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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본고에서는 고려와 조선초 유적에서 출토된 磁州窯系 자기를 연구 대상으로 하
여 자주요계 자기의 시기별 유입 양상과 특징을 파악하였다. 자주요계 요지 보고서, 무
덤, 窖藏 출토품 등의 편년자료를 참고하여 한반도에 유입되는 자주요계 자기의 기종,
품종, 품질 등에 보이는 시기별 변화와 의미를 파악하였다.
첫째, 한반도에 자주요계 자기가 유입된 시기는 고려 10세기경부터 조선 16세기 전
반 경까지로 추정되었다. 월주요, 정요, 경덕진요, 요주요 등의 중국 자기가 특정한 시
기에 집중적으로 유입된 반면에 북송·금·원·명대에 제작된 자주요계 자기는 지속적으
로 한반도로 유입되었다.
둘째, 자주요계 자기가 출토되는 고려시대 유적은 대부분 개성 일대에 위치하며, 이
외 지역에서 출토된 사례가 매우 드물었다. 조선시대에도 자주요계 자기는 왕실과 직간
접적으로 관련되는 官窯址, 寺址, 관청과 가까운 시전행랑의 핵심 유적에서 출토되었
다. 이러한 출토 현황은 월주요, 요주요, 정요, 경덕진요 등의 중국 자기가 개성을 포함
한 여러 지역의 寺址, 산성, 무덤, 관청지 등에서 확인되는 것과 다른 점이다. 고려, 조
선시대에 유입된 자주요계 자기의 주요 소비지가 개경과 한양 도성 일대였고, 이외에 다
른 지역으로 유통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자주요계 자기의 기종과 품질은 유입된 시기별로 차이를 보인다. 고려 12세기
전중반경에 유입된 송·금대 자주요계 자기가 품종이 다양하고 품질이 좋은 특징을 보인
다. 고려 13, 14세기에 유입되는 원대 자주요계 자기는 이전 시기에 비해 품종 수가 줄
어들고 사이호, 매병, 관 등의 저장용기가 많이 보인다. 중국 내에서 자주요계 자기의
제작 여건과 역할이 시기별로 달라지는 상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넷째, 한반도에 유입된 자주요계 자기의 사용 계층이나 사용처는 고려, 조선시대 모
두 왕실이나 그에 준하는 집단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주요계 자기가 주로 개경 부
근, 한양 도성, 경릉, 혜음원지, 신륵사지, 관요지 등에서만 출토되고 있어서 왕실이나
상류층 등 특정 계층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주제어 :	자주요계, 당양욕요지, 관대자주요지, 팽성요지, 사이병, 교태, 장유, 흑유,
內府, 백지척화, 공작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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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중국도자의 한반도 유입은 한국도자의 변화와 발전에 주요한 외적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한국도자사에서 중요한 話頭임에 틀림없다. 고려와 조선시대만 보더라도 월주요,
정요, 요주요, 경덕진요, 자주요 등에서 제작된 다종다양한 중국 자기가 한반도에 유입되
었다. 그러나 자주요 자기는 민간에서 사용하는 품질이 떨어지는 일상용 그릇이라는 인
식 때문에 다른 중국자기 비하여 주목받지 못한 면도 있다. 중국에서 자주요는 河北省 邯
鄲市 磁縣 觀臺鎭, 彭城鎭, 臨水鎭 일대에 위치한 요지이며, 북송대부터 금, 원, 명, 청대
까지 운영되었다. ‘磁州窯系’는 자주요 유형의 자기를 제작하는 하남, 하북, 산서, 산동,
섬서 등 중국 북방의 10여개 성에 분포하는 일군의 가마를 묶어서 부르는 명칭이다. 자
주요계 요지에서는 화장토를 이용한 粉粧기법과 산화철 안료를 사용하는 黑花·剔花·
劃花 등의 장식기법으로 다른 가마에서는 볼 수 없는 독창적인 자기를 제작하였다(葉喆
民 2006: 246-266). 중국 북방 지역에 분포하는 자주요계 요지의 범위가 넓고 종류도 다종
다양하여 한반도에 유입된 자주요계 자기의 유입 현황이나 양상에 대한 연구가 힘든 점
도 있다.
한국도자사에서 자주요 자기에 대한 연구는 화장토와 산화철 안료에 주목하여 철화청
자와 철화분청사기와의 영향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연구 초기에는 원과 교류가
많았던 고려 후기에 자주요 자기가 유입되어서 철화청자나 조선초 철화분청사기에까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하였다(中尾万三 1925: 49-53; 동저 1935: 94-111). 이후에도
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고려 철화청자가 송·원대 자주요 자기의 영향을 받았
을 것으로 보고 있다(高裕燮 1939: 84-85; 野守健 1922: 35-38; 西田宏子 1981: 37; 정양모
1986: 1-18; 윤용이 1997: 72-73; 장남원 2009: 192). 지금까지의 연구 방향이 철화청자나
철화분청사기와의 영향 관계에 주로 맞춰져서 자주요 자기 중에 백지흑화자기나 백지척
화자기 등 특정 종류만 언급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외에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자주요
계 자기와 고려, 조선시대 유적 출토 자주요 자기 등에 대한 연구가 있었지만 한반도에 유
입된 자주요계 자기의 전체적인 흐름과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었다(국립중
앙박물관 2007: 156-197; 金英美 2010: 77-93; 장남원 2012: 119-146; 박정민 2013: 43-44).
한반도에 유입된 자주요계 자기는 대부분 일제 강점기에 도굴되어 국내외 박물관에 소
장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국내외박물관에 소장된 자주요계 자기의 경우에 입수 시기와
1)

정황을 확인하여 한반도에서 출토된 경우만 연구 대상에 포함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

1)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중에 제작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학술 자료로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였음을 일러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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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장 번호가 ‘덕수, 본관, 개’로 시작하는 것은 1910년부터 1945년 이전에 입수된 것이
며, 대부분 개성 부근의 고려고분에서 출토된 것으로 전한다. 소장 번호가 ‘접수’로 시작
하는 것은 광복 이후에 일본인들로부터 접수한 유물이여서 출토지가 분명하지 않지만 한
반도 내에서 출토된 것으로 추정된다. ‘신수’의 경우 1946년 이후에 박물관이 입수한 것이
기 때문에 출토지가 기재된 경우만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해외박물관에 소장된 자주
요 자기 중에 20세기 전반에 한반도에서 구입한 예는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외에 고
려, 조선시대 유적에서 출토된 자주요계 자기와 일제 강점기 경매도록에 실린 예도 당시
2)

고려 고분에서 출토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서 참고하였다.

본고에서는 고려와 조선초 유적에서 출토된 자주요계 자기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한반
도에 유입된 자주요계 자기의 시기별 유입 양상과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중국 자기의
유입 정황을 보면, 자주요계 자기는 시기, 품종, 기종 등에서 월요, 정요, 요주요, 경덕진
요 등의 중국 자기들과 다른 특징을 보인다. 자주요계 요지 보고서와 무덤, 교장에서 출
토된 편년자료 등을 참고하여 한반도에 유입되는 자주요계 자기가 시기별로 기종, 품종,
품질 등에 어떤 변화가 있고 그러한 변화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파악해 보고자 한다. 첫
째, 한반도에 유입된 자주요계 자기와 觀臺磁州窯址, 河南省 魯山段店窯址, 當陽峪窯址
등의 출토품을 비교하여, 제작지와 유입 시기별 양상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內府’명자기, 孔雀藍釉자기, 白地黑花자기 등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자료를 확인하여
한반도에 유입된 원대 자주요계 자기의 양상을 파악하고 그 의미를 짚어보고자 한다. 셋
째, 한반도에 유입된 자주요계 자기를 송, 금, 원대 교장, 분묘, 황궁지 유적 출토품과 비
교하여 고려, 조선 왕실에서 사용된 자주요계 자기의 위상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한반도 유입 송·금대 磁州窯系 자기의 양상
한반도에 유입된 송, 금대 자주요계 자기 중에 출토 상황이 확인된 예는 매우 드물며,
대부분 개성 부근이나 고려 고분 출토, 출토지 미상으로 국립중앙박물관과 해외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유색과 장식 기법에 따라서 白釉, 醬釉[柿釉], 黑釉, 綠釉, 絞胎, 白地剔
花, 白地黑花, 紅綠彩 등 다양한 품종의 자주요계 자기가 확인된다.

