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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1

康津 沙堂里窯址 新發見 饅頭窯와

그 受容 및 系統 問題

이 희 관(前 호림박물관 학예연구실장)

  Ⅰ. 머리말 - 사당리요지 만두요의 신발견

  Ⅱ. 사당리요 만두요의 구조적 특징과 용도 및 운용시기

  Ⅲ. 중국의 만두요와 그 전개 - 초벌구이용을 중심으로

  Ⅳ. 사당리요 만두요의 수용과 계통 문제

  Ⅴ. 나머지말 - 사당리요지에 대한 더욱 진전된 발굴을 기대하며

Ⅰ. 머리말—사당리요지 만두요의 신발견

고려청자가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이래 그것을 소성한 많은 窯址들이 조사·발굴되고 
아울러 窯爐들이 확인되었다. 각 요로는 축조 재료나 크기 등이 한결같지는 않지만, 예외 없이 
龍窯이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고려청자의 생산에 용요만이 운용되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고려청자가 모두 용요에서 소성되었을 것으로 간주하고, 아울러 
그 제작기술도 용요와의 관련 속에서 이해하고 해석해온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2019년 10월 30일 이러한 고려청자와 관련된 기존 패러다임에 대한 再考를 요하는 지극히 
중요한 고고학적 발견이 있었다. 강진 사당리요지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饅頭窯 한 基가 확인
된 것이다. 이 요지를 전면 발굴할 경우 더 많은 만두요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측
면에서 볼 때, 적어도 고려청자 생산의 중심지인 강진요의 경우는 기존 패러다임의 수정을 피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차후 그 밖의 지역의 고려청자요지에 대한 조사와 발굴이 진
행됨에 따라 고려청자 생산에 관한 패러다임 자체를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이 연구에서는 사당리요지에서 신발견된 만두요와 관련된 몇 가지 
기초적인 문제를 검토하려고 한다. 첫째, 사당리요 만두요의 구조적 특징과 용도 및 운용시기
를 파악할 것이다. 둘째, 중국의 만두요와 그 전개 문제를 살펴볼 것이다. 여기서는 사당리요 
만두요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초벌구이용 만두요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셋째, 이러한 검토를 토대로 사당리요 만두요의 수용과 계통 문제를 탐색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이 만두요가 신발견된 상황 아래에서의 고려청자 연구의 진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
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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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 만두요가 신발견된 사당리 23호요지(표토를 
     제거한 상태). 윗단이 N5그리드이고 아랫단이
     N4그리드이다. 

도2. 만두요 주변의 청자편들과 초벌
     구이편들의 퇴적 

Ⅱ. 사당리요 만두요의 구조적 특징과 용도 및 운용시기

사당리요지에서 만두요가 발견된 곳은 李龍
熙 선생의 집 뒤편으로, 사당리 23호요지에 해
당한다(도1). (재)민족문화유산연구원에서 2019
년 9~11월에 발굴하였다. 이곳의 발굴 면적은 
984㎡로, 두 개의 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단에 동서 방향으로 그리드가 한 개씩 설정되
었다. 북쪽의 윗단이 N5그리드이고, 남쪽의 아
랫단이 N4그리드이다. N4그리드는 1966~1970
년에 국립박물관(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발굴
한 사당리요지 ‘가’구역 3지점과 일부 겹친다. 
이곳은 女鷄山의 남쪽 기슭으로,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은 경사지였는데, 단을 쌓아 평평하
게 整地를 하였다. 고려시기에 이곳에 요장을 건립할 때 그렇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 N4그리
드와 N5그리드의 북쪽 경계면에는 그 시기에 동서 방향으로 길게 쌓은 석축이 남아 있다. 

만두요는 N5그리드 중간지점의 표토층 바로 아래에서 
발견되었다. 그 주변에는 다양한 시기의 청자편들과 초벌
구이편들이 부정형으로 중첩·퇴적되어 있는데(도2), 표토 
바로 이래의 Ⅰ층에서는 “壬申”, “庚午”등의 干支銘靑瓷
를 포함한 14세기경의 청자가, 그 아래의 Ⅱ층에서는 13
세기경의 투각 및 상감청자가, 최하층인 Ⅲ층에서는 12
세기경의 무문이나 음각기법의 청자 등이 주로 출토되었
다. 대부분 품질이 높은 편인데, Ⅲ층 출토품들이 더욱 
그러하다.

만두요는 평지에 축조되었으며, 窯前部·연소실·소성실
(窯床, 窯室)·굴뚝으로 구성되어 있다(도3). 평면상으로 楕
圓形이며, 半球形이었을 천정을 모두 무너져버렸다. 길이
는 약 270㎝(內徑)이고, 최대 폭은 226㎝(내경)이다. 축
조 재료로는 벽돌과 기와 등이 사용되었다.1)

요전부는 窯門을 경계로 연소실과 연결되어 있는데, 상
층부는 작업공간이고 하층부에는 通風路(通風道)가 설치
되어 있다(도4).2) 작업공간의 형태는 분명하지 않으며, 그 바닥면은 燒結되어 붉은색을 띠고 
있다. 통풍로의 경우(도5), 단면이 긴 사다리꼴인데, 윗변은 약 5㎝이고, 밑변은 약 10㎝이며, 
높이는 약 30㎝이다. 양 側壁은 장방형의 벽돌로 쌓아 올리고 윗면에는 평평한 돌로 덮었다. 
발굴된 통풍로의 길이는 약 40㎝이지만, 본래는 더 길었을 가능성이 높다. 통풍로의 바닥과 
연소실의 바닥은 높낮이가 같다.

1) 이상의 만두요의 발견 상황과 전체적인 규격 및 주변 퇴적에 관한 내용은 (재)민족문화유산연구원, 
『강진 고려청자요지(사당리) 발굴조사(2차) 약보고서』, (재)민족문화유산연구원, 2019, 21~27쪽에 의
거하여 서술하였다. 

2) 이하의 신발견 만두요의 구조에 관한 내용은 필자가 직접 관찰한 바를 토대로 서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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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3. 사당리요지 신발견 만두요 전경 

도4. 窯前部 도5. 通風路 

도6. 연소실 도7. 연소실 후벽에 박혀 있는 청자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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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8. 연소실 바닥에서 확인된 목탄재 도9. 소성실의 잔존 벽체 

도10. 排煙孔 도11. 굴뚝 

도12. 소성실의 서쪽 벽체 외측의 석축 도13. 龍泉務窯 제13호요의 보호담장 

도14. 소성실의 내벽 도15. 소성실 퇴적 하층의 초벌구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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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실은 평면상으로 반원형이다(도6). 전면에는 窯門이 있는데, 폭은 약 40㎝이다. 연소실
의 잔존 높이는 약 60㎝이며, 바닥은 소성실 바닥보다 40㎝가량 낮다. 요문으로부터 後壁(불
턱)까지의 길이는 약 80㎝이고, 후벽의 높이는 약 40㎝이며, 폭은 약 165㎝이다. 전면의 벽체
의 경우, 바닥면에서 약 40㎝의 높이까지는 기와 등을 쌓고, 그 위에는 장방형의 벽돌 등을 
쌓아 올렸다. 기와를 쌓은 곳에는 군데군데 평평한 靑瓷陶板이나 靑瓷壺 등의 잔편들이 박혀 
있는데, 이것들은 연소실 벽체의 축조 재료로 사용된 것이다. 후벽의 경우는 주로 기와를 쌓
아 올렸다. 여기에도 청자도판편 등이 축조 재료로 사용된 것이 확인된다(도7). 재를 걸러내는 
爐柵과 그 재가 쌓이는 落灰坑과 같은 시설은 보이지 않는다.3) 바닥은 평평하며, 바닥에서 군
데군데 목탄재가 눈에 띄는데(도8), 이 점으로 미루어 柴木을 연료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판단
된다. 남송시기에 운용된 老虎洞窯의 만두요(98LSY1)의 경우도 시목을 연료로 사용하였는데, 
연소실에서 다량의 목탄재가 확인된 바 있다.4)  

소성실은 장방형에 가깝다. 길이—연소실의 후벽에서 소성실의 후벽까지의 길이—는 약 125
㎝이고, 폭은 226㎝(내경)이다. 소성실 바닥의 경우 약간 경사져 있는데, 앞부분이 약간 높고 
후벽 쪽으로 갈수록 점점 낮아진다. 중국의 만두요의 경우도 이러한 현상을 보이는 것들이 많
다.5) 후벽에 설치되는 排煙孔의 위치를 연소실의 바닥보다 낮게 하여 결과적으로 화염을 소
성실 안에 더 오래 머물게 함으로써 열효율을 높게 하기 위한 조치로 파악된다.6) 벽체는 장방
형의 벽돌을 쌓아 올렸는데, 잔존 벽체의 높이는 약 20㎝이다(도9). 벽체에서 무너져 내린 벽
돌과 아울러 적지 않은 기와편들이 소성실 바닥에서 출토된 점으로 미루어 보면, 천정을 축조
하는 데에는 기와도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후벽의 맨 아랫부분에는 방형의 벽돌을 사용하
여 5개의 排煙孔을 설치하였으며(도10), 그 폭은 대략 11㎝ 전후이고 높이는 13㎝ 전후이다. 
배연공 윗부분의 벽체는 모두 무너져 내렸다. 

굴뚝은 하나이며, 소성실의 후벽에 연결하여 축조하였는데, 바닥은 반원형이다(도11). 본래 
연통이 설치되어 있었을 터이지만, 전혀 남아 있지 않아 그 구체적인 형태를 파악하기 힘들
다. 굴뚝 앞부분의 폭은 약 150㎝이고, 이곳에서 굴뚝 후벽까지의 길이는 약 45㎝이다. 굴뚝
의 벽체는 장방형의 벽돌로 축조하고, 그 바깥면에 방형의 벽돌을 쌓아 보강하였다. 

만두요 소성실의 서쪽 벽체 바로 인접한 곳에 남북 방향으로 설치한 트렌치에서 석축이 발
견되었다(도12). 석축의 전체가 드러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만두
요의 서쪽 벽체를 따라 요문 방향으로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필자의 관찰에 큰 문제가 없다
면 이 석축은 요로를 보호하고 아울러 보온을 위해 그 안에 흙을 채워 넣기 위하여 설치한 담
장일 가능성이 크다.7) 중국의 만두요의 경우도 이러한 보호담장을 두른 예가 흔히 발견된다

3) 爐柵은 爐箅라고 부르기도 한다. 浙江省文物考古硏究所 等 編著, 『龍泉大窯楓洞岩窯址』, 文物出版
社, 2015, 21쪽 참조.

4) 杭州市文物考古所(杜正賢 執筆), 「杭州老虎洞南宋官窯址」, 『文物』 2002년 제10기, 7쪽. 
5) 예컨대, 宋代耀州窯址 제3호요의 경우, 소성실 바닥의 앞부분과 뒷부분의 높이의 차가 15㎝이다. 陝

西省考古硏究所․耀州窯博物館, 『宋代耀州窯址』, 文物出版社, 1998, 63쪽.
6) 景德鎭의 御器廠遺址에서는 宣德~萬曆年間에 운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14기의 만두요가 발견되었는

데, 이것들의 경우는 소성실 바닥을 평평하게 한 대신, 후벽을 축조할 곳을 파내고 소성실 바닥보다 
낮은 위치에 배연공을 설치한 예도 있다(權奎山, 「景德鎭明淸御窯遺址的考古發現與硏究」, 『故宮博物
院院刊』 2013년 3기, 9쪽). 단 熊海堂은 소성하는 과정에서 기물들이 연소실 쪽으로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성실의 바닥을 그렇게 경사지게 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熊海堂(김재열 옮김), 
『동아시아 요업기술 발전과 교류사 연구』, 학연문화사, 2014, 111~112쪽]. 

7) 보호담장의 기능에 대해서는 北京大學考古系 等, 『觀台磁州窯址』, 文物出版社, 1997, 23쪽; 秦大樹, 
「磁州窯窯爐硏究及北方地區瓷窯發展的相關問題」, 『考古學硏究』 4, 2000, 266쪽; 袁勝文, 「南方地區
南宋製瓷饅頭窯硏究」, 『中國國家博物館官刊』 2015년 제2기, 47~4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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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3).8) 동쪽 벽체의 주위는 표토만 제거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지
만, 아마도 이곳에도 그러한 보호담장을 둘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이 만두요의 소성실의 바닥과 벽체는 소결되어 붉은색을 띠는데, 소결 정도가 그다지 
높지 않아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스러진다. 화염에 노출된 내벽에서 유리질화 현상도 전혀 관
찰되지 않는다(도14). 이 점은 이 요로의 소성온도가 그다지 높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 요로의 소성실 퇴적의 하층에서 다량의 초벌구이편들이 발견되었다(도15). 이러한 점들을 
들어 발굴보고자는 이 만두요를 초벌구이용으로 추정하였다.9)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된
다. 다만 이러한 결론을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하여 이 만두요에서의 요도구의 출토 상황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강진의 경우 이미 적지 않은 수의 요로가 발굴되었다. 그것들은 이번에 발굴된 만두요를 제
외하면 모두 용요인데, 해당 요로의 연소실이나 소성실의 내부와 주위에서 사용하고 폐기된 
수많은 갑발·갑발받침·陶枕(도지미)․규석받침 등과 같은 요도구들이 발견된다. 이것들의 대부분
은 본벌구이를 하는 데 사용한 것들이다. 초벌구이의 경우는 기물에 유약을 입히지 않기 때문
에 기본적으로 이러한 요도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사당리요지 만두요의 경우는 그 내부에서 이 요로에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요도구
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10) 무너져내린 벽돌과 기와편 등과 더불어 청자편들과 초벌구이편들
이 출토되었을 뿐이다. 요로의 주위에서도 요도구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로 미
루어 볼 때, 이 만두요가 초벌구이 전용 요로였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신발견된 만두요는 언제 운용된 것일까? 이 만두요가 발견된 구역에는 많은 청자와 
초벌구이 殘片들이 퇴적되어 있지만, 아직 전면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퇴적층
과 만두요의 시간적 상관관계는 그다지 분명하게 파악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현시점에서 
양자의 관계를 통하여 만두요의 운용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
다. 만두요의 형태나 구조적인 특징 등을 토대로 그 운용시기를 추정하는 것도 그러하기는 마
찬가지이다. 고려시기의 요로 가운데에는 이 만두요와 비교할 수 있는 또 다른 만두요의 실례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 여러 요장의 만두요와 비교하기도 용이하지 않다. 이 만두요
의 계통이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우리가 각별히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요로 안에서 발견된 청자편들과 초벌구이편들이라고 생각한다.

이 만두요의 내부에서 발견된 청자와 초벌구이 잔편들은 그 발견된 상태 등에 따라 두 그룹
으로 나뉜다. Ⅰ그룹은 연소실의 벽체에 박혀 있는 채로 발견된 것들이고, Ⅱ그룹은 요로 내
부에 퇴적되어 있던 것들이다.

Ⅰ그룹은 청자도판이나 청자호 등의 잔편들이다. 이것들이 연소실의 벽체를 축조할 때 그 
재료의 하나로 사용되었다는 점은 앞서 언급한 바가 있다. 다른 본벌구이 요로에서 소성된 후 
선품과정에서 탈락·폐기되어 만두요의 축조 재료로 재사용된 것이다. 이것들은 연소실의 좌우 

8) 예컨대, 觀台磁州窯址 제3호요나 용천무요 제13호요의 경우도 만두요 벽체의 바로 옆에 긴 보호담장
이 축조되어 있다. 北京大學考古系 等, 『觀台磁州窯址』, 文物出版社, 1997, 22~23쪽; 北京市文物硏
究所 編, 『北京龍泉務窯發掘報告』, 文物出版社, 2002, 40~44쪽 참조.

9) (재)민족문화유산연구원, 『강진 고려청자요지(사당리) 발굴조사(2차) 약보고서』, (재)민족문화유산연구
원, 2019, 21~23쪽. 

10) 필자는 이 요로의 내부 출토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요로의 내부에서 조그만 갑발편 한 점이 출
토된 것을 확인하였다. 특이하게 갑발의 외면 일부에 유약(잡유)을 입혔는데, 瓷化가 이루어져 있다. 
이 갑발은 이 만두요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고온의 소성환경에 노출되었던 것이 분명하다. 이 점으로 
미루어 이 갑발은 이 요로에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다른 요로에서 사용·폐기된 후 그 잔편이 이 만
두요의 내부로 혼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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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6. 연소실의 바닥에서 발견된 
청자상감연화문도판편 

도17. 소성실의 바닥에서 발견된 일군의 초벌
구이호 잔편 

도18. 소성실의 퇴적에서 발견된 청자편과 초벌
구이편 

벽체와 후벽에서 모두 확인된다(도7). 하지만 
그 대부분의 경우 벽체에 박힌 채 단면만 드
러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형태나 문양 등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Ⅱ그룹 가운데에는 소성실이나 연소실의 바
닥에 깔린 채로 발견된 것도 있고(Ⅱ-1그룹), 
그 위에 요로 벽체를 구성하였던 벽돌과 기와 
그리고 燒土 등과 섞여 있는 채로 발견된 것
들도 있다(Ⅱ-2그룹). Ⅱ-1그룹에 속한 것은 
연소실의 바닥에서 발견된 연화문이 백상감된 
청자도판편과(도16) 연소실과 소성실의 바닥에
서 발견된 일군의 초벌구이호 잔편들이다(도
17). 이 가운데 도판편은 본래 연소실의 벽체
에 박혀 있다가 떨어져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초벌구이호 잔편들의 경우 모두 한 개
체의 그것들로 추정되는데, 腹部에는 백상감여
의두문과 음각파어문이 시문되고, 견부와 저부
에는 각각 흑백상감연판문대, 백상감여의두문대
와 흑백상감연판문대가 배치되어 있다. 발굴자에 
의하면, 높이가 25~30㎝가량이고, 구경이 15㎝ 
전후인 비교적 대형의 호로 추정된다고 한다. 출
토 상태로 미루어 볼 때, 이것은 이 요로에서 소
성된 후 어떤 이유로 그 안에 폐기된 것으로 
판단된다. 

Ⅱ-2그룹에는 청자편과 초벌구이편들이 포
함되어 있다(도18). 청자편은 그 대부분이 이 
그룹에 속한다. 肩部에 백상감여의두문대가 둘
려 있는 壺, 흑백상감국화문이 있는 잔, 구부
가 넓게 벌어진 병, 압출양각의 문양이 있는 
접시, 구연부에 음각뇌문대가 둘려 있는 완 등
이 있다. 이것들은 모두 외부로부터 혼입된 것
이다. 초벌구이편에는 여요자기에 흔히 보이는 
것처럼 굽이 “八”자 모양으로 벌어지고 음각연
판문이 시문된 완이나 흑백상감국화절지문이 
시문된 병(주자?) 등과 같은 기물들이 포함되
어 있다. 이 만두요가 초벌구이용이었다는 점
에서 보면, 이것들은 이 요로에서 소성된 것으
로 여겨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것들의 출토 
상황과 이것들이 모두 작은 잔편들이라는 점에서 보면, 앞서 언급한 청자편들처럼 다른 요로에
서 소성된 후 폐기되어 그 잔편들이 이 만두요에 혼입되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그러므
로 이 초벌구이 기물들도 이 만두요에서 소성되었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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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9. 연소실 우측 벽체에 박혀 있는 청자상감호 
      잔편 

도20. 연소실 후벽에 박혀 있는 청자상감도판 
      잔편 

요로 안에서 발견된 청자편들과 초벌구이편들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우리는 이 만두요의 운
용시기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첫째, 이 만두요는 Ⅰ그룹의 청자도판이나 청자호 등이 소성된 후에 축조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폐기된 이것들의 잔편이 만두요의 축요 재료로 쓰였다는 점에서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
이다.11) 둘째, Ⅱ-2그룹, 즉 요로 벽체를 구성하였던 벽돌과 기와 그리고 소토 등과 섞여 있
는 채로 발견된 청자편들과 초벌구이편들은 이 만두요의 운용시기를 규명하는 데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청자편들의 경우는 다른 요로에서 소성된 후 혼입된 것이며, 
초벌구이편들의 경우도 이 만두요에서 소성되었는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Ⅱ-1그룹 
가운데 초벌구이호의 경우는 이 만두요가 폐기되기 직전에 소성되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 
이전에 소성된 것이라면, 그 다음 차례의 초벌구이를 위하여 그 잔편들을 소성실의 바닥에 방
치해 두었을 리가 없을 것이다. 이 점에서 보면 이 초벌구이호의 제작시기가 곧 이 만두요 운
용시기의 끝이 되는 것이며, 이 만두요의 운용시기는 Ⅰ그룹의 청자도판이나 청자호 등의 제
작시기로부터 Ⅱ-1그룹의 초벌구이호의 제작시기까지의 범위 안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
면 양자의 제작시기가 만두요의 운용시기를 규명하는 데 열쇠가 되는 셈이다. 

Ⅰ그룹에 속해 있는 청자도판이나 청자호 등의 경우, 연소실의 벽체에 박혀 있기도 하거니
와 잔편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구체적인 형태를 파악하는 것이 힘들다. 다만 일부 잔편들의 경
우 문양의 일부가 드러나 있는 것들이 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우측 벽체에서 발견된 청자호
의 잔편으로, 그 외면에 식물의 잎 모양이 흑상감되어 있다(도19). 하지만 문양의 대부분이 드
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식물의 그것인지 파악하기 힘들다. 좌측 벽체에서 발견된 한 잔
편도 청자호의 그것으로 추정되는데, 외면에 흑백상감의 문양이 있는 것이 확인된다. 이 경우
도 문양의 극히 일부분만 드러나 있기 때문에 무슨 문양인지 짐작조차 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현시점에서 이 두 청자호의 제작시기를 파악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후벽에서도 문양이 드러나 있는 방형의 청자도판 잔편 한 점이 확인되었다(도20). 이 도판
은 후벽의 좌측 윗부분에 박혀 있는데, 한쪽 모서리 부분만 드러나 있으며, 두께가 2.0㎝ 이

11) 만약 문제의 청자도판이나 청자호의 잔편들이 이 만두요 연소실을 改築 또는 補築하는데 사용되었다
면, 이렇게 단정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발굴자에 따르면, 연소실에서 개축이나 보축을 한 흔
적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14

도21. 청자상감도판편, 사당리 23호요지 출토, 
국립중앙박물관 

도22. 청자상감도판편, 사당리 23호요지 수습, 
고려청자박물관 

상으로 두꺼운 편이다. 가장자리에 두 줄의 白象嵌線帶가 둘려 있다. 그 안에는 어떤 주문양
이 시문되어 있을 터이지만, 그 형태를 확인할 길이 없다. 백상감이 된 곳은 부분적으로 釉가 
乳濁現象이 일어난 것과 같이 은색을 띠기도 한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이러한 현상을 銀化現
象으로 부른다.12) 그런데 이 만두요의 내부에서는 테두리에 이러한 백상감선대가 시문된 도판
편이 또 한 점 확인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연소실의 바닥에서 확인된 도판편이 그것이
다(도16). 이것도 두께가 2.0~2.5㎝가량으로 두꺼운 편이며, 가장자리에 두 줄의 백상감선대가 
돌려져 있고, 그 안에 백상감연화문이 시문되어 있다. 여기에서도 은화현상이 확인된다. 양자
의 경우 테두리에 시문된 문양의 형태와 시문기법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두께도 거의 비슷하
다. 그리고 모두 연소실에서 확인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양자는 동일한 개체의 잔편인지
도 모르겠다.13)

테두리에 두 줄의 백상감선대가 돌려진 청자도
판은 몇 예들이 더 알려져 있다. 2015~2016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된 <강진 사당리 고려청
자> 특별전에는 이 요지에서 출토된 다량의 청자
도판들이 출품되었는데, 이 가운데 테두리에 두 
줄의 백상감선대가 시문된 예가 여러 점 포함되
어 있다(도21).14) 모두 방형의 도판으로, 중앙에 
두 줄의 백상감으로 이루어진 圓窓 안에 흑백상
감의 어문이나 모란절지문 등을 주문양으로 배치
하고, 그 주위에는 같은 기법으로 연화나 갈대나 
학 등을 시문하였다. 백상감이 된 부분에서 은화
현상이 뚜렷이 관찰된다. 이것들은 모두 만두요
가 발견된 사당리 23호요지에서 발굴·수습된 것
들이다. 고려청자박물관에도 이러한 양식으로 문
양이 구성된 청자도판편이 소장되어 있다(도22
).15) 여기에서도 백상감 된 부분에서 은화현상이 
확인된다. 이것들도 모두 사당리 23호요지에서 
수습된 것이다. 

이상에서 만두요에서 확인되거나 사당리 23호
요지에서 수습된, 테두리에 두 줄의 백상감선대
가 돌려진 청자도판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그 
제작시기를 파악하는 데 실마리가 될만한 몇 가
지 점들을 간취할 수 있다. 먼저 주목할 것은 이
러한 유형의 청자도판은 하나같이 두께가 2.0㎝ 이상으로 두껍다는 점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3.0㎝에 가까운 것도 있다.16) 필자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사당리 23호요지에서 출토된 

12) 海剛陶磁美術館 編, 『高麗時代 後期 干支銘 象嵌靑瓷』, 홍익기획, 1991, 47쪽.
13) 필자가 양자의 유사성에 주목하게 된 것은 고려청자박물관 曺銀精 학예연구사의 교시에 따른 것이

다.
14) 황지현‧장성욱 편, 『강진 사당리 도요지 발굴조사 보고서』, 국립중앙박물관, 2015, 505쪽의 참고도판 

129․131.
15) 조은정 편, 『강진 사당리 고려청자』, 고려청자박물관, 2016, 168쪽.
16) 조은정 편, 『강진 사당리 고려청자』, 고려청자박물관, 2016, 1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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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도판의 경우 이처럼 두께가 두꺼운 부류는 그 제작시기가 늦은 것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유형의 청자도판에서 은화현상이 거의 다 확인된다는 점도 눈여겨보아야 할 요소이
다. 사실 은화현상은 비교적 이른 시기의 상감청자에서도 확인되지만(도23),17) 주로 눈에 띄는 
것은 13세기 후기에 접어든 이후의 상감청자에서라고 판단된다. 그 대표적인 실례로는 호암미
술관 소장의 청자상감운학국모란문매병(보물 558호)을 꼽을 수 있다(도24).18) 하지만 14세기 
전기의 간지명청자시기에 접어든 이후의 상감청자에서는 그러한 은화현상을 찾아보기 힘들
다.19) 이러한 변화가 상감에 사용한 백토의 성분이나 유약의 성분 및 두께 그리고 소성방법 
등에 있어서의 차이와 깊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짐작되지만, 아무튼 그러한 현상은 만두요에
서 확인된 청자도판의 제작시기의 하한을 추정하는 데 유익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유형의 청자도판의 제작시기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주목해 보아야 할 요
소는 문양이라고 생각한다. 그 가운데 중앙의 주문양과 테두리의 백상감선문대 사이의 면에 
시문되어 있는 연화문을 각별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유형의 청자도판에 보이는 연
화문의 가장 큰 형태적 특징은 연꽃과 연잎이 별개의 개체처럼 묘사되어 있다는 점이다. 실제
로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연꽃과 연잎의 경우도 물 위에 드러난 모습은 그렇게 보인
다. 이 점에서 연꽃과 연잎을 그렇게 묘사한 것은 寫生風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고
려청자에 유행하기 시작한 초기의 연화문은 그 대부분이 그러한 사생풍의 연화문과는 거리가 
멀다. 다양한 문양기법으로 연꽃과 연잎을 한 줄기에 배치하고 아울러 모란잎으로 장식한 折
枝紋과 唐草紋 양식의 연화문이 대부분이다(도25). 이 시기에 사생풍의 연화문은 碗이나 접시
나 方形香爐 등에 양인각기법으로 시문한 예들이 드물게 보일 뿐이다(도26).20) 그렇지만 대략 
고려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13세기 후기부터 상감기법으로 시문한 사생풍의 연화문이 크
게 유행한다. 호림박물관 소장의 청자상감연학문병형주자나(도27) 메트로폴리탄미술관 소장의 
靑瓷象嵌蓮蘆鶴紋甁에 보이는 연화문은 사당리요 만두요의 연소실에서 발견된 청자도판이나 
사당리 23호요지에서 수습된 청자도판의 연화문과 매우 유사하다.21) 하지만 14세기 전기 간
지명청자시기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되는 청자에 보이는 사생풍의 연화문은 문양을 간략
화하거나 줄기를 과도하게 굵게 묘사하거나 마치 연화절지문처럼 줄기에 특이한 형태의 잎으
로 장식을 하거나 하여 문제의 청자도판의 연화문과는 확연히 구분된다(도28).22)

17) 강진청자박물관 편, 『강진청자박물관 名品圖錄』, 강진청자박물관, 2007, 118~119쪽; 湖林博物館 學
藝硏究室 編, 『湖林博物館 新沙分館 開館紀念 高麗靑磁』, 成保文化財團, 2009, 82쪽 참조.

