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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坦齋筆衡』과 『老學庵筆記』에서는 여요 성립의 계기로 정요백자의 “有芒”을 꼽
았다. “有芒”의 “芒”의 의미에 대해서는 그것이 芒口를 가리킨다는 견해와 光芒을 가리
킨다는 견해가 있는데, 두 문헌의 기록을 자세히 검토해본 결과 전자가 타당하다고 판
단된다. 그리고 적지 않은 연구자들이 芒口가 여요 성립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역사
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그다지 타당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된다. 즉
여요 성립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정요백자의 芒口였다.
여요의 성립시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지만, 문헌 기록과 고고학적
자료에 의거하여 판단하면, 徽宗 大觀年間(1107~1110)에서 政和年間의 전반기
(1111~1114)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여요의 성립으로 어용자기의 주류가 정요백
자에서 여요자기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그 주요 조달방식도 購買의 방식에서 注文制
의 일종인 製樣須索의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여요의 성립은 휘종대의 禮制改革의 큰 틀 안에서 이루어졌다. 여요가 성립되기 전
에는 황실이나 신료 및 민간인들이 동일한 요장의 자기를 共有하였지만, 여요의 성립
을 계기로 그러한 시대는 막을 내리기 시작하였다. 즉 황실과 신료·민간인 사이에 瓷
質 器皿의 사용에 있어서 명확한 境界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여요
의 성립은 적어도 어용자기의 전개과정에서 볼 때 空前의 개혁이었다. 이 개혁을 주도
한 사람은 휘종이었으며, 그는 강력한 정치권력을 바탕으로 그러한 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주제어 :	汝窯, 성립, “有芒”, 製樣須索, 徽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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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소재(所在)
북송후기에 어용자기의 생산 및 공급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 여요의 성립과 북송관요의 설립이 그것이다. 북송관요가 설립되기 이전
에 어용자기는 민간요장에서 생산한 자기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달하여 충당하였다.
그러나 북송관요의 설립을 기점으로 이러한 체제는 크게 변화하였다. 어용자기만을 전문
적으로 생산한 관요가 어용자기 공급의 중심 요장으로 자리잡았으며, 이러한 체제는 기
본적으로 청대에까지 이어졌다. 북송관요의 설립을 시작으로 관요시대의 막이 오르게 된
것이다.
북송관요보다 약간 이른 시기에 성립된 여요는 비록 民窯였지만, 기본적으로 供御를
목적으로 자기를 생산한 요장이었다(李喜寬 2012: 260-270). 그리고 이러한 여요의 토대
위에서 북송관요가 설립되었다. 따라서 여요의 성립은 곧 북송관요의 설립으로 대표되는
북송후기 어용자기 생산·공급 체제의 변화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요의 성
립에 주목해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요의 성립과 관련하여 가장 구체적인 내용을 전하는 기록은 남송 중엽경에 葉寘가 찬
한 『坦齋筆衡』일 것이다. 이 문헌에는 여요의 성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A)	宋葉寘 『坦齋筆衡』 云‥‥‥本朝以定州白磁器有芒, 不堪用, 遂命汝州造靑窯器,
故河北唐·鄧·耀州悉有之, 汝窯爲魁.([元]陶宗儀 撰 1959: 362-363)
위 기록은 정요백자가 “有芒”하여 쓰기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汝州로 하여금 “靑窯器”,
즉 여요자기를 소조하도록 명하였다고 하여, 여요가 정요백자의 “有芒”으로 말미암아 성
1)

립하게 되었음을 전하고 있다. 즉, 이 기록에 따르면, 정요백자의 “有芒”은 여요 성립의
가장 중요한 계기 혹은 배경이 되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은 『탄재필형』보다 약간 이른 시
기에 찬술된 『老學庵筆記』에도 실려 있다.
(B)	古都時, 定器不入禁中, 惟用汝器, 以定器有芒也.([宋]陸游(李劍雄·劉德權 點校)
1979: 23)

1)	사료(A)에는 당시 정요백자가 어느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인지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연구
자들은 그것이 어용자기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의미로 파악하고 있다. 이 점은 『老學庵筆記』에 사료(A)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
을 전하면서 “古都時, 定器不入禁中, 惟用汝器, 以定器有芒也”[사료(B) 참조]라고 한 것으로 미루어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
다.

汝窯와 휘종 117

위 기록은 “古都時”, 즉 북송시기에 궁정에서 정요자기를 들이지 않고 여요자기를 사용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한 대목인데, 여기에서도 그것을 정요자기의 “有芒” 때문이라고 명
시해 놓았다. 이 기록은 직접적으로 여요의 성립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내용상
앞서 살펴본 사료(A)와 동일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마도 두 사료는 동
일한 계통의 자료나 정보를 토대로 하여 서술된 것이 아닐까 한다(李喜寬 2010: 68-71).
사료(A)와 (B)는 여요의 성립 문제를 검토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의 핵심에 해당하는 정요백자의 “有芒”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
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일치된 견해가 없다. 심지어 일부 연구자들은 두 기록의 내용 자체
가 역사적 사실과 그다지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과연 “有芒”은 무엇을 의
미하는 것일까? 그리고 여요 성립의 계기를 정요백자의 “有芒”에서 찾고 있는 두 기록은,
일부 연구자들의 주장과 같이, 사료적 가치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여요의 성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의문들부터 해명할 필요가 있다.

Ⅱ. 여요 성립의 계기 ― “定州白磁器有芒, 不堪用”의 재검토
사료(A)에 따르면, “定州白磁器有芒, 不堪用”과 “遂命汝州造靑窯器”, 즉 여요의 성립은
인과관계를 이루고 있다. “定州白磁器有芒, 不堪用”은 여요 성립의 계기가 되는 셈인데,
이 대목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당시 정요백자가 “有芒”하였다
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때문에 정요백자가 어용자기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
으로 문제시되었다는 점이다. 이제까지 연구자들은 주로 전자에 주목하였지만, 여요 성
립의 계기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모두 염두에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정요백자의 “有芒”이 내포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의
미를 파악하는 데 관건이 되는 사항은 “有芒”의 “芒”이 무엇
을 가리키는가 하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다. 그 하나는 “芒”이 芒口, 즉 기물의 구연부의 유
약을 닦아내어 거칠어진 부분을 가리킨다는 견해이다(그림
2)

1). 이러한 芒口가 주로 覆燒法과 관련이 있다는 점은 잘 아
<그림 1> 芒口된 定窯白瓷龍紋
盤, 國立故宮博物院

는 사실이다. 또 다른 하나는 “芒”이 기본적으로 光芒을 가리

2) 대다수의 연구자들은 이 견해를 따르고 있는데, 이 견해가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 제창하였는지는 알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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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킨다는 견해이다. 光芒은 사물이 반짝거리는 현상을 의미하므로, “芒”을 光芒의 의미로
이해한다면, 정요백자가 “有芒”하다는 것은 그것의 광택이 강하다는 뜻이 된다. 많은 연
구자들은 첫 번째 견해를 지지하지만, 두 번째 견해를 지지하는 연구자도 적지 않다. 과
연 어느 견해가 타당한 것일까?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 다시 사료(A)와 (B)에 주목해보기로 하자. 이 두 기록이 전하는
내용의 핵심은 어용자기가 정요백자에서 여요자기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이른바 “棄定用
汝”이다. 그리고 그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정요백자의 “有芒”이었다. 이것은, 역으로 말하
면, 정요백자가 어용자기로 사용되던 시기에는 “有芒”이 없었거나, 설사 있었다고 하더라
4)

도 크게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던 것이 북송후기의 어느 때
에 이르러 정요백자에 “有芒”현상이 나타나거나 심화되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 정요백자
가 어용자기에서 밀려나고 여요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요백자에서 망구 현상이 관찰되기 시작하는 것은 대략 오대시기부터이다(孫新民
1994: 324-326). 하지만 북송후기에 접어들기 이전
시기의 정요백자 가운데 망구를 한 기물은 매우 드
물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에는 소성하기 전에 구연
부의 유약을 닦아낸 것도 있지만, 소성한 후에 금속
테를 씌우기 위하여 釉를 갈아낸 경우도 있다(穆靑
2002: 160-161)(그림 2). 후자의 경우는 覆燒와는 전
혀 관계가 없다. 전자의 경우라 할지라도 모두 복소
법으로 소성한 것은 아니다. 이 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 元德李后陵(1000)에서 출토된 정요백자이다.

