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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조선시대 국가 재정은 공안(貢案)과 횡간(橫看)에 의해 운용되었다. 16세기 왕실
의 재정 수요는 연산군대부터 급증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를 가능하게 한 배경으로는 연산
군대에 제정된 신유공안(辛酉貢案)이 언급되고 있다.
신유공안은 성종대 지나치게 감소된 공액(貢額)을 현실적으로 증액하는 데 목적이 있
었다. 신유공안의 핵심은 물품의 전용(轉用)·가정(加定) 조례(條例)에 있다. 신유년인
1501년(연산군 7)은 공액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었다. 하지만 16세기 왕실은 전용·가정
을 악용하여 소비를 확장하였다. 그 결과,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경비가 입내(入內)와 내
수사를 통해 왕실로 유입되었다. 신유공안이 제정된 이후 이루어진 감결(甘結)에 의한 입
내, 그리고 1504년(연산군 10)에 확립된 내수사 직계제(直啓制)는 왕실의 소비를 더욱 촉
진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관요 백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왕실은 사옹원의 국용(國用) 백자를 내용(內用)으로 전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백자의 소
유권이 변화된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왕실 관련 명문을 그릇에 점각(點刻)하였다. 아울러
횡간에 기재되지 않은 백자를 가정하여 수요를 충당하였다. 사옹원의 분원(分院)인 관요는
기존의 별번에 새로이 가정된 백자까지 공급해야 했다. 이에 따라 별번(別燔)이 점차 강화
되었고, 이는 1560년대에 ‘別’銘白磁가 제작되는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사옹원은 어부(御府)로 인식될 정도로 친왕실적인 관청이었다. 왕실은 감결을 통해 사옹
원의 백자를 전용·가정하였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백자에 대한 소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주제어 :	신유공안(辛酉貢案), 사옹원(司饔院), 관요(官窯), 점각명 백자(點刻銘 白磁),
별번(別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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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1)

조선은 공안(貢案)과 횡간(橫看)에 기초하여 국가의 재정을 운용하였다. 국가 개정 가
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왕실 재정 또한 공안과 횡간에 의거하여 체계적으로 확보·집
행되었다. 따라서 왕실 재정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공안이나 횡간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
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16세기 왕실의 재정 수요는 연산군대부터 급증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를 가
능하게 한 제도사적인 배경으로는 연산군대에 제정된 신유공안(辛酉貢案)이 언급되고 있
2)

다. 율곡 이이(栗谷 李珥, 1536∼1584)는 선조대 방만한 국가 재정 운용의 원인을 신유공
3)

안에서 찾았다. 이이의 시각은 관련 연구자들에게 그대로 수용되었다(고석규 1985: 179180; 김성우 2001: 54-57). 최근에는 신유공안을 성종대 공안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공안
으로 평가하려는 견해가 제시되기도 하였다(소순규 2019: 123-164).
신유공안의 핵심은 물품의 전용(轉用)·가정(加定)에 있다. 전용은 물건을 본래의 목적
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돌려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가정은 매년 정해진 수량
이외에 추가로 물건을 더 거두는 것을 의미한다. 왕실은 전용과 가정을 통해 소비를 증대
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관요 백자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지금까지 16세기 왕실의 백자 소비 증가는 점각명(點刻銘) 백자 등을 통해 설명하였다
(박정민 2014: 191-213; 김윤정 2014: 143-175). 선행 연구는 점각명 백자의 종류와 성격을
밝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관련 연구가 더욱 확장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관요 백자를 다른 물종과 동일한
선상에 두고 재정사적인 측면에서 설명하려는 시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글의 목적은 16세기 왕실에서 신유공안의 전용·가정 조례를 악용하여 관요 백자 소
비를 확대하였음을 증명하는 데 있다. 나아가 왕실에서 국용(國用) 백자를 내용(內用)으
4)

로 전용하면서 왕실 관련 명문을 점각하였고, 가정이 늘어나면서 별번(別燔)이 강화되었

1) 『經國大典』, 「戶典」, 經費. “凡經費 用橫看及貢案”
2) 신유공안은 1501년(연산군 7) 공안 개정 작업에 착수한 이후 2년이 지난 1503년(연산군 9) 계해년에 완성되었다. 따라서 당시에
이를 ‘계해공안(癸亥貢案)’ 이라고 언급하였으며, 이 용어를 그대로 수용한 연구자도 있다(고석규 1985: 186). 하지만 16세기 중
반 이이는 연산군대의 공안을 ‘신유공안’으로 인식하였다. 아울러 현재 대부분의 연구자들 또한 ‘신유공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도 연산군대에 제정된 공안을 ‘신유공안’으로 지칭하였다(소순규 2019: 152).
3) 『栗谷全書』 卷5, 「疏箚 3」, 萬言封事. “臣伏以 所謂改貢案以除暴斂之害者 祖宗朝 用度甚約 取民甚廉 燕山中年 用度侈張 常貢
不足以供其需 於是 加定以充其欲 臣於曩日 聞諸故老 未敢深信 前在政院 取戶曹貢案觀之 則諸般貢物 皆是弘治辛酉所加定 而至
今遵用 考其時則乃燕山朝也 臣不覺掩卷太息曰 有是哉 弘治辛酉 於今爲七十四年 聖君非不臨御 賢士非不立朝 此法何爲而不革耶
(하략)”
4) 내용은 국용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왕실에서 사적으로 소비하는 물건을 의미한다(박경자 2009: 14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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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견해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번 연구는 관요 백자에 보이는 다양한 변화를 당대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도 일정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Ⅱ. 신유공안의 제정과 특징
5)

조선 초 공안은 1392년(태조 1) 10월에 처음으로 상정되었다. 이후 세종과 세조, 그리
고 성종대에 한 차례씩 개정되었다. 세조와 성종대는 무엇보다 공액(貢額)의 감소라는 측
면이 중시되었다. 그 결과 세조대는 세종대 공액의 1/3, 성종대는 세조대를 기준으로 1/2
6)

