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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여러 나라에 소장되어 있는 한국도자는 한국미술을 대표하는 장르로서 근대 유럽에서 일찍이 수집과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유럽 현지에서 자료 조사를 한 결과, 근대 시기에 영국에 소장된 한국도자의 구입 과정이나 경제적 가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비교적 많이 남아 있었다. 특히 근대 시기에 영국박물관과 V&A박물관이 한국도자를 소장하

는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에서는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구입 과정, 가격, 기준, 인식이나 평가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근대 영국에서 한국도자에 대한 인식, 소장 의도는 세 단계의 시기별 변화를 거치면서 컬렉션이 형성되었다. 1870

년대 후반부터 1880년대 후반까지는 한국도자의 실체를 확인하지 못한 환상 속에 있던 시기였다. 1880년대 후반부터 

1910년대까지 영국에 유입된 한국도자는 당시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민족지학적 자료로서의 성격이 강하였다. 1910년 

이후부터 1940년대까지는 고려청자 중심의 한국도자 컬렉션이 형성된 시기로 파악되었다. 

근대 영국에서 한국도자를 구입하는 기준과 과정은 20세기 초 한국을 방문하여 도자를 구입한 세 명의 영국인 사례

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1910년 이후 영국인들은 시베리아 횡단열차나 배를 이용하여 극동아시아를 여행하면서 한국에

서 도자를 구입하기 시작하였다. 한국 여행에서 전직 관료, 도굴꾼 등에게 좋고 오래된 고려자기를 비싸지 않은 가격에 

구입하거나 출토되는 지역에 직접 가서 구매하는 상황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카바노프 상회의 존재

를 파악하여 도자를 포함한 다양한 한국 물건들이 서구인들에게 판매·운송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근대 영국에서 한국도자의 경제적 가치가 어느 정도로 인정되었고, 그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

었는지를 살펴보았다. 당시 영국에서 한국도자는 조형적 우수성에 비해 합리적인 가격, 즉 우수한 품질에 비해 가격이 

낮다고 평가되었다. 특히 일본인들이 선호했던 고려청자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자기의 조형이 새롭고 우수하다는 평가 

자료는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이다. 근대 영국에서 고려와 조선시대 도자를 아울러서 한국도자의 조형성과 제작 

기술을 평가했던 관점은 다양한 종류의 한국도자 컬렉션이 형성되는 데 주요한 배경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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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유럽 여러 나라에 소장되어 있는 한국도자는 한국미

술을 대표하는 장르로서 근대 유럽에서 일찍이 수집과 연

구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유럽의 박물관, 미술관에 소장

된 한국도자에 대한 조사는 이미 문화재연구소, 국외문화

재재단 등 공공기관에 의해 이루어져서 한국도자의 종류

와 수량은 어느 정도 파악된 상태이다.1 이와 관련된 연구

도 현지에서 진행되어 영국박물관이나 V&A박물관에 소

장된 한국문화재에 대한 소장 경위와 시기 등도 밝혀져 

있다.2 한국도자를 일찍부터 수집하고 연구한 독일, 프랑

스 등에서 박물관을 중심으로 자료 조사를 한 결과, 영국

에 소재한 영국박물관과 V&A박물관에서 근대 시기에 작

성된 한국도자에 대한 자료를 많이 확인하였다. 

영국박물관과 V&A박물관에서 근대 시기에 작성된 

한국도자의 구입 서류나 유물 카드의 내용을 조사하는 과

정에서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한국도자의 구입 과정, 

구입 가격, 구입 기준, 인식이나 평가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3 본고는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세 

가지 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근대 영국에 

한국도자가 유입되는 과정을 세 시기로 분류하여서, 유입

되는 종류와 유입 배경 및 주체에 대해서 파악해볼 것이

다. 둘째, 근대 시기에 한국에서 도자를 비롯한 많은 오래

된 물건들이 골동품으로 해외에 판매되었지만 그 구입 과

정을 알 수 있는 자료는 많지 않다. 20세기 초 한국을 방

문하여 도자를 구입했던 영국인 세 명의 사례를 통하여 

한국도자의 구입 상황과 과정, 영국으로의 운송 방법 등

을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지금까지 근대 시기에 골동품 

시장에서 거래되었던 고려청자는 일본인들의 취향과 골

동상인들의 과장된 이야기, 고가 골동품의 이미지만이 주

로 언급되었다. 또한 일본인 수장가 중심의 연구는 근대 

한국도자에 대한 평가와 가치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보기 위

해서 근대 영국에서 한국도자의 경제적 가치가 어느 정도

로 인정되었고, 그 가치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

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한국도자 컬렉션의  
시기별 형성 과정

1. 환상 속의 한국도자 : 1870년대~1880년대  

영국에서 한국도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

하고 수집의 대상으로 인식된 것은 1870년대부터이다. 

동양도자 전문서에 한국도자가 등장하는 것은 아우구

스투스 월라스톤 프랭크스(Augustus Wollaston Franks, 

1826~1897)의 컬렉션 카탈로그에서 처음 확인된다. 그가 

1876년에 출판한 자신의 동양도자 컬렉션 카탈로그에는 

한국도자에 대한 내용이 없었지만 1878년에 개정된 증보

판에는 7점의 한국도자 목록과 관련 내용이 독립장으로 

추가되었다.4 일곱 점 중에 여섯 점이 현재 영국박물관에 

1 국립문화재연구소, 2016, 『영국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국외 소재 한국문화재 조사보고서 제33권, pp.51~128;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영국 빅토리아앨

버트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국외 소재 한국문화재 조사보고서 제26권, pp.51~205.

2 Jane Portal, 1995, ‘The Origins of the British Museum’s Korean Collection’, Transaction Royal Asiatic Society vol.70, Seoul Korea 

Branch, pp.37~52; Liz Wilkinson, 2003, ‘Collecting Korean Art at the Victoria and Albert Museum 1888~1938’, Journal of the 

History of Collection vol.15 no.2, pp.241~256; Charlotte Horlyck, 2013, ‘Desirable commodities –unearthing and collecting Koryŏ 

celadon ceramics in the late nineteenth and early twentieth centuries-’, Bulletin of SOAS vol.76, pp.467~491.

3 영국박물관에 소장된 한국도자 관련 서류의 열람은 한국 컬렉션 담당 학예사 엘리노어 수아 현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다.

4 Franks, A. W., 1878, Catalogue of a Collection of Oriental porcelain and Pottery, London: George E. Eyre and William Spottiswoode, 

pp.141~144; 아우구스투스 월라스톤 프랭크스는 1866년부터 1896년까지 영국박물관 유물민족학(Antiquities and Ethnography) 부서의 관리자였으며, 

영국박물관 역사에서 단독으로 가장 많은 유물을 기증하였다. 자신의 동양도자 컬렉션을 가지고 있었으며, 동양도자 연구자로도 활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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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되어 있는데, 이 중에 <백자청화초문호> 한 점만 한

국도자이며 나머지는 모두 중국이나 일본도자로 확인되

었다(사진 1).5 프랭크스가 1889년에 영국박물관에 기증

한 <백자청화초문호>는 19세기 말에 지방 가마에서 제

작된 품질이 떨어지는 자기이다.6 

프랭크스가 1887년 서울에 있던 허버트에게 보낸 편

지에서 “나는 물론 매우 좋고 오래된 물건을 바랐는데, 한

국에서 온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영국에서 한국 것으

로 팔리고 있지만 수요에 맞추기 위해 수입된 것임에 틀

림없는 듯한 무시무시한 현대 일본 도자기로 넘쳐났다”

