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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汝窯는 중국의 대표적인 名窯이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 여요를 가리켜
汝官窯로 칭한다. 여관요는 汝州에 위치한 官窯라는 의미일 것이다. 여요가 관요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는 견해를 처음 제출한 사람은 Percival David이다. 그의 주장은
1937년에 발표된 논문 “A Commentary on Ju Ware”에 담겨 있다. 그가 핵심적인
근거 자료로 제시한 것은 “大觀元年”銘輪形火照였다. 그렇지만 그는 여요를 여관요로
칭하지 않았다. 여관요라는 명칭을 만들어낸 사람은 小山富士夫였다. 당시 그는 이른바
北方靑瓷를 여요자기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Percival David의 논문을 접한 후 사실상
자신의 견해가 틀렸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견해를 폐기하는 대신 Percival
David가 여요자기로 지목한 자기에 여관요자기라는 명칭을 부여한 것이다.
그러나 그 후 “大觀元年”銘輪形火照가 위조품으로 밝혀짐으로써 사실상 “여관요”라는
명칭은 그 존재 이유를 상실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때부터 淸凉寺汝窯址가 발견될
무렵까지 사용된 “여관요”라는 명칭은 사실상 形骸化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86년에
청량사여요지가 발견되면서 여요가 곧 北宋官窯라는 견해를 중심으로 官窯說이
다시 부상하였지만, 그것이 “여관요”라는 명칭에 객관적 타당성을 부여해 주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많은 연구자들이 관요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관요”라는 명칭의 출현이 오히려 여요 연구상에 혼란을 야기했을 뿐이라는 것이 필자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북송말기에 여요가 성립되고부터 줄곧 이 窯場의 명칭은 “여요”였다. 20세기에
접어들어 석연치 않은 계기로 “여관요”라는 명칭이 출현한 이후 여요의 개념과 명칭을
둘러싼 혼란이 시작되었다. 이제 객관적 타당성이 담보되지 않은 “여관요”라는 명칭을
버리고, 아울러 여요에게 본래의 명칭, 즉 “여요”라는 명칭을 되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주제어 : 汝窯, 汝官窯, Percival David, 小山富士夫, 淸凉寺汝窯址, 北宋官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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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여요를 가리켜 여관요 또는 官汝窯로 칭한다. 여요가 북송의 조정
이나 관부가 설립하고 운영한 관요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거나, 여요가 곧 휘종 政和年
間에 설립한 북송관요라고 믿고 있는 연구자들이 그러하다. 하지만 필자는 그들의 주장
에 동의하지 않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여요의 성격을 다룬 별도의 논문에서 밝힌
바 있다(李喜寬 2016a: 120-131). 그래서 이러한 여요의 명칭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굳
이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왔다.
최근 필자는 이러한 생각을 바꾸게 되었는데, 2015년 11월 북경에서 열린 故宮博物院汝
窯學術硏討會(11월 16일~18일)에 참석한 것이 그 계기가 되었다. 이 회의에 참가한 적지
않은 연구자들이 아직도 여요를 “여관요”나 “관여요”로 칭하고 있으며, “여요”와 “여관요”
를 혼용하는 연구자도 있었다. 게다가 여요가 기본적으로 民窯의 토대 위에서 운영되었
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들 가운데에도 그것을 “여관요”나 “관여요”로 칭하는 경우가 있어
서 놀라웠다. 이러한 현상들은 여요의 개념과 명칭을 둘러싼 오늘날 학계의 혼란상을 그
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다 아는 바와 같이, “汝官窯”의 “汝”는 이 요장이 위치한 장소, 즉 汝州를 가리키고, “官”
은 이 요장을 설립하고 운영한 주체가 官, 즉 조정이나 관부라는 점을 의미한다. 즉 여관
요는 여주에 위치한 관요라는 의미일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역대의 어느 문헌이
나 고고학 자료에서도 북송시기에 여주에 관요가 있었음을 알려주는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왜 여관요라는 명칭을 사용해온
것일까? 이 시점에서 이러한 여요의 명칭과 관련된 의문을 푸는 것도 여요 연구와 관련하
여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먼저 역대 문헌에 보이는 여요의 개념을 살펴보려 한다. 이를
통하여 여요의 본래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20세기에 접어들어 여요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이후에 전개된 여요의 성
격과 관련된 논의의 궤적을 추적할 것이다.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여관요라는 명칭이 출
현하게 되는 배경과 과정뿐만 아니라 여요의 성격에 대한 여러 견해들이 가지고 있는 문
제점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연구가 여요에 대한 더욱 진전된 이해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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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역대 문헌에 보이는 여요의 개념
20세기에 접어들어 여요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이후 여요라는 명칭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 하나는 일반적으로 여주에 있던 요장을 가리키는 것
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여주에 있던 요장 가운데 각별히 북송말기에 조정의 명에 따라 供
御用 자기를 제작하던 특정 요장-淸凉寺汝窯-이나 그곳에서 만든 자기(天靑釉瓷器)를 가
리키는 것이다. 전자가 廣義의 여요라면, 후자는 狹義의 여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20세기에 접어들기 이전에는 여요라는 명칭이 어떤 개념으로 쓰였을까? 이 점
을 파악하기 위하여 역대 문헌에 보이는 여요와 관련된 명칭들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북송시기의 문헌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A) 狻
 猊出香, 亦翡色也. 上有蹲獸, 下有仰蓮, 以承之. 諸器惟此物最精絶. 其餘, 則越州
古秘色·汝州新窯器, 大槩相類.([宋]徐兢 撰 1970: 310)

(B) 政和官焙來何處,

雪後晴窓欣共煮. 銀缾瑟瑟過風雨, 漸覺羊腸挽聲度. 盞深扣之看浮
乳, 點茶三昧須饒汝. 鷓鴣班中吸春露,

.([宋]惠洪 撰 1986: 243)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료(A)는 1124년에 徐兢이 찬한 『宣和奉使高麗圖經』에 보이는 내용
이고, 사료(B)는 송대의 승려 惠洪의 저작인 『石門文字禪』에 실려 있는 「無學點茶乞詩」이
다. 「無學点茶乞詩」를 지은 구체적인 시점은 분명하지 않지만, 혜홍이 建炎 2년(1128)에
돌아갔으므로, 북송말기의 어느 때였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북
송시기의 기록 가운데 여요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하였거나 그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이 둘이 전부이다.
사료(A)의 “汝州新窯器”는 여주에 새로 건립된 요장에서 만든 기물, 또는 여주에서 만
든 새로운 자기라는 의미일 터인데, 그것이 당시 여주에서 제작된 다양한 자기 가운데
청량사여요(御用瓷器燒造區)에서 본래 공어용으로 제작한 천청유자기를 가리킬 것이라
는 점은 이미 별고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가 있다(李喜寬 2016a: 110-117). 사실 월요의 秘
色瓷와 더불어, 당시 “천하제일”로 일컬어진 고려비색청자와 비슷하다고(“相類”) 평가된
“여주신요기”가 당시 여주에서 널리 제작되던, 비교적 품질이 낮은 이른바 임여요청자와
같은 부류를 가리킬 수는 없는 일이리라.
사료(B)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點茶三昧에는 모름지기 饒州와 汝州에서 만든 자
기가 제격이라고 한 대목이다(“點茶三昧須饒汝”). 요주에서 만든 자기란 필경 당시 경덕
진에서 생산된 청백자를 가리킬 것이다. 당시 경덕진의 청백자는 품질이 매우 높아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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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의 대상이 되었다([淸]徐松 輯 1957: 食貨52之37). 여주에서 만든 자기는 여주에 있던 요
장에서 생산한 자기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그 가운데 본래 공어용으로 제작된 천청유자
기만을 가리키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혜홍이 각별히 點茶에 적합한 자기로 높은
품질을 자랑하던 청백자와 함께 언급한 점으로 미루어 후자를 가리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여주에서 본래 공어용으로 제작된 천청유자기 가운데 공어에서 탈락한 것들
을 일반에 판매하도록 허락하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宋]周煇 撰(劉永翔 校注)
1994: 213).