<그림 2> 口沿의 釉를 갈아낸 定窯白瓷花
口碗, 國立故宮博物院

3)	이 견해 역시 누가 언제 제창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미 淸 乾隆帝가 문제의 “芒”을 “光芒”의 의미로 이해한 것이 그의 御製詩
에서 확인된다. 예컨대, “定州粉色厭光芒, 特建官窯珍異常, 此日小甁同致貴, 中庸卄九注來詳”(郭葆昌 編 2003: 1196)을 참조
하라.
4)	혹 정요백자가 어용자기로 사용되던 시기에도 “有芒”현상이 있었지만,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다가 북송후기의 어느 때에 이르러 갑
자기 그것이 문제화되었을 가능성을 떠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 “芒”이 光芒을 가리킨다고 주장하는 일부 연구자들은 사실상 이러
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예컨대, 陳文平(1990: 65-66)ㆍ方石平(2001: 5) 등은 여요가 휘종대에 성립되었다는 전
제 위에서 휘종이 玉과 같은 색조와 질감을 선호한 반면 정요백자의 색조나 질감을 싫어하는 심미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에
이르러 정요백자의 “有芒”이 문제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휘종이 그러한 심미관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그들의 주장은 결과론적인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한편, 鄭嘉勵(2005: 257-259)는 元豊 元年(1078)
에 여요가 성립되었으며, 북송조정이 “不堪用”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요백자 전체가 아니라 그 가운데 제사용백자에 한정되었다는
생각의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토대 위에서 그는 정요백자의 색조와 질감 자체가 제사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
문에 도자제기를 사용하기 시작한 元豊 元年경에 이르러 정요백자의 “有芒”이 문제가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만약 鄭嘉勵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정요백자의 “有芒”이 문제가 되어 그 결과로 성립된 여요에서 제작한 기물들의 주류는 의당 祭器여야 할 것이다. 그러
나 청량사여요지에서 출토된 기물들이나 전세여요자기 가운데 제기형 기물은 극히 희소하다. 그러므로 그의 견해에도 동의하기 어
렵다. 요컨대, 정요자기의 “有芒”이 한동안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다가 북송후기의 어느 시점에 이르러 갑자기 그것이 문제화되었
을 실제적인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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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德李后陵에서는 모두 37점의 정요백자가 출토
되었는데, 碗이 26점이고, 盤이 11점이다. 모두 품
질이 매우 높으며, 적지 않은 기물의 저부에 “官”銘
이 있다(河南省文物考古硏究所 編 1997: 324-326).
37점의 정요백자 가운데 6점만이 구연부에 시유되
<그림 3> 定窯白瓷托盞, 定州市 淨志寺塔
(977) 出土, 定州市博物館

었고, 그 나머지 31점은 모두 구연부가 露胎되어 있
다(孫新民 1994: 48). 즉 그 대부분이 망구인 셈이

다. 어느 연구자는 이들 31점의 망구 현상이 복소법과 관련이 있다고 파악하였다(孫新民
1994: 48). 하지만 이 능에서 출토된 정요백자의 저부를 잘 살펴보면, 37점 가운데 구연부
에 시유된 것뿐만 아니라 망구된 것까지 모두 굽다리의 접지면이 노태되어 있다. 만약 망
구된 기물들을 복소하였다면 굳이 굽다리 접지면의 유약을 닦아낼 까닭이 없다. 이 점에
서 볼 때, 元德李后陵에서 출토된 망구된 정요백자들은 모두 仰燒法으로 소성되었다고
5)

판단된다. 이와 같이 망구되었지만 앙소된 사례는 定州市 淨志寺塔(977)에서 출토된 정
요백자탁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北京藝術博物館 編 2012: 94)(그림 3). 이것도 품질이
매우 높다.
앙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연부의 유약을 닦아낸 것이 소성한 후에 금속테를 씌울 때
마찰력이나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서였을 것이라는 점은 이미 蔡玟芬(1977: 137)이 지적한
바가 있다. 元德李后陵과 淨志寺塔에서 출토된 망구된 정요백자가 하나같이 품질이 높
고, 당시 금속테를 씌운 기물들이 그러한 고급 기물들이었다는 점에서 볼 때, 그러한 견
해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 시기에 망구가 하나의 결함으
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은 배제하여도 좋을 것 같다. 요컨대, 북송후기 이전에는 정요백자
가운데 망구된 기물이 매우 드물었을 뿐만 아니라, 망구가 있는 경우에도 그것이 어용자
기로서의 결함으로 문제화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된다. 정요백자의 망구가 문
제가 되었다면, 그것은 정요백자에서 망구가 유행하기 시작한 북송후기에 접어든 이후의
일일 공산이 매우 크다.
한편, 자기의 광택은 빛이 기물의 표면에 반사하여 생기는 것으로, 주로 釉의 투명도·
굴절률·구조 등의 요인들이 다양하게 조합되어 각기 다른 종류의 광택을 내게 된다. 정

5)	한편, 劉淼는 元德李后陵에서 출토된 망구된 정요백자가 合口式 겹쳐쌓기의 방식으로 소성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對口疊燒)
(劉淼 2006: 122). 그렇지만 이제까지의 발굴이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요에서 合口式으로 소성한 것은 盒과 같은 특수한 기종
에 한정되었으며, 合口式 겹쳐쌓기의 방식으로 소성한 실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북송초기의 경우, 元德李后陵에서 출토된 것과 같
은 고급정요백자는 갑발 안에 한 개의 기물을 놓고 소성하였다(匣鉢單件裝燒). 정요의 장소공예에 대해서는 李鑫 2012: 266268쪽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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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백자의 경우, 광택의 종류나 강도 등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북송후기에 접어들기 이전과 이후의 광택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필자가 양 시기의 정요백자 표본들을 관찰한 바에 따르면, 북
송후기에 접어든 이후에 정요백자의 광택의 종류가 달라지거나 그 강도가 현저하게 높아
진 현상은 발견되지 않는다.
북송후기의 어느 때에 이르러 정요백자에 “有芒” 현상이 나타나거나 심화되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 정요백자가 어용자기의 주류에서 밀려나고 여요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定州白磁器有芒, 不堪用”에 보이는 “芒”이 光芒을 가
리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된다. 정요백자의 光芒 현상은 북송후기에 접어든 이후에
나타났다거나 보다 심화되었다거나 하는 모습 자체가 관찰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반
해서 정요백자의 망구 현상은 북송후기에 접어들기 이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다가 그 이
후에 그러한 현상이 보편화되면서 문제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문제의 “芒”
은, 많은 연구자들이 이해해온 바와 같이, 망구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사실에 가까울
듯싶다. 요컨대, 정요백자의 망구가 그것이 어용자기에서 밀려나는 데 주요한 빌미를 제
공하였다는 이야기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적지 않은 연구자들은 이러한 이해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들은 북송후기에 정
요백자가 어용자기로서 “不堪用”하였다는 내용이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
장한다. 그리고 정요백자의 망구 현상도 금속테를 씌우거나 아예 앙소법으로 소성함으로
써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棄定用汝”의 계기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
다고 한다(尾崎洵盛 1955: 29; 陳文平 1990: 65-66; 蔡玟芬 1997: 67-75; 石方平 2001: 5; 呂
成龍 2001: 41; 李建毛 2001: 59-62; 鄭嘉勵 2005: 257-258; 李仲謨 2005: 395-397; 胡志剛
2005: 353; 秦大樹 외 2013: 43). 이러한 주장은 과연 타당한 것일까?
사실 여요가 성립된 이후에도 정요백자가 어용자기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었다.
『宋會要輯稿』에 보이는 다음 기록이 이를 증명한다.
(C)	宣和七年六月二十六日詔, 近命有司考不急之務·無名之費, 特加裁定. ‥‥‥應
殿中省六尙局諸路貢物, 可止依今來裁定施行. ‥‥‥尙食局‥‥‥中山府瓷中
樣矮足裏撥盤龍湯盞一十隻‥‥‥幷罷貢.([淸]徐松 輯 1957: 2318-2319)
이 기록은 휘종이 崇寧 2년(1102)에 설치한 尙食·尙藥·尙醞·尙衣·尙舍·尙輦 등
六尙局에 대한 공물, 즉 이른바 “六尙局貢”과 관련된 내용이다([淸]徐松 輯 1957: 2812).
이에 따르면, 휘종은 宣和 7년(1125)에 詔를 내려 “六尙局貢” 가운데 일부를 폐지시키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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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 액수를 감하였다. 이때 폐지된 공물 가운데 中山府에서 尙食局에 공납하던 瓷中樣
矮足裏撥盤龍湯盞 10隻이 포함되어 있었다. 중산부는 본래 定州로서, 정화 3년(1113)에
부로 승격되었다( [元]脫脫 等 撰 1977: 2127). 문제의 瓷中樣矮足裏撥盤龍湯盞 10隻은 의
당 정요백자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 조치가 취해진 宣和 7년(1125)은 이미 여요가 성립된
이후였다. 정요백자잔 10척이 당시 中山府에서 공납한 정요백자의 전부였는지 아니면 그
일부였는지는 판단하기 힘들지만, 아무튼 이 조치는 여요가 성립된 이후에도 정요백자가
어용자기로 쓰였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려준다.
그리고 망구된 정요백자가 이 시기에 어용자기로 쓰였다는 사실도 실물자료로 확인된
다. 항주에서 출토된 “喬位”銘定窯白瓷碟이 그 하나의 예다(胡雲法·金志偉 2005: 293)
(그림 4). 이 碟은 작고 평저이며 내면에는 蛟龍紋이 刻花되어 있다. 여요자기나 고려청
자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기종이다(河南省文物考古硏究所 2008: 99-101; 조선관요박물
관 편 2005: 도183). “喬位”銘은 이 기물을 소성하기 전에 새겨 넣은 것이다. 구연에는 금
6)