18) 湖巖美術館 編, 『大高麗國寶展』, 三星文化財團, 1995, 133쪽. 한편, 고려시대 청자매병의 편년에 관
해서는 李鍾玟, 「고려시대 靑磁 梅甁 연구」, 『講座美術史』 27, 2006, 182~188쪽; 박정민, 「14世紀前
半 高麗象嵌靑瓷梅甁의 새로운 變化」, 『美術史學』 21, 2007, 188~202쪽; 김태은, 「고려시대 매병의 
용례와 조형적 특징」, 『美術史學硏究』 268, 2010, 155~159쪽; 김세진, 「고려시대 매병의 조형적 특
징과 시기별 변화」, 『매병에 담긴 역사 이야기』, 고려청자박물관, 2017, 110~116쪽 참조.

19) 간지명청자와 같은 유형의 경우, 간지명이 있는 청자에서는 은화현상이 거의 확인되지 않는 반면, 
그것들보다 이른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되는 기물에서는 그러한 현상이 흔히 발견된다. 海剛陶磁
美術館 編, 『高麗時代 後期 干支銘 象嵌靑瓷』, 홍익기획, 1991, 9~36쪽 및 47~52쪽 참조.

20) 國立中央博物館 編, 『高麗靑磁名品特別展』, 通川文化社, 1989, 44쪽; 조선관요박물관 편, 『청자의 
색과 형』, (재)세계도자기엑스포, 2005, 圖177;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編, 『高麗靑磁への誘い』, 
(財)大阪市美術振興協會, 1992, 47쪽; 조은정 편, 『강진 사당리 고려청자』, 고려청자박물관, 2016, 
122~123쪽.

21) 湖林博物館 學藝硏究室 編, 『湖林博物館 新沙分館 開館紀念 高麗靑磁』, 成保文化財團, 2009, 143
쪽;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 소장 한국문화재』,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41
쪽.

22) 조은정 편, 『강진 사당리 고려청자』, 고려청자박물관, 2016, 84~87쪽; 湖林博物館 編, 『湖林博物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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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23. 청자상감국접문유병, 
      호림박물관 

도24. 청자상감운학국모란 
      문매병, 보물 558호, 
      호암미술관 

도25. 청자음각연화문매병, 
      호림박물관 

도26. 청자양인각연지수금문방형향로, 
     보스톤미술관 

도27. 청자상감연학문병형주자, 
호림박물관 

도28. 靑瓷象嵌蓮花紋“良醞”
      銘扁壺, 국립중앙박물관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만두요에서 발견된 청자도판의 제작시기는 대략 13세기 후
기~14세기 초기의 어느 시점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신발견된 만두요는 이 시점 이후에 
축조되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셈이다.

이제 만두요에서 발견된 초벌구이호에 주목하기로 하자. 현재까지 발굴되거나 전세되어 오
는 고려시기의 청자호 가운데 문제의 초벌구이호와 같이 상감기법의 如意頭紋圓窓과 음각기
법의 파어문이 시문된 예는 찾을 수가 없다. 다만 필자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백상감여의두문
원창이 시문된 네 점의 청자호가 傳世되어 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두 점은 大阪市立東洋陶
磁美術館 소장품이고(도29·도30),23) 한 점은 호림박물관 소장품이며(도31),24) 나머지 한 점은 
개인 소장품이다(도32).25) 

所藏品選集—靑瓷 Ⅱ—』, 한웅출판, 1992, 38~39쪽; 湖林博物館 學藝硏究室 編, 『湖林博物館 新沙分
館 開館紀念 高麗靑磁』, 成保文化財團, 2009, 152~153쪽 참조; 박해훈‧장성욱 편, 『천하제일 비색청
자』, 국립중앙박물관, 2012, 293쪽.

23)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編, 『高麗靑磁—ヒスイのきらめき』,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2018, 186쪽 
및 188쪽.

24) 湖林博物館 學藝硏究室 編, 『湖林博物館 新沙分館 開館紀念 高麗靑磁』, 成保文化財團, 2009, 
126~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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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29. 청자상감모란문호,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도30. 청자상감모란유로수금문호,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도31. 청자상감모란운학귀면장식대호, 
      호림박물관 

도32. 청자상감모란문호, 
      개인 

네 점 모두 腹部 중앙의 네 곳에 등간격으로 백상감여의두문원창을 배치하고 그 안에 주문
양격으로 다양한 형태의 흑백상감모란문을 시문하였다. 백상감여의두문원창의 경우, 오사카시
립동양도자미술관과 호림박물관 소장품의 그것들은 거의 유사한 반면, 개인 소장품의 그것은 
원창의 바깥에 약간의 장식적 요소를 더한 것이 다르다. 복부의 나머지 면은 여백으로 처리하
거나, 흑백상감의 유로수금문이나 운학문이나 花唐草紋 등을 배치하였다. 견부에는 흑백상감
의 연판문대나 여의두문대를 두르고 바로 이어서 垂飾이 달린 連珠紋帶나 여의두문대를 백상
감하였으며, 굽 주위에는 모두 상감연판문대 등을 둘러 장식하였다. 호림박물관 소장품의 경
우, 특이하게 견부에 鬼面 장식이 부착되어 있다.

이러한 형태의 청자호는 이미 12세기경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되는 예가 적지 않지만(도33),26) 
이 시기의 문양 요소에는 원창이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27) 원창이 점차 유행하기 시작한 것

25)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編, 『高麗靑磁への誘い』, (財)大阪市美術振興協會, 1992, 79쪽.
26) 박해훈‧장성욱 편, 『천하제일 비색청자』, 국립중앙박물관, 2012, 277쪽; 國立中央博物館 編, 『高麗靑磁

名品特別展』, 通川文化社, 1989, 34쪽; 湖巖美術館 編, 『大高麗國寶展』, 三星文化財團, 1995, 122쪽; 大
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編, 『高麗靑磁—ヒスイのきらめき』,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2018, 1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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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33. 청자음각연화당초문호, 
      보물 1028호, 호암미술관 

도34. 청자상감유학문호, 
      호림박물관 

도35. 靑瓷象嵌柳蘆水禽紋
      “己巳”銘대접, 
      호림박물관 

도36. 靑瓷象嵌菊花紋“己巳”
      銘四耳壺, 
      해강도자미술관 

도37. 靑瓷象嵌菊花紋
      “己巳”銘四耳壺, 
      해강도자미술관 

도38. 청자상감모란운학문매병, 
      史天澤墓(1275) 출토 

은 13세기 접어든 이후의 일로 추정된다. 그렇지만 이 시기의 원창은 그 개수와 장식 방식 등
에서 앞서 소개한 네 가지 예와 만두요에서 발견된 예처럼 패턴화된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 
원창의 개수가 세 개와 네 개로 일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의두문 장식도 보이지 않는다
(도34).28) 청자호의 腹部 중앙의 네 곳에 등간격으로 백상감여의두문원창을 배치하는 패턴이 
일반화된 것은 그 이후의 일로 판단된다.

오사카시립동양도자미술관 소장품 가운데 한 점에 시문된 유로수금문은 그 형태나 풍격의 
측면에서 간지명상감청자에 흔히 보이는 그것과 흡사하다(도35). 오사카시립동양도자미술관의 
소장품 가운데 또 다른 한 점과 호림박물관 소장품에 보이는 연주문대의 수식도 해강도자미술
관과 국립공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靑瓷象嵌菊花紋“己巳”銘四耳壺에 보이는 그것과 세부
적인 형태까지 매우 흡사하다(도36).29) 간지명이 있는 대접이나 접시의 경우도 흔히 내저면에 

27) 필자가 알고 있는 이 시기의 청자호에 원창이 시문된 예는 특이한 형태의 圓窓이 음각되어 있는호림
박물관 소장의 靑瓷陰刻花圓圈唐草紋壺가 유일하다. 湖林博物館 學藝硏究室 編, 『湖林博物館 新沙分
館 開館紀念 高麗靑磁』, 成保文化財團, 2009, 61쪽 참조.

28) 박해훈‧장성욱 편, 『천하제일 비색청자』, 국립중앙박물관, 2012, 270쪽; 湖林博物館 學藝硏究室 編, 
『湖林博物館 新沙分館 開館紀念 高麗靑磁』, 成保文化財團, 2009, 151쪽.

29) 海剛陶磁美術館 編, 『高麗時代 後期 干支銘 象嵌靑瓷』, 홍익기획, 1991, 19쪽 및 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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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39. 靑瓷象嵌柳蘆水禽波魚紋匜,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백상감여의두문원창을 배치하고 그 안에 干支를 상감하였는데(도37), 백상감여의두문원창의 
형태가 세 점의 청자호에 보이는 그것과 흡사하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 세 점의 청자호
는 간지명상감청자와 거의 같은 시기—14세기 전기—에 제작되었을 공산이 크다. 그렇지만 개
인 소장의 청자호는 복부의 花唐草紋이나 저부에 배치된 연주문으로 장식된 흑백상감연판문대
의 형태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앞서 언급한 세 점보다 제작시기가 이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러한 형태의 연판문대는 13세기 후기의 매병에서 흔히 보인다. 石家庄市 后太保村 史天澤
墓(1275)에서 출토된 청자상감모란운학문매병에 보이는 그것이 대표적이다(도38).30) 이와 같
은 관점에서 이 청자호의 제작시기는 13세기 후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네 점의 청자호와 만두요에서 
발견된 초벌구이호 사이에서 문양 구성의 측면에
서 눈에 띄는 차이가 있다. 전자의 경우 백상감여
의두문원창 안에 모란문이 주문양으로 시문되어 
있는 반면 후자의 경우는 그러한 주문양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청자호에 보
이는 원창의 전개 과정의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차이가 양자의 제작시기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는 생각되지 않는다. 만두요에서 발견된 초벌구이
호 역시 후자와 동일한 시기에 제작되었을 가능성
이 높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이 초벌구이호에 보이
는 파도 문양의 형태도 13세기 후기~14세기 전기
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오사카시립동양도자미술관 소장의 靑瓷象嵌柳蘆水禽波魚紋匜
에 보이는 그것과 일정한 유사성이 있다(도39).31) 요컨대, 문제의 초벌구이호는 13세기 후
기~14세기 전기의 어느 시점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 시점이 
문제의 만두요가 폐기된 때가 되는 셈이다.

이제까지 사당리요지의 만두요 요로 안에서 발견된 청자편들과 초벌구이편들에 대한 검토에 
큰 문제가 없다면, 일단 이 만두요의 운용시기는 대략 13세기 후기~14세기 전기의 범위 안에 
있는 어느 기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차후 만두요가 발견된 구역에 대한 전면 발굴이 이
루어지고 아울러 만두요와 그 주변의 초벌구이 기물들의 시간적 상관관계가 밝혀진다면, 이 
만두요의 운용시기를 더욱 구체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Ⅲ. 중국의 만두요와 그 전개—초벌구이용을 중심으로

중국에서 만두요가 출현한 것은 대략 西周 말기로 알려져 있다.32) 하지만 사당리요지에서 
신발견된 만두요와 같이 瓷器生産工程의 하나로서 초벌구이를 하기 위한 만두요가 출현한 것

30) 河北省文物硏究所(王會民 等 執筆), 「石家庄市后太保元代史氏墓群發掘簡報」, 『文物』 1996년 제9기, 
51~55쪽; 河北省文物硏究所 編著; 『珍瓷賞眞—河北省文物硏究所藏瓷選介』, 科學出版社, 2007, 108쪽.

31) 이 靑瓷匜의 편년에 대해서는 김윤정, 「高麗後期 象嵌靑磁에 보이는 元代 磁器의 영향」, 『美術史學
硏究』 249, 2006, 177~179쪽;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編, 『高麗靑磁—ヒスイのきらめき』, 大阪市
立東洋陶磁美術館, 2018, 153쪽 참조.

32) 熊海堂(김재열 옮김), 『동아시아 요업기술 발전과 교류사 연구』, 학연문화사, 2014, 110~1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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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보다 훨씬 뒤의 일이다.33) 이러한 초벌구이용 만두요를 운용한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
는 요장 가운데 운영시기가 가장 이른 것은 북송 말기의 淸凉寺汝窯일 것이라고 생각한다.34) 
이 장에서는 사당리요지 만두요의 源流와 계통을 파악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청량사여요
의 만두요로부터 시작하여 중국 만두요와 그 전개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35) 논의의 중심은 
의당 자기의 생산과 관련된 초벌구이용 만두요가 될 것이다.

[淸凉寺汝窯] 청량사여요의 요지는 河南省 寶豊縣 淸凉寺村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0~2002
년에 河南省文物考古硏究所(現 河南省文物考古硏究院)에 의하여 발굴되었다. 이때 총 20基의 
만두요가 확인되었는데, 발굴보고자에 의하면 이 요장의 “초기단계”에 운용된 것이 7기이고, 
“성숙기단계”에 운용된 것이 13기이다.36) 초기단계에는 일반 상품용 자기를 생산하고, 성숙기
단계에는 기본적으로 供御用의 자기를 생산하였다고 판단된다.37) 성숙기단계의 청량사여요가 
곧 역대의 문헌들에서 말한 여요이고, 이 단계에 만든 자기가 곧 여요자기이다.38)

초기단계의 만두요는 모두 馬蹄形으로,39) 이 가운데 두 기만 요로가 서로 맞붙어 있는 連
體窯이고(Y4‧Y10), 나머지는 모두 따로따로 축조된 單體窯이다(Y2‧Y3‧Y5‧Y8‧Y14)(도40). 각각
의 구조는 거의 같은데, 이 가운데 Y5가 가장 보존 상태가 좋다. 그러므로 Y5를 중심으로 초
기단계 만두요의 구조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도41).40)

33) 중국의 만두요는 자기뿐만 아니라 도기나 기와 등 다양한 기물을 소성하는 데 사용하였다. 하지만 
본고에서의 관심은 자기의 소성과 관련된 만두요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특별한 설명이 없이 지
칭한 만두요는 모두 자기의 소성과 관련된 만두요임을 밝혀둔다.

34) 단 요주요 발굴보고자는 이 요장의 경우 당~오대시기에 이미 자기생산에 있어서 초벌구이법을 채용
하였다고 주장하였다(陝西省考古硏究所, 『唐代黃堡窯址』, 文物出版社, 1992, 445~466쪽; 陝西省考古
硏究所, 『五代黃堡窯址』, 文物出版社, 1997, 196~211쪽). 만약 이들의 견해에 따른다면, 요주요에서
는 송대 이전에 초벌구이용 만두요를 운용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셈이다. 이 시기에 요주요에서는 만
두요만을 운용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이 요주요에서 당~오대시기에 초벌구이를 하였다는 기물들
을 살펴보면, 그것들이 특정한 기종이나 기형에 한정되어 있다. 盅‧燈‧鈴‧釜와 특정한 기형의 注子나 
罐이나 把手附壺 등이 대부분이다. 정작 이 시기의 자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碗‧杯‧托盞‧盞‧甁 등의 
경우는 초벌구이를 한 것처럼 보이는 기물이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그리고 필자는 2005년에 오대
시기에 초벌구이를 하였다는 기물들을 직접 조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일반적인 초벌구이 기물보다 경
도가 꽤 높은 점이 인상적이었다. 이것들은 초벌구이공정을 거친 것이 아니라 陶器로 제작된 완성품
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들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오대시기에 요주요의 자기생산에서 초
벌구이공정을 채용했는지 여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5) 요주요 발굴보고자가 주장한 바와 같이, 당~오대시기에 요주요에서 초벌구이법을 채용하였다면(陝西
省考古硏究所, 『唐代黃堡窯址』, 文物出版社, 1992, 445~466쪽; 陝西省考古硏究所, 『五代黃堡窯址』, 
文物出版社, 1997, 196~211쪽), 이 시기의 요주요 만두요와 사당리요 만두요의 영향 관계를 상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시기에 운용된 요주요의 만두요는 모두 마제형으
로서 타원형인 사당리요의 만두요와는 형태가 크게 다르다(陝西省考古硏究所, 『唐代黃堡窯址』, 文物
出版社, 1992, 34~43쪽; 陝西省考古硏究所, 『五代黃堡窯址』, 文物出版社, 1997, 12~22쪽). 그러므로 
실제에 있어서 사당리요의 만두요가 당~오대시기의 요주요 만두요의 영향으로 출현하였을 가능성은 
배제하여도 좋다고 생각한다. 

36) 청량사여요지의 발굴보고자는 이 요장의 발전단계를 “초기단계”와 “성숙기단계”로 구분하였는데, 각
각의 단계에서 생산한 자기의 양상은 크게 다르다. 전자의 경우, 다양한 종류의 자기, 즉 흔히 臨汝
窯靑瓷로 일컬어지는 耀州窯系 청자를 비롯하여 白釉瓷器‧黑釉瓷器 등을 제작하였으며, 우리가 흔히 
여요자기로 부르는 天靑釉瓷器는 극히 소량만이 제작되었을 뿐이다. 반면에 후자의 경우는, 소성한 
자기의 거의 대부분이 天靑釉瓷器이고 그 밖의 자기는 겨우 1% 정도를 차지할 뿐이다. 河南省文物
考古硏究所, 『寶豊淸凉寺汝窯』, 大象出版社, 2008, 56쪽 및 75쪽 참조. 

37) 李喜寬, 「여요와 그 성격 문제」, 『皇帝와 瓷器—宋代官窯硏究』, 景仁文化社, 2016, 118~119쪽.
38) 李喜寬, 「여요의 성립과 그 의의」, 『皇帝와 瓷器—宋代官窯硏究』, 景仁文化社, 2016, 66~67쪽.
39) 많은 연구자들은 馬蹄形窯와 만두요를 동일시한다[熊海堂(김재열 옮김), 『동아시아 요업기술 발전과 

교류사 연구』, 학연문화사, 2014, 107쪽]. 하지만 다른 연구자들은 마제형요를 만두요의 한 유형으로 
파악한다(馮先銘 主編, 『中國古陶瓷圖典』, 文物出版社, 1998, 378쪽). 필자는 후자가 더 설득력이 있
다고 생각함으로 이를 따른다.



21

도40. 淸凉寺汝窯 초기단계의 만두요 분포도 

도41. 淸凉寺汝窯 초기단계의 Y5 

Y5는 초기단계의 만두요 가운데 크기가 가
장 작다. 이 요로는 요전부‧연소실‧소성실‧굴뚝
‧보호담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길이는 
344㎝이고, 최대 폭은 214㎝이다. 벽돌을 사
용하여 축조하였다. 요전부는 작업공간으로 
평면상으로 부채꼴 모양이며, 요문을 경계로 
연소실과 연결되어 있다. 요전부의 바닥은 연
소실의 바닥과 높낮이가 같다. 별도의 通風路
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요문의 폭은 50㎝이
다. 연소실은 반원형이며, 그 바닥은 소성실 
바닥보다 58㎝가 낮다. 요문으로부터 후벽(불
턱)까지의 길이는 95㎝이고, 후벽의 폭은 180
㎝이다. 연소실의 외부에는 보호담장을 둘려
있다. 소성실은 橫長方形이며, 길이—연소실의 
후벽에서 소성실의 후벽까지의 길이—는 125㎝, 폭은 180㎝, 면적은 2.25㎡이다. 소성실 바닥
은 앞부분이 약간 높고 후벽 쪽으로 갈수록 점점 낮아지는데, 경사는 9°이다. 연소실 후벽의 

40) 河南省文物考古硏究所, 『寶豊淸凉寺汝窯』, 大象出版社, 2008, 19~28쪽.



22

맨 아랫부분에는 방형의 벽돌을 사용하여 6개의 배연공을 설치하였으며, 두 개의 굴뚝과 연결
된다. 두 굴뚝 사이에는 폭 36㎝의 격벽을 쌓았다. 각 굴뚝의 바닥은 방형이다. 

Y5를 포함한 청량사여요 초기단계의 만두요는 모두 柴木을 연료로 사용하였다.41) 그래서 
석탄을 연로로 사용한 만두요에서 예외 없이 확인되는 爐柵이나 落灰坑과 같은 시설은 보이
지 않으며, 연소실의 바닥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木灰가 발견된다. Y5와 같이 반원형의 연소
실과 장방형의 소성실과 두 개의 굴뚝을 갖춘 마제형의 만두요는 시목을 연료로 사용한 唐宋
時期 북방지역 만두요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42) 

청량사여요에서 초벌구이기법이 채용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43) 그렇지만 초기단계
의 출토품에서는 초벌구이 기물이 보이지 않는다. 이 요지에서 출토된 초벌구이 기물들은 모
두 성숙기단계와 그 이후에 소성된 것들이다. 그리고 초기단계의 자기의 釉層은 성숙기 단계
의 그것들보다 상대적으로 얇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볼 때, 초기단계에는 초벌구이공정이 
아직 채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44) 요컨대, 초기단계의 만두요는 초벌구이와는 무관한, 
다시 말하면, 成形한 기물에 초벌구이를 거치지 않은 채로 유약을 입혀 소성하던 요로일 가능
성이 크다. 

성숙기단계의 만두요는 모두 楕圓形이고, 초기단계의 그것들보다 크기가 작다(도42). 모두 
두 기의 요로가 서로 맞붙어 있는 連體窯로 판단된다.45) 각각의 구조는 거의 같으며, 이 가운
데 Y1이 비교적 보존 상태가 좋다. 그러므로 Y1을 중심으로 성숙기단계 만두요의 구조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도43).46)

Y6과 함께 연체요를 이루고 있는 Y1은 요전부‧연소실‧소성실‧굴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
고 작은 내화벽돌로 축조되었다. 전체 길이는 189㎝이고, 최대 폭은 140㎝이다. 요전부는 작
업공간으로, Y6의 그것과 붙어 있다. 요문을 경계로 연소실과 연결되어 있는데, 요문의 폭은 
40㎝이고, 별도의 통풍로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연소실은 반원형이고, 그 바닥은 소성실 바
닥보다 34㎝가 낮으며, 가운데가 약간 움푹하다. 요문으로부터 후벽(불턱)까지의 길이는 40㎝
이고, 후벽의 폭은 96㎝이다. 연소실의 내벽은 소결되어 딱딱하며 청회색을 띠고 있다. 소성
실은 橫長方形이고, 길이—연소실의 후벽에서 소성실의 후벽까지의 길이—는 64㎝, 폭은 
96~107㎝, 면적은 약 0.68㎡이다. 소성실 바닥은 앞부분이 약간 높고 후벽 쪽으로 갈수록 점
점 낮아지는데, 경사는 7°이다. 연소실 후벽은 무너져서 거의 남아 있지 않지만, 배연공의 소
결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후벽의 하부에 폭이 12~14㎝가량인 4개의 배연공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굴뚝은 하나이며, 바닥은 반원형에 가깝다. 굴뚝 앞부분의 폭은 약 105㎝이고, 이곳
에서 굴뚝 후벽까지의 길이는 약 43㎝이다. 

2000~2002년에 확인된 Y1을 포함한 청량사여요 성숙기단계 만두요의 경우도 거의 대부분 
연소실에서 木灰가 발견되어, 柴木을 연료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47) 그리고 요로 벽체의 
소결 정도가 높으며, 이 구역에서 출토된 수십만 건의 기물편들 가운데 절대다수가 본벌구이
를 한 것들이다. 초벌구이 기물은 극소량에 불과하다.48)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볼 때, 이 구

41) 河南省文物考古硏究所, 『寶豊淸凉寺汝窯』, 大象出版社, 2008, 133~134쪽.
42) 당송시기 만두요의 형태적 특징에 관해서는 陳永婷, 『唐宋時期饅頭窯初步硏究』 吉林大學碩士學位論

文, 2011, 11~25쪽 참조.
43) 河南省文物考古硏究所, 『寶豊淸凉寺汝窯』, 大象出版社, 2008, 135쪽.
44) 郭木森, 「淸凉寺汝窯考古新發現及初步認識」, 『夢韻天靑—寶豊淸凉寺汝窯最新出土瓷器集粹』, 大象

出版社, 2017, 278쪽.
45) 河南省文物考古硏究所, 『寶豊淸凉寺汝窯』, 大象出版社, 2008, 28~29쪽.
46) 河南省文物考古硏究所, 『寶豊淸凉寺汝窯』, 大象出版社, 2008, 28~35쪽.
47) 河南省文物考古硏究所, 『寶豊淸凉寺汝窯』, 大象出版社, 2008, 133~1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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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42. 淸凉寺汝窯 성숙기단계의 만두요 분포도 

도43. 淸凉寺汝窯 성숙기단계의 Y1, Y6

역에서 확인된 13기의 성숙기단계 만두요는 모
두 본벌구이용 요로로 판단된다. 이 요장의 성
숙기단계에 접어들어 초벌구이공정이 채택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왜 초벌구이용 만두요가 발견
되지 않은 것일까?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의 실
마리는 이 요지에 대한 최근의 발굴결과에서 찾
을 수 있다.

하남성문물고고연구원 등에서는 汝窯遺址展
示館을 건립하기 위하여 2011~2016년에 
2000~2002년도 발굴구역의 외곽을 발굴하였다. 
그 결과 2014년에 기존 발굴구역으로부터 동남
쪽으로 50m가량 떨어진 청량사 大展의 서쪽구
역에서 타원형의 만두요 1기를 발견하였다(도44). 이 만두요는 이 요장 성숙기단계에 운용된 
것과 같은 타원형이고 요로 내부의 소결 정도가 낮다. 발굴자는 이러한 점 등을 토대로 이 만
두요를 송대의 초벌구이용 요로로 파악하였다.49) 이 요로의 남쪽 인접한 곳에서 초벌구이편들
이 출토되었는데, 이 점은 그러한 견해를 더욱 뒷받침해준다.50) 이 요로의 주위에서는 성숙기

48) 복원이 가능한 초벌구이 기물은 3점에 불과하다. 郭木森, 「淸凉寺汝窯考古新發現及初步認識」, 『夢
韻天靑—寶豊淸凉寺汝窯最新出土瓷器集粹』, 大象出版社, 2017, 278쪽.

49) 趙宏, 「汝窯2011—2016年考古新發現」, 『夢韻天靑—寶豊淸凉寺汝窯最新出土瓷器集粹』, 大象出版社, 2017, 258~2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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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44. 2014년 淸凉寺汝窯址 신발견 초벌구이용 타원형 
만두요 

단계보다 약간 늦은 시기에 소조된 것으로 판
단되는 이른바 “類汝瓷”, 즉 汝窯類瓷器의 잔
편들도 출토되었기 때문에51) 이 만두요가 반
드시 성숙기단계의 초벌구이용 요로였는지는 
단정하기 힘들지만, 아무튼 이 시기나 이보다 
약간 늦은 시기에 그러한 형태의 초벌구이용 
만두요가 운용되었음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 

발굴자에 따르면, 신발견된 초벌구이용 만
두요는 성숙기단계의 본벌구이용 만두요와 구
조는 거의 비슷하지만, 비교적 크기가 크
다.52) 그리고 후자의 경우 모두 連體窯이지
만, 전자는 單體窯이다. 양자 사이에 왜 이러한 차이가 생기게 된 것일까?