한편, 여요와 관련된 남송시기의 문헌기록은 비교적 많은 편이다. 葉寘의 『坦齋筆衡』

[사료(C)], 찬자를 알 수 없는 『百寶總珍集』 [사료(D)], 陸游의 『老學庵筆記』[사료(E)], 周煇
의 『淸波雜志』 [사료(F)], 周密의 『武林舊事』 [사료(G)] 등에 보이는 기록이 그 대표적인 것
들이다.
(C) (宋葉寘坦齋筆衡云)‥‥‥本朝以定州白磁器有芒, 不堪用, 遂命汝州造靑窯器, 故河
北唐·鄧·耀州悉有之, 汝窯爲魁.([元]陶宗儀 撰 1959: 362-363)

(D) 汝窯土脉偏滋娟, 高丽新窯皆相類. 高廟在日㬠直錢, 今時押眼看價例. (汝窯土脉滋
娟, 與高麗器物相類, 有鷄爪紋者認眞, 無紋者尤好. 此物出北地. 新窯, 修內司自燒
者. 自後僞者, 皆是龍泉燒造者.) [( )안은 주석, 이하 같음]([宋]佚名 撰 1995: 809)
(E) 古都時, 定器不入禁中, 惟用汝器, 以定器有芒也.([宋]陸游(李劍雄·劉德權 點校)
1979: 23)
(F) 又汝窯, 宮中禁燒, 內有瑪瑙末爲油, 唯供御, 揀退方許出賣, 近尤難得.([宋]周煇 撰
(劉永翔 校注) 1994: 213)
(G) 紹興二十一年十月, 高宗幸淸河郡王第, 供進御筵, 節次如後. 安民靖難功臣·太傅·
靜江軍武·靖海軍節度使·醴泉觀使·淸河郡王·臣張俊進奉. ‥‥‥汝窯, 酒甁
一對, 洗一, 香爐一, 香合一, 香球一, 盞四只, 盂子二, 出香一對, 大奩一, 小奩一.
‥‥‥([宋]周密 撰 1986: 273)
사료(C)·(D)·(F)·(G)에 보이는 “汝窯”는 여주에 있던 요장이 아니라, 사료(E)에 보이
는 “汝器”와 마찬가지로 그곳에서 만든 자기, 즉 여요자기를 가리킨다. 이 기록들에서 언
급된 여요자기는, 조정이 여주에 명을 내려 만들게 하였다거나[사료(C)], 禁中에서 오로
지 이 자기를 사용했다거나[사료(E)], 공어용으로 제작하였다거나[사료(F)], 張俊이 高宗
에게 供進한 물품 가운데 포함되었다거나[사료(G)], 고려청자—필시 품질이 지극히 높은
고려비색청자—나 신요자기, 즉 남송관요자기와 같은 부류로 묘사되었다[사료(D)].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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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점들로 미루어, 이들도 모두 여주에서 본래 공어용으로 제작된 천청유자기를 가리킨
다는 데에는 의문이 없을 줄 안다.
그 밖의 몇몇 남송시기 문헌에서도 개별적인 여요자기 기물들을 언급하였는데, 모두 품
질이 뛰어난 고급품에 속하는 청자로 묘사되어 있다(謝明良 2012: 194-196). 그러므로 이
들 역시 앞서 언급한 것들과 마찬가지로 여주에서 제작된 자기들 가운데 본래 공어용으
로 제작된 천청유자기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H) (汝瓷)

觶, 本宋高皇壽成殿花甁, 御書遺刻尙在, 旣破而工人裁爲觶‥‥‥([元]王逢
撰 1986: 810)
사료(H)는 元代의 문인 王逢의 『梧溪集』에 보이는 여요와 관련된 기록인데, 여요와 관

련된 원대의 문헌기록은 매우 드물다. 이 기록은 한 汝窯觶에 대하여 언급하였는데, 이

觶가 본래 남송 고종의 壽成殿에 있던 화병이라고 하였다. 이 점으로 미루어 이 여요자기
도 여주의 요장에서 본래 공어용으로 제작된 천청유자기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고 판
단된다.
명대의 문헌 가운데에는 여요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비교적 많은 편이
다. 曹昭가 찬한 『格古要論』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I) 汝窯, 出北地, 宋時燒者, 淡靑色. 有蟹爪紋者眞, 無紋者尤好. 土脈滋媚, 薄甚, 亦難
得.([明]曹昭 撰 1986: 106)
『격고요론』은 조소가 자신의 집에 소장하고 있거나 자신이 본 古物들을 토대로 한 선
구적인 문물감상 관련 저술로 유명하다. 하지만 여요와 관련된 내용은 남송시기의 저술
이 제공하는 정보와 별 다를 것이 없다. 여요자기의 유색과 두께에 대하여 언급한 것을
제외하면, 거의 다 남송시기의 『백보총진집』 청기조에서 옮긴 것이다(李仲謨 2001: 7375). 그러므로 여기서 언급한 여요자기도, 『백보총진집』에서 언급한 그것처럼, 여주의 요
장에서 본래 공어용으로 제작된 천청유자기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명말에 高濂이 저술한 『遵生八箋』은 그 이전의 여러 문헌들보다 여요자기에 대하여 훨
씬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전하고 있다.
(J) 汝窯, 余嘗見之, 其色卵白, 汁水瑩厚如堆脂, 然汁中棕眼隱若蟹爪, 底有芝蔴花細小

掙釘. 余藏一蒲蘆大壺, 圓底光若僧首, 圓處密排細小掙釘數十, 上如吹塤收起, 嘴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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筆帽, 僅二寸, 直槊向天, 壺口徑四寸許, 上加罩蓋, 腹大徑尺, 製亦奇矣. 又見碟子大
小數枚, 圓淺瓮腹, 磬口, 泑足, 底有細釘, 以官較之, 質製滋潤.([明]高濂 撰 1986: 710)

여요자기에 대한 내용 가운데, 그 유색이 卵白이라거나, 釉가 기름이 쌓여있는 것 같다
거나, 釉 안의 棕眼이 게의 발가락 모양 같다거나, 저부에 이른바 芝麻釘이 있다거나 한
것은 고렴이 여요자기라고 판단한 자기를 직접 관찰하고 처음 언급한 것이다. 그 자신이
소장하고 있었다는 蒲蘆大壺나 그가 또 보았다는 접시들에 대한 언급도 그러하기는 마찬
가지이다. 고렴이 언급한 대상이 모두 여주의 요장에서 생산된 자기였는지는 의문이 있
1)

을 수 있다. 특히 釉가 기름이 쌓여있는 것 같다고 한 기물이나 그가 소장하고 있었다는
2)

포로대호가 특히 그러하다. 하지만 여요자기가 관요자기와 비교하여 품질과 만듦새가
더 滋潤하다고 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그가 인식하고 있던 여요자기가 여주에 있던 많
은 요장에서 만든 자기들 가운데 조정의 명에 의해 공어용으로 제작된 자기만을 지칭하
는 것이었으리라는 점에는 의심이 없을 줄 안다.
그 밖에도 여러 명대의 문헌에서 여요자기를 언급하였지만, 앞서 언급한 남송시기의 문
헌이나 『준생팔전』에 보이는 내용을 옮기거나 거기에 찬자의 견해를 약간 덧붙인 것들이
대부분이다(Percival David 1937: 35-42; 馮先銘 編著 2000: 71-72). 그러므로 그러한 문헌
들에서 언급한 여요자기도 조정의 명에 의해 여주의 특정 요장에서 공어용으로 제작한
자기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청대의 문헌 가운데에는 淸宮이 소장하고 있던 여요자기의 현황을 알려주는 기록이 있

다. 『內務府造辦處各作成做活計淸檔』에 보이는 다음 기록이 그것이다.

