되었고, 내측면內側

面에는 모란당초문이 꽉 차게 시문되었다. 위와 아래를 향한 

네 송이 모란이 넝쿨과 같이 번갈아 배치되어 표현되었다. 

유태釉胎는 정선되었고, 유약은 고루 시유되었다. 접지면을 

닦아내고 네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172172727217227 ~171717~17~17~17~~17174는4는4는444는 는4는4는발굴발굴발굴굴굴발굴 발발굴발굴당시당시당시당시당시당시 당시시시함께함께함께함께함께함께 함께께께함께 함께포포개어포개어포개어포포개포개어져출져 출토되었다.

173 청자음각모란당초문발우 

Ⅱ-A-2-b-모란당초문①, 8477 

높이: 5.5cm, 입지름: 18.3cm, 굽지름: 4.9cm 

모란당초문牧丹唐草文이 시문된 발우이다. 기측선은 완만

히 올라가다 구연에서 직립한다. 구연부 아래로 한 줄 선이 

돌려져 있으며, 굽은 평저이다. 내면에는 음각기법으로 모란 

네 송이가 넝쿨과 함께 표현되었다. 유태釉胎는 정선되었으

며 접지면을 닦아내고 네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5) 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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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청자음각모란당초문발우 

Ⅱ-A-3-b-모란당초문①, 8476 

높이: 4.1cm, 입지름: 16.3cm, 굽지름: 5.4cm 

모란당초문牧丹唐草文이 시문된 발우이다. 기측선은 수평

에 가깝게 벌어진 내저면에서 완만히 올라가다 구연에서 직

립한다. 구연부 아래로 짙은 한 줄의 선이 돌려져 있으며 굽

은 평저이다. 내면에 음각기법으로 모란당초문이 꽉 차게 시

문되었다. 모란 네 송이가 각각 마주 보도록 배치되었으며 넝

쿨과 함께 표현되었다. 유태釉胎는 정선되었으며, 유약은 고

루 시유되었고 유색이 좋다. 접지면을 닦아내고 네 곳에 내화

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175 청자음각모란당초문발우 

Ⅰ-A-1-b-모란당초문①, 8339 

높이: 6.9cm, 입지름: 19.6cm, 굽지름: 5.1cm 

모란당초문牧丹唐草文이 시문된 발우이다. 기측선器側線은 

완만히 올라가다 동체 상부에서 약하게 꺾여 구연에서 약하

게 내만한다. 내저면에 굵은 원각선이 있으며, 구연부 아래

로도 짙은 한 줄의 선이 돌려져 있고 굽은 평저이다. 음각기

법으로 내저면 원각 안에 하엽문荷葉文이 시문되었고, 내측

면內側面에는 모란당초문이 꽉 차게 시문되었다. 위와 아래

를 향한 네 송이 모란이 넝쿨과 같이 번갈아 배치되어 표현되

었다. 유태釉胎는 정선되었으나 태토에는 모래와 검은 점이 

일부 확인되며, 유약은 고루 시유되었다. 접지면을 닦아내고 

네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1751757555~1717~17~17~~177는7는는7는7는 7는 는 는발굴발굴발굴발굴굴발굴 발굴발굴발 당시당시당시당시당시당시 당시당시 함께함함께함께함께함께 함께 함께께함께 께포포개포개포개포개어포개어포개어개개어져져 출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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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청자음각모란당초문발우 

Ⅱ-A-2-b-모란당초문③, 8338 

높이: 5.1cm, 입지름: 17.9cm, 굽지름: 5.3cm 

모란당초문牧丹唐草文이 시문된 발우이다. 기측선器側線은 

완만히 올라가다 구연에서 직립한다. 구연부 아래로 한 줄 선

이 돌려져 있으며 굽은 평저이다. 내면에는 음각기법으로 모

란당초문이 꽉 차게 시문되었다. 정면과 위, 아래를 향한 모

란 세 송이가 넝쿨과 같이 표현되었다. 유태釉胎는 정선되었

으며, 고르게 시유된 유약은 두꺼운 편이고 빙렬氷裂이 있다. 

접지면을 닦아내고 네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177 청자음각모란당초문발우 

Ⅱ-A-3-b-모란당초문①, 8337 

높이: 4.0cm, 입지름: 16.5cm, 굽지름: 5.1cm 

모란당초문牧丹唐草文이 시문된 발우이다. 기측선器側線은 

완만히 올라가다 구연 가까이에서 꺾여 직립한다. 내면 구연

부 아래로 한 줄 선이 돌려져 있으며, 굽은 평저이다. 음각기

법으로 내면에는 측면과 아래에서 바라본 모란 네 송이가 각

각 마주 보도록 배치되었으며 넝쿨과 함께 꽉 차게 표현되었

다. 유태釉胎는 정선되었으며, 고르게 시유된 유약은 두꺼운 

편으로 일부 황갈색을 띤다. 저부 가운데가 미세하게 갈라졌

으며, 접지면을 닦아내고 네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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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청자음각모란당초문발우 

Ⅰ-A-1-b-모란당초문①, 8463 

높이: 7.3cm, 입지름: 19.3cm, 굽지름: 5.1cm 

모란당초문牧丹唐草文이 시문된 발우이다. 기측선器側線은 

완만히 올라가다 동체 상부에서 약하게 꺾여 구연에서 직립

한다. 내저면에 굵은 원각선이 있으며, 구연부 아래로도 한 

줄의 선이 돌려져 있고 굽은 평저이다. 옅은 음각선으로 원각 

안에 하엽문荷葉文이 시문되었고, 내측면內側面에는 모란당

초문이 꽉 차게 시문되었다. 위와 아래를 향한 네 송이 모란

이 넝쿨과 같이 번갈아 배치되어 표현되었다. 유태釉胎는 정

선되었고, 유약은 고루 시유되었으며 비교적 탁하다. 접지면

을 닦아내고 네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179 청자음각모란당초문발우 

Ⅱ-A-2-b-모란당초문②, 8462 

높이: 5.6cm, 입지름: 18.0cm, 굽지름: 4.9cm 

모란당초문牧丹唐草文이 시문된 발우이다. 기측선은 완만히 

올라가다 구연에서 직립한다. 구연부 아래로 짙은 한 줄의 선

이 돌려져 있으며, 굽은 평저이다. 내면에 음각기법으로 간략

하게 표현된 모란당초문이 꽉 차게 시문되었다. 위와 아래를 

향한 모란 두 송이와 꽃 주위의 넝쿨 및 잎이 어울려 있다. 유

태釉胎는 정선되었으며, 유약은 고루 시유되었다. 접지면을 

닦아내고 네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180 청자음각모란당초문발우 

Ⅱ-A-3-b-모란당초문①, 8461 

높이: 4.3cm, 입지름: 16.3cm, 굽지름: 4.5cm

모란당초문牧丹唐草文이 시문된 발우이다. 기측선은 완만히 

올라가다 구연에서 직립한다. 구연부 아래로 짙은 한 줄의 선

이 돌려져 있으며, 굽은 평저이다. 내면에 음각기법으로 모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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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청자음각모란당초문발우 

Ⅰ-A-1-b-모란당초문①, 8342

높이: 6.7cm, 입지름: 20.4cm, 굽지름: 5.0cm 

모란당초문牧丹唐草文이 시문된 발우이다. 기측선器側線은 

거의 수평으로 벌어진 저부에서 완만히 올라가다 동체 상부

에서 약하게 꺾여 구연에서 내만한다. 내저면에 굵은 원각선

이 있으며, 구연 아래로도 짙은 한 줄의 선이 돌려져 있고 굽

은 평저이다. 기물 일부가 파손되었으며, 번조과정에서 기형

이 전체적으로 뒤틀렸다. 음각기법으로 원각 안에 하엽문荷

葉文이 시문되었고, 내측면內側面에는 위와 아래를 향한 네 

송이 모란을 번갈아 배치하여 넝쿨과 함께 꽉 차게 표현되었

다. 유태釉胎는 정선되었으나 태토에는 검은 점이 일부 확인

되었다. 유약은 고루 시유되었고 빙렬氷裂이 있으며, 한 쪽 

구연부에 유약 뭉침이 있고 일부 황갈색을 띤다. 접지면을 닦

아내고 네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182 청자음각모란당초문발우 

Ⅱ-A-2-b-모란당초문③, 8341 

높이: 5.7cm, 입지름: 18.0cm, 굽지름: 4.6cm

모란당초문牧丹唐草文이 시문된 발우이다. 기측선器側線은 

완만히 올라가다 구연에서 내만한다. 기벽이 매우 얇아 번조

과정에서 한 쪽이 주저앉았다. 기형이 전체적으로 틀어졌으

며, 저부 가까이에 기물이 주저앉으면서 닿은 바닥 흔적이 남

아있다. 구연 아래로 한 줄 선이 돌려져 있으며, 굽은 평저이

다. 내면에는 음각기법으로 정면과 위, 아래를 향한 모란 세 

송이가 넝쿨과 함께 기면을 꽉 차게 표현되었다. 유태釉胎는 

당초문이 꽉 차게 시문되었다. 위와 아래를 향한 모란 네 송

이가 각각 마주 보도록 배치되었으며 넝쿨과 함께 표현되었

다. 유태釉胎는 정선되었으며, 유약은 고루 시유되었고 유색

이 좋다. 접지면을 닦아내고 네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

었다.1881~1~18818183는는3는3는3는발발발발발 발굴굴굴굴굴굴 당시당당시당시당시함 함께 포개어져 출토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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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청자음각모란당초문발우 

Ⅰ-A-1-b-모란당초문①, 8348 

높이: 7.1cm, 입지름: 20.0cm, 굽지름: 5.1cm 

모란당초문牧丹唐草文이 시문된 발우이다. 기측선器側線은 

완만히 올라가다 동체 상부에서 약하게 꺾여 구연에서 직립

한다. 내저면에 굵은 원각선이 있으며, 구연부 아래로도 옅은 

한 줄의 선이 돌려져 있고 굽은 평저이다. 옅은 음각선으로 

원각 안에 하엽문荷葉文이 시문되었고, 내측면內側面에는 

모란당초문이 꽉 차게 시문되었다. 위와 아래를 향한 네 송

이 모란이 넝쿨과 같이 번갈아 배치되어 표현되었다. 유태釉

胎는 정선되었고, 고르게 시유된 유약은 두꺼운 편이다. 접지

면을 닦아내고 네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183 청자음각모란당초문발우 

Ⅱ-A-3-b-모란당초문②, 8340 

높이: 4.0cm, 입지름: 17.0cm, 굽지름: 4.7cm 

모란당초문牧丹唐草文이 시문된 발우이다. 기측선은 수평에 

가깝게 벌어진 내저면에서 완만히 올라가다 구연에서 약하

게 내만한다. 구연 아래로 짙은 한 줄의 선이 돌려져 있으며, 

굽은 평저이다. 내면에 음각기법으로 간략하게 표현된 모란

당초문이 꽉 차게 시문되었다. 위와 아래를 향한 모란 두 송

이와 넝쿨, 잎이 어울려 있다. 유태釉胎는 정선되었으며, 유

약은 고루 시유되고 외면 일부에 흘러 뭉쳤다. 접지면을 닦아

내고 네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정선되었으며, 고르게 시유된 유약은 색이 좋고 빙렬氷裂이 있다. 접지면을 닦아내고 네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1841844~18188~18~1 6는6는6는6는6는 6는 발굴발굴발굴발굴발굴 발굴 발 당시당시당시당시당시 당시 당시함께함께함께함께함께 함께 함께포포개어포개어포개어포포개어져져져 출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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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청자음각모란당초문발우 

Ⅱ-A-3-b-모란당초문②, 8346 

높이: 4.8cm, 입지름: 16.4cm, 굽지름: 4.8cm 

모란당초문牧丹唐草文이 시문된 발우이다. 기측선은 수평

에 가깝게 벌어진 내저면에서 완만히 올라가다 구연에서 직

립한다. 구연 아래로 짙은 한 줄의 선이 돌려져 있으며, 굽은 

평저이다. 내면에 음각기법으로 간략하게 표현된 모란당초

문이 꽉 차게 시문되었다. 위와 아래를 향한 모란 네 송이가 

각각 마주 보도록 배치되었으며 넝쿨과 함께 꽉 차게 표현되

었다. 유태釉胎는 정선되었으며, 고르게 시유된 유약은 두꺼

운 편이다. 접지면을 닦아내고 네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

웠다.

185 청자음각모란당초문발우 

Ⅱ-A-2-b-모란당초문④, 8347 

높이: 5.5cm, 입지름: 17.9cm, 굽지름: 4.5cm 

모란당초문牧丹唐草文이 시문된 발우이다. 기측선器側線은 

완만히 올라가다 동체 상부에서 약하게 꺾여 구연에서 직립

한다. 구연부 아래로 짙은 한 줄 선이 돌려져 있으며, 굽은 평

저이다. 내면에는 음각기법으로 모란당초문이 꽉 차게 시문

되었다. 위를 향한 모란 두 송이가 서로 마주 보듯이 배치되

었으며 넝쿨과 같이 표현되었다. 유태釉胎는 정선되었으며, 

유약은 고르게 시유되었다. 접지면을 닦아내고 네 곳에 내화

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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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청자음각모란당초문발우 

Ⅰ-A-1-b-모란당초문①, 8387 

높이: 7.1cm, 입지름: 19.6cm, 굽지름: 4.8cm 

모란당초문牧丹唐草文이 시문된 발우이다. 기측선器側線은 

완만히 올라가다 동체 상부에서 꺾여 구연에서 직립한다. 내

저면에 굵은 원각선이 있으며, 구연 아래로도 옅은 한 줄의 

선이 돌려져 있고 굽은 평저이다. 옅은 음각선으로 원각 안에 

하엽문荷葉文이 시문되었고, 내측면內側面에는 모란당초문

이 꽉 차게 시문되었다. 위와 아래를 향한 네 송이 모란이 넝

쿨과 같이 번갈아 배치되어 표현되었다. 유태釉胎는 정선되

었고, 고르게 시유된 유약은 외면 일부에 흐른 자국이 있다. 

접지면을 닦아내고 네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188 청자음각모란당초문발우 

Ⅱ-A-2-b-모란당초문①, 8386 

높이: 5.3cm, 입지름: 17.7cm, 굽지름: 4.8cm 

모란당초문牧丹唐草文이 시문된 발우이다. 기측선은 완만히 

올라가다 구연에서 직립한다. 구연 아래로 짙은 한 줄의 선이 

돌려져 있으며, 굽은 평저이다. 내면에는 음각기법으로 위와 

아래를 향한 모란 네 송이가 각각 마주 보도록 배치되었으며 

넝쿨과 함께 꽉 차게 표현되었다. 유태釉胎는 정선되었으며, 

두껍게 시유된 유약은 일부 뭉쳐있는 곳도 있다. 접지면을 닦

아내고 네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189 청자음각모란당초문발우 

Ⅱ-A-3-b-모란당초문⑦, 8385 

높이: 4.2cm, 입지름: 16.5cm, 굽지름: 5.5cm

모란당초문牧丹唐草文이 시문된 발우이다. 기측선器側線은 

완만히 올라가다 구연에서 직립한다. 구연 아래로 한 줄 선이 

돌려져 있으며, 굽은 평저이다. 내면에는 음각기법으로 모란 

1877~18~188~189는는9는9는 9는 발굴발발굴발굴 발굴 당시당당시당시당시 함께함께함께함께 포개포개어포개어져져 출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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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청자음각모란당초문발우 

Ⅱ-A-3-b-모란당초문⑤, 8490 

높이: 3.9cm, 입지름: 16.4cm, 굽지름: 4.9cm

모란당초문牧丹唐草文이 시문된 발우이다. 기측선은 완만히 

올라가다 구연에서 직립한다. 구연 아래로 짙은 한 줄의 선이 

돌려져 있으며, 굽은 평저이다. 내면에 음각기법으로 모란당

초문이 꽉 차게 시문되었다. 모란 네 송이가 각각 마주 보도

록 배치되었으며 넝쿨과 함께 표현되었다. 유태釉胎는 정선

되었으며, 유약은 고루 시유되었고 유색이 좋다. 접지면을 닦

아내고 네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190 청자음각모란당초문발우 

Ⅱ-A-2-b-모란당초문⑧, 8491 

높이: 5.1cm, 입지름: 17.9cm, 굽지름: 4.7cm

모란당초문牧丹唐草文이 시문된 발우이다. 기측선器側線은 

완만히 올라가다 구연에서 직립한다. 기물 일부가 파손되었

으며, 구연 아래로 한 줄 선이 돌려져 있고 굽은 평저이다. 내

면에는 음각기법으로 모란 세 송이가 넝쿨과 함께 기면을 꽉 

차게 표현되었다. 유태釉胎는 정선되었으며, 유약은 고루 시

유되었다. 접지면을 닦아내고 네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

웠다.

세 송이가 넝쿨과 함께 기면을 꽉 차게 표현되었다. 유태釉

胎는 정선되었으며, 고르게 시유된 유약은 색이 좋다. 접지면

을 닦아내고 다섯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다.190~191는 발굴 당시 함께 포개어져 출토되었다



298  高麗靑磁寶物船 태안 대섬 수중발굴 조사보고서

192 청자음각모란당초문발우 

Ⅱ-A-2-b-모란당초문③, 8489 

높이: 5.4cm, 입지름: 17.4cm, 굽지름: 4.7cm

모란당초문牧丹唐草文이 시문된 발우이다. 기측선器側線은 

완만히 올라가다 구연에서 직립한다. 기물 일부가 파손되었

으며, 구연 아래로 한 줄 선이 돌려져 있고 굽은 평저이다. 내

면에는 음각기법으로 정면과 위, 아래를 향한 모란 세 송이가 

넝쿨과 함께 기면을 꽉 차게 표현되었다. 유태釉胎는 정선되

었으며, 유약은 고루 시유되었다. 접지면을 닦아내고 네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193 청자음각모란당초문발우 

Ⅱ-A-3-b-모란당초문⑥, 8488 

높이: 3.6cm, 입지름: 15.3cm, 굽지름: 5.1cm

모란당초문牧丹唐草文이 시문된 발우이다. 기측선은 수평에 

가깝게 벌어진 내저면에서 완만히 올라가다 구연에서 직립

한다. 구연 아래로 한 줄의 선이 돌려져 있으며, 굽은 평저이

다. 내면에 음각기법으로 모란당초문이 꽉 차게 시문되었다. 

간략하게 표현된 만개한 모란 세 송이가 넝쿨과 함께 표현되

었다. 유태釉胎는 정선되었으며, 유약은 고루 시유되었다. 접

지면을 닦아내고 네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192~19~191993는3는3는3는3는3는 발굴발굴발굴발굴발굴발굴발굴 당시당시당시당시당시당시당시 함께함께함께함께함께함께 포포개포개어져 출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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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청자음각모란당초문발우 

Ⅱ-A-3-b-모란당초문①, 8352 

높이: 4.2cm, 입지름: 16.2cm, 굽지름: 4.5cm

모란당초문牧丹唐草文이 시문된 발우이다. 기측선은 완만히 

올라가다 구연에서 내만한다. 구연 아래로 짙은 한 줄의 선이 

돌려져 있으며 굽은 평저이다. 내면에 음각기법으로 모란당

195 청자발우 

Ⅱ-A-2-a, 8353 

높이: 6.0cm, 입지름: 18.2cm, 굽지름: 5.0cm

기측선器側線이 완만히 올라가다 동체 상부에서 꺾여 구연

에서 내만하는 발우이다. 구연부 아래로도 짙은 한 줄의 선이 

돌려져 있고 굽은 평저이다. 유태釉胎는 정선되었으나 태토

에는 검은 점이 일부 확인되며, 두껍게 시유된 유약은 용융이 

덜되어 외면 일부가 탁하고 빙렬氷裂이 심하다. 접지면을 닦

아내고 네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194 청자발우 

Ⅰ-A-1-a, 8354 

높이: 7.7cm, 입지름: 20.0cm, 굽지름: 5.0cm

기측선器側線이 완만히 올라가다 동체 상부에서 꺾여 구연

에서 내만하는 발우이다. 내저면에 굵은 원각선이 있으며, 구

연 아래로도 짙은 한 줄의 선이 돌려져 있고 굽은 평저이다. 

유태釉胎는 정선되었으나 태토에는 모래와 검은 점이 일부 

확인되며, 유약은 고루 시유되었으나 용융이 덜되어 외면 일

부가 탁하고 유색은 어두운 편으로 빙렬氷裂이 심하다. 구연 

일부가 손실되었으며, 접지면을 닦아내고 다섯 곳에 내화토

빚음을 받쳐 구웠다.

다.194944194 19~19~19~196는6는는6는6는 6는 발굴발굴발굴굴발굴발굴 발굴 당시당당시당당시당시 당시 함께함함께함께함께함께 포개포개어포개어져져 출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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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청자발우 

Ⅰ-A-1-a, 8399 

높이: 8.8cm, 입지름: 20.0cm, 굽지름: 5.3cm

기측선器側線이 곡선으로 올라가다 동체 상부에서 꺾여 구

연에서 내만하는 발우이다. 내저면에 굵은 원각선이 있으며, 

구연부 아래로도 한 줄의 선이 돌려져 있고, 굽은 평저이다. 

유태釉胎는 정선되었으며, 고루 시유된 유약은 두꺼운 편으

로 빙렬氷裂이 있다. 접지면을 닦아내고 다섯 곳에 내화토빚

음을 받쳐 구웠다.

198 청자발우 

Ⅱ-A-2-a, 8398

높이: 7.3cm, 입지름: 18.9cm, 굽지름: 5.0cm 

기측선器側線이 부드러운 곡선으로 올라가다 동체 상부에

서 꺾여 구연에서 내만하는 발우이다. 구연부 아래로 짙은 

한 줄의 선이 돌려져 있고, 굽은 평저이다. 유태釉胎는 정선

되었으며, 고루 시유된 유약은 두꺼운 편으로 빙렬氷裂이 있

다. 접지면을 닦아내고 네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초문이 꽉 차게 시문되었다. 위와 아래를 향한 모란 네 송이

가 각각 마주 보도록 배치되었으며 넝쿨과 함께 표현되었다. 

유태釉胎는 정선되었으며, 유약은 고루 시유되었고 유색은 

어두우며 일부 황갈색을 띤다. 접지면을 닦아내고 네 곳에 내

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었다.1971977~20~202000~20~200는0는는0는0는는0는 0는 발굴발굴발굴발굴발굴발굴발굴 발굴 발굴당시당시당시당시당당시당시당시 당시 당시 함함께함께께함께함께함께 함께 함께 포포포개포개어포개어져 출토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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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청자음각모란당초문발우 

Ⅱ-A-3-b-모란당초문①, 8396

높이: 4.0cm, 입지름: 16.5cm, 굽지름: 4.8cm 

모란당초문牧丹唐草文이 시문된 발우이다. 기측선器側線은 

거의 수평으로 벌어진 저부에서 약하게 올라가다 동체 상부

에서 꺾여 구연에서 직립한다. 구연 아래로 짙은 한 줄 선이 

돌려져 있으며, 굽은 평저이다. 내면에는 음각기법으로 모란

당초문이 꽉 차게 시문되었다. 위를 향한 모란 두 송이가 서

로 마주 보듯이 배치되었으며 넝쿨과 같이 표현되었다. 유

태釉胎는 정선되었으며, 유약은 고르게 시유되고 유색은 일

부가 어두운 색을 띤다. 접지면을 닦아내고 네 곳에 내화토빚

음을 받쳐 구웠다.

199 청자발우 

Ⅱ-A-2-a, 8397 

높이: 5.9cm, 입지름: 17.9cm, 굽지름: 5.2cm 

기측선器側線이 부드러운 곡선으로 올라가다 동체 상부에서 

꺾여 구연에서 내만하는 발우이다. 구연부 아래로 짙은 한 줄

의 선이 돌려져 있고, 굽은 평저이다. 유태釉胎는 정선되었으

며, 유약은 고르게 시유되었고 외면 일부에 흐른 자국이 있으

며 빙렬氷裂이 심하다. 외면 동체 하부 일부가 갈라졌고, 접

지면을 닦아내고 네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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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청자발우 

Ⅱ-A-2-a, 8502 

높이: 6.4cm, 입지름: 18.2cm, 굽지름: 5.2cm

기측선器側線이 부드러운 곡선으로 올라가다 동체 상부에서 

꺾여 구연에서 내만하는 발우이다. 구연 아래로 짙은 한 줄의 

선이 돌려져 있고 굽은 평저이다. 유태釉胎는 정선되었으며, 

유약은 고르게 시유되었고 빙렬氷裂이 있다. 외면에 일부 돌

아간 선이 있으며, 접지면을 닦아내고 네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203 청자발우 

Ⅱ-A-2-a, 8501 

높이: 5.2cm, 입지름: 17.1cm, 굽지름: 4.9cm

기측선器側線이 부드러운 곡선으로 올라가다 동체 상부에서 

꺾여 구연에서 직립하는 발우이다. 구연부 아래로 짙은 한 줄

의 선이 돌려져 있고, 굽은 평저이다. 유태釉胎는 정선되었으

며, 유약은 고르게 시유되었고 빙렬氷裂이 있다. 접지면을 닦

아내고 네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201 청자발우 

Ⅰ-A-1-a, 8503 

높이: 8.6cm, 입지름: 19.9cm, 굽지름: 5.6cm 

기측선器側線이 부드러운 곡선으로 올라가다 동체 상부에서 

꺾여 구연에서 내만하는 발우이다. 내저면에 굵은 원각선이 

있으며, 구연 아래로도 짙은 한 줄의 선이 돌려져 있고 굽은 

평저이다. 유태釉胎는 정선되었으며, 유약은 고르게 시유되

었고 빙렬氷裂이 있다. 접지면을 닦아내고 다섯 곳에 내화토

빚음을 받쳐 구웠다.

었다.20101~200~204는는4는4는 발굴발굴발굴발굴 당시당시당시당시 함함께함께 포개어져 출토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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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청자발우 

Ⅱ-A-3-a, 8500

높이: 3.0cm, 입지름: 14.9cm, 굽지름: 4.8cm

기측선器側線이 거의 수평으로 벌어진 저부에서 약하게 올

라가다 동체 상부에서 꺾여 구연에서 직립하는 발우이다. 구

연 아래로 짙은 한 줄의 선이 돌려져 있고, 굽은 평저이다. 유

태釉胎는 정선되었으며, 유약은 고르게 시유되었고 빙렬氷

裂이 있다. 접지면을 닦아내고 네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

웠다.

205 청자발우 

Ⅰ-A-1-a, 8511

높이: 8.1cm, 입지름: 20.2cm, 굽지름: 5.5cm

기측선器側線이 부드러운 곡선으로 올라가다 동체 상부에서 

꺾여 구연에서 내만하는 발우이다. 내저면에 옅은 선으로 돌

려진 넓은 원각선이 있으며, 구연부 아래로도 짙은 한 줄의 

선이 돌려져 있고 굽은 평저이다. 유태釉胎는 정선되었으며, 

유약은 고르게 시유되었다. 접지면을 닦아내고 다섯 곳에 내

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져 출토되었다.205~208는는 발발굴굴 당시 함께 포개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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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청자발우 

Ⅱ-A-2-a, 8509 

높이: 5.2cm, 입지름: 17.4cm, 굽지름: 4.7cm

기측선器側線이 부드러운 곡선으로 올라가다 동체 상부에서 

꺾여 구연에서 직립하는 발우이다. 구연부 아래로 짙은 한 줄

의 선이 돌려져 있고, 굽은 평저이다. 유태釉胎는 정선되었으

며, 유약은 고르고 두텁게 시유되었고 빙렬氷裂이 있다. 접지

면을 닦아내고 네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208 청자발우 

Ⅱ-A-3-a, 8508 

높이: 3.0cm, 입지름: 14.7cm, 굽지름: 4.4cm 

기측선器側線이 거의 수평으로 벌어진 저부에서 약하게 올

라가다 동체 상부에서 꺾여 구연에서 직립하는 발우이다. 

구연부 아래로 짙은 한 줄의 선이 돌려져 있고, 굽은 평저이

다. 유태釉胎는 정선되었으며, 유약은 고르게 시유되었고 빙

렬氷裂이 있다. 접지면을 닦아내고 네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

쳐 구웠다.

206 청자발우 

Ⅱ-A-2-a, 8510 

높이: 6.8cm, 입지름: 19.0cm, 굽지름: 5.6cm 

기측선器側線이 부드러운 곡선으로 올라가다 동체 상부에서 

꺾여 구연에서 내만하는 발우이다. 구연부 아래로 짙은 한 줄

의 선이 돌려져 있고, 굽은 평저이다. 유태釉胎는 정선되었으

며, 유약은 고르게 시유되었고 빙렬氷裂이 있다. 외면에 일부 

돌아간 선이 있으며, 기형이 살짝 뒤틀렸으며 접지면을 닦아

내고 네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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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청자발우 

Ⅱ-A-2-a, 8394 

높이: 6.2cm, 입지름: 18.4cm, 굽지름: 5.2cm 

기측선器側線이 거의 수평으로 벌어진 저부에서 부드러운 

곡선으로 올라가다 동체 상부에서 꺾여 구연에서 내만하는 

발우이다. 구연부 아래로 짙은 한 줄의 선이 돌려져 있고, 굽

은 평저이다. 유태釉胎는 정선되었으며, 고루 시유된 유약은 

두꺼운 편으로 부분적으로 뭉쳐있다. 접지면을 닦아내고 네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211 청자발우 

Ⅱ-A-2-a, 8393

높이: 4.8cm, 입지름: 17.1cm, 굽지름: 4.6cm 

기측선器側線이 부드러운 곡선으로 올라가다 동체 상부에서 

꺾여 구연에서 직립하는 발우이다. 구연부 아래로 짙은 한 줄

의 선이 돌려져 있고, 굽은 평저이다. 유태釉胎는 정선되었으

며, 유약은 고르게 시유되었고 빙렬氷裂이 있다. 접지면을 닦

아내고 네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209 청자발우 

Ⅰ-A-1-a, 8395 

높이: 8.5cm, 입지름: 20.3cm, 굽지름: 5.3cm 

기측선器側線이 부드러운 곡선으로 올라가다 동체 상부에서 

꺾여 구연에서 내만하는 발우이다. 내저면에 굵은 원각선이 

있으며, 구연부 아래로도 짙은 한 줄의 선이 돌려져 있고 굽

은 평저이다. 유태釉胎는 정선되었으며, 고루 시유된 유약은 

두꺼운 편으로 부분적으로 뭉쳐있다. 구연 일부가 손실되었

으며, 외면 동체 하부 일부가 갈라졌다. 접지면을 닦아내고 

네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토되었다.209~2112는2는 발굴발발굴 당시당시 함함께 포개어져 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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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청자발우 

Ⅱ-B-1-a, 19213 

높이: 7.7cm, 입지름: 19.2cm, 굽높이: 0.4cm, 굽지름: 4.7cm

기측선器側線이 곡선으로 올라가는 발우이다. 구연은 직립

하고, 구연부 아래로 한 줄의 선이 돌려져 있다. 기벽이 두꺼

우며 굽은 안굽이다. 두껍게 시유된 유약은 부분적으로 황갈

색을 띠며 부분적으로 뭉쳐있다. 내면에는 이물질이 떨어졌

으며, 접지면 다섯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212 청자발우 

Ⅱ-A-3-a, 8392 

높이: 3.5cm, 입지름: 15.2cm, 굽지름: 4.0cm 

기측선器側線이 거의 수평으로 벌어진 저부에서 약하게 올

라가다 구연에서 직립하는 발우이다. 구연부 아래로 짙은 한 

줄의 선이 돌려져 있고, 굽은 평저이다. 유태釉胎는 정선되었

으며, 유약은 고르게 시유되었고 유색은 어두운 황갈색을 띠

며 빙렬氷裂이 있다. 접지면을 닦아내고 네 곳에 내화토빚음

을 받쳐 구웠다.

21321333212132 ~21~21~212121~21~215는5는5는5는5는 5는 5는 5는발굴발굴발굴발굴 발굴 발굴 발굴당시당시당시당시 당시당시 당시함함께함께함께함께함께 함께 함께 포포개포개포개어포개어포개어포포개개어어져져 져 출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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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청자발우 

Ⅰ-B-3-a, 19211 

높이: 5.3cm, 입지름: 16.7cm, 굽높이: 0.3cm, 굽지름: 4.6cm

기측선器側線이 수평에 가깝게 벌어진 저부에서 강하게 꺾

여 곡선으로 올라가는 발우이다. 내저면에 희미한 원각선이 

있으며, 구연부 아래로도 옅은 한 줄의 선이 돌려져 있다. 기

벽이 두꺼우며 굽은 안굽이다. 기형이 전체적으로 틀어졌으

며, 두껍게 시유된 유약은 부분적으로 황갈색을 띠며 용융상

태가 좋지 않아 탁하고 기면이 고르지 못하다. 접지면을 살짝 

닦아내고 다섯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216 청자발우 

Ⅰ-B-1-a, 19219 

높이: 7.9cm, 입지름: 19.3cm, 굽높이: 0.2cm, 굽지름: 5.1cm

기측선器側線이 곡선으로 올라가는 발우이다. 구연은 직립

하고, 내저면에 희미한 원각선이 있으며 구연부 아래로 옅은 

한 줄의 선이 돌려져 있다. 기벽이 두꺼우며 굽은 안굽이다. 

두껍게 시유된 유약은 용융상태가 좋지 않아 탁하며 부분적

으로 뭉쳐있다. 내면에 이물질이 묻어있으며, 동체 하부 일부

가 갈라졌다. 접지면을 닦아내고 다섯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

쳐 구웠다. 

214 청자발우 

Ⅰ-B-2-a, 19212 

높이: 6.6cm, 입지름: 17.6cm, 굽높이: 0.3cm, 굽지름: 4.8cm

기측선器側線이 곡선으로 올라가는 발우이다. 내저면에 희

미한 원각선이 있으며, 구연부 아래로도 옅은 한 줄의 선이 

돌려져 있다. 기벽이 두꺼우며 굽은 안굽이다. 두껍게 시유

된 유약은 대부분 황갈색을 띠며 용융상태가 좋지 않아 기면

이 고르지 못하고 빙렬氷裂이 심하다. 내면에 이물질이 묻어

있으며, 접지면을 닦아내고 다섯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

웠다.

216216166621 ~21~212111~21~~~ 8는는는88는8는8는8는 8는8는는발굴발굴발굴발굴발굴발굴발발굴 발굴 발 당시당시당시당시당시당시당시당시당시 당시 함께함께함께함께함께함께함께함께함께 함께 함께 함께께포포포포개포개포개포개어개어포개어포개어어져져져 출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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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청자발우 

Ⅰ-B-3-a, 19217 

높이: 5.2cm, 입지름: 16.6cm, 굽높이: 0.3cm, 굽지름: 4.2cm

기측선器側線이 수평에 가깝게 벌어진 저부에서 강하게 꺾

여 곡선으로 올라가는 발우이다. 내저면에 희미한 원각선이 

있으며, 구연부 아래로도 옅은 한 줄의 선이 돌려져 있다. 기

벽이 두꺼우며 굽은 안굽이다. 기형이 전체적으로 틀어졌으

며, 두껍게 시유된 유약은 부분적으로 황갈색을 띠며 용융상

태가 좋지 않아 탁하며 기면이 고르지 못하다. 접지면을 살

짝 닦아내고 다섯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217 청자발우 

Ⅰ-B-2-a, 19218 

높이: 6.5cm, 입지름: 17.5cm, 굽높이: 0.4cm, 굽지름: 4.6cm

기측선器側線이 곡선으로 올라가는 발우이다. 내저면에 희

미한 원각선이 있으며, 구연부 아래로도 옅은 한 줄의 선이 

돌려져 있다. 기벽이 두꺼우며 굽은 안굽이다. 두껍게 시유

된 유약은 용융상태가 좋지 않아 전체적으로 탁하고 부분적

으로 뭉쳐있다. 접지면을 닦아내고 다섯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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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청자발우 

Ⅱ-B-3-a, 19214 

높이: 4.9cm, 입지름: 15.9cm, 굽높이: 0.5cm, 굽지름: 4.5cm 

기측선器側線이 곡선으로 올라가는 발우이다. 구연은 직립

하고, 구연부 아래로 한 줄의 선이 돌려져 있다. 기벽이 두꺼

우며 굽은 안굽이다. 유약은 부분적으로 시유가 덜되어 노태

된 곳이 있으며 용융상태가 좋지 않다. 접지면을 닦아내고 

다섯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219 청자발우 

Ⅰ-B-1-a, 19216 

높이: 7.9cm, 입지름: 18.8cm, 굽높이: 0.4cm, 굽지름: 4.9cm

기측선器側線이 곡선으로 올라가는 발우이다. 구연은 직립

하고, 내저면에 희미한 원각선이 있으며 구연부 아래로 한 

줄의 선이 돌려져 있다. 기벽이 두꺼우며 굽은 안굽이다. 두

껍게 시유된 유약은 용융상태가 좋지 않아 탁하며 부분적으

로 뭉쳐있다. 내면에는 이물질이 떨어졌으며, 접지면 다섯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220 청자발우 

Ⅰ-B-2-a, 19215 

높이: 6.6cm, 입지름: 17.9cm, 굽높이: 0.3cm, 굽지름: 4.5cm

기측선器側線이 곡선으로 올라가는 발우이다. 내저면에 희

미한 원각선이 있으며, 구연부 아래로도 옅은 한 줄의 선이 

돌려져 있다. 기벽이 두꺼우며 굽은 안굽이다. 두껍게 시유

된 유약은 대부분 회갈색을 띠며 용융상태가 좋지 않아 기면

이 고르지 못하고 빙렬氷裂이 심하다. 내면에 이물질이 묻어

있으며, 접지면을 일부 닦아내고 다섯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

쳐 구웠다.

