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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이 연구는 두 차례에 걸친 建窯窯址와 그 주변 遺址에 대한 조사 결과를 주요 토
대로 하여 “供御”·“進琖”銘黑釉碗과 관련된 몇 가지 기초적인 문제를 검토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 도달한 대략적인 결론은 다음과 같다.
“공어”·“진잔”명 실물자료에는 두 종류가 있다. 그 하나는 흑유완이고, 또 다른 하나
는 墊餠이다. 건요에서는 흑유완을 소성할 때 그것을 匣鉢에 안정적으로 고정시키기 위
하여 물렁한 점병을 사용하였는데, 이 때문에 “공어”나 “진잔”명흑유완을 받친 점병의
경우는 반드시 反文의 “공어”나 “진잔”명이 남게 마련이었다. 건요에서 제작된 供御用
의 흑유완에는 기본적으로 그것이 공어용임을 의미하는 “공어”나 “진잔”의 명문이 표시
되었다.
“공어”·“진잔”명은 건요에서 제작한 다양한 器形의 흑유완에서 확인되는 것이 아
니다. 그것은 그 가운데 특정한 기형의 束口碗과 撇口碗에서만 확인되는데, 이는 “공
어”·“진잔”명흑유완을 제작할 때 궁정에서 제공한 見樣에 의거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이 製樣須索이다. 그리고 “공어”·“진잔”명흑유완은 건요요지에서는 매우 소량만
이 출토된 반면, 요지에 인접한 南浦溪의 선착장이 있던 水尾嵐에서 다량으로 출토되었
는데 그곳에는 본래 “공어”·“진잔”명흑유완의 瓷片堆積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
단된다. 이러한 현상도 그것들이 製樣須索의 방식으로 조달되었다는 점과 불가분의 관
계가 있다. 즉 건요의 여러 요장에서 궁정이 제공한 견양에 의거하여 제작된 “공어”·“진
잔”명흑유완은 수미람으로 옮겨져 福建路轉運使의 책임 아래 建州나 甌寧縣의 관리들
의 최종 選品을 거쳐 합격품들은 송의 궁정으로 운반되고 낙선품들은 그곳에 폐기되었
다. 수미람에 형성된 “공어”·“진잔”명흑유완의 자편퇴적은 그러한 제양수색의 결과물
가운데 하나인 셈이다.
송대에 여러 민요에서 제양수색의 방식으로 어용자기를 조달하였다는 것은 널리 알려
진 사실이다. 이러한 조달 방식이 본격화된 것은 북송말기 무렵부터인 것으로 판단되는
데, 이 시기에 제양수색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
의 없는 실정이었다. 이 연구, 즉 건요에서 제작된 “공어”·“진잔”명흑유완에 대한 조사
와 분석을 통하여 이 점이 어느 정도 분명해졌으리라 믿는다. 이것이 이 연구의 가장 큰
성과이자 의의가 될 것이다.
주제어 :	建窯, “供御”·“進琖”銘黑釉碗, 御用瓷器, 민간요장, 건요가마터, 水尾嵐遺址,
製樣須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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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북송 말기에 전문적으로 어용자기를 생산하는 官窯가 설립되었다. 하지만 이 요장에서
는 다양한 종류의 자기를 생산하지 않고, 관요풍의 청자만을 제작하였다. 宋의 朝廷-宮
廷을 포함하여-은 관요에서 생산하지 않는 종류의 자기를 민간요장에서 조달하였다. 예
컨대, 남송 초기에 莊綽이 저술한 『鷄肋編』에 따르면([宋]莊綽 撰(蕭魯陽 點校) 1983: 5),
북송 말기에 송의 宮廷은 製樣須索의 방식으로 민간요장인 龍泉窯에서 어용자기를 조달
한 적이 있다. “製樣須索”은 말 그대로 “製樣”, 즉 見樣을 제작하고 “須索”, 즉 그 견양에
의거하여 제작한 자기를 거두어들이는 것을 의미한다(鄭嘉勵 2004: 88-93; 沈岳明 2010:
18, 2016: 62-63; 李喜寬 2016: 73-76). 그렇지만 이 시기에 용천요에서 관요와 같이 전적
으로 어용자기만을 생산하였거나, 汝窯와 같이 주로 供御用의 자기를 제작하였을 가능성
은 희박하다. 제양수색의 대상이 된 기물은 용천요의 전체 생산품 가운데 극히 일부분이
었을 터인데, 정작 이 시기에 용천요에서 제작한 기물 가운데 과연 어떤 것들이 공어용이
었는지는 구체적으로 파악할 길이 없다. 거의 같은 시기에 용천요와 같은 방식으로 공어
용 자기를 제작하여 進供한 것으로 여겨지는 定窯나 景德鎭窯 등의 경우도, 정도의 차이
는 있지만, 그러하기는 마찬가지이다(李喜寬 2016: 128-131).

여기에서 예외가 있다. 建窯가 바로 그것이다. 건요요지에서는 “供御”나 “進琖”銘黑釉

碗이 출토되었고(그림1), 그보다 훨씬 많은 수량을 여러 박물관이나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다(그림2). 이것들이 모두 공어용으로 제작된 것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건요의 경
우는, 앞서 언급한 용천요나 정요나 경덕진요 등과 달리, 흑유완에 남겨진 명문을 통하여
어떤 자기가 공어되었는지를 직접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공어용으로 제작한 자기의
실상을 훨씬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셈이다. 많은 연구자들이 건요의
“공어”·“진잔”명흑유완에 각별히 주목해온 것은 주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건요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는 누구나 거의 예외 없이 “공어”·“진잔”명흑유완에
1)

관하여 언급하였다.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진 것은 그다지 많지 않다.
예컨대, “공어”·“진잔”명흑유완의 조형적 특징에 대해서도 이것들이 束口碗이라는 주
장을 제외하면 별다른 심화된 내용을 찾기 힘들다. 더욱 놀라운 것은 “공어”·“진잔”명흑
유완 가운데 속구완으로 보기 힘든 기형을 가진 것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李喜寬(池世
梨 譯) 2018: 71). 뿐만 아니라 이 명문을 가진 흑유완의 전개 과정이나, 생산→공급→소비

1)	“공어”·“진잔”명흑유완과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宋伯胤 2009; 葉文程 1980; 顧文璧 1986;
陳顯求 等 1989, 1990, 1995; 曾凡 1990, 1994; 李民擧 1998; 呂成龍 1998; 葉文程·林忠淦 2016; 陳春暉 2016.

建窯의 “供御”·“進琖”銘黑釉碗에 대한 기초적 검토

7

<그림1> “공어”명흑유완편, 大路後門山窯址
(Y4·Y9) 출토

<그림2> “공어”·“진잔”명흑유완편, 周建平 소장

를 거쳐 폐기되는 과정, 즉 그 순환 사이클 등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다
고 보기 힘들다. “공어”·“진잔”명흑유완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면 믿기 힘들겠지만, 그것
과 관련된 많은 기초적인 문제들조차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실정
이다. 이제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공어”·“진잔”명흑유완에 대하여 주목하였지만, 그들
은 거의 하나같이, 이들 “공어”·“진잔”명흑유완이 송대에 進上되었으며, 이 점으로 미루
어 당시 건요가 官府와 깊은 관련이 있었을 것이라는 점 정도를 언급하였을 뿐이라는 점
이 놀랍다. “공어”·“진잔”명흑유완에 대한 연구의 부진함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건
요 연구의 현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필자는 2018년 4월 22일~27일과 2019년 2월 26일~3월 2일에
建窯窯址와 그 주변의 遺址를 조사하였다(편의상 전자를 제1차 조사, 후자를 제2차 조사
2)

라고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주요 토대로 하여 “공어”·“진잔”명흑유
완과 관련된 몇 가지 기초적인 문제를 검토함으로써 차후의 심화된 연구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아울러 당시 민요에서 어떻게 어용자기를 생산·공급하였는지를 보다 구체적
으로 파악하려고 한다.

