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52 No. 3, September 2019, pp.112~129.
Copyright©2019,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본 논문은 1411년 감조된 화기의 실체에 주목하여 화기가 감조된 배경과 견양으로서의 의미에 대한 규명을 시도한 

글이다. 이를 위해 상림원에 진공된 화기의 용도와 성격 규명을 필두로 『세종실록』 「지리지」와 『경상도지리지』, 상주 일

대 자기 가마터의 실물자료에 주목하여 화기의 종류와 제작 양상을 유추하였다. 또한 조선시대 화기의 제작 시점을 추정

하고, 화기의 제작에 관여한 조선 왕실의 상황과 의중을 밝히며 이후 화기 제작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15세기 초반 조선 왕실은 관제를 개편하고 예제를 정비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왕실과 관련한 건축물이나 구조물 

축조, 의례 절차 및 준비에 별도 감독관을 두어 관여하였고, 제기와 무기 제작 시 별도의 감조를 명하였다. 1411년 화기

가 감조의 대상으로 선택되었다는 사실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자, 왕조가 지향하는 이념에 적합한 대상으로 화기가 받

아들여졌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화기의 제작은 자기소가 군집하였던 상주목에서 1411년의 감조를 기점으로 본격화되

어 상림원에 진공될 화기로 분청사기상감화분 및 청자화분받침이 제작되었다. 

15세기 중반 가마를 비롯해 관요에서는 상주목 일대에서 제작된 화기와 매우 흡사한 예가 제작되었다. 즉 1411년 

감조된 화기가 이후 견양으로서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당시 조선 왕실은 명 황실로부터 전해 받은 

기물을 그대로 견양으로 삼거나, 별도 제작한 그림이나 실물을 검토하여 견양을 정하였고, 이를 전국 각지에 보내어 제

작의 범으로 삼도록 하였다. 일찍이 견양은 자기 제기 제작에 영향을 미쳤고, 매년 사옹원 관원이 어용 자기를 감조하였

을 뿐만 아니라 ‘견양’이 자기의 명문으로 별도 표기되기도 하였다. 당시 이러한 여건 하에서 1411년 내수에 의해 감조된 

화기 또한 정밀한 제작 규범을 제시한 화기의 견양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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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411년 태종(太宗, 재위 1400~1418)은 내수(內竪) 

안화상(安和尙)을 경상도 중모현(中牟縣)・화령현(化寧

縣) 등에 보내 화기(花器)의 제작을 감독[監造]하도록 하

였다.1 이로부터 6년 후인 1417년에는 각도별 화기의 진

공(進貢)을 두고 장거리 이동의 고충을 이유로 잠정 중단

시켰다.2 즉 1417년 이전부터 화기는 전국 각지에서 상림

원(上林園)의 소용품으로 진공되었으나 무게로 인해 장

거리를 운반하기에 부적합한 대상으로 받아들여졌다. 한

편으로 조선에서 화기는 1411년 왕과 밀접한 관계를 갖

는 내수가 별도로 파견되어 감조하였던 시점부터 제작되

었거나 혹은 이전부터 제작 진공되어오던 중 1411년에 

이르러 이례적으로 감조하였던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이러한 화기의 제작 상한 시점과 함께 1417년 이후 

별도의 지시에 따라 진공되었을 정황으로 미루어 별공품

(別貢品)으로 성격이 전환되었을 가능성 역시 유추할 수 

있게 한다. 

화기는 용어의 풀이와 문헌기록을 토대로 다양한 방

식으로 연구되어왔다.3 청화백자의 제작 시점과 15세기 

초반 백자와 분청사기의 제작 수준을 고려하여 화기를 분

청사기로 보았고, 그 기종과 형태는 화분 혹은 의식용 대

형호로 추정되었다.4 최근에는 내수 안화상이 화기의 제

작 감독을 위해 방문한 경상도 중모현과 화령현이 당시 

경상도 상주목을 일컬었고, 상품 자기소가 위치하고 있

었던 사실에 이목이 집중되었다.5 특히 상주 일대를 조사

한 결과 15세기 상주목 중모현에 해당하는 모동면・모서

면, 화령현에 해당되는 화동면에 자기 가마터가 집중되었

으며 해당 지역에서 확인된 유물의 성격과 기록을 근거로 

어용 분청사기화분으로 이해되고 있다.6 문헌기록과 실

물자료를 토대로 도출한 해당 의견들은 일견 타당하고 유

의미한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화기의 재질과 성격

에 주목하였을 뿐 화기의 감조를 명하게 된 배경, 그로 인

해 양산된 결과에 대해서 간과해온 것이 사실이다.

당시 내수의 감독 하에 화기가 제작된 경상도 상주목 

일대에는 자기 외에도 다양한 산물(産物)이 진공되고 있

었을 뿐만 아니라 상주 일대에서 확인된 유물 중에서 화기

의 보고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기록에서 화초와 연관된 

기물은 화기 외에 화분(花盆)과 화반(花盤/花槃), 그리고 

화준(花樽)으로도 칭해졌고, 명칭별로 용도가 구분되거나 

분류 체계에서 차이를 보였던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7 

이에 1411년과 1417년 왕실이 제작과 진공에 관여한 화기

의 성격, 당시 화기에 대한 인식 및 공물 수급 체계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화기의 제작을 

감독하고, 진공을 중단하게 된 사항을 두고 화기의 제작 

시기와 제작처, 소용처를 밝히는 것에서 나아가 제작과 수

급에 왕실이 깊숙이 개입했던 당시의 상황과 목적에 주목

해야 한다. 더욱이 1411년 화기 제작의 감독은 비단 일회

1 『太宗實錄』 卷21, 太宗 11年(1411) 4月 29日. 遣內竪安和尙于慶尙道 中牟・化寧 等縣, 監做花器. 왕실용 자기 제작과 관련하여 제작의 직접적인 감독을 감조(監

造), 인력의 확보와 운영을 감공(監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제작의 감독을 행했다는 점에서 ‘감조’의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이에 대한 연구로 김

윤정, 2015, 「15세기 조선과 명의 御用磁器 제작체제의 유사점과 차이점」 『고문화』 85, 한국대학박물관협회 참조.

2 『太宗實錄』 卷34, 太宗 17年(1417) 12月 20日. 命停各道花器之貢. 上曰: “上林園花器負重, 遠方難致之物, 每年進貢未便. 自今以後, 非有特旨, 勿令上納, 以寬民力”.

3 이상기, 1984, 「조선전기의 청화백자」,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

4 김윤정, 2015, 「15세기 조선과 명의 御用磁器 제작체제의 유사점과 차이점」 『고문화』 85, 한국대학박물관협회, p.111; 박경자, 2005, 「분청사기명문연구」 『강좌미술사』 25, 한국불

교미술사학회, pp.286~287; 방병선, 2014, 「궁중 음식에 사용된 그릇」 『조선 왕실의 식탁』, 한식재단, p.209; 전승창, 1996, 「15世紀 陶磁所 考察 (Ⅰ) - 慶尙北道 尙州地域의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호암미술관 연구논문집』 1호, 호암미술관, pp.92~93; 同著, 2007, 「15~16世紀 朝鮮時代 京畿道 廣州 官窯硏究」,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64~65.

5 김종태, 2006,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한 상주백자 연구」 『디자인학연구』 67호 Vol.19 No.5, 한국디자인학회, p.23. 

6 성현주, 2017, 「상판리 가마 출토 銘文磁器와 15세기 尙州牧의 磁器貢納」 『상주 상판리 유적의 도자사적 의의』, 상주박물관, pp.51~52, 57~59.

7 선행 연구를 통해 ‘盆’은 재질별 단위에서 차이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화분, 향로, 화로를 지칭하는 동시에 용도 면에서 명확한 구분이 없다고 지적되었다.(박성미, 

2017, 「朝鮮時代 陶瓷花盆 硏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6~22) 본 연구에서는 화초와 관련한 ‘분’을 ‘花盆’이라는 용어로 사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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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견양(見樣)으로서 화기 

제작의 기준이 되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는 당시 상주목의 산물과 실물자료, 문헌기록

을 검토하여 1411년 내수의 감독 하에 제작된 화기의 실

체를 확인해보려 한다. 이를 위해 상림원에 진공된 화기

의 용도와 성격 규명을 필두로 『세종실록(世宗實錄)』 「지

리지(地理志)」와 『경상도지리지(慶尙道地理志)』, 상주 일

대 자기 가마터의 실물자료에 주목하여 화기의 종류와 제

작 양상을 유추하도록 한다. 또한 조선시대 화기의 제작 

시점을 추정하고, 화기의 제작과 진공에 관여한 조선 왕실

의 상황과 의중에 대한 소견을 밝히려 한다. 당시 왕실의 

의중은 화기의 제작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므로 이

를 면밀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상주목 상품 

자기소에서의 화기 제작 상황, 화기의 종류를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기존 학계의 관점에서 한걸음 더 나