자기를 본벌구이할 경우에는 산화소성단계를 거쳐 환원소성단계에 이른 다음 냉각단계를 
거치게 마련이다. 특히 환원소성이 잘 이루어지도록 온도를 포함한 소성환경을 알맞게 조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원소성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요로 내의 온도를 높여 환원점에 도달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산소의 공급을 억제한 상태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고온을 
유지해야 한다.53) 여요자기와 같은 높은 품질이 요구된 것들의 경우는 그러한 소성환경의 조
절이 더욱 중요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소성환경의 조절은 요로의 크기가 작을수록 용
이한 것이 일반적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기단계에 운용된 만두요 가운데 가장 크기
가 작은 Y5와 성숙기단계에 운용된 만두요 Y1의 연소실의 면적이 각각 2.25㎡와 약 0.68㎡
로, 후자가 전자보다 훨씬 작은 것도 이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즉 일반 상품용 자
기를 생산하던 초기단계에서 높은 품질의 공어용 여요자기를 생산하는 성숙기단계로 이행하
면서 요로의 크기도 그와 같이 변화하였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소형의 만두요
를 맞붙여 축조할 경우, 따로따로 축조하는 것보다 축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열효율을 提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54) 게다가 두 요로가 서로 붙어 있기 때문에 각 요
로의 소성환경을 조절하기에도 상대적으로 유리했을 것이다. 청량사여요의 도공들이 성숙기
단계에 소형의 만두요를 連體形으로 축조‧운용한 것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 결과였을 공산
이 크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초벌구이는 유약을 입히기 전에 거치는 일종의 건조 과정이다. 즉 기물의 태토에
서 수분의 함량을 낮추는 것이 주목적이고, 산화소성단계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완성되므로 
소성환경의 조절이 본벌구이보다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소성온도가 너무 높아져서 기물이 瓷
化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으로 거의 족하다. 청량사여요의 도공들도 의당 이러한 초벌구이 
과정의 성격을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초벌구이용 요로를 본벌구이용 요로와 같이 굳이 소성환
경의 용이한 조절을 위하여 그렇게 크기가 작은 요로를 축조하거나,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운
용하기 위하여 연체형으로 축조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50) 이 점은 이 요지를 발굴한 하남문물고고연구원의 趙宏 선생이 알려준 것이다.
51) 汝窯類瓷器와 그 제작시기에 대해서는 곧 별도의 논문에서 상세하게 검토할 것이다.
52) 이 점도 이 요지를 발굴한 하남문물고고연구원의 趙宏 선생이 알려준 것이다.
53) 宛良德․劉振群, 「關于陶瓷還原燒成氣氛性質的討論」, 『陶瓷』 1995년 제3기, 18~19쪽.
54) 秦大樹, 「磁州窯窯爐硏究及北方地區瓷窯發展的相關問題」, 『考古學硏究』 4, 2000, 2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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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량사여요의 경우 일반 상품용 자기를 생산하던 초기단계에는 
당시 북방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채용된 마제형 만두요를 운용하였다. 하지만 공어용의 고품질 
여요자기를 생산한 성숙기단계부터 그러한 마제형 만두요를 버리고 새롭게 소형의 타원형 만
두요 구조를 채용하여 초벌구이용으로는 단체형의 요로를, 본벌구이용으로는 연체형의 요로를 
축조‧운용하였다. 그런데 필자가 파악한 바로는 이러한 형태의 타원형 만두요 가운데 운용시
기가 가장 이른 것이 바로 청량사여요 성숙기단계의 그것들이다. 그렇다면 청량사여요 성숙기
단계의 타원형 만두요는 이 요장의 도공들이 공어용의 여요자기를 생산하게 되면서 그러한 요
업 상황에 알맞게 고안해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타원형 만두요의 주요한 특
징 가운데 하나는 한 개로 이루어진 반원형의 굴뚝인데, 이러한 굴뚝의 구조는 금대 이후 청
량사여요 주변의 요장뿐만 아니라 균요와 요주요 등의 만두요에도 채용된 것으로 보인다.55)   

[老虎洞窯] 이 요장은 항주의 鳳凰山과 九華山 사이의 좁고 가파른 서쪽 끝 부분의 좁은 분
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송시기부터 원대에 걸쳐 운영되었다. 많은 연구자들은 이 요장의 남
송시기 遺址가 修內司官窯의 그것이라고 생각한다.56) 필자도 이러한 견해에 기본적으로 동의
한다.57) 이 요지는 1998~2001년에 발굴되었으며, 4기의 소형 만두요가 확인되었는데,58) 모두 
單體窯이고, 각각의 기본적인 구조도 거의 같다.59) 이 가운데 SY1이 보존 상태가 가장 양호
하다(도45).60)

SY1은 소형의 타원형 만두요로서,61) 요전부‧연소실‧소성실‧굴뚝‧보호담장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香糕磚으로 축조하였다. 전체 길이는 180㎝이고, 최대 폭은 122㎝이며, 殘高는 89㎝
이다. 요전부는 평면상으로 부채꼴 모양이며, 요문을 경계로 연소실과 연결되어 있다. 요전
부의 바닥은 연소실의 바닥보다 약간 높다. 별도의 통풍로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요문의 폭
은 32㎝이다. 연소실은 반원형이며, 그 바닥은 소성실 바닥보다 22~32㎝가 낮다. 요문으로

55) 이러한 굴뚝의 구조는 臨汝縣 嚴和店 大堰頭窯址에서 발견된 만두요에서도 확인되었는데, 발굴보고
자는 이 요로의 연대를 송대로 파악하였지만(河南省文化局文物工作隊, 「汝窯址的調査與嚴和店的發
掘」, 『文物參考資料』 1958년 제10기, 33~36쪽), 출토된 자기의 양상으로 미루어 볼 때, 秦大樹 등이 
지적한 바와 같이, 원대의 요로일 가능성이 높다[北京大學考古硏究中心․河南省文物考古硏究所(秦大樹 
等 執筆)「河南省禹州市神垕鎭劉家門鈞窯遺址發掘簡報」, 『文物』 2003년 제11기, 30~31쪽]. 그리고 
禹州市 神垕鎭 劉家門鈞窯址의 4호요와 銅川市 立地坡耀州窯址의 1호요에서도 확인되었는데, 모두 
금대의 요로로 판단된다[北京大學考古硏究中心․河南省文物考古硏究所(秦大樹 等 執筆)「河南省禹州市
神垕鎭劉家門鈞窯遺址發掘簡報」, 『文物』 2003년 제11기, 31쪽; 耀州窯博物館 等 編著, 『立地坡․上
店耀州窯址』, 三秦出版社, 2004, 13~14쪽].  

56) 秦大樹, 「杭州老虎洞窯址考古發現專家論證會紀要」, 『文物』 2001년 제8기, 94~95쪽.
57) 다만 필자는 수내사관요가 설립된 후부터 폐기될 때까지 줄곧 한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항주의 靑平

山→老虎洞→金釵袋巷으로 이전하였다고 믿고 있다. 각 수내사관요의 위치와 이전 시기에 관해서는 李
喜寬, 「杭州 老虎洞窯와 남송전기관요」, 『皇帝와 瓷器—宋代官窯硏究』, 景仁文化社, 2016, 408~418쪽; 
「남송후기관요의 전개」, 『皇帝와 瓷器—宋代官窯硏究』, 景仁文化社, 2016, 438~460쪽 참조.

58) 杭州市文物考古所(杜正賢 執筆), 「杭州老虎洞南宋官窯址」, 『文物』 2002년 제10기, 6~8쪽. 한편, 
1999년 11월에 노호동요지 동쪽의 臺地에서 벽돌로 축조된 두 기의 소형 만두요가 발견되었다. 전체
적인 형태는 타원형에 가까운데, 보존 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한 기는 길이가 146㎝이고 폭은 
106㎝이며, 연소실‧소성실‧굴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발굴조사자에 따르면, 이들 만두요는 남송 초
기에 陶質祭器를 소성하기 위하여 임시로 축조한 것들로 노호동요에서의 남송관요자기의 소성과는 
관련이 없다고 한다. 唐俊杰, 「祭器、禮器、“邵局”—關于南宋官窯的幾個問題」, 『故宮博物院院刊』 
2006년 제6기, 52~53쪽 참조.

59) 杜正賢 主編, 『杭州老虎洞窯址瓷器精選』, 文物出版社, 2002, 15~16쪽.
60) SY1에 관한 이하의 서술은 杭州市文物考古所(杜正賢 執筆), 「杭州老虎洞南宋官窯址」, 『文物』 2002

년 제10기, 7~8쪽 참조. 
61) 보고서에서는 이 요로를 馬蹄形 만두요로 파악하였으나[杭州市文物考古所(杜正賢 執筆), 「杭州老虎

洞南宋官窯址」, 『文物』 2002년 제10기, 7쪽], 이것은 오해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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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45. 老虎洞窯址 SYI

도46. SY1의 주변에 퇴적되어 있는 
      초벌구이편 

부터 후벽(불턱)까지의 길이는 66㎝이고, 후벽의 폭
은 92㎝이다. 연소실의 바닥에서는 다량의 목탄재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이 요로가 柴木을 연료로 사용
하였음을 말해준다. 소성실은 橫長方形이며, 길이—
연소실의 후벽에서 소성실의 후벽까지의 길이—는 
78㎝, 폭은 99㎝이다. 소성실 후벽의 맨 아랫부분에
는 장방형의 벽돌을 사용하여 5개의 배연공을 설치
하였으며, 굴뚝과 연결된다. 굴뚝은 하나이고, 그 바
닥은 반원형이다. 길이는 18㎝, 폭은 82㎝이다. 요
로의 외벽으로부터 30~40㎝가량 이격하여 깨진 벽
돌과 폐기된 요도구로 보호담장을 두른 후 그 사이
는 흙으로 채웠다. 이러한 시설이 요벽을 보호하고 
아울러 요로의 보온을 위한 것임은 이미 앞에서 설
명하였다.

필자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SY1의 내벽에서는 고
온 소성을 한 본벌구이 요로에서 흔히 생성되는 유리
질화 현상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SY1의 소성실
과 요로의 주변에서는 다량의 초벌구이편들이 발견되
었다(도46).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볼 때, 이 요로는 
초벌구이용이었음이 분명하다.62) SY1를 포함한 소형
의 만두요에서 초벌구이를 마친 기물들은 주변에 축
조된 용요에서 본벌구이를 하였을 것이다. 이 요지에
서는 그러한 용요 3기가 확인되었다.63)

노호동요의 만두요는 형태나 크기 그리고 구조 등의 
측면에서 청량사여요 성숙기단계의 그것들과 매우 흡
사하다. 양자는 모두 타원형의 만두요로, 크기가 매우 
작다. 중국의 만두요에서 이처럼 작은 것들은 찾기 힘
들다. 양자는 크기도 거의 같다. 예컨대, 노호동요의 
SY1과 청량사여요의 Y1은 각각의 소성실의 면적이 
0.6㎡가량으로 거의 차이가 없다. 양자의 구조상의 동
일성은 연소실‧소성실‧굴뚝 등에서 모두 간취되지만, 만두요의 구조적 특징을 잘 보여주는 굴뚝
의 경우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양자는 모두 굴뚝이 하나이고, 바닥이 반원형이며, 4~5개의 배연
공을 갖추고 있다.

이와 같은 노호동요의 만두요와 청량사여요 성숙기단계의 그것과의 유사성을 미루어 볼 때, 
전자가 후자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는 대다수의 연구자들이 동의하는 바이기도 
하다. 후자가 어떤 과정을 거쳐 전자에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남
송시기에 葉寘가 撰한 『坦齋筆衡』에 보이는 다음 기록을 통하여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하다.

62) 杭州市文物考古所(杜正賢 執筆), 「杭州老虎洞南宋官窯址」, 『文物』 2002년 제10기, 8쪽.
63) 杭州市文物考古所(杜正賢 執筆), 「杭州老虎洞南宋官窯址」, 『文物』 2002년 제10기,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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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葉寘『坦齋筆衡』云‥‥‥①本朝以定州白磁器有芒, 不堪用, 遂命汝州造靑窯器‥‥‥②政
和間, 京師自置窯燒造, 名曰官窯. ③中興渡江, 有邵成章提擧後苑, 號邵局, 襲故京遺
製, 置窯于修內司, 造靑器, 名內窯, 澄泥爲範, 極其精緻, 油色瑩徹, 爲世所珍. ④後
郊壇下別立新窯, 比舊窯大不侔矣.64)

위 기록에는 북송의 여요(①)와 북송관요(②) 그리고 남송의 修內司官窯(③) 및 郊壇下官窯
(④)와 관련된 내용이 설립된 순서에 따라 언급되어 있다. 북송 말기~남송시기의 어용자기 생
산 요장의 계보를 보여주는 셈이다. 여기서 먼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남송의 수내사관요—
“內窯”—를 “故京의 遺製에 따라서(襲故京遺製)” 설립하였다는 점이다. “故京의 遺製”는 북송
관요를 설립한 것을 이르는 것이다. 즉 수내사관요는 북송관요를 이은 것이었다. 이러한 관점
에서 보면, 수내사관요에 해당하는 노호동요의 만두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여요, 즉 
청량사여요 성숙기단계의 만두요보다는 북송관요의 그것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북송관요는 오
늘날의 開封市에 있었다고 판단되지만, 그 요지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 요장에
서 운용한 만두요의 형태와 구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전혀 없다. 그렇지만 북송관요가 
여요의 기술적 토대 위에서 설립되었을 것이라는 점에 대다수의 연구자가 동의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북송관요에서 운용하였을 만두요도 여요, 즉 청량사여요 성숙기단계의 그것들
을 모범으로 하였을 공산이 크다. 요컨대, 청량사여요 성숙기단계의 만두요가 북송관요를 거
쳐 노호동요의 만두요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청량사여요 성숙기단계의 만두요가 곧 노
호동요 만두요의 源流가 되는 셈이다. 초벌구이공정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어떤 연구자는 북방의 도공들이 수내사관요의 자기 생산에 직접 참여했을 것이라고 주장하
기도 한다.65) 실제에 있어서 그러하였다면 그들은 북송관요의 도공들이었을 공산이 크다. 하
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수내사관요의 자기 생산을 주도했을 것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고 생각한다. 이 요장에서 새롭게 만두요를 축조하고 아울러 초벌구이공정을 거쳐 자기를 생
산하였지만, 더욱 중요한 본벌구이는 현지의 방식대로 용요에서 행하였기 때문이다. 북송관요
의 도공들이 이 요장에서의 자기 생산을 주도하였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본래 북송관요에서 
행하였을 방식대로 본벌구이도 만두요에서 실행하였을 것이다. 요컨대, 현지의 도공들이 주도
적으로 북송관요의 만두요 축조기술과 초벌구이공정을 채용하여 만두요에서 초벌구이를 한 후 
용요에서 본벌구이를 하는 새로운 瓷器燒成體制를 구축하였다고 생각한다.

흥미로운 것은 노호동요지의 원대층에서도 이러한 만두요가 발견되었다는 점이다.66) 이 층
위에서 출토된 자기들 가운데에는 남송관요자기의 풍격을 지닌 것들이 적지 않다(도47). 게다
가 저부에 “官窯”銘이 있는 碗도 출토되었다(도48).67)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 많은 연구자들은 

64) [元]陶宗儀 撰, 『南村輟耕錄』 卷29 窯器, 中華書局點校本, 中華書局, 1959, 362~363쪽: “[宋]葉寘의 
『坦齋筆衡』에 말하기를, ‥‥‥本朝에(또는 本朝가) 定州白磁器가 有芒하여 쓰기에 마땅치 않으므로 드
디어 汝州에 명하여 靑窯器를 만들도록 하였다. ‥‥‥政和 연간에 京師에(또는 京師가) 스스로 요장을 
설립하여 燒造하였는데, 이름붙이기를 官窯라고 하였다. 宋이 南遷한 후, 邵成章이 提擧後苑이 되어, 
邵局으로 칭하였는데, 故京의 遺制를 이어서, 修內司에 窯를 설치하고, 靑器를 제작하여, 內窯라고 
이름하였다. 잘 수비한 흙으로 成形하여 극히 精緻하고, 釉色이 瑩徹하여,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
겼다. 후에 郊壇下에 별도로 新窯를 세웠는데, 舊窯에 비하여 크게 떨어진다. 그 밖에 烏泥窯․餘杭窯․
續窯 같은 것들은 모두 官窯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한다. 혹 옛 越窯를 일컫지만, 다시는 볼 수 없다고 
하였다.”

65) 唐俊杰, 「南宋郊壇下官窯與老虎洞官窯的比較硏究」, 『南宋官窯文集』, 文物出版社, 2004, 174쪽.
66) 唐俊杰, 「南宋郊壇下官窯與老虎洞官窯的比較硏究」, 『南宋官窯文集』, 文物出版社, 2004, 174쪽.
67) 杭州市文物考古所(杜正賢 執筆), 「杭州老虎洞南宋官窯址」, 『文物』 2002년 제10기,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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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47. 靑瓷洗, 老虎洞窯址 元代層 출토  도48. 靑瓷“官窯”銘碗, 老虎洞窯址 元代層 출토

도49. 郊壇下官窯址 발견 만두요 

이 요장에서 원대에 남송관요자기를 방제하였다는 점에 동의한다.68) 더 나아가 발굴보고자는 
이 시기의 남송관요자기를 방제한 제품들이 소위 傳世哥窯瓷器일 것이라고 주장한다.69) 이 요
장 원대층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논쟁 중에 있다. 필자는 여
기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생각이 없다. 필자는 다만 이 요장의 원대층에서 남송시기
에 운용된 것과 같은 만두요가 발견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논의와 관련하여 한 가지 중요한 사
실을 알려준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을 뿐이다. 그것은 수내사관요가 소멸한 뒤에도 만두요에서 
초벌구이를 한 후 용요에서 본벌구이를 하는 자기소성체제가 그 맥을 유지하였다는 점이다.

[郊壇下官窯] 이 요지는 항주의 南宋皇城遺址로부터 서남쪽으로 2㎞가량 떨어져 있는 烏龜
山의 서쪽 기슭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烏龜山官窯로도 불린다. 이곳에는 남송관요박물관이 
건립되어 있다. 이 요지는 1956년과 1985~1986년 및 1988년에 발굴되었으며, 요로로는 두 
기의 용요와 한 기의 만두요가 확인되었다.70) 

만두요는 作坊址인 F3과 F4의 중간 공지에서 발
견되었는데, 상부는 매우 심하게 파괴되어 흔적조차 
거의 남아 있지 않고, F3과 F4의 지면보다 낮은 연
소실의 일부만 남아 있는 실정이다(도49). 아마도 
F3과 F4를 축조하면서 파괴된 것으로 추정된다. 평
면상의 형태는 타원형으로 추정되며, 연소실의 퇴적
에서 깨진 붉은색 벽돌이 발견된 점으로 미루어 벽
돌로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연소실의 경우, 바닥
은 지면보다 16㎝가 낮고, 요문은 길이가 약 20㎝
이며, 폭은 28㎝이다. 요문이 통풍구의 역할까지 하
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요문에서 후벽까지의 길이는 
80㎝이고, 후벽의 폭은 67㎝이다. 연소실의 벽체는 
3㎝가량의 두께로 소결되어 있다. 소성실과 굴뚝은 

68) 秦大樹, 「杭州老虎洞窯址考古發現專家論證會紀要」, 『文物』 2001년 제8기, 96쪽.
69) 杜正賢 主編, 『杭州老虎洞窯址瓷器精選』, 文物出版社, 2002, 16~17쪽.
70) 浙江省博物館, 「三十年來浙江文物考古工作」, 『文物考古工作三十年』, 文物出版社, 1979, 223쪽; 中

國社會科學院考古硏究所 等 編著, 『南宋官窯』,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96, 14~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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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다 파괴되어 그 형상조차 짐작하기 힘들다. 다만 연소실의 주위와 후방에서 타원형으로 
형성된 두께 5~10㎝가량의 소토층이 발견되었는데, 이를 토대로 보면, 연소실의 후벽에서 굴
뚝 후벽까지의 길이는 약 180㎝이고 최대 폭은 200㎝가량이며, 소성실은 횡장방형이고, 바닥
이 반원형인 굴뚝 한 개가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단하관요의 만두요의 경우, 보존 상태가 매우 좋지 않기 때
문에 그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노호동
요의 만두요와 비슷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몇 가지 차이점도 간취된다. 노호동요의 SY1과 
비교하여볼 때, 소성실이나 굴뚝에 비하여 연소실이 크게 작다거나, 요문이 상대적으로 길다
거나 하는 점들이 그것이다. 唐俊杰은 이러한 구조적 특징을 가진 교단하관요의 만두요가 노
호동요의 元代層에서 발견된 만두요와 유사하다고 지적하였다.71) 그의 견해에 따를 경우, 교
단하관요의 만두요와 노호동요의 만두요 사이의 그러한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다름은 시간적 
차이가 반영된 결과가 되는 셈이다.

보고서에 의하면, 이 요로 전방에서는 지면에 대량으로 산포되어 있는 초벌구이편들의 퇴적
이 발견되었다. 연소실 안에서도 소량의 초벌구이편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만두요는 초벌구이용 요로로 추정된다.72) 만두요에서 초벌구이를 거친 기물들은 주
위에 있는 용요로 옮겨져 본벌구이를 거쳐 소성 과정이 완성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만두요
의 연소실의 바닥에서는 검은색의 재도 확인되었다. 보고서의 내용만으로는 이것이 시목과 석
탄 가운데 어느 것을 연료로 사용한 결과물인지 분명하지 않다. 그렇지만 이 연소실에서 석탄
을 연료로 사용한 요로의 연소실에서 발견되는 爐柵이나 落灰坑과 같은 시설이 발견되지 않
았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이 요로 역시 노호동요의 만두요와 마찬가지로 柴木을 연료로 
사용하였음이 분명하다고 판단된다.

앞서 인용한 바 있는 『坦齋筆衡』에 의하면, 남송 조정은 수내사관요를 설립한 후 뒤이어 교
단하관요를 “別立”하였다.73) 두 요장에서 생산한 자기의 풍격 역시 거의 같다. 후자가 전자의 
기술적 토대 위에서 설립되었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수내사관요에서 
확립된 만두요에서 초벌구이를 한 후 용요에서 본벌구이를 하는 자기소성체제는 교단하관요로 
확산된 셈이다.

[楓洞岩窯]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풍동암요는 龍
泉窯에 속하며, 그 요지는 龍泉市 小梅鎭 大窯村
에서 북쪽으로 약 1.5㎞ 떨어진 협곡 중에 위치하
고 있다. 2006~2007년에 발굴되었는데, 요로로는 
적어도 7차례에 걸쳐 개축된 용요 유적 한 곳과 
만두요 한 기(y3)가 확인되었다.74) 

y3는 作坊(F3)을 축조하면서 심하게 파괴되어 소
성실과 굴뚝은 흔적조차 남아 있지 않다(도50).75) 
다만 연소실과 通風口만이 남아 있는데, 연소실은 
평면상으로 반원형에 가까우며, 벽체는 폐갑발 등

71) 唐俊杰, 「南宋郊壇下官窯與老虎洞官窯的比較硏究」, 『南宋官窯文集』, 文物出版社, 2004, 174쪽.
72) 中國社會科學院考古硏究所 等 編著, 『南宋官窯』,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96, 14쪽.
73) [元]陶宗儀 撰, 『南村輟耕錄』 卷29 窯器, 中華書局點校本, 中華書局, 1959, 362~363쪽.
74) 浙江省文物考古硏究所 等 編著, 『龍泉大窯楓洞岩窯址』, 文物出版社, 2015, 19~27쪽.
75) 浙江省文物考古硏究所 等 編著, 『龍泉大窯楓洞岩窯址』, 文物出版社, 2015, 27쪽.



30

도51. 杉木林窯址의 초벌구이용 용요(EY16S1)

도52. 靑瓷刻花牡丹蓮唐草紋大鉢, 
      楓洞岩窯址 출토 

을 사용하여 축조하였다.76) 통풍구에서 연소실 후
벽까지의 길이는 1m이고, 후벽의 폭은 2m이며, 
殘高는 30㎝이다. 바닥은 소결되어 있지만 그 정
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석탄을 연
료로 사용한 만두요에서 일반적으로 설치된 爐柵
이나 落灰坑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다른 남방지역의 만두요와 마찬가지로 柴木을 연
료로 사용한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발굴보고자는 
이 만두요를 초벌구이용으로 추정하였는데, 필자도 
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풍동암요는 대략 남송 말기에 해
당하는 13세기 후기부터 明의 成化年間(1465~1487)
을 전후한 시기까지 운영된 것으로 추정된다.77) 문제
의 만두요는 명 正統~成化年間(1436~1487)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작방(F3)을 축조하면서 
파괴되었으므로 이보다 이른 시기에 운용된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용천요의 경우 일반 상품
용 자기를 생산할 때 크고 작은 용요를 사용하여 초벌구이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컨대, 
龍泉市 源口村의 杉木林窯址에서는 길이가 3.66~4.74m이고 소성실의 폭이 0.8~1.7m인 소형
의 초벌구이용 용요 4기가 확인되었다(도51).78) 이러한 소형의 용요가 확인되지 않은 요장에
서는 본벌구이를 한 용요를 이용하여 초벌구이를 행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풍
동암요에서 만두요를 이용하여 초벌구이를 행한 것은 용천요에서는 확실히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남방지역에서 만두요를 이용
하여 초벌구이를 한 요장은 모두 관요이거나 관요자기를 
방제한 곳이다. 흥미로운 것은 풍동암요에서도 어용자기를 
제작한 적이 있었다는 점이다(도52). 보고서에 따르면, 그 
시기는 명대 초기의 洪武‧永樂時期(1368~1424)이다.79) 이
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풍동암요의 만두요는 바로 이 시기
에 운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명대 초기에 풍동암요는 製樣須索의 방식으로 어용자기
를 생산한 것으로 판단된다.80) 이것들이 造形뿐만 아니라 
문양이나 크기까지도 같은 시기의 경덕진 御器廠의 기물들
과 거의 동일한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 시기에 풍
동암요와 어기창은 宮廷이 제공한 동일한 見樣—“樣”—에 
의거하여 어용자기를 제작한 것이 분명하다.81) 그러한 성격

76) 발굴보고자는 삼각형으로 파악하였다. 浙江省文物考古硏究所 等 編著, 『龍泉大窯楓洞岩窯址』, 文物
出版社, 2015, 27쪽.

77) 浙江省文物考古硏究所 等 編著, 『龍泉大窯楓洞岩窯址』, 文物出版社, 2015, 548~549쪽.
78) 浙江省文物考古硏究所 編, 『龍泉東區窯址發掘報告』, 文物出版社, 2005, 305~306쪽, 309~311쪽, 312~313

쪽, 320~324쪽; 申浚, 『元明時期龍泉窯硏究』 北京大學博士硏究生學位論文, 2014, 53~54쪽 참조.
79) 발굴보고자는 풍동암요에서 洪武‧永樂時期(1368~1424)에 “官用瓷器”를 생산하였다고 하였는데(浙江

省文物考古硏究所 等 編著, 『龍泉大窯楓洞岩窯址』, 文物出版社, 2015, 549쪽), 여기에 어용자기가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점은 말할 나위가 없다.

80) 浙江省文物考古硏究所 等 編著, 『龍泉大窯楓洞岩窯址』, 文物出版社, 2015, 673~676쪽.
81) 용천요에서 제양수색의 방식으로 어용자기를 생산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다. 북송 말기의 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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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물이 풍동암요의 경우 차례로 만두요에서의 초벌구이와 용요에서의 본벌구이를 거쳐 완
성된 것이다. 수내사관요에서 확립된 그러한 자기소성체제가 명대 초기의 풍동암요에까지 이
어진 셈이다. 필자가 파악한 바로는 풍동암요의 만두요는 중국의 자기의 생산과 관련된 초벌
구이용 만두요 가운데 가장 늦은 시기의 것이다.82)

Ⅳ. 사당리요 만두요의 수용과 계통 문제

사당리요지에서 신발견된 만두요가 중국의 영향으로 출현하였을 것이라는 점에 의문을 제기
하는 연구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그것은 초벌구이용으로 운
용되었다. 이 장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사당리요 만두요의 수용과 계통 문제도 의당 초벌구이
와의 관련 속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사당리요를 포함한 강진의 요장에서는 이미 초
기청자시기에 초벌구이공정을 채택한 것으로 판단
된다.83) 강진의 초기청자시기 요장 가운데 가장 이
른 10세기 말기~11세기 초기에 요업을 시작한 것
으로 여겨지는 용운리 63호요의 요지에서도 초벌
구이편들이 출토되었다(도53).84) 이 요장에서 언제 
초벌구이공정이 채택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는 힘들지만, 필자는 늦어도 11세기의 어느 시점에
는 그러한 공정이 자기의 생산에 적용되었을 것이
라고 믿고 있다.85) 그런데 이 요지에서 확인된 요

和年間(1119~1125)에 이미 그러한 방식으로 어용자기를 제작하여 供御한 바가 있었다. [宋]莊綽 撰
(蕭魯陽 點校), 『鷄肋編』 卷上, 中華書局, 1983, 5쪽: “處州龍泉縣‥‥‥又出靑瓷器, 謂之秘色, 錢氏所
貢, 蓋取於此. 宣和中, 禁庭製樣須索, 益加工巧.”