백유자기는 백토 분장을 하고 백유를 시유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백자와는 다른 품종
이다. 한반도에 유입된 백유자기는 瓜形小壺, 반, 향로, 장경병, 매병 등이며 대부분 문양
2)	고려시대는 자주요계 자기의 출토 상황이 알려진 예가 거의 없고 대부분 유입 정황만 알 수 있으며, 조선시대는 유적에서 출토된
예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유입’과 ‘출토’라는 두 가지 용어를 함께 사용하였음을 일러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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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없다. <백유과형소호>는 작은 항아리의 몸체를 눌러서 골을 낸 瓜形으로 2점이 전하
고 있다(본관12435, 접수1606). 고려 고분에서 출토된 <백유과형소호>는 품질이 우수하고
내외면의 釉面이 깨끗하고 안쪽 바닥에 모래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는 등 사용 흔적이 전
혀 확인되지 않는다. <백유과형소호>는 至和3년(1056)의 묵서 地券이 발견된 하남성 鄭州
市 南關外 磚室墓에서 출토된 백자호와 형태, 크기 등에서 매우 유사하다(鄭州市文物硏
究所 2005: 12-15; 劉濤 2004: 52) <그림1>. 과형소호는 자주요지에서 瓜棱罐으로 명명되

었으며, 1기 전단계(10세기 중기-997)부터 보이지만 1기 후단계(998-1048)와 2기 전단계
(1068-1100)에서 많이 확인되어서 대체로 11세기경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北京大學
考古學系 外 1997: 132-135, 도판 26-①②③).

백유과형소호
북송, 자주요계, 고려 고분 출토
높이 8.5cm, 구경 10.8cm
국립중앙박물관(본관 12435)

백유과형소호
북송, 至和3년(1056)
높이 8.1cm, 구경 7.8cm
河南省 鄭州市 南關外 磚室墓 출토

<그림 1> 고려, 북송 묘 출토 <白釉瓜形小壺>

<백유반>은 구연이 직각으로 꺾인 형태이며, 2점이 개성 출토품으로 전하고 있다(국립
3)

중앙박물관 2007: 163). 개성 출토 <백유반>은 ‘宣和二年(1120)’의 묵서명이 있는 <백유반>
4)

과 유사하고(大阪市立美術館 2002: 59, 71) , 관대 자주요지에서는 주로 3기(1149-1219)에
서 출토되어서 북송말에서 금대까지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北京大學考古學系 外 1997:
151, 도판 29-⑥)<그림 2>. 목이 길고 구연 부분이 밖으로 넓게 퍼지는 형태의 <백유장경
병>(덕수1808)도 북송대로 추정되는 예이다. <백유향로>는 몸체가 원통형이고 구연에 접
시와 같이 넓은 전이 있고 높은 받침이 달린 형태이다. 백유향로는 관대자주요지 1기(10
세기 중기-1048)부터 2기(1068-1148), 하남성에 위치한 자주요계 요지인 魯山段店窯址,
當陽峪窯址에서 모두 출토되었다(北京大學考古學系 外 1997: 도판 19-21)<그림3>. 이러
3)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백자반>(덕수2299)의 바닥에는 ‘中甌兒八个/十二个 /小甌兒十个’라는 묵서명이 남아 있다.

4) <백유반>은 일본 오사카 이즈미시 쿠보소기념미술관(和泉市 久保惣記念美術館) 소장되어 있으며, 바닥의 묵서는 ‘宣和貳年□月/辰
十二日□王/…’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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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유반
북송, 자주요, 개성출토
높이 6.7cm, 구경 20.8cm,
저경 15.6cm,국립중앙박물관
(덕수 2299)

백유‘宣和二年’명반,
북송, 자주요, 1120년
높이 7.9cm, 구경 25.2cm,
저경16.0cm, 오사카
和泉市久保惣記念美術館

백유반
觀臺磁州窯址 출토
3기 (1149-1219)
자주요박물관

<그림 2> 고려시대 유적, 관대자주요지 출토 <백유반>과 <백유‘宣和二年’명반>

한 형태의 향로는 당·송대에 유행하는 불사 활동 중에 하나인 行香시에 사용되는 行爐
로 추정되고 있다(趙雲 2015: 77-79). 백유자기 중에 과형소호와 향로는 비교적 이른 시기
인 11세기경에, 백유반과 백유장경호는 북송말에서 금대에 해당하는 12세기경에 한반도
에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주요계 자기의 剔劃花나 黑花기법은 백토를 분장한 하얀 바탕과 대비되는 검은 문양
이 특징이다. 剔花기법은 기본적으로 문양 외에 바탕면을 긁어내는 장식 방법이며, 화장
토와 산화철 성분이 높은 赭土를 바르는 순서와 방법에 따라서 문양 효과가 다르다(李正
5)

安·丁珊 2010: 315-316). 먼저, 몸체에 화장토를 분장한 후에 문양을 새기고 바탕면을

백유향로
북송, 자주요계, 높이 9.7cm,
국립중앙박물관(본관 7981)

백유향로
북송, 觀臺磁州窯址 출토
높이 14cm, 자주요박물관

백유향로
북송, 魯山段店窯址 출토,
높이 16cm,
魯山縣段店窯文化硏究所

<그림 3> 고려시대 유적, 자주요계 요지 출토 <白釉香爐>

5)	논고에서는 당양욕요 자기의 척획화기법을 네 가지로 분류였다. 첫째 胎地剔劃白花는 태체에 화장토만 바르고 척획화기법 사용,
둘째 胎地剔劃黑花는 태체에 산화철 성분의 자토를 바르고 척획화기법 사용, 셋째 白地剔劃黑花 태체에 화장토를 바르고 다시 그
위에 자토를 바르고 척획화기법 사용, 넷째 黑釉剔劃白花는 태체에 자토를 바르고 그 위에 화장토를 바르고 척획화기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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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척화자기편
북송, 자주요, 고려 문종(1019-1083)
경릉 출토

백지척화자기편
북송, 觀臺磁州窯址 1기(10세기 중기-1048)
출토, 자주요박물관

<그림 4> 고려 경릉, 관대자주요지 출토 白地剔花瓷器

긁어내어 흰색 문양이 남는 胎地剔劃白花기법이 있다. 고려 문종(1019-1083)의 무덤인 景
陵에서 백지척화자기편 4점이 출토되었으며(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2000: 252), 이
와 유사한 예가 관대자주요지 1기 전후단계(10세기 중기-1048)에서 출토되었다(北京大學
考古學系 外 1997: 88-89)<그림 4>. 북송과의 교류가 1071년에 재개되는 상황과 문종의 몰년
을 고려하면 이러한 양식의 자주요 자기는 11세기 후반 경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白地剔劃黑花기법은 백토를 분장한 몸체 위에 赭土를 한 번 더 바른 후에 문양 이외의

바탕면을 긁어내고[剔] 세부 문양을 새기는[劃] 것이다. 자토가 남아 있는 문양은 검은 색
이고, 자토를 긁어낸 바탕은 흰색으로 남는다. 이 기법은 관대자주요지 2기 후단계(11011148)부터 3기(1149-1219)에 보이
는데(北京大學考古學系 外 1997:
159, 173, 채판 21-②, 도판 24①②, 25-④), 고려 철화청자와의
조형적 유사성으로 한반도에 유
입된 자주요계 자기 중에 가장 많
은 주목을 받았다 <그림 5>.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백지
척획흑화자기는 호 1점, 매병 1
백지척획흑화모란당초문장경병,
북송, 자주요, 고려 고분 출토,
높이 20.8cm,
국립중앙박물관(본관 12437)

백지척화모란당초문장경병
북송말·금초, 觀臺磁州窯址
출토, 2기 후단계(1101-114
8), 자주요박물관

<그림 5> 고려 고분, 관대자주요지 출토 <백지척화장경병>

점, 장경병 4점 등이 확인되며 북
송말에서 금초인 12세기 전중반
경에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된
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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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음각모란문완
북송, 當陽峪窯, 높이 14.9cm
국립중앙박물관(덕수 4582)

백지획화속련문완편
북송, 當陽峪窯
河南 新鄕舊城 출토

백지획화속련문완
북송, 자주요계 當陽峪窯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그림 6> 고려시대 유적, 당양욕요지 출토 백지획화자기

