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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책은 2018년 10월 30일부터 2018년 12월 9일까지 인천시립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하는 고려 건국 1100주

년 기념 특별전 <강도江都, 고려 왕릉展>에 맞춰 발간한 도록입니다. 

2  도판은 전시 유물을 중심으로 싣고, 그 외에 전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참고자료의 사진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3  도판에 수록된 유물은 명칭, 출토지 또는 작가, 시대, 크기, 소장처의 순서로 기재하였고, 작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생략하였습니다.

4   유물의 크기(cm)는 종류에 따라 높이, 길이, 두께를 표기하였습니다.

5 본문 가운데 책은 『』로, 그림 및 작품은 <>로, 인용은 “”로 표시하였습니다. 

6 논고와 칼럼에 쓰인 개념, 용어 등은 개별 필자의 서술 기준에 따랐습니다.

7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소장품은 별도의 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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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고려는 474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화를 창출했던 나라입니다. 

불교미술, 공예, 문학이라는 많지 않은 분야에서의 조사와 연구만을 통해서도 고려문화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위상이 세계에 알려져 ‘고려’는 우리나라의 영어 국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관심 부족과 미흡한 연구기반 등으로 인해 우리는 아직 고려문화의 깊이와 너비를 

제대로 가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부족하지만 고려문화의 깊이와 너비를 가늠

하고자 긴장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강화에 첫 자를 펼쳐보고자 합니다. 

<江都, 고려 왕릉展>개최와 도록 발간이라는 자를 펼쳐보고자 합니다.

이번 특별전과 도록발간은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인천광역시립박물관의 긴밀한 협력으로 

준비된 성과물입니다. 공동전시의 길을 열어주신 조우성 전 인천광역시립박물관장님, 전시

연출에 힘써주신 정태범 인천광역시립박물관장님과 박물관 관계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록발간을 맡아 수고해준 우리 연구소 황인호 학예연구실장, 이보람연구사, 성기열

・오원경・이민영 연구원과 연구소 구성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8년 10월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장



특별전을 

열며

918년 6월 15일 왕건이 궁예의 도성이었던 철원의 포정전布政殿에서 즉위하여 국호를 고려

로 한 이래 1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고려 건국 1000주년이 되었던 1918년은 일

제강점기였던 탓에 올해야 말로 고려의 건국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고려의 국도國都였던 개성은 접근이 제한되어 있어 관련 연구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남북 역사문화교류가 좀 더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려사를 이

해할 수 있는 창으로서 1232년부터 1270년까지 강화도에 자리 잡았던 고려의 도성, 강도江

都가 가지고 있는 시대적, 지리적 의미는 정말 중요합니다. 

강화도의 발굴 조사는 199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점차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발굴 조사

의 성과가 축적되면서 강도 시대의 연구도 진전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고려 왕릉의 발굴조사 성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한편, 최근 조사된 강도 시대 유적의 현황을 소개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는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와 협업을 통해 진행된 사업입니다. 2017년 9월 

21일에 개소된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는 올해 석릉 주변의 고려 고분군과 흥왕리 이궁터에 

대한 발굴 조사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으로 강도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하였으

며, 앞으로의 조사 성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고려 시대를 주제로 한 기획 전시는 인천광역시립박물관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고려 건국 1100주년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맞이하여 열리게 될 ‘강도, 고려 왕릉’ 

특별전이 여전히 우리에게 낯선 고려의 수도 ‘강도’와 ‘고려 왕릉’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인

식을 불러일으키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전시를 개최하기까지 많은 애를 쓰신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이규훈 소장님을 비롯

하여 전시 추진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연구소와 시립박물관 두 기관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10월

인천광역시립박물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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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江都, 

고 려 의  도 읍 이  되 다



007

오랑캐들이 아무리 완악하다지만  虜種雖云頑

어떻게 이 물을 뛰어 건너랴.  安能飛渡水

저들도 건널 수 없음을 알기에  彼亦知未能

와서 진치고 시위만 한다오.  來以耀兵耳

누가 물에 들어가라 말하겠는가.  誰能諭到水

물에 들어가면 곧 다 죽을텐데.  到水卽皆死

어리석은 백성들아 놀라지 말고  愚民且莫驚

안심하고 단잠이나 자게나.  高枕甘爾寐

저들 응당 저절로 물러가리니  行當自退歸

국업이 어찌 갑자기 끝나겠는가.  國業寧遽已

- 이규보李奎報, 『동국이상국후집東國李相國後集』 권卷5 고율시古律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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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으로 보는 

강화 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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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고려를 침략하다. 

고려와 몽골의 관계는 1218년(고종5) 12월 강동성에서 양국 군대가 처음 조우한 뒤 이

듬해 1월 몽골의 요구에 따라 형제맹약을 맺으면서 시작되었다. 형제맹약의 조건은 양

국 간의 상하관계를 전제로 하여 몽골이 요구하는 공물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몽골의 과도한 요구와 사신들의 무례한 행동으로 인해 양국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었다. 

결국 몽골은 1225년 1월에 발생한 사신 저고여著古與 피살사건을 구실로 삼아 1231년

(고종18) 8월에 고려를 침략하였다.(제1차 침입) 당시 몽골군을 지휘하던 살리타이[撒禮塔]

는 철주성(평북 철산) 등지를 점령하고, 11월에는 예성강과 개경 나성에서 백성들을 살육

하였다. 이에 고려는 협상을 벌여 몽골에 신하를 칭하고 인질과 공물을 납부하는 조건

으로 화친하였다.

몽골의 최대 영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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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가> 항복하여 사신 저고여著古與를 보내 왕래시키지 않았는가. 저고여가 사라져 사신이 찾으러 갔으나 너희

들은 활과 화살로 찾으러 온 사람을 쏘아서 돌아가게 했다. 그로 미루어 너희가 저고여를 살해한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우리들은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와 같이〉 황제의 성지聖旨에서 말씀하셨다. 만약 너희들이 싸우기를 바란

다면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고, 만약 투항하고자 한다면 이전에 투항한 자들처럼 할 것이다.

- 『고려사高麗史』 권卷23 세가世家23 고종高宗 18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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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군 침입 경로

1231~1232년 침입로

1235~1239년 침입로

1254~1259년 침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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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품 이상 관료들이 또 회의를 하였는데, 모두들 도성을 지켜 적을 막아내자고 하였으나 

오직 재추宰樞 정무鄭畝와 대집성大集成 등은 도읍을 옮겨 난을 피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 『고려사高麗史』 권卷23 세가世家23 고종高宗 19년 5월

“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도리에 맞는 일입니다. 예로써 섬기고 믿음으로

써 사귄다면, 저들이 무슨 명분으로 우리를 괴롭히겠습니까? 도성을 버리고 종묘宗

廟와 사직社稷을 돌보지 않은 채 섬으로 도망하여 구차스럽게 세월을 끄는 동안 변방

의 백성과 장정들은 적의 칼날에 다 죽고 노약자들은 노예와 포로가 될 것이니, 천

도는 국가의 장구한 계책이 아닙니다.”

- 『고려사高麗史』 권卷102 열전列傳15 제신諸臣 유승단 升旦

천도냐? 사수냐? 

두 갈래의 길

1232년 1월 11일, 고려와 몽골의 강화조건에 따라 몽골군이 철수하였다. 이후 항전론이 

대두되어 무인집권자 최우를 중심으로 천도가 논의되었다. 그러나 천도에 반대하는 여론

이 높았는데, 대표적인 인물은 유승단兪升旦과 김세충金世沖이었다. 

김세충金世沖이 말하기를 “송경宋京은 태조 때부터 지켜 내려와 200년이나 되었습니

다. 성이 견고하고 군사와 양식이 충분하니, 진실로 마땅히 힘을 합쳐 사직을 호위할 

수 있는데, 이를 버리고 가면 장차 도읍할 땅이 어디입니까”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권卷16 고종高宗3 고종高宗 19년 6월

최종준은 1242년(고종29)에 물러나기를 청하였으나 왕은 허락하지 않고 이르기를 

“최崔시중侍中은 시종始終 한결같이 절조節操를 지켜 청렴하게 나라를 받들었다. 

요즘 나라에 변고가 많고 의론議論이 분분하였으나 때마다 훌륭한 판단을 내렸다. 천

도遷都하고 사직社稷을 지킨 공로가 비할 바 없는데 어찌 상례常例를 지킨다 하여 갑작

스런 사직을 허락하겠는가?” 라고 하면서 궤장几杖을 하사하였다.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권卷16 고종高宗3 고종高宗 19년 6월

사수론

천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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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2년, 

강화로 천도를 

단행하다.

당시 무인집권자였던 최우는 천도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1232년 6월 16일에 강화 천도를 

단행하였다. 급작스럽게 천도가 결정되어 강화에는 사전 준비가 전무한 상태였다. 하지만 

최우는 각 관청과 백성들의 입도入島를 독려하며 섬에 들어갈 기한과 이를 어길 것을 대비

해 처벌사항까지 정하여 공시公示하였다. 천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고종 역시 최

우의 강권强勸으로 급하게 강화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2월 20일   재추가 전목사典牧司에 모여 이도移都할 것을 의논하였다.

5월 21일  재추가 선경전宣慶殿에 모여 대몽 방어책을 논의하였다.

5월 23일    4품 이상의 관료들이 또 회의를 하였다. 모두 성을 지켜 적과 대항

할 것을 말하였으나 재추 정무鄭畝와 대집성大集成 등은 마땅히 도

읍을 옮겨 난을 피하고자 하였다.

6월    최우가 자기 집에서 재추를 모아 천도를 의논하였다. …(중략)… 

이날 최우는 왕에게 빨리 왕궁을 떠나 강화로 갈 것을 요청하였다.

7월 6일   왕이 개경을 출발하여 승천부에 이르고,  7일 강화의 객관에 들었다.

강화 천도의 논의 과정

광성보에서 본 강화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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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는 마침내 왕에게 빨리 궁궐을 벗어나 강화도로 가자고 요청했지만, 왕은 미적거리고 결정하지 못

하였다. 최우는 녹봉을 운반하는 수레 100여 량兩을 빼앗아 자기 재산을 강화도로 수송하였고, 유사有司에 

명령하여 날짜를 정하여 5부部의 인호人戶를 출발시켰다. 방을 내걸어 말하기를, “기한 내에 출발하지 않

는 사람은 군법으로 논하겠다.”라고 하였다. 또 사신을 여러 도道에 보내 산성과 해도海島로 백성들을 이

주시켰다. 2영군領軍을 동원하여 강화도에 궁궐을 짓도록 하고 마침내 수도를 옮겼다. 이때 장맛비가 열

흘이나 계속 내려 다리가 진흙에 빠지는 바람에 사람과 말이 마구 쓰러졌다. 달관達官과 양가良家의 부녀

자들도 심지어 맨발로 짐을 이고 진채로 길을 떠났으며 늙은 홀아비와 과부, 어린 고아와 자식 없는 늙은

이들 중에는 갈 곳을 잃고 곡을 하는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 『고려사高麗史』 권卷129 열전列傳42 반역叛逆 최우崔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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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강화江華의 객관客館에 들어갔다.

   - 『고려사高麗史』 권卷23 세가世家23 고종高宗 19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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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의 

새로운 중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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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에 언덕들이 잎과, 가지처럼 붙어있는데 涯凌葉擁 渚 枝附

그 가지와 잎에 붙어 올망졸망한 것들은   麗其枝葉而沙散碁布者

강과 바다의 상인, 어부와 소금구이의 집들이요.  江商海賈漁翁鹽叟之編戶也

신악이 꽃술처럼 열리고 영구가 꽃받침처럼 받들었는데  神岳蘂開 靈丘 捧

꽃술과 꽃받침에 걸쳐 날아가는 듯 솟아있는 것은  架其蘂 而暈飛鳥聳者

황실, 궁궐, 공경, 사서들의 저택이다.   皇居帝室公卿士庶之列棟也

안으로 마니산과 혈구산의 첩첩한 산이 웅거하고  據摩利穴口之重

밖으로 통진산과 백마산의 사면이 요새이다.  外界童津白馬之四塞

동편의 갑화관은 출입을 단속하고   出入之誰何  則岬華關其東

북쪽의 풍포관은 외빈을 보내는데    賓入之送迎 則楓浦館其北

두 화산의 봉우리는 문턱이 되고 두효가 근본이 되니  兩華爲閾 二 爲樞

참으로 천지의 요새이다.  眞天地之奧區也

이에 안으로 자줏빛 성을 둘러쌓고 밖에는 분첩으로 싸니  於是乎 繚以紫壘 外包以粉堞

물은 서로 도와 둘렀고, 산은 다투어 드높아서  水助縈回 山爭岌嶪

굽어보매 오싹한 못물 쳐다보니 아찔한 절벽이라  俯臨慄乎淵深 仰觀愁於壁立

오리, 기러기도 못 날아들고 늑대와 범이 엿보지 못할지라  鳧鴈不能盡飛 虎不能窺闖

한 사람이 가금하며 지키니 일만 집이 편안히 잠에 든다. 一夫呵  萬家高枕

이는 금성탕지 만세 제왕의 도읍이로다.  是金湯萬世帝王之都也

  - 최자崔滋, 『동문선東文選』 권卷2 삼도부三都賦

고려 왕실의 

해도입보처

강화도는 개경과 가까이 위치하면서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고 갯벌이 발달하였기 때문에 

적의 침입을 방어하는데 유리하였다. 또한 한강, 예성강, 임진강과 연결되어 있어 각종 물

자의 유통이 원활하였다. 교통의 요지라는 장점과 함께 상대적으로 수전에 약한 몽골에 대

항하기 위해 고려는 강화도로 천도를 추진하였다. 더불어 왕실과 군사 그리고 백성들을 섬

으로 피난시키는 해도입보책海島入保策을 단행하였다.  

강화에 들어온 무인집권자 최우는 개경에 준하는 새로운 도성을 조성하였으며, 성곽을 축

조하여 방어를 견고하게 하였다. 이후 개경 도성은 ‘구경舊京’으로 칭해졌으며, 강화도는 ‘강

도江都’ 혹은 ‘황도皇都’로 불렸다. 이러한 과정은 강화를 일시적인 수도가 아닌 장기적인 대

몽항쟁의 중심지로 만들고자 한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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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지도 
江華地圖

001 

17세기 초

41.4×31.9cm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지나조선고지도支那朝鮮古地圖』에 있는 강화 지도로 1책 130장으로 제작되었다. 강화부 읍성에 ‟강도江都”

라는 별칭을 기재하여 이곳이 고려시대 대몽항쟁기의 중심지였음을 알려주고 있다. 고려 고종 대에 도성이 

축성되었다는 사실과 내・외성의 길이를 주기로 달았으며, 강화도 내 각 군진과의 거리를 표시하여 군사적 

요충지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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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전도 
江華全圖

002 

18세기 초

146.5×41.0cm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강화전도>가 그려진 『조선강역총도朝鮮疆域叢圖』는 총 3개의 두루마리에 채색된 필사도이다. 1718년 이후 

설치된 철북돈대를 제외한 48개의 돈대가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8세기 초에 그려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지도상에는 바다에서 이어지는 여러 물길이 표시되어 있어 고려・조선시대의 물길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물길은 간척사업에 의해 육지로 변한 곳이 대다수여서 현재는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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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왕실의 

궁궐과 관청

강화도 천도는 무인집권자 최우에 의해 사전 준비 없이 급작스럽게 단행되었다. 따라서 궁

궐과 관청을 비롯하여 내 〮 외성을 축조하고 수도로서의 강도를 경영하기 위해 힘썼다. 『고

려사高麗史』 고종高宗 21년 2월 기록을 살펴보면 “여러 도의 장정을 징발하여 궁궐과 각 관

청을 축조하라 하였고, 구정毬庭, 궁전宮殿, 사원寺院 등 시설의 명칭을 송도松都에 준하였다.”

라는 기록이 있어 강도시기 궁궐, 관청, 사원은 개경의 것을 모방하여 지어졌을 것으로 추

정된다. 이 밖에 수창궁壽昌宮, 용암궁龍 宮, 진암궁辰 宮, 제포궁梯浦宮 등 다수의 별궁이 건축

되었으며, 풍수지리설에 따라 국가의 흥성을 위해 흥왕리興旺里 이궁離宮, 신니동神泥洞 가궐

假闕 등을 축조하기도 하였다.

왕이 용암궁龍岩宮으로 거처를 옮겼다.

 - 『고려사高麗史』 권卷23 세가世家23 고종高宗 36년 2월

수창궁壽昌宮에서 몽골 사신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 『고려사高麗史』 권卷23 세가世家23 고종高宗 37년 6월

왕이 대궐의 서궁闕西宮으로 거처를 옮겼다.

 - 『고려사高麗史』 권卷23 세가世家23 고종高宗 37년 7월

왕이 제포궁梯浦宮에서 (몽골 사신)을 맞이하였다. 

- 『고려사高麗史』 권卷23 세가世家23 고종高宗 37년 12월

왕이 묘통사에 행차하였다가 금단동今旦洞의 궁궐로 거처를 옮겼다. 

- 『고려사高麗史』 권卷24 세가世家24 고종高宗 39년 4월

마리산摩利山 남쪽에 이궁離宮을 지었다. 

- 『고려사高麗史』 권卷24 세가世家24 고종高宗 46년 2월

삼랑성三郞城과 신니동神泥洞에 가궐假闕을 짓게 하였다. 

- 『고려사高麗史』 권卷24 세가世家24 고종高宗 46년 4월

장봉궁長峯宮으로 거처를 옮겼다. 

- 『고려사高麗史』 권卷26 세가世家26 원종元宗 5년 5월

진암궁辰 宮으로 거처를 옮겼다. 

- 『고려사高麗史』 권卷26 세가世家26 원종元宗 9년 1월

『고려사高麗史』에 등장하는 별궁別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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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경 궁궐 강도 궁궐

대관전
大觀殿

신하들이 대관전에 나아가 즉위를 하례하였다.

-  『고려사高麗史』 권卷19 세가世家19 명종 즉위년 9월(1170)

왕이 대관전에서 (몽골의) 조서를 받았다.

- 『고려사高麗史』 권卷26 세가世家26 원종 5년 5월(1264) 

강안전
康安殿

강안전에 거둥하여 국마國馬를 사열하였다.

- 『고려사高麗史』 권卷17 세가世家17 의종 5년 10월(1151)

왕이 강안전에 임어臨御하였다.

- 『고려사절요』 권卷17 고종高宗4 고종 45년 3월(1258)

경령전
景靈殿

문종의 초상을 경령전에 봉안하고 친히 제사의 예를 행하였다.

- 『고려사高麗史』 권卷10 세가世家10 선종 2년 8월(1085)

고종의 초상화를 경령전에 봉안하고 숙종의 초상화를 

안화사로 옮겼다.

- 『고려사高麗史』 권卷25 세가世家25 원종 2년 7월(1261)

여정궁
麗正宮

태자가 여정궁에 나가서 시험을 통해 시학공자와 급사를 뽑
았다.

- 『고려사高麗史』 권卷22 세가世家22 고종 14년 8월(1227)

태손이 여정궁에서 원복元服을 더하고 왕진이라는 자字를 
받았다.

-  『고려사高麗史』 권卷25 세가世家25 원종 즉위년 8월(1259)

내원당
內願堂

내원당의 홰나무에 벼락이 떨어졌다.

- 『고려사高麗史』 권卷53 지志7 고종 15년 7월(1228)

또 내원당에서 관정도량灌頂道場을 열었다.

- 『고려사高麗史』 권卷26 세가世家26 원종 10년 12월(1269)

산호정
山呼亭

(왕이) 산호정에 행차하여 불사佛事를 드렸다.

- 『고려사高麗史』 권卷12 세가世家12 예종 원년 5월(1106) 

내전內殿의 산호정에 모란이 한창 피면 이를 읊는 사람이 많
아 거의 1백 수에 이른다. 

- 이규보李奎報, 『동국이상국후집東國李相國後集』 권卷3

봉루
鳳樓

왕이 후백제에서 돌아와 위봉루에 임어하여 문무백관 및 

백성의 하례를 받았다.

- 『고려사高麗史』 권卷2 세가世家2 태조 19년 9월(936)

봉루에 베푼 잔치 전일에 손색없어 …

- 이규보李奎報, 『동국이상국후집東國李相國後集』 권卷7

구정
毬庭

구정에서 국로國老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는데 …

- 『고려사高麗史』 권卷5 세가世家5 덕종 즉위년 10월(1031)

구정에서 300명에게 반승飯僧하였다.

- 『고려사高麗史』 권卷24 세가世家24 고종 42년 10월(1255) 

승평문
昇平門

왕이 승평문昇平門에서 나와 조서詔書를 맞이하고 

대관전에서 책문을 받았다.

- 『고려사高麗史』 권卷19 세가世家19 명종 2년 5월(1172)

어떤 사람이 승평문에 방을 붙여 이르기를 …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권卷16 고종高宗3 고종 30년 12월
(1243)

태정문
泰定門

문무 관리들은 태정문 밖에 모여 조복朝服을 입고 

기다린다.

- 『고려사高麗史』 권卷67 지志21 

유경 · 김인준 · 최온이 대궐로 나아가니 백관들이 태정문 
밖에 모두 모여 있었다.

- 『고려사高麗史』 권卷129 열전列傳42 반역叛逆 최충헌崔忠獻

개경과 강도 궁궐의 동일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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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궁지 전경 

사적 제1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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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명 기간 시행기관 출토 건물지

1
강화읍 관청리 743번지 유적

(사적 ‘고려궁지’)

1995~2001 한림대학교박물관
조선시대 건물지 9기 이상

2008~09, 2012, 2015 겨레문화유산연구원

2
강화읍 관청리 405번지 유적

(용흥궁주차장부지)
2006~2007 한강문화재연구원 조선시대 건물지 1기

3
강화읍 관청리 944-2번지 유적

(강화여고기숙사증축부지)
2010 서경문화재연구원 고려시대 건물지 3기

4
강화읍 관청리 657번지 유적

(성광교회~동문간도로건설구간)
2011~2013 한국문화유산연구원 고려시대 건물지 4기

5
강화읍 관청리 163번지 유적

(강화군청신관건립부지)
2013 한국문화유산연구원 고려시대 건물지 2기

6
강화읍 관청리 687-1번지 유적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사업부지)
2017 한성문화재연구원

고려시대 건물지 2기
조선시대 건물지 3기

7
강화읍 관청리 697번지 유적

(단독주택신축부지)
2017 한국고고인류연구소 고려~조선시대 주거지 1기 등

강화도성 연구의 주요한 쟁점은 ‘강도시기 고려 궁궐은 어디인가’이다. 강도시기 고려 궁궐을 찾기 위해 1995년부

터 2001년까지 총 4차에 걸쳐 사적 고려궁지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으나, 고려 궁궐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2008년 이루어진 추가조사에서도 조선시대 문화층과 함께 약간의 고려시대 유물이 수습되었을 뿐이다. 이에 따라 

고려궁지의 위치를 재검토해야할 필요성과 함께 강도시기 고려 궁궐의 위치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다.

최근 강화 지역에 대한 발굴조사 자료가 축적되면서 강도시기 고려 궁궐의 위치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 이 뿐만 아니라 2017년에는 무인항공시스템(UAS), GIS, 시추 등의 방법을 적용하여 궁궐의 위치를 살펴보는 연

구가 처음으로 시도되었다. 이처럼 발굴조사 자료의 축적, 자연 지리적 분석, 풍수지리적 해석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연

구가 진행된 결과, 강도시기 고려 궁궐의 위치는 점차 관청리 서편에 위치한 궁골 일대로 좁혀지고 있다.

그러나 고려 궁궐의 위치를 확정하기에는 아직까지 실질적 자료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강도시기의 고려 궁궐은 

어디인가?’ 대몽항쟁기 우리 역사의 중심에 서 있었던 강도의 본모습을 만나기 위해 고려 궁궐을 찾기 위한 노력은 계

속되고 있다.오원경 

강도시기 

고려 궁궐은 

어디인가?

관청리 및 주변 지역에서 시행된 발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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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점 1・2호 건물지 전경

강화 옥림리 유적 

(390-1번지)

강화읍 옥림리 390-1번지 유적은 강화 천도 당시 강도의 북동쪽 지역에 해당하며 개경이 

보이는 해안과 인접해 있다. 동 〮 서방향의 능선을 따라 1250년 강화중성이 축조되었고, 

이를 경계로 성내와 성외가 구분된다. 

옥림리 유적에서 확인된 건물지는 모두 13개소로 강화중성을 경계로 성내에 해당하는 4지

점 건물지와 성외지역에 해당하는 2지점 건물지로 나뉜다. 각 건물지들은 건물의 배치 형

식과 출토유물로 볼 때 강화중성과 비슷한 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2지점은 반원형의 외측 석축담장이 시설되었으며, 그 안쪽으로 9기의 건물이 배치되었다. 

담장과 맞물린 지점에는 공간분할의 역할을 하는 3기의 석열이 확인되는데, 이 공간을 화

계花階나 후원後園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4지점 1 〮 2호 건물지에서는 기와가 다량 

출토되었으며, 독특한 다층구조를 지니고 있어 위계가 높은 관영 건물지로 추정된다. 더불

어 옥림리 유적이 위치한 봉재산 일대는 고려시대부터 ‘도감골都監谷’이라 불리고 있어 고려

시대의 관청건물이 입지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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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옥림리 유적 출토품

강화역사박물관 소장

강화 옥림리 유적 

출토 청자

강화 옥림리 유적에서는 질적으로 뛰어난 청자들이 다수 출토되었다. 출토품은 대접, 접

시, 완, 뚜껑 등의 일상용기와 잔탁, 항아리, 기대, 베개 등의 고급용기가 있다. <청자양각

연판문받침대>, <청자투각당초문받침대>, <청자상감연화운당초문베개> 등은 강도시기 귀

족들의 화려한 문화생활의 일면을 보여준다. 장식기법은 압출양각, 상형, 음·양각, 상감기

법이 나타나며, 문양은 화문, 모란문, 연화문, 연판문 등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한편, 옥림리 출토품 중 일부는 고려 왕릉에서 출토된 청자와 유사하여 주목된다. 기면 내

부에 포도와 잎을 표현한 <청자양각포도넝쿨문대접>은 원덕태후 곤릉(1239년) 출토 대접

과 매우 유사하다. 함께 출토된 <청자상감여지국화문대접>은 명종 지릉(1255년)에서 출토

된 대접의 문양과 거의 일치한다. 옥림리 건물지에 인접한 곳에는 1250년에 축조된 강화

중성이 위치하고 있어, 중성과 옥림리 건물지가 비슷한 시기에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강화 옥림리 출토 청자는 13세기 중반으로 추정되며, 고급품이 다수 출토된 점으로 

보아 강도시기 위계가 높았던 건물지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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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구간 2지점 4호 건물지 전경

강화 대산리 유적

(산105번지)

강화읍 대산리 산105번지 유적은 송악산에서 북쪽으로 뻗은 학무산 능선 사면 일부와 동

쪽 구릉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발굴조사 결과 I구간 1·2지점에서 고려시대 건물지 5기가 

확인되었다. 조사구역 서쪽에 위치한 2호 건물지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장방형 건물로 

기단석렬, 초석, 고래시설이 잔존해 있다. 3호 건물지는 ‘  ’형태의 건물배치를 하고 있으

며, 외곽에는 석축 담장이 확인된다. 건물지 초석 위에서 북송전(천희통보天禧通寶, 원풍통보元

豊通寶)이 출토되었는데, 지진구地鎭具의 일종으로 추정된다. 4호 건물지는 담장 및 기단석축 

10기가 확인되나, 건물과 관련된 초석 및 적심시설은 확인되지 않아 규모를 짐작할 수 없

다. 이 유적에서 발견된 건물지는 대부분 할석을 쌓아 조성한 석축기단 위에 건립되었으

며, 일부 건물지에서 온돌시설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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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대산리 유적 

출토 청자

강화 대산리 유적에서 출토된 청자는 일상용기인 대접, 접시, 잔 등이 주를 이루지만 고급 

기종인 잔탁과 투각 청자의자도 일부 확인된다. 장식기법은 음각, 압출양각, 상감 기법을 

이용하였으며, 번조받침은 규석이 가장 많다. 보통 규석받침을 사용한 청자의 경우 유색과 

기형이 매우 뛰어나다. 출토품 중 <청자양각죽문잔>은 규석받침을 이용하여 제작한 것으

로 동체에 대나무의 마디를 음각으로 표현하고 유색은 맑은 비색을 띠고 있다. 3호 건물지

에서 출토된 <청자접시>, <청자잔탁>은 희종 석릉 출토품(1237년)과 기형적으로 매우 유사

하다. 동일한 건물지에서 확인되는 <청자상감국화문접시>는 명종 지릉(1255년)에서 출토된 

접시의 문양과 동일하다. 이를 통해 대산리 출토품의 중심 시기는 13세기로 추정해 볼 수 

있으나 일부 대접과 접시에서 12세기 청자의 특징도 확인된다. 이러한 양상은 기존에 쓰던 

고급 청자들을 강도시기에도 지속적으로 사용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강화 대산리 유적 출토품

강화역사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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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건물지 전경

강화 관청리 

향교골 유적

(944-2번지)

강화읍 관청리 향교골 944-2번지 유적은 북산 서쪽 능선에 위치하고 있다. 발굴조사 결

과 고려시대 건물지 3기를 확인하였다. 1호 건물지는 정면 4칸, 측면 1칸 이상으로 추정되

며, 전면과 후면에 협간을 두거나 회랑으로 둘러싸인 양상이다. 3호 건물지는 경작으로 인

해 삭평이 심하게 이루어져 정확한 구조와 성격을 파악할 수 없다. 그러나 건물지 내에서 

석축과 기와 등이 확인되고 있어 보도나 계단지 등의 출입시설이 존재했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 보고서에서는 건물지의 구조, 배치, 아궁이의 유무 등을 근거로 생활용 건물보다는 

강도시기 군사시설과 관련된 관청이나 창고, 병영시설로 추정하였다. 18세기 중엽에 제작

된 <해동지도>에 조사구역 부근을 ‘군포軍鋪’라고 표기하고 있어 그 가능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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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관청리 

향교골 유적 출토 

청자

강화 관청리 향교골 유적에서는 다양한 기종의 청자가 출토되었다. 대부분 규석을 받쳐 번

조하였으며 장식기법은 음각, 압출양각, 철 · 백화, 상감, 역상감, 동화 등이 확인된다. 일부 

청자에는 투각기법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투각기법은 청자의 기벽을 문양 형태로 도려내

는 장식기법으로 흔히 청자의자나 상형향로를 제작할 때 사용한다. 1호 건물지에서는 투

각기법을 사용한 <청자투각화형접시>가 출토되어 주목된다. 이 접시의 측면을 세모난 모

양으로 도려낸 후 그 주위로 연잎을 표현하였다. 형태로 보아 음식을 담는 용도보다는 유

병이나 소형잔을 받치는 용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음 · 양각기법과 백화기법을 활용

하여 장식한 <청자양각연화문뚜껑>도 흔치 않은 유물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장식기법이 

활용된 고급 청자를 통하여 사용자의 지위와 경제력이 높았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강화 관청리 향교골 유적 출토품

강화역사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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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왕실의 

사원

천도 직후 고려는 개경의 모습을 본떠 강도를 경영하였다. 특히 강도에 세워진 사찰 중  법

왕사法王寺, 왕륜사王輪寺, 봉은사奉恩寺, 천수사天壽寺 등은 개경에 있던 사찰명을 따르고 있어 

주목된다. 전술한 사찰은 왕권의 정통성 및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

졌으며, 국왕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그 위상이 높았다. 한편 강도시기에는 무인정권의 비

호를 받는 사찰도 조성되었다. 대표적인 예는 선원사禪源寺와 창복사昌福寺가 있으며, 특히 

선원사는 무인집권자였던 최우의 원찰이었다. 이를 통해 당시 무인 정권이 왕실에 버금가

는 권력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개경

10대 
사찰

법왕사
法王寺

보제사
普濟寺

왕륜사
王輪寺

내제석원
內帝釋院

문수사
文殊寺

사나사
舍那寺

신흥사
新興寺

원통사
圓通寺

자운사
紫雲寺

지장사
地藏寺

진전 
사원

봉은사
奉恩寺

안화사
安和寺

천수사
天壽寺

흥왕사
興王寺

국청사
國淸寺

개국사
開國寺

숭교사
崇敎寺

중광사
重光寺

현화사
玄化寺

홍호사
弘護寺

기타 
사찰

미륵사
彌勒寺

현성사
現聖寺

흥국사
興國寺

외제석원
外帝釋院

건성사
乾聖寺

묘지사
妙智寺

묘통사
妙通寺

복령사
福靈寺

귀산사
龜山寺

신중원
神衆院

강도

공통
법왕사
法王寺

보제사
普濟寺

왕륜사
王輪寺

봉은사
奉恩寺

안화사
安和寺

천수사
天壽寺

흥왕사
興王寺

미륵사
彌勒寺

현성사
現聖寺

흥국사
興國寺

창건
선원사
禪源寺

혈구사
穴口寺

…

개경-강도 사찰 동일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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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수증보강도지 
續修增補江都誌

003 

박헌용朴憲用 

1932년

34.0×18.6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932년에 박헌용이 편찬한 강화군의 읍지이다. 총 2권으로 본문에는 1769년(영조45), 1783년(정조7), 

1930년에 쓴 강도지서江都誌書가 있다. 1931년에는 이건방, 박헌용이 마지막으로 강도지서를 쓰며 정리하

였다. 하권 말미에는 박헌용의 사진이 실려 있는데, 강화도의 명소, 고적, 능, 사찰, 목장 등이 함께 적혀있

다. 특히, 강도시기 사찰의 위치를 비정한 가장 오래된 책으로서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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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이> 선원사에 행차하였다.   幸禪源社

최이가 음식을 대접하면서 6개의 상을 차렸는데  崔怡饗王 設六案于前

칠보七寶로 장식한 그릇을 진열하여 놓고 陳列七寶器皿

반찬이 극히 풍성하고 사치스러웠다.   膳饌極豐奢

최이가 스스로 자랑하며 말하기를   怡自誇曰

“앞으로도 어찌 오늘처럼 하는 자가 있으랴”  來者豈有如今日哉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권卷16 고종高宗3 고종高宗 33년 5월

선원사지 전경
사적 제2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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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선원사지

강화 선원사지 출토 

불구류

선원사지는 사적 제259호로 강화군 선원면 지산리에 위치한다. 선원사는 1245년에 축조

되었으며 무인집권자인 최우의 원찰로 당시 그의 권력을 대변하는 사찰이다. 이후 재조대

장경再雕大藏經이 봉안되면서 국찰國刹로 발전하였으며, 1290년에는 몽골의 반군인 합단哈丹

의 침입으로 인해 충렬왕이 이어移御할 정도로 상당한 규모를 갖추었다. 그러나 1398년(태

조7) 대장경판이 지천사支天寺로 옮겨진 이후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발굴조사는 총 4차

에 걸쳐서 진행되었는데, 30여 기의 고려시대 건물지가 확인된다. 건물지에서는 탄화된 사

경寫經편, 청동탄생불, 보상화문전, 범자문 기와, 용두, 청자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어 선

원사의 규모와 위세를 짐작해볼 수 있다. 특히 출토된 2,300여 점의 청자는 12세기 후반

에서 14세기 후반으로 편년되어 선원사의 존속 시기를 가늠해볼 수 있다. 향로와 기대 그

리고 의자와 같은 특수한 기종은 13세기로 편년되는 진도 용장성, 제주 법화사지에서 유사

한 기형이 출토되었다. 또한 14세기 전반에 해당하는 임신壬申, 임오壬午명 청자와 14세기 

후반 노국대장공주의 능호인 정릉正陵이 새겨진 청자가 함께 출토되어 특징적이다. 이러한 

명문청자들은 당시 왕실에서 사용 · 관리했던 것으로 당시 선원사의 위상을 짐작케 한다.