속테가 씌워져 있기 때문에(銅釦) 구연의 상태를 확인하기가 힘들지만, 저부에 支燒나
7)

墊燒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복소되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므
로 당연히 망구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定窯白瓷碟은 대체로 북송말기에서 금대에
이르는 시기에 유행하였는데(劉淼 2006: 49-53), 문제의 “喬位”銘定窯白瓷碟은 문양이나
제작공예 등의 측면에서 북송말기의 풍격을 지니고 있다(胡雲法·金志偉 2005: 293). “喬
位”는 喬氏 성을 가진 妃의 處所를 가리키는데, 이 시기에 교씨 성을 가진 비는 휘종의 喬
貴妃 밖에 없다([元]脫脫 等 撰 1977: 8643-8644). 그러므로 이 定窯碟은 휘종대에 교귀비
의 처소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즉 북송말기에 교귀비의 처소에서 사용하던 것

<그림 4> “喬位”銘定窯白瓷碟, 胡雲法 所藏

6)	支燒는 굽의 안쪽 면에 墊圈이나 支釘을 받치고 소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는 굽다리 바닥에 받침의 흔적이 남지 않는다. 12
세기 이후의 고려청자에 흔히 보이는 규석받침도 여기에 해당한다.
7)	墊燒는 굽다리 바닥의 유약을 닦아내고 그곳에 내화토를 받치고 소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소성한 후에 굽다리 바닥에 내화
토 자국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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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떤 경로를 통하여 남송시기에까지 전해진 셈이다(胡雲法·金志偉 2005: 293).
이상의 문헌기록과 고고학 자료를 근거로 보면, 북송후기에 정요백자가 어용자기로서
“不堪用”하였다는 『탄재필형』 기록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가
는 면이 있다. 이 점은 “定器不入禁中, 惟用汝器”라고 한 『노학암필기』의 기록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탄재필형』과 『노학암필기』의 기록을 과도하게 문자 그대로 해석하
여 그 사료적 신빙성 자체를 의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사실 두 문헌에 보이는 해
당 기록을 말 그대로 각각 여요의 성립 이후 실제로 궁중에서 전혀 정요백자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여요자기만을 사용하였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으리라 믿는다.
궁중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자기가 필요했을 터이고 그것들을 여요에서 모두 소조할 수도
없었을 것이거니와 그럴 필요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에 있어서도 궁중에서 앞
서 설명한 정요 이외에도 용천요·건요·경덕진湖田窯 등 다양한 요장에서 생산한 기물
8)

들을 사용했음은 문헌이나 고고학 자료에서 확인된다. 『탄재필형』과 『노학암필기』의 해
당 기록은 북송후기의 어느 시점에 어용자기의 주류가 정요백자에서 여요자기로 바뀐 현
상을 어느 정도 과장되게 서술한 것일 뿐,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
것이다.
한편, 망구된 정요백자에 금·은·동의 금속테를
씌운 예는 흔히 볼 수 있다(그림 5). 그리고 이 시기
에 정요에서는 복소법 뿐만 아니라 앙소법도 채용
되고 있었기 때문에(李鑫 2012: 258-265) 복소법 대
신 앙소법으로 공어용백자를 소성하는 것은 어려
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정요백자의 망구 현상
이 금속테를 씌우거나 아예 앙소법으로 소성함으로
써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는 지적은 일정한

<그림 5> 定窯白瓷刻花蓮花紋洗, 大阪市
立東洋陶磁美術館

설득력을 갖는다. 어느 연구자는 이러한 점 등에 근거하여 “定州白磁器有芒, 不堪用”은
“棄定用汝”를 위한 핑계거리에 지니지 않는다고 보기도 한다(蔡玟芬 1997: 67-75; 胡志剛
2005: 353). 말하자면, “定州白磁器有芒, 不堪用”이 “棄定用汝”의 실제적인 계기가 되었다
고 보기 힘들다고 이해한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는 몇 가지 의문이 있다.

8)	龍泉窯의 경우는 “處州龍泉縣‥‥‥又出靑瓷器, 謂之秘色, 錢氏所貢, 蓋取於此. 宣和中, 禁庭製樣須索, 益加工巧”([宋]莊綽 撰
(蕭魯陽 點校) 1983: 5)라는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宣和年間(1119~1125)에 製樣須索의 방식으로 궁정용자기를
제작ㆍ공급하였다. 建窯의 경우도 建盞에 새겨진 “供御”와 “進琖”의 명문을 통하여 공어용자기를 생산했음이 확인된다. 顧文璧
(1986)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建盞을 공어한 기간은 政和 2년(1112)~乾道 6년(1170)이다. 1997년에는 景德鎭湖田窯址의
宋代堆積層에서 “迪功郞浮梁縣丞臣張昻措置監造”라는 명문이 있는 공납용 청자완편이 발견되었는데, 肖發標(2006)의 정치한 연
구에 의하면, 이 청자완은 政和 6년(1116)~重和 元年(1119)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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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어느 요장의 기물을 어용자기로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조정이나 궁정이
었다. 그러므로 어용자기의 주류를 바꾸기를 원했다면, 조정이나 궁정이 결정하면 그만
이었을 뿐 굳이 핑계를 댈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설사 특별한 사정, 예컨대, “棄定用汝”
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나 하여 “棄定用汝”의 구실을 찾을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
도, 만약 정요백자의 망구 현상이 실제적으로 “棄定用汝”의 구실로서 타당성이 없었다면
그러한 핑계는 효과를 보기 어려웠을 것이다. 북송의 조정이나 궁정이 그렇게 타당성이
없는 구실을 찾았을 리는 만무하다. 결국, 어떻게 보더라도 정요백자의 망구 현상이 “棄
定用汝”의 주요한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고 믿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어용자기의 생산에 있어서 정요의 역할을 이어받은 여요에서
망구를 한 기물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 흥미롭다. 碗이나 盤과 같은 일반적인 기
물은 물론이거니와, 정요나 용천요 등에서 흔히 발견되는 망구를 한 蓋碗의 경우도(그림
6·7) 여요의 경우는 망구를 한 예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河南省文物考古硏究所 2008:
75-76)(그림 8). 심지어 여요의 전통을 이은 고려청자와 남송관요의 蓋碗의 경우도 망구
를 한 예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필자는 이러한 현상이 “定州白磁器有芒, 不堪用”과 일
정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림 6> 定窯白瓷刻花蓮花紋蓋碗 <그림 7> 龍 泉窯蓮瓣紋蓋碗(碗), <그림 8> 汝 窯蓋碗(碗), 淸凉寺汝
(碗), 曲陽縣定窯窯址 出
遂寧金魚村南宋窖藏 出
窯址 出土, 河南省文物考
土, 河北省文物硏究所
土, 四川宋瓷博物館
古硏究所

