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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투기 

1 이 책은동산문화재 가운데 토기， 도자기 분야의 보물 127건의 해설과사진자료를수록하여 엮은 것으로， 

2014년까지 지정된 문화재를 포합하여 발간한것이다 

2 수록 문호째는토기， 정자， 백자， 분정사기로 분류하고시대순으로 배열하였다 

3 소장처의 샤정상새로 촬영하지못한일부문화재는 샤진자료 협조를 받거나기존에 촬영된 이미지를 수록하였다 

4 개별 문화재의 펀년과용어 및 문화재에 대한 내용은 기존 학계의 입장을 우선하였으며 집필자의 입장토존중하였다. 

5 각문화재의 세부사항은문화재명， 지정번호， 시대， 수량， 재료， 크기， 소유(보관처)순으로 명기하였다 

문화재의 크기는 늪이， 너 비， 지릅， 서|로， 가로， 두꺼l(cm)로 묘기하였다. 

& 문화재대관에 실린 영문 명칭은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규칙 "(문화재정 예규124호， 142호) 및 f문화재영칭 영문 

표기 용례집û014)을 따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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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대관 보물 -토기 ·도자기』 발칸사 

문화재청은 보물 동산문화재 중 토기와 도자기 분야의 문화재 127건을 모아 『문화재대관 보물 -

토기 ·도자기』편을 벌칸합니다. 

이번 대관은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발간을 마무리한 총 5편의 국보대관에 이어 보물 동산 

문화재로 작년에 『문화재대관 보불 - 지도· 무기 ·천문』에 이어 두 번째로 발칸되논 문화재총서로 그 

의미가있습니다 

문화재의 역사적 의의， 문화사적 가치 풍을 국민에게 얄리고 함께 공유하고자 발간하는 이번 보물 

대관은 토기， 청자 백자， 분청사기로 나누어 편집하였습니다 

한정된 지면에 우리 문화재가 담고 있는 방대한 이야기를 모두 담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나다 그러 

나 이 책을 보는 모든 분이 조상들의 생활상을 담은 토기， 비색의 아름다움이 은은하게 배어 있는 청 

자， 조선의 단아한 기품을 지니고 있는 백자， 자유분방함과 소박함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분청사기 

동 우리 문화재가 담고 있는 고유의 아름다움과 특별함， 우수성을 깊이 공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였습니다‘ 

문화재대관이 발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소장처와 소장자， 귀중한 원고를 주신 집필자 여러분， 

그리고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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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야rewo야야rd 

1 am deeply pleased to have this opportunity to publish this compilation - Treasures. 

Eαηbenware and Ceramics- presenting the 127 e31thenware and ceramic artifacts registered 

on the national heritage list as Treasures 

This is the second volume on Treasures, following last year's Treαsμres: C.αrtogr，αrpbic， 

Astrological, and Armory Heritage, which was preceded by the printing of a five-volume 

series on National Treasures from 2007 to 2011 

This compilation is structured according to the categorization of ceramic ware into 

earthenware, celadon, white porcelain, and bíμηcbeoηg as it attempts to further disseminate 

the cultural and historic value of these 127 ceramic pieces 

Constrained by the number of pages allowed, this book is sadly unable to present all the 

valuable narratives associated with the ceramic wares described. However, 1 hope it can serve 

as a conduit through which readers can come to better appreciate the cultural and hiStOl‘lC 

significance of the earthenware so closely associated with the everyday lives of ancient 

Koreans, the celadon that finally achieved the coveted blue-green tones of jade, the white 

porcelain that so stirringly exemplifies the dignity prized by the ]oseon Dynasty, and the 

freewhee파19 pla빼1 spirit of bμηcbeα쟁‘ 

1 would 파çe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all those involved in the publication of this 

book, including the collecting agencies and individuals, those who contributed the texts, and 

the dedicated staff at the Tangible Cultural Heritage Division 

December, 2015 

Rha, Sun-hwa 
Administrator, Cultural Hεntagε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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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U 토기융기문발 
士器隆起文￡후 

보물저1597호 

선사시대(신석기) 11절 | 도토기 

높이 12.2cm, 입지를 16.2cm 

동아대학교(동아대학교박물관) Earthenware Bowl with Raised Pattem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선동 패총에서 1930년대에 이루어진 간단한 조사 과정에서 출토된 신석기시대 초기의 융기문토기이다. 융 

기문토기는 덧무늬토기로도 불린다 영선동 패총에서는 자돌刺突 · 압인문얘印文토기 등 소위 ‘영선동식 토기’로 불리는 신석기시대 

전기의 토기가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소수로 이러한 융기문토기가 출토되었다. 

토기는 바닥이 퉁근 바리때 모양이다. 이 토기의 특정은 아가리 한 쪽에 짧은 주구注口가 부착되어 있어 내용물을 담아 

따를 수 있다는 점과 아가리 밑으로 융기된 장식무늬가 있다는 점이다. 융기문과 주구가 결합된 사례는 거의 없다 한편 장식무늬 

는 덧띠[점토대챈土帶]를 W자형으로 연속하여 붙인 뒤 눈금을 일정한 간격으로 눌러 새겨 장식효과[각목문刻目文]를 높이고 었다. 

점토 위의 각목은 장식적인 효과뿐만 아나라 점토띠의 기면 접착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다 바탕흙은 점토질로 황갈색을 띠며， 아 

래쪽으로 내려올수록 검은색을 띤다. 

덧무늬토기는 우리나라 신석기시대의 가장 이른 단계인 조기早期로 펀년되는 토기이다. 덧무늬는 점토띠의 굵기냐 점토띠 

상부의 누름문[각목문刻目文] 유무에 따라 태선융기문토기太線擬표土器와 세선융기문토기細線廠표土짧， 혹은 융기대문擬짧文파 

융기선문觀敵으로 크게 구분되며， 이 외에도 점토 알갱이를 규칙적으로 붙인 융기점열문觀앓列文， 혹은 두립문효행文이 있다. 

영선동 패총 출토품은 태선 융기대문 토기에 해당한다. 덧무늬토기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패총 등 남해안 지역에서 가장 

많이 출토되었다. 덧무늬토기의 분포는 시베리아 아무르강 연<{þ지역으로부터 중국 동북지역， 한변E도， 그리고 일본의 경우 훗차이 

도겨빼효를 제외한 규슈ju)oJ 'I.9} 시코쿠四國， 혼슈쩌'N 북단까지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러한지역의 융기문토기는 한반도 토기.9}는 기 

형이나 시문 기법 등에서 차이가 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융기문토기가 동북아시아 초기 신석기문화에 나타나는 융기 

문토기 문화와 어떠한 형태로든 깊은 관련성이 있지만 기원 등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이 토기는성형 기법과형태가독특하며，동북아시아의융기문토기문화의 흐름을연구하는데중요한자료이다: 1 김늬중 

참고문힌 

1 이동주， 2012 ， r，동아대박물관소장영선동패층출토유물의 겁토 -1 930년 

대 부산고고회 활동을 통해 본 영선동패층-J. r.문물연구』 제22호， 동아시아 

문물언구학술재단 

2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떤댁고고학전문사전-신석기시대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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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thenware Bowl with Raised Pattern Treasure No. 597 

Neolithic 11 Item 1 Earthenware 
H. 12.2cm, D(Mouth) 16.2cm 

Dong-A University (Dong-A University Museum) 

This eatthenware bowl with a raised pattern was excavated from a shell mound in Yeongseon 

dong in Yeongdo-gu , Buan, during a brief archeological exploration in the 1930s. While relics 

excavated from this mound were primarily stamped eatthenware, also known as “Yeongseondong

style eatthenware," eatthenware with a raised pattern such as ù1Ìs bowl was also found in small 

quantities. 

Eatthenware WiÙ1 a raised pattern is chronologically categorized as palt of the earliest eras 

of the Neoliù1Ìc period. EarÙ1enware WiÙ1 a raised pattern can b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depending on ù1e ù1Ìckness of Ù1e clay band and ù1e presence or lack of an incised pattern on 

ù1e raised band. Tl1Ìs bowl shows a ù1Ìck clay band WiÙ1 an incised pattern. 1n addition, another 

type of earÙ1enware features a raised pattern with protruding rows of clay dots. 1t is along ù1e 

southern coast of Korea, including Dongsam-dong in Y<εongdo-gu ， where ù1e greatest number of 

earthenware vessels WiÙ1 a raised pattern has been found. Raised-pattern ealthenware vessels occur 

widely across other palts of NOltheast Asia , including the Amur River basin of Russia; nottheast 

China; and the ]apanese islands of Kyushu , Shikoku, and Honshu , but excluding Hokkaido. 

However, examples from ù1ese areas diverge from their‘ Korean countelparts in terms of form and 

decorative technique. From ù1Ìs, it can be assumed Ù1at ù1e ealthenware WiÙ1 a raised pattern in 

Korea deft따ely bears relations with the raised-pattern ea띠.1enware culture ùut spread in ù1e early 

Neoliù1ic period in NOltheast Asia, but its or핑in is stiU a subject of contention. 

Tl1Ìs ealthenware bowl stands out for its crafting method and form, selving as an important 

material for studies on ù1e r‘aisεd-pattern ealthenware culture of Not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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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도기녹유탁잔 
關器챔해벼 f王흥훨 
Green-glazed Earthenware Cup with Stand 

醫쫓 
빨觀 

황녹색 유약을 입혀서 만든 잔으로 잔을 받치기 위한 접시모양의 받침[승반承盤]과 뚜껑을 모두 갖추고 있다. 

보물저1453호 

삼국 1 1세트 | 도토기 

높이 12.0cm 

국위국립중앙박물관) 

바탕흙은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는데 회색을 띤다. 삼국시대 녹유로서는 녹색이 고른 편이나 연질이어서 많은 부분이 벗 

겨졌다. 승반은 낮은 굽다리가 달렸으며 몸통은 짧고 완만하게 올라갔다. 안쪽 중앙에 잔의 굽다리를 고정시키기 위한 원통형 

잔받이[잔좌蓋座]가 마련되어 였다. 잔에는 굽다리가 붙어 있어 숭반의 잔받이에 안정되게 놓을 수 있다. 잔 뚜껑에는 꼭대기에 

보주형寶珠形 꼭지가 장식되어 있다. 잔은 반구형半球形인데 반해서 잔 뚜껑은 꼭지 주변에서 좁은 평탄변을 이루다가 길게 경사변 

을 이루고 있다. 승반， 잔신蓋身 및 잔 뚜껑에는 평행선 줄무늬가 음각되어 있다. 

이 탁잔의 출토지와 제작 장소는 알 수 없다. 그런데 이 틱잔의 형태가 고창 봉덕리 1호분 4호 석실 출토 동제탁잔， 무령왕 

릉 출토 동닥은잔網표銀蓋 및 동완鋼짧， 대구 달서 55호분 출토 동제탁잔 등 금속제 탁잔콰 형태가 매우 유사한 점이 주목된다. 백 

제에서 녹유닥잔은 이러한 금속기를 모방하여 6세기 전 · 중엽 무렵에는 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 닥잔보다 형식학적으로 

늦은 단계의 녹유닥잔은 부여 관북리 유적， 나주 복암리 1호분에서 출토되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도 

백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백제에서 이러한 녹유도기는 대부분 왕궁지， 국가적 대사찰 등 백제 왕실과 관련되는 유적 또는 고분에 

서 한정되어 출토되고 있으므로 당시로서는 일부만이 사용할 수 있었던 고급 용기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탁잔은 경질토기로 

도 만들어지는데 대표적으로 무령왕대에 백제가 가야지역(대샤 즉 하동)에 진출하면서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진주 수정봉 · 옥 

봉 횡혈식석실묘에서 출토된 사례가 있다. 

이처럼 녹유 팀잔은 중국 금속용기 제작기술과 도자기 시유기법이 도기 및 토기에 영향을 미쳐 나타난 것으로 백제를 중 

심으로 일부 계층만이 사용하고 있어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자료이다; 1 김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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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glazed Earthenware Cup with Stand Treasure No. 453 

Three Kingdoms 11 Set 1 Earthenware 
H.12.0cm 

Public Ownershi p (National Museum 01 Korea) 

This yellowish-green-glazed cup makes up a set together with its dish-shaped support and lid. 

The production date and place of excavation of this artifact are unknown, but the resemblance 

in form to metalwork cupS and stands, including the bronze cup and stand from Stone Chamber 

No. 4 of Tomb No. 1 in Gobong-r‘ i in Gochang, the silver Cllp and bronze stand and the bronze 

bowl from the Royal Tomb of King Mll1yeong and the bronze Cllp and stand from Tomb No. 55 

in Dalseo, Daegu , offers a clue. It is assumed that green-glazed cups and stands modeled after 

metal COllnteψarts were produced d ll1ing the Baekje Kingdom in the ea없r띠‘ 

Me않anwh비]끼i“le’ a green-glazed cu p and stand fi'om a later period was found at the archaeological site 

of Gwanbllk-Ii in Bllyeo and Tomb No. 1 in Bogam-ri in Najll , areas associated with the Baekje 

Kingdo l11. Given this evidence, it appears highly likely that Treasure No. 453 also or핑inates from 

Baekje. The excavation of green-glazed pottely from Baekje is mainly restricted to the sites of 

royal palaces, Bllddhist temples of national significance, and tombs for the royal hOllsehold and 

the nobility, leading to the assumption that il was a high-status type of utensil whose use was 

reselved for palticlllar social grollpS. CllpS and stands were also made in stoneware, with examples 

excavated from stone chambe밍r toαomb야s wit띠th C01αrr띠01αrs in the Su비ljeoαngboαng and Okbong areas of 

Jinjll. These tombs are assllmed to have been built by Bael이e in the territOlY of the Gaya Federation 

dllling the former's campaign to conqller the lalter dllring the reign of Baekje’s 25th rlller, King 

Mlllyeong 

This green-glazed c니p with stand was created throllgh a fusion of glazing techniqlle with 

metalwork skills originating in China to prodllce potte'Y exclllsively used by a particlllar social 

group. For this reason, this artifact contIibutes to the understanding of the social conditions at th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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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도기말머리장식뿔잔 
關용馬頭節角杯 
Earthenware Hom Cups with Horse Head Decomtion 

보물제598호 

삼국(신라) 1 한쌍 | 도토기 

큰 것 높이 14.4cm, 길이 17.Ocm 

작은것놀이 12.1cm, 길이 17.Ocm 

동아대학교(동아대학교빅물관) 

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천동 고분군 7호분에서 출토된 말머리 장식의 뿔잔[각매角杯]이다; 1970년 동아대학교박물관의 학술발굴에 

서 출토된 유물이다. 수혈식석곽분뿔t式石鄭樓인 7호분에서는 이 뿔잔 한 쌍 이외에도 여러 형태의 토기와 철제장검鐵製長劍 등의 

무기류，금제세환이식金製細環耳節，은펼찌， 구슬류등의 장신구등많은양의 유물이 함께 출토되었다. 

뿔잔이란 본래 쇠뿔과 같은 동물의 뿔[각角]로 만든 것을 말하지만， 넓게는 흙이나 금속 등으로 뿔잔의 형태를 본떠 만든 

것도 포함시켜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술 또는 음료를 바치거나 n씨는 데 쓰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4-6세|기 대， 그중에서도 5 

세기 중엽을 중심으로 축조된 신라 ·가야 지역의 무덤에서는 여러 형태의 뿔잔이 다수 출토되었는데， 이 뿔잔은 그 중에서도 뛰어 

난 걸작이다. 뿔잔은 대부분 잔을 세우기 위한 받침대와 같이 출토되거나 말， 사슴， 멧돼지 등 동물의 등 위에 하나 또는 두 개의 

뿔잔이 올려지기도 한다. 

이 한 쌍의 뿔잔은 크기는 서로 다르나 전체적인 형태와 제작 수법은 거의 동일하다. 원추형의 뿔잔을 먼저 만든 후 끝부 

분을 구부려 말머리와 잔이 양쪽으로 들리게 하였다. 말머리는 위를 향하여 들려 있으며 U자형으로 꺾여 있는 가슴이 바닥이 되 

며， 그 뒤쪽으로 조그만 다리를 2개 붙여 각배가 념어지지 않게 하였다. 말머리의 전체적인 형상은 간결한 솜씨로 다소 거친 맛을 

주면서도 귀 · 눈 ·코 그리고 긴 압 등 말의 특정을 잘 파악하여 사실적오로 표현하였으며 눈으로 나타내는 표정에는 익살이 느껴 

진다. 기와처럼 무르게 구워졌으며 색깔은 회색이다. 구연부口擬g만 물레로 형성하고 그 밑의 각배 표면은 예새 등으로 깎아 다듬 

은 자국이 잘 남아 있다. 뿔잔이 출토된 수혈식석곽묘에서 함께 나온 토기틀을 고려하면 5세기 대의 토기로 여겨진다. 

이 뿔잔을 용기문화容옳文ir.의 한 요소로 본다면 중앙아시아로부터 한반도를 거쳐 일본까지 널리 분포한다. 이들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잘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출토된 금제， 은제의 뿔잔모양 용기에 그리핀이나 각종 맹수 

로 끝 부분을 장식한 것을보면 복천동 7호분 출토 뿔잔과 강한 유사성을 살필 수 있다. 이 뿔잔은 예술성을 가진 작품일 뿐만 아 

니라 분묘 제사의 양상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자료이다. 1 김닉중 

0 26 토 기 

참고문힌 

1 국립문화재연구소， 200 1 ， 떤택고고학사전ι 

2 東亞大學校f햄狼합， 1984, r옳山~ID명洞古廣發펌調훌報좀」， 「上老大료』 

3 김동축， 2008 ， r.신라 가야의 象形容器와 분묘저|샤'J， r fl-豪文化돼究， 12， 

용인대학교전통문화연구소 





“말머리징식측면 ‘알머리징식 정면 

028 토 기 



Earthenware Horn Cups with 

Horse Hεad Decoration 

Treasure No. 598 

Three Kingdoms ISillal11 Pair I Ea다henware 
Larger One • H. 144cm, L. 170cm 

Smaller One . H. 121 cm, L. 17.0cm 

Dong-A University)Dong-A University Museuml 

These hom-shaped cups were excavated from Tomb No. 7 in Bokcheon-dong ll1 Dongnae ll1 the 

southeastem ciψ 。fBu없n during a 1970 academic excavation by Dong-A Universi디T . This keyhole 

shaped stone coffì.n tomb produced other finds as well, such as potterγ 。bjec잉 。f various shapes, 

weaponπ indudmg a long iron sword, golden decorative earrin흙 silver bracelets, and beads. 

The term “hom cup" originally refers to cups made from the hom of an animal, but in 

general describes earthenware or metalwork ex앙nples modeled after the shape of a hom. 1t is 

assumed that hom cups were used for drir뇌이ng or offering water or other beverages. Hom cups 

were excavated in large qu없ltities from S버a 없ld Gaya tombs from the fourth to the sixth centuries, 
P없ticul였ly from the mid-fifth centurγ 。n . Among them, these hom cups stand out as masterpieces. 

1n many cases, hom cups are excavated alongside a SUpp01t for holdmg them er，εα， or with one or 

two of them placed on an 。비eα in the form of a horse, dear, 01‘ b。앙‘ 

。utside of the difference in sαe， these two cups are 따most identical in terms of form and 

crafting method. Hom cups of this same general form are found across a wide area spanning 

Central Asia and Japan as well as Korea. Although it can be diffì.α11t to draw concrete connections 

between them, the golden or silver hom cups commonly found in Central Asia are decorated at 

their points with a variety of wild animals, induding 얽ffons， suggesting a remarkable sitnilarity 

with these hom cups designated Treasure No. 598. These cups are not only superlative artworks in 

their own right, but also provide academic material for the study of the ritual customs at th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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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도기 서수형 명기 
關용瑞뿔聯明器 

보물저1636호 

삼국(신래 11접 | 도토기 

Earthenware Funerary 。이ect in the Shape of an 
Auspicious Animal 

높이 14αm ， 길이 13 .5cm ， 밑지를 5. 5cm 

국유(국립경주박물관) 

상서로운 동물 모양을 한 신라의 상행象形 토기의 하나로 경주 미추왕릉 앞에 있는 무덤들 중 C지구 제3호 무럽에서 출토되었다. 

상형토기는 인물이나 동물 혹은 물건을 형상화한 독립된 명기明뚫로서 무덤에 부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릇으로서의 기 

능을 할 수 있도록 속이 비어 있거나 뿔잔 등이 붙어 있어 주전자나 잔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 신라와 가야에서 대 

부분 출토되었다.1 분묘 제사에서 죽은 사람의 안식과 영혼의 승천을 기원하며 장례 과정에 사용된 특수한 용기로서 의식이 끝난 

후 다른 부장품과 함께 묻혔다. 

몸통은 등에 귀갑문龜甲文이 없을 뿐 모양은 흡사 거북같이 생겼는데 맡은 수평이고 위는 퉁그스름한 호션을 이룬다. 등뼈 

에는 지느러미 모양의 뾰족한 돌기가 2개 달려 있다. 몸체 부분에는 전후에 하나씩과 좌우에 2개씩의 영락 장식을 길게 늘어뜨렸 

다. 영락은 3개의 고리가 연결되고 그 끝에 섬엽형心葉形 수식重節이 달려 있다. 머리와 꼬리는 용 모양이다. 대각은 신라의 단각 고 

배에서 흔히 보이는 형태로서 나팔모양으로 벌어지며 끝부분은 수평으로 꺾였고 돌대로 구획된 상 ·하단 중 하단에만 방형의 투 

창透줬이 뚫려 있다. 머리는 S자형으로 살짝 꺾으며 높이 쳐들고 있는데 목렬미에는 등에 있는 것과 같은 돌기가 5개 붙어 있다. 

눈은 크게 뜨고 아래 -위의 압술이 밖으로 말려 았으며， 혀는 길게 내밀고 있다.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는 모습이다. 꼬리는 파배기 

처럼 꼬여 있는데 끝을 향하여 거의 수평A로 뻗었다. 꼬리에도 돌기가 붙어 있다. 가슴에는 물을 따르는 대롱모양의 주구注口가 

길게 위로 붙어 있고， 영덩이에는 깔때기 모양의 주입구注入口가 붙어 있다. 이로 보면 이 상형토기는 주전자와 같은 그릇으로 사 

용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회챙색 경질토기로 그릇 표면은 진한 흑회색을 띠는데 일부 자연유가 형성되어 았다. 대각의 형태로 보 

아 6세기 전반의 토기로 판단된다. 대각 · 주구에서 신라의 다양한 동 식물 모양을 본떠서 만든 상형토기에서 흔히 볼 수 었는 양 

식을 갖추고 있으나， 기본적얀 착상은 아주 새롭다. 실용품이라기보다는 고분 제사와 관련된 명기의 하나로서 신라인의 정신세계 

의 일변과 예술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1 김낙중 

1 최근에늠 해남 만의총 1호분에서도 서수형의 상헝토기가출토되어 진님 

해안지역과신라와의 교류 앙ε뻐| 대한 단서를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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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thenware Funerary Object in the Shape 

of an Auspicious Animal 

Treasure No. 636 

Three Ki ngdoms ISi llal 11 ~em I Ea미henware 

H. 14 0cm, L. 135cm, DIBasel 55cm 

Public Ownership IGyeongJu National Museuml 

Tl꾀s sculpted ceramic object in the shape of an auspicious anin1al was excavated in Gyeongju 

f1'Om Tomb No. 3 in District C in f1'Ont of the 1'Oya1 tomb of King Michu, the 13th monarch of S퍼a. 

Figur떠 c1ay objects were rendered in the shapes of anin1als and human figures for the purpose of 

buria1 in tombs. They were made in SUc11 a way as to serve utilitarian functions as wel1 : they may 

be ho l1ow inside to p1'Ovide containers or they come equipped with hom cups attached on top 

to sεrve beverages. Cups of this typε are mainly excavated f1'Om the fαmer territories of the Silla 

Kingdom 앙1d the Gaya Federation. They were used in buria1 ritua1s intended to see the dead off 

to heaven, and fo l1owing the completion of the funeraly p1'Ocess they were buried inside the tomb 

a10ng with other funerary 。이ects 

Although no tortoise shel1 patterning is apparent, the shape of the body is reminiscent of 

that of a tortoise, with the bottom in a horizonta1 line and the top gently curved. The head and 

tail resemble those of a dragon. The pedesta1 is in a commonly occurring form used for tl1e sh。ι

pedes때 cups of Silla: it splays outward with a straightened edge and is divided into two 1'ows by 

a band, with tl1e lower 1'ow pierced. The fonn of the pedesta1 suggests an early sixth-century date 

。，f p1'Oduc디。n. This objeα is stylistical1y similar to many types of potterγ modeled after a range of 

animals and plants, but the concept underlying its creation is novel. Rather than serving a utilitarian 

function, the ritua1 use of 떠s vessel spea1(s volumes about the spiritua1 and altistic aspects of the 

people of Si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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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도기 배모양명기 
關용판形明器 
Earthenware Boat-shaped Funerary Object 

보물제555호 

삼국(가야) 11 접 | 토토기 

높이 9.1cm, 길이 27.9cm, 폭 6. 5cm 

삼성문화재단(삼성미술관 리움) 

주형토기빠形土器로도 불리는 이 배 모양의 토기는 죽은 사람의 영혼을 저승으로 운반하는 신앙의 표현A로 무텀에 묻었던 의식 

용그릇의하나이다. 

흑회색 바탕에 갈색을 띤 색조이다. 선체의 양면 일부에는 어두운 녹갈색의 자연 유약이 씌워져 있다. 지금까지 출토된 다 

른 주형토기들에 비하면 긴 편이고 바닥 또한 수평이어서 전체적오로 신발처럼 보인다. 전체의 모양은 거의 좌우 대칭을 이루었고 

양쪽 배 끝 부분[선수·미船首尾]은 길게 연장되다가 높게 들려서 반원형을 이루었다. 선체 좌우 양현兩敏에 판자로 외판外板이 붙 

여져 있고 그 외판은 5개의 횡강력부재橫彈力副材 혹은 가룡목加龍木에 의해 단단히 고정되어 있다:5개의 횡강력부재 중 선 · 수미 

의 2개를 제외한 나머지 3개는 노를 결치기 위한 장치인 돗쫓의 위치와 합치된다. 돗쫓은 하나를 제외하고 모두 탈락되었다. 반원 

형의 선수 ·미에는구멍이 2개에 뚫려 있다 배 안에는좌우뱃전에 턱을대어 앉을자리를마련하고 3곳에 가로지른부재가있어 

서 사공이 이곳에 앉아 노를 저었던 것오로 여겨진다. 배의 좌우 바깔 측면[양현兩없]에는 지파R그형오로 점선이 반복되어 전체 

에새겨져 있다. 

선수 · 미가 치켜 올라가 있어 항양선船洋船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항양선에 필수적인 파랑막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강선때암 

의 모형일 것으로 추정된다. 가야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출토되는 다른 주형토기와는 달리 바닥이 편평하며 좌우 현판은 저판과 

접점부터 수직으로 올라가 있어 다른 모습을 보인다 구조만 보면 후대의 한선購깜과 동일하다. 그러나 이 주형토기선의 선수 ·미 

하부구조가 판자로 되어 있지 않고 통나무를 깎은 퉁그런 모습인 것A로 볼 때 이 선박은 바닥에 통나무를 사용한 준구조선휩義 

造船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형토기는 신라 빛 가야지역 고분에서 주로 출토되는데 현재 20점 이상이 출토되었다. 이 주형토기는 출토지를 알 수 없 

으나 자연유의 색， 태토， 문양 등으호 보아 5-6세기경의 가야 고분에서 출토된 것이 거의 틀림없다. 삼국시대의 상 장례와 고대 

선박연구에중요한자료이다 | 김낙중 

034 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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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su re No. 555 

Three Kingdoms (Gaya) 11 Item 1 Earthenware 

니 91cm, L 279cm, W 6.5cm 

Samsung Foundation (Leeum, Samsung Museum 01 Art) 

This object is plimalily brownish in color against a black-gray background. Either side of the body 

of the boat is covered with a green-brown naturally-occurring glaze ‘ Compared to other boat 

shaped pottery that has been excavated to date, this 。이ect shows a 떼atively long body and f1at 

bottom, giving it a hint of the form of a traditional shoe‘ 111e light and left sides of the body are 

nearly symmetrical, with the raised ends respective\y serving as the stern and bow of the boat 

lending it the overall form of a semicircle. 

Boat-shaped objects have manly been found in tombs from the Silla Kingdom and Gaya 

Federation; more than 20 have been discovered so far. With no information on the place of 

excavation, scholars note the color of the naturally occurring glaze, clay body, and decorative s띠e 

to strongly suggest a fifth- or sixth-centulγ date of production as a funeralγ object for a tomb of the 

Gaya Federation. This piece provides invaluable information for studies on the funeraly cult:ure of 

the 111ree Kingdoms period, as well as on the boats of the time. 

‘ 배모양영기 
윗면 

Earthenware 037 



06 도기 신발모양명기 
關용觀Z 明器 
Earthenware Shoe-shaped Funerary Objects 

보물제556호 

삼국(가야:) 1 한짝 | 도토기 

왼쪽 : 높이 6.8cm. 길이 23.5cm. 폭 7.5cm 

오른쪽 : 높이 7.2cm. 길이 24.0cm. 폭 6.8cm 

삼성문화재묘R삼성미술관리움) 

신발을 모방한 고분 부장용 이형 토기로서 달리 유례가 없다 두 점의 전체 형태는 비슷하지만 구명 수나 무늬에서 약간의 차이 

가 있다. 햄시대 무텀에서 발켠되는 금속체의 장식용 신발과 같은 성격을 띤 껴묻거리(부장품)이지만 재질과 형태가 전혀 다른 

토제품이다. 가야지역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짚신형태의 신발모양토기와도 다르다. 

진흙색 바탕에 일부 회색 자연유가 있으며 태토의 질로 보아 역시 가야지방의 토기로 생각된다. 신발은 전체의 크기나 세 

부의 형태， 장식 등이 매우 사실적이다 앞쪽은 버선코처럼 우뚝 솟아 있고， 양 옆과 뒤는 수직으로 서 있다 바닥은 뒤편에 굽이 

없이 편평하다. 뒤꿈치 상단은 다른 곳보다 약간 위로 솟아 있는데 손으로 잡아당겨 쉽게 신발을 신을 수 있도록 한 고안으로 생 

각된다 발등 앞쪽을 가리는 부분만 윗부분이 가려져 있는데 가운데에 모가 나 있고 그 끝부분에 작은 구멍이 하나씩 뚫려 었다. 

구명은 좌우 측면 상단에도 뚫려 있는데 한 짝은 4개씩， 다른 짝은 5개씩이다. 끈을 꿰어 발을 고정하기 위한 구명일 가능성이 있 

다. 좌우 구멍 위인 측면 상단에는 점선오로 한 쪽에는 사선， 다른 한 쪽에는 물고기 뼈와 비슷한 무늬[어골문]를 얄게 새겼다. 손 

으로 벚어 만든 듯 표면이 고르지 않고 두 개의 모양도 똑같지는 않다. 이 신발은 무령왕릉 등 고분에 부장된 금속제 신발과 달리 

당시에 끈을 꿰어서 조이는 실제의 가죽 신발을 그대로 재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출토지가 분명하지 않지만 어골문 형태의 점줄무늬는 가야지역에서 유행한 무늬이다. 1 흙으로 만든 신으호는 상당히 우수 

한 작품으로 조선시대의 당혜나 꽃신까지 이어져 내려온 형태이다. 이 신발모양 토기는 당시 실제로 사용한 신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어서 생활사의 일단을 살펴볼 수 있는 진귀한 자료로서 가치가 높다. 또한 고대 껴묻거리 양상을 밝혀준 점에서도 중 

요한유물이다김낙중 

1 구체적으로 현풍지역산으로 추정한 견해도 있다(박전수.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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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은구멍과 
어골무닉 

Earthenware Shoe-shaped 

Funεrary 0 bjects 

Treasure No. 556 

Three Kmgdoms I Gayal I 1 Pair I Earthenware 

Left Side • H. 68cm, L. 235cm, W 7.5cm 

Right Side • H. 72cm, L. 240cm, W 6.8cm 

SaπlS ung Foundation ILeeum, Sa뼈ung Museum 01 A띠 

These are the sole example of ceramic funerary objects in the shape of a shoe so far excavated in 

Korea. The two pieces are identical except for details in the decorative pattern. Although serving 

the same ritualistic purposes, 띠e other funerary shoe-shaped objec않 from the tombs of the 

Three Kingdoms period are made of metal ‘ These 떠so differ in shape from the more commor피y 

excavated Gaya Federation pottery objects in the shape of straw shoes, which were not used for 

burial rituals. 

Although they are not associated with a p1ace of excavation, this pattem of aligned dots was 

popular in the Gaya Federation, which occupied territory in southeast Korea. Theyare an excellent 

example of shoes in pottery and demonstrate a form that was transmitted 떠1 the way until the 

]oseon Dynasty, as evidenced by danghye (high-top and low α1t shoes of ]oseon) and flower 

shoes. They are believed to be an exact expression of shoes found at the time, offering information 

。n an lmportant aspeα 。f life in the period and informing about its funermy culture. 

Earthenware 041 



07 도기 바퀴장식뿔잔 
關용車輪節角杯 
Earthenware Hom Cup with Wagon Wheel Decoration 

보물제637호 

삼국(가야) 11접 | 도토기 

높이 18.5cm, 길이 24.Ocm 

국유(국립진주박물관) 

수레바퀴가 붙은 가야 토기로 의령군 대의변에서 출토된 것으로 전해지고 았으나 정확하지는 않다. 수레바퀴가 붙은 토기는 굽 

다리 모양의 받침 위에 두 개의 수레바퀴가 양측에 놓여 있고 그 바퀴 사이에 한 상의 뿔잔을 이어붙인 것이다. 이러한 토기는 함 

안 말이산 %호분 등 가야지역 고분에서 여려 점 출토되었다. 이 토기는 그중에서도 특이한 형태이다. 이 토기는 상형토기의 일종 

으로 체의를 행할 때 술과 같은 것을 몰려 마신 그릇이자 함께 묻혔던 사람의 영혼을 저승으로 운반히는 의미를 상정하는 것으 

로 추정된다 분묘에서 출토되는 상형토기 중에서도 뿔잔이 가장 많다. 

토기의 받침은 가야의 굽다리 접시(고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로서 밑이 벌어진 나팔형인데 돌대에 의해 3단으로 구 

획된 중단에 긴 직사각형의 투창이 4개 뚫려 있다. 받침 위에 U자형의 뿔잔(각배)이 얹혀 있는데 안이 빈[중공中또] 원통이 반원 

을 그리며 좌우로 뻗어서 2개의 뿔잔이 한 뿌리에서 좌우로 뻗은 형상이다. 이 U자형의 뿔잔은 좌우 양단의 높이가 거의 같고， 두 

곳 모두 뚫려 았으므로 액체를 담기 위한 그릇으로 보인다. 뿔잔의 등에는 양쪽으로 고사리 모양 장식을 세웠으나 한쪽은 없어졌 

다. 고사리 모양의 장식은 가는 점토띠를 양쪽으호 말아서 만든 특이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뿔잔의 가운데， 즉 양뿔잔의 뿌리 부 

근에서 잔과 직각되는 쪽 좌우에 돌기가 붙어 있다. 이곳에 회전이 가능하도록 따로 만들어진 수레바퀴 모양 장식이 끼워져 있다. 

퉁근 바퀴는 축을 중심으로 사다리꼴 모양의 창이 6개 뚫려 있어 바퀴살을 표현하고 있다. 회청색 경질토기로 소성은 양호하며 

표면에는 자연유가 부분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전형적인 가야토기의 특색을보여주고 있는오리모양·인물모양·말모양·배모양토기틀처럼 단순하고환상적인 형태를취 

하고 있다. 뿔잔과 고사리모양 장식 그리고 굽다리 모양으로 볼 때 함~지역에서 5세기 무렵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토기는가야인의 예술성， 상 · 장례및생활상의 일면을엿볼수있는귀중한자료이다. 1 김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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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레바퀴측면 

Earthenware Horn Cup with 

Wagon WhεεlDεcoration 

Treasure No. 637 

Three Kingdoms IGaya) 11 11em 1 Earlhenware 

H. 18.5cm. L. 24.0cm 

Public Ownership IJinju Nalional Museum) 

This pottery cup ornamentεd with a wheel is said to have been excavated in Daeui-myεon in 

Uirγeong-gun as an artifact of the Gaya Federation, but the place of excavation and its origin 

cannot be confirmed. The support rendered in the form of a pedestal is flanked by a wagon 

wheel on two sides and twin horn cups are set between the wheels with their pointed ends 

joined. Multiple potterγ objects of a similar type have been excavated in Gaya Federation 

territorγ， including in Tomb No. 34 at Marian Mountain in Haman, but this horn cup is particularly 

outstanding in terms of its form. It is estimated that this sculpted earthenware object served as a 

ritual receptacle for alcohol or as a symbolic object for canying the soul of the dead to heaven. 

Horn cups are in general the most common type of sculpted potterγ excavated from tombs 

The pedestal on this object resemblεs the most common type of support used for pedestal 

cups, being horizontally divided into three sections by bands and with the middle section pierced 

with four openings. A peculiar, fiddlehead-shaped decoration, made by coiling clay along two 

sides, is affixed. On either side of the joint between the two cups is attached a protruding bump 

whεre a separatεly formεd， free-spinning wheel is fastened. On the wheel, six trapezoidal negative 

spaces are rendered in order to express the spokes of a whee1. This grayish-blue object shows a 

good firing condition and has marks of natural1y occurring glaze 

As with other archetypical Gaya potterγ works that assume diverse forms including ducks, 

human figures, horses, boats, and rabbits, this objεcts takes on a simple but fanciful shape. The 

horn cups, fiddlehead-shaped decoration, and pedestal form of this object al1 contribute to the 

assumption that it was produced around the fi버1 centurγ in the Haman area. 

This is an invaluable material testifYing to the ar디S디c， ritual, and eve1yday life of the Gaya 

people. 

Earthenware 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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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U 청자 ‘순화4년’명 항아리 
춤磁‘淳化四年’銘盡 
Celadon Jar with Inscription of “the Fourth Sunhwa yiεar" 

보물제237호 

고려(993년)11접 | 도자 

높이 35. 2cm 

이화여자대학교(0 1화여자대학교박물관) 

〈청자 ‘순화4년’명 항아리〉는 높이 35.2αn의 청자 항아리로 직립한 구연에 어깨가 완만한 곡션을 그리며 바닥까지 이어진 형태이 

다'. <삼례도三隨圖〉에 수록된 ‘태준太樓’과 그 형태가 유사하다. 실제로 굽 바닥면 가장자리를 따라 음각으로 다享化四年쫓E太關第 

-室享器E崔吉會造(순화4년 계사 태묘제일실 항기장 최길회 조h라는 18자의 명문이 새겨져 있다. 따라서 이 항아리는 993년에 

최길회崔吉會라는 장인의 감독아래 고려 태묘太厭의 제1실 태조에 제향드리기 위한 제기로 만들어진 것 염을 알 수 있다. 보려사』 

‘예지禮폼、’에는 고려왕조가 요구하는 중앙집권화를 위해 군현 통제에 필요한 가례내용을 갖추고 있었다. 왕태후 책봉， 왕태자 책봉; 

왕태자 칭명업부 등 왕실의 주요 의례가 이에 포함되며 이 때는 태묘， 별묘 및 경령전 등에 고하였다. 1 따라서 고려초부터 다양한 

의례용기물의 수요가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이 항아리도 개성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하나 실제로 개풍군 영남면 용흥리에 있는 태 

묘지에서 유래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시유상태와 유색 등을 보면 완전히 자화되지 않은 상태로 유층이 앓고 녹갈색조를 띠며 태토는 회색계열로 전형적인 고려 

초기의 특정을 보여준다. 보려사』 기록을 보면 고려의 태묘는 989년생종 8) 4월 15일에 착공해서 992년(성종 11) 12월 1일에 준 

공되었다. 따라서 이 항아리는 태묘가 준공된 다음해인 993년(성종 1깅에 제작된 것염을 알 수 있다. 

보물 제237.호 항아리의 제작지와 관련해서는 비교할 만한 발굴자초호가 있다. 고려초 왕실의 가례를 위한 기물을 만들었던 

대표적인 까}.로 추정되는 곳이 황해도 배천군 원산리 요지이다. 북한 사회과학원이 발굴했는데 조사결과 폐요직전의 2호.7l마 

바닥 최상층에서는 이 항아리보다 1년 앞서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淳化三年(992)’명 청자 두뾰} 파펀들이 발견되었다. 이들 청자 

의 굽바닥에는 ‘淳化三年王辰치햄第四室享器륜王公任造’라고 음각하여 이 청지카 길례대사 가운데 종묘의 4실， 즉 고려 4대 광 

종에 배향하기 위한 현기默器임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함께 발견된 청자들 가운데 유사한 명문이 있는 자료들이 있었는데， ‘淳化

三年太南口三室享器E沈圭~ .. .', ‘ .. . 室흡융E王公把造’， ‘ ... 器E王公把造; ‘ ... 享器E王公... ’, ‘ ... 王公任造; ‘淳化.. ‘崔金桓造: ‘ ... ilC 

崔金桓 ·‘’, ‘ .. 器ilC... ’, ‘ .. 三年(王申)太j햄 ’, ‘淳化四年(口B)'" ’， ‘淳化四年 ‘口化四年 ‘ .. 享器.. ‘’ 등이다.2 보물 제237.호 항아리 

와 위의 가마터 출토 파펀들의 명문은 제작년도， 사용장소， 기물의 용도， 제작자 등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례， 명문은 대개 오 

른쪽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새겼으나 보물 제237호 항아리와 ‘淳化三年王辰太南第四室흡誼王公任造’의 파편만 왼쪽 위에서 

아래로 새겼다， 항아리가 배천 원산리 제작품인지 단언할 수는 없으나 청자의 질과 명문새김 방법， 구성 등에서 매우 흡사하여 

이견이 없다3 

보물 제237호 항아리와 파편들의 명문 내용 가운페 향기장훔짧E으로는 崔 沈 王씨 등 이름이 다른 7인 정도가 확인되 

는데 이들의 소임에 대해서는 분명치 않으나 ‘E’이나 ‘Eκ등으로 표현한 것을 보아 도공 같은 수공업자이거나 또는 제기도감에 소 

속된 관원 등으로 보는 견해가 었다. 그러나 11세기 초까지도 장인의 이름에서 성씨를 청하는 사려l가 드물다. 따라서 고려의 종묘 

와 사직이 완성되고 태묘에 지내는 첫 의례를 위한 현기의 제작에 정책적으로 성姓을 청하도록 했을 가능성도 었다고 본다'.98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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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 

(성종 2)에는 박사 엄로성이 송나라로부터 〈대묘당도〉 한 폭 í'대묘당기』 한 권， <사직당도〉 한 폭， 따직당기』 한 권，(문선왕묘도〉 

한 폭 및 〈제기도짧융圖〉 등을 가져와 바쳤다는 내용이 있고4 또 992년(성종 11) 성종이 친히 대묘에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 

어， 종묘관련 명문이 있는 자기들은 성종대에 종묘와 사직이 완성되면서 제작된 것일 가능성이 었다:5 l :g님원 

1 좋훌§樓韓國中世禮뽕想ii1f究J，-朝圍， 1996， pp.129-146 

2. 南秀雄圓山里쫓뚫￡開城I힘邊@좁짧資料」， 「東洋關磁， VoL22， B.本東

;￥8힘磁學용， 1992-1994 . pp.105-120 

3 장남원 「고려시대 남경의 도자기」， f서울 2전년사- (8)고려시대 정치와 

님경J공저)， 서울특별시시사펀찬위원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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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흠麗史』 卷3 世家3， 成宗2， ‘’夏五月 … 甲子， 博士{王老成， 至범宋， 歡大j행 

堂圖 輔 井記 卷 社樓堂圖 $혐 井記 卷 文훌王j觀圖 $혐 쫓§움웅 

圖 卷 t十二賢贊記 卷 是月 陽崔行言等及第 始定三省六홈七휴” 

5 r흠麗史』 卷3. "1달家3， 成宗 11 ‘ 十二月 .“大l朝成 pg寅， 敎티‘ 王者{I:成天

下 學校옳先， 祖述혈뚫之風 ~{~周￥L之道， 設웹國憲章之制 “ 是月， 親

~e子大j朝”



Celadon J ar with Inscription of 

“thε Fourth Sunhwa Year" 

Treasure No. 237 

Goryeo 1993111 Item 1 Ceramics 

H.35.2cm 

Ewha Womans University 

I Ewha Wor때ns University Museuml 

This 35.2 centimeter-high celadon jar has a gently curved profile and a straight mouth, a form 

similar to the ta링ún jar (a 때‘ for the royal ancestral shrine) depicted in the Chinese compilation 

Sαnlitμ (Illustratíon of the Three Ritlιι1 Cl깅ssícs) ‘ Along the edge of the underside of the foot 

are inscribed 18 characters reading “淳化四年쫓E太願第-室享器E崔吉會造，" denoting that it 

was made under the supelvision of a craftsman named Choi Gil-hoe in tl1e year 933 for ritual 

ceremonies in the first room of the royal ancestral shrine for King Taejo of G01ye。 “Yeji" of tl1e 

historγ Goryeosa (HístoηlofGoryeφ recounts that the G。πeo Dyn잃ty had in place tl1e formalities 

needed for ceremonial court rituals, including the installation of the queen and crown prince. 

There was a need to report these occasi。따 to tl1e spirits of the royal ancestors, including those at 

tl1e royal ancestr잉 shrine. Given this, tl1ere must have been a diverse r없1ge of ritualistic vessels in 

regular use staring from the early GOIγeo period. 

Not fulψ vitrified, this j없 is t뼈y coated with gl경e of a greenish-brown color over a grayish 

clay body, typical of the celadon of the early Goryeo period. 

The inscription on this jar features seven different names, including the surnames Choi, 

Sim, and Wang, but the individual respo115ibilities of tl1e people mentioned are hat‘ d to confirm. 

They may have been independent craftsmen or government-r‘eglstεred ones, given tl1e use of the 

characters mearting “craftsmen." However, it was rare to address craftsmen by their surnames, 

even in the early lltl1 century. This gives rise to the assumption that the people who made ritual 

vessels for the first ritual ceremony at the royal ancestr떠 shrine were specially addressed Witl1 tl1eir 

surnames ‘ There are records recounting that the G01γeo expelt Im Ro-seong brought depictions of 

the Chinese royal 있lcestral shrine 앙ld s얹te altar for gods of earth and gr잉n， and of related ritual 

vessels as well, from Song China in 983 and presented them to the G01γeo royal court. It is als。

documented that King Seongjong (r. 960-99η 。f Gorγeo observed rituals at the royal ancestral 

shrine in 992. Given these records, it is possible that ritual vessels bearing inscrip디。115 began to be 

produced with the completion of the co115truction of the royal ancestral shine and state altar for 

g이S of eartl1 and grain during the reign of King Seongjong. 

Celado n 05 1 



02 순천 선암사 삼층석탑 사라장엄구 
順天 仙嚴츄 츠層石t答 舍추Ij莊嚴具 
Reliquaries from thε ηlree-st01γ Stonε pagoda of Seonamsa 
Temple, Suncheon 

보물저1955호 

고려 1 3점 | 도자외금속 

청자삼이소호 높이 6.5cm. 밑지름 5.6cm 

유개호 높이 12.0cm. 밑지름 7.2cm 

금동사리탑 높이 6.2cm. 폭 1.9cm 

선암시{선암사성보박물관) 

1986년 8월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에 소재 보물 제395호 선암사 삼층석탑미岩충 三層石搭 동탑을 해체 수리하면서 사리장엄구 일 

괄품이 출토되었다. 동탑 하부에서 사리공舍利=JLol 발견되었는데 이는 당시까지 유례가 없는 것으로， 석탑 사리장치舍利裝置 연구의 

귀중한 일례이다. 동탑 하부에서 나온 일괄품은 백자항아리 및 그 안에서 발견된 금동사리탑 그리고 이번에 자세히 살펴볼 청자 

항아리까지 총 세 점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함께 출토된 백자항아리를 간단히 살펴보면 동체 하부가 불룩한 형태에 얄은 꼭지가 

달린 접시형 뚜껑이 얹혀 있다. 항아리와 뚜껑 모두 거친 태토로 제작되었으며 전체적으로 백토로 분장했는데 용융 상태가 좋지 

않다. 항아리 내부에는 전체 높이가 6.2cm 정도인 소형의 금동사리탑이 들어있었는데 2000년대에 들어와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보존처리를 실시하여 그 실체를 보다 잘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수은아말감기법에 의해 금도금된 사리탑은 지붕과 몸체 연화좌로 

구성되었으며， 팔각형 수정제 사리기가 꽂혀있는 연화화는 분리가 가능하다. 

사리공에서는 백자항아리 및 사리탑과 함께 청자항아리도 발견되었다. 전체 높이가 6.6cm의 작은 원형 항아리로 어깨에 

는 3개의 고리가 달려있으며 작은 꼭지가 있는 뚜껑이 덮여 있다. 모래가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로 태토가 좋지 못하고 전체적으 

로 어두운 녹색을 띤다. 항아리와 뚜껑 모두 내화토벚음 받침을 받쳐 번조하였다. 

통일신라시대 탑 아래에서 발견된 사리구 일괄품 중 백자항아리의 경우 백토분장을 하였고 동체하부가 불룩하여 조선초 

로 편년할 수 있는데， 그 안에서 발견된 사리기는 고려 말로 추정되고 있다. 청자항아리는 고려중기 이후 말까지 꾸준하게 제작된 

기형이라 볼 수 있는데 함께 출토된 다른 유물들을 고려할 때 고려후기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1 장남원 

1 문화재정보도자료-보물저1955호선암사금동팔각원당형사리탑보존 

처리 완료J.2003.4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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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자소호와뚜껑윗면 “백자소호의 바닥과금동사리탑 ‘금동사리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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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iquaries from the Three-story Stone 

Pagoda of Seonamsa T，εmple ， Suncheon 

Treasure No. 955 

Goryeo 13 Items 1 Ceramics and Metalware 

Celadon three-eared jar : H. 6.5cm , D.(Base) 5.6cm 

Porcelain lidded jar : H. 120cm , o (Base) 7.2cm 

Gilt-bronze pagoda : H. 6.2cm , W. 1.9cm 

Seonamsa Temple (Seonamsa Sungbo Museum) 

When the easter‘ n thr‘ee-storγ stone pagoda at Seonamsa Temple in Suncheon was disassembled 

for repair in August 1986, reliquaries werε discovered inside. A sαrir，α niche was found in the 

lower section of the east pagoda, the first of its kind ever discovered, providing 、Taluable academic 

material for the study of the culture of sαηrα preservation. The reliquaries removed from the 

eastern pagoda include a white porcelain jar, gilt-bronze pagoda, and celadon jar. The white 

porcelain jar has a body that bulges at its lower reaches and is topped with a dish-like lid. Made 

from a coarse clay body, both the body and lid are covered with white slip, and the glaze shows 

signs of being poorly fluxed. Inside the whitε porcelain jar was found a small gilt-bronze sαrir，α 

pagoda measuring about 6.2 centimeters. In the 2000s, when the necessarγ technology became 

available,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litage discovered that the pagoda consists 

of a roof, body, and detachable lotus-shaped pedestal where an octagonal crγstal container was 

a퍼xed. 

In the sαrira niche a celadon jar was also found alongside the white porcelain jar. It is 

relatively small, measuring 6.6 centimeters high, and has thr‘eε smallloops on thε shoulder and a 

lid with a small knob. The clay body is coarse to the extent that sand is detectable with the naked 

eye. Both the lid and body were fired on refractorγ clay spurs. 

Celadon 055 



03 청자음각용문주전자 
뿜磁陰刻龍文注子 
Celadon Ewer with Incised Dragon Design 

보물제1228호 

고려(12-13세기) 1 1점 | 도자 

높이 21.1cm. 입지름 6.7cm. 굽지름 8.4cm 

개인(삼성미술관 리움) 

〈청자 음각용문 주전자離 陰刻龍文 注子〉는 병械 모양의 몸체에 주구注口와 손잡이를 달고 몸체에는 용문양을 음각한 청자주자이다. 

청자주자는 독립된 그릇이기는 하나 사발처럼 생긴 승반承盤을 받치기도 했으며 잔， 혹은 잔닥蓋표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다1 주자의 명칭은 중국 만당기의 이광예李품X의 저서 『자가집資B없集』에 처음 등장하며，2 믿려사高麗史』 등에도 동 

일한 명칭이 보이고 있다.3 도자기 주자는 용액을 끓여 따를 수 있는 오늘날의 주전자와는 용도가 다르다. 고려， 조선시대의 도자 

기 주자는 강한 불에서 내용물을 끓이는 경우 터지기 때문에 약한 불에서 용액을 데우거나 담긴 용액을 잔에 따르는 정도로 사 

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때 주자에 답는 내용물은 술이나 차음료 등이었을 것이다4 

〈청자 음각용문 주전자짧 陰刻龍文 注子〉의 형태는 벌어진 입술 아래로 완만한 S’자를 띠며 무게중심。l 아랫부분으로 내려 

와 있는 병의 형태를 기본으로 한다. 물을 따르는 주구는 길게 대롱을 뽑아 활처럼 휘어 몸체의 하단에 붙였으며， 반대편에는 앓 

은 띠 형태의 점토를 꺾어 병의 상부에 붙이고 아랫 쪽은 하부에 붙여 손잡이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또 굽다라는 바깥을 향해 살 

짝 휘어져 있다. 이러한 형태의 긴 주구와 손잡이， 굽다라는 흔히 금속제 주자의 모습과 닮아 있어 이 청자주자까 금속주자를 모 

델로 하여 제작되었음을 알게 해준다. 현재 이 주자는 뚜껑이 없으나 많은 금속형태의 청자주자들이 뚜껑을 동반하고 있는 것에 

비추었을 때 원래는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몸체에는 음각기법으로 묘사된 여러 문양소재들이 여러 단으로 나뉘어 표현되어 있다. 문양은 몸체를 3등분하여 1/3과 

2/3지점에 정교한 뇌문대雷文帶를 돌렸으며 최상단에는 구름 속에서 하늘로 승천하기 위한 반룡播龍의 모습을， 중단에는 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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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잡이와주구 

상서로운 기운을 뿜으며 숭천하려는 반룡 네 마리를 섬세하게 묘사하였다. 몸통의 가장 아랫부분에는 문양을 장식하지 않았다. 

이 주자는 비록 주구와 입술부분 일부는 미세하게 보수가 되었으나 상태가 매우 양호한 편이다. 유색은 전체적으로 비색 

에 가까우며 형태나 문양소재는 금속주자로부터 영향을 받아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현전하는 사례 중에서 유사한 예가 매 

우 드물다는 점에서 고려 중기 청자장인의 솜씨를 알 수 있는 우수한 제작품이라 할 수 있다; I 이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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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崔美좁高麗8휴代 줌磁 注子 liH究J ，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p,l 

2 홈 李E흐x. r資웹集j 卷下 學海類編 注子， 偏提條

3. r高麗史」 卷2 世家2 定宗3년(948) 東女률 관련 기록 

4 崔美좁흠麗8꿈代 줌磁 注子 liH究J ，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p, 21-34 



Celadon Ewer with Incised Dragon Dεslgn Treasure No. 1228 

Goryeo (12th-13th centuries) 11 Item 1 Ceramics 

H. 21.1cm, o (Mouth) 6.7cm , o (Base) 8Acm 

Private Ownership (Leeum , Samsung Museum of A띠 

This is a dragon-inlaid celadon ewer created by attaching a spout and handle to a bottle-shaped 

body. 

This ewεr displays S-shaped contours with a center‘ of gravity tilted to the lower body. The 

long and curving pipe-shaped spout is attached low on the belly; on the other side of the spout is 

a clay band attached to the upper and lower body to serve as a handle. The foot is slightly flared. 

The spout, handle, and foot all show resemblances to metal ewers, indicating that this celadon 

piece was modeled on a metal counterpart. No lid is associated with this piece; however, given 

that similar metal examples are commonly paired with lids, it is possible that there was once a lid 

for this celadon ewer but it has gone missing. 

The ewer is embellished with a diverse range of incised motifs divided between several 

decorative spaces. The body is horizontally sectioned into three areas, and a band of delicate 

fret patterns is featured at the one-third and two-thirds points. Thε highest section is elaborately 

decorated with one “winding dr쟁on，" 01‘ ballyoη:g in Korean φαη1m땅 in Chinese) amid clouds, 

and the middle one with four‘ winding dragons e화mming an auspicious spitit and preparing to 

ascend to heaven. The lowest section remains undecorated. 

Although there are traces of repair around the rim and spout, this ewer is in relatively very 

good condition. The glaze color emulates that of jade, and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shape and 

decorative design were inspired by metal εwers. No similar examples can be found among extant 

celadon vessels, but this work speaks volumes about the superlative capabilities of the potters of 

the mid-G01γeo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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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청자주전자 
춤磁注子 
Celadon Ewer 

〈청자 주전자離 注子〉는 금속기의 예리함이 돋보이는 청자주자로 보물 제1453호로 지정되어 있다. 

보물제1453호 

고려(12세기) 11접 | 도자 

높이 2 1.3 cm ， 입지를 8.8cm ， 굽지를 8. 9cm 

성보문화재드H호림박물관) 

고려시대에 제작된 청자주자는 참외형m形， 표주박형짧形， 병형쨌形， 석류형石짧形， 구룡형龜龍形 어룡형魚융통形， 인물형 이외에 

금속기형태로 제작된 사려까 알려져 있다1 주지는 용액이 빠지는 주구注口와 손잡이를 주자의 양쪽에 각각 붙이며 일부를 제외하 

고는 대부분 뚜껑을 덮는다. 뚜껑은 사용과정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꼭지와 손잡이 윗 쪽에 작은 고리를 만들어 서로 

연결하도록 만든 예가 많다. 주자는 용액을 럽히기 위해 승랜轉이라는 발형錄形의 받침대에 뜨거운 물을 담아 사용하기도 하나 

이 주자의 경우는 승반을 사용하직 않았다. 

〈청자 주전자〉는 뚜껑과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다. 형태를 보면 주자는 입술부분이 살짝 벌어지는 듯하나 목 부분과 l:l]로 

연결되며 몸통은 아래쪽으로 벌어지다가 급격하게 굽쪽으로 휘어진다. 뭄통의 한쪽에는 활처럼 휘어진 주구注口가 길게 올라와 

있으며， 맞은편에는 중앙에 긴 골이 있는 띠 모양의 손잡이를 부착하였다. 손잡이는 위쪽에 뚜껑과 연결하카 위한 작은 고리구멍 

이 붙어 있으며 주자의 목 부분에 연결되는 부분은 ‘L’자처럼 꺾어 붙였다. 뚜껑의 지름은 주자의 입술과 크기가 같으며 상면上面 

은 밑으로 살짝 주저앉은 것처럼 만들었다 뚜껑 중앙부에는 연봉형運峰形의 꼭지를 부착하고 뚜껑 업술의 한쪽에는 손잡이와 연 

결하기 위한 고리구멍을 달아놓았다. 이 주자의 굽은 비교적 높은 편으로 바깥을 향해 살짝 벌어져 있다. 주자의 몸통 상부에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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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 흠을 만든 것이나 긴 주구와 손잡이의 꺾염이 경직된 모습 그리고 뚜껑 가장자리의 각진 형태냐 고리 표현 등은 전체적오로 

금속키를 모티브로 하여 제작된 것염을 알게 해준다. 유사한 형태를 가진 청동제 주자는 고려 중기의 각종 사찰터 등에서 조사를 

통해 알려져 있고， 일부는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이 주자가 고려 중기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었다. 

이 주자는 폼통의 외면에 별도의 장식을 일절 하지 않았다. 주자의 표면에는 유약이 고르게 씌워져 있으며 녹청색을 띤다. 

또 굽의 접지면과 뚜껑의 안쪽 면은 퉁글게 깎아내어 내화토耐火土를 빚어 받친 흔적이 있다. 이 청자주자는 문양이 없으나 금속 

기를 단정하게 모방하고 있어 담백한 느낌을 준다. 현재 금속기를 모델로 한 청자들이 많이 남아 있으나 그중에서도 이 주자는 단 

연 돋보이는 수작했F에 속한다: I 이종민 

。 6 2 청 자 

1 崔美춤高麗B춤代 좁磁 注子의 樣式댄究J， 忠、北大學校 大學院碩土흉핸 

論文， 20 11. pp.86- 101 



Celadon Ewer Treasure No. 1453 

Goryeo 11 2th century)11 ltem I Cera메cs 

H. 213cm, DIMouth) 88cm, DIBase)8.9cm 

Seongbo Cultural Foundation IHorim Museum) 

Tl꾀s is a celadon wine container that features a sharpness more typical of metal works 

This celadon ewer composes a set with its lid. The slightly everted moutl1 directly meets 

tl1e neck and tl1e body slowly bulges toward tl1e lower portions before dram따ic때y narrowmg at 

tl1e foot. A long spout cU1ved like a bow is attached to one side of the body, and at tl1e opposite 

side is rendered a band-like handle with a funow down tl1e middle. The handle has a smallloop 

to accommodate a connector to the lid, 따1d features right an링e where it is linked with 다1e neck 

。n the bodγ The lid is equal in diameter to tl1e mouth and rendered in such a way that tl1e top is 

slighted indented. On tl1e lid, a lotus bud-like knob is attached at the center 없ld a loop is a租xedat

。ne side of tl1e rim. The foot is relatively high and splays slightly outward. The horizontal groove 

in tl1e upper section of tl1e body, tl1e long spout, the rigid angle in tl1e handle, tl1e angled edge 

。，f the lid, and tl1e shape of the 1∞p on tl1e lid all suggest that this ewer was modeled on a metal 

counterpart. Bronze ewers of a similar shape have been excavated from Buddl끄st temple sites from 

tl1e mid-Goryeo era. In this regard, it is inferred tl1at this ewer was produced in tl1e same tempor삶 

period 

This ewer completely refrains from adornment. The glaze covers tl1e ewer evenly and takes 

。n a green-blue color. The area of tl1e foot tl1at touches the surface and tl1e underside of the lid are 

carved and b얹r signs of being fired on refractory clay. Free from decoration, tl1is ewer embodi않 

a simple sense of beauty similar to metal artifacts. This is 없1 outstanding ex있nple of celadon 

modeled after a metal prototype among the extant celadon vessels resembling metal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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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청자 퇴화선문 표주박모양 주전자 
뿜磁堆花線文離形注子 
Celadon Gourd-shaped Ewer with Paste-on-paste Dots 
and Line Design 

보물저11399호 

고려(13세기) 1 1 점 | 도자 

높이 15.3cm, 입지름 2,5cm, 굽지름 9,5cm 

개인소장 

〈청자 퇴화선문 표주박모양 주전자좁磁 堆花線文 돼形 댄子〉는 표주박형태의 몸체에 대나무문양의 주구注口와 손잡이를 장식한 상형 

청자이다. 

표주박형 주자는 11세기경 중국 북송대北宋代의 정요定뿔나 요대逢代의 여러 가마에서 백자나 백유白뼈， 황유黃빼， 녹유綠챔 

등으로 제작되었으며 금속기로도 만들어졌다. 이 시기에 만들어진 표주박형 주자는 윗박과 아랫박 사이를 좁게 성형하여 가운데 

가 잘록하며， 손잡이는 스프링처럼 말아 몸체에 연결하였고 주구는 짧다-1 이 형태의 주자는 한동안 북방지역을 중심으로 제작 

되어 오다가 남송대에 이르면 경덕진요景德鎭뿔에서도 제작된 듯하다. 강서성江西省 낙안현樂安縣에서 발견된 남송南宋 가태嘉泰 4년 

(1204)묘 출토의 〈청백유호로집호좁白빼짧盧執뚫〉는 표주박의 중간부분이 두꺼워졌고 주구는 길며 작은 고리가 달린 손잡이는 길 

게 늘여 붙인 형태로 바뀌었다. 국내에서 만들어진 고려시대의 청자표주박형 주Z똥 이러한 변화를 보이는 예들이 함께 발견되고 

있다. 

이 주자는 표주박형의 몸체를 기본으로 하되 윗박은 작고 아랫박이 길며 훨씬 크다. 입술부분에는 성형 후 반건조 상태일 

때 도구를 활용하여 여섯 곳에 세로로 골을 낸 흔적이 있으나 아래쪽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몸통은 문양을 일절 표현하지 않 

아 답백하게 마무리하였다. 주구注U는 완만한 S’자형의 대롱을 말아 아랫박에 붙였으며， 외면에는 음각선으로 죽순竹箱과 함께 

대나무 마디를 표현한 다음 흰 흙을 선 주변에 꼭꼭 찍어 퇴화기법堆花技法으로 마무리 하였다. 띠 형태의 손잡이는 가운데 골을 

내어 대나무 줄기처럼 표현하고 주구와 마찬가지로 가로획의 대나무 마디를 음각한 후 백퇴화점을 찍었다. 특히 몸체 중간부에 

붙이 손잡이의 윗부분은 끝을 꺾어 정리하고 가는 실점토를 돌돌 말아 붙임으로써 마치 대나무 공예품에서 볼 수 있는 손잡이 

의 부착방식과 유사함을 느끼게 해준다. 손잡이 상변에는 작은 고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원래는 뚜껑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나 

현재는 망실되고 없다. 또 굽은 접지면 끝부분을 밖으로 말아 마치 금속기에서 볼 수 있는 굽처리 방식과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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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 

외면을 덮고 있는 유약의 색조는 비색弱色에 가까우며 고르게 씌워져 있다. 굽은 접지변의 유약을 닦아내고 내화토耐火土 

를빚어 받친 흔적이 여러 곳에 남아있다. 이 주자는몸체부분에 장식을절제한느낌이 강하지만주구와손잡이에 음각，퇴화기 

법의 세련된 대나무 문양을 볼 수 있어 매우 이색적인 느낌을 주며， 전체적으로 고려 중기 명품청자의 기품을 잘 보여준다고 하 

겠다. I 이증민 

1 朝日新間社末磁J ， 1999; 路좁邊代關홉J， 違寧훌報出版社， 2003 ， 

pp , 9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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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adon Gourd-shaped Ewer with 

Paste-on-paste Dots and Line Design 

Treasure No. 1399 

Goryeo (13th century) 11 Item 1 Ceramics 

H. 153cm, D(Mouth) 25cm, D(Base)9.5cm 

Private Ownership 

This is a celadon ewer rendered in a gourd shape with a bamboo-like spout and a handle attached. 

This piece features double chambers with the upper one smaller and the lower wider and 

more extended , Around the lip can be seen six furrows created when the clay body was leather 

hard; the grooves were not carved along the full length of the body, but remain around the mouth , 

The body is left unadorned. A gentle S-shaped cylinder was attached to the lower swelling to 

selve as a spout, and has been incised to express bamboo knuckles and shoots that were further 

elaborated with paste-on-paste dots along the incised lines. The band-like handle has a furrow in 

the middle and is also decorated with incised bamboo knuckles finished with paste-on-paste dots 

The upper end of the handle attached around the central point of the body is adorned with thin, 

ringed clay bands to evoke Ùle image of a real crafted bamboo handle , A loop is rendered at the 

top of the handle, suggesting a former lid that is missing at present. The outer edge of the foot is 

turned outward as with metalware examples. 

The glaze, evenly applied across the surface, approaches the blueish-green color of jade. 

The foot is wiped c1ean of glaze where it touches the surface and bears marks of being fired 

on refractory c1ay. Alùl0Ugh completed without decoration to the body, this ewer presents a 

sophisticated bamboo design on the Spout and handle, offering unique aesthetic sensibilities and 

demonstrating the elegance achieved by high-quality celadon from the mid-Goryeo peri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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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청자음각국화당초문완 
뿜磁陰刻원花庸草文짧 
Celadon Bowl with Incised Chrysanthemum and 
Scroll Design 

보물저11037호 

고려(12세기) 1 1점 | 도자 

높이 5.9cm. 입지름 17.5cm. 굽지름 4.8cm 

개인(삼성미술관 리움) 

〈청자 음각국화당초문 완좁磁 陰刻휩花훔草文 짧〉은 음각기법驗U技法으로 국화당초문휩花居草文을 장식한 청자완이다. 

고려 초기에는 통일신라시대부터 유행한 차 문화가 계승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초부터 사신 접대와 함께 왕실의 연례행사 

年{líl땀動11서 사용할 다기茶器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양의 다기가 요구되었다. 또 많은 제례쩡禮행사에 필요한 제기 역시 

부족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고려왕실과 인접한 황해도나 경기도에 청자가마를 설치하여 다기와 제기를 생산， 공급하게 되었던 것 

이다. 청자완은 이러한 과정에서 만들어진 차도구였다. 발굴조사와 지표조사로 확인된 초기청자 가마터에서는 청자완의 제작비 

율이 보통 50%를 상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1 당시 만들어진 청자완은 옥환저(선해무리굽)， 옥벽저(중국식 해무리굽)， 한국식해 

무리굽， 퇴화해무리굽의 단계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굽의 형태가 바뀌어 갔다. 또 내면 바닥은 처음에 곡면을 이루다가 차츰 지름 

2-3cm의 작은 원각圓刻을 파내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2 

이 완은 측사면이 사선에 가깝게 벌어져 올라가 입술부분이 바깥으로 살짝 벌어지는 형태를 갖고 있다. 그릇의 안쪽 변에 

는 입술 아래로 한 줄의 음각선대를 새기고 그 아래의 측사변에는 세 송이의 국화를 중심으로 여백에 잎사귀를 가는 음각선으로 

꽉차게 채웠다. 이와같은 문양표현 방식은 2007년 수중 발굴조사된 태안 대섬에서 많은 양이 출수된 바 있다.3 당시 수집된 유물 

중에는 발餘이나 접시 등에 연화문運花文， 연판문運辦文， 모란문， 앵무문 등의 문양을 음각， 양각， 압출양각기법 등으로 표현한 사례 

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음각국화당초문은 다양한 문양이 시문施文되던 시기에 함께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완은 표변에 답청색의 비색 유약이 전체적으로 고르게 씌워져 있으며 굽 접지면은 유약을 닦아내고 백색 내화토를 받 

쳐구운 흔적이 세 곳에 남아 있다. 또 내저원각이 있는 곳에는 유약이 몰려 짙은 녹색을 띤다. 흥미로운 점은 굽의 형태가 해무리 

굽이라는 점이다. 이로 인해 이 완을 초기청자 단계의 유물로 볼 수도 있으나 현재까지의 가마터 조사에서 해무리굽완에 세밀한 

국화당초문을 시문한 사례는 발견된 사례가 없다. 이러한 사실은 해무리굽완 제작의 하한을 고민하게 하는 요소가 된다. 참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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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면 

만한 자료로는 안양시 쪽에 있는 관악산 밑의 무내려 가마터에서도 해무리굽이 확인된다는 점이다4 이 가마는 백자를 생산한 곳 

이다. 따라서 〈청자 읍각국화당초문 완〉은 초기청자 제작시기에 만들어진 완이라기보다는 12세기경에 제작된 것으로 보아도 좋 

을 것이다. 이러한 유색과 형태를 지난 완은 가마터조사 자료로 파악할 때 강진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 I 이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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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adon Bowl with Incised Chrysanthemum 

and Scroll Design 

Treasure No. 1037 

Goryeo (12th centu ry) I 1 Item I Ceramics 
H. 5.9cm, o (Mouth) 17.5cm, o (Base)4.8cm 

Private Ownersh ip (Leeum, Samsung Museum 01 Art) 

This is a celadon bow1 incised to allow the expression of a chrysanthemum and scrollwork design. 

The profi1e of this bow1 suggests a nearly straight diagona1 1ine, with d1e r‘ im slighdy turned 

outward. The interior features an incised 1ine immediately below d1e rim and is packed with lighdy 

incised 1eaves centering around three chrysand1emum f10wers on d1e sides and d1e bottom 

The bow1 is evenly covered wid1 a light-green g1aze; d1e foot ring has been wiped clean of 

g1aze and bears Ülree marks of being firing on a support of refract01y clay , A circu1ar well has been 

created in d1e center of d1e inside bottom that takes on a deep green c010r d1roUgh d1e po01ing of 

d1e g1aze. What is most notab1e about 띠is bow1 is d1e shape of the foot, rendered in a ha10 shape 

and called a hαemμη foo t. The inclusion of such a hae111，μη foot supports d1e assumption d1at 

d1is bow1 dates to d1e early phases of ce1adon production. However, d1ere is no furd1er examp1e 

of a haemμri-footed bow1 fealuring a delicate duysanthemum and scrollwork design as in this 

bow1, a fact that gives rise to d1e possibility that hαemμri-footed bow1s were produced until a 

1ater date than had been previous1y believed. A significant fact to consider in d1is regard is that 

haemμη-footed examp1es have a1so been found where white porcelain was mainly produced, a 

kiln site in Munae-ri at d1e base of Gwanaksan Mountain in Anyang. Al1 this conspires to suggest 

a presumption d1at d1e production date of this hα~emμri-footed bow1 may not in fact be from the 

early phase of celadon production, but somewhere around d1e 12d1 century. According to research 

on kiln sites, it can be assumed that celadon bow1s wid1 this type of shape and g1aze c010r were 

produced at kilns at Gangjin 

Celadon 073 



07 청자양각연판문접시 
춤磁 陽~IJ運辦文 樓是E
Celadon Dish with Lotus Design in Rehef 

보물저11573호 

고려(12세기)11접 l 도자 
높이 4.3cm, 입지름 16.4cm, 굽지름 6.3cm 

국제대학교(해강도자미술관) 

〈청자 양각연판문 접시뿜鍵刻運總文擬〉는 접시의 외면(뒷면)에 양각기법陽刻技法에 의한 연판단짧搬文이 장식되어 있는 고려 중기 

의 청자접시뿜磁擬5이다. 

고려청자의 장식기법 중 양각기법은 여러가지 방식으로 구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문양의 배경부분올 깎아내 

어 문양을 볼록하게 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문양의 외곽선 부분에 조각칼을 뉘여서 파내는 방법이다. 이를 ‘편절조기법 

片切敵法'01라 부르기도 한다. 세 번째는 틀로 찍어내는 방법인데 보통 이를 압출양각기법이라 부른다 

이 접시는 업술부분이 밖을 향해 살짝 휘어져 있으며 전체적￡로 납작하다. 측사면은 살짝 꺾여 있는데 이와 같은 형태의 

고려 접시를 한펀에서는 허리가 꺾인 접시라는 뜻에서 절요접시折a聽앓’라 부「르기도 한다， 대부분의 절요접시는 문양을 넣지 않 

거나 내면에 업출양각기법에 의한 문양을 넣은 사례가 많은데 이 접시의 경우는 특이하게도 바깥부분에 연판문을 양각으로 장 

식하였다 연판문은 고려 중기의 발짧이나 접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양소재로 대부분은 음각기법￡로 표현한 사례가 많이 남 

아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 접시의 문양표현방식은 매우 이례적인 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접시는 외부에만 문양을 새겼는데 이중의 연판문은 정교하게 깎은 굽을 중심으로 방사형태로 뻗쳐 있어 마치 꽃술과 이 

파리가 연결된 것과 같은 착각을 불러 일으킨다. 또한 뒤에서 보면 하나의 연꽃윷 보는듯한 느낌도 준다. 연판문은 입술과 가까운 

문양의 주변부를 파내어 문양이 도드라지게 조각하였으며 각 잎새는 세로방향으로 반을 나누어 다른 각도로 깎아냄으로써 정교 

함을더하고있다. 

074 청 ;<} 





연판문을 우아하게 깎은 조각수법만큼이나 이 접시를 아름답거녀}는 것은 유약의 색화다. 표면을 덮고 있는 유약은 비색 

弱色을 띠며 드문드문 벙렬永짧이 보인다. 굽은 높은 다리굽의 형태로 예리하면서도 깔끔하게 마무리되었고 굽안바닥은 깊이 파내 

어 정리하였다. 굽의 안바닥에는 규석 받침 흔적이 세 곳에 보이고， 접지면 일부에는 큐석을 받칠 때 사용했던 받침대인 점병鍵휴 

의 일부가붙어 있다. 

이러한 수준의 청자접시는 전남 강진이나 전북 부안 일대의 가마에서 제작된 것이 분명하다. 접시는 청자의 그릇 종류 중 

에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지만 이와 같이 뛰어난 수법과 좋은 상태를 가진 예는 많지 않다. 비록 구워지는 과정에서 그릇의 형태 

가 살짝 뒤틀어졌으나 절정의 세련미를 보이는 비색청자의 수준을 이해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I 이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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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εladon Dish with Lotus Dεsign in Rεliεf Treasure No. 1573 

Goryeo (12th century) 11 Item 1 Ceramics 

H. 4.3cm , o (Mouth) 16Acm , o (Base) 6.3cm 

Kookje College (Haegang Ceramics Museum) 

This is a celadon dish dating to thε mid-Gorγeo period that is omamented on the exterior with 

lotus petals carved in relief. 

With a slight1y outward-tuming mouth, this dish is f1at overal1. The profile appears slight1y 

twisted, and this type of Goryeo celadon is often referred to a “twisted-waist dish." 

Decoration shows only on the exterior, where overlapping lotus petals spiral in an orderly 

fashion from the carved foot, evoking an imagε of f10wer pεtals growing from thε stamens, or 

perhaps a lotus spray. Thε clay around the lip is carved away along the out1ines of thε petals, 

causing them to stand out. Each petal is divided vertical1y into two sections carved in opposite 

direc디ons， compounding the decorative delicacy of the dish 

Equal in importance to the aesthetic beauty of this ar‘디fact as is the skil1ed carving technique 

is thε color of the glaze. Thε glazε coating thε entirε surface takes on greenish tones of jade 

and shows partial Q'ackles. The high pedestal foot is sharp and neat, and amply undercut on the 

underside. The bottom features three marks of silica spurs, and the foot ring has partial signs of 

clay supports. 

Given the quality of the piece, it is certain that it was produced at one of the kilns at Gan잉in 

or Buan in the Jeol1a region. Although dishes make up the lion's share among the celadon vessels 

remaining to us, it is difficult to find an example showing this level of production technology and 

excel1ent maintenance condition. Although warpεd slight1y during thε firing process, this dish stil1 

serγes to demonstrate the highest sophistication of cela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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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청자 음각연화문 팔각장경병 
춤磁 陰~IJ運花文 八角長짧觸 
Cεladon Octagonal Bottle with Long Neck and 
Incised Lotus Design 

보물제1454.호 

고려(1 2세기)1 1접 l 도자 

높이 35.4cm, 입지름 2.6cm, 굽X픔 10.6cm 

성보문화재단(호림박물관) 

〈청자 음각연화문 팔각장경병離 魔iJ戰文 /댐長顆械〉은 목이 긴 장경병長敵뼈1 음각기법으로 연화절지문運花折技文을 새긴 독특 

한형태의유물이다 

장경병은 중국 당대 후반인 9세기경 처음 제작된 듯하다. 현존하는 사례로는 북경北京 고궁박물원故홈博物院소장의 〈청자 

팔각장경병〉이 알려져 있고 같은 형태의 병이 섬서성俠西省 장숙존묘張많尊흉(}或通 12년， 871)에서도 출토된 바 있다. 또 절강성 

빼江省 여요현짧總 상림호上林湖의 진자산陳子山 요지에서는 동일한 형태의 파편이 채집되어 제작지를 알게 해 주었다.， 중국의 

〈청지팔각장경병〉은 몸체 각 면의 꺾임선이나 긴 목과의 연결부위 등을 고려해 볼 때 금속기로부터 영향을 받아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청지장경병은비록문양이 없으나 긴목을가진 병의 형태를청자로처음만들었다는점에서 의미가 있다. 

호림박물관 소장의 이 장경병은 형태면에서 중국의 장경병과 유사성을 갖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업술부분은 목과 

구분 없이 일직선으로 이어지고 폼체는 공처럼 둥글게 성형하였으나 하단부에 무게중심이 있다. 목의 길이는 폼체의 길이보다 길 

어 전체 높이의 3/5 에 달한다. 제작과정에서 주목되는 것은 성형 이후 표면을 깎거나 두드려 8각으로 만들었다는 점인데 내부를 

관찰하기 어려워 정확한 것은 알기 어렵다 또 하나는 몽체와 목 부분을 따로 만들어 붙인 것인지， 아니면 한 번에 일체를 물레 성 

형한 것인지도 잘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아무튼 고려시대에 이와 같은 형태를 제작했다는 점이 놀라울 뿐이다. 

이 병의 입술 외면에는 뇌문대雷文帶를 가는 선으로 음각했으며 목의 외면에는 하늘로 피어오르는 구름문이 일정한 간격 

을 두고 음각되어 있다. 목의 하단에는 이중의 연판문運廳文을 장식하였으며 목과 연결되는 몸체의 상반부에는 정교하게 표현된 

여의두문如意頭文을 돌렸다:8개의 면으로 나누어진 장경병의 몽통 각 면에는 연잎， 연꽃， 연잎으로 이어지는 연꽃가지무늬를 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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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여 가지로 연결해 놓았다. 문양들은 외곽선을 굵게 파낸 뒤 꽃잎이나 잎사귀 안에는 앓은 선을 넣어 잎맥을 아주 정교하면서 

도 섬세하게 나타냈다. 그리고 몸통의 아랫부분에는 연판문을 이중으로 둘러 마무리 하였다 이들 문양표현은 음각기법을 활용한 

컷이나 칼을 뉘어 파내는 편절조片切影에 가까워 양각의 느낌을 주기도 한다 

장경병의 표면에는 유약이 고르게 씌워져 있으며 색조는 열은 녹색을 띠고 광택이 은은하다. 다리가 보이도록 외면을 깎 

은 굽은 안바닥에 6개의 규석 받침을 받쳐 번조한 흔적이 남아 있다 이 병은 제작수법이 뛰어날 뿐 아니라 현존 상태도 매우 양 

호하다. 독특한 형태와 조형미는 비교 가능한 동일한 유물을 발견하기 힘들 정도로 매우 귀하여 고려청자의 다양성을 알게 해주 

는소중한자료로기억해도좋을것이다 | 이종민 

1 世界隔짧全集J 11 隨 훔， Jj、學館， 1976， pp.10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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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adon Octagonal Bottle with Long Neck and 

Incisεd Lotus Design 

Treasure No. 1454 

Goryeo 11 2th centu이 11 Item 1 Cera메cs 

H. 354cm, DIMouth) 26cm, DIBase)10.6cm 

Seongbo Cultural Foundation IHorim Museum) 

Tl꾀s is a unique artifact with incised lotus sprays on a long-necked bottle. 

The area around the lip is decorated with a thinly incised fret pattern, 와ld the neck is 

incised at even intervals with rising clouds ‘ The bottom of tlle neck where it meets the body is 

adorned with overlapping lotus pet떠s， which 없e followed by an exquisi않ly expressed ruyi design. 

The body has eight facets, each of which is omamented with a lotus spray designed in a triadic 

form consisting of lotus leaves at the top, a lotus flower in the middle, and lotus leaves at the 

bottom. The motifs are thickly carved along the outlines and are finely decorated with thin 바les t。

express the veins of tlle flowers and leaves. Overlapping lotus petals are rendered at the bottom of 

the body to finish off the decoration. A1l of the motifs are expressed through incising, but the lines 

are carved at an angle and therefore suggest more the sensibilities of embossed c따ving. 

The glaze has been evenly applied to the bottle, taking on a light green color and 

maintaining a gentle gloss. The foot is rendered by carving tlle outside and bears six marks of silica 

supports. This bottle embodies high-level production techniques 없ld remains in good condition. 

The aesthetic sensibilities delivered by this bottle are hard to find repeated by other celadon 

artifacts and also demonstrate the diversitγ 。f the 미pes of ce1adon produced during tlle Gorye。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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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청자 양각갈대기러기문 정병 
홈磁 陽刻筆盧文 i爭#E
Celadon Kundika with Reeds and Wild Geese in Relief 

보물저1344호 

고려 1 1점 | 도자 

높이 34.4cm, 동체최대지름 13.4cm 

국유{국립중앙박물관) 

정병은 범어로 문디카Ku뼈ka라 하며 한역하는 과정에서 이른 시기에는 의역意譯하여 조관蘭灌’ 또는 후대로 내려올수록 음역音譯 

한 ‘군지君持/軍週 · 군지가君雅迎’ 등으로 불렸다. 정병은 부처의 성물聖物이기도 하며， 승려들이 정수{爭水를 답아 쓰던 실용기물로 대 

숭비구가 두타행頭解을 떠날 때 불상·경전·발우 등과 함께 반드시 지참딴 십팔물터物 중 하나이기도 하다-1 고려에서는 사원 

에서 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널리 사용되었는데， 이는 북송 사신으로 1123년(인종 원년) 고려를 방문한 서긍의 『선화봉사고려도경 

宣和奉便高麗圖經』에서는 정병을 ... 귀족과 나라의 관원， 관사와 민간에서 모두 사용한다. 오직 물을 담는다 …"2라 하였다. 현전하 

는 고려시대 정병이 금속제부터 이 유물과 같은 청자 그리고 도기로 만든 것도 있어 위의 기록 내용이 확인된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보물 제344호 청자 정병은 넓게 벌어진 어깨 옆으로 따로 제작하여 붙인 물을 넣는 주구注口 및 그 

뚜껑이 온전히 있으며， 곧게 솟은 첨대솟帶 중간에는 앓고 넓은 환대環臺가 있다. 금속의 경우는 첨대 윗부분과 아래를 따로 제작 

하여 접합하곤 하지만 청자에서는 물레에서 일체형으로 성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동체 한쪽에는 넓게 뻗은 가지로 풍성하게 

잎을 드라운 버드나무와 원앙 한 쌍이， 다른 쪽으로는 높게 뻗은 갈대와 기러기 한 쌍이 정교하게 조각되었다. 전체적으로 문양 주 

변을 깊은 칼로 깎아 양감이 도드라지게 하였으며， 특히 주문양을 포함하여 어깨의 여의두문， 주구 뚜껑 위쪽의 연화문， 환대環臺 

위쪽의 구름문까지도 가는 음각선을 사용하여 외곽선과 내부 세부표현을 세밀하게 새겨 그 정교함을 더했다. 

보물 제344호 청자 정병은 기형과 유색이 매우 아름답고 정교하게 시문된 문양 또한 독보적이어， 고려청자의 높은 제작수 

준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예이다. 이에 더불어 비슷한 기형과 장식으로 제작된 상감청자와 금속제 정병이 현전하고 있어， 고려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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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각버드나무원앙문 

• 환대의 구름문과 목부분의 여의두문 

금속기와 도자기， 그리고 청자 가운데서도 상감과 음각기법의 번안 및 도안과 기형 공유 등 공예제작의 일면을 유추할 수 있는 중 

요한 자료이기도 하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국보 제92호 〈청동 은입사포류수금문 정병좁鋼 銀入絲浦柳水솔文 안융꺼R)과 간송미술관 소 

장 국보 제66호 〈청자 싱감류죽연로원앙문 정병좁종 象f했n竹運廣짧줬文 i爭植〉이 그 대표적인 예로 간송미술관 소장품은 몇 가지 소 

재와 문양 세부 표현에서 일부 차이가 있을 뿐 조형적으로 매우 유사하여 비슷한 시기에 제작되었고 도안도 공유했을 가능성이 

크다; I 장남원 

1. 안귀숙中國;爭뾰冊究J. 홍익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1. 

pp.31-45 

2. 徐親宣和奉使흠麗圖經』 卷31 . 器血2. ;爭뾰， “ 貴人國官 觀촉民舍 

皆用之 .t훌可뽑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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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adon Kundika with Reeds and 

Wild Geese in Relief 

Treasure No. 344 

Goryeo 11 Ilem 1 Ceramics 

H. 34.4cm . D. 13.4cm 

Public Ownership (Nali onal Museum 01 Ko rea) 

Attached to the side of the swolle11. shoulder of this kμndik.α is a separate attached spout that 

retains its lid. The elo11.gated 11.eck has a wing , above which is a tube-Wæ mouth. Wh.ile in the case 

of metal kμηdikas， d1e two sectio11.s divided by the wi11.g are made separately 없1d the11. joi11.ed, in 

celado11. examples it is co11.ve11.tio11.al for d1e whole 11.eck to be throw11. and shaped 0 11. the pottds 

wheel in a single piece. 0 11. o11.e side of the body ca11. be see11. a11. abu11.da11.dy leafed willow tree 

and a pair of ma11.darin ducks; 0 11. d1e opposite are high-stretching reeds and a pair of geese. These 

motifs are carved alo11.2 their oudines to create a11. embossed effect. What is more. the deta.ils of 。

these prirnary motifs , d1e ruyi desig11. 0 11. the shoulder, the lotus flower desig11. 0 11. the lid of the 

spout, and the cloud desig11. 0 11. the wing are all elaborately orname11.ted wid1 i11.cised lines , adding 

to the delicacy of this 잉twork 

Wid1 its attractive form , astonishi11.gly beautiful glaze color, a11.d sophisticated carvi11.g , d1is 

kundik.α seπes as a11. example of the adva11.ced celado11. cr삶i11.g skills of Goryeo. In additio11., there 

are i11.laid celado11. and metal kμηdika that bear similarities to this carved celado11. kundika i11. terms 

。f form a11.d decoratio11., givi11.g rise to the assumptio11. that there were exchanges a11.d adaptatio11.s i11. 

form a11.d desig11. 11.ot o11.ly betwee11. metal a11.d celado11. vessels , but also betwee11. inlaid a11.d incised 

celado11. vessels. 111. the sense of demonstrating irnportant aspeds of the crafti11.g techniques at the 

time , this kunιiikα bears a sigr끄fica11.t academic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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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U 청자음각운문병 
뿜磁陰刻雲文꽤 
Celadon Bott1e with Incised Cloud Dεsign 

보물저11035호 

고려(12세기) 1 1 점 | 도자 

높이 29.Ocm. 입지름 5.9cm. 굽지름 9. 5cm 

개인(삼성미술관 리움) 

〈청자 음각운문 병좁짧 陰컸탤文 微〉은 음각기법陰刻技法으로 구름무늬雲文를 장식한 고려 중기의 병이다. 

청자라는 용어는 고려시대에 사기沙器‘妙器， 청자좁종 녹자綠짚， 청도기좁關器， 청사(기)좁沙(器) 등으로 지칭되었으며， 조선 

초기부터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청자의 표변에 입혀진 푸른빛의 유약은 청자 제작 기술의 발전과 함께 초벌구이를 통 

해 실현되었다. 품질이 우수한 청자의 푸른색은 비취옥弱쫓玉의 색과 비슷하여 비색弱色으로 불리어졌으며 세계에서 처음으로 청 

A}를 제작하였던 중국인들도 천하제일天下第」이라고 칭송할 정도였다2 

고려청자를 장식했던 기법은 음각기법， 양각기법陽刻技法， 압출양각기법壓出據U技、않， 투각기법透刻技法， 상캄기법象搬、않， 철화 

기법鐵畵技法， 철채기법鐵彩技法， 백화기법白畵技法， 상형기법象形技法 등이 활용되었다. 고려청자의 음각기법은 문양의 윤곽션을 따라 

그릇표면을 조각칼로 파내는 방법으로 파낸 부분의 너비에 따라 선각線刻에 가까운 것도 있고 넓은 경우도 있다. 음각기법은 파낸 

부분에 유약이 두껍게 고이면서 다른 곳에 비해 짙은 유색뼈色을 띠게 되어 문양이 표현되는 방법이다. 이 기법의 이른 예는 11세 

기에 용인 서리， 여주 중암리， 강진 용운리 등의 가마에서 연판문運辦文， 국화당초문뽑花폼草文 등을 장식한 사례가 알려져 있다. 또 

고려 중기인 12세기 후반 경부터 13세기 중반 경까지는 강진 부안 등의 고급청자 생산지 이외에 한반도의 각지에 산포된 지방가 

마에서도 앵무문， 연판문 등을 장식하는 기법으로 폭넓게 사용되었다. 

이 유물은 벌어진 입술과 긴 목， 무게 중심이 하단에 있는 안정된 고려 중기 병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문양은 입술 바깥에 

당초문居草文을 몸통 상단에는 여의두문如意頭文을， 하단부에는 이중二훨1 연판문을 돌렸으며 몸체중앙부에는 드문드문 구름문 

雲文을 새겨 넣었다. 표면에는 전체적으로 녹청색의 유약이 씌워져 있으나， 입술과 목부분은 구울 때 산화번조짧b播造되어 황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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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각운문 

띤다. 굽은 굽다리가 높고 접지면은 U자형을 이루고 있어 마무리가 깔끔함을 알 수 있다. 굽 안바닥과 접지변에는 큐석隆石 흔적 

과 점병整輪 흔적이 남아 있다. 

이 병의 형태는 안정감 있는 모습과 함께 고려 중기의 병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 중심문양으로 구름문을 시도한 사 

례는 예가 많지 않으며 음각청자의 풍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 I 이증민 

1. r高麗史」 世家數宗 11 年，夏4月條

2 홈溶(1613-1685). r學海類編J. 末太平老人癡抽中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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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εladon Bottlε with Incised Cloud Design Treasure No. 1035 

G。이eo (12th centu미) 11 Item 1 Ceram ics 

H. 29.0cm , o (Mouth) 59cm , o (Base) 9.5cm 

Private Ownership (Leeum , Samsung Museum of Art) 

깐lis is a celadon bottle from tlle mid-Gorγeo period decorated witll an indsεd cloud design 

During tlle Gorγeo era, this form of green-tinted ceramics was addressed using diverse 

names induding cheongjα sα'gi， ηokj’α， cheongdogi, and cheoη:gsα'gi ， but fì'om the early]oseon 

era tlle term cheoηgj，α， or celadon, became more prominently used. The greenish glaze applied to 

celadon ware was made possible through tllε development of related crafting techniques, including 

the preliminary process of bisque fir1ng. High-quality celadon takεs on tlle blueish-green tint of 

jade tllat earned it rεcogni디on as tlle “fu‘st under heaven" by thε Chinese, tlle pioneers of celadon 

ware. 

To apply tlle incising technique to Goryeo cεladon ， a vessel was caπed along the outlines 

of a pattern, tlle spacεsfor‘ which may be as thin as visuallines or considerably wider. The incised 

lines hold a tllicker coat of glaze than tlle other areas, causing tllε pattern to stand out 

The everted rim, elongated neck, and low, bulging body of tllis bottle suggest a production 

date somewhere in tlle mid-Goryeo period. The bottle is embellished witll scrollwork around tlle 

rim, a ruyi design on tlle upper body, and double rows of overlapping lotus petals on tlle lower 

section. The central po띠on of tlle body is sparsely decorated witll clouds. The bottle is covered 

overall by gr‘een-blue glaze, but shows a yellowish tint around tlle rim and neck due to oxidization 

during firing. The foot is high, and tllε foot ring is cleanly finished in a U shape. The underside 

and ring of tlle foot have traces of silica or clay spurs 

The stable form of tllis bottle contributes to an understanding of tlle celadon bottles of the 

mid-G01γeo period. As a rare example of a celadon bottle tllat adopts a cloud design as its primarγ 

decorative pattern, tllis bottle demonstrates tlle dignity tllat can be achieved in incised cela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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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청자 양각연지어문 화형 접시 
뿜磁 |場刻運、池魚、文 花形 樓물E 
Celadon Flower-shaped Dish with Lotus Pond and 
Fish Design in Relief 

보물저11031호 

고려 1 1점 | 도자 

높이 3.9cm, 입지름 16,lcm, 밑지름 6， lcm 

개인(삼성미술관 리움) 

고려청자 중 가장 많이 제작된 기종器種은 접시이다. 많은 양。l 생산된 만큼 형태와 장식이 매우 다양한데， 제작 시기와 제작지에 

따라 기형과 장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편년에 있어 기준이 되는 중요한 기종이다. 또 중국으로부터의 영향이 잘 드러나는 기종 

으로 이를 통해 한 · 중 도자의 영향관계를 추정할 수도 있다.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보물 제1031호 〈청자 양각연지어문 화형 접시좁磁 陽刻運池魚文 花形 樓앓〉는 편평하고 넓은 내저변에 

측선이 강하게 꺾인 형태로 이러한 형태의 접시를 일반적으로 절요접시折體操밭라 부른다. 굽에서 수평으로 벌어진 저부에서 강하 

게 꺾여 구연까지 거의 직선에 가까운 사선으로 뻗었으며， 구연 여섯 곳을 작게 깎아내고 외면에 일정 간격의 음각션을 주어 마 

치 6잎의 꽃과 같은 효과를 주었다. 절요접시는 고려전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면서 중국 여러 요장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중 백자 

를 주로 생산하던 정요定쫓 접시의 영향이 농후하다. 절요접시는 정요에서 11세기 후반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생각되며1 삼성미술 

관 리움 소장품도 굽 끝부분을 한 번 더 깎지 않고 마무리 한 것이나 백색내화토 빚음을 받쳐 구운 정황을 통해 비슷한 시기 혹 

은 이보다 조금 더 늦은 시기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접시는 내변에 전체적으로 섬세한 양각문양이 가득 시문되었다. 문양을 새긴 틀을 만들고 성형한 

접시를 틀에 덮어 눌러 전체 문양을 한 번에 찍어 떼어내는 압출양각壓出陽刻 기법을 사용하였다. 내저변에는 파도속에서 헤엄치 

는 물고기 문양이 있으며， 옆으로는 마치 꽃잎처럼 분할된 6변에 각각 연못에 피어있는 연꽃과 쌍을 이루어 날고 있는 물새들이 

시문되었다. 압출양각의 경우 대부분 문양의 조각수법이 뛰어나지만 유약의 두께정도나 압출 될 때의 힘 조절 등에 의해 문양이 

또렷하지 못한 경우도 많은데， 삼성미술관 소장품은 문양의 선명도와 입체감이 대체로 좋으며 특히 내저변의 파도는 매우 섬세 

하다; 1 장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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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美術史學J 21 , 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07, p,63 







4 엎면 

Celadon Flower-shapεd Dish with 

Lotus Pond and Fish Design in Relief 

Treasure No. 1031 

Go대eo 11 Item 1 Ceramics 

H. 3 9cm, DIMouth) 16.1cm, DIBase)61 cm 

Private Ownership ILeeum, Samsung Museum 01 A띠 

This celadon dish features a flat and spacious interior bottom and a sharply curved profile, 

characteristics that define the so-cal1ed “cU1Ved-waist dish: form. The sides extend in a nearly 

horizontalline from the foot 앙ld then turn to ascend to the rim on the diagona1. The rim is foliatεd 

in six spots, and six fuπ。，ws are rendered to evoke the image a six-petaled flower. Around the 

rnid-G01γeo period, Korean pottery was inspired by a range of kih1S in China, and this type of a 

dish manifests a strong influence from the Ding ki1ns (定쫓). It is assumed that dishes of this type 

were produced at Ding kili1S after the late 11th century. Given the shape of the foot and the marks 

。，f being fued on a supp。π 。，f refract01γ clay, this celadon dish is presumed to have been made at 

a later point. 

This dish is covered with delicate relief patterns on the interior, which were expressed 

through a molded relief technique that creates the decoration 와1 at a single time by pressing a 

pre-made mold over the clay object. The inside bottom is dec01ated with swinlming fish and the 

sides are divided into six lobes and embellished with lotus flowers 앙ld waterfowl flying in p킹rs. 

Tl꾀s molded relief method often fails to clearly render motifs, depending the thickness of the glaze 

and the degree of pressing. However, the decorative design on this celadon dish is clear and wel1 

embo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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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청자 음각연화당초 상감국화문 완 
춤磁 陰刻運花훔草 象쉽눴청장花文 確
Celadon Bowl with lncised Lotus and Scroll Design and 
lnlaid Chrysanthemum Design 

보물저11m2호 

고려 11접 | 도자 

높이 6.9cm. 입지름 16.6cm, 밑지를 4.0cm 

개인(삼성미술관 리움)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보물 제1032호 〈청자 음각연화당초 상감국화문 완춤없‘ 陰11:U運花홈졸 象f練花文 &행〉은 유색과 기형이 뛰어난 

청자완이다. 고려전기에 대량으로 제작되었던 완은 대부분 기측선이 사선에 가깝게 낮은 각도로 벌어지는 것이 특정인데， 중기에 

들어서는 다양한 형태와 크기로 제작되었다. 구경이 1O.0cm 이하의 소형부터 벌蘇과 거의 비슷할 만큼 큰 대형까지 제작되었고， 

기측선도 사선보다는 다양한 곡션을 그리는 예가 많아졌다.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품은 구경이 16.0cm가 넘는 대형의 경우로， 구 

球를반으로자른듯완만하고유려한곡면이 특정적이다. 

완은 안팎으로 장식이 되어있는데 서로 다른 기법이 사용되었다. 안쪽면은 날카로운 도구로 얄고 가는 음각의 연화녕쿨무 

늬를 가득차게 그렸다. 음각션은 숙달된 솜씨로 빠르게 그려낸 듯하다 유면은 정고 기포가 가득하며 두터운데 유약층의 두께로 

인해 음각장식은 두드러지지 않고 은은하게 드러나 보인다. 바깥쪽 4곳에는 같은 간격으로 도안화된 절지형의 국화꽃이 한 송이 

씩 장식되었다. 곁은 유약에도 선명하게 잘 발색되었다. 고려청자 장식은 일반적으로 한 가지 기법이 주로 사용되지만， 이처럼 서 

로 다른 기법을 혼용하여 장식하는 예도 적지 않다. 오목한 기물 안쪽으로 녕쿨무늬를 시문할 때에는 주로 압출양각壓出陽쩌기법 

이나 상감기법이 많이 활용되는데，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품과 같이 가는 음각문과 싱캄이 동시에 시문되는 경우는 현전히는 청 

자중드문편이다 | 장남원 

096 청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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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간연화당초문 

Celadon Bowl with Incised Lotus and 

Scroll Design and Inlaid Chrysanthemum 

Design 

Treasure No. 1032 

Goryeo 11 118m 1 Ceramics 

H. 69cm, D(Moulh)166cm, D(8ase)4.0cm 

Pr ivale Ownership (Leeum, Samsung Museum 01 A띠 

T뻐s is a celadon bowl dis디n이lished for its excellent color 없ld form. Celadon bowls from the early 
υ 

G01γeo era mostly feature sides that gently widen from the bottom to the rim along a diagonal 

line, but from the mid-G。ηTeo period more diverse forms were produced ranging from sm려1 bowls 

Witll a diameter of less tl1an 10 centimeters to larger ones. In addition, the sides becanle curved 

rather than purely diagona1. This celadon bowl w ith a mouth diameter of more than 16 centimeters 

is one of these 1없~ge bowls celebrated for its elegantly curved sides that verge on a hemispherica1 

foml ’ 

This celadon bowl is decorated on both the inside and out, but using di폐능rent techniques. 

The interior is covered with lotus and scrol1work patterns sha110wly and thinly incised w ith a sharp 

too1. It appears that the lines were ski파ulψ incised using rapid brushstrokes. The glaze shows a 

deep tone 때d is full of rninute bubbles. The thick coat of 앙aze prevents the incised motifs from 

strongly standing out, but a110ws them show in a more subtle marmer. The exterior is inlaid w ith 

four evenly-spaced chrys없lthemum sprays, which arε dearly expressed despite the thick glaze . It 

is common to adopt a single decorative technique for omamenting GOlγeo celadon, but tllere are 

a number of ex없nples tllat apply multiple techniques as does this one. While it is conventiona1 t。

employ molded relief carving or inlay when decorating the concave interior of an object, 있nong 

tlle celadon ware that have survived to the present this is one rare case of incising on tlle interior 

combined with inlay. 

Celadon 099 



13 청자 음각‘상약국’명 운룡문 합 
춤磁 陰~IJ‘尙藥局’銘 雲龍文 효 
Celadon Lidded Bowl with Incised Cloud and 
Dragon Design and Inscription of “Sangyakguk‘’ 
(Bureau of Medicine) 

보물저11023호 

고려 11접 | 도자 

높이 9.3cm. 입지름 7. Ocm. 밑지름 5.5cm 

국유(국립중앙빅울관) 

고려시대 왕실의료기구 중 의약을 담당하던 관사였던 장약국尙藥局’의 명문이 음각되어있는 청자 합。1다. 지름에 비해 높이가 다 

소 높은 형태의 합으로， 전체적으로 긴 원통형이다. 뚜껑 상면의 모서리와 폼체 저부의 모서리를 비스듬히 깎아냈으며， 측면의 경 

계에는 각기 단이 져 있다. 몸체 윗부분에는 뚜껑 두께만름 턱을 두어 뚜껑과 몸체가 꼭 맞게 물리도록 했으며， 턱 부분에는 유약 

을 닦아냈다. 뚜껑 측면의 아래쪽 한 곳과 몽체 측면의 위쪽 한 곳에 각각 ‘尙業局'öl라고 새긴 음각 명문이 똑같게 시문되어 서로 

맞물린다. 뚜껑 윗면은 음각으로 운룡문훨龍文을 조각했으며 그 외 다른 장식은 없다. 몸체 바닥에는 규석을 받쳐 구운흔적이 남 

아 있다. 뚜껑의 옆면과 윗면에 걸쳐 파손된 부분이 있어 이를 보수한 흔적이 보이며， 윗면 모서리 한 곳에는 이물질이 붙었던 흔 

적이 남아 있으나 전체적으로 비색弱色을 띠는 유약의 발색이 뛰어나고 문양의 시문 솜씨 역시 정교하다. 

이 유물을 포함하여 현재 전승}는 장약국’명 합으료는 보물 제646호로 지정된 한독의약박물관 소장의 〈청자 상감장약국’ 

명 음각운룡문 합)， 일본 야마토분차칸大和文華館에 소장된 〈청자 음각장약국’명 합〉등이 있다. 보물 제646호와는 전체적인 형태 

와 뚜껑 상면에 각각 음각운룡문이 시문된 점은 같으나 크기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명문을 새겨넣은 방법이 다르다. 지금까지 가 

마터 출토 사례는 강진 일대에서만 확인되었는데 먼저 깅켠 용운리 10호 R층에서는 윗면에 음각운룡문이 시문되고 측면의 구 

연 가끼운 한 곳에 음각 장약국’의 명문이 새겨진 뚜껑편이 출토되었다. 용운리 10호에서 출토된 뚜껑편의 특정은 보물 제1023호 

의 뚜껑과도 거의 동일하다. 이 외에 강진 사당리 일대에서는 윗면에 음각운룡문이 장식되고 측면의 구연 가까이에 음각으로 尙’

자를 새긴 뚜껑편이， 강진 삼흥리 E지구에서는 구연 아래 측면에 음각의 ‘尙’명이 있는 합의 몸체편이 확인되었는데， 대개 장약국’ 

명 합의 일부로 추측된다. 가마터 출토 상황으로 보아 대략 12세기에 걸쳐 강진을 중심으로 장약국’명 합이 제작된 정황을 파악 

할수있다. 

