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高麗 鐵畵‘成’銘靑瓷의 特徵과 製作時期

한 성 욱 한국문화유산연구원

Ⅰ 머리말

Ⅱ 鐵畵‘成’銘靑瓷의 現況과 特徵
1. 鐵畵‘成’銘靑瓷의 現況

2. 鐵畵‘成’銘靑瓷의 特徵

Ⅲ 鐵畵‘成’銘靑瓷의 製作時期

Ⅳ 맺음말



고려청자는 그동안 많은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편년 자료의 부족으로 제작 시기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따라서 절대 년대를 갖는 자료의 발굴은 고

려청자 연구에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의 해결을 위

한 자료 가운데 하나가 명문(銘文) 도자이다. 명문 도자

는 특정 시기에 특정 목적을 위해 한정된 장소에서 생

산되는 특징을 갖고 있어 제작시기와 제작체제, 제작

자, 제작지, 사용처 등을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

다. 또한 이들 명문 도자는 대부분 반복 다량 생산되는

예가 많아 도자의 조합관계와 유통구조 등을 연구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굽 안바닥에 철화 안료를 사용하여

‘成’자를 적고 있어 쉽게 구별할 수 있는‘成’명청자

역시 전라남도(全羅南道) 강진군(康津郡) 대구면(大口

面) 사당리(沙堂里) 7호 가마터(강진청자박물관 경내)

에서만 출토되고 있어 그 생산지가 한정되어 있는 특징

국문초록

鐵畵‘成’銘靑瓷는 全羅南道 康津郡 大口面 沙堂里 7호 가마터에서만 출토되는 특징적 청자로 붓을 이용하여 굽

안바닥중앙에銘文을쓰고있다. 명문이눈에잘띄지않은곳에표기되어있으며, 필체가다양하여생산에여러사

람이참여하 음을알수있어제작자보다는工房을표기하 던것으로추정된다. 또한釉藥과胎土, 器形, 文樣, 燔

法등品格이同一하여같은제작기법을사용하여같은시기에제작되었음을쉽게알수있다. 器種은 과大 , 

匙, 盞, 盒, 甁 등 日常 生活容器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施文技法은 陰刻과 象嵌보다 壓出陽刻 기법을 특히 선호하

으며, 음각보다 상감의 예가 적어 이 시기 상감기법이 보편화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문양은 菊花文과 牡丹文,

鸚鵡文, 蓮瓣文, 蓮唐草文 등으로 권위나 위엄의 의미를 갖는 특별한 문양은 확인되지 않는다. 굽은 합과 접시의 일

부를 제외하고 대부분‘U’자형으로 성형하 으며, 燔法은 耐火土 비짐이 일부 있으나 全面 施釉 후 굽 안바닥 3~4

곳에 硅石을 받쳐 굽고 있다. 生産時期는 현재 사당리 7호 가마터 이외의 유적에서는 확인되지 않아 유사한 성격을

갖는 유적 출토품과의 비교를 통해 13世紀 2/4分期에 생산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고품격의 양질청자에 비

해 상대적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일반적인 양질청자가 중심을 이루고 있어 王室 등의 최상류층보다 한 단계 낮은 계

층에 공급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成’銘靑瓷는 그동안 全盛期 음·양각 기법의 청자를 모두 12세기대로 편년하면

서발생하 던 13세기전반의공백을보완할수있는편년자료로그중요성이매우크다고하겠다.

주제어 : 鐵畵‘成’銘靑瓷, 康津 沙堂里 7號 陶窯址, 13世紀 2/4分期, 良質靑瓷, 上流層

I. 머리말

Mun Hwa Jae Vol 41, No. 2, Dec 2008, p. 61~78
Copyrightⓒ2008,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高麗 鐵畵‘成’銘靑瓷의 特徵과 製作時期

한 성 욱
한국문화유산연구원

[투고일자 : 2008. 07. 08 / 심사일자 : 2008. 11. 17 / 게재확정일자 : 2008. 11. 25]



적인 청자이다. 한편 생산지가 사당리 7호 가마터 한

곳만 확인되어 제작 시기도 한정될 수 밖에 없어 절대

편년자료가 많지 않은 고려청자 연구에 더욱 유용한 자

료이다1).

이들‘成’명청자는 1232년 강화 천도 이후 폐허가

된 것으로 추정되는 파주(坡州) 혜음원(惠陰院)2)을 비

롯하여 1237년 축조된 강화(江華) 희종(熙宗) 석릉(碩

陵)3), 13세기 2/4분기 층위를 갖는 일본 가나가와현

(神奈川縣) 가마쿠라시(鎌倉市) 와카미야오지(若宮大

路) 주변유적에서4) 출토되어그 제작 시기가 1230년대

를 중심으로 한 13세기 2/4분기로 알려져 있는‘○’문

청자와5) 기형·문양 등의 제작 기법이 매우 유사하여

같은 시기에 제작되어 유통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成’명청자는 생산 지역과 제작 시기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로 도자사 편년뿐만 아니라 유적의

성격을 이해하는데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자료들이다.

‘成’명청자는 고려청자의 연구에 매우 유효한 자료

임에도불구하고1940년대野守健에의해처음언급된6)

이후 크게 주목받지 못하 다. 그러나 최근 그 중요성

이 부각되어7) 일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그 제작 시기

를 12세기 전반~13세기 전반으로 폭 넓게 파악하고 있

는등8) 구체적인연구성과는미흡한편이다. ‘成’명청

자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청자의 제작 시기는 넓게 볼

수 있으나 특정 가마에서 한정된 시기에 생산된‘成’명

청자는 그 시기를 보다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

다. 또한이의정확한생산시기등을정리하는것은청

자의 편년과 유통, 소비 등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과제

이다. 따라서‘成’명청자의 정확한 특징과 제작 시기를

규명하는 것은 편년 자료의 부족에서 오는 고려청자의

연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한편‘成’명청자의 정확

한 정리는 고려 중기 청자의 하한과 후기 청자의 시작

을 연결할 수 있으며, 시기가 불분명한 유적의 편년 정

립에도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

에서는‘成’명청자의 정확한 현황과 특징을 정리한 후

생산시기등그성격을검토하고자한다.

1. 鐵畵‘成’銘靑瓷의 現況

‘成’명청자는 모두 37점이 확인되고 있는데 전세

품 5점을 제외하면 생산지인 강진 사당리 7호 가마터

에서 출토되었으며 소비유적에서 출토된 예는 없다(표

1)9). 기종은 완과 대접, 접시, 잔, 합, 병 등으로 일상

생활용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들‘成’명청

자도 일반적인 예처럼 일상 생활용기를 중심으로 제작

되었음을알수있다. 이들청자는모두철화안료를사

용하여 굽 안바닥에‘成’자를 적고 있어 쉽게 판별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백토로 적고 있는 예(사진 46)가

1점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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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鐵畵‘成’銘靑瓷의現況과特徵

* 이 에서 鐵畵‘成’銘靑瓷는‘成’명청자로‘○’문과‘⊙’문청자는‘○’문청자로 줄여 사용하 다.
1 ‘成’銘靑瓷는 현재 강진 사당리 7호 가마터에서만 확인되고 있으나‘成’銘類型靑瓷가 강진의 사당리와 용운리 등 여러 가마터에서 확인되고 있어 발굴조사가

실시된다면 추가로 확인될 가능성도 있다.
2 ① 姜京男, 2003, 「坡州 惠陰院址 出土 高麗靑磁 硏究」, 檀國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② 朴慶植 外, 2006, 『坡州 惠陰院址 發掘調査 報告書』, 檀國大學校 埋藏文化財硏究所.
3 韓盛旭, 2003, 「碩陵 出土 靑瓷의 性格」『江華 碩陵』, 國立文化財硏究所, pp.147~164.
4 若宮大路周邊遺跡群發掘調査團, 1999. 『若宮大路周邊遺跡群-小町一丁目106番1他地点 第1次-』.
5 韓盛旭, 2007, 「高麗 陰刻‘○’文과‘⊙’文靑瓷의 硏究」『古文化』70, 韓國大學博物館協會.
6 野守健, 1944, 『高麗陶磁の硏究』, 淸閑舍, pp.106~108.
7 ① 具一會, 2007, 「扶安郡 柳川里 高麗陶磁 硏究」『美術史論壇』25, 韓國美術硏究所, pp.76~79.