아가 화기에 대한 조선 왕실의 입장과 인식, 화기 제작 추

이에 대한 결과론적인 측면에도 주목하려 한다. 이를 통

해 15세기 초반 조선 왕실이 시각적인 대상을 통해 지향하

고자 했던 바를 밝히는 하나의 단초가 되길 기대해본다.8

Ⅱ.   15세기 초반 ‘화기’의 성격과  
경상도 상주목 일대 가마의  
제작 양상

1. 15세기 초반 화기의 성격

15세기 초반 화기는 상림원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진

공되고 있었다. 상림원은 1394년 동산색(東山色)에서 개

칭된 관청으로 새와 짐승을 기르고 화초와 과실나무를 재

배하는 업무를 맡았다.9 각도로부터 화기뿐만 아니라 과

실도 진공받았으며 상림원과 유후사(留後司)가 각각 운

영한 과원의 수확량에 따라 각도의 진공 수량을 가감하

는 방식을 취했다.10 상림원의 주된 업무를 고려한다면 화

기는 화초 재배와 관련한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

다. 상림원 화기의 명칭과 관련하여 1452년 상림원에서 

국화 10분을 바친 사실에서 분(盆)이라는 용어가 사용되

었고, 상림원에서 개칭된 장원서(掌苑署)에서 1471년 영

산홍 1분을 바친 일례에서도 재차 사용되었다.11 이보다 

앞선 1405년에는 명 황실로 가는 일행이 잣나무 묘목 20

분을 가져갔고, 이듬해 1406년 태종이 태상왕에게 매화 1

분을 올린 사실에서 이른 시기부터 왕실에서 화초와 관련

한 기물 혹은 단위를 ‘분’으로 지칭하였음을 알 수 있다.12 

왕실에서 ‘분’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1460년과 1501

년 승정원에 철쭉 2분, 매화 1분, 대나무 1분, 산국화 1분

을 각각 하사한 일화에서도 찾을 수 있다.13 특히 1463년 

9월 연회를 벌이며 황국과 백국을 각각 한 그루[䕺]씩 담

은 와분(瓦盆)을 사정전 중앙에 두고 왕과 왕족, 대신들

이 이를 감상하며 시제를 내린 일화는 ‘분’이 화초의 단위

8 본 연구에서 제시한 ‘15세기 초반’은 1411년과 1417년 화기 제작과 진공에 대한 기록, 후술할 상주 상판리 일대 가마의 운영 시기(1400~1420)를 염두에 두고 

15세기 1/4분기로 설정하였음을 밝힌다.

9 『太祖實錄』 卷6, 太祖 3年(1394) 7月 11日. 改車沙兀爲司禁, 東山色爲上林園; 『世宗實錄』 卷30, 世宗 7年(1425) 12月 5日. (전략) 今上林苑掌治鳥獸花果之事, 

不能專心致志, 爾等其與提調言之, 若果木及栽植之物, 蕃茂長盛, 亦有益於國家之用也. 한편 상림원의 유래와 기능에 대한 연구로 김한나, 2018, 「조선전기 장원

서(掌苑署)의 설치와 기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5~7 참조.

10 『世宗實錄』 卷31, 世宗 8年(1426) 2月 4日. (전략) 依貢案數, 隨宜分定, 趁時摘取, 擇善上納. 若上林園京中菓園及留後司江華菓園, 菓物繁盛結實之年, 用度已足, 

則各道(酸)〔産〕 物, 臨時量減 (후략); 『世宗實錄』 卷41, 世宗 10年(1428) 9月 19日. 本院所植梨柿之實, 甚多. 命減今歲各官所貢梨柿之半.

11 『端宗實錄』 卷3, 端宗 卽位年(1452) 閏 9月 9日. 上林苑, 進菊花十盆, 分賜承政院・春秋館及永順君 溥; 『世祖實錄』 卷38, 世祖 12年(1466) 1月 15日. (전략) 上

林園改稱掌苑署, 置掌苑一 (후략); 『成宗實錄』 卷13, 成宗 2年(1471) 11月 21日. 掌菀署進暎山紅一盆, 傳曰: “冬月開花, 出於人爲, 予不好花, 今後勿進.”

12 『太宗實錄』 卷10, 太宗 5年(1405) 7月 25日. 鄭昇・金角還, 率新揀到火者尹可山等八人及松子苗二十盆而還. (후략); 『太宗實錄』 卷11, 太宗 6年(1406) 1月 9日. 

上親祼宗廟, 率百官詣德壽宮問安, 進梅花一盆獻壽, 太上爲之罄歡.

13 『世祖實錄』 卷22, 世祖 6年(1460) 閏 11月 12日. 賜躑躅花二盆、御賜花ㆍ梅ㆍ竹各一盆于承政院, 又賜酒肉. (후략); 『燕山君日記』 卷41, 燕山 7年(1501) 8月 21

日. 下山菊一盆于承政院, 仍賜宣醞(후략).



115  15세기 초반 경상도 상주목 일대 화기(花器)의 감조(監造) 배경과 견양(見樣)으로서의 의미

가 아니라 화초가 식재된 기물을 뜻함을 보여준다.14 비록 

상림원으로 화기가 진공되거나 사용된 일례는 아니지만, 

1500년 전라도에서 동백나무를 분에 담아[戴土] 조운선

에 적재해야 했던 사실, 1639년 황해도에서만 자라는 지

모(知母)를 분에 옮겨 심어[栽植] 진공한 사실에서 ‘분’이 

흙에 화초를 심어 담는[植栽] 기물로 오랜 기간 인식되었

음을 알 수 있다.15 이와 함께 상림원의 업무와 역할을 고

려한다면 상림원에 진공되어 사용된 ‘화기’는 자연히 왕실

에서 소용된 ‘분’, 다시 말해 ‘화분’과 동일한 대상으로 보

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16 

한편 『세종실록』 「지리지」는 전국 각지에 할당할 공

물의 종류와 물량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1424~1432

년의 조사기간을 거쳐 1454년에 완성되었다. 내수가 화

기를 감조한 1411년과 시기상 다소 차이가 있긴 하나, 

1425년 경상도 관찰사 하연(河演, 1376~1453)이 편찬에 

참여한 『경상도지리지』가 『세종실록』 「지리지」의 참고자

료로 이용되었다는 점은 앞선 시기의 상주목 일대 현황

이 『세종실록』 「지리지」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해

준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따르면, 상주목에는 벼・기장

・조・배 등[土宜]이 재배되었고, 꿀・밀랍・종이・옻・자리・영

지 등[土貢]이 바쳐졌다. 특산물[土産]로 사철・송이버섯・

은구어 등이 있고, 상품 자기소(중모현 추현리(楸縣里)・

이미외리(已未隈里)), 중품 자기소(공성현(功城縣) 원동

(院洞)), 여기에 하품 도기소(벌을야리(伐乙夜里)・단밀현

(丹密縣) 단곡(丹谷))가 위치하였다.17 실제로 『경상도지

리지』 상주도(尙州道) 상주목관조(尙州牧官條)에는 상주

목 일대의 토산공물로 ‘꿀, 밀랍, 참기름, 들기름, 옻, 종

이, 자리, 개암, 여우가죽, 오소리가죽, 도기’, 화령현의 경

우 ‘꿀, 밀랍, 참기름, 들기름, 옻, 종이, 자리, 개암, 여우가

죽, 오소리가죽, 자기’를 들어 『세종실록』 「지리지」의 상주

목 내용과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18

1417년 왕실은 전국 각지에서 진공되던 화기를 두

고 장거리 운송에 무겁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상주목 일

대 또한 이와 다르지 않았을 것이므로 내수의 감독 하에 

제작되어 진공되던 화기는 상주목 토산공물 중 도기 혹은 

자기일 가능성이 크다. 상주목 일대에 화기 제작을 감독

하게 된 요인을 『세종실록』 「지리지」에 기재된 상품 자기

소가 상주목에 위치한 사실에 주목한 것 역시 이와 무관

하지 않다. 실제로 내수 안화상이 방문한 상주목에는 상

품 자기소가 중모현 추현리, 이미외리에서 운영되었고, 

현(現) 모동면・모서면(중모현), 현(現) 화동면(화령현), 중

품 자기소가 위치한 현(現) 공성면(공성현)의 지리적 위

치로 보아 당시 자기소가 군집하여 운영되었던 것으로 여

겨진다.19 반면 도기소가 있었던 단밀현 단곡은 현(現) 의

14 『世祖實錄』 卷31, 世祖 9年(1463) 9月 13日, 御思政殿, 受常參 (중략) 上設酌, 黃白菊花各一䕺盛瓦盆置殿中, 傳曰: 今日欲與卿等賞菊, 宜各醉飮. 下御書云: 天地

有花分之四時, 今當九月, 何局九日? 予當天時, 不拘名日, 逆俗順道爾. 又題云. 酒菊君臣摠是和(후략).

15 『燕山君日記』 卷37, 燕山 6年(1500) 3月 1日. 下書于全羅道監司曰: 冬栢木五六株, 各盛盆戴土, 竝載漕船以進. 甫里樹實, 待熟封進; 『承政院日記』 冊71 仁祖 17

年(1639) 9月 10日. 申翊亮, 以禮曹言啓曰, 前日倭差求請知母, 只産於黃海道, 放栽植二盆上送事, 行會於本道監司矣(후략). 