많은 연구자들은 일찍부터 망구가 기물에 있어서 일종의 결함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망구를 한 기물이 망구를 하지 않은 기물보다 상대적으로 유약이 없는 구연부가 거칠고
아울러 미관상으로도 떨어지게 마련이라는 점에서 볼 때, 망구를 한 기물의 결점에 대한
지적은 기본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러한 결점은 구연에 금
속테를 두르거나 아예 앙소를 함으로서 어렵지 않게 극복할 수 있었다. 이 점에서 볼 때,
망구가 “棄定用汝”의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당시의 조정이나
궁정이 단지 그러한 망구의 결점만으로 정요백자가 어용자기로서 “不堪用”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보기에는 석연치가 않다. 망구와 관련된 또 다른 요인이 조정이나 궁정으로 하
여금 그러한 판단을 내리게 하는 데 영향을 미쳤던 것을 아닐까? 이 점을 추적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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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망구의 기능과 그것이 정요백자에 미친 영향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요의 경우 대략 북송전기까지는 어용백자와 같은 품질이 높
은 기물의 구연에 금속테를 씌우는 데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망구를 하였다.
그러므로 그것은 복소법과 전혀 관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결함으로 인식되지도 않았
다. 오히려 이 시기의 망구는 극히 한정된 고급정요백자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이러한 정요백자의 망구에 커다란 변화가 생기기
9)

시작한 것은 대략 북송중기의 일로 이해된다. 이
시기에 이르러 그 이전 시기의 망구와 전혀 다른 기
능의 망구가 출현한 것이다. 그것은 支圈을 사용한
복소법의 출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다(그림 9).
기물을 복소하기 위하여 口沿의 유약을 닦아내면서
금속테를 씌울 목적의 망구와는 전혀 다른 기능의
망구가 출현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림 9> 碗 形支圈, 曲陽縣定窯窯址 出
土, 河北省文物硏究所

복소법이 유행하면서 망구는 더 이상 고급백자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그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일반백자들에까지 망구가 확산되었다. 복소법을 채용하는 한, 정요백자의 망구
현상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일이 된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생산된 망구 기물들에 모두 금
속테를 씌울 수는 없는 일이었다. 이 시기의 정요백자의 출토 예를 통하여 볼 때, 금속테
를 씌운 경우는 그 일부에 한정되었다. 국가에서는 특정 재질의 금속테를 씌우는 것은 법
으로 제한하기도 하였다([元]脫脫 等 撰 1977: 3575). 금속테를 씌우지 않은 기물에 있어
서 망구는, 말할 나위도 없이, 일종의 결함이었다. 적어도 망구를 하지 않은 기물을 기준
으로 볼 때는 그러하다. 아마도 당시 사람들도 그렇게 인식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
은 남송시기에까지 이어졌다고 판단되는데, 『탄재필형』 [사료(A)]이나 『노학암필기』 [사료
(B)]의 기록이 그 근거가 될 것이다. 금속테를 씌우지 않은 채로 사용한 정요백자의 수량
이 늘어날수록 그러한 인식은 심화되고, 아울러 정요백자가 결함을 가진 기물이라는 인
식이 확산되었을 공산이 높다.
북송의 조정이나 궁정이 망구의 결함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
국 “棄定用汝”의 조치를 취한 것은 바로 이러한 당시의 정요백자에 대한 인식과 밀접한
10)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조정이나 궁정으로서도 당시 사람들이 결함이 있다고 인식하
는 기물을 계속 주된 어용자기로 사용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9) 이 점에 대해서는 본고의 제3절 참조.
10) 한편, 王建保(2012: 364-370)는 망구가 “棄定用汝”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거리 및
교통운수조건의 제약과 자연재해 그리고 전쟁 등이 “棄定用汝”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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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볼 때, 정요백자에 뒤이어 어용자기의 주류가 된 여요자기에서 망구 현상을 거
의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로 여겨진다.

Ⅲ. 여요의 성립시기
『탄재필형』에 보이는 여요 및 북송시기의 그 밖의 요장과 관련된 기록은 여요의 성립시
기에 대한 시간적 기준을 제시한다.
(D)	宋葉寘 『坦齋筆衡』 云‥‥‥本朝以定州白磁器有芒, 不堪用, 遂命汝州造靑窯器,
故河北唐·鄧·耀州悉有之, 汝窯爲魁. 江南則處州龍泉縣, 窯質頗麤厚. 政和間,
京師自置窯燒造, 名曰官窯.([元]陶宗儀 撰 1959: 362-363)
즉, 이 기록에 의하면, 여요가 성립한 것은 정요백자의 망구 현상이 나타나고 아울러
북송의 조정이나 궁정에서 그것을 문제 삼은 이후의 일이 분명하다. 또한 그것이 북송의
조정이 “京師自置窯”, 즉 북송관요를 설립한 정화연간(1111~1117) 이전이라는 점도 의문
의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정요에서 복소법의 채용에 따른 망구 현상이 유행
하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정요백자
의 많은 기종 가운데 완·반·발·碟 등과 같은 일부 기종에서만 복소가 행하여졌다는
사실이다. 응당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 보아야 할 것도 이들 기종이 될 것이다.
많은 연구자들은 정요에서 복소법으로 기물을 소성하기 시작한 것이 북송중기의 일로
파악하고 있다(中國硅酸鹽學會 編 1982: 234; 謝明良 2008: 164-165; 兪永柄 1994: 74). 정
요백자가 출토된 이 시기의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天津薊縣獨樂寺塔(1058)이 있다(天津市
歷史博物館考古隊 等(紀烈敏 執筆) 1989). 이 유적에서는 35점의 정요백자가 출토되었는
데, 大盤이 2점, 菊花瓣圈足小碟이 19점, 六瓣圈足小碟이 3점, 圓口圈足小碟이 1점, 六瓣
平底小碟이 6점, 圓口小碟이 2점, 小罐이 2점이다. 발굴보고자는 이 기물들의 망구 여부
나 裝燒工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해놓지 않았다. 그런데 이 가운데 六瓣平底小碟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圈足의 接地面에 유약이 입혀져 있지 않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 점
으로 미루어 볼 때, 이것들은 모두 앙소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들과 달리 六瓣平底
小碟의 경우 기물의 전면에 유약이 입혀져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그런데 다른 연구
자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문제의 六瓣平底小碟이 망구되어 있다고 한다(張栢 主編 2008:
7). 이 두 가지 현상에 의거하면, 이 六瓣平底小碟은 복소법으로 소성되었음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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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天津薊縣獨樂寺塔에서 출토된 六瓣平底小碟은 복소법으
로 소성된 망구의 정요백자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기년명 자료이다. 그렇지만 이 유적
에서 출토된 33점의 반과 碟 가운데 복소법으로 소성된 것은 六瓣平底小碟 6점에 불과하
다. 이는 이 시기에는 대부분의 기물을 앙소하고 平底小碟과 같은 일부 한정된 기형의 기
물만을 복소하였음을 보여준다. 天津薊縣獨樂寺塔보다 약간 늦은 시기의 유적인 庫倫前
勿力布格1號墓(1080)의 출토품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확인된다(吉林省博物館 等(陳相偉·
王健群 執筆) 1973). 이 유적에서는 모두 18점의 정요백자가 출토되었는데, 그 가운데 기
형을 복원할 수 있는 것은 총 10점으로, 완이 7점이고 발이 3점이다. 완은 모두 망구가 되
어 있지 않으므로 앙소된 것이 분명하다. 발은 모두 망구되었지만, 보고서의 서술만으로
는 저부의 상태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앙소하였는지 복소하였는지 판단하기가 힘들다.
하지만 이러한 유형의 定窯白瓷鉢의 경우 비록 망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蓋碗과 마찬가
지로 앙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이 발들의 경우도 앙소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고 생각된다. 요컨대, 庫倫前勿力布格1號墓에서 출토된 정요백자완과 발은 모두 앙소되
었거나 앙소되었을 공산이 크다고 판단된다.
발굴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은 북송말기에 접어든 이후에도 한동안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法庫肖袍魯墓(1090)에서와 같이 복소한 망구정요백자만 출토된 경우도
11)