는 내용을 볼 수 있다.7 1887년경까지 좋고 오래된 한국도

자가 영국에 유입되지 않았고 그 대신에 한국도자로 오인

되어 영국에서 넘쳐나던 무시무시한 현대 일본 도자는 무

엇이었을까. 1887년에 작성된 매들린 앤 월러스 던롭의 

“한국 도자”라는 글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그녀는 

최근에 고요한 아침의 나라, 한국에서 온 다양하고 새로

운 형태의 도자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인다고 하였

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한국도자가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도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새로운 도자로 

간주하고 있다고 하면서 버턴의 한국도자 컬렉션을 직접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소개하고 있다.8 던

롭의 논문에 실린 버턴의 한국도자 컬렉션은 모두 프랭크

스가 지적한 대로 현대 일본도자였지만 1880년대 영국에

서 한국도자로 인식되고 있었다(그림 1). 던롭이 버턴의 

도자가 한국산이라고 확신한 것은 구입 장소가 한국의 부

산이었기 때문이었고, 경기도에 있는 마을에서 왔다는 설

명을 하고 있다.9 당시 영국에서 유통되던 한국도자가 일

본도자와 조형과 품질이 비슷하였지만 일본도자보다 더 

싼 가격에 팔리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도자는 아니라고 판

단하였다.10 당시에 영국을 포함한 유럽에서 한국도자를 

원하는 수요는 적지 않았고, 이를 이용하여 요코하마나 

나가사키의 화려한 문양의 일본도자가 한국 제물포[현 인

천]를 경유하여 유럽으로 보내졌기 때문에 유럽에서 일본

5 프랭크스 동양도자 컬렉션은 영국박물관에 기증되었으며, 1878년 개정판에 한국도자로 분류된 7점 중 6점이 영국박물관 홈페이지에서 확인된다. 한국도자로 

판단된 한 점(유물번호 Franks.938)을 제외하고 일본 에도 시기나 중국 당, 명·청대 덕화요 자기로 분류되어 있다.

6 김윤정, 2018, 「근대 유럽에서 한국도자에 대한 인식 변화와 그 배경」 『한국근현대미술사학』 제36집,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pp.39~40.

7 Jane Portal, op.cit, p.41.

8 Madeline Anne Wallace Dunlop, 1887, ‘KOREAN WARE’, THE MAGAZINE OF ART, London, Paris, New York and Melbourne: Cassell 

and Company, pp.264~270. 

9 Madeline Anne Wallace Dunlop, ibid, pp.264~265. 버턴이 1882년 이후 일본에 머무르면서 한국에 사람을 보내어 부산에서 도자기와 목공예품을 구

입했으며, 그 물건들을 담은 상자 60개가 영국에 도착함으로써 컬렉션을 형성할 수 있었다는 과정이 설명되어 있다.

10 Madeline Anne Wallace Dunlop, ibid, p.270.

사진 1   백자청화초문호(Franks.938), 조선 19세기, 영국박물관 .

그림 1   버턴의 한국도자 컬렉션 중 일부(Madeline Anne Wallace Dunlop, 

1887, ‘ KOREAN WARE’, THE MAGAZINE OF ART, London, Paris, 

New York and Melbourne: Cassell and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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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를 한국도자로 인식하는 상황이 일어난 것이었다.11   

1870년대부터 1880년대까지 많은 수집가나 연구자

들은 한국도자기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일본도자의 

원류이기 때문에 오래되어 가치 있고 좋을 것이라는 막연

한 환상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 영국에서 인식된 

한국도자는 중국이나 일본산의 백유도자이거나 한국도

자는 맞지만 품질이 떨어지는 일상용 도자, 조선의 개방 

이후에 한국 제물포를 통해 유럽으로 보내진 일본의 다

채도자였다. 조선과 영국이 수교한 이후인 1887년까지도 

영국에서 한국도자는 실체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환

상 속의 도자였다. 

2.   민속품으로서의 한국도자 :  

1880년대 후반~1900년대 

이 시기는 조선이 1883년에 영국을 시작으로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수교를 맺으면서 외교관이나 선교사들의 

조선 방문과 체류가 공식적으로 가능해졌다. 조선에 주재

했던 영국인들 중에 몇 명이 한국도자를 수집하여 영국 내 

여러 박물관에 기증하였는데, 몇 가지 예를 통하여 당시 

기증되었던 한국도자의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표 1). 

  토마스 와터(Thomas Watters, 1840~1901)는 1887

년부터 1888년까지 조선에서 총영사대리로 체류하였으

며, 1888년에 귀국하여 한국에서 수집했던 물건들을 영

국박물관에 기증하였다. 1888년에 작성된 문건에는 토마

스 와터의 직위와 박물관에 기증한 물건들이 한국에서 수

집되었다는 내용을 볼 수 있다. 1번부터 26번까지 물건들 

중에 1~11번까지 한국에서 제작되었다는 설명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다(사진 2).12 당시 등록된 26건의 물건은 모

두 한국에서 수집된 것이지만 조선, 중국, 일본제의 도자

기와 금속기가 섞여 있다. 그가 수집한 10여점의 한국도

자 중에 고려청자 2점과 <백자투각용문연적>을 제외하

면 19세기 말에 제작된 품질이 떨어지는 일상용 자기이다

(사진 3). 와터가 한국에서 수집한 물건은 조형성보다 당

시 조선의 사회생활상을 볼 수 있는 민족지학적인 면이 

강하였다. 와터의 한국 물건이 당시 V&A박물관에도 기

증되었지만, 예술적 가치가 부족하고 민족지학적인 면이 

강한 것으로 평가되어 박물관 컬렉션으로 기증받기를 주

저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기도 하다.13 

윌리엄 조지 애스턴(William George Aston, 

1841~1885, 아수돈 阿須頓)은 1884년부터 1885년까지 조

선 주재 영국 총영사를 역임하였으며, 1888년에 조선시

11 Edward Dillon, 1904, Porcelain , London: Methuen Co., p.169. 

12 REGISTER of ANTIQUITIES, BRITISH&MEDIEVAL, VOL.5, JAN. 1885 TO DEC. 1889(영국박물관). 

13 Liz Wilkinson, op.cit, pp.243~244.

사진 2   토마스 와터의 영국박물관 기증 한국물건 목록(필자 사진).

사진 3 토마스 와터가 기증한 한국도자, 1888년, 영국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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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항아리, 고려 도기편병, 청동숟가락 등을 영국박물관

에 기증하였다.14 그가 기증한 한국 물건 역시 조형성과 

예술성이 떨어지는 민속품 정도 수준으로 판단된다.    

윌리엄 조지 카이나스턴 반스(William George 

Kynaston Barnes, 1859~?)는 외과 의사이자 영국 왕립 해

군의 대위로서 중국에 주둔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한국에서 수집한 물건들을 1891년, 1895년, 1899년 세 번

에 걸쳐서 영국박물관에 기증하였다. 그가 기증한 유물 

목록과 담당 부서인 중세유물 및 민족학부 책임자였던 찰

스 헤라클레스 리드(Charles Hercules Read, 1857~1929)

와 주고받은 편지에서 당시 한국도자에 대한 인식과 평

가를 알 수 있는 흥미로운 내용이 있다. 1891년 목록에는 

<청자화형접시>(1891,1215.2)와 <백자반구병>의 상

태를 묘사하는 글과 전체 형태의 스케치가 있고, 왕립 해

군 대위 반스가 기증했다는 내용과 함께 ‘조선의 왕자 민

이 600년 정도 오래된 물건을 기증자에게 주었다’는 설명

이 추가되어  있다(사진 4, 5).15 당시 서양에서 출판되거

나 남아 있는 기록에서 민영익은 ‘Prince Min of Corea’, 

즉 ‘조선의 왕자 민’으로 기재되었다. 고종이나 명성황후

가 1882년부터 일본이나 서구 나라의 외교 관련 인물에게 

고려청자를 선물로 준 예는 여러 번 확인되었지만 민영익

의 경우는 처음 알려진 사실이다.16 반스가 보낸 여러 점

의 편지에서 한국 제물포나 일본 요코하마에도 자주 들렀

다고 묘사하고 있어서 민영익을 만난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접촉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895년에도 