② 具一會, 2008, 「高麗中期 靑磁 가마의 運營-‘成’字銘 靑磁群을 中心으로-」『高麗 中期 靑磁製作의 時代的 考察』康津靑磁博物館, pp.43~65.
③ 韓盛旭, 2007, 앞의 논문, pp.147~148. 

8 具一會, 2007, 앞의 논문, pp.78~79.
9 ① 康津靑磁資料博物館, 2000, 『高麗靑磁, 康津으로의 歸鄕-銘文·符號 特別展-』, p.48.

② 啓明大學校博物館, 2004, 『開校50周年記念 新築博物館 開館展示圖錄』, pp.178, 183.
③ 具一會, 2008, 앞의 논문, pp.43~65.
④ 國立文化財硏究所, 2006, 『日本 寧樂(네이라쿠)美術館 所藏 韓國 文化財』, pp.58, 159.
⑤ 鄭良謨·秦華秀, 1992, 『高麗陶瓷銘文』, 國立中央博物館, pp.21~29.
⑥ 野守健, 1944, 앞의 책, pp.106~108.

10 백토로‘成’자를 쓴 예는 사당리 21호 가마터에서 출토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나(鄭良謨·秦華秀, 1993, 앞의 책, p.23.) 지표조사 결과 상감여의두문대와 상
감선문대 등의 문양을 갖는 14세기대 청자가 확인되고 있어 재고가 요구된다(海剛陶磁美術館, 1992, 『康津의 靑磁窯址』p.311.).



1) (그림 1①, 사진 1)

현재 1점만 확인되고 있는데, 기형은 내저면이 좁

고 측사면이 사선을 이루는 유형이다. 전면(全面) 시유

(施釉)하 으며 내외 전면에 빙렬이 있다. 문양은 확인

되지 않는다. 받침은 뚜렷하지 않으나 굽 바닥에 규석

을 받쳤으며, 내저면에 잡티가 많아 단독 번조(燔造)하

던것으로판단된다.

2) 大 (그림 1②~1⑧, 사진 3~21)

대접은 크게 내저곡면식(內底曲面式; 1유형; 8점)

과 내저원각식(內底圓刻式; 2유형; 11점)의 2유형이 확

인된다. 1유형인 내저곡면식은 구연을 완만하게 내만

하도록 성형하 는데, 상대적으로 높이가 낮은 기형이

일부확인된다(그림 1②). 번법(燔法)은전면시유후굽

바닥을 닦아낸 후 굽 바닥에 내화토(耐火土) 비짐을 받

쳐 번조한 1점(사진 5)을 제외하고 모두 전면 시유 후

굽 안바닥에 규석(硅石)을 받쳐 번조하 다. 문양은 음

각앵무문(5점)과 양각모란문(1점), 양각연판문(3점)이

확인된다. 음각앵무문은 내저면에 2마리의 앵무가 서

로 꼬리를 바라보도록 대칭으로 배치하 으며 내측면

6곳에 간략한 구름문을 등간격으로 시문하 다(그림 1

②, 사진 3·5·44). 외면은 무문이다. 양각모란문은

내측 전면에 압출양각(壓出陽刻) 기법으로 모란문을 시

문한 유형으로 외면은 무문이다(사진 6). 양각연판문은

고부조(高浮彫)의 연판문을 외측면에 시문하고 있다(그

림 1③, 사진 8). 높이가 낮은 대접은 1줄 음각선대를

구연또는구연과내저면에돌리고있다11).

2유형인 내저원각식은 내저원각이 작은 것(사진

10)과 상대적으로 큰 것(그림 1④, 사진 11·13·15·

17·18)으로나누어지며, 또한내저원각을음각으로시

문한 예(사진 21)가 있다. 번법은 전면 시유 후 굽 안바

닥에 대부분 규석을 받쳤으나 2점은 내화토 비짐(사진

11·18)을 받쳐 번조하 다. 문양은 음각앵무문(4점)과

음각연당초문(陰刻蓮唐草文; 1점), 양각연당초문(2점),

양각모란문(1점), 양각연판문(2점) 등이 확인된다. 음각

앵무문(그림 1④, 사진 10·11)은 내저면에 음각국당초

문(陰刻菊唐草文)을 시문한 후 내측면에 2마리의 앵무

가 서로 꼬리를 바라보도록 대칭으로 배치하고 있다.

또한 앵무의 상하 각 2곳에 음각 구름문을 대칭으로 시

문하고 있다. 외면은 무문이다. 음각연당초문(사진 21)

은 음각의 내저원각을 갖는 유형으로 내면 전체에 문양

을 시문하고 있으며 외면은 무문이다. 양각연당초문(그

림 1⑤·1⑥, 사진 13·45)은 압출양각 기법으로 시문

하 는데 내저면에 연화문을 배치한 후 내측면 전체를

연당초문으로 장식하 다. 외면은 무문이다. 양각모란

문(그림 1⑦, 사진 15)은 압출양각 기법을 이용하여 내

면 전체에 모란절지문(牡丹折枝文)을 시문하 으며, 외

면은 무문이다. 양각연판문은 내저곡면식처럼 고부조

의 연판문을 외측면에 시문하고 있다(그림 1⑧, 사진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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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① 鄭良謨·秦華秀, 1992, 앞의 책, p.22.
② 野守健, 1944, 앞의 책, p.108.

<사진 3> 청자음각앵무문대접(‘成’명; 개인 소장)

<사진 1> 청자완(‘成’명; 개인 소장)

<사진 2> 청자완(‘○’문; 강진청자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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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청자음각앵무문대접(‘⊙’문; 강진청자박물관)

<사진 5> 청자음각앵무문대접(‘成’명; 국립중앙박물관)

<사진 6> 청자양각모란문대접(‘成’명; 강진청자박물관)

<사진 7> 청자양각모란문대접
(‘⊙’문; 南原 實相寺,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사진 8> 청자양각연판문대접(‘成’명; 국립중앙박물관)

<사진 9> 청자양각연판문대접(‘○’문; 일본 靜嘉堂文庫美術館)

<사진 10> 청자음각앵무문대접(‘成’명; 계명대학교박물관)

<사진 11> 청자음각앵무문대접(‘成’명; 국립중앙박물관)

<사진 12> 청자음각앵무문대접
(‘⊙’문; 파주 혜음원, 한백문화재연구원)

<사진 13> 청자양각연당초문대접(‘成’명; 국립중앙박물관)



3) 匙(그림 1⑨·1⑩, 사진 22~31)

접시는 평저 굽에 직립의 구연을 갖는 유형(1유형;

1점)과 평저 굽에 측면이 사선을 이루는 유형(2유형; 1

점), 측면선이 저부에서 꺾여 완만한 곡면을 이루는 절

요형(折腰形 3유형; 3점), 구연이 화형으로 성형된 유

형(4유형; 1점) 등 크게 4유형으로 나누어진다. 번법은

모두 전면 시유 후 굽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단독 번조

하 던것으로판단된다.