16 박경자, 2005, 「분청사기명문연구」 『강좌미술사』 25, 한국불교미술사학회, p.287. 화분(花盆)의 개념 및 연원에 대한 연구로 박성미, 2017, 「朝鮮時代 陶瓷花盆 

硏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4~22 참조. 한편 앞서 화초와 관련된 기물로 제시한 ‘화반’・‘화준’의 경우 기록과 도설, 그리고 출토자료를 종합

하면 재질과 제작 시기에서 ‘화분’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추후 별도의 논고를 통해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17 『世宗實錄』 卷150, 地理志 慶尙道 尙州牧. (전략) 土宜, 稻・黍・粟・麥・梨・木綿・莞・桑・麻. 土貢, 蜂蜜・黃蠟・漆・紙・席・芝草・狐皮・狸皮・山獺皮. 藥材, 遠志・芎窮・白茯苓. 土

産, 沙鐵・松茸・銀口魚. 磁器所三, 一在中牟縣北楸縣里,【上品】 一在中牟東己未隈里,【上品】 一在功城縣 西院洞【中品】陶器所二, 一在州西伐乙夜里, 一在丹密縣 丹

谷.【皆下品】(후략).

18 『慶尙道地理志』 尙州道 尙州牧官條. (전략) 土産貢物 淸蜜 燭蜜 眞油 法油 全漆 紙地 席子 棒子 狐皮 山獭皮 陶器. (후략). 한편 선행 연구를 통해 『세종실록』 「지리

지」에 기재된 324개소의 자기소 및 도기소는 태종대에 운영된 가마들로 추정된 바 있다. 강경숙, 2017, 「조선 전기 도자문화와 상주」 『2017 제7회 상주박물관 

학술대회 - 상주 상판리 유적의 도자사적 의의』, 상주박물관, p.22.

19 신순철, 2015, 「상주지역 분청사기 가마터 - 상주 상판리 자기요지1 발굴조사를 중심으로」 『제10회 경기도자학술세미나 발표논문집 최근 발굴조사된 가마터 조

사성과』, 경기도자박물관, pp.8~17; 同著, 2011, 「14~15세기 경상도지역 자기소 출토 분청사기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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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군 단밀면 용곡리 일대로 추정되며 상주목 동측에 치우

쳐 자리하였다.20 여기에 상주목에는 상품 자기소가 운영

된 것과 달리 상품 도기소의 예는 전무하다. 즉 1411년 상

주목 일대에서 왕실의 명을 받아 제작된 화기는 도기가 

아닌 자기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2. 상주목 일대 가마의 화기 제작 양상

현재까지 상주 일대 자기 가마터를 대상으로 한 정

밀 발굴조사는 일부에 그치고 있어 화기의 실체를 규명하

기에는 자료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다만 그동안 상주 일

대에서 분청사기와 백자가 수습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청

과 왕실을 뜻하는 명문이 확인되어 상주목에 상품 자기소

가 자리했던 정황을 말해주었다.21 여기에 최근 조사된 자

기 가마터에서는 상주목의 상품 자기소와 관련된 단서들

이 확인되어 주목을 끌었으며, 모동면 상판리 일대가 이

미외리 상품 자기소, 중모면 대포리 일대가 추현리 상품 

자기소였던 것으로 추정되었다.22 그 중에서도 모동면 상

판리 6구역의 가마(이하 상판리6 가마)는 2016년에 진행

된 발굴조사 결과 해당 유구와 유물의 성격을 통해 내수 

안화상이 화기 제작을 감독하기 위해 방문한 중모현 일대 

가마로 유력시되고 있다.23 

상판리6 가마는 명문, 문양과 시문 방식의 비교, 그

리고 문헌기록을 토대로 1400~1420년경에 운영된 것으

로 보고된 바 있다.24 상감분청사기가 출토유물의 대부분

을 차지하였고, 다수의 발・접시와 함께 잔, 고족배, 잔탁, 

병, 호, 향로, 향완, 화분, 화분받침, 합, 돈, 제기[簋, 匜], 

장군, 베개, 장고 등의 다양한 기종이 출토되었다. 이 중 

화분과 화분받침은 15세기 초반 화기에 대한 여러 단서를 

제공해준다.25 즉 화분은 직립된 구연에서 좁혀 내려오는 

원통형의 기형으로 외측면에 이중 돌대가 돌려져 일정한 

방형으로 구획되고, 구획 안에 흑백상감기법으로 포류문, 

화접문, 연화문, 절지문 등이 시문되었다. 화분 외측 상부

는 흑백상감기법의 뇌문-절지화문+학문, 운룡문, 저부에

는 음각기법으로 연판문이 시문되었다(그림 1~2, 사진 1). 

화분받침은 반형의 상부와 반구형의 하부가 별도 제작되

어 시유번조과정을 통해 접합되었고, 화분이 놓이는 반과 

반구형의 받침 중앙에 둥근 구멍이 뚫려 있다(그림 3~5).26 

상부의 외부 상면에 상감기법의 뇌문, 그 아래 음각선으

로 연잎을 시문한 연판문대 혹은 여의문대가 돌아가는 특

징을 보였다. 반구형의 하부 상면에는 굵은 음각선으로 

20 조선미, 2012, 「조선전기 경상도 관영수공업에 따른 옹기 도기소의 현황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9.

21 국립경주박물관 외, 2014, 『경상북도 1314~1896』, 국립경주박물관・상주박물관, pp.66~71; 김종태, 2006,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한 상주백자 연구」 『디자인

학연구』 67호 Vol.19, No.5, 한국디자인학회, p.23; 상주박물관, 2015, 『상주 상판리 자기가마1 유적』, 상주박물관, pp.261~275.

22 강경숙, 1996, 『분청사기연구(粉靑沙器硏究)』, 일지사, pp.24~25; 장동철, 2008, 「尙州 大杓里窯址 陶磁片 硏究」 『미술사학연구』 257, 한국미술사학회, 

pp.5~29. 이 외에도 상주 우하리 일대에서 출토된 분청사기편과 명문을 통해 상품 자기소로 이해하는 의견이 있다. (서정호, 2010, 「상주(尙州) 우하리 출토 분

청사기에 대한 양식적(樣式的)・물성적(物性的) 고찰」 『선사와 고대』 32, 한국고대학회, pp.302~333) 이처럼 상주 일대에서 확인되는 다수의 가마터 흔적은 추

후 진행될 발굴조사를 통해 자기소의 범위와 확장이라는 맹점에서 살펴봐야 할 과제이다.

23 성현주, 2017, 「상판리 가마 출토 銘文磁器와 15세기 尙州牧의 磁器貢納」 『상주 상판리 유적의 도자사적 의의』, 상주박물관, p.57.

24 박경자, 2017, 「상주 상판리 자기가마와 『世宗實錄』 地理志 上品 磁器所」 『상주 상판리 유적의 도자사적 의의』, 상주박물관, pp.71~73; 상주박물관, 2018, 『상

주 상판리 자기가마6 유적 (Ⅱ)』, 상주박물관, pp.302~303; 심지연, 2017, 「상주 상판리 자기가마 출토 특수자기(제기 등) 제작시기와 배경」 『상주 상판리 유적

의 도자사적 의의』, 상주박물관, p.102.

25 상주박물관, 2017, 『상주 상판리 자기가마6 유적 (Ⅰ)』, 상주박물관, p.101, 108, 110, 366; 同著, 2018, 『상주 상판리 자기가마6 유적 (Ⅱ)』, 상주박물관, p.13, 

22, 120, 123, 267, pp.63~64; 심지연, 2017, 「상주 상판리 자기가마 출토 특수자기(제기 등) 제작시기와 배경」 『상주 상판리 유적의 도자사적 의의』, 상주박

물관, pp.91~93.

26 이 외에도 상주 상판리6 가마 보고서에는 반구형의 동체편에 마름모꼴의 기하문 투공이 일정하게 시문된 예를 청자화분받침의 일종으로 제시하였다. (상주박물

관, 2018, 『상주 상판리 자기가마6 유적 (Ⅱ)』, 상주박물관, p.64) 그러나 해당 청자편은 여타의 화분받침과 기형 면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출토 

수량 역시 극소량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본고에서 다루지 않았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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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문대+연판문대/연판문대가 입체감 있게 시문되었

고, 그 아래 귀면문이 일정 간격으로 첩소되었다. 화분받

침 저부는 능화형으로 일정하게 도려내어 목가구 다리에

서 보이는 박쥐 형태의 풍혈(風穴)을 연상시킨다. 

이상 상판리6 가마터에서 출토된 화분과 화분받침

은 각각 분장기법이 본격 적용되지 않은 상감분청사기, 

상감기법과 분장기법이 거의 사용되지 않은 청자로 고려

청자의 여운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개체별로 문양의 종

류, 시문 수준에 편차를 보이기는 하나 전반적인 기형이

나 문양 구성은 일정한 양상을 보이며 강진 사당리와 부

안 유천리 가마터에서 수습된 청자화분 및 화분받침과 유

사성을 보였다(사진 2~4).27 화분과 화분받침이 양질의 고

려청자와 비견되는 점과 부합하게도 이들과 함께 출토된 

돈, 향완, 베개, 고족배 등 특수 기명과 각종 제기는 뛰어

난 제작기술을 요하는 기종이었다.28 이는 당시 수준 높

은 기술을 가진 장인이 상판리6 가마의 제작에 참여하였

다는 정황을 짐작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매병, 자라병, 

접시에는 이례적으로 흑백상감기법으로 시문된 용문이 

확인되어 왕실과 밀접한 가마였음을 입증해주었다.29 또

한 왕실 관련 명문인 ‘순, 사선, 녕, 세, 정(順, 司膳, 寧, 世, 

定)’명과 함께 공물 관련 명문인 ‘상, 대, 공왕입경(上, 大, 

恭王入京)’명이 확인되어 왕실 공상용 자기의 제작이 이

뤄졌음을 알 수 있었다.30 더욱이 총 1,850점의 출토유물 

중 127점이 도침과 갓모, 갑발 등의 요도구에 해당하는 

점에서 양질 자기의 제작을 위한 갑번의 비중이 높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27 고려청자박물관, 2016, 『강진 사당리 고려청자』, 고려청자박물관, pp.170~172; 부안청자박물관, 2006, 『부안 유천리 고려도자』, 부안청자박물관, p.13, 15. 

