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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당송시기 절강지역의 청자 가마는 대부분 龍窯(登窯)이다. 총체적으로 보면 그 구
조는 窯頭·窯身·窯尾의 세 부분을 포함하고, 각 부분은 또 다시 몇 개의 하부구조로
구성되며, 요업 발전과 함께 이들 구조도 부단히 개선되었다.
관련 자료에 근거하면 절강지역 청자 가마의 발전과정은 唐代 早期와 당대 中晩期~
五代時期, 南宋時期의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가마 구조 가운데 排煙室은 이전의 排
烟坑에 비해 더욱 성숙된 것으로 이의 출현은 비단 배연의 기능뿐만 아니라 가마의 불
길을 정확히 통제하는 데도 유리하게 작용하였고, 이는 가마의 경사도에서도 더욱 융통
성 있는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절강지역의 청자 窯場 가운데 饅頭窯가 출현한 사례는 戰國時期 蕭山地域에서
만 보이고, 그 후 南宋官窯 이전까지는 전혀 발견할 수 없으며, 南宋官窯 이후 또다시
소멸하여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南宋官窯 시기에 출현한 만두요는 결코 해당지역 가
마의 발전 맥락을 따라 형성된 것이 아니며, 초벌 가마로 출현하였다는 점은 매우 주목
할 만하다. 이 만두요 초벌구이 가마는 北宋官窯 또는 北宋 宮廷用 자기의 공납을 담당
하던 요장에 기원하고 있다. 이런 특징으로 볼 때 만두요 초벌 가마는 궁정용 자기를
번조했던 南宋官窯를 일반적 보통 자기를 번조하던 龍泉窯와 구별하는 특징의 하나로
추정되며, 이는 향후 심도 있게 토론할 가치가 있는 문제이다.
주제어 : 가마[窯爐], 구조, 변천, 배연실[出煙室], 초벌구이 가마[素燒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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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浙江地域은 중국 역사상의 중요한 청자 생산지역으로 중국 청자의 발원지라고도 말할
수 있다1). 절강지역 청자생산은 唐宋時期에 점차 발전하기 시작하여 越窯·婺州窯·甌
窯·龍泉窯를 비롯하여 南宋官窯(修內司官窯와 郊壇下官窯 포함）등의 요장이 모두 이 시
기에 대표적인 상품을 생산하였다. 요업기술의 측면에서 보면 瓷器의 생산과 가마는 밀접
한 연관이 있다. 총체적으로 볼 때 당송시기 절강지역의 청자 생산에 사용된 가마는 龍窯
(登窯)로 고고학적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서 발견된 이른 시기의 용요는 商代까지 거슬러
올라가며2), 당송시기에 이르면 용요의 분포가 대체로 보편화되고 구조에서도 비교적 큰
발전을 이루어 가마 몸체[窯身]에 장작 투입구[投柴孔]가 출현한다. 五代에서 南宋時期는
중국 남방에 용요가 크게 유행한 시기로 일정한 간격으로 投柴孔을 설치하여 땔감을 투척
하는 分段式 投柴方式과 기물을 匣鉢에 넣어 굽는 匣鉢裝燒方式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
을 뿐만 아니라 가마의 경사도 등도 개선되어 용요의 구조가 이미 한층 성숙해졌음을 보
여주고 있다. 본고에서는 고고학적 발굴을 통하여 확보된 가마 자료를 바탕으로 당~송시
기 절강지역 청자 가마의 구조와 그 변천 문제에 역점을 두어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주요 연구성과의 분석
고대 요지가 밀접하게 분포하고 있는 절강지역은 1930년대부터 천완리(陳萬里)에 의
해 위야오(余姚) 샹린후(上林湖)·샤오씽(紹興) 지오옌(九岩) 등의 越窯 가마터 조사가 시
작되었고, 절강지역의 역대 古瓷器 가마터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와 발굴이 점차 전개되
어 현재까지 많은 자료가 보고되었으며, 그 가운데는 당송시기 가마터가 상당히 큰 비중
을 차지하고 있다. 당송시기 절강지역의 청자 가마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은 적지 않은 발
굴보고서 또는 약보고서를 통하여 자세한 소개가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것으로 『靑瓷與越