1유형은 굽을 성형하지 않은 평저에 직립 구연을

갖춘 접시로 문양은 없다(사진 22). 2유형은 평저굽에

측면 사선을 이루는 접시로 구연 여러 곳을 살짝 파내

어 화형으로 성형하 다. 문양은 압출양각 기법을 이용

하여 내면에만 양각초화문을 시문하 다. 내저면 중앙

은 원권(圓圈) 내에 초화문을 시문하 으며, 내저면 가

장자리는 능화형(稜花形)의 화형대(花形帶)를 돌렸다.

구연부 역시 능화형의 화형대를 돌리고 있는데, 구연의

화형 부분에 시문된 연결부는 꽃봉오리 형태를 띠고 있

다(사진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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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8> 청자양각연판문대접(‘成’명; 국립중앙박물관)

<사진 19> 청자양각연판문대접(희종 석릉; 국립문화재연구소)

<사진 20> 청자대접(‘成’명; 고현도예문화관)

<사진 21> 청자음각연화문대접(‘成’명; 국립중앙박물관)

<사진 17> 청자양각연판문대접(‘成’명; 국립중앙박물관)

<사진 14> 청자양각모란문대접(‘成’명; 국립중앙박물관)

<사진 15> 청자양각연당초문대접
(보령 원산도 해저유적;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사진 16> 청자양각모란문대접
(보령 원산도 해저유적; 국립해양유물전시관)



3유형은절요형 접시로 압출양각 기법을이용한 양

각모란절지문(2점)과 상감국화문(1점)이 확인된다. 양

각모란문의 경우 내저면에만 시문한(그림 1⑨) 것과12)

내면 전체에 시문한(사진 26) 예가 있다. 상감국화문

(사진 28)은 내저면의 문양만 확인되는데 중앙에 흑백

상감의 국화문을 시문한 후 주위에 백상감의 원형 뇌문

대(雷文帶)를 돌리고 있다. 그 주변에 다시 흑백상감의

국화문을 등간격으로 배치한 후 내저면 가장자리에 백

상감의 파상문대(波狀文帶)를 돌리고 있다. 4유형은 화

형전접시로 외측에서 내측으로 눌러 화형을 표현하

다. 문양은 압출양각 기법으로 시문하 는데 내저면은

중앙에 초화문을 시문한 후 내저 가장자리에 여의두문

대(如意頭文帶)를 돌리고 있다. 내측면은 각 화면(花面)

에꽃봉오리를시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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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2> 청자접시(‘成’명; 국립중앙박물관)

<사진 23> 청자접시(‘○’문; 부안청자전시관)

<사진 24> 청자양각초화문접시(‘成’명; 국립중앙박물관)

<사진 25> 청자양각초화문접시(명종 지릉; 국립중앙박물관)

<사진 26> 청자양각모란문접시(‘成’명; 국립중앙박물관)

<사진 27> 청자양각모란문접시
(보령 원산도 해저유적;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2 鄭良謨·秦華秀, 1992, 앞의 책, p.26.

<사진 28> 청자상감국화문접시(‘成’명; 미상)

<사진 29> 청자상감국화문잔
(‘○’문; 강진청자박물관)

<사진 30> 청자상감국접문
통형잔(‘○’문; 호암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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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鐵畵‘成’銘靑瓷 ·大 · 匙

<사진 31> 청자양각초화문접시(‘成’명; 국립중앙박물관) <사진 32> 청자양각초화문접시(원덕태후 곤릉; 국립문화재연구소)



4) 盞(그림 2①~2④, 사진 33~36)

잔은 문양이 없으며 팽이처럼 생긴 반구형(1유형;

2점)과 양각연판문을 시문한 통형(2유형; 3점)으로 구

분된다. 1유형의 반구형 잔은 완만한 측면선을 이루며

구연은 살짝 내만되었다(그림 2①, 사진 33). 번법은

전면 시유 후 굽 바닥 또는 굽 안바닥에13) 규석을 받쳐

번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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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3> 청자잔(‘成’명; 국립중앙박물관)

<사진 34> 청자잔(‘○’문; 강진청자박물관)

<사진 35> 청자양각연판문통형잔(‘成’명; 국립중앙박물관)  

<사진 36> 청자양각연판문통형잔(‘成’명; 개인 소장)

<사진 37> 청자양각연판문통형잔(‘○’문; 강진청자박물관)

13 野守健, 1944, 앞의 책, p.108.

<그림 2> 鐵畵‘成’銘靑瓷 盞·盒



2유형은 크기가 작은 것(그림 2②, 사진 35)과 상대

적으로큰기형(그림 2③·2④, 사진 36)이확인되는데,

문양은 외측면에 모두 고부조의 연판문을 시문하 다.

번법은 모두 전면 시유 후 굽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번

조하 다. 통형잔은대개잔과같은문양을갖춘뚜껑과

잔받침이조합을이루고있으나잔만확인되고있다.

5) 盒(그림 2⑤, 사진 38·39)

합은몸체에뚜껑을갖추고있는동일유형으로2점

이 확인된다. 뚜껑은 원형으로 어깨부분의 당초문대에

맞추어 완만하게 꺾인 후 구연부는 수직으로 성형하

다. 몸체는외측저부에굴곡선대가있어상하를구분하

고 있으며, 구연은 드림새를 두어 뚜껑과 맞도록 하

다. 굽은 속굽(안굽)으로 2점 모두 접지면(接地面)에 규

석을받쳐번조하 다. 그리고서로맞닿는뚜껑구연과

몸체드림새는시유한다음유를닦아낸후내화토를받

쳐함께번조하 다. 따라서뚜껑과동체를처음부터함

께포개제작하 음을알수있다14). 문양은청자상감국

화문과청자상감모란문을주문양으로갖추고있다.

청자상감모란문(그림 2⑤, 사진 38)은 뚜껑 상면에

만 문양을 시문하 다. 중앙에 한 송이의 커다란 모란

절지문을 시문한 후 가장자리에 음각당초문대를 돌려

마무리하 다.

청자상감국화문(사진 39)의 경우 상면 중앙에 흑백

상감의 원권문을 돌려 문양대를 구분한 후 내측은 재차

흑백상감의 능형문(菱形文)을 시문하여 5개의 공간으

로 나누고 있다. 각 공간에는 간략하면서 단아한 흑백

상감 국화문을 시문하 다. 상면 가장자리는 음각당초

문대(陰刻唐草文帶)를 돌렸으며, 측면 구연부에는 뇌문

대를 시문하 다. 몸체는 구연부에만 문양을 시문하

는데뚜껑과같은뇌문대를돌렸다.

6) 甁(사진 41)

병은일본나라(奈良)의네이라쿠(寧樂)미술관소장

청자상감국화문‘成’명병 1점만알려져있다. 기형은 동

체의 중심이 아래쪽에 있고 넓고 낮은 굽을 갖추고 있

어 안정감을 준다. 문양은 동체 중앙부 3곳에 간략하면

서 단아한 흑백상감 국화절지문을 등간격으로 시문하

다. 전면시유후굽바닥의유약을닦아내고여러개

의내화토비짐을받쳐번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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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이는 군산 비안도 해저유적에서 여러 점 출토된 盒의 예에서도 알 수 있다(國立海洋遺物展示館, 2004, 『群山 飛雁島 海底遺蹟』, pp.107~110.).

