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8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50. No. 4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50 No. 4, December 2017, pp.38~63.
Copyright©2017,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본 논문은 조선시대 음각운문청자의 제작 추이에 주목하여 관요 운영이 지방 가마에 미친 영향과 그 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규명을 

시도한 글이다. 이를 위해 음각운문청자가 제작된 가마와 제작시기를 밝히고, 15세기 관요에서 제작된 청자의 문양을 확인하는 동시에 

관요가 설치 운영된 이후 지방에서 자기가 제작된 양상을 살펴보았다. 

음각운문청자는 관요가 운영되기 이전 전라도 일대에서 공물자기와 함께 제작되던 청자였다. 동일 가마에서 제작된 여타의 자기에 

비해 태토의 발색이 밝고 정제수준이 높았으며 시유상태와 유조가 고른 양질 자기였다. 더욱이 음각운문청자에 일정한 규격과 위치로 

시문된 문양은 고려청자의 운문과 조선시대 공예품의 운문이 독창적으로 반영된 특징을 보였다. 특히 음각운문청자는 관요가 설치되기 

이전에 각 지역별로 다양한 공예적 특징을 보일 수 있었던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지역색이 뚜렷하게 반영된 자기였다.

지방 가마는 관요의 설치와 운영으로 인해 많은 영향을 받았다. 양질 백토를 사용하는데 제약을 받았고, 자기 공급처의 변경에 

따라 왕실과 중앙 관청이 아닌 지방 관아나 민가에서 사용할 자기를 제작해야했다. 뿐만 아니라 기술력이 뛰어난 사기장의 대다수는 

관요로 차출되어 지방의 자기 제작에 큰 타격을 끼쳤다. 그 결과 관요가 운영된 이후 지방 가마의 대다수는 인력과 자원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음각운문청자 역시 전라도 일대 가마에서 더 이상 제작되지 않았다. 반면에 관요에서는 지방 사기장 기술력의 이전에 따라 음각

운문청자가 일시적으로 제작되는 양상을 보였다. 즉, 음각운문청자는 관요로 차출된 전라도 사기장의 기술력이 관요에 투영된 증거인 

동시에 관요 자기의 제작이 이내 안정되었음을 보여주는 단서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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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청자발(신수 1098, 사진 1)

과 청자접시(신수 1177, 사진 2)는 파손되거나 수리된 흔적

이 없는 완형임에도 이들에 대한 논의는 구체적으로 이뤄

지지 않았다.1 해당 청자들은 공통적으로 밝은 발색의 태토

에 투명한 청자유약이 고르게 시유되었으며 내면에 문양이 

음각으로 시문되어 있다. 문양은 바람에 구름이 휘돌아가

는 형태의 운문(이하 영지형 운문)과 여의두에 꼬리가 달려 

만(卍)자를 닮은 운문(이하 만자형 운문)이 내측면과 내저

면 중앙에 각각 위치하였다.2 

구름(雲)은 운수(運)와 동음(同音)이라는 점에서 길운

(吉運)을 가져다주는 대상으로 인식되었다.3 이미 삼국시대 

이전부터 금속기, 벽화, 회화 등에 시문된 문양 소재가 되었

고, 고려 중후반 청자의 문양으로도 사용되었다4(사진 3). 

조선시대에도 운문은 회화, 불화, 막새, 단청, 불상, 부도, 동

경, 나전칠기, 도자기, 직물, 의복 등 다종다양한 대상에 시

문되었다.5 다만 조선시대의 운문은 고려시대의 운문과 문

1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음각운문청자에 대해 처음으로 거론한 논문으로 김영원, 1991, 「朝鮮靑磁에 관한 再考察」 『美術資料』48, 국립중앙박물관.

2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우리나라 전통 무늬 직물』, p.354. 

3 『삼국유사』 권 제1, 「고조선」. 

4 공주대학교박물관, 1995, 『구룡사지』, 원색도판8; 이혜경, 2010, 「高麗時代 靑瓷 雲鶴文 硏究」,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4∼5. 

5 강희주, 2002, 「단청에 있어서 음양오행설에 의한 색채 표현」,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4; 국립고궁박물관, 2011, 『조선왕실의 御寶』 제3권, pp.10~11;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05, 『인천 석남동 회곽묘 출토복식』, p.92; 김민정, 2003, 「朝鮮時代 出土服飾에 나타난 雲 ･ 雲寶紋 硏究」,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7, 『韓國의 甲冑』, p.195, 209; 제주대학교박물관, 1992, 『法華寺址』; 한강문화재연구원, 2011, 『서울 군기시터 유적(본문)』, p.572.

사진 1.   청자음각운문발, 13.8×6×7.1(cm)(국립중앙박물관, 신수 1098). 사진 2.   청자음각운문접시, 12.5×4.4×6.9(cm)(국립중앙박물관, 신수 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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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형태면에서 차이를 보이며 특히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

된 청자발과 청자접시의 문양구성은 고려청자에서 동일한 

예를 확인하기 어렵다.6

음각운문청자에 대한 연구는 제작처에 대한 언급 없이 

기형과 유색을 통해 15세기 2/4분기로 제작시기를 상정하는

데 머물러 있었다.7 뿐만 아니라 연구자 혹은 보고자별로 운

문의 명칭을 연봉문, 연화문으로 다양하게 칭하고 있다.8 다

만 최근 운문에 대한 설명과 함께 완주 화심리 가마와 광주 

충효동 가마에서 경기도 광주 우산리 4호 요지에서 수습된 

음각운문청자와 유사한 문양이 청자에 시문된 사실이 언급

되었다. 또한 이를 근거로 관요 청자 제작에 미친 지방 자기

의 영향이 거론되는 등 보다 면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

었다.9 이에 본고는 앞서 살펴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청자

발과 청자접시를 음각운문청자로 통칭하고, 음각운문청자의 

제작시기와 제작지역, 제작의 변화추이를 밝히는데 집중하

려 한다. 나아가 음각운문청자의 제작과 관요 운영을 결부시

키고, 관요가 본격적으로 설치 운영된 15세기 후반부터 16세

기까지 지방의 자기 제작양상에 주목함으로써 중앙 관제적

인 가마 운영(관영)이 지방 가마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10 이를 통해 그동안 관요의 설치 시점과 운영체계, 백자

제작과 청화안료의 수급 등에 집중되었던 조선시대 도자사 

연구실태를 직시하고, 관요 운영에 있어 인력의 이동과 수급, 

그에 따른 대응책에 주목함으로써 관요와 지방 가마 간의 관

계와 영향에 대한 연구의 시작으로 평가되기를 기대한다.

6 이혜경, 2010, 앞의 논문, p.69(표 5);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5, 『한국의 무늬』, p.89.

7 김영원, 1991, 앞의 논문, pp.5~7.

8 한울문화재연구원, 2016, 『강진 전라병영성 성내부 유적Ⅱ』, p.166; 한울문화재연구원, 2017, 『강진 전라병영성 성내부 유적Ⅲ』, p.378.

9 오영인, 2017a, 「조선 관요 청자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131~133.

10 조선시대 관영 자기 가마에 대한 용어는 연구자별로 관요(官窯), 분원(分院), 분원관요(分院官窯)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본고는 ‘분원’이라는  

용어가 1625년에 처음으로 기록에 명시된 사실을 근거로 음각운문청자가 제작된 15세기와 시기상 차이가 있는 점, 분원이 본원(本院)에 상대적인  

의미이자 자기 가마에 한정되지 않은 사실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시기에 상관없이 관영 자기가마를 통칭할 수 있는 용어로 ‘관요’를 사용하고자 한다.  

박정민, 2014a, 「조선 전기 관요의 성립과 그 명칭에 대한 일고찰」 『미술사와 문화유산』3, 명지대학교 문화유산연구소, pp.94~95; 오영인, 2017a, 앞의 

논문, pp.9~13. 

사진 3.   청자상감운학문발(고려, 공주 구룡사지 출토). 사진 4.   <사진 1>의 굽 내면, ‘霊’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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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한정된 지역과 기간에 제작된  

음각운문청자

1. 음각운문청자가 제작된 지역과 양상

음각운문청자가 출토된 생산유적은 곡성, 광주, 나

주, 영광, 영암, 완주 등 전라도 일대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된다.11 이와 관련하여 앞서 청자음각운문발(신수 

1098)의 굽 내면에 표기된 ‘霊’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진 4). 해당 명문은 선행의 연구에서 ‘영(靈)’명으로 이

해되었으며 영광(靈光) 혹은 영암(靈巖) 일대를 의미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12 실제로 최근 서울 종로 청진동 일

대에서 이뤄진 발굴조사에서 유사한 필체의 ‘영암열(靈巖

烈)’명이 분청사기의 명문으로 확인되었다13(사진 5). 이

에 따라 음각운문청자의 ‘영(靈)’명 또한 전라도 영암 일

11 국립광주박물관, 1988a, 『전남지방 도요지 지표조사Ⅱ』, p.98, 112, 215, pp.24∼25, 32∼35; 국립중앙박물관, 1992, 『光州 忠孝洞窯址 - 粉靑沙器·白磁 

가마 퇴적층 조사 -』, p.33, pp.159∼160; 전남문화재연구원, 2005, 『전남 곡성 구성리 요지』, p.105, 189.