(K) 四月二十七日, 太監劉希文·王太平, 交來洋漆箱一件, 汝窯器皿二十九件(三十一件
의 誤?; 필자). 三足圓筆洗一件, 奉華字圓筆洗一件, 無足圓筆洗一件, 有足有號圓筆
洗八件, 丙字圓筆洗二件, 無字圓筆洗二件, 坤寧字圓筆洗一件, 無字圓筆洗一件, 有
足無字圓筆洗一件, 有足無字圓筆洗二件, 坤寧字大圓筆洗一件, 丙字圓筆洗二件, 有

足無字圓筆洗一件, 有足無字盤式大圓筆洗二件, 有足無字盤式大圓筆洗三件, 無冰
冽紋圓筆洗一件, 甕口有足筆洗一件. 傳旨‥‥‥(馮先銘 編著 2000: 221)

1)  秦大樹(2002: 22)는 고렴이 釉가 기름이 쌓여있는 것 같다고 한 기물이 여요자기가 아니고 원대에 제작된 鈞窯瓷器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2)  사료(J)에 따르면, 문제의 포로대호는 저부에 수 십 개의 “細小掙釘”이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청량사여요를 비롯한 여주의 요장에
서 그러한 형태의 支燒痕이 수 십 개가 있는 호는 발견된 바가 없다. 그러므로 이 호의 경우도 다른 요장의 제품이거나 후대의 倣
品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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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檔案의 雍正 7년 匣作條에는 당시 청궁의 한 洋漆箱에 보관되어 있던 31건의 여요자
3)

기로 분류된 기물들의 내역이 나열되어 있다. 그런데 이 기물들은 북경과 대북의 고궁
박물원과 Percival David 재단 등에 소장되어 있는 이른바 전세여요자기와 상당부분 일치
한다(이혜심 2010: 6-11). 전세여요자기가 여주의 특정 요장에서 본래 공어용으로 제작된
것들 가운데 일부가 전해오는 것이라는 점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사료(K)에서 언
급한 여요자기 역시 전세여요자기와 같은 부류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옹정제를 이어 제위에 오른 건륭제는, 잘 아는 바와 같이, 역대 어느 황제보다도 명요자
기에 깊은 관심을 기울인 황제였다. 그는 명요자기들을 감식하고 어제시를 남겼는데, 여
요자기로 題한 것은 모두 7수이다. 그런데 그가 여요자기로 감식한 것들은 그 대부분이
4)

오늘날 전세여요자기로 불리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건륭제가 인식한 여요자기도 여주
의 특정 요장에서 본래 공어용으로 제작된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그밖에 청대에 편찬된 『陶說』이나 景德鎭陶錄』과 같은 전문적인 도자 관련 문헌들에서
도 여요자기에 대하여 언급하였다([淸]朱琰 撰(杜斌 校注) 2010: 55-56; [淸]藍浦 撰 2003:
707-708 및 801). 하지만 그 내용은 앞서 언급한 남송시기나 명대의 문헌들에 보이는 그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그러한 청대의 문헌에 언급된 여요자기도 그 이전 시기
의 문헌에 보이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주의 특정 요장에서 본래 공어용으로 제작된 천
청유자기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역대 문헌에 보이는 여요와 관련된 명칭은 모두 여
주에 있던 요장 가운데 각별히 북송말기에 조정의 명에 따라 공어용 자기를 제작
하던 특정 요장—청량사여요—이나 그곳에서 만든 자기(천청유자기)만을 가리키
는 것이었다. 그런데 역대 문헌에서 그 요장이나 그곳에서 만든 자기를 “汝官窯”라
는 이름으로 칭한 예는 아예 찾을 수가 없다. “汝州新窯器”[사료(A)]·“汝窯”[사료
(C)·(D)·(F)·(G)·(I)·(J)·(K)·]·“汝器”[사료(E)]·“汝瓷[사료(H)]” 등으로 칭하였을
뿐이다. 결국, “汝官窯”와 같이 관요임을 드러낸 명칭은 20세기 이후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관요라는 명칭은 어떻게 출현하게 된 것일까? 흥미롭게도 그것은 여요자
기의 실체를 파악하여 오늘날의 여요자기 인식론을 세우는 데 누구보다도 큰 기여를 한
Percival David의 여요 연구와 깊은 관련이 있다.

3)  이 기물들이 모두 洗인 점으로 미루어 보면, 이 洋漆箱은 여요자기로 분류된 洗만을 보관하기 위하여 제작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
다. 여요자기로 분류된 기물들 가운데 다른 器種들은 다른 곳에 보관되었을 터인데, 그렇다면 당시 청궁에 소장되어 있던 여요자기
로 분류된 기물은 31건 이상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혜심(2010: 6-8)의 연구에 따르면, 그 수가 최소한 40건에 달하였다
고 한다.
4)  건륭제가 여요자기에 題한 御製詩와 여요자기 감식에 대해서는 謝明良 2007: 240-255 및 2012: 198-203; 이혜심 2010:
6-70; 余佩瑾 2011: 63-66; 李喜寬 2016b: 162-17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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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Percival David의 여요 연구와 여요의 성격에 대한 이해
Percival David가 수행한 여요 연구의 결과는 그의 기념비적인 논문 “A Commentary on
Ju Ware”에 집약되어 있다(Percival David 1937: 18-69). 이 논문에서 그는 자료적인 측면
에서 역대 문헌과 전세실물자료를 두 축으로 하여 여요자기의 실체를 추구하였다. 특히
전자와 관련하여 그는 역대 문헌에 보이는 여요 및 여요자기와 관련된 기록들을 거의 빠
짐없이 찾아서 검토하였다. 여기에는 오늘날 우리들이 여요 연구와 관련하여 참고하는
거의 모든 기록들이 망라되어 있다. 게다가 그의 문헌 분석은 그때로부터 거의 한 세기나
지난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아도 놀랍도록 정치하고 체계적이어서, 도자 연구와 관련된
문헌 분석의 귀감이 된다고 평가된다.
이 논문에서 Percival David는 오늘날 우리들이 여요자기라고 인식하고 있는 유형의 천
청유자기가 바로 역대의 문헌에서 언급해온 바로 그 “여요자기”라는 점을 체계적으로 밝
혔다. 그리고 여요의 성격과 관련해서도 지극히 중요한 견해를 피력하였다.
(L) “汝窯”는 중국 五代名窯瓷器 가운데 하나로, 사실상 전설상의 존재인 柴窯 다음에
위치한다. 이것은 河南의 북서지역에 위치한 여주에서 만들어졌다‥‥‥나는 여주
에 그 요장을 설립한 정확한 時日을 알려주는 어떤 기록도 발견할 수 없었다. 우리
는 12세기에 (여주에서) 御窯(the Imperial manufactory)가 가동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내가 소장하고 있는 한 실물자료(“大觀元年”銘輪形火照; 필자)에 새
겨진 명문을 믿을 수 있다면, 그 요장은 북송이 멸망하기 직전인 1107년에 휘종의
명에 의해 여주에 설립되었다(Percival David 1937: 19-20).
Percival David가 지칭한 여요의 개념은 역대 문헌에 보이는 그것과 다르지 않다. 그것은
앞서 언급한 여요의 두 가지 개념 가운데 협의의 의미로서 여주에 있던 요장 가운데 각별
히 북송말기에 조정의 명에 따라 공어용 자기를 제작하던 특정 요장이나 그곳에서 만든
자기를 가리킨다. 그는 이 여요의 성격을 御窯, 즉 관요로 규정하였다. 여요의 성격을 이
렇게 파악한 것은 그가 처음이라고 판단된다.
Percival David의 논문이 발표되면서 여요자기의 실체에 대한 논쟁은 사실상 종결되었
다. 그 이후 누구도 그가 여요자기로 파악한 유형이 바로 여요자기라는 점에 의문을 제기
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여요의 성격을 관요로 규정한 주장도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받
아들여졌으며, 오늘날까지도 유효한 견해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그런데 여요의 성격에 대한 그의 견해는 그가 그렇게도 심혈을 기울인, 역대 문헌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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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여요 관련 기록의 분석을 통해서 얻은 결론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가 핵심적인 근거
로 삼은 것은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大觀元年”銘輪形火照(그림1)에 보이는 명문이라고
판단된다.
(M) 大觀元年歲次丁亥三月望日, 將作小監·監設汝州瓷窯務蕭服, 視合靑泑, 初試火
照.(Percival David 1937: 50의 PLATE 25)
사실 이 명문이 새겨져 있는 화조의 경우 유색이나 支燒痕 등의 측면에서 이른바 전세
여요자기와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이 화조의 유색이나 지소흔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균
요자기의 그것들에 가깝다. Percival David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그림 1> “大觀元年”銘輪形火照(앞면 및 뒷면), 大英博物館