.2192199~2222~2222~22~221는1는1는1는1는1는 1는발굴발굴발굴굴발굴발굴발굴발굴 발굴 당당시당시당시당시당시 당시 시 함함함께함께함께함께 포개포개어져 출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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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청자발우 

Ⅰ-B-2-a, 6847 

높이: 6.8cm, 입지름: 17.6cm, 굽높이: 0.2cm, 굽지름: 4.8cm 

기측선器側線이 곡선으로 올라가는 발우이다. 구연은 직립

하고, 내저면에 원각선이 있으며 구연부 아래로도 한 줄의 

선이 돌려져 있다. 기벽이 두꺼우며 굽은 안굽이다. 태토에

는 기포가 많고, 유약은 부분적으로 황갈색을 띤다. 접지면

을 닦아내고 다섯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222 청자발우 

Ⅰ-B-1-a, 6848 

높이: 8.1cm, 입지름: 19.2cm, 굽높이: 0.4cm, 굽지름: 5.0cm 

기측선器側線이 곡선으로 올라가는 발우이다. 구연은 직립하

고, 내저면에 희미한 원각선이 있으며 구연부 아래로도 한 줄

의 선이 돌려져 있다. 기벽이 두꺼우며 굽은 안굽이다. 태토에

는 기포가 많고 기형이 전체적으로 틀어졌으며, 두껍게 시유

된 유약은 부분적으로 황갈색을 띠며 용융상태가 좋지 않아 

탁하고 기면이 고르지 못하다. 내면에는 이물질이 떨어졌으

며, 접지면을 살짝 닦아내고 다섯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

2222~22222~224는4는4는4는 발굴발굴발굴발굴 당시당시당시당시당시당시 함함께함께함께함께 포개포개어포개어져져 출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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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청자발우 

Ⅰ-B-3-a, 6846 

높이: 5.5cm, 입지름: 16.5cm, 굽높이: 0.3cm, 굽지름: 4.4cm

기측선器側線이 곡선으로 올라가는 발우이다. 구연은 직립

하고, 내저면에 원각선이 있으며 구연부 아래로도 한 줄의 

선이 돌려져 있다. 기벽이 두꺼우며 굽은 안굽이다. 태토가 

거칠고 기포가 많아 기면이 거칠고, 유약은 부분적으로 황갈

색을 띤다. 내면에는 이물질이 떨어졌으며 외면에는 물레자

국이 남아있다. 접지면을 살짝 닦아내고 다섯 곳에 내화토빚

음을 받쳐 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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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226 청자유개잔 

Ⅰ-A-a-뚜껑, 11840, 높이: 3.8cm, 입지름: 11.2cm

Ⅰ-a-잔,11841, 높이: 7.4cm, 입지름: 10.5cm, 굽높이: 0.6cm, 굽지름: 4.2cm

잔뚜껑은 나선형 손잡이가 장식되었다. 상면上面이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올라가고, 중앙에 나선형으로 말린 손잡이가 

부착되었다. 뚜껑 가장자리에서 전이 수평으로 벌어졌으며, 

잔과 맞물리는 부분은 예리하게 정돈되었다. 유태釉胎는 정

선되었고, 유약은 안쪽까지 전면이 고르게 시유되었다. 뚜껑 

내면에 내화토빚음을 세 개 받쳐 번조하였다. 

잔은 굽에서 곡선으로 낮게 올라가다가 완만하게 꺾여 구연

까지 직립하며, 굽은 내경하는 다리굽이다. 태토胎土는 정선

되었으며, 고르게 시유된 유약은 두껍다. 닦아낸 접지면 세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227 228 청자유개잔 

Ⅰ-A-a-뚜껑, 6322, 높이: 3.4cm, 입지름: 11.5cm

Ⅰ-a-잔, 6323, 높이: 7.5cm, 입지름: 10.3cm, 굽높이: 0.3cm, 굽지름: 3.7cm

잔뚜껑은 나선형 손잡이가 장식되었다. 상면上面이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올라가고, 중앙에 나선형으로 말린 손잡이

가 부착되었다. 뚜껑 가장자리에서 전이 수평으로 벌어졌

 
6)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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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잔과 맞물리는 부분은 예리하게 정돈되었다. 유태釉

胎는 정선되었고, 두껍게 시유된 황갈색을 띠는 유약은 바

깥면만 시유되었다. 상면에 번조과정에서 떨어진 이물질이 

붙어있으며, 시유가 안 된 뚜껑 내면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잔은 굽에서 곡선으로 낮게 올라가다가 완만하게 꺾여 구연

까지 직립하며, 굽은 내경하는 다리굽이다. 태토胎土는 정

선되었으며, 두껍게 시유된 유약은 전체적으로 용융이 덜되

어 탁하다. 접지면 세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229 230 청자유개잔 

Ⅰ-A-a-뚜껑, 6305, 높이: 3.4cm, 입지름: 11.4cm

Ⅰ-a,-잔, 6306,  높이: 7.2cm, 입지름: 11.0cm, 굽높이: 0.5cm, 굽지름: 4.2cm

잔뚜껑은 나선형 손잡이가 장식되었다. 상면上面이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올라가고, 중앙에 나선형으로 말린 손잡이가 

부착되었다. 뚜껑 가장자리에서 전이 수평으로 벌어졌으며, 

잔과 맞물리는 부분은 예리하게 정돈되었다. 유태釉胎는 정

선되었고, 유약은 안쪽까지 전면이 고르게 시유되었다. 뚜껑 

내면에 내화토빚음을 세 개 받쳐 번조하였다. 

잔은 굽에서 사선으로 낮게 올라가다가 꺾여 구연까지 직립

하며, 굽은 내경하는 다리굽이다. 태토胎土는 정선되었으며, 

유약은 고르게 시유되었다. 닦아낸 접지면 세 곳에 내화토빚

음을 받쳐 구웠다. 

231 232 청자유개잔 

Ⅰ-A-a-뚜껑, 23718, 높이: 3.3cm, 입지름: 11.2cm  

Ⅰ-a-잔, 23719, 높이: 7.1cm, 입지름: 10.6cm, 굽높이: 0.5cm, 굽지름: 4.0cm  

잔뚜껑은 나선형 손잡이가 장식되었다. 상면上面이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올라가고, 중앙에 나선형으로 말린 손잡이가 

부착되었다. 뚜껑 가장자리에서 전이 수평으로 벌어졌으며, 

잔과 맞물리는 부분은 예리하게 정돈되었다. 유태釉胎는 정

선되었고, 유약은 안쪽까지 전면이 고르게 시유되었다. 전 일

부가 파손되었으며, 뚜껑 내면에 내화토빚음을 세 개 받쳐 번

조하였다. 

잔은 굽에서 사선으로 낮게 올라가다가 완만하게 꺾여 구연

까지 직립하며, 굽은 내경하는 다리굽이다. 태토胎土는 정선

되었으며, 유약은 고르게 시유되었다. 닦아낸 접지면 세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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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234 청자유개잔 

Ⅰ-B-a-뚜껑, 6324, 높이: 3.4cm, 입지름: 9.6cm

Ⅱ-a-잔, 6325, 높이: 6.5cm, 입지름: 8.4cm, 굽높이: 0.5cm, 굽지름: 3.9cm

잔뚜껑은 중앙에 보주형 손잡이가 장식되었다. 상면上面이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올라가고, 중앙에 보주형 손잡이가 부

착되었다. 뚜껑 가장자리에서 전이 수평으로 벌어졌으며, 잔

과 맞물리는 부분은 수직으로 떨어진다. 태토胎土에 기포가 

많으며, 두껍게 시유된 유약은 용융이 덜되어 탁하고 부분적

으로 뭉쳤으며 뚜껑 안쪽까지 전면이 고르게 시유되었다. 뚜

껑 내면에 내화토빚음을 세 개 받쳐 번조하였다. 

잔은 굽에서 사선으로 낮게 올라가다가 꺾여 구연까지 직립

하며, 굽은 내경하는 다리굽이다. 태토胎土는 정선되었으나 

기포가 많으며, 황갈색을 띠는 유약은 부분적으로 뭉쳤으며 

빙렬氷裂이 있다. 닦아낸 접지면 세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235 236 청자유개잔 

Ⅱ-a-뚜껑, 6312, 높이: 2.0cm, 입지름: 9.6cm

Ⅱ-a-잔, 6313, 높이: 6.6cm, 입지름: 8.5cm, 굽높이: 0.6cm, 굽지름: 3.9cm

잔뚜껑은 상면上面이 둥글게 올라가고 중앙에 굽 형태의 손잡

이가 있다. 뚜껑 가장자리에서 전이 수평으로 벌어졌으며, 잔

과 맞물리는 부분은 수직으로 떨어진다. 태토胎土에 검은 점이 

섞여있고, 유약은 고르게 시유되지 않아 뭉쳐있다. 전 일부가 

파손되었으며 뚜껑 안쪽은 시유되지 않았다. 윗면 굽 형태의 

손잡이에 네 개의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잔은 굽에서 사선으로 낮게 올라가다가 꺾여 구연까지 직립

하며, 굽은 내경하는 다리굽이다. 태토胎土는 정선되었으며, 

두껍게 시유된 유약은 색이 어둡고 부분적으로 뭉쳐있다. 일

부 닦아낸 접지면 세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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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238 청자유개잔 

Ⅲ-B-a-뚜껑, 10104, 높이: 1.9cm, 입지름: 9.4cm

Ⅱ-a-잔, 10105, 높이: 5.7cm, 입지름: 8.4cm, 굽높이: 0.4cm, 굽지름: 3.7cm

잔뚜껑은 상면上面이 둥글고 중앙은 오목하게 들어갔다. 뚜

껑 가장자리에서 전이 수평으로 벌어졌으며, 잔과 맞물리는 

부분은 예리하게 정돈되었다. 유태釉胎는 정선되었고, 유색

은 대부분 황갈색을 띠며 빙렬氷裂이 있다. 시유되지 않은 뚜

껑 내면에 내화토빚음을 세 개 받쳐 번조하였다. 

잔은 굽에서 곡선으로 낮게 올라가다가 꺾여 구연까지 직립

하며, 굽은 내경하는 다리굽이다. 태토胎土에는 사립과 검은 

점이 확인되며, 유색은 황갈색이고 빙렬氷裂이 심하다. 닦아

낸 접지면 세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239 240 청자유개잔 

Ⅲ-B-a-뚜껑, 15148, 높이: 1.9cm, 입지름: 9.3cm

Ⅱ-a-잔, 15149, 높이: 5.7cm, 입지름: 8.1cm, 굽높이: 0.2cm, 굽지름: 3.6cm

잔뚜껑은 상면上面이 둥글고 중앙은 오목하게 들어갔다. 뚜

껑 가장자리에서 전이 수평으로 벌어졌으며, 잔과 맞물리는 

부분은 예리하게 정돈되었다. 유태釉胎는 정선되었고, 유색

은 대부분 황갈색을 띠며 빙렬氷裂이 있다. 시유되지 않은 뚜

껑 내면에 내화토빚음을 두 개 받쳐 번조하였다. 

잔은 굽에서 수평에 가깝게 벌어지다가 완만하게 꺾여 구연

까지 직립하며, 굽은 내경하는 다리굽이다. 태토胎土에는 사

립과 기포가 많아 표면이 거칠고, 유색은 황갈색이고 빙렬氷

裂이 심하다. 닦아낸 접지면 세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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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242 청자유개잔 

Ⅲ-B-a-뚜껑, 15150, 높이: 1.9cm, 입지름: 9.0cm

Ⅱ-a-잔, 15151, 높이: 6.2cm, 입지름: 8.0cm, 굽높이: 0.3cm, 굽지름: 3.8cm

잔뚜껑은 상면上面이 둥글고 중앙은 오목하게 들어갔다. 뚜

껑 가장자리에서 전이 수평으로 벌어졌으며, 잔과 맞물리는 

부분이 살짝 밖으로 말렸다. 유태釉胎는 정선되었고 유층에 

빙렬氷裂이 있다. 시유되지 않은 뚜껑 내면에 내화토빚음을 

세 개 받쳐 번조하였다. 

잔은 굽에서 낮게 올라가다가 완만하게 꺾여 구연까지 직립

하며, 굽은 내경하는 다리굽이다. 태토胎土에는 사립과 기포

가 많아 표면이 거칠고, 유색은 밝고 빙렬氷裂이 심하다. 닦

아낸 접지면 세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243 244 청자유개잔 

Ⅲ-C-a-뚜껑, 태안압수 18, 높이: 2.4cm, 입지름: 9.9cm

Ⅱ-a-잔, 태안압수 19, 높이: 6.1cm, 입지름: 9.2cm, 굽높이: 0.6cm, 

굽지름: 3.9cm

잔뚜껑은 상면上面이 둥글게 올라가다가 중앙에서 꺾여 편

평한 형태이다. 뚜껑 가장자리에서 전이 수평으로 벌어졌으

며, 잔과 맞물리는 부분은 예리하게 정돈되었다. 상면에만 시

유된 유약은 회녹색을 띤다. 시유되지 않은 뚜껑 내면에 내화

토빚음 받침을 사용한 흔적이 있다. 

잔은 굽에서 낮게 올라가다가 꺾여 약간 벌어지듯 구연까지 

직립하며, 굽은 내경하는 다리굽이다. 태토胎土에는 사립과 

기포가 많아 표면이 거칠고, 유색은 어둡고 저부에는 유약 일

부가 뭉쳐있다. 닦아낸 접지면 세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

웠다. 

245 청자잔뚜껑 

Ⅲ-A-a-뚜껑, 4955

높이: 2.6cm, 입지름: 10.3cm

상면上面이 둥근 형태의 잔뚜껑이다. 뚜껑 가장자리에서 전

이 수평으로 벌어졌으며, 잔과 맞물리는 부분은 예리하게 정

돈되었다. 태토胎土는 정선되었고, 어두운 색을 띠는 유약은 

고르게 시유되지 않아 부분적으로 뭉쳐있다. 시유되지 않은 

뚜껑 내면에 내화토빚음 받침을 사용한 흔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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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청자음각연화절지문잔뚜껑 

Ⅲ-A-b-연화절지문-뚜껑, 22638

높이: 2.2cm, 입지름: 11.1cm

음각기법으로 연화문을 장식한 잔뚜껑이다. 손잡이가 없으

며 상면上面이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올라가고, 뚜껑 가장자

리에서 전이 수평으로 벌어졌다. 뚜껑 윗면에 조각도를 뉘어 

깊이감이 있는 선으로 절지형의 연꽃을 장식하였다. 태토胎

土는 정선되었고, 어두운 색을 띠는 유약은 용융이 덜되어 탁

하다. 잔과 맞물리는 부분은 모두 파손되었으며, 시유되지 않

은 뚜껑 내면에 내화토빚음 받침을 사용한 흔적이 있다. 

247 248 청자철화초문유개잔 

Ⅰ-B-d-초문-뚜껑, 6348, 높이: 2.8cm, 입지름: 10.3cm

Ⅱ-d-초문-잔, 6349, 높이: 6.4cm, 입지름: 8.9cm, 굽높이: 0.4cm, 굽

지름: 4.0cm

잔뚜껑은 철화기법으로 잎무늬가 장식되었다. 상면上面이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올라가고, 중앙에 손잡이가 떨어진 듯

한 흔적이 있다. 뚜껑 가장자리에서 전이 수평으로 벌어졌으

며, 잔과 맞물리는 부분은 예리하게 정돈되었다. 뚜껑 윗면에 

두께감 있는 두터운 철화로 넝쿨형태의 초문草文을 장식하

였다. 태토胎土는 정선되었고 두껍게 시유된 유약은 안쪽 일

부가 시유되지 않았으며, 용융상태가 좋지 않아 탁하고 뭉침

이 있어 철화문양의 발색이 나쁘다. 뚜껑 내면에 내화토빚음 

받침을 사용한 흔적이 있다. 

잔도 철화기법으로 잎무늬가 장식되었다. 굽에서 곡선으로 

낮게 올라가다가 완만하게 꺾여 구연까지 직립하며, 굽은 내

경하는 다리굽이다. 잔 외면에 두께감 있는 두터운 철화로 넝

쿨형태의 초문草文을 장식하였다. 태토胎土는 사립과 검은 

점이 확인되며, 고르게 시유된 유약은 빙렬氷裂이 심하다. 구

연 일부가 파손되었으며 내저면에 번조과정에서 떨어진 이

물질이 있다. 접지면 세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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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250 청자철화초문유개잔 

Ⅰ-B-d-초문-뚜껑, 6350, 높이: 2.3cm, 입지름: 9.8cm

Ⅱ-d-초문-잔, 6351, 높이: 6.4cm, 입지름: 9.3cm, 굽높이: 0.7cm, 굽

지름: 3.8cm

잔뚜껑은 철화기법으로 잎무늬가 장식된 잔뚜껑이다. 상

면上面이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올라가고, 중앙에 손잡이가 

떨어진 흔적이 있다. 뚜껑 가장자리에서 전이 수평으로 벌어

졌으며, 잔과 맞물리는 부분은 예리하게 정돈되었다. 뚜껑 윗

면에 두께감 있는 두터운 철화로 넝쿨형태의 가늘게 표현된 

초문草文을 장식하였다. 태토胎土는 정선되었고 두껍게 시

유된 유약은 대부분 황갈색을 띠고 안쪽 일부가 시유되지 않

았다. 유약의 용융상태가 좋지 않아 탁하고 뭉침이 있어 철화

문양의 발색이 나쁘다. 전 일부가 파손되었으며, 뚜껑 내면에 

내화토빚음 받침을 사용한 흔적이 있다. 

잔도 철화기법으로 잎무늬가 장식되었다. 굽에서 수평에 가

깝게 벌어지다가 완만하게 꺽여 구연까지 직립하며, 굽은 내

경하는 다리굽이다. 잔 외면에 두께감 있는 두터운 철화로 넝

쿨형태의 초문草文을 장식하였다. 태토胎土는 사립과 검은 

점이 확인되며, 황갈색을 띠는 유약은 빙렬氷裂이 심하다. 잔 

하부에 번조과정에서 붙은 다른 기물의 흔적이 있으며, 닦아

낸 접지면 세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251 252 청자철화초문유개잔 

Ⅰ-B-d-초문-뚜껑, 6352, 높이: 3.1cm, 입지름: 9.3cm

Ⅱ-d-초문-잔, 6353, 높이: 6.4cm, 입지름: 9.1cm, 굽높이: 0.7cm, 굽

지름: 3.9cm

잔뚜껑은 철화기법으로 잎무늬가 장식되었다. 상면上面이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올라가고, 중앙에 보주형 손잡이가 달

려있다. 뚜껑 가장자리에서 전이 수평으로 벌어졌으며, 잔과 

맞물리는 부분은 예리하게 정돈되었다. 뚜껑 윗면에 두께감 

있는 두터운 철화로 넝쿨형태의 초문草文을 장식하였다. 태

토胎土는 정선되었고 두껍게 시유된 유약은 색이 어둡고 안

쪽 일부가 시유되지 않았다. 뚜껑 내면에 내화토빚음을 세 개 

받쳐 번조하였다. 

잔도 철화기법으로 잎무늬가 장식되었다. 굽에서 사선으로 

낮게 올라가다가 꺾여 구연까지 직립하며, 굽은 내경하는 

다리굽이다. 잔 외면에 두께감 있는 두터운 철화로 넝쿨형

태의 초문草文을 장식하였다. 태토胎土는 사립과 검은 점

이 확인되며, 고르게 시유된 유약은 부분적으로 용융이 덜

되어 탁하고 뭉쳤으며 빙렬氷裂이 심하다. 구연 일부가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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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되었으며, 닦아낸 접지면 세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253 청자철화초문잔저부편 

Ⅱ-d-초문-잔, 자료 3

잔존 높이: 3.5cm, 굽높이: 0.65cm, 굽지름: 4.0cm

철화기법으로 잎무늬를 장식한 잔의 저부편이다. 굽에서 수

평에 가깝게 벌어지다가 완만하게 꺾이는 형태로, 굽은 내경

하는 다리굽이다. 잔 외면에 두께감 있는 두터운 철화로 넝쿨

형태의 초문草文을 장식하였다. 태토胎土는 사립과 검은 점

이 확인되며, 유약은 빙렬氷裂이 심하다. 닦아낸 접지면 세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254 청자철화초문잔뚜껑 

Ⅰ-B-d-초문-뚜껑, 12164

높이: 3.4cm, 입지름: 10.4cm

철화기법으로 잎무늬를 장식한 잔뚜껑이다. 상면上面이 완

만한 곡선을 그리며 올라가고, 중앙에 보주형 손잡이가 달

려있다. 뚜껑 가장자리에서 전이 수평으로 벌어졌으며, 잔과 

맞물리는 부분은 예리하게 정돈되었다. 뚜껑 윗면에 두께감 

있는 두터운 철화로 넝쿨형태의 초문草文을 장식하였다. 태

토胎土는 정선되었고 두껍게 시유된 유약은 안쪽 일부가 시

유되지 않았다. 유색은 대부분 황갈색을 띠며 빙렬氷裂이 있

다. 뚜껑 내면에 내화토빚음 받침을 사용한 흔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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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청자철화초문잔 

Ⅲ-d-초문-잔, 22907

높이: 5.7cm, 입지름: 10.0cm, 굽높이: 0.4cm, 굽지름: 3.9cm

철화기법으로 잎무늬를 장식한 잔이다. 굽에서 수평에 가깝

게 넓게 벌어지다가 완만하게 꺾여 구연까지 직립하며, 이전 

형식과 비교하여 입지름이 넓고 높이가 낮다. 굽은 내경하는 

다리굽이다. 잔 외면에 철화로 동일한 형태의 초문草文을 반

복하여 장식하고, 구연부 아래에 한 줄의 음각선을 돌렸다. 

태토胎土는 정선되었고, 고르게 시유된 유약은 대부분 황갈

색을 띠며 빙렬氷裂이 있다. 구연 일부가 파손되었으며, 닦아

낸 접지면 세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257 청자철화초문잔 

Ⅲ-d-초문-잔, 22908

높이: 6.2cm, 입지름: 10.1cm, 굽높이: 0.5cm, 굽지름: 4.0cm

철화기법으로 잎무늬를 장식한 잔이다. 굽에서 수평에 가깝

게 넓게 벌어지다가 완만하게 꺾여 구연까지 직립하며, 앞의 

잔들과 비교하여 입지름이 넓고 높이가 낮다. 굽은 내경하는 

다리굽이다. 잔 외면에 철화로 동일한 형태의 초문草文을 반

복하여 장식하였고, 구연부 아래 한 줄의 음각선을 돌렸다. 

태토胎土는 사립과 검은 점이 확인되며, 유약은 고르게 시유

되었다. 기물 안쪽에 이물질이 떨어졌으며, 닦아낸 접지면 세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255 청자철화초문잔뚜껑 

Ⅲ-B-d-초문-뚜껑, 726

높이: 1.8cm, 입지름: 10.0cm

철화기법으로 잎무늬를 장식한 잔뚜껑이다. 상면上面이 완

만한 곡선을 그리며 올라가고, 뚜껑 가장자리에서 전이 수평

으로 벌어졌으며, 잔과 맞물리는 부분은 예리하게 정돈되었

다. 뚜껑 윗면에 철화로 넝쿨형태의 초문草文을 장식하였다. 

태토胎土는 정선되었고 황갈색을 띠는 유약은 안쪽 대부분

에 시유되지 않았다. 뚜껑 내면에 내화토빚음 받침을 사용한 

흔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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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청자철화초문잔뚜껑 

Ⅲ-A-d-초문-뚜껑, 2938

높이: 2.0cm, 입지름: 11.6cm

철화기법으로 잎무늬를 장식한 잔뚜껑이다. 상면上面이 완

만한 곡선을 그리며 올라가고, 뚜껑 가장자리에서 전이 수평

으로 벌어졌으며, 잔과 맞물리는 부분은 예리하게 정돈되었

다. 뚜껑 윗면에 동일한 형태의 초문草文을 돌려 대칭으로 장

식하였다. 유태釉胎는 거친 편으로 상면에만 시유된 유약은 

대부분 황갈색을 띠며 빙렬氷裂이 있다. 전과 맞물리는 부분 

일부가 파손되었으며, 뚜껑 내면에 내화토빚음 받침을 사용

한 흔적이 있다. 

259 청자철화초문잔뚜껑 

Ⅲ-B-d-초문-뚜껑, 4961

높이: 2.7cm, 입지름: 11.1cm

철화기법으로 잎무늬를 장식한 잔뚜껑이다. 상면上面은 둥

글고 중앙은 오목한 형태로, 뚜껑 가장자리에서 전이 수평으

로 벌어졌으며, 잔과 맞물리는 부분은 예리하게 정돈되었다. 

뚜껑 윗면에 동일한 형태의 초문草文을 돌려 대칭으로 장식

하였다. 태토胎土는 사립과 검은 점이 확인되며, 유약은 고르

게 시유되었다. 전과 맞물리는 부분 일부가 파손되었으며, 뚜

껑 내면에 내화토빚음 받침을 사용한 흔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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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261 청자음각선문합 

Ⅰ-A-b-선문①-뚜껑, 20866, 높이: 3.9cm, 입지름: 6.5cm

Ⅰ-A-b-선문①-합신, 20867, 높이: 2.7cm, 입지름: 5.3cm, 굽지름: 

4.0cm 

뚜껑과 몸체 전면을 음각으로 시문한 합이다. 뚜껑은 윗면 

중앙이 돌출되어 단이 지고, 약간의 경사를 이루며 가장자리

로 이어지다 수직으로 꺾여 접지면으로 떨어지는 형태이다. 

몸체는 뚜껑과 맞물리는 구연에서 수직으로 내려오다 꺾여 

경사를 이루며 바닥면 가장자리까지 이어진다. 뚜껑과 몸체

가 잘 맞물리며, 굽은 평저이다. 뚜껑의 돌출된 윗면에는 음

각선이 방사선 형태로 장식되었다. 경사진 부분에도 음각선

이 비교적 촘촘하게 시문되며, 측면에 둥근 곡선들이 기물을 

돌아가며 음각되어 있다. 다섯 개의 둥근 곡선은 뚜껑과 몸

체에 절반씩 장식되어 이어진다. 유약이 내외면 전체에 시유

되었으며, 유색은 양호하다. 맞물리는 부분의 유약을 깨끗이 

닦아내고 내화토빚음을 받쳐 뚜껑을 얹은 상태로 구웠다. 접

지면의 유약을 닦아내고 내화토빚음을 세 곳에 받쳐 구웠다.

 

 
7)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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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263 청자음각선문합 

Ⅰ-A-b-선문①-뚜껑, 20868, 높이: 4.4cm, 입지름: 6.8cm

Ⅰ-A-b-선문①-합신, 20869, 높이: 3.3cm, 입지름: 5.7cm, 굽지름: 

3.8cm 

뚜껑과 몸체 전면을 음각으로 시문한 합이다. 뚜껑은 윗면 중

앙이 비교적 넓게 돌출되어 단이 지고, 경사를 이루며 가장자

리로 이어지다 수직으로 꺾여 접지면으로 떨어지는 형태이

다. 몸체는 뚜껑과 맞물리는 구연에서 수직으로 내려오다 꺾

여 경사를 이루며 바닥면 가장자리까지 이어진다. 뚜껑은 원

형인 것에 비하여 몸체는 타원 형태를 보이고 있어 측면에 시

문된 무늬를 맞추어 결합을 시켜야 덮을 수 있다. 굽은 평저

이다. 뚜껑의 돌출된 윗면에는 음각선이 방사선 형태로 시문

되었다. 경사진 부분에도 음각선이 비교적 촘촘하게 시문되

며, 측면에 둥근 곡선들이 기물을 돌아가며 음각되어 있다. 

다섯 개의 둥근 곡선은 뚜껑과 몸체에 절반씩 장식되어 서로 

이어진다. 유약이 내외면 전체에 시유되었으며, 유색은 양호

하다. 전체에 빙렬氷裂이 있으며 맞물리는 부분의 유약을 닦

아내고 내화토빚음을 받쳐 뚜껑을 얹은 상태로 구웠다. 접지

면의 유약을 닦아내고 내화토빚음을 네 곳에 받쳐 구웠다.

 

264 265 청자음각선문합 

Ⅰ-A-b-선문①-뚜껑, 20872, 높이: 4.5cm, 입지름: 6.4cm 

Ⅰ-A-b-선문①-합신, 20873, 높이: 3.4cm, 입지름: 5.4cm, 굽지름: 

3.3cm  

뚜껑과 몸체 전면을 음각으로 시문한 합이다. 뚜껑은 윗면 중

앙이 돌출되어 단이 지고, 약간의 경사를 이루며 가장자리로 

이어지다 수직으로 꺾여 접지면으로 떨어지는 형태이다. 몸

체는 뚜껑과 맞물리는 구연에서 수직으로 내려오다 꺾여 경

사를 이루며 바닥면 가장자리까지 이어진다. 뚜껑과 몸체가 

잘 맞물린다. 굽은 평저이다. 뚜껑의 돌출된 윗면에는 음각

선이 방사선 형태로 촘촘히 시문되었다. 경사진 부분에도 음

각선이 비교적 촘촘하게 시문되며, 측면에 둥근 곡선들이 기

물을 돌아가며 음각되어 있다. 다섯 개의 둥근 곡선은 뚜껑

과 몸체에 절반씩 장식되어 서로 이어진다. 유약이 내외면 전

체에 시유되었으며, 유색은 양호하다. 맞물리는 부분의 유약

을 깨끗이 닦아내고 내화토빚음을 받쳐 뚜껑을 얹은 상태로 

구웠다. 접지면의 유약을 닦아내고 내화토빚음을 세 곳에 받

쳐 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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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267 청자음각선문합 

Ⅰ-A-b-선문①-뚜껑, 20882, 높이: 4.1cm, 입지름: 6.6cm 

Ⅰ-A-b-선문①-합신, 20883, 높이: 3.0cm, 입지름: 5.1cm, 굽지름: 

3.6cm  

뚜껑과 몸체 전면을 음각으로 시문한 합이다. 뚜껑은 윗면 중

앙이 돌출되어 단이 지고, 약간의 경사를 이루며 가장자리로 

이어지다 수직으로 꺾여 접지면으로 떨어지는 형태이다. 몸

체는 뚜껑과 맞물리는 구연에서 수직으로 내려오다 꺾여 경

사를 이루며 바닥면 가장자리까지 이어진다. 뚜껑과 몸체가 

잘 맞물린다. 굽은 평저이다. 뚜껑의 돌출된 윗면에는 음각선

이 방사선 형태로 장식되었다. 경사진 부분에도 음각선이 비

교적 촘촘하게 시문되며, 측면에 둥근 곡선들이 기물을 돌아

가며 음각되어 있다. 다섯 개의 둥근 곡선은 뚜껑과 몸체에 

절반씩 장식되어 서로 이어진다. 유약이 내외면 전체에 시유

되었으며, 유색은 양호하다. 맞물리는 부분의 유약을 깨끗이 

닦아내고 내화토빚음을 받쳐 뚜껑을 얹은 상태로 구웠다. 접

지면의 유약을 닦아내고 내화토빚음을 세 곳에 받쳐 구웠다. 

268 269 청자음각화문합 

Ⅰ-A-b-화문①-뚜껑, 20886, 높이: 2.1cm, 입지름: 6.3cm

Ⅰ-A-b-화문①-합신, 20887, 높이: 3.0cm, 입지름: 5.4cm, 굽지름: 

3.5cm

뚜껑과 몸체 전면을 음각으로 시문한 합이다. 뚜껑은 윗면 중

앙이 돌출되어 단이 지고, 수평하게 가장자리로 이어지다 수

직으로 꺾여 접지면으로 떨어지는 형태이다. 몸체는 뚜껑과  

맞물리는 구연에서 수직으로 바닥면 가장자리까지 이어진

다. 뚜껑과 몸체가 잘 맞물린다. 굽은 평저이다. 뚜껑의 돌출

된 윗면에는 다섯 장의 잎이 달린 꽃이 장식되었다. 측면에는 

둥근 곡선을 돌아가며 음각하였다. 다섯 개의 둥근 곡선은 뚜

껑과 몸체에 절반씩 장식되어 서로 이어진다. 유약이 내외면 

전체에 시유되었으며, 유색이 양호하다. 전체에 빙렬氷裂이 

있다. 맞물리는 부분의 유약을 닦아내고 내화토빚음을 받쳐 

뚜껑을 얹은 상태로 구웠다. 접지면 전체의 유약을 닦아내고 

내화토빚음을 세 곳에 받쳐 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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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271 청자음각선문합 

Ⅰ-B-b-선문①-뚜껑, 20856, 높이: 4.2cm, 입지름: 6.4cm

Ⅰ-B-b-선문①-합신, 20857, 높이: 3.2cm, 입지름: 5.3cm, 굽지름: 

3.7cm  

뚜껑과 몸체 전면을 음각으로 시문한 합이다. 뚜껑은 윗면 중

앙이 곡면 형태로 오목하게 들어가 있다. 곡면 외부에서 경

사를 이루며 가장자리로 이어지다 수직으로 꺾여 접지면으

로 떨어지는 형태이다. 몸체는 뚜껑과 맞물리는 구연에서 수

직으로 내려오다 꺾여 경사를 이루며 바닥면 가장자리까지 

이어진다. 뚜껑과 몸체가 잘 맞물린다. 굽은 평저이다. 뚜껑

의 윗면 중앙에는 음각선이 방사선 형태로 장식되었다. 경사

진 부분에도 음각선이 비교적 촘촘하게 시문되며, 측면에 둥

근 곡선들이 기물을 돌아가며 음각되어 있다. 모두 다섯 개

의 둥근 곡선은 뚜껑과 몸체에 절반씩 시문되어 서로 이어진

다. 둥근 곡선이 네 개는 크고 한 개는 작게 시문되어 측면을 

꽉 채우고 있다. 유약이 내외면 전체에 시유되었으며, 유색은 

양호하다. 전체에 빙렬氷裂이 있다. 맞물리는 부분의 유약을 

닦아내고 내화토빚음을 받쳐 뚜껑을 얹은 상태로 구웠다. 접

지면 부분에 유약을 살짝 닦아내고 내화토빚음을 네 곳에 받

쳐 구웠다.

