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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신안선에서 출수된 소형의 청자과형주자가 주자의 형태를 띄고 있지만, 크기가 작고 형태적인 특성상 일반

적인 ‘주자’의 용도인 다구(茶具), 주구(酒具)로는 기능적으로 그다지 적합하지 않다는 것에 착안하여 용도를 밝히고자 하

였다. 따라서 신안선에서 출수된 청자과형소주자를 비롯하여 함께 출수된 소형의 자기제 주자를 대상으로 형태적인 특

징을 분석하고 중국과 일본의 출토품, 문헌자료, 회화작품 등에서 용례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신안선에서 출수된 소형 청자과형소주자는 생산지와 유적 출토품을 통해 남송대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원대까지 나타나는 기형임을 알 수 있었다. 또 신안선에서 함께 출수된 소형의 여러 자기제 주자와 비교해볼 때 주구, 뚜

껑, 손잡이 등의 형태에서 다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주구, 다구로서 송·원대 다법(茶法)과 당시 술의 종류에 따른 용도를 검토해본 결과, 신안선 출수 청자과형소

주자의 형태는 당시의 다법과 술의 종류의 변화와 관련성이 적었으며 다구, 주구로서의 실용성은 낮았을 것으로 보았다.

  셋째, 용도에 대해 새로운 관점으로 중국과 일본의 각종 문헌기록, 회화, 출토 유물 자료를 검토해보았다. 그 결과, 

송대 이후 문인들의 문방용구 애호와 더불어 연적이 유행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연적이 만들어졌다. 또한 송대와 명대의 

문헌사료에서 연적의 형태에 대해 과형, 주자 형태 등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명대 회화작품에서 소형 주자가 벼루와 함

께 연적으로 추정되는 문방용구로 묘사되고 있다. 

또한 일본 중세시대의 회화에서 주로 확인되는 다구, 주구의 기물로는 소형 주자는 보이지 않고 손잡이가 달린 냄

비, 탕병(湯甁) 등이 주로 나타난다. 당시 일본 중세시대 가마(窯)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기물 중 연적으로 알려진 것

도 있었다. 이와 함께 일본의 15세기 화전서(花傳書)에는 책상 위에 놓인 문방용구 중 소형 주자가 보이고 주자에 작은 

꽃가지가 꽂힌 모습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신안선 출수 소형 청자과형주자가 문방용구인 연적과 함께 화기로도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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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1975년 전라남도 신안군 방축리 해저에서 발견된 신

안선(新安船)은 1323년 중국 영파(寧波)에서 출항하여 일

본 하카타로 항해하던 중 침몰한 원대(元代) 무역선이다. 

배에서는 20,000여 점의 도자기가 출토되었다. 고려청자 

7점, 일본 세토요(瀨戶窯) 도자기 2점을 제외하고 대부분

이 중국도자기로,1 생산지는 청자의 경우 용천요, 청백자

의 경우 경덕진요를 비롯하여 자주요, 길주요, 건요, 차양

요 등 중국 남·북방의 여러 가마이다. 중국도자기는 일상

생활의 식기용, 의례용, 문방·저장용 등 다양하며, 당시 

동아시아에서 유행한 차문화, 향문화, 화훼문화 등의 기

호가 반영되었음은 잘 알려져 있다.2 

이러한 중국도자기 중 주구와 손잡이가 부착된 ‘주

자(注子)’도 수량이 적지 않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주자’

는 몸체에 주구와 손잡이가 부착되고 뚜껑이 있는 것으로 

술이나 물 같은 액체를 보관하여 따를 때 사용하는 기명

(器皿)을 말한다.3 한국에서는 ‘주자’라고 하며 중국에서

는 집호(執壺), 주호(酒壺), 주자로 부르는데, 수대(隋代) 

출현한 주기(酒器)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4 다구와 관련

하여서는 탕병, 탕호 등으로도 지칭된다.

그러나 중국의 도록, 보고서 등 여러 책자에서는 같

은 형태의 기물임에도 불구하고 주자를 수주(水注)라고도 

표기하고 있는데 크기가 대체로 10㎝ 미만으로 소형이다. 

수주(水注)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주호와 형태가 비

슷하기도 하지만 주자는 아니며 연적(硯滴)이라고도 부르

는 문방용구 중 하나이다.5 따라서 집호 또는 주자로 지칭

하는 기물은 수주와는 다른 용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안선에서는 집호 또는 주자로 지칭할 수 있는 형

태의 기물 외에 수주의 용도로 생각해볼 수 있는 소형 주

자 기물들이 다수가 출토되었다. 또한 이러한 소형 주자

는 형태도 다양한 편이다. 그 중에서도 소형 주자류는 보

통 높이 10㎝ 미만인데, 특히 과형 주자는 높이가 낮고 주

구가 직선으로 올라가면서 매우 짧고 손잡이가 작게 부착

되어 있다(사진 1). 이러한 형태는 현재 주로 다구, 주구

의 용도로 널리 사용된다고 알고 있는 술, 차 등의 액체류

를 잔에 따르는 용도를 생각하면 그다지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형 주자의 기물이 명대 회화작품

에서 문방용구로 묘사되기도 한다. 따라서 필자는 소형 

주자에 대해 통상적으로 생각해온 다구, 주구로서의 용도

를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1 국립해양유물전시관, 2006, 『신안선 Ⅰ. 본문편』, pp.155~174.

2 국립중앙박물관, 1977, 『신안해저문물』; 고미경, 2005, 「신안해저 출토 용천요 靑瓷 硏究」,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국립해양유물전시관, 2006, 『신안선 Ⅰ·Ⅱ·

Ⅲ』; 국립해양유물전시관, 2006, 『신안선과 동아시아 도자교역』; 김성아, 2015, 「新安船 出水 倣古銅器의 기형과 용도」 『美術史學』 29호, 한국미술사교육학회; 고

미경, 2016, 「연구노트 – 신안선 도자기 연구 40년과 쟁점」 『해양문화재』 제9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국립중앙박물관, 2016, 『신안해저선에서 찾아낸 것들』.

3 김광언 외, 2004, 『한국문화재용어사전』, 한림출판사, p.249. 

4 馮先銘 主編, 2006, 『中國古陶瓷圖典』, 文物出版社, p.170.

5 수주(水注)는 연적이라고도 칭하며 문방용구의 한 종류로 형태는 주호(注壺)와 유사하며 연급용(硯合用)과 물의 저장을 위한 용도이다. 송·원대에 성행하였으며 

절강 용천요 청자와 강서 경덕진청백자 제품이 대부분이다. 조형은 각각 다르며 인물, 동물, 식물과 기하형, 그 중 식물 형상의 수주가 비교적 많고 입과(立瓜), 와

과(臥瓜), 복숭아형 등과 같다(馮先銘 主編, 위의 책, p.151). 일본에서 주자를 일컫는 용어인 수주(水注)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벼루에 물을 붓기 위한 

문방용구의 일종인 연적으로 수적(水滴), 수주라고 부르며, 또 다른 하나는 전차(煎茶)도구로 물을 끓일 때 물을 보충하기 위한 용도라고 한다(平凡社, 2000, 『增

補やきもの事典』, p.169).