음각모란문완>도 백토 분장을 한 후에 내면에만 갈색 분장토를 덧바르고 모란문을 가는
선으로 음각하는 白地劃花기법이 사용되었다. 이와 유사한 문양구성과 장식기법이 사용
된 자기편은 매우 희소하여 일본 오사카시립동양도자미술관에 한 점 소장되어 있으며 당
양욕요지 북송 말기 층위에서 출토되었다(閻焰 2010: 261)<그림 6>. 1937년 경매도록에 실
린 <宋窯綠釉銀色花甁>도 백지척획화기법으로 문양을 장식한 후에 녹유를 시유한 예이
다(김상엽 2015b: 231). 녹유자기는 관대자주요지에서 2기 후단계(1101-1148)부터 보이지
만 전성기는 금대 중후기인 3기(1149-1219)이다(北京大學考古學系 1997: 273-293). 따라
서 척획화기법의 자주요 자기는 11세기부터 13세기 1/4분기 경까지 지속적으로 유입되었
던 것을 알 수 있다.
백지흑화자기는 매병, 장경병,
통형잔 등이 확인되는데, 관대자
주요지에서 백지흑화기법의 전성
기는 3기(1149- 1219)이다(胡朝暉
2013: 73-181). 1937년 경매도록에
실린 <백지흑화문장경병>은 <繪
高麗花甁>로 명명되어 20세기 전
반 경에 고려자기로 인식되었음
을 알 수 있다(김상엽 2015b: 234).
백지흑화문장경병
금, 자주요, 京城美術俱樂部
경매도록(1937)

백지흑화문장경병
금, 觀臺磁州窯址 3기
(1149-1219), 자주요박물관

<그림 7> 고려시대 유적, 관대자주요지 출토 <백지흑화문장경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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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유사한 <백지흑화문장경
병>이 관대자주요지 2기 후단계
(1101-1148)에 일부 보이지만 대

백지흑화초문통형잔
금, 자주요계, 높이11.5cm,
구경 10.9cm,국립중앙박물관
(덕수 3413)

백유흑화초문통형잔
원, 魯山縣段店窯址
높이 12cm, 구경 11.6cm,
하남성문물고고연구원

백지흑화초문통형잔
금, 扒村窯
河南省禹州鈞官窯址博物館

<그림 8> 고려시대 유적, 자주요계 요지 출토 <백지흑화초문통형잔>

부분 3기(1149-1219) 층에서 출토되어서 금대에 제작되어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北京大
學考古學系 外 1997: 122-130, 채판 9-②, 도판 23-②)<그림 7>. <백지흑화초문통형잔>(덕
수3413)도 魯山段店窯址, 扒村窯址, 觀臺磁州窯址 등에서 금대에서 원대까지 제작된 통

형잔과 유사하다<그림8>. 백지흑화자기는 대체로 금대 이후에 많이 제작되기 시작하여서
12세기 후반부터 고려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醬釉자기는 철을 착색제로 사용하기 때문에 고온에서 번조되면 붉은색이 강해져서 柿

釉자기로 불리기도 한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장유자기는 약 24점 정도 확인되는

데, 정요와 자주요계 요지에서 제작된 것이다. 자주요계 요지 중에서 장유자기를 제작한

대표적인 가마는 하남성 修武縣에 위치한 當陽峪窯가 알려져 있다.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품 중에 화형접시, 완, 통형잔, 타호, 양이호, 단경병 등은 당양욕요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국립중앙박물관 2007: 170-175). 정요와 당양욕요에서 제작된 장유자기는
화장토 사용의 유무로 구분할 수 있다. 당양욕요 자기는 태토에 함유된 철성분이 정요자
기에 비해 높을 뿐만 아니라 철성분을 제거하는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백색도가 떨어
져서 화장토를 바르는 분장기법이 일부 사용되었다(黃衛文 외 2010: 326). 국립중앙박물
관 소장 타호나 통형잔의 내면에 화장토를 바른 예를 볼 수 있다. <장유타호>(덕수3424)
의 몸체 내면에 백토 분장을 한점, 날개와 몸체가 이어지는 부분에 유약을 닦아내고 굽에

시유하지 않는 점 등이 당양욕요지 출토품과 유사하다<그림 9>. 當陽峪窯의 경우 북송
철종 元符年間(1098-1100)부터 휘종 崇寧연간(1102-1106)을 전후한 시기에 제작된 장유

자기가 품질이 가장 좋고 수량도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楊俊艶 2010: 334). 한반도에 유
입된 장유자기도 대부분 품질이 좋은 점을 고려하면, 당양욕요에서 장유자기가 많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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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타호
북송-금, 자주요계 河南省 當陽峪窯,
높이 9.5cm, 구경 17.9cm,
국립중앙박물관(덕수3424)

장유타호
북송, 河南省 當陽峪窯址 출토
높이 8.9cm, 구경 18.5cm
하남성문물고고연구소

<그림 9> 고려시대 유적, 당양욕요지 출토 <장유타호>

작된 12세기 초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흑유자기는 가장 많은 수량이 확인되지만 제작 시기와 제작지를 판단하기 힘든 예가
많다. 완류가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매병, 주자, 병, 小壺,
壺, 兩耳壺, 短頸甁, 통형잔, 합 등 다양한 기종을 확인하였다. 관대자주요지에서 출토
된 자기와 비교한 결과, 과형소주자 2점, 과형주자 2점, 과형소호 2점. 소호류 7점, 소병
류 2점, 양이호 1점 등은 관대자주요지 1기 전후단계(10세기 중기-1048)에서 2기 전단계
(1068-1100)에 제작되는 양상과 유사하였다(北京大學考古學系 外 1997: 도판 48, 51, 56).
북송대 10세기에서 11세기에 유입된 자주요계 흑유자기는 크기가 작고 품질도 우수한 편
은 아니다.
흑유에 홍색 반점이 있는 <黑釉醬斑短頸甁> 2점은 宣和元年(1119)의 묵서가 있는 出光
美術館 소장 <흑유단경병>과 靖康2년(1127)의 장씨 무덤 출토 <黑釉醬斑甁> 등과 유사하
여 제작 시기는 대체로 12세기 전반 경으로 추정된다<그림 10>. 개성 출토 <黑釉醬斑兩耳
壺>(덕수 4950)와 같이 흑유에 붉은 반점이 있는 양이호는 1937년 경매도록에도 실려 있
다(김상엽 2015b: 232). 유사한 유색과 기형을 가진 양이호가 관대자주요지에서 2기 후단
계(1101-1148)에서 출토되고 있어서 북송 말에서 금대 초기에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된
다(北京大學考古學系 外 1997: 도판 24-①)<그림 11>.
흑유 자기 중에는 금대 무덤에서 출토된 기종과 유사한 예도 보인다. <흑유매병>(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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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유장반단경병
중국 북송, 자주요계,
높이 17.6cm,국립중앙박물관
(덕수3456)

흑유장반단경병
북송, 자주요계, 높이 19.2cm
국립중앙박물관(본관 215)

흑유단경병
북송, 宣和元年 (1119), 자주요계,
높이 23.1cm, 出光美術館

<그림 10> 고려시대 유입 <黑釉醬斑短頸甁>과 <흑유‘宣和元年’명단경병>

黑釉醬斑兩耳壺
북송, 자주요, 개성 부근 출토, 높이
12.1cm, 구경 8.8cm
국립중앙박물관(덕수 4950)

黑釉醬斑兩耳壺
북송, 자주요계
京城美術俱樂部 경매도록(1937)

黑釉醬斑兩耳壺
북송, 觀臺磁州窯址 2기
후단계(1101-1148) 출토,
높이 24.4cm, 자주요박물관

<그림 11> 고려시대 유적, 관대자주요지 출토 黑釉兩耳壺

5148)과 몸체에 돌출된 선이 장식된 호는 북경시 통현에서 발견된 금대 12세기 후반 무덤
출토품과 유사하다(北京市文物管理處 1977: 12-14, 도판 4, 5).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흑
유주자>나 <흑유호>와 같이 몸체에 돌출된 종선문이 표현된 예는 관대자주요지 3기 층위
(1149-1219)와 노산단점요지 금대 층위에서 확인되었다. (北京大學考古學系 外 1997: 도
판 43-⑤; 河南省文物考古硏究院 2017: 129, 133)<그림 12>, <그림 13>. 따라서 조형과 품
질이 우수한 흑유자기는 금대인 12세기 중후반에서 13세기 초에 제작되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絞胎자기는 청자토, 赭土, 백토를 혼합하여 만들며, 태토의 혼합 과정에서 만들어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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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형태로 인해 한국에서는 練
理文자기라고 명명된다. 국립중
앙박물관에 소장된 중국산 교태
자기는 잔, 발, 소호 등이 알려
져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접시를
6)

