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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이제까지 조선도자사 연구는 관요의 운영과 왕실소용의 백자생산을 사옹원(司饔
院) 위주로 다루어왔다. 그러나 사옹원만이 국가에서 필요한 백자를 제작했던 것은 아
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내수사(內需司)에 속했던 6명의 사기장이 기록되어있
다. 조선 전기의 관청 중에 백자를 직접 생산했던 관청은 사옹원뿐만 아니라 내수사도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경국대전』 이외에 구체적인 기록과 물증이 없어서 내수사의 자
기제작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내수사의 백자제작과 관련
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處’명백자가 최근 출토되어 조선 전기 관요의 운영과 왕실에
서 사용된 백자의 제작주체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해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내수사는 사옹원과는 달리 왕실의 내용(內用)재산을 관리하고 그에 필요한 각종 물품
을 제작했다. 그러므로 내수사는 왕실가족들이 사용할 백자를 생산하고 그 그릇에는 사
옹원의 주도로 제작된 백자와는 구분되는 명문을 표시하였다. 조선 전기 사옹원의 사기
장이 제작한 백자는 ‘天地玄黃’과 같은 천자문의 자호가 표시되며 주로 궁궐과 도성의
관청들에서 다양하게 활용되었다. 이에 반해 내수사에서 제작한 백자에는 왕실가족들
의 소용처를 의미하는 ‘處’자가 표시되었다. 내수사의 주도로 제작된 백자에는 특정한
명문이 표시되어 궁궐 안에서 범용된 사옹원의 관요백자와는 구분되었다. 이러한 명문
의 차이는 국용과 내용의 물품을 구분함과 동시에 성리학적 위계질서에 따른 신분의 구
분을 반상기에도 투영시킬 수 있는 방식이었을 것이다.
주제어 : 내수사(內需司), ‘處’명백자, 천지현황, 사옹원, 조선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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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이제까지 조선도자사 연구는 관요(官窯)의 운영과 왕실소용의 백자생산을 사옹원(司饔
院) 위주로 다루어왔다. 그러나 사옹원만이 국가에서 필요한 백자를 제작했던 것은 아니
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명시된 사기장은 총 386명으로 이 중 380명이 사옹원에 배속
되었으며 나머지 6명은 내수사(內需司)에 속했다. 조선 전기에는 사옹원뿐만 아니라 내수
사에도 백자를 생산하는 기능이 부여되었다.
그러나 『경국대전』 이외에 구체적인 기록과 합당한 유물이 없어서 내수사의 백자제작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내수사의 백자제작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處’명백자가 여러 점 출토되어 조선 전기 관요의 운영과 왕실에서 사용
된 백자의 제작에 있어서 내수사의 역할이라는 새로운 개념과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다.
‘處’명백자는 최근 이루어진 한양도성 내부의 발굴조사에서 다수 출토되었다. ‘處’명은
기존에 알려진 ‘天地玄黃’명과 같이 굽 안쪽에 시유된 면을 걷어내는 방식인 유면음각(釉
面陰刻)기법으로 표시되었다. 그러나 글자가 이체자로 표시되어 이미 알려진 천자문 자
호의 약자 정도로 인식되기도 했다. 특히 자획(字劃)이 모두 드러나지 않는 파편에 남아
있는 명문은 판독이 더욱 어려웠다.
한양도성 내부의 발굴이 진행되면서 ‘處’자를 철화기법으로 표시한 백자도 출토되었고
‘處’자가 표시된 전세품과의 비교를 통해 해당명문이 ‘處’자임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天地玄黃’처럼 기존에 알려진 조선 전기 관요백자의 명문과 동일한 방식으로 표시된
‘處’자명백자의 등장을 학계에 보고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테지만 해당 명문백자의 제작
배경과 주체 및 제작시기를 파악하기 위한 접근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處’명백자를 통해 기존에 언급된 바 없었던 내수사(內需司)의 자기제작에 초
보적인 접근을 시도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또한 사옹원과 내수사가 함께 관요에서 관청
의 임무별로 활용될 백자를 제작했으며 각각의 구분을 위해 서로 다른 명문을 활용했음
을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조선 전기 관요 운영과 특징에 대해 보다 입체적
1)

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1)	이 글은 필자의 학위논문의 일부를 수정, 보완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박정민, 2014, 「조선 전기 명문백자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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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處’명백자의 출토현황
최근 서울에서 이루어진 발굴조사에서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글자가 명문으로 표시
된 백자들이 출토되었다. 새로이 확인된 명문은 ‘處’자의 약자(略字)이다.
‘處’명백자는 기존에 알려진 ‘天地玄黃’명이나 ‘左右, 別’명의 백자와 기형 및 유약과 태
토의 질적 범주가 유사하고 명문의 표시방식도 일치한다. 그러므로 ‘處’명백자들 역시 조
선 전기에 경기도 광주에 자리했던 관요에서 제작되었을 것이다. 처(處)로 판독되는 명문
은 굽 안쪽의 공간에 시유된 유약층을 걷어내는 유면음각(釉面陰刻)방식으로 표시되거나
같은 자리에 산화철 안료를 사용하여 표시된다.
백자에 표시된 ‘處’자는 원 글자의 자획수가 많아 약자로 표시되었다. 조선시대 인쇄된

여러 서적에 등장하는 처(處)자는 부수인 호(虍)자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표 1>은 조
선시대 관요백자와 문헌에 등장하는 ‘處’자를 비교한 것이다. 표에 제시한 바와 같이 ‘處’
자는 삼국시대 이후 약자로 많이 활용되었다.
<표 1> 각종 문헌 및 백자에 등장하는 처(處)의 약자(略字)

현재까지 확인된 ‘處’명백자는 대부분 한양도성에서도 경복궁이나 창덕궁과 가까운 지
역을 위주로 출토되었다(그림 1). 경복궁 남쪽에 자리하는 육조거리의 배후지에서 ‘處’
명백자가 출토된 곳은 청진1지구 청진동 224번지 건물지, 청진2∼3지구 249번지 건물지
4 인근과 226번지 건물지1 인근, 청진12∼16지구 청진동 112번지 건물지와 청진동 69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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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세종로지구 2구역 당주동 26번지 건물지 등이다. ‘處’명백자가 출토된 유구들은 대부
분 일반적인 건물지이며 인근의 건물지와 별다른 건축학적 차별성은 확인할 수 없었다.

<그림 1> 한양도성 출토 ‘處’명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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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덕궁의 남쪽에 자리하는 어영청지(御營廳址)와
훈련도감(訓練都監)의 하도감(下都監)이 자리했
던 동대문운동장의 유적에서도 ‘處’명이 표시된
백자가 출토되었다. 유물이 출토된 개별유구들을
왕실과 연결시킬만한 결정적인 특징은 드러나지
않지만 대체로 중요한 관청이나 그 주변에서 ‘處’
명백자가 출토되는 정황은 살필 수 있다.
그 외에는 왕실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그림 2> 백자저부편, 저경 4.8cm,
회암사지 3단지 서쪽외곽배수로
출토,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 양주의 회암사지(檜巖寺址)에서 ‘處’명백자
의 출토가 보고된 바 있다(그림 2, 3). 회암사는 조
선 초기부터 왕실과 밀접한 연관이 있던 절이었
다. 회암사지의 발굴조사에서는 ‘處’명백자와 ‘處’
명청자가 각각 한 점씩 출토되었다(경기문화재연
구원 외 2003, 2013). 그러나 대부분의 보고서에서
는 해당명문을 정확히 판독하지 않았다. 또한 서
울시 은평구 진관동에 자리한 조선시대 분묘군에

<그림 3> 청자저부편,

저경 7.0cm,
회암사지 7단지 서기료지(書記寮址)
내부 동측 출토, 경기문화재연구원

서도 한 점이 출토된 바 있다(그림 4).
진관동 제2지구 C공구의 토광묘에서 출토된 백
자발의 굽 안쪽에 ‘處’명이 유면음각기법으로 표
시되었다(중앙문화재연구원 2009). 이 지역은 한
양도성의 외곽에 마련된 대규모 분묘군으로 주로
도성에 거주했을 인물들이 매장되었을 것으로 판
단된다. 해당 토광묘의 묘주(墓主)가 ‘處’자가 표
시된 관요백자를 직접 사용할 수 있거나 증여받
았을 것이다.