100 청 ;;<} 





고려시대 상약국에 관한 기록은 성종 8년(989)에도 확인되나，1 U보려사高麗史』 「백관지百官志」 ‘봉의서奉醫용’ 항목에는 “목종 

조에 상약국에 봉어奉細， 시어의待細醫， 직장直長， 의좌醫住가 있었다고 하여 목종대(재위 997-1009)부터 그 연혁이 알려져 있으며， 

“충선왕 2년(1310)에 장의서掌醫뽑로 고쳤다가 뒤에 봉의서로 고쳤다 

그러나 고려 중기 장약국’명의 합은 11세기 후반 이래 본격화된 송 의학의 유업 과정에서3 새로운 문물의 영향을 받아 출 

현한 것a로 추정된다. 1985-1987년 실시된 중국 하북성河北省 정요숲쫓의 요지 발굴에서는 장약국’명의 합 몸체편 3점과 뚜껑 

펀 7점이 출토되었는다.4 뚜껑 윗면에는 용문을 새겼고 뚜껑과 구연 주변에 장약국’의 명문이 음각되어 있다. 5 정요 출토 상약국 

명 백자편의 제작 시기에 관해 북송 말기 휘종대(1101-1125)로 제작시기가 추정되거나6 또는 북송 말기에서 금대 초기에 제작되 

어 1갱l기 중반 이후로도 님송 황실에서 λF용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어7 비슷한 시기 고려에서 제작된 장약국’명 청자 합과 비 

교 가능한 자료로 주목되어 왔다. 중국 절강성박물관 등에 현전하는 정요산 장약국’명 백자합을 통해서도， 합의 크기와 형태， 세 

부 특정과 명문 등에서 고려의 장약국명 합과 유사성이 매우 높아 그 영향 관계를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보물 제1023호 〈청자 음각장약국’명 운룡문 합〉은 11세기 후반 이래 강진을 중심으로 완성된 고려 청자의 제작 기 

술을 바탕으로 1강~171 청자의 발달을 보여주는 동시에 새로운 송의 문물이 고려화되는 과정에 나타난 결과물로도 그 의의가 크 

다. 이를 통해 고려의 대외 교류 및 시대 상황을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도가 높은 자료일 뿐 아니라 명문을 통해 황실 의료를 담당 

했던 장약국’의 사용처와 사용 계층 및 용도가 분명하게 파악된다는 점에서 고려시대 도자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이다; I 장남원 

1. r흠麗史』 卷3世家3 成宗8年 2月 “敎日 間朝野土땀之病者， 未能見훌훌亦 

無흥훌物‘ 不得평者多쫓 tt'W欲遍陽훌훌葉然往古亦無1형施之文. 딩今內짜 

文官五品武官四品以上평협fIÉ令本司具錄以聞i훌{춤겸n훌훌尙藥直長太훌훌훌훌 

正等뿜藥往治之群E2.上表웹 ” 

2. r高麗史』卷77 좋，31 百官2， “奉똘홈 掌，'f;llm蔡種宗朝有尙쫓局奉빼{훔m 

똥直長醫住 文宗定 奉빼 人核正六品 {총훌훌二人짧;品 直長二人正t&b

뚫住二人正九品 뿔針史二人쫓童二人 忠宣王二年 illc掌훌훌홈後改奉훌훌훌 

置令正六品 直長正t品 醫住正九品 옆뺑王五年 改尙훌훌局 illc令앓奉1in 

直長醫fti:如故 十 年 復改奉醫홈illc奉m옳令 十j\:年 復改尙醫局Jl.illc稱

奉m 二十-年 復改奉훌훌훌{乃改흙令~讓王三年 {井於典훌훌휴 홍屬文宗置 

書令史二人쫓土二人 ” 

10 2 청 ;;<} 

3 崔永好고려시대 승나라와의 해양교류 - 송나라출신 전문인력의 입국과 

활동을 중심으로J，역사와 경겨1.63집， 부산경남사학호1. p.217; 이경록， 

「고려시대 으|료으| 형성과 알전』‘ 혀|안. 2010 ， pp.248-249 

4 앓IJ흡 “尙食局 “尙행局”짧定홉年代再ÌÀ i.RJ, r宋遠金紀年좁器" 文物出

版社， 2004, p.163 

5 種좁울홉器的絡文」 「定홉용;tt" 河北敎育出版社， 2002, pp.170-171 

6 앓IJ앓 「從定홉銘文看定뚫生효與宋金홍廷用홉」， 「져훨』 저12기， 2006， 

pp90-94 

7 劉濤. 위의논문 pp.161-168 



Celadon Lidded Bowl with Incised Cloud and 

Dragon Design and Inscription of “Sangyakguk" 

(Bureau of Medicine) 

Treasure No. 1023 

Go미80 11 11em 1 Ceramlcs 

H. 93cm, DIMoulh)7.0cm, DIBase)5.5cm 

Publíc Ownershíp INalíonal Museum 01 Korea) 

This is a lidded celadon container incised with the inscription S.αngyα썽μk(尙藥局)， the name of 

the agency that was in charge of medicine for the r，。때 family during the G01γeo Dynasψ With 

a height greater than the diameter, this jar takes on an eÀ'tended cylindrical shape. The top of the 

lid 없ld the base ar‘e cut obliquely, resul디ng in angled steps created on the sides. The rim of the 

body is carved equ떠 to the thickness of the lid to allow the lid to fit, 없ld the carved part is wiped 

clean of glaze. The lower portion of the lid and the upper p없t of the body are incised with a 

synchronized inscription of S，ιngyakg싫. The top of the lid also has an incised design of clouds 

and dragons, but there are no further decorative elements. The underside of the foot shows marks 

。，f being fired on silica spurs. There are traces of repaired d앙nage on the top and sides of the lid, 

which 떠so has signs of impurities 값 the edge. Howeveι the 앙앓e of this ce1adon bowl came out 

an excellent jade-like green-blue. The piece 여so demonstrates superl값ive incising teclmique 

。ther examples of lidded celadon bowls with the San.잉/αkgμk inscrψtion include Treasure 

N。 ‘ 646 (Celadon Lidded Bowl with Incised Cloud and Dragon Design and Inscription of 

“Sangyal{guk" (Bureau of Medicine)) collected at the I-입ndok Museum of Medicine and Pharmacy 

and the Celadon Lidded Bowl Incised with Inscription 잉angyal{guk" at the Museum of Japanese 

A1t. This piece mirrors Treasure No. 646 in terms of forrn and the incised cloud and dragon design 

。n the top of the lid, but cliffers in size and also in the expression of the inscription‘ 

This lidded bσwl demonstrates the level of celadon production that was achieved in the 

12th centulγ in the Gangjin area building upon the development of celadon α姐ing teclmiques in 

the 11th centurγ As a medicine vessel, this lidded jar contains precise infonnation on for whom 

and what it was used, providing valuable resξarch material for the study of Goryeo ceramic history. 

This celadon container is 떠so meanin행11 as an object that came into being as a result of cultural 

exchanges with Song China (960-1279), 

Celadon 103 



14 청자 상감‘상약국’명 음각운룡문 합 
뿜磁 象嚴‘尙藥局’銘 陰刻雲龍文 솜 
Celadon Liddεd Bowl with 1띠aid Inscription of “ Sangyakguk" 
(Bureau of Medicine) and Incised Cloud and Dragon Design 

보물저1646호 

고려 1 1점 | 도자 

높이 9.6cm. 입지름 7.0cm. 밑지름 6.0cm 

(주)한독약품{한독의약박물관) 

고려시대 왕실의료기구 중 의약을 담당하던 관사였던 장약뀐움、藥局’의 이름이 백싱캄되어있는 청자 합이다. 지름에 비해 높이가 

높아 전체적으로 긴 원통형이다. 뚜껑 상변의 모서리와 몸체 저부의 모서리를 비스듬히 깎아냈으며， 측면의 경계에는 각각 단이 

져 있다. 몸체 윗부분에는 뚜껑 두께만큼 턱을 두어 뚜껑과 몸체가 꼭 맞도록 했다. 뚜껑 측면의 아래쪽 한 곳과 몸체 측면의 위 

쪽 한 곳에 각기 백싱캄한 f혀藥局’의 명문이 서로 맞물리도록 동일하게 시문되어 있다. 뚜껑 상변에는 음각으로 운룡문寶밟을 

새겼으며， 그 외 다른 장식은 없다. 몸체 바닥에는 규석을 받쳐 구운 흔적이 남아 았다. 뚜껑의 측면 일부에는 손상이 있어 이를 

보수한 흔적이 보이며， 상변 모서리 한 곳에 가마 내부에서 붙은 이물질이 남아 있으나 전체적으로 비색弱色을 띠는 유약의 발색 

이 뛰어나고 문양의 시문 솜씨가 정교한 수작이다. 

현전하는 ‘상약국’명 합으로는 보물 제1023호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자 음각상약국’명 운룡문 합)， 일본 야미토분카칸 

大和文華館에 소장된 〈청자 음각장약국’명 합〉 등이 있다. 보물 제646호는 보물 제1023호와 전체적인 형태와 뚜껑 상변에 각기 음 

각운룡문이 시문된 점에서 같으나 크기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명문이 시문 방법이 다르다. 가마터 발굴에서는 ‘상약국’명 청자합 

이 주로 전라남도 강진 일대 요지에서 확인되었다. 강진 용운리 10호 R층 및 사당리， 삼흥리 E지구에서 확인된 뚜껑이나 몸체편 

에 껴、藥局’ 또는 尙’의 음각 명문이 새겨진 것에 비해 이 유물은 ‘상약국’의 명문이 백싱캄된 점이 특징적이다. 

이 합의 측면 명문에 보이는 상약국은 고려시대 황실 의료기구로서， 상약국과 함께 고려시대 주요 의료기구였던 태의감太 

醫앓이 관원들에 대한 의료를 포함한 중앙의료기구로서의 성격을 보였던 것과 차이가 있다1 고려시대 상약국에 관한 기록은 989 

년(성종 8)에도 확인되나，2 『고려사高麗史.! r백관지百官펀 ‘봉의서奉醫’ 항목에는 “목종조에 상약국에 봉어奉倒， 시어의待倒醫， 직장 

直長， 의좌醫住가 있었다”고 하여 목종대(재위 997-1009)부터 그 연혁이 밝혀져 있으며， “1310년(충선왕 2)에 장의서掌醫뽕로 고쳤다 

가 뒤에 봉의서로 고쳤다”는 내용이 보인다3 고려의 상약국은 중국의 의료관서를 본뜬 것이었는데， 중국에서는 북위北鍵에 상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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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 있었고 당홈대에는 전중성觀省에 귀속되었다. 송대에는 997년 어약원의 기록이 등장하며 상약국은 1103~1126년 사이에 존 

속했으므로， 고려의 상약국은 송대 이전의 의료 관제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4 

송 의학의 유업은 고려 문종대(재위 1046~1O83) 이래 본격화되었는데， ’보려사』에는문종 13년(1059) 송의 의인醫A이 고려 

에 머물렀다는 기록 이래 문종대에서 인종대(재위 1122~1146)에 걸쳐 송의 의료인력과 의서， 약품이 고려에 유업되어 고려 황제 

의 질병을 치료하고 의생을 교육하기도 했다는 내용이 확인된다5 송 의학의 활발한 유업은 고려의 장약국’명 합의 제작에도 영향 

을 주었을 것으로， 중국 송대 대표적인 백자 가마였던 정요定쫓 유적에서 고려의 것과 유사성이 높은 장약국’의 명문이 있는 백자 

펀들이 출토되었다.6 정요산 장약국’명 백지펀은 북송 말기 휘종대(1101~1125)에 제작되었거나，7 또는 북송 말기에서 금대 초기에 

제작되어 1강1171 중반 이후로도 남송 황실에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8 중국 절강성박물관 등에 현전하는 정요산 장 

약국’명 백자합을 통해서도， 합의 크기와 형태， 세부 특정과 명문 등에서 고려의 장약국’명 합과 유사성이 매우 높아 그 영향 관 

계를 추측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알려져 있는 정요산 장약국’명 합에 대개 음각 명문이 새겨져 있는 데 비해， 보물 제646호의 경 

우에는 백상감된 명문으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보물 제646호 〈청자 상감상약국’명 음각운룡문 합〉은 11세기 후반 이래 강진을 중심으로 완성된 고려 챙자의 제작 

기술을 바탕으로 12세기 청자의 발달을 보여주며， 새로운 송의 문물이 고려화되는 과정에 나타난 결과물로도 그 의의가 크다. 특 

히 고려 황실에서 사용된 의료기의 일종으로 그 사용처와 사용 계층 및 용도가 명문을 통해 분명하게 파악된다는 점에서 고려시 

대 도자사 연구의 주요 자료일 뿐 아니라， 고려의 대외 교류 및 시대 상황을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도가 높은 자료이다'. I 장남원 

1 이경록 「고려시대 의료의 헝성과 발전ι 혜안， 2010‘ pp.182-198 

2. r高麗史』 卷3世家3 成宗8年 2月， “敎EI ， 間朝野土應之病者， 未能見훌훌亦 

無藥物， 不得훌者多쫓. ~용찢欲遍陽醫훌然往古亦無1홍뻐之文， Êj今內카 

文官五品武官四品以上평줌~令本司具錄以聞i훌{춤겸n훌훌尙藥直長太훌훌훌훌 

正等짧藥往治之群E2.上表웹 ” 

3. r高麗史』卷77 志31 百官2， “奉똘홈 掌，'f;llm蔡種宗朝有尙쫓局奉빼{좀m 

똥直長醫住 文宗定 奉빼 人核正六品 {총훌훌二人짧;品 直長二人正t&b

뚫住二人正九品 뿔針史二人쫓童二人 忠宣王二年 illc掌훌훌홈後改奉훌훌훌 

置令正六品 直長正t品 醫住正九品 옆뺑王五年 改尙훌훌局 illc令앓奉1in 

直長똘홈如故 十 年復illc奉훌훌홈改奉↑tn篇令 十八年 復改尙훌훌局X改稱 

奉柳二十 年復illc奉醫훌-iJJillc:i풍令옆讓王三年 {용於典훌훌휴 更屬文宗置

書令史二人쫓土二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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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경록， 위의 잭， pp.193-198 

5 崔永好고려시대 송나라와의 해양교류 -송나라출신 전문인력의 입국과 

할동을중심으로」， 「역사와 경겨 1 ， 63집， 부산경남사학호1. p.217; 이경록， 

위의 책. pp.248-249 

6 劉흡 “尙食局 “尙헛局”짧定홉年代再ÌÀi.딩」， 「宋遠金紀年쫓器ι 文物出

版社， 2004. p.163. 

7 劉짧從定홉銘文看定쫓生훌與宋金宮廷用홉」， 「文博』 저12기， 2006， 

pp.90-94 

8 뽕IJ濤， 위의논문， pp.161-168 



Celadon Lidded Bowl with Inlaid Inscription of 

“Sangyakguk" (Bureau of Medicine) and Incised 

Cloud and Dragon Design 

Treasure No. 646 

Goryeo 11 Item 1 Ceramics 

H. 96cm, DIMouth)7.0cm, o 18ase)6.0cm 

Handok Medicallnstrument Corp 

IHandok Museum of Medicine and Pharπlacy) 

T뻐s lidded bowl bears the inscription 5an.짧/α뺑μk(尙藥局) inlaid in white, referring to the r이r31 

。ffice responsible for medicine during the G01yeo period. It is 1끄gher than it is wide, resulting in 

a long cylindric31 form. The lid and base are both cut on a slant 310ng the edges to create angled 

S않ps on the sides. The upper 따t of the body is carved to fit the lid. The inscrψtion 5aη양α짧μk 

appears 310ng the lower edge of the lid and the upper edge of the body, in such a way that the 

two insαiptions show together. The lid is incised with a cloud 앙ld dragon design on top, 없ld 

there are no decorative pattems. The base of the body b얹rs marks of silica SUpp01성， and the lid 

has traces of d없nage and rep잉r 310ng with impurities from the kiln attached to the edge ‘ Despite 

this, this is m뻐효estly a superlative celadon piece for its b lue • green glaze and skillfulψ e때ressed 

mscnption. 

Remaining lidded bowls with the 5，αη:gyakgμk inscription include Treasure No. 1023 (Celadon 

Lidded Bowl Witl1 Incised Cloud and Dragon Design and Inscrip디。n of “Sangy31(guk" (Bureau of 

Medicine)) collected by the Nationa1 Museum of Korea and tl1e Celadon Lidded Bowl Incised with 

Inscrip디。n “Sangy짧guk" at the Musewn of ]apanese Art. This lidded bowl is identic31 to Treasure 

No. 1023 in terms of form and the application of the incised cloud and dragon design at the top 

。f the lid, but it di:ffers in regard to the size and the marmer in which the inscription is eÀrpressed 

(in the case of Treasurξ N。‘ 1023, the inscription is incised). Lidded bow1s with the 5，αη\g)Jα짧μk 

inscription have m와nly been excavated from kiln sites in Gangjin in the ]eolla region. While 

e었mples found from Floor II of Kiln N。‘ 10 at Yongun-ri, S<l!없ng-ri， and Samheung-ri in Garlgjin 

bear an incised inscription, tl1Ìs bowl is distinguished for tl1e use of inlay for tl1e expression of the 

mscnption. 

This lidded bowl i1lustrates tl1e adv:앙lcements in celadon production of the 12th century 

that were achieved based on the development of celadon αafting techniques in the 11th centuπ 

around tl1e Gangjin area. A5 a medicina1 vessel, t비s lidded bowl contains precise infαmation on 

for whom and for what it was intended, sξrving as a v31uable research materi31 for the study of 

Gorγeo cεramic l1ÌStOlγ This celadon bowl is 여so mear1Ìn행11 as an object that came into being as 

a result of cultur31 exchanges with Song China (960-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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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청자쌍사자형 벼l개 
춤磁雙獅子形*允 
Celadon Pillow in the Shape of Twin Lions 

보물제789호 

고려 1 1접|도자 

높이 10.5cm. 길이 21 .8cm. 폭 8. 2cm 

개인(삼성미술관리움) 

도자기 베개[沈]는 동아시아에서 유행했던 기종으로 고려에서는 주로 청자로 제작되었고 일부 백자로도 확인된다. 고려초기 자:71 

요업이 먼저 발달했던한반도중서부지역 전축요계헬集쫓系 요장에서는제작사례를찾아볼수없으며 용인서리요지 m기층과고 

창 용계리요지 출토품이 그나마 이른 사례로 알려져 있다 이후 12세기 이후에 요업이 번성했던 깅진 용운리 H층과 부안 유천리 

를 비롯한 전국 요장에서 생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비유적 출토 사례를 살펴보면 주로 왕실 및 사칠 관련 건물지에서 발견 

되어 신분의 위계가 높은 상류계층에 의해 소비되었음을 알 수 었다1 당시 중국에서는 시짜 형태의 도자기 베개가 널리 제작되었 

는데， 한반도에서도 경벽진계 청백자 사자형침이 개성에서 발견된 예가 있어 주목된다. 2 주로 한 마리의 사자로 상형한 단사자형 

자침이 출토되는떼， 고려 생산품 중 이른 사례로 여겨지는 고창 용계리 요지 출토품과 비슷하여， 고려에서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 

도자기 베개를 만들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시대에 제작된 청자 베개는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머리가 닿는 가운데 부분이 가는 장방형長方形이 가장 많이 

제작되었고， 이 밖에 두 마리의 사자가 판을 머리에 이고 있는 판형板形， 퉁그스름한 원통의 포침包林형， 타원爛圓형이 있다.3 보물 

제789호 〈청자쌍사자형 베개〉은침판-사자 · 대좌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판형으로장방형 다음으로많이 보이는형태다. 이 형태 

의 베개 가운데 국내 전세품으로는 삼성미술관 리움소장품이 유일하다. 

보물 제789호 청자쌍사자형칩을 살펴보면 모서리를 퉁글게 깎은 정방형 대좌 위에 두 마리의 사자가 서로 꼬리를 맞대고 

앉아 머리로 연잎형의 판을 이고 있다. 판 윗면에는 음각으로 엽맥葉眼을 가늘게 새겼다 두 마리 사자의 눈은 철사鐵妙 안료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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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찍어 생생하게 표현했다. 두 마리 사자는 암수로 보이는데 각각 갈기의 표현이 다르다. 한 마리의 갈기는 둥글게 말린 형태이고， 

다른 한 마리의 갈기는 직선으로 뻗은 형태다. 갈기가 다르게 표현된 쌍싸자가 상대석을 받쳐 들고 있는 조형물은 통일신라시대 

에 제작된 석등에서 찾아볼 수 있어 이러한 도상 전통이 고려까지 이어진 것으로 추측되기도 한다.4 

한편， 사자상은 『영조법식풍造法式』 효목제작도양影木作밟Ij圖樣」에 등장하는 자자師子’의 도상과 유사해 참고 할 수 있으며， 

서긍徐統‘ 1091-1 1 53의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에 등장하는 ‘산예출향썼찌出香’5과 연관되어 널리 알려져 있는 국립중앙박 

물관 소장 국보 제60호 〈청자 사자유개향로〉와도 조형적으로 상당히 비슷해 비교가 된다 보물 제789호 〈청자 쌍사자형 베개〉의 

유색은 전반적으로 고르게 비색을 띠며， 바닥 가장자리 6곳에 규석珪石받침 흔적이 남아있어 당시 제작된 최고급품 청자로 여겨 

진다; 12세기경 전남 강진군康짧” 대구면大口面 사당리ýj좋里 일대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이나， 국내에 전하는 유물 가운데는 이와 

동일한 형태를 찾기 어려워 보불로서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1 장남원 

1 자칩의 유적 출토 현황은 김은경高麗時代 효林(효器버|개) 빠究J.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4. pp.36-80. 잠조. 

2 國立中央博物館국립줄앙박물관 소장 숭국 도자J. 예경. 2007. 

pp.284-287 

3 고려시대 자집의 전반적인 조형에 대해서는 김은경， 우|의 논문， 

pp.85-110. 잠조. 

4 백은경高麗 象形좁磁 ~1I究J.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pp.48-49. 

5. 徐統宣和奉使高麗圖*쥔， 卷第32. 器血3 짧輝. “援쨌出좁 亦뚫色也 

上有짧默 下有jlP違 以承之 諸器 ↑흉此物 最精絡 其餘 則越州古秘色 껏州 

新뚫器大緊*~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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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adon Pillow in the Shape of 

Twin Lions 

Treasure No. 789 

Goryeo 11 Item 1 Ceramics 

H.10.5cm , L. 21.8cm , W. 8.2cm 

Private Ownership (Leeum , Samsung Museum of Art) 

Celadon pillows from the Goryeo Dynasty generally come in four types depending on the shape 

of head support: rectangular, board supported by two lions as in this one, cylinder, and round. 

Thi.s second type was produced in the second-greatest quantities, following the fìrst type, and is 

comprised of three sections represented by the board, lions, and pedesta1. There is only one other 

celadon pillow of this Lype remaining in Korea; it is housed at Leeum (Samsung Museum of A띠， 

On a rectangular pedestal rounded at the corners are laid two back-to-back lions that 

support a board in the shape of a lotus peta1. The top of the board is adorned with fìne incised 

lines to express veins. The eyes of the two lions are dotted with iron pigment to produce a 

liveliness in the figures. The two lions - one seemingly male and the other female - have 

different1y expressed manes. One has a curled mane, and the other a straight one. The image of 

two lions supporting a stone is found in stone lanterns from the Unifìed Silla era, suggesting that 

this tradition was transmiLted from the Unifìed Silla period to the Goryeo era , 

Meanwhile , the appearance of the lines is similar to the lion icon from the Chinese 

architectural compilation Yiηgz，α0;'αshi (Treatise 0η Architectμral Methods or 5tαte Bμildir쟁 

51，αnd.αrds); they also resemble National Treasure No. 60 (Celadon Incense Burner with Lion

shaped Lid), which is associated with the lion-shaped incense burner mentioned in XμαηheJengshi 

gaolitlJ’tηg， a travelogue of Goryeo by the Song Chinese envoy Xu ]ing (1091- 1153). Showing six 

marks from silica kiln supports, this celadon pillow takes on a green-blue glaze color resembling 

jade and was therefore considered of the highest quality of the time . It is assumed that this celadon 

pillow was excavated from Sadang-ri, Daegu-myeon, Gangin-gun, South ]eolla Province , With few 

other examples made in this same shape, this artifact has priceless cultural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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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청자기린모양연적 
뿜磁廳擬形 E보i固 
Celadon Girin-shaped Water Dropper 

보물제1449호 

고려(12세기) 1 1 점 | 도자 

높이 8.0cm. 밑지름 9.0cm 

개인소장 

〈청자 기린모양 연적좁磁 顧購形 椰휩〉은 상서로운 기운을 내뿜는 기린觀購의 모습을 한 청자연적좁磁現潤으로 고려 중기 상형청자의 

대표적인예에속한다. 

동물이나 식물， 인물 등의 모습을 본 따 만든 상형청자象形좁磁는 독특한 조형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능적 측면이 뒤떨 

어지지 않는 특정을 지니고 있다. 상형청자는 도교적 색채와 불교적 색채 같은 종교적 의미의 형상을 보이는 것들과 더불어 일상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동물， 식물 등을 제작의 소재로 삼았다. 상형청자의 제작은 손으로 빚어 형태를 만들고 내부를 파낸 후 접 

휩}는 방식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물레를 돌려 일부를 변형하는 방법을 쓰기도 하고 틀關E에 흙을 밀어 넣어 붙인 후 빼 내는 

방법을쓰기도한다. 1 

상형청자의 제작은 12-13세기경 사이에 많이 만들어 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구체적인 증거는 1124년에 완성된 서긍徐歸 

이 쓴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휩횟高麗圖經』의 산예출향썼쨌出香과 관련한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내용은 잔예출향(사자모양의 향 

로) 역시 비색弱色이다. 위에는 쭈그리고 앉아 있는 짐숭이 있고 아래는 연꽃이 이를 받치고 있다. 여러 물건 가운데 이 물건이 가 

장 정절하고 나머지는 월주趣N의 고비색古秘色이나 여주에씨의 신요기新쫓器를 닮았다라고 되어 있다.2 이를 보면 서긍이 고려에 

머물렀던 1123년을 즈음한 시기에 이미 고려에서 상형청자까 제작되었으며， 그 수준이 닥월한 경지에 이르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청자 기린모양 연적〉은 기린의 모습을 형상화한 형태를 보이는데 물은 살짝 벌어진 입으로 빼며 기린의 목 뒤에 원통의 

관을 통해 물을 넣는 구조로 되어 있다. 기린은 오색 빛깔의 털과 이마에 기다란 뿔을 가진 상상속의 동물로써 소의 꼬리， 말과 

비슷한 발굽과 갈기를 가졌다고 알려져 있다. 이 연적의 형태는 무릎을 꿇고 있는 기린의 모습을 만든 뒤， 별도의 점토를 이용하 

여 머리 뒤로 날라는 갈퀴와 뿔， 수염， 꼬리 등을 부착하였다. 또 기린의 얼굴은 가는 음각선을 활용하여 눈매， 코 등을 표현하고 

눈동자는 철화점으로 찍었으며， 살짝 벌어진 입에는 약간 내민 혀까지 정교하게 만들어졌다. 기린의 입 옆으로는 꼬아놓은 연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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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가 늘어뜨려져 있으며， 등허리에는 작은 연밥이 붙어있다 기린의 머리 뒤는 흩날리는 갈퀴와 함께 차분하게 말려있는 동글동 

글한 갈퀴를 음양각기법으로 섬세하게 표현하였다 원통형의 입수구상k口는 외면에 연꽃잎을 부착하였으며， 가는 음각션을 넣어 

장식미를 더하였다 별도의 흙으로 제작해 붙인 꼬리는 늠름하게 등허리 쪽으로 올라와 있는데 가는 음각선으로 세밀한 털묘사 

를 하였다. 입수구와 연밥， 꼬리 주변에는 하얀 색의 백화점B畵點을 찍어서 강조하였다. 

이 기린의 외면에는 비색에 가재 유약이 두껍게 씌워져 있고 바닥면은 규석을 받쳐 번조한 흔적이 세 곳에 남아 있다. 

이 연적은 상상의 동물인 기린의 모습을 생동감 있으면서도 정교하고 세밀하게 표현한 최고 수준의 상형청자로 국보 제65호 〈청 

자기린유개향로줌磁顧觀有蓋香爛〉처럼 향로의 형태를 하고 있는 기린모양 청자는 았으나 연적으로는 이례적인 작품이다 이는 상형 

청자가 생각 외로 다양하게 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 이종민 

1 백은경高麗 象形춤磁돼究J，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p.16-84 

2 徐짧宣和奉使高麗圖*필 卷32 器血3 隔짧條 ‘옳썼出출 亦옳色也 

上뚫隨홍t 下有jlPi훌. 以承之， 諸器. ↑훌此物. 最精總 其餘. lll밟!'I'I古해色. 

;女!'I'I新훌器. 大뚫相類’ 조동원 김대식 이경록 이상국 홍기표공역， 

r중국 송나라사신의 눈에 비친 고려풍경， 고려도경J ， 황소자리 ， 2005 ， 

p.287-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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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adon Girin-shaped Water Dropper Treasure No. 1449 

Goryeo (1 2th century) I 1 Item I Ceramics 

H. 8.0cm, o (Base) 9.0cm 

Private Ownership 

This celadon water dropper takes the shape of an auspicious kirin (or girin in Korean), providing 

an excellent examp le of scuψted Goryeo celadon 

The kirin-shaped celadon dropper discharges water through the slightly open moutl1 없ld is 

fìl1ed via fue cylindr때 tube placed behind fue neck. A kirin is a m빼c외 al1in1al with fi.ve-colored 

hair and a long hom on fue forehead and was believed to have the t킹1 of a bul1 없ld horse 파ce 

hoofs and a mane. This water dropper is rendered in tl1e shape of a kirin on its knees, wifu the 

blowing m킹1e ， horn, whiskers, 없1d t잉1 separately αafted and attached. The head of the 1ζirin is 

delicately expressed, with fue eyes and nose formed by incised lines. The eyeballs are dotted in 

iron and a protruding tongue is shown furough tl1e slightly open mouth. At fue either side of fue 

moufu is attached a twisted lotus stem, and a small lotus pip can be seen on fue back. The mane, 

some of it flying the wind and oilier areas c떠mly ro l1ed, is exquisitely incised wiili thin lines. The 

cylindric외 watεr receiver is adomed Witl1 lotus pet외s and fi.nely decorated with slender incised 

lines. The imposing tail is raised and attached to fue back and features a delicate suggestion of 

hairs created tl11‘。ugh carved lines. The rim of the water receiver, lotus pip on fue back, and t외1 are 

all embellished with white painted dots for added emphasis 

This water dropper carries a tl1Îck coat of glaze, the color of which resembles the blue-green 

tones of jade, and ilie base shows marks of being fi.red on silica spurs. Aliliough tl1ere are incense 

burners in the shape of a kirin, including Nationa1 Treasure No. 65 (Celadon Incense Burner witl1 

Girin-shaped Lid) , this celadon artifact is a rare 않ample of a water dropper rendered in such a 

shape, embodying the fonn of tl1e creature in a vibrant and delicate manner. This also speal{s 

volumes about the diversity of shapes into which celadon ware was sculpted during the Gorye。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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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청자구룡형뚜껑향로 
홈磁龜龍形蓋香t盧 
Celadon Incense Bumer with Lid in the Shape of a 
Turde-dragon 

보물저11027호 

고려 1 1점 | 도자 

층높이2O.4cm 

항로:높이 1O.2cm. 폭 18.3cm. 입지름1O.2cm 

개인(삼성미술관 리움)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뚜껑향로는 청자로 만든 향로로 향을 사르는 화사火舍의 구연부에 짧게 올라선 턱 둘레로 넓은 전이 달 

렸고 사자머리 모양 다리를 3곳에 받쳤다. 향로 위에는 거북과 용이 합성된 구룡龜읍륨을 상형하여 뚜껑으로 얹었다. 전체 높이 

20.4cm 이고 향로가 1O.2cm이며， 납작한 원형의 뚜껑부분이 약 2.5.cm정도 되므로 구룡형 장식부의 높이는 약 7.5cm 가량 된다. 

뾰족한 윗 입술， 깃털모양 갈기， 날카로운 발톱， 목부터 가슴， 그리고 다리에 새겨진 비늘 등이 매우 세밀하고 정교하며 실감나게 

표현되었다. 현전하는 청자 향로의 뚜껑장식으로는 사자 기린， 원앙， 칠보七寶 등이 있으며 구룡형龜龍形은 드물다. 오히려 주자注子 

나 연적 등에서 유사한 사례를 볼 수 았다. 

구룡龜龍의 등에 ‘王’자가 들어있는 구갑문龜甲文이 음각되었으며， 눈에는 철사로 점을 찍어 생동감을 주었다. 구룡을 받치 

고 있는 납작하고 둥근 뚜껑 윗변에는 음각으로 뢰문대雷文帶를 둘렀고， 화사의 몸체에는 6군데에 구름을 같은 간격으로 배치하 

였으며 동체에도 구름문이 음각되었다. 뚜껑 위에는 구멍이 있고 그 위에 속이 빈 구룡을 부착하여 화사에서 향을 피우면 그 연 

기가 구룡의 몸통을 통해 벌린 입으로 피어오르도록 만들어졌다. 

구룡의 코와 측면 1곳， 밑짝인 노신盧身 3곳에는 금칠을 하여 보수하였다. 뚜껑의 유색은 투명하나 벙렬永짧이 전변에 나았 

다 화사의 넓은 전에서 동체 바닥까지도 길다렇게 금이 가 있다. 상형의 동물다리형 받침은 1곳에 터진 흠이 있다. 바닥에는 큐석 

받침을 4곳에 받쳐 구웠다. 일찍이 1123년 고려에 왔던 송나라사신 서긍徐종업1 쓴 『고려도경』에 청자 사자형 향로에 대한 기록이 

보여， 적어도 12세기 이후로는 이같은 상형장식의 향로들이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전 유물 가운데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국보 제96호 〈정자 구룡형 수주좁종 龜龍形 水注〉와도 비교되지만1 가장 유사한 

예로는 집녕로 청자 연적과 가장 비슷한 유물로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자 구룡형 연적〉과 오사카시립동양도자미술관 소장 

〈청자 구룡형 연적〉이 있다. 그러나 근년에 14세기 전후에 조성되었던 중국 내몽고 집녕로 유적에서 뚜껑 장식으로 만든 구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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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과 크기가 흡사한 고려청자 연적이 발굴되어 주목된다. 연적과 함께 전형적인 용천요의 14세기 형식을 띠는 연잎형 뚜껑과 여 

러 가마 제작 도자기들이 동반되어 제작시기 등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연적은 집녕로 26호 교장홈藏에서 출토된 것으로， 머리 

는 용의 모습이고 붐체는 거북의 형상이다 전체 길이 약 lO.5cm, 높。17.3cm로 보물 제1027호의 뚜껑위에 부착된 구룡과 비슷하 

다 눈동자에 철사짧꺼로 점을 찍어 겁게 표시한 접， 붐체가 둥글고 넓은 풍만한 거북의 형태이고 등에 두 겹 음각선으로 귀갑문을 

그린 점， 귀갑문안에 음각으로 ‘王’자를 써 넣은 점 등에서도 매우 유사하다:2 1 장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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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백은경흠麗 象形줌磁冊究J ， 弘益大學校大學院 美術史學科韓國美術

史專攻， 2004

2. 장남원중국 원대유적 출토 고려청자의 제작시기 검토 - 내몽고 집녕로 

교장유적출토 청자연적을 중심g로」， r호서사학J 48.2007. 



Celadon Incense Burner with Lid in the 

Shape of a Turtle-dragon 

Treasure No. 1027 

Go까eo 11 Item 1 Cerami cs 
H(Total) 20.4cm , 

Body: H. 1 02cm, W 183cm, D.(Mouth) 10.2cm 
Private Ownership (Leeum , Samsung Museum of Art) 

This incense burner features a wide wing at the ri.m of the body where incense was burned and is 

supp01ted by three legs rendered in the shape of the head of a lion. It is topped by a lid .made in 

the shape of a “ tU1tle-dragon. " The overall height is 20.4 centi.meters, 10.2 centi.meters of which is 

provided by the body and 2.5 by the f1at round pOltion of the lid; the turtle-dragon itself .measures 

about 7.5 centi.meters high. The turtle-dragon is delicately and realistically expressed through 

such feat:ures as a pointy upper lip, feather-shaped .mane , sharp claws, and scales on thε neck, 

chest, and legs. The lids of celadon incense burners that have survived to the present are for.med 

in shapes including lions, giraffes, mandarin ducks, and the seven jewels of Buddhism, but an 

exa.mple in tl1e shape of a tU1tle-dragon like this is rare. TUltle-dragon-shaped celadon pieces are 

more often found in wine containers or water droppers 

The back of the turtle-dragon is incised with turtle-shell patterns showing the character “王”

inside. The eyes are dotted with iron to create a sense of liveliness. The flat round lid that SUppOltS 

the turtle-dragon has an incised fret design at the top. The body is adorned with incised cloud 

patterns. The flat round lid has a hole on tl1e top, over which sits the hollowed out tU1tle-dragon, 

so tl1at incense burning within the body sends smoke up into the body of the dragon-turtle and 

out through its open mouth 

There are traces of repair with gold on the nose and side of the tUltle-dragon, as well as at 

three spots in the body. The glaze on the lid is transparent but shows crackles throughout. From 

the wide wing to the bottom of the body can be seen a long crack. One spot in the ani.mal-shaped 

legs shows traces of being burst. The bottom bears four signs of silica spurs. Given that the 1123 

compilation Xμαηb얻kη!gshi gaolitt., ‘ing, a travelogue of GOlyeo by the Song Chinese envoy Xu 

Jing 0091-1153) contains records on a lion-shaped celadon incense burner, it is assumed that this 

type of celadon ware with sculpted decoration started to be produced from at least the early 12th 

centuly 

Celaclon 12 3 



18 청자복숭아모양연적 
홈磁挑形硬j園 
Celadon Peach-shaped Water Dropper 

보물저11025호 

고려 1 1점 | 도자 

높이 8.6cm. 폭 9.6x7.1cm 

개인(삼성미술관 리움) 

고려시대 제작된 상형청자는 주로 동물， 식물， 인물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보물 제1025호 〈청자 복숭뾰양 연적〉은 고려시대에 

제작된 청자연적 중 매우 드물게 전하는 복숭아 모양이다. 복숭아 형태의 기물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조선시대 백자와 

비교하면희귀하다. 

〈청자 복숭아모양 연적〉은 탐스럽게 잘 익은 복숭아를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하여 당시 청자의 뛰어난 조형미를 엿볼 수 

있다. 복숭아 형태에 잎과 가지를 붙여 장식하였으며， 잎줄기는 가는 음각선으로 세밀하게 표현하였다. 연적의 옆쪽 아래에는 첩 

화貼花 기법으로 복숭아 잎을 붙였는데 끝부분은 약간 결실되었다. 출수구出기〈口는 연적 측면에 복숭아 잎 2개를 맞붙여 만들어 

벌어진 잎사귀 사이에서 물이 따라지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었고， 입수구상k口는 복숭아의 밑바닥에 구멍을 뚫어 만들었다. 즉 

연적 바닥의 입수구를 통해 물이 들어오+ 일정량 고여지면 측면의 출수구를 통해 밖으로 따라지는 구조다. 중국 북송北宋 요주요樓 

州뿔 등지에서도 주자 같은 기물을 만들 때 입수구를 바닥에 두는 사례가 있는데， 이 경우 입수구 안쪽으로 가는 관을 만들어 관 

을 따라 들어간 물이 밖으로 다시 나오지 않도록 고안한 것이다. 이 연적도 유사한 구조를 가졌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고려에서는 

상형연적 이외의 기종에서는 이같은 구조를 찾기 힘들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변에 답록색의 맑은 비색이 시문되었고， 밑바닥 일부에는 유약이 뭉친 부분이 있다. 바닥 접지면 3곳에 

규석을 받쳐 구운 흔적이 있어 당시 최고급 번조법으로 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생산유적인 강진 용운리 10호 요지 I층에 

서 복숭아형 연적으로 추정되는 편이 발견되어1 이 일대에서 상형 연적이 제작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출토품은 청자 

도형연적과 같이 고려청자 절정기에 보이는 정제된 태토와 맑은 비색을 띠는 경우는 아니었다. 

연적은 고려시대에 문인들 사이에 애호되었으니， 아규보李奎報， 1168-1241의 문집에 등장하는 시詩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 

다. “작기도 하여라 푸른 옷 입은 동자 고운 살결 玉과 같구나. 무릎 꿇어 앉은 모습 너무도 공손하고 눈과 코의 윤곽 또렷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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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일토록 지친 듯한 내색도 없이， 물병 들어 벼룻물 부어준다네 ... 네가 옆에 있어준 뒤로는 내 벼루에 물 마르지 않았다네. 너의 

고마움을 무엇으로 갚을손가 깨어지지 않게 소중히 간직하리 "2 시에 등장하는 청자연적은 동자형童子形으로 청자도형연적괴 조 

형상 달리 하지만， 당시 상형청자 연적이 매우 소중히 다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보물 제1025호 〈청자 복숭아모양 연적〉은 12세기경 제작된 비색청자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특히 자연스럽고 사실적인 묘사 

가 빼어나다. 또한 국내에 전세되는 고려시대 제작된 상형청자 연적 가운데 복숭아형으로는 유일하기에 그 가치가 높다: I 장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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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國표中央博物館康i좋움틀쫓里좁磁뚫t止發抱칩힘훌報농좁 圖版編J.1996 ，

도768 

2. ~밤원고려중기 정자 연구J， 해안， 2006 ， p.290; 李좋報東國李相國集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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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adon Peach-shaped Water Dropper Treasure No. 1025 

G oryeo 11 Item 1 Ceram ics 

H. 8.6cm. W. 9.6X7.1cm 

Private Ownership (Leeum , Samsung Museum of A띠 

While sculpted celadon wares fi ‘om ù1e Gorγeo Dη1asty al‘e mostly modeled after animals, plants, 

or human figures, this celadon water dropper was designed to resemble a peach. While peach 

shaped cerarnic objects from the ]oseon era are not hard to find, examples from Ù1e GOlyeo period 

are rare ‘ 

This celadon water dropper expresses a ripe peach in a realistic manner, demonstrating Ù1e 

high level of celadon production skill achieved dUling the Goryeo Dynasty‘ This peach-shaped 

celadon work was attached with separately sculpted branches and leaves, which were in turn 

elaborately decorated with fine lines to express veins. The leaves on one side of the peach are 

missing a small portion of Ù1eir tips. The opening ù1rough which water is discharged is rendered 

in such a way Ù1at water flows Ù1rough Ù1e two peach leaves attached to Ù1e side ‘ An opening is 

made on Ù1e bottom of Ù1e peach to function 싫 a hole through which it can be filled with water. 

There are celadon examples from kilns in Yaozhou, China, where Ù1e filling opening is fashioned 

。n Ù1e bottom and a Ù1in tube is separately made inside Ù1e opening in a way Ù1at prevents Ù1e 

water being poured Ù1rough Ù1e opening from being direcùy discharged. It is assUl11ed that this 

water dropper has a sirnilar structur‘e as the Chinese examples. 

The glaze on Ù1is piece takes on a clean green-blue color, and Ù1ere are areas on Ù1e bottom 

where Ù1e glaze is pooled. The portion of the foot Ù1at touches Ù1e ground bears three marks of 

silica spurs, suggesting Ù1at Ù1Ìs was produced using Ù1e most quality-focused fu‘ ing techniques 

known at Ù1e time. Meanwhile, shards Ù1at are believed to be fl‘ om a peach-shaped water dropper 

were excavated from Floor II of Kiln No. 10 in Yongun-ri in Gangjin, indicating Ù1at sculpted water 

droppers were made in Gan잉in. However, these shards did not show Ù1e refined clay body and 

clear green-blue glaze that charactεrize the pr1me period of GOlγeo celadon production and are 

manifested in Ù1Ìs celadon water dropper 

This celadon water dropper exemplifies Ù1e green-blue celadon ware of around the 12Ù1 

centUlγ and is distinctive for Ù1e natmal and realistic expression of Ù1e peach. Its value redoubles 

given Ù1at it is Ù1e only example of a celadon peach-shaped object from Ù1e Goryeo period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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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청자구룡형 주전자 
춤磁龜龍形注子 
Celadon Ewer in the Shape of a Turtle-dragon 

보물저1452호 

고려 11접|도자 

높이 17.2cm, 길이 20.2cm 

국유(국립중앙박물관) 

보물 제452호 〈청자 구룡형 주전자〉는 고려 중기에 제작된 상형청자 중 수작이다. 머리는 용의 모습이고 몸체는 거북인 이른바 ‘구 

룡龜龍 형태다. 이러한 형태의 주자가 드문데 국보 제96호 〈청자 구룡형 주전자〉와 거의 유사해 함께 비교가 가능하다. 1 보물 제 

452호는 풍성하고 탐스럽게 핀 연꽃 위에 구룡이 앉아 있는 형태이다， 세부는 크게 주구 폼처l 손잡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구룡의 등쪽에 난 구명으로 액체를 넣고， 벌어진 업을 통해 액체가 따라지도록 만들어졌다. 주구는 용의 머리모양으로 위로 살짝 

들고 있는데， 철 안료로 흑점黑點을 찍어 눈동자를 표시하여 마치 먼 곳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는 듯하다. 얼굴 양옆으로는 귀가 

돌출되어 있으며， 그 아래쪽으호는 갈기가 몸체까지 길고 넓적하게 뻗어 내려 마치 나뭇잎과 같은 형상이다. 턱 아래에는 수염이 

늘어져 있는데 수염 끝은 약간 구부러졌다 머리 부분과 목에서 몸동으로 내려오는 부위에는 음각으로 용의 비늘을 츰츰하게 새 

겼다. 몸체는 거북 형태로 등이 퉁글고 넓적하다. 거북의 등껍질에는 육면체의 귀갑문을 음각하고 그 안에 각각 ‘王’지를 새겨 넣 

었다. 

한편 고려시대 제작된 석조石影의 탑비 귀부龜없에서도 ‘王’자 새김을 확인할 수 있는데 턱 아래로 수염을 늘어지게 표현한 

점 또한 구룡형 청자와 유사해 주목된다.2 등 위쪽 중앙에 난 구명은 액체를 담을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구명 주위에 연잎이 벌어 

진 형상을 첩화貼花하여 돋보인다. 원래 이 구멍에 맞는 뚜껑이나 마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는 남아 있지 않다. 구룡 

의 몸체를 받치고 있는 받침대는 연화가 만개한 모습이다. 손잡이는 두 줄의 연줄가 꼬인 것 같은 형태로 동체부 윗쪽에 부착되어 

곡선을 그리며 저부까지 이어졌다. 손잡이에는 철사鐵妙 안료와 백토로 여러 군데 점을 찍어 장식했다. 손잡이 윗부분에 남아있는 

작은 고리는 끈으로 뚜껑과 연결하카 위한 장치였을 것이다. 유색은 전체적으로 맑은 담록색을 띠나 일부 유약이 뭉치거나 시유 

가 럴 되어 노태된 부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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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구와손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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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청자 중에 구룡형을 띤 것으로는 보물 제452호와 같이 주자로 제작된 것 이외에 연적， 향로에서도 찾아볼 수 있 

다. 이들은 기종의 특성상 〈청자 구룡형 주전자〉 보다 작게 제작되었지만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구룡 형태를 갖추고 있다. 국립중 

앙박물관 소장 청자구룡형연적3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청자구룡장식향로4를 비롯해 2002년 중국 내몽고자치구 집녕로 원대 교 

장에서 출토된 청자구룡형연적5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모두 동체의 귀갑문 안에 ‘王’자가 새겨져 있는데， 이 같은 특정 때문에 

구룡형청자의 소비계층이 상당한 선분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디갯 이들의 제작시기를 명확히 알기 어려우나，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청자구룡장식향로과 조형적으로 유사한 삼족향로편이 강진 용운리 10호 H층 (니-)(대 유형 7 부안 유천리 7구역R 강화도의 곤릉 

坤陸(사적 제371호) 출토품9 등에서 확인되며， 더불어 내몽고 집영로 교장에서 출토된 청자 구룡형 연적이 13세기 후반 이후에 제 

작되었을 가능성 또한 있어10 이들 유사한 조형을 가진 청자들의 제작시기를 13세기경으로 추정할 수 있디-. I 정남월 

1 문화재정문화재대관 국보 도자기 및 기타ι 문화재정 유형문화재과， 

2011 ，도9 

2 백은경高麗 象形좁磁.ffl究J， 흥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p.57 

3 국립중앙박물관전하제일 비색청자J， 국립중앙박물관， 2012 ， 도32. 

4 삼성미술관 Leeum, r세밀가귀 한국미술의 품격J， 삼성미술관 Leeum, 

2015, 도86 

5 陳永좋、 主編‘ r內豪古集寧路古城遺t止出土효器J， 文物出版社， 2004，

p.56 

6 이종민高麗좁磁龍 裝節의 樣式的 系諾와 編年」. r역사와 담론J 53, 

호서사학회 ， 2009, p.368 

7 國立中央博物館‘ r康達龍雲里좁磁쫓t止發握調훌報告홈 - 圖腦扁J， 1996

8‘ 圓光大學校 ↑햄觸홈 全羅北i흘 技安휩ß， rj夫安 柳川里 7~i或 줌효뚫iJ.l:群 

發t屆調훌짧告書J， 2001 

9 국립문화재연구소江華 高麗王隊嘉隆 坤隆 陸內里E室廣"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10 장남원중국 元代유적 줄토 고려정자의 제작시기 검토 ’ 內쫓古 集寧路

홈藏 출토 앓읍흩m좁효liJ!j홈을 중심으로」， r역사와 담론」 제48집， 호서사학회. 

2007, pp.309-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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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adon Ewer in the Shape of a 

Turtle-dragon 

Treasure No 452 

Goryeo 11 Item 1 Ceram ics 

H. 17.2cm . L. 20.2cm 

Publ ic 。이mershi미 National Museum of Korea) 

πlis is a superlative ex와nple of sculpted celadon a1'tifacts from the mid-Goryeo period, rendered 

in the shape of a “turtle-ch-agon" with a clragon 괴<e head and a body resembling a llJ1'tle. Celadon 

pieces in this form are 1'are, but National Treasure No. 96 (Celadon Ewe1' in the Shape of a Turtle 

clragon) is almost identical to this ewe1'. πlis piece is comprised of three sections overall - the 

spout, body, and handle π1l0Ugh the hole rendered in the back of the turtle-clragon can be 

poured water, which is then discharged through the open mouth. πle spout is made from the head 

。f the clragon and is slightly 1'aised; the eyes are expressed with iron pigment dots and appea1' as 

if the clragon is gazing into the distance. Each side of the head features a protruding ear, below 

πhich is a far-stretching, wide mane evoking leaves‘ Under the jaw is a plunging beard that curves 

slightly at the end. The portion from the head and neck to the body is densely e)따essed with the 

scales of the clragon. πle body has a wide circ버ar back like the shell of a turtle and is incised with 

turtle-shell pattems, each of which is then decorated with the character “王" inside πle 王 design 

can also be observed in tortoise-shaped pedestals of stone steles fr‘ om the G01γeo period sirr퍼arly 

adomed with a plunging beard like this turtle-clragon. πle opening on the back is wuque fo1' the 

separatεly attached lotus petals around the edge. It is asswned that there was once a lid for the 

opening, but if so, it is nlissing at present The pedestal that suppo1'ts the body of the turtle강ragon 

is in the shape of a lotus flower in bloom. The handle is made of two lotus stems twisted together, 

and is attached to the back of the body at one end and at fue other to fue lower body. The handle 

is adomed wifu dots painted in iron pigment and white slip. Ove1'때， the glaze shows a clean light

green color, but there are parts where it is pooled and ofuers where it brea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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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청자 양각도철문 방형 향로 
춤磁 |場~IJ響餐文 方形 香輝
Celadon Square Incense Bumer with Goblin 
Design in Relief 

보물저11026호 

고려 11접 | 도자 

높이 l 1.8cm ， 입X릎 η5X14.9cm ， 밑지를 12.5X9.Ocm 

개인(호암미술관) 

중국 고대 청동기의 형태와 문양을 본떠 고려 중기에 제작된 직사각형의 청자이다. 고동기古鋼器 중 사각형인 방정方鼎을 모방한 것 

으로 추정되어， ‘청형鼎形 청자라 부르기도 한다1 직사각형의 폼체는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며， 폼체 저부의 사방 모서리에는 동물 

다리모양을 틀로 찍어 만들어 부착했다. 구연의 양측에는 수직으로 손잡이를 붙였는데 손잡이 외면에도 압출양각壓出陽刻한 초 

화문휩효文이 시문되어 있어 손잡이 자체도 틀에 찍어 성형한 것오로 보인다. 구연 안쪽으호는 약간의 단을 만들어 뚜껑을 얹을 

수 있도록 고안했다. 몽체 외면 전체에는 압출양각한 문양이 가득 시문되어 있다. 구연의 바깥 측면에는 뇌문대를 두른 아래로 몸 

체의 문양은 크게 3단으로 나누었다 가장 위로는 동섬원문과 회오리문이 번갈아 배치된 문양대를 둘렀다. 가운데에는 크기가 작 

은 3줄의 뇌문대를 바탕으로 각 면마다 2구씩의 도철문雙餐文이2 시문되어 었다. 가장 아랫단에는 구연부에서와 같은 크기의 뇌문 

대를 2줄로 둘러 장식했다. 몸체 옆면의 각 모서리에는 두 마리씩의 매미형상을 따로 만들어 부착했다. 

전면에 비색罷色의 유약이 고르게 시유되어 있으며 바닥에는 6곳에 규석받침을 받처 구웠다. 다리의 접지변에 미세하게 

결실된 부분이 있고 부분적으로 유약이 벗겨진 곳이 보이나， 전체적으로 유색이 뛰어나고， 문양도 뚜렷하고 고르게 시문한 제작 

솜씨가 돋보인다. 가마터 출토예로는 강진 사당리 일대에서 이 유물과 같이 몸체 모서리에 매미 장식이 붙은 도철문의 방형 챙자 

펀이 출토된 바 있다. 또， 모서리 장식의 유무는 확인되지 않으나 몸체에 도철문이 장식된 방형 청자편이 강진 용운리 10호 끄층 

과사당리 7호요지에서도확인되었다 

고려 중기에 강진을 중심으로 이러한 방형 청자가 제작된 데에는 당시 고려에 중국의 고동기나 그와 관련한 자토￡가 유입 

되어 영향을 주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12세기 전반 고려에 대해 기술한 서긍微뼈 R선화봉사고려도경』에는 송 

의 물품을 진열하여 감상하는 가운데 고기古뚫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내용이3 고려의 기물에 대해서도 송과 유사한 것이 많다고 

하면서 준樓， 이흉， 보寶， 궤옳 등의 고동기에서 유래한 기물을 언급한 바 있다.4 특히 12세기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 고려의 예제 정 

비 과정에서 송으로부터 유입된 새로운 제기 형식은 방형 청자를 비롯한 고려 중기 청자의 제작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되 

는데，5 11세기 말-l2J.ìl기 전반에 걸쳐 송으호부터 『고고도考古圖』나 『선화박고도환ut흉古圖』와 같은 고동기 관련 서책의 유업으로 

도양圖魔의 전래가 이루어지면서 고려 청자에도 중국 고동기물의 형식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파악되었다6 이러한 관점에서 보물 

제1026호와 같은 방형 청자 역시 서긍微빽 『선화봉사고려도경』에도 언급된 바 있는 ‘정로鼎짧’， 즉 정鼎 형태의 향로와 연관이 있 

을 것이고， 이는 고려 중기 새롭게 등장한 제기의 일종이라고 해석되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방형 청자류를 모두 ‘정형 향로’로 파 

악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특히 도철문이 아닌 물가 풍경이나 모란 등이 시문된 경우에는 화분1짧의 용도로도 사용되었을 수 았 

다는 견해도 제시되어7 방형 청자의 유형과 용도에 관련해서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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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제1026호 〈청자 양각도철문 방형 향로〉는 고려 중기 새롭게 등장한 청자의 형태와 문양이 압출양각과 같이 고려 중 

기 특징적인 시문 기법을 통해8 뛰어난 솜씨로 제작된 수작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또한 이러한 기형과 문양의 특정으로부터 

11세기 말-12세기 전반에 걸친 고려의 예제 정비와 송으로부터 유입된 새로운 문물의 영향 가능성이 파악되므로， 그 자체로 고려 

중기의 사회와 문화의 역동적인 변화를 함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I 장남원 

1 이용진흠麗時代 鼎形줌홉 돼究"，미술사학연구J 252 , 한국미술사학회， 

2006 , pp ,153-19o 

2 ‘도절’은중국신화메 등ε텀f는 전설의 동물로재물과음식을 탐한흉수낸없 

로 알려져 있다 중국 고대 정동기에 장식된 이래 이러한 증류의 문St을 흔히 

‘도절문’으로 통칭해왔으나， 이 유물메서와 같이 다리가 하나인 ‘기lJ1'Jf 표현 

된 경우에는 ‘도절문’보다는 ‘기문’ 방헝 청자로불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이용진， 위의 논문， pp ,17o-171 

3, r宣和奉使高麗圖經 卷26 ， 뭘禮 館會 “四흉 51]寶玩 古器法홉 名훌 異좁 

춤홍 f鬼f훌萬狀 精뚱훌텀 麗人莫不驚難酒關 5꿇JiITH 忍其所欲取而予之”

4, r宣和奉使흠麗圖經 卷30 器血 1 器血 “今高麗土↑§챔然 觀其制作 古朴願

可愛尙至於他歐食器 亦往往有尊藝靈옳之狀 蓋잖箕子美化而f方佛三代 

遺風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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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용진， 위의 논문， pp ,154-161; 신숙고려 공예품에 보이는 宋代 ‘做古

器物’의 영향」， r미술사언구J 25 , 미술사언구회， 2011 ， pp ,161-179 

6 정신옥， '11 세기 말 -12세기 전반고려청자에 보이는중국도자으| 영향"， 

r DI술사학J 21 , 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07 , pp ,56-57 

7 유진현흠麗 方形좁磁의 名稱과 用途에 관한 試:鋼연 考察"，동원학술 

논문집J 14, 한국고고미술연구소， 2013 ， pp ,106-12o 

8 장남원고려중기 청자 연구J， 혜안， 2006 , pp ,163-173 



Cεladon Squarε Incεnsε Burnεr with 

Goblin Design in Reliεf 

Treasure No. 1026 

Go미eo 11 11em 1 Ceram ics 

H. 11.8cm, o (Moulh) 17. 5 x 149cm, o (Base) 12.5 x 9.0cm 

Privale Ownership (Hoam Museum) 

This is a r‘ectangular celadon piece from the mid-Goryeo period, modeled after bronze items from 

ancient China. It is assumed that this cεladon piece was copied after an ancient rectangular pot 

known as a bαηgjeoη:g， and is therefore often cal1ed ‘jeoη:g-type celadon." The trapezoidal body 

tapers downward, and εach of the four corners at the bottom of the body is supported by an 

animallεg-shaped pedesta1. On either sidε of the rim is attached a handle decorated with relief

molded floral motifs. At the rim is fan-shaped indent to fit a lid. The entire exterior of the body 

is decorated with relief-molded patterns. Below the fret pattern shown on thε outside of the 

rim are three decorative sections. The uppermost section is adorned with alternating pattεrns of 

concentric circles and whirlwinds, whilε the middle features a pair of tao tie on each of thε four 

sides set against a background of three rows of frets. The bottom section is finished off with the 

same decorative design as seen on the rim - two rows of fret patterns. The four side edges of the 

body are respectively attached with twin cicada figur‘es. A green-blue glaze is evenly appliεd to the 

entire surface, and the bottom bears six marks of being fired on silica spurS. Although there are 

some parts missing from the legs and some arεa where the glaze has flaked off, this celadon object 

displays a superlative glaze color and outstanding decorative skill. Shards of a square celadon 

object attached with cicada figures at the corners and decorated with a t，αo tie design have bεen 

excavated from the kilns at Sadang-ri in Gangjin. Although decorative figures from the corners 

werε not found, shards of a celadon object similarly decorated with a tao tie design wer‘ε also 

found from Floor II of Kiln No. 10 at Yongun-ri and Kiln No. 7 at Sadang-ri in Gan잉in. 

This celadon object is distinctive for its demonstration of a new type of celadon ware and 

the molded relief technique that emerged in the mid-G01γeo pεriod， as wel1 as for its manifestation 

of such masterful crafting skil1s. The form and decorative characteristics of this celadon piece can 

be understood as the influεncε of novel cultural elements from Song China, and also of the G01γeo 

Dynasty’s efforts to reestablish thε system for rituals during the late 1lth-early 12th centuriεs ， 

testifYing to the dynamic social and cultural changes that took place in the mid-G01γεo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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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청자표주박모양주전자 
춤磁짧形注子 
Celadon Gomd-shaped Ewer 

〈청자 표주박모양 주전자離 짧形 注子〉는 청자주자를 표주박형태로 구현한 고려 중기의 상형청자이다. 

보물제1540，둥 

고려(12세기)11접 | 도자 

층높이 27.0cm 

성보문호f재드R호림박물관) 

주전자注好는 흔히 담겨있는 물을 끓이거나 술 같은 용액을 테운 후 잔이나 완破 등에 따르는 역할을 하는 그릇을 지청 

한다. 이 경우 그릇의 재료는 금속을 사용하는 예가 많다. 그러나 도자기 주전자는 끓이는 경우 터지는 예가 빈번하여 대부분은 

용액을 약하게 데우거나 그대로 잔에 따르는 기능만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용액을 임시로 담아 따르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그릇은 보통 주:^}注子’라고 부른다. 고려시대의 도자기 주자는 참외형J.ßj[:;， 표팩형짧形， 병형梅形， 석류형石짧形， 구룡형龜龍形， 어룡 

형魚龍形， 인물형 이외에 금속기형태로 제작된 사례가 알려져 었다1 주:^}는 용액이 빠지는 주구注口와 손잡이를 주자의 양쪽에 각 

각 붙이며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뚜껑을 덮는다. 뚜껑은 시용과정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꼭지와 손잡이 윗 쪽에 

작은 고리를 만들어 서로 연결하도록 만든 예가 많다. 

호림박물관 소장의 이 청자주자는 11세기경 중국 북송대겨않代의 정요숲뚫나 요대遭代의 여러 7봐에서 백자나 백유觸， 

황유黃뼈， 녹유綠뼈 등으로 처음 제작되었으며 금속기로도 만들어졌다. 이 시기에 만들어진 표주박형 주자는 윗박과 아랫박 사이 

를 좁게 성형하여 가운데가 잘록하며， 손잡이는 위쪽을 통그랑게 말아 몽체에 연결하였고 주구注口는 짧다2 님송대에는 경덕진요 

景德鎭쫓에서 제작된 사례로 강서성江西省 낙안현樂했f에서 발견된 가태흙泰 4년(1204)묘 출토의 〈청백유호로집호좁白細짧盧執옳〉가 

알려져 있다. 형태는 이전과 달리 표주박의 중간부분이 두꺼워졌고 주구는 길며 손잡이는 길게 늘여 붙인 모습으호 바뀌었다. 고 

려시대에 제작된 청자주자는 여러 형태가 있으나 그 중 표주박형짧形은 비교적 많이 생산된 편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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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자의 형태는 표주박 모양으로 윗박과 아랫박을 구분하여 만들고 세로로 8개의 골을 내어 참외처럼 마무리 하였다. 

주자의 아래에는 몸통처럼 세로의 골을 표현한 긴 주구홉口를 부착하였는데 주구 아랫부분에는 음각기법에 의한 꽃문양이 장식 

되어 있다 주구 반대쪽에는 두 개의 점토띠를 꼬아서 만든 형태의 손잡이를 붙였으며 위쪽에는 앓은 점토띠로 만든 작은 고리가 

자리하고 있다 청자의 뚜껑은 윗면이 편펑하고 업술이 바깥으로 벌어진 형태를 띠며 안쪽 면의 중앙에는 원통형의 관이 길게 부 

착되어 있어 주자의 입술에 넣었을 때 잘 고정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뚜껑 윗면에는 손잡이에 붙어있던 것과 같은 형태의 앓은 

띠고리가붙어 있다. 

주자의 외면 전체를 덮고 있는 유약의 색은 비색弱色에 가까운 담녹색이 흐르고 주자 전체에서 굵은 빙렬이 확인된다. 굽 

은 별도로 제작하지 않아 굽바닥을 펀펑하게 마무리하였는데 접지면에는 유약을 닦아내고 내화토耐火土를 빚어 7곳에 받친 흔적 

이 남아 있다. 이 주7-}는 안정감을 주는 표주박형태에 세로의 골을 내어 독특한 조형감을 준다. 특히 꼬아 만든 손잡이는 이 주자 

의 격을 높이는 요소로써 세련미를 보여주기까지 한다. 주자와 함께 뚜껑도 세트로 남아 있다는 점에서 고려 중기 청자주자를 이 

해하는데 좋은 자토하 되고 있다 | 이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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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崔美홈高麗B휴代 훔磁 注子의 樣式 6號J. 忠、北大學校 大學院碩土흉핸 

論文.201 1. pp.86-101 

2 朝B新間社 「宋磁』‘ 1999; 路홈劉.-t~웹홉ι 違寧畵報出版社 2003‘ 

pp.94-97 



Celadon Gourd-shaped Ewer Treasure No. 1540 

Goryeo 11 2th centuryl11 1tem I Cera메cs 

H.27.0cm 

Seongbo Cultural Foundation IHorim Museum) 

T뻐s is a celadon ewer from the mid-Goryeo period that was formed into a gourd shape 

1n this eweζ an upper and a 10wer chamber are di앉mctI\해 app없ent， and eight vertical 

grooves are rendered on the body to invoke an image of a melon. At the 10wer section of the 

body is attached a 10ng spout that is grooved like the body but is decorated with incised flowers 

at its 10wer reaches. Opposite the spout is attached a hand1e made by twisting two clay bands and 

featuring a small 100p. The lid has a flat top 있ld flared rim, and includes a 10ng cy파ldrical tube 

attached to the center of the interior for the pU1pose of being firm1y fixed when the lid is p1aced 

。，ver the body. On the top of the lid is attached a 100p in a similar shape to the one seen on the 

hand1e 

The g1aze that covers the 없tifact is light green, close to the b1ue-green tones of jade, and 

disp1ays 1arge crack1es. The foot is not separate1y attached, but rendered flat. The underside of 

the foot was wiped clean of g1aze and has seven marks from being fired on refractory clay. This 

ewer suggests a unique aesthetic in the form of a gourd shape finished with '^εrtical furrows ‘ Thε 

twisted handle adds to the dignity of the celadon piece and is also a source of intricacy. That the 

ewer has survived together with its lid mal<es this artifact a prominent material for e야lancmg our 

understanding of the celadon wine containers of the rnid-Gorγeo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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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청자양각운룡문매병 
춤磁 陽~IJ雲홈틀文 悔Jtli
Celadon Prunus Vase with Cloud and Dragon 
Design in Relief 

보물제1385호 

고려(12서끼1) 11접 | 도자 

높이 40.0cm, 입지를 8.3cm ， 굽지를 14.0cm 

개인(삼성미술관리움) 

〈청자 양각운룡문 매병좁짧 陽찢j雲홉홉文 梅觸〉은 양각기법陽;i\\뾰法을 활용하여 구름을 뚫고 하늘로 승천하는 용의 모습을 나타낸 청 

자매병이다. 

고려청7-}를 장식하는 방법 중 양각기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문양의 배경부분을 깎아내어 표현하고자 하는 문양이 

도드라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 경우 문양은 배경보다 돌출해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조선 초기 분청사기의 박지刺地기법도 이러 

한 유형에 속한다. 또 하나는 문양의 외곽선을 조각칼로 비스듬히 뉘여 파내는 기법인데 이 방식은 전체적으로 그릇 표면의 높이 

가 일정한 편이다. 후자의 경우는 조각칼의 한쪽으로만 파냈다고 하여 편절조片切影’기법이라 지칭하기도 한다. 1 편절조기법을 이 

용할 경우 문양의 안쪽은 음각기법으로 세밀한 선을 넣어 정교한 장식을 등}는 경우가 많으며 고려 중기의 비색꿇色 명품청자에서 

그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청자 양각운룡문 매병〉의 형태는 접시처럼 수직으로 꺾인 입술부위와 짧은 목， 팽창한 어때， 하단부로 갈수록 좁아지다 

가 살짝 벌어지는 측면션을 특정으로 한다. 이러한 유형은 매병이 많이 만들어지던 고려 중기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 현재의 상태 

는 입술부위의 일부가 결실되어 보수과정에서 금채金彩를 하였다. 매병의 몽체에는 양각과 음각기법이 혼용된 문양들이 그릇 전체 

에 장식되어 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병의 어깨부분과 하단부에는 영지靈효형태의 구름을 빼곡히 배치시키고 그 사이의 중 

앙부에는 네 마리의 용이 여의주를 쫓으며 승천하려는 형상을 묘사하여 놓았다. 용은 종류카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 

에 표현된 사려판 비늘과 뿔이 있는 교룡擬동에 해당한다2 특히 코는 대부분의 고려청자에서 볼 수 있는 용의 모습처럼 코가 길 

게 튀어나온 상바형象흉形을 하고 있다. 또 여백을 메우는 파도는 치밀하게 묘사되어 한 치의 여백도 찾을 수 없다. 문양표현은 편 

절조에 가까운 방법으로 외곽션을 깎아내고 문양 내부의 소소한 부분은 날카로운 침선구針線具로 섬세하게 세부표현을 하였다. 

바람에 날리는 용의 머리 깃과 구불거리는 몸통; 포말이 일렁이는 파도 등은 관칠차로 하여금 상서로운 기운을 느끼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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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언 

매병의 외면에 고르게 씌워진 유약의 색조는 비색弱色을 띠며 표면에서는 벙렬이 확인된다 굽은 일정한 접지면만 남겨두 

고 굽 안바닥을 깎았으며 접지면은 유약을 닦아내고 내화토耐火土를 받쳤다. 이 청자매병은 조각기법으로 장식된 고려청자 중에서 

최고의 경지에 이른 명품이라 할 수 있다 그 수준과 제작상태는 보스톤 미술관 소장의 〈청자 양각용문 매병〉과 거의 동일하다. 

생산지는 유사한 파편의 발견사례를 볼 때 전남 깅컨군 사당리로 추정된다3 1 이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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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펀절조기법을잘활용하여도자71를장식한대표적인예는중국映西省 

~힘川市 黃쩔鎭에 위치한爛州뚫의 생산품에서 찾을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요주요에서 구사한편절조오는 갚이감이 달라 다른느낌을 준다. 

2. 王빠三才圖會 영인온J， 민속원， 2004， 卷b 鳥默5卷， 龍條

3. 국립중앙박물관고려 왕실의 도자기J. 2008, pp.60-63. 



Celadon Prunus Vase with Cloud and 

Dragon Design in Relief 

Treas llre No. 1385 

Goryeo (12th century) 11 Item 1 Ceram ics 

H. 40.0cm, o (Mouth) 8.3cm, o (Base) 14.0cm 

Private Ownersh ip (Leellm, Samsung MlIseum of A띠 

This is a celadon prunus vase that adopts an embossed carving method in order to describe 

dragons ascending to heaven through clouds 

As a prunus vase it is distinctive for its dish-shaped mouth, short neck, round shoulder, 

and outline tapering flαn the shoulder to a slight flare at the base. Tl1is fonn is typical of the mid

Goryeo period, when prunus vase production reached i얹 apex πle mouth was paltly damaged 

and repaired with gliding. The body is densely ornamented with embossed and incised carving 

Specifically, the shoulder and base are packed with mushroom-like clouds, and the central 

pOltion displays four ascending dragons chasing after a cintamaηi (wish-fulfilling jewel) Among 

the different types of dragons, those described here, based on the scales and horns, are gyorlα1.8 

(;;iaol，α78 in Chinese) The noses of the dl쟁。ns are long and protruding, typical of the design of 

Goryeo celadon. The area beyond the dragons is minutely crowded with clouds, leaving no space 

undecorated. The motifs are carved along their outlines, and the details are expressed in needle

like incised lines πle fluttering head feathers and winding bodies of the dragons and the rolling, 

foamy waves engender sacred sensibilities‘ 

TI1e even covering of glaze takes on the green-blue color of jade and shows crad선es. The 

foot is undercut except for the foot ring, which is wiped clean of glaze and bears marks of being 

fired on refractory clay‘ This bottle demonstrates the peak of perfection among carved celadon 

wares of the Goryeo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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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청자 음각연화절지문 매병 및 죽찰 
춤磁 陰젖Ij漸E折技文 悔꽤 및 竹ifL
Celadon Prunus Vase with Incised Lotus and Branch Design 
and Bamboo Strip 

보물제1784.호 

고려(13세기) 1 1 점 | 도자 

높이 39.0-39.1 cm，입지름 6.8-7 마m，굽지름 15 마m 

국유{국립해앙문화재언구쇠 

〈청자 음각연화절지문 매병좁磁 陰켓j運花折技文 r敏& 및 죽찰f텀'~>은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마도 서쪽 해역의 마도 2호선에서 

동반 출수된 것으로 2012년 12월 청자매병과 죽찰이 함께 보물 제1784호로 지정되었다. 

매병이 발견된 마도 2호선은 2010년 5월-11월까지 수중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 선체편과 고려청자 목간木簡， 

죽찰， 도기， 철제 솥， 청동제품， 기타 목제품 등이 함께 출수되었다. 출수된 청자로는 발， 접시， 잔， 완， 매병， 반구병， 호， 대발 등이 포 

함되어 있었다. 주목할 만한 사실로는 목간과 죽찰을 통해 매병의 용도를 알 수 있었으며， 선박의 출항지로 추정되는 지명(고창현 

高敬縣， 무송현여松縣， 장사현長沙縣， 고부군古울那)과 함께 수신자로 개경의 관료 계층이 써 있어(이극서李克個) 선적된 고려청자의 생 

산 시기를 1210-1220년경으로 추정할 수 있게 되었다1 

이 매병은 반구형盤口形의 입술과 긴장된 어깨， 허리 아래로 내려오면서 잘록해지는 측면선을 갖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상 

태가 좋다. 문양은 매병의 어깨 위쪽에 굵은 음각선에 의한 영지버섯형의 구름들을 네 방향으로 배치하고 각 구름 속을 앓은 음 

각선으로 정교하게 묘사하였다. 매병의 입구주변에 균형을 이루면서 펼쳐진 이 문양들은 마치 매병 입구를 사각의 보자기로 올려 

놓은 것처럼 느끼게 해준다. 몸체의 중심부 네 곳에는 큼직한 연화절지문運花折技文이 음각되어 있는데 이들은 위로부터 하나의 줄 

기에 연봉우리， 연잎， 활짝 펀 연꽃， 연잎으로 이어지면서 문양의 섬세함과 정교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 매병의 아랫부분은 굽 

주변에 음각으로 뇌문대雷文帶를 마감하고 그 위로 영지버섯 모양의 구름을 큼직하게 음각하여 놓았다. 이 매병의 외면 전체를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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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호}절지문 · 바닥 

싸고 있는 유약의 색조는 녹청색을 띠나 어깨 일부는 산화번조되어 녹황색을 띠기도 한다. 굽은 안바닥을 깎았고 접지면 주변에 

는 내화토耐火土가 섞인 모래를 빚어 받친 흔적이 보인다. 

동반 출수된 죽찰은 길이가 12.2cm로 대나무를 쪼개어 앞뒤를 다듬은 다음 머리 부분을 육각형모잉으로 만들고 몸통에 

는 글자를 먹으로 썼다 .. 죽찰의 폼통 앞쪽에는 ‘중방도장교오문부重房離校吳文富가 뒤쪽에는 ‘태상정밀성준봉숨t精짧盛權封’이라 

는 명문이 있어 중방 소속 도장교 오문부에게 정밀精짧， 즉， 꿀을 매병에 넣어 보낸다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이 죽찰은 배에 화물 

을 선적하고 출항했을 당시 매병의 목에 매달려 있었을 것이다.2 

이 매병과 죽찰의 빌견은 기존의 연구성과를 보완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매병을 술병이나 화병爛으로 판단했던 생각 

들과 다르게 꿀 같은 고급 식재료를 담는 것으로도 활용했으며 당시에 매병을 준樓으로 지칭했던 것도 알게 해 준 것이다. 함께 

출수된 각종 죽찰이나 목간의 기록은 연대나 출항지， 화물의 종류와 성격과 더불어 고려의 해상운송 시스템과 화물유통과정의 

이해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이들의 자료적 가치는 최근에 알려진 도자고고학의 성과 중에서 가장 크다고 해도 무리가 아 

닐것이다 .. I 이종민 

1 국립해앙문화재연구소， '800년 전의 타임캡슐J， 2010 , pp.84-93; 

국립해앙문화재연구소태안마도 2호선J， 2011 

2 문호째정 국립해앙문화재연구소‘ r매병， 그리고 준 항기를 담은 그릇J， 

2013 ‘ pp.22-27 , p.33 

Celadon 149 





Celadon Prunus Vase with Incised Lotus 

and Branch Design and Bamboo Strip 

Treasure No. 1784 

Goryeo (13th century) 11 Item I Ceramics 

H. 39.0-39.1cm, o (Mouth)68-70cm , o (Base) 15.0cm 

Public Ownership 

(National Research Institute 01 Maritime Cu ltural Heritage) 

Remaining in overall good condition, this prunus vase displays contours that start from a semi

globular mouth and r‘ igid shoulder and then narrow toward the base 

The bamboo strip that was expor‘ ted along with this p1'unus vase is 12.2 centimeters long ‘ 

It was crafted by spli띠ng bamboo, trimming both sides of a strip, shaping the head into six faces, 

and then inscribing iαt with cha따l'낀aχCα[떠e잉1'.‘.'s.’ The bamboo s없tr띠nψp bea없1's the cha없rχt떠e리rs 重房者都ß쩌R將휴校吳文富 

Çjμuη쟁gbaαη쟁gdcαyαηg짧잉JoornU1η1，blμωι씨.) on the fronαontand 드힘E上員盛*博홉封 (t，αeksαngjeoηgrnilseoηgμηboηg) on 

the back. This means that the jeongmil, or honey, contained within the pn.mus vase was sent to Oh 

Mun-bu, a general selving at the ]ungbang Agency. It is inferred that this bamboo strψ was hung 

around the neck of the prunus vase when the ship canying it was at sea 

The discovery of this prunus vase and the related bamboo strψ selved to expand upon the 

preceding resea1'ch results. ContralY to the conventional perception of p1'unus vases functioning 

solely as containers for wine or flowers , this demonstrates that prunus vases were a1so used to 

contain rare foodstuffs such as honey, and this type of vesse1 was called juη (↑尊.) at the time. The 

wide variety of bamboo and wood strips found have made a critical contribution to enhancing the 

understanding of the production date, departure p1ace, and varieties and usages of the exported 

goods, and a1so of the sea transportation system and cargo logistics process of the GOlyeo Dynasty 

It would be not far-fetched to argue that the discovely of this prunus vase and bamboo sπlp were 

the single most important archaeological achievement of recent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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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청자 음각모란 상감보자기문 유개매병 
홈磁 陰刻밤升 象팝눴獲*4、文 有蓋悔꽤 
Celadon Lidded Prunus Vase with Incised peony Design and 
Inlaid Wrapping Cloth Design 

보물저1342호 

고려 1 1점 | 도자 

높이 35.4cm , 동체최대지름 22， lcm 

국유{국립중앙박물관) 

매병은 고려청자 중 가장 대형에 속-o}는 기종으로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는 기형이 특정。l다. 또 기면이 넓어 다양한 기법으로 화 

려하게 문양을 장식할 수 있어 고려 청자 가운데 문양장식이 가장 돋보이는 기종이기도 하다. 다양한 장식들은 각 기종의 형태적 

특성에 알맞게 구성하였는데， 매병의 경우 일반적으로 넓은 변을 어깨 · 동체 ·저부로 구분하여 장식한다. 동체 장식은 기변의 활용 

이라는 측면에서 두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기면 전체를 하나의 화면으로 인식하여 녕쿨문庸草g 등으로 기변전체를 감 

싸거나， 원권운학문圓탬雲홈願 등 동일한 무늬를 반복적으로 장식한 그룹이며， 둘째로는 기변을 2-4변 또는 6면 이상[띠形]으로 분 

할하여 문양을 시문한 그룹이 그것이다. 소재변에서는 연화절지문運花折技救， 녕쿨문庸草放， 운학문雲歸放과 같이 매병 뿐 아니라 다 

른 기종에서도 많이 시문된 고려청자의 대표적인 문양이 대부분이지만， 이 유물의 보자기 무늬처럼 특이한 문양이 드물게 그려지 

기도한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보물 제342호 〈청자 음각모란 상감보자기문 매병좁磁 陰컸UtifJ- 象없MJ文 梅觸〉은 어께가 팽만하고 저부 

까지 완만하고 유려한 곡선을 그리는 아름다운 기형을 지녔으며， 고려청자에서는 보기 드문 보자기무늬가 장식되었다. 동체 4변 

에는 가는 음각선으로 섬세하게 절지모란환服삼규흉을 시문하였으며 아랫쪽에는 깊은 음각선으로 층층이 뭉게뭉게 피어오르듯 

한 구름무늬를 표현했다. 이 유물에서 가장 주목되는 보자카무늬는 상캄으로 장식되었다. 보자기 무늬는 어깨를 전체적으로 감싸 

며 몸체 중간까지 길게 내려뜨린 수술을 새겼는데， 백상감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테두리의 장식구슬이나 수술 세부는 흑상캄으로 

화려함과 장식성을 더했다. 보자기 가운데는 백싱캄으로 국화꽃을 새겼고 흑상감으로는 녕쿨 모양의 잎을 규칙적으로 새겼다. 고 

려청자에서 여러 장식기법이 함께 활용될경우음각·양각·상형·투각등조각이 중심이 되는기법들이 함께 시문되거나상캄·철 

화 ·퇴화 · 동화 등 다른 안료를 활용한 기법이 서로 어우러지는 경우는 많다. 만약 함께 시문되더라도 그 중 한 가지 기법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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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연 

세부 장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한 기물에 음각과 상감기법이 함께 시문되어 두가지 기법의 특성이 극대 

화되면서 실제로 매병에 보자기가 덮혀 있는 것같은 효과를 준다. 

북송 사신으로 1123년(인종 원년) 고려를 방문한 서긍의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便高麗圖經』에는 병에 덮는 보자기와 관련 

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와준互尊에 대해 설명하면서 “왕이 마시는 것을 양온良醒이라 하는데 와준에 담아 황견黃網으로 

봉해둔다-" 1 도기로 만든 술항아리에도 비단을 덮었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기록과 더불어 보물 제342호 〈청자 음각모란 싱캄보 

자기문 매병〉을 통해서 당시의 보자기 디자인과 덮는 방식을 추정할 수 있어， 조형적인 측면에서 뿐 아니라 당시의 생활상과 기물 

의 사용법을 유추할 수 있어 자료로서의 가치도 뛰어나다. I 장남원 

1 徐就 r宣和奉使高麗圖%쥔 卷32 ， 器血3 ， 互尊， “ 王之所飯日良짧 左庫淸

法酒 亦有二品 밝以li尊 而以黃編封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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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adon Lidded Prunus Vase with Incised 

Peony Design and Inlaid Wrapping Cloth 

Design 

Treasure No. 342 

Go마eo 11 Item 1 Ceramics 
H. 35.4cm. O. 22.1 cm 
Public Ownersh ip (National Museum 01 Korea) 

This prunus vase boasts an attractive silhouette that swells at the shoulder and gently narrows 

toward the base. It is decOl따ed with a design based on a traditional wrapping cloth that is rare 

among Gotyeo celadon. The body is decorated with finely incised peony sprays in four places, 

and rising clouds are expressed in deeply incised lines at the base. What catches the attention 

in this vase is the inlaid wrapping cloth design, which covers the shoulders and features tassels 

stretching to the middle area of the body. The wrapping cloth design is primarily inlaid in white, 

but the outlines, decorative beads, and details in the tassels are rendered in black, compounding 

the decorative effect. The wrapping cloth shows a white-inlaid chrysanthemum design in the 

center surrounded by black-inlaid scrollwork. Corrunonly, when multiple decorative techniques are 

simultaneously applied in Goryeo celadon, carving applications such as incising, relief carving, and 

openwork al‘e used concurrently, or else pigmentation techniques such as i띠ay ， iron or copper 

painting and paste-on-paste are applied side by side. However, in this prunus vase techniques 

drawn from tl1e two categories are applied togetl1er, and tl1e inlay and incising ornamenting this 

artifact each highlight tl1e other’s decorative effect. 

This prunus vase provides insight into the design of tl1e wrapping clOtl1S of tl1e time and 

how tl1ey were used, suggesting value not only for its aestl1etic qualities, but also for tl1e study tl1e 

use of evelyday objects at th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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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청자 음각연화당초문 항아리 
춤磁 陰刻運花훔草文 쉴율 

Celadon Jar with Incised Lotus and Scroll Dεsign 

보물저11 028호 

고려 1 1접 | 도자 

높이 24.4cm, 입지름 11.5cm, 밑지를 11.2cm 

개인(삼성미술관 리움)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보물 제1028호 〈청자 음각연화당초문 항아리좁磁 陰졌l健花홈草文 꿇〉는 고려청자 가운데 보기 드문 대형 기물 

로 외면 전체에 연꽃녕쿨무늬를 음각 장식하였다. 높이가 24.4αn에 달하는데 이와 비슷한 크기의 항아리로 현전하는 예는 국립 

중앙박물관 소장 국보 제98호 〈청자 상감모란문 항아리뿜짧 象離와文 뚫〉 정도가 알려져 있다.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항아리는 앓게 말련 구연에서 바로 이어지는 어깨가 넓게 벌어졌고 풍만한 곡션을 그리며 동처l 중 

간 윗쪽까지 벌어지고 완만한 곡션을 그리다가 저부로 이어지는 형태이다. 전체적으로 원호에 가까울 만큼 풍만한 양감을 보이고 

있다.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는 동체는 거의 완벽한 대칭을 보인다. 정제가 잘 된 흙으로 제작되었고 동체 중간 중간 앓게 시유된 

부분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유약도 고르게 시유되었다. 태토의 색이 은근하게 비치는 푸른 빛깔은 동시대 중국인들도 예찬한 고 

려청자 특유의 비색弱色이라 해도 손색이 없다， 

외면에 장식된 연화녕쿨무늬를 살펴보면 중심이 되는 연꽃과 연잎이 큼직하고 볼륨감이 강하며 이를 둘러싸고 있는 녕쿨 

무늬도 크게 돌아카고 있어 풍만한 기형과 잘 어울린다. 문양 주변은 사선으로 깊게 깎아냈는데 이 부분에 유약이 고여 짙게 발색 

되니 음영이 또렷하고 양각의 부조 효과가 두드러진다. 이는동시대 중국의 유명한 청자요장 중 하나인 요주요劉H쫓나 백자요장인 

정요走뿔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한 조각방법으로， 각화젖뾰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양각과 같은 효과를 준다고 하여 반양각 

半陽刻 기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꽃잎과 잎 안쪽으료는 얄고 가는 선을 사용하여 잎맥을 세밀히 표현하여 섬세함을 더했다. 이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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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장식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국보 제97호 〈청자 음각연화당초문 매병좁磁 陰刻運花居草文 梅植〉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국립중앙박 

물관 소장품 또한 매병 중 크기가 큰 편으로 특히 어깨 부분의 양감이 좋다. 병 전체에 갚은 선을 사용하여 연화녕쿨무늬를 시문 

하였는데 중심이 되는 연꽃과 잎의 크기가 큼직하고 주변을 힘차게 돌아가는 녕쿨의 표현이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품과 매우 유사 

하다. 현재 조사된 가마터 중 강진 사당리 지역에서 이와 유사한 매병편이 수습되어， 이들 청자의 제작지가 강진지역이었을 것으 

로추측된다; I 장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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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εladon J ar with lncisεd Lotus and 

Scroll Dεslgn 

Treasure No. 1028 

Goryeo 11 11em 1 Ceramics 

H. 24.4cm , o (Moulh) 115cm, o (Base) 11 .2cm 

Privale Ownership (Leeum , Samsung Museum of Aπ) 

This celadon jar is a largε scale 0비ect of a scale rarely found among the celadon ware of Goπeo 

and dεcorated with an incised lotus and scrollwork design over the entire outer surface. Another 

extant celadon example of this size is National Treasure No. 98 (Celadon Jar with Inlaid Pεony 

Design), measuring 24.4 centimeters high, collected a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In this celadon jar, a slightly raised rim is directly connected to the widely bulging shoulder, 

from which the contours continue to gently widen to a point above thε middlε of the body, 

and then taper toward the base. This celadon jar is distinct for offering a sensation of volume 

comparable to that of a spherical jar, or “moon jar." The gently curving body is almost symmetrical 

between the right and left sides. Made from a highly refined day body, it bears an even coat of 

glaze εxcept for only a few areas where the glaze is more thinly applied. It shows the green-blue 

tone reminiscent of jade that was highly admired by the contemporaneous Chinε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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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청자투각고라문의자 
뿜磁透刻連環文 t뤘 
Celadon Stools with Openwork Ring Dεsign 

보물제416호 

고려 1 4점 | 도자 

@ 높이 49.5cm. 지름 38.0cm ~ 높이 48.0cm. 지름 38.0cm 

@ 높이 50.0cm. 지름 35.0cm @ 높이 48.5cm. 지름 34.0cm 

이화여자대학교(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고려시대 청자로 만든 의자이다. 해방이후 경기도 개성시 고려동 京짧道開城市高麗洞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하는 일괄 유물이다. 

4점의 높이와 몸통의 지름은 각각 @높이 49.5cm, 지름 38.0cm @높이 48.0cm, 지름 38.0cm @높이 50.0cm, 지름 35.0cm 

@높이 48.5cm, 지름 34.0cm이다. 고려 13세기경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세부 장식을 보면 기법상 2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CD.@는 맨 윗면에 연꽃무늬를 각각 가는 선으로 음각하였다. 몸통 

에는 호형孤形으로 세로로 배치한 무늬를 중심에 빙 둘러 새겼는데， 자세히 보면 등나무를 두 줄기씩 겹쳐 엮고 중간 중간을 묶어 

고정시킨 실제 모습을 도자기로 번안한 것이다. 외면의 장식은 크게 4부분으로 나뉘는데 맨 위쪽은 돋을 새김으로 녕쿨무늬를 음 

각하여 돌리고， 중간의 등나무 줄기장식 부분은 모두 뚫어 새기는 투각기법으로 나타냈다. 그 아래쪽으로는 활짝 핀 꽃과 잎을 

투각으로 장식하였으며， 맨 아래 저부에는 간략하게 2겹의 연꽃잎 무늬를 음각하였다; @.@형은 맨 위와 아랫단의 녕쿨무늬와 

연잎장식， 몸통 중심부의 긴 타원형 등나무 줄기 모양 투각은 CD.@형과 같으나 중심문양 바로 아랫단에 능형쫓形 창짤、을 투각한 

점에서다르다. 

유약은 회청색이며 부분적으로 유약이 뭉치거나 앓아져 색깔이 짙거나 젊은 부분이 았다. 또 굽 가장자리는 유약을 닦아 

내어 태토가 드러난 곳이 있다. 

등받이 없는 좌구坐具인 자기 돈激은 사찰 혹은 궁궐과 관청 유적에서 주로 출토되고 있어 특정 소비 계층에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림 등에서도 이러한 사용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자기 돈이 제작되기 전， 돈의 시원적 형태는 식물줄기를 엮어 

만든 통발과 같은 높은 좌구인데 위진남북조시대 불교 사원의 벽화나 조각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반가사유상 

의 좌구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입식 문화의 정착과 함께 점차 일반에까지 사용이 확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에도 반가사 

유상 및 나한도의 좌구로 등나무 돈이 표현되고 있다. 이후 청자의 발달로 12-13세기경에는 자기 돈을 제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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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각고리문 

데 중국에서는 북의 모양을 본뜬 고돈鼓敏이 자기로 제작되는 반면 고려에서는 등나무 줄기를 엮어 만든 등돈戰致의 형태를 모티 

프로 한 투각 돈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양의 투각 자기 돈이 제작되었다1 

강진 사당리， 용운리， 계율리 및 부안 유천리， 용인 보정리 등의 가마터와 보령 원산도 해저유적， 진도 용장사지 등의 유적 

에서 유사한 청자 투각돈이 출토된 바 있다; I ε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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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다혜高麗~朝解時代磁器激돼究J，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논문， 2012 



Cεladon Stools with Opεnwork Ring Design Treasure No. 416 

Goryeo 141tems I Ceramics 

G) H. 49.5cm , D. 38.0cm ø H. 480cm, D. 38.0cm 

@ H. 500cm , D. 35.0cm @ H. 485cm, D. 34.0cm 

Ewha Womans University 

IEwha Womans University Museum) 

These are celadon stools from the Gorγεo era. It is known that thεy were discovered in Goryεo 

dong in Kaesong in the years fol1owing independence from ]apanese colonial rule. They wεre 

presumably produced around the 13th centurγ. 

The glaze takes on a grayish-green color, but there are some areas whεre it is pooled or 

thin. The edges of the foot have po띠ons that were wiped clean of glazε to expose the clay body 

Celadon stools, cal1ed doη (첼&)， have mos t1y been excavated from sites of Buddhist templεs， 

palaces, and administrative buildings, suggesting that thεy werε usεd exclusively by particular‘ 

social groups. Celadon stools were preceded by high cylind11cal stools made of woven plant 

stems, which are featured in mural paintings and statues from years 221-589 in China. In Korea, 

the pedestals for‘ pensive bodhisattva statues are expressed as such plant-stem stools. The use of 

stools was gradual1y popularizεd among the general public along with the spread of the practice of 

sitting on fumiture rather than the floor. During the Gorγeo period, rattan stools were reprεsented 

in paintings as pedestals for pensive bodhisattvas and arhats. It is assumed that stools began to be 

made in celadon with thε development of celadon production techniques. While in China celadon 

stools were made in the shape of a cylindrical drum Cbuk) , in Korea openwork celadon stools 

modeled after‘ 1‘attan stools were mainly producεd 

Openwork celadon stools have been excavated in Sadang-ri, Yongun-ri, and Gyeyul-ri in 

Gan잉in ， Yucheon-ri in Buan, and Bojεong-ri in Yongin, and also found underwater off the coast of 

Wonsando Island in Borγeong and at the Yongjangsa Temple site in ]indo 

Celadon 165 



27 청자철채양각연판문병 
뿜磁鐵彩陽刻運搬文꽤 
Celadon Bott1e with Lotus Design in Relief and 
Underglaze lron 

보물저11038호 

고려(13세기) 1 1점 | 도자 

높이 8.1cm. 입지름 O.7cm. 밑지름 2.7cm 

개인(삼성미술관 리움) 

〈청자 철채양각연판문 병좁없 鐵彩陽刻運辦文 樞〉은 표주박모양 병에 양각기법陽刻技法으로 초화문草花文과 연판문運辦文을 정교하게 

깎아내고， 상부上部에 산화철 안료를 발라 구워 낸 소형의 청자병좁磁植이다. 

양각기법은 표현하려 -o}는 문양의 바깥부분을 깎아내어 문양이 도드라져 보이게 -o}는 방법으로 그릇의 외면에 많이 적용 

되며， 섬세한 표현을 위해 부분적으로 음각기법을 추가하기도 한다. 철화기법鐵畵技法은 물에 섞은 산화철 안료를 붓에 묻혀 원하 

는 부위에 그렴을 그리는 방법을 말한다. 이 병은 양각문양의 특정부위에 안료를 칠해 건조시키고 청쩌를 씌워 번조함으로써 

철채鐵彩라는 용어를 부여하였다. 

〈청자 철채양각연판문 병〉은 성형과정에서 아랫박을 둥글게 빚고 목을 좁힌 후 다시 원추형처럼 윗박을 만들어 완성하였 

다. 문양은 윗박의 경우 목부분에 여백을 두면서 할미꽃처럼 생긴 초화문을， 그 아래에는 꽃술을 묘사하였다. 또 아랫박에는 만개 

滿開하려는 연꽂을 양각으로 표현하였는데 꽃잎 하나하나는 연꽃잎을 정확히 반씩 나누어 깎음으로써 잎새가 오므라진 형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또 연꽃잎에는 잎맥을 음각으로 새겨 넣어 정교함을 느끼게 해준다. 철채를 한 부분은 입술부분과 윗박의 양각 

부위로 도공은 이를 통해 꽃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려 한 듯하다. 이 병의 표면에는 비색에 가까운 답청색의 유약이 고르게 시유되 

어 있으며， 굽 안바닥은 유약을 닦아냈다. 굽은 별도로 깎아내지 않은 평굽이며 굽 안바닥에는 큼직하게 ‘ * ’의 기호가 새겨져 있 

고 중앙에는 ‘궁宮’이라는 명문銘文이 있다. 

이 병은 크기가 작은 편이지만 독특한 형태와 정교한 문양표현， ‘ * ’의 표식， ‘궁宮’이라는 명문으로 인해 유사한 형태의 다 

른 유물들과 크게 구별된다. 특히 ‘宮’자 명문은 이 병의 최종 소비처가 궁궐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소비대상이 최상 

위 계층이었음을 말해주는 중요한 유물이라 하겠다; 1 이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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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채앙각연판문 

Celadon Bottle with Lotus Design in Relief 

and U nderglazε Iron 

Treasure No. 1038 

Goryeo (13th century) I 1 Item I Ceramics 

H. 81cm, D.(Mouth) O.7cm, D.(Base) 2.7cm 

Private Ownership (Leeum, Samsung Museum 01 Art) 

This is a small, gourd-shaped celadon bottle featuring a delicately-expressed floral and lotus design 

in relief and partly painted in iron underglaze ‘ 

The lower chamber was first made on tl1e pottel ’s wheel, a narrow neck was fashioned , 

and tl1en a conical upper section was completed. The upper area 0 1' ù1e body is decorated WiÙ1 

a 1‘aised floral design reminiscent 0 1' a Korean pasqueflower, or hαlmikkot， which is supported by 

tl1e expression of ù1e slamens. The lower body is relie1' calved into tl1e shape of a lotus flower in 

bloom; each petal is embossed precisely in tl1e middle, lending a sense of liveliness to tl1e slightly 

inward-turning lotlls petals. The expression 0 1' veins through incising adds to the delicacy 0 1' tl1e 

decorative expression. The rim and tl1e embossed calvings on tl1e lIpper body are painted in iron 

underglaze, interpreted as tl1e potter's attempt to strongly express the interior 0 1' a flower. The 

sur1'ace 0 1' the bottle is evenly coated Witl1 glaze in light green, which resembles the color 0 1' jade, 

and the underside 0 1' tl1e 1'OOl is wiped clean 0 1' glaze. The 1'oot is nol hollowed, bllt flat, 1'eallJring a 

large asterisk symbol and tl1e inscription gμη:g(宮) on its underside. 

This small celadon bottle is distinct 1'rom other bottles 0 1' the same type in terms 0 1' the 

elaborate decorative mani1'estation, asterisk symbol, and gμη:g inscription. In particular, the 

inscription, meaning “palace," gives rise to tl1e assumption that this bottle was used in tl1e royal 

residence and suggests its use by tl1e highesl social stra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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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청자 퇴화문두꺼비모양 벼루 
뿜磁堆花文擔形硬 
Celadon Toad-shaped rnkstone with Paste-on-paste Dεsign 

보물제1782호 

고려(14세기) 1 1점 | 도자 

높이 7 마m，길이 13.9cm 

국유(국립해앙문화재연구소) 

〈청자 퇴화문두꺼비모양 벼루좁磁 堆花文擔形 現〉는 두꺼비모양의 형태에 먹을 가는 부분을 만들어 놓은 희귀한 청자벼루로 희소성 

으로 인하여 2012년 12월에 보물 제1782호로 지정되었다. 

고려청자의 장식기법 중 퇴화기법은 물에 녹인 백토白土나 자토짧土(구우면 검은색이 됨)를 붓에 붙혀 문양을 표현하는 방 

법으로 최근에는 활용랩에 따라 백화白畵， 철화鐵畵， 또는 鐵白畵기법이라고도 부른다. 이 방식은 효과 변에서 백싱캄이나 흑상감 

기법과도 유사하지만 문양을 그린다는 측면에서 상캄기법에 비해 표현방식이 수월한 편이다. 

이 벼루와 같이 동물이나 식물， 인물 등의 모습을 본 따 만든 청자를 상형청쨌形짧라고 한다. 상형청자는 손으로 빚 

거나 물레를 돌려 일부를 변형하기도 하며， 틀關힘에 흙을 밀어 넣어 붙인 후 빼 내는 방법으로 제작한다1 상형청자의 제작은 

12-13세기경 사이에 많이 만들어 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구체적인 증거는 1124년에 완성된 서긍徐歸이 쓴 『선화봉사고려도경 

宣和奉便高麗圖經』의 산예출향썼썼出香과 관련한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2 따라서 서긍이 고려에 머물렀던 1123년경 고려에서는 이 

미 상형청자까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벼루는 2007년 충남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대섬 앞바다에서 출수되었으며， 함께 출토된 목간木簡에서 ‘탐진J!:t律’이라 

는 전남 강진의 옛 지명이 함께 발견되어 배에 선적된 고려청자들의 제작지가 전남 강진군 일대라는 것을 알려 주었다3 형태는 

고려시대에 제작된 다른 벼루들과는 다르게 두꺼비라는 독특한 소재를 손으로 형상화시킨 후 등 부분에 먹을 가는 연당現堂을 

둥글게 깎아 만든 것이다. 연당은 두꺼비의 머리 방향으로 비스듬히 내려가도록 깎아 먹물이 고이는 연지現패로 활용했음을 알 

수있다 

문양장식을 살펴보면 우선 앞을 주시하는 느낌을 주기 위해 두꺼비의 눈을 양각기법으로 돌출시키고 눈동자는 백화점을 

찍은 후 조그만 철화점을 찍었으며 굳게 다문 입은 세 줄의 음각기법으로 표현하였다. 두꺼비는 전체적으로 몸통이 통통하며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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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루의윗면 

크리고 앉은 짧은 네 다리 끝은 발가락을 굵게 새기고 발톱을 음각기법오로 장식하여 정교함을 더했다. 이러한 다리 모양은 1991 

년 강진의 정밀지표조사과정 중 사당리 8-2호에서 수집한 발가락 파편과 거의 유사하다A 이밖에 두꺼비의 얼굴과 몸통에는 백 

화와 철화점을 번갈아카면서 퉁글게 찍어 두꺼비의 우툴두툴한 표피表皮를 대신하였다. 먹을 가는 연당의 가장자리에는 가는 음 

각기법으로 여러 개의 작은 원을 삼각형으로 그려 놓아 두꺼비가 알을 붙이고 다니는 것을 형상화한 것으로 생각된다. 연적의 내 

부는 밑에서 칼로 깎아내어 속이 바어있다. 

연적의 표면에는 유약을 씌워 번조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산화번조되어 대부분 녹황색을 띠며 유약을 씌울 때 연당부분 

과 접지면 부분은 유약을 긁어냈다. 접지면에는 백색의 내화토耐火土를 빚어 구운 흔적이 남아 있다. 이 벼루는 태안군 대섬의 

수중발굴조사 이전에는 전혀 확인된 바 없는 독특한 형태로써 제작자의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우수한 작품이라 하겠다 특히 함 

께 발견된 목간을 통해 제작지와 함께 소비처 소비자 등을 알 수 있어 1쩌l기 고려청자 연구에 좋은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판 

단된다: I 이종민 

1 백은경高麗 훌形좁磁 댄究J.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4. 

pp.16-84. 

2 徐親宣和奉使高麗圖經』卷32 器血3 隔P훌條 ‘옳쨌出홉 亦꿇色也 

上정\t~훌亂 下有↑Jp違 J，:)J흉之 讀§ ↑훌此物 最構g 其餘 ßIj越州古생色 

:'5에씨新뿔융용，大맺相類’조동원 김대식 0 1경록 이상국 홍기표공역， 

「중국 송나라 사신의 눈에 비친 고려풍경， 고려도경J. 황소자리.2005. 

p.287-388. 

3 국립해앙문호fÃH연구소 「高麗좁짧寶4깨'Ch 2009 

4. 每剛關짧美께얘용 全羅南道康;좋영ß. r康;좋의 훔짧뿔i.lb 1991. p.286의 

도판 39 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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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adon Toad-shaped Inkstone with 

Paste-on-paste Design 

Treasure No. 1782 

Goryeo 11 41 h cenluryl 11 11em I Ceramics 

H. 70cm, L. n9cm 

Public Ownership 

INalional Research Inslilule 01 Maril ime Cullural Herilagel 

This inkstone was excavated off of Daeseom 1sland in Jeongjuk-ri, Geunheung-myeon, Taean

gun in South Chungcheong Province. Wood strips found alongside this inkstone bear the place 

name Ta찌찌 which is a former name of present강ay Gangjin in South Jeolla Province, evidence 

that this artifact 없ld other Goryeo celadon vessels excavated at the same time were produced 

around Gangjin. Distinguishing it from other Gorγeo inkstones, this one is sculpted by hand int。

the unique shape of a toad, widl a round pl떠n for the grinding of ink rendered on its back. The 

pl없n is carved to gradually slope toward dle head to create a well where dle ground inlζ can be 

colleαed. 

To present a sense of gazing forward, dle eyes of the toad are canred in relief and the 

eyeballs are painted with a paste-on-paste dot in white, which is topped with a small iron-painted 

pupil ‘ Three incised lines are applied to express a fumly closed mouth. Toes are boldly fashioned 

。n the short legs of the plump crouched toad, 앙ld they are tipped with nails in incised lines, 

adcling to the refì.nement of the artifact‘ The shape of the legs and toes of this inkstonε mirrors t。ε

shards excavated from Site No. 8-2 in Sadang-ri during the precision ground excavation of Gangjin 

in 1991. 1n addition, white- and iron-painted circular dots are alternatively applied to dle body t。

e)cpress the warty skin texture of a toad. The underside of d1Ìs inkstone has been hollowed out t。

create an empty mtenor. 

It was fired after applying the glaze, but the overall color of this inkstone came out 

yellowish-green due to oxidization during firing ‘ The glaze on the plain and the base were 

scratched off. The base shows marks of being fì.red on white-colored refractory clay. An inkstone 

。，f this shape had nεver been seen until this was found during the maritime excavation of Daeseom 

1s1and in Taean-gun, leading it to be considered a superlative artifact demonstr때ng the αeativi디7 

。，f the potter. Given that the wood strips found together with this inkstone provide information on 

the produc디。n site, the shipping destination, and the expected user, it is a valuable material for 

studying the ce1adon of dle 12th centur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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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청자철화초충조문매병 
뿜磁鐵畵草蟲烏文悔꽤 
Celadon Prunus Vase with Grass , Insect, and 
Bird Design in Underglaze lron 

보물저11383호 

고려(12세기) 1 1 점 | 도자 

높이 29.1cm. 입지름 5.9cm. 밑지름 9.3cm 

개인(삼성미술관 리움) 

〈청자 철화초충조문 매병좁磁 鐵畵草蟲鳥文梅뼈〉은 나비와 새， 당초문 등을 철화로 장식한 고려 중기의 청자매병이다. 

고려청자를 장식하는 기법 중 철화鐵畵， 철채鐵彩， 동화鋼畵[진새 등은 대표적인 회화기법으로 안료를 이용하여 붓으로 칠하 

거나 특정부분을 정교하게 깎아내는 방법을 이용하므로 붓터치의 동세가 잘 드러나게 된다. 청자의 철화기법은 고려 초기부터 청 

자의 표면을 장식하던 수법으로 활용되었으며 그 증거는 용인 서리나 시흥 방산동 요지에서 생산된 초기 청자의 일부에서 확인 

되었다- 1 철화청자의 생산은 고려 중기인 12세기에 이르러 전남 강진 용운리， 해남 진산리， 전북 부안 유천리， 진서리， 경기 용인 보 

정리， 여주 부평랴， 대전 구완동， 경북 칠곡 봉계리， 부산 녹산동 요지 등 전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갖는다. 이는 문양을 그린 도 

자기에 대한 선호도의 증가와 손쉽게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법상의 특정이 잘 맞아 생긴 현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철화기법이 묘사된 그릇은 발행과 뚜껑， 완， 항아리， 접시， 유개합有蓋효， 향완， 소병， 유병油觸， 반구장경병， 매병， 병， 마상배， 

장고， 주자 등이며 문양소재로는 초문， 당초문， 모란문， 절지문 등의 식물문계와 부화擺， 한자漢字 등이 표현되기도 하였다. 철화 

안료는 제작지에 따라 색조나 두께의 차이가 보이는데 강진에서 제작된 철화청자에서는 안료층이 앓고 까만 색조를 보이는 반면， 

여타 지방 출토품들은 안료층이 두껍고 갈색조를 띠는 경우가 많다2 

〈청자 철화초충조문 매병〉은 수직으로 꺾여 도톰하게 마무리된 입술 아래로 짧은 목이 있으며 긴장된 어깨와 굽을 향해 

사선으로 줄어드는 형태를 보인다. 이러한 매병은 측면이 S’자 형태로 꺾이는 고려 중기의 매병보다 시기상 선행하는 것으로 알 

려져 았다3 이 매병에서 시선을 끄는 것은 표변에 그려진 철화문양으로 문양은 입술과 목 부분을 제외하고 몸체 전체에 묘사되 

어 있다. 문양은 어깨 상단에 그려진 한 줄의 횡선대橫線帶를 중심으로 그 위에는 옆으로 돌아가는 당초문을 그렸으며 그 아래에 

는 풍성한 녕쿨가지를 중심으로 한쪽 변에는 한 마리의 새와 나비 한 쌍， 반대편에는 벌 한 마리를 배치하였다. 도자기에 표현된 

문양으로서는 정형화된 틀을 벗어나 있으며 자유스럽게 소재들을 배치함으로써 마치 한 폭의 화조화花鳥畵를 보는 듯하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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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편으로는 세련미가 덜하여 다소 경직된 느낌을 주기도 한다. 특이한 것은 문양의 정교함을 위해 철화안료의 윤곽부분을 깎 

아내거나 새의 경우 깃털 묘사를 위해 내부를 음각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이 매병의 철화문양 부위는 도톰하게 올라와 있어 

안료의 두께를 느낄 수 있다. 매병의 색조는 신-화번조蘭댐造로 인해 녹황색을 띠며 유약이 고르게 씌워져 있고 광택은 좋은 편이 

다. 굽은 일정한 접지면을 남겨두고 바닥면 안쪽을 깎아 마무리 하였으며 접지면은 유약을 닦아낸 후 모래섞인 내화토비짐을 받 

쳐구웠다. 

이 매병은 전남 해남 신덕리 요지 생산품으로 추정되는 완도 어두리 해저유적 출수의 청자매병과 유사한 형태를 하고 있 

어 생산치가 해남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4 그러나 한편으로 철화안료의 검은 색조나 자유스러운 문양의 필치 등은 

강진 요지생산품과 유사한 점도 있어 정확한 생~지를 추정하기에는 추가적인 자료의 확보가 필요하다. 현전하는 대부분의 철화 

청자가 당초문 중심의 문양을 갖는 것과는 다르게 독특한 회화풍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매병은 고려 중기 철화청자의 수직츄作 

이라할수있다~ I 이증민 

1 三星美術文化財團 湖嚴美짜끊용龍f二西里高麗白磁뚫J. 1987; 海剛關

磁美VIL끊용 京훌훌道 始興市‘ 「芳山大뚫J.2001 

2 李鍾Jj. r高麗8좀代@鐵續磁器@生흩￡造形」， r李秉昌博士記念韓國隔磁

liif究報告 -高麗‘鐵續좁磁’@世界t 흔 <‘ 7.> - J 6. 大服市立東洋隔磁美術

館.2013. pp.22-29. 

3. 李鍾政고려시대 줌磁梅組 연구」， r講座美術史J 27號， 홍醒佛敎美術史 

學용‘ 2006.12. pp.1-34. 