추가로 확인하였다. 이외에 영
국 V&A박물관 소장 <연리문발
>도 1913년에 한국에 와서 고려
흑유주자
북송-금, 자주요계,
높이 23.6㎝,국립중앙박물관
(본관 1997)

백유흑화초문통형잔
금, 하남성 魯山段店窯址
높이 17cm,
노산현단점요문화연구소

<그림 12> 고려시대 유적, 노산단점요지 출토 黑釉注子

자기를 수집했던 오브리 르 블론
드(Aubrey Le Blond, 1869-1951)
의 컬렉션에 포함되어 있어서 고
려시대에 유입된 북송대 교태자
기로 추정된다(BERNARD 1918:
37, 도판 11; 김윤정 2019: 112113).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잔, 발 등의 교태자기는 河南省
當陽峪窯址에서 제작되어 12세
기 전반에 고려에 유입된 것으

흑유호
금, 높이 26.5cm,
국립중앙박물관(본관 228)

흑유호편
북송, 觀臺磁州窯址 3기
(1149-1219) 출토,
자주요박물관

<그림 13> 고려시대 유적, 관대자주요지 출토 黑釉壺

로 추정되었다(장남원 2012: 137139). 새롭게 확인한 국립중앙
박물관 소장 <연리문접시>(덕수
6171)의 새깃털 형태의 羽毛文이
나 V&A박물관 소장 <연리문발>

의 종횡으로 교차하는 編織文도 하남성 當陽峪窯址에서 북송말에 제작된 교태자기와 유
사하다(閻焰 2010: 264, 도판 43)<그림 14>. 고려시대 유입된 교태자기는 대부분 羽毛文

이며, V&A박물관 소장 <연리문발>에서 유일하게 編織文이 확인된다. 이외에 도 금대 제
작된 것으로 보이는 <연리문발>(본관222)도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연리문
발>(본관222)은 산서성 大同市 금대 徐龜(1093-1161) 무덤에서 출토된 <교태발>과 전체
적인 형태, 얕은 턱이 지는 구연부, 구연에 유약을 닦아낸 芒口 처리 등이 유사하다(大同

6)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연리문자기는 연리문발(덕수3006), 연리문발(본관222), 연리문잔(본관208), 연리문소호(본관229),
연리문접시(덕수6171) 등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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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博物館 2004: 51-57)<그림 15>.
금대 무덤에서 교태자기가 출토
된 경우는 매우 드물어서 서구 무
덤 출토품이 유일하다. 고려 왕실
의 숙박시설이었던 파주 혜음원
지에서도 교태자기편 7점이 출토
練理文鉢
북송, 고려 고분 출토
V&A박물관(C.602-1918)

絞胎鉢
북송, 河南省 當陽峪窯址 출토,
하남성문물고고연구소

<그림 14> 고려 고분, 당양욕요지 출토 絞胎瓷器

되었다(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
연구소 2006: 273, 279). 고려시대
유적 출토 교태자기는 수량이 많
지는 않지만 품질이 좋으며, 유입
된 시기는 12세기 전중반경인 북
송말·금초로 판단된다.
한반도에 유입된 송, 금대 자주
요계 자기는 11세기경에 백유자
기, 백지척화자기, 흑유자기 등이

연리문발
중국, 금대, 높이 6.8cm,
국립중앙박물관(본관 222)

교태발
금, 山西省 大同市
正隆6년(1161) 徐龜 묘 출토
높이 6.5㎝ 大同市博物館

<그림 15> 고려시대 유적, 금 묘 출토 자주요계 교태자기

확인되었다. 북송말부터 금대에
해당하는 12세기경에 품질이 우
수한 장유, 흑유, 백지흑화, 백지
척화, 교태 자기 등 다양한 품종

이 한반도에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Ⅲ. 한반도 유입 원·명대 磁州窯系 자기의 양상
1. 고려시대 유입 원대 자주요계 자기
고려시대에 유입된 13, 14세기 원대 자주요계 자기는 흑유, 백지흑화, 공작남유 등이
며, 四耳甁, 매병, 호 등의 기종이 확인된다. 원대 자주요계 자기는 송, 금대에 비해 장식
기법, 유약, 기종 등이 단순화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장식 기법은 백토 분장을 하고 산
화철 안료로 문양을 그리는 白地黑花기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13세기경에 제작된 자주
요계 자기의 흐름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물 중에 입수 시기가
1940년 이전으로, 고려 고분에서 출토된 것으로 추정되는 원대 자주요계 자기를 다수 확
인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원대 자주요계 자기는 기종, 유약, 문양, 명문 등에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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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특징을 보인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四耳甁은 원대 자주요계 자기의 대표적인 기종이며, 약 12점
정도가 고려시대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에 여섯 점이 개성 부근에서 출토된 것
으로 전하며, 한 점은 청주시 명암동에서 출토되었다. 출토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도 입
수 시기, 수집 과정, 형체가 거의 완벽하게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성 일대 고려
7)

고분에서 출토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1>.
<표 1> 고려시대 유적 출토 원대 磁州窯系 四耳甁

1

유물명

높이(cm)

출토지

입수시기

유물번호

백지흑화당초문삼이병

25.3cm

-

1916

본관 2538

2

백지흑화문삼이병

29.5cm

개성부근

1913

덕수 2820

3

백지흑화문사이병

31.0cm

개성부근

1912

덕수 3808

백유흑화사이병

31.2cm

청주시
명암동

1987

신수 8569

5

백지흑화초문삼이병

28.8cm

개성부근

1912

덕수 3522

6

백지흑화초화문사이병

28.5cm

-

1916

본관 2297

7

백지흑화운용문사이병

36.5cm

개성부근

1910

덕수 2630

8

백지흑화문사이병

30.6cm

-

1915

덕수 5548

9

백지흑화문사이병

27.4cm

개성부근

1908

덕수 503

10

백지흑화사이병

28.5cm

-

1942

본관14673

11

흑유사이병

29.4cm

개성부근

1911

덕수 2931

12

백지흑화초문사이병

26.4cm

-

1918

C.628-1918

4

소장처

국립중앙
박물관

V&A박물관

12점 중에 흑유자기 한 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백지흑화자기인 점에서도 원대 자
주요 자기의 특징을 볼 수 있다. 고려시대 유입된 백지흑화사이병은 몸체에 백토를 바르
고 산화철 안료로 어깨와 몸체에 띠를 둘러서 문양대를 나누고, 몸체 아래에는 흑갈유를
바르는 원대 사이병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인다. 문양은 대부분 초문이고, 운룡문과 ‘靑山
8)

綠水’라는 글귀가 쓰인 예가 각각 한 점씩 있다<그림 16>.

