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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0일(금요일)
□ 10:00 ~ 12:00(2시간)
ㆍ주제 1 : 가마유적의 이해
□ 13:30 ~ 16:30(3시간)
ㆍ주제 2 : 가마터 조사방법과 출토유물의 이해
ㆍ주제 3 : 생산유적에 대한 보고서 작성법
□ 16:50 ~ 18:20(1시간 30분) : 연구원 자체 세미나
ㆍ발굴조사에서 보고서 발간까지의 과정 및 문제점, 시행착오 등
- 박미정 : 함안 도항리 6호분(16:50~17:20)
- 김정율 : 밀양 금포리유적 청동기시대 분묘(17:20~17:50)
- 조명래 : 밀양 금포리유적 조선시대 분묘(17:50~18:20)
□ 18:30 ~ : 저녁식사
※ 각 주제발표 이후 질의 응답

6월 21일(토요일)
□ 09:00 ~ 12:00(3시간)
ㆍ주제 4 : 소비유적 출토 도자의 유형과 해석
ㆍ주제 5 : 청자의 특징과 유물의 시기구분법
□ 13:30 ~ 16:30(3시간)
ㆍ주제 6 : 분청사기의 특징과 유물의 시기구분법
ㆍ주제 7 : 백자의 특징과 유물의 시기구분법
※ 각 주제발표 이후 질의 응답
□ 17:00 ~ : 유럽답사 관련 설명회
ㆍ답사자 전원 참석

6월 22일(일요일)
ㆍ주제 :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출토유물에 대한 검토
□ 오전 : 09:00~12:00(3시간)
ㆍ창원 귀산동 유적 출토품
ㆍ창원 가음정동 유적 출토품
□ 오후 : 13:30~16:30(3시간)
ㆍ진례 외촌리유적 2-1공구 출토품
ㆍ경남 낙동강학생수련원 신축부지내 유적 출토품
ㆍ진양 효자리 삼층석탑내 유적 출토품
ㆍ기장 장안산업단지 유적 출토품
ㆍ거제 폐왕성 유적 출토품
ㆍ김해 하수관거 정비 유적 출토품
ㆍ기타 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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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도자사 특강

이 종 민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Ⅰ. 가마유적의 이해
1. 가마의 구조와 유형(자기가마 중심)
개

념 : 도자기, 금속, 벽돌, 유리 등 자연에서 채취할 수 있는 흙이나 광물질을 이
용하여 필요한 용도에 맞게 구워내는 시설물

재

료 : 벽돌, 진흙, 돌, 기타 식물성재료

구

조 : 굴착방식 - 수혈식, 횡혈식(등요)
번조실 깊이 - 지하식(지하굴식), 반지하식, 지상식
측단면 기준 - 용요, 만두요
평단면 기준 - 일자형, 역삼각형(부채형), 호리박형
재료적 기준 - 전축요, 토축요
번조실 숫자 - 단실요, 연방식요
窯床의 구조 - 무단식, 유단시(계단식)

가마유형 : 지하굴식 등요(도기). 반지하식 단실요(청자), 반지하식 단실 불기둥요(분청,
백자), 단실 불기둥 천장 지주요(백자)
기본구조 : 회구부(재층), 아궁이(봉통부, 연소실), 번조실(소성실-2차 번조 공간, 1차
번조 공간 : 초벌공간), 굴뚝부(연도부, 배연구), 측면출입구, 불창시설, 격벽

주변시설 : 공방-수비 ․ 성형 ․ 정형 ․ 건조 ․ 보관을 위한 공간, 기타 생활공간
보수여건 : 바닥상승, 측벽 및 천정부 균열→폐요
가마수명 : 보통 약 10년 추정(승정원일기), 고려초 전축요 30-50년 내외
불꽃유형 : 횡염식(반도염식), 도염식
￭ 참고문헌 :
강경숙,『한국 도자기 가마터 연구』,시공아트, 2005

강경숙,「조선전기 분청사기와 백자가마의 구조연구-불기둥[停焰柱]>의 등장과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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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사 자료와 해석-진홍섭선생하수논문집』, 일지사, 2008

2. 자기가마의 변천
기본변천 : 노천(露天)상태→지하굴식 등요(登窯)→지상식 등요로 발전 진화
고려시대 : 초기 10-11세기, 중기 12-13세기, 후기 14세기
중국 절강성(浙江省) 월주요(越州窯)로부터 청자기술자 도래
본격적인 지상식 가마 활용. 龍窯 구조
-초기 : 대형 전축요(塼築窯)-중서부지방
용인 서리, 시흥 방산동, 배천 원산리, 여주 중암리 요지 등
소형 토축요(土築窯)-남서부지방
강진 용운리, 강진 삼흥리, 고흥 운대리 등
-중기 : 중형 토축요-전국단위, 대전 구완동, 부안 진서리, 음성 생리 등
정요(定窯), 요주요(耀州窯), 경덕진요(景德鎭窯) 제품수입,
기형 변화는 있으나 가마구조 영향 무관
-후기 : 중형 전축요 추정-전국단위, 조사예 없음
용천요(龍泉窯) 제품 소량 수입. 가마구조 영향 무관
-토기(도기)가마는 구조상 변화 없는 듯

조선시대 : 가마규모는 고려중기의 청자가마와 유사하나 내부구조는 지역적 차이 존재
분청

지상식 가마, 기본형은 터널형 용요(龍窯)
전북, 충남지역 가마내부 분염주(分焰柱)설치, 계단의 시원적 형태 보임
광주 충효동 요지, 공주 학봉리 요지, 대전 구완동 요지, 고창 용산리 요지

조선시대 : 가마규모는 시기별로 변화. 조선 전기는 고려 중, 후기 가마와 유사하나
백자

조선 후기로 갈수록 길이가 짧아지고 뒤가 넓어지는 형태로 바뀜.
내부구조는 지역적 차이 많음.