정도가 감소하였다. 세종대는 예비비를 포함하여 예상 지출량의 2배에 이르는 공물을
수취하였다. 세조대는 횡간이 완성되면서 1년의 지출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공액을 1/3
정도로 줄여도 국가를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성종대는 공액이 무리
하게 감축되어 경비가 부족한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에 따라 1494년경 공안을 다시 개정
하여 공액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하지만 그해 12월 성종이 훙거하
면서 공안의 개정은 연산군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 1501년(연산군 7) 신유년에 공안을 개
정하기 위한 공안상정청(貢案詳定廳)이 설치되었고, 1503년(연산군 9) 계해년에 작업이
완료되었다. 당시에 제정된 공안이 바로 신유공안이다(소순규 2019: 127-138).
조선시대 공안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다행히 신유공안은 1501년(연
산군 7) 7월 공안상정청에서 연산군에게 보고한 9가지의 조례[可行條例]가 남아 있어 공
안 개정의 방향을 추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9가지의 가행조례 가운데 이 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5가지의 조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사료 Ⅱ-1
(1501년 7월 17일) 詳定廳에서 실행할 수 있는 條例에 대해 아뢰었다. “① 1. 모든 관
사의 雜物은 남는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으니 남는 것을 감해서 부족한 것을 채우
고, 부족한데 남는 것이 없어 서로 보충할 수 없는 것을 헤아려 加定하소서. ② 1. 雜
物이 비록 用度에 부족하더라도 그것이 민간의 희귀한 물건은 경솔하게 가정할 수
없습니다. 用處의 긴요 여부를 상고해서 감해도 될 것은 영구히 없애고 代用할 수 있

5) 『太祖實錄』 卷2, 태조 1년(1392) 10월 12일. 『조선왕조실록』 등 DB로 구축된 자료는 원문이나 번역문을 제시하지 않았다(국사편
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http://db.histroy.go.kr) 참조). 다만, 본문에서 사료의 번역문을 직접 인용한 경우 원문은 각주
로 처리하였다.
6) 『燕山君日記』 卷28, 연산군 3년(1497) 10월 20일.

76

제39호

는 것은 그 司의 남은 물건으로 대신하되, 본 司에 만약 대신할 물건이 없으면 다른 司
의 남는 물건으로써 대신하는 것을 공안으로 정하소서. ③ 1. 진상이나 제향 이외의 긴
요하지 않은 곳에 쓰는 물건이 부족하면 적당히 감하소서. ④ 1. 각관에 바친 잡물 가운
데 혹 그 관사의 所用이 아닌데도 답습하여 바치는 것은 옳지 않으니 그것이 쓰이는 관
사에 移送하소서. ⑤ 1. 비록 공안에 실려 있더라도 본디부터 쓸 곳이 없는 것들은 아예
7)

아니 바치며, 이런 것들은 공안에서 삭제해 버리소서. (중략)” 하니, 그대로 좇았다.

연산군대 공안 개정의 배경을 고려하였을 때 신유공안의 목적이 공액의 증대에 있었음
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동시에 가정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하였다.
사료 Ⅱ-1-①에 의하면 물건을 가정하기에 앞서 각사의 부족분과 여유분을 파악한 다음
여유분으로 부족분을 상쇄하여 가정을 줄이고자 하였다. 사료 Ⅱ-1-②는 희귀한 물건이
부족하면 가정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대용(代用)하도록 규정하였다. 해당 관사에서 대용
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다른 관사의 물품을 전용할 수도 있었다. 긴요하지 않은 희귀
물종은 공물로 받지 않도록 하였다. 사료 Ⅱ-1-③은 진상이나 제향 이외에 꼭 필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곳에 사용되는 품목은 감하도록 조치하였다. 사료 Ⅱ-1-④에 의하면 각관
은 관리하는 물종이 별도로 정해져 있었는데, 이를 엄수하여 각사에서 관리하는 물건의
부족분과 보유분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였다. 사료 Ⅱ-1-⑤는 공안에 기재되어 있더라
도 실제 필요하지 않으면 공안에서 삭제하도록 하였다.
신유공안이 사료 Ⅱ-1에 보이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면 희귀하거나 불필요한 물건을
준비하기 위한 민의 수고를 덜 뿐만 아니라 각사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효과적으
로 재분배하여 공액의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1529년(중종 24) 대사간(大司
諫) 어득강(魚得江, 1470∼1550)은 신유년에 3공(公)이 각사의 공물을 의논하여 정할 때
더러는 남아도는 것도 있고 부족한 것이 있어 당시 모든 경비와 공안을 일체 상정하여 고
8)

쳤다고 하면서 신유공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신유공안은 공액의 증대라는 목적
을 이루면서도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합리적인 공안이었다(소순
규 2019: 139-151).
중종은 신유공안이 개정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1506년(중종 1) 반정을 통해 왕위에

7) 『燕山君日記』 卷40, 연산군 7년(1501) 7월 17일. “詳定廳啓可行條例 一 諸司雜物 或有餘或不足 減有餘 補不足 其不足而無有
餘 不得相補者 量宜加定 一 雜物雖用度不足 民間稀貴之物 不可輕易加定 須考用處緊歇 可減者永除可代用者 以其司餘物代之 一
本司若無可代之物 以他司餘物代用 定爲貢案 一 進上及祭享外 凡不緊處供用之物不足則量減 一 各官所納雜物內 或非其司所用
而因循納之未便 移送該司用之 一 雖載貢案 本無用處 則全不納 此等之物 貢案削去 (중략) 從之”
8) 『中宗實錄』 卷65, 중종 24년(1529) 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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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올랐다. 그는 즉위 후 일체의 법제(法制)를 성종조에 의하게 하였다. 신유공안도 연산군
대에 제정되었다는 이유로 폐지되었다. 하지만 1507년(중종 2년) 신유공안은 다시 국가
재정 운용의 기반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아래의 사료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사료 Ⅱ-2
(1507년 8월 31일) 호조가 아뢰기를, “(중략) 또 공안은 지난 癸亥年에 대신 등이 辛巳
年의 案에 의거, 참작하여 줄이고 보태서 定式을 만들어 나라와 백성도 모두 편의를
얻었습니다. 지금은 외방의 각관에서 다 廢朝 때의 別例貢이라 하여 辛巳年의 예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國用이 부족합니다. 廢朝 때의 법이라 하여 쓰지 않을 수 없습니
다. 이런 뜻을 각도에 빨리 下諭하여 계해년의 안에 따라서 거두어들이게 하는 것이
10)

어떻겠습니까?”하니, 전교하기를, “계한 바에 의해서 하라.”고 하였다.