<그림 4> 백자발,

높이 11.2cm, 구경
21.4cm, 서울 은평구 진관동
출토, 국립중앙박물관

<표 2> 한양도성 외부 출토 ‘處’명자기 일람
도판 번호

그림 2

그림 3

그림 4

번조 방식

갑번

갑번

갑번

출토 유구

건물지

건물지

유구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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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보면 ‘處’명백자는 도성 내에서도 주로 궁궐과 가까운 지역에서 출토되며 회암사
와 같은 왕실과 밀접한 사찰이나 도성 안에 거주했던 인물이 매장되었을 분묘군에서 출
토된다(표 2). 이러한 출토 양상은 관요에서 함께 제작된 것으로 구분되는 ‘天地玄黃’명백
자와는 구분되는 특징이다. 관요에서 생산된 ‘天地玄黃’명백자가 전국에 걸쳐 치소(治所),
사찰, 분묘 등에서 출토되는 데 비해서 ‘處’명백자의 출토지는 도성(都城)과 그 인근으로
한정된다(박정민 2014: 182-190). 이러한 출토상황은 ‘處’명백자의 사용처 및 사용계층이
‘天地玄黃’명백자에 비해 한정적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Ⅲ. ‘處’명의 의미와 제작주체 및 시기
관요에서 제작된 백자는 대부분 사옹원이 담당하고 있던 어선(御膳)과 궁궐(宮闕)에서
이루어지는 일반 식사를 위한 식기로 활용되었다. 궁궐에는 국왕을 비롯한 왕족뿐만 아
니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생활했으므로 위계질서에 따라 사용하는 백자도 구분되어
야 했을 것이다. 관요가 성립된 이후에 등장하는 ‘天地玄黃’명의 백자는 주로 15세기 후
반에서 16세기 전반에 제작되었다(김영원 2003: 147; 윤용이 1993: 370-372; 전승창 2007:
88-92). 명문의 의미에 대해서는 사옹원의 통상업무에 활용되는 백자의 출납을 사옹원 제
조(提調) 위주로 구분, 관리하기 위함이라는 최근 해석도 있다(박정민 2014: 112-139). 그
러므로 일반적인 출납의 구분이외에 사용계층에 따라 백자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處’자와
같은 명문이 별도로 필요했을 것이다. 이 때문에 관요백자에 표시된 명문이 이원적인 체
계로 구성된 것이다.
천자문의 자호가 표시된 백자의 사용자는 사옹원의 일반 업무와 연계된 불특정 다수
인데 비해 ‘處’명이 표시된 백자는 제작시점부터 그 사용처가 정해진 그릇으로 간주된다.
‘處’와 ‘天地玄黃’은 비록 동일한 방식으로 명문이 표시되었음에도 그 내용에는 상당한 차
이가 있다(박정민 2014: 140-150).
‘處’명은 해당 명문이 부여된 백자가 최소한 처(處)로 지칭될 만한 위계의 장소에서 활
용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국왕을 중심으로 내용(內用)의 범주에 포함되는 인물이 사용
하는 백자와 궐내의 일반 음식사무에 공용(共用)될 그릇을 구분하기 위함이다. 특히 왕실
에서 필요한 식재료의 확보는 사옹원과 내수사가 공유하는 업무였으므로 음식사무에 연
관된 백자의 제작 역시 두 기관이 함께 공조했던 것이다. 다만, 두 기관에서 담당하는 음
식사무의 대상은 위계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옹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天地玄黃’과
는 구분되는 명문을 통해 두 관청의 그릇이 서로 뒤섞이지 않도록 조처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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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사는 백자에 사옹원과는 구분되는 명문인 ‘處’자를
표시하여 그릇의 사용처를 구분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
한 내수사와 사옹원의 구분은 최근 서울에서 ‘處’명백자와
함께 출토된 ‘世’명백자와 청자에도 적용되었던 것으로 보
인다(그림 5).
세자전(世子殿)을 지칭하는 명문으로 해석이 가능한
‘世’명 역시 사옹원의 ‘天地玄黃’명과는 달리 구체적인 사
용처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주목되는 것은
사옹원에서 사용된 명문은 오로지 유면음각기법으로만

<그림 5> <청자저부편>, 현재높이
2.4cm, 서울 세종로구
역2지구 출토, 한울문화
재연구원

표시되는 데 비하며 ‘處’와 ‘世’명은 철화로 표시되는 경우
가 많아 가시적인 차별성도 확보된다(그림 6, 7).

<그림 6> <백자저부편>,

현재높이 2.7cm, 서울
동대문운동장 출토, 중원문화재연구원

<그림 7> <백자저부편>, 현재높이 3.1cm, 서울
동대문운동장 출토, 중원문화재연구원

‘處’명백자의 등장배경에 구체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조선 왕실이 어떠한 방식으로 내
용(內用)재산을 확보하고 운영했는지를 살펴보겠다. 조선 전기의 국왕들은 내수사를 통
해 세자전을 포괄하는 왕실의 내용(內用)재산을 관리하였다(지승종 1985: 12-43; 한춘순
2)

1999: 391-439).

국왕의 자녀들은 전국에 걸쳐 산재한 내수사(內需司)의 토지와 노비를 통해 재산을 형
3)

성했다. 왕실자녀는 내수사를 통해 재산을 증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공업품을
2)	내수사에 관한 선행연구는 조선국왕이 국가의 수장이면서 왕가의 가장인 이중적 성격에 따른 재산운영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다.
3)	『世祖實錄』 44卷, 13年(1467) 11月 21日 癸未條. 내수사(內需司)에 전지(傳旨)하여 월산군(月山君) 이정(李婷)과 자을산군(者
乙山君)에게 각각 노비(奴婢) 70구(口)를 내려주고, 태안군주(泰安郡主)에게 노비 69(口)를 내려주게 하였다; 『世祖實錄』 46卷,
14年(1468) 4月 7日 丙申條. “수빈(粹嬪)에게는 고양농장(高陽農庄)의 종[奴] 모지리(毛知里)의 벼[稻], 황두(黃豆) 아울러 6백
석, 온양농장(溫陽農庄)의 종 득만(得萬)의 벼, 황두 아울러 4백 석과 고양농사(高陽農舍)의 종 철산(哲山)이 받은 수전(水田)의 종
자[種] 3석(石)을 할 만한 땅을, 윤소훈(尹昭訓)에게는 양주(楊州)의 종 금삼(金三)이 받은 수전(水田)의 종자 1석을 할 만한 땅을,
월산군(月山君) 이정(李婷)에게는 공주농장(公州農庄)의 종 원생(元生)의 벼·황두 아울러 1천 4백 석, 경산농장(慶山農庄)의 종
개질동(介叱同)의 벼, 황두 아울러 1천 6백 석, 충주(忠州)의 종 귀금(貴今)이 받은 수전(水田)의 종자 3석을 할 만한 땅을, 자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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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았으며 그 빈도와 정도는 국왕별 자녀의 숫자에 비례하여 증감했다. 그러므로 자
녀가 많았던 국왕은 내수사를 통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물품을 제공하는 일도 잦
았다.
4)