28 상주박물관, 2018, 『상주 상판리 자기가마6 유적 (Ⅱ)』, 상주박물관, pp.295~296. 

29 상주박물관, 2017, 『상주 상판리 자기가마6 유적 (Ⅰ)』, 상주박물관, p.108, 138, 366; 同著, 2018, 『상주 상판리 자기가마6 유적 (Ⅱ)』, 상주박물관, p.48, 63.

30 상주박물관, 2017, 『상주 상판리 자기가마6 유적 (Ⅰ)』, 상주박물관; 同著, 2018, 『상주 상판리 자기가마6 유적 (Ⅱ)』, 상주박물관. 한편 ‘順’명은 1382년부터 1403년까

지 존립한 왕실 창고(5庫) 중 의순고(義順庫), ‘司膳’명은 1392년부터 1425년까지 궁궐의 음식 공상을 담당하던 사선서(司膳署), ‘寧’명은 1400년부터 1408년까지 존

립한 승녕부(承寧府), ‘世’명은 1392년부터 1398년까지 의안대군(宜安大君, 미상~1398)의 세자부(世子府), ‘定’명은 이성계(李成桂, 1335~1408) 부친의 능[定陵]과 

관련한 명문으로 이해되었다. 성현주, 2017, 「상판리 가마 출토 銘文磁器와 15세기 尙州牧의 磁器貢納」 『상주 상판리 유적의 도자사적 의의』, 상주박물관, p.57.

그림 1   초벌화분편, 잔고 11.4㎝, 상주 

상판리6 가마터, 상주박물관.

그림 2   초벌화분편, 잔고 14.6㎝, 상주 

상판리6 가마터, 상주박물관.

사진 1   분청사기상감화분편 , 잔고 

8.4㎝, 상주 상판리6 가마터, 

상주박물관.

그림 3   초벌화분받침편, 잔고 5.8㎝ / 

잔고 3.8㎝, 상주 상판리6 가

마터, 상주박물관.

그림 4   초벌화분받침편, 고 9.8㎝, 상

주 상판리6 가마터, 상주박물

관.

그림 5   청자화분받침편, 잔고 8.9㎝ / 

잔고 5.6㎝, 상주 상판리6 가

마터, 상주박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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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판리6 가마와 인접한 상판리1 가마터에서도 다수

의 분청사기가 출토된 바 있다. 즉 발, 접시, 병, 호, 합, 고

족배, 잔, 베개, 연적, 장군, 편구완, 제기[簋, 簠] 등 다양한 

기종과 함께 흑백상감기법의 시문 방식, 방형의 돌대와 

음각의 연판문 등 상판리6 가마터에서 확인된 분청사기

상감화분의 특징과 흡사한 예가 출토되었다(사진 5). 다

만 ‘주자색수오십삼(主子色手五十三’명의 묵서 명문, 인화

기법의 비중이 압도적인 점에서 상판리6 가마와 차이를 

보인다.31 한편 중품 자기소로 추정되는 상주 우하리 가마

터에서는 인화상감기법 중심의 분청사기가 출토유물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다수의 발과 접시를 비롯해 잔, 합, 

베개, 제기, 장군, 병, 고족배 등 다양한 기종이 출토되었

고, 특히 편평한 반형의 상부에 귀면이 부착된 화분받침

편과 반구형 하부의 화분받침편이 일괄 출토되어 상판리

6 가마터 출토 예와 유사한 면모를 보였다(사진 6).32

해당 우하리 가마의 운영 시기와 관련하여 기형과 

문양 구성, 시문 방식, 명문의 내용을 근거로 1390~1420

년으로 추정하는 의견, 사선명 자기의 하한과 『경상도

지리지』 편찬 시기, 사선명 자기를 후행하는 양식의 도

편과 『세종실록』 「지리지」의 편찬 시기를 모두 고려하여 

1425~1454년경으로 추정하는 의견으로 양분되고 있다.33 

요컨대 상주 상판리6 가마터에서 출토된 화분・화분받침

은 1411년 내수가 감조한 화기의 실례를 보여주며, 생산

유적과 소비유적에서 보고된 유물도면을 토대로 15세기 

초반 화기의 기형과 문양 구성을 부분적이나마 추정할 수 

있게 한다(표 1).34 반면에 상판리6 가마를 후행하는 우하

리와 상판리1 가마터에서의 출토 양상은 내수의 감독 하

에 제작된 화기가 인근 자기 가마에 그대로 영향을 미쳤

던 정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진다.35 

31 상주박물관, 2015,『상주 상판리 자기가마1 유적』, 상주박물관, p.183; 심지연, 2017, 「상주 상판리 자기가마 출토 특수자기(제기 등) 제작시기와 배경」 『상주 상

판리 유적의 도자사적 의의』, 상주박물관, p.102. 

32 상주박물관, 2018, 「상주시 공성면 우하리 유적 약보고서」, 상주박물관, pp.1~19; 서정호, 2010, 「상주(尙州) 우하리 출토 분청사기에 대한 양식적(樣式的)・물

성적(物性的) 고찰」 『선사와 고대』 32, 한국고대학회, pp.302~333.

33 성현주, 2017, 「상판리 가마 출토 銘文磁器와 15세기 尙州牧의 磁器貢納」 『상주 상판리 유적의 도자사적 의의』, 상주박물관, p.57; 신순철, 2011, 「14~15세기 

경상도지역 자기소 출토 분청사기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4~37.

34 <표 1>의 도면은 상판리6 가마터 보고서의 도면을 인용하였다.

35 성현주, 2017, 「상판리 가마 출토 銘文磁器와 15세기 尙州牧의 磁器貢納」 『상주 상판리 유적의 도자사적 의의』, 상주박물관, p.56.

사진 2   청자상감동화모란문, 화분편, 

13~14세기, 고 26㎝, 구경 

35.2㎝, 부안 유천리 가마터, 

부안청자박물관.

사진 3   청자화분받침편, 12~13세기, 잔

고 7.1㎝, 강진 사당리 23호 가마

터, 고려청자박물관.

사진 5   분청사기상감연화문, 화분편, 잔

존길이 8.4㎝, 상주 상판리1 가

마터, 상주박물관.

사진 4   청자상감모란운봉문화분 , 

13~14세기, 고 23.3㎝, 부안 유

천리 가마터, 부안청자박물관.

사진 6   상주 우하리 가마터 폐기장 출

토유물 일부, 상주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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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선 왕실의  
화기 감조 배경과 인식

1411년 내수 안화상의 감독을 통해 상주목 일대에

서는 화기로 고려청자의 여운이 있는 분청사기화분, 청자

화분받침이 제작되었다. 이후 화기는 상림원으로 진공되

어 왕실 내에서 화초를 재배하고 왕실의 공간에 진설되

는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한편 1407년 영의정부사 

성석린(成石璘, 1338~1423)은 국방대책 등이 포함된 시

무20조를 올리며 금은(金銀)으로 만든 기명(器皿)이 내용

(內用)과 국용(國用)을 제외하고 중외(中外)에서 사용되

지 못하도록 영(令)을 내리고, 나라 안이 모두 사기(沙器)

와 칠기(漆器)를 사용하도록 제재하기를 청하였다.36 이후 

1411년 12월에 이르면 궁내 금은기의 사용을 금지시키라

는 태조의 명이 내려진다.37 화기의 제작과 사용을 직접적

으로 설명하는 자료는 아니지만 이는 1411년까지 왕실 내

에서 금은기의 사용 빈도가 여전히 높았음을 보여주는 대

목이라 하겠다. 자연히 왕실에서 자기 재질의 화기가 차

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선행 연구를 통해 15세기 전후 자기 제작은 서울 강

북 우이동과 수유동, 충남 보령 용수리, 경북 예천 황지

리, 칠곡 학하리, 울산 고지평, 울주 직동리, 합천 장대리, 

전남 곡성 구성리 등지에서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었다.38 

이 중에서 상주 상판리6 가마의 경우처럼 인화기법이 본

격 사용되기 이전의 가마이자 화기를 제작한 가마로는 칠

곡 학하리 가마를 들 수 있다. 해당 가마터에서는 고려 말 

상감청자의 기종, 기형, 문양의 성격이 그대로 이어진 분

청사기가 출토유물의 다종을 차지하였고, 청자화분받침

도 함께 확인되었다(그림 6).39 다만 칠곡 학하리 가마터

에서 출토된 청자화분받침은 상하부의 세부 기형과 문

양 형태에서 앞선 고려시대 청자뿐만 아니라 상판리6 가

마터의 경우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

에 유조가 다소 탁하고 태토의 발색 역시 어두운 편이며 

전체적인 형태에서 둔중한 느낌을 준다. 상판리6 가마에 

36 『太宗實錄』 卷13, 太宗 7年(1407) 1月 19日. (전략) 金銀器皿, 除內用國用外, 下令中外, 一切禁止, 國中皆用沙漆器(후략).