위의 사료 Ⅱ-2에 보이는 ‘계해년의 안[癸亥之案]’은 1501년(연산군 7) 신유년에 개정에
11)

착수하여 1503년(연산군 9) 계해년에 완료된 신유공안을 의미한다.

‘신사년의 예[辛巳

例]’는 ‘계사년의 예[癸巳例]’의 오기로 추정된다(소순규 2019: 151-153). 중종은 신유공안
을 폐지하고 성종대 공안[계사년의 예]을 채택하였지만 연산군대 공안을 개정한 배경을
고려하면 이는 합리적이지 못한 선택이었다. 조정은 곧 국용의 부족이라는 문제에 직면
하였다. 호조는 다시 신유공안에 따라 공물을 수취할 것을 건의하였다. 중종은 공액을 현
12)

실적으로 조정한 신유공안에 근거하여 국가의 재정을 운용할 수밖에 없었다.

신유공안은 별도의 개정 없이 16세기 국가의 세입장부로 사용되었다. 국가의 재정을 횡
간과 공안에 의거하여 운용한다고 하더라도 한 해의 세입액과 세출액은 일정 부분 유동
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신유공안은 각사의 보유분과 부족분을 살펴 공액을 조정하였기
때문에 예비비가 계상되지 않았다(소순규 2019: 147).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유공안은 다
시 개정되지 않았다. 그 이유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왕실과 중앙 관청이 전용·가
정을 통해 재정 부족분을 계속 보충하였으며, 그러한 방법이 그들에게 유리하였기 때문
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9) 『中宗實錄』 卷1, 중종 1년(1506) 9월 3일.
10)	『中宗實錄』 卷3, 중종 2년(1507) 8월 13일. “戶曹啓曰 (중략) 且貢案 則去癸亥年 大臣等 據辛巳年之案 參酌損益 以爲恒式 於
國於民 咸得便宜 今者外方各官 皆以爲廢朝時別例貢 而以辛巳年例收納 故國用不足 不可以廢朝時法 而莫之用也 此意須下諭各
道 使遵癸亥之案收納何如 傳曰 依所啓”
11) 앞의 주) 2.
12)	이후 중종은 1507년(중종 2) 11월에 연산군대 제정된 법을 검토하여 쓸 만한 것은 그대로 준용토록 하였다(『中宗實錄』 卷4, 중
종 2년(1507)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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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년(연산군 10) 8월 호조판서 이계남(李季男, 1448∼1512)은 연산군에게 대개 공부의
법은 1년의 용도를 헤아려 상정하는 것이나 지금 이미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부과할 것
을 건의하였다. 연산군은 성인이 다시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경상(經常)의 법을 다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서 각도에서 공물을 더 걷고, 만약 또 부족하다면 더 거두어도 좋다고 하였
13)

다.

1505년(연산군 11) 연산군은 앞으로 국용이 충족할 때까지 각도 노비의 신공(身貢)

으로 한 사람마다 면포 1필을 더 정하여 바치도록 전교하였다. 이에 대해 국고가 고갈되
어 용도가 부족하므로 호조가 청하여 입법(立法)하니 공물을 가정하는 것이 여기서 비롯
14)

하였다고 하였다. 하지만 신유공안이 1503년(연산군 9)에 완성되었음을 고려할 때 1505
년(연산군 11)의 가정 또한 신유공안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1506년
(중종 1) 연산군대의 법제가 폐지된 이후 1507년(중종 2) 신유공안이 다시 활용되었고, 이
후로도 물품의 전용·가정이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추측은 크게 틀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율곡 이이가 선조대 방만한 국가 재정 운용 원인을 신유공안에서
15)

찾은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중종대 이후 전용·가정이 신유년과 같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을까? 1525년
(중종 20) 7월 홍문관 부제학 정옥형(丁玉亨, 1486∼1549) 등은 지금 탕장(帑藏)이 고갈되
어 일상의 용도도 한 해를 지탱할 수 없다고 하였다. 불시의 수요와 무명의 비용으로 인
해 담당 관청의 재정이 고갈된 곳이 하나가 아니며,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내년 공상을
인납한다고 지적하였다. 더하여 국가의 경비는 본래 정해진 것이 있는 법이지만 전하께
16)

서 어디다 쓰셨는지 알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동년 9월 참찬관 이환은 중종에게 선공

감의 숯이 매번 부족하여 인납하고 또 가정한 것이 3,300여 섬에 이르러 상정액과 다름이
없게 되었다고 아뢰었다. 중종은 호조가 숯을 더 배정한 것은 인납의 폐단을 바로 잡으려
고 한 것이었지만 민폐가 적지 않았다고 호조를 두둔하였다. 이에 대해 동지사 허굉은 숯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모두 그러하니 가부하는 단서를 한 번 열어놓으면 폐단을 막기 어
17)

려울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위와 같은 기록은 신유년 이후 왕실과 중앙 관청이 전용·가정을 통해 물품을 무분별하
게 소비하였음을 보여준다. 선행 연구(소슌규 2019: 146-147)에서 지적하였듯이 신유공
안에는 예비비가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년 각사의 보유분으로 부족분을 상쇄하거나

13) 『燕山君日記』 卷55, 연산군 10(1504) 8월 15일.
14) 『燕山君日記』 卷59, 연산군 11(1505) 9월 30일.
15) 앞의 주) 3.
16) 『中宗實錄』 卷54, 중종 20년(1525) 7월 19일.
17) 『中宗實錄』 卷55, 중종 20년(1525)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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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가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신유공안은 공액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공
액의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한 합리적인 공안이었다. 그러나 신
유년 이후 왕실과 중앙 관청에 의한 무분별한 전용·가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이유로
신유공안이 16세기 공물 폐단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것이다.