사진 1  청자과형주자, 원, 높이 6.7㎝, 구경 2.8㎝, 저경 6.3㎝, 신안선, 국립중

앙박물관(국립해양유물전시관, 2006, 『신안선 Ⅱ. 청자 흑유편』, p.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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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하여 먼저 신안선에서 출수된 소형 주자들의 

유형 분석을 통해 과형소주자의 기형적 특징을 살펴보고, 

기존에 인식해온 다구와 주구용으로서의 주자의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문헌기록, 회화작품, 출토품 등을 

분석하여 소형 주자에 보다 부합하는 용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신안선 청자과형소주자의  
기형적 특징과 제작 시기 

1. 신안선 소형주자의 형식 분류와 특징

신안선에서 출수된 소형 주자는 청자와 청백자, 잡

유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부분이 청자와 백자이다. 그 

중에서도 몸체가 과형을 띠는 형태를 비롯하여 높이가 10

㎝ 미만이거나 10㎝ 내외 정도의 크기를 띠는 것은 정확

한 수량은 알 수 없으나 보고서, 도록 등을 통해 다수가 

보고된 바 있다.6 

이러한 소형 주자들은 크기가 작다는 공통점은 있지

만 각각 형태상 차이가 있다. 주구, 손잡이, 뚜껑, 몸체 형

태에서 유형들마다 차이를 보이는데 A부터 G까지 총 7가

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사진 2). 

먼저 A형은 몸체가 둥글지만 가로로 타원을 이루

며 벌어지는 과형(瓜形)이며 위아래를 따로 만들어 붙였

다. 전체적으로 높이가 6.7㎝ 정도이다. 주구는 매우 짧

고 직립에 가깝게 올라가며 거의 몸에 붙어 있다. 또한 둥

근 손잡이는 매우 작다. B형은 높이 6.0㎝, 구경 2.4㎝, 저

경 3.8㎝ 정도이다. 주구는 약간 사선으로 벌어지고 한쪽

으로는 작은 손잡이가 있어 직립하는 구연이 위로 올라

와 있다. 특히 구연에 덮이는 뚜껑은 구연의 외면까지 완

전히 감싸는 형태이므로 구연으로 물이 새는 것을 방지하

기에 적합해 보인다. C형은 높이 9.3㎝, 구경 4.2㎝, 저경 

5.4㎝이다. 몸체 중에서도 하부가 넓고 위로 갈수록 약간

씩 좁아지는 형태로 주구가 다른 형태에 비해 길며 곡선

을 이루고 손잡이도 A, B형에 비해 2배 이상 크기 때문에 

손으로 잡기에 안정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D형은 높이가 11.0㎝ 내외이며 구경은 2.3㎝로 작

지만 몸체가 길고 표주박 모양을 띤다. 뚜껑은 다소 깊숙

이 들어가는 마개로 되어 있어 구연을 안정적으로 덮게 

되며 손잡이도 전체 크기에 비해 크고 길다. 특히 하복부

에서 올라가는 주구는 곡선을 이루며 매우 길어 구연 높

이까지 뻗어 있다. E형은 높이가 10㎝로 몸이 둥글지만 

앞뒤로 납작하고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는 형태로, 손잡이

는 결실되어 정확한 형태를 알 수 없다. 뚜껑의 가장자리

는 구연의 외면까지 살짝 덮게 나와 있어 안정적이다. F

형은 높이 9.9㎝, 구경 3.1㎝, 저경 5.6㎝이다. 주구가 사

선으로 뻗어 있고 둥근 손잡이는 A, B형에 비해 큰 편이

다. 특이하게 바깥으로 편평한 전이 있고, 그 위로 구연이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데 약간 높다. 그리고 이것은 주자

의 목에서부터 붙어 있는 형태로 다소 안정감이 있다. 

G형은 높이는 8㎝ 내외이며 입지름은 4.8~6.5㎝이

다. 둥근 구연은 다른 주자들에 비해 다소 넓고 가장자리

가 외반하는 형태이다. 몸체는 복부가 팽만한 편이고 주

구는 사선으로 뻗어 있다. 둥근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다.

6 정확한 수량이 보고되지 않아 알 수 없으나 해당 유물을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등의 전시유물로 확인하였다. 특히 다수의 유

물이 전시되고 있어 당시 다량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진 2   신안선 출수 소형 주자 유형(국립해양유물전시관, 2006, 『신안선 Ⅱ. 청

자 흑유편』 『신안선 Ⅲ. 백자 기타유물편』).

A B C1

C2 D E

F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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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주자들 중에서 A형 주자를 좀 더 상세히 살펴

보면 매우 짧고 몸체에 붙어 직립에 가깝게 올라가는 주

구, 구연부로 점점 낮아지는 상면, 매우 작게 붙은 손잡

이, 가운데 구멍이 뚫린 뚜껑 등 다른 주자와는 다른 특징

을 가진다. 다른 주자들에 비해 구연이 매우 짧고 손잡이

가 유난히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중앙부가 움푹하

게 들어가 있다. 매우 짧은 주구는 몸체보다 낮거나 살짝 

높다. 또한 유물 사진이 실린 보고서와 국립중앙박물관 

전시품을 보면 짝을 이루는 뚜껑은 가운데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다(사진 3). 

A형 주자의 주구는 매우 짧고 지나치게 몸체에 붙어 

있다. 따라서 술이나 차를 따를 때 몸체를 거의 반 이상 기

울여야 주구를 통해 물이 나올 수 있으며, 매우 작은 손잡

이는 실제로는 손으로 잡고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으로 보인다. 또한 A형 주자의 뚜껑 중앙에는 구멍이 뚫려 

있어 뚜껑이 덮인 상태에서는 액체가 뚜껑으로 샐 수 있다. 

이렇게 손잡이가 유난히 작은 형태는 B형에서도 확

인되는데, 대신 B형의 경우 손잡이를 잡기는 어렵지만 뚜

껑이 구연 외면을 완전 감싸고 있어서 주자의 몸체를 반 

이상 기울이더라도 구연을 통해 액체가 새거나 쏟아질 염

려가 없다. 

A형 주자의 형태적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크기가 10㎝ 미만으로 매우 작고 주구는 매우 짧으며 몸

체에 거의 붙어 있어 사선이 아닌 직립에 가깝다. 또한 구

연에 덮이는 뚜껑의 중앙에는 구멍이 뚫려 있으며 손잡이

는 매우 작고 상면에 부착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

의 주자는 술이나 차 등의 액체를 따를 때 실용성이 낮고 

별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2. 청자과형소주자의 제작 시기

소형의 청자과형주자는 남송대 교장 출토품, 요지 

출토품과 함께 전세품이 있어 이를 통해 제작 시기를 살

펴보겠다. 교장(窖藏) 유적으로는 도강교장(桃江窖藏), 

한산양촌송묘(寒山楊村宋墓)가 있다.

