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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내면서

문화예술은	우리들	정신문화에	영양을	공급하여	건전하게	만드는	일로	특히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	훌륭한	자양이	됩니다.	문화예술의	다양한	장르	중에서도	미적	

아름다움이	뛰어난	공예예술은	쓰임의	기능에	있어서도	우리	전통의	생활문화와	함께	

하고	있는데	도자예술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자기는	천년의	역사를	지나오며	세계	속에서	그	아름다움과	독창적인	기술

로	인정받았고	우리	스스로의	자긍심도	높였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민족	고유의	타고난	

예술성과	전통을	소중히	하고	아끼는	선한	마음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도자예술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할	청소년들에게	특히	공감되도록	하

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자	역사와	선조들의	예술세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그들의	정신문화에	건전한	활력을	주고	훌륭한	문화예술에	대한	자부

심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이	책은	경기도	도자역사를	한	눈에	조망하고	조상들이	예술세계를	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용	도자역사·예술	이론서입니다.	시흥,	용인,	고양	등은	우리나라	청

자와	백자가	시작한	곳인데	현대도자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이천,	여주,	광주	등과	함께	

역사와	현대를	아울러	새로운	시각으로	경기도	도자기를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특히	금년은	경기도	정도	60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우리	도자기	발생과	전개	과

정에서	선조들	삶	속에	깊숙이	자리했던	예술과	기술의	흔적을	자세히	정리해	경기도자

박물관	교육총서	시리즈로	엮고자	합니다.	이번에	그	첫걸음으로	『경기도자	이야기』를	

발간하는데,	청소년들의	문화적	소망에	좋은	지침서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2014.	6.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이		완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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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도자기란?

도자기는 흙으로 모양을 빚은 다음 불에 구워서 흙 본래의 성질을 변화시킨  

것으로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새롭게 발견해 낸 뛰어난 창작품이다. 또한  

선사시대부터 음식을 만들고 담는 것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요긴하게 사용

되면서 인류의 역사발전에 있어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지리적, 문화적 중심에 있는 경기도에서 도자기가 생산과 소비를 

통해 다양하게 발전하였다.

1. 도자기의 의미

도자기란 “흙으로 모양을 만들고 불에 구워서 새로운 성질의 물건으로  

만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흙은 끈적끈적한 점성을 가지고 있어서  

손으로 쉽게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다. 흙속에 포함되어 있는 다량의  

모래성분인 규소는 높은 온도에서 녹아 유리와 같이 변화되는데, 흙의 이러

한 성질을 이용하여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물건을 만든 것이 바로 도자기다. 

그러므로 도자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요소는 흙과 물, 불, 그리고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느 한 가지만 없어도 도자기는 완성될 수 없으며, 특히  

사람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물, 불, 흙과 같은 조건이 갖춰져도 이것들을  

성질을 조합하여 쓸모 있는 도구로 만드는 지혜는 사람에게서 나오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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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따라서 도자기는 인간이 창조해 낸 위대한 유산의 하나이며, 문명의  

발달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하다.

 ⇜ 도자기 성형방법

물레성형

판성형

서리기

형압성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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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흔히 도자기라 하면 박물관에 전시된 고려시대 청자나 조선시대  

백자, 집에서 사용하는 밥그릇, 화장실 벽에 붙은 타일 등을 생각한다. 그

러나 우주왕복이 대기권을 통과할 고온에서 견디도록 하는 비행체 표면의  

단열재, 컴퓨터의 반도체칩 이런 첨단 과학에서도 사용된다. 이처럼 도자기

는 생각보다 폭넓게 사용되는데 앞으로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더 무궁무진

하게 활용될 것이다.

그런데 도자기는 과연 생활용품, 과학제품이기만 할까? 우리들 생활에 반드

시 필요한 용품이면서 생활을 보다 아름답고 풍요롭게 꾸며주는 미술품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또 반짝반짝 빛을 내는 아름다운 그릇들은 그 자체로 

 ⇜ 인간이 만든 마법의 돌 도자기!

도자는 현재 먹고 마시는데 사용하는 그릇은 물론  

화분이나 장독, 화장실 세면대나 변기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생활 속에 스며들어 있다. 또한 도자 재료는 높은  

온도를 견뎌야 하는 로켓 부품이나 인체에 해롭지  

않은 의료기구로 응용되어 과학과 의료시설의 발전 

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우주왕복선 표면은 도자

기 타일 3만장으로 덮여 있다. 이 타일은 1,500℃의  

열에도 녹지 않는다. 우리에게 더 많은 이로움을 줄 수 

있는 도자의 미래를 상상해 보자.

인공 관절 및 인공 치아의 소재로 이용되는 도자의 예 도자기 타일이 사용된 우주왕복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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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 미술품이면서 우리 생활에 유익한 도움을 주는 생활용품이기도 하다. 

이처럼 미술품이면서 생활용품인 것, 아름다우면서도 쓸모 있는 물건을 우리

는 공예품이라고 부르는데, 도자기는 대표적인 공예품이라고 할 수 있다.

 ⇜ 조상의 지혜가 담겨있는 계영배(戒盈杯)!

술잔을 2/3 이상 채우면 술이 사라진다!

계영배(戒盈杯)란 사이펀의 원리를 이용한 잔이다. 잔 속

에 구부러진 빈 관을 만들어 놓고, 그 관이 구부러진 높이 

아래로 술을 채우면 보통 잔과 같이 술을 마실 수 있지만, 

관의 높이 보다 술이 높게 채워지면 술이 모두 사라져 버

리는 마법의 잔이다. 공기로 채워져있던 좁은 관이 술로 

채워지면서 관 바깥 쪽과의 압력 차이로 술이 잔 바깥으

로 흘러나오게 된다. 인간의 끝없는 욕심을 경계해야 한

다는 조상의 교훈과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도자기이다.

사이펀(Siphon)의 원리

사이펀이란 본래 용기의 액체를 위로 빨아올려 더 낮은 곳으로 내려보내기 위해 양쪽의  

길이를 서로 다르게 구부려놓은 관을 말한다. 좁은 관 속에 공기가 남아 있으면 잔의  

수면에 작용하는 대기압과 관 속의 대기압이 평형을 이루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만, 관 속에 물이 채워지면 관 속에 작용하던 대기압은 사라지는 반면에 잔의 수면에  

작용하는 대기압에는 변화가 없게 된다. 이 때 생기는 기압의 압력 차이 때문에 물이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고 관을 따라 잔을 넘어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원리이다. 

술을 2/3 이상 부으면 모두 밑으로 새어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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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자기의 종류

‘도자기(陶磁器)’라는 말은 한자의 ‘도기(陶器)’와 ‘자기(磁器)’를 합친  

말이다. 우리말로 도기는 ‘질그릇’이라고 하고 자기는 ‘사기그릇’이라고  

하니까 도자기는 결국 질그릇과 사기그릇을 묶어서 부르는 말인 것이다.

질그릇은 넓은 의미로 우리가 토기, 도기, 와기, 옹기, 오지그릇이라고 부르

는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데, 보통 진흙으로 그릇을 빚은 다음 약 1100℃  

이하의 약한 불로 구워낸 것을 말한다. 질그릇의 원료인 진흙은 우리나라의 

강가나 논바닥 같은 해발고도가 낮은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모양을 

빚어 만들기가 비교적 수월하기 때문에 큰 그릇을 제작하는데 적합하다.

질그릇은 이와 같이 재료를 채취하기가 쉽고 제작이 간편하기 때문에 인류

가 가장 먼저 창조한 도구 중 하나다. 그런데 질그릇을 만드는 진흙 속에는 

규소(SiO2)와 알루미나(Al2SO4)같은 유리질을 형성하는 요소 뿐만 아니라 

철, 망간, 석회, 기타 유기물과 여러 이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때문에 순

도가 높은 유리질 재료를 사용하는 사기그릇만큼 단단하고 깨끗하게 만들

기는 어렵다. 그래서 옛 부터 질그릇은 값싸고 큰 저장용 항아리나 조리용

구, 건축재료 등을 만드는데 많이 이용되었는데, 대표적으로 빗살무늬토기

를 비롯한 각종 토기, 기와, 벽돌, 옹기 등이 있다.

사기그릇은 질그릇과 비교할 때 보다 단단하고 깨끗한데 청자나 백자, 분청 

사기, 흑유자기 등이 여기에 포함한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각종 첨단 

세라믹 소재들도 대부분 재료의 특성상 사기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사기 



청소년을 위한 경기도자 이야기   ◆   17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리질 성분인 규소와 알루미나가 많이 포함된  

고령토(caolin)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처럼 순도가 높은 흙은 주로 산간 

지방에서 광맥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채취하기가 쉽지 않다. 더군다나 고령

토를 사기그릇으로 온전히 성질변화 시키려면 1,200℃ 이상의 높은 온도가  

필요하고, 또한 진흙에 비하여 점성이 떨어져서 원하는 형태로 만들기 어

렵다. 이러한 이유로 사기그릇은 질그릇에 비해 값이 비싼데, 질그릇 보다  

깨끗하고 단단해서 작고 귀한 그릇을 만드는데 더 적합하다. 사기그릇은  

사발이나, 찻잔, 병, 주전자와 같은 음식용기와 연적, 등잔, 베개, 요강과  

같은 생활용기로도 많이 만들어졌다. 산업과 경제가 발달한 현대에는 보다 

많은 종류의 사기그릇이 애용되고 있다.

청자나 백자를 1200℃ 이상에서 굽게 되면 대략 15% 정도 수축하게 되는데 뚜껑이 있는 그릇은 특히 불량품이 많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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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시대

600℃

강 근처에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강 주변

의 흙을 이용하여 토기를 

만들었다.

토기는 음식을 저장하거나 

요리할 때 쓰였으며, 이후 

모양과 기능이 다양해진다.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1,100℃  

이상

중국의 문화를 받고 이

를 한국식으로 바꾼 호자 

( 호 랑 이  모 양 의  도 기 ) ,  

벼루, 뼈항아리 등의 다

양한 도기가 발전한 시기 

이다. 이후 일본의 문화 

에도 영향을 주어 그들의 

도자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통일신라 

시대

1,100℃  

이상

여러가지 무늬를 도장에 

파서 도자의 표면을 찍어 

장식한 도기가 유행하였다. 

불교의 영향으로 다양한 

뼈항아리도 만들어졌다.

빗살무늬토기

말탄인물형토기 

인화문 뼈항아리

민무늬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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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기

고려시대
청자

1,200℃

유약에 산화철이 약간 포함

되어 있어 불에 구우면 옥

빛깔과 같은 청록색을 띠는  

자기로 고려시대에 널리  

유행하였다. 그 때 중국에서

도 고려청자의 아름다움을 

높이 칭송하였다. 

조선시대

분청사기

1,200℃

고려 상감청자의 제작방식

을 바탕으로 장식기법과  

소재, 제작방법 등이 새롭고 

다양하게 발전된 자기이다. 

분장회청사기(粉裝灰靑沙

器)의 준말로 청자에 백색의 

흙물을 겉에 바른 자기이다. 

고려 말부터 조선 초까지 약 

200여년에 걸쳐 우리나라

에서만 만들어졌다.

백자

1,300℃

백색의 흙으로 모양을 만들

고 표면에 투명유약을 입혀 

높은 온도에서 구워낸 백색

의 자기이다. 조선시대 국가

에서 운영한 가마인 ‘관요(官

窯)’ 즉, 사옹원 분원이 경기

도 광주에 생기면서, 빠르게 

발전하고 전국에서 유행하

게 되었다. 

청자상감 구름과 학무늬 매병

분청음각 물고기무늬 편병 

백자청화 모란문 대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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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기 만들기

1. 원료 준비하기

2. 형태와 문양을 만들기

3. 불에 구워 완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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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도자기 만들기

1. 원료 준비하기

 ■ 원료채취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자기는 사용하는 흙의 성분에 따라서 질그릇이 

되기도 하고 사기그릇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무엇을 만들 것인가에 따라 

거기에 맞는 종류의 흙을 준비해야 한다.

기와나 벽돌을 만드는 흙은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매끈한 백자그릇을 만들

고 싶다면 땅속 깊은 곳에서 불순물이 적고 순도가 높은 고령토를 캐내야 

한다. 이렇게 채취한 흙은 그 자체만 사용하기도 하지만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성분이 다른 흙을 섞어 쓰기도 한다. 많은 경우 도자기를 만드는 흙과 

그릇 표면에 입히는 유약에 쓰는 흙은 다른데 유약 흙에는 유리질 성분인 

규사의 비중이 높다.

 ■ 수비와 연토

깨끗하고 질 좋은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연에서 채취한 흙을 정제해

서 사용해야 하는데, 특히 입자가 굵은 모래알갱이나 지푸라기, 철분 등을 

걸러주어야 한다. 그래서 옛 부터 도자기 장인들은 큰 물웅덩이를 만들어 

흙을 넣고 휘휘 저은 다음 채로 걸러 고운 앙금만을 가라앉혀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작업과정을 ‘수비(水飛)’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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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비

조선시대 백자가마 작업장에 있는 수비시설 (가평 하판리 백자요지, 17세기 말 ~ 18세기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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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비된 고운 흙은 적당히 말린 다음 흙속에 포함된 기포를 빼기위해 발로  

자근자근 밟아 반죽하는데, 이 작업을 ‘연토(練土)’라 한다. 흙속의 기포를 

없애지 않으면 그릇을 구울 때 공기구멍이 터지거나 부풀어 올라서 표면을 

매끈하게 할 수 없게 된다. 오늘날에는 수비와 연토 과정을 기계가 대신하기 

때문에 제작과정이 단순화되어 보다 편리하게 도자기를 만들 수 있다.

연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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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태와 문양을 만들기

 ■ 성형과 정형

잘 반죽된 흙은 적당한 크기로 떼어 물레에 올려놓고 그릇을 만들게 된다. 

