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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제시기 유도 중에는 흰색 혹은 옅은 황색 유약 바탕에 녹색, 갈색, 황색 등으로 채색한 것이 있는데, 이는 “채회유도(彩繪釉陶)”로 

통칭된다. 1971년 하남성(河南省) 안양시(安陽市) 홍하둔촌(洪河屯村)에 소재한 범수묘(範粹墓)에서 백유녹채삼계관(白釉綠彩三系罐)과  

백유녹채장경병(白釉綠彩長頸甁)이 출토되었으나,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한 채 공반 출토된 백유기(白釉器)만이 중국에서 기년 

자료가 확실한 가장 이른 백자의 증거로 제시되어 끊임없는 논쟁이 이루어졌다. 

필자는 이 채회유도에 주목하여, 지금까지 무덤과 가마터에서 발견된 자료들을 정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장식특징과 제작 

기술을 파악하였다. 또한 이들이 부장된 무덤의 연대를 통한 출현 상한시점 및 피장자의 신분을 특정하여 채회유도의 사회적 가치를  

알아보았다. 북제시기 채회유도는 이전 시기와 구별되는 제작특징이 확인되었는데, 구체적으로는 자토(瓷土)를 이용한 태토, 2차 

소성, 유상회채(釉上繪彩) 기법이 새로 채용되었다. 이러한 특징은 이미 북위(北魏) 시기 유도에서 일부 나타난 변화로, 이것이 북제

까지 이어져 백유 채회유도의 출현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채회유도의 기형은 동시기 남방지역 자기 기형과 북위시기 이래 

생산된 채회의 속성이 결합되어 형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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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납을 주성분으로 한 유약을 도기 표면에 발라 저화도

로 소성하여 만든 연유도기는 “유도”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며, 중국에서는 서한(西漢) 조기(早期) 관중(關中) 지역을 

시작으로 무덤에 갈유(褐釉)도기가 부장된다. 서한 중·만기

를 전후하여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색의 유약으로 장식

한 복색(複色)유도1 가 출현하여 신망(新莽) 전후까지 일시

적·국소적으로 유행한다. 동한(東漢) 이후 북방에서 연유

도기 생산은 정체기에 접어들어 출토 수량이 서한대에 크

게 못미치며, 북위(北魏)를 거쳐 북제(北齊)시기에 이르면 

백유나 황유 바탕에 녹유, 황유, 갈유 등을 장식한 복색유

도 즉, 채회유도가 출현한다.

북제시기 채회유도 중 가장 먼저 발견된 것은 1958년 

하남성(河南省) 복양시(濮陽市) 이운 묘(李雲墓)에서 출토

된 두 점의 백유녹채관(白釉綠彩罐)이다.2 이후 1971년 하

남성 안양시 범수 묘에서 이와 유사한 백유녹채관과 백유

녹채장경병이 발견되었지만3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

였다. 다만, 공반 출토된 백자만이 북방 초기 백자의 기원문

제와 관련되어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으며4, 이들 

기물이 유도인지 자기인지 그 정체성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히 논의되었다. 

1970년대 이후, 이들 무덤의 발굴 보고서를 비롯하여 

리즈옌(李知宴)은 범수 묘 출토 유물들을 북조(北朝)와 수

당(隋唐) 시기 백자의 과도기적 단계로 보고, 이들을 “자

기”로 분류하였다.5 이러한 주장은 종래 다수 연구자들이 

지지하였으나 최근 들어 일부 연구자들이 반론을 제기했

는데, 특히 라세베 가쿠지(長谷部樂爾)는 범수 묘 출토 백

유녹채유도를 실견한 후 백자가 아니라 연유도기에 속한다

고 하였다.6 . 이후 2009년 조사된 하북성 자현(磁縣) 조촌

요(曹村窯)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성분 분석한 결과, 이들이 

모두 연유도기에 속한다는 것이 확인되어,7 논쟁은 일단락

되었다. 

지금까지 북제시기 채회유도만을 주제로 한 연구는 

전무하며, 북제시기에 출현하는 채회유도가 당삼채(唐三

彩)로 이어진다고 하는 계통적 연구는 진행되었으나,8 채회

유도의 형성과정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 없다. 

필자는 이 점에 주목하여, 지금까지 확인된 출토자료

를 집성하여 제작기술을 통한 북제 채회유도의 특징을 살

펴보고, 기술적 속성과 기형의 연원에서 찾은 채회유도의 

형성과정에 대해 검토해보겠다. 이와 함께 채회유도 출토 무

덤을 분석하여 채회유도의 출토 상한시점과 피장자의 신분

을 특정하여 채회유도의 사회적 가치를 알아보고자 한다. 

 

Ⅱ. 북제시기 채회유도의 출토 현황

북제의 채회유도는 흰색 바탕에 녹유로 장식한 “백유

녹채”가 대표적으로, 이들은 태토와 유약 방면에서 북위시

기의 복색유도와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이며, 육안으로 관찰

하면 오히려 자기에 가까운 특징을 보인다.

1 『中國釉陶藝術』에서 李知宴이 제기한 “복색유”라는 개념을 시작으로, 중국에서 이후 발표된 논문에 “복색유도”라는 용어가 통용되고 있기에, 본고에서도  

이를 그대로 따르도록 한다.

2 周到, 1964, 「河南璞陽北齊李雲墓出土的瓷器和墓志」 『考古』9, pp.482~484.

3 河南省博物館, 1972, 「河南安陽北齊範粹墓發掘簡報」 『文物』1, pp.47~57; 李知宴, 1972, 「談範粹墓出土的瓷器」 『考古』9, pp.53~55.

4 欒兆鵬, 2006, 「中國古代白瓷起源問題研究綜述」 『博物館研究』2, pp.73~77; 森達也, 2009, 「白釉陶與白瓷的出現年代」 『中國古陶瓷研究』15, pp.79~95.

5 李知宴, 1972, 앞의 논문, pp.53~55.

6 長谷部樂爾, 2008, 「北齊の白釉陶」 『陶說』660, pp.13~14.

7 李國霞, 2010, 「新發現曹村窯三種釉色陶瓷的初步分析」 『中國古陶瓷研究』16, pp.531~532.