호남(湖南) 도강교장(桃江窖藏)에서 일괄 출토된 유

물 중 하나로 소형 청자주자 2점이 있다(사진 4). 함께 출

토된 도자기는 90여점으로 용천요산 청자, 청백자, 흑유

자 등이다. 그 중 용천요 청자에는 완, 반, 병, 잔, 주자 등

이 있는데, 완류는 무문과 외면에 연판문이 장식되었으며 

반류는 대형으로 구연의 전이 외반하는 형태로 외면에 연

판문이 장식되어 있고 구연이 직립하거나 사선으로 벌어

져 있다.7 주자는 모두 소형인데 신안선에서 출수된 소형 

주자와도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유적의 정확한 편년은 

알 수 없으나 13세기 후반8 또는 원대로 편년된다.9 

한편 과형의 청자주자는 출토되지 않았지만 신안선

7 森達也, 2015, 『中国靑磁の硏究 -編年と流通-』, 汲古書院, pp.178~179.

8 森達也, 2015, 위의 책, p.154.

9 陸錫興 主編, 2001, 『中國古代器物大詞典   器皿』, 河北敎育出版社, p.474.

사진 3   소형 청자과형주자 및 뚜껑, 원, 신안선, 국립중앙박물관, A: 국립해양유

물전시관, 2006,『신안선 Ⅱ. 청자 흑유편』, p.198, B: 필자 촬영.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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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보이는 소형의 청자주자가 출토된 유적이 있다. 

강서(江西) 한산양촌묘(寒山楊村墓)에서 출토된 이 주자

(사진 5)는 도강교장 출토품과 비교하면 외면에 장식한 기

법과 문양에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구연이 직립하고 올라

간 형태, 사선으로 곡선형으로 구부러진 주구, 작고 둥근 

손잡이 등에서 전체적으로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높이 

7.5㎝로 몸체 외면에는 세로로 연판문이 면각되어 있고 

위아래를 틀로 별도 제작한 후 접합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

이 있다. 논문 등에는 집호(執壺)로 보고되었으며, 용천요

산으로 남송(南宋) 1263년(경정 4년)의 기년을 가진다.10 

생산지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절강(浙江) 용천대요

(龍泉大窯) 풍동암요지(楓洞岩窯址)가 있다. 용천요는 북

송부터 명대까지 오랜 기간 요업을 했던 청자 가마이다. 

여러 요장이 분포하는데 그 중에서도 대요(大窯) 풍

동암요지는 원·명대에 요업을 했던 곳이다. 발굴 보고자

에 의하면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 중 소형 과형주자는 원

대(元代) 초기로 편년되고 있다.11 신안선 출수품과 형태

를 비교하면 풍동암요지에서 출토된 주자에는 손잡이 쪽

으로 향한 외면의 몸체에 잎이 양각으로 도드라지게 장

식되었고, 저부의 굽은 얇고 돌아가면서 꽃 모양으로 만

들어졌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높이가 6㎝ 정도로 작고 

전체적인 형태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기

물은 위아래를 따로 만들어 붙이는 접동법(接胴法)으로 

제작하여 외면에 접합흔이 확인된다. 이러한 기법은 대

체로 대량생산을 위한 제작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전세품도 다수가 도록 등을 통해 보고되었는

데, 절강성박물관 소장품(사진 7)을 비롯하여 다수의 유

물들이 남송대로 편년되고 있다.12 

이상으로 유적과 생산지 출토품을 통해 살펴보면 신

안선에서 출수되는 청자과형소주자의 형태는 남송 후기

부터 제작되기 시작하여 원대까지 지속되어 제작되었음

을 알 수 있다. 

신안선은 원대 무역선이지만 건요의 흑유완과 같이 

남송 말기에 생산이 끝난 골동품인 도자기도 포함되어 있

다는 것은 연구를 통해 알려져 있다.13 그러나 신안선에 

선적되었던 용천요 청자는 1294년 또는 1300년부터 1322

년 사이 생산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14 남송 양식으

10 林士民, 2011, 「從宋元紀年瓷看龍泉窯生産的製品」 『龍泉窯硏究』, 中國古陶瓷學會, 故宮出版社, pp.40~41; 胡朝暉, 2013, 「南宋龍泉窯靑瓷分期硏究」 『龍泉窯

瓷器硏究』, 中國古陶瓷學會, 北京: 故宮出版社, p.71.

11 浙江省文物考古硏究所·北京大學考古文博學院·龍泉靑瓷博物館 編, 2009, 『龍泉大窯楓洞岩窯址 出土瓷器』, 文物出版社, p.11, pp.38~39.

12 浙江古籍出版社, 2009, 『浙江省博物館典藏大系 瓷源撷粹』, p.157; 도판으로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이 외에도 용천청자박물관 소장품 1점은 높이 7.2㎝로 보고되

었다(杭州南宋官窯博物館, 2012, 『宋金瓷話 - 五館館藏瓷器精品展』, 中國國際出版社, p. 156); 대만 진창웨이(陳昌蔚) 소장품은 이와 거의 같은 형태의 소형 주자 2

점이 보고되었으며 높이는 각각 7.4㎝, 7.7㎝로 남송 용천요산으로 기재하고 있다(陳昌蔚 編著, 1980, 『中國陶瓷 3 宋·元瓷器』, 光復書局股份有限公司, pp.91~92).

13 森達也, 2016,  「신안선 발견 중국도자의 조성 연구」 『특별전 신안해저선에서 찾아낸 것들”연계 신안해저선 발굴 4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국립중앙

박물관, pp.82~83.

14 신준, 2016, 「원대 용천요의 요업상황과 동시기 침몰선 출수 용천요자기에 대한 고찰」 『해양문화재』 제9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p.63.

사진 4   청자소주자, 13세기, 호남(湖南) 도강교장(桃江窖藏) (森達也, 2015,『中

国靑磁の硏究 -編年と流通-』, 汲古書院, p.179).

사진 5   청자소주자, 1263년, 높이 7.5㎝, 강서 한산양촌송묘(林士民, 2011, 「從

宋元紀年瓷看龍泉窯生産的製品」 『龍泉窯硏究』, 中國古陶瓷學會, 故宮出

版社, pp.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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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원대 요장에서 실

제적으로 이러한 청자과형소주자가 출토되었기 때문에 

용천요에서 원대에 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Ⅲ.   신안선 출수  
청자과형소주자의 용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안선 출수 소형 청자과형

주자는 남송·원대에 제작된 기형으로 추정된다. 이제 당

시 다구와 주구의 용도로 사용된 기물들을 살펴보고 비교

해보고자 한다. 