사이병은 어깨 부분에 네 개의 고리가 달린 형태여서 중국에서 四系甁으로 명명되고 있
다. 사이병은 금대 교장에서 출토되거나 금 연호가 쓰인 <‘貞元館’명사이병>이 확인되지
만 대부분 彭城窯址 원대 층위와 원대 유적에서 출토되고 있어서 원대로 편년되고 있다
(馬小靑·張春芳 2002: 64-65). 병의 구연에 세 개 혹은 네 개의 고리를 만드는 것은 손으

7) 필자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사이병 13점을 확인하였으나 최근 기증된 신수품 2점을 제외하였으며, 오브리 르 브론드가 1913년에
한국에서 수집한 사이병을 포함하여 총 12점을 대상으로 하였다.
8) ‘靑山綠水’는 元曲 사대가 중에 한 사람인 白檏(1226-1306)의 『天淨沙·秋』에 나오는 문구 중 일부이며, 원대에는 백지흑화사이
병에 당시 사람들이 좋아하는 원곡의 문구를 쓰는 것이 유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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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흑화운용문사이병
원, 자주요, 개성 부근 출토
높이36.5cm
국립중앙박물관(덕수 2630)

백지흑화초문사이병
원, 자주요, 개성 부근 출토
높이 27.4cm
국립중앙박물관(덕수 503)

백지흑화’靑山綠水’명사이병
원, 자주요, 높이30.2cm
국립중앙박물관(덕수 5548)

<그림 16> 고려시대 유입 원대 白地黑花四耳甁

로 들거나 끈을 매달아서 이동의 편리를 위한 것으로 송·금·원대 북방 지역의 거란, 여
진, 몽고족 등 유목민족의 생활 습관과 관련이 있고, 술과 관련된 주병으로 추정되고 있
다(馬小靑·張春芳 2002: 65).
이외에도 원대 백지흑화자기 중에 주목되는 예가 <백지흑화봉황문대호>(덕수6333)이다.
이 대호는 1932년에 박물관에 입수되었으며 높이 45.5cm, 입지름 27.3cm에 달하는 대형으
로, 몸체 양쪽 면에 봉황문이 그려져 있다. 크기와 문양 구성에서 일반적인 자주요 자기와
차별화되며, 다음 장에서 북경 大都 유적 출토품과 비교하여 설명하고자 한다<그림 17>.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두 점의 ‘내부’명매병은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유물이다

백지흑화봉황문대호
원, 자주요, 높이 45.5cm, 구경 27.3cm,
국립중앙박물관(덕수6333)

백지흑화봉문대호
원, 磁州窑, 大都 유적 출토
높이 45cm, 구경 27cm

<그림 17> 고려시대, 北京 大都 유적 출토 <白地黑花鳳凰文大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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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1931년에 박물관으
로 입수된 <백유‘內府’명매병
>은 몸체 하부를 제외하고 백
유를 시유하였으며 어깨 부분
에 산화철 안료로 ‘內府’라고 쓰
여 있다. 무시유된 몸체 하부, 거
친 태토, 두꺼운 기벽 등에서 원
대 자주요 자기의 특징을 볼 수
있다. 자주요에서 제작된 <백
백유’內府’명매병
원, 자주요, 높이 31.2cm,
국립중앙박물관(덕수6292)

유‘內府’명매병>은 北京市 房山

흑유’內府’명매병
원, 자주요, 높이 33cm
국립중앙박물관(본관8599)

區 張坊鎭 大 峪沟 村 원대 窖
藏에서 <공작남유매병>과 함께

<그림 18> 고려시대 유입 자주요계 ‘內府’銘梅甁

출토되었다(趙光林 1989: 1801

8

1

)

.

北

京

良

鄕

원

대

교

장

에

서

는

<백지흑화쌍봉문관>, <백지흑화문관>과 함께 확인되고 있어서 자주요산 ‘내부’명매병은
원대로 추정되고 있다(田敬東 1972: 32-34). <흑유‘내부’명매병>(본관8599)은 1922년에 박
물관으로 입수되었으며, 주둥이가 깨지고 몸체 상부에 금이 갔지만 전체적인 형태는 잘
남아 있는 편이다. 몸체 2/3 정도에 흑유를 시유하고 어깨 부분에 ‘內府’를 음각하였으며,
이와 유사한 ‘내부’매병편이 관대자주요지 4기 후단계(1308-1399 이전)에서 출토되었다
(北京大學考古學系 外 1997: 215- 216, 도판 50-③).
원대 공작남유자기는 觀臺磁州窯址에서도 제작된 예가 많지 않고, 중국 내 전세품도 많
지 않은 편이다. 공작남유는 산화동을 정색제로 사용하여 저온에서 유리화되는 低溫釉
이다. 산화동이 유약 성분과 결합하여 남색이나 녹색 등을 내기 때문에 翡翠釉, 孔雀綠
釉, 孔雀藍釉 등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 공작남유자기는 관대자주요지 4기 전단계
(1220-1307)에서 병, 관 등 저장용기류 6점이 출토되었다(北京大學考古學系 外 1997: 312314, 도판 34-②). 이외에도 주로 원대 교장, 침몰선 등에서 출토되고 있어서 대체로 13세
기 후반부터 14세기 전반 경에 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秦大樹 1999: 61-62).
고려시대에 유입된 공작남유자기는 개성 출토로 전하는 有蓋小壺(덕수2349) 한 점이 알
려져 있었지만 조사 과정에서 매병 세 점, 향로 한 점 등을 새롭게 확인하였다. 국립중앙
박물관에 소장된 <공작남유매병> 세 점은 모두 개경 부근에서 출토되었으며, 그 중에 한
점은 <청자상감금채원숭이문편호편>과 함께 발견되어 주목된다. <공작남유매병편>(개
107)은 1933년 봄에 고려 왕궁지인 만월대 근처 인삼건조장을 개축하는 공사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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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상감금채수하원문 편병,
고려, 개성 만월대 출토, 현높이
25.5cm, 국립중앙박물관(개 106)

공작남유매병
원, 자주요계, 개성 만월대 출토
국립중앙박물관(개 107)

<그림 19> 고려시대 유적 출토 <靑磁象嵌金彩扁壺>, 원대 <孔雀藍釉梅甁>

<금채상감청자편호편>과 함께 발견되었다. 발견 당시에 작성된 글을 보면, <공작남유매
병편>은 터키 청색이 선명한 大壺였지만 이미 크게 파손된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綠釉
繪高麗壺>로 명명되어 있다(奧平武彦 1934: 21-23)<그림 19>. <공작남유매병편>(개107)은
몸체에 화장토를 바른 후에 산화철 안료로 문양을 그리고 공작남유를 시유하였으며, 파
손이 심하여 매병 형태가 온전하지 않고 문양 형태도 알아보기 힘든 상태이다.
또 다른 <공작남유매병>(덕수4053)은 형태가 완전하게 남아 있지만 유약은 거의 박락되
어서 어깨 부분에 일부만 남아 있다. 몸체 전체에 화장토를 분장하고 산화철 안료로 문양

공작남유매병
원, 자주요계, 개성 부근 출토,
높이 34.5cm, 국립중앙박물관
(덕수 4053)

공작남유매병
원, 자주요계, 개성 부근 출토,
높이 35.4cm, 국립중앙박물관
(덕수 5420)

공작남유향로
원, 자주요계
竹內鷄龍庵主所藏品賣入目錄,
(1937)

<그림 20> 고려시대 유입 원대 孔雀藍釉瓷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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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그렸지만 화장토층과 유약이 거의 박락되어서 문양을 알아보기 힘든 상태이다. 세 번
째 <공작남유매병>(덕수5420)은 주둥이 부분이 일부 파손되었지만 매병의 전체적인 형태
는 완전하게 남아 있다. 몸체 전체에 화장토를 바르고 그 위에 공작남유를 시유하였다.
몸체 한쪽 면에 화장토층과 유약층이 박락되었지만 다른 쪽은 비교적 온전한 상태이다.
이외에도 京城美術俱樂部가 1937년에 진행한 경매목록에 있는 <繪高麗深靑色三足香爐>
도 몸체에 산화철 안료로 문양을 그리고 공작남유가 시유된 원대 공작남유자기이다(김상
엽 2015b: 232). 삼족향로의 명칭에 철화청자를 의미하는 ‘에고라이[繪高麗]’를 사용하여
서 고려 고분에서 출토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그림 20>. 고려 후기에 원대 자주요에서 제
작된 소호, 매병, 향로 등의 공작남유자기가 유입되었던 상황을 알 수 있으며, 사용 계층
이나 위상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 조선시대 유적 출토 원·명대 자주요계 자기
조선시대의 경우 한양 도성 내에 몇 군데 유적에서 자주요계 자기가 집중적으로 출토되
었다. 이외에도 경기도 광주 도마리요지, 여주 신륵사지, 김포 양촌 수혈 유구 등에서 확
인되었다<표2>.
<표 2> 조선시대 유적 출토 원·명초 백지흑화자기
유물명[기종]

출토지

동반출토유물

층위

유적편년

1

백지흑화구연·동체편[호]

경기도 광주
도마리요지

天地玄黃명백자
백자규화배, 백자전접시,
명 청화백자(1506-1521)

-

16세기 초

2

백지흑화동체·저부편[호]

종로 청진 2-3지구
250-3번지 건물지1

백자규화배, 司명백자편
백자전접시편

백지흑화동체편[호]