8 易立, 2010, 「白釉綠彩器的產生, 發展與流向」 『四川文物』4, pp.86~91; 馮先銘·馮小琦, 1994, 「淺談白釉綠彩瓷器」 『收藏家』4, pp.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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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발견된 북제 채회유도는 모두 22점으로, 기

종으로 보면 삼계(三系) 혹은 사계관(四系罐)이 가장 많으

며, 그 외에 우(盂), 타호(唾壺), 장경병, 완(碗)이 있다. 출토

지는 산서성(山西省), 하남성, 하북성에 한정 분포한다(표 

1). 채회유도는 출토 유구의 성격에 따라 무덤과 가마로 나

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1. 북제시기 무덤 출토 채회유도 일람표

순번 기종 시기 출토지 크기(cm) 출처

1 청유황녹채우
武平元年

(570)
山西 太原 婁叡墓 기고6.2，구경4.6

『文物』,

1983.10

2

황유녹갈채관

武平二年

(571)
河南 安陽 賈進墓

기고17，구경6, 복경11.7

『考古』, 2011.4

3
기고 17.1, 

복경12.1

4 복경 11.9

5 기고17, 복경12.5

6 황유녹갈채타호
기고14，구경10，

저경11.8

7 백유녹채장경병
武平六年

(575)
河南 安陽 範粹墓

기고22，구경6.8
『文物』, 1972.1
『考古』, 1972.9

8 백유녹채삼계관 기고12.5

9 백유녹채사계관

武平七年

(576)
河南 濮陽 李雲墓

기고24，구경8.6

『考古』, 1964.9
10 백유녹채사계관

기고24，구경8.7,

저경9.5

11 백유녹채쌍계관

북제

河南 安陽

固岸 M72
미상

『華夏考古』,

2009.3

12
백유황녹채

삼계관

河北 磁縣

講武城
미상

『華夏考古』,

2014.1

13
백유황녹채

사계관
河南 安陽 北齊村墓

기고19.4，구경6，저경6.8

『河南唐代

白釉彩瓷』,

2008

14 황유녹채관 기고13.5，구경6.6,저경7.7

15
백유황녹채

사계관

수집품

기고21，구경7.3，저경8.5

16
백유황녹채

사계관
기고19，구경9.2，저경6.7

17 백유녹채관

수집품

기고14，구경6.5，저경7.5

18 백유녹채관 기고17.5，구경9，저경6

19 백유녹채관 기고13.2，구경9，저경8.2

20
백유황녹채

사계관

북조
河南 安陽

相州窯

기고19，구경7.5

『古陶瓷集粹』, 201021 백유갈녹채완 기고8.5，구경11

22 황유녹채관 기고16.7，구경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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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덤 출토품

 1) 산서성

1979년부터 3년간 발굴조사된 루예 묘(婁叡墓)9는 봉

토, 경사진 긴 묘도, 용도(甬道)와 묘실의 네 부분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묘실은 네 벽이 호선을 띠는 장방형 단실 전축

분(磚築墳)이다. 묘도 길이 21.3m, 용도 길이 8.25m, 묘실 

남북 길이 5.65m, 동서 너비 5.7m, 높이 6.58m이다(표 2-1

左). 600여점의 도용을 비롯하여 도기, 자기, 금은옥 장식

품, 철기, 직물 등 870여점이 출토되었으며, 묘실 내에서 1점

의 청유황녹채우(靑釉黃綠彩盂)가 채회유도로 확인되었으

나, 상세 출토위치는 알 수 없고 보고서에 의하면 묘실 동남

쪽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구연이 내만하며 둥근 동체

에 평저로, 태토는 순백색에 부드럽고 매끈하다. 우 내외면

에 옅은 청유를 시유하고, 외면 구연부터 바닥까지 녹유와 

황유를 번갈아가며 각각 7줄씩 수직선으로 장식했다. 녹유

는 유동성이 강해 번짐이 있으나, 황유는 번짐이 거의 없으

며, 장식으로 보아 얇은 붓으로 시유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

다(표 1-1, 2-1右). 

 2) 하남성

북제시기 채회유도가 가장 많이 발견된 곳으로, 그 중

에서도 안양시에 집중된다. 가진 묘(賈進墓)10는 안양현(安

陽縣) 안풍향(安豐鄉)에 위치하며, 단일 유구에서 가장 많

은 채회유도가 발견되었다. 무덤은 전축분으로, 묘도, 묘문, 

용도와 묘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묘실은 네 벽이 호선인 장

방형으로 사각천참식(四角攢尖式) 천정이다. 벽화는 없지

만 묘문과 묘실 내벽은 채색되어 있다. 묘실 중앙에서 관 흔

적과 인골이 발견되었으며, 묘도의 잔존 길이는 7.55m, 용

도 길이 1.72m, 묘실 남북 길이 2.9m, 동서 너비 3m, 높이 

2.44m이다(표 2-2左). 총 93점의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그 

중 채회유도는 모두 5점이 확인되었다. 황유녹갈채관(黃釉

綠褐彩罐) 4점은 묘실 내 서쪽과 중앙 각각 3곳에서 발견되

었으며, 기형과 시유가 거의 동일하다(표 1-2~5, 2-2中). 관

은 구연이 둥글게 말려 있고, 짧은 목 아래 동체가 둥글게 

부풀어 있으며, 평저이다. 흰색 태토에, 관 전체에 청색을 띠

는 황유를 시유하고, 구연부터 어깨에 녹유와 갈유를 짧은 

수직선으로 번갈아 시유하거나, 어깨부터 복부 중간까지 비

교적 길게 시유한 것이 있다. 공반된 타호는 진흙에서 발견

되었으나 상세 출토위치는 알 수 없다. 비교적 두꺼운 반구

(盤口) 아래 잘록한 목, 납작한 복부, 짧은 굽이 달린 저부로 

이루어져 있으며, 타호에 달린 뚜껑은 뉴(紐)가 이미 소실

되었다. 유색은 4점의 관과 바탕색이 동일하며, 타호 구연과 

복부 아래부터 저부, 뚜껑 외면에 갈색과 녹색의 유약이 세

로줄로 번갈아 시유되어 있다(표 1-6, 2-2右).

