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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궁성은 개성에 위치하고 있다는 유적의 특수성으로 인해 유물에 대한 단편적인 접근만이 가능하였으나, 본고에

서는 고려궁성 내 전각군의 배치와 역사 기록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출토 자기들을 해석해보았다. 그중 명문·기호 

자기는 유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들을 제공하므로 해당 건물지의 시기와 성격, 궁궐의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추정

해볼 수 있다.

8차에 걸쳐 진행된 고려궁성의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자기들의 전반적인 양상을 살펴보았으며, 고려궁성에서 출토

된 18종의 명문·기호 청자들을 특징·시기별로 분류하였다. 

본고에서는 13세기 후반으로 편년되었던 ‘소전(燒錢)’명 청자들을 고려궁성 발굴조사 결과와 문헌 기록에 근거하여 

13세기 전반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았다. 이는 ‘소전’명 청자와 공반하는 기호(○, ⊙) 청자, ‘성(成)’명 청자의 편년, 그리

고 이들 청자가 중앙건축군의 선경전(宣慶殿, 회경전) 뒤편에서 출토되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이다. 13세

기 후반에는 초제가 서부건축군의 강안전(康安殿, 대관전)에서 대부분 행해졌고, ‘소전’명 청자가 출토된 선경전 구역에

서 초제가 거행된 것은 강화 천도(1232~1270) 직전인 13세기 전반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8차 발굴조사에

서 출토된 ‘소전’명 청자 잔을 비롯한 다수의 잔과 잔탁은 13세기 전반 선경전에서 거행된 초제에서 사용되었을 가능성

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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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개성 만월대(滿月臺)로 잘 알려진 고려궁성에 대한 

남북 공동 발굴조사는 2007년부터 2018년 까지 8차에 걸

쳐 진행되었다.1 고려궁성 발굴조사는 개성이라는 지역적

인 특수성과 매우 제한된 인원으로 짧은 기간 내에 발굴 

및 출토 유물 정리 작업을 마쳐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제약

으로 인해 충분히 연구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처음 조사가 시작되고 대형의 원통형 청자가 발견되

면서 최고급 도자의 수요처였던 고려궁성 출토 도자에 대

해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하지만 출토 유물의 전반

적인 양상을 파악할 수 없고 주목할 만한 새로운 자료들이 

추가로 확인되지 않아 처음의 관심과는 달리 연구가 활발

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유물에 대한 자료 부족

과 접근이 어렵다는 점이 활발한 연구를 가로막는 요인이

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직접 발굴조사에 참여하여 전반적인 

출토 도자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고려궁성 8차 조사

(2018. 10.~12.) 출토품을 중심으로 고려궁성 출토 도자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고려궁성에서는 여러 종류

의 명문·기호 청자가 출토되었으며, 8차 조사에서는 ‘소전

(燒錢)’, ‘성(成)’명 청자가 출토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명

문과 기호 자기, 공반 유물들을 유구의 성격과 함께 고찰

해보고, 이를 통해 명문·기호 청자의 편년 일부를 다시 검

토해보고자 한다.

Ⅱ. 개성 고려궁성(만월대) 출토 자기

1. 개성 고려궁성

태조 왕건이 철원에서 왕위에 오른 이듬해인 919년 

정월에 자신의 근거지인 송악(松嶽)의 남쪽으로 도읍을 

옮기면서 궁궐을 창궐하였다. 이 궁궐이 바로 개성의 만월

대로 잘 알려진 고려의 정궁(正宮)이다.

고려궁성은 광종·현종대에 몇 차례 대규모 중수가 있

었고, 1126년(인종 4)에 이자겸의 난으로 대궐이 불타게 되

어 크게 중수하였는데, 이때 전각들의 명칭을 대대적으로 

변경하였다.2 이후 1232년(고종 19)에 몽골 침입으로 인해 

강화에 궁궐을 조영하고 천도하였다. 개경 환도 이후 1270

년(원종 11)에 중건이 이루어졌으나 원상태로 복구되지 못

하고 규모가 축소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중수 내역을 중

심으로 고려궁성의 주요 연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919년(태조 2) 궁궐 창궐[創宮闕]

961~963년(광종 12~14) 궁궐 중수[修宮闕, 重修大內]

1011년(현종 2)     거란의 침략으로 대궐 소실

 [契丹主入京城, 焚燒太廟·宮闕·民屋皆盡]

1020~1023년(현종 11~14) 궁궐 중수[重修大內]

1126년(인종 4)   (이자겸의 난으로) 대궐 소실[焚宮闕]

1132~1138년(인종 10~16)   궁궐 중수[修宮闕] 

전각과 궁문의 명칭을 고침 

[改諸殿閣, 及宮門名, 御書額號]

1171년(명종 원년) 화재로 소실[夜宮闕災]

1179~1187년(명종 9~17) 대궐 중건[修宮闕]

1225년(고종 12)   내전 수리[修葺內殿], 4개의 전각 및 

낭무(廊廡)에 화재[儲祥·奉元·睦親·舍

元四殿,災,延燒禁城廊廡一百三十 七閒]

1 2005년 11월 개성에서 열린 ‘개성 역사유적 세계문화유산 등재 지원을 위한 남북공동학술대회’에서 개성 역사유적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남북공동 

발굴조사가 제안되었다.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을 바탕으로 2006년 1월 남북은 개성 역사유적 발굴에 대한 포괄적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같은 해 2월에 북한이 발

굴조사 대상으로 고려궁성(만월대)을 제안하였고, 남북이 협의하여 이듬해인 2007년부터 지금까지 남북 공동 발굴조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특히 2015년에 중단되

었다가 2018년 10월에 다시 재개하여 약 50일간(2018. 10. 27. ~ 12. 10.) 8차 공동조사가 실시되었다. 이 공동조사는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 남북역사학자

협의회, 민족유산보호지도국(중앙력사박물관·민족유산보존사), 민족화해협의회가 참여하고 있다.

2 『고려사』, 1138년 5월 26일 경술(庚戌). “改諸殿閣, 及宮門名, 御書額號. 會慶殿改宣慶, 乾德改大觀, 文德改修文, …… , 重光改康安, …… 唯慶寧殿·秘書閣, 不改”. 

본고에서는 전각 명칭 변경에 따른 혼란을 피하기 위해 1138년(인종 16) 이후 기록에서는 변경된 전각명을 사용하였으며 괄호 안에 변경 전의 명칭을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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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2년(고종 19)    (몽골 침입으로 인해) 강화로 천도

[遷都江華]

1270년(원종 11)   개경 환도, 사판궁으로 이어[王還舊京, 

御沙坂宮]

1361년(공민왕 10)   (홍건적의 침입에 의해) 개경 함락

[賊陷京城]

여러 차례의 중수가 이루어지는 동안 별궁(別宮, 이

궁)인 수창궁이나 연경궁(延慶宮)이 대궐의 역할을 대신

하였다. 황제들은 본궐이 중수되는 기간을 비롯하여 많

은 시간을 별궁에서 기거하였다. 강화에서 환도한 이후에

는 궁궐이 황거(皇居)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되고, 의례나 

사신 영접 등의 행사를 위한 공간 정도로 사용되었다. 이

밖에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은 일은 별궁 등에서 거행하는 

경우가 잦았다.3 이를 증명하듯 13세기 후반이 되면 『고려

사』에서 ‘본궐’이라는 단어는 거의 등장하지 않게 된다.

송악산 아래 위치한 고려궁성은 자연 지형을 이용하

여 축조되었다. 고려궁성은 남북으로 이어진 축대를 기

준으로 중심건축군과 서부건축군으로 나뉜다(그림 1). 두 

건축군은 대형의 계단을 통해 연결되어 왕래할 수 있다. 