바닥부분을 살짝 파고 정리한 지상식 가마.

기본형은 터널형 용요(龍窯)
-전기 : 15-16세기. 일부지역 분염주 설치, 계단의 시원적 형태. 분청사기 가마와
유사. 가마평면은 아궁이부와 굴뚝부의 넓이 같다. 초벌공간 확보
-중기 : 17-18세기 중반. 대부분 지역에서 3-4개의 불창기둥과 격벽설치.
뒤로 갈수록 번조실 조금씩 넓어짐. 일부지역 경사진 계단형의 가마바닥.
번조실 칸분리 시원적 형태. 초벌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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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 18세기 중반-19세기말. 불창기둥이 더욱 작아지고 격벽이 일반화 됨.
부채꼴 형태. 분실(分室) 계단형. 초벌실 운영
￭ 참고문헌
김정선,「조선시대 자기가마 구조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2003
박형순,「조선시대 지방의 백자가마에 대한 연구」, 공주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2004
이종민,「고려시대

청자가마의

구조와

생산방식

고찰」,『한국상고사학보』제45호,

2004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도자사 연구방법으로서의 발굴』,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2001
최윤정,「조선 17․18세기 전반 지방백자 연구」, 홍익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2004
한국상고사학회,『도자고고학을 향하여』, 2003

3. 요도구의 종류와 역할
개

념 : 요장에서 도자기를 제작할 때 사용하는 도구의 총칭. 협의의 개념으로는 가
마안에서 적재시에 사용하는 도구를 지칭함. 요도구는 불량률을 감소시키고
가마내 공간활용을 최적화하기 위해 활용함.

匣

具 : 주로 적재를 원활하게 하고 고급도자기를 확보하기 위해 활용.
갑발-발형, 원통형, 복발형(투구형)
갑발받침-床形, 버섯형
갑발뚜껑-청자용, 백자용

支 燒 具 : 기물이 가마바닥의 저온대에 의해 덜 구워지거나 유약표면이 모래나 먼지에
의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받침도구.
陶枕(도지미)-원반형, 쐐기형, 원주형, 상형(床形), 치형(齒形)
墊 燒 具 : 그릇과 그릇사이를 받치고 유약에 의해 그릇끼리, 혹은 그릇과 갑구, 그릇과
지소구가 들러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받치는 도구
점권(墊圈), 점병(墊餠), 족좌(足座)
비 짐 눈 : 그릇이 잘 떨어지도록 받치는 일종의 내화물. 모래, 내화토, 점토, 규석 등
활용.
￭ 참고문헌 : 해강도자미술관,『康津의 靑磁窯址』,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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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의 유형과 유색을 결정하는 요인들
불꽃의 유형 : 환원염, 중성염, 산화염

유약재료의 성분
유약의 주성분 : 산화규소(Sio2), 산화칼슘(CaO), 산화알루미늄(Al2O3)
색을 내는 핵심원소 : 산화철(Fe2O3), 산화티타늄(TiO2)
미량원소 : 산화마그네슘(MgO), 산화망간(MnO2), 산화인(P2O5)
배합정도에 따라 다양한 발색
유층의 두께
유약의 두께에 따라 발색 좌우
동일유약이라도 유약두께에 따라 색조의 변화생김
고려청자의 경우 초벌의 유무가 중요한 변수
가마구조와 번조온도의 조절 : 가마규모는 온도 상승과 냉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
산화, 환원에 영향. 색 좌우
대규모 가마 : 온도 상승과 냉각이 늦다. 환원시간의 폭이 길다
소규모 가마 : 온도 상승과 냉각이 빠르다. 환원시간 폭이 짧다
냉각과정 : 유약의 결정구조와 유색의 투명도에 영향
냉각시간 빠르면 투명성 양호, 길면 투명성이 떨어짐
결정유의 성장과정. 일정온도에서 지속냉각. 미세성분의 분말 커짐
(분상작용) 기포와는 다른 개념
불조절의 장단 : 기포와 관련. 최고 용융점에 불을 끄지 않고 지속. 유약 유동성 증가.
점도 낮아짐. 기포가 올라가면서 제거. 유층 두께와도 관련(청징작용)
번조(소성) 분위기 : 환원번조에 의한 원래 유색의 확보가 기본.
그러나 공기조절에 민감하여 공기조절과 연조조달의 타이밍은 유색의 중요
한 변수가 됨.
환원과정은 유약이 녹기 전 단계부터 진행되며 1000℃이전 단계부터 연소
재의 완전연소가 이루어짐. 불완전연소 유도. 금속산화물질의 환원작용 시작
철분의 경우 Fe2O3→ Fe2O4 → FeO → Fe 로의 변화
갑발의 유무 : 재로부터 기물 보호. 일정한 온도로 기물 번조.
냉각과정에서 기물을 천천히 식게 하는 역할 - 온도편차 적다
기물 온도의 상승과 냉각에 영향 - 미세하지만 유색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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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방의 역할과 세부구조
개

념 : 가마에 적재하기 위한 기물을 제작하거나 재료, 완성품 등을 저장하는 공간.
통상 수비, 성형, 정형, 문양시문, 시유 등이 이루어짐.
공방지에서 볼 수 있는 유구는 물레공, 수비공, 유약공, 건조용 온돌시설,
수조 등이 있다.