는 초기의 여요가 균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여, 이 화조에 이러한 현상이 보이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더 나아가 그는 이 화조의 명문에 여요 설립의
책임자로 되어 있는 蕭服의 관력과 행적을 치밀하게 추적한 결과, 이 명문 역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Percival David 1937: 53-56). 만약 이 명문을 신뢰하여, 실제로 將作小
監인 소복이 여요를 “監設”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본다면, 이 요장이 관요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 화조의 존재가 알려지고 그다지 오래 지나지 않아서 그것이 위조되었을 가능
5)

성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화조를 위조한 장본인이 청말~민국시기의 대수장
가이자 최고의 도자감정가의 한 사람으로 손꼽혔을 뿐만 아니라 Percival David가 여요자
기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준 것으로 이해되는 郭葆昌이라는 이야기가 돌

5)  小山富士夫는 1957년에 쓴 한 논문에서 이 화조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언급하였다(小山富士夫 195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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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였다(小山富士夫 1971: 231). 이 이
후 이 화조의 위조설은 점차 정설로 굳어져
갔다(G. St. G. M. Gompertz 1980: 88-90; 中
國硅酸鹽學會 編 1982: 285-286). 오늘날 대
다수의 연구자들은 이 화조가 위조되었다
고 믿고 있다(伊藤郁太郞 2005: 87; 謝明良
2012: 203-204 등). 이 화조의 유색과 지소흔
이 전세여요자기의 그것들과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전세여요자기를 소조
한 요장으로 알려져 있는 청량사여요지에서

<그림 2> 火照, 淸凉寺汝窯址 출토,
河南省文物考古硏究院

출토된 화조(그림2)가 “大觀元年”銘輪形火
照와 형태가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河南省文物考古硏究所 2008: 70) 필자도 이 화조가 위
조되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한다.
요컨대, 여요의 성격에 대한 Percival David의 견해, 즉 여요의 성격이 관요라는 견해는
학계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켰지만, 그 근거가 그다지 튼튼하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
것은 유색이나 지소흔 등의 측면에서 이른바 전세여요자기와는 일정한 차이가 있었기 때
문에 위조품으로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는 한 화조에 새겨진 명문에 거의 전적으로 의지
하여 도출한 것이었다.

Ⅳ. 여관요 명칭의 출현
20세기에 접어들어 본격적으로 여요 연구가 시작되
었지만, Percival David의 논문이 발표되기까지는 적어
도 여요 연구 환경의 측면에서 보면 일종의 암흑기였
다고 할 수 있다(李喜寬 2016: 148-153). 민간에 전해오
는 여요자기를 거의 찾아보기 힘든 상황 아래에서 연
구자들이 의지할 것은 문헌자료가 거의 전부였다. G.
Eumorfopoulos(1923: 24-28)가 역대 문헌에서 묘사한
여요자기의 특징이 청백자와 유사하다는 판단을 주요
토대로 하여 청백자가 바로 여요계의 자기라고 주장하
고(그림3), 이러한 견해가 한동안 유럽에서 받아들여진

<그림 3> 靑白瓷瓜形甁, 開城 출토,
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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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그러한 연구 환경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1931년에 일본 西本願寺의 승려였던 原田玄訥이 송대의 여요가
있던 臨汝縣의 요지 조사에 나선 것은 여요 연구에 있어서 크게 주목할 만한 일이었다.
비록 산적이 불시로 출몰하는 상황 아래서 급하게 이루어진 조사였지만, 그는 여섯 곳의
요지에서 당시 북방청자로 불리던 요주요풍의 청자편과 균요풍의 자기편, 그리고 白化粧
6)

이 된 자주요풍의 자기편 등을 수습하였는데, 그 주류는 이른바 북방청자였다. 原田玄訥
의 조사와 그가 수습한 자료를 주요 토대로 大谷光瑞(1932: 39-51)가 이른바 북방청자가
곧 여요자기라는 견해를 발표하고, 그러한 견해는 일본학계에서 한동안 인정되었다.
그러나 1937년 Percival David의 논문이 발표되면서 여요 연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
였다. 많은 연구자들이 오늘날 전세여요자기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유형의 천청유자기가
바로 여요자기라는 그의 견해에 동의하면서, 한동안 유럽 학계에서 인정된 청백자가 여
요계의 자기라는 견해는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 이 이후 이 견해가 사실상 폐기
된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로 미루어 보면, 이른바 북
방청자가 여요자기라는 일본 학계의 견해도 폐기의 수순을 밟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하
지만 일본 학계의 견해는 이와는 사뭇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小山富士夫의 일련의 논문들이다.
小山富士夫(1935: 38-48)가 여요에 대한 견해를 처음 제출한 것은 아마도 그의 논문 「支
那靑磁考(一)」에서일 것이다. 여기에서 그는 북방청자가 곧 여요자기라는 大谷光瑞의 견
해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그리고 명대 저명한 수장가
項元汴의 저작으로 알려져 있던 『歷代名瓷圖譜』에 여
요자기로 수록된 기물들과 서긍의 『선화봉사고려도

경』 및 명대 문인 田藝蘅의 『留靑日札』에 보이는 여요
관련 기록들, 그리고 당시까지 중국에서 출토된 기물
들의 분석을 통하여 볼 때, 북방청자를 여요자기로 간
주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그림4). 여
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이때 大谷光瑞나 小
山富士夫가 말한 “여요자기”는 역대의 문헌에서 언급
해온 여요자기, 즉 북송 조정의 명에 의해 여주의 특정
<그림 4> 한때 北方靑瓷로 불린
耀州窯靑瓷注子, 메트로폴리탄미술관

요장에서 공어용으로 제작한, 협의의 여요자기를 지칭
한다는 점이다.

