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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import routes of distilled rice liquor soju and how soju developed among the royal family

and the upper classes using celadon inscribed with poetry related to alcohol beverages in the 12th century, Maebyeong style

vases inscribed with government office name in charge of alcohol beverages of the royal family in the 14th century during

the Koryo Dynasty. Distilled rice liquor was imported from the southwestern region to Koryo by Arabian merchants through

direct and indirect routes in the Yuen Dynasty during the age of King Chungsuk and King Chunghye in around the 14th

century. As soju was added to existing takju and cheongju, the three major types of alcohol beverages were completed

during the late Koryo Dynasty. Celadon pitcher inscribed with poetry shows the delicate sentimentalism, aristocratic

prosperity, and poetic sentiment. In particular, it is valuable in that it reflects Koryo people’s mind, view of nature, and

attitude toward alcohol beverages, and their inner world was also described with celadon patterns. Maebyeong style vases

Yangonseo, Saonseo, Deokcheongo, Euiseonggo and Saseonseo, which are real celadon antiques inscribed with

government office name, were used for rice liquor preservation. In particular, Maebyeong style vase <Euljimyeong

Saonseo, 1345> has the exact year of creation, so it is a historically important celadon in research not only on alcohol food

culture but also on art history. This shows that alcohol beverages were important foods that there were controlled and stored

in celadon by the government offices for the royal family’s related alcohol ceremonies. Through celadon inscribed with

poetry and government office name displaying Koryo people’s unique imagination and cultural consciousness, we can read

their mind and lifestyle based on historical and social alcohol food culture in the Koryo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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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동양권에서 중국술에 관한 자료로 남북조시대에서 수, 당

에 이르기까지 술 관련 서적은 있지만 제조기술에 관한 내

용은 그다지 많지 않다(허 2004). 한국의 술은 대외적으로

중국문화에 영향을 받았으리라 믿어지며 대내적으로는 한반

도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하였다(장 1996). 부족국가의 제천

의례에 밤낮으로 식음(食飮)한다는 기록으로 술은 신인(神

人)융합, 인인(人人)융합이라는 소통의 상징적 기호를 지니

고 있는 음식이다(이 2004). 삼국시대에 술이 어떻게 빚어

졌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제조기술은 상당히 발전하였

고1)(김 2001), 통일신라시대에는 이미 청주음용이 상류사회

에서 성행하였다2)(강 1989). 특히 고려시대는 역사상 가장

풍부한 사상과 문화 발전시기로 송, 원, 거란 등과 대외교

류를 통하여 술의 종류도 다양하고 증류주 제조기술의 유

입으로 탁주, 청주, 소주의 세 종류의 주류가 공존하기 시

작한 시기이다(장 1996).

끌로드 레비스로스는 음식문화 연구를 한 구조주의 인류

1)「三國史記 」 350面, 高句麗本紀 大武神王 11年 旨酒
2)「동상서 」 293面, 新羅本紀 憲康王 6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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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로 민족의 신화구조를 분석하였고 자연과 문화를 요리

삼각형으로 분류하여 음식문화에 숨겨진 민족의 정체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릇은 자연과 문화를 구분하는 척도로

시대적 음식문화수준과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코드

라고 하였다(이 1973). 최근 그릇과 한국 음식문화 관련연

구는 조선시대 풍속화에 나타난 양반과 서민들의 음식문화

(Koh 2003), 18세기 조선시대 회갑과 회혼례 회화에 나타

난 식기와 음식문화(Koh 2003), 조선후기 백자식기의 종류

와 사용용도(Lee 등 2004),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다구(茶

具)(Lee 2004), 조선후기 기노연(耆老宴)회화에 나타난 식

기와 음식문화(Koh 2005), 조선시대 김홍도 풍속화에 나타

난 식기와 음식문화(Kim & Chung 2007) 그리고 한·중·

일 식기의 변천(Chung & Hong 2008) 등 대부분의 연구

는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음식문화 연구학술자료는 직접 자료인 실물자료에 있는 문

자기록이 가장 우선하나 고려시대의 실물자료 자체가 빈약

하며 남아있는 문자기록도 열악하고 음식이 역사적 실물자

료로 남아있지 않다는 연구의 한계점이 있으나 본 연구는 고

려시대를 중심으로 증류주 유입경로와 왕실과 상류층 문화

의 시대적 대변인 역할을 하는 술과 관련된 청자의 직접적

실물자료인 12세기 식탁용 시문명 주자와 14세기 저장용 관

서명 청자 매병이라는 그릇을 중심으로 고려시대 주류음식

문화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II. 본 론

1. 증류주 소주의 유입경로

고려전기(918-1170년)는 관료적 귀족사회로 교종(敎宗)불

교가 주축을 이루던 사회로서 호국불교로서의 역할을 하였

다. 후삼국의 분위기를 일소하고 광종대(950-975)부터 고

려적인 사회를 확립해나가기 시작하여 성종대(982-997년)