있지만 이러한 경우는 예외적이고, 대다수 유적에서의 복소한 망구정요백자의 출토 상
황은 그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예컨대, 敖漢旗羊山2號墓(劉祜墓)(1099)에서는 定窯産
으로 판단되는 3점의 백자완과 2점의 백자반이 출토되었다(邵國田 1999: 8-9). 이것들 가
운데 망구를 한 기물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것들은 모두 앙소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昭烏達盟遼尙暐符墓(1099)에서는 白瓷平沿大碗 2점과 백자대반 1점 그리고 백자대완 1점
이 출토되었는데(鄭隆 1961: 51), 보고문에는 북방명요산품으로 파악되어 있지만,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정요산으로 판단된다(謝明良 1987: 12). 이들 가운데에서도 망구를 한 예
는 확인되지 않으며, 白瓷平沿大碗의 경우는 권족의 접지면에 받침 흔적이 남아 있는 것
으로 미루어(鄭隆 1961: 51) 앙소되었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현상은 12세기에 접어든 이후의 유적에서도 확인된다. 懷安西坪山窖藏이 여기
에 해당된다(劉建華·徐建忠 1990). 이 窖藏에서는 大觀重寶가 한 점 출토되었는데, 이
금속화폐의 구체적인 주조연대는 분명하지 않지만, 대관연간(1107~1110)에 주조된 것만
은 확실하다. 따라서 이 窖藏의 연대는 1107~1110년 이후의 어느 때가 되는 셈이다. 연

11) 法庫肖袍魯墓에서는 총 4점의 定窯白瓷碟과 碗이 출토되었는데, 모두 口沿部에 유약이 입혀져 있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복소된
것으로 판단된다(馮永謙 1983: 62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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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들은 이 窖藏의 연대가 遼의 멸망 이전일 것으로 추정하므로(劉建華·徐建忠 1990:
91·83), 결국 이 窖藏은 1107~1110년부터 1125년 사이의 어느 때에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窖藏에서는 총 19점의 백자가 출토되었는데, 그 가운데 7점이 정요백자로 판단
된다(喩珊 2010: 附表 13). 이들 정요백자 가운데 망구의 기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므
로 이것들도 모두 앙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지만 대략 휘종 정화연간(1111~1117)에 이르러 복소한 망구정요백자의 출토 상황
은 그 이전과 크게 다른 양상을 보이기 시작한다. 예컨대, 江西省의 鄱陽施氏墓(1111)에
서는 총 5점의 정요백자가 출토되었는데(范鳳妹 1986), 그 가운데 한 점이 발이고 2점이
완이다. 완과 발 모두 전형적인 정요의 각화모란문이 시문되었으며, 망구이다. 단, 발이
구연부만 노태되어 있는 것과 달리, 완들의 경우는 구연과 굽이 모두 노태되어 있기 때문
에, 이 유물을 직접 관찰하지 못한 필자로서는, 과연 그것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소성하였
는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지만 보고자는 그것들을 복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보고
자의 견해에 따르면, 3점의 정요백자는 모두 복소되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易縣淨覺寺舍利塔地宮(1115)에서도 백자화형반 1점이 출토되었다(河北省文物管理處
(石永土 執筆) 1986). 보고문에서는 그 산지와 장소공예에 대해서 별다른 설명이 없지만,
彭善國의 견해에 따르면, 그것은 정요백자이며 망구되었다고 한다(2008: 46-47). 이러
한 기형은 북송말기부터 정요에서 크게 유행하였고 일반적으로 복소법으로 소성되었다
는 점에서 볼 때, 그의 견해는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요컨대, 이 화형반도 응당 복소
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林州劉朝宗墓(1112)에서는 총 28점의 정요백자가 출토된 것으
로 보고되었는데(張增午·李銀錄 2002), 그 가운데 15점의 花口碟과 3점의 碗이 포함되
어 있다. 花口碟은 모두 복소된 반면, 완은 앙소되었다. 복소된 기물의 수량이 앙소된 것
들보다 훨씬 많은 것이다. 그러하기는 望都沈家庄遺蹟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 유적
에서는 정요백자와 더불어 19점의 금속화폐가 출토되었는데, 가장 시기가 늦은 것은 정
화 원년(1111)에 주조된 정화통보이다. 그러므로 이 유적의 연대는 1111년 이후가 되는데,
이곳에서 출토된 정요백자의 연대가 북송말기를 벗어날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喩珊
2010: 54-59). 말하자면 이 유적에서 출토된 정요백자는 북송 최말기에 제작된 것이 되는
셈이다. 이곳에서 출토된 정요백자는 총 9점인데, 합 1점을 제외하면 모두 완(6점)과 반(2
점)이다. 보고문에 따르면, 완과 반 가운데 6점의 완은 복소되고 한 점의 반은 앙소되었
음이 확실하다. 그렇지만 나머지 한 점의 반, 즉 평저의 6판화형반의 경우는, 보고문의 내
용만으로는 망구의 여부와 장소공예의 방법을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이 반과 같은 기형의
정요백자반이 이 시기에 일반적으로 복소된 것으로 미루어 보면, 이 반의 경우도 복소되
었을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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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검토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복소한 망구의 정요백자는 북송중기의 유
적에서부터 출토되기 시작하지만, 대체로 정화연간에 접어들기 이전까지의 유적에서는
그 출토 예가 그다지 많지 않다. 수량적인 측면에서 앙소를 한 정요백자의 비중이 훨씬
크다. 그런데 정화연간에 접어들 무렵부터 복소한 망구정요백자가 출토되는 유적이 크게
늘어나고 복소한 망구정요백자의 수량 또한 현저하게 증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보면, 복소에 따른 정요백자의 망구 현상이 보편화되고 아울러 북송의 조정이
나 궁정이 그것을 문제 삼은 시점은 정화연간 무렵이었을 개연성이 높다. 즉, 이 무렵에
여요가 성립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가 되는 셈이다. 이 점은 淸凉寺汝窯址의 발
굴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여요자기라고 일컬어 온 것은 여주의 많은 요장에서 소조한 자기들 가운데
각별히 공어용으로 제작한 것들을 의미한다. 이 공어용의 여요자기가 청량사여요에서 제
작되었다는 것은 다 아는 일이다. 이 요지는 2000년에 발굴되었는데(河南省文物考古硏究
所 2008), 발굴보고자는 이 요장의 발전단계를 “初期段階”와 “成熟期段階”로 구분하였다.
각각의 단계는 소성한 자기의 양상뿐만 아니라 窯爐의 구조와 규모 등의 측면에서 크게
다르다. 전자의 경우, 다양한 종류의 자기, 즉 우리가 흔히 臨汝窯靑瓷로 부르는 요주요
계 청자를 비롯하여 백유자기·흑유자기 등
을 제작하였으며, 天靑釉瓷器는 극히 소량만
이 제작되었을 뿐이다. 窯爐는 규모가 비교적
큰 馬蹄形窯爐를 사용하였다. 반면에 후자의
경우는, 소성한 자기의 거의 대부분(99% 정
도)이 품질이 지극히 높은 천청유자기이고(그
림 10) 그 밖의 자기는 겨우 1% 정도를 차지할
뿐이다. 요로도 “초기단계”의 馬蹄形窯爐보다
규모가 훨씬 작은 橢圓形窯爐를 사용하였다.

<그림 10> 天靑釉汝窯瓷器片, 淸凉寺汝窯址 出
土, 河南省文物考古硏究所

이러한 발굴결과를 통하여 여요의 성립시기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량사여요의
발전단계에서 어느 시점부터 공어용의 여요자기를 제작하기 시작하였는가 하는 점부터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이때가 곧 여요가 성립된 시점이 되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미
별도의 논고에서 “성숙기단계”에 접어들면서 비로소 공어용 여요자기를 제작하기 시작하
였다는 점을 자세히 언급한 바가 있다(李喜寬 2012: 257-259).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성
숙기단계”가 시작된 시점이 곧 여요의 성립시기가 되는 셈이다.
청량사여요지에서는 “성숙기단계”가 시작된 구체적인 시점을 파악하는 데 단서를 제공
하는 중요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이 요지에서 출토된 금속화폐들이 그것이다. 보고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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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이 요지 T11의 ③층에서 원부통보와 정화통보가 각각 한 점씩 출토되었는데(河
南省文物考古硏究所 2008: 35-36, 121), T11은 이 요지 발굴구역의 북쪽 중앙부에 위치하
고 있으며 그것들이 출토된 퇴적층은 “성숙기단계”에 형성된 것이다. 원부통보와 정화통
보는 각각 元符 원년(1098)과 政和 원년(1111)에 주조되었다(彭信威 1958: 990-991). 그렇
다면 이 퇴적층은 정화 원년(1111) 이후에 형성되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런데 T11이 위
치한 곳은 본래 “성숙기단계”의 작업장(F1)이 있던 곳이었다. T11의 ③층은 이 작업장의
활동지면 위에 형성된 퇴적이다. 그러므로 이 작업장(F1)은 T11의 ③층이 형성되기 시작
한 시점보다 이른 시기에 건립되었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문제의 원부
통보와 정화통보는 T11 ③층 퇴적의 최하층에서 출토되었기 때문에 F1이 건립된 시점과
그것들이 출토된 퇴적층이 형성된 시점 사이의 시간적 격차는 그다지 크지 않았을 것으
로 판단된다.
“성숙기단계”의 작업장은 이곳(F1) 한 곳뿐이다. 그러므로 이 작업장(F1)은 “성숙기단
계”의 요업이 시작될 당시에 건립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성숙기단계”가
시작된 시점의 상한은 정화 원년(1111)보다 약간 이른 시기가 될 것이다. 대체로 대관연
간(1107~1110)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성숙기단계”가 시작
된 시점이 곧 여요의 성립시기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 하한은 북송관요가 설립된 정화연
간(1111~1117) 이후로 내려갈 수가 없다. 여요가 북송관요가 설립되기 이전에 성립된 것
은 누구나 아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 점을 고려하면, 청량사여요의 “성숙기단계”가 시작
된 시점의 하한은 대략 정화연간의 전반기에 해당할 공산이 높다. 결국 청량사여요는 휘
종 대관연간(1107~1110)에서 정화연간의 전반기(1111~1114)에 이르는 기간의 어느 시점
에 “성숙기단계”로 진입하였을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청량사여요의 “성숙기단
계”가 시작된 시점이 곧 여요의 성립시기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 시점이 곧 여요의 성립
시기가 되는 셈이다.

