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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근래 고려청자에서 보이지 않던 월요풍의 쌍접문 또는 쌍봉문이 음각된
청자편들이 발견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그러한 월요풍의 쌍접문·쌍봉문고려청자의 생산
요장, 소비처, 제작시기 및 이러한 문양이 새겨진 청자의 출현이 고려청자의 전개에서
갖는 의미 등을 검토하였다.
현재까지 알려진 월요풍 쌍접문·쌍봉문청자의 표본은 모두 19점이다. 이것들은
모두 강진 사당리요장에서 제작되었으며, 그 주요 소비처는 개성의 고려 궁정이었다.
그리고 월요풍 쌍접문과 쌍봉문의 모방 대상이 된 것은 각각 북송초기 월요의
쌍접문과 쌍봉문이었다. 사당리요장에서는 대략 11세기 전반의 어느 때부터 늦어도
12세기 초기까지 이러한 문양을 가진 고려청자를 제작하였다. 말하자면, 월요풍
쌍접문·쌍봉문청자는 고려 초기청자시기의 산물이었다.
고려 초기청자시기에는 문양이 거의 유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월요풍의 쌍접문·쌍봉문청자가 초기청자시기에 제작된 것이라면, 적어도 강진
사당리요장의 경우는, 이제까지의 이해와 달리, 이미 초기청자시기에 어느 정도 문양이
유행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강진에는 초기청자를 생산했던 요장이 적지 않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사당리요지를
제외한 나머지 요지들의 경우, 하나같이 그곳에서 출토된 초기청자 가운데 문양이 있는
것은 매우 드물다. 이러한 사실이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면, 그것은 강진요의 범위 안에
있던 사당리요장과 그 밖의 요장—非沙堂里窯場—의 경우 문양을 포함한 청자제작의
양상자체가 달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주제어 : 雙蝶紋, 雙鳳紋, 越窯, 초기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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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2009년 8월 필자는 강진의 고려청자박물관(당시 강진청자박물관)을 관람하던 중 마침
전시되어 있던 東欣 李龍熙 선생 기증유물 가운데에서 대단히 흥미로운 청자편 세 점을
발견하였다. 접시나 碗으로 추정되는 기물의 내저면에는 나비 두 마리가 마주보고 있는
모양의 쌍접문 또는 鳳 두 마리가 원을 그리며 날고 있는 모양의 쌍봉문이 비교적 가는
음각선으로 새겨져 있었다(그림 1). 이러한 형태와 기법의 쌍접문과 쌍봉문은 越窯에서는
흔히 볼 수 있지만(그림 2) 고려청자 가운데에서는 본 적이 없는 부류였다. 이제까지 알려
진 고려청자에 보이는 쌍접문은 철화기법이나 상감기법으로 시문된 것들이며, 그 형태도
이용희 선생 기증유물의 그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국립중앙박물관 편, 1989: 186의 도263;
湖林博物館 學藝硏究室 編, 2009: 82의 도60). 그리고 쌍봉문의 경우도 얕게 새긴 양각기
법이나 상감기법으로 시문한 것들만이 알려져 있을 뿐이다(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編,
1)

1992: 54의 도45; 박해훈 등 편, 2012: 155의 도166) . 그래서 처음에는 고려청자박물관에
전시된 이것들이 혹 월요청자가 아닐까 생각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후에 이것들의 釉와
裝燒技法的 특징 등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이것들이 고려청자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越窯風의 쌍접문이나 쌍봉문이 시문된 고려청자의 표
본이 고작 세 점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고려청자와 월요의 관계를 검토할 때 이것들의 존
재만 간단히 언급하고(李喜寬, 2009: 34) 더 이상의 구체적인 검토는 훗날의 과제로 남겨
놓았다.
그 후 개성 고려궁성에서 두 점의 월요풍 쌍봉문고려청자편이 출토 되었다는 소식을
2)

접하였다(그림 3) . 그리고 이용희 선생이 또 한 점의 월요풍 쌍접문고려청자편을 소장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그림 4).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고려청자에 보이는 월요풍의 쌍

<그림 1> 靑瓷陰刻雙蝶紋·雙鳳紋접시,
고려청자박물관 소장

<그림2> 越窯劃花雙蝶紋·雙鳳紋盤, 上林湖越窯址
출토, 浙江省博物館 소장

1) 단, 강진 사당리요지와 부안 유천리요지에서 음각기법의 鳳紋이 있는 표본이 출토되었는데, 쌍봉문이 아닌, 單鳳紋이며, 봉의 형태
도 월요의 그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황지현·장성욱 편, 2015: 142의 도256; 具一會·姜京男 편, 2011: 190의 도433 참조).
2) 이 점을 알려준 것은 문화재청의 崔明智 연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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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靑瓷陰刻雙鳳紋접시,
개성 고려궁성 출토

<그림 4> 靑瓷陰刻雙蝶紋碗,
개인(李龍熙) 소장

<그림 5>｢강진 사당리 고려청자｣특별전에
출품된 靑瓷陰刻雙蝶紋접시편,
사당리요지 출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접문과 쌍봉문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예외적인 존재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
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생각을 더욱 확고하게 해준 것은 국립중앙박물관이
2015년 12월 22일∼2016년 2월 21일에 개최한 「강진 사당리 고려청자」특별전이었다. 이
특별전에 출품된 고려청자 가운데 월요풍의 쌍접문 혹은 쌍봉문이 새겨진 5점의 표본을
확인하였다(그림 5). 傳言에 의하면, 이 특별전에 출품되지 않은 사당리 발굴품 가운데에
는 훨씬 더 많은 수량의 월요풍 쌍접문·쌍봉문청자편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근래에 비로소 우리 앞에 그 존재를 드러낸 월요풍의 쌍접문·쌍봉문고려
청자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제작되고 어디서 소비된 것일까? 그리고 그러한 문양을 가
진 청자의 출현은 고려청자의 전개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을 푸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Ⅱ. 월요풍 쌍접문·쌍봉문청자의 출토 현황과 생산 요장 및 소비처
월요풍 쌍접문·쌍봉문고려청자의 實例는 그다지 많지 않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
르면, 그것들은 크게 강진 사당리요지 출토품, 이용희 선생 채집품, 개성 고려궁성 출토
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표 1> 참조).
[강진 사당리요지 출토품] 강진 사당리요지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의해 1964년∼1977
년에 총 9차에 걸쳐 발굴되었으며, 2015년에 보고서가 간행되었다(황지현·장성욱 편,
2015). 이 발굴을 통하여 15,115점의 청자가 출토되었는데, 이 가운데 월요풍의 쌍접문·
쌍봉문청자가 구체적으로 몇 점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잘 알 수 없다. 다만, 필자가 「강진
사당리 고려청자」특별전에 출품된 유물과 보고서에 수록된 유물 가운데에서 확인한 것은
총 13점이다. 전언에 의하면, 실제로 출토된 월요풍 쌍접문·쌍봉문청자의 수량은 이보
다 더 많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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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확인한 13점의 표본 가운데 쌍접문청자는 6점이고(SD①∼⑥. 영문의 유물번호
는 뒤에 첨부한 <표 1>과 <표 2>의 그것을 의미한다. 이하 같음), 나머지 7점은 쌍봉문청
자이다(SD⑦∼⑬). 6점의 쌍접문청자는 모두 접시편으로, 하나같이 동체의 내저면은 평
평하고 넓으며 측면은 활처럼 완만하게 벌어지고(弧腹) 구연은 직립한 기형으로 추정된
3)

다. 굽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본 가운데 SD①만 直圈足이고 그 나머지는 모두 바깥

으로 약간 外反한 이른바 外撇圈足인데, 모두 저경이 큰 편이다. 유약을 입히지 않은 초
벌구이편인 SD⑤를 제외하면, 유색이 모두 기본적으로 담청록색 계열이다. SD②·③·
④·⑥의 釉가 반실투성인 반면, SD①의 경우 투명도가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는 원료의
배합이 다른 유약을 입혔다기보다 유약을 얇게 입혔거나 소성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SD②와 SD③은 쌍접문의 일부만 남아 있고, 그 나머지 표본
들은 모두 문양이 거의 온전하게 남아 있다.
4)

7점의 쌍봉문청자 표본 가운데 SD⑦과 ⑨만 碗이고 , 그 나머지는 접시로 추정된다.
碗의 경우 동체의 내저면이 편평하고 넓은 편이며 저경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측