<사진 38> 청자상감모란문합(‘成’명; 국립중앙박물관)

<사진 41>  청자상감국화문병(‘成’명; 일본 寧樂美術館)

<사진 42> 청자상감국화문
통형잔(‘○’문; 강화 관청리, 

한강문화재연구원) 

<사진 43> 청자상감국화문잔
(보령 원산도 해저유적;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사진 39> 청자상감국화문합(‘成’명; 계명대학교박물관)

<사진 40>  청자상감국화문합(‘○’문; 호림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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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의 일부는 그림을 기본으로 필자가 재작성하 으며, 출전 번호는 주 9)의 세부 번호와 같다. 野守健이 기록한 26점 가운데 3점은 현재 정확한 소개가 없어 작성
하지 않았다.

소장처 : 1 = 康津靑磁博物館, 2 = 啓明大學校博物館, 3 = 古現陶藝文化館, 4 = 國立中央博物館, 5 = 個人, 6 = 寧樂美術館(日本).

완 무문 1① 1 - - 5.0 0.3 ○ 5 -

음각앵무문 3 5.0 17.0 7.0 - 곡면 3 5 - 전세

음각앵무문 1② 3.8 18.4 6.3 - 곡면 ○ 4 ⑤

음각앵무문 5 - - - - 곡면 4 4 -

1
음각앵무문 - - - - 곡면 3 4 ⑥

음각앵무문 44 - - - - 곡면 ○ 4 -

양각모란문 6 - - 7.5 0.3 곡면 1 ① 초벌

양각연판문 1③ 8 - - 7.1 - 곡면 ○ 4 ⑤

양각연판문 - - 7.3 0.6 곡면 1 ① 초벌

대접 음각앵무문 10 7.7 16.5 5.9 0.3 3.1 3 2 ② 전세

(19) 음각앵무문 1④ 11 - - 6.1 - 3.9 ○ 4 ⑤

음각앵무문 45 - - - - - ○ 5 -

음각앵무문 46 - - - - - 4 ⑤ 백토

양각연당초문 1⑤ 13 - - 6.7 - 3.6 ○ 4 ⑤

2 양각연당초문 1⑥ 47 - - 6.5 0.5 4.0 3 5 -

양각모란문 1⑦ 15 - - 6.8 - 5.4 ○ 4 ⑤

양각연판문 1⑧ 17 - - 7.0 - 4.5 ○ 4 ⑤

양각연판문 18 - - - - - 3 4 ⑥

무문 20 - - 6.5 0.4 - ○ 3 ①

음각연당초문 21 - - 6.9 - - ○ 4 ⑤

1 무문 22 - - - - 3 4 ③

2 양각초화문 24 - - - - ○ 4 ⑤

접시 양각모란문 1⑨ - - 6.9 - 3 4 ⑤

(6) 3 양각모란문 26 - - - - ○ 4 ⑤

상감국화문 28 - - - - ○ - ⑥

4 양각초화문 1⑩ 31 2.8 12.0 7.1 - 3 4 ⑤

1
무문 2① 33 5.1 8.6 4.2 - ○ 4 ⑤

잔
무문 - - - - ○ 4 ⑥

(5)
양각연판문 2② 35 6.7 8.3 5.6 - ○ 4 ⑤

2 양각연판문 2③ - - 7.7 - 4 4 ⑤

양각연판문 2④ 36 - - 7.6 0.3 ○ 5 -

합 상감모란문 2⑤ 38 4.4 9.0 4.4 3 4 ⑤ 전세

(2) 상감국화문 39 3.9 9.5 4.4 3 2 ② 전세

병 상감국화문 41 13.1 3.7 6.1 - ○ 6 ④ 전세

<표 1> 鐵畵‘成’銘靑瓷 現況

기종
(수량) 유형 문양 그림 사진

높이 입 지름 굽 지름 굽 너비 내저원각 내화토 규석

크기(cm) 받침
소장처 출전 비고



2. 鐵畵‘成’銘靑瓷의 特徵

‘成’명청자는 모두 37점이 확인되는 다량 생산의

명문 청자로 모두 굽 안바닥에 명문을 적고있다. 굽 안

바닥에 명문을 적고 있는 청자는 반복 시문의 편리함을

위해 대부분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하여 음각으로 적고

있거나 도장을 이용하여 인각(印刻)하고 있으나‘成’명

청자는 특징적으로 철화 안료를 사용하여 적고 있다.

철화 역시 상감에 비하면 간편한 필기 방법이나 굽 안

바닥에철화로명문을쓴예는‘仇色’명과‘仇’명, ‘金’

명청자등의사례가있으나그예가많지않다15). ‘成’

명의 표기는 성형이 완료된 후 붓을 이용하여 철화로

굽안바닥중앙에쓰고있어쉽게판별할수있다. 그러

나 잘 보이지 않은 굽 안바닥에‘成’한 자만을 표기

하고 있어 일반적인 예처럼 官司銘 등 사용자를 위한

명문보다 제작자 또는 생산 공방을 표기하기 위한 명문

으로 판단된다16). 특히 필체가 자신이 있어 활달하게

쓴 것과 그리듯이 치졸하게 쓴 것 등 다양하게 확인되

어 여러 사람이 표기하 음을 알 수 있어 특정 제작자

보다는 생산 공방을 표기하 을 가능성이 많다. 한편

사당리7호가마터와인접한8호와23호, 27호(그림 3)

에서 생산된 같은 시기의 특징적 부호인‘○’문청자 역

시 제작지로 추정되고 있어 동일 성격의 명문을 시문하

여제작공방을표기한것으로판단된다.

이들‘成’명청자는 명문뿐만 아니라 유약과 태토,

기형, 문양, 번법등품격이동일하여같은제작기법을

사용하여 같은 시기에 제작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기종은 완(1점)과 대접(19점), 접시(6점), 잔(5점), 합(2

점), 병(1점) 등이 확인되는데 대접과 접시의 수량이 많

으며, 특히 접시는 수량은 많지 않으나 기형이 다양하

다(표 1). 따라서 이들‘成’명청자도 일반적인 예처럼

일상 생활용기를 중심으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상용기 중심의 가마 운 은 가마 출토품뿐만 아니라

생활유적인파주혜음원17)과유통과정에침몰된해저

유적출토청자에서도쉽게확인된다18).

시문기법은 무문(5점)과 음각(10점), 양각(15점),

상감(4점) 기법이 확인되며, 문양은 음각앵무문(9점)과

음각연당초문(1점), 양각연당초문(2점), 양각모란문(4

점), 양각연판문(7점), 양각초화문(2점), 상감국화문(3

점), 상감모란문(1점) 등으로 권위나 위엄의 의미를 갖

는 특별한 문양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내외면 모

두에 문양을 시문한 예는 없으며, 음각 문양은 앵무문

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앵무문을 매우 선호하

음을 알 수 있다. 양각 문양은 내면의 경우 모두 도범

(陶范)을 이용한 압출양각 기법을 이용하여 시문하고

있으며, 외면은 양각 연판문을 시문하고 있다. 소량 확

인되는 상감 문양은 내면에도 확인되고 있으나 음·양

각 기법으로 시문하기 부적합한 외면에 주로 시문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 같은 기형에 동일한 문양의 장식

의장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 도범을 이용하거나 모본(模

本)을 기준으로 동일 품격의 기명(器皿)을 다량 생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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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康津 沙堂里 7號 가마터 위치

15 ① 康津靑磁資料博物館, 2000, 앞의 책, p.47.
② 鄭良謨·秦華秀, 1992, 앞의 책, p.115.