272 273 청자음각선문합 

Ⅰ-B-b-선문①-뚜껑, 20858, 높이: 4.3cm, 입지름: 6.6cm 

Ⅰ-B-b-선문①-합신, 20859, 높이: 3.0cm, 입지름: 5.5cm, 굽지름: 

3.4cm 

뚜껑과 몸체 전면을 음각으로 시문한 합이다. 뚜껑은 윗면 중

앙이 곡면 형태로 오목하게 들어 있다. 곡면 외부에서 경사를 

이루며 가장자리로 이어지다 수직으로 꺾여 접지면으로 떨

어지는 형태이다. 몸체는 뚜껑과 맞물리는 구연에서 수직으

로 내려오다 꺾여 경사를 이루며 바닥면 가장자리까지 이어

진다. 뚜껑과 몸체가 잘 맞물린다. 굽은 평저이다. 뚜껑의 윗

면 중앙에는 음각선이 방사선 형태로 장식되었다. 경사진 부

분에도 음각선이 비교적 촘촘하게 시문되며, 측면에 둥근 곡

선들이 기물을 돌아가며 음각되어 있다. 다섯 개의 둥근 곡선

은 뚜껑과 몸체에 절반씩 시문되어 서로 이어진다. 유약이 내

외면 전체에 시유되었으며, 유색은 양호하다. 전체에 빙렬氷

裂이 있다. 맞물리는 부분의 유약을 닦아내고 내화토빚음을 

받쳐 뚜껑을 얹은 상태로 구웠다. 접지면의 유약을 살짝 닦아

내고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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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275 청자음각선문합 

Ⅰ-B-b-선문①-뚜껑, 20860, 높이: 4.5cm, 입지름: 6.6cm

Ⅰ-B-b-선문①-합신, 20861, 높이: 3.2cm, 입지름: 5.4cm, 굽지름: 

3.6cm 

뚜껑과 몸체 전면을 음각으로 시문한 합이다. 뚜껑은 윗면 중

앙이 곡면 형태로 오목하게 들어가 있다. 곡면 외부에서 경

사를 이루며 가장자리로 이어지다 수직으로 꺾여 접지면으

로 떨어지는 형태이다. 몸체는 뚜껑과 맞물리는 구연에서 수

직으로 내려오다 꺾여 경사를 이루며 바닥면 가장자리까지 

이어진다. 뚜껑과 몸체가 잘 맞물린다. 굽은 평저이다. 뚜껑

의 윗면 중앙에는 음각선이 방사선 형태로 장식되었다. 경사

진 부분에도 음각선이 비교적 촘촘하게 시문되며, 측면에 둥

근 곡선들이 기물을 돌아가며 음각되어 있다. 다섯 개의 둥근 

곡선은 뚜껑과 몸체에 절반씩 시문되어 서로 이어진다. 유약

이 내외면 전체에 시유되었으며, 유색은 양호하다. 전체에 빙

렬氷裂이 있다. 맞물리는 부분의 유약을 깨끗이 닦아내지 않

고  내화토빚음을 받쳐 뚜껑을 얹은 상태로 구웠다. 접지면 

부분에 유약을 닦아내고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276 277 청자음각선문합 

Ⅰ-B-b-선문①-뚜껑, 20862, 높이: 4.2cm, 입지름: 6.0cm 

Ⅰ-B-b-선문①-합신, 20863, 높이: 2.9cm, 입지름: 5.4cm, 굽지름: 

3.6cm 

뚜껑과 몸체 전면을 음각으로 시문한 합이다. 뚜껑은 윗면 중

앙이 곡면이다. 곡면 외부에서 경사를 이루며 가장자리로 이

어지다 수직으로 꺾여 접지면으로 떨어지는 형태이다. 몸체

는 뚜껑과 맞물리는 구연에서 수직으로 이어지다 꺾여 경사

를 이루며 바닥면 가장자리까지 이어진다. 뚜껑과 몸체가 잘 

맞물린다. 굽은 평저이다. 뚜껑의 윗면 중앙에는 음각선이 방

사선 형태로 시문되었다. 경사진 부분에도 음각선이 비교적 

촘촘하게 시문되며, 측면에 둥근 곡선들이 기물을 돌아가며 

음각되어 있다. 네 개의 둥근 곡선은 뚜껑과 몸체에 절반씩 

시문되어 서로 이어진다. 유약이 내외면 전체에 시유되었으

며, 유색은 양호하다. 전체에 빙렬氷裂이 있다. 맞물리는 부

분의 유약을 깨끗이 닦아내지 않고 내화토빚음을 받쳐 뚜껑

을 얹은 상태로 구웠다. 접지면 부분에 유약을 깨끗이 닦아내

고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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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279 청자음각선문합 

Ⅰ-B-b-선문①-뚜껑, 20864, 높이: 4.2cm, 입지름: 6.4cm 

Ⅰ-B-b-선문①-합신, 20865, 높이: 2.9cm, 입지름: 5.3cm, 굽지름: 

3.5cm

뚜껑과 몸체 전면을 음각으로 시문한 합이다. 뚜껑은 윗면 중

앙이 곡면이다. 곡면 외부에서 경사를 이루며 가장자리로 이

어지다 수직으로 꺾여 접지면으로 떨어지는 형태이다. 몸체

는 뚜껑과 맞물리는 구연에서 수직으로 내려오다 꺾여 경사

를 이루며 바닥면 가장자리까지 이어진다. 뚜껑과 몸체가 잘 

맞물린다. 굽은 평저이다. 뚜껑의 윗면 중앙에는 음각선이 방

사선 형태로 시문되었다. 경사진 부분에도 음각선이 비교적 

촘촘하게 시문되며, 측면에 둥근 곡선들이 기물을 돌아가며 

음각되어 있다. 다섯 개의 둥근 곡선은 뚜껑과 몸체에 절반씩 

시문되어 서로 이어진다. 유약이 내외면 전체에 시유되었으

며, 유색은 양호하다. 전체에 빙렬氷裂이 있다. 맞물리는 부

분의 유약을 깨끗이 닦아내지 않고 내화토빚음을 받쳐 뚜껑

을 얹은 상태로 구웠다. 접지면 부분에 유약을 깨끗이 닦아내

고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280 281 청자음각선문합 

Ⅰ-B-b-선문①-뚜껑, 20878, 높이: 4.3cm, 입지름: 6.6cm 

Ⅰ-B-b-선문①-합신, 20879, 높이: 3.1cm, 입지름: 5.4cm, 굽지름: 

3.5cm 

뚜껑과 몸체 전면을 음각으로 시문한 합이다. 뚜껑은 윗면 중

앙이 곡면이다. 곡면 외부에서 경사를 이루며 가장자리로 이

어지다 수직으로 꺾여 접지면으로 떨어지는 형태이다. 몸체

는 뚜껑과 맞물리는 구연에서 수직으로 이어지다 꺾여 경사

를 이루며 바닥면 가장자리까지 이어진다. 뚜껑과 몸체가 잘 

맞물린다. 굽은 평저이다. 뚜껑의 윗면 중앙에는 음각선이 방

사선 형태로 시문되었다. 경사진 부분에도 음각선이 비교적 

촘촘하게 시문되며, 측면에 둥근 곡선들이 기물을 돌아가며 

음각되어 있다. 다섯 개의 둥근 곡선은 뚜껑과 몸체에 절반씩 

시문되어 서로 이어진다. 유약이 내외면 전체에 시유되었으

며, 유색은 양호하다. 전체에 빙렬氷裂이 있다. 맞물리는 부

분의 유약을 깨끗이 닦아내지 않고 내화토빚음을 받쳐 뚜껑

을 얹은 상태로 구웠다. 접지면의 유약을 닦아내고 내화토빚

음을 받쳐 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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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283 청자음각선문합 

Ⅰ-B-b-선문②-뚜껑, 20852, 높이: 4.5cm, 입지름: 6.4cm 

Ⅰ-B-b-선문②-합신, 20853, 높이: 3.1cm, 입지름: 5.6cm, 굽지름: 

4.2cm 

뚜껑과 몸체 전면을 음각으로 시문한 합이다. 뚜껑은 윗면 중

앙이 곡면이다. 곡면 외부에서 경사를 이루며 가장자리로 이

어지다 수직으로 꺾여 접지면으로 떨어지는 형태이다. 몸체

는 뚜껑과 맞물리는 구연에서 수직으로 내려오다 꺾여 경사

를 이루며 바닥면 가장자리까지 이어진다. 뚜껑과 몸체가 잘 

맞물린다. 굽은 평저이다. 뚜껑의 윗면 중심부에서부터 가장 

자리까지 이어진 방사선 형태의 음각선이 시문되었다. 측면

에 둥근 곡선들이 기물을 돌아가며 음각되어 있다. 다섯 개

의 둥근 곡선은 뚜껑과 몸체에 절반씩 시문되어 서로 이어진

다. 네 개의 둥근 곡선과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한 개의 둥

근 곡선이 간격을 두고 시문되었다. 유약이 내외면 전체에 시

유되었으며, 유색은 양호하다. 전체에 빙렬氷裂이 있다. 뚜껑

과 몸체가 맞물리는 부분의 유약을 깨끗이 닦아내고 내화토

빚음을 받쳐 뚜껑을 얹은 상태로 구웠다. 접지면 부분에 유약

을 닦아내고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284 285 청자음각선문합  

Ⅰ-B-b-선문②-뚜껑, 20854, 높이: 4.2cm, 입지름: 6.5cm  

Ⅰ-B-b-선문②-합신, 20855, 높이: 2.9cm, 입지름: 5.4cm, 굽지름: 

3.9cm

뚜껑과 몸체 전면을 음각으로 시문한 합이다. 뚜껑은 윗면 중

앙이 곡면이다. 곡면 외부에서 경사를 이루며 가장자리로 이

어지다 수직으로 꺾여 접지면으로 떨어지는 형태이다. 몸체

는 뚜껑과 몸체가 맞물리는 구연에서 수직으로 내려오다 꺾

여 경사를 이루며 바닥면 가장자리까지 이어진다. 뚜껑과 몸

체가 잘 맞물린다. 굽은 평저이다. 뚜껑의 윗면 중심부에서부

터 가장 자리까지 방사선 형태로 이어진 음각선이 시문되었

다. 측면에 둥근 곡선들이 기물을 돌아가며 음각되어 있다. 

다섯 개의 둥근 곡선은 뚜껑과 몸체에 절반씩 시문되어 서로 

이어진다. 네 개의 둥근 곡선과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한 

개의 둥근 곡선이 간격을 두고 시문되었다. 유약이 내외면 전

체에 시유되었으며, 유색은 양호하다. 전체에 빙렬氷裂이 있

다. 맞물리는 부분의 유약을 깨끗이 닦아내고 내화토빚음을 

받쳐 뚜껑을 얹은 상태로 구웠다. 접지면 부분에 유약을 닦아

내고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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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287 청자음각선문합   

Ⅰ-B-b-선문②-뚜껑, 20874, 높이: 4.2cm, 입지름: 6.3cm

Ⅰ-B-b-선문②-합신, 20875, 높이: 2.8cm, 입지름: 5.1cm, 굽지름: 

3.3cm 

뚜껑과 몸체 전면을 음각으로 시문한 합이다. 뚜껑은 윗면 중

앙이 곡면이다. 곡면 외부에서 경사를 이루며 가장자리로 이

어지다 수직으로 꺾여 접지면으로 떨어지는 형태이다. 몸체

는 뚜껑과 맞물리는 구연에서 수직으로 내려오다 꺾여 경사

를 이루며 바닥면 가장자리까지 이어진다. 뚜껑과 몸체가 잘 

맞물린다. 굽은 평저이다. 뚜껑의 윗면 중심부에서부터 가장 

자리까지 방사선 형태로 이어진 음각선이 시문되었다. 측면

에 둥근 곡선들이 기물을 돌아가며 음각되어 있다. 네 개의 

둥근 곡선은 뚜껑과 몸체에 절반씩 시문되어 서로 이어진다. 

유약이 내외면 전체에 시유되었으며, 유색은 양호하다. 전체

에 빙렬氷裂이 있다. 맞물리는 부분의 유약을 깨끗이 닦아내

고 내화토빚음을 받쳐 뚜껑을 얹은 상태로 구웠다. 접지면 부

분에 유약을 닦아내고 내화토빚음을 세 곳에 받쳐 구웠다.

288 289 청자음각선문합   

Ⅰ-B-b-선문②-뚜껑, 20880, 높이: 1.9cm, 입지름: 6.1cm

Ⅰ-B-b-선문②-합신, 20881, 높이: 2.4cm, 입지름: 5.1cm, 입지름: 

5.1cm

뚜껑과 몸체 전면을 음각으로 시문한 합이다. 뚜껑은 윗면 중

앙이 곡면이다. 곡면 외부에서 경사를 이루며 가장자리로 이

어지다 수직으로 꺾여 접지면으로 이어지는 형태이다. 몸체

는 뚜껑과 맞물리는 구연에서 수직으로 내려오다 꺾여 경사

를 이루며 바닥면 가장자리까지 이어진다. 뚜껑과 몸체가 잘 

맞물린다. 굽은 평저이다. 뚜껑의 윗면 중심부에서부터 가장 

자리까지 방사선 형태로 이어진 음각선이 시문되었다. 측면

에 둥근 곡선들이 기물을 돌아가며 음각되어 있다. 다섯 개

의 둥근 곡선은 뚜껑과 몸체에 절반씩 시문되어 있는데 문양

이 정확하게 이어지지 않는다. 유약이 내외면 전체에 시유되

었으며, 유색은 양호하다. 전체에 빙렬氷裂이 있다. 맞물리는 

부분의 유약을 깨끗이 닦아내고 내화토빚음을 받쳐 뚜껑을 

얹은 상태로 구웠다. 접지면의 유약을 닦지 않고 내화토빚음

을 세 곳에 받쳐 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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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291 청자음각화문합   

Ⅰ-B-b-화문②-뚜껑, 20876, 높이: 4.4cm, 입지름: 6.4cm 

Ⅰ-B-b-화문②-합신, 20877, 높이: 3.1cm, 입지름: 5.5cm, 굽지름: 

3.2cm

뚜껑과 몸체 전면을 음각으로 시문한 합이다. 뚜껑은 윗면 중

앙이 곡면이다. 곡면 외부에서 경사를 이루며 가장자리로 이

어지다 수직으로 꺾여 접지면으로 떨어지는 형태이다. 몸체

는 뚜껑과 맞물리는 구연에서 수직으로 내려오다 꺾여 경사

를 이루며 바닥면 가장자리까지 이어진다. 뚜껑과 몸체가 잘 

맞물린다. 굽은 평저이다. 뚜껑 윗면에는 9장의 잎이 달린 꽃

문양이 시문되었다. 꽃잎마다 짧은 음각선을 시문하였다. 측

면에 둥근 곡선들이 기물을 돌아가며 음각되어 있다. 네 개의 

둥근 곡선은 뚜껑과 몸체에 절반씩 시문되어 있는데 문양이 

정확하게 이어진다. 유약이 내외면 전체에 시유되었으며, 유

색은 양호하다. 전체에 빙렬氷裂이 있다. 맞물리는 부분의 유

약을 깨끗이 닦아내고 내화토빚음을 받쳐 뚜껑을 얹은 상태

로 구웠다. 접지면의 유약을 닦아내고 내화토빚음을 세 곳에 

받쳐 구웠다.

292 293 청자음각화문합   

Ⅰ-B-b-화문②-뚜껑, 20884, 높이: 4.3cm, 입지름: 6.4cm 

Ⅰ-B-b-화문②-합신, 20885, 높이: 2.8cm, 입지름: 5.3cm, 굽지름: 

3.7cm 

뚜껑과 몸체 전면을 음각으로 시문한 합이다. 뚜껑은 윗면 중

앙이 곡면이다. 곡면 외부에서 경사를 이루며 가장자리로 이

어지다 수직으로 꺾여 접지면으로 떨어지는 형태이다. 몸체

는 뚜껑과 맞물리는 구연에서 수직으로 내려오다 꺾여 경사

를 이루며 바닥면 가장자리까지 이어진다. 뚜껑과 몸체가 잘 

맞물린다. 굽은 평저이다. 뚜껑 윗면에는 8장의 잎이 달린 꽃

문양이 시문되었다. 꽃잎마다 빗 형태의 도구를 사용하여 음

각선을 시문하였다. 측면에 둥근 곡선들이 기물을 돌아가며 

음각되어 있다. 다섯 개의 둥근 곡선은 뚜껑과 몸체에 절반씩 

시문되어 있는데 문양이 정확하게 이어진다. 유약이 내외면 

전체에 시유되었으며, 유색은 양호하다. 뚜껑과 몸체가 맞물

리는 부분의 유약을 깨끗이 닦아내고 내화토빚음을 받쳐 뚜

껑을 얹은 상태로 구웠다. 접지면의 유약을 닦아내고 내화토

빚음을 세 곳에 받쳐 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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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295 청자음각호문합  

Ⅱ-C-b-호문-뚜껑, 5081, 높이: 1.7cm, 입지름: 7.7cm 

Ⅱ-C-b-호문-합신, 5082, 높이: 2.3cm, 입지름: 7.4cm, 굽지름: 

3.3cm 

뚜껑과 몸체 전면을 음각으로 시문한 합이다. 뚜껑의 상면은 

편평하고 구연부로 사선을 이루며 내려가다 단이 지며 수직

으로 꺾여 접지면으로 떨어지는 형태이다. 몸체의 구연부에

는 뚜껑을 얹을 수 있도록 0.3cm 정도로 턱이 있고, 수직으로 

내려오다 단이 지고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바닥면 가장자리

까지 이어진다. 굽은 안굽이다. 뚜껑 상면 중앙은 무문이고, 

그 주변에 사선을 이루며 내려가는 부분과 수직으로 꺾인 측

면 모두에 음각선을 촘촘히 시문하였다. 몸체 외측면의 돌출

된 부분에는 세로로 깊은 음각선을 시문하여 골을 낸 것처럼 

표현되었다. 경사가 지며 굽으로 이어지는 부분은 무문이다. 

전면에 시유하였으나 턱 부분은 노태되어 있다. 턱 부분 다섯 

곳에 내화토빚음 받침 흔적이 있다. 빙열이 있고, 유약을 두

텁게 시유하였다. 접지면의 유약을 살짝 닦아내고 세 곳에 내

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296 백자호문합신 

Ⅱ-c-호문-합신, 11849, 높이: 2.3cm, 입지름: 5.7cm, 굽지름: 4.5cm

뚜껑은 유실되고, 몸체만 남아있다. 구연부에는 뚜껑을 얹을 

수 있도록 0.3cm 정도로 턱이 있고, 수직으로 떨어지다 꺾여 

경사를 이루며 바닥면 가장자리까지 이어진다. 굽은 평저이

다. 외측면에 세로로 촘촘히 골을 내고, 경사가 지며 저부로 

이어지는 부분에도 외측면과 같이 표현하였다. 전면에 시유

하였으나 턱 부분은 노태되어 있다. 턱 부분 여덟 곳에 내화

토빚음 받침 흔적이 있다. 전면에 빙렬氷裂이 있고, 담청색 

유약을 시유하였다. 굽 접지면의 유약을 닦아내지 않고 일곱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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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청자합신 

Ⅱ-a-합신, 5192, 높이: 2.7cm, 입지름: 7.5cm, 굽높이: 0.2cm, 굽지

름: 3.5cm

뚜껑은 유실되고, 몸체만 남아있다. 구연부에는 뚜껑을 얹을 

수 있도록 지름 0.5cm 정도로 턱이 있고, 수직으로 이어지다 

단을 이루며 돌출된 부분에서 꺾여 경사를 이루며 바닥면 가

장자리까지 이어진다. 굽은 안굽이다. 턱 부분 일곱 곳에 내

화토빚음받침 흔적이 있다. 유약을 두텁게 시유하였고, 유색

이 어둡다. 굽 접지면의 유약을 닦아내고 세 곳에 내화토빚음

을 받친 흔적이 남아 있다.

298 청자합뚜껑 

Ⅱ-C-a-뚜껑, 11835, 높이: 2.0cm, 입지름: 7.8cm 

뚜껑의 윗면이 편평하고 구연부로 사선을 이루며 내려가다 

단이 지며 수직으로 꺾여 접지면으로 이어진다. 무문으로 구

연 일부가 손실되었다. 빙렬氷裂이 있으며, 유색이 양호하지 

못하다. 구연에 내화토빚음 받침 흔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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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청자유병 

Ⅰ-a, 12404

높이: 5.2cm, 입지름: 2.7cm, 굽높이: 0.4cm, 굽지름: 3.8cm 

동체 중앙이 팽만한 유병이다. 반구형盤口形 구연을 가지며 

수직으로 꺾여 짧고 좁은 목으로 이어진다. 동체는 중앙에서 

최대로 부풀었으며, 다리굽으로 이어진다. 태토胎土는 정선

된 편이며, 고르게 시유된 유약은 황갈색을 띠며 빙렬氷裂이 

있다. 닦아낸 접지면 세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300 청자유병 

Ⅰ-a, 19222

높이: 4.8cm, 입지름: 2.5cm, 굽높이: 0.1cm, 굽지름: 3.1cm 

동체 중앙이 팽만한 유병이다. 반구형盤口形 구연을 가지며 

수직으로 꺾여 짧은 목으로 이어진다. 둥근 동체는 중앙에서 

최대로 부풀었으며, 내경하는 낮은 다리굽으로 이어진다. 태

토胎土는 정선된 편이며, 고르게 시유된 유약은 부분적으로 

황갈색을 띠며 빙렬氷裂이 있다. 접지면 세 곳에 내화토빚음

을 받쳐 구웠다.

 
8) 유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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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청자유병 

Ⅱ-a, 11842

높이: 6.8cm, 입지름: 2.8cm, 굽높이: 0.2cm, 굽지름: 3.0cm 

동체 하부가 팽만된 유병이다. 반구형盤口形 구연을 가지며 

사선으로 꺾여 목부분이 거의 없이 동체부로 이어진다. 동체

는 부드럽게 벌어지다가 하부에서 최대로 벌어졌으며, 내경

하는 낮은 다리굽으로 이어진다. 황갈색을 띠는 유약은 뭉치

거나 잘 시유되지 않아서, 거칠고 사립과 검은 점이 확인되

는 태토胎土가 일부 노태露胎되었다. 접지면 세 곳에 내화토

빚음을 받쳐 구웠다.

302 청자유병 

Ⅱ-a, 12741

높이: 7.0cm, 입지름: 3.0cm, 굽높이: 0.2cm, 굽지름: 3.0cm 

동체 하부가 팽만된 유병이다. 반구형盤口形 구연을 가지며 

수직으로 꺾여 목으로 이어진다. 동체는 사선에 가깝게 벌어

지다가 하부에서 최대로 벌어졌으며, 낮은 내경하는 다리굽

으로 이어진다. 어두운 색을 띠는 유약은 잘 시유되지 않아

서, 거칠고 사립이 확인되는 태토胎土가 일부 노태露胎되었

다. 접지면 세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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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청자유병 

Ⅱ-a, 12742

높이: 7.4cm, 입지름: 3.2cm, 굽높이: 0.3cm, 굽지름: 3.1cm 

동체 하부가 팽만된 유병이다. 반구형盤口形 구연을 가지며 

강하게 눌리듯 수직으로 꺾여 목으로 이어진다. 동체는 부드

럽게 벌어지다가 하부에서 최대로 벌어졌으며, 내경하는 낮

은 다리굽으로 이어진다. 회색을 띠는 유약은 잘 시유되지 

않아서, 거칠고 사립과 검은 점이 확인되는 태토胎土가 일부 

노태露胎되었다. 접지면 세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304 청자유병 

Ⅱ-a, 12743

높이: 7.1cm, 입지름: 3.0cm, 굽높이: 0.2cm, 굽지름: 3.1cm 

동체 하부가 팽만된 유병이다. 반구형盤口形 구연을 가지며 

수직으로 꺾여 목으로 이어진다. 동체는 부드럽게 벌어지다

가 하부에서 최대로 벌어졌으며, 낮은 내경하는 다리굽으로 

이어진다. 황갈색을 띠는 유약은 잘 시유되지 않아서, 거칠

고 사립과 검은 점이 확인되는 태토胎土가 일부 노태露胎되

었다. 접지면 세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305 청자유병 

Ⅱ-a, 12744

높이: 7.3cm, 입지름: 3.1cm, 굽높이: 0.2cm, 굽지름: 2.7cm 

동체 하부가 팽만된 유병이다. 반구형盤口形 구연을 가지며 

사선으로 꺾여 목부분이 거의 없이 동체부로 이어진다. 동체

는 부드럽게 벌어지다가 하부에서 최대로 벌어졌으며, 내경

하는 낮은 다리굽으로 이어진다. 어두운 색을 띠는 유약은 

잘 시유되지 않아서, 거칠고 사립과 검은 점이 확인되는 태

토胎土가 일부 노태露胎되었다. 접지면 세 곳에 내화토빚음

을 받쳐 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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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청자유병 

Ⅱ-a, 12745

높이: 7.1cm, 입지름: 2.9cm, 굽높이: 0.2cm, 굽지름: 3.1cm 

동체 하부가 팽만된 유병이다. 반구형盤口形 구연을 가지며 

수직으로 꺾여 목으로 이어진다. 동체는 부드럽게 벌어지다

가 하부에서 최대로 벌어졌으며, 낮은 내경하는 다리굽으로 

이어진다. 황갈색을 띠는 유약은 뭉쳤으며 잘 시유되지 않아

서, 거칠고 사립과 검은 점이 확인되는 태토胎土가 일부 노

태露胎되었다. 접지면 세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307 청자유병 

Ⅱ-a, 12746

높이: 6.8cm, 입지름: 2.9cm, 굽높이: 0.1cm, 굽지름: 2.9cm 

동체 하부가 팽만된 유병이다. 반구형盤口形 구연을 가지며 

수직으로 꺾여 목으로 이어진다. 동체는 부드럽게 벌어지다

가 하부에서 최대로 벌어졌으며, 낮은 내경하는 다리굽으로 

이어진다. 황갈색을 띠는 유약은 뭉치거나 잘 시유되지 않아

서, 거칠고 사립과 검은 점이 확인되는 태토胎土가 일부 노

태露胎되었다. 접지면 세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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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309 청자유개소호

뚜껑, 8884, 높이: 2.9cm, 입지름: 8.2cm 

소호, 8885, 높이: 9.2cm, 입지름: 7.0cm, 굽높이: 0.5cm, 굽지름: 3.9cm

뚜껑은 둥근 상면의 중앙에 직경이 2.0cm 가량의 원통형 손

잡이가 있고 수평으로 가장자리까지 이어지다 수직으로 꺾

여 아래에는 길이 0.6cm 가량의 맞물리는 부분이 있다. 수비

가 잘되지 않아 태토가 거칠고, 윗면에만 두텁게 시유가 되

었으며 유약이 뭉치고 시유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유색이 

좋지 못하며 전면에 빙렬氷裂이 있다. 맞물리는 부분에 내화

토빚음 받침 흔적이 있다.

소호의 구연은 직립하고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내려오다

가 둥글게 꺾인 견부의 아랫부분이 완만한 곡선 형태로 좁아

들어 굽까지 이어진다. 굽은 다리굽이다. 물레 흔적이 선명

하게 몸체에 남아있다. 전반적으로 시유는 고르게 되었으나 

태토가 거칠고 유색이 어둡다. 유약이 얇게 시유되어 있고 

내면에는 시유하지 않았다. 접지면을 닦지 않고 내화토빚음

을 받친 흔적이 있다.

 
9) 청자유개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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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311 청자유개소호

뚜껑, 8886, 높이: 3.4cm, 입지름: 8.9cm

소호, 8887, 높이: 9.2cm, 입지름: 7.5cm, 굽높이: 0.5cm, 굽지름: 4.1cm 

뚜껑은 둥근 상면의 중앙에 직경이 2.1cm 가량의 원통형 손

잡이가 있고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가장자리까지 이어지

다 수직으로 꺾여 아래에는 길이 0.8cm 가량의 맞물리는 부

분이 있다. 수비가 잘되지 않아 태토가 거칠고, 윗면에만 두

텁게 시유가 되었으며 유약이 뭉치고 시유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유색이 좋지 못하며 빙렬氷裂이 있다. 맞물리는 부분에 

내화토빚음 받침 흔적이 있다.

소호는 구연부가 직립하고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내려오

다가 둥글게 꺾인 견부의 아랫부분이 완만한 사선 형태로 좁

아들어 굽까지 이어진다. 굽은 다리굽이다. 물레 흔적이 선

명하게 몸체에 남아있다. 전반적으로 시유는 고르게 되었으

나 태토가 거칠고 유색이 좋지 않다. 내면에는 유약을 시유

하지 않았으나 흘러내린 흔적이 있다. 내면 중앙에 이물질이 

붙어있다. 접지면을 닦아내지 않고 내화토빚음을 받친 흔적

이 있다.

312 313 청자유개소호

뚜껑, 8888, 높이: 3.0cm, 입지름: 8.6cm

소호, 8889, 높이: 8.8cm, 입지름: 7.1cm, 굽높이: 0.4cm, 굽지름: 4.0cm  

뚜껑은 둥근 상면의 중앙에 직경이 2.4cm 가량의 원통형 손

잡이가 있고 수평으로 가장자리까지 이어지다 수직으로 꺾

여 아래에는 길이 0.5cm 가량의 맞물리는 부분이 있다. 태토

가 거칠고, 윗면에만 두텁게 시유가 되었으며 유약이 뭉치고 

시유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유색이 좋지 않고 전면에 빙렬氷

裂이 있다. 맞물리는 부분에 내화토빚음 받침 흔적이 있다. 

소호는 구연부가 직립하고 둥글게 팽만한 견부의 아랫부분

이 꺾이며 완만한 곡선 형태로 좁아들어 굽까지 이어진다. 굽

은 다리굽이다. 몸체에 물레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전반

적으로 시유는 고르게 되었으나 태토가 거칠고 유색이 좋지 

않다. 유약이 얇게 시유되어 있고 내면에는 시유가 흐른 부

분이 있다. 접지면을 닦아내지 않고 내화토빚음을 받친 흔적

이 있다.



高麗靑磁寶物船 태안 대섬 수중발굴 조사보고서 339  

314 315 청자유개소호

뚜껑, 23728, 높이: 2.9cm, 입지름: 8.5cm

소호, 23729, 높이: 9.1cm, 입지름: 6.8cm, 굽높이: 0.5cm, 굽지름: 4.1cm

뚜껑은 둥근 상면의 중앙에 직경이 2.4cm 가량의 원통형 손

잡이가 있고 수평으로 가장자리까지 이어지다 수직으로 꺾

여 그 아래에는 길이 0.4cm 가량의 맞물리는 부분이 있다. 수

비가 잘되지 않아 태토가 거칠고, 윗면에만 두텁게 시유가 되

었으나 유약이 벗겨진 부분이 많다. 유색이 좋지 않고 전면

에 빙렬이 있다. 맞물리는 부분에 내화토빚음을 받친 흔적이 

있다.

소호는 구연부가 직립하고 둥글게 팽만한 견부의 아랫부분

이 꺾이며 완만한 곡선 형태로 좁아들어 굽까지 이어진다. 견

부에 동그랗게 유실된 부분이 있다. 굽은 다리굽이다. 물레 

흔적이 선명하게 몸체에 남아있다. 전반적으로 시유는 고르

게 되었으나 태토가 거칠고 유색이 좋지 않다. 유약이 얇게 

시유되어 있고 내면에는 시유가 흐른 부분이 있다. 내저면에 

이물질이 붙어있다. 접지면을 닦아내지 않고 내화토빚음을 

받친 흔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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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317 청자참외모양주자 

뚜껑, 23724, 높이: 3.6cm, 지름: 6.5cm 

주자, 23725, 높이: 16.8cm, 입지름: 4.8cm, 굽높이: 0.2cm, 굽지름: 7.3cm 

주자뚜껑은 참외 꼭지형태이다. 상면上面은 참외처럼 골 지

게 성형되었으며, 중앙에는 한 번 말린 과일 꼭지 형태의 손

잡이가 달려있다. 손잡이는 중앙에 작게 뚫려 있는 구멍에 끼

워 넣는 방식으로 부착되었다. 태토胎土는 정선된 편이고, 황

갈색을 띠는 유약은 주자와 맞물리는 부분 안쪽을 제외하고 

시유되었으며 빙렬氷裂이 있다.

주자는 참외 형태의 풍만한 동체를 갖는다. 낮게 직립하는 구

연에서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풍만하게 벌어지며, 동체하

부에서 안굽의 저부까지 완만하게 좁아진다. ‘S’자 형의 곡선

을 가지는 원통형의 주구注口는 한쪽으로 휘었으며, 주구 반

대편에 부착된 손잡이는 파손되었다. 태토胎土는 사립과 검

은 점이 확인되고, 두껍게 시유된 유약은 어둡거나 탁한 부분

도 있다. 접지면 여섯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10)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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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319 청자참외모양주자 

뚜껑, 11844, 높이: 3.1cm, 지름: 4.0cm 

주자, 11843, 높이: 16.5cm, 입지름: 4.5cm, 굽높이: 0.2cm, 굽지름: 

7.5cm 

뚜껑은 참외 꼭지 형태이다. 상면上面은 참외처럼 골 지게 

성형되었으며, 중앙에는 한 번 말린 과일 꼭지 형태의 손잡

이가 달려있다. 손잡이는 중앙에 작게 뚫려 있는 구멍에 끼

워 넣는 방식으로 부착되었다. 태토胎土는 정선된 편이고, 

용융이 전체적으로 안 되어 탁한 유약은 외면에만 시유되었

다.

주자는 참외 형태의 풍만한 동체를 갖는다. 낮게 직립하는 

구연에서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풍만하게 벌어지며, 동체

하부에서 안굽의 저부까지 완만하게 좁아진다. ‘S’자 형의 곡

선을 가지는 원통형의 주구注口와, 면이 각지고 둥근 형태의 

손잡이가 달려있다. 손잡이 위쪽에는 뚜껑과 끈으로 연결할 

수 있게 고리가 붙어 있다. 태토胎土는 사립과 검은 점이 확

인되고, 외면에만 고르게 시유된 유약은 용융상태가 좋으며 

빙렬氷裂이 있고 부분적으로 어두운 색을 띠는 곳도 있다. 

주구에 다른 기물과 붙었던 자국이 남아 있으며, 접지면 여

덟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320 청자주자손잡이편  

자료 4

잔존 높이: 4.1cm, 두께: 0.4cm

반원 형태의 소형 주자 손잡이이다. 상면上面에는 2줄의 골

이 져 있으며, 뚜껑과 끈으로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붙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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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청자삼족향로 

11848

높이: 9.0cm, 입지름: 9.0cm, 전체지름: 15.5cm

원통 모양의 몸체에 구연이 짧게 직립하여 뚜껑을 얹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연 바로 아래로는 편평한 전이 달려 있

다. 전의 일부가 유실되었고, 전의 가장자리에 한 줄 음각선

이 얕게 돌려져 있다. 전체적으로 무문이고 몸체 하단부에는 

괴수怪獸 모양으로 제작한 다리를 세 곳에 부착하였다. 내외

면에 두텁게 시유된 유약은 광택이 있고, 빙렬氷裂이 있다. 

몸체 내부는 시유가 덜되어 노태된 부분이 있고, 번조 과정

에서 떨어진 이물질들이 여러 군데 붙어 있다. 내저면에 시

유된 유약층을 검은 점이 보인다. 내저면 다섯곳에 내화토빚

음을 빙 둘러서 받쳐 구웠다.

322 청자삼족향로 

23739

높이: 10.1cm, 입지름: 9.4cm, 전체지름: 16.9cm

여러 조각으로 부서진 상태를 복원한 것으로 원통 모양의 몸

체에 구연이 짧게 직립하여 뚜껑을 얹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연 바로 아래로는 편평한 전이 달려 있다. 전의 일부가 유

 
11) 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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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되었고, 전의 가장자리에 한 줄 음각선이 얕게 돌려져 있

다. 몸체는 원형이지만 다리를 부착한 부분에 약간의 꺾임이 

있고 저부로 이어진다. 전체적으로 무문이고, 몸체 하단부에

는 괴수怪獸모양으로 제작한 다리를 세 곳에 부착하였다. 내

외면에 두텁게 시유된 유약이 고르게 시유되었고 유색은 황

갈색을 띤다. 내저면에 번조 과정에서 떨어진 이물질이 붙어 

있다. 내화토빚음을 다섯 곳에 받치고 중앙에 한군데 더 받

쳐 구웠다.