제물포(현 인천)에 이틀 정도 머물면서 지제(紙製) 반짇

고리, 곰방대, 지게 등 한국과 관련된 잡다한 물건을 수집

하여 영국박물관에 보내면서 중세유물 및 민족학부 책임

자였던 리드에게 보낸 편지가 함께 남아 있다. 편지에는 

‘자신이 보낸 물건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면 알려주길 

바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자신이 수집한 물건의 

예술적 가치에 대해 확신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17

반스는 1899년에도 9점의 도자를 영국박물관에 보

냈는데, 당시 작성된 유물 목록에는 9점이 모두 한국에서 

온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18 9점의 도자는 조선 19세기 

백자, 청화백자, 중국도자 3점이 포함되어 있다(사진 6). 

당시 도자기를 받은 영국박물관 민족학부 학예사 찰스 리

드가 반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한국도자에 대한 인식의 일

14 국립문화재연구소, 2016, 앞의 책, pp.294~373. <영국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조사 총목록>에서 유물번호 72, 223, 419이다. 

15 REGISTER OF ANTIQUITIES, BRITISH&MEDIEVAL, VOL.6, FEB. 1890 TO MAR. 1893, 1891 12~15(영국박물관). “Presented by Dr. W. G. K. Barnes R. 

N. Royal marine Depot Walner/given to the donor by Prince min of Corea-600 years old”.

16 김윤정, 2016, 「근대 미국의 고려청자 Collection 형성과 연구 성과의 의미」 『석당논총』 66,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pp.367~403.

17 1895년 3월 15일 H.M.S. “Gibraltar” Yokohama에서 Mr. Read에게 보낸 편지(영국박물관).

18 REGISTER of ANTIQUITIES, MEDIEVAL&LATER, VOL.8, SEPT. 1898 TO MAY. 1905(영국박물관). 

사진 5 1891년 영국박물관 유물 등록 목록(필자 사진).

사진 4   청자화형접시와 백자반구병, 윌리엄 조지 카이나스턴 반스 기증, 1891년, 

영국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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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을 볼 수 있다. 리드는 반스의 노고에 감사하면서, 보내

준 한국도자가 수집가들이 열광하는 놀라울 정도로 아름

다운 종류의 도자는 아니지만 그것이 여기에서 우리 모두

의 관점은 아니라고 강조하였다(사진 7).19 당시 수집가들

이 열광하는 자기는 조선 전기에 제작된 분청사기 다완류

이거나 고려청자일 것으로 추정된다. 유럽에서 한국도자

에 대한 평가는 일본인의 취향이 영향을 많이 미쳐서 조

선 백자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되는 경향이 있었

지만 리드는 분명하게 자신들 모두가 그러한 취향에 동의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오기타 에츠조(荻田悦造, 1878~1943)는 조선총독부 

서기관으로 근무하면서 1910년 영국에서 열린 일·영박람

회에 한국 담당으로 참여하였다. 박람회가 끝나고 난 후

에 남은 부채, 가죽신, 짚신, 화살통, 화살, 활, 나전상자 등 

다양한 물건을 영국박물관에 기증하였는데, 그 중에 한국

도자(Korean Pottery) 7점이 포함되어 있었다(사진 8).20 

도자기는 현재 조선백자 1점, 청화백자 4점, 일본도자 2

점, 중국도자 1점으로 확인되었으며, 골동품이나 수장품

의 개념이 아니라 당시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물건이었다. 

도자와 함께 기증된 물건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모두 민족

지학적인 성격임을 알 수 있다.

1880년대 후반부터 1910년경까지 영국에 유입된 한

국도자는 민족지학적인 관점에서 수집된 생활용품으로

서의 성격이 강하였다. 조선[한국]에 주재한 영국인들이 

가져온 도자는 대부분 19세기 후반에 제작된 조선백자, 

청화백자, 중국이나 일본도자였으며, 고려청자와 같이 골

동으로서의 수집품은 극히 드물었다. 또한 수집된 물건

이 모두 민족학 부서로 갔다는 점에서도 당시 수집품이 

민속품으로 분류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소장품으로서의 한국도자 :  

1910년대~1940년대

영국에서는 1910년 이후부터 동양도자 수장가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한국도자 컬렉션이 형성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조지 유모호포러스, 오브리 르 블론드, 윌리엄 

19 LETTER 1899. “…The Corean pottery is not of that bewilderingly beautiful kind that collectors go mad over, but that is not altogether our point 

of view here…”(영국박물관); Jane Portal, op.cit, p.58. 

20 REGISTER OF ANTIQUITIES, BRITISH&MEDIEVAL, VOL.9, MAY. 1905 TO NOV. 1910(영국박물관).

사진 6 반스가 기증한 한국도자, 1899년, 영국박물관.

사진 7   영국박물관 민족학부 학예사 찰스 리드가 반스에게 보낸 편지, 1899년, 

영국박물관(필자 사진).

사진 8 오기타 에츠조가 기증한 한국도자 목록, 1910년, 영국박물관(필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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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로 타프, 스탠리 스미스 등의 한국도자 컬렉션을 확인

할 수 있다. 한국도자가 컬렉션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은 

조형성, 품질, 경제적 가치 등 여러 면에서 수집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표 1). 

조지 유모호포러스(George Eumorfopoulos, 

1863~1939)는 거대한 동양미술 컬렉션을 가지고 있었으

며, 홉슨(R. L. Hobson)과 함께 ‘Oriental Ceramic Society’

를 세우고 초대 회장을 맡는 등 유럽에서 동양도자 연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1911년 그가 영국박물관에 

기증한 한국도자 36점은 고려청자 24점, 고려도기 7점으

로 대부분 고려시대 도자였다(사진 9).21 그의 동양도자 컬

렉션 카탈로그에 실린 62점의 한국도자 중에 고려청자는 

40여점, 고려자기로 분류된 송대 백자는 13점, 조선시대 

자기는 5점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1920년까지 지속적으

로 고려자기 중심의 수집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22 

오브리 르 블론드(Aubrey le Blond)에 대해서는 Ⅲ

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V&A박물관에 기증된 

르 블론드 컬렉션도 고려시대 도자가 중심이었다.23 특히 

1918년에 출판된 그의 컬렉션 카탈로그는 이후 서구인들

의 한국도자 수집과 연구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24 윌리엄 

먼로 타프(William Munro Tapp, 1859~1936)는 런던에서 

1884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는데, 1906년부터는 변호업

을 그만두고 여러 분야에서 사업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25 그는 관심사가 광범위하여 왕립유물협회와 왕립

지리협회의 회원이었고 에섹스, 서포크, 서머셋의 고고학

회의 일원이었다. 그는 1912~1913년 한국을 여행하면서 

한국도자기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V&A박물관

과 휘쯔윌리엄박물관에 여러 번 한국도자기를 기증하였

다. 스탠리 스미스(Rev Stanley Smith, 1876~1954)는 영

국 교회의 선교사로 1912년부터 1917년까지 한국에서 물

건을 수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26 그의 한국도자 컬렉션

은 주로 판매되었으며 영국박물관이나 V&A박물관에서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컬렉션으로 수집된 한국도자는 고려시대 

도자가 중심이 되었다. 근대 영국에 소장된 동양도자 컬

렉션에서 한국도자의 비중이 크지는 않았지만 중국이나 

일본도자와는 구별되는 특징을 가진 동양도자의 한 부분

으로서 한국도자의 위치가 확실해졌음을 알 수 있다.