본궐에는 회경전(會慶殿, 선경전)과 건덕전(乾德殿, 대관

전)이라는 두 개의 정전(正殿)이 있다. 고려 초부터 정전

으로 사용되었던 건덕전은 서부건축군에 위치하고 있고, 

그 위(북)쪽으로 내전(內殿) 등이 위치한다.4 중심건축에 

위치한 또 다른 정전인 회경전은 현종 연간에 새롭게 건

립된 것으로 여겨진다.5 서부건축군과 중심건축군은 형성

된 시기에 차이는 있지만 동시에 운영되었다. 그러나 강

화에서 환도한 이후에는 중심건축군은 거의 복구되지 못

하고 서부건축군의 강안전(康安殿, 중광전)이 정전의 역

할을 대신하였다.6 따라서 복구되지 못했던 선경전 등 중

심건축군은 사실상 거의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개성 고려궁성에 대한 조사를 보면  1~7차는 서부건

축군에 대한 조사였고, 2018년의 8차 조사는 이전과는 달

리 중심건축군에 대한 조사였다(그림 2, 표 1). 8차 조사

는 선경전(회경전)과 장화전(長和殿) 사이 중심 축대 구

역으로, 출토품의 성격을 살피는 데 있어서 이전 조사와 

건축군이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7 

3 김창현, 2002, 『고려 개경의 구조와 그 이념』, 신서원, p.197. 

4 건덕전이 서부건축군에 속한 정전임은 분명하나 아직까지 정확한 전각의 위치를 알 수 없다. 추정 건덕전 건물지군(제9건물지군)에 대한 발굴조사가 2010년

에 있었으나 해당 건물지군이 건덕전임을 확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5 회경전은 1029년(현종 20)에 처음 『고려사』에 등장하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현종 연간에 이루어진 두 번째 궁궐 중수 시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6 개경 환도 이후에 궁궐이 중수될 때 강안전·의봉루(儀鳳樓)·구정(毬庭)·경령전(景靈殿) 등은 복구되었다. 하지만 정전인 선경전(宣慶殿, 회경전)과 대관전(大

觀殿, 건덕전)에서 지속적으로 거행되던 각종 행사(도량, 초제, 외교행사 등)에 대한 기록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경 환도 이후에도 선경전과 대

관전은 복구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창현, 2002, 위의 책, p. 205.

7 조선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91, 『조선유물유적도감』10, 외국문종합출판사, pp.136~165;  한인호, 1994, 「만월대 중심건축군의 원덕전터 발굴보고」 『조선고고

연구』 3, pp.12~16. 회경전·원덕전을 중심으로 한 중심건축군에 대한 발굴조사(1973~1974, 1994년 이전)는 북한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현재는 정비

가 되어 있어 추가적인 발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따라서 2018년 8차 발굴조사는 중심건축군 지역에 대한 조사로 매우 의미가 있다. 

그림 1 고려궁성(만월대)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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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토 자기의 양상

1~8차 고려궁성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유물을 이미 

발간된 보고서·도록의 내용과 정리 중인 사진 자료, 실사

(實査) 등을 참고하여 <표 1>로 정리하였다.8

고려에는 많은 별궁과 강도(江都) 시기의 궁성이 있

었지만, 고려 전기에서 후기까지 고려의 정궁은 송악산 

아래의 고려궁성(만월대)이다. 따라서 고려궁성에서 출

토되는 유물의 시기는 고려 전(全) 시기에 해당한다. 하

지만 고려 후기로 보이는 유물은 매우 소량이며, 수습된 

유물의 시기가 고려 전기와 중기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고려 중기 유물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비교적 전·중기의 유물이 집중되어 출토되

는 것은 앞서 살펴본 고려궁성의 운영과도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강화에서 환도한 이후에는 서부건축군에 

위치한 강안전에서 의례나 사신 영접 등을 거행했을 뿐 

별궁이 사실상 황거의 기능을 했기 때문에, 고려 후기에 

고려궁성의 운영은 매우 축소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여러 차례의 화재와 중수로 인해 이른 시기 유물

의 상당량은 이미 유실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궁궐이 비

교적 정상 운영되었던 고려 중기의 유물이 출토품의 다수

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건물지군에 따라 출토 자기의 시기와 품질에 차이를 

보이기도 하고, 특징적인 명문과 문양, 기종 등이 확인되

어 일부 건물지군의 성격을 추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9

3. 8차 조사 출토 자기

중심건축군인 8차 발굴조사 구역에서는 강화 천도

(1232년, 고종 19) 이전 시기로 추정되는 고려 중기의 유물

이 집중적으로 출토되었다. 8차 조사 구역은 선경전(회경

전)과 장화전 사이 중심 축대 구간으로(그림 2), 중심건축

군과 서부건축군을 연결하는 대형 계단과 배수로 등이 확

인되었다. 이 배수로를 중심으로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었

는데, 표토층에서 수습된 소량의 후대 유물을 제외하면 기

종별로 형식·기법 등의 양상이 거의 유사하여 짧은 시간 

동안 매몰된 것으로 추정된다.10 8차 조사 출토품의 가장 

특기할 만한 사항은 잔의 출토율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아직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아 수량 등을 기재할 수

는 없으나, 출토된 자기의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 대략 정

리하면 <표 2>와 같다.11

8 1~3차 발굴은 보고서에 수록된 고찰을 중심으로 유물 사진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4~6차 발굴은 수습된 유물의 양이 매우 적고 별도의 고찰이 없어서 보고

서에 수록된 사진과 유물 기술 등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7차는 보고서가 아직 발간되지 않아 정리 중인 사진을 통해 유물의 양상을 파악하였다. 8차는 필자가 

발굴조사에 참여하여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開成 高麗宮城 - 試掘調査報告書』; 『개성 고려궁성』; 2012,『개성 고려궁성 

– 남북 공동 발굴조사 보고서 Ⅰ』; 2015, 『개성 고려궁성 – 남북 공동 발굴조사 보고서 Ⅱ』. 

9 발굴이 완료되지 않아 전체적인 양상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후기 유물이 집중되는 유구는 환도 이후에도 꾸준히 운영되었던 강안전 구역일 가능성이 높다. 이밖

에 출토품과 기록 등을 비교하여 건물지의 대략적인 성격을 추정해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국건축역사학회 2019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하였다. 박

지영, 2019, 「개성 고려궁성(만월대) 출토 銘文·記號 청자와 建物址의 성격」 『한국건축역사학회 2019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건축역사학회, pp. 257-260.

10 표토층에서 14세기 대접 소량(약 2점)과 분청사기, 조선백자 편 등이 수습되었다.

11 도면은 참고용으로 고려궁성 출토 유물의 도면이 아님을 밝혀둔다.

그림 2 고려궁성 배치도: 발굴 차수(1~8차) 및 건물지군(1~9)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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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고려궁성 연차별 출토 자기의 양상 

차수 조사기간 조사지역 출토 자기의 양상 비고(중심시기)

1차

시굴

2007. 5 ~ 

2007. 7   

서부건축군

(시굴조사)

•전기: 옥환저 발, 접시 굽바닥에 ‘尙’, ‘井’, ‘尙井’, ‘進井’의 점각명문 

•  중기 

- 전반적으로 양질 청자 중심 

- 음각·양각·압출양각·상감·퇴화 

- 백색내화토, 규석, 모래 섞인 내화토 빚음 받침 

- 음각 뇌문 잔탁 

•후기: 거의 발견되지 않음

•   중국 자기: 경덕진계 압출양각 백자, 흑유자(건요나 길주요계), 월주요계 청자(추정), 

요주요계 청자

전기

·

중기2차

발굴

2007. 9 ~ 

2007.11  

서부건축군 발굴

(제1건물지군) 

3차

발굴

2008.11 ~ 

2008.12
서부건축군 발굴

(제2·3건물지군)

•  전기: 한국식 해무리굽이나 퇴화해무리굽 확인, 잔탁 출토

•  중기 

- 전반적으로 양질 

- 양각·압출양각·상감·퇴화 

- 규석, 백색내화토, 모래 섞인 내화토빚음 받침 

- 대접, 음료 용기, 돈(墩) 등 

- 청자 저부에 ‘○’와 ‘⊙’ 기호

•  후기: 중기에 비해 유물의 질이 좋지 않음. 발, 접시

•  중국 자기: 경덕진계 압출양각 백자, 흑유자(건요나 길주요계)

중기

·

후기

4차

발굴

2010. 3 ~ 

2010. 5   

서부건축군 

발굴조사

(제9건물지군)

•  수습 유물 소량 

- 상감(국화, 구름), 무문
중기

5차

복구

2011.11 ~ 

2011.12

서부건축군 

복구조사

(제4건물지군)