Ⅲ. 왕실의 신유공안 轉用·加定 條例 악용
임금은 한 나라의 국왕임과 동시에 한 가정의 가장이었다. 왕의 개인적인 사치는 차치
하더라도 아버지로서 국왕은 가족들의 생활을 풍족하게 유지하고 각종 기복 행사를 시행
하기 위해 신료들의 간섭과 통제에서 자유로운 사유재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송수환
2000: 235-236).
연산군은 2명의 부인에게서 4남 2녀만을 얻었지만 재위 중에 경비를 지원해야 하는 인
원은 조모 인수왕대비(덕종비, 연산군 10년 사망)·중조모 인혜대비(예종계비, 연산군 4
년 사망), 자순정현왕비(성종계비, 중종 25년 사망)를 비롯하여 왕의 제매(弟妹)와 군이 15
명, 옹주가 11명에 달하였다(田川孝三 1964: 214). 중종은 12명의 부인에게서 9남 11녀를
두었다. 왕실의 구성원이 늘어날수록 각능(各陵)·각전(各殿), 군과 옹주 등의 증가와 이
에 따른 사여(賜與), 계속되는 왕 자녀의 길례·저택 신축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증대될
수밖에 없었다(박도식 2011: 172-184).
이러한 상황에서 신유공안의 전용·가정 조례는 연산군대와 중종대를 거치면서 부족한
왕실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되었다. 신유공안의 장점 가운데 하나가 가
정을 시행하기 이전에 각사의 재정을 전용하여 이를 최소화하는 것이었다. 다만, 이것이
악용될 경우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의 재정을 전용할 여지를 제공할 수도 있었다(김성
우 2001: 69-70). 특히 전용은 당시 최상위 신분계층인 왕실에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
하였다.
왕실은 횡간에 기록되지 않은 경비를 입내와 내수사 등을 통해 마련하였다. 전술하였듯
이 왕실의 소비 증가는 중앙 관청의 재정에 부담을 주었다. 각 관청은 왕실의 요구에 우
선 보유분으로 이를 공급하였지만 물품이 부족하면 인납(引納)이나 가정을 통해 공물을
추가로 거둘 수밖에 없었다.
사실 왕실에 의한 국가 재정의 남용은 1501년(연산군 7) 이전부터 확인된다. 성종은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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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자·왕녀가 많았으나 국용을 사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1499년(연산군 5) 의
정부 좌의정 한치형(韓致亨, 1434∼1502) 등은 근래에 별사(別賜)·별부(別賻)·특사(特
賜)가 많으며, 수시로 입내하라는 명이 있는가 하면 내수사로 수납하라는 수가 너무 많
다고 언급하였다. 더하여 1498년(연산군 4) 횡간 이외의 별용물(別用物)을 상고하니 쌀·
콩이 2천 9백여 섬, 포가 3천 6백여 필, 횡포가 1천 9백여 필, 기름·꿀이 90여 석이며, 기
타 부비(浮費)는 헤아리기도 어려울 정도라고 하면서 경상비 이외의 기타 부비를 일체 줄
19)

일 것을 상소하였다. 그러나 신유공안이 제정된 이후 입내의 규모는 급증하였다(김성우
20)

2001: 68-69). 아울러 모든 관청은 각사의 보유분과 부족분을 살펴 물건을 전용할 수 있
었는데, 이는 내수사가 국용의 재산을 침탈하는 근거로 악용되었다.
연산군은 1500년(연산군 6) 2월 진성대군(晉城大君)이 출합할 때 내수사의 재정이 좋지
않아 곡식 7,000석을 국곡(國穀)으로 마련해 주려고 하였지만 정승들은 예전에 그러한 예
21)

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였다.

하지만 연산군에게 신유공안의 가행조례가 보고된 이

후인 1502년(연산군 8) 삼정승(三政丞) 한치형·성준(成俊, 1436∼1504)·이극균(李克均,
1437∼1504)은 군자감이 풍저창이 되었다는 소문이 있다고 하면서 영응대군(永膺大君,
22)

1434∼1467)의 집에 곡식을 보낸 일을 비판하였다. 1503년(연산군 9) 연산군은 휘순공주
(徽順公主)가 출궁할 때 내수사의 재정이 부족하자 호조에서 곡식을 준비해 주도록 하였
23)

다. 1534년(중종 29) 중종은 공주와 옹주가 대궐에서 나가는 길례에 사용되는 물품이 떨
어지자 사섬시(司贍寺)에서 오승목면(五升木綿) 20동 등과 공조의 납철(鑞鐵) 1,000근·
24)

상감석(霜甘石) 50근 등을 내수사로 실어 보내도록 하였다.

특히 1530년(중종 25) 호조

서리 지서학(智書學)과 군자감 서리 홍양생(洪良生) 등은 내수사에 진배한다고 공문을 위
25)

조하여 쌀 50석을 착복하려고 시도하였다. 내수사 공문 위조사건은 내수사에 의한 공적
재정의 침탈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잘 보여준다. 결국, 명종은 내수사의 물건을 국용으로

18)	『中宗實錄』 卷37, 중종 14년(1519) 11월 4일. 성종은 국고를 전용하는 대신 폐지되었던 내수사 장리(長利)를 다시 시행하는 등
내수사의 기능을 강화하였다(『成宗實錄』 卷148, 성종 13년(1482) 11월 2일).
19) 『燕山君日記』 卷32, 연산군 5년(1499) 3월 27일.
20)	김성우(2001: 63)는 국왕 혹은 왕실이 손쉽게 처리할 수 있고 대다수가 지주층인 관료들에게 실질적인 세액 증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선에서 타협한 결과를 신유공안으로 이해하였다. 즉, 국가경상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세 수입은 고정시키되 공물·진상
수입을 대대적으로 증액하여 왕실의 재정수요를 보충하려는 방안이 바로 신유공안이라는 것이다.
21) 『燕山君日記』 卷36, 연산군 6년(1500) 2월 7일.
22)	『燕山君日記』 卷43, 연산군 8년(1502) 3월 25일. 군자미는 군량과 흉년의 빈민구제를 대비하는 국가의 예비 재원으로 군자감에
서 관장하였다.
23)	『燕山君日記』 卷49, 연산군 9년(1503) 3월 1일.
24) 『中宗實錄』 卷76, 중종 29년(1534) 2월 6일.
25) 『中宗實錄』 卷67, 중종 25년(1530) 1월 21일.

조선 16세기 왕실의 관요 백자 소비 확대와 辛酉貢案

81

26)

인식하였다.