평균수량 : 백자 경우 가마 1기당 평균 공방수량은 2~5개
거

리 : 백자 경우 공방위치는 가마로부터 10~30m 이내 분포. 가까운 곳 냇가.

물레공수 : 평균 2~3개
수비공수 : 평균 2개
온돌시설 : 평균 1기
￭ 참고문헌
장남원,「조선시대 백자공방의 종류와 성격」,『흙으로 빚은 우리역사』, 용인대학교박
물관, 2004
김정애,「조선후기 지방 백자 가마와 공방의 성격」, 목포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2007

Ⅱ. 가마터 조사방법과 출토유물의 이해
1. 가마터 발굴조사방법과 유의점
<가마유구조사>
- 가마의 장축을 확인하여 기준선을 확보한다
- 퇴적구는 가장 잘 남은 곳을 횡으로 단면처리하여 가마의 신축, 개축과정과 파편층의
퇴적진행상태, 상관관계 여부를 파악한다.
- 가마유구의 요상부는 신축부터 폐요에 이르는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여건이 허락하는
선에서 반드시 내부를 절개하여야 그 상황을 알 수 있다.
- 측면출입구의 위치와 불턱, 장작이 던져지는 공간을 면밀히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
다.
- 요벽이 양호하게 남아 있을 경우 가마벽의 기울기를 확인하여 천정구조와 높이를 산
출할 수 있으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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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벽에서 발견되는 개축흔적의 중첩상황은 전체 가마의 개축 횟수와 무관하다.
- 가마는 개축시 규모를 줄이는 것이 관례이다. 때에 따라서는 아궁이가 2개인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도침, 혹은 갑발흔적이 있을 경우 출토유물의 적재상황을 알 수 있는 폐기물 등을 통
해 1회 번조시 완성되는 수량을 파악해 낼 수 있다.
- 가마의 외벽주변에는 1m 이내에 가마를 보호하기 위한 가옥형태의 임시시설물을 가
설하기 위한 주혈이 등간격으로 발견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 요상부 최상층에서 발견된 유물은 제일 마지막 번조과정의 기물이므로 때에 따라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을 수 있다.
- 배연부와 가까운 요상부에서 초벌편이 확인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폐기층조사와 현장에서의 유물 분류>
- 폐기층에서 수집되는 유물은 전체수량을 모두 수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실
적으로 쉽지 않은 경우 유물퇴적이 가장 양호하고 두꺼운 부분을 골라 표준퇴적으로
설정하여 층위별로 수집할 수 있다.
- 폐기층 조사후 선별된 유물은 가능한 현장에서 기종, 기형별로 카운트하여 계량화시
키는 것이 좋으며 보고서에 게재하기 위해 양호한 유물을 별도로 수집할 경우 상태가
불량하더라도 기종, 기형을 판단하기에 적절한 예는 반드시 수거하여야 한다.
- 폐기물에서는 초벌이 있는 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유약이 덜 익은 파편과 초벌편
을 혼동해서는 안된다.

<수혈유구>
- 간혹 가마주변에서 발견되는 부정형의 수혈유구는 가마축조를 위해 흙을 조달하기 위
한 흔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가마운영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폐기물을 일부
러 채워 넣는 경우도 있다.

<공방유구>
- 공방은 원형 혹은 방형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공방의 범위와 규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물레공은 주혈형태로 발견되며 약 20cm의 지름에 30~50cm의 깊이를 가진 것이 많
다. 특히 물레공 주위에는 목물레를 돌리는 회전판의 지름흔적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주변에서 부식이 덜 된 굽칼이나 초벌한 굽통 등도 발견되
므로 제토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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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공은 통상 진흙을 발라 반원형으로 축조한 것이 많으며 내부에서 판석이 발견되
기도 한다. 지역에 따라 여러 양상이 존재한다. 바닥에 점토층이 발견되기도 한다.
- 유약공은 구조상 물레공과 별 차이가 없다. 수비공과 혼동되므로 분석전문가를 활용
하여 자문을 얻는 것이 현명하다.
- 건조시설은 온돌구조로 되어 있으며 통상 현대판 복로로서 성형한 기물을 건조하기
위한 용도로 알려져 있다.

2. 출토유물의 기종(器種)의 구분과 명칭
<청자의 기종>
생활용기 : 碗, 鉢(대접), 옹, 항, 접시, 병, 주자, 유병, 합, 盤(쟁반), 잔, 잔탁, 대야,
호, 타호, 매병, 화병, 화분, 돈, 다연
문방구류 : 벼루, 연적, 필가
특수용기 : 정병, 향로, 승발, 장고(악기류)
건축자재 : 각종 기와, 도판(=도벽)
부장용기 : 따로 만든 것이 아니라 위의 도자기를 넣음

<분청사기의 기종>
생활용기 : 鉢(대접), 호, 접시, 종지, 병, 주자, 유병, 합, 盤(쟁반), 매병
문방구류 : 벼루, 연적
특수용기 : 향로
부장용기 : 따로 만든 것이 아니라 위의 도자기를 넣음

<백자의 기종>
생활용기 : 鉢(대접), 호, 접시, 종지, 병, 주자, 합, 타호, 돈
문방구류 : 연적, 필가, 필세
제

기 : 향로, 상형제기, 보, 궤

부장용기 : 따로 만든 것이 아니라 위의 도자기를 넣음

<혼동하기 쉬운 기종의 명칭>
시기별, 종류별, 가마별 구분법이 다르며 대표적으로 혼동되는 예로는 鉢, 碗, 大楪으로
발은 밥그릇, 대접은 국그릇, 완은 찻그릇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
발 : 통상적으로 발은 구경에 비해 높이가 높은 편이며 대접에 비해 구경이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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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가 있음. 고려 초부터 조선시대 말까지 존재하는 기종(도면 1의 ①).
완 : 찻그릇. 지름 18cm 이내. 구경이 저경에 비해 많이 넓은 그릇이나 대접보다 작고
측사면의 볼륨감이 적다(도면 1의 ②). 대소가 있음. 고려초~고려중기까지 제작.
고려 후기 이후의 출현 기종을 완으로 부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대접 : 구경이 높이에 비해 넓은 그릇. 고려 중기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하며 조선시대
말기까지 제작(도면 1의 ③). 최근에는 발로 통일하여 쓰는 경향. 대소가 있음.
종지 : 분청과 백자에 있으며 발과 유사하나 크기가 작음.