1) 2011年 故宮博物院·浙江省文物考古硏究所·德清縣人民政府가 주최하고, 德清縣博物館·紹興縣博物館(越國文化博物館)이 주
관한“浙江 原始靑瓷와 德清 火燒山 등 窯址 考古成果 報告展示와 연구토론회”가 故宮博物院에서 개최되었는데, 이 학회에서 陳
元甫 등은 東笤溪 中流는 중국 原始瓷의 중요한 기원지라고 여겼다.
2) 1984年 浙江省 上虞縣 百官鎮 商代窯群이 발견되었다. 이들 가마 중 2호 가마가 보존이 비교적 양호하였는데, 긴막대형(長條形)의 경
사도 16。,길이 5.1m, 너비 1.22m, 잔존 높이 0.33m로, 가마 바닥은 편평하게 축조하였고 위에 모래를 깔았다. 燃燒室과 燔造室은 확
연하게 分段하여 번조실이 연소실보다 20㎝ 정도 높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가마는 이미 龍窯의 기본 요건을 갖추어 현재까지 중국
내에서 발견된 가장 이른 龍窯 유적이다(熊海堂, 1995, 『東南亞窯業技術發展與交流史硏究』, pp.83-84, 南京:南京大學出版社).
3) 林士民, 1999, 『靑瓷與越窯』,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4) 浙江省輕工業廳編, 1998, 『龍泉靑瓷硏究』, 北京: 文物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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窯』3), 『龍泉靑瓷硏究』4), 『龍泉東區窯址發掘報告』5), 『寺龍口越窯址』6), 『南宋官窯』7), 『記浙江
東陽歌山窯址的發掘』8), 『慈溪上林湖荷花芯窯址發掘簡報』9), 『上虞窯山·黃蛇山古窯址』10),
『浙江慈溪市越窯石馬弄窯址的發掘』11), 『浙江越窯寺龍口窯址發掘簡報』12), 『淺談南宋官窯及
窯爐的復原』13), 『浙江龍泉安仁口古瓷窯址發掘報告』14) 등이 있다.
당송시기 절강지역의 청자 가마는 대부분 龍窯이다. 용요에 관해서는 적지 않은 학자
들이 저서 또는 논문을 통하여 고찰한 바 있는데, 대체로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종합적인 연구 분석이다. 예를 들어 씨옹하이탕(熊海堂)이 저술한 『東亞窯業技術發展與
交流史硏究』는 동아시아 요업의 지역적 특징과 지역간의 기술교류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논술하였다. 특히, 제2장 『동아시아 도자 가마와 요도구의 분류 및 그 개략적 분포(東亞陶
瓷窯爐與窯具的分類及宏觀分佈)』와 제3장 『중국 고대 가마 기술의 발전과 교류사론(中國
古代窯爐技術發展與交流史論)』에서 동아시아 지역 가마의 분류와 대략적인 분포 현황을
소개하고, 또한 용요의 발전 단계와 유형을 정리하였으며, 가마 기술의 발전과정을 고찰
하였다. 제5절 “平焰龍窯”가운데 평염 용요의 발생과 발전, 가마의 구조를 비교적 상세하
게 논술하였다. 쭈보어첸은 『고대의 용요에 대한 시론(試論我國古代的龍窯)』15)에서 용요
의 구조를 개괄하고 시기에 따른 용요의 구조와 그 발전,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밖에 양
원콴·짱씨앙셩의 『고대의 일부 도자 가마에 대한 초보적 탐구(古代部分陶瓷窯爐初探)』16)
는 중국 용요의 일부 현황을 대략적으로 소개하고, 용요가 가장 이상적인 상태일 때 가마
전체가 “압력제로(零壓)”를 유지하도록 조절할 것을 제의하였다. 한편, 리우쩐췬의 『중국
역대 도자 가마와 번조 공예 고증(中國歷代陶瓷窯爐和燒成工藝考證)』17)은 중국의 각 시기
별 도자 가마의 기본 상황을 소개하면서 용요의 현황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포괄하였다.
둘째, 시대별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예를 들어 쉬쥔은 『절강지역 東漢時期 가마
의 초보적 탐구(浙江東漢窯爐初探)』18)에서 동한시기 早期 용요의 분포와 구조를 소개하였
5) 浙江省文物考古硏究所, 2005,『龍泉東區窯址發掘報告』, 北京: 文物出版社.
6) 浙江省文物考古硏究所, 2002,『寺龍口越窯址』,北京: 文物出版社.
7) 中國科學院考古硏究所, 1996,『南宋官窯』,北京: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8) 貢昌, 1988,『記浙江東陽歌山唐宋窯址的發掘』,『婺州古瓷』,pp.73-91, 北京: 紫禁城出版社.
9) 浙江省文物考古硏究所·慈溪市文物管理委員會, 2003,『慈溪上林湖荷花芯窯址發掘簡報』,『文物』第11期, pp.4-25, 北京: 文物
出版社.
10) 章金煥, 1990,『上虞窯山·黃蛇山古窯址』,『南方文物』第4期, pp.31-34, 江西省文物考古研究所.
11) 鄭嘉勵 等, 2001,『浙江慈溪市越窯石馬弄窯址的發掘』,『考古』第10期, pp.59-72, 北京: 中国社会科学院考古研究所.
12) 許慈波 等, 2001,『浙江越窯寺龍口窯址發掘簡報』,『文物』第11期, pp.23-42·65, 北京: 文物出版社.
13) 蔣忠義·俞永炳, 1991,『淺談南宋官窯及窯爐的復原』,『江西文物』第4期, pp.41-48, 江西省文物考古研究所.
14) 上海博物館考古部, 1986,『浙江龍泉安仁口古瓷窯址發掘報告』,『上海博物館集刊』第3期, pp.102-132,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5) 朱伯謙, 1984,『試論我國古代的龍窯』,『文物』第3期, pp.57-62, 北京: 文物出版社.
16) 楊文憲·張祥生, 1987,『古代部分陶瓷窯爐初探』,中國科學院上海硅酸鹽硏究所編『中國古陶瓷硏究』,332, 北京: 科學出版社.
17) 劉振群, 1987,『中國歷代陶瓷窯爐和燒成工藝考證』,『中國古陶瓷硏究』,pp.325-326, 北京: 科學出版社.
18) 徐軍, 2008,『浙江東漢龍窯初探』,『故宮博物院院刊』第4期, pp.56-61, 北京: 故宮博物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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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밖에 왕이펑의 『中國 古代 靑瓷 中心 産區 早期 龍窯 硏究』19)는 先秦에서 中唐時期
용요의 입지 선정과 築窯, 가마 구조 현황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셋째, 용요와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고찰이 있다. 리깡은 『古代龍窯硏究』20)
에서 용요의 “火膛 위치의 변동”과 공간 이용, 가마 구조 등의 문제에 대하여 분석하고,
가마 구조를 언급하면서 그는 가마 상단부의 火門이 投柴孔으로 대체된 것은 가마 내의
還元焰을 생성 혹은 유지하고 번조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함이며, 용요 後尾에 연통[烟囪]
을 설치한 것은 화력을 증강하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션위에밍은 『용요 생산 중의 몇 가
지 문제(龍窯生産中的幾個問題)』21)에서 먼저 商代부터 元明時期 용요의 발전과정을 소개
하고, 나아가 가마의 번조 수량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그는 李剛의 관점과 달리
第3部分 “용요의 배연 처리(龍窯的排烟處理)”에서 분석을 통해 고대 용요는 일반적으로
연통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넷째, 특정한 가마 계통의 가마 구조를 고찰한 것으로 주로 龍泉窯가 중심을 이룬다.
라오파청 등이 저술한 『절강 고대 용요와 요도구의 연구(浙江古代龍窯和窯具的硏究)』22)는
절강지역 고대 용요의 길이와 경사도 등의 발전과 변화를 간략히 언급하였다. 리더진은
『용천요의 가마 구조에 대한 소견(淺談龍泉窯的窯爐結構)』23)에서 “가마 축요 방법과 재
료(窯爐砌建方法與用材)”와 “가마 구조의 변화(窯爐結構的變化)”두 부분으로 나누어 宋
元明時期 龍泉窯의 가마 구조에 대하여 소개하고 분석하였다. 린즈밍의 『용천지역 용요
의 번조기술에 대한 소견(龍泉地區龍窯的燒成技術淺談)』24)은 기물의 갑발과 가마 내 재임
[装匣, 装窯], 장작 준비[備柴], 제사(祭祀), 가마 불넣기[燒窯頭], 번조실[燔造室], 불보기
[看火候]의 7개 측면에서 용천지역 용요의 번조기술을 고찰하였다.

Ⅲ. 요구조(窯構造)와 부분별 변천
총체적으로 보면 당송시기 절강지역에서 청자를 번조한 용요는 가마 상단부[窯頭]와
燔造室[窯室], 가마 후단부[窯尾]의 세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9)
20)
21)
22)

王屹峰, 2010, 『中國古代靑瓷中心産區早期龍窯硏究』,『東方博物』第1期, pp.27-39, 杭州: 浙江省博物館.
李剛, 2004, 『古代龍窯硏究』,『東方博物』第20輯, pp.16-23, 杭州: 浙江省博物館.
沈岳明, 2009, 『龍窯生産中的幾個問題』,『文物』第9期, pp.55-64, 北京: 文物出版社.
勞法盛·葉宏明·程朱海, 1983, 『浙江古代龍窯和窯具的硏究』,『中國陶瓷』第4期, 50-52·55, 景德鎮市：中國輕工業陶瓷研
究所.
23) 李德金, 1986, 『淺談龍泉窯的窯爐結構』,『中國考古學硏究-夏鼐先生考古五十年紀念論文集-』, 中國考古學硏究委會編,
pp.328-336, 北京:文物出版社.
24) 林志明, 2009, 『龍泉地區龍窯的燒成技術淺談』,『麗水學院學報』第31卷 第1期, pp.45-47, 浙江: 麗水學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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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마 상단부[窯頭]
가마 앞 窯前部[工作面]와 봉통부[火膛]를 포함한다. 가마 앞에 있는 요전부는 燔造時
匠人들이 활동하는 작업공간으로 일반적으로 나팔형을 띠며 아궁이에서 바깥쪽을 향하
여 넓게 벌어진다.
봉통부는 燃燒室이라고도 하며, 번조실 앞부분에 위치하고 장작을 넣어 불을 붙이며
바람을 일으키는 작용을 한다. 평면은 일반적으로 반원형을 띤다. 봉통부의 구조는 몇 부
분으로 세분할 수 있는데, 南宋 롱취엔(龍泉) 샨토우야요(山頭窯) 3호 요지 BY13는 장작
진입구[進柴口]와 바람 구멍[送風口], 칸 나눔막[爐栅], 재 떨어짐 구멍[箅眼], 通風道, 벽
[火膛壁]으로 구성되었다<그림 1·2>. 장작 진입구와 바람 구멍은 모두 봉통부 앞쪽 중앙
에 위치하며, 장작 진입구는 바람 구멍 위쪽에 만든다. 바람 구멍은 안쪽은 좁고 바깥이
넓으며 입면은 직사각형을 띤다. 칸 나눔막은 봉통부 가운데에 위치하고 평면은 장작 진
입구에서 번조실 방향으로 방사형을 띤다. 3~5개의 크기가 다른 벽돌을 사용하여 봉통부
의 앞편과 뒤편을 연결하며 벽돌은 상하로 옆 세워쌓기하여 바닥면과 맞닿는다. 각 벽돌
의 좌우 간격은 서로 일정하고, 장작의 재가 곧바로 그 사이로 떨어질 수 있으며 일정하
게 통풍 작용을 한다. 칸 나눔막 위에는 갑발 저부편을 덮었는데 갑발편 사이에 틈을 남
겨 쇠불판과 같은 재 떨어짐 구멍을 형성하여 통풍과 재 떨어짐이 편리하도록 하였다. 좌
우의 두 통풍도는 칸 나눔막과 벽 사이에 설치하였다. 저부는 절단하고 둥근 몸통 부분
을 반으로 쪼개 반원형을 이루는 갑발편을 한쪽은 바닥에 다른 한쪽은 벽에 바싹 붙여 연
이어 배열하여 통풍도를 만들었다. 벽은 흙벽돌을 사용하여 벽돌끝을 교차적으로 맞추며
수평으로 길이쌓기 하였고 뒤에서 앞쪽으로 점점 휘면서 좁아진다(浙江省文物考古硏究
所 2005: 63∼65). 이는 비교적 완전한 봉통부의 구조로 남송 용요의 발전 상황을 설명해
준다. 봉통부는 이전보다 복잡한데 이러한 변화는 연소의 효율성을 증가시켰다. 칸 나눔
막과 재 떨어짐 구멍, 통풍도의 출현은 모두 봉통부 내부 연료의 충분한 연소에 유리하여
최대한 화력을 이용할 수 있어 이것만으로도 번조기술이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전
의 봉통부는 보통 장작 진입구와 바람구멍, 벽으로만 구성되었는데, 晩唐時期의 허화신
(荷花芯) 제37호 요지(Y37)는 봉통부 앞부분 정중앙이 곧 장방형의 아궁이[火門]이며 봉
통부 바닥은 M형 갑발을 편평하게 깔아 만들고 틈 사이는 점토로 메웠으며 칸 나눔막과
재 떨어짐 구멍, 통풍도는 전혀 설치하지 않았다(浙江省文物考古硏究所·慈溪市文物管
理委員會 2003: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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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火膛(寺龍口 1號 窯址 Y1)[浙江省文物考古硏究所 200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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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火膛 細部(龍泉 山頭窯 3號 窯址 BY13)[浙江省文物考古硏究所 2005: 72]