12 김영원, 1991, 앞의 논문, p.5.

13 박정민, 2014b, 「조선 전기 명문백자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71.

사진 5.   분청사기접시, 靈巖烈명(서울 종로 청진동 유적 출토, 한울문화재연

구원 발굴).

사진 6.   분청사기상감운문발(광주 충효동 요지 출토, 국립광주박물관).

사진 7.   청자음각운문고족배편 및 초벌접시편(광주 충효동 요지 폐기물퇴적층 E2 출토, 국립광주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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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를 지칭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영지형 운문과 만자형 

운문이 하나의 조합을 이루는 문양구성은 분청사기에서

도 일부 확인되었다14(사진 6). 흥미롭게도 이들 역시 전

라도 일대 생산유적에 한해 확인되어 음각운문청자가 전

라도를 중심으로 제작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광주 충효동 가마는 음각운문청자가 제작된 가마 중

에서 발굴조사를 통해 가마의 운영시기와 성격, 음각운문청

자의 출토 층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가마로 대표적이다. 특

히 요지의 발굴조사 과정에서 대규모 퇴적층이 확인되어 자

기 제작의 변화추이를 보여주었다.15 그 중에서 1430~1450

년경으로 편년되는 E2구역에서는 음각운문청자가 고족배, 

14 국립중앙박물관, 1992, 앞의 책, pp.6∼7.

15 보고서와 도록을 종합하여 해당 퇴적층의 층위별 자기의 종류, 기종과 기형, 명문과 특징 등에 대해 정리하였고, 시대를 파악할 수 있는 명문과 이에 상응하는 

자기의 변모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립광주박물관, 1993, 『무등산 충효동 가마터』, pp.50∼141, 154∼158, 279∼435; 국립광주박물관, 2013, 『무등산 

분청사기』, pp.30∼203; 나상철, 2010, 「15세기 剝地粉靑沙器 硏究」,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05. 

사진 9.   인화분청사기 茂珍內贍명(광주 충효동 요지 출토, 국립광주박물관).사진 8.   자기편(광주 충효동 요지 폐기물퇴적층 E2 출토, 국립광주박물관).

사진 10.   인화분청사기발, 內贍명(완주 화심리 요지 출토, 전북문화재연구원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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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시의 기종으로 수습되었고, 이후 시기의 층위에서는 확인

되지 않았다16(사진 7). 음각운문청자가 수습된 E2구역에서

는 다른 층위에 비해 정선된 태토와 유약이 사용된 자기편

이 확인되었으며 인화·선각·면각·담금분청사기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종류의 자기가 수습되었다(사진 8). 여기에 ‘광

주[茂珍]에서 내섬시(內贍寺)로 수급할 자기’를 뜻하는 ‘무

진내섬(茂珍內贍)’명이 확인되어 주목을 끌었다(사진 9).

음각운문청자와 함께 관청명 분청사기가 출토되는 양

상은 완주 화심리 요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완주 화심

리 가마는 ‘내섬(內贍)’명 분청사기를 포함하여 다수의 공

물 자기를 제작한 지방 가마로 평가된다(사진 10). 해당 요

지에서는 밝고 정선된 태토를 사용한 양질의 청자가 소량 

16 국립광주박물관, 2013, 앞의 책, p.110.

사진 11.   청자음각운문접시편(완주 화심리 요지 출토, 전북문화재연구원 발굴). 사진 12.   청자음각운문저부·고족배(강진병영성 

유적 출토, 한울문화재연구원 발굴).

사진 13.   인화분청사기발, 內贍명(완주 화심리 요지 출토, 전북문화재연구원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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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토되었는데 대체로 굽 처리와 번조받침 등의 제작수준이 

양호하였다. 그중 청자 발과 접시는 내저면과 내측면에 각

각 만자형 운문과 영지형 운문이 시문되었으며 이는 국립

중앙박물관 소장의 음각운문청자와 문양의 시문 방식 및 

위치, 문양의 형태 또한 일치한다17(사진 11). 이외에 나주 

운봉리 요지와 곡성 구성리 요지에서도 음각운문청자와 함

께 ‘내섬(內贍)’, ‘내(內)’, ‘섬(贍)’, ‘장(長)’명이 표기된 분청

사기가 출토되어 음각운문청자가 주로 내섬명 분청사기와 

함께 제작되었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18

내섬시는 어고(御庫)를 두어 술과 음식, 직포 등에 대

한 업무를 담당하였던 관청이다.19 음각운문청자를 제작한 

전라도 일대 가마가 내섬시를 뜻하는 명문[‘內贍’, ‘內’, ‘贍’, 

‘茂珍內贍’]을 일괄적으로 표기한 것은 이들이 내섬시에 바

칠 공물자기를 제작한 가마였음을 의미한다. 음각운문청자

는 단일 가마에서 함께 제작된 자기들 중에서도 굽 처리와 

소성방식, 태토와 유약 정제수준에 있어 단연 양질에 해당

하였다. 또한 규격화된 문양 구성의 음각운문청자는 대부분 

발, 접시, 고족배에 해당하는 기종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즉, 

음각운문청자는 관청명 자기와 함께 공물자기로서 수급되거

나 상위계층이 사용할 것을 염두하여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음각운문청자는 다양한 계층의 공간에서 출토

되지 않았고, 그 대신 한양도성 내에 위치한 관청과 민가, 지

방 관아와 성곽, 향교, 대형 사찰 등지의 한정된 소비공간에

서 출토되어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한다20(사진 12~13).

조선왕실은 1417년 기명의 물량확보와 관리를 위해 자

기에 관청명을 표기하도록 하였고, 1421년 기명의 제작에 대

한 책임을 물기 위해 장인명을 표기하도록 하였다.21 해당사

항을 이행한 가마는 당시 공물자기를 제작하던 전국 각지의 

가마였을 것이며 음각운문청자를 제작한 전라도 일대 가마 

또한 포함되었다. 그러나 1467년 전후 경기도 광주일대에서 

관요가 본격 운영되면서 왕실이나 중앙관청에서 사용할 자

기제작은 관요로 이관되었다. 자연히 지방 가마는 더 이상 

중앙 관청명이나 장인명을 표기할 필요성을 잃게 된다. 즉, 

전라도 일대 가마는 관청명 분청사기와 함께 음각운문청자

를 1417년 이후부터 관요가 운영되기 이전까지 제작한 것으

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광주 충효동 요지의 폐기물 퇴적층

에서 음각운문청자가 수습된 층위의 편년(1430~1451)과도 

부합하는 대목으로 음각운문청자의 주된 제작시기를 15세

기 2/4분기로 상정하여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2. 전라도 일대에서 음각운문청자가 제작된 배경

음각운문청자가 제작된 전라도 일대는 일찍이 고려청

자의 시작과 전개, 발전과 쇠퇴가 진행되었던 지역이다. 자

연히 자기를 제작할 수 있는 시설과 재료, 인력과 기술력이 

구비되었을 것이며 여기에 지리적으로도 중국으로부터의 

선진문물 수용에 이점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고려청자 

제작의 전통과 지리적 이점은 영지형 운문과 만자형 운문

이 일정한 구성으로 청자에 시문된 요인을 밝히는데 직접

17 전북문화재연구원, 2008, 『완주 화심리 유적』, pp.258∼263, 411∼414.

18 국립광주박물관, 1988a, 앞의 책, p.31; 전남문화재연구원, 2005, 앞의 책, p.157, pp.159∼161, 166∼167.

19 『세종실록』 권15, 세종 4년(1422) 3월 4일, “內資 內贍 仁壽府皆爲御庫, 其漏落奴婢爲他司奴婢所陳告者, 以典農寺奴婢充賞.”

20 겨레문화재연구원, 2015, 『서울 효자동 164-11 유적』, p.34; 동신대학교 문화박물관, 2008, 『금성관』, p.204, 399, pp.241∼242, 430∼431; 동신대학교  

문화박물관, 2007, 『나주향교 동서재 발굴보고서』, p.85; 상명대학교박물관, 2007,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청사부지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p.30; 제주대학교박물관, 1992, 앞의 책; 중원문화재연구원, 2011, 『동대문운동장 유적 보고서Ⅱ(유물도판)』, p.19, 58, 72; 한강문화재연구원, 2013, 『서울  

종친부터 유적』, p.78, 190; 한울문화재연구원, 2010, 『종로 다이렉트 코리아 종로사옥 신축공사부지 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p.58; 한울문화재연구원, 

2014, 『강진 전라병영성 성내부 유적Ι』, p.353, 374, pp.327∼328; 한울문화재연구원, 2016, 앞의 책, p.166; 한울문화재연구원, 2017, 앞의 책, p.378, 403; 

호남문화재연구원, 2010, 『高敞 茂長邑城Ⅲ』, p.79, 139.