를 지나면서 관료적 귀족사회가 완성되고 귀족문화가 꽃피

게 된다. 송나라와 외교관계 맺고 문종(1046-1082년)에서

인종(1123-1146년)에 이르는 약 1세기 동안 문화적 교류가

빈번하였다. 특히 송나라와 해상무역이 활발하여 고려 인종

원년(1123) 5월 8일 국신사로 1개월 동안에 고려의 수도 개

경에 머물렀던 송나라 사신 서긍(徐兢, 1091-1153년)의「고

려도경(高麗圖經)」에 보면 <고려의 풍속은 술과 단술(醴)을

귀하게 여긴다>3)라고 기록되어 있다. <고려에서는 찹쌀이

없어서 멥쌀에 누룩을 섞어서 술을 만드는데, 빛깔이 짙고

맛이 진해 쉽게 취하고 빨리 깬다. 왕이 마시는 것을 양온

(良 )이라고 하는데 좌고(左庫)에 보관하는 맑은 청주이다.

여기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질그릇 술독(瓦尊)에 담아서 황

색비단(黃絹)으로 봉해둔다. 대체로 고려인들은 술을 좋아하

지만 좋은 술을 구하기 어렵다. 서민의 집에서 마시는 것은

맛이 텁텁하고 빛깔이 누런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마시

고 모두들 맛있게 여긴다>4)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기록에

서 탁주는 서민들이 마시며, 특수신분은 청주를 음용하였음

을 시사하고 있으며, <.. . 술은 맛이 달고 빛깔이 짙은데,

사람을 취하게 하지는 못한다. . .. >5)에서 증류주인 소주

의 음용기록이 「고려도경」에는 없는 것으로 추측 된다(서

긍, 2005). 또 이규보(李奎報, 1168-1241)의 「국선생전

(麴先生傳)」에서 청주, 탁주를 비롯하여 양조주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증류주인 소주에 대한 언급이 없다(장 1996).

고려후기(1170-1392년)는 무신란(1170년)으로 1196년 최

충헌에 의해 최우(崔瑀), 최항(崔沆), 최선(崔誼)에 이르는

4대 62년간 무신귀족들이 중심세력을 형성하였다가 권문세

족들에게 넘어간 시대로 선종(禪宗)불교가 사회를 이끌었던

시기이다. 고려와 원(1206-1367년)의 교류는 고종6년

(1219)에 국교를 맺게 되면서 관계는 더 활발해지고, 원의

수도 연경(燕京)은 모든 공식적인 교역이 이루어지던 장소

로 고려 왕족을 비롯한 많은 고려인들이 살고 있었다. 이색

(李穡, 1328-1396)은 충숙왕15년에서 태조5년 동안 생존한

인물로「목은집(牧隱集)」에서 <. .阿剌吉酒 半杯를 한숨에

마시면 뼈까지 불길이 다다른다. .>와 같은 표현은 증류주

인 아락길주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 한 예이다6)(이 1973; 장

1996). 우왕원년(1375)에 소주금주령을 내린바 있으며 이는

실제로 이보다 훨씬 앞서 원에서 유입되었고 음용되고 있었

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7) 고려시대부터 음용되기 시

작한 증류주의 유입경로는 장(1996)의 「한국외래주유입사

연구」를 중심으로 <Figure 1>에 정리하였다.

1) 원창시설

증류주의 일종인 소주(燒酒)의 원창시설로 허준(許浚,

1539-1615년)은 「동의보감(東醫寶鑑)」에서 <自元時始有>

한 바 있고 그 후 이수광(李 光, 1563-1628년)이「지봉

유설(芝峯類說)」에서 <燒酒出於元時>하였고 이어서 서유구

(徐有 , 1764-1845년)도「임원십육지(林元十六志)」에서

<自元時始創其法>으로 소주는 원나라에서 만들어졌다는 공

통된 학설을 나타내었다. 이는 명나라 이시진(李時珍,

1368-1644)의 「본초강목(本草綱目)」에서 <燒酒非古法地

自元時始創其法, 一名 火酒 一名 阿剌吉酒>의 해설을 우리

나라 학자들이 그대로 받아들인 계기가 되었으리라 짐작된

다(장 1996).

3)「高麗圖經」 卷22 風俗 一篇 鄕飮條. <麗俗重酒醴. . . . >

4)「동상서」 卷32 器皿 三篇 瓦樽條.  <國無 米 而以 合麴而成酒 色重味烈 易醉而速醒 王之所飮曰 良  左庫淸法酒 亦有二品 貯以瓦樽 而以黃絹封之 大
抵麗人嗜酒而難得佳釀 民庶之家所飮 味薄而色濃 飮 自如 咸以爲美也> 

5)「동상서」 卷26 燕禮篇  燕儀條. <. . . 其酒味甘色重 不能醉人 . . .> 

6) 「牧隱集 」詩藁 卷 33 <. . .以阿剌吉來名天吉. . . 强吸半杯熏到骨. . .>

7)「高麗史 」卷 35志 卷第 39 刑法 2. < 辛禑元年二月. . . 如燒酒 錦繡假匹  金玉器皿等物 一皆禁斷.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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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원창시설