금니사경편 
金泥寫經片

004 

강화 선원사지 출토

22.0×11.0cm

동국대학교박물관 소장

금동나한상 
金銅羅漢像

005 

강화 선원사지 출토

높이 4.7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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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두편 
鷲頭片

007 

강화 선원사지 출토

27.8×30.8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취두편 
鷲頭片

008 

강화 선원사지 출토

18.6×19.6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잡상 
雜像

006 

강화 선원사지 출토

높이 7.6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강화 선원사지 출토 

와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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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선원사지 출토 

청자

청자상감향로편 
靑磁象嵌香爐片

009 

강화 선원사지 출토

높이 8.5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자의자편 
靑磁墩片

010 

강화 선원사지 출토

높이 6.9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자상감 ‘壬申’ 명대접 
靑磁象嵌'壬申'銘大

011 

강화 선원사지 출토

높이 1.5cm

동국대학교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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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의 

조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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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로 천도하게 된 배경 중 하나는 조운로漕運路를 확보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였다. 강

화도는 개경과 가까우며, 한강, 예성강, 임진강, 서해를 오가는 각종 물자와 선박이 강화 해

협을 통과하였기 때문에 도성에서 필요한 각종 물품을 지방으로부터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었다. 개경에 있던 삶의 터전을 등지고 강화도로 들어온 백성들은 식량난과 물자의 부족

으로 인해 생활이 무척 어려웠다. 고종도 거처할 곳이 없어 임시로 강화 객관에서 지냈던 

것을 보면 당시 왕실, 귀족, 백성들에게 강화도는 낯선 환경이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물길을 통해 유입되는 각종 물자는 강도에 터전을 마련할 수 있게 하였다. 강도시기에 쓰

여진 최자崔滋의 『동문선東文選』 기록을 통해 강화에 많은 곡식과 물건이 집중되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장삿배와 조공이 만 리에 돛을 이어   商船貢舶 萬里連帆

 묵직한 배 북쪽으로 가벼운 돛대 남쪽으로  艤重而北 棹輕而南

 돛대머리 서로 잇고 뱃고물이 맞물려서  檣頭相續 尾相銜

 바람편 순식간에 팔방 사람 모여드니   一風頃刻 六合交會

 해의 진미를 안 실어오는 물건 없네   山宜海錯 靡物不載

 옥 같은 쌀을 찧어 만 섬을 쌓아 우뚝하고  擣玉 珠 累萬石以 石委

 주옥이며 모피를 싸고 꾸린 것 사방에서 모여와 가득하다.   苞珍裹毛 聚八區而菴藹

 뭇 배 와서 닻 내리자 거리 가득 골목 붐벼  爭來泊而纜碇 街塡而巷隘

 매매가 사뭇 손쉬우니 말짐 소짐 무엇하리  顧轉移之孔易 何 負之賽倩

 손에 들고 어깨에 메고 몇 걸음 안 걸어서  爾乃手挈肩擔 往來 步

 관가에 쌓여지고 민가에 흘러 넘쳐   堆積于公府 流溢於民戶

 산보다 높직하고 샘물처럼 콸콸하니   匪山而巍 如泉之溥

 온갖 곡식이 묵어서 썩을 지경이다.    菽粟陳陳而相腐

- 최자崔滋, 『동문선東文選』 권卷2 삼도부三都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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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13조창의 위치와 조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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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의 조운제도는 조창漕倉이라는 조운 거점을 설정하여 조세의 운송을 집중적으로 담당하도록 한 제도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고려의 조운제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명확하게 말해주는 자료가 없다. 다만 940년(태

조 23년)경에 역분전役分田이 설치되고, 공물수취를 위한 관청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아 10세기 경부터 지방 조

세를 선박으로 운송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확대되면서 983년(성종2)에 조세의 징

수와 보관을 감독한 금유今有, 조장租藏을 혁파하기도 하였으며, 992년(성종11)에는 60포浦를 제정하고 개경까

지 조세 운송을 위해 사용하는 선박의 삯을 정하였다. 60포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고려의 조운제도는 조창을 

중심으로 전환되었는데, 그것이 12조창의 성립이었다. 12조창은 성종成宗, 혹은 정종定宗대에 해로나 수로를 

따라 서남해안과 한강로에 설치되었다. 이후 1053~1067년(문종7~21)사이에 안란창安瀾倉이 추가되어 13조

창의 조운제도가 성립되었다. 

조창의 위치와 명칭을 나열하면 강원도 원주 흥원창, 충북 충주시 덕흥창, 충남 아산시 하양창, 충남 서산시 

영풍창, 전북 부안군 안흥창, 전북 군산시 진성창, 전남 영광군 부용창, 전남 나주시 해릉창, 전남 영암군 장흥

창, 전남 순천시 해룡창, 경남 사천시 통양창, 경산 마산시 석두창, 황해도 장연군 안란창인데, 이를 통해 당시

의 조운로를 추정해 볼 수 있다. 

한편 조운제도는 많은 양의 물자를 수송하기에 매우 합리적인 방법이었을 것이다. 특히, 고려시대 조세제도

인 조租・용庸・조調 중 조調에 해당하는 ‘도자기’는 무게와 부피가 상당했기 때문에 육로의 이동보다는 선박을 통

해 목적지로 이동하는 조운제도가 주로 활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바닷길을 따라 운송하는 만큼 해상사

고가 빈번히 발생되었다. 『고려사高麗史』에는 “제 기한 내에 출발하였음에도 선원이 미곡과 함께 침몰한 경우 

조세의 재징수를 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실제로 서 ・ 남해안에 침몰된 고려의 선박(태안 대섬, 마도1・2호선 등)

이 확인되고 있다. 이 선박들이 확인된 지역은 안흥량安興梁 근처인데 예부터 난행량難行梁이라고 불릴 정도로 

해상사고가 빈번히 발생했던 곳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 착안된 것은 운하의 개착이었으며, 1134년(인종12)과 

1391년(공양왕3)에 운하 개착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기록과 발굴 성과를 통해 당시 해상운송은 국가적

으로 꼭 필요하고 편리하지만 한편으로 부담이 되는 제도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성기열 

고려의 

조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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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여지도 
東國輿地圖

012 

윤두서尹斗緖 
18세기 초

112.0×72.5cm

고산 윤선도 유물전시관 소장

조선 숙종 36년(1710)에 화가 윤두서가 그

린 전도이다. 섬과 육지의 연결수로와 뱃길

을 자세히 표기하였는데, 이를 통해 서 ・ 남

해안의 조운로를 추정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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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간 
木簡

013 

태안 마도 3호선 출수 
길이 (좌) 12.4cm, 19.0cm, 20.9cm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소장

마도 3호선 

출수 목간

마도 3호선 마도 3호선은 1265~1268년에 침몰된 화물 선박이다. 선박 내에서는 청자, 도기호, 금속

유물, 동물뼈와 어패류 등이 수습되었다. 특징적인 것은 도기호가 다른 유물에 비해 다수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도기호의 용량은 5~57L 사이로 다양하며, 내부에는 곡식과 젓갈류

로 생각되는 유기물이 잔존해 있었다. 또한, 일종의 화물표 역할을 한 목간도 함께 발견되

었는데, 화물의 내용과 수량, 발송자와 수취인 등이 적혀있다. 이를 통해 홍합, 전복 등의 

식재료들을 실은 선박이 전라남도 여수현과 주변지역에서 출발하여 강화로 가던 중이었음

을 알 수 있다. 화물의 수취인은 김준(金俊, 1259~1268집권), 신윤화辛允和, 유승제兪承制 등 무

인세력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 무인들이 조운제도를 공적公的 · 사적私的으로 이용했음을 보

여준다.

유승제 댁에 올림. 앞면

전복 젓갈(을 담은) 고내기 하나. 뒷면

兪
承
制
宅
上

앞면

生
鮑
醢
古
乃
只
一

뒷면

사심 김영공님 댁에 올림. 앞면

홍합 젓갈 한 항아리 세 말을 담음. 현례. 뒷면

事
審
金
令
公
主
宅
上

앞면

醢
一
缸
入
三
斗
玄
禮

뒷면

신윤화 시랑 댁에 올림. 앞면

전복 젓갈 한 항아리. 뒷면

辛
允
和
侍
郞
宅
上

앞면

生
鮑
醢
一
缸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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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도 3호선 

출수 도기 

도기병 
陶器甁

014 

태안 마도 3호선 출수

높이 23.3cm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소장

도기호 
陶器壺

016 

태안 마도 3호선 출수

높이 36.5cm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소장

도기호 
陶器壺

015 

태안 마도 3호선 출수

높이 29.7cm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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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도 3호선 대나무함에 담겨있었던 곱상어의 뼈이다. 상어는 조선시대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사어沙魚’라는 단어로 처음 등장하며, 이후 『자산어보玆山魚譜』,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등에서 자주 확

인된다. 기록에 따르면 상어는 귀한 식재료였으며 가격 또한 비쌌다. 이 외에 말린 홍합, 전복 젓갈, 생전복 등 

고급 식재료가 도기호에 담겨 무인집권자들에게 전달되었는데, 이를 통해 당시 무인들의 권력과 부가 상당했

음을 짐작할 수 있다. 

마도 3호선 

출수 상어뼈

상어뼈 
魚骨

017 

태안 마도 3호선 출수

등지느러미 길이 8.0cm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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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명량대첩로 해역 

출수 청자

전라남도 진도군 명량대첩로 유적은 2011년 문화재를 도굴하려던 범인이 검거되면서 그 

존재가 알려졌으며, 이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세 차례에 걸쳐 발굴조사를 진행하였

다. 이 지역은 울돌목에서 남동쪽으로 4.3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며, 남쪽으로는 벽파항

碧波港이 연결되어 있다. 울돌목은 남해와 서해를 연결하는 길목으로 과거부터 뱃길로 이용

되었으나, 강한 조류의 영향으로 빈번히 해상사고가 발생하였다.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35

점의 닻돌은 이곳에 선박이 많이 드나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출수된 유물은 

청자가 주를 이룬다. 청자는 고려 12~13세기에 강진에서 제작된 것으로 대부분 양질이다. 

특히, 출수된 <청자양각연판문대접>, <청자철화백화국화문접시>는 희종 석릉(1237년) 출토

품과 형태와 문양이 매우 유사하며 시기를 13세기 전반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청자기

린형향로뚜껑>을 비롯해 용, 사자형 뚜껑도 확인된다. 이 동물들이 갖는 상징성과 유색 등

으로 보아 당시 왕실에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원덕태후 곤릉(1239년)에서 출토된 <청

자향로> 뚜껑의 모습을 상상하게 한다. 조사기관에서는 이 청자들을 실은 배가 강진에서 

출발하여 개경으로 향하던 중 울돌목에서 침몰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하지만 이와 유사

한 고급 청자가 강화도에서 확인된다는 점과 당시 정치 ·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최종 목적지가 강화도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기린형의 청자향로뚜껑으로, 전체형태가 그대로 잘 남아있다. 기린은 앞다리와 뒷다리를 모은채 웅크리고 

앉아있으며, 입을 벌린 상태로 하늘을 응시하고 있다. 반쯤 벌린 입 사이로 보이는 혓바닥은 귀여움을 자아

낸다. 태토는 정선되었으며, 녹청색의 유약은 고르게 시유되어 최상급의 청자로 보인다. 

청자기린형향로뚜껑 
靑磁麒麟形香爐蓋

018 

진도명량대첩로 해역 출수

높이 10.8cm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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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양각연판문대접 
靑磁陽刻蓮瓣文大

019 

진도명량대첩로 해역 출수

높이 5.5cm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소장

청자철백화국화문접시 
靑磁鐵白畵菊花文 匙

021 

진도명량대첩로 해역 출수

높이 2.7cm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소장

청자접시 
靑磁 匙

020 

진도명량대첩로 해역 출수

높이 2.3cm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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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江都, 

고 려  왕 릉 이  자 리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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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들은 우거지고 소나무도 늙어서  短草萋萋松未老

고려왕조의 가련한 마음을 아직도 머금고 있도다.  猶含舊國可憐心

- 화남和南 고재형高在亨, 『심도기행沈都紀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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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왕실 

가계도



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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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심看審, 

자리를 살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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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의 명당 왕이 사후를 편안히 보낼 자리는 풍수지리에 따라 왕실과 국가를 번영시키는 길지吉地인 동

시에 후대 왕이 제사 지내기 편한 위치여야 했다. 조선의 경우 관상감觀象監에 지관地官을 두

어 여러 후보지를 살펴보고 왕릉이 자리할 곳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고려에서는 왕릉의 자

리를 어떻게 선정하였는지 전해지지 않는다. 다만, 고려 태조가 후손에게 남긴 훈요십조

訓要十條에 풍수지리를 언급할 만큼 중요하게 생각한 점으로 볼 때 풍수지리에 따라 왕릉이 

자리할 곳을 신중하게 정했을 것으로 추측할 뿐이다. 실제로 고려시대 묘지명에서는 풍수

지리의 영향에 따라 묘墓자리를 정하거나 더 좋은 자리로 옮기기 위해 이장移葬한 기록이 

확인된다. 현재 강도에 위치한 석릉, 곤릉, 가릉, 홍릉은 비교적 산세가 험한 진강산, 고려

산의 남쪽 기슭에 위치하고 있다. 이 4기의 왕릉을 살펴보면 좌우에 좌청룡·우백호에 해당

하는 산자락을 끼고 앞으로는 계곡이 흐르고 있어 풍수지리상 ‘명당明堂’에 해당한다. 

풍수지리학적 명당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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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인범의 묘지명 
蔡仁範의 墓誌銘

022 

1024년 

107.0×73.0×10.5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목종 1년(998) 집에서 사망하니 향년 65세이다. …(중략)… 아침을 택하여 오관산五冠山에 장례를 

치렀다. 아들인 상국과 여러 아우들이 선영에 심은 소나무와 가래나무가 하늘의 별빛을 가리고 

진눈깨비를 막을 정도의 나무가 되었으나, 산소가 있는 언덕이 금산襟山과 대수帶水가 빠져 있다

고 하여, 길한 해를 기다려 다시 무덤 자리를 정하였다.”

채인범蔡仁範(934~998)의 묘지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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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왕실의 

능

현재 한반도에서 확인되는 고려 왕릉과 왕후릉은 총 60여기이며, 대부분 개경 일대에 위치

한다. 그러나 강도시기(1232~1270) 동안 사망한 왕과 왕후의 능은 강화도에 축조되었는데 

이 중 능호가 밝혀진 것은 총 4기이다. 능호와 피장자의 일치 여부는 학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하지만 1237년(고종24)에 사망한 제21대 희종 석릉, 1239년(고종26)에 사망한 제22대 

강종비 원덕태후 곤릉, 1259년(원종 즉위년)에 사망한 제23대 고종의 홍릉, 1237년(고종24)

에 사망한 제24대 원종비 순경태후 가릉은 능호를 잃지 않고 남아있다. 그 밖에 규모나 형

식면에서 왕릉급으로 여겨지는 능내리 석실분, 인산리 석실분, 연리 석실분이 확인된다.

고려 왕릉 현황 

대수 묘호 능호 조성년도 소재지

1

태조 현릉顯陵 943년 개성시 개풍군 해선리

신성왕태후 정릉貞陵 개성시 판문군 화곡리

추존 세조 창릉昌陵 897년 개성시 개풍군 남포리

2 혜종 순릉順陵 945년 개성시 송악동

3 정종 안릉安陵 949년 개성시 개풍군 고남리

4 광종 헌릉憲陵 975년 개성시 삼거리

5

경종 영릉榮陵 981년 개성시 판문군 판문읍

헌정왕후 원릉元陵 992년 개성시 장풍군 월고리

헌애왕태후 유릉幽陵 1029년

6
성종 강릉康陵 997년 개성시 판문군 진봉리

추존 대종 태릉泰陵 969년 개성시 개풍군 해선리

7 목종 의릉義陵 1012년 개성 동쪽

8

현종 선릉宣陵 1031년 개성시 개풍군 해선리

원정왕후 화릉和陵 1018년

원성왕태후 명릉明陵 1028년

원혜태후 회릉懷陵 1022년

추존 안종 건릉乾陵 1017년 개성시 장풍군 월고리

9
덕종 숙릉肅陵 1034년 개성시 개풍군 해선리

경성왕후 질릉質陵 1086년

10
정종 주릉周陵 1046년 개성시 개풍군 해선리

용신왕후 현릉玄陵 1036년

11
문종 경릉景陵 1083년 개성시 판문군 선적리 

인예순덕태후 대릉戴陵 10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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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묘호 능호 조성년도 소재지

12 순종 성릉成陵 1083년 개성시 판문군 진봉리

13 선종 인릉仁陵 1094년 개성 동쪽

14 헌종 은릉隱陵 1097년 개성 동쪽

15
숙종 영릉英陵 1105년 개성시 판문군 선적리 

명의왕태후 숭릉崇陵 1112년

16

예종 유릉裕陵 1122년 개성시 개풍군 오산리

경화왕후 자릉慈陵

문경왕태후 수릉綏陵 1118년

17
인종 장릉長陵 1146년 개성 남쪽 

공예왕태후 순릉純陵 1183년

18 의종 희릉禧陵 1175년 개성 동쪽 

19 명종 지릉智陵 1202년 개성시 장풍군 황동리

20
신종 양릉陽陵 1204년 개성시 개풍군 고남리

선정태후 진릉眞陵 1222년

21
희종 석릉碩陵 1237년 강화군 양도면 길정리

성평왕후 소릉紹陵 1247년

22
강종 후릉厚陵 1213년

원덕태후 곤릉坤陵 1239년 강화군 양도면 길정리

23 고종 홍릉洪陵 1259년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24
원종 소릉昭陵 1274년 개성시 용흥동, 개풍군 장남면

순경태후 가릉嘉陵 1237년 강화군 양도면 능내리

25
충렬왕 경릉慶陵 1308년 개성 서쪽

제국대장공주 고릉高陵 1297년 개성시 개풍군 해선리

26 충선왕 덕릉德陵 1325년 개성 서쪽

27
충숙왕 의릉毅陵 1339년 개성

숭경왕태후 영릉令陵 1380년

28
충혜왕 영릉永陵 1344년 개성

정순숙의공주 경릉頃陵 1375년

29 충목왕 명릉明陵 1349년 개성시 개풍군 연릉리

30 충정왕 총릉聰陵 1352년 개성시 개풍군 오산리

31

공민왕 현릉玄陵 1374년 개성시 개풍군 해선리

노국대장공주 정릉正陵 1365년 개성시 개풍군 해선리

순정왕후 의릉懿陵 1376년 개풍군 중서면 곡령리

32 우왕 우왕묘禑王墓 1389년

33 창왕 창왕묘昌王墓 1389년

34 공양왕 고릉高陵 1394년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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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왕릉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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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지도 
江華地圖

023 

1872년

105.0×140.6cm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이 지도는 1872년에 그려진 것으로, 병인양요(1866) 때 파괴된 강화도 행궁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강화도 

해안에 설치한 포대砲臺와 혈수穴數, 돈墩의 위치를 상세히 기록하였으며, 한양, 개경 등으로 가는 뱃길이 표

시되어 있다. 고려산과 진강산 일대에 자리하고 있는 고려시대 왕릉과 왕비릉은 적색으로 표시하였다. 조선

시대에는 고려의 왕릉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였는데, 이는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과 『여조왕릉등록麗朝王

陵謄錄』의 기록을 통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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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왕릉 구조

 1    곡장曲牆        봉분의 삼면을 둘러쌓은 담장

 2    봉분封墳       왕릉의 주인을 모신 곳

 3    병풍석屛風石    봉분의 하단에 두른 보호석

 4    난간석欄干石    봉분 주변에 울타리 모양으로 두른 석물

 5    석수石獸        봉분을 수호하는 동물 모양의 석물

 6    혼유석魂遊石    영혼이 나와 노니는 곳

 7    망주석望柱石    봉분의 좌우에 세우는 돌기둥

 8    장명등長明燈    묘역을 밝혀 악한 기운을 쫓는 석등

 9    문인석文人石    왕을 보필하는 문인 모양의 석물

10   무인석武人石   왕을 지키는 무인 모양의 석물

11   정자각丁字閣   왕릉에 제사를 지내는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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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왕실의 

장례제도

왕이 세상을 떠나면 왕의 삶에서 가장 마지막에 치러지는 성대하고 엄숙한 의식인 국휼國

恤이 시작된다. 백성 전체가 상복을 입고 장례를 지내며 슬픔을 공유하기 위한 각종 의식이 

거행된다. 하지만 고려의 장례절차에 대해서는 『고려사高麗史』의 짤막한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고려 초에는 왕실의 장례를 치루는 예법이 없어 중국 고대 한漢나라와 위

魏나라의 제도를 본받았다. 한나라 이후에 사용된 ‘이일역월제以日易月制’를 채택하여 최대한 

짧은 기간에 장례를 끝냈는데, 이는 27개월로 끝나는 유교식 3년 상에서 달月을 날日로 바

꾸어 27일 만에 끝나는 단상제短喪制이다. 이 제도를 시행한 이유는 왕의 승하에 따른 정치

적 공백을 최소화하고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특별한 의식을 제

정하지 않고 전례前例를 인용하여 장례를 치르는 고려 왕실 제도의 특성상 소요되는 기간은 

다양했다. 기록에 따르면 고려 전기에는 30일 전후, 고려 후기에는 대부분 40일 이상으로 

확인된다. 

『고려사高麗史』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장례제도는 왕과 왕비가 승하昇遐하면 발상發喪이 선

포된다.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상복을 차려 입으며, 죽은 사람의 넋이 돌아오기를 기다린

다. 이 기간에는 관리들의 거애擧哀의식에 대한 규정도 마련되었다. 상복은 검은 갓과 하얀 

옷을 입었으며, 그 기간은 한 달을 하루로 계산한 27일로 규정하였다. 왕릉에 장례를 지내

고 1년 뒤에는 왕의 초상을 혼전魂殿이라 불리는 곳에서 절로 옮겼고, 대신 혼전에는 신주

를 안치하고 음식을 올렸다. 그리고 2년째가 되면 혼전의 신주를 태묘太廟(후대의 종묘)로 옮

겨 제사를 지냈다. 이 같은 장례절차를 준비하고 진행했던 주체는 ‘도감都監’으로, 고려 후기 

공민왕 때에 정착되었다. 공민왕의 비인 노국대장공주가 승하하자 빈전도감殯殿都監, 국장도

감國葬都監, 조묘도감造墓都監 등 13개의 부서를 설치하여 국상을 치루었다는 기록이 그 사실

을 증명하고 있다. 

휘의공주徽懿公主가 훙서하자 3일 동안 조회를 정지하였다. 백관은 검은 관과 소복을 착용하

였다. 빈전도감殯殿都監, 국장도감國葬都監, 조묘도감造墓都監 및 산소영반색山所靈飯色, 법위의색法

威儀色, 상유색喪帷色, 이거색 車色, 제기색祭器色, 상복색喪服色, 반혼색返魂色, 복완색服玩色, 소조

색小造色, 관곽색棺槨色, 묘실색墓室色, 포진색 陳色, 진영색眞影色 등 13개의 부서를 두어 상사喪

事에 관련된 일을 돕도록 하였고, 또 모든 관사에 제물을 차렸다.”

- 『고려사高麗史』 권卷64 지志18 예禮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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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국왕의 사망 장소와 장례기간

대수 국왕 사망 장소 빈소 사망일 장례일 기간

1 태조 신덕전神德殿 상정전詳政殿 943년 5월 병오丙午 943년 6월 임신壬申 26일

2 혜종 중광전重光殿 945년 9월 무신戊申

3 정종 제석원帝釋院 949년 3월 병진丙辰

4 광종 궁궐 정침正寢 975년 5월 갑오甲午

5 경종 궁궐 정전正殿 981년 7월 병오丙午

6 성종 997년 10월 무오戊午

7 목종 적성현積城縣 1009년 2월 기축己丑 한 달여 뒤에 화장火葬

8 현종 중광전重光殿 1031년 5월 신미辛未 1031년 6월 병신丙申 22일

9 덕종 연영전延英殿 선덕전宣德殿 1034년 9월 계묘癸卯 1034년 10월 경오庚午 27일

10 정종 법운사法雲寺 선덕전宣德殿 1046년 5월 정유丁酉

11 문종 중광전重光殿 선덕전宣德殿 1083년 7월 신유辛酉 1083년 8월 갑신甲申 23일

12 순종 선덕전宣德殿 선덕전宣德殿 1083년 10월 을미乙未 1083년 11월 경신庚申 25일

13 선종 연영전延英殿 선덕전宣德殿 1094년 5월 임인壬寅 1094년 5월 갑인甲寅 22일

14 헌종 흥성궁興盛宮 1097년 윤2월 갑진甲辰

15 숙종 장평문長平門 부근 선덕전宣德殿 1105년 10월 병인丙寅 1105년 10월 갑신甲申 18일

16 예종 선정전宣政殿 1122년 4월 병신丙申 1122년 4월 갑인甲寅 18일

17 인종 보화전保和殿 건시전乾始殿 1146년 2월 정묘丁卯 1146년 3월 갑신甲申 17일

18 의종 경주 곤원사坤元寺 1170년 10월 경신庚申 1175년 5월 임인壬寅

19 명종 창락궁昌樂宮 1197년 11월 무오戊午 1202년 윤12월 임인壬寅

20 신종 덕양후德陽侯 저택 정안궁靖安宮 1204년 1월 정축丁丑 1204년 2월 경신庚申 43일

21 희종 법천정사法天精舍 낙진궁樂眞宮 1237년 8월 무자戊子 1237년 10월 정유丁酉 69일

22 강종
수창궁壽昌宮

화평전和平殿
1213년 8월 정축丁丑 1213년 9월 병오丙午 19일

23 고종 유경柳璥 저택 1259년 6월 임인壬寅 1259년 9월 기미己未 77일

24 원종 제상궁堤上宮 제상궁堤上宮 1274년 6월 계해癸亥 1274년 9월 을유乙酉 82일

25 충렬왕 신효사神孝寺 숙비궁淑妃宮 1308년 7월 기사己巳 1308년 10월 정유丁酉 88일

26 충선왕 연경燕京 저택 숙비궁淑妃宮 1325년 5월 신유辛酉 1325년 11월 갑인甲寅 173일

27 충숙왕 궁궐 침전寢殿 1339년 3월 계미癸未 1339년 6월 기유己酉 86일

28 충혜왕 중국 악양현岳陽縣 1344년 1월 병자丙子 1344년 8월 경신庚申 224일

29 충목왕 김영돈金永旽 저택 1348년 12월 정묘丁卯 1349년 3월 정유丁酉 90일

30 충정왕 강화 1352년 3월 신해辛亥 1352년 7월 계유癸酉 82일

31 공민왕 보방寶房 1374년 9월 갑신甲申 1374년 10월 경신庚申 36일

32 우왕 강릉 1389년 12월 무신戊申

33 창왕 강화 1389년 12월 무신戊申

34 공양왕 삼척 1394년 4월 병술丙戌



060

산릉山陵, 

왕릉이 자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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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종熙宗 

석릉碩陵

희종은 고려 제21대 왕이며, 이름은 영 이고 초명은 덕悳, 자는 불피不陂이다. 그는 1200년

(신종3)에 태자로 책봉되어 1204년에 즉위하였는데, 당시 무인집권인 최충헌崔忠獻에 의해 

대관전大觀殿에서 옹립되었다. 이 시기 모든 권력은 최충헌이 쥐고 있어 왕조차 함부로 하지 

못하였으므로, 허수아비와도 같았다. 그러한 희종이 재위 7년째인 1211년, 허수아비 임금 

노릇을 거부하고 내시 왕준명王濬明 등과 함께 최충헌 암살의 중심에 섰다가 결국 폐위당하

고 만다. 이후 강화현으로 유배되었고 자란도, 교동현, 개경 등지를 옮겨 다니면서 귀양생

활을 하였다. 1227년에는 복위의 음모가 있다는 무고로 최우에 의해 교동 법천정사法天精舍

로 옮겨졌으며, 1237년 8월 훙서薨逝하였다. 이후 10월 석릉에 장사 지냈다. 시호諡號를 성

효誠孝, 묘효廟號를 정종貞宗이라 하였다가 희종熙宗으로 고쳤다.

“왕준명王濬明 등이 최충헌을 죽이려고 모의했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內侍王濬明等 謀誅崔忠獻 不克

“ 최충헌崔忠獻이 왕을 폐위시켜 강화현으로 옮겼다가 이내 자연도紫 島로 옮겼다. 태자 왕지

王祉를 인주仁州로 추방하고, 한남공漢南公 왕정王貞을 추대하여 왕으로 세웠다. 고종高宗 24년

(1237) 8월 무자 왕이 법천정사法天精舍에서 훙서하자 낙진궁樂眞宮으로 빈소殯所를 옮겨왔다.” 

忠獻廢王 遷于江華縣 尋遷紫 島 放太子祉于仁州 奉漢南公貞 立之 高宗二十四年八月戊子 王薨

于法天精舍 移殯于樂眞宮

- 『고려사高麗史』 권卷21 세가世家21 희종熙宗 7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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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종 석릉 전경 

강화 길정리

1923년 

12.0×16.4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왕이�알지�못하고�경박한�모사謀事에�귀�기울여서�한�때의�울분을�풀려고�하다가�마침내�축

출당하기에�이르렀으니,�슬프도다!”

��王不知此�聽用輕薄之謀�欲快一時之忿�率見放黜�噫!

- 『고려사高麗史』�권卷21�세가世家21�사신史臣의�찬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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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종이 잠든 석릉(사적 제369호)은 강화군 양도면 길정리 산182번지 일대에 위치해 있다. 발

굴조사 전 석릉 능역은 경사면을 따라 5단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남쪽 축대 중앙에는 계

단을 설치해놓은 상태였다. 봉분 주변으로는 ‘ ’형태의 곡장이 조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일제강점기와 1974년 두 차례에 걸쳐 복원 · 정비 해놓은 것으로 본래의 원

형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전언傳言에 따르면 1974년 정비 이전에는 곡장이 없었으며, 

능역이 3단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후 2001년에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조사

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석실의 구조, 능역, 석물 등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석릉 전체 평면도

발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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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분 조사 전

석실 상면 8각 호석 

능역의 중심에 해당하는 제1단에는 봉분과 곡장 그리고 곡장 서편 전면에 석인상 1기가 

세워져 있었다. 석실 개석 상면에는 8각의 호석이 시설되었으며, 그 주위로 부석시설이 확

인된다. 주변에서 난간석 2매가 발견되어 보호시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봉분 및 석실 상부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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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실의 구조는 횡구식으로 지하에 시설되었으며, 규모는 길이 3.3m, 너비 2.2m, 높이 

2.3m이다. 동 · 서 · 북벽은 할석을 이용하여 7단으로 쌓았는데, 벽석 사이의 빈 공간에 잡

석을 채워 넣었다. 입구는 장대석을 이용해 문지방석과 문주석을 세운 후 방형의 문비석 1

매를 이용해 막았다. 문비석과 가까운 동 · 서 장벽에는 방형의 홈이 최상단과 최하단에 파

여 있는데, ‘ㄱ’자로 꺾이는 각재를 끼워 별도의 출입문을 달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천장은 

판석 3매를 편평하게 덮었으며, 석실 바닥에는 4매의 막대형 석재를 조립한 관대를 설치하

였다. 

석실 내부 유물석실 내부 관대

각재를 끼우는 홈

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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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장과 석실 상면

능역 조사 중

능역은 총 5단으로 마련하였는데, 전체 규모는 남북길이 32m, 동서너비 20m 정도이다. 제

1단에는 봉분과 곡장, 파손된 석인상이 위치하고, 제2단에서 중앙의 능비와 문인석 1기가 

확인된다. 그 외 시설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조사 결과 현재 제3단의 능역에서 <청자상

감국화문잔탁>과 다량의 기와편이 출토되어 정자각丁字閣이 위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봉분을 감싸고 있는 곡장은 1974년에 복원 · 정비된 것이다. 그러나 곡장의 안쪽에

서 초축 당시에 만들어진 동 〮 서편 곡장이 확인되었다. 곡장은 최고 3단까지 남아있으며, 

60cm 내외의 할석을 이용하여 면맞춤하였다. 

능역과 

담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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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릉 내 석물은 문인석 2기를 비롯하여 능비석陵碑石이 확인된다. 두 문인석의 재질은 모두 

화강암이며, 동일 수법으로 조각되었다. 머리에 복두를 쓰고 두 손에는 홀을 들고 있으며, 

얼굴에는 하늘로 치켜 올라간 눈, 비교적 도드라지게 표현된 코, 꽉 다물고 있는 입이 표현

되어 있다. 곡장 앞에 있는 문인석은 머리와 몸체가 분리되어 있는데, 단절된 면이 서로 어

긋나 있어 동일개체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능비석은 봉분 아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부의 능비와 하부의 지대석으로 구분된다. 

곡장 전면에 위치한 석인상 2단에 세워진 석인상

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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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릉에서 출토된 청자는 총 160점이다. 도굴로 인해 대부분 편으로 확인되지만, 다양한 기

종과 장식기법을 지니고 있다. 기종은 대접, 접시, 잔, 잔탁, 병, 호 등이다. 문양은 고려청

자에서 흔히 나타나는 국화, 모란, 연꽃, 운학문이며, 무늬가 없는 청자도 확인된다. 장식기

법은 음각, 양각, 압출양각, 철 · 백화, 상감이 사용되었다. 번조방법은 대부분 규석을 받쳐 

구웠으나 일부 기종에는 모래를 받쳤다. 

한편, <청자양각국화당초문대접>은 생산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주목된다. 굽 바닥에는 ‘○’

와 같은 표식이 확인되는데, 이는 강진 사당리 8·10·23호 가마 등에서 한정적으로 나타나

고 있다. 또한, 대접의 구연에는 일정한 너비를 가진 띠의 흔적이 보이는데, 자연과학적 분

석 결과 금속테를 둘렀던 것으로 확인된다. <청자양각연판문대접>, <청자철백화국화문접

시>, <청자접시> 등은 12~13세기에 해당하는 태안 대섬, 마도1·2호선 출수 청자의 기형 · 

문양과 상당히 유사하다. 따라서 12세기 청자의 양상이 13세기에도 지속되었음을 알려준

다. 이 외에 <청자상감모란문뚜껑>, <청자상감모란문호>, <청자상감운학문매병> 등에 나

타난 모란, 구름, 학 등의 문양은 당시 상감기법이 원숙한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자

료이다.  

희종 석릉 

출토 청자

청자양각국화당초문대접 
靑磁陽刻菊花唐草文大

024 

높이 5.8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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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릉 내부에서 발견된 청자 8점에서 구연에 금속테를 두른 흔적(내면0.7~0.8mm, 외면0.4~0.5mm)이 확인되었

다. 이 같은 자기를 ‘금속’을 뜻하는 금金과 ‘두르다’라는 뜻의 구 를 사용하여 ‘금구자기’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구연에 씌운 금속테의 성분과 접착제는 무엇일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Micro-XRF(미소부X-선형광분석기)와 FT-

IR(적외선분광분석)을 해보았다. 