Ⅱ. “供御”·“進琖”銘黑釉碗과 墊餠
건요요지에서 발견되거나 傳世되어 오는 “공어”·“진잔”명이 있는 실물자료에는 두 종

류가 있다. 그 하나는 흑유완이고(그림3), 또 다른 하나는 墊餠이다(그림4). “공어”명흑유
2) 제1차 조사와 제2차 조사의 결과에 대해서는 각각 李喜寬(池世梨 譯) 2018, 李喜寬 2019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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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과 “진잔”명흑유완은 둘 다 동일한 요장에서 공어용으로 제작되었지만, 명문을 표시한
방식 등에서는 차이가 있다. 점병은 기물을 소성할 때 기물의 저부에 받치는 원반형의 窯
3)

道具로서(馮先銘 主編 1998: 384), 기물과 기물 사이나 기물과 갑발 사이에 놓이게 된다.
“공어”·“진잔”명의 흑유완과 점병의 경우 동일한 내용의 명문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명문
의 형태는 정반대이다.
“공어”·“진잔”명흑유완의 경우, 굽 안바닥에 縱으로 “공어” 또는 “진잔”이 正子로 음각
되거나 찍혀 있다. 현재까지 보고된 “공어”명은 모두 음각된 것인데(陰文)(그림5), 글씨체
가 하나같지 않다. 어떤 것들은 楷書體로 정성들여 새긴 반면, 글씨체가 치졸한 것들도
많다. 아마도 전문적으로 명문을 새기는 사람을 두지 않고, 각각의 기물을 성형한 도공들
이 직접 새겨 넣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宋伯胤 2009: 294).
반면에 “진잔”명은 글씨체가 비교적 정제된 편으로, 이제까지 보고된 예는 모두 印花技
法으로 표시한 것이다(그림6). 특별히 제작된 “진잔”명의 인장으로 찍었을 터인데, 글씨
의 크기뿐만 아니라 글씨체도 한결같지 않다. 이 점은 “진잔”명을 표시할 때 다양한 인장
을 사용하였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필자는 최근 南平市 建陽區의 한 수장가의 소장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매우 흥미로운 “진잔”명흑유완편을 한 점 발견하였다(그림7). 이것은
흑유완의 작은 잔편이지만, 저부는 완전하게 보존되어 있다. 굽 안바닥에 “진잔”명이 있

<그림3> “공어”명흑유완, 南平市建陽區博物館

<그림4> “공어”·“진잔”명점병, 漢城百濟博物館

3)	우리는 이러한 용도의 요도구를 흔히 陶枕—또는 도지미—으로 부르는데(海剛陶磁美術館 編 1992: 37-41), 엄밀하게 말하면,
양자의 개념은 동일하지 않다. 陶枕—또는 도지미—은 점병과 같은 圓盤形뿐만 아니라 圓柱形의 것도 포함하지만(김윤정 등 편
2015: 149-150), 중국의 학계에서는 원반형의 것만 점병으로 칭하고, 원주형의 것은 墊柱나 墊座 등으로 부른다(馮先銘 主編
1998: 384-386). 그리고 陶枕이라는 명칭은 흔히 당~송을 전후한 시기에 磁州窯 등에서 크게 유행한 도기질의 베개(枕)를 가리
킨다(長谷部樂爾 1996: 110-114). 그래서 여기에서는 陶枕 대신 점병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다.

建窯의 “供御”·“進琖”銘黑釉碗에 대한 기초적 검토

9

<그림5> 음각기법의 “공어”명

<그림6> 인화기법의 “진잔”명

<그림7> “진잔”명흑유완편, 周建平 소장

는데, 글씨체가 이제까지 알려진 다른 “진잔”명의 경우보다 서툰 편이다. 그리고 모든 획
에 음각기법으로 새긴 흔적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다. 이것은 건요의 “진잔”명 가운데 음
각기법으로 표시한 첫 번째 실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이다.
이것을 제외하면, 음각기법으로 “진잔”명을 표시한 예는 아직 보고된 예가 없다. 그 대부
분은 인장으로 찍었다는 이야기이다.
동일한 요장에서 공어용으로 제작한 흑유완에 왜 서로 다른 명문-“공어”와 “진잔”-을
사용하고, 아울러 두 명문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시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다만 후자와 관련하여, 일부 연구자들은 “공어”명흑유
완을 제작하던 시기에는 그 명문을 도공들이 직접 새기는 방식으로 취했다가 수요량을
당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자 “진잔”명흑유완을 제작하는 시기에 이르러 좀 더 진보된 인장
으로 찍는 기법을 고안해 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陳顯求 等 1995: 37). 이들의 견해에 따
르면, 그러한 차이가 “공어”명흑유완과 “진잔”명흑유완의 제작시기와 관련이 있을 것이
라는 이야기가 된다. 흥미로운 견해지만, 실제에 있어서 양자가 제작시기의 측면에서 차
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어”·“진잔”명점병의 경우는 건요요지에서 발견되는 다른 점병들처럼 일반적으로
윗면이 평평하고 밑면은 반원형이다. 윗면의 가장자리에는 凹字形의 굽자국이 있고 그
굽자국의 안쪽에는 좌우가 反轉된 형태의 “공어”나 “진잔”명이 陽文으로 찍혀 있다. “공
어”·“진잔”명점병에 이러한 형태의 자국이 남게 된 것은 건요에서의 독특한 흑유완의
4)

裝燒技法 때문이다.

건요에서는 흑유완을 소성할 때 깔때기 모양의 漏斗形 갑발을 사용하였다. 한 개의 갑

4) 이러한 “공어”·“진잔”명점병의 자국과 장소기법의 관계에 대해서는 李喜寬(池世梨 譯) 2018: 77-7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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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 누두형갑발·점병·흑유완(점병 사용의 예),
庵尾山窯址 출토, 福建博物院

<그림9> “진잔”명점병, 牛皮崙窯址 수습

발 안에는 거의 예외 없이 한 점의 완만을 넣었다. 그런데 건요의 누두형 갑발은 밑부분
이 평평하지 않고 원추형이기 때문에 완을 안전하게 수평을 잡아서 놓기가 쉽지 않다. 제
대로 수평을 잡지 않은 채로 소성할 경우, 완의 기벽이 갑발에 접착하여 실패품이 되거나
흠이 생기기 십상이다. 이것을 막기 위하여 고안한 것이 독특한 건요의 점병이라고 생각
된다. 건요의 도공들은 비교적 물렁한 원반 모양의 점병을 누두형 갑발의 중앙에 놓고 그
위에 완을 올려놓은 후 위에서 눌러서 완을 갑발에 접촉하지 않은 채로 고정시키는 효과
적인 방법을 고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다(그림8). 점병의 윗면에 생긴 凹字形의 굽의
윤곽과 좌우 반전된 陽文의 “공어”나 “진잔”명은 그렇게 굽 안바닥에 正子로 “공어”나 “진
잔”을 새긴 완을 눌러서 점병에 고정시킨 결과물인 셈이다. 그런데 점병은 완을 소성하고
나면 딱딱하게 굳게 마련이다. 이렇게 한 번 사용한 점병을 재활용하여 완을 고정시키는
것은 매우 힘들다. 그래서 건요의 점병은 사실상 일회용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건요요장에서 점병을 사용하여 소성한 흑유완의 수량과 점병의 수량은 원칙적으로 일치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매우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공어”·“진잔”명점병의 경우와 달리 陰文
의 “공어”나 “진잔”명이 正子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필자는 제2차 조사에서 牛皮
崙窯址에서 이러한 형태의 명문이 있는 점병의 잔편을 한 점 수습하였다(그림9). 이 점병
의 경우, 한쪽 면에는 저경이 3.5㎝ 전후인 작은 흑유완을 받친 굽자국이 남아 있다. 그리
고 다른 한쪽 면에는 특이하게 凸字形의 굽자국이 있고 그 안에 명문이 있는데, 이 면은
점병의 밑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字跡이 명확하지 않지만 건요요지에서 확인된 여러
명문들과 대조해본 결과 그 명문이 陰文으로 찍힌 正子의 “진잔”명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
론에 이르렀다. 왜 문제의 점병에 이러한 형태의 명문이 남게 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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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a>
<그림10> 흑유완과 갑발과 점병이 접착된 채로
폐기된 모습, 牛皮崙窯址 수습

<그림11b>

<그림11> 윗면(a)과 아랫면(b)에 모두 굽자국이 찍혀
있는 점병, 牛皮崙窯址 수습

앞서 언급한 방식으로 점병과 갑발을 사용하여 “공어”나 “진잔”명흑유완을 소성하였을
경우, 그 소성 과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면 흑유완은 일정한 選品 과정을 거쳐 供御되
거나 폐기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소성 후에 흑유완과 갑발과 점병이 항상 쉽게 분리되는
것은 아니었다. 흑유완과 점병과 갑발, 흑유완과 점병, 점병과 갑발이 서로 접착해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마련이었다. 건요요지에서는 이러한 실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
다. 흑유완과 점병과 갑발이 접착해 있거나 흑유완과 점병이 붙어 있을 경우 이것들은 거
의 대부분 폐기되었다(그림10). 하지만 점병이 갑발에 붙어 있을 경우, 건요의 도공들은
종종 이러한 갑발을 버리지 않고 재사용하였다. 즉 누두형 갑발의 내저면에 점병이 부착
되어 있는 채로 그 위에 새로운 물렁한 점병을 놓고 동일한 방식으로 흑유완을 소성한 것
이다. 건요요지에서 윗면과 아랫면에 모두 굽자국이 찍혀 있는 점병이 종종 발견되는 것
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그림11). 이 경우 아래의 점병이 “진잔”명흑유완을 받쳤던 것이
라면 새로운 점병의 밑면에는 陰文으로 찍힌 正子의 “진잔”명이 남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은 정해진 이치이다. 요컨대, 문제의 점병에 그러한 형태의 “진잔”명이 남게 된 것도 건요
에서의 독특한 장소기법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었던 셈이다.