82) 이상에서 소개한 초벌구이용 만두요 이외에 초벌구이용으로 추정된 만두요가 한 예 더 있다. 금대에 
운용된 것으로 알려진 立地坡耀州窯址의 馬鞍橋2號窯爐(02LMY2)가 그것이다(耀州窯博物館 等 編著, 
『立地坡․上店耀州窯址』, 三秦出版社, 2004, 14쪽). 이 만두요가 발견된 곳은 陝西省 銅川市 立地坡
村에서 남쪽으로 약 2㎞ 떨어진 馬鞍橋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만두요는 특이하게 소성실이 원형
에 가깝고, 굴뚝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으며, 마치 요문의 앞에 연소실이 있는 듯한 형태이다. 발굴보
고자는 연통이 천정부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소성실에서 청자나 흑유자기 이외에 다량의 
덜 소성된 자기와 유약을 입힌 초벌구이 기물들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는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 이 
요로가 초기에는 초벌구이용으로, 그 이후에는 기물들을 보관하는 장소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
였다. 보고서에서 이 요로가 초기에 초벌구이용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한 주요 근거는 소성실에
서 유약을 입힌 초벌구이 기물들이 발견되었다는 점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약을 입힌 초벌구이 기물
이 발견되었다는 점이 그 요로가 초벌구이용 요로였을 것이라는 추정의 근거가 되기는 힘들다. 유약
을 입힌 초벌구이 기물들을 소성하는 곳은 초벌구이용이 아닌 본벌구이용 요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
로 이 요로가 초기에 초벌구이용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견해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한편, 이 요로
의 경우 굴뚝의 흔적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소실의 후벽에 해당하는 부분에 요문의 흔적이 남
아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축조 초기에는 요로로 사용되다가 후에 다른 용도로 개조되면서 원
형을 잃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83) 李喜寬, 「高麗 翡色靑磁의 出現과 초벌구이(素燒)」, 『對外交涉으로 본 高麗靑磁』, 강진청자자료박물
관, 2003, 33~35쪽.

84) 용운리 63호요의 운영 시기에 대해서는 李鍾玟, 「考察」, 『康津 龍雲里 63號 高麗靑瓷窯址 發掘調
査 報告書』, (재)민족문화유산연구원, 2015, 199~201쪽 참조.

85) 이 요지에서는 초벌구이가 이루어진 내저곡면식 해무리굽완이 출토되었다(韓盛旭 等, 『康津 龍雲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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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용요 한 기뿐이다. 이는 이 시기에 초벌구이와 본벌구이가 모두 한 용요에서 이루어졌음
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자기를 생산한 것은 강진요가 처음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방식이 언제까지 지속되었는지는 앞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일이지만, 아무튼 사당리요지에서 
초벌구이용 만두요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그 후 언제인가 만두요에서 초벌구이를 한 후 용요에
서 본벌구이를 하는 새로운 자기소성체제가 이 요장에 자리 잡았음을 알려준다. 현재까지의 
고고학적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방식으로 자기를 소성하였음이 확인된 고려의 요장은 사당리
요가 유일하다. 사당리요에서는 왜 새롭게 만두요를 수용하여 초벌구이를 하기 시작한 것일
까? 또 이 요장에서 수용한 만두요는 중국의 어느 요장의 그것일까? 이러한 의문들을 푸는 
것이 이 장에서의 구체적인 과제이다.86)

예나 지금이나 용요는 시목을 연료로 사용하는데, 화염이 길고 유동이 빠르기 때문에 같은 
연료를 사용하는 만두요보다 요로 안의 온도를 빨리 올리고 빨리 내리는 데 용이하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소성에 걸리는 시간이 짧고, 환원 환경을 유지하기가 수월하다.87) 이러한 특성들
은 일반적으로 본벌구이의 경우에는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환원 환경의 유지가 관건의 하
나인 청자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88) 하지만 이러한 용요의 특성이 초벌구이공정에서도 장점
으로 작용하였을지는 의문이다.

고려시기의 용요에서 초벌구이를 한 방식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는 같은 용요 
안에서 초벌구이를 본벌구이와 동시에 하였을 것이라는 견해이다. 이 견해를 지지하는 연구자들은 
본벌구이를 하는 용요의 꼬리부분에 초벌구이 기물들을 적재할 경우 그곳의 화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초벌구이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89) 또 다른 하나는 초벌구
이를 본벌구이와 따로 하였을 것이라는 견해이다. 이 견해를 지지하는 연구자들은 초벌구이는 본
벌구이와 그 소성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본벌구이를 행하는 요로 안에서 초벌구이를 행할 경우 비
록 소성실의 꼬리부분에 적재하더라도 초벌구이의 효과를 제대로 거두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본
다.90) 필자는 실제에 있어서 양자 가운데 어느 방식으로 초벌구이를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본격적
으로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다만 필자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앞서 언급한 용요의 특성이 
초벌구이공정에서도 장점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점이다. 예컨대, 용요의 경우 환원 
환경을 유지하는 데 용이하다는 점이 초벌구이공정에서 장점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초벌
구이는 환원점에 도달하기 이전의 낮은 온도에서 그 공정이 완성되기 때문이다. 용요의 경우 요로 
안의 온도를 빨리 올리고 빨리 내리는 데 용이하다는 점도 그러하기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오
히려 요로 안의 온도가 변화하는 속도가 빠를 경우, 알맞은 초벌구이의 온도를 맞추기가 상대적으
로 힘들 뿐만 아니라, 기물에 균열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일부러 온도를 서서히 올린다고 한다.91) 

63號 高麗靑瓷窯址 發掘調査 報告書』, (재)민족문화유산연구원, 2015, 146쪽 및 150쪽). 이러한 유형
의 완이 11세기보다 늦은 시기에 제작되었다고 믿는 연구자는 없을 것이다. 해무리굽완의 전개 과정
에 대해서는 李鍾玟, 『韓國의 初期靑磁 硏究』 弘益大學校 博士學位論文, 182~197쪽 참조.

86) 사당리요 만두요의 수용과 계통 문제와 관련하여 이것이 사당리요에 수용된 시기에 대한 문제도 빠
뜨릴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당리요지에 대한 발굴이 진행 중인 현시점에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여, 본고에서는 이 문제를 미루어두었다. 차후 사
당리요지에 대한 발굴이 마무리되고 아울러 이 요장에서는 만두요의 축조 상황이 파악되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87) 胡鍾元, 「景德鎭古陶瓷窯爐的發展和演變」 景德鎭陶瓷學院碩士學位論文, 2013, 8쪽.
88) 그래서 흔히 용요를 청자의 요람이라고 한다. 胡鍾元, 「景德鎭古陶瓷窯爐的發展和演變」 景德鎭陶瓷

學院碩士學位論文, 2013, 8쪽. 
89) 張南原, 「考察」, 『康津 沙堂里 43號 高麗 靑瓷窯址 發掘調査 報告書』, (재)민족문화유산연구원, 

2015, 168쪽.
90) 강진에서 용요를 운용하고 있는 李龍熙 선생은 이 견해를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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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만두요는 일반적으로 용요보다 열효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요로 안의 온도를 높이는 
속도가 느리다. 그래서 소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상대적으로 길다. 이러한 점들은 본벌구이
공정에서는 단점으로 작용하였겠지만, 초벌구이공정에도 반드시 그러하였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요로 안의 온도가 느리게 올라갈 경우 오히려 기물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당한 초벌구이 온도를 맞추기가 용이하다.9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
송시기에 용요를 운용하던 남방지역의 여러 요장에서 굳이 전문적으로 초벌구이를 하는 만두
요를 운용한 것은 이러한 이점들이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사당리요의 경우도 마찬가지였
을 것으로 생각한다. 

초벌구이공정을 채택한 요장에서 그것은 자기 소성 과정의 첫 단계이다. 초벌구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품질이 높은 자기의 생산을 기대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점은 다 아는 
일이다. 翡色靑瓷와 같이 비교적 두꺼운 釉層이 요구되는 기물의 경우는 초벌구이공정이 더욱 
중요하였다.93) 그렇지만 초벌구이용 만두요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은 이점을 가지고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강진의 많은 요장 가운데 그것을 실제로 운용한 곳은 현시점에서 볼 때 사당리
요가 유일하다. 사실 본벌구이용 용요 이외에 별도로 초벌구이용 만두요를 축조‧운용하면 기
물의 품질을 높이는 데에는 기여하겠지만, 그에 걸맞은 자금과 功力이 소용되게 마련이다. 그
리고 그것이 원가의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정해진 이치이다. 사당리요가 이를 감수하고 
초벌구이용 만두요를 수용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이 아닐까 한다. 사당리요야말로 고
려시기에 제양수색의 방식으로 어용자기를 생산한 핵심 요장이었기 때문이다.94)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중국의 남방지역에서 용요와 함께 초벌구이용 만두요를 운용한 요장들 역시 그 대
부분이 어용자기를 생산한 곳들이었다. 

한편, 중국의 만두요는 평면적 형태에 따라 크게 마제형과 타원형으로 구분된다.95) 양자는 
평면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다. 특히 굴뚝의 경우에서 두드러진
다. 전자의 경우 보편적으로 두 개의 굴뚝이 설치되어 있는 반면, 후자의 경우는 바닥이 반원
형인 한 개의 굴뚝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표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의 초
벌구이용 만두요 가운데 그 평면적 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 예들은 모두 후자에 속한다. 사당
리요의 만두요도 후자에 속한다는 점은 이미 자세히 언급한 바가 있다.

91) 이 점은 이용희 선생의 교시에 따른 것이다.
92) 胡鍾元, 「景德鎭古陶瓷窯爐的發展和演變」 景德鎭陶瓷學院碩士學位論文, 2013, 8쪽. 
93) 翡色靑瓷와 초벌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李喜寬, 「高麗 翡色靑磁의 出現과 초벌구이(素燒)」, 『對外

交涉으로 본 高麗靑磁』, 강진청자자료박물관, 2003, 18~30쪽 참조.
94) 李喜寬, 「康津 沙堂里窯場 瓷器製作의 實狀과 特質—沙堂里窯場의 性格에 대한 比較史的 接近」, 

『해양문화재』 11, 2018 참조. 
95) 금~원시기의 타원형의 만두요 가운데에는 원형에 가까운 것들도 있는데, 양자는 동일한 계통이라고 

판단된다. 河南省文化局文物工作隊, 「汝窯址的調査與嚴和店的發掘」, 『文物參考資料』 1958년 제10
기, 33쪽; 北京大學考古硏究中心․河南省文物考古硏究所(秦大樹 等 執筆)「河南省禹州市神垕鎭劉家門
鈞窯遺址發掘簡報」, 『文物』 2003년 제11기, 29~31쪽; 耀州窯博物館 等 編著, 『立地坡․上店耀州窯
址』, 三秦出版社, 2004, 13~1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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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마제형과 타원형 만두요 굴뚝의 비교 

마제형 타원형

耀州窯址 제1호요

(陝西省考古硏究所․耀州窯博物館, 『宋代
耀州窯址』, 文物出版社, 1998, 62쪽)

淸凉寺汝窯 성숙기 단계 Y13

(河南省文物考古硏究所, 『寶豊淸凉寺汝
窯』, 大象出版社, 2008, 32쪽)

또한 중국의 만두요는 그 연료를 기준으로 크게 柴木을 사용한 부류와 석탄을 사용한 부류
로 나눌 수 있다. 시목은 만두요가 출현하였을 때부터 연료로 사용한 반면, 자기의 생산에 있
어서 석탄이 연료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늦어서 대체로 북송 후기 무렵부터인 것으
로 알려져 있다.96) 그런데 양자는 본질적으로 화염의 성질 등이 다르기 때문에 요로의 구조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97) 예컨대, 후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자에 비해 소성실의 길이는 짧고, 
굴뚝의 높이는 훨씬 높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 연소실에 재를 걸러내는 爐柵과 그것을 모으는 
落灰坑이 있는 반면, 전자의 경우는 그러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예가 드문 편이다(표2). 앞
서 살펴본 중국의 초벌구이용 만두요는 모두 전자에 속한다. 사당리요의 만두요도 전자에 해
당한다는 점은 이미 언급하였다.

<표2> 柴木과 석탄을 사용한 만두요 연소실의 비교 

柴木을 사용한 만두요 석탄을 사용한 만두요

黃堡窯址 제29호요

(陝西省考古硏究所, 『五代黃堡窯址』, 文
物出版社, 1997, 16쪽)

耀州窯址 제36호요

(陝西省考古硏究所․耀州窯博物館, 『宋代
耀州窯址』, 文物出版社, 1998, 76쪽)

96) 秦大樹, 「磁州窯窯爐硏究及北方地區瓷窯發展的相關問題」, 『考古學硏究』 4, 2000, 284~288쪽.
97) 柴木을 사용한 만두요와 석탄을 사용한 만두요의 구조적 차이에 대해서는 熊海堂(김재열 옮김), 『동

아시아 요업기술 발전과 교류사 연구』, 학연문화사, 2014, 181~18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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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54. 黃堡窯址 제29호요 도55. 嚴和店窯址 Y3 

도56. 耀州窯址 제63호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의 만두요의 경우 그 평면적 형태와 사용한 연료의 종류에 
따라 구조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당리요에서 수용한 만두요는 시목을 연료로 
사용한 타원형 만두요 계통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중국의 만두
요와 사당리요의 만두요 사이에는 눈에 띄는 차이점이 하나 있다. 그것은 통풍시설에 있어서
의 그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당리요지에서 신발견된 만두요의 요전부에는 연소실의 바닥과 같
은 높낮이에 단면이 좁고 높은 사다리꼴인 통풍로가 설치되어 있다. 통풍로를 설치한 주요 목
적은 연소실에 진입하는 공기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다.98) 그런데 중국의 경우 시목을 연료로 
사용한 만두요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별도로 통풍로를 마련하지 않고, 通風口만을 설치하였다
(도54). 臨汝縣 嚴和店窯址와 耀州窯址에서 시목을 연료로 사용한 북송시기에 운용된 만두요에
서 통풍로가 확인된 바가 있지만(도55),99) 연소실이 매우 작은 요로에 예외적으로 설치되었을 
뿐이다.100) 통풍로가 확인된 만두요는 그 대부분이 석탄을 연료로 사용한 것들이다(도56).101) 

한편, 통풍로가 설치된 만두요는 하나같이 
마제형이다. 앞서 살펴본 초벌구이용 타원
형 만두요에서는 통풍로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본벌구이용 타원형 만두요로 범위
를 넓혀도 마찬가지이다.102) 

이와 같이 중국의 경우 시목을 연료로 사
용한 타원형 만두요에 있어서 통풍로는 이
질적인 요소이다. 게다가 양자가 결합된 실
례도 보이지 않는다. 이 점에서 통풍로가 
설치된 사당리요의 타원형 만두요는 통풍로
가 없는 타원형 만두요가 사당리요에 유입

98) 杜葆仁, 「耀州窯的窯爐和燒成技術」『文物』 1987년 제3기, 34쪽.
99) 杜葆仁, 「耀州窯的窯爐和燒成技術」『文物』 1987년 제3기, 34쪽; 河南省文物考古硏究所(毛寶亮 等 

執筆), 「河南臨汝嚴和店汝窯遺址的發掘」, 『華夏考古』 1995년 제3기, 2~3쪽 및 10~11쪽.
100) 秦大樹, 「磁州窯窯爐硏究及北方地區瓷窯發展的相關問題」, 『考古學硏究』 4, 2000, 294쪽.
101) 陝西省考古硏究所․耀州窯博物館, 『宋代耀州窯址』, 文物出版社, 1998, 60~88쪽 참조.
102) 河南省文物考古硏究所, 『寶豊淸凉寺汝窯』, 大象出版社, 2008, 28~3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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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57. 벽체의 윤곽만 드러난 사당리요지 
      신발견 만두요 

된 후의 변용 과정의 산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사당리요에 유입된 만두요의 原形
은 통풍로가 없는 타원형 만두요였을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통풍로라는 요소를 제외하고 보면, 중국의 수많은 만두요 가운데 사당리요 만두요와 형태적
인 측면이나 구조적인 측면에서 가장 근접한 것은 청량사여요의 성숙기단계와 노호동요의 그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들 세 요장에서 발견된 만두요의 형태적․구조적 특징은 이미 앞에서 자
세히 설명한 바가 있으므로 여기서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을 줄 안다. 그리고 청량사여요의 
성숙기단계가 곧 여요이고 노호동요가 남송 수내사관요의 하나라는 점도 이미 언급하였다. 북
송관요도 양자와 유사한 만두요를 운용하였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요장의 만두요도 
사당리요 만두요와 비슷한 형태와 구조를 가지고 있었을 공산이 크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사
당리요지에서 신발견된 만두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여요나 북송관요나 수내사관요 
가운데 어느 한 요장의 만두요이리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사당리 만두요가 여요의 만두요를 수용한 것이라면, 후자가 곧 전자의 源流가 된다. 하지만 
북송관요나 수내사관요의 만두요를 수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앞서 언
급한 바와 같이, 이것들의 원류도 역시 여요의 만두요였기 때문이다. 요컨대, 사당리요지 신발
견 만두요의 원류는 여요의 그것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셈이다.

Ⅴ. 나머지말—사당리요지에 대한 더욱 진전된 발굴을 기대하며

필자가 신발견된 사당리요지 만두요를 처
음 실견한 것은 2019년 10월 8일이다. 이때
는 N4그리드와 N5그리드의 표토를 제거하고 
몇 개의 트랜치만을 설치한 상태였다. 만두요
는 벽체의 윤곽만이 드러나 있었는데(도57), 
전체적인 형태가 타원형 만두요와 근사하다
고 느꼈지만, 그 遺構가 실제로 만두요일 것
이라고는 확신하지 못하였다. 고려청자를 공
부하기 시작한 이래 그것을 소성한 요로는 
모두 용요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
이리라. 문제의 유구가 만두요라는 소식을 들
은 것은 10월 30일이었다. 그리고 11월 1일 
강진에 가서 만두요를 확인하였다. 연소실과 요전부는 아직 발굴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지
만, 중국 북방 계통의 요로가 고려청자요지에서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을 확인하는 데
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 필자는 그때의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그때부터 신발견된 만두요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였다. 그 
후 11월 6일 현장설명회가 개최되고 뒤이어 약보고서가 간행되면서 그러한 생각을 실행에 옮
긴 것이 이 연구이다. 그리고 그 결과 사당리요지에서 신발견된 만두요가 마제형과 타원형 가
운데 후자에 속하며 초벌구이용으로 13세기 후기~14세기 전기의 어느 시기에 운용되었을 것
이라는 점, 그것의 원류는 북송 말기의 청량사여요 성숙기단계의 만두요라는 점, 이 계통의 
만두요가 사당리요에 수용됨으로써 사당리요에 초벌구이와 본벌구이를 각각 만두요와 용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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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행하는 새로운 자기소성체제가 확립되었다는 점 등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제까지 중국 북방 요장이 기물의 조형이나 장식의 측면에서 고려의 요장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103) 하지만 대다수의 연구자들은 적어도 瓷器燒成技術的
인 측면에서의 북방 요장의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자기소성기술적
인 측면에서는 주로 월요를 비롯한 남방 요장 계통의 그것을 수용한 것으로 이해해온 것이
다.104) 사당리요지에서 만두요가 발견될 때까지 확인된 모든 고려청자를 소성한 요로가 용요
였다는 점에서 보면, 그러한 이해는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요로야말로 자기소성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제 사당리요지에서 만두요가 발견
됨으로써 이러한 이해의 구도는 재검토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현시점에서 볼 때, 적어도 사
당리요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하다.

혹 초벌구이용 만두요 한 기의 출현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닐까 의문을 제기할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사당리요지는 극히 일부만이 발굴되었을 뿐이며, 현재도 발굴 중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요지의 발굴이 진전됨에 따라 더 많은 만두요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더 나아가 이것들 가운데 본벌구이용 만두요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노릇이다. 이번 발굴에서 확인된 한 점의 벽돌은 이러한 가능성을 더욱 높여준다.

이 벽돌은 장방형으로, N4그리드의 중심 트랜치 단면에 박힌 채로 확인되었는데, N5그리드
에서 발견된 만두요의 축조에 사용된 벽돌보다 경도가 높다.105) 발굴보고자의 의하면, 벽돌의 
표면에서 유리질화 현상이 관찰된다고 한다.106) 이러한 유리질화 현상은 초벌구이용 요로에서
는 확인되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에 신발견된 만두요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
이다. 그러므로 이 벽돌이 요로의 축조에 사용된 것이라면, 그 요로는 본벌구이용이었을 것이
다.107) 현재까지 사당리요지를 비롯한 강진요지에서 벽돌로 축조한 용요는 발견된 바가 없다. 
실제에 있어서 사당리요에서 초벌구이용 만두요와 더불어 본벌구이용 만두요도 운용되었던 것
이 아닐까? 사당리요지에 대한 더욱 진전된 발굴만이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103) 任眞娥, 「高麗靑磁에 보이는 北宋․遼代 磁器의 影響」 弘益大學校碩士學位論文, 2005; 정신옥, 「11
세기말~12세기 전반 高麗靑瓷에 보이는 中國陶瓷의 영향」, 『美術史學』 21, 2007; 李喜寬, 「12세기 
초기의 고려청자와 여요 및 북송관요—북송관요자기의 실체를 찾아서」, 『皇帝와 瓷器—宋代官窯硏
究』, 景仁文化社, 2016; 김윤정, 「12세기 고려청자에 보이는 宋․金代 定窯 자기의 영향과 의미」, 『야
외고고학』 29, 2017.

104) 이러한 견해를 견지한 대표적인 연구자가 熊海堂이다. 熊海堂(김재열 옮김), 『동아시아 요업기술 발
전과 교류사 연구』, 학연문화사, 2014, 192쪽 및 366~384쪽 참조.

105) (재)민족문화유산연구원, 『강진 고려청자요지(사당리) 발굴조사(2차) 약보고서』, (재)민족문화유산연
구원, 2019, 23쪽.

106) 이 점은 김토담 연구원의 교시에 따른 것이다.
107) 이와 같이 본벌구이용 요로에 쓰였을 가능성이 있는 벽돌은 고려청자박물관에도 한 점이 소장되어 

있다. 이것은 정방형에 가까운 벽돌의 파편으로, 표면에서 유리질화 현상이 분명하게 관찰되는데, 
1991~1992년 강진요지를 정 지표조사할 때 수습된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이 파편이 구체적으로 강
진의 어느 요지에서 수습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강진요에서 사용한 것이라는 점만은 부인할 수 없
는 사실이다. 이희관, 「高敞郡 龍溪里窯와 “太平壬戌”銘 瓦片 및 塼築窯 문제」, 『美術史學硏究』 
244, 2004, 11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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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2

고려 12세기 청자와(靑瓷瓦)의 위상과 제작 배경

조 은 정(고려청자박물관)

Ⅰ. 머리말

  Ⅱ. 명문(銘文) 해석을 통한 청자와의 위상

     1. 왕실 이궁(離宮)의 궁원 건축과 청자와

     2. 건축재로서의 규격화와 설치위치 표시

  Ⅲ. 고려 12세기 청자와(靑瓷瓦)의 제작 배경과 의미

     1. 왕업(王業) 연장을 위한 도참풍수(圖讖風水)

     2. ‘大平’명 곡와(曲瓦)와 중국 황실건축의 영향

     3. 도교의 신선세계를 구현한 태평정과 양이정

  Ⅳ. 맺음말

Ⅰ. 머리말

 지붕은 건축물의 특색을 가장 잘 드러내는 요소이며, 시대와 지역에 따라 지붕의 재료와 형
태, 건축방법도 다양하게 발전해왔다. 점토를 일정한 규격과 모양으로 만들
어 구워낸 기와는 이엉이나 볏짚, 나무껍질과 같은 식물성 재료와 달리 내구성과 방수성이 뛰
어나 건물의 수명을 오랫동안 연장시킬 수 있고 재활용도 가능하다. 기와 제작에는 많은 재원
과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 건축물에 기와를 사용하기는 매우 힘들었다. 삼국시대에도 
사용자의 신분과 건축물의 성격, 등급에 따라 엄격한 사용 규정이 있었다. 성골(聖骨)이하인 
진골(眞骨), 육두품(六頭品), 사두품(四頭品)이하는 각 신분에 따라 최대로 지을 수 있는 방의 
크기, 건축 부재와 장식품의 종류가 정해져 있었고, 막새기와(唐瓦)는 왕실 건축에서만 허용되
었다.1) 우리나라에서는 기원전 2~1세기 한사군(漢四郡) 설치 무렵부터 기와가 제작되기 시작
했으나,2) 고려시대에도 백성들의 민가는 대부분 초가집이었고, 기와집은 열에 한둘 정도에 불
과했다.3) 왕실과 대규모 사찰 건축물도 대부분 토제와(土製瓦)를 사용했으며, 일부 건물에만 
유리와(琉璃瓦)와 청자와(靑瓷瓦)를 사용했다.    
 『高麗史』에 기록된 양이정(養怡亭)은 청자와 사용을 입증하는 유일한 기록이다. 청자와뿐만 
아니라 토제와를 사용할 때에도 기와를 얹을 건물의 규모와 지붕의 면적, 경사각도 등을 철저
하게 계산하는 준비과정을 거쳐야만 했을 것이다. 그래서 문양까지 정교하게 새긴 청자와는 
고려 12세기에 고려 왕실건축에 주로 사용되는 시간적, 공간적 특수성을 갖고 있는 건축재라

1) 『三國史記』卷33 雜志 第2 屋舍條 
2) 김성구, 『옛기와』, 대원사, 1992. 44쪽
3) 『宣和奉使高麗圖經』 卷3 城邑 民居 故其民居形勢高下 如蜂房蟻穴 誅茅爲蓋 僅庇風雨 其大不過兩椽 

比富家稍置瓦屋 然十纔一二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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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수성은 고려시대 당시에도 매우 특별한 경우로 인식되어 『고려사』에 
청자와 사용이 기록되었던 것이다. 청자와에 대한 연구는 1934년부터 생산지 규명 시도가 있
었고,4) 1944년에는 청자암막새의 당초문양을 근거로 편년을 시도했다.5) 1960년대의 강진 사
당리 발굴조사에서 많은 수량의 청자와가 출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자와 연구는 지금까지 
손에 꼽을 만큼 매우 단편적이다. 양이정과 강진 사당리 ‘가’구역 출토품 소개,6) 청자와 명문
의 종류,7) 부안 청자요지 출토 청자와 명문 검토,8) 고려시대 사찰(寺刹) 출토 청자와의 현황
과 분석을 정리한 것이9) 전부라고 할 수 있다. 아무래도 청자와가 일반 기명(器皿)이 아니기 
때문에 도자사의 연구대상으로 활발하게 다루어지지 않은 측면도 있었을 것이며, 1960년대의 
강진 사당리 발굴조사보고서 발간이 지연된 탓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2019년 하반기에 실시된 강진 사당리 ‘가’구역 발굴조사에서 그동안 토제와로도 확인
되지 않았던 곡와(曲瓦) 형태의 청자와가 거의 온전한 상태로 출토되어 많은 주목을 받았다. 
특히 기와 안쪽에 ‘大平’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고, 많은 청자수키와와 동일하게 기와 외면에 
중심문양인 모란당초문과 가장자리에 뇌문이 음각된 문양구성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大平’명곡와의 명문을 비롯하여 처음으로 강진 사당리 출토 청자와의 명
문을 성격별로 구분하고 면밀하게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 과정을 통해 강진에서 생산한 청자
와의 사용처와 제작과정의 단면을 유추하여 청자와를 사용한 건물의 성격과 고려사회에서 청
자와가 어떠한 위상을 갖고 있었는지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새롭게 발견된 곡와 형
태의 원류와 양이정을 비롯한 청자와 사용 건물이 속한 건축군까지 범위를 확대시켜서 청자와
를 제작했던 사회적 배경까지 밝혀보고자 한다.