21 조지 유모호포러스가 1911년에 기증한 한국도자는 유물번호 1911,0607.1부터 1911,0607.38까지이며, 고려시대 도자 외에도 분청사기, 송대 요주요 청자, 명대 

청자, 한대 도기 등이 섞여 있다.  

22 R. L. Hobson, 1928, The George Eumorfopoulos Collection Catalogue of the Chinese, Corean and Persian Pottery and Porcelain Vol.Ⅵ, 

London: Ernest Benn, pp.34~43, 44~51. 

23 BERNARD RACKHAM, 1918, CATALOGUE OF THE LE BLOND COLLECTION OF COREAN POTTERY, London: Victoria and Albert Museum, 

pp.1~41.

24 김윤정, 2018, 앞의 글, p.35.

25 휘쯔윌리엄박물관 아카이브 자료(001154) ‘William Munro Tapp(1859~1936)’. 

26 S. T. Smith, 1917, ‘Korean Arts and Crafts’, Korea Magazine vol.1 no.1~7, Nov., pp.484~488; S. T. Smith, 1917, ‘Korean Arts and Crafts Ⅱ’, Korea 

Magazine vol.1 no.1~7, Dec., pp.559~563. 

사진 9 조지 유모호포러스의 한국도자 기증 목록, 1911년, 영국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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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도자의 구입 과정과 배경     

근대 시기에 영국을 포함한 유럽인들이 한국도자를 

구입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려진 자료는 많지 않다. 영국 

내 많은 박물관에서 한국도자를 구입하기보다는 기증받

는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에 한국도자가 어떤 과정을 거쳐

서 영국까지 운송되었는지에 대해서 알려진 자료는 거의 

없다. 한국에 방문하여 도자를 구입한 오브리 르 블론드, 

윌리엄 먼로 타프, V&A박물관의 도자 담당 학예사였던 와

일드 등 세 명의 영국인 사례를 통해서 20세기 초 한국도

자가 어떻게 판매되고 운송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20세기 초 한국 여행과 도자 구입 

19세기 후반에 서구인들이 조선에서의 경험을 담은 

책들을 참고하면서 한국문화나 도자에 일견 환상을 품었

다면 20세기 초에는 직접 한국을 여행하면서 도자를 구입

표 1 근대 영국의 한국도자 컬렉션 

수집가 신분 소장시기 도자 종류(수량) 소장처 비고

1
William George Aston 

(1841~1911)

조선 주재 영국 총영사 

(1884~1885)
1888 고려도기, 조선 분청사기, 흑갈유다각호 영국박물관 기증

2
Thomas Watters 

(1840~1901)

조선 주재 총영사대리 

(1887~1888)
1888 조선백자, 고려청자, 중국·일본도자, 금속기 영국박물관 기증

3 W. G. K. Barnes (1859~?)
영국 왕립 해군 대위

(의사, 중국 주둔)

1891 고려청자, 조선백자병
영국박물관 기증

1899 조선백자(6점), 명대 도자(3점)

4
A. W. Franks 

(1826~1897) 

영국박물관 학예사,

동양도자 컬렉터

1889 토기(7점), 조선청화백자(1점)

영국박물관 기증

1973
(1892)

고려청자, 조선분청사기, 조선백자

1973
(1893)

고려청자, 조선백자

5
William Gowland 

(1842~1922)
컬렉터, 과학자 1889 고려청자, 19세기 조선백자 영국박물관 기증

6
Ogita Etsuzo(荻田悦造, 

1878~1943)

Secretary of Imperial 
Cho Sen Government
(朝鮮総督府 書記官)

1910년

(日·英博覽會)

Korean Pottery(7점)

→ 조선백자(4점), 일본도자(2점), 중국도자(1점)
영국박물관 기증

7
George Eumorfopoulos 

(1863~1939)
동양미술품 수장가

1911
고려청자(25점), 도기류(6점), 조선분청사기(1점), 

중국도자(3점)

영국박물관
기증

구입1936 고려청자, 재현청자

1938 고려동화청자

8
Aubrey Le Blond 

(1869~1951)

컬렉터

(1913년 한국 방문)
1914 고려청자, 고려도기, 조선백자, 중국 송·원대 도자 V&A박물관 기증

9
William M. Tapp 

(1859~1936)

변호사, 사업가, 컬렉터 

(1912~1913 한국 방문)

1913 조선 18~19세기 백자(3점), 회유호, 고려시유도기 영국박물관 기증

1919 조선청화, 동화백자(5점)

V&A박물관 기증

1927 신라토기, 고려청자, 조선백자

1930
조선청화백자(7점), 고려청자(5점), 일본도자(1점), 

중국도자(2점)

1932 조선청화백자(1점)

1920 고려청자(1점), 조선백자(2점), 토기(1점)

휘쯔윌리엄

박물관
기증

1926 고려청자(7점), 조선백자(4점)

1927 고려청자(4점), 조선백자(2점)

1930 고려청자(8점), 조선백자(6점)

1932 고려청자(2점), 조선백자(1점)

10
Stanley Smith 

(1876~1954)

성직자, 한국 선교 

(1912~1917) 
1951 고려청자, 조선백자 영국박물관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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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례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특히 1910년을 전후하여 

출판되는 한국 여행 안내서에는 서울에 있는 박물관 안내

가 자세하게 실리고,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미시마자기나 

고려도자, 조선청화백자에 대한 내용까지 실려 있다.27 한

국[조선]에 대한 상황이 여행 안내 책자에까지 소개되면

서 유럽에서 한국으로의 여행과 도자기 수집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오브리 르 블론드(Aubrey Le Blond, 1869~1951)는 

일찍부터 도자기나 그림 등을 수집하였지만 동양도자에 

관심을 가진 것은 1913년에 극동 지역을 여행한 것이 계

기가 되었다(그림 2). 르 브론드는 1912년에 그의 부인과 

함께 유람선을 타고 아시아로의 여행을 시작하였고 돌아

갈 때는 육로를 선택하여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탔다(그

림 3). 오브리의 한국 여행과 한국도자 구입에 대한 내용

은 그의 부인인 미세스 오브리가 1928년에 출판한 저서

에서 찾아볼 수 있다.28 특히 홍콩에서 만난 아치볼드 헨

리 세이스(Archibald Henry Sayce, 1845~1933) 교수는 르 

블론드에게 “미국과 일본 컬렉터들이 한국의 고려시대 도

자를 수집하기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적당히 합리적인 가

격에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하였다.29 르 블론드 

부부의 한국 여행은 짧게 예정되어 있었지만 세이스 교수

의 조언으로 도자를 구입하기 위해 예정보다 오랜 시간을 

머무른 것으로 보인다.

저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한국에서 세 가지 정

도의 방법으로 도자기를 구입했던 것으로 보인다. 첫 번

째 방법은 이미 형성된 컬렉션의 물건을 사는 것이었

다. 그에게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관직에

서 쫓겨나서 가난해진 관리들이라고 언급하였다. 오브

리가 구입한 도자기 중에 가장 좋은 몇 점은 순종(재위 

1907~1910) 시기의 전직 관료들에게 구입한 것이라고 하

여 관리들이 도굴과 유통에 관여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

다. 두 번째 방법은 도굴꾼들에게 직접 도자기를 사는 경

우였다. 오브리는 오래된 고려시대의 도자는 무덤을 도

굴해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당시 일본 

정부가 무덤 도굴을 금지하는 규제를 강화하면서 도굴꾼

들은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했기 때문에 물건들을 비싸

게 팔기 위해 기다리기보다 빨리 팔기를 더 원했다고 한

다. 세 번째 방법은 직접 기차를 타고 특정 지역으로 가서 

27 Philip, Terry T., 1914, Terry's the Japanese Empire: Including Korea and Formosa, with chapters on Manchuria, the Trans-Siberian Railway, 

and the Chief Ocean Routes to Japan, a Handbook for Travelers, Boston & New York: Houghton Mifflin Company, pp.745~746. 조선 황제의 소장

품이었던 15엔짜리 대접이 열광적인 일본 애호가들에 의해 그 가치가 부풀려져서 오사카 경매에서 90,000엔에 팔렸다는 내용까지 볼 수 있다.