6)  原田玄訥의 여요요지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小山富士夫 1955: 181-18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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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ival David의 논문이 발표되고 나서 小山富士夫도 여요자기의 실체와 여요의 성격
에 대한 그의 견해, 즉 오늘날 전세여요자기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유형의 천청유자기
가 바로 여요자기라는 점과 여요가 관요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그가
Percival David의 견해에 동의한 것은 무엇보다도 “大觀元年”銘輪形火照와 거기에 새겨진
명문의 사료적 가치를 높게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小山富士夫 1955: 183-184).
그러나 이른바 북방청자가 여요자기라는 小山富士夫를 포함한 당시 일본학계의 견해
와 Percival David의 견해는 사실상 양립할 수가 없다. 적어도 여요자기가 역대의 문헌에
서 언급해온 여요자기, 즉 북송 조정의 명에 의해 여주의 특정 요장에서 공어용으로 제작
한 자기를 가리킨다는 관점에서 보면 그러하다. 여요자기의 실체에 대한 Percival David의
견해를 받아들인 小山富士夫의 입장이라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연히 기존의 견해,
즉 북방청자가 곧 여요자기라는 견해를 포기하는 것이 순리겠지만, 그는 기존의 견해를
버리는 대신 두 견해를 교묘하게 결합하는 길을 택하였다. 북방청자가 여요자기라는 기
존의 견해를 유지하면서, Percival David가 새롭게 여요자기라고 주장한 부류를 “汝官窯”
로 규정한 것이다. 그는 이렇게 이해하게 된 까닭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N) ‥‥‥여요에서 주로 소성하였다고 생각되는 것은 북방청자이기 때문에 이 북방청
자를 여요자기로 부르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原田玄訥
이 汝州古窯址에서 발견한 陶片에는 속칭 均窯(鈞窯; 필자)라고 부르는 아름다운 天
靑色의 도편이나 자주요의 문양이 없는 백색의 도편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것들도
여요에서 소성하였기 때문에 여요자기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보통은 여요자기와
구별하여 균요자기 또는 자주요풍의 白陶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그러므로 북방청
자도 여관요자기와 구별하기 위하여 (여요자기라고 부르지 않고) 북방청자라는 익
숙한 명칭으로 부르는 편이 편리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북방청자를 여요자기로
부른 지 이미 20년 가까이 되었고,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통용되고 있기 때
문에, 이제 와서 그것을 바꾼다고 해도 갑자기 바뀔 것이 아니다. Percival David경
이 처음으로 영국에서 여요자기라고 부른 것을 여관요자기라고 부르면, (여요자기
로 부르는) 북방청자와 구별도 되고, 오히려 이 편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小山
富士夫 1955: 184-185)
즉, 小山富士夫는 Percival David의 견해에 동의함으로서 북방청자가 역대 문헌에서 언
급해온 여요자기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방청
자를 여전히 여요자기로 부를 것을 주장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북방청자가 여주의 요장에서 소성하였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북방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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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여요자기로 부른 지가 이미 20년 가까이 되어 일반적으로 북방청자를 여요자기로 이
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후자의 경우는 그 이유로서의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小山富士夫 자신이 Percival David의 견해에 동의함으로서 사실상 북방청
자가 여요자기라는 견해가 틀렸음을 인정한 셈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전자는 그 이유로
서 타당성이 있는 것일까?
여주의 요장에서 북방청자와 같은 유형의 자기가 소성되었다는 것은 이미 原田玄訥의
조사에 의해서 확인되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여주의 요장에서 소성된 자기라는 점
만으로 그것을 여요자기로 부르지는 않는다. 小山富士夫 자신이 언급한 바와 같이, 여주
의 요장에서 균요풍과 자주요풍의 자기도 생산하였지만 보통 그것들을 여요자기로 부르
지 않았던 것이 그 좋은 예이다. 앞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역대의 문헌에 언급되
어온 여요자기는 여주의 요장에서 생산된 다양한 유형의 자기 가운데 북송말기에 조정의
명에 의해 공어용으로 제작된 천청유자기만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小山富士夫가 Percival David의 견해에 동의한 이후에 사용한 여요자기라는 명칭
은 이러한 역사적인 의미를 상실한, 단지 여주의 요장에서 만든 자기라는 의미일 뿐이다.
그러한 북방청자가 역대의 문헌에서 언급되어온 여요자기가 아니라는 점을 사실상 인정
한 상황 아래에서 굳이 그것을 단지 여주의 요장에서 만든 자기라는 의미로서 여요자기
라고 부를 필요가 있었을까? 여요자기를 그러한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여주의 요장에서
북방청자와 함께 생산한 균요풍과 자주요풍의 자기도 여요자기로 부르는 것이 마땅할 터
인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아무튼 당시 여주에서 생산된 여
러 부류의 자기 가운데 이른바 북방청자만을 여요자기로 부른 것은 지극히 자의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나아가 Percival David가 여요자기로 파악한 부류의 자기
가 본래의 명칭—“여요”—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굳이 “여관요”라는 새
로운 명칭을 붙인 것은 단지 小山富士夫가 북방청자를 여요자기로 파악한 자신의 견해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여관요”라는 명칭은 바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출현한 것이다. 여요가 관요의 성격을 띠
고 있었다는 견해를 처음으로 피력한 것은 Percival David였지만, 그는 그것을 여관요라는
명칭으로 부른 적이 없다. 그는 그것을 여요라고 불렀을 뿐이다. 이것은 역대 문헌을 통
하여 여요라는 명칭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던 Percival David로
서는 당연한 일이었다. 여관요라는 명칭을 만들어낸 것은 小山富士夫였다. 그는 Percival
David가 밝힌 관요의 성격을 가진 여요를 ‘여관요’로 부를 것을 주장하면서, 이른바 북방
청자를 여요자기로 불러온 자신을 비롯한 일본 학계의 기존의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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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극히 자의적이고 순리에 맞지 않는 小山富士夫의 이러한 구분은 오래 지속될
수 없었다. 중국에서 다양한 요지의 조사와 발굴이 진척되면서 이른바 북방청자가 汝州
뿐만 아니라 그밖에 다양한 지역에서 소조되었으며, 특히 小山富士夫를 포함한 일본 학
계가 북방청자 가운데 여요자기로 지목한 부류는 주로 요주요에서 제작된 것임이 밝혀
진 것이다(小山富士夫 1971: 226-229). 이에 따라 북방청자를 여요자기로, Percival David
가 여요자기로 파악한 부류를 여관요자기로 부르는 것도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하지 않을
7)

수 없게 되었다. 자연히 북방청자를 여요자기로 파악하는 견해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이 이후 한동안 일본 학계에서는 여요자기라는 이름은 찾아보기 힘들다. Percival
David가 여요자기로 파악한 부류가 여관요자기라는 이름으로 불리웠을 뿐이다(小山富士
夫 1971: 229-231; 長谷部樂爾 1977: 227-229).