Ⅱ. 명문 해석을 통한 청자와의 위상

 지금까지 확인된 청자와의 명문은 고창 선운사 동불암 출토 ‘利所造 長中尹英’명수키와와 부
안 유천리 요지 수습 ‘癸卯 別’명수키와 외에는 주로 강진 사당리 ‘가’ 구역 내에서 출토되었
고, 최근 진도 오류리 해역에서도 ‘南面西東元二’명 청자모란당초문수키와 1점이 출수되었
다.10) 동불암과 유천리 요지 수습품은 명문이 수키와의 외면에 흑상감, 또는 백상감되어 있으
나 강진 사당리와 진도 오류리 청자와의 명문은 모두 시유되지 않은 기와의 내면에 음각된 상
태로 刻字 방식과 위치가 다르다.(표1) 진도 오류리 출수 명문 청자와 역시 시문상태와 명문
의 위치, 문양구성에서 강진 사당리 출토 청자와와 유사성을 보이므로 강진에서 생산된 것이 
분명하다. 
 특히 강진 사당리 출토 청자와는 명문이 기와 외면에 모란당초문이 음각된 수키와와 부곡와

4) 少川敬吉, 「大口面窯址の靑瓷二顆」, 『陶磁』 第6卷 6號, 東洋陶磁硏究所, 1934. 49~51쪽
5) 野守健, 『高麗陶磁の硏究』, 淸閑舍, 1944. 18~19쪽
6) 高裕燮, 「養怡亭と香閣(上)・(下)」,『茶わん』 第9巻6号(101号), 宝雲舎(東京), 1939.; 崔淳雨, 「康津沙

堂里出土靑磁瓦」, 『美術資料』 9, 국립중앙박물관, 1964; 崔淳雨, 「高麗靑磁瓦」, 『美術資料』 13, 국
립중앙박물관, 1969. 

7) 국립중앙박물관, 『高麗靑磁名品特別展』, 1989.; 同著, 『高麗陶瓷銘文』, 1992.
8) 金炫廷, 「高麗時代 靑磁象嵌銘文瓦片을 통해 본 扶安窯」, 『白山學報』 72, 백산학회, 2005.
9) 韓盛旭, 「寺刹出土の靑瓷建築材」, 『東アジアにおける宗敎文化の綜合的硏究』, アジア宗敎文化情報硏究所, 2008.
10)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진도 명량대첩로 해역 수중발굴조사 보고서』, 2015. 324~325쪽



44

번호 명 문 명문위치 刻字기법 기와 종류 문양 출토지

1 大平 내면 음각 부곡와 음각/모란당초문 강진 사당리 ‘가’ 구역
2 西樓 내면 음각 수키와 음각/모란당초문 강진 사당리 ‘가’ 구역
3 一寸五分 내면 음각 수키와 음각/모란당초문 강진 사당리 ‘가’ 구역
4 邊六分 내면 음각 수키와 음각/모란당초문 강진 사당리 ‘가’ 구역
5 二五 내면 음각 수키와 음각/모란당초문 강진 사당리 ‘가’ 구역
6 七五 내면 음각 수키와 음각/모란당초문 강진 사당리 ‘가’ 구역
7 一 내면 음각 수키와 음각/모란당초문 강진 사당리 ‘가’ 구역

8 三 내면 음각 수키와 음각/모란당초문 강진 사당리 ‘가’ 구역
9 八 내면 음각 수키와 음각/모란당초문 강진 사당리 ‘가’ 구역
10 南面西東元二 내면 음각 수키와 음각/모란당초문 진도 오류리 해역

11 樓西面南 내면 음각 수키와 음각/모란당초문 강진 사당리 ‘가’ 구역

12 南北東一 내면 음각 수키와 음각/모란당초문 강진 사당리 ‘가’ 구역

13 南 내면 음각 수키와 음각/모란당초문 강진 사당리 ‘가’ 구역

14 天 내면 음각 수키와 음각/모란당초문 강진 사당리 ‘가’ 구역

15 × 내면 음각 암키와 무문 강진 사당리 ‘가’ 구역

16 利所造 長中尹英 외면 흑상감 수키와 무문 고창 선운사 동불암

17 癸卯 別 외면 백상감 수키와 무문 부안 유천리 요지

표1. 고려시  청자와의 명문 현황

에서만 확인되고 있으며, 기와 내면에 한 줄 세로로 새겼다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에 암키와
에는 시유되지 않는 내면에 ‘×’기호가 1개 또는 2개 음각된 것이 소량 확인되었다. 강진 사당
리 출토 청자와의 명문은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명문의 내용에 따라 뚜렷하게 3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大平’, ‘西樓’와 같이 고려왕실과 관련된 건물의 명칭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숫자와 함께 ‘寸’, ‘分’ 등의 길이 단위가 조합된 것, 세 번째는 동서남북 
방위와 ‘面’자가 조합된 것이다. 

  1. 왕실 이궁(離宮)의 궁원 건축과 청자와

    ① ‘大平’
 ‘大平’명청자와는 완형에 가깝게 형태가 잘 남아 있으며, 최초로 확인된 부곡와 형태인데다 내
면에 음각으로 ‘大平’이 새겨져 있다.(도1) 모양이 소 멍에 모양으로 휘어져 있다고 하여 곡와
(曲瓦) 또는 궁와(弓瓦)라고 하는 기와로, 용마루가 없는 무량각(無樑閣) 건물의 지붕 꼭대기에 
놓는 마루기와다. 이러한 곡와는 지금까지 고려시대는 물론 조선시대 건물지 발굴조사에서도 

일반 토제와로도 발견된 적이 없기 때문에 강진에서 출토된 청자부곡와는 미술사는 물론 건축
학적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용마루를 만들지 않을 경우에 지붕의 앞뒤 경사면의 
틈을 앞뒤에 걸쳐 덮을 수 있도록 ∧형태로 곡와를 만드는데, 이때의 수키와를 곡개부와(曲蓋
夫瓦) 또는 부곡와(夫曲瓦)라고 하며, 말안장 형태로 된 암키와를 곡개여와(曲蓋女瓦) 또는 여
곡와(女曲瓦)라고 한다. 곡와가 있다면 말안장 모양의 여곡와도 있었을 것이나 현재까지는 발
견되지 않았다. 윗면에 모란당초문을 외면에 가득 새겼고 가장자리로는 뇌문(雷文)을 배치했으
며, 양쪽 좌우 하단을 둥글게 약간 오려내고 구멍을 뚫었다. ‘大平’명에 대해서는 양이정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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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 청자음각모란당초문‘大平’명부곡와, 잔존길이 46.5㎝, 강진 사당리 ‘가’ 구역 출토, 민족문화유산연구원 
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고려사』와 예종(睿宗)의 아들인 해동광지대선사(海東廣智大禪
師)의 묘지명(墓誌銘)에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사료① - 4월 병신 초하루 궐 동쪽의 이궁(離宮)이 완성되자 궁호를 ‘수덕(壽德)’이라 하고 

전호(殿號)는 ‘천녕(天寧)’이라 하였다. 또 시중(侍中) 왕충(王冲)의 집을 안창궁(安昌
宮)으로, 전 참정(參政) 김정순(金正純)의 집을 정화궁(靜和宮)으로, 평장사(平章事) 유

필(庾弼)의 집을 연창궁(連昌宮)으로,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 김거공(金巨公)의 집을 

서풍궁(瑞豊宮)으로 삼았다. 또 민가를 50여 채를 헐어서 태평정(大平亭)을 짓고 태

자에게 명해 편액(扁額)을 쓰게 하였다. 그 곁으로 유명한 꽃나무와 기이한 과실나무

를 심었으며, 진기하고 아름다운 장식물을 좌우에 늘어놓았다. 정자의 남쪽에는 못

을 파서 관란정(觀瀾亭)을 지었으며, 그 북쪽에 지은 양이정(養怡亭)은 청자(靑瓷)로 

지붕을 덮었고, 남쪽의 양화정(養和亭)은 종려나무로 지붕을 덮었다. 또 옥석(玉石)을 

연마해 환희(歡喜)와 미성(美成) 두 (臺)를 쌓고는 괴석(怪石)을 모아 신선산을 만

들고 멀리서 물을 끌어와 비천(飛泉)을 만들었는데 온갖 사치를 다해 화려하게 하였

다.11)

사료② - 정축년(1157년)에 국왕(의종)이 또 근신을 보내 선사를 부르니, 사양하지 못하고 국

왕 앞으로 나아가 수덕궁(壽德宮) 태평정(大平亭)에서 사 (賜對)하였다. 국왕은 몸소 

친히 연회에 참석하여 선사에 한 사랑과 그리움이 매우 깊음을 드러내었는데 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12)

 사료①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의종(毅宗)의 이궁(離宮)인 수덕궁(壽德宮) 안에서 양이정보다 
더 중심이 되는 건물이 바로 태평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13) 『고려사』 기록과 청자와에 모
두 ‘大平亭’, ‘大平’으로 표기되어 있어서 ‘大平’명부곡와는 양이정과 함께 수덕궁 정원에 지어
진 태평정 지붕에 사용할 기와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분명하다. 
 사료② 역시 같은 해인 1157년에 의종이 숙부(叔父)이자 지륵사(智勒寺)의 선사였던 왕지인
(王之印)을 특별히 수덕궁 태평정으로 불러 연회를 열었다는 내용이다. 앞에서처럼 여기에서의 

11) 『高麗史』 卷18 世家 毅宗11年(1157년) 4月1日 闕東離宮成, 宮曰 ‘壽德’ 殿曰 ‘天寧’ 又以侍中王沖
第爲安昌宮 前參政金正純第爲靜和宮 平章事庾弼第爲連昌宮 樞密院副使金巨公第爲瑞豊宮 又毁民家
五十餘區 作大平亭 命太子書額 旁植名花異果 奇麗珍玩之物 布列左右 亭南鑿池 作觀瀾亭 其北構養
怡亭 盖以靑瓷 南構養和亭 盖以椶 又磨玉石 築歡喜美成二臺 聚怪石作仙山 引遠水爲飛泉 窮極侈麗

12) 林宗庇 纂 「廣智大禪師之印墓誌銘」 (전략)丁丑年, 上又遣近臣徵之, 辭不獲已, 來赴闕下. 賜對壽德
宮大平亭上. 玉色親臨宴, 示慈惠寵眷甚渥, 無與比者.(후략) 

13) 고유섭은 태평정의 위치를 만월대 동쪽 입암동(立岩洞)과 지파리(池波里) 사이에 있는 송도중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으로 추정하였다. 高裕燮, 「養怡亭と香閣」(上), 『茶わん』 第9卷 第5號, 寶雲舍, 
1934. 12~13쪽;同著, 『松都의 古蹟』, 又玄 高裕燮 全集 7, 悅話堂, 2007. 128쪽 



46

‘大’는 ‘太’를 대신해 사용된 것이다. 1170년 신하들은 의종을 ‘태평성대의 글 좋아하는 임금님
[大平好文之主]’이라며 찬양하기도 했다.14) 그리고 조선시대의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
地勝覽)』(1530년) 개성부(開城府)의 내용과 개성 읍지(邑誌)인 『송도지(松都志)』(1782년), 『중
경지(中京誌)』(1830년), 『송경광고(松京廣攷)』(1832년) 등에도 『고려사』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기록하면서도 ‘太平亭’이라 표기하고 있어서 태평정으로 읽는 것이 적절하다. 
 양이정의 지붕을 청자로 덮었기 때문에 같은 공간 내에 있던 태평정의 지붕도 청자로 덮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며, 또한 앞으로 강진 사당리 발굴조사에서 ‘養怡’가 새겨진 청자와가 출
토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大平’명부곡와는 다른 토제와의 경우에서처럼 요
(遼의) 연호인 ‘太平’(1021~1031), 또는 태평성대(太平聖代), 천하태평(天下太平)의 의미로 사
용된 것이 아니라 수덕궁 태평정을 가리키는 것이다. 다만 『고려사』 1157년 4월 기사에 태평
정의 청자와가 기록되지 않은 것은 수덕궁이 완공되고 5개월 후인 9월에 의종이 다시 내시(內
侍) 박윤공(朴允恭)에게 수덕궁 증축을 지시할 때에 이뤄졌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15) 

    ② ‘西樓’
 ‘大平’과 같이 왕실 이궁에 속한 건물 명칭이 새겨진 경우는 ‘西樓’명청자와도 있다. 1960년
대 발굴품으로 현재까지 2점이 확인되며, 명문의 각획이 거의 유사하다.(도2) 그리고 모두 파
편 상태이지만 명문이 西樓로 시작되고 있어서 서루 두 글자가 단독으로 쓰였거나 서루로 시
작하는 명문의 일부일 것으로 보인다. 역시 기와 외면의 음각으로 새겨진 문양구성은 다른 명
문청자와와 동일하다.

  

도2. 청자음각모란당초문‘西樓’명기와, 잔존길이 21.3㎝(左), 국립광주박물관 

 우선 서루는 『고려사』와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등 문헌사료를 살펴보면 중광전(重光殿)의 
서루, 장원정(長源亭)의 서루, 경상도 안동 인근의 서루 3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표2) 
 첫 번째 중광전은 고려 태조(太祖)때부터 궁성(宮城)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강안전(康安殿)
으로 명칭이 바뀌는 인종16년(1138년)까지 존재했던 편전(便殿)이다. 중광전에서는 국왕의 즉
위식과 음악 공연을 포함한 등석(燈夕) 행사가 열렸고 불감(佛龕)이 있었다고 한다. 또한 예종
대인 1106년에 중광전 서루에서 귀화(歸化)한 송(宋)의 낭장(郞將) 진양(陳養), 통역관(譯語) 
진고(陳高), 유탄(兪坦)을 불러 무예를 시험하고, 각각 선물을 하사했다는 내용과 1109년에는 

14) 『高麗史』 卷19 世家 毅宗24年(1170년) 5月18日 宴文臣于和平齋, 唱和至夜, 命內侍黃文莊, 執筆以書, 
群臣稱贊聖德, 謂之大平好文之主

15) 『高麗史』 卷18 世家 毅宗11年(1157년) 9月1日 癸亥朔 命內侍朴允恭 增營壽德宮 수덕궁의 궁원(宮
苑)이 상당기간에 걸쳐 조성되었을 것이라는 지적은 오래전에도 있었다. 高裕燮, 「養怡亭と香閣」(上), 
『茶わん』 第9卷 第5號, 寶雲舍, 1934.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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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재위 연도 내용 장소 전거

1 예종1/7.24. 1106년 무예 시험, 물품하사 중광전 서루 고려사
2 예종4/8.2. 1109년 신기군 위로 중광전 서루 고려사, 고려사절요
3 인종20/10.9. 1142년 활쏘기 사열, 물품하사 장원정 서루 고려사, 고려사절요
4 인종22/9.27. 1144년 활쏘기 사열 서루 고려사
5 인종22/9.29. 1144년 활쏘기 사열 서루 고려사
6 의종1/9.23. 1147년 격구 관람 서루 고려사, 고려사절요
7 의종1/10.5. 1147년 격구 관람 서루 고려사, 고려사절요
8 의종1/10.7. 1147년 4일간 격구 관람 서루 고려사, 고려사절요

9 의종3/3.15. 1149년 3일간 격구 관람 서루 고려사, 고려사절요

10 의종3/8.23. 1148년 격구 관람 서루 고려사, 고려사절요

11 의종3/8.24. 1149년 연회, 격구 관람 서루 고려사, 고려사절요

12 의종3/9.4. 1149년 격구 관람 서루 고려사

13 의종3/9.6. 1149년 격구, 희마 관람 서루 고려사, 고려사절요

14 의종3/9.8. 1149년 연회, 격구 관람 서루 고려사, 고려사절요

15 의종3/9.14. 1149년 2일간 격구 관람 서루 고려사, 고려사절요

16 의종3/9.17. 1149년 격구 관람 서루 고려사

17 의종14/3.7. 1160년 장수들의 말 검열 서루 고려사

18 공민왕10/12.17. 1361년 활쏘기 서루 고려사

표2. 사료에 보이는 西樓 관련 기록
강원도 동해안에서 돌아온 신기군(神騎軍)을 중광전 서루에서 위로했다고 기록되어 있다.16) 

 또한 중광전 남루(南樓)에서도 신기군의 격구(擊毬)를 관람했다고 하니, 중광전의 서루와 남
루는 중광전의 출입문중에 서문과 남문의 상층부에 조영되었던 문루(門樓)였을 것으로 보인
다.17) 
 세 번째 공민왕대의 서루는 1361년(공민왕10년) 12월 기사로 왕이 서루 아래에서 활을 쏘았
다는 내용이다.18) 이때는 공민왕이 홍건적의 난을 피해 11월 피난길에 올라 파주, 이천, 음성, 
축주, 조령을 거쳐 12월 15일 지금의 경북 안동인 복주(福州)에 도착해 있었다. 2일 뒤인 17
일에 서루 아래에서 활을 쏘고, 18일에는 낙동강변 영호루(映湖樓)에서 배를 타고 유람하다 
강변에서 활쏘기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서19) 공민왕대의 서루는 14세기 중반 무렵 경북 안
동 인근에 있었고, ‘西樓’명청자와의 문양구성, 번조받침의 종류 등과도 시기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논외로 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두 번째의 장원정의 서루를 살펴보자. 장원정은 文宗10年(1056년)에 江西 餠嶽 남
쪽, 즉 현재 경기도 개풍군(開豊郡) 광덕면(光德面) 유정동(柳井洞) 영좌산(領座山) 남쪽 기슭 
에 지은 고려 왕실의 이궁이다. 예성강 하류와 강화도가 내려다보이는 풍광이 좋은 곳에 자리
하고 있어서 고려, 조선시대의 여러 문인과 왕족들이 유람한 기록이 남아 있다. 고려시대 국
왕의 장원정 행차는 문종대부터 강화천도 이전까지 75차례나 있었으며, 인종대에는 15차례, 

16) 『高麗史』 卷12 世家 睿宗元年(1106년) 癸丑 御重光殿西樓, 召投化宋人郞將陳養·譯語陳高·兪坦, 試
閱兵手, 各賜物.; 『高麗史』 卷13 世家 卷第十二 예종4年(1109년) 八月 甲戌 神騎軍士還自東界. 王御
重光殿西樓, 慰之曰, “東役之敗, 將帥之過也, 朕何忘汝等之勞”

17) 김창현, 『고려 개경의 편제와 궁궐』, 경인문화사, 2011. 17쪽 각주 31 참조
18) 『高麗史』 卷39 世家 恭愍王10년(1361년) 十二月 甲午 王射于西樓下
19) 『高麗史』 卷39 世家 恭愍王10년(1361년) 十二月 壬辰 王至福州, 以鄭世雲爲摠兵官, 賜敎書, 遣之.
    『高麗史』 卷39 世家 恭愍王10년(1361년) 十二月 乙未 幸暎湖樓, 遂乘舟遊賞, 仍射於湖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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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종대에는 39차례였다.20) 그중에서도 장원정 서루에 대한 기록은 인종20년인 1142년에 처음 
등장한다. 인종은 3차례, 의종은 12차례에 걸쳐 장원정 서루에서 활쏘기, 격구(擊毬)와 말부리
기(戲馬) 등을 즐겼다. 장원정은 이름에 ‘亭’이 붙었지만 서루 외에도 경풍전(慶豊殿), 연정사
(延淨寺), 양화루(陽和樓)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대규모의 궁이었다. 장원정과 그 주변의 아
름다운 경치를 당시 문인들의 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시기는 예종과 인종대에 걸쳐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예종(睿宗)과 곽여(郭輿, 1058~1130), 정지상(鄭知常, ?~1135년)21) 등
이다. 먼저 청자와와 관련지을 수 있는 정지상의 ‘장원정’ 시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칠언율시
(七言律詩)는 『보한집(補閑集)』, 『파한집(破閑集)』, 『동문선(東文選)』 등에도 전한다. 

우뚝 솟은 쌍궐이 강가를 베고 있네     岧嶢雙闕枕江濱
맑은 밤에 티끌 한 점 안 이누나        風送客帆雲片片
바람 풍긴 배 돛은 구름인양 조각 조각  淸夜都無一點塵 
이슬 엉긴 궁궐 기와는 옥 비늘인가     露凝宮瓦玉鱗鱗 
푸른 버들 속 문닫는 팔구 집           綠楊閉戶八九屋
밝은 달에 발 걷은 두서너 사람         明月捲簾三兩人 
아득한 신선 고장 어느 곳에 있다던고   縹緲蓬萊在何許
꿈 깨니 한창 봄 꾀꼬리 우네           夢闌黃鳥囀靑春22)

 이 시에서 장원정을 ‘宮’이라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으며, 궁궐의 기와에 이슬이 맺혀 있는 모
습이 옥처럼 반짝거린다(露凝宮瓦玉鱗鱗)고 한 대목이 눈에 띈다. 비늘모양이라고 한 것은 수
키와와 암키와가 차곡차곡 포개져 있는 모양을 표현한 것이고, 옥과 같다고 한 것은 바로 옥
과 비슷한 색의 청자와를 가리키는 것일 수 있다. 보통의 토제와는 짙은 회색이고 비가 오거
나 이슬이 맺힐 경우 더욱 더 짙은 흑회색을 띠기 때문에 옥처럼 반짝일 수 없다. 정지상은 
왕의 일상 언행을 기록하는 기거랑(起居郞) 직책에 있었으므로 인종의 장원정 출어에도 동행
할 수 있었다.23) 그리고 정시상이 지은 또 다른 ‘장원정’이란 제목의 칠언절구(七言絶句)가 있
는데, 이 시는 곽여와 함께 인종(仁宗)을 호종하며 장원정에 머무를 때 지은 시이다.24) 그의 
몰년(沒年)인 1135년 이전에 인종이 장원정에 이어(移御)한 것은 1123년 봄25)과 1134년 가
을26) 두 차례이다. 즉 같은 제목의 칠언절구는 곽여의 생전인 1123년에 지은 것이고, 칠언율

20) 김창현, 앞의 책(2011). 272쪽 <도표 3-3> 참조
21) 정지상은 본관이 평양이며, 고려시대 문신이자 서화가였다. 『고려사』에는 정지상의 관직이 기록되어 

있는데, 1129년에는 좌사간(左司諫), 1130년에는 지제고(知制誥), 1132년에는 기거주(起居注)였다고 
나온다. 지제고는 왕이 반포하는 조서(詔書)·교서(敎書) 등의 글을 작성하는 관직이고, 기거주 또는 기
거랑(起居郞)은 왕의 일상 언행을 기록하는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의 종5품(從五品)으로, 주요업무는 
사관이지만 때로는 좌사간과 같이 간쟁(諫爭)과 봉박(封駁)의 임무를 지닌 간관(諫官)의 역할도 수행
하였다. 또한 당대 문장가로서 김부식(金富軾)과 대등할 정도로 유명했으나, 정치적으로는 서로 경쟁
관계에 있었다. 정지상은 서경 출신으로 도참설(圖讖說)에 기반해 승려 묘청(妙淸), 백수한(白壽翰), 
김안(金安) 등이 일으킨 서경천도(西京遷都) 운동에 동참하였고, 1135년 묘청의 난이 진압되면서 참수
당했다. 

22) 『補閑集』 卷上 鄭舍人知常, 以詩鳴於仁廟時, 嘗與郭先生
23) 『高麗史』 卷16 世家 仁宗10年(1132년) 3月11日
24) 『補閑集』 卷上 鄭舍人知常, 以詩鳴於仁廟時, 嘗與郭先生

물시계[玉漏] 똑똑 달은 허공에 걸렸는데       / 玉漏丁東月掛空
봄 하늘이 모란에게 바람을 불어주네          / 一春天與牧丹風
작은 마루의 주렴 말아 올리니 봄 물결 푸르고 / 小堂卷箔烟波綠
사람은 아득히 봉래산에 있구나               / 人在蓬萊縹緲中

25) 『高麗史』 卷15 世家 仁宗元年(1123년) 2月19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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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1134년에 지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예종(睿宗)과 곽여도 장원정 양화루(陽和樓)에 
올라 아름다운 풍광을 즐기며 서로 시를 주고받았다.27) 예종의 시에 곽여가 화답하기를

상궐(象闕) 서남쪽 백 리 되는 구석에                  象闕西南百里隅
법궁(法宮)이 우뚝하여 강호를 깔고 있네               法宮高起籍江湖
구름 속의 금빛 푸른 빛 누각은 자라가 받들고         鰲擎金翠雲中閣
물결 위 달 아래 배 안에는 사람이 있다               人在滄浪月下艫
천고의 만물을 보매 덕에 뛰어났고                    物覩盡傾千載德
황하(黃河)가 맑으매 길이 만년의 즐거움에 응하였네    河淸長應萬年娛
누가 능히 연파(煙波)의 경치를 잘 거두어              誰能用意煙波事
단청으로 이것을 그림 속에 넣을꼬                    好把丹靑入盡圖

라고 하였다. 곽여의 화답시에 등장하는 ‘구름 속의 금빛 푸른 빛 누각(金翠雲中閣)’은 장원정
의 여러 건물을 묘사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金翠는 고려시대의 여러 문헌기록을 검토해 본 결
과 주로 금과 물총새 깃털의 의미로 언급되고, 단청을 의미하는 金碧과도 구별되는데다28) 곽
여의 시 말미에 ‘丹靑’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화려한 단청을 표현하기 위한 용어는 아닌 것
으로 보인다. 翠瓦 또는 翠閣이라는 표현은 고려시대의 다른 문헌기록에서는 찾을 수 없지만 
조선시대에는 취와가 유리와(琉璃瓦)를 의미하는 용례를 찾을 수 있다. 조선 초 주세붕(周世
鵬, 1495~1554)의 시에 ‘鱗鱗翠瓦幾蜂窠’29), 이덕무(李德懋)가 창덕궁 징광루(澄光樓)에 대해 
‘翠瓦鱗鱗盪旖旎’30)라고 한 것이 대표적이다. 1820년대에 그려진 「동궐도(東闕圖)」에도 대조
전(大造殿) 뒤로 청기와를 덮은 2층 누각인 징광루의 지붕이 녹색으로 칠해져 있다. 그리고 
翠閣은 ‘紅亭翠閣’, ‘丹樓翠閣’, ‘朱樓翠閣’처럼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앞에 붉은 색과 조합하
여 여러 색의 단청이 화려한 건물을 뜻할 때 주로 사용되었다. 때문에 정지상이 노래한 ‘玉鱗
鱗’이나 곽여의 ‘翠閣’이 유리와를 얹은 모습을 묘사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런데 고려
시대 여러 시문이나 노래가사에는 유리와를 ‘벽와(碧瓦)’나 ‘벽각(碧閣)’으로 표현하였다. 이규
보의 시 중에 ‘碧瓦鱗差出樹端’과 ‘遠近千家碧瓦差’,31) 고려시대 속요인 풍입송(風入松)중에 
‘金闕碧閣’,32) 설문우(薛文遇)의 시에 ‘花間瓦影鱗鱗碧’33) 등을 비롯하여 조선시대 서거정(徐
居正)이 송도(松都)를 회상하는 시에 ‘碧瓦鱗鱗百萬家’,34) 정약용(丁若鏞)이 황해도 관적사(觀
寂寺)를 읊은 시에서 ‘碧瓦鱗鱗’과 또 다른 시에 ‘鱗鱗碧瓦’라는 구절들이 등장하기 때문이
다.35) 따라서 곽여의 시에 나오는 翠閣은 아마도 청자와를 얹은 서루일 가능성이 높다.  