323 청자사자향로뚜껑 

11847

높이: 13.9cm, 입지름: 11.0cm

사자향로 뚜껑으로, 제작 과정 중에 결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오른쪽 수염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완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

다. 입을 벌리고 사자가 웅크리고 앉아 뒷다리 위에 보주寶

珠를 올리고 앞다리로 누르고 있다. 돌출된 눈꺼풀에 눈 주변

을 깊게 파내고 눈동자를 철화鐵畵로 점을 찍어 표현하였다. 

삼각형의 높은 코, 고리 모양으로 붙인 귀와 V형태의 머리털

에 음각선을 장식하고, 등에서부터 입 주변까지 갈기를 소용

돌이 형태로 음각하였다. 가슴에 두 줄의 음각선을 두르고 아

래에 둥근 형태의 방울을 붙였다. 꼬리는 따로 출토된 것을 

복원하였다. 사자가 앉아 있는 원형의 뚜껑 부분은 수평으로 

벌어지다 수직으로 꺾여 구연부로 이어진다. 사자 몸체는 뚜

껑 중앙에 얹혀 있는데 가장자리에 음각선 한 줄을 둘렀고, 

측면에 두 줄로 음각선을 시문하였다. 목과 뒷다리 부분은 번

조시 터진 것으로 추정된다. 사자장식 바닥에는 구멍이 있어 

연기가 입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유색이 양호하고, 

전면에 시유하였다. 시유는 고르게 되었으나 왼쪽의 볼 부분

과 어깨로 이어지는 부분에 태토가 노출되었다. 바닥 구멍 주

위 다섯 곳에 내화토빚음을 받쳐 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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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청자사자향로뚜껑 

태안압수 10

높이: 14.5cm, 입지름: 10.8cm

사자향로 뚜껑으로, 사자가 입을 벌리고 웅크리고 앉아 뒷다

리 위에 보주寶珠를 올리고 앞다리로 누르고 있다. 돌출된 눈

꺼풀에 눈 주변을 깊게 파내고 눈동자를 철화鐵畵로 점을 찍

어 표현하였다. 삼각형의 높은 코, 고리 모양으로 붙인 귀와 

그 사이의 V형 머리털에 음각선을 장식하고, 등에서부터 입

주변까지 갈기를 음각하였다. 가슴에 두 줄의 음각선을 두르

고 아래에 둥근 형태의 방울을 붙였다. 꼬리는 유실되어 시

유되지 않은 부분과 꼬리를 끼울 수 있는 구멍이 있다. 원형

의 뚜껑은 중심에서 수평으로 벌어지다 수직으로 꺾여 구연

부로 이어진다. 사자 몸체는 원형의 뚜껑 뒷쪽에 얹혀 있는데 

가장자리와 측면에는 음각선을 시문하였다. 목 주변, 가슴 주

변, 뒷다리는 번조시 터진 것으로 추정된다. 사자장식 바닥에

는 구멍이 있어 연기가 나갈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시유는 

고르고 두텁게 되었고, 유색이 좋다. 뚜껑 안쪽에 내화토빚음

을 여섯 곳에 받친 흔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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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청자철화퇴화문두꺼비모양벼루 

22659

높이: 7.0cm, 길이: 13.9cm 

두꺼비모양으로 고개를 위로 들고 손과 발을 웅크리고 있다. 

두꺼비의 피부 융기를 철화鐵畵와 퇴화畵堆기법을 사용하

여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 두꺼비 눈동자를 철화로 그려 넣

었는데, 백색의 퇴화를 바탕으로 사용하여 보다 선명하게 강

조하고 주변에 음각선을 시문하여 눈의 윤곽을 표현하였다. 

곡선으로 표현된 입과 짧은 선으로 표현된 다리의 세부는 음

각으로 시문하였다. 벼루의 연당硯堂에는 유약을 시유하지 

않았으며, 약간의 경사가 있도록 제작하였다. 연당의 가장자

리에는 반원을 켜켜이 쌓아 문양을 음각하였다. 유약은 연당

과 바닥의 접지면을 제외한 전면에 고르고 두텁게 시유되었

다. 유약이 흘러내려 접지면에 두껍게 뭉쳐져 있다. 유색은 

황갈색을 보이고 빙렬氷裂이 있다. 내부는 비어 있고 접지면

에 내화토빚음을 받친 흔적이 있다. 

 
12) 벼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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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청자항 

23723

높이: 13.3cm, 입지름: 20.8cm, 굽높이: 0.3cm, 굽지름: 8.0cm  

입지름이 매우 넓은 청자항이다. 옥연玉緣 구연부를 가지며, 

동체는 견부에서 최대로 벌어지고 하부로 갈수록 완만하게 

좁아지는 형태로 안굽이다. 태토胎土는 사립과 검은 점이 확

인되고, 내외면 전체에 시유된 유약은 용융상태나 색이 모두 

고르지 않다. 굽 접지면에 모래를 깔고 구운 흔적이 남아 있

으며, 기물 안쪽에도 포개구이를 하여 세 개의 내화토빚음 

받침 흔적이 있다. 

 
1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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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소형 받침대 

11836

높이: 2.7cm, 길이: 3.6cm, 두께: 1.0cm

직사각형에서 긴 변의 한 쪽을 U자로 오려낸 형태로 중앙이 

뚫려 있다. 양쪽 가장자리는 0.5cm 정도 깊이로 면을 깎아 

두께가 얇다. 유약은 두텁고 밑면은 시유하지 않았다. 유색

이 어둡고 빙렬氷裂이 있다.

328 소형 받침대 

11837

높이: 1.9cm, 길이: 4.8cm, 두께: 1.1cm

직사각형에서 긴 변의 한 쪽을 U자로 오려낸 형태로 중앙이 

뚫려 있다. 양쪽 가장자리는 0.7cm 정도 깊이로 면을 깎아 두

께가 얇다. 유약은 두텁고 밑면은 시유하지 않았다. 유색이 

양호하다. 

329 소형 받침대 

11838

높이: 1.9cm, 길이: 4.7cm, 두께: 1.2cm

직사각형에서 긴 변의 한 쪽을 U자로 오려낸 형태로 중앙이 

뚫려 있다. 양쪽 가장자리는 0.8cm 정도 깊이로 면을 깎아 

두께가 얇다. 유약은 두텁고 밑면은 시유하지 않았다. 유색

이 어둡고 빙렬이 있다. 

330 소형 받침대 

11839

높이: 2.2cm, 길이: 5.3cm, 두께: 1.1cm

직사각형에서 긴 변의 한 쪽을 U자로 오려낸 형태로 중앙이 

뚫려 있다. 형태가 다른 것들에 비교하여 벌어져 있다. 양쪽 

가장자리는 0.8cm 정도 깊이로 면을 깎아 두께가 얇다. 유약

은 두텁고 밑면은 시유하지 않았다. 유색이 어둡고 빙렬이 있

다. 

 
14) 소형 받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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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소형 받침대 

11845

높이: 2.7cm, 길이: 3.8cm, 두께: 1.3cm

직사각형에서 긴 변의 한 쪽을 U자로 오려낸 형태로 중앙이 

뚫려 있다. 양쪽 가장자리는 0.4cm 정도 깊이로 면을 깎아 

두께가 얇다. 밑면과 밑면 윗부분까지 유약이 시유되지 않았

다. 유색이 어둡다.

332 소형 받침대 

11846

높이: 2.1cm, 길이: 4.8cm, 두께: 1.1cm

직사각형에서 긴 변의 한 쪽을 U자로 오려낸 형태로 중앙이 

뚫려 있다. 양쪽 가장자리는 0.8cm 정도 깊이로 면을 깎아 

두께가 얇다. 유약은 두텁고 밑면은 시유하지 않았다. 유색

이 어둡고 빙렬氷裂이 있다. 

333 소형 받침대 

11850

높이: 2.1cm, 길이: 5.0cm, 두께: 1.1cm

직사각형에서 긴 변의 한 쪽을 U자로 오려낸 형태로 중앙이 

뚫려 있다. 양쪽 가장자리는 0.6cm 정도 깊이로 면을 깎아 

두께가 얇다. 유색이 어둡고 빙렬氷裂이 있으며, 밑면은 시

유하지 않았다.  

334 소형 받침대 

19221

높이: 2.2cm, 길이: 5.1cm, 두께: 1.1cm 

직사각형에서 긴 변의 한 쪽을 U자로 오려낸 형태로 중앙이 

뚫려 있다. 양쪽 가장자리는 0.6cm 정도 깊이로 면을 깎아 

두께가 얇다. 유색이 어둡고 빙렬氷裂이 있으며, 밑면은 시

유 하지 않았다. 

335 소형 받침대 

23731

높이: 2.1cm, 길이: 4.8cm, 두께: 1.1cm 

직사각형에서 긴 변의 한 쪽을 U자로 오려낸 형태로 중앙이 

뚫려 있다. 양쪽 가장자리는 0.6cm 정도 깊이로 면을 깎아 

두께가 얇다. 유색이 어둡고 빙렬氷裂이 있으며, 밑면은 시

유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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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351  

태안선 외판 결구방식 0 1m

인양된 선체 외판 사진

태안선 외판 평면도

태안선 매물도

D3

E3

F3

0 1m

0 1m



352  

➊ 외판 1-1

”

외판 1-1 0 1m



353  

외판 1-1

외판 1-1 측면 외판 1-1 반턱이음부

외판 1-1 가룡홈



354  

➋ 외판 1-2

외판 1-2 0 1m



355  

외판 1-2

외판 1-2 측면

외판 1-2 그을림 흔적외판 1-2 피삭구



356  

➌ 외판 2-1

외판 2-1 측면



357  

외판 2-1 피삭 및 가룡구 외판 2-1 유공충 침식흔

외판 2-1

외판 2-1 0 1m



358  

➍ 외판 3-1

외판 3-1 측면



359  

외판 3-1

외판 3-1 가룡구

외판 3-1 

외판 3-1 피삭구

0 1m



360  

➎ 외판 3-2

외판 3-2 측면



361  

외판 3-2

외판 3-2 가룡구

외판 3-2 

외판 3-2 피삭구

0 1m



362  

➏ 외판 4-1

외판 4-1 측면



363  

외판 4-1 반턱이음부 외판 4-1 크링커홈

외판 4-1 

외판 4-1

0 1m



364  

➐ 외판 4-2

외판 4-2 0 1m



365  

외판 4-2 측면

외판 4-2

외판 4-2 피삭홈외판 4-2 가룡홈



366  

1) 닻돌 ①

닻돌
닻돌

0 50cm



367  

2) 닻돌 ②

3) 호롱(碇輪) 부재

닻돌

닻돌

호롱 부재

0 30cm



368  

호롱 부재 0 10cm



369  

4) 정박용 칡줄

정박용 칡줄 

정박용 칡줄 

정박용 칡줄 

0 5cm

0 5cm



370  

1) 목간 1

잔존 최대 길이 30.5㎝× 폭 2.15㎝×두께 0.8㎝



371  

0 5cm



372  

2) 목간 2

잔존 최대 길이 28.7㎝× 폭 3.5㎝×두께 0.6㎝

0 5cm



373  

3) 목간 3

잔존 최대 길이 17.1㎝× 폭 2.1㎝×두께 0.8㎝ 

0 5cm



374  

4) 목간 4

잔존 최대 길이 10.55㎝× 폭 3.15㎝×두께 0.8㎝  

5) 목간 5

잔존 최대 길이 8.1㎝× 폭 2.4㎝×두께 0.55㎝

0 5

0 5

cm

cm



375  

6) 목간 6

잔존 최대 길이 16.3㎝× 폭 2.9㎝×두께 0.6㎝  

0 5cm



376  

8) 목간 8

 잔존 최대 길이 8.7㎝× 폭 3.4㎝×두께 0.6㎝

7) 목간 7

잔존 최대 길이 9.6㎝× 폭 2.4㎝×두께 0.55㎝

0 5

0 5

cm

cm



377  

9) 목간 9

잔존 최대 길이 37.7㎝× 폭 4.4㎝×두께 0.8㎝

0 5cm



378  

10) 목간 10

잔존 최대 길이 28.3㎝× 폭 3.7㎝×두께 0.7㎝

11) 목간 11

잔존 최대 길이 5.5㎝× 폭 2.55㎝×두께 1㎝

0 5

0 5cm

cm



379  

12) 목간 12

잔존 최대 길이 7.7㎝× 폭 3.0㎝×두께 0.5㎝

13) 목간 13

잔존 최대 길이 5.5㎝× 폭 2.9㎝×두께 0.9㎝

0 5

0 5

cm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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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목간 14

잔존 최대 길이 25.6㎝× 폭 3.4㎝×두께 0.9㎝

15) 목간 15

잔존 최대 길이 18.6㎝× 폭 2.8㎝×두께 0.6㎝

0 5

0 5

cm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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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목간 16

잔존 최대 길이 19.1㎝× 폭 3.4㎝×두께 0.9㎝

17) 목간 17

잔존 최대 길이 15.2㎝× 폭 1.8㎝×두께 0.8㎝

0 5cm

0 5cm



382  

18) 목간 18

잔존 최대 길이 11.6㎝× 폭 3.5㎝×두께 0.7㎝

19) 목간 19

잔존 최대 길이 29.3㎝× 폭 3.1㎝×두께 0.8㎝

0 5cm

0 5cm



383  

20) 목간 20

잔존 최대 길이 22.25㎝× 폭 2.9㎝×두께 0.7㎝

0 5cm



384  

1) 포장재(원통)

포장재 

포장재 

0 5cm



385  

2) 포장재(사각형)

3) 완충재(짚)

포장재 

포장재 

완충재

0 10cm



386  

5) 결박재(새끼줄)

4) 결박재(갈대)

결박재 

결박재 

0 1cm

0 1cm 0 1cm

결박재 

결박재 



387  



388  

1) 바구니

2) 청동완

바구니 

청동완 



389  

3) 복합유물

복합유물 

복합유물 0 10cm



390  

4) 철제솥

철제솥  

0 10cm



391  

5) 통형목재

6) 석제돌판(石板)

통형목재 

통형목재 

석제돌판 



392  

7) 도기병 

22661

높이: 31.1cm , 구경: 10.3cm , 저경: 18.6cm  

도기병 구연부  

도기병  

0 10cm



393  

8) 도기병 

23733

높이: 28.3cm , 구경: 8.2cm, 저경: 11cm  

도기병 구연부  

도기병  

0 10cm



394  

9) 도기호 

23735

높이: 37.7cm , 구경: 14.7cm, 저경: 16.5cm  

도기호 저부 

도기호  

0 10cm



395  

10) 도기호 

23734

높이: 36.8cm , 구경: 17cm, 저경: 20.0cm  

도기호 저부 

도기호  

0 10cm



396  

11) 도기호

22662

높이: 36.7cm , 구경: 14.5cm, 저경: 17.7cm 

도기호 저부 

도기호  

0 10cm



397  

12) 도기호 

22660

높이: 32.4cm , 구경: 11.9cm, 저경: 19.1cm

도기호 저부 

도기호  

0 1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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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도기호 

23732

높이: 22.8cm , 구경: 10.2cm, 저경: 11.2cm

도기호

도기호 

저부   

0 1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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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동이

23736

높이: 24.9cm , 구경: 44.8cm, 저경: 20.8cm

동이 

동이 저부    

0 5

0 1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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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시루편 

23738

잔존높이: 44.8cm

시루 내부   

시루

시손잡이

0 1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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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403  

상지골

오른쪽 견갑골 

0 5 cm

0 5 cm 0 5 cm 0 5 cm

0 5 cm

오른쪽 척골 왼쪽 척골 왼쪽 상완골

왼쪽 견갑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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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간골

0 5cm

 척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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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발편

자료 6 

잔존높이: 44.8cm

갑발 내부 갑발 외부 

0 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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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와 

자료 5 

기와 표면

기와 탁본 

기와 내면

기와  

0 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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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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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험방법

태안 선체편과 기타 목재편에 대해 시료를 채취하여 수종분석을 실시하였다. 포장목은 침엽수와 활엽수로 나

눠 각 2점에서 시료를 채취하였다. 수종분석은 출토된 주요 목재편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외관상 눈에 잘 띄

지 않는 부분에서 나이테는 하나정도 포함하는 최소한의 크기로 채취하였다. 또한 물동이에서 나온 바구니

와 목간은 세척하면서 떨어진 편을 이용하였다. 초본류인 박실은 선체편에 남아 있는 것들을 채취하였고, 밧

줄은 떨어져나간 편을 이용하였다. 채취된 목재 수종분석시료들은 부후되어 있어 시료에 강고성을 주고자 알

코올 탈수를 50%부터 단계적으로 하면서 safranine으로 염색 후 Paraplast로 포매하였다. rotary microtome

을 이용하여 삼단면에 대한 절편을 Permount로 봉입하여 영구프레파라트를 만들었다. 목간에서 채취한 시

료는 크기가 5mm미만으로 실체현미경(Olympus SZX7)으로 횡단면을 관찰하여 활엽수와 침엽수를 나눈 후 

SEM(HITACHI S-246ON)을 통해 침엽수인 시료들은 방사단면만을 봤으며 활엽수 시료들은 방사단면과 접선

단면을 관찰하였다. 초본류들은 해리하기 위해서 상온의 상태에서 schurz 액에 넣어 1-2주간 방치한 후 해섬

하여 세포와 조직을 관찰하였다.

각각의 프레파라트는 광학현미경(Olympus BX50)하에서 관찰하여 각단면의 특징들을 촬영해주었다. 

대섬 출토 목재편 및 초본류 분석

1-1 유기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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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결과

2.1. 목재

태안 대섬 출토 목재시료 총 51점 중 선체편인 외판 5점, 기타 부재인 피삭 6점, 구조물 5점, 포장목 4점, 바구니 

1점, 목간 30점을 수종분석 하였다. 분석된 수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2.1.1. 소나무류

외판부재 5점과 포장목 2점, 목간 25점이 소나무류로 식별되었다. 횡단면에서는 가도관이 90%이상으로 조만

재의 이행이 급하며 박벽의 수직수지구를 관찰할 수 있다. 방사가도관의 직교분야벽공은 창상벽공으로 한 직

교분야당 한 개나 두 개의 창상벽공이 관찰되며 거치상비후도 관찰된다. 접선단면에서는 단열방사조직과 방

추형방사조직이 관찰되었다. 

그림 1. 소나무류의 횡단면(×40)

그림 3. 소나무류의 접선단면(×200)

그림 2. 소나무류의 창상형벽공(×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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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상수리나무류

피삭 1점 및 구조물 부재 5점 모두 상수리나무류로 식별되었다. 대도관이 1~2열로 배열하고 있으며 소도관이 

방사방향으로 올라가며 눈으로도 식별 가능한 광방사조직이 지나가고 있다. 방사조직은 동성형방사조직이며 

도관 내 벽공은 교호상이다. 도관과 방사조직이 만나는 부분의 도관방사조직상호간벽공은 책상이다. 접선상

의 방사조직은 단열방사조직과 30세포나비 이상의 광방사조직이 관찰되었다.

2.1.3. 굴피나무속

그림 4. 상수리나무류의 횡단면(×40)

그림 6. 상수리나무류의 도관방사조직상호간벽공(×400)

그림 8. 굴피나무속의 횡단면(×40)

그림 5. 상수리나무류의 방사단면(×100)

그림 7. 상수리나무류의 접선단면(×100)

그림 9. 굴피나무속의 방사단면(×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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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삭 5점이 굴피나무속으로 식별되었다. 연륜경계를 따라 대관공이 3-4열로 배열하는 환공재로 대관공에서 

소관공으로의 이행이 점진적이나 연륜경계에서 소관공이 거의 없다. 대관공은 대부분 고립관공이고 소관공의 

모양은 각형이다. 축방향유조직은 짧은접선상 또는 망상유조직을 띤다. 이성형방사조직으로 방사유세포내에 

결정이 많이 분포하는 편이다. 천공은 단천공이고 도관상호간벽공은 교호상이다. 소도관내에는 나선비후가 

관찰되었다. 방사조직은 1-5세포나비로 주로 4-5세포나비이다.

2.1.4. 개오동속

그림 10. 굴피나무속의 소도관내의 나선비후(×400)

그림 12. 개오동속의 횡단면(×100)

그림 14. 개오동속의 방사단면(×100)

그림 11. 굴피나무속의 접선단면(×100)

그림 13. 개오동속의 횡단면(×200)

그림 15. 개오동속의 방사조직(×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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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느다란 막대기 모양의 포장목은 개오동속으로 식별되었다. 연륜경계를 따라 대관공이 1-3열로 배열하는 환

공재로 연륜경계에 가까운 공권외는 집단관공이 접선상배열한다. 축방향유조직은 짧은접선상 또는 망상유조

직을 띤다. 동성형방사조직과 이성형방사조직이 같이 관찰되며 천공은 단천공이다. 소도관내에는 나선비후가 

관찰되었다. 방사조직은 1-2세포나비이다.

2.1.4. 대나무아과

태안 대섬 물동이내 바구니는 대나무아과로 식별되었다. 대나무의 횡단면은 바깥쪽에 1층의 후벽표피(epi-

dermis)가 있고 표피의 안쪽에는 1~3층의 하피(hypodermis)가 피층(cortex)과 연결되어 있다. 피층은 여러 

층의 크기가 큰 유세포로 구성되며 안쪽의 유관속조직으로의 이행은 점진적이므로 피층과 유관속의 경계는 

불명료하다. 유관속은 기본적인 유세포 속에 병립유관속이 불규칙적으로 산재한다. 

그림 16. 개오동속의 소도관내 나선비후(×400배)

그림 18. 현생 솜죽의 횡단면 (×50)

그림 17. 개오동속의 접선단면(×200배)

그림 19. 대나무아과의 횡단면(×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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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밤나무속

목간 5점이 밤나무속으로 식별되었다. 대도관이 1~2열로 배열하고 있으며 소도관이 방사방향으로 올라간다. 

방사조직은 동성형방사조직이며 도관내 벽공은 교호상이다. 도관과 방사조직이 만나는 부분의 도관방사조직

상호간벽공은 책상이다. 접선상의 방사조직은 단열방사조직을 관찰하였다.

2.2 초본류

박실과 밧줄 및 포장용으로 사용된 초본류는 여러 종류의 초본류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하여 여러 군데

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schurz 용액으로 실온에서 해리하여 종을 동정하였다.

2.2.1. 벼

박실과 포장용 초본류를 해리 한 결과 채취한 시료 모두 같은 조직을 가지고 있었다. 표피세포는 장세포의 모

양이 모서리가 둥근 장방형에 돌기물이 나있으며 기공은 1열로 배열하며 공변세포모양은 아령모양이다. 실리

카Body는 oryza모양으로 코르크세포와 함께 관찰되었다. 

현생과 비교한 결과 표피세포의 장세포가 돌기물이 나있는 모양의 장방형 모습과 실리카 Body의 oryza

모양을 통해 화본과(Gramineae) 벼속(Oryza)의 벼(Oryza sativa)로 최종 동정하였다. 

그림 20. 포장용 초본류의 표피조직(×400)

그림 22. 포장용 초본류의 표피조직(×1,000)

그림 21. 포장용 초본류의 표피조직(×1,000)

그림 23. 포장용 초본류의 표피조직(×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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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칡

현생 칡의 표피세포의 장세포는 일정한 모양이 아니라 다양한 모양의 장세포로 구성되어 있었다. 헤어가 많이 

분포하는 편이었으며 헤어는 끝이 뭉툭하고 돌기물이 나 있었다. 기공세포는 타원형이며 2개의 공변세포로 둘

러싸여 있다. 

밧줄을 해리한 결과 현생 칡의 표피세포와 같이 표피조직의 장세포는 일정한 모양이 아닌 세포들로 이

뤄져 있으며 헤어들이 있었던 흔적이 남아있어 헤어가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기공도 현생 칡

의 기공과 같은 모양이며 섬유, 도관요소들도 관찰되었다. 현생 칡의 표피조직과 도관요소들과 같은 모양을 

하므로 콩과(Fabaceae) 칡속(Pueraria DC.) 칡(Pueraria Thunbergiana Benth.)으로 동정하였다.

3. 결론

총 51점에 대해 분석한 태안 대섬 출토 목재와 초본류의 결과를 표 1에 나타내었다. 선체 수종은 모두 소나무류

로 나왔으며 선체를 연결하는 피삭은 상수리나무류와 굴피나무속이었다. 호롱으로 추정되는 구조물 5점은 모

두 상수리나무류였으며 도자기를 포장하는 사용된 포장목은 소나무류와 개오동나무속으로 식별되었다. 물동

이내에서 나온 바구니는 대나무아과로 식별되었으며 목간은 소나무류와 밤나무속으로 식별되었다. 목간은 표 

2에서 수종 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 24. 현생 칡의 표피조직(× 40)

그림 26. 현생 칡의 헤어(× 100) 

그림 25. 밧줄의 표피조직

그림 27. 밧줄의 헤어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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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명 수종명

선체편 외판(5점) 소나무류  소나무과(Pinceae) 소나무속(Pinus)

기타 부재

피삭(6점)
상수리나무류  참나무과(Fagaceae) 참나무속(Quercus)

굴피나무속  가래나무과(Juglandaceae) 굴피나무속(Platycarya)

호롱(5점) 상수리나무류  참나무과(Fagaceae) 참나무속(Quercus)

사각형포장목(2점) 소나무류  소나무과(Pinceae) 소나무속(Pinus)

원통형포장목 (2점) 개오동나무속  능소화과(Bignoniaceae) 개오동나무속(Catalpa)

바구니 대나무아과  화본과(Gramineae) 대나무아과(Bambusoideae)

목간(30점)
소나무류  소나무과(Pinceae) 소나무속(Pinus)

밤나무속  참나무과(Fagaceae) 밤나무속(Castanea)

초본류
박실 및 완충재 벼  화본과(Gramineae) 벼속(Oryza)

닻줄 칡  콩과(Fabaceae) 칡속(Pueraria DC.)

일련번호 정리번호 수종 일련번호 정리번호 수종

1 태안 - 1 소나무류 16 태안 - 16 밤나무속

2 태안 - 2 소나무류 17 태안 - 17 밤나무속

3 태안 - 3 소나무류 18 태안 - 18 밤나무속

4 태안 - 4 소나무류 19 태안 - 19 밤나무속

5 태안 - 5 소나무류 20 태안 - 20 밤나무속

6 태안 - 6 소나무류 21 태안 - 21 소나무류

7 태안 - 7 소나무류 22 태안 - 22 소나무류

8 태안 - 8 소나무류 23 태안 - 23 소나무류

9 태안 - 9 소나무류 24 태안 - 24 소나무류

10 태안 - 10 소나무류 25 태안 - 25 소나무류

11 태안 - 11 소나무류 26 태안 - 26 소나무류

12 태안 - 12 소나무류 27 태안 - 27 소나무류

13 태안 - 13 소나무류 28 태안 - 28 소나무류

14 태안 - 14 소나무류 29 태안 - 29 소나무류

15 태안 - 15 소나무류 30 태안 - 30 소나무류

표 1. 대섬 출토 목재와 초본류의 종 분석 결과

표 2. 대섬 출토 목간의 수종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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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섬 어패류분석

1-2 유기물 분석 

Ⅰ. 자료의 채취

태안 대섬에서 확인된 고려시대 선박의 도기에서 출토된 자연유물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연유물이 출토된 지

점은 배의 외판 제일 아랫단에서 도기에 담겨 출토 되었다(사진 1·2). 태안 대섬에서 확인된 선박은 고려시대 

목간의 발견으로 도자기의 제작지가 전라남도 강진군으로 밝혀졌다. 자연유물을 분석하기 위해서 자료의 수

세선별은 0.5mm 이상의 체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어류를 포함하여 패류, 미소패류가 검출되었다.

1. 동물유체의 종명

태안 대섬에서 출토되어 검출된 동물유체는 아래와 같다.

1) 척추동물문 VERTEBRATA

A. 어류 PISCES

1.청어目 준어 Ilisha elongata

표 1. 유물명 일람표

종류

번호
인공유물

자연유물

어류 패류 미소패류

1 X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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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청어科 밴댕이 Herklotsichthys Zunasi

3.양볼락科 볼락 Sebastesinermis Cuvier

4.양태科 양태 Platycephalus indicus

5.바리科 다금바리 Niphon spinosus

6.도미科 감성돔 Acanthopagrus schlegeli

7.민어科 조기類 Genus Pseudosciaena BLEEKER

8.갈치科 갈치 Trichiurus lepturus

2) 무척추동물문 INVERTEBRATA 

A. 부족강 PELECYPODA

1. 홍합科홍합 Mytilus coruscus 

2. 굴科굴  Crassostrea gigas

3. 백합科바지락 Tapes philippinarum

B. 미소패류  

1.무륵科꼭지세로주름빗살무늬무륵 Columbellopsis yabei  

2.무륵科 날씬이보리무륵 Mitrella tenuis tenuis

3.회오리고둥科 Family  Pyramidellidae     

4.회오리고둥科 고리회오리고둥 Cingulina cingul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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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갑각강 CRUSTACEA

1.따개비科따개비 Cirripedia

Ⅱ. 패류 

1. 패류의 채취

태안 대섬에서 출토된 패류는 도기 내부에서 검출된 것이며, 어류와 비교하면 극소량이다. 태안 대섬에서 출토

된 패류는 아래의 표 2와 같다.

2. 패류의 종류와 구성

태안 대섬의 도기 내부에서 출토된 패류는 표2에 나타난 바와 같이 홍합, 굴, 바지락으로 모두 부족강이며, 3종 

7개로 수량은 많지 않다(사진 3). 이것들은 조간대 아래의 진흙바닥이나 바위에 붙어 서식하는 것이다. 도기 내

부에서 출토된 패류로써 소형이며, 도기 내부에 의도적으로 넣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갯벌과 함께 섞인 것

으로 생각된다.

Ⅲ. 미소패류

태안 대섬에서 출토된 미소패류는 도기 내부에서 검출되었으며, 1mm 이하의 체를 사용하였다. 태안 대섬에서 

출토된 미소패류는 아래의 표 3과 같다. 

표 2. 태안 대선 출토 패류 일람표  

번호

종명

1

좌각/우각 최소개체수 %

부 족 강

홍합 1/1 1 14.2%

굴 2/ 2 28.5%

바지락 2/4 4 57.2%

합계 7 99.9%

표 3. 미소패류 일람표

번호

종명

1

수량 %

육산
꼭지세로주름빗살무늬무륵 2 20%

회오리고둥科 1 10%

해산
날씬이보리무륵 3 30%

고리회오리고둥 4 40%

합계 1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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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 대섬에서 출토된 도기 내부에서는 소량의 미소패류가 검출되었다(사진 4). 동정된 것은 표 3에 나

타낸 것처럼 육산 2종과 해산 2종이 있다. 이중에서 정확한 종명을 파악할 수 없어 科로 동정한 것이 1종 있

다. 각 종별로는 해산미소패류인 날씬이보리무륵과 고리회오리고둥이 주체를 점하고 있다. 이들의 서식역을 

살펴보면 조간대의 돌 밑이나 얕은 바다의 모래밭에 서식하고 있다. 미소패류는 유적의 자연환경과 해조류

의 식용관련여부를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하지만 태안 대섬의 도기 내부에서 출토된 미소패류

는 뻘과 함께 딸려 들어간 것으로 본래의 미소패류가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과 해조류의 식용관련여부를 상

세히 따져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Ⅳ. 어류

태안 대섬에서 출토된 도기 내부에서는 다량의 어골이 확인되었으며, 그 출토상황은 표 4와 같다. 확인된 종들

은 쿠로시오 난류의 영향을 받는 곳에서 사는 온대성 어종이다(사진 5·6). 

태안 대섬의 도기 내부에서 출토된 어류는 조기類, 밴댕이, 준치, 복어, 다금바리, 감성돔, 갈치, 양태, 볼

락 등의 어류가 확인되었다. 주된 어류는 조기類와 밴댕이, 볼락으로 전체의 95%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표 4. 어류 일람표

조기類 밴댕이 준어 복어 다금바리 감성돔 갈치 양태 볼락 불명 합계

頭蓋骨 5 - - - - - - - - 4 9

前上 L 920 64 - 1 1 - 6 - 10 - 1002

顎骨 R 817 69 - - 2 - 2 - 11 - 901

主上 L 398 30 4 - - - - 3 50 - 485

顎骨 R 412 31 5 - - - - 5 58 - 511

L 178 - - - - - - - - - 178

蓋骨 R 146 - - - - - - - - - 146

齒骨
L 498 57 - - - 2 5 - 37 - 599

R 523 55 - - - - 6 - 24 - 338

角骨
L 274 - - - - - - - 5 - 279

R 281 - - - - - - - 6 - 287

角舌篩骨

間篩骨

L 139 - - - - - - - - - 139

R 104 - - - - - - - - - 104

鎖骨
L 290 20 - - - - - - - - 310

R 260 16 - - - - - - - - 276

脊椎 437 280 - - - - 3 - 402 - 1122

합계 5682 622 9 1 3 2 19 8 603 4 6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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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어科 조기류는 표 5에 나타낸바와 같이 종이 다양하며, 동정에 어려움이 많다. 특히 도기내에서 출토

된 치어(稚魚)의 구별은 더욱 어렵다. 민어科 어류들의 서식역과 회유시기를 살펴보면, 서남해안 연안에 서

식하고 계절회유를 하며 산란기는 3~8월경이다. 한편 밴댕이와 볼락이 강진 연안에서 포획되는 계절이 6~8

월인 점을 고려한다면 이것들이 포획된 계절 6~8월 정도 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출토된 어류의 주된 서식역은 연안 또는 내만의 모래바닥이나 뻘인 해역에 서식하고 있다. 주를 이루

고 있는 조기類와 밴댕이, 볼락 등의 소형어류를 제외한 나머지 어류들의 크기를 살펴보면 준어는 평균 전장

(全長) 40~50cm, 다금바리와 양태는 100cm, 감성돔은 30~50cm, 갈치는 50~100cm이다. 하지만 태안 대섬

에서 출토된 어류들은 모두 치어(稚魚)로써 평균 크기와 비교해 보기엔 무리가 있다. 태안 대섬에서 출토된 

감성돔의 치골과 현재 표본으로 제작된 감성돔의 치골을 비교하면 감성돔 전장 18cm인 치골의 길이는 2cm

이며 태안 대섬에서 출토된 감성돔 치골의 길이는 0.5cm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로보아 태안 대섬에서 출토된 

감성돔의 전장(全長)을 추정하면 4~5cm의 치어이며, 이는 감성돔뿐만 아니라 다른 어종도 마찬가지의 양상

을 보인다. 감성돔의 산란시기가 5~6월이며, 도기 내부에서 확인된 치골로서 치어의 크기를 생각하면 8~9

월 사이에 포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 민어科 어류의 서식역 및 회유시기

종류 서식역 및 회유시기

참조기
수심 40~200m의 바닥이 모래나 뻘로 되어 있는 연안에서 서식한다. 겨울에는 남쪽으로 이동하여 겨울을 나고, 봄에 다시 북쪽으로 이

동하여 알을 낳는다. 산란기는 3~6월로서 남쪽일수록 빠르며, 서해안 일대에 알을 낳는다.

수조기
수심 40~150m의 뻘 바닥 또는 모래 바닥에서 서식한다. 수온이 내려가는 가을에 제주도 근처의 남쪽으로 남하하여 월동을 하고 봄이 

되면 북쪽으로 이동하는 계절회유를 한다. 산란기는 5~8월이며, 2년생부터 산란을 시작한다. 

흑조기 수심 45~200m로 연안의 깊은 해역에 서식하며 분포지역은 서남해안이다.