면은 활처럼 완만하게 벌어지다가 구연부에 이르러 직립하였다. 굽은 外撇圈足에 가까우
며, 저경이 비교적 큰 편이다. 접시의 경우는 앞서 설명한 쌍접문청자접시와 전체적인 형
태가 비슷하다. SD⑧과 초벌구이편인 SD⑬을 제외하고서는 유색이 모두 기본적으로 담
청록색 계열이며, 특히 SD⑦과 ⑩은 전형적인 비색청자의 그것과 흡사하다. 문양이 온
전하게 남아 있는 것은 SD⑨와 ⑬뿐이고 그 나머지는 모두 문양의 일부만 남아 있다. 특
히 SD⑩·⑪·⑫의 경우는 雙鳳紋의 날개 부분만 남아 있어 자칫 鸚鵡紋으로 오인될 소
지를 안고 있다. 하지만 이제까지 고려청자에서 발견된 앵무문은 모두 날개의 깃털이 한
단으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쌍봉문은 두 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날개의 깃털이
두 단으로 되어 있는 SD⑩·⑪·⑫에 보이는 문양은 쌍봉문이 분명하다.
SD①∼⑬ 가운데 필자가 구체적인 출토 지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SD⑥을 제외한
12점이다. 흥미로운 것은 그 12점이 모두 사당리요지 ‘가’구역 3지점의 북단에 위치한 T4
에서 출토되었다는 점이다. 출토 지점을 확인하지 못한 SD⑥도 이 試掘坑에서 출토되었
을 가능성이 높다. T4에서는 월요풍 쌍접문·쌍봉문청자 이외에도 고려 초기청자의 표식
적인 기종인 해무리굽완부터 고려 말기의 상감청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기의 청자편
들이 출토되었다.
[이용희 선생 채집품] 이용희 선생은 오랫동안 강진 고려청자의 재현에 심혈을 기울여온

3) SD⑥는 저부에 갑발편이 부착되어 있어 굽의 형태를 확인할 수 없다.
4) 보고서에서는 SD⑦을 鉢로 분류하였다(황지현·장성욱 편, 2015: 44).

고려시기의 越窯風 雙蝶紋·雙鳳紋靑瓷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

41

주인공이다. 그가 채집한 월요풍 쌍접문·쌍봉문고려청자는 총 4점이며(LC①·②·③·
④), 기종은 접시(LC②·④)와 碗(LC①·③)으로 추정된다. 그 가운데 쌍접문청자는 3점이
고(LC①·②·③) 나머지 한 점은 쌍봉문청자이다(LC④). 이 가운데 쌍접문청자 두 점과
(LC②·③) 쌍봉문청자 한 점은(LC④) 고려청자박물관에 기증하여 해당 박물관 소장품으
로 되어 있고, 나머지 한 점의 쌍접문청자 표본만(LC①) 이용희 선생이 소장하고 있다.
쌍접문청자 표본 3점은 모두 지극히 정교하게 성형·소성되었다. 釉가 맑고 윤택하며,
유색은 기본적으로 담청록색 계열로 LC①과 ③이 상대적으로 천청색에 가까운 반면 LC
③은 청록색에 가깝다. 모두 전체적인 풍격이 이른바 비색청자와 흡사하다. 쌍봉문청자
표본(LC④)도 정교하게 제작되었지만, 냉각 과정에서 발생한 제2차 산화작용으로 인하여
유색이 청황색을 띠고 있다.
이용희 선생은 이 표본들을 채집한 시기와 지점 등을 비교적 소상하게 기억하고 있었
는데, 그에 따르면, 이 표본들은 1960년대에 채집하였다. 그리고 채집한 곳은 오늘날 고
려청자박물관(본관)이 위치한 사당리 127번지의 서편 구역에 해당한다. 이 주위에는 사당
리 23호요지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1966∼1970년에 발굴되었다(『강진 사당리 도요지 발
굴조사 보고서』 상의 ‘가’구역 3지점). 채집한 지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용희 선생 채집
품도 앞서 살펴본 사당리요지 출토품(SD①∼⑬)과 동일한 요장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
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개성 고려궁성 출토품] 개성 고려궁성에서 출토된 두 점의 월요풍 쌍봉문청자 가운데
KG①은 이 유적의 3-5호 건물지 북쪽 기단 2호 축대에서 출토되었는데, 底部의 일부분
만 남아 있는 조그만 片으로, 기종은 접시로 추정되며, 굽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청황색
의 유색을 띠고 있다. 문양의 경우 鳳 한 마리의 머리와 목 그리고 몸통과 날개의 일부만
이 남아 있을 뿐이다(최맹식 편, 2012: 258). 굽다리 바닥에 완전히 박락되지 않은 도침 혹
은 갑발 조각이 부착되어 있다. KG②는 KG①보다 늦게 출토된 것으로서 이것을 수록한
보고서는 아직 간행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알 수가 없다. 다만, 전언에 따르면, 이
표본은 기물의 底部와 동체의 일부만 남아 있는 片으로, 기종은 접시로 추정된다. 유색은
KG①과 달리 담청록색 계열로 맑고 윤택하다. 문양의 경우 鳳 한 마리의 머리와 몸체 일
부만 남아 있다.
강진 사당리요지 출토품과 이용희 선생 채집품은 월요풍 쌍접문·쌍접문청자의 생산
지에서 출토된 것들이다. 이제까지 이러한 월요풍의 쌍접문·쌍봉문청자는 강진을 제외
한 어느 지역의 고려청자요지에서도 발견된 예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필자가 조사한 생산
지 출토 표본들은 강진의 여러 요지 가운데에서도 오직 사당리요지에서만 발견되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월요풍의 쌍접문·쌍봉문청자가 사당리의 특정 요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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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만 생산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줄 모른다. 그렇게 단정하기에는 필자가 조사한
표본의 수량이 한정적일 뿐만 아니라 이후에 강진의 다른 요지에서 그러한 월요풍 쌍접
5)

문·쌍접문청자가 발견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 그렇
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의 출토 예를 토대로 볼 경우 월요풍 쌍접문·쌍접문청자의 대
부분은 사당리요장에서 생산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한편, 월요풍 쌍접문·쌍봉문청자가 출토된 소비지 유적은 개성 고려궁성이 유일하
다. 말하자면 이 유적에서 출토된 두 점의 쌍봉문청자는 궁정용 자기로 소비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월요풍의 쌍접문·쌍봉문청자가 모두 궁정용으로 제작되었다고 말하기
6)

는 힘들지 모른다. 그 표본이 겨우 두 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하지만,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사당리요는 고려시기에 어용자기를 제작한 대표적인 요장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출토된 월요풍 쌍접문·쌍봉문청자 표본들의 상당수는 비색청자에 가까운 품질이 높은
것들이다. 이러한 점들에 근거하여 보면, 그러한 유형의 쌍접문·쌍봉문청자가 모두 궁
정용으로 제작되었다고 단정하기는 힘들지 모르지만, 적어도 고려의 궁정이 그 주요 소
비처였다고 추측하는 데에는 별 무리가 없으리라 믿는다. 요컨대, 월요풍 쌍접문·쌍봉
문청자의 출토 현황을 통하여 볼 때, 이 유형의 청자는 그 대부분이 강진 사당리의 특정
요장에서 제작되고, 아울러 적어도 그 상당량은 개성의 고려궁정에서 소비되었다고 생각
한다.
그러면 이러한 월요풍의 쌍접문·쌍봉문고려청자는 어느 시기에 제작된 것일까? 이것
들이 출토된 사당리요지는 오래 전에 발굴되었지만, 이곳에서 출토된 청자표본들의 층위
관계는 파악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그 층위 관계를 토대로 월요풍 쌍접문·쌍봉문청
자들의 제작시기를 추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필자