Ⅲ. “供御”·“進琖”銘黑釉碗의 출토현황
1. 窯址 출토품
건요요지는 水吉鎭의 池中村과 後井村 일대의 비교적 낮은 산기슭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이 後井村에 속해 있다(그림12). 後井村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서쪽에 蘆花坪
窯址가, 서남쪽에 庵尾山窯址와 牛皮崙窯址가, 남쪽에 大路後門山窯址·營長墘窯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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源頭坑窯址가 위치하고 있다. 이 가운데 우피륜요지를 제외한 나머지 요지들은 모두 발
굴되어 “공어”·“진잔”명흑유완의 출토 상황을 대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蘆花坪窯址] 이 요지는 지중촌 가까이에 있는 1구역과 후정촌에 근접해 있는 2구역으
로 나뉘어져 있다. 두 구역은 약 250m 가량 떨어져 있으며, 2구역이 훨씬 규모가 크다.
1구역은 厦門大學人類學博物館에서 1960년에 발굴하였는데, 窯爐나 작업장 등은 찾지
못하였다. 980점의 흑유완와 370점의 요도구를 수습하였지만, 흑유완 가운데 저부에 “공
어”나 “진잔”명이 있는 것은 발견하지 못하였다(厦門大學人類學博物館 1964: 192-193).
이 구역에서 좌우 반전된 “공어”나 “진잔”명이 陽文으로 찍혀 있는 점병들이 출토되었다
는 점에서 볼 때, “공어”·“진잔”명흑유완을 제작한 것이 분명하지만, 왜 그 실례가 확인
되지 않았는지는 잘 알 수 없다. 혹시 이 구역에서는 “공어”·“진잔”명흑유완의 생산량
자체가 적었던 것이 그 원인 가운데 하나였는지도 모르겠다.
2구역은 1977년 福建省博物館 등이 발굴하여 1기의 용요를 확인하고, 아울러 다수의 흑
유·靑釉·靑黃釉瓷器 및 요도구를 수습하였다. 요도구 가운데에는 적지 않은 수량의 “공
어”·“진잔”명점병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어”·“진잔”명흑유완도 여러 점 출토되었다(福建
省博物館 等 1984: 138-141). 보고서에 따르면 이 구역에서 출토된 “공어”·“진잔”명흑유완은
모두 속구완으로 파악되며,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다. 건요요지의 상황을 소상히
알고 있는 후정촌의 邱家義 선생은 노화평요지 2구역이 다른 요지보다 흑유완의 품질이 높
고 아울러 “공어”·“진잔”명흑유완도 상대적으로 많이 출토되는 요지라고 한다.

<그림12> 건요요지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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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路後門山窯址] 이 요지는 남쪽의 1구역과 북쪽의 2구역으로 구분된다. 1구역은
1989~1990년에 발굴되었으며, 2기의 용요(Y1·Y3)가 확인되었는데, Y1은 Y3을 파괴하고
그 위에 건축되었다. Y1 주위의 퇴적층에서 “공어”명흑유완편이 발견되었지만, 구체적인
수량은 알 수 없다(中國社會科學院考古硏究所 等 1990: 1099). “진잔”명흑유완이 확인되
지 않은 것이 흥미로운데, Y1의 窯床과 그 주위의 퇴적층에서 “진잔”명점병이 출토되었
으므로(中國社會科學院考古硏究所 等 1990: 1099) 이 요장에서 “진잔”명흑유완도 제작되
었음이 분명하다. “진잔”명흑유완이 “공어”명흑유완에 비해 그 생산량이 훨씬 적었기 때
문에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2구역은 1991~1992년에 발굴되었는데, 이곳에서도 2기의 용요(Y4·Y9)가 확인되었다.
Y9가 Y4의 뒷부분을 파괴하고 건축되었다. 하지만 發掘簡報에는 이곳에서의 “공어”·“진
잔”명흑유완의 출토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전혀 없다. 다만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
의 상황이 Y1·Y3의 그것과 기본적으로 같다고 언급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中國社會科
學院考古硏究所 等 1995: 153), “공어”명이나 “진잔”명의 흑유완이 제작되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필자는 제1차 조사에서 이 구역의 발굴자인
栗建安 선생의 배려로 이곳에서 출토된 “공어”·“진잔”명흑유완을 직접 검토할 수 있었
다. 그 내역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표1).
필자가 조사한 표본은 총 13점이다. 이 발굴에서 출토된 “공어”·“진잔”명흑유완의 총수
량이 얼마인지는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였지만, 선별된 표본에 작은 殘片들까지 포함
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그것이 13점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13점의 표본은 공교롭게도 모두 “공어”명흑유완이다. 필자도 제1차 조사에서 이 구역에
서 “진잔”명점병을 확인한 바가 있으므로(李喜寬(池世梨 譯) 2018: 77), 이곳에서 “진잔”명
흑유완도 제작되었음은 의심할 바 없는 일이다. 하지만 그 수량은 “공어”명흑유완에 비하
5)

여 훨씬 적었을 것이다. 이 요지의 1구역을 발굴할 때에도 “진잔”명흑유완이 발견되지 않
은 것으로 미루어보면, 大路後門山窯場에서의 “진잔”명흑유완의 생산량이 蘆花坪窯場 등
보다 상대적으로 적었는지도 모르겠다.

5) 陳顯求 등의 보고에 따르면, 1986년과 1988년에 池中村의 水尾嵐遺址에서도 “공어”·“진잔”명흑유완이 다량 출토되었는데,
그 가운데 “진잔”명흑유완은 대략 10% 정도이고 그 나머지는 모두 “공어”명흑유완이었다고 한다(陳顯求 等 1989: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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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大路後門山窯址(Y4·Y9) 출토 “공어”·“진잔”명흑유완
표본번호

명문

규격(㎝)

DR①

供御

저경: 3.9

DR②

供御

저경: 4.0

DR③

供御

저경: 4.0

DR④

供御

저경: 4.3

DR⑤

供御

저경: 4.1

DR⑥

供御

저경: 4.2

DR⑦

供御

저경: 3.8

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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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번호

명문

규격(㎝)

DR⑧

供御

저경: 3.8

DR⑨

供御

저경: 3.8

DR⑩

供御

저경: 7.1

DR⑪

供御

저경: 4.2

DR⑫

供御

저경: 4.0

DR⑬

供御

저경: 3.9

도판

한편, 13점의 표본은 모두 비교적 작은 殘片들이다. 상대적으로 깨지기 쉬운 口沿部가
일부라도 잔존해 있는 예는 하나도 없다. 이 표본들이 모두 폐기된 제품들이라는 측면에
서 보면 이러한 현상이 의아스럽게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의문이 남는다. 건요요지에서 발견되는 폐기된 일반적인 기물들 가운데 완정품이나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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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에 가까운 것들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볼 때 그러하다. 공어용 흑유완의 경우 일반적인
흑유완과 달리 특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들을 고의적으로 잘게 깨뜨려버렸을 가능성
이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李喜寬(池世梨 譯) 2018: 84).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3점의 표본은 모두 구연부가 전혀 남아 있지 않은 잔편이기 때
문에 전체적인 기형을 복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저경을 통하여 각 표본의 크기
를 추정할 수 있다. 13점의 표본 가운데 DR⑩만 저경이 두드러지게 큰 편이고(7.1㎝), 그
나머지 12점의 저경은 모두 4㎝ 전후이다(3.8~4.3㎝). 이제까지 알려진 실례들을 토대로
볼 때, 전자는 “공어”·“진잔”명흑유완 가운데 대형에 속하며, 그 나머지는 일반적인 부
류에 속한다. 어느 보고에 따르면, 한 유지에서 출토된 “공어”·“진잔”명흑유완 가운데 약
7)

5%만이 대형에 속하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모두 일반적인 부류였다고 한다(陳顯求 等
1989: 44). 그 구성 비율이 대로후문산요지 2구역 출토 “공어”·“진잔”명흑유완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 밖의 建窯窯址] 庵尾山窯址는 1992년에 中國社會科學院考古硏究所 등이 발굴하여
3기의 용요(Y5·Y8·Y10)를 확인하였다. 그렇지만 “공어”명이나 “진잔”명 자료는 확인
되지 않았다(中國社會科學院考古硏究所 等 1995: 152-153). 아마도 “공어”·“진잔”명흑
유완을 소성하여 공어하기 이전에 소멸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源頭坑窯址는
1989~1990년에 발굴되어 한 기의 용요(Y2)가 확인되었다. 하지만 보고서 상에서 “공어”나
“진잔”명 자료의 출토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中國社會科學院考古硏究所 等 1990: 10951099). 營長墘窯址는 암미산요지와 같은 해에 발굴되어 2기의 용요(Y6·Y7)가 확인되었

다. Y6은 Y7을 파괴하고 그 위에 축조되었다. Y7의 퇴적층에서 “공어”명과 “진잔”명이 있
는 점병이 각각 두 점씩 출토되었지만, 같은 명문이 있는 흑유완은 확인하지 못하였다(中
國社會科學院考古硏究所 等 1995: 150-153). 牛皮崙窯址는 여러 건요요지 가운데 유일하
게 발굴되지 않은 곳이다. 그러므로 이 요장에서의 “공어”·“진잔”명흑유완의 생산 실태
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그런데 필자는 이 요지에 대한 조사를 통
하여 “공어”명흑유완 한 점을 확인한 바 있다(李喜寬(池世梨 譯) 2018: 79-80). 그리고 특이
하게 밑면에 正子로 “진잔”명이 찍힌 점병을 한 점을 발견하였다는 점은 앞서 언급한 바가
있다. 그러므로 이 요장에서 “공어”·“진잔”명흑유완을 생산하였음은 의심할 바가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요요지는 여러 차례에 걸쳐 발굴되었다. 이 과정에서 많
은 수량의 “공어”·“진잔”명점병이 수습되었다. 이 점병의 수량만큼 “공어”·“진잔”명흑유
6) 예컨대, 노화평요지(2구역)에서는 218건의 黑釉敞口碗을 수습하였는데, 이 가운데 26%에 해당하는 56건이 完整品이라고 한다
(福建省博物館 等 1984: 140).
7) 대형의 “공어”·“진잔”명흑유완의 크기와 外觀 특징 등에 대해서는 陳顯求 等 1995: 37-4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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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이 제작되었을 터인데, 실제로 건요요지에서 발굴·출토된 실례는 매우 희소한 편이다.
필자가 건요요지를 조사한 결과도 이와 다르지 않다. 요지 조사 과정에서 “공어”·“진잔”
명점병은 여러 점을 수습하였지만, 흑유완은 우피륜요지에서 “공어”명흑유완편 한 점을
확인하였을 뿐이다(李喜寬(池世梨 譯) 2018, 李喜寬 2019).