종로 청진 2-3지구
266-1번지
건물지1,2,3

明 청화백자, 오채자기
백자청화전접시
處명백자, 天명백자
仁명청자, 進上茶명백자
Ⅳ문화층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보고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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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백지흑화용문동체편[호]

5

백지흑화국화문구연편[호]

6

백지흑화화문동체편[호]

7

백지흑화문동체편[호]

8

백지흑화문동체편[호]

9

백지흑화화문동체편[호]

종로 청진 2-3지구
249번지 건물지

仁壽명인화분청사기
右명백자, 司僕명백자

Ⅴ문화층

15-16세기

10

백지흑화국화문동체편[호]

종로 청진 12-16지구
청진동 82번지

-

Ⅲ문화층

18세기후반19세기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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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청진 2-3지구
279번지 건물지

明 청화백자, 오채자기
玄명백자, 黃명백자
백자전접시, 處명백자
禮賓명백자

유물명[기종]

출토지

동반출토유물

백지흑화화문동체편[호]

종로 청진 12-16지구
청진동 112번지

內贍명인화분청사기

12

백지흑화초문저부편[호]

종로 청진 12-16지구
청진동 113번지

인화분청사기(內贍명,
靈山仁壽명,金海명, 仁壽명)

13

백지흑화화문동체편[호]

종로 청진 8지구
청진동 151번지 목책

14

백지흑화화문동체편[호]
백지흑화봉황문동체편[호]

11

15

층위

유적편년

Ⅵ문화층

15세기16세기전반

司膳명분청사기
인화분청사기

Ⅵ문화층

15세기전반

김포 양촌 유적

분청사기(저부편 5점, 매병편)

-

15세기전반

여주 신륵사 5차
건물지(조사당 서쪽
상층건물지)

철화백자병편, 백자편

-

16세기

한양 도성 내에서도 市廛 유적으로 추정되는 청진동 일대에서 원·명대 전형적인 자주
요계 백지흑화자기가 출토되었다. 청진 2-3지구에서 18편, 12-16지구에서 3편, 8지구에
서 1편이 확인되었는데, 2-3지구에서 출토된 18편은 정리 과정에서 9편으로 접합되었다.
자주요계 자기편이 출토되는 청진 2-3지구 Ⅳ문화층에서는 15, 16세기로 편년되는 명문
백자, 명문청자, 명문분청사기, 명초 오채자기편·청화자기편이 함께 출토되었다(한울문
9)

화재연구원 2013: 71, 87, 136, 201.). 청진12-16지구 Ⅵ문화층에서도 관사명인화분청사
기(한울문화재연구원 2013: 212, 238-239), 청진 8지구 Ⅵ문화층에서도 15세기 전반의 명

<그림 21> 한양도성 내 청진지구 출토 자주요계 白地黑花瓷器

9) 보고서에서 Ⅳ층은 17-18세기, Ⅴ층은 16세기로 보았으나 문화층의 시기편년과 출토되는 도자의 양식이 전혀 맞지 않는 문제점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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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흑화호편,
광주 도마리 1호 가마터 출토, 국립중앙박물관

백지흑화호편,
여주 신륵사 5차 건물지 출토,

<그림 22> 조선시대 유적 출토 자주요계 白地黑花자기

문분청사기가 자주요 자기편과 동반 출토되었다(한울문화재연구원 2013: 272.)<그림 21>.
16세기 초에 운영된 경기도 광주 도마리 요지에서는 자주요계 <백지흑화문호>의 구연
과 동체편 세 점이 명 正德年間(1506-1521)으로 추정된 청화백자 접시, 완편과 함께 출토
되었다(정양모·구일회 1995: 108). 여주 신륵사 경내 발굴 조사 과정에서 자주요 백지흑
화자기편과 함께 경덕진요 청화백자편이 출토되었다. 자주요 백지흑화자기편은 조사당
서쪽 상층 건물지에서 출토되었으며 봉황문이 그려진 항아리의 몸체편으로 추정된다(한
성문화재연구원 2019: 147)<그림 22>. 김포 양촌 B지점 2호 수혈에서 출토된 백지흑화자
기편도 자주요지에서 제작된 전형적인 항아리의 몸체편이다. 수혈 유구 안에서 상감분청
사기 저부편 5점, 매병편 1점이 함께 출토되어서 15세기 전반 경으로 추정된다. 수혈 유
구의 성격은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근처에 있던 조선시대 주거지와 관련될 것으로 추정
되었다(高麗文化財硏究院 2013: 76-77).
자주요계 자기가 출토되는 조선시대 유적은 모두 15세기에서 16세기 전반 경으로 편년
되지만 일부 자주요계 자기는 유적 편년과 맞지 않게 좀 더 이른 시기에 제작 된 것으로
추정된다. 유적에서 출토된 자기가 대부분 파편이여서 제작 시기를 논의하기에 한계가
있지만 일부 파편은 문양 형태와 시문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청진2-3지구 279건물지에서 출토된 자주요 자기편에 보이는 용의 얼굴, 꽃, 줄기는 遼寧
省 綏中三道崗 원대 침몰선에서 출수된 <백지흑화용문호>의 문양 형태와 유사하다. 문양
을 묘사할 때 윤곽선을 그리고 일부 채색을 하는 표현 기법도 원대 백지흑화자기와 유사
하다<그림 23>. 그러나 청진 12-16지구와 김포 양촌 유적에서 출토된 백자흑화자기편의
문양은 명초 彭城窯에서 제작된 <백지흑화국화문호>와 문양의 윤곽선을 그리지 않은 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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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흑화자기편
청진동 2-3지구 유적 출토
한울문화재연구원

백지흑화용문호
원, 자주요계, 높이 29cm
遼寧省 綏中三道崗 원대 침몰선
출수, 중국국가박물관

<그림 23> 조선시대 유적 출토 백자흑화자기와 원대 <백지흑화용문호>

사귀나 줄기 표현에서 유사점을 보인다(郭学雷 2005b: 38-39)<그림 24>. 원대 자주요 자
기가 문양의 윤곽선을 그리고 그 안에 채색을 하거나 세부 표현을 하는 방식과 차이를 보

인다. 이외에도 경성미술구락부가 진행한 1937년 경매 도록에서도 명대 자주요계 자기
가 확인된다(김상엽 2015a: 657). <백지흑화초문호>의 저부가 좁아지는 형태나 문양 구성
의 밀도가 떨어지고 구연부와 저부의 간략해진 선문과 몸체의 해체된 듯한 문양 표현은

명 15, 16세기에 禹州窯에서 제작된 백지흑화호와 유사하다(郭学雷 2015a: 54, 88.)<그림

25>. 원말과 명초에 제작된 자주요계 자기가 조선 15, 16세기 유적에서 동시에 출토되고

백지흑화문호편
청진12-16지구 Ⅵ문화층 출토

백지흑화문호편
김포 양촌 유적 출토

백지흑화국화문호
명초, 彭城窯, 彭城 출토

<그림 24> 조선시대 유적 출토 白地黑花瓷器와 명대 <백지흑화국화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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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흑화초문호
명초, 자주요계, 높이 33.3cm,
1937년 경매도록