5) 필자는 이 논문을 成稿하고 난 후 한 연구자로부터 용운리 10호요지 출토품에서 한 점의 월요풍 쌍접문청자편의 존재를 확인한 바
가 있다는 이야기와 더불어 사진 자료를 받았다. 사진 자료에 따르면, 문제의 표본은 그 기형과 문양의 형태 그리고 장소기법 등이
이용희 선생 채집품 가운데 LC②의 그것들과 매우 흡사하다. 하지만 용운리 10호요지의 발굴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월요풍의 쌍접
문청자편이 출토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게다가 이 요지의 출토품을 직접 정리하고 아울러 보고서의 작성에 참여한 한 몇
몇 연구자들에게 이 점을 문의하였으나 모두 용운리 10호요지의 출토품 가운데에서는 그러한 월요풍 쌍접문청자편을 본 기억이 없
지만, 사당리요지의 출토품 가운데에서는 본 바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문제의 월요풍 쌍접문청자편의 출토지는 좀 더 구체적
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 표본이 용운리 10호요지에서 출토되었다고 하더라도, 장소기법 등의 측면에서 볼
때, 그것이 반드시 용운리 10호요장에서 생산되었다고 보기에는 의문이 남는다. 이 표본은 백색 내화토빚음을 받치고 번조하였는
데, 남아 있는 받침 흔적으로 미루어 보건대, 10개 전후의 내화토빚음을 받친 것으로 추정된다. 용운리 10호요지에서는 이렇게 많
은 수의 백색 내화토빚음을 받친 예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게 많은 수의 백색 내화토빚음을 받친 것은, 뒤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지
만(본고 제Ⅲ장 참조), 사당리요지에서 출토된 월요풍 쌍접문·쌍봉문청자와 그것과 같은 유형의 청자들에서 확인되는 특징적인 현
상이다. 이렇게 볼 때, 설사 이 표본이 용운리 10호요지에서 출토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당리요장에서 생산된 것이 그 후 어떤 경로
로 용운리 10호요지에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단, 전언에 따르면, 최근 고려궁성에서 이미 알려진 두 점의 표본 이외에 몇 점의 월요풍 쌍봉문청자편들이 더 출토되었다고 한다.
구체적인 수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유감이지만, 고려궁성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이 이루어짐에 따라 월요풍의 쌍봉문청자편들이
출토량이 더욱 증가하고 아울러 월요풍의 쌍접문청자편도 출토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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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 유형 청자의 문양과 장소기법의 특징이 그 제작시기를 파악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
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Ⅲ. 월요풍 쌍접문·쌍봉문청자의 문양과 裝燒技法의 특징
1. 문양
1) 쌍접문
월요풍 쌍접문의 源流인 월요에서 유행한 쌍접문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그 하나는 날개를 활짝 벌린 나비 두 마리가 머리를 맞대고 있는 모습을 위에서 보고 묘
사한 것이고(Ⅰ형, 그림 6), 또 다른 하나는 나비 두 마리가 배를 맞대고 서로 반대 방향으
로 날고 있는 모습을 측면에서 묘사한 것이다(Ⅱ형, 그림 7). 월요풍의 쌍접문이 새겨진
고려청자 표본은 총 9점인데(SD①∼⑥, LC①∼③), 이들 표본에 보이는 쌍접문은 모두
Ⅰ형이다. Ⅰ형 쌍접문은 나비의 형태에 따라 다시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부류는 세 종류의 날개, 즉 앞날개·중간날개·뒷날개를 펼친 나비를 대칭적
으로 묘사한 것이다(1식, 그림 8). 이 부류는 더듬이를 매우 장식적으로 표현하고, 머리
아래에 붙어 있는 한 쌍의 등판을 과도하게 크게 묘사하였다. 나비는 본래 앞날개와 뒷날
개만을 가지고 있지만, 장식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한 종류의 날개를 더 묘사한 것으로 보
인다. LC①과 ③이 이 부류에 속한다. 월요에서 가장 크게 유행한 쌍접문은 바로 이러한
Ⅰ형1식이다. LC①·③과 上林湖窯址에서 출토된 월요청자의 Ⅰ형1식 쌍접문을 비교해
보면, 전체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세부의 표현까지 거의 흡사하여 전자가 후자를 모방한

<그림 6> 越窯劃花雙蝶紋(Ⅰ형)盤, 寺龍口窯址 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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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越窯劃花雙蝶紋(Ⅱ형)盤, 寺龍口窯址 출토

<그림 8>
陰刻雙蝶紋(Ⅰ형1식)碗[LC③(좌),
LC①(우)], 사당리요지 출토,
고려청자박물관(좌)·개인(李龍熙)(우) 소장

<그림 9>
陰刻雙蝶紋(Ⅰ형2식)접시(LC②),
사당리요지 출토,
고려청자박물관 소장

<그림 10>
靑瓷陰刻雙蝶紋(Ⅰ형3식)접시,
사당리요지 출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두 번째 부류는 두 종류의 날개, 즉 앞날개와 뒷날개를 가지고 있는 나비를 묘사하였
는데, 뒷날개가 앞날개에 비해 과도하게 작게 표현되어 있다(2식, 그림 9). 더듬이 모양이
1식 쌍접문보다 상대적으로 간략화되어 있고, 등판은 작게 표현되어 있거나 아예 생략되
어 있다. 1식 쌍접문보다 장식성이 떨어지는 편이다. SD①·②·④·⑤·⑥과 LC②가
여기에 속한다. 월요에서는 이러한 Ⅰ형2식 쌍접문은 매우 드문 편이다. 각각 북경 首都
博物館과 중국의 개인수장가가 소장하고 있는 越窯花形盤에 새겨진 예와 慈溪市 上林湖
窯址(上Y65)와 紹興市 上竈官山窯址에서 출토된 盤片에 보이는 몇 예가 알려져 있을 뿐

이다(童兆良, 2002: 159의 圖46; 紹興市文物管理委員會, 1981: 46). 특히 수도박물관과 중
국 개인수장가의 소장품에 보이는 쌍접문과 SD④에 보이는 그것은 구별하기 힘들 정도
로 유사하다. 고려청자의 Ⅰ형2식 쌍접문이 동일한 형식의 월요쌍접문을 모방했을 것이
라는 점에는 의심이 없다.
세 번째 부류는 1식 쌍접문처럼 세 종류의 날개를 가진 나비를 표현하였지만, 뒷날개
를 과도하게 작게 표현하거나 등판의 표현을 생략한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3식, 그림10).
전체적인 문양의 형태가 오히려 2식 쌍접문에 가까운 편이다. SD③이 여기에 해당하는
데, 월요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쌍접문이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3식 쌍접문은 Ⅰ형1식이
나 Ⅰ형2식 월요쌍접문이 고려에 유입된 후에 변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쌍봉문
월요의 쌍봉문과 고려청자에 보이는 월요풍의 쌍봉문은 모두 기본적으로 鳳 두 마리
가 원을 그리며 날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이들은 鳳의 세부, 예컨대 머리털, 목덜미
의 갈기, 날개의 끝부분 등의 표현 방식의 차이에 따라 두 부류로 구분된다. 한 부류는 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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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리는 머리털과 갈기 그리고 날개의 끝부분을 표현할 때, 테두리선을 먼저 그리고 그 안
에 몇 가닥의 선을 그어 세부를 표현하였다(1식, 그림 11). 월요에서 가장 흔하게 보이는
쌍봉문은 바로 이러한 1식의 그것이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鳳의 머리털과 갈기 그리고
날개의 끝부분을 표현할 때 테두리선을 그리지 않고 몇 가닥의 선으로 직접 해당 부분을
표현하는 방식을 취하였다(2식, 그림 12).

<그림 11> 越窯劃花雙鳳紋(1식)盤,
上林湖窯址 출토, 浙江省博物館 소장

<그림 12> 靑瓷陰刻雙鳳紋(2식)접시,
사당리요지 출토, 고려청자박물관 소장

<그림 13> 越窯劃花雙鳳紋(2식)盤,
寺龍口窯址 출토

월요풍의 쌍봉문이 시문된 고려청자 표본은 모두 10점인데, 1식 쌍봉문은 드문 편이
다. SD⑧과 ⑪만이 여기에 해당한다. 고려청자에 보이는 1식 쌍봉문은 특히 上林湖窯址
에서 출토된 월요청자의 1식 쌍봉문과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흡사하여, 전자가 후자를 모
방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SD⑧과 ⑪을 제외한 나머지 표본들에 보이는 쌍봉문은 모두 2식에 속한다. 월요에도
이러한 2식 쌍봉문이 보이지만(그림13), 고려청자의 2식 쌍봉문보다 상대적으로 간략화
되어 있고 꼬리의 형태도 크게 달라 양자 사이에 직접적인 영향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힘
들다. 아마도 고려청자의 2식 쌍봉문은 고려청자의 1식 쌍봉문이 독자적으로 변화된 것
으로 판단된다.