보구치
수심 40~100m의 바닥이 모래나 뻘로 된 근해에서 주로 서식하며, 가을철에 남쪽으로 이동하여 1~3월에 제주도 해역에서 겨울을 나

고, 봄에는 다시 북쪽으로 이동하여 서해안으로 돌아간다. 산란기는 5~8월이며, 서해안에서 알을 낳는다.

부세
회유성 어종으로 우리나라에 오는 무리는 겨울 제주도 남부해역에서 월동하다 3월말경 북상하여 7월경 서해안의 비금도, 자은도 연안

까지 회유하다 가을에 남쪽으로 이동한다. 수심 50~200m 정도에서 서식한다. 

민어
주로 깊이가 15~100m 정도인 진흙질의 연안에서 산다. 우리나라 주변에 살고 있는 민어의 무리는 가을에 제주도 근해로 이동하여 겨

울을 나고, 봄이 되면 다시 북쪽으로 이동하여 생활한다. 여름이 찾아오면 인천의 근해에서 짝짓기를 하고 산란을 하기 시작한다. 

민태
수심 80m의 바닥이 모래나 뻘인 대륙붕에 서식한다. 겨울에는 약간 깊은 곳으로 이동하며 봄에 연안으로 이동하여 산란한다. 산란기는 

4~7월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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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태안 대섬 고려시대 선박에서 출토된 도기 

사진 2. 도기 내부 모습 



424  高麗靑磁寶物船 태안 대섬 수중발굴 조사보고서

사진 3. 태안 대섬 출토 패류 (1.굴, 2.바지락, 3.홍합) 

사진 4. 태안 대섬 출토 미소패류 (1.회오리고둥, 2.꼭지세로주름빗살무늬무륵, 3.날씨이보리무륵, 4.고리회오리고둥) (1.6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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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태안 대섬 출토 각종 어류. 

1.조기類(각설사골 간사골L), 2.조기類(쇄골 R), 3.밴댕이(척추), 4.조기類(척추), 5.밴댕이(치골 L), 6.밴댕이(전상악골 R), 7.갈치(전상악골L), 8.갈치(척추), 9.양태(주상

악골 L), 10.감성돔(치골L), 11.복어(전상악골L), 12.밴댕이(주상악골R), 13.조기類(전새개골 L), 14.조기類(두개골), 15.조기類(각골R),16.조기類(주상악골R),17.다금바

리(전상악골R),18.조기類(쇄골L),19.갈치(치골R), 20.조기類(치골 L), 21.밴댕이(쇄골 L), 22.조기類(전상악골R)

사진 6. 태안 대선 출토 어류. 

1.조기類(1~9), (1.전상악골, 2.주상악골, 3.전새개골, 4.치골,   5.각골, 6.각설사골, 간사골, 7.쇄골, 8.척추, 9.두개골), 2.밴댕이(10~14), (10.전상악골, 11.주상악골,   

12.치골, 13.쇄골, 14.척추), 3.갈치(15~17), (15.전상악골, 16.치골, 17. 척추), 복어(18) (전상악골), 다금바리(19), (전상악골), 감성돔(20), (치골), 양태(21), (주상악

골) (3.6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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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 목포 젓갈시장의 잡젓 세부 모습 

사진 8. 목포 젓갈시장의 잡젓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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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섬 출토 인골의 보존처리

1-3 유기물 분석 

1. 보존처리 대상

보존처리는 태안 대섬에서 출토된 인골, 상지골(ossa membri superioris)에서 좌우 견갑골(scapula) 2점, 우측 

상완골(humerus) 1점, 좌우 척골(ulna) 2점과 체간골(ossa trunci)은 제 7경추(vertebrae cervicales)에 이어서 

제 1흉추(vertebrae thoracicae)에서부터 제 8흉추(vertebrae thoracicae)까지 9점으로 모두 14점이다.

2. 보존처리 방법

가.  인골의 검출상태는 매우 양호하지만 해수에 장시간 잠겨 있었음으로 염분제거를 위하여 먼저 증류수에  

일간 담궈 두었다가 1차로 자연 그늘에서 3일간 건조시킨다.

나.  건조가 확인된 후, 인골에 붙어 있는 모래나 흙과 같은 오염물을 수작업으로 제거하고 다시 증류수에 3일간 

담군 후, 2차로 자연 그늘에서 2일간 건조 시킨다.

다.  건조된 인골은 강화처리 및 부식방지를 위하여 Caparol-Binder를 증류수에 20% 희석한 약품에 담구어 기

포가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 꺼내어 그늘에 건조 시킨다.

라. 건조된 인골은 다시 Caparol-Binder 30%에 3번과 동일한 과정을 거친 후, 건조시킨다.

마. 건조된 인골은 다시  Caparol-Binder 50%로 처리하여 앞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건조시킨다.

바.  건조된 인골은 일부 파손되거나 결손된 부분에 대해 파라핀과 밀랍 비율을 5:1로 혼합한 용재를 사용해 복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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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 제거 작업

인골 경화처리 과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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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골 경화처리 과정 2

인골 경화처리 과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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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골 건조 과정

상완골 복원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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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적

본고에서는 도자기의 자연과학적 분석방법 중 미세구조 관찰, 색도 및 반사도, 성분분석을 통해 충남 태안 대

섬 해저출토 고려청자의 제작 기술의 특성과 제작산지 추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2. 연구대상

분석 시료는 표 1과 같이 충남 태안 대섬 해저출토 고려청자 중 기형, 유색, 태토층의 소성상태 등을 기준으로 

청자대접편 각 7점씩, 2그룹으로 총 14점을 선별하였다. 또한 성분분석의 통계처리에 활용한 각 지역별 실험

데이터는 기 발표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2. 무기물분석 

고려청자의 자연과학적 분석 연구

- 태안 대섬 해저출토 도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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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대상

구분 시료번호 시료사진 구분 시료번호 시료사진

A그룹

CTA-1

B그룹

CTB-1

CTA-2 CTB-2

CTA-3 CTB-3

CTA-4 CTB-4

CTA-5 CTB-5

CTA-6 CTB-6

CTA-7 CTB-7

3. 분석기기 및 시료전처리

가. 미세구조 관찰

광학현미경(Microscope, Carl Zeiss, Axioplan 2)과 상분석장치(Carl Zeiss KS 400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였으

며, 시료의 전처리는 청자편의 동체 중간부분에서 일정한 크기로 시료를 절단하여, 에폭시 수지로 정착시켜 시

편을 제작하고, Sand Paper No. 400, 800, 1200, 2000과 Diamond Suspension 3㎛, 1㎛로 각각 연마하였다. 각 

단계에서 시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초음파 세척기로 5분간 3회씩 세척하였다.

나. 색도 및 반사도 측정

분광측색계(SpectroPhotoMeter, Minolta, CM-3700d)와 SpectraMagic NX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였으며, 청자

편의 동체 중간부분에서 3×3cm 크기로 시료를 절단하고, 유약층의 색도와 반사도를 측정한 후 유약층을 제

거하여 태토층 표면의 색도와 반사도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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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정구조분석

X선회절분석기(X-Ray Diffractometer, PANalytical, X'Pert PRO MPD),와 X'Pert HighScore Plus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였으며, 시료는 청자편의 동체 중간부분에서 일정한 크기로 절단하고, 유약층을  카바이드 바를 이용하

여 제거한 후 태토 편을 초음파 세척기에서 35℃, 각 15분씩 1차 증류수로 2회, 초순수로 1회 총 3회 세척하였

다. 세척된 시편은 105℃에서 24시간 건조하고, 200mesh 이하로 분말화 하였다. 분말화된 시료는 유리병에 담

아 100±5℃에서 24시간이상 건조하였다.

라. 태토 성분분석

유도결합 플라즈마 발광분석기(Inductively Coupled Plasma EmissionSpectrometry, SEIKO, SPS7800)를 이용

하였으며, ICP 분석을 위한 시료의 용액화는 혼합산(mixed acid)으로 용해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말로 만

든 시료를 건조 후 100㎎을 칭량하고, 테프론 용기에 취한 후 진한 질산(HNO3) 3㎖와 불산(HF) 7㎖을 가하여 

시료전처리기(Microwave, QLAB 6000, Questron, Canada)를 이용하여 1시간 동안 고온고압에서 완전 용해시

킨다. 용해된 시료를 Hot plate 위에서 가열하여 증발 건조시켰다. 자연 냉각시킨 후 질산(HNO3) 3㎖와 과염소

산(HClO4) 5㎖를 가하여 과염소산에서 흰 증기가 날 때까지 가열하여 완전 용해시킨 후 시료에 초순수 20㎖를 

가하고 거름종이로 걸러서 초순수로 희석하여 95g의 용액 시료를 제작하였다.

분석시 데이터 보정용 표준시료는 USGS(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의 SCO-1, SDC-1, QLO-1

을 위의 방법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용액화하였다. 표준시료 제조에 사용된 시약으로는 SCP SCIENCE사의 

PlasmaCAL ICP-AES Single Element Standards로 농도는 1000㎍/㎖이었다. 이 표준시료를 희석하여 2차 표준

시료를 만들고, 원소 특성별로 혼합하여 ICP 분석시 사용하였다. 바탕시료(Blank)는 제작된 시료와 matrix를 

동일하게 하여 초순수를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4. 분석결과

가. 미세구조관찰

시료의 미세구조 관찰 결과는 표 1, 2에 나타내었으며, 유약층의 평균 두께는 180∼230㎛로 측정되었다. 태토

층의 관찰결과 일부 미용융된 석영덩어리가 주로 잔존하고, 장석이 일부 잔존하고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 태토

부분에 발생되어 있는 균열은 유리질로 채워진 상태로 보이며, 이것은 고온 소성처리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태토의 기공은 시료에 따라 다양한 상태로 나타나고 있다. 유약층의 단면관찰 결과 시료에 따라 기포의 잔

존상태가 조금씩 다르나 그룹 B 시료의 유약층에 기포의 잔존량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태토와 유약층 

사이에서 다량의 기포가 분포하는 것으로 보아 기포가 배출되지 않았을 때 냉각되었음을 알수 있다. 이는 소성

의 마지막 냉각단계에서 냉각속도의 차이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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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A그룹 시료 단면관찰

시료 번호 25배 50배 100배 200배

CTA-1  

CTA-2

CTA-3

CTA-4

CTA-5

CTA-6

CT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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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색도 및 반사도 측정

색도 및 반사도는 표준광원 D65, 시야각 10°, 분석면적 8㎜로, 유약층과 태토층 모두 1지점 3회, 3지점 총 9회

를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하였다.

색도 분석은 육안관찰의 색상을 객관적인 수치로 제시하기 위한 측정 방법으로, L* a* b* 표색계를 선택하여 

표시하였다. L* 은 명도로 측정 범위가 0∼100으로 표시되며, 50을 기준으로 측정값이 높을수록 흰색(White), 낮을

수록 검정색(Black)에 가까운 것을 의미한다. 채도를 나타내는 a*, b*는 -60∼+60의 수치로 표시되며, a*가 (+)일수

록 적색(Red), (-)일수록 녹색(Green), b*가 (+)일수록 황색(Yellow), (-)일수록 청색(Blue)에 가까운 색상이다.

반사도 측정은 가시광선 영역인 360∼720㎚에서 파장에 따른 반사율의 변화에 따라 소성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560∼720㎚ 파장에서 반사율이 감소하면 환원소성, 증가하면 산화소성일 가능성이 높다.

표 2. A그룹 시료 단면관찰

시료 번호 25배 50배 100배 200배

CTA-1  

CTA-2

CTA-3

CTA-4

CTA-5

CTA-6

CT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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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약층의 L* 측정값으로 살펴본 명도는 A그룹은 54.22∼60.84, B그룹은 54.06∼57.46의 값을 나타내

고, 두 그룹 모두 값이 50이상으로 흰색에 가까운 것으로 측정되었다. a*, b*값으로 나타나는 채도에서는 표

준 Target 1번과 비교하여 값을 측정한 후 그래프로 도시하였을 때, Fig. 1과 같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A그

룹은 Yellow와 Red, Green의 중간 값에 분포하고, B그룹은 Yellow와 Red의 높은 값에 분포하며 분류되는 것

을 알 수 있다. 육안으로 도자기의 유색을 기준 삼아 그룹을 분류하였을 때와 유사하게 분류되며, CTB-1, 7번 

시료의 경우 채도는 A그룹과 비슷한 값을 보여준다. 유약층의 반사도는 Fig. 2와 3으로 도시하였다. A그룹은 

모든 시료가 560㎚이후에서 반사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B그룹은 1, 7번 시료에서 반사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그 외 시료에서는 반사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태토층의 L* 측정값으로 살펴본 명도는 A그룹은 69.30∼75.10, B그룹은 65.61∼71.25의 값을 나타내고, 두 

그룹 모두 흰색에 가까운 것으로 측정되었다. a*, b*값으로 나타나는 채도에서는 표준 Target 1번과 비교하여 값

을 측정한 후 그래프로 도시하였을 때, Fig. 4과 같은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그룹 A는 Red와 Yellow, Blue의 중간 

값에 분포하고, 그룹 B는 Yellow와 Red의 높은 값에 분포하며 분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B그룹의1, 4, 7번 시료의 

경우 채도는 A그룹과 거의 비슷한 값을 보여준다. 태토층의 반사도는 Fig. 5와 6으로 도시하였다. 그래프에 A그룹

은 완만하게 반사도가 증가하다가 560㎚이후에서 반사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B그룹은 1, 4, 7번 시료에서 

A그룹과 유사하게 반사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2. 3, 5, 6번 시료는 반사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유약층과 태토층의 채도, 반사도 그래프를 살펴보았을 때 A그룹과 B그룹의 1, 4, 7번 시료는 환원소성

이고, B그룹의 2, 3, 5, 6번 시료는 산화소성일 가능성이 있다.

표 4. 색도 및 반사도 측정시료

구분 시료번호
시료사진

구분 시료번호
시료사진

유약층 태토층 유약층 태토층

A그룹

CTA-1

B그룹

CTB-1

CTA-2 CTB-2

CTA-3 CTB-3

CTA-4 CTB-4

CTA-5 CTB-5

CTA-6 CTB-6

CTA-7 CTB-7

표준 

Target

표준1 표준2 표준3 표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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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유약층 색 분포도

표 5. 유약층 색도 측정값

구분 시료
측정값(no target) 측정값(target1)

L*(D65) a*(D65) b*(D65) L*(D65) a*(D65) b*(D65)

 A그룹

CTA-1 57.47 -1.64 8.67 -3.40 0.38 6.35

CTA-2 59.47 -1.07 8.42 -1.40 0.94 6.11

CTA-3 60.67 -4.09 7.13 -0.20 -2.07 4.82

CTA-4 60.84 -4.42 6.29 -0.03 -2.40 3.97

CTA-5 54.22 -1.03 8.57 -6.65 0.98 6.25

CTA-6 59.68 -2.15 7.65 -1.19 -0.13 5.33

CTA-7 60.84 -2.49 7.07 -0.03 -0.48 4.75

B그룹

CTB-1 54.97 -0.99 8.18 -5.89 1.02 5.86

CTB-2 54.51 0.49 13.63 -6.36 2.50 11.31

CTB-3 54.06 1.84 18.56 -6.81 3.85 16.24

CTB-4 55.24 -0.42 10.22 -5.63 1.59 7.90

CTB-5 55.45 -0.17 11.51 -5.41 1.84 9.19

CTB-6 54.79 0.45 12.47 -6.07 2.46 10.15

CTB-7 57.46 -1.38 7.32 -3.41 0.64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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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그룹 유약층 반사도

Fig. 3. B그룹 유약층 반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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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태토층 색도 측정값

구분 시료
측정값(no target) 측정값(target1)

L*(D65) a*(D65) b*(D65) dL*(D65) da*(D65) db*(D65)

A 그룹

CTA-1 73.15 0.15 2.19 12.28 2.16 -0.13

CTA-2 69.3 0.50 2.62 8.43 2.51 0.30

CTA-3 75.1 -0.08 1.36 14.24 1.93 -0.95

CTA-4 72.93 0.08 1.62 12.06 2.10 -0.70

CTA-5 70.36 0.12 2.40 9.50 2.14 0.08

CTA-6 70.85 0.03 2.33 9.98 2.04 0.01

CTA-7 73.08 0.32 2.55 12.21 2.33 0.23

B 그룹

CTB-1 65.61 0.22 2.29 4.75 2.23 -0.02

CTB-2 71.11 -0.02 4.89 10.25 1.99 2.57

CTB-3 71.25 0.93 8.49 10.38 2.94 6.17

CTB-4 70.75 0.01 1.56 9.89 2.02 -0.76

CTB-5 71.2 -0.12 4.13 10.33 1.89 1.82

CTB-6 71.16 0.49 6.49 10.29 2.50 4.17

CTB-7 69.68 0.11 1.38 8.81 2.13 -0.94

Fig. 4. 태토층 색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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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그룹 태토층 반사도

Fig. 6. B그룹 태토층 반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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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정구조 분석

분말화한 시료를 슬라이드글라스에 고착한 후  X-선 회절분석기로 실험하였으며, 분석시 Target은 

Copper(Cu), Detector는 X'Celerator를 사용하였다. 분석조건은 40kV, 30mA, scanning speed 0.003°/s로 계측

하였다. 계측 후 분석데이터는 X'Pert HighScore 피크매칭(peak matching)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피크를 동

정하였다.

X-선 회절분석결과는 표 7과 Fig. 7, 8, 9와 같이 그래프로 도시하였으며, 모든 시료에서 Quartz와 고온

결정상인 Mullite가 동정되었다. 온도와 조건에 따른 광물의 상변이 과정과 지시광물의 생성온도로 비교하였

을 때, 태안 대섬 해저출토 도자기는 소성온도를 1,000∼1,200℃로 추정해볼 수 있다. 도자기의 평균 소성온

도가 1,200℃ 이상이라는 것에 비추어볼 때, 이것은 도자기의 소성에 영향을 주는 용융제의 함량, 소성방법 

등이 차이가 있을것으로 추정된다.

표 7. X-선 회절분석결과

구분 시료번호 Quartz(Si02) Cristoblite(SiO2) Mullite(Al6Si2O13)

A그룹

CTA-1 ○ X ○

CTA-2 ○ X ○

CTA-3 ○ X ○

CTA-4 ○ X ○

CTA-5 ○ X ○

CTA-6 ○ X ○

CTA-7 ○ X ○

B그룹

CTB-1 ○ X ○

CTB-2 ○ X ○

CTB-3 ○ X ○

CTB-4 ○ X ○

CTB-5 ○ X ○

CTB-6 ○ X ○

CTB-7 ○ X ○

Fig. 7. A그룹 결정구조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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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태토 미량성분분석

태토의 미량성분 분석결과는 표 9와 같고. 미량성분에 대한 판별분석은 9개(Sc, V, Cr, Co, Cu, Zn, Sr, Ba, Pb)원

소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표 10은 전체 시료의 미량성분에 대한 판별함수의 정준상관관계를 나타낸다. 함수 

1은 0.881, 함수 2는 0.796으로 상관관계가 큼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 함수 1과 2가 고유값이 크고, 윌크 

람다는 작으며, 정준상관 또한 크므로 집단간 판별력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판별함수에 대한 변수로서 Cr, 

V, Sc와 같은 원소들이 Sr, Co 등의 원소들보다 판별에 더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그룹

A와 B의 각 성분에서 큰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10은 판별함수 1과 2를 이용하여 전체 시료의 판별점수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태안 대섬에서 

출토된 도자기는 강진지역 도요지 사당리 7호, 10호, 계율리 23호 시료와 일정한 분산 분포로 그룹을 형성함

을 알 수 있으며, 부안, 해남지역 도요지와는 구분이 됨을 알 수 있다. 미량성분의 통계분석을 통한 결과에서

는 태안 대섬 출토 도자기는 강진지역 도요지에서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Fig. 8. B그룹 결정구조분석 결과

Fig. 9. 그룹별 결정구조분석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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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태토 미량성분분석 결과

시료번호 Sc V Cr Co Cu Zn Sr Ba Pb

CTA-1 9.31 102 52.9 11.7 5.35 77.5 88.6 530 7.94 

CTA-2 10.3 115 55.4 8.61 14.4 82.6 81.8 535 8.32 

CTA-3 8.30 89.7 62.0 6.82 12.1 39.9 84.4 502 8.70 

CTA-4 9.48 111 61.0 10.0 10.4 70.1 97.0 547 9.45 

CTA-5 9.85 103 47.7 6.10 4.10 49.9 92.8 526 9.88 

CTA-6 8.56 95.1 44.9 7.84 12.8 66.6 88.9 489 9.81 

CTA-7 8.73 97.5 52.4 5.52 10.5 69.3 85.0 513 11.1 

AVER 9.21 102 53.7 8.09 9.94 65.1 88.4 520 9.32 

CTB-1 9.61 120 59.5 6.69 9.92 77.8 77.5 513 11.1 

CTB-2 8.90 103 48.8 7.33 10.3 55.1 79.0 477 11.7 

CTB-3 7.62 89.6 45.9 9.80 11.1 85.7 77.0 424 12.4 

CTB-4 7.78 97.1 35.9 7.81 12.1 94.5 77.5 439 14.4 

CTB-5 7.51 89.8 19.5 4.81 7.94 54.2 75.3 427 15.0 

CTB-6 7.25 88.9 44.3 7.26 6.14 52.9 68.7 413 14.2 

CTB-7 8.31 99.8 51.6 4.13 8.10 31.4 72.7 425 14.4 

AVER 8.14 98.3 43.6 6.83 9.36 64.5 75.4 446 13.3 

표 10. 태토 미량성분 판별함수의 정준상관관계

함수 고유값 분산의 % 정준상관 Wilks' lamda 카이제곱 자유도(F)

1 3.454(a) 52.6 .881 .027 407.883 56

2 1.735(a) 26.4 .796 .121 239.095 42

3 .682(a) 10.4 .637 .330 125.405 30

4 .469(a) 7.2 .565 .554 66.660 20

5 .183(a) 2.8 .394 .815 23.169 12

6 .031(a) .5 .175 .964 4.141 6

7 .006(a) .1 .075 .994 .641 2

Fig. 10. 태토 미량성분 판별분석 결과

(단위: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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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자연과학적 분석방법 중 미세구조, 색도 및 반사도, 결정분석, 태토의 성분분석을 통해 얻어진 충남 태안 대섬 

해저출토 도자기의 특성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유약층의 평균 두께는 180∼230㎛를 이루고 있고, 태토층에 미용융된 석영덩어리와 장석이 잔존

하고 있음이 관찰되고, 유약층과 태토층 사이에 다량의 기포들이 분포하고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

둘째, 색도 및 반사도 분석에서 유약층과 태토층 모두 명도는 흰색에 가깝고, 채도값에서 A그룹과 B그

룹의 분류를 확인할 수 있다. 반사도를 확인하였을 때, A그룹과 B그룹의 1, 4, 7번 시료는 환원소성, B그룹의 

산화소성일 가능성이 있다.

셋째, 결정구조분석에서는 전체 시료에서 Quartz와 고온결정상인 Mullite가 동정되었고, 소성온도는 

1,000∼1,200℃로 추정된다.

넷째, 태토의 미량성분 분석결과를 통계분석 중 판별분석을 통해 살펴보았을 때, 태안 대섬 해저출토 

도자기는 강진도요지 시료와 분산 분포가 그룹을 형성하며 나타나고, 부안도요지, 해남도요지 출토 시료와는 

구분되어짐을 나타내어주고 있다. 이것으로 태안 대섬 해저출토 도자기는 강진지역 도요지에서 제작되었음

을 분석결과가 증명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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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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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국립해양유물전시관(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충남 태안군 근흥면 대섬 인근 해

역에서 수중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발굴 결과, 2만3천여점의 도자기와 목간(木簡) 등 유물과 함께 해저에 매

몰된 고선(古船)의 잔해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침몰 고선은 남쪽방향으로 약 95°정도 기울어져 매몰되

었으며, 도자기 등 화물은 선체 위에 적재된 상태로 발견되었다. 8m×1.5m의 크기의 고선 잔해는 4단으로 구

성된 외판재로 확인되었다. 동 현장에서는 한쪽 뱃전(船舷)의 삼판(外板) 이외에 배밑(船底), 이물(船首)과 고

물(船尾), 가룡과 멍에와 같은 횡강력 부재 등은 발견되지 않아 아쉽다. 단, 장방형으로 거칠게 가공된 닻돌 2점

이 선체 매몰처의 남동쪽 위치에서 수습되었고, 선색구의 일종인 ‘호롱테’ 편들도 수습되었다.  선체는 조립단

위별로 수중에서 해체하여 모두 6편으로 분리 인양하였다. 동 수중유물은 도자기의 편년에 근거해 12세기 중

후반에서 13세기 초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국립해양유물전시관 보도자료, 2008년 4월

지금까지 발굴된 옛 한선(古韓船)으로는 안압지 통나무배(1974년 발굴), 완도고선(1983-1984년 발굴), 달리

도고선(1995년 발굴), 안좌고선(2005년 발굴), 십이동파도고선(2003-2004년 발굴), 대부도고선(2006년 발

굴) 등이 있다. 이번에 발굴된 태안고선의 잔해까지 합하면 모두 7척의 고고학적 한선자료를 가지게 되었으며, 

한선 역사와 구조 연구에 훌륭한 자료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본고에서는 이번에 인양된 태안고선의 잔해가 고선의 기본 구조 및 주요 척도를 가늠해 보기에는 자료적 부족

함이 많지만, 동 선박이 가지는 구조적 특성을 정리해 보고 이를 기 보고된 선행 연구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01. 태안 대섬 발굴 고선박의 고찰 
김 용 한(국립문화재연구소 복원기술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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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선체 구조

태안 선체는 동서를 장축방향으로 하고 남쪽으로 약 95°정도 기울어져 매몰되어 있었다. 잔존 선체는 4단으로 

구성된 외판부이며, 그 평면상의 규모는 가로 8m×세로 1.5m 정도이며, 총 6재로 구조되었다.  외판부 외에는 

선저와 선수, 선미 등의 주요 구조재가 남아있지 않아 잔존 외판부가 좌현인지 우현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또

한 가룡이나 멍에와 같은 횡강력 부재 등도 잔존하지 않아 배의 전반적인 구조 및 주요 척도를 확인하는 데 어

려움이 있다. 잔존 선체편에 나타난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외판

출토된 외판재는 4단 6재로 구성되며, 각 단별로 약간의 구조적 특이점을 지니고 있다. 대부분의 판재들은 완

만한 곡을 갖고 있지만, 일부 판재는 매몰과정 중의 토압 등의 원인으로 변형된 부분도 관찰된다. 외판의 연결

방식은 횡연의 경우 완도고선 등에 나타나는 반턱이음을 취하고, 단과 단을 연결하는 종연은 홈붙이 겹이음

(rabbeted clinker joint) 방식을 기본으로 하면서 약간의 변형도 함께 나타난다. 잔존된 형태로 보아 각 단은 

<그림 1> 태안고선 잔해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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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개 부재를 연결하여 구조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각 단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 외판 제1단 : 외판 제1단은 2개의 판재가 반턱이음으로 연결되며, 4단의 외판재 중 가장 두텁게 제작되어 

있다. 두께는 16cm 정도이다. 겹이음 홈은 외판재의 상연외측(上緣外側)에 위치한다.   

 

1-2. 외판 제2단 : 외판재 잔존 4단 중 제2단의 선재로서 단일 판재이며 매우 길고 얇게 제작되어 있다. 외판재

는 (L)821cm x (B)52cm x (T)7cm의 규모로서 여타 다른 고선에서는 볼 수 없었던 매우 얇은 선재를 채용하고 

있다. 횡연은 반턱이음을 취하고, 겹이음 홈은 상연외측에 얕게 시설되었다.   

1-3. 외판 제3단 : 외판재 잔존 4단 중 제3단의 선재로서 단일 판재이며, 매우 길고 얇은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매몰 과정에 부러져 2편으로 분리된 상태이다. 제3단 외판의 크기는 (L)817cm x (B)36cm x (T)7cm로 제2단 

외판재와 마찬가지로 얇은 두께를 지녔다. 동 외판재는 상연 또는 하연에 어떠한 홈도 구조하지 않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1-4. 외판 제4단 : 외판재 4단 중 제일 상단 선재로 2재로 구성되었으며, 다른 외판재에 비해 폭이 좁게 구조되어 있

다. 동 외판재의 폭은 20-26cm로 다른 단의 판재와 비교할 때 절반 정도의 폭을 가지고 있다. 두께는 10cm 정도로 

2 또는 3단의 외판재 보다는 두텁다. 동 선체의 겹이음 홈은 특이하게 하연내측(下緣內側)에 시설되었다. 이와 같

은 하연내측 홈은 다른 고선에서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다.중국 선박인 신안고선의 경우에는 클링커 홈이 하연내측에 구조되어 있다.

태안고선의 외판은 다른 선박에서는 볼 수 없는 몇 가지 특이한 점을 지니고 있다. 제2단과 3단 외판의 경우 다

른 부재에 비해 유난히 길이가 길고(820cm 내외) 두께는 얇다(7cm 내외). 430-450cm 제1단과 제4단 외판재

의 크기보다 2배 정도가 된다. 이는 기존에 발굴된 다른 고선에서도 단일 외판재의 길이가 5~6m 정도이며 두

께는 10~20cm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독특한 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외판재의 폭은 제1단은 약 43cm, 

제2단은 52cm, 제3단은 36cm이며 제4단은 26cm로 일정한 폭을 갖고 있지 않다. 

<그림 2> 외판재 1-1 (제1단) 

(L)455.5cm x (B)43.5cm x (T)16cm

<그림3> 외판재 3-2 (외판 제3단) 

(L)419cm x (B)32.5cm x (T)7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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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고선의 상·하 외판의 결구는 기본적으로 홈붙이 겹이음(rabbeted clinker joint)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이

한 점은 제1단과 2단은 상연외측에 홈을 두고, 제4단은 하연내측에 홈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제3단은 상연이나 

하연에도 클링커 홈이 없는 민판의 형태를 갖고 있다. 완도선을 비롯한 기존의 옛 한선에서는 전통적으로 상연

외측에 홈을 둔 클링커 이음을 채택하였다. 이런 구조는 한선의 독특한 특징으로까지 간주되고 있어서 태안고

선의 경우는 특이한 요소라 할 수 있다. 

2. 가룡

한선의 가장 독특한 만듬새는 가룡(加龍 또는 加龍木)과 멍에를 횡강력재로 구조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기 

보고된 고선의 가룡 형태는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적인 가룡은 외판재의 한 가운데를 절삭하여 가

룡구멍을 만들고 이곳에 가룡을 끼우는 형태이다. 또한 ‘멍에형 가룡’은 일반 가룡공의 위치와는 달리 외판재

의 상단부를 절결하고 그곳에 가룡을 얹는, 마치 멍에를 거는 것과 같은 형태의 가룡을 말한다. 멍에형 가룡은 

일반 가룡에 비해 훨씬 크게 제작되며, 만듬새 또한 다르다. 보통 멍에형 가룡은 돛대 등 높은 압력과 강도를 필

요로 하는 위치에 시설하게 된다. 태안고선 잔해에도 이 2가지 가룡이 함께 구조되어 있다. 각 단별 특성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2-1. 외판 제1단 : 제1단에는 가룡공(駕龍孔)이 한 곳에만 시설됨. 만듬새는 외판재의 상단부를 절결하여 가룡

공을 만들었으며, 이곳에 ‘멍에형 가룡’이 시설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룡공은 10cm×10cm의 크기이다. *<

그림 2> 참조.

2-2. 외판 제2단 : 가룡구멍은 5공이며, 10cm×8cm 크기로 판재의 중간 부분에 시설되었다.  

2-3. 외판 제3단 : 가룡구멍은 5공이 시설되었으며 구멍의 크기는 대략 12-13cm×10cm 정도이다. *<그림 3> 참조.

2-4. 외판 제4단 : ‘멍에형 가룡공’이며 2곳에 설치되었다. 구멍의 크기는 약  14cm×8cm 정도이며, 가룡간의 

피치는 170cm 정도이다.  *<그림 4> 참조.

3. 고착정  

태안고선의 외판재 고착은 나무못(목정)에 의해 이뤄졌다. 쇠붙이를 쓰지 않고 배를 짓는 한선의 특성을 그대

로 나타내고 있다. 태안고선에는 ‘구형피삭’(矩形木釘)과 ‘세장형(細長形)피삭’ 등 2종류가 혼용되고 있다. 구

형피삭은 상단외판을 세로로 수직으로 관통하여 아랫 판재의 일정 깊이까지 피삭 구멍을 내고 그 자리에 직사

<그림4> 외판재 4-2 (외판 제4단) 

(L)319cm x (B)20cm x (T)1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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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형 단면의 구형피삭을 꽂고 산지로서 고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완도고선을 비롯해 기 보고된 거의 모든 

고선에 채용된 고착방법이다. 

세장형피삭 고착은 윗 판의 하단부에서 아래 판의 상단부로 45°의 각도로 관통하여 정사각형 단면에 가까운 

피삭을 꽂고 산지로 고정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형태의 고착법은 기 보고된 발굴 고선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방법이며, 조선시대의 선박들이나 근세의 한선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근세의 한선에서는 산지

를 사용하지 않는 점이 차이라고 할 수 있다. 

3-1. 외판 제1단 : 외판 제1단에는 2가지 형태의 고착방법이 나타난다. 외판재 1단과 그 아래 구조재는 구형피

삭에 의해 고착되는 데, 피삭공의 피치는 약 100-150cm 내외이다. 제2단 외판과는 세장형피삭으로 고착되며, 

그 피치는 약 45cm 내외이다. *<그림 2> 참조 

3-2. 외판 제2단 및 제3단 : 각각 윗 단 및 아래 단을 고착하는 데 세장형 피삭을 채용하고 있으며, 피삭공의 피

치는 약 45cm 내외이다. 

3-3. 외판 제4단 : 윗 단으로부터 구형피삭이 삽입되는 수직 관통의 피삭공 3공과 역시 윗 단과 연결되는 세장

형피삭 구멍 5공이 함께 설치되어 있다. *<그림 4> 참조

4. 기본 구조 검토   

태안고선의 잔해는 한쪽 선현의 외판뿐이고, 저판, 선수, 선미 등 주요 구조재들은 발견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

라서 선장(船長), 선폭(船幅), 선심(船深) 등의 주요 척도는 물론  선체 평면, 선체 단면 등 기본 구조를 추정하

기에는 잔존 자료가 부족한 상태이다. 

기존 발굴된 고선의 중앙단면 구조는 크게 2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선현과 선저의 연결구조가 만곡종통재(彎

曲縱通材)와 같은 매개부재를 활용한 경우와 선현의 부자리(不者里)가 선저에 직부되는 경우이다. 전자는 <그

림 5>와 같은 완도선과 십이동파도선이 대표적이며, 후자는 <그림 6>과 같은 달리도선과 안좌선의 경우에 해

당한다. 태안고선에는 선저 부재 등이 남아있지 않으나 잔존한 외판재를 살펴보면 제1단 외판재가 현저하게 

후판(厚板; 두께 16cm)인 점과 단면상 하단내측부의 만듬새로 본다면 부자리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즉, 만곡종

통재보다는 부자리로 선저를 연결한 직부형식이 아닐까 일차 추정해 본다. 

  

 <그림 5> 완도고선 중앙 단면도 <그림 6> 달리도선 중앙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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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발굴된 고선들의 외판구조에는 일정한 원칙과 규칙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좌현과 우현의 구조물을 

대칭적으로 제작하고 또한 강도 확보를 위해 선재의 두께나 길이 등에 일정한 정형성을 지니며, 선재를 횡연할 

때 연결부가 겹치는 것을 방지하는 등 몇 가지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 태안고선의 경우에는 이러한 원칙들과 상

반되는 현상들이 일부 관찰된다. 특히 제2단과 제3단 외판의 경우 다른 단의 부재에 비해 길이는 2배 정도 긴 반

면 두께는 유난히 얇다. 또한 외판재의 폭 역시 일정하지 않고 심지어 2배 정도 차이가 난다. 기존에 발굴된 다른 

고선에서는 단일 외판재의 길이가 5~6m 정도이며 두께는 10~20cm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특이한 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태안고선의 2단과 3단에서는 횡연피거(橫緣避距, shift of butts)가 지켜지지 않음도 관찰된다.  