2. 번조실[窯室]
가마 벽[窯壁]과 가마 천정
[窯頂], 가마 바닥[窯床], 측
면 출입구[窯門], 장작 투입
구[投柴孔] 등의 구조를 포괄
한다. 가마 벽은 일반적으로
벽돌끝을 교차적으로 맞추
며 수평으로 길이쌓기[平磚
錯縫]<그림 3> 하였지만 예외
도 있다. 唐代 早期 똥양(東
陽) 꺼샨야요(歌山窯)의 가마

<그림 3> 窯壁 築造方式（平磚錯縫）[寫眞; 沈岳明 提供]

벽은 바로 구릉의 경사를 이
용하여 깊게 파고 흙다짐하여 축조하였다. 南宋 龍泉 山頭窯 5호 요지 BY15의 가마 벽은
점토로 꽉 메운 갑발을 이용하여 축조하였는데 각 갑발 사이의 틈새도 점토로 발라 평탄
하게 했다. 장기간 번조를 거치면 가마 벽 위에는 대개 소결층[窯汗層]이 형성된다.
가마 천정은 穹窿形으로 대부분 벽돌로 쌓아 축조하였다. 이외에 東陽 歌山窯의 궁륭
형 천정은 가는 毛竹을 반원형으로 구부려 축조하였는데, 모죽의 양끝을 각각 가마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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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20㎝ 거리의 가마 벽에 박아 넣어 매 竹間 사이 1㎝ 정도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끼워
배열한 다음, 죽간 위에 촘촘하게 대쪽[篾片]으로 한층 깔고 그 위에 20㎝ 정도 두께로 점
토를 덮어 견고하게 흙다짐을 하여 궁륭형 천정을 만들었다(貢昌 1988: 74). 東陽 歌山窯
의 가마 벽과 천정의 축조방법은 비교적 이른 시기 가마의 수축방식으로 唐代 早期 이후
가마 벽과 가마 천정은 기본적으로 모두 벽돌을 쌓아서 만들었다.
가마 바닥은 번조할 기물을 쌓아 놓는 곳으로 기물의 특성에 맞게 방법과 위치를 달리
하여 정연하게 배열하고 고온 번조를 거치면 瓷化가 된다. 바닥 위에는 일반적으로 가는
모래를 한층 까는데, 하나는 가마 바닥을 감싸 보열과 단열을 하기 위함이고, 다른 이유
는 바닥이 경사지기 때문이다. 번조할 기물을 층층이 포개구이 할 경우 바닥 위에 수평
으로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바닥에 모래를 깔아 맨 아래에 놓이는 기물은 모래 안에 묻
어 수평을 조절한다. 荷花芯 37호 요지(Y37)의 바닥 모래층에 잔존해 있는 번조시 기물을
받쳤던 도지미[墊具]는 높이가 낮은 圓柱形이 많은데, 재임시 받침 하단부의 앞쪽은 모
래 속에 비교적 얕게 넣고, 뒤쪽은 다소 깊이 묻어서 墊具의 상면이 한층 수평을 이루도
록 하였다(浙江省文物考古硏究所·慈溪市
文物管理委員會 2003: 4-25). 唐代 早期 몇
몇 가마의 바닥 폐기물 중에 墊具가 발견
되었지만 모두 갑발의 출현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런데 일찍이 晩唐時期 가마 바닥에
갑발이 출현하였다. 황샨샨 26호 요지 갑을
(黃鳝山Y26甲乙) 두 가마의 경우 바닥 내
폐기물 퇴적 가운데 보이는 갑발은 자기질
<그림 4>이 많고 어떤 것은 유약으로 갑발
의 구연부를 밀봉하였다(林士民 1999: 147).
갑발의 출현은 가마의 구조와 밀접한 관련
이 있다. 기물을 支釘과 태토빚음 받침[墊

<그림 4> 瓷質匣鉢[寫眞; 鄭建明 提供]

珠] 등의 받침류로 간격을 조절하며 하나씩 쌓아 올리는 것과 비교하여 갑발을 이용한 중
첩 번조는 자기의 품질을 높이는 것 이외에도 높이 쌓을 수 있어 번조실의 높이가 어느
정도 높아지게 되었다. 이밖에 폐기된 갑발은 가마 벽과 봉통부의 재 떨어짐 구멍, 通風
道 등을 축조할 때 사용할 수 있어 가마의 구성 요소가 되었다.
측면 출입구는 기물을 넣고 꺼낼 때 장인이 출입하는 통로로 보통 작업장과 폐기물 퇴
적장으로 연결된다<그림 5·6>. 晩唐부터 南宋의 대부분 가마에서 발견되는데, 수량이
일치하지 않아 가마의 길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唐代 早期의 가마에서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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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窯門[寫眞; 沈岳明 提供]

<그림 6> 窯門[寫眞; 沈岳明 提供]

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는데 대체로 가마 길이가 비교적 짧기 때문이다. 출입구에는 주춧
돌이 있고 갑발을 겹겹이 쌓아 올려 구축한 문기둥[門柱]이 있으며, 출입구 밖에는 출입
구 진입 통로[門道]가 있는데 八字形을 띠는 것이 많다. 어떤 것은 원통형 도지미[墊柱]
등으로 축조하며, 晩唐에서 北宋時期의 출입구는 모두 窯身의 한쪽에만 위치하고, 南宋
의 출입구는 窯身 양측에 분포하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다. 진쫑완(金鐘灣) BY22를 비롯
하여 진야오깡(金窯崗) 요지 BY25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4개의 출입구를 발견하였는데 서
쪽에 3개, 동쪽에 1개가 있었다(浙江省文物考古硏究所 2005: 200∼203)<그림 7>. 출입구
를 양쪽에 만든 경우는 많지 않는데 기물을 넣고 꺼내기에 편리하도록 지형적 상황에 맞
추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장작 투입구는 장작을 넣어 온도를 높일 때 사용된다. 장작 투입구는 일반적으로 수량
이 비교적 많고 가마의 양쪽 벽에 위치하며, 번조시 窯頭 쪽에서 窯尾 방향으로 나누어
장작을 투척하면서 가마의 온도를 통제할 수 있다. 장작 투입시에 마개로 투입구를 막을
필요가 없으며, 산소의 유입을 일정하게 차단하여 가마 내부에 더욱 양호한 환원번조 분
위기를 유지시켜 번조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예들 들어 山頭窯 BY12의 宋代 가마 1기에
서는 모두 16개의 장작 투입구 흔적을 발견하였는데 이 중 가마 후미 오른쪽과 가까운 투
입구가 비교적 보존이 양호하다. 마름모꼴로 바깥쪽이 넓고 안쪽은 좁으며 가마 바닥으
로부터 1.35m 거리에 위치하고, 투입구의 너비는 저부 12㎝·상부 7㎝이며, 높이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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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窯身 兩側 窯門(金窯崗 窯址 BY25)[浙江省文物考古硏究所 2005: 202]