XRF의 분석 조건은 40kV, 400㎂, spot size는 300㎛에서 200초 분석하였고, 분석 결과 구연부에 부착된 물

질은 주석〔Sn〕이 주성분으로 추정되며, 미량의 구리〔Cu〕, 납〔Pb〕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자기에 금속테를 붙이는데 사용된 접착물질은 FT-IR(적외선분광분석) 결과 amideⅠ, amideⅡ, amideⅢ

과 관련된 피크 등이 확인되어 단백질에서 유래된 접착제로 추정된다. 전통 접착제 중에서 동물의 가죽이나 

근육, 뼈 등을 원료로 하여 정제된 물질로는 교膠가 있다.황진주 ・ 윤은영 ・ 한우림 ・ 문동혁

Mg Al Si P K Sn Ca Ti Mn Fe Cu Pb Sr

평균 1.6 4.2 15.7 0.46 4.7 56.8 11.9 0.19 0.58 2.5 0.26 0.79 0.34

Back 2.8 8.8 47.9 0.67 12.2 - 22.9 0.39 0.96 3.3 - - 0.25

<청자양각국화당초문대접> XRF 분석 결과

 <청자양각국화당초문대접>  잔존 접착물질 FT-IR 성분 분석

석릉에서 출토된 

금구자기는 

무슨 성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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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양각연판문대접 
靑磁陽刻蓮瓣文大

025 

높이 7.9cm

청자철백화국화문접시 
靑磁鐵白畵菊花文 匙

026 

높이 2.9cm

청자접시 
靑磁 匙

027 

높이 3.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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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양각연판문잔 
靑磁陽刻蓮瓣文盞

028 

길이 (좌) 5.1cm

청자잔탁 
靑磁盞托

030 

높이 (좌) 5.1cm, (우) 4.8cm

청자철백화국화문잔 ・ 청자뚜껑
靑磁鐵白畵菊花文盞 ・ 靑磁蓋

029 

높이 (좌) 9.8cm, (우) 4.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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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상감운학문매병 
靑瓷象嵌雲鶴文梅甁

033 

길이 (좌) 13.1cm

청자상감모란문뚜껑 
靑磁象嵌牡丹文蓋

031 

높이 3.7cm

청자상감모란문호 
靑磁象嵌牡丹文壺

032 

길이 7.8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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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릉 석실 내부에서는 은제, 금동제, 금박편, 동제, 철제 등 다양한 금속공예품이 출토되었

지만, 도굴로 인해 대부분 원형을 알 수 없다. <철제14면체두정>은 장식못의 일종으로 중

앙에 원형 구멍이 뚫려있다. 못 머리와 자루 사이에 이음쇠가 있으며, 마연이 잘되어있다. 

<금동제장식판>은 얇은 동판 위에 축조기법蹴彫技法을 이용하여 모란당초문을 새긴 후 목

칠기 위에 부착하였다. 장식판 뒷면에 부착된 목칠기의 형태로 볼 때 장식판은 녹정형방형

함 頂形方形函의 상면 테두리를 장식한 장석으로 추정된다. 장식판과 목칠기는 장식못을 일

정한 간격으로 박아 부착하였는데, 금동판과 목칠기에 미리 못 구멍을 뚫어 놓은 후 장식

못을 끼워 넣었다. <금동제경첩편>은 중앙 부분만 남아있는데, 얇은 동판 위에 축조기법을 

비롯한 조금기법을 이용하여 표면에 당초문을 새겨 장식하였다. 이 밖에  얇은 나무판에 

금박을 붙여 장식한 칠편이 다수 출토되었다. 자연과학적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얇게 

가공한 나무판 위에 옻칠을 하고 백색 안료를 바른 후 금박을 입힌 것으로 확인되었다. <금

박칠편>은 금박을 입히는 공예기술과 칠기술이 결합된 유물로 비록 대몽항쟁기였지만 공

예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철제14면체두정 
鐵製14面體頭釘

034 

길이 (좌) 8.8cm, (우) 9.2cm

희종 석릉 

출토 금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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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동제경첩편 
金銅製摺鐵片

036 

길이 (좌) 9.6cm, (우) 9.3cm

금동제장식판 
金銅製裝飾板

035 

길이 (좌) 5.5cm, 3.6cm, 5.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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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박칠편 
金箔漆片

037 

길이 3.5cm

청동편 
靑銅片

038 

두께 0.2cm 



077

석릉 발굴조사 중 석실 내부에서는 금박칠편이 소량 발견되었다. 칠편 일부에서 목재나 직물의 흔적이 보이기

도 했으며, 표면에서는 백색물질과 금박이 관찰되었다. 과연 칠편은 어떠한 방법으로 제작되었을까? 이를 알

아보기 위해 자연과학적 분석법을 이용하여 칠편의 제작방법과 성분을 분석해보았다.

석릉 출토 칠편 전면(백색안료, 금박)

금박칠편은 실체현미경, 투과광현미경, 편광현미경으로 단면을 관찰하였으며, 칠 성분은 FT-IR(적외선분광현미

경), Micro-XRF(미소부X-선형광분석기), SEM-EDS(주사전자현미경-에너지분산형분광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

과 칠은 소지층 위에 직물(견섬유)을 올리고 두 번의 칠을 한 뒤 백색안료와 금을 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칠 단막(투과광) 

(W:wooden base,  T:textile, 

F:foundation layer, L:black lacquer)

석릉 출토 칠편 후면(직물)

두 번의 칠은 바탕칠과 흑색칠을 하였으며, 바탕칠은 투명입자가 혼합되었다. 칠은 옻칠의 주성분인 우루시올

(Urushiol)의 수산기(-OH)와 메틸렌기(CH3, =CH2)에 기인하는 특정피크를 확인하였으므로 옻칠임이 밝혀졌다. 

바탕칠의 투명입자는 규소〔Si〕, 알루미늄〔Al〕, 산소〔O〕가 주성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투명입자는 조성

성분으로 볼 때 토양 속에 포함된 카올라이트(Kaolinite, 석영, SiO2) 등으로 추정되어 바탕칠에 토분을 섞은 것으

로 사료된다. 

백색물질에서는 철〔Fe〕, 구리〔Cu〕, 규소〔Si〕, 알루미늄〔Al〕과 칼륨〔K〕, 칼슘〔Ca〕, 티타늄〔Ti〕, 납〔Pb〕 등이 검출

되었으며, 도금층에서는 금〔Au〕이 검출되었다.송지애

석릉에서 출토된 

금박칠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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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덕태후元德太后 

곤릉坤陵

원덕태후元德太后 유씨는 고려 제22대 왕 강종의 비로 신안후信安侯 왕성王珹과 창락궁주昌樂

宮主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왕실 동성을 피하기 위해 유씨라 하였다. 강종의 아버지인 명종

과 원덕태후의 어머니인 창락궁주는 남매이므로 강종과 원덕태후는 사촌이 된다. 강종은 

1173년 태자에 책봉되었는데, 이의방이 1174년 자신의 딸을 태자비로 삼았다. 하지만 같

은 해 이의방이 살해되어 그녀 역시 폐비가 되었다. 이후 1175년에 유씨가 두 번째 태자

비로 간택되었다. 유씨의 시아버지가 되는 명종은 실권은 없었지만 27년간 왕좌에 머물렀

다. 그러나 1197년 명종이 늙고 게으르다는 이유로 최충헌에 의해 폐위되면서 태자부부

도 비참하게 강화도로 쫓겨나게 된다. 하지만 1211년 희종이 최충헌을 암살하려다 폐위되

고 강종이 옹립되면서 유씨는 1212년 왕비에 봉해져 연덕궁주延德宮主로 불렸다. 그로부터 

2년 뒤 강종은 1213년 62세의 나이로 눈을 감았고, 그 뒤를 이어 아들인 고종이 즉위하였

다. 『고려사高麗史』에 그녀가 생전에 태후로 책봉되었다는 기사는 없지만, 1215년 왕이 ‘태

후’를 모시고 청주동궁淸州洞宮으로 갔다는 기록이 있어 고종이 즉위하면서 태후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원덕태후는 태후로서의 삶을 누리다 1239년(고종26)에 훙서薨逝하자 곤릉에 안

치되었으며, ‘원덕태후’라는 시호를 받았다. 1253년(고종40)에는 정강貞康이라는 시호가 덧

붙었다.

“ 후비의 덕은 왕업의 기초이다. 아아! 그대 왕비 유씨는 타고난 현숙한 자질과 옥같이 아름다

운 모습을 지녔으며, 오로지 착한 마음과 온유한 행실을 지녔다. 붉은 용이 잠자리에 들어오

는 길몽을 꾸고 맏아들을 낳았으며, 꾀꼬리가 숲에 모여드는 것을 기뻐하듯 널리 인자한 은

혜를 베풀었도다. 이러하듯 내조의 공이 현저하니 높은 휘호徽號를 내려주어야 마땅할 것이

라 이에 길일을 택하여 책봉의 글竹冊을 전하노라.”

后妃之德 王化所基 咨! 爾王妃柳氏 天生淑質 玉潤奇姿 內無險陂之心 外有柔嘉之行 

感赤龍之入寢 誕得元良 翫黃鳥之集林 廣施仁惠 顧陰功之旣著 合徽號之優加 玆擇蕙時 載頒竹冊

- 『고려사高麗史』 권卷88 열전列傳1 후비后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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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덕태후 곤릉 전경 

강화 길정리

1923년

16.4×21.4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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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님께 알맞으셨던 배필 乾極曾容配

왕비로서 의젓하셨던 법도   坤儀正體元

베개 앞에 성주께서 조회하셨고  枕前朝聖主

장막 아래 증손을 보셨도다  帳底見會孫

처참하게도 갑자기 달이 잠기니  陰慘俄沈月

별도 구슬퍼 사라지네  星悲便沒軒

삼한 백성 천고의 눈물  三韓千古淚

지극한 칠십구년의 깊은 은혜시여  七十九年恩

- 최자崔滋, 『동문선東文選』 권卷2 삼도부三都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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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덕태후 곤릉 전경

사적 제3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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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덕태후가 안치된 곤릉(사적 제371호)은 강화군 양도면 길정리에 위치해 있다. 발굴조사 전 

곤릉의 능역은 4개의 구역으로 복원 · 정비되어 있었으며, 제1구역에는 봉분과 곡장이 설

치되어 있었다. 능역 주변에는 각종 석조물과 석축이 붕괴되어 있었고, 제3구역에는 ‘원덕

태후 곤릉’이라 새겨진 능비가 세워져 있었다. 발굴조사 결과, 능역은 경사진 지형을 따라 

3단의 평탄지로 이루어져 있었다. 제1단에는 봉분과 석실이 시설되었으나, 제2단에는 별

도의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으며 제3단에는 정자각이 조성되었다. 

곤릉 전체 평면도

발굴조사



085

제1단은 봉분이 위치해 있으며 봉분의 규모는 남북 직경 5.2~5.65m이다. 봉분은 대부분 

도굴로 인해 훼손되었으나, 1974년 정비과정 때 보수된 것으로 파악된다. 개석 상면에 놓

인 호석은 12각으로 조립하고 내부에는 할석을 채웠다. 곤릉의 호석은 석릉과 가릉에서 확

인되는 8각 형태의 호석과 차이가 있어 특징적이다. 곤릉 조사 시에는 봉분을 둘러싸는 난

간석과 난간기둥의 배치 양상은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봉분 주변으로 지름 30cm 정

도의 주혈이 확인되어 난간석을 둘렀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능역 주변에서 난간석으로 

추정되는 석재가 다수 확인되었다.

봉분 조사 중

석실 상면 12각 호석

봉분 및 석실 상부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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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릉 석실의 구조는 횡구식으로 지하에 시설되었으며, 규모는 길이 3.3m, 너비 2.5m, 높

이 2.2m이다. 동 · 서 · 북쪽의 벽석은 할석을 면맞춤하여 최소 8단 이상으로 쌓아올렸다. 

입구는 장대석으로 문지방석과 문주석을 조성한 후 대형 문비석 1매를 이용하여 막았다. 

문비석의 오른쪽 상단 모서리는 깨진 상태로 확인되었는데, 도굴의 흔적으로 보인다. 문비

석 전면에는 할석을 채워 묘도부를 폐쇄하였으며, 채움석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청

자와 차관이 출토되어 석실을 폐쇄하면서 의도적으로 유물을 매납한 것으로 보인다. 천장

은 장방형 석재 3매를 이용해 덮었으며 벌어진 틈은 할석을 이용하여 막음하였다. 

석실 내부 중앙에는 관대를 설치하고, 바닥 전면과 관대 내부에는 30cm 내외의 전돌을 깔

았으나, 도굴로 인해 원위치를 이탈한 것도 있었다. 전돌 주변에서는 목관에 사용된 것으

로 추정되는 주칠과 옻칠 박리편이 다수 확인되었다. 석실 내부 벽면에는 회칠 흔적이 남

아있는데, 대부분 박리되었으며 벽화는 확인할 수 없다.

석실 내부 관대

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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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역 전경

곤릉의 능역은 3단으로 조성되었으며, 전체 규모는 남북길이 34m, 동서너비 14m이다. 제

1단의 경계는 평면 ‘ ’형태로 석축렬을 쌓아 시설하였는데, 석실과 남편에 위치한 건물지

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동·서 방향의 석축단은 1단의 장대석을 사용하여 

정교히 축조한 반면, 좌우의 석축은 할석만을 사용하였다. 석축단 중앙에는 계단시설이 확

인되는데, 석인상 머리 2기와 전면 건물에 쓰였던 귀목문 막새, 용두, 잡상 등 다양한 기와

류가 집중 출토되었다. 

계단시설 남편 하단에는 각각 정전正殿과 배전拜殿으로 추정되는 건물지가 확인되었다. 이 

두 건물지는 정전에 배전이 덧대어진 양상으로 ‘丁’자형의 평면구조를 가진다. 정전 내부에

는 초석 4매를 동·서 방향으로 평행하게 설치하였다. 정전은 정면 3칸의 규모이며 남 〮 북

편에 대칭되는 초석이 확인되지 않아 일주문 형식의 건물이었거나, 초석이 결실되었을 가

능성이 있다. 초석 주변으로는 전돌을 넓게 깔아 참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능역과 

건물지



088

하대석

난간석

곤릉 능역 주변에서는 난간석과 망주석이 여러 점 확인되었으나 대부분 반파되어 정확한 

구조는 알 수 없다. 석실 전면 기단석축과 정자각지에서는 석양으로 추정되는 석수 1기와 

복두를 쓴 석인상 머리 3기가 수습되었다. 석인상의 얼굴에는 양 옆으로 째진 눈, 큰 코, 꾹 

다문 입이 표현되어 있으며 머리에 쓴 복두는 입체감 있게 묘사되었다. 하대석으로 추정되

는 석재는 석실 묘도부 도굴갱에서 1매가 수습되었다. 

석물



089

석인상 
石人像

039 

높이 (좌) 46.0cm, (우) 40.0cm

석수 
石獸

040 

높이 16.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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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릉 석실 내부에서는 도굴로 인해 부장품이 거의 출토되지 않았다. 하지만 석실 문비석 

앞 묘도부에서 양질의 청자 8점이 수습되었다. <청자화형접시>는 3점이 발견되었는데, 꽃 

모양의 접시 내부에는 여의두문과 초화문으로 장식하였다. 뚜껑은 2점이 출토되었는데, 한 

점은 매병 뚜껑이고 다른 한 점은 병의 뚜껑으로 추정된다. 병뚜껑에는 역상감기법으로 당

초문이 장식되어 있으며, 그 위에 넝쿨 형태의 고리가 달려있다. <청자상감모란문대접>은 

외면에 모란절지문을 상감으로 표현하고 내면에는 연화당초문을 압출양각으로 찍은 것으

로 상감기법과 압출양각기법이 동시에 사용되었다. 두 가지 기법이 동시에 사용되는 양상

은 후에 내 · 외면 문양을 모두 상감으로 장식하는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 이렇듯 곤릉 묘

도부에서 발견된 8점의 청자는 고려청자의 발전 양상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석실 묘도부 출토 청자

원덕태후 곤릉 

출토 도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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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사자삼족향로 
靑瓷獅子三足香爐

041 

높이 8.0cm

청자향로는 향을 피우는 데 쓰는 기물이다. 기린, 사자, 원앙 등의 뚜껑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발견되지 

않았다. 외면에는 구름무늬를 음각하였고, 몸체를 사자 얼굴 모양의 다리가 받치고 있다. 세 마리의 사자 중 

두 마리는 꽃의 형태로 갈기가 표현되어 있어 독특하고 해학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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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상감모란문대접 
靑磁象嵌牡丹文大

042 

높이 7.8cm

청자화형접시 
靑磁花形 匙

043 

높이 3.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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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양각포도당초문대접 
靑磁陽刻葡萄唐草文大

044 

높이 7.5cm

도기매병 
陶器梅甁

045 

높이 37.0cm

정자각지 남서편에서 출토된 대접이다. 내면의 포도당초문과 연판문은 압출양각기법을 활용하여 찍었다. 

연판문은 14겹의 잎을 지니고 있는데, 유약이 모여 있어 연꽃이 도드라져 보인다. 

정자각지 배전 동편에서 수습된 도기매병이다. 수

습된 지점 인근에 적심이 위치하고 있어 정자각을 

설치하면서 매납한 지진구地鎭具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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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덕태후 곤릉 묘도부 출토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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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릉 정자각지에서는 평기와, 막새기와, 장식기와, 전 등 다양한 와전류가 출토되었다. 지

붕의 기왓골과 기왓등을 구성하는 평기와의 문양은 어골문, 능형문, 집선문, 무문 등이며, 

내면에는 와통에 씌운 포의 흔적과 기와를 분할하기 위해 막대기 또는 끈을 대었던 분할표

식의 흔적이 남아있다. 평기와 끝부분에 드림새를 부착한 막새기와는 모두 귀목문으로 구

성되어 있다.

한편 정자각지에서는 취두와 용두, 잡상 등 다량의 장식기와도 출토되었다. 취두는 용마루 

양쪽 끝에 얹히는 조형물로 일반적으로 새의 머리 모양을 띠며, 용두는 용의 머리를 무섭

게 형상화한 것으로 내림마루나 귀마루에 장식된다. 정자각지 출토 용두와 취두는 대부분 

편으로 잔존하고 있어 전체 형태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용이나 새의 특징적인 문양 표현이 

비교적 잘 남아있다. 그리고 장식되는 잡상은 주로 새의 형태로 제작되었는데, 돌출된 부

리 표현방식 등이 강화 선원사지에서 출토된 것과 유사하다. 용두와 취두, 잡상 등의 장식

기와는 고려 중기 이후에 출현하였으며, 길상吉祥과 벽사辟邪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이외에도 정자각지에서는 다량의 방형전이 바닥에 깔린 상태로 확인되었으며, 명

문이 음각된 방형 인장을 찍은 전도 2점 출토되었다. 이러한 다량의 와전은 강도시기 왕릉

을 구성하는 의례 건물의 위계와 웅장함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높은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 

글씨가 찍힌 전 
印章塼

046 

너비 29.9cm

원덕태후 곤릉 

출토 와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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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덕태후 곤릉 출토 각종 장식기와

장식기와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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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릉 내부에서 수습된 금속기는 가릉 및 석릉과 비슷한 성격의 유물로 금제, 은제, 은도금

제, 금동제, 동제, 철제품 등 다양한 소재의 공예품이 출토되었다. 금제품으로는 얇은 <금

사>와 <금박편>이 확인된다. <금사>는 얇은 금박을 잘라 꼬아 만들었으며, <금박편>은 석

릉과 비슷하게 목재에 흰색 안료를 바르고 금박을 붙였다. 은제품으로는 목제함의 장석으

로 추정되는 <은제도금당초문장식판>이 특징적이다. 얇은 은판을 띠 모양으로 잘라서 축

조기법蹴造技法으로 당초문을 새기고 도금한 것으로 뒷면에는 목칠기가 남아있다. 은판과 

목칠기는 청동못 5점을 일정한 간격으로 박아 고정하였다. 

곤릉에서는 철제품이 다수 확인되었는데, 묘도부에서 완형에 가까운 청자 8점과 함께 차

관 1점이 수습되었다. 철정의 수량은 600여 점으로 여타 왕릉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으며, 

용도 미상의 철판이 다수 확인된다. 그 중 모란문이 장식된 <철제모란문장식품>이 주목되

는데, 목제품 위에 철판을 고정시킨 후 옻칠한 것이다. 옻칠이 말라가는 시점에 은이나 금

동 등의 장식 금속판을 부착하여 모란문을 새기는 과정에서 아래층인 옻칠에 자국이 남은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는 장식 금속판이 탈락되고 옻칠에 모란문이 찍혀있는 상태이지만, 

고려 금속공예 기법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금사 ・ 금박편 
金絲 ・ 金箔片

047 

두께 0.1cm

은제도금당초문장식판 
銀製鍍金唐草文裝飾板

048 

길이 6.3cm

원덕태후 곤릉 

출토 금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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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제모란문장식품 
鐵製牡丹文裝飾品

049 

길이 6.5cm

금동장식품 
金銅裝飾品

050 

길이 (좌) 8.3cm, 7.6cm, 6.6cm

차관 
車關

051 

지름 11.9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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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태후順敬太后 

가릉嘉陵

순경태후 김씨는 고려 제24대 왕 원종의 비로 1235년 14세의 나이에 태자비로 간택되어 

경목현비敬穆賢妃로 책봉되었다. 아버지는 장익공莊翼公 김약선金若先으로 신라 왕실 후손이

며, 어머니는 최우의 장녀이다. 그녀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 태자비의 자리까지 올랐지만 

애석하게도 명이 짧았다. 아들인 충렬왕과 딸을 낳은 뒤 1237년 7월 사당리祠堂里 사제私第

에서 세상을 떠나게 된다. 석달 후인 10월 7일에 가릉에서 장사지냈다. 

원종이 즉위한 뒤 정순왕후靜順王后로 추봉追封되었으며, 아들 충렬왕이 왕위에 오르자 순경

태후로 추존追尊되었다. 또한, 손자인 충선왕이 재위할 당시에는 원元 무종武宗이 제서制書를 

내려 그녀의 덕을 찬미하며 ‘고려왕비高麗王妃’로 추봉하였다.

“ 옛 사람들의 아름다운 덕令德을 빛내고자 삼세三世에 걸쳐 작위를 높이니, 〈그 자손들이〉 조

모王母에게서 큰 복을 받고, 거듭 전해 받은 은총이 특히 가득하다. 고려 국왕 왕장王璋의 조

모 김씨는 그 거동이 현숙賢淑하고도 삼갔으며, 그 법칙法則은 부드럽고도 아름다웠다. 고려 

임금의 짝이 되었고 우리 황실北闕과도 인척으로 이어졌으니, 집안의 격을 떨어뜨리지 않았

으매 공功은 무공武公의 부자父子와 같고, 몸소 대야를 씻고 음식을 올리니 예禮는 왕씨王氏가 

시부모舅姑를 잘 섬긴 것 같다. 한편으로는 깊은 밤에도 부지런한 〈모습을〉 드러낸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내전閨門의 엄숙함을 보인 것이다.”

昭令德于前人 爵以隆于三世 受介福于王母 恩特侈于再傳 高麗國王王璋祖母金氏 淑愼其儀 柔嘉

維則 東藩作儷 北闕聯姻 不墜簪圭 功有武公之父子 親承盥饋 禮如王氏之舅姑 一則彰夙夜之勤 

一則示閨門之肅

- 『고려사高麗史』 권卷88 열전列傳1 후비后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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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릉 출토 각종 장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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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태후 가릉 전경 

강화 능내리

1923년

11.9×16.4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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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시집올 때에는 아직 다 차지 않은 달과 같더니, 갑자기 운명하니 쉽게 이우는 꽃과 같도다

始來兮猶月未滿 往兮如花易凋

 - 이규보李奎報,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권卷36 동궁비주東宮妃主 시책문諡冊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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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태후 가릉(사적 제370호)은 강화군 양도면 능내리에 위치해 있다. 능역은 단이 확연히 

구분되지 않아 일반적인 고려 왕릉과는 입지와 구조에서 차이를 보인다. 『신증동국여지

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따르면 가릉은 “부의 남쪽 24리에 있다”고 하였으며, 조선 고종 4년

(1867)에 표석이 세워졌다. 능역은 1974년 학술적인 고증 없이 복원되어 원형이 변형된 상

태였다. 그러나 2004년 발굴조사 결과, 가릉의 구조와 능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릉 발굴조사 후 전경

발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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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단은 봉분이 있는 곳으로 능의 중심에 해당한다. 봉분의 북편을 제외한 동·서·남편에 1

단의 장대석을 돌려 봉분을 감싸는 형태로 조성하였다. 규모는 남북길이 8m, 동서너비 

9m이다. 개석 상면에 놓인 호석은 8각으로 조립되어 있으며, 그 위로 할석과 흙을 덮어 봉

분을 완성하였다. 대부분의 고려 왕릉은 능선의 경사면에 석실을 축조한 반면, 가릉은 능

선 말단부 평지에 지상식으로 석실을 축조하고 할석을 넓게 덮은 형태이다. 이러한 축조방

법은 지상에 구축된 석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낮은 구릉이 돌출되어 보이는 시각적 효

과를 통해 지형적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봉분의 북편 모서리에는 석호石

虎로 추정되는 석수 2기가 배치되어 있다.

석실 상부와 할석

석실 상면 8각 호석

봉분 및 석실 상부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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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실의 구조는 횡구식으로, 석실이 지상에 축조된 점이 특징적이다. 규모는 길이 2.55m, 

너비 1.7m, 높이 1.75m로, 잘 다듬어진 장대석 5매를 이용하여 측벽을 쌓아올렸으며 기

와조각을 괴임으로 사용하였다. 입구는 장대석을 이용하여 문지방석과 문주석을 조성한 

후, 방형의 문비석 1매를 이용하여 막았다. 문비석 안쪽과 가까운 동 · 서 장벽 최상단과 최

하단에는 방형의 홈이 파여 있는데, 각재를 끼워 출입문을 달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석실 내부 중앙에는 길이 2.05m, 너비 0.7m의 규모로 관대를 설치하였다. 관대 내부에는 

갈색의 점질토를 채워 넣어 정지하고, 그 위에 회를 발라 관을 놓았다. 주변에서 목관에 사

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주칠과 옻칠 박리편이 다수 확인되었다. 석실 내부 벽면은 전체적으

로 회칠을 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대부분 박리되었다. 회벽은 석회와 어골, 숯, 패각을 잘게 

부수고 섞어 반죽하였으며, 일부 회벽편에서 진사로 벽화를 그린 흔적이 확인된다. 

석실 문비석 제거 후

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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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릉 석실 내부 평면도

가릉 석실 내부는 기와조각으로 빈 공간을 메꾸며 측벽을 쌓아올린 후 석회로 도장

하였다. 석회는 물고기뼈, 조개껍질, 숯을 잘게 부수고 섞어 반죽한 것으로, 가릉에

서 수습된 석회 덩어리 내에서 확인된다. 한편 측벽 괴임으로 사용된 기와는 능내리 

석실분 건물지에서 사용된 기와와 동일한 것으로 능내리 석실분과 가릉의 선후관

계를 밝힐 수 있는 단서가 된다. 

측벽 괴임으로 사용된 기와조각

회벽 내부 물고기뼈(확대)

가릉 회벽편에서 발견된 물고기뼈와 조개껍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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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릉 석실 내부 벽면에서 벽화편이 일부 확인되었다. 벽화에 채색된 안료의 종류를 추정하기 위해 Micro-

XRF(미소부X-선형광분석기)와 XRD(X-선회절분석기)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XRF의 분석 조건은 40kV, 400㎂, spot size는 300㎛에서 200초 분석하였고, XRD의 분석 조건은 40㎸/40

㎃로 5°~ 60° 2-theta로 설정하였다. 

흰색 부분과 붉은색 부분의 성분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벽화의 흰색 바탕은 칼슘〔Ca〕이 주성분으로 

Calcite〔CaCO3, 탄산칼슘〕의 결정구조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며, 붉은색은 수은〔Hg〕과 황〔S〕을 주성분으로 하는 

Cinnabar〔HgS, 진사〕인 것으로 확인된다.  

붉은색을 띄는 진사는 악귀를 물리치는 주술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왔으며, 주로 중국 호남성 북서부 진주지역

에서만 산출된다. 진사는 고구려 쌍영총 고분벽화의 안료로 사용되었으며 백제 무령왕릉 출토 두침, 신라 황

남대총 북분 출토 칠기 등에서 칠 재료로 이용되기도 하였다.서유나 ・ 황진주 ・ 윤은영 ・ 한우림 ・ 문동혁

가릉 벽화는 

무엇으로 

그렸을까?

Color Al Si P S K Ca Ti Mn Fe Hg Pb Sr

White 0.91 2 0.65 0.87 0.28 88.4 0.17 0.1 0.7 - 5.4 0.48

Red 2.6 9 6.4 10.5 5.3 8.5 11.4 - 0.96 22.8 22.1 0.35

XRF 분석 결과 평균값

흰색 부분 XRD 분석 결과 붉은색 부분 XRD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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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전 가릉의 능역은 장대석에 의해 3개의 단으로 구획된 상태였다. 그러나 단으로 사용

된 장대석은 석실의 축선과 일치하지 않고, 하부에서 시멘트 기초가 확인되어 1974년 보

수정비 과정 중 시설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석인상 하부에도 시멘트가 있어 원위치가 아

닐 가능성이 높다. 

가릉 능역은 크게 2단으로 확인되었는데 능역 남단의 정자각지를 발굴하지 않아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다. 현재까지 확인된 능역의 규모는 남북길이 12.5m, 동서너비 9.2m로 강

도 고려 왕릉 중 규모가 가장 작다. 석실이 위치한 제1단의 경계는 석축단을 쌓아 시설하

였으며 진입시설을 마련하였다. 

가릉 전체 평면도

능역과 

진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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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릉에는 석인상 2기와 석수 2기가 남아있다. 석인상은 복두를 쓰고 조복을 입은 형

태로, 하늘로 치켜 올라간 두 눈과 뭉뚝한 코, 그리고 꽉 다문 입이 묘사되었다. 두 손으로 

홀笏을 감싸고 있으며, 허리에는 각대를 하고 있다. 동쪽 석인상 허리에는 칼이 표현되어 

있어 무인상으로 추정된다. 석수 2기는 귀신과 잡귀를 물리치는 석호로 보인다. 사각형의 

몸체를 지니고 있으며, 몸통 부분을 일부 치석하여 앞발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다. 이외

에 봉분 서편에서는 하대석, 옥개석, 동자주 등이 발견되어 당시 능역에 다수의 석물이 배

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석수

하대석

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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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상

가릉 발굴조사 당시 석인상 주변을 조사한 결과, 석인상 하부구조에서 시멘트가 확인되어 1974년 보수정비

를 하면서 시설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가릉 석인상은 어디에 세워졌던 것일까? 가릉 능역 주변에서는 석

인상을 세우기 위한 기초 적심시설이 발견되지 않아 석인상 원위치에 대한 의문은 계속되었다.

1916년 작성된 『고려제능묘조사보고서高麗諸陵墓調査報告書』에는 가릉의 난간석과 석수의 숫자에 대해 자세하

게 언급하고 있지만 석인상에 대한 기술은 전혀 찾을 수 없다. 가릉에는 처음부터 석인상이 세워지지 않았던 

것일까?

한편 가릉 북쪽에 위치한 능내리 석실분을 살펴보면, 능역 제2단의 석인상을 세우기 위한 기초 적심이 각각 

확인된 바 있다. 하지만 능내리 석실분 주변에서는 석인상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앞서 언급했던 『고려제능

묘조사보고서高麗諸陵墓調査報告書』에는 능내리 석실분 석인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한 쌍의 석인이 있는데 체구는 방주형에 가깝고 정면은 약 8촌이다…” 

기술된 석인상의 형태로 보아 능내리 석실분 석인상은 1916년까지 원위치에 서 있다가 이후 가릉으로 옮겨

졌을 가능성이 있다. 가릉 석인상의 크기는 서편 석인상 163×42×24cm, 동편 석인상 166×44×24cm이며, 

능역 정면에서 바라본 석인상의 두께는 24cm이므로 8촌(24.24cm)과 일치한다. 

가릉 석인상은 

어디에 

세워졌던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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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릉에서 출토된 도자기는 도굴로 인해 대부분 편으로 발견되었다. 청자 14점, 백자 7점, 

도기 7점으로 능 축조 당시의 양상을 보여주는 자기는 2점이다. <청자철백화국화문접시

편>은 자토와 백토로 점을 찍어 국화꽃 무늬를 표현하였다. <청자음각접시편>은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으며, 맑은 유색을 지니고 있다. 가릉 출토 접시편과 유사한 청자는 희종 석

릉을 비롯하여 강화 관청리 〮 옥림리 유적에서도 확인되어 13세기로 판단된다. 또한 중국 

요주요耀州窯계로 추정되는 <청자양각연당초문접시편>이 발견되어 당시 중국 자기를 수입

하여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봉분 북서편 기저부에서 도기병과 도기호가 일부 발견되었는데, 지진구地鎭具의 역할

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순경태후 가릉 출토 도자기

순경태후 가릉 

출토 도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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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릉 석실 내부에서는 다양한 금속기와 장신구가 출토되었다. 금속기는 은제, 동제 등의 

공예품과 각종 동전이 확인되었다. 은제 공예품은 <은제나비장식>과 <은제경첩>이 출토

되었는데, <은제나비장식>은 투박한 선조기법을 사용하여 나비의 몸체를 표현하고 있으

며, 목제함 경첩의 일부로 추정된다. 그리고 삼릉형의 <은제경첩>은 은판 2장을 붙여 연

결한 것으로 중앙에는 작은 꽃문양이 새겨져 있다. 동제 및 동합금 제품으로는 <청동사>, 

<청동못>, <청동제교구> 등이 출토되었다. 이 중 <청동못>은 목제함의 부재로 사용된 것

으로 청동못이 단단하지 않으므로 미리 목제에 못구멍을 마련한 후 못을 끼워 넣었다. 이

러한 제작방법은 가릉에서 출토된 목제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릉에서 출토된 장신구는 

<옥장식>, <골제장식>, <호박장식>, <구슬> 등이 있는데, 다른 왕릉에 비해 장신구의 비율

이 높은 편으로 고려의 화려한 왕실문화를 대변하고 있다. 

은제나비장식 
銀製蝴蝶裝飾

052 

길이 2.0cm

순경태후 가릉 

출토 금속기와 장신구

은제경첩 
銀製摺鐵

053 

길이 4.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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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동못 
靑銅釘

055 

길이 2.2cm

청동사 
靑銅絲

054 

길이 4.7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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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장식 
玉裝飾

056 

길이 2.3cm

골제장식 
骨製裝飾

057 

길이 1.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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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간 
石簡

058 

길이 8.4cm

동전 
銅錢

059 

지름 2.3~2.5cm

가릉 석실 내부에서는 총 19종 86점의 동전이 출토되었다. 고려전인 동국통보東國通寶 1점과 당대부터 주

조되기 시작한 개원통보開元通寶 8점을 제외하면 대부분 북송전이다. 북송전은 10세기 후반~12세기 초반

에 주조된 순화원보淳化元寶, 지도원보至道元寶, 성송원보聖宋元寶, 정화통보政和通寶 등이 확인된다. 