물레는 원판을 회전시키는 장치인데, 옛날에는 장인이 발로 차 회전시켰지만 

요즘은 전동모터로 돌리기 때문에 그만큼 그릇 형태를 만드는데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물레의 형태와 이용하는 방법은 질그릇과 사기그릇이 약간 다른데, 질그릇

에 사용하는 흙은 점력이 크기 때문에 물레를 천천히 돌리면서 타레쌓기나 

테쌓기 같은 기법을 사용한다. 반면 사기그릇의 흙은 손에 잘 달라붙지 않

을 뿐만 아니라 점력도 적당하여 물레에 흙덩이를 올려놓고 보다 고속으로 

회전시키면서 비틀거나 늘려가면서 만든다. 이 경우 숙련된 장인은 하루에 

성형과 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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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발을 500개 이상 만들 정도로 효율적이다.

물론 도자기의 형태는 물레를 사용하지 않고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려시대의 ‘청자쌍사자두침’은 두터운 흙판 위에 사자 두 마리를 앉히고  

그 위에 보다 얇은 판을 얹어 베개를 만든 것이며, 조선시대 ‘백자상형연적’

들은 복숭아나 두꺼비 모양을 손으로 빚어 형태를 만들고 조각칼로 다듬어 

완성한 것이다. 그리고 현대에는 컨베이어 시스템에 의한 기계식 물레로 찍어

내거나 형틀에 흙물을 부어 만든 도자기들이 대량으로 생산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여러 방법으로 형태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성형(成形)‘이라고 한

다. 성형이 끝난 도자기는 완전히 마르기 전에 칼로 굽을 깎고 표면을 매끄

럽게 다듬게 되는데 이것을 ‘정형(整形)’이라고 한다.

청자쌍사자두침 (고려, 12세기) 청화백자두꺼비연적 (조선, 18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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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문

성형과 정형을 마친 그릇은 여러 가지문양을 장식하는데 이를 ‘시문’이라고 

한다. 특히 조각문양은 아직 마르지 않은 그릇에 음각, 양각, 투각, 인각과 

같은 기법으로 도안을 새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기계식으로 제작할  

때에는 틀에 대고 찍어낼 때 문양도 함께 찍을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는  

압출양각 혹은 형압기법이라고 한다. 특히 고려청자의 경우처럼 음각한 면

이나 선에 검은색이나 흰색 흙을 메워 넣는 상감기법을 써서 도자기를 화려

하게 장식하기도 한다.

시문 (문양 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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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양은 여러 가지 색깔을 내는 광물성안료, 검푸른색과 검붉은색을 내는 

철, 녹색이나 붉은색을 내는 구리, 푸른색이 나는 코발트와 같은 안료로  

그림을 그리는데 흙물이 묻어나지 않도록 초벌구이를 먼저 한다. 중국이나 

일본 백자처럼 보다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유약을 발라 구워 

완성된 도자기의 표면에 에나멜과 같은 다양한 색깔의 안료로 문양을 추가

하고 낮은 온도에서 구워낸다.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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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에 구워 완성하기

 ■ 초벌구이

형태와 문양이 완성된 그릇은 마지막으로 불에 구워야 비로소 도자기가  

된다. 대부분의 질그릇은 한번만 구워도 사용할 수 있지만 사기그릇은 보통 

두번을 구워야 하는데, 처음으로 굽는 것을 초벌구이라고 한다. 초벌구이는  

완전히 마른 그릇을 가마에 넣고 700～800℃ 가량의 온도로 불을 때서  

그릇 속의 유리성분들이 살짝 엉겨 붙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초벌구이를  

하는 이유는 그릇의 표면에 유약을 입힐 때 그릇이 젖어서 녹는 것을 막고 

몸체에 유약이 잘 녹아 골고루 단단하게 붙도록 하기 위해서다.

 ■ 시유

유약은 일종의 유리막으로 그릇에 아름다운 광택을 주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유약은 유리가 되는 모래성분의 흙과 흙이 잘 녹

도록 도와주는 나무재(동양에서 주로 사용한 재료 ; 고화도유약 - 인체에 

무해하며 유약에 투명한 광택이 있음)나 납(서양에서 주로 사용한 재료 ;  

저화도유약 - 인체에 해로우나 유약에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음) 등을 물에 

풀어서 만든다. 유약물 속에 초벌구이한 그릇을 담궈 골고루 유약을 바르고

(施釉) 잘 말린 다음 재벌구이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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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벌구이

가마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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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 (유약 입히기)

재벌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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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벌구이

재벌구이는 약 1,200～1,300℃

의 온도로 불을 때며 가마 안의 

온도가 약 1,000℃ 이상 올라

가면 서서히 유약이 녹기 시작

한다. 유약이 완전히 녹은 다음 

흘러내리기 전에 불을 멈추고  

가마를 천천히 식히는데 이  

과정에서 유약은 투명하게 변

하여 비로소 도자기가 완성 

된다. 불의 세기나 가마 속에서 

불길의 흐름, 불의 온도가 미세

하게 변하는데 따라서 도자기

가 잘 구워지기도 하고 잘못되

기도 한다. 때문에 불을 때는  

일은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

에서 가장 어렵고도 예측하기  

힘든 일이라고 할 수 있다.

 ⇜ 재벌할 때 가마 내 재임방법

갑번

상번

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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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나 조선시대 도자기를 굽는 가마는 경사진 구릉에 길쭉한 터널과 

같이 만드는데 ‘등요’ 또는 ‘오름가마’라고 한다. 장작은 소나무나 참나무

를 주로 사용했다. 이것은 낮은 산이 많고 나무가 풍부한 우리나라의 자연

조건을 지혜롭게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름가마는 불을 때고  

불을 조정하기 어렵고 그릇에 나뭇재가 묻는 등 불편한 점이 많다. 오늘날 

에는 상자모양으로 개량된 가스가마를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우리 도자기의 전통을 지키고 옛스러운 맛을 살리기 위해 여전히 발 물레와 

장작 가마를 고집하는 도예가들도 있다.

선별 및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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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속의 

우리 도자기

1. 토기의 등장과 문명의 발생

2. 자기의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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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세계 속의 우리 도자기

1. 토기의 등장과 문명의 발생

 ■ 토기는 어디에서

인류는 언제부터 토기를 만들어 사용했을까? 또한 처음 토기를 만들었던 곳

은 어디일까? 아프리카에서 인류가 기원한 것처럼 토기도 아프리카에서 제일 

먼저 시작된 것일까?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 궁금해 한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은 없다. 흔히 구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의 시간적 구분은 1만

년을 경계로 이전을 구석기시대, 이후를 신석기시대라고 한다. 물론 세계 여

러 지역의 특성에 따라 차이는 있다. 시간적으로 나누는 것 외에 토기의 사용 

유무도 이들 시기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아왔다. 그런데 최근의 발굴조사

에서 12,000년 전에 제작한 토기들이 출토되고 있다. 주로 중국과 러시아 경

계인 아무르강 유역과 일본에서 출토되었다. 여전히 보다 많은 유적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진행되어야겠지만 동북아시아에서 이른 시기부터 토기를 사

용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 문명과 토기

토기를 만들어 사용한 것은 신석기시대인데, 세계 각지에서 동시에 시작한 

것은 아니며, 서로간에 영향을 주고 받았지만 문화의 전파속도는 지금과

는 다르게 아주 느렸다. 신석기시대에 접어들어 농경이 시작되고 여기에 맞

춰 토기도 보다 다양하게 필요로 했다. 당시 토기는 저장, 운반, 요리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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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을 것인데, 특히 저장용 토기와 요리용 토기는 농사와 관련성이 많다.  

농경은 불규칙하고 자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

었다. 농사로 인해 한 곳에 정착하게 되니 비로소 ‘축적’도 가능해진 것 

이다. 지식의 축적만이 아니라, 경제적 힘도 축적이 되고 이는 문화발전에도 

영향을 미쳤다. 세계의 농경문화권, 즉 세계 주요 문명권은 중국 황하문명,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강의 메소포타미아, 나일강의 이집트 문명, 인더스강

의 인더스 문명을 들 수 있다. 흔히 ‘세계 4대 문명권’이라고 부른다. 공통

점은 모두 강을 끼고 있고, 농사에 적당한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시기적으로는 B.C. 3,000년을 전후해서 발생했다.

세계 4대 문명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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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도자변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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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것은 이들 문명권은 대략 동에서 서로, 좌에서 우로 퍼져있다는 것

이다. 남북극을 잇는 경도(經度)를 따라서가 아니라 태양을 따라가는 길, 

위도(緯度)로 펼쳐져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식량의 이동이건 가축

의 이동이건 문명은 위·아래로가 아닌 동·서로 교류하였는데 이는 사람들

이 살아가는데 보다 유리한 기후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고대 도자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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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의 제작

자기는 제작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기술과 문화를 결합한 최첨단 산업이었

다. 지금으로 본다면 반도체 산업에 비유할 수 있겠다. 그래서 자기는 오랜 

기간 동안 처음 만든 중국의 전유물이었다. 청자를 만들던 월주요와 용천, 

백자의 중심 경덕진은 중요 생산지로서 세계 도자사에 이름을 남기고 있다. 

이후 중국의 자기는 한반도와 베트남, 일본에 전해져 각기 개성있는 발전을 

이루었다. 대항해시대 유럽에서는 중국자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 여러 나라들이 각축을 벌인다. 한편으로 자체 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마침내 18세기에는 유럽에서도 자기 제작에 성공하게  

된다.

용천청자 가마터용천청자 항아리 (중국, 15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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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자기의 절대강자, 중국

중국에서 자기를 처음 만든 것은 한나라 때로 세계에서 최초였다. 중국자

기는 일찍이 중동, 아프리카에 까지 전해질 정도로 질적 수준이 높아 대외적

인 수요가 많았다. 대항해시대 이후로 1602년 포르투칼 상선 ‘캐슬리나호’

에 실렸던 수 많은 중국도자기가 암스테르담에서 경매되자 유럽 각국의 왕

들과 부자 귀족들의 관심이 일제히 이곳에 쏠렸고 그들은 앞을 다투어 이를 

구입했다. 유럽의 힘 있는 군주, 귀족, 상인들은 중국도자기에 대한 가치에 

눈을 뜨고 중국으로의 관심을 집중했다. 명나라가 멸망한 뒤 청나라 강희제

가 1673년 해상금지령을 풀자 유럽 각국은 광조우(廣州)에 자신들의 상업

거점을 설립하여 대대적으로 도자기를 주문하였다. 당시 중국의 백자생산지

는 질 좋은 도자기 흙이 풍부한 경덕진이 그 중심이었는데, 유럽인들의 수요

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중국 자기 제작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그릇의 모

양이나 문양 등 중국 전통에 기반한 제작에서 벗어나 유럽인들이 선호하는 

도안, 생활용구를 생산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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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화백자능화무늬 팔각매병

(중국 원, 경덕진, 14세기 중엽)

청화백자포도무늬 접시

(중국 명, 경덕진, 1403년 ~ 1424년)

오채나비무늬 주전자

(중국 청, 경덕진, 17세기 말 ~ 18세기 초)

오채문자무늬 뚜껑달린발

(중국 청, 경덕진, 18세기 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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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들어 독일의 마이센을 시작으로 유럽에서도 백자를 생산하게 되자 

차츰 중국 자기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었다. 또한 영국의 동인도회사가 앞장 

서 이윤이 더 큰 아편무역으로 해상 운송라인을 옮겨가자 유럽에서 중국도

자기 입지는 더욱 줄어들었고 차츰 쇠퇴하였다.

"판탈롱과 콜롬번" 인물상 CJ.J. 캔들러 소조

(독일, 마이센, 1741년경)

녹색 화병

(프랑스, 세브르, 1755년 ~ 1756년)

청색 스텐실 장식의 커피주전자

(이탈리아, 도치아, 1750년경)

크림웨어 바구니

(영국, 웨지우드, 17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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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와 조선의 도자

<상감청자와 청기와, 세계 최고의 기술>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부터 중국의 자기가 유입되어 이미 그 가치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태토, 가마구조, 굽는 온도, 유약 등에 있어서 토기와는 기술의 격차

가 컸으며, 중국에서 기술의 유출을 우려해 철저히 통제하였기 때문에 고려 

시대에 와서야 자기를 만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중국과 가까운 한반도  

중서부지역에서 중국 방식으로 청자를 만들었지만, 차츰 우리 전통의 것에 

기반 하여 비색청자(飛色靑磁)를 완성하였으며, 고려만의 독창적인 상감 

청자(象嵌靑磁)도 개발하였다.

수준 높은 상감청자의 제작지로는 강진과 부안이 있는데, 특히 강진 사당리 

청자가마터에서 수막새와 암막새에 정교한 문양까지 넣은 청자기와가 발굴

청자연판무늬 발

(중국 남조, 6세기, 천안 용원리 출토)

양모양 청자

(중국 동진, 5세기, 원주 법천리 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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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당시 화려했던 왕실과 귀족사회의 단면을 잘 보여준다. 강진과 부안에

서 만든 청자는 당시 최대 수요처였던 개경까지 해상으로 운송되었다. 요즘

도 가끔 언론매체에 서해바다에서 고려청자가 발굴되었다는 기사가 등장하

는데, 당시 청자운반선이 서해안의 빠른 조류로 인해 침몰했기 때문이다.

고려청자는 14세기 중반 들어 왜구의 노략질이 극심해지면서 해안의 청자  

기반시설과 장인들이 내륙으로 흩어지고, 또한 중국에서 자기의 중심이  

백자로 이동하면서 품질과 수준이 저하되고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백자의 분원 경쟁력 충분, 문제는 자원>

조선을 대표하는 자기는 백자다. 조선백자는 1467년 경 왕의 식사와 궁궐 

내 음식을 담당하는 관청인 사옹원(司饔院)이 분원(分院)을 경기도 광주에 

설치되면서 왕실 주도의 백자를 생산이 본격화 되었다.