이다(李德金 1986: 331). 한편, 투입구는 圓形도 있는데 비교적 보존 상태가 양호한 山頭
窯 3호 요지 BY13을 관찰한 결과 직경 15㎝ 정도로 원형을 띠었다. 투입구와 측면 출입구
의 출현은 龍窯의 가마 길이가 길어지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3. 가마 후단부[窯尾]
불막음창[擋火墻]과 불기둥[烟火柱], 배연공[排烟孔]25), 後壁 등의 구조를 포괄한다. 窯
尾의 이러한 구조는 주로 불길의 속도와 배연을 조절하기 위한 것이다. 불막음창은 일반
적으로 窯室과 窯尾 사이에 위치하며 흙벽돌을 수평으로 쌓아 축조하였다<그림 8·9>.
불막음창의 아래는 배연공<그림 10>이며, 벽 바깥쪽은 排烟坑이다. 예를 들어 東陽 歌山
窯는 窯尾 後壁에 10개의 배연공을 만들었다. 각각 너비 9㎝, 높이 16㎝이며, 배연공 바닥
에 2㎝ 정도 두께로 점토를 한층 발랐다. 번조 중에 배연공을 틀어막아 숫자를 조절하여
화력을 조절할 수 있다. 南宋 라우후똥야오(老虎洞窯) 배연실의 배연공 가운데 일부가 벽
돌 조각으로 막혀진 것을 볼 수 있다.26)
이밖에 金窯崗 窯址 BY25에서도 배연공 하나가 갑발과 돌멩이로 막혀 있는 것이 발견
되었다(浙江省文物考古硏究所 2005: 203). 가마 후미 뒤에는 배연갱이 하나 있는데 반원

25) 排烟孔은 排煙口와 出烟孔, 烟火弄, 吸火孔으로 혼용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出烟孔으로 정리하였다.
26) 唐俊杰·鄧禾穎, 2008, 『南宋官窯』, 42, 杭州出版社.

당송시기(唐宋時期) 절강지역(浙江地域) 청자요의 구조와 변천에 대한 고찰

83

1m

<그림 8> 擋火墻(金窯崗 窯址 BY25)[浙江省文物考古硏究所 2005: 203]

형에 가깝다. 길이는 1m이며 너비는 가마 바닥과 같은데 깊이는 가마 바닥 보다 30㎝ 낮
다. 배연갱은 벽돌과 돌로 축조하거나 土坑에 그치는 것도 있다. 南宋에 이르러 배연실을
축조하는 가마가 점차 많아지는데 金窯崗 窯址 BY25의 배연실은 바로 번조실 뒤쪽에 위
치하고 평면은 方形에 가깝다. 너비 2.3m, 깊이 2m에 달하며 불막음창과 後壁으로 구성
된다. 불막음창의 잔존 높이는 0.4~0.8m이고, 저부에 0.25m 높이의 불기둥을 설치하였
는데, 각 기둥은 2개의 크기가 다른 갑발을 수평으로 쌓아 만들고 갑발 안에 점토로 채웠
다. 각 기둥의 좌우 간격은 25㎝로 6개의 배연공을 형성하고 있는데, 배연실의 後壁은 이
미 파괴되었다. 높이 36㎝만 잔존하는 2개의 불기둥은 같은 크기의 갑발 3개를 수평으로
쌓아 축조하였다. 배연공은 너비 12㎝로 벽돌과 갑발편으로 막았으며, 불길의 속도를 조
절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浙江省文物考古硏究所 2005: 200∼203). 이외에 山頭窯 3호

<그림 9> 擋火墻(龍泉

山頭窯 3號 窯址 BY13)
[浙江省文物考古硏究所 2005: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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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擋火墻 底部의 排烟孔[寫眞; 沈岳明 提供]

요지 BY13와 山頭窯 5호 요지 BY15, 지아
오탄샤(郊壇下)官窯, 씨우네이쓰(修內司)官
窯 등 南宋의 가마는 모두 후단부에 배연실
이 출현한다<그림 11>. 배연실의 출현은 배
연갱과 비교할 때 구조적 측면에서 하나의
발전이며, 장인들이 가마 내부 불길의 세기
와 온도를 더욱 정확하게 조절하는데 유리
하였다.

<그림 11> 排煙室[寫眞; 沈岳明 提供]

Ⅳ. 요구조(窯構造)의 시기적 변천
唐宋時期 浙江地域 청자를 번조한 龍窯는 단계적인 발전과 변화의 추이를 보이고 있
다. 현재 가마와 관련된 기본 자료를 종합하면 구체적으로 <표>와 같이 나타나며, 또한
이를 근거로 대략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제1단계는 唐代 早期, 제2단계는 晩唐五代~北宋
時期, 제3단계는 南宋時期이다.

1. 당대(唐代) 조기(早期)
唐代 早中期 가마의 방향은 서쪽으로 치우친 남향과 정남향, 정북향, 동쪽으로 치우
친 북향, 정서향 등으로 가마의 방향은 산세에 따라 달리한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조사
된 가마의 규모는 길이 2~21m, 너비 1.6m~2.3m이며, 파손으로 인해 정확한 높이는 추정
할 수 없다. 東陽 歌山窯의 번조실 높이는 1.1m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가마 벽은 대체
로 벽돌(窯磚)을 사용하여 축조하였는데 벽돌의 크기는 서로 비슷하여 길이 25~27㎝, 너
27) 唐代 寧波鎮 海小洞嶴 中唐時期의 가마도 이러한 종류의 구축방법을 사용하였다(林士民 1999: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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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12~18㎝, 두께 5~7㎝이다. 한편, 벽돌을 사용하지 않고 구릉의 경사를 이용하여 깊이
파서 흙다짐하는 경우도 있다. 가마 천정은 竹杆을 이용하여 세우고 그 위에 점토로 덮은
예가 있고,27) 가마 후단부 불막음창은 벽돌로 수평쌓기하여 축조하였다. 여러 개의 배연
공과 반원형 배연갱이 있고, 가마 바닥 폐기물 가운데 墊具가 출현하지만 모두 갑발이 있
다는 언급은 없다. 가마바닥에는 모래를 깔았다. 이시기 대표적인 가마로는 上林湖의 무
샤오완(木勺灣) 3호 요지(Y3)와 4호 요지(Y4), 황지아안(黃家庵) 53호 요지(Y53), 헝탕샨
(横塘山) 23호 요지(Y23)와 55호 甲窯(Y55甲窯), 피따오샨(皮刀山) 42호 요지(Y42), 황보어
아오(黃婆嶴) 90호 요지(Y90)와 91호 요지(Y91), 東陽 歌山窯 등이 있다.