③

②

①

⑤

④
도면 1. 대표적인 도자기의 기종

Ⅲ. 생산유적에 대한 보고서 작성법
1. 개체수의 파악과 속성분석
생산유적, 소비유적 등을 포함하여 각 발굴현장에서 확인된 도자유물의 기종별, 기형
별 개체수량의 파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파악된 개체수는 생산유적의 경우 단
일 가마에서 어떠한 기종과 기형을 얼마만큼 만들었는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되며 결국
이는 각 시기마다, 또는 지역마다, 가마마다 어떠한 성격의 요업성격을 가지고 있었는지
를 이해하게 해준다.
이는 단순하게 가마의 성격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당시의 생활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본자료가 된다. 또 생활유적의 경우도 발견되는 도자류의 개체수
확인작업은 어떠한 계층이 어느 곳에서 만들어진 어떠한 종류의 도자를 활용하게 되었
는지 또, 생활유적의 성격은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기종, 기형별 개체수의 파악과 각 유물의 제작방법 등과 같은 속성분석 파악은

- 8 -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학술세미나 第24回

결과적으로 유물을 활용한 유구해석을 더욱 더 풍부하게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초작업이
된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많은 보고서에서 발견되는 자기의 기종을 대표적인 한 종류씩
만 Sampling 하여 게재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향후 다음의 예를 고려하여 유물을 파악한
다면 정확한 도자의 생산이나 수요관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대상은 다음과 같다.

<참고예시자료> 기종분석-일부만 수록

<참고예시자료> 기형분석-일부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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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자유물의 총 개체수 확인
- 기종별 개체수 확인. 기종은 수량이 적더라도 확실하게 구분가능한 것은 모두 통계
자료에 넣어야 함.
- 각 기종마다의 기형별 개체수 확인. 단, 너무 세부적인 형식별 개체수는 오히려 혼
란을 야기할 경우가 있음
- 전체에서 각 기종별, 기형별 유물이 갖고 있는 비율(%) 확인
- 기형별 분석에서 구연의 형태, 내저원각 유무, 굽형식, 받침재료형식 등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 층위가 분명한 경우 층위별 비율(%) 확인
- 가능한 범위안에서 시각적 자료활용 : 막대그래프 사용 등은 효과적 방법임

2. 성분분석의 필요
도자기에 있어서의 성분분석은 분석결과를 통해 재료적 측면에서 물리적, 화학적 조성
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알 수 있으며 특히 유물의 원생산지, 유통과정 추정을 가능하
게 해준다. 또한 육안으로만 판단하는 도자기의 재질적 종류(청자, 백자의 구분)를 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주관적인 판단에서 자유롭게 해준다. 성분분석이
필요한 유적은 도요지와 같은 생산유적의 경우 필수적인 요소이며 소비유적의 경우라도
도자기가 많이 확인되는 경우 활용가치가 높다.
최근 각 기관에서 실시하는 조사중에는 특히 청자, 백자, 분청사기, 도기, 기와, 야철
등 생산과 관련한 발굴유적이 많이 있으나 일부 보고서의 경우 성분분석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선택적이고 형식적으로 판단하여 게재하지 않는 경우가 꽤 있다. 향후 자료의 축
적과 연구자들의 폭넓은 해석을 위하여 특히 도자유적의 경우는 반드시 과학적 성분분
석을 관련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보고서에 게재해야 할 것이다.
성분분석은 관련 전문가와 상의하여 실시하되 반드시 현장에서 발굴된 상황을 보고 시
료를 선택하여야 하며 가장 대표성을 띠는 유물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또 시료분석결
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통 한 현장에서 20 pieces 이상을 의뢰해야 정확한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객관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성분분석의 대상이 되는 유물들은 확정
되는 대로 깔끔하게 세척하여 각 파편마다 출토지와 상태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남기고
내외면의 사진을 찍어 향후 보고서에 게재할 때 함께 수록한다. 통상적으로 과학적 성분
분석은 짧아도 1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일찍 계
획을 수립하고 의뢰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도자기에 있어서 성분분석은 한 유구의 대표성을 보여주는 도자유물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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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하여 작은 조각으로 자른 다음 유약분석과 태토분석을 실시한다. 분석은 이물질을 제
거하고 순수한 부분만을 분석대상으로 하되 분말시료를 만들어 실시한다. 태토를 구성하
고 있는 광물의 종류와 상태는 보통 ‘X-선회절분석기(XRD)’를 이용하며 태토의 주성분
(SiO2, P2O5, Al2O3, MgO, CaO, Na2O, TiO2,, MaO, Fe2O3, K2O)과 미량원소 분석은 ‘유
도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분광기기(ICP-AES)’를 이용한다. 유약의 주성분은 ‘주사전자
현미경(SEM)’에 부착된 ‘에너지분산 X-선 분광분석기’를 활용하고 있다. 성분분석을 위
한 시료의 기초데이터 정리방식은 다음의 예가 참고가 된다.