 

1. 다구 및 주구로서의 용도 검토

1) 중국

중국의 음다법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데, 이에 따

라 주자의 형태도 달라진다. 당대(唐代)에는 자다법(煮茶

法)이었으며, 송대(宋代)에는 잔에 가루를 넣고 탕병에서 

물을 끓인 후 물거품을 내어 마시는 점다법이었다.15 남송 

심안노인(審安老人)이 1269년 편찬한 『다구도찬(茶具圖

贊)』에는 12가지의 다구가 기록되어 있는데,16 ‘탕제점(湯

提點)’으로 기재된 탕병은 다병(茶甁)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다병은 당시 회화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장사요(長沙窯)와 공현요 등 당대(唐代) 가마에서 

만들어진 소형의 자기제 주자가 확인되며(사진 8),17 형태

는 높이 10㎝ 미만으로 전체적인 형태가 당대(唐代)에 일

반적으로 볼 수 있는 주자의 기형과 유사하다. 

송대 이후 다법의 변화를 간략히 살펴보면 대체로 

송대에 이어 원대까지 말차를 주로 마셨다. 이러한 말차

는 명 태조 주원장의 단차, 즉 덩어리차 제조를 중지하고 

잎차를 진상케 함으로써 말차는 사라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명대에 들어서 잎차가 주류가 되었고 찻잎에 끓는 

물을 넣어 우려 마시는 포다법18이 시작되었다. 또한 이러

한 포다법에 의해 점차적으로 작은 다호를 귀히 여기는 

풍습이 생겼다. 

이미 당시 다법(茶法)과는 관계없이 당대에 소형 주

15 서은미, 2017, 『녹차탐미 – 한·중·일 녹차 문화를 말하다』, 서해문집, p.31.

16 서은미, 2017, 위의 책, p.32.

17 罗平章, 2011, 「唐代书艺与长沙窑文具说略」 『藝術中國』 2011年 第5期, p.63.

18 서은미, 2017, 위의 책, pp.177~180; 염숙·엄영욱 저, 2009, 『중국역사 속에 꽃피운 차문화』, 전남대학교출판부, p.185.

사진 6   청자과형주자, 원, 높이 6㎝, 구경 2.6㎝, 동경 11㎝, 저경 6㎝, 용천대요 

풍동암요지(浙江省文物考古硏究所·北京大學考古文博學院·龍泉靑瓷博

物館 編, 2009, 『龍泉大窯楓洞岩窯址 出土瓷器』, 文物出版社, p.39).

사진 7   청자과형주자, 남송, 높이 6.5㎝, 구경 3.0㎝, 저경 6.0㎝, 절강성박물

관.(浙江省博物館 編, 2009, 『浙江省博物館典藏大系瓷源撷粹』, 浙江古

籍出版社, p.157).

사진 8   동홍유과형주자, 당,  장사요, 높이 9.4㎝ 구경 3.3㎝, 저경 4.5㎝(李效伟 

著, 2003, 『長沙窯 - 大唐文化輝煌之焦點』, 湖南美術出版社, 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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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제작되고 있었으며 소형의 청자과형주자 역시 포다

법 출현 이전인 남송 후기와 원대에 이미 있었던 기형이

므로, 신안선 출수 청자과형소주자가 다법의 변화에 영향

을 받아 만들어졌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또한 주구로서의 용도를 살펴보자. 송대에는 너무 

높지 않고 적당한 도수의 황주(黃酒)가 선호되었고,19 황

주는 데워서 마시기 때문에 주자와 승반의 세트가 유행하

였다(그림 1). 원대에 보편화된 증류주인 소주는 송대에 

이미 제조했다고 보기도 한다.20 한편 증류주 도수의 증가

는 음주 주량의 감소를 가져오고, 담는 용기이자 붓는 용

기로서의 주기의 형태에도 영향을 준다.21 

그리고 주질의 상승과 관련하여 술의 밀봉성에 치중

하게 되는데, 주자는 따르기에 정확하고 용적에 적합하도

록 작은 구연, 구연을 완전히 덮는 뚜껑, 길게 휘어진 주

구의 형태로 변모했다는 의견도 있다.22

따라서 당시 변화한 증류주에도 적합한 형태의 주자

는 쉽게 휘발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뚜껑이 덮여, 즉 밀

봉성을 어느 정도 갖춘 뚜껑, 적당하게 휘어져 곡선을 이

루는 주구, 손으로 잡기에 안정적인 손잡이를 갖춘 모습

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사진 9). 따라서 신안선에서 출수

된 소형 청자과형주자가 주구로서 별로 적합한 형태는 아

닐 것이다. 

2) 일본

앞서 말한 것처럼 신안선에서 출수된 중국도자기는 

일본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실렸던 무역품들이다. 따라서 

중국의 사례뿐 아니라 일본 중세시대에 사용된 다구와 주

구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의 사용 예는 먼저 회화작품을 들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중세시대 주구 중에서도 주주기(注酒器)

로는 대체로 쵸시(銚子), 히사게(提子), 칸나베(燗鍋), 헤

이시(甁子)가 있다.23 쵸시는 술을 잔에 붓는 데 사용한 기

물로, 주구가 있는 냄비에 활시위 모양의 손잡이(鉉)를 위

로 붙인 것이다. 헤이안시대 중기의 사료 『왜명류취초(倭

名類聚鈔)』에는 온기(溫器)라고 되어 있는 점에서 술을 

데우는 것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24 히사게(提子)

는 긴 손잡이를 붙인 형태로 역시 술을 데우는 데 사용했

다. 14세기 가마쿠라시대 작품으로 알려진 『에시노소시

(絵師草紙)』는 당시 연회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둥

글고 짧은 주구가 달린 냄비 형태인 히사게(提子)가 보인

다(그림 2A). 또 무로마치(室町)시대 작품인 『아시비키에

(芦引絵)』에는 방 안의 가운데에 한 여성이 긴 손잡이가 

달린 쵸시(柄銚子)를 들고 있고, 옆에는 매병으로 추정되

19 김준권, 2008, 『송대의 술과 문화』, 한국학술정보, pp.24~25; 술의 도수는 18~20도, 12도 등 20도 이하 정도로 볼 수 있다(何滿子 저, 김하림·한종완 역, 2004, 『중

국의 술 문화』, 에디터, pp.62~63).

20 何滿子 저, 김하림·한종완 역, 2004, 위의 책, pp.64~66.

21 주기의 형태 변화와 관련하여 원·명·청 시기에 주기로서의 주자는 높이가 여전히 2-30cm 상하로 유지 되었지만, 복부는 점점 길어지고 부피는 명확히 작아지는 

형태로 변한다는 견해가 있다. 高紀洋, 2014,『形而下-中國古代器皿造型樣式硏究』山東美術出版社, pp. 255-256.

22 표형 주자 외에도 모양이 작고 형체가 부드러우며 뚜껑이 덮여 밀봉성이 강한 유사한 기물은 모두 주구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陳景虹·詹嘉, 2019, 「唐宋斟酒具

景德镇执壶考」 『中國陶瓷』 第55卷 第7期, 中国轻工业陶瓷研究所, p.88~89.

23 広島県立博物館, 1993, 『遊·戱·宴 - 中世生活文化のひとこま』, p.93.

24 広島県立博物館, 1993, 위의 책, p.93.