2. 만당(晩唐)~북송시기(北宋時期)
中晩唐~五代時期의 가마는 길이가 이미 40m 이상에 달하고, 경사도는 13~20°이며, 窯
身이 점차 위쪽으로 경사져 앞쪽 경사도가 크고 뒷쪽은 작다. 봉통부는 대체로 반원형을
띠고, 봉통부 정면이 아궁이이며, M形 갑발이 출현한다. 窯壁은 벽돌끝을 교차적으로 맞
추며 수평으로 길이쌓기 하였고, 벽돌은 길이 20~29㎝, 너비 13~17㎝, 두께 4.8~5.6㎝이
다. 측면 출입구가 여러 개 있는데 너비는 50~60㎝로 모두 가마 한쪽에 분포하며 다만 출
입구의 간격은 일정하지 않다. 출입구 밖은 墊柱 등을 사용하여 조성한 진입 통로[門道]
가 있다. 窯身은 앞에서 뒤쪽으로 점차 넓어지고 너비는 195~280㎝이다. 또한, 이시기 갑
발 번조가 출현하였는데, 대표적인 가마는 上林湖의 黃鱔山 62호 요지(Y26)를 포함하여
荷花芯 37호 요지(Y37), 샹위(上虞)의 황셔샨야오(黃蛇山窯)와 야오샨야오(窯山窯) 등이
있다.
北宋時期 가마의 경사도 변화가 일정치 않다. 스마농(石馬弄) 1호 요지(Y1)는 앞은 가
파르고 뒤는 완만하다[窯身 앞쪽 경사도는 10°지만 뒤쪽은 약 5°]. 金鐘灣 BY22는 앞이 완
만하고 뒤쪽이 가파르며[가마 전단부 8°, 중단부 16°, 후단부 10°], 길이는 45.9~56.5m이다.
반원형 봉통부의 너비는 1.2~1.7m 정도이다. 또한 여러 개의 측면 출입구를 만들었는데
많은 경우는 10여개에 달하며, 가마 한쪽에 설치한 사례[荷花芯 36호 요지(Y36)·石馬弄
1호 요지(Y1)]와 양측에 만든 요지[金鐘灣 窯址]가 있다. 측면 출입구의 너비는 35~70㎝
로 같지 않으며, 출입구 간의 간격도 일정하지 않다. 번조실 바깥쪽에 가마 보호담장[護
窯墻]을 볼 수 있는데 갑발을 쌓아 만든 사례가 많다. 번조실은 벽돌끝을 교차적으로 맞
추며 수평으로 길이쌓기 하였다. 가마 바닥 위에서 갑발과 墊具를 많이 볼 수 있고, 갑발
없이 노출하여 포개구이한 기물도 있으며[荷花芯 36호 요지(Y36)], 바닥 위 갑발의 배열
상황과 크기, 수량 역시 약간씩 차이가 있다. 窯尾에는 불막음창과 排烟坑이 있다. 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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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이 중첩되는 현상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는 현존하는 바닥이 이전 바닥을 기반으로
개축하였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가마는 츠씨(慈溪)의 石馬弄 1호 요지(Y1)를 포함하여 上
林湖 36호 요지(Y36), 龍泉 따바이안(大白岸)의 金鐘灣 BY22 등이다.

3. 남송시기(南宋時期)
南宋時期의 가마는 정동서향, 동으로 치우친 남향 등 방향이 일정하지 않다. 가마의 잔
존 길이는 22~82m이다. 경사는 앞쪽이 가파르고 뒤쪽이 완만한 사례[寺龍口 1호 요지
(Y1)]와 앞쪽이 완만하고 뒤쪽이 가파른 사례[金窯崗 BY25·郊壇下官窯·老虎洞官窯] 등
이 있다. 봉통부는 반원형을 띠는 것이 많고 구조가 비교적 복잡하다. 예를 들면 山頭窯 3
호 요지 BY13의 봉통부는 進柴口·送風口·爐栅·箅眼·通風道·火膛壁 등을 포괄한
다. 보통 측면 출입구가 여러 개인데 많은 경우는 10여개에 달한다. 측면 출입구는 가마
의 한쪽에 축조한 사례가 많지만 예외도 있다. 예를 들어 山頭窯 5호 요지 BY15는 11개의
출입구가 발견되었는데, 그 가운데 1~10호는 가마의 북측에 11호는 남측 후미 가까이에
설치하였다. 가마 벽에 投柴孔이 여러 개 있으며, 가마 바닥에서 일정 수량의 갑발이 발
견되었다. 가마 후단부는 배연실 구조이다. 대표적인 가마는 쓰롱코우(寺龍口) 1호 요지
(Y1)와 띠링토우야오(低岭頭窯), 龍泉 金窯岡 BY25·山頭窯 3호 요지 BY13·山頭窯 5호
요지 BY15·안런코우(安仁口) 루야오완(入窯灣) 3호요, 우꾸이샨(烏龜山) 郊壇下官窯·
老虎洞 修內司官窯 등이 있다.
이상을 종합하여 가마 길이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唐代 早期 龍窯 길이는 비교적 짧고
晩唐 이후 길어져 일반적으로 50m 정도에 달한다. 南宋의 山頭窯 3호 요지 BY13 길이는
이미 82m에 달한다. 다만 南宋時期에도 비교적 짧은 가마가 있는데 南宋 郊壇下官窯의 2
기 가마의 길이는 각각 23m와 37.15m이다. 修內司官窯 1호 龍窯는 길이 15m로 燔造室이
짧아 번조 분위기와 온도 조절이 편리하여 고급자기를 만드는데 더욱 적합하다. 요도구
의 측면에서 살피면 唐代 早期의 가마 바닥에서는 갑발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데, 晩唐~
南宋의 가마 바닥에서는 일정한 수량의 갑발을 볼 수 있다. 가마 구조적 측면에서 살펴보
면 唐代 早期는 측면 출입구가 보이지 않고 晩唐 이후의 발굴 자료에서 비로소 측면 출입
구와 관련된 기술이 보인다. 이외에 南宋 이전에는 후단부의 배연실이 보이지 않지만 南
宋 이후에는 가마의 고정적 구조로 정착되었다. 다시 말해 제1단계는 아직 완전하게 구조
를 갖추지 못한 단계로 가마의 길이가 비교적 짧고 구조가 조잡하고 간소한 편이며, 일부
가마의 벽과 천장 축조에 아직은 벽돌(窯磚)을 사용하지 않았다. 제2단계는 구조가 크게
개선되었지만 아직 성숙되지 못하였다. 가마의 길이는 일반적으로 50m 정도이다.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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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구가 출현하고 요도구 가운데 갑발이 사용되기 시작한다. 제3단계는 가마의 구조가
이미 매우 성숙해졌다. 가마의 경사에 변화가 발생하여 전단부는 완만하고 후단부는 가
파르거나 혹은 전단부가 가파르고 후단부가 완만하기도 하다. 봉통부 등 가마의 구성 요
소들이 이전에 비하여 더욱 성숙되어 그에 따르는 구조도 더욱 세분화된다. 窯尾의 배연
시설은 배연실로 변화되어 배연 이외에도 불길의 흐름과 속도를 통제하는 작용을 하였으
며, 匠人들이 더욱 자유자재로 가마의 온도를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Ⅴ. 요구조(窯構造)의 변화요인과 초번요(初燔窯)의 출현문제
1. 경사도와 배연실
조사된 가마 자료를 정리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파악된다. 北宋과 南宋의 가마를
포괄하여 경사도는 앞이 가파르고 뒤가 완만한 사례가 많다. 예를 들면 石馬弄 1호 요지
(Y1)와 寺龍口 1호 요지(Y1)이다. 다만 南宋時期도 일부 가마의 경사는 앞이 완만하고 뒤
가 가파른데, 예를 들면 金窯岡 BY25·山頭窯 3호 요지 BY13·山頭窯 5호 요지 BY15·
修內司官窯 등이다. 그렇다면 이는 우연한 현상일까 아니면 가마 구조와 관련이 있을까?
가마 구조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통하여 필자는 가마 경사도에 나타난 이러한 변화가
아마도 가마 후단부 배연실의 출현과 상관이 있다고 추정한다. 唐宋時期 浙江地域 청자
번조의 龍窯와 관련된 자료를 보면 용요의 가마 후단부 배연 상황의 기술은 두 가지 견해
가 보이고 있다. 즉, “排烟坑”와 “排煙室”이다. 排烟坑의 경우 石馬弄 1호 요지(Y1)를 예로
보면 排烟坑이 비교적 간소하다<그림 12>. “기암을 뚫어 만든 얕은 갱으로 불막음창 보다