2. 窯址 이외의 遺址 출토품
[水尾嵐遺址] 이 유지는 건요요지의 서쪽에 인접해 있는 池中村의 서남쪽 끄트머리의
水尾嵐에 위치하고 있다(그림13). 이곳의 지형은 평지에 가까우며, 해방 이후에 白瓷生活
容器와 白瓷絶緣體 등을 생산했던 옛 建陽瓷廠의 건물과 민가 그리고 논·밭·공터 등으
로 이루어져 있다(그림14). 건양자창은 1990년대에 문을 닫고 지금은 그곳에 자동차부품
을 생산하는 공장이 들어서 있다.
이곳에서는 일찍부터 “공어”·“진잔”명흑유완이 출토되었는데 이를 가장 먼저 알린 것

은 『建甌縣志』이다. 民國 18년(1929)에 편찬된 이 책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兔毫盞, 出禾義里, 其計四處, 一名窯上墘, 一名牛皮崙, 一名豹子窠, 一名大路後門. 俗

呼宋碗. 由山內拕(挖의 誤?; 필자)出, 形式不一. 唯池墩村水尾嵐堆積該碗打碎之底, 時
見“進琖”二字, 是陰字模印, 楷字蘇體. 亦偶有“供御”二字者, 似刀劃的, 字跡劣惡. 附近村
民往拕(挖의 誤?; 필자)者, 或一日得數塊, 或數日僅得一塊. 其價値, 每塊售數十文錢, 至

數十洋元, 不等. 時有人收運上海或日本. 其盞內之花紋似兔毫, 故名.([民國]詹宣猷 等 撰
1967: 272)

이 기록은 “兔毫盞”과 관련된 것인데, 이것은 건요의 흑유완을 지칭한 것이다. 그 내용

에 따르면, 토호잔은 禾義里의 窯上墘·牛皮崙·豹子窠·大路後門에 있는 산에서 출토

되고, “공어”나 “진잔”명이 있는 토호잔은 단지 池墩村의 水尾嵐堆積에서만 발견된다고
한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진잔”명흑유완이 “공어”명흑유완보다 더 흔히
발견되는 것처럼 서술되어 있는 것이 흥미롭다. 화의리는 건요요지가 있는 오늘날의 水
吉鎭 池中村과 後井村 일대에 해당하며([民國]詹宣猷 等 撰 1967: 70), 지돈촌은 후에 지중
촌으로 지명이 바뀌었다.
일찍이 이 대목에 주목한 宋伯胤은 1954년에 수미람유지를 조사하여 20점의 “공
어”·“진잔”명흑유완편을 수습하였다(宋伯胤 2009: 293-294). 그러나 정작 건요요지에서
는 한 점의 “공어”·“진잔”명흑유완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가 당시 수미람유지에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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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3> 水尾嵐遺址의 위치

습한 “공어”·“진잔”명흑유완이 어디에서 燒造되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宋伯胤 2009: 293).
曾凡과 陳顯求의 보고에 따르면, 그로부터 30여년이 지난 1986년과 1988년에는 건양
자창의 동쪽 담장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담장의 基壇部에서 100점에 가까운 “공어”·“진
잔”명흑유완을 수습하였다고 한다(曾凡 1990: 96; 陳顯求 等 1995: 36-37). 이곳은 수미
람유지의 중심구역에 해당한다. 그리고 증범은 1989년에 이곳을 조사하여 수십 점의 “공
어”·“진잔”명흑유완 잔편들을 채집하고(曾凡 1990: 96) 아울러 1992년 이후에는 이곳을
직접 시굴하여 동일한 명문의 흑유완을 다수 수습하였다(曾凡 1994: 267).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필자는 두 차례에 걸쳐 수미람유지를 조사하였다(제1·2차 조
사). 수미람에서 “공어”·“진잔”명흑유완이 집중적으로 출토되어 온 곳은 옛 건양자창의
동쪽 담장과 동북쪽 담장 모서리 주변
이다. 이곳은 남북 방향으로 시멘트로
포장된 폭 3m 가량의 마을도로가 나
있다. 이 도로의 서쪽은 옛 건양자창이
고 동쪽은 밭인데, 이 밭의 중간에 農
幕이 있다. 이 유지를 편의상 네 구역
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는데, 농막의 북
쪽 밭이 1구역에, 남쪽 밭이 2구역에,
<그림14> 水尾嵐遺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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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자창 동북쪽 모서리 밖의 공터와 밭이 3구역에, 옛 건양자창의 담장 내부가 4구역에
해당한다(그림15).
제1차 조사는 4구역을 제외한 1·2·3구역에서 행하였다. 적지 않은 수량의 건요흑유
완편들을 수습하였지만(그림16), 갑발이나 점병 등과 같은 건요의 요도구는 발견되지 않
았다. 흑유완편들이 집중적으로 확인된 곳은 1구역이다. 이 가운데 底部片은 7점이고, 그
나머지는 胴體나 口部의 잔편들이다. 무엇보다도 흥미로운 것은 7점의 흑유완 저부편 가
운데 굽 안 바닥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공어”나 “진잔”명의 有無를 확인할 수 없는 한 점

<그림15> 水尾嵐遺址 조사구역 분포도

<그림16> 제1차 조사에서 수습한 건요흑유완편, 水尾嵐遺址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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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7> 제1차 조사에서 수습한 건요흑유완의 底部片(SW①~⑦), 水尾嵐遺址 수습

<그림18> 제2차 조사에서 수습한 건요흑유완의 底部片(SH①~⑩), 水尾嵐遺址 수습

(SW⑤)을 제외한 나머지 6점의 저부에 모두 “공어”명이 있다는 점이다(그림17).
제2차 조사에서는 제1차 조사에서 빠졌던 4구역, 즉 옛 건양자창의 내부도 조사하였다.
하지만 옛 건양자창의 내부 구역은 그 대부분이 이미 건물이 들어서 있거나 지표면이 시
멘트로 포장되어 있어서 “공어”·“진잔”명흑유완편은 확인할 수 없었다. 건요의 요도구
도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옛 건양자창에서 운용했던 용요의 흔적을 확인하였는데, 평지
에 인공으로 경사면을 쌓고 그 위에 건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용요는 이미 철거되고 그

建窯의 “供御”·“進琖”銘黑釉碗에 대한 기초적 검토

21

때 쌓아올린 경사면의 일부가 남아 있다. 하지만 1·2구역에서 적지 않은 흑유완 잔편들
을 수습하였다. 주로 2구역에서 발견되었다. 저부편은 모두 10점인데(그림18), 이 가운데
“공어”나 “진잔”명의 존재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것이 두 점(SH⑧·SH⑨)이고, 그러한
명문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추측되지만 그렇게 단정하기도 힘든 것이 한 점이
다(SH⑩). 그 나머지 7점은 모두 “공어”명흑유완의 저부편으로 판단된다.
[蘆花坪遺址] 이 유지는 蘆花坪窯址(2구역)의 남쪽 가장자리에 인접해 있는, 後井村과
池中村을 잇는 小路로부터 남쪽으로 50m가량 떨어진 평지(논)에 위치하고 있다(그림19).
지중촌과 후정촌의 촌민들의 말에 따르면, 2016년에 이곳에서 “공어”명흑유완이 출토되
었는데, 그 수량이 자그마치 80여 점에 달하였다고 한다. 그 가운데 “진잔”명흑유완이 한
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흥미롭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 28점이 완정품이거
나 그것에 가까운 것들이었다는 점이다. 구가의 선생도 이 점을 확인해 주었다. 당시 이
것들은 지표면으로부터 1m가량 아래에서 포개어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공어”명
이 없는 흑유완이나 요도구 등은 전혀 섞여 있지 않았다고 한다. 필자도 이 유지를 조사
한 바 있는데, 현재도 “공어”명흑유완을 수습하기 위하여 판 여러 개의 구덩이 흔적이 남
아 있다(그림20). 그 주위에서 소량의 흑유완편이 발견되었는데(그림21), 구덩이에서 나
8)

온 “공어”명흑유완의 잔편들과 그 밖의 것들이 섞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곳은 노화평요지(2구역)의 범위 밖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건요요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요업폐기물도 쌓여 있지 않다. 게다가 평지이기 때문에 이곳이 窯
爐(용요)가 있었을 가능성은 배제하여도 좋을 것이다. 이 유지에서 발견된 “공어”명흑유