21 『태종실록』 권33, 태종 17년(1417) 4월 20일, “(전략) 長興庫貢案付砂木器, 今後刻長興庫三字, 其他各司所納, 亦依長興庫例, 各刻司號, 造作上納 (후략)”; 

『세종실록』 권11, 세종 3년(1421) 4월 16일, “凡進上器皿, 不用心堅緻造作, 緣此不久破毁. 今後於器皿底, 書造作匠名, 以憑後考, 其不用心者, 徵其器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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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단서가 되지는 못한다. 다만, 1430년의 기록에는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22

『세종실록』 권49, 세종 12년(1430) 8월 6일 

“각 고을에서 변(籩)·두(豆)·보(簠)·궤(簋)·등(鐙)·

형(鉶)·준(尊)·뇌(罍)·조(俎)·점(坫)·작(爵)·비(篚) 등 제

기(祭器)의 제도를 알지 못하여 제 마음대로 만들었기 때

문에 정결하지 못하오니, 마땅히 봉상시(奉常寺)의 각색(各

色) 제기를 각도로 나누어 보내어 이를 본떠 주조(鑄造)해 

만들도록 하고, 또 제기를 간직해 두는 창고를 만들어 단지

기[壇直]로 하여금 간수하게 하자는 윗 조항은 아뢴 대로 

시행하게 하되, 제기(祭器)의 주조(鑄造)는 우선 자기(磁器)

로 구워서 만들도록 하소서.”

위 기록은 견양(見樣)을 두어 이에 따라 자기를 제작

하게 된 배경과 시점을 밝힐 수 있는 자료이다. 한편으로 당

시 1430년에 전국 각지에서 다종다양한 제기를 제작하고 

있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1430년경은 전라도 일대에서 음

각운문청자를 제작하던 시기였다. 더욱이 음각운문청자를 

제작한 광주 충효동 가마, 완주 화심리 가마, 곡성 구성리 

가마 일대에서는 제각기 다양한 형태의 제기가 제작되고 

있었다. 특히 광주 충효동 가마에서는 보, 궤, 준(尊)에 해당

하는 분청사기가 다수 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높은 굽의 

청자제기에 영지형 운문과 만자형 운문이 시문되기도 하였

다(사진 14~15). 이처럼 음각운문청자를 제작한 가마는 공

물자기와 의례기를 제작할 만큼 가마의 위계도 높았던 것

으로 이해된다. 즉, 음각운문청자는 관요가 운영되기 이전 

전라도 일대의 주요 가마를 중심으로 지방색과 개성이 뚜

렷하게 반영된 하나의 일례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세종실록』 「지리지」 편찬을 위한 조사기간

(1424~1432) 전국 각지에서는 139개의 자기소가 분포하였

고, 지역별로 다양한 자기가 제작되고 있었다.23 지역별로 

가마는 1421년 이후 왕실과 관청에 수급할 자기의 명문으

로 장인명을 표기하는 대신 제작지역을 명문으로 표기함으

로써 지역 전체가 그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24 1425년 경기

도 광주목사는 어명(御命)에 따라 명 황실에 전할 백자를 

제작해야 했다.25 이에 광주목사는 사옹(司饔)의 협력 하에 

왕실의 요구에 부합하는 자기를 제작하려는 노력을 기울였

22 『세종실록』 권49, 세종 12년(1430) 8월 6일, “(전략) 各官未知籩豆, 簠簋, 鐙鉶尊罍俎坫爵篚等, 祭器之制, 妄意造作, 未得精潔, 宜以奉常寺諸色祭器, 分送

各道, 見樣鑄成. 又造藏祭器庫, 令壇直看守. 右條, 依所申施行, 其鑄器, 姑以(鎡)〔磁〕器燔造. 從之”.

23 별표 1. 『세종실록』 「지리지」에 기재된 자기소 및 도기소

지역
자기소 도기소

상품 중품 하품 무품 合 상품 중품 하품 무품 合

경기 1 0 12 1 14 6 12 2 0 20
충청 0 12 11 0 23 6 31 1 0 38
경상 3 8 26 0 37 6 28 0 0 34
전라 0 15 13 3 31 8 23 8 0 39
강원 0 2 2 0 4 0 10 0 0 10
황해 0 6 6 0 12 5 12 0 0 17
평안 0 2 11 0 13 1 10 1 0 12
함길 0 0 2 3 5 0 7 8 0 15
合 4 45 83 7 139 32 133 20 0 185

한편, 『세종실록』 「지리지」에 명시된 자기소의 품등 기준을 대체로 자기의 종류, 장인에서 찾으나 최근 실물자료의 비교를 통해 자기 사용처에서 그 기준을 찾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장동철, 2013, 「『世宗實錄地理志』 磁器所 品等基準 硏究-慶尙道를 중심으로」 『문물연구』24, 동아시아문물연구학술재단, pp.80~90.

24 현재까지 자기의 명문으로 지명이 표기된 지역은 40개가 넘는 반면, 장인명이 확인된 요지는 광주 충효동, 울산 고지평, 경기 광주 도수리, 충남 공주 중흥리, 

전북 완주 화심리 요지에 불과하였다. 박경자, 2005, 「粉靑沙器 銘文 연구」 『강좌미술사』 25, 한국불교미술사학회, pp.265∼270; 박경자, 2007, 「15세기  

공물의 운송방법과 분청사기 명문의 지역별 특징」 『호서사학』 47, pp.219∼220.

25 『세종실록』 권27, 세종 7년(1425) 2월 15일, “(전략) 傳旨廣州牧使, 進獻大中小白磁獐本十事, 精細(磻)〔燔〕造以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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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6 1442년부터 1446년까지 고령현감을 지낸 김숙자(金

叔滋, 1389~1456)는 왕실로 바칠 고령 백자의 질적 향상

을 위해 태토의 수비 횟수[九篩之法]를 그 해결책으로 제

시하였다.27

시기상 차이는 있지만 이문건(李文楗, 1495~1567)이 

작성한 『묵재일기(黙齋日記)』는 지방 장인들의 활동에 대

한 단서를 제공해준다. 16세기 성주일대의 장인들은 관청이 

요구하는 수공업 제품 생산을 이행하고, 이와 동시에 토지

를 경작해야 했다. 여기에 지방관, 아전, 재지세력가들에게 

별도의 역(役)을 제공하였고, 자신과 무관한 각종 잡역에

도 동원되는 폐단을 감수하고 있었다.28 즉, 지방 각지에서 

이뤄진 자기 제작은 결국 그 지역을 관할하고, 공납의 실

26 고려 말부터 조선 관요 설치 이전까지 왕실 및 관청용 자기 제작의 관리감독은 사옹(방)이 담당하였다. 『태종실록』 권11 태종 6년(1406) 4월 28일, “杖宦者鄭

德瓊六十, 流之密陽. 德瓊監世子殿司饔房, 不親省膳羞, 命下巡禁司, 懲其不恪而黜之.”; 『세조실록』 권34, 세조 10년(1464) 11월 23일, “司饔提調洪達孫

外, 其餘提調及宦官田畇 安璐 洪得敬則收丘史, 別坐則功臣罷職, 其餘收告身竝令仍仕, 宦官李淸決杖一百, 收告身, 本鄕充軍, 裵安生收告身, 本鄕充軍, 

飯監張貴生 車山瑚決杖一百, 收告身, 定苦役”.

27 김종직(1431~1492), 『점필재집(佔畢齋集)』 彛尊錄 下, “高靈歲貢白砂器. 工人用功. 甚鹵莽. 故器多若窳. 官被詰責. 先公至. 召語工人曰. 昔舜陶河濱.  

胡公利器用而封之陳. 是豈可少哉. 若等祖孫. 世守其業. 何鹵莽如是. 若等妻子. 皆知造餠餌. 篩之數重. 則米屑精潔. 撫按良久. 則脈理膩滑. 其用工與此何殊. 

遂敎其下九篩之法. 精緻鮮潔. 居廣州南原之右. (후략)”.

28 이정수, 2011, 「『黙齋日記』를 통해 본 지방 匠人들의 삶」 『지역과 역사』 18, 부경역사연구소, p.209. 주석76)~ 주석79) 참조.

사진 14.   상감분청사기 제기류(광주 충효동 요지 출토, 국립광주박물관).