N

0

10m

<그림 12> 排烟坑(石馬弄 1號 窯址 Y1)[鄭嘉勵 等 2001: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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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넓고, 그 북측은 비교적 단정하고 남측은 이미 파괴되었으며, 너비는 약 50㎝, 잔존
깊이는 약 37㎝이다. 연기와 불길로 인해 갱 안에 다량의 잿더미가 남아 있다”. 그런데 배
연실의 구조는 전자에 비해 복잡하다. 山頭窯 3호 요지 BY13·山頭窯 5호 요지 BY15·金
窯岡 BY25 등 南宋時期의 가마는 모두 비교적 완전한 배연실이 있고, 대체로 불막음창,
불기둥, 배연구, 後壁으로 구성된다. 불막음창은 번조실과 배연실 사이에 설치하는데 황
토를 가득 메운 갑발을 교차적으로 맞추며 수평쌓기 하였고, 불기둥은 불막음창의 저부
에 위치하고 대개 갑발로 수평쌓기 하여 조성하였다. 불기둥의 수량은 일정치 않고 기둥
간의 남겨진 틈이 곧 배연구이다. 수평으로 흐르던 화염이 불막음창에 부딪쳐 倒焰을 형
성하게 되면서 하부의 배연구에서 배연실 쪽으로 흐르게 된다. 배연실은 배연 이외에도
火焰의 流速을 조절하는데, 예를 들면 山頭窯 5호 요지 BY15는 기본적으로 東西向을 취
하고 窯尾의 배연실의 경우 “後壁은 비교적 특수하다. 바닥은 먼저 너비 88㎝, 깊이 38㎝
의 고랑을 하나 파고 고랑의 양쪽에 갑발을 쌓는다. 그 가운데 西側은 갑발 두개를 상하
로 서로 겹쳐 1조를 이룬 갑발 기둥이 모두 6조가 있다. 각 갑발 기둥 사이의 간격은 8~16
㎝로 같지 않고 그 구조는 불기둥과 유사하다. 東側은 갑발의 배열이 조밀하며 또한 상하
로 서로 겹쳐 4단의 계단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런 유형의 배연실은 매우 드문 구조로 아
마도 가마 내의 화염을 통제하는 것과 상관이 있을 것이다”(浙江省文物考古硏究所 2005:
83). 또한, 金窯岡 BY25는 “後壁은 이미 파괴되었고 2개의 불기둥만 잔존하며 크기가 같
은 갑발 3개를 수평쌓기 하여 축조하였다. 그 사이의 배연구는 너비 12㎝ 간격으로 또 벽
돌과 갑발편으로 막았으며 화염의 유속을 조절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浙江省文物考
古硏究所 2005: 203). 다시 말해 배연실의 구조는 배연 이외에 불길의 흐름을 더욱 원활히
통제하기 위함이다.
자료에 의하면 山頭窯 3호 요지 BY13·山頭窯 5호 요지 BY15·金窯岡 BY25 등 南宋時
期 가마의 경사는 전단부가 완만하고 후단부가 가파르며, 예외없이 배연실이 출현한다.
그런데 다시 반대로 元代의 샤무린(杉木林) 1호 요지 EY16y3는 전단부가 가파르고 후단
부가 완만한데(전후단 14°, 중간부 16°), 다만 가마 후미에 배연실이 확인되고 있다. 그렇
다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할 수 있겠다. 배연실의 출현으로 장인들이 더욱 자유롭게
화력을 통제할 수 있게 되면서, 가마 후미의 경사가 커져 화력이 과잉되면 쉽게 통제하기
힘들던 폐단에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南宋 이후 가마의 경사는 비교적 자유
롭게 변화하여, 곧 전단부가 완만하고 후단부가 가파르거나 혹은 전단부가 경사지고 후
단부가 완만해지기도 하였다. 따라서 가마 경사의 변화와 배연실 사이에 필연적 관계가
있는지 향후 진일보한 고찰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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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번요[素燒爐]
唐宋時期 浙江地域 靑瓷 가마 중에는 龍窯 외에도 饅頭窯가 있는데, 주로 南宋官窯 窯
場 가운데 존재한다. 郊壇下官窯28) 이외에 老虎洞官窯에서 3기의 말굽형 만두요[馬蹄形
饅頭窯]가 발견되었다<그림 13·14>. 1호 饅頭窯는 요지의 북쪽으로 치우친 서쪽에 위치
한다. 南으로 9호 작업장과 인접하고, 북으로는 1호 龍窯의 상단부[窯頭]와 2m 정도 떨어
져 있다. 가마 내부 퇴적은 주로 다량으로 무너진 가마벽돌과 폐기물이 섞인 흙과 소량
의 初燔(초벌) 기물 잔편이다. 봉통부와 번조실, 배연실, 보호담장[護墻] 등 4부분으로 구
성된다. 규모는 방향 56°, 길이 1.8m, 너비 1.22m, 잔존 높이 89㎝이다. 봉통부는 반원형으
로 길이 66㎝, 너비 92㎝이며 가마 바닥보다 22~32㎝ 낮다. 아궁이 너비는 32㎝이다. 봉통
부 바닥에서 목탄재가 다량으로 발견되어 연료가 장작임을 알 수 있다. 가마 바닥은 横長
方形으로 양벽은 활처럼 약간 불룩하고, 길이 78㎝, 너비 99㎝이다. 가마 벽은 길이 18㎝,
너비 8㎝, 두께 5㎝의 장방형 벽돌로 쌓았으며, 後壁에는 5개의 方形 배연구가 있다. 가
마 바닥은 비교적 편평하고 장방형의 벽돌을 깔았는데 대부분 결실되었다. 배연실은 역
시 장방형 벽돌로 반원형으로 축조하였으며, 길이 18㎝, 너비 82㎝, 잔존 높이 50㎝로 바
닥은 5개의 배연구와 서로 통한다. 일부 배연구는 벽돌 조각으로 막아 배연량을 조절하였

<그림 13> 초벌구이

가마(老虎洞 修內司官窯 饅頭窯)
[秦大樹、
杜正賢 主編 2004: 彩圖]

<그림 14> 초벌구이

가마(老虎洞 修內司官窯 饅頭窯)
[杜正賢 主編 2002: 24]

28) "3호방(F3)과 4호방(F4) 사이에 위치한 실외 공터의 東北으로 2m가 練泥池이고, 남쪽의 3m 정도 가까운 곳이 4호방인 초벌 파편 퇴
적이다. 상부는 모두 파괴되었고, 겨우 F3ㆍF4 지면 보다 낮은 봉통부만 볼 수 있다. 평면은 대체로 馬蹄形을 띠며, 방향은 F3ㆍF4
과 일치한다. 전체 길이 80㎝, 봉통부 너비 67㎝, 구연부 너비 28㎝, 잔존 깊이 16㎝이다. 봉통부의 燒結 두께는 3㎝이다. 봉통부
내부 퇴적은 紅燒土ㆍ碎紅磚ㆍ소량의 초벌파편이 있으며, 바닥에 黑灰가 있다. 봉통부 주위 1.5m 직경 범위 내 두께 5~10㎝에 이
르는 燒土層이 있으며, 분포형태는 봉통부와 일치하여 대체로 馬蹄形을 띠고 있어 가마 기초의 범주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번조실
전방의 지면에서 대량으로 산포된 초벌편 퇴적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이 유적은 번조기물을 저온 번조하던 초벌 가마로 추정된다”
(中國科學院考古硏究所 199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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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護墻은 가마 벽에서 30~40㎝ 바깥쪽에 벽돌 조각과 폐기된 요도구를 사용하여 수평
쌓기로 축조하였으며, 두께는 16㎝ 정도이다. 봉통부 앞부분 좌우 양측 護墻은 八字形을
이루고, 담장 안쪽에 황토를 발라 메웠는데 그 목적은 보열을 위함이다. 측면 출입구 앞
에는 다량의 목탄재가 남아 있다(唐俊杰·鄧禾穎 2008: 42)．
이상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南宋官窯에 사용한 饅頭窯는 半倒焰式이다. 饅頭窯는 일
반적으로 全倒焰式과 半倒焰式 두 종류로 구분되는데, 양자는 모두 크게 측면 출입구, 봉
통부, 가마 바닥, 배연구, 煙筒으로 구성된다. 배연구는 불막음창 아래에 위치하며 불길
이 상승하는 힘과 연통이 생성하는 추진력을 이용하여, 불길이 가마천정 아치를 따라 後
壁 쪽을 돌아 배연구에서 연통을 거쳐 가마 밖으로 배출된다. 후자는 배연구를 가마 바닥
에 설치하여 불길이 봉통부 양측 또는 사방으로 분산된다. 불길은 가마 바닥에서 천정까
지 상승한 후 다시 위에서 아래로 기물 혹은 쌓아 올린 갑발 기둥[匣鉢柱]을 향해 급하강
하여 기물과 갑발 기둥 사이를 지나, 배연구에서 가마 바닥의 불길고랑[火槽]과 연통을
거쳐 밖으로 배출된다(熊海堂 1995: 28∼34). 浙江地域 청자 요장 가운데 饅頭窯가 출현한
사례는 戰國時期 蕭山地域에서만 보이고, 그 후 南宋官窯 이전까지는 그 종적을 전혀 발
견할 수가 없으며, 南宋官窯 이후 또다시 소멸하여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南宋官窯 가
운데 출현한 饅頭窯는 결코 해당지역 가마의 발전 맥락을 따라 형성된 것이 아니며, 『坦
齋筆衡』의 기록에는 “中興 渡江(남송 건립) 이후, 邵成章으로 하여금 後苑을 총괄도록 하
매, “邵局”이라 불렸고, (北宋) 옛 汴京의 제도를 답습하여, 修內司에 가마를 설치해 靑器
를 만들고, “內窯”라 하였다(中興渡江, 有邵成章提舉後苑, 號邵局, 襲故京遺制, 置窯于修
內司, 造靑器, 名內窯).”29) 따라서 그 출현은 아마도 “옛 汴京의 제도를 답습하여(襲故京
遺制)”北宋官窯의 전례를 따른 것이다. 카이펑(開封)의 소재지는 바로 饅頭窯가 유행했던
중심지역이다. 비록 北宋官窯는 현재 찾기가 어렵지만, 開封의 북송관요는 북방 饅頭窯
의 전통적 기술을 계승하여 축조하였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30). 아마도 송 왕실