왕이 내수사를 통해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대상이 늘어날수록 내수사에 의한 국용
의 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내수사는 1504년(연산군 10) 직계제가 확립되면서 승정원
27)

을 거치지 않고 왕에게 직계하였다. 연산군은 일찍이 내수사에서 공장(工匠)들을 모아서
일을 시켰는데, 시키는 것이 무슨 일이냐고 말한 자가 있었다고 하면서 향후 이런 자가 있
28)

으면 중죄로 논한다고 하였다. 내수사의 성격을 고려하였을 때 왕은 내수사에서 담당하
는 업무가 신료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편이 유리하였다. 1550년(명종 5) 명종은 내수사 담당
내시에게 당상인(堂上印)을 발급하였다. 내수사는 정5품아문에서 정2품아문으로 격상되었
29)

다. 16세기 왕실 재정 수요가 증가하면서 내수사의 기능이 한층 강화되었던 것이다.
한편, 왕실은 신유공안이 제정된 이후 승정원을 거치지 않고 감결을 통해 물품을 입내
하였다. 1539년(중종 34) 사헌부는 조종조 때부터 내용 물품은 모두 승정원을 거쳐 대궐
로 들어갔지만 신유년(1501) 이후 용도(用度)에 절제가 없어 구례를 고쳐 감결을 쓰기 시
작하였으며, 반정 뒤에도 일체 감결에 의해 입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더하
여 이를 왕실에서 입내하는 물품이나 규모 등을 외방에 알리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하
였다. 이에 대해 중종은 횡간 내에서만 쓴다면 1개월도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한 다
음 한 번 승전(承傳)을 받아 많은 물품이 들어오면 물의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용도
를 헤아려 상고·궁방·등촉방·사약방·사옹원에서 공용하는 물품이 부족할 경우에 부
30)

득이 감결을 받들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신유공안이 제정되면서 왕실 소비가 무분별하게 늘어났고, 왕실은 필요한 물품을 가능
한 한 은밀하게 확보하기 위해 감결을 사용하였다. 감결에 의한 입내가 일반적인 방법으
로 자리를 잡으면서 왕실의 소비는 더욱 촉진되었고, 이는 다시 입내가 증가하는 배경으
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왕실은 신유공안의 전용·가정을 악용하여 재정을 확대하였
다. 그리고 은밀하고 효율적으로 물품을 확보하기 위해 내수사 직계제와 감결을 활용하
였던 것으로 보인다.

26)	『明宗實錄』 卷22, 명종 12년(1557) 1월 10일. 사신(史臣)은 지금 내수사의 용도가 만민의 정당한 공물이 아니고 사사로운 재물
에 불과하니 당나라의 경림고(瓊林庫)·대영고(大盈庫)와 같다고 지적하였다. 더하여 임금이 나라를 사사로이 하면 경대부는 반드
시 자기 집을 위해 사사로이 하게 되고 사서인은 자기 몸을 위해 사사로이 하게 되어 결국 상하가 이욕의 추구에만 급급하게 되어
나라가 나라꼴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고 개탄하였다.
27)	『燕山君日記』 卷53, 연산군 10년(1504) 5월 9일. 내수사 직계제는 이전부터 논란이 되어 오다가 1504년(연산군 10)에 확립
되었다.
28) 『燕山君日記』 卷53, 연산군 10년(1504) 5월 9일.
29) 『明宗實錄』 卷10, 명종 5년(1550) 1월 5일.
30) 『中宗實錄』 卷91, 중종 34년(1539) 6월 8일.

82

제39호

Ⅳ. 轉用·加定을 통한 왕실의 관요 백자 소비 확대
1467년경 관요가 설치된 이후 왕실에서 소비하는 백자는 사옹원과 내수사에서 생산하
였다(박정민 2015: 54-73). 더하여 이를 제작한 관청에 따라 백자의 성격은 국용과 내용으
로 구분된다.
국용 백자는 사옹원에서 생산·관리하였다. 사옹원은 왕실 재정 가운데 공재정(公財政)
에 속하였다(송수환 2000: 24-25). ‘天·地·玄·黃’명 백자는 국용의 범주에서 왕실에 공
31)

급된 그릇이었다.

‘天·地·玄·黃’은 사옹원의 창고군(倉庫群)을 의미하는 명문으로

추정된다(김귀한 2020: 149-152). 1560년대 왕실은 관영 수공업 체제가 해제되어 가는 일
반적인 흐름 속에서도 관요를 관영 수공업 체제로 유지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관요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天·地·玄·黃’을 생산분반을 의미하는 ‘左·右’
로 교체하였다(김귀한 2013: 16-19). 그렇지만 재정의 성격은 그대로 유지되었다(<표 1>).
<표 1> 15∼16세기 관요 출토 명문백자 일괄
명문의 종류
天·地·玄·黃
(국보 제286호, 기고 11.1, 구경 21.1, 저경 7.9㎝ 내외, 삼성미술관 리움)

左·右(곤지암리 1호 요지,
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11)

左(저경 8.6㎝)

右(저경 7.4㎝)

내용 백자는 ‘大·中·世·處’ 등이 새겨진 그릇으로 내수사에서 번조하였다(박정

31)	사옹원이 관리했던 그릇 중 임금의 수라상에 오르는 식기는 주로 은기 등의 금속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天·地·玄·黃’명 백
자가 사옹원의 전반적인 업무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박정민 2016: 70-71). 하지만 사옹원 사기장은 오로지 진
상하는 어기를 만든다는 기록과 관요 백자를 진상자기로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최상품 명문백자는 기본적으로 왕실 소용이었을 것
으로 판단된다(『承政院日記』 14冊 (탈초본 1冊) 인조 4년(1626) 7월 19일; 『承政院日記』 29冊 (탈초본 2冊) 인조 8년(1630) 2
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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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민 2015: 59-67).