사진 15.   청자음각운문접시(광주 충효동 요지 출토, 국립광주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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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책임을 지닌 이들에 의해 좌지우지되었을 것이다. 그런 

의미로 전라도 일대에서 주로 음각운문청자가 제작된 것은 

곧 지역을 관리 감독한 이들의 요구와 취향이 반영된 결과

로 보인다.29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전라도 일대에서 중품 10개

소, 하품 11개소, 품등 불명의 3개소의 자기소가 운영된 것

으로 기술되어 있다. 특히, 음각운문청자가 제작된 곡성, 광

주, 나주, 영광, 영암, 완주 일대는 모두 일찍부터 자기소가 

위치하였던 지역이었다.30 즉, 『세종실록』 「지리지」에 자기소

의 목록으로 포함되어 일정 공물량을 산정할 수 있을 정도

의 가마군이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 여기에 전라도 지역을 

관할하는 이들은 해당지역 가마의 자기 제작에 관여하여 

필요한 기종과 기형, 문양을 선택하여 물량을 충당하도록 

자기제작을 이어가게 하였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음각운문

청자 또한 일정기간 제작될 수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음각운문청자의 내측면에 시문된 영지형 운문

은 조선시대 불화와 분청사기 외에 고려후기 청자의 운문

과도 형태상 유사하였다.31 이와 달리 만자형 운문은 고려

시대의 문양으로 동일한 예를 찾기 어려웠다. 그 대신 조선

시대 의복과 보자기, 관복의 흉배, 청화백자, 「오례의(五禮

儀)」에서 흡사한 문양을 확인할 수 있다32(사진 16~19). 「오

례의」에 제시된 도안이나 중국 경덕진 민요 청화백자, 경기

도 광주일대에서 제작된 청화백자의 성격을 전라도에서 제

작된 음각운문청자와 연관짓는 것은 무리가 있을지 모른

다. 그러나 한양도성의 시전을 비롯한 소비유적에서 다양

한 경덕진 민요 청화백자들이 출토되었고, 이중 만자형 운

문이 시문된 청화백자도 포함되어 있었다33(사진 20). 무엇

보다도 지방 분묘 유적에서 경덕진 민요의 청화백자발이 출

토된 사례가 있어 보다 다층적인 해석이 가능하다.34

15세기 전반 조선은 명과의 공적인 교류와 함께 밀무

역도 일부 행하였으며 일본 및 유구국과의 교류 또한 성행

하였다.35 자연히 조선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명대 문물이 

유입되었을 것이며 중국 청화백자의 유통과 실견 역시 이

뤄졌을 것이다. 한편으로 왕조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정

비과정에서 도설(圖說)된 「오례의」는 일종의 견양으로서 지

방에까지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당시 조선왕

실은 백성들의 교화를 위해 『효행록(孝行錄)』, 『삼강행실도

(三綱行實圖)』, 『여훈(女訓)』, 『오륜록(五倫錄)』 등의 유교 

윤리서, 『주자가례(朱子家禮)』와 『소학(小學)』의 보급에 적

극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36 

29 다만, 전라도를 관할했던 관찰사는 거의 매해 새로운 인물로 교체가 되어 특정인이 음각운문청자의 제작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추후 문헌기록과 가마 인력에 대한 자료조사 등을 통해 이에 대한 논지를 진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0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곡성은 남원 도호부 곡성현 우곡(牛谷, 하품1), 광주는 장흥 도호부 무진군 이점(梨岾, 불명1), 나주는 나주목 대각동(大角洞, 중품1)·
해진군 파지점(波池岾, 하품1), 영광은 영광군 구수동(九岫洞, 하품1), 영암은 영암군 다점리(多岾里, 중품2), 완주는 전주부 장파곤동(長波昆洞, 중품1)으로 

기술되어 있었다.

31 국립해양유물전시관, 2003, 『무안 도리포 해저유적』, pp.44∼73.

32 국립고궁박물관, 2011, 앞의 책, p.11;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7, 앞의 책, p.195, 209;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05, 앞의 책, p.92; 홍희미술관, 1998, 

『경덕진출토 명선덕관요자기』, p.13. 

33 박정민, 2013, 「조선 전기 한양 출토 중국 청화백자의 소비상황 연구」 『야외고고학』17,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pp.35∼40; 전승창, 2009, 「조선 초기 

명나라 청화백자의 유입과 수용 고찰」 『미술사학연구』264, 한국미술사학회, pp.42∼45.

34 기호문화재연구원, 2010, 『화성 와우리유적1』, pp.68~71.

35 『연산군일기』 권40, 연산군 7년(1501) 3월 28일, “(전략) 則五日一次, 許出買賣, 朝鮮 琉球 二國, 頗知禮義, 自行買賣, 允爲便益 (후략)”; 구도영, 2015, 「16세기 

조선 對明 불법무역의 확대와 그 의의」 『한국사연구』170, 한국사연구회, pp.177~218. 성종 초기의 왕권약화와 이완된 외교관계 및 행정시책 속에서 명과의  

무역은 형식적이자 의례적이었을 뿐, 비공식적인 교역이 횡행했다고 보는 지적도 있다; 김영원, 1995, 「세조-성종년간의 分院의 設置와 陶磁樣式의 변천」  

『미술사논단』2, 한국미술연구소, p.200.

36 최윤철, 2010, 「조선시대 행실도 판화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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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여건 하에 전라도 일대 가마는 청화백자, 「오례

의」 등에 표현된 만자형 운문을 접하였고, 이를 영지형 운

문과 하나의 조합을 이루도록 선택한 것이 아닐까 한다.37

37 선행의 연구에서 만자형 음각운문은 원말~명대 홍무연간(1368~1398) 중국자기의 문양에 영향을 받았고, 음각으로 시문된 시기는 청화백자가 제작되기  

이전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김영미, 2004, 「조선시대 관요 청자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32. 

사진 16.   이봉상장군원사문두정(李鳳祥將軍龍鳳元師文頭釘)투구.

사진 17.   복식 세부(인천 석남동 회곽묘 출토).

사진 19.   백자청화주해(『세종실록』 「오례의」, 가례도설).

사진 18. 백자청화용문호(경덕진요, 명). 

사진 20.   백자청화용문접시(청진동 유적 출토, 한울문화재연구원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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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관요로 이전(移轉) 제작된  

음각운문청자의 의의

조선왕실은 지방 각지에서 조달되는 공물자기에 명문

을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왕실에서 사용할 자기의 수량확

보와 질적관리에 주력하였다. 세종연간 이후 백자를 어기

로 사용하게 되었고, 필요에 따라 경기도 광주목사에게 왕

실이 필요로 하는 자기제작을 지시하기도 하였다.38 동궁

은 1455년 이후가 되어서야 자기를 사용하였으며 1460년대 

『경국대전』 의 법제 조항에 따라 왕실의 차등 있는 자기 사

용을 규정하는 노력이 진행되기도 하였다.39 공물자기의 확

보와 관리감독의 어려움은 이후에도 지속되어 결국 1466

년 백토 사용의 제한을 두고 사옹원에 정식 관리를 임용하

였다.40 여기에 전국 각지에서 차출될 사기장의 인원을 명시

하는 등 관요 운영을 위한 전철을 밟아나갔다. 기존의 연구

와 문헌자료를 종합해볼 때 관요의 운영은 1467년 전후가 

되어 본격화되었으리라 짐작된다.41

현재까지 관요 초기에 청자를 제작한 가마로 광주 우

산리 4호, 14호 가마를 들 수 있다. 이중 우산리 4호 요지

에서는 흐린 음각선의 문양이 그려진 청자편이 수습된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42 해당 문양은 동대문운동장 유적에서 

확인된 청자접시의 운문과 문양의 형태와 시문방식과 위치

면에서 매우 흡사하였다.43 관요 운영초기부터 1500년 이전

까지 제작된 관요 청자는 선행 운영되었던 경기도 광주 일

대 가마(건업리 2호 가마·우산리 2호 가마)의 청자와 기종, 

기형을 포함해 시유상태, 굽 형식과 번조받침 등 다양한 측

면에서 유사한 성격을 보였다. 유물도면상 광주 건업리 2호 

가마와 우산리 2호 가마의 청자는 저부에서 곡률이 증가하

고 완만한 곡선의 측사면을 이루는 기형으로 이른 시기의 

관요 청자 기형과 유사하였다. 특히 굽이 밖으로 벌어지고 

굽 측면에 요철이 있는 형태는 서로 간에 차이를 찾기 어렵

다.44 이를 제외한 접시, 뚜껑, 호, 병, 화분, 기대는 기형면에

서 경기도 광주 일대 가마의 청자와 차이를 보였다. 흥미롭

게도 칠곡 학하리, 완주 화심리, 광주 충효동 가마 등 지방

에서 제작된 자기와는 유사성을 드러내었다(표 2).