•  전기 

-   해무리굽, 옥환저, 잔탁, 화형 접시 등 수습, 초기 청자 계열의 유색과 백색내화토  

빚음 받침 사용

   - 해무리굽 계열의 고려백자   

•  중기 

- 음각, 양각, 압출양각, 상감, 철화 

- 규석, 모래 섞인 내화토 빚음 받침 

- 연판문, 앵무문, 파어문  

- 합, 화형 전접시, 통형 잔, 잔탁 

•  후기: 거의 발견되지 않음

•  중국 자기: 경덕진계 백자, 흑유자(건요나 길주요계)

전기

·

중기

6차

발굴

2014. 7 ~ 

2014. 8   

서부건축군 

발굴조사

(제5건물지군) 

•  전기: 평저 바닥에 ‘井’의 점각명문

•  중기 

- 음각·압출양각·상감 

- 규석, 모래 섞인 내화토 빚음, 모래 

- ‘⊙’ 기호(청자 압출양각 국당초문 접시)  

- 청자 수키와(무문), 잔탁(돌출형, 잔형), 합, 병(반구형 구연) 등

전기

·

중기

7차

발굴

2015. 6 ~ 

2015.11  

서부건축군

발굴조사

(제6·7·8
건물지군) 

•   전기 

- 옥환저, 평저 

- 백색내화토 빚음 

- 발(화형발), 접시 등 

- 점각명문(玄, 玄尙, 尙, 尙井, 進井, 井, 供, 供上, 供◯, 竹, 辛斤)
•  중기 

- 음각, 양각, 압출양각, 상감, 투각, 철화 

- 규석, 모래 섞인 내화토 빚음, 모래 받침 

- 용문, 봉황문, 쌍어문, 여지문 등 

- 약연봉(藥碾棒), 타호, 베개, 향로, 자판(磁板), 기대(器臺), 기와 등 

- 기호(○, ⊙) 

•  후기 

- 간지(庚午, 壬申)명, 상감 대접 등

제6건물지군: 

전기·중기

제7·8건물지군: 

중기·후기

8차

조사

2018.10 ~ 

2018.12

중심건축군 

서편 축대

 발굴조사 및 

정비 현황조사

• 전기 

- 점각명문 ‘井’

•  중기 

- 음각, 양각, 압출양각, 상감, 퇴화 

- 규석, 모래 섞인 내화토 빚음, 모래 받침 

- 연판문, 앵무문, 파도문 

- 잔, 잔탁, 합, 고려백자 등 

- 퇴화해무리굽, 다리굽 

- 명문(燒錢, 成), 기호(○, ⊙) 

•  후기: 거의 발견되지 않음

•  중국 자기: 경덕진계 백자, 흑유자(건요나 길주요계), 요주요계 청자, 정요계 백자

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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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반구형(半球形) 또는 팽이형 잔으로 불리는 기형으로,  강진 용운리 10호-Ⅱ층 <나·다> 유형의 盞 H形(球形盞)에 해당한다. 본고에서는 반구형 잔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표 2 고려궁성 8차 조사 출토 자기 정리표

기종 기형 시문 기법 문양 굽 비고

대접

상감 당초문, 국화문 등

다리굽,

옥환저

압출양각 포도동자문, 연화(당초)문, 모란(당초)문, 화(당초)문 등

철화, 점각 명문(成, 井)

음각, 양각 기호(○, ⊙), 연판문

완 압출양각 국당초문
다리굽,

퇴화해무리굽

접시

절요형

압출양각 연화(당초)문, 모란(당초)문, 포도동자문, 화당초문 등

다리굽,

평저

음각 기호(○, ⊙)

직구형 퇴화 화문 등

내만형 양각, 음각, 압출양각 연판문, 앵무문

전접시 압출양각 국화문, 화문

기타 국화형 등

잔

반구형12

상감 명문, 뇌문, 국화문

다리굽

철화 명문

음각 뇌문, 국당초문, 파도문

통형

양각 연판문

음각 뇌문

잔탁

잔형

돌출형

합

음각 뇌문, 운문, 국화문

상감 뇌문

호, 병

상감 버드나무문 등

음각 연화문 등

첩화

향로, 베개 등 투각, 양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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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종별 특징

대접은 기벽이 둥근 곡선을 이루는 형태로, 문양이 

없거나 압출양각으로 장식한 경우가 주를 이룬다. 소량

의 상감청자가 확인되는데 외면에 당초문을 시문한 것들

이다. 상품(上品)으로 여겨지는 대접들은 둥근 다리굽이

나 굽바닥을 얕게 깎아내는 형태의 다리굽이 많고 규석 

받침을 사용하여 번조하였다. 대부분이 중기 청자지만 

전기에 제작된 것으로는 백색내화토 빚음을 여러 개 받쳐

서 번조한 옥환저 대접이 수습되었다. 이 대접의 저부에 

‘井(정)’이 점각되어 있다.

완은 매우 소량 출토되었는데, 기측선이 사선을 이

루는 형태로 대접보다 크기가 작고 기벽이 얇다. 중앙에 

내저원각이 있으며 퇴화해무리굽도 소량 확인되었다.

접시는 가장 다양한 형태로 출토된 기종으로 종류

와 크기가 다양하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절

요(折腰)형 접시와 직구(直口)형 접시이다. 절요형 접시

는 굽의 유무에 따라 나눌 수 있으며 대부분 압출양각으

로 문양을 시문하였다. 직구형 접시는 크기가 작은 편으

로 구연부에 돌대가 있는 형태도 있다. 대부분은 무문이

며 퇴화문을 시문한 예들도 있다. 소량 출토된 내만형 접

시는 양각 연판문, 음각 앵무문이 시문되어 있다. 화형 전

접시는 크기가 작은 것이 일반적인데, 이례적으로 크기가 

큰 화형 전접시가 1점 확인되었다. 접시와 대접 중에는 

구연부를 살짝 오려내 꽃 모양[花形]을 표현하기도 하였

다. 굽은 낮은 다리굽(∨)과 둥근 다리굽(∪)이 공존하며 

굽이 없는 평저도 많다. 번조 받침은 내화토 빚음 받침과 

규석 받침, 모래 받침이 모두 확인된다. 

잔과 잔탁은 생산지인 가마터는 물론 대부분의 유적

에서 출토 비율이 높지 않다. 하지만 8차 조사에서는 잔

이 50점 이상 집중적으로 출토되었다. 출토된 잔은 대부

분이 반구형(半球形) 잔이다. 통형 잔은 반구형 잔에 비

해 소량 확인되었으며, 눈에 띄는 특징은 크기가 크고 거

의 대부분이 거칠게 양각 연판문을 새겼다는 점이다. 대

다수를 이루는 반구형 잔은 구연부의 형태에 따라 2가지

로 구분된다. 잔의 구연부에 돌대가 있어 옥연형으로 살

짝 외반하는 형태와 둥글게 내만하는 형태로 나뉜다. 이 

반구형 잔과 한 조(組)를 이루는 형태의 잔탁은 잔 모양 

잔탁이다. 잔좌(盞座)가 둥근 잔 모양으로 가운데가 뚫려 

있는 형태인데, 고려궁성 8차 조사에서 10여점 이상 확인

되었다(사진 1). 잔 모양 잔탁은 고려 중기에 주로 생산되

는 것으로13 석릉(碩陵, 1237년 하한)에서도 같은 형태의 

잔탁이 출토되었다.

합(盒)은 모두 파편으로 출토되었는데 기벽이 두껍

고 크기가 큰 대형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화장용구 등

의 용도로 추정되는 소형의 합은 수습되지 않았다. 호

(壺)·항(缸)도 온전한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출토품은 수

습되지 않았다. 이밖에도 매병(梅甁)이나 호, 베개, 향로

로 추정되는 편들이 확인되었으나, 파편이 매우 작아서 

전체적인 크기와 형태를 말하기 어렵다. 

2) 시문 기법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시문 기법은 

압출양각(押出陽刻, 壓出陽刻)이다. 압출양각은 고려 중기

사진 1 청자 잔탁(고려궁성 8차 조사 출토).