백자는 처음에 토산물로 지방에서 공납되다가 왕실에서 직접 운영하는 관

요체제로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제작되어 조선시대 전 기간 그 명맥을 이어

나갔다. 백자 가운데서도 백색의 바탕 위에 기품이 있는 청색의 그림을 그린 

청화백자는 조선을 대표하는 고급백자로서 왕실과 국가적 차원의 그릇으로 

큰 변화 없이 진중하게 그려졌다. 17세기에는 전란으로 한때 요업이 침체되

어 청화백자를 대신한 철화백자를 제작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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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청화백자는 사대부계층

에게도 오랜 시간 동경과 애호

를 받아왔고 경제의 활성화로  

제작 또한 수요에 맞춰 점차  

증가되었다. 조선의 청화백자는 

중국 명ㆍ청대 청화백자의 영향

을 받은 중국풍의 청화백자가  

제작되는 한편, 이를 조선에  

걸맞은 미감으로 소화하였다. 

백자의 바탕을 화폭으로 삼아 

당시 유행한 조선회화가 그려지

거나 다양한 기법을 조화시켜 

독특한 조선백자 문화를 형성해

갔다.

조선백자는 19세기 후반에 와서 일본과 서양의 대량생산체제에 밀려 점차 

경쟁력을 잃었으며, 일제강점기에 접어 들어서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숙종(肅宗) 임금 때 조명겸(趙鳴謙)이 강원도 양구 백성들의 백토 채취 어려움에 대해 

아뢰기를 “백토는 높고 깊은 산 속에 있어서 이것을 캐기 위해 양구 주민 500여 가구가 

동원됩니다. 광맥을 찾아 어렵게 백토를 캐다가 토사가 무너져 사람이 죽는 사고가 매

년 발생합니다. 또 그렇게 해서 몇 달 동안 채취하는 백토는 겨우 500석(1,000가마니) 

정도 됩니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으로 당시 백토 채취의 어려움을 알 수 있다.

분원 백토 생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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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과 일본

<베트남, 색다른 청화를 만들다>

베트남은 그 역사에서 중국과 밀접한데, 특히 하노이를 중심으로 한 북부 

지역은 그 중심에 있었다. 14세기 들어 중국의 영향으로 베트남 청화가 탄

베트남 자기유적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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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게 된다. 베트남의 청화는 한국, 중국, 일본과는 조금 다른데 태토가  

완전한 자기질이 아니라 반자태여서 표면에 화장토를 입히고 청화로 문양을 

넣은 뒤 투명유약을 씌워 구웠다. 도자 생산지로 하노이 근처에 있는 박닌, 

남삭, 밧짱 등이 있다. 이들 요지는 지리적으로 수도와 가까울 뿐만 아니라 

하천을 통하여 도자기를 해외로 수출하기에 편리하였다. 15세기에 와서는 

명나라 청화백자의 영향으로 청화의 발색이 선명하고 문양을 빽빽하게 배치

하는 등 가장 아름다운 청화를 만들었다. 청화 문양으로 모란, 연화, 국화 

등과 수초, 물고기 문양을 많이 사용하였다.

밧짱은 도시 전체가 도자기를 제작하거나  

판매, 체험과 관련한 일에 종사한다.

청화백자 대접 (베트남 레왕조, 15세기)

밧짱 전통가마 불지피기

청화백자메기무늬 접시 (베트남 레왕조, 15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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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나라 초 민간인의 해외 도항과 무역을 금지(홍무4 1371년)함에 따라  

아시아 각국의 중국 청화에 대한 수요는 베트남 청화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그릇 종류는 접시, 사발, 항아리, 병, 주자, 합 등이 많았다.

명·청 교체기를 지나 17세기 후반에 이르러 청나라가 해금정책을 풀고 경덕

진요를 재편하자 중국 도자기산업이 다시 활기를 띠고 수출이 급증하였다. 

그러자 베트남 자기는 아시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국내 시장을 중심으로 

제작활동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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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쟁 뒤 백자를 만들다>

일본은 중국과 교역을 통해 중국 자기에 대한 선망을 키워왔다. 오다 노부

나가와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다도 스승인 센노 리큐가 다도를 완성하고 소

박하고 투박한 조선의 다기를 소박한 다도에 어울리는 도구로 받아 들이자 

조선의 그릇에 관심이 높아졌다. 한편 임진왜란(壬辰倭亂 1592~1598)을 

통해 1천 여명의 조선 도공들을 납치해 갔지만 흙을 얻지 못해 한동안 백자 

를 만들지는 못했다. 1616년 조선 도공 이삼평이 아리타에서 도석광산을  

발견하면서 일본에서도 본격적으로 백자가 시작되었다.

일본 도자유적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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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 중반에 들어 백자제작 양상은 조선의 영향에서 벗어나 중국식 요업

체계로 대전환이 이루어졌다. 이는 명·청 교체기 혼란으로 중국 요업기술  

유출에 따른 것이었다. 또한 1661년 해안 50리 안 주민들을 내륙으로 이동

시키는 천계령(遷界令)으로 경덕진 백자의 수출이 어려워 지자, 이를 대신해 

아리타 백자가 유럽을 중심으로 해외로 수출되었다. 1684년 천계령이 해제 

되고 중국자기의 수출이 재개되자 일본자기는 국내 수요를 중심으로 한  

식기 등으로 전환을 도모하게 되었다. 메이지유신 이후 요업의 근대화를  

꾀하면서 만국박람회에 참가하여 호평을 받기도 했지만, 고전적이고 기교적

인 일본 도자기는 더 이상 유럽에서 인기를 끌지 못하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

하게 된다.

임진왜란 뒤 조선백자를 모방한 일본도자기 (17세기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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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쪽은 프롱크의 도안을 가지고 

중국 경덕진에서 제작한 도자기

이고, 뒤쪽 접시는 같은 도안을 

일본화시킨 아리타산 자기이다.

(1730 ~ 40년)

네덜란드인 

코넬리스 프롱크의 도안 

(1734년)



4장

경기도의 도자기

1. 선사시대

2. 고대

3. 고려시대

4. 조선시대 (1392~1896)

5. 근·현대 (1897~20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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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경기도의 도자기

1. 선사시대

 ■ 신석기시대 (BC 8,000~BC 2,000년경)

토기는 가장 초보적인 도자기로 대체로 800℃ 이하의 저온에서 굽고 유약을 

입히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들어진 것은 약 8,000년 전이었다. 신

석기시대 조상들은 주로 바닷가나 강가에 모여 살면서 농사를 짓고 살았다. 

또한 불을 사용할 줄 알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채취한 진흙으로 그릇을 빚은 

다음 모닥불에서 구워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 선사시대 토기를 만드는 방법 

1. 흙덩이를 손으로 주물러 간단한 그릇을 만드는 수날법(pinching)

2. 긴 흙타래를 스프링처럼 감아올려 만드는 권상법(coiling)

3. 둥글게 만 흙타래나 흙판을 한 층씩 쌓아올려 형태를 만드는 윤적법(ring-building)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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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의 토기로 경상남도 김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동남해안에서 발견된  

덧띠무늬토기와 강원도 양양에서 보이는 아가리무늬토기, 그리고 우리나라 

전역, 두만강, 대동강, 한강, 낙동강 유역에서 발견된 빗살무늬토기가 있다.

특히, 신석기시대 경기도에서 만들어진 가장 대표적인 토기로는 몸체가 V자 

모양을 한 포탄형의 빗살무늬토기를 들 수 있는데, 연천 삼거리, 하남 미사

리, 동막동, 오이도 가운데살막패총, 서울 암사동, 영종도 송산유적과 같은 

한강 주변과 서해안 일대의 유적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덧띠무늬토기

그릇의 몸체에 도톰하게 흙띠를 덧붙인 것

아가리무늬토기

그릇의 구연부 주위를 돌아가며 도구로 누르거나 찔러  

무늬를 낸 것

빗살무늬토기

핀란드 고고학자 Ailio 교수가 모스크바 남쪽 oka 강 유역을 

중심으로 서쪽으로는 핀란드, 동쪽으로는 시베리아와 내몽

고에 이르기까지 분포한 신석기 시대 토기의 특징 가운데 

빗살로 새긴 듯한 무늬가 있는 것을 ‘kammkeramic (comb 

ceramic)’이라 명명하면서 비롯되었다. 이 용어는 일본  

고고학자 후지다[藤田亮策]에 의해 즐목문토기(櫛目文土

器)로 번역되었으며, 이를 줄여 즐문[죠몽]토기라 하였는데 

우리말로 빗살무늬토기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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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대에서 유행한 빗살무늬토기는 신석기시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토기 가운데에서도 매우 중요한 특징을 보여준다. 즉, 경기도는 빗살무늬 

토기의 중심지이므로 한반도 전체로 널리 확산된 신석기 문화의 중심이 곧 

경기도 일대임을 알려준다. 또 경기도 일대의 빗살무늬토기 표면에 새겨진  

빗살모양이나 물결모양, 번개모양과 같은 음각문양은 중국의 동북지방이나 

내몽고 일대에서 발견되는 신석기시대 토기와도 유사하여 대륙과의 활발한 

교류를 짐작할 수 있다.

 ■ 청동기시대 (BC 2,000~BC 300년경)

청동기시대에는 문양이 전혀 없거나 일부에만 문양이 있는 무문토기가  

주로 많이 만들어졌다. 문양이 없는 대신 보다 단단한 재질의 점토를 사용

하고 이전보다 고온에서 구웠으며, 몸통의 모양도 둥글게 하여 실용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잘 깨지는 구연부를 두툼하게 하거나 바깥으로 말아 붙이

는 등 그릇을 강하게 만드는 기술을 발전시켰다.

청동기시대의 토기 역시 제작지역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었으며 생활 

용기는 물론 홍도1)나 흑도2), 채문토기3)와 같은 특수용기들도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주로 고인돌과 같은 무덤에서 출토되므로 주술적인 목

적을 지닌 부장품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여겨진다.

경기도 지역에서 주로 발견되는 청동기시대 무문토기는 겹아가리식토기4),  

구멍무늬토기5), 팽이형토기6), 돌대문토기7) 등으로 지역적인 특징을 강하게 

지니는 한편 한반도 남한지역의 청동기시대 토기의 특징을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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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유적으로는 가락동, 역삼동, 여주 흔암리, 하남 미사리 등이 있다.

1) 홍도 - 적색마연토기, 표면에 철분이 많은 붉은 황토를 바르고 문질러 광택을 낸 것

2) 흑도 - 흑색마연토기, 표면에 흑연을 바르고 문질러 광택을 낸 것

3) 채문토기 - 그릇의 표면에 숯과 같은 재료로 문양을 그려 넣은 것

4) 겹아가리식토기 

구연부를 바깥으로 접어 두배로 두껍게 만든 것

5) 구멍무늬토기 

구연부에 돌아가며 구멍을 뚫은 것

6) 팽이형토기 

그릇의 모양이 팽이처럼 생긴 것

7) 돌대문토기 

구연부를 두툼하게 만든 것

겹아가리식토기 구멍무늬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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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기철기•원삼국시대 (BC 300~AD 300년경)

초기철기시대와 원삼국시대를 거치면서 토기는 더욱 발달하여 예전에 비해  

그릇이 단단해지고 그 모양과 쓰임새가 보다 다양화되었다. 그릇의 사용  

목적에 따라 품질과 형태가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초기철기시대의 토기는 

크게 점토대토기1), 두형토기2), 조합식우각형파수부토기3) 등과 함께 표면을 

검은색으로 마연한 목이 긴 흑도장경호 등으로 구분된다.

점토대토기나 두형토기는 초기철기시대의 대표적인 토기로 한반도 중부 이남 

지역에서 널리 유행하였는데 경기도 용인 죽전리를 비롯한 여러 지역의  

집자리 유적과 무덤에서 출토되고 있다.

조합식우각형파수부토기는 경기도 양주 수석리 유적을 비롯한 한강유역에서  

종종 발견되고 있다. 그리고 흑도장경호는 비교적 정선된 흙을 사용하고  

표면에 흑연 등을 바른 뒤 조약돌 따위로 문질러 광택이 나는 것이 특징이다.

늦어도 원삼국시대부터는 토기를 만들 때 회전하는 물레가 사용되고, 토기

를 굽는데 지하에 굴을 파서 밀폐된 구조를 지닌 가마를 만들어 사용함으로

써 대량생산과 1,000℃ 이상에서 고온번조가 가능해지게 되었다.

1) 점토대토기 - 구연부 외면에 점토띠

를 붙여 구연부 단면이 원형인 토기

2) 두형토기 - 원추형의 높은 굽을 지닌 

접시 모양의 그릇

3) 우각형파수부토기 - 소뿔모양 손잡이

를 그릇의 양쪽 어깨 부분에 붙인 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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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의 원삼국시대 토기는 청동기시대의 무문토기 전통을 이은 경질

무문토기(보다 단단해진 무문토기)와 중국 한나라시대 회도(지하식 밀폐 

구조의 가마에서도 그릇을 구워 표면의 색이 회색을 띰)의 영향을 받은 회

흑색무문토기 및 타날문토기의 두 부류로 크게 구분된다. 이 두 가지 유형은 

공존하면서 점차 타날문토기가 중심이 되는 경향을 띤다.

특히 하남 미사리유적 등에서는 일부 경질무문토기에 격자문이 타날되는  

등 두 가지 토기의 특징이 공존하고 있어 주목된다. 타날문토기는 항아리의 

바닥이 공처럼 둥근 원저호가 주류를 이루며 시루, 심발형토기, 장란형토기, 

직구호 등이 출토된다.

신석기 시대처럼 노천가마에서 그릇을 구우면 고온을 올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바람

이 잘 통해 흙속의 금속산화물들, 특히 철분이 산소와 결합해 붉은 색을 띤다. 하지만  

밀폐된 지하식 가마에서 그릇을 구우면 고온을 쉽게 올릴 수 있으며 그릇의 색도 환원

되어 회청색을 띤다.

타날문토기 - 토기 표면을 판판한 막대기

인 박자로 두드려 얇고 단단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통 박자에 새긴 격자문이나 박자

에 감은 노끈무늬 등이 토기 표면에 찍혀 

있다.

심발형토기 - 안쪽이 깊은 사발모양 토기

장란형토기 - 긴 계란모양 항아리

직구호 - 목이 원통형으로 올라온 항아리

타날문토기 심발형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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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대

 ■ 삼국시대 (3세기~668년)

3세기경부터 7세기 중반까지 우리나라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를 중심으로 

한 고대국가들이 서로 세력을 겨루고 있었다. 백제가 언제 서울·경기지역에 

자리 잡았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고이왕1) 때 체제를 정비하고 근초고왕2) 때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하였으며 남쪽으로는 마한을 정복하여 통합하는 등 

발전이 있었다.