또한 국왕은 내수사를 통해 개인에게 선물을 주거나, 장리(長利)를 놓고 재산을 증식
5)

하기도 했다. 특히 성종(成宗, 재위 1469∼1494)은 왕실을 위한 지출에 나랏돈을 쓸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워 내수사로 하여금 백성에게 장리를 주고 그 이익을 내탕으로 활용
6)

하였다. 그 때문에 성종시절에는 내수사가 왕실의 재산 관리기관으로 크게 부각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는 내수사가 대군(大君)과 공주(公主) 이하 국왕의 자녀에 관한 사무를 광
범위하게 처리한다(윤인숙 2013: 133-163). 성종은 재위 후반부로 갈수록 내수사를 동원
7)

하여 자주 자녀들의 집을 지어주거나 재산을 분배해주었다. 이는 그가 12명의 부인에게
서 16남 12녀의 많은 자녀를 두었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성종의 자녀 숫자는 선왕(先
王)이었던 예종(睿宗, 재위 1468∼1469)이 상궁(尙宮)까지 포함하여 총 4명의 부인에게서
4명의 자녀를 둔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비록 예종은 단명한 왕이었으나 성종 다음에 보
위에 오른 연산군(燕山君, 재위 1495∼1506)도 2명의 부인에게서 4남 2녀만을 얻었다.
적은 숫자의 자녀를 두었던 연산군이었지만 그는 재위 12년 동안 이복동생 진성대군
(晉城大君)과 자신의 자녀를 위해 내수사의 기능을 더욱 크게 확대했고 내수사의 재산을

군(者乙山君)【금상(今上)의 휘(諱)】에게는 직산농장(稷山農庄)의 종 말을생(末乙生)의 벼, 황두(黃豆) 아울러 2천 석과 적성(積城)
의 종 석을구지(石乙仇知)가 받은 수전(水田)의 종자 2석을 할 만한 땅을, 이경근(李慶根)【곧 명의공주(明懿公主)】에게는 충주농장
(忠州農庄)의 종 귀금(貴今)의 벼, 황두 아울러 2천 석과 수전(水田)의 종자 2석을 할 만한 땅을 내려 주게 하라.”하였다.
4)	『睿宗實錄』 2卷, 卽位年(1468) 11月 5日 辛酉條. 임금이 내수사(內需司)에 명하여 환관(宦官) 김결(金潔)에게 갱미(粳米) 7석
(石)과 황두(黃豆) 3석(石)을 주었다.
5)	『成宗實錄』 7卷, 1年(1470) 9月 1日 丙子條. 호조(戶曹)에 전지하기를, “무릇 장리(長利)를 수납할 때 가재와 소와 말, 전지를 징
수(徵收)하지 말게 하고, 어기는 자는 죄로 다스리라. 그리고 내수사(內需司)의 정해년 이전에 거두지 못한 장리는 삭감하여 주고,
만일 그대로 징수하는 자가 있으면 받은 자를 관에 고발하게 하라.”하였다.
6)	『成宗實錄』 148卷, 13年(1482) 11月 23日 丁巳條.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검토관(檢討官) 안윤손(安潤
孫)이 아뢰기를, “전자에 이미 내수사(內需司)의 장리(長利)를 없앴는데 이제 다시 또 세우니, 신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대왕대비(大王大妃)의 하교(下敎)에 이르기를, ‘세종조(世宗朝)에 내수사의 장리를 혁파하였는데 얼마 있
다가 다시 세웠으니 역시 부득이한 데에서 나온 것이다. 이제 왕(王)의 자녀가 많은데 어찌 국고의 재물로써 일일이 나누어 주겠는
가? 다시 세우는 것이 가하다.’고 하셨는데, 나도 생각하기를, 나의 자녀는 그만두더라도 삼전(三殿)의 수용(需用)을 매양 국고에
의뢰하면 삼전의 마음에 미안한 바가 있기 때문에 호조(戶曹)와 의논하여 회복하게 한 것이다.”하였다.
7)	『成宗實錄』 207卷, 18年(1487) 9月 6日 壬寅條.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졸(卒)한 숙신옹주(淑愼翁主)의 전물(奠物)을 제사
(諸司)가 게을러 공진(供進)하지 않으니, 추국(推鞫)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이제부터 하상(下殤) 이하의 상제(喪祭)에 드는 것
은 제사(諸司)를 번거롭게 하지 말고 내수사(內需司)를 시켜 공급하게 하라.”하였다; 『成宗實錄』 225卷, 20年(1489) 2月 2日 庚
寅條 …(전략) 옹주의 집은 내가 내수사(內需司)로 하여금 마련하게 하여 부족하면 재목과 기와의 물자만 줄 뿐인데 어찌 국가에 손
해가 되며 어찌 민력을 수고롭게 하겠는가? …(중략)… 이제 옹주의 집은 내수사(內需司)에서 담당해 짓고 재목과 기와만 줄 뿐인데
그대들이 말하니, 서로 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하였다; 『成宗實錄』 234卷, 20年(1489) 11月 8日 壬戌條; 『成宗實錄』 270
卷, 23年(1492) 10月 28日 乙丑條; 『成宗實錄』 275卷, 24年(1493) 3月 27日 壬辰條; 『成宗實錄』 278卷, 24年(1493) 閏5
月 12日 乙巳條; 『成宗實錄』 295卷, 25年(1494) 10月 12日 丁卯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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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넘어 국용(國用)물품까지도 자녀를 위해 소비했다. 더욱이 연산군의 치세 동안에는 다른
관청에 속해있던 장인(匠人)까지 내수사로 배속시켜 왕실을 위한 다양한 물화를 제작하
9)

도록 하는 폐단을 낳았다. 연산군은 이러한 폐단을 제도적으로 구체화시키기 위하여 육
10)

조(六曹)의 관원을 내수사에 겸직시켜 내수사의 공적 계통성을 강화시킨다.

연산군은 이처럼 왕실의 사장고(私藏庫)로서의 성격이 강했던 내수사를 적극 활용한
다. 이 무렵의 내수사는 내전(內殿)으로 통칭되는 국왕과 왕비를 비롯한 왕실가족과 대비
11)

전(大妃殿)에서 사용되는 비용을 부담했다.

대비(大妃)들을 봉양하기 위한 명목으로 국

12)

용의 전곡도 내수사로 이동시켰다.

연산군의 폐정을 종식시킨 중종(中宗, 재위 1506∼1544)은 내수사의 변칙적 운용을 바
13)

로잡는다.

그러나 중종 역시 국왕의 사적 기관의 성격이 강한 내수사를 혁파하자는 반
14)

정세력의 요청까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선의 국왕들이 내수사를 어떻게 인식했는

지를 확실히 인식할 수 있는 대목이다.