4 국립해앙유물전시관좋島海底遺物J.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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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adon Prunus Vase with Grass, Insect, 

and Bird Design in Underglaze Iron 

Treasure No. 1383 

G。이eo (12th century) 11 Item 1 Ceramics 

H. 29.1 cm, D(Mouth) 59cm, D(Base) 9.3cm 

Private Ownership (Leeum, Samsung Museum of Art) 

This celadon prunus vase from the mid-Goryeo era has been embellished with motifs such as 

butterflies, birds, and scrollwork 

The mouth turning oulward at a right angle is rolled up at the edge and joins the short neck, 

from which point the contours flow over a rigid shoulder and gradually narrow toward the base. 

This type of form for a prunus vase is known to have preceded the S shape typical of the mid

Goryeo period , What captures the attention in this vase is the iron-painted design that dominates 

the entire form excepting the mouth and neck. The decorative space is divided into lwo by a 

horizontal line. The upper area is decorated with a horizontally spreading scrollwork design, while 

the lower one shows a bird and a pair of butterflies on one side and a bee on the opposite, all 

amid a richly expressed vine design , The spatial arrangement of the motifs is not bound by the 

rulεs typical of Korean cεramics ， but is free and liberal and evokεs a painterly image , Howεver， the 

carεfrεe composition also dεprives thε vase of a sensε of sophistication , What is notablε about the 

decorativε schεme of this prunus vase is that the outlines of the pattern are carved and thε details 

of the bird's feathers are incised, which adds to the delicacy of the decorative design , This lends 

an embossed effect to the iron-painted motifs and makes evidεnt thε depth of the glaze coating , 

Oxidization during the firing has rendered the color of the εvenly-applied gloss glazε a greenish

yellow , The underside of the foot is hollowed excεpt for the foot-ring , which is wiped clean of 

glazε and bears marks of bεing firεd on mixed sand and clay spurs , 

While othεr remaining iron-painted celadon vessels adopt scrollwork as thεir primary 

design , this vase is distinctive for its painterly decorative motifs, making it a remarkable example of 

the iron-painted celadon ware of the mid-Goryeo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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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청자 철채퇴화삼엽문 매병 
춤磁 鐵彩堆花參葉文 梅*li
Celadon Prunus Vase wìth Paste-on-paste Gìnseng Leaf 
Desìgn ìn Underglaze lron 

보물저1340호 

고려 11접 | 도자 

높이 27.3cm. 입X를 4.5cm 

국유(국립중앙박물관) 

고려시대는 청자를 통해 도.A}71에 시도할 수 있는 거의 모두 구현해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청자에 보이는 장식은 기술적 

특정에 따라 음각 양각·투각 등 조각칼이나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하여 기물을 쪼거나 깎는 기법과， 백토白土나 산화철， 산화동 

안료 등을 사용해 붓으로 그리는 기법으로 크게 구분할 수 었다. 고려청자의 대표적인 장식기법인 상감은 기면을 조각 후 태토와 

는 다른 흙을 감업없入하여 장식하기 때문에 조각기법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청자 장식은 대부분 문양 또는 문양 

의 바탕면을 깎거나 칠하여 장식이 이루어지는데， 기면 전체를 철 안료로 발라 태토를 완전히 덮어 가리는 철채장식의 경우 기술 

적으로나 결고}적으로 얻는 조형효과에서 일반적인 청자 장식기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철채청자는 청자태토 위에 철 안료를 완전히 바르고 그 위에 청자유약을 발랐기 때문에， 태토에 철 성분이 많이 함유 

된 유약을바른흑유자와는구분된다. 현전승}는철채청자는매병이 단연 많으며 이외에 완·유병·합등 일부소품에서 획인된 

다. 완이나 합의 경우 외면만 철채한 예도 있다. 철채청자는 현전하는 예가 적고 유적에서도 매우 드물게 출토되고 있어 본격적 

인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몇몇 가마터 조사를 통해 수집된 예를 통해 생산지 정도만 파악된 실정이다 철채청자 

가 확인되는 지역은 강진 일대와 해남 진산리 요지이다 특히 강진지역에서는 질이 좋은 철채청자가 다수 확인되어 주요 생산지 

로생각된다. 1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보물 제340호 〈청자 철채퇴화삼엽문 매병좁짧 鐵彩堆花參葉文 觸1\)은 적당히 벌어진 어깨와 동체 하부 

에서 저부까지 곧게 내려오는 얀쩡감 있는 기형을 지녔다. 높아가 30.0cm가 안 되는 크기로 현재 알려진 철채매병 또한 대부분 

30.0cm 안팎의 크기이다. 기면이 전체적으로 철채되었고 어깨의 3변에 넓은 잎이 달린 식물 가지가 백상감되었다. 저부 일부를 제 

외하면 전체적으로 정은 검은색을 띠어 기면 일부를 얄게 긁어내고 붉은 백토를 사용하여 넓게 면상감한 초문과 강한 흑백의 대 

비를보인다. 

철채매병에 문양 장식이 있을 경우 철채된 기변을 살짝 긁어내고 백토를 발라 상감하거나 또는 철채된 기면 위에 그대로 

백토를 바르는 퇴화[白畵]장식이 대부분인데 철채면을 긁어내고 백토를 칠하면 문양이 보다 희고 안정감 있게 발색되고 백토의 뭉 

침도 적게 나타난다. 주로 운학문 또는 식물문이 그려졌으며 어깨부위를 중심으로 주문양을 넓게 배치히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 

서 검은 바탕의 기면 위에 흰 색의 문양이 더욱 강조되는 효과를 준다'. 1 장남원 

1 김태은， 다흠麗B융{-'t 梅셔li IiJf究J.O I화여자대흐「교대학원 석사학위놈문. p.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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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adon Prunus Vase with Paste-on-paste 

Ginseng Leaf Design in Underglaze Iron 

Treasure No. 340 

Goryeo 11 Item 1 Ceramics 

H. 273cm , o (Mouth)4.5cm 

Public Ownership (National Museum of Korea) 

This prunus vase displays a stable form with a bulging shoulder. Wh ile the vessel is less than 

30 centimeters in height, other iron-underglaze prunus vases extant today are all around 30 

centimeters high. The entire surface is painted with iron underglaze, and the shoulder features 

while-inlaid broadleaf plant branches in Ùlree spots. 깐lis prunus vase takes on an overall black 

color outside some portions of the base, highlighting the floral design filled with white slip after 

ligh t1y scraping the iron-painted surface 

When applying decorative motifs to an iron-underglazed surface, white slip is used either 

direct1y on the iron-painted surface or after scraping the surface clean. The latter technique adds 

greater brightness and stability to the motifs and reduces the possibility of coagulation by the white 

slip. Cloud and crane design and plant motifs are popularly adopted, and the designs generally 

tend to appear on the shou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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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청자 상감모란양류문 주전자 

및승반 
뿜磁 象節밤판楊柳文 注子 및 承盤
Celadon Ewer and Saucer with Inlaid peony and 
Willow Design 

보물제1420호 

고려(13세기) 1 1점 | 도자 

주자높이 16.1cm. 굽지름 7.5cm. 승반높이 5.8cm 

개인(삼성미술관 리움) 

〈청자 싱캄모란양류문 주전자좁없 象散삼퓨楊柳文 注子 및 승반承盤〉은 상감기법으로 모란문과 버드나무문을 장식한 청자주자와 승 

반이 세트로 구성된 고려 중기의 유물이다. 

고려시대에 제작된 청자주자는 일반적으로 참외형띠形， 표주박형없形， 또는 병형微形， 금속기형이 많고 일부는 석류형石짧形， 

구룡형龜龍形， 어룡형魚、龍形， 인물형 등으로 제작되기도 했다1 주자는 용액이 빠지는 주구配를 배치하고 맞은편에 손잡이를 붙이 

며 용액을 넣는 부분에는 뚜껑을 덮는다. 뚜껑은 사용과정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뚜껑 한쪽과 손잡이 윗 쪽에 작은 

고리를 부착하여 서로 연결하도록 만든 경우가 많다. 주자는 때로 용액을 럽히기 위해 승반承盤이라는 발형林形의 받침대에 따뜻 

한 물을 담아 올려놓기도 한다. 상형청자를 제외하고 참외형， 표주박형， 원형주자는 승반이 함께 사용되는 사례가 있으며， 주자와 

숭반을 갖춘 예는 금속기 주자에서도 확인되고 았다. 

이 주자는 몸통이 둥글며 위쪽으로 갈수록 오므라들고 있어 마치 풍선을 거꾸로 놓고 위를 자른 듯 한 느낌을 준다. 형태 

는 몸통의 한 쪽에 대롱을 만들어 완만한 S’자형으로 구부린 주구注口를 붙였고， 반대쪽에는 작은 고리를 붙인 앓은 띠 모양의 

손잡이를 부착하였다. 주자의 윗면에는 중앙에 보주형寶珠形 꼭지를 달아붙인 뚜껑이 덮여 있는데 위쪽에 별도의 고리가 없어 실 

제로 사용할 때에는 손잡이와 보주형 꼭지에 끈을 연결하여 사용했을 것이다. 아래에 받친 숭반은 내저변이 넓고 편평하여 주자 

를 잘 올려놓을 수 있다. 특히 승반의 굽은 바깥으로 활짝 벌어져 있어 전체적으로 금속기의 모습을 모방한 것이라 생각된다. 

주자의 문양은 몸체의 한쪽에 모란문삼판文을 흑백싱캄하였는데 꽃과 봉우리는 백싱캄으로， 잎새와 줄기는 흑싱캄으로 묘 

사하였다. 이 모란문은 상캄면이 넓어 백과 흑의 대비가 매우 강렬하다. 또 맞은편의 버드나무문은 나무줄기의 윤곽선과 버드나 

무 잎새를 간단한 흑상감선으로만 마무리지어 마치 진한 연필선으로 윤곽을 그린 것처럼 보인다. 선상캄線象값의 버드나무문은 변 

상캄面象값의 모란문과 느낌이 달라 문양표현방식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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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와 승반의 외면에 씌워진 유약의 색은 답청색을 띠며 광택이 좋다. 승반의 접지면은 유약을 닦아내고 내화토를 빚어 

받친 흔적이 남아 있다. 이 주자의 풍성한 양감과 승반의 안정감은 조화를 잘 이루며， 서로 다른 기법을 구사한 문양표현방식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각도에 따라 다른 느낌을 주게 한다. 버드나무문은 14세기 전반 경 간지명千支銘 싱캄청자의 제작시기에 도식화 

된 형태로 많이 차용되었던 소재이다. 이 주자의 문양은 아직 회화적인 느낌이 잘 남아 있는 관계로 간지명 상캄청자보다 앞선 시 

점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I 이증민 

188 챙 Â} 

1 崔美춤高麗時代 좁磁 注子의 樣式 돼究"， 忠北大學校大學院碩士學位

論文， 2011 ， pp ,86-1D 1 



Cεladon Ewer and Saucer with lnlaid 

Pεony and Willow Dεslgn 

Treasure No. 1420 

Goryeo (13th century) 11 Item 1 Ceramics 

H(Ewer) 16.1 cm , o (Base) 75cm , 비Saucer) 5.8cm 

Private Ownership (Leeum , Samsung Museum of Aπ) 

깐lis is a set composεd of a celadon ewer‘ and bowl from thε mid-Gorγeopεriod， decorated with a 

peony and willow design using the inlay technique 

The body of the ewer is round and tapers toward the mouth, looking 파ce a reversed balloon 

with its top cut off. A gentle S-shaped spout is attached at one side of the body, and at its opposite 

is attached a band-likε handle with a small loop. There is a lid on thε ewε1‘ with a cintαmαη1 

(wish-fulfilling jewel)-like knob; since thε lid doε'S not have a loop, it is assumεd that the knob was 

used as an anchor to affix a connector‘ to the loop on the handle. The bowl features a wide and 

flat inner base designed for accommodating the ewer. The foot of the bowl splays widely outward, 

suggesting that the bowl was modeled after its metal counterparts. 

One side of the ewer’s body is decorated with an inlaid peony design with the flowers 

and buds expressed in white and the leaves and stems in black. The inlaid spaces in the peony 

design are wide, offering a strong color contrast between the black and white. On the opposite of 

the peony design is rendered a willow tree, which is inlaid in deep black only along the outline, 

leaving it appearing to have been drawn with a pencil. Although both are inlaid, the broadly inlaid 

peony and the thinly inlaid willow offer completely different aesthetic sensations. 

The glaze applied to the set takes on a light-green color and is glossy. The part of the bowl’s 

foot that touches the surface has traces of being wiped clean of glaze and fired on refractory clay 

The shεεr abundance of the piece and the stability of i엄 base strike a remarkable harIDony, and 

the two different manners of applying the inlay technique embodied on the decoration provide 

differing sensations to the viewεr depending on the point of view. willow designs were a popular 

motif adopted in a stylized way for the “ Ganji" inscribed celadon of the 14th centurγ. The willow 

design shown here is not stylized, but still shows painterly characteristics, suggesting that it 

predates 14th-centurγ “Ganji" cela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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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청자 퇴화회문 주전자 및 승반 
춤磁 堆花花文 注子 및 承盤
Celadon Ewer and Saucer with Paste-on-paste 
Floral Design 

보물제1421호 

고려(1 3세기) 11 접 | 도자 

주자 높이 17.5cm, 굽지릅 8.3cm 

개인(삼성미술관리움) 

〈청자 퇴화화문 주전자離 堆花花文 注子 빛 승반承盤〉은 퇴화기법堆花技法으로 꽃무늬를 장식한 주자注子와 승반f짧옮을 한 세트로 

구성한 고려 중기의 청자유물이다 

고려시대에 제작된 청자주자는 참외형J:I\形， 표주박형짧形， 또는 병형願形， 금속기형오로 제작된 사례가 많고 석류형石짧形， 

구룡형龜龍形， 어룡형觸都， 인물형 등으호 만들었다.1 주자는 용액이 빠지는 주구注口와 손잡이를 주자의 양쪽에 각각 붙이며 뚜껑 

을 덮는다. 뚜껑은 사용과정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꼭지와 손잡이 윗 쪽에 작은 고리를 만들어 서로 연결히도록 만든 

예가 많다， 주자는 때로 용액을 렵히기 위해 승랜휩盤이라는 발형짧形의 받침대에 뜨거운 물을 담아 올려놓기도 한다. 특히 승반은 

송대부터 술을 데워먹은 풍습이 생기면서 많이 사용되었고， 띠뜻함을 유지하기 위해 뜨거운 물을 자주 갈아주면서 사용했다고 

한다.2 승반이 함께 사용되는 주자의 형태로는 참외형， 표주박형， 원형주자 등이 있다. 

주자는 몸통이 공처럼 퉁근 형태를 기본으로 업술부분은 짧고 밖으로 벌어지게 만들었다. 몸통의 한 쪽에는 대롱처럼 말 

아 올린 주구注口를 완만한 S’자형으로 만들어 폼체에 부착하였으며 반대쪽에는 가운데에 골이 있는 띠 모양의 손잡이를 붙였다. 

뚜껑은 윗 판을 납작하게 성형하여 주자의 압수구入水口에 끼울 수 있도록 하였고 뚜껑 윗부분과 손잡이 윗 쪽에는 서로 끈을 연 

결할 수 있도록 고리를 돌려 붙였다. 승반은 내면이 편평하며 측사변은 양감을 보이고 업술부분은 도톰하게 밖으로 말려 있다. 

이 주자와 승반의 특정은 무엇보다도 표면에 퇴화堆花기법에 의한 문양 표현되어 있다는 점이다. 퇴화기법은 백점토나 붉은 

점토를 붉게 개어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손으로 만치면 문양부분이 도드라지게 느껴진다. 최근에는 퇴화기법을 상세하게 

구분하여 백점토를 사용했으면 백화B盡， 붉은 점토를 시용했으면 철화鐵畵로 부르며 혼합되어 있으면 철백화鐵B畵기법이라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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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 

른다[이하 철백화로 지칭J. 구체적인 문양표현을 보면 주자의 양면에는 백화기법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꽃을， 그리고 줄기와 잎새 

는 철화로 장식하였다. 이들 문양은 다른 청자에서 보이는 유λ}사례와 다랙1 안료가 비교적 붉은 느낌을 준다. 또 승반에는 철백 

화기법으로 형태를 잘 알 수 없는 꽃문양을 세 곳에 배치하였다. 

주자와 승반의 외면을 덮고 있는 유약의 색은 밟은 담청색을 띤다. 이들의 굽 하단 접지변에는 유약을 닦아내고 황갈색의 

모래를 빚어 받친 흔적이 보이고， 뚜껑 안쪽에는 내화토耐火土를 빚어 받친 것으로 파악된다. 뛰어난 제작상태와 철백화기법을 사 

용한 흔적은 전라북도 부안技安일대의 가마터에서 그 예가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은 부안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이 유물들은 퉁근 몽통과 큼직한 주구， 위로 올려 붙인 손잡이와 함께 호방한 필치로 그려진 꽃문양이 인상적이 

다. 퇴화기법 의한 청자주자 중 상태가 양호한 것이 매우 드문 상황에서 이 주자와 승반은 고려 중기의 제작양상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 이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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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崔美홉高麗B휴代 좁짧 注子의 樣式 6퓨究J. 忠、北大學校 大學院碩土흉핸 

論文.201 1. pp.86- 101 

2 동洪m . t:土옳爛룡邊的微笑:酒具』 上海文藝出版社.2002.

pp.224-225 



Celadon Ewer and Saucer with Paste-on

paste Floral Design 

Treasure No. 1421 

Goryeo I 13th century) I 1 Item I Ceramlcs 

HIEwer)1 7. 5cm, DI8ase)8.3cm 

Private Ownership ILeeu띠 Samsung Museum 01 A띠 

This is a celadon ewer and saucer set decorated with fl。τ~ers through the paste-on-paste technique 

and dating to the rnid-Goryeo period. 

What most distinguishes this 31tifact is the application of the paste-on-paste technique, or 

toehwa. In this technique, white or red clay is thinned with water to be used for p외ntmg patterns 

with a brush. The resulting patterns are slightly raised and can be perceived by touch. It C311 be 

divided into three 미pes depending on whether white and/o1' red clay is used: “white p와nted" , 

“iron painted," and ιwl:꾀te-and-iron painted." This 없tifact belongs to the tl끄1'd category. The ewer 

is decorated on both sides with unidentified white-p떠nted flowers, 앙ld the stems and leaves are 

painted in iron. The design on the ewer seems to be painted with thinner pigments compared t。

。，tl1e1' examples adopting the 잃me decorative tecl1nique. The base is also adorned at th1'ee spots 

with unidentifiable flowers p킹nted in iron 

The glaze over the ewer and saucer tal<es on a light-green color. The por디。n of the saucer 

foot that meets the surface shows traces of being wiped clean of glaze and fired on yellowish 

brown 없nd. Celadon pieces adopting the white-and-iron p와nting tecl끄lique have been found from 

kiln sites around Buan in the Jeolla region, hin미19 that tllis 와tifact may also have been produced 

there. This ewer and its base are distinctive for the bold brushstrokes evident in the floral design, 
as well as tlle 잉。bular ewer body, 1없ge spout, and upward-facing handle. This is a rare example 

。f paste-on-paste decorated celadon still in good condition, providing valuable research material 

fo1' studying the celadon production of the rnid-Goryeo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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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청자 상감오리모양 주전자 
뿜磁象팝눴면쁨形注子 
Celadon Duck-shaped Ewer with Inlaid Dεsign 

보물제1398호 

고려(13세기) 1 1 점 | 도자 

높이 15.3cm, 입지름 2，5cm ， 밑지름 9，5cm 

개인소장 

〈청자 싱캄오리모양 주전자좁磁 象族網形 注子〉는 청자주자좁짧댄子를 오리모양網形으로 형상화한 상형청지象形좁磁이다. 

고려시대에 제작된 청자주자는 일반적으로 참외형JJl%， 표주박형鋼1， 또는 병형植形， 금속기형이 대부분이며 일부는 석류형 

石짧形， 구룡형龜龍形， 어룡형魚、龍形， 인물형 등으로 제작되기도 했다-1 주자는 용액이 빠지는 주구注口가 있고 맞은편에는 손잡이를 

부착하며 용액을 넣는 부분에는 뚜껑을 덮는다. 뚜껑은 사용과정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뚜껑 한쪽과 손잡이 윗 쪽에 

작은 고리를 부착하여 서로 연결하도록 만든 경우가 많다. 주자는 때로 용액을 데우기 위해 승반承盤이라는 발형행形의 받침대에 

따뜻한 물을 담아 올려놓기도 했다. 

이 주'^}는 공처럼 동그렇게 성형한 몸체를 기초로 입수구시k口와 주국 몸체 등을 다양하게 장식한 독특한 조형미를 보여 

주고 있다. 주구는 오리의 목과 얼굴을 실물처럼 만들어 붙였고， 손잡이는 주구 맞은편에 점토띠의 중앙부를 따라 골을 만들어 

부착하였다. 몸체는 주구방향에서 뒤쪽으로 깃털， 날개， 몸체의 털을 세밀하게 묘사하였는데 그 섬세함이 매우 돋보인다.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오리 얼굴 뒤로는 반원형半圓形의 짧은 깃털을 세 단으로 구성하되 외곽선은 백싱캄， 내부의 잔털은 흑싱캄으로 표현 

하였다. 그 뒤로 연결되는 삼단의 기다란 깃털은 차례로 흑싱캄， 백상감， 음각기법의 윤곽선을 두른 후， 흑싱캄이나 음각기법으로 

잔털들을 구하였다. 또 꽁지 쪽으로 이어지는 부분은 양각기법으로 반원형의 깃털을 배치하여 몸통에 깃털이 풍성해 보이도록 하 

였으며， 깃털 내부는 가는 음각선으로 정교함을 더했다. 

입수구 주변에는 연잎을 사각형으로 따로 만들어 붙인 후， 잎새 끝을 접어서 말았으며 직선형과 꼬인 연줄기를 잎새 끝에 

붙였다. 뚜껑은 연밥을 형상화하여 섬세하게 제작하여 얹었는데 연밥 위쪽은 음각으로， 측면은 도드라진 양각으로 꼼꼼하게 묘사 

하였다. 주구에 해당하는 오리 얼굴에는 음각선으로 눈매를 파내고 눈동자는 철반점鍵짧을 찍어 강조하였으며 목 부분은 가는 

세선각을 하여 깃털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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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과뚜껑 

이 주자는 전체에 비색弱色을 띠는 답청색의 유약이 고르게 씌워져 있으며 부분적으로 유약이 몰린 곳은 초록색을 띤다. 

뚜껑 밑과 주자의 굽부분은 유약을 닦아내고 내화토를 빚어 받친 흔적이 있으며 제작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일반적인 상형주자 

는 동물이나 식물의 모습에 생동감을 주기 위해 음각기법을 사향}는 경우가 웹만， 이 주자는 상형에 상캄， 양각， 음각， 철화 등 

다양한 기법이 하나의 그릇에 구현되어 있어 청자제작의 절정기에 제작되었음을 알게 해준다. I 이증민 

1 崔美춤高麗B꿈代 좁磁 注子의 樣式돼究J， 忠北大學校大學院碩士學位

論文， 2011 ， pp.8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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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εladon Duck-shapεd Ewer with 

lnlaid Dεslgn 

깐lis is a celadon ewe1' render‘ed in the shapε of a duck. 

Treasure No. 1398 

Goryeo (13th century) 11 Item 1 Ceramics 

H. 15.3cm , o (Mouth) 25cm , o (Base) 9.5cm 

Private Ownership 

This piece suggests a unique aesthetic, embodied by the spherical ball-like body attached 

with a spout and a handle and ornamented ove1'all with dive1'se deco1'ative methods. The spout 

is rendered in the shape of the head and neck of a duck, with considerable realism, and at the 

opposite end is a handle fashioned by attaching a furrowed clay band. The body of the duck 

is delicately rep1'esented through a detailed expression of the plumagε and wings. Th1'ee layers 

of short semi-circular feathers outlined in white slip with black-inlaid fine barbs within them 

are apparent immediately behind the spout. Following these are three tiers of long feathers , 

respectively outlined with black -inlaid lines, white-inlaid lines, and incised lines. All feature fine 

incised 0 1' black-inlaid barbs inside. Thε space behind the long feathers is ornamented with semi 

circular feathers expressεd by embossed carving with fine incised barbs inside 

The rim of the mouth is dεco1'ated with a separately forrned and attached lotus leaf with a 

rolled edge. Straight and twisted lotus stems are additionally attached to the leaf. The lid emulates 

a lotus pip and is delicately incised with pattεrns on the top and embossed carvings on the sides. 

The head of the duck forming the spout features an incised eye and iron-painted eyeball for 

emphasis and the neck is adorned with fine , incisεd lines to express feathers 

This ewer takes on the teal tones of jade from the glaze covering the entire vessel. Where 

thε glazε is concentrated, the color appears more green. The bases of the lid and body bεar‘ 

signs of the glaze being wiped away and of being fired on refract01γ clay. While sculpted vessels 

commonly adopt incising as a technique to instillliveliness into the pieces, this figu1'ative ewer uses 

not only incising, but also inlay, embossed carving, and painting in iron, indicating that this was 

c1'eated at the point when celadon production had reached its apog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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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청자 상감모란문 발우 및 접시 
춤磁 象散#土升文 錄굶 및 樓앓 
Celadon Bowls and Dish with Inlaid Peony Design 

보물저11ffi9호 

고려(13세기) 14접 | 도자 

높이 4k7 .3cm , 입X픔 16.H8.9cm 

밑지릅 5.9-6. 1cm 

개인(삼성미술관리움) 

〈청자 상감모란문 발우購 線짧文羅 및 접시織〉 일괄품은 〈청자 발우購 歸)3점과 〈청자 전접시輔 전鐵) 1점으로 내외 

면에 상감문양이 장식된 생활용기들이다. 발우.if굶는 사찰의 승려가 사용하였던 공양그릇으로 나무; 늦쇠， 도자기 등으로 만든 사 

례가 알려져 있다. 발우는 우리나라의 경우 밥， 국， 물， 변E찬을 담기 위한 네 개의 그릇이 보통 한조를 이루며 승려들이 개인적으 

로 지니는 물건 중 하나였다1 

이 청자발우 3점은 측사면이 완만한 곡션을 이루면서 상부가 살짝 오므라들고 굽은 별도로 깎지 않아 평저平底를 이룬다. 

형태는 세 점이 모두 유사하여 큰 발우 안에 중간의 것과 작은 것은 포개어 넣을 수 있다. 접시는 크기가 가장 작으며 구연이 밖 

으로 벌어진 상태로 수평을 이루는 전접시 형태를 하고 있다. 전세품 이외에 청자발우가 조사로 확인된 사례는 충남 태안 대섬 앞 

바다 출수품에서 찾을 수 있다.2 이를 보면 청자발우는 적어도 12세기 경 이후에는 생산된 것이 확실하다. 

일반적인 자기발우는 문양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 유물틀은 세련된 상감기법에 의한 문양들이 내외면을 채우 

고 있어 눈길을 끈다 가장 큰 발우의 내저면 중앙에는 국화꽃과 꽃봉우리가 흑백상감기법으로 장식되어 있고 측사면 세 곳에는 

모란절지문*돼折옮文을 세 그루씩 모아 배치하였다. 또 작은 발우 두 개와 전접시의 경우는 측사변 네 곳에 모란절지문을 상감하 

였다. 특히 전접시는 수평으로 벌어진 전부분에 뇌문대雷文帶를 백싱캄하여 장식하였다. 

외면의 문양들도 거의 유사하다. 발우들의 업술부분 바로 아래에는 뇌문대雷없帶를 백상감하여 구획을 하고 측사면 전체 

에 당초문홈草文을 역상캄기법易象없技法으로 빼곡하게 묘사하였다. 역상감기법은 원덕태후퍼默E 곤릉坤陸(1237)에서 출토된 〈청자 

상감당초문 뚜껑〉과 명종明宗 지릉智陸(1255년)에서 출토된 〈청자 상캄여지문 발〉 등의 외변에서도 볼 수 있다3 이를 통해 역상캄 

기법은 13세기에 활용된 상감기법의 한 유형이라는 것을 알 수 었다. 측사면의 당초문 아래에는 연화당초문運花홈草文을 음각기법 

으로 마무리히였다 외면을 이와같이 표현하는 패턴은 전접시의 경우도 거의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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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발우와 전접시는 담청색의 청자유가 전면에 씌워져 있으며 굽부분은 유약을 닦아냈다. 또 태토뻐土가 드러난 바닥면 

에는 내화토耐火土로 모래벚음 받침을 받친 흔적이 남아있다. 이 네 개의 그릇들은 상당한 수준의 기볍과 품질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릇의 특성상 수요대상은 왕사王師나 국사國師같은 신분높은 승려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 일괄품은 상감청자가 전성을 이루었 

던 13세기의 청자제작상황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판단된다'. I 이종민 

1. 5개가한세트를이루는경우노알려져있다 海剛陽磁美術館 r海剛짧磁 

美術館J. 1990. p.59의 흑유발우는 5개가 한 세트임 

2 문화재정 국립해앙문화재연구소흠麗줌磁寶辦감 -본문-J.2009 . 

pp.289-311 

3. 국립중앙박물관고려왕실의 도자기J.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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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시 

Celadon Bowls and Dish with 

lnlaid Peony Design 

Treasure No. 1039 

Goryeo (13th century) I 4 Items I Ceramics 

H. 44- 7.3cm, o (Mouth) 16.1-1 8.9cm, o (Base) 5.9-6.1cm 

Private Ownership (Leeum, Samsung Museum of Art) 

This celadon set consists of three alms bowls and one winged dish ‘ Decorated with an inlaid 

design inside and out, these celadon pieces served utilitarian purposes. Used by Buddhist monks, 

alms bowls, or bαru in Korean , are known to have been produced in wood, brass, and clay. 

In Korea , four alms bowls comprised a set, reserved respectively for rice , soup, water, and side 

dishes. They were considered one of the most precious personal belongings of Buddhist monks. 

The three alms bowls have gently cU1ving sides with a slightly inve l1ed rim; the foot is 

not undercut, but fla t. They are rendered in similar forms, allowing them to be nested. The dish, 

the smallest piece in size among the four, has an outward tUI‘ ning 1‘im at a right angle. A [ul1her 

example of celadon alms bowls can be found in the ceramic vessels excavated off the coast of 

Daeseom Island in Taean, South Chungcheong Province. This indicates that celadon alms bowls 

started to be produced as late as the 12th centU1y. 

This celadon set is an example that inf01111s on developmental level of inlaid celadon in the 

13th centurγ， when celadon production reached its apog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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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청자상감동채모란문매병 
춤磁 象쉽눴鋼彩#土판文 梅*li
Celadon Prunus Vase wìth Inlaìd Peony Desìgn ìn 
Underglaze Copper 

보물저1346호 

고려 11접|도자 

높이 34.8cm. 동체최대지름 21.7cm 

국유(국립중앙박물관) 

고려청자는 다양한 기법으로 장식되었는데 수법에 따라 크게 기변을 칼로 깎는 조각기법과 안료를 붓으로 칠하는 그림기법오로 

구분할 수 있다. 안료를 사용하여 그리는 기법은 산화철을 사용하는 철화鍵， 백토를 사용하는 퇴화堆花(혹은 백화白畵)， 산화동 

을 사용하는 동화網畵가 있다. 각각은 검은색과 흰색 붉은색을 띠는데 단독으로 시문되기도 하고 흑백의 싱캄기 법과 더불어 활용 

되기도 하며 기변에 다양한 색을 더해준다， 특히 동화기법은 고려시대에 위계가 높은 색이었던 붉은빛으로 발색되어 청자에 화려 

함을더할뿐아니라기물의 위상나이카사용자의 위상을보여주는장식기법으로서 최고급청자에 활용되었다1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보물 제346호 〈청자 상감동채모란문 매병뿜짧 象없웹웠土꺼文 梅敏〉은 고려 동화청자의 대표적인 예이 

다. 단정한 입과 짧은 목에서 이어진 어깨는 거의 수평에 가깝게 벌어졌고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팽창하여 상부가 매우 건장하고 

풍만하다. 상대적으로 가파른 곡션을 그리며 하부로 좁게 내려오고 저부에서 살짝 외반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어깨부위가 더욱 

강조되어 보인다 어깨와 저부는 모두 상감으로 장식되었는데， 어깨에는 내부가 국화녕쿨무늬로 채워져 있고 모서리 끝에 수술이 

드리워진 능형奏形의 문양대가 큼직하게 시문되었고 저부에는 연판문이 있다. 또 동체 세 곳에는 모란절지문이 큼직하게 시문되었 

다. 가는 흑상캄 줄기에 활짝 피거나 봉우리 진 형태의 모란 꽃송이 몇 떨기가 백상감으로 표현되었다. 꽃잎 끝부분을 동화로 장 

식하여 화려하게 표현하였고， 모란 잎의 세부도 가는 흑상감으로 장식하여 전체적으로 섬세하고 화려하다， 구리 안료를 사용하여 

채색한 부분은 대체로 짙고 붉은 색을 띠고 있으나 일부는 환원이 렬되어 발색이 푸르게 된 부분도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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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감돌채모란문 

현재까지 조사된 고려시대 청자 제작지 중 동화기법을 사용한 청자가 주로 확인되는 곳은 부안지역이다 국립중앙박물관 

과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된 부안 유천리 수습품은 고려중기~후기 당대 최고의 기술로 제작된 청자들로 이중 양은 소량 

의 동화청자도 포함되어 었다2 대부분 태토의 정제 상태와 유색이 뛰어난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과 같이 백상감 장식한 모란 

에 구리안료를 덧칠하여 화려함을 더한 예가 많다 가지는 가늘게 흑상감으로 표현하고 넓은 변을 백상감하여 표현한 모란 꽃잎 

에 부분적으로 구라 안료로 강조하여 붉게 발색되도록 의도한 표현방법이 상당히 유사하여，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도 부안 유천 

라 요장에서 제작되었음을 짐작할 수 았다~ I 장남원 

1 초|문정고려시대 진시청자 연구 -문헌에 나타나는 “붉은 색” 관련 기록 

중심으로-J. r溫知論옳J 9. 온지학회， 2003 . 

2 국립중앙박물관고려 왕실의 도지기J. 2008. p.80;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r技安柳川里좋 高麗@셈효J. 1983. p.23 

Celadon 209 



" ;1'" / 



Celadon Prunus Vase with Inlaid peony 

Design in Underglaze Copper 

Treasure No. 346 

Goryeo 11 Item 1 Ceramlcs 

H. 348cm, D. 21 .7cm 

Publíc Ownershíp INatíonal Museum 01 Korea) 

T뻐s is a definitive example of the copper-underglazed celadon of Goryeo. The neatly-made mouth 

and short neck meet with a nearly horizont떠ly shoulder and the contours then c:lrop toward tl1e 

base in a relatively steep curve before slightly splaying at the base, directing additional emphasis 

to the swollen shoulder. The shoulder and base are bOtl1 adorned with inlay: the shoulder features 

large di없nond-shaped tasseled windows that are fi1led with a chrysanthemum and scrollwork 

design while the base shows lotus petals. The body is ornamented with large peony sprays in 

three spots, with white-inlaid peony buds or blooms at the end of black-inlaid branches. The tips 

of the flowers are painted with copper underglaze and the detai1s of the peony fl。τwers are inlaid 

in black, adding to tl1e splendor and sophistication of the 없tκaα. The portions painted in copper 

generally t떠.(e on a deep-red color, but there are sections that appear blueish due to uneven 

reduction ’ 

Among the identified production sites for G。πeo celadon, it is in Buan where the ir‘。n

underglaze method was most broadly adopted. Thε National Museum of Korea and the Ewha 

Womans Universi디T Museum have Buan cerarrucs in their collections that were made with the pealζ 

technology of the time; included 없nong these high-qualitγ cerarrucs are copper-underglaze celadon 

vessels. Showing sophistication in terms of the refinement of the clay body 었ld the color of tl1e 

glaze , these cooper-underglazed celadon vessels are often decorated with inlaid peony motifs 

added in copper underglaze, as in this prunus vase. Specifically, they also feature black-inlaid 

br없lches， white-inlaid flowers, and copper-underglaze emphasis on the white flowers. Therefore, it 

can be assumed tl1at tl1is prunus vase was sin1ilarly produced in Bu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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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청자상감매죽학문매병 
홈磁 象팝눴悔7體J원文 離h
Celadon Prunus Vase with rnlaid plum. Bamboo. and 
Crane Design 

보물저1903호 

고려 1 1점 | 도자 

높이 39.1cm, 동체최대지름 25 마m， 입지름 6.0cm 

개인(국립중앙박물관) 

고려시대 매병은 다른 청자 기물들과 비교하여 규격이 가장 큰 편으로 아름다운 기형과 장식을 지닌 예가 다수 현전하고 있다. 

보물 제903호로 지정된 개인소장 〈청자 상캄매죽학문 매병좁磁 象關휩↑觀文 梅微〉은 그 대표적인 예로 전체적인 조형이 매우 아름 

답다. 정제가 잘 된 흙을 사용하였고 부분적으로 산화된 곳이 발견되지만 전체적으로 은은한 회색이 도는 푸른빛 유색도 아름 

답다 

높이가 약 40.0cm에 달하여 매병 중에서도 큰 편인데 짧은 목에서 거의 수평으로 벌어진 어깨는 매우 완만한 곡선을 그 

라며 아래로 내려오} 몸체 상부가 매우 풍만하게 보인다. 몸체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는 선 또한 완만하여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었 

다. 굽 저부도 살짝 벌어진 곡선을 그리고 있어 우아한 실루엣을 보여준다. 어깨가 풍만하면서 저부가 급격히 좁아지변 긴장감은 

있으나 상대적으로 불안정해보이고 반대로 상부의 팽만감이 부족하면 긴장감이 떨어지면서 왜소해 보이는데， 이 청자상캄매죽학 

문매병은 기형의 풍만함과 더불어 우아한 곡선미를 보여주고 있어 안정감과 균형미가 뛰어나다. 

기변의 넓은 부위에는 서로 대를 이루면서 대나무와 매화나무가 상하좌우로 넓게 시문되었다. 전체적으로 흑싱캄하였는 

데， 대나무 마디 끝과 군데군데 적절히 배치한 매화 부위에만 백싱갑으로 강조하였다. 가는 선으로 표현한 나무들은 부드럽게 휘 

어져 마치 약한 바람에 낭창낭창 흔들리는듯하다. 매죽 사이의 공간에는 각각 세 마리의 학이 비교적 크게 시문되었다. 학들의 자 

세는 위를 보거나 날개를 치고 한 쪽 다리를 들고 있는 등 서로 다르며 마치 춤을 추는것 같다. 견부와 저부에는 각각 여의두문과 

뇌문이장식되었다. 

중국 요송금대遺宋金代 많은 요장에서 청자가 제작되었고 동시기 고려청자 제작에도 기술변에서뿐 아니라 조형적으로도 많 

은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청자상깝매죽학문매병 같이 기술적으로 상감기법을 능숙하게 구사하면서도 회화성 뛰어난 서정적인 문 

양을 시문한 경우는 중국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어 고려청자에서 독보적으로 활용되고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회화적인 

상캄 문양 장식이 있는 매병은 중국 항주 등 중국내 여러 곳과 일본 일부 지역에서도 출토되고 있어， 동시대 동아시아에서 애호되 

었음을알수있다; 1 ε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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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εladon Prunus Vasε with lnlaid Plum, 
Bamboo, and Cranε Design 

Treasure No. 903 

Go미eo 11 Item 1 Ceram ics 

H. 39.1 cm, o (ßody) 250cm , o (Mouth) 6.0cm 

Private Ownership (National Museum of Korea) 

GOIγεo prunus vases are generally relatively large compared with other types of celadon ware. A 

number of them with their characteristically pleasing form and aesthetic decoration have survived 

to thε present. One of thεse is this prunus vase, boasting a strikingly beautiful decorative scheme. 

Made from refined clay, it shows a prized glaze color of grayish-green outside of a few oxidized 

areas. 

Measuring about 40 centimeters high, this relatively large prunus vase has a nearly horizontal 

swollen shoulder with gent1y αlrving lines, offering an expansivε sense of volume in the upper 

sections of the body. The tapering contours toward the base are gen t1e, and therefore inspire a 

sense of stability, while the slight1y splayed base provides elegance. A profile that narrows more 

dras디cally toward the base would have exuded instability, while a less bulging shoulder would 

have subtracted from the impressiveness, but this prunus vase succeeds at providing both stability 

and volume 

The central space on the surface has been broadly decorated with bamboo and plum 

trees. Mainly inlaid in black, the motifs adopt white slip for highlighting such details as thε tips 

of the bamboo stems and other fine points. The trees expressed in thin lines are gent1y curved, 

and appear to stand in a moderate wind. Betweεn the bamboo and plum trees ar‘ε shown thr‘ee 

relatively large cranes gazing upward or flapping their wings with one lag raised as if dancing. The 

shoulder and base are respectively omamented with ruyi and fret pat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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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청자상감매죽학문매병 
춤磁 象핍눴梅:t''I麗文 휴했E 
Celadon Prunus Vase with Inlaid Plum, Bamboo, 

and Crane Design 

보물저111없호 

고려(13세기) 11접 | 도자 

높이 33.Ocm ， 입지를 5.2cm ， 밑지름 11.0cm 

국유(국립중앙박물관) 

〈청자 싱캄때죽학문 매병좁磁 象없梅竹轉文 梅梅〉은 바람에 흩날라는 매화나무， 대나무와 학의 모습을 표현한 상감청자이다 

매병은 원래 중국의 당대團t에 출현한 주기酒器로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에 확산되어 유행했던 그릇이었다. 매병의 사용 

방식은 중국 하북성河北省 백사진白沙鎭에서 발견된 송대의 조대옹趙大썼묘 전실前쫓의 벽화나 하북성 선화宣化 히-팔리촌:Ti\.멸村에 

소재한 요대의 장세경張世聊묘 벽화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벽화의 분석에 의하면 매병은 뚜껑을 갖춘 그릇이며 나무대좌에 구멍 

을 뚫어 방안에 거치해 두었던 술그릇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국내의 태안 미도 2호선에서 출수된 자료에 의하면 용도는 술 담는 

그릇 이외에도 꿀이나 참기름을 담아 활용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매병은 고려시대에 청자나 백자 혹은 도기로 제작된 예가 다수 

알려져 있으며 그형태도다양하다.， 

매병이란 명칭은 중국에서 송대에 ‘경병혐E’ 등으로 불리웠으며 고려에서는 ‘준樓이라 하였다.2 실제로 2010년 태안 마도해 

역 2호선에서는 청자매병 3개와 도기매병 1개가 출수되었는데 이중 청자매병 2점은 함께 발견된 죽첼챔L에 ‘준樓’이라는 글귀가 

씌여져 있어 이러한 형태의 병을 준’이라 지칭했음을 알 수 있다.3 매병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시기는 여러 기록 등을 

종합할 때 1해기부터 활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청 말기의 허지형點衝 1앙7-1935의 저서 『음류재셜자歡流蘭說쯤』에는 ‘예로부터 

명칭을 매병이라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 매병이란 용어는 청나라 후반 경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았다.4 

고려의 싱캄청자에서 볼 수 있는 회화풍 무늬는 파어문波德文， 유로수금윈~p盧7.K짧文， 위로수금문훌훌k짧文， 연지수금문運池 

水鷹文， 화조문花鳥文， 매죽문樹갱文， 파초괴석푼흰薰怪石文， 고사인물문古事A物文， 연화류문運챔째文， 전각문魔聞文 등이 있다. 상캄청자 

에서 회화풍 문양이 전성을 이룬 시기는 13세기로부터 14세기 전반까지로 동시대의 음각기법陰刻技法이나 압출양각기법壓出陽刻技法 

은 물론 금속기나 나전칠기에서도 유사한 모양이 확인된다5 서로 다른 재질의 공예품에서 이와같이 유사한 도안이 보이는 이유 

는 연구결과 공예품 제작에서 디자인을 담당하던 화공畵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알려져 았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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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상캄매죽학문매병〉은 벌어진 반구형 입술과 짧은 목; 공처럼 퉁근 어깨에서 점차 줄어들면서 내려와 바깥으로 살짝 

벌어지는 굽으로 이어지는 형태를 하고 었다. 이와같은 모양의 매병은 고려 중기의 대표적인 형태에 해당한다.7 문양을 보면 매병 

의 폼체 중앙을 돌이카며 마치 한 폭의 풍경처럼 매화나무와 대나무; 세 마리의 학이 혹과 백의 상감기법으로 장식되어 있다. 구 

도는 양쪽 면에 흔들리는 대나무와 함께 탐스러운 꽃을 피운 매화나무카 엇갈려 배치되어 있으며 그 사이의 여백에는 각각 세 마 

리의 학을 묘사하였다. 학의 모습은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학， 깃럴을 단휩}는 학으로 변화를 주었다. 상감으로 처리한 이들 문양 

은 시질성이 돋보이며， 구획 없이 매병의 외면 전체를 이어가고 있어 한 폭의 화조화花鳥畵를 도자기에 옮겨 놓은 듯하다. 매병의 

유약은 전체적으로 담청색을 띠고 일부는 산화번조되어 녹황색을 띠는 곳도 었다. 굽은 굽 안바닥만 깎아내어 밖에서 보이지 않 

게 마무리하였으며， 굽 접지면에는 내화토耐火土와 모래가 섞인 빚음받침 9개를 받친 흔적이 었다 

회화풍의 상감청.At는 강진이나 부앤역의 7바에서 생산된 사려까 알려져 있다. 이곳에서 생산된 매병은 주 소비처가 왕 

실이나， 중앙귀족의 사저， 사찰 등이었을 것이다. 이 매병의 문양은 회화풍의 청자매병 중에서도 그 사례가 드물어 고려 중기의 상 

감청자 연구에 많은 도움을 준다~ I 이종민 

1 李鍾I;t ， r고려시대 좁磁梅뾰 연구ι f講座美術史J 27號， 韓國佛敎美術史

學용.2006. 12. pp.3-5 

2 김태은흠麗B휘t 梅빼 돼究J， OI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pp.6-1 3 

3 문화재정 국립해앙문화재연구소 매병 그리고준， 효F기를 담은 그릇>， 

2013, p.12 

4 許之뺏j!짧Jiì顆說좀J， 民國 13(1924)， 說용鍵第7， 梅뾰條 

5 김하나「흠麗8흉代象밟좁짧에 나타난續畵素材文樣Mf究J，홍익대학교 

석사학위놈문. 2012. 

& 김세린 「고려시대 금속상감기법 연구J.O I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p.81 

7 이같은유헝은고려칭자매병의다섯가지형태중하나로 12세기중반경 

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13세기경에 와서 가장 많은 제작 예를 보이고 

있다 李鍾얹고려시대 춤顧梅뾰 연구」， 「講座美術史.27號， 韓國佛敎美

術史學용， 2006.12， p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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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adon Prunus Vase with lnlaid Plum, 

Bamboo, and Crane Design 

Treasure No. 11 68 

Goryeo (13th century) 11 Item 1 Ce ramics 

H. 33.0cm, D(Mouth) 5.2cm, D(Base) 11.0cm 

Public Ownership (National Museum 01 Korea ) 

This is a celadon vase decorated with an inlaid design of plum trees and bamboo in the wind with 

cranes 

The outward-turning, hemispherical lip and short neck connect to the ample , round 

shoulder, from where the piece tapers downward before flaril1g again at the base ‘ P1Unus vases 

。f this shape are typical of the mid-GolYeo period. The main seαion of the body is adorned with 

black-때d-white inlaid plum trees , bamboo, and cranes, which combine to αeate the effect of a 

landscape painting ‘ Either side of the body features a flowering plume tree and three bamboo 

culms overlapping in the wind, while the remaining space is decorated with three cranes expressed 

in diverse positions - ascending, descending, and preening on the ground. These designs show 

a remarkable resemblance to reality and appear in a panorarrúc manner on the surface, evoking a 

painting. The glaze takes on an over떠1 a light-green color but pattially shows greenish-yellow due 

to oxidization during the firing. The foot is hollowed on the underside and 야lOWS nine marks on 

the foot ril1g of being fired on clay suppo1'ts mixed with sand 

It is known that inlaid celadon with a painting-like design was produced in Gangjin and 

Buan. The inlaid celadon vessels created the1'e may p1'imarily have been used by the royal COUlt, 

a1'istoc1'ats , at1d Buddhist temples. The p없nterly design shown in this p1Unus vase is not easily 

found atnong othe1' inlaid celadon exatnples, making it an in1pOrt없lt 1'esea1'ch material fo1' studying 

the inlaid celadon of the mid-Gorγeo pe1'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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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청자 상감포도동지문 매병 
춤磁 象핍눴蘭철훤童子文 梅m1
Celadon Prunus Vase with Inlaid Grape and Child Dεsign 

보물저1286호 

고려 11접|도자 

높이 42.8cm, 밑지를 15.8cm 

개인(간송미술관) 

간송미술관 소장 보불 제286호 〈청자 상캄포도동자문 매병춤磁 象옳홈혐童子文 梅敏〉은 고려매병 중 비교적 크기가 큰 편으로 높이 

가 40.0cm가 념는다. 커다란 동체의 넓은 기면에 가득차게 포도녕쿨 무늬를 상캄하였다. 유약은 전체적으로 두터운데 특히 싱깜 

장식한 부위에 뭉쳐 잎들이 도드라져 보인다. 어깨에는 여의두문， 저부에는 연판문이 시문되었다. 

고려시대 제작된 매병은 크기와 형태가 다양한데 고려후기가 되면 규격이 커져서 키는 높아지지만 전체적으로 몽체가 길 

어 보이는 경향이 곁은더1. 이는 중기에 제작된 매병과 비교하여 동체 아래쪽이 길어지면서 전체적오로 높이가 커졌기 때문이다. 

현전하는 매병 중 제작연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예는 많지 않지만， 중국 하북성 석가장시石錯市에 위치한 사씨史￡ 가족묘家廳 

발굴조사 중 사천택史天1뿔 1202-1275의 묘로 추정되는 곳에서 출토된 고려청자매병 한 점이 주목된다1 함께 출토된 청동향로， 용천 

요청자 등을 통해 13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오로 추정되는 이 매병은 높이가 46.0cm로 크기가 크고 기면 전체를 상감으로 장식 

하였는데， 간송미술관 소장 〈청자 싱캄포도동:At문 매병〉 뿐 아니라 국보 제68호 〈청자 상감운학문 매병〉과도 기면 구성과 문양배 

치， 붐체의 비례 등이 상당히 유사하다， 이를 통해 13세기 후반 경에는 높이7t 40.0cm가 넘는 대형매병이 제작되고 있었음을 알 

수있다. 

간송미술관 소장 〈청자 상감포도동지문 매병〉은 주로 백상감으로 장식되었다， 포도알 가운데와 동자의 옷깃 등 일부만 흑 

상감으로 강조하였다 이같은 장식은 고려시대 강진과 함께 최고급 청자를 제작했던 부안 유천리 7따터에서 확인되고 있어， 그 

제작지를 짐작케 한다. 부안 유천리 지역에서는 고려후기 대형매병을 제작하였는데 외면을 전체적으로 빈톰없이 상감으로 장식하 

는 경향을 보인다.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된 유천리 요지 수습품 중에는 복원된 높이가 64.0cm고 추정 높아가 70.0cm어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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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는 대형의 〈청자 상감포도동자문 매병〉이 았다2 전체적으로 백상감으로 포도녕쿨을 장식하고 포도알과 동짜를 흑상캄오로 

강조하는 수법이 간송미술관 소장품과 매우 유사하다.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품은 위쪽 일부가 환원이 렬되어 황색을 띠지 

만 전체적으로 두렵게 유약이 시유되고 상감된 부위에서 유약 뭉침이 보이는 현상까지 서로 유사하다. 

간송미술관 소장 〈청자 싱캄포도동자문 매병〉은 전체적으로 유약 뭉침이 확인되며 상감 장식도 성글고 마감이 좋지 못한 

부분이 여러 군데 확인되어 전체적으로 보면 조형적 완성도에 있어 부족함이 있다. 그러나 고려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면서 크기 

가 커지고 기면 전체를 상캄오로 빼곡히 장식하는 새로운 제작경향이 잘 보이는 부안 유천리 생산품의 대표적인 예로서 문화재 

적， 학슐적 가치가 상당히 크다고 하겠다: I 장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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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河北省文物liJf究所 r:tJ家JI市E太保jl;代史K훌群용짧倚根」， r文物ι

1996.9‘ 

2. 0 1화여자대학교박을관부안유전리요고려도자J， 1983, p.119 



Celadon Prunus Vase with Inlaid Grape and 

Child Design 

Treasure No. 286 

Go깨eo 11 11em 1 Ceramics 

H. 428cm, o IBase)15.8cm 

Privale Ownershlp IGansong Art Museum) 

This artifacα is large for a prunus vase, measuring over 40 centimeters. The spacious surface of the 

expar1sive body is packed with grape and scrollwork p았tems. The glaze is tl끄ckly applied, and 

in places pools in the inlaid portions to cause the decoration 앉따ld out. A 1uyí design 잉ld a lotus 

peta1 design can be seen at the shoulder and base, respectively 

While the motifs are m킹nly inlaid in white, there are some pOl디。ns inlaid in black, such as 

the center of the grapes and the collar of the child. This type of decorative design has been found 

at kiln sites in Yucheon-ri in Buan, wl끄ch together with the G없19jin 없~ea produced the highest 

quality celadon of the Goryeo era. 1n the late GOlγeo Dynasψ， ki1ns in Buan released 1잉ge prunus 

vases, thε most popular decorative scheme for which was densely decorating the surface with 

inlay. 

This 때 has sever잉 areas of coagulated glaze, and also of roughly inlaid motifs, and thus the 

levcε1 of pelfection commonly seen in Goryeo celadon. However this 1앙ge， densely-decorated jar is 

a valuable academic material for the study of the transformations in the sizξ 앙ld decorative scheme 

。，f celadon during the transition from the early to mid-Goryeo peri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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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청자 상감운학모란국회문 매병 
뿜磁 象嚴雲麗밤판원花文 悔#E
Celadon Prunus Vase with rnlaid Cloud, Crane, Peony, 
and Chrysanthemum Design 

보물제558호 

고려 1 1점 | 도자 

높이 31.2cm. 입지름 7.0cm. 밑지름 14.5cm 

동체최대지름 18.6cm 

삼성문화재단(삼성미술관 리움) 

고려청자의 상캄기법에 대한 기술적 연원과 계통에 대해서는 현재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고려에 영향을 주었던 중국의 여 

러 요장에서 비슷한 작업이 일부 확인되고 있지만 고려만큼 대큐모로 다양한 활용 사례를 보여준 예는 없으며， 기술 수준도 차이 

가 커서 고려만큼 고난도의 상캄을 구현하지는 못했다. 오히려 고려청자의 상캄기법은 고려시대 금속공예나 목칠 공예에서 사용 

되던 입사入싫나 나전換細 같은 기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금속이나 목공에서 보여준 상캄문양들은 도자카 

에 시문된 것과 유사한 경우가 많아 기법자체의 영향 외에도 문양 도안의 공유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 

표적인 사례로 활짝 핀 꽃을 중심으로 사방에 간략한 잎을 배치한 꽃무늬가 있는데， 이러한 스타일의 문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 

는 경우에는 같은 무늬를 반복적으로 배치하여 기변 전체를 장식하기도 한다.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보물 제558호 〈청자 싱캄운학모란국화문 매병좁磁 象族雲觀삼판행花文 梅뼈〉은 기변 전체에 두 겹의 원 

문을 배치하고 그 안쪽으로는 도안화된 모란과 국화를， 그 밖에는 운학문을 배치하였다. 전체적으로 작은 문양을 빼곡이 흑백상 

감하여 채워 넣어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전체적으로 회색빛이 많이 도는 유색을 보이는데， 백상캄이 넓게 된 곳에서는 유약의 뭉 

침현상도보인다.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청자 상캄운학모란국화문 매병〉은 간송미술관 소장 국보 제68호 〈청자 싱캄운학문 매병〉과 비교 

된다. 기형과 장식 측면에서 유사한 점과 차이점이 확인된다. 흑백싱캄기법으로 같은 무늬를 반복적으로 시문하여 기변 전체를 채 

운 점， 몸체 아래에서 외반하여 S자 형태인 기형상의 특정은 두 매병에서 모두 확인되는 공통점이다. 그러나 간송미술관 소장 매 

병은 높이가 40,Ocm 이상의 대형에 동체 상부가 팽만하면서도 아래쪽에 안정감이 있어 전체적으로 균형미가 느껴지는데 비해，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매병은 크기가 작고 입이 큰데 비하여 상부의 볼륨이 적어 상대적으로 홀쭉한 인상을 준다. 장식에서도 간 

송미술관 소장품은 넓은 기변에 예리하고 세밀한 조각기법을 구사하여 문양이 보다 공예도안적 느낌이 강한데 비해，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품은 문양배치가 자유롭고 회화적이다; 1 장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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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감운학모란 
국호문매병 

Celadon Prunus Vase with Inlaid Cloud, 

Crane, Peony, and Chrysanthemum 

Design 

Treasure No. 558 

Goryeo 11 Item 1 Ceramlcs 

H. 312cm, DIMouth)7.0cm, DIBase)145cm, DIBody)18.6cm 

Samsung Foundatíon ILeeum, Samsung M useum 01 Art) 

This prunus vase has doubled circles decorating the entire surface, w ith stylized peonies and 

chrysanthemums inside the circles and clouds and cranes outside‘ 。ver the whole body, smaller 

motifs are densely inlaid to eÀ'Ude a sense of of splendor and glamour. The glaze colo r is 

domin있ed by grayish hues, and it shows signs of flaking where the surface has been broadly 

inlaid in white. 

This prunus vase is often compared to National Treasure No. 68 (Celadon Prunus Vase 

with Inlaid Cloud and Crane Design) . The two prunus vases share similarities in terms of foml 

and decoration: a b lack-and-white inlaid pattern is repeatedly 없ld densely expressed on the 

surface, and the body contours fonn an S shape splayed at the base . National Treasure No . 68 is 

large, measuring more than 40 centimeters high and offers a sense of stability despite its swollen 

shoulder, while this prunus vase is shorter and has a relatively larger mouth 앙ld a less bulging 

shoulder. It therefore appe없s somewhat dwarfed in comp없lson with Na디。nal Treasure N。‘ 68‘ In 

terms of decoration, while the former demonstrates a delicate and detailed carving techn ique, thε 

lat않rappe앙s relatively rough and unsoph때C와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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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청자 상감국화모란당초문 모자합 
춤磁 象散짧花#土升康草文 母子효 
Celadon Lidded Bowl Set with Inlaid Chrysanthemum. 
Peony. and Scroll Design 

보물저1349호 

고려 | 외합 1세트. LH합 5세트 | 도자 

모합: 높이 8.4cm. 직경 19.1cm 

자합:높이 3. 1cm. 지름 7.9cm ; 높이 3. 0cm. 지름 7.8cm 

개인(간송미술관) 

보물 제349호 〈청자 상감국화모란당초문 모자합〉은 바깥쪽의 큰 그릇인 모합母효 1점과 그 안에 들어가는 작은 그릇인 자훈륨효 

5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합은 다시 중앙의 퉁근 꽃 모양 형태의 합 1점과 이를 둘러싼 능형쫓形 합 4점으로 한 세트를 이룬다. 

모합과 자합 모두 상감기법오로 문양을 빈틈없이 가득차게 장식했다. 상감은 도자기를 비롯한 나무， 유리， 금속 등의 표변에 무늬 

를파고그 안에 금·은·나전·흙·보석-자개 등을넣어 채우는장식기법을총청등}는것을 말한다1 모합의 경우뚜껑 가장중심에 

도안화된 국화 한 송이를 상감했는데 이를 중심으로 그 둘레에 덩굴진 국화문， 연화문， 모란문 그리고 뇌문을 차례대로 둘렀다. 모 

합의 몸체 가장자리에는 역상감으로 당초문을 둘러 장식하였고， 자합은 뚜껑에 흑백상감으로 모란문을 시문하였는데 형태의 윤 

곽을 따라 그 테두리도 흑백 상감하여 정돈된 느낌을 준다. 유색은 전체적으로 은은한 담록색을 띠며 일부 벙렬이 있다. 이같은 

구성의 모자합은 화장품을 담았던 용기로 추정된다， 유사한 예로는 청동제 거울과 함께 입수되어 화장용품 상자로 알려져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자 싱감투각구갑문화장 상자轉象擬刻龜甲文{廠 箱子)2가 있어 비교된다. 

그런데 이러한 기형 및 문양 장식은 청자에서 뿐 아니라 동시대 나전칠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흑칠 화장합黑浚 얘盤)3은 고려시대 목칠 공예품 중 화장 상지카 온전하게 전해지는 유물이 극히 드문 가운테 확인되는 사례로 

서 보물 제349호의 자합과 기형 및 크기가 거의 일치한다. 또 메트로폴리탄미술관 소장 〈나전 대모국당초문삼엽형 합縣細 ff당릅弟홈 

草文三葉形 효)4의 경우 보물 제349호의 모합 및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자 상감투각구갑문화장 상자〉의 모자합에 상감된 국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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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문과 흡사해 주목된다. 이같이 도자공예와 목공예에 동일한 기형 및 문양이 등장하는 것은 고려시대 공예품 도안 작성을 도맡 

아 하던 화원， 또는 화업畵業의 존재와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들이 당시 문양 제작을 담당하면서 유사한 공예 분야에서 

문양을 공유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5 당시 널리 제작되었던 나전칠기， 금속기， 도자카의 조형이 유기적 

으로 공유된 현상을 이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I 장남원 

23 2 청 ;;<} 

1 장남월고려 初 中期 홉器 象밟技法의 언원과 발전」， 「美術史學，30집， 

미술샤학언구호1. 2008, p.165 

2 국립중앙빅을관전하제일 비색정자ι 국립중앙빅물관， 2012， p.15 

3 국립중앙박물관1 위의 책， p.144 

4. 삼성미술관 Leeum , '.세밀가귀 細密可貴· 효택미술의 품격ι 삼성미술관 

Leeu m. 2015 도29 

5 김세린 「흠麗B휴代 金屬象밟技法 땐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 1. pp.141-1 47 



Celadon Lidded Bowl Set with 

Inlaid Chrysanthemum, Peony, and 

Scroll Design 

Treasure No. 349 

Goryeo I Outer Bowl . 1 Set, Inner Bowls 5 Set I Ceramics 

Mother Bowl : H. 84cm, D. 19.1cm 

Smal l Bowls H. 3.1cm. D. 7.9cm: H. 3.0cm. D. 7.8cm 

Private Ownership (Gansong Art Museum) 

Treasure No. 349 consists of one mother bowl and fì.ve small ones that can be conta끄led witl파1 

the larger mother. Among the fì.ve small bowls, a round one serves as the center around which the 

。ther four fì.t. All six bowls are densely adorned with inlaid motifs. Saηggam， or inlay, generally 

1‘ efers to a decorative technique where gold, silver, mother-of-pearl, eartll, or jewels are fì.t into 

depressed areas on a surface of c1ay, wood, glass, or metal ‘ The lid of the large bowl features a 

stylized chrysanthemum design in the centeζ which is surrounded by bands of d끄γsanthemurns， 

lotus flowers, peonies, and frets. The sides of the body are ornanlented with a scrollwork design 

reversely inlaid. The small bowls are embellished with black-and-white inlaid peonies on the lids, 

which are additionally inlaid along the edges and therefore give off 디dy sensibilities. A set of bowls 

astl꾀s one is assumed to have been used to contain cosmetics. A similar example is the celadon 

cosmetic box with an i띠aid 없ld openwork turtle-shell design housed a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This type of form and decora디。n appears not only in other celadon ex없nples， but als。

in mother-of-pearl wooden lacquerware from the same period. As a rare surviving wooden 

cosmetic container from the GOlγeo period, black-lacquered cosmetic lidded bowls are almost 

identical to this celadon set in terms of form and size. In addition, the trefoil-shaped lidded 

bowl with a mother-of-pearl i띠aid chrysanthemum and scrollwork design collected by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is similar to both this set 없ld the celadon cosmetic box with an 

inlaid and openwork turtle-shell design at the Nation떠 Museum of Korea in terrns of the design of 

chrysanthemum and scrollwork. The similarities between celadon 때d wooden crafts in the Gorγe。

period could be a result of the system of government-registered painters of the time 

Ce lado n 233 



41 청자 상감운흐L국화문 병형 주전자 
춤磁 象散雲關짧花文 #冊Z 注子
Celadon Bottle-shaped Ewer with Inlaid Cloud, Crane, and 
Chrysanthemum Design 

보물제1451호 

고려(13써|기)1 1접 | 도자 

높이 29.8cm, 입지릅 5.8cm, 밑지를 9. 5cm 

성보문화재단(호림박물관) 

〈청자 싱캄운학국화문 병형 주전자購‘ 象없雲흉購敏 縣 注子〉는 상감기법에 의한 국화문第花文과 운학문雲轉文을 병모양의 몽통에 

장식한 고려 중기 후반의 주자往子이다. 

싱캄청7-}는 축축한 상태의 그릇 내 -외면에 조각칼로 문양부분을 파낸 뒤 반 용액상태의 백토白土나 자토觸土(구웠을 때， 

검은색을 멈)를 채워 넣고 반건조하여 불필요한 부분을 긁어내고 초별구이를 한 다음 청자유약을 씌워 재벌구이를 함으호써 완 

성된다. 상감청자는 초기청자의 생산단계부터 만들어졌는데 그 예로 시흉 방산동; 용인 서리 중덕， 함평 양재리， 장흥 풍길리， 해남 

진산리 등의 가마터에서는 상감청‘ 자편이 소량 출토된 바 있다. 1 그러나 초기청자 가마터에서 확인된 상깜청자편은 장식된 문양이 

초보적인 형태에 머물려 있어 고려 중기에 생산된 상감청자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고려 중기의 경우로는 대전 구완동 청자가마터 

에서 팽이형 잔의 업술부분에 흑상감黑象옳으로 뇌문雷文를 표현한 상갑청자편 1점이 출토된 예가 있다2 그러나 그 외에는 알려진 

비까 거의 없고 대부분은 전남 강진과 전북 부안을 중심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주자는 병의 형태를 기본으로 주구注口와 손잡이를 붙인 병형주자의 사례에 해당한다. 형태를 보면 업술부분은 바깥으 

로 살짝 벌어져 있으며 끝은 퉁글게 말려져 있고 목 부분에는 가늘게 점토를 말아 고리를붙였다. 이 주자는 긴 목을 가졌으나 무 

게중심이 아래에 있어 비교적 안정감을 준다. 몸통 중앙부에는 점토를 대롱처럼 길게 빚어 말아 올린 주구注口를 붙였으나 현재는 

일부가 파손되어 보수한 흔적이 보인다. 또 반대쪽에는 중앙에 골을 낸 띠 모양의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다. 목 부분에 있는 작은 

고리로 볼 때 원래는 뚜껑이 있었다고 판단되냐 현재는 방설되고 없다. 

병을 활용한 주자라는 독특한 형태 이외에도 시션을 끄는 것은 표면을 장식하고 있는 문양들이다. 문양은 상감기법에 의 

한 다양한 소재들이 단을 이루며 그릇전체를 감싸고 있는데 문양대文樣帶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이를 위서부터 차례 

로 살펴보면 업술 바로 아래에는 뇌문대雷文帶를 백상감으로 두르고 그 아래 목 부분에는 영지靈효형태의 구름과 날아 오르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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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배치하였다. 또 그 아래에는 두 줄의 선문線文을 둘러 구획한 뒤 구슬을 연이어 붙여 늘어뜨린 수식문棄節文과 국화꽃을 교차 

로 장식하였다. 폼통 중앙에는 국화꽃재縣折散를 넣은 두 겹의 원권문圓圖文이 삼단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각 단의 원권圓圖들 

은 서로 엇갈려가면서 주자의 몸통에 몰려져 있다. 원권의 사이에는 목 부분과 마찬가지로 영지형의 구름과 상승하는 학들이 묘 

사되어 있다. 몸통의 제일 아랫부분에는 이중의 연꽃잎새문護離文이 흑백상감으로 장식되어 었으며 꽃잎들의 끝부분과 상감선대 

사이는 역상감기법으로 여백을 메웠다. 이 밖에 주구의 아래에는 음각기법에 의한 연꽃잎문양이 세밀하게 장식되어 있다. 

이 주자의 외면을 덮고 있는 유약의 색은 맑은 청색을 띠며 투명도가 높으나 일부는 미세하게 황색을 띠기도 한다. 특히 

병의 하단부에는 유약이 몰려 뭉쳐 있으며 전체적으로 빙렬이 덮고 있다. 주자의 굽은 일정한 폭만 남기고 안바닥을 깎아 낸 후 

접지면에 내화토耐火土와 모래를 섞어 빚어 받친 흔적들이 남아 었다. 이 주자는 원권을 엇갈려 묘사하고 운학 등을 소재로 배치 

하고 있는 점에서 13세기로 판단되는 국보 제68호 〈청자 상감운학문 매병〉의 조형감각과 유사하다. 제작지는 출토되는 파편의 유 

사성으로 볼 때 부안 유천리 지역의 가마였을 것이다 병이라는 잘 알려진 형태를 활용하였다는 점과 매병에 보이는 싱캄문양이 

조화를 이루는 이 주자는 싱캄청자의 세련미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1 0 1증민 

236 청 자 

1.每剛隔磁美術館 京짧道 始興市芳山大뿔ι 2001 ; 

三星美術文{많j團 ;얘廣美術館龍仁西里高麗白없쫓J， 1987‘ 

국립광주빅을관 r.全南地方隔쫓址調좁報농(11)" 1988; 

國立T떼l'lt햄娘용 「숲南뺑方 隔쫓.!Jl 調훌報告'(IV J.， 1995; 

木浦大學校博物館 -숭羅南道 ;홉南￡g f/每南珍山里綠좁磁 쫓!Jlι 1992 

2 海剛隔磁美꺼얘홈 大田廣域市 r大田 舊풋洞 뿔!Jl - 어정골 좁磁쫓!Jl 

N.쫓址 發握調훌 報좀홈ι 2001 



Celadon Bottle-shaped Ewer with Inlaid Cloud, 
Crane, and Chrysanthemum Design 

Treasure No. 1451 

Goryeol13thcentury)11ltem I Ceramlcs 

H. 29.8cm, DIMouth) 58cm, DI8ase)9.5cm 

Seongbo Cultural Foundation IHorim Museum) 

T뻐s celadon ewer is a wine serving vessel, or j쟁'a， from the mid- to late Goryeo period wi디.1 an 

inlaid chrysanthemum, doud, and crane design. 

This ewer was made byattacl1ing a spout and handle to a bottle-shaped body. It is unique 

in that the body is rendered in a bottle shape, but what is more noticeable is its decorative scheme 

A diverse range of motifs covers the entire body, which is divided into four decorative spaces. 

The glaze applied to this ewer takes on a clear greenish color and is highly transparent, 

but there are some areas showing slightly yellow. The glaze pools at the lower p없t of the body 

and crackles appear across the entire surface. The foot is undercut excep디ng a certain space and 

bears marks of being fired on refractory clay mixed with sand. The alternating circles and the 

adoption of cr‘때e 때d clouds as decorative motifs offer similar aesthetic sensations to tl1e Celadon 

Prunus Vase with Inlaid Cloud and Crane Design 이ational Treasure No. 68). Shards witl1 similar 

decorations have been excavated from kilns in Yucheon-ri in Buan, suggesting that this ewer 

was also produced there ‘ The unique adop디。n of a bottle shape for the form of the body and 

the applic때。n of decorative m。디fs more typical of prunus vases creates a superlative example 

te와ifying to the sophisticated beauty of inlaid cela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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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청자상감화조문도판 
춤磁 象散花鳥文 닮파N. 
Celadon Plaque with Inlaid Flower and Bird Des핑n 

보물제1447호 

고려(1 2-13세기) 1 1 접 | 도자 

22.6X16.5cm 

개인(삼성미술관 리움) 

〈청자 상감화조문 도판뿜磁 象없花鳥文 敵反〉은 상감기법象없技法으로 새와 꽃가지를 표사한 일종의 타일Tile로 고려 중기 청자의 아 

름다움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도판은 청자 흙을 편평한 곳에 놓고 도구를 이용하여 일정한 두께로 밀은 다음 가장자리를 잘라 제작한 기물이다. 도 

판은 현재도 그렇지만 고려시대에는 제작이 까다롭고 구울 때 휘거나 터지는 현상이 심해 실패율이 높은 기형 중 하나였다. 이렇 

듯 청지도판은 고려청자의 제작 기술면에서 태토와 유약뿐 아니라 성형과 건조 굽는 과정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알려주 

는 좋은 예라 하겠다1 청자도판은 일반적으로 직사각형의 네 모서리를 잘라내어 다듬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는 모서리를 다듬지 

않고 만들어진 경우도 있다. 도판의 유약은 문양을 장식한 앞면에만 씌우고 뒷면은 업히지 않은 상태로 번조한다. 이러한 청자도 

판은 개성의 만월대滿月臺를 비롯하여 사찰과 같은 일부 소비유적에서만 파편으료 확인되고 았다. 당사 청자기와좁磁E와 함께 건 

물을 장식했던 청지도판은 건물주의 권력과 위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을 것이다. 

〈청자 상감화조문 도판〉은 앓은 직사각형의 판으로 되어 있으며 모서리가 날카롭다. 도판의 앞면 중앙부에는 새와 꽃문 

양이 흑백싱깜되어 있어 전체적인 구도는 마치 액자 속의 그림을 연상하게 해준다. 문양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판의 가장자리 

에는 가는 음각선으로 뇌문대雷文帶를 돌렸고 내부에는 가지 끝에 새가 왼쪽을 바라보며 앉아 있는 모양을 묘사하여 놓았다. 아 

래로부터 올라온 두 개의 가지는 식물의 종류까 다른 것임을 알게 해주며 새가 앉아 있는 좌측 가지는 다시 양쪽으로 갈라져 화 

면 전체로 펼쳐져 있다. 새가 앉아 있는 가지에는 방금 핀 흰 꽃과 뒤집어진 이파리가 매달려 있으며 새는 방금이라도 날아갈 듯 

사실적이고 생동감이 있다. 문양소재의 표현은 세 종류의 싱캄기법을 구사하고 있다. 꽃 새의 머리부분과 몸 아래의 럴들은 백상 

감으로， 부리 윗 렬과 목털， 날개깃의 일부， 새의 다리， 오른쪽 작은 가지 등은 흑싱캄으로， 나무가지와 잎새， 새의 어깨와 등을 덮 

고 있는 렬은 회색상감[暗까色土象없]으로 한 것이다. 특히 나뭇가지의 일부와 잎사귀의 잎맥 새의 몸체 일부에는 흑상감을 넣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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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로써 사물의 사실성을 높이는 효과를 보인다. 이와같은 상갑은 흑백으로 대비되는 일반적인 상캄과는 다르게 삼색상캄三色象嚴으 

로지칭하기도한다2 

도판의 앞변을 덮고 있는 유약의 색조는 비색에 가까운 담청색을 띠며 굵은 벙렬이 확인되고 재가 앉은 흔적도 보인다. 또 

도판을 구울 때 가마 바닥에 들러붙지 않도록 하기 위해 뒷면에는 유약을 닝}르지 않았다. 이 도판은 동시대에 있었던 수묵水뿔의 

화조화花鳥畵를 모델로 제작했을 가능성이 높다. 문양의 배치나 상캄법이 화조화의 구도나 필법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삼색상캄이 

라는 수준높은 표현기법의 구사와 회화적 요소를 도자문양으로 끌어들인 작품이라는 점에서 이 유물은 고려청A}7} 당시 왜 천 

하제일로 인식되고 있었는지를 잘 알게 해준다; I 이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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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중앙박물관천하제일 비색청자J， 2012 , p.48 

2 정앙모新發見 좁磁三色(면 黑 B융1핏色)象없과 좁磁象없 再考察J，

r東f흐學術論文集」 第 14輯， 國立中央f웹健E 韓國考古美術E升究所，

2013 , pp.9-76 



Cεladon Plaquε with lnlaid Flowεr and 

Bird Design 

Treasure No. 1447 

Go미eo (12th-13th centuries) 11 Item 1 Ceramics 

22.6 x 16.5cm 

Private Ownership (Leeum, Samsung Museum of Art) 

This celadon plaque inlaid with a bird and flowering branches is a kind of dεcorative tile, a 

superlativ，ε example demonstrating thε beauty of mid-Goryeo celadon. 

This plaque is made by rolling the clay commonly used for cεladon wares out to a 

desired thickness and cutting out a rectangular shape. Difficult even with present technology, the 

production of celadon plaques was a considerablε chal1engε duε to the high likelihood of warping 

or cracking during firing. In this sensε， this celadon plaquε is an eloquent demonstr‘ation of the 

advanced level reached by thε celadon production technology of Gorγε0， not only in formulating 

the body clay and glazes, but also in terms of shaping, drying, and firing. Celadon plaques are 

commonly shaped into a rectangle by trimming the edges, but there ar‘ε also untrimmed examples 

Plaques are only coated with glaze on thε front side, the one that bears the decorativε design, and 

are fued with thε reverse unglazed. Celadon plaques are only rarely excavated, and most1y in the 

form of shards fr‘om Manwoldaε， thε Gorγeo royal palace site, and from Buddhist temples. Along 

with celadon tiles, celadon plaques presumably served as a symbol of the social status and power 

ofthε owner of the buildings they decorate. 

Since the arrangement of motifs and the expression of the inlay technique bear resemblances 

with the composition and brushstrokε of bird and flower‘ paintings,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decorative design of this plaque was modeled after a contemporaneous bird and flower‘ painting 

This artifact embodies advancεd inlay technique using thr‘eε colors and adapts a painter‘ly design 

into celadon, testifYing to the high acclaim Gorγeo celadon garnered at the time as the “fu‘st in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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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청자 상감‘신축’명 국화모란문 벼루 
뿜磁 象嚴‘辛표’銘 원花救판文 硬
Celadon Inkstone with Inlaid Chrysanthemun and peony Design 
and Inscription of “ Sinchuk Year" 

보물제1382호 

고려(13세기) 1 1 점 | 도자 

길이 13.4cm, 너비 1O,2cm 

개인(삼성미술관 리움) 

〈청자 싱캄f신축’명 국화모란문 벼루좁없 象없‘辛표’銘 행花故규文 現〉는 직사각형의 형태 측사변에 싱캄문양이 있고 굽 안바닥에 상감 

과 음각으로 명문을 새겨 넣은 고려 중기의 청자벼루이다. 

벼루의 기원은 중국의 전국시대戰國時代까지 올라가며 남북조시대南北朝時代와 당대홈代까지는 다리가 달린 둥근 벼루[璥Z 

默足現]가 주로 제작되었다. 또 당대부터는 풍자연風字現이 등장하여 일세를 풍미하였고 송대부터는 사각형 벼루가 함께 만들어지 

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중국의 한자문화권에 속해 있었으며 적어도 원삼국시대에는 벼루가 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구 

체적인 고고학적 증거는 창원 다호리 유적에서 수집된 붓 5점이 발견된 바 있다. 벼루는 삼국과 통일신라시대에 남북조시대 및 

수 ·당의 영향을 받아 다리가 달린 둥근 벼루가 도기로 제작되었고 중국에서 수입한 자기벼루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벼루는 고려 

에 들어와서도 꾸준히 제작되었는데 주재료는 돌을 활용하였다-1 그러나 청자로 만든 벼루의 존재로 보아 자기제磁器製 벼루의 생 

산도 병행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청자 싱캄진축’명 국화모란문 벼루좁磁 象없‘辛표’銘 행花故퓨文 現〉는 기다란 직사각형의 모양을 하고 있다. 먹을 가는 부분인 

연당現堂은 태토의 바닥면과 유약을 둥글게 깎아내어 먹을 갈 수 있게 하였으며 벼루 안바닥은 경사를 두어 먹물이 보이는 연지 

碼也를 만들었다. 연지의 반대 측면은 옆변을 깎아내어 책상과 같은 모양을 연출하고 굽바닥은 깊이 파서 안바닥의 경사면과 같은 

두께를 유지하도록 제작하였다. 이 벼루는 측면을 돌아가면서 모란당초문삼규居草文을 정교하게 묘사하였는데 꽃은 백싱캄， 녕쿨과 

가지는 흑싱캄으로 표현하였다. 또 길이가 짧은 옆변에는 두 송이의 큼직한 국화꽃을 녕쿨이 감싸고 있는 국화당초문훨花庸草文을 

배치하여 변화를 주었다. 벼루윗면 사각의 가장차리에는 음각기법陰刻技法에 의한 뇌문대雷觸를 돌렸고， 연당 주변에는 간략한 모 

란절지문삼판折技文을 빼곡하게 시문하였다. 이 청자벼루의 외면에는 담청색의 투명유가 고르게 씌워져 있으며 연지에는 담청색의 

유약이 두껍게 고여 였다. 또 벼루의 접지면은 유약을 닦아내고 연탄재와 같은 느낌의 내화토耐火土를 12곳에 받쳐구운 흔적이 남 

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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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벼루의 중요성을 더해 주는 요인은 바로 굽안바닥에 상감기법과 음각기법으로 쓰여진 명문銘文일 것이다. 내용을 보면 

오른쪽에서부터 ‘신축오월십일조辛표五月十日造 위대구전호정서감부훨大U前戶正徐敢夫’라는 글귀를 백상감하였고， 이어 왼쪽에 ‘청사 

연일쌍황하사淸沙碩풀雙黃河춤’라는 음각글씨가 자리하고 있다. 명문의 내용을 해석하면 ε신축년 5월 10일， 대구 호장 서감부를 위해 

청자벼루를 한 쌍을 만들었다. 황하샤’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여기에서 신축년은 1181년， 혹은 1241년 등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벼 

루의 제작지는 부안요技安뿔일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2 

고려청자 벼루는 가마에서 간칸히 만들어진 사례가 있으나 대부분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고 크기가 작다3 최근 충남 태안 

대섬에서 출수된 〈청자 퇴화문두꺼비모양 벼루좁않 堆花文擔形 現〉는 희소성으로 인해 보물 제1782호로 지정되기도 하였다4 이처 

럼 양질의 청자벼루가 드문 상태에서 이 벼루는 상태도 우수하거니와 생산지와 성격을 알 수 있는 명문이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크다고하겠다; I 이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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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大版市立東洋關磁美4뼈!E. r"，혼'b øøÆ見 cþ國 朝蘇 日本 J . 1991. 

pp.19-21 

2 李喜寬高麗좁磁史上의 康達옳와 技安옳 湖嚴美↑힘館 JiIT藏 좁磁象없 

w규文「辛표銘벼루 銘文의 檢討」， r高麗좁磁， 康達으로의 웅혐뿔J . 

강진정자자료박물관. 2000. pp.61-80 

3 海뻐I~힘磁美f힘울용 大田廣域市大田 옳;E;同 옳fJl..，. 2001. p.204 

4 문화재정 국립해앙문화재연구소高麗줌磁 寶物船 태안 대섬 수중발굴 

초사보고서 -본문 J . 2009. p.345 



Treasure No. 1382 

Goryeo (13th century) 11 Item 1 Ceramics 

L.13.4cm.W 10.2cm 

Cεladon Inkstonε with Inlaid 

Chrysanthemun and Pεony Design and 

Inscription of “Sinchuk Year" 
Private Ownership (Leeum , Samsung Museum of Art) 

This is a rectangular‘ celadon inkstone decorated with inlaid patterns on the four flank sides and an 

insα1p디on rendered through carving and inlay on the underside of thε foot 

The plain-thε area where ink is ground - was created by c있ving the clay body and the 

glaze in a circular shape, and thε well was forrned by slanting the bottom toward the inner side to 

collect liquid. At the side opposite thε well, thε fla따\: is cut to evoke the image of a desk, and thε 

foot is deeply undercut to parallel the slope of the inner bottom. The two longer flank sides are 

decorated with a delicate design of peonies and scrollwork with flowers inlaid in white with vines 

and branches in black. The shorter side features a different design - two large chrγsanthemum 

flowers embraced by sαollwork. The four sides on the top are incised with a fret band, and the 

plain is surrounded with densely packed peony sprays expressed in a simple style. The surface of 

the inkstonε is eve띠y covered with a light-green glaze with poolεd glaze found in the wel1. The 

foot-ring is wipεd clean of glaze and bears 12 marks of being fired on a refractory clay cookie 

resembling a modern Korean coal briquette. 

What adds to the significance of this celadon inkstone is thε inscription on the underside 

of the foot expressed in both carving and inlay. The inscription features an inlaid portion 

from the r핑ht ， which reads 辛표五月十日造 Csinchukowolsψ씨;0) and 탬大디前戶正徐敢夫 

(μ;iâα적gUJeoηhojeongseogαmbμ) ， followed on the left by the incised characters 淸沙硬졸雙黃河좋 

Ccheoηgs.αryeonilssαnghzναnghαsα). 

The historic and academic value of this inkstone stems from its sound maintenance 

condition and also from the inscription suggesting its production site and qua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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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청자 양각연화당초 상감운학문 완 
춤磁 陰刻運花훔草 象쉽눴雲흩j흡文 確

Celadon Bowl with 1ρtus and Scroll Design in Relief and 
lnlaid Cloud and Crane Design 

보물저11024호 

고려 11접|도자 

높이 5. Ocm, 입지릅 16.2cm, 굽지름 4.4cm 

개인(삼성미술관리움) 

‘완關t은 잔이나 접시와 같이 그릇의 종류， 즉 기종경鍵 중 하나이다. 형태싱P으로 고려시대 제작된 기물 중 주로 구경이 벌어지고 

저부가 좁은 형태의 오목한 그릇을 완으로 분류하며， 용도를 기준으로 ‘차를 마실 때 사용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그릇들을 지청 

하기도 한다. 즉， 특정 형태를 가진 기물들을 완으로 분류하면서도 용도 또한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전공자틀 사이에서 

도 분류에 있어 종종 이견이 었다. 완은 고려가 자기종옳를 만들기 시작할 때 가장 많이 생산한 기종으로 고려초기 자기 가마터 

를 조사하면 전체 생산량의 40-50% 가량을 차지하였다 고려시대 대표적인 완은 고려전기에 제작된 ‘해무리굽완’인데 구경이 

비교적 넓고 높이가 낮으며 기측선이 거의 사선에 가깝게 급격히 좁아든다. 장식이 전혀 없으며 해무리를 연상시키는 굽 폭이 

1.0cm 이상으로 넓은 것이 특정이다. 전기에 대량 생산된 완은 중기가 되면서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드는데 다른 기종이 완을 대 

체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많지 않은 양이지만 고려후기까지 계속해서 제작되었고， 중기 이후 제작된 완은 대부분 아름다운 장 

식이 있는 예들이 많다.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보물 제1024호 〈청자 양각연화당초 상감운학문 완좁짧 陰刻運花홈草 象옳雲觀文 磁〉이 

그중하나이다.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품은 구경이 16.0cm 이상인데 비해 높이는 5.0cm 정도로 매우 낮다. 저부는 매우 좁으며， 내저변에 

는 지름이 매우 좁은 원각이 있다. 이 원각의 표시는 현재까지 강진지역 가마터에서 제작된 청자에 남아 있어 제작 및 수급과 연 

관된 표기로 추정된다1 비슷한 구경에 높이가 7.0-8.0cm, 내저원각 지름이 5.0cm 안팎으로 제작되는 고려중기 발짧과 비교하면 

안에 담기는 내용물의 용량 차이가 상당할 것오로 생각된다. 완 안쪽은 문양이 조각되어 있는 틀[關範]을 사용하여 눌러 문양을 

찍어내는 압출양각壓出陽쩌 기법으로 만개한 꽃녕쿨을 시문했다. 유색은 짙은 녹색으로 발색되었고 상당히 두껍게 시유되었다. 벙 

렬이 심하며， 문양의 요철이 심하짜 않아 문양이 선명하지 않고 은은하게 내비친다. 완 바깥쪽은 네 마리의 학이 구름과 함께 상 

감기법으로 큼직하게 시문되었는데 비교적 두렵게 유약이 시유되었음에도 문양이 선명하다: 1 장님원 

24 6 청 자 

1. 한성욱高麗陰刻 ‘。’文과‘@’文훔홉의돼究」， 「古文化J 7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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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Celadon Bowl with Lotus and 

Scroll Design in Relief and Inlaid Cloud 

and Crane Design 

Treasure No. 1024 

Go마eo 11 Item 1 Ceramics 
H. 50cm, o (Mouth) 16.2cm , o (Base) 4.4cm 
Private Ownershi p (Leeum , Samsung Museum 01 Art) 

With its wide 1‘im and sides tapering in a nea씨r‘'Iy diagonal line, the definitive type of bowl of the 

Goryeo period is the shallow hαemμri-footed bow1. Generally featuring no decorative motifs, 

haemμri-footed bowls have a circular‘ foot evoking a solar halo, or haemμri. These bowls were 

produced in large quantities in the ea더Y GOIγeo period but saw a dramatic decline during in the 

mid-Golyeo elκ presumably because other varieties of celadon ware replaced bowl-type vessels. 

Al though only in small numbers, celadon bowls did continue to be produced through the late 

Goryeo period. Those cra ft:ed after the mid-Golyeo period mosdy feature decoration. This celadon 

bowl is one example 

While dle diameter of dle rim surpasses 16 cenrimeters, dle height reaches only about 5 

centimeters. The base is extremely narrow, and the inner bottom has a narrow circular indent. This 

celadon bowl can be compared to mid-Golyeo bowls widl a rim of similar width but a depth of 

about 7- 8 centimeters and an inner bonom indent measuring about 5 centimeters in diameter. Such 

mid-Golyeo bowls would have held much more than does this bow1. The inter삐‘ is embellished 

with relief-molded lotus f10wers and scrollwork. A thick coat of deep green glaze covers the 

surface with intense crackling. The relief-molded motifs do not have major dimensionality, and 

therefore show only gendy ‘ The exterior of the bowl is inlaid widl four large cranes and clouds. 

Despite the thick glaze, the inlaid design is clearly manif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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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청자 상감운혁국화문 표주박모양 

주전자및승반 
춤磁 象嚴讓騎花文 點形 注子 및 承盤
Celadon Gourd-shaped Ewer and Saucer with Inlaid Cloud, 
Crane, and Chrysanthemum Design 

보물저1 1때호 

고려 1 1세트 |도자 

층높이 35.5cm. 주자높이 33.Ocm. 밑지를 8.4cm 

개*장 

개인 소장 보물 제1033호 〈청자 상감운혁국화문 표주박모양 주전자 및 송반좁짧 象행雲題짧花文 훌m形 注子 빛 쟁盤〉은 표주박 형태의 

아름다운 기형이 특정적인 청자주자로 승반과 한 벌을 이루고 있다 표주박 형태라 하면 실제 표주박과 같이 윗박과 아랫박이 각 

각 작은 구와 큰 구로 이루어진 기형。1다. 표주박 모양은 고려시대에 애호되어， 많지는 않치만 크고 작은 청-^}주A뿐 아니라 병으 

로도 만들어졌고， 금이나 은기 등 금속기 중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실제 남아있는 유물들을 보면 다른 기형의 기물들과 

비교하여 보다 정교하고 화려한 문양장식이 있는 예가 많고 굽 깎음새나 번조받침도 대부분 깔끔하게 처리되어 고급품에 속하는 

경우가대부분이다. 

개인 소장 〈청자 상감운흑L국회문 표주박모양 주전자 및 송반〉은 청자로 제작된 표형주자 중 조형적으로 가장 뛰어난 예 

중 하나이다. 표주박 모양의 기물은 하부의 퉁근 몸체에서 일단 한번 오므렸다가 다시 넓혀야 하므로 제작에 있어 매우 까다롭다 

전체적인 양감과 상히부의 비율이 좋지 않으면 제작이나 번조과정에서도 완성이 어려우며， 사용자나 감상자로 하여금 불안정하 

게 느껴질 수 있다. 현존하는 대부분의 표주박 모양 병은 통체하부가 길쭉하고 상부에 비해 현저히 큰 형태가 많은데， 이는 성형 

과정에서 한 번 좁혀 만든 허리 부위가 상대적으로 무겁고 퉁근 윗 박 부분을 지탱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물 제1033호 표 

형주자의 경우 하부는 거의 구에 가까울 만큼 완만한 곡선으로 제작되었고 상부의 볼륨감도 상당하여 다른 표주박 모양 기물과 

비교할 때 보다 상승}부의 비율。] 아름답고 안정적이다 고리가 달린 각진 손잡이와 부드럽게 훤 주구 또한 우아한 곡선을 보여주 

어몸체와조화롭다. 

개인 소장 보물 제1033호 〈청자 상캄운학국화문 표주박모양 주전자 및 송반〉은 장식문양과 승반의 형태가 고려후기의 특 

정으로 보여주고 있어 고려후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주자 통체하부 중심에는 커다란 이중원권 안에 쌍학이 위아래를 보며 

미주보고 날아가고 있고 그 주위를 도식화된 작은 구름이 동심원을 그리며 둘러싸고 있다. 또 그 둘레로는 두 겹 원권문 안에 도 

안화된 국회를 넣은 장식문을 좁은 허리와 상부에서도 일정하게 배치하였다 고려후기에서 말기로 갈수록 상감장식은 빈 공간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빼곡히 문양을 채워 주문양과 정식문들간에 빈 틈이 없는데 그에 반해 이 작품은 문양이 적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아름답다; 1 징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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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adon Gourd-shaped Ewer and 

Saucer with Inlaid Cloud, Crane, and 

Chrysanthemum Design 

Treasure No. 1033 

Goryeo 11 Set 1 Ceramlcs 

HITotal)355cm, HIEwer)330cm, 이Base)8 .4cm 

Private Ownership 

Distinguished for its aesthetic gourd-shaped forrn, this celadon ewer is matched with a bowl. A 

gourd shape commonly consists of a larger lower chamber and a smaller upper ch없nber‘. This 

forrn was beloved dur:ing the G01γeo per:iod 없ld was martifested not only in celadon ewers but 

also in bottles, albeit in small quantities. There are even gold 없ld silver pieces employing a gourd 

shape , The ext와1t celadon ex앙nples created in a gourd shape are likely to excel in the delicacy 

and splendor of their decoration, and also in the finishing of the foot and the spurs used for fi r:ing. 

Gourd-shaped vessels that have survived to the present are mostly larger and longer in tlle 

lower section of the body in comparison with the upper‘ This is because the narrow neck should 

support a relatively 1arge and heavy upper chamber. In the case of this ce1adon piece, however, 

the upper chamber also provides a great sense of volume, while the lower ch없nber is rendered in 

a more globular shape, together sparking a11 excellent sense of stability and balance between tlle 

sections of the body. The handle with a loop and the spout are also elegantly curved to acrueve 

harrnony with the body. 

The decorative patterns and the forrn of the bowl suggest a production date in the late 

Goryeo per:iod. The lower chamber is decorated with large double circles in wruch a p잉r of 

cranes surrounded by stylized small clouds face each other from above and below. A st찌ized 

chrys없:1themum encircled withln a r:ing appears beyond the double circles at even spatial intervals, 
and is also shown in the neck and in the upper chamber‘ Toward the later Goryeo period, a 

decorative trend of densely packing surfaces with motifs predominated. In contrast, tllis celadon 

ewer features motifs at a p없ticular interval, exudi11g a supreme aesthetic sen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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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청자 상감앵무문 표주박모양 

주전자 
춤磁 象험눴觀關文 觀形 注子
Celadon Gourd-shaped Ewer with lnlaid Paπ。t Design 

보물저11036호 

고려(12세기 후반~13세기 중반) 11 절 | 도자 

높이 26.0cm, 뚜껑 높이 4.0cm, 입지릅 3. 7cm, 밑지름 7.&;m 

개인(삼성미술관리움) 

〈청자 상감앵무문 표랙모양 주전자좁짧 象밟鍵文 表形 注子〉는 표램1 형태의 주자에 상감기법象威技法을 이용하여 두 마리의 앵 

무새를 장식한 흥미로운 유붙이다. 일반적으로주전자는용액을 꿇이는용도로 활용되나 도자기는가열할 경우 터지는 경우가 많 

으므로 물이나 술같은 용액을 담는 용도로만 활용한다. 이 경우주자注子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상감청자는 반건조 상태의 기물옳物 내외면에 조각칼로 문양을 파내고 그 안에 점액질의 백토B土나 자로뽑土 

(구우면 검은색이 됨)를 바른 후 정리하여 초별한 다음 청자유약을 씌워 굽는 단계로 만들어진다. 상감기법의 기원은 중국 당홈 

나라 8세기 때부터 시작된 섬서성 황보요黃월쫓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고려청자에서 볼 수 있는 유사한 기법은 산셔성 혼원요 

庫源쫓에서 나타난다1 우리나라의 경우는 초기청자의 생산단계인 시흥 방산동， 용인 서리 중덕， 함평 양재리， 장흥 풍길리， 해남 진 

산리 등의 가마에서 상캄청자편이 소량 수습된 바 있다2 그러나 초기청자 가마터에서 확인된 상감청자편은 장식된 문양이 특정 

문앙소재를 일부에 표현하는 초보적인 형태에 머물러 있어 고려 중기의 싱캄청자와는 차이가 있다. 고려 중기의 상감청자는 대부 

분 전남 강진과 전북 부안에서 집중적으로 생산되었다. 

이 유물은 위가 작고 아래가 큰 표주박 모양의 폼통을 갖추고 있으며 물이 나오는 주구注口와 손잡이를 달아 주자의 형태 

를 갖추었다. 표주박은 윗박이 작고 아랫박이 커 안정감을 주며 연결부위는 대마디처럼 돌출되도록 정리하였다. 뚜껑과 손잡이 상 

단에는 물을 따를 때 뚜껑이 떨어지지 않도록 끈으로 연결하는 고리를 녕쿨처럼 붙여 놓았다. 

문양은 부위마다 음각과 상감기법을 활용하였다 뚜껑의 측사면과 주자의 입술부위에는 연판문대離文帶가 음각되어 있 

고 주구 하단의 앞부분에는 능화형難形 문양을 흑백상감으로 묘사하였다. 눈길을 끄는 것은 아랫박의 폼체이다. 주자의 양쪽면 

중앙부에는 두 줄로 된 퉁근 흑백상감선을 크게 두르고 그 안에는 시계 반대방향으로 꼬리를 쫓아카는 백상감의 쌍앵무가 배치 

되어 있다. 또 앵무의 중심부에는 구름을 배치하여 앵무가 하늘을 날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주자의 표면에는 유약이 고르게 씌워져 있으나 빙렬水앓이 있다. 유약의 색은 전체적으로 녹청색을 띠나 일부에 황색조를 

머금기도 하여 가마 안에서 번조할 때 완전히 환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굽은 평저에 가까운 안다리굽으로 굽바닥 

주변에는 모래섞인 내화토를 받친 흔적이 여섯 곳에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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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체바닥 

표주박형주자는 11-12세기경 중국의 요·금違 金대에 유행하던 그릇 중 하나였다. 또 이 형태의 주자는 금속기로 만들어 

진 사례도 았다. 고려에서 표주박형태의 주자가 생산된 계기는 중국의 북방문화가 고려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함께 들어 온 것으 

로 추정된다3 특히 앵무문은 고려 중기에 청자가 지빙으로 확산되던 12세기 후반-13세기 중반 사이의 많은 가마에서 시도된 문 

양이었다. 또한 싱캄청자는 강진과 부안지역 이외의 요장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던 기법이었다. 따라서 이 유물은 12세기 후반-13 

세기 중반 경 사이에 강진이나 부안 지역에서 생산된 청자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 유물은 일반적으로 발행이나 접시 등에서 음 

각기법으로 표현된 앵무문이 상감기법을 활용하여 주자에 묘사된 드문 예로 자료적 가치가 높다고 하겠다; I 이증민 

1. '2l남원고려 初 中期 좀器 象없技法의 언원과 발전J，미술사학보J 30 , 

미술사학연구회， 2008, pp.159-192 

2 金載↑兌高麗關磁의 象없技法 發生메 관한 考察」， r湖嚴美術館 6升究

論文集J 2號， 三星文化財團， 1997, pp.55-98 

3 안귀숙高麗時代 金屬工醫의 對中 交涉」， r흠麗 美術의 對外交涉J ， 예경， 

2004 , pp.15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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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이 

Cεladon Gourd-shaped EWIεr with 

lnlaid Parrot Design 

Treasure No. 1036 

Goryeo (Iate 12th-mid 13th centuries) 11 Item 1 Ceramics 

H.(Body) 26.0cm, H(Lid) 40cm , o (Mouth) 3.7cm ,0 (Base) 7.8cm 

Private Ownership (Leeum , Samsung Museum of Art) 

This is an interesting piece of ce1adon work rendεred in a gourd shape and adorned with a pair of 

in1aid parrots. Ewers were common1y used for boiling liquid, but when made from clay thεyw1εre 

not supposed to be heated due to the hi힘1 possibility of shattering. Ceramic ewers were therefore 

used pure1y as containers for liquid and according1y called jμ/α， or “pouring objects." 

In this artifact, the doub1e chamber gourd-shaped body is attachεd with a spout and a 

hand1e to assumε the function of an ewer. The 10wer chamber is more amp1ε than the upper to 

provide a sense of stability, and the area around thε joint bεtween the upper and 10wer bu1bs 

protrudes as in a bamboo knuck1e. Thε lid and the uppεr section of the hand1e each feature a 

vine 파ce 100p to allow the connεction of the two parts by a string intended to prevent the 10ss of 

the lid when liquid is being poured 

Incising and in1ay were emp10yed as decora디vε techniques. The slanting sides of thε lid and 

the area around the rim are embellished with bands of 10tus pεta1s， while thε 10wer reaches of the 

spout are adorned with diamond patterns in1aid in b1ack and white. What captures the eye is the 

decorative design on the body of the 10wer chamber: Either side of the body is in1aid with a circle 

formed from doub1e b1ack-and-white lines, and inside is positioned a pair of parrots chasing their 

tails in an an디 clockwise direction. The presence of clouds in the midd1ε of the circle alludεs to thε 

fact that the parro엄 are flying through the sky 

깐le ewer has been εven1y applied with glaze, but shows σackles. The overall co1or of the 

glaze is gr‘een-b1ue, but there are parts taking on a yellowish tint, suggesting incomp1ete oxidization 

during the fuing. The underside of the foot has beεn shallow1y hollowed to creatε a nearly flat 

pedesta1. The foot bears six marks of bεing fired on a support of refract01γ clay mixed with sand. 

As a rare examp1e of in1ay technique emp10yed to express a parrot dεsign ， which is 

norrnally presented through the incising of bow1s and dishes, this ce1adon piece has great research 

va1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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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청자상감모란문주전자 
홈磁 象팝눴~lft文 注子
Celadon Ewer with Inlaid peony Dεsign 

보물저11029호 

고려 1 1점 | 도자 

높이 19.2cm, 입지름 3.4cm, 밑지름 lO.3cm 

개인(삼성미술관 리움) 

보물 제1029호 〈청자 싱캄모란문 주전자좁磁 象없삼升文 또子〉는 거의 완전한 구형球形의 풍만한 기형이 특징적이다. 높이가 19.0cm 

정도인데 청자주자 중 높이 20.0cm 안팎의 둥근 주자는 크게 동체 상부 또는 하부가 가장 불룩한 형태와 동체 중간이 가장 불룩 

한 형태로 세분할 수 있는데， 이 소장품은 가장 마지막 그룹에 속한다. 굽지름이 1O.0cm 정도로 넓고 어깨 또한 편평하고 넓게 처 

리하여 다른 둥근 형태의 주자보다도 양감이 강하게 느껴진다. 

이 주자는 특히 장식이 주목된다. 뚜껑 장식은 손잡이 역할을 승}는 꽃봉오리 형태의 꼭지와 양감이 두드러진 연판문 장 

식의 상면上面， 그 사이에 작은 연잎을 상형象形하여 장식하였다. 강한 양감의 연판문 장식은 타출打出기법을 사용하는 금속제 주 

자의 뚜껑에서 주로 확인되는데 도자기의 경우 금속기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 경우가 많다. 문양장식 외에도 뚜껑과 손잡이 위 

쪽에 고리를 만들어 서로 끈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한 점 역시 금속기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뚜껑 아래의 주자 어깨 또한 세밀 

한 음각으로 내부를 장식한 양각 연판문으로 돌렸다. 주구注口와 손잡이는 대칭으로 비례가 아름다운데 각각 동체에 두 겹 백상 

감선으로 능형좌쫓形座를 만들고 그 안에서 솟아난 것처럼 붙였다. 동체 양변에는 모란 절지문을 큼직하게 상갑으로 시문하였다. 

흑상감의 줄기와 잎이 강조되어 다른 청자에서 주로 꽃이 강조되는 모란절지문에 비해 보다 회화성이 강하게 느껴진다; 1 장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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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εladon Ewer with lnlaid PεonyDεslgn Treasure No. 1029 

Goryeo 11 11em 1 Ceramics 

H. 19.2cm, o (Moulh) 34cm, o (Base) 10.3cm 

Privale Ownership (Leeum , Samsung Museum of Art) 

깐lis celadon εwer is characterizεd by a voluminous the body resembling a globe. Celadon εwers 

around 20 centimeters in height generally come in one of three types: the first that bulges toward 

the upper areas, a sεcond that is widest in the lower section of the body, and the last that widens 

the most at the middle. This example, about 19 centimeters high, falls into the last categ01γ. With 

a foot 10 centimeters wide, this celadon εwer‘ with its spacious shoulder radiates a strong sense of 

volume. 

What attr‘acts the most attention in this celadon ewer is its decorative scheme. The lid has a 

bud-shaped knob and embossed lotus petals on the top, and in between are attached lotus petals. 

A lotus petal design with such a striking embossed effect is more commonly adopted for the lid of 

metal ewers; this design was likely adapted into celadon via the influence of metalware. Besides 

the decoration, the loops seen on the lid and the handle for connection with a string are thought 

to bε a further influence of metal prototypes. The shoulder immediately under the lid is adomed 

with a band of relief lotus petals that are delicately expressed with incised lines inside. The spout 

and handle create a beautiful syrnmetrγ， and double inlaid diamond windows are rendered around 

them to provide an effect of the spout and handle blooming out from the windows. On either side 

the body is omamented by a large peony spray. While pεony designs in other celadon examples 

showcase the flowers , the black-inlaid highlights here are provided to the stems and leaves, 

εmphasizing more painterly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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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청자 상감동채연화당초용문 병 
춤磁 象핍눴鋼彩運花康草홉흩文 弼
Celadon Bottle with Inlaid Lotus, Scroll, and Dragon 
Design in Underglaze Copper 

보물저11022호 

고려 11접|도자 

높이 38.3cm, 입지릅 6.9cm, 밑지를 12.Ocm 

성보문화재단(호림박물관) 

보물 제1022호 〈청자 상감동채연화당초문용문 병購 象觸彩運花靜歡 植〉은 높이 38.3cm의 목이 긴 형태의 병이다. 구연은 살 

짝 외반 되었으며 목은 길게 뻗었고 어깨부터 서서히 벌어지다 몽통의 등}부에서 최대로 팽창하였다 다시 좁아진다. 가는 목 부 

분에 비해 동체 하부는 매우 팽만해 안정감이 느껴진다. 병 전변에 흑백 싱캄으로 문양이 장식되었는데 일부는 산화동 안료를 덧 

발라 문양을 강조했다. 목 부분에 싱캄으로 뇌문대， 연판문대， 국화문대， 운학문대， 여의두문대가 츰츰히 둘러져 았으며， 동체 중 

앙에는 원권 안에 여의주를 움켜 쥔 삼조룡크K龍이 네 군데 장식되었다. 네 마리 용은 비늘을 서로 다르게 표현했는데， 두 마리는 

흑상캄으로 다른 두 마리는 백상감으로 나타냈다. 용은 서 있는 자세로 꼬리가 앞으로 길게 나와 있고 앞다리와 뒷다리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표현되었다. 여의주는 동햄 안료로 채색하여 강조한 점이 눈에 띈다. 고려시대 상감청자에 동화웹畵하여 문양 일부 

를 강조한 경우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자 싱캄포도당초문 주자 승반좁磁 象앓爾홈草文 注子)(덕수 19)에서도 볼 수 있다. 동안 

료를 이용해 포도문이 절은 자주색으로 발색되어 사실감이 강조되고 있는데 흑백이외의 색채 장식을 더하고자 했던 흔적이 엿보 

인다. 또 고려시대에는 붉은색의 위상이 상대적오로 높았으묘로 이같은 동화 채색이나 그림이 더해진 상감청자는 고급 청자였다 

유색은 전체적으로 회청색을 띠며 앓게 시유되었다. 목 부분 일부는 산화되어 담갈색을 띠며 동체 저부는 유약이 덜 녹은 듯하다. 

굽은 넓고 낮은 편이며 굽 안쪽은 유약을 닦아냈고 접지변에 모래를 받쳐 구운 흔적이 있다. 