15세기 후반 관요는 광주 건업리와 우산리 일대에서 

제작되던 청자를 기형상의 변화없이 그대로 수용하였다. 이

와 동시에 지방에서 제작되던 자기의 기형, 문양의 특징 또

한 받아들였다. 앞서 조선왕실이 공물자기의 종류와 물량

을 산정하기 위해 전국 각지의 자기소를 조사하였고, 해당 

자기에 명문을 표기하여 수급과 관리에 효율을 기했던 사

실을 지적하였다. 실질적으로 관영 가마설치의 필요성에 주

목하게 되었고, 결국 백토 사용을 규제하고 전국 각지의 인

력을 차출하여 관요 운영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자연히 관

38 『세종실록』 권62, 세종 15년(1433) 11월 1일, “(전략) 予於器皿, 皆用磁漆, 侈心之生不生, 何關於金銀之多不多也哉? (후략)”; 『세조실록』 권29, 세조 8년

(1462) 11월 30일, “(전략) 名分不可不嚴, 昨日司饔院進膳, 雜用世子器皿, 甚不可, 若是則父子同器, 君臣同器, 奴主同器矣, (후략)”; 『세조실록』 권30, 세조  

9년(1463) 2월 22일, “前日進膳時畇以司饔提調, 不分器皿, 父子安有同器之理? (후략)”; 성현(1439~1504), 『용재총화(慵齋叢話)』 권10, “(전략) 世宗朝御器. 

專用白磁. 至世祖朝. 雜用彩磁. (후략)”. 

39 『세조실록』 권1, 세조 1년(1455) 윤6월 19일, “工曹請造中宮酒房金盞, 命以畫磁器代之, 東宮亦用磁器.”; 오영인, 2017a, 앞의 논문, pp.35~40; 오영인, 

2017b, 「조선시대 동궁의 청자사용에 대한 법제화와 그 배경」 『한국문화』78,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p.224.

40 『세조실록』 권38, 세조 12년(1466) 4월 18일; 『세조실록』 권39, 세조 12년(1466) 6월 7일; 『세조실록』 권42, 세조 13년(1467) 4月 4日.

41 관요 성립시기에 대한 연구로 강경숙, 2003, 「15세기 경기도 광주 백자의 성립과 발전」 『미술사학연구』237, 한국미술사학회; 강경숙, 2012, 『한국도자사』,  

예경; 김영원, 2003, 『조선시대 도자기』, 서울대학교출판부; 김영원, 2014, 「조선시대 도자기 가마의 명칭과 관요의 설치시기」 『미술자료』86, 국립중앙박물관; 

박경자, 2008, 「공납용 분청사기의 통일된 양식과 제작배경」 『미술사논단』27, 한국미술연구소; 박정민, 2014b, 앞의 논문; 윤용이, 2001, 「조선시대 분원의  

성립과 변천」 『광주분원과 조선도자』, 경기도자박물관; 전승창, 2007, 「15~16세기 조선시대 경기도 광주 관요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참조.

42 김영미, 2004, 앞의 논문, p.88.

43 전북문화재연구원, 2008, 앞의 책, p.414; 중원문화재연구원, 2011, 앞의 책, p.19.

44 오영인, 2017a, 앞의 논문, 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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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할 무렵 경기도 광주일대에

서 활동하던 기존의 사기장이 지리적 여건이나 운영의 효

율성을 고려하여 그대로 요업을 이어갔을 가능성이 농후하

다. 여기에 지방 각지에서 기술력을 가진 사기장들이 선택

되어 경기도 광주로 차출되었을 것이다.

조선왕실은 일찍이 『세종실록』 「지리지」 뿐만 아니라 

『팔도지리지』 편찬을 위해 전국 각 도별 자기 가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토대로 사기장의 인적구성과 규

모, 제작수준 등에 대한 자료를 이미 확보하고 있었다. 즉, 

『경국대전』 공전(工典) 공장조(工匠條)에 명시된 인력 규모

는 실질적인 효력과 신빙성을 갖추고 있었다. 공장조에는 

‘한양 각 관사에 2841명의 장인이 있고 지방에 총 3656명

의 장인이 60세까지 역(役)을 갖는다.’는 대목이 있다.45 여

기서 사옹원과 내수사(內需司) 소속 사기장[京工匠]은 각

각 380명과 6명에 해당하는 반면, 지방의 사기장[外工匠]

은 총 100명에 불과하였다.46 관요가 설치되기 이전에 자기

소가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일대에서 주로 운영되었던 사

실을 고려하면 경공장과 외공장과의 차이는 결국 전국 각

지의 사기장 대부분이 관요로 차출되었음을 뜻한다. 즉, 전

라도 일대에 한해 제작된 음각운문청자의 성격이 관요 청

45 『경국대전』 권6 工典 工匠條, 『승정원일기』 冊1, 인조 4년(1626) 7月 19日, “(전략) 考之大典, 則沙器匠元額三百八十, 而後續錄兵典給保條, 各司苦役匠人, 

同居族親, (후략)”.

46 각 지역별 사기장[외공장]은 경기도 6명(廣州 4, 楊州 1, 衿川 1), 충청도 23명(公州 3, 林川 2, 木川 2, 文義 2, 靑陽 2, 唐津 1, 陰城 1, 全義 1, 燕岐 1, 新昌  

1, 海美 1, 提川 1, 鎭川 2, 保寧 1, 禮山 2), 경상도 32명(金海 8, 居昌 1, 淸道 2, 彦陽 2, 宜寧 2, 昌寧 2, 咸安 2, 梁山 2, 軍威 2, 高靈 6, 丹城 1, 昆陽 2), 전라도 

39명(全州 2, 羅州 4, 靈光 2, 靈巖 3, 茂長 2, 順天 6, 谭陽 2, 寶城 2, 井邑 2, 興德 2, 扶安 6, 高敞 2, 玉果 2, 綾城 2)이 배정되었다.

표 1. 출토지별 음각운문청자의 운문 형태

출토

지방 가마 관요 소비유적

완주 화심리 광주 우산리 4호 동대문운동장 유적

운문

(영지형 운문) (만자형 운문)

표 2. 15세기 관요 청자와 지방 청자의 유사 기형

발 접시 기대

관요

청자

지방

청자

완주 화심리

(청자)

칠곡 학하리

(상감청자)

칠곡 학하리

(상감청자)

완주 화심리

(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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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투영된 것 역시 지방 사기장이 관요로 활동영역을 옮

긴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1485년은 『경국대전』의 최종본이 편찬되어 강제성이 

동반된 법제가 시행된 시기였다. 그러나 이로부터 얼마 지

나지 않은 1491년 『경국대전』의 오류가 지적되고 개정의 필

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47 『경국대전』의 법적효력과 상

이한 이행 범위를 고려한다면, 관요가 운영되기 시작할 당

시부터 전국 각지에서 동원된 사기장이 문제없이 충당되었

을지 단언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관요에 사기장이 완전히 규

합하는데 일정 기간이 소요되었고, 이에 따라 기존 경기도 

광주일대 사기장이 최우선적으로 차출되었을 가능성이 크

다. 다시 말해 관요의 운영 초기에 광주일대의 사기장과 지

방 가마의 사기장이 대등한 규모로 관요 자기 제작에 투입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대신 기존의 광주일대 사기장의 

기술력을 토대로 지방에서 관요로 이전한 사기장의 기술력

을 점차 흡수하는 과정을 거쳤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관요 청자에 보이는 운문은 전라

도 일대 사기장의 기술력이 관요로 이전되었던 증거이다. 

한편으로 전라도 일대에서 제작된 음각운문청자는 공물자

기(내섬명 분청사기)와 함께 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태토

와 유색면에서 양질의 자기였다. 자연히 이를 제작한 사기

장과 해당 가마는 전라도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것으

로 평가되었을 것이며 관요로 그 기술력을 가진 사기장이 

우선적으로 차출되었을 것이 자명하다. 다만 관요 청자의 

운문은 광주 우산리 4호 가마에 한해 확인되어 단기간 특

정 가마에서 사용된 문양이었음을 말해준다. 이후 관요는 

이른 시기의 경기도 광주일대 자기와 지방 자기의 성격을 

종합하여 관요 자기만의 특징을 보이는 단계로 전개되었고, 

음각운문청자는 더 이상 제작되지 않았다.