2. 裝燒技法
사당리요지에서는 제작시기와 품질 그리고 기종 등에 따라 백색내화토빚음받침, 모래
섞인 내화토빚음받침, 규석받침, 모래받침, 태토빚음받침 등 다양한 장소기법이 채택되
었음이 확인되었다(황지현·장성욱 편, 2015: 35-36). 월요풍 쌍접문·쌍봉문청자 표본
가운데, 어떠한 장소기법을 채택하였는지 알 수 있는 것은, 저부에 갑발편이 부착되어 있
는 SD⑥과 초벌구이편인 SD⑤·⑬을 제외한 16점이다. 이 16점의 표본들은 새겨진 문양
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치고 소성하였음이 확인된다.
이것들의 대다수는 굽다리 바닥의 유약을 닦아낸 후 그곳에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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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하였다(墊燒).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되는 현상은 굽다리 바닥에 받친 백색내화토빚
음의 수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다는 점이다. 월요풍 쌍접문·쌍봉문이 시문된
기종, 즉 접시나 碗과 같은 기종의 경우, 이제까지 알려진 예들은 5개 이하의 백색내화토
빚음을 받친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문제의 16점의 표본들은 모두 7개 이상의 백색내화
토빚음을 받친 것으로 추정된다. 심지어 LC①의 경우는 자그마치 14개의 백색내화토빚
음을 받친 것으로 확인된다(그림 14).
쌍접문이나 쌍봉문이 시문된 월요청자에서는 이와 같이 굽다리바닥에 내화토빚음을
받치고 소성한 예 자체를 찾을 수가 없다. 그것들은 모두 굽 안바닥에 내화토빚음을 받친
흔적이 남아 있다(그림 15).
흥미로운 것은 월요풍 쌍접문·쌍봉문청자 표본 가운데에도 굽 안바닥에 백색내화토
빚음을 받치고 소성한 예가 있다는 점이다. SD②·③·⑦이 여기에 해당한다(그림 16).
굽 안바닥에 남아 있는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친 흔적은 오대시기 이후의 월요청자에서 흔
히 발견된다. 잘 아는 바와 같이, 그것은 고리 모양의 墊圈을 받치고 소성한, 즉 墊圈支

燒를 한 흔적이다. 월요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출현한 중서부지방 초기청자요장에서 소성
한 일부 기물에서도 그러한 흔적이 확인된다. 하지만 사당리요지에서는 점권이 전혀 출
토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사당리요지에서 출토된 쌍접문·쌍봉문청자의 굽 안바닥에 백
색내화토빚음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을 그러한 점권지소의 결과로 보기는 힘들다. 그런데
SD②·③·⑦의 굽다리를 자세히 보면 모두 그 안쪽면에 거친 모래가 섞인 내화토로 빚
은 검붉은 색의 陶枕 부스러기가 부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이 기물들을 소성
할 때 받친 요도구가 점권이 아니고 도침이었음을 말해준다. 이 기물들은 각각의 지름이
굽다리의 안쪽 지름보다 약간 작은 도침을 굽 안바닥에 받치고 소성하였음이 분명하다.
말하자면 이 기물들은 陶枕支燒를 한 셈이다(그림 17).
이러한 도침지소 방식을 채용한 예는 월요뿐만 아니라 사당리요지를 제외한 어느 고
려청자요지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도침지소는 사당리요장의 도공들이 독
자적으로 고안해낸 장소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아마도 그들은 굽다리 바닥에 내화토빚
음을 받치고 소성할 경우 지저분한 내화토 흔적이 남는 경우가 많아 그 기물을 사용하는
데에도 불편하고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결점을 보완한 장소기법으로 이
도침지소법을 고안해 낸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 그렇지만 이 방식도 두 가지 단점을 가지
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 하나는 도침의 높이가 굽다리의 높이보다 높고 아울러 지름이
굽 안바닥의 그것보다 작아서 그 위에 기물을 고정시키기가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
정된 상태가 비교적 불안정하여 소성 과정에서 기물이 무너지기 쉬웠을 것이라는 점이
다. 또 다른 하나는 기물의 태토와 도침의 원료가 다르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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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靑瓷陰刻雙蝶紋碗(LC①, 底部),
사당리요지 출토, 개인(李龍熙) 소장

<그림 15> 越窯劃花雙蝶紋·雙鳳紋盤(底部),
上林湖窯址 출토, 浙江省博物館 소장

<그림 16> 靑瓷陰刻雙鳳紋碗(SD⑦, 底部),
사당리요지 출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그림 17> 陶枕支燒의 槪念圖(金世眞 作圖)

양자의 수축팽창률이 달라 소성 과정에서 도침과 기물의 굽다리 안쪽면이 붙어버림으로
써 불량품이 생길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SD②·③·⑦은 모두 이 원인으로 페
기 처리된 것들이다. 이러한 단점들 때문에 도침지소 방식은 사당리요장에서도 예외적으
로 채택되었을 뿐만 아니라, 좀 더 개량된 支燒 방식인 규석받침이 출현하면서 거의 자취
7)

를 감추었다고 판단된다 .
고려시기의 월요풍 쌍접문·쌍봉문청자가 월요의 영향 아래 제작되기 시작하였을 것
8)

이라는 점에는 의심이 없다 .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월요의 영향은 문양과 장소
기법 가운데 전자에 한정되었을 뿐이다. 그런데 고려청자에 보이는 월요풍의 쌍접문과
쌍봉문 가운데에는 월요로부터 직접 유입된 유형도 있고, 고려에 유입된 후에 변용된 유
형도 있다. Ⅰ형1식·2식 쌍접문과 1식 쌍봉문이 전자에 해당하고, Ⅰ형3식 쌍접문과 2식

7) 사당리 보고서에는 또 한 점의 도침지소를 한 표본이 실려 있다. 靑瓷陰刻“夰達”銘鉢이 그것이다(황지현·장성욱 편, 2015: 455
의 도1040). 이 발은 기형이니 굽형태 그리고 문양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규석받침이 출현한 이후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하
지만 이 발에 채용된 도침지소방식은 쌍접문·쌍봉문청자에 채용된 도침지소방식과 차이가 있다. 후자의 경우 굽안바닥의 유약을
군데군데 또는 도너츠 모양으로 닦아내고 백색내화토를 離隔材로 사용하여 도침지소를 한 반면, 전자의 경우는 굽안바닥 중간 부분
의 유약을 통째로 닦아내고 도침지소를 하였다.
8) 쌍접문과 쌍봉문은 월요 이외에 정요와 요주요 등에서도 유행하였다. 하지만 고려청자에 보이는 월요풍의 쌍접문·쌍접문과는 그
형태에서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이들 요장과 고려청자 사이에 쌍접문과 쌍접문을 매개로 한 영향 관계는 상정하기 힘들다
고 생각한다. 송대의 여러 요장에서 생산한 자기에 보이는 쌍접문과 쌍봉문에 대해서는 謝明良, 2008: 127-133; 穆靑, 2012:
272-277; 陝西省考古硏究所, 1997: 252; 陝西省考古硏究所·耀州窯博物館, 1998: 637·649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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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봉문이 후자에 속한다고 판단된다. 월요풍의 쌍접문·쌍봉문고려청자의 제작시기와
관련하여 각별히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전자이다. 이들은 언제 월요로부터 유입된 것일
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월요에서의 쌍접문과 쌍봉문의 전개과정을 이해할 필요
가 있다.

Ⅳ. 월요에 있어서 쌍접문·쌍봉문의 전개
잘 아는 바와 같이, 월요에서는 오대시기까지 문양이 그다지 유행하지 않았다. 쌍접문과
쌍봉문을 비롯한 문양이 크게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북송시기에 접어든 이후의 일이었다.

1. 쌍접문
쌍접문은 북송시기에 월요에서 가장 크게 유행한 문양 가운데 하나로서, 거의 다 세선
획화기법으로 시문되었다. 월요에서 발견되는 이 시기의 쌍접문의 주류는 Ⅰ형이며, Ⅱ
형은 비교적 적은 편이다.
이제까지 Ⅰ형의 쌍접문월요청자가 발견된 유적 가운데 연대가 가장 이른 것은 아마
도 인도네시아의 井里汶沈沒船(the Cirebon shipwreck)일 것이다. 이 침몰선에서는 내저
면에 Ⅰ형1식의 쌍접문이 細線劃花技法으로 새겨진 6瓣의 월요화형반(그림 18)이 出水되
었다(揚之水, 2007: 122-123). 이 침몰선에서 출수된 월요청자는 30만점이 넘는데(秦大樹,
2007: 91-98; 沈岳明, 2007: 102-106; 李軍, 2013: 137-140), 그 가운데 한 연판문완의 외저
부에는 “戊辰徐記燒”라는 음각명문이 보인다. 대다수의 연구자들은 문제의 “戊辰”년을
송 開寶 원년(968)으로 파악하고 이 완과 함께 선적된 월요청자가 968년경에 제작되었을