8)	『燕山君日記』 36卷, 6年(1500) 2月 7日 辛卯條 전교하기를, “진성대군(晉城大君)이 출합(出閤) 할 때 준례에 곡식 7천 석을 주어
야 하는데, 내수사(內需司)에 저장한 것이 부족하여 국곡(國穀)으로 충당해서 주려 한다. 정승들에게 물어 보라.”; 『燕山君日記』
42卷, 8年(1502) 2月 10日 癸丑條. 내수사(內需司)가 아뢰기를, “평상시 내전(內殿)에서 소용하는 것과 양대비전(兩大妃殿)에
연례(年例)로 진상(進上)하는 것과 공주(公主)·여러 군(君)·옹주(翁主)가 출합(出閤) 할 때 으레 내려주는 쌀가루가 내수사(內需
司)에 남아 있는 것이 없으니, 청컨대 평안도의 내수사노(內需司奴)가 받아둔 잡곡 2천 석을 각기 관청의 창고에 들여오게 하고 경
창(京倉)의 쌀을 대신 사용하게 해 주소서.”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하였다; 『燕山君日記』 49卷, 9年(1503) 3月 1日 戊辰
條. 전교하기를, “휘순공주(徽順公主)가 근일 출합(出閤) 하게 되니 준례대로 벼 8천 섬을 주어야겠다. 전일에 내수사(內需司)에서
주도록 하였는데, 지금 저장된 것이 없으니 호조에서 마련하여 주도록 하라.”하였다.
9)	『燕山君日記』 59卷, 11年(1505) 8月 21日 癸酉條. 상의원제조(尙衣院提調) 구수영(具壽永)이 아뢰기를, “본원의 장인(匠人)
및 노비(奴婢)들을 내수사(內需司)에 옮겨 소속시키기도 하고 흥청(興淸)의 보인(保人)으로 배정되기도 하여, 공작(工作)하는 일이
긴요한데도 일을 맡을 장인으로서 본사(本司)에 머물러 있는 자가 적어서 일에 이바지할 수 없으니, 어찌하리까?”하니, 전교하기
를, “옮겨 소속시켰던 자를 본사로 돌려보내고, 이제부터는 각사(各司)의 공장인(工匠人)으로 옮겨 소속시키지 말라.”하였다.
10)	『燕山君日記』 57卷, 11年(1505) 1月 16日 壬寅條. 전교하기를, “내수사(內需司)는 사무가 긴요한데도 소속된 데가 없으니, 모
름지기 조관(朝官)으로 하여금 겸임케 할 것이며, 앞으로는 호조판서(戶曹判書), 형조판서(刑曹判書)를 제조(提調)로 예차(例差)하
여 해장(該掌) 내관(內官)과 함께 의논해서 처리하고, 또 육조(六曹)의 낭청(郞廳) 1원(員)을 차정(差定)하여 낭청으로 삼아 본사
(本司)의 관원과 같이 모든 일들을 함께 의논하여 시행하되, 모든 사무에 있어서 근신하고 태만하지 못하게 하라.”하였다.
11)	『燕山君日記』 42卷, 8年(1502) 2月 10日 癸丑條. 내수사(內需司)가 아뢰기를, “평상시 내전(內殿)에서 소용하는 것과 양대비전
(兩大妃殿)에 연례(年例)로 진상(進上)하는 것과 공주(公主), 여러 군(君), 옹주(翁主)가 출합(出閤)할 때 으레 내려주는 쌀가루가
내수사(內需司)에 남아 있는 것이 없으니 (후략)…. 이 기록을 통해 당시 내수사의 재원이 활용되는 범위를 짐작해 볼 수 있다.
12)	『燕山君日記』 8卷, 1年(1495) 8月 26日 丙子條. 전교하기를, “내가 세 대비전에 드리려 하니, 쌀 3백 석을 내수사(內需司)로
보내라.”하였다.
13)	『中宗實錄』 1卷, 1年(1506) 10月 22日 丁卯條. 전교하기를, “갑자년 이후 공사천(公私賤)으로 내수사에 소속된 자들을 이미 각
각 그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였으니, 그 문기(文記)를 모두 불사르라.”하였다.
14)	『中宗實錄』 3卷, 2年(1507) 7月 3日 甲辰條. 대간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전번 국사의 잘못은 내수사 때문입니다. 옛말에 이르
기를, ‘임금은 사사로이 간직한 것이 없고, 부(富)를 백성에게 간직한다.’ 하였으니, 임금이 만일 쓸 일이 있을 때는 어느 것인들
쓰지 못하겠습니까? 옛날 당나라 때 경림(瓊林), 대영(大盈)등과 같은 사사로이 간직한 것이 있어 그의 덕에 누(累)가 되고 후세에
비웃음을 남겼으니, 이제 내수사도 혁파해야 하겠습니다.”하고 또 한순, 이줄 등의 일을 논하였다. 전교하기를, “내수사는 성종께
서도 폐지하였다가 다시 복구시켰으니 어찌 생각하지 않고 하였겠는가? 조종조(祖宗朝)로부터 내려온 지 이미 오래니 이제 갑자기
혁파할 수 없다.”하고, 한순 등의 일도 윤허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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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 또한 많은 자녀를 두었던 왕이었다. 그는 10명의 부인에게서 9남 11녀를 얻는다.
15)

중종도 내수사를 통해 자신의 자녀에게 각종 재화를 공급했다.
<표 3> 성종(成宗)임금의 가계도

<표 4> 중종(中宗)임금의 가계도

실제로 성종과 중종의 다복함은 내수사의 기능을 확대한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
다. 세자를 제외한 대군과 공주 등의 국왕자녀들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 궁 밖에 거처를
마련해야 했다. 그들은 궁밖에 살면서도 왕실의 경제적인 지원을 받았으며 그 주요한 경
로가 바로 내수사였다.
16세기 중반 이후 명종(明宗, 1545∼1567)대에는 내수사가 관리하는 각종 잡물을 국용(國
用)으로까지 확대하여 인식하였으며 그러한 분위기의 연장에서 내수사가 정기적인 진상업

15)	『中宗實錄』 76卷, 29年(1534) 2月 6日 癸酉條. 정원에 전교하였다. “공주(公主)와 옹주(翁主)가 대궐에서 나가는 길례(吉禮)
때에 수용(需用)되는 물품이 다 떨어졌으니, 사섬시(司贍寺)에서 오승목면(五升木綿) 20동(同), 정포(正布) 10동, 중미(中米)와
조미(造米) 아울러 70석(石), 콩 30석 등의 물품과 공조(工曹)의 납철(鑞鐵) 1천 근(斤), 상감석(霜甘石) 50근 등을 내수사(內需
司)로 실어 보내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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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무까지 관할하게 된다.

16세기 이후 왕실의 재정업무에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게 되는
17)

내수사는 대군과 공주 이하 국왕의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다양한 물화를 제공하였다.

성리학적 질서를 고려하자면 왕과 왕비, 세자가 머무는 각 전(殿)과 다른 왕실의 자녀
들이 기거하는 곳은 위계를 달리하여 지칭될 필요가 있었다. 그러므로 대군과 공주를 포
함하는 다른 왕족의 처소로 보내질 내수사의 백자에는 대전과 중궁전과는 구분되는 ‘處’
명을 따로 부여해 관리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處’명 백자는 왕실자녀를 포함하는 왕족을 위해 제작되었으므로 출토되는 지역이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로 궁궐과 가까운 지역이다. 서울의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處’
명백자는 일반적으로 16세기에 형성된 문화층에서 집중적으로 확인되며 이러한 특징은
내수사의 기능이 강화되던 시기와 대체로 일치한다.
앞서 살펴본 회암사지에서는 ‘處’명백자 뿐
만 아니라 ‘需’자와 ‘司’자의 명문이 점각된 백
자저부편도 출토되었다(그림 8). 남아있는 명
문은 내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내
수사에 소속된 백자가 회암사에서 사용되었
던 정황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유물이다.
회암사는 태조(太祖)가 주석했던 사찰이며 그
이후로도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 왕

<그림 8> <백자저부편>, 현재높이 5.8cm,
회암사지 출토, 기전문화재연구원

실 인척이 회암사에 시주했던 노비들이 내수
사로 이속되는 과정을 보면 국왕의 사적재산을 관리하는 환관의 집단인 내수사가 왕실과
18)

회암사 간에 이루어진 관계에 중추적 역할을 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성종(成宗)은 내수사를 동원하여 회암사를 중수했으며 이 과정에 내수사의 관리
19)

들이 회암사에 일정기간 머물렀을 가능성이 크다.