<참고예시자료> 畿甸文化財硏究院,『龍仁 寶亭里 靑磁窯址』, 2006

3. 유물해설
보고서 본문내용에서 다루어지는 도자유물설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수록
되어야 한다. 참고예시자료는 도자유물을 기술한 예중에서 기준으로 참고할 만한 예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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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물의 정식명칭과 관련된 도면, 사진 번호
- 전체적인 잔존형태 및 상태 설명. 내외면이 다른 경우 각각 설명, 내저원각유무
설명
- 문양이 있는 경우 시문기법과 문양소재 설명
- 태토 상태 설명
- 유약 상태 설명
- 굽깎음새 설명
- 굽받침방식 설명
- 크기설명

<참고예시자료> 畿甸文化財硏究院,『龍仁 寶亭里 靑磁窯址』, 2006 인용

4. 도면작성
도자유물의 도면작성은 기본적으로 실측을 원칙으로 하나 가마터에서 발견되는 유물
의 경우 파손품이나 폐기품이 많으므로 복원도를 그려주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가마유적
에서는 기형이 일그러진 경우가 많이 발견되므로 그대로 실측할 경우 독자들은 원래 생
산된 상태가 일그러진 형태로 오인하기 쉬우므로 좌우비례가 정확한 상태로 상정하여
그려주는 것이 관례이다.
도자유물의 실측에서 중요한 것은 구연, 측사면, 굽의 정확한 묘사 이외에 굽받침이
잘 남아 있는 경우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모두 표현해 주어야 하며(도면 2의 ①) 겹쳐구
운 예를 선택한 경우 세부적인 부분까지 정밀묘사해야 한다(도면 2의 ②). 자기질 그릇
에는 문양을 표한한 예들이 많다. 상감기법이 사용되어 흑백의 대비가 뚜렷한 경우 윤곽
선 내부에 검은 먹으로 흑상감 부분을 묘사해주면 상감기법의 적용 예를 알기가 매우 쉬
우며(도면 2의 ③), 철화나 퇴화, 진사, 청화와 같이 안료로 그림을 그려 문양을 표현한
경우는 목의 농담을 조절한 붓으로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 효과적이다(도면 2의 ④). 양
각, 혹은 압출양각기법으로 찍어내거나 기면을 도드라지게 표현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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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법을 통하여 표현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작업이기는 하나 그 효과는 매
우 확실하다(도면 2의 ⑤).
예가 많지는 않으나 도자기의 굽내부나 동체 일부에는 음각으로 새긴 명문이 있는 경
우가 있는데 이 경우 음각선으로 표현한다(도면 2의 ⑥). 요도구는 보통 상면과 측면을
실측하여 필요한 부분을 점묘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그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
다(도면 2의 ⑦). 이 밖에 초벌한 그릇에 새겨진 문양은 도면으로 처리하기도 하나 탁본
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도자유물은 단순하기도 하나 내면에 있는 내저원각의 유무, 혹은 구연 내외부의 작은
음각선 하나가 시대를 판별하는데 결정적 단서가 되므로 꼼꼼하게 처리하고 관련된 해
설에서 설명을 부가하주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①

②

③

⑤

④

⑥
도면 2. 자기질 그릇의 실측방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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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진촬영
도자유물의 사진은 통상적으로 내면, 측면, 굽을 찍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이는 출토
된 도자의 시대를 판단하는데 가장 확실한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이며 이 세 가지 각도
의 사진이 수록되었을 때, 유물을 가장 정확하게 판독할 수 있다. 그러나 출간되는 보고
서의 크기나 편집상의 문제로 한 유물당 세 종류의 사진게재가 어려운 경우 약 45° 각
도의 내측면과 약 60° 각도의 외측면 사진을 촬영하여 두 사진이 함께 같은 열에 위치
하도록 편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자기의 경우 유색이 주는 판독상의 중요성 때문에 컬러도판으로 개재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사진촬영은 회색톤의 배경지가 유물을 잘 드러나게 해주므로 널리 사용되고 있
는 실정이다.

6. 현행보고서중 참고 가능한 예
- 전체편집 : 海剛陶磁美術館,『芳山大窯』, 2000.
畿甸文化財硏究院,『龍仁 寶亭里 靑磁窯址』, 2006.
- 유물해설 : 畿甸文化財硏究院,『龍仁 寶亭里 靑磁窯址』, 2006.
- 개체수 및 속성분석 : 畿甸文化財硏究院,『龍仁 寶亭里 靑磁窯址』, 2006.
- 유물해설 : 國立中央博物館,『康津龍雲里靑磁窯址發掘調査報告書』, 1997.
海剛陶磁美術館,『芳山大窯』, 2000.
畿甸文化財硏究院,『龍仁 寶亭里 靑磁窯址』, 2006.
- 도

면 : 國立中央博物館,『康津龍雲里靑磁窯址發掘調査報告書』, 1997.
海剛陶磁美術館,『芳山大窯』, 2000.
畿甸文化財硏究院,『龍仁 寶亭里 靑磁窯址』, 2006.

- 사

진 : 國立中央博物館,『康津龍雲里靑磁窯址發掘調査報告書』, 1997.
畿甸文化財硏究院,『龍仁 寶亭里 靑磁窯址』, 2006.