<그림 18>
越窯劃花雙蝶紋(Ⅰ형1식)花形盤,
井里汶沈沒船 출수

<그림 19a>
窯劃花雙蝶紋(Ⅰ형1식)“太平戊寅”銘花形碗,
古銀錠湖窯址(Y6) 출토, 慈溪市博物館 소장

<그림 19b>
그림19a의 底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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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요지 이외의 유적 가운데 Ⅰ형 쌍접문이 시문된 월요청자가 가장 많이 발견된 것은 대
만의 澎湖遺蹟일 것이다. 대만과 중국대륙 사이의 대만해협에 있는 澎湖群島의 한 地點
에서는 3,153점의 五代十國時期 월요청자가 발견되었는데, 그 가운데 69점의 접시 또는
낮은 완의 내저면에 세선획화기법의 쌍접문이 새겨져 있다(陳信雄, 1994: 105-106). 이 쌍
접문들은 모두 1식에 속하는 것들이다. 陳信雄(1994: 123-132)의 정치한 연구에 의하면,
이 유적에서 발견된 월요청자는 977년 전후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慈溪市 古銀錠湖窯址(Y6)에서는 “太平戊寅”명이 새겨진 월요화형반편이 출토되
었는데(慈溪市博物館 編, 2002: 139), 이 반의 내저면에도 Ⅰ형1식의 쌍접문이 새겨져 있
다(그림 19). “太平戊寅”년은 송 太平興國 3년(978)을 가리킨다. 그밖에 遼 開泰7년(1018)
에 축조된 遼陳國公主墓에서도 Ⅰ형1식의 쌍접문이 새겨진 월요화형반(그림 20) 3점이
출토되었다(內蒙古自治區文物考古硏究所 等, 1993: 5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Ⅰ형의 쌍접문이 새겨진 월요청자가 발견된 유적의 연대나 이
유형의 문양이 있는 기년명 월요청자의 연대는 모두 북송초기에 한정되어 있다. 게다가 대표
적인 월요요지인 寺龍口窯址의 발굴보고에
따르면, 이 유형의 쌍접문이 새겨진 표본들
도 예외 없이 북송초기(960∼1023)의 퇴적층
에서 출토되었다(浙江省文物考古硏究所 等,
2002: 84-85). 이러한 점들에 근거하여 볼 때,
월요에서 Ⅰ형의 쌍접문이 유행한 시기가 북
송초기의 범주를 벗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고 생각한다.
Ⅱ형 월요쌍접문청자의 경우는 그 기년
명 자료나 연대가 분명한 유적에서 출토된
예가 없다. 다만 사룡구요지의 경우, 이 유형
의 쌍접문은 북송초기 퇴적층 가운데 가장
늦은 시기에 형성된 그것에서부터 출토되기
시작하여(浙江省文物考古硏究所 等, 2002:
85 및 334-350), 북송말기(1078∼1127)의 퇴
적층에서 주로 출토된다(浙江省文物考古
硏究所 等, 2002: 79·85·106 및 334-350).
이상의 검토를 통하여 볼 때, Ⅰ형과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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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越窯劃花雙蝶紋(Ⅰ형1식)花形盤,
遼陳國公主墓(1018) 출토,
內蒙古自治區文物考古硏究所 소장

형의 월요쌍접문은 유행한 시기의 측면에서 서로 선후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북송
초기는 Ⅰ형 쌍접문의 유행시기이고, 북송중기 이후는 Ⅱ형 쌍접문의 유행시기가 되는
셈이다.

2. 쌍봉문
쌍봉문도, 쌍접문과 마찬가지로, 북송시기에 월요
에서 크게 유행한 문양이다. 월요에서는 1식과 2식의
쌍봉문이 모두 발견되었는데, 2식 쌍봉문은 정제된 1
식 쌍봉문이 간략화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쌍봉문이 시문된 월요청자는 앞서 언급한 澎湖遺
蹟에서 다량 발견되었다(陳信雄, 1994: 98-99). 이 유
적에서 발견된 쌍봉문 월요청자 표본은 총 56점인데,
문양의 일부분만 남아 있어서 쌍봉문인지 앵무문인

<그림 21> 越窯劃花雙鳳紋(1식)盤,
遼代祖陵陵園 출토

지 확정하기 힘든 표본이 더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적인 쌍봉문 월요청자 표본의 수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들 표본에 보이는
쌍봉문은 모두 1식에 속한다. 이 유적에서 발견된 월요청자가 977년 전후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은 이미 언급하였다.
1식 쌍봉문이 시문된 월요청자가 출토된 또 다른 유적으로 遼代祖陵陵園이 있다. 祖陵
은 遼를 건국한 황제인 耶律阿保機와 그의 황후의 陵寢이다. 이 능원의 1호 陪葬墓(PM1)
에서 월요청자에서는 보기 드문 대형의 洗 2점이 출토되었는데 그 가운데 한 점의 내저
면에 1식 쌍봉문이 세선획화기법으로 시문되어 있다(그림 21). 발굴보고자는 이 배장묘의
축조연대를 요대초기로 넓게 편년하였지만(中國社會科學院考古硏究所內蒙古第二工作隊
等(董新林 等 執筆), 2009: 49∼50), 동반 출토된 유물들로 미루어 볼 때 10세기 후반경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彭善國, 2008: 232). 문제의 洗도 그 무렵에 제작되었을 것이다.
사룡구요지에서도 적지 않은 1식 쌍봉문청자가 출토되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 출토
지점이 모두, 앞서 살펴본 Ⅰ형 쌍접문청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두 북송초기의 퇴적층
이다(浙江省文物考古硏究所 等, 2002: 42 및 95). 이러한 출토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1식 쌍
봉문월요청자의 제작시기는 북송초기에 한정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2식 쌍봉문월요청자의 경우, 소비지 유적에서 출토된 예는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송대에 운영된 월요 요지에서는 이 형식의 쌍봉문이 새겨진 청자가 보편적으로 발견된
다. 사룡구요지의 발굴보고에 따르면, 2식 쌍봉문청자는 북송초기의 퇴적층에서는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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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되지 않았다. 그것들은 모두 북송중기∼남송초기의 퇴적층에서 출토되었다(浙江省
文物考古硏究所 等, 2002: 100 및 103).
이상의 검토를 통하여 볼 때, 1식과 2식의 월요쌍봉문도, Ⅰ형과 Ⅱ형 월요쌍접문의 경
우와 마찬가지로, 유행한 시기의 측면에서 서로 선후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북송초기
는 1식 쌍봉문의 유행시기이고, 북송중기 이후는 2식 쌍봉문의 유행시기가 되는 셈이다.

Ⅴ. 월요풍 쌍접문·쌍봉문청자의 제작시기
이제까지의 검토를 통하여 월요풍 쌍접문·쌍봉문고려청자의 제작시기와 관련하여
알 수 있게 된 것은 크게 다음 두 가지로 귀결된다. 그 가운데 하나는 고려청자에 보이는
월요풍의 쌍접문과 쌍봉문은 각각 월요의 Ⅰ형1식 또는 Ⅰ형2식 쌍접문과 1식 쌍봉문을
모방하였을 것이라는 점이다. 또 다른 하나는 모방의 대상이 된 월요의 Ⅰ형1식 또는 Ⅰ
형2식 쌍접문과 1식 쌍봉문의 유행시기가 모두 북송초기에 한정되었을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 점에 동의한다면, 고려청자에 보이는 월요풍 쌍접문·쌍봉문
이 북송초기의 월요의 그것들을 모방하였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는 것은 필연이다.
북송초기는 월요의 황금기에 속한다. 특히 문양
의 측면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다. 다양하고 풍
부한 소재의 세선획화문 등이 정교하고 화려하게 시
문된 精品 청자가 대량생산되었으며, 이것들은 송과
요의 최고지배계급을 포함한 수많은 소비자들에게
환영받았다. 元德李后陵(1000. 河南省文物考古硏究
所 編, 1997: 321-324)·蘇州虎丘雲岩寺塔(961. 蘇州
市文物保管委員會(錢鏞 等 執筆), 1957: 40)·黃岩靈
石寺塔(998. 浙江省博物館 編, 2000: 圖198)·遼韓佚
夫婦合葬墓(997·1011. 北京市文物工作隊(黃秀純 等