Ⅳ. 여요의 성립과 어용자기 조달방식의 변화
여요의 성립으로 북송 어용자기의 주류는 정요백자에서 여요자기로 바뀌었다. 게다가
어용자기의 조달방식 자체에도 큰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요가 성립되기 이전에 어용자기는 다양한 방식으로 조달되었다. 그 가운데 먼저 주
목해보아야 할 것은 土貢이다(單鵬 2007, 2009). 토공은 『尙書』 禹貢條에 나오는 “任土作
貢”, 즉 전국 각지의 토산물을 통치자에게 진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 아는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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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도 일찍부터 토공품에 포함되어 있었다. 북송시기의 자기의 공납과 관련해서는 다음
기록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
(E)	瓷器庫在建隆坊, 掌受明·越·饒州·定州·靑州白瓷器及漆器以給用, 以京朝
官三班內侍二人監庫.([淸]徐松 輯 1957: 5717)
『宋會要輯稿』에 실려 있는 이 기록은 북송시기의 瓷器庫와 관련된 것인데, 이 기록 가
운데 “靑州白瓷器”는 잘못 抄錄되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 이 대목은 응당 “靑白
12)

瓷器”나 “靑瓷白瓷器”, 또는 “靑州瓷器”로 바로잡아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보

면, 자기고의 임무는 明州·越州·饒州·定州 또는 明州·越州·饒州·定州·靑州에서
자기 및 칠기를 수납하여 급용하게 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들은 응당 토공품으
로서 수납되었을 터인데(鄭建華 1999: 182), 월주와 요주 그리고 정주의 경우, 당시 각각
품질이 높은 청자·청백자·백자를 생산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볼 때, 자기와 칠기 가운
데 자기를 공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이 기록만으로는 이들 주에서 구체적으
로 언제부터 자기를 공납하기 시작하였는지를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자기고 자체가 神宗
熙寧 3년(1070)에 雜物庫에 편입되었으므로([淸]徐松 輯 1957: 5717), 늦어도 희녕 3년 이
전부터 자기를 공납하기 시작한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공납된 자기들이 주로 어용자기
로 쓰였음은 다 아는 사실이다. 앞서 언급한 元德李后陵에서 출토된 37점의 정요백자의
전부 혹은 일부도 이러한 방식으로 조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각각 熙寧 원년(1068)과 元豊 3년(1080)의 토공의 내역이 기록되어 있는 『宋會
要輯稿』와 『元豊九域志』에는 定州의 경우 토공에 자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淸]徐松
輯 1957: 5556-5557; [宋]王存 撰(王文楚·魏嵩山 點校) 1984: 78-79). 그리고 숭녕연간
(1102~1106)의 토공 내역을 알려주는 것으로 판단되는 『宋史』 지리지의 중산부조에도 자
기가 토공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元]脫脫 等 撰 1977: 2127). 이것은 정요백자가 공납되
기 시작한 이후 언제인가 토공에서 제외되었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앞서 인용한 사료(C)에 따르면, 휘종은 선화 7년(1125)에 정주의 후신인 중산부
에서 尙食局에 “六尙局貢”의 명목으로 바치던 瓷中樣矮足裏撥盤龍湯盞 10隻의 공납을 파
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는 “六尙局貢”이 제정되면서 정요백자가 다시 공납되기 시작하였
음을 알려준다. “六尙局貢”이 출현한 시점은 일반적으로 六尙局이 설치된 휘종 숭녕 2년

12) 鄭建華(1999: 182)는 문제의 “靑州白瓷器”를 “靑白瓷器”나 “靑瓷白瓷器”로 바로잡아야 역사적 사실과 부합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필자는 그것이 “靑州瓷器”를 잘못 초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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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으로 알려져 있지만, 蔡京이 『殿中省六尙局供奉庫務勅令格式』을 修成하여 올린 숭
녕 3년(1104)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元]脫脫 等 撰 1977: 3881). 아무튼
숭녕 2년(1103) 또는 3년(1104)에 정요백자가 다시 공납되기 시작하였음은 분명한 일이다.
토공에 의한 어용자기의 조달방식에서 간취되는 한 가지 특징은 공납 자기의 수량이
13)

그다지 많지 않다는 점이다. 문헌기록을 통하여 볼 때, 적어도 북송후기의 경우는 그러
하다. 예컨대, 元豊 3년의 토공 내역을 알려주는 『원풍구역지』에 의하면, 자기를 공납한
주부는 河南府·邢州·耀州·越州뿐이었으며, 그 수량도 각각 200事·10事·50事·50事
에 불과하였다([宋]王存 撰(王文楚·魏嵩山 點校) 1984: 4, 80, 111, 208-209). 물론 이것은
토공 가운데 常貢의 액수에 한정된 것이지만, 부정기적인 雜貢의 액수를 감안한다고 하
더라도 그 액수가 그다지 크게 달라지리라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황궁에는 황제를 비롯
한 다수의 황실구성원들이 거주하였으며, 아울러 수많은 의례가 거행되고 연회가 개최되
었다. 게다가 자기질 기물은 파손되기 쉬운 소모품이다. 따라서 상당한 수량의 어용자기
가 필요했을 것이라는 점은 추측하기 어렵지 않다. 휘종시기의 연회 모습을 그린 <文會
圖>를 보면, 10여 명이 참가한 궁중의 작은 연회에도 무려 150개에 가까운 자기그릇이 소
용된 것으로 묘사되었다(林柏亭 主編 2006: 156-160; 靳靑萬 2007: 103). 그렇다면 어용자
기의 조달방식에서 토공이 차지한 비중은 상당히 작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어
용자기의 대부분은 다른 방식으로 조달되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셈이다.
어용자기의 조달방식으로서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購買에 의한 방식이다. 북송시기
에는 궁정에서 필요로 하는 많은 물품을 시장에서 구매하여 조달하였다(李曉 2007: 138142). 심지어는 토공품의 상당량도 구매하여 진상하였다(單鵬 2007: 29). 본래 궁정용품의
공급 임무를 맡은 관부는 환관기구인 內東門司이고([淸]徐松 輯 1957: 3085), 그 물품을 직
접 구매하는 임무를 맡은 관부는 雜買務였다([淸]徐松 輯 1957: 2938). 그러나 실제에 있어
서는 內東門司가 직접 그 물품들을 구매하기도 하였다(李曉 2007: 141). 熙寧 5년(1072)에
王安石의 주도로 市易法이 시행되면서 이와 같이 궁정 물품을 구매하여 조달하는 방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훨씬 커지게 되었다(李曉 2004). 그리고 정부에서 특정 상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의 구매와 공급을 위임하는 請負制도 시행되었다(李曉·姜雪燕 2006).
북송시기에 어용자기를 구매의 방식으로 조달하였음을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문헌기
록이나 고고학 자료는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남송시기의 고고학 자료
를 통하여 유추해 볼 수 있다. 근래 杭州에서는 많은 수량의 정요백자편들이 발견되었는