명문을 백자에 점각한 이유는 해당

16)	『明宗實錄』 22卷, 12年(1557) 1月 10日 甲子條. 정원에 전교하였다. “내수사(內需司)에서 매년 봄·가을에 으레 두 대비전(大
妃殿)에 별도로 진상하는 것이 있었는데 제때에 들여보내지 않기에 내수사 관원을 추고하니 이와 같이 답하였다. …(중략)… 내수
(內需)의 물건은 역시 국용(國用)이니 좋은 물품으로 쓸 만한 것을 가려서 들이도록 해조(該曹)에 이르라.”
17)	『中宗實錄』 72卷, 27年(1532) 2月 14日 癸巳條. 납철은 별도로 쓰는 곳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수사에서 관례(慣例)대로 왕자녀
가 출합(出閤) 할 때 유기(鍮器)를 만들려고 공조(工曹)에게 납철을 진배(進排)하도록 하는 것이요, 또 전례도 있기에 감결(甘結)을
받들게 하였을 뿐, 감히 시장에서 사들이려고 한 것이 아니다.
18)	『世宗實錄』 80卷, 20年(1438) 2月 7日 辛酉條. 형조에 전지하기를, “중 일린(一麟)은 중궁의 외조부 안천보(安天保)와 가까운
씨족이다. 일찍이 노비를 회암사(檜巖寺)에다 시주하였으나, 시주했다는 문서가 없음으로써 관가에 몰수되었었다. 그러나 이것은
원래 중궁의 조상 노비이니 내수사(內需司)에 이속하게 하라.”하였다.
19)	『成宗實錄』 53卷, 6년(1475) 3月 6日 乙卯條. 사간원대사간(司諫院大司諫) 정괄(鄭佸) 등이 차자(箚子)를 올리기를, “신(臣) 등
이 삼가 듣건대 내수사(內需司)의 재곡(財穀)으로 회암사(檜巖寺)를 중수한다고 합니다. 신 등이 가만히 생각해 보건대 주(周)나라
소공(召公)이 무왕(武王)에게 경계한 말에, ‘무익(無益)한 일을 하여 유익(有益)함을 해롭게 하지 마소서.’하였습니다. 지금 절[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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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릇이 내수사에 소속된 그릇임을 표시하여 여타 관청이나 회암사에 속한 그릇과 구분하
기 위함이다. 이처럼 내수사는 직접 백자를 관리하여 담당하는 음식사무에 활용했다. 내
수사는 그릇 같은 물품뿐만 아니라 전곡(錢穀)에도 내수사의 것임을 인신(印信)으로 표시
20)

했었다.

다음으로 ‘處’명백자의 제작시기에 대해 살펴보자. 현재까지 ‘處’명백자가 광주의 관요
가마터에서 출토된 사례가 보고된 바 없어 정확한 생산 시점을 확언할 수는 없다. 다만
호림박물관 소장의 <백자접시>에 남아있는 ‘處’자와 그 옆에 점각기법으로 부가된 ‘黃’명
을 통해 ‘處’명백자의 제작시기를 유추해 볼 수 있다(그림 9, 10). 해당 유물에 남아있는 명
문의 표시 상황으로 미루어 ‘處’명백자의 제작시기는 천자문의 자호가 표시된 백자와 중
복될 것으로 사료된다(박정민 2014: 127-139).

<그림 9> <백자접시>,

높이 6.7cm, 입지름 21.8cm,
호림박물관

<그림 10> <백자접시>의 명문 상세

<백자접시>의 크기와 기형에 드러나는 특징 역시 ‘天地玄黃’명백자와 유사하다. 관요가
성립되기 이전에 운영된 우산리 2호, 17호 그리고 건업리 2호 가마에서 출토된 구연내만
형 접시는 대체로 높이가 6cm 이하이며 구경도 20cm를 넘지 않는다. 호림박물관 소장품
과 같이 갑번으로 번조된 구연내만형의 접시가 구경 22cm에 육박하는 크기로 제작되는
것은 관요가 성립되고 나서 운영된 가마에서 확인되는 특징이다(전승창 2007: 115-148).

宇]을 수리(修理)함은 무익(無益)한 중에서도 큰 것입니다. 불씨(佛氏)가 허탄(虛誕)하고 망령됨은 성상(聖上)께서도 밝게 통찰(洞
察)하고 계시는 바입니다. 이 절이 비록 허물어졌다 하더라도 굳이 국가에서 수리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더구나 온전한 것을 중수
(重修)하는 것이겠습니까? 비록 내수사(內需司)의 재물을 쓰고, 유수(遊手)의 무리를 사역(使役)시킨다고는 하나, 재물을 손상시
키고 국가에 손해가 됨은 마찬가지입니다. 속히 이 역사(役事)를 정지시키기를 바랍니다.” 하였는데, 전교(傳敎)하기를, “세조(世
祖)께서 중수(重修)하려 하다가 착수하지 못하고 승하(昇遐)하셨다. 지금은 의숙 공주(懿淑公主)가 재곡(財縠)을 내어 수리하려고
하는데, 대비(大妃)께서 도와주시는 것이다. 또 절 전체를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비가 새는 곳만을 수리하는 것뿐이다. 나의
뜻이 아니니, 다시는 말하지 말라.”하였다.
20)	『世宗實錄』 19卷, 5年(1423) 1月 17日 己亥條. 내수사(內需司)에서 전곡(錢穀)을 맡게 하되, 인신(印信)을 만들어 주니, 그 글
에 “내수(內需)의 신(信)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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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명한 서울시 은평구 진광동에서 출토된 <‘處’명백자발>의 크기도 관요 성립 이후
에 운영된 가마에서 생산된 제품의 범주에 포함된다.
‘處’명백자의 명문은 유면음각기법이나 철화기
법으로 표시된다. 비록 지표조사 결과이기는 하
지만 철화안료를 사용하여 그릇에 글자를 부여
하는 방식은 주로 16세기 이후에 운영된 것으로
분류되는 가마터에서 주로 확인된다(국립중앙박
물관 2000). 대표적인 사례는 경기도 광주시 초
월면 무갑리2호 가마터에서 ‘地’, ‘玄’ 등의 명문
백자편과 함께 출토된 철화명문의 저부편이다
(그림 11). ‘處’나 ‘世’자는 아니지만 1550년대에
가마가 운영된 번천리 9호 가마터에서도 굽 안

<그림 11> <백자저부편>, 경기도 광주시
무갑리2호 가마터, 국립중앙박물관

쪽에 철화안료로 ‘福’자를 표시한 백자가 제작되었다(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2007).
산화철은 청화안료에 비해 구하기 쉽고 다루기 용이한 안료로 조선 전기부터 관요에서
부분적으로 활용되었다. 더욱이 철화기법으로 원하는 내용을 표시하면 유면음각기법으
로 표시된 명문에 비해 그릇에 표시된 글자의 가시적 효과가 크다. 그 때문에 철화로 표
시된 명문은 다수를 차지했던 사옹원의 주도로 유면음각된 천자문 자호와의 차별성도 확
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살펴볼 때, 유면음각으로 표시된 ‘處’명백자의 제작시기는 ‘天地
玄黃’명백자와 대체로 일치하는 가운데 철화로 표시된 명문은 16세기 전반을 중심으로
관요의 명문이 ‘左右’로 변환되기 이전에 주로 제작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내수사는 어디에서 ‘處’명백자를 제작했는지에 대한 문제도 살펴보자. 우선
결론적으로 내수사의 백자 제작은 경기도 광주의 관요에서 사옹원과 함께 이루어졌을 것
으로 판단된다.
21)

관요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경기도 광주에는 네 개의 자기소가 있었다.

