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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교육
분야

과정명

대상

인원
(명)

모집
공고

교육
기간

발굴현장 안전·보건관리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50

3.3

3.26
(1일)

- 발굴현장 보건·안전관리 실무 등

조사기관 운영 실무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40

5.26

6.11
(1일)

-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조직 관리·운영법

유물의 이해와 실측

준조사원
~보조원

40

6.2

6.22~25
(4일)

SHAPE파일 작성과 활용

조사원
~보조원

40
x4회

6.16

7.6~9
(5일)

- SHAPE파일 작성 및 활용법

매장문화재 콘텐츠 제작과
활용

조사원
~보조원

40

7.14

8.5~6
(2일)

-매
 장 문 화 재 활 용 콘 텐 츠 사 례 및
활용법

석기제작의 이해와 실습

준조사원
~보조원

40

8.18

9.7~10
(4일)

- 석기 제작 실습 및실측실습 등

유적확인조사 실무

조사원
~준조사원

40

9.15

10.6~8
(3일)

- 지표조사 실습을 통한 조사법 및 실무

출토유물의 수습과 관리

조사원
~준조사원

40

10.20

11.10~12
(1일)

- 국가귀속 행정절차 및 유물 관리법 등

과정명

대상

인원
(명)

모집
공고

교육
기간

주요 내용

연구사와 편년

조사원
~보조원

기당
50

3.24
8.25

4.16(1일)
9.15(1일)

- 시기(권역)별 물질문화의 특징과 변천

매장문화재조사 기초이론

준조사원
~보조원

50

4.14

5.7(1일)

- 매장문화재 관련 기초 실무 이론 등

매장문화재 관계법령의
이해

책임조사원
~보조원

50

5.4

5.28(1일)

- 매장문화재 관계법령 및 행정 절차

자기의 변천과 발전

조사원
~보조원

50

5.26

6.18(1일)

- 자기의 변천과 출토유적, 조사방법 등

매장문화재조사와
첨단과학장비의 활용

조사원
~보조원

50

11.6 11.26(1일) - 신기술의 적용과 활용사례

조직 커뮤니케이션과
리더쉽

책임조사원
~준조사원

50

6.30

직무 스트레스와 위기극복

조사단장
~보조원

50

9.29 10.22(1일) - 스트레스 극복을 위한 자기관리 등

기본
교육

전문
교육

주요 내용

- 기초 유물 실측 방법과 유의점

비대면교육
분야

기본
교육

전문
교육

소양
교육

※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은 신청인원 및 교육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23(1일)

- 조직 활셩화를 위한 팀워크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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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도자의 기원은 의외로 시간대가 그리 빠르게 올라가지 않는다. 가장 이르다고 알려진 하
북성의 배이강(裵李崗)과 하남성의 자산(磁山)문화 출토품도 C14 측정결과 B.C. 6,000~5,000년을
상회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상･주･춘추･전국시대(B.C.2,183-B.C.222)를 지나면서 중국
도자는 태토의 질이나 제작기법, 가마 등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했고 청동기와 철기의 보급, 동기
(銅器) 및 칠기(漆器)의 제작 등으로 기원전에 이미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도자문화를 보유하게
되었다. 도자변천사에서 획기적인 발전은 한대(漢代 B.C.206-A.D.220)에 이루어졌다. 상대(商代)
에 시작된 회유도(灰釉陶)가 원시청자로 발전한 것이다. 아울러 저화도 연유(鉛釉) 기술이 확보됨
에 따라 고화도와 저화도의 기물제작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원시청자의 출현 이래
중국도자가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한반도의 고대국가시기에 유입되었던 한대부터 오대까지의 제작
상황과 한반도로의 도자기 유입상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볼 것이다.