13 이윤진, 2012, 「高麗時代 瓷器 盞托 硏究」 『미술사학연구』 273, pp.3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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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표적인 시문 기법으로 잘 알려져 있다. 절요형 접시는 

도범(陶範)으로 찍어내기에 용이한 형태이기 때문에 고려 

중기 생산량이 두드러지는데 고려궁성에서도 다량으로 출

토되었다. 압출양각이 시문된 대접과 접시들은 비교적 양

질에 속하며 포도동자문, 인동당초문대와 같이 강진·부안

에서 확인되는 고급 문양들도 확인된다. 문양의 밀도가 높

고 표현이 세밀한 12세기 전반의 양상보다는 12세기 중후

반 이후에 압출양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나타나는 양

상들이 확인된다.14 즉 세밀하고 정형화된 문양보다는 변형

된 형태의 다양한 화문(花文)과 당초문들이 대세를 이룬다.

8차 발굴에서 구연부에 인동당초문대(忍冬唐草文

帶, 사진 4)가 있는 청자 편이 확인되었는데, 이 문양의 절

요형 접시는 석릉(碩陵, 1237년 하한, 그림 3)과 지릉(智

陵, 1202년·1255년 하한, 사진 2), 보령 원산도(13세기 전

반, 그림 4) 등에서도 출토된 바 있다. 이와 같이 13세기 

전반의 유적에서 출토되고 있으며 인동당초문대가 시문

된 ‘성(成)’명 청자 접시(사진 3)가 있어 주목된다. 

상감(象嵌)은 병이나 호 등에 주로 사용되었으며 전

반적으로 사용 빈도가 낮다. 병이나 호는 대접 등의 일상 

기명보다는 공을 들여 소량 제작하는 기종으로 상감이라

는 고급 시문 기법을 사용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또 병이나 

호는 대접·접시 등과는 달리 도범에 의한 대량 생산이 어려

운 기종이므로 상감이라는 다른 시문 기법을 사용한 것이

다. 따라서 동일 시기에 제작된 것이어도 주된 시문 기법에 

차이가 있다. 상감된 문양으로는 버드나무와 물오리 등이 

있다. 그외에는 대접에 당초문이 시문되거나 잔 구연부에 

뇌문을 상감하였으며 국화문이 시문된 것도 있다. 

음각(陰刻)과 양각(陽刻)을 사용하여 장식하기도 하

였는데 사용 빈도가 높지는 않다. 음각으로는 대부분이 

뇌문을 시문하였으며 앵무문을 시문한 청자가 소량 확인

되었다. 앵무문은 고급 청자에서 나타나는 세밀한 표현

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며 13세기 유적에서 출토되는 음각 

앵무문과 전반적인 양상이 매우 유사하다. 국당초문과 

내면에 파수문이 결합한 둥근 잔(사진 11)도 확인되었다. 

양각으로는 연판문을 새겼는데 양질과 조질로 양분

된다. 양질의 경우는 안에 음각으로 잎맥을 유려하게 표

14 박지영, 2007, 「高麗 陽刻 靑磁의 性格」 『강좌미술사』 29, 한국미술사연구소, pp.45~87; 이종민, 2016, 「고려 중기 청자 제작의 확산 과정과 그 배경」 『호서고고학』 

34, 호서고고학회, p.62, pp.67~68.

그림 3   청자 양각 인동당초문대 접시

(희종 석릉 출토, 1237년 하한).

그림 4   청자 양각 인동당초문대 접

시(보령 원산도 출토, 13세기  

전반).

사진 2 청자 양각 인동당초문대 접시(명종 지릉 출토, 1202년·1255년 하한).

사진 3 청자 ‘성’명 양각 인동당초문대 접시(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사진 4 청자 양각 인동당초문대 접시(고려궁성 8차 조사 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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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였으며 유색도 좋은 편이다. 작은 파편으로만 발견되

어 기종을 명확히 알기 어려우나 대접보다는 큰 기종으로 

여겨진다. 이밖에도 합에 운문(雲文)·여의두문을 새기거

나 매병으로 추정되는 편에는 화문을 새기기도 하였다. 

퇴화문(堆花文)은 주로 직구형 접시에 사용되었다. 

문양은 화문으로 중앙에 철화 점을 찍고 백퇴화로 점을 

찍어서 꽃잎을 표현한 경우가 많고 점(⊙)문도 있다. 직

구형 접시 외에 통형 잔의 파편에서도 퇴화문이 확인되

었다. 퇴화문 접시(사진 7)의 전반적인 양상은 강화 석릉

(1237년 하한, 사진 5), 가릉(嘉陵, 1244년 하한, 사진 6) 

출토품과 매우 유사하다. 

기형과 시문 기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13세기 

전반이 하한인 강화 석릉, 곤릉, 명종 지릉, 파주 혜음원지 

출토품과의 유사성이 매우 높아 고려궁성 8차 조사 출토품

의 중심 시기가 13세기 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Ⅲ.   개성 고려궁성 출토  
명문·기호 청자

유물에 있는 명문과 기호는 유물과 유적에 대한 정

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출토 유물 중에서도 중

요하게 다루어진다. 고려청자 연구에 있어서도 문헌 자

료의 부족함을 보완해줄 수 있는 귀중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문·기호 청자는 꾸준히 연구되어왔다. 최

근에 보다 구체적인 연구 성과들이 나와 도자사 연구는 

물론 고려시대 연구를 보다 풍성하게 해주고 있다.15 다만 

편년을 참고할 수 있는 소비지나 생산지에서 출토되는 명

문·기호 자기가 제한적이고 전세 유물인 경우가 많아 유

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에 고려

궁성이라는 출토지가 명확한 명문·기호 자기들의 시기와 

성격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고려궁성 출토 청자의 명문·기호

고려궁성에서 명문과 기호가 있는 유물들이 다수 출

토되었다. 특히 적항(赤項), 월개(月蓋), 판적(板積) 등의 

명문이 새겨진 다수의 기와들이 출토되면서 문헌으로 확

인되었던 개경 주변의 가마(판적요, 월개요 등)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16 

8차까지 조사된 유물 중 청자에서 발견된 명문은 ‘현

(玄)’, ‘현상(玄尙)’, ‘상(尙)’, ‘상정(尙井)’, ‘진정(進井)’, ‘정

사진 5   청자 퇴화문 접시(희종 석릉 출토, 

1237년 하한). 

사진 6   청자 퇴화문 접시(순경태후 가릉 

출토, 1244년 하한).

사진 7    청자 퇴화문 접시(고려궁성 8차 

조사 출토).

15 高裕燮, 1939, 『朝鮮の靑瓷』, 東京: 寶雲舍; 高裕燮·秦弘燮 譯, 1954, 『高麗靑瓷』, 乙酉文化社, pp.48~56; 野守健, 1944, 『高麗陶磁の硏究』, 東京: 淸閑舍, 

pp.86~119; 정양모·진화수, 2002, 『고려도자명문』, 국립중앙박물관, pp.21~29; 최선일, 2000, 「청자 굽바닥에 새긴 표식의 실체와 의미」 『고려청자, 강진으로의 귀

향 - 명문·부호 특별전』, 강진청자자료박물관, pp.1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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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욱, 2007,「고려 음각 ‘○’文과 ‘⊙’文 청자의 연구」 『고문화』 70, 한국대학박물관협회, pp.133~161; 한성욱, 2008, 「高麗 

鐵畵 ‘成’銘 靑瓷의 特徵과 製作 時期」 『文化財』 41.2, 국립문화재연구연구소, pp.61~78; 김윤정, 2011, 「高麗末·朝鮮初 명문 청자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문화재

학협동과정 박사학위논문; 김윤정, 2015, 「고려 중기 銘文 靑磁의 유형과 성격」 『역사와 담론』 76, 호서사학회, pp.1~43. 

16 최명지, 2012, 「고려궁성 출토 자기 고찰」; 홍영의, 2012, 「개성 고려궁성 출토 명문 기와의 유형과 요장(窯場)」; 장남원, 2012, 「개성 고려궁성지 출토 도자기」 『개성 

고려궁성 – 남북 공동 발굴조사 보고서 Ⅰ』, 국립문화재연구소, pp.308~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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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井)’, ‘공(供)’, ‘공상(供上)’, ‘공◯(供◯)’, ‘죽(竹)’, ‘신(辛斤)’, 

‘성(成)’, ‘소전(燒錢)’, ‘경오(庚午)’, ‘임신(壬申)’ 등 15종이 

있고, 기호는 ‘+’, ‘○’, ‘⊙’ 등 3종으로 총 18종이 확인되었

다. 이들 명문·기호 자기들은 시기별(전기·중기·후기)로 

분류가 가능하다(표 3).