그런데 이 보물 제1022호 〈청자 상감동채연화당초용문 병〉과 매우 유사한 유물이 또 한 점 알려져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자 싱감동화운룡문 병좁짧 象鋼힘畵雲홈훌文 縣(덕수 72)이 그것이다. 보물 제1022호와 같이 목이 길고 동체가 아래로 잘수록 

퍼지는 형태로 목 부분에 연판문대 당초문대 여의주문대가 춤츰히 둘러져 있고 동체에 상감으로 원을 두르고 그 안에 여의주 

를 든 용이 상깝되어 있다. 한편， 보물 제1022호에 나타나는 용무늬의 형식은 14세기 원대 용천요에서 제작된 청자에 시문된 용 

문과 유사점이 보여，2 이러한 고려 후기 상캄청자의 새로운 특정을 원대 자기와의 영향관계 속에서 살펴볼 수도 었다: 1 장님원 

264 청 자 

1. 최문정 「高麗B휘’t 辰망좁짧 iiif究 -文鳳에 나타나는 ‘붉은 색’ 관련 기록 

중심으로-J ， r週'1<0論옳.9 온지학호1. 2003, pp.257-273 

2 김윤정흠麗f짧P 象없훔磁에 보이는 :n;代磁器의 영향」‘ r美術史學땐究』 

260, 흠댁미술사학호1. 2006, p.179 







‘상감동채연화 
당초용문 

Celadon Bottle with lnlaid Lotus, Scroll, and 

Dragon Design in Underglaze Copper 

Treasure No. 1022 

Go미eo 11 Item 1 Cerami cs 

H. 38.3cm, D(Mouth) 6.9cm , D(Base) 12.0cm 

Seongbo Cultural Foundation (Horim Museum) 

This 38.3 centimeter celadon bottle is characterized by its long neck. The slighdy flared mouth 

meets the elommteι1 neck, and the contour statts to swell from the shoulder and bulges to its 
‘ J ’ 

maximum point toward d1e base before narrowing again at the foot. The entire surface is decorated 

wid1 black-and-white inlaid mot止S 1끄ghli영1ted with oxidized copper. The neck is densely adorned 

wid1 bands of frets, lotus petals, chrysanthemums, douds and Crat1eS, at1d r.μyi. At four places on 

the body can be seen a d1fee-dawed dragon endosed by dou ble cirdes and holding a cintαmαηi 

(wish-fulf피ing jewel). The four dragons differ in the color of their scales, with two inlaid in 

white and d1e other in black ‘ The dragons are in a standing position wid1 their tails stretched 

far f01ward, 따ld the front at1d back legs facing opposite directions. The cintamαηi is painted in 

copper under，영aze for added emphasis. Celadon pieces wid1 copper underglaze highlights indude 

a celadon ewer at1d bowl with an inlaid grape and scrollwork design a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In that exatl1ple, copper pigment was used to add a sense of reality to the grape design, 

which is shown in deep violet. Given that red decoration commat1ded a special status, celadon 

ware with copper-red highlights were considered high-level vessels. The giaze thinly applied over 

this celadon botde tal<:es on 때 overall grayish-green color. The neck, however, shows li.양lt-brown 

in some parts due to oxidization, at1d on some areas neat" the base the glaze has not completely 

fluxed. The foot is relatively wide and low, at1d the foot ring bears signs of being wiped dean of 

glaze and fued on s없1d. 

There is 때other known celadon bottle resembling this one witl1 an inlaid cloud and dragon 

design in copper underglaze a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It has a long neck crowded wid1 

decorative bands of lotus pet따s ， scrollwork, and cint，αmaηi， 따ld features on the body a ciηtamani

holding dragon within circles. Meat1while, the style of the dragon design on this celadon botde 

bears sirnilarities to those found on 14th century celadon vessels from the kilns at Longquan in 

YUat1 Dynasty China (1272- 1368), suggesting that the celadon characteristics that emerged in d1e 

late G01γeo period and can be observed in this bottle should be examined in consideration of their 

relationship with the celadon of Yua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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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청자 상감국화모란유로죽문 매병 

및죽찰 
춤磁 象嚴원花#土升柳盧竹文 悔弼 및 竹ifL
Celadon Prunus Vase with rnlaid Chrysanthemum, 

Peony, Willow, Heron, and Bamboo Design and 
Bamboo Strip 

보물저11783호 

고려(13세기) 1 1 점 | 도자 

높이 38.9-39.1 cm, 입지름 7.1cm, 굽지름 14.2cm 

국유(국립해앙문화재연구소) 

〈청자 싱깝국화모란유로죽문 매병좁磁 象蘇행花ttmý~盧竹文 梅휴b 및 죽켈↑개9은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마도 서쪽 해역의 마 

도 2호선에서 출수된 유물로 그 중요성으로 인해 2012년 12월 청자매병과 죽찰↑섭:여1 함께 보물 제1783호로 지정되었다. 

매병이 발견된 마도 2호선은 2010년 5월-11월까지 수중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 선체편과 고려청자， 목간木簡， 죽 

찰， 도기， 철제 솥， 청동제품， 기타 목제품 등이 함께 출수되었다. 출수된 청자로는 발， 접시， 잔， 완， 매병， 반구병， 호， 대발 등이 포 

함되어 있었다. 주목할 만한 사실로는 목간과 죽찰을 통해 매병의 용도를 알 수 있었으며， 선박의 출항지로 추정되는 지명(고창현 

高敬縣， 무송현여松縣， 장사현長沙縣， 고부군古울那)과 함께 수신자로 개경의 관료 계층이 써 있어(이극서李克個) 선적된 고려청자의 생 

산 시기를 1210-1220년경으로 추정할 수 있게 되었다1 

이 매병은 반구형盤口形의 입술과 긴장된 어깨， 허리 아래로 내려오면서 잘록해지는 측면선을 갖고 있으며 몸통을 참외처 

럼 세로로 6개의 골을 내어 변을 분할하였다. 성형과정에서 어깨부분이 앓게 만들어진 듯 일부 구멍이 뚫려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상태가 좋은 편이다. 문양은 어깨 위쪽에 두 줄의 선을 돌리고 여의두문如意頭文을 둘렀으며， 분할된 여섯 변에는 각자 흑백싱깝 

黑白象嚴의 능화창쫓花忽을 배치하고 그 안에 서로 다른 식물문을 표현하였다. 능화창에 표현된 문양들은 여러 소재들이 조합을 이 

루는데 한 그룹은 나비와 두 마리의 물오리를 상하단에 배치하고 각각 황촉큐절지， 국화절지， 모란절지를 묘사하였으며， 또 한 그 

룹은 두 마리의 물오리에 버드나무와 해오라기， 대나무， 갈대를 각각 섞어 놓았다. 매병의 아래쪽에는 백싱깝의 뇌문대雷文帶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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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의 연판문運總文을 흑백상감기법으로 나타냈다 표면을 덮은 청자유는 담록색에 가까우나 위쪽은 산화변조되어 녹황색을 띠 

며， 아랫부분에는 유약이 뭉쳐 태토가 드러난 부분도 보인다. 굽은 안바닥을 깎아내고 접지변에 내화토耐火土 섞인 모래를 빚어 받 

친 흔적이 10곳에 남아 있다. 

동반 출수된 죽찰은 길이가 13.4cm로 대나무를 쪼개어 앞뒤를 다듬은 다음 머리 부분을 육각형모양으로 만들고 몸통에 

는 글자를 먹으로 썼다. 죽찰의 몽통 한 면에는 ‘중방도장교오문부重房짧微吳文훌’를， 또 한 변에는 ‘택상진성준봉환上률廳렘이라 

는 글귀가 있다. 이로써 이 글:A}는 중방 소속의 도장교 오문부에게 진률， 즉， 챔름을 매병에 넣어 보낸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죽찰은 아마도 배에 선적하고 출항했을 때 매병의 목에 매달려 있었을 것이다2 

이 매병과 죽찰은 기존의 매병에 대한 인식을 확 바꾸어 놓았다. 특히 매병을 술병이나 화병爛a으로 판단했던 기존의 판 

단과 다르게 참기름과 같은 고급 식재료를 담는 것￡로도 활용했으며 매병을 그 당시에 준樓으로 지청했던 것도 알게 해 준 것이 

다. 또 함께 출수된 각종 죽찰이나 목간의 기록은 동반품의 연대나 출항지， 화물의 종류와 성격 등은 물론 고려의 해상운송 시스 

템과 화물유통과정의 이해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다: 1 0 1종민 

1 국립해앙문화재연구소. '800년 전의 타임캡슐J. 2010. pp.84-93; 

국립해앙문화재연구소 댄"안마도 2호선，.20 1 1 

2 문화재정 국립해앙문화재연구소‘ 「매병 그리고 준 - 항기를 담은그릇』‘ 

201 3. pp.16-20.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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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adon Prunus Vase with Inlaid 

Chrysanthemum, Peony, Willow, Heron, 
and Bamboo Design and Bamboo Strip 

Treasure No. 1783 

Goryeo 113t h century) I 1 Item I Ceramlcs 

H. 38.9-39.1cm, DIMouth)71cm, Dl8ase) 14.2cm 

Publíc Ownershíp 

INatíonal Research Instítute 01 Marítíme Cultural Herítage) 

This was excavated from Mado Ship No. 2 off the west coast of Mado Is1and, Si껴indo-ri ， 

Geunheung-myeon, Taean 맑n in South Chungcheong Province. 1n recognition of its si얽ificance 

as an export artifact, this celadon prunus vase and its wooden strip were designated as Treasure 

No. 1783 in December 2012 

Tl꾀s prunus vase shows a serni-globular mouth, a rigid shoulder, and a tapering profile. The 

body is divided into six sections by ve1tical furrows like those on a melon. Despite the holes on 

the shoulder, which might have been rendered thin during the crafting process, this vase remains 

in over잉19∞d condition ‘ The upper shoulder is decorated with double bands and a ruyi pattern, 

while the six sections on the body have diamond-shaped windows demarcated by black-and-white 

inlaid lines and adorned with a different plant design. At the lower body a fret band is displayed 

that supports black-and-white inlaid lotus pet떠s. The glaze covering the vase approaches light 

green, but the upper part takes on the yellowish-green tone of oxidization and the lower seα10n 

partially reveals the c1ay body because of glaze coagulation. The foot is undercut at the base, and 

the p앙t that rests on the surface shows ten marks of refraα。ry c1ay mixed with sand‘ 

The wood st1ip is 13.4 centimeters long 킹1d was made by ttimrning a split b없nboo piece 

both on the front and at the back 없ld shaping the head side int。 때 。ctagonal forrn. The letters are 

written in ink On one side of the body of the wood strip are characters reading 重房都將校吳文富

ψη'gb.αng씩'an짧100mμηbμ) and 힘上員盛構封 (taeksα쟁'inseoηgμηbong). 

At the time it was discovered, t비s artifact 앙ld the wood strip triggered groundbrealdng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prunus vases. This prunus vase and wood strip testify that prunus 

vases were also used as containers for e)φensive food items such as ses없ne oil, distinct from the 

forrner perception that prunus vases were reserved for holding wine or flowers. 1t also indicates 

that prunus vases were called jμn(樓:) at the time. The diverse kinds of wood and bamboo strips 

that were eÀrported alongside this artifact cont1ibute t.。 때 understanding not only of the production 

dates, usag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exports, but also of the maritime transportation system and 

logistics process of Gor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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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청자상감어룡문매병 
뿜磁象팝눴魚龍文悔꽤 
Celadon Prunus Vase with rnlaid Fish and 
Dragon Design 

보물제1386호 

고려(14세기 말-15세기 초) 1 1점 | 도자 

높이 29.6cm. 입지름 5.0cm. 밑지름 1O.8cm 

개인(삼성미술관 리움) 

〈청자 싱캄어룡문 매병좁磁 象離、敵觸〉은 상캄기법蘇技法으로 어룡문魚、歡과 연화문運花文을 장식한 고려 말~조선 초의 청자 

매병이다 

고려 말~조선 초에는 왕실관련 부속 관청들이 설치되었으며1 이들 기관에서 사용할 도자카를 전국의 가마에서 납품받 

았다. 그중에서도 관청명이 새겨진 매병으로 현재 남아 있는 것으로는 ‘덕천고德명圍 ‘보원고寶源庫: ‘의성고義成庫: 정상소城上所’， 

‘준비색準備色’， 사선서司曉뿔’， ‘내자시內資충’ 등이 있으며 명칭을 표기하는 방식은 조금씩 달랐던 듯하다2이들 매병의 제작시기는 

관청의 운영시기와 양식적 특정으로 판단할 때 14세기 말에서 15세기 초에 집중되어 있다. 이 시점에 제작된 매병의 형태는 공통 

적으로 입술이 밖으로 벌어져 있으며 어깨부분이 공처럼 부풀어 있고 무게중심이 상부에 았다. 또 측사면은 급격하게 ‘S’자형을 

보이며 하단부로 가면서 급격하게 벌어진다.3 문양표현방식은 상·하단에 연판문運辦文을 배치하고 중심부분에 문양을 넣되 정교 

함보다 굵은 상캄선 위주로 큼직하게 묘사하는 것이 가장 많다. 

보물 제1386호로 지정된 〈청자 싱캄어룡문 매병〉도 이러한 시대양식을 잘 보여주는 매병의 하나에 속한다. 형태는 입술이 

벌어져 있으며 어깨는 공처럼 둥글고 허라는 유난히 많이 휘어 있다. 현재의 상태는 입술부분 일부가 파손되어 보수를 한 흔적이 

보인다. 문양은 어깨 상부에 E자처럼 생긴 변형 연판문을 흑백싱캄으로 묘사하고， 하단부에는 백싱캄에 의한 이중의 연판문이 

위치해 였다. 이 매병의 독특함은 중심부의 문양에서 확인된다. 연판문 바로 아래에는 커튼을 묶은 것처럼 생긴 여의두문을 네 곳 

에 늘여 뜨리고 중앙부 여백에는 허리가 활처럼 훤 어룡魚、龍 세 마리가 연꽃사이를 유유히 헤엄치는 모습을 흑백싱갑으로 표현하 

였다. 흥미로운 것은 그 사이를 헤엄치는 물오리로 어룡과 무관하게 물살을 기르며 유유히 헤엄치고 있다는 점이다. 

다소 엉뚱하면서도 해학적인 이 모습은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제작된 다른 매병의 문양표현과 현저히 달라 보는 이로 하 

여금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 매병의 전변을 덮고 있는 유약은 전체적으로 녹청색을 띠며 작은 벙렬永짧이 꽉 차게 퍼져 있다. 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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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감어룡문 

바깥면을 깎지 않고 굽 안바닥을 얄게 깎으면서 일정하게 접지면을 남겨 두었다. 접지면은 유약을 닦아내고 굵은 모래를 받쳐 구 

운 흔적이 남아 있다 이 매병은 중앙부에 장식되어 있는 연꽃과 물오리 등의 문양을 통해 13세기 후반부터 채택했던 유로수금문 

柳盧水萬文이나 연지수금문逢ìth水짧文 등의 느낌을 주며 용의 머리에 물고기의 몸처1를 결합한 어룡을 묘사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I 이종민 

1.高麗史」 第84卷 志 第83 iflJ法 1 公式 職制

2 金允貞고려말 조선초 영문청자 연구J，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6; 同홈고려말 조선초 관사명매병의 조형적 특징과 제직씨기J， 

「매병 그리고 준， 항기를 담은 그릇J， 문화재정 ‘ 국립해앙문화재연구소， 

2013 , pp.149-152. 

3 이종민고려~조선 초 매병의 제작과 형태변호fJ， roH병 그리고 준， 항기를 

담은 그릇J， 문화재청 국립해앙문화재연구소， 2013， p.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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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adon Prunus Vase with Inlaid Fish 

and Dragon Design 

Treasure No. 1386 
G。이eo (Iate 14th-early 15th centuries) 111tem I Ceramics 

H. 29.6cm, o (Mouth) 50cm, o (Base) 1O.8cm 

Private Ownership (Leeum , Samsung Museum of A띠 

This is a celadon prunus bottle ornamented with an inlaid dragon-fish and lotus flowers, produced 

somewhere between the late G01yeo and early]oseon eras. 

The mouth is flared and the shoulder is rounded, while the waist is severely curved. The 

mouth shows traces of repair. The shoulder is decorated with d쟁eμt (r::: )-shaped lotus petals inlaid 

in black and white, and the base with overlapping white-inlaid lotus petals. What is notable about 

the patterning of this vase is the decoration in the center. Below the lotus design on the shoulder 

are located ruyi patterns in four spots, presented in the shape of tied cU1tains, while three black

and-white inlaicl fish-clragons with a curved waist bent 파ce a bow are renclered in the central space 

in way that suggests that they are freely swinmling amicl lotus flowers. W이at is most interesting 

about the scene is the watelfowl ’ they appear to be blithely swimming in the water, oblivious to 

the dragons. 

This unconventional and playful composition of motifs is a far Cly from the majority of 

contemporaneous pmnus vases, and inclicates a sense of humor. The glaze over the vase takes on 

a green-blue color and is densely lined with small cracldes. The foot is shallowly undercut with 

the foot ring stancling out, which has been wipecl clean of glaze ancl bear signs of being fired on 

a SUppOlt of coarse sand. The lotus flowers ancl waterfowl appearing on the central bocly of this 

vase resemble the willow, reed, and waterfowl design and the pond and waterfowl design used for 

decorating celaclon ware from the late 13th centurγ. The combination of the clragon heacl ancl the 

fish body expressed in this vase is also no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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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청자상감연판문매병 
춤磁象嚴運辦文悔Jtli 
Celadon Prunus Vase with Inlaid Lotus Design 

보물저1 1034호 

고려 11접|도자 

높이 31 . 1cm . 입지름 4. 4cm. 밑지릅 11.4cm 

개인소장 

고려시대 청자 때병의 장식 특정 중 하나는 동체 중심에 시문되는 주문양 외에 어깨와 굽 부분에 종속 문양대가 시문된다는 점 

이다. 이는 매병을 포함하여 문양 장식이 있는 병이나 항아리 같은 기물에서 확인되는 공통점이다. 구연 주변과 어깨 부분에는 여 

의두문·뇌문雷放·연판문이 저부에는뇌문雷放 ·연판문이 주로 시문된다. 주문양과 의미상으로나 형태적인 관련을가진다기 보다 

는 면의 테두리를 구획하고 장식등}는 기능이 주된 목적이다. 제작된 지역과 시기에 따라 주로 시문되는 문양의 종류와 형태， 크기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물의 제작지 판별관 편년에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같은 일반적인 매병의 장식경향과 

비교하면， 개인 소장 보물 제1034호 〈챙자 상캄연판문 매병離 蘇難文 챈혐á>의 경우 주문양이 위치해야 할 동처l 중섬부에 견부 

와 저부에 시문된 것과 동일한 연판문이 장식되어 있어 이례적이다. 

보물 제1034호 〈청자 상감연판문 매병〉은 어깨가 곡션을 그리며 떨어지고 동체 하부에서 다시 밖으로 적당히 벌어지고 있 

는데，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안정된 기형을 갖고 있다. 아랫쪽 일부에서 유약의 뭉침이 발견되지만 유면은 대체적으로 고르고 태토 

도 상당히 정선된 펀이다. 기형이나 질적인 면에 있어서 고려중기 강진이나 부cj;지역에서 제작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려 

나 장식에 있어 동체 중간에 위치한 연판문「은 위 지역들의 일반적 경향에서 벗어나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상감된 선의 두께나 문 

양 끝이 만냐는 지점의 마무리 연판 내부의 세부 장식 등이 그다지 정교한 편은 아니다， 견부에는 아래로 향한 연판이 흑백싱캄 

으로 시문되었고， 동체 중간에는 흑백상감의 연판이， 저부에는 백상캄의 연판이 위로 향하여 시문되었다. 각각의 연판문 사이에는 

여러개의 세로줄을 그어 공간을 구획하고 있다. 또 구연과 저부 동체 중간에는 가로로 기준선을 그리고 연판문{을 배치하였다. 따 

라서 매병의 기면은 전체적으로 여러 개의 가로와 세로선에 의해 여러 개로 분할된 셈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매병이 동체 중심부 

전체를 하나의 화면과 같이 활용되어 장식되거나; 참외 모양의 효과를 주는 몇 개의 세로선에 의해 세로로 변을 분할하고 각각의 

개별 화면에 독립된 문양을 시문하곤 하는 일반적인 양상과는 매우 다른 것이어서 극히 예외적이며 독특하다: 1 장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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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adon Prunus Vase with Inlaid Lotus 

Design 

Treasure No. 1034 

Goryeo 11 Item 1 Ceramics 

H. 31 .1cm, DIMouth)44cm, DIBase) 114cm 

Private Ownershi p 

This p1Unus vase shows stable and gentle contours that flow over the curving shoulder to taper 

toward the base until splaying at the foo t. Despite some areas at the bottom where it pools, the 

glaze is over려1 uniformly applied and the day body is highly refined. The form and quality of 

this p1Unus vase suggest production in the Gangjin or Buan areas during the mid-Goryeo period 

However, the presence of lotus petals in the center of the body diverges from the common 

characteristics of celadon vessels from these areas. The inlaid 파les and details do not show a 

h.igh level of sopl끄st1c값ion. Downward-turning lotus petals are inlaid in black and wl끄te on the 

shoulder; and black-and-white inlaid lotus petals and white inlaid ones are respeαively shown in 

the middle and lower sections of the body, both facing upward. Between the lotus-petal bands 

are placed space-dividing vertical lines. Horizontal lines can also be seen in the shoulder and 

the middle 강ld lower sectiollS of the body. This ψpe of decorative scheme is unique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manners of using decorative space, induding treating it as a single space for‘ 

decoration or applying verticallines to suggεst the image of a mel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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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청자 상감‘장진주’시명 매죽양류문 매병 
춤磁 象散‘꺼휩集酒’詩銘 梅竹楊柳文梅那
Celadon Prunus Vase with Inlaid Plum. Bamboo, and Willow 
Design and Inscription of ‘Jangjinju" Poem 

보물제1389호 

고려(14세기 밀~15세기초) 11 접 | 도자 

높이 28.0cm. 입지를 4.3cm , 밑지를 11.5::m 

개인(삼성미술관리움) 

〈청자 상감‘장진주시명 매죽양류문 때병좁없 象없‘8鍵酒’詩銘 梅竹楊柳文 梅那〉은 상감71법으로 ‘장진주將進酒’라는 명문銘文과 함께 시 

詩를 기록한 고려 후기의 청자매병이다. 

이 매병은 벌어진 구연과 공처럼 퉁근 어깨를 가졌으며 측면의 선이 S자형을 그러면서 내려오다 굽 쪽으로 벌어지는 형태 

를 갖고 있다. 이 매병의 특정은표면을장식하고 있는문양에서 두드러진다. 문양대는 상-중·하의 세 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 

깨부의 상단에는 흑백상감의 연판문이 아래를 향해 있고， 하단에는 백싱캄에 의한 연판문이 위를 향해 있다. 상단의 연판문대에 

는 식물의 꽃봉우리 같은 여의두문如意頭文을 네 곳에 배치하였는데 마치 커튼을 드리운 것처럼 장식하여 놓았다. 가장 눈에 잘 

띄는 중앙부에는 위패셈후 네 개를 정연하게 배치하고 위패 내면에는 시구詩句를 흑상감하였다. 또 위패 사이에는 각각 버드나무 

문楊柳文과 매화 · 대나무문이 흑백상감기법으로 장식되어 었으며， 버드나무 가지 속에는 시의 제목에 해당하는 ‘장진주將避맹’라는 

명문이 흑상감으로 묘사되어 있다. 각 위패 안에 있는 시는 이태백주太白， 이상은주商隱과 더불어 당나라 때 3이추로 불리던 이하 

추쫓， 790-816의 시詩이다. 이 시는 정전주라는 권주가劉酒歌로 이태백의 정진주와 쌍벽을 이루어 왔다. 이하는 27세에 요절한 당황실 

의 후손으로써 중국에서는 흔히 시의 귀재 즉， 시귀詩鬼로 통한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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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종 호박농統爾鐘號f日灌(유리잔에 호박색이 진하니，) 

소준주적 진주홍j轉酒뼈劃;t;%I(작은술통의 술방울은진주처럼 붉구나J 

팽룡포봉 옥지읍혔關鳳玉暗位(용을 삶고 봉황을 구워 옥 같은 기름이 흐르니，) 

라병수막 위향풍羅뽑練幕 圍홉風(비단병풍과 수놓은 장막을 향긋한 바람이 감씨도다J 

취룡적 격타고嘴購 擊뿔鼓(용이 우는 듯 피리를 불고 악어가죽의 북을 치며，) 





‘、 꽉、 ... 

“ ‘장진주’ 시영 ‘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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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가 세요무9觸歌 細R購(흰 이를 보이고 노래하면서 가는 허리를 흔들며 춤추네.) 

황시청춘 일장모況是좁春 日꺼양흉(이 한창의 봄날도 어느덧 저물어 가고，) 

도화난락 여홍무%花정L落 如紅雨(복사꽃은 붉은 비처럼 어지러이 떨어지는구나) 

권군종일 명정취歡君終日觀I함(그대여 ， 종일토록 마시고 한껏 취하게，) 

주부도 유령 분상토酒不到 劉Uf令 慣上土(술은 죽은 사람의 무덤에는 이르지 못하니.) 1 

이 매병의 외면에는 녹청색의 유약이 고르게 씌워져 있으며 위쪽 일부는 산화번조되어 녹황색을 띠기도 한다. 굽은 접지 

변을 일정하게 남겨두고 굽 안바닥을 깎아 내었으며 접지변에는 유약을 닦아내고 굵은 모래 받침을 받쳐 번조하였다. 이 매병의 

문양소재로 등장하는 위패는 고려시대의 금속공예나 조선 초기의 분청사기에서 볼 수 있는 위패와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았다- 2 

매병의 형태나 문양소재， 표현방식으로 볼 때 이 매병은 고려 말~조선 초의 제작품이 분명하며 시구는 이 시기의 문학사를 연구 

하는 것에도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준다. I 이증민 

1 李뿔將進J햄J. 昌용集」 卷4， 景f二文淵聞四庫全書 第1078冊， 臺灣商務

印書館， p.472 

2 田勝昌， ' 15世紀 位牌形磁器훌誌와 位牌裝節 考察」， r湖嚴美짜f館 liH究

論文集~ 4號， 三星文化財團， 1999, pp.9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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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친주1 시영 

Celadon Prunus Vase with Inlaid Plum, 
Bamboo, and Willow Design and 

Inscription of ‘'Jangjinju" Poem 

Treasure No. 1389 

Goryeo (late 14th-early 15th centuries) I 1 Item I Ceramics 

H. 28.0cm , D.(Mouth) 43cm , o (Base) 11 .5cm 

Private Ownership (Leeum , Samsung Museum 01 Art) 

This is a celadon prunus vase fro01 the late GOl‘ yeo period, e01bellished with the insC1ψtion 

)eon，밍jηfμ and inlaid poe01s. 

This vase has an outward-turning O1outh and round shoulder; the S-shaped outline tapers 

fro01 the shoulder and splays at the base. What distinguishes this vase fro01 others is the decorative 

design separated into three sections. The top and botto01 are adorned with lolus petals, with the 

top featuring downward-facing lotus petals inlaid in black and white slip, while the botto01 shows 

upward-facing petals inlaid in white. The lotus petals in the top section are supported by ruyi 

patterns in four locations, rendered in the shape of tied cU1tains. The cent:J띠 space is do01inated 

by four spirit lablets, inside of which are poe01s written in Chinese characters. Belween the spirit 

tablets are alternatively placed willow and plu01 and ba01boo designs, both inlaid in black and 

white. Between the ba01boo branches appears the black-and-white inlaid inscription jαηg‘ln)μ Gl용 

進i핍). 

The sUlface of this vase is evenly covered with a green-blue glaze, and shows the effect of 

partial oxidation in the greenish-yellow color in the upper body. The foot is cut away with a foot 

ring re01aining, and the foot ring has been wiped clean of glaze and bears traces of being fired 

on coarse sand supports. The spirit tablet appearing in this vase rese01bles those crafted in O1etal 

during the GOlyeo Dynasty and in bμηcheoη:g during the ]oseon period. The for01, design, and 

decorative expression of this vase all suggest a production date of the late GOlyeo 0 1' early]oseon 

period. 1n addition, the poe01s written on the vase provide a valuable research O1aterial for the 

study of the literature at the ti0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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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청자 상감‘덕천’명 연화양류문 매병 
춤磁 象散‘德果’銘 運花楊柳文 梅抽
Celadon Prunus Vase with Inlaid Lotus and Willow Design 
and Inscription of “Deokcheon" 

보물제1452호 

고려(14서|기) 11접 | 도자 

높이 27 . 8cm ， 입지름 5. 1cm ， 밑지를 11 . 1cm 

성보문화재단(호림빅물관) 

〈청자 상감‘덕천’명 연화양류문 매병離 蘇‘離’銘 運花獨n文 梅懶〉은 몸통에 ‘덕천願’이라는 글씨와 함께 연꽃， 버드나무 등의 문 

양을상감한청자매병이다. 

매병의 주 용도는 술을 담은 주기酒짧였으며 꿀이나 참기름 같은 고급 식재료를 담기도 했다 매병은 거의 12세기에 들어 

와서야 조금씩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며 조선 초까지 그 제작사례가 남아 있다1 특히 고려 말~조선 초에는 원나라의 영향으로 관 

청의 명칭을 새겨 넣은 청자매병이 제작되었는데2 덕천고德轉， 보원고鄭廳， 의성고義빼軍， 성상소城上所 등의 글자가 새겨져 있는 

사례가 그것이다. 이들 중 덕천고는 1308년(충선왕 복위1년) 재정관서의 개편 때 신셜된 왕실재정기구였던 덕천창德챙용이 1325년 

(충숙왕 12년)에 덕천고라는 관청명으로 개칭된 후， 조선 개국 직후인 1403년(태종 3년)에 내섬시內廳츄로 개편되었다.3 덕천고를 

지칭하는 ‘덕천聽’명 청자는 유사한 예가 충남 연기군 청라리， 충북 진천 용덕리， 전남 곡성 구성리， 경북 칠곡 학하리 요지 등에 

서 출토된 바 있다.4 이 시기에 만들어진 챙자매병은 대부분 상체가 공처럼 퉁글고 아랫부분으로 걸수록 급격하게 줄어들다가 끝 

에서 살짝 벌어지는 형태를 갖고 있다. 또 문양은 어깨와 하단부에 보조문양대를 두르고 중앙부에 중심문양을 넣는데 보조문양 

의 소재는 연판문護辦文이， 중심문양의 소재는 연화유문護花柳文， 운학문雲觀文， 해수어문海水魚文， 어룡문魚龍文 등이 표현된다5 

이 매병은 구연이 밖으로 벌어져 있으며 상부의 폼체가 퉁글고 큰 대신 하부카 작아 무게중심이 위에 었다. 이로 인해 매 

병은 불안정하게 느껴진다 매병의 외면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문양이 장식되어 었다. 차례로 살펴보면 어깨부분에는 연꽃 

잎새를 몸통 쪽으로 향하게 펼쳐 흑백상감선으로 장식하고 꽃이파리의 각 내부에는 연주문連珠文을 넣었다. 그 바로 아래에는 두 

줄의 백상감선을 두르고 변형된 여의두문如意頭文故을 커튼이 드리워진 것처럼 장식하였다. 하단부의 보조문양은 백상감선· 대 사이 

에 연꽃잎새를 길쭉길쭉하게 상감선으로만 묘사하였는데 그 수준이 그다지 세련되지 못하다. 눈길을 끄는 중심문양 부위에는 념 

실거리는 파도를 아래쪽에 매열하고 그 위로 줄기에서 뻗어나온 연꽃들과 잎을 늘어뜨린 버드나무를 표현하였다. 이로인해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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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모습은 마치 연못 주변의 풍경을 보는 듯하다. 연꽃과 버드나무 사이의 공간에는 ‘덕천德良’이라는 명문이 세로로 흑-'J-;감되어 

있다. 

매병의 전면에서 볼 수 있는 유약의 색조는 녹청색을 띠며 일부는 황색조를 머금기도 한다， 굽은 바닥 내변을 깎아 내지 

않고 왈로 다듬은 흔적이 보이는데 굽 가장자리의 접지변에는 유약을 닦아내고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한 흔적이 남아 었다. 이 

매병은 현재 입술부분이 파손되어 보수를 하였으나 왕실부속관청에 납품되었던 명문이 남아 있다. 이 매병의 명문은 제작시기를 

추정하는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문양은 시대양식을 이해할 수 있는 표현방식을 보여준다. 이로 인해 도자사 연구에서 많은 도움 

을 주는 자료로써 그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 I 이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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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李鍾앉고려시대 훔없 梅뾰 언구」， r講座美術史â7號 韓國佛敎美術史

學용， 2006.12， pp.1-34 

2. r高麗史』 第84卷 좋、 第83 퓨lj法 1 公式職制

3 김윤정고려밀 조선초관사영매병의조형적특징과제ξ써기J ， 

며 11병 그러고 준 - 항기를 담은그릇ι 문화재칭 국립해앙문화재연구소， 

2013, pp.147- 148. 

4 김윤정 「흠麗末 ‘ 朝蘇初銘文좁홉6퓨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 11. pp. 76-80 

5 김윤정， 위의 놈문(2013)， pp.149- 152 



Celadon Prunus Vase with Inlaid Lotus and 

Willow Design and Inscription of “Deokcheon" 

Treasure No. 1452 

Goryeo (14th centuryl11 Item I Ceramics 

H. 278cm, o (Mouthl 51cm, o (Basel 11.1cm 

Seongbo Cultural Foundation (Horim Museuml 

This is a celadon prunus vase ornamented with a lotus and willow design accomp와lied by the 

inscription deokcheon. 

Below the everted mouth, the vase bulges in its upper pOltions and narrows towards the 

base, S1미19 the center of gravity in the upper reaches of the body. The main body is largely divided 

into three spaces, each of which is ornamented with clifferent decorative designs ‘ 

The color of the glaze coating the body takes on a green-blue color, with parts showing 

a yellow tint. The foot is not cut, but simply trimmed with a knife, and where the foot meets the 

surface there are marks of being wiped clean of glaze 앙ld fired on coarse sand. Traces of repair 

are clear around the rim of t11<ε mouth at present, and the body bears an insαiption demonstrating 

that it was supplied to one of the agencies pertaining to the royal court of Joseon ‘ Tl끄s inscription 

not only contributes to dating the artifact, but also to the understanding of decorative styles at the 

time. 1n this regard, this vase is a valuable resear'ch material for studying the cerarnic art hist01γ 。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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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청자상감운학문화분 
춤磁 象핍눴雲麗文 1t효 
Celadon Flowerpot with Inlaid Cloud and 
Crane Design 

보물저11 03(1;둥 

고려 1 1접 | 도자 

높이 23.Ocm, 입X픔 28.2cm, 밑지를 22.Ocm 

개인(삼성미술관 리움) 

고려시대 사람들은 청자로 먹고 마시는 음식용기만 제작한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필요한 다양한 기물들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의자나 베개 등을 주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었으며 예배의 대상이 되는 불상이나 나한상도 청자로 제작하였다.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보물 제1030호 〈청자 상감운학문 화분춤짧 象없雲轉文 花益〉과 같이 화분 또한 청자로 제작하였다 

이미 삼국시대이래 확산되기 시작한 진귀하고 아름다운 꽃과 동물 등을 기르고 완상하는 문화는 고려시대 지매층을 중심 

으로 크게 유행하였다. 화원을 만들고 꽃과 나무를 기르며 즐기는 가운데， 일부는 화분에 분재하여 식물을 축소하거나 실내로 들 

이기도 하였다. 특히 고려후기 문인들은 군자와 같은 성품을 지닌 화훼틀을 가까이서 기르고 감상하며 그들의 덕목을 닮고자 하 

였다1 이때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이 화기짧융인더l 현전하는 유물을 통해 청자 뿐 아니라 도기， 석재로도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었 

음을알수있다.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청자상캄운학문화분은 높이가 23.0cm 정도로 실내에서 사용하까 적당한 크기이다. 기벽은 상당히 

두터운데 번조하는 과정에서 기물이 전체적으로 약간 이지러졌다. 구연은 퉁글고 도톰하게 처리하여 마치 띠를 두른듯하고， 동체 

중간과 저부에는 두꺼운 돌대를 두어 결과적으로 기면이 아래 위로 나뉘었다. 아랫면은 칼을 사선으로 뉘어 깊이감 있게 조각한 

름직한 연판문을 둘렀다. 그 내부는 얄고 가는 음각션을 사용하여 빈틈없이 장식하여 섬세함이 돋보인다. 윗면에는 학과 구름을 

번갈아카며 반복적으로 시문하였는데， 학의 경우 위쪽으로 날아가는 모습과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 등 표현에 있어 변화를 주었 

다. 주로 백상감을 사용하였으며 학의 눈， 머리와 다리， 꽁지깃은 흑상감으호 처리하여 사실감을 더했다. 바닥면 가운데는 커다란 

구멍이 나있어 물 빠짐이 용이하도록 제작하였다. 

현재까지 조사된 고려시대 생산·소비유적에서 많은 양은 아니지만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어 청자화분이 일정량 제작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화분이 주로 확인되는 생산지역은 강진과 부안으로 이들 지역에서 출토되는 화분은 대부분 상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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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와 같은 고급기법오로 화려하게 장식되었다 한편 경기도 용인 보정리가마터 출토 화분이나 해저유적 중 마도 1호선 출수품 

과 같이 거친 태토에 장식이 거의 없거나 철화기법으로 초화문을 소략하게 장식한 것도 있어서，2 제작 지역과 소비계층에 따라 

화분의 질과 조형에 차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고려 이부 지배층 뿐 아니라 보다 넓은 계층에서 화훼를 완상하는 문화를 

향유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I 장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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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소영흠麗B츰代 훔磁花홈 líjf究J. 홍익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놈문， 

2015. pp.19-29. 

2 김소영， 위의 놈문. pp.37-55 



Celadon Flowerpot with Inlaid Cloud 

and Crane Design 

Treasure No. 1030 

Goryeo 11 Item 1 Ceramics 

H. 230cm, DIMouth) 28.2cm, Dl8ase) 22.0cm 

Private Ownership ILeeum, Samsung Museum 01 A띠 

The potters of the Goryeo period used celadon not only for vesse1s for containing food or wine, 

but 떠so when cr:때ng everγ때 。비ec않 Such ce1adon daily objec얹 include pillows and chairs, 

and also Buddha and arhat statues for worship. This flowerpot is a further e었mp1e of celadon for 

househo1d usage. 

About 23 centimeters high, this ce1adon flowerpot is suitab1e for indoor use. The wall 

is quite thick, and the form is slightly warped from firing. The rirn is rounded 와ld thick, and 

protruding bands are fashioned around the body at its middle and bottom reaches to divide tl1e 

body into two sections. The 10wer area is adorned wiili 10tus pet띠s carved deep1y on an ang1e, 

and the inside of the 10t。αtu뻐sp야et때a혀ls a앙re furt뼈thε앙rd야ec∞。αr때a와te잉d wi빼th thin s돼ha때llowψ lncl 

s않ect디iψ。αna삶1te앙rnat않e리1ψyfea때ture않scαr앙때le않sa때n띠d clou띠d따s’ and ilie cranes alternate postures betvveen ascending 

and descending. The motifs are inlaid in white, 없ld the eyes, head, 없ld tai1 of the cranes are 

highlighted with b1ack inlay t。 와low an enhanced sense of reality. The bottom has a 1arge ho1e t。

facilitat，ε drainage ‘ 

Celadon 29 7 



55 청자 상감유로매죽문 편병 
춤磁 象쉽눴柳驚梅竹文 扁抽
Celadon Flat Bottle with Inlaid Willow, Egret, Plum, 
and Bamboo Design 

보물제1384호 

고려(13세기후반-1 4세기초반)1 1접 | 도자 

높이 24.9cm, 입지름 7.3cm , 굽지름 8.5cm 

개인(삼성미술관 리움) 

〈청자 상캄유로매죽문 편병뿜磁 象밟柳驚梅竹救 扁휴Ii)은 편병에 고리를 물고 있는 귀면鬼面을 부착하고 전변에 각종 소재를 상감한 고 

려 후기의 병중 하나이다. 

이 펀병은 성형과정에서 업술부분을 각이 지게 마무리하고 동그란 몸통의 양쪽을 두드려 펀평하게 다듬은 다음， 양쪽 어 

깨에 틀로 찍은 귀변을 부착하고[貼花] 고리를 말아 입에 붙였다. 전체적인 형태는 13세기 후반 원 간섭기에 유입되었던 도자기의 

영향을 받아 새롭게 등장한 기종器種이면서1 한편으로는 금속기를 모델로 하고 있기도 하다. 이 시기에 원도자의 유입에 의한 영 

향관계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유물로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청자 상감화금수하원문 편호뿜짧‘ 象없畵金樹下獲文 扁끓〉 

가 있다 i'고려사 열전高麗史 7'iJ傳』 조인규전趙仁觸홍(1237-1308)에 의하면 화금자기畵金짧옳는 13세기 후반에 원 황실에 바친 조공 

품 중 하나로 추정되는데2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펀호는 측면 양쪽을 두드려 성형한 후 전체에 문양을 넣은 형태를 하고 있다. 

따라서 편호나 편병은 13세기 후반을 즈음하여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자 상감유로매죽문 편병〉은 상·하단에 보조문양대를 돌리고 그 사이에 중심문양을 묘사한 3단 구성을 하고 있다. 우 

선 상단에는 이중의 연판문運觸文을 흑백싱캄하고 상부 구획선과의 사이는 백상캄으로 여백을 메웠다. 하단은 두 줄의 구획선 아 

래로 역시 연판문을 배치함으로써 중심문양은 연꽃 사이에 위치승}는 형상을 보인다. 중심문양을 보면 편평한 부분에 세 줄의 상 

감선으로 능화창쫓花짤을 표현하고 내부에는 늘어진 버드나무 사이사이에 물오리가 유영遊빼}거나 해오라기가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모습을 서정적￡로 구사하였다. 편병의 옆면에는 대나무를 흑~깝黑象없하고 활짝 핀 매화꽃과 나무를 백상감日象밟으로 엇 

갈리게 배치하였다. 편병의 표면을 덮고 있는 유약의 색조는 담청색을 띠며 목과 굽 주변으호는 유약이 두껍게 뭉쳐 있는 것도 관 

찰된다 이 편병의 굽은 두툼한 다리굽 형태를 하고 있고 접지면에는 가는 모래를 받쳐 번조한 흔적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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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 싱캄유로매죽문 편병〉은 고려 후기 원 간섭기에 새롭게 등장한 새로운 기종이면서도 금속기를 차용借用하여 형태를 

만든 독특한 예에 해당한다. 또한 문양은 13세기 후반 이후에 등장하는 버드나무와 새를 소재로 수준 높은 회화적 감각과 서정 

미를 보이고 있어 고려 중기로부터 청자의 양식이 새롭게 핸}는 상황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I 이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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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윤정흠麗後期 象없좁磁메 보이는 元代磁器의 영향J， 

r美術史學돼究J ， 제 249호， 한국미술사학회， 2006 , 3, pp , 163-205 

2, r高麗史」 第 105卷~Ij傳第 18卷趙仁規傳 ↑二規휠厭훌金磁器世祖問日 

훌金欲其固耶 對日 但施彩耳 B 其金可復用耶 對日 磁器易破金亦隨웠 

寧可復用 世祖善其對命自今磁器{당書金꺼進j默 



Celadon Flat Bottlε with lnlaid Willow, 
Egret, Plum, and Bamboo Design 

Treasure No. 1384 

Goryeo (Iate 13th-early 14th centuries) 11 Item 1 Ceramics 

H. 24.9cm , o (Mouth) 73cm, o (Base) 8.5cm 

Private Ownership (Leeum , Samsung Museum of A띠 

This celadon flat bottle attached with the faces of demons with rings in their mouths and decorated 

with diverse motifs derives trom the late-Goryeo period. 

The omamentation of this bottle is sectionεd into three spaces with the central decorative 

design horizontally flanked by secondary motifs at the top and bottom. The top section is adomed 

with black-and-white inlaid lotus petals, and the empty space between the petals and the upper 

sectioning line is filled with white inlay. The bottom decorative space is rendered below two 

horizontal lines, also embellishεd with lotus petals, enveloping the central design between lotus 

blooms. Three inlaid lines are laid out to α'eatε a window on the flat, broad side of the body, 

and within the window is a lyrical scene of a drooping willow with perched white herons and 

swimming waterfowl. The narrow sides of the body are omamented with crossed black -inlaid 

bamboo and white-inlaid bloomεd plum trees. The glaze coating tl1e body is light greεn-blue ， and 

there are spots of pooled glazε around the neck and foo t. This bottle has a thick pedestal foot, and 

the foot l1ng bears tracε's of being fired on sand spurs. 

This unique type of celadon was newly created during the late G01γeo pel1od, when the 

count1γ was under vassalage to Yuan China (1272-1368), and was modeled on metalwork vessels. 

It expresses in a lyrical and painterly manner the willow and bird motifs, which only came into 

use in the 13th century, demonstrating the design transition affecting celadon from the mid- to late 

Goryeo er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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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남양주 수종사 부도 사리장염구 
南陽1" 、| 水鐘놓 浮屬 舍~IJ莊嚴具
Reliquaries from the Stupa of Sujongsa Temple , Namyangju 

보물저1259호 

고려 13접 | 도자외금속 

칭자유개호 :높이 31.2cm, 입지를 26.Ctm 

은제도금사리기 :높0 1 17.3cm 

금저규층탑:높이 12.9cm 

수종샤(불교중앙박물관) 

보물 제259호는 1939년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변에 위치한 수종사水$歸의 석조 부도를 고쳐 세울 때 발견된 유물이다. 1 청자하엽 

유개호춤磁轉有歸， 금동구층소탑鋼力層小홍， 은제도금육각짧鍵金六角羅A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견 당시 금동구층소탑과 은 

제도금육각감은 청자하엽유개호 안에 들어 있었다. 

청자하엽유개호는 높이 31.2cm, 구경 26.0αn로 전면에 세로로 골이 파진 것처럼 연판문이 장식되었는데， 구연은 직립하고 

동체 중앙에서 팽창되다 저부로 내려갈수록 좁아지는 형태다. 담록색 유약이 기면 전체에 시유되었으며 은은한 광택이 있다. 뚜껑 

은 연잎을 엎어 놓은 형태로 6군데 모서리에 볼륨을 주어 생동감이 느껴진다. 뚜껑 전체에 반양각으로 연화당초문을 장식했으며 

뚜껑 꼭지는 약간 돌출되었다. 뚜껑의 유색은 몸체의 것과 약간 다른데 보다 어두운 색조로 녹청색을 띤다. 뚜껑과 몸체의 색조 차 

이가 있지만 모두 두껍게 시유되었다. 이 호는 원대 절강빼江 용천요융짧쫓에서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용천대요 풍동암요지 

홈짧大쫓 織때岩쫓hl.Q.] 원대 중만기 층위에서 이와 매우 유사한 호와 뚜껑이 출토된 바 있어2 생산지 추정에 참고할 수 있다. 또 이 

와 같은 청자하엽유개호가 중국 생활유적에서는 발견 예가 드문 가운테 원대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내몽고 집녕로內豪古 集寧路

26호 교장홈藏3 및 강서 고안江西 高安교쟁 출토품 중에서도 기형 및 유색，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1323년의 펀년을 가지는 신안 해저 인양품 중에서도 용천산 청자하엽유개호가 출토된 바 았어 수종사 부도 출토품의 제작시기를 

가늠하는데비교가된다 

청자하엽유개호 안에 구층소탑과 함께 들어 있었던 은제도금육각감은 그 내부에 수정水옮 사리소탑舍利시흉을 장치하기 위 

한 화염華嚴장식이다. 높이는 17.3cm이며 이중의 연판문이 있는 기단 위에 연화문과 칠보문이 각 변에 번갈아 투각된 몸체가 있 

다. 몸체 위에는 6각의 지붕이 얹어져 있으며 지붕 꼭대기에는 연화형의 보주가 장식되어 었다. 한펀， 금동구층소탑은 기단부基觀~， 

탑신부흉身部， 상륜부뼈輪홉8가 모두 갖추어진 형태로 평-'êf平庫 모양의 기단부 위에 정사각형의 구층 소탑이 세워졌다'. 1충 탑 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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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화형花形 출입구가 3개 있고， 2'층 이상에는 정면에만 출입구가 1개씩 있다. 각층 옥개 사방에는 사슬을 꼬아 달아 풍탁風繹을 

표현하였고 탑의 맨 목대기에는 화엽장식이 있다 소탑의 표현이 아주 세밀해 당시 고려 목조 건축의 일면을 알 수 있게 한다. 이 

들 금속제 사리구들은 양식상 14세기 후반경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5 이 사리구틀이 보관되었던 〈청자 하엽유개호〉 또한 원대 

14세기경 제작된 것으로 여겨진다; I 장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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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중앙빅을관 f불사리ε엄J，국립중앙박물관.1991‘도56 

2. Jfi江省文物考古&휴究所 北京大學考古文博學院 · 龍景좁홉1勳狼합， 

「읍흩J명大쫓뼈洞岩뚫，!Jt出土홉器ι 文物出版社， 2009. 토19 ， 20. 

3 陳71<;훈 主編 「內훌古集寧路古城遺.!Jt出土풍융!J 文物出版社‘ 2004 

4 앓j金成高흉元代졸藏홉器ι 朝華出版社， 2006

5 국립중앙박을관1 위의 책， pp.121-122 



Reliquaries from the Stupa of Sujongsa Temple, 
Namyangju 

Treasure No. 259 

Gor뼈o I 3 Items I Ceramlcs and Metalware 

Celadon jar . H. 31 .2cm, o (Mouth)26.0cm 

Sílver딩Ilt hexagonal shríne • H. 17.3cm 

Gí lt-bronze small pagoda : H. 12.9cm 

Sujongsa Temple (Central Buddhíst Museum) 

Treasure No. 259 was extracted from a stone stupa at Sujongsa Temp1e in Joan-myeon in 

N있ny:없19jU in the Gyeonggi region during the process of repairing the stupa. This artifact consists 

。，f a celadon lidded 때， gilt-bronze nine-story small pagoda, and si1ver-gilt hexagonal shrine. When 

discovered, the pagoda and shrine were inside the jar 

Measuring 31.2 centimeters high and 26 centimeters wide at the mouth, the ce1adon jar 

is decorated with vertical furrows to suggest lotus petals 없ld is rendered in a f01ID that expands 

toward the midd1e ofthe body and tapers at the base. The light-gt않n glaze over the entire surface 

。f the body provides a gentle gloss. The lid has slight curves in six spots around the edge t。

evoke the image of a reversed lotus flower. The lid is entir，εly embellished with a half-relief lotus 

and scrollwork desigt1 and features a slightly protmding knob. The color of tl1e 생aze on the lid is 

greenish-b1ue, distinct from tl1at of the body. Although differing in hue, the glaze is thic1dy applied 

to both the bodyand lid. 1t is assumed tl1at this jar was produced at the Longquan kilns in Zhejiang 

during the Yuan Dynasty of China (1272-1368). 

The silver-gilt hexagon떠 shrine, which was contained in tl1e celadon jar 잉。ng with the nine

St01γ pagoda, is a decorative device for a srnall C1γstal pagoda with sarira inside. Measuring 17.3 

centimeters, the shrine stands on a foundation adorned with overlapping 10tus peta1s and shows 

alten1ating openwork patterns of 10tus flowers and the Seven Jewe1s of Buddhism on the body 

The body is topped by a hexagonal roof, which is finished by a lotus-shaped cintamaηi (wish 

fu퍼11ing jewel). Meanwhile, the gilt-bronze sm떠1 pagoda consists of the basis, body, and finial. 

The first story of the body has three floral openings, but the remaining stories 11ave only a sing1e 

。pening on the front side ‘ Each roof is decorated with a twisted iron b없ld at each edge to suggest 

the irnage of wind bells. The pagoda is topped by a flower-shaped decoration. The eÀrpression of 

this sm떠1 pagoda is extremely e1aborate, offering a peek at how the wooden pagodas of tl1e time 

can be projected to have 100ked. The two meta1 reli덴l때es ar‘e presumably dated to tl1e late 14th 

centurγ based on the s마Ie. The ce1adon jar tl1at contained the meta1 reli엔laries is also assumed t。

have been produced in the 14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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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자유개항아리 
춤磁有蓋盡 

Celadon Lidded Jar 

보물저11 071호 

조선(1 5세기)1 1접 | 도자 

층높이 23. 4cm ， 높이 19αm ， 입지를 10.8cm 

성보문화재드H호림박물관) 

〈청자 유개항아리좁磁 有蓋뚫〉는 조선 전기의 뚜껑 있는 청자항아리로 이와같은 조선시대의 청자들을 학계에서는 보통 조선청자’ 

라고부른다. 

조선청자는 청자 태토밟土에 청자 유약을 업힌 ‘청태청유좁8請細’와 백자 태토에 청자 유약을 입힌 ‘백태청유白8읍觸’의 두 

계통이 있다. 전자는 고려시대의 청자제작이 조선시대까지 이어진 예이고 후자는 조선시대에 들어와 제작된 ‘청유백자輔白짧’를 

말한다. 이 두 계통의 조선청자는 제작지역에서 차이가 있다. 청태청유자기는 경기도 굉주 관요의 일부 7따와 지방의 몇 개 지역 

가마에서 제작된 예가 보고되어 있고 15세기경에 생산되다 사라져갔다. 일반적으로 조선청자라 하면 ‘백태청유(=청유백자)’를 말 

하며 이들은 광주 관요에서 15-17세기 후반까지 제작되었다1 

세조빼는 조선왕실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자 왕과 세자， 대신들의 그릇에 차등을 두고자 하였으며g 이에 따라 대전大顧 

에서는 백자白짧를 사용하고 세자가 머무는 동궁賴에서는 청자를 사용하게 하였다.3 동궁의 그릇이 청색자기인 。1유는 조선 왕 

조가 유교를 건국이념으로 삼은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즉 유교의 원리인 음양오행에 따르면 왕이 될 인물인 세자는 새 

벽을 상정하기 때문에 해가 I더오르는 동쪽에 그가 머무르는 처소를 둔 것이며 세자의 의복 색상이 청색을 u}르는 것도 이와 관련 

이 있는 것이다.4 또한 덮선왕조실록朝解王朝寶錄』에서는 세자가 머무는 동궁을 청궁뿜宮， 세자궁世子宮 등으료 기록하고 있어 청색 

과 세자의 생활과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청자 유개항아리〉는 측사면이 사선으로 뻗어 올라가 양감있는 어깨로 이어지며， 동그렇게 말려 있는 입술로 마무리되어 

있다. 외면에는 무늬가 없지만 전체적으로 당당한 어깨와 함께 안정감 있는 기형만으로 수작秀作의 풍모風짧를 보여준다. 뚜껑은 

윗면에서 수직으로 꺾여 곧게 선 업술로 이어진다. 뚜껑의 윗면 중앙에는 보주형寶珠形의 꼭지가 부착되어 있으며， 꼭지를 중심으 

로 동섬원을 그리듯 얄은 3개의 단이 져 있다. 태토없土는 잘 정제된 백자태토를 사용하였다. 청자유캐항아리의 외면에는 담청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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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약이 두껍게 씌워져 았으며 뚜껑의 업술 주변과 항아리의 아랫부분에는 일부 유약이 고르게 시유되지 않은 곳도 있다 뚜껑 

의 안쪽에는 태토빚음 받침을 받쳐 번조한 흔적이 있다. 

〈청자 유개항아리〉는 전체적인 모습이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의 국보 제261호 〈백자호〉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고 

아한 풍격을 보여주며， 단지 백자태토에 청쩌약을 씌워서 제작하였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이러한 백태청유자기는 세자의 처 

소인 동궁에서의 사용을 위해 관요에서 특별히 제작한 것으로 조선 전기 조선 왕실의 위계질서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자료로 판 

단된다. I 이종민 

1 경기도 광주 건업리， 우산리 9호， 도마리 1호， 선동리 2호 등에서 조선 정자 

펀이출토되었다 

2 r世祖實錄』 卷29 ， 世祖 8年(1462) 11 月 308 康申.總￡熾， 受常參、視

事 命二品以上入샘、設햄‘ 上謂禮홈flJ書李克t흡티: “名分不可不嚴. 昨B

司賽院進R홈， 짧用世子器血， 甚不可， 홈是lIiJ父子同器， 君E2同器， 如조同 

器쫓， 名分{可居? 햇野人쫓擇좋? 世子尙且視R홉， 事좋h大E션iP~홈乎? 其司餐

別坐罪尤重뚫， 當T寧농械之 ” 

308 청 자 

3. r光海君實錄』 卷102， 光海君 8年(1616) 4月 23日 cE 至於司寶院沙器，

大짧IIIJ用白짧겸용， 東宮111]用좁磁器，ÎlUl쳐資， 內廳， 禮홉놓所用， lIiJ~lL依舊

ÍjIJ，用좁紅阿里. 

4 김영미朝解B춤代 官쫓 훔磁댄究J ， 美術史學%究J 266, 효택미술사학호J. 

201006, pp.98-103 



Celadon Lidded J ar Treasure No. 1071 

Joseon (15th century) I 1 Item I Ceramlcs 

H(Total)23.4cm, H(Body) 190cm, D(Mouth)10.8cm 

Seongbo Cultural Foundation IHorim Museum) 

This is a lidded celadon 때 fr‘。m the Joseon Dynas디T . Celadon produced during the Joseon era, as 

with this example, is known as ‘]oseon celadon" in academic circles. 

Joseon celadon can b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celadon clay with celadon glaze," 

which refers to those made from the cl야T body normally used for celadon pieces and covered with 

celadon glaze; and “porcel따n with celadon glaze ," which finishes the clay body used for white 

porcelain with a celadon glaze ‘ "Joseon celadon" commonly refers to those falling in the latter 

category and was produced at government kilns in Gτwangju during the 15th-Iate 17th centuries 

The contours of the body rise from the basξ in a slan디ng line, bulge at the shoulder, and 

finish with a ro l1ed-up rim. Rendered w ithout decorative patterns, this jar is recognized as a 

superlative 없twork for its excellent fonn characterized by a strong shoulder and for its profound 

sense of stability. The top of the lid features a right angle where it connects with the sides. The top 

is attached with a knob in the shape of a GÍntamaní (wish-fulfilling jewel); and centering around 

it are three concentric, shallow tiers. The 때 is made of a refined clay body nonnally reselved for 

white por‘celain pieces, and is covered with a thick coat of light-green glaze and shows uneven 

application around the rim and the lower body. The underside of the lid bears traces of being fired 

。n clay su pports ‘ 

This ψpe of “porcelain with celadon gl양e" wares were spec퍼C때y produced by government 

1에ns for use at the crown prince’s palace, or doη'.ggμng‘ This jar serves as a valuable research 

material for better understanding the royal court of Jos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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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U 백자박산형뚜껑향로 
면磁博山形蓋香t盧 

보물제238호 

고려(12세기) 11 접 | 도자 

높이 8.5cm, 지름 8.1cm 

개인(간송미술관) White Por‘celain Incense Bumer with a Lid in the 
Shape of Baksan Mountain 

이 작품은 전셜의 신산神山인 박산博山을 모텔로 한 백자 향로다. 고려시대 제작된 것으로 투각이 정교하고 유색이 독특하다. 고려 

시대 백.A}는 초기 요지勳인 용인 서리를 비롯해서 상감청자 전성기의 부안 유천리， 고려 말기의 서울 관악산 요지 등지에서 제 

작되었다.， 그러나 청자만큼은 제작 수량이 많지 않고 기종도 단순한 편이다 또한 고려백.A}는 같은 백자이긴 하지만 조선백자보 

다 태토의 강도가 약하고 굽는 온도가 낮아 조선백자와는 완연히 다른 그릇이다. 

〈백자 박산형뚜껑 향로〉는 퉁근 사발형의 몸체와 삼족의 대좌 위에 중첩된 산형뚜껑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런 향로를 일찍 

이 중국에서는 박산향로라 불렀다. 박산향로라는 이름은 전한대의 저작으로 알려진 찌경잡기西購記』어l 최초로 보이나 책 X써1 

가 후대 위작일 가능성이 높다 전국시대 저술된 것오로 보는 U잔해경i1I屬잊』 중 딘요장산경五藏山經」에 신산神山 산맥으로서의 박산 

이 나타나고， 이후 동진東품， 317-잉8의 장창張敬이 저술한 『진동궁구사풍東宮짧事』에 정식으로 등장한다.2 

박산향로는 금속제 향로로만 제작된 것이 아니라 한대부터 남북조 및 수 ·당대에 걸쳐 불상과 불비상， 도교상 그리고 소탑 

과 화상석 등에도 조각되었다 또한 도자로는 남북조 시기 월주요 청자 향로를 비롯해서 수대陽代 백자 박산향로를 거쳐 당대홈代 

에는 청자와 당삼채로 제작되기도 하였다.3 유명한 백제시대 금동대향로의 조형이 박산향로에서 온 것이지만 지카의 예는 거의 발 

견되지않았다. 

이 〈백자 박산형뚜껑 향로〉는 무텀에서 출토된 것으로 전해진다. 크기는 작고 뚜껑과 폼체가 원형을 이루고 있고 삼족이 

달려있다. 반구형의 뚜껑 정 중앙에 별 모양의 커다란 투공과 측면에 6개의 작은 산형山形 투공이 있어 향연香煙이 나오도록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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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투공 주변에는 청동기 박산향로의 복잡한 장식을 단순화시킨 동일한 형태의 양각된 작은 산틀을 규칙적오로 배열하여 마치 

하나의 큰 산을 이루도록 하였다. 세 개의 다리는 향로에서 많이 보이는 동물형 다리를 단순화하여 윤곽선만 드러내게 하였다. 

폼체 내부와 뚜껑과의 접촉변에는 유약을 닦아내어 번조 상황을 알 수 없지만 몸체 바닥 중앙에는 굵은 모래받침 흔적이 

있어 몸체는 원형의 도침을 받쳐서 구운 것으로 보인다. 완연한 청백색의 유색과 투￡鍵 형태 등이 12세기 중국 송대 경덕진景{鍵 

백자와 흡사하다. I 방병선 

1 강경축 「효백도자사， (예경， 20 1 2) . p.303 

2 김자립 「중국 고대 박산항로의 연구J(고려대 석사학위놈군 2003). p.12 

3 방병선중국도자사언구， (경인문화사， 2012) ， p.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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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 Porcelain Incense Burner with a Lid in the 

Shape of Baksan Mountain 

Treasure No. 238 

Go깨eo 11 2th centu이 11 Item 1 Ceramics 

H . 8 . 5crπD . 8 . 1 cm 

Private Ownershlp IGansong Art Museum) 

This 빼act is a white porcel킹n incense burner modeled after the legendary holy mountain of 

Baksan. Dating to the Goryeo Dynasty, it is notable for the delicate openwork 있ld peculiar glaze 

colo r. During the G。ηTeo period, wl꾀te porcelain was produced in Seo-ri of Yongin in earlier 

phases, in Yucheon-ri in Buan during the pealζ period for inlaid celadon ware 잉ld in kilns at 

Gwana1i: Mountain in later ye31's. Despite its steady produc디。n， white porcelain wares are dwarfed 

by celadon vessels in terms of the quantity of production during the Goryeo era. In addition, 

Gαγeo porce빼1. wares are comple않ly distinct from theα Joseon counterp31ts: the former use a 

weaker c1ay body and lower firing. 

This incense bumer is comprised of a round bowl-shaped body supported by three pedestal 

feet and a mountain-shaped cover. This type of incense burners, known as Boshaη Xiaη'glμ 。r

Bali:san incense burner, were crafted from earlier times in China. 

This type of Ba않an incense burner was not only manifested in metal incense bumers, but 

also featured in Buddha statues, Buddhist steles, Taoist statues, small pagodas, and petroglyphs 

。ver the periods of Chinese dynasties inc1uding the Han, Northern and Southem Dynasties, Sui, 

and Tang. In terms of its embodiment in porcelain, there are celadon Baksan incense burners 

from Yue 감10U Yao during the Northem and Southern Dynasties, white porcel잉n examples from 

the Sui era (581-618) and celadon and d때gS31llchae versions f1‘。m Tang (618-90η In Korea, 

the Great Gilt-bronze Incense Burner of Baekje 이ational Treasure No. 28η is a variation of a 

Bal(S311. incense bumer, but there have been few cer31llic ex없nples found. It is said that this white 

porcel잉n Bali:san incense bumer was excavated from a tomb. 

The part of the lid that touches the interior of the body was wiped clean the glaze, and 

therefore bears no information about firing. As for the body, the underside shows traces in the 

middle of firing on s없1.d supports. The blue-white glaze and openwork st찌e present similarities 

with white porcel있n wares produced at Jingdezhen, China during the 12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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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백자상감모란문매병 
면磁 象散#土퓨文 梅#li
White Por‘celain Prunus Vase with Inlaid Peony Des핑n 

보물저1345호 

고려(12~13서17 1) 11 접 | 도자 

높이 29.2cm, 밑지를 1O.5cm 

국유(국립중앙박물관) 

고려백자 매병은 몸체를 여섯 개의 골로 나누고， 각 면에는 기다란 능화창쫓花짤을 배치하였으며 능화창 안쪽 변을 청자흙으로 메 

우고 그 위에 다시 붉은색 자토縮土와 흰색 백토白土로 모란， 갈대， 버들 등을 상감한 매우 드문 기법이 사용된 작품이다. 

매병은 각이 져서 밖으로 살짝 벌어진 이카리에서 당당하고 풍만하게 팽창된 어깨와 폼체 윗부분을 지나서 아래 부분까 

지 점차적으로 줄어들는 형태이다. 매병 몸체의 아래 부분에서 한쪽 면이 약간 찌그러졌지만 전체적인 형태에 큰 영향을 주지 않 

는다. 문양 구성은 어깨 부분에 변형연판문， 몽체 중앙에 능화창 몽체 하부에 이중연판문을 배치하였으며， 각각의 문양대에서 모 

두 청자흙을 이용하여 문양면을 메우는 독특한 방법을 사용했으며， 이러한 장식 방법은 다른 예를 찾기 힘들다. 몽체 여섯 곳에 

배치된 능화창은 흑%;감선으로 윤곽을 강조하고 안쪽 변을 청자토로 메우는 일종의 면상감기법을 사용한 것이다. 능화창에는 모 

란절지문짧折散， 갈대와 수금문水鷹文， 버드나무와 수금문水짧文이 상감되었으며， 번갈아서 두 개씩 배치되었다. 매병에 사용된 

문양 소재는 고려 12세기 이후에 왕실과 문인 사회에서 선호하던 것이며， 시문학의 발전으로 시제詩題와의 관련성도 볼 수 있다. 

유색은 청백조를 띠고， 유면 전체 면에서 벙렬이 확인된다. 굽은 안쪽면만 깎은 안굽 형태이며， 내화토 모래벚음을 받쳐 번조하였 

다. 높은 품질의 고려 상감백자는 전북 부안군技安那 유천리柳)11里 일대 가마에서 주로 발견된다. 

태안 마도 2호선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상감백자 매병과 조형적으로 매우 유사한 상감청· 자 매병이 출수出水되었다. 싱캄 

청자 매병도 몸체를 여섯 부분으로 나누어서 능화창에 모란， 국화， 황촉규， 대나무， 버드나무， 갈대와 水짧이 결합한 여섯 장면의 물 

가풍경 무늬가 상감되었다. 함께 확인된 목간의 내용에서 매병을 준樓이라고 불렀으며， 참기름을 담아서 개경에 중방重房 도정쿄都 

將校 오문부吳文홉에게 보내는 물건임이 밝혀졌다. 선박에 실린 다른 한 점의 매병도 개경으로 보내지는 꿀을 담은 준樓이라는 내 

용의 목간이 함께 확인되었다. 따라서 고려 중기 당시에 매병을 준樓이라는 명청으로 불렀다는 사실과 술뿐만 아니라 참기름이나 

꿀을 담았다는 점도 새롭게 확인되었다. 마도 2호선은 목간의 내용으로 1200년을 전후한 시기에 전라북도 고창에서 개경에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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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세 보내지는 곡물운반선이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기형과 문양을 가진 매병이 12세기 후반에서 13세기 초경에 제작되었 

음을알수있다 

상감백자 매병은 몸체에 골을 낸 과형f.ß.形의 모양도 주목되지만 백자 태토에 청자흙을 감입하여 문양을 장식한 유일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상감기법은 문양을 장식하는 과정이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복잡할 뿐만 아니라 태토와 상감되는 백 

토， 자토의 수축율이 다르기 때문에 가마 안에서 번조시에 실패율이 높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자에 청자 

토를 변상감하고， 다시 그 위에 모란절지， 버드나무， 갈대， 수금류 등 다양한 문양을 흑백상감하여 고난도의 상감기법을 구사한 

작품이다 |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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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링줄앙박울관부안유천리도요지 발굴조사보고서J. 2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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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 Porcelain Prunus Vase with Inlaid 

peony Design 

Treasure No. 345 

Goryeo (12th-13th centuriesl11 Item I Ceramics 

H. 29.2cm, D(8aseI10.5cm 

Public Ownership INational Museum 01 Korea) 

This white porcel때 prunus v잃e， or maebyeong, has a b여y c1ivided into six lobes by furτ。，ws， and 

features an extremely rare inlay method. Each of the six body panels contains a diamond-shaped 

window wl끄ch is inlaid with a type of clay normally reserved for celadon; and the c1iamond 

window is again decorated with peony, reed, and willow designs inlaid in white 앙ld black slip. 

The mot파 adopted in this prunus vase were favored by the royal court 없ld the literati 

starting in the 12th century during the Goryeo Dynasty, and there are p따ticul따 relations found 

between these motifs and the themes of the poetry of the time. The glaze takes on a bluish-white 

tinge and is entirely covered with cracldes. The foot was created by hollowing out the underside 

。f the vase, and bears marks of refractory clay spurs. High-quality inlaid white porcel떠n wares 

from Gorye。 없e most commonly excavated from 1-예ns around Yuclleon-ri in Buan in Jeolla, the 

southwestem region of Korea. 

This inlaid white porcelain is notable for its melon-shaped body with furrows; but 

what is more remarkable about this piece is thε inlay of stonεware into the white porcεlain 

body, examples of which carmot be found elsewhere. This inlay technique involves multiple 

complex steps. Moreover, the different varieties of clay - for the body, and the red and white 

slip - contract at different rates when fired, increasing the possibility of failure during the process. 

The difficulties inherent in crafting this 미pe of inlaid vessel endow greater importance to this 

prunus vase epitomizing advanced inlay techniques that express white and black inlaid peony 

sprays, willows, reeds, and birds against the background of the celadon clay-inlaid spa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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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백자상감모란잎문편병 
면磁 象散#土升葉文 扁#li
White Porcelain Flat Bottle with Inlaid Peony 
LeafDesign 

보물제791호 

조선(15서17 1) 1 1 접 | 도자 

높이 23.Ocm, 입지를 4.8&--4.95cm, 밑지름 7.장9αm 

개인소장 

〈백자 싱컴모란잎문 편병〉은 조선 초기에 만들어진 상감백자 편병이다. 펀병이란 병의 일종으로 말 그대로 몸체가 납작한 병이다. 

편병의 기원은 중국에서 비롯된 것으로 중국 춘추 전국시대 청동기로 처음 제작되었다. 한나라 때에는 월주요에서 청자편병이 제 

작되었는더l 닙작하고 퉁근 원판형의 몸체에 사각에 가η}운 굽과 수직으로 곧게 선 구연부를 지니고 있었다. 이후 남북조 시대와 

수， 당대를 거치면서 중국 북방 유목민들에게 필수적인 말 안장에 장착하여 운반히키 수월하고 그들의 미감에 더 맞아 편병은 백 

자와 당삼채 등으로 제작되어 크게 유행하였다.1 이후 요나라와 원나라에서 편병의 유행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동 시기 이 

슬람에서도 금속기와 도기 펀병이 제작되었다. 특히 이슬람의 편병 제작 붐은 원나라 때 동서교류의 일환으로 중국 청화백자 편 

병의유행을가겨오는계기가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편병이 만들어진 것은 삼국시대로 몸체의 한 면만을 펀평하게 두즐긴 형태다. 고려시대 후기에는 양 쪽 

변을 두들겨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편병들의 원형을 보여주는 싱캄청자 펀병들이 등장하였다 조선시대 들어 편병은 분청사기 

와 백자 뿐 아니라 흑자로도 제작되고 제작기법도 진화하였다. 이 작품처럼 두 개의 접시를 만들어 붙여 측면에 접합하는데 외반 

外反한 구연과 타원형의 굽 또한 따로 만들어 붙였다. 

이 작품과 같은 상감백자는 문양을 음각한 부분에 흑상감토를 바르고 건조시킨 후 긁어내어 문양을 나타내는 기법을 사 

용한 백자를 말한다. 상감백자의 제작 시기는 조선 초기인 15세기 초반에서 16세기 중반으로 추정된다2 경기도 광주 분원 일대 

에서 이 작품과같은경질硬質의 백자가경상도지역에서는연질軟質의 백자가주로생산되었으며 그외 지역에서는상감백자가잘 

나타나지않는다. 

〈백자 상감모란잎문 편병〉의 문양은 중앙의 두 줄의 원문圓文에서 상·하로 모란잎이 뻗어 나가고， 좌 · 우의 모란 잎은 가장 

자리 두 줄의 원문에서 중심으로 뻗어 들어오는 형태이다. 각 잎의 사이에는 당초줄기가 표현되어었다 모란 잎은 거칠게 면상깜 

面象옳을 하여 농담續淡 효과를 내었다. 또한 모란의 특정을 나타내는 잎의 전면을 흑-?J-;감으로 표현한 점은 광주 건엽리 2호에서 

출토된 〈백자상감펀〉의 양상과 유사하여 15세기 광주 관요官쫓에서 제작한 것으로 추정하는 하나의 근거로 볼 수 있다.3 

유약뼈藥은 회백색을 띠고， 모래받침을 받쳐 번조하였다. 조선 초기에 관요에서 제작된 보기 드문 편병형태로， 백자 상감의 

기법을 사용한 대표적인 작품이다. 1 방병선 

1 방병선‘ f중국도자사연구. (경인문호f시 .2012). p.74. 93, 102 

2 방병선 「순백으로 빚어낸 조선의 마음 백자J (들베개 2002), p.127 

3 강경숙효택 도자기 가미 터 연구. (시공아트， 2005)， p.424 

3 2 2 백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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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 Porcelain Flat Bottle with Inlaid 

peony Leaf Design 

Treasure No. 791 

Joseon (15th century) I 1 Item I Ceramics 

H. 230cm, D(Mouth)4.85-4.95cm, o (Base)7.5- 9.0cm 

Private Ownership 

This is an inlaid white porcelain flat bottle “Flat bottle" refer‘ s to a bottle with a flat body, 

。riginating in China, where flat -bodied bottles were initially produced as bronzeware during the 

Spring and Autumn period 값ld the Warring States period. 

1t was during tl1e Three Kingdoms era when flat bottles were fust crafted in Korea, but only 

。ne side of the body was flattened. Toward the later ye없"s of the GOIγeo period, the typical type 

of flat bottles witl1 both sides paddled flat (the form more widely known today) appeared in inlaid 

celadon , Entering tl1e ]oseon era, flat bottles were fashioned in diverse types of porcelain inc1uding 

bμncheoη18， white porcelain, and even b lack porcelain, and featured a more fully-developed set of 

manufacturing processes. 1n tl1is porcelain work, two dish-shaped vessels were respectively crafted 

and connected at tl1e sides; the moutl1 flares out and an ov:따-shaped foot was formed sep없ately 

없ld attached to tl1e body. 

To creatε ln떠id white por‘celain, motifs are incised on the white porcelain body, fìlled with 

black slip and left to dry. Next, the dried black slip is scraped away. 1퍼aid wl1ite porcel잉n wares 

were produced during tl1e 15th-16th centU1ies in tl1e early]oseon era. The production of inlaid 

wl꾀te porcel잉n was concentrated at government kilns in Gwangju and in the Gyeongsang region. 

With the exception of the hard porcel잉n wares from the former 없ld tl1e softer ones from the latter, 

there were no other places actively turning out inlaid white porcelain during ]oseon‘ 

1n this flat bottle, a double circ1e is shown at the middle, with two peony leaves along 

veltical lines that stretch outward while two more spiral inward. Between tl1e peony leaves are 

shown scrollwork All the peony leaves are roughly fìlled with black slip, provi이ng an effect of 

light and shade. The techl1ique of irùaying b lack slip in the 。、rerall facε 。f peony leaves echoes the 

sψle of irùaid white porcel없n shat따 excavated from Kiln No. 2 in Geoneop-ri, GτNat1gjU， lending 

weight to the assumption tl1at tl1is flat bottle was fasl1ioned at one of tl1e government kilns in 

GWat1gjU during the 15th century. 

The bottle is covered in grayish-white glaze and bears marks of fìling on a support of sand 

Epitomizing the inlay technique for white porcξlain， this is a rare example of a flat bottle created at 

a government 1선.1n during the e없ly]oseon peri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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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백자상감연화당초문병 
되磁 象팝눴運花庸草文 #E 
White Porcelain Bott1e with Inlaid Lotus and Scroll Design 

보물저11230호 

초선(15세기) 1 1점 | 도자 

높이 29.9cm. 입지름 6.9cm. 밑지름 8.5cm 

개인(삼성미술관리움) 

고려시대 청자와 백자에 상감기법으로 장식하던 전통은 조선초기에도 지속되었고 경기도 광주劇끼와 전국의 몇몇 가마에서 상감 

장식을 한 백자가 소수 제작되었다; <백자 싱캄연화당초문 병〉은 조선초기에 제작된 상감장식이 있는 백자 중에서도 형태와 장식 

이 뛰어난 유물로 상캄백자象族白磁의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이다. 

백자는 고려초기부터 청자와 함께 제작되기 시작하였지만 고려말기까지도 소량 만들어지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이후 

조선초기부터는 경기도 광주에 왕실 및 관청용 백자의 생산을 전담하는 관요官쫓가 설치되며 질과 수량 모두 급격하게 발전하였 

다. 고려가 청자의 시대였다면 조선은 백자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눈부시게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왕실과 사대부를 비롯 

한 백성들의 백자에 대한 동경， 관요의 설치 및 운영 그리고 뛰어난 제작기술이 있었다- 1 이와 같이 백자의 제작상황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발전-o}는 속에서 〈백자 싱캄연화당초문 병〉이 제작되었으며， 이 속에는 고려청자의 여운과 조선시대 분청λ까와 백자의 

새로운 제작경향이 담겨 있다2 

특히， 15세기 중반을 전후하여 왕실이나 사대부 등 지배층 사이에서 백자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되었다. 이 시기는 관요가 

설치되기 이전으로 지방의 분청사기 가마나 일부 백자:7}마에서 소량 제작하여 수요를 충당하는 정도였다. 분청사기 가마에서 소 

수의 백자를 함께 제작하는 경우， 백토가 충분히 자회磁化되지 않아 질이 무르기도 하며 미백색米白色을 띠기도 한다. 이들 백자를 

연질백爛質白磁라고 통칭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제작전통이 관요에서 왕실과 관청용 백자를 만들고 발전시키는 토대가 되었다. 

그 중에서도 청자와 분청사기에 사용되던 상캄기법은 〈백자 싱캄연화당초문 병〉과 같은 조선의 백자장식에 영향을 주었다. 

이 병은 나팔모양의 주둥이와 가는 목， 넓고 둥글게 벌어진 몸체 등 양감이 좋고 무게중심이 저부에 있어 안정감이 뛰어난 

데， 관요에서 제작된 백자병의 전형적인 특정이기도 하다. 이러한 종류는 고려시대 청자로도 만들어졌고 분청사기에서도 발견되지 

만 제작시기나 종류에 따라 비례와 세부의 특정에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백자 싱캄연화당초문 병〉과 같은 비례와 양감이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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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관요에서 제작된 백자병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표면에는 싱캄기법으로 목에 횡션을 배치하여 두 개의 공간으로 문양대를 구획하고， 그 속에 줄기가 한 방향으로 뻗은 당 

초덩굴을 횡으로 띠를 두르듯 간략하게 싱캄하였다. 폼체 넓은 면에는 당초덩굴로 이어진 활짝 핀 연꽃을 장식하였는데， 공간을 

가득 채우기 위하여 덩굴의 줄기를 커다란 곡선으로 그리고 잎도 크게 표현하였다. 당초덩굴이나 연꽃이 약간 도식화되어 있지만， 

동일한 간격의 화면구성과 가는 선으로 그림을 그린 듯 정교한 상감장식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빼어나다. 

상캄장식이 있는 백자 중에는 당초덩굴과 연꽃을 소재로 장식한 예가 많은더1，3 이 소재는 동시기에 제작되던 분청사기에 

서 나타나는 것이어서 둘 사이의 영향관계를 짐작하게 한다. 그러나 유사한 장식이 조선초기에 새롭게 만틀어지기 시작하는 청화 

백자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것은 청화백자의 경우 중국의 영향이 강하지만， 상감백자는 장식소재와 기법이 청자와 분청사기 

의 제작전통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표변에는 맑고 투명한 유약을 씌웠지만 전체적으로 연한 녹색과 갈색이 혼재하여 나타난다. 굽은 원형의 대칭으로 세부를 

꼼꼼하게 깎고 다듬었으며 크기가 크고 높이가 약간 높은 편인데， 이러한 몇몇 특정은 다른 상감백자 병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 

난다. 안바닥에도 유약을 씌웠으나 녹지 않아 하쌓게 보이며 받침흔적은 분명하지 않다: <백자 상감연화당초문 병〉은 경기도 굉주 

의 백자가마에서 제작된 것으로 형태와 장식이 뛰어나며 상감백자의 다양한 특정이 잘 드러나는 유물이다 | 전승창 

1 전승장， r 1 5서17 1 분첩사기 및 백자의수요와제자성격의 변화J， 

f미술사연구，12 (미슬사연구호L 1998), pp.51-840. 

2. 16세기 중반에 운영된 것으로 획번된 경기도 광주의 관요인 번전리 9호에 

서는상감장식이 있는 제기 작훨의 파펀이 출트되어 비록 일상용기는 아니 

지만 이때까지도소랑의 상감백자가제작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화여자대학교박블관광주 번전리 9호 조선백자요지， (2007). p.228) 

3 상감백자의 장식소재에 언당초， 모린당초， 언꽃， 모란， 당초덩굴이 많이 

사용되었고드물게 인호f71법으로 승럼과국화가 장식되기도 했다(권소현 

「조선시대 상'Ë:I빽자의 펀년언구」. 「美術史學6升究， 240 (효택미슬사학회 

2003), p.91) 

참고문헌 

1 강경숙효택도자사ι 예경， 20 12 

2 김영원조선시대도자7 1ι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3 방병선 전승창 외흔반도의 흙， 도자기로 태어나1다J， 국사펀진위원회， 

20 10 

4 윤용이효택도자사연구J， 문예출판사， 1 99 3. 

5 정앙모효댁의도자기J，문예출판사 1997 

6 호암미술관朝蘇前期國寶展ι 1996 

7 국립중앙박물관백자항Of2.IJ， 20 10 

8. 0 1화여자대학교박물관도요지 빌굴성과 20년J， 200 1 

9. 0 1화여자대학교빅물관광주 번전리 9호조선백자요지J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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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 Porcelain Bottle with Inlaid Lotus 

and Scroll Design 

Treasure No. 1230 

Joseon 11 5th century) I 1 Item I Ceramics 

H. 299cm, o IMouth)69cm, DIBase)8. 5cm 

Private Ownership ILeeum, Samsung Museum 01 A띠 

The G01yeo Dynasty tradition of decorating celadon and wl끄te porcel와n via thξ inlay technique 

continued into the early Joseon period, and inlaid white porcel없n vessels were produced in small 

nurnbers at kilns in Gwangju 때d at others throughout the count1γ. One exarnple is t비s inlaid 

white porcel없n bottle, which is renowned for‘ its mastetful form and decoration and consequent 

great academic value. 

This bottle has a flared mouth, narrow neck, and a voluminous body bulging toward the 

base, all characteristics typical of the white porcelain vessels produced at government kih1S. This 

type of vessel was also crafted in Goryeo celadon and bμηcheong as well, but the proportions of 

the body and other details can cliffer depending on the period of produαion. The appearance of 

this piece is characteristic of white porcel때1 bottles from the early Joseon period. 

Two rows of double lines are inlaid around the neck to establish a separate space 

where horizontal scrollwork appears. The body is adorned with louts flowers in full bloom and 

scrollwodζ Thε lotus flowers and scrollwork are expressed on a 1앙ge scale, leaving little space 

undecorated. The lotus and scrollwork mot표s are stylized to an extent, and the composition of the 

spaces and the elaborate inlay technique renders this bottle outstanding 없nong other inlaid white 

porcel외n ware. 

White Porcel a in 331 



05 백자상감모란문병 
면磁象散#土퓨文Jtli 
White Por‘celain Bottlε with Inlaid Peony Design 

보물저1807호 

조선(15세기) 11 접 | 도자 

높이 29.8cm. 입X픔 7.4cm. 밑지릅 9.5cm 

성보문화재드H호림박물관) 

이 유물은 백자의 바탕흙에 자로庸土를 감입하는 상감기법이 사용된 상캄백자이며 몸체 하부가 풍만한 뺑감 있는 병 형태에 

흑싱캄선의 모란무늬가 특정적인 작품으로 15세기 전반 경에 제작되었다. 

병의 기형은 짧고 잘록한 목에 나팔처럼 벌어진 아가리와 풍만하고 퉁근 몸체에 약간 높은 굽다리를 지닌 조선 전기에 제 

작되는 전형적인 형태이마， 문양은 백자 태토없土에 자토觸土를 상감하여 검은 상캄선이 만들어지는 상감기법으로 장식되었다. 목 

부분에 두 줄의 션을 위아래 두 곳에 두르고 그 사이에 물결모양을 간결하게 흑상감하였다. 주문양이 상감된 몽체에는 매우 간략 

화된 모란문삼판文을 큼직하게 선상감하고 다른 면에는 형태가 더 단순화된 모란문을 배치하였다. 몸체 양 변에 매치된 두 개의 

모란문을 연결하는 녕쿨무늬가 간략화된 잎사귀 무늬와 함께 구불구불한 선처럼 표현되었다. 굽은 다리굽으로 약간 높은 편이 

며， 유약은 약간 푸르스름한 기운이 감도는 회백색을 띠며 전면全面에 미세한 빙렬이 있다. 태토服土는 정선되어 앓고 가벼우며， 굽 

다리에 철정색鐵훌色 내화토耐火土를 받쳐 번조하였다. 목부분은 유색뼈色이 변색되어 검은 점들이 확인되고， 굽다리에 작은 흡이 

있다. 

조선 15세기에 제작되는 상감백자는 조선 백자외는 연질軟質 계열로 분류되며， 이는 자기의 원료가 되는 바탕흙의 차이에 

서 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상감백자는 현재까지 조사에 의하면 경기도 광주와 경상도 일대에서만 제작되었으며， 품질과 문양 장 

식에서 두 지역 간에 차이가 있다. 경기도 광주 일대에서는 번천리， 우산리， 도마리， 무갑리， 신대리 등지의 가마터에서 상백자편이 

출토되었다. 경상도 일대는 15세기 전반 경부터 16세기 중반 경끼꺼 운영된 합천 장전리， 고령 사부리， 산청 방목리 등지의 가마터 

에서 상감백자펀이 출토되었다. 상감백자의 문양은 광주산의 경우 좀 더 정교하고 정형화된 경향이 보이고 경상도 가마에서는 자 

유분방하게 표현되는 경향이 있지만 두 지역 모두 대체로 간략하게 표현되는 특정이 었다. 경상도산 상감백자는 광주산보다 연질 

계 백자로 제작되는 예가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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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란문 

상감백자의 문양은 동시기에 제작된 싱깜분청사기를 비롯한 조화·박지분청사기와 유사한 것이 많고， 일부 원-명대 청화 

백자와의 영향 관계도 확인된다. 추상화된 모양의 버드나무， 나무， 기하학적인 무늬뿐만 아니라 연꽃， 모란 등의 무늬도 상감백자 

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표현되어 조선 전기 백자와 차별화되는 독창적인 조형성을 형성하였다， 상감백자는 15세기에 집중적으로 

제작되었으며， 펀년 유물은 경남 일원에서 1466년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화병술Jffi;.化因.Bi; 진양군팔陽那 영인정씨令A鄭;~찍 

상캄백자 묘지흉옮、 및 펀병， 잔닥이 있다. 이외에도 도교 의례에서 사용된 ‘태일전太-顧’명 상감백자 잔탁이 남아 있다. 

조선 15세기에는 분청사기， 청자， 상감백자 등 경질硬質의 조선 백자와 다른 다양한 품종의 자기가 제작되었다. 상감백 

자 병의 크고 당당하면서 단정한 형태， 백자에 선상감된 추상화되고 간략화된 모란녕쿨 무늬는 동시기에 제작된 분청사기나 백 

자와 차별화되는 조형성을 보이기 때문에 조선 15세기에 이루어진 자기 제작의 다양성을 보여준다는 점에 도자사적인 가치가 

있다， I 김윤정 

참고문헌 

1 강경숙효댁도자사" 예경， 2012 

2 강경숙효댁토^f7 1 가마터 언구ι 시공사， 2005 

3 鄭良證 尹龍二 韓國白織휩쫓!J!:" 효H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4 권소헌朝蘇B휘't 象없白磁의 編年돼究」， f美術史學돼究， 240， 효H국미술 

사학호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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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대면에 상감된 
모란문 

White Porcelain Bottle with Inlaid 

peony Design 

Treasure No. 807 

Joseon (15th century) I 1 Item I Ceramlcs 

H. 298cm, o (Mouth)74cm, DIBase)9.5cm 

Seongbo Cultural Foundation IHorim Museum) 

Trus is a black-slip inlaid wrute porcel없n bottle, presenting a color contrast between the wrute 

body clay 킹1d the black decoration. Rendered in a form witl1 a generously fl없ing lower belly, tl1Ìs 

wl1Ìte porcel없n bottle is distinctive for its black inlaid peony design and dates from the early 15th 

century. 

The shape of this bottle suggests an early ]oseon production, characterized by its short 

height, concave neck, flaring mouth, voluminous and round belly, and slightly ele、rated foot. The 

black outline of tl1e peony p빠ern was αeated through an inlay technique by applying blχk slip 

。n the wrute clay body. 

In the 15th century, diverse types of porcelain - differing from thε conven디。na1 plain wrute 

porcel와n of ]oseon - were produced, including bμηchøαzg， celadon, and inlaid white porcelain. 

The sirnple, dignified forrn and abstract and strearnlined peony design of this bottle demonstrate a 

distinctive ceramic st껴e different from buncheong and plain wrute porcelain vessels from the same 

period, serving as a va1uable materia1 for studiξs on the diversiψ among cerarnic wares in the 15th 

century 

White Porcelain 33 7 



06 백자상감투각모란문병 
되磁 象팝눴透刻밤판文 #E 
White Porcelain Bott1e with Inlaid and Opεnwork 
peony Design 

보물제1391호 

조선(15세기) 1 1점 | 도자 

높이 31 .9cm. 입지름 8.4cm. 밑지름 9.7cm 

삼성문화재단(삼성미술관 리움) 

조선초기에 제작된 다종다양한 백자 중에서도 〈백자 싱캄투각모란문 병〉은 독특한 장식구성과 장식기법이 구사된 유물로 잘 알 

려져 있으며，동일한사례가전하지 않아더욱희소성이 높다. 

백자는 고려시대부터 이어져 온 제작기술 위에 15세기 후반 경기도 광주에 관요官뿔를 설치하고 중국 명나라의 영향과 자 

극을 받으며 이전보다 수준 높은 질과 형태로 발전하고 여기에 청화장식이 더해지기도 하였다. 특히， 15세기 중반을 전후하여 왕 

실이나 사대부 등 지배층 사이에서 백자에 대한 관심이 커졌는데 이 시기는 관요官뽕가 설치되기 이전으로 분청사기 가마나 일 

부 백자 7마에서 소량을 제작하여 수요를 충당하는 정도였다. 분청씨 7마에서 소수의 백자를 함께 제작하는 경우， 백토白土 

가 충분히 자회磁化되지 않아 질이 무르기도 하며 색깔도 미백색米白色을 띠기도 한다. 이 시기에 지방7마에서 제작된 백자를 연 

질백자軟質白磁라고 칭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제작전통이 관요에서 백자를 만들고 발전시키는 토대가 되었다. 제작전통 중에서도 

청자와 분청사기를 장식하던 상캄기법은 조선의 백자장식에 영향을 주었다. 경기도 광주와 경상도 등 일부 가마에서 상캄장식이 

있는 백자가 제작되었으며， 이 시기에 〈백자 상감투각모란문 병〉도 만들어졌지만 정확한 제작지의 확인은 어렵다. 

〈백자 싱캄투각모란문 병〉의 상감장식은 조금 특이하다. 먼저 어깨 두 곳에 음각으로 횡선橫線을 그어 문양대를 구획하였 

고， 어깨에는 도식화된 당초덩굴로 보이는 간략한 장식을 다섯 곳에 배치한 후 싱캄하였다. 몸체에도 화려하게 투각된 모란을 따 

라 윤곽선이나 세부의 특정을 묘사하듯 상캄하였는데 장식상태가 고르지 않아 음각선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기도 하다. 상태가 

좋지 않을 뿐 언뜻 보아 청자나 분청사기의 상캄장식과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상캄된 부분을 보면 선의 두께가 고르지 못하 

고 발색이 일정하지 않으며 장식의 가장자리가 n꺼 안료를 붓으로 칠한 듯 뚜렷하지 않다. 검은 색의 상캄장식은 자토精土를 사 

용-o}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백자 싱캄투각모란문 병〉과 같은 상캄백자의 경우에는 철안료鐵頻料와 같은 종류가 쓰였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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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병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이 몸체를 장식한 모란과 투각장식鍵i鍵節이다. 물론 투각과 상감기법을 혼용한 특이한 

장식은 현재까지 알려진 예가 없다.2 나아가 조선초기의 백자에서 투각장식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으며 이 유물과 같이 대형 

의 병에 전면적으로 장식된 예도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몸체 중앙의 모란꽃은 단순히 투각에 그친 것이 아니라 꽃잎과 꽃 

잎 사이에 높낮이를 달리하여 조금씩 층이 지게 하는 등 양각기법陽刻擬까지 혼용하여 더욱 도드라지게 표현하였다. 모란 

을 장식소재로 채택하고 상감기법으로 장식한 것은 다른 싱캄백자에서도 볼 수 있지만，3 <백자 상감투각모란문 병〉과 같이 

투각과 양각 그리고 싱캄기법a로 세부를 묘사한 장식은 현재까지 이 유물이 유일하다. 병의 외면에 투각장식을 하기 위하 

여 제작방법과 구조도 달리하였다. 일반적인 병과 다르게 몸체를 두 겹으로 하여 안쪽 면에 액체 등 내용물을 담는 작은 병 

을 따로 만들어， 일반적으로 제작되는 병의 구조와 확연히 구분된다 전변에 맑고 투명한 유약을 씌웠으며 전체적으로 연한 

갈색을 띠고 있다. 굽은 크기가 크고 둔중하며 받침흔적이 남아 있지 않다. 

조선시대의 상감백자는 모란이나 당초덩굴을 상감기법으로 간략하게 장식한 것이 대부분으로 〈백자 상감투각모란문 

병〉은 상감장식이 있는 백자 중에서 독특하고 희귀한 유물이라고 할 수 있다'. 1 전승장 

1 전승장. r 1 5.세기 문정사기 및 백자의 수요와 제자성격의 변화」 

'01술사언구J 12 (미술사연구호1. 1998), pp.51-84 

2 삼성미술관 Leeum, ·소장품선집 고미술， (2011). p.124 

3 권소현조선시대 상감백자의 펀년언구」， 「美術史學빠究1240 

(효댁미술사학호1. 2003), p.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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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 Porcelain Bottle with Inlaid and 

Openwork peony Design 

Treasure No. 1391 

Joseon (15th centuryl11 Item I Ceramics 

H. 319cm, D(MouthI84cm, D(BaseI9.7cm 

Samsung Foundation (Leeum, Samsung M useum 01 Artl 

Among the cliversε 마pes of white porcel와n produced in the early Joseon period, this bottle stands 

。ut for its peculiar decorative scheme, fwther ex없nples of which have not been uncovered 

The inlay decoration of this bottle comm없lds attention. Two pat떠lel 파les are carved on tlle 

shoulder, between which is positioned stylized scrollwork inlaid in five areas. The outlines and 

details of the openwork peony flowers created on the bodyare inlaid. The qu리ity of the inlaid 

피les on the body resemble those on celadon or bμηcheong at first glance, but a closer look reveals 

that tlle inlaid lines v없Y in thickness atld color expression, and are therefore of lower qualiψ than 

those 미pical of celadon or bμncheoη\15 . \x이ile inlay decoration is normally performed with red slip, 

tllere is a possibility here that iron pigment was adopted instead of red slip 

What is most noteworthy about this bottle is the peony openwork. The application of 

both openwork and inlay within the satne ceramic piece carmot be found elsewhere in Korearl 

ceramics. What is more, the openwork technique was uncommon in tlle early Joseon period and 

pieces using openwork across the entire surface, as with tllis bottle, are rare ‘ 1n par디cular， thε 

peony flower 있 the center of the body is nα merely decorated in openwork, but each petal is 

catved in relief at clifferent deptlls to add emp뼈5is . Although an inlaid peony design can be found 

in other white porcel와n vessels, this bottle is the only eXatnple that expresses a peony motif in 

。penwork and embossed c앙ving as well as in inlay. For tlle applica디。n of openwork, a forming 

method clifferent from orclinary bottles is used. The body is double layered, with a small jar under 

an outer surface decorated with openwork ‘ A clear, translucent glaze covers the entire bottle, 
which tal<:es on a light cream colα. The foot is 1있ge and heavy, and has no spur marks 

Given that the inlaid white porcelain wares of Joseon mainly include simple inlaid peony 

designs and scro l1work, this bottle is a rare and un썩ue exatn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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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백자반합 
면磁飯효 
White Por‘celain Lidded Bowl 

보물저1806호 

조선(15세기) 11접 | 도자 

합신 층 높이 22.5cm, 입지릅 15.3cm , 밑X픔 9.4cm 

뚜껑높이 9. 9cm ， 지름 17 .4cm 

성보문화재묘R호림박물관) 

백자 반합은 문양이 없는 순백자이며， 풍만하면서도 군더더기 없는 단정한 형태의 몽체와 보주형寶珠形 꼭지가 달린 뚜껑이 한 쌍 

을 이루는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작품이다. 

반합의· 형태는 당당하면서도 단정하고 안정감이 느껴지는 조선 전기 백자의 특정을 가지고 있다. 폼체는 아카리에서 아래 

부분으로 가면서 풍만해져서 안정감이 느껴지며， 약간 높고 밖으로 살짝 벌어진 다리굽은 백자의 안정감을 더해준다. 뚜껑은 반 

원 모양에 가깝고， 두툼한 가장자리는 굴곡을 이루며 안으로 살짝 오므라들게 만들어져 몸체와 잘 맞는다. 뚜껑의 윗변에 보주 

모양의 꼭지가 부착되어 있고， 그 주위에 두 줄의 원이 음각되어 있다. 반합의 전체 변에 고르게 업혀진 유약은 맑고 투명한 담청 

색을 띠며， 은은한 광택을 내고 있다. 뚜껑은 안쪽 변에 태토 빚음 자국이 13군례 확인되며， 몸체는 굽다리의 유약을 닦아내고 가 

는 모래를 받치고 번조하였다. 

백자 반합의 형태는 1454년에 완성된 때l종실록』 오례의표體에 도해된 반빨購과 매우 유사하다. 쩌1종실록』 오례의에는 

반발飯錄， 시접앓標， 갱접쫓媒， 찬접짧媒， 적접꼈標， 소채포해접옮菜輔醒標 등 그릇의 명청과 모양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다. 이 그릇들은 

대부분 자기로 제작되었음도 함께 명시되어 있고， 실제 15세기 백자나 분청사기와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이 중에서도 ‘반발은 명 

칭에서 알 수 있듯이 밥그릇이며， 그림 밑에 ‘자기유개觀짧릎’라는 성명이 있어서 뚜껑이 었는 자기로 제작된 밥그릇임을 알 수 있 

다. 반발의 도해와 백자 반합은 퉁글고 풍만한 폼체의 형태， 높고 밖으로 벌어진 굽다리， 반원 모양의 뚜껑에 보주형 꼭지가 달련 

점 등에서 매우 유사하여서 반발은 백자로 제작된 그릇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백자는 조선초에 금은기에 대비되면서 검약險約을 상정하는 군주의 그릇으호 인식되기 시작하였고， 경기도 광주 일대에 

왕실용 백자를 전용으로 제작하는 관요官쫓가 셜치되었다. 세종은 15년(1433)에 자신의 그릇은 모두 자기와 칠기를 사용한다고 하 

였고，1 성현成생， 1439-1504의 『용재총화爛짧暴옮』에는 세종조에 어기(임금의 그릇)는 백자이고 세조연간(1455-1468)에는 청자를 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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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사용했다는 내용이 있다.2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오례의 돼된 반발의 형태는 백자반합 거의 유사하여 이러한 정도의 백자 

가 왕실에서 사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1467년경에 경기도 굉주에 사옹원이 운영하는 사기소沙器所가 셜치되기 전까지 어용 백 

자는 지방에서 공납혔때되는 물품이었으며 고령 남원 광주 등지에서 제작되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았다， 이 백자반합은 당당하고 

단정한 형태와 담챙색을 띠는 맑은 백색을 띄고 있는 유색 등으로 볼 때， 경기도 광주에 설치된 관요에서 제작된 것으로 판단되 

며， 가마터는 광주 변천리찢川里， 우산리牛山멸 등지에서 확인된다. 

백자반합은 문양이 없고， 형태에서도 일체의 장식적인 기교가 배제되었지만， 격식을 갖춘 듯한 군더더기 없는 단정하고 풍 

만한 모습은 당당하면서도 여유로운 분위기를 내고 있다. 순백의 색과 단정한 기형을 가진 백자반합은 조선 초기의 성리학적 검 

약 시장을 반영하면서도 왕실에서 사용되는 백자의 조형적 특정이 잘 표현된 대표적인 작품이다. I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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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 Porcelain Lidded Bowl Treasure No. 806 

Joseon 115th æntury) I 1 Item I Cera메cs 

Total H. 22.5cm, DIMouth) 15.3cm, DI8ase)9.4cm 

Lid H. 9.9cm. D. 17.4cm 

Seongbo Cultural Foundation IHorim Museum) 

T뻐s bowl is a pl잉n white porcel와11 vessel consisting of a volurninous body and a knobbed lid, 

representative of the early Joseon petiod. 

Pr.。、riding a contrast to gold or silver wares, white porcel잉11 wares gained popul때ty in the 

early Joseon era as symbol of austetity, a desirable quality for a ruler. This led to the establishment 

。，f govemment kilns in the Gwangju area of the Gyeonggi region dedicated to the produc디。n of 

royal vessels. The dignified form of this bowl 없ld tr없lSparent white glaze with a clean green tinge 

suggests its produc디。n at one of the Joseon government kilns, the sites of which are found i11 areas 

inGwan잉u including Beoncheon-ti and Usan-t1. 

Although decorative schemes are completely excluded, both from the design and shape 

。，f this vessel, the simple but imposing fonn sparks an impression of restful ease and digniφ. The 

unpretentious form 없ld snow-white color reflect the emphasis on frugality of Neo-Confucianism 

and also exemplify the stylis디c cbaractetistics of porcel입n wares used by the Joseon roy삶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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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백자병 
되磁꽤 
White Porcelain Bott1e 

보물저11054호 

조선(15-16세기) 1 1 점 | 도자 

높이 36.2cm. 입지름 7.4cm. 밑지름 13. 5때 

국유(국립중앙박물관) 

백자병은 문양이 없는 순백자이며， 안정적이면서도 군더더기 없는 단정한 형태의 몸체와 답청빛의 부드러운 유색빼色을 띠는 조선 

전기 백자를 대표하는 작품이다. 

병의 형태는 단정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아가리가 밖으로 벌어져서 끝부분이 살짝 도톰하게 말려 있으며， 가늘어지는 목 

부분을 지나서 몸통으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서서히 넓어져 아랫부분에서 풍만하게 둥글어지는 형태이다. 굽은 단정하게 깎은 다 

리굽으로 약간 벌어지고 높은 편이며， 지름도 넓은 편이여서 크기가 크고 풍만한 몸체에 안정감을 준다. 유면뼈面에 벙렬은 없고 

광택이 은은하며， 푸른빛이 도는 백자유를 굽바닥까지 시유한 뒤에 가는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문양이 없는 순백자는 조선초에 금은기에 대비되면서 검약險約을 상징하는 군주의 그릇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세종 

은 1433년에 대신들과의 대화에서， 사치스런 금은 그릇 대신에 자신의 그릇이 자기와 칠기임을 밝히면서 금은이 많고 적음과 상 

관없이 스스로 사치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사용한다고 얘기하고 있다1 세종조의 어기細器가 백자였다는 성현 

w，1l， 1439-1504의 기록을 참고하더라도 조선초에 白磁에 대한 인식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되는 시기는 세종연간(1418-1450)으로 

추정된다2 김종직의 『점필재집』에서 15세기 전반 경에 경기도 광주， 전라도 남원， 경상도 고령 등지에서 좋은 품질의 백자카 제 

작되어 진상되었다는 기록을 볼 수 있다;3 15세기 후반인 1467년경에 경기도 광주에 설치되는 사옹원 산하의 사기소沙器所가 왕 

실용 백자를 제작하는 관요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백자병은 기형， 번조 받침， 유색 등에 기준하여 대체로 15세기 후반에서 16 

세기 전반 경에 경기도 광주 관요官뿔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이다. 현재까지 경기도 광주 일대의 관요 가마터 조사 

성과에 따르면，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전반 경에 운영된 관요는 도마리道馬里， 무갑리武甲里， 우산리午山里， 번천리樂)11里 등지에 

서확인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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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굽바닥 

백자병은 조선 전기에 제작된 백자병 중에서도 크기가 크고 단정하고 당당한 기형을 가지고 있으며， 문양이 없는 순백자 

로 제작되어 기형과 운양에서 일체의 장식성이 배제되었다 이러한 조형성은 조선 전기 왕실에서 사용된 백자의 특징이기도 하며， 

백자가 금은기에 대비되는 겸약을 상징하는 그릇이라는 인식의 단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I 김윤정 

1. r世宗實錄』 卷 62, 15年 11 月 康辰條 “블許뼈형E3 ， ‘國家多有金銀， 則f多

心生 ’ 此름善옷 然富時所짧， 非不多也 予於器血， 皆用磁쫓， f용心之生不 

生， 何關於金銀之多不多也끊? 

2 成f見爛領훌훌話j 卷 10 “ . . t날宗朝홈P器， 專用白磁至世祖朝，雜用줌磁‘ 

3 金宗흩， r 1古畢顆集j 흉尊錄 下 先公事業 第 四 김종직이 아버지인 김숙자 

金，r，x5.효가 1442년부터 1446년까지 고렁 현감으굳 재임하던 시기에 나라 

에 진상되던 질 좋은 백자가 고렁， 남원， 광주 등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문헌 내용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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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 Porcelain Bottle Treasure No. 1054 

Joseon (15th- 16th centuriesl 11 Item I Ceramics 

H. 36.2cm, D.(MouthI7.4cm , D.(BaseI13.5cm 

Public Ownership (National Museum 01 Koreal 

This is a plain white porcelain bottle with a neat, stable outline for the body, covered in green 

tinged white glaze, representative of the white porcelain wares of the eariy]oseon period. 

The form of the bottle evokes a sense of stateliness. The flaring mouth with its slightly 

rolled-up rim leads to a curved neck, fì'om which the contour of the body naturally spreads out 

to a voluminously rounded bottom. The slightly splayed, high foot and the relatively wide base 

provide a feeling of stability to the generously formed body. There is no crackling on the gently 

shining glaze. The entire body, including the underside of the foot, was coated with a white glaze 

with a bluish tinge, and it was fired on a suppOIt of fine sand , 

This plain white porcelain vessel is distinguished from other white porcelain wares 

produced during the eariy ]oseon dynasty by its large and dignified simple form. Combined with 

the undecorated style, this restricted shape epitomiz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royal vessels of the 

eariy]oseon era and also testifies to the per‘ception that white porcelain was a symbol of austelity 

as opposed to gold and silver wa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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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백자 청화 흥녕부대부인 묘지 
-q.l λ4승 ^ , 0 

빔磁 춤畵 興寧府大夫A 훌誌 및 石핍 
%이ite Porcelaín Memorial Tablets of Lady Yi wíth 
Inscription ín Underglaze Cobalt Blue and Stone Case 

보물제1768호 

조선(1456년) 17접 | 도자및돌 

묘지 : 가로 27.o-28.0cm, 서|로 36.o-37. Ocm, 두써1 1.장1.7cm 

석함 전체 : 가로 72.Ocm, 서|로 54.Ocm, 놀이 48.0cm 

뚜껑 : 가로 73.Ocm, 세로 52.Ocm ， 높이 16.5cm 

파펑윤씨 정정공파교하종중(고려대학교박물관) 

〈백자 청화 흉녕부대부인묘지 및 석함〉은 청화백자 묘지석과 이를 담은 석함으로 이루어진 조선 초기 유물로 도자사 뿐 아니라 

조선의 장례 의식을 알 수 있는 생활사적으로도 중요한 유물이다. 

〈백자 청화 흥녕부대부인묘지 빛 석함〉은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당하리 일대의 파평윤씨 정정공파貞靖公派 묘역에서 출토 

되었다. 백자 지석 6장이 석함에 담긴 채로， 2001년 5월 18일에 묘역을 사초하던 중 용번尹播， 1384-1448의 부인인 인천 이씨仁川李Jf.， 

1383-1456의 묘 앞， 호석과 상석 사이에서 발켠되었다. 발켠 당시 석함은 동제웹製 끈으로 묶여 있었으며， 석함을 열자 지석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 석함은 장방형으로 통석의 내변을 정오로 곱고 정교하게 치석하여， 백자 지석의 크기를 고려하여 제작한 것을 알 

수있다. 