사진 9   청백자표형주자, 원, 경

덕진요, 높이 13.2㎝, 

구경 2.6㎝, 저경 5.5㎝

(2006, 『신안선 Ⅲ. 백

자 기타유물편』, p.135).

그림 1 宴會圖卷, 남송, 작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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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물이 놓여 있다(그림 2B). 14세기 작품인 『후도우리

에키에마키(不動利益緣起繪卷)』에는 방 안의 기물로 화

롯가 주위로 청자잔, 탕병 등이 보인다(그림 2C). 

이처럼 회화작품에서 소형의 주자형태는 확인되지 

않고 있어, 일본 중세시대 다구와 주구로서의 사용 가능

성은 낮다고 생각한다.

2. 신안선 출수 청자과형소주자의 용도

신안선 출수 청자과형소주자는 기형적으로 일반적

인 주자의 용도로서는 실용성이 낮았을 것으로 판단된

다. 그렇다면 다구나 주구로서의 기능 외에 생각해볼 수 

있는 용도는 무엇이 있을까? 이에 대해 필자는 문방용구 

중 연적과 화기로서의 용도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문방용구 : 연적

문방용구는 당(唐) 이후 송·원·명·청 각 시대 서재의 

대명사로 더욱 더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25 특히 송대(宋

代)에는 각종 예술품과 골동, 서적, 문구류를 수집하는 등

의 취미생활이 당시 문인문화로 자리 잡았다. 이에 따라 

문인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물에 대해 책으로 엮곤 했는

데 종이, 붓, 벼루, 먹 등 문방사우의 계보를 만들어 책을 

집필하기도 했다.26 남송(南宋) 1237년 임홍(林洪)이 집필

한 『문방도찬(文房圖贊)』에는 문방용구 18종에 대해 종

류와 용도를 해설하였고, 명대(明代) 도륭(屠隆)이 집필

한 『고반여사(考槃餘事)』 「文房器具箋」과 문진형(文震亨)

의 『장물지(長物志)』에는 40여종의 문방용구에 대한 글이 

실려 있다. 이를 통해 송대 이후 문방용구 애호 풍조가 더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송대 축목(祝穆, ?~1255)이 편찬한 『고금사문

류취(古今事文类聚)』 별집(別集) 권14 「문방사우부(文房

四友部)」에는 붓, 먹, 종이, 벼루를 비롯해 연적(水滴), 붓

걸이, 붓 받침대(筆床) 등이 적혀 있다. 당·송대 서책 종

류 중 문구에 기록된 통계를 보면 남송 이전에는 주로 붓, 

먹, 종이, 벼루를 사용하였다. 남송 이후 기록되어 있는 

문방구는 붓, 먹, 종이, 벼루도 있고 붓꽂이, 연적 등 기타 

용구도 있어 이전 시기보다 보다 광범위해졌음을 알 수 

있다.27

송대 조희곡(趙希鵠)이 집필한 『동천청록집(洞天清

錄集)』은 골동과 서화의 감식에 관한 책으로 거문고, 벼

루, 돌, 병풍, 붓, 연적, 종이 등에 관해 원류를 고찰하고 

있다.28 이 책의 「수적변(水滴辯)」에는 연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수적(水滴) 위에는 푸른색을 칠한 연

잎 형태의 뚜껑을 덮고, 뚜껑의 옆으로 작은 구멍을 만들

고 소촌(小村)의 손잡이를 끼워 넣으면 먼지가 들어오지 

25   陳涛, 2014, 「“文房四寶” 原流考」 『中原文化研究』 2014年 第1期, 河南省社会科学院, p.57.

26   안예선, 2008, 「송대 문인의 취미생활과 譜錄類 저술」 『中國語論叢』 第39輯, 중국어문연구회, pp.309~310.

27   陳涛, 2014, 위의 논문, pp.58~60.

28   안예선, 2008, 위의 논문, p.315.

그림 2   일본 중세시대 회화 속 다구와 주구, A: 쵸시(銚子), 『에시노소시(絵師草紙)』, 

14세기(가마쿠라시대) 출처: 広島県立博物館, 1993, 『遊·戱·宴 -中世生活

文化のひとこま』, p. 91, B: 헤이시(甁子), 손잡이 달린 쵸시(柄銚子), 『아시

비키에(芦引絵)』 券2, 14~16세기(무로마치시대) 출처: 広島県立博物館, 

1993, 『遊·戱·宴 -中世生活文化のひとこま』, p. 91, C: 탕병, 『후도우리에키

에마키(不動利益緣起繪卷)』 세부, 14세기(가마쿠라시대), 도쿄국립박물관, 

출처: 茶道資料館, 2008, 『鎌倉時代の喫茶文化』, p.68 .

A

B C



162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52. No. 4

않는다.…”.29 이러한 내용은 신안선에서 출수된 과형주자

의 뚜껑으로 추정되는 연잎형의 뚜껑을 연상케 한다. 

명(明) 『고반여사(考槃餘事)』는 중국 명대 만력 연간

(萬曆年間, 1573~1620) 도륭(屠隆)이 집필한 것으로 중국

인들의  문방청완(文房淸玩)의 취미를 설명한 책이다. 이 

중 「문방기구전(文房器具箋)」에는 “수주(水注)는 연적(硯

滴)이며, … 도제(陶製)로는 관요(官窯)와 가요(哥窯)의 

방원호(方圓壺)가 있으며 입과호(立瓜壺)와 와과호(臥瓜

壺)가 있다. … 또 목동이 소에 누운 것이 있고 네모진 것

이 있다”고 하였다.30 여기에 등장하는 수주 중에는 호류

도 다수 언급되고 있으며, 여기서 과호, 입과호, 즉 몸체가 

과형으로 된 호류가 연적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명대(明代) 문진형이 집필한 『장물지(長物志)』 

중 「수주(水注)」에는 연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수주… 도자기로는 관요와 가요 및 정요백자에서 

만든 사각형과 원형의 서 있는 참외 모양과 누운 참외 모

양, 두 개의 복숭아가 합쳐진 모양, 연밥 모양, 꽃꼭지 모

양, 나뭇잎 모양, 가지 모양, 주전자 모양의 여러 양식이 

있다.…”라고 되어 있다.31 이를 통해 당시 연적 중에는 참

외 모양(瓜形)과 주전자 모양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주자 형태의 기물을 연적으로 사용했을 가능

성을 생각해볼 수 있는 회화 자료도 있다. 명대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 <송인십팔학사도(宋人十八學士圖)>를 살

펴보면(그림 3) 서안(書案) 위에 붓, 필가, 벼루 등의 문방

용구가 놓여 있는데 필가(筆架) 옆에 붉은색을 띠는 주자 

형태의 기물이 있다. 또한 명대 <행원아집도(杏園雅集

圖)>(그림 4A)에는 서책 주변에 벼루, 붓 받침대와 함께 

역시 소형 주자로 보이는 기물이 놓여 있다. 이외에도 명

대 오위(吳偉)의 작품 <무릉춘도(武陵春圖)>(그림 4B)

에는 벼루 옆에 소형 주구와 손잡이가 달린 세장한 주자

가 묘사되어 있다. 이러한 작품들을 통해 당시 소형 주자

가 연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수주의 출현과 기형에 대해서는 옛 사람들이 

수우(水盂)로 벼루에 물을 부었고 종종 물이 과하게 흘렀

기 때문에 물의 양을 조절하기 쉬운 기물을 만들어냈으며 

이것이 연적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또한 이러한 기물

은 옛날에는 주호를 ‘주자’라고 불렀는데, ‘수주’라는 명칭

은 본래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한다.32 

29  宋 『洞天清禄集』 「水滴辩」. “…水摘上加绿漆荷叶盖 盖之盖侧作小穴 以小村柄嵌穴中永无尘入…”.