37 『太宗實錄』 卷22, 太宗 11年(1411) 12月 12日. (전략) 若廢推徵之法, 紀綱毁矣. 除不緊雜物, 只徵金銀布貨米穀. 命自今闕內禁用金銀器.

38 강경숙, 1993, 「초기 분청사기 가마터 분포에 대한 일고찰」 『태동고전연구』 10, 태동고전연구소, pp.8~13; 김성호, 2015, 「고려말・조선초 북한산 요지 출토 청자 연

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53~58. 한편 15세기 초반에 운영된 자기 가마터와 관련하여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10, 『예천 황지리 유적 (Ⅱ) - 2~5구

역』,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동서문물연구원, 2012, 『합천 장대리 도요지』, 동서문물연구원; 서울역사박물관, 2013, 『강북구 수유동 가마터 발굴조사 보고서』, 서울역

사박물관; 同著, 2014, 『강북구 우이동 가마터 발굴조사 보고서』, 서울역사박물관; 영남문화재연구원, 2009, 『칠곡 학하리 분청사기요지 Ⅰ』, 영남문화재연구원; 이화

여자대학교 박물관, 1996, 『보령댐 수몰지역 발굴조사 보고 3 도요지 발굴조사보고』, 한국수자원공사・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전남문화재연구원, 2005, 『곡성 구성

리 도요지』, 전남문화재연구원; 한국문물연구원, 2015, 『울주 직동리・인보리・활천리 유적』, 한국문물연구원;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4, 『울산 고지평 유적 (Ⅲ)』, 한국

문화재보호재단 참조.

39 영남문화재연구원, 2009, 『칠곡 학하리 분청사기요지 Ⅰ』, 영남문화재연구원, pp.120~121. 

표 1 15세기 초반 상주목 일대 화기의 종류와 성격

화기 도면 문양

화분

상 뇌문・절지화문+학문・운룡문(흑백상감)

중 포류문・화접문・연화문・절지문(흑백상감)

하 연판문(음각)

화분

받침

상 뇌문(백상감)

중 여의두문・연판문・연주문(음양각)

하 귀면문(첩소)

그림 6   청자상감동화모란문, 화분편, 13~14세기, 

고 26㎝, 구경 35.2㎝, 부안 유천리 가마터, 

부안청자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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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화기의 제작 수준이 전반적으로 뛰어나지 않은 칠

곡 학하리 가마를 화기 제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곳으

로 보기 어렵다. 다시 말해 15세기 전후 화기의 제작은 활

발하지 못하였고, 조선 왕실에서 화기를 감조하도록 명한 

1411년 이후가 되어서야 화기의 본격적인 제작이 이뤄졌

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1411년 상주목이라는 한정된 지역에서 내수의 감독 

하에 화기가 특별히 제작된 정황은 왕실용으로 화기가 

채택되어 화기의 종류와 형태, 품질 등에 이르기까지 왕

실의 기호가 적극 반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작처를 선

정하여 철저히 관리하였음을 의미한다.40 흥미롭게도 화

기의 제작 감독을 명한 1411년은 조선 왕실의 예제 정비

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태종 연간에 해당하였다.41 1405

년 태종은 그동안 답습해온 고려의 제도에서 벗어나 의

정부・육조・승정원 등의 관제를 개정하였다.42 1409년 중

국 제도와 문물을 검토하여 조선 체제에 적용시키려 한 

노력이 거의 일단락되었고, 1411년에는 의례의 격식과 

절차를 위해 중국 고전(古典)을 참고하여 시행하였다.43 

1411년 예조의 주관 하에 사전(祀典) 제도에 대한 정비가 

집중 이뤄지기 시작하였고, 1415년 무렵 국가 제사 전반

에 걸친 정비 작업이 마무리되었다.44 또한 화기의 제작을 

감독하도록 명하기 불과 3일 전에 태종은 관리들의 복색

에 대한 금제를 명하였으며 그 다음날에는 석전의(釋奠

儀)를 상정(詳定)하며 기자(箕子)에 대한 제사 진행 여부

에 대한 명을 내리는 등 세세한 항목에 대한 규정을 논하

였다.45 당시 화기에 대한 감조 또한 이러한 정비의 일환

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근거리에서 왕을 보좌하고 명을 

받드는 내수가 이행하였다는 점은 분명 우연이 아닐 것

이다.46 

일찍이 내수는 왕의 뜻에 따라 자연재해에 따른 곡

식의 폐해를 살피거나 하사품을 전하였고, 필요에 따라 

규제사항을 이행하기도 하는 등 과중에 상관없이 다양한 

업무를 맡았다.47 1406년 내수는 업무의 적격성에 따라 상

림원의 관직을 얻기도 하였고, 1419년 이전 사옹방에 소

속된 내수는 각도에서 진공한 물품을 수납하였으며 때로

는 많은 업무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48 1437

40 김윤정, 2008, 「高麗末・朝鮮初 王室用 磁器의 제작 체계 연구」 『미술사학연구』 260, 한국미술사학회, p.56; 전승창, 1996, 「15世紀 陶磁所 考察 (Ⅰ) - 慶尙北道 尙州地

域의 변화과정을 중심으로」 『호암미술관 연구논문집』 1호, 호암미술관, p.92.

41 구혜인, 2019, 「조선시대 왕실 제기(祭器)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44~57.

42 『太宗實錄』 卷9, 太宗 5年(1405) 1月 15日. 改官制. 國初, 承前朝之舊. (중략) 至是革司平府, 歸之戶曹. (후략). 

43 『太宗實錄』 卷17, 太宗 9年(1409) 3月 19日. (전략) 今我國家典章文物, 悉遵華制, 而女服之制, 獨因舊習, 不可不更也. (후략); 『太宗實錄』 卷21, 太宗 11年(1411) 5月 

11日. (전략) 前朝《古今禮》, 大祀之牲, 預養九旬, 中祀三旬, 小祀一旬, 此皆敬神之至也. (후략); 『太宗實錄』 卷21, 太宗 11年(1411) 5月 18日. 命議政府, 考歷代奉安御

容之制以聞. 初, 太祖創長生殿, 蓋倣唐 淩烟閣之制也. 上欲奉安太祖聖容于長生殿, 令考舊典. (후략); 『太宗實錄』 卷21, 太宗 11年(1411) 5月 20日. 禮曹上憂旱事宜: 謹

按《文獻通考》及前朝《詳定古今禮》, 倣隋・唐古制, 有曰: 凡京都, 孟夏以後旱, 則祈嶽鎭海瀆及祭山川能興雲雨者於北郊, 又祈社稷宗廟, 每七日一祈, 不雨, 還從嶽瀆如初. 

旱甚則修雩, 初祈後一旬不雨, 則徙市, 禁屠殺, 斷傘扇, 造土龍. 又古典, 有旱則審理冤獄・賑恤窮乏・掩骼埋胔・修溝洫・淨阡陌等事, 當依古典施行. 從之; 김윤주, 2011, 「조

선 태조~태종대 정치와 정치세력」,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53~154.

44 강문식, 2008, 「태종~세종대 許稠의 禮制 정비와 禮 인식」 『진단학보』 105, 진단학회, pp.117~ 121; 김해영, 2003, 『조선초기 제사의례 연구』, 집문당, p.76.

45 『太宗實錄』 卷21, 太宗 11年(1411) 4月 26日. 禁灰色玉色. 上受朝, 命知申事金汝知曰: 予自終喪以後, 今日始受朝, 百官服色, 皆近於白, 見之可駭. 古人云: 文失度者, 

白衣, 胡之兆也. 自今朝會, 爾等宜先服彩衣; 『太宗實錄』 卷21, 太宗 11年(1411) 4月 27日. 命詳定釋奠儀, 且致祭於箕子. (후략). 

46 김윤정, 2008, 「高麗末・朝鮮初 王室用 磁器의 제작 체계 연구」 『미술사학연구』 260, 한국미술사학회, pp.51~52. 

47 『太宗實錄』 卷8, 太宗 4年(1404) 7月 20日. 慶尙道敬差官金端, 至沃州暴死. 上聞而哀之, 遣內竪弔于其家, 賜米豆幷三十石・紙百卷, 命端弟注書爲民乘馹至沃州葬之. 

(후략); 『太宗實錄』 卷11, 太宗 6年(1406) 6月 5日. (전략) 卽遣內竪于和第, 驅逐所由之守直者; 『太宗實錄』 卷24, 太宗 12年(1412) 7月 17日. 大風以雨, 拔木飄瓦, 禾稼

盡偃. (중략) 分遣內竪于郊, 以察禾稼. (후략); 『太宗實錄』 卷25, 太宗 13年(1413) 3月 1日. (전략) 有是賜. 又遣內竪, 致賻紙百五十卷; 『太宗實錄』 卷31, 太宗 16年(1416) 

3月 23日. (전략) 及書筵官皆退, 又使內竪禁書筵入直官員出門外.