<그림 22> 定窯刻花雙蝶紋花形盤,
定縣靜志寺塔(977) 출토,
定州市博物館 소장

執筆), 1984: 365-367)·遼陳國公主墓(1018. 內蒙古自
治區文物考古硏究所 等, 1993: 55) 등에서 출토된 월요청자 정품들이 이를 증명한다. 이
러한 상황 아래에서 이 시기의 월요는 조형과 장식 등의 측면에서 다른 요장에도 큰 영향
을 미쳤다(Rita C. Tan, 1996: 28-33; 林士民, 1999: 84-287). 定縣靜志寺塔(977)에서 출토
된 정요백자화형반(그림 22)에 보이는 쌍접문도 그러한 영향관계의 산물 가운데 하나로
판단된다(定縣博物館, 1972: 40-41; 黎毓馨 主編, 2014: 239-243). 이 쌍접문은 월요의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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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1식 쌍접문과 매우 흡사하다.
북송초기의 월요청자는 중국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도 환영받은 상품 가운데
하나였다. 사실 북송초기에 접어들기 이전에는 월요청자가 중국의 무역자기에서 차지한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 월요청자가 중국의 여러 요장의 자기들 가운데 해외수출량
이 가장 많은 자기로 자리 잡은 것은 북송초기의 일이었다(秦大樹·谷艶雪, 2008: 190196). 앞서 언급한 인도네시아 井里汶沈沒船(968년경)에서 출수된 30여만 점의 자기 가운
데 절대 다수가 월요청자라는 점이 이를 실감나게 보여준다. 말하자면 북송초기는 월요
청자 수출의 황금기였던 셈이다.
고려청자에 보이는 월요풍 쌍접문·쌍봉문이 북송초기의 월요의 그것들을 모방하였
을 것이라는 점에는 의문이 없으리라 믿지만, 월요의 쌍접문·쌍봉문청자가 고려에 유
입되고 아울러 모방되는 데에는 약간의 시간적 격차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점 등을 고
려할 때, 적어도 월요의 관점에서 볼 경우, 월요의 쌍접문·쌍봉문이 고려청자에 시문되
기 시작한 시간적 범주가 북송전기에 해당하는 10세기 후반∼11세기 전반을 벗어날 가
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강진지역에서 맨 처음 요업을 시작한 것으로 판단
되는 용운리 63호의 개요시기는 10세기 말기∼11세기 초기라는 견해가 유력하다(李鍾玟,
2015: 199-201). 이 견해에 따를 경우, 이 요장보다 늦게 요업을 시작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당리요장에서 생산된 월요풍의 쌍접문·쌍봉문고려청자가 10세기 후반경에 출현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러한 관점에서 월요풍 쌍접문·쌍봉문고려청자가 출현한 시점은
9)

11세기 전반경의 어느 때였을 공산이 크다고 판단된다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송초기가 끝나면서 월요에서는 고려청자에 직접적인 영향

9) 한편, 많은 연구자들은 북송초기에 월요에서 유행한 여러 문양들이 고려청자에 유행하기 시작한 것을 12세기에 접어든 이후의 일로
믿고 있다(蔡芝瑛, 2010: 27-30; 임진아, 2011: 155-160). 그들은 그 대표적인 문양으로 연판문과 앵무문을 들고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북송초기에 월요에서 유행한 문양이 한 세기 가량이나 지난 뒤에 갑자기 고려청자에 유행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에는 커다란 의문이 있다. 먼저, 연판문의 경우부터 보기로 하자. 월요에서 얕게 양각된 연판문이
북송초기에 유행한 것은 다 아는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법의 연판문은 이 시기의 월요뿐만 아니라 송·금시기의 정요, 북송말기
의 여요, 남송관요, 남송시기의 용천요 등에서 널리 유행하였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高美京, 2015, 附錄 A. 5. 3; 河南省
文物考古硏究所, 2008: 77; 中國社會科學院考古硏究所 等, 1996: 44; 成都文物考古硏究所 等, 2012: 36-104). 그러므로
고려청자의 양각연판문이 반드시 북송초기의 월요의 그것을 모방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다. 12세기에 접어든 이후의 정요나 여요나
남송관요 등의 연판문을 모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앵무문의 경우도 연판문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북송초
기에 월요에서 음각앵무문이 유행하였다는 것 역시 잘 알려진 일이다. 그러나 사룡구요지의 발굴결과에 따르면(浙江省文物考古硏
究所 等, 2002), 이러한 앵무문은 월요에서 남송시기까지도 유행하였다. 앵무문의 시기적 조형 변화상을 잘 보여주는 날개의 형태
등의 측면에서 볼 때, 고려청자에 보이는 음각앵무문은 북송초기보다는 오히려 북송중기 이후의 월요의 앵무문과 더욱 친연성이 있
다고 생각한다(고려청자에 보이는 앵무문에 대해서는 가까운 시일 안에 별도의 논문에서 자세히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러
한 점 등에서 볼 때, 12세기에 접어든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되는 고려청자에 보이는 앵무문이나 연판문의 모방대상이 북송초
기의 월요의 그것들이었을 것이라는 전제 자체에 동의하기 힘들다. 필자는 그것들이 북송초기의 월요가 아니라 그보다 늦은 시기의
월요나 그 밖의 요장의 앵무문이나 연판문을 모방하였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요컨대, 북송초기에 월요에서 유행한 문양이 실제
적으로 한 세기 가량이나 지난 뒤에 갑자기 고려청자에 유행하기 시작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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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친 Ⅰ형 쌍접문과 1식 쌍봉문이 사라지고 새로운 형식의 쌍접문(Ⅱ형)과 쌍봉문(2
식)이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월요에 새롭게 등장한 Ⅱ형 쌍접문과 2식 쌍봉문 가
운데 전자는 고려청자에서는 보이지 않으며, 후자와 고려청자의 2식 쌍봉문 사이의 영향
관계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고려청자의 월요풍 쌍접문과 쌍봉문은
출현한 이후 사실상 독자적인 전개 과정을 밟은 것으로 판단된다.
월요풍의 쌍접문과 쌍봉문이 언제 소멸되었는지를 알려줄만한 직접적인 자료는 찾을
수 없다. 다만 그러한 문양이 시문된 표본들의 장소기법을 통하여 그 대략적인 윤곽을 추
정할 수 있을 뿐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표본들은 모두 다수의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치고 墊燒하거

나 陶枕支燒 방식으로 소성하였다. 여기서 월요풍 쌍접문·쌍봉문의 소멸 시기와 관련하
여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규석받침으로 소성한 예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규석
받침은 굽다리바닥에 받침 흔적을 남기지 않고 굽 안바닥에 조그만 받침 흔적을 남길 뿐
이라는 점에서 각각 굽다리바닥과 굽 안바닥에 지저분한 백색내화토 흔적을 남기는 墊