28 Mrs Aubrey le Blond, 1928, Day in, Day out, London: J. Lane, pp.156~164.

29 Mrs Aubrey le Blond, ibid, p.162. 

그림 2 오브리 르 블론드(Aubrey Le Blond, 1869~1951).

그림 3 르 블론드의 극동아시아 여정과 한국에서의 도자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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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구입하는 것이었다. 한국인 판매업자는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 확실한 지역으로 그들을 안내했다고 

한다. 그 지역이 어디인지 기록하지 않았지만 오브리의 

한국도자 컬렉션이 고려시대 무덤에서 출토된 도자라는 

점에서 개성 일대 지역으로 추정된다. 그 지역으로 가면 

농민이 물건들을 지고 와서 바닥에 펼쳐놓았고 오브리는 

그 중에서 좋은 물건들을 골라서 가격을 흥정하였던 것으

로 보인다. 그들이 영국으로 돌아온 이후 일본 정부가 한

국에서 모든 골동품의 수출을 금지하였으며, 그들이 컬렉

션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매우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

고 적고 있다.30

오브리 외에 한국을 직접 방문해서 도자기를 구

입한 컬렉터는 윌리엄 먼로 타프(William Munro Tapp, 

1859~1936)이다. 타프가 1919년, 1927년, 1930년, 1932년  

등 몇 차례에 걸쳐 V&A박물관에 한국도자를 기증하였

고, 당시 기록에서 그가 한국 여행을 하면서 도자기를 구

입한 사실을 확인하였다.31 1919년에 작성된 기증 유물 서

류에는 그가 전쟁(제1차 세계대전)이 나기 1~2년 전에 한

국을 과학적 목적으로 여행했고 도자기를 수집했다고 적

혀 있다(사진 10).32 그러나 그가 어떤 방법으로 도자기를 

구입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그가 1915년

에 V&A박물관에 도자기 기증을 타진했으나 성사되지 않

았고 1919년에 조선 18~19세기 청화백자 5점을 기증하였

다. 이때 타프가 V&A박물관 학예사였던 랙햄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청화백자 5점은 서울에서 구입하였고 크기

와 수량이 가격의 기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백자청화운

룡문호>(높이 48.5㎝), <백자청화운봉문호>(높이 43.8

㎝), <백자청동화산수문호>(높이 36.2㎝), <백자동화

화문각호>(높이 17.2㎝), <백자청동화복숭아모양연적

>(높이 15.2㎝)은 크기에 따라서 £5, £4, £1.4.0, £1, £? 

정도를 지불한 것으로 되어 있다(사진 11).33 

마지막으로 한국의 골동이나 여러 물건을 전문적으

로 판매하는 상회에서 구입한 경우이다. V&A박물관 도

자 부서에서 1896년부터 1918년까지 학예사로 일했던 

와일드(C. H. Wylde, 1864~1953)가 1910년부터 1911년 

겨울에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극동 지역을 여행했

고,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도자기, 금속기, 가구, 직

물 등을 구입하였다.34 그가 구입한 도자기는 34점이었

는데, 1912년에 작성된 서류에는 유물 개개의 기형, 문

양 등에 대한 묘사, 구입 이유와 특징, 파손된 정도, 가

격 등이 서술되어 있다(사진 12).35 도자기를 포함한 다양

30 Mrs Aubrey le Blond, ibid, p.164. 

31 V&A Registry, TAPP, W. M.(MA/1/T109), GIFT 2nd JAN. 1919, GIFT 13th APR. 1927, GIFT 7th APR. 1930, GIFT 22nd NOV. 1932(V&A박물관 아카이

브 자료).  

32 V&A Registry, TAPP, W. M.(MA/1/T109), GIFT 2nd JAN. 1919. “Mr. Tapp travelled in Corea a year or two before the war for scientific purposes + 

made a little collection of Corean pottery”(V&A박물관 아카이브 자료).  

33 V&A Registry, TAPP W. M.(MA/1/T109), 21st FEB. 1919 편지(V&A박물관 아카이브 자료).

34 Liz Wilkinson, op.cit, pp.246~248. 

35 V&A Registry, Nominal file(MA/2/p7/5), ‘Purchase by Officers on Visits Abroad’ part 5 (1902~1954)/Ceramics Department, 22nd AUG. 1912(V&A

박물관 아카이브 자료).  

사진 10 윌리엄 먼로 타프의 기증 유물 서류, 1919년, V&A박물관(필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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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종류의 한국 물건을 구입한 곳은 서울에 있던 카바노

프 상회였다. 기존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카바노프 상회

(Kavanaugh&Co.)의 한국도자 판매 및 운송에 대해서 살

펴보고자 한다. 

2. 카바노프 상회의 한국도자 판매 및 운송 방법

카바노프 상회는 근대 골동상회로 잘 알려진 야

마나카 상회와 달리 지금까지 그 존재가 잘 알려지지 

않았다.36 카바노프 상회는 미국인 존 카바노프(John 

Kavanaugh, 1866~1918)가 설립한 회사였으며, 그에 대

한 정보는 고향인 워싱턴 주의 역사 사이트에서 볼 수 있

다. 존 카바노프는 원래 광산 기술자로, 1902년 말에 한국

의 석탄 채굴회사에 외국인 감독관으로 왔으며, 이후 몇 

년 동안 서울에서 모든 분야의 위탁 대리업을 포함하여 

금광 관련 사업을 했다. 1908년에 한국, 1913년에 중국에

서 미국 사령관(U.S. Marshal)으로 임명되었으며, 1918년 

10월에 상해에서 마닐라로 죄수들을 호송하는 중에 콜레

라에 걸려 죽었다.37 워싱턴 주의 역사 사이트에 있는 카

바노프의 사진은 정확하게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사진

의 프레임에 찍혀 있는 글자를 보면 한국 서울 이와타 카

나에(岩田鼎) 사진관에서 촬영된 것이다(사진 13). 이와

타 카나에는 대한제국의 황실 사진사로 들어와 1907년부

터 고종과 순종의 진영(眞影)을 촬영한 인물이다. 카바노

프는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보낸 서신에서 1904년부

터 황제[고종]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어

서 이 사진은 1904년 이후에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38 

카바노프 상회가 했던 일에 대해서는 1910년에서 

1912년 사이에 출판된 “KOREA”라는 제목의 안내·홍보 책

자에서 볼 수 있다. 안내 책자의 앞장에는 “모든 업무의 대

리 또는 중매업 : 골동품 판매, 부동산 및 광산 중개업, 상품

을 포장하여 세계 각지로 운송한다”고 소개되어 있다(사진 

14).39 상회는 서울 하세가와조(長谷川町, 현재 소공동)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다양한 분야의 중매상(仲買商)과 국제 

36 야마나카 상회는 오사카 출신 상인인 야마나카 사다지로(山中定次郞, 1866~1936)가 설립한 국제적인 고미술 거래업체이다. 1895년 미국 뉴욕의 작은 미술품 상점

을 연 이래 보스턴, 시카고, 런던, 파리, 베이징에 지사를 두고 운영하였으며, 1944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면서 문을 닫았다. 