백자 묘지에 적힌 제작 연대얀 경태 7년景泰七年은 1456년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기년명 청화백자의 제작시기 중 가장 이른 

시기로， 청화백자의 개시 시기와 청화백자 편년에 획기적인 자료이다. 백자 지석 6장 중， 맨 앞과 뒷장의 지석은 무문의 순백자로 

나머지 4장의 지석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여겨지며， 그 사이의 4장의 지석에는 앞변에는 청화뿜畵로 지문뚫文을 적고 있 

다. 이 4장의 지석 뒷면에는 순서를 1장-張-4장四張이라고 청화로 적어두었다1 

묘지의 주인공인 인천 이씨는 세조의 장모이며 정희왕후貞흉王ff'i， 1418-1483년의 어머니인 흥녕부대부인興寧}般夫A이며， 묘지 

에는 경태景泰 7년 병자년因子年인 1456년 7월 14일에 대부인이 졸하여 10월 8일에 예를 갖춰 매장하였다는 장례경위와 생전의 덕 

행， 가계 및 후손들의 현황 등을 기록하였다. 서체는 정갈한 해서체다. 

백자 청화 흥녕부대부인 묘지는 후대에 제작된 백자지석들에 비해 크기가 크고， 뉘어서 번조하던 양식과는 다르게 세워 

서 번조한 것으로 여겨져 제작 기술면에서도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또한 백자 개합에 담아 매장하던 후대의 백자 지석과 다르게 

석함에 담아 매납하여， 백자 지석의 초기 제작 양상과 매납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1 방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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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ε Porcelain Memorial Tablεts of 

Lady Yi with Inscription in Undεrglazε 

Cobalt Bluε and Stonε Case 

Treasure No. 1768 

Joseon (1456) I 71tems I Ceramics and Stone 

Tablets. W 27.0-28.0cm. L. 36.0-37.0cm. H. 1.5-1 .7cm 

Stone Case(Total). W nOcm , L. 540cm , H. 48.0cm 

Stone Cas마 Lid). W 730cm , L. 520cm, H. 16.5cm 

Jeongjeong Gongpa Sub-branch of the Papyeong Yun Clan 

(Korean University Museum) 

Treasure No. 1768, comprised of blue-and-white porcelain burial tablεts and a stone case, is 

a significant artifact not only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n ceramic historγ， but also for the 

understanding of the funer‘aπ αIlture of ]oseon. 

The memorial tablets and stone case were excavated from the family cemetery of the 

]eonggyεong line of the Papyεong Yun clan in Dangha-ri, paju, Gyeonggi Province. They were 

found between the protec디vε stone panels for thε burial mound (hoseok) and the stone ritual 

tablε (sαηgseok) of thε tomb of Lady Yi, the wife of Yun Beon (1384-1456), during the process 

of cleaning out the vegetative growth at the tomb on May 18, 2001. At the time, the six memorial 

tablets were found insidε thε stonε case, which was tied with a bronze string. It is infe1Ted that thε 

stonε case was made by delicately chiseling out a space suitable for the volume of the memorial 

tablets. 

The “Gyeongtae Seventh Year" (景泰七年) inscribed on the tablet, co1Tesponding with the 

year 1456, is the earliest known date of production for date-inscribed blue-and-white porcelain 

wares, making the ar디fact a groundbreaking material for thε chronological study of blue-and-white 

porcelain. 

ηle ownεr of the tomb, a lady from the Incheon Yi clan, is thε mother-in-law of King S며0 

(r. 1455-1468) and the mother ofQueen]eonghui (1418-1483). The epitaph on the tablets bears 

records of virtuous acts during her life and the family trees of her offspring, along with accounts 

of funerarγ procedures, including the fact that Lady Yi died on ]uly 14, 1456 and was inte1Ted on 

October 8 in the same year according to appropriate ritual protocols. It is written in the Chinese 

sαipt style of regular script 

The tablets are relatively larger than those from later periods. In addition, it is assumed that 

they were fired while laid on thε ground, distinct from the dominant method of firing in an erect 

stance, suggεsting a new firing method. ηle usε of a stone casε for porcelain tablets also marks a 

difference from the later ]oseon period when boxes made of porcelain werε usεd to hold porcelain 

tablets, serving as a significant source of information for the study of porcelain tabl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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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U A 
---- 보물저1659호 

초선 1 1점 | 도자 

높이 33.2cm, 입지름 8,4cm, 밑지름 9,9cm 

개인소장 

백자청화매조죽문병 
되磁홈畵悔烏竹文 #E 
White Porcelain Bottle with Plum. Bird. and Bamboo 
Design in Underglaze Cobalt Blue 

〈백자 청화매조죽문 병〉은 전변에는 매화가지와 한 쌍의 새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그렸고， 후변에는 대나무와 죽순을 배 

치한 조선 전기의 청화백자 병이다. 

기형은 목이 짧고 몸체가 통통하며 구연부가 밖으로 둥글게 외반外反되었는데， 중국 원대元代에 유행하던 S자 기형의 이른 

바 옥호춘玉뚫春 형태의 병이다. 이라한 병의 모습은 조선 전기의 특정으로 볼 수 있으며， 후기로 갈수록 병의 목이 길어지고 몸체 

는 원만해져 19세기에는 무게 중심이 아래로 처진 형태를 보인다.1 주로 술병으로 사용하였고， 굽은 비교적 높게 만들어졌다. 

문양은 몸체의 한 변에는 매화나무와 새 한 쌍을， 다른 한 변에는 대나무와 죽순을 그렸다. 서로 교차되는 매화나무 밑둥 

과 옆으로 늘어진 큰 가지들은 화조화花鳥畵에 많이 사용되었던 소재로 윤곽선만으로 그리고， 가지가 앓아지는 곳부터는 윤곽선 

없이 몰골법沒骨法으로 그렸다2 가지들은 직각으로 구부러져 조선 전기에 사용된 전형적인 가지 표현을 보인다. 만발한 둥근 꽃송 

이 사이로 고개를 돌려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새 한 쌍이 가지 위에 앉아있는데 당시 화조화의 주제로 여러 화보에도 나타난다. 

대나무 잎은 뭉둑하게 “士”자 형태로 모여 있고 죽간 좌우로 날카롭게 대칭적으로 벌어져 있다. 죽순은 가늘고 긴 형태로 열게 채 

색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장식적인 분위기가 강하며 동 시기 청화백자에 등장하는 대나무 표현과 유사하다3 구연부 안쪽으로는 

한 줄의 청화 선을 둘렀다. 

이 청화백자카 동 시기 백자와 다른 독특한 변을 보여주는 것은 필치가 유려한 문양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청화백자 문 

양 가운데는 조선시대 회화에서 볼 수 있는 주제와 필법이 그대로 등장'Ò}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광주 관요에서 생산판 백자의 

그림을 도화서圖畵暑의 화원畵員이 그렸기 때문이다;4 <백자 청화매조죽문 병〉 또한， 솜씨가 능숙한 화원의 그림으로 보인다. 

유약은 유백색뚱L白色을 띠며 모래를 받치고 구운 흔적이 았다. 이 병은 1967년 11월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이해李姜， 1650-1660 

의 묘를 이장할 때 발견되었다. 흰 여백을 살려 짙은 청화안료의 매조죽이 대비되는 조선 전기의 우수한 작품이다; 1 방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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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나무와죽문 

1 방병선순백으로 빚어낸 조선의 마음， 백자:，(돌베개， 2002)， p,181 

2 이성미 김정희한국회화사용어집J (다힐미디어， 2003), p,31 

3 백인산조선의 묵죽J (대원사， 2007), p,97 

4 방병선초선 전기 한앙의 도자 : 정화백지를 중심으로」， r강좌미술사J 19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02), p,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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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ε Porcelain Bottlε with Plum, Bird, 
and Bamboo Dεsign in Undεrglazε 

Cobalt Bluε 

Treasure No. 659 

Joseon 11 11em 1 Ceram ics 

H. 33.2cm , o (Moulh) 8 4cm, o (Base) 9.9cm 

Privale Ownership 

This white porcelain bott1e is paintεd with a plum trεε and a pair of birds at thε tront and bamboo 

polε'S and shoots at the back, al1 in cobalt blue. 

깐lis blue-and-white bott1e displays an abbreviated neck, stout body, and out-tumed mouth, 

reminiscent of a yμbμchμη， the S-shaped bott1e of the Yuan Dynasty (1272-1368) of China. This 

type of body contours are characteristic of the early]oseon era, while toward the later years of 

]oseon porcelain bott1es came to have a longer neck and gent1y αlrving silhouettε with a lower 

center of gravity. These bott1es were used for holding alcohol and fitted with a higher foot. 

What distinguishes this work from other porcεlain vessels from thε samε pεriod is the 

refined brushstrokes with which the motifs are εxpressed. The kinds of motifs and painting styles 

adopted for the blue-and-white porcelain of the ]oseon era are mainly identical with those applied 

in painting, due to the fact that professional painters from thε Officε of Paintings, cal1ed Dohwaseo, 

were responsible for drawing pattems on white porcelain warε'S producεd at thε govemment kilns 

in Gwangju in the Gyeonggi region. This blue-and-white porcelain with plum, bamboo, and bird 

designs is also assumed to have been painted by a highly skil1ed Dohwaseo painter. 

A creamy-white glaze was applied, and there are traces of firing on sand. This bott1e was 

found in November 1967 in Gwacheon, Gyεonggi Provincε during the process of moving thε tomb 

of Yi Hae (1650-1660). This is a magnificent artwork noted for the stunning contrast between the 

white background and the dεep cobalt blue moti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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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백자청화운룡문병 
면磁좁畵雲홈틀文弼 
White Por‘celain Bottlε with Cloud and Dragon Design in 
Underglaze Cobalt Blue 

보물저1785호 

조선(1버~17 1) 11접 | 도자 

높이 25.Ocm, 입지릅 5.3cm, 밑지를 7.7 cm 

개인(삼성미술관 리움) 

조선전기에 제작된 왕실용 백자 중에서도 청화안료춤畵頻料 로 그림을 그려 장식한 청화백자는 매우 적은더1. 그 중에서도 용의 모 

습을 장식한유례가 극히 드문 유물로 잘 알려져 있다 

백자는 조선왕실의 상정으로 경기도 굉주劇|에 왕실과 관청용 백자를 전담하여 제작하는 관요官쫓를 셜치하여 운영하였 

으며， 이곳에서 소수의 청화백자體白짧를 제작하였다1 백자는 λ싸로운 제작과 사용이 금지되었으며，2 청화백자는 엄격히 사용 

이 규제되었다.3 왕실의 위염과 권위를 상정하는 청화백.A}는 관요에서 λ}71장沙옳E에 의해 만들어지고 도화서圖醫에 소속된 화 

원畵員에 의하여 코발트 안료로 유행하던 그림이 장식되어 백자의 개성이 강하게 나타나기도 한다.4 

〈백자 청화운룡문 병〉은 전체의 크기가 작지만 비례와 양감이 뛰어나고 당찬 듯 당당하고 힘이 넘치는 모습이 특정이다. 

주퉁이는 지름이 작고 가장자리가 나팔모양으로 벌어져 있으며 목이 가늘고 길이가 짧다. 폼체가 퉁근 타원형으로 무게 중심이 

아래쪽에 있어 안정감이 뛰어난 전형적인 백자병白離뼈 형태이다. 순백깨이지만， 동일한 종류의 파편이 도마리 1호， 변천리 9호 

등 15-16세기에 왕실용 백자를 제작했던 7따터 발굴에서 발켠된다5 

〈백자 청화운룡문 병〉은 청화안료로 용을 섬세하게 그린 뛰어난 그림장식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짙푸른 색의 청화안료를 

사용하여 목에서 붐체 저부까지 하나의 화면인 듯 푸른 하늘을 힘차게 날고 있는 용의 모습을 역동적으로 묘사하였다. 용의 긴 

몸은 병의 중심을 감싸고 있는 듯 수평으로 한 바퀴를 돌려 얼굴이 꼬리의 끝부분과 마주하고 었다. 얼굴의 앞쪽에는 여의주가 

있고 발을 뻗어 구름이 떠 있는 푸른 하늘을 힘차게 유영하는 장면을 표현하였으며 동감勳환이 뛰어나다. 그러나 용의 얼굴 측면 

과 턱에 길게 자란 수염이 앞쪽을 향해 구불구불 뻗어 있어 진행방향과 상충되는 듯 보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상상 속의 동물을 

표현하며 세부의 특정을 꼼꼼하게 나타내려는 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구름도 특이한데， 이중의 선으로 윤곽션을 유연 

하게 그린 후 안쪽 면을 안료로 칠했는데 이러한 모습은 조선전기의 청화백자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에 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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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지만 유사한 구름과 용의 모습이 그려진 파편이 경기도 광주 우산리 9호 가마터 발굴에서 파편으로 출토된 바 있어， 당시 청화 

백자의 장식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6 

유물의 표면에는 맑고 투명한 유약을 전변에 앓게 씌웠는데， 광택이 좋으며 백토 위에 그려진 청화얀료의 발색이 더욱 푸 

르게 나타난다. 백자 중에서도 왕실용으로 제작된 질이 좋은 관요백자官쫓白짧들은 유약의 두께가 앓은 것이 많은데， 유약을 앓게 

씌운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다. 굽은 접지면의 두께도 고르고 원형으로 꼼꼼하게 깎았으며， 굽 안바닥까지 고르게 다듬었다. 굽 

전면에 유약을 모두 씌웠으며 바닥에 모래 등을 받쳐 구웠던 흔적이 남아 있다. 

보물 제785호인 〈백자 청화운룡문 병〉은 보물 제786호로 지정되어 있는 〈백자 청화운룡문 병〉과 한 쌍인 듯 언급되기도 

한다. 병의 형태와 크기， 청화안료를 사용한 장식소재， 구성， 질 등 대체로 유사한 특정을 보이기 때문이다 동 시기에 제작되어 함 

께 사용되었을 것오로 추정되기도 하지만， 유물에 대한 구체적인 유례나 관련 자료가 전하지 않아 정확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는 

다. 현재 조선전기에 제작된 청화백자 중에서 용이 그려진 전세유물은 두 점의 병이 유일하다. 용은 당시 왕실에서 사용하는 어기 

細器에만 장식할 수 있었으므로 이 유물 역시 궁중의 연례홀體에 사용하던 술병과 같은 종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I 전승장 

1 국립중앙빅물관. r백자항아리， (2010)， pp.16-21 

2. r世祖實錄』 卷38， 12年( 1466) 4月 ￠午條 .r世祖實￡헛J 卷39 ， 12年

( 1466)6月 i>l午f앓. 

3. r，經國大典J)， r퓨1)典」 禁없IJ條끊山君日記』卷29.4年(1498) 6月 15B. 

4. 新增東國與좋、~~'質J. 京짧道 廣州救條 每歲 司寶院 官率畵員옮造m用 

之器 .r松岩集』 卷3， 畵記條 隆慶四年夏 혈뚫察文公 앓官司훌훌 分옳沙器 

廣州地也 畵工二人從禮部造앓龍뼈fu 

5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토요지 발굴성과 20년J (2001), p.16 

6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광추 우산리 9호요지 발굴조사보고서J (1993) 

칩고문헌 

1. r經國大典ι

2. rt헨g實錄』 

3. r松岩集J.

4. r新f曾東國짧훈勝賣ι 

5 강경숙효택도자사ι 예경， 2012 

6 김영원조선시대 도자기J，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7 방병선 전승창외효딴l도의흙，도자기로태어나다A 국사펀찬위원회， 2010 

8 윤용이 r.우리 엣 도자기의 아름다움J， 들베개， 200 7 

9 윤용이효댁도자사연구J， 문예출판사， 1993 

10 정앙모효댁의 도자기J， 문예출판사 1997 

11 국립중앙박물관백자항아리J， 2010 

12 삼성미술관 Leeum, r.소장품선집 고미술J，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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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 Porcelain Bottle with Cloud and 

Dragon Design in Underglaze Cobalt Blue 

Treasure No. 785 

Joseon 11 6th century) I 1 Item I Ceramics 

H . 25 . 0crπ DIMouth)53cm, Dl8ase) 7.7cm 

Pr ivate Ownership ILeeum, Samsung Museum 01 A띠 

Blue-and-white porcelain 、ressels were produced only in small quantities during the ear1y Joseon 

era, and 었nong them was a rare number of ex없np1es decorated with dr쟁。ns . Tl끄s bottle is one of 

the few b1ue-and-white porce1없nworl-ζs embellished with a dragon design. 

Perceived as symbolic of the royal court of Joseon, white porce1외n wares were produced 

at government 에h1S in Gwangju in the Gyeonggi region, where smal1 qualities of cobalt-painted 

white porce1와n were also produced. White porcelain, particu1ar1y cobalt-painted white porcelain, 

was subject to strict regu1ations regarding its production and use, as it served to demonstrate 

the authority and dignity of the royal court. Blue-and-white porce1ain wares were fashioned 

at government kilns by g。、rernment-registered potters, and motifs were painted in cobalt by 

professional artists from Dohwaseo (Bureau of Paintings). 

Although small in size, this b1ue-and-white porce1ain work shows a super비y proportioned, 

voluminous body, exuding an impression of dignity and power. The outwardly sloping mouth 

is small in diameter, and the neck is rel때vely sh。π but slender. The oval body is provided an 

。utstanding sense of stability by a center of weight 10cated in its 10wer reaches. Shards of pl외n 

white porce1ain vesse1s in this same form have been found at ki1n sites that produced white 

porce1외n wares for roy:삶 use during the 15th- 16th centuries, including Kiln N。‘ 1 at Doma-ri and 

K파1 No. 9 at Beoncheon-ri 

This bottle is often considered a set with Treasure 786, on the grounds that the tw。 없e 

sm피ar in size, motif, decorative composition, and artistic qu때.ty. Although a strong argument can 

be made that these two vesse1s were formed and used together, no concrete oral or documentary 

evidence is av:외lable to confì.rm such a presumption‘ These two are the only known extant blue 

and-white porcel외n vessεls from the early Joseon period decorated with a dragon design. Given 

that the use of the dragon motif was restricted to wares for tl1e royal court, it is assumed tllat this 

bott1e was used as an alcoho1 container for royal e、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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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백자청화운룡문병 
되磁뿜畵雲龍文꽤 
White Porcelain Bott1e with Cloud and Dragon Design in 
Underglaze Cobalt Blue 

보물저1786호 

조선(16세기) 1 1 점 | 도자 

높이 21.5cm. 입지름 4.6cm. 밑지름 6.6cm 

개인(삼성미술관 리움) 

조선초기에 제작된 청화백자는 제작량이 적어 현재 전하는 유물도 드문데， 그 중에서도 〈백자 청화운룡문 병〉은 왕실의 권위와 

위염을 상징하는 용이 화려하게 그려진 청화백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초기에 제작된 청화백자는 순백자와 형태， 크기， 제작방 

법 등이 동일하지만， 유물의 종류와 수가 적어 호， 병， 편병扁搬， 잔받침， 뚜껑， 양이잔兩耳蓋， 팔각잔八角蓋， 화형잔花形蓋， 연적， 개합 

蓋효 등이 알려져 있는 뿐인데 그 중에서도 이 병은 양감과 비례， 장식， 청화안료의 발색， 유색뼈色 등에서 대표적인 명품으로 손 

꼽힌다. 

청화백자는 경기도 광주劇 관요官뽕에서 제작하였는데， 이곳에서 만들어진 왕실용 백자의 일부는 형태나 청화장식， 소재 

등에서 중국 명나라 백자와 유사한 특정을 보이기도 한다. 실제로 광주 가마터 조사와 전국 몇몇 유적지에서 명나라 경덕진景德鎭 

에서 만들어진 청화백자의 파편이 발견되기도 하였다-2 왕실백자의 제작지인 관요에서 소수이지만 중국백자가 출토되므로 〈백자 

청화운룡문 병〉에서도 일부 영향이 발견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 병과 유사한 형태가 명나라 백자에서도 발견되지만， 고려 이 

후 조선의 관요에서 지속적으로 제작되던 종류여서 영향관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백자 청화운룡문 병〉에 그려진 운룡문寶흩文은 고려청자나 조선백자의 장식소재로 가끔 등장하지만， 유물의 제작시기나 

종류에 따라 다른 특정이 나타난다. 용은 몸체로 병의 중심을 감싸듯 가로로 길게 뻗어 네 발을 앞뒤로 내밀고 있는 상태에서 위 

아래로 움직이며 운동감을 주고 있다. 얼굴과 수염， 몸체의 비늘이나 발가락 등 세부를 섬세하게 표현하고， 안료에 농답灌淡을 주 

거나 얼굴과 몸체 곳곳을 색칠하여 장식에 변화를 주어 더욱 위엄 있는 모습으로 묘사하였다. 용의 주변에는 하늘에 떠 있는 여 

러 개의 구름을 그렸는데， 중심부는 여의두문如意頭文을 중첩시켜 놓은 모습이며 사방으로 폭이 좁고 끝이 뾰족한 구름이 퍼져나 

가는 형상으로 묘사하였다. 청화백자의 장식은 도화서圖醫에 소속된 화원畵員이 그렸으며， 왕실용 청화백자를 제작하던 광주 관 

요에 파견되어 제작을 진행하였다3 

366 백 자 





·운룡문 

368 백 자 



화원에 의해 그려진 용의 모습은 얼굴과 몸의 비례， 자세， 발의 위치， 세부의 표현 등에서 고려청자나 조선후기의 백자에 

그려지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오히려 중국 선덕연간宣德年間， 1426-1435에 제작된 청화백자에 그려진 용의 모습과 흡사한데， 당시 

중국황제는 조선 세종應， 1418-1450에게 다양한 백자와 청화백자를 선물하기도 하였다. 이후 궁에 보관되어 있던 명나라 백자는 

15세기 후반 조선의 왕실용 백자를 제작하는데 훌륭한 모콸莫本이 되었다4 

병의 장식에 중국 백자의 여운이 있지만， 구도나 필력이 뛰어나서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 맛이 좋고 전체적으로 장식을 

가득 채웠는데， 이러한 경향이 조선초기 청화백자의 특정이기도 하다. 전변에 푸른빛이 서린 투명한 유약을 씌웠으며 광택이 좋 

다 굽은 접지변의 폭이 일정하고 형태가 반듯하여 왕실용 백자의 전형을 볼 수 있다. 굽바닥에는 모래와 붉은색 내화점토가 섞여 

있지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보물 제785호 〈백자 청화운룡문 병〉과 보물 제786호 〈백자 청화운룡문 병〉은 형태와 크기， 장식에서 유사하여 하나의 

세트를 이루는 듯하다. 완벽히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용은 어기倒器에 장식하므로 궁중 연례흉禮에 사용되던 술병 등으로 추정 

된다; I 전승창 

1 관요의정호빽자따펀은도마己11호에서 16점，우산리 9호에서 10점， 

번천리 5호에서 1 점， 번천리 9호에서 9점 등소수만이 확인되었을뿐이다 

2 국립대구박물관우리 문화속의 중국도자기J (2004), pp.112-119.; 

김영원한반도줄토 중국도자」， r우리 문화속의 중국도자기J (국립대구 

박물관， 2004) ， pp.146-147 

3. r新增東國與志勝寶」 京짧道 廣j~'1救 土山條 每歲司賽院官率畵員， 몽gi울 

徒P用之器

4 전승창초선 초기 명나라 정화백자의 유입과 수용 고잘」， r미술사학언구j 

264호 (한국미술사학회， 2009), pp.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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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 Porcelain Bottle with Cloud and 

Dragon Design in Underglaze Cobalt Blue 

Treasure No. 786 

Joseon (16th century) 11 Item 1 Cerami cs 

H. 21 5cm, o (Mouth) 4.6cm ,0 (Base) 6.6cm 

Private Ownership (Leeum‘ Samsung Museum of Art) 

The limited production of blue-and-white porcelain vessels during the early]oseon period explains 

the minute number remaining at present. Blue-and-white porcelain wares do not differ from 

plain wbite porcelain in terms of sizes, forms , or making medlods, but only a limited number of 

varieties haγe survived to today, including jarκ boπles， flat bottles, saucers, lids, two-eared cups, 

octagonal cups , floral-shaped cups, water droppers, and lidded bowls. Among the raTe blue-and

white porcelain vessels from the early]oseon era is this bottle, which is splendidly adorned with 

dragon, a symbol of royal authority and dignity. The bottle is noted for its ample body, excellent 

proportions, decoration, and the quality of the pigment and glaze. 

Blue-and-white porcelain vessels were exclusively producεd at government kilns in 

Gw:따1잉u; some of tllem show similarities to the white porcelain of Ming China (1368- 1644). Shards 

of Chinese blue-and-white por‘celain wares produced at ]ingdezhen have been found at kiln sites 

in Gwangju, suggesting the possibility that this bottle was influenced to some extent by Chinese 

blue-and-white porcelain. However, the relationship between blue-and-white porcelain t:raditions 

of the two countries is still hard to asceltain 

This bottle is often considered part of a set with Treasure No. 785 since they are sirnilar in 

shape , size, and decorative scheme. Aldl0Ugh tlle two pieces are not completely identical, because 

a dragon motif was exclusively reserved for royal vessels it is assumed that tlley were both used as 

alcohol containers for royal events. 

White Porcela in 37 1 



13 백자 청화철화삼산뇌문 산뢰 
면磁 좁畵鐵畵三山雷文 山壘
White Porcelain Jar with Mαmtains and Lightening Design in 
Underglaze Cobalt Blue and lron 

보물저1 1 056호 

조선(1&-1&세기) 11 접 |도자 

높이 27.8cm, 입지름 9.5cm ， 밑지를 11 .8cm 

개인(삼성미술관 리움) 

조선초기에 만들어진 백자제기로 유례도 드물지만， 형태가 뛰어나고 두 가지 안료를 함께 사용하는 등 장식이 독특한 유물이다. 

조선은 개국 초기부터 왕실의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문소전文昭戰} 휘덕전斷購의 은기購를 백자로 대체하는 등 기존 

에 금속기로 제작하던 각종 제기觀lìo를 동일한 모양의 자기짧뚫로 만들어 쓰기도 하였다. 1 조선의 금金과 은銀이 명나라에 조공품 

朝윷品으로 유출되었고， 동劉과 철鐵은 군수물자의 제작과 동활자웹活字의 주조 등 국:7}.사업에 사용할 금속원료가 부족해지며 금속 

기의 제작과 사용이 규제되어 벌어진 상황이지만2 백자의 제작기술이 점차 좋아지며 이후 하나의 제작컨통으로 자리 잡았다 

〈백자 청화철화삼산뇌문 산뢰〉는 전형적인 조선초기의 백자항아리인데， 형태를 만들고 어깨에 손잡이와 고리를 부착한 

후 표면에 특정한 제기를 상정하는 그림을 그려 만든 것이다. 동일한 종류가 종묘체기宗關察뚫의 금속기에 그 실례가 있으며， 찌1종 

실록世宗實錄』의 호례의五f體」와 『국조오례의國朝五f體』등 문헌에도 기록이 전한다. 이 유물은 고동기古觸옳인 잔뢰山雷를 모방하 

여 만든 백자제기白磁購로 몸체와 퉁근 고리가 달린 초승달 모양의 손잡이， 산을 그런 표면의 안료장식 등 모두 금속제기鍵쩔옳 

와 유사하다9 그러나 금속기 산뢰가 백자로 제작되며， 재료와 제작방법의 차이에 의해 세부의 특정이 그림으로 대체되거나 부착 

물이 고정되는 등 일부 변형도 나타난다. 

금속기에서 음각으로 표현되던 장식은 두 가지 색의 안료로 그렸는데， 먼저 검붉은 색의 철안료鐵線4로 주퉁이와 어깨， 붐 

체 중앙과 아래쪽에 각각 횡선을 그려 문양대를 구획하였다. 어깨에는 번개를 상징하는 사각형의 도식화된 뇌문雷文을 장식하였는 

데 중앙으로 갈수록 크기를 작게 하여 소용돌이치듯 그려 넣었다. 몸체 아래쪽의 연꽃잎은 마찌 삼각형을 등간격으로 그려 넣은 

것처럼 반복적인 사선을 사용해 장식하였다. 몽체 윗부분에는 열은 푸른색의 청화안료로 산山의 주름과 나무를 도식화한 삼산문 

三山文을 그려 넣었다. 산은 모습。l 매우 소략하고 봉우리 위쪽에 나무를 상정등}는 몇 개의 수직선이 있는데， 이러한 고식적古式的 

인 표현은 전통성이 오래 지속되는 제기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마치 고구려 고분벽화에 등장하는 산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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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자 청화철화삼산뇌문 산뢰〉와 형태가 유사한 항아리는 전세유물로 여러 점 전하고 있으며， 경기도 광주 관요官쫓에서 

파편으로도 발켠된다4 즉， 백자저l기는 산뢰를 만들기 위하여 형태를 특별하게 고안히카보다는 동시기에 제작되던 백자에 부분적 

인 변화를 준 것으로， 왕실용 제기이지만 필요에 따라 일부를 변형해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된디 표면에는 맑고 투명한 유약이 전 

변에 앓게 씌워졌으며， 굽은 안쪽을 편평하게 깎아 내었고 바닥에 모래를 받쳐 구운 흔적이 남아 있다. 

조선시대에는 백자제기가 소량이지만 꾸준하게 재작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른 시기에 만들어졌으며 제기의 종류가 무엇인 

지 분명하게 확인된 대표적인 유물이다. 특히， 조선초기에는 청화백자 유물이 소량 만들어지는 정도였으므로 청화장식이 있는 제 

기는 더욱 희귀하디-디: 여기에 철안료를 혼용하여 장식한 독특하고도 유일한 유물이어서 더욱 중요하디 전승창 

1. '世宗實錄J. 卷 116. 29年 6月 甲子條傳듭禮홈 文Bg爛좋願 所用銀器

自今代以白磁器

2. 전승칭. r15서|기 분청사기 및 백자의 수요와 제자성격의 번호fJ. 

' 01술사연구J 12 (미술사연구회. 1998). pp.51-84. 

3. 삼성미술관 Leeum. '소장품선집 고미술J (201 1), p.168 

4 관요가운영되었던 경기도광추도마리 1호. 우산리 9호 번천리 9호등 

가마발굴에서 여러 점의 파편이 출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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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 Porcelain Jar with Mountains 

and Lightening Design in Underglaze 

Coba1t Blue and Iron 

Treasure No. 1056 

Joseon (15th• 16th centuriesl 11 Item I Ceramics 

H. 27Bcm , D(MouthI9.5cm, o (Basel 11.Bcm 

Private Ownership (Leeum , Samsung Museum of A띠 

Th.is jar is notable as one of the rare remaining white porcelain ritual vessels from the early]oseon 

period. In addition, it shows an exemplary form and is distinctive for the application of two 

different pigments 

Made by first shaping the body and attaching handles and rings , the surface was then 

decorated with designs that symbolize its ritual functions. Records on this lype of ritual vessel 

appear in the books Sejoηg sillok (Aηηals 01 King Sejong) and GukJ'o orye μi (Fiν'e Rites 01 the St.αte) ， 

and a metal version can be found among the ritual vessels at ]ongmyo(Royal Ancesl1찌 Shrine). 

This white porcelain vessel is a copy of the form of the metal one at ]ongmyo, called Salloe. It is 

similar to its metal protolype in terms of the form , handles with rings, and mountain design on the 

surface, but differs in terms of base material and crafting method 

Although produced in small quantities, white porcelain ritual vessels were created 

throughout the ]oseon Dynasty ηÜS jar is from the early period and is one of the limited number 

of examples painted in cobalt blue. lt also stands out in that its use as a ritual vessel is confirmed 

깐le addition of iron-painted motifs on top of cobalt-blue decoration compounds the artistic value 

of this porcelain ritual vessel 

White porcelain 377 



14 백자청화잉어문항아리 
되磁뿜畵醒魚、文立盡 
White porcelainJar with Carp Dεsign in Underglaze 
Cobalt Bluε 

보물제788호 

초선(15-16세기) 1 1 점 | 도자 

높이 24.7cm, 입지름 8,lcm, 밑지름 12,4cm 

개인(삼성미술관 리움) 

조선초기에 제작된 청화백자의 유례도 드물지만 능화창쫓花忽으로 문양대를 나누고 각각의 구획 속에 크고 작은 물고기를 그려 

장식한 희귀한 사례이다. 왕실용으로 경기도 광주 관요官쫓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곳은 15세기 후반에 설치되어 19세 

기까지 수백 년에 걸쳐 운영되었으며 왕실용과 관청용 백자를 제작하였다1 

조선초기에 백자는 사사로운 제작과 사용이 금지되었는데 2 특히， <경국대전짚國大典〉에서는 〈형전제典〉에 청화백자의 사용 

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3 조선왕실의 위염과 권위를 상징하는 백자와 청화백자는 λ}기장沙器E에 의해 만들어지고 도화서圖畵뽑 

에 소속된 화원畵員에 의하여 청화안료좁畵爾料로 유행하던 그림을 장식하여 당시의 개성이 강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청화백자는 제작량이 적었고 유적에서 출토되거나 핸}는 유물이 소수에 불과하며， 종류도 호， 병， 편병扁微， 잔받침， 뚜껑， 양이잔 

兩耳蓋， 팔각잔八角蓋， 화형잔花形蓋， 연적， 개힐L蓋효 등이 알려져 있을 뿐이다4 

〈백자 청화잉어문 항아리〉는 중국의 영향이 조선에 유입되어 새롭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과정을 보여 주는데， 그 특정은 장 

식에서 잘 나타난다. 어깨와 저부에 서로 다른 모양의 연판문運辦文을 두었고， 몸체 중앙에 능화창을 도식화하여 문양대를 나누었 

다 각각의 구획에는 크고 작은 물고기가 수초水草 사이를 유영하는 모습을 그리고， 구획 사이의 여백에는 보상화당초寶相華居草를 

장식하였는데， 소재도 다양하지만 구성도 독특하고 개성이 넘친다. 항아리의 장식은 빈 공간을 남기지 않고 그림으로 가득 채웠 

는데， 이 경향은 국보 제219호인 〈청화백자매죽문호〉나 보물 제785호 〈백자 청화운룡문 병〉 등 조선초기 청화장식에 나타나는 공 

통적인 특정이다. 어깨와 저부의 서로 다른 연판문 장식은 명나라 청화백자에서도 발견되는 것이어서 둘 사이의 영향관계를 짐작 

하게 한다. 능화창 사이의 보상화당초문은 거칠어 물고기와 수초의 모습을 부드럽고 섬세한 붓질로 표현한 것과 대비된다. 이 상R 

역시 중국 원나라와 명나라에서 유행하던 것으로 조선에 유입되어 청화백자의 장식으로 채택되었다-5 특히， 경기도 광주 도마리道 

馬里 가마터에서 물고기와 수초를 그려 장식한 청화백자 파편이 출토되었다-6 일부만 남아 그림의 전체모습을 알 수 없지만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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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어문 

물고기와 수초를 소재로 한 청화장식이 그려지고 있었던 것A로 확인되었다. 

항아리의 크기는 작은 편이지만 형태는 당당하고 힘이 념치는 모습이다. 주퉁이가 직립하고 높이가 높으며 어깨가 타원으 

로 넓고 퉁글게 벌어지다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며 조금씩 폭이 좁아지는 조선초기 항아리의 전형적인 특정을 보인다. 이러한 종류 

의 항아리는 전세유붙은 물론， 15-16세기에 운영된 관요官쫓에서 파편으호도 출토되는데，7 대체로 흙과 유약을 비롯해 백자의 질 

이 뛰어나고 양감이 좋다. 

외면에는 푸른빛이 서린 맑고 투명한 유약을 앓게 씌웠는데 광택이 좋으며 백토 위에 그려진 청화안료좁畵歡}의 발색이 

더욱 푸르게 나타난다. 굽은 바닥을 펀펑하게 다듬은 후 원형의 고리모양으로 가장자리만 남기고 안쪽 바닥을 퉁글고 납작하게 

깎았다. 이러한 굽의 모양을 안굽이라고도 하며 〈백자 청화잉어문 항아리〉와 같은 종류의 항아리에 채택되던 전형적인 형태이다. 

굽바닥에 크기가 작은 모래를 받침재료로 사용한 흔적이 있으며， 굽 안바닥은 유약이 완전히 녹지 않아 발색이 고르지 못하다. 

〈백자 청화잉어문 항아래는 당당한 형태에 화려한 그림장식이 베풀어진 조선초기의 청화백자를 대표하는 유물 중에 하 

나이다. 중국 명나라 청화백자의 요소가 감지되기도 하지만， 직선 위주의 윤곽선， 세부 표현의 생략 전체적인 특정을 강조한 구성， 

새롭게 등향}는 횡션 등에서 조선 청화백자의 개성과 특정을 살펴볼 수 있다'. I 전승창 

1 국립중앙박물관백자항아리， (201이， p.9 

2. 世祖實錄』 卷38， 12年( 1466) 4月 J:lt午條 . r世祖實錄』 卷39 . 12年(1466)

&月 며4íl짧 

3. 經國大典J r쩌典」 禁制條.r꿇山君B記J 卷29 ， 4年(1498)6FJ 15 日

4 관요빌굴에서 출토된 정화맥자의 파펀은 도마리 1호에서 16접， 우산리 

9호에서 10접， 번전리 5호에서 1 접， 번전리 9호에서 9점등에 지나지 

않는다 

5 전승장조선 초기 영나라 정화백자의 유입과수용고찰」， f미술사학연구』 

264호 (효댁미술사학호1. 2009). pp.35-57‘ 

6 국립중앙빅물관광주군 도마리 백자요지 발굴조사보고서 - 도마리 1호 

요지J (1995), pp.31-97 

7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도요지 빌굴성과 20년， (2001). p.16 

참고문헌 

1 經國大典』

2. r世祖實錄ι

3. r월山君日記』 

4 강경숙효댁토자사" 예경， 2012 

5 김영원조선시대 도자7 1 .，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6 방병선 전승장 외한반도의 흙， 도자기로 태어나1다" 국사펀친위원회， 

2010 

7 윤용이 r.우리 엣 도자기의 아릅다움J， 돌베개， 200 7 

8 정앙모효댁의 도자7 1" 문예출판사 1997 

9 삼성미술관 Leeum, r.소장품선집 고미술.， 2011 

10 호암미술관朝蘇前期國寶展ι 1996. 

11 국립중앙박물관백자항아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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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 Porcelain Jar with Carp Design in 

Underglaze Cobalt Blue 

Treasure No. 788 

Joseon (15th-16th centuflesl11 Item I Ceramics 

H. 247cm, o (MouthI81 cm, o (Basel 12.4cm 

Private Ownership (Leeum, Samsung Museum 01 Art) 

Among the small number of blue-and-white porcelain vessels produced during the early Joseon 

period, this jar is a rare example adorned with fish of various sizes within diamond-shaped 

w indows , 1t is assumed that it was fashioned at one of the g'。、rernment ki1ns at Gwan잉u in the 

Gyeonggi region, which from their establishment in the late 15th century until the 19th century 

produced white porcelain wares for the royal court and government agencies ‘ 

During the early Joseon period, the ban on the private production and use of white 

porcelain was 앉ipul있ed in the dynasty's constitution, Gyeoηrggμkda링eoη (Graηd Code 0/ State 

Adηzín앙tnα#α1，). Representative of the authority and dignity of the royal court, white porcelain and 

blue-and-white porcelain wares were crafted soleψ by government -registered potters, and p따nters 

from Dohwaseo (Bμreaμ 0/ Paintiη'gs) embellished them with fashionable motifs in cobalt b lue , 

Blue-and-white porcel잉n vessels were produced in small quantities and consequently only few 

have survived to the present. A limited range of varieties of b lue-and-white porcel없n are known 

today, including jars, bottles, flat bottles, saucers, lids, two-eared cups, octagon따 cups, flor외 

shaped cups, water dr‘。ppers， and lidded bowls 

Boasting a stout body and sp lendid de∞때ion， this jar is one of the definitive ex없np les 

。f the b lue-and-white porcel영n vessels of the early Joseon period , Although there are features 

believed to demonstrate the influence of the blue-and-white porcel잉n of Ming China 0368 

1644), this 때 strongly emphasizes charaαelistics of Joseon’s blue-and-white porcel외n， including 

decorative outlines stressing straight lines and the omission of extensively detai!ed decorative 

expressl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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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백자 청화보상당초문 항아리 
되磁 뿜畵寶相}좀草文 盡
White porcelainJar with Floral Medallion and Scroll Design 
in Underglaze Cobalt Blue 

보물제1448호 

초선(16세기) 1 1 점 | 도자 

높이 28.0cm. 입지름 1O.0cm. 밑지름 11 .6cm 

개인(삼성미술관 리움) 

〈백자 청화보상당초문 항아리〉는 중국 명나라 백자카 조선에 유입되어 변화하고 발전하는 과정을 보여 주는 유물이다. 조선초기 

의 청화백자는 함께 제작된 순백자와 형태， 크기， 세부의 특정， 제작방법 등이 모두 동일하지만 전세유물의 종류와 수가 적은데， 

그 중에서도 이 항아리는 형태의 비례와 양감이 좋고， 장식소재와 구성이 뛰어난 유물이다. 

백자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이 경기도 광주에 왕실과 관청용 백자를 전담하여 제작하던 관요官쫓가 설치 

되어 수백 년에 걸쳐 운영된 것인데 이곳에서 청화백자가 제작되었다. 조선초기에 백자는 사사로운 제작과 사용이 금지되었고 2 

청화백자의 사용은 더욱 엄격히 큐제되었다-3 조선왕실의 위염과 권위를 상징하는 청화백얀 관요에서 λ}71장沙器E에 의해 만들 

어지며 일부 형태나 장식에서 중국백자의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4 도화서圖畵뽕에 소속된 화원畵員에 의하여 당시 유행하던 그림이 

코발트 안료로 백자의 표면에 장식되며 강한 개성이 나타나기도 한다-5 

〈백자 청화보상당초문 항아리〉는 전형적인 조선초기 백지호의 한 종류로 당당하고 힘이 넘치는 형태가 특정이다. 주둥이 

가 직립하고 높이가 높으며 어깨가 타원으로 넓고 둥글게 벌어지다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며 조금씩 폭이 좁아지는데 굽 언저리에 

서 반전하여 폭이 넓어진다. 전체 크기와 높이， 몸체의 폭 등 비례가 좋고 안정감도 뛰어나다. 비록 순백자이지만 동일한 종류의 

유물이 광주廣州 관요官뿔에서 파편으로 출토되며 일부 가마에서는 청화백자 파편도 발견되고 있어， 이 항아리의 제작지 추정이 

가능하다. 

관요 및 전국 각지의 유적에서 명나라 경덕진景德鎭에서 제작된 청화백자의 파편이 발견되기도 한다6 왕실백자의 제작지 

에서 중국백자가 출토되므로 명나라 청화백자는 〈백자 청화보상당초문 항아리〉와 같은 관요백자官뿔白磁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 

이 크다. 실제로 관뾰객자 중에 경덕진 백자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종류도 있으며， 이 항아리의 보상당초문 장식은 명나라 초기 

에 제작된 청화백자의 장식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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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자 청화보상당초문 항아리〉의 외면에는 발색이 짙고 탁한 청화안료를 붉게 사용하여 경쾌한 붓질로 당초덩굴과 보상화 

를 도식화하여 그려 넣었다. 어깨와 저부에 횡션을 그어 문양대를 구획하고 한 곳에 크기가 작은 보조문양대를 그렸다. 옴체 중앙 

에는 서로 다른 모양으로 피어난 보상화寶相華를 그리고 당초덩굴에 반원형의 곡선을 넣듯 덩굴이 폼체의 상부와 저부를 오가며 

외면에 화려하게 장식되었다.전체적으로보아그럼 주변에 여백을거의 남기지 않아장식이 번잡한듯보이지만그림의 구도나필 

력이 매우 뛰어나서 한 폭의 수묵화를 보는 듯 그림 맛이 좋다. 

유물의 표면에는 맑고 투명한 광택이 좋은 유약을 앓게 씌웠으며 대체로 연한 회색을 띄고 있다. 굽은 바닥을 편평하게 

다듬은 후 원형의 고리모양으로 가장자리만 남기고 안쪽 바닥을 퉁글고 납작하게 깎았다. 이러한 굽의 모양을 안굽이라고도 하며 

백자호에서 즐겨 사용하였다. 굽바닥에 크기가 작은 모래를 받침재료로 사용한 흔적이 있다. 

〈백자 청화보상당초문 항아리〉는 형태와 그림장식이 뛰어나며 현재 전하는 예가 극히 드문 유물이다， 또한， 조선의 청화백자 

가 중국 명나라 백자의 영향을 받아 제작되고 발전하며 변화되는 과정을 엿볼 수 있는 유물이어서 연구자료로 중요하다'. I 전승창 

1 국립중앙박물관. r l;! 자항아리， (2010 ). pp.16-21 

2. '世祖實錄』 卷38. 1 2年( 1 466) 4月 m午條.'世祖實錄j 卷39 . 1 2年

(1466)6月 며午í~ 

3. "經國大典， r꺼j典」禁制條웠山롬B記』卷29 . 4年 ( 1 498) 6月 15 8. 

4 잔승창조선 초기 영나라 정화백자의유입과수용고찰」， 「미술사학연구』 

264호 (효택미술사학호1. 2009). pp.35-57 

5 강경숙효댁토자사，(일지사， 1989). pp.382- 384. 

6 국립대구빅물관우리 문회박의 중국도자기， (200 4). pp.1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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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립중앙박물관백자항아리J. 20 10 

10 삼성미술관 Lee um. '.소장품선집 고미술J. 2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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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 Porcelain Jar with Floral Medallion 

and Scroll Design in Underglaze 

Cobalt Blue 

Treasure No. 1448 

Joseon (16th centuryl111tem I Ceramics 

H. 280cm, o (Mouthl10 Ocm, o (Basel 11 .6cm 

Private Ownership (Leeum, Samsung Museum 01 A띠 

T뻐s jar testifies to the process of the introduction into ]oseon of white porcelain wares from Ming 

China 0368- 1644) and their i바luence on local white porcel없n， The blue-and-white porcelain of 

the early]oseon era is identical to the pl잉n wl꾀te porcelain of the same period in terms of form, 

size, detailed characteristics, and crafting methods , However, only few blue-and-white porcel와n 

wares have survived to the present and their varieties are limited , Among them, this 때 is noted for 

its excellent proportions 없ld sense of volume, as well as for the outstanding decorative scheme ‘ 

This 때 demonstrates the strong and dignified body φpical of early-]oseon white porcel없n 

￦ares ， The mouth is high and upright, and the contours bulge int。 때 。，val shape at the shoulders 

and gradually narrow until w idening again at the f，∞t This jar‘ is superlative for the proportψns of 

the overall size, height, and diameter, presenting a fitting sense of stability , Althou빙1 exclusively 

in plain white porcelain, shards of the same type of vessel have been found at the sites of 

g。、rernment kilns in Gwangju; and there are some blue-and-white porcel잉n shards have been 

found there as well ‘ This supports a supposition regarding the place of produc디。n for this bottle , 

This blue-arld-white por‘cel밍n jar displays excellent form and superb pictori려 decoration , It 

also has academic value as a material demonstrating the development of ]oseon white porcel킹n 

under the influence of the white porcel외n tradition of Ming China‘ 

White Porcelain 389 



16 백자 청화‘망우대’명 초충문 접시 
되磁 뿜畵‘忘憂臺’銘 草蟲文 樓물E 
White Porcelain Dish with Grass and Insect Design and 
Inscription of “ Mangudae" in Underglaze Cobalt Blue 

보물저11057호 

초선(16세기) 1 1 점 | 도자 

높이 1.9cm. 입지름 16.0cm. 밑지름 9.1cm 

개인(삼성미술관 리움) 

백자 중에 주둥이 가장자리가 넓고 편평하게 만들어진 종류를 전접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유뺨轉과 태토船土， 형태， 문양은 물 

론 제작기술製作技術에서 조선전기 백자의 특정을 잘 드러나는 대표적인 기종器種으로 꼽힌다; <백자 청화‘망우대’명 초충문 접시〉 

는 ‘망우대’라는 특정장소가 적힌 유일한 전접시이며 용도까지 추정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유물이다. 동시기에 제작된 일반적인 종 

류의 접시에 비하여 몸체의 높이가 낮고 폭이 넓어， 전체적으로 매우 납작한 형태이다. 또한 주둥이의 끝이 금속기金屬器 가장자리 

와 같이 도톰하게 말려 있고， 주둥이에서 몸체로 이어지는 그릇의 측면이 예리한 직각을 이루며， 안 바닥이 넓고 편평하여 다른 

종류의 접시와 확연히 구분된다. 

이러한 종류는 고려전기부터 특별한 용도의 청자로 제작되기 시작하여 시간의 경과나 기술의 발전에 따라 그 형태가 조금 

씩 변화되었지만， 기본적인 조형은 금속제로 만든 전접시를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 金屬製 전접시가 만들어지고 사용되었던 사실 

은 1454년(단종 2)에 완성된 i'À~l종실록世宗實綠』 낀오례 ·가례서례표禮‘嘉禮子젠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되는데， 이 책에 실려 있는 쌍 

이초화금잔과 잔받침의 그림은 백자접시를 연상케 한다. 기록의 잔받침은 금속을 재료로 만든 것으로， 높이가 매우 낮고 입지름 

이 넓으며 주둥이 가장자리에 폭이 좁은 전이 형성되어 있다. 몸체에서 주둥이로 이어지는 부분이 예리한 직각을 이루고 있어서 

백자접시와 동일한 형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백자 청화‘망우대’명 초충문 접시〉는 전접시가 잔받침의 용도로 제작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물 

이다. 편평하고 넓은 안바닥 중앙에 원각圓刻을 파내어 잔蓋과 같은 굽이 작은 그릇을 안정적으로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위에 청화안료로 ‘망우대忘憂臺’라는 문자를 적어 놓았다. 만일 접시로 쓰기 위해 제작된 것이라면， 안바닥의 원각과 바닥전변 

에 그려진 회화장식의 구성과 의미는 이해되지 않는다. 즉， 잔받침을 의식하여 원각을 하고 원각 주위에 장식한 것이다-1 

〈백자 청화‘망우대’명 초충문 접시〉는 형태와 장식， 질 등으로 보아 경기도 광주 관요官쫓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실제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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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 우산리， 번천리 등 왕실용 백자를 제작했던 가마터 발굴에서 다수의 순백자와 소수이지만 청화백자 전접시 파편이 출토되 

기도 하였다.2 이후 관요에서 만들어진 백자전접시는 후기로 갈수록 크기와 형태가 다양하게 등장했는데， 대체적으로 크기가 작 

아지고 높이가 높아지는 한편 그릇이 두꺼워지며 안바닥이 부드러운 곡면을 이루는 변화양상을 보인다3 따라서 망우대명접시는 

크기나 세부의 특정 등으로 보아 제작이 활발하게 진행되며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전접시의 변화는 장식문양에서도 나타난다 장식에는 〈백자 청화방우대’명 초충문 접시〉처럼 청화안료J} 사용되었으며， 

초기에는 그릇 내외면 모두에 그림이 그려지다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외면의 문양이 먼저 사라지고 후에는 내면의 넓은 안바닥만 

을 장식하였다. 따라서 안바닥 중앙에 간략한 풀꽃과 풀벌레가 그려져 있는 장식으로 검토해 보아도 전접시의 제작이 활발했던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변에 광택이 좋고 투명한 유약을 씌웠으며， 굽은 지름이 다른 유물에 비하여 작은 편이 

지만 세부를 꼼꼼하게 다듬었다. 바닥에는 모래를 받쳐 구운 흔적이 남아 있다. 

윗면 중앙의 원각圓刻 속에 청화안료로 근심을 잊게 하는 받침이란 뜻의 ‘망우대E憂臺’라는 명칭을 적어 두었지만 어느 곳 

을 의미하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잘 그려진 한 폭의 초충도草蟲圖를 보는 듯 흥겹고， 여백의 맛을 시원스럽게 살린 그림을 보면 글 

씨가 의미하는 것처럼 속세f짝빽 고뇌가 절로 사라질 듯하다'. I 전승장 

1 삼성미술관 Leeum. ';소장품선집 고미술， (2011). p.140 

2 잔승장 「경기도 광주 관요의 설치시기와 번조관J. 미슬사연구， 22호 

(미술사언구호1. 2008), pp.199-215 

3 전승장 「조선 전기의 백자 전접시 고잘」， r호암미술관 연구논문집. 2호 

(삼성문화재단， 1997) ， pp.10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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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 Porcelain Dish with Grass and 

Insect Design and Inscription of 

“Mangudae" in Underglaze Cobalt Blue 

Treasure No. 1057 

Joseon 11 6th century) I 1 Item I Ceramics 

H. 19cm, DIMouth)160cm, DI8ase)9.1 cm 

Pr ivate Ownership ILeeum, Samsung Museum 01 A띠 

The white porcel없n vessel with a wide, flat rim is known as a “winged dish" , a variety of white 

porcel잉n vessel that epitomizes the characteristics of Joseon white porcel없n in terrns of glaze, clay, 

forrn, and decoration. T비s vessel is the only winged dish inscribed with the inscription mang씨껴깅e， 

me와lillg “saucer where one c따1 forget about worries" 없ld therefore pr，。、rides evidence of the use 

。f white porcel입n winged dishes as saucers ‘ This dish is low-bodied and horizontally spacious 

compared with ordinary dishes from the same period. 1t is distinct from other tableware in that 

it has a rolled-up rim more common with metal wares, shows a sharp angle where the mouth is 

conneαed to the body, 앙ld has a flat and expansive inner bottom ‘ 

First produced in celadon during the Goryeo Dynasty, winged dishes underwent 

tr없1Sforma디。ns in shape with the passage of time and the development of related teclmiques, 

but generaily maintained their overail forrn derived from metal ware. Records on winged dishes 

are included in 5，링'ong sí!!ok (Tbe Anna!s 0/ Kíηrg 5ejong) , which depicts a g이den cup and a 

saucer. The saucer mentioned in this book is made from metal, but its appearance is described as 

reminiscent of thls white porcel와n example. It is recorded that the saucer shows a limited height, a 

broad mouth, a wide wing, and a sharp angle where the mouth joins the body. 

This piece is va1uable in that it clearly demonstrates that winged dishes were used as saucers 

for c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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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백자 청회송죽인물문 항아리 
되磁 뿜畵松竹人物文 立盡
White porcelainJar with Pine, Bamboo, and Human Figure 
Design in Underglaze Cobalt Blue 

보물저1644호 

초선(16세기) 1 1 점 | 도자 

높이 47.0cm. 입지름 15.2cm. 밑지름 16.2cm 

이화여자대학교(01화여자대학교박물관)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청화백자 항아리로， 소나무 · 대나무 ·고사高士 등이 회화적으로 장식되었다. 초벌구이한 백자 표변에 먼저 

목탄 등으로 본을 뜨고 그 위에 덧칠 없이 일필휘지로 코발트를 주성분으로 승}는 청화안료로 선을 그리고 변을 채워 완성시켰다. 

기형은 매병형의 입호f꿇로 구연口緣은 직립하며， 허리는 굴곡이 심하고 굽이 다시 벌어진다. 이러한 S자형 몸체는 조선 

15.16세기의 입호에서 보이는 특정이다. 문양은 구연부 가장 윗부분과 굽부분의 가로줄 사이에 배치되었다. 직립한 구연부에는 

여의두형 구름을 군데군데 그렸다. 몸통에는 송하인물松下A物 즉 소나무 아래 인물을 주제로 한 장면을 시문하였다. 소나무 아래 

서책이 놓인 상에 팔을 괴고 앉은 고사高士 인물이 있는데， 자연을 관조하는 모습은 도교적인 이상향을 보여주고 있다1 다른 한 

변에는 한 줄기 가는 대나무와 그 옆에 고사와 거문고를 든 동자 즉 동자시립童子待立의 장면이 묘사되었다. 이들 장면들은 중국 

그럼에 자주 등장판 화제로 화원이 화보를 참고하여 그린 것으로 보인다. 

중국 명대明代 청화백자에 등장"Ò}는 인물문은 사녀도{士女圖나 고사도高士圖， 동자도童子圖와 선인도仙A圖 등애. 또한 구 

도와 포치를 보면 여백 없이 종속문을 동반하면서 빽빽하게 시문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백자 청화송죽인물문 항아리〉와 

같이 기형에 어울리도록 여백과 문양을 배치하여 여유롭게 품격을 더욱 느끼도록 시문하는 경향은 조선 백자 문양 구성의 한 

특성이다2 

이 항아리는 형태나 그림의 소재 등이 동국대학꽤1물관 소장 〈백자 청화송죽문 홍치이년명 항아리白磁 좁劃챔文 弘治二年銘

뚫)(1489)와 유사하지만， 소나무 ·대나무·바위 등으로 형성된 공간 아래 인물이나 동물이 배치되는 절고뻐波화풍의 특정을 가지고 

있다. 절파계 그림을 다수 그린 이경윤주慶亂， 1545-7의 화풍과 유사하며，3 도화서 화원이 광주 관요에 가서 그렸을 것으로 추측된 

다. 구도나， 인물의 배치 및 묘사가 16세기 후반의 화풍과 매우 유사하여， 제작 시기는 대체로 16세기 후반 경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약은 청백색을 띠고， 기벽이 두꺼워 저부에 균열이 있다. 구연과 굽 부분을 보수한 흔적이 았으며， 회화성이 매우 뛰어난 

16세기의 걸작이다; 1 방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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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면의대나무부늬 

1. 방병선조선 전기 한앙의 도자 : 칭호빽지를 중심으로」， F강좌미술사， 19 

(효택불교미술사학호|‘ 2002), p.200 

2 방병선슨백으로 빚어낸 조선의 마음， 백자J (돌베개 . 2002), p.138 

3 강경숙흐H국도자사J (예경， 20 1 2)， p.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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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 Porcelain Jar with Pine, Bamboo, 
and Human Figure Design in Underglaze 

Cobalt Blue 

Treasure No. 644 

Joseon (16th century) I 1 Item I Ceramlcs 

H. 47 0cm, D(Mouth) 15.2cm, D(8ase)16.2cm 

Ewha Womans University 

(Ewha Womans University Museum) 

This artifact is a blue-and-white porcel잉n jar from the early J oseon period, decorated with 

paintings of pine trees, bamboo, and a scholar. Sketches were fust drawn on the bisqued clay body 

in charc。리， 없ld then out버les and spaces were painted in cobalt in a single brushstroke without 

mo(퍼fications or overlaps 

Tl꾀s jar has much in common with the White Porcelain Jar with Pine and Bamboo Design 

and Inscription of the “Second Hongchi Year" in Cobalt Blue Underglaze (National Treasure 

No . 1 ï6; collection of Dongguk Universi미 Museum) in terms of form and painting technique 

However, this jar shows char<3!αeristics of the Zhe School, evidenced by the posi디。n of the man 

under the space filled with pines, bamboo, and rocl영‘ The painting in th성 때 is stylis디cally similar 

to examples by Yi Gyeong-yun (l545-?), who was prolliìc in producing Zhe School-styled works. 

1t is assumed that a professional 없tist from the Office of Paintings (Dohwaseo) drew this at a 

g。、rernment kiln in Gwangju in the Gyeonggi region. The composition of the motifs and the 

p。잉tion of the human fi 2Ure 때d the marmer of portraying them 떠1 resemble thξ pain디ng st찌e of 

the late 16th centU1y , suggesting a late 16th--centU1y production date for 따 jar. 

The glaze tal<:es on a blue-white tinge, and its thickness increases toward the foot, which 

shows crackling. Bearing marIζs of rep잉r at the mouth 있ld the foot, this blue-and-white porcel잉n 

work is a 16th-century masterpiece with excellently 떠steful pai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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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백자태항아리 및태지석 
면磁服盡 및 R읍誌石 
White Porcelain Placenta Jars and Stonε 
Placenta Tablet 

보물저11065호 

조선(16세기) 13접 | 도자 

외호:높이 30.6cm . 입지름 19.7cm. 밑지를 14.6cm 

내호 : 층높이 25. 1cm. 높이 21.7cm . 입지름 9.Ocm. 밑지름 9. 2cm 

태지석 : 높이 21.Ocm. 너비 21.Ocm. 두꺼1 5.7cm 

우학문화재묘R용인대학교박물관) 

이 유물은 조선 왕실에서 태服를 담는 용도로 사용된 태항아리로， 문양이 없는 순백자에 단정하고 안정감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 

다. 제작 시기와 태주인貼主λ을 알 수 있는 태지석8읍폼石을 동반하고 있어서 조형적 ·학술적으로 중요한 작품이다. 

태8읍 항아리는 작은 크기의 내호內뚫와 내호를 담는 외호外쫓로 이루어지며， 내 ·외 항아리의 형태는 거의 유사하지만 크기 

에서 차이가 있다. 외항아리는 아카리가 넓고 밖으로 말려 있으며， 어깨가 넓고 서서히 좁아지는 모습으로 단정하고 안정감이 었 

다. 어깨 네 곳에 뚜껑과 함께 끈을 묶어 고정시키는 작은 고리가 부착되어 있다. 굽다리는 안바닥을 깎은 안굽의 형태이며， 모래 

를 받쳐 정교하게 구웠다. 외호의 뚜껑은 납작한 원반형오로， 사방에 구멍이 있는 꼭지가 달려 있다. 내호의 뚜껑은 퉁그스름한 원 

반 형태이며， 외호 뚜껑과 마찬가지로 사방에 구멍이 있는 보주형 꼭지가 달려 있다 꼭지에 뚫려 있는 구명과 몸체 어깨에 부착된 

네 개의 고리를 끈으로 연결하여 뚜껑을 고정시킬 수 있다. 뚜껑은 안쪽 변에 퉁근 원형으로 11곳에 모래 섞인 내화토耐火土 빚음 

을 받쳐서 번조한 흔적이 었다. 백자 태항아리는 파손된 부분이 없으며， 유약은 전면全面에 고르게 시유되었으며， 잘 녹아 투명하 

고 광택이 있다. 하부에만 세로로 빙렬이 있으며， 굽안바닥의 유약뼈藥은 산화짧化되어 박락 현상이 보인다. 

동반된 태지석없誌石은 정방형의 오석烏￡이며， 윗면에 해서체階홈體의 명문이 세로로 음각되어 있다. 명문 내용은 「황명만 

력삼년사월훌明萬歷三年四月/이십육일묘시생二十六-gp時生/왕자경용아기씨태王子慶廳멘只B2.貼/만력구년사월초萬斷L年四月/초일일계시장 

初)日했총藏」 이다. 태의 주인인 왕자王子 경용아기씨塵龍阿只民는 광해군이며， 만력 3년(1575) 4월에 태어나서 만력 9년(1581)에 태없 

를 묻었음을 알 수 있다. 태지의 기록으로 보면， 동반된 백자 태항아리는 1575년에서 1581년 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백자 태헝아라는 왕실에서 왕자 · 대군· 공주-옹주가 태어날 때 태貼를 담는 용기이며， 미리 정해진 태봉8읍총에 태실ø~室을 

조성하고， 태항아리와 태지석을 묻는데 이를 장태藏8읍 또는 안태安8읍라고 한다. 조선 이전에도 김유신의 태봉 이야기가 뺨국사기』 

와 I보려사』에 전하며， 충렬왕과 충목왕의 태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지만 안태했감 행위는 조선이 건국된 이후에 정례화된 왕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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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껑과몸체 ‘굽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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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로 정착되었다 태항아리는 조선 초기에는 도기와 분청사기로 제작되었다가 1470년에서 1480년경부터 백자로 제직되었다 1467 

년경에 경기도 광주에 관요가 설치된 이후에는 관요에서 제작된 백자 태항아리가 조선 전기간 동안 제작되어 λF용되었다. 

이 백자 태항아리는 1575년에서 1581년 사이에 져1직되어 왕자 경용아기씨[광해군]의 태를 담았다는 태지석을 동반한 작 

품으로 학술적 ·조형적 가치가 높은 자료이다. 백자 태항이리는 왕자의 태를 담는 용기로서 16세기 후반 왕실용 백자를 대표할 뿐 

만 아니라 왕실용 백자의 유색， 번조볍， 태토 등을 연구하고 편년編年할 수 있는 자료로서 도자사적인 의미가 있다: I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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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지석 

White Porcelain Placenta ]ars and 

Stone Placenta Tablet 

Treasu re No. 1065 

Joseon (16th century) 131tems I Ceramics 

Outer Jar. H. 30.6cm , o (Mouth) 19}cm, o (Base) 14.6cm 

Inner Jar . H(Total) 25 1 cm, H. 21.7cm , o (Mouth) 90cm, D.(Base) 92cm 

Tablet : H. 21.0cm, W 21.0cm, 1 5.7cm 

Uhak Cultural Foundation (Yong In University Museum) 

These porcelain jars intended to contain the placentas of royal family members arε freε 。f

decorative patterns and made in a shape suggesting a sense of dignity and stability. They came 

with an epitaph that provides the date of production and Ùìe owner of the placenta, offering both 

stylistic and academic valuε 

During ]oseon Porcelain, jars were used as receptacles for the placenta of a newly born 

prince or princess of the royal family ‘ When a royal baby was born, a chamber was constmcted on 

a pre-selεctεd hill and the placenta container was buried thεre. Placenta containers were created in 

ealthenware and bμηcheog in the early ]oseon period, while white porcelain placenta receptacles 

began to be produced bεtween 1470 and 1480. From the time government kilns wεrε constmcted 

in the Gwangju area in the Gyeonggi province in 1467, they continued to make white porcelain 

placenta containers throughout the entire ]oseon period. 

Thε epitaph that accompanied the placenta jars accounts that Ùìξ ja엽 were crafted bεtweεn 

1575 and 1581 and used to house the placenta of Regent Gwanghae (r. 1608-1623). These jars that 

once held the placεnta of a prince are a rεprεsεntative of Ùìe royal porcelain wares of Ùìe late 16Ùì 

century, and also offer historic information regarding the color of glaze preferred for royal family 

vessels, Ùìeir firing meÙìods, Ùìe composition of Ùìe clay body, and Ùìe chronology of cerarnic 

l디StOl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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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백자태항아리 
면磁服盡 
W이ite Por‘celain Placenta Jars 

보물저11055호 

조선(16세기) 12접 | 도자 

외호 : 층 높이 42.5cm, 입지를 25.0cm, 밑지를 25.3cm 

내호 : 층 놀이 27.6cm, 입지름 10.6cm, 밑지름 l 1.7cm 

성보문호f재드H호림박물관) 

〈백자 태항아리〉는 태貼를 담는 용도로 사용된 항아리로， 문양이 없는 순백자의 군더더기 없는 단정한 형태를 갖추었으며， 조선 

전기에 왕실에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이다. 

태8슴 항아리는 작은 크기의 내호內옳와 내호를 담는 외호外옳로 이루어지며， 내외호 모두 뚜껑이 었다. 내외 항아리는 크기 

는 다르지만 형태는 유사한데， 아카리가 넓고 밖으로 말려 있으며， 어깨에서 벌어져서 서서히 좁아지는 모습으로 단정하고 안정감 

이 있다. 어깨 네 곳에 뚜껑과 함께 끈을 묶어 고정시키는 고리가 부착되어 있다 굽다리는 안바닥을 깎은 안굽의 형태이며， 가는 

모래를 받쳐 정교하게 구웠던 흔적이 있다. 외호의 뚜껑은 반원형오로 일부는 수리되었으며 사방에 구멍이 있는 보주형寶珠形의 

꼭지가 달려 있다. 내호의 뚜껑은 납작한 원반 형태이며， 외호 뚜껑과 마찬가지로 사방에 구멍이 있는 보주형 꼭지가 달려 았다 

꼭지에 뚫려 있는 구멍을 통해서 폼체에 부착된 네 개의 고리와 끈으로 연결하여 뚜껑을 고정시킬 수 있다. 유색빼色은 으감} 담챙 

을 머금은 맑고 깨끗한 백자유白짧觸가 전면에 고르게 시유되었으며 빙렬永짧은 없고， 뚜껑의 안쪽 면 가장자리에 태토服土 벚음을 

받쳐 구운 흔적이 열군더l 았다. 이 백자 태항아리는 태지석이 없어서 정확한 제작 시기를 알 수 없지만 내외호의 기형이나 담청색 

을 띠는 유색 등을 볼 때 중종 둘째딸 의혜공주廳惠公主， 1521-1564의 태항아리와 유사하여 16세기 전반 경에 제작되는 것으로 추 

정된다: 16세기 전반에 경기도京幾道 광주廣까| 일대의 번천리찢) 11里 우산리牛山멸 도마리 등지의 가마에서 왕실용 태항아리로 특별 

히 제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백자 태항아리〉는 왕실에서 왕자 - 대군‘ 공주 ·옹주가 태어날 때 태8슴를 담는 용기이며 미리 정해진 태봉貼훌에 태실8끓 

을 조성하고， 태항아리와 태지석을 묻는데 이를 장태藏服 또는 안태鍵라고 한다. 조선 이전에도 김유신의 태봉 이ψ1가 ~{}국 

사기』와 F고려사』에 전하며， 충렬왕과 충목왕의 태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지만 안태安없 행위는 조선이 건국된 이후에 정례화된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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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의례로 정착되었다. 태항아리는 조선 초기에는 도기와 분청사기로 제작되었다가 1470년에서 1480년경부터 백자로 제작되었다. 

1467년경에 경기도 광주에 관요Jr 설치된 이후에는 관요에서 제작된 〈백자 태항아리〉가 조선 전기간 동안 제작되어 사용되었다. 

이 〈백자 태항아리〉는 태지석이 분실되어 정확한 제작 시기나 태주인없主A은 모르지만 대체로 16세기 전반 경에 제작된 

왕실용 태항아리로 추정되는 작품이다. 당당하고 풍만하면서 안정감 있는 형태와 담청색을 띠는 순백자만의 깔끔한 유색은 16세 

기 전반경의 왕실용 백자의 조형성을 대표하고 있다: I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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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 Porcelain Placenta J ars Treasure No. 1055 

Joseon 116th century)I 21tems I Ceramics 

Outer Jar : H. 42.5cm, o IMouth)25.0cm, DIBase) 25 .3cm 

Inner Jar H. 276cm, o IMouth)106cm, DIBase) 11 .7cm 

Seongbo Cultural Foundation IHorim Museum) 

These jars are receptχles that con때ned the placenta for a prince or princess of the r。때 f잉nily 

When a royal baby was born, his or her placenta was put in jars and buried in a charnber (t.αesit) 

。n a pre-determined 비11 (taebong) , a practice called jangt，αe (“burying the placenta") or aηtae 

(“enshrining the placenta"). Although the custom of burying placentas seems to pred있.e the ]oseon 

era, as evidenced by stories about the placenta hill of the Silla general Kim Yu-sin that are written 

in the Korean histories Samgμk sagi (History of the Three Kingdoms and Goryeosa), it became 

established as a regular royal custom starting with the ]oseon Dynasty. Placenta jars had been 

produced in earthenware and bzιncheong， and started to be produced in white porcel잉n between 

1470 때d 1480 뼈er the establishment of governrnent ki1ns in the Gwangju area in the Gyeong링 

region in 1467, the g。、rernment ki1ns were responsible for the cr:삶ing of white porcel킹n placenta 

뺑 throughout the ]oseon period. 

These jars were found without an epitaph, rendering the date of production and the owner 

unknown, but they are assumed to have been created as placenta containξrs for regal use in 

the e없ly 16th century. The imposing voluminous form imbued with a sense of stab퍼디T and the 

tr뼈parent white glaze with a b lue tint both exemp뼈 thesφle of royal white porcelain wares 

from the early 16th centur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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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백자태항아리 및태지석 
면磁服盡 및 R읍誌石 
White Porcelain Placenta Jars and Stonε 
Placenta Tablet 

보물제1169호 

조선(17세기) 13접 | 도자및 돌 

외항아리 : 높이 30.9cm, 입지름 21.4cm, 밑지를 14.1cm 

내흔빠리 : 놀이 19.2cm, 입X텀 10.6cm 

태지석 높이 26.6cm, 너비 26.7cm, 두꺼1 4.6cm 

성보문화재단(호림빅물관) 

조선시대 왕실 백자 태항아리로서 외항아리와 내항아리， 태지석없씀石이 한 조를 이루고 있다. 태항아리란 왕실에서 태어난 아기들 

의 태貼를 담는 항아리로， 조선시대에는 내항아리와 외항아리를 갖추었고 이름과 출생일을 적은 태지석과 함께 풍수지리에 잘 맞 

는 산릉을 선택하여 묻었다1 이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것으로 신라시대부터 조선에 이어진 장태문화藏8슴文化 

가 그 배경。1다. 왕실에서 행해진 장태의식은 왕실 자손의 무병장수와 부귀영화를 기원등}는 의미에서 자손들의 태를 중요시하면 

서도 신성시하여 전국 각지의 명당지에 묻어 봉안하였다 이것은 풍수와 음양에 바탕을 둔 것으로 왕실의 기복을 바라고， 동시에 

왕권을 강화하려는 두 가지 측면이 있었다2 

조선시대에 사용된 도자제 태항아리는 다양한 종류와 형태가 있었다. 그릇의 종류는 도기에서 분청사기， 백자가 모두 사 

용되었다. 형태는 대체로 기다량고 퉁그런 항아리를 시용하고 있지만 작은 항아리가 쓰일 때도 있었다. 항아리의 뚜껑으로는 접시 

와 반구형 뚜껑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형태는 제작 시기와 태주의 지위 즉 왕과 왕자 후궁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였다'. <백자 태항 

아리 및 태지석〉의 외항아리는 구연이 넓으며 거의 수평으로 벌어졌다. 목이 짧고 어깨는 둔중한 독션을 이루는 반면 굽으로 향 

하는 측면은 직선미가 강조되었다. 어깨부분에 귀 4개가 달려있는데 연봉오리 모양의 뚜껑에 뚫린 네 개의 구명과 연결하여 뚜껑 

을 고정하도록 되어있다. 뚜껑 안쪽에는 퉁근 모양의 받침을 받쳐 구운 흔적이 었고 굽바닥에는 가는 모래받침으로 번조한 흔적 

이있다 

내항아리도 외항아리와 유사한 형태로 네 개의 귀와 뚜껑의 구멍을 연결히도록 되어있으며 번조 흔적도 동일하다. 초기의 

장신형長身形 항아리에 비해 키가 낮이켜고 옆으로 벌어져 안정되는 17세기 태항아리의 특정을 보인다3 외항아리와 내항아리는 

모두 회백색까白色의 유약을 시유하였다. 태항아리의 매장연대를 미루어보아 1640년에서 1649년까지 활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 

기도 광주 선동리仙東멸 가마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측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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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지석앞면과뒷면 

태지석은 정방형의 오석鳥石으로 앞면에는 해서체로 ‘기묘년己깨年 시월십칠일十月十七日 묘시생J)p時生 왕자아지씨태王子阿只KMî’ 

라고 음각陰刻 되어있고， 뒷면에는 가운데에 ‘계미년쫓未年 시월이십오일十月二十五日 미시장未8鍵’이 음각되었다. 음각된 글씨는 붉은 

주칠이 되어있고， 이 글을 통해 1639년 태어난 왕자 아지阿只의 태를 1643년 묻었음을 알 수 있다~ I 방병선 

1. r선조수정실록」 권4. 3년 2월 1 일 기해 

2 국립문호f재연구소조선왕실의 안태와 태실 관련 의궤J (2006). p.11. 

3 윤용이朝靜時代 白쫓 船항아리의 成立과 變홉r東동美術史學J 1 

(동악미술사학회. 2000). p.62. 

4 방병선조선후기 백자 연구J (일지사. 2000). p.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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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 Porcelain Placenta J ars and Stone 

Placenta Tablet 

Treasure No. 1169 

Joseon (17th century) I 3 Items I Ceramics and Stone 

Outer Jar H. 309cm. D(Mouth) 21 Acm. D(Base) 14.1cm 

Inner Jar . H. 192cm. D(Mouth) 10.6cm 

Tablet. H. 266cm. W 267cm. 14.6cm 

Seongbo Cultural Foundation (Horim Museum) 

These are placenta jars designed for a member of the ]oseon royal family . The two jars are 

matched with an epitaph “ Placenta jars" refer to containers in which the placenta of a new royal 

baby was enshrined, usua11y coming as a pair of jars, one irmer and one outer, accompanied by a 

stone 띠blet inSCI‘ibed with the owner's name and bÍlth date. The jars and tablet were then buried 

on a hill that was deemed propitious according to pμηgsμ geomantic principles. Such a custom of 

bU1ying placentas is not found in other countl1eS, but is unique to Korea where it was transmitted 

from the Silla pel10d until the ]oseon era 

PorcelaÍl1 placenta jars from ]oseon were made in diverse lypes and shapes. Placenta jars 

were made in ealthenware, buηcheoη:g， and white porcelain. They were genera11y rendered Íl1 an 

e10ngated and round shape, but sma11er ones were a1so created, and lids for the jars took the fOlm 

of a dish or hemi-sphere. The shape would be influenced by the royal status of the owner - whether 

one was a plince or princess, and was born of the queen consOIt or a concubine 

The outer 띠r of Treasure No. 1169 shows a wide and drastica11y flaring mouth and a ShOlt 

neck. The obtuse CUlve at the shou1ders becomes a strai2:ht 파le toward the foo t. The four sma11 。

protruding 100ps at the shoulder are intended to fit with the four grooves fashioned into the 

interior of the 10tus bud-shaped lid. η1e Íl1tel10r of the lid bears marks of being flred on a round 

SUppOlt, and the underside of ù1e foot on the body has signs of beÍl1g fired on fine sand. Made in a 

sin띠ar shape as the outer jar, ù1e inner jar features four loops on Ù1e shoulder to match ù1e grooves 

of the lid; signs of filing appear in a sirnilar manner. The bodies of Ù1ese jars are rather ShOlt and 

wide compared to the relative1y long body manifested in placenta jars from earlier pel10ds. BOÙ1 

ù1e inner and outer jars are covered with grayish-white glaze. Given ù1e date when ù1e jars were 

bU11ed, they were seeming1y created at a kiln in Seondong-11 in ù1e Gwangju area that is pU1polted 

to have been in operation from 1640 to 1649 

Made out of a square black stone, ù1e p1acenta tablet is calved with ù1e inscIiption “ 己~~

年十月十七日대ß꿈生王子阿只，EI;:船" on ù1e front and “쫓未年十月二十五日" on the back, and ù1e 

incised characters are painted in red. The epitaph indicates Ùlat the jars were used to enshrine Ù1e 

p1acenta of Plince Aji who was born in 1639, and ù1ey were bU11ed in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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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백자철회끈무늬 병 
면磁鐵畵華組文Jtli 
W이ite Por‘celain Bottlε with String Design in 
Underglaze lron 

보물저11060호 

조선(1밍~17 1) 11접 | 도자 

높이 31 .4cm, 입지릅 7.0cm, 밑지를 10.6cm 

국유국립중앙박물관) 

이 백자병은 조선 전기에 제작되는 대표적인 병의 기형오로， 백자병의 목 부분에 끈을 묶어 늘어뜨려진 모습을 산화철 안료를， 사 

용하여 문양으로 그려낸 매우 특정적인 작품이다. 

병의 기형은 아카리가 나팔처럼 밖으로 벌어져서 끝부분이 도톰하게 말려 있으며， 잘록하고 가늘어지는 목부분을 지나서 

몸통으로 가면서 서서히 넓어져 아랫부분에서 풍만하게 퉁글어지는 형태이다. 병의 형태는 군더더기 없는 단정하고 당당한 모습 

으로， 조선전기에 제작되는 백자의 특정을 잘 보여준다. 이 백자병에서 가장 주목되는 조형성은 병의 목부분을 끈으로 묶어서 매 

달거나 들고 다니는데 사용했을 법한 실제 상황을 그대로 백자의 무늬로 표현했다는 점이다. 산화코발트와 산화철 안료를 사용하 

여 그려진 끈은 병의 목을 감고 몹체 아래로 자연스럽게 늘어뜨려졌는데， 끈의 끝부분을 꼬아서 퉁글게 말린 모습은 마지막 면댄 

처럼 느껴진다. 끈무늬를 그린 방법은 먼저 청료좁料(산화코발트)로 열게 그련 후， 그 위에 다시 산화철을 안료로 짧게 부드러우면 

서도 유연한 필치로 농담을 섞어가면서 운치 있게 표현하였다. 유색觸色은 담청색淡좁色으로 병의 전체 면에 고르게 시유되어 있다. 

굽은 다리굽으로， 약간 높고 거의 직선으로 내려오는 형태이며， 접지변에 유약을 살짝 닦아내고 가는 모래를 받쳐 구웠다. 

굽 안바닥에 산화철 안료로 ‘니째’라는 한글 명문짧文이 있어 주목된다. ‘니쩌’는 이 백자병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이 

름으로 추정되는데， 최근에 이루어진 서울 청진동 일대 발굴에서 굽안바닥에 ‘가히’라는 한글 묵서뚫書가 있는 조선전기 백자펀들 

이 확인되었다. ‘니가히’는 이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광해군때 등장하는 ‘개시介똥’라는 여인의 이름을 1613년에 쓰 

인 왕실 한글 일기인 『계축일기』에서도 ‘가히’로 적고 있다.1 

조선 15세기 전반 경부터 경기도 굉주; 전라도 남원， 경상도 고령 등지에서 좋은 품질의 백자가 제작되었고，2 15세기 후반 

인 1467년경에 경기도 광주에 셜치되는 사옹원 산하의 사기소沙器所가 관요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철화백자 병은 기형， 번조 받 

침， 유색 등에 기준하여 대체로 16세기 중후반 경에 경기도 광주 관요官쫓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이다: 16세기경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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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되는 철화백자의 예가 많지 않지만 이 시기에 운영된 것으로 발굴·조사된 관요 가마는 굉주 번천리찢)1 1里 5호 요지이며， 청화와 

철화백자편이 확인되었다. 

〈백자 철화끈무늬 병〉은 단정한 기형과 담청색의 유색 등 조선 전기에 제작되는 순백자의 계보를 이으면서도 병의 목에 

끈을 묶어 늘어뜨린 모습을 무늬로 표현하여 무늬를 장식하였지만 하지 않은 듯한 자연스럽고 꾸멈없는 조선 백자의 특정을 그 

대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I 김윤정 

1. r겨|축일기」는 광해군이 영장 대군을 죽이고 인목 대비를 서궁西宮[영례궁 

8jj禮힘]에 가두었을 때부터 인조반정仁祖反正으로 복위될 때까지의 상황 

을 흔빌로 기록한 일기체 글이다. 

2 金宗直， 디러畢齊集」 활尊錄 下 先公훌業 第 四 김종직이 아버지인 김축자 

金t，x;효가 1442년부터 1446년까지 고령 현감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나라 

에 진상되던 질 좋은 백자가고렁， 남원， 광주 등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문헌 내용이 남아 있다 

참고문헌 

1 강경숙한국도자사J. 예경.2012 

2 강경숙효댁도자기 가마터 언구J. 시공사. 2005. 

3 金宗直.'f러畢齊集J . 

4 한울문화재연구원鐘路淸進12-16地區遺隨J 1 . 11 . 111 . IV. 2013 

White Porce la in 415 



• 



White Porcelain Bottle with String Design in 

Underglaze Iron 

Treasure No. 1060 

Joseon (16th cent니 ry) 11 Item I Ceramics 

H. 31.4cm, o (Mouth)7.0cm, D(Base) 1O.6cm 

Public Ownership (National Museum 01 Korea) 

η.1is bottle has a form considered typical of the white porcelain ware of the early]oseon period, 

with a distinguishing string design painted in iron pigment around the neck 

It is noteworthy that the interior of the foot bears the Korean inscription “ni gahi" written in 

iron wash. The term ni g，αhi is purp011ed to indicate the name of the user of this bottle. A recent 

excavation in t1.1e Cheongjin-dong area in Seoul produced white porcelain shards from ]oseon that 

are painted with the Korean inscription “gahi." There are examples of person names of ]oseon that 

have the word g，αhi in them, including Gang Gahi 0 1' Nal Gahi as a man's name and Gajin Gahi, 

Mak Gahi, 0 1' Bom Gahi for women. The royal document Gyechμk itgi, compiled in 1613, describes 

as Gahi a lady named Gaesi who appeared during the reign of Regent Gwanghae (r. 1608-1623) 

Although produced as part of the tradition of plain white porcelain of the early]oseon 

period, this bottle is decor따ed with an irηn underglaze string, appearing to be tied around the 

neck and flowing naturally along the body. However, it is still seπes as a memorable example of 

the naturalness and austerity of ]oseon white porcel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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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보물저11061호 

초선(16세기) 1 1 점 | 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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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17.0cm. 입지름 5.3cm 

White Porcelain Hom Cup with Coloring in 
Underglaze lron 

국유(국립중앙박물관) 

백자 뿔잔은 백자로 만들어진 소뿔 모양 잔이며， 철채鐵彩까지 가미된 매우 특이한 작품으로 조선 16세기경에 경기도 광주 관요 

에서제작되었다. 

뿔잔은 일반적으로 각배角杯라는 명칭으로 많이 쓰이며， 소뿔 모양으로 만들어진 잔이라는 의미이다. 백자 뿔잔도 백자 

태토를 이용하여 소뿔 모양으로 몸체를 만들고， 소뿔머리에서 뾰족한 뿔 끝까지 자연스럽게 휘어진 형태로 실제 소뿔 형태와 유 

사하다. 뾰족한 뿔 끝부분에는 산화철 안료로 철채鐵彩를 하여 사실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는 다른 백자 뿔잔콰 차별화되는 요소 

이다. 순백의 태토服土에 담청淡좁을 머금은 백자유가 잔의 내외면까지 고르게 시유되었으며， 아가리의 끝부분은 유약을 닦아낸 

흔적을 볼 수 있다. 조선 16세기경에 경기도 광주에 설치된 관요인 번천리變)1 1里， 관음리觀音里 일대 가마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 

된다 

뿔모양 잔은 고대 그리스 문화나 스키타이， 페르시아 문화에서 토기나 금속기로 제작된 예들이 많이 알려져 있다. 우리나 

라의 경우， 주로 삼국시대 가。뼈R椰나 신라新羅 영역에서 출토되는 토기로 제작된 뿔잔이나 신라 고분인 금관총과 황남대총에서는 

청동 등의 금속기로 제작된 각배가 출토되기도 하였다. 지카磁器로 제작된 각배는 고려청자， 상캄분청사기， 백자에서 모두 확인되 

며， 크기는 15cm정도에서 26cm 정도까지 다양한 편이다. 각배가 청자나 백자로 제작되는 것은 중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기 때 

문에 자기로 제작된 각배는 고려나 조선만의 상황을 반영한 기종임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주로 15.16세기경에 제작되는 상 

감분청사기나 백자에서 각배가 제작되었다. 각배의 용도는 술잔이었으며， 인조 때의 문신 박동량朴東亮， 1569-1635이 지은 『기재잡기 

寄領雜記』에도 각배로 술을 마셨다는 내용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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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배의앙먼모습 

백자 철채각배는 조선 전기에 경기도 광주 관요에서 백자로 제작된 귀한 예이다. 이처럼 각배가 자기로 제작되는 현상은 

고려청자에서도 확인되며， 조선시대에는 15.16세기에 상캄분청사기나 백자로 제작되었다. 삼국시대에 제작된 각배가 고려를 거쳐 

조선까지 이어지면서 토기에서 청자 분청사기， 백자라는 재질의 변화를 거치지만 각배라는 하나의 기종이 한국도자사를 관통하 

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작품이다; I 김윤정 

참고문헌 

1 강경숙효f국도자사J， 예경， 2012 

2 강경숙한국도자기 가마터 연구J， 시공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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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 Porcεlain Horn Cup with Coloring in 

Undεrglaze Iron 

Treasure No. 1061 

Joseon (16th centu미) 11 Item 1 Ceram ics 
L. 17.0cm , o (Mouth) 5.3cm 
Public Ownership (National Museum of Korea) 

This horn-shaped porcelain CUp is unique for‘ the coat of iron pigment covering i엄 entire body, 

and was produced at onε of the government kilns in Gwan잉u in the 16th centurγ. Horn cups are 

referred to as g.αkbαe， meanmg “cups in the form of a bull’s horn.". 

Ther‘ε are well-known examples of horn-shapεd cups created as ceramic and metal wares 

from the ancient Greeks, Scythians, and the Persian Empire. In the case of Korea, horn cups have 

been excavated among potterγ from the Gaya and Silla regions of the Three Kingdoms period, 

and in metal from Silla tombs, such as Geumgwandaechong and Hwangnamdaεchong. Porcelain 

examples are found in various types, including celadon, inlaid bμηcheoη:g， and white porcelain, 

coming in diverse sizes measuring between 15 and 26 centimeters. Since celadon or white 

porcelain examples are difficult to find in China, horn-shaped porcelain cups arε believed to bε a 

type of porcelain ware reflecting the unique sociocultural conditions of ]oseon. 

During the ]oseon period, horn cups were produced in inlaid bμηcheoηg and white 

porcelain in the 15th and 16th centuriε'5. Although the types of ceramic ware that embodied horn 

cups changed from earthenware, celadon, buncheoη:g， and white porcelain, horn-shaped cups 

continued to be produced throughout a long epoch spanning the three different eras of the Three 

Kingdoms, Gorγeo， and ]oseon, taking on a significant meaning in ceramic art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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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백자철화운룡문항아리 
되磁鐵畵雪龍文立盡 
핍llite PorcelainJar with Cloud and Dragon Design in 
Underglaze lron 

보물저1645호 

조선(17세기) 1 1점 | 도자 

높이 54.8cm, 입지름 15.8cm, 밑지름 15.7cm 

이화여자대학교(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이 작품은 조선 17세기에 유행한 철화백자 운룡문 항아리이다. 임진왜란 후 조선의 경제적 궁핍은 왕실용 백자 특히 청화백자 제 

작에 영향을 미쳤다. 이전까지 조선은 중국 연경斯京에서 사신이나 화원들이 청화 안료인 회회청回回좁을 비싸게 구입해야 했으나 

더 이상 청화 안료의 구입이 어렵게 되었다. 이에 조정에서는 왕실 행사용 화준花體 등에 청화백자를 대체하여 철화백자항아리를 

사용하게 되었다. 철화 안료는 석간주石間朱라는 산화철이 주원료인 광물성 안료다. 환원염으로 재벌구이를 하면 갈색이나 적갈색 

을 띠는 성질이 있어 이미 고려시대 철화청자부터 사용되었으나 조선 백자에 맞게 안료의 보조제를 조정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조선 여러 곳에서 안료가 출토되어 구입과 사용이 용이하였다. 다만 안료의 휘발성이 강해 농답 조절과 선명한 문양을 얻기가 어 

려운 단점이 있었으나，1 청화를 대신하여 17세기에 다수 사용되었다. 

〈백자 철화운룡문 항아리〉의 기형은 구연부가 안쪽으로 약간 기울면서 직립하였고， 둥근 어깨에서 S자 곡선으로 비스듬 

하게 아래까지 연결되며 잘록한 허리 부분을 지나 굽으로 갈수록 다시 벌어진다. 윤곽선만으로 구연에는 당초문庸草文을， 어깨로 

이어지는 부분에는 복련대代運帶를 장식하였다. 몸체에는 17세기 용의 특정인 갈기와 수염이 앞을 향하고 있고 여의두형 구름문양 

과 굽 위에는 이중으로 심각문을 둘렀다. 용의 비늘은 넓은 부채꼴 모양으로 시문되었고， 발톱은 세 개로 직선으로 뻗은 발가락 

과 안경을 쓴 듯한 눈동자 표현， 숨 가쁘게 쫓아오는 구름 등을 일필휘지의 솜씨로 시문하였다. 이러한 표현은 철화백자 뿐 아니 

라 동 시기 의궤에서도 나타나는 공통된 용표현 양식이다.2 

철화백자 문양 중에서 용문양은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용은 왕실을 상징하는 것이기에 정교하게 표현되는 것이 상례 

였으나 17세기 철화백자의 용은 대답한 구도와 간략한 필치가 돋보인다; <백자 철화운룡문 항아리〉와 같이 종속문양이 있는 것은 

정교하고 섬세한 표현이 많아 연례 때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종속문이 없는 경우는 자유분방하고 파격적인 문양 구도 

와 필치가 나타나기도 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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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의몸체부분 

유약의 색깔은 회백색을 띠고 있으며， 굽 안쪽을 파내어 오목한 형태의 굽에는 가는 모래 받침을 받쳐 구운 흔적이 남아 

있다. 이러한 회백색의 유약과 산화철의 안료， 심각의 종속문， 오목한 굽의 표현은 경기도 광주 일대의 17세기 가마터인 상림리 

(1629-164이 · 선동리(1640-1649) . 정지리에서 발견되고 있어， 이 작품도 광주 관요에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과장된 표현 속 

에서 상하 종속문 사이에 정제된 모습을 보여주며 발색이 뚜렷한 17세기 철화백자 가운데 대표적인 작품이다. I 방병선 

1 방병선조선후기 백자 언구J (일지사， 2000), p.264 

2 방병선순백으로 빚어낸 초선의 마음， 백자J (돌베개， 2002), p.320 

3 방병선 이성주 이증민 전승창 최증택한반도의 흙， 도자기로 

태어나마 (국사펀찬위원회， 201 이， pp.32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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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ε Porcelain Jar with Cloud and Dragon 

Dεsign in Undεrglaze Iron 

Treasure No. 645 

Joseon (17th centu미) 11 Item 1 Ceram ics 

H. 54.8cm , o (Mouth) 158cm, o (Base) 15.7cm 

Ewha Womans University 

(Ewha Womans University Museum) 

This is a white porce1ain jar with cloud and dragon design painted in iron underg1aze, a type 

of porcε1ain that was popu1ar in the 17th century during the ]oseon Dynasty. The economic 

deprivation following the ]apanese invasions of the 16th century wreaked havoc on the production 

of whitε porcelain for the roya1 court - and thε production of b1ue-and-white porcelain in 

particu1ar. The expensive pigment coba1t that had been prεvious1y purchased from envoys and 

painters from Beijing cou1d not be procured, giving rise to the application of iron pigment to 1arge 

jars. Thε iron wash was made from iron oxide, and tums brown or reddish brown when fir，εdin 

reduction. Although iron pigment had been used with ce1adon ware during thε Goryeo Dynasty, it 

camε to be reformu1ated with the addition of amendments during the ]oseon era to make it more 

suitab1ε for white porce1ain ware. Sincε there WIεre sεvera1 domestic sources of the minera1, iron 

pigment was handy to secure and camε to rep1ace coba1t in many cases during thε 17th centurγ 

The iron pigment, howεver， was high1y volati1e and therefore challenged the expression of light 

and shadε'S and sharp color sensations. 

In this jar, the glazε takes on a gray-white co1or. Thε foot is made by hollowing out 

the underside of the bottom, and show marks of being fired on a support of fine sand. The 

characteristics featur‘ ed by this jar - including the glazε co1or, the use of iron pigment, the 

triangu1ar pattems used as a secondary design, and the shape of the foot - are typica1 of the 

ceramics excavatεd from sitεs of 17th-centurγ ki1ns in Sangnim-ri, Seondong-ri, and ]eon잉i-ri in 

the Gwangju area of the Gyeonggi region. It is assumed that this jar was a1so produced at one of 

the government kilns in Gwangju. ηlis jar is a clear examp1e of the iron-painted white porce1ain 

vessεls of the 17th century, where the primarγ design of a dragon is expressed in an exaggεrated， 

refinεd manner boundεd betwεen bands of triang1es shown both at the neck and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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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백자철화매죽문항아리 
되磁鐵畵悔竹文立盡 
White porcelainJar with plum and Bamboo Design in 
Underglaze lron 

보물제1425호 

초선(17세기) 1 1점 | 도자 

높이 36.9cm. 입지름 14.3cm. 밑지름 14.1cm 

개인(삼성미술관 리움) 

조선중기에는 다양한 소재를 장식한 철화백자가 제작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백자 철화매죽문 항아리〉는 형태의 비례와 양감이 

좋고 한 폭의 문인화文A畵를 보는 듯 뛰어난 그림장식으로 일품인 유물이다. 

임진왜란(1592-1598)은 조선에 커다란 충격과 피해를 주었는데， 백자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모 

든 것이 거칠게 변화되었다. 특히， 중국에서 구입하던 청화안료좁畵陳òf4를 구하기 어려워 이를 대신해 우리나라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철안료鐵陽料를 장식재료로 사용하며 철화백자까 다수 제작되었다. 백자는 크기가 작아지고 양감 있는 곡선이 사라지기 

도 하였으며， 눈처럼 희던 색깔은 푸른 기운이 도는 답청淡좁이나 연한 회색R色으로 달라졌고 두껍고 무거운 것이 많아졌다. 이런 

일련의 변화과정 속에서 〈백자 철화매죽문 항아리〉가 제작되었다. 이 시기에는 항아리에 그려진 것과 같이 매화， 대나무， 포도， 

용 등 조선초기에 장식되던 소재가 그려지기도 했지만， 구성이 간략해지고 세부표현이 생략되거나 변화되어 이전과는 차이를 보 

인다2 

〈백자 철화매죽문 항아리〉의 그림장식은 조선중기에 제작된 철화장식의 전형적인 특정을 보이지만 개성도 강하다. 검붉 

은 색의 철안료로 어깨와 저부에 보조문양대를 장식하고 몸체 중앙에는 조선초기부터 유행하였던 매화와 대나무를 앞쪽과 뒷면 

에 따로 나누어 그렸다. 매화와 대나무의 세부 표현과 공간구성이 뛰어난데 각각 나무줄기 하나씩을 길게 그려 비어보일 듯한 주 

변의 공간을 완전히 채우는 효과를 내었다. 매화와 대나무를 장식한 구성은 다른 종류의 철화백자에서도 나타나지만， 이 항아리 

처럼 묵화뿔書를 그리듯 대답한 필치로 농담을 자연스럽게 살린 그림은 유사한 예를 찾기 어려울 만큼 경쾌하면서도 생동감이 느 

껴진다. 수준 높은 정통 수묵화를 보는 듯한 이러한 화경畵境은 도화서圖畵暑에 소속되어 왕실용 백자의 그림장식을 전답했던 일급 

화원畵員의 솜씨가 분명하다.3 

항아리의 형태는 조선중기의 백자에서 발견되는 전형적인 것이지만， 전체의 비례와 양감이 뛰어나다. 주둥이는 높이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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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높은 편이며 몸체의 윗부분에서 공처럼 퉁글고 저부로 가며 급격하게 폭이 좁아지다가 바닥부분에서 나팔모양으로 벌어지는 

데， 높이와 외벽의 곡선， 몸체의 상부와 저부의 비율 등 전체적으로 대칭과 균형감도 좋다. 

전체적으로 연한 회색F色을 띠며 광택이 좋고 투명한 유약을 전면에 고르게 씌웠다. 항아리가 회색을 띠는 것은 재료로 

사용된 백토白土의 백도白度가 떨어지기 때문으로 딩사의 제작여건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굽은 바닥을 편평하게 다듬고 안바 

닥을 얄게 꺾 아 오목한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바닥에 모래를 받쳐 구운 흔적이 남아 있다. 

〈백자 철화매죽문 항아리〉는 형태와 장식 등 전체적인 특정으로 보아 경기도 광주의 관요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1께기에는 광주 정지리， 탄벌리， 학동리， 상림리， 선동리， 송정리， 유사리， 신대리， 지윌리 등에 관요官뿔를 이설移設하여 왕실 및 관 

청에서 사용할 백자를 제작했으며 가마터 발굴에서도 다양한 철화백자 파편이 출토되었다.4 따라서 〈백자 철화매죽문 항아리〉도 

이들 가마 중 어느 곳에서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아직 확정할만한 파편은 발견되지 않았다 

조선중기에 제작된 철화죠씩이 있는 백자항아리 중에서도 형태와 정식이 뛰어난 최고 수준의 유물이며 당시의 제작상황 

과 제작경향이 잘 나타나는 좋은 연구자료이기도 하다 | 전승창 

1. r光海君日記J， 10年(1618) 閔4月 辛햄條， 司寶院형B 朝家훌享所用畵傳 

엽經亂後쫓無遺在 每欲貴좁t짧造 而紹無質易之路

2. 방병선 전승창 외‘ r한반도의 흙， 도자기로 태어나다J (국사편찬위원회， 

2010), pp.324-33 1. 

3. 삼성미술관 Leeum , r소장품선집 고미술J (2011) , p.160. 

4. 윤용이한국도자사연구J (문예출판사， 1993). pp.32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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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 Porcelain Jar with plum and 

Bamboo Design in Underglaze Iron 

Treasure No. 1425 

Joseon (17th cent때) 11 Item 1 Ceramics 
H. 36.9cm, o (Mouth) 14 .3cm, o (Base) 14.1cm 

Private Dwnership (Leeum, Samsung Museum of A띠 

lron-painted white porcelain wares decorated with diverse motifs were produced during the mid

]oseon era. Among them, this jar is noted for its superior pictorial decoration. 

The Japanese invasions of the late 16th centU1y 0592- 1598) resulted in great damage to 

evely aspect of ]oseon society, and white porcelain production also suffered. The procurement 

of impolted Chinese cobalt became difficult, so local iron pigment came to take its place, leading 

to the production of large quantities of iron-painted white porcelain. At the time, white porcelain 

wares became smaller in scale and lost their grand curves, the former snow-white color of white 

porcelain changed to light green or gray and the walls became thick and heavy. Against such a 

background, this jar was crafted. The motifs that were applied during this period miITored those 

of the early]oseon period, including plum and bamboo (as in the case of this bottle) along with 

grapes and dragons, but the compositions of the motifs and details of their expression changed 

compared to the previous peliod. 

While displaying characteristics of the iron-painted white porcelain of the mid-]oseon era, 

the decorative scheme for this bottle is at the same time peculiar and unique. Its form is typical of 

the mid-]oseon period, but stands out 1'or its excellent propo l1ions and volume. 

The form and decoration of this jar strongly suggest production at one of the government 

kilns in Gwangju in the Gyeonggi region. During the 17th centU1y , government kilns for the 

production 0 1' white porcelain wares to be used by the royal COU1t were built in various areas in 

Gwangju, including Jeongji-ri, Tanbeol-ri, Hakdong-ri, Sangnim-ri, Seondong-ri, Songjeong-ri, Yllsa 

ri , Sindae-ri, and Jiwol-ri. Shards 0 1' iron-painted white porcelain were also fOllnd at these kiln 

sites. It appears that this jar was created at one of these kilns, but the concrete evidence needed to 

confirm sllch an assllmption has not been 1'Ollnd. 

This jar is the most outstanding example among the iron-painted white porcelain vessels of 

the mid-Joseon period, and is also an important academic reSOllrce 1'or the stlldy 0 1' the production 

trends and environment 0 1' th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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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백자철화운죽문항아리 
되磁鐵畵雲竹文盡 
White porcelainJar with Cloud and Bamboo Design in 
Underglaze lron 

보물제1231호 

초선(17세기) 1 1점 | 도자 

높이 33.2cm, 입지름 16,8cm, 밑지름 15,2cm 

개인(삼성미술관 리움) 

조선중기에는 검붉은 색의 철안료鐵頻料를 사용하여 표변에 대나무나 용과 같은 소재를 그려 장식-o}는 철화백짜 유행하였다. 

그 중에서도 〈백자 철화운죽문 항아리〉는 거친 바탕과 재미난 문양구성， 호쾌하게 그려진 그림솜씨가 한데 어우리져 활달하면서 

도 시원한 철화장식의 특정이 잘 나타나는 유물이다. 

임진왜란은 조선에 커다란 충격과 피해를 주었는데， 백자도 예외는 아니었다. 많은 수의 사기장沙器E이 죽거나 일본에 끌 

려갔고 백자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칠게 변화되었다. 특히， 1쩨기 전반에는 재원이 고갈되고 중국과 교통로가 끊기며 

백자장식에 사용하는 청화안료를 구하기도 어려워졌다-1 청화안료를 대신해 쉽게 구할 수 있는 철안료鐵頻料로 장식을 대신하며 

철화백자가 다수 제작되었고， 이러한 장식경향은 18세기 일부까지도 지속되었다; <백자 철화운죽문 항아리〉도 이러한 일련의 상 

황 속에서 제작된 것이다. 이 시기에 제작된 백얀 이전과 달리 크기가 작아지거나 양감 있는 곡선이 사라지고 직선화되는 경향 

도 보이며， 표면을 다듬지 않아 거칠게 마무리된 것도 다수를 차지한다. 눈처럼 희던 백자의 색깔은 푸른 기운이 도는 답청淡좁이 

나 연한 회색%色으로 변화되었으며 그릇의 두께도 두껍고 무거운 것이 많아졌는데，2 이와 같은 일련의 특정은 이 항아리에서도 

살펴볼수있다. 

〈백자 철화운죽문 항아리〉는 주둥이 가장자리가 밖으로 둥글게 말려 있고 몸체 중앙이 약간 볼록하게 솟은 원형에 가까 

운 형태로 조선중기 항아리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인다. 몸체 중앙에는 갚게 패인 듯한 굵은 횡선이 보이는데， 이것은 항아리 몸체 

의 위쪽과 아래쪽을 각각 나누어 만들고 두 개를 접합하는 과정에서 꼼꼼하게 다듬지 않아 생긴 것이다. 몸체 중앙에 생기는 횡 

선은 동일한 제작기법을 다른 항아리에서도 발견되며， 철화장식이 있는 백자항아리 뿐만 아니라 아무런 장식이 없는 달항아리에 

도 나타난다. 항아리 이외에도 여러 종류의 그릇을 만들며 생긴 자국을 꼼꼼하게 다듬지 않아 외면 곳곳에 불균착한 횡선이 남 

아 있기도 한데， 조선중기의 백자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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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변에는 발색이 짙은 철안료를 사용하여 대나무를 그려 넣었는데， 대범한 붓질에서 표출되는 활달하면서 재미있는 장식 

에서 이전과는 다른 파격적이고도 새로운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다. 몸체 위쪽과 아래쪽에 어린아이가 그런 듯 독특한 모양의 구 

름을 각각 두 줄과 한 줄로 나누어 배치하였는데， 철화백자에서만 볼 수 있는 재미있는 모습으로 이 작품의 특정이기도 하다. 붐 

체 중앙의 대나무는 활처럼 퉁글게 흰 가느다란 줄기에 세 개씩 달린 벗잎이 바람에 날리 듯 경쾌하게 그려졌는데， 표면에 남아 

있는 물레의 흔적과 어우려져 생동감이 넘치며 보는 재미를 더한다，3 

표면에는 연한 회색細의 유약을 앓게 씌웠으며 전면에 은은한 광택이 있다. 항아리의 압지름에 비하여 상대적A로 굽은 

크기가 약간 작은 편으로가장자리를 꼼꼼하게 깎고 다듬었다. 굽바닥에는 모래를 받쳐 구운흔적이 남아 었다. 

조선중기의 백지는 관요가 셜치되었던 경기도 광주를 비롯하여 전국각지의 지방7}마에서도 활발하게 제작되었다. 굉주 

관요官쫓의 경우， 이곳에서 제작된 일부 대접이나 접시 등의 굽 안바닥에 간지千支를 음각으로 적어 놓아 제작시기와 제작지의 파 

악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관요를 비롯하여 전국의 가마터에서 〈백자 철화운죽문 항아리〉와 동일한 철화 

백자 파펀이나 제작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이 유물의 제작지와 제작시기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백자 철회운죽문 항아리〉는 당당한 형태와 감각적인 그림장식이 뛰어난 유물로 조선중기에 제작된 철화백자항아리를 대 

표한다. 백자의 질과 유약의 색깔， 안료의 색감도 전형으로 당시의 제작상황과 백자의 특정을 상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1 전승창 

1. 光海君日記J.10年( 1618) 間4月 辛쩔條 司짧운행티 朝家훌享所用畵轉 

自經亂後쫓無遺在 每欲質훔熾훌 而絡無質易之路凡週훌禮，不得E假畵 

而用之

2 방병선 전승장외한반도의흙， 도자기로 태어나다， (국사펀찬위원회， 

2010). pp.318-331 

3, 삼성미술관 Leeum. r소ε풍선집 고口|술， (2011) . p.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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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 Porcelain Jar with Cloud and 

Bamboo Design in Underglaze Iron 

Treasure No. 1231 

Joseon 117th century) I 1 Item I Ceramics 

H . 33.2crπ o IMouth)16.8cm, o 18ase)15.2cm 

Pr ivate Ownership ILeeum, Samsung Museum 01 A띠 

During the midclle period of the ]oseon era, iron-p외11ted white por‘celain wares came into vogue 

and motifs such as b었nbo。 때d dragons were applied in blac성sh-red iron pigment. Among them, 
this white porcelain jar is noted for i않 textured surface, interesting composition of motifs, and 

excellent painting skill, 와lofw1끄ch conspαe to provide a dyn앙nic fee버19 

The ]apanese invasions of the late 16th centurγ wr‘e와æd havoc on all aspects of ]oseon 

socie며， and the production of white porcel떠11 was not spared. A great number of potters were 

killed or captured 없1d transp01ted to ]apan. Mterward, it was impossible to produce white 

porcel없n in the same manner. 1n p와ticular， pl‘。curing cobalt, a major raw material for decorating 

white porcelain, was hindered by a lack of fìnancial resources and the suspension of trade with 

China. At that time, readiψ av잉lable iron pigment was used to replace cobalt. This decorative use 

。，f iron pigment continued into the 18th centurγ.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iron-painted white 

porcel외n jar was created. 1n contrast to their predecessors, the white porcelain vessels from this 

period are smaller in scale, feature less αlrves， and show a coarser surface. These charaαeristics 

없e all visible in this 때 

Noted for its strong body and sensible decor값ion， t1끄s piece exemplifies the iron-painted 

white porcelain jars of the mid-]oseon era ‘ 1ts clay quali미， glaze color, and pigment also t않t펴 t。

the socioc버tural conditions surrounding white por‘ιel잉11 production at the time. 