￭ 참고문헌 : 한문협,『보고서작성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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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소비유적 출토 도자의 유형과 해석
1. 출토유물에 대한 이해와 편년설정이 갖는 의미
역사시대 특히 고려, 조선시대의 유구가 어느 시기에 경영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두말할 필요 없이 자기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유물의 편
년은 유구의 운영시기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자료가 된다. 따라서 출토유물에 대한 정
확한 이해와 최근 인정받고 있는 견해에 대한 섭렵은 매우 중요한 선행과제가 될 것이
다. 도자사분야는 10년 전의 견해와 최근의 견해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다. 예전의 자료
가 부족한 상태에서 설정한 가설들은 급증한 국내외의 고고학적 자료에 근거한 새로운
학설들에 의해 수정되고 있으므로 기존의 견해를 그대로 따를 경우 때에 따라서는 잘못
된 해석을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구체적인 예로 고려시대의 경우 사지나 건물지, 분묘에서 출토되는 도자류중 조질의
지방산 청자들은 예전 견해에 따르면 대부분 11세기로 판독하였다. 이로 인해 13세기의
청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으며 사찰이나 분묘는 그 시기에 사세가 기울거나
분묘조성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바뀐 학설에 따르면 이러한 대부분
의 지방산 청자들이 12세기 후반에서 13세기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분류되고 있어 그동
안 공백으로 남아 있던 부분을 메워주고 있다.

2. 소비유적에서의 유물 출토상황
출토유물의 해석 : 공반관계, 생산지, 품질, 소비계층, 집단성 문제, 선후관계 등 고려

<사지>
- 층위가 불분명하며 서로 다른 시기의 유물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
- 창건년대가 오래된 사찰의 경우 통일신라 말경의 유물부터 조선후기까지 출토되는
경우가 많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폐사된 경우가 많아 오랫동안 운영된 사찰을 제외
하고 조선의 유물은 수량이 적은 편이다.
- 규모가 큰 사찰의 경우 국내산 도자로는 강진, 부안산 양질청자류, 해남산 철화청
자, 지방요산 조질청자류, 지방산 조질백자류, 도기류, 금속기 등과 더불어 중국
당대의 형요, 정요산 백자, 송대의 경덕진산 청백자, 요주요산 청자, 건요산 흑유자
등이 발견된다. 분청사기는 주로 조질의 귀얄, 인화기법에 의한 예들이 많으며 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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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로 지방산 백자들이 수집되고 있다.

<지방관아지>
- 고려 관아지의 경우 위상에 따라 다르나 강진, 부안산 양질청자류가 포함되어 있으
며 지방산 청자류가 주로 수집되고 있다.
- 조선 관아지도 위상에 따라 다르나 비교적 양질의 인화분청과 조질의 귀얄분청이
발견되며 소량의 철화, 분장, 박지, 조화분청들이 확인된다. 백자는 경기도권 관아
지의 경우 관요산 백자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대부분 포개구이법에 의한 지방산 조
질백자류들이 중심을 이루며 경기도에서 먼 지방관아지들의 경우 발견되는 자기의
예는 대부분 인근한 지방요의 제품들이 많다.

<분묘>
- 동시기에 제작된 유물들이 단일유구안에 들어가 있어 유물의 제작시기추정에 가장
중요한 도움이 된다. 고려분묘는 후기이후에 지역적으로 族墳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 출토유물은 일부 석실묘 출토품을 제외하고 석곽이나 토광묘의 경우 큰 차이가 없
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경제력에 따라 부장품의 개체수 변화 추정.
- 고려 분묘의 경우 지방산 청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주로 발, 접시, 병(또는
반구병), 시저가 가장 보편적인 셋트를 이룬다.
고려초기 : 청자발, 접시, 병, 완, 도기발, 반구병의 조합예가 많다
고려중기 : 청자발, 접시, 병, 완, 잔, 잔탁, 호에 도기병, 매병, 호가 동반됨
고려후기 : 청자발, 접시, 잔에 도기병, 매병이 동반됨.
- 조선 분묘의 경우 임란 이전에는 분청사기 발, 접시, 금속제합, 시저 등이 발견되나
임란 이후는 박장화되는 경향이 보임(연구가 잘 안되어 있음).
￭ 참고문헌
김병수,「호남지방의 고려분묘출토 청자연구」, 목포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2007
양미옥,「충청지역의 고려시대 무덤연구」, 한남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2005
주영민,「고려시대 분묘연구」, 신라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2004
황정욱,「고려시대 석곽묘 연구」, 단국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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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출토 수입도자의 유형과 발견지
백

제 : 3세기 후반경의 유물부터 발견되고 있으며 백제가 멸망하는 7세기 중반
종류 / 시유도기-항아리중심, 동전문항아리
흑유자기-항아리, 벼루, 천계호, 반구사이호, 양이호
청자-천계호, 호자, 양형기, 반구양이호, 사이호, 육이호, 벼루, 잔,
백자-잔, 벼루 등
원산지/월주요계 청자, 영가요, 덕청요계 흑유자, 형요계 백자
발견지/분묘, 관방유적, 제사유적

통일신라 : 당대의 유물이 주로 발견됨. 차도구 중심
종류 / 청자-완, 주자,
백자-완, 벼루, 다호,
삼채-호, 베개, 방울,
원산지/월주요계 청자, 장사요계 청자, 정요계 백자, 공현요(요주요)계 삼채
발견지/분묘, 사찰터, 건물지
고려시대 : 송, 원대유물 발견. 일반 생활용기와 다구 발견
종류 / 청자-완, 호, 타호, 대반
백자-접시
흑유-완
원산지/요주요계 청자, 자주요계 백유, 정요계 백자, 경덕진요계 청백자,
건요계 흑유
발견지/분묘, 사찰터, 건물지
조선시대 : 명, 청대 유물발견. 생활용기 발견. 조선 후기의 예는 잘 알려지지 않음
종류 / 청화백자-발, 접시, 반, 완, 호
원산지/경덕진요계 민요산 청화백자 중심
발견지/요지, 분묘, 사찰터, 건물지
￭ 참고문헌
김미경,「19세기 조선백자에 보이는 청대자기의 영향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논
문, 2006
이종민,「한국의 초기청자 연구」, 홍익대학교대학원 박사논문, 2003
이현정,「조선 전기 백자에 보이는 명대 자기의 영향」,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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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아,「고려유적 출토 송대자기 연구」, 성균관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2002