16 ① 金允貞, 2008, 「高麗末·朝鮮初 王室用 磁器의 製作體系 硏究」『美術史學硏究』260, 韓國美術史學會, pp.35~66.
② 鄭良謨·秦華秀, 1992, 앞의 책.
명문 표기의 가장 큰 목적은 제작 시기와 제작처(제작자), 사용처(사용자), 관리처를 표기하는 것이다. ‘成’銘靑瓷는 이 가운데 제작처와 사용처, 관리처를
표기한 예에 속할 수 있는데 사용처와 관리처를 알리는 명문은 대부분 내면 또는 외측면에 표기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官司銘을 표
기한 예들도 대부분 官司名을 정확하게 기입하고 있어‘成’명청자와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현재‘成’의 의미는 강진 사당리 7호 가마 생산품임을 알리는
이외의 구체적인 성격을 유추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17 朴慶植 外, 2006, 앞의 책.
18 ① 張南原, 2006 『高麗中期 靑瓷의 硏究』, 慧眼, pp.139~158.

② 張南原, 2008, 「海底引揚 靑瓷로 본 高麗陶瓷의 製作과 流通」『高麗 中期 靑磁製作의 時代的 考察』, 康津靑磁博物館, pp.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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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4> 청자음각앵무문대접(‘成’명; 국립중앙박물관)

<사진 45> 청자음각앵무문대접(‘成’명; 개인 소장)

<사진 46> 청자음각앵무문대접(‘成’명; 국립중앙박물관)

<사진 47> 청자양각연당초문대접(‘成’명; 개인 소장) 

19 張南原, 2003, 『高麗中期 靑瓷의 硏究』, 梨花女子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pp.96~102. 
20 鄭良謨·秦華秀, 1992, 앞의 책, p.24.
21 國立海洋遺物展示館, 2006, 『新安船』靑瓷·黑釉, pp.86, 92.

음을 알 수 있다. 특히‘成’명청자의 경우 시문기법

은 음각과 상감보다 압출양각 기법을 특히 선호하 으

며, 음각기법보다 상감기법의 예가 적어 이 시기 상감

기법이 보편화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양질청

자에 압출양각 기법이 널리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

데, 이 기법은 동일한 기형과 문양 등을 갖출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양질청자의 대량 생산에 주로 이용되었

던기법으로이시기에가장많이사용되었다19).

‘成’명청자는 대부분 문양을 시문하고 있는데, 문

양이 없는 예는 완(사진 1)과 대접(사진 20), 접시(사진

22), 잔(사진 33)에서일부확인되고있다. 대접의경우

저부만 남아 있어 시문 여부가 불분명하며, 이외의 기

형은 그릇의 크기가 작아 시문이 불편하여 문양이 없는

기형들로 일반적으로 확인되는 예이다. 대접에서만 확

인되는 음각 문양은 연당초문(사진 21)을 제외하고 모

두 앵무문(사진 3·5·10·11·44)만 확인되는데 이는

길고 활달한 문양의 특성상 넓은 내면을 갖는 대접이

시문에 적합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음각연당초문은

선을 얕게 깎아 유려한 곡선으로 시문하고 있는데 이러

한 예는 고려 청자에서는 쉽게 확인되지 않은 기법으로

중국 남송대(南宋代)의 롱취안요(龍泉窯)에서 생산되는

대접에서 확인되는 유형으로20) 신안(新安) 해저유적에

서도 유사한 시문 기법이 확인되고 있다21). 그리고 대

접의 양각 문양은 내면과 외면에 따라 시문기법을 달리

하고 있다. 내면은 모두 도범을 이용한 압출양각 기법

으로 시문하고 있으며, 외면은 고부조의 연판문을 선호

하고 있다. 고부조의 연판문은 대접과 통형잔에서만 확

인되는데, 이는 면이 넓은 외측에 시문되어야 장식 효

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문양의 특성과 시문의 편리함을

반 한것으로추정된다.

양각 문양은 외면에 시문된 연판문을 제외하면 모

두 내저면이 넓은 대접과 접시에 도범을 이용하여 압출

양각으로 시문하고 있는데 역시 시문의 편리함 때문으

로판단된다. 즉, 넓은면을갖는대접과접시의내측면

이 누르면서 시문하는 문양의 특성에 보다 편리하기 때

문이다. 그리고 평저화형접시(2유형; 사진 24)와 화형

전접시(4유형; 사진 31)에 시문된 양각초화문은 동일

기형에 가장 보편적으로 시문되는 문양이다. 한편 상감

기법은 여백을 살린 간략하면서 단아한 문양을 시문하

고 있는데 내면(그림 2⑤, 사진 38·39)보다 외면에 많

이 사용되고 있다. 소량 확인되는 합은 상감과 음각기

법을 함께 시문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문청자(사진 40)에서도확인되고있다.

굽은 합과 접시의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U’자형



을 이루고 있다. 번법은 모두 전면 시유 후 굽 안바닥에

규석(27점) 또는 내화토 비짐(2점)을 받쳐 번조하고 있

는데, 병(사진 41)과 대접 1점(사진 5)만 예외적으로 전

면 시유 후 유약을 닦아낸 다음 굽 바닥에 내화토를 받

쳐 번조하고 있다. 따라서‘成’명청자는 일반적인 양질

청자처럼‘U’자형 굽을 갖고 있으며, 전면 시유 후 굽

안바닥3~4곳에규석을받쳐번조하 음을알수있다.

이상에서 파악되는‘成’명청자의 기형과 시문 기

법, 문양구성, 번법등의제작방법은파주혜음원과22)

보령(保寧) 원산도(元山島) 해저유적23), 강화 희종 석릉
24), 강화 원덕태후(元德太后) 곤릉(坤陵)을25) 비롯하여

강화의 다양한 유적에서26) 확인되고 있어 시기적 특징

을 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成’명청자가 생

산된 사당리 7호 가마 주변의 8호와 23호, 27호 가마

터에서 확인되는‘○’문청자와도27) 동일한 양상을 보

여주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成’

명청자는 대부분 내저면(內底面)에 잡티가 묻어 있거나

태토(胎土)에 잡물과 기포가 많아 규석 받침의 경우 갑

발(匣鉢)을 사용하지 않은 단독 번조품(燔造品)으로 추

정되며, 내화토 받침은 포개구이의 최상(最上)에서 번

조하 던 것으로 생각된다. 즉‘成’명청자는 고품격의

최상품 양질청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일반적인 양질청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같은 가마

에서 생산된‘御件’명청자와 주변 가마에서 생산된

‘○’문청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御件’명청자(사진 48)와‘成’명청자 이

외의 사당리 7호 가마터 출토품 역시 고품격 양질 청자

와 일반적인 양질 청자가 함께 확인되어 동일 가마에서

한 시기에 다양한 품질의 청자를 생산하 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유통과정에서 침몰한 보령 원산도 해저유

적에서도28) 확인되는특징이다.

‘成’명청자는 강진 사당리 7호 가마터에서만 확인

되는 특징적인 자료로 왕실용임을 상징하는 고품격의

‘御件’명청자(사진 48)와 함께 출토되어 특히 주목을

받았다29). 또한 사당리 7호 가마터는 다른 가마터와 격

리되어 유물의 교란이 전혀 없어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가마터이다. 사당리 7호 가마터에서 확인되는 기

종은 완과 대접, 접시, 잔, 반(盤), 병, 향로, 뚜껑 등으

로 일반적인 예처럼 일상생활 용기를 중심으로 가마가

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가운데 접시와 대접이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하고 있어 일상용기가 중심을 이

루며 일부 위신재(威信財)인 향로와 매병 등을 소량 생

산한 것으로 추정된다. 시문기법은 무문과 음각, 양각,

상감 기법 등이 확인되며, 문양은 음각연화문과 음각앵

문문, 음각파도문, 음각파어문(陰刻波魚文), 음각보상

화문(陰刻寶相華文), 양각연판문, 양각초화문, 양각국

화문, 양각연당초문, 양각모란당초문 등이 있다. 또한

상감을 시문한 잔과 매병 등이 소량 출토되었으며, 철

화초화문(鐵畵草花文)도확인되고있다30).