29) (元)陶宗儀, 『說郛』 卷18 수록 顧文薦 『負暄雜錄』“窯器”條, 10, 上海涵芬樓排印本.
30) 초벌 가마의 구조에 관해 杜正賢은“老虎洞 宋代 層位 가마터에서 발견된 초벌가마와 寶豐 清凉寺 汝官窯窯址에서 발견된 14호
가마(Y14)는 외형과 내부 구조 면에서 매우 유사하다. 평면은 모두 馬蹄形을 띠며, 측면 출입구와 반원형의 봉통부, 橫長方形의 가
마 바닥, 벽돌로 쌓은 불막음창[隔火墻], 벽돌을 사용하여 칸을 나눈 배연도[出烟道]와 배연실[出烟室]의 조성은 老虎洞 南宋 層位
가마터의 초벌 가마가 北宋末 汝官窯의 饅頭窯를 바탕으로 변형된 것을 말해준다”고 언급하고 있다(杜正賢, 2004, 『杭州老虎洞窯
址的考古学研究』, 『南宋官窯與哥窯:杭州南宋官窯老虎洞窯址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88, 杭州大學出版社). 이밖에 南宋官窯가
北宋官窯와 汝窯 등 요장의 초벌 기술을 포괄한 생산품 번조과정을 계승하여 발전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계에 적지 않은 학설이
있다. 예를 들어 劉毅는 『從汝官窯到郊壇官窯的傳遞』에서 기형과 번조공예 등의 측면에서 郊壇下官窯가 汝官窯를 계승하고 있음
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특히,“郊壇下官窯는 제작공예 측면에서도 汝窯와 상통하는 점이 있다. 즉, 기물의 태토와 유약을 1차 번
조하지 않고, 기물 성형 후에 우선 초벌 번조한 다음 시유 혹은 多次施釉하여 마지막에 번조한다. 두 요장의 가마에서는 수량은 다
르지만 초벌 퇴적층이 모두 발견되었음”을 언급하였다(劉毅, 2004, 『從汝官窯到郊壇官窯的傳遞』, 『南宋官窯文集』, pp.123∼135,
文物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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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南遷 이후 南宋 朝廷이 官窯를 회복하고자 일찍이 南方에 떠돌고 있는 北宋官窯 또는
北宋 宮廷瓷器 공납과 관련된 窯場의 유능한 장인을 소집하고, 또한 浙江地域 越窯와 龍
泉窯의 기타 우수한 장인을 모아, 南宋官窯 瓷器를 번조하기 시작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初燔을 담당한 饅頭窯와 청자 번조를 담당한 龍窯가 함께 南宋官窯 요장에 출현하는 것
은 정식으로 南北方 번조기술이 상호 융합한 결과이다.
앞에서 검토한 것처럼 南宋官窯 요장 가운데 饅頭窯가 초벌 가마로 출현하였다는 점
은 꽤 주목할 만하다. 초벌은 자기제작 과정 가운데 하나의 특별한 단계이며, 자기의 품
질 제고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 “성형한 기물은 900℃ 정도의 초벌을 거치면 가능한 유기
물질과 수분이 대부분 모두 휘발되며, 일부 염기성 화합물도 이미 분해되어 유약 소결시
남은 극소량의 미소결 성분은 釉面에 귤껍질 혹은 바늘 구멍들과 같은 미세한 구멍들과
기포, 유약 뭉침 등의 결함을 야기하여 자기의 품질 등급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초벌
은 釉面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안이다. 초벌 후의 성형물은 강도가 커져 시유시
파손율이 낮아지고 기벽이 얇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 동시에 흡수율이 커져 시유 속도가
빠르고 고르게 시유되어 유면도 매끈해진다. 또한 한번만 시유를 해도 되므로 … 시유한
기물을 다른 한쪽으로 돌리는 사이 이미 수분이 말라, 제품 바닥의 유약을 닦아내면 별도
로 다시 건조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바로 갑발 안에 재임하는 단계로 넘어가 일부는 갑
발에 넣고 … 초벌 후에 半成品의 여러 가지 질적인 결함을 발견하여 사전에 폐기하거나
재가공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시유 번조한 기물의 완제품 비율과 번조 성공률을 제고
하였다”31). 초벌 기술로 특정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南宋官窯의 薄胎厚釉 특징을 얻기
에 매우 유리하였다. 성형물의 강도가 커져 시유가 편리하고 多次施釉에 유리하며, 초벌
이후 사전에 결함을 발견하여 釉面의 품질을 높일 수 있어 고급 靑釉瓷器 번조에 유리하
였다. 초벌 기술은 일찍이 唐代에 이미 출현하여 宋代에 이르러 점차 광범위하게 응용되
어, 고고학적 자료에 근거하면 초벌 기물이 발견된 요지는 허난(河南) 공이(鞏義) 황이야
오(黃冶窯) 唐三彩 窯址·공씨엔야오(鞏縣窯)·씽야오(邢窯)·황부야오(黃堡窯)·루야오
(汝窯)·짱공샹야오(張公巷窯)·쥔야오(鈞窯)·老虎洞官窯·郊壇下官窯·龍泉窯32) 등을
망라한다. 즉, 浙江地域을 살펴보면 南宋 이전에는 초벌 기술이 출현한 바 없고 龍泉窯도
南宋時期부터 초벌과 多次燒造 기술이 출현하기 시작한다. 龍泉窯 가운데 초벌 기물이
발견된 지역은 모두 龍窯 부근으로 이들 용요의 형태는 모두 비교적 짧고 작다. 馬蹄形窯
를 사용하여 초벌 자기를 번조한 사례는 없다(張東 2005: 179∼195). 또한, 후대로 가면 元
代 龍泉 東區 杉木林 窯址 EY16 가운데 여러 기의 초벌 가마가 있는데 소형의 용요이다
31) 景德鎮陶瓷資料組, 1973, 『素燒的作用』, 『景德鎮陶瓷』 第2期, p.44, 景德鎮陶瓷雜誌社.
32) 張東, 2005, 『宋代若干窯場多次燒造現象硏究』, 『上海博物館集刊』 第10期, pp.179∼195, 上海書畫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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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초벌 요지(S1)의 경우 총길이 4.74m, 너비 80~90㎝, 잔존 높이 33~60㎝](浙江省文
物考古硏究所 2005: 310). 이상을 근거로 南宋時期 龍泉窯址는 소형 龍窯를 사용하여 초
벌구이를 진행하였을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남송시기 절강지역의 老虎洞官窯·郊壇下官窯·龍泉窯는 초벌 기술을 사
용하기 시작하고, 이상에서의 분석 결과를 따르면 南宋官窯 초벌 기술의 연원은 아마도
北宋官窯와 汝窯 등 北宋時期 御用瓷器의 공납을 담당했던 요장일 것이다. 이전 南方地
域 요장 가운데 초벌 기술의 응용은 드물게 보이므로, 龍泉窯 초벌 기술은 南宋官窯의 영
향을 받았거나 宋 왕실이 南迁하면서 浙江地域에 北方 匠人이 기술을 전수했다고 추정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같은 초벌을 하는데 무엇 때문에 饅頭窯와 龍窯를 구분하여 사
용하였던 것일까？ 饅頭窯를 사용한 초벌구이는 宫廷用 瓷器를 번조한 것으로 여겨지
는 南宋官窯를 보통 자기를 번조한 龍泉窯와 구분하는 특징의 하나로 간주할 수 있지 않
을까？ 이는 검토해 볼 가치가 있는 문제이다. 만일 그렇다면 龍泉 溪口窯 등에서 발견된
薄胎厚釉 龍泉靑瓷 일부 기물의 양식이 南宋官窯와 비교적 유사하지만 초벌 가마의 출
현-특히 饅頭窯 초벌 가마-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만약 향후 이와 관련된 고고
학적 발견이 이루어진다면 의문의 여지없이 龍泉 黑胎瓷器와 南宋官窯 瓷器의 관계를 연
결 지을 수 있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것이다.