안양현 홍하둔촌에 위치한 범수 묘11는 경사진 묘도, 

묘문, 용도와 묘실로 이루어진 토동묘(土洞墓)로, 묘실은 평

면 방형의 궁륭형(穹隆形) 천정이다. 묘도는 입구가 좁고 묘

문 쪽이 넓은 사다리꼴이며, 용도는 장방형을 띤다. 묘실의 

북벽과 동벽에 벽화의 흔적이 발견되었으나, 출토 당시 이

미 묘실 내에 진흙이 가득 차 있어 흔적만을 확인할 수 있

었으며, 서쪽에 관상(棺床)의 흔적이 남아있다. 묘도 길이 

11.35m, 용도 길이 0.5m, 묘실 길이 2.88m, 너비 2.7m, 높이 

2.26m이다(표 2-3左). 출토된 77점의 유물 가운데 채회유도

는 2점이 발견되었다. 백유녹채장경병은 외반된 둥근 구연, 

길고 가는 목, 둥근 동체, 짧은 굽으로 이루어져 있다. 태토

는 세백질이며, 병 전체에 황유를 시유하고, 목 아래 복부 한 

면에만 녹색 유약을 길게 여러 번 칠하여 반점문(斑點紋)을 

이루고 있다. 붓으로 시유한 부분 가운데는 유약이 뭉쳐 짙

9 山西省考古研究所·太原市文物管理委員會, 1983, 「太原市北齊婁睿墓發掘簡報」 『文物』10, pp.1~23; 山西 省考古研究所·太原市文物考古研究所, 

2006, 『北齊東安王婁睿墓』, 文物出版社.

10 河南省文物管理局南水北調文物保護管理辦公室·安陽市文物考古研究所, 2011, 「河南安陽縣北齊賈進墓」 『考 古』4, pp.42~49; 河南省文物局, 2013, 

『安陽北朝墓葬』, 科學出版社, pp.49~65.

11 각주 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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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색을 띠며, 그 주위로 색이 옅어 유동성과 번짐 현상이 

비교적 명확하다(표 1-7, 표 2-3中). 공반된 백유녹채삼계관

은 둥근 구순, 짧고 곧은 목, 둥근 동체, 외반하는 짧은 굽이 

달린 저부로 이루어졌으며, 어깨에는 반원형의 둥근 구멍이 

뚫린 계가 동일 간격으로 3개 부착되어 있다. 동체 상반부에 

세로의 음각선으로 복연판문을 시문하고 끝단을 돌기처럼 

말아 올려 조각하였다. 구연부터 동체 상반부 전체에 옅은 

황색의 유약을 시유하고, 계와 계 사이에 수직의 녹채 선을 

2줄씩 시문하였으며, 총 3조를 동일 간격으로 장식하였다. 

태토는 회백색으로, 부드럽고 매끈하다(표 1-8, 표 2-3右).

복양현 저하사촌(這河些村) 서북쪽에 위치한 이운 묘

12는 부부합장묘로, 묘지석(墓志石)과 출토유물 이외에 무

12 각주 2) 참고.

표 2. 채회유도와 출토 유구 평면도 (붉은색 원은 채회유도 출토위치, 점선은 추정위치)

산서성

1. 婁叡墓 (『北齊東安王婁睿墓』, 2006)

하남성

2. 賈進墓 (『安陽北朝墓葬』, 2013)

3. 範粹墓 (『中國陶瓷全集4』, 2000; 『中國出土瓷器全集12』, 2007) 4. 李雲墓 (『河南唐代白釉彩瓷』, 2008)

5. 固岸M72 (『華夏考古』, 2009.3) 6. 北齊村묘(『河南唐代白釉彩磁』, 2008)

하북성

7. 講武城墓 (『華夏考古』, 2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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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의 크기와 구조에 대한 보고는 없다. 출토된 채회유도 2점 

이외에 도용(陶俑) 1점과 관 2점이 공반 출토되었으며, 이들

을 4점의 청자 관으로 보고하였다. 백유녹채사계관(白釉綠

彩四系罐)은 비교적 짧은 직구가 약간 내만하고, 계란형 동

체, 목 바로 밑 어깨에 4개의 반원형 계가 동일 간격으로 배

치되어 있으며 저부에 낮은 굽이 달려 있다. 태토는 유백색

을 띠며, 계 아래에 복선과 그 사이에 인동문을 모두 음각으

로 시문하였다. 인동문 아래 복판(複辦) 연화문을 음각 시

문하고, 끝단을 돌기처럼 뾰족하게 말아 올렸다. 유약은 관

의 구연부터 복부의 돌기 부분까지 옅은 황유를 시유한 뒤 

그 위에 수직으로 6줄의 녹유를 동일 간격으로 시유하였다. 

녹유는 색이 짙으며 번짐이 약간 있다(표 1-9, 2-4左). 공반

된 백유녹채사계관은 상술한 것과 기형, 크기, 문양, 태토, 유

약 등이 유사하다. 다만, 인동문 아래 음각의 연화문이 전자

는 복판(複瓣)이나 후자는 단판(單瓣)인 점, 어깨에 부착된 

사계가 전자는 반원형이나 후자는 장방형인 점, 녹채 장식이 

전자는 구연 아래 목부터 시작하지만 후자는 구연부터 동

체까지 이어지는 점 등의 차이가 있다(표 1-10, 2-4右). 

총 네 차례에 걸친 발굴조사를 통해 안양현 고안촌(固

岸村)에서 각기 다른 시기에 해당하는 수백 기의 무덤이 발

견되었는데, 그 중 2007년에 조사된 Ⅱ구역 내 북제시기로 

편년되는 M72에서 채회유도 1점13이 확인되었다. 무덤의 구

조와 유물의 부장 위치 등은 알 수 없으나, 다만 간보(簡報)

에는 본 무덤이 경사진 긴 묘도가 딸린 산형(鏟形) 동실묘

(洞室墓)라 밝히고 있다. 출토유물로는 대형 청자 고족반(高

足盤)과 사계연화문청자관(四系蓮花紋靑瓷罐) 등 자기 10

점이 있으며, 채회유도를 자기로 보고하였다. 백유녹채쌍계

관(白釉綠彩雙系罐)은 둥글게 말린 구연, 짧은 목에 타원형

의 동체, 평저로 이루어져 있으며, 목 아래 2줄의 음각선이 

있고 그 아래 대칭으로 고리 모양의 계가 2개 달려있다. 관 

전체에 황유를 시유하였고, 음각선 아래부터 동체 중·하부

까지 6줄의 녹채 수직선이 동일 간격으로 장식되어 있다. 전

체적으로 유약이 탈락된 부분이 많아 유약과 태토의 결합 

상태가 좋지 않으며, 유약의 광택도 적다(표 1-11, 2-5). 