37 http://www.washingtonhistory.org에서 John Kavanaugh의 생애와 관련된 자료 및 그가 남긴 215통의 편지 내용을 볼 수 있다(MsSC 249 ‘John 

Kavanaugh papers’). 

38 ‘John Kavanaugh papers’(MsSC 249), Washington State Historical Society, Tacoma, p.3. 

39 KAVANAUGH&CO., 1910~1912, KOREA-COMPLIMENTS OF KAVANAUGH&CO., Yokohama: Box of Curios Press. “GENERAL COMMISSION 

AGENTS : Curio Dealers, Real Estate and Mine Brokers. Goods packed and Forwarded to all parts of the world”.

사진 11 타프가 기증한 조선자기 5점, 1919년, V&A박물관.

사진 12 와일드가 작성한 유물 구입 서류, 1912년, V&A박물관(필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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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업까지 하고 있었다. 책자의 앞부분에 서울의 주요 건

물 및 주요 지역의 역사와 특징을 설명하였다.40 주목되는 

내용은 책자의 뒤쪽에 있는 ‘가격 목록 및 사업 조건(Price 

List & Terms of Business)’이 제시된 부분이다. 골동품을 비

롯한 다양한 종류의 한국 물건이 외국으로 유통되는 과정

이나 운송 방법, 운송 가격 등 다른 자료에서 잘 보이지 않

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목록에 제시된 물건의 종류는 

총 27건으로 각각 가격과 주문 시에 필요한 조건이 기재되

어 있다. 병풍, 옛 도장, 옛 동전, 다양한 유기 제품, 남녀 의

복류, 모자, 신발, 갑옷, 무기류, 그림엽서, 돗자리, 비단, 도

자기, 다양한 종류의 가구들이 포함되어 있다(사진 15).41 

카바노프 상회에서 취급했던 27종의 물건 중에 가

격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호박(amber)과 도자기(ceramic 

art) 두 종류였다. 도자기는 신라토기와 고려도자 등을 판

매했고, 구입·주문 시에 필요한 여러 편의를 제공해주겠

다는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다. 상회 책자에는 도자 구

입의 경우에 따라서 첫째, 요청 시에 도자기의 유약, 유색 

등 상태를 알 수 있는 자세한 설명과 사진을 보내주고, 둘

째, 고려나 조선시대 자기 컬렉션을 박물관 등에 공급할 

수 있고, 주문 시에 50%를 선불하면 즉시 보내줄 수 있으

며, 셋째, 한국에서 출토되는 오래된 중국 도자기도 가지

고 있고, 넷째, 역사적 가치가 있는 옛날 무덤에서 출토되

는 도자의 구입을 원할 때 미리 송금을 하면 도자를 대신 

구입하는 업무도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1910년대 서울에

서 운영되던 카바노프 상회가 토기, 청자, 백자 등의 한국

도자를 판매했고, 무덤에서 출토되는 도자에 대해서는 구

입 대행도 했음을 알 수 있다. V&A박물관 학예사 와일드

가 1911년에 카바노프 상회에서 구입한 34점의 도자는 

고려청자(6점), 고려도기(1점), 조선백자(18점), 흑유자기

(1점), 송대 백자(2점), 청대 자기(4점), 일본자기(2점) 등

으로 확인되어서, 한·중·일에서 제작된 다양한 도자를 유

통·판매했던 것을 알 수 있다.42

카바노프 상회는 한국 물건이나 골동품의 판매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등 상당한 장거리 지역으로의 국

제운송업을 겸하고 있었다. 상회는 화물의 포장부터 운

송, 도착까지의 전 과정을 서비스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었

다. 먼저, 포장 과정에서 주목되는 점은 모든 구입된 물건

은 포장되기 전에 12시간 동안 훈증 소독되었다는 부분이

다. 당시 취급되는 물건 중에 무덤에서 출토되는 도자기

가 많았고 상회의 주요 고객인 서구인들이 한국의 위생상

40 KAVANAUGH&CO., ibid, pp.1~28. 사냥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 여행의 좋은 점, 한국의 위치, 기후, 복식, 궁궐,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독립문, 남산, 파고다공원, 

홍릉, 진고개, 북한산, 관악산, 병원, 우체국, 은행, 철도, 대전, 부산, 개성, 평양의 순서로 되어 있다.

41 KAVANAUGH&CO., ibid, pp.41~44.

42 유물 구입 서류에 기재된 유물번호를 기준으로 V&A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유물 검색을 통해 34점을 확인하였다.   

사진 13   존 카바노프(1866-1918). 사진 14   카바노프 상회의 홍보 책자, 

1910~1912년. 

사진 15 카바노프 상회의 홍보 책자 안에 포함된 도자, 금속기 상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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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등을 염려하는 점을 감안했음을 알 수 있다. 가구, 유

기 등의 물건은 구입 이후에 정밀 검사해서 문제가 있으

면 숙련된 기술자가 직접 수리를 해주는 서비스까지 이루

어지고 있었다.43   

카바노프 상회에서 물건을 구입한 경우에는 가격에 

상자 포장을 비롯한 전체 포장비용과 제물포에서의 선적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포장비

용을 따로 지불해야 했고, 물건 총가격에서 1.5%를 선박

과 도난에 대비한 보험금으로 지불하도록 되어 있었다. 

운송비용은 목적지 도착 이후에 물건이 잘 왔는지를 확인

한 후에 신용 계좌(credit account)로 지불하였고, 신용 계

좌가 없으면 주문 시에 현금으로 지급해야 했다. 운송된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송장을 수령한 후에 즉시 이의

를 제기하도록 하는 점도 현재 운송 시스템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이다.44 V&A박물관 아카이브실에는 와일드가 

1911년에 서울 카바노프 상회에서 구입한 가구, 금속기, 

도자기, 유리 등의 물건들을 제물포(현 인천)에서 아르카

디아호에 실은 후 1912년 4월에 출발하여 8월 초에 런던

에 도착했다는 선적 기록과 운송비 650엔(약 68파운드)

에 대한 영수증 자료가 남아 있다.45

Ⅳ.   한국도자의 경제적 가치와 
 구입 기준

근대 시기에 영국은 동양도자의 수집과 연구에서 중

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한국도자의 경제적 가치

나 구입 기준을 알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다. 영국박물

관, V&A박물관, 휘쯔윌리엄박물관 등이 한국도자를 소

장한 방법은 구입보다는 기증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V&A박물관은 1909년부터 193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한

국도자를 구입하였으며, 당시 작성된  유물 서류는 구입 

이유와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이다. 무

엇보다도 영국을 대표하는 V&A박물관의 도자 전문 학예

사들이 평가한 한국도자의 가격과 구입 이유는 당시의 상

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근대 영국에서 한국도자의 경제적 가치를 표현할 

때 구체적인 가격보다 ‘합리적인 가격(resonable prices)’

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었다. 앞 장에서 살펴본 오

브리 르 블론드나 독일의 아돌프 핏셔(Adolph Fischer, 

1856~1914)도 1910년과 1911년의 한국 여행에서 도자의 

경제적 가치를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언급하였다.46 도자

기 개개 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가격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없었

다. 그러나 1909년부터 1930년대까지 작성된 V&A박물

관의 한국도자 구입 관련 서류에서도 합리적인 가격이라

는 표현과 함께 도자기마다 책정된 가격이 제시되어 있어

서 주목된다. 1910년에 V&A박물관의 도자 담당 학예사 

버나드 랙햄(Bernard Rackham)이 와일드에게 보낸 유

물 서류에서 “꽃 속에 동자가 있는 한국의 청자합(C.65-

1910)은 최근에 구입한 세 점의 물건(고려청자)과 비슷한 

양식이며, 이러한 종류의 자기는 박물관에 처음이기 때

문에 형태가 새롭고, 이 시리즈에 유용하게 추가될 것이

다. 가격은 꽤 합리적이다”라고 평가하였고 상감청자합

의 가격은 £6으로 기재되어 있다(사진 16).47 1920년에도 

43 KAVANAUGH&CO., op.cit, pp.43~44.

44 KAVANAUGH&CO., ibid, p.44.

45 V&A Registry, Nominal file(MA/2/p7/5), ‘Purchase by Officers on Visits Abroad’ part 5 (1902~1954)/Ceramics Department, 22nd AUG. 1912(V&A

박물관 아카이브 자료). 