30 屠隆 著, 權德周 譯, 1972, 『考槃餘事』, 을유문화사, pp.210~211.

31 明 『長物志』 「水注」. “水注…陶者有官, 哥, 白定, 方圆立瓜, 卧瓜, 双桃, 莲房, 蒂, 茄, 壶诸式…”(文震亨 著, 김의정·정유선 譯註, 2017, 『장물지(長物志) 下』, 學古房, 

pp.462~465.

32 石超, 2012, 「浙江省博物館藏文房用品」 『收藏家』 2012年 第11期, p.8.

그림 3   송인십팔학사도(宋人十八學士圖) 부분, 명(明), 173.7×103.5㎝, 견본

채색, 대만 국립고궁박물원(故畫00856).

그림 4   명대 회화 속 문방용구로서의 주자, A: 행원아집도(杏園雅集圖) 권 부분, 

명(明), 사환(謝環) 作, 진강박물관(中國古代書畫鑑定組 編, 2000, 『中國

繪畫全集 第10卷 明 1』, 浙江人民美術出版社·文物出版社, pp. 42~43, B: 

무릉춘도(武陵春圖) 권 부분, 오위(五偉) 作, 명(明), 고궁박물원(中國古代

書畫鑑定組 編, 2000, 『中國繪畫全集 第12卷 明 3』, 浙江人民美術出版

社·文物出版社, pp.52~53).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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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國立歷史民俗博物館, 2005, 『東アジア中世海道 - 海商· 港 沈沒船』, p.166; 小野正敏, 앞의 논문, p.360; 이정은, 2018, 「아시카가의 문화적 권위와 『군다이칸소초키

(君台観左右帳記)』 제작의 경제적 의미」 『미술사학』 36, 한국미술사교육학회, p.219.

34 이정은, 2018, 위의 논문, p.219.

35 풀이한 한자어는 다음의 참고문헌에 기재된 것을 따랐다(赤井達郞·村井康彦 校注, 1995, 「君台観左右帳記」 『古代中世芸術論』, 岩波書店, p.436; 수입(水入)은 벼루

에 붓는 물을 넣어두기 위한, 금속 또는 도제의 작은 기물이다. 책상 위의 안정적으로 두기에 좋기 때문에, 옛날부터 포대화상 형태로 많이 만들어졌다. 수적(水滴)이

라고도 한다(https://kotobank.jp/word/%E6%B0%B4%E5%85%A5-2052803).

36 『쿤다이칸소초키』는 많은 사본이 각지에 있으며, 기물의 기본적인 형태와 놓인 위치는 같으나 부분적으로 표현이 달라질 수 있다. 본고에서는 기본적으로 국립역사

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永祿 3년본(1560년)을 참고하였다(國立歷史民俗博物館, 『東アジア中世海道 - 海商· 港 沈沒船』, 2005, p.166).

37 降矢哲男, 2018, 「座敷飾りにみえる陶磁器の使用狀況とその在り方について」 『家具道具室內史學會誌 第10號 家具道具室內 特輯 出土陶磁器からみた会所と座

敷飾り』, 家具道具室內史學會, p.73.

이러한 소형 주자의 용도와 사용장소를 살펴볼 수 

있는 일본 자료로 『쿤다이칸소초키(君台観左右帳記)』가 

있다. 이 책은 일본 무로마치시대 아시카가요시마사(足

利義政, 1449~73년 재위)의 히가시야마도노(東山殿)의 

내부 장식에 관해 기록한 것으로 아시카가 쇼군가(將軍

家) 카라모노(唐物)에 대한 평가와 실예(室禮)를 나타낸 

규범서이다. 

구성을 살펴보면 1부는 중국 화가들을 상·중·하로 

등급을 매긴 평가와 각각에 대한 간략한 정보가 있고, 2

부에는 오시이타(押板), 서원(書院), 치가이다나(違棚), 

차노유다나(茶の湯棚) 등의 공간 내부 기물의 배치 및 장

식 방법에 대한 설명과 도해(圖解)가 있다. 마지막으로 3

부에는 도자기, 금속기, 칠기 등 다양한 기물에 대한 이름

과 설명을 그림과 함께 기록하고 있다.33 

『쿤다이칸소초키』는 원본은 현전하지 않고 16~17세

기에 걸쳐 100여점의 편집본, 전사본, 필사본과 간행본이 

존재하는데,34 그 중 필자는 국립역사민속박물관 소장본

(1506년 모사)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다.

여러 공간 중 서원장식(書院飾) 부분을 살펴보면 집

목(執木), 문진(文沈(文鎭)), 족자(軸物), 붓(筆), 칼(刀), 

먹(墨), 필가(筆駕), 벼루(硯), 수입(水入), 규산(卦算 : 문

진 중 하나), 수병(水甁), 인롱(印籠)35 등이 놓여 있다(사

진 9).36 서원(書院)의 다다미(座敷) 구성 중 치가이다나

(違棚) 장식에는 다도구로 보이는 건잔(建盞), 동대(同

臺), 대해(大海(壺)), 분(盆) 등의 기물이 놓여 있고 아래

에는 풍로, 탕병(湯甁)과 함께 물을 뜨는 국자(柄杓) 등의 

기물이 놓여 있다(사진 11).37 

이를 통해 서원 안에서도 다도구, 문방용구 등 기물

을 구별하여 장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다도구로 생각

되는 기물 중 주자의 형태를 보이는 것은 탕병 정도만 확

인되고 있다. 

1437년 고바나조노인(後花園院) 천황이 아시카가요

시노리(足利義教)의 무로마치도노(室町殿)에 행차했을 

때를 기록한 『무로마치도노쿄카자리키(室町殿幸御餝記』

사진 10   『쿤다이칸소초키』 서원 장식 세부, 16세기, 무로마치시대, 일본 국립역

사민속박물관(필자 촬영).