임진아,「고려청자에 보이는 북송․요대 자기의 영향」, 홍익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2005
장남원,「고려중기 청자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논문, 2003
정신옥,「고려 전반기 자기에 나타난 중국 북방 도자의 영향」,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2005

Ⅴ. 청자의 특징과 유물의 시기구분법
1. 시기구분
고려초기 : 10~11세기 / 936년경~1071년경
고려중기 : 12~13세기 / 1072년경~1270년경
고려후기 : 14세기 / 1272년경~1391년경

2. 시기별 편년유물. 기준자료
10세기 : <淳化명호>, <淳化명고배>, <선해무리굽완>
安陵출토.청자일괄품(949 하한) 시흥 방산동 요지
11세기 : <해무리굽완> 강진 용운리 9호, 10호 1층, 강진 삼흥리 요지
12세기 : 長陵출토 청자일괄품(1146 하한), 청자기와류(1157) 강진 용운리 10호 2층
12세기 후반 이후 대전 구완동, 음성 생리 요지 등
13세기 : 智陵출토 청자일괄품(1202,1255), 최항묘 출토 <청자주자>(1257)
울주 삼정리, 여주 안금리 요지 등
14세기 : 송광사 자정국사 묘광탑출토 <청자합>(1301)
영전사지 보제존자탑 출토 <청자대접>(1388)
간지명 상감청자류(14세기 전반)
예천 황지리 요지 등

3. 제작시기 판독방법
<조형의 변화>
10세기 : 완, 주자, 잔탁 등 차도구 중심제작
11세기 : 매병시작,

- 18 -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학술세미나 第24回

12세기 : 잔 출현. 철화, 음각, 압출양각, 투각, 진사, 상감 등
13세기 : 완 사라짐. 내저곡면식 대접출현. 기법 다양
14세기 : 기종 단순화 됨. 철화, 음각 사라짐.

<시기판독의 기준이 되는 청자의 속성>

[한국 초기 청자 해부리굽 완의 종류(개념도)]
① 선해무리굽 완(A형식), ② 중국식 해무리굽 완(B형식→
중간단계 해무리굽 완, ③ 한국식 해무리굽 완(C형식)
④ 퇴화 해무리굽 완(D형식)

[강진 용운리 9호 요지 출토 유물]

[청자 1호 가마 출토 청자대접(C형)]

[청자 2호 가마 출토 청자대접]

[청자 1호 가마 출토 청자완]

- 19 -

,

Foundation of East Asia Cultural Properties Institute

<시기 판독의 기준이 되는 청자의 속성>
10세기

11세기

12세기

13세기

14세기
기면 하단부
두껍게 성형

기형특징

얇은 기벽

굽형태

선해무리굽

해무리굽

V자형굽

V,∪자형굽

∪자형굽
일부 죽절굽

내저원각

없음

3-4cm

5cm

6cm

8cm

굽받침

거친
백색 내화토

황백색 내화토
일부 모래빚음

일부 규석
일부 모래빚음

일부 규석
일부 모래빚음

일부 규석
일부 태토빚음

유색

황갈색,

청색, 담청색

비색, 담청색
쑥색

옅은 담청색
쑥색

황색, 쑥색

번법

갑번

갑번, 첩소

갑번, 첩소

갑번, 첩소

갑번 사라짐
첩소

통형갑발
지소구, 점소구
발달

통형갑발
지소구, 점소구
발달

갑발 사라짐
점소구 사라짐
원주형 도침

요도구

갑발받침소멸
점권소멸
점권, 갑발다양
통협갑발
지소구, 점소구
발달

유층

엷음

두꺼워짐

초벌

없음

시작

<동반출토 동전>

4. 청자요장의 운영과 체제
국가경영→소체제. 부곡, 군현 등에서도 제작
일정량 공납-중앙양식(강진)의 전파. 각 요장 생산품에 있어서의 동일 기종과 기형
유지.

5. 기존 편년안의 문제
청자발생문제
지방청자 요장의 운영시기 문제
간지명 청자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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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분청사기의 특징과 유물의 시기구분법
1. 제작시기
기존의 견해는 15세기 초~16세기 후반까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으나 최근에
는 15세기 초부터 16세기 전반으로 보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음. 연구가 부족한 분야임