기존 고선에서 외판을 횡연하는 데 채용된 반턱이음에서 윗턱의 방향이 선수방향을 향하도록 구조되어 있다. 

이로써 <그림 1>에 도시된 외판재의 경우 왼쪽이 선수방향 그리고 그 오른쪽이 선미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현존하는 선재는 우현인 것으로 일차 추정해 볼 수 있다. 완도선을 비롯한 기존의 발굴된 고선박들의 

특징을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구 분 십이동파도선1) 완도선2) 대부도선3) 달리도선4) 안좌선5) 태안선

저판

저판장 약10.7m 6.50m 6.62m 9.5m 13.30m ?

저판폭 약4m 1.65m 1.40m 1.15m 1.55m ?

저판열수 3열 5열 5열 3열 3열 ?

챠인재 2단 만곡재 1단 만곡재 직부형 직부형 직부형 ?

외판

외판두께 20∼12.5cm 10cm 29∼21cm 14∼11cm 26∼15cm 16∼7cm

클링커 홈 (상연외측) 상연외측 - 상연외측 상연외측
상연외측

하연내측

가룡
가룡 ○ ○ ? ○ ○ ○

멍에가룡 ? × ? ○(2단) ○ ○(2단)

고착 정 구형피삭 구형피삭 (구형피삭) 구형피삭 구형피삭
구형피삭

세장피삭

주요척도

선장 약 12m 9m ? 12m 17.00m ?

선폭 약 5.5m 3.5m ? 3.6m 6.60m ?

선심 약2.5m 1.7m ? 1.6m 2.3m ?

시 기 11후-12C초 12C초중반6) 12-13C 13-14C 14C후반 12-13C초

1) 국립해양유물전시관, 2005, ‘군산 십이동파도 해저유적’

2) 문화재관리국, 1985, ‘완도해저유물’

3) 국립해양유물전시관, 2008, ‘안산 대부도선’ 수중발굴조사보고서 

4)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999, ‘목포달리도배’ 발굴조사보고서

5) 국립해양유물전시관, 2006, ‘완좌선 발굴조사보고서’

6)  그간 완도선의 시기는 공반 출토된 도자기를 기준으로 11세기 중ㆍ후반으로 편년되었으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라 완도선 도자기의 제작 시기를 12세기 

초ㆍ중반까지 늦춰보게 되었다. 

<표 1> 발굴 고선박별 주요 특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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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론

충남 태안군 대섬 해역에서 발굴된 태안고선태안고선의 경우 외판 외에는 중요 구조재들이 남아있지 않아서 선박의 기본 구조나 척도를 파

악할 수 없는 여건이므로 태안고선의 잔해라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은 일부 선현부만 발견되었을 뿐 저판, 선수, 선미 

등 주요 구조재가 발견되지 않아서 선체의 기본 구조 및 주요 척도를 파악하거나 추정하는 데에는 한계를 지니

고 있다.  잔존한 선체편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태안고선은 남쪽으로 약 95°정도 기운 채 매몰되어 외판의 일부(4단 6재)만 잔존하고 있으며, 저판 등 다른 

부재들은 발견되지 않았다. 잔존상태로 보아 각 단은 3~5개 부재로 연결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잔존한 4단 외

판 상부에 피삭공 등이 가공된 것으로 보아 그 이상의 단이 추가될 것으로 본다. 

2. 외판의 횡연방식은 반턱이음을 취하고, 종연방식은 기본적으로 홈붙이 겹이음(rabbeted clinker joint) 방식

을 취하고 있다. 제1단과 2단은 상연외측에 홈을 두고, 제4단은 하연내측에 홈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제3단은 상

연 또는 하연 어느 곳에도 클링커 홈이 없는 민판 형태로 되어 있다. 완도선을 비롯한 기존의 옛 한선에서는 전

통적으로 상연외측에 홈을 둔 클링커 이음을 채택하였다.

3. 제2단과 제3단 외판의 경우 다른 단의 부재에 비해 길이는 2배 정도 긴 반면 두께는 유난히 얇다. 제2단과 제

3단에서는 횡연피거(橫緣避距, shift of butts)가 지켜지지 않음도 관찰된다. 또한 외판재의 폭 역시 일정하지 않

고 심지어 2배 정도 차이가 난다.

4. 동 선박에서는 횡강력 구조재로서 일반 가룡 및  멍에형 가룡이 혼용된 것으로 보인다. 선재의 고착 방법으

로는 외판의 두께가 확보된 제1단과 제4단은 수직 관통된 직사각 단면의 ‘구형피삭’을 채택하고, 비교적 외판

의 두께가 얇은 제2단과 제3단은‘ 세장형피삭’을 사용하고 산지로 고정하는 방법을 취했다.  

이 외에 태안고선 잔해의 방향성과 단면구조에 대한 일차적인 견해를 피력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선체의 

방향성을 추정해 본다면, 기존의 고선에서 확인된 외판 구조에서 반턱이음된 윗턱의 향을 기준으로 한다면, 잔

존 선체편은 우현(右舷)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일차 제시해 본다. 또한 단면구조를 추정해 본다면, 제1단 외

판재가 상대적으로 후판(厚板)이라는 점과 하단부의 형상이 ‘부자리’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므로 선현(船舷)

과 선저(船底)가 곧바로 결구되는 직부방식이 아닐까 일차 추정해 본다. 그러나 만곡종통재의 채용 가능성도 

완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좀 더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우리는 그동안 기존의 발굴된 고선들의 구조에는 일정한 원칙과 정형성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좌현과 우현의 

구조물을 대칭적으로 제작 설치하거나 종연 또는 횡연 방식에 있어서의 통일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체의 강도 확보를 위해 선재의 두께나 길이 등을 일정한 기준으로 제작하고, 횡연된 연결부가 종연방

향에서 겹치는 것을 방지하는 ‘횡연피거’ 등 몇 가지 원칙들이 지켜져 왔다. 완도선을 비롯한 옛 한선에서는 전

통적으로 상연외측에 홈을 둔 클링커 이음을 채택해 왔다. 이런 구조는 한선의 독특한 특징으로까지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태안고선의 잔해에서는 이러한 기본과 원칙에 상반되는 현상들이 상당 부분 관찰되고 있어 많

은 관심을 촉발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의문점들은 향후 다방면에 걸친 접근과 면밀한 연구를 통해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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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고선의 실체를 좀 더 확인할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하며, 아울러 부족한 우리 한선사(韓船史) 연구에도 훌륭한 

보탬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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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태안 대섬 고려 목간의  
분류와 내용
임경희(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Ⅰ. 머리말

2007년과 2008년에 걸쳐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대섬 해역에 대한 수중 발굴 조사가 실시되었다. 이를 통

해 고려 시대 청자 운반선 1척과 12세기 중반 것으로 추정되는 2만 여점의 고려청자, 선원들이 사용하던 솥, 

물동이 등의 선상생활용품, 인골 등을 인양하였다. 태안 대섬 발굴은 그 동안의 수중 발굴 조사 성과의 연장

선상에 있지만, 특히 고려시대 목간이 출토되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태안 대섬 목간에 대해서

는 이미 임경희·최연식의 「태안 청자운반선 출토 고려 목간의 현황과 내용」 「목간과 문자」 창간호, 2008를 통해 대략적인 소개를 하였다. 이후 임경희 「태안 청

자운반선 출토 고려 목간」 「고려 청자 보물선」, 국립해양유물전시관, 2008에서 앞글에 대한 보충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후 孫煥一에 의해 목간 서체에 주안점을 

둔 논문도 나왔다(「高麗 木簡의 書體-忠南 泰安 해저 출토 목간을 중심으로」, 「韓國思想과 文化」44, 2008). 커다란 내용상의 차이는 없지만, 판독에 대해 약간씩

의 異見이 있다.

이 글에서는 태안 대섬 목간에 대한 분류와 명문 내용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

다. 먼저 태안 대섬 목간 발굴의 의미를 적고, 이후 대섬 목간에 대한 형태적·내용적 분류를 하고, 마지막으

로 명문 내용 해석에 나타나는 여러 문제를 제기하는 순으로 글을 전개하도록 하겠다. 

Ⅱ. 태안 대섬 목간 발굴의 의의

15차례에 걸친 수중발굴조사에서 목간이 출토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첫 번째는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 앞

바다에서 발굴한 ‘ ’에서 나온 것이다. ‘신안선’ 목간에는 ‘ (1323)’이 적혀 있어, 적재 유물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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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를 파악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 ’ ‘ ’ ‘ ’ 등의 명칭을 통해서 신안선이 일본으로 향하

던 배였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신안선’에서 발견된 목간은 국적과 항로, 편년 등을 파악하는데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文化公報部ㆍ文化財管理局, 1988,『新安海底遺物』 綜合篇, 253쪽~260쪽  이용현, 「신안 해저 발견 목간의 형식과 선적」, 『韓國木簡基礎硏

究,』, 신서원, 2006.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목간은 평양 일대의 낙랑 유적에서 발굴된 중국 漢代 목간을 포함해서, 함

안 성산산성에서 대규모로 발굴된 신라 목간과 부여, 나주에서 발굴된 백제 목간 등 주로 삼국시대 목간과 경

주 안압지 출토 통일신라 목간 등 古代 목간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박종익, 「考古資料로서의 古代木簡」, 『고대의 목간, 그리고 산

성』,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국립부여박물관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2009, 39쪽. 우리나라 고대목간 출토 현황은 2009년 4월 현재 505건이라고 한다.

태안 대섬 목간은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발굴된 고려시대 것이다. 중세에는 기록 자료로 종이가 보

다 일반화되어 나무는 짐 꼬리표와 같은 제한된 부분에서만 사용하게 되는데국립부여박물관·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

나무 속 암호, 목간』, 2009, 204쪽  , 태안에서 대섬 목간이 출토됨으로써 물표로서 목간이 사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

게 되었다. 

또한, 목간 내용을 통해서 도자기에 대한 유통과정을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태안 목간의 중요

성을 알려준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고려청자 편년을 알려줄 수 있는 干支는 나오지 않아손환일은 태안 대섬 목간 중 현

재 판독이 되지 않은 대섬 목간 9번(목간 번호는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 상단부를 ‘壬子七月’이라고 판독하고 1132년에 해당한다는 의

견을 제시하였다.(손환일, 앞의 글, 409쪽) 하지만 출토당시 유물 상태, 적외선 촬영 결과물, 보존처리 완료 후 유물 상태 등 다각적인 면에서, 또한 수차에 걸쳐 

유물을 관찰했을 때도 ‘壬’자라고 읽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일말의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도자기의 생산ㆍ유통 뿐 아니라 

고려시대 수취체제와 물품 유통을 밝혀줄 수 있는 단서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대섬 목간에서는 문장이 종결될 때 사용되는 ‘印’이나, 몇 개 씩 이라는 의미를 갖는 ‘式’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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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도 사용되고 있어 고려시대 이두 사용의 일면도 살펴 볼 수 있다. 향후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다 보면 대섬 목간이 갖는 의미는 더욱 많이 밝혀질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Ⅲ. 태안 대섬 목간의 분류

태안 대섬 목간은 용도와 형태, 내용을 각각의 기준으로 하여 분류를 시도하였다. 목간에 대한 분류를 통해 목

간의 성격이 좀 더 잘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1. 목간의 용도와 형태에 의한 분류

1) 용도에 따른 분류

태안 대섬에서 목편에 묵서가 적혀 있는 것은 두 종류가 인양되었다. 먼저, 선적된 도자기의 발신지(자)와 수신

인, 화물종류, 수량 등을 적은 물표에 해당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도자기를 포장할 때 사용하는 나무에 수

결을 적은 형태가 있다.

발굴조사에 의해 출토된 木片에 묵서가 확인되면 그것을 목간이라고 부른다. 묵서가 쓰인 목편을 깎

았을 때 생긴 목간 부스러기도 역시 목간으로 인식하고 있다.國立昌原文化財硏究所, 「목간은 무엇인가」,『韓國의 古代木簡』(개정

판), 2006  이와 같은 기준이라면 태안 대섬에서는 목편에 묵서가 확인된 물표와 포장목 두 가지 목간으로 분류

가 가능하다. 

태안 대섬에서는 선체편을 비롯하여 많은 양의 목제품이 출토되었는데, 현재 탈염처리 등 보존처리 과

정에 있다. 또한, 각각의 목제 유물은 적외선 촬영을 통해 묵서가 적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 

향후 수결이 적혀 있는 포장목 수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포장목 목제 유물에 대한 보존처리와 적외

선 촬영 등을 통해 묵서 여부가 확정되고 난 후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 포장목 형태 목간에 대한 연구는 차후

의 과제로 남겨둔다.

2) 형태상 분류 

대섬 목간에 대한 형태상의 분류는 유실된 부분이 많아 어려움이 있지만, 형태 유추가 가능한 것을 대상으로 

분류를 시도하였다. 형태에 따른 분류 역시 포장목에 대한 처리가 완료되면 좀 더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목간 3과 목간 14는 둥근 형태의 머리 부분과 사각형의 몸통이 ‘〉〈’형 홈으로 분리되어 있는 모습이 잘 

남아 있다. 목간 15와 목간 20은 상단 머리 부분이 유실되었지만, 남아 있는 부분의 상단이 좌우 모두 사선 형

태다. 또한 윗부분이 좁고 평평하게 되어 있어, 둥근 형태의 머리 부분이 떨어져 나간 것으로 보인다. 이들 목

간 3, 4, 15, 20은 모두 상단 좌우에 ‘〉’ 과 ‘〈’ 모양으로 홈을 파서, 줄을 이용해 도자기 꾸러미에 목간을 묶은 

것으로 ‘꼬리표형’ 목간으로 분류하였다. 

목간의 왼쪽내지 오른쪽 한쪽에만 ‘〉’, ‘〕’,‘〔’ 모양의 홈이 있는 경우가 있다. 목간 1, 10, 19가 이에 해당

한다. 목간 1은 상단 오른쪽에, 목간 10은 하단 오른쪽에, 목간 19는 상단 왼쪽에 홈이 있다. 이들은 한쪽에만 

홈이 있는데 도자기 꾸러미의 어느 한 부분에 끼우고, 도자기와 함께 포장한 ‘부착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중 

목간 19는 홈이 한쪽에만 있으나 머리와 몸통이 나누어지는 형태로 ‘꼬리표형’과 유사한 면도 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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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에만 홈을 판 점으로 미루어 보아 ‘부착형’으로 파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대섬 목간은 양쪽에 홈을 파고 도자기 꾸러미에 묶는 꼬리표형, 도자기에 직접 끼워 넣고 함께 포장한 

‘부착형’과 함께 목간 9번처럼 홈이 없이 나무를 평평하게 다듬어서 바로 묵서를 적은 형태가 있다. 이런 목

간은 도자기 꾸러미와 꾸러미 사이, 즉 겹치거나 포갠 도자기 꾸러미들 사이에 놓아두거나 꽂은 것이 아닐까 

추측한다. ‘갈피형’ 목간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목간 형태에 따른 분류를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형태명 특징 사용방법 해당 목간

꼬리표형 양쪽 홈, 머리와 몸통 구조 끈을 사용하여 묶음 3, 14, 15, 20

부착형 한쪽 홈 도자기에 부착하여 함께 묶음 1, 10, 19

갈피형 평평한 모양 꾸러미 사이에 꽃거나 놓아둠 9

2. 명문 내용에 따른 분류

대섬 목간은 명문 내용에 따른 분류도 가능하다. 분류를 위해 간단히 판독과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자. 

[범례 : -파손, -판독중, (  )-추정, -적외선 촬영 결과 묵흔 있음]

먼저 목간 1~목간 8에 대한 판독이다. 

목간 1 : (앞면) 耽津(縣)在京隊正仁守(戶)付砂器八十  (뒷면) 卽(式)載船長수결

목간 2 : (앞면)         (뒷면) 卽(式)載船長수결

목간 3 : (앞면) ×                   (뒷면) 卽(式)× 

목간 4 : (앞면)                      (뒷면) ×卽(式)載×

목간 5 : (앞면) ×(縣)在京隊正仁守(戶)×             (뒷면) ×卽(式)載船(長)×

목간 6 : (앞면) ×在京隊×                           (뒷면) ×卽×

목간 7 : (앞면) ×(戶)付砂器壹(畏)×                 (뒷면) ×수결×

목간 8 : (앞면) × 器壹畏印                          (뒷면) ×수결

목간 1~8은 유실된 부분들이 있지만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 목간 1은 거의 완형으로 남아 있고, 목간 2, 3, 5를 

참고하여 정리하자면 앞면은 “耽津(縣)在京隊正仁守(戶)付砂(또는 沙)器八十(또는 壹畏)”이, 뒷면은 “卽(式)

載船長수결”이 적혀 있다. “탐진(현)이 (개)경에 있는 대정 인수의 戶에 도자기 팔십(또는 한 꾸러미)을 보낸

다.”와 뒷면은 “앞의 수량대로 싣는다. 선장 수결”로 해석할 수 있다. 耽津(縣)이라는 발송지(자), 수도에 있는 

대정 인수라는 수신인, 도자기라는 화물종류, 팔십 또는 한 꾸러미라는 화물 수량이 적혀 있는 것이다. 뒷면은 

앞면에 적은 수량대로 배에 싣고, 이를 확인하였다는 선장의 수결이 들어가 있다. 정리하자면 목간 1~8은 〔(앞

면) 발송지(자)+수신인+화물종류+화물량, (뒷면)수량대로 화물적재 여부+책임자 확인 수결〕의 구조로 이루

어져 있는 물표이다.

목간 9~목간 13에 대한 판독을 보도록 하자.

목간  9 : (앞면)          (뒷면) 묵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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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간 10 : (앞면)                  (뒷면) 묵흔 없음

목간 11 : (앞면)                             (뒷면) 묵흔 없음

목간 12 : (앞면)                             (뒷면) 묵흔 없음

목간 13 : (앞면)                            (뒷면) 묵흔 없음

목간 9~13은 상단 부분이 유실되거나 판독이 되지 않아 완전한 구조를 알 수는 없다. 앞면은 

의 구조로 추측할 수 있다. “ (개)경에 있는 안영의 戶에 도자기 한 꾸러미를 보낸

다.”라는 내용이다. 수도에 있는 안영이라는 수신인, 도자기라는 화물종류, 한 꾸러미의 화물 수량이 적혀 있

는 것이다. 정리하면 목간 9~13은 〔미상+수신인+화물종류+화물량〕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물표이다.목간 12

와 목간 13은 나무의 나이테가 일치하며, 두 목간을 이어 보았을 때 육안으로도 나무 결이 일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의 목간이 나눠져 있는 것으

로 판단되지만, 판독이 완료되지 않아 일단은 두 개로 나누어 보았다.  미상 부분은 아마도 발송지(자)가 아니었을까 추측한다.

다음으로 목간 14~목간 17에 대한 판독이다.

목간 14 : (앞면)                        (뒷면) 묵흔 없음

목간 15 : (앞면)                      (뒷면) 묵흔 없음

목간 16 : (앞면)                            (뒷면) 묵흔 없음

목간 17 : (앞면)             (뒷면) 묵흔 없음

목간 14~16은 “ ”이라는 간결한 내용이 적혀 있고, 뒷면은 묵흔이 없다. 해석하면 “최대경 댁

에 올린다.”이다. 大卿직에 있는 최씨 댁에 올린다는 것으로, 단순히 수신인만 적혀 있는 형태이다.

목간 17은 상`하단이 결실되었다. 묵서는 문장이 종결될 때 사용하는 ‘印’자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하단 부분은 명문이 모두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용상으로는 “(柳)將命宅上砂器印”로 완결된 것이다. 뒷

면에는 묵흔이 없다. “유장명 댁에 사기를 올린다.”라는 내용으로, 將命직에 있는 유씨 댁에 도자기를 올린다

는 것이다. 목간 17은〔수신인+화물종류〕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마지막으로 목간 18~목간 20에 대한 판독이다.

목간 18 : (앞면)                             (뒷면) 묵흔 없음

목간 19 : (앞면)                        (뒷면) 묵흔 없음

목간 20 : (앞면)                      (뒷면) 묵흔 없음

목간 18은 판독이 되지 않아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 목간 19는 “위에는 30, 아래에는 20”이라는 간결

한 내용으로, 수량만을 적고 있다. 목간 20은 가운데에 수결에 해당하는 글자가 있고, 그 위아래에 ×와 ○라

는 부호가 적혀 있다. 현재까지는 부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다.

이상으로 대섬 목간 1~20까지의 판독과 해석, 구성 등을 살펴보았다. 목간 1~8은〔(앞면) 발송지(자)+

수신인+화물종류+화물량 (뒷면)수량대로 화물적재 여부+책임자 확인 수결〕, 목간 9~13은 〔미상+수신인+화

물종류+화물량〕, 목간 14~ 16은 〔수신인〕, 목간 17은 〔수신인+화물종류〕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목간 18은 

미상, 목간 19는 수량만이, 목간 20은 부호가 나타나 있다.

명문 내용에서 목간 1~17 모두 수신인이 적혀 있다. ‘태안선’에 실린 도자기가 각각의 수신인들에게 정

확하게 전달하게 하는 위해, 수신인만은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적을 필요가 있었다. 대섬 목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여기에 있다.

때문에 명문 내용을 통한 분류의 기준은 수신인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수신인을 기준으로 나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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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형’(목간 1~8), ‘안영형’(목간 9~13), ‘최대경형’(목간 14~16), ‘유장명형’(목간 17)으로 할 수 있다. 

미상이거나 부호가 적힌 목간 18~20은 ‘기타형’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하지만, 수신인을 기준으로 해서 분류할 때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인수형’과 ‘안영형’의 경

우 ‘戶付’ 즉 “호에 부친다.”라고 하였고, ‘최대경형’과 ‘유장명형’은 ‘宅上’ 즉 ‘댁에 올린다.’로 적어 발송을 나

타내는 용어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발송자와 수신인 사이에 상하 관계가 있어, 용어 선택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신인과 더불어 용어 사용문제까지 감안하면, 목간 내용에 따른 분류는 ‘호부형’과 ‘

택상형’으로 크게 나눠진다. 다시 이를 세분하면 ‘호부형’ 안에서 ‘인수형’과 ‘안영형’으로 나뉘고, ‘택상형’ 안

에서 ‘최대경형’과 ‘유장명형’을 나눌 수 있다.

이상의 명문 내용에 따른 분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분류명 세부분류명 명문의 구조 해당목간

호부형

인수형
(앞면)발송지+수신인+화물종류+화물량

(뒷면)수량대로 화물 적재 여부 +책임자 확인 수결
목간1~8

안영형 (발송지?)+수신인+화물종류+화물량 목간9~13

택상형

최대경형 수신인 목간14~16

유장명형 수신인+화물종류 목간 17

기타형 수량, 부호, 미상 등 목간 18~20

이상으로 대섬 목간에 대한 용도별, 형태별, 내용별 분류를 시도하여 보았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용도

와 내용, 형태를 아우를 수 있는 분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공통점이 찾아지지 않는다. 각각의 기

준에 따르는 분류만을 제시한 한계점이 있다.

Ⅳ. 대섬 목간 명문 해석에 관련된 문제들

이번 장에서는 목간에 나타나고 있는 명문 해석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소개하고자 한다. 

1. ‘호부형’ 목간

1) ‘인수형’ 목간

‘인수형’ 목간에서 화물의 발송자는 ‘탐진(현)’ 이다. 耽津縣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

다. 즉, 탐진현에서 바로 대정 인수에게 도자기를 보낸 것인지, 아니면 탐진현의 어느 세력이 도자기를 발송했

는지 하는 문제이다. 

다음으로 ‘在京隊正仁守’의 역할문제이다. 정9품 무반인 隊正이 어떤 연유로 수신인으로 되어 있는지, 

또한 그가 최종 수신자인지 아니면 개경에서의 중간 유통을 담당한 인물이었는지 역시 중요한 문제로 부각

될 수 있을 것이다. ‘在京’이라고 표현된 대정 인수의 신분 문제도 관심이 간다. 즉, 탐진 출신으로 개경에 있

는 사람인지, 아니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대정 인수인지의 문제이다. 在京하고 있는 仁守나 安永이라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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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에 대비하여 崔大卿과 柳將命은 재경이라는 수식어가 붙지 않는다. 인수나 안영과 ‘京’과의 관계도 규명해

야 할 주제이다. 

‘인수형’ 목간에서는 도자기 양과 관련해서는 목간 1의 ‘八十’과 목간 2, 7, 8의 ‘壹畏’ 2가지가 나타난

다. ‘畏’나 ‘안영형’에서 보이는 ‘ ’가 모두 얼마만큼의 양을 뜻하는 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다만, 목간 

1에서 보이는 ‘八十’이라는 양이 ‘외’나 ‘과’의 수량을 알려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태안 대섬 인양 도자기들의 

경우 일정 양씩 꾸러미로 묶여 있는데, 각 기종에 따라 양이 다를 수도 있어 바로 한 꾸러미가 팔십 개라고는 

할 수 없지만,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역으로 생각해서 ‘외’나 ‘과’가 일정 수량인데 반

해, 목간 1이 놓여져 있던 곳의 도자기 꾸러미만이 특별히 팔십 개가 묶여 있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역

시 향후 과제로 남겨둘 수밖에 없다.   

‘인수형’ 목간 뒷면은 “卽(式)載船長수결”이라고 적혀 있다. ‘式’으로 판독한 글자는 이두로 ‘식’이라

고 읽으며, ‘몇 개 씩’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卽式’은 앞면에 적힌 수량대로라는 의미이다. ‘卽(式)載’는 “(앞

면에 나와 있는 수량만큼) 실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船長수결’은 이 내용을 선장이 확인하고 수결을 

한 것이다.

뒷면의 ‘載’를 동사로 보지 않고, 선장과 연결해서 ‘載船長’이라고 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본다면 ‘앞

면에 나온 수량대로’라고 하고, 배에 화물 적재를 책임지는 인물(載船長)이 수결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

지만 역시 ‘載’는 앞에 붙여 읽는 것이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船長수결”에서 나타나는 수결은, ‘

태안선’에서 나온 물표와 포장목에 여러 번 나타나고 있는데 모두 동일하다. 적재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책임

지고 있는 인물로 생각된다. 이 경우 船長에 대한 좀 더 치밀한 분석 역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어떤 이유로 ‘인수형’ 목간에서만 수량대로 실은 것을 확인하는 내용이 나타나는 것일까. 

적재 수량에서 오차가 발생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일까. 혹시 안영호나 최대경, 유장명댁에 보

내는 도자기와는 그 성격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도 있다. 인양된 수량만도 2만 여

점이 넘는 도자기를 적재한 ‘태안선’ 화물이 모두 동일한 성격을 갖는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각각의 수신

인에게 전해지는 도자기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2) ‘안영형’ 목간

‘안영형’ 목간은 앞면에만 명문이 나타나는데 “ ”라고 적힌 목간 9의 앞부분에 대

한 판독이 논란이 되고 있다. 손환일은 판독이 되지 않는 부분이 4글자로 ‘壬子七月’이라고 판독하였다.손환일, 앞

의 글.  하지만 이에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목간 9는 현재 육안으로는 거의 글씨를 판독할 수 없는 상태이다. 하지

만 출토 당시 사진이나 적외선 촬영 결과를 보면 상단 부분은 세 글자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목간 12와 13의 적외선 촬영 결과 목간 9 상단부분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중 목간 9

와 목간 12 모두 첫 글자 맨 위에 ‘ ’이 아주 또렷하게 찍혀 있고, ‘壬’자와는 획수가 맞지 않는다. 

또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인수형’이나 ‘안영형’은〔수신자+화물종류+화물수량〕이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다. 목간 9의 판독이 되지 않는 부분이나 목간 10의 유실된 상단 부분에는 ‘인수형’과 마찬가지로〔발송지〕

가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대섬 목간에 干支가 적힐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도 고려할 수 있다. ‘태안선’에 실린 도자기가 해

를 넘길 정도로 오랜 시간에 걸쳐 적재되거나, 운송되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간지가 적힐 이유가 없다고 본

다. 연도를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적재 순서에 따라 간지가 적힌 부분은 따로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앞

에서 지적했듯이 대섬 목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화물을 각각의 수신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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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표이다. 때문에 干支가 목간에 적힐 타당한 이유는 찾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상의 여러 가지 이유로 목간 9에서 판독이 안 되는 부분은 총 3글자로, ‘인수형’과 마찬가지로 ‘발송

지’가 적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계속해서 대섬 목간 판독에 관심을 기울여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안영형’ 목간의 수신자로 나타나는 ‘在京安永戶’는 어떤 인물일까. ‘안영호’는 하나의 人名 보다는 ‘안

영’의 ‘호’이고, 姓名이기 보다는 ‘안영’이라는 이름으로 생각된다. 안영은 대섬 목간 수신인이 관직자인 경우 

이를 명기하고 있기 때문에, 안영은 관직자는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安永은 도자기 유통과정에서 중간수신인

인지 최종수신인인지는 앞의 在京隊正仁守와 마찬가지로 향후에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2. ‘택상형’과 기타형 목간

1) 최대경형 목간

‘최대경형’은 “崔大卿 댁에 보낸다.”라는 간단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으며, 뒷면은 적외선 촬영결과 묵흔이 없

다. 앞의 ‘인수형’이나 ‘안영형’ 목간과는 다르게 수신인만이 나타난다.

수신인인 ‘崔大卿’은 人名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아무래도 崔씨 성을 가진 ‘大卿’이라는 관직자로 보인

다. 하지만『高麗史』百官志에는 大卿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高麗史』,『高麗史節要』기사와  개별 인물의 

墓誌銘에서는 그 용례를 확인할 수 있다.『高麗史』 卷88 列傳1 后妃1(順宗妃 宣禧王后 金氏의 父는 大卿 金良儉), 『高麗史節要』 卷8 睿宗16

年 正月(睿宗 後宮인 淑妃 崔氏 父 崔湧도 大卿), 金龍善 編,「咸脩墓誌銘」『高麗墓誌銘集成』, 翰林大學校아시아文化硏究所, 1997(咸修가 大卿 閔志寧의 딸과 혼

인함), 『高麗史』 卷13 世家13 睿宗7年 8月 丙午(大卿 李仲平의 사례)

『高麗史』列傳 이자겸전에는 “이자겸이 왕에게 重興宅 西院으로 가자고 청하였으므로 왕은 의장대를 갖

추지 않고 사잇길로 갔다. 왕이 서원 문 앞에 당도하니 大卿 金義元과 崔滋盛이 중흥택 집사의 자격으로 마

중 나왔다”라는 기록이 있다. 『高麗史』 卷22 世家22 高宗4年 5月 乙未, 『高麗史』 卷127 열전41 叛逆1 李資謙  당시 김의원은 그의 墓

誌銘에 의하면 禮賓卿ㆍ知御史臺事였던 시기로그의 묘지명에 근거했다. 金龍善 編,「金義元墓誌銘」『高麗墓誌銘集成』, 翰林大學校아시

아文化硏究所, 1997 예빈경 (從3品)으로서 대경이라고 일컬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고려시대의 寺ㆍ監 등에는 

卿과 少卿이 있었다. 그중 전의시, 종부시, 위위시, 사복시, 예빈시, 전농시, 내부시, 사재시 등에는 정3품 내지

는 종3품의 卿과 정4품 내지 종4품의 품계를 가진 少卿이 있었는데, 편년 기사나 열전 등에는 보이지 않지만, 

少卿에 대칭하여 이들 관서의 卿을 ‘大卿’이라고 칭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崔大卿’은 도

자기의 최종 수신인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2) ‘유장명형’ 목간

‘유장명형’ 목간은 “ ” 한 사례만이 보인다. (柳)는 아랫부분만이 남아 있지만, 남아 있는 획

으로 볼 때 柳로 판독할 수 있다. “유장명 댁에 도자기를  올린다.”는 내용이다. ‘최대경형’과는 다르게 도자기가 

명시되어 있고, 문장을 종결하기 위해 ‘印’을 적었다. 여기에서 ‘柳將命’은 人名으로 볼 가능성과 柳씨 성을 가

진 ‘將命’으로 볼 여지가 있다. ‘택상’이라는 표현으로 볼 때 후자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將命’은 ‘大卿’과 마찬가지로『高麗史』百官志에는 나타나지 않는 관직명이다. 관직명의 이칭으로 생각

되는데, 향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將命이 관직일 가능성이 높고 ‘택상’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 

‘柳將命(宅)’의 경우도 청자의 최종 수신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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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형’ 목간

‘기타형’ 중 목간 19는 발송자나 수신인이 드러나지 않고, 다만 상하에 얼마라는 내용만 있다. 화물량의 단위가 

없어서 얼마만큼의 양을 나타내는지는 알 수 없다.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지만 다만 어떤 수신인에게 가는 도

자기의 총량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가능성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즉, 예를 들자면 ‘인수형’에서는 

‘八十’이나 ‘壹畏’ 등 도자기 수량이 적혀 있다. 이들은 꼬리표형이건 부착형이건 각 도자기 꾸러미 하나씩에 

물표를 부친 것이다. 그 후 대정 인수에게 전해질 총 수량으로 상단의 30개 하단의 20개 꾸러미가 모두 그에 해

당한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한 물표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추측에 의한 것으로 향후 이에 대한 여

러 연구를 기대한다. 

Ⅳ. 맺음말

이상으로 충남 태안 대섬 수중 발굴 조사에서 인양된 목간의 의의와 분류, 명문에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 등을 

제시하였다. 앞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대섬 목간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견된 고려시대 목간이다. 목간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과 연구가 

진행된다면 고대사에 한정되어 있는 우리나라 목간 연구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려시대 도자

기의 유통과 소비 구조 등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많은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사료가 될 것으로 기

대한다. 

대섬 목간은 용도별로는 물표에 해당하는 목간과 수결이 적혀 있는 도자기 포장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형태상으로는 물표를 묶기 위해 목간의 좌우에 홈을 판 ‘꼬리표형’, 한쪽 홈을 파서 도자기에 부착하고 함께 

포장한 ‘부착형’, 도자기 꾸러미들 사이에 놓은 ‘갈피형’으로 분류하였다. 목간에 나타난 내용에 따라서는 크

게 ‘戶付形’과 ‘宅上形’, ‘기타형’으로 나누고, 다시 ‘호부형’은 ‘인수형’과 ‘안영형’으로 ‘택상형’은 ‘최대경형’과 

‘유장명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섬 목간은 무엇보다도 화물의 수신자를 정확하게 기록하여, 도자

기가 잘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능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대섬 목간의 명문 해석과 관련하여 몇 가지 내용과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탐진’과 

‘在京隊正仁守’와의 관계, ‘ ’와 ‘ ’ 등 도자기 수량문제, ‘仁守’와 ‘安永’의 도자기 유통 상의 역할과 신분문

제, 도자기 적재 선박의 운영 문제, ‘대경’이나 ‘장명’ 등 관직의 이칭에 대한 해명, 태안선에 실린 도자기가 갖

는 성격 등이 향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분석을 진행한다면, 대섬 목간

을 통해 좁게는 태안 대섬 인양 도자기의 성격을 좀더 명확히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넓게는 고려시대 지방과 

개경간의 유통구조, 선박을 이용한 물품의 유통 등 여러 가지 역사상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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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인류는 대륙에 흐르는 큰 강의 강변에서 문명을 열기 시작하면서 강줄기로 이어지는 물길을 따라 지역과 지역

을 연계하고 다양한 문화와 소통하여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기도 하고,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기도 하면서 인류

의 문명을 윤택하고 풍요롭게 발전시켜 갔다.

인류의 이동과 교역에 주 통로인 강의 물길은 바다로 나아가 연안을 따라 이어지는 바닷길과 이어지게 

된다. 항해술과 조선술(造船術)의 발달과 함께 바닷길은 오대양을 통과하고 대륙과 대륙을 연계하며 흐르는 

조류를 이용하는 항로의 개발로 더욱 고속화되어 갔다.