26) 『高麗史』 卷16 世家 仁宗12年(1134년) 9月1日
27) 『新增東國輿地勝覽』 第5卷 開城府下 陽和樓
28) 고려와 조선시대 문헌기록에 등장하는 ‘金碧’은 두 글자가 같이 사용되면서 ‘金碧鮮明’, ‘飾以金碧,’ 

‘金碧交輝’, ‘金碧相輝’ 등과 같이 여러 가지 색깔의 단청을 지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9) 『武陵雜稿』 卷50 別集 詩 ‘登南山觀德卽事’ 登臨此會興如何 萬古南山景物多 擾擾紅塵看蟻隊 鱗鱗

翠瓦幾蜂窠 夕陽破的白雲動 高岸吹笙蒼壁罅 回首漢江橫玉帶 紫煙深處是王家 
30) 『靑莊館全書』 第20卷 「雅亭遺稿」 十二 ‘城市全圖’ (전략)觚稜金碧炫晴空 佳氣三時鬱鬱紫 澄光樓聳

碧樹圓 翠瓦鱗鱗盪旖旎
31) 『東國李相國集』 第7卷 古律詩 ‘日晚到寺小酌 用皮日休詩韻各賦’, ‘次韻李侍郞見和’  
32) 『高麗史』 卷71 志 卷第25 樂2 俗樂 風入松 (전략)文武官寮賀共祝皇齡 金闕碧閣繞祥烟 繽紛花黛列

千行 笙歌寥亮盡神仙
33) 『東文選』 第15卷 七言律詩 ‘水原雲錦樓’ 
34) 『四佳詩集』 卷40 第4 詩類 ‘松都懷古’
35) 『茶山詩文集』 第3卷 詩, 第7卷 天眞消搖集 練帶亭十二絶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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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3. 청자연봉와, 청자모란당초문수키와, 청자‘尙藥局’명합
    강진 칠량 삼흥리 E지구 청자요지 출토
    국립광주박물관

도4. 청자암키와
    강진 용운리 10호 Ⅰ퇴적 출토
     국립광주박물관   

 그런데 곽여가 예종과 함께 장원정에 간 시기는 적어도 예종의 몰년(沒年)인 1122년 또는 그 
이전이 되기 때문에 정지상이 시를 지은 1134년보다 12년 이상 빠른 시기에 청자와가 제작되
었다는 말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청자와의 제작시기를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소급할 수 있는 
발굴조사 유물도 강진 칠량면 삼흥리 E지구 청자요지에서 확인된 바 있다.36) 강진 삼흥리 E
지구에서는 도기가마 3기와 청자가마 1기가 주변에 바로 인접해서 확인되었고, 청자퇴적층에
서 백색내화토받침의 내저원각 해무리굽완, 규석받침의 양각연판문발과 음각앵무문발, 음각‘尙
藥局’명합 등과 함께 미구가 있는 음각모란당초문수키와 1점, 연봉와 2점이 같이 출토되어 주
목할 필요가 있다.(도3) 이 같은 발굴결과는 강진에서 청자와의 제작시기 상한을 『고려사』의 
1157년보다 훨씬 빠르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용운리10호 청자요지 퇴적Ⅰ층 출토 청자
암키와 역시 마찬가지이다.37)(도4) 또한 용운리10호에서는 퇴적Ⅰ층과 Ⅱ층 모두에서 청자판
(靑瓷板)도 출토되고 있기 때문에 청자와, 청자판 등의 건축재가 강진에서는 이른 시기부터 만
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38) 강진이외의 지역으로 범위를 넓히면 고양 원흥동 초기청자요지에서
도 선해무리굽완과 함께 통일신라시대의 전통을 보여주는 청자연화문막새가 출토된 바 있으
며, 용인 서리 백자요지에서도 백자연봉와와 함께 수키와로 추정되는 편이 출토되기도 했
다.39)(도5,6) 결론적으로 ‘西樓’명 청자와는 태평정, 양이정의 제작 연대와 비교했을 때 중광전
의 서루보다는 장원정의 서루에 사용된 것이며, 정지상의 시, 예종과 곽여의 화답시, 강진 삼
흥리 E지구 청자요지 출토 청자와와 연봉와의 출토사례를 근거로 1122년 이전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36) 國立光州博物館, 康津三興里Ⅱ, 2004.
37) 이 유물(광주7594)은 발굴보고서에는 기재되지 않은 참고유물로서 청자판(靑瓷板)으로 설명되어 있

으나 필자가 유물을 실견한 결과 암키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38) 국립중앙박물관, 『康津 龍雲里 靑磁窯址 發掘調査報告書』 圖版篇, 1996. 도판번호 275-1, 275-2, 761
39) 김영미, 「고양시 원흥리 출토 청자기와에 대하여」, 『京畿道博物館 年譜』 2, 1998. 74~82쪽; 경기문

화재연구원, 『龍仁西里上盤高麗白磁窯址 1~5차 발굴조사 보고서』, 2016. 208쪽, 301쪽, 4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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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5. 청자연판문수막새, 추정지름 18.6㎝
    고양 원흥동 청자요지 출토, 국립중앙박물관

  
도6. 백자연봉와, 높이(左) 8.7㎝
   용인 서리 상반 요지 출토, 국립중앙박물관

 

  2. 건축재로서의 규격화와 설치위치 표시

    ① 수키와의 규격화 
 강진 사당리 ‘가’구역에서는 ‘寸’, ‘分’과 같이 길이의 기본 단위와 숫자가 조합된 종류의 명
문도 출토되었다. ‘一寸五分’, ‘二五’는 단독 명문이 분명하고, ‘邊六分’, ‘七五’ 역시 단독 명
문으로 추정된다. 모두 모란당초문과 뇌문이 기와 외면에 음각된 수키와이고, 기와 내면에 음
각으로 명문이 새겨져 있다. 고려시대 일반 토제와 제작방법과 과정에 대한 자료가 남아 있지 
않지만 당시에도 사용자의 신분과 건물의 위계에 따른 기와의 크기와 종류가 분명히 구분되어 
있었을 것이다. 개성의 고려궁성이나 강진 월남사지 출토 토제와중에도 완형(完形)인 경우가 
드물어 전체 길이는 알 수 없으나, 수키와 폭이 좁은 것은 14.7㎝이고, 넓은 것은 19.2㎝정도
로 차이가 있다. 건물의 종류에 따라 기와의 크기가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고려시대 토제와 제작과 관련한 문헌이 전무할뿐더러 비슷한 명문조차 토제와에
서 발견되지 않아서 청자와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이다. 그런데 ‘一寸五分’ 유형의 명문
의 의미를 유추해볼 수 있는 관련 사료가 바로 중국 북송대에 편찬된 『영조법식(營造法式)』이
다. 이 책은 중국 북송 때의 장작소감(將作少監) 이계(李誡)가 철종(哲宗)의 칙명으로 편수(編
修)한 토목건축 관련 기술서로, 휘종(徽宗) 2년(1103)에 완성하였다.40) 『영조법식』에서 기술하
고 있는 건축물의 대상은 관식건축(官式建築), 즉 궁전(宮殿), 궁원(宮苑), 관아(官衙), 도관(道
觀) 등이다. 이 책의 중심 내용은 卷3에서 卷15까지로 壕寨, 石作, 大木作, 小木作, 彫作, 旋
作, 鋸作, 竹作, 瓦作, 泥作, 彩畫作, 塼作, 窯作 등으로 구분하여 토목과 건축에 필요한 여러 
제도(制度)를 서술한 부분으로, 각 제도별로 건물의 위계에 따라 각 건축재의 제작과 설치방법
에 대해 높이(高), 길이(長), 너비(廣), 지름(徑), 두께(厚), 무게(重), 층수(層) 등을 장(丈)・척
(尺)・촌(寸)・분(分)・리(釐)과 섬(擔)・근(斤)・량(兩)・전(錢)・분(分)과 같은 도량형 단위로 차등
을 두어 정밀한 측량과 정확한 계산을 요하는 건축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다.41)

40) 현재 34권으로 남아 있는 《영조법식》은 ‘총석(總釋)’, ‘총례(總例)’ 2권, ‘제도(制度)’ 13권, ‘공한(功
限)’ 10권, ‘요례(料例)’ 3권, ‘도양(圖樣)’ 6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송시대의 토목건축 이론을 집대
성했으며, 북송 이후 요, 금대의 사찰 등은 물론 明・靑代의 고궁 등의 건축물이 모두 이 책의 영향
을 받았다.

41) 위 내용을 통해서 1103년 무렵 북송 사회에서 사용한 ‘制度’라는 용어의 의미가 크기, 형태, 규격, 
규모 등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영조법식』보다 20년 뒤에 간행된 『선화봉사고려도경
(宣和奉使高麗圖經』의 ‘定器制度’에 대한 해석을 보다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이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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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卷13과 卷15에는 수축률을 감안해서 제작해야 할 토제와의 규격을 기와의 길이, 폭, 두
께까지 상세히 열거하였는데, 현전하는 중국 송대 실물자료에 근거한 영조척(營造尺)은 대략 
31.6㎝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42) 이 기준척을 『영조법식』에 대비하여 크기를 ㎝로 환산
하면 표3과 같다. 

건 물
수키와(㼧瓦) 암키와(仰瓪瓦)

길이 폭 길이 폭

殿閣廳堂
5칸 이상 1尺4寸= 44.20㎝ 6寸5分= 20.54㎝ 1尺6寸= 50.56㎝ 1尺   = 31.60㎝

3칸 이하 1尺2寸= 37.92㎝ 5寸   = 15.80㎝ 1尺4寸= 44.20㎝ 8寸   = 25.28㎝

散屋 9寸   = 28.44㎝ 3寸5分= 11.06㎝ 1尺2寸= 37.92㎝ 6寸5分= 20.54㎝

小亭榭
方 1丈 이상 8寸   = 25.28㎝ 3寸5分= 11.06㎝ 1尺   = 31.60㎝ 6寸   = 18.96㎝

方 1丈 6寸   = 18.96㎝ 2寸5分=  7.90㎝ 8寸5分= 26.86㎝ 5寸5分= 17.38㎝

方 9尺 이하 4寸   = 12.64㎝ 2寸3分=  7.27㎝ 6寸   = 18.96㎝ 4寸5分= 14.22㎝

표3. 『營造法式』 卷13 用瓦之制의 기와 규격   

 
 고려시대 청자수키와의 크기는 길이가 대략 24.8~32.0㎝이고 폭은 7.7~8.8㎝, 청자암키와의 
크기는 길이가 25.5~32.0㎝, 폭이 18.2~21.4㎝정도이므로,43) 『영조법식』의 내용과 비교하면 
방(方)이 1장(丈) 또는 1장(丈) 이상, 즉 한 변의 길이가 3.16m 또는 그 이상인 정(亭)과 사
(榭)에 사용하는 토제와의 규격과 비교적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다. 청자와를 사용한 서루, 태
평정, 양이정 역시 크기가 작은 토제와를 사용한 정자나 누각과 비슷한 규모였음을 알 수 있
다. 
 그리고 현재 숫자와 寸 또는 分이 조합된 명문을 고려시대 당시의 영조척인 31.0㎝로 환산
하면44) ‘一寸五分’은 4.65㎝, ‘邊六分’은 가장자리가 1.86㎝라는 의미다. ‘邊六分’은 아마도 

냐하면 이 내용의 해석은 12세기 1/4분기에 정요를 비롯한 중국 여러 요장의 영향의 유무와 당시의 
고려청자 제작상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자의 견해에 따라 ‘定器制度’를 ‘일정하게 그릇을 
만들던 방법’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장남원, 「高麗圖經의 '定器制度'와 청자」, 한국중세사연구
55, 한국중세사학회, 2018), 이는 12세기 전반 중국사회에서 사용한 ‘制度’의 용례와 의미에서 벗어난 
해석이다. 11세기 말 북송의 건물을 짓는(營造) 방법이나 형식(法式)은 각 건축부재들을 제작하는 규
격(制度)으로 설명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상세한 세부 내용의 ‘제도’를 모은 것이 ‘법식’인 것이다. 
또한 『선화봉사고려도경』중에도 ‘制度’가 형태, 규격, 규모 등을 뜻하는 경우를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 卷2 宮殿條에 ‘制度小大, 畧如乾徳(규모는 대략 건덕전과 같다)’, 卷8 守太師尙書令李資謙條에 
‘治田疇第宅, 阡陌相連, 制度侈靡(경영하는 농장에는 전답이 이어졌고, 저택의 규모는 사치스러웠다)’, 
卷13 行鼓條에 ‘與中華制度不異, 故略而不圖(모양이 중국의 것과 차이가 없으므로 생략하고 그리지 
않는다)’, 卷17 祠宇條에 ‘其餘不見制度, 則略而不載(나머지 보지 못한 제도는 생략하고 그리지 않는
다)’, 卷18 釋氏條에 ‘今圖其衣服制度, 以考同異云’(이제 그들의 의복제도를 그려서 중국과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등과 견주어 본다면 卷32 陶尊條의 ‘皆竊放定器制度, 故略而不圖’ 역시 
‘모두 정요자기의 형태를 모방한 것들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리지 않는다’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
다. 이와 유사한 견해는 이미 제시된 바 있다. 김윤정, 「12세기 고려청자에 보이는 宋・金代 定窯 자
기의 영향과 의미」, 『야외고고학』 29, 한국문화유산협회, 2017.; 이희관, 「고려청자와 “定器制度”」, 
陶藝硏究 26, 이화여자대학교 도예연구소, 2017.

42) 李宗峰, 「韓‧中‧日 中世時期 度量衡制 比較 硏究」, 『石堂論叢』 73집,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9. 353쪽
43) 조은정, 「고려시대의 청자와(靑瓷瓦)의 종류와 특징」, 『태평정과 양이정』 고려시대 청자 건축재 특별

전, 고려청자박물관, 2020. 126쪽 표5 참조
44) 고려시대에 건축물 조영 시에 사용한 영조척(營造尺)은 부석사(浮石寺)의 조사당(祖師堂), 봉정사(鳳

停寺)의 극락전(極樂殿), 수덕사(修德寺) 대웅전(大雄殿), 개성 만월대, 장안사(長安寺) 대웅보전(大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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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법식』 卷15 窯作制度에서와 같이 수키와의 두께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二
五’와 ‘七五’는 각각 ‘二寸五分’, ‘七寸五分’을 간략하게 표시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것을 ㎝로 
환산하면 ‘二五’는 7.55㎝, ‘七五’는 23.25㎝가 된다. 그런데 이러한 숫자는 북송시대나 고려
시대의 영조척에 상관없이 완성된 청자와의 길이, 폭, 두께 등과 전혀 부합하지 않은 수치이
기 때문에 수키와의 크기를 표기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도7) 

‘一寸五分’ = 4.65㎝ ‘邊六分’ = 邊1.86㎝ ‘二五’ = 7.55㎝ ‘七五’ = 23.25㎝
잔존길이 21.0㎝ 잔존길이 25.3㎝ 잔존길이 21.0㎝ 잔존길이 7.6㎝

도7. ‘숫자+寸/分’ 유형의 명문

  

 청자와도 토제와와 마찬가지로 성형하기 전부터 이미 청자와가 사용될 건물에 따라 완성되어
야할 기와 크기가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굳이 기와의 크기를 새겨서 알려야 할 이유가 없
다. 그런데 통상적인 토제와를 만들던 장인이 아니라 청자로 기명(器皿)을 만들던 장인이 청자
를 만들던 점토로 기와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기와라고 하는 새로운 기형으로 성형했을 때 건
조와 번조 시에 발생하는 수축과 변형(變形)에 대한 많은 정보 축적이 필요했을 것이다. 
 특히 수키와는 지붕에서 세로로 길게 내려오는 기왓등을 구성하기 때문에 기와의 좌우 폭을 
거의 동일하게 제작해야만 정연한 열을 갖출 수 있다. 명문이 암키와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모
란당초문이 음각된 수키와에서만 발견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기와 외면의 
모란의 꽃술 형태도 다양하고, 기와 내면의 포목 흔적과 정면(整面) 상태, 명문의 각획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청자와 제작에 여러 장인이 참여했을 것이다. 강진 청자요지 발굴조사에서도 
대구면 사당리 ‘가’구역과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칠량면 삼흥리 E지구에서 동일한 문양
구성과 형태의 모란당초문수키와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청자와는 무문의 수키와
를 제외하면 대부분 낱장으로 하나씩 성형했기 때문에45) 수축률을 맞추는 것이 매우 어려웠
을 것이다. 따라서 숫자와 寸, 分 조합의 명문은 기와 성형 시에 장인들이 각자 사용한 점토
의 수축률을 나름의 방식으로 표시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향후 발굴조사를 통한 유사사
례가 더 확인된다면 보다 명확한 판독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② 설치위치 표시 
 강진 사당리 ‘가’구역 출토 수키와에서는 동서남북의 방위와 함께 面자와 숫자가 조합된 일

寶殿), 현화사(玄化寺) 7층석탑 등의 실측 분석을 통해 약 31.0㎝의 기준척을 사용했다. 李宗峰, 「高
麗時代의 尺」, 『역사와 세계』 24, 효원사학회, 2000. 36쪽 

45) 조은정, 앞의 글(2020), 117~12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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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명문도 확인된다. ‘樓西面南’과 ‘南北東一’이46) 그것이다. 진도 오류리 명랑대첩로 해역
에서 출수된 청자와의 명문 ‘南面西東元二’도 이 유형에 속한다. 이 명문들을 가로로 배열하
여 펼쳐보면 표4-①, 4-②처럼 일부에서 일정한 규칙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面자를 중
심으로 앞쪽에는 건물명(樓)으로 추정되는 글자와 사방(四方) 중에 하나의 방위를 기재하고, 
뒤쪽에는 두 글자로 된 방위와 숫자가 이어지는 구조이다. 그러나 표4-③은 面자가 위치하는 
자리에 南자가 있어서 앞의 명문 배열 구조에서 벗어나지만 명문 마지막이 숫자로 끝나는 표
4-②처럼 마지막 글자가 ‘一’자인 것은 확실하다. 

① 樓 西 面 南 -

② 南 面 西 東 元 二

③ - 南 北 東 一

표4. ‘방위+面+방위+숫자’ 유형의 명문 배열

   
① ② ③

 고려시대 토제와의 명문중에 ‘面’이 포함된 경우는 주로 김해, 동래, 춘천 지역의 성곽과 치
소성, 건물지에서 ‘四面’, ‘北面’, ‘南面’, ‘面瓦’, ‘面造’, ‘北面造’, ‘面造官’, ‘面官’, ‘面官草’, 
‘西室造瓦草’ 등과 같은 명문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것을 고려시대에 행정 구역의 하나로 面
制가 실시되어 성곽 조성에 동원된 각 방위별 가마 또는 장인집단으로 해석하기도 한다.47) 그
러나 이들 명문의 출토지가 부산, 김해, 창원 일대의 성곽과 사찰에 한정되어 있는데다 고려
시대 面制 실시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축성과정에서 담당해야 할 면적(범위)으로 
이해하거나 지붕에서 기와가 올려질 해당 방위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48) 
 청자와에서 面과 관련된 명문은 토제와에서의 명문의 위치, 刻字방식, 명문의 배열과 양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내용에서도 차이가 있다. 표 4-①의 樓자는 앞에서 본 西樓일 가능성도 있
기 때문에 만약 이 두 가지를 연결하면 ‘西樓西面南’이 된다. 그대로 해석하면 서루의 서쪽 
면(서루 지붕의 왼쪽 면)에서 다시 남쪽, 즉 지붕의 서쪽 면 중에서도 건물 전면과 가까운 추
녀마루와 인접한 곳에 설치될 기와임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4-②는 건물의 정면(南
面) 기와중에 좌우(西東) 각각에서 두 번째(二)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표4-③은 ‘二五’나 
‘七五’에서 단위가 생략된 것과 마찬가지로 面이 생략된 것으로 보면 건물의 정면(南面) 기와
중에 북동쪽 상단에 설치할 기와라는 것을 표시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46) 발굴보고서에서는 ‘西(面)北東’으로 판독했으나 西 또는 面으로 판독한 글자를 자세히 보면 처음 
‘一’획에 이어 ‘丿’획이 확인되고, 마지막에 ‘干’획이 있으므로 南자임이 확실하다. 국립중앙박물관, 앞
의 발굴보고서(2015), 507쪽

47) 구산우, 「고려시기 面에 관한 새로운 자료의 소개와 분석」, 『한국중세사연구』 30, 한국중세사학회, 
2011.; 同著, 「고려시기 성곽에서 발견된 기와 명문의 종합적 검토」, 『한국중세사연구』 50, 한국중세
사학회, 2017. 307~351쪽

48) 홍영의, 「고려시대 명문(銘文)기와의 발굴 성과와 과제」, 『한국중세사연구』 41, 한국중세사학회, 2015. 
57~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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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고려 12세기 청자와(靑瓷瓦)의 제작배경과 의미

 고려시대 청자와 연구를 심도있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청자와의 형식 분류, 제작방법, 명문판
독 등 청자와 유물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분석과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일차적인 연구방법
일 것이다. 이 장에서는 서루, 태평정, 양이정이라는 단독 건물에 국한하지 않고, 각 건물이 
속해있었던 건축군(建築群)으로 범위를 확대시켜서 고려시대 중기에 당시 왕실 건축에 반영된 
사상적 배경과 중국 건축문화의 영향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1. 도참풍수(圖讖風水)와 왕실의 이궁 건설
 
 먼저 청자와를 사용한 건물은 장원정의 서루, 수덕궁의 태평정과 양이정 등 고려 왕실의 본
궐(本闕)이 아닌 별궁(別宮), 즉 이궁(離宮)의 건축물이라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각각의 
건물이 축조되기 전에 장원정과 수덕궁, 두 이궁이 조성된 경위는 왕업(王業)을 연장할 수 있
는 명당에 이궁을 짓고자 한 도참풍수(圖讖風水)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서루가 있었던 장원정은 1056년에 문종이 태사령(太史令) 김종윤(金宗允) 등에게 명해 지은 
것으로, ‘예성강 변에 군자가 말을 타는 형세의 명당자리가 있으니, 태조의 삼국통일 이래 
120년 되는 때에 이곳에 이궁을 지으면 국업(國業)이 연장된다’는 『도선송악명당기(道詵松岳
明堂記)』에 따른 것이었다.49) 고려 초부터 『도선송악명당기』, 『도선기(道詵記)』, 『도선답산가(道
詵踏山歌)』, 『삼각산명당기(三角山明堂記)』, 『비지비사(神誌秘詞)』와 같은 여러 도참서(圖讖書)
는 새로운 궁궐조성이나 천도(遷都) 주장의 근거가 되었고, 모두 하나같이 왕업(王業)의 연장
을 이유로 내세웠다. ‘長源’이라는 명칭도 국업을 시간적으로 무궁하게 연장하려는 기원에서 
명명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50) 
 의종의 수덕궁 조영도 마찬가지였다. 내시사령(內侍使令)이었던 영의(榮儀)가 의종에게 ‘궁궐
의 동쪽에 궁궐을 새로 만들면 왕업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여 아우인 익양후(翼陽侯)의 집을 
빼앗아 창건하였다.51) 또 영의는 “국가의 기업(基業)이 얼마나 오래갈 지와 임금의 수명이 길
고 짧은 것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가 게을리 하는가와 임금이 순행(巡行)을 얼마나 자주 했는
지에 달려있다.”라고까지 하였다.52) 그 결과 의종대에는 수많은 이궁과 별관(別館), 유명한 산
에 서재[山齋]와 별서(野墅)를 만들어 행차하는 일이 잦았다. 이러한 국왕의 행차를 문헌에서
는 ‘이어(移御)’, ‘임어(臨御), ‘순주(巡駐)’, ‘순행(巡幸)’, ‘순어(巡御)’로 기록하였다. 이것은 길
지(吉地)의 지력(地力)을 빌려서 국가의 안녕을 도모하려는 음양오행과 도참풍수 사상에 기반
한 것으로, 왕은 중경(中京=개경 본궐), 남경(南京=한양), 서경(西京=평양)을 일정기간동안 옮
겨가며 거주하면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고 보았다.53) 즉 음력 11월~2월은 양기(陽氣)가 점차 
생성되기 시작하는 시기로 특히 1월과 2월은 방위상 동쪽에 해당하여 중경에 왕이 머무르면 

49) 『高麗史』 卷56 志 卷10 地理 王京 開城府 貞州 ‘道詵松岳明堂記云, 西江邊, 有君子御馬明堂之地, 
自太祖統一, 丙申之歲, 至百二十年, 就此創構, 國業延長, 文宗命太史令, 金宗允等, 相地, 構之於西江
餠岳南.’

50) 李丙燾, 『高麗時代의 硏究』, 乙酉文化社, 1948.(亞細亞文化社, 1980) 141쪽.
51) 『高麗史』 卷123 列傳 嬖幸 榮儀 (전략)又秦, “闕東新成翼闕, 則可以延基.” 王奪弟翼陽第, 創離宮.(후략)  
52) 『高麗史』 卷123 列傳 嬖幸 榮儀 (전략)常自言曰 國家基業之遠近 人君壽命之脩短 在禳禱勤怠巡御䟽

數 王頗惑之 
53) 李丙燾, 위의 책(1980), 163~1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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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고, 음력 3월~6월은 양기가 왕성한 시기로 남방(南方)과 화(火)를 뜻하는 것이니 남경이 좋
으며, 음력 7월~10월은 음기가 왕성한 시기이니 서북방(西北方)과 금수(金水)에 해당하여 서경
에 순주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한편 전통적인 궁궐건축에서 둥궁(東宮)을 제외한 다른 건물
들은 殿, 堂, 樓, 閣, 亭 등의 건물들로 구성된 것과 달리, 이궁인 수덕궁의 경우 수덕궁 내에 
안창궁(安昌宮), 정화궁(靜和宮), 연창궁(連昌宮), 서풍궁(瑞豐宮)이라는 네 개의 궁을 둔 것도 
매우 이례적이다. 아마도 이것 역시 수덕궁 안에서 四方에 계절별로 왕이 거처할 곳을 마련했
던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고려는 국초부터 불교와 음양오행, 풍수지리를 국가 운영에 적극 활용하였다.54) 이와 관련된 
관청으로 태사국(太史局)과 태복감(太卜監)이 있었으며, 태사국은 천문(天文), 역수(曆數), 측후
(測候), 각루 등의 일을, 태복감은 풍수(風水), 음양(陰陽), 술수(術數) 등의 복서(卜筮)와 관련
되는 일을 관장했다.55) 문종(文宗)대부터 남경에 궁을 창건하고, 서경에는 서경기(西京畿)와 
좌궁(左宮), 우궁(右宮)을 지었다. 숙종(肅宗)은 술사(術士) 김위제(金謂磾)가 여러 비서들의 내
용을 근거로 南京 천도를 주장하자 1104년에 한양에 궁궐을 창건하였고,56) 예종은 김위제,  
태사령(太史令) 음덕전(陰德全), 오지로(吳知老) 등이 ‘국가의 기업(基業)을 연장시키려면 지덕
(地德)이 쇠한 송도(松都) 대신에 서경의 용언(龍堰)에 궁궐을 지어 순행(巡幸)할 것을 주청하
자 용연궁을 건립하였다. 예종은 용연궁 건원전(乾元殿)에서 내린 조서에 왕업 부흥이라는 이
궁조성의 배경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음양에 순응하고 불교를 존숭하며, 형벌을 확실하게 밝
히고 불교의 재물을 함부로 허비하지 말며 사선(四仙)의 자취는 마땅히 영광을 더해야 한다’는 
도참서(圖讖書)에 따라 시행할 것을 명했다.57) 그리고 고려 초부터 전해 내려던 음양오행과 지
리도참서들을 한 권으로 정리해 『해동비록(海東秘錄)』을 편찬했고, 이것을 어부(御府)와 중서
성(中書省), 태사국(太史局), 사천대(司天臺)에 각각 보관하도록 했다.58) 서긍도 고려 사람은 
음양설(陰陽說)에 구애받아 꺼리는 것이 많고 병이 들어도 약을 먹지 않는다고 할 정도였
다.59) 인종대에 서경의 대화궁(大華宮)도 지덕(地德)이 쇠한 송도(개경) 대신 큰 꽃모양(大花)
의 형세인 서경의 임원역(林原驛)에 궁궐을 세우고 임어(臨御)하면 천하를 아우르고 금나라가 
스스로 항복하게 된다는 묘청(妙淸)의 말을 받아들여 지은 것이다.   
  때문에 고려 중기에는 이궁과 별서 등 수많은 건축에 필요한 기와의 수급을 위해 죄인들의 
속죄금으로 기와를 바치게 하는 조치까지 내려졌다. 조선시대까지 죄인들의 사면을 위한 속죄
금은 주로 구리였었다. 고려시대에는 태형(笞刑) 10대의 범죄는 구리 1근(斤)으로 면죄되고, 
최대 사형(死刑)은 구리 120근(斤)으로 면죄하는 등 범죄의 정도에 따라 ‘贖銅’의 양이 결정되
었다.60) 이는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 구리는 청동기, 유기(鍮器), 동전 제작에도 반드시 

54) 崔滋, 『補閑集』 卷上 “未聞依浮屠陰陽 以得天下者 太祖曰 斯言朕豈不知之 然我國山水靈奇 介在荒
僻 土性好佛神 欲資福利 方今兵革未息 安危未決 旦夕恓惶 不知所措 唯思佛神陰助 山水靈應 儻有效
於姑息耳豈以此爲理國得民之大經也 待定亂居安 正可以移風俗美敎化也.”