전기에 해당하는 명문 청자는 선해무리굽, 옥환저, 

평저(平底)의 초기 청자 발(대접), 접시, 완 등에서 확인된

다.17 10~11세기에 해당하는 초기 청자의 굽바닥을 정(釘)

과 같이 뾰족한 도구를 사용하여 점각(點刻)하였다. 점각

된 명문은 ‘현(玄)’, ‘현상(玄尙)’, ‘상(尙)’, ‘상정(尙井)’, ‘진

정(進井)’, ‘정(井)’, ‘공(供)’, ‘공상(供上)’, ‘공◯(供◯)’, ‘죽

(竹)’, ‘신(辛斤)’의 11종이다. ‘竹’, ‘辛斤’을 제외하면 두 개의 군

(群)으로 나눌 수 있다.  ‘상(尙)’, ‘정(井)’ 관련된 <玄-玄尙

-尙-尙井-進井-井>의 [상(尙)·정(井)자 군]과 ‘공(供)’과 관

련된 <供-供上-供◯>의 [공(供)자 군]으로 나누어진다. 

‘尙’은 고려 중기의 명문 청자인 ‘상약국(尙藥局)’명 합(盒)

을 참고하여 상약국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18 ‘상(尙)’명 청자가 집중적으로 출토된 서

부건축군의  제6건물지군에서는 청자 약연봉(藥碾棒)도 

발견되었다.19 상약국이 궐서(闕西)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고려사』의 기록도 참고한다면20 [상(尙)·정(井)자 군]은 상

약국과 관련이 있는 명문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공상(供上)’은 물건 등을 상급 관청이나 궁중 또는 

왕에게 바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명문을 점각한 곳

이 생산지인지 사용처인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는데, 

지금까지 가마터나 출수품(出水品) 중에서 이러한 명문

이 확인된 바가 없고 점각으로 새겼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용처에서 새겨진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의미를 

아직 알기 어렵지만 ‘공납(貢納)’의 의미와는 다르게 해석

해야 할 것이다. 점각 자기들은 품질이 전반적으로 우수

하지만 일부 용융 상태가 좋지 않거나 포개구이를 한 기

물도 포함되어 있다(사진 8). 따라서 [공(供)자 군] 청자들

은 실제 어용(御用)보다는 궐내의 관청이나 용도 등을 표

기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밖에 ‘죽(竹)’, ‘신(辛斤)’은 지금까

지 고려청자에서 확인된 바 없는 명문으로 유적의 성격 

둥을 고려하여 명문의 의미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하다. 

중기의 명문 청자로는 ‘성(成)’, ‘소전(燒錢)’명이 출토

되었고 기호는 ‘+’, ‘○’, ‘⊙’가 확인되었다. 그중 지금까지 

전세 유물로만 소량 전해지던 ‘소전’명 청자가 소비지 유

적에서 처음 출토되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들 중기

의 명문과 기호 청자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다음의 Ⅲ-2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후기 명문 청자로는 간지(干支)명 청자인 ‘경오(庚

午)’, ‘임신(壬申)’명 대접 2점이 확인되었다. 간지명 청자 

17 접시 중에는 평저가 많고 포개구이를 한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평저의 접시는 초기 청자에서 흔히 발견되지 않는다. 기형과 번조 받침 등의 전반적인 양상이 초기 

청자 요지인 경기도 양주 부곡리 요지 지표 수습품들(양주 부곡리 지표 수습품은 국립중앙박물관, 2012, 『천하제일 비색청자』, p.237를 참고할 수 있다)과 매우 유

사하다. 하지만 고려궁성에서 출토된 초기 청자가 하나의 요장에서 제작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고려궁성에서 사용된 청자들의 시기별 제작지에 대한 연구도 추

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18 장남원, 2012, 앞의 글, pp.327~328.

19  ‘尙’명 청자가 집중적으로 출토된 제6건물지군에서 우물 자리가 확인되었다. 탕약(湯藥, 茶) 제조에 물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유구에서 확인된 우물과 명문 ‘정(井)’ 

간의 관련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20 『고려사』 고종 2년 7월. “상약국이 대궐 서쪽(闕西)에 있는데 항상 절구를 찧어서 산 서쪽의 왕성한 기운을 손상시킬까 염려됩니다(尙藥局在闕西, 常擣杵, 恐損山西旺氣)”.  

사진 8 ‘공상(供上)’명 청자 접시(고려궁성 7차 조사 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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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고려궁성 출토 자기의 명문·기호 정리표

구분 명문 기호 사진 기법 위치 기종, 번조 받침, 수량21 비고

전기

玄  점각 굽 밑바닥
접시(펑저)

백색내화토 빚음 받침
2 7차 조사

玄 尙  점각 굽 밑바닥
발(선해무리굽)

백색내화토 빚음 받침
1 7차 조사

尙 점각 굽 밑바닥

완, 접시(굽, 평저)

발(화형)

백색내화토 빚음 받침

9 1·2·7차 조사

尙井 점각 굽 밑바닥
초기 청자

백색내화토 빚음 받침
1 1·2차 조사

進井 점각 굽 밑바닥
초기 청자

백색내화토 빚음 받침(점권) 
1 1·2차 조사

井 점각 굽 밑바닥
발

백색내화토 빚음 받침
1·2·6·7·8차 조사

供 점각 굽 밑바닥

발(화형)

접시(평저)

백색내화토 빚음 받침

5 7차 조사

供上 점각 굽 밑바닥

발, 접시(평저)

포개구이, 용융 불량

백색내화토 빚음 받침

8 7차 조사

供◯  점각 굽 밑바닥

화형 발

백색내화토 빚음 받침

횡서(橫書)

1 7차 조사

竹 점각 굽 밑바닥
발, 화형 발, 접시, 평저 접시

백색내화토 빚음 받침
5 7차 조사

辛斤 점각 굽 밑바닥
발, 평저 접시

백색내화토 빚음 받침
3 1·2·7차 조사

중기

+ 음각 안바닥 철화 접시 2 1·2차 조사

○  
刻

(印)
굽 밑바닥

압출양각 대접, 접시, 잔

규석 받침
1~3, 6~8차 조사

⊙  刻 굽 밑바닥
압출양각 접시

규석 받침
1~3, 6~8차 조사

成 철화 굽 밑바닥
압출양각 대접

규석 받침
1 8차 조사

燒錢   
흑상감

철화
몸체 외면 청자 잔 3 8차 조사

후기

(1330, 

1332)

庚午 흑상감 안바닥
상감 포류수금문 대접

규석 받침
1 7차 조사

壬申 흑상감 안바닥
대접

규석 받침
1 7차 조사

21 명문·기호 자기의 출토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정리한 것으로 수량은 최종 집계되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 단계에서 수량 파악이 어려운 것은 기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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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오(午)’가 포함되어 있는 간지는 ‘경오(庚午, 사진 9)’

와 ‘임오(壬午)’ 2종이 있다. 남아 있는 획의 모양을 보면 

‘경오’임을 알 수 있고 전세되는 ‘경오’명 청자 포류수금(蒲

柳水禽)문 대접(사진 10)과 문양도 유사하다. ‘임신’명 대

접(표 3)은 저부를 제외한 모든 부분이 결실되었다. 출토

된 간지명 청자는 1330년(경오)과 1332년(임신)의 기년

을 갖는다. 따라서 이 간지명 청자들이 발견된 구역은 14

세기에도 전각이 운영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기호 및 ‘성’, ‘소전’명 청자

이전 조사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명문 청자들이 8

차 조사에서 발견되었는데, 중기의 명문 청자들이다. 본 

장에서는 8차 조사 출토 기호 및 명문 청자들을 살펴보고

자 한다.