1. 漢･三國時代 원시청자와 연유도기의 출현
한 고조 유방(劉邦)은 진(秦)을 멸망시키고 장안에 수도를 세웠다. 중국 역사상 가장 긴 시기를
통치했던 한대에는 중앙아시아, 인도 등의 문화를 수입했으며 공예품은 도자기 외에도 청동기,
칠기, 옥기, 죽그릇 등이 성행하여 중국의 공예가 당대 최고의 지위에 오를 수 있는 기틀을 마련
하였다.
한대의 도자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회도(灰陶)이다. 회도는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었으며 이미 환원염으로 번조되고 있었다. 그중 특이한 사례로는 제기나 명기(明器) 등으로
활용했던 특수형 회도와 가채(加彩)회도를 들 수 있다. 특수형 회도는 청동기를 모방해 만든 도기로
청동 사용이 어려운 하류계층에서 주로 사용한 것이다. 가채회도는 번조한 그릇위에 광물질 안료를
바른 것으로 용도는 명기로 사용되었으며 기물 이외에도 남녀 인물상이나 동물상 등이 전한다.
한대 도자에서 주목할 만한 최고의 성취는 자기의 출현이다. 자기는 강서성과 절강성을 중심으
로 제작되었으며 청자와 흑자가 동한(東漢, 後漢)때부터 본격적으로 출현하였다. 원시청자라 불리
는 이들 자기는 고령토, 장석, 석영의 혼합물을 썼고 유약은 석회유를 씌웠다. 그러나 유태의 결
합도가 높지 않아 이 시기의 원시청자는 유약이 박락되는 경우가 많다. 주요기종은 완, 반, 발,
분, 세, 항아리, 뢰, 벼루, 타호 등이나 항아리 압도적으로 많으며 문양은 현문, 파도문, 고리문
양, 마포문, 그물문, 방격문 등을 묘사하였다. 제작방법은 이미 물레를 이용한 흔적이 보이고 환
원염으로 1,250-1,300℃ 가량의 온도에서 번조하고 있어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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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 도자의 또 다른 특징은 연유도(鉛釉陶)가 제작되었다는 것이다. 연유는 정색제로 산화동,
산화철을 사용하고 매용제로 연(Pb3O4) 사용한 유약이다. 이 유약의 주요용제는 산화칼슘으로
700-800℃ 정도에서 용융되는 저온유약으로 광택이 있으며 석회유 등에서 볼 수 있는 피막 벗
겨지거나 기공이 생기는 결함이 없다. 그러나 번조와 사용과정에서 독성으로 인해 실생활용기로
는 사용하지 않았다. 연유도기로는 청동기나 칠기의 모방제품 많아 정, 호, 창고, 부엌, 우물, 축
사, 누각, 연못 등 다양한 기물을 만들었으며 주로 부장용기로 사용되었다.
한대에는 실크로드가 개척되고 동서 간 문물교류가 본격화된 시기이기는 하나 한반도와는 북부
지역의 몇몇 작은 나라들과 교류가 있었을 뿐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고대국가가 막 출현한 시점
이었고 특히 한강 이남지역은 삼한시대에 있었으므로 본격적인 문물교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
황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중국도자는 현재 국내에서 발견된 예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2. 三國･兩晉시기의 도자와 한반도 출토 중국도자
후한 말 수많은 환관들이 낀 후계 다툼 속에서 한이 멸망하고 삼국시대(魏 55-220, 蜀
161-223, 吳 182-252)에 돌입하였다. 세 나라의 분립은 결국 위나라의 장군이었던 사마염(司馬
炎)이 위나라의 황제권력을 이양한 후 삼국을 통일하고 진(晉 265-420)이라는 나라를 세우면서
잠시나마 다시 통일왕조로 진입하였다. 그러나 진은 다시 북방 오호(五胡)의 침략을 받아 난을 피
하여 강남지방으로 근거지를 옮기면서 서진(西晉 265-316), 동진(東晉 317-420)으로 구분한다.
특히 진이 근거지를 강남지역으로 이동한 후부터 강남 지역의 인구는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강남지역은 사회, 경제, 문화, 교통, 도시가 발달하면서 도자기를 비롯한 수공업생산에 유리한 조
건 갖추고 있었다. 이에 따라 강소, 절강, 강서, 복건, 호남, 사천성 등지에서 요업이 발달하게
되었다.
삼국･양진시기의 도자는 북방보다 남방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삼국시대 청자요지가 있는
상우(上虞)지역의 가마는 30여기로 동한시대에 비해 4-5배가 증가했으며 특수용기와 생활용기가
청자로 제작되었다. 이 시기의 청자는 태질이 견고하고 가벼우며 부드러운 담회색을 띤다. 문양
은 초기에 간단 소박했으나 차츰 현문(弦文), 파도문, 낙엽문, 방격자문 등을 표현하고 귀를 부착
하였다. 이들 문양은 인화, 각화, 획화, 틀, 첩화, 투공 등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여 문양을 묘사
하였다. 특히 청자의 상부에는 부착[鋪首]물을 얹은 예들이 많은데 그 대상으로는 인물상, 나는
새, 난간, 짐승, 불상, 기사(騎士) 등이 있다. 서진 말기에는 갈반문(褐斑文, 흑퇴화기법)이 등장하
여 동진시기에 유행하였는데 이는 철화기법의 효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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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형으로는 완, 대접, 큰 항아리[罐], 호, 대야, 물동이[盆], 주발, 합, 잔, 절구공이, 향로,
타구[사두], 반구호, 계두호 등의 생활용기와 신정(神亭), 호자(虎子), 계롱(鷄籠), 축사(畜舍), 정호
(井戶), 향로(香爐), 초두, 화분, 괴두, 곡창(穀倉), 추 등 명기가 만들어졌다. 삼국･양진시기의 도
자 중에는 명문이 있는 도자기가 많다. 일찍이 오의 영역에서는 3세기 초경에 청자가 완성된 증
거로 <적오 14년명 호자(赤烏 14年銘 虎子 : 251년)>가 알려져 있으며 소흥 출토 <영안(永安) 3
년(260)명 청자곡창>이 유명하다. 기년명이 있는 도자기들은 제기용이나 분묘에 넣어주는 특수용
기에 주로 명문을 표현하였는데 연호로는 건형(建衡), 봉황(鳳凰), 천새(天璽)와 같은 기년이 새겨
졌다.
이 시기의 도자로 한반도에 유입되었던 사례는 주로 한성백제와 관련한 지역에서 발견된다. 한
반도 출토 중국도자는 1970년대 이후 고고학적 성과물이 증가하면서 점차 그 수가 증대되었다.
국내에서 출토되는 중국도자는 3세기 후반경의 유물부터 발견되고 있으며 가장 이른 시기는 동
진시기의 것으로 재질은 시유도기, 흑자, 청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기종은 동전문호, 양형
기, 반구양이호, 천계호, 벼루, 사이호(罐) 등으로 발견지역은 하남위례성 주변과 원주, 청주, 천
안, 공주 등 초기백제 영역의 경계지역이며 고분유적과 토성지역이 중심을 이룬다. 이들은 한때
위세품으로 보는 견해가 오랫동안 유지되었으나 최근 실생활용품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3. 南北朝時代의 도자와 한반도 출토 충국도자
4세기말 중국 북쪽 국경 밖의 선비족 중 탁발부(拓跋部)가 발흥하여 황하유역을 통일하였다. 1
대 황제 탁발규(拓跋珪 386~409)는 386년 대(代)나라 왕을 칭하고 자립하면서 국호를 위(魏)라
칭하였는데, 후일 사람들은 조조의 위나라와 구분하기 위해 이를 북위(北魏)라 구분하였다.
한편 진나라 혜제(惠帝) 때인 304년(永興 1) 남흉노의 족장 유연(劉淵)이 5부(部)를 통합하여 한
(韓)나라를 점거하면서부터 남조의 송(宋)나라 문제(文帝) 때인 439년(元嘉 16) 북위가 중국 북부
를 통일하기까지 135년간 5호 16국시대가 지속되었다. 5호는 흉노(匈奴)·갈(羯)·선비(鮮卑)·저
(氐)·강(羌)의 5개 변방민족을 말하며 한족 등이 세운 도합 16개 국가(漢 -前趙, 成漢, 前涼, 後
趙, 前燕, 前秦, 後燕, 後秦, 西秦, 後涼, 南涼, 南燕, 西凉, 北涼, 夏, 北燕)를 16국이라 한다. 또
이 시기와 맞물려 북방에는 선비족에 의한 북조(336-556, 北魏, 東魏, 西魏, 北齊, 北周), 남방에
는 한족에 의한 남조(420-589, 宋, 齊, 梁, 陳)가 운영되면서 남북조시대라고 언급하기도 한다.
남방지역에 비해 도자기술이 열악했던 북방지역에서는 예전 전통을 이어받아 유약을 바르지 않
은 무유도기가 집중 제작되었으며 개중에는 광물질 안료로 채색을 한 도기로 있었다. 이들은 청
동기를 닮은 모방품이 아니라 순수도자기 조형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 이전과 다르다. 특히 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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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번조한 인물도용은 5-6세기를 중심으로 가늘고 과장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무
덤에 넣기 위한 용도로 제작된 것이다. 또한 압출성형기법으로 제작된 문양전과 벽돌들은 여러
편을 조합할 때 하나의 큰 문양을 이루는 정교한 제작술을 보여주고 있다.
북방의 청자는 처음에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불분명하다. 북위의 효문제(孝文帝)는 낙양에 도
읍을 정한 후 남방의 도공들을 중용하였으며, 주 소비지역은 하북, 하남, 산서, 섬서성 등지였다.
남북조시대의 북방청자를 대표하는 가마로는 산동성의 치박새리요(淄博塞里窯)로 이들은 회백색
태토를 사용하며 온도가 높았다. 청갈색, 청황색으로 이루어진 이들은 시유기술이 깔끔하지 못하
며 태질이 거칠다. 특히 대형기물에는 첩화로 연화, 보상화문 붙인 경우가 많아 실용기보다는 의
례용으로 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방에서는 백토가 많이 난다. 백자는 청자보다 늦게 남북조 말기에 출현한 도자기로 이 시기
의 백자는 엄밀하게 백유에 속한다. 이중 유명한 것은 하남성 안양현의 북제 무평 6년(575) 범수
묘 출토(北齊 武平 6年 範粹墓)으로 백자병, 백자완, 백자배, 삼계항(三系缸), 사계항(四系缸), 장경
병 등이 알려져 있다.
5세기 후반부터 화북에서는 한대 이후 몇 세기동안 안보였던 연유도기가 출현하였다. 북조의
연유도기들은 밝은 태토 위에 단색유를 바른 것이 많다. 이들은 중앙아시아와 사산조 페르시아의
영향에 의해 정교한 모습을 보이는 문양들이 들어가 있다. 양식적인 특징으로는 첩화기법에 의한
보석, 띠, 연판, 구슬, 동물머리 장식 등이 보이며 대형기물의 경우 분할제작을 하고 기물의 하단
부는 유약을 바르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북방에 비해 남방지역에서는 강소성, 절강성을 중심으로 양질의 청자가 생산되었다. 유명한 요
장으로는 절강성 여요(余姚), 상우(上虞), 소흥(紹興)현을 중심으로 활동한 월주요(越州窯)와 온주
(溫州)지방의 구요(歐窯), 금화(金華)의 무주요(婺州窯), 여항(餘杭)의 덕청요(德靑窯), 강서성 풍성
(豊城)의 홍주요(洪州窯)가 잘 알려져 있다.
월주요는 동한 때부터 송대까지 천여 년 동안 청자의 집산지로 남북조시대에는 삼국시대에 비
해 태토, 유층이 두꺼워지고 회청색을 띤다. 이들을 고월자(古越瓷)라 부른다. 가마는 초기 용요로
절강성 상우 백관진 가마의 경우 잔존길이 5.1m, 폭 1.22m, 경사각 16°를 이루며 기형은 매우
다양하다. 문양은 문고리문, 현문, 그물문, 연주문, 인동문, 비금문(飛禽文), 주수문(走獸文) 등이 묘
사되었는데 특히 음각연판문은 4세기말~5세기초, 남방지역에 불교가 전파되면서 생긴 문양이다.
절강 남부의 온주 일대 구강(甌江)을 끼고 발달한 구요는 월요계통의 청자를 생산한 가마로 유
태의 배합기술이나 소성상태는 월요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절강성 금화지구에서 운
영된 무주요는 당대 육우(陸羽)의 『다경(茶經)』에 ‘완은 월요상(越州上), 정주차(鼎州次), 무주차(婺
州次)’로 기록될 만큼 품질이 좋다. 무주요에서는 처음으로 잔탁이 출현하였으며 화장토를 바른
도자기 생산한 것으로 유명하다. 여항현에 위치한 덕청요는 흑자를 생산한 곳으로 잘 알려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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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는 당시에 인기가 많아 내수는 물론 수출자기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흑자 유약의 조성범
위는 산화철 성분이 7~8% 이상 포함되어 있으며 기형은 간소하고 실용적이었다.
당나라 때 6대 청자 명요 중 하나로 알려진 홍주요는 당대 육우의 『다경』에 처음 기록이 등장
하지만 이미 동한 만기에 개요하여 오대까지 약 800년의 역사를 유지한 가마이다. 삼국과 양진
시기에는 계수호, 호자, 등, 벼루 등을 제작했으며 남조시기에는 박산로, 온주호(温酒壶) 대족로
(带足炉), 탁배(托杯), 탁로(托炉), 등잔, 오충반(五盅盘), 격반(格盘) 등이 만들어졌다. 특히 갑발은
홍주요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기물에 묘사한 음각, 인화기법은 통일신라의 인화
문토기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연구되어 있다.
남북조시대의 중국도자는 백제지역을 중심으로 발견된 예가 많이 알려져 있다. 발견지역은 공
주 무령왕릉, 익산 입점리, 왕궁리, 부여 부소산성, 부여 동남리 사지, 능사, 부안 죽막동 제사유
적, 부산 복천동 유적 등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남북조시기에 국내로 들어온 중국자기는 흑
자로 항아리, 벼루, 천계호, 반구사이호, 양이호 등이 있으며 청자로는 천계호, 호자, 양형기, 반
구양이호, 사이호, 육이호, 벼루, 잔 등이 있다. 유입양상을 보면 웅진도읍기에는 흑자, 청자 뿐
아니라 묘전기술이 들어왔으며, 사비도읍기에는 흑자, 청자 외에 백자 뿐 아니라 연유기술까지
습득하면서 그 양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백제에 들어온 중국자기의 조형과 기술은
당시 백제도기제작에도 영향을 주어 현전하는 기물 중에는 중국자기를 모방한 예들도 많이 발견
된다. 아울러 웅진, 사비기에는 중국의 남북방 도자가 모두 유입되면서 백제의 외교와 문화교류
가 얼마나 폭넓게 진행되었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다.