이규경(李圭景, 1788-1856년)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

洲衍門長箋散稿)」에서 반원창시설로 <南番燒酒 番名 阿里

乞>이었으며 즉 원나라에서 화주(火酒) 또는 소주라 하는 노

주(露酒)가 있었으나 이것은 서·남만(西南蠻)사회에서 유

입되어 당나라에도 증류법은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며 원창

시설을 부정하였다. 그리고 서·남만사회의 아난타(阿難陀)

명칭과 증류법을 받아들이면서 원의 아락길주(阿剌吉酒)가

유래되었다고 하였다.8) 이는 아락길주의 서·남만 유입설

과 동시에 중국 원나라 이전에 당대(唐代)로 소급하여 소주

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또한 아락길주와 함께 공존하는

증류제조 원리 면에서 동한대의 <煮>한 저주(煮酒), 송대의

<露>한 황주취로법(黃酒取露法) 또 당대에 소춘(燒春)이란

춘주(春酒)를 <燒>한 술을 주조기술의 발달과정으로 본다면

소주(燒酒)의 기원은 중국 동한시대로 소급할 수 있다고 결

론지었다. 또한 이규경은 우리나라의 증류주 음용이 고려에

서 시작되었다하여 중국이 <燒>자를 이용한데 대하여 <露>

자로 대체하여 증류주의 代名詞를 <露酒>로 사용하였다. 고

려시대의 증류기술에는 1차 증류주를 소주 또는 노주(露酒),

홍로(紅露)라고 하였고 2차 증류주를 감홍로(甘紅露)라하여

다양한 증류기술의 기록과 함께 한반도 독자적인 증류주를

언급하였다9)(장 1996).

3) 아라비아기원설

최남선(崔南善, 1890-1957년)은 「조선상식(朝鮮常識)」

풍속편10)에서 소주의 아라비아 기원설로 언어학적인 측면에

서 본 학설로 북방유입 경로는 아라비아 또는 파기(Araq),

몽고(Araki), 원(燒酒), 고려(燒酒)로 회회문화(回回文化)에

의해 유입되었고, 남방전래설은 아라비아 대식상인(大食商

人)들의 이동에 의하여 인도, 인도네시아에 아락길주(阿剌吉

酒)가 유입되었다고 하였다. 소주는 고려후기에 원으로부터

전래되었다(장 1996).

4) 신경로 추정설

장지현(張智鉉, 1928- )은 기존의 증류주 유입경로의 아

쉬운 점을 보완하여 새로운 추정경로를 제시하였다. 먼저 이

규경의 남방유입설에 대하여 아라비아와 인도·서남만사회

의 증류주가 아라비아 상인을 통하여 직접 고려에 유입되었

다는 또 다른 추정경로를 제시하였다. 최남선의 북방유입설

의 새로운 경로로 터어키, 몽고, 만주 등에서 직접 고려로,

또한 회회인에 의한 고려에 직접 정해졌으리라고 추정하는

경로와 남방유입설에서 아라비아의 대식상인에 의하여 증류

문화가 남만사회에 전해지고 고려에도 직접 전해졌다고 추

정하는 경로를 제시하였다. 이와같은 경로로 중국에서의 증

류주인 소주 파급속도를 감안하여 고려후기인 14세기경 충

숙왕, 충혜왕대 소주 유입되었으리라고 하였다(장 1996).

2. 시문명청자(詩文銘靑磁)

고려시대 최고문화유산인 고려청자는 색상과 디자인, 화

려한 장식이 천하제일이며 비색(翡色)의 미학적인 측면 뿐

<Figure 1> Import routes of Korean distilled rice liquor, soju.

8)「五洲衍文長箋散稿 」卷 5  南番燒酒 番名 阿里乞辨證說. <露酒卽燒酒 或稱火酒 自元時中原亦有名焉 蓋西南番流入云 然昉於唐朝者> 

9)「동상서」卷 37 阿剌吉酒 黃酒辨證說條. <我東亦有二次重燒者曰 還燒 酒名曰 甘紅露 一次燒酒 名曰 燒酒 或曰 露酒紅露 自高麗始也>

10) 崔南善 「朝鮮常識 」 風俗篇 第 5 飮食類 燒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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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과학기술적으로도 독창적인 상감청자는 세계도자자

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방 2001). 고려인들의 청자를

아끼는 기록으로 「고려도경」에는 <... 그 술은 맛이 달고

빛깔이 짙은데, 사람을 취하게 하지는 못한다. . 그릇은 대

부분 도금인 것이고 간혹 은으로 된 것도 있으나, 청자가 가

장 귀하다. . >11). 12세기경 우리나라의 술은 증류주 형태

가 아님을 알 수 있고 그릇 중에서 청자를 귀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고려도경」에는 <...술병의 모양은 참외와 같