13) 貢物의 수량이 매우 한정적이고 재정적 의미도 크지 않았던 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송대 土貢의 일반적 특징이었다(單鵬 2009: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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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그 가운데 일부 편들에는 “殿”·“德壽”·“奉
華”·“皇太后殿”·“壽成殿”·“坤”·“壽慈殿”·
“東宮”·“婉儀位閤子庫”·“後苑”·“內苑”·“德
壽苑”(그림 11)·“苑”·“苑天”·“後苑三” 등의
명문이 새겨져 있다(胡雲法·金志偉 2005: 285296; 杭州南宋官窯博物館 編 2010: 160-163). 이
러한 명문들은 이들 정요백자가 궁정에서 사용
된 후 폐기되었음을 말해준다. 이것들 가운데

<그림 11> “德壽苑”銘定窯白瓷片, 南宋官窯
博物館

송 황실이 金에게 쫓겨 南遷하면서 가지고 온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 대부분은 송 황실이 오늘
날의 항주인 臨安에 자리잡고 난 후에 조달된 것들이었을 것이다. 문제의 정요백자 가운
데 금대 풍격의 인화문양이 시문되어 있는 것들이 많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해준다(胡雲
法·金志偉 2005: 287-293). 그런데 당시 정요는 금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 그러므로 남송
의 궁정이 토공 등의 방식으로 정요백자를 조달했을 가능성은 아예 없다. 그것들은 필경
구매의 방식으로 조달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어용자기를 조달하는 방식이 남송시기에 접
어들어 비로소 시작되었다고 볼 이유는 없는 것이어서, 북송시기에도 이러한 구매 방식
의 어용자기 조달방식이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
각한다.
구매 방식으로 어용자기를 조달할 경우, 그 임무를 담당한 雜買務나 內東門司가 어용
자기의 생산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길은 매우 제한적이었을 것이다. 원칙적으로 그 관부
들은 단지 구매자의 입장이었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경우 어용자기와 일반상품
자기 사이에 품질 등의 측면에서 차이는 있었을 개연성이 있지만, 그 밖의 측면, 예컨대,
기형이나 문양 및 유색 등에서 차이가 있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그러한 요
소들을 결정하는 것은 요장의 窯主나 도공들이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더 나아
가 특정 요장에서 일반상품자기와 별도로 어용자기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했을 가능성
14)

도 높지 않다고 생각된다.

어용자기를 조달하는 또 다른 방식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것은 注文制의 방식이다. 이는
궁정이 특정 민간요장에 어용자기의 제작을 위탁하여 조달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궁정
이 見樣을 특정 민간요장에 내리고(降樣), 그 요장에서는 그 견양에 의거하여 자기를 제
작한 후 특정 官員의 품질검사(選品)과정을 거쳐 공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徐飇 2007:

14) 예컨대, 정요의 경우도 수많은 요장(窯戶)에서 공어용백자와 一般商品白瓷를 같이 생산한 것으로 추측된다(秦大樹 2012: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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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16). 그리고 자기를 주문한 궁정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 요장에 경제적 대가를 지
불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어용자기를 조달한 가장 확실한 실례는 다음 기록에
보이는 용천요의 경우가 아닐까 싶다.
(F)	處州龍泉縣‥‥‥又出靑瓷器, 謂之秘色, 錢氏所貢, 蓋取於此. 宣和中, 禁庭製
樣須索, 益加工巧.([宋]莊綽 撰(蕭魯陽 點校) 1983: 5)
위 기록은 남송초기에 莊綽이 저술한 『鷄肋編』에 보이는 용천요에 대한 내용이다. 이
기록에 따르면, 용천요의 “靑瓷器”는 선화연간(1119—1125)에 “禁庭”이 “製樣須索”을 하
면서 더욱 工巧해졌다고 한다. “製樣須索”은 말 그대로 “製樣”, 즉 견양을 제작하고 “須
索”, 즉 그 견양에 의거하여 제작한 자기를 거두어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제양수색의 주
체는, 사료(F)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禁庭”, 즉 궁정이었다. 궁정이 견양을 제작해
내려보낸 것은 자신들의 의도에 부합하는 자기를 주문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沈岳明
2010: 18). 이 기록은 제양수색이 일종의 주문생산을 통하여 어용자기를 조달하는 방식이
었음을 알려준다.
한편, 福建省 建陽縣 水吉鎭의 建窯址와 그
밖의 유적에서는 “御件” 및 “進琖”銘建盞片들
이 발견된 바가 있다(中國硅酸鹽學會 編 1982:
278; 海のシルクロードの出發點“福建”展開
催實行委員會 編 2008: 72)(그림 12). “御件”과
“進琖”은 이것들이 공어용으로 제작되었음을
<그림 12> “供御”銘建盞片, 福建博物院

말해준다. 顧文璧의 정치한 연구에 따르면, 이

들 “御件” 및 “進琖”銘建盞은 휘종 정화 2년(1112)경부터 제작되었다고 한다(顧文璧 1986:
136-138). 당시 궁정이 이 건잔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조달하였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 하지만 일단 그것들이 토공의 명목으로 공어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
각한다. 문헌기록 등에서 건요에서 건잔을 공납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전혀 확인되지 않
을 뿐만 아니라, 공납품에 이러한 내용의 명문을 새긴 실례 또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
다. 구매의 방식으로 조달하였을 가능성도 그러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상품용의 건잔에
“御件”이나 “進琖”銘을 새겨 넣었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이들 건잔이
주문제의 방식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공어하는 건잔에
각별히 “御件”이나 “進琖”銘을 새겨 넣은 것으로 미루어 보면, 건요에서는 아마도 궁정에
서 제공한 견양을 토대로 이것들을 제작하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御件”이나 “進琖”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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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양에 의거하여 새겨 넣었을 것으로 믿어지는
것이다. 요컨대, 이들 건잔도 제양수색의 방식
으로 조달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정요백자에서도 북송시기의 어용자기 조달방
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명문이 확인되
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尙藥局”·“尙食局”銘
과, 앞서 언급한 바 있는 “喬位”銘이다. 이들 가
운데 “尙藥局”(그림 13)·“尙食局”銘定窯白瓷(그

<그림 13> 定窯白瓷“尙藥局”銘盒, 曲陽縣定
窯窯址 出土, 定窯遺址文物保管所

림 14)는 “六尙局貢”의 명목으로 각각 尙藥局과
尙食局에 바치기 위하여 제작한 것들이다(鄭嘉
勵 2005: 257). 그러나 “喬位”銘定窯白瓷는 “六尙
局貢”의 명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다. 그렇다
고 해서 일반적인 토공품로 보기도 힘들다. 황
제에게 공납하는 토공품에 특정 后妃의 처소명
을 새긴다는 것이 매우 어색하거니와 그러한 예
도 찾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이 판매

<그림 14> 定窯白瓷“尙食局”銘碗, 曲陽縣定窯
窯址 出土, 河北省文物硏究所

용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도 희박하다. 상품용자기에 “喬位”銘을 새겨 넣었을 까닭이 없
기 때문이다. “喬位”는 필경 이 명문이 새겨진 백자의 注文處, 즉 교귀비의 처소를 표시한
것이리라. 결국, “喬位”銘定窯白瓷도 “御件”이나 “進琖”銘建盞과 마찬가지로 주문제 방식
15)

의 하나인 제양수색의 방식으로 조달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교귀비가 자신의 처소명을 새긴 전용기물을 주문·제작하여 사용하였다는 점
은 당시 그녀가 궁중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었음을 시사한다(李仲謨 2005: 397). 교
귀비는 휘종 치세 전반기 무렵에는 義姉妹를 맺은 高宗의 母인 韋妃와 함께 주로 鄭皇后
를 모셨다([元]脫脫 等 撰 1977: 8640-8641, 8643-8644). 위비가 대관(1107~1110) 初에 이
르러서야 겨우 內命婦의 5品 가운데 하위에 속하는 婕妤가 되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元]脫脫 等 撰 1977: 8640, 3837), 이 시기 교귀비의 지위도 그다지 높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녀의 지위가 높아지게 된 것은 아마도 휘종치세 후반기에 접어든 이후의 일
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문제의 “喬位”銘定窯白瓷는 여요가 성립되고 난 후에 제작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제양수색과 같은 주문제 방식이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

15) 沈岳明도 북송의 궁정이 정요로부터 제양수색의 방식으로도 백자를 조달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沈岳明 20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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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북송시기에 어용자기를 주문제의 방식으로 조달하였거나 조

달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실례들은 모두 여요가 성립되고 난 후이거나 정화·선화연간의
것들이다. 이는 이러한 조달방식이 이 시기에 접어든 이후에 성행하기 시작하였음을 시
사한다. 즉, 그 이전 시기에는 설사 주문제 방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용자기의
조달방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통하여 볼 때, 북송시기의 어용자기 조달방식, 즉 토공·구매·주
문제의 방식 가운데, 적어도 여요가 성립되기 바로 전 시기에는 토공과 주문제작방식에
의한 조달은 그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시기에는 주로
구매의 방식으로 어용자기를 조달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정요백자의 경우도 이
시기에 어용자기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외였다고 볼 까닭이 없다.
이러한 어용자기의 조달방식은 여요의 성립을 계기로 크게 변화하였다. 여요는 일반
17)

상품용자기를 주로 생산하던 정요와는 성격이 크게 다른 요장이었다.