55) 태복감은 1023년에 사천대(司天臺), 1116년에 사천감(司天監), 1275년에 관후서(觀候署), 1356년에 
사천감으로 개칭되었고, 1362년에 태사국과 병합하여 서운관(書雲觀)이라 했다. 

56) 『高麗史』 卷122 列傳 卷第35 方技 金謂磾
57) 『高麗史』 卷14 世家 睿宗11年(1116년) 4月17日 御乾元殿, 受朝賀, 下制曰, “朕承祖宗積累之緖, 保

有三韓, 懼無以稱人神之望, 宵旰憂勞, 不敢遑寧. 今以日官所請, 徙御西都, 以頒新敎, 將以與物更始, 
使民知歸, 以興先王之舊業. 且彼聖賢之訓, 及諸圖讖之言, 謂‘奉順陰陽, 尊崇佛釋, 明信刑罰, 黜陟幽
明, 三寶之財, 不可妄費, 四仙之跡, 所宜加榮.’ 依而行之, 不敢失也.

58) 『高麗史』 卷12 世家 睿宗元年(1106년) 3月5日
59) 『宣和奉使高麗圖經』 卷17 祠宇 
60) 『高麗史』 卷84 志 卷第38 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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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금속이다. 그런데 통상적인 구리 외에 특별히 기와를 바치도록 한 ‘贖銅徵瓦’가 『고려
사』에서 예종대에 1회, 의종대에 2회, 명종대에 3회, 신종대에 1회에 걸쳐 확인되고 있다.61) 
속죄금인 ‘속동’과 함께 ‘徵瓦’를 새롭게 시행한 것은 고려 12세기에만 발견되며, 삼국시대나 
조선시대에도 없었던 면죄방법이다. 
 이렇듯 고려사회에서 새로운 궁궐과 이궁 건축에는 태사국과 태복감의 관료를 비롯하여, 왕
이 총애하는 점쟁이(卜者), 술사(術士)들의 역할도 매우 컸다. 의종의 총애를 받은 영의는 태
복감 관리였던 영상(榮尙)의 아들이었다. 태사감후(太史監候) 유원도(劉元度)도 의종에게 황해
도 배주 토산(兔山)의 반월강(半月崗)에 궁궐을 지으면 7년 안에 금나라를 물리칠 수 있다고 
하여 1158년에 중흥전(重興殿)이 지어졌다.62) 의종은 영의외에도 회정(懷正)이라는 술사도 총
애했다. 『고려사』에는 회정이 주술〔呪噤〕로 왕의 총애를 얻어 은총이 비할 바가 없었고, 때문
에 무릇 승도들로 벼슬이나 상을 받으려는 자들은 모두 그에게 아부하여 뇌물을 주었다고 한
다.63) 또한 영의, 회정, 김자기(金子幾) 외에도 정함(鄭諴), 왕광취(王光就), 백자단(白子端)과 
이영(李榮)같은 환관(宦官)과 간신도 있었다. 신하들은 ‘태평성대의 글 좋아하는 임금님[大平好
文之主]’이라 아첨하고, 의종은 정치에 대한 냉철한 현실인식 없이 새로운 이궁을 짓고 순행하
는 것에 주력하였다. 
 반면에 왕실을 비롯해 고려 중기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던 도참을 재정비하려는 노력도 있었
다. 송에서 귀화한 임완(林完)은 임금은 천재지변, 흉년 등 재이(災異)에 대해 재초(齋醮)와 같
은 허문(虛文)이 아니라 덕(德)으로 응하고, 태조의 교훈과 문종의 옛 법전에 따라 현실의 폐
단을 정비해야 한다고 간언하기도 했다.64) 또 의종대에 교로도감(橋路都監)이었던 함유일(咸有
一, 1106~1185)이 개경안의 무당을 교외로 내쫓고 음사(淫祠)를 불태우기도 했으나65) 국왕의 
풍수지리에 대한 신봉은 고려 말까지 지속되었다. 공민왕(恭愍王)은 남경으로의 천도 여부를 
직접 점을 쳐서 결정했고, 공양왕(恭讓王)도 『도선밀기(道詵密記)』, 『해동비록』의 지리쇠왕설
(地理衰旺說)을 내세워 한양으로 천도를 시도했었다.66)

  2. ‘大平’명 곡와(曲瓦)와 중국 황실건축의 영향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곡와 형태의 기와는 혜음원지와 왕실 관련 사지(寺址) 발굴조사에서 토
제와로도 발견된 적이 없으며, 고려궁성인 만월대 발굴조사에서도 출토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문헌기록과 발굴유물을 포함하여 곡와의 존재가 확인된 것은 조선시대 인조25년(1647)의 『창
덕궁수리도감의궤(昌德宮修理都監儀軌)』에서이다. 1623년 인조반정으로 불타버린 창덕궁을 재
건하기 위해 광해군이 조성한 인경궁(仁慶宮)을 해체하였고, 여기에 인경궁에서 가져온 기와중
에 곡와가 기록되어 있다. 적어도 조선시대 17세기 초에는 곡와가 왕실건축에 사용되었음은 

61) 『高麗史』 卷14 世家 睿宗15년(1120년) 9月10日, 毅宗22년(1168년) 4월8일, 『高麗史』 卷19 世家 明
宗3년(1173년) 4월3일, 明宗4년(1174년) 12月2日, 『高麗史』 卷21 世家 神宗 卽位年(1197년) 11월1일

62) 『高麗史節要』 卷11 毅宗12年(1158년) 8月 太史監候劉元度奏, “白州兔山半月崗實我國重興之地, 若
營宮闕, 七年之內, 可呑北虜.” 於是, 遣平章事崔允儀相風水, 還奏曰, “山朝水順, 可營宮闕.” 王然之.

63) 『高麗史』 卷18 世家 毅宗11年(1157년) 8月22日 幸摠持寺, 召住持懷正, 遊賞林亭, 留題祈福詩二絶, 
宣視宰樞侍臣. 扈從百官軍卒, 露宿林壑, 頗多愁嘆. 懷正唯以呪噤得幸, 恩寵無比, 凡僧徒求職賞者, 皆
趣附賄賂, 貪鄙無厭.

64) 『高麗史』 卷98 列傳 卷第11 諸臣 林完
65) 『高麗史』 卷99 列傳 卷第12 諸臣 咸有一
66) 『高麗史節要』 卷34 恭讓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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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하다. 현재 조선시대의 창덕궁(昌德宮) 대조전(大造殿), 창경궁(昌慶宮) 통명전(通明殿), 경
복궁(景福宮) 강녕전(康寧殿)과 교태전(交泰殿) 등 내전(內殿)의 중심건물인 침전(寢殿)의 지붕
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문헌상으로는 금강산의 정양사(正陽寺)에도 육각(六角)으로 된 무량각
(無梁閣)이 있었다고 한다.67) 즉 ‘大平’명 청자부곡와의 발견은 17세기 초 인경궁보다 460여 
년 전인 12세기 중반 수덕궁 태평정에 곡와를 사용했음을 밝혀주는 매우 중요한 사건인 것이
다. 만월대와 강화도성에서도 출토되지 않은 곡와가 의종이 지은 태평정에 사용된 이유는 무
엇이며, 거기에다 청자로 곡와를 제작한 연유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든다. 
 필자는 앞에서 청자와의 명문을 해석하면서 당시 북송의 관식건축의 지침서인 『영조법식』의 
직접적인 수용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최근에는 『영조법식』에 실린 도양(圖樣)들이 당시 여요
(汝窯), 정요(定窯) 등의 중국 여러 요장의 자기를 비롯해 12세기 고려청자의 기형과 문양의 
조형(祖型) 역할을 했다는 연구도 발표되었다.68) 고려시대 왕실건축은 중국 건축과 유사했다. 
서긍이 보기에 고려궁성 내에 있던 청연각(淸燕閣)은 난간 밖에 돌을 쌓아 산을 만들고, 정원
에는 물을 끌어다가 연못을 만들어 그 모습이 중국의 동정호(洞庭湖)와 회계산(會稽山)을 압도
할 정도였다.69) 청연각은 휘종이 하사한 많은 서화들을 보관하기 위해 지은 건물이었다. 또한 
개경 자하동(紫霞洞)의 안화사(安和寺)에도 중국의 토목과 조경을 모방한 정원이 있었다.70) 서
긍이 본 안화사의 정원은 휘종이 지은 간악과의 유사성을 지적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간악은 
휘종이 호부시랑(戸部侍郎) 맹규(孟揆)에게 명해 政和7년(1117)에 시작해 宣和4년(1122)에 완
공되었고, 서긍은 1123년에 고려에 왔기 때문이다. 특히 안화사는 예종과 휘종의 밀접한 교류
의 일면을 보여준다. 1118년 안화사(安和寺) 완공에 맞춰 예종이 사신 편에 뛰어난 필적의 편
액을 요청하자 휘종이 이를 듣고 직접 무량수전(無量壽殿)과 능인전〔能仁之殿〕 두 전각의 현
판 글씨를 직접 써서 주었고, 채경(蔡京, 1047~1126)에게는 안화사 문의 현판을 정국안화지사
(靖國安和之寺)라 쓰게 하여 하사하였다.71) 또 16나한(羅漢)의 소조상도 안화사에 하사하였다. 
더구나 휘종의 친필〔奎章〕과 휘종이 지은 문장〔睿藻〕이 안화사의 어서전(御書殿)에 보관되어 
있어서 서긍을 포함한 북송의 사절단이 어서전에 배례하기도 했다.
 이렇게 12세기 초에 고려와 북송과의 활발한 문화적 교류를 통해 『영조법식』도 고려에 전래
되면서 중국 건축에 대한 관심과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에서는 곡와를 덮은 지
붕을 권붕(卷棚) 또는 원보(元寶)라고 하며, 중국 황실과 도관(道館) 건축을 비롯하여 일반 주
택의 지붕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그 중에서 고려의 수덕궁 태평정은 북송 휘종(徽宗)의 황실
원림(皇室園林)인 간악(艮岳)과 비교할 수 있겠으나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를 통해 
그 모습을 추정할 뿐이다.72) 간악은 수많은 희귀한 꽃과 나무를 비롯해 코끼리, 기린, 사자, 

67) 『五洲衍文長箋散稿』 經史篇3 釋典類1 釋典總說 ‘金剛山正陽寺沙門之內 有六角無梁閣 左右四壁 寓
諸佛天王法神四十位’

68) 謝明良, 「고려청자 문양과 조형에 대한 재고찰-‘原型’과 ‘祖型’의 관점에서」(上)・(下), 『미술사학』 
39・40, 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20.  

69) 『宣和奉使高麗圖經』 卷6 宮殿 (전략)欄楯之外, 疊石成山, 庭除之際, 引水爲沼, 崷崒萬狀, 清渟四徹, 
洞庭吴會幽勝之(후략)

70) 『宣和奉使高麗圖經』 卷17 祠宇 ‘靖國安和寺’ (전략)植花卉竹木怪石, 以爲游息之玩, 非特土木飾粉之
功, 竊窺中國制度, 而景物清麗, 如在屛障中. 

71) 『高麗史節要』 卷8 睿宗13年(1118) 4月, 『破閑集』 卷中 鳳城北洞安和寺, 本睿王所創也 
72) 북송의 수도인 개봉성은 평지이거나 저지대가 많아서 주변의 경치가 좋지 않았고, 때문에 북송 황실 

원림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산과 연못으로 경관을 조성하였다. 황실은 물론, 종친, 사원, 도관(道館), 
관청에 속한 원림과 공공(公共) 성격의 원림 등 수많은 원림건축이 조성되면서 조경기술도 발달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원림 건축의 이론도 발달하게 되었다. 중국 제일의 건축자재 표준집인 『영조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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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물고기 등 동물들까지 기르는 그야말로 식물원과 동물원의 기능까지 겸비한 대규모 인공 
원림이었다. 휘종이 그린 계산추색도(溪山秋色图)의 제화시에도 간악이 등장한다.73) 안화사 문
의 현판을 쓴 채경도 간악 건설에 필요한 꽃과 나무, 괴석 등을 강남에서 수집해 개봉으로 옮
기는 화석강(花石綱)을 맡은 인물이다. 간악에는 亭, 臺, 樓, 閣, 軒, 館, 堂, 臺, 廳, 庵 등 다
양한 건축물이 있었다고는 하나, 이들 건물에 곡와가 사용되었는지는 현재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다. 

    도8. 북해공원 심천랑(心泉廊, 左)과 승덕피서산장의 건물 지붕(右)

 

 
 중국 황실의 원림건축은 왕조 교체기의 전쟁으로 대부분 소실되어 청대(靑代)에 개축한 것이 
많은데, 황실 건축의 특성상 『영조법식』에 기반하여 전대(前代)의 건축 원형을 그대로 복원했
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표적인 것이 요대(遼代)부터 청대(靑代)까지 황실원림이었던 자금성(紫
禁城) 서북쪽의 북해(北海)와 강희제(姜熙帝)~건륭제(乾隆帝)에 걸쳐 90여 년간 조성된 승덕피
서산장(承德避暑山莊)이다. 북해는 요대(遼代)에 황제가 남경을 순행할 때 임시로 머무르는 요
서행궁(瑶嶼行宫)이 있었고, 금대(金代)에는 세종(世宗)의 이궁이었던 태녕궁(太寧宮)에 속했던 
곳이다. 승덕피서산장은 말 그대로 황제의 피서 목적으로 지어서 열하행궁(热河行宫) 또는 승
덕이궁(承德离宫)이라고도 한다. 북해나 승덕피서산장 역시 황실의 행궁이나 이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북해공원과 승덕피서산장의 여러 건축물과 회랑(回廊)의 지붕에서 ‘大平’명곡와와 같
은 형태인 곡와가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도8) 조선 정조 때인 1777년 이갑(李岬)의 『연행기
사(燕行記事)』에도 향림사(香林寺)에 있는 건륭제의 행궁 건물이 모두 무량옥(無樑屋)이고, 일
반 사람들은 출입할 수 없도록 항상 문이 잠겨져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74)

 곡와는 중국의 도관 건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중국 북방의 최대 도관인 십방원(十方
院)은 1668년에 건축되었는데,75) 가장 중심이 되는 건물은 옥청(玉淸), 상청(上淸), 태청(太淸)
을 모신 삼청전(三淸殿)으로 용마루가 있는 건물인 반면, 삼청전보다 격이 낮은 삼조전(三祖

과 사가원림 평론집인 『낙양명원기(洛陽名園記)』가 모두 송대에 발간되었다.
73) ‘비 내린 성밖 안개 낀 마을엔 흰 물이 돌아오고〔雨郭烟村白水還〕 흐릿한 단풍 사이로 푸른 산이네

〔迷離紅葉間蒼〕 어슴푸레 들리는 계곡 입구 원숭이 소리에〔恍聞谷口清猿唳〕 간악의 가을빛은 상상 
속이네〔艮嶽秋光想像間〕’

74) 『燕行記事』 上 丁酉年(1777년) 12月26日 殿傍行閣亦多 門外又有重重樓閣 皆是無樑屋 而卽胡皇行
宮云 外門長鎖 不許人入見矣 

75) 하북성 석가장시(石家庄市) 녹천구(鹿泉區)에 있으며, 이 곳은 중국에서 태평도를 창립한 장각(張角)
이 주로 활동한 곳이다. 창건연대가 원대일 가능성도 있으나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립연대는 康
熙7년인 1668년으로 강희제(姜熙齊)때 지어졌다. 孙连娣, 「鹿泉十方院道观的建筑构造及其特点」, 『中
国道教』, 2019년, 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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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9. 십방원의 삼조전과 좌우 행랑 지붕

殿)은 2중의 권붕이고 좌우 건물 역시 권붕으
로 되어 있다.(도9) 다만 북해나 승덕피서산장
의 권붕보다 굽은 정도가 완만하여 지붕 꼭대
기의 형태가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는 것이 약
간 다르다. 이들 건축물들이 청대에 복원한 건
축이기는 하나 전통성이 강한 황실건축이거나 
종교 건축이기 때문에 ‘大平’명부곡와의 형태도 
당시 중국 건축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임을 짐
작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중국 건축의 영향은 청자연봉와에서도 나타난다. 고려에서는 용인 서리 출토 백
자연봉와에서 알 수 있듯이 이른 시기부터 연봉와를 제작・사용했었다. 이 연봉와 역시 중국 
황실건축에서 유리와로 제작한 정모(釘帽)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북해의 경우 중심건
물은 유리와를 사용하고 용마루와 함께 수막새중간에 박힌 못을 가리기 위한 정모도 설치되어 
있는 반면, 부속건물과 회랑은 정모가 없는 대신 용마루가 없는 권붕 구조가 토제와로 설치되
어 있다. 고려는 중국과의 활발한 교류와 『영조법식』의 전래를 통해 고려에는 없는 새로운 건
축 부재와 구조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 것이고, 이미 12세기 1/4분기에 청자제작기술이 정교
해져 이전보다 더 좋은 비색을 만들 수 있었던 고려에서는 유리와보다 청자로 기와를 제작하
는 것이 훨씬 용이했을 것이다.76) 즉 곡와와 연봉와를 청자로 만들었다는 것은 북송 황실원림
의 유리와 건축물과 권붕 지붕구조의 영향이 고려에서 하나로 융합되어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도10. 음시루, 중국 사천성 성도시 금강공원

 
 그렇다면 곡와를 덮은 태평정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정자 건물의 지붕에 곡와와 연봉을 같이 
사용한 태평정의 모습은 아마도 중국 사천성(四川省) 성도시(成都市)에 있는 금강공원(錦江公
園)의 음시루(吟詩樓)의 모습과 유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77)(도10) 비슷한 연대의 중국 건축
물이 남아 있지 않아 적절한 비교라고 할 수 없지만 음시루는 곡와를 사용한 권붕지붕이고, 
특히 청자연봉와와 비슷한 장식이 수막새 위에 줄지어 설치된 것을 볼 수 있다. 태평정은 말 
그대로 정자이기 때문에 북해공원의 정심재(靜心齋)나 심천랑과 유사하게 방이 없는 기둥과 

76) 徐兢, 『宣和奉使高麗圖經』 器皿3 陶尊 陶器色之靑者 麗人謂之翡色 近年以來 制作工巧 色澤尤佳
77) 음시루는 원래 唐代의 여류시인 설도(薛濤, 768?~832)가 사천성 成都城 근처에 시를 읊기 위해 지

은 건물이었다. 지금 남아 있는 음시루와 탁금루는 성도 금강공원에 있으며, 靑 嘉慶19年(1814)에 새
로 축조된 것을 다시 光緖24年(1898년)에 중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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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1. 수덕궁 궁원의 추정 배치도

지붕으로 이루어진 건물이었을 것이다. 서루의 경우는 왕이 격구와 활쏘기를 관람할 수 있도
록 음시루와 같이 1층, 2층 모두 기둥과 지붕으로 지어진 樓의 형태이거나 1층에는 문을 내
고 2층은 사방을 둘러볼 수 있도록 지은 문루(門樓)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3. 도교의 신선세계를 구현한 태평정과 양이정

 앞에서 살펴본 『고려사』 1157년 4월 1일 기사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78) 수덕궁은 정전(正殿)인 천녕전을 
중심으로 주위에 안창궁, 정화궁, 연창궁, 서풍궁이 자리하고 
있으며, 태평정을 비롯한 정원이 있는 구조이다. 정전과 네 개
의 궁, 그리고 궁원(宮苑)이 어떠한 배치구조로 위치했는지는 
기록되지 않은 반면, 태평정을 중심으로 연못과 여러 정자가 
어느 방향에 위치해 있는지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만큼 
태평정을 위시한 궁원이 수덕궁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덕궁 궁원의 중심은 진귀한 꽃과 과일나무, 다양한 장식물
로 치장된 태평정이었다. 수덕궁이 지어진 다음해 음력 2월 
28일에는 인종(仁宗)의 기일(忌日)을 맞아 태평정에서 반승(飯
僧)을 열었다는 것으로 보아79) 태평정 앞쪽으로는 반승을 개최
할 정도의 넓은 뜰이 있었을 것이다. 또한 태평정의 남쪽에 연
못을 파서 관란정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인공 연못을 파고 파낸 흙을 쌓아 연못 한 가
운데에 관란정을 지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연못 북쪽 가에 양이정, 연못 남쪽 가에 양화
정이 위치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배치구조는 문헌에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
나 신선세계를 향한 고대 중국인들의 관념인 ‘일지삼산(一池三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도11) 동해(東海)라는 연못에는 신선이 살고 있는 봉래산(蓬萊山), 방장산(方丈山), 영주산(瀛
州山)이 있고, 이 세 섬을 금자라(金鰲)가 등으로 받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태평정
에는 옥석(玉石)을 연마해 환희대(歡喜臺)와 미성대(美成臺) 두 대(臺)를 쌓았으며, 괴석(怪石)
을 모아 신선산〔仙山〕을 만들고 멀리서 물을 끌어와 인공 폭포까지 만들었으므로, 태평정을 
포함한 궁원(宮苑) 자체를 하나의 신선세계로 조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곽여가 장원정의 풍
광을 읊으면서 ‘구름 속의 금빛 푸른 빛 누각은 자라가 받들고(鰲擎金翠雲中閣)’라고 한 구절 
역시 장원정을 신선세계로 묘사한 것이다. 
  이렇게 인공 연못과 가산(假山)을 갖춘 왕실 정원은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등장한다. 
백제 무왕(武王)은 634년에 궁궐 남쪽에 멀리서 물을 끌어와 연못을 파고, 못 가운데에 방장
산이라는 섬을 조성하였다.80) 또한 망해정(望海亭) 혹은 망해루(望海樓)가 있어서 궁남지 자체
를 신선이 사는 동해로 인식하고 조성했음을 알 수 있다.81) 경주의 월지(月池) 역시 문무왕(文
武王)대의 이궁인 임해전(臨海殿)에 속해 있었는데, 인공으로 만든 연못 안에 산을 만들어 화

78) 각주11 참조
79) 『高麗史』 卷18 世家 毅宗12年(1158년) 2月28日 己未 以仁宗忌日, 飯僧於大平亭, 時王好作佛事, 緇

徒盈溢宮庭. 怙恃恩寵, 附託宦官, 侵擾百姓, 競造寺塔, 爲害日甚.
80) 『三國史記』 卷27 百濟本紀 第5 武王35年
81) 李基白, 「望海亭과 臨海殿」, 『美術史學硏究』 129‧130, 한국미술사학회, 1976.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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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를 심고 진기한 새와 짐승을 길렀다.82) 이때의 산은 중국 무산(巫山) 12봉(峯)을 본떠서 돌
을 쌓아 만든 석가산(石假山)이었다.83) 실제로 발굴결과 녹유와(綠釉瓦)와 금속유물 등이 출토
되었고, 월지의 형태가 세 개 섬을 포함하고 있어서 삼산이 있는 동해를 현실에 구현한 것임
을 알 수 있다.(도12) 
 그런데 왕실 건축을 포함하여 전통 건축에 있어서 음양오행(陰陽五行)에 근거한 방위는 매우 
중요한 입지 조건이었다. 휘종의 간악(艮嶽)은 이름 자체가 음양오행과 관련되어 있다. ‘艮’은 
팔괘(八卦)에서 동북(東北) 방향을 가리키며, 자연물로는 산〔嶽〕을 상징하는 것이다. 예종은 
청연각에서 『시경(詩經)』, 『서경(書經)』, 『중용(中庸)』 외에도 『주역(周易)』, 『노자(老子)』, 『월
령(月令)』 등도 강의하게 했는데, 『주역』과 『노자』는 주로 한안인(韓安仁)이 강의를 맡았다.84) 
1122년에는 김부식도 『주역』의 건괘(乾卦)를 강의하기도 했다. 『주역』의 팔괘(八卦)85)중에서 
동쪽을 가리키는 진괘(震卦)는 자연물로는 번개(雷), 방위는 동쪽, 동물은 용, 가족중에는 장
남, 오행은 나무(木)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통가옥에서 장자는 동쪽 방을 사용하고, 궁전에서
도 태자는 동궁(東宮)에 기거하는 것이다. 안압지로 불려왔던 월지는 통일신라 왕실의 이궁(離
宮)이자 태자가 거처하던 동궁(東宮)의 정원이었다. 수덕궁도 의종의 별궁이지만 1157년 당시 
9세였던 효령태자(孝靈太子, 1149~?)86)로 하여금 태평정의 편액을 쓰게 한 것도 음양오행의 
개념에 왕권의 안정적 승계와 번영을 기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인다.(도13) 

도12. 당초문모서리기와
     경주 월지 출토, 국립경주박물관

          도13. 청자당초문모서리기와
      강진 사당리 ‘가’구역 출토
     국립광주박물관

 
 왕실건축에 반영된 도교 관념은 양이정과 태평정의 명칭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먼저 
‘養怡’는 한자 그대로 번역하면 ‘기쁜 마음을 기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문헌사료에서 
이 용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중국 후한(後漢) 魏나라 조조(曹操, 155~220년)의 ‘보출하문행
(步出夏門行)’이라는 四言古詩중에 제4장 ‘귀수수(龜雖壽)’라는 시에서이다. 

82) 『三國史記』 卷7 文武王14年(674년) 2月 宫内穿池造山 種花草校勘 養珍禽竒獸
83) 『東京雜記』 卷2 古蹟 雁鴨池在天柱寺北 文武王於宮內爲池 積石爲山 象巫山十二峰 種花卉養禽 其

西有臨海殿 不知創於何時 而哀莊王五年甲申重修 其礎砌猶在田畝間 
84) 『松京廣攷』 卷5 宮殿1 淸燕閣　
85) 주역의 팔괘는 시대적으로 앞서는 복희팔괘(伏羲八卦)와 후대의 주(周) 문왕팔괘(文王八卦 또는 後天

八卦)가 있는데, 풍수에서의 방위는 후대의 문왕 팔괘를 활용한다. 후천문왕팔괘도의 경우 중앙을 의
미하는 숫자 5가 사라지고 새로이 9가 등장하는 구궁수(九宮數)로 방위를 설명한다.