White Porcel a in 4 3 7 



26 백자달항아리 
되磁를놓 
White Porcelain Moon Jar 

보물제1437호 

초선(17-18세기) 1 1 점 | 도자 

높이 41 마m， 입지름 20ü;m, 밑지름 16,Ocm 

국유(국립중앙박물관) 

〈백자 달항아리〉는 백색에 황갈색을 젊게 띠는 유색을 지닌 것으로 17세기 후반-18À~171에 제작된 대형 원호이다. 달항아리란 명 

칭은 상하좌우가 마치 둥근 보름달을 연상시켜서 붙인 이름으로， 조선시대 사료에선 찾아볼 수 없고 단지 원호圓뚫로만 표기되어 

있다. 이 작품의 경우 높이에 비해 몸통이 풍만하지만 전체적인 비례는 적당하여 안정감을 준다. 

조선시대 백자는 대체로 백색도가 좋고 높은 온도에서 구워 강도가 높지만 크기가 큰 경우 가마 안에서 무게를 견디지 못 

하여 구연이 비틀어지거나 몸체가 주저앉는 경우가 왕왕 있어 부분적으로 성형하여 접합해서 완성해야 한다. 이는 중국이나 일본 

도 마찬카지이나 조선백자의 경우 점력과 내화도가 약해서 접합한 부분이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이 빽자 달항아리〉 

는 몸통의 접합부가 비교적 완전하고 뒤틀리거나 쳐지는 부분이 없다. 유층은 앓고 맑은 광택이 있다. 

달항아리의 출현 시기는 17세기 후반 숙종 이후부터 약 100여 년간 집중적으로 나타나다가 사라졌다. 대부분 상하접합으 

로 성형하는데 동시기 회화나 의궤에서는 잘 찾아보기 어려워 그 용도에 대해서 명확한 것을 알 수 없다. 심미적으로는 당시 사대 

부들의 관심사인 주역周易의 태극太極을 형상화하여 상· 하， 좌 · 우 완벽하게 천지와 음양이 하나를 이루는 조형을 추구판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17세기 후반-18À~171에 대대적으로 유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1 

조선시대 원호는 조선전기부터 17세기 전면f까지 주판알 모양에서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에는 〈백자 달항아리〉와 같이 

구연부와 굽， 높이와 몸체 지름이 거의 같은 달항아리가 제작되었다; 19세기로 넘어가변 위에서 누른 듯한 몸체에 구연부는 밖을 

향해직립하게된다2 

〈백자 달항아리〉는 구연부에 보수한 흔적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동시기 중국과 일본에서는 볼 

수 없는 형태로， 조선 순백자의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작품이다; 1 방병선 

438 백 자 





‘ 구연과몸체상부 

440 백 자 

1. 방병선 「조선후기 백자얻구J (일지사 2000). pp.278-280. 

2 방병선순백으로 빚어낸 초선의 마을 백자J (돌베개.2002) . 

pp.18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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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 Porcelain Moon J ar Treasure No 1437 

Joseon (17th- 18th centuri es) 11 Item 1 Ce ra메cs 

H. 410cm, o (Mouth) 200cm, o (Base) 16.0cm 

Public Ownership (Nalional Museum 01 Korea) 

This white porcel외n 때， glazed in white with a ye11ow-brown tint, is a large circular jar dating 

from the late 17th to 18th centUl1es‘ The name moon jar (dal hangaη in Korean) was given to this 

type of vessel based on its shape evoking an image of a fu11 moon. 1his name cannot be found 

in historic mateIials from]oseon, but only the name circμlar jar (μgηho iη Korean) appears ‘ This 

moon-shaped jar has a widely bulging body compared to its height, but overall it gives off a sense 

。f stabili다T. 

This type of moon jar was exclusively produced in large quantities for about 100 years 

beginning in the later years of the reign of Kíng Sukjong (r. 1674-1720), and then disappeared. 

Mostly made by joining separately created upper and lower sections, moon jars are identified 

neíther in paintings nor in uigwe documents from the peIiod, rendeIing it difficult to asceπ킹n their 

customary use. From an aesthetic perspective, a moon-shaped jar epitomizes the ta쟁eμk symbol 

from the Chinese divination book 1 Ching (Book 01 Chαnges) ， which monopolized scholarly interest 

at the tíme, to stríke a perfect balance between yin and yang, up and down, and right and left. It is 

assumed that these aspeαs a11 served to fuel the enormous populaIity of moon jars during the late 

17tll-18th centUJ1es 

This jar is fashioned symmetrica11y, wíth tlle mouth and base, and the height and the 

dí따neter matching ‘ The form of circular 때s， however, evolved during ]oseon, from abacus bead

shaped examples in the early 17th century to this type of 때's during the late 17th-18th centuIies, 

and then on to the jars with a remarkably b버ging， Sh011 body and an outward sloping mouth in 

the 19th century. 

A1though bearing marks of rep따r at the mouth, this jar remains in good condition. Moon

shaped j떠's cannot be found among porcelain ware in ]apan and China from the same period, 

serving as an exemplar that spe삶s volumes about the aesthetic beauty of ]oseon white porcel따n 

Whi te Porcelain 441 



27 백자달항아리 
되磁를놓 
White Porcelain Moon Jar 

보물제1438호 

초선(17-18세기) 1 1 점 | 도자 

높이 47.5cm. 입지름 20.5cm. 몸지름 44.5cm. 밑지름 15.Ocm 

개인소장 

〈백자 달항아리〉는 젊은 회색을 띠는 투명유가 시유된 대형 원호로서 17세기 후반-18세기에 제작되었다. 유약은 균열이 없고， 17 

세기 전형적인 백자 색상인 약간 회색을 띤다. 조선백자는 구우면 대개 20% 정도 크기가 줄어들면서， 몸체가 비틀어지거나 7}마 

안에서 주저앉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를 막기 위해서 부분 접합 성형을 해야 한다. 이 항아라도 이런 기법으로 성형되었다. 

이 항아리가 제작된 17세기 말에서 18세기에 이르는 숙종 후반에는 ‘조선중화주의’가 사상적 흐름을 주도하였다. 이러한 

당시의 기류를 반영하듯 왕실용 백자 제작에서는 광주 관요의 분원제도 정비가 이루어지고 사대부와 왕실의 조선백자에 대한 자 

부심과 긍지가 대단하였다. 이 작품은 숙종 후반기 분위기를 대변딱 조선백자만의 독특함을 지니고 있는데， 달항아리는 아무 

런 장식 없이 오직 커다란 둥근 형태만이 그 아름다움을 자아내고 있다. 달항아리는 둥근 보름달을 연상시키는 형태 때문에 이름 

이 붙었다- 1 절제된 둥근 조형미와 순백의 아름다움이 어우리진 달항아리는 근대 이후 많은 미학자들과 비평가들이 조선의 꾸멈 

없는 자연미를 거론할 때 자주 등장하였다. 달항아리를 만들 때 상반부와 하반부를 따로 만들어 접합시키는 관계로 높은 온도에 

서 구우면 접합 부분이 갈라지거나 뒤틀리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이런 비대칭과 비정형이 어우러져 둥근 달 모양으로 보이는 

것이 이 항아리의 매력이다. 

보물 제1438호 〈백자 달항아리〉는 높이와 각 부분 지름의 비례가 뛰어나고， 규모가 큰 것에 비해 좌우 대칭이 거의 완벽 

하며 비틀림이 적다. 보존 상태가 양호하며， 1해l기 백자 항아리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다; 1 방병선 

442 백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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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병선조선후기 백자 언구J (일지사， 2000) ， pp.278-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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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ε Porcelain Moon J ar Treasure No. 1438 

Joseon (17th-18th centuries) 11 Item 1 Ceramics 

H. 47.5cm, o (Mouth) 205cm, D.(Body) 445cm, o (Base) 15.0cm 

Private Ownership 

This piece is a large drcular jar coverεd in a gray-tinged transparent glaze and producεd during 

the late 17th-18th centuries. The glaze has no crackling and takes on a slight1y grayish 디nt， which 

is typical of white porcelain wares from the 17th century. When fired, the white porcelain warεs of 

]oseon shrank in size by around 20 percent, and therefore often deformed or even collapsed inside 

the kiln. To reduce thε likelihood of dist01디on or collapse, thε method of sεparately crafting and 

firing palts and later luting them together was applied. This moon jar was also crafted in such a 

manner. 

The period of the late 17th-18th centuries, when this jar was created, was ideologically 

dominated by ‘Joseon centrism," as opposed to Sinocεntrism. Buoyed by this idεological trend, the 

system for govemment kilns produdng whitε porcelain in Gwan잉u was reorganized, and the royal 

court and the literati took an enOlIDOUS pride in the white porcelain ware of ]osεon. Reflecting the 

idεological atmospherε of the timε， this moon jar exemplifies the unique beauty of ]oseon white 

porcelain. With no decorative trappings, the drcular body seπes as the sole sour‘ce of beauty. The 

name mooηjar was derived from thε sphel1cal f01ID that recalls the image of a full moon. 

This moon jar is excellent in terms of the proportion of the height and the diameter of the 

body. Despite its largε size, it attains perfection in terms of thε symmetry between right and left 

with litt1e distortion. Remaining in good condition, this 때 is a definitive example of ]oseon white 

porcelain jars from the 18th centurγ. 

White Porcelain 445 



28 백자달항아리 
되磁를놓 
White Porcelain Moon Jar 

보물제1439호 

초선(17-18세기) 1 1 점 | 도자 

높이 47.8cm. 입지름 19.5cm. 몸지름 45.5cm. 밑지름 18.0cm 

개인소장 

이 작품은 조선 17세기 후반-18À~171에 유행한 대형 원호圓뚫로서 달항아리로 불린다. 달항아리는 최대 지름: 높이가 1:1을 이루 

는 형태이며 숙종 말부터 약 100여 년간 집중적으로 나타나다가 사라졌다. 대부분 상하접합으로 성형하는데， 몇몇 작품들에서는 

굽에서 구연부까지 일정한 양의 태토를 테쌓기식으로 성형한 듯 접합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 달항아리는 기법상으로는 

상하를 접합하는 옹기성형 방식을 채용하고， 심미적으로는 당시 사대부들의 관심사인 주역周易의 태극太極을 형상화하여 상·하， 

좌 · 우 완벽하게 천지와 음양이 하나를 이루는 조형을 추구하는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17세기 후반-18세기에 대대적 

으로 유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1 

보물 제1439호 〈백자 달항아리〉는 구연부와 굽부분의 비례가 특히 뛰어나고， 대형 규모임에도 좌우대칭도 완전한 편이다. 

유약은 투명하고 태토는 젊은 유백색을 띤다. 몸체의 둥근 곡선이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다. 보존상태는 양호하며， 표면 

곳곳에 황갈색을 띠는 부분이 있다. 조선백자의 경우 구우면 크기가 20% 정도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면 원래는 60.0cm에 달하는 

대형의 항아리를 물레에서 만들어 구운 것이다. 

달항아리와 같은 형태의 대형 원호는 동시기 중국이나 일본에서 보이지 않는다2 하얀 유색과 둥근 곡선의 흐름이 조화를 

이루는 조선 18세기 백자 항아리의 대표작이다; 1 방병선 

446 백 자 





“윗면 ‘구연 “굽바닥 ‘굽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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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ε Porcelain Moon J ar Treasure No. 1439 

Joseon (17th-18th centuriesl 11 Item I Ceramics 

H. 47.8cm , D(MouthI195cm, D.(BodyI455cm, o (Basel18.0cm 

Private Ownership 

This is a large circular jar popularly known as a moon jar or moon-shaped jar, a form of white 

porcelain that was popular during the late 17th-18th centuries during the ]oseon Dynasty. Moon

shaped jars were rendered in a form showing an equal ratio betwεen the height and the diameter 

of the body. White porcelain wares of this type were produced in large qualities for about 100 

years from the later‘ yεars of King Sukjong’s reign (r. 1674-1720). Although there are examples of 

moon jars that do not bear traces of joining, suggestive of a crafting technique of coiling up the 

clay body from thε base to the mouth, the fundamental method for making a moon-shaped jar 

was fashioning the upper and lower sections separately and then luting them together. In terms 

of aesthetic qualities, a moon jar aspires to embody thε tα적geuk design derived from thε Chinese 

divination text 1 Ching (Book 0/ Chαη:ges) ， the main focus of the literati at the time. It shows the 

perfect harmony of ying and yang, the contrasting forces of the universe, through the manifestation 

of symmetrγ between right and left and upper and lower parts of thε body. Thε making method 

and aesthetic style of moon jars appears to have contributed to their popularity in the late 17th-

18th centU11ε'5. 

This moon jar is distinctive for the hannonious proportion of the mouth to the base, as wel1 

as the r‘elatively unmarred symmet다rbεtween right and left. A transparent glaze has been applied 

to the αeamy white body clay. The CUf\γ outline of the body is soft and natura1. Given that the 

white porcelains of ] osεon experienced a 20 percent reduction in size during the firing procεss， 

this jar of about 48 centimeter‘s in height is inferred to have been 60 centimeters tal1 when it was 

crafted on the whee1. 

Large circular jars in the form of a moon are not found among the ceramic wares from 

China and ]apan from the same period. Moon jars characterized by a white glaze and curvaceous 

silhouette are a dεfinitε type of ] oseon white porcel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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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백자달항아리 
면磁盡 
White Porcelain Moon Jar 

보물제1441호 

조선(18세기) 11접 | 도자 

높이 44.5:m. 입지를 18.2cm. 몸지를 43.5cm. 밑지를 17.7 cm 

아모레퍼시픽(아모레퍼시픽미술관) 

〈백자호〉는 보름달 같이 퉁근 몸체에 아무런 장식이 없지만 조선시대 백자의 아름다움을 격조 높게 구현한 종류로 잘 알려져 있 

다. 높이와 몽체의 비례도 좋고 입지름과 굽지름의 크기도 적당하여 전체적으로 뛰어난 안정감을 보인다. 동일한 종류의 항아리 

중에서도 단정한 형태미를 잘 보여주는 유물로 크기도 크고 옴체 중앙의 이음새 흔적도 비교적 잘 다듬어져 있다. 

이 유물처럼 생긴 〈백자호〉는 달항아리라는 별칭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높이와 폼체의 지름이 거의 같아 마치 퉁근 보름 

달을 연상하게 한 데서 유래한다. 호의 크기는 다양하지만 보통 40.0an가 넘는 것이 주류이며 이 달항아리처럼 44αm 내외의 

높이와 지름을 갖춘 것이 가장 이상적인 양감과 형태미를 보인다.1 

이 유물은 주퉁이의 지름이 크고 높이는 낮으며 사선형으로 약간 벌어져 있는데 현재 전하는 달항아리 다수가 유사한 

특정을 보인다. 몽체는 대체로 퉁글지만 좌우가 원형으로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전세유물의 다수는 몹체 

중앙에서 형태가 조금 변형되어 있는데 수직하거나 약간 돌출된 마름모 모양을 한 것도 다수이다. 이것은 제작과정서 위쪽과 아 

래쪽의 몸체를 따로 제작한 후 서로 접합할 때 흔적이 남기 쉽고 이로 인한 균열과 비틀림 현상이 발생하는 것에서 비롯되며，2 오 

히려 접합흔적이 남는 것이 자연스런 현상。171도 하다.3 항아리의 모습이 빚어내는 퉁근 선은 기하학적인 원이 아니라 전체적으 

로 보아 퉁그스레한 곡선을 이루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 비정형의 퉁근 선은 기계로 그리거나 잘라낸 듯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오 

히려 항아리가 주는션은 볼수록 깊은 미감을자아낸다. 

〈백자호〉의 표면에는 맑고 투명한 유약을 앓게 씌웠는데 바탕의 백토와 어우러져 우유 빛처럼 흰 유백색쭈Lá色을 띠고 있 

다. 관요官쫓에서 제작된 왕실용 백자의 유색뼈色은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유백색은 18세기 전반 경기도 광주 금사리 

金沙里에 설치되었던 관요에서 제작된 최고의 색을 가리키기도 한다.4 항아리의 표면 일부에 갈색의 얼룩이 스며 있는데， 이것은 제 

작과정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후대에 달항아리를 사용하며 생긴 것이다. 굽은 주퉁이와 거의 유사한 높이와 크기이며 원형으로 

꼼꼼하게 깎고 다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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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항아리의 굽은 동시기에 만들어진 다른 종류의 항아리나 병 등에 보이는 것과 동일한 형태이며 주퉁이의 지름에 비하 

여 대체로 크기가 약간 작은 편이다 굽 가장자리를 퉁글게 남기고 안쪽 바닥을 얄게 깎아 편평하게 다듬었다. 굽바닥에 굵은 모 

래를 받쳐 가마에서 구웠던 흔적이 남아 았다. 

이 달항아리는 경기도 광주 남종면 금사리金沙里에 셜치되었먼 관요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은 1726년부터 1752 

년쩌 관요가 셜치되었던 곳인데， 현재 10여 곳에 7}마터가 남아 있다5 금사리 관요에서 백자의 제작에 사용된 백토는 전국 각 

지 약 20여 곳에서 산출된 흙을 재료로 사용하였다. 항아리의 백토가 어디에서 산출된 것인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1져6년(영 

조 22)에 편찬된 낀씀대전續大典』에는 광주， 양구， 진주， 곤양이 가장 우수한 번토처播土處로 기록되어 있어 이들 중 어느 한 지역의 

백토白土를 사용해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전승장 

1. 삼성미술관삼성미술관소E멸선집-고口|술J (2004), p.128 

2. {J.하두 개의 몸체를 따로 안든 후 접합하여 하나의 완전한 형태로 항아리 

모양을 완성시키는 성헝법이 영나라초기 흔fOf리 제작법을 도입한 것으로 

보는건해도 있다(伊魔都太朋예고된 듯한 빛깔과본언의모습」 

f백자 달흥!"Of리J (국립고궁빅을관， 2005), p.30) 

3 방병선조선후기 백자연구J (일지샤 2000). pp.278-279. 

4 윤용이조선 백자 항아리의 세계J. 백자 달항아리. (2005, 고궁박물관l ， 

p.51 . 

5 국립중앙박물관 · 경기도박물관경기도 광주 중앙관요. (2000). 

pp.29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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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 Porcelain Moon J ar Treasure No. 1441 

Joseon 118th century) I 1 Item I Cera메cs 

H. 445cm, DIMouth) 18.2cm, o 180dy)435cm, o 18ase)1 7.7cm 

Amorepacific Corporat lOn IAπü re pacific Museum 01 Art) 

Even without additional decoration, this 1앙ge spherical pot is known for epitomizing the aesthetic 

beauty and dignity of ]oseon white porcelain. 1t shows excellent balance in the proportion between 

the height and width of the body, and is equipped with a harmonious diameter for the mouth and 

base, exuding a remarkable sense of stabili디ι Among the white porc리ain vessels of its type, this 

。nep앙ticularly excels at demonstrating the beauty possible with this form. The marks of the lu디ng 

between the upper and lower sections of the body are verγ smooth and not obvious in this 때， 

This 미pe of wrute porc리ain ware is popularly known as a ‘'moon jar," a name derived f1'om 

the equivalent height and width evoking the image of a full moon. Moon j없s are norm따ly more 

than 40 centimeters in both height and diameterj those of about 44 centimeters like this jar embody 

the ideal form and sense of volume 

1t is assumed that this vessel was produced at Geumsa-ri in Gwangju, whe1'e government 

kilns were in oper때。n from 1726 to 1752, where 10 kiln sites remain. The c1ay body used fo1' the 

produαion of white porcelain at Geumsa-ri was made by mi화ng clays from appro:잉mately 20 sites 

nationwide. Although it is impossible to perfeαψ ascertain where the clay materials came from for‘ 

use in Geumsa-ri, the book Sokdaejeon compiled in 1764 indicates Gwangju, Y:킹199u， ]i띠u， and 

Gony있19 as the best sites for the production of c1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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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백자사각발형제기 
면磁四角就形蔡器 

보물제1457，둥 

조선(lB세기) 11접 | 도자 

높이 14. 1cm 

White Por‘celain Ritual Vessel in the Shape of a 
Squaæ Bowl 

입지름 16.4X 17.4cm, 밑지름 11 .5x 11.2cm 

성보문호f재묘R호림빅물관) 

이 작품은 조선시대 제작된 백지쩨기로， 조선은 개국과 더불어 전 왕조인 고려와는 다르게 불교와 도교 의례를 서서히 폐지하고 

무속신앙은 국가사전으로 전환시키는 등 유교 중심의 사전께E典체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한양으로 천도選都 이후에는 정전표魔을 

중심으로 중국식의 좌묘우사左願右社의 원칙에 따라 종묘와 사직단을 건립하여 유교 중심의 새로운 질서를 명확히 하였다1 조선 

제기의 제작은 1416년(태종 1이 7월 27일 종묘의 제기고購융庫를 지었다는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2 이후 조선 왕실이나 중앙관 

청， 지방의 향교 등에서는 제례에 사용하기 위한 백자 제기를 다수 제작하였다. 

제기는 원래 청동기에서 유래하기 때문에 도자기로의 번안擬案 과정에서 금속제 제기를 모방한 요소가 많이 나타나며 3 또 

는 청동제기의 흔적만 남은 거치문이나 이 작품처럼 일반기형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간략화되기도 한다.4 

조선시대 백자 제기는 국초부터 꾸준히 제작되었으나， 접시와 발이 주를 이루고 보寶와 궤훌 등이 제작되었다.<백자 사각 

발형 제기〉는 보와 궤 같은 사각 형태이긴 하나 거치문이 생략되어 정확한 명칭을 알 수는 없다. 따라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형 

태로 넓고 깊은 사각발의 변을 눌러서 퉁근 사각발로 만들어 놓았다. 구연부는 몸통에 비해 도톰하고， 측벽은 위를 향할수록 별 

어졌다 바닥면에는 두툼한 ‘「’자형 굽을 모서리에 맞추어 네 군데에 붙였다 회오리 문양을 간략하게 음각한 굽과 굽 사이는 굽 

의 너비만름 공간이 있다. 열은 푸른색을 띠는 백자유약을 내부까지 시유하였고， 부분적으로 빙렬이 있다. 접지면에는 유약을 닦 

아낸 후 모래를 받쳐 구워 18세기 핑주 분원리 가마에서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1 방병선 

1 하은미宗j햄쫓器와朝蘇8휴代 票器圖說돼究J(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 10), p.11 

2. r太宗實t~ 卷32. 16年 7月 27日 며辰， “作宗j햄쫓器庫及후샘房 ” 

3 김재열백자 분정사71 1 J (예경‘ 2000). p.58. 

4 방병선조선후기 백자 연구J (일지사， 2000) ， p.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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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 Porcelain Ritual Vessel in the 

Shape of a Square Bowl 

Treasure No. 1457 

Joseon (18th centuryl111tem I Ceramics 

H. 141cm, o (Mouthl164X 174cm, o (Basel 11.5x 11.2cm 

Seongbo Cultural Foundation (Horim Museuml 

This is a white porcelain. ritual vessel from ]oseon. From the start, ]oseon clistanced itself from 

the precursor Goryeo dynasty by gradu려ly abolishing Buddhism and Taoism and subsuming the 

incligenous religion (musok) under government control, 잉1 as part of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national ritual system centering around Confucianism ‘ 

Because of their origin in bronze ritual ware, ceramic ritual vessels borrowed many of the 

characteristics of bronze examples, but sometimes simply bear faint traces of a saw-toothed pattern 

。r embody a simplifìed form in order to demonstrate their status as a ritual vessel. This is the case 

with this bowl, which differs little from ordinarγ wares for more mundane uses ‘ 

White porcel없n ritual vessels continued to be produced from tl1e early years of the ]oseon 

Dynasty, mostly in the form of a dish or bowl along in the shape of grain container called bo 

。rgμe. This bowl tali.:es a rectangular shape as with a bo or gμe， but its precise name is hard t。

determine since it lacks the expression of saw-toothed pattern. The shape of this bowl w ith a high 

rectangul없 body supp01ted by rectangular feet is previously unknown. The rim is thicker than 

the body, wl끄ch tapers toward the base. A thick foot in a giyeok (-,) form is attached on each of 

the four corners of tl1e base. The feet are carved with a whirlwind pattern. A white glaze witl1 a 

blue tinge covers the bowl inside 없ld out, and shows crackling on some parts of the body. The 

side touching the ground was wiped c1ean of 앙aze and has marks of being fued on sand. 1t is 

estimated that this bowl was produced in the 18th century at a government kiln in Bunwon-ri, 

Gwangj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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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백자청화초화문펼통 
되磁홈畵草花文筆倚 
White Porcelain Brush Container with Floral Design in 
Underglaze Cobalt Blue 

보물저11059호 

조선(18세기) 1 1 점 | 도자 

높이 16.0cm, 입지름 1 3. 1cm ， 밑지름 12.6cm 

개인(삼성미술관 리움) 

조선후기에 경기도 광주 금사리金沙里 관요官뿔에서 제작된 필통으로， 형태와 백자의 색깔， 청화장식이 일품으로 소위 ‘금사리백자 

金沙里白磁’라고 부르는 종류의 하나이다. 원통형 필통은 많지만 백자필통 중에서도 독특하고 기품이 있는 형태와 아름다운 장식으 

로널리알려져 있다. 

조선은 백자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눈부시게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왕실과 사대부를 비롯한 백성들의 백자에 대 

한 동경， 관요의 설치 및 운영， 그리고 뛰어난 제작기술이 뒷받침하고 있었다. 특히， 관요에서 조선을 대표승}는 백7.}들이 다수 제 

작되었는데， 용도에 맞는 다양한 종류의 유물을 비롯하여 제작시기에 따라 형태와 특정을 달리하는 그릇들이 나타난다; 18세기에 

는 순수한 흰색이라고 할 만큼 백도白度가 높으며 기존에 양감이 강조되던 당당한 모습에서 위아래로 세장해진 준수한 형태로 변 

모하여 몸체를 각이 지게 깎은 것이 새롭게 유행하였다. 또한 청화백자의 새로운 경지를 이루어 한국적인 서정미와 고아한 문기를 

짙게 내보이는 간결한 장식이 성행하였다1 

이러한 특정을 대표판 유물의 하나가 〈백자 청화초화문 필통〉이다. 단순하지만 세련된 형태， 문인화풍文A畵風의 간결한 

장식， 티 없이 맑고 순수한 유색輔色 등 관요에서 제작된 왕실용 백자의 특정을 잘 드러내고 있다. 여러 색깔의 안료願料로 표변을 

울긋불긋하게 장식하는 등 화려함을 지향하던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조선을 이끌던 왕실과 사대부의 백자에 대한 인식과 절제 

된 미의 세계를 엿볼 수 있다. 이 유물과 색깔이나 장식 등에서 유사한 특정을 보이는 파편들이 18세기 전반에 관요가 설치， 운영 

되었던 경기도 광주 금사리金沙里 가마터에서 발견된다2 

백자 문방구류文房具類는 조선후기에 다수 제작되며 필통의 경우 원통형이 많다. 이 유물도 얼른 보아 원통모양이지만， 주 

둥이 가장자리와 바닥부분을 밖으로 살짝 벌어지게 다듬어 대나무의 한 마디를 형상화하는 등 다른 유물과 구별된다. 특히， 이 

필통에서 가장 눈에 띠는 것이 청화안료를 사용한 그림장식이다. 몸체 아랫부분에 땅을 상징하는 횡선을 한 줄 긋고 그 위에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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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간격으로 나누어 배치한 유려한 필치의 난초를 장식하였다. 난초의 잎은 가늘고 굵은 선을 섞어 농담灌淡을 주었고， 꽃은 곁은 

안료로 톡톡 치듯 처리하여 묵란도훨蘭圖를 보듯 몰골體의 붓질이 경쾌하다. 

백자의 장식그림은 왕실과 궁중에 관련된 그렴을 담당하던 화원廳에 의해 그려졌다3 붐체 아래쪽에 마치 땅을 상정승}듯 

한 줄의 션을 긋고 그 위에 풀꽃이나 대나무 같은 소재를 선택해 시원스런 붓질로 사물의 특정을 간략하게 그리고 매경에 많은 

여백을 두는 장식경향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금사리 가마의 특정이다. 

필통을 더욱 아름답게 하는 것은 은은한 빛을 발등}는 순백의 유색이다. 티 없는 순백으로 쩨 함박눈과 같은 포근한 느 

낌을 주고， 청화안료로 그런 푸른색의 그림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굽은 원형으로 깎고 안쪽 바닥면을 편평하게 다듬었으며 모래 

를 받쳐 구운 흔적이 남아 있다， 

〈백자 청화초회문 필통〉의 상정적인 그럼장식과 주변의 넓은 여백은 조선후기에 최고의 왕실용품을 제작했던 경기도 광 

주 금사리 백자의 특정이다.4 형태， 색깔， 장식에서 다른 시기의 작품과 구분되는 개성과 특정이 뚜렷하며 전체적인 아름다움에서 

도 백자의 높은 품격이 잘 드러나는 명품이다'. I 전승장 

1 김재열 rKOREAN ART BOOK-백자 분칭사기 I J (예경 2000). p.13 

2 윤용01:한국도자사언구J (문예출판N. 1993). p350 

3. 新增東國與志勝훨』 京幾道廣州收土山條 每歲司寶院官率畵員， 옮造 

빼用之器 

4 삼성미술관 Leeum ， r.소장품선집고미술J (2011), p.152 

참고문헌 

1 . 新增東國與‘훈勝質』 

2 강경숙흔택도자사J， 예경， 201 2 

460 백 자 

3 김영원조선시대도자7 1ι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4 김재열， rKO REAN ART B OOK-백자 분칭사기 | ι 예경， 2000 

5 방병선조선후기 백자연구J， 일지사， 2000 

6 방병선 전승창오1， r한반도의흙， 도자기로 태어나다J， 국사펀찬위원회， 2010. 

7 윤용이효댁도자사연구ι 문예출판사 1993 

8 정앙모효댁의 도자기J ， 문예출판사， 1 997 

9 삼성미술관 Lee um, r，소장품선집 고미술ι 2011 

10 호암미술관조선백자전川-1 8A1 1기 정화백자J， 1 987. 

11 국립중앙박물관백자항아리J ， 20 10 



White Porcelain Brush Container with 

Floral Design in Underglaze Cobalt Blue 

Treasure No. 1059 

Joseon 118th century) I 1 Item I Ceramics 

H . 16 .0crπ o IMouth)13.1cm, o 18ase)1 2.6cm 

Pr ivate Ownership ILeeum, Samsung Museum 01 A띠 

Trus white por‘celain brush holder is 잉1 example of “Geumsa-ri white porcel없n，" which refers 

to the wrute porcelain vessels produced at the Geumsa-ri government kilns in Gwangju in the 

Gyeonggi region in the 18th century during the late Joseon period. Celebrated for its white color 

and blue decoration, this blue-and-white piece takes on a dignified shape as a brush holder. 

Tl꾀s brush container epitomizes many characteristics of the royal wrute porcel따n crafted at 

government kilns, including i않 spare but sophisticated form, concise decorative motif reminiscent 

。f the literati painting st찌e ， and cle찌 snowy-white glaze. It offers a peek into the restrained 

aesthetic sensibilities of the royal court and litera디 during Joseon and provides a stark contrast with 

the luxurious color combinations found in the contempor와leous ceramics of China and Japan. 

Shards similar in temlS of color and decoration to this brush container have also been found at the 

Geumsa-ri government kiln sites. 

The symbolic motif set against the spacious background on this brush receptacle is 

characteristic of Geumsa-ri white porcelain. Distinctive for a characteristic use of form, color, 없ld 

decoration that is distinct from the white porcel없n from other periods, this white porcel따n brush 

container exemplifies the supreme dignity achievable in white porcel없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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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백자청화운룡문항아리 
되磁뿜畵雲龍文立盡 
White porcelainJar with Cloud and Dragon Design in 
Underglaze Cobalt Blue 

보물저11064.호 

초선(18세기) 1 1점 | 도자 

높이 35.5cm, 입지름 14.7cm, 밑지름 14.7cm 

개인(삼성미술관 리움) 

조선후기에는 청화안료로 용을 그려 장식한 백자항아리가 여러 점 제작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장식구성과 용의 모습이 독특한 유 

물로잘알려져 았다. 

18세기는 영조英祖와 정조시대正祖時代를 거치며 정치， 경제적인 안정에 힘입어 많은 분야에서 문화의 화려한 꽃을 피운 시 

기이다. 다양한 미술문화도 발전하였는데 그 중심에 공예품이 자리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종류로 〈백자 청화운룡문 항아리〉와 같 

이 경기도 광주 관요官뿔에서 제작한 왕실용 백자를 꼽을 수 있다. 왕실용 백자는 위염과 격조를 갖춘 형태와 청화안료를 사용한 

화원靈의 그림장식으로 유명하다; 1써기 전반에 왕실용 백자는 광주 금사리金沙里에서 제작되었으며， 후반에는 분원리分輝에 

설치된 관요에서 만들어졌다1 이 두 곳에서 백자항아리에 용을 그려 장식한 용준융購이 제작되었으나 제작시기에 따라 구름을 

헤치며 하늘을 날고 있는 고졸한 용의 모습으로 그려지거나 혹은 얼굴이 크게 강조되며 세부를 화려하게 장식한 모습으로 나타 

나기도 한다2 제작시기에 따라 세부의 모습과 표현은 달라지지만 용이 구름을 배경으로 항아리 몸체 전변에 넓게 펼쳐 그려진 것 

이 대부분이다. 

〈백자 청화운룡문 항아리〉 역시 18세기에 제작된 청화백자로 몸체 중앙에는 운룡雲龍이 그려져 있지만 다른 유물의 그림 

장식과 차이를 보인다. 표변에는 발색이 짙고 닥한 청화안료를 붉게 사용하여 항아리 몸체의 중앙 세 곳에 간략한 능화창쫓花忽 

을 가는 붓 선으로 그려 문양대를 구획하였다. 각각의 문양대 속에는 구름과 용의 모습을 그려 넣었는데， 세 곳 모두 유사한 형태 

이지만 세부의 표현에는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용은 마치 직립하듯 뒤쪽 두 발을 땅에 딛고 걸어가는 모습이지만 상반신은 뒤로 

돌려 여의주를 희롱하는 자세로 묘사되었다. 이 과정에서 앞쪽 발 일부가 몸체와 겹쳐지기도 하였으며， 용이 능화창의 오른쪽 공 

간에 편중되어 그려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은 용의 모습을 능화창의 형태와 공간에 맞추어 재구성하며 빚어진 것으로 

18À~1기 청화백자에서는 드물게 나타난다. 특히， 문양대 세 개로 나누어 구획한 점이나 그 형태에 맞추어 그림장식을 재구성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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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이 유불만의 특징이다. 이러한 장식경향은 18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청화백자항아리의 산수문山水文 장식 등 

에서 볼 수 있지만， 대부분 항아라 어깨나 저부에 복잡한 보조문양을 동반하고 있다 따라서 〈백자 청화운룡문 항아리〉는 어깨나 

저부에 보조장식이 없으며， 용의 모습이 화려하거나 과장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18세기 전반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디 

〈백자 청화운룡문 항아리〉의 형태는 주퉁이가 짧게 직립하고 폼체의 윗부분이 공처럼 퉁글며 저부에서 폭이 좁아지는 모 

습으로 18세기에 제작된 전형적인 백자항아리의 특징을 갖추고 있다. 전변에 광택이 좋은 말고 투명한 유약을 씌웠으며， 그 사 

이로 잡티가 없는 질이 좋은 백토를 사용한 것이 확인된디: 조선후기에 관요백자의 제작에 사용된 백토는 전국 각지 약 20여 곳 

에서 산출된 흙을 재료로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1746년(영조 22)에 편찬된 『속대전』에는 광주， 양구 진주， 곤양이 가장 우수한 

번토처爆土處로 기록되어 있다3 그러나 〈백자 청화운룡문 항아리〉의 제작에 사용된 백토가 어느 곳에서 가져온 것인지는 확인하 

기어렵디 

이 〈백자 청화운룡문 항아라〉는 경기도 광주 남종면 금사리한 };里에 설치되었던 관요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은 

1726년(혹은 1721년)부터 1752년까지 수십 년간 관요가 설치되었던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현재 금사리 10여 곳에 가마터가 남 

아 있다. 이곳에서 왕실용 백자를 제작하던 관요가 운영된 시기를 ‘금사리시대金沙里時代’라고 부르고， 당시 만들어진 백자를 ‘금사 

리백자金沙里白없’라고 하는데， 조선후기에 만들어진 최십L급의 백자를 지칭하는 대명사로 사용하기도 한다.. I 전승창 

1 방병선 전승창 외한반도의 흙， 도자기로 태어나다J (국사펀찬위원회， 

2010). pp.335-353. 

2. 용준은 중국사신의 언항이나왕실행사등 국가의 커다란 행사에 주로 사용 

되었다(r承政院 B記J. 仁祖 12年(1634) 5月 쫓J}P條. 司훌훌院 以提調意、쯤 

되 天使훌享8춤所用훌龍構 前日則假畵龍樓用之 . r承政院日記J.67冊，

仁祖 16年(1638) 10月 康fX條 홈構lllJ훌흥時所用 不合於內用).

3 ·續大典」 工典雜令條

참고문헌 

1. r續大典J.

‘ 운룡문 2. 承政院 日記J.

3. 강경숙한국도자사J. 예경. 2012 

4. 김영원 조선시대 도자기J.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 

5. 방병선조선후기 백자연구J. 일지사. 2000. 

6. 방병선 전승창 외한반도의 흙， 도자기로 태어나다J. 국사편찬위원회， 

2010 

7. 윤용이흔택도자사연구J. 문예출판사 1993. 

8. 정앙밀효팩의 도자기J. 문예출판사.1997. 

9. 삼성미술관 Leeum. r소장품선집 고미술J.2011. 

10. 호암미술관조선백자전 111 - 18세기 정화백자J. 1987. 

11 . 국립줄앙박물관백자할Of2.I J . 2010. 

White porcelain 465 





White Porcelain Jar with Cloud and Treasure No. 1064 

Joseon (18th century) 11 Item 1 Ceramics 

Dragon Design in Underglaze Coba1t Blue H. 355cm, D.(Mouth) 147cm, o (Base) 147cm 

Private Dwnership (Leeum, Samsung Museum of A띠 

1n the late ]oseon period, white porcelain vessels painted with a cobalt-blue dragon design were 

produced in large numbers; among them, this jar is renowned for its unique design and decorative 

composition. 

Encouraged by the political and economic stabili마 that characterized the reigns of King 

Yeongjo (r. 1724- 1776) and King ]eongjo (r. 1776- 1800), culture and the arts flourished during 

the 18th century. At the center of this artistic boom was the production of advanced handicrafts, 

including the royal white porcelain vessels fashioned in government kilns in Gwangju. These kilns 

were first stationed at Geumsa-ri in Gwangju in the early 18th century, and then transferred to 

BlInwon-ri later in the century. These Geumsa-ri and Bunwon-ri 에lns produced dragon-decorated 

alcohol jars. Depending on the period of production, the specifics of the dragon can vary from 

a creature f1ying amid clouds to one with a magnified face , bllt the dominant expression is a 

stretched-out dragon appearing across the entire surface set against a background of clollds. 

까lis white porcelain jar also features a cloud and dragon motif, but the design is distinct 

from other dragon-decorated white porcelain jars 

This jar displays a short, vertical mouth. The contours of the body are swollen at the 

shoulders bllt narrow toward the base, exemplifying a form characteristic of white porcelain jars of 

the 18th century. 

White porcelain 467 



33 백자 청회동정추월문 항아리 
되磁뿜畵洞處秋月文盡 
White porcelainJar with Autumn Landscape Design in 
Underglaze Cobalt Blue 

보물제1390호 

초선(18세기) 1 1점 | 도자 

높이 32.5cm. 입지름 17.4cm. 밑지름 13.5cm 

개인(삼성미술관 리움) 

조선후기에 제작된 청화백자 중에서도 형태가 독특하며 유례가 드물고 그림장식이 뛰어난 유물로 제작경향의 변화와 청화장식의 

특정이 잘 나타나는 백자항아리이다. 

경기도 광주 금사리金沙里에 설치되었던 관요官뿔가 1752년 남종변 분원리分院里로 이설된 후1 민간에 가마의 경영권이 넘 

어가는 1884년까지를 분원기分院期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곳에서 〈백자 청화동정추월문 항아리〉와 같은 다양한 백A}7} 제작되었 

다. 현재 전하는 백자 중에서 이 시기에 제작된 것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데， 이전과 달리 형태나 유약의 색깔이 변화되고 표 

변의 그림장식에 새로운 소재가 나타난다2 

분원리 관요에서 제작된 백자 중에는 제작시기의 추정이 가능한 작품도 소수 있다. 그 중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 

삼성미술관 소장의 〈백자 청화산수문각 병白磁 좁畵山水文角 觸〉으로 1776년에 만들어진 것이다. 병의 표면에는 짙푸른 색의 청화안 

료로 소상팔경蘭뼈八景의 일부를 그려 장식하였다. 소상팔경은 조선시대 전기부터 그림으로 즐겨 그려졌지만 백자의 장식으로는 

18세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19세기에도 세부를 변형하거나 생략하며 꾸준히 선호되었다. 

백자의 장식에는 소상팔경 중에서도 동정호洞훌湖에 가을 달이 뜬 풍경을 그린 동정추월洞훨秋月이 주로 그려졌는데， 그 대 

표적인 유물이 〈백자 청화동정추월문 항아리〉이다. 발색이 짙고 푸른 청화안료를 사용하여 항아리의 전변에 동정추월의 장변을 

그려 넣었는데， 그림에서 핵심이 되는 누각과 호수에 달이 뜬 풍경을 각각 앞뒷면으로 나누어 배치하였다-3 이것은 항아리의 형태 

와 공간에 맞게 그림의 요소를 재구성 한 것인데， 회화에서 유행하던 소재를 백자의 그림장식으로 채택할 때 일반적으로 나타나 

는 현상이다. 따라서 한쪽 변에는 물가에 위치한 절벽 위에 높게 솟은 누각이 보이고， 다른 한쪽 변에는 달의 모습과 삼산봉三山峰， 

호수의 풍경이 간략하게 그려졌다. 그림을 그린 붓질이 매우 경쾌하고 호방한데， 왕실용 백자의 그림장식을 전답하던 도화서圖畵뽑 

에 소속된 화원畵員에 의해 그려진 것으로 추정된다4 항아리의 전변에 그림을 가득 채우고 여백을 남기지 않았는데， 이전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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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을 남기지 않고 장식하는 경향은 18세기 후반부터 유행하여 19세기까지 지속된다. 

〈백자 청화동정추월문 항아리〉는 형태가 독특한데 이 유불과 유사한 모습은 조선시대 초기나 중기의 백자에서 유례를 찾 

기 어렵고， 후기에 제작된 유물에서만 소수 확인된다. 업의 지름이 크고 안바닥이 깊은 것은 일반적인 항아리와 유사하지만， 주퉁 

이 가장자리가 넓게 직각으로 꺾여 외반된 것과 저부로 내려가며 조금씩 폭이 넓어져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위치하는 점에 차이 

가 있다. 전체적으로 안정감과 양감이 좋은데 예전에는 항아리의 모양이 먹메와 비슷해 떡메병’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였다. 

잡티가 없는 순백의 태토를 사용하여 형태를 만들었으며 5 그 위에 맑고 투명한 광택이 좋은 유약을 씌웠다. 굽은 외면에 

서 보는 높이가 낮지만 안쪽 바닥을 깊게 깎아 만들었는데， 이러한 형태는 후기에 제작된 병이나 항아리， 대접， 잔 등에서 다수 나 

타난다. 

〈백자 청화동정추월문 항아리〉는 유례도 드물지만 듭직하고 양감이 좋은 형태와 티 하나 없는 백자의 색， 회화와 같은 그 

림장식 등이 일품으로 조선후기 백자의 격조를 잘 간직하고 있다 전승창 

1 윤용이 f효백도자사언구. (문예출판사， 1993), p,350 

2 정앙모 C 1 8Ai l기의 정화백지에 대하여」‘ 「조선백자전 1 1I -1 8Ail기 정화백자j 

(호암미술관， 1987) ， pp.62-66 

3 삼성미술관 Leeum ， '.스장품선집고미술J (2011), p.154 

4. 新增東國맺훈勝홉』 京짧道 廣州救土山{il 每歲司훌훌院官率畵員 홍효造.1i~ 

用之器

5. 왕실용 백자의 경우， 제작에 사용되던 백토는 평안도 선전， 강원도춘전， 

앙구 원주 경기도 과천， 광주‘ 앙근 충정도 서산， 충주， 경상도진주 곤앙， 

경주등지에서산출된 것을사용하였다〈김영원 「조선시대도자71.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pp.12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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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 Porcelain Jar with Autumn 

Landscape Design in Underglaze 

Cobalt Blue 

Treasure No. 1390 

Joseon 118th century) I 1 Item I Ceramics 

H . 32 . 5crπ o IMouth)17.4cm, o 18ase) 13.5cm 

Pr ivate Ownership ILeeum, Samsung Museum 01 A띠 

Among the blue-and-white porcelain wares of the late ]oseon period, this jar is distinguished f01‘ 

its unique form and superlative pictori떠 decoration, testifying to the evolution of ceramic crafting 

t왜ing place at the time and demonstrating characteristics considered typical of blue-and-white 

porcel와n 

The period between 1752, when government kilns were transferred from Geumsa-ri t。

Bunwon-ri in Gwangju, to 1884, when the operating rights for the government kilns was granted t。

the private sector, is known as the “Bunwon era." The pieces produced during this era account for 

the lion’s share of the white porcel와n ware that has survived to the present, inc1uding this bottle. 

The white porcel떠n work crafted in this era demonstrates a divergence from previous peri，여s in 

terms of foml, glaze color, and decorative motifs. 

This jar represents a pec띠iar form that is unprecedented among the white porcel떠n vessels 

of the early 01' rnid-]oseon periods, and is found only in small numbers even within its own period 

The widε mouth 앙ld deep bottom are not unusual, but the right angle on the outward-turning rim 

and gradual widening toward the base to establish a center of gravity lower in the body are. With 

its superlative sense of stabili뎌 and volume, this type of j없 vvas c때ed atteokηzebyeorzg， or “rice-c삶e 

m삶let jar," based on the sirnilarities in their forms. 

Distinctive for its peculi앙 shape, ample body, c1ean white col。ζ 없ld outst와lding piα。rial

decoration, this white porcelain jar characterizes the dignity of the white porcelain of the late 

]ose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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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백자청화칠보난초문병 
되磁뿜畵七寶蘭草文꽤 
White Porcelain Bott1e with Auspicious-character and Orchid 
Design in Underglaze Cobalt Blue 

보물저11058호 

초선(18세기) 1 1점 | 도자 

높이 21 .1cm. 입지름3.6cm. 밑지름 7.8cm 

국유(국립중앙박물관) 

팔각八角의 항아리 위에 병jf]l.을 얹어 전체적으로 표형병없形뼈의 형태를 띤 청화백자병이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항아리와 병이 

결합된 독특한 형태로 장식적인 효과가 두드러진 18세기 작품이다. 

상부의 병은 도톰하게 외반外反된 구연부와 목이 긴 형태를 지니고 있다. 하부는 팔각변각을 이루는 항아리 형태이다. 구 

연부는 짧은 직립 형태로 변각이 끝나는 부분과 어깨 부분은 직선으로 완만하게 구연부로 올라간다. 즉， 측면만을 깎아내고 어깨 

와 굽 윗부분은 원형태로 두었다. 상부와 하부는 거의 1:1의 비율로 나뉘며 각각 성형한 후 접합하였다. 이와 같은 표형병의 상원 

하방上圓下方의 변형된 조형은 중국에서는 이미 17세기 전반부터 등장하여 18À~1기에 들어 유행하여 많은 작품이 남아 았다1 

표형병은 조선에서는 17세기 선동리 가마터에서 원형호로병의 예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17세기 이후에는 제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청화백자로는 유사한 형태의 표주박형 파편이 광주 금사리 가마터金沙里뿔址에서 발견된 바 있어， 18세기 전반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작품처럼 병과 항아리의 결합에 의한 표형병 형태는 18세기 후반 이후에 등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양은 청화 안료로 상부 병의 몸체에는 앞뒤로 팔보 중 옥경玉警과 방성方없 두 개를 그렸고， 아래 팔각 항아리에는 난초 

문蘭草文을 비롯한 초화문을 짧은 지선地線과 함께 세군데 시문하였다. 난초문은 18세기 이후 백자에만 등장하는데 이는 난초가 

17세기 이전에는 조선시대 미술작품의 소재로 등장하지 않을 정도로 조선에서는 보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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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면의초화문 

하부의 각호는 일본 민예관 소장 〈백자 청화초화문 각호〉와 유사해 비교해 볼 수 있다. 민예관 소장 각호는 높이 13.5cm 

의 크기로 원형의 호를 제작한 뒤에 구연부와 굽， 어깨부분을 그대로 남겨둔 뒤， 옆구리 부분만을 깎아내어 제작했다2 장식변에 

서 〈백자 청화칠보난초문 병〉과 같이 초화문을 시문하였는데 여러 변에 걸쳐 장식하였다는 유사점을 보인다. 

유약은 담청색淡좁色을 띠며， 굽다리에 가는 모래받침으로 받쳐 구운 흔적이 남아있다. 아래의 각호와 위의 병이 조화를 이 

루는 18세기 각형 표형병의 대표작이다; I 방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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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병선조선후기 백자 연구J (일지사， 2000) ， p,281 

2 유제욱朝뺑협옳期 角形면磁의 liH究J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 

pp , 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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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ε Porcelain Bottlε with 

Auspicious-charactεr and Orchid Dεslgn 

in Undεrglazε Cobalt Bluε 

Treasure No. 1058 

Joseon (18th century) 11 Item 1 Ceramics 

H. 21.1cm , o (Mouth) 36cm , o (Base) 7.8cm 

Public Ownership (National Museum of Korea) 

This blue-and-white porcelain piece is a gourd-shaped vessel trom thε 18th centurγconsis디ng of 

an eight-angled jar topped by a bott1e. This combination of a jar and a bottle into a single ceramic 

vessel, which produces a strikingly ornate effect, is unprecedented among ceramic wares from 

earlier periods. 

Gourd-shapεd porcelain bott1es were excavated from 17th-centurγ kiln sites at Sεondong-ri， 

giving rise to the assump디on that the gourd shape entered production in porcelain from thε 17th 

centurγ As for blue-and-white porcelain fashioned into a gourd shape, examples in the form of 

shards were found at kiln sites in Geumsa-ri, Gwangju. It is therefore assumed that gourd-shaped 

blue-and-white porcεlain wares were produced in the ear‘ly 18th centurγ However, a gourd shape 

made up of two parts, a jar and a bo며e， as in this vessel, seems to have fir‘st appeared in the late 

18th centurγ. 

Patterns are painted in cobalt blue: two of the Eight Treasures - thε jade hall and the 

double lozenges - are respec디vely painted at the front and on the back of the upper body, while 

orchid and floral patterns are shown on the eight facets of the lower body. An orchid design does 

not appear in white porcelain ware dating earlier than the 18th centurγ. That orchids had not been 

adopted as a motif for artworks until the 18th centU1y indicates that they were rarlε plants in ]oseon 

prior to that time. 

The glaze is light blue; the ped않tal foot bears marks of firing on a support of fine sand 

Distinctive for the harmonious combination of an angled jar at the bottom and an upper bott1e, this 

is a definitive example of the gourd-shaped vessels of thε 18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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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백자 청화철화‘시’명나비문 팔각연적 
면磁 좁畵鐵畵‘詩’銘聽文 八角E見鴻
White Por‘celain Octagonal Water‘ Dropper with Butterfly Design and 
Inscrip디。n of a Poem in Underglaze Cobalt Blue and lron 

보물저11458호 

조선(1 8서17 1) 1 1접 | 도자 

높이 6. 6cm, 지름 9αm 

성보문호}재드H호림빅물관) 

이 유물은 조선 후기에 제작된 백자 팔각연적으로 백색의 바탕 위에 청화와 철화를 사용한 청색과 갈색으로 기쁨과 즐거움의 상 

정인 나비와 시를 적은 장식성이 뛰어난 작품이다. 

조선 후기에는 전기에 비해 백자로 제작된 문방구의 수량이 눈에 띄게 증가한다. 이는 양반 수요층의 증가와사번짧의 확 

대에 힘업은 것이다. 당시 문인 사대부들은 경제적인 여유와 영 -정조기 학문과 예완憂玩을 겸비한 군주가 후원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예술적 취향을 적극 자기에 반영하였다. 산수문과 사군X까 새롭게 주 문양으로 등장하였고， 양반을 상정하는 연적과 필 

통 같은 문방기명文房뚫血의 생산이 확대되었다1 

18세기 중반에 제작된 〈백자 청화철화‘시’명나비문 팔각연적〉은 윗면에 나비를 정교하게 묘사하고 측면의 여넓 면에 칠언 

절구의 시구를 기록하였다. 윗면의 중앙에 물을 넣는 구멍을 뚫고， 여넓 면의 바닥에 작은 굽다리를 별도로 만들어 부착하였으며 

연적의 주구注口 또한 모서리에 따로 붙였다. 나비의 윤곽선을 철화로 그리고 폼통과 작은 눈을 청화로 채색하였으며， 날개에 철화 

로 3개의 점무늬를 그렸다. 수려하게 그린 것으로 보아 화원이 그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적의 측면에 적힌 시를 보면 칠언절구를 주구를 기준으로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나누어 적었다. 여넓 면에 걸쳐 네 

글자는 철화로， 세 글자는 챙화로 번갈아 써넣어 색상의 다양성을 꾀하였다 칠언절구는 연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같다. 

‘형태는 정갈하고 수려하며 마음은 심신을 치료등}는 약수로네聯玉山心藥水， 남의 모자람을 미워하는 지혜가 나은가 가없 

게 여기는 어젊이 나은가했마其智願띠-， 하번에 남겨 놓은 질로 주진시대를 거쳐河鍵質歷周奏， 푸른 파도를 삼키고 토해내며 양 구 

멍을 떠도네흉n土淸波兩t回.’ 

476 백 자 



tt 
i 

y' 

~ 

h 썩한; ‘ /객‘ 
,... ，~ 



f 

/
썽;
 
낌
 

· 윗면의 나비문 

시구에 나오는 ‘하빈河滾t은 『사기史記』 「오제기五帝혜에 나오는데 순舞임금이 질그릇을 구웠던 황하 일대를 일걷는다. 여기 

서 만든 그릇의 질이 우수하다하여 ‘하빈유보河演遺寶’-‘하빈유질河演遺質’이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동일한 시구를 시문한 백자 연 

적들이 여릿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문방구류에 즐겨 시문된 시구로 여겨진다2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문화를 확인할 수 있으며， 청화와 철회를 혼용하여 나비와 시문을 장식한 보기 드문 예이다; I 방병선 

1 방병선 이성주 이종민 전승장 최종택한반도의 흙， 도자기로 

EHOjLf다J (국사편찬위원회. 2010). pp.337-338 

2. 방병선순백으로 빚어낸 조선의 마음， 백자J (돌베개 . 2002). p.101. 

참고운헌 

1 방병선순백으로 빚어낸 조선의 마음， 백자J. 돌베개. 2002 

2 방병선 이성주 이종민 전승창 최종택한반도의 흙， 도자기로 

태어나다J. 국사편찬위원회.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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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 Porcelain Octagonal Water Dropper with 

Butterfly Design and Inscription of a Poem in 

Underglaze Cobalt Blue and Iron 

Treasure No. 1458 

Joseon (18th century) 11 Item 1 Ceram ics 

H. 66cm , D. 9.0cm 

Seongbo Cultural Foundation (Horim Museum) 

This is an octagonal white porcelain water dropper, e111bellished with a cobalt-blue and iron-brown 

painted butterf1y set against a white background. Featuring a butterfly as a sY111bol of joy and 

pleasure, this water dropper has an accentuated orna111ental effect. 

1n the later joseon period the production of porcelain stationeIY supplies conspicuously 

expanded c0111pared to earlier periods, e111boldened by an increase in the nU111ber of noble111en, 

or y，αη'gbαη， and the production at govern111ent kilns of cera111ics for private purposes. The literati 

of the ti111e enjoyed financial abundance and an a111icable social environ111ent under the reigns of 

King Yeongjo and jeongjo, and were 1110re able to actively reflect their artistic tastes in cera111ics , 

This cobalt-blue and iron underglazed water dropper fro111 the 111id-18th centUIy is adorned 

with a de!icate portrayal of a butterfly on the top side and with heptasyllabic truncated verses 

on the flanks , The top has holes in the 111iddle for water supply, and each of the eight angles is 

suppolted by a pedestal separately 111ade and attached to the body. The spout is attached at one 

corner. The contours of the butterfly are pained in iron, and its body and eyes are in cobalt blue, 

while three dots in iron are added to its wings , The highly skilled painting 111anifest in this water 

dropper indicates that it was painted by a professional painter fro111 the Office of Paintings, the 

Dohwaseo. 

This is a rare exa111ple of porcelain ware with both cobalt blue and iron applied for the 

decorative 1110ti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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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백자 청화매월십장생문 팔각접시 
되磁 홈畵悔月十長生文 八角權물E 

보물저11063호 

초선(18세기) 1 1점 | 도자 

높이 5.2cm, 입지름13.6cm ， 밑지름 4.3cm 

White Porcelain Octagonal Dish with Plum, Moon, and 개인소장 

Ten Symbols of Longevity Design in Underglaze Cobalt Blue 

〈백자 청화매월십장생문 팔각접시〉는 접시 안쪽 바닥변에 매월문梅月文을， 외면에는 십장생문十長生文을 청화 안료로 장식한 팔각 

접시이다. 팔각의 각형과 십장생이라는 길상문이 시문된 것으로 보아 18세기 후반에 제작된 작품으로 생각된다. 

접시의 형태는 접시 안쪽 바닥과 구연口緣， 굽 등이 모두 팔각을 이루며 측사면이 완만하게 벌어지면서 올라갔다. 이처럼 

각이 진 형태의 접시는 18세기 영 · 정조 연간에 들어서면서 많이 제작되었는데 중국풍 취향의 유행에 의한 것이다. 숙종 후반 이 

후 조선의 경제 사정이 나아지고 청과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거듭된 연행}를5行을 통해 중국 취향이 유입되면서 그릇의 수입도 증가 

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 자기의 양식적 특정인 각형 기형이나 여러 장식 기법이 조선 백자에 응용되었다.1 영조 전반기에 분원이 

있었던 금사리와 1752년(영조 28)에 이동한 분원리에서 각형 기형들의 도편이 다수 출토되어 이를 뒷받침한다. 

문양은 접시 안쪽 바닥변에 매화와 구름인 매월문을 바깥 측면에는 십장생문을 능숙한 필치로 그렸는데， 청화안료의 발 

색은 밝은 편이다. 매월문은 가로로 누운 초승달을 한가운데 배치하고 이를 감싸듯 매화가지가 좌우로 둥글게 뻗어 올라가는 형 

샘다. 십장생문은 화면 가득， 소나무 아래에 폭포와사슴 한 쌍을， 대나무 옆을 거닐고， 운무에 싸인 달 옆으로 비상하는 학 한 

쌍을 배치하여 구성하였다. 사슴 발밑에는 불로초로 보이는 풀이 묘사되어 십장생이 가진 길상적인 분위기를 더해준다. 팔변에 

걸쳐 골고루 십장생 요소들을 배치하였지만 간결한 구도와 섬세한 필치로 보아 실력이 뛰어난 궁중 화원이 그렸을 것으로 추정된 

다 담청색淡좁色의 유약을 굽다리 안쪽까지 시유하였고， 굽의 접지변에는 가는 모래를 받쳐서 번조한 흔적이 남아 있다. 

〈백자청화매월십장생문팔각접시〉는파편을접합하여 수리·복원하였으며，흔치 않은팔각의 기형에 매월과십장생의 청 

화문양이 멋들어지게 시문된 뛰어난 작품이다; 1 방병선 

참고문헌 

1 방병선순백으로 빚어낸 초선의 마음， 백자J (돌베개， 2002), p.152 • 방병선순백으로 빚어낸 조선의 마음， 백자J， 돌베개，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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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ε Porcelain Octagonal Dish with Plum, 
Moon, and T，εn Symbols of Longεvity Dεslgn 

in Undεrglazε Cobalt Bluε 

Treasure No. 1063 

Joseon (18th century) 11 Item 1 Ceram ics 

H. 5.2cm , o (Mouth) 136cm, o (Base) 4.3cm 

Private Ownership 

This is a white porcelain dish with eight angles, decorated with a plum and moon design on thε 

interior and the T，εn Symbols of Longevity on the outside, all painted in cobalt blue underglazε. 

The anglεd form and the appearance of auspicious symbols suggest a late 18th-century date of 

production. 

The rim, base, and foot are all in an octagonal form, with thε profile gently flaring out from 

the bottom to the top. Anglεd dishes were produced in large quan디디es during the reigns of King 

Yeongjo (r. 1724-1776) and King ]eongjo (r. 1776-1800) amid the rising popularity of ceramics in 

Chinese styles. This can be explained by improvements in the economic situation of ]oseon and 

its relationship with thε Qing Dynasty (1644-1911) of China toward the later yεars of thε reign 

of King Sukjong (r‘. 1674-1720) that resulted in frequent diplomatic exchanges with China and a 

subsequent i따low of Chinesε ceramics. Against this backdrop, Chinese stylistic featurεs including 

an angled form and decorative techniques were applied to the white porcelain of ]oseon. Evidence 

of this trend can be found in the excavation of angled vessels in diverse forms from Geumsa-ri and 

Bunwon-ri, respec디vely home to government kilns during the reigns of King Yeongjo and King 

]eongjo. 

The patterns - plum and moon on the inside and the Ten Symbols of Longevity on the 

outside - are drawn in cobalt blue underglaze with masterful brushstrokes. The cobalt pigment 

shows a bright tone. The simplε composition and delicate expression of motifs give weight to 

the assump디on that they were done by a professional ar디st from the Office of Paintings called 

Dohwaseo. A light-bluε glaze is appliεd to the entire bottle including the underside of the foot, 

which conveys marks of firing on a support of fine sand. 

Restored into a whole by assembling fragments, this octagonal dish is distinguishεd by its 

octagonal shape and motifs in cobalt-bluε undergla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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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백자 청화투각모란당초문 항아리 
되磁 뿜畵透刻밤판庸草文 立盡
White porcelainJar with Openwork peony and Scroll Design in 
Underglaze Cobalt Blue 

보물저1240호 

초선(18세기) 1 1 점 | 도자 

높이 26 .7cm , 입지름 14,25cm 

국위국립중앙박물관) 

이 작품은 무늬가 없는 원통형의 안쪽 항아리와 투각透刻 장식을 한 어깨가 벌어진 바깥 항아리의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 백자투 

각항아리다. 문양은 종속문을 청화로 장식을 하였고 주문양은 투각을 하여 조선 후기 유행한 사치풍조와 중화풍 장식 취미에 부 

합하는 장식화 경향이 심화된 대표적인 청화백자항아리다1 

대개 안과 밖이 이중二重으로 된 항아리는 안쪽과 바깥 쪽 항아리를 별도로 제작한 후， 바깥 항아리의 반을 상하로 잘라 

내고 그 안에 안쪽 항아리를 밑바닥에 접합한 후 나머지 바깥 항아리의 윗부분을 씌워 접합하는 형식으로 성형한다. 매우 어렵 

고 까다로운 작업으로 중국에서는 명대와 청대 18, 19세기에 걸쳐 크게 유행하였다. 중국 취향이 유행하는 조선 후기에 이 양식 

이 백자에 보이는 것은 이라한 시대 분위기 탓이다. 

항아리의 전체적인 기형은 구연이 직립하고 어깨는 둥글고 당당하게 벌어진 18세기의 특정을 보인다. 목과 연결되는 어깨 

부분에는 청화안료로 당초문書草文을 그리고 그 아래로 화려하게 투각기법으로 커다란 모란문을 장식하였다. 모란문 아래에는 여 

의두문을 양각하여 회화와 조각이 결합된 다양한 장식이 사용되었다. 

투각백자에 시문되는 모란문은 대체로 꽃을 기변 가운데에 배치한 뒤 그 주변을 절지문과 함께 단층투각기법으로 시문 

하고， 양각과 음각 기법으로 세부장식을 더한다; <백자 청화투각모란당초문 항아리〉도 겹겹의 꽃을 표현하기 위해 꽃잎마다 층차 

層差를 두고 양각기법과 음각기법을 사용해 표현하였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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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과어깨부문 

유색뼈色은 담청색淡좁色의 백자유를 고르게 시유한 것으로 보아 18세기 말이나 19세기에 걸쳐 경기도 광주 분원에서 생 

산된 것으로 추측된다 항아리 아래 부분에는 균열이 선병해서 제작의 어려움을 그대로 보여주며 몇 군데 수리한 흔적이 남아 있 

다 굽은 단순하게 마무리하였고， 가는 모래받침으로 받쳐 구운 흔적이 남아 있다. 

투각기법의 경우， 주로 19세기 필통이나 연적과 같은 문방구에 λF용되었으며 백자 헝아리에 λF용된 경우는 드물다. 이는 

제작승F는 과정이 복잡하고 번조 시 변형 또는 파손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샤1: I 방병선 

1 방병선조선후기 백자 연구J (일지사， 2000), p.112. 

2. 정연朝蘇後期 透刻白磁冊究J (이화여자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12) ， 

pp.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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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 Porcelain] ar with Openwork Peony and 

Scroll Design in Underglaze Cobalt Blue 

Treasure No. 240 

Joseon (18th centu이 11 Item 1 Ceramics 
H. 267cm. D.(Mouth) 14.25cm 

Publ ic Ownership (National Museum 01 Korea) 

This work is a double-layered white porcelain jar comprised of an undecorated, cylindrical inner 

jar and a wide-shouldered outer jar with an openwork design. The combination of the secondarγ 

design painted in cobalt blue and the major design rendered in openwork testifies to the trend 

toward ornate decoration and a more luxurious Chinese-style aesthetic in the late ]oseon period. 

To craft a double-layered jar, the inner and outer forms are created separately; the outer 

is cut in half between its upper and lower sections and the inner jar is then fixed to the interior 

bottom of the lower section of the outer jar, and the upper section is replaced over it. Requiring 

such complicated and delicate procedures, double jars garnered immense popularity during the 

Ming Dynasty 0368-1644) and in the 18th-19th centuries during the Qing period in China. During 

the late ]oseon period, when a Chinese-inspired taste for ornate decoration was dominant, this 

type of double-layered jars was produced in Korea 

The form of the jar with a veltical mouth and round, pronounced shoulders is suggestive of 

typical characteristics of the 18th centurγ 1n white porcelain openwork vessels, it is common for 

peony bJossoms to take center stage and be encircled by branches and Jeaves, which are further 

embellished by the incised and embossed expression of peony details. This jar also manifests both 

depressed and raised carvings in order to express multi-tiered peony flowers and Jeaves. 

The even application of a light green-tinged white gJaze gives rise to the assumption that it 

was produced at a government kiln in Gwangju in the mid-western region of Gyeonggi Province 

during the Jate 18th-19th centu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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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백자청화화조문팔각통형 병 
되磁 뿜畵花烏文 八角倚形 꽤 
White Porcelain Octagonal Bott1e with Flower and 
Bird Design in Underglaze Cobalt Blue 

보물저11066호 

초선(18세기) 1 1점 | 도자 

높이 18.9cm. 입지름 5.2cm. 밑지름 7.3cm 

개인(삼성미술관 리움) 

조선후기에는 다종다양한 백자카 제작되며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종류가 등장하기도 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표변을 팔각 

八角으로 다듬은 〈백자 청화화조문 팔각통형 병〉이다. 이 병과 같은 종류는 18À~1기에 제작되어 19세기까지 다양하게 변화되며 지 

속적으로만들어졌다. 

이전과 달리 18세기에는 순수한 흰색이라고 할 만큼 백도白度가 높고 아름다운 백자병이 다수 제작되었다. 조선전기에 목 

이 잘록하고， 몸체가 타원형으로 양감이 강조되던 당당한 병의 모습에서 위아래로 원통에 가까운 세장해진 형태로 변모하여 몸 

체의 표변을 각이 지게 깎은 새로운 병이 이 시기에 등장하였다. 또한 청화백자의 새로운 경지를 이루어 한국적인 서정미와 고아 

한 문기를 짙게 내보이는 간결한 장식이 성행하였는데，1 <백자 청화화조문 팔각통형 병〉은 이러한 특정이 잘 드러나는 유물이다. 

백자병은 조선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제작되던 종류이지만， 이 유물은 전체의 형태와 비례， 세부의 특정에서 이전과 차이를 

보인다. 주둥이 가장자리는 수평에 가깝게 벌어져 있는데， 이전까지 나팔모양만 제작되던 것에 비하면 커다란 변화이다. 목도 폭 

이 좁고 길이가 길어 마치 작은 원통을 끼워 넣은 듯 강조되어 보이는데， 비례나 길이의 변화가 크다. 몸체는 작은 원통모양으로 어 

깨와 저부의 너비가 거의 동일하여 약간 불안정해 보이기도 한다. 전체적으로 높이에 비하여 폭이 좁은 새로운 종류의 병이 만들 

어진 것인데， 시각적으로 세장하며 시원스러운 맛이 좋다. 

전체의 형태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이 표면을 각이 지게 다듬은 것이다. 병은 물레에서 만들기 때문에 둥근 형태로 제작되 

는데， 도구를 사용해 어깨에서 저부까지 표변을 일정한 크기와 간격으로 수직하게 깎아내었다. 여밟 개의 변으로 편평하고 매끄럽 

게 깎아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병을 만들었다. 표면을 육각六角 혹은 팔각八角으로 만드는 것은 18À~1기 전반 금사리金沙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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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된 관요官쫓에서 유행하기 시작했으며 2 항아리와 발 등 여러 종류에서 동일한 특정을 볼 수 있다. 이후 19세기 백자에도 영향 

을 주었으며， 병， 형아랴， 연적， 필통 등 더욱 다양한 종류에 응용되고 십각十角， 십이각十二角， 십육각十챙 등 번잡하다고 할 정도 

로다양해졌다. 

병에 그려진 청화안료의 그림장식도 특이하다. 안료를 붉게 해 나무와 새를 그렸는데 상정을 표현하듯 나뭇가지와 열매를 

간략하게 표현하고 새의 모습은 상대적으로 꼼꼼하게 특정을 묘사하였다 나무와 새를 소재로 그려 장식했지만， 시각적으로는 새 

의 모습에 시선이 집중되는 구도이다. 붓질이 거친 듯도 보이지만 병의 형태와 면이 이루어내는 선과 조화되어 운치를 자아낸다. 

백자의 그렴장식은 화원盡員에 의해 그려졌으며 ，3 사옹원司寶院 번조관짧造官의 인솔에 따라 광주 관요에서 작업이 진행되었 

다 백자를 꾸미기 위한 장식이지만 청화백자의 그림은 당시 유행하던 회화를 소재로 한 것이 많다.4 순백의 색도가 뛰어난 잡물 

이 없는 백토日土를 사용하여 형태를 만들고 그 위에 맑고 투명한 유약을 씌워 청화장식의 색감과 각이 진 모습을 잘 드러냈다5 

굽은 원형으로 세부를 꼼꼼하게 깎고 다듭었으며 안바닥을 편평하게 마무리하였다. 굽바닥에 내화토를 받쳐 구운 흔적이 남아 

있다. 특히， 안바닥에는 ‘관官’자로 추정되는 글자가 음각되어 흥미롭다. 

백자각병 중에서도 형태와 청화장식， 유색이 뛰어나며， 이들이 적절하게 조화되어 조선후기 백자의 아취와 새로운 제작경 

향이 잘 드러나는 유물이다: I 전승창 

1 김재열. 'KOREAN ART BOOK-백자 분정사기 1, (2000), p.13 

2 정앙모， r H~세기의 정화백지에 대하여J ， 조선백자전 1 11-1 8API 정화백자』 

(호암미술관， 1987) ， pp.62-66 

3. '新增東國與志勝훨』 京짧道 廣州收土山條 每歲司훌훌院官率畵員 옮造m 

用之器

4 강경숙효택도자사J (일지사. 1989), pp.382-384. 

5 왕실용 백자의 경우， 제작에 사용되던 백토는 펑안도 선전， 강월도 춘전， 

앙구， 원주， 경기도과전， 광주. 앙근， 충정도 서산， 충주， 경상도진주， 곤앙， 

경주 등지에서 산출된 것을사용하였다(김영원즈선시대 도자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pp. 12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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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 Porcelain Octagonal Bottle with 

Flower and Bird Design in Underglaze 

Cobalt Blue 

Treasure No. 1066 

Joseon 118th century) I 1 Item I Ceramics 

H . 1 8.9crπ o IMouth)52cm, DI8ase)7.3cm 

Pr ivate Ownership ILeeum, Samsung Museum 01 A띠 

1n the late ]oseon era, innovative varieties of wl끄te porce빼.1 began to appear; one example bei11g 

this octagonal bottle. This 미pe of porcel없11 vessel with eight facets began to be produced in the 

18th centurγ and continued into 19th century while undergoing diverse transformations. 

Unlike the previous period, the 18th century witnessed a considerable production of 

porcelain in pure white ‘ This period also demonstrates a transfor‘mation in the forms manifested 

in white porcel없11: from a voluminous body with a curved neck to a slender 값ld even cylindrical 

body that is sometimes calved into facets, as with this jar. During the 18th century, the technique 

for cobalt-blue painting was further developed to better express a Korean-style aesthetic preference 

for simplicity. Such characteristics of the white porcel경n of the 18th century ar‘ e exemplified in this 

eight-faced white porcelain bottle. 

Most notable about this bottle is the multiple pl없les created on the surface. The pictorial 

motif painted in cobalt is also somewhat peculiar. The decorative motif was draw11 by a 

g。、rernment a1tist and the full process of creating t비s jar was conducted undεr thε supeπision of 

tl1e related govemme11t agency, called the Saongwon 

Among faceted white porcelain vessels, this piece is outstanding for its form, decoration 때d 

glaze color, epitomizing the beauty of white porcel떠11 of the late ]oseon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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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백자 청화소상팔경문 팔각연적 
면磁 좁畵漸柳X景文 八角E見適
White Porcelain Octagonal Water Dropper with Painting of Eight 
Scenic Spots of Sosang River in Underglaze Cobalt Blue 

보물제1329호 

조선(19서17 1) 11 접 | 도자 

높이 1 2 . 6cm 

국유(국립중앙박물관) 

〈백자 청회소~팔경문 팔각연적〉은 19세기에 제작된 팔각연적으로， 양각 · 음각 ·청화시문 등 다양한 기법으로 장식되었다. 

이 작품이 제작된 조선 19세기는 관요官쫓에서의 사번私爛의 증가와 신분제의 동요 등이 맞물리면서 자기 수요층이 확대되 

었고， 시대 미감과 기호의 변화에 따라 장식적이고 화려한 자기가 유행하였다. 청화백자의 생산과 유통은 이전에 비해 활발해지 

고 양반 수의 증가로 앞 사기에 이어 문방 기명의 생산이 증가하였다. 경기도 광주 분원리 관요 가마터에서는 이 시기의 청화백자 

파편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발견되었으며， 각양각색의 연적과 필통이 조선시대를 통틀어 가장 많이 제작되었다. 1 

〈백자 청화소상팔경문 팔각연적〉은 윗면에는 운룡문이， 측면의 여넓 변에는 소상팔경과 시문이 장식되었다. 윗면의 문양 

은 념실거리는 구름 사이로 용의 모습이 보인다. 용과 구름의 문양은 양각기법을 사용하였고， 세부적인 묘사에는 음각기법을 사 

용한 뒤 청화로 색을 업혀 생동감을 극대화하였다. 

측면은 소~"èÌ:딸경이 그려진 7면과 시구흙句를 적은 1면으로 구성되어있다. 주구注口가 부착된 변에는 주구 아래로 t동정추월 

洞底秋月에라는 주제를 청화안료로 적고 그 좌우로 t송하문동자|公下問童子’와 ‘장한강동거 張輪江東去’라는 시구를 적어 놓았다 ‘송 

하문동재公下問童子’는 중국 당대홈代 시인 7}.도흉道， 777-841가 지은 댐은자불우尋顯짧」에서， 장한강동거 張輪江東去’는 이백주白， 

701-762의 똥장사인지강동送張舍A之江東」에서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이 면은 소상팔경 중의 동정추월을 그림이 아닌 글을 대씬하 

여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2 

나머지 7면은 각 변에 청화로 테두리를 두르고 소상팔경을 능숙한 필치로 그렸다， 소상팔경은 중국 호남성湖南省 동정호洞 

底湖 님쪽의 소수爛水와 상수ìt~水가 합쳐지는 곳의 늦가을 여넓 경치를 말한다. 우리나라에는 조선 전기부터 회화의 주제로 꾸준 

히 등장하였으며 관요에서 장인들에게 사사로이 번조하여 시장에 내다 팔 수 있게 허락한 18세기 이후에는 청화백자의 주제 문양 

으로등장하게 되었다.소/짧경에는동정추월을포함하여 산시청람山市觸·연사모종煙寶鐘·소상야우輔夜雨 원포귀범遠浦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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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면의 시문과 소상말경문 “ 각 면의 소상말경문 ‘ 윗면과 바닥 

494 백 자 



평사낙안平沙落確 · 어촌낙￡없村落照(석조?照) .강천모설江天흉雪의 주제가 있으나 그림이 각 주제에 정확하게 부합하지 않는다. 소상 

팔경의 장면들을 한 화면에 두 개 이상 시문하거나 구도가 변용되고 도식화 되는 19세기 소상팔경문의 특정에서 비롯되었다. 소 

상팔경도나 산수문 자체가 하나의 장식적 제재로 이용될 뿐 그 자체의 형식이 그리 중요치 않게 됨을 알 수 있다3 바닥변에는 각 

모서리에 구멍이 뚫린 다리를 부착하였다. 

다양한 장식기법을 생동감있게 흔용한 19세기의 특정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I 방병선 

1 방병선순백으로 빚어낸 조선의 마음， 백자J (돌베개， 2002), p, 16 7 

2 국립중앙박물관새 천년 새 유물전 J (2000), p, 19 5 

3 방병선조선후기 백자 연구J (일지사， 2000)， pp , 348-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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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면의운룡문 

Whitε Porcelain Octagonal Watεr Dropper 

with Painting of Eight Scεnic Spots of Sosang 

Rivεr in Undεrglaze Cobalt Bluε 

Treasure No. 1329 
Joseon (19th century) 11 Item 1 Ceramics 
H.12.6cm 
Public Ownership (National Museum of Korea) 

This water‘ dropper is embellishεd with a diverse range of decorative techniques including 

embossed carving, depressed engraving, and cobalt-blue painting. 

During the 19th century when this white porcelain work was created, ceramic production 

for private purposes was εxpanded at governmεnt kilns and the system of social status was 

disturbed, together‘ conspiring to incr‘easε thε demand for porcelain wares. Alongside εxpanded 

demand, ornate and splendid ceramic stylε'S gained popularity amid shifting aesthetic preferences 

Consεquent1y，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blue-and white porcelain came to be more active, 

and the creation of porcelain stationerγ supplies painted with cobalt blue was accelerated. 

This water dropper is dεcoratεd on top with a cobalt blue underglaze dragon and cloud 

design and with the Eight Scenic Spots on the Sosang River (Xiao Xiαη:g Bajing) and poε디c verses 

on the eight sides. In thε pattern of a dragon amid surging clouds found on the upper side, both 

the dragon and clouds are carved in relief and their details arε incised. The cobalt-bluε pigment 

applied for these motifs maximizes the sense of vitality and liveliness. Seven out of the eight flank 

sides are painted with thε Eight Scenic Spots on the Sosang River, and the remaining one with 

poetrc verses. 

The Eight Scenic Spots on thε Sosang River, or Xiao Xiαη:g Bι1jing， refers to the eight 

picturesque vistas found where the 장ao and Xiang Rivers converge at Dongting Lake in Hunam 

Province, China. Thesε εight views were continuously adopted as a theme for‘ pain디ngs from the 

early]oseon period; from the 18th centurγ when the private production of ceramics at government 

kilns and their trafficking were aut11orized, thesε eight Chinese views became a frequent motif for 

blue-and-white porcelain ware. 

This artifact is an excellent example of 19th-centurγ blue-and-white porcεlain characterized 

by the vibrant expression of motifs through the εmployment of various decorativε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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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U 분청사가 인화점문장군 
初좁沙器印花點文獲本 
Buncheong Barrel-shaped Vessel with 
Stamped Dots Design 

보물제1423호 

조선(1 5Al!7 1l 1 1접 | 도자 

높이 17.2cm. 입지름 4. 3cm. 밑지를 10.3cm 

개인(삼성미술관리움) 

분청λ}71의 특정 중에 하나는 장식기법에 따라 개성과 멋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인데，<분청씨 인화점문 장군〉은 유연하고 당당 

한 형태도 뛰어나지만 섬세한 인화장식 J'.D1t讓節의 정수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유물이다. 

분청사기는 고려청자의 제작컨통을 바탕으로 제작되지만 백자의 급격하고도 눈부선 발전으로 변화와 소멸과정을 거치는데， 

〈분청시키 인화점문 장군〉에서와 같이 왕실과 양반이 추구하던 격식과 화려함이 나타나기도 하고， 조화影花나 박지刺地， 철화장식 

鐵畵裝節이 있는 분청사기에서는 백성들의 일상을 대변한 듯 해학과 자유로움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기도 한다. 

장식기법은 일곱 가지로 상캄， 인화， 조화， 박지， 철화， 귀얄， 텀벙으로 나누는데， 기법에 대한 파악이 분청사기의 특정과 변 

화과정， 성격을 이해하는데 기본이 되며， 어떠한 기법을 사용했느냐에 따라 각각의 생김새나 분위기가 전혀 달라진다. 조선개국 

이후 1420년대에는 상감장식이 있는 분청사기가 지속적으로 제작되는 한편 인화장식이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1430-1460년 

대 사이에 인화장식은 절정기를 맞이등}는데，1 <분청씨 인화점문 장군〉과 같이 소재의 크기가 작아지고 장식 사이의 간격이 좁 

아 더욱 치밀하며 빈 공간을 남기지 않고 가득 채우는 장식경향을 보인다. 

인화장식은 고려청자의 싱캄장식에 단순하고도 반복적인 문양을 효율적A로 장식하는 보조수단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 

는데， 점차 장식면이 증가하며 분청사기에서 크게 유행하였다 상감기법의 일종으로 소재를 새긴 도장을 표면에 반복적으로 찍어 

요철머암을 만들고， 그 홉에 백토B土를 채운 후 표면을 깨끗하게 닦아내는 기법이다. 선싱캄線象없 혹은 면싱캄面象없과 함께 나타 

나기도 하며， 전성기에는도장을 정성스럽게 찍어 빈 공간을 남기지 않고 빽빽하게 채워 장식하였다， 

〈분청사카 인화점문 장군〉 역시 전면에 빈틈을 남기지 않고 인화장식으로 가득 채웠는데， 폭이 좁고 긴 도장에 6개의 작 

은 원을 새긴 후 표면에 반복적으로 줄을 맞추어 시문하였다. 원의 크기가 작아 언뜻 보아 작은 점으로도 보이는데， 이것은 질이 

좋은 흙을 시용하여 형태를 빚고 반복적이고도 집중적인 노력이 더해져야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 장군은 장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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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도 최상의 유물이라고 할 수 있다2 

장군은 고려청자에서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장군’이라는 명청은 후대에 붙여진 한글이름으로 유물이 활발하게 제작되던 15 

세기에는 ‘장본獲本’이라고 불렸다. 오랜 시간동안 구전되며 장군이라는 한글이름으로 변화되었고 지금도 명청으로 사용하고 있다.3 

『세종실록世宗實錄』에는 ‘장본’이 주기酒짧’라고 기록되어 있어 술병과 같은 용도로 민간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4 

〈분청λ까 인화점문 장군〉은 물레에서 원통모양을 빚고 윗면을 퉁글게 미감하여 몸체를 만든 후， 옆으로 뉘여 윗면 한 콧 

에 가장자리가 밖으로 벌어진 작은 주퉁이를 붙여 만든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바닥 쪽을 g감} 편평하게 다듬어 구르는 것을 방 

지하였다. 물레와 접해 있던 측면 한 곳은 펀펑하게 다듬어져 었고 원통의 윗면에 해당승}는 다른 측면 한 곳은 퉁글게 다듬어진 

것이 일반적인데， 이것은 제작과정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표면에는 맑고 투명한 유약을 앓게 씌웠으며 광택이 좋다. 측면 한 곳의 굽바닥을 편평하게 다듬은 후 유약을 깨끗하게 닦 

았으며， 반침흔적은 분명하지 않다. 

전체의 크기가 작지만 당차고 야무진 형태에 섬세하고 화려한 인화장식을 살펴 볼 수 았는 장군으로 현대미술품의 분위 

기미저 감도는 뛰어난 유물이다'. I 전승장 

1. 방병선 전승장외 r한반도의 흙， 토자기로 태어나다J (국사펀찬위원회， 

20 10)‘ pp.257-264 

2 호암미술관. r朝解前期國寶展 , (1996). p.315. 

3. r朝蘇隔顧名考』어|서는 장군의 한지를 떼|종실록』의 장몬뚫本과 음흡이 

동일한‘장본張本’ 혹은 ‘장본長本’으르 적고 있어서， 당시 동일한 영칭 

으로불렸으나기록에서 음차훌훌되어 한자가 다르게 표기되었던 것으 

로추정된다(逢川巧著 윷8明鎬編 f朝蘇隔磁名考J (景仁文1t社， 1993) ，

pp.118-120). 

4. r世宗實t~ 卷 27‘ 7年 2月 Z，YD條 “大中小鏡本(鏡本酒器形如뚫鼓 

R夏有口 f삼號獨本)傳듭廣州救使 進밟大中JJ、白짧障本十事 *훔織매造以進” 

50 2 분청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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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ncheong Barrel-shaped Vessel with 

Stamped Dots Design 

Treasure No. 1423 

Joseon (15th centuryl11 Item I Ceramlcs 

H. 172cm, o (Mouth)43cm, D(Base)103cm 

Private Ownership (Leeum, Samsung Museum 01 A띠 

。ne of the characteristics of blιηcheong ware is that the beauty of the vessel concerned often 

hinges upon the decoration technique adopted. The same ho1ds true for this bμηcheong 

piece, which has a stout body but is in fact most notab1e for its delicate stamped patterns ‘ This 

demonstrates the apex of the stamping technique ‘ 

Developing out of the Goryeo ce1adon tradition and eventu외1y v없lÎshing following the 

stunning emergence of whlte porce1ain, bμηcheong ware sometimes embodied a digrlity and 

sp1endor suitab1e for the royal court and arist。α:ats of J oseon, as with this bμηcheoη\g vesse1, wl꾀le 

와 。ther 디mes using carving, sgra떠to and iron-painting techni，엠es to present a p1a'때11 and carefree 

sprit associated more with the peop1e. 

A thα。ugh understanding of the seven decorative techrliques used in bιmcheong 

ware - inlay, stamping, carving, sgraffito, painting in iron, brushing with slip, and dipping in 

slip - is fundamental to appreciating the features, characteristics, 와ld evo1utionary pr‘。cess of 

bμncheoη\g ware ‘ In the 1420s, stamped buncheong ware began to gain popularity a10ng with thε 

continuous production of inlaid bμncheoη\g . From the 1430s to the 1460s, the stamping techrlique 

reached its apogee with the trend of stamping dense1y spaced tiny motifs. 

This barre1-shaped buncheong vesse1 is a1so minute1y crowded with stamped patterns, 

1eaving no surface space unadorned. A 10ng, n없row st없np carved w ith six smal1 circ1es was 

repeatedly pressed into the surface to generate this design. Although it appears to be a dot at 

first, the stamped pattern is in fact a small circle . The decoration embodied by this vessel is the 

manifestation of high-quality clay and concentrated, 1aborious eff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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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분청사기 상감모란당초문 장군 
析뿜沙器 象팝눴~lft庸草文 猜本
Buncheong Barrel-shaped Vessel with Inlaid peony and 
Scroll Design 

보물저11400호 

초선(15세기) 1 1 점 | 도자 

높이 20.2cm. 입지름 6.9cm. 밑지름 19.3cm 

개인소장 

이 분청λ까 짧은 안정감 았고 당당한 기형에 활달하고 대답하게 변상캄된 모란녕쿨무늬와 조밀하게 찍힌 인화문이 찌되어， 

15세기 전반 경에 제작된 분청사기만의 모습이 잘 표현된 작품이다. 

-^J-군은 몸체가 길쭉한 원통 모양이며， 밖으로 벌어진 。까라는 몸체 윗면 중앙에 위치하고 굽다라는 완전한 직사각형으 

로 몸체 아래에 큼직하게 부착되어 있어서 듬직하며 당당한 모습을 하고 있다. 측면에서 보면 몸체가 둥근 직사각형에 가깝고 양 

측면의 옆선이 완만한 곡면을 이루고 있어서 양감이 더해져서 무게감이 느껴지는 형태이다. 문양은 넓은 몸통을 수직으로 나누고 

다시 아가리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으로 나누었다. 몸체의 중심부에 백토로 선상캄한 당초문대를 배치하고 좌우에 매우 간략화된 

모란녕쿨무늬를 백토로 변상캄하였다. 양 측면에는 문양을 찍는 하나의 도장 안에 작은 원이 집단으로 았다는 의미의 집단연권문 

集團連團文이 조밀하게 찍혀 있다. 태토는 밝은 회청색이며 좁쌀만한 크기의 철분이 유층으로 뒤어나온 상태이며， 유약뼈藥은 앓고 

투명하여 기포가 거의 없고 부분적으로 두껍게 뭉친 곳은 약간의 녹색을 띠며 불투명한 상태를 보인다. 몸체에서 결손된 부분은 

없으며， 백토가 싱캄된 부분에 가늘고 조밀한 균열이 있으며 부분적으로 유층이 탈락된 곳이 있다. 몸체의 한쪽 측면에 여밟 곳 

에 내화토모래빚음을받쳐 구운흔적이 있다. 

-^J-군 기형은 고려청자에서는 보이지 않고 조선 초기부터 분청λ}71， 백자 등으로 제작되기 시작하여 말기까지 계속 만들 

어졌다. 장군에 대한 가장 이른 시기의 기록은 세종 7년(1425)에 명나라 사신 윤봉이 요구한 백자 그릇 중에 포함된 장본揮本이다. 

기록 중에 장본은 주기酒器라고 하였으며， 형상은 북과 같고 배에 주둥이가 있다고 하여 짧의 모양과 일치한다1 장군은 왕실용 

의례와 제사에서 제주쩡酒를 담는 용기로 사용된 예도 확인된다.1:숭정원일기』에는 숙종 28년(1702)에 제주짱酒를 장분長益에 30개 

에 담아서 진배한다거나 『각릉수개등록各陸修改購힘(1724-1755)에는 자장분磁長益이 주기酒器로 사용되었고 그 입구는 종이로 싼 

벗짚으로 막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외에도 『육전조례』에는 내국內局에서 강심수江心水를 답는 장본 23개를 진배한다고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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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란당초문(정면) ‘ 집E변권문(앙쪽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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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강심수는 내국(내의원)에서 담당하던 물로 강 가운데서 길어오는 임금이 사용하는 물이다. 장군은 1끼 18， 19세기에 제작된 

각종 의궤에서 제주짱酒 외에 진유힐油를 저장하는 용기로도 기록되어 았다. 진유는 참기름을 의미판데， 참기름은 왕실에서 친 

인척 혹은 신하들에게 부의轉構로 하사하거나 제사 때 사용할 제물， 제기에 담을 음식， 등불용 등으로 사용되었다. 조선시대 장군 

은 분청사기로 제작된 예가 가장 많이 남아 있으나 문헌기록에서 보이는 것처럼 1끼 18, 19세기에도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 

이 분청λ까 징L군은 면상캄된 모란녕쿨무늬， 선상캄된 녕쿨무늬， 조밀하게 찍힌 인화문의 표현까지 다양한 기법으로 문양 

을 장식한 점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간략화된 모란녕쿨무늬는 대담하게 변상감으로， 그 중간에 녕쿨무늬는 섬세한 선상캄으로 장 

식하여 문양 구성과 표현에서 강약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느낌이다. 또한， 상갑과 인화 기법이 함께 사용되어 15세기 전반 경에 

제작된 분청λ까 특유의 조형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도자사적인 재를 찾을 수 있다; I 김윤정 

1. r世宗實錄」 卷 26. 7年 “積本， 酒器， 形如露韓， 題有口， 倚號積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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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란당초문 

Buncheong Barrεl-shapεd Vcεssel with 

lnlaid Peony and Scroll Dεslgn 

Treasure No. 1400 

Joseon (15th century) 11 Item 1 Ceramics 

H. 20 .2cm , o (Mouth) 69cm , o (Base) 19.3cm 

Private Ownership 

This barrel-shaped (or janggun in Korean) bμηcheoη:g vessel has a firrn , resolute shape, deCOl따ed 

with a bold and livεly inlaid design of peonies and scrollwork on the body and the stamped 

pattems on the sides. ηllS is one of the definitive buncheong vessels fr‘ om the εar‘ly 15th centurγ. 

The body takes the shape of a long horizontal cylinder, a flaring mouth is situated in 

the middle of the top side, and a large, rectangular foot is attached at thε bottom, all of which 

contribute to a sense of strength and stoutness. A band of scrollwork outlined in white slip running 

from thε mouth to thε foot symmetrically divides the body bεtwεen right and left; these twin sides 

arε decorated with a highly simplified design of peonies and scrollwork, the full spacε for which 

is inlaid into white slip. Thε clay body is a bright gray-blue and shows particles of iron; the glaze 

is thin and transparent with tiny gas bubblε'5， but there are places where the glaze is coagulated 

and therefore appears greenish and opaque. Barr‘εl-shaped vessels were not apparent in Goryeo 

celadon, but began to be produced from the early]oseon era in bμηcheong and in white porcelain 

This vessel is distinct for the application of diverse decorative techniques - inlaying the 

outline and entire space of motifs, and stamping. The acute contrast between the bold, simplified 

expression of peonies and scrollwork at either side of the body and the delicate inlay of the 

outlines of the scrollwork in thε middle band suggest a harmony bεtwεen accentuated and 

subdued decorative sche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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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분청사기상감어문매병 
初좁沙器 象쉽눴魚文 梅抽

Buncheong Prunus Vase with Inlaid Fish Design 

보물저1347호 

조선(1밍~17 1) 11접 | 도자 

높이 30.Ocm, 입지름 4.6cm, 밑지를10따m 

국유(국립중앙박물관) 

이 유물은 풍만한 몽체 상부에서 하부로 가면서 좁아지는 형태의 매병으로 안정적인 비례감을 보이며， 구름; 략 파도， 물고기， 연 

판문등의 다양한문양소재가상감된 분청사기 매병이다. 

싱캄분청λ}71 매병은 풍만한 양감이 어깨에서 몸체 아래로 가면서 서서히 줄어툴다가 증}부에서 다시 벌어져서 굽에 이르 

는 안정적인 형태이다. 문양대를 여섯 개로 나누고， 각 단마다 변형연판문， 녕쿨무늬， 운학， 물고기， 연주違珠 등의 다양한 소재를 

흑백 상캄하였다. 어깨에는 연판문대와 당초문대가 상감되었으며， 몽체 중간부분에는 네 곳에 큰 원이 배치되고 주문양인 운학문 

雲轉文과 파어문波魚文이 상캄되었다 주문양대에서 바탕 변에는 구름이 변형된 운점문雲뽕$文이 조밀하게 백상감되었고 큰 원 사이 

사이마다 위쪽에 학이 위치하고 있다. 두 줄의 백싱깜선과 연주문連$文으로 둘러진 큰 원 안에는 일렁이는 듯한 물결무늬를 짧은 

선으로 흑상감하고 위아래 반대 방향의 물고기 두 마리를 흑백싱캄하였다. 주문양대 밑에는 추상화된 초화문대휩E文帶가 둘러졌 

고， 그 밑에 길쭉하게 간략화된 연판문대가 상감되어 있다. 유조觸調는 회청색을 띠며， 굽을 깎지 않은 평저平底이며， 평평한 바닥 

에는 다진 흔적이 보이고， 유약을 깨끗이 닦아내고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분청사기는 백토日土를 분장懶또한 회청색을 띠는 시카沙옳를 의미히는 ‘분장회청사기웹歸좁沙器’의 줄임말이다. 1 문양을 장 

식하는 기법에 따라서 싱깜象없， 인화印花， 박지월1地， 조화影花， 철화鐵훌， 귀얄， 멈벙 등으로 분류되지만， 상감분청사기는 몽체 전변 

에 백토를 바르는 분장 단계를 거치지 않는다. 상감분청사카는 고려말 싱캄청자에서 조선으로 이어진 것이기 때문에 주로 15세기 

전반 경에 제작되며.14세기 말 고려 상캄청자와 태토와 장식기법이 동일하고， 문양 소재도 유사한 것이 많다. 따라서 조선 초기에 

제작되는 상감분청사기 매병에서도 기형과 문양 구성， 표현 등에서 고려 말기 싱캄청자 매병의 영향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매 

병에 여러 개의 문양대를 나누는 구성 방식은 고려말기 상감청자 매병에서도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고려말기 매병에서는 기본적 

으로 세 개 정도의 문양대로 나누는데 비해서 조선 초기로 오면 네 개 또는 다섯 개로 늘어나는 양상을 보인다. 이 작품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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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 주문양 소재인 운점문雲點文， 학， 파도와 쌍어문 등은 이미 고려 14세기 중후반 경에 제작되는 상갑청자에서 사용된 것이다. 

이러한 문양 소재와 표현은 고려 말기에는 주로 접시나 대접류에 상감되었지만 조선 초기 상감분청사기에서 매병의 붐처l에 주문 

양으로 사용되는 현상이 보인다. 

이 상감분청사기 매병은 문양 소재와 구성 등에서 약간의 변화가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고려 말기 상감청자의 영향이 많이 

남아 있어서， 조선 초 상감분청사기로 이행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그러나 조형적인 면에서는 매병의 몸체면 

을 가득 채운 조밀한 운점문이나 간략화된 학의 모양 큰 원 안에 배치된 파어문 등 전체 면을 빈틈없이 채운 싱캄 문양의 구성과 

표현에서 15세기 전반 경에 제작된 상감분청사기만의 특정까지 잘 보여주고 있다. 1 김윤정 

1 高格燮高麗陽磁와 李朝8힘磁」， 「韓國美術史及美學論댔J (通文館，

1963), p.193. 

잡고문헌 

1 강경숙한국도자사J， 예경， 2012. 

2 高혐燮高麗隔磁와 李朝關대효」， 「韓國美術史及美學論댔J， 通文館， 1963.

3 김윤정고려말 조선초 관사영매병의 조형적 특정과 제작 시기J， 

「매병 그리고 준J， 국립해앙문호}재연구소 문호}재정，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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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 

Buncheong Prunus Vase with 

Inlaid Fish Design 

Treasure No. 347 

Joseon (15th century) 11 Item 1 Ceramics 

H. 30.0cm, o (Mouth) 4.6cm, o (Base) lO.4cm 

Public Dwnership (National Museum 01 Korea) 

This bμηcheo~핑 pmnus vase displays well-proportional contours d1at swell voluminously at d1e 

shoulders and d1en gracefully taper until splaying again at d1e foo t. It features a diverse range 

。f inlaid patterns including clouds, cranes, waves, fìsh, and lotus petals. The oudine of d1e body 

provides a refll1ed sense of stabψty. 

Inlaid bμηcbeoη'g is a transitional type of porcelain ware falling between d1e inlaid celadon 

of Goryeo and white porcelain of ]oseon. Mainly produced in d1e early 15d1 centurγ during early 

]oseon period, inlaid bμηcheong vessels show similarities wid1 inlaid celadon from d1e late Goryeo 

period in telmS of d1e composition of the clay body, decorative designs and tecll1끄ques. The same 

applies to inlaid bμηcbeoηg pmnus vases produced in d1e early]oseon era: d1ey exhibit influences 

from inlaid celadon pmnus vases from the late Goryeo years wid1 regard to f01111, d1e arrangement 

。f patterns, and d1e styles of expression. 

This pmnus vase also bear similarities with characteristics of late GOlγeo inlaid celadon 

wares, providing an excellent example of d1e transition of the dominant type of ceramics from 

Goryeo inlaid celadon to ]oseon white porcelain. However, this vase also includes features more 

typical of d1e bμηcbeoηg wares from the early 15d1 centuly in terms of the composition and 

expression of motifs, which include densely packed clouds, a simplifìed outline of cranes, and d1e 

fìsh and waves enclosed wid1in a large cir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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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분청사기 상감모란당초문 유개항아리 
初좁沙器 象쉽눴#土升康草文 有蓋盡
Buncheong Lidded Jar with Inlaid Pξ。ny and Scroll Design 

보물저11068호 

조선(15세기) 11접 | 도자 

층높이 25.2cm, 몸체 높이 22.6cm, 입지를 8.4cm 

밑지름 10.2cm, 뚜껑높이 3.9cm, 지릅 10.8cm 

성보문화재단(호림박물관) 

이 항아리는 뚜껑이 있는 작은 단지 모양으로， 몸체에 모란녕쿨무늬가 면상감된 조선 15세기 전반 경에 제작된 상감분청사기이다. 

분청사기의 상감기법은고려말상감청자에서 이어진 것이지만 이 상감분청사기 항아리의 기형， 문양형태와구성은고려 싱캄청자 

에서는 보이지 않고 분청사카에서만 볼 수 있는 특정을 가지고 었다. 

항아리는 그릇의 두께가 비교적 앓으며， 아가리는 넓고 짧은 편으로 바로 선 듯이 밖으로 약간 벌어진 형태이다. 몸체는 

어깨부분에서 서서히 팽창되어 원통 모양에 가까우며， 굽으로 가면서 다시 좁아지는 단정한 외형이다. 문양은 몽체를 두 줄의 백 

상감선을 이용하여 세 부분으로 나누고， 가운데에는 주문양을， 어깨와 아래 부분에는 보조 문양을 배치하였다. 주문양은 대담하 

게 생략된 형태의 모란녕쿨무늬이며， 몸체 가운데 넓은 공간에 배치되었다. 모란녕쿨무늬는 백토로 면상감되었으며， 번조과정에서 

백토면이 갈라지고 유약이 뭉쳐 열은 녹색조를 띠고 았다. 어깨부분에는 변형된 연판문을 흑· 백싱캄하고， 그 안에 백상감된 점으 

로 채웠으며， 굽주위에는 삼각형 모양으로 간략화된 이중 연판문運觸文을 백상감 하였다. 항아리는 다리굽으로 바닥에 닿는 접지 

면接地面의 유약을 닦아내고 모래를 받쳐서 번조하였다. 뚜껑에는 위와 옆변을 깎아내어 각진 꼭지가 붙어 있으며， 뚜껑의 윗면에 

는 녕쿨무늬， 옆면에는 점문몇뾰이 장식되었다. 뚜껑의 안쪽 면에 시유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세 곳에 작은 태토 빚음을 받쳐 구 

웠다. 바탕흙에 이물질이 섞여 몸체 면에 흠집이 보이며， 유약이 고르게 시유되지 않은 부분이 확인된다. 이와 유사하게 모란녕쿨 

무늬가 면싱캄되 고 삼각형 모양의 간략화된 연판문이 선상감된 분청사기펀이 전북 부안군技줬B 보안면保安面 우동리牛東里 가마터 

에서 수습된 예가 었다1 

분청사기는 백토로 분장한 회청색 사기， 즉 ‘분장회청사기紹經까좁沙뚫’ 라는 용어의 줄임말이다. 분청사기는 고려말 상감청 

자에서 조선초로 이행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싱캄， 인화， 조화， 박지， 철화， 귀얄， 텀병 등의 다양한 기법으로 분화되었다. 이 항아리 

는 상감기법만이 사용되었으며， 기형이 세종뺨의 큰 딸 청소공주貞昭公主， 1412-1424 무범에서 출토된 것으로 전해지는 〈분청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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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감초화문 사이호웠뿜沙영융 象없휩E文 四耳꿇〉의 형태와 유사하다 다만 이 상감분청사기 유개호는 정소공주 묘 출토 사이호보다 몸 

체가 조금 더 풍만한 편이고 어깨부분에 고리모양의 귀가 부착되지 않았으며， 주문양이 면싱캄으로 장식된 점에서도 차이를 보인 

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상감분청사기 항아리가 정소공주 묘 출토 사이호와 비슷한 시기이거나 약간 늦은 시기에 제작되었을 것 

으로생각된다. 

이 상감분청사기 항아리의 주문양인 모란녕쿨무늬는 꽃， 잎， 줄기의 형상을 세부 표현 없이 극도로 간략화 시켜서 대담하 

게 면 전체를 백상감 하였는데， 이는 고려 상캄청자에서 보이지 않는 특정이면서 분청사기 문양이 추상화되기 이전 단계로 판단 

된다. 또한， 기형 ·문양 유색 등으로 볼 때， 고려 말기 싱캄청자에서 조선 초기 분청사기로 이행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15세기 전반 

작품이라는 도자사적인 의의가 있다. I 김윤정 

1 강경숙 「부안우동리 문첩사기요」， 「흔댁도자사의 연구， (시공사. 2000) . 

pp.252-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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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ncheong Lidded J ar with Inlaid peony 

and Scroll Design 

Treasure No. 1068 

Joseon 115th æntu이 11 Item 1 Ce ra메cs 

HITotal)25.2cm, 비BodV) 22.6cm 

o (Mouth)84cm, DIBase) 1O.2cm 

HILid) 39cm, o ILid) 1 O.8cm 

Seongbo Cultural Foundat ion IHorim Museum) 

T뻐s buncheong vessel is a smalllidded j와 with an inlaid peony and scrollwo1'k design from the 

early 15th cenUlrγ in the ]oseon Dynasty. The inlay technique applied to bμηcheong wares can be 

understood as falling on the continuum of celadon inlay technique from Goryeo. This jar, howeve1', 

exhibits the body shape and motif expressions that exclusively appear in the bμncheong wares of 

the early]oseon peri.od, but not in G01γeo inlaid celadon‘ 

The major decorative motif of this 때 peony and scrollwork - is conspicuously inlaid 

in a simplified st찌e without any detailed exp1'ession of flower, leaf, 0 1' stem. This prominent 

and simplified manifestation of motif is not found in inlaid celadon vessels, exemplifying a 

developmental decoration stage befo1'e motifs became fully abstracted. 1n addition, in terms of 

the body shape and glaze colo1' along with the style of decorative pattem, this early 15th-centurγ 

bμncheoη:g vessel embodies the transitional peri.od in the historγ 。f Korean ce1'amics between 

the late G01γeo pe1'iod dominated by inlaid celadon and the early ]oseon e1'a defi.ned by inlaid 

bμncheoη'g wares, which renders it a signifi.cant materi.al for the study of Korean cer’없nic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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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분청사기 상감연회문 편병 
初좁沙器 象散運花文 扁抽
Buncheong Flat Bottle with Inlaid Lotus Dεslgn 

보물저1268호 

조선(15서17 1) 11접 | 도자 

높이 19.1cm, 입지를 5.7cm. 밑지름 10.Ocm 

국유(경북대학교빅물관) 

이 분청사카는 몸체의 양면이 편평하게 눌러진 편병의 기형에 상감과 인화기법이 함께 사용되어 분청사기가 싱캄단계에서 인화 단 

계로 가는 고표기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15세기 전반 경에 제작된 작품이다. 