<그림19> 蘆花坪遺址의 위치
8) 이 흑유완편들 가운데에는 구연 바로 아래에서 밖으로 약간 말린 撇口型이거나 그곳에 미미하게 束口가 이루어진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기형은 “공어”·“진잔”명흑유완의 구부의 일반적인 특징이다(李喜寬 2019). 이것들은 이곳에서 발견된 “공어”명흑유완의
잔편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저경이 3㎝ 정도인 작은 흑유완의 저부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제까지 알려진 “공어”명흑유완 가운데
에는 이렇게 작은 흑유완이 없다. 이것은 인근의 노화평요지에서 유입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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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0> 蘆花坪遺址의 구덩이 흔적

<그림21> 蘆花坪遺址 주위에서 수습한 흑유완편

완은 북쪽에 인접해 있는 노화평요지(2구역)에서 소성하여 이곳으로 옮긴 후 일부를 선별
하고 난 후 나머지는 폐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필자는 이 유지에서 출토된 일부 표본들을 관찰할 기회가 있었다. 완정품의 경우 높이
가 5.8~6.0㎝, 구경은 12.0㎝ 전후, 저경은 4.1~4.2㎝이고, 구부가 구연 바로 아래에서 밖
으로 약간 말리고 그곳에 束口가 이루어져 있다. 잔품의 경우는 구연부가 전혀 남아 있지
않아 높이와 구경뿐만 아니라 구부의 형태를 알 수가 없다. 저경은 3.8㎝ 전후이다. 잔품
의 저경이 하나같이 완정품의 경우보다 작은 것이 흥미롭다. 완의 내·외면에 모두 토호
문이 있으며, 외저면에는 음각기법으로 “공어”를 새겨 넣었다. 글씨체와 필순이 한결같지
않다. 흑유완의 크기·기형·문양 그리고 명문의 표시 방식 등이 이제까지 알려진 “공어”
명흑유완과 다르지 않다.
[杭州東南化工廠遺址] 이 유지는 杭州市 上城區 江城路와 上倉橋路의 교차 지점에 있
다. 이곳은 남송 황성에 인접한 都亭驛이 있던 곳으로 추정된다. 도정역은 오늘날의 國
賓館에 해당한다. 鄧禾潁에 따르면, 2009년 상반기에 이곳에서 “공어”명흑유완의 저부편
한 점이 다양한 월요·정요·건요·여요·길주요 등의 자기들과 함께 출토되었다고 한
다(鄧禾潁 2012: 16-18). 이 자료는 2010년에 杭州南宋官窯博物館에서 개최한 <淸·雅—
南宋瓷器精品大展>에 출품된 바가 있는데(杭州南宋官窯
博物館編 2010: 168), 저경은 4㎝ 전후이고 짙은 흑색의 유
약이 비교적 두껍게 입혀져 있으며 굽 주위에는 유약이 몰
려서 釉滴珠가 형성되어 있다. 굽 안바닥에는 해서체로 “공
어”가 음각되어 있다(그림22). 이것은 정식 발굴을 통하여
수습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적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이곳에서 출토되었다는 점을 신뢰할 수 있다면 그 소비처인

<그림22> “공어”명흑유완편,
杭州東南化工廠遺址 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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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의 황성이나 그 주위에서 출토된 “공어”·“진잔”명흑유완의 첫 번째 실례가 될 것이다.

[南台島遺址] 이 유지는 福建省의 주류 하천인 閩江 하구의 南台島에 있다. 1935년에 건

요요지를 최초로 학술 조사한 James Marshall Plumer는 남태도의 한 옛 陶器窯址에서 “공
어”명흑유완편 한 점을 수습하였다고 보고하였다(그림23). 그에 따르면, “공어”명흑유완
편은 송대 여러 요장에서 생산된 자기의 잔편들과 함께
이 요장에서 생산되어 폐기된 陶片堆積에서 발견되었다
(James Marshall Plumer 1972: 76-77). 하지만 이것을 수
습하였다는 사실만을 간단히 언급하였기 때문에 더 이
상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힘들다. 다만 제시된 사진을
보면, 여느 “공어”명흑유완과 같이 외저면에 음각기법
으로 “공어”를 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곳은 이 흑유
완의 생산지인 건요요지뿐만 아니라 그 목적지였을 북
송의 수도인 開封이나 남송의 수도인 杭州로부터도 멀
리 떨어져 있는 곳이다. 공어용으로 제작된 이 흑유완이
왜 이러한 곳에서 잔편으로 발견되게 된 것일까? 참으
9)

로 궁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림23> “공어”명흑유완편,
南台島遺址 출토

Ⅳ. “供御”·“進琖”銘黑釉碗의 조형적 특징
다 아는 바와 같이, 건요에서 생산한 흑유자기의 거의 대부분은 碗이다. 이 요장의 흑유
완은 다양한 기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미 발굴된 蘆花坪窯址와 大路後門山窯址 및 營
長墘窯址 등의 출토품을 통하여 볼 때(厦門大學人類學博物館 1964: 191-192; 福建省博物

館 等 1984: 140-141; 中國社會科學院考古硏究所 等 1990: 1097-1098; 中國社會科學院考古
硏究所 等 1995: 153), 그 대표적인 것들은 구부가 직선적으로 벌어진 敞口碗과(그림24) 나
팔처럼 벌어진 撇口碗과(그림25) 구연의 아랫부분이 안으로 약간 들어간 束口碗과(그림
26) 구연이 완만하게 안으로 좁아든 듯한 斂口碗 등이다(그림27).

이 가운데 창구완들은 그 기형이 모두 비슷한데(그림28-①), 구경이 12㎝ 이상인 비교적

9) 필자는 이 논문을 투고하고 난 뒤에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의 小林仁 선생으로부터 山西省 懷仁市에서 출토된 “공어”명흑유완
한 점이 山西博物院에 소장되어 있다는 소식을 접하였다. 하지만 그 자세한 출토상황이나 조형적 특징 등은 미처 파악하지 못하였
다. 이 점에 대해서는 차후에 조사를 거쳐 별도의 논문에서 언급하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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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4> 흑유완(敞口碗),
蘆花坪窯址 출토, 福建博物院

<그림26> 흑유완(束口碗),
蘆花坪窯址 출토, 福建博物院

<그림25> 흑유완(撇口碗),
蘆花坪窯址 출토, 福建博物院

<그림27> 흑유완(斂口碗),
蘆花坪窯址 출토, 福建博物院

큰 것과 11㎝ 이하의 작은 것으로 구분된다(中國社會科學院考古硏究所 等 1990: 1098). 별
구완의 경우는 腹部가 곧게 벌어지거나 완만하게 휜 부류(Ⅰ식, 그림28-②)와 활처럼 휜
부류(Ⅱ식, 그림28-③)가 있다. 전자는 구경이 11~12㎝ 전후인 것들이 대부분이고, 후자는
이보다 훨씬 커서 구경이 20㎝ 이상인 것들도 적지 않다(福建省博物館 等 1984: 140-141).
속구완은 운두가 비교적 높고 구연이 밖으로 완만하게 벌어진 부류(Ⅰ식, 그림28-④), 운
두가 낮고 구연이 밖으로 급하고 예리하게 벌어진 부류(Ⅱ식, 그림28-⑤), 복부가 활처럼
휘고 구연이 밖으로 말린 듯한 부류(Ⅲ식, 그림28-⑥)가 있다. Ⅰ식 속구완의 경우 구경
이 16㎝에 이르는 대형의 기물도 있지만, 그 대부분은 구경이 12㎝ 전후이고 높이가 6~7
㎝ 정도이다(中國社會科學院考古硏究所 等 1990: 1097-1098). Ⅱ식의 속구완은 Ⅰ식보다
구경이 약간 큰 편이며, 수량이 그다지 많지 않다. Ⅲ식은 속구완 가운데 가장 크기가 작
은 편에 속한다. 그 대부분이 높이는 6㎝ 이하이고 구경은 11㎝ 전후이다(福建省博物館 等
1984: 141). 斂口碗은 건요의 흑유완 가운데 크기가 가장 작은데, 그 대부분이 높이가 5㎝
이하이고 구경은 9㎝ 전후이다(그림28-⑦). 건요요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기형이
다(中國社會科學院考古硏究所 等 1990: 1098).
그런데 “공어”·“진잔”명흑유완은 이들 모든 기형에서 확인되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창구완과 염구완에서는 “공어”나 “진잔”명이 있는 예들이 아예 발견되지 않는다. Ⅰ식 별
구완과 Ⅱ식·Ⅲ식 속구완에서도 그러한 명문이 있는 예들은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공어”·“진잔”명흑유완은 모두 Ⅰ식 속구완이나 Ⅱ식 별구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순
리이겠지만, 반드시 그렇게 보기도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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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8> 건요요지(蘆花坪) 출토 흑유완의 여러 형식

먼저 증범이 1990년에 보고한 “진잔”명흑유완의 표
본을 보기로 하자(그림29). 이것은 1986년이나 1988년
에 수미람유지에서 출토된 것으로(陳顯求 等 1995: 3637), 정확한 규격은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도면의 축척
을 고려하여 환산하면, 대략 높이는 6.0㎝, 구경은 12.0
㎝, 저경은 4,3㎝로 추정된다. “공어”·“진잔”명흑유완
에서 흔히 보이는 크기이다. 이 표본에서 가장 주목해
보아야 할 곳은 구부이다. 이 표본의 구부는 밖으로 약