백지흑화초화문호
명 15세기, 禹州窯
높이 30.5cm, 일본 靜嘉堂

백지흑화초화문호
명 16세기, 禹州窯
높이 30.5cm, 개인 소장

<그림 25> 조선시대 유입 <백지흑화초문호>와 명대 <백지흑화초문호>

있는 상황으로, 원대 자주요계 자기의 경우는 유적 편년과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그
러나 한양 도성 내 조선 전기 유적에서는 원대 자주요 자기 외에도 원대 전형적인 청화백
자편과 藍釉 자기편도 출토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박정민 2018: 241-244). 조선
전기 유적에서 출토되는 원대 자주요나 경덕진요 자기는 고려 14세기에 유입되어 개경에
서 사용되다가 조선의 건국으로 한양까지 이동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원대 자주요나 경
덕진요 자기 모두 상류층에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고, 한양 도성 내에서도 중심 지역에
서 출토되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유적에서 출토되는 자주요계 자기는 몇 가지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첫째,
출토 자기의 장식기법과 기종이 동일하다는 점이다. 장식기법은 모두 백지흑화기법이며,
둥근 몸체를 가진 항아리의 형태로 중국에서 罐으로 명명되는 기종이다. 둘째, 동반 출토
되는 자기는 모두 조선 15세기, 16세기 전반으로 편년되는 분청사기, 백자, 명초 청화백
자, 오채자기이며, 15세기 이전으로 편년되는 예는 찾아보기 힘들다. 셋째, 자주요계 자
기가 출토된 유적은 대부분 조선 왕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을 띠고 있다. 도마리요지
는 조선 왕실의 관요이며, 청진동은 광화문 육조거리 뒤편에 위치하며 육의전을 비롯하
여 국가가 주도하는 공식적인 상업지구인 시전행랑이 있던 지역이었다. 넷째, 조선 전기
유적에서 원대 자주요계 자기가 출토된 점은 고려 왕실에서 사용하던 기물이 조선의 건
국과 함께 한양 도성으로 이동되었을 가능성도 상정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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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반도 유입 磁州窯系 자기의 위상과 의미
자주요계 자기는 10세기경부터 16세기 전반 경까지 비교적 오랜 시간동안 지속적으로
한반도에 유입되었다. 한반도에 유입된 자주요계 자기의 현황과 시기별 양상을 볼 때, 출
토 지역, 출토 유적, 유입 시기, 유입 기종 등에서 다른 중국 자기에서 보이지 않는 특징
을 볼 수 있다. 시기별로 품질과 기종 구성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사용 계층이나 사용처는
왕실이나 그에 준하는 계층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먼저, 고려시대 유입된 자주요계 자기는 개경 일대에서만 출토된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예는 대부분 개경 부근의 고분에서 출토되어 국내외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그 외 지역에서 출토된 예는 극히 드물다. 고려시대에 유입되는 월요, 형요, 요주요, 정
요, 경덕진요 등의 중국 자기가 개경 뿐만 아니라 경주, 익산, 전주, 원주, 경기도, 강화도
등 여러 지역의 사지, 역원, 관청지, 무덤 등에서 출토되는 양상과 큰 차이를 보인다(이종
민 2011: 137-160; 김윤정 2013: 93-114; 국립대구박물관 2004). 자주요계 자기가 개경 이
외에 다른 지역으로 유통되지 않았고 주요 소비지가 개경 일대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
대의 경우도 자주요계 자기는 한양 도성 내 청진동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었고 경기도
광주 도마리요지와 여주 신륵사지 출토품은 왕실에서 전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한반도에 유입된 자주요계 자기가 출토되는 유적은 직간접적으로 왕실과의 관련성을
보인다는 공통점이 있다. 문종 경릉과 파주 혜음원지와 같은 고려시대 유적 뿐만 아니라
한양 도성 내 청진지구, 경기도 광주 도마리요지, 여주 신륵사지 등은 조선 왕실과 밀접
하게 관련되어 있다. 고려 문종(1019-1083) 景陵에서 자주요 자기편 4점이 확인되었고,
혜음원지는 고려 왕실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은 행궁이자 사찰이었다. 조선시대의 경우도
자주요계 자기가 출토된 한양 도성 내 청진지구, 경기도 광주 도마리요지, 여주 신륵사지
는 모두 조선 왕실과 직간접적인 관련성을 가진 유적이다. 다수의 자주요 자기편이 확인
된 청진2-3지구는 광화문 육조거리 바로 뒤편이면서 한성부, 호조, 기로소 등이 인접한
시전행랑의 핵심 지역이었다. 여주 신륵사는 여흥 부원군 閔霽(1339-1408)의 畫像이 있
10)

다는 이유로 세종 22년(1440)년에 왕실에서 중수하였으며 , 성종 3년(1472)에는 세종과
11)

소헌왕후의 합장릉인 英陵의 원찰이 되면서 1475년까지 대대적인 중수가 진행되었다.

1472년에 시작된 중수에서 왕실 창고인 內需司의 재물을 사용하는 등 왕실에서 적극적

10) 『世宗實錄』 卷 90, 22年 8月 13日 壬午條 “命重修驪興府 神勒寺, 以驪興府院君 閔霽畫像所在故也.”
11) 『成宗實錄』 卷 20, 3年 7月 16日 辛亥條; 『成宗實錄』 卷55, 6年 5月 10日 戊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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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으로 후원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신륵사 중수 당시에 지어진 조사당 3차 건물지에서 명

成化(1465-1487), 弘治연간(1488-1505)에 경덕진 민요에서 제작된 청화백자편이 출토되
어서 자주요 자기도 이즈음에 전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신륵사지에서 출토된 경덕진요
청화백자와 자주요 백지흑화자기편이 도마리요지의 출토품과 유사한 점으로 보아서, 이
러한 류의 중국 자기들이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초에 왕실에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
정된다.
자주요는 오랜 기간 동안 민요로서 일상 그릇을 제작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품질이 높
지 않다고 인식되지만 고려 12세기경에 유입된 송, 금대 자주요계 자기는 품질이 우수하
고 희귀한 예가 많다. 특히, 고려 12세기 전중반경에 유입된 백지척획흑화자기, 장유자
기, 흑유자기, 교태자기는 높은 품질과 다양한 기종을 볼 수 있다. 白地剔劃黑花瓷器는
관대자주요지 2기 후단계(1101-1148)에서 품질이 높고 조형적으로 우수한 예들이 제작되
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장유자기나 교태자기는 당양욕요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
정되는데, 당양욕요는 1105년을 전후한 시기에 송조정에 자기를 바치는 貢窯의 역할을
하였다(郭繼斌·劉鳳仙 2010: 355). 당양욕요의 교태자기는 송대에도 진귀한 제품으로 인
식되었으며, 고려의 경우도 왕실 행궁이자 사찰이었던 혜음원지에서 출토되어 그 위상
을 알 수 있다. 특히, 교태자기편이 출토된 4-4건물지가 왕실의 正宮 급으로 지어져서 혜
13)

음원지에서 가장 위계가 높은 건물이었다는 점이 주목된다(우성훈 2018: 39). 인종(재위
1123-1146)과 왕비 임씨가 혜음원에서 하는 모든 일을 후원하여 음식과 기구를 희사한 후
에 구비되지 않은 것이 없었다는 기록으로 12세기 전반 경에 왕실에서 사용되던 고급 중
14)

국 자기들이 혜음원에 대거 전해졌을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4-4건물지와 같이 바닥전

이 깔리고 輪藏臺가 설치된 사원의 특수한 영역은 고려 왕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핵심
적인 공간으로 볼 수 있다(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6: 126-127, 346). 자주요 백
지척화자기편이 문종 경릉에서 출토된 점에서도 왕실에서 자주요계 자기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만월대 근처에서 금채상감청자편과 함께 출토된 <공작남유매병>은 고려 후기에 유입
된 원대 자주요계 자기의 위상을 알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금채상감청자는 고려후기에
趙仁規(1227-1308)가 원 황제에게 바친 畵金磁器와 같이 고려 왕실 및 상류층의 전유물로