이들 7호 가마터 출토품은‘成’명청자와 같은 유사

한 기형과 문양 조합을 갖추고 있으며, 역시 음·양각

기법의 문양이 가장 많으며 상감은 소량 확인되고 있

다. 그리고 고품격의 양질청자와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

은 일반적 양질청자가 함께 확인된다. 특히 음각파도문

대접과 음각파어문대접, 음각보상화문완, 상감국화문

잔 등은‘成’명청자에서 확인되지 않은 문양으로 품질

이‘成’명청자에 비해 높다. 또한 음각연화문연화형향

로(陰刻蓮花文蓮花形香爐)와 양각도철문원형향로(陽刻

文圓形香爐), 음각연화문매병도 특징적인 기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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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鐵畵‘成’銘靑瓷의製作時期

22 朴慶植 外, 2006, 앞의 책.
23 國立海洋遺物展示館, 2007, 『保寧 元山島 水中發掘調査 報告書』.
24 國立文化財硏究所, 2003, 『江華 碩陵』.
25 國立文化財硏究所, 2007, 『江華 高麗 王陵-嘉陵·坤陵·陵內里石室墳-』.
26 韓盛旭, 2004, 「江華의 江都時期 陶瓷文化」『仁川文化』2, 仁川廣域市立博物館, pp.109~135.
27 韓盛旭, 2007, 앞의 논문.
28 國立海洋遺物展示館, 2007, 앞의 책.
29 ① 鄭良謨·秦華秀, 1992, 앞의 책, pp.11~13.

② 海剛陶磁美術館, 1992, 『康津의 靑磁窯址』, pp.280~282. 
③ 野守健, 1944, 앞의 책, pp.106~107.

30 海剛陶磁美術館, 1992, 앞의 책, pp.280~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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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① 海剛陶磁美術館, 1992, 앞의 책, pp.280~281.
② 野守健, 1944, 앞의 책, pp.106~107.

32 海剛陶磁美術館, 1992, 앞의 책.
33 朴慶植 外, 2006, 앞의 책.
34 國立海洋遺物展示館, 2007, 앞의 책.
35 ① 尹龍二, 1989, 「康津郡의 陶窯址」『康津郡의 文化遺蹟』, 木浦大學校博物館.

② 崔宣一, 2000, 「靑磁 굽바닥에 새긴 標識의 實體와 意味 -康津窯址 出土品을 中心으로-」『高麗靑磁 康津으로의 歸鄕 -銘文·符號 特別展-』, 康津靑磁
資料博物館.

③ 崔淳雨, 1982, 『韓國靑磁陶窯址』, 韓國精神文化硏究院.
④ 海剛陶磁美術館, 1992, 앞의 책.

36 韓貞華, 2005, 「扶安 柳川里 出土 高麗靑瓷의 硏究」, 圓光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pp.62~65.
37 具一會, 2008, 앞의 논문, pp.61~64(具一會는 강진과 부안의 경우 소수의 장인 집단에 의해 꾸준히 운 된 결과로 파악하고 있다.).
38 具一會, 2008, 앞의 논문, p48.
39 朴慶植 外, 2006, 앞의 책.
40 國立文化財硏究所, 2003, 앞의 책.
41 國立文化財硏究所, 2007, 앞의 책.
42 ① 國立全州博物館, 2006, 『全北의 高麗靑磁 다시 찾은 翡翠色』, pp.128~133. 

② 韓盛旭, 2001, 「高麗後期 靑瓷의 器形變遷」『美術史學硏究』232, 韓國美術史學會, p.66.
43 ① 姜京男, 2003, 앞의 논문.

② 朴慶植 外, 2006, 앞의 책.
44 韓盛旭, 2003, 앞의 논문, pp.147~164.
45 若宮大路周邊遺跡群發掘調査團, 1999, 앞의 책.

로 그 품질이‘成’명청자에 비해 고품격으로 위신재 역

할을 하 을 것으로 추정된다. 굽은 대부분‘U’자형으

로 받침은 규석과 내화토가 함께 확인되는데 고품격의

양질청자는 모두 굽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갑발에 넣어

번조하고 있으나 내화토 받침은 상대적으로 품질이 떨

어지는 일반적인 양질청자를 번조하는데 주로 사용하

고 있다31). 이처럼 같은 가마 생산품으로 품질이 다른

예는 같은 기형과 문양을 갖춘 기명(器皿)에서도 확인

되고 있으며(사진 50), 주변 가마인 8호와 23호, 27호

에서도확인되는양상이다32).

사당리 7호 가마터에서 출토된‘成’명 이외의 청자

도 유태(釉胎)와 기형, 문양, 번법 등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하기 위해 같은 제작 기법으로 비슷한 시기에 제작

하 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시문 기법도 음·양각을 중

심으로 일부 상감 기법이 확인되고 있어‘成’명청자와

같은 성격을 이루고 있다. 이처럼 이 시기는 음·양각

청자를 중심으로 상감청자는 소량 생산되고 있는데 이

는‘成’명청자와 유사한 시기에 생산되었으며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어 그 조합상을 알 수 있는 파주 혜음원

과33) 보령 원산도 해저유적34) 출토 청자들도 유사한 특

징을보이고있어이를뒷받침하고있다.

‘成’명청자와 함께 번조된‘御件’명청자는 현재 사

당리 7호 가마 이외의 유적에서는 출토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그 제작 시기는‘成’명청자와 유사한 성격을 갖

는 유적 출토품과 비교하여 유추할 밖에 없다. 현재까

지‘成’명청자에 대해 유적 출토품과의 구체적인 비교

검토를 통해 편년을 제시한 예는 없다. 다만‘成’명청

자가 확인되는 사당리 7호와 주변의 사당리 8호와 23

호, 27호가마의운 시기를 12~13세기로추정하거나
35), 12~13세기 강진과 부안 청자의 비교 검토를 통해

12세기 후반36) 또는 12~13세기 전반에37) 제작한 것으

로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편년은 일정한 장소에

서 거의 같은 시기에 운 되었음을 전제한다면38) 그 제

작 시기가 구체적이지 못하거나 생활유적과의 비교 검

토가 부족하다. 따라서‘成’명청자와 유사한 성격을 갖

는 청자들의 생산 시기는 다양할 수 있으나‘成’명청자

는 구체적인 생산 시기를 밝힐 필요성이 있다. 현재

‘成’명청자와 가장 유사한 성격의 청자들이 출토되는

유적들로 편년을 유추할 수 있는 유적은 몽고의 침입으

로 1232년 강화로 천도하면서 폐허가 된 파주 혜음원

과39) 1237년 축조의 강화 희종 석릉40), 1239년 축조의

강화 원덕태후 곤릉을41) 비롯하여 몽고병의 파괴로

1255년 수축(修築)한 명종(明宗) 지릉(智陵)42)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파주 혜음원은 왕실 사찰로 다종다양의

많은 청자가 출토되어 좋은 비교 자료가 되고 있다. 또

한 1232년 하한의 파주 혜음원과43) 1237년 축조의 강

화 희종 석릉44), 13세기 2/4분기 층위를 갖는 일본 가

나가와현(神奈川縣) 가마쿠라시(鎌倉市) 와카미야오지

(若宮大路) 주변유적에서45) 출토되어 그 제작 시기가

1230년대를 중심으로 한 13세기 2/4분기로 밝혀진



‘○’문청자가46) 출토되어 그 생산 시기를 알 수 있는

보령 원산도 해저유적47) 등이‘成’명청자와 비교할 수

있는 편년 자료들이다. 특히 원산도 출토품과‘○’문청

자는생산지와생산시기, 제작기법등그성격이뚜렷

하고 예들도 많아‘成’명청자와 가장 비교되는 자료들

이다. 이들 자료는‘成’명청자에서 확인되는 기형과 문

양, 번법 등이 동일하게 확인되어 생산 시기 유추에 결

정적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문청자는 사당

리 7호의 주변인 사당리 8호와 23호, 27호 가마에서

생산되었으며, 품질을 제외한 기형과 문양, 번법 등 모

든 제작 기법이 유사하여 가마의 지근성(至近性)과 함

께유물상호간의친연성이뚜렷한비교자료이다48).