4. 隨･唐･五代의 도자와 한반도 출토 중국도자
중국도자사에서 시기가 짧은 수(隨 589-619)와 오대(五代 907-979. 960년 송 건립)는 통상
당(唐 618-907)을 중심으로 함께 언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는 양분된 중국을 재통일 하였으나 무모한 해외 원정으로 짧은 기간 운영되고 멸망하였다.
그러나 수대에는 황하와 장강 일대의 다른 문화권을 하나로 통일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상대적으
로 열세였던 북방지역의 자기문화가 발달한 시기였다. 수대에는 하북 자현(磁縣)의 고벽촌요(賈壁
村窯), 내구(內邱)와 임성(臨城)의 형요(邢窯)와 정형요(井陘窯), 하남의 안양요(安陽窯), 공현요(鞏縣
窯) 등이 새롭게 활동을 시작했다. 또 남방의 요장은 남북조시대의 가마들을 계승하면서 절강의
월주요, 강소의 의흥요(宜興窯), 안휘의 회남요(淮南 壽州窯), 강서의 풍송요(豊城 洪州窯), 임천요
(臨川窯), 호남의 상음요(湘陰 岳州窯), 복건의 복주요(福州窯), 사천의 청양궁요(靑羊宮窯), 공래요
(邛崍窯) 등이 활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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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대의 백자는 북조 말기에 출현하였으나 가마출토 자료는 알려진 바 없다. 편년이 알려진 무
덤으로 유명한 것은 하남성 안양현 개황 15년(595)의 장성묘(河南省 安陽縣 開皇 15年 張盛墓)
출토품, 섬서성 서안 대업 4년(608) 이정훈묘(大業 4年 李靜訓墓) 출토품, 수나라 악평공주(樂平公
主) 양려화(楊麗華)의 외손녀 무덤인 섬서성 서안 대업 6년(610) 곽가탄희위묘(大業 6年 郭家灘姬
威墓) 출토품 등이 있다. 이 무덤에서 발견된 백자는 남북조시대 말기의 것보다 더 밝은 백토로
성형되었으나 유약에 포함된 미세한 철분으로 푸른빛을 띠며 유약이 뭉친 사례가 많다.
청자 출토품으로 편년이 가능한 예는 하남성 안양현 인수 3년(603) 복인묘(河南省 安陽縣 仁壽
3年 卜仁墓)와 섬서성 서안현 대업 4년(608) 이정훈묘(陝西省 西安縣 大業 4年 李靜訓墓) 출토품
등이 있으나 남방의 청자에 비해 품질이 우수하지는 않다.
한편 1997년 9월 하북성 형대시(邢台市) 제3방지산경영관리공사(第3房地産經營管理公司) 종합루
(綜合樓) 건설공사 시에 가마터가 발견되었다. 요구는 없었으나 퇴적층이 발견된 이 유적에서는
지층퇴적 중 구덩이에서 다량의 도자파편이 확인되었다. 출토기물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은 백자,
청자, 흑유자기 등을 제작할 때 색조가 있는 태토위에 분장토를 먼저 바른 후 시유를 했다는 점
이다. 이러한 점은 아직 북방에서 청자, 백자의 제작이 완전한 단계에 도달하지 않았음을 알려주
는 증거가 된다.
당･오대시기에 백자를 생산했던 가마로는 하북성 형요(邢窯), 곡양요(曲陽窯), 하남성 공현요(鞏
縣窯), 학벽요(鶴壁窯), 밀현요(密縣窯), 등봉요(登封窯), 안영요(安陽窯), 산서성 혼원요(渾源窯), 평
정요(平定窯), 섬서성 황보진요(黃保鎭窯), 안휘성 소요(蕭窯) 등이 있으며 양자강 이남은 백자요지
발견예가 없다. 당대의 백자는 백도가 높고 초기에는 화장토를 사용한 후 시유하였으나 당 후기
에는 백자태토의 개발로 화장토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당대의 백자가마로 가장 유명한 것은 하북성 내구현의 형요이다. 당의 시인 이조(李肇)는 『국사
보(國史補)』에서 “내구의 백자기는 단계자연석과 함께 천하에 귀천 없이 통용한다.”고 하였다. 또
육우(陸羽)의 『다경(茶經)』에서는 “형요의 백자는 은과 같고 눈과 같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형요
백자는 태질이 희고 입자가 치밀하다. 형요의 기종은 관( 罐), 완, 병, 반(盤), 촛대, 호 등이며 백
도가 높고 시유가 두껍다. 문양은 무문이 대부분이나 양각[模印], 각화(刻花 음각) 등을 시도하였
다. 형요 백자의 특징으로는 중당시기에기종이 풍부해지고 만당에서 오대사이 완의 굽이 옥벽저
(玉璧底) 형태를 띠며 화형(花形)구연 완이 등장하고 기벽이 얇아진다는 점이다.
하북성 곡양현에서 운영된 곡양요(曲陽窯)는 송대에 정요(定窯)로 불렸다. 이 가마에서는 완,
반, 타반, 주호, 분(盆), 삼족화로, 완구 등을 제작했으며 오대에는 두툼한 구연을 가진 옥연(玉緣)
완이 많이 나타난다. 곡양요는 오대시기에 오월국 전씨(錢氏) 왕실에 공납되기도 하였는데 품질이
좋아 오대부터 북송후기까지 “관(官)”, 또는 “신관(新官)”이라는 음각명문을 표시한 것이 눈에 띤
다. 이밖에 공현요와 밀현요도 왕성하게 백자를 생산한 가마로 유명세를 떨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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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오대의 청자가마는 절강성 월주요, 구요, 무주요, 호남성의 악주요(岳州窯), 장사요(長沙窯),
사천성의 공래요(邛崍窯)가 있으며 이중에서 월주요가 가장 유명하다. 월주요라는 이름은 당대에
알려졌다고 전해지나 서주(西周)시기부터 원시청자를 생산한 가마였다. 월주요가 중국에서 요업기
간이 가장 긴 가마로 운영된 것은 절강성 일대가 수운, 인구, 자토매장, 화목 등이 풍부했기 때
문이다. 월주요의 운영기중에 주목할 만한 것은 중당기에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각종 창작기형인
사발, 각종 반, 집호(執壺-술주자), 앵병, 호, 구(찻그릇), 수우(水盂-문구) 등이 생산되기 시작했다
는 점이다. 또 당후기(만당)에는갑발의 사용과 재임법이 발달했고, 오대 십국기에는 오월국 황제
전류(錢鏐)가 월주요자기를 황실에서만 받고 유출시키지 않았기에 비색자기(秘色磁器)라는 별칭이
붙을만큼 귀하게 여겨지기도 했다.
월주요 못지 않게 유명한 또 하나의 청자가마로는 호남성 장사시에서 활동했던 장사요가 있다.
상강(湘江) 주변의 석저호(石渚湖) 주변에 위치한 이 가마는 생산품을 동정호(洞庭湖)를 통해 장강
으로 내려 보내 바다로 통할 수 있어 수요범위가 무척 넓었다. 1983년 발굴조사된 첨자산(尖子
山) 1호는 토갱식 용요로 조사결과 길이 21m, 폭 2.4~2.7m, 경사 24°의 구조를 갖고 있었으
며, 담가파(譚家坡) 1호는 벽돌로 축조한 용요[塼築窯]로전체 길이가 41m에 달한다. 당대의 시인
이군옥(李群玉)의 『전당시(全唐詩)』<석저(石渚)>에서는 산림이 불타며 연기와 불꽃이 튀는 장관을
잘 묘사하고 있다. 장사요 제품은 생활용기가 중심을 이루나 차 도구를 잘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완, 접시, 주자 등에 그려진 각종 문양은 산화철과 산화동을 이용하여 유약 위에 그
림을 그림으로서 후일 명나라 때 본격적으로 시작된 상회(上繪)의 기원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당대에 성취한 중요한 도자기술의 꽃은 당삼채(唐三彩)에서 확인된다. 이는 저화도 연유도기로
유약 원료에 납(PbO2) 사용하고 유약에 다양한 금속물질을 타서 발색시킨 것이다. 이때 사용한
정색제로는 동, 철, 망간, 코발트 등을 사용했으며 그 결과는 녹색, 남색, 황색, 백색, 적색, 갈색
등을 띤다. 당삼채는 중당기에 대도시의 고급귀족이나 관료, 부호의 부장용기로 사용되어 무덤에
서 주로 출토된다. 발견지는 섬서성 서안, 낙양의 북망산, 강소성의 양주지방 등 당시의 대도시이
며 요장은 하남성 공현요, 섬서성 황보요 등이 알려져 있다. 제작상의 특징은 1차 번조를
1,000-1,100℃로, 2차 번조를 750-850℃에서 했다는 점이다. 기형은 각종 기물뿐 아니라 인물,
동물상 등이 있으며 용기나 조형물 중에는 서역지방(소그드)과의 무역을 통하여 모티브를 얻은
것도 많다. 당삼채는 무역로를 따라 해외에 유출되어 주변국의 요업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대표적
인 사례로는 일본의 나라삼채와 이슬람삼채가 있다. 이 기술은 후일 요삼채, 발해삼채, 송삼채,
금삼채, 법화(法花), 명삼채[素三彩] 등으로 그 명맥이 이어져 후대에도 꾸준하게 제작되었다.
당･오대를 중심으로 한 중국도자는 통일신라에 들어와 삼국시대보다 훨씬 많은 양이 한반도로
유입되었다. 특히 8세기 후반 이후 중국에서는 도자기가 중요한 수출전략품목으로 지정되면서 사
여품(賜與品)이 아닌 무역품으로 그 성격이 바뀌게 되었다. 이제 중국도자는 유입이 아닌 수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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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을 띠게 된 것이다. 도자기는 더 이상 황제가 주변국에게 너그러움을 보여주는 권위의 상징
물이 아니라, 돈이 되는 산업의 결과물이었다. 이와 같은 이유는 당이 갖고 있던 개방성과 함께
육우의 『다경』 이후 통일된 차 문화가 한자문화권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차 도구를
수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8세기에서 9세기 전반에 집중된 당대 도자는 청자, 백자의 경우 완, 주자, 호를 중심으로 하는
차도구가 핵심이었으며, 삼채도기는 의식용기나 불교관련 용기[그릇, 베개, 방울]로 활용되었다.
생산요장은 월주요와 장사요가 청자를 형요가 백자를 공급하고 있었다. 이들 차 도구들은 경주
일대의 각종 건물지, 분묘, 사찰터 등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지방에서도 대형사찰지, 성터 등에
집중되고 있다. 이는 당시 중국산 차 도구들이 왕실, 경주거주 호족, 지방호족, 사찰세력(승려) 등
을 중심으로 소비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당시 국내에서 발견되는 당대도자는 중국과 마찬가지
로 ‘남청북백(南靑北白 : 남방의 월주요 청자, 북방의 형요 백자)’의 양상을 띤다. 이밖에 8세기
전반에 집중 유입되었던 당삼채는 자기에 앞서 유입되었으며 대체로 사찰터에서 발견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아마도 대당유학승들이 귀국 시에 가져와 개인 소유물로 사용하다 폐기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금까지 한대부터 당대[오대]에 이르기까지 중국에서 제작된 도자기의 종류와 이들이 국내에
서 소비된 양상을 살펴보았다. 중국도자는 중국 자체는 물론 동아시아 도자소비와 생산에서 중요
한 의미를 지닌다. 아울러 이들 중에는 편년을 알 수 있는 사례가 많아 연대추정이 불분명한 동
반출토품이나 유적의 연대를 알려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국도자는 고고학 연구의 해석을
정확하고 풍부하게 해줄 뿐 아니라 문화상을 파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고고학도들
도 열심히 공부해야할 영역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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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도자의 시작
우리나라에서 청자와 백자가 언제 처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일찍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 많
은 학설들이 제기되었지만, 대체로 중국 동남부 절강성(浙江省) 월주요의 청자 영향을 받아 10세
기 전반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초기의 청자 제작은 한반도 중서부지역인 황해남도,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등을 중심으로 벽돌가마(塼築窯)에서 이루어졌다. 처음에는 청자와 백자를 같
이 만들었는데, 이들 가마터의 특징은 번조하는 과정에서 그릇을 보호하기 위해 내화갑발을 많이
사용하여 유적에 대규모의 갑발더미가 존재한다. 또한 이곳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우리나라 자기
의 시작과 관련하여 중요한 단서인 ‘해무리굽완(日暈底)’의 비중이 크다.
차를 마시는 그릇인 해무리굽완은 굽의 생김새가 마치 해무리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중국에서는 옥벽저(玉璧底)라 불렀다. 그런데 이 독특한 모양의 굽 형식은 중국 월주요(越州窯) 가
마터에서 발견되는데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로 보면, 8~9세기 기간 동안 많이 생산·유통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9세기에 들어 통일신라사회에 선종(禪宗)이 유행 하면서 차 마시는 풍습도 사회 각
층에 퍼져 차를 마시는 데 필요한 자기로 만든 찻잔의 요구가 크게 증대하였는데, 당시 왕성이
나, 사찰, 고분 등의 발굴조사에서 월주요산 해무리굽완이 많이 출토되고 있다.
이후 당나라가 망하고 오대십국(五代十國)의 혼란한 틈을 타 우리는 직접 고난도의 청자 제작
을 열망하고 마침내 월주요 청자기술을 받아들였다. 한반도 초기 청자가마의 축요 재료와 요도구
등은 월주요와 같고, 해무리굽완의 기형과 유색 또한 월주요 청자와 매우 비슷하다. 따라서 당시
청자기술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일군의 장인들이 함께 이주해 청자를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림 1> 초기 도요지 분포지역