1) ‘○’, ‘⊙’ 기호 및 ‘성(成)’명 청자

청자 저부에서 확인되는 ‘○’, ‘⊙’ 기호는 청자를 굽

기 전에 조각칼이나 도구를 사용하여 음각으로 새기거나 

찍어낸[印] 것이다.  ‘○’ 기호는 도장과 같은 도구를 이용

하여 찍어낸 것이고, ‘⊙’기호는 컴퍼스를 사용하듯 도구

를 돌려서 원을 그린 것이다. 크기는 ‘⊙’ 기호가 지름이 

1.5㎝ 이상으로 ‘○’ 기호에 비해 더 크다. 두 기호는 새기

는 방법에 차이가 있지만, 이 기호들이 새겨진 청자는 공

통적으로 굽과 유색이 뛰어나며 규석 받침을 사용한 상품

에 해당한다. 강진 사당리에서도 매우 제한적인 가마터

에서만 확인되어 제작지나 제작 집단을 표시했을 가능성

이 크다고 여겨진다.

‘○’, ‘⊙’ 기호가 새겨진 청자는 파주 혜음원지(1232년 

하한)와 희종 석릉(1237년 하한), 1226~1250년의 층위를 

갖는 일본 가마쿠라[鎌倉]의 와카미야오지(若宮大路)에서 

확인되어 13세기 전반에 제작된 것으로 편년되고 있다.22 

고려궁성에서 출토된 ‘○’, ‘⊙’ 기호는 대접, 접시, 잔

에서 확인되었다. 장식 기법으로는 압출양각과 음각 기

법이 사용되었고 번조 받침으로는 규석 받침이 사용되었

다. 외면에 국당초문을 시문하고 내면에는 파도문을 시

문한 둥근 모양의 잔에 ‘○’ 기호가 있고 압출양각문이 있

는 대접과 접시들에서 ‘⊙’ 기호가 확인되었다.

22 편년이 가능한 유적인 파주 혜음원지(1232년 하한) 출토 청자 양각 초화문 접시와 희종 석릉(1237년 하한) 출토 청자 양각 국당초문 은구완, 1226~1250년

의 층위를 갖는 일본 가마쿠라의 와카미야오지(若宮大路) 출토 청자 음각 연판문병 등이 알려져 있어 대략 13세기 2/4분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성욱, 

2007, 앞의 논문, pp.133~161. 

사진 9   ‘경오’명 청자 상감 포류수금문 대접

(고려궁성 7차 조사 출토).

사진 10   ‘경오’명 청자 상감 포류수

금문 대접(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사진 11   ‘○’ 기호 청자 음각 국당초문 

잔 (고려궁성 8차 조사 출토).

사진 12   ‘⊙’ 기호 청자 압출 양각화문 접

시(고려궁성 8차 조사 출토).

사진 13   ‘성’명 청자 압출 양각화문 대접

(고려궁성 8차 조사 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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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成)’명 청자는 생산지나 전세 유물로만 소량 전해

져왔는데 소비지인 고려궁성의 8차 조사에서 처음 확인되

었다(사진 13). ‘성’명 청자 대접은 압출양각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굽바닥에 철화(鐵畵)로 ‘성’자를 큼직하게 시문한 

것이 특징이다. 유색(釉色)은 푸른빛을 띠고 있으며 둥근 

다리굽에 규석 받침을 사용하여 번조한 고급 청자이다. 

‘성’명 청자의  편년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본 ‘○’, ‘⊙’ 

기호 청자들과 양식적으로 유사하여 제작 시기가 13세

기 전반으로 여겨진다. ‘성’자에 대해서는 ‘○’, ‘⊙’ 기호와 

같이 제작자나 생산 공방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

와 곤성전(坤成殿)에 납입된 진상품으로 추정하는 견해

가 있다.23 ‘성’명 청자를 곤성전에 납입된 자기로 볼 경우

에는 곤성전의 운영 하한이 12세기 전반이므로24 ‘성’명 청

자의 제작 시기가 12세기 전반으로 한정되게 된다. 하지

만 전세되는 ‘성’명 청자에 시문된 압출양각과 상감 장식

은 13세기의 양상이 확인되므로 ‘성’명 청자의 제작 시기

를 12세기 전반까지로 한정할 수 없다. 또한 고려궁성 출

토 ‘성’명 청자도 압출양각 문양의 양상이 12세기 전반과

는 차이를 보이며, 공반된 유물도 전반적인 양상이 13세

기 전반의 혜음원지나 석릉 출토 청자와 유사하다. 따라

서 ‘성’을 ‘어건(御件)’과 같이 왕실과 관련된 명문으로 볼 

수는 있으나, 12세기 전반에 한하는 ‘곤성전’이라는 전각

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명문으로 보기는 어렵다.

전남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의 수많은 요장 중에 ‘○’, 

‘⊙’ 기호가 새겨진 청자는 사당리 8호와 23호, 27호에서 

수습되었다.25 그중에 사당리 8호에서는 ‘⊙’ 기호가 확인

되지 않고 ‘○’ 기호만 확인되었다. ‘성(成)’명 청자는 사당

리 7호 요지에서만 수습되었다.26 따라서 8차에서 수습된 

자기들이 사당리의 7·8·23·27호 가마를 중심으로 제작되

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고려궁성의 자기들이 모

두 이들 사당리의 요장에서 제작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

만, 이 시기에 고려 왕실의 도자기를 공급한 주요한 제작

지였음은 분명하다(그림 5).

2) ‘소전(燒錢)’명 청자

‘소전(燒錢)’은 “돈을 불사르다” 는 의미를 가지고 있

는데, 이는 민간에서 행해지던 도교(道敎) 의식 중 하나였

다.27 청자에 새겨진 ‘소전’은 고려시대 도교 관련 임시기

23 具一會, 2008, 앞의 논문, pp.48~65. ‘成’銘 靑磁群과 양식적으로 유사한 청자들이 12세기 전반에서 13세기 전반으로 추정되는 유적에서 출토되는 점을 근거

로 13세기 전반으로 정의하였다; 한성욱, 2008, 앞의 논문, pp.62~78. ‘성’명 청자群과 함께 사당리 7호 요지에서 출토된 ‘○’가 찍힌 청자들이 13세기 전반으

로 추정되는 유적에서 출토되는 점을 근거로 ‘성’명 청자가 13세기 2/4분기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김윤정, 2015, 앞의 논문, pp.1~43. ‘성’명 청자를 

왕실(곤성전) 관련 명문으로 파악하고 고려 중기 명문 청자의 시기적인 상한선을 예종 연간(1105~1122)인 12세기 전반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성’명 청자가 

1106년(예종 원년) 이후 지속적으로 제작되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24 곤성전에 대한 『고려사』의 마지막 기록은 1108년(예종 3)이다. 이후 현덕전(玄德殿)으로 개칭된 것으로 여겨지며 1138년(인종 16)에 다시 만보전(萬寶殿)으로 

개칭되었다. 김창현, 2002, 앞의 책, p.276. 

25 최선일, 2000, 앞의 논문, 강진청자자료박물관, pp.110~117; 한성욱, 2007, 앞의 논문, pp.133~161. 

26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강진 사당리 41호 요지 출토품에서 청자의 굽 안바닥에 ‘성’자가 음각된 예가 확인되었다. 김윤정, 2015, 앞의 논문, pp.24~25; 이 음

각 ‘성’명 청자의 전반적인 양상이 철화 ‘성’자와 같은 성격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의 검토가 필요하나 현재는 유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그리고 강진 사당리 

7·8·23·27호 요지와 근접하고 있는 사당리 40호 요지에 대한 발굴조사가 최근(2019. 2.부터) 실시되고 있다. 발굴조사를 통해 이 일대 청자의 성격 및 생산 시

기 등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생각한다.  

27 소전은 지전(紙錢, 종이돈)을 태워 저승의 조상들이 사용할 돈을 바치는 풍습으로 중원(中元, 백중, 망혼일, 7월 15일)에 민간에서 행해지던 도교 의식 중 하나이다.