안양현 북제촌(北齊村) 북제묘14에서도 2점의 채회유

도가 출토되었는데, 정식으로 보고되지 않아 무덤의 구조

나 크기 등은 알 수 없다. 백유황녹채사계관(白釉黃綠彩四

系罐)은 짧고 곧은 목에 타원형의 동체, 짧은 굽이 달린 저

부로 이루어져 있으며, 어깨 최상부에는 장방형에 둥근 구멍

이 뚫린 사계가 동일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다. 회백색 태토

로, 동체의 2/3 지점까지 음각의 연화문을 시문하고, 끝단은 

돌기처럼 말아 올렸으며, 구연부터 이 지점까지 백색의 투명

유를 시유하였다. 또한 계 아래부터 돌기까지 수직의 녹채

와 황채 선 8줄을 번갈아 장식하였으며, 구연부 안팎에 녹

유와 황유가 불규칙적으로 번져있는데, 이와 유사한 백유황

녹채관(白釉黃綠彩罐)과 비교하면, 원래는 의도적으로 장식

하였음을 알 수 있다(표 1-13, 2-6左). 황유녹채관(黃釉綠

彩罐) 역시 북제촌 출토품으로 알려져있는데, 전술한 북제묘

와 동일 유구에서 출토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관은 둥

근 구순이 약간 외반하고, 짧고 굵은 목, 둥근 동체, 짧은 굽

이 달린 평저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연과 동체 일부가 결실

되었다. 태토는 우윳빛을 띠며, 관 외면 구연부터 바닥까지 

옅은 황색의 투명유를 시유하고, 어깨부터 바닥까지 녹채 

반점을 동일 간격으로 3곳에 장식하였다(표 1-14, 2-6右). 

3) 하북성

2009년 강무성(講武城) 성벽 서쪽 강무성촌(講武城

村)에서 1기의 북제묘15가 발견되었으며, 도용, 도기와 함께 

채회유도 1점이 출토되었다. 본 무덤은 정식 보고되지 않았

으며, 출토된 백유황녹채사계관은 동체 하부가 결실되어 전

13 河南省文物考古研究所, 2009, 「河南安陽固岸墓地考古發掘收獲」 『華夏考古』3, pp.19~23.

14 鄭州市文物考古研究院, 2008, 『河南唐代白釉彩磁』, 科學出版社, pp.37~43.

15 王建保 외, 2014, 「河北臨漳縣曹村窯址考察報告」 『華夏考古』1,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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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높이를 알 수 없다. 태토는 회백색으로 입자가 세밀하지 

않다. 기형과 문양은 범수 묘 출토 백유녹채삼계관의 둥근 

동체, 2줄의 음각선, 복연판문과 유사하며, 유약 장식은 북

제촌 북제묘 출토 백유황녹채사계관과 같이 구연 안팎과 

동체 상반부에 황색과 녹색을 번갈아가며 8줄로 장식하였

다. 녹유와 황유 장식이 없는 부분에 백유의 탈락현상이 뚜

렷하다(표 1-12, 2-7).

2. 가마터 출토품

무덤에서 출토된 채회유도 이외에, 생산지를 알 수 있

는 가마터 출토품이 주목된다. 지금까지의 발굴조사에 근

거하여, 북제시기에 요업이 이루어졌고 채회유도를 생산하

였던 가마는 하남성과 하북성에 각 1곳씩 분포한다. 정식 

보고서가 출간되지 않아 가마 구조나 크기, 출토유물에 관

한 상세한 정보는 알 수 없으나, 간보의 내용을 토대로 아래

에 소개하겠다.

1) 하남성 상주요(相州窯)16

상주요는 안양시 원하(洹河) 남안에 위치하며, 1974년 

발견된 이후 총 5차례의 발굴이 이루어졌다. 조사된 자료

들은 대부분 수당대로 편년되는 것들이나, 1995년 현신점

향(縣辛店鄉) 영지촌(靈芝村)에서 조기 청자 가마가 발견

되었다. 출토된 소량의 자기는 기벽이 두껍고, 태토는 회백

색을 띠며, 동체 끝단 일부에는 유약을 시유하지 않았으며 

유동성이 강한데, 이는 전술한 채회유도의 특징과도 부합

한다. 본 발굴로 인해 상주요의 조업 시기가 수대(隋代)에

서 북조 만기로 소급되었으며, 북방 최대의 청자 가마이자 

가장 이른 백자를 소성했음이 확인되었다. 청자와 백자 이

외에도 채회유도가 출토되었으며, 자기로 보고된 유물들 중 

상당수가 유도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백유황녹채사계관은 상주요 출토품으로 알려진 것들 

중 하나로, 북제촌묘 출토 사계관과 기형, 유약장식, 태토, 

크기 등이 일치하며, 동일 지역 생산품으로 보아도 무방하

다(표 1-20, 3-1). 백유황녹채완(白釉黃綠彩碗)은 도록에서 

북조시기 것으로 밝혔으나, 곧고 깊은 배신부, 낮고 좁은 굽

이 달린 저부의 특징은 고안 M72 출토 청자완17이나, 가진 

묘 출토 청자완18과 동일한 전형적인 북제시기 완이다. 태

토는 광택이 있는 세백질이며, 저부 굽을 제외한 완 안팎에 

백유를 시유한 뒤 갈유와 녹유를 얇은 선으로 번갈아 장식

하였다. 광택이 있는 유약은 태토와의 결합이 양호하며, 유

약의 탈락현상은 확인되지 않았다(표 1-21, 3-2).

황유녹채관의 둥글게 말린 구연, 짧은 목, 타원형 동

체와 평저는 가진 묘 출토 4점의 채회유도관이나 루예 묘 

출토 도기 관19과 유사하며, 전형적인 북제시기 관의 특징

과 부합한다. 황유녹채관은 세백질 태토에, 구연부터 동체

의 대략 2/3 지점까지 황유를 시유하고, 4줄의 얇은 녹채 

선을 동일 간격으로 장식하였다. 태토와 유약의 결합이 양

호하며, 녹유는 유동성이 강하다(표 1-22, 3-3).

2) 하북성 조촌요(曹村窯)20

2009년 하북성 임장현(臨漳縣) 업북성(鄴北城) 동쪽 

성벽으로부터 50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가마로, 조업시

기의 상한은 동위(東魏)시기까지 소급된다. 이 발굴로 1기

의 가마가 확인되었는데, 북방에서 전형적으로 사용되던 외

형이 둥근 만두요(饅頭窯)로, 남북 길이 2.15m, 동서 길이 

1.9m이다. 가마입구, 요상(窯床), 연도(烟道)가 확인되었으며, 

16 孔德銘, 2014, 「安陽相州窯及相關問題研究」 『殷都學刊』1, pp.34~37.

17 河南省文物考古研究所, 2009, 앞의 논문, p.20.

18 河南省文物管理局南水北調文物保護管理辦公室·安陽市文物考古研究所, 2011, 앞의 논문, pp.44~45. 

19 山西省考古研究所·太原市文物管理委員會, 1983, 앞의 논문, p.13.