사진 11   다도구, 『쿤다이칸소초키』 치가이다나 장식 세부, 16세기, 무로마치시

대,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필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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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무로마치도노의 세 곳 카이소(會所)에 장식된 

물품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였는데, 신죠카이소(新造會

所)에 장식된 물건들이 위치별로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신죠카이소의 여러 공간 중 ‘小烏之御床間’, ‘橋立の御間’

의 서원에는 벼루 외의 문방용구들이 어김없이 장식된다

고 하였다.38 

이를 통해 무로마치시기에 서원에는 통상적으로 문

방용구가 장식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일본의 유적에서 출토된 도자제 소형 주자를 살펴보

면 가나가와현(神奈川県) 가마쿠라시(鎌倉市) 이마코지

니시 유적(今小路西遺跡)을 들 수 있다. 이 유적은 청자

연판문유개호, 청자대반 등을 포함해 다량의 용천요 청자

들이 출토되었는데 남송 말기~원대 초인 13세기 후반으

로 편년된다.39 출토된 소형 <흑유주자>는 세토요(瀬戸

窯) 제품으로 추정되며 경덕진 청백자주자와 함께 출토

되었다. 전체적인 크기, 형태 등으로 미루어 연적으로 생

각된다(사진 12).

또한 후쿠오카 하카타 유적군에서도 주자 형태의 연

적이 출토되었다. 하카타 유적군은 일본 중세시대 국제

무역항이 있었던 하카타에서 발굴된 생활유적이다. 특

히 ‘당방(唐房)’이라고 하는 중국인 거주지에서 다량의 중

국도자기들이 출토되었는데, 유적에서는 목제, 토제, 석

제 등 여러 재질의 벼루와 함께 10여점의 연적이 발견되

었다. 그 중 손잡이와 주구를 갖춘 주자형의 연적이 있는

데(사진 13), 이것은 세토요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40 

신안선에서 출수된 소형 청자과형주자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송대 유행한 문방용구의 애호에 따라 사용

된 연적 중 하나일 것이다. 장사요 등 당대(唐代)에 제작

된 소형 주자가 당시 통용되던 주자와 크기만 다를 뿐 거

의 같은 형태이므로 그 당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던 

주자의 형태를 연적 중 하나로 만들어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신안선에서 출수된 또 다른 연적(사진 14)은 뚜껑

만 따로 만들지 않았을 뿐 주자의 형태를 그대로 본떴음

을 알 수 있다. 

2) 화기(花器)

한편 앞서 살펴본 신안선의 소형 청자과형주자의 또 

다른 용도를 생각해볼 수 있는 자료가 있다. 일본 최고의 

화서(花書)로 알려져 있는 화전서를 살펴보면 여러 화기

38 川本重雄, 2018, 「室町幕府の建築文化~對面と飾り」 『家具道具室內史學會誌 第10號 家具道具室內 特輯 出土陶磁器からみた会所と座敷飾り』, 家具道具室內史學會, p.94.

39 森達也, 2015, 앞의 책, 汲古書院, p.207. 

40 上角智希, 2008, 「文具」 『中世都市 博多を掘る』, 海鳥社, p.189.

사진 12   흑유주자 및 흑유주자 세부, 14세기, 일본 가마쿠라 이마코지니시(今

小路西) 유적, 가마쿠라시교육위원회(필자 촬영).

사진 13   도기연적, 세토요, 주자형 연적(우), 일본 후쿠오카 하카타 유적군, 후

쿠오카현교육위원회(國立歷史民俗博物館, 1998,『幻の中世都市十三

溱 - 海から見た北の中世』, p.124).

사진 14   청자주자형연적(신안 2145), 원, 용천요, 신안선 출수, 높이 5.2㎝, 몸

통 지름 5.5㎝, 저경 2.9㎝, 국립광주박물관(필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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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佐藤豊三, 1976, 「『室町殿幸御餝記』と雜華室印」 『東山御物 『雜華室印』に關する新史料を中心に』, 根津美術館·德川美術館編, p.112.

42 형태가 작고 크기가 10㎝ 미만인 과형소주자에 대해 화기로서의 기능에 대해 보충설명을 하면, 일본 중세시대 이치죠다니아사쿠라씨유적(一乗谷朝倉氏遺跡)

에서는 실제로 다양한 크기의 화기(花器)가 출토되었는데, 그 중 7.2㎝ 크기로 벽에 거는 화병(掛花生)이 있다. 또한 신안선에서 출수된 백자단이죽절통(신안 

17064·17448)은 높이 6㎝, 입지름 2.3㎝ 내외로 크기가 작은데, 명대 경덕진 주산관요에서 출토된 높이 7.3㎝의 청화백자 화삽(花揷)과 형태·크기가 거의 유

사하다. 역시 명대 경덕진요 청화백자로 제작된 높이 10㎝ 미만의 소형 기물이 논문 등 여러 책자에 화기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화삽(花揷)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로 보아 소형의 기물이 일반적인 화병처럼 물을 담아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화기로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福

井県立 一乗谷朝倉氏遺跡資料館, 2005, 『花咲く城下町一乗谷 - 花の下に集う中世の人々』, p. 102; 국립해양유물전시관, 2006,『신안선 Ⅲ. 백자 기타유물편』, 

pp. 166~167; 江建新, 2013,『景德鎭陶瓷考古硏究』, 科學出版社, p.184.

들과 함께 책상이 묘사되어 있다. 책상 위에는 왼쪽부터 

글이 적힌 것으로 보이는 종이와 붓과 벼루가 있는데 맨 

끝에 주자로 보이는 기물이 있다. 이 기물에는 꽃가지가 

꽂혀 있으며 위쪽의 그림 설명에도 ‘ツクへ花’, 즉 ‘책상의 

꽃’이라고 적혀 있다(그림 5). 이러한 주자 형태의 기물은 

앞에서 살펴본 『쿤다이칸소초키(君台観左右帳記)』의 서

원(書院)에도 장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화전서의 소형 주자의 용도에 대해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있다. 『오가와고쇼와히가시야마도노쿄카자리키

(小河御所并東山殿御餝記)』는 15세기 후반 오가와고쇼

(小河御所)와 히가시야마도노에 장식된 기물들을 그림과 

함께 기록한 것이다. 이 그림에는 벼루, 필가, 수입 등 당

시 서원에 장식된 여러 종류의 문방용구를 묘사하고 있

다.41 <그림 6>을 살펴보면 기물 중 수병(水甁)은 둥근 

손잡이, 길고 곡선형의 주구가 있는 것으로 표현되었는데 

주자와 유사한 형태이다. 또한 수병 옆에는 꽃이 꽂혀 있

으며 화립(花立)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앞서 살펴본 『쿤다이칸소초키』에 그려진 수병은 구연

이 직립하고 어깨가 풍만하며 하단으로 갈수록 좁아지고 

손잡이나 주구가 없는 형태임에 반해, 이 그림에서 수병은 

과형(瓜形)은 아니지만 몸체가 원통형으로 다소 높고 주

구와 손잡이가 부착된 주자의 형태에 가깝다. 또한 꽃이 

꽂혀 있다. 이것으로 볼 때 당시 주자 형태의 기물에 꽃을 

꽂는 등 화기(花器)의 용도로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42 

한편 서원에 장식되는 문방용구들은 『쿤다이칸소초키』에

서처럼 다도구와 구분하여 놓여 있다. 따라서 이 그림에서 

꽃이 꽂혀 있는 수병은 문방용구인 동시에 화기로도 사용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신안선에 선적된 도자기, 

그림 5   화왕 이래의 화전서(花王以來の花傳書)(복제), 1499년, 26.0×19.0cm, 

일본 교토(京都) 지방총무소(池坊総務所) (広島県立博物館, 1995, 『茶·

花·香 - 中世にうまれた生活文化』, p.39).