‘大’는 대전, ‘中’은 중궁전, ‘世’는 동궁전, ‘處’는 處所를 의미한다(<표

33)

2>). 최근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에 대한 학술조사가 이루어지면서 ‘大·中·
世·處’명 백자가 우산리 4호 요지(1460∼1470년대)와 14호 요지(1480년대)에서 집중적으
로 제작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경기도자박물관 2019a, 2019b).
<표 2> 우산리 4·14호 요지 출토 ‘大·中·世·處’명 백자 일괄(경기도자박물관 2019a, 2019b)

大

中

世

處

‘大·中·世·處’명 백자의 조형적 특징과 품질은 ‘天·地·玄·黃’명 백자와 동일하다.
다만, ‘天·地·玄·黃’이 대부분 굽 안바닥에 유면음각으로 새겨지는 데 반해 ‘大·中·
世·處’는 철화나 음각으로 표기되기도 한다. 생산단계에서 명문을 통해 백자의 소비처
를 구분하였다는 점에서 왕실 관련 명문이 새겨진 백자는 각전(各殿)에 부속된 사장(私
藏)에서 관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현종대의 사료이지만 국가의 옛 제도를 그대로 답습
하면서 각전마다 모두 사장이 있었는데, 주상에게는 내수사, 대왕대비·왕대비·중전도
34)

그들대로 각기 사유의 내탕(內帑)이 하나씩 있었다는 기록도 주목된다.

왕실은 사옹원과 내수사에서 백자를 공급받았고, 그 성격은 공적인 재정과 사적인 재
정으로 구분되었다. 신유공안은 각사의 물품을 전용하는 데 국용과 내용의 구별을 두지
않았다. 왕실은 다른 물품과 마찬가지로 국용인 사옹원의 백자를 내용으로 사용하였다.
1502년(연산군 8) 연산군은 휘순공주에게 화룡준(畫龍樽)을 내려 주라고 명하였다. 그러
나 승지 등은 화룡준은 중국 사신이 올 때도 오히려 쓰지 않는 것인데 하물며 공주의 집

에 하사할 수 없다는 논리로 반대하였다. 연산군은 공주에게 화룡준을 줄 필요가 없다며
35)

뜻을 거두었다.

하지만 연산군이 공주에게 화룡준을 주라고 한 사실을 고려할 때 특수

기명이 아닌 일상생활기명의 전용은 이미 일반화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백자에
왕실 관련 명문이 점각된 사실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32)	『經國大典』에 의하면 내수사에는 사기장 6명이 경공장으로 소속되어 있었다. 내수사는 백자를 생산하기 위한 제반 여건이 마련되
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옹원 사기장과 함께 관요에서 백자를 생산한 것으로 추정된다.
33)	한양도성에서 출토된 ‘處’명 백자는 박정민(2015: 64)에 의해 처음으로 학계에 보고되었다. 그는 ‘處’명 백자를 왕실자녀를 포함
하는 왕족을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이해하였다.
34) 『顯宗改修實錄』 卷9, 현종 4년(1663) 9월 5일.
35) 『燕山君日記』 卷46, 연산군 8(1502)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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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왕실 관련 명문이 점각된 백자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점각명 백자의
양상과 성격이 밝혀졌다. 왕실 관련 점각명은 백자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시점에 표기되
었다(박정민 2014: 191-192). 명문의 성격은 왕실의 사장(私藏)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김
윤정 2014: 144-170). ‘天·地·玄·黃’이나 ‘左·右’가 새겨진 백자는 사옹원의 공적 재정
에 속하였다. 이러한 백자에 왕실 관련 명문이 부가되는 것은 해당 그릇이 국용에서 내용
36)

으로 성격이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점각으로 새겨진 왕실 관련 명문의 의미가 ‘大·
37)

中·世·處’와 일치하는 사실도 이를 방증한다(<표 3>·<표 4>).

관요 백자에 왕실 관련 한글 명문이 점각되는 시기는 16세기 전반으로 추정된다(박정
민 2014: 192-193). 특히 군·옹주의 명칭이 점각된 백자는 중종대부터 확인된다(김윤정
2014: 163-166). 따라서 시기적으로도 왕실 관련 점각명 백자가 신유공안과 밀접한 관련
38)

이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표 3> 한양도성 출토 점각명백자 일람표39)
구분

한자

한글

명문
부가

기법

기존

기법

점각명의 의미(출토지)

上

점각

左

유면음각

大上

점각

地

유면음각

中

점각

地

유면음각

중궁전(경복궁 광화문)

世

점각

·

·

동궁전(청진 9지구 유적)

恭(王大)39)

점각

天

유면음각

공의왕대비(1547∼1577년 사이에 사용)
(종로 어영청지 유적)

대전(청진 12∼16지구 유적)

大茶

점각

地

유면음각

대전의 다방(청진 12∼16지구 유적)

地·웃졔

점각

右

유면음각

대왕대비나 왕대비(청진 12∼16지구 유적)

黃·웃궁

점각

地

유면음각

대왕대비나 왕대비(청진 8지구 유적)

웃쇼 파ᄇᆞᆯ

점각

地

유면음각

대왕대비나 왕대비전에 속한 소주방
(경복궁 소주방지)

36)	기존에 명문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백자에도 왕실 관련 명문이 점각된다. 이는 명문이 일정한 수량의 백자를 의미하는 대표성을 지
니고 있기 때문이다. 1463년(세조 9) 내노가 어용의 자완을 도둑질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세조는 자완에 표지(標紙)가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형조판서 이극감(李克堪, 1423∼1465)은 자완을 실견한 다음 징험할 만한 표지는 없지만 어용이라고 보고하
였다. 그는 특별한 표지가 없더라도 표지가 있는 유물과 제작상의 특징과 품질이 유사하면 어용으로 이해하였던 것이다. 모든 어
용 자기에 명문이 새겨지지는 않았던 것이다(『世祖實錄』 卷30, 세조 9년(1463) 3월 10일; 김귀한 2020:153-154).
37)	‘恭王大’·‘혜슌’·‘영양’·‘덕흥’·‘졍신’ 등은 ‘處’가 새겨진 백자의 소비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표 3>·<표 4>는
박정민과 김윤정의 연구를 참고하여 한양도성 내에서 출토된 왕실 관련 명문이 점각된 백자의 대표적인 사례만 제시하였다. 한양
도성에 대한 발굴조사의 증가에 따라 점각명 백자의 출토 수량 또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38)	회암사지에서 출토된 ‘天·地·玄·黃’명 백자 또한 국용에서 내용으로 전용된 물품으로 추정된다. 여기에서 출토된 백자에는 ‘회
암사’나 ‘회암’ 등 소비처를 의미하는 명문이 표기되지 않은 것은 회암사가 도성에서 떨어져 있어 그릇에 명문을 부가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둘러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39)	‘恭(王大)’은 인종의 비인 인성왕후 박씨(仁聖王后 朴氏, 1514∼1577)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명종은 1547년(명종 2) 왕대
비에 오른 그녀에게 ‘공의(恭懿)’라는 존호를 바쳤다(『明宗實錄』 卷6, 명종 2년(1547) 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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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명문
부가