그림 5 강진 사당리 7·8·23·27호 요지 표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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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소전색(燒錢色)’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소전’명 청

자는 도교 의례를 위한 의례용 청자이다.28 소전색이 설치

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충렬왕 4년(1278)에 이미 운영되

고 있었다는 기록이 확인되며29 1392년(태조 원년)에 폐

지되었음은 알 수 있다.30 따라서 관련 기록만으로는 ‘소

전’명 청자의 제작 시기를 구체화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

어 다각도의 검토가 요구된다.31

8차 조사에서 출토된 ‘소전’명 청자는 3점으로 모두 

청자 잔이다(사진 14). 같은 구역에서 출토된 3점의 ‘소전’

명 청자 잔은 모두 구연부로 저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

지만 공반하는 같은 형태의 반구형 청자 잔들을 참고하면 

낮은 ‘∨’ 모양의 다리굽에 모래 섞인 내화토 빚음 받침이

나 모래 받침으로 추정된다. 명문을 새긴 방법으로는 지

금까지 알려진 ‘소전’명 청자들과 같이 흑상감이나 철화 

기법을 사용하였다(사진 15). 흑상감의 ‘소전’명 청자 잔

은 구연부에 도톰한 돌대가 있다. 작은 파편으로 출토되

어 정확한 수량을 가늠하기 어렵지만 8차 조사에서 잔들

이 50점 이상 출토된 것으로 파악된다. 잔은 문양이 없는 

것이 가장 많고 음각이나 상감으로 구연부에 뇌문(雷文)

을 시문하거나 국화문을 상감으로 시문한 경우도 있다. 

이 잔들과 함께 10여점이 넘는 잔탁도 출토되었다

(사진 1, 16). 잔탁 역시 대부분 파편으로 출토되어 수량

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특정한 구역 내에서 집중

적으로 출토된 것은 주목할 만한 것이다. 이렇게 잔과 잔

28 김윤정, 2011, 앞의 논문, pp.33~56. 

29 『고려사』, 권39, 충렬왕 4년(1278). “원나라 황제의 성절일과 원나라 사신을 영접하는 궁궐 잔치, 연등회와 팔관회에서는 술이 없을 수 없으니 양온서로 하여금 

바치도록 한다(供進). 나라에서 행하는 제향이나 초제에 쓰는 술은 양온서가 또한 별도로 조양도제고를 건립하여 소전색(燒錢色)에서 청하면(傳請) 갖출 수 있도

록 한다(供設). 이외에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술을 빚는 것은 한결같이 모두 금지한다”. (聖節日·上朝使臣迎接內宴·燃燈·八關, 不可無酒, 令良醞署供進. 國行祭享

醮酒, 良醞署亦別建造釀都祭庫, 燒錢色傳請供設, 此外公私一皆禁斷).

30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1월 1일. “……원하옵건대, 다만 소격전의 한 곳만 두고서 청결함을 힘써서 정성스럽고 공경하는 데 전일하게 하고, 그 복원궁, 신격

전, 구요당, 소전색(燒錢色), 태청관, 청계 배성소 등은 일체 모두 폐지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乞只置昭格殿一所, 務要淸潔, 以專誠敬. 其福源宮、神

格殿、九曜堂、燒錢色、太淸觀、淸溪 拜星所等處, 一皆革去." 上從之).

31 최근에는 ‘소전’명 청자의 제작 시기를 굽의 형태와 번조 받침, 명문의 필각(筆刻) 방식, 문헌 기록 등의 검토를 통해 13세기 4/4분기경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윤

정, 2011, 앞의 논문, pp.33~56. ‘소전’명 청자의 굽 형태(‘∨’ 형)와 번조 받침(모래 섞인 내화토 빚음 받침), 명문의 필각(筆刻) 방식은 ‘소전’명 청자가 도교 관련 

명문 청자 중에 시기가 이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특징이 13세기 4/4분기에 제작되었다는 편년의 직접적인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도교 의례에 사용되는 그릇이나 용구들을 다시 갖추게 되는 1258년(고종 45) 이후에 도교 의례용 청자들이 생산된 것으로 보기도 하나 이 기록은 ‘정사

색(淨事色)’에 관한 기록이다. 그리고 13세기 후반에는 십일요(十一曜)에 대한 초제가 집중되어 ‘십일요전배(十一曜前排)’ 등과 같은 명문이 새겨진 청자들이 생

산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양식적으로 이보다 앞서는 ‘소전’명 청자는 13세기 전반에 제작되었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13세기 중반에는 강화 천도 등으

로 인해 도교 의례용 청자의 제작이 중단되거나 둔화되었다가 13세기 후반에 다시 본격 제작된 것으로 이해된다.

사진 14   ‘소전’명 청자 잔(고려궁성 8차 조사 출토).

사진 15   ‘소전색’명 청자 잔(국립중앙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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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이 가마터가 아닌 유구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다량의 잔과 잔탁은 의례나 연회 

등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소전’이라는 명문이 있

는 청자 잔 3점을 통해 다수의 잔과 잔탁들이 도교 의례

인 초제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32

Ⅳ.   13세기 전반,  
초제와 ‘소전’명 청자

고려는 불교 국가였지만 『고려사』, 『고려도경(高麗

圖經)』 등에서 나타나듯이 도교가 널리 퍼져 있었다. 고

려에는 불교 의례와 더불어 도교 의례인 초제(醮祭)가 성

행하였는데, 왕이 직접 거행하는 초제인 친초(親醮)가 빈

번하게 거행되었다.33 따라서 초제가 대부분 궁궐에서 행

해졌다. 

초제는 11세기 이후에는 구정(毬庭)과 정전이었던 

회경전(會慶殿, 선경전)에서 많이 거행되었다. 12세기에 

들어서면 서부건축군의 건덕전(乾德殿, 천덕전)이나 다

른 전각 등에서도 초제가 거행되었다. 이자겸의 난(1126

년, 인종 4)으로 불탄 궁성을 복구하기 위해 황제가 별궁

(別宮)으로 이어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별궁에서 초제

를 거행하였다. 복구가 완료되고 환궁(1138년, 인종 16) 

후에 궐내의 전각 명칭을 바꾸게 되는데 회경전을 선경전

(宣慶殿)으로 개칭하였다. 하지만 궁성이 복구된 이후에

도 왕은 주로 별궁에 기거하였으며 공식적인 행사나 연회 

등만이 본궐에서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는 본궐 중에서

도 주로 내전(內殿)에서 초제가 행해졌고 별궁이었던 수

창궁(壽昌宮), 복원궁(福源宮) 등에서 거행되었다.34 『고

려사』에 기록된 명종~충렬왕대(12세기 후반~13세기 후

반)에 이루어진 초제 기록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보듯이 강화 천도 직전인 13세기 전

반(고종 연간)에 연이어(1220, 1222, 1228년) 초제가 행

해졌는데 초제의 장소가 중심건축군인 선경전(회경전)

이다. 이후에는 몽골의 침략으로 왕실이 강화로 천도

(1232~1270)하게 되면서 강화의 궁성(내전)이나 마니

산(磨利山 塹城) 등에서 초제가 행해졌다. 환도한 이후 

1271년부터 본궐인 고려궁성에서 다시 초제가 행해졌

는데, 한 차례도 중심건축군에 해당하는 선경전(회경전)

에서 거행되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강안전·의봉루(儀鳳

樓)·구정·경령전(慶寧殿) 등은 환도 이후에 재건되었지만 

원래의 정전인 선경전은 복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35

 이를 증명하듯 13세기 4/4분기에 해당하는 1276년 

이후부터는 초제가 거의 대부분 서부건축군의 강안전(중

광전)에서 거행되었다. 즉 서부건축군(강안전 구역)과 중

심건축군(선경전 구역)으로 초제의 거행 장소를 나누어

사진 16 청자 잔과 잔탁(고려궁성 8차 조사 출토).

32 『성종실록』, 권172, 15년 11월 을미(乙未)조의 조선 초에 시행된 초제(三界醮)를 참고하면 신위가 351위(位)였다. 따라서 초제를 위해 많은 양의 잔과 잔탁, 접

시 등이 납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김윤정, 2011, 앞의 논문, p.37. 고려시대에 가장 빈번하게 행해진 초제가 삼계(三界)에 대한 초제이다. 13세기 전반(1220년) 

선경전에서도 삼계초(三界醮)가 행해져, 시대는 다르지만 의례의 성격이나 규모 등을 참고할 수 있다. 

33 초제는 성신(星辰)에게 지내는 제사, 초례(醮禮), 즉 도교 의례를 말한다. 

34 의종 연간(毅宗, 1146~1170)에는 28회의 초제가 거행되었다. 거행된 장소는 구정 1회, 선경전 1회, 내전 18회, 수문전 2회, 기타(별궁 등) 5회, 미기재 2회이다.