<그림29> “진잔”명흑유완,
水尾嵐遺址 출토

간 벌어져 있다. 그러므로 넓게 보면, 별구완의 범주
에 속하겠지만, 구부의 세부적인 형태가 건요의 흑유완에서 흔히 보이는 별구완의 그것
과는 크게 다르다(도28-②·③ 참조). 그래서 연구자에 따라서는 이러한 부류의 흑유완
을 속구완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도 한다(王永平 主編 2016: 32). 그렇지만 속구완의 구부와
도 확연히 구별된다. 南平市建陽區博物館에는 이러한 기형의 “공어”명흑유완이 소장되어
있다(그림30).
남평시건양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또 다른 “공어”명흑유완은 이것들과는 구부의 형
태가 약간 다르다(그림31). 이 표본은 2016년에 노화평유지에서 출토된 것으로 판단되는
데, 높이는 5.9㎝, 구경은 12.1㎝, 저경은 4.3㎝이다. 이 표본은 구부가 밖으로 약간 벌어지
고 束口가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속구완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흔히

“建琖”으로 칭하는 일반적인 Ⅰ식 속구완과는 구부의 세부적인 형태가 다르다. 양자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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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0a>

<그림31a>

<그림30b>

<그림31b>

<그림30> “공어”명흑유완,
南平市建陽區博物館

<그림31> “공어”명흑유완,
南平市建陽區博物館

장 큰 차이점은 속구가 이루어진 지점에서 간취된다. 일반적인 Ⅰ식 속구완의 경우는 속
구가 구연으로부터 1.0~1.5㎝ 아래에서 이루어진 반면, 이 표본은 구연의 바로 아래에서
이루어져 있다. 上海博物館 소장의 “진잔”명흑유완이나(그림32) 남평시건양구박물관에 소
장되어 있는 또 다른 한 점의 “공어”명흑유완도(그림33) 이러한 부류에 속한다. 臺灣의 한
개인도 이러한 형태의 구부를 가진 “공어”명흑유완을 소장하고 있는데(그림34), 구연에 銀
釦를 한 것이 남다르다(謝明良 2008: 167-168). 현재까지 알려진 “공어”·“진잔”명흑유완
가운데 金銀釦를 한것은 이것이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한편, 漢城百濟博物館에는 대형의 “공어”명흑유완 잔편이 한 점 소장되어 있는데,

높이는 7.8㎝, 구경은 18.8㎝, 저경은 6.8㎝이다(그림35). 복부는 활처럼 크게 휘었고,
구부는 밖으로 약간 벌어져 있다. Ⅱ식 별구완의 범주에 속하지만, 복부와 구부의 형태
가 전형적인 Ⅱ식 별구완과는 크게 다르다. 진현구 등의 연구에도 이러한 대형의 “공

<그림32> “진잔”명흑유완,
上海博物館

<그림33> “공어”명흑유완,
南平市建陽區博物館

<그림34> “공어”명흑유완,
臺灣 개인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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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잔”명흑유완이 여러 점 소개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구연부가 일부라도 잔존해 있는 것은 “공어”
명흑유완 한 점뿐이다(陳顯求 等 1995: 38). 이 표본의
기형도 한성백제박물관 소장품과 흡사하다. 그리고
南平市 建陽區에 있는 周建平 선생의 전시관(周建平
宋代建窯藏品館)에도 구연부의 일부가 잔존해 있는
대형의 “공어”명흑유완 두 점이 소장되어 있는데(그

<그림35a> “공어”명흑유완편,
한성백제박물관

림36), 구부의 형태가 앞의 두 실례와 거의 일치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어”·“진잔”명흑유
완은 기형적인 측면에서 전형적인 Ⅰ식 속구완이나
Ⅱ식 별구완과는 크게 다르다. 그러한 차이는 구부의
형태적 측면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져 있거나 두 차례에 걸친 필자의 조사 과정에
서 확인한 다수의 “공어”·“진잔”명흑유완들의 경우
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어느 연구자는 이러한 “공

<그림35b> 한성백제박물관 소장
“공어”명흑유완 복원도(朴俊炯 작도)

어”·“진잔”명흑유완을 이제까지 알려진 건요의 속구
완이나 별구완과는 다른 형식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陳顯求 等 1995: 38). 그런데 흥미롭게도 앞서 살펴본
수미람유지에서 수습한 흑유완 구부편들의 경우도
10)

그 대다수의 형태가 이와 흡사하다(그림37).

사실, 이러한 “공어”·“진잔”명흑유완의 기형적 특
징은 宋伯胤이 이미 60여 년 전에 인지한 바였다. 그
는 1954년에 수미람유지를 조사하고 다음과 같이 언

<그림36> “공어”명흑유완편,
周建平 소장

급하였다.
‥‥‥銘文이 있는 흑유완의 저부편을 통하여 볼 때, 이러한 완의 형상은 모두 크고 작

은 두 종류의 弇口碗에 속하며, 釉色도 모두 藍黑色이다.‥‥‥이러한 부류의 완들은
모두 건요의 기물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칭하는 (건요흑유
완의) 특징도 아니다. 그러나 거기에 분명하게 “공어” 두 자가 새겨져 있는 것이다. 이 상
황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야 할 연구가 있다.(宋伯胤 2009: 294)

10) 이 점은 수미람유지가 사실상 “공어”·“진잔”명흑유완의 자편퇴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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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7> 수미람유지 수습 흑유완 구부편(金世眞 작도)

확실히 그의 관찰은 예리하고, 이해는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통찰이 아직까
지도 제대로 주목받지 못한 것은 온전히 우리의 탓이 아닐까?