고구려의 남진정책에 밀려 475년 웅진으로 천도가 이루어지면서 경기지역은 

한때 고구려의 지배영역이 되었으나 고구려에 대항해 동맹을 맺은 백제와  

신라는 6세기 중엽 다시 한강유역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신라의 백제침공 

으로 한강유역은 고려의 건국 이전까지 약 450년간 신라의 영역이 되었다.

삼국의 각축장이었던 경기지역에서는 현 서울 송파구에 있는 몽촌토성과  

풍납토성을 비롯한 한성시기 백제유적은 물론 아차산성, 구의동 유적과  

같은 고구려계 유적이 남아 있으며, 충북 증평의 이성산성 등의 신라계 유적

이 인접해 있어 더욱 다양한 토기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삼국에서는 모두 밀폐된 가마를 사용하여 환원염으로 소성된 회청색 경질토

1) 고이왕 - 백제 제8대 왕으로 재위기간은 AD 234년~286년까지이다.

2) 근초고왕 - 백제 제13대 왕으로 재위기간은 AD 346년~375년까지이다.



청소년을 위한 경기도자 이야기   ◆   63

기를 제작하면서도 각 나라마다 특성이 다른 토기문화를 보이는데, 고구려

는 중국 도자의 영향 속에서 대담하고 강인한 조형성을 보여주는 각종 경질

토기들을 제작하였으며 저화도 연유도기도 함께 생산하였다.

백제 토기

고구려 토기 신라 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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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토기문화를 꽃피웠던 백제에서는 수많은 생활용기는 물론 중국 

자기를 한국식으로 변모시킨 호자, 벼루, 골호 등의 우아하고 고상한 조형의 

토기들도 제작하였다. 또한 중국의 남조(南朝)와 활발한 교류를 하였는데, 

이를 통해 중국 절강지방의 고월자를 많이 수입하였고 이러한 중국도자의 

영향을 백제화한 토기들을 많이 만들었다.

신라와 가야에서는 화려한 각종 부장용 토기와 토우, 이형토기 등이 만들어

졌으며 일찍이 발달된 철기문화와 함께 보다 단단한 경질도기가 유행했다.

 ⇜ 고월자(古越磁)

AD 3~4세기경 청자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중국

의 자기

 ⇜ 연유도기

납을 섞은 유약 즉, 연유를 입힌 도기로, 연유의 녹는 

온도는 500~800℃ 가량으로 매우 낮다. 동, 철과 

같은 금속산화물과 반응하여 화려한 색상을 내는 것

이 특징이다. 기원전 10세기경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납유리 기술에서 시작되어 실크로드를 따라 중국에 

전래되었으며, 중국에서는 한나라 때에 처음으로 연

유도기가 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북조와 당의 

영향을 받아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시대에 황갈유, 녹유 같은 연유도기가 일부 제작되었

으나 주로 뼈항아리나 부장용으로 사용되었으며, 이후 거의 제작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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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신라와 후삼국시대 (668~936년)

신라 통일 이후에는 수도인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금·은·동의 금속기와  

함께 수입된 중국의 자기가 귀족들의 고급스런 취향을 만족시켜 주었으며, 

삼국시대의 회청색 경질토기를 바탕으로 한 인화문토기가 제작되었다. 또한  

불교식의 장례법에 따라 화장한 다음 유골을 담아 매장하기 위한 다양한  

골호가 많이 제작되었지만, 충청남도 대천시 진죽리, 전라남도 영암군 구림

리 같은 지역에서는 대규모의 가마가 운영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질토기

그릇을 공급하였다.

보령 진죽리 토기 가마 (9세기) 보령 진죽리 토기 가마 출토 유물

영암 구림리 토기 가마 (9세기) 영암 구림리 토기 가마 출토 유물



66   ◆   청소년을 위한 경기도자 이야기

경기지역은 당시 당나라 및 발해와의 접경으로서 군사적 요충지인 한산주에 

속해 있었으며, 화성 당성진, 강화 혈구진, 황해도 장구진 등이 설치되었다. 

이곳은 서해안을 통한 중국과 해상교역의 관문이자 중국의 선진 도자문화

를 받아들이는데 있어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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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려시대

 ■ 초기 (918~11세기경)

9세기 후반에서 10세기 전반경, 후삼국을 거쳐 고려 초로 이어지는 정치적 

전환기에 중국 절강성(浙江省) 월주요(越州窯)의 청자기술이 국내에 전해

지면서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자기가 생산되었다.

초기 청자 가마 분포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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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학적 발굴결과 초기청자는 황해도 배천, 경기도 고양·장흥·시흥·여주, 

충남 서산·대천, 전북 부안·고창 등 한반도 중서부지역과 전라남도 강진·

장흥·영암 등 한반도 남해안에서 주로 만들어졌다.

청자 주전자 (중국 당, 월주요, 9세기)

시흥 방산동 청자 가마터 (10세기)

청자 가마터 (중국, 월주요, 9세기)

시흥 방산동 출토 청자 주전자 (10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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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청자는 불교의 수행방법의 하나로서 다도의 유행과 함께 주로 다완 

(茶碗)이라 불리는 찻잔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새로운 정치·사회적 중심

지로 떠오르던 고려의 수도 개경 일대의 귀족층과 각 지역의 지방호족들이 

주로 사용했다.

특히, 한반도 중서부지역에 분포한 초기청자 가마터에서는 벽돌을 쌓아  

가마를 만든 이른바 전축요(塼築窯)가 확인되고 있는데 이것은 중국  

월주요의 가마구조와 거의 같아 중국기술이 먼저 전파되었을 가능성을 보여

준다.

한편 강진을 중심으로 한 전라남도 지역에서는 토축요(土築窯)가 확인되고 

있어 중서부지역과 구별되는 한국화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가마에서 생산된 자기 역시 경기도를 비롯한 중서부지역에서는 월주요 

청자를 충실히 모방한 청자와 백자가 출토되는 반면 전남지역에서는 도기적

인 요소와 결합하여 다소 한국화 된 청자와 흑유자기가 출토되어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아마도 중국과 가까운 한반도 중서부지역에서 중국

식 벽돌가마를 먼저 받아들이고 곧 이어 남해안으로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당시로서는 최첨단이었을 자기제작 기술이 한반도로 전파된 것은 극심한 혼

란기였던 당(唐) 말 오대(五代), 북송 건국으로 이어지는 중국의 정정불안

과 왕조 교체가 한 원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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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확인된 초기청자·백자가마터는 고양 원흥동, 양주 부곡리, 용인  

서리, 시흥 방산동, 여주 중암리에 산포되어 있으며, 이들은 모두 처음에  

중국식 전축요로 지어진 가마터들로서 한반도 중서부지역의 초기청자가마터 

가운데에서도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해무리

대기에 떠 있는 미세한 얼음 조각이 태양빛에 굴절 반사

되어 바깥에 또다른 태양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

그릇의 굽 접지면 폭이 넓어 해무리를 닮았다고 하여  

'해무리굽'이란 이름을 붙였다. 해무리굽은 중국에서는 

8 ~ 10세기, 우리나라에서는 10세기 ~ 11세기 특정 시기

에만 나타난다.

청자옥벽저완 (중국, 9세기) 청자해무리굽완 (한국, 10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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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 서리 백자가마터 (사적 329)

1984～88년까지 중덕마을에서, 2001~06년까지 상반마을에서 초기 백자가마터가 발굴조사  

되었다. 이 가운데 중덕마을의 가마터는 최초 전축요로 시작하였다가 후에 토축요로 신축하였다. 

전축요는 길이가 40m, 너비 1.8m 가량이었으며 이 가마를 폐기한 후 그 자리에 새로 지은 토축요

는 총 길이가 83.26m, 너비가 1.2～1.5m 가량이었다. 이처럼 토축요의 길이가 길었던 것은 가마를 

운영하는 동안 위·아래로 옮겨가며 여러차례 개·보축했기 때문이다.

깊이가 6m에 이르는 폐기물 퇴적층(실패한 도자기를 버린 토층)에서는 초기백자(일부 청자)가  

출토되었으며 4단계의 자연층위도 확인되었다. 최초인 1기층은 이른바 선해무리굽층으로서 초기

청자의 표식으로 알려진 해무리굽완보다 앞선 형식의 청자와 백자가 출토되었다. 당대(唐代) 8세

기 후반～9세기 전반에 성행한 옥벽저완(玉璧底碗)과 같이 굽접지면이 넓은 해무리굽완은 2기층

과 3기층에서 출토되었는데 4기층에서는 해무리굽완 이후의 형식인 윤형굽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굽의 형식변화에 따른 초기청자양식의 변천과 아울러 축요법의 변천을 고찰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 시흥 방산동 청자 · 백자가마터 (사적 413)

1997～1998년 청자 · 백자가마가 발굴조사 되었으며, 2002년

에는 인접한 토기가마가 발굴되었다. 가마는 전축요로 길이가 

39.1m, 내벽폭은 최초 2.2m에서 점차 줄어들어 최후에는 1.1m 였

다. 가마의 출입구는 좌우측으로 옮겨가며 사용하였는데 좌우측 

모두 4.4m 간격으로 7개씩 조성되어 있었다. 모두 3차의 개축이 

있었으며 이와 관련된 퇴적층에서도 3단계의 층위가 구분된다.

청자와 백자는 발, 완, 접시, 화형접시, 잔, 잔탁, 광구병, 유병, 주자, 

호, 합, 벼루, 장고, 제기 등 다양한데 당말 오대의 월주요 청자와 

매우 유사한 형식이었다. 층위에 따른 변화를 보면 1기층에서는  

백자가 거의 없고 용인 서리와 유사하게 선해무리굽 계통의 완이 다량으로 출토된 반면 3기층 

으로 갈수록 백자의 양이 증가하고 해무리굽 계통의 완이 출토되었다. 그밖에도 각종 갑발(그릇을 

구울 때 재티가 앉지 못하도록 덮는 도구)을 비롯하여 오대(五代) 월주요에서 보이는 가락지형 점

권(墊圈)받침 같은 요도구가 출토되었으며 ‘갑술(甲戌)’, ‘봉화(奉化, 중국 절강성 봉화의 지명으로 

추정)’, ‘오월(吳越)?’ 등의 명문이 발견되었다. 특히 전축요 인근 10m 지점에서 발굴조사 된 토기가

마는 길이가 약 7m, 내벽폭이 3m 가량의 지하식 단실 등요로써 퇴적층이 청자가마의 아래로 이어

지고 있어 토기요업에서 자기요업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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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후기 (12세기경~14세기경)

11세기경부터 청자는 점차 고려인의 취향에 맞는 모습으로 변모하면서 왕실

은 물론 보다 다양한 계층이 누릴 수 있는 공예품으로서 널리 확대되었다.

 ⇜ 여주 중암리 백자가마터

2001～2003년 발굴조사 되었다. 용인 서리와 유사하게 백자를 생산한 가마로, 발견된  

최후가마는 길이가 20.4m, 내벽폭 1～1.7m로 11～13도의 자연경사면에 축조된 단실 

등요이다. 아궁이는 1.5×2.1m의 장타원형이며 소성실의 세 곳에서 출입구가 확인되었

다. 방형의 굴뚝 부분은 모두 5차례 개축흔적이 있는데 1～2차는 벽돌로, 3～5차는 벽돌

과 잡석을 혼합하여 축조되었다. 따라서 이 가마는 용인 서리와 같이 전축요로 시작하

여 3차 개축 이후 토축요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출토유물은 모두 백자로 아래층에서는 내저곡면의 완과 사발, 연판문탁잔 등이 출토되

었으나 위층으로 갈수로 기형이 다양해져 완과 사발, 화판형잔, 장고, 대반과 같은 대형

그릇이 나타나고 있다. 용인서리의 2～3기층에 해당되는 특징을 보인다.

 ⇜ 안양 비산동 청자요지 (경기 124)

비산동 가마터는 안양시 석수동 서울 농대 수목원 안에 있는데, 출토유물로 보아 대략 

11～14세기에 걸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조질 청자류, 흑유도기가 많지만 드물게 고

려후기의 백자도 나타난다. 청자는 대체로 지방적인 성격의 질이 낮은 제품들로 대접,  

접시, 항아리 등이 있으며, 상감과 음각문이 시문된 백자조각도 발견되었다. 특히 백자

는 고려시대 후기 백자의 양상과 조선 백자의 성립과정을 밝힐 수 있는 좋은 연구 자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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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기에는 송나라(宋)에서도 고려청자를 ‘고려비색(高麗秘色)’이라 하여 

천하제일의 청자로 칭송하였고,1) 고려인들 조차도 비취색의 순청자를 ‘비색

(翡色)’이라고 자랑했을 만큼 우수한 청자가 제작되었다.2) 화려한 귀족들의  

생활을 반영하는 각종 그릇이나 제기는 물론 각종 문방구와, 베개, 의자,  

바둑판, 심지어는 기와3)까지 청자로 만들어졌다. 12세기 후반부터는 고려 

청자의 특징적인 장식기법인 상감청자가 널리 제작되면서 청자의 전성기를 

이루었다.

 ⇜ 청자의 종류

청자는 문양을 장식하는 기법에 따라 그 종류를 구분한다.

1. 순  청  자 : 문양이 없거나 조각적인 장식만으로 고려청자 고유의 색을 살린 것으로

 음 · 양각청자, 투각청자, 상형청자가 있다.

2. 상형청자 : 안료를 사용하여 그림을 그려넣은 것으로 철화청자, 백퇴화청자, 동화 

 청자가 있다.

3. 상감청자 : 표면에 문양을 새긴 다음 여기에 여러 색깔 흙을 넣어 장식한 것으로  

 흑 · 백상감청자, 선 · 면상감청자, 순 · 역상감청자, 인화상감청자가 있다.