<그림 2> 벽돌가마(塼築窯) 조사지역

<사진 1> 배천 원산리 가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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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고려청자
한반도 중서부지역의 벽돌가마에서 처음 시작한 고려청자는 이후 남부지역 강진과, 부안, 해남
을 중심으로 진흙가마에서 제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강진과 부안의 청자는 왕실과 중앙관청,
귀족사회 수요에 맞춘 고급청자인 반면, 지역에서는 지방가마에서 수준과 품질이 떨어지지만 대
량생산체계로 그 수요를 담당하며 발전해갔다.
중국의 영향을 받아 청자를 제작하던 초기의 상황은 고려사회의 전통적 관습과 미적 정서를
녹아내어 중국식 청자를 아주 빠르게 대체해 나갔다. 고려인들은 중국청자의 바탕위에 자신들의
상상력과 자연의 관찰을 통해 얻어진 영감을 완성도 높은 표현기법으로 묘사하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의 정형화된 식물문양은 실제 자연물을 관찰하면서 생기 있고 유쾌한 표현으로 바꾸고, 이어
중국의 자연과 다른 고려의 자연으로 구성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엄숙하고 중량감 있는
중국 고유의 형태가 경쾌하며 생명의 힘이 느껴지는 형태로 바뀐 것이다.
청자의 색에 있어서는 중국청자의 색은 권위적이고 비밀스럽다는 추상적 의미에서 비색(秘色)
으로 부르고 고려의 색은 투명한 유약층을 투과한 태토의 색이 비취옥(翡翠玉)과 같다 하여 비색
(翡色)이라 부른다. 중국 남송(南宋) 태평노인(太平老人)의 <수중금(袖中錦)>에 천하의 뛰어난 명품
들 가운데 백자는 중국 정요(定窯)백자, 청자는 고려 비색이 천하제일이라는 내용이 있다. 또한
1123년 송나라 사절로 왔다가 고려의 문물을 자세히 묘사한 서긍(徐兢)의 <고려도경(高麗圖經)>에
도 색상이 아름다워 고려인 스스로 비색(翡色)이라 부른다고 하였다.

1. 청자 유약과 태토
고려청자의 유약(釉)과 태토(胎)는 처음에는 중국 오대(五代) 월주요의 것을 청자의 모본으로 삼
았다. 월주요 청자의 색은 회청색을 띠는 갈색으로 태도가 얇고 투명한 유약층을 통해 비쳐지는
색으로 고려에서도 초기 청자의 색이 대체로 이와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월주요 이후
요주요(耀州窯)에서는 녹갈색을 띠는 반투명 색유(色禮)를 제조하여 씌웠다. 때문에 요철이 크게
드러나는 문양에서 오목한 부분에는 유약이 두껍게 몰려 진한 녹갈색으로 나타나고 유약이 얇은
부분은 태토의 색이 많이 비치면서 보다 옅은 색으로 나타난다. 원(元)의 용천요(龍泉窯) 청자는
유약 자체에 푸른색이 가미되고 투명도가 아주 낮은 유약을 씌워 고려의 유태색과 차이를 보인
다. 고려는 이후 전시기 동안 맑고 투명한 유약을 유지하게 되면서 유약을 통해 고려적인 독자적
제작 경향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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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문(施文) 기법
고려청자는 중국 월주요 청자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아무런 문양을 넣지 않는 것 기본으로 가
는 선으로 음각(陰刻)하거나 문양의 가장자리를 얕게 조각하는 양각(陽刻)기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중국의 특징적인 시문 기법들을 받아들여 고려청자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강진에서 다양한 문양
기법들이 발전하였는데 유약이 투명하여 문양의 효과가 잘 나타나기 때문에 가능했다. 산화철로
문양을 그리는 철화나 자토나 백토를 사용하는 퇴화, 음각문양에 백토나 자토를 채우는 상감 같
은 유하채(釉下彩)의 경우 유약이 맑고 투명하지 않으면 시문효과는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 요철
이 낮은 양각과 부드러운 음각과의 조화, 철화와 선각, 흑토와 백토를 자유자재로 쓰는 퇴화, 상
감 등은 모두 투명한 유약이라는 조건에서 가능한 기법들이다.
특히 상감기법은 청자의 전반적인 제작기술이 정점에 오르고 사회적 인식도 높아졌을 때까지
잠재해 있었다. 재료를 엄선해야하고 숙련된 기술과 높은 미적 감각이 선행되지 않을 때 상감이
라는 복잡하고 어려운 그리고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기법은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
다. 비 색청자의 전성기에 새로운 장식기법을 탐색하고 있던 고려인들에게 상감기법의 존재는 새
로운 표현의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상감기법은 기존의 음각, 양각시문에서 윤곽이 선명하지 않
아 장식 효과가 낮았으나, 청자 유태의 회청색 바탕에 백토와 흑토, 자토로 표현하고 투명유를
통해 색상이 선명하게 드러나 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

<사진 2> 청자 사자형 향로

<사진 3> 청자상감 대나무·학무늬 매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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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양소재
고려청자 초기에는 아무런 문양이 없는 소문(素文)이 주류였지만 이후 몇 가지 제한된 형태에
둥근 칼로 넓게 새긴 환조연판문이 새겨지며 접시와 병 등 일부에 부분적으로 당초 잎이나 구름
등을 가는 음각선으로 조심스럽게 또는 미숙한 솜씨로 새겨 넣기도 하였다. 또한 음각 선으로
활짝 핀 국화꽃 세 송이를 중심으로 나선형 줄기를 따라 잎을 꽉 차게 국당초문을 새겨 넣었다.
뒤이어 나타나는 연당초문, 모란당초문 등 다양한 아라베스크 형식의 화훼문들과 쌍앵무문, 용문
과 같은 동물을 주제로 한 문양이 완이나 대접의 내면과 병과 주자 등에 가는 각선으로 그려 넣
는다.
이후 고려청자의 제작 기술이 크게 향상되고 조형적 완성도가 높아지면서 중국도자를 모방하던
관행적인 제작 모습에서 벗어나 전통적으로 계승되어 온 금속기에 대한 관심과 경질도기로서 오
랫동안 중요한 그릇의 위치를 가져 온 매병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청자에 반영되었다. 특히 문양
의 구성과 표현 방식에서 특히 두드러지는데, 모란문의 경우 정형화된 문양의 모방과 관습적 반
복을 벗어나 실제 존재하는 자연 속에 모란꽃을 발견하면서 시작되었다.
모방에서 직접 관찰하고 창작으로 전환한 것이다. 고려청자에 보이는 연꽃, 버드나무, 갈대, 오
리, 구름, 화 등의 문양 소재들은 동아시아적인 문양으로 고려에만 있는 특수한 것이 아니다. 규
범적 형태로 정형화시키고 디자인하여 인위 적인 패턴문양으로 만드는 중국과 달리 고려는 자연
을 소재로 구성한 시적 상상의 세계를 회화적 표현하였다.