Ⅴ. “供御”·“進琖”銘黑釉碗의 생산과 공급
“공어”·“진잔”명흑유완의 생산과 공급에 官府가 관여하였으리라는 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것이 供御用의 기물이었으므로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도 하
다. 그렇지만 관부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공어”·“진잔”명흑유완의 생산과 공급
에 관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많지 않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이 문제를 집중
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한다.
건요에서는 다양한 기형의 흑유완을 제작하였지만, “공어”나 “진잔”명이 그러한 다양한
기형의 흑유완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되지는 않는다는 것은 이미 언급하였다. 예컨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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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보이는 건요의 흑유완 가운데 하나인 염구완에 “공어”명이나 “진잔”명이 있는 예는
보고된 바가 없다. 창구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공어”·“진잔”명흑유완은 크게 보면
모두 특정한 양식의 별구완이나 속구완의 범주에 속하지만, 기형의 측면에서 볼 때, 전형
적인 건요의 그것들과는 거리가 멀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일까? 이 의문으로
부터 이 장의 논의를 시작하였으면 한다.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우선 당시의 어용자기
의 조달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송대에 건요와 같은 민요에서 어용자기를 조달하던 주된 방식에는 土貢이나 購買 그리
고 注文制의 방식 등이 있었다(李喜寬 2016: 68-78). 토공은 전국 각지의 토산물을 황제에
게 진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建州에서 흑유완을 토공품으로 바쳤다는 것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건요의 일반적인 상품용 흑유완 가운데에서 선별하여 구매했
을 리도 없다. “공어”·“진잔”명흑유완은 처음부터 오직 공어만을 목적으로 각별히 제작
된 것들이다. 저부에 표시되어 있는 “공어”나 “진잔”명 자체가 이를 증명한다. “공어”·“진
잔”명흑유완은 주문제의 방식으로 조달되었으리라는 것이 필자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조달된 “공어”·“진잔”명흑유완의 크기나 기형 등을 건요의 도공들이
임의로 결정했을 리가 없다. 그것을 정한 것은 의당 “공어”·“진잔”명흑유완의 주문처이
자 소비처인 宮廷이었을 것이다. 궁정은 자신의 의도에 따라 見樣을 만들어 건요에 내리
고(降樣), 건요의 도공들은 그 견양에 의거하여 흑유완을 제작하여 공어하였을 것으로 판
단된다. “공어”·“진잔”명흑유완이 건요의 일반적인 흑유완의 제작 양상과 달리 특정한
기형에 집중되고 게다가 전형적인 건요흑유완의 그것과는 작지 않은 차이가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제작방식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注文制의 일종인 “製樣須索”의
방식이다.
“공어”·“진잔”명흑유완이 공어용의 기물이지만, 일반 상품용 흑유완을 생산하던 요장
과 다른 별도의 요장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원두갱
요지와 “공어”·“진잔”명흑유완이 소성되기 이전에 소멸된 것으로 판단되는 암미산요장
의 유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건요요지에서 “공어”·“진잔”명 자료가 발견된다는 점에서 그
러하다. “공어”·“진잔”명흑유완은 일반 상품용 흑유완과 동일한 요장의 용요에서 함께
소성된 것이 분명하다.
한편, 여러 차례에 걸쳐 건요의 각 요지에서 발굴을 통하여 수습한 흑유완 가운데 “공
어”나 “진잔”명이 있는 것은 매우 드물다는 점은 이미 언급한 바가 있다. 이 점을 두고 어
떤 연구자는 건요에서 흑유완을 소성할 때 “공어”·“진잔”명흑유완을 용요 안의 가장 좋
은 위치에 적재하여 成品率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그 생산량 자체가 적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한다(中國社會科學院考古硏究所 等 1990: 1099; 呂成龍 1998: 58). “공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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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명흑유완이 窯室의 가장 좋은 위치에 적재하여 소성하였을 것이라는 점 자체에 대해서
는 의심이 없다. 하지만 공어용 흑유완의 選品 기준이 일반 흑유완의 경우보다 훨씬 높았
을 것이라는 점에서 보면, 이것을 주된 요인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 기준에 미달하
여 폐기된 것들도 그만큼 많아졌을 것임은 뻔한 이치이기 때문이다. “공어”·“진잔”명흑
유완의 생산량이 그다지 많지 않았으리라는 점에 대해서도 동의한다. 건요는 기본적으로
상품용 자기를 생산한 민요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지에서 발견되는 적지 않은 수량의
“공어”·“진잔”명점병으로 미루어 보면, 반드시 “공어”·“진잔”명흑유완의 생산량이 그렇
게 적었다고 하기도 힘들다. “공어”·“진잔”명흑유완의 생산량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주장
하는 연구자들도 있는 실정이다(陳顯求 等 1995: 37). 그렇다면 건요요지에서 “공어”·“진
잔”명흑유완이 그렇게 드물게 보이는 실제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필자는 이 의문을 풀 수 있는 단서를 1960년에 있었던 노화평요지 발굴의 결과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보고에 따르면(厦門大學人類學博物館 1964: 191-193), 이때 308점의
점병을 수습하였는데, 그 가운데 “공어”명이나 “진잔”명이 있는 것이 상당수에 달하였다
고 한다. 이는 이 요장에서 적지 않은 수량의 “공어”·“진잔”명흑유완을 소성하였음의 의
미한다. 하지만 정작 “공어”·“진잔”명흑유완은 한 점도 수습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송대
에 일반적인 상품용 자기의 경우 소성이 끝나고 요로에서 꺼낸 후에 상품성이 없다고 판
단되는 것들은 바로 窯爐 주위에 폐기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는 참
으로 뜻밖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혹 “공어”·“진잔”명흑유완의 경우는 그 상당량이 요장
이외의 곳에서 폐기된 것은 아닐까? 여기에서 우리는 수미람유지를 떠올릴 필요가 있다.
앞서 인용한 『건구현지』에 따르면, 1920년대만 하여도 수미람에는 건요흑유완의 잔편
들이 퇴적을 형성하고 있을 정도로 많이 남아 있었다. 이곳에서는 일찍부터 수많은 “공
어”·“진잔”명흑유완 잔편들이 출토되었으며, 지금도 그러한 명문을 가진 흑유완편들이
적지 않게 출토되고 있다. 지중촌의 한 노인은 수미람에서 출토된 “공어”·“진잔”명흑유
완이 천 점을 훨씬 넘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가 그곳에서 출토된 “공어”·“진잔”명흑유완
의 수량을 직접 헤아린 것이 아니고, 단지 그곳에서 많은 수량이 출토되었다는 것을 그렇
게 표현한 것이겠지만,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만 생각되지는 않는다. 건요요지에서
출토된 “공어”·“진잔”명점병의 수량은 상당히 많은 데 반하여 같은 명문을 가진 흑유완
의 출토량은 매우 적다는 점에서 볼 때, 세계의 많은 박물관이나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공어”·“진잔”명흑유완편들의 대부분은 수미람유지에서 수습된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
다고 생각한다. 흥미로운 것은 이곳에 건요의 요장이 있었을 가능성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이다. 이곳이 용요를 건축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평지일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건요의
요도구나 그 밖의 요업폐기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은 다툴 일이 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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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李喜寬(池世梨 譯) 2018: 73-74).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필자도 두 차례에 걸쳐 이 유지를 조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모
두 17점의 건요흑유완 저부편을 수습하였다. 이 가운데 4점은 너무 작은 잔편이거나 하여
사실상 “공어”나 “진잔”명의 존재 여부 자체를 파악할 수 없다. 그 밖의 14점은 모두 “공
어”명흑유완편으로 판단되는 것들이다. “진잔”명흑유완편을 한 점도 수습하지 못한 것
이 뜻밖이지만, 이곳에서 “진잔”명흑유완이 출토되었음은 이미 宋伯胤과 曾凡 등이 보고
한 바가 있다(宋伯胤 2009: 293-294; 曾凡 1990: 96). 이러한 점들을 통하여 볼 때, 이제까지
수미람유지에서 출토된 건요흑유완의 잔편들은 적어도 거의 다가 “공어”나 “진잔”명흑유
완의 그것들일 가능성이 지극히 크다. 『건구현지』에서 언급한 “수미람퇴적”은 사실상 “공
어”·“진잔”명흑유완의 瓷片堆積이었을 공산이 매우 크다는 이야기가 되는 셈이다. 요컨
대, “공어”·“진잔”명흑유완이 정작 건요요지에서 그렇게 드물게 발견되는 원인은, 그것
들이 건요요지보다는 주로 수미람에 폐기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것들은 왜 주로 수미람에서 폐기된 것일까? “공어”·“진잔”명흑유완이 이곳
에서 사용된 후에 폐기되었을 가능성은 배제하여도 좋다. 이것은 공어용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누군가가 건요요지에서 “공어”·“진잔”명흑유완편만을 선별하여 이곳으로 옮겼
을 리도 만무하다. 소성된 “공어”·“진잔”명흑유완 가운데 일부는 요장에서 폐기되고 그
나머지—또는 그 가운데 상당량—는 이곳으로 옮겨진 후 그 가운데 일부가 폐기되어 퇴적
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하다.
건요에서 생산한 일반적인 흑유자기의 경우, 낙선품들은 재활용할 수 없는 요도구 등과
함께 요장의 요로 주위에 폐기되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송대 요장의 일반적인
방식이기도 하였거니와, 건요요지에 요업폐기물이 마치 작은 산처럼 쌓여 있는 것도 이러
한 이유 때문이다(그림38). 결국 “공어”·“진잔”명흑유완은 일반적인 흑유자기와는 다른
방식으로 폐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양자의 폐기 방식이 달랐던 원인은 후자가 일반적인
상품용이었던 데 반해서 전자는
공어용이었기 때문이리라는 것이
필자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특정한 자기가 소성 후에 폐기
되었다는 것은 곧 일정한 選品
과정을 거쳤음을 의미한다. “공
어”·“진잔”명흑유완의 경우, 그
잔편들의 출토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소성 직후에 요장에서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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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8> 건요요지(蘆花坪)의 폐기물퇴적

선품이 이루어지고, 수미람으로 옮겨진 후에 그곳에서 최종 선품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
다. 건요요지에서 발견되는 “공어”·“진잔”명흑유완편들은 1차 선품에서 낙선되어 폐기된
것이고, 수미람유지에서 발견되는 것은 최종 선품의 낙선품으로서 폐기된 것들인 셈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경우, 수미람유지에서 출토된 건요흑유완들 가운데 “공어”명이나
“진잔”명이 없는 것이 거의 없다는 점은 공어용 건요흑유완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준다. 그것은 당시 공어용 건요흑유완의 경우 기본적으로 모두 그러한 명문을 새기거
나 찍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공어”·“진잔”명흑유완이 공어되던 시
기에 제작된 건요의 흑유완 가운데 그러한 명문이 없는 것은 본래 공어용이 아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상은 당시 관요를 비롯하여 공어용의 자기를 생산·공
급한 어느 요장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건요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이 독특한 현상에 대
해서는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건요요지에서 “공어”·“진잔”명점병이 적지 않게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정작 “공
어”·“진잔”명흑유완은 매우 드물게 확인된다는 것은 1차 선품에서 낙선되어 폐기된 “공
어”·“진잔”명흑유완이 그만큼 적었음을 의미한다. 아마도 그릇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흠이 있는 불량품들만이 이 과정에서 폐기되지 않았을까 짐작된다. 소성된
“공어”·“진잔”명흑유완의 대부분은 1차 선품을 통과하여 수미람으로 옮겨졌다는 이야기
가 된다. 그러한 “공어”·“진잔”명흑유완의 1차 선품은 소성한 기물들을 요로에서 꺼낸 직
후에 도공들에 의해 행하여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된다.
수미람은 건요요지로부터 직선거리로 가깝게는 1㎞, 멀게는 2㎞ 이상 떨어져 있다. 실제
도로상의 거리는 그것보다 훨씬 멀다. “공어”·“진잔”명흑유완의 경우, 일반 상품용 흑유
완과 달리 굳이 그 대부분을 수미람으로 옮긴 후 최종 선품을 통하여 그 상당량을 이곳에
폐기한 것일까?
최종 선품을 1차 선품과 마찬가지로 건요의 도공들이 담당하였다면, 굳이 이렇게 번거
로운 방식을 택하였을 성싶지 않다. 최종 선품도 요장에서 행할 경우, 굳이 그것들을 모두
수미람으로 옮기는 수고를 덜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종 선품을 당당한 것은 도공
들이 아니라 “공어”·“진잔”명흑유완의 조달을 책임진 관리들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기물들이 제양수색의 방식으로 궁정에 조달되었을 것이라는 앞에서의 지적을 떠올리면
더욱 그러하다.
송대에 지방 각지로부터의 물자의 上供은 各路 轉運使의 책임 아래 이루어졌다(戴揚本
2003: 96-107). 거기에는 궁정에서 필요로 한 물자의 조달과 운반까지 포함되었다. 건요가
위치한 지역은 福建路轉運使의 관할 이래에 있었다. 그러므로 “공어”·“진잔”명흑유완의
進上도 그의 책임 아래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가 건요를 직접적으로 관할하던 지방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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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즉 建州나 甌寧縣의 관리들을 통하여 “공어”·“진잔”명흑유완의 생산 전반에까지 관
여하였을 것임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최종 선품은 이들에 의해 이루어졌을 것이다. 요