청자참외모양 병

(고려, 12세기)

청자상감모란당초무늬 잔탁

(고려, 12세기)

청자참외모양 병

(고려, 12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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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송의 수집가인 태평노인(太平老人)이 쓴  

『수중금(袖中錦)』이라는 책에서 “절강의 차, 촉의 

비단, 정요백자 등과 함께 고려청자는 천하제일로 

다른 곳에서 도저히 모방할 수 없는 것들이다.” 하

고 천하제일 명품 10가지 중 하나로 고려청자를 

꼽고 있어 12세기경 고려청자가 얼마나 뛰어났는

지를 잘 보여준다.

2) 1123년 북송 휘종황제의 사신으로 고려를 다녀

간 서긍(徐兢)이 1124년에 쓴 견문록 『선화봉사고

려도경(宣和奉仕高麗圖經)』의 32권 기명(器皿)편 

제 3 도준(陶尊)조에는 “푸른 도기그릇을 일컬어 

고려인들은 스스로 비색이라 부른다(陶器色之靑

者,麗人謂之翡色…)”고 썼다.

3) 청자기와는 “궐밖에 궁을 지었는데, 여기에  

연못을 파고 북쪽의 양이정(養怡亭)에는 청자기와

를 덮었다.” 하는 내용을 전하는 《고려사(高麗史)》,  

<세가(世家)> 18권 의종(毅宗) 11년(1157)의 기록

과 1920년대 개성의 만월대에서 소량의 청자기와 

파편이 발견되었던 사실을 통해서 그 존재가 알려 

져 오다가 1964년과 65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실시한 강진 사당리 7호 가마터의 발굴조사에서 

대량으로 출토되어 그 생산지가 확인되었다. 청

자기와는 고려의 우수한 청자문화를 짐작케 하는  

귀중한 자료이다.

청자사자장식 향로

(고려, 12세기)

청자양각연판무늬 접시

(고려, 12세기)

청자기와

(고려, 12세기, 강진 사당리 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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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 왕실과 귀족들을 위한 고급청자의 생산지는 전라남도 강진과 전라

북도 부안이었으나 이외에도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를 충당하기 위한 가마들

이 전국에 생겨났으며 수도인 개성과 가까워 고려시대 정치·경제의 중심권

을 이루었던 경기도에는 인천 경서동, 용인 보정리, 안양 무내리, 석수동 등

지에서 일찍부터 지방의 일반 수요층을 위한 청자와 백자가 제작되었다.

 ⇜ 고려의 조운과 청자의 운송

고려시대에는 세금으로 곡식을 바치는 조세와 특산품으로 공물을 바치는 공부제도에 

따라 세곡과 공물을 각지에서 거두었다. 그리고 이들은 뱃길을 이용하는 조운을 통해서 

중앙에 납부되었다.

강진과 부안의 고려청자 역시 이러한 방법을 통해 서해안을 따라 운송되었는데 현재까

지 서해안의 태안, 보령, 군산, 완도 일대에서는 고려청자를 운송하던 침몰선들이 적지 

않게 발굴 · 조사되어 이와 같은 정황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침몰선에서 발견되는 강진

과 부안의 고려청자가 조운선에 실린 세금으로서 공물이었는지 진상품이었는지 아직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청자가 조운과 같은 방법으로 개경까지 운송되었던 것은 분명하

다.

수중 발굴을 통해 드러난 사실들을 요약해보면 길이 약 20미터에 이르는 운반선 1척에

는 최대 3만여 점의 청자를 실었는데, 청자들은 종류별로 긴 나무 막대를 이용하여 묶은 

후 사이사이에 짚이나 갈대를 끼워 그릇이 깨지지 않도록 포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묶음을 4층 정도로 포개어 실은 다음 생산지와 수량, 수취인 등을 기록한 물품표인 목간

을 매달아 운송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배로 청자를 운송할 때 깨어지지  

않도록 짚으로 포장하였다.

인양한 청자 운반선 바다 속에서 발견된 고려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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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청자의 소비지로서도 많은 유적이 남아 있다. 파주 혜음원지와  

원향사지, 안성 봉업사지, 회암사지와 같은 대규모의 사지에서는 강진에서 

생산된 청자는 물론 인근에서 생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다양한 고려시대의 

도자가 출토된다. 또한 중국의 정요(定窯), 경덕진요(景德鎭窯) 등지에서 

생산된 수입품 백자도 출토되었다.

고려시대 조창과 해상운송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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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혜음원지 (사적 464)

경기도 파주 혜음원지는 고려시대 개경

과 남경(현 서울) 사이를 왕래하는 행인

을 보호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창

건되었는데, 오늘날 개념으로 보면 국립

숙박기관이었다. 동시에 왕의 지방 행차

를 대비해 행궁(별원)의 기능도 하였다.

지금까지 발굴조사에서 건물지 33동과 여러 조경시설이 확인되었으며, 자기류, 토기류, 금속류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자기류는 고려청자, 고려백자, 분청사기, 조선백자, 중국도자기 등

이 있는데, 단연 고려청자가 가장 눈길을 끈다. 고려청자는 기형이 단정하고 유약과 태토가 정선

되었으며, 규석을 받쳐 갑발에 넣어 구운 고급청자가 많다. 고려백자는 청자의 상황과 비교할 때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데, 중국산 고급백자가 이를 대신하고 있다.

 ⇜ 회암사지 (사적 128)

경기도 양주 회암사는 고려 말 학자인 이색에 의하면 ‘회암사

는 승려 3천여 명이 머무르는 대사찰로 건물은 모두 262칸이

며, 높이 15척의 불상이 7구와 10척의 관음상이 봉안되었으

며, 건물들은 크고 웅장하며, 아름답고 화려하기가 동국 제일

로 중국에서도 찾기 힘들 정도이다.’고 하는 것으로 대단한 규

모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회암사는 주로 고려 말~조선 초 왕

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많은 불사가 이루어졌는데, 태조는 

왕위를 이양하고 당시 무학대사가 주지로 있던 이곳에 머물

렀다. 때문에 회암사는 일반적인 사찰건축과는 달리 궁궐건축

의 건물구조나 방식이 나타난다. 이후에도 왕실의 많은 후원

을 받았지만 1566년~1595년 무렵 유생들이 방화로 소실되었

다. 지금까지 발굴조사에서 왕실에서만 한정적으로 사용하는 

토수, 용두, 잡상을 비롯하여 청기와나 용무늬·봉황무늬기와 

등과 왕실의 분원(分院)에서 생산한 수준 높은 백자가 많이 출

토되었다. 이곳에서 나온 유물들은 회암사지 입구에 있는 박물관에 전시되어있으며, 또한 회암

사지 일대는 박물관과 함께 역사유적공원으로 조성되고 있다.

회암사지 전경

혜음원지 출토 청자

회암사지 출토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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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뿐 만 아니라 고려고분에서도 각종 도자가 출토되며, 특히 몽고의 침략 

이후 연경궁을 짓고 왕실이 머물렀던 강화도에는 석릉(碩陵)을 비롯한  

왕릉과 무신정권의 유적이 남아있는데 이들 유적지에서도 당시 최고급의  

강진청자가 심심치 않게 발견되고 있다.

13세기까지 전성기를 누린 고려청자는 14세기 고려가 원나라의 간섭과 수탈

로 인해 사회 전반이 궁핍해지고, 조세제도의 문란과 집권층의 사치로 청자

의 생산여건이 열악해지면서 점차 쇠퇴하게 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왜구들의  

노략질로 인한 강진 가마가 몰락하고 강진의 청자 기술자들이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지면서 고려청자의 명맥은 분청사기로 이어지게 되었다. 안양  

석수동의 고려후기 백자가마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고려백자의 기술을 조선

으로 이어주는 교량의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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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선시대 (1392~1896)

 ■ 전기 (1392~16세기)

조선전기를 대표하는 도자는 분청사기와 백자이다. 분청사기는 고려 말  

상감청자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지방색에 따라 변모한 것으로 상감, 인화,  

귀얄, 덤벙, 조화(또는 음각), 박지, 철화 등의 장식을 통해 보다 다양한  

품격과 폭넓은 미감을 반영하고 있다.1) 특히 15세기까지는 조선왕실에서  

분청사기를 각지에서 공납 받아 사용하였기 때문에 인화분청을 비롯한  

고급분청사기들이 전성을 이루었다.2)

1) 분청사기의 장식기법과 종류

분청사기는 분장회청사기의 준말로 특징은 백토를 덧바른 분장기법(粉粧技法)에 있다. 

백토분장 전후에 문양을 새기거나 찍거나 그리거나 긁어내거나 칠하는 등 여러 가지  

장식기법에 따라 분청사기는 상감·인화·조화·박지·귀얄·덤벙·철화의 일곱 가지로 구분

되는데, 대체로 상감청자의 기법을 그대로 계승한 상감분청 계통에서 이 기법을 응용·

발전시킨 분장분청 계통으로 변천하는 경향을 보인다.

분청상감

분청철화

분청인화

분청귀얄

분청박지

분청덤벙

분청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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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분청사기 생산유적은 전국에 산포되어 있으며 경기도에는 안성, 양주, 

강화도, 의정부, 남양주, 광주, 용인, 여주 등지에 가마터가 남아있다.

2) 분청사기의 공납과 관사명(官司銘) 분청

조선 초기 조선왕실에서 필요한 도자기는 전국 각지에 산재

한 가마로부터 세금의 형식으로 도자기를 공납 받아 사용하

였다. 그리고 《세종실록 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의 기록에 

따르면, 1424부터 1431까지 조사된 전국의 도기소(陶器所)

가 185개, 자기소(磁器所)가 139개로 모두 314개 도자기소가 

등재되어 있는데, 이 가마들이 공납의 의무를 졌던 것으로 보

인다. 실록에 기록된 대부분의 자기소는 분청사기를 생산하

고 도기소는 옹기를 비롯한 질그릇을 생산한 것으로 밝혀져 

당시 공납된 도자기는 주로 분청사기였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분청사기는 공납 과정에서 많은 양이 파손되거나 도난

당하는 등의 폐단이 많았다. 이를 막기 위해 고심하던 조선

왕실에서는 태종 17년(1417) 그릇에 납품할 관청의 이름을  

새기도록 함으로써 도난을 방지코자 하였으며, 나아가 세종 

3년(1421)에는 그릇에 만든 장인(匠人)의 이름을 새기게 하

여 품질 향상을 꾀하였다. 그 결과 세종 연간(1418~1451)에

는 품질이 우수한 관사명 인화분청사기가 많이 제작되었는

데 글짜와 인화문이 교묘하게 조화되어 장식 이상의 효과를 

나타낸다.

광주 충효동 가마 출토품으로 상감, 인화분청이 많이 출토되었다. 공주 학봉리 가마 출토품으로

철화분청이 특징이다.

분청사기 ‘예빈(禮賓)’명 접시 

(15세기)

‘예빈시’의 준말인데 조선시대  

사신을 접대하거나 연회를  

맡아보던 관청이다.

분청사기 ‘내섬(內贍)’명 접시

(15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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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기 전반 조선왕실에서 사용한 도자기는 대부분 분청사기였으나 이때

에도 경기도 광주와 경상도 고령, 상주, 전라도 남원 등 일부 지역에서는  

백자가 생산되고 있었다. 또한 세종 때를 전후하여 명나라의 청화백자가* 

다량 국내에 유입되고, 이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조선왕실

은 1467년경 관청 및 궁중에서 사용할 고급백자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 광주

에 관영사기제조공장인 사옹원(司饔院) 분원(分院)을 설치하였다.

분원은 매년 전국에서 노역의 의무를 지고 모여든 380여명의 장인들에 의해

서 운영되었는데, 조정에서는 봄·가을로 감독관을 파견하였을 뿐만 아니라 

화원(畵員)을 보내 청화백자제작에 참여토록 하였다. 그 결과 15세기 말에

서 16세기에 운영된 분원 가마인 광주 우산리, 도마리, 번천리, 무갑리 등지 

에서는 당대 최고 수준의 백자들이 생산되었으며 한국적인 정취를 담은  

청화백자도 활발히 제작되었다. 또한 분원백자에 자극받은 지방에서도 분청

사기 가마가 백자 가마로 전환되는 등 전국에서 백자제작이 확산되었다.

✽ 청화백자의 그림은 산화코발트라는 안료로 그림을 그린다. 산화코발트는 당시 중국

에서 나지 않아 중동에서 수입했는데, 그만큼 귀해서 최고급의 백자에만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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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옹원 분원의 설치와 운영

사옹원(司饔院) 조선시대 궁궐의 음식 등을 담당하던 관청으로 음식을 담는 그릇을 공급할 

목적으로 분원(分院)을 설치하였다. 조선 초 도자기 공납에 따른 폐단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

정에서는 필요한 백자를 직접 생산·조달하고자 하였으며, 명나라 관요인 경덕진 어기창의 

예를 참고하여 이전부터 이미 질 좋은 백자와 분청사기를 공납하던 경기도 광주 6개면 관내

에 분원을 설치하였다. 광주는 지리적으로 한양에서 가까워 한강을 이용한 운송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땔감이 풍성하여 가마를 운영하기에 좋은 지역이었다.

‘분원’이라는 명칭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분명치 않지만, 사옹원이 직접 운영하는 관요

로서의 기능은 1467년경부터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분원백자는 국가의 통치이념을 가

시적으로 보여주고 왕실의 권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는 정부에서 총력을 기울여 안정적으로 공급하였다.

그리고 전국의 사기장 1140명을 3교대로 나누어 매번 380명이 부역을 지고 분원에 모여 

백자를 만들도록 법으로 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옹원에서는 매년 봄·가을 두 차례씩 정기

사옹원 분원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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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관리를 파견하여 음력 2월부터 11월까지 그릇 만드는 것을 감독하였다. 이와 같은 노

력에 따라 분원에는 전국의 유능한 장인들과 우수한 원료가 집결되었다.