기법

기존

기법

대쇼

점각

地

유면음각

점각명의 의미(출토지)
대전 소주방(청진 12∼16지구 유적)

큰쇠

점각

天

유면음각

대전 소주방(청진 5지구 유적)

동쇼40)

점각

天

유면음각

동궁전 소주방(청진 2∼3지구 유적)

혜슌

점각

天

유면음각

혜슌옹주(1512∼1583, 1522년 출궁)
(창덕궁 상방지)

영양

점각

玄

유면음각

영양군(1521∼1561, 1532년경 출궁)
(경복궁 협생문지)

덕흥

점각

·

·

덕흥군(1530∼1559, 1538년 책봉, 1542년 출궁)
(경복궁 월대)

졍신

점각

上

점각

정신공주(1526∼1552)(청진 8지구 유적)

한글

40)

<표 4> 한양도성 출토 점각명백자 현황

‘左(유음)→上(점각)’

‘地(유음)→大上(점각)’

‘天(유음)→中(점각)’

‘地(유음)→大茶(점각)’

‘右(유음)→地(점각)→웃졔(점각)’, 저경 8.7㎝

‘地(유음)→恭(점각)’

‘地(유음)→웃쇼 파블(점각)’

‘黃(유음)→웃궁 一공(점각)’

40)	박정민(2014: 202-203)은 동쇼를 궁궐의 동쪽에 위치하는 왕실과 연결된 특정 수요처를 의미한다고 보고 한양도성 내 순찰업
무를 담당한 사소(四所)의 하나로 파악하였다. 김윤정(2014: 155-156)은 이를 동궁전에 속한 소주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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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유음)→대쇼(점각)’

‘天(유음)→혜슌(점각)’

‘天(유음)→동쇼(점각)’

‘영양(점각)’

‘덕흥ㄱ(군)(점각)‘

‘졍신(점각)’

그런데, 왕실이 전용 조례를 활용하여 백자를 확보하였기 때문에 가정 또한 이루어졌다
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아래의 사료를 살펴보도록 하자.
사료 Ⅳ-1
(1504년 6월 21일) 전교하기를, “규화배 1,000점과 앵무배 100점을 번조하라.”고 하였
41)

다.

사료 Ⅳ-1에 의하면 1504년(연산군 10) 연산군은 규화배(葵花盃) 1,000점과 앵무배(鸚鵡
42)

杯) 100점을 번조하라고 전교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이 사료에 연산군의 명에 따라 규

화배와 앵무배를 제작하는 관청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사실이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사
기장이 배속된 관청은 사옹원과 내수사뿐이었다. 내수사는 소속된 사기장이 6명에 불과
하였으며, 백토나 시지(柴地) 등 백자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제반여건이 제공되지 않았다.
이에 비해 사옹원 분원인 관요는 백자를 제작하기 위한 체계가 갖추어져 있었다. 결국, 당
시 규화배와 앵무배는 1505년경에 운영된 관요인 도마리 요지에서 생산되었을 가능성이 높
다. 이와 관련하여 도마리 1호 요지는 41점, 7호 요지는 11점 등 다른 관요와 비교하여 비교
적 많은 수량의 규화배가 출토되어 주목된다(국립중앙박물관 1995, 한국문화유산연구원

41) 『燕山君日記』 卷54, 연산군 10년(1504) 6월 21일. “傳曰葵花盃一千鸚鵡盃一百燔造”
42)	규화배는 흔히 ‘화형잔’이라고 불린다. 규화는 ‘향일(向日)’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忠)’의 강력한 상징물로 인식되었다.
이에 따라 규화배는 왕과 관련된 특정한 의식이나 행사에 국한되어 사용된 왕실의 특수 주기로 추정된다(윤효정 2013: 41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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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2013, 윤효정 2013: 430-431).

17세기 이후의 문헌에 의하
면 관요의 번조는 연례진상자
기를 제작하기 위한 연례 번조
와 별기를 생산하기 위한 별번
으로 구분되었다.

44)

15∼16세

기는 이러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문헌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1560년대경부터 ‘別’명
<그림 1> 백자음각‘別’명전접시
(곤지암리 1호 요지, 1572년경, 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11)

백자가 제작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적어도 16세기 중반부

터는 별번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그림 1>). 더하여 조선시대 진상이 연례진상과 별진
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음미할 때 관요의 번조 또한 처음부터 연례번조와 별번으로 이
45)

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상의 해석이 타당하다면 관요의 번조는 처음부터 연례번조와 별번으로 구별되었으
며, 기존에 별번은 횡간에 기재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시행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신유공
안이 제정된 이후 연산군은 사료 Ⅳ-1과 같이 횡간에 기재되지 않는 품목을 번조하라고
전교하였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불시의 수요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정으로 이해할 수 있
다. 16세기 왕실의 재정 수요가 증대하는 일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왕실에서 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백자를 가정하는 사례 또한 늘어났을 것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별번이
46)

점차 증가되었고, 1560년대에 ‘別’명 백자가 제작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사옹원은 어부로 불릴 정도로 친왕실적인 관청이었다(송수환 2000: 67-68). 왕실