고속의 바닷길은 장거리 교역에서도 대량의 문물을 빠르게 유통시킬 수 있게 되어 인류사회의 경제·

문화에 새 지평을 열어가는 대변혁을 가져오게 된다. 즉, 바닷길의 개발과 개척으로 해상교역이 활발해지게 

되면서부터 지역의 문화와 기술은 빠르게 국제적 문화와 기술로 확산되었고 한 시대와 한 지역의 문화특성

이 다문화 요소를 포함하는 시대로 전환되어 가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서해안에 연하여 있는 황해에도 한반도와 중국대륙·일본·동남아시아를 통과하는 조류가 

흐르고 있어서 이 조류를 타는 장거리 항해가 활발하여지는 9세기에는 중국 당(唐)의 물품이 한반도와 일본

은 물론 동남아시아로 빠르고 넓게 확산되었던 해상경영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황해를 통한 해상교류의 역사는 선사시대 이래, 중국대륙 동해안과 한반도 서남해안을 연계하는 연안

항로로 지속되어왔지만 대형선박으로 대해를 건너며 대량의 문물을 빠르게 운송하는 국제 해상무역시대는 

9세기부터 본격화하게 되었던 것이다. 

03.  태안 대섬 침몰선  
청자 인양조사의 성격과 의미
나선화(전 문화재위원·전 이화여대 박물관 학예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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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황해에 흐르는 조류는 한반도 서남해안을 끼고 흐르기 때문에 한반도는 이 황해의 바닷길을 

이용하여 한반도의 남부지방과 북부지방을 빠르게 연결하는 해로를 개척하여 국내의 문물 운송과 교류를 활

발하게 하였고, 고려·조선시대에는 서남해안의 바닷길이 조운로(漕運路)로서도 활용도가 높았다. 따라서 황

해에는 동아시아 국제교역의 역사와 한반도 해상운송의 역사가 축적되어 있는 것이다.

황해에서 대량운송의 해상교역 시대를 열기 시작한 8∼9세기 이후 황해의 해상교역 주요물품의 하나

는 당시 중국에서 개발되어 아시아 권역에 널리 유통되었던 자기(磁器) 제품이다. 자기 제품은 바닷속 뻘에 

묻혔을 경우 해수로 인한 형질변경이 적은 물품이어서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원형을 유지하고 있음으

로 해저 유물 인양의 보고사례가 가장 많은 물품이다. 자기는 대체로 그 제작연대가 양식사에서 정립되어 있

는 제품이어서 자기의 형태와 특징만으로도 선박의 침몰시기를 추정하는 데에 절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

기도 하며 반대로 선박선적 물품의 사용시기에 따라 도자기 편년에 절대기준 자료를 제시하기도 한다. 따라

서 황해의 침몰선 인양 자료는 동양도자연구에 많은 학술 연구 자료를 제시함으로 학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

고, 인양된 도자기는 고미술품으로서의 국제시가가 형성되어 있는 물품임으로 국제 고미술 유통업계에서도 

관심이 많은 자료가 되어 도굴의 위험도 있다. 

특히 1976년 중국 원(元)의 도자기를 실은 신안 침몰선의 인양조사를 계기로 하여 황해는 중국·일본·

한국의 도자기 생산, 교역의 역사 연구 자료의 수장지역으로 국제사회와 국내학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

서, 계속된 국내 연안 항로에서 침몰된 고려청자 선적 선박의 수중발굴조사로 해저인양 도자기는 육상의 유

적발굴조사 자료와 비견되는 학술적 가치가 새롭게 평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고려시대에는 고려 도자기의 주 제작지가 전라남도 강진, 전라북도 부안, 고창 등 서해안에 분

포되어 있었고, 고려의 왕도(王都)인 개경(開京)으로의 고려청자 운송을 해로로 하였기에 서해안에는 유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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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도자를 적재한 침몰선이 많았던 것이다. 

고려도자연구는 이제 해저침몰선 수중발굴 자료에 의하여 그 수요 공급의 사회경제사적 연구와 양식적 

편년이 보다 상세하게 편성되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금번 태안 대섬의 고려청자 적재 선박의 수중발굴조사 결과도 고려청자 생산 역사의 새로운 면모를 제

시하는 중요한 학술자료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이번 태안 대섬의 수중발굴조사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수

중발굴조사단의 전문 인력과 조사 전용선박이 구비된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조사였고 수중촬영이 가능하여 

바닷속의 발굴 전의 상태, 발굴조사과정을 정확하게 기록하였던 수중발굴이어서 지금까지의 유물인양 중심

의 수중발굴조사에서 보다 기록이 객관적이고 명확한 조사가 되었다. 더욱이 태안 대섬의 고려청자를 적재한 

선박까지 인양됨으로써 태안 대섬 수중발굴조사는 당시의 생활문화사, 항로, 자기제작기술사, 조선(造船)기

술사 등을 규명하는 일등 자료를 획득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이번 조사의 성과와 의미를 정리해보는 한 방안으로 태안 대섬 침몰선 인양자료 가운데 주 

선적제품인 태안 대섬 침몰선 청자(이하 : 태안 인양 청자)의 기형·문양 등의 특성을 부각시켜 수중발굴조

사로 드러난 한국 청자의 새로운 면모를 정리하여 봄으로써 태안 대섬 수중발굴 조사의 성격과 의미를 탐색

하고 앞으로 수중발굴조사 연구의 미래 방향과 연구결과의 활용 방향도 제안해보고자 한다.

2. 태안 침몰선 인양 청자의 특성  

한반도 서해안의 신안, 완도, 목포, 무안, 군산, 보령, 태안 등지의 앞바다에서 지금까지 인양된 고려청자들은 대

부분이 고려시대에 일상 생활용기로 정착되었다고 추정되는 중급 대접·접시 등 음식기였다. 서해안에서 인

양된 청자 가운데에는 궁궐이나 사찰의 의식용으로 보이는 고급의 청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

와 같은 정황은 12∼14세기에 서해안 항로로 많은 고려도자가 유통되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도 하지만 민

간교역에 사용된 민수용 도자기 선적선박들은 구조적으로 풍랑에 취약하여 거센 풍랑에서는 난파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하게 된다. 전라남도 강진과 전라북도 부안에서 12∼14세기에 제작

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2007년 7월에서 2008년 여름까지 조사된 태안 대섬 앞바다의 침몰선에는 도기와 흑갈유도기, 고급 백

자도 있으나 선적물품은 거의 대부분이 고려청자이었다. 3만점에 이르는 청자도 대부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접·접시·완·잔 등의 식기류이다.국립해양유물전시관, 「태안대섬앞바다 수중발굴조사 지도위원회」, 2007.10.

청자의 특징을 기형조합과 장식문양으로 보면 철회·퇴화가 장식되어 있는 철회청자·퇴화청자 외에

는 그릇의 내외면에 음각과 양각으로만 문양을 장식하고 있는 순청자이다. 태안 대섬 침몰선 청자의 기형(

器形), 기종(器種), 문양(紋樣), 번조받침 방법 등에서의 특징은 양식사(樣式史) 중심의 편년자료와 비교하여 

보면 태안 인양 청자는 대체로 10세기 중·후반의 고려청자 발생기를 지나 고려청자의 정체성이 확립되어

진 12세기 고려청자의 기형과 번조받침형태 특징을 지니고 있다.윤용이, 『韓國陶磁史硏究』, 문예출판사. 1993. p.118∼120.康津

郡·海剛陶磁美術館, 『康津의 靑磁窯址』, 1992.

그러나 태안 인양 청자는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12세기 고려청자와 비교하면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상

이점이 있다. 첫째는 장식문양 가운데에 뾰족한 도구를 사용하여 가는 선으로 새겨 넣어진 음각문양의 주제와 

표현 상태이다. 둘째는 향로 뚜껑에 장식된 사자의 형태와 두꺼비 모양 벼루에서 보이는 조각의 조형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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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태안 인양 청자에서만 보이는 특성을 주목하면 일차적으로 태안 인양 청자의 특성과 제작시

기를 추정하고 11세기 후반∼12세기 고려청자 생산의 전개상황을 추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

리라고 판단됨으로 본고에서는 특이한 음각 문양과 상형(象形)의 조형적 특징 중심으로 특성을 정리하여 해

저에서 인양된 자료로 얻어지는 학술적 자료 가치를 재부각시켜 수중발굴조사의 성과를 언급하고자 한다.

가. 음각문(陰刻紋)의 특징

장식문양의 주제는 11∼12세기의 고려청자와 10∼11세기 중국 오대( ) 북송(北宋) 시기의 중국 월주요 

(越州窯), 요주요(耀州窯), 정요(定窯), 경덕진(景德鎭) 자기에서 많이 사용되는 연화문(蓮花紋)·모란문(牧

丹紋)·초화문(草花紋)·당초문(唐草紋), 연화당초문, 모란당초문, 앵무문, 파어문, 파도문, 구름문 등이다. 

문양은 음각과 양각·철회·퇴화 기법 등 네가지 시문기법으로 장식되었다. 이 가운데에 가장 이채로

운 것은 태안 인양 청자의 음각문양이다.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11∼12세기 고려청자에서 장식되는 도식화 

되어 있는 문양 패턴과는 유형을 달리하고 있어서 주목됨으로 음각문양의 형태를 상술하고 그 연원을 탐색

하여 태안 인양 청자의 특징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끝이 뾰족한 도구를 사용하여 대접·접시·발우 등의 내측면(內側面)과 내저면(內底面)에 장식하는 음

각시문기법(陰刻施紋技法)은 10세기 중국 월주요와 11∼12세기 강진 용운리 10호 Ⅰ, Ⅱ층에서 출토되고 있

는 고려청자의 장식기법이다. 그러나 기존의 11∼12세기 고려청자의 보편적인 문양에서 보이는 국화당초문

이나 모란당초문, 앵무문, 주문양인 연꽃이나 국화 형상 등이 사실적이고 좌우대칭이 맞는 규격화된 도안이 

사용되고 있음에 비하여, 태안인양청자는 꽃의 형태도 일그러져 있거나 멋대로 그려 넣어서 문양의 배치 간

격도 무질서하고, 형태도 사실적이지 않고 반추상이 되어 있으며 음각선이 속도감이 있고 활달하여 장인이 

마음대로 그려 넣은 형상으로 장식되어 있다. 

연꽃과 모란꽃의 형태도 도안화된 측면관이나 정면관과 달리 형상도 이름 모를 꽃으로 되어있고 대접

이나 접시의 안바닥에 넣은 문양 배치도 중앙에 배치되지도 않고 비뚤어져 있거나 내측면 안쪽에 작화를 넣

은 듯이 장식된 것도 있을 만큼 자유분방하고 도안의 기본틀이 짜여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여러 가지 문양 

가운데에 몇 가지만 상술하여 보기로 한다. 

① 앵무새 무늬 

앵무문은 중국 오대(  월주요 청자의 음각문에서 고려청자로 전이된 문양의 하나이다. 고려청자에서는 

11세기 후반, 12세기 전반의 강진 용운리 10호, 부안 유천리 7호, 12호 청자 가마터 퇴적층에서 상당량 발견되

는 문양으로 주로 12세기 청자에 널리 활용되었던 것이다. 

지금까지의 고려청자 앵무문은 10세기 중국 월주요 청자에 비하여 단순화되어 있고 머리를 옆으로 하

여 대접의 내측면을 휘도는 형상으로 장식되어 있는 것이 기본패턴이다. 그러나 태안 인양 청자의 앵무문은 

앵무새의 머리모양이나 동체 표현이 11∼12세기 고려청자 앵무문 패턴과 달리 머리를 위로 향하여 공중으로 

비상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꼬리가 공작새처럼 유난히 길게 늘어져서 대접의 안바닥까지 늘어져 있는 것

도 있다. 조각은 섬세하면서도 활달하며 문양을 조각할 때 구도나 문양배치구획에 제한이 없었던 것처럼 거침

없는 선으로 활기차게 표현되고 있는 점이 정형화되고 도식화되어 있는 12세기 고려청자 음각문과 다르다. 

태안 인양 청자의 음각 앵무문을 10세기의 중국 절강성의 상림호월요(上林湖越窯) 발굴조사 자료와 비

교하여 보면 월주요에는 당초문 장식이 화려한 벼슬처럼 붙여지고 날개와 몸체가 세선으로 화려하게 장식되

어 있는 것과 11∼12세기 고려청자의 앵무새처럼 단순하게 묘사하여 새의 깃털과 꼬리표현의 선각만으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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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을 표현한 것이 있는데 태안 인양 청자에는 간략하게 표현한 앵무새 형태에다가 화려한 공작새 같은 꼬

리를 늘어뜨리는 특이한 것도 있다. 월주요 청자의 앵무문 가운데에서는 사룡구월요(寺龍口越窯) 출토품에

서 가장 유사한 것을 찾아볼 수 있다.浙江省文物考古硏究所, 『寺龍口越窯址』, p.82, 도면 50. 文物出版社. 2002.<도면 1>

② 꽃 당초문 

대접이나 완의 내면에 장식된 가는 선 음각문양 가운데에 가장 많은 패턴이 꽃 당초문이다. 꽃은 주로 연꽃·

모란꽃·국화꽃이다. 강진 용운리 10호 가마 퇴적층 Ⅰ층에서는 국화당초문의 출토가 많았고 일반적인 11

∼12세기 고려유적 출토 청자에서는 반양각으로 보이는 굵은 음각선의 연화·모란당초문이 증가된다. 태안 

인양 청자에서는 국화당초문의 수량이 많은 편이다.  

태안 인양 청자의 음각 꽃 당초문의 특징을 보면 용운리 10호 Ⅰ·Ⅱ층 출토 청자의 꽃 당초문이 사실

적이고 좌우대칭적인 데에 비하여 꽃송이도 비대칭으로 흐트러져 있고 모란꽃도 바람에 흩날리는 꽃을 측면

에서 본 것처럼 약동감이 있으나 생략되어 약식화되어 있다. 이 같은 문양형태는 12세기 고려청자에서 보이

는 일반적인 문양이 후에 퇴화되거나 약식화된 것처럼도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음각 꽃 당초문의 표현 양

식은 이미 10세기의 중국 오대에서 11세기의 북송시대에 걸쳐 제작된 월주요 청자와 오대의 북방청자인 섬

서성 황보요 청자의 대접·접시에서 이미 출현하였던 고식(古式)의 양식이다.慈溪市博物館, 『上林湖越窯』, p.41, 도면 16. 

2002 .<도면 2~4> 연화당초문(蓮花唐草紋) 모란당초문은 한 줄기 또는 한 포기의 문양으로 역시 비대칭적 표

현이 많이 보인다.<도면 5>

<도면 1> 절강성 사룡구월요(寺龍口越窯) 대접 앵무문

<도면 2> 절강성 상림호월요(上林湖越窯) 대접 초화·연화당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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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절강성 상림호월요(上林湖越窯) 합뚜껑 문양

<도면 3> 절강성 상림호월요(上林湖越窯) 대접 초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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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앵무문, 꽃 당초문으로만 보아도 慈溪市博物館, 앞의 책, p.42, 도면 17. 음각 문양 양식은 고려청자 제작의 성숙기

와 완숙기가 되는 12∼13세기 청자에서는 보이지 않는 문양 양식인데 이들 문양의 특징은 모두 고려청자 발생

기인 10세기에서 11세기 전반 중국청자와 표현기법, 주제가 매우 유사하다. 慈溪市博物館, 앞의 책, p.50, 도면 22.

 태안 인양 청자에서 가장 눈에 뜨이는 선으로만 시문한 청자는 12세기에 들어서면서 조각도의 끝이 사

선으로 된 날을 사용하여 문양을 새기어 반양각의 효과를 내는 음각문양 청자와 함께 나타난다. 강진 초기청

자 가마의 하나인 용운리 9호, 용운리 10호 청자가마의 폐기물 퇴적 출토품 최저층에서도 가는 음각선문과 

굵은 음각선문이 함께 제작된 것이 확인되었는데 최하층에서는 가는 음각선 장식문양이 중심을 이루다가 12

세기 후반부터 굵은 선의 음각 문양이 고급청자의 장식기법으로 자리잡아가는 현상을 볼 수 있어서 가는 선

의 음각문양은 12세기 후반에 점차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태안 인양 청자의 음각문양은 10∼11세기 중국 월주요 청자의 음각문양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문

양주제, 패턴과 조각도의 운용에서의 자유분방한 활달성과 가장 유사하다.慈溪市博物館, 앞의 책, p.87, 도면 45. 각론에

서 다룬 앵무문·당초문 외에도 꽃·파도물결·파도와 물고기 무늬 등도 중국 월주요 청자에서 모두 출현하

였던 것이다.<도면 6> 이들 가운데에 12세기 청자에 널리 쓰인 것, 13∼14세기에 많이 쓰인 것 등 시대별로 

확대 사용된 것이 조금씩 다르게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浙江省文物考古硏究所, 앞의 보고서, p.175, 도면 97-2. 조잡

해 보이기도 하는 파격적인 생략과 속도감이 강한 태안 인양 청자 음각문양들과 유사한 것은 역시 10∼11세

기의 북방청자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중국 내륙인 섬서성 동천시(銅川市) 부근에서 1987년대에서 1992년까지 발굴조사 되었던 청자생산

<도면 5> 절강성 사룡구월요(寺龍口越窯) 대접 모란당초문 <도면 6> 절강성 사룡구월요(寺龍口越窯) 파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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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 섬서성 황보요(黃堡窯) 기하학선문대

<도면 8> 섬서성 황보요(黃堡窯) 합뚜껑 방사선·꽃판문

유적 황보요(黃保窯)는陝西省考古硏究所, 『五代黃保窯址』, 文物出版社, 北京, 1997. 당(唐)에서 송(宋) 때까지 운영되었던 가마

인데, 오대( 가 중심운영시기이다. 황보요 청자대접의 내면에 가는 선으로 음각된 문양의 패턴 가운데에 

방사선문陝西省考古硏究所, 앞의 보고서, p.246, 도면 130., 화문, 화판문陝西省考古硏究所, 앞의 보고서, p.282, 도면 160., 초화절지문, 사방

당초문陝西省考古硏究所, 앞의 보고서, p.240, 도면 128., 삼각선문대陝西省考古硏究所, 앞의 보고서, p.240, 도면 128. 등도 태안 인양 청자

의 합뚜껑 등에서 보이는 문양과 유사성이 많다.<도면 7~9> 특히 기호 같고 낙서 같은 명문도 황보요 청자에

서 많이 보이는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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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형(器形)·기종(器種) 조합의 특징 

태안 인양 청자의 대부분은 음식기인 대접·완·접시·잔 등이다. 여기에 소호·작은 향로·굽이 없는 발

우·합·벼루가 동반되어 있을 뿐이다. 즉, 12세기 중·후반의 고려 왕실 관련 사찰이나 궁궐과 사대부들의 고

분 등지의 유적에서 출토된 정교한 동물조각 장식 향로·유려한 병·매병·과형병·정병 등과 같은 상품의 

장식품이나 장중한 의식에 쓰였음직한 의식용의 대형 기물은 전혀 동반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기형의 조

합도 10∼11세기 월주요 청자 생산지에서 수습된 기형과 기종조합과 거의 같다. 이와 같은 기형과 기형조합으

로 보면 강진 청자요가 고려 왕실의 공납용 청자 생산지로 개편되어 다양한 청자를 생산하기 이전인 것으로 10

∼11세기 중국 월주요와 민간무역단계에서 직접적인 기술교류가 있었던 단계의 기형조합이다. 

기형의 특징으로 보면 강진 용운리 9호, 10호 Ⅰ층 퇴적층에서 보이는 중국 오대 월주요 청자와 같은 

<도면 9> 섬서성 황보요(黃堡窯) 국화·풀꽃문, 4방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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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이 높은 대접·접시·완류는 보이지 않는다.康津郡·海剛陶磁美術館, 앞의 보고서, 1992. 태안 인양 청자는 굽이 낮은 고

급의 비색청자류가 많아졌다.

1172년 강진에 청자 생산체계를 관리하는 고려 중앙관청의 감무(監務)가 파견되어서 공납용품 청자의 

형식과 틀이 확정된 12세기 후반부터 청자는 얕은 굽에 굽바닥까지 시유되고, 유면이 녹청색으로 빛나는 고

급청자의 생산이 확대되었다고 볼 때, 역시 고려관청의 감무 파견 전후한 12세기 중후반으로 볼 수도 있다. 그

러나 기형의 조합에서 12세기 후반에 생산량이 많았던 매병·정병 등 의식기가 없고 10∼11세기 월주요 청자

가마터 생산품의 기종과 형태에서 10∼11세기 중국 청자의 영향력이 강한 점을 보면, 한반도 서남해안 해상

세력이 독자적으로 중국 월주요와 교역을 원활히 하

여 청자 제작 기술을 이전한 후 월주요 양식의 음각

문양을 채용하였으나 옥돌과 같은 고급품으로 발전

시켜 고려청자를 월주요 양식의 청자에서 고급품으

로 발전시켜 생산하였을 것으로 본다. 그 시점을 본

다면 12세기 전반으로 추정되어지는 것이다.

음식기 가운데에 주자 형태는 참외모양 주자

가 유일하다. 고려고분에서 출토되어 현존하는 자료

가 많은 형태로서 의식용 고급청자라기보다 실용위

주의 주자로 인식되어 있는 것이다. 표면에 아무런 

장식이 없는, 아랫부분이 풍만한 형태의 주자는 중

국 섬서성 동천시 부근에 있는 오대의 북방청자인 

황보요지(黃堡窯址) 출토품에서 볼 수 있는 유행이

어서 12세기 전반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도면 10>

 

다. 상형조각의 조형적 특성 

태안 인양 청자 가운데 가장 특이한 제품이 사자모양 

향로뚜껑과 두꺼비모양 벼루이다. 

향로뚜껑의 사자조각은 치켜뜬 눈의 표정이나 

이빨을 드러낸 모습이 해학적이고 머리가 강조된 데 

비하여 목의 방울이나 다리, 발의 표현은 심하게 약

화되어 있어서 사실적인 표현보다 특성만 강조한다. 

조선조의 민간공예에서 볼 수 있는 조형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조형은 12세기 후반, 13세기의 고려

고분에서 출토된 고급청자의 향로나 연적(硯滴), 필

가(筆架)에서 보이는 용·거북·사자의 조형적 특

징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독특함을 지니고 있다. 

다리나 발의 표현이 약식으로 단순화되고 머리가 강

<도면 10> 섬서성 황보요(黃堡窯) 과형주자

<도면 11> 섬서성 황보요(黃堡窯) 사자조각향로뚜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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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된 청자의 조각 유형은 14세기 신안선 출토 청자 향로와 오키나와 해치의 형상과 유사하기도 하다. 그러나 

사자발의 표현이 두루뭉술하게 축약된 것은 역시 중국 오대의 황보요에서 찾아졌다.<도면 11> 머리 표현 양

상은 중국 요의 돌사자와도 유사하다 하여 이채롭다.

퇴화문이 원점으로 두꺼비 몸전체에 등간격으로 고르게 찍혀 있어서 현대의 문양같은 두꺼비 모양 벼

루 역시 지금까지 알려진 고려청자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형태이다. 퇴화문의 발생 시기를 앞당기는 자료이기

도 하다. 

라. 유약과 태토의 특징 

10세기 후반, 시흥 방산동, 서산 사오리, 양주 부곡 등 한반도 중서부에 있는 중국 월주요식 벽돌가마에서는 중

국 오대의 녹갈색 청자와 같은 청자를 생산하였고 한반도의 서남 해안에 있는 강진에서는 월주요계의 청자와 

형태는 같으나 녹청색 청자로 유약이 투명하고 두터우며 광택이 강하여 경옥과 같은 질감을 지닌 소위 비색청

자의 생산에 주력하였다. 비색청자는 중국 절강성 사룡구 월요에서 출현하기는 하지만 강진에서 고급청자로 

생산이 확대되어 강진청자의 비색으로 발전된다.이해준, 「강진지역 고려청자의 발달배경」, 『康津의 靑磁窯地』, p.368.康津郡·海剛陶磁美

術館, 앞의 보고서, 1992.

태안 인양 청자의 유색과 태토는 비색청자라고 할 수 있는 녹청색의 유리질 유면을 지닌 것과 함께 유면

이 얇고 투명도가 높아 태토의 회색빛이 투명하게 드러나고 빙렬이 많은 질이 낮은 것이 공존하고 있다.

특히 유층이 얇고 광택이 적은 회청색의 음각 청자들은 필자가 실견한 바 있는 상림호 주변 북송 때의 

월주요 청자파편에서 보이는 유면과 유사하다. 유면에 빙렬이 거의 없는 고급 비색청자와 비교하면 얇고 맑

은 유약에 빙렬이 많은 이 청자는 대량생산되는 저급품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 저급품 청자는 고려 왕

실관련 유적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것이기도 하다. 이 저급청자는 고려의 상류층이 고급청자를 선호하면서 

생산이 사당리 가마를 중심으로 하여 고급청자생산으로 전환되어 갔기에 그 제작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다고 

보인다. 또한 수요층이 한정된 것이어서 고려유적 출토에서 발견할 수 없었을 수도 있다고 본다. 

이상의 장식문양패턴, 그릇의 형태와 종류, 유색과 유면의 상태 등 각론에서 태안 인양 청자의 특징을 

보면 기형과 번조방법에서는 고려청자 발생기를 지나 성숙기로 진입한 12세기 중후반의 특징을 지니고 있

다. 장남원, 「高麗中期 靑瓷의 硏究」.2002.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p.38. 중후반은 단단하고 광택이 있는 청녹색 투명

한 유약이 입혀져서 옥과 같은 질감을 지니고 있는 고급청자 생산이 확대되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그러나 장

식문양에서는 10∼11세기 중국 월주요·섬서성 황보요 등 중국 청자에서 나타났던 자유분방한 당초문·화

문·앵무문 등이 도안화되어 정형성을 갖추지 않은 문양이 채택되고 있다. 문양 가운데에는 13∼14세기 부

안 유천리에서 드물게 보이는 곡선으로 이루어지는 파도와 물고기 빗살로 그어낸 파도물결무늬 등도 출현하

여 문양으로 볼 때 제작시기를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 태안 인양 청자에서 나타난 파어문

도 기형에서와 같이 10∼11세기 월주요·황보요 청자에 있는 문양이 시원임을 확인함에 따라 태안 인양 청

자의 음각장식문양은 오히려 고식(古式)을 채용하고 있다고 판단되었다. 이와 같은 특징은 지금까지 알려진 

11∼12세기 고려청자의 일반적인 유형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면모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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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작시기 고찰 

태안 인양 청자의 기형과 질, 번조 받침 등은 기존 고려청자 발달사에서 12세기 중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장식

문양의 표현양식에는 10∼11세기 중국 월주요계 형식인 문양 주제와 자유분방한 표현 기법이 이입되어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을 중심으로 보면 태안 인양 청자의 제작시기를 두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청자의 생산이 관(官)의 운영체계로 편성되는 시점이 되는 1172년 이전일 것이다. 1172년은 강

진에 청자 생산을 감리하기 위하여 고려왕실에서 관리를 파견하던 시대 상황을 설명한 연구 논문에서는 강진

에서 청자생산 주도세력을 후백제의 해상세력을 인계한 탐진 최씨 일가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고려 

인종(1124년∼1146년) 때에 강진에서 고려 중앙관리로 진출한 인물 최사전(崔思全)과 그 아들 최열(崔烈)에 

의하여 고려청자 생산의 중앙관리 체계가 수립되었을 것으로 추리하며 중앙관청에서 감무를 파견하기 이전

의 청자 생산을 탐진 최씨 등의 지방 토호의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다. 이같은 역사적 배경은 11∼12

세기 중국 대륙과 연계하는 해상권을 보유하고 있던 강진 탐진 최씨를 중심으로 하는 토호 세력이 해상교류

를 통하여 일찍부터 강진에서 중국 오대·북송의 첨단제품인 청자생산 기술을 도입하여 직접 청자생산을 주

도하였을 가능성을 짙게 한다. 따라서 중앙관 감무 파견 이전인 12세기 전반에도 탐진 최씨 등의 토호세력들

이 개인 요장에서 토호와 연계된 중국청자 기술을 기반으로 얕은 굽의 고급청자에 월주요의 활달한 문양을 

채용하기도 하는 특이한 청자를 생산하였으리라고 볼 수 있다.

 또 하나는 1172년 이후의 개인요장 제품으로 보는 것이다. 이때는 이미 고려 중앙정부에서 파견한 감

무의 관리체제에서 생산된 정형화된 12세기 후반 고려청자를 고려 전역으로 확산되었을 때임으로, 중앙관

리의 관리체계 밖에서 생산된 개인생산 제품이었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고급의 청자를 수요하는 개

경에 거주하는 상류층이 주문생산 하였다는 사실로 볼 때는 매년 11월에 열리는 팔관회와 같은 고려의 거국

적인 행사에 급하게 많은 물량이 필요하거나 개인의 필요로 개인요장에서 주문생산하여 개경으로 공급하였

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수차 언급한 바와 같이 문양의 패턴에는 12세기 중반 이후 정형화된 것과 달리 10∼11세

기 중국청자의 것을 따르고 있음을 보면 1세기나 지난 뒤늦은 시기에 앞 시기의 문양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아무리 개인 요장의 제품이라 하여도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기 어렵다. 

 따라서 태안 인양 청자는 그 문양과 기형조합, 유태의 특징들에 나타난 특이성으로 보아서 탐진 최씨

의 중앙 관료 진출시기인 12세기 전반기에 탐진 최씨 일가의 개인요장에서 생산되어 탐진 최씨의 사적인 행

사나 중앙 진출 활동을 위하여 공급되었던 것이라고 짐작해볼 수 있다. 

4. 태안 인양 청자 조사의 도자사적 성과 

동아시아의 문화 교역로이고 고려·조선의 주 소통로인 서해안의 해저유물 인양 조사는 고려시대의 해상운영

의 역사에 관한 다양한 기초자료 외에 3만여 점의 고려청자 인양 자료만으로도 무엇보다 한국도자사 연구에 

절대적인 자료를 제공하였다. 

 한국의 고려청자 연구는 최근 20년간 청자발생기에 관한 문제로 논란의 중심이 되면서 편년 문제도 혼

란스러웠기 때문에 고려청자 발생 이후 다양한 기술의 개발, 교역 등 전개 상황에 대한 연구는 진전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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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채 답보 상태에 있었다. 

 근자의 해저 인양 조사로 바닷속 고려청자가 세인의 주목을 받기도 하고, 학계에서도 자료의 출현으

로 연구 의욕이 재기되기도 하였으나 학술적인 연구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제시하는 자료는 제공되지 못하

였다. 그러나 이번 태안 침몰선 청자 인양과 수중발굴조사는 고려청자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많은 자료

를 획득하는 성과를 올렸음으로 태안 침몰선 수중발굴조사의 성과는 고려청자 연구를 새롭게 촉진하는 성

과가 무엇보다 컸다. 

 그 성과는 첫째 고려청자 연구에 침몰된 한 시점에서 동반되었던 유물을 일괄할 수 있게 되었기에 청

자의 여러 가지 기형과 문양 외에 도기·흑갈유까지 상대 편년의 기준이 되는 객관적인 기준 자료가 확보되

었다는 점이다. 

둘째는 고려청자 양식사에서 번조 받침 형태의 선후 관계를 밝히는 데에 청자 가마터 폐기물 자료와 함

께 번조 받침 흔적 형태의 전개 과정을 정립하는 기준 자료가 제시되었다. 고려 전기 청자 형태에서 굽이 높

은 월주요식 청자와 굽이 낮은 고급 청자의 선후관계는 물론 내화토빚음 받침과 규석 받침의 공존 시기와 관

련된 청자형태의 여러 가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서 고려청자의 양식 변천에 새로운 자료와 새로운 해석

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셋째는 고려청자와 중국청자와의 제작 기술 교류의 역사는 10세기 서해안 시흥방산의 청자요지 발굴

조사에 의하여海剛陶磁美術館, 『芳山大窯』, 2001. 중국에서 한반도로 청자 제작기술이 직접 이전되는 역사를 확인한 바 

있으나 태안 인양 청자처럼 중국 청자의 기형과 문양 품질이 선택, 조합되어 새로운 고려청자로 제작되는 경

우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즉 양질의 얕은 굽을 가진 고급청자에 파격적으로까지 보이는 

균제성이 없는 자유로운 문양이 결합되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12세기 고려청자에서는 보지 못한 방사선 

문양, 원권 문양이 출현하여 새로운 청자의 존재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넷째, 태안 인양 청자를 통하여 고려의 청자 생산기술 전개는 관청의 청자 생산관리 하의 생산 외에도 

개인운영 가마의 존재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료가 제기되어 한반도 서해안의 중국식 전축 가마와 강진의 

사설운영 토축 청자 가마의 운영 시기와 운영 상황을 탐구하는 연구도 진전될 수 있게 되었다. 

 다섯째, 강진의 질 좋은 청자의 생산에는 중국 오대와 북송시기의 청자 제작기술이 지대한 영향을 보

이지만 황하 이북지방인 섬서성 황보요 문양과 형태에서도 교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분명하여지므로, 강진 지

역 청자 생산기술은 바다의 조류가 닿는 중국대륙 북방지역과 남방지역 등 여러 지역의 청자 생산기술이 바

다를 통하여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게 되어서 고려청자의 역사는 해양교류의 역사와 함께 전개

되며 해상권의 이동 역사와 함께 변화한다는 연구의 새로운 방향이 설정될 수 있게 된 것도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고려청자를 생산하기 시작한 고려의 배후세력에 관한 역사가 아직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는 

현 연구 상황에서 이번 수중발굴조사는 민요의 생산품이라고도 볼 수 있는 특이한 청자를 인양하게 됨으로

서 당시 서남해안 일대에서 해상 교역을 주도하였던 세력과 청자생산에는 연관성이 있었음을 주시하는 계

기가 마련되었다. 

 고려청자는 해상교역으로 탄생되었고 해상교역의 세력에 의하여 발전되었다고 판단하는 필자는 이번 

수중조사 결과를 계기로 한국 청자의 연구가 한국의 해상경영 역사 연구의 자료가 되어 고려의 해상 네트워

크를 확인하고 복원하는 연구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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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태안 수중조사로 본 수중고고학의 역사적 의미

태안 침몰선 인양 조사 결과는 바닷길에서 침몰된 해저의 자료가 역사와 문화 연구에 얼마나 많은 자료를 제공

하는가를 재확인 시켜주며, 한국 수중고고학의 전망에 다시 밝은 빛을 밝혀 준 것과 같았다. 

 고려시대 선박에 선적되어 있던 고려청자를 통하여 황해를 통한 해상교역과 교류가 새로운 기술과 문

물을 어떻게 소통하고 생성하는가 하는 것을 밝히는 해상경영 역사도 밝힐 수 있음으로 육상의 개발 계획으

로 활발하여진 최근 한국고고학의 현장처럼 바다에서 밝혀지는 수중고고학 수집 자료의 역사적 가치에 대하

여 새롭게 주목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도 본다.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선사시대 이래 백제, 가야, 9세기의 장보고, 고려의 최씨 무신정권과 연계된 

해양세력, 조선의 이순신 등이 엮어왔던 해상경영의 역사는 각 시대마다 역사를 바꾸고 발전시켜 왔으나 해

상경영의 역사는 잔잔한 바다의 수면처럼 조용하게 드러나지 않고 깊은 바다 밑에 잠겨 있는 상황이다. 이제 

우리의 수중고고학은 배 한 척의 수중발굴로 동아시아의 새로운 사상과 문물을 교역하여 새로운 문화를 형성

하였던 해상경영 역사의 중요한 기록을 건져 올리고 있다. 단순히 고려청자 연구를 다양하게 하고 그 정체성

을 정립할 수 있는 분명한 사료를 제시하는 학술자료 입수의 성과분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 연구에서 해상경

영 역사의 한 장르를 새롭게 열어 갈 수도 있다고 본다. 태안조사로 본 한국 수중고고학의 성과는 해상교역의 

자료로 한국 해상운영 역사 연구의 방향타가 되는 역사를 만들었다는 데에 더 큰 의미가 있다. 