燒와 도침지소보다 발전된 장소기법이었다. 규석받침이 출현한 이후 품질이 높은 청자는
보편적으로 이 방식으로 소성하였다. 월요풍의 쌍접문과 쌍봉문청자의 경우와 같이 저경
이 크거나 굽다리가 밖으로 벌어진 기물들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월요풍의 쌍접문과 쌍봉문청자에서 규석받침으로 소성한 예가 전혀 발견되지 않은 것
은 곧 이것들이 규석받침이 출현하기 이전에 제작되었음을 말해준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
다. 말하자면, 월요풍의 쌍접문·쌍봉문이 소멸한 시점은 규석받침이 출현하기 이전의
어느 때라는 이야기가 되는 셈이다.
규석받침은 여요의 支釘支燒法의 영향으로 출현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지정지소를
한 여요자기의 외저면에는 깨알 모양의 작은 지소흔이 남아 있는데, 흔히 “芝麻釘”으로
부르는 것이 그것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길은 없지만, 여요의 기술적 전통을 이은 북송
관요에서도 이러한 장소기법을 채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규석받침은 고려의 도공이 그렇
게 소성한 여요자기나 북송관요자기를 직접 보고 고안해낸 장소기법으로서, 그 출현시기
는 예종대(1105∼1122년 재위)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李喜寬, 2016b). 월요풍
의 쌍접문과 쌍봉문이 소멸한 시점은 늦어도 12세기 초기가 되는 셈이다.
이상의 논의에 큰 무리가 없다면, 월요풍 쌍접문·쌍봉문고려청자의 제작시기는 11세
기 전반의 어느 시점부터 늦어도 12세기 초기의 어느 때까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고
려 초기청자의 표식적 기종인 해무리굽완이 12세기 초기 무렵에 소멸된다는 관점에서 보
면(李喜寬, 2011: 39-41), 그것들은 사실상 초기청자시기의 산물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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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맺음말-월요풍 쌍접문·쌍봉문청자의 도자사적 시사
중국도자사의 측면에서 볼 때, 북송시기는 문양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당·송시기의
대표적인 요장들에서는 오대시기까지는 순정하고 윤택한 釉의 미적 측면을 중시하다가
북송시기에 접어들어 다양한 소재와 기법의 문양을 중시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浙江省
文物考古硏究所 等, 2002: 355 및 361; 鄭嘉勵, 2002: 107 및 110). 예컨대, 월요에서는 북
송초기부터 시기를 같이하거나 달리하여 세선획화문·각획화문·斜粗刀刻花紋 등이(浙
江省文物考古硏究所 等, 2002: 361-366; 鄭嘉勵, 2002: 107-111), 정요에서 각화문과 인화
문 등이(穆靑, 2012: 274-277), 요주요에서 剔花紋과 인화문 등이 크게 유행하였다(陝西
省考古硏究所·耀州窯博物館, 1998: 617-619). 북송시기에 황금기에 접어든 자주요에서
는 월요·정요·요주요 등보다 더욱 다양한 문양기법을 구사하였는데, 각화·획화·박
지·철화·녹채·갈채·상감·인화·척화·삼채 등 다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이다(中國
硅酸鹽學會 編, 1982: 241-246; 馬小靑, 2002: 159-170).
북송시기는 고려청자의 경우 대략 초기청자시기에 해당한다. 이제까지 초기청자시기
에는 문양이 거의 유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 시기에
고려청자는 세계도자사의 흐름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셈이다.
중국의 직접적인 영향 이래 출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
을 법한 고려청자가 과연 실제에 있어서 그러하였을까? 이것은 필자가 도자사를 연구하
면서 품어온 오랜 의문 가운데 하나였다. 근래에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 월요풍의 쌍접
문·쌍봉문청자가 초기청자시기에 제작된 것이라면, 적어도 문양의 측면에서 초기청자
의 양상을 다르게 이해할 여지가 생긴 셈이다.
그런데 필자는 월요풍의 쌍접문과 쌍봉문청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것들과 전체적
인 풍격이 유사하고 장소기법도 동일하지만 다른 소재의 문양이 음각된 일군의 표본들을
발견하였다. <표 2>는 이러한 표본들의 출토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이용희 선생이 소장하고 있는 청자음각화문완편(LCⓐ)은 동체 부분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구체적인 기형을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굽깎음이 단정하고 굽다리바닥의 유약을 닦
아내고 9개의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친 흔적이 남아 있다. LC①·③과 굽의 형태 및 장소
기법이 동일하고 전체적인 풍격도 유사하다. 내저면에 독특한 모습의 花紋을 정교하게
음각하였는데, 월요나 요주요 등에서 발견되는 화문들과 일정한 차이가 있어 고려의 도
공이 고안한 문양인지도 모르겠다. 이용희 선생의 말에 따르면, 이 표본은 사당리요지에
서 채집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지점은 LC①·②·③·④를 채집한 지점과 동일하다.
강진 고려청자박물관에도 월요풍 쌍접문·쌍봉문청자와 흡사한 풍격의 청자음각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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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접시편(KSⓐ)이 소장되어 있다. 이 표본은 1990년대 고려청자박물관을 건립할 때 그 부
10)

지에 포함되어 있던 사당리23호요지 부근에서 출토되었다 . 내저면에 앵무문이 음각되
어 있으며, 각이 지게 깎은 굽다리바닥의 유약을 닦아내고 10여개의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치고 소성하였다. 기형과 굽의 형태 및 장소기법 등이 특히 SD⑪과 유사하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사당리요지 출토품 가운데에도 기형·문양기법·장
소기법 등의 측면에서 월요풍 쌍접문·쌍봉문청자와 흡사한 실례들이 적지 않게 포함되
어 있다. 그 가운데 SDⓐ는 넓은 내저면에 모란문을 정교하게 음각하였으며, 낮은 굽다리
바닥의 유약을 닦아내고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치고 소성하였다(황지현·장성욱 편, 2015:
125의 도204). 남아 있는 내화토 흔적으로 미루어 대략 7∼8개의 내화토빚음을 받친 것으
로 추정된다. SDⓑ는 SDⓐ와 기형·문양·장소기법 등의 측면에서 매우 흡사하여 마치
한 도공이 만든 것 같다(황지현·장성욱 편, 2015: 487의 참고도판30). SDⓒ는 陶枕支燒
를 한 접시편이다. 굽 안바닥에 유약을 닦아내고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친 흔적 3개가 남
아 있다. 넓은 내저면에 생동감 있는 음각앵무문의 일부가 남아 있다(황지현·장성욱 편,
2015: 487의 참고도판31). SDⓓ도 내저면에 앵무문이 음각된 작은 접시편인데, 앵무문의
꼬리만 부분적으로 남아 있다(황지현·장성욱 편, 2015: 487의 참고도판31). 기형이나 굽
의 형태 그리고 장소기법 등이 SD⑩과 매우 흡사하다. SDⓔ는, 이제까지 살펴본 모든 표
본들의 경우 내저면에 문양이 새겨진 것과 달리, 기물의 외측면에 劃花技法의 용문이 시
문되었다(황지현·장성욱 편, 2015: 92의 도141). 북송말기에 정요에서 제작된 白瓷“尙食
局”銘碗(그림 23)의 경우도 외측면에 SDⓔ의 용문과 비슷한 형태의 용문이 刻花된 예가
있는데(北京藝術博物館 編, 2012: 86-87), 양자 사이에 영향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 굽다
리바닥의 유약을 닦아내고 대략 7∼8개의 백색내화토빚음을 받치고 소성한 것으로 판단
된다.
SDⓐ∼ⓔ 가운데 필자가 구체적인 출토 지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총 4점이다(SD
ⓐ·ⓒ·ⓓ·ⓔ). 이 가운데 3점은 월요풍 쌍접문·쌍봉문청자 표본의 대부분이 출토된
사당리요지 ‘가’구역 3지점의 T4에서 출토되었고(SDⓐ·ⓒ·ⓓ), 나머지 한 점만 T3에서
출토되었다(SDⓔ). T3은 T4로부터 동남쪽 방향으로 약 3∼4ｍ 떨어진 지근거리에 위치해
있다(황지현·장성욱 편, 2015: 15). LCⓐ와 KSⓐ가 발견된 곳도 이 부근이다. 이 점 등으
로 미루어 볼 때, 월요풍의 쌍접문과 쌍봉문청자들과 흡사한 풍격을 지니고 있지만 다른
소재의 문양이 음각된 일군의 표본들도 그것들과 동일한 요장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후자가 전자와 전체적인 풍격뿐만 아니라 문양기법이나 장소기법까지 동일

10) 이 점은 고려청자박물관 조은정 학예사의 전언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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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定窯白瓷龍紋“尙食局”銘碗,
曲陽縣定窯窯址 출토,
河北省文物硏究所 소장

<그림 24> 天靑釉瓷器片,
淸凉寺汝窯址 출토,
河南省文物考古硏究所 소장

<그림 25> 臨汝窯刻花牡丹紋粉盒,
淸凉寺窯址 출토,
河南省文物考古硏究所 소장

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후자도 전자와 마찬가지로 초기청자시기에 제작되었을 공산이 크
다고 생각된다.
필자가 문양이 새겨진 초기청자의 표본으로 제시한 것은 30例에도 미치지 못한다. 문
양소재도 쌍접문·쌍봉문·화문·모란문·앵무문 등 5가지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러
한 표본을 토대로 초기청자시기에 문양이 유행하였다고 이야기하기는 힘들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 표본들이 모두 사당리요장에서 제작되었고 아울러 사당리요지 발굴품 가운데
더 많은 수의 표본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에서 보면, 적어도 사당리요
장에 국한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강진에는 초기청자를 생산했던 요장이 적지 않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사당리요지를
제외한 나머지 요지들의 경우, 하나같이 그곳에서 출토된 초기청자 가운데 문양이 있는
것은 매우 드물다. 그리고 그 소재도 蓮瓣과 菊唐草 등에 국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사당리요지에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다양한 소재의 문양이 새겨
진 초기청자가 적지 않게 출토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면, 그것은
강진요의 범위 안에 있던 사당리요장과 그 밖의 요장-非沙堂里窯場-의 경우 문양을 포
함한 청자제작의 양상자체가 달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사실,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지역에서 운영된 요장들이라도 문양을 포함한 자기의 제
작양상이 서로 다른 예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북송말기 淸凉寺村의 요장도 그 가
11)

운데 하나이다 .
오늘날의 河南省 寶豊縣 淸凉寺村에 있던 이 요장에서는 북송말기에 서로 다른 성격
의 두 개의 요장이 운영되었다. 그 하나는 일반 상품용 자기를 생산하던 민요적 성격의
요장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기본적으로 어용자기를 생산하던 전문적 製樣須索窯였다.