그러나 당대 최고 분원이 한 장소에서 요업을 시작한 후 약 10년이 지나면 인근의 나무를 모

두 베어 쓰게 되므로 땔나무가 많은 곳으로 시설을 옮겨야만 했다. 분원이 이설할 때 마다 

많은 비용이 들고 화전을 일구는 지역 주민의 민원도 끊이지 않았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분

원을 남한강변에 고정시키고 강원도와 충청도에서 땔나무를 베어 뗏목으로 조달토록 한 이

유가 여기 있다. 이에 따라 18세기 전반에 처음으로 분원이 고정된 곳은 지금의 남종면 금사

리였다. 그러나 금사리 분원 역시 강변에서 십리 가량 떨어져 있어 나무 운반이 쉽지 않았던 

탓에 지금의 남종면 분원리로 분원을 다시 이설하였다.

1752년 분원이 남종면 분원리로 옮긴 후, 남한강을 지나는 배들에게 세금을 걷어 땔나무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운영체재가 자리잡힌 분원은 민간업자에게 그 운영권이 이양되는 1883

년까지 약 130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다.

오늘날 분원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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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분원백자 가마터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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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번천리 가마터 출토품

광주 번천리 백자 가마터 (1553년경)

1985년 발굴 조사하고 보호각을 지어 유적을 보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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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백자의 종류

1. 순백자 : 채색 문양이 없는 순수한 백자를 말하는데, 소문, 음·양각, 투각, 상형 등으로  

  나뉜다.

2. 상감백자 : 조선 초 청화백자의 영향을 받아 고려 상감기법을 응용한 백자이다.

3. 화백자(畵白磁) : 표면에 여러 가지 안료로 문양을 그리고 유약을 입힌 백자 

- 청화백자(靑畵白磁) : 산화코발트(CoO2, 回靑)를 안료로 사용한 백자

- 철화백자(鐵畵白磁) : 산화철(FeO2, 酸化鐵)을 안료로 사용한 백자

- 동화백자(銅畵白磁) : 산화동(CuO, 酸化銅) 안료를 사용한 백자

- 다채백자(多彩白磁) : 청화·철화·동화를 한 그릇에 표현한 장식 백자

 ⇜ 조선 전기 분원의 청화백자

중국에서 도입된 경질백자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은 청화백자였다. 조선에서는 이미 세

종 때에 중국에서 수입한 페르시아산 청화 안료로 청화백자를 굽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

며, 1460년대에는 중국으로부터 청화 안료 구입이 어려워지자 국산 청화안료[土靑]를 

앞다투어 개발하였다. 이처럼 청화백자는 안료 자체가 귀한 재료이므로 일반의 사용이 

엄격히 규제된 왕실전용의 백자였다.

따라서 분원 설치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백자, 특히 청화백자의 생산에 박차를 가하였는

데, 조선 전기의 백자는 명나라 백자의 형식을 모방하면서도 단순하고 간결한 조형으로 

높은 완성도를 보이는 것이 많다. 청화백자 역시 처음에는 중국 원말명초(元末明初)의 

청화 문양을 답습하여 상·하단에 여의두문이나 연판문 같은 보조 문양을 배치한 뒤 중

앙에도 복잡한 문양을 가득 채우는 중국식 문양이 나타나지만, 점차 보조 문양이 단순

화되거나 생략되고 중심 문양도 여백을 살린 회화적 구성으로 변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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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기 (17세기~19세기)

16세기말 17세기 초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두 전란을 겪은 조선은 도자기

를 비롯한 대부분의 산업이 위기를 맞았다. 전란을 복구하는 기간에도 일상 

생활용기로서 백자는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제작인력과 자본, 시설이 

모두 부족했던 17세기 백자는 질적으로 하락할 수 밖에 없었다.

1630년대부터는 왕실에서도 값비싼 수입 청화안료 대신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국산 철화안료를 사용하는 철화백자를 사용하였는데, 당시 분원이  

운영되었던 광주 상림리, 선동리, 송정리, 유사리, 신대리 가마터에서는  

운룡(雲龍), 당초, 매죽문 등이 그려진 철화백자 파편을 발견할 수 있다.

지방에서는 굽의 안쪽 바닥을 오목하게 쓱쓱 깎아내고 거친 모래를 받쳐  

대량생산한 회청색 조질 백자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대체로 요업이 정상화 

되는 17세기 후반부터는 간략한 당초문을 그려 넣은 철화백자가 전국에서 

성행하였다.

광주 선동리 백자 가마터 (1640 ~ 1649년) 광주 선동리 가마터 출토 철화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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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 때를 지나 영조와 정조 년간에는 실학이 발달하고 농업생산력이  

향상되었으며 더불어 대외무역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국가경제

의 성장은 도자를 비롯한 문화와 산업전반이 다시금 융성하는 계기를 마련 

하였는데 실제로 18세기 전반의 금사리가마에서는 눈처럼 흰 설백색(雪白

色)의 양질백자가 제작되었으며 청초한 초화문을 그려 넣은 청화백자도  

등장하였다.

백자 달항아리 (조선, 18세기) 청화백자난초무늬 팔각병 (조선, 18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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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내에서 대략 10년마다 자리를 옮기며 운영되었던 분원은 이설할 때  

마다 막대한 비용과 노역이 소모될 뿐 아니라 땔감의 벌목으로 인해 인근의 

삼림이 황폐화되는 문제로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고심하던 조정에서는 

분원을 1752년 현재의 남종면 분원리(分院里)인 경안천변에 정착시키고 남

한강 물길을 통해 강원·충청도로부터 땔나무와 백토를 조달받아 작업토록 

하였다. 이후 분원은 민간자본가에게 이양되는 1883년까지 약 130여 년간 

분원리에서 요업을 지속하였다.

분원리 가마에서는 청화백자가 보다 활발하게 제작되면서 그릇은 전례 없이  

크고 당당한 자태를 뽐내게 되었다. 또한 양각, 투각, 면취1)를 비롯하여  

청화, 진사, 철화기법 화려하게 장식하거나 기묘한 형태로 만든 고급품들이 

유행하였는데, 사치풍조를 염려한 정조는 갑기2)와 화기3)의 제작을 금지하

는 칙령을 반포하기도 하였다.

1) 면취

그릇 바깥 면을 여러 각으

로 나눠 모나게 깍아낸 것

2) 갑기

갑발을 씌워 정성껏 구운 

최고급 백자

3) 화기

청화백자를 말함

청화백자칠보무늬 팔각항아리

(조선, 19세기)

청화백자모란무늬 주전자

(조선, 19세기)

청화백자운룡무늬 항아리

(조선, 18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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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상 문양의 종류와 의미

무병장수

수

장수를 바라는 ‘수(壽)’자 혹은 

수복강녕(壽福康寧) 등을 도

안화하여 나타낸다.

십장생

해, 산, 구름, 소나무, 물, 학,  

대나무, 사슴, 거북, 불로초 10

가지로 장수를 상징한다.

복숭아

신선과인 천도복숭아(仙桃)는 

삼천 년마다 열매를 맺는다 

하여 불로장생을 상징한다.

다산과 풍요

포도

주렁주렁 달린 포도송이는 다

산을 상징하는데, 특히 동자

(童子)와 함께 다남(多男)을 

의미한다.

석류

씨가 많으므로 다자(多子)를 

상징하며 복숭아, 불수감과 

함께 상서로운 과일로 통한

다.

물고기

알을 많이 낳을 뿐만 아니라  

'어(魚) '의 중국식 발음이  

'여(餘)'와 같아 다산과 풍요의 

의미를 갖는다.

부귀와 다복

모란

부귀(富貴)를 상징하는 꽃

으로 덩쿨과 함께 표현되어  

부귀영화(富貴榮華)를 나타 

낸다.

박쥐

박쥐를 뜻하는 ‘복(蝠 ) ’은  

‘복(福)’과 발음이 같은 까닭

에 복을 상징하는 의미로 통 

한다.

불수감

과일의 모양이 부처의 손과 

같은 데다 ‘불(佛)’과 ‘복(福)’의  

발음이 유사해 다복(多福) 

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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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과 출세

잉어

‘잉어가 용문을 뛰어올라  

용이 된다’ 는 ‘등용문(登龍

門)’ 고사에 따라 입신양명을 

상징한다.

매미, 두꺼비

애벌레에서 매미로, 올챙이에

서 두꺼비로 변태하는 특성에 

비유해 신분상승을 나타낸다.

사군자

선 비 들 이  본 받 고 자  했 던  

절개, 지조 등의 덕목을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에 비유한 

것이다.

벽사

용

상서로움을 뜻하는 상상의  

동물로 만물을 주관하고 지켜

주는 수호신이자 왕을 상징 

한다.

호랑이

까치나 신선과 함께 등장 

하기도 하는 호랑이는 잡귀

를 막아주는 벽사의 의미를  

지닌다.

수탉

때를 맞추어 울기를 잘하므

로 시간을 알리는 신조(神鳥) 

로서 새벽에 귀신을 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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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대(1800～1831)에는 전국의 80여개 장시에서 도자기가 유통될 만큼  

지방의 백자 가마도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으며, 분원리에서는 왕실과 관청

용의 백자 이외에도 사대부나 민간의 요구를 반영하는 그릇들까지 제작되어 

상인물주들을 통해 널리 유통되었다.

특히, 분원리 시기에는 부유한 양반사대부와 서민들을 중심으로 백자가 큰 

사랑을 받았다. 청화백자의 수요가 널리 확대되면서 이들의 정서와 취향을 

반영한 다양한 형태와 문양의 청화백자가 유행하였다. 따라서 청화백자의 

문양은 운룡이나 매화, 대나무 같이 조선 전기부터 왕실의 의례용으로 꾸준

히 묘사되던 것과 더불어 소상팔경도, 사군자와 같이 문인사대부들의 취향

을 반영한 문양 그리고 ‘壽(수), 福(복), 康(강), 寧(령)’의 문자나 장생, 모

란, 물고기, 박쥐 같은 길상문이 공존한다.

조선 후기에 늘어난 백자 수요는 분원은 물론 지방의 백자 생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서유구(徐有榘, 1764~1845)의 《임원경제지(林園經

濟志)》에는 전라·충청·강원·황해·평안도에 이르는 전국 각지에서 백자가  

활발히 생산되고 있었던 사실이 잘 나타나 있다. 또한 조선 후기에 운영된  

광주 분원리 관요는 물론 지방의 백자 가마인 원주 귀래리, 군포 산본동,  

무안 피서리, 장성 수옥리, 양구 방산면 백자 가마에서도 발굴조사 결과  

모두 청화백자가 출토되어 조선 후기 청화백자가 전국적으로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을 위한 경기도자 이야기   ◆   93

5. 근·현대 (1897~20세기)

 ■ 근·현대 한국도자의 전개

전통 수공예적인 생산방식에서 벗어나 산업적 측면, 한편으로는 미술공예 

로서 근대화된 우리나라 도자공예는 그 과정에서 서구의 산업문명이 침투 

하고 식민지시절 일본의 취향을 강요당하는 커다란 시련을 겪었다. 조선시대  

430여 년간 국가가 운영했던 분원의 도자기는 싼 값에 밀려드는 외국의  

도자기에 맞서지 못하고 결국 1883년 분원이 민영화되면서 유구한 전통의 

명맥을 상실하고 말았다.

분원의 해체 이후 구심점을 상실한 조선도자기는 산업화된 수입도자기의  

확산과 이에 대한 물산장려운동 차원으로 명맥을 유지한 수제생활도자,  

일본인들의 골동품 수집 취미에 부합하는 모조품 청자의 제작 등으로 남게 

되었다.

1876년 개항과 1883년 분원의 민영화 이후 조선에서는 중국·일본· 

유럽도자의 수입이 본격화되었는데, 일본산 수입도자의 범람을 염려한 조선

의 선구적 지식인들은 도자산업의 중요성을 계몽하고 장려하기에 이르렀다.  

1897년 농상공부에서는 우리 도자문화의 우수성에 주목하고 있던 주한  

프랑스 공사의 협조를 받아 ‘공예미술학교(工作學敎)’의 설립을 추진하고 

한편으로 1900년에 ‘파리만국박람회’에 참가하는 등 도자산업의 부흥에  

노력하였으나 유교사상으로 경직된 우리사회는 서양의 기예(西器)를 하찮

은 것으로 간주하여 공예의 부흥을 일으키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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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전통적 입장을 고수했던 조선왕실은 기계를 사용한 대량생산 방식을 

거부하고 전통적인 수공예 기술을 복원해 고급 공예품을 제작할 것을 표방

하여 1908년 ‘한성미술품제작소’를 설립했다. 하지만 1910년 한성미술품제

작소는 일본인의 개입으로 ‘이왕직미술품제작소’로 이름을 바꾸고 일본적인 

취향을 반영한 당시 골동품으로 인기 있던 고려청자 모조품을 만드는데 주

력하였다. 그러나 1922년에는 주식회사 조선미술품제작소로 이름을 바꾸고 

계속해서 고려청자 모조품을 만들어 판매했다.

1905년을 전후해 무차별하게 이루어진 고려 왕릉의 도굴은 일본인들에게 

고려청자 애호열풍을 일으켰으며, 곧 고려청자를 상품화하려는 시도로 이어

졌다. 1908년 일본인 도미타 기사쿠(富田儀作)가 평안남도 진남포에 ‘도미

타합자회사(富田合資會社)’ 도자부의 ‘개량도기조합’을 설립한 것을 시작 

으로 1911년에는 다시 서울 묵정동에 ‘한양고려소(漢陽高麗燒)’라는 청자

모조품 공장을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백자투각모란문베개

(김완배, 1930년대)

청자상감운학문매병

(황인춘, 1942년)

분청조화운학문병

(유근형, 193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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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침략기 이후 한국전쟁을 거치는 50년대까지는 한국도자의 공백기라고 

할 만큼 우리나라의 도자산업이 위축되어 있었다. 수공예적 입장에서도 몇몇  

장인들이 청자의 재현에 노력하는 정도였으며 이들 전승도예품이 활기를  

띠기 시작한 것은 60년대 부터였다.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일본인  

관광객의 수요가 급증하여 전통도자 재현품의 제작이 활기를 띠면서 이른바 

전승도자는 이천, 여주, 광주 등지에서 활발히 일어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새로 도입된 가스가마와 전기물레 설비에 힙입어 80년대까지 수 백 여개의 

크고 작은 요장이 생겨나게 되었다.