46 김윤정, 2018, 앞의 글, pp.50~51.

47 V&A Registry, JOHN SPARKS(MA/1/S2737), PURCHASE/CERAMICS DEPARTMENT/26th JAN. 1910. “The Corean box of celadon stoneware, with 

design of figures of boys among flowers, is similar in style to three pieces recently purchased. The first acquisitions by the Museum of this kind of 

ware; it  exemplifies a form new to us, and would therefore be a useful addition to the series, the price being quite reasonable”(V&A박물관 아카이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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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나드 랙햄이 알프레드 휴렛(Alfred S. Hewlett, ?~1931)

의 일본도자 3점, 한국도자 11점에 대한 의견서에서48 “나

는 이 기회를 빌어 아주 합리적인 가격의 오래된 한국과 

일본도자들을 구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추천하였다. 

또한 “철화청자매병(C.439-1920)은 매우 아름다운 형태

와 문양이 있는데 £3의 가격은 터무니없이 싸다”고 평가

하고 있다(사진 17).49 버나드 랙햄이 1926년에 작성한 한

국도자 30점의 종류와 상태, 가격을 관장에게 보고한 평

가서에서도 비슷한 견해를 볼 수 있다. 그는 “내가 생각하

기에 선정된 물건들은 모두 미적 가치가 있고, 대부분 기

술적·역사적으로 흥미로우며, 일부는 매우 아름답다. 한

국 물건은 가격이 극도로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50 한국

도자의 조형적 우수성에 비해 비싸지 않은 가격을 합리적

이거나, 심지어 너무 저렴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1909년부터 1931년까지 V&A박물관에서 구입한 고

려청자의 가격을 보면, 1920년대로 가면서 청자 가격이 

내려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유사한 형태와 크기의 상감

청자합의 가격이 1910년에는 £6에서 1920년대로 가면서 

1~2파운드로 하락하고 있다(사진 16, 18).51 1909년에 구

입한 상감청자소호(C.741-1909)에 대한 평가에서 “일본

에서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어서 가치가 높은 부류에 속

하는데, 8파운드 정도 되는 가격은 과도하지 않다는 점

을 고려해야 한다”고 평가하였다(사진 19).52 와일드 역

시 서울 카바노프 상회에서 40엔에 구입한 <청자타호>

48 Alfred S. Hewlett(?~1931)은 신부나 성직자로 알려져 있다. 1920년에서 1930년 사이에 영국박물관, V&A박물관에 일본판화, 중국도자, 한국도자 등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어 동북아시아 지역에 파견된 성직자였을 가능성이 높다. 

49 V&A Registry, HEWLETT, A. S.(MA/1/H1842), PURCHASE/Department of Ceramics/6th APR. 1920. “I think we should take this opportunity of 

buying, at very reasonable prices, some of these examples of early Corean and old Japanese pottery. … No. 3 is a piece of painted Corean 

ware of very beautiful form+ decoration, absurdly cheap at £3”(V&A박물관 아카이브 자료).

50 V&A Registry, HEWLETT, A. S.(MA/1/H1842), PURCHASE/Department of Ceramics/30th APR. 1926. “The objects selected all have aesthetic 

worth in my opinion, and many are of technical and historical interest; some are of great beauty. The prices for the Corean objects are 

extremely low…”(V&A박물관 아카이브 자료). 

51 V&A Registry, JOHN SPARKS(MA/1/S2737), PURCHASE/CERAMICS DEPARTMENT/26th JAN. 1910; V&A Registry, HEWLETT AS(MA/1/H1842), 

PURCHASE/Department of Ceramics/6th APR. 1920, 15th December 1927(V&A박물관 아카이브 자료).  

52 V&A Registry, AUDLEY JOHN S. T.(MA/1/A1107), Ceramics Department/30th OCT. 1909, “This bowl belongs to a clan which is highly valued in Japan 

where high prices are obtained for them, taking this fact into consideration the price which comes to about £8 is not excessive”(V&A박물관 아카이브 자료).

사진 16   청자상감연화동자문합, 높이 3.0㎝, 직경 9.3㎝, 1910년 £6 구입, 

V&A박물관.

사진 17   청자철화초화문매병, 높이 23.7㎝, 저경 16.2㎝, 1920년 £3 구입, 

V&A박물관. 

사진 18   청자상감운학문합, 높이 3.8㎝, 

직경 8.3㎝, 1920년 £1.10 구

입, V&A박물관.

사진 19   청자상감운학문소호, 1909년 

£8 구입, V&A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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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평가에서 고려도자는 특히 일본인들이 높게 평가

하여 비싼 가격을 지불하지만 별로 아름답게 보이지 않

는다고 하면서 자신이 크게 관심 없는 고려청자는 600엔

(약 £60)을 요구받았다고 하였다(사진 20).53 1910년을 전

후한 시기에 영국에서 고려청자의 가격이 높았던 원인을  

일본인들의 열광적인 수집에서 비롯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1920년대 이후에는 영국에 유입되는 고려청자의 

수량이 많아지고 일본의 영향에 따라 고려청자를 수집하

던 상황을 벗어나면서 점차 고려청자의 가격이 하락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1920년대 영국에서 고려청자의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은 고려청자의 가격이 몇 배로 오르는 미국

과 반대되는 상황이다.54 

고려청자의 가격이 하락하는 1920년대로 가면서 고

려청자보다 조선백자의 가격이 더 높게 책정되는 경우

가 많이 보인다. 1920년에 휴렛 신부에게 구입한 한국도

자 중에 <백자양각십장생문사각병>은 7파운드였지만 

고려 철화청자매병은 3파운드였다(사진 17, 21). 조선 19

세기 <백자투각봉황문필통>과 <백자청화용문연적>

은 £2로 상감청자 대접류와 비슷한 가격이었다. 조선 19

세기 자기들이 박물관 소장품 중에 없는 도안을 가진 다

양한 종류의 조선자기의 좋은 견본이라고 평가되었다.55 

1920년대에 도자의 기형과 문양에서 다양성을 추구하면

서 고려청자보다 조선백자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근대 영국에서 고려청자나 조선백자 모두 기

형, 문양, 제작 기술 등에서 일본, 중국과는 다른 조형적 

특징을 인정하였고, 이것은 한국도자를 구입하는 중요

한 이유가 되었다. 1909년에 구입한 상감청자병과 정병

은 조형적으로 아름답다는 점과 특히 상감청자 정병은 수

양버들이 섬세하게 그려지고 박물관에 없던 새로운 형태

라는 점이 주요한 구입 이유였다. 문양이 매우 단순하지

만 적절하게 표현되어서 다른 도자기의 문양에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을 줄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사진 22).56 

1911년에 서울에서 한국도자를 구입한 와일드 역시 <백

자철화용문호>의 색이 특이하고 효과적으로 표현되어 

박물관에 “아주 새로운 것”이라는 평가를 하면서 <청자

타호>와 같은 40엔에 구입하였다(사진 23). 한국도자만

의 조형성이 인정되었던 상황은 일본이나 중국도자와 경

제적 가치가 비슷하거나 높게 거래되는 경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13년에 V&A박물관에서 구입한 한국

과 중국자기의 가격을 보면 명·청대 단색유자기 등은 고

려시대 <백자주자>나 조선시대 <백자동화연화문호>

보다 낮은 가격이 책정되었다.57 V&A박물관은 새로운 조

형의 한국도자를 실제로 예술학교의 디자인 도안 자료나 

53 V&A Registry, Nominal file(MA/2/p7/5), Purchase by Officers on Visits Abroad part 5 (1902~1954)/Ceramics Department/22nd AUG. 1912. “This 

Korai-yaki ware is very highly prized, especially by the Japanese who will pay very large prices for pieces we would see but little beauty in. I 

was asked 600 yen (about £60) for one of not any very great interest”(V&A박물관 아카이브 자료).  