Ⅲ. 분청사기(粉靑砂器)
14세기 후반부터 청자는 전반적으로 조질화 되고 유태의 색은 짙은 암갈색으로 변하며 문양
이 간략해지거나 밀도가 낮아지는 등 질적 수준이 눈에 띠게 떨어졌다. 14세기 말 왜구의 잦은
노략질로 강진 중심의 청자기반이 무너지자 소속 장인들은 전국 각지로 흩어져 제작활동을 이어
갔다. 이후 청자의 전통을 간직한 채 분장이라는 새로운 장식기법을 응용하고 재질과 조형을 새
롭게 변모시킨 분청사기가 발전하였는데, 분원(分院) 설치 이후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존속하
였지만 임진왜란(壬辰倭亂)전 백자로 완젆히 대체되었다.
분청사기(粉靑沙器)의 명칭은 개성부립박물관 관장이던 고유섭(高裕燮, 1905~1944)이 분장회청
사기(粉粧灰靑砂器)라고 이름 붙인데서 유래하였으며 분원의 성립을 기준으로 이전의 상감계통과
이후 분장계통으로 나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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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감분청
광주(廣州)에 분원이 설치되기 전까지 중앙관청에서 필요한 자기는 전국 각지의 분청가마에서
통제된 관리체계 아래 제작한 상감분청을 공납 받아 사용하였다. 상감분청 가운에 도장으로 문양
을 꼼꼼하게 반복적으로 찍어 정교하게 만든 것을 인화분청(印花粉靑)이라 부른다. 공납용 인화분
청은 품질개선과 규격통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중앙정부는 그릇에 관청의 이름을 새기거나 제작
자의 이름을 새기게 하였다.

<사진 4> 상감 분청사기

<사진 5> 인화 분청사기

<사진 6> 분장철화 분청사기

장흥고(長興庫), 사선서(司膳署), 예빈시(禮賓寺), 전사시(典祀寺), 내자시(內資寺), 내섬시(內贍寺)
와 같은 중앙관청의 이름과 세자부 및 상왕부를 지원하는 관청인 인수부(仁壽府), 공안부(恭安府),
경승부(敬承府), 인녕부(仁寧府), 덕녕부(德寧府) 등의 명칭이 그릇에 남아있어서 인화분청의 제작
시기와 관련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 인화분청은 질적인 면에서 사실상 분청의 중심시대 주역으
로서 당시 고급 분청 생산량의 대부분 담당하였다.

2. 분장분청
광주에 분원(分院)이 설치되면서 백자 제작이 활발해지고 안정기에 접어들자 분청은 도선도자
중심으로부터 물러나게 되었다. 특히 수도 한양을 배후로 한 경기도권에서는 분장분청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데 지방관청이나 지방민의 수요량 정도를 생산하는 체제로 대폭 축소되어 쇠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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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지방 가마에서는 정해진 규범에서 벗어나 이색적인 기형과 문양을 시도하였는데,
광주 충효동 조화분청과 공주 계룡산의 철화분청, 전남 고흥지방의 분청 등은 기형과 문양의 활
달함과 생략과 변형 및 경쾌한 표현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솔직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분청의 쇠퇴라고만 볼 수 없고 지역의 특색을 담은 새로운 시도 내지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16세기 초기까지 어느 정도 지속되었으며, 중앙과 지방에서 백자가 확산되고
사회전반의 이해가 높아지면서 점차 분청의 존재감이 사라졌는데, 이시기 분청은 태토가 거칠고
조잡한 상태에서 문양 없이 전면에 귀얄이나 덤벙 기법으로 백토를 두껍게 발랐다.

Ⅳ. 조선백자
조선백자는 15세기 전반부터 일부 지방에서 제작되고 있었으나 명(明) 황실의 어기창(御器廠)
영향을 받아 1467년 경기도 광주(廣州)에 사옹원(司饔院) 분원(分院)이 설치되어 왕실과 중앙관
청이 필요로 하는 백자를 생산하였다. 따라서 공납용 분청사기를 만들던 전국 각지의 가마에서
유능한 사기장들과 질 좋은 백토는 분원에 집결되어 국가가 직접 통제하는 체제로 바뀌었다.
왕실과 중앙관청의 고급 수요는 분원이, 지역 관청을 중심으로 한 소비는 지방가마가 담당하게
되었다.
분원백자의 최대 소비 집단은 왕실과 중앙정부로 분원은 말 그대로 조선 최대 규모의 유일한
관요(官窯)로서 조선말까지 운영되었으며, 광주에는 현재 340여 개소의 가마터가 남아있다. 임진
왜란(壬辰倭亂)과 병자호란(丙子胡亂)으로 심각한 손실을 입기도 했지만 대체로 400여 년간 지속
적으로 백자를 제작해 왔다. 19세기 들어 서구열강과 일본의 정치적 경제적 압력이 가중되면서
외국산 산업도자기의 공세에 밀려 분원의 위치가 흔들리게 되었다. 1883년 분원의 운영이 민간
사업자에게 이양괴고 20세기 초에는 완전히 사라졌다.
백자는 장식기법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한다. 순백자(純白磁)는 문양장식이 없는 소문백자
와 음각, 양각, 투각, 상형백자를 말하며, 상감백자는 고려의 상감청자 기법을 계승하여 백색 태
토 바탕에 흑색 상감을 넣은 것을 말한다. 코발트, 산화철, 산화동과 같은 유하채 안료를 사용하
여 문양을 그린 것은 청색과 적갈색, 선홍색으로 각각 발색하는데, 청화백자(靑畵白磁), 철화백자
(鐵畵白磁), 동화백자(銅畵白磁)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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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순백자(純白磁)
순백자는 문양장식을 하지 않은 소문백자와 조
각칼을 사용해 문양을 새긴 각문(刻文)으로 크게
나눈다. 소문은 모든 백자의 기본이며, 그 표면에
음각을 하면 음각백자, 투각을 하면 투각백자, 산
화코발트 안료로 문양을 그리면 청화백자로 분류
하게 된다. 따라서 소문백자의 편년과 변천과정
및 조형적 특징이 백자 전체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소문백자가 중심을 차지하게 된 데에는 조선
사회의 미의식과 깊은 관련이 있다. 조선의 유교
는 정치, 사회의 사상적 기반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진 7> 백자 태항아리

모든 의례와 일상생활의 기본이 되어 있었다. 특
히 검소 검약을 실천함으로써 모든 백성들의 삶

을 풍요롭게 하려는 사회 지도층의 목표는 생활필수품인 백자의 조형을 결정하는 결정적 요소가
되었다. 특수한 목적의 의례용품을 제 외한 거의 대부분의 백자에는 검소 검약을 실천하려는 사
회 지도층의 미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소문백자는 화려하고 복잡한 장식이 없는 반면 단순하고 간결한 조형으로 높은 완성도를 보이
고 있다. 탄력 있고 양감이 있는 선과 전체의 안정된 비례가 주는 아름다움은 복잡한 문양의 장
식적인 것보다 한 단계 높은 고품위의 아름다움이기 때문이다.
양각이나 투각 상형기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는 조선 후기 18세기부터 이며
이 때부터 연적, 필통 등 문방구 같은 종류에 장식하게 된다. 이러한 최소한의 장식도 당시 지도
층의 눈에는 사치한 기교품 이라고 비쳐져서 금지령이 내려질 정도였지만 상류층의 새로운 조형
에 대한 요구는 점점 확대되어 갔다. 18세기 후기부터 항아리와 병, 화로 등 일상용기에 까지 다
양한 기법을 사용한 백자가 제작되어 새로운 형태와 장식의장이 성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조선백
자의 일관된 검소검약의 미의식은 양각 투각, 상형백자 등에도 빠짐없이 작용하여 최소한의 장식
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절제(節制)의 미를 나타내고 있다.

2. 상감백자(象嵌白磁)
음각의 문양에 흑토를 넣는 상감백자는 재질과 기형, 문양, 소재 등은 완전히 조선적이지만
기법은 고려청자의 상감기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대개 15세기 중반에 시작하여 분원(分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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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치되기까지 제작되었고 문양의 소재와 형태
는 15세기 상감청자와 일부 유사성이 발견되고
있다. 아마 백자의 대표적 시문기법인 청화기법이
정착되기 전까지 대체기법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상감백자의 문양소재는 연당초문과 변형된 모
란문, 국화인화문, 연판문 등이 있는데, 그중 가
장 대표적 문양은 일직선상에 그려지는 연당초문
이다. 이 문양은 15세기 전기에 상감청자 문양과
유사하며 14, 15세기 중국 경덕진 청화백자 문
양에 나타나는 연당초문과도 연관성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 8> 백자상감 연당초문 항아리

3. 청화백자(靑畫白磁)
청화백자는 산화코발트가 주성분인 안료로 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고화도 투명유를 씌워서
구어 낸 것으로 그림 자체가 푸른색을 띠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산화코발트를 고화도 백
자의 유하채로 문양을 그리는 방법은 중국의 14세기 중국 원나라 때 대표적 장식기법으로 정착
되었다.
청화기법이 발전하면서 양각과 음각과 같이 칼을 써서 조각하는 기법은 뒤로 밀려나게 되었다.
백색 바탕에 음각 양각의 요철이 주는 느낌에 비하면 밝고 경쾌한 청색은 시각적으로 인지가 쉽
고 그릇 표면이 매끄럽고 시문과정이 간소화되는 등 기술적으로 여러 장점이 있었다.
중국의 청화백자는 고려 말부터 소개되었지만 세종(世宗:1418~1450) 때 와서 수입량과 규모
가 크게 늘어났다. 조선에서도 새롭고 산뜻한 청화백자를 선호하여 직접 제작하고자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다만 조선 초 기록에 국산 회회청(回回
靑), 토청(土靑)에 대한 꾸준한 기록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분원이 설치되기 전에 청화백자 제
작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성현의 <용재총화(慵齋叢話)>에 세조 때 백자와 청화백자
를 같이 썼는데 중국에서 회회청(回回靑)을 구하여 그림을 그리니 중국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한
기록으로 보아 당시 조선의 청화백자 제작 수준이 중국에 버금갈 만큼 높았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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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0> 백자철화 초문 항아리

<사진 9> 백자청화 운용문 항아리

<사진 11> 백자동화 화문 항아리

청화 안료는 매우 귀한 재료여서 왕실과 국가의 중요한 행사에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특수한
기종에만 사용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왕실과 국가의 위엄을 지키고 근검절약을 중요한 생활의 덕
목으로 생각하고 실천하였던 조선사회의 보편적 질서를 위해서도 지켜야만 할 중요한 일이었다.