한편 도예교육도 활성화되면서 1960년대  

말 경부터는 대학 정규과정을 이수한  

학사 도예가들에 의해 전통도예를 기반 

으로 한 창작도예가 시작되었다. 초창기

에는 전통도예를 답습하는 정도였으나  

서구 미술사조의 유입과 더불어 점차  

창의적인 작품이 양산되었으며 서울대, 

홍익대, 이화여대, 경희대 등의 대학에서  

도예전공학생들을 배출하고 유학파  

도예가들이 들어오면서부터 70～80년대 

이른바 한국의 ‘도예’를 주도하기 시작하

였다. 결국 현대의 수공예적 도자는 이천, 

여주, 광주를 중심으로 한 ‘전승도자’와 

대학을 중심으로 한 ‘도예’로 크게 양분

되는 경향을 띠고 있다.

다색목판화 ‘도공’

프랑스인 폴 자쿨레는 경성에 계신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서울을 자주 오가며 우리나라 사람과 삶의  

모습을 판화로 표현하였다. 이 작품은 당시 조선의 

도공을 묘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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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 근·현대도자

경기도는 일제강점기동안 모두 42개소의 가마가 운영되고 있었으며 이는  

당시 전국의 146개 가마에 비해 적지 않은 규모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도나 경상도에 비해 그 생산량이 많지 않았는데 이는 경기지역의 요업이  

상당부분 전통적인 수공예적 제작방법을 고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기계화된 대량생산체계를 도입한 일본인 도자기 공장에 비해 옛 방식을  

고수한 가마들이 경기도 일대에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경기도에서 요장들이 많이 모여 운영되는 곳으로 이천, 여주, 광주를 

들 수 있다. 이천에서 요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때는 대체로 1960년대부터 

로 그 배경에는 1955년과 56년에 각각 서울에 설립된 ‘한국미술품연구소 

(대방동가마)’와 ‘한국조형문화연구소(성북동가마)’가 있었다. 이들 가마

는 각각 고려청자와 조선백자의 재현과 계승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몇 년을 지탱하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되었다. 이후 여기서 활

동하던 지순택, 유근형 등을 비롯한 도공들은 자연스럽게 당시 칠기가마가 

있던 이천으로 자리를 옮겨 작업을 하였다. 이렇게 도자기 종사자와 제작 기

반시설이 조금씩 늘어나자 전국 대학의 도예과에서도 제작과 실습, 연구를 

위해 이천을 찾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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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급

증한 일본인 관광객들의 고려청자 

재현품에 대한 수요에 힘입어 이천의 

전승도예사업은 호황을 누리게 되었

다. 1980년대에는 설치와 사용이 편

리하고 생산성이 높은 가스가마가 

보급되면서 요장의 수가 급격히 증

가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81년 

4월 한국 전승도예협회가 설립되고 

1987년 9월부터 이천도자기축제가 

시작되었으며 1995년 4월에는 이천

도자기조합이 설립되었다. 이와 같은 

이천의 성장배경은 전승도예, 특히 

고려청자의 재현을 중심으로 한 지역

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1958년 서울 대방동 한국미술품연구소 물레시연1955년 여주 동일제도사

1970년대 초반 이천 홍재표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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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도예를 중심으로 활성화된 이천의 경우와 달리 여주는 사옹원 분원이 

민영화되면서 그곳 장인들이 여주로 이주해 도자기 명맥을 이어왔다. 1932

년에는 ‘조선총독부 도자기시험소’가 북내면 오학리에 설립되었다. 이로 인

해 산업화된 일본기술이 도입되어 조선백자의 전승과 함께 기계화된 생활자

기가 발달하는 기반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곳 북내면 일대에는 현재도 생

활자기를 제작하는 공장이 많이 있으며, 완성품을 제작하는 것은 물론 초벌

구이와 같은 반제품, 유약, 점토, 석고형틀 등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공장들

도 함께 운영되고 있다.

이밖에도 광주를 비롯하여 안성, 고양, 남양주, 용인, 하남 등지에서 지역의 

전통을 바탕으로 한 요업이 계승되고 있다.

경기도는 낮은 구릉과 하천, 평야가 잘 발달한 한반도 중서부에 위치함으로

써 풍부한 퇴적점토를 이용한 도자공예가 일찍부터 발달하였다. 신석기시대

부터 한강유역과 서해안 일대를 중심으로 토기가 제작되었고, 고대국가부

터는 정치·사회적 중심지가 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요업이 이루어졌다. 고려 

시대 청자와 백자를 제작한 가마가 있었던 시흥, 고양, 용인, 여주 등지와  

조선시대 분원관요가 운영되었던 광주를 비롯하여 여주, 안성 등지에서

는 현재까지 여전히 전통 요업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이들 지역의 입지가  

도자기 생산과 유통에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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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원리 백자 가마터 토층전사 2001년 분원리 가마터 발굴조사 뒤 백자제작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퇴적층을 전사하여  

 분원 백자자료관에 전시하고 있다.

분원선정비 사옹원 분원 운영에 공이 있는 사람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세운 비로 원래 우천강변에 있던 것을 이곳 분원  

 백자자료관으로 옮겨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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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도자공예는 근대를 거치는 동안 많은 변화를 겪었다. 특히 전통의 

단절과 재현, 기계화된 생산체제의 도입과 수공예의 부흥, 그리고 요업의 재

편과정에서 이천, 여주, 광주 일대는 이른바 전승도자의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근대 이후 요업기술이 지역적인 특징 없이 동질화되고 보편화하는 

추세 속에서도 이들 지역은 근대기의 배경에 따라 도자공예의 특성이 확립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주는 백자의 제작과 함께 생활도자가 주류를 이룬 

반면 이천은 청자를 중심으로 한 전통도자가 대표성을 띠고 있다. 고려청자

는 강진과 부안을 중심으로 생산되었지만 이천은 현재의 강진이나 부안보다 

더 많은 청자를 만들고 유통시키고 있다.

결과적으로 경기도 도자공예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선사시대부터  

근·현대로 이어지는 도자역사에 기반하여 청자, 백자, 분청과 같은 전승 

도자와 전통도자 제작이 활발히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

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며, 또한 보다 발전적인 미래의 도자문화를 형성

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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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이천 세라믹스창조센터)



5장

그래도 궁금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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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그래도 궁금한 것

Q 중국 도자기를 보면 우리나라와 다르게 유약을 바른 층이 조금 두터워  

보이는데요. 청자 같은 경우 우리나라보다 색도 맑지 못하게 보이는데  

유약의 차이가 있었는지, 아니면 성분의 차이가 있었는지, 두텁게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천 양정여자고등학교 한예은)

A 중국청자는 시대나 지역에 따라 발색도 달리 나타나는데, 여요와 남송관

요처럼 고려청자와 같은 비취색도 있으나 대체로는 흐리며 유약의 투명

도가 낮고 두꺼워서 탁해 보입니다. 알루미나 성분이 많아 유약 자체가 투명하

지 않은 것도 있지만 두 번에 걸쳐 두텁게 입혀 녹색을 머금기도 합니다. 때문에  

유약 아래 문양을 넣어도 고려청자에 비해 문양의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한편  

목포 신안해저에서 수 만점이 출토된 중국 용천청자는 고령토로 만들었는데  

고령토에는 알루미나 성분 함유량이 높습니다. 때문에 흙물을 원료로 하는 유약

도 알루미나로 인해 탁도가 높은 푸른색을 띱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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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선시대에 들어와 영조 이외에도 도자기와 관련된 정책을 펼친 왕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남양주 진건고등학교 이동현)

A 조선 초 태종은 각 지역에서 공납하는 도자기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

하고 사사로이 유통시키는 것을 막고자 도자기에 장인의 이름이나 관청 

의 이름을 넣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세종 때에는 전국에 있는 도자기 공장을  

일제 조사하고 그 수준을 등급으로 매겨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백자에 

문양을 넣는 안료로 코발트가 있는데, 굉장히 고가여서 정조 때에는 지나친 사치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코발트의 사용을 자제시키기도 했습니다.

Q 분명, 삼국시대에도 중국과의 교류가 있었을 텐데, 고려청자나 백자와  

같이 교류 양상을 볼 수 있는 토기들을 볼 수 있나요?

 (남양주 진건고등학교 이동현)

A 불교의 수용, 율령의 반포 이런 것들은 삼국시대 중국과의 영향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자기로 국한하자면 중국의 자기가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고 영향을 준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토기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

습니다. 자기는 흙, 가마구조, 소성온도, 유약의 사용 등에서 토기와 다릅니다.  

자기는 토기에 비해 훨씬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한데, 당시 한반도에서는 자기

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의 하이테크 제품인 자기가 많이 들여왔습니다. 그

러나 토기는 한반도에서도 신석기시대부터 많이 만들어 사용했기 때문에 굳이  

큰 기술의 차이가 없는 중국의 토기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삼국시대 

고고학유적에서 중국 토기가 쉽게 보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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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 도자기 역사에서 볼 때 정말 조선후기에 들어와 1800년대 이후  

조선의 모든 분원들이 한 곳도 빠짐없이 문을 닫았었던 것인가요? 

 (수원 수일고등학교 김찬규)

A 조선시대는 도자기를 만드는 주체에 따라 왕실에서 운영하는 관요(官窯)

와 전국 지방에서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운영하는 지방요가 있습니다. 

사옹원의 분원(‘관요’와 같은 뜻)은 1467년 경 경기도 광주에 설치하여 1883년

까지 운영하였습니다.

19세기는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서양과 일본의 자기가 널리 사용되고 우리나라 

에도 수입되던 때로 도공들이 일일이 수작업하는 광주 분원의 백자는 수준과  

가격 경쟁에서 밀리게 되어 운영이 어렵게 됩니다. 때문에 왕실에서는 1883년 

분원의 운영을 민간자본에 넘겨 민영화시킨 것입니다. 오늘날도 국가에서 운영

하다가 민영화시킨 사례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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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까지도 전통방식을 계승하는 가마들이 이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원 수일고등학교 김찬규)

A 보통 전통방식이라고 하면 흔히 장작가마에서 도자기를 구워내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정확하게는 ①수비나 연토 등 옛날방식으로 백자흙을  

준비해야 하고 ②선조들이 하던 발물레를 사용해서 도자기 모양을 만들고  

③옛 방식의 장작가마에서 번조하기 ④도자기의 모양이나 문양에서 옛 향취가 

배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주 재료인 백자흙은 상당부분 외국에서 수입해서 사용합니

다.(우리나라에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좋은 백자를 만들기에 적합한 흙이 많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과거에는 발로 물레를 차서 회전시켰는데 이제는 전기를 

이용해 편하게 작업을 합니다. 그래도 소성 만큼은 장작가마를 이용해 옛스러운 

모양과 문양을 담아내는 도자기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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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금까지도 발굴, 조사, 연구하는 발굴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원 수일고등학교 김찬규)

A 도자기 가마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는 일제 강점기부터 있었고, 광복 이후

에는 1960년대 광주 도마리 백자요지를 조사하면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발굴조사는 그 경위에 따라 순수 연구목적의 학술조사와 도로건설, 신도시 개발 

등과 같은 사업으로 훼손될 지역에 대한 구제발굴조사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순수 학술조사에 비해 구제발굴조사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그만

큼 우리나라에 개발의 수요가 많다는 반증이겠지요.

최근에도 강진의 고려시대 청자가마, 진안 도통리 초기청자가마, 광주의 백자 

가마 등 많은 도자유적이 발굴조사 되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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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지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김포 외국어고등학교 김민성)

A 도지미는 그릇을 번조할 때 받치는 도구로 크게 세 가지 기능을 합니다. 

먼저 번조과정에서 유약이 녹으면서 가마 바닥의 모래가 그릇에 눌러  

붙는 것을 방지하고, 다음으로 가마 바닥이 경사져 있어서 도자기를 놓을 때  

수평을 맞춰야 하는데 이때 도지미를 모래 바닥에 박아 안정감을 주고 그 위에 

그릇을 올립니다. 또한 불길이 전달될 때 그릇의 중간이나 위쪽은 불을 잘 받겠

지만 바닥이나 아래쪽은 취약합니다. 때문에 도자기를 전체적으로 바닥에서 좀 

띄워서 열이 골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합니다. 

고려시대 청자가마의 내부는 하나의 공간이었는데, 그러면 아궁이의 불이 굴뚝

으로 빠르게 지나가서 그릇 전면에 열이 일정하게 전달되지 않는데 특히 아래쪽

과 뒤쪽이 그렇습니다. 때문에 높은 도지미를 많이 사용해 그릇 아래부분에도  

열이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조선시대에 와서 가마의 구조가 내부에 중간 중간 턱을 두거나 여러 개의 공간으

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불이 각 칸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그릇 전면에 

걸쳐 열을 골고루 전할 수 있게 되고 자연스럽게 도지미의 높이도 낮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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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대에 들어와 가마를 발굴하게 되는 경우 어떻게 진행되며, 실제 발굴된  

터를 보았을 때 발굴한 흔적만 남아 있는데, 가마를 덮은 흙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김포 외국어고등학교 이예림)

A 문화재조사는 흔히 땅위에서 유적의 존재와 관련된 유물을 찾는데서  

시작합니다. 이를 지표조사라고 합니다. 지표조사를 통해 유적의 존재가  

확인되면 구체적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땅을 파는 발굴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방법은 대상지를 바둑판처럼 구획을 하고 그 중 몇 곳을 먼저 파보게 되는

데 이것을 테스트 피트라고 합니다.