은데 위에는 작은 뚜껑이 있고, 겉면에는 연꽃이나 얻드린

오리의 문양으로 되어 있다. . . 술병만은 다른 그릇과 다르

기 때문에 특별히 기록한다. .>12) 시문명도자의 특징은 도

자자신이 지닌 시적정취의 방향으로 직접 인도되는 것이 아

니라 일단 도자가 사용될 때의 외적정경이 상기되어 거기서

역으로 그 도자의 시적정조(情調)를 맛보게 되는 것이어서

이를테면 간접적인 역할을 이루는 셈이 되는 것이다(고유섭

1977). 이왕가(李王家) 컬렉션이었던 고려시대의 시문명병

과 주자(注子)에 있는 시문이 흥취와 낭만을 더하였다고 생

각되며 술을 대하는 정서적인 면도 알 수 있다. 대체로 중

국 古詩로 상감명은 오언절귀(五言絶句), 오언율귀(五言律

句), 칠언절귀로 흑상감 되어 있다(Chung 1996).

1) 청자상감시문명표형주자(靑磁象嵌詩文銘瓢形注子)

<Figure 2>는 청자상감시명표형주자로 12세기 주자로 동

체는 전형적인 호영과는 달리 윗박과 아랫박이 병형을 연접

하여 다소 경직된 곡선을 이루고 있다.

사병에 술이 오랫동안 가득 沙甁酒長滿

오랜세월에 바닥나지 않으리 万年無終盡

금병이 사기병보다 값지겠지만 金甁重沙甁

술 담는데는 값지고 싼 것이 관계이랴 置酒無重輕

주구는 접합부가 능화형을 이루며, 파수부는 세가닥의 테

를 꼬아 만들고 하단부는 세 갈래로 펼쳐져 있다. 윗박에는

구연부에 음각선이 둘려져 있으며 아랫박에는 양면에 오언

절귀의 시문이 흑상감되어 있다(Chung 1992). 이 주자가

술이 사용되는 때의 정경을 연상시키고 그 그릇의 시적정취

를 상기하도록 하는 의도가 쓰여 있으며 술을 담는 주자에

얽힌 빈사(貧士)의 쓸쓸한 애조를 띄고 있다(고 1977).

2) 청자상감운학시문명주자(靑磁象嵌雲鶴詩文銘注子)

<Figure 3>은 청자상감운학문시명주자로 12세기 병형주

자로 경상부이상은 결실되었다. 동체에는 커다란 원권 내에

오언율귀 시문을 양면에 흑상감하였으며 나머지 공간 및 손

잡이와 주구의 하단부까지 운학문을 상감하였다. 굽도리 상

부에는 연판문을 돌렸다(Chung 1992).

성도13)의 술은 돈 없어도 구할 수 있다고 들었네.

聞導城都酒 無錢亦可求

얼마나 마시면 근심이 없어지련지.

不知將幾斛 消得自來愁

세속에 인연은 끝내 제거할 수 있지만 자연속의 새들은 울

게 할 수 없구나.

無塵終不掃 有鳥莫令彈

이 좋은 분위기에 덧붙인다면 대나무 수백 그루가 있어야

되겠지.

若要添風月 應除數百竿

운학문은 특히 상감청자에 많이 나타나며 이는 영원한 세

계에 대한 동경을 청자에, 창공의 구름너머로 비상하는 학

으로 나타냈다. 청자에 나타나는 구름과 학은 불교에서 말

하는 내세의 영원한 세계에 대한 고려인의 동경이 아닌가 추

정하였다(윤 1996). 이 시에서 자연과 더불어 풍류를 즐기

는 것을 선비들의 교양으로 여겼으며 또한 그것을 인격수양

<Figure 2> Gourd-shaped pitcher, 12th century.

Celadon with inlaid inscription of poem, H: 27.9 cm, TD: 3.3 cm,
BD: 9.2 cm, National Museum of Korea (H: Height, TD: Top
diameter, BD: Bottom diameter).

11)「상게서 」卷26 燕禮篇 燕儀條 <. .其酒味甘色重 不能醉人. . 器皿 多以塗金 或以銀 而以靑陶器爲貴. .> 

12)「동상서 」卷32 器皿 三篇 陶尊條<.  .酒尊之狀如瓜 上有小蓋 面 爲荷花伏 鴨之形.  .以酒尊異於他器 特著之>

13) 청두(成都)는 중국 서남부 쓰촨성(四川省)의 청사소재지로  고대에는 청두 근교 삼성퇴(기원전 4800-3100년)에서 청동기문화가 융성하였다. 당나라 때는 시
인 이백(李白, 701-762년)과 두보(杜甫, 712-770년)가 청두에서 삶의 일부를 보냈다.

<Figure 3> Pitcher, 12th century.

Celadon with inlaid crane and cloud, and inscription of poem H:
19.7 cm, BD: 8.4 cm, National Museum of Korea.



고려시대 주류음식문화 121

의 중요한 방편으로 여겼다. 술은 인생의 덧없음을 바로 보

고 자연의 섭리를 관조하는 경지에 이르는 선약(仙藥)으로

생각하였다.