4. 철화백자(鐵畵白磁)
도자기에 산화철을 써서 문양을 그리는 것은 이미 고려시대 철화청자나 철화백자에서부터 나타
나며 분장분청사기에서도 백토 분장을 한 뒤 철화기법으로 다양한 문양을 그렸다. 철화기법이 청
화에 비해 선호되고 오래 사용하지 않은 것은 먼저 왕실과 국가에서 사용하는 최고급 백자에 일
반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산화철을 사용하는 것이 권위에 맞지 않았다. 정갈한 백자 바탕에 적
갈색 철화 발색도 어울리지 않았다. 또한 철화는 농담 따라 효과가 불규칙하고 안정적이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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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도 있었다. 그래서 코발트 안료의 수급이 원활한 시기에 철화로 문양을 그리는 예는 아주 드
물었다.
임진왜란(壬辰倭亂)과 정묘호란(丁卯胡亂), 병자호란(丙子胡亂) 큰 전란을 연이어 겪으며 중국으
로부터 청화안료 수입이 막히고 국가 재정 또한 궁핍해져서 17세기에는 철화가 청화를 대신해
활발하게 사용되었다. 이 시기에는 왕실과 국가에서 쓰는 관요백자는 물론 가장 중요한 품목인
용준까지 푸른 청화 대신 갈색의 철화로 그렸다. 이후 중국에서 청화 안료의 무역이 재개되면서
광주 분원에서 철화 사용은 줄어든다. 철화는 국가의 재정이나 대외무역이 어려운 시절에 청화
안료의 대체품으로 잠시 사용되다가 국력이 회복되고 재료 수급이 원활해지면서 사용량이 현저하
게 줄어들었다.

5. 동화백자(銅畵白磁)
산화동 안료로 붉은 색을 내는 이 기법은 이미 고려시대 청자에 사용되었다. 조선백자에는 17
세기 후기에 나타나고 본격적인 진사백자는 18세기부터 제작되기 시작하여 19세기에는 청화나
철화와 함께 사용되기도 한다. 진사백자는 기형은 큰 차이가 없지만 유태와 문양의 소재 및 형태
를 포함하는 조형적 특징이 일반적인 청화백자와 다르며 청화의 대체품인 철화백자 등과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문양 소재의 경우 연꽃과 소나무, 학, 표범, 물오리 등 청화 와 철화
백자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소재를 택하고 있으며 구성도 독립된 문양을 전면에 배치하는 독특
한 방법을 쓰고 있다.

6. 다채백자(多彩白磁)
조선은 백자 장식을 위해 청화와 철화, 동화기법과 같은 고화도 유하채 만 사용하고 있으며,
화려한 다채로운 색을 손쉽게 구사할 수 있는 저화도 유상채는 한 번도 시도한 적이 없다. 유하
채 가운데서도 분원에서 주로 쓴 것은 청화였다. 물론 청화가 다른 안료들과 달리 절대적 관심을
끌게 된 원인은 청화의 시문 효과가 뛰어나고 고급백자에 어울리는 고급 안료라는 점에 있다. 더
구나 철화나 동화의 경우 발색의 정도가 불안정해서 일정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특히 색채
자체가 백자와 잘 어울리지 않는다. 특히 붉은 동화의 경우 철화보다 더 기준에서 멀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화백자가 조선백자에 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18세기에 들어 일반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면서 사무역을 통해 들어 온 중국과 일본의 화려한 다채백자가 유행하면서
부분적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19세기에 분원백자에서 유행하였던 청화와 철화, 동화를 함께 쓰는
다채 기법과 청화나 동화 안료를 전면에 바르는 기법, 그리고 부조(浮彫)와 같은 양각기법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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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어울려 다양한 장식효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들은 수입된 다채백자의 영향이다.
그렇지만 조선에서는 고난도의 유하채 기법을 써서 진중한 색채를 끝까지 유지할 뿐 중국과 일본
처럼 손쉽고 화려한 색채를 마음껏 구사할 수 있는 저화도 유상채는 사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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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도자기는 점토를 성형하여 높은 온도로 구워 만든 그릇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점토에 수분을
가하면 원하는 모양으로 빚을 수 있고, 이를 건조하면 굳어지면서 형태가 유지된다.1)
그런데, 자연적으로 굳어진 그릇은 일상생활에 사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그릇의 강도가 낮고
수분 흡수율이 높아 파손되기 쉽기 때문이다. 내구성이 뛰어난 그릇을 생산하려면 보다 높은 온
도에서 구워내야만 한다.
인류는 일찍부터 불을 사용하였고, 불을 피운 곳 주변이나 불에 직접 닿은 점토가 자연건조된
것보다 더욱 견고해 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과 관찰을 통해 가마
(窯)가 발명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초의 가마는 별도의 시설이 없는 노천요(露天窯)였다. 그러나 기술이 발전하면서 상부에 구조
물(천장)을 만들고, 불기둥 등 내부에 열효율을 높이기 위한 별도의 시설이 마련되었다. 가마 내
부의 온도와 번조분위기는 그릇의 품질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생산유적인 가마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고고학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고, 1960년대에 이르
러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이후 여러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다수의 유적이 확인되었
는데, 최근 20여 년간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발굴조사가 실시되면서 새로운 자료가 확보되
었고,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 성과도 축적되었다.
한편, 실제 현장에서 가마를 조사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도 이루어지고 있다. 처음에는 가마와
유물폐기장, 즉 자기의 제작공정 가운데 마지막 단계와 관련된 물질문화에 주목하려는 경향이 강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요업’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토취장·공방지 등 자기의 생산과 관련된
일련의 시설에 대한 규명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사실 (자기)가마조사법은 이미 몇 차례 정리가 되어 실제 현장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2) 따
라서 여기에서는 가마조사법에 관한 새로운 내용을 학문적으로 풀어가기 보다는 가마를 발굴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 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먼
저, 기존의 연구 성과를 참고하여 가마의 구조와 분류방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으로 현장조사 및 보고서 작성에 참고할 만한 사항을 실제의 자료를 참고하여 의논해 보고자 한
다. 다만, 선사부터 근·현대까지의 가마를 모두 아우르기에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필자의 능
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가마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이러한 성질을 가소성(可塑性)이라고 한다.
2) 韓盛旭, 2008, ｢瓷器 窯場의 發掘 調査｣, 한국 매장문화재 조사연구방법론4, 국립문화재연구소; 이종민,
2010, ｢도자기 출토 유적·유물 조사법｣, 2010년도 매장문화재 전문 교육 도자기 출토 유적 조사연구법, (사)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강명호, 2012, ｢한국 자기가마의 조사｣, 2012년도 매장문화재 전문교육 조사기
술특강 자기가마 조사법, (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최근에는 한국도자사전도 출토되어 많은 도움을 주
고 있다(김윤정 외, 2015, 한국 도자사전, 경인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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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구조와 분류
1. 구조
① 개념과 기본구조
가. 개념
- 가마(窯) : 도자기를 굽기 위해 만들어진 구조물
- 공방 : 태토의 저장·수비·성형·건조·문양시문·시유 등 그릇을 가마에 적재하여 구워내기
이전에 행해지는 일련의 제작 공정이 진행되는 곳.
- 요장(窯場)3) : 생산공간(가마·공방)·주거(생활)공간·자원(원료)공간
나. 기본구조
- 요전부·봉통부·번조실(1·2차)·연도부로 구성됨
- 요전부: 불을 지피기 위한 공간
- 봉통부: 불을 지피는 공간
- 번조실: 그릇을 적재하고 구워내는 공간
- 연도부 : 연기가 빠져나가는 공간
- 내부시설로는 불기둥·불창기둥(격벽)·측면출입구 등이 있음

2. 분류
① 분류 기준과 유형4)
기준
형태

굴착 방식

분류
등요
입요5)
수혈식
횡혈식
지하식

굴착 깊이

비고

반지하식
지상식

중국
자기가마는 모두 횡혈식(등요)임

토(도)기가마
자기가마

3) 승정원일기에는 분원과 관련하여 官廳·假家·庫間·工作廳·草家·草屋 등이 등장하고, 분원을 이설하는데 公·私家
가 100여 칸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관청·작업장(공방지)을 비롯하여 장인들의 생활시설도 마
련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쉬운 점은 지금까지 관요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장인들의 생활시설로 특정할 만한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장인들의 생활공간이 草家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
정은 지방도 유사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4) 강경숙, 2005, 한국 도자기 가마터 연구, 시공사·시공아트를 바탕으로 기존의 연구 성과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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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분류
단실요

번조실의 숫자

분실요
연실요(?)
전축요

재료
계단의 유·무

내부시설

불창기둥(격벽)의 유무로 단실·분실요 구분
천장의 구조로 분실·연실요(?) 구분
고려 초기(중국 越州窯 영향)6)
고려∼조선

무단식

고려, 조선 15∼16세기 계단의 시원적 형태

계단식

17세기 이후 본격화

승염식

수혈식 가마

반도염식
도염식

평면형태

비고

토축요

횡염식

화염의 흐름

3

등요(와요(臥窯))
입요(立窯, 중국)

일자형

고려시대∼16세기

역사다리꼴형

16세기 중반경부터 가마의 뒷부분이 조금씩 넓어지기 시작,
17세기에 본격화

불기둥(천장지주)

15∼16세기

불창기둥(격벽)

16세기 이후
(단, 관요에서는 17세기까지 확인안됨)

- 자기가마는 모두 등요(횡혈식)·지상식요이기 때문에 번조실의 숫자와 계단의 유·무, 내부
시설 등으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음