20 王建保 외, 2014, 앞의 논문, pp.24~29; 李江, 2010, 「河北省临漳曹村窑址初探与试掘简报」 『中國古陶瓷 研究』16, pp.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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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은 이미 무너져있었고, 반원형의 요상에는 용도를 알 수 

없는 전돌이 널려있었다. 가마 내에서 각종 토기, 유도, 청자 

잔편과 흑유완이 발견되었다. 이 외에 가마터에서 발견된 주

요 출토품으로 청·백·갈유 도기와 자기, 요도구(窯道具)가 

있으며, 그 중 태토가 회백색을 띠며 구연부에 녹채 장식이 

되어있는 발(缽) 잔편이 발견되어(표 3-4) 이 곳에서도 채

회유도가 소성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채회유도 잔편은 길이 

6.6cm, 높이 4.4cm로, 구연과 복부 일부만 잔존한다. 

Ⅲ.   북제시기 채회유도의  

제작특징과 의의

본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출토사례를 토대로 채회유

도의 기술적 속성과 사회적 의의를 알아보기로 하겠다. 채

회유도가 발견된 곳은 무덤이나, 이는 생산지인 가마터에서 

옮겨온 것이므로 양자를 함께 논하다면 그 실체를 파악하

는데 용이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북제 채토, 유약, 소성 

방면에서 살펴본 채회유도의 기술적 속성을 파악하고, 외형

적인 특징을 통한 채회유도의 형성과정을 구체화시키고자 

한다. 이와 함께, 채회유도가 출토된 곳의 분포 특징과 피장

자의 신분등급을 근거로 북제 사회에서 채회유도의 가치를 

살펴보겠다.

1. 채회유도의 기술적 속성과 산지문제

대다수의 보고서에서는 북제 채회유도를 자기로 보고

하였으나, 최근 조촌요에서 출토된 청유, 청황유, 갈유 유물

의 두 차례 성분분석실험을 통해 ①유약에서 검출된 다량

의 산화연(PbO2)을 근거로 이들이 “연유”에 속한다는 점 ②

태토의 흡수율을 측정한 결과 5% 내외로 “자토”를 사용한 

점 ③소성온도를 측정한 결과 1050~1100℃로 소성했던 점

표 3. 가마터 출토 북제 채회유도

하남성

상주요

1.백유황녹채사계관 2.백유황녹채완 3.황유녹채관

(『古陶瓷集粹』, 2010)

하북성

조촌요

4.백유녹채유도발 잔편 (『華夏考古』, 2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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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밝혀졌다.21 이들 유물과 채회유도는 유약, 태토, 소성온

도에서 유사성을 가지므로, 이를 근거로 북제 채회유도의 

제작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채회유도의 태토는 회백색 혹은 흰색으로 이전 시기

까지 보이던 홍색 혹은 갈색의 산화철이 다량 함유된 태토

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며, 정선된 세백질의 원료를 사용

하였는데, 이는 북제시기 제작된 자기의 태토와 동일하다. 

태토가 흰색을 띠는 이유는, 태토에 함유된 Al2O3 성분 때

문으로, 조촌요 출토품은 대부분 함유량이 25% 내외인데, 

이는 남방지역 육조시기 청자 태토의 Al2O3 함유량이 15%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수치이다.22 또한 Al2O3는 

용융점을 높여 소성온도가 낮으면 강도가 약해지거나 흡수

율이 높아지는 등의 결함이 발생하기 때문에, Al2O3가 다량 

함유된 태토를 사용하면 소성온도가 높아지게 된다. 한편 

상주요 인근의 안양현 선응진(善應鎮) 소남해(小南海) 일

대에 소재한 산에 다량의 자토가 매장되어 있으며, 이들이 

상주요의 유도와 자기에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으로 보

건대,23 자토를 가마 부근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유도는 납성분이 다량 함유된 “연유”를 “도토(陶土)” 

위에 시유하여 600~800℃의 저화도에서 소성한 것으로, 

SiO2를 주성분으로 하는 유약을 “자토(瓷土)” 위에 시유하

여 1200℃ 내외로 소성하는 자기와는 구별된다. 즉, 북제 

채회유도나 녹유도기를 육안으로 관찰하면 광택이나 빙열 

등 외관상으로 보아 자기와 구별이 어려우나, 유약에 사용

된 주재료를 살펴보면 자기 유약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유는 납의 화학적 성질로 인하여 용융점이 낮아져 

저온에서 소성되며 한계 온도치를 초과하면 유약이 녹아버

려 폐품이 발생하나,24 실험 결과 이들은 모두 1000℃가 넘

는 고온에서 소성되었음이 밝혀졌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태토와 유약을 따로 소성하였기 때문이다.25 즉, 자토

를 원료로 한 소태(素胎)를 고온에서 한 번 소성한 뒤, 연유

를 시유하여 저온에서 재차 소성하여 제작한 것이다. 유도

의 2차 소성은 북위시기에 이미 출현하였으며,26 이후 당삼

채 제작에 본격적으로 채용된다.

북제의 채회유도는 바탕색을 칠하고 그 위에 다른 색

의 유약을 장식하는 소위 “유상회채” 기법을 사용한다.27 

유도의 유상회채 기법은 서한 복색유도에 그 전통이 있다. 

바탕 유약을 제외한 장식 유약은 한 가지 색만을 사용하거

나 두 가지 이상의 색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나뉘

며, 전자를 단채(單彩), 후자를 복채(複彩)로 구분한다. 채

회 방법은 일정 간격을 두고 수직선을 그리거나, 일정 면적

의 녹채를 동일 간격으로 배치하는 것이 있다(표 4).

한편, 현재까지 발굴을 통해 확인된 채회유도의 생산

지는 조촌요와 상주요 두 곳으로, 양자는 직선거리로 약 

18km 떨어져있으며, 채회유도가 출토된 무덤들 대부분이 

21 陳嶽 외, 2013, 「河北臨漳曹村窯址青釉器物工藝特征研究」 『岩礦測試』2, pp.64~69; 王建保 외, 2014, 앞의 논문, pp.24~29. 

22 李家治, 1998, 『中國科學技術史·陶瓷卷』, 科學出版社, pp.116~119. 

23 孔德銘, 2014, 앞의 논문, p.38.

24 李家治, 1998, 앞의 책, p.464.

25 陳嶽 외, 2013, 앞의 논문, p.67.

26 山西大學曆史文化學院 외, 2005, 『大同南郊北魏墓群』, 科學出版社, p.554.

27 본문에서 언급하는 “유상회채” 기법은 도기의 바탕 유약 위에 채색을 가하는 일종의 유약 중첩을 가리키는 것으로, 자기에 사용되는 2차 소성으로 제작되는 

“유상채”와는 구분되는 용어이다. 