Ⅴ. 淸凉寺窯址의 발견과 여요의 성격을 둘러싼 논의의 신국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Percival David의 논문이 발표되고, 많은 연구자들이 역대 문헌
에서 언급해온 여요자기의 실체와 여요의 성격에 대한 그의 견해에 동의하였다. 그 후
Percival David가 여요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핵심적인 자료로 제시한 “大觀元年”銘輪形
火照가 위조품일 것이라는 견해가 등장하고 아울러 대다수의 연구자들이 거기에 동의하
였지만, 여요가 관요의 성격을 지녔다는 그의 주장에 대한 동의는 철회하지 않았다. 그것
은 무엇보다도 여러 송대 문헌에서 여요자기를 북송 조정이 여주에 명을 내려 제작하게
한 공어용 자기로 언급한 내용을 중시한 때문이리라. 그들은 공어용 자기가 곧 관요자기
를 가리킨다고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학계뿐만 아니라 중국 학계에서도 문제의 공
어용으로 제작된 여요자기를 “여관요”—또는 “官汝窯”—로 부르는 연구자들이 점차 늘어
났다.
하지만 이 시기 중국 학계에서의 여요자기에 대한 이해는 일본 학계의 그것과 큰 차이
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시 여주에 있던 많은 요장
에서 생산한 이른바 북방청자의 경우 일본 학계에서는 그것을 여요자기로 칭하였다. 반
면, 중국 학계에서는 그것을 여요자기와 구분하여 임여요청자로 칭하였다(中國硅酸鹽學
會 編 1982: 255-256). 그리고 여요자기를 여관요자기와 汝民窯瓷器—또는 民汝窯瓷器—

7)  小山富士夫(1971: 226)는 1971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북방청자 가운데 품질이 뛰어난 부류를 모두 여요자기로 파악한 것은 잘못
이라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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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로 구분하여 이해하였다. 그들이 여민요자기로
파악한 것들은 그 조형이나 유색 및 裝燒技法 등
이 이른바 여관요자기와 흡사하지만, 태토나 유
약 및 제작기법이 그보다 상대적으로 거친 부류

였다. 1978년에 洛陽市安樂鄕宋代窖藏에서 출토
된 청자완(그림5)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
<그림 5> 靑瓷碗,

洛陽市安樂鄕宋代窖藏
출토, 洛陽博物館

다(張劍 1986: 71; 范冬靑·周麗麗 1987: 30).
1986년 말에 공어용 여요자기가 寶豊縣 淸凉寺
村의 요장에서 소조되었음이 밝혀지고(汪慶正 等
9)

1987), 아울러 이듬해부터 그 요지들에 대한 발굴이 진행되면서 여요의 성격을 둘러싼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일찍부터 여요요지를 찾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임
여현 일대의 요지조사를 한 바 있던 葉喆民(1987a: 10; 1987b: 43)은 여요가 관요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는 견해에 대하여 본격적인 반론을 제기하였다. 그는 무엇보다도 당시 청량
사여요지에서 채집된 자편들의 대부분이 일반 판매용으로 제작되었을 이른바 임여요청
자와 자주요풍의 자기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여관요자기로 부르던 전형적인 여요자기편
은 극소량에 불과한 점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 생산 양상을 보이는 여요가 과
연 궁정이 직접 설립하고 운영한 관요였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는, 직접적으로
피력하지는 않았지만, 만약 여요가 관요였다면 응당 그 생산품의 대부분이 이른바 여관
요자기였을 것이라고 믿었던 듯하다.
게다가 그는 여요자기가 공어되었다는 점의 의미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을 피력하였
다. 정요·균요·용천요·요주요 등과 같은 민요에서도 공어용 자기를 생산한 적이 있다
는 점을 들어, 여요자기가 공어되었다는 점이 곧 그것을 생산한 요장이 관요라는 점을 말
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다. 여요가 관요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연
구자들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관점에 충분히 일리가 있다는 점을 부정하기는 힘들 것이다.
1986년 청량사촌 일대를 조사하여 이 청량사여요의 발견에 큰 공헌을 한 范冬靑과 周麗麗
(1987: 26-27)도 거의 같은 시기에 엽철민의 생각과 궤를 같이하는 견해를 발표하였다.
반면, 傅振倫(1994: 53-54)·李剛(1990: 99)·李輝柄(1992: 16-22) 등은 여요가 관요의 성
격을 띠고 있었다는 입장을 더욱 강화하는 견해를 발표하였다. 즉 그들은 북송 조정의 명
에 의하여 공어용 자기를 제작하던 단계의 청량사여요는 민요의 성격을 띠고 있었지만,

8)  여관요자기와 민여요자기의 구분과 양자의 특징에 대해서는 李輝柄 1986: 82-83; 范冬靑·周麗麗 1987: 29-31 참조.
9)  1987년 이후의 淸凉寺村 일대 요장에 대한 발굴 경과에 대해서는 河南省文物考古硏究所 2008: 7-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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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조정이 이 요장을 官府窯場(관요)으로 전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
관부요장으로 전환한 후의 청량사여요, 즉 이른바 여관요가 곧 북송관요라는 실로 대담
한 견해를 구체적으로 피력하였다. 물론 많은 연구자들은 여요(청량사여요)의 성격이 민
요에서 관요로 변화되었고, 관요로 전환한 후의 청량사여요, 즉 이른바 여관요가 곧 북송
관요라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아무튼 여요의 성격을 둘러싼 논의는 이제 북송관요
문제와 맞물리면서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이 시기에 일본 학계에서도 여요의 성격에 대한 이해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여관요라는 명칭이 일본 학계에서 비롯되었지만, 이 시기에 이르면 일본 학계
에서 더 이상 그 명칭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여관요”는 여요라는 본래의 명칭으로 회귀
하였다. 아마도 역대의 문헌기록이나 고고자료 등을 통하여 볼 때 그것의 성격을 관요로
규정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今井敦 1997: 116-119).
2000~2002년에 오랜 숙원이던 청량사요지 어용여요자기소조구(청량사여요)의 발굴이
이루어짐으로써 공어용 여요자기 생산의 구체적인 면모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河南省
文物考古硏究所 2008). 발굴보고에 따르면, 청량사여요의 발전과정은 초기단계와 성숙기
단계로 구분되는데, 각각의 단계는 소성한 자기의 양상뿐만 아니라 窯爐의 구조와 규모
등의 측면에서 크게 다르다. 초기단계의 경우, 다양한 종류의 자기를 제작하였는데, 刻花
紋이나 印花紋이 시문된 임여요청자가 그 주종을 이루었으며, 소량의 백유자기·흑유자
기와 극소량의 천청유자기도 포함되어 있다. 요로는 규모가 비교적 큰 馬蹄形窯爐를 사
용하였다. 반면에 성숙기단계의 경우는, 소성한 자기의 거의 대부분(99% 정도)이 품질이
지극히 높은 천청유자기이고(그림6), 그 밖의 자기는 겨우 1% 정도를 차지할 뿐이다. 요
로도 “초기단계”의 마제형요로보다 규모가 훨씬 작은 타원형요로를 사용하였다.