네 곳의 자기

소가 관요의 성립을 통해 한 곳으로 통합되지 않았다면 관요가 만들어질 시점까지도 광
주에 하나 이상의 자기소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여러 곳에서 왕실에서 필요
한 그릇을 생산하기 위한 가마를 운영하기에는 주변의 땔감의 부족했을 것이다.
조선 전기에는 도성인근에서 시장(柴場)을 유기적으로 확보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사

21)	『世宗實錄』 地理志 京畿 廣州牧條. 자기소(磁器所)가 4이니, 하나는 주(州) 동쪽 벌내[伐乙川]에 상품(上品). 하나는 주(州) 동쪽
소산(所山)에 하나는 주(州) 남쪽 석굴리(石掘里)에 모두 하품(下品)이다. 하나는 주(州) 동쪽 고현(羔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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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옹원만 하더라도 광주의 시장을 두고 군기시(軍器寺)와 분쟁을 빚는다.

실제로 사옹원

은 다른 관청과는 달리 1493(成宗 24)년까지도 관요를 위한 별도의 시장(紫場)을 확보하
지 못했다. 1493년 당시 새로 이설된 자기소가 군기시(軍器寺)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면서
땔나무에 대한 문제가 야기되자 조정에서는 그제야 사옹원에 광주지역 여섯 곳의 시장을
23)

마련해 준다.

사옹원도 땔감의 확보를 위해 다른 관청과 시비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내수사의 사기
장 6명이 사옹원과는 별도의 가마에서 요업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랐을 것이다. 더욱
이 백자의 제작을 위한 백토의 수급과 땔감의 확보를 위해서는 사기장 이외에도 많은 인
력들이 필요했다. 특히 1466년 이후가 되면 백토(白土)는 산출되는 지방을 철저히 기록한
후 공조(工曹)와 승정원(承政院)에서 그 목록을 관리했기 때문에 내수사가 백자제작에 요
구되는 자원을 별도로 취득하는 것보다는 광주의 관요로 취합된 원료와 잡역군(雜役軍)
24)

을 함께 사용하는 편이 합리적이었을 것이다.

내수사는 관청의 특성상 사옹원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잦았고 또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내수사의 사기장 6명
은 사옹원의 사기장과 함께 백자를 제작하였을 것이다. 더욱이 사옹원과 내수사가 담당
하는 궁궐의 음식사무와 공상업무는 중복되는 부분이 많았으므로 함께 자기를 생산하여
도성으로 운송했을 것이다. 이러한 생산 상황 때문에라도 내수사에서 만들어진 백자에는
사옹원에서 제작되는 그릇과는 다른 명문이 표시되어 사용처에 따라 구분되었을 것이다.

Ⅳ. 내수사(內需司) 백자제작의 특징과 의의
조선 전기 관요에서 백자를 생산했던 사옹원과 내수사는 모두 왕실의 물화(物貨)를 관
리했다. 사옹원이 공적(公的) 물화를 관리한데 비해 내수사는 왕실의 사적(私的) 재산을
25)

관리했다.

조선의 국왕은 내수사를 통해 소위 내용(內用)이라고 지칭되는 사적 재산을

22)	『成宗實錄』 277卷, 24年(1493) 5月 25日 戊子條. 군기시도제조(軍器寺都提調) 노사신(盧思愼) 등이 와서 아뢰기를, “본사(本
司)의 시장(紫場) 안에 사기소(沙器所)를 옮겨 설치하고 이제 푯말도 물려서 금지하니, 시탄(柴炭)이 쓰기에 모자 듯합니다.” (후
략)….
23)	『成宗實錄』 277卷, 24年(1493) 5月 25日 戊子條. …(전략) 전교하기를, “고재(羔岾)·가잉읍산(加仍邑山)·목예산(木刈山)·
여말동(余末洞)·무애산(無涯山)·도마현(都麻峴)을 모두 사옹원에 주고 예전대로 벌목을 금하라. 화전(火田)을 짓는 자가 있거든
죄주고 이익은 관가에 몰수하라. 미라동(彌羅洞)은 광주(廣州)의 공사(公私)에 일용(日用)하는 땔나무를 하는 곳이니, 벌목을 금하
지 말라.”하였다.
24)	『世祖實錄』 39卷, 12年(1466) 6月 7日 丙午條. 공조(工曹)에서 아뢰기를, …(중략)… 무릇 백토(白土)가 산출(産出)되는 곳은
소재읍(所在邑)으로 하여금 도용(盜用)을 금하고 빠짐없이 장부에 기록하여 본조(本曹)와 승정원(承政院)에 간수하게 하소서.”하
니, 그대로 따랐다.
25)	내수사는 왕실의 비용을 마련하고 관리하는 기관으로 조선 초기 창고전(倉庫田)과 궁사전(宮司田)에 그 연원을 둔다. 창고전과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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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관리하였다. 그 밖에도 내수사는 중국 사신의 접대, 왕실 원찰(願刹)의 지원, 왕실
26)

손님의 접대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했다. 내수사는 사옹원에 비해 국왕과 좀 더 긴밀한
관계에 놓인 사안 및 국왕의 개인적인 지출을 주로 처리했다. 동시에 내수사는 사옹원과
같은 공적기반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미묘한 경제문제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수단으
로 적극 인식되었다. 내수사는 고려후기에 마련된 이성계(李成桂, 1335∼1408, 재위 1392
∼1398) 일족의 재산을 기반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후의 국왕들은 내수사가 마련한 재산
을 사적(私的)으로 인식하여 사사로이 승계해주었다. 그 때문에 국왕은 사옹원과 내수사
의 기능을 적절히 배합하여 재정업무를 다루었다.
사옹원과 내수사의 밀접한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관청의 구성원과 조직에 대한
보다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내수사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환관(宦官)이 담당했다. 사
옹원 역시 환관의 업무 비중이 높은 관청이었다. 그러므로 두 기관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
당했던 환관(宦官)의 역할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내수사는 표면적으로는 다른
관청들에 비해 담당자의 품계가 높지 못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왕의 측근인 환관이 왕
실의 사적 재산 전체를 관리했으므로 그 역할과 업무 비중은 적지 않았다.
환관은 궁중의 음식과 진상품을 책임지는 사옹원의 업무에도 적극 참여했다. 환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궐내의 감선(監膳)이었다. 음식의 품질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이
주된 임무였으므로 당연히 사옹원에 근무하는 환관의 숫자가 많았다. 실제 궐내의 음식
27)

은 사옹원의 관리와 내시부의 설리(薛里) 가 담당하였으며 사옹원의 녹관(祿官) 보다도
내시부의 도설리(都薛里), 즉 내시부의 우두머리인 상선(尙膳)이 주로 감독했다. 사옹원
의 실무진 역시 상당부분 내시부가 관할했다. 대전, 중궁전, 세자전의 반감(飯監)과 각색
장(各色掌) 390명중에 약 1/3에 해당하는 132명의 노비가 내시부의 다인청(多人廳)에 소
28)

속되어 있었다. 당시 명나라 역시 환관이 어용(御用) 그릇의 생산을 관리하였다. 명(明)