2. 시기별 편년유물. 기준자료
<분청사기 상감 파도문 완> 파주 연풍리 崔雲海 무덤출토. 1404년
<분청사기 상감 초화문 사이호> 1412-1424년 사망. 貞昭公主 무덤출토.
<분청사기 상감 ‘선덕10년‘명 묘지> 1435년 제품. 位牌形 墓誌.
<분청사기 상감 ‘정통5년’명 연어문 접시형 묘지> 1440년
<분청사기 박지 연어문 고봉화상 골호> 1430년전. 송광사 보조국사 갑로탑 출토
<분청사기 상감 정통 14년명 원통형 묘지> 1449년
<분청사기 상감 曹沆 묘지석> 1450년 이전
<분청사기 상감 景泰원년명 묘지> 1450년
<분청사기 상감 귀얄문 항아리, 접시> 온녕군묘 출토 1454년 이전
<분청사기 인화 국화문 月山大君 태호> 1462년 이전
<분청사기 상감 成化 3년명 묘지> 1467년
<분청사기 철화 成化 23년명 묘지편> 1487년 공주 학봉리 출토
<분청사기 철화 홍치 3년명 묘지> 1490년
<분청사기 철화 가정 15년명 묘지> 1536년
<분청사기 귀얄 음각 홍치 14년명 묘지> 1501년
<분청사기 음각 가정 19년명 묘지> 1540년
<분청사기 분장음각 만력 15년명 묘지> 1587년

<官司銘이 있는 분청사기> 임시부서
-恭安府 1400-1420 정종 上王府. 이성계를 모시던 임시부서.
-敬承府 1402-1418 태종의 세자부. 세자를 관리하던 임시 부서.
-仁寧府 1400-1421 정종의 妃를 위한 中宮府.
-仁壽府 1400.2-1400.11.세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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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1556 덕녕부에서 인수부로 개칭. 세자의 일을 담당하는 부서.
-德寧府 1455-1457 단종의 일을 관장하던 임시부서.
-內贍寺 1403-1800 궁전에 대한 供上, 2품이상에게 주는 술, 왜인들, 야인들에
게 주는 음식과 직조를 담당하던 부서.
-內資寺 1403-1600 고려의 의성고가 개칭된 것. 궁중의 식품담당 부서.
-禮賓寺 921-1894 고려에서 조선에 승계된 관청. 빈객, 연형업무 부서.
-司膳署 1362- ? 왕의 식사관리를 맡던 부서
-長興庫 대궐내 여러 관청에서 쓰는 물품공급을 하던 창고.
-司饔院 고려 사옹방에서 1468년 사옹원으로 개칭. 왕의 식사와 궁궐내 연회담
당부서.

<발굴조사된 요장>
공주 학봉리 5호요지

15세기 중반-16세기 초반

광주 광역시 충효동 요지

15세기

연기군 송정리 요지

1420년 전후

칠곡군 다부동 요지

15세기 후반

보령시 용수리 요지

15세기 중반

대전광역시 구완동 요지

1400~1420년대

고창군 용산리 요지

15세기 후반

고흥군 운대리 요지

15세기 후반

진해시 두동 요지

15세기 후반

울산광역시 압골요지

1400~1420년대

구미시 학상리 요지

15세기 전반

완주 화심리 요지

15세기 2/4분기

울산광역시 대곡리 요지

15세기 2/4분기

용인시 용천리 요지

15세기 전반

곡성군 구성리 요지

1400~1420년대

장성군 추암리 요지

15세기 후반~16세기 전반

보은군 적암리 요지

15세기 중후반

영동군 사부리 요지

15세기 중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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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작시기 판독방법
<시기판독의 기준이 되는 분청사기의 속성>
15세기
1/4분기

16세기
1/4분기

15세기 2/4분기 15세기 3/4분기 15세기 4/4분기

기형특징

말기청자류와
유사한 기형

백자류와 유사한
기형

백자와
차이나는 기형

굽형태

죽절굽

죽절굽

죽절굽

윤형굽

윤형굽

굽다짐흔

있음

있음

없음

없음

없음

굽받침

태토빚음
모래받침

태토빚음
모래받침

모래빚음
모래받침

모래받침

모래받침

기법

상감, 일부인화
무문

상감일부, 인화,
귀얄, 무문,
박지

인화, 귀얄
조화, 박지
무문

철화, 귀얄
조화, 박지
분장, 무문

철화, 귀얄
조화, 박지
분장, 무문

요도구류

갑발사용안함
원주형 도침

일부 갑발사용
원주형 도침
원반형 도침

일부갑발사용
원반형, 쐐기형
도침

원반형 도침
쐐기형 도침

원반형 도침
쐐기형 도침

- 기종 변화는 PPT

4. 말기 상감청자류와 초기 분청사기의 구분과 차이점-유물
5. 분청사기에 대한 잘못 알려진 인식들

Ⅶ. 백자의 특징과 유물의 시기구분법
1. 시기구분
조선전기 : 15~16세기 / 1392년경~1600년경
조선중기 : 17~18세기 중엽 / 1600년경~1751년경
조선후기 : 18세기 중엽~19세기 말 / 1752년경~1884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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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작시기 판독방법
<시기판독의 기준이 되는 백자의 속성>
15-16세기

17세기 양식

18세기

19세기

기형변화

구연외반 측사면
벌어짐

구연 수직․외반
측사면 오므라듬

구연직립
면각그릇 제작

두께가 두터워져
무거움

굽형태

죽절굽, 수직굽
16세기 일부 오목굽

오목굽

높은굽
오목굽

속굽이 많음

굽다짐흔

15세기 전기만
일부요장 있음

없음

없음

없음

굽받침

태토빚음
모래받침

지방요 일부
태토빚음
대부분 모래받침

모래빚음-눈수
많음.모래받침

굵은 모래받침

기법

무문. 15세기
일부요장 상감,

무문. 관요 철화

무문. 일부지방요
철화

무문. 일부지방요
청화, 철화

관요일부 갑발사용
관요일부 갑발사용
15세기초 원주형
관요일부 갑발사용 관요일부 갑발사용
요도구류
원반형, 쐐기형
도침→원반형,
원반형, 쐐기형 도침 원반형, 쐐기형 도침
도침
쐐기형 전환

- 기종 변화는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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