<그림 6> 天靑釉汝窯瓷器片, 淸凉寺汝窯址 출토, 河南省文物考古硏究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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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발굴성과를 토대로, 여요의 성격을 둘러싸고 훨씬 더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
지게 되었다. 사실, 앞서의 설명을 통하여 알 수 있으리라 믿지만, 청량사여요지가 발굴
되기 전의 여요의 성격에 대한 논의는 온통 그 요장이 관요인가 민요인가 하는 점에 관심
이 쏠려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 경향은 지나치게 이분법적이라는 비판
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관요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앙관요인가 지방관요인가에 따라
그 성격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또한 민요라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 아래서 조정이나 관
부의 입김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공어용 자기의 생산을 무엇보다도
중요한 임무로 하였던 요장이라면 더욱 그러하였을 것이다. 이 점에서 이 이후의 여요의
성격에 대한 논의가 기존의 이분법적인 방법론을 딛고서, 공어용 자기의 생산 및 처분 방
식, 어용자기의 조달 방식, 落選品의 처리 방식 등 다양한 관점에서 여요의 성격을 파악
하려 한 것은 큰 진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시각을 견지한 견해 가운데 하나가 貢窯說, 즉 여요가 공요의 성격을 지니고 있
었다는 것이다(周麗麗 2001: 32-34; 沈瓊華 2008: 56-57; 孫新民 2012: 157-158; 陸明華
2012: 89-90). 공요설을 지지하는 연구자는 기본적으로 여요가 민요의 토대 위에서 성
립·운영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견해는 일찍부터 제기되었지만, 청량사여요지가 발굴
된 이후에 한층 구체화되었다. 공요는 말 그대로 공납자기, 즉 군주에게 進供할 자기를
생산하는 요장을 의미한다. 공요에서 생산한 공납자기는 土貢品의 하나였으므로, 그것들
의 생산과 관련된 사항, 예컨대 기형·크기·문양 등을 결정하는 데에는 생산자나 공납
자(지방관부)의 의사가 크게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沈岳明 2010: 16). 그리고 공요
는 기본적으로 민요였을 뿐만 아니라 공납자기의 수량도 그다지 많지 않았기 때문에(王
光堯 2004: 32) 공납자기와 일반 상품용 자기를 함께 생산하거나, 전자의 생산이 끝나면
자연히 후자의 생산체제로 돌아가기 마련이었다(沈瓊華 2008: 55).
그런데 청량사여요지의 자기 생산 실태를 살펴보면, 이 요장을 일반적인 공요로 파악하
기에는 걸림돌이 적지 않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요장의 성숙기단계의 자편은 거
의 다 천청유자편이다. 이는 이 시기에 거의 천청유자기만을 생산하였음을 의미한다. 공
어용으로 제작된 여요자기가 바로 이러한 천청유자기라는 점에서 보면, 이 요장은 적어
도 성숙기단계에는 사실상 일반 상품용 자기는 생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공어용 자기
만을 생산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기 생산 양상은 위에서 언급한 일반적인 공요의
그것과 큰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관요의 그것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李喜
寬 2016a: 124-131). 여요자기가 “공어”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 사실만을
근거로 일반적인 공요와는 전혀 다른 자기 생산 양상을 보이는 여요(청량사여요)를 단순
히 공요로 규정하는 것은 과연 타당한 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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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요가 기본적으로 민요의 토대 위에서 성립·운영되었다고 믿는 연구자들이 제출한
또 다른 견해로 이른바 製樣須索窯說이 있다(鄭嘉勵 2004: 90-91; 沈岳明 2010: 18; 李喜
寬 2016a: 122-131). 어용자기를 조달하는 방식의 하나였던 제양수색은 어용자기의 사용
처인 궁정이 특정 민간요장에 見樣—“樣”—을 내리고(降樣), 그 요장으로 하여금 그 견양
에 의거하여 자기를 제작하여 공어하게 하는 일종의 주문제 방식이었다. 이 방식으로 어
용자기를 생산한 가장 확실한 실례는 용천요일 것이다. 莊綽(1983: 5)의 『雞肋編』에 따르

면, 宣和年間(1119~1125)에 禁庭(궁정)이 용천요에서 제양수색의 방식으로 청자기를 조
달하였다고 한다. 이 때 조달한 청자기의 수량이나 종류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기 때문
에 구체적으로 알 길이 없다. 하지만 이 시기는 이미 북송관요가 설립된 뒤였고, 여요도
여전히 공어용 자기를 생산하고 있었다. 즉 당시 어용자기의 주류는 북송관요자기나 여
요자기였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시기에 용천요가 전문적으로 어용자기를 생산·
공어했을 가능성은 배제해도 좋을 것이다. 필경 한정된 종류와 수량의 청자기만이 제양
수색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李喜寬 2016a: 128-131). 정요·경덕진요·건요 등도 한때
이러한 방식으로 자기를 생산·공급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蔡玟芬 2000: 321-332; 李喜
寬 2016a: 130-131).
북송시기에 궁정용 기물은 관영공방은
말할 것도 없고 민간에게 만들게 할 때도
엄격하게 기형·크기·문양 등을 규정한
견양에 의거하여 제작하도록 하였다는
점은 이미 지적된 바 있다(蔡玟芬 2000:
325). 조정의 명에 의해 공어용 자기를 소
조한 여요의 경우도 그러한 견양에 의거
하여 제작하였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림 7> 陶範(內模), 淸凉寺汝窯址 출토,
河南省文物考古硏究院

그리고 청량사여요의 성숙기 단계에 틀
성형이 크게 유행하였는데(그림7), 이에 따른 여요자기의 규격화 현상 역시 궁중이 제공
한 견양을 토대로 한 제작 방식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흥미로운 견해도 제출된 바가 있
10)

다.

하지만 여요의 경우, 자기 생산 양상에 있어서 앞서 언급한 용천요를 비롯한 일반

적인 제양수색요와는 큰 차이가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후자의 경우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생산품의 주종은 일반 상품용 자기였고, 한정된 종류와 수량의 기물들만이 제
양수색의 대상이 되었을 뿐이었다. 반면 전자의 경우는 조정의 명에 의해 전적으로 공어

10)  청량사여요에서의 틀성형과 그 의미에 대한 더욱 상세한 내용은 小林仁 2009: 241; 秦大樹 2009: 64-65 참조.

汝窯와 이른바 汝官窯 - 여요의 성격과 관련된 논의의 역정

23

11)

용 자기를 생산한 요장이었다. 앞서 언급한 『청파잡지』의 여요 관련 기록[사료(F)]과 청
량사여요지 성숙기단계의 출토 상황이 이를 증명한다고 믿는다. 생산품의 일부가 일반
에 판매되었지만, 그것도 본래는 공어용으로 제작된 것이었다(李喜寬 2016a: 124-126). 다
만 공어용으로 選品되지 못했을 뿐이다. 결국 여요자기는 모두 본래 궁정이 내린 견양에
의거하여 제작하였다는 이야기가 되는 셈이다. 이러한 차이점을 중시하여 여요를 일반적
인 제양수색요와 구분하여 전문적인 제양수색요로 규정하는 견해도 있다(李喜寬 2016a:
128-131).
여요가 관요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들도 청량사여요지의 발굴 이
후 새로운 관점의 견해를 제출하였다. 그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王光堯의 견해가
아닐까 한다. 그는 이 요지의 발굴 직후 여요가 汝州官府가 설립한 관부요장이라는 의견
을 개진한 바가 있는데(王光堯 2004: 69-73), 그 후 더욱 진전된 견해를 제출하였다(王光
堯 2009: 14-17; 2010: 92-99). 그는 특히 청량사여요의 낙선품 처리방식에 주목하여, 이
요장의 초기단계에는 낙선품들을 일반에 판매하였지만 성숙기단계에는 그것들을 모두
깨뜨려 묻어버렸다고 주장하였다. 즉 청량사여요가 생산품의 일부를 공어하고 거기에서
낙선한 것들을 모두 일반에 판매하던 단계에서 전적으로 공어용 자기를 생산하고 거기에
서 낙선한 것들도 민간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두 깨뜨려 묻어버리는 단계
로 변화한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 더 나아가 그는 초기단계의 요장은 여주관부가 중앙의
명에 따라 소조하던(受命承燒) 지방관요로, 성숙기단계의 요장은 중앙이 지접 운영하던
중앙관요로 규정하였다. 그는 청량사여요 성숙기단계에는 여요와 북송관요의 두 곳의 중
앙관요가 운영된 것으로 이해한다.
왕광요의 견해는 확실히 예리하고 흥미롭다. 하지만 몇 가지 점에서 의문이 남는다. 먼
저 『청파잡지』에 보이는 여요 관련 기록[사료(F)]에 대한 이해의 문제이다. 이 기록이 여
요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료라는 것은 다 아는 일이다. 그런데 왕
광요는 이 기록이 낙선품을 일반에 판매하던 청량사여요 초기단계의 여요자기를 한정하
여 묘사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하지만 이 기록에서는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 이 기록
은, 이제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이해해온 것과 같이, 특정한 시기의 여요자기가 아니라 여
요자기 일반을 묘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편, 낙선품이 일반에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깨뜨려 묻는 행위는 관요(중앙관요)에서의 낙선품처리방식으로 알려져 있
다. 항주 노호동수내사관요지와 경덕진 御器廠遺址에서도 그러한 방식으로 낙선품을 처
리한 것이 확인되었다(그림8). 하지만 최근 이러한 낙선품처리방식이 관요에서만 채택되