54 김윤정, 2016, 앞의 글, pp.382~384.

55 V&A Registry, HEWLETT A. S.(MA/1/H1842), PURCHASE/Department of Ceramics/6th APR. 1920, “Nos. 12, 21~23 are good specimens of the 

porcelain of the Yi dynasty(16~18th cent.) of the varied types of which we have very few illustrations as yet in our collection”(V&A박물관 아카이브 자료).

56 V&A Registry, Audley, John S. T.(MA/1/A1107), Ceramics Department/18th NOV. 1909. “This pottery is all from Corea and quite new to the 

Museum. The decoration is carried out very simply yet effectually and give useful new suggestions to other pottery design”(V&A박물관 아카이브 자료).

57 V&A Registry, FRANCK, S. M. & CO.(MA/1/F1203), PURCHASE/Ceramics Department/7th FEB. 1913/26th FEB. 1913. 고려 11세기 <백자주자>는 £12, 

조선 18세기 <백자동화연화문호>는 £10, 명대 16세기 용천요 <청자양각모란문병>은 £7.10, 청대 17~18세기 덕화요 <백자양각매화문병>은 £7에 구입되었다. 

사진 20   청자타호, 1911년 서울 40엔 구입, V&A박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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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자료로 활용하였고, 다른 박물관에 교육 자료나 순

환 전시 자료로 대여하기도 하였다.58 

Ⅴ. 맺음말 

1870년부터 1940년대까지 근대 영국에 유입된 한국

도자의 시기별 컬렉션 형성 과정, 한국도자의 구입 과정

과 운송 과정, 경제적 가치, 구입 기준 등을 살펴보았다.  

근대 영국에서 한국도자에 대한 인식, 소장 의도는 

세 단계의 시기별 변화를 거치면서 컬렉션이 형성되었

다. 1870년대 후반부터 1880년대 후반까지는 한국도자의 

실체를 확인하지 못한 환상 속에 있던 시기였다. 1880년

대 후반부터 1910년대까지 영국에 유입된 한국도자는 당

시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민족지학적 자료로서의 성격이 

강하였다. 1910년 이후부터 1940년대까지 영국에서 비로

소 한국도자를 소장품으로 수집하는 컬렉터들이 확인되

며 고려청자 중심의 컬렉션이 형성되었다. 

1910년 이후에 영국인들이 시베리아 횡단열차나 배

를 이용하여 극동아시아를 여행하면서 한국에서 도자를 

구입하기 시작하였다. 20세기 초 한국 여행 중에 도자를 

구입한 세 명의 영국인 사례를 통하여 구입 과정을 살펴

보았다. 한국 여행에서 전직 관료, 도굴꾼 등에게 좋고 오

래된 고려자기를 비싸지 않은 가격에 구입하거나 출토 지

역에 직접 가서 구입하는 등의 상황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존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카바노프 상회가 한국도자를 

포함한 다양한 물건들을 서구인들에게 판매하고 운송까

지 전담하는 과정을 확인하였다. 

근대 영국에서 한국도자에 대한 평가는 조형적 우수

성에 비해 합리적인 가격, 즉 우수한 품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주목되는 점은 고려청자뿐만 

아니라 기형, 문양, 제작 기술, 장식 기법 등에서 새로운 

요소가 있는 조선시대 자기도 우수하게 평가되었다. 1920

년대로 가면서 고려청자보다 새로운 조형 요소를 가진 조

선백자의 가격이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근대 영

국에서 한국도자를 평가한 다양한 관점을 통하여 일본인 

수장가 중심의 연구에서 벗어나서 한국도자를 평가한 구

체적인 기준을 확인하고 연구의 폭을 확대할 수 있었다.*  

58 Liz Wilkinson, op.cit, p.247.

* 본 논문은 2019년도 고려대학교 문화스포츠대학 특성화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으며, 동양미술사학회 2019년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

한 것이다. 자료 수집에 도움을 주신 영국 박물관의 엘리노아 수아 현(Eleanor Soo-ah Hyun) 선생님께 지면을 빌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사진 21   백자양각십장생문사각병, 조선 19

세기, 높이 23.7㎝, 1920년 £7 구입, 

V&A박물관. 

사진 22   청자상감유로금문정병, 

고려 12세기, 높이 34.3

㎝, 1909년 £25 구입, 

V&A박물관. 

사진 23   백자철화용문호, 조선 17세기,  높이 34.8㎝, 1911년 서울 40엔 구입, 

V&A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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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ous European countries were active rather early on in the formation and research of  Korean ceramics, which 

are considered a representative genre of  Korean art. Of these, England is especially noteworthy due to its relatively 

large volume of  extant archival material related to the procurement of  Korean ceramics in modern Britain. The 

material is important in that it contributes to our understanding of  the formation and economic worth of  these 

collections. Especially meaningful are the previously unknown documents dating to the period when institutions 

such as the British Museum and the Victoria & Albert Museum were most actively collecting Korean ceramics. These 

documents provide insight into the circumstances—process, prices, standards, perceptions, etc.—of procurement 

for the Korean ceramics now in British collections.

The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Korean ceramics and the intention for forming such collections in modern Britain 

can be divided into three periods. The first, starting from the late 1870s and ending in the late 1880s , is categorized by 

the collectors’ misguided ideal of Korean ceramics in the absence of a true understanding of the subject. During the late 

1880s up until 1910, the Korean ceramics entering British collections were mostly ethnographic in nature and examples 

of implements used in Koreans’ daily lives. Lastly, from 1910 to 1940, Korean ceramics were regarded as art objects to 

be collected, and Goryeo celadons formed the core of many of the British collections being assembled at the time. 

As for the matter of  collecting standards and processes, the matter is examined through the study of  three 

individuals who visited Korea and acquired Korean ceramics in the early 20th century. After 1910, the British 

started to make trips to the Far East via boat or the Trans-Siberian Express and purchase Korean ceramics during 

their travels. It has been confirmed that former bureaucrats were able to acquire ‘good and old Goryeo ceramics’ 

at reasonable prices from either tomb robbers or through direct visits to regions where such wares were being 

excavated. In addition, this study also focuses on the previously unfamiliar company Kavanaugh & Co, which made 

important sales and provided transport of  various objects, including Korean ceramics, to its Western clients. 

The final part of  this study examines the standards of  appraisal for the Korean ceramics collected in modern 

Britain. The main criterion the balance between form and price of  the piece. In other words, the best pieces were 

those that were of  superior quality but acquired at the cheapest prices. British collectors particularly valued not 

only the Goryeo celadons favored by the Japanese but also Joseon ceramics for their innovative form, design, and 

technique. These standards of  aesthetic and form were important factors that influenced the formation of  diverse 

Korean ceramic collections in modern Bri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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