43)	지금까지 관요에서 앵무배가 출토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연산군이 전교를 내렸기 때문에 앵무배도 번조되었을 것으
로 추정된다. 앵무배의 제작 현황은 향후 관요에 대한 발굴조사 성과가 축적되면 밝혀질 것으로 기대된다.
44)	『承政院日記』 100冊 (탈초본 5冊) 인조 26년(1648) 윤3월 15일. 조선시대 진상은 각 도의 관찰사·절도사·절제사 등이 도 단
위로 지방의 토산물을 임금에게 바치던 것을 말한다. 진상품은 어부인 사옹원 등에 납입되었고, 이후 왕실에서 사용하였다. 그러
나 관요 백자는 문헌에 ‘연례진상자기’로 언급되어 당시에 진상품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긴 어렵
지만 사옹원이 어부로 진상품의 수납도 담당하였다는 점, 사옹원 분원인 관요에서 백자를 생산하고 사옹원에서 이를 관리하였다는
점, 관요 백자를 왕실에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진상품과 동일한 성격의 물종으로 여겼던 것으로 추측된다.
45)	제사 등 왕실의 행사에 필요한 물품은 횡간에 수록되었다. 하지만 왕실 행사에 소비되는 백자를 연례진상자기로만 공급받기는 어
려웠을 것이다. 가례나 사신접대, 제사에 필요한 그릇의 수량이 일정치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물품은 처음부터 횡간을 근
거로 별기로 충당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별번과 ‘別’명 백자는 별도의 논고를 준비하고 있다.
46)	이 경우 연례번과 별번을 위한 가마가 구분되어 있었는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필자는 별번을 위한 가마가 별도로 존재하지
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한다. 관요 가마는 번조 성격이 아닌 번조 벙식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별번이 증가하면서 그러한 차이가
사라지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김귀한, 2020: 109-139).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고에서 자세히 검토할 예정이다. 중요한 문
제를 지적해주신 심사워원들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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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신유공안에 의해 사옹원 국용 물품을 합법적으로 전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전술하였
듯이 감결을 통해 사옹원의 백자를 공급받았을 수 있었기 때문에 백자 소비 욕구를 충족
시키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요컨대, 왕실은 신유공안의 전용·가정을 악용하여 왕실 재정 수요를 충족시켰다. 이러
한 방식은 관요 백자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사옹원의 국용 백자를 사적으로 전용하면
서 도성에서 왕실 관련 명문을 점각하여 소유권의 변동 사항을 표기하였다. 아울러 가정
을 통해 백자의 소비를 확대하였고, 이 과정에서 ‘別’명 백자가 생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Ⅴ. 맺는말
지금까지 16세기 왕실의 관요 백자 소비 확대를 재정사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보았다.
관요 백자는 기본적으로 왕실에서 사용하는 진상품이기 때문에 왕실재정사의 일반적인
흐름 속에서 접근해야 한다.
16세기 왕실 재정은 연산군대에 제정된 신유공안에 근거하여 운용되었다. 신유공안 자
체는 합리적이었지만 왕실은 전용·가정 조례를 악용하여 재정 수요를 확대하였다. 관요
백자 또한 다른 물건들과 같은 방법으로 수요를 증가시켰다.
왕실은 사옹원과 내수사를 통해 백자를 공급받았다. 사옹원은 국용, 내수사는 내용 백
자를 생산하였다. 그러나 왕실은 사옹원의 백자를 사적으로 전용하였고, 횡간에 기재된
수량 이외의 백자를 가정하였다. 사옹원은 친왕실적 성격의 관청으로 어부로 인식되었
다. 왕실은 1501년(연산군 7) 공안이 개정되기 시작한 이후 감결을 통해 사옹원의 물품을
입내하였다. 이에 따라 별다른 문제 없이 관요 백자 소비를 확대할 수 있었다.
왕실의 백자 소비 증가는 관요 백자와 백자의 제작 양상에도 영향을 주었다. 왕실은 사
옹원의 국용 백자를 내용으로 전용하면서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왕실
관련 명문을 점각으로 부가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별번에 가정이 더해지면서 점차 별번
이 강화되었고, 그 결과 1560년대에 ‘別’명 백자가 생산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관요 백자는 소비품의 하나로 수요·공급에 변동이 발생하면 백자 또는 백자의 생산 방
식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16세기 왕실의 백자 수요 증가는 관요에 입역하는 사기장의
이탈을 촉진하였을 것이고, 관요 운영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물질자료에 일정한 변화가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이러한 측면에 주목하여 관요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
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 논문접수일(2020.8.31) ▶ 심사완료일(2020.10.8) ▶ 게재확정일(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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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nded Consumption of White Porcelains
Produced by Gwanyo(Royal Kiln) for the Royal
Family of Joseon Dynasty in the 16th Century and
Shinyu Gongan
Kim Kwi Han

(National Cultural Heritage Institute)
The finance of the Joseon Dynasty was operated based on accounting books on
the public offering and tributes called Hweonggan (recording expenditures) and Gongan
(recording revenues). It is understood that the financial demand in the royal family of the
16th century had increased rapidly since Yeonsangun (燕山君). Such an increase was said
to be possible due to Shinyu Gongan which was made in the period of Yeonsangun
Shinyu Gongan had a purpose to increase the volume of offerings and tributes that
had been excessively reduced during the period of King Seongjong up to a practical level.
The key concepts of Shinyu Gongan were appropriation and inflated bookkeeping on items.
In the year of Shinyu, which was 1501 (7th year of Yeonsangun), the volume of offerings
to the royal family was controlled reasonably. After then, however, the royal family abused
appropriation and inflated bookkeeping and extended consumptions. The expenses assigned
to operate the nation were forwarded to the royal family through Naesusa (Royal Treasury)
and/or when the subjects entered the palace. The royal family used the items which had
been intended for national use for their own purpose. The direct report system of Naesusa
established in 1504 (10th year of Yeonsangun) and a written order or instruction ("Gamgyeol
(甘結)") given by the higher-rank office to the lower-rank office, which performed led by
a governmental office that exclusively in charge of tributes and offerings called JeongongAmun promoted the situation more.
As white porcelains produced in Gwanyo (royal kiln) were one of the representative
items that the royal family used, they should be reviewed in the general flow of the royal
finance. Saongwon (Bureau of Palace Kitchen) was a representative Jeon-Gong Amun in
the Joseon Dynasty. The King could easily get the porcelains produced and managed by
the Saongwon through Gamgyeo. The royal family switched the use of porcelains which
had been intended for the nation to their own purpose. During the process, it is assumed
that the royal family-related mark was inscribed by dots in order to indicate the changed
ownership of the porcelains. Also, by utilizing inflated bookkeeping on the white porcelains
not recorded in the Hweonggan, they managed the increasing demand for white porcelains.
Gwanyo (royal kiln) which was a branch office of Saongwon intensified additional
production of white porcelains in order to produce newly appreciated porcelains, which
was assumed to be an important element to produce white porcelains having the inscription
of "別(meaning extra)".
Keywords : S
 hinyu Gongan(辛酉貢案), Saongwon(司饔院), Gwanyo(官窯), white
porcelain inscribed by dots(點刻銘 白磁), extra firing(別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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