11)  이 기록의 해석과 실제적 의미에 대해서는 李喜寬 2016a: 103-1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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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이해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일부 연구자들이 공어용 자
기를 생산한 일부 공요나 제양수색요에
서도 그러한 방식으로 낙선품을 처리했
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陸明華 2012:
89-90; 李喜寬 2016a: 124-126).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청량사여요의 성숙기단계
에서 확인된 낙선품처리방식은 이 단계
의 요장이 중앙관요였음을 입증하는 데
필요조건의 하나일 수는 있겠지만, 충분
조건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요의 성

<그림 8> 老虎洞修內司官窯址의 瓷片堆積坑(H3)

격에 대한 논의는 아직 진행형이다. 그리고 큰 틀에서 볼 때, 관요설과 민요설이 평행선
을 달리고 있는 형국이다. 다만 한 가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문헌기록이나 고고자료를 통하여 여요의 성격을 관요로 규정짓는 데에는 적지 않은 문제
가 있다는 점이다. 여요가 곧 북송관요라는 주장의 경우가 특히 더 그러하다. 하지만 그
렇다고 해서 그러한 점이 곧 민요설의 타당성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
지만, 민요설도 문제를 안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여요의 성격을 규명하려는 우리들 앞에 숙제로 놓여 있는 셈이다.

Ⅵ. 맺음말 - 여요의 성격에 대한 보다 진전된 논의를 위한 一提言
특정 요장의 성격을 둘러싸고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 것은 여느 학문 연구의 영역에서
와 마찬가지로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그 요장의 성격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
를 제출하는 것과 그 요장에 특정한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만
약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연구자마다 그 요장에 자의적인 명칭을 부여한다면 그
것이 초래할 혼란상은 불 보듯 뻔한 일이리라. 특정 요장에 명칭을 부여할 때는 무엇보다
도 객관적 타당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명칭이 그 요장의 실체와 성격 등을 정
확하게 반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러한 명칭을 부여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
어야 한다는 뜻이다. 예컨대, 근래에 발굴된 여주 장공항요의 경우를 보기로 하자. 이 요
장이 발굴된 후 많은 연구자들은 이 요장이 역대 문헌에 보이는 북송관요일 것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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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누구도 그 요장에 “북송관요”나 “장공항관요”라는 명칭을 부여하
지는 않는다. 그것은 말할 나위도 없이 그 요장을 관요나 더 나아가 북송관요로 규정하기
에는 아직 객관적 타당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리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관요”라는 명칭은 그 출현의 계기부터 썩 자연스럽지가 않
다. 게다가 이 명칭이 출현한 초기에 여요가 관요의 성격을 띤 요장이었다는 견해를 뒷받
침해주는 핵심 자료로 인정되어 온 “大觀元年”銘輪形火照가 위조품으로 간주됨으로써 사
실상 “여관요”라는 명칭은 그 존재 이유를 상실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 이후부터 청량사
여요지가 발견될 무렵까지 사용된 “여관요”라는 명칭은 사실상 형해화한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청량사여요지가 발견되면서 여요가 곧 북송관요라는 견해를 중심으로 관요설
이 다시 부상하였지만, 그것이 “여관요”라는 명칭에 객관적 타당성을 부여해 주었다고 보
기는 힘들다. 많은 연구자들이 관요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관
요”라는 명칭의 출현이 오히려 여요 연구상에 혼란을 야기했을 뿐이라는 것이 필자의 기
본적인 생각이다.
북송말기에 여요가 성립되고부터 줄곧 이 요장이나 그곳에서 만든 자기의 명칭은 “여
요”였다. 20세기에 접어들어 석연치 않은 계기로 “여관요”라는 명칭이 출현한 이후 여요
의 개념과 명칭을 둘러싼 혼란이 시작되었다. 이제 그 혼란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고 본
다. 객관적 타당성이 담보되지 않은 “여관요”라는 명칭을 버리고, 아울러 여요에게 본래
의 명칭, 즉 “여요”라는 명칭을 되돌려주는 것을 그 출발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한다.
▶논문접수일(2018.4.11) ▶심사완료일(2018.5.31) ▶게재확정일(201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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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 kiln and the so-called Ruguan kiln: A historical
review of the study on the character of Ru kiln
Hee-gwan Lee
(Former chief curator of Horim Museum)
The Ru ware is a representative and renowned Chinese porcelain. Some people call
this Ru ware Ruguan ware. The Ruguan ware probably means the official ware made in
Ruzhou (汝州). It was Percival David who originally presented the view that Ru ware had
the nature of an official ware. His assertion was suggested in his thesis, “A Commentary
on Ju Ware” published in 1937. What he presented as core base material was a roundshaped test piece (輪形火照) with the letters “Da Guan Yuan Nian (大觀元年).” However, he
did not call the Ru ware Ruguan ware. It wan was Koyama Fujio (小山富士夫) who made
the name of Ruguan ware. Koyama Fujio perceived Northern celadon as Ru ware, but he
admitted that he was wrong after he read the thesis of Percival David. Nonetheless, instead
of discarding his view, he gave the new name of “Ruguan ware” to the ware which Percival
David had designated as Ru ware.
However, the name of Ruguan ware lost the ground for its existence, as the roundshaped test piece with the letters “Da Guan Yuan Nian” was revealed as an imitation. And
thus, the name of Ruguan ware used until Ru kiln site at Qingliangsi was discovered was
just nominal. As Ru kiln site at Qingliangsi was found in 1986, the theory of the official
ware emerged again, centered on the view that the Ru kiln is Northern Song official kiln.
However, it is difficult to regard it as granting objective validity to the name of Ruguan
ware. The reason is that many researchers hold an opposition to the theory of official ware.
My basic view is that the emergence of the name of Ruguan ware rather have caused just
some confusion to the research of Ru ware.
Since the Ru kiln was established at the end of Northern Song, the name of the kiln
site was Ru kiln. After the name of Ruguan ware appeared with a doubtful reason in the
20th century, confusion surrounding the concept and name of the Ru ware began. I think
there is a need to return the name of Ru ware, which is the original name, abolishing the
name of Ruguan ware whose objective validity was not secured.
Key words : Ru kiln, Ruguan kiln, Percival David, Koyama Fujio, Ru kiln site at Qingliangsi,
Northern Song official ki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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