Ⅵ. 결어
이상을 종합하면 唐宋時期 浙江地域 靑瓷를 번조한 가마는 龍窯이며, 南宋官窯（郊壇下
官窯와 修內司官窯 포함)는 번조시 饅頭窯를 사용하였다. 이시기 龍窯의 발전 상황을 근
거로 크게 唐代 早期, 中晩唐~北宋, 南宋의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가마는 구성의 차
이에 근거하여 窯頭·窯身·窯尾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발전 단계마다 각각의
세부구조도 부단한 개선과 발전이 이루어져 당시 자기 번조의 기술적 요구에 꾸준히 부
응하였다. 南宋官窯 窯場 가운데 출현한 饅頭窯 초벌 가마는 浙江地域 靑瓷 燒造 전통에
서 비교적 특수한 현상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진일보한 연구는 瓷器史에 존재하는 일련
의 중요한 문제-예를 들어 宋代 官窯 문제-해결에 접근하는 증거를 제공해 줄 것이다.
※ 번역 : 고미경(北京大學 考古文博學院)
▶논문접수일(2013.12.27) ▶심사완료일(2014.2.5) ▶게재확정일(201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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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

越窯

越窯

시대

唐代
早期

晚唐
五代

기록없음

荷花芯Y37窯

기록없음

黃鱔山Y26丙窯

기록없음

기록없음

黃鱔山Y26乙窯

窯山窯

기록없음

黃鱔山Y26甲窯

기록없음

기록없음

東陽 歌山窯

黃蛇山窯

正北

大辦山Y91窯

正南

橫塘山Y23窯

北(略偏東)

正北

黃家庵Y5窯

黃婆嶴Y90窯

南(略偏西)

木勺灣Y4窯

正西

南(略偏西)

木勺灣Y3窯

皮刀山Y42窯

가마 방향

가마 명칭

<표 1> 당송시기 절강지역 청자요 현황

殘長41.83m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殘長1.5m

기록없음

殘長12m

기록없음

殘長11m

기록없음

기록없음

殘長21m

殘長10.2m

殘長2m

가마 길이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2.1m

기록없음

2.35m

1.6m

2.7m

2.3m

기록없음

2.2m

2.15m

2.65m

2.7m

가마 너비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殘高0.16m

殘高0.35m

殘高0.5m

(추정)1.1m

殘高0.52m

殘高0.2m

殘高0.4m

殘高0.4m

기록없음

殘高0.23m

殘高0.45m

가마 높이

13°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경사도

벽돌

벽돌

벽돌

벽돌

벽돌

7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구릉 경사를 이용하여
깊게 파고 흙다짐
벽돌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출입구

기록없음

벽돌

벽돌

벽돌

벽돌

벽돌

벽돌

축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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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宋

北宋

시대

南宋官窯

龍泉

越窯

龍泉

越窯

계통

49°

278°

235°

山頭窯3號窯
BY13

山頭窯5號窯
BY15

郊壇下官窯

55°

336°

金窯崗BY25窯

修內司官窯
1號龍窯

거의東西

거의正東西

寺龍口Y1窯

低嶺頭窯

기록없음

金鐘灣BY22窯

窯頭東
窯尾西

296°

荷花芯Y36窯

石馬弄Y1窯

가마 방향

가마 명칭

15m

23m,37.15m

殘長59.7m

82m

殘長22m

50m

49.5m

殘長49.5m

49.5ｍ

45.9m

가마 길이

殘高0.2∼1m

殘高0.4∼1.1m

殘高0.5∼0.6m
(복원후 約 1m)

窯頭1.48m
窯中2.00m
窯尾2.50m
窯頭1.9m
窯中2.3m
窯尾2.35m
窯頭1.40m
窯中1.85m
窯尾1.80m

殘長0.35m

殘高0.5∼0.8m

窯中2.1m
窯後2.3m

1.35∼1.98m

殘高0.3m

殘高0.5m

殘高0.1∼1m

約 2m

기록없음

기록없음

殘高 0.1∼0.35m
窯壁(추정)1.3m

殘高0.05∼0.2m

2.7m
窯尾2.1m
1.9∼2.4m

가마 높이

가마 너비

기록없음

前段11.5°
後段13.5°

前段 낮고
後段 높음13°

前段15.0°
中段12.5°
後段15.0°

벽돌

벽돌

벽돌과 갑발을
교차적으로 맞추며
수평으로 길이쌓기

벽돌

벽돌

前段11°
中段8°
窯尾11°

벽돌

前中段9∼12°
窯尾4∼6°

벽돌

벽돌

窯頭08°
中部16°
窯尾10°

12°

벽돌

벽돌

축요 방식

前段10°
後端05°

12°

경사도

기록없음

기록없음

11

17

西側 3
東側 1

11

11

벽돌

殘存 5

9∼10

출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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淺析唐宋時期浙江地區青瓷窯爐的結構與演變
項坤鵬
(故宮博物院(北京))

唐宋時期浙江地區燒造青瓷的窯爐幾乎全爲龍窯, 其結構從總體上看包括窯頭、窯身和窯尾三部
分, 具體來說每一部分又包括若干個子結構, 與窯業發展同步, 這些結構也在不斷完善。
根據相關窯爐資料, 可將其發展過程分爲三個階段：唐代早期、中晚唐至五代時期和南宋時期。在
窯爐結構中, 出烟室較之前的排烟坑更爲成熟, 它的出現不僅用于排烟, 也有助于對窯爐火焰的精
確控制, 這也使得窯爐坡度的變化更加靈活。
另外, 南宋官窯窯場中所出現的饅頭窯, 之前僅于戰國時期在蕭山地區見過一例, 南宋官窯之後
又消失不見, 由此推測該饅頭窯幷非是順著本地區窯爐的發展脉絡形成的。 而且在南宋官窯窯場
中, 饅頭窯是作爲素燒爐而出現的, 可能源自于北宋官窯或是負責貢進北宋宮廷用瓷的窯場。而此
種饅頭窯素燒爐是否是燒造宮廷用瓷器的南宋官窯區別于燒造普通瓷器的龍泉窯的特徵之一, 則
值得進一步探討。
關鍵詞 : 窯爐 結構 演變 出烟室 素燒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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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nalysis on the Structure and Evolution
of the Celadon Kilns from Tang until to Song
Period in Zhejiang Region
Xiang kunpeng
(Gugong Bowuguan, Beijing)

Almost all celadon kilns in Zhengjia Region are dragon kilns during the Tang and
Song period. Each Dragon kiln is composed of three parts: kiln head, kiln body and kiln
tail. With the development of the ceramics industry, the internal structures in each part
had been continuously improved. The development of the Dragon kilns can be divided
into three stages: early Tang dynasty, middle-late Tang dynasty to Five dynasties, and
Southern Song dynasty. One of the most important processes of dragon kilns is the
smoke-emitting room appeared in Southern Song dynasty, which was not only used to
emit smoke, but also contributed to the precise control of the kiln flame.
The dome-shape biscuit kiln in Guanyao (Official Kiln)ofSouthernSongdynastyori
ginatedinGuanyaoorotherkilnsresponsiblefortributeinNorthernSongdynasty. The use of
biscuit kiln might be a striking feature to distinguish the royal ceramics from those
ordinary ceramics.
Key Words : dragon

kiln, kiln structure, smoke-emittingroom, biscuitki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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