편병은 고려후기 청자에서도 제작되는 기종이지만 폼체가 퉁근 병의 양 면을 편평하게 누른 형태는 조선 전기 분청사기에 

서만 보이는 것이다. 몸체 크기에 비해서 굽다리가 높고 밖으로 벌어진 형태여서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느껴진다. 문양은 작은 원 

이 연이어져서 띠를 이루는 연주문대와 백싱캄선을 사용하여 몸체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고， 상‘ 중 · 하단에 연판문， 연화문， 연 

판문을 각각 장식하였다. 상단의 연판문 안에는 국화 도장을 찍어서 인화기법을 사용하였고， 바깥 부분은 백토로 면상감을 하였 

다. 중단에는 몸체의 편평한 양 면에 연주문으로 화창畵짚을 두르고 연못에서 피어오르는 듯한 연꽃들을 흑백상감하였으며， 국화 

문 도장을 찍어 화창 바깥 부분을 인화기법으로 메웠다. 하단은 간략화된 연판문대를 백토로 선싱캄하였다. 굽다리에도 작은 원 

모양을 연이어 찍어서 띠를 두른 듯한 연주문대連歡帶를 백상감하였다. 상감과 인화기법이 함께 보이는 분청λ까 7l마터는 경기 

도광주일대，충청도공주학봉리 -중홍리，전라도광주충효동-곡성 구성리，경상도협천 장대리 상주 대표리 등지에서 확인된다 

분청사기는 백토日土를 분장懶또한 회청색을 띠는 시카沙옳를 의미히는 ‘분장회청사기웹歸좁沙器’의 줄임말이다. 1 문양을 장 

식하는 기법에 따라서 싱캄象없， 인화印花， 박지刺地， 조화影花， 철화鐵畵， 귀얄， 범벙 등으로 분류되지만 싱캄분청사기는 폼체 전면에 

백토를 바르는 분장 단계를 거치지 않는다. 싱캄기법은 고려말 싱캄청자에서 이어진 것이기 때문에 분청사기의 장식 기법 중에 시 

기적으로 가장 빠른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기법이 인화기법으로 관사官司 명칭이 있는 인화분청사기들이 많이 

제작되었다. 이 편병의 문양 장식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이 상감과 인화 기법이 함께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고려말에서 조선초에 

왕실 관련 명문 자료와 가마터 출토 유물들을 비교·분석하여 상감에서 인화 분청사기 단계로 넘어가는 시기는 대체로 1420년을 

전후한 시기로 추정된다2 따라서 이 상감분청사기 펀병도 1420년을 전후한 시기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상감과 인화기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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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정사기 상감연호문 편병의 각 면의 모습 

522 분청사기 



함께 사용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국보 제259호 〈분청사기상감용문호〉도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것A로 추정된 바 있으며， 유사한 

분청사기편이 경상도 상주 대표리 가마터에서 백자펀들과 함께 확인되었다.3 

이 분청사기 펀병은 퉁근 몸체의 편병 형태라는 점과 싱캄과 인화 기법이 함께 사용된 점은 분청사기에서만 보이는 전형적 

인 특정이라고 할 수 있다: 15세기 전반 경에 싱캄에서 인화 분청사기 단계로 넘어가는 시기와 양상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이 

면서， 두 가지 기법이 사용되어 다른 분청사기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조형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가치가 있다'. I 김윤정 

1 高찜燮‘ 「高麗隔磁와 李朝關磁훌훌國美術史及美學論5í(， (通文館，

1963), P 193 

2 김윤정고려말 즈선초供上用銘文좁홉의이행과정과제작배경J， 

f석당논총J (동아대학교 석능간학술원， 201 3.3)， pp.147-185 

3 장동칠尙州 大杓뿔쫓址 隔磁片 IiJf究」， 「미술사학언구， 257 (효댁미술사 

학호1. 2008.3), pp.8-23 대표리는 rÀ11종실록』 지리지에서 상품上品 자기 

소磁器所가 있던추현리로추정되는 지역이다.r世宗實錄』地f엎좋 慶尙道

尙!'I'I救條 “훨짧융所三 在中혹응縣北찌縣里 [上品]， -在中후東E未隨里 

[上品1 ， -在功城縣西院洞 [中品] ’ 

참고문헌 

1 강경숙효택도자사ι 예경， 2012 

2 高혐쩔 「高麗隔없와 李朝隔磁」， f韓國美術史及美學論5í(" 通文館， 1963 

3 김윤정고려말 조선초 供上用 銘文좁홉의 이행 과정과 제작 배경J ， 

f석당논층A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3 

4 장동칠尙州 大杓里쫓址 隔磁片 땐究」， f미술사흐뻗구J 257, 효R국미술사 

학호1. 2008 

5. r世宗實錄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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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ncheong Flat Bott1e with 

Inlaid Lotus Design 

Treasure No. 268 

Joseon 115th centu띠 11 Item 1 Ceramics 

H. 19.1cm, DIMouth)57cm, DIBase)10.0cm 

Publ ic Ownership I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뻐s is a bμηcheoη'g flat bottle from around the early 15th centU1y tl1at has been ornamented with 

bOtl1 inlay and stamping techniques, indicating a transitional period when tl1e leading decorative 

technique changed from inlay to stamping‘ 

Flat bottles were also produced in celadon during the late Goryeo period, but the round

bodiecllflat-sided bottle form, as in this example, is uni엔le to the bμηcheong ware of the early 

]oseon period. 

The tem1 bμncheong sagi is an abbreviation of bμ찌aη:g hoecheoη:g sagz， me없1ing “powdered 

grayish-green porcelain‘" The decorative techniques applied to blιncheong are grouped int。

six types ‘ inlay, stamping, sgraffito, carving, painting in iron, brushing w ith slip , and dipping in 

slip. The i11laid bzι:ncheoη'g type is chronologic삶ly the earliest form of bzι:ncheσng and is directly 

파ll<ed to the inlaid celadon of Goryeo. In the next chronological phase come stamped buncheong 

vessels, a great number of w hich are stamped w ith the names of government agencies ‘ The dual 

application of inla-γ 앙ld stamping techniques seen here is what merits thε greatest attention in the 

decorative scheme of this bottle . Studies of inscriptions associated with royal farnilies and relics 

excavated from kiln sites, dated to the late Gorye。 때d early ]oseon era, suggest that it was around 

the 1420s when inlay was replaced by stamping as the dominant decorati'ιe technique used on 

bμncheoη'g; thereforξ it is presumed that this flat bottle was also produced sometime around the 

1420s ‘ 

The flattened round body and tl1e simultaneous applic있ion of inlay 없ld stamping embodied 

in this bottle are characteristics unique to bμnchem쩡 ware. Cerebrated for its peculi없- decorative 

S미le stemming from the adoption of inlay and stamping side by side, this flat bottle is a valuable 

academic material for the study of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bωτcheong wa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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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분청사기 상감모란문 항아리 
初좁沙器 象쉽눴#土升文 盡
Buncheong Jar with Inlaid Peony Design 

보물제1422호 

조선(15세기) 11접 | 도자 

높이 38. Ocm, 입X픔 16.0cm, 밑지를 13.9::m 

삼성문화재단(삼성미술관리움) 

분청λ}기 중에는 크기와 장식이 다양한 항아리가 다수 전하는데， 그 중에서도 〈분청λ}71 상감모란문 항아리〉는 당당하고 시원스 

러운형태와화려한상감장식이 일품이다. 

분청사기라는 명칭은 유물이 제작되던 조선초기의 료선왕조실록朝蘇王朝實錄』에 기록되어 있거나 시료史料에 나타나는 것 

도 아니며 당시에 사용되던 단어도 아니다. ‘분장회청사기紹樹R춤沙옳’의 중임말로 일제깅점기에 우현 고유섭X玄 高格燮， 1905-1944

선생이 그릇 표변에 백토白土를 넓게 칠하고 녹색의 유약을 씌워 구운 자기의 특정을 담아 명명한 것에서 유래하였다1 근래에는 

Ä}:기沙옳’라는 표현을 대신하여 청자좁磁+ 백자白짧와 같이 ‘분청자船홈행’라고 부르기도 한다.2 

분청사기의 가장 큰 특정은 표면에 백토를 바르고 그 위에 갖가지 기법으로 다양한 소재를 장식한 것이다. 그려나 상감기 

법으로 장식된 분청λ}71는 백토를 칠하지 않은 것이 많고， 장식기법이나 소재， 색깔 등 그 특정이 고려시대 상감청자와 동일해 

나 유사하여 두 종류 사이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도 있다'. (.분청사기 상감모란문 항아리〉도 백토로 넓은 변에 상감을 한 것이어서 

태토服土 위에 백토를 칠한 후 그 위에 장식한 것고}는 구분된다. 고려말기에 제작된 상감청자와 조선초기에 만들어진 상감분청사 

기 중에는 그 분류를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없는 유물이 다수인데， 보는 이에 따라 청지도 되고 분청사기도 되는 점은 재고해야 

할과제로남아있다， 

〈분챙시키 상감모란문 항아리〉는 장식이 섬세하고 화려하다. 폼체 몇 곳에 횡선橫線을 두어 문양대를 구획한 후， 연잎， 당 

초， 모란을 배치하였는데， 이들 소재는 고려청자의 장식소재로도 사용되던 것이어서 청자의 여운을 엿볼 수 있다. 어깨에는 당초 

덩굴을 화려하게 선상챔緣없하였지만， 목주변의 연잎과 몽체중앙의 모란은 면상감面象옳하였는데， 상감을 장식한 공간이 넓어 귀 

얄로 백토를 채워 넣은 후 표면을 긁어 다듬은 흔적이 남아 었다 모란은 세 송이가 장식되었는데 꽃과 잎이 만개하여 초여름의 

분위기를자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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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아리는 주퉁이와 몹체의 비려l가 독특하다. 전체 크기에 비하여 주퉁이의 높이가 높고 가장자리가 밖으로 벌어져 있 

는데， 이러한 형태는 청자냐 백자에서는 볼 수 없으며 조선초기에 분청사기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종류이다.3 몸체의 윗부분은 원 

형에 가까우며 양감이 좋고 저부로 가며 점차 폭이 좁아지는데， 전체적으로는 주퉁이의 크기가 크고 높아 당당한 분위기를 X싸 

낸다 

표면에는 담녹색?總色의 유약을 씌웠지만 일부는 황록색黃綠色을 띠기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흰색의 모란에 푸른빛이 서 

려 상상 속의 꽃을 묘사한 듯 아름답다. 굽은 따로 만들지 않고 바닥을 편평하게 다듬어 대신하였으며 가장자리의 유약을 깨끗하 

게 닦고 모래를 받쳐 구운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었다 

분청사기를 제작하던 가마터는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등 전국 곳곳에서 발견되는데， 특히 중부와 남부지 

방에 수 백 곳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조선초기에는 분청사카를 공물責物로 거두어 사용하였으며， 이 헝아리와 같은 상감장 

식이 있는 분청사기는 전국 각지에서 제작되므로 특정한 유물의 제작지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 I 전승창 

1 고유섭고려도자와조선도자」， 「우헌 고유섭 전집， 2 - 조선미술사下 

각론펀 (열화당， 2007), pp.371-389 

2 윤용이우리 옛 도자기의 아름다움J (돌베개， 2007), pp.245-246 

3 호암미술관쩌훔沙，、器名品展J (1996), p.149 

참고문헌 

1 강경숙효택도자사J， 예경， 2012 

2 김영원조선시대 도자기ι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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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호암미술관朝蘇前期國寶展 J , 1996 



Buncheong Jar with Inlaid peony Design Treasure No. 1422 

Joseon 115th century) I 1 Item I Ceramics 

H. 38.0cm, DIMouth) 16 0cm, o IBase)13.9cm 

SaπlS ung Foundation I Leeum, Samsung Museum 01 A띠 

A number of buncheong 때s in cJiverse sizes and shapes hav，ξ survived to the present, 없ld among 

them is this bμncheo쟁 때 known for its spacious form and excellent inlaid decoration. 

The bμηcheong type of ceramics is defined by a sU1face coated with white shp and cJiverse 

motifs expressed through multiple techniques. However, inlaid bμηcheong prim없ily does away 

with the coating of white slip and resembles the inlaid celadon of Goryeo in terms of motif and 

color. Therefore, the boundary between inlaid bμηcheong and inlaid celadon is sometimes blurred. 

This buncheoη\g jar is also decorated with a pattem i띠aid in white slip. There are a number of 

e었mples that straddle the line between inlaid celadon and inlaid bμ:ncheong from the late Gorye。

and early]oseon periods, and this 때 is one such ambiguous piece . 

The decorative scheme of this jar is elaborate and splendid. The body is divided by 

horizontallines into multiple spaces, which are respectively fil1ed with lotus petals, scrollwork, and 

peonies. These decorative motifs were 떠so popularly applied in Goryeo celadon, suggesting strong 

traces of the preceding dominant school. The shoulder is impressive1y embellished with scrollwork 

inlaid in wl끄te slip along the outlines, and the lotus petals on the neck and peonies on the body 

are inlaid throughout their entire areas. There are signs of the white slip for inlay being applied by 

brush. The three peony flowers are in full bloom, evoking early summer 

T1끄s jar is notable fo 1' the unique proportions of the mouth and body. The mouth is large 

relative to the body, and it curves outward. This ψpe of mouth is found in neither celadon nor 

white porcel잉n and is assumed to have been developed specific띠lyfor bμηcheoη\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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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분청사기 상감모란문 매병 
初좁沙器 象쉽눴#土升文 梅ml
Buncheong Prunus Vase with Inlaid Peony Design 

보물제239호 

조선(1 5Ai!7 D 11접 | 도자 

높이 28.Ocm, 입지릅 5.8cm, 밑지를 17.Ocm 

영남대학교(영남대학교박물관) 

이 유물은 몹체에 모란녕쿨무늬가 대담하게 면상감되고， 풍만한 몽체 상부에서 급격하게 좁아직는 형태를 가진 조선 15세기 전반 

경에 제작된 싱캄분청사기 매병이다. 

싱캄분청씨 매병은 。까리가 좁고 나팔모양으로 벌어지고， 잘록한 등}부에 비해 폼처l 상부가 퉁글고 풍만한 형태이다: ó1 
렇게 몸체의 상부가 하부에 비해 지나치게 풍만한 매병의 형태는 고려말에서 조선초경에 제작되는 매병의 특정이다. 문양 구성과 

표현도 전형적인 고려말·조선초 매병에서 보이는 예들과 유사한테， 주문양 표현에 면상감기법이 적극적으로 사용된 점으로 보아 

조선초에 제작되는 매병과 더 유사하다. 몽체는 어깨부터 하부까직 다섯 개의 문양대로 구획되었으며， 어깨 부분을 세 개 단으로 

나누고， 주문양은 몹체 상부 변에 구성되었다. 어깨의 두 단은 백토를 바탕에 바르고 연판문 윤곽의 백토를 긁어내고， 흑상감선으 

로 다시 장식하였다. 그 아래에 백토로 띠를 두른 듯 백토대가 돌아가고， 아래에는 흑~캄으로 띠를 두르듯이 장식하여서 흑백의 

굵은 띠를 위 아래로 두른 듯하다. 주문양은 몸체 상부에 단순화된 형태의 모란녕쿨무늬를 대담하게 백토로 면상갑하였으며， 꽃 

잎 사이사이마다 선명한 흑상캄선을 장식하였다. 몸체 하부에는 문양을 장식하지 않았으며 굽 주위 몹체 저부에 두 줄의 음각션 

을 돌렸다. 매병의 유면뼈面은 매끄럽지 못하고 조밀한 벙렬이 관찰되며， 바탕흙의 색조와 거친 질감이 유변 위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몸체 곳곳에 담녹색의 투명한 유약이 뭉쳐서 흘러내린 현상이 보인다. 이 매병은 6.25 동란 중 당시의 소장자 장택상張t歡目 

의 별저別郞 윌파정月波亨이 소실될 때 그 갯더미 속에서 살아남았지만 뭄체 일부 유면觸面에는 불에 그을린 흔적이 남아 았다. 

분청사기는 백토白土를 분장紹經하여 표면이 백색을 띠며， 유약을 바른 후에 전체적인 색조가 회청색을 보여서 명명된 ‘분 

장회청사기關跳좁沙器’의 줄임말이다.， 문양을 장식하는 기법에 따라서 상감象없， 인화印花， 박지훤j地 ， 조화影花， 철화鐵畵， 귀얄， 덤벙 

등으로 분류되지만 상감분청사기는 몸체 전면에 백토를 바르는 분장 단계를 거치지 않는다. 싱캄분청사까는 고려말 싱캄청자에서 

조선으로 이어진 것이기 때문에 15세기 전반 경에 많이 제작되지만 문양 형태가 간략화， 추상화 되는 경향을 보인다. 모란녕쿨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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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연과어깨부분 ‘ 굽바닥 

늬도 고려 상감청자에서 유래하였지만 대담하게 생략된 형태와 면상캄은 전형적인 분청사기의 특정이다~ 15세기 전반 경에 제작 

된 상감분청시키는 경기도 광주 일대， 충청도 공주 학봉리 -중흥리， 굉주 충효동 가마터， 전북 부안 우동리 등지의 가마터에서 확 

인된다. 특히， 모란녕쿨무늬가 면상캄된 분청사기편이 전북 부안군技安那 보안면保安面 우동리牛東里 가마터에서 수습된 예가 있다. 

이 상감분청사기 매병은 잘록하고 비중이 적은 폼체 하부에 비해 상부는 퉁글고 풍만한 양감이 느껴지는 기형으로 고려 

말·조선초에 제작되는 매병의 형태이다. 매병의 주문양인 모란녕쿨무늬도 꽃， 잎， 줄기의 형상을 세부 표현 없이 극도로 간략화 

시켜서 대담하게 면 전체를 백상감하여서 상캄분청시키의 특정을 보여주고 있다 기형 · 문양 · 유색 · 장식 기법 등으로 볼 때， 조선 

초기에 제작되는상감분청사기만의 조형성을보여주는작품이라는점에 도자사적인 의의가 있다. I 김윤정 

1 高%燮‘ 디훌麗뼈磁와 좋朝關磁'!韓國美術史及美學論댔. (通文館，

1963), p.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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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ncheong Prunus Vase with Inlaid 

peony Design 

Treasure No. 239 

Joseon 115th century) I 1 Item I Ceramics 

H. 28.0cm, DIMouth)5.8cm, DIBase)17.0cm 

Yeungnam University IYeungnam University Museum) 

This is a bμncheong prunus vase f1‘。m the early ]oseon era, b10aclly inlaid with a peony and 

sc1Ollwork design and rendered in a form that bulges at the shoulder before tapering dr없n있1c삶ly 

toward the base. 

The narrow, flared mouth gives way to a voluminous upper body tlα contrasts with the 

slender base. This type of form is ψpical of prunus vases f10m the late Gorye。 없1d early]oseon 

period, and the composition 없ld expression of the motifs also suggest a p1Oduction date around 

this same time period. However, the application of inlay ac10ss the full areas of the decorations in 

this vase indicates tOOt it is likely f10m the early]oseon era. This buncheong vase was rescued f10m 

a fire that consumed the summer house (kn。뼈 as Wolpajeong) of its then-owner ]ang Taek-sang 

during the Korean War of 1950-1953. 1t still harbors marks of the flames on its sU1face . 

This prunus vase presents an extremely simp lified design of broadly inlaid peony 

flowers, stems, and leaves, with no details expressed, exemplify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laid buncheong ware of the early]oseon period. The form, design, glaze color, and dεcorative 

technique of this piece epitomize styli와ic features unique to inl잉d bLιηcheo:η:g vessels, carrying 

great value for the study of Korean ceramic histα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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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분청사기 상감모란문 반합 
初좁沙器 象쉽눴#土升文 飯효 
Buncheong Lidded Bowl with Inlaid Pε。nyDesign

보물저1348호 

조선(1 5AiJ7J) 1 1접 | 도자 

높이 16.Ocm, 몸지를 16.8cm, 입지를 15.1 cm 

개인(간송미술관) 

이 분청사기는 몽체와 뚜껑으로 이루어진 합효의 기형으로 합의 몽체와 뚜껑에 모란녕쿨무늬가 면상감 되었으며， 조선 15세기경 

에 제작되는 전형적인 상감분청사기이다. 

싱캄분청사기 반합의 몸체는 이카리 부분은 약간 오므라지고 끝부분이 두툼하게 단을 이루며 서서히 벌어져서 몸체 아랫 

부분에서 풍만해지는 얀쩡감 있는 형태이다. 퉁근 몸체를 받치고 있는 굽다리는 밖으호 벌어지고 높은 편으로， 비례적으로 q생 

적인 느낌을 준다. 뚜껑은 반원 모양으로， 윗면을 편평하게 만들고， 뚜껑의 가장자리는 굴곡을 이루어 끝부분이 퉁글고 도톰하게 

마무리되어 몹체에 꼭 맞는 형태이다 합의 몸체는 두 줄의 백상감선으로 문양대를 구획하여서 아가리 부분에는 간략한 풀무늬 

를 백싱캄하고， 몸체에는 간략화된 모란녕쿨무늬를 백토로 면상감하였다. 뚜껑도 마찬가지로 두 줄의 백상감선으로 문양대를 구 

획하고 가장자리는 풀무늬草文를 백싱캄하고， 뚜껑의 윗면과 경사면에는 모란녕쿨무늬를 면상감하였다. 상감분청사기 반합은 회 

색조를 띠는 바탕흙에 극도로 단순화된 모란과 녕쿨을 면상감하여 유색은 연한 회청색을 띠며 광택이 있는 투명유가 반합 전면 

에 비교적 앓게 씌워져 있다. 

뚜껑이 있는 반합의 기형은 조선 15세기 이후에 제작되기 시작하며， 백자나 상감· 인화 ·박지 분청사기 등 다양하게 제작되 

었다. 자기로 제작되는 반합은 전체적인 형태를 볼 때， 청동합을 모방하여 만든 것이다 이러한 반합이 고려말기 상감청자에서 보 

이지 않고， 조선 15세기 이후에 제작되는 분청사기와 백자에서 많이 보인다: 1454년에 완성된 『세종실록』 오례의에서 ‘반발飯짧'01 

라는 명칭이 붙은 그릇의 도해는 반합의 형태와 매우 유사하다. ‘반발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밥그릇이며， 그림 밑에 ‘자기유캐 

흙器有蓋’라는 설명이 있어서 뚜껑이 있음을 셜명하고 있다. 이외에도 쩨종실록』 오례의에 도해된 시접밟標， 갱접쫓樣， 찬접짧媒， 적접 

줬媒， 소채포해접찮菜輔臨媒 등의 형태는 분챙시카나 백자와 유사한 점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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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청사기는 백토白土를 분장紹降하여 표면이 백색을 띠며， 유약을 바른 후에 전체적인 색조가 회청색을 보여서 명명된 

‘분장회청λ}71織까좁沙옳’의 줄엄말이다. 1 문양을 장식히는 기법에 따라서 싱캄蘇， 인화印花， 박지원j地， 조화影花， 철화鐵畵， 귀얄， 

텀뱅 등으로 분류되지만 상감분청사기는 붐체 전변에 백토를 바르는 분장 단계를 거치지 않는다. 싱캄분청사기는 고려말 상감청 

자에서 조선으로 이어진 것이기 때문에 15세기 전반 경에 많이 제작되지만 문양 형태가 간략화， 추상화 되는 경향을 보인다. 모란 

녕쿨 무늬도 고려 상캄청자에서 유래하였지만 대담하게 생략된 형태와 변싱캄은 전형적인 분청사기의 특정이다'. 15세기 전반 경 

에 제작된 상캄분청사기는 경기도 광주 일대 번천랴 ·도수리요지， 충청도 공주 학봉리 · 중흥리요지， 광주 충효동 요지， 전북 곡성 

구성리요지， 경북 칠곡 학하리요지 등지의 가마터에서 확인된다. 특히， 모란녕쿨무늬가 면상감된 분청사기편이 전북 부안군技짧8 

보안면保安面 우동리牛東멸 7}마터에서 수습된 예가 었다. 2 

이 상감분청사기 반합은 형태면에서 풍만한 양감과 뚜껑， 몽체， 굽까지 전체적A로 안정감을 주고 있다. 특히， 몸체와 뚜껑 

변에 면상감된 모란녕쿨무늬는 꽃， 잎， 줄기의 형상을 세부 표현 없이 극도로 간략화 시켜서 추상화되기 이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기형·문양·유색·장식 기법 등으로볼때，조선 초기에 제작되는상감분청사기만의 조형성을보여주는작품이라는점에 도 

자사적인 의의가 있다: I 김윤정 

1. 高찜燮 r高麗關짧와 李朝關磁」， 「韓國美術史及美學論51(， (通文館， 1 963) ，

p.193 

2 강경숙 「부안우동리 분정사기요」‘ 「효택 도자사의 연구.(시공사， 2000). 

pp.25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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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ncheong Lidded Bowl with 

Inlaid peony Design 

Treasure No. 348 

Joseon 115th æntury) I 1 Item I Ceramics 

H. 16.0cm, DIBody) 16.8cm, DIMouth) 15.1cm 

Private Ownership IGansong Art Museum) 

This bμncheong vessel is comprised of two components, a body and lid, both embellished with an 

inlaid peony 킹1d sα。llwork design. It is a ψpical example of the inlaid bμncheong wares from the 

15th century. 

The lidded bowl expresses an extremely simplified, inlaid design of peonies and scrollwork 

。n a gray-tinted clay body. The entire bowl has been applied with a relatively thin coat of a 

transparent glaze, adding a gray-blue tint. 

Lidded bowls began to be produced from the 15th centuly, and feature a diverse range of 

decorative techniques including inlay, stamping, and sgraffito . While pOl‘cel킹n lidded bowls were 

modeled after bronze li벼i버dded bo。αwls， they did not appear 없nongthε inlaid celadon ware from the 

late GOlγeo period, but are found in 1없:ge quantities in the bμηcheong and white porcelain ware 

produced from the 15th century. 

The outline of this bowl from the lid to the body and on to the foot radiates a sense of 

fullness and stability. The peony blossoms, leaves, and stems appe때ng on the body and t11<ε lid 

are expressed in a simpl퍼ed manner without details, a characteristic of this stage in the evolution 

。f the abstraction of such pattems. This lidded bowl is an exempl없 。f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laid buncheoπ15 wares of the early Joseon period with regard to its form, patterns, glaze, and 

decorative techniques, taking on a signifì.cant meaning for the study of ceramic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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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분청사기 상감모란양류문 병 
初좁沙器 象쉽눴#土f뚱構ýp文 #li 
Buncheong Bottle with Inlaid Peony and Willow Dεsign 

보물제1541호 

조선(1 5AiI7 1) 11접 | 도자 

높이 30.9cm, 입지릅 8.5cm, 밑지를 9.9cm 

성보문호f재댄호림박물관) 

이 유물은 모란절지와 버드나무 무늬가 상감된 전형적인 싱캄분청사기 병이며， 조선 15세기 전반 경에 제작되었다. 

상감분청사기 병은 아카리가 벌어지고 목이 짧으며， 몽체가 아래로 가면서 점점 풍만해지는 앤댐감 있는 형태이다. 병의 몸 

체는 네 부분으로 구획되어， 주문양이 상감된 부분을 중심으로 위에는 짧은 독선과 연판문대가 백상감되었고， 아래에도 역시 백 

상감된 율동감있는 곡선이 연이어져 문양대를 이루고 있다. 주요 문양은 모란절지， 녕쿨훌훌， 버드나무이며， 모란과 녕쿨은 몸체 양 

면에 대비되는 위치에 있고， 그 사이에 버드나무를 배치하였다. 문양은 사실적인 표현에 구애되지 않은 듯 자유로운 분위기인데， 

흡사 추상화 같이 표현된 녕쿨무늬가 인상적이다. 버드나무는 풍성한 버들가지와 버들잎이 빽빽하게 선상감되었으며， 이와 대조적 

으로 모란절지와 녕쿨 무늬는 면을 상감하는 방법을 시용하였다. 유색은 회청색을 띠며 유변에 가는 벙렬이 보이고 굽은 다리굽 

으로， 굽바닥에 유약을 닦아내고 모래를 받치고 번조한 것으로 보인다. 병은 주퉁이 부분이 일부 수리된 점을 제외하고 전체적으 

로양호한상태이다. 

분청씨는 백토日土를 분량織한 회청색 λ}71沙짧를 의미하는 ‘분장회청λ}71織體沙짧’의 줄엄말이다. 1 문양을 장식하는 

기법에 따라서 상감象鼓， 인화印花， 박지刺地， 조화影花， 철화鐵畵， 귀얄， 덤벙 등으로 분류되지만 상감분청사기는 몸체 전면에 백토를 

바르는 분장 단계를 거치지 않는다. 상감분청사기는 고려말 상캄청자에서 조선으로 이어진 것이기 때문에 주로 15세기 전반 경에 

제작되며， 14세기 말 고려 싱캄청자와 태토와 장식기법이 동일하고， 문양 소재도 유사한 것이 많다. 따라서 분청사기의 상감기법도 

상감청자와 같이 그릇 몸체의 태토를 문양의 모양대로 선이나 면으로 파낸 후에 그 공간을 백토白土나 철성분이 많아서 붉은색을 

띠는 자토짧土로 메우는 것이다. 백토와 자토를 상감하고 시유한 후에 번조하면 문양이 상감된 흙에 따라서 하쌓거나 검게 보이는 

것이다. 상감분청사카에 장식된 모란절지나 버드나무 등의 문양 소재는 고려 상감청자에서 유래하였지만 형태가 추상적으로 변형 

된 것이 많다: 15세기 전반 경에 제작된 상캄분청사기는 경기도 광주 일대， 충청도 공주 학봉리·중흥리， 광주충효동 가마터， 전북 

부안우동리 등지의 가마터에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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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상감된넘쿨무늬 

이 상캄분청사기 병은문양형태，표현，구성 등에서 고려말싱캄청자에서 볼수없는다른독창적인조형성이 느껴지는조 

선 15세기의 전반경의 특정을 가지고 있다. 특히， 버드나무는 선線으로， 모란절지와 녕쿨은 변面으로 상캄하여 형태와 표현 방법에 

서 대비되는 효과를 내고 있다. 백싱캄된 변의 윤곽을 검은 선으로 흑싱캄하여 버드나무와 모란절지， 녕쿨은 간략화되고 과장된 

듯한 형태와 구성에서 오히려 현대적인 조형성이 느껴지는 것이 특정이다. 특히， 추상화되어 율동적인 느낌이 강조된 녕쿨무늬를 

변상캄하고 흑싱캄으로 검은 윤곽선을 돌려 대답하게 표현한 부분이 눈길을 끈다. 고려말 싱캄청자에서 이어졌지만 15세기 전반 

에 제작되는 상캄분청λ까에서만 볼 수 있는 조형적 특정을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도자사적 가치가 높다; I 김윤정 

1 高格燮高麗關磁와 李朝關磁」， r韓國美術史及美學論댔J (通文館， 1963) ，

p.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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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nchεong Bottlε with lnlaid Pεonyand 

Willow Dεslgn 

Treasure No. 1541 

Joseon (15th century) 11 Item 1 Ceramics 

H. 30.9cm , o (Mouth) 85cm , o (Base) 9.9cm 

Seongbo Cultural Foundation (Horim Museum) 

This buncheong bottle imbues a sense of the stylistic crea디vity of the early 15th centurγ in terms 

of form , expression, and arrangement of motifs, distancing itself from the inlaid celadon vessels of 

the latε Gorγeo period. The distinction between the inlaid space of peony sprays and scrollwork 

and the willows represented along the outlinε presents an interesting decorative effect. ηle white 

inlaid peony sprays and scrolls are outlined again with black slip ηllS decorative design εxpressed 

in an exaggerated manner in terms of 따 form and arrangement exudes a sense of modernity. 

What particularly at따cts attention, is the abstr‘act, rhythmical manifestation of peony scrolls that 

arε filled with white slip and then silhouεtted in black slip. Although crafted as a continuation 

of the tradition of Goryeo inlaid celadon, tllis bottle exhibits stylistic features unique to thε inlaid 

bμηcheong wares of thε early 15th centurγ and therefore possesses considerable significance in the 

study of Korean ceramic histor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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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U A , 
l 
l ’ 분청사기 상감파도어문 병 

初좁沙器 象쉽눴波濤魚文 #E 

보물제1455호 

조선(15세기) 11접 | 도자 

높이 31 .2cm ， 입지를 7. 1cm ， 밑지름 8. Ocm 

Buncheong Bottle with Inlaid Wave and Fish Design 성보문화재드H호림박물관) 

이 유물은 파도 위를 헤엄치는 물고기 무늬가 폼체에 주문양으로 싱캄되면서 어깨 부분에 국화무늬가 인화기법으로 장식된 전형 

적인 분청사기 병이며， 조선 15세기 전반 경에 제작되었다 

상감분청사기 병은 아카리가 벌어지고 목이 짧으며， 몽체가 아래로 가면서 점점 풍만해지는 얻샘감 있는 형태이다 병의 몸 

체는 다섯 부분으로 구획되어， 주문양은 몸체에 백상감된 반원형의 파도문과 그 위를 혜엄치는 물고기 두 마리가 양면에 배치되 

었다. 문양에 시용된 싱캄 선은 전체적으로 세밀한 표현보다 굵고 거친듯하게 표현되었지만 파도문에서 바깥쪽의 반원을 가장 굵 

게， 나머지 안쪽의 반원은 그보다 가늘게 상감하여 문양을 세밀하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목과 어깨부분은 두 줄 내지 세 줄의 상 

감선을 이용하여 세 부분으로 나누고， 목 부분은 다시 세로선으로 구획하여 성긴 새끼줄 무늬를 상감하였다. 어깨 부분은 두 개 

의 문양대로 나누어 인화기법을 사용하여 국화문행花文을 꽉 차게 배치하였다. 뭄체 아래 부분에는 녕쿨무늬를 길게 둘렀는데 모 

두백상감으로하였다 

분청사기는 백토白土를 분장뻐또한 회청색 사기沙器를 의미하는 ‘분장회청사기關또까뿜沙옳’의 줄임말이다. 1 분챙사기는 상감 

羅， 인화印花， 박지鋼， 조화歸， 철화鐵畵， 귀얄， 텀벙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문양을 장식하는 기법에 따른 것이다. 이중에서 상 

감분챙사기는 고려말 상감청자에서 조선으로 이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분청사기보다 시기적오로 앞서며， 몽체 전면에 백토를 

바르는 분장 단계를 거치지 않는마 문양 소재와 구성에서도 14세기 말 고려 상감청자와 유사한 것이 많으며， 상캄분청사기 단계 

에서는 문양 형태가 생략되고 과장되거나 -^}유분방한 구성이라는 변화를 보인다. 

〈분청시키 상감해수어문 병〉에서 몸체면을 반원형의 파도문으로 채우고 헤엄치는 물고기를 배치하는 문양은 중국 원대 

제작된 지정至표 양식 청화백자의 전형적인 특정이다. 이러한 문양 구성은 전라남도 강진 사당리 16호 가마터에서 발견된 상감청 

자 접시편에서도 볼 수 있어서 고려 14세기 상감챙· 자에서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분청사기 상감파도어문 병〉은 원대 

청화백자와 병이라는 기종과 문양 형태와 구성 등에서 유사한 점이 보이기 때문에 15세기 전반 경에 상갑분청사기에도 원대 청 

화백자의 영향이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국보 제259.호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분청사기 상캄용문 호〉의 문양 구성 

과 형태도 원대 지정양식 청화백자와 관련성이 보인다. 옴체에 상감된 용문은 영국 퍼시벌 데이비드 재단 소장 1351년에 제작된 

〈‘지정11년’명병‘至正11후짧휴i)에 시문된 용문과 유사하며， 어깨 부분에 표현된 여의두문， 반원형 파도문， 연화， 오리문양도 원대 지정 

양식 청화백자의 전형적인 문양이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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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원형의 파도문과물고기문 

〈분청사기 상감어문 병〉은 문양 장식에서 주문양은 상감기법으로， 보조문양은 인화기법이 사용되어， 고려말 싱캄청자에서 

조선으로 이어지는 분청사기 제작의 초기 단계의 특정을 보이고 있다. 또한 반원형의 파도문과 물고기로 구성된 문양 소재와 구 

성이 원대 청화백자와 유사한 점이 확인되어，(분청사기 상캄용문 호〉와 함께 15세기 전반 경에 왕실용 자기 제작에서 부분적으 

로 원대 자기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도자사적인 의미가 있다; I 김윤정 

1 高혐燮高麗關磁와 李朝關磁」， r韓國美術史及美學論5Í1:J (通文館，

1963), p. 193 

2 김윤정高麗後期 象없좁磁메 보이는 元代 磁器의 영향」， r口|술사학연구j 

249 (한국미술사학회， 2006), pp. 183,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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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nchεong Bottlε with lnlaid Wavε and 

Fish Dεslgn 

Treasure No. 1455 

Joseon (15th century) 11 Item 1 Ceramics 

H. 31 .2cm , o (Mouth) 71cm , o (Base) 8.0cm 

Seongbo Cultural Foundation (Horim Museum) 

This bott1e is typical of early 15th-cencury bμηcheoη:g ware, embel1ished with inlaid fish swimming 

in waves on the body and a secondarγ decorative design of stamped chrγsanthemums along the 

shoulders. 

The word bμηcheoηg is a short for bμηcheong hoecheong sα:gi ， meaning “powdered 

green-grayish porcelain." Bμηcheong is divided into seven catεgories depending on decorative 

techniques, such as inlay, stamping, carving, sgraffito, painting in iron, brushing with slip, and 

dipping in slip. Among these, inlaid bμηcheoη:g is dated to the earliest period, coming into being 

right after the inlaid celadon of G01γeo. lnlaid bμηcheong is similar to the inlaid celadon of the 

late G01γeo period in terIDS of motifs and decorative composi디on， only in a more simplified and 

playful expression of motifs. 

This design of swimming fish and layers of hemisphεric waves is a characteristic decoration 

found on blue-and-white porcelain wares from the Yuan Dynasty (1 272-1368) of China. The same 

patter‘n was identified in inlaid ceramic shards excavated from the site of Kiln No. 16 in Sadang-ri 

of Gangjin in ]eol1a, the southwestern region of Korea, suggesting its usε in 14th-centurγ Goryeo 

celadon 

ηle application of inlay technique for thε pnmarγ design and of thε stamping method for 

the subsidiarγ pattern in this vessel indicates an earlier stage in the transitional period between the 

inlaid celadon of late G01γεo and the bμηcheong of early]os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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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분청사기 상감연화당초문 병 
析홈沙器 象팝눴運花庸草文 꽤 
Buncheong Bott1e with Inlaid Lotus and Scrol1 Design 

보물저11067호 

초선(15세기) 1 1점 | 도자 

높이 31.7cm ， 입지름 8，Ocm ， 밑지름 9，9cm 

국유{국립중앙박물관) 

이 유물은 아가리가 벌어지고 풍만한 몸체를 가진 병 형태에 연화당초문이 흑백의 선으로 상캄된 전형적인 상캄분청사기 병이며， 

조선 15세기 전반 경에 제작되었다. 

병의 기형은 밖으로 벌어진 이카라와 목， 어깨 부분을 지나면서 몸통까지 유연한 곡선을 이루면서 서서히 팽창되어 몸체 

아랫부분에서 풍만해 졌다가 다시 좁아져 굽에 이르는 안정적인 형태이다. 병의 몸체는 두 세 줄의 백싱캄선을 이용하여 문양대 

를 나누었는데， 아가리 아래 부분에만 한 줄의 음각선이 둘러져 있다. 문양대는 모두 다섯 부분으로 위부터 차례대로 초문， 연판 

문， 변형연판문， 연화당초문， 연판문의 순서로 상캄되었다. 이 중에서 주문양은 가장 비중이 넓은 몸통 변에 싱캄된 연화당초문이 

며， 녕쿨처럼 연이어진 줄기 사이사이에 잎과 세 송이의 연꽃이 연결되어있다. 연꽃녕쿨무늬는 백토로 윤곽선을 상캄하고， 문양 

안에 다시 자토精土로 선상캄하여 흑백선의 대조를 보인다. 흑싱캄선은 자토精士의 감입이 그릇 면보다 얄게 되어서 거칠고 매끄럽 

지 않게 보이는 상캄기법을 사용하는데 기술적인 미숙함도 보인다. 주문양대의 바탕에는 새끼줄 무늬와 같은 승렴문짧廳文이 빽빽 

하게 찍혀 백싱캄되었다. 그 위에는 변형연판문이 둘러져서 문양대를 이루며， 연판문 안에는 승렴문과 국화문 도장을 찍어서 장 

식하고 바탕에 백토를 상캄하는 역상감기법을 사용하였다. 그 위로 고식古式의 간략화된 연판문대와 초문대가 백토로 선상캄되었 

다 주문양대 아래에도 삼각형 모앙E으로 간략해진 연판문대가 백상감 선으로 장식되었다. 구연 세 곳에 있는 결손缺뿔을 복원수리 

復펴용理하였고， 굽 주위와 몸체 하부는 자회磁化가 덜 된 상태여서 유면뼈面의 광택과 투명도가 떨어진다. 다리굽으로 접지변의 유 

약을 닦아내고 번조하였으며， 굽안바닥에는 가늘게 터진 흠과 조선 전기 분청사기에서 많이 확인되는 굽다진 흔적이 았다. 

분청씨는 백토白土를 분쟁뾰한 회청색 λ까沙器를 의미판 분장회청λ}71f31뺨'iÆ좁沙器’의 줄엄말l다1 문양을 장식하는 

기법에 따라서 상캄象없， 인화印花， 박치힘Ut며， 조화W花， 철화鐵畵， 귀얄， 덤벙 등으로 분류되지만 싱캄분청사기는 몸체 전변에 백토를 

바르는 분장 단계를 거치지 않는다. 상캄분청사기는 고려말 싱캄청자에서 이어진 것이기 때문에， 태토와 장식기법이 동일하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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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소재도 유사한 것이 많아서 고려말기 상캄청자와의 구분이 모호한 점이 있다. 그러나 이 병의 경우， 문양 장식에서 상캄기법이 

사용되었지만 몸체에 대답하게 배치된 연꽃녕쿨무늬의 형태， 바탕변에 채워진 승렴문， 굵고 투박하지만 거침없고 자유로운 상캄선 

등은 조선 전기에 제작되는 상캄분청사기에서만 볼 수 있는 특정이다. 최근 14세기 말에서 15세기 초에 운영된 가마터에 대한 발 

굴조사가 많이 이루어졌으며， 대표적으로 강북구 수유동， 칠곡 학하리， 곡성 구성리 가마터 등에서는 고려 말기 상캄청자의 여운 

이 많이 보이는 상캄분청사기편들이 확인되었다2 그 뒤를 이어서 상캄분청사기만의 특정이 보이는 가마터는 경기도 광주 번천리 · 

도수리，충청도공주학봉리·중흥리，광주충효동，전북부안우동리등지를들수있다. 

이 상캄분청사기 병은 기형과 문양대의 비례가 적당하여 짜임새가 있으며， 주문양과 보조문양이 간략화된 형태를 보이지 

만 분청사기 특유의 투박하지만 거침없이 자유로운 흑백의 상캄선과 인화분청사기 단계에서 많이 보이는 승렴문이 사용되어서 

상캄분청사기에서 인화분청사기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보이는 특정을 가지고 있다. I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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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흠格燮흠麗關磁와 李朝8힘磁」， r韓國美術史及美學論댔J (通文館， 1963)， 

p, 193 

2 김윤정고려말 조선초 供上用 銘文좁홉의 이행 과정과 제작 배경J， 

r석당논총J， 동아대학교석당학술원， 2013 ， 3 ， pp ,14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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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ncheong Bottle with lnlaid Lotus and 

Scroll Design 

Treasure No. 1067 

Joseon (15th century) I 1 Item I Ceramics 

H. 31 .7cm , D.(Mouth)8.0cm, D.(Base)9.9cm 

Public Ownership (National Museum 01 Korea) 

πlÌs bott1e is a typica1 examp1e of in1aid bμηcheoη:g ware and is characterized by a flaling mouth, 

vo1uminous body, and 10tus and so'ollwork design in white and b1ack slip. It was produced in the 

early 1St11 centurγ 

Since i띠aid bμηcheo쟁 is a successor of Goryeo in1aid ce1adon, buncheoη:g vesse1s with 

an in1aid design canγ considerab1e similarities with such in1aid ce1adons with regard to the 

composition of the clay body, decorative techniques, and motifs of design. In the casε of this 

bott1e, an inlay technique has been applied, but it a1so demonstrates uniquely bμηcheoη:g features, 

as evidenced by the daring position of the 10tus b10ssoms and scrollwork on the body, close1y 

packed rope-curtain patterns in the background, and t11ick and rough but still carefree inlaid lines. 

llús bott1e is well-proportioned in terms of the shape and the application of motifs. The 

decorative patterns, both primarγ and secondarγ e1ements, are expressed in a simplified manner, 

and the i띠aid out1ines of the patterns are unsophisticated and 1ighthearted. The manifestation of 

the rope-curtain pattern, typica1 of stamped bμηcheong wares, indicates the transitiona1 position of 

this vesse1 in the progression of ceran1ics from inlaid to stamped buncheoη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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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분청사기 상감사각묘지 및 

분청사기 인화문 사각편병 
紹춤沙器 象散四角훌誌 및 

初춤沙器 印花文 四角扁抽
Buncheong Memorial Tablet with In1aid Inscription 
and Square Flat Bottle with Stamped Dε:Slgn 

보물제1450호 

조선(1448년) 12접 | 도자 

묘지:높이 20.5cm ， 너비 12.Ocm 

펀병 : 높이 11 .5cm, 너비 20k21.2cm, 입지름 10.1cm 

아모레퍼시팍(아모레퍼시팍미술관) 

묘지훌誌와 펀병扁Jt!i，.이 일괄품으로 형태와 제작방법이 독특한 유물로 알려져 있으며， 제작시기를 확인할 수 있어 특정시기의 제작 

수준과 인화분청사기의 발전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호서도 가치가 높다. 

분청λ까 중에는 그릇 이외에도 장례難나 제례總 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종류가 제작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여러 모양 

의 묘지흉誌이다1 묘주훌主의 행장行狀 등을 기록한 것으로 고려시대에 납작한 장방형의 판석板E으로 제작되기 시작하였다2 조선 

초기에는 분청사기로 만들어지며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이 유물처럼 사각기퉁 모양으로 생긴 예는 극히 드물다9 

이 묘지는 물레에서 원통圓홉을 만든 후 표면을 두드려 사각으로 모양을 잡고 외면을 칼로 다듬어 만든 것오로 제작방법 

이 독특하다. 언뜻 보아 네 명이 완벽한 대칭을 이룰 것으로 보이지만 폭과 기울기는 조금씩 다르다. 전체적으로 묵직한 중량감이 

느껴지는 형태로 윗면 중앙에 작은 구명을 뚫고 바닥은 속이 보일 정도로 크게 깎아 두었는데， 이것은 제작과정에서 불량이 날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도 추정된다. 

묘지의 형태를 제작한 방법은 편병에도 동일하게 사용되었다. 편병도 물레에서 원통모양을 만든 후 표면을 두드려 사각형 

으로 형태를 잡고 모든 외면을 반듯하게 칼로 다듬었다. 사각기퉁을 옆으로 누인 후 윗면 중앙에는 항아리에서냐 볼 수 있는 것 

과 같은 사선으로 벌어진 커다란 주퉁이를 붙였는데， 이처럼 독특한 형태는 현재 이 유물이 유일하다. 병은 형태로만 보면 닙착하 

게 두드려 만든 것이므로 편병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폼체의 전체적인 형태와 비례를 고려하면 분청사기 장군의 모습도 지니고 있 

어서 일정한 종류로 구분하는 것이 모호하기도 하다. 전체적A로 보아 이 일괄품에서 주목되는 것이 묘지와 편병의 제작방법과 

형태， 크기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이려한 일괄품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묘지의 표면에는 묘주의 관한 내용이 백싱캄白象없으로 적혀 있다 외면 한 곳에서 시작하여 또박또박 글씨를 쓰듯 네 면 

돌아 윗면에도 새겨 넣었다. 지문꿇t은 4-5줄을 세로방향으로 표기하였으며 여기에는 묘주인 정씨鄭']X;의 생몰년， 처가의 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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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남편， 개인 신상 등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 있다. 당시 가계와 사회상황， 분청사기 수요자의 신분 등을 알 수 있어 중요하다. 

편병의 외면은 상감과 인화기법印7없法을 혼용하여 장식하였다. 상감기법으로 윗면의 좌우측 가장자리에 각각 활짝 핀 꽃 

을 성글게 그리고 각 면에 액자모양의 윤곽션을 배치하였다. 액지모양의 틀 속에는 작은 원을 가득 찍어 장식하였고， 면의 가장자 

리 일부에는 국화를 인화하였다. 인화기법은 고려후기에 복잡한 반복문양을 효율적으로 장식하는 보조수단으로 사용되기 시작 

하였고， 점차 장식면裝節面이 증가하며 15세기 중반 분청시카에서 크게 유행하였다.4 인화장식의 유행은 이 일괄유물에서 잘 나타 

나는데， 도장을 표면에 가득 찍어 장식이 없는 빈 공간을 남기지 않고 빽빽이 채운 것이 특정이다. 전면에 광택이 좋고 투명한 유 

약을 고르게 씌웠는데， 전체적으로 연록색을 띠며 일부에 빙렬永짧이 있다. 묘지와 펀병의 바닥에는 모래가 섞인 내화토耐火土를 

받쳐 구운 흔적이 남아 있다. 

묘지와 편병을 통하여 특정한 시기의 제작경향을 파악할 수 있어 중요하며， 나아가 제작방법과 형태가 독특하고 희귀한 

유물이어서 더욱 가치가 있다 | 전승창 

1. 전승장.C 1 5세기 위폐헝 자기묘지와 위폐장식 고잘J， 

「호암미술관 연구논문집.4호 (삼성문화재단. 1999). pp.96-112 

2 崔虎林‘ 「출觸후B휴代훌끓、의 種類와 形態에 관한%究」 . F古文{b第25輯

(韓國大學博物館協용， 1984), p9 

3 숙명여자대학교박을관에 쇼장된 〈문칭사기즈화연호땅식묘지〉도 사각기 

둥모앙이지만서|부에는차이가있다 148 1년에제작된 것으로전언에 백 

토를 칠하고 조화기법으로 윗먼에 :u탁한 언호덤을 장식한후측언 네곳 

에 지문짧、文을 적었다(국립중앙박물관삶과죽음의 이야기， 조선묘지명l 

(20 11), p.30 

4 방병선 전승창 외한반도의 흙‘ 도자기로 태어나다. (국사펀찬위원회， 

20 10), pp.25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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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ncheong Memorial Tablet with Inlaid 

Inscription and Square Flat Bottle with 

Stamped Design 

Treasure No. 1450 

Joseon 11448112 Items 1 Ceramlcs 

Mennorial Tablet . H. 20.5cm, W 12.0cm 

Flat Bottle . H. 115cm, W 204-212cm, DIMouthl10.1cm 

Amorepacific Corporation IAmorepacific Museum of Artl 

This set comprised of a memorial tablet and a flat bottle is renowned for the uni앤le shapes and 

m싫강ng methods involved. Since it provides precise information on the year of production, this 

bμηcheoη'g set suggests information on both the state of bunchem쩡 development at the time and 

。n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stamped bμηcheong ware 

Along w ith everγday utensils, a variety of funerary and ritual vessels were made in 

bμηcheoη'g. One of the most definitive types of funerarγ blιηchecη19 ware is the memorial tablet. 

Carrying a record of the deeds and 、rirtues of a tomb ’s occupant, memorial tablets began to be 

produced as a flat rectangular stone, and then diversmed into many different shapes as they began 

to be created in bμηCheo1쟁 in the early Joseon period. However, the form of a reα.angle column 

seen in this example is extremeψ r없e 

This memorial tablet was fashioned in a unique manner: a cy피ldrical body was formed 

。n the potter’s wheel and paddled into a rectangular shape, and the surface was then refined 

with a knife ‘ The flat bottle was made in thξ sarne manner as the memorial tablet. Formed into a 

rectangular column, the body was placed on its side and a large flaring mouth suitable for a jar‘ 

was attached. The form tal(en by this piece is unique among the flat bottles to have survived to tl1e 

present. While it can be classitîed as a flat bottle given the process it underwent of being paddled 

flat, its over띠1 shape and proportions suggest more a barTel-shaped vessel, or janggμn， making it 

clifficult to place this bottle in either of the two categories. 'VV어at is most notable about this set is 

that it is 없1 unprecedented case where the two constituent pieces - the memorial tablet 앙ld tl1e 

flat bottle - are similar or even iden디cal in terms of fonning metl10d, shape, and size. 

The surface of this memorial tablet is inscribed with the personal details of the tomb's 

。ccupant inlaid in white slip . The surface of the bottle is decorated by a mixture of inlaid and 

stamped pattems. 

This set is v떠uable for pr'。、riding information on the bμηcheong production of its p없ticular 

period, and also for its uni엔le m삶ing method and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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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분청사기 상감‘정통4년’명 김명리 묘지 
初좁沙器 象散‘표統四年’銘 金明理 養誌
Buncheong Memorial Tablet of Kim Myeong-ri with Inlaid 
Inscrip디。nof “ the Jeongtong Fourth Year" 

보물저11없Q호 

조선(15세기) 11접 | 도자 

높이 34. Ocm, 몸지름 23.5cm 

안동김씨문온공파대종회(경7 1도박물관) 

이 상감분청시키는 종모양鍵形의 몸체에 단정한 해서체의 문장이 백상감 되어 있는 조선 15세기 전반경에 제작된 성천도호부成川 

都護府 부사룹懶 김명리金明理， 1368-1438의 묘지훌誌이다. 

싱캄분청사기 묘지는 몸체가 원통 모양으로， 윗면 가운데 높이 4cm의 연봉오리 모양의 꼭지가 부착되어 있어서 전체적 

인 형태는 종 모양으로 거의 알려지지 않은 귀한 사례이다. 연봉오리의 연꽃잎은 상단 9개 하단 10개씩을 투각透쩌하여 서로 엇갈 

리게 배치하고， 꽃잎마다 윤곽을 음각선으로 장식했다. 몽체는 원통 모양으로 아래쪽으로 오면서 약간 좁아지며， 접지면의 폭은 

4.3-4.5cm로 두꺼운 편이다. 몽체에는 위에 두 줄， 아래에 한 줄의 백상감선을 두르고， 그 내부에 2.1-2.2αn 간격a로 세로 션을 

백상감하였다. 묘지흉誌의 문장은 단정한 해서체階書體로， 글자를 조각한 수준으로 보아 전문적인 각자觸 장인의 솜씨로 보인다. 

이 종형묘지는 1989년 3월에 경기도 광주시 광남동 목동(출토 당시 경안읍 목리)에 위치한 金明理1368-1438 묘를 이장하 

는 과정에서 무덤 앞에 있는 상석 뒤에서 발견되었다. 묘지의 현재 상태는 전체적으로 양호하나 유층이 앓고， 자기질화가 제대 

로 되지 않은 부분에서는 유면細面의 박락 현상이 보인다. 몸체에는 몇 군데 미세한 균열이 발견되며， 이미 보수한 흔적도 확인할 

수 있다. 묘지의 바닥 접지면은 유약이 압혀지지 않은 상태이며， 두 곳에 굵은 균열이 있고 행자와 산치기山直의 이름인 行者學敏

山直升同’라는글자카바닥면에 세로로새겨져 있다. 

지문誌文은 김명리의 가계 계보· 부모 · 이력 ·성품 · 부인과 자녀에 대한 내용 순으로 행장行狀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었다. 그 

말미에 집현전集賢없 직제학直提뽕을 지낸 유의손柳蘭系， 1398-1450이 김명리의 첫째 아들 맹헌과의 교분으로 지문을 짓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유의손이 지문을 지은 시기는 김명리가 1438년 12월에 죽은 후 이듬해인 1439년(정통 4) 기미년 겨울 10월 하순이 

다 따라서 상감분청사기 묘지는 1439년 겨울에서 멀지 않은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지문의 내용에서 김명리가 관직에 나 

이까지 않았을 때나 퇴염 이후 근 10여간 광주廣州 탄동리;얹洞里에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광주 일대는 15세기 초부터 분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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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나 백자카 제작되면서 왕실용 자기를 만들던 관요官쫓가 설치되었던 지역이다. 현재 광주 탄벌리행條里 일대에서 가마터가 확인 

되는데， 숭행을 굽는 탄동셋쩌이라는 마을과 넓은 들을 끼고 있는 벌원짧院이라는 마을을 합쳐서 탄벌리라는 지명이 유래했다고 

한다. 김명리가 광주 탄동리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점이나 그의 무덤도 광주에 위치판 점 등을 고려할 때， 상감분청씨 묘지가 

제작된 곳은 15세기 전반 경에 광주 일대에서 운영된 가마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유사한 분청사기 상캄 종형묘지로는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품인 〈분청사기 상감정통14년’명 종형묘지)(1449)가 있다. 

이 묘지는 높이가 20.8cm로 김명리 상캄분청사기 종형묘지보다 13cm 이상 작다. 몸체가 원통형이라는 점은 유사하지만 윗면의 

형태가 다르고， 특히 묘지문의 구성과 글자를 조각한 수준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두 점의 종모양 묘지를 비롯하여 대체적으로 상 

감분청사기로 제작된 묘지는 형태가 대반大盤， 사각모양 등으로 다양하고， 1440년대 제작된 것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세종연간 

(1419-1450)에 제작된 상캄분청사기를 연구하는 데 좋은 7.1료가 될 것이다. 

〈분청사기 상캄‘정통4년’명 종형묘지〉는 출토상황과 출토지가 명확하고， 제작시기와 제작지의 추정이 가능하고， 조형적으 

로 알려진 예가 없는 종모양인 점， 각자刻字 전문 장인에 의해서 조각된 것으로 추정되는 단정한 해서체의 지문誌文 등은 도자사뿐 

만 아니라 서예사 등 여러 변에서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I 김윤정 

참고문헌 

1 강경숙효f국도자사J. 예경，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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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nchεongMεmorial Tablet of 

KimMyεong-ri with Inlaid Inscription of 

“thε Jεongtong Fourth Year" 

Treasure No. 1830 

Joseon (15th century) 11 Item 1 Ceramics 

H. 34.0cm, D.(Body) 23. 5cm 

Munon Gongpa Sub-branch of the Andong Kim Clan 

(Gyeonggi Provincial Museum) 

This early 15th-century bμηcheoηg artifact is a burial tablet for Kim Myeong-ri (1368-1438), the 

magistrate of the Seongchεon Dohobu administrative district. The tablet has a bell-shaped body 

with a white inlaid inscrip디on written in skilled handwriting in the Chinese script style of regular 

sαipt. It is a rare example of a bell-shaped memorial tablet made with a cylindrical body topped 

by a lotus bud-formεdknob mεasuring four centimeters. 

This bell-shaped tablεt was found during the process of transferring the tomb in March 

1989 in Gwangnam-dong in the Gwangju area in thε mid-western region, Gyeonggi-do, behind a 

stonε ritual table Csangseok) placed in front of thε burial mound of Kim Myeong-ji. The tablεt is in 

generally good condition, but the glaze is tl꾀nly applied and has not fully fluxed, leading to partial 

exfoliation. 

The insαip디on on thε tablet contains a detailed account of thε ancestral gεnealogy， parents’ 

names, personal hist01γ， wife and children, and characteristics of its owner, Kim Myeong-ji. This 

bell-shaped tablet features precise information regarding the manner and place of excavation, and 

따 production date and placε is inferable. From a stylistic perspective, it shows a rare bell-shaped 

form, and the quality of the inscribed characters suggests that they were written by a professional 

calligrapher. All of these features conspirε to raise its importance not only in ceramic arε hist01γ， 

but also for the study of the hist01γ of calli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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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분청사기 상감‘정통5년’명 

어문반형 묘지 
析좁沙器 象節‘正統五年’銘

魚文盤形基誌
Buncheong Basin-shaped Memorial Tablet with 
Inlaid Fish Design and Insαψtion of “ the Fifth 
Jεongtong Year" 

보물저1577호 

조선(1때0년) 1 1점 | 도자 

높이 9.4cm, 입지름 35.8cm, 밑지름 13 마m 

개인(삼성미술관 리움) 

형태와 장식이 독특하며 제작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분청사기로 윗변에 상캄기법象없技&을 사용하여 묘주흉主의 행장行狀을 적어 

놓은 세숫대야 모양의 묘지흉誌이다. 

분청사기라는 명칭은 ‘분장회청사기*鋼)iJ(좁沙器’의 줄임말로 일제강점기에 우현 고유섭又玄 高찍燮， 1905-1944 선생이 표면 일 

부에 백토白土를 앓게 칠한 장식과 녹색을 보이는 색깔 등의 특정을 담아 명명한 것에서 유래하였다.1 근래에는 '^}기沙器’라는 표 

현을 대신하여 청자좁磁나 백자白磁와 같이 ‘분청자%좁磁’라고 부르기도 한다.2 

분청사기의 장식기법은 상캄象族， 인화印花， 박지힘]地， 조화￠花， 철화鐵畵， 귀얄， 덤벙%뺨 등 일곱 가지로 나뉘는데， 시간의 흐 

름과 유행의 변화에 따라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서 다른 기법이 선호되기도 하였다. 이중에 상캄기법으로 장식된 분청사기는 

15세기 전반에 주로 제작되었으며， 장식기법은 물론 장식소재와 구성 등에서 고려말기에 만들어지던 상캄청자의 여운이 남겨져 

있다. 특히， 조선초기에 제작된 다양한 분청사기 제기짱器의 장식에 싱캄기법이 주로 사용되었다. 

분청사기 중에는 일상용기 이외에 특별한 용도로 사용하는 종류도 제작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묘지이다3 묘지는 묘주흉主 

의 생애에 관련된 기록을 적어 무덤 앞에 붙어 주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만들어졌으며 납작한 장방형의 판석;fMl 

으로 제작되었다.4 이후 조선초기에 묘지를 부장하는 풍속이 더욱 유행하였고F 분청사기로 만들어지면서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 

나는데 그중에서도 이 유물처럼 세숫대야같이 생긴 예는 드물다. 이 유물은 세반洗盤과 같은 금속기金屬器를 모방하여 만든 것이 

다 전체적인 형태는 물론 윗면 주둥이 가장자리가 예리하게 다듬어져 있는 것이나 몸체 저부에 각이 져 꺾여 있는 모습 등에서 

둘사이의 영향관계를살펴볼수있다.6 

윗면에는 상감기법으로 글자를 적고 물고기와 꽃을 장식해 두었다. 글자는 주둥이와 안바닥 일부에 묘지의 둥근 형태를 

따라 가장자리에 검은색과 안쪽에 흰색으로 바꾸어 상감하며 원형으로 새겨 놓았다. ‘정통오년경신E細年康申으로 시작되는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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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와 관련된 기록이 적혀 있지만， 상감장식의 상태가 고르지 못하여 구체적인 내용의 확인은 어렵다. 안바닥 중앙에는 연못의 풍 

경을 상정적으로 도식화한 듯 세 송이의 연꽃을 동일한 간격으로 배치하고 그 사이에 각각 한 마리씩 나누어 세 마리의 물고기를 

번갈아 배치하였다. 소재와 구성은 분챙씨에 가끔 등장승}는 전형적인 것이지만 세부장식과 마무리는 과감하고 시원스럽다. 

전면에 맑고 투명한 녹색의 유약을 씌웠지만 일부 연한 갈녹색을 띠고 있다. 이와 같은 유약의 색깔은 고려말기 청자와 조 

선초기 상감장식이 있는 분청사기 일부에서 벌켠되는 특정이기도 하다. 일부에는 유약의 두께가 고르지 못하며 빙렬永짧이 곳곳 

에서 발견된다. 굽은 원형이지만 모양이 완벽하지 못한데 굽안바닥이나 가장자리를 다듬는 과정에서 형태가 일그러진 것을 꼼꼼 

하게 바로집지 못한 때문으로 추정된다. 굽바닥에 모래를 받쳐 구운 흔적이 남아 었다. 

분청사기 묘지 중에서도 세숫대야 모양을 한 희귀한 유물이다. 금속기의 형태를 모방한 점도 특이하며， 장식기법과 유약의 

색깔， 물고기와 연꽃 등 장식소재와 구성 등에 고려청자의 여운이 남아 있다. ‘정통오년경신표統五年康申’명이 있어 1440년(세종 22) 

에 만든 것으로 확인되며， 구체적인 제작시기를 알 수 있는 드문 사례로 특정시기 분청사기의 제작경향을 파악할 수 있어 학술적 

으로 중요하다: I 전승장 

1 고유섭 「고려도자와조선도자」， 「우현 고유섭 전집.2- 조선미술샤下 

각론펀 (열화당 2007). pp.371-389. 

2 윤용이우리 엣 도자기의 아름다움J (돌베개， 2007)， pp245-246 

3 전승장" r 15세기 위폐형 자71묘지와 위폐장식 고찰J ， 

f호암미술관연구놈문집， 4호 (삼성문화재단， 1999), pp.96-112 

4 崔虎林朝蘇B총代 훌합、의 種類와 形態에 관한 돼究」， 「古文{b第25輯

(韓國大學博樓합協용， 1984), p.9. 

5 鄭놈子 디훌麗B츄1'<; 火賽에 대한考察」， 「옳山史學』第7輯 ( 1983). p.41 

b 호암미술관朝蘇前期國寶展 , (1996), p.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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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ncheong Basin-shaped Memorial Tablet 

with Inlaid Fish Design and Inscription of 

“the Fifth ]eongtong Year" 

Treasure No. 577 

Joseon 11440) 11 11em 1 Ceramlcs 

H. 94cm, DIMoulh) 358cm, Dl8ase) 13.0cm 

Privale Ownership ILeeum, Samsung Museum 01 A띠 

This is a washbasin-shaped bμηcheong memorial tablet. Distinctive for its unique form 없ld 

decoration, this bμηcheoη:g piece is datable and inscribed with a brief inlaid description of the 

tomb owner on top. 

The name bμncheong sι19i is shorthand for bμηcheoη:g hoecheong sα:gi ， which means 

“powdered green-grayish porcel잉n. " The art 1꾀storian Go Yu-seop 0905-1944) named this 미pe of 

ceramics based on the greenish clay body 없ld tl피1 decorative coat of white slip. 

Decorative techniques used with bμηcheong ware come in seven different ψpes: inlay, 

stamping, sgraffito, carving, painting in iron, brushing with slip , and dipping in slip. These 

decαative techniques are associated with particular periods and regions (the Chungcheong, Jeolla, 

。r Gyeongsang regions). In particular, inlaid bzιncheong was mainly produced in the early 15th 

century, 앙ld its decorative motifs 앙ld design composition are strongly reminiscent of the inlaid 

celadon of the late G。πeo period. The inlay technique was applied to a wide range of ritual 

bμncheong wares from the early Joseon period. 

。ne of these types of ritual wares is the memorial tablet, or myoji. Inscribed with memorials 

。f the deceased and buried in front of the burial mound proper, memorial tablets began to be 

produced during the Goryeo period in the form of a rectangular stone slab. The custom of crafting 

and burying memori와 tablets grew more widespread in the early Joseon era and bμηcheong 

memorial tablets in diverse shapes appeared. Even within this range, however, a basin-shaped 

example such as this memorial tablet was exceptional. 

Thisbμηcheong memorial tablet is noted for mirrαing metal ware, demonstrating influences 

of inlaid celadon in terms of the 빙aze color, and its design of fish and lotus and the arrangement 

The inscription jeongtoηg onyeon 양Jeongsin (正統五年康申) denotes that it was made in 1440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ng. A rare example with an exact date of production, this memorial 

tablet holds great academic value for the study of bμncheong wa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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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분청사기 상감‘정통13년’명 묘지 및 

분청사기 일콸 
#쌍주룹沙器 象쉽눴‘표統十三年’銘 훌誌 및 
初주릅沙器一括 

Buncheong Memorial Tablet with In1aid Inscription of 
“ the Thirtεenth ]eongtong Year" and Buncheong Wares 

보물제1428호 

조선(1448년) 17접 | 도자 

Sl.ÃI: 높이 23.Ocm. 너비 11 .2X8.0cm 

반 : 높O I 9.7cm. 입지를 28 않m . 밑지름 8.0cm 

접시:높O I 2 . 3cm. 입지름 12.2-12 . 6cm. 밑지름 4.2-4.7cm 

펀구빌 ; 높이 6.Ocm. 밑지름 20.3cm 

소호 1 : 높이 13. 5cm. 밑지름 13.2cm 

소호 2 : 높이 15.8cm. 밑지름 20.2cm 

개인(삼성미술관 리움) 

화려하고 정교한 장식이 일품인 분청사기 중에서도， 이 유물은 1448년(정통13)의 제작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특이한 형태의 묘지 

훌끓、， 반盤， 소호IJ뿔， 펀구발片口짧， 접시 등이 하나의 세트를 이루는 유례가 드문 작품이다. 묘지를 통하여 묘주흉主에 관한 기록은 

물론 일괄품의 확실한 제작연대와 제작수준을 가늠할 수 있어 자료로서의 가치도 매우 높다， 

분챙사기 중에는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묘지가 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유붙은 여러 종류의 그릇들과 일괄을 이 

루며 질도 뛰어나다. 묘지흉詩는 죽은 사람의 성명， 출신지， 선대계보， 가족관계， 관력官歷， 행적， 덕망 등을 기록하고 생애를 청송하 

는 것으로 무덤 앞에 광據을 파고 묻는다.2 고려시대 만들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조선초기에 더욱 유행하였는데， 왕실에서는 장방 

의 판형으로3 청석좁石을 재료로 제작했다4 두 개의 묘지를 만들어 하나는 덮개로 사용하고 다른 하나에 묘주흉主의 생일， 성명， 

부모， 관력， 처자관계， 장지의 위치 등을 적어 두 개를 함께 묘지 앞에 묻었다.5 그러나 현재 전한 묘지는 분청씨나 백자가 많 

은데， 백성들 사이에서도 유행하며 형식만을 취할 뿐 다양한 형태의 묘지를 자유롭게 만들어 사용했던 것인데， 이 일괄유물을 통 

해서도 당시의 상황이 확인된다. 

일괄유물의 묘지는 사각판형四角縣으로 두 면은 폭이 넓지만 다른 두 면은 폭이 좁고 안쪽 면의 흙을 파내었다. 지문짧 

은 상감기법으로 새겨져 있는데， 묘주인 영인이씨令A주.]X;의 남편， 부父， 조祖， 증조曾祖 및 외조外祖와 자녀， 묘주의 졸년후年， 개인 신 

상에 대한 내용으로 당시의 사회상황은물론 함께 출토된 분청씨의 제작시기와 수요자 등을 파악하는데 중요하다. 

일괄유물인 반， 소호， 편구발， 접시 등은 모두 인화기법印花技法으로 빈틈이 없다고 할 만큼 춤좀하고 섬세하게 장식하였다. 

국화꽃을 단순화시켜 크기와 모양을 달리하였는데， 크기가 작은 것은 원에 가까운 모양이다 인화기법은 고려후기에 복잡한 반복 

문양을 효율적으로 장식하는 보조수단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점차 장식면裝節面이 증가하며 15세기 중반 분청사카에서 크게 

유행하였다. 인화장식의 유행은 이 일괄유물에서 잘 나타나는데， 도장을 정성스럽게 찍어 장식이 없는 빈 공간을 남기지 않고 빽 

빽이 채운 것이 특정이다. 

일괄품의 반盤은 금속반金屬盤의 세부를 변형한 형태인데， 여러 종류의 제기흉뚫를 비롯하여 금속기의 형태를 모방한 유물 

이 발견되기도 한다. 편구발과 접시는 이전부터 제작되던 전형적인 형태이지만， 항아리 두 점의 경우는 전체의 비례도 특이하고 뚜 

껑이 청자나 백자의 것과 차이가 었다. 일괄품의 공통적인 특정은 양감이 뛰어나며 부드러운 곡선 워주의 형태로 제작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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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변에는 광택이 좋고 투명한 유약을 씌웠는데 반과 접시의 경우 푸른색이 서려 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묘지와 편 

구발， 항아라는 갈색을 띠고 었다 굽은 크기가 조금씩 다르지만 세부를 꼼꼼하게 다듬었으며 바닥에 모래를 받쳐 구운 흔적이 

남아있다 

전성기 인화장식의 특징이 잘 냐타냐는 대표적인 유물로 얼괄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형태도 뛰어나며， 제작시기를 알 수 

았어 더욱 중요한 작품이다'. I 전승장 

1 전승창， c 1 5세기 위폐형 자기묘지와 위폐장식 고잘J， 

r호암미술관 연뉘논문집J 4호 (삼성문화재단， 1999) ， pp.96-112 

2 崔虎林‘ 「朝蘇B좋代 훌誌의 種類와 形態에 관한 돼究」. r古文1L 第25輯

(韓회大學博物館tg，會， 1984)‘ p9 

3. 世宗實錄J， 卷16 ， 4年 5月 康申， 於隆南近地 握地深五R 用誌右二片

長용四R며-t 廣三R四-t}흥四-t표分 

4. r世宗實錄J， 卷68 ， 17年 4月 困午， 傳읍忠淸道옮司 道內淸州 훌出圭表 

練造좁F 宜於6뽕文誌石 令f종近居民 禁雜人採取

5. r國朝五禮{義J ， 卷8 ， 낸禮， 大夫土底人喪優， 刻誌E用E二片其 옳옮刻률 

某官某公之훌 其-薦1혈1}:i3:某官某公譯某字某某州某隔人考譯某某官 

母ft母封某年月 日生쨌歷官選次某年月 日終某年月 日홉千某%陳里某處 

활某ft某人之女子男某某官女適某官某人 二g字面相向而以鐵東之;理

之據前近地面三四R間

참고문헌 

1. 國朝五禮懷J.

2. r世宗훌錄J. 

3 강경숙한국도자사J， 예경， 2012 

4 김영원조선시대 도자기J ，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5 방병선 전승창외한반도의 흙， 도자기로 태어나다J， 국사펀찬위원회， 2010 

& 윤용이우리 옛 도자기의 아름다움J ， 돌베개， 2007 

7 윤용이한국도자사연구J， 문예출판사， 1 993. 

8 정양모한국의 도자기J， 문예출판사， 1997 

9 국립중앙박물관삶과 죽음의 이야기， 조선묘지영J， 201 1 

1 α 국립중앙박물관계룡산 도자기J， 2007 

11 삼성미술관 Leeum, r소장품선집 고미술J， 2011 

12 호암띠술관‘ r챔좁沙器名品展J 11 , 2011 

13 호암미술관朝蘇前期國寶展J，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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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ncheong Memorial Tablet with Inlaid 

Inscription of “the Thirteenth J eongtong 

Year" and Buncheong Wares 

Treasure No. 1428 

Joseon (1448)1 7 Items 1 Ceramlcs 

Memorial Tablet . H. 230cm, W 11.2 x8.Dcm 

Bowl . H. 97cm, o (Mouth)289cm, D(Base)8.0cm 

Dish H. 23cm, o (Mouth)122-126cm, o IBase)42-47cm 

Semi-globular Bowl • H. 60cm, D(Base)20.3cm 

Smal l Jar 1 H. 135cm, 이Base) 13.2cm 

Smal l Jar 2 H. 158cm, 이Base)20 . 2cm 

Private Ownership (Leeum, Samsung Museum 01 A띠 

Treasure No. 1428 is a rare example of a set composed of several different bμηcheong pieces, 

induding a peculiarly shaped memorial tablet that is datable (produced in 1448, or the 13th 

]eongtong Year), bowl, small dish, hernispherical bowl, and jars. The memorial tablet prαrides 

informa디。n not only on the tomb ’s occupant, but also on the year when the tablet and other 

bμncheong pieces were produced. This informs on the level of bμηcheong development at the 

time, imbui11g it with great acadernic value. 

Bμncheong memorial tablets in diverse shapes and sizes have survived to the present 

Among them, this memorial tablet is noted both for its high quality and for being accompanied 

by other vessels to form a set. Serving the function of recording the deceased’sn앙ne， hometown, 

ancestr삶 lineage, achievements, and 、v때ri따ütue않sκ’ a잃s we리래ll asc∞。αmmem。ααrati떼ng hi성s앙/her 1’- life, a memorial 

tablet was commonly interred in front of a burial mound . After beginning in the Gorγeo Dynasty, 
the memorial tablet custom gained in popularity during the ]oseon era. The royal court of ]oseon 

used rectangular memorial tablets of bluε stone‘ two tablets were commonly made, 없ld one was 

inscribed with the deceased’s personal details such as name, royal lineage, and political status, and 

the other was used as a cover. However, most of the memorial tablets tr없lsmitted to the present 

were made in bμncheong or white porcel잉11， meaning that the memorial tablet custom was als。

w idely disserninated among commoners and memorial tablets of diverse shapes were produced, as 

shown by Treasure No. 1428‘ 

Disti11ctive for the stamped design showing characteristics of the pe짧 。f the stamping 

technique, the value of Treasure No . 1428 is found in the diversity of the bμηcheong pieces 

inc1uded and their shapes, as well as in the precise produαion d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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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분청사기 철화어문 항아리 
初좁沙器鐵畵魚文立盡 
Buncheong Jar with Fish Design in Underglaze lron 

보물저1787호 

조선(15세기) 11접 | 도자 

높이 27.0cm, 입지를 15.Ocm, 밑지름 9.8cm 

개인(삼성미술관리움) 

고려청자나 조선백자에서 상상할 수 없는 재미있는 소재나 구성， 장식기법， 표현방법이 분청사기에서 발견되기도 하는데， 이 유 

물이 바로 대표적인 예이다. 이 항아리는 소재의 표현방법이나 장식기법이 특이한데， 대형의 물고기를 장식한 것도 그렇지만 싱캄 

象威， 인화印花， 철화鐵畵， 귀얄 등 분청사기에서 유행하던 갖가지 장식기법이 동시에 사용된 것으로도 유명하다1 

분청사기는 15-16세기에 만들어지며 백자의 급격하고도 눈부신 발천으로 변화와 소멸과정을 거치지만， 조선초기의 사회분 

위기를 담아낸 개성 넘치는 장식이나 표현으호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미美의 경지를 구축하였다. 미술사학자 우현 고유접 

又玄 高格燮， 1905-1944 선생이 일본인 골동수집가들이 유래나 의미가 불분명한 명칭으로 부르는 것에 반대하여 새롭게 이름 지은 

분장회청사기總跳훔沙옳의 줄염말이다.2 표면 일부나 전체에 백토가 앓게 칠해져 있고 그릇의 색이 회청색까좁용을 띠는 사기沙器 

라는 의미로 청자나 백자와 구별되는 특정을 정확하게 표현하려 한 것에서 유래한다. 표면은 새기거나 찍거나 그리거나 긁어내거 

나 칠하거나 하는 여러 기법으로 장식했는데， 어떤 기법을 사용했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전혀 달라진다. 또한 장시기법에 따라 발 

생， 발달， 소멸의 시기가 다르며， 제작지나 사용된 곳에 차이가 나타나기도 한다 장식기법은 상감， 인화， 조화影花， 박지월1地， 철화， 

귀얄， 텀뱅 등 일곱 가지로 구분되는데， 주로 한 개의 기법A로 장식되지만 두 개의 기법이 혼용되기도 한다. 

이 항아리의 장식은 매우 특이한더1. 표면에는 연못 속의 풍경을 표현한 듯 연꽃을 배경으로 한가롭게 노나는 물고기를 정 

성스럽게 묘사하였다. 항아리는 어깨에서 굽 언저리까지 횡선으로 모두 여섯 개의 문양대를 구획한 후， 물고기를 제외하고 구획 

내부의 배경 면을 얄게 깎아내고 그 곳에 귀얄로 백토白土를 상감등}듯 칠해 정리하였다. 목 가장자리의 뇌문雷門과 물고기의 눈， 

윤곽선은 상감장식이고， 물고기 몽통에 표현된 비늘과 굽 주변의 연잎은 인화장식으로 문양이 새겨진 도장을 반복적으로 사용하 

였다. 어깨에 그려진 당초덩굴과 몸체 아랫부분의 연꽃잎， 물고기 지느러미의 세부와 연꽃에 검은색의 철안료鐵觸과를 칠한 철화 

장식이 혼용되는 등 다채롭게 장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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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꽃과 물고기가 함께 등장하는 소재는 싱캄장식한 분청사기에서 다양하게 변형된 모습으로 유행하였다. 이 항아리의 경 

우， 물고기의 크기가 매우 크고 세부가 꼼꼼하게 묘사된 것은 다른 분청사기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연꽃이 등장하고 철안료를 사 

용-o}는 등 철화분청씨의 제작지로 유명한 충청도 계룡산의 7마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3 

이 항아리는 주둥이와 몸체의 비례가 독특하다. 전체 크기에 비하여 주둥이의 지름이 크고 가장자리가 밖으로 벌어져 있 

는데， 청자나 백자에서는 볼 수 없는 형태로 분청사기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종류이다. 그러나 동일한 종류의 분청사기 항아리 중 

에서도 이 유물의 경우는 입지름이 더욱 커서 주목된다. 표면에는 답녹색淡綠色의 유약을 씌웠지만， 백토가 칠해진 면과 바탕흙이 

드러나 보이는 부분은 유색이 다르다. 굽바닥에 모래를 받쳐 구운 흔적이 남아 있다. 

이 항아리는 장식기법과 소재 등에 고려청자의 여운과 분청사기의 새로운 장식경향이 흔재되어 나타나는 유물이다. 형태 

도 독특하지만 다양한 장식기법이 동시에 구사되어 있는 희귀한 예이다; I 전승창 

1 호암미술관朝蘇前期國寶展 J (1996), p,165 

2 고유섭고려도자와 조선도자j， 우현 고유섭 전집J 2-조선미술사 下

각론펀 (열화당， 2007) ， pp,371-389 

3 국립중앙박물관계룡산 도자기J， (2007) ; 김영원분청사기의 보고， 

계룡산 학봉리 가마」， r계룡산 분청사기J (국립공주박물관， 2008)， 

pp , 160-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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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영원초선시대 도자기J， 서울대학교 줄판부， 2003 

3 방병선왕조실록을 통해 본 조선도자사J， 고려대학교 줄판부， 2005 

4 방병선 전승창 외한반도의 흙， 도자기로 태어나다J ， 국사펀찬위원회， 

2010 

5 윤용이우리 옛 도자기의 아름다움J， 돌베개， 2007 

6 정앙모한국의 도자기J， 문예줄판사， 1997 

7 국립중앙박물관백자항아리J， 2010 

8 국립중앙박물관계룡산 분청사기J， 2007 

9 삼성미술관 Leeum, r소장품선집 고미술J，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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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호암미술관朝解前期國寶展J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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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ncheong Jar with Fish Design in 

Underglaze Iron 

Treasure No. 787 

Joseon (15th centuryl 11 Item I Ceramlcs 

H. 270cm, o (MouthI150cm, o (Basel 98cm 

Private Ownership (Leeum, S aπS 니 ng Museum 01 A띠 

Some blιηcheo:η\g features uni，엔le motifs and compositions, decorativξ techniques, 와ldm없111ers of 

expression that would be unimaginable in Goryeo celadon and ]oseon white porcelain: this piece 

is a fitting example. Distinguished by the large-scale 없nple depiction of fish, it is also noted for the 

simultaneous application of a variety of the decorative techniques widely applied to buncheong 

ware, induding inlay, stanlping, painting in iron, and brushed slip 

Produced only during a limited period in the 15th- 16th centuries, bιmcheong experienced 

continuous transformations and an eventual disappearance in accordance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white porcelain. However, bμncheong ware embodied unique motifs and 

decorative expressions that were characteristic of the early]oseon era, establishing an independent 

sphere of aesthetic beau미， 

This bμηcheoηg 때 shows a distinctive design elabor있eψ depicting freeψ swimming fish 

against a background of lotus flowers, suggesting a glimpse under the surface of a pond. While 

fish and lotus designs of diversξ types frequently appear in inlaid bμηcheong， such a detailed 

expression of a 1없ge fish as featured on tl1is 때 is hard to find elsewhere . The use of the lotus 

motif and iron pigment gives rise to the reasonable assumption that tl1is jar was made at tl1e 

kiln at Gyeryon뚱an Mountain in the Chungcheong region, an area famous for its production of 

bμncheo쟁 vessels with iron underglaze. 

Tl1is piece both maintains similarities with Goryeo cel때。n and adopts novel decorative 

styles characteristic of bμηcheoη'g. 

The study examined reconstruc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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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분청사기 철화당초문 장군 
析뿜沙器 鐵畵庸草文 猜本
Buncheong Barrel-shaped Vessel with Scroll Design in 
Underglaze lron 

보물저11062호 

조선(15세기) 1 1 점 | 도자 

높이 18.7cm, 길이 29,5cm 

입지름 5,6cm, 밑지름 8,8cm 

성보문화재단(호림박물관) 

이 분청λ까 징L군은 거친 붓을 이용해 백토를 닝}르는 귀알 수법으로 만들어낸 자유분방하며 대답한 붓질과 그 위에 산화철 안료 

로 거침없이 그려진 녕쿨무늬居草文와의 조화에서 분청사기 특유의 모습이 잘 표현된 작품이다. 

-^J-군은 몸통이 옆으로 길쭉한 원통 형태이며， 밖으로 벌어진 모양의 。}가라는 몸체 윗면 가운데 위치하고， 몸체 아래에는 

타원형의 다리굽이 부착되어 있다. 몸통의 한쪽 변은 둥근 모양으로 백토 분장하고 철화 안료로 의미를 알 수 없는 기호와 유사 

한 ‘十’자 표시를 하였다. 반대 변은 안굽 형태로 되어 있어서 옆으로도 세울 수 있으며， 안굽의 안쪽 변은 백토와 유약을 바르지 

않고 모래를 받치고 구웠다. 몸체에 부착된 다리굽과 안굽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백토를 칠하거나 흘러내린 흔적이 선명하게 

보이고， 몸통 윗면을 중심으로 극도로 생략된 추상화되는 단계의 당초문이 철화 안료로 장식되었다. 철화분청사기는 충남 공주시 

쇠뼈 반포면反浦面 학봉리顧峰里 가마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전반 경에 제작되었다. 

;셈 기형은 고려청자에서는 보이지 않고， 조선 초기부터 분청λ}71， 백자 등으로 제작되기 시작하여 말기까지 계속 만들 

어졌다. 징꾼에 대한 가장 이른 시기의 기록은 세종 7년(1425)에 명나라 사신 윤봉이 요구한 백자 그릇 중에 포함된 장본揮本이다. 

기록 중에 장본은 주기酒器라고 하였으며， 형상은 북과 같고 배에 주둥이가 있다고 하여 징L군의 모양과 일치한다1 당시 세종은 경 

기도 광주 목사에게 대 · 중 ·소 백자 징F군 10牌를 정세하게 구워 만들어 올리라고 명하였는데， 실제 경기도 광주 우산리， 도마 

랴， 번천리 요지 등에서 백자 징L군편들이 확인되며， 전세품 중에도 백자 조L군의 예가 남아 있다. 장군의 크기는 기록에서처럼 여 

러 크기로 제작되었는데， 몸체의 폭을 기준으로 15cm 내외의 소형， 20-30cm 정도의 중형， 50cm 내외 대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대체로 몸체 폭이 20-30αn 정도의 크기의 장군이 가장 많이 제작되었다. 문헌기록에서 장군의 명칭은 장본獲本， 장분長삶， 

장본長本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만영李8명永 『재물보才物語.!l (1798)나 유희柳熺， 1773-1837 1:물명고物名考』에는 한자명은 ‘장분長益으로 

되어 있으나 한글 표기는 ‘;씹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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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은 왕실용 의례와 제사에서 제주察酒를 담는 용기로 사용된 예가 확인된다.0"，승정원일기』에는 숙종 28년(1702)에 제주 

觀를 장분짧에 %개에 담아서 진배한다거나 찍릉수개등록짧修關홈錄.n (1724-1755)에는 자장분짧長益이 주기酒器로 사용되었 

고 그 입구는 종이로 싼 벗짚으로 막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외에도 i:육전조례』에는 내국內局에서 강심수江心水를 담는 장본 

23개를 진매한다고 되어 있다. 강심수는 내국(내의원)에서 담당하던 물로 강 가운데서 걸어오는 임금이 사향}는 웹다. 

장군은 17, 18, 19세기에 제작된 각종 의궤에서 제주觀 외에 진유劃由를 저장하는 용기로도 기록되어 있다. 진유는 참기 

름을 의미하는데， 참기름은 왕실에서 친인척 혹은 신하들에게 부의勳義로 하사하거나 제사 때 사용할 제물， 제기에 담을 음식， 등 

불용 등으로 사용되었다 등불용 참기름은 등진유慶顧， 식용 참기름은 즙진유껴윷油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식용의 참기름을 진 

유라고 한다. 실제 국립전주박물관 소장 〈백자장군〉의 내부에 있는 기름 성분을 분석한 결과 참기름 성분이 검출된 예가 있다2 

조선시대 장군은 분청사기로 제작된 예가 가장 많이 남아 있으나 문헌기록에서 보이는 것처럼 17, 18, 19세기에도 지속적으로 사 

용되었다. 

이 분청사기 장군은 기형과 문양 장식 기법에서 15세기 후반 경의 특정이 보이며， 여러 문헌기록을 참고할 때 술이나 물을 

담아 사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귀얄수법이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백토 분장과 그 위에 붓 가는 대로 그려진 녕쿨무늬의 

자유로운 모습에서 철화분청사기만의 특정이 잘 발휘된 작품이다: I 김윤정 

1.世宗實錄』 卷 26， 7年 “盧本， 酒器， 形如훌훌훌~， 陽有口， 倚號障本j

2 이해순 윤은영국립전추박물관소장도자기의보존-백지장군과분칭사기 

조호뻐문큰항아리-J， r박물관보존과학"J (국립중앙박물관， 2007)‘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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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ncheong Barrel-shaped Vessel with 

Scroll Design in Underglaze Iron 

Treasure No. 1062 

Joæon (15th centuryl11 Item I Ceramics 

H. 18.7cm. L. 29.5cm 

o (Mouthl 56cm, o (Basel 88cm 

Seongbo Cultural Foundatlon (Horim Museuml 

This vessel is remarkably demonstrative of the archeψpical features of bμ:ncheong wares, e)φressed 

through the combination of the carefree brushwork with white slip and the bold expression of 

scrollwork against a white background. 

The horizonta끄y extended cylindrical body has an out-turned mouth in the center of the 

top and an ov;외-shaped foot attached to the bottom ‘ 。ne flank side is rounded and brushed with 

white slip and decorated with incomprehensible symbols in iron underglaze. The other flank is 

undercut to create a foot allowing the vessel t。 앉and vertically; the underside of the foot is covered 

by neither slip nor 힘aze ， but bears marks of firing on sand supports. Excepting only the pedes없] 

foot on the bottom and the undercut foot on one flank side, the entire body has been bmshed 

with white slip with clear marlζs of drooling. There is an extremeψ simplified, abstract expression 

of scrollwork design in iron underglaze seen on the upper side of the body 

The form and decorative scheme of this bμncheong vessel suggest a late 15th-century date 

。f production, and a variety of historical documents refer to the use of this kind of vessel for 

containing alcohol or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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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분청사가 철화모란문 장군 
初좁沙器 鐵畵#土升文 獲本
Buncheong Barrel-shaped Vessel with Peony 
Design in Underglaze lron 

보물저1 1387호 

조선(1 5A117 1) 1 1 접 | 도자 

높이 2 1 .7cm . 입지름 5. 2cm. 밑지를 3 1.2cm 

개인(삼성미술관리움) 

분청사기 철화장식의 강렬한 색과 장군의 외형적 특정이 잘 나타나는 유물로 당당한 형태와 힘이 념치는 현란한 그림장식이 보는 

사람을압도한다. 

고려청자의 제작전통을 바탕으로 분청사기는 장식기법과 장식소재， 제작방법 등이 새롭고 다양하게 발전하면서， 청자와 

구분되는 개성과 특정을 갖추어 갔다: 15세기 전반에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종류와 소재， 장식으로 크게 발전하였지만， 

후반에는 경기도 광주에 관요官쫓가 설치되면서 분청λ까의 장식기법과 소재， 질， 성격 등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1 이 시기에 전 

국 제작지에서 유행하던 상감象밟과 인화기법印花技法을 대신하여， 전라도에서는 조화影花와 박지행j地， 충청도에서는 철화鐵畵 등 새 

로운 장식기법이 나타났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분청사기 철화모란문 장군〉이 제작되었다. 

장군은 고려청자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으나 분청사기에서 다수 제작된 종류이다 ‘장군에라는 명청은 후대에 붙여진 한 

글이름으로 유물이 활발하게 제작되던 15세기에는 ‘장본繹本'01라고 불렸다. 이것이 오랜 시간동안 구전口傳되며 장군이라는 한글 

이름으로 변화되었고 지금도 명청으로 사용하고 있다.2 돼1종실록世宗實錄』에는 ‘장본’이 ‘주기酒옳’라고 기록되어 있어 술병과 같은 

용도로 민간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3 따라서 〈분청사기 철회모란문 장군〉은 당시의 용도와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크기가 매우 큰 펀인 것은 분명하다. 

〈분챙사카 철화모란문 장군〉은 물레에서 폭이 좁고 높이가 높은 커다란 원통圓홈을 빚고 윗면을 퉁글게 마감하여 몸체를 

만든 후， 옆으로 길게 뉘여 윗면 한 곳에 가장자리가 밖으로 벌어진 작은 주퉁이를 붙였다. 여기에 더하여 아래쪽에는 타원형으 

로 굽을 따로 만들어 접합하였으며 굽 안쪽으로 몽체를 만들며 생긴 물레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 유물처럼 물레와 접해 있 

던 측면 한 곳은 편평하게 다듬어져 있고 원통의 윗면에 해당하는 다른 측면 한 곳은 퉁글게 다듬어진 것이 일반적인데， 이것은 

제작과정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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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체 전변에 백토白土를 칠하였는데 곳곳에 빠르게 움직인 귀얄자국이 철화장식과 조화되어 속도감이 느껴진다 장식은 

양쪽 측면에 수직한 음각선을 그어 문양대를 구획한 후 철화기법으로 당초덩굴을 부드럽고 힘차게 그렸다. 중앙의 넓은 변에는 활 

짝 핀 한 송이 모란꽃을 중심으로 무성하게 자란 잎을 좌우대칭으로 장식하였다. 모란의 전체 구성이나 꽃과 잎의 표현에 무척 

마음을 쓴 듯 하지만 잎의 가장자리가 구획된 공간을 벗어날 정도로 과감하여 자유롭고 호방한 분위기가 잘 나타나 었다. 

철화기법은 산화嚴化된 철분$웠分이 다량 함유된 안료를 붓에 찍어 그렴을 그린 것이다. 흰색의 바탕 위에 칠해진 검은색의 

안료가 빚어내는 강렬한 색의 대비와 힘의 강약을 조절한 붓자국， 속도감， 거친 질감이 철화장식의 매력인데， <분청사기 철화모란 

문 장군〉에서 이러한 특정을 모두 살펴볼 수 있다. 

철분이 다량 함유되어 색이 어두운 태토로 장군을 만들었으며 표면에는 광택이 좋고 투명한 유약을 앓게 씌웠다 측면 한 

곳을 굽 모양으호 깎고 다듬어 가마 속에서 장군을 세운 채로 구웠으며 굽바닥에 모래를 받쳤던 흔적이 남아 있다. 

이 유물과 같은 철화장식이 있는 분청사기는 충청도 공주 학봉리 계룡산 일대에서 주로 제작되어 ‘계룡산 분청사기’라고 

도 불린다4 전라도 고흥 등에서도 철화장식이 있는 분청사기가 소수 제작되었는데 멈벙기법으로 백토를 칠하고 가는 붓으로 간 

략하게 초화휩￡를 그런 것이 대부분이어서 계룡산 분청사기와는 차이가 있다'. I 전승장 

1. 전승장， r 15세기 분정사기 및 백자의 수요와제자성격의 변화」， f미술사연구』 

12호， (미술시연구회.1998). pp.51-84 

2. r朝解隔짧名考』머|서는 장군의 한지를 「세종설록』의 장본쩔木과음흠이 

동일한 ‘장본~Fi;$;’혹은 ‘장본흥-*’으로 적고 있어서， 당시 동일한 명칭으로 

불렸으나 기록에서음차홈쏠되어 한자가 다르게표기되었던 것으르 추정 

됨다(漢)1 1巧홉 윷B明歸닮朝蘇隔磁名考，(景仁文{I:社， 1993)， 

pp.118-120.) 

3. r世宗實옳4卷 27， 7年 2月 Z，9D條大中小鏡本(~훌本j햄器形1m옳鼓碩有口 

1ß'월찮X훌本)傳듭廣州收↑훗 進鳳大中小白磁獨本十事精播細i을~;JJ:훌 

4 국립중앙박물관‘ F겨|룡산도자7 1， (2007); 김영원분정사기의 보고， 계룡산 

학몽리 가마」， 「계룡산분칭사기，(국립공주박를관， 2008) ， pp.16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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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ncheong Barrel-shaped Vessel with 

peony Design in Underglaze Iron 

Treasure No. 1387 

Joseon 115th century) I 1 Item I Ceramics 

H . 21 .7crπ o IMouth)52cm, o 18ase)31 .2cm 

Pr ivate Ownership ILeeum, Samsung Museum 01 A띠 

This bμηcheong piece exempl표ies the form of a j，αη앓μn， or “barrel-shaped vessel," and the 

powetful color eÀrpression of the iron pigment. The stout body and spectacul없 peony decoration 

arrests the attention of the viewer. 

Conceived out of the preceding ceramic tradition of Goryeo celadon, bμηcheong gradually 

deve10ped its own m하dng methods, decorative techniques and motifs distinct from the ce1adon 

foundation out of which it originated. lniti떠ly produced in the early 15th century, bμηcheongware 

undelwent a transfonnation with the establishnlent of govemment kilns later in the century. The 

decorative techniques used for bμηcheong shifted away from the inlay 와ld stamping that had been 

applied nationwide and toward charaαεristic regional techniques: carving and sgraffito in the Jeolla 

region and painting in iron underg1aze in Chungcheong. This barre1-shaped vessel was created 

under the influence of this development in technique. 

This vesse1 was made on the potter’s whee1 by forrning a 10ng and narrow c찌indric외 body 

with a rounded top and bottom and then attaching a separately made flaring mouth. The en다rε 

surface is brushed with white slip, 없ld the sporadic mar1영 。f fast-moving brushwork harmonize 

with the iron-painted peony design to provide a sense of speed. 

The decorative technique of painting in iron underg1aze is characterized by a strong color 

contrast between the black iron pigment and the white backgrou nd, along with visible brushmarks 

없ld a sensation of dynamic m。、rement 없ld rough teÀ'ture. These characteristics are 려1 epitomized 

by this iron-painted blιncheong piece. 

Iron-painted bμηcheoη\g vessels, inclu이ng tl끄s one, were mainly produced by kilns around 

Gyerγ。ngsan Mountain in Gongju in the Chungcheong region, and are therefore popu1arly 

known as “Gyeryongsan bμnche，α1.g. " Although iron-painted blιncheong vessels was also made 

in Goheung in the J eolla region, those were mostly decorated by dipping in white slip and 

。mamented with a simp1e grass-inspired design in iron, distinctively clifferent from Gyerγ。ngsan

bU1τch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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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분청사기 박지모란문 장군 
初좁沙器 월IJ地#土升文 獲本
Buncheong Barrel-shaped Vessel with Sgraffito Peony Design 

보물저1 1070호 

조선(l 5Ail7 l) 11접 | 도자 

길이 34.5cm, 입지릅 5.3cm, 밑지를 15.4cm 

개인(삼성미술관 리움) 

분청사기의 대표적인 특정 중 하나가 장식기법과 소재가 어우려져 청자나 백자에서는 볼 수 없는 질박한 맛을 자아내는 것인데， 

〈분청시카 박지모란문 장군〉 역시 조화影花와 박지기법훤IJi1k技法으로 장식하여 거친 흙과 도구에 의해 드러난 질감과 역동적이며 경 

쾌한 그림장식이 특출한 유물이다. 특히 이 유물은 분청λ까로 제작된 장군 중에서도 다른 작품에 비해 대형이며 양감이 뛰어나다. 1 

고려청자의 제작전통을 바탕으로 분청사기는 15-16세기에 만들어졌으며 동시기에 제작된 관요벅자官뚫B磁의 급격하고도 

눈부신 발전에 영향을 받아 변화와 소멸과정을 거친다. 조선초기의 사회분위기를 담아낸 개성 념치는 장식소재나 표현으로 분청 

사기는 청자나 백자와 구분되는 새로운 장식의 경지를 이루었다. 그 속에는 왕실과 양반이 추구하던 격식과 화려함이 나타나기도 

하고， 백성들의 일상을 대변한 듯 해학과 자유로움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기도 한다. 

새기거나 찍거나 그리거나 긁어내거나 칠하거나 하는 여러 기법으로 장식했는데， 어떤 기법을 사용했느냐에 따라 생김새나 

분위기가 전혀 달라진다. 또한 기법에 따라 발생， 발달， 소멸의 시기가 다르며 제작지나 사용된 곳도 달랐다. 장식기법은 상감象없， 

인화印花， 조화， 박지， 철화鐵畵， 귀얄， 덤벙 등 일곱 가지로 나뉘며 〈분청사기 박지모란문 장군〉처럼 두 가지 기법이 혼용되며 더욱 

극적인 장식효과를 내기도 한다. 장군의 장식에 사용된 조화와 박지기법은 15세기 후반 전라도에서 특히 유행하였는데， 백토 위 

에 조화기법으로 모란을 그려 넣은 유물이 다수를 차지한다， 이 유물도 폼체 곳곳에 가로 세로의 조화선影花線을 그어 윗면과 밑 

면， 측면으로 나누어 문양대文樣帶를 구획하였고， 중앙에 사각형의 액자와 같은 문양대를 두어 그 속에 조화기법으로 활짝 핀 모 

란을 시원스럽게 그려 장식하였다. 상하좌우의 문양대에 그려진 당초홈草와 연판運離 도식화된 사각형의 꽃도 활달하게 그려졌지 

만， 중앙의 모란에 더욱 뚜렷하게 극적인 효과를 주기 위하여 배경 면에 칠해져 있던 백토를 모두 긁어내었다. 배경의 백토를 긁어 

내는 기법을 박지라고 하는데， 그릇제작에 사용된 바탕흙의 어두운 색과 표변에 칠해진 백토의 밝은 색이 극적인 대비를 이루고， 

여기에 더하여 요철머암 장식을 통해 양각陽刻 효과까지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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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청λ까 박지모란문 징L군〉과 형태나 장식기법 등이 유사한 전세유물도 여러 점 알려져 있고 파편도 전라도 광주 충효동 

가마터 조사에서 출토되기도 하였다-2 지금까지 알려진 작품 중에서는 전체크기도 가장 크고 장식도 화려하여 분청사기장군 중 

에서도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로 손꼽힌다. 

전변에 맑고 투명한 유약을 약간 두껍게 씌웠으며 제작과정에서 일부 산화되어 곳곳에 붉은 기운이 남아 있다. 굽은 측면 

한 곳을 넓적하고 편평하게 다듬었으며 7}마 안에서 구울 때 이곳을 바닥으로 삼아 가장차리에 받침흔적이 일부 남아 있다. 사실 

;씹은 물레에서 원통형의 커다란 병을 만든 후 주둥이를 따로 만들어 측면에 붙인 것이며， 제작과정에서 측면 한 곳이 편평해지 

고 이곳을 바닥 삼아 가마에 놓고 굽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징L군’이라는 명칭은 후대에 붙여진 한글이름으로 유물이 활발하게 제작되던 15세기에는 ‘장본揮本’이라고 불렸다-3 이것이 

오랜 시간동안 구전口傳되며 징L군이라는 한글이름으로 변화되었고 지금도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4 찌l종실록世宗實綠』에는 ‘장본’ 

이 ‘주기酒器’라고 기록되어 있어 술병과 같은 용도로 민간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몸체의 네모지게 만들어진 화면畵面에는 쾌활하면서도 힘찬 조화선을 거침없이 구사하여 모란을 그리고 여백을 조금 파 

내어 박지기법의 맛까지도 살려내었다. 물결치듯 활력이 넘쳐흐르는 모란의 모습은 보는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면서도 즐겁게 

한다; I 전승창 

1 호암미술관해줌沙器名品展J 11 (201 1), p.154 

2 國立光州tl함觸용무등산 충효동 가마터J (1993). pp.118-159 

3. r世宗實錄」 卷 27， 7年 2月 ζ9P條， 大中小積本(積本酒器形如露鼓題有

口 倚號積本H형듭廣州救使 進鳳大中小면磁獨本十事 精t짧돼造以進 

4. r朝뼈햄힘磁名考」머|서는 장군의 한자를 r서|증실록」으| 장본積本과 음흡이 

동일한 ‘장본張本’ 혹은 ‘장본長本’으로적고 있어서， 당시 동일한 명칭 

으로 불렸으나 기록에서 음차흡差되어 한자가 다르게 표기되었던 것으 

로 추정된다(邊川巧著 鄭明鎬編朝뺑￥8힘磁名考J (景仁文化社， 1993), 

pp.118-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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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병선 전승창 외한반도의 흙， 도자기로 태어나다J ， 국사펀찬위원회， 

2010 

5 윤용이우리 옛 도자기의 아름다움J， 돌베개， 2007 

6 윤용이한국도자사연구J， 문예줄판사， 1993 

7 정앙모한국의 도자기J， 문예줄판사， 1997 

8 삼성미술관 Leeum , r소장품선집 고미술J， 2011 

9 호암미술관챔좁沙器名品展J 11 , 2011 

10 호암미술관朝解前期國寶展J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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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모란문 

Buncheong Barrel-shaped Vessel with 

Sgraffito Peony Design 

Treasure No. 1070 
Joseon (15th century) 11 Item 1 Ceramics 
L. 345cm, o (Mouth) 53cm, o (Base) 15Acm 

Private Ownership (Leeum, Samsung Museum 01 Aπ) 

A major component of the charm of bμηche01쟁 is rooted in the ingenuous beauty created by the 

decor때ve motives and techniques adopted, a type of beauty that is atypical of celadon and white 

porcelain. The same is true of this barrel-shaped vessel, which is distinctive for the dynamic and 

delightful representation of peony designs expressed through calving and sgra떠to. 

There are further complete bμηcheoη:g barrel-shaped vessels similar to this one in terms 

of their shape and decoration, and shards of similar vessels have been excavated from a kiln site 

in Chunghyo-dong in the Gwangju area of the Jeolla region. However, this particularly large and 

voluminous example is more splendidly decorated than most, leading it to be recognized as one of 

the most renowned bμηche01쟁 barrel-shaped vessels. 

lαnggμη， or “barrel-shaped vessel," is the modern Korean name given to this lype of piece, 

but in the 15th century when the production of buηcheong was in vogue it was called a jαη:gboη. 

The name)αηgboη transformed into jaηggμη through a long period of oral transmission, and the 

term remains in use today. Instead of jαηgboη， the namejzι:gi， meaning “ alcohol vessel," is found 

inS갱0η:g sillok CThe Anηαls ofKi’η:gSeJ‘0ηg) ， suggesting the possibility of this type of vessel being 

used by commoners as a container for alcohol 

On the surface of this vessel, a peony design is drawn with a strong and vibrant brushstroke 

within a rectangular space, the background of which has been decorated through the sgraffito 

technique. The wavy appearance of the peonies creates a sensation of vitality and freshness among 

those who appreciat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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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분청사가 박지태극문편병 
初좁沙器 월IJ地太極文 扁抽
Buncheong Flat Bottle with Sgraffito Taegeuk Design 

보물제1456호 

조선(15세7 1) 11 접 |도자 

높이 21.8cm ， 입지름 5.4cm ， 밑지름 8.6cm 

성보문화재~~호림빅물관) 

이 분청시키는 조선 15세기에 제작된 편병a로， 몸체 양 변에 태극무늬가 박지와 조화기 법A로 장식된 귀한 예이다. 

편병關@은 몹체의 양면을 눌러 펀평하게 만든 형태이지만 이 작품과 같이 양면이 편평하기보다 약간 볼록한 양감이 있으 

면서 퉁글 널찍하게 제작되는 것은 분청사기에서 보이는 특정이다. 고려 상감청자에서도 편병의 형태가 있지만 분청사기와 매우 

다르기 때문에 몸체 양면을 누른다는 원리는 유사하지만 다른 계통으로 추정된다. 주퉁이는 짧으며 밖으호 벌어진 형태이며， 몸 

체는 전체적으로 풍만하고 퉁근 형태로 위에서 아래쪽으호 가면서 양감이 더 커지기 때문에 안정감이 느껴진다. 문양은 박지刺地 

와 조화影花기법오로 장식하였는데， 박치는 문양 이외의 바탕에 백토를 깎아내는 기법이며， 조화는 문양을 선으로 음각하는 기법 

이다. 몸체의 퉁글고 넓은 앞-뒷면에는 가운데 태극문을 크게 배치하고 그 주위에는 태극을 에워싸고 빠르게 움직이는 듯한 구름 

을 표현하였다. 양쪽 옆면은 세 개의 단으로 나누어서 각각 문양을 장식하였으나 상 · 중단에는 반원을 이용한 추상적인 문양이 장 

식되었고 하단에는 연판문이 조화기법으로 표현되었다. 폼체 변에는 백토물을 칠한 붓질의 흔적이 선명하여서 분장된 면의 백색 

이 균일하지 않지만 오히려 붓질의 빠른 속도감과 자연스러운 색감에서 분청사기만의 특정을 보여준다. 유약층이 앓고 부분적으 

로 가는 벙렬이 있으며， 유색은 열은 회청색을 띠고 있다. 굽은 다리굽으로 접지변의 유약을 훌어내고 모래를 받치고 번조하였다. 