컨대, 그들은 건요의 여러 요장에 소속된 도공이나 잡역부 등으로 하여금 각각의 요장에
서 생산된 “공어”·“진잔”명흑유완을 수미람으로 운반하게 하여 그곳에서 최종 선품을 하
였다고 판단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말할 나위도 없이 1차 선품을 통과한 각각의
“공어”·“진잔”명흑유완이 크기·기형·문양·품질 등의 측면에서 궁정이 내린 견양에
얼마나 부합하였는가 하는 점이었을 것이다.
건요에서 소성한 공어용의 흑유완은 南浦溪를 통하여 반출하여 東京(開封)이나 臨安
11)

府(杭州)에 이르렀을 터인데,

수미람은 바로 남포계의 동쪽 강변에 위치하고 있다. “공

어”·“진잔”명흑유완이 집중적으로 출토된 수미람유지는 남포계로부터 300m가량밖에 떨
어져 있지 않은데, 지중촌의 촌민들에 따르면, 이곳에는 예전에 남포계의 선착장이 있었
다고 한다. 최종 선품을 통과한 “공어”·“진잔”명흑유완은 이 선착장에서 선적되었을 것
이다.
요컨대, 수미람은 건요의 각 요장에서 생산된 “공어”·“진잔”명흑유완 가운데 요장에서
1차 선품을 통과한 것들이 集積된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福建路轉運使의 책임 아
래 建州나 甌寧縣의 관리들의 최종 선품을 거쳐 합격품들은 바로 인접한 남포계의 선착

장에서 선적되어 송의 궁정에 조달되고, 낙선품들은 그곳에 폐기되어 퇴적을 형성하였다
12)

고 생각한다.

오늘날에도 수미람에서 발견되는 “공어”·“진잔”명흑유완편들은 그렇게

형성된 자편퇴적의 片鱗들인 셈이다.

Ⅴ. 맺음말
건요에서 송대에 흑유완을 공어한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공어”·“진잔”명흑유완이 그
물증이다.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진 것은 그다지 많지 않다. 두 차례에 걸
쳐 建窯窯址와 그 주변의 遺址를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를 주요 토대로 하여 “공어”·“진
잔”명흑유완과 관련된 몇 가지 기초적인 문제를 검토한 것이 본고이다. 이 연구에서 도달
한 대략적인 결론은 다음과 같다.

11)	James Marshall Plumer는 “공어”·“진잔”명흑유완의 운송로와 관련하여, 그것들이 남포계와 閩江을 이용하여 福州에 이른
다음 연안 항로로 소비지로 운송되었을 것으로 파악하였다(James Marshall Plumer 1972: 43). 이에 반해 李民擧는 주로 南
浦溪를 거슬러 올라가서 소비지인 臨安府에 도달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李民擧 1998: 334).
12) 송대의 어용자기생산체제와 자편퇴적의 관계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李喜寬(池世梨 譯) 2019: 24-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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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어”·“진잔”명 실물자료에는 두 종류가 있다. 그 하나는 흑유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점병이다. 건요에서는 흑유완을 소성할 때 그것을 갑발에 안정적으로 고정시키기 위하여
물렁한 점병을 사용하였는데, 이 때문에 “공어”나 “진잔”명흑유완을 받친 점병의 경우는
반드시 反文의 “공어”나 “진잔”명이 남게 마련이었다. 건요에서 제작된 공어용의 흑유완
에는 기본적으로 그것이 공어용임을 의미하는 “공어”나 “진잔”의 명문이 표시되었다.
“공어”·“진잔”명은 건요에서 제작한 다양한 기형의 흑유완에서 확인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 가운데 특정한 기형의 속구완과 별구완에서만 확인되는 데, 이는 “공어”·“진
잔”명흑유완을 제작할 때 궁정에서 제공한 견양에 의거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이
製樣須索이다. 그리고 “공어”·“진잔”명흑유완은 건요요지에서는 매우 소량만이 출토된
반면, 요지에 인접한 남포계의 선착장이 있던 수미람에서 다량으로 출토되었는데 그곳에
는 본래 “공어”·“진잔”명흑유완의 자편퇴적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현상도 그것들이 제양수색의 방식으로 조달되었다는 점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즉 건
요의 여러 요장에서 궁정이 제공한 견양에 의거하여 제작된 “공어”·“진잔”명흑유완은 수
미람으로 옮겨져 福建路轉運使의 책임 아래 建州나 甌寧縣의 관리들의 최종 선품을 거쳐
합격품들은 송의 궁정으로 운반되고 낙선품들은 그곳에 폐기되었다. 수미람에 형성된 “공
어”·“진잔”명흑유완의 자편퇴적은 그러한 제양수색의 결과물 가운데 하나인 셈이다.
송대에 여러 민요에서 제양수색의 방식으로 어용 자기를 조달하였다는 것은 널리 알려
진 사실이다. 이러한 조달 방식이 본격화된 것은 북송말기 무렵부터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李喜寬 2016: 76), 이 시기에 제양수색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알
려진 바가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이 연구, 즉 건요에서 제작된 “공어”·“진잔”명흑유완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이 점이 어느 정도 분명해졌으리라 믿는다. 이것이 이 연구의
가장 큰 성과이자 의의가 될 것이다.
하지만 “공어”·“진잔”명흑유완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미해결인 채로 남아 있
다. 예컨대, 왜 건요의 경우만 공어용의 자기에 “공어”나 “진잔”을 표기한 것일까? “공어”
나 “진잔” 이외의 표기는 없었을까? “공어”·“진잔”명흑유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작된
것일까?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어떠한 변화 과정을 거친 것일까? “공어”·“진잔”명흑유완
의 주요 소비지 가운데 하나—어쩌면 최대의 소비지—였을 항주에서는 왜 그 실례들이 거
의 출토되지 않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들이 해결된다면, 우리는 “공어”·“진잔”명흑유완
자체뿐만 아니라 당시 민간요장에서의 공어용 자기의 생산 및 공급의 실상을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이 이후의 과제가 되는 셈이다.
▶논문접수일(2019.7.25) ▶심사완료일(2019.9.25) ▶게재확정일(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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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asic study on the black glazed bowls marked with
“Gongyu(供御)” or “Jinzhan(進琖)” of Jian wares
Lee, Heegwan
(Independent Scholar)
This study examined a few basic issues related to the black glazed bowls marked
with “Gongyu(供御)” or “Jinzhan(進琖)”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previous two series
of field research on the Jian kiln(建窯) site and its surrounding area, and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reached.
Pieces marked with “Gongyu” or “Jinzhan” can be divided into two types: black
glazed bowls and buttons (墊餠). In the Jian kiln, soft buttons were used to stably fix black
glazed bowls to saggars (匣鉢) when firing the bowls, which inevitably left the reversed
marks of “Gongyu” or “Jinzhan” on the buttons that were used to support the black glazed
bowls marked with “Gongyu” or “Jinzhan”. Black glazed bowls that were produced in
the Jian kiln as a present to the palace were basically marked with words of “Gongyu” or
“Jinzhan” that mean they are royal wares.
Those marks were not always found on every type of black glazed bowls produced
in the Jian kiln, but only on certain types of bowls including Shukou-type (束口型) and
Piekou-type (撇口型) bowls. This can be attributed to the standardized sizes and forms (見
樣) of the black glazed bowls marked with “Gongyu” or “Jinzhan” that were provided by
the palace in the manner of preparation in request (製樣須索). In addition, while only a
small quantity of black glazed bowls marked with “Gongyu” or “Jinzhan” were excavated
from the Jian kiln, a large quantity were excavated from Shuiweilan (水尾嵐), a dock on
the Nanpuxi River (南浦溪) near the Jian kiln. A pile of ceramic shards of the black glazed
bowls marked with “Gongyu” or “Jinzhan” seemed to be created in the Shuiweilan site,
which is inseparable from the finding that they were supplied in the manner of preparation
in request(製樣須索). In other words, black glazed bowls marked with “Gongyu” or
“Jinzhan” were produced in several kilns according to the standards provided by the palace,
were transferred to the Shuiweilan, and were inspected by officials in Jianzhou (建州) or
Ouningxian (甌寧縣)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Forwarding Magistrate of Fujianlu (福建
路轉運使). The finally selected bowls were transfered to the palace of the Song Dynasty, and
the rest were discarded in the Shuiweilan site. Therefore, the pile of ceramic shards created
in the site is one of the results of preparation in request.
It has been widely known that ceramics for royal use were supplied from several
private kilns in the manner of preparation in request in the Song Dynasty. The method
seems to have started in earnest in the late Northern Song Dynasty, but little has been
known about the specific process of preparation in request that was executed in the period.
The findings of this study obtained through the research and analysis on the black glazed
bowls marked with “Gongyu” or “Jinzhan” that were produced in the Jian kiln are expected
to have clarified the process to some extent, which can be the most meaningful achievement
and contribution of this study.
Keywords : Jian kiln, the black glazed bowl marked with “Gongyu(供御)” or “Jinzhan(進琖)”,
royal ware, private kiln, Jian kiln site, Shuiweilan(水尾嵐) site, the manner of
preparation in request (製樣須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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