48 『太宗實錄』 卷11, 太宗 6年(1406) 2月 6日. (전략) 檢校工曹參議韓幹, 本內竪也. 以善烹飪見幸, 爲上林園別坐, 盜用其司米穀. (후략); 『世宗實錄』 卷6, 世宗 1年(1419) 

12月 22日. 禮曹詳定各道進上物膳以啓. (중략) 前此, 膳狀呈于司饔房, 內竪獨掌多濫, 故有是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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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 상의원, 사복시, 공선감에 각각 소속된 내수는 잡

물(雜物) 요청사항을 승정원에 알려 출납하였다.49 다시 

말해 내수는 소속과 업무의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1411년 화기의 감조를 이행한 내수 안화

상의 소속을 단언하기 어려우며, 그의 감독 하에 제작된 

화기가 상림원에 한해 사용되었으리라는 것은 1417년 기

록에 근거한 추정에 불과하다.50 나아가 1411년 상주목에

서 제작된 화기와 1417년 이전 전국 각지에서 제작되어

오던 화기를 동일선상에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

이 든다. 따라서 1411년 감조된 화기의 성격과 관련하여 

보다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당시 조선 왕실에서 감독을 명한 대상은 주로 왕실

과 관련한 건축물이나 구조물, 의례 절차 및 준비에 해당

하였다.51 여기에는 대상의 축조나 진행을 위한 관리와 감

독에 주목하고 있었으며 업무의 결과에 대한 상벌 또한 

엄격하였다.52 한편으로 기물의 제작을 감독한 경우는 제

기와 무기 주조(鑄造)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었다. 1418

년 세종은 제기 주조를 완성시킨 이들에게 말과 무명을 

하사하며 노고를 치하하였다.53 1423년 원단(圓壇)과 전

조(前朝) 시조(始祖) 이하 8위(位)의 제기를 유후사에서 

봉상시(奉常寺) 관원과 공조 낭청(工曹郞廳)의 감독 하에 

제작하도록 하였다.54 1448년 각도의 관찰사와 절제사에

게 총통전(銃筒箭)의 양식(樣式)을 보내어 제작토록 하였

고, 경상도와 충청도에서의 총통전 제작을 별도로 감독하

도록 명하였다.55 1491년에도 종묘 제기의 완성을 두고 충

훈부(忠勳府)에서 장인들에게 잔치를 베풀도록 하며 사

직(社稷)의 제기도 추가로 감조하도록 하였다.56 

이처럼 조선 왕실은 개국한 이른 시기부터 금속 재

질의 제기와 무기 감조에 중점을 두어왔다. 반면에 왕실

에서 자기는 세종 연간 백자가 어기로 공표된 이후가 되

어서야 사용 빈도와 범위가 점차 늘어난 것은 익히 알려

진 사실이다. 따라서 이보다 이른 시기인 1411년에 자기 

재질의 화기가 감조되었던 사실은 이례적이면서도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당시 조선 왕실에서 

‘백공(百工)은 왕사(王事)에 이바지하는 것’이라 하며 공

예를 왕조의 통치 이념 수행에 긴요한 매체로 인식하고 

있었다.57 이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 화기가 감조된 것은 

왕조가 지향하는 이념에 적합한 대상으로 받아들여졌음

을 의미한다. 즉 단순히 화초를 재배하기 위한 기물로 화

기를 인식한 것이 아니라 이를 왕실 공간에 진설하고 시

49 『世宗實錄』 卷76, 世宗 19年(1437) 1月 13日. 今後凡內用雜物, 傳命內竪齎符至承政院宣命, 方許入內. 尙衣院司僕寺紫門繕工監雜物出入, 亦令所掌內竪各齎符宣命出

納, 如有緊急, 不及齎符, 則入內後, 隨卽啓達.

50 김윤정, 2013, 「高麗末・朝鮮初 司饔의 성격과 역할」 『한국학연구』 45,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pp.171~172, p.174. 조선초 왕실용 자기의 제작은 사옹방 내시부 소

속의 환관이 관여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화기의 제작을 감독한 내수 안화상의 경우 사옹방 소속이라고 단정하기에 근거가 부족하고 왕실

의 음식 관련 업무를 주로 맡은 사옹방과 화초 관련 기물인 화기의 기능과 거리를 두고 있다.

51 『太宗實錄』 卷10, 太宗 5年(1405) 10月 25日. 賜鞍馬于李稷・朴子靑・辛克禮. 離宮監督提調也; 『太宗實錄』 卷11, 太宗 6年(1406) 4月 28日. 德壽宮成. 錄監督官

吏拜官有差; 『太宗實錄』 卷13, 太宗 7年(1407) 2月 14日. 新作文廟. 命星山君李稷・中軍摠制朴子靑, 董其役; 『太宗實錄』 卷21, 太宗 11年(1411) 3月 18日. 搆樓

寢室于昌德宮, 又作進善門外石橋, 以工曹判書朴子靑董其役.

52 『太祖實錄』 卷13, 太祖 7年(1398) 2月 6日. 上巡視宮城, 笞不能監督官數十人. 以參贊門下府事朴葳爲都提調, 使考察能否; 『世宗實錄』 卷15, 世宗 4年(1422) 1月 17日. 

宣旨: 都城修築後, 倘有一石頹落者, 卽令各其方面監督官修補, 竝皆論罪.

53 『世宗實錄』 卷1, 世宗 卽位年(1418) 10月 13日. 上命工曹參判李蕆・濟用副正南伋, 監鑄祭器. 告成, 賜蕆等內廐馬各一匹, 工人緜布各三匹.

54 『世宗實錄』 卷21, 世宗 5年(1423) 9月 10日. 禮曹啓: 圓壇祭器及前朝始祖以下八位祭器, 請令奉常寺官員一・工曹郞廳一, 往留後司監鑄. 從之.

55 『世宗實錄』 卷120, 世宗 30年(1448) 4月 17日. 諭諸道觀察使節制使: 今送銃筒箭樣, 依倣製造. 又分遣司鑰何雲敬於慶尙道, 副司直吳尙禮於全羅道, 司勇金有江於忠

淸道, 監造銃筒箭. 

56 『成宗實錄』 卷251, 成宗 22年(1491) 3月 27日. 宗廟祭器都監堂上盧思愼等啓祭器畢造. 傳曰: 大祭後賜宴于忠勳府, 幷饋工匠. 思愼等啓曰: 社稷祭器亦不合古制, 不精

潔破毁者有之, 請幷改之. 傳曰: 可令社稷提調監之.

57 『定宗實錄』 卷1, 定宗 1年(1399) 5月 1日. (전략) 工曹之職, 摠百工以供王事. 自今革別鞍色, 永屬工曹. (후략); 이수나, 2017, 「공예의 형식 설계, 견양(見樣)」 『도예연구』 

26, 이화여자대학교 도예연구소, p.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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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적 이미지를 보여주고 구축함으로써 왕조의 위용을 드

러내는 데 목적을 두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58

Ⅳ.   상주목 일대 화기가 자기 제작에 
미친 영향과 ‘견양’으로서의 의미

관요가 설치되기 이전에 운영된 자기 가마는 경기도 

광주, 충남 공주・연기, 충북 옥천, 울산, 경남 기장・진주・

사천・산청, 광주, 전남 고흥・곡성・나주・부안・영암, 전북 완

주 등 전국 각지에 위치하였다.59 이 중 공주 가산리・중흥

리, 곡성리, 완주 화심리, 나주 운봉리, 영암 상월리 등지

에서 분청사기화분 및 청자화분받침이 확인되어 1411년 

감조된 화기와 비견이 가능하다.60 공주 가산리 가마터에

서 수습된 분청사기화분편은 상판리6 가마의 예에 비해 

꽃과 잎의 표현에 인화기법이 대거 이용된 차이를 보이기

는 하나 방형의 구획과 문양 소재와 구성은 매우 흡사하

다(사진 7). 동대문운동장 유적에서도 이와 거의 동일한 

분청사기화분이 출토되어 기형과 문양 구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사진 8).61 공주 가산리・중흥리를 비롯해 곡성리, 

나주 운봉리, 완주 화심리 가마터에서는 청자화분받침이 

파편으로 확인되었다(그림 7). 옆으로 벌어져 편평한 반

형의 상부, 반구형의 하부에 해당하는 기형으로 음각의 

연판문, 연주문, 첩소된 귀면문이 시문되었고 저부를 능

화형으로 일정하게 도려낸 공통점을 보이며 상판리6 가

마의 화분받침을 연상시킨다. 

1467년 전후 경기도 광주 일대에 본격 설치 운영되

기 시작한 관요 역시 화분과 화분받침을 제작하였던 정황

이 발굴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15세기 후반의 관요인 우

산리 4호 가마터에서는 발굴조사를 통해 청자상감화문화

분편을 비롯해 밝은 발색의 태토에 암녹색의 유조를 띠는 

청자화분받침편과 초벌화분받침편이 출토된 바 있다(그

림 8~9, 사진 9).62 16세기 전후에 운영된 도마리 1호 가마

터에서는 우산리 4호 가마터에 비해 태토가 한결 정선되

고 음각선의 깊이가 얕고 세밀한 청자화분과 함께 청자화

분받침편이 출토되었다(사진 10, 그림 10).63 16세기 중반

의 관요인 번천리 9호 및 우산리 9호 가마터에서도 초벌

화분편과 초벌화분받침편, 초벌화분편이 각각 출토되었

다(사진 11~12).64 이 외에 관음리・대쌍령리・무갑리・신대

리・학동리 일대 관요에서도 청자상감화분 혹은 청자화분

받침이 도편으로 확인되었다.65 

58 한편 당시 화기가 고급 기물로 인식되었다는 것은 한양 도성에 집중된 소비유적의 출토 양상을 보아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한 자료로 국립나주문화재연구

소, 1992, 『완주 법화사지』,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불교문화재연구소, 2016, 『서울 종로 공평동 유적』, 불교문화재연구소; 한울문화재연구원, 2013, 『서울 종로 세종

로구역 2지구 유적 발굴보고서』, 한울문화재연구원; 同著, 2015, 『서울 중구 장교4지구 유적』, 한울문화재연구원; 同著, 2016, 『서울 중구 초동 72-10번지 일원 유적』, 

한울문화재연구원; 同著, 2013, 『鐘路 淸進12-16地區 遺蹟Ⅲ -유물 Ⅰ-』, 한울문화재연구원 참조.