 Ⅳ.   관요가 설치된 이후 지방 청자의 

제작양상

조선왕실은 관요가 운영된 이후 『신증동국여지승

람』의 편찬(1530년)을 위해 지역별 자기 가마에 대한 조

사를 재차 진행하였다.48 『세종실록』 「지리지」에 따르면 

1424~1432년 사이에 운영되었던 경상도 일대 자기소는 총 

29개 지역의 36개소였다. 이는 『팔도지리지』 중에서 『경상

도속찬지리지』(1469년 완성)에 명시된 경상도 총 20개 지역

의 31개소와 규모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표 3). 반

면, 관요가 설치되고 대략 60년 이후에 편찬된 『신증동국

여지승람』에는 가마가 위치한 지역, 가마의 품등, 규모를 명

시하지는 않았으나 이전에 비해 가마가 운영된 지역이 확연

히 감소한 정황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전라도 역시 경상

도의 경우처럼 관요가 본격 운영된 이후 가마의 분포범위

와 규모는 급감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경기도 광주일대를 제외하고 관요가 설치되기 이전에 

운영되었던 청자 가마는 현재까지 40여기가 확인되고 있다49  

47 『성종실록』 권254, 성종 22년(1491) 6월 24일, “(전략) 興天寺修補, 自祖宗而然, 已載《大典》, 祖宗之法, 改之者亦多, 請停之. (후략)”; 『성종실록』 권255,  

성종 22년(1491) 7月 11日, “(전략) 權璸以學官, 常仕成均館, 然未經二年敍爲司果, 有違《大典》, 請改正. (후략)”; 『성종실록』 권255, 성종 22년(1491) 7월 

21일, “(전략) 許葟仕未滿而陞司僕正, 李榮無賢能勤勞而陞副正, 有違《大典》之法. (후략)”.

48 『신증동국여지승람』 권6, 京畿 廣州牧.

49 국립공주박물관, 2009, 『계룡산 분청사기』; 국립광주박물관, 1988b, 『전남지방 도요지 도자보고Ⅱ』; 국립광주박물관, 1993, 앞의 책; 국립광주박물관, 2002, 

『고흥 운대리 분청사기 도요지』; 국립광주박물관, 2013, 앞의 책; 국립중앙박물관, 1992, 앞의 책; 김영진, 2003, 『도자기가마터 발굴보고』, 백산자료원; 대동

문화재연구원, 2012a, 『고령 기산리요지』; 대동문화재연구원, 2012b, 『고령 사부리요지』; 동서문물연구원, 2013, 「김제 청도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부지내 

유적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2차 학술자문회의 자료집」; 민족문화유산연구원, 2013, 「영암 상월리 도요지 발굴조사 약보고서」; 서울역사박물관, 2013, 『강북구 

수유동 가마터 보고서』; 서울역사박물관, 2014, 『강북구 우이동 가마터 발굴조사 보고서』; 영남문화재연구원, 2009, 『칠곡 학하리 분청사기요지Ⅰ』; 울산발전 

연구원 문화재센터, 2006, 『울주 반곡리 유적』; 전남문화재연구원, 2005, 앞의 책; 전북문화재연구원, 2006, 『장수 명덕리 요지』; 전북문화재연구원, 2008,  

앞의 책; 중앙문화재연구원, 2004, 『보은 적암리 분청사기요지』;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4, 『울산 고지평유적Ⅲ』; 호남문화재연구원, 2004, 『고창 용산리요지』; 

호남문화재연구원, 2008, 『고창 용계리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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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이들 가마는 서울,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를 비롯해 황

해도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 분포하였고, 출토된 자기의 종류

와 기종, 기형, 문양, 명문 등을 기준으로 가마별 운영시기

를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 있다.50 대부분의 청자 가마는 무

문청자, 상감청자, 인화분청사기를 제작하였고, 관청명·지방

명·장인명을 명문으로 표기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

지 않는다. 또한 관요가 본격 운영되는 시점에 요업이 중단

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음각운문청자를 제작한 곡성, 나

주, 영광, 완주 일대 가마 역시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1430

년대 이후에 운영되기 시작한 전라도와 충청도 지역의 일부 

가마에서는 백토분장이 적극 이용된 분청사기의 제작이 증

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여기에 분청사기의 제작이 증가하는 

가마의 대부분이 관요 설치 이후에도 얼마간 운영을 이어간 

사실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50 <표 4>에서 제시한 가마별 운영시기는 층위구분이 가능하고, 명문자료가 확인된 광주 충효동 요지 폐기물퇴적층 층위별 유물과 15세기 전후 시대유물을 기준

으로 하거나 표기된 명문이 의미하는 관청의 존속기간, 문양의 전개양상 등을 토대로 추정하였다. 이와 관련한 논의는 추후 다른 연구에서 전개할 예정이다.

표 3. 『세종실록』「지리지」,『경상도속찬지리지』,『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술된 경상도 일대 가마의 위치와 품등 

지역 『세종실록』 「지리지」 『경상도속찬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자기소 사기소

경주부

대곡촌 下 대곡촌 中

물이촌 下 물이촌 中

-

-

견곡리 / 비이리 中

안강현 / 기계현 / 비안곡부곡 -

밀양도호부 오산리 / 율동리 下 오산리 下

양산부 제여답리 下 -

청도군 - 북곡리 下

흥해군 장생리 下 -

경산현 두야리 下 두야리 下

창녕현 남곡리 下 -

언양현 대토리 下 대토리 / 옹곡리 下

영산현 신현리 下 -

순흥도호부 사동리 下 -

영천군 원산곡리 下 -

의성군 금석리 下 -

울산군 - 장안리 下

함양군 - 휴지리 下

영일현 - 사현 下

동래현 - 구야리 中 ○

인동현 막곡리 下 -

의흥현
- 피토리 中

○
- 下 -

의령현 원당리 下 화금동 下

상주목
중모현 추현리 / 기미외리 上 -

공성현 원동 中 중모현 노산리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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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세종실록』 「지리지」 『경상도속찬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자기소 사기소

성주목 흑수리 中 흑수리 下 ○

선산도호부 우물곡리 / 구등제리 下 -

합천군 수개곡리 下 장곡리 下

초계군 - - 下

금산군 황금소 보현리 中 -

고령현
예현리 上 -

○
- 하며리 / 구언리 下

군위현
백현리 中 백현리 下

○
- 어의곡리 下

보주목
- 월배곡 中

목제리 / 월아리 / 중전리 下 중전 下

김해도호부 감물야촌 下 감물야 下

창원도호부 산북촌리 下 구질포리 下

함안군 대산리 下 -

곤남군 포곡리 / 노동 中 -

진성현 단계현 내두곡리 下 -

삼가현 가수현 감한리 中 감한리 下

표 4. 관요가 운영되기 이전에 개요한 지방 청자 가마의 제작양상

지역
백
자

청자 분청사기
흑
자

운영시기

무문 음각 양각 투각 상감 인화 선각 면각 귀얄 담금 철화

서울 강북 수유동 ○ ○ ○ 1389~1403

경기 용인 화산리 ○ ○ 1390~1430

충청 공주
중흥리 ○ ○ ○ 1390~1430

가산리 ○ ○ ○ 1390~1457

전라
영광 용암리 ○ ○ ○ 1390~1430

곡성 구성리 ○ ○ ○ ○ ○ ○ ○ 1390~1457

울산 반곡리 ○ ○ ○ 1390~1430

경상 칠곡 학하리 ○ ○ ○ ○ 1390~1430

황해
평산 봉천리 ○ ○ ○ ○ ○ ○ 1390~1430

장연 박산리1 ○ ○ ○ 1390~1457

경상

사천 송전리 ○ ○ ○ 1417~1466

진주 효자리 ○ ○ ○ 1421~1466

기장 오리 대룡 ○ 1430~1451

서울
강북 우이동 ○ ○ ○ ○ 1420~1450

도봉 장수원 ○ ○ ○ 15C전~중

경기 가평 삼회리 ○ ○ ○ 1430~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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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백
자

청자 분청사기
흑
자

운영시기

무문 음각 양각 투각 상감 인화 선각 면각 귀얄 담금 철화

전라

순천
지본리1 ○ ○ ○ 1417~1457

압곡리 ○ ○ 15C전~중

무안
청수 신흥 ○ ○ 15C전~중

태봉리 ○ ○ 15C전~중

보성 영등리 ○ ○ ○ 15C전~중

영암 상월 상사 ○ ○ ○ 15C전~중

장흥 용곡리 ○ ○ ○ ○ ○ ○ 15C전~중

장수 명덕리 ○ ○ 15C전~중

나주 운봉리 ○ ○ ○ ○ 1430~1457

영광 천정리 ○ ○ ○ 1430~1457

완주 화심리 ○ ○ ○ ○ ○ ○ 1430~1457

김제 청도리 ○ ○ ○ ○ ○ 1455~1466

황해 과일 사기리1,4 ○ ○ ○ 1430~1451

울산 하잠리1 ○ ○ ○ 1455~1457

울산 고지평 ○ ○ 1421~1473

황해 과일 사기리5 ○ ○ ○ 1430~1477

전라

고흥 운대리1 ○ ○ ○ 1421~1483

영암

상월리1 ○ ○ ○ ○ ○
1430~1483
1430~1483
1430~1483

상월리2 ○ ○ ○ ○ ○ ○

상월리3 ○ ○ ○ ○

상월 산33 ○ ○ ○ ○ ○ ○ ○ ○ 1430~16C초

고창
용계리 ○ ○ ○ ○ ○ ○ ○ 1430~16C전

용산리 ○ ○ ○ ○ ○ ○ ○ ○ 1430~16C전

광주 충효동 ○ ○ ○ ○ ○ ○ ○ ○ ○ ○ ○ 1430~16C초

충청
보은 적암리 ○ ○ ○ ○ ○ ○ 1389~16C전

공주 학봉리 ○ ○ ○ ○ ○ ○ ○ ○ 1455~1536

경상 고령
기산리 ○ ○ 1450~1470

사부리 ○ ○ 1450~1470

주지하는 것처럼 광주 충효동 요지의 폐기물 퇴적층 

출토유물은 관요 운영에 따른 지방 가마의 변화추이를 보여

주었다(표 5). 1430~1451년으로 편년되는 E2 구역에서는 음

각운문청자를 비롯해 무문·상감청자가 다양한 기종으로 출

토되었고, 인화·선각·면각·담금분청사기에 이르기까지 다

양한 종류의 자기가 확인되었다. 1455~1457년에 해당하는 

W2 7~9층 역시 E2 구역의 출토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청자의 기종이 확연히 감소하였고, 백자와 흑자가 추가로 