이들 비교 유적에서 출토되는 청자는 품질의 차이

는 있으나 모두 음·양각 기법을 이용한 시문이 절대적

으로 많으며 상감은 소량으로 여백을 살린 간략하면서

단아한 문양을 선호하고 있다. 또한 일부 내화토 받침

도 있으나 대부분 굽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번조하고

있으며 굽 형태도‘U’자형을 띠고 있는 등 기형과 문

양, 번법 등의 제작 기법이‘成’명청자 또는 사당리 7

호 가마터 출토품과 매우 유사하여 같은 시기에 제작되

어 유통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문청자가 출

토되고 있는 사당리 8호와 23호, 27호 가마는‘成’명

청자가 생산된 사당리 7호 가마와 모두 인접하여 있으

며 같은 제작 기법과 장식 의장을 갖추고 있는 등 동일

한 성격을 유지하고 있어 한정된 시기에 함께 운 되었

거나 짧은 시기에 순차적으로 운 되었을 가능성이 매

우높다.

‘成’명청자와 비교할 수 있는 유적은 현재까지 조

사결과모두 13세기 2/4분기에집중되어있음을알수

있다. 따라서‘成’명청자 역시 13세기 2/4분기에 사당

리 7호 가마에서 생산하여 유통되었던 것으로 추정된

다. 한편 사당리 7호와 함께 운 된 8호와 23호, 27호

의 가마들이 순차적으로 운 되었다면‘○’문청자에

비해 상감문양이 소량 확인되며 내외면에 문양을 함께

시문하지 않는 등 문양 구성이 단순한‘成’명청자가

‘○’문청자보다 상대적으로 빠를 것으로 생각된다. 그

리고 1255년 수축의 명종 지릉 출토품 가운데 상감 문

양을시문한여지문대접(사진 49)과국화문접시는‘成’

명청자와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즉, ‘成’명청자의

상감 문양은 여백을 살려 간략하면서 단아하게 시문하

고 있는데 비해 지릉 출토품은 그릇에 꽉 차게 시문하

고있어시기적차이가있음을알수있다. 따라서지릉

출토품은‘成’명청자와 유사성도 있으나 상이점도 많

아‘成’명청자가 1255년 이전에 생산되었음을 알려 주

고 있다. 이는‘成’명청자가 13세기 2/4분기에 생산되

었음을더욱뒷받침하는자료라고판단된다.

강진사당리7호와8호, 23호, 27호가마는운 시

기도 중복되고 다양한 품질을 함께 번조하고 있는데,

강진과 함께 양질청자 생산의 한 축을 담당하 던 부안

(扶安) 유천리(柳川里) 가마 역시 7구역에서 조사된 5기

의 가마가 유사한 시기에 함께 운 되었으며 여러 품질

을 함께 번조하고 있어 수요층에 따라 생산과 공급을

계획적으로 조정하 던 것으로 보인다49). 따라서 사당

리 7호의생산품은‘御件’명청자를 비롯한 고품격의 양

질 청자와 함께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은‘成’명청자 등

일반적 양질 청자를 함께 생산하여 공급하 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한 시기에 여러 품질을 함께 생산하 음

은 유통과정에서 침몰한 보령 원산도 등의 해저유적에

서도확인되고있다50). 한편이시기‘成’명청자와유사

한 기형과 문양 등의 성격을 갖는 청자는 사당리 뿐만

아니라 강진 용운리(龍雲里)와 부안 유천리·진서리(鎭

西里), 대전(大田) 구완동(舊完洞), 음성(陰城) 생리(笙

里) 등의 가마터에서도 확인되고 있어 이 시기 넓은 지

역에확산된보편적장식의장이었음을알수있다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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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韓盛旭, 2007, 앞의 논문.
47 國立海洋遺物展示館, 2007, 앞의 책.
48 이들 유적과 유물(‘○’문청자)에서 확인되는 청자의 대부분은‘成’명청자와 그 성격이 유사하여‘成’명청자와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정리하 으며, 기형과

문양 등 세부 내용은 비교 사진을 제시하 다.
49 ① 具一會, 2007, 앞의 논문, pp.69~70.

② 韓貞華, 2005, 앞의 논문, pp.46~68.
50 張南原, 2008, 앞의 논문, pp.36~38.
51 ① 具一會, 2008, 앞의 논문, pp.43~65.

② 張南原, 2001, 「‘康津類形’의 共有 現狀을 通해 본 11~12世紀 靑瓷의 性格」『美術史學硏究』231, 韓國美術史學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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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具一會, 2007, 앞의 논문, 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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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8> 청자음각용문접시(‘御件’명, 강진청자박물관)

<사진 49> 청자상감여지문대접(명종 지릉; 국립중앙박물관)

<사진 50> 청자음각앵무문대접
(강진 사당리 7호 가마터; 강진청자박물관)

‘成’명청자는 현재까지 관아와 사찰을 비롯한 생활

유적과 고분, 해저유적 등에서 출토된 예가 없어 정확

한 수요층과 수요처를 파악할 수 없다. 그런데‘成’명

청자는 기형과 문양은 유사하지만 고품격 청자에 비해

유색과 태토 등 품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며 대부분 내

저면에 잡티가 있거나 태토에 잡물과 기포가 많아 갑번

보다는 단독 번조로 추정된다. 따라서 고품격의 양질

청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았음을 쉽게 알 수

있어 왕실 등 최상류층보다 한 단계 낮은 계층에 공급

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같은 사당리 7호 가마터

에서 번조된‘御件’명청자와 주변의 8호와 23호, 27호

가마에서 생산된‘○’문청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품

질이 낮았음을 의미한다52). 즉, ‘御件’명청자와‘○’문

청자의수요층이왕실과유력호족, 상급관아, 대찰등

이었다면53)‘成’명청자는 이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단계의 계층에서 유통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成’명청자 역시 단아한 조형미와 간결한 문양을 갖추

고 있으나‘○’문청자 등에 비해 그 질이 떨어져 수요

계층이달랐음을알수있다.

고려청자는 그동안 많은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편년 자료의 부족으로 제작 시기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따라서 절대 년대를 갖는 자료의 발굴은 고

려청자 연구에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의 해결을 위

한 자료 가운데 하나가 명문 도자이다. ‘成’명청자는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7호 가마터에서만 출

토되는 특징적 청자로 제작 시기도 한정되어 있어 고려

청자의 연구에 매우 유용한 자료이다. 이 은 현재까

지 확인된‘成’명청자를 정리하여 13세기 2/4분기 양

질청자의성격과편년정립에일조하고자작성하 다.