117

가릉 석실 내 관대 주변과 바닥에는 19종 86점의 동전이 흩어진 채 확인되었다. 대부분 북송전北宋錢으로 990

년부터 주조되기 시작한 순화원보淳化元寶부터 1101년에 주조되었던 성송원보聖宋元寶까지 제작연대가 100년

이상 차이가 나는 동전이 발견된다. 가릉을 비롯하여 곤릉과 능내리 석실분에서도 다수의 북송전이 석실 내에

서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반해 고려전은 동국통보東國通寶 1점과 해동통보海東通寶 3점이 가릉과 석릉에서 각각 

출토되었을 뿐이다. 

고려는 국가 주도로 성종 15년(996) 철전 · 동전 주조와, 숙종 연간 동전 및 은병을 주조하였다. 하지만 개경과 

강화도에 분포한 왕릉 뿐 아니라 지방의 고려 분묘에서는 중국전이 다수 출토된다. 동전 대부분은 10~12세

기 전반에 주조된 북송전이며 12세기 후반부터 출토량이 현저히 떨어진다. 그렇다면, 다양한 중국전이 고려 

분묘에서 출토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고려 내에서 중국전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고려 분묘에서 다수 

출토되는 중국전은 이러한 의문을 던져준다. 

고려 분묘 출토 중국전 대부분을 차지하는 송전宋錢은 재질과 전문, 종류가 다양하며 사용지역 또한 광범위했

다. 송전은 대부분 연호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화폐가 주조되고 이전의 동전도 함께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양

이 점점 많아졌다. 또한 송은 농업혁명, 상업혁명을 일으키며 이전 혼란기와 구분되는 경제적 성장을 꾀하던 

때였다.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상들이 활발히 동아시아 각지로 진출하면서 동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경제체제를 구축하였다. 송전은 동아시아에 통용되는 국제화폐로서 가치가 높았으며, 동아시아를 벗어나 동

남아시아 · 인도 · 중동에서도 화폐로서 유통되고 있었다. 

송은 국초부터 다량의 동전을 주조하여 송초에 당대의 주조액을 능가하는 80만 관貫을 주조하였으며 이후 희

령熙寧 원년(1068)에는 연액 600만 관을 주조하였다. 연간 주조량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송은 만성적인 전황

에 시달렸는데 가장 큰 원인은 대외무역으로 인한 동전 유출이었다. 

이처럼 당시 송전이 국제화폐로서 활발하게 통용되었다면 중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고려에도 다양한 송

전의 유입은 당연했을 것이다. 고려에서 다종 다양한 송전이 확인된다는 것은 고려와 송의 무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된다. 이는 나아가 고려의 유통경제가 동아시아의 국제경제시스템 속에 편입되어 움직

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무덤 속에서 발견되는 중국전의 의미는 무엇일까? 국제화폐로 통용되던 ‘재화가치’에 주목한다면, 

당시 동전의 유출을 금지하자는 논의가 진행될 만큼 무역대금으로 고려에 유입되는 동전량은 막대하였다. 이

러한 송서의 기록을 근거로 고려 내에서도 포와 쌀 뿐만 아니라 중국전이 화폐로서 통용되었을 가능성도 있

다. 화폐로서 무덤 속에 부장된 중국전은 피장자의 부유함이나 상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징하는 부장품일 수도 

있다. 

재화가치에 주술적인 의미를 더하면 망자가 저승길로 떠날 때 쓰이는 노잣돈이나 육도전, 혹은 매장지를 토지

신에게 산 매매대금으로 부장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뿐만 아니라 피장자의 머리 근처에서 출토된 동전은 반함

飯含풍습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반함은 피장자의 입에 동전 3매와 쌀 세 숟가락을 물려 명계로 여행하는 사

자의 여비와 식료를 제공하는 풍습이다. 충주 누암리 23호 석곽묘에서는 곡식 낟알이 붙어있는 동전이 출토

되어 반함 풍습을 짐작해 볼 수 있다.이보람

가릉에서 

발견된 

북송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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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왕릉에서 출토된 북송전의 이름은 당시의 연호에 통보通寶, 원보元寶, 중보重寶를 붙인 

것이다. 통보는 통용되는 화폐라는 뜻으로 당나라 고조 때부터 사용되어 왔으며 원보는 새

로운 기원과 으뜸가는 보배라는 의미이다. 중보는 나라의 중요한 보배라는 뜻으로 당나라 

숙종 때 붙여진 이름이다. 동전 이름은 주로 전서체篆書體, 예서체隸書體, 해서체楷書體, 행서체

行書體로 쓰여졌다. 동전을 읽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상하좌우 순서로 직독直讀

하는 방법과 시계방향으로 선독旋讀하는 방법이 있다. 

동전 

의미와 서체

고려 왕릉 출토 동전의 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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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왕릉 출토 북송전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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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태후 가릉과 능내리 석실분 전경

사적 제3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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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내리 석실분

陵內里 石室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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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내리 석실분은 가릉과 같은 능선에 위치하고 있으나 가릉과 달리 1916년에서야 그 존재가 알려졌다. 그러

나 현재 능주가 비정되지 않은 채 지명을 따라 능내리 석실분으로 불리고 있다. 

능내리 석실분에 대한 가장 큰 쟁점은 ‘능주가 누구인가’라는 문제이다. 능내리 석실분은 고려 왕릉의 능제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반면에 가릉 · 석릉 · 곤릉은 일반적인 능제를 벗어나는 양상을 보인다. 강화 고려 왕릉은 

개성에 비해 규모면에서 다소 축소되고 능역에 배치된 석물이 점차 간략화된다. 이러한 변화는 당시 몽골과의 

전쟁, 왕실 권위의 추락 등 대내외적인 시대상에서 그 요인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당시 능제를 충실히 반영한 

능내리 석실분은 이른 시기에 축조되었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능내리 석실분 축조 이후 정치사회적 변

화가 거세지면서 고려 왕릉의 능제는 점차 변화해갔을 것이다.  

능내리 석실분에서는 장신구류가 다량 출토되었다. 특히 119점의 구슬과 함께 왕비의 상징인 <은제도금봉황

문장식품>이 확인되어 피장자가 여성임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여성인 피장자가 고려 왕릉의 능제를 그대로 따

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분명 왕실과 깊은 관련이 있는 인물일 것이다. 여기에 강도 천도를 전후한 시기에 사

망한 왕비를 대입해 보았을 때 능내리 석실분의 능주일 가능성이 있는 인물로 안혜태후, 순경태후, 원덕태후, 

성평왕후를 꼽을 수 있다. 

안혜태후 순경태후 원덕태후 성평왕후

제22대 고종의 왕비 제24대 원종의 왕비 제22대 강종의 왕비 제21대 희종의 왕비

몰년 1232년 6월 1237년 1239 1247

능호 가릉嘉陵 곤릉坤陵 소릉紹陵

능내리 석실분 축조 시기가 강도에 축조된 다른 왕릉에 비해 비교적 이른 시기라는 점을 근거로 능주를 강도 

천도 단행 직전 사망한 안혜태후로 추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안혜태후는 1232년 6월 사망하고 12일간의 장

사기간을 거쳤으며, 1232년 7월 급하게 강도 천도가 단행된 것을 볼 때 안혜태후의 능은 개경에 축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강도에서 사망한 순경태후, 원덕태후, 성평왕후로 그 범위가 좁혀지며, 이 중 원덕

태후의 능은 곤릉으로 비정되어 있기 때문에 순경태후와 성평왕후로 범위를 좁힐 수 있다. 순경태후의 능 역

시 가릉으로 비정되어 있으나, 가릉과 능내리 석실분이 동일 산사면에 위치해 있어 가릉의 위치 비정이 정확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능내리 석실분이 이른 시기에 축조된 점을 볼 때 비교적 이른 시기에 사망한 순경태

후(1237년 몰歿)의 가릉이거나, 고려 전기와 후기를 아우르는 시기를 보낸 성평왕후(1247년 몰歿)의 소릉일 가능

성이 있다.

능내리 석실분의 

조성 시기와 

능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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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내리 석실분은 진강산 능선의 완만한 경사면에 남북방향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가릉보

다 70m 위쪽에 위치한다. 발굴조사 전에는 봉토가 유실되고 석물과 석실 입구 폐쇄석의 

상면만 일부 노출되어 있었다. 석실 남쪽에서는 석렬이 확인되었으나, 오랫동안 방치되어 

능역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할 수 없었다. 2006년 발굴조사한 결과, 능내리 석실분은 고려 

왕릉 능제에 맞추어 축조된 석실분으로 밝혀졌다. 

능내리 석실분의 전체 능역은 4단으로 구획되었다. 제1단에는 석실과 봉분이 위치해 있고, 

제2단은 시설이 되어있지 않았다. 제3단에는 석인상의 기초 적심석이 좌우에 하나씩 위치

해 있으며, 제4단에는 정자각 배전이 확인되었다.

능내리 석실분 전체 도면

발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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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내리 석실분 발굴조사 결과, 제1단에는 석실을 축조하기 위해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정지한 굴광선이 확인되었다. 석실 개석 상부에서 7매의 호석이 확인되는데, 전체적인 양

상으로 볼 때 12각 형태로 추정된다. 호석은 석릉 · 가릉 · 곤릉에도 시설되었지만, 능내리 

석실분에서는 호석 내부를 할석으로 충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호석 밖에

는 난간석 1매가 동자주 사이에 결구된 채 남아있었고, 나머지는 모두 주변에 흩어진 상태

였다. 석실 주변 3면에서는 장대석을 쌓아 만든 곡장과 옥개석 1매가 확인되어, 옥개석을 

곡장 위에 설치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 전

석실 상면 12각 호석

석실 상부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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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내리 석실분은 지하식으로 측벽은 장대석을 5단으로 쌓아 축조하였고, 그 위에 3매의 개

석을 덮었다. 석실 규모는 길이 2.6m, 너비 1.96m, 높이 2.03m이다. 석실 전면에 문주석

과 문지방석을 놓았으며, 대형 문비석 1매를 이용하여 입구를 막았다. 문비석은 도굴로 인

해 남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는 상태였으며, 문비석과 묘도 사이에서는 문비석의 지지석

으로 추정되는 장대석이 확인되었다.  

석실 내부 중앙에는 막대형 석재를 사용하여 관대를 설치하였다. 관대 내부와 벽면에는 회

칠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대부분 박리되어 정확한 범위는 알 수 없다.

석실 문비석 제거 전 석실 문비석 제거 후

석실 내부

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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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역 전경

능내리 석실분의 능역은 4단으로 조성되었으며, 전체 규모는 남북길이 40m, 동서너비 

22m로 강도 고려 왕릉 중 능역 규모가 가장 크다. 제1단에는 석실과 봉분 및 곡장이 시설

되었으며 석실을 중심으로 동 · 서 · 남 · 북의 네 방향에서 지진구地鎭具로 추정되는 도기호

가 1점씩 확인되었다.  

제3단에는 석인상을 놓기 위한 기초 적심이 동 〮 서쪽에 각각 1개소씩 확인되었으나, 주변

에서 석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제4단에는 정자각으로 추정되는 건물지가 확인되었다. 건

물지 적심은 동서방향으로 2매, 북동편에 1매가 남아있어 건물지 규모는 최소 1칸 이상으

로 추정된다. 건물지 주변에서는 기와 여러 점과 함께 특수기와인 취두가 수습되었으며, 

건물지 남편으로는 능역의 진입시설로 추정되는 석축렬이 확인된다. 

능역과 

건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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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물은 석실 상부에서 난간석, 석수, 옥개석 등이 확인되었다. 난간석은 원주형의 죽석을 

사각기둥 형태의 동자주가 지지하는 형태이며, 대석주가 동 〮 서쪽에서 각각 1매씩 확인된

다. 석수는 석실 상부 북편 난간석 밖 모퉁이에서 2기가 확인되었다. 그 중 북서편의 석수

는 머리 가운데 뿔로 볼 수 있는 홈이 있어 해태로 추정되며, 북동편에 위치한 석수는 석구

石狗로 판단된다.

석수

난간석의 죽석과 동자주

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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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내리 석실분에서 출토된 청자는 비색의 여운이 감도는 것이 주를 이루는데, 이 중 용이 

압출양각된 원통형 향로가 주목된다. <청자양각용문원통형향로>는 구연에 번개무늬가 있

고, 몸체에는 너울거리는 파도를 헤치며 승천하는 용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향로는 특

수한 기종이며, 왕실에서 사용하는 용문양이 확인되어 피장자의 신분을 추정해 볼 수 있

다. <청자음각앵무문대접>은 13세기에 해당하는 마도 1·2호선에서도 출수되었으며, <청자

양각연판문대접>과 유사한 청자는 희종 석릉(1237년)에서 확인된다. 또한 파주 혜음원지에

서 출토되는 청자의 양상과 유사하여 13세기경에 제작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 밖에 

석실 외부 건물지와 봉분 주변에서 14세기 이후에 제작된 청자가 수습되어 후대에 제의와 

관련된 행위가 있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청자음각앵무문대접 
靑磁陰刻鸚鵡文大

061 

높이 7.8cm

청자양각용문원통형향로 
靑磁陽刻龍文圓筒形香爐

060 

높이 6.4cm

능내리 석실분 

출토 도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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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양각연판문대접
靑磁陽刻蓮瓣文大

062 

높이 8.3cm

청자항아리 
靑磁缸

063 

높이 9.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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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호
陶器壺

064 

높이 (좌) 25.7cm, 31.5cm, 32.2cm, 29.0cm

능내리 석실 동 · 서 · 남 · 북편 기단 아래에서 수습된 지진구地鎭具로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자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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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내리 석실분에서는 뛰어난 제작기법을 가진 은제도금, 동제, 철제 등 다양한 금속기가 

출토되었다. 그 중 피장자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는 유물은 <은제도금봉황문장식품>이다. 

이 장식품은 0.2mm의 얇은 은판에 축조기법蹴彫技法과 어자문기법魚子文技法을 이용하여 봉

황문을 새기고 도금을 한 것이다. 현재 봉황머리는 1개체만 확인되지만 복원 결과, 두 마리

의 봉황이 서로 마주보는 쌍봉문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출토된 <은제도금

봉황문장식품>은 날개를 활짝 핀 봉황이 단봉문 형태로 최소 8마리가 확인되고 있으며, 모

서리가 방형인 점으로 보아 과판이나 과대로 추정된다. <은제도금소합>은 0.6mm의 얇은 

은판을 소재로 단조 및 타출기법을 이용하여 다릉형의 합을 만든 것으로 풍성한 꽃문양을 

새겨 넣었다. 특히 장석판을 목함에 고정시킬 때 사용하는 다양한 은못이 다수 확인되는

데, 은못 끝부분을 마연하거나 단조한 흔적이 있어 특징적이다. 이렇듯 능내리 석실분 출

토 금속기는 강화도에 소재하는 다른 왕릉에 비해 다양하며, 왕비를 상징하는 봉황문이 확

인되어 능주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은제도금봉황문장식품
銀製鍍金鳳凰文裝飾品

065 

두께 0.2cm

능내리 석실분 

출토 금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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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제도금봉황문장식품
銀製鍍金鳳凰文裝飾品

066 

길이 3.0cm

은제도금소합
銀製鍍金小盒

067 

지름 2.4cm

은제도금장식품
銀製鍍金裝飾品

068 

길이 2.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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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제고리 및 배목

069 

길이 3.1cm

은못
銀釘

070 

길이 1.2~3.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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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제도금화형장식
銀製鍍金花形裝飾

071 

길이 3.4cm

유리 및 호박구슬
琉璃玉, 琥珀玉

072 

유리구슬 지름 0.2~0.4cm

호박구슬 지름 0.6~0.9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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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고려 왕릉 출토 

금속공예품의 제작기법

강화 고려 왕릉에서는 금, 은, 동, 동합금 및 철을 이용한 다양한 금속공예품의 흔적들이 다수 확인되었다. 금속

공예의 제작기법은 물건의 용도나 금속의 재질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지만, 크게 물건의 기본형을 제작하는 형

성기법과 만들어진 물건의 표면을 장식하는 표면장식기법으로 나누어진다. 강화 고려 왕릉 출토 금속공예품들

은 대부분 파편 상태로 확인되었지만, 고려시대 13세기 금속공예 기법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강화 고려 왕릉 출토 금속공예품의 주요 형성기법은 금속을 녹여 틀에 부어 넣어 형태를 만드는 주조기법鑄造

技法(casting), 금속판이나 덩어리를 망치로 두드려서 형태를 만들어가는 단조기법鍛造技法(forging), 그리고 금속

판을 만들어 오리고 잘라 붙여서 형태를 만드는 판금기법板金技法(sheet metal technique)이 있다. 주조기법으로 

제작된 예로는 곤릉에서 출토된 철제 차관이나 금동제 장식품(보고서 도판 230-1, 2), 가릉에서 출토된 철제솥 편 

등이 있다. 단조기법은 금은기와 철기의 제작에서 모두 확인된다. 왕릉에서 다량으로 출토되는 철정과 관고리 

대부분은 철을 단조하여 제작한 것이다. 석릉과 능내리 석실분에서는 은을 단조하여 제작한 장신구의 파편이 

다수 확인되어, 고려 왕실의 수준높은 은공예 기술을 알 수 있다. 판금기법은 석릉에서 출토된 금동제 경첩 등

에서 땜기법이 확인되었으나 판금기법을 사용한 예는 상대적으로 희소하다.

삽도1 타출 및 조금기법의 제작방식 사진1  현대 금속공예 장인이 사용하는 

 각종 타출 및 조금기법 관련 정

강화 고려 왕릉 출토 금속공예품의 표면장식기법은 대부분 은제 

및 금동제에서 확인되며, 철제품의 표면장식은 확인되지 않는다. 

은제 및 금동제 공예품에 사용된 주요 표면장식기법은 타출기법

打出技法과 조금기법彫金技法이다. 타출기법과 조금기법은 금속판

의 표면에 정을 대고, 정의 뒷면을 작은 망치로 치면서 문양을 표

현하는 기법이다.삽도1, 사진1 타출기법은 끝부분이 무딘 형태의 

타출용 정을 사용하여, 금속 표면에 불룩하게 도드라진 문양을 표

현하는 기법으로, “돋을새김기법”이라고도 한다. 조금기법은 끝

부분에 원이나 삼각형과 같은 문양을 새긴 정을 금속판에 찍어서 

음각의 문양을 표현하는 기법으로, 금속을 정으로 쪼아댄다고 하

여 “조이질”이라고도 한다. 타출기법과 조금기법은 문양의 효과

적 표현을 위해서 하나의 유물에 함께 사용된다. 타출기법은 능내

리 석실분의 은제도금봉황문장식품이나 은제도금장식품 등에서 

확인되었다.사진2

사진2  타출기법

 능내리석실분 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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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고려 왕릉 출토 금속공예품에서 확인되는 조금기법 중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 것은 뾰족한 정으로 가는 

선을 새기는 선조기법線彫技法과 삼각형 정을 이용해서 가는 선을 새기는 축조기법蹴造技法이다.사진3,4 끝에 작

은 원 문양을 새긴 누깔정(어자문점)을 사용하여 물고기의 알처럼 작은 원문을 표현하는 어자문기법魚子文技法은 

삼국시대 이후부터 조선시대까지 꾸준히 사용된 조금기법의 일종이다. 강화 고려 왕릉 출토품 중에서 어자문

기법은 능내리 석실분에서 출토된 <은제도금봉황문장식판>들에서만 확인되었는데,사진5 선조기법으로 표현

한 뒤 그 위에 어자문을 겹쳐서 찍었다. 여기에 찍힌 어자문의 지름은 1.6mm에 불과하여 매우 정교한 제작

기법의 수준을 보여준다. 그 외에 반달정 혹은 손톱정으로 불리는 “ ) ”자형 모양의 정을 이용하여 문양을 새

기는 조금기법도 사용되었는데, 가릉과 석릉에서는 길이 2.4mm 정도의 반달정을 이용하여 꽃문양을 표현하

였다.사진6 이렇게, 축조기법과 어자문기법과 같은 다양한 조금기법을 이용하여 봉황문이나 꽃문양을 표현하

는 방식은 13세기 전반 고려 왕실의 독특한 금속공예 기법을 보여준다.사진7 

그 외에 강화 고려 왕릉 금속공예품 중에는 금속이나 목칠기 표면에 도금鍍金을 한 예들이 확인된다. 금속 위

에 도금한 예들은 대부분 전통적인 수은아말감도금기법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문양 부분에만 도금을 한 

예들과 표면 전체를 도금한 예가 있다. 한편, 목칠기 표면에 도금한 경우는 옻칠과 같은 접착제를 이용하여 얇

은 금박이나 금분을 붙인 것으로, 금박 도금기법의 일종이다.주경미

사진3  축조기법(앞)

 능내리석실분 출토

사진5  어자문기법과 선조기법

 능내리석실분 출토

사진4  축조기법(뒤)

 능내리석실분 출토

사진7  각종 조금기법

 능내리석실분 출토

사진6  반달정을 이용한 조금기법

 가릉 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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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은 고려의 제23대 왕으로, 1192년 출생하여 1259년 훙서薨逝하였다. 이름은 왕철王

, 초명은 왕진王瞋 · 왕질王 , 자는 대명大命 · 천우天祐이다. 고종은 제19대 명종이 최충헌에 

의해 폐위되면서 유년시절을 강종과 함께 강화도에서 보냈다. 1211년 최충헌 암살사건에 

희종이 연루되면서 폐위되고 강종이 왕위에 올랐다. 이후 1212년 태자로 책봉되었으며, 

1213년 20세의 나이로 즉위하였다. 그러나 재위기간 내내 독재를 일삼았던 최씨 무인정

권과 30년 동안 이루어진 몽골의 침입을 묵묵히 견뎌야 했다. 1232년에는 개경을 버리고 

급하게 강도로 정사政事를 옮기기도 하였다. 이후 강도에서 고려의 정사를 이끌어나간 고종

은 1259년 최의가 제거되면서 조정의 의견에 따라 몽골과의 화친을 꾀하게 된다. 나이가 

많은 고종 대신 태자가 몽골에 입조하여 길고 긴 전쟁이 끝나던 그 시기에 고종은 유경柳

璥의 집에서 훙서하게 된다. 고종은 강도시기 동안 부족했던 물자를 의식한 듯 능묘제도에 

대한 검약을 강조하는 유지를 남겼다.

“ …능묘山陵의 제도는 검약에 힘쓰고, 하루를 한 달로 계산하여 상복을 입고, 

3일이 지나면 〈상복을〉 벗도록 하라.”

…山陵制度 務從儉約 易月之服 三日而除

 - 『고려사高麗史』 권卷24 세가世家24 고종高宗 46년 6월

고종高宗 

홍릉洪陵

고종 홍릉 전경(1923년 조선고적도보)



139

고종의 능호는 홍릉洪陵으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산180번지 일대에 위치한다. 홍릉의 위

치에 관해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부의 서쪽 6리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기록이 있다. 홍릉은 강화도의 고려 왕릉 중 미발굴된 유일한 왕릉으로 다른 왕릉과 달리 

재실이 자리하고 있다. 조선 현종 때 강화유수江華留守 조복양趙復陽이 다시 봉분을 쌓았으며, 

1974년 묘역이 재정비되었다. 

능역은 3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규모는 남북길이 25m, 동서너비 17.5m이다. 현재 

제1단에는 봉분과 사성이 위치하는데,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의 사진에는 봉분에 난간

석을 두른 것을 볼 수 있다. 제2단에는 근래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혼유석과 함께 석

인상 4기가 좌우에 2쌍씩 배치되었다. 제3단은 정자각이 배치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현재는 확인할 수 없다.

홍릉 전경

능역



140

인산리 석실분은 퇴미산 남서쪽 8부 능선에 위치하며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산77번지에 

해당한다. 묘역 축단의 붕괴로 인해 자세한 양상은 확인할 수 없지만, 각 단을 대형의 석

재를 이용하여 쌓은 것으로 보인다. 묘역은 2~3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규모는 남북길이 

20m, 동서너비 11m이다. 현재 석실은 도굴갱으로 인해 노출된 상태로 석실 내부를 확인

할 수 있다. 석실 구조는 횡구식이며 벽석은 할석을 면맞춤하여 5~7단 쌓아 축조하였다. 

입구는 장대석을 이용하여 문지방석과 문주석을 조성한 후 대형 문비석 1매로 막았다. 천

장은 길이 1.3m, 너비 2.6m의 장방형 석재 3매를 이용하여 덮었다. 

인산리仁山里  

석실분石室墳

석실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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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리 석실분 전경

연리 석실분은 강화군 선원면 연리 산17번지로 신골의 서산瑞山 송씨宋氏 묘역 내에 위치한

다. 이곳은 예부터 ‘능골陵谷’이라 불렸고, 연리 석실분은 ‘고려가왕릉高麗假王陵’이라 불렸다

고 한다. 현재는 동서길이 5.7m, 남북너비 4.6m, 높이 1.3m의 타원형 봉분이 일부 남아

있는 상태로 봉분 하단에는 도굴갱이 확인된다. 석실 내부 구조는 토사와 잡목으로 인해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지표상에서 단을 이루는 능역시설은 발견되지 않는다. 석실 주

위에 곡장의 흔적으로 보이는 석렬이 일부 확인된다. 

연리烟里 

석실분石室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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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왕릉의 

석물

‘석물’은 봉분 주변에 세워져 능의 권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고려시대에 일반적으로 배치된 석물은 석수, 

문 · 무석인, 망주석望柱石, 장명등長明燈, 혼유석魂遊石, 석수石獸 등이 있다. 또한, 병풍석屛風石과 난간석欄干石을 

봉분 주위로 둘러 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였다.  

고려 초기 석물은 통일신라의 것과 유사하게 설치되었으나, 시간이 흐르며 점차 고려만의 독자성을 갖춘 석물

들이 제작되었다. 그러나 강도시기에 들어서면서 능역의 규모가 축소되고 구조가 단순해지는 변화를 보인다. 

이후 왕권을 회복한 공민왕과 노국대장공주의 현릉玄陵 · 정릉正陵 때 이르러 석물의 형태와 배치가 정연해진

다. 이렇듯 고려 왕릉 석물의 크기와 양식은 시대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석물 배치(태조 현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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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풍석과 

난간석

현 · 정릉 병풍석과 난간석의 구조

병풍석屛風石은 봉분 아래에 지대석地臺石, 면석面石, 우석隅石, 만석滿石, 인석引石으로 이루어진 석재를 결구한 

것으로, 12각 혹은 8각의 병풍을 두르고 있다. 면석에는 십이지신상이 조각된다. 강도시기 고려 왕릉에서는 

병풍석이 생략되고 석실 상부의 8각 혹은 12각 호석으로 대체된다. 난간석欄干石은 봉분 주위를 감싸고 있는 

석재로 대석주大石柱, 죽석竹石, 동자석주童子石柱로 이루어져 있다. 

병풍석

① 지대석

② 면석

③ 우석

④ 만석

⑤ 인석

난간석

A  대석주

B  죽석

C  동자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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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릉떼 2릉 면석의 십이지신상

현 · 정릉 병풍석의 각종 무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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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왕릉의 수호자, 

석수

석수는 봉분 주변에 세운 동물 모양의 석물이다. 고려 전기 왕릉의 석수는 통일신라의 영향을 받아 주로 사자 

형태로 세워졌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호랑이형인 석호石虎가 유행하게 되었다. 강도 시기의 왕릉에서는 

석양石羊도 확인되는데, 환도 이후에는 석호와 석양이 교대로 배치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현 · 정릉 석양

현 · 정릉 석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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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왕릉의 

석인상

고려 왕릉의 주변에는 왕을 보필하는 문 · 무 석인상이 배치된다. 일반적으로 문인상은 관과 조복을 착용하고 

홀笏을 든 모습으로 표현된다. 무인상은 조복에 칼을 묘사한 형태로 확인되는데, 이후 현玄 · 정릉正陵 때 이르

러 갑옷과 투구를 갖춘 무인상이 최초로 등장하게 된다.

노국대장공주 정릉 무인상 칠릉동 고려왕 제1릉 칠릉동 고려왕 제3릉

현종 선릉경종 영릉 제국대장공주 고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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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향祭香, 

예를 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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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을 돌본 

사찰

고려시대에는 역대 왕들의 능을 관리하고 수호하는 사찰을 왕릉 가까이에 두었다. 이 사찰

들을 원찰願刹 또는 진전사원眞殿寺院이라고 부르는데, 이곳에 왕이나 왕비의 진영眞影을 모

시고 명복을 기원하였다. 더불어 원찰의 승려들에게 도굴당한 능의 수리를 명하기도 하여, 

능의 관리도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찰과 능의 위치는 『신증동국여지승람新

增東國輿地勝覽』의 개성부 능묘 · 불우조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명칭을 잃은 능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개성 주위의 개풍군開豊郡과 장단군長湍郡에 집중된다. 왕실의 원찰은 광

종光宗대에 봉은사奉恩寺, 불일사佛日寺 등이 창건되기 시작하였고, 현종顯宗대부터 인종仁宗대

까지는 부왕과 모후를 위한 원찰이 새롭게 창건되었다. 충렬왕忠烈王대에는 원元의 부마국駙

馬國이 되어 원元 공주의 부왕을 위한 원찰이 마련하였다. 원찰 건립은 조선 초까지 이어져

오다가 태종 이후에는 숭유억불정책에 의해 건립이 금지되었다.

대봉은사大奉恩寺를 성의 남쪽에 창건하여 태조太祖의 원당願堂으로 삼고, 또 불일사佛

日寺를 동쪽 교외에 창건하여 돌아가신 어머니 유씨劉氏의 원당으로 삼았다.

- 『고려사高麗史』 권卷2 세가世家2 광종光宗 2년 

도성都城의 남쪽에 진관사眞觀寺를 지어 태후太后의 원찰願刹로 삼았다.

- 『고려사高麗史』  권卷3 세가世家3 목종穆宗 2년 7월

숭교사崇敎寺를 창건하여 왕의 원찰願刹로 삼았다.

- 『고려사高麗史』  권卷3 세가世家3 목종穆宗 3년 10월

왕이 영통사靈通寺에 가서 인종仁宗의 진전眞殿에 배알하였다.

- 『고려사高麗史』  권卷17 세가世家17 의종毅宗 2년 3월

중사中使에게 명령하여 원찰願刹의 승려들이 수리하게 하였다. 

- 『고려사高麗史』  권卷21 세가世家21 희종熙宗 4년 8월

원元에서 환관宦者인 원사院使 이신李信을 보내와서 흥천사興天寺를 보호하게 하였는데, 

진왕晋王이 이 절을 원찰願刹로 삼았기 때문에 〈왕이 황제에게〉 아뢰어 보낸 것이다.

- 『고려사高麗史』  권卷34 세가世家34 충선왕忠宣王 3년 9월

정릉正陵의 원찰願刹인 광암사光岩寺에 처음으로 쌀을 하사하였는데 매달 30석石으로 

하였다. 

- 『고려사高麗史』  권卷41 세가世家41 공민왕恭愍王 17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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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일사 오층석탑 

북한국보유적 135호

황해북도 개성특급시 태평동

불일사佛日寺는 광종 2년(951)에 광종의 어머니 신명순

성왕태후神明順成王太后 유씨劉氏의 원찰로 창건되었다. 

이후 문종 11년(1057)에는 왕이 절에 행차하여 반승飯

僧을 베풀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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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사와 오층석탑 

황해북도 개성특급시 용흥동

영통사靈通寺는 현종 18년(1027)에 창건된 사찰로 고려 태조 왕건이 건립한 숭복원崇福院 자리에 새롭게 지은 사찰이

다. 『고려사高麗史』에 왕이 영통사로 행차했다는 기록이 자주 등장하며, 인종의 진전眞殿을 모시는 원찰의 역할도 하

였다. 16세기경에 화재로 소실되었지만, 2003년 한국 대한불교 천태종과 북한의 조선경제협력위원회가 공동으로 

복원사업을 추진하여 건물을 복원하였다. 현재 영통사 오층석탑(북한국보유적 133호), 대각국사비(북한국보유적 155호) 

등이 남아있다.



152

고려 왕릉 

수리와 관리

고려시대 왕릉과 왕후릉 총 59기에 산직장상散職將相을 배치하였다. 

- 『고려사高麗史』 권卷83 지志37 병3 위숙군

현릉顯陵을 보수하였다.

- 『고려사高麗史』 권卷4 세가世家4 현종顯宗 8년 10월

태조의 현릉顯陵 묘실에 도둑이 들어 능실시위대장군 은정殷貞 등을 하옥하고 벌을 내렸다.

- 『고려사高麗史』 권卷8 세가世家8 문종文宗 13년 5월

도둑이 현종의 아버지인 안종의 무릉武陵을 도굴하였다. 왕이 예부禮部의 모든 능서陵署에 명하여 여러 능

을 순찰하게 하였더니 도둑이 도굴한 것이 5 〮 6개였다. 즉시 중사中使에게 명령하여 원찰願刹의 승려들이 

수리하게 하였다. 유사有司에서 여러 능직陵直을 탄핵하여 파직시켰으며, 능호陵戶에 속하는 사람을 먼 섬

으로 유배하였다. 이듬해에 도적 몇 명을 잡아서 처형하였다.

- 『고려사高麗史』 권卷21 세가世家21 희종熙宗 4년 8월 

거란군이 공예태후의 순릉純陵을 도굴하였다.

- 『고려사高麗史』 권卷22 세가世家22 고종高宗 4년 3월 

판사천사判司天事 안방열安邦悅에게 명령하여 지릉智陵을 수축하게 하였는데, 몽골군이 능을 무너뜨렸기 때

문이다.

- 『고려사高麗史』 권卷24 세가世家24 고종高宗 42년 3월 

도둑이 강종康宗의 능을 파헤쳤다.

- 『고려사高麗史』 권卷24 세가世家24 고종高宗 43년 9월 

왕이 병이 나서 새 궁궐을 짓던 일꾼들을 돌려보내고 왕릉들을 수리하게 하였다.

- 『고려사高麗史』 권卷29 세가世家29 충렬왕忠烈王 5년 4월 

도둑이 목종과 선정왕후의 의릉義陵을 도굴하여 은그릇을 가져갔다.

- 『고려사高麗史』 권卷30 세가世家30 충렬왕忠烈王 14년 10월 

도둑이 고릉高陵을 도굴하였다. 

- 『고려사高麗史』 권卷36 세가世家36 충혜왕忠惠王 2년 2월 

왜적이 창릉昌陵을 침범해 세조世祖의 어진御眞을 탈취해갔다. 

- 『고려사高麗史』 권卷41 세가世家41 공민왕恭愍王 14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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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고려 8능陵에 수호인守護人을 두도록 명하였다. 태조의 현릉顯陵에 3호戶를, 혜왕惠王 · 성왕成王 · 현왕顯王 · 

문왕文王 · 충경왕忠敬王 · 충렬왕忠烈王 · 공민왕恭愍王의 능에 각각 2호를 두고, 매호에 전지 1결結을 주고, 

부근에 나무하고 나물 캐는 것과 불을 놓는 것을 금지하였다.

- 『태종실록太宗實錄』 권卷11 태종太宗 6년 3월 24일 5번째 기사

일전에 지경연사知經筵事 조태채趙泰采가 연백筵白하여, 신라新羅와 고려의 여러 왕릉王陵 중에서 무너진 것

을 보수補修하기를 청하니, 해조該曹에 명하여 품처稟處하게 하였는데, 예조禮曹에서 복계覆啓하자, 그대로 

시행하였다.

- 『숙종실록肅宗實錄』 권卷51 숙종肅宗 38년 6월 4일 1번째 기사

개성유수開城留守 심공沈珙에게 여조麗朝의 여러 왕릉王陵을 수축하고 왕씨王氏의 자손도 찾아서 장문狀聞하

도록 명하였다.