분청사기라는 명청은 폼체를 백토白土로 분장紹經하여 유약을 바르고 번조한 후에 전체적인 유색이 회청색을 띠는 시키 

沙짧라는 의미의 ‘분장회청시키’의 줄임말이다. 분청사기는 문양을 장식하는 기법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싱킴·象威， 인화印花， 박지원뼈， 

조화影花， 철화鐵훌， 귀얄， 텀뱅오로 분류된다. 빅치기법은 그릇 전체 변에 백토를 바른 후에 문양을 그리고 바탕면地의 백토를 긁 

어내기刺 때문에 박지라고 명명된 것이다. 문양 변에는 백토가 남고 백토를 긁어낸 바탕은 태체8읍體의 색이 드러나면서 문양의 흰 

색과 바탕의 회색조가 대비되는 시각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문양면에 백상감을 한 듯한 느낌도 낼 수 있다 박지분청사기는 굉주 

충효동， 고흥 운대리， 고창용산리 등 주로 전라도 지역의 가마터에서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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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15세기에 집중적오로 제작된 분청사기의 특정은 그릇의 전체 변에 백토를 씌우거나 바르고 문양을 장식한다는 것이 

었다. 중국 도자에서 이러한 방법이 사용된 지역은 화북華北 지역에 위치한 가마들이었고， 특히 문양을 장식하는 척화켰u花 기법은 

바탕의 백토를 긁어내는 박치기법과 동일한 것이다. 조선초 분청사기의 백토 분장， 박지기법뿐만 아나라 문양 구성이나 기종， 기형 

등에서도 중국의 하북성河~r，省， 산서성山西省， 내몽고자치구 등 북방 지역 가마에서 제작된 자기들과 유사한 점이 보인다1 이러한 

유사점이 보이는 원인은 조선초 중국 동북 지역에 거주하던 여진인女률A들이 상당수 조선으로 귀화했던 점이나 그들과의 교류나 

무역 등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상감분청사기 매병 중에 동북면에 거주하던 야인野A 흘리온 부 

족의 추장인 사롱캐沙罷介의 이름이 상감된 예가 있다1 

이 박지분청사기는 안정감 있는 형태와 다른 분청사기에는 볼 수 없는 태극이라는 문양 소재를 이용하면서도 박지분청사 

기에서 느낄 수 있는 자연스려운 문양 구성과 표현을 했다는 점에서 도사사적인 가치가 있다. I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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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윤정朝解初 酒器의 조헝 변화와 원인」， 「강좌미술사， 37호 

(흔단1불교미술사학호1. 2011.12). pp 12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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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ncheong Flat Bott1e with Sgraffito 

Taegeuk Design 

Treasure No. 1456 

Joseon (15th century) I 1 Item I Ceramlcs 

H. 218cm, D(Mouth) 54cm, D(Base)8.6cm 

Seongbo Cultural Foundation IHorim Museum) 

This bμncheong vessel is a flattened bottle from the 15th century, a rare bμncheong example 

decorated on either side of the body with a ta쩡e싫 design in a sgraffito technique (bakji in 

Korean). 

Flat bottles are usually paddled level on both sides of the body. When this 뎌pe of vessel is 

produced in bμηcheong， however, the sides are rendered slightly oval. 

The word bμηcheong is a contraction of bμηcheoη\g hoecheong sagi, me없nng “powdered 

green-grayish porcel잉n. " Buncheηng vessels are decorated with white slip and fired to ta1(e on a 

gray-green color. When appψing the sgr빼to technique on buncheong ware, the entire body of 

tl1e vessel is painted in wrute slip, motifs are drawn, and the backσround is scraped away‘ Sgraffit。

bμηcheoη\g vessels have mainly been excavated from kiln sites in the Jeolla region in the southwest 

of Korea, including those in Chunghyo-dong in Gwangju, Undae-ri in Goheung, and Yongsan-ri in 

Gochang. 

Trus bμηcheoη\g bott1e is valuable for the study of Korean ceramic 비story in that this vessel 

Wit11 a stable shape adopted t11e rare motif of taegeμk while at the same time featuring the classic 

bμncheong decorative spirit marked by natural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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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분청사기 박지 연회문 편병 
析홈沙器 制地運花文 扁꽤 
Buncheong Flat Bott1e with Sgraffito Lotus Design 

보물저11388호 

초선(15세기) 1 1 점 | 도자 

높이 24.0cm. 입지름 5.2cm. 밑지름 8.4cm 

개인(삼성미술관 리움) 

〈분청사기 박지연화문 편병〉은 자연스러운 부정형의 둥글고 여유 있는 형태와 고려시대의 청자나 조선시대의 백자에서 볼 수 없 

는 대답하고도 파격적이라고 할 만큼 개성이 뛰어난 장식이 일품으로 다양한 종류의 편병들 가운데서도 독특한 장식구성과 표현 

으로 손꼽히는 유물이다. 

분청사기라는 명칭은 ‘분장회청사기*船)iJ(좁沙器’의 줄임말로 일제강점기에 우현 고유섭又玄 高補燮， 1905-1944 선생이 표면 일 

부에 백토白土를 바른 장식과 닥한 녹색을 보이는 색깔 등 특정을 담아 명명한 것에서 유래하였는데，1 <분청사기 박지연화문 편병〉 

의 장식과 색깔에서도 전형적인 특정이 잘 드러난다. 

이 유물과 같은 편병은 물레에서 공처럼 둥근 몸체를 만든 후 중앙의 양변을 두드려 납작하고 폭이 좁게 다듬은 형태의 

병을 통칭하는데， 제작과정과 두드린 정도에 따라 전체 크기와 비례， 세부 모양의 변화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실제로 분청사기 편 

병이 다수 전하고 있지만 크기나 세부의 형태가 완전히 동일한 예는 찾아볼 수 없으며， 장식도 서로 달라 경우의 수를 헤아리기 

조차 어렵다. 고려시대에 청지로는 거의 제작되지 않았지만 조선시대에 분청사기로 다수 만들어지며，2 전라도의 분청사기 가마터 

에서 파편이 주로 발견된다.3 따라서 전라도에서 유행하던 조화쩌Z花와 박지기법월]地技法으로 장식된 유물이 다수 전하고 있으며， 마 

치 원반을 세워 놓은 듯 몸체를 둥글게 만든 〈분청사기 박지연화문 편병〉도 이곳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분청사기는 고려청자의 제작전통을 바탕으로 장식기법과 장식소재， 제작방법 등이 새롭고 다양하게 발전하면서， 개성과 

특정을 갖추어 갔다. 그러나 15세기 후반에는 왕실용 백자를 제협}는 관요官뿔가 경기도 광주에 설치， 운영되면서 분청씨의 장 

식기법과 소재， 질， 성격 등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이전에 유행하던 상캄象嚴과 인화기법印花技法을 대신하여， 전라도에서는 조 

화 및 박지와 같은 새로운 기법이 나타났으며F 이 과정에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재미있고 놀라운 장식이 다수 등장하였다; <분청 

λ까 박지연화문 편병〉은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이다. 먼저 어깨 두 곳에 횡선을 긋고 폭이 좁은 측면 가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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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수직션을 그어 문양대를 구획하였다. 어깨에는 장식이 없지만 양측면에 정사각형으로 구획된 윤곽선에 맞추어 바람개비 모 

양으로 활짝 핀 사각형의 꽃을 배치하였다. 몸체의 넓은 양쪽 면에는 각각 서로 다른 모습의 연꽃을 그렸는데， 한 면에는 활짝 핀 

연꽃과 연잎을 표현하였지만 다른 변에는 꽃을 반추상화하여 전면을 가득 채웠다. 섬세하게 윤곽션을 그리고 배경의 백토白士를 

긁어 연꽃의 자태가 돋보이게 하였으며 꽃잎 일부에 반복적으로 점을 찍어 변화를 주는 둥 다른 유물에서 볼 수 없는 파격을 보 

인다 

연꽃은 고려청자의 장식에도 즐겨 사용되던 소재이며 상감장식이 있논 분청사기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따라서 고려 

청자의 여운이 남아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새로운 장식구성과 표현방법은 조화와 박지기법으로 표현된 분청사기에서만 볼 수 있 

는 특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전면에 맑고 투명한 담록색淡綠色의 유약을 약간 두껍게 씌웠는데 일부에 흘러내린 듯 뭉쳐 있지만 흰 

바탕 면과 어우러져 상쾌한 느낌을 주며 일부 유약이 뭉친 곳은 푸른빛을 더해 연꽃장식을 이-름답게 만든다. 굽은 원형으로 두께 

가 조금 두꺼운 편이며 바닥에 모래를 받쳐 구운 흔적이 남아 었다. 

현대미술품을 연상케 하는 반추상의 장식과 구성， 원빈모양의 전형적인 형태， 맙고 푸른 유색이 적절하게 조화되어 분청사 

기 편병을 대표하는 유물로 손꼽힌다: I 전승창 

2 

3 

4. 

고유섭고려도자와조선도자」， r우현 고유섭 전집J 2-조선미술사 下

각론펀 (열화당.2007). pp.371-389 

호암미술관. rm줌沙器名品展J 11 (201 1). p.154 

김재열챔좁沙器 小考」. r쩌좁沙器名 品展J (1996). pp.141-145 

전승창. r15세기 분정사기 및 백자의 수요와 저|자성격의 변화J. 

r DI술사연구J 12호(미술사연구회.1998). pp.51-84 

참고문헌 

강경숙한국도자사의 연구J. 시공사.2000 

2 김영원조선시대 도자기J.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3 

4 

5 

6. 

7 

8 

9. 

방병선 전승창 외한반도의 흙， 도자기로 태어나다J. 국사펀찬위원회， 

2010 

윤용이우리 옛 도자기의 아름다움J. 돌베개.2007 

윤용이한국도자사연구J. 문예출판사.1993. 

정앙모효댁의 도자기J. 문예출판사.1997. 

국립중앙박물관계룡산 도자기J.2007 

삼성미술관 Leeum. r소장품선집 고미술J.2011 

호암미술관쩌좁沙器名品展J 11.2011 

10 호암미술관朝蘇前期國寶展J.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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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화문 

Buncheong Flat Bott1e with Sgraffito 

Lotus Design 

Treasure No. 1388 

Joseon (15th century) I 1 Item I Ceramics 

H. 240cm, D(Mouth)52cm, D(Base)8Acm 

Private Ovvnership (Leeum , Samsung Museum 01 Art) 

This buncheoηig flat bottle has a round and ample body distinguished by the bold and distinctive 

decoration unknown in Goryeo celadon and ]oseon white porcelain. 

The term “flat bottle" generally refers to vessels that are shaped in a spherical form on the 

potter’s wheel and then paddled flat on two sides. Depending on the crafting process and the 

degree of paddling, flat bottles can take on diverse shapes. There are many flat bottles surviving 

at present, but no two are exactly identical. rf the differences in decoration are considered, the 

number of different types of flat bottle becomes immeasurable. Flat bottles were not frequently 

produced in Goryeo celadon, but abundantly created as bμηcheong during the ]oseon era. Flat 

bottle shards are primarily found at bμηcheoηg kilns in the ] eolla region , and the decorative 

techniques that were in vogue in the ]eolla region - carving and sgraffito - predominate on 

buncheong flat bottles. This flat bottle fashioned in the form of an upright disc was also produced 

there , 

The modern-spirited abstract decorative pattern, circular form , and clean blue glaze color all 

conspire to render this flat bottle one of the most definitive bμηche01쟁 flat bott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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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분청사기 박지철채화문 병 
初좁沙器 월IJ地옳影花文 #E 
Buncheong Bottle with Sgraffi.to Floral Design in 
Underglaze lron 

보물저1287호 

조선(15세기) 11접 |도자 

높이 20.4cm, 입지름 5.2cm, 밑지름 8.0cm 

개인(간송미술관) 

이 유물은 아가리가 별어지고 풍만한 몸체를 가진 병 형태에 대담하게 생략된 꽃무늬가 박지훤뼈와 철채鐵彩 기법으로 장식되었으 

며， 조선 15세기 후반 경에 제작되는 박지분청사기 병이다. 

분청사기병은 나팔처럼 벌어진 아가리에서 짧은 목을 지나 폼통까지 유연한 곡션을 이루고 벌어져 아랫부분이 풍만하게 

퉁근 형태를 하고 있다. 회색조의 바탕흙 위에 백토白土 분장紹빠을 한 후에 꽃무늬를 그리고， 무늬 바깥 부분에 있는 백토를 긁어 

낸 뒤， 긁어낸 부분에 다시 철채를 업혀서 유약을 바르고 번조하였다. 철채를 바른 바탕의 어두운 녹색조의 빛깔과 백토 분장된 

무늬의 흰색의 선명한 대조가 특정적오로 보인다. 주문양은 극도로 간략화된 형태여서 모란인지 연꽃인지 그 원형을 알기 어렵지 

만 특정한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표현된 것이 특정이다. 병의 백토 분장은 목부분에서 몸체 아랫부분까지 이루어졌으 

며， 아가리와 굽 주위 부분은 바탕흙의 회색빛이 그대로 드러난다. 유면은 조밀한 빙렬이 전면에 있고， 거친 부분이나 잡물이 보인 

다. 유약은 투명한 청회색이나 약간 산화짧化되어 담갈색을 보이는 부분도 있다. 

분청λ까라는 명청은 몹케를 백토白土로 분장離하여 유약을 바르고 번조한 후에 전체적인 유색이 회청색을 띠는 λ까輝 

라는 의미의 ‘분장회청λ}71 ’의 줄임말이다. 분청씨는 문양을 장식하는 기법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상감蘇， 인화印花， 박지鋼， 

조화影花， 철화鐵畵， 귀얄， 덤벙으로 분류된다. 박치기법은 그릇 전체 변에 백토를 바른 후에 문양을 그리고 바탕면地의 백토를 긁 

어내기刺 때문에 박지라고 명명된 것이다. 이 분챙시카병은 박지기법을 사용한 후에 바탕면에 다시 철채를 업혀서， 두 가지 장식기 

법이 이용된 경우이다. 박치기법만을 사용하면 바탕흙服體의 회색과 흰색의 문양이 시각적인 대비를 이루는데， 이 병의 경우는 문 

양 이외의 바탕 변에 산화철 안료를 바르는 과정을 추가하여서 어두운 녹색을 띠는 바탕색조와 흰색의 문양면이 대비 효과를 내 

고 있다. 박지분청사카는 광주 충효동， 고흥 운대리， 고창 용산리 등 주로 전라도 지역의 가마터에서 발견되지만 철채까지 추가된 

예는 매우 드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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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15세기에 집중적오로 제작된 분청사기의 특정은 그릇의 전체 변에 백토를 씌우거나 바르고 문양을 장식한다는 것이 

었다. 중국 도자에서 이러한 방법이 사용된 지역은 화북華北 지역에 위치한 가마들이었고， 특히 문양을 장식하는 척화켰u花 기법은 

바탕의 백토를 긁어내는 박치기법과 동일한 것이다. 조선초 분청사기의 백토 분장， 박지기법뿐만 아나라 문양 구성이나 기종， 기형 

등에서도 중국의 하북성河~r，省， 산서성山西省， 내몽고자치구 등 북방 지역 가마에서 제작된 자기들과 유사한 점이 보인다1 이러한 

유사점이 보이는 원인은 조선초 중국 동북 지역에 거주하던 여진인女훌A들이 상당수 조선으로 귀화했던 점이나 그들과의 교류나 

무역 등으로 생각해 볼수 있다. 

이 박치분청사기 병은 안정감 있는 형태와 박지와 철채 기법이 함께 사용되어 철채 안료가 내는 어두운 녹색조와 흰색 문 

양이 자연스럽게 대비되면서 다른 박지분청사기에는 볼 수 없는 독특한 표현을 했다는 점에서 도사사적인 가치가 있다~ I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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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윤정朝解初 酒器의 조헝 변화와 원인」， 「강좌미술사， 37호 

(흔단1불교미술사학호1. 2011 .12), pp 12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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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상칠， r 1 5Ail기 행l뼈째좁沙器땐究↓ 충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놈문， 2010 



Buncheong Bottle with Sgraffito Floral 

Design in Underglaze Iron 

Treasure No. 287 

Joseon (15th centuryl11 Item I Ceramlcs 

H. 204cm, o (MouthI52cm, D(BaseI8.0cm 

Private Ownership (Gansong Art Museum) 

This bμncheong bottle was produced in the late 15th century, rendered in a voluminous body with 

a flaring mouth and decorated with bakji and iron-painting techniques 

The decα때ve technique of bα험i， or sgra펴to ， is applied by spreading white slip over the 

vessel and then rem。、ring this surface coating along the outlines of the motifs, hence the n앙ne 

ba웰 meaning “scraping the surface. " In the case of this b。띠e， iron wash was added after the 

application of the sgr:삶nto . When the sgraffito technique is used alone, the gray clay body creates 

a color contrast with the white motifs. 1n this bottle, however, tl1e white motifs contrast instead 

with the iron-painted dark green surface. While e없mples of sgraffito bμncheong ware have m와nly 

been excavatεd from kilns in the Jeolla region, including those in Chunghyo-dong in Gwangju, 

Undae-ri in Goheung, and Yongsan-ri in Gochang, bμηcheαzg vesse1s featuring bOtl1 sgr빼t。 때d 

1fon pa111t111g are rare. 

Bμncheong ware that was produced in tl1e 15th centurγ is defined by the applica디。n of 

white slip over thε surface of '"εsse1s as a decorative scheme. 

With a fonn evoking an air of stability, t1꾀s bμncheong bottle demonstrates a remarkable 

color contrast between the white motifs and the dark-gray surface, carrγing academic value for tl1e 

study of Kore없1 cer없nic histo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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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분청사기 음각연회문 편병 
初좁沙器 陰갖IJ運花文 扁#E
Buncheong Flat Bottle with Incised Lotus Design 

보물저1 1229호 

조선(15세기)1 1접 | 도자 

높이 20.5cm, 입지릅 5.Ocm, 밑지름 8.3cm 

개인(삼성미술관리움) 

분청사기 중에는 고려시대의 청자냐 조선시대의 백자에서 볼 수 없는 대담하고도 시원스런 형태나 장식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분청사기 음각연화문 편병〉은 과감하고도 독특한 연화문의 표현과 구성이 돋보이는 유물이다. 

편병은 물레에서 퉁근 폼체를 만든 후 중앙의 양면을 두드려 두꺼운 원반모양으로 납작하고 넓게 다듬은 형태의 병을 통 

칭하는데， 제작과정과 두드린 정도에 따라 전체 크기와 비례， 세부 모양의 변화가 셀 수 없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고려시대에 챙자 

로는 거의 제작되지 않잊￡지만 조선시대에 분청사기로 다수 만들어졌으며 전라도의 분청사기 가마터에서 파편이 집중적으로 발 

견된다. 따라서 전라도에서 유행하던 조화影花와 박치기법훤j地技法으로 장식한 유물이 여러 점 전하고 있으며， <분청사기 음각연화 

문 편병〉이 대표적인 유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분청사기라는 명칭은 ‘분장회청사기般故좁沙옳’의 줄엄말이다. 일제강점기에 우현 고유섭X玄 高格燮， 1905-1944 선생이 그릇 

의 표면 일부에 백토白土를 칠해 장식한 것과 녹색을 보이는 유약의 색깔 등 특정을 담아 자기짧옳의 한 종류로 분류하고 명명한 

것에서 유래하였는데，2 <-분청사기 음각연화문 편병〉도 제작기법과 장식에서 분청사기의 전형적인 요소가 잘 드러난다. 

이 편병은 몽체 저부에 무게중심을 둔 공처럼 퉁근 병을 만든 후 양쪽 면을 몇 변 두드려 전체를 납작하고 펑퍼짐하게 만 

든 것이다 그려나 표면을 완전히 편평하게 마감하지 않았고 측면 가장자리도 예리하게 다듬지 않아 곳콧에 퉁근 병의 여운이 남 

아 있으며 전체적으로 양감이 좋아 부드러운 이미지를 지아낸다. 표면에는 백토를 어깨에서 몸체 아랫부분까지 약간 두껍게 칠 

하였지만， 목과 굽 주변은 거친 바탕흙 상태로 내버려 두어 몸체와 가장자리 사이 색의 대비가 강렬하며 분청사기 특유의 질박한 

맛이풍긴다. 

조화기법으로 전면에 그림을 그려 장식했는데， 이 기법은 15세기 후반 전라도에서 박지기법과 함께 유행하던 것으로 7-}유 

롭고 활달한 장식효과를 내는 것이 특정이다3 편병의 어깨에는 원형으로 문양대를 구획한 후 활짝 핀 연꽃을 그려 넣었고， 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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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연꽃과 초회후花 를 넓은 면과 폭이 좁은 측면에 각각 나누어 장식하였다 실제의 모습에서 벗어나 새롭게 구성된 연꽃의 형 

태도 재미있는데， 커다란 잎을 중심으로 활짝 피어 오른 모습이 일품이다 연꽃은 고려청자의 장식소재로 즐겨 사용되었는데， 이 

편병의 장식에서도 청자의 여운을 엿볼 수 있디: 그러나 연꽃의 모습과 표현은 새롭게 재구성된 것으로 분청사기에서만 볼 수 있 

는 개성과 특징이 있다. 측면에는 풀꽃을 간략하게 그려 넣었을 뿐 특별한 정식은 하지 않았지만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소재와 

표현이어서주목된다. 

크기가 작은 주둥이에 비하여 듬직한 굽을 달아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있으며 편병의 크기에 비하여 묵직한 인상을 자아 

낸다 표면에는 연녹색의 유약을 씌웠지만 일부를 제외하고 백토되土가 칠해진 면에는 푸른 기운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특히， 바 

탕에 칠해진 백토가 충분히 자화I효化되지 않아 일부는 유약뼈藥이 벗겨지기도 하였다. 굽바닥에는 모래를 받쳐 구운 흔적이 있다 

〈분청사기 음각연화문 편병〉과 같은 분청사기는 조선왕조의 개국과 함께 갑ξ간쓰레 나타난 것이 아니다 고려청자의 제작전 

통이 계승되고 조선의 사회분위기와 수요자 그리고 사기장沙器E의 미의식이 더해진 것이다. 따라서 청자의 특징이 보이기도 하며 

새로운 종류와 장식기법， 소재 등이 등장하고 백자의 영향까지도 감지되는데， 단순한 전통의 계승이나 변화에서 벗어나 이전과 

디른 해석과 표현으로 잠재되어 있던 분청사기의 미김 이 거침없이 분출된 것이다: I 전승창 

1. 호암미술관챔줌沙器名品展J 11 (201 1). p.154. 

2. 고유섭고려도자와 조선도자」， r우현 고유섭 전집J 2 - 조선미술사 下

각론펀 (열화당. 2007). pp.371-389. 

3. 김재열챔좁沙器 小考」， r해좁沙器名 品展J (1996). pp.14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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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ncheong Flat Bottle with Incised 

Lotus Design 

Treasure No. 1229 

Joseon (15th century) 11 Item 1 Ceramics 

H. 20.5cm , o (Mouth) 5.0cm , D.(Base) 8.3cm 

Private Ownership (Leeum , Samsung Museum of A띠 

Uniquely among in other types of Korean ceramics such as Goryeo celadon and ]oseon white 

porcelain, buncheong ware often shows bold and spacious decoration. π1is b，μηcheoηg bo띠e is 

also distinguished for the audacious and singular expression and composi디on of the lotus motif. 

“Flat bottle" is a general term referring to all varieties of vessels that are made round-bodied 

on the potter's wheel and then paddled flat on two sides , They come in a diversiLy of sizes, and 

vaπ in the proportions between the body and mouth and in the detailing. Flat bottles were not 

made in the Goryeo celadon tradition, but were produced in large quantities in bμηcheoη!g during 

]oseon , 깐leir shards have mostly been found from kiln sites in the ]eolla region. There are several 

examples that have survived to the present that are decorated with carving and sgraffito, the 

techniques that were most popular in the ]eolla region. One of the most demonstrative examples is 

this b，μηcheoηg bottle with its incised lotus design 

It should not be assumed that the emergence of buncheong occurred all at once after the 

founding of the ]oseon Dynasty. It came as a result of a blending of the Goryeo celadon tradition 

with the new social atmosphere and potters’ creative aesthetics. This is why bμηcheoη!g ware 

simultaneously demonstrates aspects of Goryeo celadon alongside innovative decorative techniques 

and motifs, as well as influences from the white porcelain of ]oseon , Bμηcheoη!g was produced 

not simply as the continuation of a tradition, but as a new aesthetic interpretation and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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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분청사기 음각수조문 편병 
析홈沙器 陰젖IJt힘烏文 扁꽤 
Buncheong Flat Bott1e with Incised Tree and Bird Design 

보물저11069호 

초선(15세기) 1 1점 | 도자 

높이 22.6cm. 입지름 3.8cm. 밑지름 8.0cm 

개인(삼성미술관 리움) 

고려청자에서는 볼 수 없었던 종류가 분청λ까에서 다수 제작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편병扁植이다. 편병은 몸체의 양변을 

납작하게 만든 형태의 병을 통칭하는데， 전체 크기와 비례， 세부 모양의 변화가 셀 수 없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형태도 재미있고 

장식이 독특한유물도전하는데 〈분청사기 음각수조문편병〉이 그중에 하나이다. 

고려말기에는 청자를 제작하던 7마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조선 개국직후에는 전국에 324개가 운영될 정도 

로 많아졌는데， 당시 왕실과 관청， 민간에서 분청사기의 수요가 급증했던 상황을 짐작케 한다. 이 시기에는 고려청자의 여운이 남 

아 있는 상캄象族과 인화기법印花技法으로 장식한 것이 주류였다. 그러나 이전과 달리 15세기 후반에는 가마의 수가 크게 감소하는 

변화가 나타나는데， 경상도의 경우; 15세기 초에 71곳에 이르딘 가마가 후반에는 6곳만이 남았을 정도였다. 가마의 감소와 함께 

분청사기도 변화를 보이는데 질이 거칠어지기도 하지만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장식기법과 소재， 표현방법이 등장하고 유행하였다1 

제작환경의 변화는 분청사기에 새로운 개성을 낳게 하는데， 15세기 중반까지 전국의 제작지에서 유행하던 상갑과 인화기법을 대 

신하여， 전라도에서는 조화￠花와 박지刺地， 충청도에서는 철화鐵畵 등 새로운 기법이 나타났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과정에서 〈분청 

사기 음각수조문 편병〉과 같은 유물이 제작되었다2 

〈분청사기 음각수조문 편병〉은 물레에서 둥근 병을 만든 후 양쪽 변을 두드려 납작하게 다듬고 귀얄로 백토白土를 앓게 

바른 후 몸체 전변에 조화기법으로 그림을 장식한 것이다. 주둥이와 몸체의 크기 및 비례가 극적인 대비를 이루어 전체의 양감이 

극대화되었는데， 다른 편병에서도 유사한 예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독특하다. 표변에는 일부에 백토를 앓게 칠했는데 칠이 불규 

칙하여 현대미술품을 연상케 할 정도이다. 백토의 윗변에는 음각， 즉 조화기법으로 다양한 소재를 장식하였다. 넓은 양쪽 변에는 

반추상에 가까운 바람개비 모양의 그림장식을 두었는데3 대칭인 듯 보이지만 세부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폭이 좁은 양쪽 측 

면에는 추상선과 잎이 무성한 식물을 그려 마치 빈 공간을 남기지 않으려는 듯 가득 채웠다. 분청사기에서는 드물게 추상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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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추상에 가까운 그림장식이 발견되기도 하지만， <분청사기 읍각수조문 편병〉을 장식한 선은 거친 듯 절제되어 있어 다른 유물과 

는차이가있다 

조화기법의 장식은 전라도에서 유행하였는데， 상감과 인화기법이 음각 후 백토를 채워 장식효과를 냈던 것과 달리 백토를 

칠한 후 그 위에 장식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장식의 개념이나 장식효과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이전에는 장식한 후 백토를 사 

용하던 것에서 이제는 백토를 먼저 사용한 후 장식하여 백토를 사용하던 오랜 전통과 습관마저 상빈된 개념으로 바뀐 것이다. 개 

념의 전환은 질과 장식， 제작방법 등 여러 특징을 바꾸어 놓았다. 예를 들면， 그릇의 형태를 만드는 점토의 질이 거칠어도 표변에 

백토를 칠하면 단정해지므로 새로운 시각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나아가 백토 위에 그림을 자유롭게 그려 표현하므로 상감과 인 

화장식보다 장식소재의 선택과 구성， 세부의 표현이 더욱 다양하고 생생해졌다. 무엇보다 적은 시간과 노력으로 파격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 전변에 연록색의 유약을 앓게 씌웠는데 백토가 칠해진 부분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연한 갈색을 띤다. 굽은 

가장자리를 원형으로 깎고 안바닥을 편평하게 다듬었다. 

청자나 백자외는 달리 분청사기는 개성과 특정이 장식에 집중되어 있다. 전통소재를 지속하지만 재해석하고 더욱 발전시 

켜 조직적이고 짜임새 있는 모습으로 표현한다. 또한 생활주변의 소재를 대충 그린 듯 대상을 보라보는 시각과 표현방법에 구애받 

지 않는다 비례나 공간감 등 세부에 개의치 않아도 자연스럽다 | 전승장 

1. 전승장. r15세기분정사기 및백자의수요와제자성격의 변호fJ. 

r DI술사연구. 12호(미술사언구호1. 1998). pp.51-84. 

2. 김재열챔줌沙器小考」， r챔줌沙器名品展J (1996). pp.141-145 

3 호암미술관쩌좁沙器名品展J (1996). p.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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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ncheong Flat Bottle with Incised Tree 

and Bird Design 

Treasure No. 1069 

Joseon (15th centUlY) 11 Item 1 Ceramics 

H. 22.6cm, o (Mouth) 3. Bcm , o (Base) B.Ocm 

Private Ownership (Leeum , Samsung Museum of A띠 

Diverse forms for vessels that had not been previously created in celadon were produced in 

buncheong. One of these forms , the “f1at bott1e" is a general term referring to the bottles with 

paddled sides that come in diverse sizes and forms of decoration. Many bμηcheoη;g fla t bottles 

with interesting shapes and distinctivε decorations survive to the present, including this εxample 

This bottle was first formed on the potter’s wheel, paddled f1at on two sides, and then 

bmshed with slip and decorated with carving , The striking contrast in size between the sizes of 

the body and mouth is unique among other flat bottles, highlighting the sense of volume. 깐le 

slip on the surface is irregularly applied, reminiscent of more modern artifacts. On the white slip

bmshed surface, diverse motifs are expressed in carving. The two f1attened sides are embellished 

by a semi-abstract portrayal of pinwheels, which appear identical at first glance, but in fact differ 

in their details . The two narrow sides are densely adorned with abstract lines and leafy plants, 

leaving litt1e space undecorated , Although there are cases of using abstracted or semi-abstracted 

motifs in buncheoη~g ware, the expression of these designs here is unique in terms of the loose but 

controllεd bmshstr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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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기 |남土 器 I E태a하r야t뼈h벼e댄n뼈re 

01 04 

토기융기문발 
士器 l逢起文생후 

도기 서수형 병기 
關器瑞默形明器

보물저1597호 보물저%잃호 

선사시대(신석기)1 1점 | 도토기 

높이 12.2cm. 입지름 16.2cm 

동아대학교(동아대학교박물관) 

심권신라)11접 l 도토기 

높이 14.ltm. 길이 13.5cm. 밑자름 5.닮n 

국유(국링경주박물관) 

Earthenw3l'e Bowl with Raised Pattern 

Treasure No. 597 
Neolithκ 11 Item 1 Earthenware 
H. 122cm. DIMouthl162cm 
Dong-A University IDong-A University Museuml 

E3l'thenware Funer와γ 。bject in the Shape of an 
Auspicious Anirnal 

Treasure No. 636 
Three Kingdoms IS il에 11 Item 1 Earthenware 
H.140cm. L 13 5cm. 0 떠aseI5.5cm 

PublicαNnership IGyeongju Natonal Museuml 

도기녹유탁잔 
關器緣抽狂흉훌 

05 

도기 배모양병기 
關器쩌形明器 

보물저1453호 보물저1555호 

삼국 11서ISI 도토기 

높이 12.0cm 
국웨국립중g빡물괜 

심권기야)11점 |도토기 

놈이 9. 1cm 길이 27. 9cm 폭 65cm 

삼성문화재단(삼성미술관리응} 

Green-glazed E3l'thenware C니 pwith Stand E3l'thenware Boat-shaped Funerary Object 

Treasure No. 453 Treasure No 또5 
Three Kingdoms 11 Set 1 Earthenware 
H.12.0cm 
Public Ownership INational M니 seum of Koreal 

Three Kingdoms IGayal11 Item 1 Earthenware 
H. 9.1cm. L 27.9cm. W 6.5cm 
Samsung Foundation Ileeum. Samsung Museum of A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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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저1598호 보물저1556.호 

{t댁(신래 | 한쌍 |도토기 

큰것높이 14.4cm. 길이 17.0cm 
작은것높이 12.1 cm. 길이 17.Ocm 
동아대학교(동이대학교박물관) 

심랙7 1야)1 한찍|도토기 

Earthenw3l'e Horn Cups with Horse Head Decoration 

온닫즉 높이 6.8cm. 길이 23.5cm. 폭 75cm 
오른쪽 놈이 7.2cm. 길이 24.0cm. 폭 6.8cm 
삼성문화재단(삼성미술관 리움) 

E3l'thenware Shoe-shaped Funerruγ 。이ects 

Treasure No. 598 Treasure No. 556 
Tηee Kingdoms ISillal11 Pair 1 Earthenware 
larger One H.14.4cm . l .17.0cm 
Smal뻐r One H.12.1cm. l .17.0cm 

Dong-A University IDong-A University Museuml 

Three Ki매doms IGayal11 Pa ir 1 Eartheware 
l eftSide H.6.8cm ‘ l . 235cm. W 7.5cm 
Right Side . H. 7.2cm‘ L 24 0cm. W 6.8cm 
Samsung Foundation Ileeum. Samsung Museum of A띠 

618 도판목록 



07 

도기 바퀴장석뿔잔 
關器車輪節 角杯

보물저1637호 

삼국(가얘 11 점 |도토기 

높이 18.5cm, 길이 24 .ocm 
국유(국립진주펙물관) 

Earthenware Horn Cup with Wagon wheel Decoration 

Treasure No. 637 

Three Kingdoms IGaya)11 Item 1 Earthenware 
H . 18 .5αn. L. 24 .Ocm 
Public Ownership IJinμ National Museum) 

lndex of Plates 619 



청 자 | 좁磁 I Celadon 

01 

청자 ‘순화4년’병 항아리 
춤磁 ‘淳化四年’銘 를효 

보물저1237호 

고려(993년111접|도지 

높이 35.2cm 

이화여X때학교(01화여자대학교박물관) 

Celadon Jar with Inscription of “ the Fourth sunhwa Year" 

Treasure No. 237 
Goryeo (993)11 Item 1 Ceram ics 
H. 35.2cm 
Ewha Womans University(Ewha Womans University Museum) 

순천 선암사 삼층석탑 사리장엄구 
順天 f山嚴좋 三層石t홉 舍>flj莊嚴具

보물저1955호 

고려 13점|도자외금속 

정X씹01소호 높이 65cm 밑지름 5.6cm 

유개호.높이 12.0cm. 밑지름 7.2cm 

금동시리담 높이 6.2cm. 폭 1.9cm 
선암AK선암사성보빅물관 

Religuaries from the Three-story Stone Pagoda of 
Seonamsa Temple, Suncheon 

Treasure No. 955 
Goryeo 131tems I Ceramicsand Metalware 
Ce녀don three-eared jar . H. 65cm. D(Base)5.6cm 
Porcelain lidded 껴r H.120cm. D(Base) 7.2cm 
Gilt-bronze pagoda H. 6.2cm . W 1.9cm 
Seonamsa Temple [Seonamsa Sungbo Museum) 

03 

청자음각용문주전자 
좁磁陰~Ij龍文注子 

보물저11228호 

고려(12-13세기)11 점 |도지 

높이21. 1cm. 입지름 6.7cm. 굽지름 8.4cm 

개인(삼성미술관 리움) 

Cεladon Ewer with Incised Dragon Design 

Treasure No. 1228 
Goryeo (12th-13th centuries) 1 1 Item 1 Ceram ics 
H. 21 .1 cm . DIMouth)67cm. D(Base)8.4cm 
Private Ownership ILeeum. Samsung Museum of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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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청자주전자 
춤磁注子 

보물제1453호 

고려(12세기1 1 1점 |도자 

높이 긴 3cm. 입지름8.8cm. 굽지름 8.9cm 
성보문화재단(호링박물관) 

Celadon Ewer 

Treasure No. 1453 
Goryeo (12th cent때))1 Item 1 Ceram ics 
H 긴 3cm. o (Mou tl1)8 .8cm. o (Base)8 .9cm 
Seongbo Cultural foundation (Horim Mus밍Jm) 

05 

청자 퇴화선문 표주박모양 주전자 
춤磁堆花線文짧形注子 

보물제1399호 

고려(13서|기 1 1 1접 |도지 

놈이 15.3cm 입지름25cm 굽지름 95cm 

개인소장 

Celadon Gourd• shaped Ewer with Paste-on-paste Dots 
and Line Design 

Treasure No . 1399 
Goryeo (13th century)11 Item I Ceram ics 
H. 153cm. o (Mou tl1)2 5cm. D(Base)9 .5cm 
Privaæ Ownership 

06 

청자음각국화당초문완 
좁磁 陰~IJ氣花홈草文 g덮 

보물제1037호 

고려 (1 2세기1 1 1점 |도지 

놈이 5.9cm. 입지름 17.5cm. 굽지름4.8cm 

개인(심성미술관 리응) 

Celadon Bowl with Incised Chrysanthemum and Scroll Design 

Treasure No . 1037 
Goryeo [1 2th century)11 Item 1 Ceram ics 
H. 59cm. D(Mou삐 175cm. D(Base) 4.8cm 
Pr iva않 Ownership ILeeum. Samsung Museum of Art) 



07 

청자양각연판문 접시 
춤磁 陽쳤IJ運搬文 樓훌E 
보물저115강호 

고려(12서|게 11 점 | 도자 

높이 4 . 3cm. 입지름 16.4cm.굽지름 6.3cm 

국제대학교l해강도;'1미술핀) 

Celadon Dish with Lotus Design in Reliεf 

Treasure No. 1573 
G。이e이12th cent때 11 Item 1 Ceram ics 
H. 4.3cm. D.IMouth) 16 .4cm. D(Base)6 .3cm 
Kookje C이 lege IHaegang Ceram ics Museum) 

08 

청자 음각연화문 팔각장경병 
춤磁 陰刻運花文 八角長題抽

보물제1454호 

고려(12세게 11 점 | 도자 

높이 35.4cm 입지름 2. 6cm.굽지름1O.6cm 

성보문호때단념림박물관) 

Celadon Octagonal Botde with Long Neck and 
lncised Lotus Design 

Treasure No. 1454 
G。이e이12th centl께 111tem 1 Ce떠mlcs 

H. 35.4cm , DIMouth)26cm. DI8ase)10.6cm 
Seongbo Cultural Foundation IHorim Museum) 

09 

청자 양각갈대기러기문 정병 
좁磁 陽刻훌盧文 演1lfi 

보물저13띠호 

고려 11접 |도지 

높이 34.4cm, 동체최대지름 13.4cm 
국유(국립중$엑물괜 

Celadon Kunclika with Reeds and wild Geese in Relief 

Treasure No. 344 
Goryeo 11 Item 1 Ceram ics 
H. 34.4cm . D. 13.4cm 
Pu blic Ownership INational Museum of Koreal 

10 

청자음각운문 병 
춤磁 j쓸刻雲文擺 

보물저11035호 

고려(12세기111점 l도자 

높이 29.ωn . 입지름 5.9cm .굽지름 9. 5cm 

개인(삼성미술관 리용) 

Celadon Bottle with lncised Cloud Des갱n 

Treasure NO .1035 
Goryeo 112th centur에 111tem ICeramics 
H. 290cm. DIMou tl1)59cm. DI8ase)9 .5cm 
Private C 애ership (leeum. Samsung Museum of Ar t) 

11 

청자양각연지어문 화형 접시 
춤磁 陽刻運池魚文 花形 權웰 
보물저11 031호 

고려 11접|도자 

놈이 3.9cm 입지름 16. 1 cm 밑지름 6. 1cm 

개인(삼성미술관리응) 

Celadon Flower-shaped Dish with 1ρtus Pond and 
Fish Design in Relief 

Treas lJ'e NO .1031 
Goryeo 11 Item 1 Ceram ~s 
H. 39cm. DIMouth)16 .1cm , D.18ase)6.1cm 
Private αNIlership ILeeum. Samsung Museum of Art) 

12 

청자 음각연화당초 상감국화문 완 

좁磁 陰刻運花홈草 象힘커갖힌花文 破

보물저11 032호 

고려 1 1점 |도자 

놈이 6.9cm. 입지름 16.6cm. 밑지름4.0cm 

개인(삼성미술관 리응〉 

Celadon Bowl wi바1 lncised Lotus and Scroll Design and 
lnlaid Chrγsanthemum Design 

Treasure NO .1032 
Goryeo 11 Item 1 Ceram ~s 
H. 69cm , DIMou t이 16.6cm ‘ Dl8ase)4ücm 
Private Ownership ILeeum. Samsung Museum of Ar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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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자 | 좁磁 I Celadon 

13 

청자 음각‘상약국’병 운룡문 합 
춤磁 陰~IJ‘尙藥局’銘 雲龍文 효 

보물저1 1 023호 

고려 11점 |도자 

높이 9‘3cm. 입지름 7.0cm. 밑지름 5.5cm 
국힘국립중S빡물괜 

Celadon Lidded Bowl with Incised cloud and Dragon Design and 
Inscription of “ Sangyakguk" CBureau ofMedicine) 

Treasure No. 1023 
Goryeo 11 Item 1 Ceram ics 
H. 93cm. D.IMouth) 7.0cm. DIBase) 5.5cm 
Public Ownership INatKlnal Museum of Koreal 

14 

청자 상감‘상약국’병 음각운룡문 합 
좁磁 象嚴‘尙藥局’銘 陰~IJ雲龍文 효 

보물저1646호 

고려 11점 | 도지 

높이 9 . 6cm . 입지름 7.0cm 밑지름 6.0cm 

(주)한독약품(한독의약박물관) 

Celadon Lidded Bowl with Inlaid Inscription of “Sangyakguk" 
CBureau of Medicine) and Incised Cloud and Dragon Design 

Treasure No. 646 
Goryeo 11 Item 1 Ceram ics 
H. 96cm. DIMouth) 7.0cm . DIBasel6.0cm 
Handok Medicallnstrument Corp 꺼andok Museum ofMedicine and Pharmacy) 

15 

청자쌍사자형 벼1개 
좁磁雙獅子形林 

보물저n없호 

고려 11점 |도.Ä I 

높이 10.5cm . 길이 21.8cm. 폭 8. 2cm 

개인(삼성미술관 리움) 

Cεladon Pillow in the Shape of Twin Lions 

Treasure No. 789 
Goryeo 11 Item 1 Ceram ics 
H. 10 5cm. L. 21 8cm. W 8.2cm 
Private Ownership ILeeum. Samsung Museum of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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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청자기린모양 연적 
춤磁 願購形 硬?商 

보물저11449호 

고려(12세기1 1 1점 |도자 

높이 8.0cm. 밑지름 9.Ocm 

개인소장 

Celadon Gi rin-shaped Water Dropper 

Treasure No. 1449 
Goryeo 112th cent때1 11 Item 1 Ceram ics 
H. 8.0cm. DIBase) 9.0cm 
Private C뻐ersh lp 

청자구룡형뚜껑향로 
좁磁龜龍形蓋 香盧 

보물저11 027호 

고려 1 1접|도지 

층높이 20.4cm 

항로 높이 10.2cm.폭 1 8.3cm . 입지름 10.2cm 

개인(심성미술관 리응) 

Celadon Incense Burner with Lid in the Shape of a 
Turrle-dragon 

Treasure No. 1027 
Goryeo 11 Item 1 Ceram κ s 
HITota l) 20.4cm 
Body . H. 10.2cm . W. 183cm. D.IMouth) 10 .2cm 
Private Ownership ILeeum. Samsung Museum of Artl 

18 

청자복숭아모양연적 

좁磁 挑形 E見?園 

보물저11025호 

고려 1 1점|도자 

놈이8.6cm. 폭 9.6 X 7. 1띠 

개인(심성미술관 리응) 

Celadon Peach-shaped Water Dropper 

Treasure No . 1025 
Goryeo 11 Item 1 Ceram ~s 
H. 8.6cm. W 9.6x 7.1cm 
Priva않 Ownership ILeeum. Samsung Museum of Art) 



19 22 

청자구룡형주전자 
춤磁龜龍形注子 

청자양각운룡문 매병 
춤磁陽刻雲龍文梅擺 

보물저1452호 

고려 11점 |도자 

높이 17.2cm. 길이 2ú.2cm 
국유(국립중g빡등응표9 

보물제1385호 

고려(12세기)11점 l도자 

높이 40.ωn . 입지름8.3cm .굽지름 14.0cm 
개인(삼성미술관 리용) 

Celadon Ewεr in the Shape of a Turtle-dragon 

Goryeo 11 Item 1 Ceram κs 
H. 17.2cm. L. 20 .2cm 
Public Ownership INatKmal Museum of Korea) 

Celadon Prunus Vase with cloud and 
Dragon Design in Relief 

TreasLJe No .1385 
Go꺼eo (12m century)11 Item 1 Ceram ics 
H. 400cm. o (MOU Ùl)83cm. o (Base) 14.0cm 
Pr iva뾰 Ownersh ip (Leeum ‘ Samsung Museum of Ar t) 

Treasure No.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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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 양각도철문 방행 향로 
좁磁 陽刻醫餐文 方形 香盧

보물저11026호 

고려 11점 |도자 

높이 11.8cm 입지름 17.5 X 14.9cm 밑지름 12.5 X 9.0cm 

개인(호암미술관) 

보물저11784호 

고려(13세기)11점 l도자 

놈이 39ι39. 1cm 입자름 6.8-7.0cm 굽지름 15. 0cm 

국위국링해양문호}재연구소) 

Celadon Square lncense Burner with Goblin Design in Relief 

Treasure No. 1026 

Celadon Prunus Vase with lncised Lotus and Branch Design 
and Bamboo StIi p 

Goryeo 11 Item 1 Ceram ics 
H. 118cm. o (Mouth)175x14 .9cm. o IBase)125x9 .ocm 
Private Ownership (Hoam Museum) 

TreasLJe No . 1784 
Go꺼eo (13th century)11 Item 1 Ceram ics 
H. 390-391cm. DIMouth)6.8-7.0cm , o IBase)15.0cm 
Public 0뻐ership I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Maritime C비OJral Heritage) 

21 24 

청자 표주박모양 주전자 

좁磁 廳形注子 
청자 음각모란 상감보자기문 유개매병 

좁磁 陰刻#土퓨 象힘썼健*少文 有蓋梅抽
보물저11540호 보물저1342호 

고려 1 1점 |도자 

놈이 35.4cm . 동체최대지름 22.1cm 

국위국립중앙박물관) 

고려 (1쩌17 1) 11 점 | 도자 

층높이 27.Ocm 
성보문호IAH단(호림박물공O 

Celadon Gourd-shaped Ewer 

Treasure No. 1540 
Goryeo (12th centαy)11 Item 1 Ceram ics 
H. 27.0cm 
Seongbo Cultural Foundation (Horim Museum) 

Celadon Lidded Prunus 없se with lncised Peony Design and 
lnlaid Wrapping Cloth Design 

Treasure No . 342 
Goryeo 11 Item 1 Ceram ~s 
H. 354cm , D. 22.1cm 
Public Ownership INational Museum of Korea) 

lndex of Plates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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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청자 음각연화당초문 항아리 
춤磁 陰~IJ運花훔草文 효툴 

보물저11028호 

고려 11점|도자 

높이 24.4cm, 입지름 11 ,5cm, 밑지름 11 ,2cm 
개인(삼성미술관 리응) 

Celadon Jar with Incised Lotus and scroll Design 

Treasure No. 1028 
Goryeo 11 Item 1 Ceram ics 
H. 244cm , DIMouthl11 .5cm , o (Base) 1 1.2때 
Private Ownership (Leeum , Samsung Museum 이 Art) 

청자투각고려문의자 
좁磁 透~IJ連環文 E없 

보물저1416호 

고려 14점 |도지 

(j)높이 49.5cm 지름 38. Ocm ø높이 48 .Dcm 자름 38.0cm 

@높이 50.Ocm ， 지름 35.0cm @높이 48.5cm ， 자름 34.0cm 

이화여자대학교(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Celadon Stools with Openwork Ring Design 

Treasure No. 416 
Goryeo 14 Items (Ceramics 

CD H. 49 5cm, D. 38.0cm ~ H. 480cm, D. 38.0cm 
~ H. 5O.0cm , D. 35.0cm @ H. 48.5cm, D. 34 .0cm 
Ewha Womans University(Ewha Womans University Museum) 

27 

청자철채양각연판문 병 
좁磁鐵彩陽刻運觸文擺 

보물저11038호 

고려(11세기)11점|도자 

높이 8.1cm ，입지름 O.7cm，밑지름 2.7cm 

개인(삼성미술관 리움) 

Cεladon Bottle with Lotus Design in Relief and 

Underglaze Iron 

Treasure No. 1038 
Goryeo (13th cent니께 111t8m 1 Ce떠mlcs 

H. 8.1cm, o (Mouth) O.7cm , o (Base) 2.7cm 
Private Ownership (Leeum , Samsung Museum of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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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청자 퇴화문두꺼비모양 벼루 
춤磁堆花文擔形碩 

보물제1782호 

고려(14세기) 1 1점 |도자 

높이 7，Ocm，길이 13.9cm 

국유(국링해앙문화재연구소) 

Celadon Toad-shaped Inkstone with Paste-on-pa하e Design 

Treasure No. 1782 
Goryeo (14th cent때))1 Item ) Ceram ics 
H. 7cm, L 139cm 
Public Ownership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Maritime Cultural Heritage) 

29 

청자철화초충조문 매병 
좁磁鐵畵草蟲鳥文梅觸 

보물제1383호 

고려(12서171) ) 1접 |도지 

놈이 29. 1 cm 입지름 5.9cm 밑지름 9.3cm 

개인(삼성미술관 리움) 

Celadon Prunus Vase with Grass, Insect, and Bird 
Design in Underglaze Iron 

Treasure No. 1383 
Goryeo (12th century) )l Item (Ceram ics 

H. 291cm, o (Mou뼈 59cm ， o (Base) 93cm 
Privaæ 。‘NTlership lLeeum, Samsung Museum of Art) 

30 

청자 칠채퇴화삼엽문 매병 
좁磁 鐵彩堆花參棄文 梅抽

보물저gψ0호 

고려 1 1점|도자 

놈이 27.3cm, 입지름4，5cm 

국위국링중앙박물관) 

Celadon Prunus Vase with Paste-on-paste Ginseng Leaf 
Design in Underglaze Iron 

Treasure No. 340 
Goryeo (1 Item ( Ceram ~s 
H. 273cm, D(Mouth)4.5cm 
Public Ownership (National Museum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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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 상감모란양류문 주전자 및 승반 
춤磁 象嚴Hft楊柳文 注子 및 承盤
보물제1420호 

고려(13서|게 11 점|도자 

주자높이 16.1cm. 굽지름 7. 5cm. 승반높이 5.8cm 
개인(삼성미술관 리용〉 

Celadon Ewεr and Saucer with Inlaid Peony and 
Willow Design 

Treasure No. 1420 
Goryeo (13th century)11 Item 1 Ceram ics 
HIEwer)161 cm. D(Basel 7.5cm. H1Saucer)5.8cm 
Private Ownership (Leeum. Samsung Museum of Art) 

32 

청자 퇴화화문주전자 및 승반 
좁磁 堆花花文 注子 및 承盤

보물제1421호 

고려(1 3AiI7 1) 11 점|도자 

주지높이 17.5cm 굽지름8.3cm 
개인(심성미술관 리응) 

Celadon Ewer and Saucer with Paste-on-paste 
FloraJ Design 

Treasure No. 1421 
G。이e이13th centl께 111tem 1 Ce떠mlcs 

H(Ewer)1 7.5cm. D(Base)8 .3cm 
Private αNnership (Leeum. Samsung Museum of A씨 

33 

청자 상감오리모양 주전자 

좁磁象힘눴碼形注子 

보물제1398호 

고려(1쩌17 1) 11 점|도자 

높이 15.3cm. 입지름 2.5cm. 밑지름 9.5cm 

개인소장 

Celadon Duck-shaped Ewer with Inlaid Design 

Treasure NO.1398 
Goryeo (13th centαy)11 Item 1 Ceram ics 
H. 15.3cm . DIMouth)2 5cm. D(BaseI9.5cm 
Private Ownership 

34 

청자 상감모란문 발우 및 접시 
춤磁 象뺨t퓨文 짧굶 및 樓밟 

보물저11039호 

고려(13세기) 14점 l도자 

높이 4.4-7.3cm. 입지름 16.1-18.9cm. 밑지름 5.S.6.1cm 

개인(삼성미술관 리음) 

Celadon Bowls and Dish with Inlaid Peony Design 

Treasαe NO .1039 
Goryeo (13th æntury)14 Items 1 Ceramics 
H. 44-73cm. 미Mouth) 161-189cm. D(Base)5.9-6.1cm 
Private Ownership (Leeum ‘ Samsung Museum of Ar t) 

35 

청자 상감통채모란문 매병 
춤磁 象散鋼彩H퓨文 梅11E

보물저1346호 

고려 11접|도자 

놈이 34.8cm 동처|최대지름 21 .7cm 

국위국링중앙박물관) 

Celadon Prunus Vase with Inlaid Peony Design in 
Underglaze Copper 

TreasLXe No . 346 
Goryeo 11 Item 1 Ceram ~s 
H. 348cm. D. 217cm 
Public 0뻐ership (National Museum of Koreal 

36 

청자상감매죽학문매병 
좁磁 象嚴梅竹騎文 梅11E
보물저β떠호 

고려 1 1점 |도자 

놈이 39.1cm. 동체최대지름 25.0cm. 입지름 6.Ocm 

개인(국럼중앙박물관) 

Celadon Prunus Vase with Inlaid Plum, Bamboo, and 
Crane Design 

Treasure No. 903 
Goryeo 11 Item 1 Ceram ~s 
H 었 1cm. D.(Body) 250cm. D(Mouth)6.0cm 
Prívate Ownershíp (Natíonal Museum of K，αea) 

lndex of Plates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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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상감매죽학문매병 
춤磁 象힘했梅竹麗文 梅1m.

보물저11168호 

고려(13세기)11 접|도자 

높이 33，Ocm，입지름 5 ， 2cm ，밑지름 11.0αn 

국유(국립중g빡물관) 

Celadon Prunus Vase with Inlaid Plum, Bamboo, and 
Crane Design 

Treasure No. 1168 
Goryeo (13th centu에 111t잉n 1 Ceramics 
H. 330cm , DIMouth) 52cm , o (Base) 11 .0cm 
Public Ownership INatKlnal Museum of Koreal 

38 

청자상감포도통자문매병 
좁磁 象휠눴홉휠홉童子文 梅1m.

보물저|갱6호 

고려 11점|도지 

높이 42.8cm 밑자름 15.8cm 

개인(ξ용미술관) 

Celadon Prunus 없se with Inlaid Grape and Child Design 

Treasure No. 286 
Goryeo 11 Item 1 Ceram ics 
H. 428cm , o (BaseI15.8cm 
Private Ownership (Gansong Art Museum) 

39 

청자 상감운학모란국화문 매병 

좁磁 象嚴雲훌騎土ft氣花文 梅1m.
보물저1558호 

고려 11점|도.Ä I 

높이 31.2cm，입지름 7 ，Ocm，굽지름 14.5띠，동체초|대지름 18，6cm 

삼성문화재단(심성미술관 리움) 

Cεladon Prunus Vase with Inlaid Cloud, Crane, Peony, 
and Chrγsanthemum Design 

Treasure No. 558 
Goryeo 11 Item 1 Ceram ics 
H. 312cm , D.IMouth) 7.0cm , o (Base) 14 5cm, D.(Body) 18.6cm 
Samsung Foundation (Leeum , Samsung Museum of Art) 

626 도판목록 

40 

청자 상감국화모란당초문 모자합 
춤磁 象嚴氣花u퓨훔草文 母子효 

보물저1349호 

고려 | 오|할 1세트 내힐5서l트 1도지 

모함 높이 8.4cm , 직검 19,1cm 
자힘 놈이3.1αnJ I름 7 않m 높이 3，Ocm，자름 7，8cm 

개인(간송미술관) 

Celadon Lidded Bowl Set with Inlaid Chrysanthemum, 
Peony, and Scroll Design 

Treasure No . 349 
Goryeo 1 Outer Bowl . 1 Se t, Inner Bowls : 5 Set 1 Ceram ics 
MotherBowl . H. 8.4cm , D.19.1cm 
Small80wls : H. 31cm. D. 7.9cm H. 30cm . D. 7.8cm 
Priv뼈 〔뻐ership IGansong Art Museum) 

41 

청자 상감운흐댁화문 병행 주전자 
좁磁 象嚴雲關경힌花文 弼形 注子

보물제1451호 

고려(13서|기 ) 1 1접 |도지 

놈이 29.8cm 입지름 5.8cm 밑지름 9.5cm 

성보문화재단(호림박물관) 

Celadon Bottle-shaped Ewer with Inlaid Cloud, Crane, 
and Chrysanthemum Design 

Treasure No . 1451 
Goryeo (13th century) 11 Item 1 Ceram ics 
H. 298cm , o (Mouth) 58cm , o (Base) 9.5cm 
Seongbo Cultural Foundation (Horim Museum) 

42 

청자상감화조문도판 

좁磁象嚴花鳥文關板 

보물제1447호 

고려(12-13서171)11점 | 도지 

22,6X 16.5띠 
개인(심성미술관 리응) 

Celadon Plaque with Inlaid Flower and Bird Design 

Treasure No . 1447 
Goryeo 112th-13th centuries) 11 Item 1 Ceram ics 
22 .6X16.5cm 
Priva tB Ownership (Leeum , Samsung Museum of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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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 상감‘신축’병 국화모란문 벼루 
춤磁 象嚴‘辛표’銘 氣花物ft文 碩
보물저11382호 

고려(13서|게 11 점 | 도자 

길이 13.4αn. 녀비 10.2cm 
개인(삼성미술관 리용〉 

Celadon lnkstone with lnlaid Chrysanthemun and 
Peony Design and lnscription of “ Sinchuk Year" 

Treasure No. 1382 
Goryeo 113th centu꺼 111 Item 1 Ceram ics 
L.13 .4cm . W 10 .2cm 
Private Ownership ILeeum . Samsung Museum of Art) 

44 

청자 양각연화당초 상감운학문 완 
좁磁 陰刻運花居草 象嚴雲麗文 破

보물저11024호 

고려 11점|도자 

높이 5 . Ocm. 입지름 1 6. 2cm.굽지름4.4cm 

개인(심성미술관 리응) 

Celadon Bowl with 1ρtus and Scroll Design in Relief and 
lnlaid Cloud and Crane Design 

Treasure No. 1024 
Goryeo 11 ltem 1 Ceram ~s 
H. 50cm. o IMouth)16.2cm . DIBase)4 .4cm 
Private Ownership (Leeum. Samsung Museum of A띠 

45 

청자 상감운힘L국회문 표주박모양 

주전자및승반 
춤磁 象嚴雲麗짖한花文 짧形 注子 및 承盤

보물저11033호 

고려 11세트 |도자 

층높이 35.5cm . 주지높이 33.Ocm. 밑지름 8.4cm 

개인소장 

Celadon Gourd-shaped Ewer and Saucer with lnlaid Cloud, 
Crane, and Chrysanthemum Design 

Treasure No. 1033 
Goryeo 11 Set 1 Ceram ics 
HITotal)35 5cm. H IEwer) 33 Ocm. DIBase)8 .4cm 
Private Ownership 

46 

청자 상감앵무문 표주박모양 주전자 
춤磁 象散觀廳文 짧形 注子

보물저11036호 

고려(12세기 후반-13서l기 중반)11점 |도자 

높이 26.ωn . 뚜낌높이 4.0cm . 입지름 3.7cm. 밑자름 7.8cm 

개인(삼성미술관 리용) 

Celadon Gourd-shaped Ewer with lnlaid Parrot Design 

Treasure NO .1036 
Goryeo Ilate 12th-m id 13th centuries)11 It8m 1 Ceram ~s 
HIBody)26 Ocm. HILid)4 .0cm. o IMouth)3 .7cm .미Base) 78cm 
Private C 애ership (leeum. Samsung Museum of Ar t) 

47 

청자상감모란문주전자 
춤磁象홉혐土升文注子 

보물저11029호 

고려 11접|도자 

놈이 19. 2cm. 입지름 14cm 밑지름 lO.3cm 

개인(삼성미술관리응) 

Celadon Ewer with lnlaid Peony Design 

Treasure NO .1029 
Goryeo 11 Item 1 Ceram ics 
H. 19.2cm. DIMou뼈 34cm.DIBase)10 .3cm 
Private Ownership (leeum. Samsung Museum of Art) 

48 

청자 상감동채연화당초용문 병 
좁磁 象散鋼彩運花훔草龍文 mL 
보물저11022호 

고려 1 1점|도자 

놈이 38.3cm . 입지름 6.9cm. 밑지름 12.0cm 
성보문호째단(호림박물관) 

celadon Bottle with lnlaid Lotus, Scroll, and Dragon Design 
in Underglaze Copper 

Treasure NO .1022 
Goryeo 11 Item 1 Ceram ics 
H 잃 3cm.DIMouth)6.9cm ‘ o IBase)12.0cm 
Seongbo Cultural Foundation IHorim Museum) 

lndex of Plates 6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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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 상감국화모란유로죽문 매병 및 죽찰 
춤磁 象嚴氣花Uft柳盧竹文 梅觸 및 竹;j;L
보물제1783호 

고려(13세기)11 접|도자 

높이 38.S-- 39.1cm. 입지름 7.1cm.굽자름 14.2cm 

국유(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Celadon Prunus 떠se with Inlaid Chrysanthemum, Peony, 
Willow, Heron, and Bamb∞ Design and Bamboo SlTip 

Treasure No. 1783 
Goryeo (13th centu에 111t잉n 1 Ceramics 
H. 389-391cm. o IMouthl71cm . 미Basel142cm 

Public Ownership INatKlnal Research Institute of Maritime Cultural Heritagel 

50 

청자상감어룡문매병 
좁磁 象휠눴魚龍文 梅1fE

보물저11짧6호 

고려(14세기 일~15세기 초)11점 |도지 

높이 29.6cm 입자름 5 . Ocm. 밑지름 10. 8αn 

개인(삼성미술관 리응) 

Celadon Prunus 없se with Inlaid Fish and Dragon Design 

Treasure No. 1386 
Goryeo 1 녀 te 14111-early 15111 centuriesl11 Item 1 Ceram ics 
H. 296cm . DIMouthl50cm. o (Basel10.8cm 
Private Ownership ILeeum , Samsung Muse 니 m ofArtl 

51 

청자상감연판문매병 
좁磁 象힘눴運離文 梅1fE

보물저11034호 

고려 11점|도.Ä I 

높이 31.1 cm. 입지름4.4cm. 밑지름 11 .4띠 

개인소장 

Cεladon Prunus 없se with Inlaid IDtus Design 

Treasure No. 1034 
Goryeo 11 Item 1 Ceram ics 
H. 311 cm , DIMouthl44cm, o (Basel11 .4cm 
Private Ow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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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청자상감‘장진주시명 매죽양류문 매병 
춤磁 象합눴껴혔集酒’詩銘 梅竹楊柳文 梅抽

보물제1 389호 

고려(14세기 일까5세기 최 11점 1도지 

높이 28.ltm. 입지름4.3cm. 밑지름 11 .5cm 
개인(삼성미술관 리응) 

Celadon Prunus Vase with Inlaid Plum, Bamboo, and 
wiIlow Design and Insctiption of 'jangjinju" Poem 

Treasure No . 1389 
Goryeo Ilate 14th-early 15th centuriesl11 Item 1 Ceramics 
H. 280cm. DIMou 1l1143cm. DIBasel 1l5cm 
Private Ownership ILeeum. Samsung Museum of Artl 

53 

청자상감‘덕천’병 연화양류문매병 
좁磁 象嚴‘德웠’銘 運花楊柳文 梅抽

보물제1452호 

고려114서171) 1 1접 |도지 

놈이 27.8cm 입지름 5. 1cm 밑지름 l 1.1 cm 

성보문화재단(호림박물관) 

Celadon Prunus Vase with Inlaid 1ρtus and 、Wi llow
Design 없d Inscription of “Deokcheon" 

Treasure No . 1452 
Goryeo 114th centuryl1 1 Item 1 Ceram ics 
H. 278cm. DIMou뼈 51 cm. DIBasel 1l1 cm 
Seongbo Cultural Foundation lHorim Museuml 

54 

청자상감운학문화분 

좁磁象嚴雲騎文花益 

보물저110])호 

고려 11점|도자 

놈이 23.Ocm. 입지름 28.2cm. 밑지름 22.Ocm 

개인(심성미술관 리응) 

Celadon Flowerpot with Inlaid cloud and Crane Des냉n 

Treasure No . 1030 
Goryeo 11 Item 1 Ceram ~s 
H. 230cm, DIMou에 282cm , DIBaseI22.0cm 
Priva않 Ownership lLeeum , Samsung Museum of Ar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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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 상감유로매죽문 편병 
춤磁 象험했柳驚梅竹文 扁觸

보물저11384호 

고려(13세기 후반.-14세기 초반111점 l도자 

높이 24.9cm. 입지름 7 . 3cm.굽지름8.5cm 

개인(삼성미술관 리용〉 

Celadon Flat Bottle with Inlaid Willow, Egret, Plum, 
and Bamboo Design 

Treasure No. 1384 
Goryeo Ilate 13th-ear \l 14th cenUJries)11 Item 1 Ceram ics 
H. 24 .9cm. DIMouth)73cm. D(Base) 8.5cm 
Private Ownership ILeeum. Samsung Museum of Art) 

56 

남양주 수종사 부도 사려장엄구 
南陽州 水鐘좋 i￥屬 舍.1'IJ莊嚴具

보물제259호 

고려 13점 |도자외금속 

정자유개호 높이 31 .2cm 입자름 26.Ocm 
은제도금사리기 높이 17.3c. 
금제구층탑 높이 12.9c. 
수증새불교중S엑물곤9 

Religuaries from the Stupa of Sujongsa Temple, Namyangju 

Treasure No. 259 
Goryeo 131tems 1 Ceramicsand Metalware 
Celadon jar H. 31 .2cm. DIMouth) 26 .0cm 
Silver쟁 ilt hexagonal shrine . H.17.3cm 
Gilt .\Jronze small pagoda : H.12.9cm 
Sujongsa Temple ICentral Buddhist Museum) 

57 

청자유개항아리 
좁磁 有蓋뚫 

보물저11071호 

조선(15서끼111점 |도자 

층높이 23.4cm. 높이 19.0cm. 입지름 10.8cm 

성보문호IAH단(호림박물공O 

Celadon LiddedJar 

Treasure No. 1071 
Joseon (15th centu에 11 Item 1 Ceram ics 
H.ITotal) 23.4cm , H.(Body)190cm , DIMouth)10 .8cm 
Seongbo Cultural Foundation (Horim Museum) 

lndex of Plates 629 



백 자 | 白 磁 I White Porcelain 

01 

백자박산형뚜껑향로 
白磁 博山形蓋 香%옳 
보물저1238호 

고려(12서 17 1) 11 접 l도자 

높이 8.5cm. 지름 8. 1cm 

개인(ζ옹미술관) 

White Porcelain Incense Burner with a Lid in 
the Shape of Baksan Mountain 

Treas 니 re No. 238 
Goryeo (12th cent니께 111t잉n 1 Ceramics 
H. 85cm. D. 8.1 cm 
Private Ownership (Gansong Art Museum) 

02 

백자상감모란문 매병 
白磁 象홉함土升文 梅1m

보물저1345호 

고려(12-1 3AiI7 1) 11접 | 도자 

높이 29.2cm 입지름 10.5cm 

국웨국립중g빡물괜 

White Porcelain Prunus Vase with Inlaid Peony Design 

Treas 니 re No. 345 
Goryeo(12th-13th centuries)11ltem 1 Ceramics 
H. 29 .2cm . DIBase)10 않m 
Public Ownership INatKlnal M니 seum of Koreal 

03 

백자상감모란잎문 편병 

白磁象敵土퓨쫓文 扁抽 

보물제791호 

조선(15서171) 11접 |도자 

높이 23.0cm . 입지름4 . 85-4.95cm. 밑지름 7.도9.0cm 

개인소장 

White Porcelain Flat Bottle 에ith Inlaid Peony 
Leaf Design 

Treasure No. 791 
Joseon (15th century) 1 1 Item 1 Ceram ics 
H. 23.0cm . D.IMouth)485-4 .95cm . D.(Base)7 .5-9.0cm 
Private Ownership 

630 도판목록 

04 

백자 상감연화당초문 병 
白磁 象힘뤘運花훔草文 #휩 

보물저11230호 

조선( 15세기)1 1점 l도자 

높이 29 없n . 입지름 6.9cm. 밑지름 85cm 

개인(삼성미술관 리응) 

White Porcelain B。띠e with Inlaid Lotus and 
Scroll Design 

Treasure No . 1230 
Joseon 115th century)11 Item 1 Ceram ics 
H. 299cm. o (Moutl1)69cm. o (Base)8 .5cm 
Private Ownership (Leeum. Samsung Museum of Art) 

05 

백자상감모란문 병 
白磁 象홉눴ll:f뚜文 쳐효 

보물저1807호 

조선( 15세기)11점 |도자 

높이 29.8cm 입지름 7.4cm 밑지름 9.5cm 

성보문호JÃH단(호힘박물관) 

White Porcelain Bottle with Inlaid Peony Design 

Treasure No . 807 
Joseon 115th cent매)11 Item 1 Ceram K:S 

H. 298cm. o (Mou베 74cm.D (Base) 9.5cm 
Seongbo Cultural foundation (Horim Museum) 

06 

백자상감투각모란문 병 

白磁 象嚴透刻U:f뚱文 용E 
보물쩌11391호 

조선( 15세기) 11점 |도자 

놈이 31 . 9cm. 입지름 8.4cm. 밑지름 9.7cm 

삼성문화재단(삼성미술관 리움) 

Whi te Porcelain B。띠e with Inlaid and Openwork 
Peony Design 

Treasure No . 1391 
Joseon (15th cent미에 11 Item 1 Ceram ~s 
H. 31 9cm. D.(Moutl1)84cm. o (Base)9 .7cm 
Samsung foundation (Leeum. Samsung Museum of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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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자반합 

白磁飯효 
백자청화매조죽문 병 
白磁춤畵梅鳥竹文觸 

보물저1806호 보물저1659호 

조선 11점|도지 

높이 33.2cm. 입지름 8.4 cm. 밑지름 9.9cm 

개인소장 

조선(15서17 1) 11점 |도자 

합신층높이 22.5cm. 입지름 1 5.3cm. 밑지름 9.4cm 

뚜낌높이 9. 9c m. 지름 17.4cm 

성보문호IÃH단(호림박물관) 

、White Porcelain Lidded Bowl 
White Porcelain Botrle with Plum, Bird, and 
Bamb∞ Design in Underglaze Cobalt Blue 

Treasure No. 806 TreasLJe No . 659 
Joseon (15th century) 1 1 Item 1 Ceram ics 
Total : H. 22 5cm. D(Mouth)153cm. DlBase)9 .4cm 
Lid H 99cm. D 174cm 

Joseon 11 Item 1 Ceram ics 
H. 332cm. D(MouÙlI8 .4cm. D(BaseI9 .9cm 
Private αNnership 

Seongbo Cultural Foundation (Horim Museum) 

08 11 

백자병 
白磁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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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제1054호 보물저1785호 

조선(15-16서|기)11점 |도자 조선(16세기)11접 |도자 

높이 36.2cm 입지름 7 .4cm. 밑지름 13. 5cm 

국유(국립중g빡등i공O 

Treasure No. 1054 

놈이 25.Ocm. 입지름 5.3cm 밑지름7.7cm 

개인(삼성미술관리응) 

White Porcelain Botrle with Cloud and 
Dragon Design in Underglaze Cobalt Blue 

White Porcelain Bottle 

Joseon (15ttr-16th centuries)11 Item 1 Ceram ics 
H. 362cm . DIMouth)74cm. DlBasel 13.5cm 
Pu blic Ownership INatKmal Museum of Korea) 

TreasLJe No . 785 
Joseon 116th century)11 Item 1 Ceram ics 
H. 250cm. D(MouÙl)53cm , D(Basel 7.7cm 
Private αNnership (Leeum. Sarnsung Museurn of Art) 

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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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백자청화운룡문 병 
白磁춤畵雲龍文 塊 

보물제1768호 보물저1786호 

조선(1456년) 17점 | 도자 및 돌 조센16세기)11접|도자 

묘지 가로 27ι28.Ocm.서료 36.0- 37. Ocm. 두께 1.5- 1. 7cm 

석할 전체 가로72.Ocm.서료 54.Ocm . 높이 48.0cm 

뚜껑 가로 73.0cm 서를 52. Ocm 높이 16.5cm 
피펑윤씨 정덩공파교하증중{고려대학교박물관) 

놈이 21 없n，입지름4.6cm，밑지름 6.6cm 

개인(삼성미술관 리응〉 

White Porcelain Botrle with Cloud and 
Dragon Design in Underglaze Cobalt Blue 

White Porcelain Memorial Tablets of Lady Yi with Inscription in 
Underglaze Cobalt Blue and Stone Case 

Treasure No . 786 

Treasure No. 1768 
Joseon (16th century)11 Item 1 Ceram ics 
H. 21 .5cm. D(Mou삐 4.6cm ,D (Base) 6.6cm 
Private Owrership (Leeum , Samsung Museum of Ar t) Joseon (1 456)171tems 1 Ceram~s and Stone 

Tablets W 270-280cm, L. 36.0-370cm, H. 1 S-1.7cm 
Stone Case(To빼 W 720cm , L. 54 .0cm. H. 48.0cm 
Stone Case(Lidl W 730cm , L. 52Ocm, H. 16.5cm 
Jeongleong Gongpa Sub-branch of the 벼pyeong Yun Clan (Korean University Museum) 

lndex of Plates 631 



백 자 | 白 磁 I White Porcela in 

13 

백자 청화철화삼산뇌문 산뢰 
빔磁 춤畵鐵畵三山雷文 山壘

보물저11056호 

조선(1 5- 16서17 1) 11점 | 도자 

높이 27.8cm . 입지름 9 . 5cm. 밑지름 11.8cm 

개인(삼성미술관 리응) 

、White Porcelain Jar with Mountains and Lightening 
Design in Underglaze Cobalt Blue and Iron 

Treasure No. 1056 
Joseon (15t1r-16th centuriesl11 Item 1 Ceram ics 
H. 278cm . DIMouth) 95cm. o (Base) 11 .8cm 
Private Ownership ILeeum. Samsung Museum of Art) 

14 

백자청화잉어문항아려 
白磁춤畵輔魚文立꿇 

보물저1788호 

조선(15-16서 17 1) 11점 | 도지 

높이 24.7cm 입자름 8 . 1cm. 밑지름 12.4cm 

개인(삼성미술관 리응) 

White Porcelain Jar with Carp Design in 
Underglaze Cobalt Blue 

Treasure No. 788 
Joseon 115t매 6th centuriesl11 Item 1 Ceram ics 
H.24.7cm ‘ DIMouth) 8.1 cm. o (Basel 12 .4cm 
Private Ownership (Leeum. Samsung Museum of Art) 

15 

백자 청화보상당초문 항아리 

白磁춤畵寶相훔草文뚫 

보물저11448호 

조선(16세기111접 |도자 

높이 28.0cm. 입지름 10.0cm. 밑지름 1 1.6cm 

개인(삼성미술관 리움) 

White Porcelain Jar ￦ith Floral Medallion and Scroll Design 
in Underglaze Cobalt Blue 

Treasure No. 1448 
Joseon (16th century) 11 Item 1 Ceram ics 
H. 28.0cm . D.IMouth) 1 O.Ocm. o (Base)11 .6cm 
Private Ownership ILeeum. Samsung Museum of Art) 

632 도판목록 

16 

백자 청화‘망우대’병 초충분 접시 
白磁 춤畵‘忘憂臺’銘 草蟲文 權물C 
보물저11057호 

조선(16세기11 1점 l도자 

높이 1.9cm. 입지름 16.0cm. 밑지름 9.1cm 
개인(삼성미술관 리응) 

White Porcelain Dish with Grass and Insect Design and 
Inscription of “Mangu띠.e" in Underglaze Cobalt Blue 

Treasure No . 1057 
Joseon (16th cent매) 11 Item 1 Ceram ics 
H.19cm. o (Mou ti1) 160cm.D(Base) 9.1cm 
Private Ownership (Leeum. Samsung Museum of Art) 

17 

백자 청화송죽인물문 항아리 
白磁 춤畵松竹A物文 立뚫 

보물저%띠호 

조선(16세기111접 |도자 

놈이 47.Ocm 입지름 15. 2cm. 밑지름 16. 2cm 

이화여자대학교(이호뼈자대학교박물관) 

White Porcelain Jar with Pine, Bamboo, and Human 
Figure Design in Underglaze Cobalt Blue 

Treasure No . 644 
Joseon (16th century) 11 Item 1 Ce떠m~s 
H. 470cm. o (Mou뼈 152cm. o (Base) 16.2cm 
Ewha Womans University (Ewha Womans University Museum) 

18 

백자 태항아리 및 태지석 
白磁服뚫 및 R읍誌石 
보물저11αìS호 

조선( 16세기113점 |도자 

오l호 높이 30.6cm. 입자름 19.7cm. 밑자름 14.6cm 
내호 층놈이 25.1cm. 높이 21 .7cm . 입지를 9.0cm. 밑지름 9.2cm 

태지석 농{) 121 . Ocm 녀비 21.0cm 두께 5.7cm 

우흐말호}재단(용인대학교박물관} 

White Porcelain PlacentaJars and Stone Placenta Tablet 

Treasure No . 1065 
Joseon (16th cent미 이) 131tems 1 Ceramics 
Outer Jar . H. 306cm. D.(Mouth) 197cm. o (Base)14 .6cm 
Inner Jar H.(Total) 251cm . H. 21.7cm . o (Mouth) 9.0cm. 0 뻐ase) 9.2cm 
Tablet . H 낀 Ocm. W. 21 Ocm. T 5.7cm 
Uhak Cultural Foundation (Yong In University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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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자태항아리 
白磁 R읍효둘 빽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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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저11055호 

조선(16서17 1) 12점|도자 

외호 층높이 42.5cm. 입지름 25.0cm. 밑지름 25.3cm 
내호 층높이 27.6cm 입지름 10.6cm. 밑지름 11 .7cm 

성보문호IÃH단(호림박물공O 

보물저11061호 

조선(16세기)11점 l도자 

길이 17.0cm. 입지름 5.3cm 

국위국립중앙박물관) 

、White Porcelain PlacεntaJars 

Treasure No. 1055 
Joseon (16th century)12 Item s 1 Ceram ics 
Outer Jar : H 425cm. DIMou에 250cm. DIBase)25.3cm 
Inner Jar H 276cm. D(M αJth)10 .6c미 미Base) 117cm 
Seongbo Cultural Foundation (Horim Museum) 

White Porcelain Horn Cup with Coloring in 
Underglaze Iron 

TreasLJe No .1061 
Joseon (16th centuryl11 Item 1 Ceram ics 
L 170cm. D(Moulh)5.3cm 
Public 0삐ership (National Museum of Koreal 

백자태항아리 및 태지석 
白磁 R읍뚫및 R읍誌石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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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저1116S호 보물저1645호 

조선(17서끼) 13점|도자및돌 조선( 17세기)11접|도자 

외흥벼}리 높이 30 .9α끼 입지름 21.4cm 밑지름 14 . 1cm 놈이 54.8cm. 입지름 15.8cm 밑지름 15.7cm 

이화여자대학교(01회뼈자대학교박물관) 내항아리，높이 19. 2cm. 입자름1O.6cm 

태지석 .높이 26.6cm. 너비 26.7cm. 두JJ1I 4.6cm 

성보문호t재단(호림박물관) White PorcelainJar with Cloud and Dragon Design in 
Underglaze Iron 

、White Porcelain PlacentaJars and Stone Placenta Tablet TreasLJe No . 645 
Treasure No. 1169 Joseon 117th centuryl11 Item 1 Ceram ics 

H. 548cm. D(Moulhl 158cm.D(Basel 15.7cm 
Ewha Womans Univers씨 (Ewha Womans University Museum) 

Joseon (17th centu에 1 3 Item s 1 Ceram ics and Stone 
Outer Jar H. 30.9cm. D .(M ou삐 21Acm. D(BaseI14.1cm 
Inner Jar H 192cm. D(MαJthl10 6cm 
Tablet : H. 26.6cm. W 26 .7cm. l4.6cm 
Seongbo Cultural Foundation (Horim Museuml 

21 

백자철화끈무늬병 
白磁鐵畵畢組文抽

24 

백자철화매죽문항아리 
白磁鐵畵梅竹文立뚫 

보물제1060호 

조선(16서끼)11점 |도자 

높이 31 .4cm. 입지름 7. Ocm. 밑지름 10. 6cm 

국유(국립중$엑물괜 

보물제1 425호 

조센17.서|기)11접|도자 

놈이 36.9cm . 입지름 14.3cm . 밑지름 14.1αn 

개인(삼성미술관 리응〉 

White Porcelain Bottle with String Design in 
Underglaze Iron 

White PorcelainJar with Plum and Bamboo Design in 
Underglaze Iron 

Treasure No. 1060 Treasure No .1425 
Joseon (16th centuryl11 Item 1 Ceram ics 
H. 31Acm. D.(MouthI70cm. D(BaseI 10.6cm 
Public Ownership INational Museum of Korea) 

Joseon (17th century)11 Item 1 Ceram ics 
H. 36.9cm. D(Mou삐 143cm. D(Base)14 .1 cm 
Priva te Ownership (Leeum. Samsung Museum of Ar t) 

lndex of Plates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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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백자 철화운죽문항아리 
白磁鐵畵雲竹文효툴 

보물제1231호 

조선(17서|기)11접 |도자 

높이 33.2cm. 입지름 16.8cm. 밑지름 15.2cm 
개인(삼성미술관 리응) 

White Porcelain Jar with Cloud and Bamboo Design 
in Underglaze Iron 

Treasure No. 1231 
Joseon (17th cent니이)11 Item 1 Ceram ics 
H . 3 3. 2αn . D.IMouth)168cm. o IBase)15.2cm 
Private Ownership ILeeum. Samsung Museum of Art) 

백자달항아리 
白磁를효 

보물제1437.호 

조선(17-18서 17 1) 11점 | 도지 

높이 4 1.0cm 입자름 20.0cm 밑자름 16.Ocm 

국웨국립중g빡물괜 

White Porcelain Moon J ar 

Treasure No. 1437 
Joseon 117따18th centuriesl11 Item 1 Ceram ics 
H. 410cm . DIMouth)200cm. o (Base)16.0cm 
Public Ownership INational M니 seum of Koreal 

27 

백자달항아리 
白磁 를효 

보물저11438호 

조선(17-18서끼)11점 | 도자 

높이 47.5cm. 입지름 20.5cm. 몸지름44.5cm. 밑지름 15.0cm 
개인소장 

White Porcelain Moon Jar 

Treasure No. 1438 
Joseon 117t1r 18th centuriesl11 Item 1 Ceram ics 
H. 47.5cm, DIMouth)205cm, D.(Body) 445cm , DIBase)150cm 
Private Ownership 

634 도판목록 

28 

백자달항아리 
白磁뚫 

보물제1439호 

조선(1 7- 1 8세기)11점 l도자 

높이 47.8cm.입지름 19.않n . 몽지름45.5cm . 밑지름 1 8.Ocm 

개인소장 

White Porcelain Moon Jar 

Treasure No. 1439 
Joseon 117th-18th centuries)11 Item 1 Ceram ics 
H. 47.8cm. DIMou tl1) 19.5cm. D.IBody) 455cm. o IBasel18.0cm 
Private C뻐ersh lp 

29 

백자달항아리 
白磁 를흘 

보물저11441호 

조선1 18세기)1 1접 |도자 

놈이 44.5cm 입지름 18. 2cm. 몸지름43.5cm 밑지름 17.7cm 

이모래퍼시펙O f모리|퍼시픽0 1술괜 

White Porcelain MoonJar 

Treasure No . 1441 
Joseon 118th cent미이)11 Item 1 Ceram K:S 

H. 445cm. DIMou베 18 .2cm.D.IBody) 435cm. o IBase)1 7.7cm 
Amorepacific Corporation IAmorepacifK: Museum of Ar~ 

30 

백자 사각발형 제기 
白磁 四角繹形 察器
보물제1457호 

조선(18세기)11접 |도자 

놈이 14. 1 cm. 입지름 16.4 X 17.4cm. 밑지름 11 .5 X11 .2cm 

성보문화재단(호림빅물관) 

White Porcelain Ri tual Vessel in the Shape of a 
Sguare Bowl 

Treasure No . 1457 
Joseon 118th cent매) 11 Item 1 Ceram K:S 

H. 14.1cm , DIMoutl1)164 Xl 7.4cm , D.(Base) 115x 11.2cm 
Seongbo Cultural Foundation IHorim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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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자청화초화문필통 
白磁춤畵草花文筆倚 

백자청화칠보난초문 병 
白磁춤畵七寶蘭草文擺 

보물저1105S호 보물저11058호 

조선(18서17 1) 11점 |도자 조선(1&세기)11점 l도자 

높이 16.Ocm. 입지름 13.1cm. 밑자름 12.6cm 
개인(삼성미술관 리용〉 

높이 21 . 1cm . 입지름 3.6cm . 밑지름 7.8cm 

국유(국립중앙박물관) 

White Porcelain Brush Container with Floral Design in 
Underglaze Cobalt Blue 

Treasure No. 1059 
Joseon (18th century) 1 1 Item 1 Ceram ics 
H. 160cm. DIMouth)131cm. D(Basel1 2.6cm 
Private Ownership ILeeum , Samsung Museum of Art) 

White Porcelain Botrle with Auspicious-character and 
。rchid Design in Underglaze Cobalt Blue 

TreasLJe NO .1058 
Joseon (18th centuryl11 Item 1 Ceram ics 
H. 211cm. D(MouÙlI36cm. D(BaseI7 .8cm 
Public 0삐ership (National Museum of Ko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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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자 청화철화‘시’병나비문 팔각연적 
白磁 춤畵鐵畵‘詩’銘聽文 八角碩j商

보물제1064호 보물제1458호 

조선(18서끼)11점 |도자 

높이 35.5cm 입지름 14.7cm 밑자름 14.7cm 
개인(심성미술관 리응) 

조선(18세기)11접 |도자 

놈이 6.6cm. Ã I름 9 .0cm 

성보문호써단(호림박물관) 

White Porcelain Jar with Cloud and Dragon Design in 
Underglaze Cobalt Blue 

White Porcelain Octagonal Water Dropper with Butterfly Design 
and Inscription of a Poem in Underglaze Cobalt Blue and Iron 

Treasure No. 1064 TreasLJe NO .1458 
Joseon 118thcenturyl111tem 1 Ceramics 
H. 35.5cm, D(Mouthll47cm. D(Basell47cm 
Private αNnership (Leeum. Samsung Museum of A씨 

Joseon (18th centuryl11 Item 1 Ceram ics 
H. 66cm. D. 9.Dcm 
Seongbo Culturnl Foundation (Horim Museuml 

33 

백자 청화동정추월문 항아리 
白磁 춤畵洞健秋月文 효툴 

36 

백자 청화매월십장생문 팔각접시 
白磁 춤畵梅月十長生文 八角樓밟 

보물제1390호 

조선(18서171) 11점 |도자 

높이 32.5cm. 입지름 17.4cm. 밑자름 13.5cm 

개인(심성미술관 리움) 

보물저110없호 

조센18세기)11접|도자 

놈이 5.2cm. 입지름 13.6cm. 밑지름4.3cm 

White Porcelain Jar 찌ith Autumn Landscape Design in 
Underglaze Cobalt Blue 

개인소장 

White Porcelain Octagonal Dish with Plum, Moon, and 
Ten Symbols of Longevity Design in Underglaze Cobalt Blue 

Treasure No. 1390 Treasure NO .1063 
Joseon (18th centuryl11 Item 1 Ceram ics 
H. 32.5cm. D.(MouthI174cm , D(Basel13 .5cm 
Private Ownership (Leeum . Samsung Museum of Artl 

Joseon (18th centuryl11 Item 1 Ceram ics 
H. 52cm , D(Mou t이 13.6cm ‘ D(BaseI4 .3cm 
Private Owr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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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자 청화투각모란당초문 항아리 
빔磁 춤畵透刻H:ft.훔草文 立뚫 

보물제240호 

조선(18서|기)11접 |도자 

높이 26.7cm . 입지름 14.25cm 

국유(국립중g빡물관) 

White Porcelain Jar with Opεnwork Peony and 
Scroll Design in Underglaze Cobalt Blue 

Treasure No. 240 
Joseon (18th cent니이)11 Item 1 Ceram ics 
H. 267cm . o IMouth)14 .25cm 
Public Ownership INatKlnal Museum of Korea) 

38 

백자청화화조문팔각통형 병 
白磁 춤畵花鳥文 八角倚形 塊

보물저11066호 

조선(18서|기)11점 |도자 

높이 18.9cm 입자름 5 . 2cm. 밑지름 7.3cm 

개인(삼성미술관 리응) 

White Porcelain Octagonal Bottle with F10wer and 
Bird Design in Underglaze Cobalt Blue 

Treasure No. 1066 
Joseon (18th century)11 Item 1 Ceram ics 
H.18.9cm ‘ o IMouth)52cm. o (Base)7 .3cm 
Private Ownership ILeeum. Samsung Museum of Art) 

39 

백자 청회소상팔경문 팔각연적 

白磁 춤畵i蕭i椰I景文 八角硬適
보물저11잉9호 

조선(19서171) 11접 |도자 

높이 12.6cm 

국힘국링중$펙울괜 

White Porcelain Octagonal Water Dropper with Painting of 
Eight Scenic Spots of Sosang River in Underglaze Cobalt Blue 

Treasure No. 1329 
Joseon 119th century) 1 1 Item 1 Ceram ics 
H.12.6cm 
Public Ownership INatKlnal Museum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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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청사기 | 紹좁沙器 I Bu뼈eon 

01 

분청사기 인화점문장군 
紹춤沙器印花點文積本 

04 

분청사기 상감모란당초문 유개항아리 
*精沙器 象離土}규훔草文 有蓋뚫 

보물제1421호 보물저11068호 

조선(15서 17 1) 11점 |도자 조선(15세기)11점 l도자 

높이 17.2cm. 입지름4 . 3cm. 밑지름 1O.3cm 

개인(삼성미술관 리용〉 

층높이 25.2cm . 몸체높이 22.6cm . 입자름 8.4 cm . 밑지름 10 .2cm 

뚜껑늪{)13.9cm. 자름 10. 8cm 

성보문호째단(호림박물관) 
Buncheong Barrel-shaped Vessel with Stamped 
Dots Design Buncheong LiddedJar with Inlaid Peony and scroll Design 

Treasure No. 1423 TreasLJe No .1068 
Joseon (15th century) 1 1 Item 1 Ceram ics 
H. 172cm. DIMouth)43cm. D(Basel10 .3cm 
Private Ownership ILeeum . Samsung Museum of Art) 

Joseon 115th centuryl11 Item 1 Ceram ics 
H(Total)252cm. H.(BodYI226cm . D(Mouth)84cm. D(Basel10 .2cm 
H(Lid)3 .9cm ‘ D(L에 10 .8cm 

Seongbo Cultural foundaton IHorim Museum) 

02 

분청사기 상감모란당초문 장군 
*精沙器 象樹土}뚜훔草文 ?훌本 

05 

분청사기 상감연화문 편병 
뺏춤沙器 象廠運花文 扁抽

보물제1400호 보물저1268호 

조선(15서끼)11점 |도자 조선(15세기)11접|도자 

높이 20.2cm 입지름 6.9cm. 밑지름 19.3cm 

개인소장 

놈이 19.1cm. 입지름 5.7cm 밑지름 1O.0cm 
국위경북대학교빅물관} 

Buncheong Barrel-shaped Vessel with Inlaid Peony and 
Scroll Design 

Buncheong Flat Bottle with Inlaid Lotus Design 

TreasLJe No . 268 
Treasure No. 1400 Joseon 115th centuryl11 Item 1 Ceram n:s 

H. 19 1cm. D(Mou뼈 57cm . D(BaseI10.0cm 
Public Ownership (Kyungpook National Universi에 

Joseon 115thcentury)11ltem 1 Ceramics 
H. 20.2cm . D(Mouth)69cm. D(BaseI19 .3cm 
Private αNnership 

03 

분청사기상감어문 매병 
初춤沙器 象嚴魚文 梅ml 網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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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저1347호 

조선(15서끼)11점 |도자 

높이 30.0cm. 입지름4.6cm. 밑지름10.4cm 

국유(국립중$엑물괜 

보물제1 422호 

조센15세기)11접|도자 

놈이 38 어n . 입지름 16 어n . 밑지름 13.9cm 

삼성문호}재단(삼성미술관 리움) 

Buncheong Prunus Vase with Inlaid Fish Design 

Treasure No. 347 
Joseon (15th centu에 11 Item 1 Ceram ics 
H. 300cm . D(Mouth)46cm. D(BaseI10.4cm 
Pu blic Ownership INational Museum of Korea) 

Buncheong Jar wi th Inlaid Peony Design 

Treasαe NO .1422 
Joseon (15th centu에 11 Item 1 Ceram ics 
H 짧 Ocm. D(Moutll)16 .0cm ‘ D(Base)1 3.9cm 
Samsung foundation (Leeum. Samsung Museum of A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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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분청사기상감모란문매병 
將춤沙器 象歸Îft文 梅觸

보물저1239호 

조선(15서|기)11접 |도자 

높이 28.Ocm . 입지름 5. 8cm. 밑지름 17. Ocm 

영남대학교(영남대학교벅물관) 

Buncheong Prunus Vase with Inlaid Peony Design 

Treasure No. 239 
Joseon (15th cent니에 11 Item 1 Ceram ics 
H. 28 .0cm. DIMouth) 5.8cm. o (Base) 17 。이n 
Yeungnam Un Riers ity IYeungnam University Museuml 

08 

분청사기 상감모란문 반합 
*精沙器 象홉챔土升文 飯효 
보물저|갱8호 

조선(15서|기)11점 |도자 

높이 16.0cm 몸자름 16.8cm 입지름 15.1cm 

개인(ξ용미술관) 

Buncheong Lidded Bowl with Inlaid Peony Design 

Treasure No. 348 
Joseon (15th century) 11 Item 1 Ceram ics 
H. 16.0cm . D.(Body) 16 .8cm. o IMouthl15.1cm 
Private Ownership (Gansong Art Museum) 

09 

분청사기 상감모란양류문 병 

*精沙器 象홉챔Îft:楊柳文 1ItL 
보물저11541호 

조선(15서171) 11접 |도자 

높이 30.9cm. 입지름 8.5cm. 밑지름 9.9cm 

성보문화재띤(호림빅물공9 

Buncheong Bottle with Inlaid Peony and Willow Design 

Treasure No. 1541 
Joseon (15th century) 11 Item 1 Ceram ics 
H. 309cm . DIMouth) 85cm. DlBase) 9.9cm 
Seongbo Cultural foundation (Horim Museum) 

638 도판목록 

10 

분청사기 상감파도어문 병 
t1춤沙器 象嚴波濤魚文 휴휩 

보물제1455호 

조선(15세기)11점 l도자 

높이 31.2cm. 입지름 7.1cm. 밑지름 8.0cm 

성보문화재단(호링박물관) 

Buncheong Bottle with Inlaid Wave and Fish Design 

Treasure No. 1455 
Joseon (15th centuryl11 Item 1 Ce떠m~s 
H. 31.2cm. DIMouthI71cm.DIBase) 8.ocm 
Seongbo Cultural foundation (Horim Mus밍Jml 

11 

분청사기 상감연화당초문 병 
*융춤沙器 象嚴運花홈草文 1ItL 
보물저11067호 

조선(15세기)11접 |도자 

놈이 31.7cm 입지름 8.0cm 밑지름 9.9cm 

국위국링중앙박물관) 

Buncheong Bottle with Inlaid Lotus and Scroll Design 

Treasure No . 1067 
Joseon (15th cent미이) 11 Item 1 Ceram K:S 

H. 31.7cm. DIMouth) 80cm. DIBase) 9.9cm 
Pub lic 。 이nership INational Museum of Korea) 

12 

분청사기 상감사각묘지 및 분청사기 인화문 사각편병 
뺑훔沙器 象嚴四角훌誌、 및 #싼춤沙器 I'êP花文 四角扁塊

보물제1450호 

조선( 1448년) 12점 |도자 

묘지 높이 20.5cm. 녀비 12.0cm 
펀병 높이 11 .5cm. 녀비2O.4-21 .2cm. 입지름 10. lcm 

이모래피시픽(O f모래피시픽미술펀 

Buncheong Memorial Tablet with Inlaid Inscription and Square Flat 
B。떠e with Stamped Design 

Treasure No. 1450 
Joseon (1448) 12 Items 1 Ceram ics 
Memorial Tablet . H. 20 냥m‘W. 12 .0cm 

flat Bottle • H. 11 5cm. W. 204-21Zcm. D.(Mouth) 101cm 
Amorepacific Corporation IAmorepacific Museum 01 Ar~ 



13 

분청사기 상감‘정통4년’명 김명리 묘지 
紹춤沙器 象嚴‘표統四年’銘 金明理 훌誌 
보물저11830호 

조선(15서 17 1) 11점 |도자 

높이 34.Ocm.몸지름 23.5cm 

안동김씨문온공파대증회(경기도박물관) 

Buncheong Memorial Tablet of Ki m Myeong-ri with Inlaid 
Inscription of “ the jeongtong Fourth γear ’ 

Treasure NO.1B30 
Joseon (15th century) 1 1 Item 1 Ceram ics 
H 340cm. D1Bc에 23 .5cm 

Munon Gongpa Sub-branch of the Andong Kim Clan (Gyeonggi Prov H1cial Museum) 

14 

분청사기 상감‘정통5년’병 어문 반형 묘지 
*分춤沙器 象嚴‘표統五年’銘 魚文 盤形 훌誌、 

보물저1577호 

조선(1440년)11점 |도지 

높이 9.4cm. 입지름 35. 8αn. 밑지름 13.0cm 
개인(심성미술관 리응) 

Buncheong Basin-shaped Memorial Tablet with Inlaid Fish Design 
an d Inscri p ti on 0 f “ the Fifth jeongtong Year" 

Treasure No. 577 
Joseon (1 440)11 Item 1 Ceram ics 
H. 94cm. D(Mouth)35Bcm. D(BaseI1 3.0cm 
Private αNnership (Leeum. Samsung Museum of A씨 

분청사기 상감‘정통13년’병 묘지 및 분청사기 일괄 
初춤沙器 象嚴‘표統十三年’銘 훌誌 및 *分좁沙器 一括

보물제1428호 

조선(1448년) 17점 | 도자 

묘지 높이 23.0cm. 녀비 11. 2 X 8.0cm; 반 높이 9.7cm. 입자름 28. 9cm. 밑지름 8.0cm 

접시 높이 2.3cm . 입지름 12.2-12. 6cm. 밑자름4 .2-4.7c미펀구발 높이 6.Ocm . 밑지름 20.3cm 

소호 1 높이 13.5cm 밑지름 13.2cm‘ 소호2 높이 15.8cm 밑지름2O.2cm 

개인(심성미술관 리응) 

Buncheong Mem이ial Tablet with Inlaid Inscription of “ the Thirteenth 
jeongtong Year" and Buncheong Wares 

Treasure No. 1428 
Joseon (1 448)17Items 1 Ceram~s 
Memorial Tablet :H. 230cm. W 11 .2 XB.Ocm; Bowl ' H. 97cm . D1Mouth)2B9cm. D.(Base) B.Ocm 
Dish : H. 2.3cm. D(Mωth)122-12.6cm. D(Base)42-47cm; Semi-globular Bowl : H. 6.ocm. D(Base)20 .3cm 
SmallJar 1 H. 135cm. D(Base)13.2cm; SmallJar 2 H. 15Bcm. D1Base)20.2cm 
Private Ownership (Leeum . Samsung Museum of Art) 

분청사기 칠화어문 항아리 
將춤沙器鐵畵魚文立뚫 

보물저1787호 

조선(15세기)11점 l도자 

높이 27.Ocm . 입지름 15.Ocm. 밑지름 9 .8cm 

개인(삼성미술관 리용) 

Buncheongjar with Fish Design in Underglaze Iron 

Treasure No . 787 
Joseon (15th century)11 Item 1 Ceram ics 
H. 27.0cm. D(Mouth) 150cm. D(Base)9.Bcm 
Private C 애ership (leeum. Samsung Museum of Ar t) 

17 

분청사기 철화당초문 장군 
뺏춤沙器 鐵畵훔草文 鏡本

보물저11062호 

조선(15세기)11접|도자 

놈이 18.7cm. 길이 29. 5cm 입자름 5.6cm 밑지름 8.8cm 

성보문호써단(호림박물관) 

Buncheong Baπe(-shaped Vessel with Scroll Design in 
Underglaze Iron 

Treas lJ'e NO .1062 
Joseon (15th century)11 Item 1 Ceram ics 
H. 1B7cm. L 29 5cm. D(Mouth)56cm. D(Base) B.Bcm 
Seongbo Cultural Foundation (Horim Museum) 

18 

분청사기 칠화모란문 장군 
將춤沙器 鐵畵#土퓨文 繹本

보물제1 387호 

조센15세기)11접|도자 

놈이 21.7cm. 입지름 5.2cm. 밑지름 31 .2cm 

개인(삼성미술관 리응〉 

Buncheong Baπel-shaped Vessel with Peony Design in 
Underglaze Iron 

Treasure NO .1387 
Joseon (15th century)11 Item 1 Ceram ics 
H. 21 ]cm. D(Mou삐 5.2cm ‘ D(Base)31.2cm 
Private Ownership (Leeum. Samsung Museum of Ar t) 

lndex of Plates 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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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청사기 박지모란문 장군 
將춤沙器 풍IJ뺨t升文 ?章本

보물저1107Q호 

조선(15서|기)11접 |도자 

길이 34.5cm. 입자름 5.3cm. 밑지름 15.4cm 
개인(삼성미술관 리응) 

Buncheong Barrel-shaped Vessel with Sgraffito Peony Design 

Treasure No. 1070 
Joseon (15th cent니에 11 Item 1 Ceram ics 
L. 345cm. D(Mouth)53cm. D 뻐ase) 154cm 
Private Ownership ILeeum. Samsung Museum 이 Art) 

분청사기 박지태극문 편병 
將춤沙器 풍JJ地太極文 扁1m

보물제1456호 

조선(15서|기))1점 |도자 

높이21.8cm 입자름 5 .4cm. 밑지름 8.6cm 

성보문화재단(호림빅물공” 

Buncheong Flat Bottle with Sgraffito Taegeuk Design 

Treasure No. 1456 
Joseon (15th century))1 Item ) Ceram ics 
H. 218cm . o (Mouth)54cm. o (8ase)8.6cm 
Seongbo C 니 I tural Fc 니 ndation (Horim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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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청사기 박지연회분 편병 
將춤沙器 풍JJ地運花文 扁1m

보물저11짧8호 

조선(15서171) )1접 |도자 

높이 24.0cm. 입지름 5.2cm. 밑지름 8.4cm 

개인(삼성미술관 리움) 

Buncheong Flat Bottle with Sgraffito Lo tus Design 

Treasure NO.1388 
Joseon (15th century))1 Item ) Ceram ics 
H. 24 .0cm . o (Mouth)5.2cm. o (8ase)8.4cm 
Private Ownership (Leeum. Samsung Museum of Art) 

640 도판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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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청사기 박지철채화문 병 
將춤沙器 承IJ地鐵彩花文 휴휩 

보물저 287.호 

조선(15세기)1 1점 l도자 

높이 20.4cm . 입지름 5.2cm. 밑지름 8.0cm 

개인(간송미술관) 

Buncheong Bottle with Sgraffito Floral Design in Underglaze Iron 

Treasure No. 287 
Joseon (15th centuryl)l Item ) Ce떠m~s 
H. 204cm. DIMouthI5.2cm. DIBasel8 .ocm 
Private C뻐ership IGansong Art Museu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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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청사기 음각연화문 편병 
*융춤沙器 陰~IJ運花文 扁1m

보물제1229호 

조선(15세기))1접 |도자 

놈이2O.5cm 입지름 5.0cm 밑지름 8.3cm 

개인(삼성미술관 리움) 

Buncheong F1at Botde with Incised 1ρtus Design 

Treasure No . 1229 
Joseon (15th cent미이))1 Item ) Ceram K:S 

H. 205cm. DIMou베 50cm.D IBase) 8.3cm 
Pnvate 0 씨nership (Leeum. Samsung Museum of A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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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청사기 음각수조문 편병 

뺑훔沙器 陰갖)J樹鳥文 扁1m

보물저11069호 

조선(15세기))1접 |도자 

놈이 22.6cm. 입지름 3.8cm. 밑지름 8.0cm 

개인(심성미술관 리응) 

Buncheong Flat Botde wi th Incised Tree and Bird Design 

Treasure No . 1069 
Joseon (15th century))l Item ) Ceram ics 
H. 22.6cm. o IMouth)3 .8cm. o IBase)8 .ocm 
Private Ownership (Leeum. Samsung Museum of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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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백자 달항아리(白磁 壺) : 보물 제1437호
	27 백자 달항아리(白磁 壺) : 보물 제1438호
	28 백자 달항아리(白磁 壺) : 보물 제1439호
	29 백자 달항아리(白磁 壺) : 보물 제1441호
	30 백자 사각발형 제기(白磁 四角鉢形 祭器) : 보물 제1457호
	31 백자 청화초화문 필통(白磁 靑畵草花文 筆筒) : 보물 제1059호
	32 백자 청화운룡문 항아리(白磁 靑畵 雲龍文 立壺) : 보물 제1064호
	33 백자 청화동정추월문 항아리(白磁 靑畵洞庭秋月文 壺) : 보물 제1390호
	34 백자 청화칠보난초문 병(白磁 靑畵七寶蘭草文 甁) : 보물 제1058호
	35 백자 청화철화'시'명나비문 팔각연적(白磁 靑畵鐵畵'詩'銘蝶文 八角硯滴) : 보물 제1458호
	36 백자 청화매월십장생문 팔각접시(白磁 靑畵梅月十長生文 八角楪匙) : 보물 제1063호
	37 백자 청화투각모란당초문 항아리(白磁 靑畵透刻牡丹唐草文 立壺) : 보물 제240호
	38 백자 청화화조문 팔각통형 병(白磁 靑畵花鳥文 八角筒形 甁) : 보물 제1066호
	39 백자 청화소상팔경문 팔각연적(白磁 靑畵瀟湘八景文 八角硯適) : 보물 제1329호

	분청사기(粉靑沙器)(Buncheong)
	1 분청사기 인화점문 장군(粉靑沙器 印花點文 獐本) : 보물 제1423호
	2 분청사기 상감모란당초문 장군(粉靑沙器 象嵌牡丹唐草文 獐本) : 보물 제1400호
	3 분청사기 상감어문 매병(粉靑沙器 象嵌魚文 梅甁) : 보물 제347호
	4 분청사기 상감모란당초문 유개항아리(粉靑沙器 象嵌牡丹唐草文 有蓋壺) : 보물 제1068호
	5 분청사기 상감연화문 편병(粉靑沙器 象嵌蓮花文 扁甁) : 보물 제268호
	6 분청사기 상감모란문 항아리(粉靑沙器 象嵌牡丹文 壺) : 보물 제1422호
	7 분청사기 상감모란문 매병(粉靑沙器 象嵌牡丹文 梅甁) : 보물 제239호
	8 분청사기 상감모란문 반합(粉靑沙器 象嵌牡丹文 飯盒) : 보물 제348호
	9 분청사기 상감모란양류문 병(粉靑沙器 象嵌牡丹楊柳文 甁) : 보물 제1541호
	10 분청사기 상감파도어문 병(粉靑沙器 象嵌波濤魚文 甁) : 보물 제1455호
	11 분청사기 상감연화당초문 병(粉靑沙器 象嵌蓮花唐草文 甁) : 보물 제1067호
	12 분청사기 상감사각묘지 및 분청사기 인화문 사각편병(粉靑沙器 象嵌四角墓誌 및 粉靑沙器 印花文 四角扁甁) : 보물 제1450호
	13 분청사기 상감'정통4년'명 김명리 묘지(粉靑沙器 象嵌'正統四年銘' 金明理 墓誌) : 보물 제1830호
	14 분청사기 상감'정통5년'명 어문 반형 묘지(粉靑沙器 象嵌'正統五年'銘 魚文 盤形 墓誌) : 보물 제577호
	15 분청사기 상감'정통13년'명 묘지 및 분청사기 일괄(粉靑沙器 象嵌'正統十三年'銘 墓誌 및 粉靑沙器 一括) : 보물 제1428호
	16 분청사기 철화어문 항아리(粉靑沙器 鐵畵魚文 立壺) : 보물 제787호
	17 분청사기 철화당초문 장군(粉靑沙器 鐵畵唐草文 獐本) : 보물 제1062호
	18 분청사기 철화모란문 장군(粉靑沙器 鐵畵牡丹文 獐本) : 보물 제1387호
	19 분청사기 박지모란문 장군(粉靑沙器 剝地牡丹文 獐本) : 보물 제1070호
	20 분청사기 박지태극문 편병(粉靑沙器 剝地太極文 扁甁) : 보물 제1456호
	21 분청사기 박지연화문 편병(粉靑沙器 剝地蓮花文 扁甁) : 보물 제1388호
	22 분청사기 박지철채화문 병(粉靑沙器 剝地鐵彩花文 甁) : 보물 제287호
	23 분청사기 음각연화문 편병(粉靑沙器 陰刻蓮花文 扁甁) : 보물 제1229호
	24 분청사기 음각수조문 편병(粉靑沙器 陰刻樹鳥文 扁甁) : 보물 제10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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