‘成’명청자는 현재까지 소비 유적에서 출토된 예는

없으며 모두 생산지인 강진 사당리 7호 가마터에서 확

인되고 있다. 명문은 붓을 이용하여 철화로 굽 안바닥

중앙에 쓰고 있어 쉽게 판별된다. 명문이 눈에 잘 띄지

않은 굽 안바닥에 표기되어 있어 사용처나 관리처보다

는 제작자 또는 생산 공방을 표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필체가 다양하여 여러 사람이 참여하 음을 알 수

있어 제작자보다는 생산 공방을 표기하 던 것으로 추

정된다. 그리고 유약과 태토, 기형, 문양, 번법 등 품격

이 동일하여 같은 제작 기법을 사용하여 같은 시기에

제작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기종은 완과 대접, 접

시, 잔, 합, 병 등이 확인되어 일반적인 예처럼 일상용

기 중심으로 생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시문기법은 음

각과 상감보다 압출양각 기법을 특히 선호하 으며, 음

각보다 상감의 예가 적어 이 시기 상감기법이 보편화되

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 가장 많이 사용된

Ⅳ. 맺음말



압출양각 기법은 동일한 기형과 문양 등을 갖출 수 있

는 장점으로 인해 양질청자의 대량 생산에 주로 이용되

었던 기법이다. 문양은 음각앵무문과 음각연당초문, 양

각연당초문, 양각모란문, 양각연판문, 양각초화문, 상

감국화문, 상감모란문 등으로 권위나 위엄의 의미를 갖

는 특별한 문양은 확인되지 않는다. 굽은 합과 접시의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U’자형을 이루고 있으며, 번

법은 내화토 비짐이 일부 있으나 일반적인 양질 청자처

럼 대부분 전면 시유 후 굽 안바닥 3~4곳에 규석을 받

쳐번조하고있다.

‘成’명청자는 현재 사당리 7호 가마터 이외의 유적

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그 제작 시기는

‘成’명청자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유적 출토품과 비교

하여유추할밖에없다.‘成’명청자와가장유사한성격

의 청자들이 출토되는 유적은 몽고의 침입으로 1232년

강화로 천도하면서 폐허가 된 파주 혜음원과 1237년

축조의 희종 석릉, 1239년 축조의 원덕태후 곤릉,

1255년 수축의 명종 지릉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1232

년 하한의 파주 혜음원과 1237년 축조의 희종 석릉, 13

세기 2/4분기 층위를 갖는 일본 가나가와현(神奈川縣)

가마쿠라시(鎌倉市) 와카미야오지(若宮大路) 주변유적

에서 출토되어 그 제작 시기가 13세기 2/4분기로 밝혀

진‘○’문청자가 출토되어 그 생산 시기를 알 수 있는

보령 원산도 해저유적 등이 있다. 이들 유적에서 출토

되는 청자는 품질의 차이는 있으나‘成’명청자와 기형,

문양, 번법 등 제작 기법이 모두 유사하여 같은 시기에

제작되어 유통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成’명

청자 역시 13세기 2/4분기에 사당리 7호 가마에서 생

산하여 유통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사당리 7호

에서는 여러 품질의 청자를 함께 생산하 는데, 이는

유통과정에서 침몰한 보령 원산도 등의 해저유적에서

도 확인되는 특징이다. 또한 이시기‘成’명청자와 유사

한 기형과 문양 등의 성격을 갖는 청자는 사당리 뿐만

아니라 강진 용운리와 부안 유천리·진서리, 대전 구완

동, 음성 생리 등의 가마터에서도 확인되고 있어 이 시

기 넓은 지역에 확산된 보편적 장식 의장이었음을 알

수있다.

‘成’명청자는 대부분 내저면에 잡티가 묻어 있거나

태토에 잡물과 기포가 많아 규석 받침의 경우 갑발을

사용하지 않은 단독 번조품으로 추정되며, 내화토 받침

은 포개구이의 최상에서 번조하 던 것으로 생각된다.

즉‘成’명청자는 갑발에 넣고 번조한 고품격의 최상품

양질청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일반적

인 양질청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成’명청자는 왕

실과 유력 호족, 상급 관아, 대찰 등 최상류층보다 한

단계낮은계층에공급되었던것으로추정된다.

‘成’명청자는 그동안 전성기 음·양각 기법의 청자

를 모두 12세기대로 편년하면서 발생하 던 13세기 전

반의 공백기를 보완할 수 있는 편년 자료로 그 중요성

이매우크다. 즉, 상감문양을그릇전면에시문하는 13

세기 후반 상감청자와의 간격을 메울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판단된다. 이 에서는‘成’명청자에 대한 현황

과 성격만을 검토하 는데 향후 보다 많은 자료가 확보

되어‘成’명청자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청자들까지 정

리한다면 중기 청자의 변천과 후기 청자의 시원을 밝히

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또한 생산지인 사당

리 7호 가마터 발굴과 유통을 비롯한 소비 성향을 알

수 있는 해저유적과 생활유적, 고분 등에서‘成’명청자

가출토되어더욱정확한성격이밝혀지길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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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eladons painted in underglaze iron brown ‘Sung(成)’inscription are characteristic

celadons excavated only at the No. 7 kiln site located at Sadang-ri(沙堂里), Daegu-myeon(大口

面), Gangjin-gun(康津郡), Jeollanamdo(全羅南道), Korea and has inscription in the inner center

of the foot by brush. The inscription was marked where it is not easily seen. it can be

assumed that since it showed a variety of hand writings, many people were involved in

manufacturing these celadons and the ‘Sung’inscription was marked after workshop rather

than manufacturer. It was also found that quality of glaze, paste, shape, pattern and firing

method were same and these were manufactured with the same techniques in the same

period.  Kinds of these celadons were mainly sets of tablewares including bowl with handle,

bowl, plate, cup, bowl with cover and bottle.  Raised relief designs using extrusion technic

were especially preferred rather than incised designs and inlaid designs. Cases of using inlaid

designs were not frequently found compared to incised designs, thus it can be assumed that in

this period, inlaid designs were not generally used.  Special designs having the meaning of

authority or dignity such as chrysanthemum, peony, parrot and lotus plate designs were not

found.  Foot was molded with ‘U’type except some bowls with cover and plates and firing

was done after glazing the whole surface of the ceramic with the support of quartzite at 3 to

4 places of inner bottom of foot.  Production period of these celadons with ‘Sung’inscription

can not be confirmed from other excavation sites outside of No. 7 kiln site at Sadang-ri since

there are no other excavation sites whose relics bear ‘Sung’inscription. Through comparison

research with other relics bear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celadons from tombs, temple sites,

shipwrecks, production period of these celadons with ‘Sung’inscription can be assumed as

second quarter of 13th century. And since the quality of these celadons are generally inferior

to the top-quality celadons which were supplied to royal familes and high-ranking

aristocrats, it can be deducted that these celadons with ‘Sung’inscription were supplied to

classes lower than royal familes and high-ranking aristocrats. So it is considered that

Celadons with ‘Sung’inscription have a great significance as a chronological material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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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on ‘Sung(成)’Inscribed Cela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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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ment the blank of the first half of the 13th century because most of celadons with

raised relief designs and engraved relief designs were attributed to 12th century, the period of

prosperity.

KeyWords : Celadon Painted in Underglaze Iron Brown ‘Sung(成)’Inscription, No 7 Kiln

Site at Sadang-ri(沙堂里) Gangjin(康津), the Second Quarter of the 13th

Century, Celadon of Good Quality, High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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