확인되었다. 무엇보다도 E2 구역과 W2 7~9층에서는 관청명

에 해당하는 ‘무진내섬(茂珍內贍)’, ‘덕녕(德寧)’명이 각각 확

인되어 1430~1457년 사이에 내섬시, 덕녕부 등의 관청으로 

수급할 공물자기를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관요가 본격적으로 운영된 시기와 겹치는 W2 6층은 

자기의 종류상 이전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다

만, 귀얄분청사기와 백자의 수량이 확연히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내섬시, 덕녕부를 의미하던 기존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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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명이 더 이상 확인되지 않았고, 대신 광주를 의미하는 ‘광

(光)’, ‘광별(光別)’, ‘광이(光二)’, ‘광공(光公)’, ‘광상(光上)’의 

명문이 표기되거나 유약이 거칠게 시유되는 등 이전과 달라

진 면모를 보였다51(사진 21). 이는 한양으로 운송되어 관청

으로 수급할 공물자기 제작의 업무를 관요가 전담하게 되었

고, 광주 충효동 가마에서 공물자기를 더 이상 제작할 필요

가 없어졌음을 의미한다. 그 대신 광주(光州) 일대 관아에

서 사용될 자기를 대거 제작하는 것으로 그 성격을 전환하

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 ‘광(光)’, ‘광별(光別)’, ‘광이(光二)’, ‘광공(光公)’, 

‘광상(光上)’명 분청사기는 관요 설치 이전에 제작한 ‘무진

내섬(茂珍內贍)’, ‘덕녕(寧)’명 인화분청사기와 동일한 명문 

표기방식과 위치, 문양의 시문방식과 구성을 보이고 있었

다. 즉, 충효동 요지는 관요의 운영으로 인해 왕실이나 중앙 

관청에 바칠 공물자기의 제작은 중단하였지만, 제작수준은 

얼마간 유지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청자의 경우 무문청

자, 상감청자, 음각청자가 관요 설치 이후에도 제작되긴 하

였으나 기종의 종류와 수량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였다. 특

히 인화분청사기의 비중이 급감한 반면 귀얄분청사기의 제

작빈도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는 등 관요가 운영된 이후 

지방 가마에서 백토분장의 적용빈도가 한층 높아지는 경

향을 보여주었다.52

51 노행정, 2013, 「광주 충효동 분청사기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20~25.

52 광주 충효동 가마에서 백토분장 기법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두고 당시 수요자들의 백자 선호도와 연관 지어 논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전승창, 1998, 

「15세기 분청사기 및 백자의 수요와 제자성격의 변화」 『미술사연구』12, 미술사연구회, pp.67~69. 그러나 광주 충효동 가마에서는 백토분장 기법이 적용되는 

동시에 기존의 관청명 분청사기가 제작을 중단하고 여타의 지방 청자가마와 동일한 제작추이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관요의 설치 운영에 따라 백토 사용제한과 

인력 이동이 진행되고 있었다. 따라서 광주 충효동 가마에서 백토분장 기법이 대거 사용된 요인을 단순히 백자에 대한 선호로 단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하였다.

사진 21.   인화분청사기, ‘光公, 光別, 光’명(광주 충효동 요지, 국립광주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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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광주 충효동 요지 폐기물퇴적층의 층위별 유물

구
역

층
위

유물

특징 중심 편년

자기 기종

W

2

1

상감청자 제기

교란층-연질, 

경질백자
-선각분청사기 대발, 벼루

백자 접시

2

귀얄분청사기 발, 접시, 호
귀얄분청사기, 백자主

‘全’명, 모래빚음받침

포개구이
1490 이후선각분청사기 호, 장군, 병, 표형병

백자 접시(연질), 전접시(경질), 양이잔

3

무문청자 발

귀얄분청사기↑ 

인화분청사기↓ 

‘어존’, ‘成化’명

죽절굽/모래·태토빚음받침

1477
~

1483

음각청자 기대

상감청자 묘지

인화분청사기 발, 접시

귀얄분청사기 발, 접시, 병, 고족배, 제기, 잔대

선각분청사기 접시, 귀때발, 대발, 장군, 호, 제기, 벼루

백자 접시(연질), 양이잔(연질), 고족배

4 상감청자 제기
퇴적층 좁고 출토량少 -

5 귀얄분청사기 접시

6

무문청자 발

귀얄분청사기, 백자↑

‘光’, ‘光別’, ‘光二’, ‘光公’, ‘光上’, 

‘丁閏二’명

외반수직굽/모래받침 

1451
~

1477

상감청자 묘지편

인화분청사기 발, 접시편, 고족배,

귀얄분청사기 접시, 발, 호

선각분청사기 뚜껑, 병, 호, 표형병, 제기, 벼루, 장군

백자 전접시·접시(연질), 양이잔, 고족배, 뚜껑, 호

7

인화분청사기 발, 접시, 고족배

인화·선각분청사기主

상감청자, 면각분청사기↓

백자제작시작(갑번)

‘德寧’, ‘公’, ‘丁’, 

‘貴山’명

외반 수직굽

모래·태토빚음받침

포개구이

1455
~

1457 

선각분청사기 발, 자라병, 제기, 벼루, 호, 고족배, 뚜껑, 장군

백자 발(경질)

흑자 뚜껑

8

무문청자 호

음각청자 벼루

상감청자 발, 제기

인화분청사기 발, 접시, 고족배, 병 

귀얄분청사기 접시, 대발

선각분청사기 발, 접시, 고족배, 장군, 병, 호, 제기, 벼루

면각분청사기 호

백자 전접시(연질), 고족배, 합, 합뚜껑, 벼루

9
인화분청사기 발, 접시, 합, 뚜껑

선각분청사기 발, 뚜껑, 장군, 병, 주자초벌, 표형병, 벼루, 호

E2

무문청자 발, 접시, 병, 고족배, 뚜껑, 장군, 벼루

정선된 인화 시문 

‘眞’, ‘茂珍內贍’명

갑발, 도침

1430
~

1451

음각운문청자 접시, 고족배 

상감청자 호, 병, 뚜껑, 발, 장군, 접시, 제기, 매병

인화분청사기 발, 접시, 뚜껑

담금분청사기 접시, 호

선각분청사기 장군

면각분청사기 호, 발, 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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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관요가 설치·운영된 이후 개요(開窯)한 지방 청

자 가마는 총 6개 지역에서 확인되었으며 모두 경상도와 전

라도에 위치하고 있었다53(표 6). 해당 청자 가마에서는 음

각·양각·투각·상감청자를 비롯해 면각·철화분청사기가 더 

이상 제작되지 않았다. 대신 귀얄분청사기나 담금분청사기

처럼 문양 없이 백토분장만 이용된 예가 높은 비중을 차지

하였다. 또한 이들 가마에서 제작된 자기 대부분에는 명문이 

표기된 예가 극히 드물었고, 명문 역시 특정 관청을 지칭하

는 내용을 찾기 어렵다. 즉, 이들 가마에서 제작된 자기는 공

물용이라기보다 지방에서 소비되던 자기였을 가능성이 다분

하다.