- 『영조실록英祖實錄』 권卷13 영조英祖 3년 10월 21일 3번째 기사 

여조麗朝 39능陵을 차례차례 봉심奉審해 보니, 고려 태조의 현릉顯陵, 냉정동冷井洞 제1·3릉, 월로동月老洞 

제1릉, 혜릉惠陵은 건물과 석물이 무너지거나 사초가 말라죽어 있습니다. 이에 날짜를 잡아 고유제告由祭

를 지내고 보수할 계획입니다.  

- 『정조실록正祖實錄』 권卷35 정조正祖 16년 9월 7일 3번째 기사

장단부사長湍府使 이식李栻의 첩정牒呈에, “고을 백성이 고려 왕릉 근처에서 숯을 구웠는데 거센 바람에 불

길이 치솟아 능침 위의 사초莎草까지 불탔다.”고 하였다. 이에 하교하기를, “비록 전조前朝의 능침이지만 

이처럼 신중히 수호하지 않았으니, 탄식을 금할 수 있겠는가? 해당 부사를 우선 파직한 다음 잡아다가 죄

를 주고, 이른바 숯을 구운 놈은 엄히 형벌을 준 다음 먼 곳으로 귀양 보내라.”고 하였다.

- 『순조실록純祖實錄』 권卷26 순조純祖 23년 3월 3일 1번째 기사

고려 왕릉을 수개修改하는 일을 지방관에게 거행하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예조禮曹에서 계품啓稟하였기 때

문이다.

- 『고종실록高宗實錄』 권卷4 고종高宗 4년 5월 7일 6번째 기사

고려의 능이 있는 각군各郡에 명하여 원래 법적으로 지정된 보수步數 안에 있는 백성들의 무덤을 하나하나 

사핵査覈하여 묘주가 있는 것이면 주인더러 파서 옮기게 하고 묘주가 없는 것이면 모두 평토해버릴 것이

며, 이제부터는 제정된 구역 안에 거리의 원근을 막론하고 입장을 불허하고 동시에 불법적으로 규정을 어

기는 자가 있으면 드러나는 대로 묘를 파버리고 법조문을 적용하여 엄하게 처리할 것이다.

- 『고종실록高宗實錄』 권卷47 고종高宗 43년 12월 11일 3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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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조왕릉등록
麗朝王陵謄錄

073 

예조 전향사

1638~1690년

41.2×26.6cm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여조왕릉등록麗朝王陵謄錄』은 1638년(인조16)부터 1690년(숙종16)까지 예조 전향사典享司에서 편찬한 책이

다. 내용은 고려왕들의 신위를 모신 숭의전崇義殿을 비롯한 고려 왕릉의 실태 조사와 보수 및 관리를 지시하

는 기록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능 주변으로 후대에 투장과 경작을 했다는 기록이 자주 나타난다. 또한, 강

화도에 있는 능 4기의 피장자와 위치를 서술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현재 희종 석릉, 원덕태후 곤릉, 순경

태후 가릉, 고종 홍릉의 위치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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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판서 정치화鄭致和의 소계所啓에 “개성부가 여조(고려)의 각 왕릉이 3년에 1번 예조낭장을 보내 적간

한 것은 정말 성대한 것인데, 금년은 즉, 주전의 폐해(사신접대와 관련된 폐단)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본부(개성부)의 낭청(낭관)으로 하여금 유수에게 살펴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임금께서 

말씀하시길 “본부의 낭청으로 하여금 유수에게 살펴보도록 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라고 하였다.  …(중

략)… 고종 홍릉과 희종 석릉은 강화도에 함께 있다고 들었는데, 홍릉은 능인지 단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었다. 능토가 반쯤 허물어졌으며, 여러 가지 모양의 배석, 정자각, 석주를 분명하게 볼 수 있다.  

- 『여조왕릉등록麗朝王陵謄錄』 현종顯宗 13년 정월 20일

개성부開城府 경력經歷 홍석구洪錫龜가 강화도에 있는 고종의 홍릉, 희종의 석릉, 순경왕후의 가릉, 원덕왕

후의 곤릉을 살펴보았다. 홍릉은 본부의 서쪽 5리에 있는데, 난간은 주석 8기, 석수 3쌍, 장군석 4기가 남

아 있고, 정자각 및 곡장도 전과 다름이 없다. 가릉은 본부의 남쪽 30리에 있으며, 석수 1쌍, 난간죽석 1

기, 대석 2기가 남아있다. 그 외에 석물은 각양각색으로 흩어져 있고, 영역은 매우 넓다. 석릉과 곤릉은 겨

우 능의 형태로 존재하며, 정자각 터 또한 전과 다름없다. 능 위에 길이 노출되어 있어 보기 민망하니 우

선 본부에 명하여 보수하게 하였다.   

- 『여조왕릉등록麗朝王陵謄錄』 숙종肅宗 원년 10월 4일

강화유수江華留守 경력經歷 강석로姜碩老가 급히 달려와 강화부 소재 고려 고종의 홍릉, 강종비 원덕태후의 

곤릉, 희종의 석릉, 원종비 순경태후의 가릉 등 4곳에 대해 보고하였다. 경계 내에 별도로 투장한 경우와 

경간耕墾한 곳은 없다고 하였다.   

- 『여조왕릉등록麗朝王陵謄錄』 숙종肅宗 8년 10월 18일

희종 석릉 단의 백보 내에는 투장한 무덤이 10기가 있는데, 경계를 정하고 표를 세우기 전에 장사를 지냈

기 때문에 죄를 줄 수 없다. 이에 기한을 정하여 파가게 하며, 능 근처에 수목은 모두 베지 못하게 하였다. 

- 『여조왕릉등록麗朝王陵謄錄』 숙종肅宗 16년 12월 15일

조선통보
朝鮮通寶

074 

길이 2.5cm

곤릉에서 출토된 <조선통보> 2점이다. 

이 동전은 조선시대 세종과 인종대에 

주조되었다. 발굴조사 보고서에서는 도

굴꾼이 흘리고 갔을 가능성을 언급하였

다. 그러나 『여조왕릉등록麗朝王陵謄錄』

의 기록으로 볼 때, 조선시대에 곤릉을 

수축 · 보수하면서 추가 매납했을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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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江都, 

연 구 를  시 작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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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왕릉

발굴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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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고려 왕릉에 대한 발굴조사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의해 시작되었다. 2001년 석릉 발

굴조사를 기점으로 2004년 가릉과 곤릉, 2006년 능내리 석실분이 조사되었다. 강화 고려 

왕릉은 강도시기 39년이라는 한정된 기간 동안 최고위층이 사용한 다양한 유물을 부장했

다는 점에서 편년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발굴조사를 통해 연구가 한정적이었던 고려 

왕릉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개성 고려 왕릉과의 비교 · 검토를 통해 고려 왕릉의 변화상

을 짚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강화 고려 왕릉은 북한 개성 일대에서 확인된 고려 왕릉의 특징과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

다. 하지만 13세기 왕릉의 변화상도 반영하고 있다. 특히 무인정권 아래에서 발생한 왕실 

권위의 추락, 몽골과의 항쟁 등 국가 대내외적인 시대상황으로 인해 개성 고려 왕릉에 비

해 능역과 석실 규모가 다소 빈약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면석의 십이지상十二支像을 생략하

거나 매장주체부 벽석을 할석으로 채우는 등 차이점도 확인된다.

왕릉 구조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출토된 도자기, 옥장식품, 금속공예품 등 당시 최고 지배

층이 향유하던 다양한 유물을 통해 13세기 고려 왕실의 문화상을 복원해낼 수 있었다.

2004년 가릉 발굴조사 2006년 능내리 석실분 발굴조사

2001년 석릉 발굴조사 2004년 곤릉 발굴조사

왕릉을

발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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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왕릉을 

보고서에 담아내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강화 고려 왕릉을 발굴조사하고, 그 결과를 총 2권의 보고서에 수록

하였다. 2003년 『江華碩陵』 발굴조사 보고서를 시작으로 하여 2007년에는 가릉 · 곤릉 · 

능내리 석실분에 대한 조사결과를 『江華 高麗王陵』 발굴조사 보고서로 발간하였다. 2권의 

보고서에는 발굴조사 중 기록된 도면, 사진과 함께 발굴조사 종료 후 수습된 유물의 도면

작업 등 고려 문화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또한 강화 고려 왕릉에 대

한 객관적인 정보와 함께 자연과학적 분석 결과도 어우러져 고려문화를 연구하는 연구자

들에게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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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연구,

그 새로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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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은 고려 건국 1100년을 맞이한 해이다. 후삼국의 분열을 종식시키고, 실질적 민족 

통합을 이룩한 고려는 남북 분단이라는 현실에 처해있는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준다. 

고려의 중심 공간은 개성이지만, 강도는 39년간 몽골에 대항했던 민족항쟁의 무대였다. 개

성 고려 도성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강화는 중세 도성을 연구할 수 있는 유일

한 곳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강도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걸음

마 단계에 머물고 있다.

2017년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가 설립되면서 강도 연구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최근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는 고려시대 고분문화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강

화 고려고분 분포 현황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석릉 주변에 묻힌 피장자에 대한 성격

을 규명하기 위해 석릉 주변 고분군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강도 천도 전후에 형성된 분묘를 

다수 확인하였다. 이렇듯 중세시대 물질문화를 복원하고, 고려의 역사와 문화를 조망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 고고학적 학술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강화지역의 궁

성과 성곽, 고분에 대한 기초조사를 토대로 분야별 학술발굴조사와 물질문화 심화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석릉 주변 고분군 조사 중

2018년,

연구를 시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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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고려고분 

분포 현황조사

강화는 고려의 수도로서 39년간 기능했던 만큼 다양한 고분이 분포하고 있다. 국립강화문

화재연구소에서는 강화지역 고분군의 현황 및 위치, 분포범위를 파악하기 위해 2018년 강

화 고려고분 분포 현황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29개소 유적에서 고분을 확인하였다.

고려고분은 강화도 서북부에 위치한 별립산부터 남쪽의 길상산까지 강화도 전역에 분포하

는 특징을 보인다. 모두 강도시기 도성으로 추정되는 강화중성(강화군 향토 유적 제2호) 외곽에 

위치한다. 대부분 돌출된 산 능선상에 분포하는데, 하나의 능선 또는 여러 개의 능선을 따

라 1기부터 120기 이상이 밀집 조성되는 양상을 보인다.

매장주체부는 토광묘, 판석조 석곽묘, 할석조 석곽묘, 석실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곡장이나 호석이 있는 분묘도 다수 확인된다. 이와 같이 다양한 구조와 형태를 지닌 

고분이 분포한다는 점은 고려시대 고분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그러나 그간 조사된 왕릉이나 몇몇의 고분군을 제외하면, 밀집 조성된 고분군의 학술조사

는 미비한 상태이다. 강화 고려고분에 대한 지속적인 학술조사연구는 통일신라에서 조선

으로 이어지는 중세시대 고분문화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강화 고려고분 분포 현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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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유적명
수량
(기)

묘역시설 무묘역시설

조사현황 비고

석실묘
할석조
석곽묘

판석조
석곽묘

토광묘 미상
할석조
석곽묘

판석조
석곽묘

토광묘 화장묘 미상

1 가릉 1 ○ 발굴 사적 제370호

2 곤릉 1 ○ 발굴 사적 제371호

3 석릉 1 ○ 발굴 사적 제369호

4 홍릉 1 ○ 지표 사적 제224호

5 연리석실분 1 ○ 지표 비지정

6 능내리석실분 1 ○ 발굴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28호

7 인산리석실분 1 ○ 지표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27호

8 김취려묘 1 ○ 지표
인천광역시 

문화재자료 제25호

9 이규보묘 1 ○ 지표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15호

10 허유전묘 1 ○ 발굴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26호

11 국화리고분군 38 ○ ○ ○ ○ 지표 비지정

12
강화읍 대산리 산105번지 유적
(인화-강화 간 도로건설공사

 H·I구간 유적)
3 ○ ○ 발굴 비지정

13
강화읍 옥림리 390-1번지 유적

(인화-강화 간 도로건설공사
 J구간 유적)

1 ○ 발굴 비지정

14
강화읍 갑곳리~하점면 부근리 인화-

강화 간 도로건설공사 구간 유적
169 ○ ○ ○ ○ 발굴 비지정

15
강화읍 월곳리·옥림리 유적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부지)
7 ○ ○ 발굴 비지정

16 선두리고분군 5 ○ ○ ○ 지표 비지정

17 초지리고분군 1 ○ 지표 비지정

18 고천리고분군 6 ○ 지표 비지정

19 외포리고분군 2 ○ 지표 비지정

20 양오리고분군 6 ○ ○ ○ 지표 비지정

21 하도리고분군1 71 ○ ○ 지표 비지정

22 하도리고분군2 1 ○ 지표 비지정

23 석릉 주변 고분군 118 ○ ○ ○ ○ ○ ○ ○ 지표 비지정

24 삼흥리고분군 2 ○ 지표 비지정

25 능내리고분군 1 ○ 지표 비지정

26 인산리고분군1 5 ○ ○ 지표 비지정

27 인산리고분군2 2 ○ 지표 비지정

28 창후리고분군 10 ○ ○ 발굴 비지정

29 여차리고분군 3 ○ ○ 지표 비지정

강화 고려고분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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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고려고분 분포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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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릉 주변 고분군 

발굴조사

석릉 주변 고분군은 강화군 양도면 길정리 산183번지에 위치한다. 석릉이 있는 능선을 포

함하여 석릉 동쪽의 3개 능선과 서남쪽의 능선 등 5개 능선에 걸쳐 총 118기의 고분이 분

포한다.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에서 실시한 강화 고려고분 분포 현황조사(2018)에서 5개 능

선을 각각 하나의 구역으로 설정하여 총 5구역으로 구분하였다.

이 중 석릉과 인접한 2구역과 3구역에서 6기의 고분을 선별하여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방형으로 호석을 두른 토광묘를 비롯하여 묘역시설을 갖춘 할석조 및 판석조 석

곽묘 등 고려시대의 다양한 묘제가 확인되었다. 출토유물 분석을 통해 석릉 주변 고분군은 

강화 천도 전후에 축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는 다양한 묘제에 대한 

심화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2019년 석릉 주변 고분군을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려고분에 대한 기초자료를 축적하고, 나아가 석릉 주변에 묻힌 고려인들의 삶과 죽음을 

복원하고자 한다.

석릉 주변 고분군 56호 내부 석릉 주변 고분군 56호 출토 동전

석릉 주변 고분군 56호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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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고려 능묘의 현황과 특징  

이희인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유물관리부장

강도시기 자기의 운송과 능묘 출토 자기의 특징  

이종민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강도시기 고려 왕릉 출토 금속공예품의 연구  

주경미 충남대학교 강사

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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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고려의 묘제와 강화도

  고려의 등장은 한반도 정치 · 사회 · 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온 역사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전환기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방식에는 변화가 나타났는데, 이는 곧 사람들의 삶

의 흔적인 유적과 유물에 반영된다. 여기에는 삶의 한 축이 되는 죽음과 관련된 물질 자

료도 포함된다. 죽음을 처리하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눈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대개 고분, 능, 묘, 분 등으로 불리는 무덤이다. 

  고려시대 무덤은 석실분과 석곽묘, 토광묘가 대표적이다. 모두 재래의 묘제로 이전시

기의 양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삼국~통일신라시대에 성행한 횡혈식 석

실분이 소멸되고 석곽묘보다 토광묘가 널리 사용되는 변화가 나타난다. 특히 주목할 것

은 토광묘가 보편적인 묘제로 등장하는 점이다. 토광묘는 조선시대를 거쳐 오늘날에 이

르기까지 가장 일반적인 무덤의 형태라는 것을 고려할 때 고려시대는 한반도 묘제의 흐

름이 석축묘에서 토축묘로 전환되는 분기점이 된다고 하겠다.(이희인 2017)

  한편 피장자의 사회 · 경제적 위치에 따라 조성되는 무덤의 종류가 달랐다. 왕과 비는 

석실을 사후 안식처로 사용했고 상류층은 판석재 석곽묘를, 그 이하는 할석재 석곽묘와 

토광묘를 조성했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매장 이외에 화장도 많이 성행하였다.(정길자 

1985) 그러나 화장묘는 지금까지 고고학적 자료로서 확인된 예가 많지 않다. 유골을 안

치하는 용기에 따라 조립식석관묘, 화장 옹관묘 등이 알려져 있다. 이중 조립식석관묘

는 상위 계층의 화장묘로 여겨진다. 각 면을 판석으로 조립해 1m내외 크기의 상자 형

태로 만든 석관에는 석실분처럼 사신도와 별자리 등을 새겨 놓았다. 

  고려인들은 무덤에 자기와 도기, 금속기 등을 함께 넣었다. 무덤의 위계에 따라 부장

품의 종류와 질적 수준에서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인 구성은 크게 다르지 않다. 자기는 

10세기 전반 청자가 한반도에서 제작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부장되기 시작했다. 

완과 발, 대접, 접시류가 가장 일반적이며 잔, 잔탁, 편병 등 특수 기종도 확인된다. 이

전 시기부터 주요 부장품이었던 도기는 편병, 반구병, 항아리 등으로 기종이 다양해졌

다. 이와 함께 청동 합, 발, 잔, 접시 등의 금속 기명과 (은)동곳, 거울, 숟가락과 젓가

락, 동전과 가위 등이 있다. 고려시대 부장품은 대개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일용품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청자 대접과 접시, 청동 숟가락이 고려시대 무

덤의 가장 기본적인 부장품이었다. 

  강화도는 고려시대 묘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지역이다. 왕릉에서부터 토광묘에 이르

기까지 다양한 무덤이 한데 모여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강화는 여몽전쟁 기간 동

안 수도 개경을 공식적으로 대체하였던 강도가 자리했던 곳이다. 그래서 오늘날 강화는 

개성 주변에 밀집해 있는 고려 왕릉을 남한에서 직접 접할 수 있는 곳이 되었다.1 천도 

당시 강화로 옮겨진 태조와 세조의 재궁은 환도 후 개경으로 돌아갔지만 당시 조성된 

다른 왕릉은 그대로 남았다. 

  왕릉 이외에 다수의 분묘군도 분포한다. 지금까지 지표와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분묘

군은 약 십 수개 소다. 여기에 다른 유적을 발굴하면서 소규모로 발견되는 경우를 포함

하면 유적의 수는 이보다 늘어난다. 아직까지 발굴된 유적이 많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

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강화도 고려 분묘 유적의 밀집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

다. 이는 천도와 함께 개경과 여타의 지역에서 많은 주민들이 이주하면서 인구가 급격

히 늘어난 결과로 여겨진다.2 

강화 고려 능묘의 

현황과 특징 

이희인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유물관리부장

목  차

Ⅰ  고려의 묘제와 강화도

Ⅱ  능묘의 현황

Ⅲ  왕릉의 특징

Ⅳ  분묘의 특징

1  경기도 고양에 공양왕릉이 있지만 이는 새 왕조가 들어선 이후 조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다르다고 하겠다. 

2 『高麗史』卷23, 世家23, 高宗20년 12월; 高宗 22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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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는 도읍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국초부터 지방관이 파견되었던 고려 지방 군현

의 공간이기도 하다.3 강화는 주현인 강화현과 진강 · 하음 · 교동 등 3개의 속현으로 구

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확인된 강화의 고려 분묘군에는 토착 군현민의 무덤도 

상당수 존재할 것이 분명하다. 강화는 천도기를 제외하고 정치·경제·군사적 위상이 그

리 높지 않은 지역이었지만,(김기덕 2017) 수백 년 동안 이곳을 터전으로 생활한 재지민

의 무덤은 고려시대 지방 묘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처럼 강화도에는 왕실과 지배층 그리고 지방민에 이르는 계층의 무덤이 망라되어 

있지만 분묘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초보적인 단계다. 강도시기 왕릉의 구조와 형태는 

어느 정도 파악되었지만 섬 전역에 분포하는 분묘군에 대한 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

았다. 강화도의 고려시대 묘제 양상과 특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

이 필요하다.

Ⅱ  능묘의 현황

1. 왕릉 

  강화에 남아 있는 고려 왕릉은 강도시기에 세상을 떠난 왕과 왕비의 능이다. 당시 국

왕이었던 고종의 홍릉을 비롯해 최충헌에 의해 폐위된 뒤 유배 중 사망한 희종 석릉, 고

종의 어머니 원덕태후의 곤릉, 고종의 며느리이자 충렬왕의 어머니 순경태후의 가릉 등 

4기가 그것이다. 이 밖에 인산리 석실분과 능내리 석실분, 연리 석실분 등 피장자가 밝

혀지지 않은 석실분 3기가 있다.사진1 이러한 석실분은 구조와 규모가 왕릉과 동일한 것

으로 보아 강도시기에 세상을 떠난 왕실 인물의 능으로 추정된다.4 왕릉 가운데 석릉과 

곤릉, 가릉이 발굴되었고 석실분으로는 능내리 석실분이 조사되었다.5 

  개성의 왕릉은 도읍의 사방에 입지하지만 강화 왕릉은 도성 남쪽 진강산 일대에 주로 

분포한다.6 홍릉을 제외한 왕릉 3기가 진강산 자락에 자리하며 연리 석실분을 제외한 

석실분 2기도 이 일대에 입지한다. 홍릉은 도성 서쪽 고려산 기슭에 자리한다. 홍릉의 

입지가 다른 것은 여타의 능주와 달리 유일하게 현직 국왕의 신분으로 세상을 떠난 고

종을 다른 왕실 인물과 구별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윤용혁 2010)

  한편 진강산 지역은 강도시기 고위 관료의 매장지로도 이용되었다. 묘지명을 통해 강화

에 매장된 것으로 확인되는 인물 가운데 무인 집권자인 최항을 비롯해 김취려, 유경현 등

이 진강산 일대에 묻힌 것으로 전한다.7 이 가운데 김취려의 무덤과 장지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이규보, 허유전 무덤이 전해진다. 또, 석릉 주변에는 118기에 달하는 대규모 고려

시대 분묘군이 분포한다.8 게다가 진강산 자락에는 정제두 묘를 비롯해 강화에서 확인된 

3 『高麗史』卷56, 志 10, 地理 1, 楊廣道 江華. 

4  인산리 석실분은 석실 입구가 노출되어 있어 내부를 확인할 수 있고 3단으로 구성된 능역의 형

태도 남아있다. 반면 연리 석실분은 개석 일부만 노출되어 있어 정확한 석실 구조나 규모를 파

악할 수 없다. 그러나 내부가 큰 방이며 ‘고려 假王陵’이라고 불린다는 주민의 전언과 개석의 형

태 · 규모로 볼 때 석실분으로 추정된다.(인천시립박물관, 2003, 『강화의 고려고분』)

5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강화 고려 왕릉』; 2002, 『강화 석릉』.

6  강화도 왕릉의 위치는 『高麗史』에는 전하지 않으나 『東國輿地勝覽』의 기록에 근거한다. 각 왕

릉의 위치는 홍릉은 府 서쪽 6리, 곤릉은 府 남쪽 23리, 석릉은 府 남쪽 21리, 가릉은 府 남

쪽 24리이다.

7  최항은 진강현 서쪽 昌支山 기슭, 유경현의 무덤은 진강산 南麓, 김취려는 진강현 大谷洞에 매

장되었다.(김용선 2006)

8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2018, 『강화 석릉 주변 고분군 학술발굴조사 자문회의 자료』.

사진1 

인산리 석실분 전경 및 석실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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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분묘(군)의 절반가량이 분포하고 있어 고려시대 이후에도 이 일대가 오랫동안 강

화도 내에서 매장지로 선호된 공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이희인 2016) 그러나 강도시기 진

강산 일대가 지배층의 주요 매장지가 된 이유는 현재로서는 명확히 밝히기 어렵다. 

  

2. 분묘 

  지금까지 강화도에서 확인된 고려시대 분묘(군)은 이규보와 허유전, 김취려묘를 포함

해 약 18개소다. 섬 전역에 걸쳐 고루 분포하지만 고려산 · 혈구산 · 진강산 일대의 유

적 수가 조금 많다. 교동과 석모도, 장봉도 등 부속 섬에서는 아직까지 유적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는 조사의 한계 때문이라 여겨진다. 분묘군의 입지는 대개 산기슭이나 산자

락에서 뻗어나간 설상대지에 자리하며 내륙에서 확인되는 고려 분묘의 입지와 큰 차이

는 보이지 않는다.  

  강화도의 고려 분묘군은 대부분 지표조사에서 확인되었으며 발굴이 이루어진 유적은 창

후리 고분군과 강화산단지점 분묘군 정도다. 지금까지 조사결과로 보면 강화도의 고려 분

묘는 할석재 석곽묘와 토광묘가 주된 묘제로 파악되며 판석재 석곽묘도 다수 확인된다. 

  강화의 고려 분묘군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토착 주민과 강도시기 개경 및 내륙에서 

이주한 사람들의 매장지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토착민과 이주민의 매장지 관계를 파

악할 수 없다. 다만 최근 강화산단지점에서 12~14세기에 걸쳐 조성된 석곽묘와 토광

묘 169기가 조사되면서9 강도시기 이주민이 기존 묘지를 매장지로 함께 이용했을 가능

성을 보여준다. 

  강화도에서 발견된 고려 분묘군의 규모는 10~20기의 정도로 파악되지만 이는 지표

에서 확인된 것임을 감안할 때 실제 무덤의 수는 이보다 많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석릉 

주변 고분군(118기)과 하도리 고분군(60여기)처럼 대규모 분묘군도 존재한다. 

표1 강화 고려 분묘군 현황

유적명 묘제(추정)
조사
방법

조사내용 발굴기관

국화리 고분군 석곽묘, 토광묘 지표 6기 확인(10여기 이상 추정)

인천시립박물관(2003)양오리 고분군 판석재(석곽묘), 토광묘 지표 9기 확인

하도리 고분군 석곽묘, 토광묘 지표 62기 확인(80여기 이상 추정)

창후리 고분군
(유스호스텔부지)

석곽묘, 토광묘 발굴 석곽묘 1기, 토광묘 5기 인천시립박물관(2008)

창후리 고분군
(수녀원부지)

토광묘 발굴 토광묘 8기 중앙문화재연구원(2008)

고천리 고분군 석곽묘, 토광묘 지표 34기 확인(50여기 이상 추정)

인천시립박물관(2003)
외포리 고분군 미상 지표 청자 및 도기편 채집

인산리 고분군 (판석재)석곽묘, 토광묘 지표 6기 확인

삼흥리 고분군 미상 지표 고려~조선 토기

석릉 주변 고분군 (판석재)석곽묘, 토광묘 지표
118기 확인

판석재 석곽묘 1기, 할석재 석곽묘 2기, 토
광묘 3기 발굴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2018)

여차리 고분군 (판석재)석곽묘, 토광묘 지표 20여기 확인

인천시립박물관(2003)
초지리 고분군 석곽묘, 토광묘 지표 3기 확인

선두리 고분군 석곽묘, 토광묘 지표 14기 확인

장흥리 고분군 (판석재)석곽묘, 토광묘 지표 11기 확인

강화산단지점 석곽묘, 토광묘 발굴 169기 기호문화재연구원(2017)

9 기호문화재연구원, 2017, 『인화~강화 도로건설공사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약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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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왕릉의 특징

  개성 주변에는 약 50여기의 고려 왕릉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가

운데 능호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상당수다. 이렇게 된 것은 몽골과의 전쟁과 원 간섭기를 

거치면서 관리가 부실하였기 때문이다. 조선왕조가 들어선 후 그 실태를 살폈으나 이미 

많은 왕릉의 위치가 분명치 않은 상태였다. 게다가 고려 왕릉은 당대부터 도굴로 파헤

쳐졌고, 후대의 보수 등으로 인해 원형이 훼손된 예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지금까지의 자료로 보면 고려 왕릉은 산 중턱 경사면에 남북 30~40m, 동서 

20~25m 내외의 규모로 터를 잡고 3~4개의 단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능역을 조성하였

다. 능역의 가장 윗 단에는 석실이 자리한다. 석실 위로는 봉분을 쌓고 그 주위에 호석

을 두르고 석수를 배치한다. 봉분의 뒷면과 측면에 곡장을 설치하기도 한다. 그 아랫단

에는 석인상과 장명등을 설치하고 능역의 아래에는 제례를 위한 건물을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10 

  석실은 횡구식 구조이며 규모는 남북 3~3.5m, 동서 2.5~3m, 높이 2m 내외다. 벽체

는 넓고 편평하게 다듬은 판돌을 여러 매 이어 붙이거나 다듬은 장대석 또는 할석을 층

층이 쌓아 올려 만들었다. 천장은 판석 3~4매를 이어 붙여 구성하는데 벽체 위에 고임

석을 놓고 그 위에 올리거나(1단 평행고임 천장) 벽체 위에 바로 판석을(평천장) 덮는다. 입

구는 양쪽 장벽에 기둥 돌을 세우고 바닥에 문지방석을 놓은 뒤 그 사이를 대형 판석으

로 마감한다. 바닥에는 전돌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흙바닥을 그대로 이용하기도 한

다. 석실 바닥 가운데에는 관을 안치하기 위한 관대가 설치되며 옆으로 부장대가 배치

되기도 한다. 관대는 하나의 통돌로 제작되는 경우와 여러 개의 석재를 연결해 관대를 

구성하는 형태, 테두리 부분만 장대석으로 두르는 석주형 관대 등 다양하다. 석실 내부

에는 벽화가 그려지는데 천장에는 공통적으로 별자리가, 벽면에는 사신도나 소나무, 대

나무 등의 식물, 12지신 등 다양한 소재의 그림이 그려진다.11 

  천도기에 강화에 조성된 왕릉은 이와 같은 고려 왕릉의 일반적인 능제를 따르고 있다. 

우선 능역을 살펴보면 곤릉은 봉분 주위에 12각 호석, 그 바깥으로 난간석과 석수를 설

치하고, 4단으로 구성된 능역의 가장 아랫단에는 제의를 위한 건물을 배치한 것으로 확

인되었다.12 능내리 석실분의 능역도 이와 흡사한데 곤릉에 없는 곡장이 설치된 차이가 

있다.13 능내리 석실분은 능주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강화의 왕릉 중 가장 전형적인 고

려 능제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석릉과 가릉은 전형적인 왕릉의 구조와 차이가 있는데 

봉분 주위 호석이 12각이 아니라 8각인 점이 특징이다.14 사진2 

10  고려 왕릉은 외형적인 면에서 통일신라시대의 왕릉 제도를 계승 발전시킨 모습이다. 석인상과 

석수를 배치하고 12지신을 새긴 호석을 봉분 주위에 설치하는 방식은 중국 영향을 받아 통일

신라시대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 고려의 능제는 공민왕릉에서 완성되었고 이는 조

선 왕릉의 원형이 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11  일제강점기부터 지금까지 개경 일대의 왕릉 가운데 23기가 발굴이 이루어졌고 강화의 4기를 

포함하면 27기의 왕릉이 발굴되었다. 최근 개성의 숙종 영릉이 발굴되었다고 하나 사진으로 

볼 때 유적의 성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12  김인철은 능역의 단수가 3단은 고려 초부터 13세기 초까지 4단은 13세기말부터 고려 말까지

며 13세기는 과도기로 보았는데(김인철, 2003) 이에 따르면 대부분 4단의 능역으로 이루어

진 강화 고려 왕릉은 13세기 이후의 왕릉 구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외부 능역은 후

대에 보수 등으로 변형되었을 가능성이 많아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이상준 2012)

13 강화 왕릉 가운데 곡장은 석릉과 능내리 석실분에서만 확인된다. 

14  석릉 정자각터는 발굴조사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지만 『麗朝王陵謄錄』에 석릉 정자각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볼 때 본래 배치되었다가 후대에 훼손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2 

8각 호석(가릉)과 12각 호석(곤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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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강화 고려 왕릉의 구조

 
석 실 능 역

규모(cm) 위치 방향 벽체
관대
구조

바닥 방형홈 벽화
묘역

규모(m)
구획 곡장 건물지 호석

호석
지름
(cm)

난간석 석인상 석수

碩陵 330×220×230 지하 남북 할석
석주형
조립식

석비례 ○ 무 20.5×31 5단 ○ × 8각 270 ○ ○ ○

洪陵 ? ? ? ? ? ? ? ? 17.5×35 4단 ? ? ? ? ? ○ ?

嘉陵 255×168×178 지상 남북 장대석
석주형
조립식

생토면 ○
안료
흔적 

11×14 3단 × × 8각 320 × ? ○

坤陵 310×250×220 지하 남북 할석
석주형
조립식

전돌 ○ × 16×35 4단 × ○ 12각 370 ○ ○ ○

능내리
석실분

260×196×203 지하 남북 장대석
석주형
조립식

벽돌 ○ × 16.5×27 4단 ○ ○ 12각 320 ○ ○ ○

인산리
석실분

340×190×? 지하 남북 할석 ? ? ? ? 16.5×27 3단 ? ? ? ? ○ ? ?

구분

유적명

  강화 왕릉의 석실 형태와 구조도 기본적으로 개성 왕릉과 같다. 그런데 가릉에서는 지

금까지 개성 일대 왕릉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지상식 석실구조가 확인되어 주목된다. 가

릉은 지하 또는 반지하에 석실이 조성되는 여타의 왕릉과 달리 지상에 석실을 설치한 

뒤 주변에 할석을 쌓고 그 위에 봉분 호석을 배치했다. 

  석실 천정은 공통적으로 판석 3매로 구성된 평천장이며 관대도 석주로 테두리를 구성

한 조립식관대이다. 벽체는 석릉과 곤릉의 경우 할석을 이용해 7~9단을 허튼층쌓기로 

쌓은데 비해 가릉과 능내리 석실분은 장대석을 5단으로 쌓아 능마다 차이가 있다. 석실 

바닥은 곤릉에는 관대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전돌을 깔았지만 능내리 석실분은 관대 내

부에만 판석을 놓았다. 반면 석릉과 가릉은 별다른 시설 없이 생토 바닥을 그대로 활용

했다. 

  석실 벽면과 천장에는 회칠의 흔적이 일부 확인되었으나, 벽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

와 관련하여 강화 왕릉 석실에서 출토된 U자형 철기를 근거로 그림을 그린 휘장을 벽화 

대신 걸어 놓았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이상준 2017) 그러나 명종 지릉과 신종 양릉에서

도 U자형 걸개 못이 확인되지만 벽화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기 때문에, 휘장으로 

벽화를 대신했다는 견해는 향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와 관련하여 가릉 서측 

벽면에서 확인된 적색안료의 흔적이 벽화와 관련 있을 가능성이 있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강화 왕릉은 여타 고려 왕릉처럼 이미 도굴의 피해를 입어 부장품의 전모를 파악하기

는 어렵다. 석실과 능역에서 청자와 백자, 도기류와 금동 · 은제 장식품, 구슬과 옥장식, 

동곳, 동전, 금 · 은 · 철제 못과 자물쇠 부속, 石簡, 와전 등이 출토되었다. 이 중 왕릉의 

편년을 보여주는 청자류는 대체로 강도시기로 편년되는데 이 가운데 석릉 출토 청자 대

접이 강진 사당리에서 생산된 것으로 파악된다.(한성욱 2017) 청자는 대부분 파편으로 출

토되었는데 곤릉의 석실 묘도에서 삼족상형향로와 상감압출양각대접, 화형접시, 상감

당초문병, 음각연화문매병뚜껑 등 8점이 완형으로 출토되었다. 모두 최상품 청자로 석

실입구를 폐쇄한 뒤 의례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15 한편 가릉에서는 석간 3점

이 출토되었는데 명문은 없다. 시호를 올리고 그 내력을 대리석에 새겨 넣은 석간은 개

경 왕릉에서도 인종 장릉 출토품을 비롯해 신종 양릉과 고릉, 칠릉군 1릉 등에서만 확

인되어 출토 예가 많지 않다. 