3) 청상감보상당초시문명주자(靑磁象嵌寶相唐草詩文銘注

子)

<Figure 4>는 12세기 중반의 청상감보상당초문시명주자

로 경상부, 주구 및 파수부는 손실되었다. 문양은 동체의 양

면에서 여의두문원권내에 오언절귀의 시문을 흑상감하였으

며 나머지 공간에는 빈틈없이 보상당초문을 역상감하였다.

하단에는 연판문대를 백상감하여 동체전면이 문양대로 가득

차여 있다. 손잡이는 따로 붙였는데 역시 당초문이 음각되

어 있다(Chung 1992). 당초(唐草)는 원래 덩굴로 실제 식

물의 형태를 따서 일정한 형식으로 도안화 시킨 장식문양의

한 유형으로 기원은 고대 이집트에서 기원하여 그 지역 특

성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 발전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삼국

시대에 처음 중국과의 문화교류에 의해 전래되어 중국계 훼

룡문계 당초문과 팔메트를 동반한 서방계의 식물성 당초문

으로 나타났고 고려시대부터 당초문은 한국의 독자적인 양

식을 형성하였다(Park 2006).

거문고를 연주하며 술을 사 크게 취하여 杷琴沽一醉

해가 지도록 수양버들 밑에 누었구나 盡日臥睡楊

잠시 新豊市14)에 들어갔지만 暫人新豊市

오히려 묵은 술향기를 맡았노라 猶聞舊酒香

이 시에서 거문고(琴)는 군자가 바른 것을 지켜서 스스로

금(禁)한다는 데서 나온 말이다. 옛 성현들 이 거문고를 즐

긴다는 뜻은 단순한 기예의 연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의 도를 배우고 터득하는데 있었다.

장자의 호접몽(蝴蝶夢)에서 비롯된 낮잠은 선비나 은일자

들은 자연 속에서 홀로 취흥과 함께 즐겼는데 이는 세상 영

욕을 잠시라도 잊고 자유롭고 거리낌 없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 을 의미하며 호젓한 나무 그늘 아래나 정자 위에서 문득

잠이 들어야 제격이며 더구나 낮잠을 자면서 꾸는 백일몽은

현실과 환상을 넘나드는 망아(忘我)의 경지로 은일자들은 잠

시라도 그런 경지에 들어가기를 원했고, 취면(醉眠)의 의미

를 알 수 있는 시이다(허 2003). 

 

4) 청자양각연당초상감시문명표형병(靑磁陽刻蓮唐草象嵌

詩文銘瓢形甁)

<Figure 5>은 청자양각당초문상감시명표형병으로 12세기

의 고려화된 표형병으로 윗박 상단에는 환형고리가 달려있

다. 문양은 전면에 가득 차게 시문되어 있는데 주문양은 연

당초문의 윤곽선은 도드라지게 표현하였으며 세부는 음각하

였다.

푸르고 아름다운 술병에 금꽃을 아로새겼으니

細鏤金花碧玉壺

호사로운 집안에서 이 술병을 사랑했을 것이다.

豪家應是喜提壺

옛날 賀知章15)이 기분 좋을 적

須知賀老乘淸興

늦은 봄 강호에서 이병을 안고 가서 실컷 취했으리

抱向春深醉鏡湖

문양외의 지면은 일부 거의 전체를 깍은 기법으로 아랫박

의 양면에는 능화형내에 7언 절귀의 시문이 흑상감되어 있

으며, 특히 연화문은 불교적인 소재로 삼국시대 이래 미술

의 여러 분야에 다양하게 표현되었다(Chung 1992). 이 시

는 당나라 시인인 하지장(賀知章)이 취흥을 즐긴 도가적 시

인으로 취락을 통하여 인위적인 사회규범으로부터 잠시 벗

어나 인간 본성대로 삶을 관조하는 한 방법으로 세속적인 갈

등을 벗어나 유연한 물아일체(物我一體)의 경지인 시의 세

계를 표현하였다(허 2003).

<Figure 4> Pitcher, late 12th centry.

Celadon with floral design and inscription of poem, H: 24.1 cm,
BD: 8.0 cm, National Museum of Korea.

14) 당나라 수도 장안(長安, 지금의 西安市) 동쪽 약 20 km에 있던 縣이며 술로 유명한 지역이다. 

15) 중국 당나라 시인(659-744)으로 자는 계진(季眞), 유마(維摩), 호는 사명광객(四明狂客)으로 태상박사와 비서감을 거치면서 도교사원인 자극궁(紫極宮)에서
이백을 만나 그를 선인으로 찬양하면서 이백이 장안(長安)의 시단(詩壇)에서 명성을 얻게 된다.

<Figure 5> Gourd-shape bottle, middle 12th century.