12) 『成宗實錄』 권 20, 3년 7월 21일 丙辰條
13)	4-4 건물지의 초석에서 원형주좌, 쇠시리, 고막이 부좌 등은 고려 정궁지에서 확인되는 고급 건축 기법이며, 바닥전과 청석전도
정궁지에서 사용되는 특별한 건축자재이다.
14)	金富軾, 「惠陰寺新創記」, 『東文選』 卷 64 “上聞之, 惠捨頗厚, 王妃任氏亦聞而悅之曰, 凡其施事, 我其尸之, 增其委積之將盡
者, 補其什物之就缺者, 然後事無不備者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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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더욱이 발견 지점이 고려의 정궁이 있던 만월대 근처라는 점에서 금채상감청
자와 공작남유자기가 고려 왕실에서 사용하던 기물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원대 교장에
서도 <공작남유‘내부’명매병>이 <남유금채작>, <난백유고족배>, <유리홍유고족배> 등 수
준 높은 자기들과 동반 출토된 사례가 있다(桑堅信 1989: 22-27). 이러한 사례들을 볼 때
공작남유자기가 일반적인 자주요계 자기와는 차별화되어 취급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고려후기에 유입된 자주요계 자기는 원 황실에서 고려 왕실로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서 전해졌던 정황도 볼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백지흑화봉황문대호>(덕수
6333)는 문양과 크기에서 독보적인 예이다. 이 정도 크기에 봉황문이 그려진 백지흑화자
기는 중국내에서도 매우 드물어서 북경 大都 유적에서 출토된 한 점만 확인된다. 원 황실
유적인 북경 大都 유적에서 출토된 <백지흑화봉문호>는 크기와 문양에서 국립중앙박물
관 소장품과 거의 유사하다(張寜 1972: 29, 도판 9-1, 12-3) <그림 17>. 이러한 자주요 자
기는 고려 왕실과 원 황실과의 밀접한 교류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원대 황실로부터 직접 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內府’ 명문의 자주요 자기도 있다. 국립중
앙박물관 소장 두 점의 원대 ‘내부’명매병은 고려에 유입된 예로서 처음 확인되었다. 『원
사』에 ‘각지의 토산물이나 특산물을 內府에 供奉한다’는 기록을 볼 때, ‘내부’명매병은 원
황실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陸鵬亮 2003: 72-74). 원 황실에서 사용된 大內用
기물이 고려 왕실에 직접 전해졌고, ‘내부’명매병은 당시 정황을 알려주는 새로운 자료라
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내부’명매병은 원 황실에서 사용되었지만 품질이 높은 고급
자기가 아니기 때문에 선물 등의 하례품이 아니라 술이나 음료 등의 액체를 담은 용기로
전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약 12점의 <백지흑화사이병>도 ‘내부’명매병처럼 그릇 자체
로 유입된 것이 아니라 포도주와 같은 주류를 담은 저장용기로 전해졌을 가능성이 높다.
영국박물관에 소장된 <백지흑화사이병>(1927,0217.1)에는 ‘좋은 포도주 한 병[好葡萄酒一

瓶]’이라는 의미의 파스파문자가 쓰여 있어서, 자주요 사이병이 포도주를 담는 용기로 사
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사』에는 원 황제나 태후가 충렬왕에게 포도주를 하사한 기
15)

록이 1285년부터 1308년까지 여섯 번 정도 확인된다. 따라서 ‘내부’명매병이나 사이병이
그릇 자체가 아니라 원 황실에서 포도주 등을 하사할 때 사용된 용기로 고려에 유입되었
을 가능성이 높다. 매병, 호, 사이병 등의 원대 자주요 자기가 개경 이외 유적에서 출토된
예가 없다는 점도 당시 전국적으로 유통되지 않았고 특정 지역과 계층에서 제한적으로

15)	『高麗史』 卷 30 三十 世家 忠烈王 11年 8月; 同書 卷 31 世家 忠烈王 22年 3月; 同書 卷 31 世家 忠烈王 23年 3月; 同書 卷
31 世家 忠烈王 24年 9月; 同書 卷 32 世家 忠烈王 28年 2月; 同書 卷 32 世家 忠烈王 34年 2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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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 왕실 관련 유적에서 자주요계 자기가 백지흑화기법의 항아리만 출토되는
점도 15세기 명황실에서 사용된 자주요 자기와 관련하여 볼 수 있다. 명 황실은 선덕연간
(1426-1435)에 광록시에서 매년 필요한 술을 담는 항아리와 병류 5만여 건을 균주와 자주
16)

등에서 제작하였다. 자주요는 명초에 觀臺鎭에서 彭城鎭으로 옮겨가는데, 팽성은 명대
에 河南 彰德府 磁州가 관할하는 지역이었다. 명초 磁州에서 光祿寺에서 사용하는 缸·
壜·甁을 생산하였다는 『大明會典』의 기록은 팽성요지로 지칭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郭

学雷 2005b: 38-39). 따라서 조선초 왕실에 유입된 자주요계 항아리는 팽성요산일 가능성
이 높고, 청진12-16지구에서 출토된 백지흑화자기편이 팽성요지 자기와 유사한 점을 앞
장에서 살펴보았다.

Ⅴ. 맺음말
고려시대 유입된 자주요계 자기와 조선 전기 유적에서 출토된 예를 연구 대상으로 하
여, 10세기경부터 16세기 전반 경까지 한반도에 유입된 자주요계 자기의 시기별 유입 양
상과 특징을 파악하였다.
고려 10세기에서 11세기경에 유입되는 자주요계 자기는 백유, 흑유, 백지척화자기 등
의 품종이 확인되었고, 기종은 호, 향로, 과형주자, 소호, 소병 등이 있다. 문종 경릉에서
출토된 백지척화자기편 외에 출토 상황이 알려진 예는 없지만 대부분 개경 일대 고분에
서 출토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 12세기 전중반경에는 다양한 품종과 높은 품질의 송·

금대 자주요계 자기는 유입되어 주목되었다. 관대자주요지 뿐만 아니라 하남성 當陽峪窯

址, 魯山段店窯址 등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白釉, 醬釉, 黑釉醬斑, 黑釉, 絞胎, 剔
花 등 다양한 품종이 확인되었다. 원대 자주요계 자기는 白地黑花, 孔雀藍釉, 黑釉 등으
로 품종이 줄어들고 사이호, 매병, 관 등의 저장용기가 많은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새롭
게 확인된 四耳甁, ‘內府’명매병, 대형 罐은 원 황실과 고려 왕실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서 술이나 음료 등의 액체를 담은 용기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조선시대 유적에서
는 백지흑화기법으로 제작된 항아리 모양의 罐류만 출토되는 양상을 보인다. 출토 유적
은 대부분 왕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官窯址, 寺址, 도성 내 시전행랑의 핵심 지역이
16)	『明會典』卷194 工部 14 陶器條 “凡河南及眞定府燒造, 宣德間題准, 光祿寺每年缸罈甁共該五萬一千八百五十隻箇, 分派河南
布政司, 鈞磁二州, 酒缸二百三十三隻, 十甁罈八千五百二十六箇, 七甁罈一萬一千六百箇, 五甁罈一萬千六百六十箇, 酒甁二
千六十六箇, … , 每年燒造解寺應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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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서 조선 전기에 왕실에서 자주요 자기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한반도에 유입된 자주요계 자기는 대부분 개성과 한양 도성 일대에서만 발견되는 양상
을 보였으며, 이외 지역에서 출토된 사례가 매우 드물었다. 이러한 출토 상황은 월주요,
요주요, 정요, 경덕진요 등의 중국 자기가 개성 이외에도 여러 지역의 寺址, 산성, 무덤,
관청지 등에서 확인되는 것과 다른 점이다. 자주요계 자기가 개경 이외에 다른 지역으로
유통되지 않았고 주요 소비처가 개경과 한양 도성 일대였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한반
도에 유입된 자주요계 자기의 사용 계층이나 사용처는 왕실이나 그에 준하는 집단이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 논문접수일(2020.8.31) ▶ 심사완료일(2020.10.6) ▶ 게재확정일(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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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ortation of Chinese Cizhou-type
Ceramics in Korea
Kim Yun Jeong
(Korea University)
This study focuses on the Cizhou-type ceramics excavated from historic sites of the
Goryeo and early Joseon dynasties, and determines the periodic conditions and aspects of
the importation of Cizhou wares in Korea.
First, the importation of Cizhou-type wares in the Korean peninsula took place
across several dynasties, from approximately the tenth century up until the first half of the
sixteenth century.
Second, the Cizhou wares were not circulated throughout the whole of Korea as
other Chinese ceramics were. Rather, consumption of Cizhou wares was specifically
concentrated in the area of Kaesong and Hanyang.
Third, there is a definite distinction in the type and quality of Cizhou wares between
the different periods of importation. Around the early and mid twelfth century of the
Goryeo dynasty, there was an influx of high quality Cizhou ceramics of the Song and Jin
dynasties.
Last, the consumers of Cizhou-type wares consisted of the Korean royal court and
its partisan institutions. Cizhou ceramics were most likely brought to Korea specifically
in relation to the royal court and upper class as the vast majority of excavated wares were
found in places with strong associations to both groups. Specific wares like the bottle with
four handles (saibyŏng), maebyŏng inscribed ‘neifu(內府)’, and large jars are instances
of exchange between the imperial family of the Yuan dynasty and the royal family of the
Goryeo dynasty.
Keywords : Cizhou-type, Dangyangyu Kiln Site, The Guantai Cizhou Kiln Site, Pengcheng
Cizhou Kiln Site, Saibyŏng, Marbled Ware, Russet-glazed Ware, Black-glazed
Ware, Neifu, Sgraffito, Peacock Blue-glazed 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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