관요가 운영된 이후 지방에서 제작된 청자는 발과 접시

에 한정된 기종으로 대부분 제작되었다. 이는 결국 사용빈도

가 높은 음식관련 일상기명 위주로 제작함으로써 가마운영

을 유지하였던 것에 해당한다. 한편으로 해당 가마에서는 백

토분장 위주의 분청사기를 중심으로 제작대상의 성격을 변

화시켰다. 사실 백토를 기면에 분장하는 방식은 거친 표면을 

가리는 동시에 다양한 장식효과를 꾀할 수 있었다. 뿐만 아

니라 태토를 정제하고 문양을 시문하는데 시간과 공력, 기술

력을 크게 필요로 하지 않는 장점이 있었다. 이러한 성격은 

마감이 거친 굽 처리와 받침, 대량생산을 염두한 재임방식과

도 직결되는 측면이며 제작의 편이를 지향해야했던 지방 가

53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4, 『진해 웅천도요지Ⅱ』; 경북대학교박물관, 1991, 『칠곡 다부동 자기요지, 대구 춘천간 고속도로 건설예정지역내 문화 

유적발굴조사보고서』; 국립광주박물관, 1988b, 앞의 책; 전남문화재연구원, 2011, 『광양 황방 분청자가마』.

표 6. 관요가 운영된 이후에 개요한 지방 청자 가마의 제작양상 

지역
백
자

청자 분청사기

명문 운영시기
무
문

음
각

양
각

투
각

상
감

인
화

선
각

면
각

귀
얄

담
금

철
화

전라

광양 황방1 ○ ○ X 16C전후

장성

영천리 ○ ○ 16C초

추암리 ○ ○ ○ 16C

경상

남해 대곡리1 ○ ○ ○ ○ 16C전후

칠곡 다부동 ○ ○ ○ ○ 16C전후

경상 진해

두동리1,2,5 ○ ○ ○

興/天/上 1477~1536
두동리4 ○ ○ ○

표 7. 관요가 운영된 이후 지방 가마에서 제작된 무문청자의 기종과 성격

지역 발 접시 굽 받침 번조방식

전라

광양 황방1 ○ 죽절 모래빚음 갑번/예번/포개구이

장성 영천리 ○ ○ 죽절 모래빚음 -

장성 추암리 ○ 죽절 모래 예번/포개구이

경상

칠곡 다부동 ○ ○ 죽절 모래빚음 예번/포개구이

남해 대곡리1 ○ 죽절 모래빚음 -

진해 두동리 ○ ○ 죽절 모래빚음 갑번/예번/포개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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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의 불가피한 선택이자 대응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표 7).

1466년 조선 왕실은 백자의 사용을 금지하는 동시에 

백토 산출지를 기록하고 백토 사용을 규제하였다.54 이로 

인해 경기도 광주일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좋은 

백토의 확보가 불가능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여기에 전

국 각지 사기장의 대부분은 경공장이라는 이름으로 경기

도 광주일대 가마로 정기적으로 차출되어야 했다. 이에 지

방 가마에서 자기를 제작할 사기장의 인원과 기술력은 이

전에 미치지 못했을 것이다. 실제로 자기 제작기술은 단기

간에 습득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즉, 지방 가마는 관요와 달리 활용할 인력, 물적자원에 한계

가 있었고, 제한된 제작기술력으로 거친 태토와 유약을 다

뤄 필요로 하는 자기를 제작해야 했다. 

음각운문청자, 내섬명 분청사기 등의 양질자기를 제

작하던 전라도 일대 가마는 관요의 설치 운영으로 인해 공

물자기를 제작할 필요가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양질자기를 

제작할 수 있는 여건을 잃게 되었다. 대부분의 전라도 일대 

청자 가마는 폐요에 이르렀고,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기면

에 백토를 분장하는 제작공정을 적극 이용하는 청자 가마

가 등장하게 되었다. 그 결과 기존의 청자 가마는 귀얄분청

사기의 제작비중을 늘려나갔던 것이며 새롭게 설치 운영된 

청자 가마 또한 백토분장 기법을 대거 사용하여 자기의 질

적 보완을 꾀하였다.55 요컨대 관요는 1467년경 본격적으로 

운영되면서 기존 공물자기의 수요를 충당하였다. 이에 지방 

가마는 더 이상 관청명 분청사기를 제작할 당위성을 잃었

고, 지방 관아 혹은 민수용 자기를 제작하는 것으로 그 성

격을 전환시켜 나갔다. 즉, 전라도 일대 음각운문청자의 제

작 중단과 관요로의 이전은 백토분장 기법과 함께 지방 가

마가 관요 운영에 따른 변화추이와 대응책을 보여주는 하

나의 지표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Ⅴ.   결론

지방의 자기 가마는 관요 설치와 운영으로 인해 많은 

영향을 받았다. 양질 백토를 사용하는데 제약을 받았고, 자

기 공급처의 변경에 따라 왕실과 중앙 관청이 아닌 지방 관

아나 민가에서 사용할 자기를 제작해야했다. 뿐만 아니라 

기술력이 뛰어난 사기장의 대다수는 관요로 차출되어 지방

의 자기 제작에 큰 타격을 끼쳤다. 본고는 이를 밝히는 하

나의 단서로 음각운문청자에 주목하였고, 전라도 일대의 

가마가 관요의 설치운영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보였는지 

그 추이를 살펴보았다. 

음각운문청자는 관요가 운영되기 이전 전라도 일대에

서 공물자기와 함께 제작되던 양질의 청자였다. 광주 충효

동 요지 폐기물 퇴적층에서 음각운문청자는 정선된 태토에 

맑은 유약이 시유된 다양한 자기들과 함께 출토되었다. 그

러나 이보다 후행한 1450~1460년경 자기의 제작수준이 현

격하게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고, 지방 관청을 의미하는 명

문의 표기 비중이 증가하였다. 지방 가마의 대다수는 관요

가 운영된 이후 인력과 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폐요에 이르게 되었다. 음각운문청자 역시 전라도 일대 가

마에서 더 이상 제작되지 않았다. 그 대신 지방 사기장 기

술력의 이전에 따라 관요에서 음각운문청자가 일부 제작되

는 양상을 보였다. 

조선시대 관요는 운영을 시작한 이후에도 인력과 자

원수급의 안정을 위한 일정기간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16세

기 전후가 되면 관요에서는 이른 시기의 경기도 광주일대 

자기와 지방 자기의 성격을 개별적으로 받아들이던 양상을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실제로 전라도 일대에 한해 제작되

던 음각운문청자는 초기 관요 청자의 문양에 영향을 미쳤

으나 그 제작시점과 수량은 극히 한정되어 있었다. 즉, 관요

54 『세조실록』 권39, 세조 12년(1466) 6월 7일, “白磁器, 除進上及已前燔造者外, 自今公私, 毋得用之. 違者竝工人, 以制書有違律, 科罪. 且勿定貢物, 以防憑

公私造之弊. 凡白土産出處, 令所在邑, 禁盜用, 無遺錄簿, 藏于本曹及承政院”. 

55 백토분장이 적극 이용된 분청사기 제작과 관련하여 시간의 전개에 따른 제작공정의 단순화로 보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권혁주, 2007, 「湖南地域 덤벙

粉靑沙器 硏究」 『호남문화재연구원논문집』6, 호남문화재연구원, 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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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차출된 전라도 사기장의 기술력이 관요에 투영된 증거인 

동시에 관요 자기의 제작이 이내 안정되었음을 보여주는 단

서이기도 하다.

현재까지 음각운문청자가 출토된 전라도 일대 자기 

가마의 정밀발굴조사는 완주 화심리 요지, 광주 충효동 요

지를 제외하고 거의 진척되지 않았다. 또한 전라도 이외 지

역의 가마에서 음각운문청자가 추가 확인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추후 음각운문청자의 생산유적과 소비유적에 

대한 자료가 축적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토대로 관요 운

영에 따른 지방 자기 가마의 변화추이라는 쟁점 외에 음각

운문청자의 유통구조와 소비성향, 문양의 연원과 영향관계

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고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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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sets out to investigate the installation of royal kilns and its impact on local kilns, taking note of 

celadon vase with inlaid cloud pattern in Joseon Dynasty. For that purpose, it determined the kilns and period 

to produce celadon vases with inlaid cloud pattern, and compared them with the pattern, design, and deformity 

of the celadon vases produced in the royal kilns in the 15th centuries. 

The celadon vase with inlaid cloud pattern was superior in quality than the porcelain for tribute ware 

manufactured together in Jeolla Province before the installation of royal kilns. And then a majority of 

sagijangs at local kiln had difficult time securing enough supply of manpower and resources, and discontinued 

manufacturing the celadon vase with inlaid cloud pattern. En revanche, celadon vases with inlaid cloud pattern 

produced from specially fixed royal kilns reflected the local sagijang’s skill. 

Local kilns were strongly influenced by the installation of royal kilns. Those could not freely use high-

quality white clay, limited to the market. Besides, most of the skillful sagijangs were assigned to royal kilns. 

Celadon vases with inlaid cloud pattern can be used as evidence to show that the manufacturing technique was 

transferred from local kilns to the royal kilns as well as to show that their production in royal kilns soon became 

stabilized.

Abstract

The Installation of Royal Kilns 
in Joseon Dynasty 
and Its Impact on Local Kil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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