Celadon with lotus scroll design in relief and inlaid with inscription
of poem, H: 39.2 cm, TD: 2.5 cm, BD: 10.8 cm, National
Museum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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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자상감국화시문명병(靑磁象嵌菊花詩文銘甁)

<Figure 6>는 13세기 청자상감국화문시명병으로 구연부

는 나팔형으로 외반되고 경부가 가늘고 길며 동체는 유려한

곡면을 이루며 넓은 굽에 이르는 고려시대 특유의 곡선을 보

이는 병이다. 몸체는 경부에서 시작된 세로골문으로 6구로

분할되었으며 각 구는 흑백의 윤곽선을 돌리고 다시 견부에

이조대선을 두어 상하로 구분하였다. 경부 전체와 동체 6구

중 2구에는 연접하는 국화문을 배치하고 4구에는 시문을 흑

상감하였다(Chung 1992).

이별의 슬픔을 술로 위로한다는 내용의 한시로 백낙천의

<하처난망주조(何處難忘酒調)>에서 딴 것이다. 야생들국화

문양은 대체로 쓸쓸함, 적막함 그리고 고요함을 표현(윤

1996), 예부터 절개를 지키고 속세를 떠나 고독하게 사는 은

둔자에 비유되었고 <국화는 호걸의 풍모를 지녔다, 菊有傑

士之風>는 의미가 있다(고 1966). 회화에서 흑국화는 중국

송나라 때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는 고려시대 도자문양으로

많이 사용하였다(Park 2006).

어느 곳인들 술 잊기 어렵구나 청문에 이별도 많네.

何處難忘酒 靑門送別多

옷깃을 여미며 눈물을 닦고 말을 재촉하며 피리소리 듣는다.

襟收涕淚 促馬聽笙歌

구름 낀 나무있는 파릉언덕16) 인간세사의 장락이라네.

煙樹 岸 風塵長樂坡

이 때 술 한잔 없다 떠나고 머무는 심정을 무엇으로 달랠꼬

比時無一盞 爭奈去留下

이상과 같이 식탁에서 사용하던 12-13세기 청자주자에 표

현된 시문을 통하여 당시의 역사적 사회성이 구체적으로 모

두 나타나 있기는 실로 드문 일이다. 본 자료에서 고려도자

가 역사적 산물로 고귀한 점은 아마도 문화적 정서가치에 있

을 것이다(Chung 1992). 특히 술을 담던 시문명 고려청자

를 통하여 술을 대하는 시대적 정서가치와 정신세계를 진솔

하게 느낄 수 있었다.

3. 관서명 매병

고려왕실의 음식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내장택(內莊宅), 상

식국(尙食局), 사온서(司膳署), 선관서(膳官署), 요물고(料物

庫), 사온서(司 署), 내원서(內園署)가 있다(Han & Chung

2003). 본고에서는 왕실의 주례와 관련하여 술을 저장하던

14세기 관서명 청자매병 실물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양온·사온서명 매병

고려시대에 왕실의 주례를 담당하였던 양온서와 사온서를

들 수 있다. 양온서는 성종2년(983)부터 그 존재의 가능성

은 확인되고 있으나 직제로 확립된 것은 문종(1046-1082

년)때 부터이며 나라의 의식용 술을 담당하는 부서이다. 그

뒤 당온서(掌 暑)로 일부 개칭되나 숙종3년(1098)에 양온

서로 다시 개칭되어 1308년까지 존속한 후 사온서로 개칭

하였고 충숙왕(1313-1330, 1332-1339재위), 충혜왕

(1330-1332, 1339-1344재위), 충모왕(1345-1351), 충정

왕(1349-1351)까지 유지해왔다. 그 후 공민왕5년(1356) 다

시 양온서로 되었으며, 공민왕11년(1362)에는 사온서, 공민

왕18년(1369)에는 양온서, 공민왕 21년(1372)에 사온서로

확정되었다(Chung 1992; Kim 2004).

<Figure 7>의 청자상감유문<을유사온서, 1345년>명 매병

은 이왕가컬렉션이었으며(고 1977), 구연부는 결실되었고 동

체는 견부에서 원호를 그리다 줄어들어 바닥이 넓게 펴져있

는 매병이다. 동체에는 바닥에서 1/3선상에 지선으로 보이는

대선을 두르고 그 위쪽에는 유문을 배치하였는데 아래쪽은

무문이며, 유문사이에는 세로로 길게 <을유사온서>라는 명문

을 흑상감하였다(Chung 1992). 을유년인 충모왕 원년(1345)

에 왕실의 술을 담당하던 사온서 매병으로 보고있다.17)

<Figure 6> Vase, 13th century.

Celadon with inlaid chrysanthemum design and inscription of
poem, H: 34.6 cm, TD: 12.5 cm, BD: 8.2 cm, National Museum
of Korea.

<Figure 7> Maebyeong vase, 1345 year.

Celadon with inlaid willow design and inscription of Euljimyeong
Saonseo, “乙酉銘 司 署”. H: 30.2 cm, TD: 8.7 cm, BD: 13.1 cm,
National Museum of Korea.