59 강경숙, 2000, 『한국 도자사의 연구』, 시공사, p.152, 316; 김성호, 2015, 「고려말・조선초 북한산 요지 출토 청자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58~62; 

오영인, 2017, 「음각운문청자의 제작현황으로 본 조선시대 관요의 설치와 지방 가마」 『문화재』 50권 4호, 국립문화재연구소, pp.53~54; 전승창, 2007, 「15~16世紀 

朝鮮時代 京畿道 廣州 官窯硏究」,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58~69.

60 국립공주박물관, 2009, 『계룡산 분청사기』, 국립공주박물관, p.36, 40; 국립광주박물관, 1988, 『전남지방 도요지 도자보고 (II)』, 국립광주박물관, p.26, 47; 민족문화

유산연구원, 2016, 『영암 상월리 요장 발굴조사 보고서』, 민족문화유산연구원, p.145; 전남문화재연구원, 2005, 『곡성 구성리 도요지』, 전남문화재연구원, pp.98~99; 

전북문화재연구원, 2008, 『완주 화심리 유적』, 전북문화재연구원, p.403, 405.

61 중원문화재연구원, 2011, 『동대문운동장 유적 보고서 2권 유물도판』, 중원문화재연구원, p.254.

62 경기도자박물관, 2017, 『광주백자 발굴로 다시 쓰는 분원 이야기』, 경기도자박물관, p.21; 同著, 2019, 『광주조선백자요지(사적 제314호) 4차 발굴조사보고서』, 경기

도자박물관, pp.202~204.

63 국립중앙박물관, 1995, 『廣州郡 道馬里 白磁窯址 發掘調査 報告書 - 道馬里 1號 窯址』, 국립중앙박물관, pp.103~104.

64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2007, 『廣州 樊川里 9號 朝鮮白磁窯址』,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p.308, 315; 同著, 1993, 『광주 우산리 9호 조선백자요지 발굴조사보고』, 이

화여자대학교 박물관, p.31. 

65 오영인, 2017, 「조선 관요 청자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64, pp.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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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가마 및 개체별로 태토의 정제상태나 인각기

법의 비중, 문양 음각선의 깊이감, 문양 형태의 세세한 표

현 등에 이르기까지 다소간의 차이를 보인다. 특히 정교

한 음각선 대신 인각기법의 비중이 높고, 방형 돌대의 높

이가 낮은 부분에는 유약이 고여 요철의 차이가 보이지 않

기도 한다. 그러나 원통형의 화분 기형, 반형의 상부와 반

구형의 하부, 그리고 능화형의 저부로 이루어진 화분받침

의 기형이 거의 동일했으며 화분과 화분받침의 문양소재

와 시문방식, 특징에 이르기까지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사실은 상주 상판리6 가마를 후행

한 15세기의 가마를 비롯해 이들 관요에서도 앞서 15세기 

초반 상주목 일대에서 제작된 화기와 매우 흡사한 화분 및 

화분받침이 제작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1411년 상주목 일

대에서 감조된 화기가 이후 화기의 제작에 견양으로써 지

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표 2).66

1411년 내수의 감독 하에 제작된 화기가 이후 전국 

각지에서 화기의 제작에 견양으로 자리했으리라는 가설

은 당시 화기와 함께 제기가 제작되었던 상주목 일대의 상

황을 환기함으로써 한층 설득력을 지니게 된다. 조선 왕

실에서 자기 재질의 제기가 사용된 시점은 명확하지 않으

나 자기와 금속을 병용하던 체계에서 점차 금속 재질의 

제기로 전개되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67 제기

는 일찍이 도화체제(圖畵體制)를 범으로 하여 만들어졌고 

66 <표 2>의 도면은 <표 1>의 도면에 완주 화심리 가마터, 광주 도마리 1호 가마터, 동대문운동장 유적 보고서의 도면을 인용하여 정리한 것이다.

67 구혜인, 2019, 「조선시대 왕실 제기(祭器)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53~57.

사진 7   분청사기화분편, 

잔존길이 14㎝, 

공주 가산리 가마

터, 충북대학교

사진 8   분청사기화분, 고 

17.1㎝, 동대문운

동장 유적, 중원

문화재연구원

사진 9   화분받침편 일

괄, 광주 우산리 

4호 가마터, 경

기도자박물관.

사진 10   청자상감국화문

화분, 고 15.2㎝, 

구경 18㎝, 저경 

13.8㎝, 광주 도

마리 1호 가마터, 

국립중앙박물관

사진 11   초벌화분편, 잔

고 12.5㎝, 광주 

번천리 9호 가마

터, 이화여자대

학교 박물관.

사진 12   초벌화분받침편, 

잔고 4.8㎝, 광주 

번천리 9호 가마

터, 이화여자대

학교박물관.

그림 7   청자화분받침편, 잔고 4㎝, 구경 

20.2㎝, 잔고 9.3㎝, 완주 화심리 

가마터, 전북문화재연구원.

그림 8   초벌화분받침편, 잔고 2.4㎝, 

추정저경 18㎝, 광주 우산리 4

호 가마터, 경기도자박물관.

표 2 15~16세기 시기별 화기의 비교.

15세기 초반 약 1420~1460년대 16세기 전후

화분

화분

받침
그림 9   청자화분받침편, 잔고 10.3㎝, 

광주 우산리 4호 가마터, 경기

도자박물관.

그림 10   청자화분받침편, 광주 도마리 

1호 가마터, 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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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2년 종류별로 재질, 제작처, 견양을 정비하는 과정을 

거쳤다.68 김종직(金宗直, 1431~ 1492)은 사기장 이륵산이 

새로 만든 자기 제기를 제기도설이나 견양에 따라 제작하

여 자신에게 확인받았던 상황을 『점필재집(佔畢齋集)』에

서 한 편의 시로 기술하였다.69 즉 자기 제기의 제작 시 실

물 형식이나 도화체제인 그림 형식의 견양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상판리6 가마에서 궤(簋)와 이(匜), 우하리 및 

상판리1 가마에서 궤를 비롯해 보(簠)가 화기와 함께 제작

되었던 정황은 견양을 통한 제기의 제작 환경이 화기의 제

작에도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추정을 뒷받침한다. 

한편 경기도 광주 우산리 9호 가마터에서 확인된 ‘견

양(見樣)’명 백자(이하 견양명 백자)는 자기의 견양에 대한 

근거자료로 이해되고 있다.70 실제로 우산리 9호 가마는 특

수 기종을 포함한 양질 자기를 다수 제작하였을 뿐만 아니

라 청화 발색과 관련한 실험 제작을 진행한 16세기 중반의 

대표적인 관요였다.71 해당 가마터에서 출토된 견양명 백자

는 유조가 맑고 유면이 고르며 태토의 정제 수준이 매우 뛰

어난 최상급의 백자로, 자기 제작에 규정된 규격과 형태에 

따라 기물을 제작하고 일정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물의 체양(體樣)으로 평가된 바 있다.72 이와 관련해 매년 

사옹원 관원이 화원을 동반하여 어용 자기를 감조하였다

는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의 내용을 고려

한다면 견양명 백자 또한 사옹원 관원의 검수를 받아 제작

의 범으로 기능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한다.73 다시 말

해 앞서 내수의 감독을 통해 화기가 제작된 정황 또한 화기

의 견양이 되기 위한 검수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1414년 태종은 각도에서 월과(月課) 갑옷을 제작할 

때 이전에 보낸 견양에 따라 제작하도록 명을 내렸다.74 

1414년의 기록을 필두로 견양에 대한 언급은 이어졌으며 

견양의 대상과 범위에 제한이 없었다. 즉 1425년 명(明) 사

신이 가져온 신[靴]과 석등잔이 견양으로 사용되었고, 1431

년 회례(會禮)에 쓰일 남악(男樂)과 관복(冠服)을 제작하기

에 앞서 견양[見樣衣裳]을 만들고, 절일표(節日表)를 넣는 

통(筒)에 그릴 용 도상의 견양 또한 제작하도록 명하였다.75 

이처럼 조선 왕실은 명 황실로부터 전해 받은 기물을 그대

로 견양으로 삼거나, 별도 제작한 그림이나 실물을 검토하

여 견양을 정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를 전국 각지에 보내

어 제작의 범으로 삼도록 하였으며, 제작 과정의 편의보다 

사용자의 위계와 용도에 걸맞고 우수한 품질의 기물을 제

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76

68 『世宗實錄』 卷57, 世宗 14年(1432) 8月 4日. (전략) 檀君・箕子・高句麗三殿祭器, 初倣圖畫體制造作, 竝不如法. 請三位祭器內簠簋等, 改以鑄器; 籩篚, 令奉常寺造送; 

瓦㽅, 本道見樣燔造. 從之.