15  한편 곤릉에서는 조선 초 주조된 조선통보가 출토되어 후대에 수리나 제례 등이 있었을 가능성

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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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 왕릉의 구조는 12세기 후반 이후 정착된 고려 왕릉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된다. 

고려 왕릉은 시기에 따라 천장과 벽체, 관대의 구조가 변화하는 것으로 이해된다.(이상준 

2012) 이에 따르면 고려 초 왕릉 석실은 1단 평행고임 천장과 판석재 벽체, 통돌 관대로 

구성되었으나 이후 과도기를 거쳐 12세기 후반부터 천장은 평천장으로 통일되고 벽체

는 판석재 대신 장대석을 층층히 쌓아올리는 형태로, 관대는 석주형 조립관대가 보편화

된다. 강화 왕릉은 평천장과 조립식 관대로 보아 명종 지릉 등 12세기 후반 이후의 왕

릉 축조 방식에 따라 조성된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석릉과 곤릉은 할석으로 석실 벽체

를 쌓았는데 이러한 형태는 12세기 예종 유릉, 14세기 칠릉군 2릉, 충정왕 총릉 등에

서도 확인되고 있어 강화 왕릉만의 특징은 아니다. 한편 강화 왕릉에는 공통적으로 동 · 

서 양벽이 입구와 만나는 부분의 위·아래로 방형의 홈이 존재한다. 이 문틀홈은 석실 입

구에 별도의 나무문을 달았던 흔적으로 추정되는데,(이상준 2012) 지금까지의 자료로 본

다면 명종 지릉과 신종 양릉 그리고 강화 왕릉에서만 확인된다.16 요컨대 강화 왕릉은 

개성 왕릉과 동일한 축조 전통에서 조성되었지만 석릉과 가릉의 8각 호석, 가릉의 지상

식 석실 등 전형에서 벗어난 요소도 공존한다. 

  강화의 왕릉에서만 확인되는 특징 가운데 8각 호석의 배경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다. 불교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기도 하고,(이희인 2007) 능주의 가계 또는 사망 

당시 위계와 연관되었다고 이해하기도 한다.17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순경태후의 능은 

현재의 가릉이 아니라 능내리 석실분이며, 지금껏 가릉으로 비정되어온 능은 희종 비 

성평왕후의 소릉이라는 견해가 제기되었다.(이상준 2017) 능내리 석실분은 석실에서 여

성 DNA가 확인되면서 능의 주인이 강도시기를 전후해 사망한 왕실 여성으로 추정되었

다. 그렇다면 이 석실분의 능주 후보로는 기록상 강도시기에 사망한 것으로 전하는 순

경태후와 희종 비 성평왕후, 고종 비 안혜태후가 된다. 이상준은 안혜태후는 천도 직전

인 6월에 사망해 같은 달 장사지냈기 때문에 능은 개경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

다. 반면 순경태후는 태자비의 신분으로 사망했지만 장례 기간이 70여일에 이를 만큼 

많은 공력을 들인 것을 감안하면 현재 가릉보다 축조 수준이 보다 정연한 능내리 석실

분에 묻혔을 것으로 보았다. 발굴 결과 능내리 석실분은 가릉 보다 축조 시기가 앞서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성평왕후가 순경태후보다 10년 늦은 1247년(고종 34)에 사망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새로운 능주의 비정이 설득력이 있다고 여겨진다.18 

  이렇게 보면 8각 호석이 희종 석릉과 성평왕후 소릉(현 가릉)에서만 확인되는 현상은 

어느 정도 설명된다. 다만 고려에서 왕실 인물의 위계에 따라 능의 입지와 규모, 구조에 

차이가 있었는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향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고 생각된다.

  한편 가릉의 지상식 석실 구조가 8각 호석과 같이 능주의 신분과 관련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능의 입지적 특성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고

려 왕릉은 능의 위엄을 극대화하기 위해 산지 사면을 따라 계단식으로 능역을 조성한다. 그러

나 가릉이 자리한 곳은 평지에 가까울 정도로 완만한 지형으로 왕릉으로서 위엄을 부여하

기 어렵기 때문에 지형적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석실을 지상에 설치함으로서 인위적인 언

덕【岡】의 효과를 내고 그 위에 봉분을 조성하는 형태를 취한 것이 아닌가 한다.(이희인 2007) 

16 석실 내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발을 걸기 위한 용도로 보기도 한다.(전나나 2012)

17  희종은 廢王의 신분이었고, 순경태후는 사망 당시 태자비였기 때문에 전형적인 능제와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18  『東國輿地勝覽』에 가릉의 위치를 府 남쪽 24리로 기록하는데 능내리 석실분은 가릉에서 불과 

70m정도만 떨어져 있어 후대 능주 비정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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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밖에 강화 왕릉은 개성 왕릉에 비해 봉분과 석실의 규모가 작다는 특징이 있다. 봉

분의 규모는 호석의 지름을 통해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석릉은 약 2.7m, 가릉 3.2m 곤

릉 3.7m, 능내리 석실분 3.2m로 모두 4m이하다. 개성 왕릉 발굴 자료에는 호석 지름

이 기술되지 않아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봉분 규모에 대한 보고를 참조

해 보면 칠릉군 4릉(4.5m)을 제외하고는 6~10m 내외가 일반적인 것으로 추정된다. 강

화 왕릉의 봉분 규모가 개성의 절반 수준인 것이다. 석실 규모는 평면적을 기준으로 곤

릉 8.08㎡, 석릉 7.26㎡, 능내리 석실분 5.09㎡, 가릉 4.28㎡이며 평균 평면적이 약 

6.17㎡이다. 반면 개경 왕릉 석실의 평균 평면적은 약 9.94㎡로 강화 왕릉의 석실 규

모는 개경 왕릉의 60% 정도다. 강화 왕릉이 개경 왕릉 보다 규모가 작은 것은 능을 조

성한 시기가 전시 체제라는 시대적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이희인 2016) 

  고려 왕릉의 전반적인 내용과 변화 과정은 개성 왕릉의 조사와 연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하지만 고려시대부터 관리가 부실해 오늘날 멸실 · 훼손된 경우가 많고 관련된 기

록도 많지 않다. 실제로 34명의 고려 국왕 가운데 능이 밝혀진 경우는 절반가량에 불과

하다. 발굴조사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능주의 비정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맥락에서 강화의 왕릉은 일부 논란이 있지만 능주가 확실할 뿐만 아니라19 조성 시기가 

분명하다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발굴을 통해 구조가 비교적 명확하게 밝혀졌다는 점에

서 강화 왕릉이 고려 능제 연구에서 차지하는 가치가 크다 하겠다. 

Ⅳ  분묘의 특징

  앞서 언급했듯이 강화도에서는 고려시대 능묘가 다수 확인된다. 그러나 문제는 왕릉

을 제외하면 강화에 분포하는 분묘에 대한 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때문에 현재로서는 강화지역 분묘의 구조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불가능

하다. 다만 지금까지 자료에서 파악되는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강화도에서 피장자가 알려진 고려시대의 분묘는 강도시기에 사망한 이규보, 김취려 

묘사진3와 강도시기 이후에 조성된 허유전(1243~1323) 묘가 있다. 모두 최고위 관료의 

무덤으로 고려시대 상류 계층 묘제의 양상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가 된다. 그러나 이규

보와 김취려묘는 후대에 개수되어 현재 고려시대의 흔적은 석인상을 제외하고 찾아 볼 

수 없다.20

  이 가운데 허유전묘는 유일하게 발굴되어 구조가 확인되었다. 매장주체부는 길이 

2.5m, 너비 1.05m, 깊이 67cm의 토광을 수혈하고 토광벽에 판석을 댄 판석재 석곽

묘다. 석곽에서는 청자잔과 도기, 동전이 출토되었다. 묘광 주위 3면에는 곡장을 쌓고, 

전면에는 장대석을 이용하여 2개의 단을 형성하였다.21 사진4 그런데 매장주체부의 구

19  주인이 밝혀지지 않은 인산리 석실분과 연리 석실분은 개경에서 옮겨진 세조와 태조의 관을 처

음 모셨던 유지일 가능성도 제기되었다.(이상준 2016) 이 가운데 인산리 석실분은 석실을 깬 

돌로 축조하였고 규모도 3.4×1.9m로 석릉과 비슷하다. 게다가 3단으로 구성된 능역의 형태

도 고려 왕릉의 전형을 따르고 있어 향후 조사가 기대된다.

20  이규보묘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진강산 東麓에 있는 것으로 전하며, 김취려는 그의 묘지명에 

鎭江縣 大谷洞 서쪽 기슭에 장사 지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21  허유전묘는 현재 곡장 위에 방추형의 봉분을 쌓은 형태로 복원되어 있지만 곡장은 호석이 아니

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복원 형태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사진3 

이규보묘(위)와 김취려묘(아래)

사진4 

허유전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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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는 허유전이 재상의 반열에 올랐던 사람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조악한 편이다.22 고려 

말 2품 관료로서 허유전과 비슷한 신분을 가진 권준(1280~1352)의 파주 서곡리 벽화묘

는 판석재 석곽묘로 동 · 서벽은 판석 2장, 북벽은 판석 3장으로 정연히 축조하였고 바

닥에는 전돌을 깔아 마감하였다.23 천장의 성신도 벽면에는 12지신 모자를 쓴 인물상

이 그려져 있다. 허유전묘는 후대의 훼손에 의한 것인지, 조성 당시부터 그러했는지는 

현재로서 알 수 없지만 규모와 축조 수준에서 권준의 묘를 비롯한 다른 분묘와 현격한 

차이가 있어 의문이 남는다. 

  한편 강화 전역에 분포하는 분묘군에서 판석재 석곽묘가 확인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

이 주목된다. 판석재 석곽묘는 위계가 높은 묘제로 여겨지고 있으며 실제로 할석재 석

곽묘나 토광묘로 구성된 분묘군에서는 같이 발견된 예가 흔치 않다. 강화도에서 확인되

는 판석재 석곽묘는 매장주체부에 1매 또는 2매의 판석을 이어 붙여 벽체를 구성하고 

그 위에 대형 판석 1매를 덮는 형태이며 보통 주변에 곡장과 석단 등 묘역시설이 설치

된다. 석릉 주변 고분군, 양오리 고분군, 여차리 고분군, 인산리 고분군, 장흥리 고분군, 

양오리 고분군 등에서 확인되는 판석재 석곽묘는 파주 서곡리나 거창 둔마리 벽화분 등

과 규모 및 축조 수준을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각 분묘군에서 조망이 좋은 곳에 1~2기

가 독립적으로 입지하고 있어 일반 분묘와는 구분된다. 

  판석재 석곽묘의 차별적 특성은 강화 고려 분묘유적 중 인산리 고분군과 여차리 고분

군에서 잘 드러난다.사진5 인산리 석실분 주변에 자리한 분묘군에서는 석실분에서 불

과 20여 미터 떨어진 지점에 곡장이 설치되어 있는 대형 판석재 석곽묘가 위치하며 나

머지 분묘들은 능선 하단에 따로 떨어져 분포한다. 여차리 고분군에서는 능선의 최상단

에 곡장을 두른 대형 판석재 석곽묘가 자리하고 그 아래로 20여기의 분묘가 밀집해 있

다.24 이는 판석재 석곽묘의 피장자가 다른 분묘에 묻힌 이들과는 차별성을 띠고 있음

을 보여준다. 이처럼 강화도에서 고려시대 상위 묘제인 판석재 석곽묘가 많이 확인되는 

현상은 강도시기 개경 등에서 지배층이 강도로 대거 이주한 역사적 사실과 관련이 있다

고 여겨진다.(이희인 2016) 

  이를 비롯하여 석릉과 인산리 석실분등 왕릉 주변에 다수의 분묘가 분포하는 현상 역

시 강화도 고려 분묘의 특징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석릉 주변 고분군에는 118기가 확

인되며, 인산리 석실분 주위에도 10여기의 분묘가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석

릉 주변에는 묘역시설이 설치된 분묘가 다수 분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25 고려시대 왕

릉의 관리 규범에 대한 기록이 없고, 개성에서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알 수 없어 단정할 

수 없지만26 왕릉에 인접해 대규모 분묘군이 자리한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라 보기는 어

렵다. 

  지금으로서는 왕릉 주변에 많은 무덤이 조성되어 있는 이유는 알 수 없다. 다만 추정

해 보자면 강도시기 이전부터 존재하던 분묘군에 왕릉이 조성되었거나, 강도시기 왕릉

과 함께 주변 지역에 분묘가 집중적으로 들어섰을 수 있고 혹은 개경 환도 이후 왕릉 주

22  허유전의 무덤에 관한 기록은 전하지 않는다. 현재 무덤이 허유전묘로 비정된 것은 이곳에서 

‘駕洛許侍中公’이라 새겨진 비석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23 국립문화재연구소, 1993, 『파주 서곡리 벽화묘』.

24 인천시립박물관, 2003, 『강화의 고려고분』.

25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앞의 자료.

26  정종 안릉 주변 고남리에서 토광묘 100여기가 조사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안릉과의 거리나 

지형, 분포 양상 등은 파악되지 않는다. 

사진5 

판석재 석곽묘

(위) 여차리 고분군, (아래) 양오리 고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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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분묘가 지속적으로 들어서면서 분묘군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석릉 주변 고분군에서는 최근 발굴조사에서 11~12세기 유물이 출토되

면서,27 석릉 조성 이전부터 이 일대에 분묘군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구체

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향후 조사를 기대해야 할 것이지만 천도 이전부터 강화

도 토착민의 매장지가 있었던 곳에 왕릉이 들어섰고 개경 환도 이후에도 무덤이 지속적

으로 조성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기존 분묘군에 왕릉이 들어선 것은 섬이라는 지형

적 특성상 왕릉이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되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강화도에 남아있는 고려 능묘는 고려시대 묘제는 물론 강화와 강도시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왕릉의 발굴을 통해 그동안 간접적으로만 접하였던 고려 왕릉의 

구조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강화 고려 왕릉의 특징과 의미는 개경 왕릉

과의 비교를 통해 규명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 개성 왕릉에 대한 남북 공동 발굴이

나 연구가 필요하다. 왕릉 이외의 분묘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다. 기존 유적에 대한 연차

적인 조사와 함께 주민의 제보나 면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유적을 확

인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27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2018, 앞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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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江都時期’란 몽골군의 침략시기에 정권의 보존을 위해 무신세력들이 왕을 모시고 강

화도에 수도를 일시 옮겼던 高宗 19년(1232)부터 元宗 11년(1270)까지의 39년간을 말

한다.1 고려가 강화도로 수도를 옮긴 것은 몽골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

만, 임시가 아닌 遷都를 단행한 것은 상당한 기간의 체류를 염두에 둔 조처였던 것 같

다.2 수도 이전은 천도 공표 직후부터 강화에 궁궐을 짓기 시작하고,3 두 달 반 만에 왕

이 개성을 떠나 강화 객관에 도착하는 등 매우 급박하게 진행되었다.4 이로부터 1270

년 개경에 환도할 때까지 강화도는 수도의 역할을 했으며 이 기간에 두 분의 왕과 네 분

의 왕비가 薨去하였다. 

  강화도가 천도지로서 채택된 것은 해전에 취약한 몽골군의 약점을 이용한 것으로 알

려져 있으며, 개경으로부터도 멀지 않아 환도에도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

이다. 천도기간에는 수차에 걸친 몽골의 침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방지배

는 생각보다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당시 강화정부에서는 지방관을 계속 파견하고 

있었고 교통망과 조운로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서 행정과 공물조달체계가 기능을 

상실하지 않았던 것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5 이는 강도시기에 국난을 겪고 있었지만 

국가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지는 않았음을 의미한다.  

  강도시기는 고려사에서 불과 39년에 해당하는 짧은 시기임에도 대몽항쟁기와 맞물려 

있어 정치 · 제도 · 전쟁과정 · 지방통치 등 문헌사적 관점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

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와 문화재 정비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능묘와 고려궁성 등

이 발굴조사 되면서 고고학적 성과를 기반으로 이 시기를 조망하려는 관심들도 생기게 

되었다.6 또한 연이은 서해안에서의 수중발굴 성과는 당시의 조운체계와 원산지 문제, 

공물이송이 가능했던 환경 등을 연결지어 청자의 유통문제까지 연구범위를 확장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7

  강화도에서 발굴조사된 석릉, 가릉, 곤릉, 능내리 석실분의 출토유물은 조사 이후 제

대로 공개된 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굴결과물의 학술적 의미는 막대하여 고

려 중기의 도자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유물은 고려개

국 1,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전시에 출품되어 많은 연구자들의 자료로 활용될 것이

다. 본 논고는 이에 맞추어 강화천도기라는 한정된 시간대의 능묘에서 출토된 유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하였다. 본문은 강도시기 도자의 운송방식, 각 능묘 출토 청

자의 양식적 특징과 생산지 추정, 능내리 석실분의 묘주 추정 등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江都時期 磁器의 운송과

陵墓 출토 자기의 특징 

李鍾玟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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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강도시기의 조운과 자기의 운송

1. 강도시기의 조운제도

  조세로 징수한 곡물이나 특산물을 실어 나르는 조운제도는 고려 국초부터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보다 본격적인 조운제도의 출발은 『高麗史』 「食貨二」 조운조에 

수록되어 있는 성종 11년(992)의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에는 ‘조세를 개경까지 운

송하는 조운선에 지불할 뱃삯[漕船輸京價]을 정하였다’라고 하면서 지역에 따라 수경가를 

10등급으로 책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포구 60곳을 나열하고 있다.8 역사학계에서 흔히 

‘60포제’로 지칭하고 있는 이 시스템은 당시에 중앙정부의 지방장악력이 약한 때였으므

로 재지세력에게 비싼 수경가를 지불하고 그들의 배와 조직을 활용해 조운을 시행한 것

으로 알려져 있다.9

  이 초기 조운제도는 관리감독과 효율성 문제로 인해 成宗에서 顯宗대 사이에 12조창

제로 재편되었고10 文宗대에 이르러 安瀾倉이 추가되면서 13조창제로 확대되었다.11 

조창을 중심으로 시행된 조세운송에서 수송수단인 배는 私船에서 官船으로 바뀌었다. 

이 같은 예는 지방의 포구와 해로를 국가가 완전히 장악한 것을 의미하며 국가에 의해 

지방통치체제가 완성되어 가는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12 11세기 초반 경에 

도입된 조운제도는 이후 19세기 말에 전면 폐지될 때까지 운송환경과 제도가 바뀌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조운제도는 수백 년 간 세곡과 특산물의 

수납과 운반을 담당하던 주요 운송체계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강도시기의 조운제도는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알아보자. 강화천도 후 

지방을 오가는 중요한 교통로는 육로와 조운로가 살아 있었다. 이는 몽골의 침입이 1년 

내내 진행된 것이 아니었으므로 가능했다. 몽골군의 해상침략은 고종 41년(1254) 2월

부터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13 고종 43년(1256) 6월부터 본격화되었다.14 

이처럼 몽골의 해상침입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고려의 조운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

지되었고 이는 강도시기에 국가재정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던 원동력으

로 작용하였다.15 특히 몽골과의 전쟁이 육지에서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육로를 통한 물

자의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강도시기의 조운체계는 이전에 비해 

더 큰 비중을 갖게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8   『高麗史』 卷79, 志 卷第33, 食貨2, 漕運 : 成宗十一年 定漕船輸京價. 運五石, 價一石, 通潮

浦…丹川浦【前號赤於浦, 同郡】.

9   한정훈, 2009, 「고려 초기 60浦制의 실시와 그 의미」, 『지역과 역사』 25호, 부경역사연구소, 

pp.129-162.

10   12조창제의 성립시기에 대한 견해는 성종 14년(995)으로 보는 문경호의 주장과 현종 20년

(1029)으로 보는 한정훈의 주장으로 나뉜다. 한정훈, 2013, 『고려시대 교통 운수사 연구』, 

혜안, pp.22-30; 문경호, 2014, 『고려시대 조운제도 연구』, 혜안, pp.15-24.  

11   12조창은 德興倉(충주), 興元倉(원주), 河陽倉(아산), 永豊倉(서산), 安興倉(부안), 鎭城倉(군

산), 海陵倉(나주), 芙蓉倉(영광), 장흥창(영암), 海龍倉(순천), 通陽倉(사천), 石頭倉(창원)이며 

文宗代(1046~1083)에 安興倉(장연)이 추가되었다. 『高麗史』 卷79, 志33, 食貨2 漕運.

12   문경호, 2011, 「고려시대의 조운제도와 조창」, 『지방사와 지방문화』 14권 1호, 역사문화학

회, pp. 22-23.

13   『高麗史』 卷24, 世家 卷第24, 高宗 41年 2月.

14   『高麗史節要』 卷17, 高宗4, 高宗 43年 6月.

15   박종진, 2002, 「강화천도 시기 고려국가의 지방지배」, 『한국중세사연구』 13, 한국중세사학회, 

pp.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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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시기의 조운은 대몽항쟁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삼별초의 항전이 시작되기 전까지

는 큰 문제가 없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별초는 1270년 5월 23일 개경환도의 결정

에 반발하여 74일간 서해안의 도서지역을 경략하고 내려가면서 근거지를 진도로 옮기

고 새로운 정부를 세웠다.16 이후 1271년 11월 3일 여몽연합군에 함락되어 제주도로 

근거를 옮기기 전까지 삼별초는 경상, 전라도의 貢賦를 수로로 옮기는 길목을 중심으로 

남해안과 서남해안 일대의 해상권을 장악하였다.17 삼별초가 근거를 제주도로 옮긴 이

후에도 전라도 일대는 여전히 삼별초의 약탈대상 지역이었다.18 따라서 1273년 4월 

28일 세력이 완전히 평정될 때까지 조운체계는 약 3년간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을 가능

성이 높다. 이러한 점에서 강도시기의 조세운송은 수차례의 몽골침입에도 불구하고 기

능이 유지되었으나 개경환도와 맞물리는 시기에 벌어진 삼별초의 항전으로 약 3년간은 

조운제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면 강도시기에 조운선은 어디로 입항했을까?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드나드는 뱃길

은 강화도 서쪽을 이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강화도 동쪽과 육지 서쪽 끝인 서

김포 사이의 손돌목에 밀물이 들면 물살이 빨라 배를 정박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

다. 현재는 강화 中城과 가장 가까운 항구로 신정리에 있는 더미리 포구가 있으나 동력

선이 아니면 밀물을 견디기 어려우므로 과거에도 이 포구가 이용되었는지는 불확실하

다. 이러한 점에서 강도시기의 조운선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강화도 서쪽 또는 서북쪽에 

있는 항구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19

2. 강도시기 자기의 공납과 운송

  靖宗(1034-1046 재위) 때에는 12창 조운선의 수를 정했다. 조창 중 석두 · 통양 · 하양 

· 영풍 · 진성 · 부용 · 장흥 · 해룡 · 해릉 · 안흥창 등 해안가 소재의 각 창에는 1,000

석을 실을 수 있는 哨馬船 6척을 두었고 내륙의 덕흥창과 흥원창에는 각각 200석을 실

을 수 있는 평저선 각 20척과 21척을 두었다.20 이를 계산해 보면 해안가의 조창에서

는 60,000석, 내륙에서는 8,200석 등 총 68,200석을 조달할 수 있었다.21 각 州郡

에서 걷어 들인 조세는 가까운 漕倉으로 운반되었다가 다음해 4월이나 5월까지 개성의 

경창으로 운반을 마쳐야 했다.22 운반의 종료시점이 지역마다 차이가 나는 것은 개성에

서 먼 곳일 경우 운송거리와 계절적 요인, 해류 등 많은 변수 등이 작용할 수 있는 가능

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23

  고려시대 자기의 운반은 육로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해로가 더 많이 활용된 듯

하다. 그것은 운반 수량이 많고 쉽게 깨지는 속성 때문에 배를 이용하여 운송하는 것

이 더 효과적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최근 서해안 일대에서 진행된 수

16   姜鳳龍, 2011, 「몽골의 침략과 고려 무인정권 및 삼별초의 ‘島嶼海洋戰略’-그 동아시아적 의

의-」, 『東洋史學硏究』 115, 東洋史學會, pp.74-77. 

17   『高麗史』 卷27, 世家 卷第27, 元宗 12年 3月 날짜미상.

18   姜鳳龍, 2011, 위의 논문, pp.72-80.  

19   李準光, 2010, 앞의 논문, p.48.

20   『高麗史』 卷79, 志 卷第33, 食貨2, 漕運.

21   張南原, 2008, 「漕運과 도자생산, 그리고 유통: 海底引揚 도자를 중심으로」, 『미술사연구』 

22, 미술사연구회, p.174.

22   『高麗史』 卷79, 志 卷第33, 食貨2, 漕運.

23   張南原, 2008, 위의 논문, p.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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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발굴 결과에서 알 수 있다. 수중발굴에서 확인된 침몰선에서는 경우에 따라 다르지

만 대부분 도자기가 다량으로 출수되고 있으며 미곡류 이외에 공물로 추정되는 각종 화

물이 수습된 바 있다. 선상용품 이외의 도자기들은 상품 단위별로 포장되어 선적되었으

며, 출수된 양이 해저에 흩어진 것을 제하고도 상당량에 이르는 것을 보면 도자운반의 

핵심은 해로를 이용한 것이 분명하다. 

  도자기 운반과 관련한 정보는 최근 수중발굴에서 출수되고 있는 목간이나 죽찰에서 

찾을 수 있다. 2007~2008년 사이의 태안 대섬 발굴조사에서 처음 존재가 알려진 목간

은24 마도 해역으로 이어진 수차의 발굴조사에서도 수습되었다. 목간에는 墨書로 배에 

실린 각종 화물의 종류와 화물의 양, 출발시기, 발신자, 수취인 등이 기록되어 있어 도

자기를 포함한 각종 화물의 운반과정을 잘 알려준다.25

  마 도  해 역 에 서  발 견 된  배 들 은  목 간 이 나  명 문 자 기 로  판 단 한  결 과  1 호 선 은 

1207~1208년,26 2호선은 1208년 전후,27 3호선은 1264~1268년 사이,28 목간 

없이 분청사기가 발견된 4호선은 1413~1418년 사이29에 운항한 것으로 비정되었다. 

명문판독에서 이 배들의 화물은 마도 1호선의 경우 곡물운반+개인화물, 2호선은 地代

운반+사적선물(뇌물), 3호선은 해물중심의 특산물 운반(삼별초)을 담당했던 배로 추정되

고 있다. 이 침몰선들이 조운선과 관련이 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 당시 권력구도가 무

신들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목간의 명문에서 주요 인사들이 무신들로 알려진 상황에서 

이 배는 무신집권기의 화물선이라는 성격을 잘 알려주고 있다. 

  침몰선에는 권력층의 소비를 위해 걷어 들인 각종 미곡류와 사적 성격의 선물, 해물중

심의 특산물 등이 실려 있었다. 이는 배마다 동일한 화물이 선적되지 않았음을 추정하

게 해준다. 도자기는 각 지역의 곡물이나 특산물을 선적하는 중간 과정에서 실린 듯하

다. 도자기의 선적 양상을 알 수 있는 단서는 대섬 출토 목간의 판독이 도움이 된다. 대

섬 발굴에서 출수된 총 34점의 목간 중에는 ‘耽津’, ‘京’이라는 지명, ‘隊正’, ‘大卿’ 같은 

관직명, ‘沙器’ 및 단위로 추측되는 단어들이 등장한다. 그중 ‘沙器壹畏’, ‘沙器一 ’ 등의 

단어로 볼 때 고려시대에는 청자를 沙器로 지칭하고 있었으며 畏와 가 단위로 사용되

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고 있다.30 즉, 묵서로 볼 때 대섬 침몰선은 다른 화물들과 함

께 강진에서 도자기를 선적하여 개경에 있는 소비자에게 보낸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강도시기보다 선행하는 마도 1, 2호선 시기에도, 또 강도시기의 끝 무렵에 해당하는 3

호선의 운항시기에도 유사했을 것이다.    

24   문화재청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高麗靑磁 寶物船 태안 대섬 수중발굴 조사보고서-본문 · 도

판-』(2009). 

25   해당유물의 특징과 운반 시기는 다음의 글이 참조가 된다. 최명지, 2013,  「泰安 대섬 海底 出水 

高麗靑磁의 양상과 제작시기 연구」, 『美術史學硏究』 279·280, 韓國美術史學會, pp.35-65. 

26   임경희, 2010, 「마도1호선 목간의 분류와 주요 내용」, 『태안마도 1호선 수중발굴 조사보고

서』, 문화재청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pp.606-629; 임경희·최연식, 2010, 「태안 마도 수

중 출토 목간 판독과 내용」, 『목간과 문자』 5, 한국목간학회, pp.185-207.

27   임경희, 2010, 「마도2호선 발굴 목간의 판독과 분류」, 『목간과 문자』 6, 한국목간학회, 

pp.153-174. 

28   임경희, 2010, 「마도3호선 목간의 현황과 판독」, 『목간과 문자』 8, 한국목간학회, pp.207-226.

29   박경자, 2016, 「마도4호선 분청사기의 제작시기」, 『태안 마도 4호선 수중발굴조사 보고서』, 

문화재청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pp.354-369. 

30   문화재청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09, 앞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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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강화도 陵墓 출토 자기의 양식적 특징

  강도시기에는 모두 두 분의 왕과 네 분의 왕비가 승하하였다.표1 이중에서 강화도에 

능이 조성된 예로는 熙宗 碩陵, 高宗 洪陵, 元德太后 坤陵, 順敬太后 嘉陵 등이 있으며 

成平王后 紹陵과 安惠太后 陵은 위치를 알 수 없다. 현재 정식 발굴조사는 석릉, 곤릉, 

가릉과 능묘로 추정되는 능내리 석실분 등 4기가 완료된 상태이며31 일부 능묘는 추가 

발굴 중에 있다. 이들 능묘는 석실묘라는 구조로 인해 이미 대부분 도굴되어 내부의 유

물이 유출된 상태이나 발굴조사를 통해 일부나마 자기 파편과 여러 부장품이 수습되었

다. 본 장에서는 능이 조성된 순서에 따라 발굴조사로 수습된 유물들을 면밀하게 관찰

하고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1 강도시기에 재위했거나 승하한 왕과 왕비의 능 

왕명
생몰년

(재위기간)
능명 위치 추존왕비명 생몰년 능명 위치

21대

熙宗

1181-1237

(1205-1211)
碩陵

양도면

길정리
成平王后 任氏 ?~1247 紹陵 불명

22대

康宗

1152-1213

(1211-1213)
厚陵

개풍군

현화리
元德太后 柳氏 ?~1239 坤陵

양도면

길정리

23대

高宗

1192-1259

(1213-1259)
洪陵

강화읍

국화리
安惠太后 柳氏 ?~1232 불명 불명

24대

元宗

1219-1274

(1259-1274)
韶陵

개풍군

소능리
順敬太后 金氏 ?~1237 嘉陵

양도면

능내리

 

1. 順敬太后 嘉陵 출토 자기

  순경태후 김씨는 24대 국왕 元宗(1259-1274년 재위)의 비로 1236년 충렬왕을 낳고 이

듬해인 1237년 음력 7월 29일 훙서하였으며 충렬왕 때 태후로 추존되었다.32 현재 강

화군 양도면 능내리에 소재한 이 능은 1916년 조선총독부 조사 때에 이미 도굴상태가 

확인되었고,33 2004년에 발굴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유물이 수습되었다. 확인된 능은 

지상 기저부에 할석을 깔고 묘도와 석실, 8각의 장대석을 설치한 후 석실 위에는 개석

을 얹어 마감하고 봉토를 올린 구조로 되어 있다. 

  가릉 출토품으로는 지표와 능 주변에서 청자 14점, 백자 7점, 도기 7점 등 도자류가 

석실 밖에서 발견되었고, 석실 내부에서는 철제 및 청동제품류, 19종 86점의 동전,34 

31   國立文化財硏究所, 2003, 『江華碩陵』; 同著, 2007, 『江華 高麗王陵-嘉陵』 · 坤陵 · 陵內里石室墳』.

32   『高麗史』 卷23 世家23 高宗 31年(1244) 2月 丁丑 ; 『高麗史』 卷88 列傳1 后妃 元宗后妃 

順敬太后 金氏.  

33   今西龍, 1916, 「高麗諸陵墓調査報告書」, 『大正五年度古蹟調査報告書』, 朝鮮總督府, p.420; 

국립중앙박물관, 2008, 『고려왕실의 도자기』, p.36의 주14 재인용.

34   동전은 元 通寶(1078-1085 주조) 13점, 元祐通寶(1086-1093) 9점, 開元通寶(621) 8점, 

咸平元寶(998-1003) 7점, 熙寧元寶(1068-1077) 8점, 至和元寶(1054-1055) 4점, 相符

元寶(1008-1016) 4점, 景德元寶(1004-1007) 3점, 政和通寶(1111-1117) 2점, 至道元寶

(995-997) 2점, 黃宋通寶(1039) 8점, 聖宋元寶(1101) 4점, 天聖元寶(1023-1031) 4점, 天

禧通寶(1017-1021) 1점, 紹聖元寶(1094-1097) 2점, 明道元寶(1032-1033) 1점, 淳化元

寶(990-994) 1점, 東國通寶(997-1097 추정) 1점, 嘉祐元寶와 嘉祐通寶(1056-1063) 각 1

점, 미상 2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國立文化財硏究所, 2007, 앞의 보고서 <표 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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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제경첩 및 나비장식, 호박과 옥장식 등이 확인되었다.사진1 도자류가 석실내부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이유는 수차에 걸친 도굴과정에서 쉽게 들고 갈 수 있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특히 도자류 중에는 능 축조 당시의 유물과 무관한 고려 말, 혹은 조선 초의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유물들은 능 조성 이후 능을 관리하거나 제례를 지내는 과

정에서 활용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가릉 출토 도자 중 능묘축조시기와 관련된 유물로 추정되는 것은 <청자철백화국화문

접시편>, <청자잔편>, 요주요산 <청자양각연당초문접시편>, <청자음각연판문발편>등

이 있다.사진2 출토 지점은 <청자철백화국화문접시편>의 경우 봉분과 배수로 사이에서, 

<청자잔편>은 石人像 상단에서, 요주요 접시편은 봉분 북서편에서 발견되었다. 이를 볼 

때 현재 가릉 출토품으로 알려진 청자류는 가릉의 석실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분묘 조성시기의 유물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지형상 다른 봉분의 유물이 

포함될 가능성이 적고 양식적인 면에서 당시의 유물양식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추정

된다는 점에서 이를 가릉의 축조시기와 연결시켜도 무방하리라 판단된다. 