사전은 원래 ‘5고7궁(五庫七宮)’과 같은 사장(私藏)의 통칭이며 고려 왕실로부터 승계된 재산과 함길도(咸吉道) 일대에 자리했던
이성계(李成桂)가문의 사유재산을 포함한다. 이는 본궁(本宮)재산이라고도 지칭되었으며 1423(世宗 5)년 전후에 내수소(內需所)
라는 관청을 세워 관리하던 것이 1466(世祖 12)년에 내수사(內需司)로 확대 개편되었다.
26)	『世祖實錄』 46卷, 14年(1468) 5月 25日 甲申條. (명나라 사신)김보(金輔)가 두목(頭目) 15인을 거느리고 장단(長湍)으로 가니
분예빈시(分禮賓寺)가 홍제원(洪濟院)에서 전송하였다. 명하여 영의정(領議政) 조석문(曹錫文)·동부승지(同副承旨) 한계순(韓繼
純)을 보내어 주육(酒肉)을 먹이게 하고, 보산군(寶山君) 오자경(吳子慶)에게 명하여 겸사복(兼司僕) 홍형손(洪亨孫)·충찬위(忠贊
衛) 변자의(卞自義)를 거느리고, 사수(射手) 10원(員), 우인(虞人) 30인, 내수사(內需司)·사옹원(司饔院)의 어인(魚人)을 거느려
따르게 하고 (후략)….
27)	설리(薛里)는 몽골어로 ‘조(助)’라는 뜻이다. 조선 전기의 설리는 ‘보조자’라는 의미에서 출발하여 한 기관의 관리감독자를 보좌하는
실무자의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成宗實錄』 19卷, 3年(1472) 6月 13日 戊寅條.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 김이정(金利貞)이 와
서 아뢰기를, “사옹원제조(司饔院提調)로 하여금 찬선(饌膳)을 감시하지 말게 하고 환관(宦官)으로 대리하게 하였는데, 이는 대신
을 존경하는 도(道)입니다.
28)	『經國大典』 刑典 闕內各差備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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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덕(宣德) 초년(1426)경, 강서성(江西省) 경덕진(景德鎭)에 어기창(御器廠)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명 황실에서 사용될 백자의 제작은 공부(工部)에서 담당했지만 제작된
그릇의 인수와 관리 및 출납은 광록시(光祿寺) 소속의 환관이 담당했다(방병선 2001: 88104). 조선 역시 궁궐에서 사용될 백자의 감조는 환관이 주로 사무를 보는 사옹원에 의해
이루어졌다.
역시 환관으로 구성된 내수사는 각 궁과 전에 소용되는 내용(內用)의 물자조달을 주요
업무로 삼고 있었다. 궁궐에서 소용되는 내용의 잡물(雜物)은 국왕이 환관에게 궁궐로 들
이기를 명하면 내수사가 신부(信符)로서 승정원에 그 내용을 전하는 방식으로 확보되었
다. 만약 국왕이 신부를 내리지 못했을 경우에는 환관이 우선 필요한 잡물을 궁궐에 들
29)

인 후 국왕에게 계달하였다. 이러한 방식 때문에도 환관의 업무는 단순 잡무 수준이 아
니었다. 내수사는 왕실의 사적인 수요를 담당했으나 호조에 속하는 아문이 아니었으므
로 공적 재정기관으로 분류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화의 조달과정과 방식은 체
제의 틀 속에서 움직였으므로 내수사가 조달하는 내용 물품은 상당부분 공적인 재화들로
꾸려졌다.
이러한 내수사의 명칭이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 성장상황을 살펴보자. 1430(世宗 12)
년에 궁궐에서 소용되는 물품을 조달하던 내수별좌(內需別坐)가 내수소(內需所)로 승격
30)

되면서 본궁재산을 공식적인 기관이 관리하게 되었다.

이후 1466년 세조(世祖)가 관제

를 정비하며 내수소가 내수사(內需司)로 확대되고 5품관부터 9품관을 각각 한명씩 두었
31)

다.

1467년 사옹방(司甕房)을 사옹원(司饔院)으로 개칭하기 한해 전의 일이다. 이때 조

지소(造紙所)는 조지서(造紙署)로 이름을 고치고 6품관을 배속시켰다. 국가의 행정사무에
중요한 종이를 제작하는 조지소도 내수소와 같은 소(所)였으나 ‘내수소는 내수사’가 되고
‘조지소는 조지서’가 되는 것이다. 내수사의 위상과 역할이 국가의 중요 물품인 종이를 생
산하는 관청보다도 강화되는 것이다. 그 후 『경국대전』에는 내수사가 내용(內用)의 미포
32)

(米布)와 잡물, 노비를 관리하는 정5품의 아문으로 명시된다.

그러나 내수사에는 높은

29)	『世宗實錄』 卷76, 19年(1437) 1月 13日 癸卯條. 전지하기를, “금후로는 무릇 궁내에서 쓰는 잡물(雜物)은 전명(傳命)하는 내수
(內竪)가 부서(符書)를 싸 가지고 승정원에 이르러 명령을 전하거든, 바야흐로 궁내에 들여오는 것을 허락하고, 상의원(尙衣院)·
사복시(司僕寺)·자문공선감(紫門工繕監)의 잡물 출입도 역시 맡은 바의 내수로 하여금 각각 부서를 싸 가지고 명령을 선시(宣示)
하여 출납하게 하고, 만일 긴급한 일이 있어 미처 부서를 싸지 못하거든 궁내에 들여온 뒤에 곧 계달하라.”하였다.
30)	『世宗實錄』 卷48, 12年(1430) 6月 25日 甲午條. 이조에서 아뢰기를, “내수별좌(內需別坐)를 내수소(內需所)로 이름을 고쳐 부
르기를 청합니다.”하니, 그대로 따랐다.
31)	『世祖實錄』 卷38, 12年(1466) 1月 15日 戊午條. …(전략) 내수소(內需所)는 내수사(內需司)로 이름을 고쳐서 전수(典需) 하나
를 두었는데, 품계는 정5품이고 부전수(副典需) 하나는 정6품, 전회(典會) 하나는 종7품, 전곡(典穀) 하나는 종8품, 전화(典貨)
하나는 종9품이다.
32)	『經國大典』 卷1, 吏曹 京官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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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계의 환관이 별좌(別坐), 별제(別堤) 등의 겸직으로 배속되었으므로 표면적으로 드러나
는 내수사의 관리는 소수일 지라도 필요에 따른 인원 및 물자의 확보는 용이했었던 것으
로 보인다(장희흥 2004: 59-80).
내수사에서 관리하는 각종물화[內用雜物]는 궁밖에 거주하는 왕족에게도 제공되었다.
그 때문에 내수사에는 6명의 사기장(沙器匠)을 비롯하여 옹장(甕匠), 야장(冶匠) 등 총 32
명의 경공장(京工匠)이 배속되어 다량의 수공업품을 자체 제작했다.
그러나 사옹원과 내수사에 속한 사기장은 숫자에서 매우 큰 차이가 난다. 사옹원은 어
선과 궐내에서 이루어지는 식사를 담당하는 관청이니 만큼 대량의 백자가 필요했다. 그
러나 내수사는 사옹원이 궐내에서 사용하는 백자와 그 질적 수준이 동일한 백자를 제작
하되 내용잡물을 담당했으므로 수요량에는 차이가 컷을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두 기관
의 차별된 업무로 인해 더욱 명확해 진다. 사옹원은 주로 음식을 조리해서 봉사하는 일을
수행하는 데 비해 내수사는 왕실의 재산을 마련하고 관리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고 음식
사무는 부수적이었다. 그 때문에 두 관청의 사기장 숫자는 현격하게 달랐던 것이다.
사옹원의 관요가 설치되는 시점부터 내수사의 사기장이 사옹원의 사기장과 늘 함께 백
자를 번조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내수사의 업무특징과 내수사가 수행했던 내용
잡물(內用雜物)의 납입체계를 고려한다면, 관요의 성립 이후에는 기존의 내용자기의 제
작을 내수사의 사기장이 담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내수사의 사기장은 주로 왕족이 사용
하거나 내수사 내부에서 필요한 백자를 제작하였을 것이다. 그 때문에 내수사는 백자를
구분지어서 제작할 필요가 있었다. 조선은 성리학적 지배질서를 국가의 근간으로 삼았으
므로 군왕과 신하, 부모와 자식의 구별이 있어야 했고 그 구별이 백자에도 적용되었던 것
33)