69 金宗直(1431~1492), 『佔畢齋集』 卷10 詩. 磁工李勒山. 持新樣祭器來. 詩以紀之. 捷業稻梁器. 外方內則圓. 簋也實相反. 四目更睅然. 兩兩最着前. 左右豆與籩. 皤腹

象鼻彎. 犧牛其角觠. 罍非兒女制. 環耳雙鉤連. 似聞雷公鼓. 雲罅聲闐闐. 惟爵卓兩柱. 順㯐口自偏. 鬯齊可挹注. 不見尾翅鶱. 凡此禮局樣. 髣髴秦漢先. 苦窳且勿論. 所

貴在潔蠲. 陶人雖側陋. 助我禮意虔. 刻畫中䂓度. 聊以望後賢; 심지연, 2017, 「상주 상판리 자기가마 출토 특수자기(제기 등) 제작시기와 배경」 『상주 상판리 유적의 

도자사적 의의』, 상주박물관, pp.100~101.

70 박정민, 2014, 「조선 전기 명문백자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33~134;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1993, 『광주 우산리 9호 조선백자요지 발굴조

사보고』,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p.36.

71 오영인, 2018, 「조선 전기(15~16세기)의 중국 용천요 청자에 대한 애호와 모방」 『미술사와 시각문화』 21, 미술사와 시각문화학회, p.18.

72 김봉준, 2010, 「銘文資料를 통해 본 廣州 牛山里 窯址群의 性格」 『미술사학연구』 266, 한국미술사학회, p.140.

73 『新增東國輿地勝覽』 卷6, 京畿 廣州牧 土産. 絲 麻 磁器, 每歲司饔院官率畵貟監造 御用之器. (후략).

74 『太宗實錄』 卷28, 太宗 14年(1414) 11月 4日. (전략) 且命兵曹曰: 各道月課甲, 依曾送見樣, 堅緻造作, 其中不如法者罪之. (후략).

75 『世宗實錄』 卷27, 世宗 7年(1425) 2月 14日. (전략) 朴實請贈與靴以所持靴見樣改造. (후략); 『世宗實錄』 卷27, 世宗 7年(1425) 3月 11日. (전략) 尹鳳齎來石燈盞大

見樣, 請下送. (후략); 『世宗實錄』 卷53, 世宗 13年(1431) 8月 9日. 大護軍朴堧畫會禮男樂冠服. (전략) 仍命以五綵, 畫成見樣衣裳及會禮雅樂, 唐・宋之制堂上・堂下工

人冠服, 形狀以進, 又命詳定所提調同議以啓; 『世宗實錄』 卷54, 世宗 13年(1431) 11月 16日. 命工曹, 進節日表筒畫龍見樣. (후략).

76 『世宗實錄』 卷65, 世宗 16年(1434) 9月 23日. (전략) 上乃命兵曹曰: 今後各道各浦戰艦, 以冬字往字試驗船見樣造作, 琉球國船匠所造月字船, 雖上粧不合於戰艦, 

然其下體堅實, 可以取法, 亦幷見樣事, 行移各道; 『世宗實錄』 卷80, 世宗 20年(1438) 1月 15日. (전략) 沿邊各口子造築石堡時, 敵臺甕城及烟臺見樣, 令修城典船

色圖畫, 下送都節制使, 憑考監築. 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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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견양에 대한 1414년의 기록은 내수가 화기

를 감조한 시점과 그리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른 

시기부터 견양을 통한 자기 제기의 제작이 이뤄졌으며 매

년 사옹원 관원이 어용 자기를 실견하고 감조하였다. 여

기에 견양명 백자의 기능과 15~16세기 자기 화분 및 화

분받침의 제작 추이를 종합한다면 1411년 내수가 감조한 

화기는 정밀한 제작 규범을 제시하려 한 화기의 견양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77 조선 왕실에서 견양은 왕조의 규

범과 이상을 시각적인 매체로 투영하면서 그 기형이나 문

양 소재, 세부적 속성에 이르기까지 변화를 지양하는 대

상으로 인식되었다. 이는 1411년 화기의 견양으로 제작

된 상주목 일대 분청사기화분과 청자화분받침 역시 이후 

자기 화분 및 화분받침의 제작에 범으로 오랜 기간 기능

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Ⅵ. 결론

15세기 초반 조선 왕실은 관제를 개편하고 예제를 정

비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왕실과 관련한 건축물이나 구

조물 축조, 의례 절차 및 준비에 별도 감독관을 두어 관여

하였고, 백공을 왕조의 통치 이념 수행에 긴요한 대상으로 

인식하여 제기와 무기 제작 시 별도의 감조를 명하였다. 

1411년 화기가 감조의 대상으로 선택되었다는 사실은 이

러한 노력의 일환이자 왕조가 지향하는 이념에 적합한 대

상으로 화기가 받아들여졌음을 의미한다. 화기의 제작은 

자기소가 군집하였던 상주목에서 1411년의 감조를 기점

으로 본격화되어 상림원에 진공될 화기로 화분 및 화분받

침이 제작되었다. 

상주목 일대에서 제작된 화기는 원통형의 기형에 방

형의 돌대로 구획을 나누어 화문・운룡문・연판문 등이 시

문된 분청사기상감화분, 반형의 상부와 반구형의 하부, 연

판문대와 여의두문대, 귀면문이 각각 음각기법, 첩소기법

으로 시문된 청자화분받침이었다. 15세기 중반 가마를 비

롯해 관요에서도 이들 화기와 매우 흡사한 화분 및 화분받

침이 제작되어 1411년 감조된 화기가 이후 견양으로서 지

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당시 조선 왕실은 명 

황실로부터 전해 받은 기물을 그대로 견양으로 삼거나, 별

도 제작한 그림이나 실물을 검토하여 견양을 정하였고, 이

를 전국 각지에 보내어 제작의 범으로 삼도록 하였다. 일

찍이 견양은 자기 제기의 제작에 영향을 미쳤고, 매년 사

옹원 관원이 어용 자기를 감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견양으

로 삼을 백자에 별도로 명문을 표기하는 등 제작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다. 따라서 1411년 내수에 의해 감조된 화

기는 바로 정밀한 제작 규범을 제시한 화기의 견양으로 기

능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1411년 감조된 화기의 실체에 주목하여 화

기의 종류와 범위를 비롯해 감조된 배경과 견양으로서의 

의미에 대한 소견을 제시하였다. 화기는 기형과 문양 소

재, 시문 방식에 이르기까지 고려청자의 성격을 그대로 이

어받았다. 주지하는 것처럼 15세기는 조선 왕실이 명 황

실의 제도나 의례, 기물 등을 적극 수용하던 시기였다. 이

런 시대적 배경 하에 고려청자의 성격이 농후한 화기의 견

양이 오랜 기간 유지될 수 있었던 요인은 보다 많은 자료

와 기록을 토대로 살펴봐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또한 화

기의 견양은 17세기 전후 더 이상 기능하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되나, 이와 관련한 연구 역시 미흡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화분 및 화분받침은 제작된 가마별로 서로 다른 위

계를 가졌을 가능성과 상림원에서 화기에 대한 수급과 관

리 방식에 대한 논의 역시 진척시키지 못했다. 본 연구는 

조선시대 화기의 산재한 숙제를 풀어나가는 시작으로 의

미가 있을 것이며, 추후 문헌기록과 발굴자료를 토대로 화

기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77 견양의 제작 규범과 관련하여 이수나, 2017, 「공예의 형식 설계, 견양(見樣)」 『도예연구』 26, 이화여자대학교 도예연구소, pp.175~17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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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vestigates the influence and implications of  the supervised process of  production of  flower vessels 

(花器) in 1411. The type, the production method, and the purpose of  flower vessels (花器) were determined based 

on the workshops appearing in King Sejong-Sillok, Chiriji (『世宗實錄』 「地理志」) and Gyeongsang-do Chiriji (『慶尙道

地理志』), considering articles excavated from Sangju kiln sites. In addition, the implications and the starting point of  

production of  flower vessels (花器) in the Joseon Dynasty were identified.

During the Joseon Dynasty, an effort was made to reorganize the government offices, to align ritual systems in 

the early 15th century. Preparation for rituals, preparation of  supplemental utensils used in ancestral rites (祭器), the 

construction of  architecture related to the Royal Family, and the production of  weaponry (武器) were supervised. In 

1411, flower vessels (花器) had a preferred supervised process of  production as well, which means being recognized 

as a subject of  maintenance for the Joseon Dynasty’s aims . Flower vessels (花器) had been produced using grayish-

blue powdered celadon (粉靑沙器) as flower pots (花盆), and as celadon flower pot-support (花臺), at Sangju kiln sites 

in particular, since 1411.

Interestingly, products had been manufactured in royal kilns as well as in a few other kilns similar to the 

supervised process of  production of  flower vessels (花器) in the middle of  the 15th century. It means that this 

effected the Gyeon-yang (見樣) supervised process of  flower vessel (花器) production in 1411. At that time, the 

Joseon Dynasty used Gyeon-yang (見樣) for imperial gifts for the Ming Dynasty and on separate manufactured 

articles to ensure the standards of  production. Gyeon-yang (見樣) affected the production of  ceramic utensils used 

in ancestral rites (祭器), and government officials in Saongwon (司饔院) supervised the production of  ceramics for 

the Royal Family year after year. In sum, it was flower vessels (花器) using Gyeon-yang (見樣) that provided precise 

production rules to supervise the process of  production in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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