35 선경전(회경전)은 환도 이후 초제는 물론 각종 도량 등의 거행 장소로도 사용된 바가 없다. 『고려사』에서 환도 이후 선경전에 대한 기록은 전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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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고려(명종~충렬왕) 초제 거행 장소

장소

왕(연도)

중심건축군 서부건축군

미기재 기타 장소 비고구정
毬庭

선경전
(회경전) 

내전
內殿 

강안전
(중광전)

수문전
(문덕전)

명종

明宗

1173 　 　 ◦ 　 　 　 　 　

1173 　 　 ◦ 　 　 　 　 　

1175 　 　 ◦ 　 　 　 　 　

1175 　 　 　 　 　 　 明仁殿 수창궁

1176 　 　 　 　 　 ◦ 　 　

1178 ● 　 　 　 　 　 　 　

1179 　 　 　 　 　 ◦ 　 　

1181 　 　 ◦ 　 　 　 玄武門樓 　

1197 　 　 　 　 ◦ 　 최충헌 주관 

강종

康宗
1212 　 　 　 　 　 　 內庭 

신종·희종 

(1197-1204) 미시행

1220 　 ● 　 　 　 　 　 　

1222 　 ● 　 　 　 　 　 　

1224 　 　 　 　 　 ◦ 　 　

1227 　 　 　 　 　 　 外帝釋院. 天皇堂 　

1228 　 ● 　 　 　 　 　 　

고종 1228 　 　 　 　 ◦ 　 　 　

高宗 1251 　 　 　 　 　 　 內殿 (강화궁성)

강화 천도

(1232-1270)

1253 　 　 　 　 　 ◦ 　

1254 　 　 　 　 　 　 內殿 (강화궁성)

1258 　 　 　 　 　 ◦ 　

1258 　 　 　 　 　 　 內殿 (강화궁성)

1259 　 　 　 　 　 ◦ 　

1261 　 　 　 　 　 ◦ 　

1263 　 　 　 　 　 　 內殿 (강화궁성)

1264 　 　 　 　 　 　 內殿 (강화궁성)

1264 　 　 　 　 　 　 內殿 (강화궁성)

1264 　 　 　 　 　 　 磨利山塹城 (강화 마니산)

1265 　 　 　 　 　 　 內殿 (강화궁성)

원종 1266 　 　 　 　 　 　 神格殿 (강화궁성)

元宗 1271 　 　 　 　 　 　 本闕 　

1271 　 　 　 　 　 　 本闕 　

1273 　 　 　 　 　 　 本闕 　

1273 　 　 　 　 　 　 本闕 　

1273 　 　 ◦ 　 　 　 　 　

1273 　 　 ◦ 　 　 　 　 　

1274 　 　 　 　 　 　 本闕 　

충렬왕

忠烈王

1274 　 　 　 　 　 　 本闕 　

1276 　 　 　 ◦ 　 　 　 　

1276 　 　 　 ◦ 　 　 　 　

1277 　 　 　 　 　 　 本闕 　

1278 　 　 　 　 　 　 本闕 　

1279 　 　 　 ◦ 　 　 　 　

1280 　 　 　 　 　 　 本闕 　

1282 　 　 　 　 　 　 本闕 　

1283 　 　 　 　 　 　 本闕 　

1283 　 　 　 　 　 　 本闕 　

1284 　 　 　 ◦ 　 　 　 　

1284 　 　 　 ◦ 　 　 　 　

1285 　 　 　 ◦ 　 　 　 　

1286 　 　 　 ◦ 　 　 　 　

1287 　 　 　 ◦ 　 　 　 　

1288 　 　 　 ◦ 　 　 　 　

1288 　 　 　 　 　 　 九曜堂 　

1292 　 　 　 ◦ 　 　 　 　

1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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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강화 천도(1232년) 이후에는 중심건축군(선경전 구

역)에서 초제가 거행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8차 발굴조사 구역인 선경전(회경전) 구역에

서 초제가 거행된 시기가 강화 천도 이전인 13세기 전반

이라는 점과 Ⅱ-3,  Ⅲ-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 ‘⊙’ 기

호 및 ‘성(成)’명 청자를 비롯한 8차 조사 출토 유물이 13

세기 전반의 유물이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8차 발굴조사

에서 출토된 ‘소전’명 청자 잔을 비롯한 다수의 잔과 잔탁

은 중심건축군 선경전 구역에서 초제가 거행되었던 고종 

연간(13세기 전반)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

라서 13세기 후반으로 편년되었던 ‘소전’명 청자의 제작 

시기를 환도 이전인 13세기 전반으로 올려 보아야 할 것

이다. 

Ⅴ. 맺음말

 8차에 걸쳐 진행된 고려궁성의 발굴조사에서 출토

된 자기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그중 명문·기호 자

기는 보다 구체적인 정보들을 제공하므로 명문·기호 청

자를 통해 고려궁성 8차 조사 출토품의 시기와 성격을 살

펴보았다. 명문·기호 청자는 각각의 생산지나 전세 유물, 

문헌 기록 등을 통해 연구되어왔으나 고려궁성이라는 소

비지에서 출토되어 공반 유물·유구와 함께 해석할 수 있

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13세기 후반으로 편년되었던 ‘소전’명 청

자들을 13세기 전반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았다. 이는 

공반하는 기호(○, ⊙) 청자, ‘성’명 청자의 편년과 함께 출

토 구역이 중앙건축군의 선경전(회경전) 뒤쪽이라는 점

을 감안한 것이다. 더불어 12세기 후반부터 13세기 후반

까지 초제가 이루어진 시기와 장소(전각)의 검토를 통해 

선경전에서 거행된 초제가 강화 천도 직전인 13세기 전반

의 고종 연간에 집중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8차 발

굴조사에서 출토된 ‘소전’명 청자 잔을 비롯한 다수의 잔

과 잔탁은 13세기 전반 선경전에서 거행된 초제에서 사용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개성에 위치한 고려궁성이라는 유적의 특수성으로 

인해 출토 도자에 대한 연구가 단편적으로 이루어졌으나, 

본고에서는 고려궁성 내 전각군의 배치와 문헌 기록, 기

존의 연구 성과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려궁성 출

토 명문·기호 청자의 성격과 편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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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ed to provide new interpretations of  the ceramics excavated from the archaeological site of  the 

royal palace of  Goryeo (918~1392), where only limited access was permitted due to its location in Gaeseong, North 

Korea. The interpretations were based on the existing understanding of  the arrangement of  the palace buildings at 

the site and historical records.

The study of  the general aspects of  the celadons discovered during eight excavations at the Goryeo Palace site 

in Gaeseong revealed that most of  the vessels found at the site were produced during the early and middle phases of  

the Goryeo dynasty. The study involved classifying the celadons bearing inscribed texts and symbols into 18 different 

types according to their characteristic features and periods of  production. The inscribed celadons have provided 

detailed information of  the site where they were found, thereby making it possible to make strong presumptions 

about the date of  construction, function, and status of  the building in the palace connected with the discoveries.

The excavations from the Goryeo Palace site and related historical literature suggest that the celadons bearing 

the inscription “Sojeon (燒錢)” were used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13th century, although the existing view 

had been that they were used during the second half  of  the century. This new conclusion is based on the use of  

the symbols ○ and ⊙, the celadons found together with the Sojeon-inscribed celadons, the date of  the celadons 

bearing the inscription “Seong (成),” and the location of  their discovery behind the site of  Seongyeongjeon (aka 

Hoegyeongjeon) Hall, which had been one of  the main palace buildings. The Taoist rituals performed for the safety 

of  the Goryeo dynasty were largely held at Ganganjeon (aka Daegwanjeon) Hall in the western part of  the royal 

palace during the second half  of  the 13th century. It was mostly in the first half  of  the 13th century just before the 

transfer of  the Goryeo government from Gaeseong to Ganghwa (1232~1270) that the Taoist rituals were held at 

the location near Seongyeongjeon Hall, where archaeologists found the Sojeon-inscribed celadons. Therefore, the 

large number of  celadon cups with holders, including those inscribed with Sojeon, discovered during the eighth 

excavation of  the palace site suggests that they were used for the rituals held at Seongyeongjeon Hall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13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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