  다음으로 출토된 유물들의 양식적 특징을 살펴보겠다. 우선 <청자철백화국화문접시편

>은 내면바닥에 철화점 주변으로 여섯 개씩의 백화점을 찍은 문양을 여러 곳에 배치하

고 있다. 이와 동일한 문양패턴을 보이는 사례는 부안 진서리 18호, 유천리 7구역의 요

지 발굴조사품 중 접시에 시문된 문양이 도움이 된다.35 사진3 부안지역의 가마터에서는 

상감청자, 압출양각청자, 음각청자와 함께 들이 철백화청자와 함께 생산되고 있어 가

릉축조 당시 봉헌된 도자기들이 부안일대에서 공급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틀로 문양을 찍은 요주요산 <청자양각연당초문접시편>의 경우는 유사 사례가 안성 

봉업사 등의 대형 폐사지에서 수습되기도 하여36 강도시기에도 중국도자의 소비가 간

헐적으로나마 유지되고 있었던 것을 보여준다. 

2. 熙宗 碩陵 출토 자기

  희종(1204-1211 재위)은 21대 국왕으로 1211년 내시 王濬明 등과 함께 최충헌을 죽이

려다 실패하여 최충헌에 의해 폐위되어 강화도에 유배되었다. 희종은 1219년 다시 개

성으로 돌아오게 되었으나 1227년 복위 음모로 최우에 의해 다시 강화도로 쫓겨간 후 

1237년 강화도 교동의 法天精舍에서 훙거하였다.37 현재 강화군 양도면 길정리에 소

재해 있는 이 무덤은 이미 도굴된 바 있으나 2001년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발굴조사

에서 확인된 무덤의 구조는 연도와 직사각형의 석실, 8각의 호석을 두른 석실분으로 묘

실은 지하에 조성되어 있다.38

  석실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파편이 많은데 복원이 가능한 기물을 포함하여 약 30여

점에 이르며 관정류, 은제품, 청동제품, 동전, 장신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밖에 동편 

탐색조사갱에서 청자잔탁이 출토되기도 했다. 석릉에서 출토된 청자의 기종을 살펴보

면 발과 접시(직구형, 절요형, 평저형)의 파편이 가장 많고 전접시, 통형잔, 잔탁(중앙부 뚫린 

형식, 뚫리지 않은 형식), 병, 호의 구연과 저부편, 뚜껑(통형잔뚜껑, 사이호뚜껑, 병뚜껑), 매병편, 

35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硏究所. 2001, 『扶安 鎭西里 靑瓷窯址 第18號 窯址發掘』, p.6. 원

색도판; 圓光大學校博物館·全羅北道扶安郡, 2001, 『扶安 柳川里 7區域 靑瓷窯址群 發掘調査

報告書』, p.7 원색도판 참고. 

36   경기도박물관 · 안성시, 2002, 『奉業寺』, p.361.

37   『高麗史』 卷21, 世家 卷第21, 熙宗 7年 12月 癸卯.

38   國立文化財硏究所, 2003, 앞의 보고서, pp.41-53.

사진1 

順敬太后 嘉陵 출토 일괄품

사진2 

가릉 출토 청자

사진3 

부안 진서리 18호 출토 접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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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편 등이 포함되어 있다.사진4 

  청자들의 문양시문 기법은 상감, 양각, 음각, 철백화 등으로 고려 중기의 다양한 기법

들이 망라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기법별 소재로는 상감의 경우 호, 매병, 잔탁, 뚜

껑, 화형전접시 등에 여의두문, 국화문, 선문, 모란문, 운학문, 당초문, 초문 등을 묘사

하였고, 양각은 발, 화형전접시와 절요접시의 내면에 당초문, 보상화당초문, 국화문이

나 여의두문을 시문하였다. 또 음각기법으로는 연판문 등을 표현하였으며, 철백화는 직

구접시의 내외면과 원통형잔의 외면에 국화문을 시도하였다.     

  유물의 번조상태는 전면 시유한 기물에 규석을 받쳐 갑번한 사례가 가장 많으며, 직구

접시와 뚜껑에는 작은 내화토를, 구멍 뚫린 잔탁과 통형잔에서는 시유한 후 접지면의 

유약을 긁어내고 모래를 받쳐 구운 흔적들이 보인다. 이처럼 다양한 번법과 받침재료가 

사용되고 기물마다 완성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석릉 매납 유물은 대부분 

최고급품질에 해당하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은 예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포개구이 유물이 한 점도 포함되지 않은 것은 나름대로 유물의 선별에 신중을 기

했음을 알 수 있다.39

  다음으로 석릉 출토 청자가 어디에서 생산되었는지 유물의 양식비교를 통해 생산지

를 추정해 보자. 우선 석릉 출토의 구멍 뚫린 <청자잔탁>은 잔좌와 몸체를 따로 만들어 

접합해 완성한 것으로 매납품으로는 상태가 좋지 않다. 이와 동일한 형태와 제작방식

을 보이는 잔탁은 강진 사당리 117번지 일원의 ‘가’구역과 23호 요지에서 수습된 바 있

다.40 또 다른 석릉 출토의 <청자상감국화문잔탁>은 잔좌의 측사면을 강하게 음각하여 

잎사귀를 새기고 전의 상면에는 흑백상감의 국화문을 등간격으로 묘사하였는데 이와 

유사한 양식을 가진 유물이 역시 강진 사당리 23호 요지에서 수습되었다. 석릉 출토 유

물과 강진 사당리 요장 출토품과의 관련성은 상감문양이 있는 병뚜껑과 운학문 매병편

에서도 발견된다. 뚜껑과 매병의 기형은 양자가 동일하며 문양표현방식 역시 거의 유사하

다.사진5 이러한 점에서 석릉 출토품 중에는 강진 사당리의 23호를 포함하여 117번지 

일원의 ‘가’구역에서 생산된 유물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석릉 출토품 중에는 강진 이외에 부안지역에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

들도 보인다. <청자철백화국화문통형잔>은 철백화의 사례가 부안 진서리 18호, 유천리 

7구역을 중심으로 출토된 예가 알려져 있으므로 이러한 요장에서 생산된 기물일 가능

성이 있으며 석릉 출토의 <청자상감모란문호편>은 항아리의 동체부에 모란을 크게 묘

사한 것으로 최근 부안 유천리 3구역의 발굴에서 출토된 유물과 비교된다. 이러한 점에

서 석릉에 매납된 청자는 강진과 부안 등지에서 운반된 것을 조합하여 능묘조성에 맞추

어 넣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39   韓盛旭, 2003, 「4. 석릉 출토 청자의 성격」, 『江華碩陵』, 國立文化財硏究所, pp.147-164.

40   국립중앙박물관, 2015, 『강진 사당리 도요지 발굴조사보고서』, p.257의 561번 유물 참조. 

사진4 

熙宗 碩陵 출토 일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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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릉 출토 청자잔탁 강진 사당리 117번지 일원 ‘가’구역 출토

석릉 출토 청자잔탁 강진 사당리 23호 요지 출토

석릉 출토 청자상감국화문뚜껑 강진 사당리 23호 요지 출토

석릉 출토 청자상감운학문매병편 강진 사당리 23호 요지 출토

사진5 

석릉 출토 청자와 강진 사당리 출토 청자

3. 元德太后 坤陵 출토 자기

  원덕태후(?-1239) 유씨는 22대 국왕 康宗(1212-1213 재위)의 두 번째 비로 고종을 낳았

으며 1239년 훙서하여 곤릉에 장사지냈다.41 현재 강화군 양도면 길정리에 소재해 있

는 곤릉은 2004년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의해 발굴조사되었다. 곤릉은 지하에 할석을 

깔고 묘도와 석실을 설치하고 개석으로 마감한 후 봉토를 올린 구조로 되어 있으며 장

대석은 12매이다. 출토유물로는 도자기로 청자 14점, 백자 7점, 도기 7점이 수습되었

는데 석실 내부에서는 도굴로 인해 파편 2점을 제외하고는 도자유물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그밖에 석실 문비석 앞 묘도부에서 8점이 수습되었는데 이들은 능묘 조성 후 

제례의식과 관련이 있는 유물로 추정되고 있다.사진6 또 석실 내부에서 발견된 관정 포

함 철제금속류와 청동제, 은제, 금동제 유물 등은 출토상황이 가릉이나 능내리 석실분

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42

41   『高麗史』 卷88, 列傳 卷第1, 后妃, 康宗后妃 元德太后 柳氏.

42   國立文化財硏究所, 2007, 앞의 보고서, pp.155-253.

사진6 

元德太后 坤陵 출토 일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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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비석 앞에서 발견된 청자들은 발, 완, 직구접시, 전접시, 매병뚜껑, 병뚜껑, 삼족향로

몸체 등으로 표면에는 음각, 압출양각, 상감기법을 활용하여 화문, 당초문, 모란문 등을 

표현하였다. 주목되는 것은 압출양각기법과 상감기법을 혼용한 발, 역상감기법에 의한 

병뚜껑문양, 화형전접시와 삼족향로의 조합이다. 이 출토품이 아니라면 각각의 기형과 

조형요소들은 서로 시기적 편차가 있는 유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이들로 인해 동시대에 

제작된 것이 확인되었다.43 청자의 유색은 비색부터 부드러운 청색, 암청색 등으로 다

양하며 받침재료의 경우도 규석, 황백색내화토, 굵은 모래 등이 섞여 있다. 청자의 상태

로 보면 갑번에 비색을 띠고 상감이나 압출양각으로 문양을 넣은 경우 완성도가 높으나 

직구접시처럼 내면에 재가 앉아 있거나 유색이 좋지 않은 경우는 품질이 다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곤릉 출토 도자 중에서 생산지를 참고할만한 유물로는 <청자삼족향로>, <청자매병뚜

껑>, <청자화형전접시> 등을 들 수 있다. 청자삼족향로는 전의 상면과 다리 사이 측면

에 각각 음각으로 雲文을 시문하였는데 이와 유사한 삼족향로가 발견된 유적은 강진 사

당리 117번지(사당리 8·23·27·40호)와 126·127번지(사당리 42호) 일원의 ‘가’구역으로 구

획된 곳이다. 삼족향로는 현재까지 부안요지에서 발견된 사례가 거의 없는 유물로 곤릉

의 삼족향로는 강진 사당리 요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 상부에 끈 매는 구멍을 

두 개 뚫은 매병 뚜껑과 화형전접시의 경우도 곤릉 출토품과 동일한 사례가 사당리 23

호 요지에서 출토되어 생산지 추정에 도움이 된다.사진7 이러한 점에서 곤릉 출토 청자 

중에는 강진 사당리 일대의 요장에서 생산된 기물이 봉헌품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43   李鍾玟, 2016, 「고려 중기 청자제작의 확산과정과 그 배경」, 『湖西考古學』 34, 호서고고

학회, pp.54-57.

곤릉 출토 청자삼족향로 강진 사당리 117번지 일원 ‘가’구역 출토

곤릉 출토 청자화형전접시 강진 사당리 23호 요지 출토

곤릉 출토 청자매병뚜껑 강진 사당리 23호 요지 출토

사진7 

곤릉 출토 청자와 강진 사당리 출토 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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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陵內里 石室墳 출토 자기

  인산리 석실분과 함께 묘주가 알려지지 않은 능내리 석실분은 강화도 양도면 능내리

에 소재한 왕릉급 고분으로 가릉에서 약 70m 떨어져 있다. 2006년 말~2007년 초 사

이에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봉분이 유실되어 있었고 개석

과 문비석이 이미 노출되어 석실 내부를 일부 들여다 볼 수 있었다고 한다. 발굴조사에

서는 지하에 직사각형의 석실을 안치하고 개석과 문비석으로 막은 후 묘도를 설치한 구

조가 확인되었다.44

  석실 내부는 도굴행위로 인해 유물이 거의 없었으나 다행히도 유입된 토사에 섞인 퇴

적토 속에서 양질의 청자편 일부가 발견되었다.사진8 또 표토 제거과정에서는 품질이 떨

어지는 청자들이, 석실 남쪽 건물지 주변에서는 14~15세기에 해당하는 청자, 분청사

기, 백자 등이 수습되었고, 석실 주변 동서남북 방향에서는 진단구 추정의 도기호 4점

이 발견되기도 하였다.45 이밖에 철제품류, 청동제품류, 은제품류 등의 금속 제품들과 

각종 구슬들이 발견되어 이 고분이 능묘였을 가능성을 높여주었다.

  석실 내부에서 발견된 청자의 기종은 발, 완, 항, 정형향로 등이 있으며 표토 제거과정

에서는 발, 화형전접시, 직구접시 등이 나왔다.46 또 석실과 인접한 건물지에서는 발, 직

구접시, 반구형잔, 팔각접시 등이 수습되었다. 출토품 중 석실 내부에서 발견된 청자의 

경우는 능내리 석실분의 조성시기와 관련이 깊을 것이다. 유물의 상태는 전량 파편이며 

완형유물은 도굴당시에 소실된 것으로 보인다. 출토유물의 관찰결과 석실 내부와 그 외

의 지역에서 나온 청자는 기형, 유색, 문양소재, 굽처리 방식, 품질 등에서 분명한 차이가 

보인다. 석실 이외의 지역에서 수집된 유물들은 석실 내부에서 발견된 청자류와 같은 시

기로 판단되는 예도 있으나 후대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실은 석실분 조성 이

후, 제향이나 관리 등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물이 활용되었을 가능성을 말해준다. 

  석실 내부에서 수습된 청자는 하나같이 빼어난 비색조를 띠며 유층에는 미세한 기포

가 가득 차 있다. 시문기법과 문양소재를 보면 발 외면에 음각으로 복연판문을 시문한 

예가 보이고, 완 내면에는 압출양각기법으로 花文과 변형연판문을 표현한 것이 관찰된

다. 또 정형향로는 전 바깥 면을 뇌문대로 돌리고, 몸체부분은 운룡문을 틀로 찍어 놓았

다. 원래 세트를 갖추어 매납했을 때에는 상감기법에 의한 기물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

으나 현재의 수습품 중에는 상감기법이 보이지 않는다. 이 유물들은 모두 갑번품으로 

완성도가 대단히 높아 당시의 최상품이 무덤에 활용된 것을 알 수 있다.  

  능내리 석실분 출토품은 왕릉급 무덤이면서도 묘주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주인공과 

조성시기에 대해 궁금증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과연 이 능묘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 

유물의 관찰을 통해 이를 살펴보기로 하자. 석실 내부에서는 동반품으로 청동제 14면

체 두정과 고리장식, 은제도금의 봉황문판장식, 화형장식, 연주문장식, 소합, 은제의 못

과 고리, 유리구슬, 호박구슬 등이 나왔다. 이들 제품은 장식성이 강한 장신구와 공예품

들로, 남성보다는 여성과 관련한 유물일 가능성이 높다. 이 시점에서 묘주로 거론이 가

능한 인물은 성평왕후(1247)나 안혜태후(1232)이다. 두 분의 왕후는 강도시기에 돌아가 

강화도에 묻혔다. 성평왕후의 紹陵은 현재 위치를 알 수 없고 안혜태후는 능묘명 뿐만 

아니라 무덤 조성지도 알려져 있지 않다. 

  석실 내부에서 수습된 청자 중에는 능묘의 연대추정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있다. <청

44   國立文化財硏究所, 2007, 앞의 보고서, p.46, pp.343-358.

45   國立文化財硏究所, 2007, 앞의 보고서, pp.359-372.

46   보고서에서는 석실 내부에서 모두 8점의 청자가 발견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國立文化財硏究

所, 2007, 앞의 보고서, pp.359-372. 

사진8 

능내리 석실분 출토 일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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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운룡문정형향로편>은 파편 상태로 발견되었으나 완형이었다면 둥근 몸체에 구연 양

쪽 끝에는 고리형의 손잡이가 수직으로 붙고 다리는 삼족을 가진 형태였을 것이다.사진

9의 좌 이러한 향로는 몸체가 둥근 형태를 지니고 있어 ‘圓鼎形香爐’로 불리기도 한다. 

고려 중기에는 고대 禮器를 다룬 송대 『宣和博古圖』의 영향으로 方鼎形과 圓鼎形향로

가 만들어졌다. 청자향로는 처음에 중국의 고동기를 충실히 모방하는 형태로 제작되었

으나, 사진9의 중 차츰 고려화 되는 과정에서 향로 몸체가 항아리처럼 단순화되고 고동기

의 문양을 탈피해 용문양 등이 표현되었다.사진9의 우 요장 출토품들과의 비교연구결과 

고려화된 원정형청자향로는 12세기 전반 경에 제작되기 시작하여 13세기 전반까지 제

작,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47

능내리 석실분 출토 청자향로편 사당리 출토 청자향로편

(중국 방제)

동해시 삼화동 출토 청자향로

(고려화 진행)

사진9 

청자향로[圓鼎形香爐]와 비교자료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능내리 석실묘에서 출토된 정형청자편의 양식적 지속성

을 능묘조성연대에 비추어 본다면 능내리 석실묘는 1247년에 훙거한 성평왕후보다 

1232년에 돌아간 안혜태후의 시기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더 많은 자료가 있다면 

보다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이나 현전 유물이 적은 상황에서 일단은 능내리 석실묘

를 안혜태후 능으로 보고자 한다. 

Ⅳ  맺음말

  지금까지 강화도에서 발굴조사된 네 기의 능묘 발굴품을 이해하기 위해 강도시기의 

자기운반 상황과 출토된 유물의 양식적 특징 등을 알아보았다. 여기에서는 본문에서 다

루지 못했지만 출토품을 활용하여 청자연구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문제들

을 제시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겠다.  

  첫째, 출토품들은 발견 위치에 따라 성격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유물관찰 결과 석

실 내부와 외부에서 발견된 청자는 기형이나 품질, 사용상태 등에서 서로 다른 점이 발

견되었다. 고려 왕릉은 당대에는 물론 조선시대에도 관리대상이었으므로 능묘조성 이

후에도 제례를 지내거나 관리가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사용된 도자들은 매납된 도자

들과 분명히 성격이 다르다. 이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분석하는 작업은 능묘에 넣어준 

부장품의 종류와 세트, 성격 등을 명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능묘 출토품들은 고려중기 가마터 조사 보고서의 편년서술과 차이가 많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강화도에서 발굴된 능묘의 출토품들은 하한연대가 거의 정확한 편년

유물이다. 또 강화 능묘에서 출토된 청자들은 어느 정도 시대양식을 대표하는 최상품들

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공급지는 강진 사당리나 부안 유천리 등의 요장으로 추정되

는데, 관련된 가마터 발굴조사보고서에는 동일한 양식의 자기를 12세기로 편년하는 경

47   李溶振, 2006, 「高麗時代 鼎形靑瓷 硏究」, 『美術史學硏究』252, 韓國美術史學會, pp.15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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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고려시대 교통 운수사 연구』, 혜안.

한나래, 2009, 「강도시기(江都時期, 1232~1270) 고려청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우가 많다. 편년자료의 양식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향후에도 특정시

기에 청자생산이 편향되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셋째, 청자생산과 유통은 국난기로 인식되는 강도시기의 정치적 상황과 밀접하게 연

동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최씨 무신집권, 강화천도, 몽골침입, 삼별초의 난과 

진압과정 등 13세기에 있었던 각종 사건들은 생산지와 도자의 해상유통경로에 직접적

인 영향을 주는 요소였다. 이러한 점에서 당시의 사회상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은 강

도시기의 도자 소비를 이해하는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다. 

  강도시기의 능묘출토 청자는 그 양이 비록 얼마 되지 않지만 13세기 전·중반경의 도

자양식은 물론 생산과 유통문제 등을 밝혀주는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또 이들 

청자들은 12세기와 13세기 청자의 차이점을 설명해주는 단서들을 담고 있기도 하다. 

이를 활용하여 향후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고려 중기의 청자 편년과 유통문제 등의 

연구에 많은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後記 :  본 글의 작성을 위해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에서는 유물의 

관찰과 사진 촬영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지면을 빌어 감

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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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1232년부터 1270년까지 고려의 임시수도였던 강화도에는 고려 제21대 희종熙宗(1181-

1237)의 석릉碩陵, 제23대 고종高宗(1192-1259)의 홍릉洪陵, 제22대 강종康宗(1152-1213)의 

비이자 고종의 어머니인 원덕태후元德太后(?-1239)의 곤릉坤陵, 제24대 원종元宗(1219- 1274)

의 왕비인 순경태후順敬太后(?-1237)의 가릉嘉陵 등 네 개의 왕릉이 남아 있다. 그 외에 묘주

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부장품의 성격으로 볼 때, 피장자가 왕실의 인물로 추정되는 능내리 

석실분陵內里 石室墳을 포함하면 지금까지 강화도의 고려 왕릉은 모두 5개가 확인되었다.(국

립강화문화재연구소 2017a; 2017b) 이 중 홍릉을 제외한 네 개의 능묘가 발굴 조사되었는데, 모

두 석실분 구조이며 심하게 도굴된 상태임이 확인되었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2007)

  이 글에서는 강도시기 고려 왕릉 4곳에서 출토된 금속공예품들을 중심으로, 각 능묘별 

현존 유물의 현황과 양식적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강도시기 고려 왕릉에서 출토된 

금속공예품들은 대부분 심하게 파손된 단편이지만, 지금까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던 대

몽항쟁기 고려 왕실의 생활문화와 공예 수준을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절대편년 자료로서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서 출토된 금속공예품들은 금, 은, 동 및 동합금, 철 등 다양한 재료

로 제작되었으며, 일부는 목칠기의 장식품이나 부속품으로 사용되었던 유물도 있어 13세

기 전반 고려 왕실의 유물로서 주목된다.

  최근 강화 고려 왕릉의 능호와 능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제기되고 있지만,(이상

준 2017) 여기에서는 기존에 알려진 능호와 축조순서에 따라 가릉-석릉-곤릉의 순으로 출

토 금속공예품들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 본 후, 마지막으로 피장자가 불확실한 능내리 석

실분 출토품과 피장자의 성격에 대해서 고찰하겠다. 금속공예품들의 현황을 비교하면 능

내리 석실분 출토 금속공예품이 가릉 · 석릉 · 곤릉 출토품들보다 위계가 높고 제작 양식

이 가장 뛰어난 양상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능내리 석실분의 능주는 강도시기 고려 왕실

에서 상당히 신분이 높고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Ⅱ  가릉 출토 금속공예품의 현황과 특징

  강화도의 진강산 남서쪽 능선에 위치한 가릉은 원종의 부인인 순경태후의 능으로 알려

져 있다. 순경태후 김씨는 신라 왕실의 후손인 김약선金若先의 딸이자 최우의 외손녀로, 원

종이 태자로 책봉된 1235년에 태자비로 책봉되었다.1 결혼 직후 아들 1명과 딸 1명을 낳

고 1237년 7월 29일에 16세의 나이로 사당리社堂里의 사택에서 죽어서, 10월 을유일에 

가릉에 장사지냈다.2 남편인 원종이 즉위한 이후 1262년에 정순왕후로 추봉되었으며, 아

들인 충렬왕이 즉위한 이후 1274년에 순경태후로 추존되었다. 2004년 발굴된 가릉에서

는 석실 내부에서 은제, 청동제, 철제 등의 금속공예품들과 다수의 구슬 및 옥 장식품 등

이 발견되었다.

  그 중에서 주목되는 것은 목칠함木漆函의 장석裝石으로 추정되는 은제나비형장식 1점과 

은제경첩 1점이 있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94-95) 은제나비형장식은 두께 0.5mm의 은

판을 나비 모양으로 잘라서 만든 것으로 길이 2cm, 너비 2.4cm의 크기이다.사진1 몸체

와 날개는 각각 두드려서 입체감을 표현한 후, 날카로운 정으로 가는 선을 새겨 장식했는

데 솜씨가 다소 거칠고 정교하지 못한 편이다. 양쪽 날개와 몸체 아래 부분 등 세 곳에 작

강도시기 고려 왕릉 출토

금속공예품의 연구 

주경미

충남대학교 강사

목  차

Ⅰ  머리말

Ⅱ 가릉 출토 금속공예품의 현황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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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高麗史』 권 23, 세가 제23, 고종 22년 6월 乙酉; 『東史綱目』 제10-下, 乙未年 下6月.

2   『東國李相國集』 권 36, <東宮妃主諡冊文> 및 <同前哀冊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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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구멍을 뚫었으며, 머리 윗부분에는 은판을 둥글게 감아서 파이프 형태를 만들고 땜으로 고

정하였다. 은제경첩은 삼릉형三稜形으로 오린 은판 2장을 붙여서 연결하였으며, 은판 두께는 

0.25-0.5mm 정도이다.사진2 각 판에 새겨진 문양은 꽃잎을 5개 가진 작은 꽃 한 송이를 표

현한 것으로, “ ”자 모양의 작은 반달정을 이용하여 새겼다. 발견 당시에는 한쪽 판의 구멍

에 작은 은못이 꽂힌 상태로 출토되었는데, 은못은 둥근 머리가 있는 형식으로 전체 길이는 

0.8cm이며, 못머리의 지름은 0.35cm이다.

  고려시대의 목칠함 중에서 금속제 경첩을 비롯한 각종 장석이 비교적 완전하게 보존된 예들

은 대부분 불교에서 사용하는 나전칠기경함螺鈿漆器經函이다.사진3 대부분 뚜껑을 여닫기 위해

서 뒤쪽에는 2개의 경첩을 달고, 앞쪽에는 자물쇠를 매달기 위해서 배목과 낙목을 장치한다. 

현존하는 고려 나전칠기경함의 장석은 후대에 보수된 것이 많으며, 경첩, 배목, 낙목 중에서 나

비형 장식을 찾기 어렵다. 나비형 장식은 조선시대 왕실에서 어보御寶를 보관하는 목칠함인 보록

寶 의 장석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다. 현존하는 조선 왕실의 보록들은 대부분 임진왜란 이후에 

새로 제작되었지만,(김삼대자 2010; 2012) 형식 자체는 의궤를 따라서 제작하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다. 현존하는 어보 중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인 1457년에 제작된 조선 세조비 정희왕후존호

옥보貞熹王后尊號玉寶를 보관하는 보록은 조선시대 후기에 제작된 것인데, 목칠함의 표면을 어피

魚皮와 주칠朱漆로 마감한 후, 배목, 낙목, 경첩, 감잡이 등 다수의 금속제 장석을 달아서 장식했

다.사진4 조선시대의 보록은 대부분 앞면에 배목과 낙목을 달고 뒷면에 두 개의 경첩을 장식하는

데, 낙목의 형태가 나비 모양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예로 볼 때, 가릉 출토 은제나비형장식과 

경첩은 고려시대 왕실에서 사용한 목칠함을 장식했던 장석으로 추정된다. 두 장석은 문양과 조

금기법彫金技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함에  사용되었던 것일 가능성이 크다.

  동제 및 동합금제품으로는 못, 청동판, 청동사, 동전 등이 발견되었다. 청동제 못이나 청동

사는 목질편이 부착된 예가 많아서 목관木棺이나 목함木函의 부재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동전은 북송대 원풍통보를 비롯하여 총 19종 86점이 발견되었으며, 대부분 북송대 화폐이

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84-93) 동제품 중에서는 길이 5.86cm, 폭 2.06cm, 두께 0.3cm 크

기의 장방형 장식이 주목된다.사진5 중간에 2개의 장방형 투공이 있는 주조품鑄造品으로, 투공 

부분에 폭이 넓은 띠를 끼워서 무엇인가를 묶거나 띠의 길이 조절을 사용했던 부속품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금속공예품 중에서 가장 많은 수량이 발견된 것은 철제품이다. 가장 수량이 많은 철정鐵釘

은 총 100여점 이상 발견되었으나, 발굴보고서에는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23점만 게재되었

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79-81) 크기에 따라 잔존 길이 1.7-4.0cm의 소형, 5.5-9.2cm의 중

형, 14.2cm이상의 대형 등 세 종류로 나누어지며, 대부분 단조기법으로 제작되었다. 부식이 

심하고, 목질이 수착된 상태로 발견된 예가 많다. 고리 모양으로 구부려서 만든 독특한 형태의 

걸개용 철정도 여러 점 발견되었는데, 정확한 용도는 알 수 없다. 그 외에 단조기법으로 제작

한 잔존 길이 16.8cm의 작은 철제 도자刀子 1점과 주조기법으로 제작한 소형의 세발달린 철

제솥의 일부로 보이는 파편 한 점이 발견되었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82-83)

  금속공예품은 아니지만 가릉에서는 장신구로 추정되는 작은 백옥제 투각장식판 1점과 골제 

투각장식판 2점, 호박제 구슬 및 장식 여러 점이 출토되었다. 백옥제 투각장식판에는 새를 섬

세하게 조각했다. 이 장식판은 현재 한쪽은 새, 한쪽은 꽃 모양의 장식판으로 복원되었다. 새

모양 장식판은 길이 1.74cm, 높이 1.38cm이고 꽃모양 장식은 길이 2.1cm, 높이 1.5cm이

며 두께는 3.7mm이다.사진6 이런 골제 투각장식판은 출토 당시에 파손 상태로 발견되었는

데, 원래 1쌍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 쌍으로 사용되는 소형의 투각장식판들은 고려시대 고분에서 상당수 출토되었으나 대부분

은 도굴품이다. 지금까지 부장 위치가 확인된 투각장식판은 청주 명암동 24호 토광묘에서 출

사진1

은제나비형장식

가릉 출토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소장

사진4

세조비 정희왕후존호옥보와 보록

옥보 제작시기 : 조선 1457년  보록 제작시기 : 조선 후기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사진33

나전국화문경함

고려 12세기. 높이 26cm

일본 동경국립박물관 소장 

사진2

은제경첩

가릉 출토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소장

사진5

청동제 장방형 장식

가릉 출토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소장

사진6

골제 투각장식판

가릉 출토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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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된 은제 투각장식판 1쌍사진7이 유일한데 이는 여성으로 추정되는 피장자의 가슴 부근

에서 출토되어 여성용 장신구로 알려져 있다.(국립청주박물관 2001; 128-132) 현존하는 고려

시대의 투각장식판들은 금제, 은제, 은제도금 및 금동제, 수정이나 옥제 등 값비싼 재질로 

만들어진 사치품으로, 가릉 출토품과 같은 골제품은 드문 편이다.3

Ⅲ  석릉 출토 금속공예품의 현황과 특징

  2001년 발굴된 석릉은 고려 제21대 희종의 능이다. 신종의 맏아들인 희종은 최충헌을 

제거하려다가 실패하여 폐위되어 1211년 강화도로 유배되었다.(이정신 2004) 고려의 수도

가 강화도로 옮겨진 이후, 강화도에서 살다가 1237년 8월 무자일에 죽어서 10월 정유일

에 석릉에 장사지냈다.4 가릉와 석릉은 12일 간격으로 장례가 행해졌으므로 두 능은 거의 

같은 시기에 축조된 것이다. 석릉의 석실 내부에서는 은제, 금동제 및 금박편, 동제, 철제 

등 다양한 금속공예품이 출토되었다.

  은제 공예품은 젓가락의 파편으로 추정되는 말각방형 단면의 은봉 조각 3점을 비롯하여 

여러 개의 은제 파편들이 있는데, 대부분 원형을 추정하기 어렵다. 그중 특히 주목되는 것

은 얇은 은판 2장을 은못 3개로 박아서 연결한 독특한 은제 장식 1점이다.사진8 크기가 가

로 2.7cm, 세로 1.7cm의 타원형에 가까운 이 둥그스름한 장식은 주전자나 현향로懸香爐

와 같이 손잡이가 달린 그릇의 손잡이 고정용 장식에 해당한다. 청주 사뇌사지思惱寺址에

서 출토된 고려시대의 청동제 현향로에는 양쪽 어깨에 손잡이를 달기위한 고정용 장식을 

다는데,사진9·10 석릉 출토 은제 장식사진8이 바로 이러한 그릇의 부속품이다. 사뇌사지

의 현향로는 몸체와 삼엽형 장식 및 고리를 모두 청동으로 주조해서 제작했으나, 석릉 출

토 은제 장식은 은판을 단조해서 제작했다. 두꺼운 앞쪽 판의 위쪽에는 연결된 은판의 부

러진 흔적이 두 곳에 남아 있고, 두께가 얇고 고른 은판을 단조해서 만든 뒤쪽 판은 은제 

그릇의 몸체에 해당한다. 두 판을 연결한 은못은 앞쪽 판의 못머리가 뒤쪽 판의 못 머리보

다 작고 깔끔한 것으로 보아 못을 뒤쪽에서 대고 두께에 맞게 길이를 잘라낸 후 앞에서 두

드려서 가볍게 고정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이 파편은 당시 고려 왕릉에 주전자와 같은 은

제 그릇이 매납되어 있었음을 알려주는 흥미로운 자료로서 고려시대 은기와 청동기의 양

식 비교에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

  금동제 공예품들은 대부분 옻칠을 한 목칠기木漆器의 테두리를 장식했던 장석의 파편으

로, 얇은 동판 위에 축조기법蹴造技法을 비롯한 조금기법彫金技法을 이용하여 표면에 문양을 

새겨 장식하고 금도금한 것이다. 뒤에 붙은 목칠기의 형태로 볼 때, 원래는 녹정형방형함

頂形方形函의 장석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사진11·12 목칠기의 표면에는 옻칠로 추정되

는 짙은 갈색의 도료가 칠해져 있으며, 금동판은 둥근 머리를 가진 작은 못을 규칙적으로 

박아서 고정했다. 새겨진 문양은 모란당초문이다.

  이 금동제 장식판과 목칠함의 원래 형태는 역시 조선시대 왕실의 목칠함들과 비교할 수 

있다. 1450년에 제작된 세종시호금보世宗諡號金寶를 보관하는 보록은 조선시대 후기에 제

작된 것으로 목칠제 녹정형방형함의 표면 위에 조금기법으로 장식한 금속제 장석들을 작

은 못으로 붙여서 장식했다.사진13 석릉 출토 금동제 장식판과 같은 장석 파편의 출토예

로 볼 때, 고려 왕실에서는 세밀하게 문양을 새긴 화려한 금동판을 장석으로 사용하여 조

3   이 시기 골제품은 상아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향후 재질 분석과 조사가 요구된다.

4   『고려사』 권 23, 세가 제23, 고종 24년 8월 戊子; 10월 丁酉.

사진7

은제 투각장식판 1쌍

청주 명암동 24호 토광묘 출토

2.8×2.2cm

국립청주박물관 소장

사진8

은제 장식(좌: 앞면, 우: 뒷면)

석릉 출토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소장

사진9

청동제 현향로(사진 10)의 손잡이 

세부 장식

국립청주박물관 소장

사진10

청동제 현향로

청주 사뇌사지 출토

국립청주박물관 소장

사진12

목칠기 위의 금동제 장식판 측면 세부

석릉 출토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소장

사진11

목칠기 위의 금동제 장식판

석릉 출토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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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시대보다 훨씬 사치스러운 공예미술 양식을 보여준다. 현존하는 조선시대 왕실의 보록을 비

롯한 목칠기 표면에 부착된 금속제 장식판은 대부분 유제鍮製나 황동제로 제작하는데, 조선시

대에는 장석을 제작하는 전문적인 장인을 “두석장豆錫匠”이라고 불렀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김미라·최혜성 2013; 국립고궁박물관 2012) 석릉 출토 금동제 장식판은 전통 공예기술인 두석장의 

연원이 고려시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을 보여주며, 고려시대 왕실이 조선시대보다 화려하고 사

치스러운 목칠공예 양식을 발전시켰음을 알려준다. 

  석릉에서는 용도를 알 수 없는 금동제 장식판 중에서 모란당초문이 새겨진 예가 여러 점 발

견되었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262-①,②) 그중에서 가로 3.7cm 정도 크기의 금동제 장식판은 

두께 1.3mm의 두꺼운 동판에 모란당초문을 새기고 도금한 것으로,사진14 문양 자체는 장석

에 새겨진 것과 거의 같은 양식을 보여준다.