16) 파하( 河)는 섬서성 종남산(終南山)에서 발원하여 장안 동쪽을 북류하여 위하(渭河)로 들어가는 강이다. 장안과 파하는 약 10킬로미터 거리를 두고 있으며, 한나
라 때 장안사람이 손님을 배웅하여 岸까지 와서 강가의 버들을 꺾어 작별하는 풍습을 읊은 것이다. 

17) 高裕燮 「高麗靑瓷 」司 署는 酒禮를 받드는 곳으로 文宗朝부터 있었으나 良 署, 掌 署등으로 칭하고 忠烈王 34年(1308) 忠宣王이 卽位해서 司 署
로 고치고 恭愍王 이후 다시 1, 2회 그 명칭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乙酉의 干支에 맞는 것은 忠穆王 元年(1345)에 해당하므로 이 甁도 그 당시의 것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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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은 청자상감 ‘양온’ 명편병으로 동체의 볼륨에

서 차이가 있을 뿐 기형이 흡사한 편호이다. 좌측은 유색이

나 기형이 정제되어 있는데 편부에는 여의두문을 돌렸으며

평편한 양면에는 능화형 내에 유문을, 곡면에는 연엽을 가

진 커다란 연화굴지문을 백상감하였고 유약은 두터우며 망

상의 빙렬이 가득하다.

우측은 볼륨이 빈약하며 문양도 견부에는 곡면쪽에 여의

두문을 두고 평편한 쪽에는 연판문을 두었으며 사면에 모두

유문을 배치하였다. 유약도 좌측과는 달리 고르게 시유(施

釉)되지 않아 동상부에 유약이 뭉쳐있으며 산화가 심하다.

바닥은 모두 평저로 기벽이 상당히 두터운데 좌측에는 검고

흰 굵은 모래가 붙어있다. 명문은 동일한 위치에 <양온>명

이 크게 백상감되었다(Chung 1992). 청자에 상감된 문자

의 경우 흑상감이 백상감보다 시대적으로 앞서는 경향이 있

으며(고 1977), <Figure 8>의 양온서는 고려 문종대에 설

치되어 1308년까지 존속하였으며 그 이후 여러 번 사온서

를 다시 양온서로 개칭되었으며, <Figure 7>의 흑상감 되

어 있는 <을유명사온서> 보다 늦은 시대인 1356-1361년,

1369-1371년 사이 양온서로 개칭된 시대의 청자로 보인다.

양온서, 사온서는 조선시대에도 계속 주례를 담당하는 기관

으로 존속하다가 선조36년(1603)의 기록을 마지막으로 실

록에서 그 명칭을 찾기가 힘들며, 정조2년(1800)의 기록으

로 보아 1603년 이후에 내자시(內資寺)에 병합된 것으로 보

인다(Kim 2004).

2) 덕천고·의성고

덕천창(德泉倉[庫])·의성창(義成倉[庫])은 1308년 충선왕

복위년의 재정관서 개편 때 신설된 왕실재정 기구였다.

<Figure 9> 청자상감연화유문 ‘덕천’ 명매병으로 덕천장은

충렬왕비인 제국대장공주(齊國大長公主)의 탕목읍(湯沐邑)

를 그 재정기반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의성창은 고려 전기부

터 운흥창을 기반으로 설치되었다(박 2000). 덕천장은 공민

왕5년(1355) 이후부터 덕천고라는 관명으로 확정된 후에 조

선개국 이후인 1403년에 내담사로 바뀌고 있다.18)

의성창은 1325년 내방고로 개편되고 다시 1330년에 의성

창이 되었다가 1335년에 다시 내방소로 바뀌고 있다. 우왕

2년(1376)에 의성창의 기록이 보이고 우왕13년(1387)에는

의성고라는 관명을 사용하고 있다19)(Kim 2004).

<Figure 10> 청자상감 ‘의성고’ 명매병은 1378-1403년

사이에 있었던 의성고라는 관명은 적어도 1376년에서 1387

년 사이에서부터 1403년에 내자시로 개편될 때까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의성고와 덕천고는 왕실재정과 관련된 창고

의 역할과 함께 관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왕

족들을 위해서 연회를 베풀거나 음식을 공급하였지만 창고

의 포를 관리들의 녹봉이나 백성들을 구휼하기 위해서 사용

하기도 하였다(Kim 2004). 특히 의성고에는 주고(酒庫)가

있었는데, 1403년에 의성고가 내자시로 바뀌고, 그 후에 내

자시에 병합되는 것을 볼 때, 의성고에서 주고의 비중이 작

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Kim 2004).

<Figure 8> Flat vase, 14th century.

Celadon with inlaid willow design and inscription of Yangon, “良
”. H: 30.4 cm, TD: 6.3 cm, BD: 11.8 cm, National Museum of

Korea.
<Figure 9> Maebyeong vase, late 14th century.

Celadon with inlaid lotus and willow design and inscription of
Deokcheon, “德泉”. H: 27.8 cm, TD: 5.1 cm, BD: 11.1 cm,
Horim Museum.