표 4. 북제 채회유도의 장식기법 분류

채회장식 채회문양 채회유색 비고

단채
수직선문

녹채
표 2-4

반점문 표 2-6右

복채 수직선문
황녹채 표 3-1

갈녹채 표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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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마터의 반경 10km 이내에 분포하여 거리상으로는 산

지를 구별하기 힘들다. 또한 루예 묘 출토품은 두 가마에서 

약 400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으나, 상주요 출토 황유

황녹채완의 장식과 매우 유사하며, 진양(晉陽)에서 유일하

게 발견된 채회유도인 점과, 당시 업성(鄴城)과 진양간 인

적, 물적자원의 왕래가 빈번하여 자연스레 교통이 발달하

였다는 주장에 근거하면,28 상주요 생산품의 이동을 충분

히 상정해볼 수 있다. 이외에 육안으로 관찰 가능한 특징을 

통한 산지 추정으로, 조촌요 출토품과 범수 묘, 강무성 서

성벽 근처에서 발견된 북제묘 출토 채회유도와의 비교를 통

해 태토 질과 유약 색, 채회장식, 기형에서 다수의 유사점

을 확인하여, 이들의 생산지를 조촌요로 특정한 바 있다.29 

그러나 조촌요와 상주요 출토품 모두 회백색 태토에, 기형

과 장식 또한 유사하여 물리적 성질만으로 산지를 구분하

기는 매우 어렵고 정확도도 떨어지므로 이는 차후 과학적 

실험결과를 기대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두 곳의 가마 외

에 지금까지 확인된 다른 북조시기 가마터에서는 채회유도

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채회유도의 생산중심을 이 두 곳

의 가마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사진 1.   북위시기 유도의 제작 속성 1. 대동 남교 M35 출토 녹유도호(左: 필자촬영, 右: 大同市博物館 제공), 2.북위 낙양성 대시유적 출토 흑유백채완(필자촬

영), 3.북위 낙양성 출토 백유녹채도 잔편(射明良 2014: 70).

28 山西省考古研究所·太原市文物考古研究所, 2006, 『北齊東安王婁睿墓』, 文物出版社, p.186. 

29 王建保 외, 2014, 앞의 논문,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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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제 채회유도의 형성과정

북제 채회유도는 도토에 연유를 시유하여 소성한 유

도와는 다소 이질적인 성격을 띠는 것으로, 유상회채 기법

을 채용하고 자토를 원료로 한 태토에 연유를 시유하여 각

각을 따로 소성한 것이다. 이러한 제작기술은 북방 조기 유

도 변천사의 한 획을 긋는다고 할 수 있다. 육안으로 관찰

해보면 동시기 자기와 구분이 어려우며, 북제시기 유도와 

청자, 청자와 백자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

다. 동시에 북제 채회유도와 서한 이래에 생산된 복색유도 

간에 물리적, 화학적인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북제시기 채회유도에 채용된 세 가지 신기술

(자토 사용, 유상회채, 2차소성)은 북위시기 연유도기에 이

미 사용되었다. 산서성 대동시(大同市) 남교(南郊) 북위시

기 무덤군 중 M35에서 출토된 녹유도기호는 자토를 사용

하여 성형 후 초벌한 뒤 녹유를 시유하여 2차 소성으로 제

작한 것으로, 유약이 박리되어 태토가 노출된 부분이 회백

색을 띠고 있다(사진 1-1). 이는 적어도 북위 평성(坪城) 시

기(398~494)에 이미 자토를 채용한 연유도기가 제작되었

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유상회채의 대표적인 사례는 북위 

낙양성(洛陽城) 대시(大市) 유적에서 출토된 흑유백채완

(黑釉白彩碗)에서 찾을 수 있다(사진 1-2). 태토는 비교적 

세밀하며 기벽이 얇은 편으로, 성형 후 기물 전체에 흑갈색 

유약을 시유한 후 흰색의 연주문을 장식하였다. 작은 크기

의 연주문이 박리된 곳 아래에 흑유가 시유된 것으로 보아 

유상회채 기법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바야시 히토

시(小林仁)는 북위 선무제(宣武帝) 능으로 추정되는 경릉

(景陵)에서 발견된 복색유도완 1점과 대시 유적 출토 완 모

두 화장토를 사용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30 즉, 북위시기 이

미 자기에 사용되는 다양한 제작기술들이 유도에도 동일하

게 채용되었으며, 단색·복색유도에 모두 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북위 낙양성에서 북제시기 

채회유도의 전신(前身)이라 생각되는 백유녹채유도 잔편이 

출토되었다는 것이다(사진 1-3). 백색 유약 위에 한 줄의 녹

채 장식이 수직으로 장식된 것은 북제 채회유도와 동일하

나, 붉은색 태토로 보아 도토를 원료로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로써 북위와 북제의 제작기술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동시에 채회유도의 장식과 제작기술의 전통이 북위시

기부터 이어져 왔음을 반증하고 있다.

 한편 북제 채회유도의 다수를 차지하는 삼계 혹은 

사계 연판문관은 북위시기까지 북방지역에서 전혀 보이지 

않다가 동위시기 돌연 유도와 자기로 제작되기 시작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하남성 안양시 조명도(趙明度) 묘에서 출

토된 청유복연판문사계관(青釉覆蓮瓣紋四系罐)이다(사진 

2-1). 둥근 기형의 관은 어깨부터 동체 중간까지 비교적 넓

은 연판문이 조각되어 있으며, 어깨에는 4개의 사각형 계

가 동일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연판문관의 시원

적인 형태는 동진(東晋)시기로 비정되는 사천성(四川省) 성

도시(成都市)에서 출토된 청유복연판문육계개관(青釉覆蓮

瓣紋六系蓋罐)에서 찾을 수 있다(사진 2-2). 둥근 동체의 

중간 부분에는 밖으로 살짝 말린 연판문이 중첩으로 조각

되어 있으며, 어깨에 단면 사각형의 계가 6개 달려있다. 조

명도 묘 출토품과 전체적으로 유사하나, 뉴와 계의 형태에

서 세부적인 차이를 보인다. 특히 계의 형태는 지역적 차이

를 명확히 반영하는데, 남방지역의 사각형 계가 교각형으

로 사다리꼴을 띠는 반면, 북방지역의 계는 직사각형에 둥

근 구멍이 뚫려 있다. 범수 묘 출토 삼계관과 북제촌 출토 

사계관(사진 2-3)의 기형과 비교해보면, 북제시기 연판문관

은 모두 뚜껑이 없는 형식이며, 동체 상부에 수직의 음각선

을 추가한 연판문이라는 점에서 시간적 특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다.

