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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중⋅일 삼국 전통도자기예술 중에서 청자 및 백
자는 자기 발전의 기초이다. 천년간 발전에 따라서 지금 
자기의 생산력이 크게 강화되고 종류도 끊임없이 나타났
다. 중국만 2001년 기준 자기 생산량은 120억개이다. 다
양한 자기 중에 한⋅중⋅일은 자기의 분야 중 각각의 특
별한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삼국이 같은 동아
시아 도자기 문화를 가지고 발전시켜 왔는데 현대에 이
르러 어떻게 도자기 문화가 변화되고 달라졌는지 비교해
보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국 도자기의 문헌연구 및 인터넷 조사와 현재 가
장씩 많이 판매되고 있는 한⋅중⋅일 도자기 브랜드 1개
씩 선정하여 형태, 재질, 도안을 비교 연구하였다.

Ⅱ. 한⋅중⋅일 현대 도자기 비교 연구

2.1. 한⋅중⋅일 도자기역사

  한국의 도자기는 신석기 시대부터 출현하였으며 통일 
신라시대 이후에 당삼채（唐三彩）및 청자으로 참고하고 
발전시켜 고려청자를 만들었다. 조선시대에 백자가 만들
어 졌으며 임진왜란을 통해 백자의 제조기술이 일본에 
전해졌다. 일본은 도자기 제조기술이 전해지기 이전에는 
한국 및 중국의 수입에 의존했다. 중국의 도자기는 청자,
백자, 당삼채(唐三彩), 분채⋅연채（粉彩瓷), 청화(青花

瓷), 법랑차(珐琅彩）등 도자기를 만들었으며 그 중에 청
차가 으뜸이다. 전세계 최초 발견의 청자가 중국 산시성
（陕西省）에 있으며 송나라（宋代）시대 청자가 전성기
였다. 백자는 최초 한 대（汉代）에 생겼으며 성숙한 백
자는 수나라 때 출현하여 당나라 시대 전성기에 됐다. 그 
때 “남청북백”의 말이 생겼다.

2.2. 현대 한⋅중⋅일 도자기 현황
 
2.2.1. 전세계 도자기산업 현황 

  최근 몇년간 전세계 도자기 산업의 규모는 약50조원이
며, 한국은 년간 1조 3000억원에 달한다. 생산지 중에 아
시아가 65%를 점유하고 유럽이 30% 점유한다. 또한 
2001년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도자기 생산량이 약120억
개로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70%를 생산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표 1.세계도자기 소비현황 및 생산현황 (2014년)[1]

구분 소비현황(%) 생산현황(%)

 EU   7.0   9.6

유럽 기타국가   4.5   4.6

북아메리카   3.8   2.5

중남아메리카   10.6   9.6

아시아   67.5   70.5

아프리카   6.2   3.2

기타   0.4   0

합계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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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한⋅중⋅일(韩中日)은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한다. 오랜기간 삼국 사이에 문화는 상호 영향을 주고 받았으며 그 중 도자기는 한

⋅중⋅일 교류의 중요한 역사이다. 자기 제조는 중국에서 고대 조선으로 전해져 들어간 후에 또 조선 및 중국에서 일본으로 전

해져 들어갔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자기예술은 각각의 특성에 맞게 발전하였다. 한국, 중국, 일본 도자기의 역사, 형태, 재질, 

도안 등 비교 연구를 통하며 현대에 이르러 뚜렸한 특징과 차이점이 아직도 존재함을 발견하였고 점차 디자인의 차이가 줄어들

고 있음을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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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대표적인 한⋅중⋅일 현대 도자기

  현재 한⋅중⋅일에서 가장 고급스럽고 판매량이 많은 
3개 브랜드는 다음 <표.2>와 같다.

표 2. 대표적인 한⋅중⋅일 현대도자기 브랜드

2.3. 현대 한⋅중⋅일 도자기 비교연구

2.3.1. 한⋅중⋅일 현대도자기 형태, 재질 비교

표 3. 한⋅중⋅일 현대도자기 형태, 재질 비교

2.3.2. 한⋅중⋅일 현대도자기 도안 비교

표 4. 한⋅중⋅일 현대도자기 도안 비교

국가 브랜드 특징

한국

1. 추상한 동물 및 꽃을 위주로 한다.
2. 다양한 진귀한 장실문 응용 
3. 중국과 비슷한 전통 도안 사용
4. 현대 디자인 원소 많이 응용 
5. 도안은 꼼꼼하게 작은 면적의 선 
   및 색 

중국

1. 추상한 동물 및 꽃을 위주로 한다.
2. 고사 등 주제을 위주로 전통 원소 
  도안
3. 현대 디자인 원소 사용 
4. 도안은 복합적 선 및 색 사용 

일본

1. 동물 및 꽃과 부채 등을 위주로 
한다.

2. 전통 원소 도안
3. 현대 디자인 원소 사용 
4. 도안은 큰 면적의 선 및 색 사용
5. 애니메이션 원소 사용

  

Ⅲ. 결론

  한⋅중⋅일의 현대 도자기 형태의 차이점은 형태에 

있어서 한국의 도자기가 가장 키가크고 길었으며 일본이 

가장 낮았다. 기물의 두께는 일본이 가장 두꺼웠으며 중

국이 가장 얇았다. 재질에 있어서는 본차이나를 주로 사

용하였으며 자토, 고령토를 추가로 사용하여 제작되고 

있다.

  한⋅중⋅일의 현대 도자기의 도안의 특징은 전통 디

자인 원소를 사용하는 것은 동일하였으며 기하학적이며 

현대적인 디자인 패턴은 한국이 많이 사용하였고 고사 

등 전통적인 요소는 중국이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일본

의 경우 꽃의 이미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같은 문화권의 역사에 전승한 관계

가 있어 3국 도자기 사이에 비슷한 것 많지만 발전한 과

정 중 각각의 뚜렷한 특징을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그리고 전세계 사이에 교류가 빨라진데 현대도자기

의 큰 차이가 갈수록 작아지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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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브랜드 내용

한국

Prouna는 한국 최고급 브랜드이
며 영국 왕실과 한국의 많은 대
통령이 선택한 도자기 브랜드이
다. 한국에서 시장 점유율이 가
장 많고 판매량 중에서 30%는 
수출한다.

중국

Red rose（红玫瑰）는 중국에서 
본차이나를 1973년에 최초로 개
발한 기업으로 현재도 전세계 최
고의 기술을 자랑한다. 년간 
1,200만개를 생산하며 중국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

NORITAKE는 일본에서 3대도자 
공장 중의 하나이다. 일본 왕실
에서 사용하는 도자기로 유명하
며 가격이 비싸며 소장가치가 높
기로 유명하다. 

국가 브랜드 형태 재질

한국

대부분 키가 큰 원기
둥, 원형 등 기하형태
가 많고 불규칙적인 
동물패턴과 두께가 조
금 두껍다

본차이나 
자토

중국

대부분 원기둥, 원형 
등기하학적 형태가 많
고 두께가 얇으며 불
규칙적인 패턴과 감상
목적이 많다.

본차이나
고령토
자토

일본

대부분 원기둥, 원형 
등기하형태가 많고 두
께가 두꺼우며 불규칙
한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차이나 
자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