<Figure 10> Maebyeong vase, late 14th century.

Celadon with inscription of Euiseongo, “義成庫”. H: 27.8 cm, TD:
6.0 cm, BD: 9.8 cm, National Museum of Korea.

18) 「高麗史 」志 31 百官 德泉庫; 「太祖大王實錄 」卷 第 五 3年 6月 29日條

19) 「高麗史」志 7 五行 火條 < 辛禑二年十月丙辰, 義成倉酒庫, 災, 十日月癸未夜, 義成倉酒庫, 再火, 無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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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선서

<Figure 11> 청자상감연당초문 ‘사선’ 명매병의 사선서20)

도 충선왕이 행한 관제 개편 시에 왕실의 음식을 담당하였

던 상식국(尙食局)의 이름을 바꾼 것이다. 그러나 사온서는

그 명칭만 바뀐데 반하여 사선서는 어주(御廚)·별주(別廚)·

영송도감(迎送都監)·선관서(膳官署)·내원서(內園署)·내

장택(內莊宅) 등이 병합되어서 당시 왕실 재정관서의 개편

과 관련하여 그 기능이 강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박 2000).

영송도감은 사신영접과 전송을 담당한 관부로 외국사신접

대도 함께 담당하였고, 선관서는 각종 제사와 연회의 사연

(祀宴)과 찬선(饌膳)을 담당하였다(Han 2003). 사선서는 조

선 세조12년(1466)까지 운영되다가 사옹원(司饔院)에 병합

되었다(Kim 2004).

이상과 같이 관서명 청자매병의 역사적 변천과 사용례를

알고자 연구하는 것은 음식문화의 미비한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들어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고려시대의 매병

은 주로 술을 담는 비식탁용, 또는 저장용 용기로 중국 북

송대 회화와 일본 가마쿠라 시대의 회화에 관한 연구를 통

해서, 중국의 경우 이 매병에 술이 담겨 있고 그 옆에 술잔

과 주자가 놓여 있는 점으로 술을 담는 것이라는 것이 확실

히 밝혀졌다. 일본의 경우 매병에 천을 매어 술을 담아 운

반하였으며 뚜껑이 있는 점으로 보아 술을 담는 용도로도 쓰

였다고 하였다(윤 1996).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경우 관서

명 청자매병을 통하여 고려후기 왕실용 술을 담던 그릇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음식과 함께 술은 청자에 보관할 정도

로 매우 귀하게 여겼던 음식이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III. 결 론

고려시대에 증류주인 소주가 고려후기에 유입되면서 곡주

위주의 탁주, 청주, 소주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소

주 유입경로와 왕실과 상류층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술과 관

련된 시문명청자와 왕실의 주례를 담당하던 관서명 매병을

통하여 고려시대의 주류음식문화 수준을 문헌자료와 실물자

료를 통하여 알아보았다. 증류주인 소주는 고려후기 아라비

아 상인을 통한 인도·서남만사회의 증류주가 원을 통하여

직·간접경로로 14세기 경 고려시대 충숙왕과 충혜왕 시대

에 증류주가 유입되어 기존 탁주·청주 문화와 함께 증류주

인 소주가 추가되어 주류의 완성시기로 나타났다. 12세기경

술을 담는 식탁용 시문명청자를 통하여 귀족성과 함께 문학

적 정서를 엿볼 수 있다. 특히 술을 대하는 고려인의 심성

과 자연관, 술을 대하는 태도, 청자문양에 나타난 마음의 세

계가 담겨있다는 점에서 문화적 가치가 있다. 청자주자가 그

릇에 불과하지만 수 백년을 살았던 그 당시 사람들의 삶과

꿈을 담고 있기에 그것 자체가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 청자의 가치는 음식을 담았던 실용중심에서

감상의 극치까지 발전하였다. 14세기 술을 담는 저장용 관

서명 청자 실물자료인 양온서, 사온서, 덕천고, 의성고, 사

선서 매병은 왕실의 술을 담당하던 관서에서 사용하던 비식

탁용 청자이다. 특히 <을유사온서, 1345년>매병의 경우 정

확한 제작년도가 기록되어 있어서 음식문화 뿐만 아니라 도

자사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이다. 이와 같이 한민족 특유의

상상력과 문화의식이 내포된 실물자료인 시문명청자와 저장

용 관서명 청자를 통하여 고려시대의 주류음식문화를 사회

적, 문학적, 역사적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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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Maebyeong vase, late 14th century.

Celadon with inlaid lotus scroll design and inscription of Saseon,
“司膳”. H: 28.2 cm, TD: 5.2 cm, BD: 10.2 cm, Horim Museum.

20) 高裕燮 「高麗靑瓷 」<司膳署는 忠烈王 34年(1308) 忠宣王에 의하여 穆宗朝부터 있던 尙食局을 고친 것으로 恭愍王代에 이르러 이 兩名이 2, 3회 되풀이하
여 變改되었으나 드디어 司膳의 이름을 쓰게 되어서 이것은 高麗로 보아도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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