86) 효령태자 왕기(王祈)는 의종의 유일한 아들이었다. 1153년(의종7년) 4월 왕태자로 책봉된 후 20세였
던 1168년 1월 종실 강양공((江陽公) 왕감(王瑊)의 딸을 태자비로 맞이했으나 1170년 무신정변으로 
인해 영은관(迎恩館)에 유폐되었다가 진도현(珍島縣)으로 추방되었다. 이후 행적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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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령스런 거북이가 비단 장수한다 해도 죽는 때가 있고            神龜雖壽 猶有竟時 
騰蛇는 안개를 타고 오른다 하나 끝내는 흙과 재가 되노니         騰蛇乘霧 終爲土灰
준마는 늙어 마구간에 있다 해도 뜻은 천리를 달리고              老驥伏櫪 志在千里
열사의 나이 비록 늙었으나 그 뜻은 그침이 없나니                烈士暮年 壯心不已
삶의 차고 이지러지는 시기야 하늘에만 달린 게 아니기에          盈縮之期 不但在天
기뻐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다면 가히 오랜 세월 누릴 수 있다네   養怡之福 可得永年
행복이 닿는 곳 어디런가 마음이 번지는 로 노래하세            幸 甚至哉 歌以詠志

 조조가 말하는 ‘養怡’는 일종의 자연스럽고 평화로운 생활태도와 그러한 생활방식을 기르고, 
수련을 통해 물욕을 쌓는 즐거움에서 벗어나 장수하여 신선이 될 수 있는 수련법인 양생술(養
生術)까지 포함한다.87) 즉 편안한 마음과 건강한 신체를 만들기 위한 보양(保養)과 같은 의미
로 도교의 수행방법을 의미한다. 그리고 『설문해자(説文解字)』에는 ‘怡’는 곧 ‘和’라고 했으
니,88) 태평정 남쪽에 종려나무로 지붕을 덮은 양화정의 ‘養和’도 양이정의 ‘養怡’와 같은 의미
이다. 삼국시대 이후 중국의 문헌에서는 양이보다는 양화가 주로 발견되고 있으나, 고려의 의
종은 12세기 중반에 천 년 전 중국 원시도교가 성립될 무렵 조조가 언급한 도교 용어를 궁궐 
건축물에 부여한 것이다. 고려 중기에 도교의 관념이나 수련방법과 관련된 용어를 건물 명칭
에 부여한 예는 또 있다. 의종은 1156년에 여러 신하들을 불러 목청전(穆淸殿)을 관람하게 하
고 연회를 베풀었는데, 목청전에는 충허각(冲虛閣)과 선구보(善救寶), 양성정(養性亭) 등의 건
물이 있었다.89) 충허(沖虛)는 무(無)의 근본으로 설명되는 도교 용어인데다, 양성(養性) 역시 
양이, 양화와 같이 도교의 수행을 일컫는 말이다. 또한 좋은 약재를 보관해놓았던 선구보 역
시 왕실 구성원의 치병(治病)과 장생(長生)을 위해 설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이의 용례와 관련지어 본다면 태평정의 ‘大平(太平)’도 중국 최초의 도교 경전인 
『태평경(太平經)』과의 관련성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태평경』은 전한(前漢)대의 도사(道士) 감
충가(甘忠可)가 지었으며, 여기에는 장생(長生)을 위해 몸과 기, 정, 신을 합일(三合相通)하는 
수일법(守一法)을 비롯하여 ‘皇天’, ‘神仙’, ‘眞人’ 등의 개념들이 기술되어 있다. 특히 『태평
경』에서 땅을 다스리는 신선인 진인은 『삼국유사(三國遺事)』는 물론 통일신라와 고려 초 여러 
대사(大師)와 국사(國師)의 비문,90) 고려 중기에 김부식(金富軾), 최유청(崔惟淸)이 쓴 표문과 
이규보의 시에도 등장한다. 따라서 『태평경』은 삼국시대부터 우리나라에 유입되어 관료와 문
인들 사이에 널리 유포되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양이정과 태평정은 중국에서 도교의 성립 
시기에 등장한 경전과 개념을 건물 명칭에 반영한 사례로 판단된다.
 『태평경』과 함께 『대동진경(大洞眞經)』도 고려시대 이전부터 우리나라에 유입되었다. 통일신
라 말 최치원(崔致遠)은 도교 의례문인 재사(齋詞)를 작성하면서 ‘一氣存思(한 기운에 정성스

87) 朱勇, 「养怡之福_可得永年-从古代辞赋考察中华文化的养生思想」, 『济南大学学报』 27卷 2期, 2017. 
86~88쪽

88) 『說文解字』 卷10 心部 “怡, 和也”
89) 『高麗史』 卷18 世家 毅宗10年(1156년) 10月14日 召平章事崔允儀·李之茂, 知樞密院事申淑, 右承宣

李元膺, 右副承宣金貽永, 國子監大司成金永胤, 寶文閣學士金永夫, 知閤門事崔溫, 給事中崔應淸, 內
侍殿中監崔褎偁, 御史雜端金諹等, 入穆淸殿, 周覽善救寶·養性亭及御苑花卉, 賜曲宴于冲虛閣. 初王於
大內東北隅, 起一閣, 扁曰 ‘冲虛’, 金碧鮮明. 又於內閤別室, 居善藥, 意欲廣治衆病, 扁曰 ‘善救寶’. 
又搆亭其側, 聚怪石·名花, 扁曰 ‘養性’.

90) 선각대사(先覺大師) 형미(逈微), 법인국사(法印國師) 탄문(坦文), 법경대사(法鏡大師) 현휘(玄暉)의 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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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게 생각을 모으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91) 또한 원시천존(元始天尊), 태상삼존(太上三尊)의 
명칭도 언급하기도 했다.92) 여기에서 ‘存思’는 『대동진경』에 나오는 수행방법을 일컫는 용어
이며, 이외에도 39개의 부적, 송경(誦經)과 주문(呪文), 장생을 위한 여러 가지 신체단련법 등
이 기술되어 있다.93) 고려 예종은 북송의 휘종의 영향을 받아 도교를 국가차원에서 정책적으
로 진흥시키고자 했었다. 이중약(李仲若, ?~1122)의 건의를 받아들여 도교사원의 총림(叢林)인 
복원궁(福源宮)을 건립했는데, 이곳에는 삼청전(三淸殿)과 천황당(天皇堂) 등이 있었다.94) 이미 
1107년에 연경궁(延慶宮) 후원(後苑)의 옥촉정(玉燭亭)에 원시천존상(元始天尊像)을 안치하고 
매달 초제(醮祭)를 지내고 있었다.95) 
 그런데 예종대부터 고려사회에 가장 많이 유행한 도교 경전은 『황정경(黃庭經)』이었던 것으
로 보인다. 예종에게 복원궁 건립을 건의한 이중약은 청연각에서 『주역』과 『노자』를 강의한 
한안인의 사위로, 장인과 같이 송에서 도사 황대충(黃大忠), 주여령(周與齡)으로부터 도교를 
전수받은 인물이다. 당시 북송의 휘종은 원시천존을 최고의 신으로 삼고, 부적(符籍)이나 주문
(呪文)으로 수련하는 상청파(上淸派)를 계승한 모산종(茅山宗)을 우대하였다.96) 모산종의 주요 
경전은 『진고(真誥)』와 『황정경(黃庭經)』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에서 도교를 배워온 이중약
도 『황정경』을 즐겨 읽었다.97) 『황정경』은 중국 東晉(317~420)시대의 도교경전으로 양생(養
生)과 수련의 원리에 의학과 해부학을 도입하여 이루어진 책이다. 본래 목적은 육체적으로 기
와 오장을 단련하고, 정신적으로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데 있었으나 일반 사람들에게는 신선
술(神仙術), 벽사(辟邪), 치병(治病)에 효험이 있다고 알려져 고려사회에서도 널리 유행하게 된 
것이다.98) 『황정경』의 서문에는 육부(六府)를 조화롭게 하고 심장을 편안하게 하여 정기를 다
스리면 선(仙)을 얻을 수 있으며, 경을 읽고 외울 때는 반드시 목욕하고 별실에서 향을 태우며 
읽어야 하고, 한 번 읽으면 온갖 병이 낫고 만 번을 읽어야 신선이 된다고 하였다. 
 고려시대 문인들 역시 『황정경』을 읽고 경전에 나오는 용어를 시문에 많이 인용하였다. 『황
정내경경』 「上淸章」 第1에는 ‘예주(蕊珠)’, ‘금심(琴心)’, ‘자하(紫霞)’, ‘자연(紫烟)’ 같은 용어
가 나온다. 예주는 하늘의 태상대도옥신군(太上大道玉宸君)이 살고 있는 궁궐 이름이다. 한편 
서긍(徐兢)과 함께 고려에 온 황대중(黃大中)이99) 예주전 교적(蘂珠殿 校籍) 직책을 맞고 있었
다는 것으로 보아 당시 북송에서 『황정경』에 등장하는 신선이 살고 있는 궁궐이름을 실제 도

91) 『東文選』 卷114 齋詞 
92) 『唐文拾遺』 卷41 崔致遠 八 禳火齋詞
93) 최수빈, 「道敎 上淸派의 <大洞眞經>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94) 『高麗史』 卷83 志 五行 水 毅宗三年(1149년) 十一月甲申 福源宮三淸殿小鍾, 自鳴.;『高麗史』 卷83 

志 兵 三 看守軍, 福源天皇堂 散職將相二.
95) 『高麗史』 卷12 世家 睿宗2年(1107년) 閏10月18日, 閏月 庚子 始置元始天尊像於玉燭亭, 令月醮.
96) 상청파는 唐代에 최고의 신이었던 태상노군(老子) 대신에 원시천존을 최고신으로 모시며 부적(符籍)

이나 주문(呪文)으로 수련한다. 그리고 『황정경』은 『대동진경』과 함께 상청파의 핵심 경전이다.(이봉
호, 「『黃庭經』의 存想身神法과 화려한 몸 속 세상」, 『東洋哲學』 제30집, 한국동양철학회, 2008.) 그리
고 중국 남조 양(梁)나라의 상청파 도사였던 도홍경(陶泓景, 456~536)이 모산(茅山)에서 수련하면서 
모산종이라는 유파를 형성시켰다.

97) 『東文選』 第65卷 記 林椿 逸齋記 (전략)齋之北, 有小嶺蔚然秀出而聳立者, 名爲玉電峯, 恒以幅巾鶴
氅, 登其頂, 燕坐彌日, 如抱葉之蟬, 凝目之龜, 澹乎自處, 黃庭在左, 素琴在右, 或撫而弄之, 聲振林木, 
樵蘇遇之, 以爲神仙也(후략)

98) 김철웅, 「고려중기 李仲若의 생애와 도교사상」, 『韓國人物史硏究』 제14호, 한국인물사연구회, 2010. 201쪽
99) 『宣和奉使高麗圖經』 卷24 節仗 次上節 ‘法籙道官, 太虚大夫蘂珠殿校籍黃大中’ 이 때의 황대중은 이

중약이 중국에서 도교를 전수받은 黃大忠과 동일인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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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道館) 건물에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금심(琴心)은 ‘조화롭고 평화로운 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규보(李奎報)의 고율시,100) 중암거사(中菴居士) 채홍철(蔡洪哲)의 칠언율시,101) 이달
충(李達衷)의 시,102) 이색(李穡)의 시,103) 권근(權近)의 양촌문집(陽村文集)104) 등에 등장한다. 
또 자하(紫霞)는 상청(上淸)의 궁궐이름으로, 이인로(李仁老)가 이자현에 대해 ‘항상 자하에서 
노리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常有紫霞逸想)’라고 하여 이인로 역시 『황정경』을 접했음을 알 
수 있다. 채홍철은 안화사가 있던 자하동(紫霞洞)에 살면서 자신이 주최한 기영회(耆英會)가 
신선들의 풍류보다 낫다는 내용의 ‘자하동’이라는 노래를 짓기도 했다.105) 자연(紫煙)은 황정
경에서 눈의 정기(精氣)인 신비로운 빛을 의미하고, 이규보의 시,106) 안축(安軸)의 시107), 이색
(李穡)의 시108), 이제현(李齊賢)의 시109)에도 인용되었다. 

Ⅳ. 맺음말

지금까지 고려시대 청자와의 명문 판독과 청자와 건축물의 제작배경을 검토하면서 다음과 같
은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 번째는 고려 12세기에 부안 유천리와 선운사 동불암 출토 청자와와는 달리 강진 사당리 
출토 청자와는 서루, 태평정, 양이정과 같이 고려왕실의 왕업연장을 위해 신축한 이궁의 건축
물에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즉 강진에서 생산된 청자와는 주문자가 고려왕실이었고, 사용처는 
장원정, 수덕궁과 같이 왕실 이궁의 정원이다. 물론 부안 유천리의 경우 일반 토제와와 비슷
한 크기에 ‘癸卯...別...’이 외면에 백상감된 편이 수습되기도 하고, 강진 사당리 출토 청자와와 
비슷한 크기와 품질의 음각모란당초문수키와와가 출토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왕실과 관련된 
명문이나 기호가 기와 내면에서 확인된 예가 없다. 한편 ‘癸卯...別...’ 명문중에 ‘別’ 다음 글
자를 ‘色’으로 보고, 국가의 수요에 따라 수시로 부과되는 별공(別貢) 물품으로 해석하기도 했
다.110) 그러나 이 청자와는 다른 부안 유천리 출토 청자음각모란당초문수키와와 비교해 보아
도 크기, 성형상태, 문양, 유태(釉胎)의 품질 면에서 왕실에 납품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 
명문의 위치와 刻字방식이 유사한 선운사 동불암 출토 ‘利所造 長中尹英’명수키와도 마찬가지
이다. 특히 ‘癸卯’는 明宗13년인 1183년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유는 수덕궁이 완공된 후 
승려들의 궁궐 출입과 관련이 있다. 수덕궁 완공 다음해인 1158년에 의종이 태평정에서 반승
을 열기도 하고 궐내에서 불사(佛事)를 자주 개최하면서 승려들이 궁궐에 자주 드나들었다. 또
한 왕의 환심을 산 승려들이 환관과 결탁해 백성의 것을 빼앗아 절과 탑을 세워 폐해가 심각

100) 『東國李相國後集』 第4卷 古律詩 次韻復和朴中舍 
101) 『東文選』 卷14 七言律詩 月影臺
102) 『東文選』 卷16 七言律詩 次襄州官舍詩韻
103) 『牧隱詩攷』 卷17 幽人
104) 『陽村文集』 卷2 和三峯先生鶴歌 
105) 『高麗史』 卷71 志 卷25 樂2 紫霞洞
106) 『東國李相國後集』 第5卷 古律詩 訪養淵師 賦所蓄白鶴圖; 『東國李相國後集』 第13卷 古律詩 燈籠詩
107) 『東文選』 卷15 七言律詩 登太白山
108) 『牧隱詩攷』 卷3 惜別歌, 卷下4 山詠松明炬, 卷16 有感
109) 『東文選』 卷15 七言律詩 達尊杏花韻
110) 金炫廷, 앞의 논문(2005). 203~2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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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111) 승려들이 본인이 기거하는 사찰에 태평정이나 양이정과 같은 
청자와 건물을 짓고자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과정에서 신도들의 報施와 施主의 대상으로 
일반 토제와 지붕에서 특정 위치에만 사용하기 위해 청자와가 소량 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부안 유천리와 선운사 동불암 출토 명문 청자와는 왕실이 아닌 주요 사찰의 시주 
물품의 성격으로 12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는 고려 12세기에 본격적인 청자와를 제작한 시점이 『고려사』의 양이정 청자와 사용
보다 빠른 12세기 1/4분기까지 소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기와를 청자로 
제작하기 시작한 것은 고려 11세기부터이다. 고양 원흥동 청자요지에서 선해무리굽완과 같이 
청자연판문막새가 출토되었고, 용인 서리 상반요지에서도 백자연봉와와 수키와가 출토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大平’명청자와처럼 모란문과 당초문의 청자와는 12세기부터 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폐기장의 출토유물 수량이 많지 않은 강진 칠량 삼흥리 E지구에서 음각모란
당초문수키와와 청자연봉와가 ‘尙藥局’명합, 내저원각식 해무리굽완과 같이 발견된 사실이 이
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요장 출토품과 더불어 12세기 1/4분기를 전후한 시기에 지어진 시문
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의 근거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인종의 몰년인 1122년 또는 그 이전에 
지은 곽여의 ‘장원정’이라는 시 중에 ‘구름 속의 금빛 푸른 빛 누각(金翠雲中閣)’과 1134년에 
정지상이 지은 시 중에 등장하는 ‘이슬맺힌 궁궐 기와는 옥비늘인양 반짝반짝’(露凝宮瓦玉鱗
鱗)’이라는 구절 역시 청자와로 지붕을 덮은 서루의 모습을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
다. 물론 취각이나 옥비늘같은 궁궐기와가 유리와(琉璃瓦)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유
리와였을 경우에는 ‘벽와(碧瓦), ‘벽각(碧閣)’과 같은 용어로 표현되었을 것이다. 그동안 청자와
는 양이정의 기록을 토대로 1157년, 즉 대체로 12세기 중반으로 편년되었으나 정형화된 형태
와 문양의 기와가 이미 12세기 1/4분기부터 제작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었다. 
 세 번째는 고려 12세기에 건축재로서 청자와가 본격적으로 제작될 수 있었던 배경에 『영조
법식』이라는 건축서와 함께 실제 중국 건축문화의 수용이 있었다는 것이다. 기와는 크기를 동
일하게 제작하는 규격화가 일차적인 필수요소이다. 또한 강진 사당리나 부안 유천리 출토 청
자와는 대부분 모란당초문이 음각된 수키와, 모란절지문이 압인(壓印)된 수막새와 당초문이 압
인된 암막새로 문양도 정형화되어 있다. 양이정에 사용된 청자와도 ‘大平’명청자와의 크기와 
문양, 시문기법과 동일한 형식이었을 것이다. 『영조법식』에 따르면 건물의 등급과 규모에 따
라 사용하는 기와의 크기가 달랐는데 이것은 고려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판단된다. 조선시대
의 궁궐 건축에 사용된 기와 역시 『창덕궁수리도감의궤』에 따르면 大・中・小의 구분이 있었
다. 12세기 전반에 고려와 북송, 요, 금간의 활발한 문화교류의 산물로 『영조법식』도 고려왕
실에 직접 수입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곡와(曲瓦) 형태의 청자와는 중국식 권붕 지붕구
조의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다만 현재까지는 곡와가 출토된 수량이 매우 적기 때
문에 태평정의 건물 지붕 전체를 곡와로 설치했는지, 아니면 중국의 경우처럼 주 건물 앞뒤에 
잇대어 작게 짓는 포하(抱厦)의 지붕만 곡와를 설치했는지는 확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두 가지 건축구조 모두 중국식 건축문화의 영향임은 분명하다.
 마지막으로는 고려왕실 이궁의 정원을 조성하는 데에 ‘一池三山’의 개념과 도교의 사상적 배
경이 작용한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봉래산, 방장산, 영주산의 삼산과 연못을 다 갖추지 못하
더라도 고려의 왕실 건축은 신선 세계를 구현한 경우가 많다. 특히 의종은 도교를 정책적으로 
진흥시키기 위해 노력한 예종과 달리 자신의 장생(長生)과 구복(求福)을 위해 많은 재초(齋醮)
를 열었고, 수덕궁 조영에 일지삼산의 원리를 완벽하게 구현하고자 했다. 즉 실존하지 않는 

111) 각주7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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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의 신선세계를 현실에 구현함으로써 장생불로(長生不老)를 바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경주 월지 주변에 동궁(東宮)을 배치하고, 개경의 동쪽에 수덕궁을 지으면서 태자
에게 태평정의 편액을 쓰게 한 것도 음양오행과 도교에 힘입어 왕업을 연장시키고자 한 것이
다. 단순히 건물의 장엄과 권위를 상징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것이다.  
  ‘大平’명청자와의 발견은 청자 건축재의 결과물로 청자와를 사용한 건물의 존재가 문헌과 
유물로 증명된 유일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청자와의 명문 분석과 함께 청자와 건축
물이 속해있는 고려왕실의 이궁 정원의 배치구조와 건물 명칭에 담겨있는 의미까지 살펴보았
다. 위에서 밝혀진 몇 가지 사실에 대한 보다 면밀한 연구와 추가 조사가 진행된다면 청자와
는 고려 12세기의 왕실 문화를 추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종합토론

권혁주(민족문화유산연구원) 

김윤정(고려대학교) 

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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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론 문

“康津 沙堂里窯址 新發見 饅頭窯와 그 受容 및 系統 問題” 

                                                                   권 혁 주(민족문화유산연구원)

  2019년 10월 강진 사당리에서는 고려 청자 요장 발굴 역사상 지극히 중요한 유구가 조사되었
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饅頭窯의 발견이 그것입니다. 발표자는 사당리요장에서 신발견된 
만두요의 기초적인 문제를 검토하였습니다. 하나는 만두요의 특징과 용도, 운영시기를 파악하였
습니다. 다른 하나는 중국 초벌구이 전용 만두요 조사사례와 비교검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강진 사당리요장 만두요의 수용과 계통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논지임에도 불구하고 발표자는 치 한 관찰과 분석을 통해 만두요의 구조, 출
토유물의 특징, 중국 만두요의 전개 등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고고학을 전공하는 
많은 후배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만두요에 대한 
이해와 그 계통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사당리에서 조사된 만두요는 요전부, 연소실, 소성실, 굴뚝, 석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
다. 각 부의 구조에 대해 크게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굴뚝을 하나로 보신 근거는 무엇인지 부연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만두요를 둘러싼 것으로 추정되는 석축을 보호담장으로 보았습니다. 석축
이 지상으로 노출되었다면 담장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시설이므
로 재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석축은 자기가마 뿐만 아니라 입요에 해당하는 삼국~조선시대 제
련로에서도 확인됩니다. 강우 등으로 요로 내부에 직접적으로 물이 드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용
도로도 시설되었습니다. 

  둘째, 만두요의 운영시기 문제입니다. 발표자는 연소실 벽체에 있는 청자편(Ⅰ그룹), 요로 내부
에 퇴적되어 있는 청자편(Ⅱ그룹)에 대한 치 한 분석을 통해 13세기 후기~14세기 초기의 어느 
시점에 운영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운영시기를 파악함에 있어 간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편년자
료는 만두요 주변에 퇴적된 청자편(이하 Ⅲ그룹)으로 생각됩니다. 만두요 조사결과 가마 주변으로
는 무수한 자편퇴적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가장 상층에서 확인되는 문화층은 庚午(1270), 
壬申(1272) 명 등 1269년~1295년과 그 이후에 해당하는 간지명과 명문 청자가 집중적으로 출토
되고 있습니다.1) 만두요의 평면 윤곽선 노출과정에서 만두요가 이 문화층을 굴광하고 조성된 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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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확인할 수 없었고, 오히려 석축 등 시설 상층으로 상기 문화층이 덮여 있는 양상이었습니
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만두요의 조성시기는 간지명 청자 제작시점 이전 시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발표자는 Ⅰ그룹과 Ⅱ그룹의 청자편이 토론자가 제시한 Ⅲ그룹, 즉 간지명 청자 제
작시기와 동시기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셋째, 만두요의 계통에 대한 질의입니다. 발표자는 신발견된 만두요의 원류를 북송 말기(12세
기 전반) 청량사여요 성숙기단계의 만두요로 파악하였습니다. 앞서 신발견된 만두요의 편년을 13
세기 후기~14세기 초기라 설정한다면 사당리요장은 이보다 선행하는 시기에 만두요가 수용되었
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발표자가 맺음말에서 강조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기술적 원류를 청량사여
요로 설정하는 것에 대한 부연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강진 사당리 23호 요장에 대한 3차·4차 발굴조사가 진행중입니다. 연구자로서 
이 유적은 고려청자의 수수께끼를 밝힐 수 있는 유일무이한 곳이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구와 문화층도 중층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일회성 조사로는 모든 것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추후 보존·정비 방안을 마련하여 연차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1) 2019년 2차 발굴조사 범위에서는 강진 사당리 7호요지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지정(至正, 1341∼1367)명과 丁亥
(1347)명 등이 퇴적된 문화층은 파악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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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론 문

“고려 12세기 청자와(靑瓷瓦)의 위상과 제작 배경” 

                                               김 윤 정(고려대학교 문화유산융합학부)

  19세기 말부터 무덤 속에 있던 고려청자가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아름다운 조형과 수준높은 제작 
기술로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12세기 고려청자와 항상 비교 대상이 되는 북송대 여요에서는 고려
처럼 청자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고려의 청자와는 조형성과 기술력에서 중국 청자와 차별화되는 독보적
인 존재입니다. 청자로 기와를 만드는 일은 그만큼 쉽지 않은 공정이었고 ‘고려청자와’는 유일무이한 존재
입니다. 

  1960년대 사당리 요지에서 청자와가 대량 출토되었지만 그 이후에 관련 전시나 연구 성과는 별로 진행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고려청자박물관에서 개최되는 전시와 학술대회는 고려청자 연구
에서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깊은 행사입니다.     
  고려시대에 토제와에 대한 연구는 많지만 청자와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 최순우 선생님의 두 편의 논
고 이후에 처음이라서 매우 흥미진진했습니다. 발표는 청자와의 명문을 통해서 12세기 청자와가 사용된 
건물의 성격, 크기, 설치 위치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 12세기 고려왕실에서 청자를 제작하고 사용한 사상
적 배경과 의미를 살피고 있습니다.
    
  특히, 논문에서 청자와가 도교 사상과 관련성이 있다는 내용을 주목해서 읽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고려청
자와 도교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몇 차례 논문을 쓰면서 느낀 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고
려왕실, 귀족·관료층의 도교적인 성향이 강했고 고려청자의 조형에 적지 않게 반영되었다는 점입니다. 도
교적인 요소는 고려청자의 기형이나 문양에서만 생각했는데 청자 기와와도 관련된다는 점에서 12세기 청
자문화의 성격을 재고해야 할 정도로 적지 않은 비중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장원정 서루, 수덕궁의 태평정, 양이정에 청자와가 사용되었고, 정궁지(正宮址)인 만월대와는 다른 
곳에 지어지는 이궁(離宮)입니다. 이궁의 위치는 풍수학적으로 왕업(王業)의 연장을 위한 명당에 조성된다
고 하셨습니다. 이궁 전체에 청자와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일부 누각에 사용된 것이라면 청자와가 사용된 
누각이 도교적인 역할을 하는 특정한 장소로서의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궁의 주요 전각이 아니라 
정원 누각에만 청자와를 얹었다는 점에서 청자와의 사용이 도교 사상적 배경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73

德宗
(1031~1034)

靖宗
(1034~1046)

文宗
(1046~1082)

宣宗
(1084~1094)

肅宗
(1095~1105)

睿宗
(1105~1122)

仁宗
(1122~1146)

毅宗
(1146~1170)

1회 6회 14회 12회 14회 23회 11회 29회
明宗

(1170~1197)
神宗

(1197~1204)
熙宗

(1204~1211)
康宗

(1212~1213)
高宗

(1213~1259)
元宗

(1259~1274)
忠烈王

(1274~1308)
忠宣王
(1298)

8회 0회 0회 1회 12회 14회 19회 1회
忠宣王

(1308~1313)
忠肅王

(1313~1339)
忠惠王

(1340~1344)
忠穆王

(1344~1348)
忠定王

(1349~1351)
恭愍王

(1351~1374)
禑王

(1374~1388)
恭讓王

(1389~1392)
0회 6회 0회 4회 1회 0회 6회 1회

<참고표> 고려시대 도교 의례의 시행 횟수                     

고려 왕실의 탐미적 성향인지 조금 더 보충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고려 왕실에서는 ‘초(醮)’라고 불리는 도교 의례를 많이 지냈는데, 왕이 직접 의례를 주관하는 경
우를 ‘친초(親醮)’라고 합니다. 『고려사』에서 친초를 거행한 장소는 11세기에는 구정(毬庭), 회경전(會慶
殿), 문덕전(文德殿), 내전(內殿) 등이 확인되고 12세기에 건덕전(乾德殿), 순복전(純福殿), 복원궁(福源宮) 
등이 추가됩니다. 13, 14세기에는 선경전(宣慶殿), 수문전(修文殿), 강안전(康安殿) 등의 장소에서 친초했다
는 기록이 더 보입니다. 기록에서 확인되는 초제의 장소는 본궐의 내정이나 회경전, 건덕전, 선경전, 강안
전 등의 正殿이 많고 그 외에 복원궁 등 도교 사원입니다. 결국 도교 의례의 중요한 초제(醮祭)가 본궐 내
에서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도교의 풍수사상으로 건설되는 이궁의 역할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셋째, 현재까지 출토된 청자와의 주요 제작 시기는 12세기이기 때문에 본 발표도 ‘고려 12세기’라고 한
정을 한 것 같습니다. 원론적인 질문인 것 같지만 왜 12세기에만 중점적으로 청자와가 제작되었을까라는 
점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서 보시면, 고려 전체 기간 동안 도교 행사나 의례가 예종, 인종, 의종년간에 
많이 시행되었지만 그 이전 시기인 문종, 선종, 숙종연간이나 이후 시기인 고종, 원종, 충렬왕대에도 적지 
않게 시행되었습니다. 청자와의 사용이 도교 사상과 관련이 있다면 적어도 무신정권이 무너지고 왕권이 회
복되면서 도교의례가 다시 시작되는 13세기 후반 경에는 청자와가 제작되어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
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 13세기에는 도교의례와 관련된 명문이 새겨진 청자가 제작됩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제작된 청자와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제한다면 12세기 청자와의 제작에 도교 사상 이외에 
다른 요인이 있거나 12세기 도교 사상만이 가지는 특별한 요소가 있었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청자와의 
제작이 왜 12세기에 집중되고 그 이후에는 보이지 않는지에 대한 발표자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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