② 가마의 변천과정
- 노천요 → 수혈식 → 횡혈식
- 지하식 → 반지하식 → 지상식
- 단실요 → 분실요
- 무단식 → 계단식
- 승염식 → 횡염식 → 반도염식
- 일자형 → 역사다리꼴형
- 무시설 → 불기둥·불창기둥(격벽)
→ 일반적으로 가마 내부의 온도와 번조분위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되었음
5)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도염식 가마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1493년(성종 24) 사옹원의 제조인 유자
광이 입부를 제작해서 시험하자는 건의를 하였지만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확실하지 않다(成宗實錄 卷277, 成
宗 24年(1493) 5月 18日 辛巳. “사옹원 제조 유자광(柳子光)이 흙으로 사기(沙器)를 구워 만드는 입부(立釜)와
와부(臥釜)의 형상을 만들어 와서 아뢰기를, "와부(臥釜)는 불꽃이 그 안에서 가로 어지러워지므로 사기가 찌그
러지기 쉽습니다. 이제 오신손(吳愼孫)으로 말미암아 중국에서 입부(立釜)로 구워 만드는 방법을 들었는데, 이것
이 매우 유리합니다. 입부는 불기운이 곧게 올라가므로 구운 그릇이 다 평정(平正)합니다. 그러나 입부를 만들
려면 이천(利川)의 점토(粘土)를 써야 하니, 부근의 고을을 시켜 흙으로 사기소(沙器所)에 날라 오게 하여 시험하
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6) 李鍾玟, 2004, ｢고려시대 청자가마의 구조와 생산방식 고찰｣, 한국상고사학보 45, 한국상고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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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천요·수혈요

지하식·지상식요의 개념도

단실요의 개념도

분실·연실요의 개념도
(도면은 강경숙, 2005, 앞의 책에서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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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기별 변화
가. 고려시대
- 초기는 중서부지방 대형의 전축요(시흥 방산동·배천 원산리·용인 서리·여주 중암리)와 남부
지방 소형 토축요(강진 용운리 10호, 삼흥리 D·E지구) 혼재

길이

너비

경사도

평면형태

측면
출입구

유형

비고

1

시흥 방산동 가마

39.1

2.22

10

일자형

7

단실요

전축요

2

배천 원산리 2호 가마

38.9

1.8∼1.9

10

일자형

7

단실요

전축요

3

강진 용운리 10호 가마

10

1∼1.3

13∼15

일자형

2

단실요

토축요

- 중기는 중형의 토축요(대전 구완동, 음성 생리 요지 등). 길이 20m 내외 번조실 너비 1.2
∼1.3m 내외, 후기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추정
나. 조선시대
- 15∼16세기는 전체적인 양상은 고려 중기 이후와 유사함. 가마의 평면형태는 일자형이지만
번조실 내부에 불기둥·불창기둥(격벽)(산청 방목리·대전 정생동 가마 등)과 계단이 발생함.
16세기 중·후반에는 번조실 뒷부분과 연도부가 약간씩 넓어지면서 역사다리꼴로 변화되기
시작함(광주 대쌍령리 2호 요지 등)
- 17세기 이후에는 가마의 평면형태가 역사다리꼴로 변화됨. 번조실에 불창기둥(격벽)이 설치
됨(분실) (단, 관요의 경우 불창기둥+격벽의 형태가 확인되지 않음). 17세기 후반~18세기를
전후로 가마의 평면형태가 부채꼴(영동 노근리, 순천 후곡리·문길리, 대전 장안동, 광주 분
원리 가마 등)로 변화됨. 불창기둥의 수가 증가하고 높이가 낮아지며 격벽이 일반화됨

Ⅲ. 현장조사
1. 지표조사
① 주변 유적 검토
- 조사지역의 자연·지리적 조건에 의해 가마가 밀집하여 분포할 가능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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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사지역의 지리적 여건 파악
- 가마는 하천·바다와 인접한 구릉의 사면에 밀집
- 고려∼조선시대 자기가마는 등요(불이 아래에서 위로 이동)이기 때문에 구릉의 사면에 위
치하는 것이 효율적임
- 원료(땔감) 확보가 중요, 주변에 삼림이 우거져 있으면 가마가 분포할 가능성이 높음. 조선
시대 관요는 땔감을 구하기 위해 약 10년을 주기로 이동7)
- 원료의 불순물을 제거(수비)하기 위해서는 다량의 물이 필요. 주변에 하천 등의 수원(水源)
이 위치함. 조선시대 관요 주변에는 경안천·곤지암천·노곡천 등의 하천이 분포하고 있음
- 그릇은 ‘소비재’이기 때문에 소비처까지의 운반경로(해·수로 등)도 고려해야 함.

③ 지명 확인8)
- 조사지역의 현재 지명을 확인. 사기점(沙器店)·사기소(沙器所)·점(店)·도장골(陶匠谷)·옹기점
(甕器店)·독점·사기담골·와야리(瓦冶里) 등의 지명이 남아 있다면 가마가 입지하고 있을 가
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함

④ 현장조사
- 요지에는 실패한 자기를 비롯하여 생산과 관련된 요도구(갑발·도침), 그리고 가마 벽체편
등이 산재해 있음
- 구릉 사면의 경사가 비교적 완만하고 유물의 밀집도가 낮더라도 생산과 관련된 유물(요
도구·가마벽체편 등)이 1점이라도 수습되면 주변에 가마가 존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야 함

⑤ 시굴조사 범위 결정
- 지표조사에서 유물이 확인된다면 지형 등의 제반여건 고려하여 시굴조사 범위를 넓게 선
정할 필요가 있음
- 현 지표면에서 확인되는 유물은 대부분 백자편이나 요도구, 가마부속물이지만

조사자는

자원공간·생산공간(가마와 공방)·주거(생활)공간 등9)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포함할 수 있
는 시굴조사 범위를 고민해야 함.
7) 승정원일기 103책 (탈초본 5책), 인조 26년(1648) 11월 9일. 김광욱(金光煜)이 사옹원 관원으로서 도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분원(分院)의 사기를 굽는 곳을 庚辰年(경진, 1640)에 옮겨 설치한 지 10년이 다 되어 땔감
으로 쓸 나무가 이미 없어졌으므로 거주하는 백성과 공장(工匠)들이 여러 차례 소장(訴狀)을 올려서 옮겨 설치
해 주기를 청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승정원일기 255책 (탈초본 13책), 숙종 2년(1676) 8월 1일. 이관징(李觀徵)이 사옹원 관원으로 도제조의 뜻
으로 아뢰기를, “분원사기번조소는 시장(柴場)을 설치하여 나무를 취하고 약 10년 정도 되면 수목이 다하여 번
조를 계속하기 어려워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관례입니다. 현재의 번소를 설치한지 이미 12년이 지나 나무
를 벨 길이 이설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8) 淺川巧 著, 鄭明鎬 譯, 1991, 朝鮮陶磁名考, 경인문화사, pp.109-112. 지명은 한글학회에서 간행한 한국지
명총람을 참고.
9) 韓盛旭, 2008, 앞의 책, p.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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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굴조사
① 기준점 설정
- 유물폐기장은 작은 구릉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현 지표면에서도 확인될 가능성이 비교
적 높음. 유물은 가마의 좌측 또는 우측에 인접하여 폐기되기 때문에 가마는 유물폐기장
의 좌측 또는 우측에 인접하여 분포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자기가마(등요)는 등고선의 방향과 직교함
- 원지형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유물폐기장과 등고선의 방향을 고려하여 가마의 위치를 추
정한 다음 기준점을 -확보하는 것이 좋음
- 만약 원지형이 일부 훼손되었고, 지표면에서 유물폐기장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과거
에 발행된 지형도와 항공사진 등을 참고하여 기준점을 정하는 것이 좋음. 이 경우에도 등
고선의 방향을 고려해야 함.

② 그리드 설정
- 기준점을 설정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10×10m 정도의 그리드를 구획하지만 현장 상황에
따라 알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③ 시굴Tr. 구획 및 제토
- 가마는 등고선과 수직으로 축조되기 때문에 시굴Tr.를 수직으로만 구획·제토하면 시굴조
사에서 가마를 확인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음. 따라서 시굴Tr.는 등고선과 평행한 횡방향
으로도 구획해야 됨. 즉, ‘ㄱ’자 또는 ‘ㄴ’자 모양으로 시굴Tr.를 제토할 필요가 있음
- 가마는 현 지표에서 그렇게 깊지 않은 곳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굴Tr.를
제토할 때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현 지표면 바로 아래에서 소토와 유물이
섞여서 나온 다음 소결면이 일정한 폭으로 길게 연결되는 양상이 보이면 가마로 판단해
야 됨
- 원지형이 삭평·절토되었다면 번조실과 연도부는 이미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원지형이 어느 정도 절토되었다고 하더라도 봉통부는 사면의 가장 하단부에 깊게 굴착해
서 조성하기 때문에 일부가 잔존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됨. 사면의 상부에
구획한 시굴Tr.를 기준으로 유구가 모두 파괴되었다고 판단하면 봉통부를 찾지 못하거나
시굴조사에서 파괴할 가능성이 높음.