그림 6   화왕 이래의 화전서(花王以來の花傳書) 세부 (広島県立博物館, 1995, 

『茶·花·香 - 中世にうまれた生活文化』, p.39).

사진 15   수병(水甁), 15세기, 『오가와고쇼와히가시야마도노쿄카자리키(小河御

所并東山殿御餝記)』 서원 장식 부분(根津美術館·德川美術館編, 1976, 

『東山御物 -『雜華室印』に關する新史料を中心に』, pp.9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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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기 중에 병 형태의 기물 대다수가 화기의 용도로 사용

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어 이에 참고가 된다.43

Ⅳ. 맺음말

‘주자’는 몸체에 주구와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고 뚜

껑이 있는 것으로 술이나 물 같은 액체를 보관하고 따를 

때 사용하는 기명이다. 통상적으로 중국에서 주자는 주

기의 일종으로 보며, 다구와 관련하여서는 형태는 유사하

지만 탕병, 탕호 등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신안선에서는 주자가 다수 출수되었으며 크기와 형

태가 제각각이지만, 기형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이러한 

형태를 통틀어 주자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여

러 책자에는 같은 형태의 기물임에도 불구하고 주자와 수

주(水注), 즉 연적으로 둘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신

안선에서 출수된 주자 중 하나인 소형 청자과형주자는 크

기, 주구·손잡이·뚜껑의 세부 형태에서 볼 때 주구나 다구

로 사용되기에는 그다지 적합한 용도가 아니라고 생각된

다. 명대 회화작품에서도 주자형 기물이 문방용구로 묘

사되고 있어 소형 주자의 용도를 새로운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기형을 상세히 고찰하였으며, 그 결

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구와의 관련성을 검토해본 결과, 송대 음다

법인 말차법은 대체로 원대까지 지속되며 명대에 이르러

서야 포다법이 확립된다. 하지만 이 기형은 이러한 말차

법이 일반적이던 송대에 이미 제작되기 시작한다. 또한 

이러한 주자 형태의 소형 기물은 당대(唐代)에서도 예를 

찾을 수 있는데, 당시 일반적으로 사용된 주자에 비해 크

기만 작을 뿐 역시 주자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었다. 따라

서 다법과의 관련성은 적기 때문에 다구용으로 그다지 활

용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소형 주자를 주구용으로써 검토해본 결과, 송

대에 데워서 마시던 황주에서 차갑게 마실 수 있는 증류

주로 점차 변화하며, 원대에 이르러서는 증류주가 보편적

으로 음용되었다. 주질의 상승은 음주 주량의 감소를 가

져오고 용기에도 변화를 주게 된다. 하지만 소형 주자는 

당시 변화한 증류주에도 실용적인 기형이었다고 보기 어

렵다. 쉽게 휘발되지 않고 구연을 뚜껑으로 완전히 덮는 

등 밀봉성이 강한 형태가 보다 적합한 주구였지 않았을까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일본 중세시대 회화에서는 주구

나 다구의 기물로서 탕병, 손잡이가 달린 냄비, 매병 등이 

주로 확인되며 소형 주자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당시 일본에서도 주구와 다구 용도로서 소형 주자의 실제 

사용은 낮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신안선 출수 소형 청자과형주자의 보다 적합

한 용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중국 송·원대 및 일본 가마

쿠라·무로마치시대의 문헌기록, 회화, 출토 유물 등 각종 

자료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송대 이후 문인들의 문방용

구 애호와 더불어 연적은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특히 송·원대에 제작된 자기제 연적은 매우 다양하며 신

안선 출토품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송대와 명대

의 문헌사료는 연적에 대해 과형 또는 주자형으로 기록하

고 있으며, 명대 회화작품에서는 소형 주자가 벼루와 함

께 문방용구로 묘사되고 있다. 중세시대 일본에서는 서

원에 문방용구를 장식하고 있었으며, 다도구로 보이는 기

물 중 소형 주자 형태는 확인되지 않았다. 중세시대 가마

에서 연적으로 추정되는 주자형 기물을 제작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일본의 15세기 화전서에는 책상 위에 놓

인 문방용구 중 소형 주자가 있고, 주자에 작은 꽃가지가 

꽂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당시 일반적으로 널리 사

용되던 주자는 연적으로, 이와 더불어 꽃을 꽂는 용도인 

화기로도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43 김성아, 앞의 논문, 2015, p.126.

* 본 논문의 자료수집 과정 중 이희관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기에,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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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ttempts to shed light on the nature and purpose of  the small melon-shaped celadon ewer that was 

found in the Sinan shipwreck, focusing on the fact that it has the shape of  a ewer, yet could not really have served as 

a tea or liquor utensil given its small size and unusual shape. We analyzed the shape-related characteristics of  other 

melon-shaped celadon ewers as well as this one; checked the use of  similar items unearthed in China and Japan; 

examined the relevant literature, materials, and paintings; and arrived at the following conclusion.

First, it was found that the small melon-shaped celadon ewer was one of  a type that was first made in the 

Southern Song Period in China and continued to be made until the Yuan Period. The artifact displays some 

differences from many similar relics found in the same shipwreck, particularly its spout, lid, and handle.

Second, research on the tea ceremonies and types of  liquors prevalent during the Song and Yuan Periods of  

China, as well as the appearance of  this ewer, suggest that it was unsuitable for use as a liquor utensil. 

Third, we looked at the relevant literature records, paintings, and relics unearthed in China and Japan in an 

attempt to determine its actual purpose. It is well known that the literati had a deep affection for stationery items, 

particularly water droppers, which were made in a variety of  shapes during the Song Period of  China and thereafter. 

According to literature dating from the Song and Ming Periods, it appears that melon- or ewer-shaped water 

droppers were used. Certain paintings from the Ming Period depict a small ewer, along with a water dropper, as a 

stationery item.

Looking at paintings dating from medieval Japan, small ewer-shaped objects do not figure among the tea and 

liquor utensils depicted, whereas kettles with handles and hot water bottles do. Objects known as yeonjeok (a water 

dropper) were included among the items said to have been made in pottery kilns during medieval Japan. 

However, a book on flower arrangement of  Japan dating from the fifteenth century shows a small ewer, with 

flowers in it, among the stationery items placed on a desk. Based on this detail, it is concluded that the small melon-

shaped celadon ewer from the Sinan shipwreck might have been used as a flower bottle as well as a stationery item.

Abstract

Keywords      Sinan Shipwreck, Melon-Shape, Small Ewer,  Water Dropper, Flower bo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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