 태안 침몰선의 수중발굴로 인하여 우리나라 수중고고학이 수중발굴을 위한 선박·장비를 갖추게 되는 

수중고고학 발달역사에도 한 획을 그으면서 수중고고학의 발전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즉, 신안 앞바다의 원

나라 선박이 인양 조사 되면서 우리나라에 해양유물전시관과 대규모의 수중목재처리 보존과학 연구실이 목

포에 설립되었던 것처럼 태안의 수중발굴조사는 한국의 수중고고학의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기반을 마

련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무엇보다 큰 성과이며 의미일 것이다. 

 한국 수중고고학의 발전은 전문 인력의 양성이 기초가 됨은 부언할 필요도 없으나 이번 조사를 계기

로 전문 인력 확보와 양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으로 한국 수중고고학이 태동의 역사에서 벗어나 성

장의 길로 진입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되었다고 본다. 이 계기를 바탕으로 한국 수중고고학의 탄탄한 성장을 

위한 학술적 연구와 함께 역사 연구의 새로운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바다경영의 역사를 국민 역사문화교육

에 확대하는 사회교육 시설과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 양성을 병행하는 제도를 마련하면 우리의 역사영역은 

더욱 확대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6. 맺음말

 

태안 침몰선 인양 조사의 학술적 성과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고려청자의 전개역사를 밝히는 실증자료의 

확보이며, 둘째는 고려 해상경영 역사 연구 자료의 개발이라고 하겠다. 

첫 번째 고려청자 역사 연구에서는 무엇보다 새롭고 분명한 편년자료의 제시가 주목의 대상인데 이번 

조사결과는 고려청자의 양식에 대하여 새로운 자료를 획득하는 성과를 얻었다. 즉, 기형과 번조방법 등의 고

려청자 양식사로 보면 태안 인양 청자는 대체로 12세기 중반으로 편년되어진다. 그러나 장식문양은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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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 중국청자에서 나타난 것과 거의 같은 기법과 형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밝혀지게 되어 12세기 중·후

반으로 편성되어 있는 기형은 조금 빠른 11세기 후반∼12세기 전반에 생산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문양의 구도나 형태가 10∼11세기 중국청자의 것과 유사한 흐트러지고 도안기획이 해체된 듯한 문양이어서 

기형·문양·번조방법을 연계한다면 그 제작시기가 11세기 후반∼12세기 전반으로 추정되어진다. 이에 따

라 고려청자의 기형·문양·번조방법의 양식은 지금까지의 편년에서 그 사용기간의 폭이 수정되어질 수 있

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리고 옛 문양과 새 기형이 새롭게 결합된 새로운 청자의 존재가 드러나는 결과

가 있었다. 이와 같이 고려청자의 편년에도 수중발굴조사는 절대가치를 지닌 자료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둘째는 한국의 해상경영 역사 연구가 청자생산 역사와 연계하고 있다는 새로운 시각이 조명됨으로서 

도자기 역사 연구의 방향도 양식사적 연구 중심에서 확대하여 해상경영 역사와 연계하는 인문학적 연구 방

향으로의 전환을 제안하게 된 것이다. 

 특히 고려청자의 발달사는 해상경영의 역사와 함께 전개되었다. 즉, 9세기 장보고의 활약으로 중국 대

륙 동남부의 첨단 제품인 월주요 청자가 새로운 사상 선불교와 함께 수입되어 고려를 건국하는 기반을 만들

었고 서남해안 세력의 맹주인 장보고의 해상권을 계승한 한반도 서해안의 해상 세력이 양질의 청자를 발전시

켰고 이를 계승한 고려의 무신정권은 13∼14세기에는 중국 경덕진 백자와 나란히 중국 원나라 황실의 애호를 

받는 화려한 상감청자로 세계 도자사에서 그 입지가 분명한 자기를 생산하기도 하였다. 고려의 해상경영 역

사는 청자의 개발과 교역뿐만 아니라 고려도기의 제작기술도 해상로를 따라 오키나와까지 확대하는 역사를 

남기기도 하였다. 서남해안의 해상교역을 주도하던 고려 무신정권의 몰락과 함께 고려청자의 생산도 종말을 

맞게 되고 고려 왕실도 무너지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즉 해상권 몰락은 국가의 몰락이었던 것이다.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문명의 중심인 황해의 경영역사가 역사운영의 중심이었으나 우리역사에서 해상

경영의 활발한 활동이 고려시대의 종말과 함께 축소되었기 때문에 한국역사에서 해상경영의 역사 연구가 부

진한 형편이 되었다. 해상경영 역사 연구의 부진은 20세기 산업사회에 와서도 한국의 해상경영이 활발하지 

못한 현실을 만들었다고도 생각된다. 

 서양이 16세기부터 바다를 통하여 새로운 땅을 개척하고 점령하면서 20세기 산업사회의 기반을 형성

하여 인류문명을 과학과 물질의 풍요시대로 열어갔다면 지금은 바다를 어떻게 활용하고 운영하는가에 따라 

신 문명기에 국제사회에서 역할이 배분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의 해상경영 역사의 탐사는 단순히 역사 

연구의 학술적 자료를 인양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문명을 위한 기초자료를 축적하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특

히 해저의 개발이 급속하게 확대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 수중고고학으로 이루어지는 해상경영 역사 자료의 확

보가 뒤늦어진다면 우리는 해상경영 역사 자료를 모두 손실하게 된다. 원대한 해상경영의 역사를 수복하고 

지속하기 위한 기초자료 수집차원에서도 수중고고학 연구는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이번 태안 침몰선 인양 수중발굴조사의 성과나 의미는 확대 해석일 수도 있으나 한국 도자사연구의 학

술자료 획득의 성과보다 한국 수중고고학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데에 성과를 두고, 

앞으로의 한국 해상경영을 위한 첨병으로서 한국 수중고고학 연구 기반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가는 정

책 수립에도 기여하는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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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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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은 선사시대부터 이미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 어로생활과 문화교류의 장으로 이용해 왔다. 삼국

시대와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바다는 때로 외부의 적(賊)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문화의 상호교류

의 길이 되기도 하였다. 이런 조상들의 해양활동 흔적들은 문헌자료에 기록되어 있고, 해양활동 과정에서 난파

된 선박 등에 고스란히 남아 살아 숨쉬는 박물관임을 입증해 준다. 

그 동안 우리나라 연안에서 수중문화재 발견·신고 건수는 1971년 이후 234곳에 이르며, 발굴조사를 

통한 학술 조사한 경우는 15건이다. 특히 이번에 발굴한 충남 태안군 대섬 앞바다는 원래 난행량(難行梁)으

로 불리던 해역으로 지명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석간만의 차가 크고 조류가 빨라 조운선(漕運船)의 침몰 사고

가 빈번한 곳이었다. 이에 안흥량(安興梁)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선박운행의 무운을 빌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고려와 조선시대 모두 운하를 굴착하여 안전한 항로를 만들려는 시도도 있었다. 이와 같은 역사 

기록을 이번 태안 대섬 발굴 결과가 고스란히 증명해 주었다. 

이번 태안 대섬 수중발굴조사는 2007년 5월 18일 어로작업 중 올라온 고려청자가 발견·신고되어 동

년 7월부터 10월까지 71일간 실시된 제1ㆍ2차 조사와 2008년 4월부터 6월까지 30일간 실시된 제3차 조사에 

의해 고려청자를 비롯한 도자류 23,771점, 목간 34점, 인골, 닻돌 2점, 청동완 2점, 청동항아리 2점, 호롱구조

물 등의 유물과 침몰된 선체 일부를 인양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발견과정의 흥미로움, 양과 질에서 빼어난 면을 보이는 고려청자, 화물의 발송자와 수신자가 적혀있는 

물표(物標)의 발견, 고려시대 선박과 선상(船上)에서 사용되던 생활용품 등은 ‘청자 보물선 신드롬’이라고 할 

만큼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와 같은 사회적 관심과 함께 더욱 중요한 것은 이번 태안 발굴을 통해

서 고려시대 청자생산이나 운반, 수요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사실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짐으로써 1976년 신안

해저 발굴 이후 학술적으로 가장 큰 성과와 수중발굴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게 하였다.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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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조사 지점은 태안 근흥면 신진도항에서 남동쪽으로 약 4km 정도 떨어진 대섬 인근에 위치하고 있

으며, 조석간만의 차가 심하고(조금시기 : 고조 14m, 저조 8m), 조류가 빠른 해역으로, 해저 지질은 갯벌, 모

래, 패각류가 혼합된 상태이며, 섬 주변과 동서 양쪽 1km 거리에 수중 여(暗礁)가 있어 발굴조사 동안에 고조

때는 보이지 않다가 저조때는 드러나고 있다. 또한 조사주변 해역은 다른 해역보다 사철 안개가 많은 해역으

로 인해 항해하는데 시계확보의 어려움과 주변에 암초와 여가 상존하여 해난 사고가 자주 발생할 소지가 많

은 해역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하여 지명도 안흥량으로 바뀌었다고 생각된다. 

발굴조사는 유물매장 집중처를 중심으로 동서 12m, 남북 8m 크기의 철제그리드를 설치하고 다시 

1×1m 간격으로 세부 구역번호를 부여하였으며, 에어리프트를 이용 제토 후 상태확인, 사진 및 영상촬영을 

실시하고 유물을 수습하였다. 제토는 그리드 구역별로 A1을 시작으로 H12까지 1층~5층까지 차례대로 진행

하였다. 제토과정에서 유물이 노출되지 않은 부분은 선체의 보호를 위해서 제토를 실시하지 않았다. 특히 제

토과정에서 포장용 받침목재와 완충재인 짚, 목간은 주로 F8·F9·G7·G10·E9·H9 구역에서 수습되었다. 

제토 및 수습과정에서 목간이나 짚의 수습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습용 틀이나 비닐 백을 사용하여 수

중에서부터 손상이 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였다. 

유물 매장상태 기록을 위한 수중실측이 장시간 소요되고, 수중조사 환경에 따른 조류, 시계, 잠수 시간

이 제한되므로 수중실측 대신 사진실측으로 대신하여 촬영 자료를 실험실에서 재차 정리하여 사진실측을 하

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비디오로 촬영하여 장차 수중발굴의 학술자료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 자료를 

확보하였다. 

발굴 유물의 대부분은 고려시대 청자이다. 다양한 기종의 도자기가 인양되어 고려시대 도자기의 편년 

및 시대사를 밝히는 귀중한 자료를 발굴하였다. 도자기는 23,000여점이 인양되어 완도선 발굴이후 가장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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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량의 도자기가 인양되었다.

도자기 기종은 청자대접, 접시, 완, 잔 등의 일상 용기가 다량 확인되었다. 또한 3~4개가 1조를 이루는 

발우가 출토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참외모양주전자(瓜形注子), 두꺼비모양벼루(靑磁堆花鐵畵文蟾形

硯), 사자모양향로(獅子形香爐)와 같은 특이한 기종도 있다. 청자로 제작된 벼루들이 있기는 하지만, 철화와 

퇴화로 시문된 두꺼비형의 청자벼루는 지금까지 보고된 바 없는 매우 희귀한 예이다. 해학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한 사자모양향로와 예가 드문 고려시대 백자소합 1점이 수습되었다. 또한 승려들의 식사용구인 발우(鉢

盂)가 3~4개씩 한 묶음인 형태로 많은 수량이 수습된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 불교 사원의 위세와 승려들의 생

활상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외에 청자합 18점이 적재된 상태로 인양되어 다양한 

기종의 도자기들이 수습됨으로써 새로운 도자사 연구 자료를 다량으로 확보하였다. 

도자기의 장식기법과 문양은 음각·양각·철화·퇴화 등의 시문기법을 사용하여, 어문·파도문·앵무

문·연판문 등을 비롯한 각종 문양을 시문하였고, 일부 앵무문의 경우에는 앵무의 머리 방향이 밖으로 향하

는 특이한 구도를 취하고 있다. 번조방법은 내화토빚음을 작게 빚어서 번조하였으며, 상품인 경우에는 단독

번조하였고, 질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포개구이를 하였다. 도자기의 출항지나 출토지는 강진지역에서 조사된 

청자들과 그 형태와 특징이 유사하여 강진생산품으로 이미 앞서 추정하였는데, 이번에 공반 출토된 목간의  

“탐진(耽津)”이라는 명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되었다.

도자사적으로 앵무문과 모란당초문, 어문, 철화문, 화엽문, 연판문 등 다양한 문양과 유색 등에서 약간

씩의 차이가 있으나, 중심 제작시기는 12세기로 판단된다. 또한 청자 제작지는 목간의 기록으로 고려청자의 

대표적 산지인 강진(康津) 지역으로 파악되며, 제작 상태가 양호한 상품으로 왕실이나 귀족층에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태안발굴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고려시대 목간(木簡)이 출토되었다는 점이다. 이제까지 수중발

굴에서 목간이 출토된 것은 신안발굴 이후 두 번째이며, 우리나라 최초로 수중에서 고려시대 목간이 출토되

었다. 목간들은 주로 발우 등 양질의 청자가 매장된 구역에서 수습되었으며, 출항지 등의 명문이 적혀 있는 것

과 도자기를 포장할 때 사용한 받침목재에 수결이 적혀 있는 것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목간의 명문 판독은 적외선촬영장비와 관련 전문가가 함께 판독하였다. 판독 결과, ‘耽津 在京隊正仁

守戶’나 ‘ ’의 명문에 나타나 당시의 거래관계 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간직하

고 있다. 이 내용을 보면, 출항지는 탐진(耽津, 지금의 康津)의 우리나라 대표적인 청자 제작지이며, 수취자

는 개경(開京, 고려의 수도, 현재의 開城)에 있는 ‘隊正仁守(정9품 무반인 인수)’, ‘安永’, ‘柳將命’ 등으로 수

도 개경의 소비자에게 보내지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취인에게 사기(沙器) 한 꾸러미를 보낸다는 구체적

인 물량도 알 수 있다. 

목간중에서 완전하게 기록된 ‘崔大卿宅上’의 목간에서 보면 ‘崔大卿 댁에 올린다.”라는 간단한 목간에

서 이를 통해 당시 강진에서 개경으로 대규모 청자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수취인의 직책이나 성명만을 기록

하여도 생산자와 거래자, 운송자와 상호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거래가 성사되는 신뢰 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부 목간의 배면과 긴 받침목재에 책임자의 사인(sign)에 해당하는 수결(手決)도 적혀 있었다. 이

것을 볼 때 당시의 선적과 하역에서도 엄격한 관리나 확인절차가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이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찰해보면, 목간은 선적된 청자에 대한 제작산지 및 출항지부터 수취자, 운

송물량, 운송 책임자 등이 기록된 화물의 물표(物標)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목간을 통해 도자기의 생산

지뿐만 아니라 출항지, 거래관계, 운송책임자, 적재 단위 등을 밝혀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태안 도자기의 선적방법은 제토 후 적재 청자 사이에 포장용 목재가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군산 십이동



高麗靑磁寶物船 태안 대섬 수중발굴 조사보고서 487  

파도와 동일한 적재방법으로 완충재(짚)와 포장용 받침목재를 이용하여 끈으로 묶어 포장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통형잔과 소호는 가는 원통목을 길게 놓고 그 사이에 뚜껑을 뒤집어 적재하였으며, 유병의 경우는 가는 

원통목에 목부분을 차례로 묶어 선적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3~4개가 세트로 수습된 청자 발우는 사이

사이 짚으로 완충하여 적재하였으며, 양질의 과형주자도 같은 방법으로 항(缸) 속에 짚을 넣고 그 속에 주자

를 넣어서 운송중에 손상되는 것을 방지한 포장방법을 엿볼 수 있다. 이것으로 보아 쉽게 깨질 수 있는 청자

를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해 기형에 따라 포장방법을 다르게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청자 운반선은 동서로 향한 상태에서 남쪽으로 약 95°정도 기울어 매몰되어 외판의 일부(4단)만 잔존

하며, 저판 등 다른 부재들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잔존 외판에는 가룡(加龍) 등을 고정했던 사각 관통 홈이 남

아 있다. 잔존된 선체의 외판은 4단이 남아 있으며, 좌·우 외판의 연결방식은 일반적인 고려선박에서 나타나

는 반턱이음 연결방식인        모양으로 제작하였다. 잔존 외판 양끝의 상태로 보아 3~5개 부재를 연결하여 

한단을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외판의 잔존 길이는 8.21m이지만, 실제 외판의 길이는 더 길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외판 1단 우측, 2, 3단 좌측 끝부분에서 유공충(有孔蟲)의 손상 흔적이 없고 연결부분의 한쪽만 

보이고, 반대쪽 연결부재는 노출되면서 유실된 흔적에서 추정할 수 있다.

이번 발굴한 태안선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외판의 길이가 다른 고려선박의 외판 길이보다 길면서 두께

가 얇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고려선박의 외판 길이는 5~6m정도이며 두께는 10~20cm나 태안선의 2단 외판

이 8m 21cm이며 두께는 7cm이다. 이제까지의 고려선박의 길이와 두께를 비교하여 보면 대체적으로 길이와 

두께는 비례하며 두꺼워진 것을 볼 수 있으나, 태안선은 이와는 다른 점을 볼 수 있다. 이 같은 얇은 외판의 사

용은 고려선박에서 처음 보이며 얇고 긴 외판의 결구를 위한 조선기술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이제까지 해저에서 인양한 고선박의 외판 상하 결구방식은 나무못을 사용하여 상단의 외판을 관통하

여 하단의 외판 중간까지 연결한 다음 관통한 나무못이 빠지지 않도록 하단 외판에서 산지로 박아 고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잔존 외판의 하단 제1단의 경우, 이같은 방법으로 유실된 저판에 고정한 흔적을 볼 수 있

다. 그러나 제2,3,4단의 외판은 상단의 외판 하단부분에서 하단의 외판 크링커식이음 부분으로 관통되어 연

결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나무못의 입구 크기는 약 4×3cm이며, 외판 내부 쪽 관통된 부분은 3×2cm이다. 

특히 내부쪽 관통못이 쉽게 빠지지 않도록 산지를 박아 다시 고정시켜주었다. 이 제1단의 결구방식은  안좌

선이나 달리도선에서 보이는 상단외판에서부터 하단까지 관통하여 하단의 외판과 결구방식이나, 제2, 3, 4

단은 철못을 사용하여 외판 상·하단을 관통하여 결구한 신안선의 결구방식을 혼용한 특징을 가지며, 이 방

식은 이제까지 고려선박에서는 처음보이는 독특한 방법이다. 특히 이 같은 결구방식은 완도선의 외판 두께 

약 12cm 보다 더 얇은 약 7cm의 얇은 판재를 사용한 것과 비교되며, 얇은 외판재를 견고하게 고정하는 새로

운 조선방법인지, 인위적으로 얇은 판재를 사용함으로써 선박제작에 소요되는 판재를 절약했는지, 상대적으

로 판재가 얇은 상태에서 올 수 있는 조선공학적인 취약성이 있는 선체였지는 앞으로 추가적인 고찰이 필요

한 부분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선체의 구조적인 특성을 보다 세밀하게 조사하면 선박사 연구의 새로운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함께 발견된 도자기의 제작시기와 비교하여 ‘태안선(泰安船)’은 군산 십이동파도(群山 十二

東波島船, 12세기 초)→완도선(莞島船, 12세기 초)→안산 대부도선(安山 大阜島船, 12~13세기)→목포 달리

도선(木浦 達里島船, 13~14세기)→신안 안좌도선(新安 安座島船, 14세기)으로 이어지는 고려시대 선박건조 

기술의 비교 자료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수중발굴 조사는 신안선 발굴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5곳에서 외국선박 2척, 고려시대 

선박 6척을 포함하여 9만 1천여점에 이르는 수중유물을 발굴하였다. 초창기에는 수중발굴에 대한 경험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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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력 부족으로 해군 잠수사들의 협조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계속되는 수중발굴을 통해 조사장비

와 경험이 축적되면서 2002년 군산 비안도 발굴 이후부터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자체 인력만으로도 수

중발굴조사단이 꾸려질 수 있었고, 2007년 3월에는 국내 유일의 수중 발굴 전문기구로 수중발굴과가 신설되

어 수중 발굴과 인양유물의 보존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연 2건 내외였던 수중문화재 발견 신고건수가 태안 발굴 후 연 12건에 이르는 것을 보면 우리 국민들의 

높아진 관심도를 보여주는 한 예일 것이다. 모든 일은 관심으로부터 출발된다. 이런 국민들의 관심에 부응하

고자 태안 발굴조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나, 발굴 청자를 중심으로 특별전을 개최하고 청자 생산지인 전

남 강진에서도 순회전시를 하였다. 

증가하는 수중문화재 발견·신고를 보더라도 한국 연안은 수중문화재의 보고이다. 하지만 빠른 조류, 

탁한 시계, 동절기에 조사가 불가한 실정 등 수중환경은 매우 열악한 조건이다. 이런 환경에서 첨단조사 장비

와 전문조사 인력의 확보는 필수적이다. 태안 수중발굴을 계기로 중서부 수중 발굴 전문기관으로 국립태안

해양문화재연구소 설립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이를 통해 바닷속에 가라앉은 배와 유물을 조사하는 

단계를 벗어나 바다와 인간의 관계에서 수반하는 유적지에 대한 학술적인 조사까지 그 대상영역을 확장하여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수중조사는 물론 해양문화 역사를 새롭게 밝혀 나갈 수 있기를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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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예로부터 태안 앞바다는 항해하는 선박의 조난사고가 많아 운하를 굴착하는 등 자연재해를 극복하려는 많은 

노력이 있었다. 안면도 운하, 굴포 운하, 의항 운하 등은 역사적으로 태안 앞바다의 재난을 막아 보고자 취해진 

역대 왕조들의 노력들이다. 이와 같이 태안 앞바다는 조운선, 청자운반선, 국제무역선, 조공선 등이 통과하는 

중요한 항로였을 뿐만 아니라 해난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 험조처였다. 지금도 태안 앞바다 일대는 막대한 수

중문화재가 잠자고 있는데 이것은 이러한 역사 지리적 배경을 반영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금번 발굴 조사된 태안 대섬 해저 유물은 탐진(강진)에서 청자를 가득 싣고 개경으로 향하던 중 태안 앞바다에

서 풍랑을 만나 좌초된 12세기 고려시대 선박이다. 

발굴된 선박에서는 약 23,000여 점의 각종 유물이 출토 되었다. 선체 6편, 닻장 2점, 호롱편 5점, 청자 2만여 점, 

목간 34점, 도기 11점, 철제솥 2점, 청동완 2점, 취사용 돌판, 땔감, 기와편 1점, 포장재 등이 출토 되었다.

선체는 저판, 갑판, 선수재, 선미재는 모두 유실되고 외판 4단만 발굴되었다. 외판 4단의 규모는 총길이 8.21m 

폭 1.5m으로 나타났지만, 외판재 양쪽에 존재하는 반턱이음 연결부        등을 감안하면 선박의 전체규모는 총

길이 20m 내외의 대형 선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선체의 특징은 지금까지 출토된 고려시대 선박 보다 외판재

가 얇고 길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외판 상하 간 결구 방법에서도 기존의 고려시대 선박과는 차이를 보이는데, 

기존의 고려시대 전통한선 외판 연결방식은 외판 상하간 수직 관통의 연결 방법을 보이고 있으나 태안선의 경

우는 외판 상단 하부에서 외판 하단 상부까지 피삭을 비스듬하게 연결하는 방법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결

구 방법은 발굴된 고려시대 선박 중 태안선 만의 독특한 연결 방법이다.

선체 부속구로는 닻장 2점, 호롱편 5편이 출토되었다. 닻장은 선체 남동쪽에서 출토되었으며 크기는 

90×34×14cm, 123×49×23cm 이다. 닻장의 표면은 거칠게 장방형으로 가공하였으며 닻장 중앙부 및 측면

에 나무 닻과 결구시켰던 밧줄 홈자국이 남아있다. 호롱편은 닻장을 해저로 내리거나 갑판으로 끌어 올릴 때 

사용하는 물레형 인양도구로서 길이는 편당 60cm 내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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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 청자류는 대접, 접시, 발우, 항, 합, 받침대, 유병, 과형주자, 완, 향로, 벼루, 잔 등 다양한 기종이 출토되었

다. 문양은 앵무문, 연판문, 철화문, 화엽문, 연화문, 국화문 등 다양하며 순청자 계통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

히 주목을 끌었던 기종은 두꺼비모양 벼루, 사자향로, 참외모양주자, 연판문대접, 발우로서 12세기 비색청자시

대 최절정의 예술성과 시대성을 보여주고 있다. 

목간은 총 34점으로서 포장재 사이에 끼워져 출토되었으며 재질은 소나무 혹은 상수리나무 계열로서 길게 가

공해서 폭은 2~4cm, 두께는 0.5~1.5cm, 길이는 5.4~54cm의 다양한 형태이다. 목간의 내용은 청자제작 연대, 

청자 수취인, 출항지, 도착지, 수결, 거래관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선상 생활 용기 중 도기류는 병 2점, 호 5점, 시루 1점 등으로서 선상 취사용기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철제

솥은 총 2점으로서 3족식이며 부식이 심하여 그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다. 선상 취사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청

동완, 석제 불판이 출토되었으며, 땔감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원통형 목재가 출토되었다.

출토된 도자기 포장재로는 막대형(단면: 직사각형) 포장재, 원통형 포장재(단면: 원형), 짚 등으로서 막대형 포

장재는 대접, 접시 등을 포장할 때 덧대었던 재료로 보이며, 원통형 포장재는 소호 등을 포장할 때 덧대었던 것

으로 보이나 원통형과 막대형 포장 재료를 혼합하여 포장했던 흔적도 보인다. 도자기 사이의 공간에는 어김없

이 짚을 완충재로 사용하였으며 포장 단위별 선적 공간에도 짚을 완충재로 사용하였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태안 대섬 해저유물의 발굴은 12세기 고려시대의 생활상을 총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

는 중요한 역사적 자료로서 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태안 유물은 발굴 규모나 내용으로 보아 수중고고학 발

전의 커다란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출토 유물 연구는 고려시대 도자사, 선박사, 생활사 연구에 도움을 줄 것으

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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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nce numerous vessels have run aground in the seas off the Taean region which had long been known 

for wild currents, a lot of efforts such as building a canal have been made to prevent disasters. Canals 

of Anmyeon Island, Gulpo and Euihang are good examples made by the ancient dynasties of Korea. The 

seas off Taean were a critical sea route for cargo vessels, ships transporting celadon ceramics, inter-

national trade vessels and tributary ships. They were also where a lot of ships were shipwrecked due 

to the treacherous conditions. This historic and geographic background is why there are still bountiful 

cultural relics underwater in the region.   

In this project, underwater artifacts were recovered from a 12th-century Goryeo shipwrecked vessel, 

full of celadon wares, on its way to Gaegyeong (Goryeo‘s capital) from Tamjin (today's Gangjin). 

From the ship, some 23,000 pieces of relics were excavated including six pieces of ship, two pieces 

of anchor stones, five pieces of lifting apparatus, 20,000 items of celadon wares, 34 pieces of wooden 

labels written in ink, eleven pieces of stonewares, two steel pots, two bronze balls, stone plate for 

cooking, wood for fuel, one piece of earthenware tile and packing material. 

For a ship itself, only four outer plates were recovered while the bottom plate, deck, stern post and 

its opposite post were all missing. The four plates were 8.21 meter long and 1.5 meter wide. Given 

the         shaped connecting parts at both ends of the plate, the entire ship is estimated to be about 20 

meter long. Compared to other vessels from the same period, outer plates of this ship are thinner and 

longer. In addition, how to connect an upper and lower plates is different compared to other ships in 

that the lower part of an upper plate is connected to the upper part of a lower plate with slanting oak 

nails in this ship whereas nails are vertically putting through the upper and lower plates in other ships. 

The Taean ship is the only vessel which has been recovered so far that shows the unique connecting 

method. 

For incidental apparatus, two anchor stones and five pieces of Horongpyeon (lifting apparatus) were 

recovered. Anchor stones whose sizes are 90×34×14cm and 123×49×23cm were found in the south-

western side of the ship. The surface of the rectangular stones were rough and still have the holes 

on the center and sides from the rope that connected them with a wooden anchor. Horongpyeon i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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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nning-wheel-shaped lifting apparatus and each piece is around 60cm long.

The excavation yielded a variety of celadon pieces including bowls, plates, bowls used by Buddhist 

monks, a jar, brass bowls with a lid, a stand, a melon-shaped ewer, an incense burner, an ink stone 

and a cup. Their patterns are also diverse covering parrots, lotus leaves, iron-brown, petals, lotuses 

and chrysanthemums. They are mostly pure celadon ceramics. Among the recovered relics, a toad-

shaped ink stone, a lion-shaped incense burner, a melon-shaped ewer, a bowl decorated by lotus 

leaves and bowls used by Buddhist monks have attracted more attention since they clearly show what 

the art and life were like in the peak of celadon porcelain era of the 12th century.        

A total of 34 pieces of mokgan (wooden label written in ink) were also recovered with packing material 

wrapped around. They are made of pine tree or oak tree. They are different in size; 2 to 4 cm wide, 0.5 

to 1.5 cm thick and 5.4 to 54 cm long. Mokgan contains information about a receiver, port of departure, 

destination, production time, quantity of shipment and type of transaction. 

Stoneware containers; two bottles, five jars and one steamer seem to have been used in the kitchen of 

seafaring vessels. Two steel pots with three legs are so rusty that it is hard to recognize their original 

shape. Bronze bowls and stone cooking plate, probably for the kitchen of the ship were also recovered, 

along with wooden cylinder that seems to have been used as fuel.          

Packing material for porcelain pieces include stick-type, cylinder-type and straw. The stick-type pack-

ing material was for bowls and plates and the cylinder-type for jars. At times, both packing materials 

were used at the same time. Staw was placed between individual pieces of porcelain and for each 

package for protection.

The recovered relics from the Taean-Daeseom underwater excavation will provide significant insight 

for the lives of people in the Goryeo dynasty of the 12th century. Given the scale and content, the exca-

vation became a milestone for the development of the underwater archeology. The study on recovered 

artifacts will affect the study on the history of ceramics, ships and everyday life of people in the Goryeo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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抄録

昔から泰安近海は船舶の遭難事故が多く、運河の建設など自然災害を克服するために多くの努力が

なされてきた。安眠島運河、掘浦運河、蟻項運河などは、泰安近海の事故を防ぐために歴代王朝が行

った歴史的な努力の痕跡である。このように泰安近海は、漕運船、青磁運搬船、国際貿易船、朝貢船な

どが行き来する重要な航路であり、海難事故が多発する難所でもあった。今でも泰安近海一帯には莫

大な水中文化財が分布しており、このような歴史的·地理的背景を反映している。

このほど発掘·調査された泰安竹島海底遺物は、青磁を満載して耽津(現康津)から開京(現開城)に

向かう途中、泰安近海で強い波風によって座礁した12世紀高麗時代の船舶によるものである。 

発掘された船舶からは、約2万3000点の各種遺物が発見された。その内訳は、船体6点、碇石2点、ろ

くろ(巻上機)片5点、青磁2万余点、木簡34点、陶器11点、鉄釜2点、青銅椀2点、炊事用石板、焚き物、

瓦片1点、包装材などである。

船体は、底板、甲板、船首材、船尾材はすべて流失し、外板4段だけが発見された。外板4段の大きさは

全長8.21m、幅1.5mで、外板材の両端にある相欠きの継ぎ目などから、船舶は全長20mほどの大型

船だったと考えられる。船体の特徴は、これまでに発見された高麗時代の船舶よりも外板材が薄くて

長いという点にある。特に外板の上下の継ぎ目にも、大きな違いがある。従来の高麗時代の伝統的な

船舶は、上下の外板を垂直に貫く方法で繋いでいるが、泰安で発見された船舶は、上下の外板を木釘

でななめに繋ぐ方法を取っている。このような継ぎ目は、これまでに発見された高麗時代の船舶の中

でも他に類をみない独特な方法である。

船体の付属具としては、碇石2点、ろくろ(巻上機)片5点が発見された。碇石は船体の南東側で発見さ

れ、大きさは90×34×14cm、123×49×23cmである。碇石の表面は粗く、長方形に加工され、中央

部と側面には木の碇とつないだ綱の跡が残っている。ろくろ(巻上機)は、碇石を海底に下ろしたり甲

板に引き上げる際に使用する糸車型の道具であり、長さは一片当たり60cm程度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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発見された青磁類は、平鉢、皿、鉢盂、壺、盒、受け皿、真鍮甁、瓜形水注、椀、香炉、硯、杯など、多種多

様である。模様は、鸚鵡文、蓮弁文、鉄画文、花葉文、蓮花文、菊花文など多彩で、純青磁系統が中心で

ある。特に注目を集めたのは、蛙形硯、獅子形香炉、瓜形水注、蓮弁文平鉢、鉢盂で、12世紀の翡色青

磁時代における最高の芸術性と時代性を表している。 

木簡は計34点で、包装材に挟まれた状態で発見された。松やクヌギ系の木材を細長く加工したもの

で、長さ5.4~54cm、幅2~4cm、厚さ0.5~1.5cmと形は様々である。木簡の内容は、青磁製作の年代、青

磁の受取人、出港地、到着地、花押、取引関係などが含まれている。 

船上の生活容器の中で陶器類は、甁2点、壺5点、せいろ1点で、船上の炊事用に使われたとみられる。

鉄釜は計2点で、三足のものは腐食が激しく原形の判別が難しい。船上の炊事用とみられる青銅椀、

石板が発見され、焚き物とみられる円筒形の木材も発見された。

発見された陶磁器の包装材としては、棒形包装材(断面:長方形)、円筒形包装材(断面:円形)、藁などが

ある。棒形包装材は、鉢、平鉢、皿などを包む際に用いられ、円筒形包装材は、小壷などを包む際に用

いられたとみられる。棒形と円筒形の包装材を合わせて使った痕跡もみられる。陶磁器と陶磁器の隙

間には、緩衝材として必ず藁が使用され、船積みにおける梱包品同士の隙間にも、緩衝材として藁が

使用された。

以上のように、泰安竹島海底遺物の発見は、12世紀の高麗時代の生活像を総合的に物語る重要な歴

史的資料として、その役割が期待されている。泰安の遺物は、規模や内容からみて水中考古学の発展

の大きな転機となり、高麗時代の陶磁史、船舶史、生活史の研究に多大な影響を与えるものと期待さ

れている。



496  高麗靑磁寶物船 태안 대섬 수중발굴 조사보고서

抄録



高麗靑磁寶物船 태안 대섬 수중발굴 조사보고서 497  



협조  문화재청

 태안군청 

 강진군청 

 태안해양경찰서, 육군 제1789부대 

기획  성낙준(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문환석(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수중발굴과장)

 진호신(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수중발굴과) 

집필 문환석, 진호신, 양순석, 정용화, 임경희, 김애경, 노경정, 차미영, 윤용희, 임성태

 나선화, 김용한, 김재현, 김건수, 최명지, 김태은 

편집·교정 진호신(수중발굴과)

           김애경(해양유물연구과)

 노경정(수중발굴과)

 최명지(수중발굴과)

 김태은(수중발굴과)

번역  서울외국어대학원 대학교 통번역센터 

사진  서헌강, 선초롬, 김영광 

도면·실측 노경정, 천지선, 백순자, 정선, 정선일, 이상은, 김세진, 권용선, 박상운, 문선영, 최민아, 김병수

디자인 디자인문화(02-6353-2475)

 예병억, 황순석, 정세경, 손민지, 이선영 

일러스트레이션  백정훈 

인쇄  (주)삼성문화인쇄  

발행일 2009년 6월 29일

발행·편집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530-839 전남 목포시 남농로 138번지 

      전화(061-270-2069) 팩스(061-270-2079)

      www.seamuse.go.kr

copyrightⒸ 2009 by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Maritime Cultural Heritage of KOREA 

이 책에 수록된 글과 도판을 비롯한 모든 내용은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와 협의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高麗靑磁寶物船 본문 

태안 대섬 수중발굴 조사보고서  



高麗靑磁寶物船 태안 대섬 수중발굴 조사보고서 499  



500  高麗靑磁寶物船 태안 대섬 수중발굴 조사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