11) 북송말기의 청량사요의 자기제작양상과 성격에 대해서는 李喜寬, 2016a: 110-1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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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흔히 전자는 청량사요로, 후자는 창량사여요로 부른다. 후자가 어용자기를 생산
하던 시기는 이 요장의 “성숙기단계”에 해당한다. 이 시기에 후자가 생산한 자기는 이른
바 “天靑釉瓷器”로서 정교하게 제작되었으며 실투성이 비교적 강하고 문양을 새긴 것은
그다지 많지 않다(그림 24). 역사상 “여요”로 부르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반면 이 시기에
전자에서 생산한 자기는 그 대부분이 품질이 그다지 높지 않고 각화문이나 인화문이 시
문된, 이른바 臨汝窯靑瓷였다(그림 25).
만약 강진요의 범위 안에 있던 사당리요장과 비사당리요장의 경우 문양을 포함한 청
자제작의 양상자체가 달랐다면, 이제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비사당리요
지, 예컨대 용운리9호나 10호요지 등의 발굴결과를 기준으로 사당리요장의 청자제작양상
을 해석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청량사요의 발굴결과에 의지
하여 자기제작양상이 전혀 다른 청량사여요에 나타난 여러 현상들을 해석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셈이기 때문이다. 근래에 우리 앞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 월요풍의 쌍접
문·쌍봉문청자는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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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사당리
요지
출토품

분류

쌍접문

쌍접문

SD⑥

쌍접문

SD③

SD⑤

쌍접문

SD②

쌍접문

쌍접문

SD①

SD④

문양

유물
번호

접시

접시

접시

접시

접시

접시

기종

3.7

7.7

저경

7.6(추정)

규격(㎝)

3.1(잔존높이)

높이

<표 1> 월요풍 쌍접문·쌍봉문 고려청자 출토 현황

사당리보고서
참고도판 28

사당리보고서
참고도판 175

사당리요지
‘가’구역3지점
T4A

사당리요지
‘가’구역3지점
T4A

담청록색

·
(초벌구이편)

담청록색

「강진 사당리
고려청자」특별전
출품 유물로서
사당리보고서에는
미수록

사당리보고서
참고도판 28

담청록색

담청록색

담청록색

사당리요지
‘가’구역3지점
T4SA

전거

사당리보고서
도205

판

사당리요지
‘가’구역3지점
T4B1

도

사당리보고서*
도200

출토지점

사당리요지
‘가’구역3지점
T4A1

유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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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사당리
요지
출토품

분류

쌍봉문

쌍봉문

SD⑧

SD⑨

쌍봉문

쌍봉문

SD⑪

SD⑫

쌍봉문

쌍봉문

SD⑦

SD⑩

문양

유물
번호

접시(?)

접시

접시

碗

접시

碗

기종
저경

9.8

8.0(추정)

규격(㎝)

3.2(잔존높이)

7.4

높이

담청록색

담청록색

담청록색

담청록색

청황색

담청록색

유색

사당리보고서
도209

사당리보고서
참고도판 5

사당리보고서
참고도판 28

사당리보고서
참고도판 28

사당리보고서
참고도판 28

사당리요지
‘가’구역3지점
T4SA

사당리요지
‘가’구역3지점
T4SA

사당리요지
‘가’구역3지점
T4SA

사당리요지
‘가’구역3지점
T4SA

전거

사당리요지
‘가’구역3지점
T4A1

판

사당리보고서
도15

도

사당리요지
‘가’구역3지점
T4B1

출토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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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봉문

쌍봉문

쌍봉문

LC④

KG①

KG②

쌍접문

LC②

쌍접문

쌍접문

LC①

LC③

쌍봉문

문양

SD⑬

유물
번호

접시

접시

접시

碗(?)

접시

碗(?)

접시(?)

기종

2.9(잔존높이)

2.1(잔존높이)

9.2

7.0

7.2

6.8

저경

8.2(복원저경)

규격(㎝)

2.4(잔존높이)

높이

* 사당리보고서는 황지현·장성욱 편, 2015를 가리킨다.
** 고려궁성보고서는 최맹식 편, 2012를 가리킨다.

개성
고려궁성
출토품

이용희
선생
채집품

분류

담청록색

청황색

청황색

담청록색

담청록색

담청록색

·
(초벌구이편)

유색

개성 고려궁성
3-5호 건물지

사당리127번지
서편구역
(사당리요지
‘가’구역3지점 일대)

사당리127번지
서편구역
(사당리요지
‘가’구역3지점 일대)

사당리127번지
서편구역
(사당리요지
‘가’구역3지점 일대)

사당리127번지
서편구역
(사당리요지
‘가’구역3지점 일대)

사당리요지
‘가’구역3지점
T4A1

출토지점

도

판

고려궁성
보고서**
258쪽

사당리보고서
참고도판 175

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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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사당리
요지
출토품

모란문

SDⓐ

앵무문

앵무문

SDⓓ

모란문

SDⓒ

SDⓑ

앵무문

KSⓐ

고려청자
박물관
소장품

화문

LCⓐ

이용희
선생
채집품

문양

유물
번호

분류

접시

접시

접시

접시

접시

碗(?)

기종

2.7

1.4
(잔존높이)

높이

규격(㎝)

6.9

6.0

저경

<표 2> 월요풍 쌍접문·쌍봉문청자와 같은 풍격의 고려청자 출토 현황

녹갈색

담청록색

담청록색

담녹갈색

담청록색

유색

사당리보고서
참고도판31

사당리보고서
참고도판31

사당리요지 ‘가’구역
3지점 T4A1

사당리요지 ‘가’구역
3지점 T4A

사당리보고서
참고도판30

사당리보고서**
도204

전거

사당리요지 ‘가’구역
3지점 T4B1

판

사당리 고려청자 도록*
도39

도

사당리23호요지 부근

사당리127번지서편구역
(사당리요지 ‘가’구역
3지점 일대)

출토지점

66

제28호

SDⓔ

유물
번호

용문

문양

碗

기종

6.4

높이

* 사당리 고려청자 도록은 조은정 편, 2016을 가리킨다.
** 사당리보고서는 황지현·장성욱 편, 2015를 가리킨다.

분류

규격(㎝)

6.2

저경

담청록색

유색

사당리요지 ‘가’구역
3지점 T3A

출토지점

도

판

사당리보고서 도141

전거

Several issues related to the Goryeo celadons with the
Yue ware(越窯) -type design of two butterflies or two
phoenixes : The new aspects of the early Goryeo celadon
from the perspective of Yue Ware
Hee-gwan Lee

(Former chief curator of Horim Museum)
The unprecedented pieces of the Goryeo celadon incised with the Yue ware-type
design of two butterflies or two phoenixes have recently been discovered. This research
reviewed the production kiln, consumption place, production period of them and the
meaning of the appearance of them in development of Goryeo celadon.
The number of the samples of the Goryeo celadon with the Yue ware-type design of
two butterflies or two phoenixes is 19 in total. They were all produced in the Sadangri kiln, Gangjin, and mainly consumed by the royal court of Goryeo in Gaeseong. In
addition, the the Yue ware-type design of two butterflies or two phoenixes was modeled
after the design of two butterflies or two phoenixes of Yue ware in the early northern
Song Dynasty. Sadang-ri kiln made Goryeo celadon with such designs from anytime in
the first harf of the 11thcenturytoatthelatestearly12thcentury.Inotherwords,theGeryeoce
ladonswiththeYueware-typedesignoftwobutterfliesortwophoenixesweretheproductsofth
eeraoftheearlyGoryeoceladon.
It is known that decorating with some designs over wares was almost not in trend
in the era of the early Goryeo celadon. However, if the Goryeo celadons with the Yue
ware-type design of two butterflies or two phoenixes were produced in the era of the
early Geryeo celadon, it is regarded that the designs were already popular to some
extent in the era of the early Goryeo celadon at least in in Sadang-ri kiln, Gangjin,
unlike what has been understood.
In the meantime, it remains a huge question that the Goryeo celadons with the Yue
ware-type design of two butterflies or two phoenixes were discovered only in the kiln
sites in Sadang-ri among numerous Goryeo celadon kiln sites in Gangjin and have never
been discovered in any other kiln sites, including the kiln site of No.9 and No.10 in
Yongun-ri. This could be caused by the possibility that the kiln sites in Sadang-ri that
produced the Goryeo celadons with the Yue ware-type design of two butterflies or two
phoenixes and the other kiln sites in Gangjin had different aspects of celadon production.
Keywords : design of two butterflies (雙蝶紋), design of two Phoenixes (雙鳳紋),
Yue Ware (越窯), early Goryeo Celadon

고려시기의 越窯風 雙蝶紋·雙鳳紋靑瓷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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