④ 유구 확인
- 시굴Tr.에서 가마로 추정되는 피열흔이 확인되면 추가로 시굴Tr.를 구획하여 가마의 시작(봉
통부)과 끝(연도부), 너비를 파악해야 함. 이는 추후 발굴조사를 진행할 때 많은 도움이 됨.
- 가마가 확인되면 주변에 다른 시설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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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굴조사
① 전면 제토
- 시굴조사 시 확인된 문화층까지 전면 제토하지만 종·횡 방향의 둑을 남겨 전체 토층양상
을 파악해야 함
- 가마를 노출할 때 가마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적심·주혈·구상유구 등), 그리고 수혈(진단
구) 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함
- 가마 주변에 (축요 또는 가마의 수리를 위해 굴토한) 미상의 수혈이 확인되는데, 이 수혈
의 내부는 가마폐기물로 채워져 있음. 교란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수혈로 보고하는 것이 바
람직함
- 공방지는 전면 제토를 할 때 일차적으로 범위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② 내부조사
가. 가마
가) 봉통부
- 땔감을 넣어 불을 지피는 공간이지만 번조실에 비해 상대적으로 화력이 약함
- 기본적인 규모(길이·너비·깊이) 및 경사도 확인
- 평면형태·불턱의 유무(형태) 파악
- 축조재료(점토·할석·갑발·벽돌 등)와 축조방법 규명
- 아궁이 폐쇄흔적 확인
- 1·2차 봉통 사용 여부 파악
- 요전부에 대한 조사도 진행
- 사진촬영(전경(앞→뒤·뒤→앞, 양쪽 벽면), 아궁이·바닥·불턱 등)
나) 번조실
- 기본적인 규모(길이·너비·깊이) 및 경사도 확인
- 가마의 바닥(모래+요도구), 좌·우벽(유리질화) 확인
- 천장부가 남아 있거나 가마의 바닥에 그대로 무너졌을 경우 가마의 높이를 추정할 수
있음
- 초벌·재벌칸 및 노리칸 확인, 일반적으로 제일 마지막 칸을 초벌칸(초벌편이 집중적으로
노출)으로 사용하고, 봉통부와 연결되는 첫 칸을 노리칸으로 사용함. 특히 제일 마지막 칸
의 경우 열효율을 높이기 위해 다른 번조실보다 깊게 축조하는 경우도 있음
- 불기둥·불창기둥·격벽 유무, (계단식)불턱 등 가마의 구조를 파악하여 가마 분류
- 일반적으로 측면출입구는 유물폐기장 방향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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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면출입구 부근에 장작을 던졌던 공간(일정한 범위에 도침 등의 요도구가 놓여 있지 않고
목탄의 흔적) 확인
- 가마 바닥 및 벽체 수리 여부 확인
- 가마 바닥에 남아 있는 도침이나 갑발을 통해 한 번에 번조할 수 있는 최대 생산량을 추
정할 수 있음
- 사진촬영(전경(앞→뒤·뒤→앞) 번조실 칸별 전경(앞→뒤, 뒤→앞, 양쪽 벽면), 불기둥·측면출
입구·불턱 등 내부시설 세부사진)
다) 연도부
- 배연로와 굴뚝을 포함하는 구조로 번조실을 통과한 연기를 배출하기 위한 시설
- 가마의 마지막에 위치하여 상대적으로 화력이 약할 뿐 아니라 후대의 삭평으로 온전히 잔
존한 사례가 드문 편임
- 기본적인 규모(길이·너비·깊이) 확인
- 축조재료 확인
- 배연구·개자리 등 확인
나. 유물폐기장
- 구제발굴조사일 경우 전체 유물을 수거하는 것이 원칙임
- 가장 두껍게 퇴적되어 있는 부분을 표준층위로 활용하고 층위별로 유물 수습
- 유물이 상부에서 하부로 흘러내려와 다시 퇴적되기 때문에 안정된 층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유물은 현장에서 기종·기형별로 분류하고 보고서에 수록할 유물을 선별하는 것이 좋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일단 전량 수거한 다음 추후에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 공방지
- 기본적으로 방형 또는 원형에 가까움. 범위와 규모 확인
- 수비공은 굴착한 다음 점토로 다짐, 바닥에 디딤돌(판석) 노출
- 건조시설은 대부분 온돌을 사용, 평면형태는 대부분 고구마를 옆으로 자른 듯 중간이 볼록
한 형태임
- 연토장은 점토나 할석을 이용해 축조. 바닥은 점토로 다짐
- 물레공은 주혈 등의 형태로 확인되는데, 갓모나 봇극 등 물레부속품 등이 수습되어야 보다
명확하게 언급할 수 있음
- 성형과 관련해 굽칼이나 굽깎이 통, 갈돌 등이 수습됨
- 시유 관련 수혈(불다짐), 도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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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록
- 야장 작성 및 정리(사진 활용)
- 비디오 촬영
- 사진 촬영
- 3D 스캔(주변 지형까지)

Ⅳ. 보고서 작성
1. 유물 정리
→ 유적의 편년과 성격 추정

① 유물(백자) 명칭
- 보고자에 따라 상이
- 일상기명 : 발·접시·잔 등
- 특수기명 : 대발·병·호·뚜껑·향로·지석 등

② 주의점
- 대접은 조선시대 말까지 계속 제작되었고 문헌에서도 확인되지만 최근에는 발과 대접의
구별하지 않고 발로 통일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
- 종자(지)도 조선시대 말까지 계속 제작되었고 문헌에서도 확인되지만 최근에는 크기가 (작
은) 발로 통일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
- 백자에 완(찻잔)이라는 명칭을 붙이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③ 출토유물의 현황
- 전체 수량 → 분석 대상 수량 → 기종별 수량 → 기형별 수량
- 출토지별 수량도 제시
- 비율을 함께 제시해야 함
- 도표 등 시각적 자료 활용

④ 유물의 제작 기법
- 유물 분류 기준으로 활용 가능
- 가능하면 적절한 도면과 사진을 제시하여 시각적인 효과를 높이는 것이 좋음
- 굽 모양(역삼각형·(낮은)수직굽·넓은굽, 죽절굽·오목굽)

36

자기가마 조사법

3

- 구연·동체 모양
- 내저원각(유·무, 굽지름 대비 크기)
- 번조법(갑번·개별번조·포개구이)
- 번조받침(가는 모래·태토빚음·모래빚음·굵은 모래·흙물+굵은 모래 등)
- 시유방법(전면·부분(굽 제외))
- 문양·명문(시문방법)
- 품질(양질(상·중품)·조질(하품))

2. 유물 설명10)
- 유구·유물을 유기적으로 서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물의 수량이 절대적으로 많고 기종·
기형별로 분류가 필요할 때는 유물을 별도로 분리하여 서술할 수도 있음.
1) 유구

(3) 백자의 제작기법

(1) 가마

① 굽 형태

(2) 유물폐기장

② 번조법과 번조받침

(3) 공방지

③ 시유방법

2) 유물
(1) 출토유물의 현황
(2) 출토유물의 종류

④ 장식기법
⑤ 백자의 품질
(4) 유물의 형식분류와 출토양상

① 백자

① 백자

② 요도구

② 요도구
③ 기타

- 출토지(층위), 잔존상태, 굽·구연·동체 모양, 내저원각 유무, 번조받침(내저면도 포함), 태
토 및 유약의 상태, 문양·명문 등

ex1) 유물폐기장 2층 적갈색 사질토층에서 확인되었다. 구연부가 일부 훼손되었지만 완형에 가까운
발이다. 굽은 역삼각형으로 굽 깎음새가 비교적 단정하고 접지면에 가는 모래를 받쳐 개별번조하였
다.11) 동체는 ‘S’자 형으로 저부에서 구연까지 곡선으로 이어지고 구연에서 외반된다. 내저면에 굽
지름과 유사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태토는 백색(색조)로 비교적 치밀하다. 유약은 전면에 시유되었
는데, 용융상태는 양호하다. 굽 안바닥에 유면을 긁어 ‘좌(左)’명을 새겨 넣었다(철화로 국화를 그려
넣었다). 6

10) 최근 유적에서 출토된 도자기를 서술하는 데 참고가 될 만한 저서가 출간되어 많은 도움이 된다(강격숙·김세
진, 2015, 유적 출토 도자기 바로 보기. 진인진). 이 책에는 유적에서 출토된 도자들의 다양한 사례가 정리
되어 있어 유물을 정리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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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2) 유물폐기장 3층 적갈색 사질토층에서 확인되었다. 구연부에서 저부까지 약 1/3 정도 남아 있
는 접시로 도상복원하였다. 굽은 죽절굽으로 접지면에 태토빚음을 4군데 받치고 번조한 흔적이 확
인된다. 동체는 저부에서 구연까지 완만한 사선으로 구연에서 외반된다. 내저면에 굽 지름보다 큰
크기의 원각이 있고, 태토빚음이 붙어 있어 포개어 구운 것으로 보인다. 태토는 회색(색조)로 비교
적 치밀하다. 유약은 굽을 제외한 전면에 시유되었는데, 유색이 일정하지 않다. 외면에 물레흔이 강
하게 남아 있다.

- 동일한 유물에 대한 설명이 반복될 경우 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
사진

유물
번호

도면
【사진 46】

<49>

【도면 37】

유물명
(형식)

출토지

백자발
(Ⅰ-1-c)

유폐
(3층)

크기(㎝)
잔존
내저 굽 번조
상태 높이 구경 저경
원각 형태 받침
(복원) (잔존) (복원) (복원)
1/3
(완형)

10.4 (14.5) (6.3)

<

유약
태토

유색 시유

비고

내저면에 굵은 모래를 받치고
역삼 가는
회백색 회색 전면 기물을 포개어 구운 흔적이 있
각형 모래
음. 유색이 일정하지 않음.

3. 부록
① 절대연대분석
- 고고지자기 분석
- 방사성 탄소 연대분석

② 태토·유약성분 분석
- 분석 전문가와 상의하여 시료를 선택
- 주변 유적과의 비교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

③ 발굴조사 시 수습된 시료 분석
- 유적에서 수습된 백자편에 대한 분석 자료와 비교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
- 백토는 수습된 자기와 함께 분석하여 태토로 사용되었는지, 유약의 재료인지를 확인해야 함
- 수비찌꺼기는 분석을 통해 어느 단계의 수비찌꺼기인지 확인해야 함

4. 고찰
- 유구와 유물에 대한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유구의 편년과 성격에 대해 언급
- 소비유적 출토 유물과의 비교를 통해 소비지 비정
- 생산·소비라는 큰 틀에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
11) 기물만으로 갑발을 사용한 갑번(개별번조)과 갑밥을 사용하지 않은 개별번조를 구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럴 때는 개별번조하였다라고 표현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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