요컨대, 북제 채회유도의 형성은 북위시기 백유녹채 

장식과 남방 자기 기형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것으

로, 특히 북위시기 유도제작에서 발생한 기술적인 변화가 

더해져 탄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0 小林仁, 2012, 「北齊鉛釉器的定位和意義」 『故宮博物院院刊』5, p.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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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묘주 신분으로 본 채회유도의 사회적 위치

지금까지 살펴본 북제시기 채회유도의 출토지점을 표

시한 것이 <그림 1>이다. 출토사례로 보아, 북제의 강역(疆

域)이었던 산동성(山東省), 북경(北京), 강소성(江蘇省) 북부 

등지에 소재하는 북제시기 무덤에서는 채회유도가 출토되

지 않았으며, 당시 북제의 수도였던 업성(鄴城)과 별도(別

都)31였던 진양(晉陽) 일대에 집중 분포한다. 다시 말해 이

는 북제시기 채회유도의 소비가 수도를 중심으로 하는 경

기지역에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또한 채회유도를 생산

한 두 곳의 가마터가 업성에서 멀지않은 곳에 위치하고, 채

회유도가 출토된 무덤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점에서, 

당시 생산과 소비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분포하고 있음을 반

증한다. 주목할 점은, 조촌요는 업북성(궁성) 성벽 밖으로 

불과 500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도성 전체 범위를 고려

해보면 외곽성 내에 위치하는 것이므로 이곳이 관영 공방

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또한 채회유도 출토 

무덤이 가장 밀집 분포하는 지역이 하남성 안양시이며 그 

중심에 상주요가 있어, 조촌요와 상주요의 이원체제로 황실

과 귀족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수급했다고 생각된다. 

북제 채회유도는 기년명 자료가 있는 무덤에서 다수 

확인되어 연대를 판별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며, 더불

어 피장자의 신분적 위치 또한 명확하다. 채회유도가 부장

된 무덤 피장자의 신분에서 공통점이 확인되는데, 바로 “대

장군” 관직을 지냈다는 것이다. 대장군은 무관(武官) 명으

로 장군 중 가장 높은 칭호이며, 북제시기 대장군은 삼공

(三公)의 위, 상공(上公)과 대사마(大司馬) 아래로, 정일품

(正一品)에 속한다. 루예를 비롯한 가진, 범수, 이운 모두 거

기(车骑) 혹은 표기(骠骑) 대장군 관직을 지냈으며 생전의 

관직이 표기대장군인 화소융(和绍隆), 한예(韩裔)의 무덤

에서는 채회유도가 확인되지 않아 북제 채회유도 출현시기

의 상한을 570년으로 상정할 수 있다(표 5).

니룬안(倪潤安)은 북제시기 업성과 진양지역에서 확

인된 무덤들을 묘실 크기 및 형식, 피장자의 신분을 기준으

로 이를 3등급으로 나누었다. 1등급은 황릉, 2등급은 왕의 

작위를 받은 고급 관리묘, 3등급은 중·하급 관리묘로 분류

하고, 전실묘가 토동묘32보다 등급이 더 높다고 판단했다.33 

이 기준에 따르면 동안왕(東安王) 작위를 받은 루예 묘만

이 2등급에 속하고, 범수 묘와 가진 묘는 3등급에 속한다. 

31 『隋書』卷三十 「地理志中」, “太原山川重複, 實一都之會, 本雖後齊別都, 人物殷阜, 然不甚機巧.”; 『北齊書』卷四十 「白建傳」, “晉陽, 國之下都, 每年臨幸, 征詔差科, 

責成州郡.” 이상의 기록에 근거하여 晉陽이 別都(下都)로 기능했음을 알 수 있다.

32 지하 횡혈식묘를 가리키며, 지표에서 아래로 수혈을 파고, 그 옆에 다시 횡혈의 묘실을 파서 만든 형식으로,본문의 토동묘는 모두 전돌을 사용하여 축조하였다.

33 倪潤安, 2015, 「北齊墓葬文化格局論」 『故宮博物院院刊』2, pp.55~58.

사진 2.   북제 채회유도 연판문관의 형성 1.동위 조명도 묘 출토 청유복연판문사계관(河南省文物局 2013: 彩板53), 2.동진 사천 성도 출토 청자복연판문육계

개관(金維諾·李輝柄 2010: 286), 3.북제 북제촌 출토 백유황녹채연판문사계관(河南唐代白釉彩瓷 2008: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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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북제 채회유도 출토 무덤 일람표(△: 그림은 없으나 채색은 되어있음) 

명칭 소재지 피장연대
묘제
묘실

길이x폭(m)

부장품 수량

벽화

피장자 관직
채회
유도
수량

출처

도용
자기/
유도

생전(生前) 사후(卒后赠)

高洋墓 河北
磁縣

 天保十年

 (559)

전실

7.65x7.4 1805 자10 ○ 황제 0
『唐代人』,

2009.7,8

库狄迴
洛墓

山西
寿阳

太宁二年

（562）

전실

5.4x5.4 120+ 유33 ○
朔州刺史/夏州刺史
建州刺史/顺阳郡王

大将军/太尉定
州刺史 0

『考古学报』,

1979.3

崔昂墓 河北
平山

天统二年

（566）

전실

직경10 10 자14 ○
尚书左丞/度支尚书七兵/中书
令/广武太守/光禄勋/太常卿 赵州刺史 0

『文物』,

1973.11

韩裔墓 山西
祁县

天统三年

（567）

전실

길이4 120 자7 ×
高密郡开国公/凉州刺史/青州
刺史/骠骑大将军/

中书监/
叁州刺史 0

『文物』,

1975.4

尧峻
夫妇墓

河北
磁縣

天统三年

（567）

전실

4.3x4.5 33 자5 ○
辅国将军/南岐刺史/
怀州刺史

骠骑大将军/
赵州刺史/ 开府
仪 同 叁 司 中 书
监/开国侯

0
『文物』,

1984.4

和绍隆
夫妇墓

河南
安陽 

天统四年

（568）

전실

3.6x3.5 223 자1 ×

明威将军/征虏将军北豫州骠
大府司马/前将军/正东将军/
骠骑大将军

都 督 东 徐 州 诸
军事/
骠骑大将军/
东徐州刺史

0
『中塬文物』,

1987.1

婁叡墓 山西
太原

武平元年

(570)