도자기를 굽던 가마는 주로 길이가 20m 내외이고 경사를 따라 존재하게 되니까  

경사에 대해 가로로 테스트 피트를 넣게 되면 가마의 한 부분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일반 땅과 가마는 쉽게 구분이 됩니다. 가마는 1,200℃ 이상의 

열을 받아 도자기를 만들던 구조이기 때문에 불을 직접 받은 곳은 흙으로 만든 

가마가 녹아있거나 불을 덜 받았다고 해도 벽돌처럼 불에 익어 있습니다. 이것과 

보통의 땅은 쉽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도자기 가마유적이 대부분 바닥의 흔적만 남아 있는 것은 가마를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용하지 않고 오래 방치하면 지붕과 벽이 무너져 사방

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가마터에서 보면 도자기 파편과 함께 불에 익은 흙덩이

가 많이 보이는데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닥은 땅속 깊은 곳에  

있기도 하지만 더 이상 무너질 것이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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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생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는 와중에 가마를 옮겼다고 하셨는데, 

가마를 어떻게 옮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원 수일고등학교 김소영)

A 정확하게 말하면 도자기 만드는 공장을 새로 지어 이사를 갔다는 뜻입니

다. 1467년 경 사옹원(司饔院) 분원(分院)이 경기도 광주에 설치된 뒤  

도자기 번조에 필요한 땔감 때문에 수목이 무성한 곳을 찾아 대략 10년을 주

기로 공장을 옮겨 다녔습니다. 그러면 전에 쓰던 가마와 시설은 버리고 사용할 

수 있는 물품들만 챙겨 새로운 곳에 이주하게 되며, 가마와 부속시설, 도공이나  

종사자들을 위한 숙소 등은 신축하여 백자 만드는 일을 계속하게 됩니다.

Q 우리나라에서는 코발트라는 원료가 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남양주 진건고등학교 김금화)

A 정확히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코발트가 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그 

존재를 몰랐고 또한 도자기 안료에 적합한 산화코발트를 개발하지 못했

기 때문입니다.

흔히 코발트가 들어 있는 광물은 200여 종 이상 알려져 있으나 사업적 가치가  

있는 것은 비코발트광, 휘코발트광, 린내아이트, 코발트광 등인데, 이들 광물에 

니켈, 구리, 납 등과 함께 들어 있습니다. 때문에 코발트는 이들 금속을 생산할 대 

부산물로 주로 얻고 있으며, 코발트광석에서 코발트만을 목적으로 분리한다면 

비용 대 효과 면에서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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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가 현장답사 한 분원 외에도 궁중에서 지정한 분원과 비슷한 성격의 

국가 기관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용인 현암고등학교 윤혜주)

A 사옹원(司饔院) 분원(分院)은 조선왕실에서 직접 운영한 백자생산 공장 

입니다. 그 외 지역에서 국가가 직접 나서 운영한 가마의 예는 없고 이는 

여러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고려시대 강진과 부안의 청자는 조

선시대 분원처럼 왕실에서 운영했을 것으로 추정은 하지만 구체적 물증은 없는 

편입니다.

왕실 주도의 도자기 공장과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는 먼저 도자기의 품질과  

수준이, 양식이 다르며, 다음으로 도자기 제작공장의 규모에서도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광주의 분원 가마터는 300여기 이상 존재하며, 강진의 청자유적

도 200여기에 달합니다. 지방의 가마는 이렇게 규모가 크지 않을 뿐더러 광주나 

강진처럼 한 지역에서 4~5백년 지속해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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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마터 발굴시 깨진 토기를 연구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수많은 파편 중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가져와 연구를 하게 되는지 궁금합

니다. (화성 향일고등학교 신서영)

A 흔히 가마터 발굴조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기본적 정보는 언제 사용하던 

가마인가? 어떤 종류의 그릇을 만들었는가? 만든 도자기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무슨 문양을 사용하였는가? 만드는 기법은 어떠한가? 가마의 구조는 

어떠한가? 관련한 작업장은 어떤 모습인가? 등 다양합니다.

이중에서 출토된 도자기 파편은 태토와 유약, 굽 등을 통해 그릇의 질적 수준을 

알려주고, 도자기에 있는 명문은 제작시기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또한 병, 주전

자, 대접, 접시 등 만든 그릇의 종류를 알 수 있고 당시 선호한  문양에 대한 정보

도 얻을 수 있습니다. 문양이 없는 파편만 출토된다면 ‘이 당시 여기에서는 문양

을 넣지 않고 만들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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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마에서 토기를 구운 뒤 건조를 하기 시작할 때, 눈·비와 같은 자연 영향

을 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화성 향일고등학교 신서영)

A 조선시대 왕실에서 운영한 분원(分院)은 봄부터 가을까지 백자를 만들었

다는 기록으로 보아 겨울철에는 작업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도자기 제작에 있어 물은 필수 요소인데 당시에도 효율성과 생산성을 생각

한다면 동절기, 겨울은 가급적 피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가마유적을 발굴조사 해보면 더러 가

마의 양쪽에 가마와 나란한 방향으로 

기둥이 섰던 자리가 보입니다. 이는 

흙으로 만든 가마를 보호하기 위해 

지붕을 씌운 것인데, 비를 피하는 것

이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17세기 중엽에 운영하던 광주 송정동 백자 가마터인데 가마  

좌우에 일렬로 지붕을 받치는 기둥이 섰던 흔적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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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기도자박물관 견학 후에 옆에 자리 잡은 가마터를 옮겨 놓으신 야외  

전시를 함께 보았는데요, 지금의 자리로 옮겨 놓은 가마와 실제 유적지의 

자리가 동일해야 할 텐데 가마터를 어떻게 이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용인 풍덕고등학교 박경은)

A 발굴조사 뒤 유적을 이전하여 복원하는 경우는 고속도로, 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기간사업 등으로 해당 지역의 개발을 피할 수 없을 때입니다. 이때

는 타당성, 방법, 장소 등에 대한 검토를 끝내고, 먼저 유적을 경화처리(약품처리

로 단단하게 만듬)해서 여러 등분으로 나눠 이동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차량 

으로 옮겨야 되니까 한 차에 실을 정도의 크기와 무게로 등분합니다. 이렇게  

하여 새로운 장소로 이동해서 재조립하게 됩니다.

조립이 완료되면 연결 부위의 흔적을 지워주고 출토유물이나 주변 환경 등을  

이전과 비슷하게 해줍니다. 완성되면 노출시켜 전시하기도 하지만 관리상 어려

움으로 대부분은 보호각을 씌워서 보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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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들이 전시를 관람하면서 접했던 도자기에 찍힌 천天, 지地, 현玄,  

황黃 같은 한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리 여자고등학교 한지수)

A 조선시대 백자에 글씨를 적는 예는 많습니다. 조선전기에는 명나라 연호

(年號)나 天·地·玄·黃을, 중기에는 간지(干支)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연호

나 간지는 백자의 제작시기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天·地·玄·黃’은  

그릇 바깥 바닥면에 한 글자씩 넣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4점이 한  

세트라는 개념, 보관하던 궁궐의 창고이름이라는 얘기 등이 있지만 어느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고급백자에서만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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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

한국도자 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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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6,000년경

신석기시대

원시 무문토기 제작

B.C. 2,000 ~ B.C. 300

청동기시대 (고조선)

청동기의 보급, 무문토기,  

붉은 간토기, 검은 간토기  

제작

6C 경

삼국시대

백제에서 중국 청자의  

모습을 본딴 토기벼루  

제작

7C~ 8C

통일신라

불교식 장례방법에 따라  

화장 후 뼈를 담는 

뼈항아리 제작

9 ~10세기

전라도 강진 등을  

중심으로 해무리 모양  

굽을 가진 청자 제작

빗살무늬 토기

신석기시대 기원전 3,000년경, 

경희대학교 박물관 소장

토기 기마인물형 주자

신라 5 ~ 6세기, 국보 91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붉은 간토기

청동기 시대 기원전 6~5세기,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토기 벼루

백제 6세기 후반~7세기 전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토기 녹유 뼈항아리

통일신라 8세기, 국보 125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자 해무리굽 완

고려9세기~10세기,  

개인소장

B.C. 4,000 ~ B.C. 3,000

신석기시대

빗살무늬토기 제작

5C 경

삼국시대

신라와 가야에서 동물,  

사람, 물건 형태로 만든  

토기 유행

676

통일신라

신라의 삼국통일 완성

918

고려태조 1

왕건, 고려 건국

1000

통일신라시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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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

고려인종 24

고려 왕(인종)의  

무덤에서 최상급  

비색청자가 발견됨

12세기 ~13세기

청자에 문양을 새기고  

흰색이나 검은색  

흙으로 채워 장식하는  

상감청자 유행

1269～1295

고려원종 10～충렬왕 21

이 기간(또는 1329~1355년)  

동안 제작년도(기사, 경오, 임신,  

계유, 갑술, 임오, 정해, 을미 등)를  

새긴 상감청자 제작

1365 ~1374

고려공민왕 14 ~ 23

공민왕의 왕비 노국대장 

공주의 무덤이름인  

‘정릉’이 새겨진  

상감청자가 제작됨

청자 사자장식 향로

고려 12세기, 국보 60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자 기와

고려 12세기, 

강진 사당리 가마터 출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자양각 진사채  

연판문 표형주자

고려 13세기, 국보 133호,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청자상감 금채  

원숭이무늬 항아리

고려 13세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자 과형병

고려 12세기, 국보 94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자상감 연지문 편병

고려13세기,  

경기도자박물관 소장

청자상감 연화당초문  

‘기사’명 대접

고려 1269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자 상감 당초문  

‘정릉’명 대접

고려 1365-1374년경,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124

고려인종 2

송나라 사신 서긍(徐兢)이  

고려에서는 청자가 귀하며  

비색(翡色)이라 부른다고 기록함.  

또한 사자장식 향로(狻猊出香)가  

특이하다고 설명함  

(『선화봉사고려도경』)

1157

고려의종 11

고려 왕궁에  

정자(양이정)를 짓고  

청자기와를 덮었다고 함

1257

고려고종 44

강화도 최항의 무덤에서  

<청자양각 진사채  

연판문 표형주자>가  

나왔다고 전해짐

1289, 1297

고려충렬왕 15, 23

원 세조에게 금으로  

그림그려 장식한  

<화금자기>를  

바쳤다고 함  

(『고려사』)

고려시대
1100 120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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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3

조선세종 5

새로 만드는 제기 중 향로, 산뢰,  

상준, 희준 등은 자기를 쓰라고 함  

(『세종실록』) 

1471

조선성종 2

사옹원 소속 사기장의 수를  

380명으로 법전에 명시함 

(『경국대전』)

1417

조선태종 17

나라에 바치는 사기에  

관청의 이름을 새기도록 함 

(『태종실록』)

분청 상준

조선15~16세기,  

경기도자박물관 소장

 

분청인화 ‘사선’명 대접

조선 15세기,  

경기도자박물관 소장

백자 ‘현’명발

조선 15세기 후반 ~ 

16세기 전반,  

경기도자박물관 소장

백자청화 운룡문 병

조선 15세기,  

보물 785호,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1419 ~1450

조선세종 1~32

세종시대 왕이 사용하는 그릇으로는  

백자를 사용하였다고 함 

(성현, 『용재총화』)

1486

조선성종 17

사옹원 관리가 매년 광주에 화원을  

데리고 가서 왕실에서 사용하는  

도자기 제작을 감독한다고 함 

( 『신증동국여지승람』  

경기도 광주 토산조)

1466 ~ 67

조선세조 12 ~13

경기도 광주에 사옹원 분원  

자기번조소를 설치하고  

백자 제작을 시작함

1392

조선태조 1

고려 멸망,  

이성계의  

조선 건국

1400

조선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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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

조선성종 20

<백자청화 ‘홍치2년’명  

송죽문 항아리>가  

만들어짐

1634

조선인조 12

왕실행사에 쓸 청화백자 용항아리가 없어  

부득이 철화백자 용항아리를 만들어 사용함 

(『승정원일기』)

1649

조선인조 27

분원 자기번조소의 위치를 선동리(1640~ 

1649)에서 송정동(1649~1654)으로 옮김 

(『승정원일기』)

백자청화 ‘홍치이년’명  

송죽문 항아리

조선 1489년,  

국보 176호,  

동국대학교박물관 소장

백자철화 운룡문 항아리

조선 17세기 전반,  

보물 645호,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

백자철화 매화문 접시 편

조선 17세기,  

송정동 백자가마터 출토,  

경기도자박물관 소장

백자청화 두꺼비형 연적

조선 18세기,  

개인소장

1709

조선숙종 35

“… 선천토 색은 눈과 같아서  

어기(御器)를 만드는데 제일이다.  

…두꺼비 연적은 가장 기이하며  

팔면당호(八面唐壺)는  

정말 좋은 모양이네” 

(이하곤, 『두타초』)

1592 ~1598

조선선조 25 ~ 31

임진왜란 

(일본의 조선침입)

1636

조선인조 14

병자호란 

(중국 청나라의 조선침입)

조선시대
1500 160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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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

조선영조 28

분원 자기번조소를 남종면 분원리로 옮기고  

매년 사옹원 관원이 가서 도자기 제작을  

감독한다고 함 (『여지도서』)

1788-1860

조선정조 12 ~ 철종 11

정조 임금때 청화를 금지한 뒤 백자 위에  

화훼를 양각으로 볼록하게 구워 내었는데,  

오래지 않아 다시 청채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함 

(이규경, 『오주연문장전산고』)

1884

조선고종 21

분원의 운영권을 12명의  

사기계 공인들에게 넘김 

(『분원자기공소절목』)

백자청화 보상화문 ‘상실’명발

조선 19세기 

경기도자박물관 소장

백자청화 매죽문 병

조선 18세기,  

립중앙박물관 소장

백자양각 국화문 병

조선19세기,  

경기도자박물관 소장

백자청화 운룡문 항아리

조선 18세기,  

경기도자박물관 소장

1754

조선영조 30

옛날에 도자기 그림은 철화였는데  

요즈음은 청화로 그리니 사치가 심하다고 하여  

이후에는 용항아리 외에 청화백자 사용을  

일체 금지시킴  

(『영조실록』)

1864 ~1898경

조선고종 1 ~ 대한제국 광무 2

분원에서 흥선대원군의 거처에서 사용하는  

‘운현’•‘상실’이라는 글자를 적은  

청화백자류 제작

1800

조선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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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I
만화로 보는

분원백자 발굴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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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빛깔을 낼 수 있다면

세상은 얼마나 행복할까.”

버나드 리치

(영국 도예가, 1887～1979)

1912년 일본 우에노박람회에서

조선 도자기를 보고서…



청소년을 위한

경기도자 이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