  한편, 얇은 목판 위에 옻칠로 직물을 붙이고 흰색 도료를 바른 후 금박을 붙여 장식한 파편이 

여러 조각 수습되었는데,사진15 조각이 너무 작아서 원래의 형태나 용도는 파악하기 어렵다. 

고려시대 칠기 중에 금박이 장식된 예들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나전향상을 비롯하여 현존

례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AMI아시아뮤지움연구소 2014) 이 파편은 고려시대 목칠기 제작기법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이다.

  그 외에 석릉에서는 금박편이 붙은 해동통보 3점이 출토되었으며, 중국제 동전은 발견되지 

않았다. 철제품은 다른 능묘와 마찬가지로 철정이 다수를 차지한다. 25-65cm 길이의 커다란 

철정이 총 177점 발견되었으며, 대부분 목질흔이 붙어 있다. 이 중에는 못의 머리가 14면체

로 생긴 독특한 철정이 2점 발견되었는데, 조선시대에는 이러한 못 형태를 밤을 깎은 형태라

고 하여 “율각지栗角只” 정이라고 불렀다. 그외에 철제 고리나 얇은 철판 등 용도를 알 수 없는 

철제품이 다수 출토되었는데, 일부 철판은 목관의 장식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

편 금속공예품은 아니지만, 청록색의 유리구슬을 비롯하여 28점의 구슬들이 발견되었다.

  석릉에서 출토된 금속공예품들 중에는 은제 젓가락과 은제 그릇의 흔적이 확인되어 은제 일

상생활용 공예품이 상당수 부장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모란당초문을 새긴 금동

제 장석으로 장식하거나, 금박을 붙여 장식한 화려한 목칠기의 흔적도 확인되어 강도시기 고

려 왕실에서 상당히 수준 높은 생활 문화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도굴로 인하여 단

정하기는 어렵지만, 현존하는 석릉 출토 금속공예품들은 가릉이나 곤릉에 비해 다양하고 수준 

높은 부장품들이 석릉에 매납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며, 이는 석릉의 위상이 가릉과 곤

릉보다는 높았음을 알려준다.

  폐위된 희종의 능묘에 상당한 수준의 부장품들이 부장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고려 왕실의 

정세 변화 및 그의 부인이었던 성평왕후成平王后(?-1247)의 높은 위상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

된다. 희종과 성평왕후의 딸은 1218년 고종과 결혼하여 안혜태후가 되었고, 희종을 폐위시킨 

최충헌은 1219년에 사망했다. 희종은 1227년 복위 음모설로 인하여 다시 개성에서 강화도

와 교동으로 쫓겨났지만(이정신 2004) 1232년에 고려 왕실이 강화도로 이주하면서부터는 비

교적 무난한 만년을 보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가능성과 관련하여 주목해야하는 것은 그

의 부인이었던 성평왕후 및 그의 아들들이자 고종시기에 고승으로 활동했던 원정국사 경지圓

靜國師 鏡智와 충명국사 각응 明國師 覺鷹 등과 같은 가족들의 왕실 내에서의 높은 위상이다. 특

히 함평궁주咸平宮主라고도 알려진 성평왕후는 왕실 종친인 영인후 왕진寧仁候 王 과 연희궁주

延禧宮主의 딸로서, 그녀의 모친인 연희궁주는 명종과 광정태후光靖太后의 딸이자 강종과 남매

지간이었다.5 성평왕후의 친할아버지는 종실의 신안후 왕성信安候 王珹이며,6 그녀의 친할머니

는 인종의 딸이자 의종, 신종, 명종과 남매인 창락궁주昌樂宮主이다. 왕성의 딸이자 강종의 비

사진13

세종시호금보 보록

조선 후기 고종연간 제작추정

21.3×21.3×24.5cm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사진14

금동제 장식판

석릉 출토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소장

사진15

목제금박장식판

석릉 출토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소장

5   『高麗史』 권 91, 열전 제4, 明宗二女條.

6   『高麗史』 권 90, 열전 제3, 王珹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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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고종의 친모인 원덕태후元德太后는 성평왕후의 고모이자 외숙모이다.7 즉 성평왕후는 고

종과 사촌간이며, 동시에 장모가 된다. 성평왕후의 딸인 안혜태후安惠太后는 고종과 결혼하여 

원종을 낳았고 1232년 강도 이전 직전에 사망하였다. 즉, 성평왕후는 안혜태후의 친모이며, 

고종의 장모이자 원종의 외할머니로서8 1247년 사망할 때까지 강도시기 고려 왕실 내에서 

상당히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폐위된 희종의 능에 상당한 수준의 유물

이 부장된 것은 당시 생존해있던 부인 성평왕후와 자녀들이 고려 왕실 내에서 높은 위상을 가

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IV  곤릉 출토 금속공예품의 현황과 특징

  2004년 발굴된 곤릉은 원덕태후의 능이다. 원덕태후는 왕실 종친인 신안후 왕성의 딸이자 강

종의 비였으며, 고종의 친모이다. 그녀는 1239년 5월 사망하여 곤릉에 장사지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녀의 생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별로 없다. 그녀가 죽기 바로 직전인 1238년은 경

주의 황룡사 탑이 몽골군에 의해서 불에 타버릴 정도로 몽골군의 침략이 심했던 혼란기였으

며, 1239년 4월에는 고려 왕이 몽골을 직접 방문하라는 조서를 내리고 몽골군이 철수했다. 

이러한 정황으로, 당시 고려사에는 원덕태후의 사망에 대한 내용이 거의 기록되지 않았다. 곤

릉 내부에서 수습된 금속공예품들은 다른 능묘 출토품과 비슷한 성격이며, 금제 및 은제, 은제

도금 및 금동제, 동 및 동합금제, 철제품 등이 발견되었다.

  금제품은 석실 내부에서 수습된 얇은 금사가 있는데, 목재에 흰색 도료를 바르고 금박편을 

붙인 파편들과 함께 출토되었다. 원래의 형태나 용도는 전혀 알 수 없지만, 얇은 금박을 가늘

게 잘라서 꼬아 만든 금사들은 너무 가늘기 때문에 직금직물織金織物에 사용되었던 금사일 가

능성이 있다. 

  은제품으로는 석실내부에서 수습된 은제도금장식판 파편 7점이 있다. 이들은 0.01cm의 얇

은 은판을 폭 2cm 내외의 띠 모양으로 잘라서 문양을 새긴 것으로 목칠함의 테두리를 장식했

던 장석의 일종으로 추정된다.사진16 뒷면에는 옻칠한 흔적이 남아 있는 목질흔이 남아 있으

며, 청동제 못을 규칙적으로 박아서 고정시켰다. 축조기법蹴造技法으로 당초문대唐草文帶를 새

기고 문양 부분에 도금을 한 장식판들은 문양의 형태나 축조기법에 사용된 정의 형태 등으로 

볼 때, 적어도 2개 이상의 목칠함에서 사용된 파편으로 추정된다. 금속판의 길이나 남아 있는 

백골의 두께 등으로 볼 때, 원래의 목함은 30cm 정도 되는 비교적 큰 함이었을 가능성이 있

다. 곤릉에서는 이 은판에 부착된 청동제 못과 같은 형식의 못이 여러 점 출토되었는데, 일부 

못 중에는 머리에 은박을 씌운 흔적이 남아 있다.

  금동제품은 5점 발견되었는데, 그 중에서 거의 완전한 상태로 발견된 것은 청동제 동곳 2점

이다. 전형적인 고려시대의 머리장신구로서, 다리 부분에는 은박으로 감싼 후 도금을 했다. 

다른 3점의 금동제품은 완전히 파손된 상태의 장식품으로서, 정확한 용도를 알 수 없다. 먼저 

2mm 두께의 나뭇잎 형태의 금동판은 청동을 주조해서 제작한 것으로, 앞면은 다듬어서 도

금을 하고 뒷면은 거의 다듬지 않았다.사진17·18 다른 한 점의 금동제 장식은 0.5mm의 얇은 

동판을 둥글게 말아서 길고 좁은 나팔형으로 만들고 도금한 것이다.사진19 이 세 점의 금동제 

7   『高麗史』 권 88, 열전 제1, 元德太后柳氏條. 성평왕후와 원덕태후는 모두 친부가 고려 왕가의 종친 

왕씨였으므로 결혼 전의 원래 성은 왕씨였으나, 결혼하면서 다른 성을 받아서 각각 임씨, 유씨로 알

려져 있다. 고려시대 왕실에서는 친족간 결혼이 종종 행해졌는데, 이때 부인은 원래 성을 버리고 다

른 성씨로 개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8   성평왕후의 생애에 대해서는 『高麗史』 권 88, 열전 제1, 熙宗成平王后任氏條 참조.

사진16

은제도금장식판

곤릉 출토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소장 

사진17

금동제 장식판(앞)

곤릉 출토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소장

사진18

금동제 장식판(뒤)

곤릉 출토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소장

사진19

금동제 장식

곤릉 출토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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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식들과 유사한 예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용도는 파악하기 힘들다.9 

  곤릉에서는 11종 21점의 동전이 출토되었는데, 대부분 중국의 당 · 송대 화폐이다. 그 중에

는 조선시대 세종 연간에 주조된 조선통보가 2점 포함되어 있는데,(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244) 

이는 도굴 과정에서 유입된 것이라는 견해와 조선시대에 고려 왕릉을 중수하면서 매납된 것으

로 보는 견해 등이 있어서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철제품은 대부분 철정과 고리모양의 걸개용 철정인데 철정은 파손된 상태로 60여점이 확인

된다. 철제품 중에서 비교적 완전한 상태로 발견된 것은 단조기법으로 제작된 철제 관 고리들

과 주조기법으로 제작된 차관이다. 특히 마차 바퀴에 사용하는 차관은 고려시대 능묘에서 발

견된 예가 드물어 주목된다. 철제품 중에는 모란문을 새겼던 흔적이 있는 독특한 용도 미상의 

철판 한 점이 있는데 여기에 새겨진 모란문은 석릉에서 출토된 모란당초문들과 상통하는 양식

이다.사진20 철판 위에 옻칠과 직물 흔적이 보이고 그 위로 음각 모란문이 눌러 찍혀진 것으로 

볼 때, 원래는 별도의 금속판을 위에 붙이고 문양을 눌러 찍었던 것일 가능성이 있다. 향후 자

연과학적 조사와 유사한 사례 검토가 필요하다.

  곤릉에서 발견된 금속공예품들은 대부분 심하게 부서진 단편이지만, 금 · 은 · 금동 · 철 등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제작되었다. 위세품으로서 금속공예품의 성격은 석릉 출토품과 상통

하는 부분이 많지만, 은제품의 출토 예는 적은 편이다. 곤릉과 석릉에서는 모두 도금한 금속

판으로 장식한 목칠함과 모란당초문의 흔적이 확인되어 13세기 전반 고려 왕실에서 사용했던 

화려한 공예품 양식을 잘 보여준다.

V  능내리 석실분 출토 금속공예품의 현황과 특징

  가릉 북쪽에 위치한 능내리 석실분은 피장자가 알려져 있지 않은 고려 왕릉급 석실분으로, 

은제도금봉황문장식판사진21과 장도집의 파편으로 추정되는 은제도금장식판 등이 출토되어 

일찍부터 주목되었다. 여기에서 출토된 금속공예품은 은제도금, 동제, 동전, 철제 등 다양하

다. 봉황문 장식이 다수 확인되었으며, 은제장도집과 같은 여성용 장식품의 흔적이 발견되어 

피장자는 고려 왕실에서 상당히 지위가 높았던 여성으로 추정되어 왔다.

  능내리 석실분 피장자의 위상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되는 것은 복원 추정 지름 20-22cm 내

외의 은제도금봉황문장식판이다.사진21 이 은제도금판은 0.2mm의 얇은 은판에 축조기법

과 어자문기법魚子文技法을 이용하여 봉황문을 새기고 문양 부분에 도금을 한 것으로, 목함이

나 목관에 붙였던 장식판으로 추정된다. 강도시기 고려 왕릉에서 어자문기법이 사용된 금속공

예품은 능내리 석실분에서만 확인되었다. 이 은제도금장식판에서는 봉황의 몸체 부분에 지름 

1.2mm의 어자문정을 찍어서 장식했다. 발굴보고서에서는 봉황의 머리가 1개체분만 남아 있

어서 이 장식판의 문양을 단봉문單鳳文으로 추정했으나, 원래는 쌍봉문雙鳳文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은제도금합의 뚜껑에 새겨진 쌍봉문은 능내리 출토품과 

상당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사진22 국립박물관 소장의 은제도금합에 새겨진 쌍봉문은 두 마

리의 봉황이 서로 꼬리를 물고 있으며, 주위에 꽃과 덩굴이 어우러진 형상이다. 이로 보아 능

내리 출토품도 비슷한 양상이었다고 추정된다. 이러한 쌍봉문은 당나라와 요나라에서 크게 유

행했으며, 고려시대에도 금은제합이나 동경銅鏡, 은입사향완 등의 여러 금속공예품에서 쌍봉

문이 표현되었다. 강도시기 고려 왕릉에서 봉황문이 장식된 금속공예품은 현재까지 능내리 석

실분에서만 출토되었다.

사진20

철제 장식판

곤릉 출토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소장

사진21

은제도금봉황문장식판

능내리 석실분 출토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소장

9   이 중에서 나팔형 장식의 경우에는 조선시대 불교 의례에 사용하는 佛輦의 장식으로 사용된 예들이 

가끔 확인되고 있어서, 장례의식에서 사용했던 가마의 장식일 가능성이 있다.

사진22

은제도금합

고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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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사』에는 강화도 천도 직전인 1231년 12월 고려에 온 몽골 사신을 위해서 고종이 연회

를 베풀고 “뚜껑에 봉황을 새긴 주전자와 술잔받침 한 벌”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물품을 몽골

에서 온 당고唐古 원수에게 주었다는 기록이 있다.10 당시 고려 왕실에서 몽골 사신에게 하사

한 봉황을 새긴 주전자와 술잔이 도자기로 제작된 것인지, 금속기로 제작된 것인지는 알 수 없

으나, 이 기록은 강화도 천도 직전의 고려 왕실에서 봉황문을 새긴 공예품이 애용되었음을 알

려준다.

  능내리 석실분에서는 봉황문이 표현된 소형의 은제도금장식판도 여러 점 발견되었다.사진

23·24 이 장식판들은 장방형의 얇은 은판에 타출기법打出技法으로 봉황문을 표현한 것이다. 

장식판의 세로 길이는 대부분 3.1cm 정도로 일정하지만, 가로 길이는 끝부분이 방형이나 능

화형 등 변형이 있어서 판마다 조금씩 다르다. 각 판에는 날개를 활짝 편 단봉문이 타출기법으

로 표현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약 8개체분의 봉황 머리 조각이 확인되었다. 이러

한 형태와 봉황의 숫자로 볼 때, 이 소형 장식판들은 8개 이상의 봉황문 과판 板을 가진 과대

帶의 파편으로 추정된다. 능내리 석실분 출토 과대편은 지금까지 알려진 고려시대의 금속제 

과대들에 비해서 세로 길이가 다소 좁고 크기가 작은 점이 특징이다

  지금까지 고려시대의 봉황문 과대는 알려진 바가 없으나, 중국의 『송사宋史』 여복지에는 과

대의 문양 중에 “봉자鳳子”, 즉 봉황문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설유경 2011; 150-151) 능내리 

출토 봉황문 과대 파편은 현존하는 유일한 고려시대의 봉황문 과대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고

려시대의 과대는 주로 남성이 관복官服을 착용할 때 사용했다고 알려져 왔지만, 피장자가 여성

으로 추정되는 능내리 석실분에서 과대 추정 파편이 출토되었다. 따라서 고려시대 후기에 신

분이 높은 왕실의 여성이 예복에 과대를 착용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고려시대 여성의 복식

에 대해서 현존 자료가 매우 부족하지만, 송대의 황후 초상화사진25에서는 허리에 과판으로 

보이는 장식의 허리띠, 즉 과대를 착용한 것으로 보이는 예들이 남아 있다. 대만의 국립고궁박

물원에는 송대 황후의 초상화가 다수 현존하는데, 그 중에서 송나라 신종神宗의 황후였던 흠성

황후欽聖皇后(1046-1101)의 초상화에서는 가슴 부근에 과대와 비슷한 형식의 띠를 착용한 것이 

확인된다.11 또한 고려와 마찬가지로 송대의 예제를 따랐던 명대明代의 여성 초상화 중에는 여

성이 관복을 입고 과대를 착용한 예들이 다수 남아있다.(楊新 2008; 90-91)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능내리 석실분 출토 소형의 봉황문 은제도금장식판들은 고려 왕실의 여성이 의례용 복식

에 착용했던 봉황문 과대의 파편으로 추정된다.

  능내리 석실분에서 발견된 은제품 중에서 주목되는 또 다른 예는 지름 2.3cm 정도로 복원 

가능한 은제도금소합의 파편이 있다.사진26 이 은제도금소합은 0.6mm의 얇은 은판을 단조 

및 타출기법을 이용해서 만든 것으로, 다릉형합多菱形盒의 뚜껑과 몸체의 일부가 발견되었다. 

고려시대의 다릉형 은제도금합들은 대부분 출토지와 제작연대가 알려져 있지 않았는데, 8릉, 

12릉, 16릉 등 다양한 평면을 가지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출토지 미상의 은제도

금소합은 뚜껑의 윗면과 측면에 꽃문양을 비롯한 여러 문양을 새긴 합으로 능내리 석실분 출

토 은제도금소합의 원래 형태를 추정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사진27 일반적으로 이런 다릉형합

에는 뚜껑 부분과 측면에는 문양을 새기고, 바닥에는 문양을 새기지 않거나 간략화된 문양을 

새기는 경우가 많다. 능내리 석실분에서 발견된 은제도금소합도 윗면에는 꽃 문양을 새기고, 

바닥면에는 문양을 새기지 않아서 비슷한 형식으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능내리 석실분

10   “丁丑以滿鏤鳳盖酒子臺盞各一副….” 『高麗史』 권 23, 세가 제23, 고종 18년 12월 丁丑.

11   이외에도 대만 고궁 소장의 송대 인종황후 초상이나 진종황후 초상 등에도 허리에 과대를 착용한 

시녀상이나 과대로 보이는 띠를 가슴 부근에 착용한 예들이 다수 확인된다(沈從文, 1988, 332-

334). 이 초상화들은 대부분 남송대 즈음에 다시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송대 황후 초상화

에 대해서 알려주신 서울여자대학교의 송미경 교수님,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조인수 교수님, 서울대학

교의 장진성 교수님께 감사를 드린다.

사진23

은제도금봉황문장식판 1

능내리 석실분 출토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소장

사진24

은제도금봉황문장식판 2

능내리 석실분 출토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소장

사진25

송 신종 흠성황후 초상

중국 송대

대만 국립고궁박물원 소장

사진26

은제도금소합의 파편

능내리 석실분 출토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소장

사진27

은제도금소합 1쌍

고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99

의 은합에 새겨진 문양은 동그란 잎이 5개 정도 달려 있는 작은 꽃으로, 모란문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능내리 석실분에서 발견된 능화형菱花形 은제도금장식판 2점은 전형적인 고려시대의 은제도

금 타출문 장도집의 파편이다.사진28 이 파편은 두께 0.5mm 미만의 얇은 은판을 꽃 문양으

로 타출하여 장식했는데, 원래의 형태와 크기를 추정할 수 없지만 상당한 수준의 금속공예 기

법을 보여준다.12 이외에도 능내리 석실분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은제도금장식과 은제편이 출

토되었는데, 곤릉 출토 은제도금당초문장식판들과 비슷한 양식이 발견되었다. 이중에는 소형

의 은제국화동 조각 2점,사진29 은제 배목 등이 발견되어, 은제로 제작한 목칠함의 장석들이 

다수 확인된다. 그 외에 금속판을 목함이나 나무판에 부착할 때 사용한 30여개의 은못이 출

토되었는데, 못의 크기와 못 머리의 형태가 크게 세 종류로 나누어진다. 이는 형태별로 다른 

용도에 사용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가장 작은 못은 길이 11.8mm에 못머리 지름 4.3mm으

로, 머리와 몸을 따로 만들어 붙이고 몸체는 갈아서 아래 부분을 뾰족하게 만들었다. 두 번째 

크기는 전체 길이 14.5mm의 크기로, 머리는 납작한 형태이다. 맨 마지막의 은제 못은 길이 

22.1mm, 못머리의 크기 13.1mm정도 크기인데, 못머리는 은판을 두드려서 만들고 몸체는 

단조하여 땜으로 붙였다. 

  이 외에 능내리 석실분에서는 여러 종류의 청동제 못과 고리장식, 청동판 등 다양한 청동제품

과 6점의 동전이 발견되었다. 철제품은 가릉, 석릉, 곤릉 출토품과 상당히 유사한 양상으로, 율

각지 정을 비롯한 다종다양한 철정과 각종 고리, 도자刀子 단편 등이 출토되었다.

  능내리 석실분 출토 금속공예품은 도굴로 인해 부장품의 전체적인 양상은 확인할 수 없지만, 

은으로 만들고 도금한 작은 소합이나 과대편, 장도집을 비롯한 각종 금속공예품들의 단편이 확

인되어 지금까지 발굴 조사된 강화도의 고려 왕릉 중에서 가장 수준 높은 양상을 보여준다. 또한 

제작기법 면에서는 다른 능묘에서 확인되지 않은 어자문기법과 타출기법 등을 사용한 공예품들

이 확인되는데, 이들은 강도 천도 이전에 제작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고려시대의 금은기 중에서 

어자문기법과 타출기법은 고려 명종이 1175년 4월 발표한 금은기 금제법禁制法 이후에 점차 쇠

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임지윤 2011; 김세린 2013)13 능내리 석실분에서는 비교적 우수한 수준

의 어자문기법과 타출기법이 사용된 공예품의 흔적이 확인되어 주목된다. 또한 은제도금 장식판

들에 새겨진 쌍봉 및 단봉문과 같은 봉황문 장식은 고려시대 왕실에서 애용하던 문양으로서, 피

장자의 신분이 상당히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강도시기 고려 왕실에서 신분이 높은 여성 중 장지가 확인되지 않은 

여성은 고려 고종의 부인인 안혜태후와 희종의 부인이자 안혜태후의 어머니인 성평왕후이다. 그

중 안혜태후는 강화도 천도 직전인 1232년 6월에 사망하여 장사를 지냈기 때문에, 능묘는 개성 

인근에 마련되었을 것이다.(이상준 2017; 81) 그에 비해 강화도 천도 이후 한참 지난 1247년에 사

망한 성평왕후는 사촌이자 사위인 고종이 그녀의 사망을 매우 애통해할 만큼 당시 왕실에서 높

은 위상을 가지고 비교적 장수한 고려 왕실의 주요 인물이다.

  고려시대의 역사는 조선전기 유교사관에 입각하여 기록 및 편집되었기 때문에, 정사 안에서 

고려 왕실 여성들의 지위와 권력에 관해서는 자세하기 알기 어렵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고려시대는 조선시대와는 달리 남녀의 성차별 없이 재산 상속이 균등하게 배분되었으

며,(최재석 1984; 이정란 2015) 왕실 내에서 왕의 어머니인 태후의 위상은 국왕보다 위에 있다고 할 

만큼, 여성, 특히 모친의 지위가 높았다.(이정란 2013) 근친혼이 종종 행해진 고려 왕실의 사정을 

고려한다면, 강도 시기 성평왕후의 위상은 왕실 내에서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성평왕

사진28

은제도금장식품(장도집의 일부)

능내리 석실분 출토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소장

사진29

은제국화동 장석

능내리 석실분 출토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소장

12   고려시대 유사한 양식의 은제도금타출문장도집은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한 여러 박물관에 다수 전하

고 있다. 호암갤러리, 1995, 214 및 김은애, 2007 참조.

13   『高麗史』 권 19, 세가 제19, 명종 5년 4월 丙寅. 참조.



200

후 사후에 고종은 시호를 책봉하는 책문에서 “오늘날 후궁의 모든 업적은 오로지 어머니의 교훈

에 의하여 이룩된 것인데 어찌 백 세도 못 사시고 세상을 떠나셨는가요?”라고 하여, 깊은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14 이러한 책문의 내용으로 볼 때 성평왕후의 위상은 강도시기 고려 왕실에서 상

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성평왕후는 희종의 사망 후 10년이 지난 1247년 8월 을사일에 죽어서 소릉紹陵에 안장되었다

고 하는데, 현재 소릉의 정확한 위치는 알려진 바가 없다. 필자는 능주를 알 수 없지만, 강도시기 

고려 왕릉 중에서 가장 위상이 높고 독특한 금속공예품들을 부장한 능내리 석실분이 당시 고려 

왕실에서 높은 위상을 가졌던 성평왕후의 소릉일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한다. 고려시대 왕실의 

친인척 관계와 위계문제는 남녀의 문제나 왕의 폐위보다는 남녀 각자의 혈통과 계보가 중요했

다. 또한 능내리 석실분에서 보이는 금은기 중에는 강도시기 이전에 제작된 것일 가능성이 큰 어

자문기법이나 고부조의 타출기법 등이 사용된 예가 확인되었는데, 이들은 피장자의 사망 직후에 

부장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라 피장자가 생전에 사용했던 것을 부장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는 고려 능묘 출토 금속공예품의 제작시기가 능묘 건립 연대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 아니

라, 피장자의 생존연대와 관계가 있음을 뜻한다. 성평왕후의 소릉으로 추정되는 능내리 석실분 

출토 금속공예품들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강도시기 고려 왕릉의 부장품 매장 방식과 상류층 

여성의 생활 문화에 대한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VI  맺음말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강화 고려왕릉의 발굴조사를 통해서 출토된 각종 금속공예품

들은 대부분 파편 상태이지만, 강도시기 고려 왕실 문화의 새로운 면모를 알려주는 귀중한 물질

문화사적 자료들이다. 여기에서는 가릉, 석릉, 곤릉, 능내리 석실분 등 발굴조사가 완료된 네 기

의 능묘에서 출토된 다양한 금속공예품들의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았다. 네 기의 능묘에서는 모

두 은제, 은제도금, 금동제, 동제, 철제 등 다양한 재질의 다양한 용도를 가진 금속공예품들이 출

토되었는데, 대부분은 파손이 심해서 원형을 파악하기 어렵다.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원형 추정

이 가능한 금속공예품들의 문양과 제작기법 등을 통해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고려시대 금속

공예의 새로운 측면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다.

  가릉 · 곤릉 · 석릉 · 능내리 석실분에서는 모두 목칠함을 장식한 장석의 일종으로 추정되는 은

제도금, 혹은 금동제 장식판들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이들은 금속제 장석의 제작과 사용이 이미 

고려시대부터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해 있었으며, 이후 조선시대 왕실의 목칠공예와 두석장 기능

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석릉과 능내리 석실분에서는 은제 그릇이나 장도집과 같

은 은제 기물의 파편들이 확인되는데, 이들은 고려시대 은제 공예품 연구를 위한 중요한 절대편

년자료로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 특히 능내리 석실분에서 발견된 은제도금봉황문과대편은 고려

시대 왕실 여성의 복식 문화를 알려주는 새로운 자료로서 중요하다.

  강도시기 고려 왕릉에서 출토된 금속공예품 중 가장 뛰어난 제작기법과 발전된 양식을 보여주

는 공예품들은 대부분 능내리 석실분에서 출토되어 능내리 석실분이 이 네 고분 중에서 가장 높

은 위상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필자는 출토된 금속공예품의 현황과 『고려사』 문

헌기록에 보이는 고려 왕실의 계보의 분석을 통해서, 능내리 석실분의 피장자를 가릉·곤릉·석릉

의 피장자들보다 훨씬 높은 위계를 가진 고려 왕실의 여성이자, 강도 천도 이전부터 세력을 가지

14   “凡此嬪功職由母訓何上壽未滿卽大期奄臻.” 『高麗史』 권 88, 열전 제1, 熙宗成平王后任氏條. 한글 번

역은 古典硏究室 편, 1991, 『北譯 高麗史』 제 8책, 신서원, p. 3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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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던 성평왕후로 추정하였다. 한편, 능내리 석실분에서 출토된 금속공예품 중 일부 유물의 

제작 시기는 성평왕후의 사망 시점인 1247년보다 빠른 강화도 천도 이전 시기로 추정되므로, 

그녀가 생전에 사용했던 것을 부장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아직까지 강화도와 개성 지역의 고

려시대 능묘 발굴조사는 미진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기한 여러 가지 가설들에 대해

서는 향후 다른 고려시대 유적의 발굴조사와 출토 유물에 대한 상세한 비교 검토를 통하여 좀 더 

다양하게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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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목록

강화지도 江華地圖

001 

17세기 초

41.4×31.9cm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강화전도 江華全圖

002 

18세기 초

146.5×41.0cm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속수증보강도지 續修增補江都誌

003 

박헌용朴憲用 

1932년

34.0×18.6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금니사경편 金泥寫經片

004 

강화 선원사지 출토

22.0×11.0cm

동국대학교박물관 소장

금동나한상 金銅羅漢像

005 

강화 선원사지 출토

높이 4.7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잡상 雜像

006 

강화 선원사지 출토

높이 7.6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취두편 鷲頭片

007 

강화 선원사지 출토

27.8×30.8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취두편 鷲頭片

008 

강화 선원사지 출토

18.6×19.6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자상감향로편 靑磁象嵌香爐片

009 

강화 선원사지 출토

높이 8.5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자의자편 靑磁墩片

010 

강화 선원사지 출토

높이 6.9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자상감 ‘壬申’ 명대접 靑磁象嵌'壬申'銘大

011 

강화 선원사지 출토

높이 1.5cm

동국대학교박물관 소장

동국여지도 東國輿地圖

012 

윤두서尹斗緖 
18세기 초

112.0×72.5cm

고산 윤선도 유물전시관 소장

목간 木簡

013 

태안 마도 3호선 출수 
길이 (좌) 12.4cm, 19.0cm, 20.9cm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소장

도기병 陶器甁

014 

태안 마도 3호선 출수

높이 23.3cm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소장

강도江都, 

고려의 도읍이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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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호 陶器壺

015 

태안 마도 3호선 출수

높이 29.7cm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소장

도기호 陶器壺

016 

태안 마도 3호선 출수

높이 36.5cm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소장

상어뼈 魚骨

017 

태안 마도 3호선 출수

등지느러미 길이 8.0cm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소장

청자기린형향로뚜껑 靑磁麒麟形香爐蓋

018 

진도명량대첩로 해역 출수

높이 10.8cm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소장

청자양각연판문대접 靑磁陽刻蓮瓣文大

019 

진도명량대첩로 해역 출수

높이 5.5cm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소장

청자접시 靑磁 匙

020 

진도명량대첩로 해역 출수

높이 2.3cm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소장

청자철백화국화문접시 靑磁鐵白畵菊花文 匙

021 

진도명량대첩로 해역 출수

높이 2.7cm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소장

채인범의 묘지명 蔡仁範의 墓誌銘

022 

1024년 

107.0×73.0×10.5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강화지도 江華地圖

023 

1872년

크기 105.0×140.6cm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청자양각국화당초문대접 靑磁陽刻菊花唐草文大

024 

높이 5.8cm

청자양각연판문대접 靑磁陽刻蓮瓣文大

025 

높이 7.9cm

청자철백화국화문접시 靑磁鐵白畵菊花文 匙

026 

높이 2.9cm

청자접시 靑磁 匙

027 

높이 3.5cm

청자양각연판문잔 靑磁陽刻蓮瓣文盞

028 

길이 (좌) 5.1cm

청자철백화국화문잔 · 청자뚜껑 靑磁鐵白畵菊花文盞 · 靑磁蓋

029 

높이 (좌) 9.8cm, (우) 4.2cm

청자잔탁 靑磁盞托

030 

높이 (좌) 5.1cm, (우) 4.8cm

강도江都, 

고려 왕릉이 자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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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상감모란문대접 靑磁象嵌牡丹文大

042 

높이 7.8cm

청자화형접시 靑磁花形 匙

043 

높이 3.0cm

청자양각포도당초문대접 靑磁陽刻葡萄唐草文大

044 

높이 7.5cm

도기매병 陶器梅甁

045 

높이 37.0cm

글씨가 찍힌 전 印章塼

046 

너비 29.9cm

금사 · 금박편 金絲 · 金箔片

047 

두께 0.1cm

은제도금당초문장식판 銀製鍍金唐草文裝飾板

048 

길이 6.3cm

철제모란문장식품 鐵製牡丹文裝飾品

049 

길이 6.5cm

금동장식품 金銅裝飾品

050 

길이 (좌) 8.3cm, 7.6cm, 6.6cm

차관 車關

051 

지름 11.9cm

은제나비장식 銀製蝴蝶裝飾

052 

길이 2.0cm

청자상감모란문뚜껑 靑磁象嵌牡丹文蓋

031 

높이 3.7cm

청자상감모란문호 靑磁象嵌牡丹文壺

032 

길이 7.8cm

청자상감운학문매병 靑瓷象嵌雲鶴文梅甁

033 

길이 (좌) 13.1cm

철제14면체두정 鐵製14面體頭釘

034 

길이 (좌) 8.8cm, (우) 9.2cm

금동제장식판 金銅製裝飾板

035 

길이 (좌) 5.5cm, 3.6cm, 5.5cm

금동제경첩편 金銅製摺鐵片

036 

길이 (좌) 9.6cm, (우) 9.3cm

금박칠편 金箔漆片

037 

길이 3.5cm

청동편 靑銅片

038 

두께 0.2cm 

석인상 石人像

039 

높이 (좌) 46.0cm, (우) 40.0cm

석수 石獸

040 

높이 16.5cm

청자사자삼족향로 靑瓷獅子三足香爐

041 

높이 8.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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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제경첩 銀製摺鐵

053 

길이 4.0cm

청동사 靑銅絲

054 

길이 4.7cm

청동못 靑銅釘

055 

길이 2.2cm

옥장식 玉裝飾

056 

길이 2.3cm

골제장식 骨製裝飾

057 

길이 1.3cm

석간 石簡

058 

길이 8.4cm

동전 銅錢

059 

지름 2.3~2.5cm

청자양각용문원통형향로 靑磁陽刻龍文圓筒形香爐

060 

높이 6.4cm

청자음각앵무문대접 靑磁陰刻鸚鵡文大

061 

높이 7.8cm

청자양각연판문대접 靑磁陽刻蓮瓣文大

062 

높이 8.3cm

청자항아리 靑磁缸

063 

높이 9.6cm

도기호 陶器壺

064 

높이 (좌) 25.7cm, 31.5cm, 32.2cm, 29cm

은제도금봉황문장식품 銀製鍍金鳳凰文裝飾品

065 

두께 0.2cm

은제도금봉황문장식품 銀製鍍金鳳凰文裝飾品

066 

길이 3.0cm

은제도금소합 銀製鍍金小盒

067 

지름 2.4cm

은제도금장식품 銀製鍍金裝飾品

068 

길이 2.2cm

은제고리 및 배목

069 

길이 3.1cm

은못 銀釘

070 

길이 1.2~3.0cm

은제도금화형장식 銀製鍍金花形裝飾

071 

길이 3.4cm

유리 및 호박구슬 琉璃玉, 琥珀玉

072 

유리구슬 지름 0.2~0.4cm

호박구슬 지름 0.6~0.9cm

여조왕릉등록 麗朝王陵謄錄

073 

예조 전향사

1638~1690년

41.2×26.6cm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조선통보 朝鮮通寶

074 

길이 2.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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