전실

5.7x5.65 610 자76 ○

南青州东安郡王太师/光州刺
史/右卫将军/骠骑大将军/太尉
/领军大将军/丰州刺史/并州刺
史/大司马/太傅

右丞相/太宰太
师/太傅使

발1
『文物』,

1983.10

賈進墓 河南
安陽

武平二年

（571）

토동

2.9x3 64 자18 △
车骑大将军/
青州刺史/上卿

관4
우1

『考古』,

2011.4

刘通墓 河南
安陽

武平三年

（572）

전실

3.96x4.3 10+ 자1+ ×
征虏将军/梁州刺史/颍州刺史/
郢州刺史/骠骑大将军/仪同叁司

赵州刺史/
中书监 0

『安阳北朝墓葬』,

2013
贾宝墓 河南

安陽
武平四年

（573）

전실

3.8x3.2 68 자15 ×
车骑大将军/
郑州扶沟县令 0

李贵墓 河南
安陽

武平四年

（573）
불명 10+ 0 × 冠军将军 0

範粹墓 河南
安陽

 武平六年

 （575)

토동

2.88x2.7 67 유13 △
骠骑大将军/开府仪同叁司/
凉州刺史

东雍州刺史/
太傅卿

관2
병1

『文物』,

1972.1

高润墓 河北
磁縣

武平六年

(575)

전실

6.4x6.45 381 자17 ○

尚书令/历司徒/太尉/大司马/
司州牧太保/河南道行台/录尚
书/文成郡公/太师/太宰/定州
刺史

左丞相 0
『考古』,

1979.3

李雲墓 河南
濮陽

武平七年

(576)
불명 1 유4 不明

平东将军/尚书左丞镇东将军/
光禄大夫平塬太守/鉅鹿太守/
车骑大将军

豫州刺史 관2
『考古』,

19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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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570년 이후로 편년되는 무덤 중 피장자가 생전에 모

두 대장군을 지낸 범수 묘, 가진 묘와 유통 묘(刘通墓),34 

가보 묘(贾宝墓)35를 비교해보면 전자는 토동묘, 후자는 전

실묘이며, 전자의 묘실 크기가 후자보다 다소 작고, 출토

된 도용과 유도 및 자기 수량이 후자를 압도하는 점, 전자

의 묘실 벽에 그림은 없지만 채색이 되어있고 후자는 아무

런 장식도 없는 점으로 미루어보건대, 전자가 후자보다 등

급이 다소 높다고 여겨진다. 게다가 전자에서만 채회유도가 

출토된 것으로 보아, 북제시기 채회유도를 부장했던 무덤의 

등급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무덤 내에 채회유도 부장수

량은, 북위시기에 1점만이 부장된 것과 달리, 북제시기에는 

1~5점 등 전기에 비해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가장 선호했던 기형은 관으로 4기 중 3기의 무덤에서 채회

유도관이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570년 이후로 편년되는 중형묘 가운데, 

채회유도가 출토된 무덤과 그렇지 않은 무덤의 규모면에서

는 엄격한 구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보다는 벽화의 

유무나 도용의 수량이 의미하는 바가 더 크다고 생각되는

데, 황릉이나 고급 관리의 무덤에서 보이는 특징이 이를 반

증한다. 또한 피장자 신분으로 보아 구체적으로는 정일품에 

상당하거나 혹은 그 이상의 계급에 해당하는 무관의 무덤

에 한정되어 채회유도가 확인되며, 공반된 자기와 비교하면 

적은 수인 점에서, 북제에서 채회유도의 가치가 매우 높았

다는 점을 시사한다.

34 河南省文物局, 2013, 앞의 책, pp.14~23.

35 河南省文物局, 2013, 앞의 책, pp.80~97.

그림 1.   북제 채회유도 출토지점 및 주요 유적 분포도(■:성 ●:무덤 ◎:가마) 1.晉陽宮(別都), 2.婁叡墓, 3.鄴城(都城), 4.講武城墓, 5.固安M72, 6.賈進墓, 7.範

粹墓, 8.北齊村墓, 9.李雲墓, 10.相州窯, 11.曹村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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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본고는 그동안 연구자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북제 채

회유도의 특징과 형성과정 및 사회적 의의에 대해 연구하였

다. 그 결과, 당삼채의 전신으로 알려져 있는 북제 채회유도

는 형성 과정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었으나, 본 연구

를 통해 북위 복색유도의 제작기술 및 장식과 남방지역 자

기 기형이 결합되어 형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북위시

기 복색유도는 한대(漢代) 복색유도와 북제 채회유도를 잇

는 과도기적 단계로, 기존의 유도 생산기술의 변화로 한대

의 유도 제작전통과는 또 다른 계통을 만들어내었으며, 유

도뿐 만 아니라 자기의 생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도 제작기술에 있어 북위 혹은 그 이

전 시기부터 시작된 태토와 유약의 변화는 주목할 점으로, 

태토의 변화가 소성 기술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양질의 유

약을 생산하려는 노력이 더해져 북제의 채회유도와 함께 자

기에 가까운 유도가 탄생했다고 볼 수 있다. 채회유도 출토 

무덤의 분석을 통해 묘 주인이 고급 무관이라는 신분에 특

정되어 있었으며, 동시에 도성을 중심으로 한 경기지역에서

만 출토되는 한정적인 분포상황으로 미루어보건대 채회유

도가 당시 자기와 함께 고급기물에 속한 것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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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called the “Painted lead glaze pottery” that is painted green, brown, yellow over white or light yellow 

glazed base among glazed pottery in the Northern Qi Dynasty. Even though the white glazed pot painted 

green with three ears and the yellow glazed jar painted green with long neck is found in the Fan-cui Tomb in 

Honghetun Village, Anyang City, Henan Province in 1971, these potteries were not focused in academic circles. 

While the white glazed pottery found with them was thought as the earliest evidence of the white porcelain that 

the date is clear, it has constantly been discussed so far. 

In this paper, focused on the painted lead glaze pottery, the materials from tombs and kiln sites are 

organized, and based on them, the decoration feature and production technique is analyzed. The emergence 

time of this pottery is checked by the date of tombs and the social value of this pottery is considered by the 

position of the buried person. The painted lead glaze pottery of the Northern Qi Dynasty has independent 

character such as porcelain clay, twice firing burning and painting technique over glazed base. This character 

emerged from several glazed potteries in the Northern Wei Dynasty and it continued to the Northern Qi 

Dynasty. At last, the white painted lead glazed pottery appeared. The painted lead glaze pottery was formed by 

the combination of a shape of the ceramic in Southern China and painting technique after the Northern Wei 

Dynasty in Norther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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