이다. 그러므로 내수사에서는 사옹원이 사용했던 천자문의 자호와는 다른 명문을 백자
에 표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내수사의 구성원은 주로 환관이었으므로 내수사의 백자 제작 또한 그들이 주로 관리하
였을 것이다. 관요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지방에서 제작되는 자기(瓷器)의 품질을 감독
34)

하는 일은 환관들이 담당했다.

살펴본 바와 같이 ‘處’명백자를 통해 조선 전기에 이루어진 관요의 운영이 사옹원의 독
자적인 행보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유추해 보았다. 그 과정에서 중요하게

33)	비록 임진왜란 이후의 기록이지만 왜란 전에도 대전과 동궁전에서 사용하는 그릇의 재질이 달랐음을 알 수 있다. 『光海君日記』
102卷, 8年(1616) 4月 23日 壬戌條. …(전략) 사옹원의 사기(沙器)에 이르러서는 대전(大殿)은 백자기를 쓰고 동궁은 청자기를
쓰며 내자시·내섬시·예빈시에서 쓰는 것은 모두 예전 규례대로 청홍아리(靑紅阿里)를 씁니다.
34)	『太宗實錄』 21卷, 11年(1411) 4月 29日 己未條. 내수(內竪) 안화상(安和尙)을 경상도(慶尙道) 중모(中牟)·화령(化寧) 등의 현
(縣)에 보내어 화기(花器)를 만드는 것을 감독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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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각된 점은 조선 전기 관요의 백자 생산에 사옹원과 내수사 등에 소속된 환관이 일정량
의 역할을 수행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Ⅴ. 맺음말
이상 최근 등장한 ‘處’명백자에 표시된 명문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또한 ‘處’명백자를 통
해 내수사의 백자제작 배경과 특징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제까지 이루어진 조선 전기 관요 운영을 다룬 선행연구는 주로 사옹원을 중심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사옹원에 배속된 380명의 사기장과 그들에 의해 생산된 관요백자에 관
해서만 언급하였다. 이에 반해 내수사의 사기장은 직접적인 기록이 거의 전무하고 그 기
록을 보완할 만한 유물도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기
존의 관요백자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명문이 표시된 ‘處’명백자의 등장은 이제까지 이루
어진 사옹원 중심의 관요운영 방식에 더하여 내수사의 자기제작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내수사는 왕실의 내용재산을 관리, 운용하고 왕실 가족들이 사용하는 각종의 수공업품
들을 제공했던 관청이다. 그러므로 내수사는 왕족을 위한 백자를 제작했던 것이다. 1466
년에 내수소가 내수사로 승격된 것은 사옹방이 사옹원으로 확대 개편되기 한 해 전의 일
이다. 땔감의 수습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수사가 사옹원과는 별개로 광주에 따로
가마를 마련할 수 없었으므로 내수사는 사옹원과 광주의 자기소를 공유했을 것이다. 그
편이 백자 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연료를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수사는 사옹원과는 달리 국왕의 내용재산의 활용과 연동되는 백
자들을 생산하였으므로 사옹원에서 만든 백자들과는 구분되는 다른 명문이 사용되었다.
조선 전기 사옹원의 주도하에 제작된 백자에 남아있는 명문은 주로 천자문의 자호로 구
분되어 궁궐과 도성의 관청에 포괄적으로 활용되었다. 이에 반해 내수사의 주도로 제작
된 백자에는 왕족의 거처를 의미하는 ‘處’명이 표시되었다. 내수사에서 제작된 백자는 특
정한 명문이 표시되어 궁궐에서 범용되던 사옹원의 관요백자들과 구분되었다. 이러한 명
문의 차이는 국용(國用)과 내용(內用)의 물품을 나눔과 동시에 성리학적 위계질서에 따라
사용하는 반상기를 구별할 수 있는 방식이었을 것이다.
이 논문을 통해 조선 전기의 관요의 운영과 백자의 생산이 사옹원에 의해서만 이루어지
지 않았음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조선시대 전체를 통틀어 내수사 소속의 사기
장은 과연 언제까지 사옹원과 함께 요업을 담당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과 함께 사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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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주도한 관요의 운영에 내수사가 어느 정도의 비중을 담당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문제
등 해결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차후 연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접근과 함께 사옹원과
내수사에서 제작된 명문백자의 기종과 기형에 대한 정밀한 양식분석도 시도하겠다.
내수사의 백자생산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작단계이다. 필자는 앞으로 내수사의 백자제
작과 그 특징에 관해 여러 가지로 접근할 계획이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조선 전기 관
요의 운영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논문접수일(2014.12.11) ▶심사완료일(2015.2.4) ▶게재확정일(201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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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search of characteristics of white
porcelain manufacturing of Naesusa(內需司)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Joseon dynasty
with white porcelain inscription of ‘Cheo(處)’
Jung-min Park

(Hanu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The research on the Joseon ceramic history has hitherto been dealt with focusing
on the operation of the Royal kiln and the porcelain production used in Royal families.
However it is not true that only Saongwon(司饔院) manufactured porcelain needed in
the nation. 『Gyeongguk daejeon(經國大典)』 recorded 6 pottery artisans who belonged
to Naesusa(內需司). Not only Saongwon but also Naesusa was involved in the direct
production of porcelain, among the government offices in the early Joseon dynasty.
However, since there was no specific record or evidence except Gyeongguk daejeon, detailed
approach on the porcelain production in Naesusa has not been taken. However, white
porcelain with inscription of ‘Cheo(處)’ was excavated assumed to have been related with
the porcelain production in Naesusa, it became possible to approach and interpret, in a
new way, the operation of Royal kiln and the porcelain production used in Royal families in
early Joseon dynasty.
Since Naesusa produced the porcelain related with the use of property by the lord
paramount, unlike Saongwon, inscription was used which distinguished it from other
porcelain made in Saongwon. The inscriptions, remaining in the porcelain manufactured
under the leadership of Saongwon in early Joseon dynasty, were classified into letters in
Thousand-Character Classic like 'Cheon-Ji-Hyeon-Hwang(天地玄黃)’, and thereby used
diversely in royal court and government offices in capital city. In contrast to this, the
porcelain made in Naesusa had the name of department inscribed, meaning the place
it was used by royal family. The porcelain manufactured in Naesusa had the feature of
particular inscriptions which helped to distinguish it from other official porcelain used in
royal court. The differences in the inscriptions might have been a method to draw a line
between a set of tableware used according to the hierarchy of Neo-Confucianism, as well as
in the distinction of articles in official and private use.
Key words : Naesusa(內需司), white porcelain with inscription of ‘Cheo(處)’, Cheon-JiHyeon-Hwang(天地玄黃), Saongwon(司饔院), early Joseo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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