즉 여요는 본래

민요였지만, 기본적으로 궁정이 제공한 견양에 따라 공어를 목적으로 자기를 제작한, 전
문적인 제양수색요였다. 여요가 성립되고 여요자기가 어용자기의 주류가 되면서 주문제
작방식의 일종인 제양수색이 어용자기의 주요 조달방식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공어에서
탈락한 일부 여요자기가 일반에 판매되었지만, 그것들도 본래는 공어용으로 제작되어 특
정 관원의 選品 과정을 거친 것들이었으며, 여요의 전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그
다지 크지 않았다. 이러한 여요의 성격에 걸맞게 여요와 여요자기에 대한 조정이나 궁정
의 관리도 매우 엄격하였다. 조정이나 궁정은 그 요장에서 자기를 생산하고 공어하는 과
정뿐만 아니라 낙선품을 일반에 판매하는 것도 사실상 통제하였다.
결과적으로, 여요의 성립을 계기로 어용자기를 조달하는 주된 방식은 구매 방식에서
주문제 방식의 일종인 제양수색의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중대
한 의미를 지닌다. 이와 관련하여 각별히 여요와 여요자기의 관리체제를 다시 한 번 음미
해볼 필요가 있다.
여요의 성립 이후 북송의 궁정은 청량사여요 이외의 요장에서는 여요자기를 생산하는
것을 금지시켰다(李喜寬 2012: 240-248). 이것은 청량사여요에서만 여요자기를 독점적으
로 생산·공급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조치를 통하여 여요자기의 생산과 공급은 사
실상 조정이나 궁정이 통제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요자기의 殘次品을 깨뜨
려버림으로써(陸明華 2001: 131-132; 王光堯 2010: 91-93), 그것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

16) 沈岳明은 製樣須索이 五代 後周時期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沈岳明 2010: 18).
17) 여요의 성격에 대해서는 李喜寬 2012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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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다. 그 결과 이제 황실 이외의 사람들이 여요자기를 소유할 수 있
는 기회는 극히 제한되었다. 자연히 여요자기가 점점 황실 이외의 사람들은 손에 넣기 힘
든 진귀한 공어용자기로 인식되어갔을 것임은 짐작하기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사실 여요가 성립되기 전에는 특정 요장의 자기가 공어용으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18)

황실 이외의 사람들이 그 요장의 자기를 사용하는 데 제한이 없었다.

심지어 공납되어

자기고에 입고된 자기 가운데 일정 수량의 공어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일반에게 판매하기
도 하였다([淸]徐松 輯 1957: 5717). 이 시기에 어용자기의 주류를 이루고 있던 정요백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예컨대, 어용자기의 범주에 속하는 元德李后陵 출토 정요백자와
비어용자기인 定州市 靜志寺塔과 淨衆院塔의 地宮에서 출토된 정요백자는 기형이나 문
양 등의 측면에서 큰 차이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품질의 측면에서도 우열을 가리기
가 힘들다(李仲謨 2005: 395-396).
요컨대, 여요의 성립을 계기로 동일한 요장에서 생산한 자기를 황실과 황실 이외의 사
람들이 공유하던 시대는 막을 내리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御用瓷器와 非御用瓷器의 차별
화의 시작을 알리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현상은 곧 이어 북송관요가 설립되고 관요
시대가 열리면서 더욱 공고해졌다. 적어도 明 嘉靖年間까지 관요자기는 원칙적으로 황제
와 한정된 그의 일족만이 사용할 수 있었다(權奎山 2005: 61-62). 신료들과 민간인은 원칙
적으로 관요자기의 사용이 엄금되었다. 관요가 설립되면서 황실과 신료·민간인들 사이
에 瓷質器皿의 사용에 있어서 명확한 경계가 생기게 된 것이다. 그 서막을 연 것이 여요
의 성립이었던 셈이다.

Ⅴ. 여요의 성립과 휘종
이제까지 검토한 바에 따르면, 정요백자의 망구 현상이 문제가 되어 휘종 대관연간
(1107~1110)에서 정화연간의 전반기(1111~1114)에 이르는 시기에 여요가 성립되면서 북
송 어용자기의 주류는 정요백자에서 여요자기로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어용자기의 주요
조달방식도 구매 방식에서 제양수색의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그 결과 조정이나 궁정은
어용자기의 생산이나 조달 과정에 보다 깊숙이 관여하고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

18) 단 蔡玟芬은 龍紋 등은 황실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양이 시문된 자기의 경우 황실 이외의 사람들은 사용할 수 없었다
고 주장하였다(蔡玟芬 1997: 72). 하지만 李仲謨(2005: 396)의 견해에 따르면, 龍紋定窯白瓷의 경우 모두 궁정용은 아니었다
고 한다. 定州 法興寺遺蹟에서 12점의 定窯白瓷龍紋盤ㆍ碗ㆍ缸이 출토된 것을 비롯하여(妙濟浩ㆍ薛增福 1984: 86-88) 적지
않은 유적에서 龍紋定窯白瓷가 출토된 점으로 미루어 보면, 李仲謨의 주장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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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다. 어용자기의 전개과정에서 볼 때, 이러한 여요의 성립은 空前의 개혁으로 평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개혁의 중심에 있는 인물로 당시의 황제인 휘종을 떠올릴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연구자들은 이러한 변화에 휘종의 의중이 깊숙이 반영되어 있었으리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대부분 그가 여요자기를 선택한 의도를 주로 그의 예술적 심미
안에서 찾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여요 성립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요의
성립 과정에 있어서 휘종의 역할과 그것이 지
니는 정치적 의미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
가 있다고 생각한다.
휘종은 기명에 깊은 관심을 기울인 황제로
유명하다. 그는 수많은 古銅器를 수집하였으
며, 그것을 토대로 『宣和博古圖』를 편찬하고,
그것에 의거하여 三代의 고동기를 방제하였
다(陳芳妹 2001; 韓巍 2006)(그림 15). 이른바
新成禮器가 그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그가 추진한 예제개혁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그림 15> 徽宗 政和 6년(1116)에 商代의 鼎을
倣製한 政和鼎, 國立故宮博物院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즉 그러한 일들은 예
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었다.

(G)	大觀三年三月六日, 上御集英殿, 試禮部奏名進士, 內出制策曰, 昔者, 先王治定
而制禮, 功成而作樂, 以合天地之化. 禮之數五, 施之七敎, 形之八政, 有典有職,
定親疎, 決嫌疑, 別同異, 明是非, 然後小大貴錢(“賤”의 誤記)之分定. ‥‥‥([淸]
徐松 輯 1957: 4371)
위 기록은 휘종이 대관 3년(1109) 3월에 있었던 殿試에서 낸 制策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서 휘종은 禮는 “親疎를 정하고(定親疎), 의문을 풀고(決嫌疑), 同異를 구분하며(別
同異), 시비를 밝히는(明是非)” 것이라는 『예기』의 문구를 인용하고, 예가 만들어진 후에
야 “大小貴賤의 本分을 정할 수 있다(小大貴賤之分定)”고 하여, 制禮의 핵심을 大小貴賤
의 本分을 정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그의 인식은 당시 사람들의 그것과 다르
지 않은 것이다. 즉 制禮는 군주통치체제 아래의 전통적인 중국 왕조에서 일종의 사회질
서를 설정하고 세우는 일이었다(劉靜貞 2008: 461). 사회 구성원들은 각자의 신분이나 사
회적 지위 등에 따라 서로 행하거나 지켜야 할 예가 다르게 마련이었다. 황제와 신료들이
거행하는 의례의 종류가 다르고 아울러 거기에 사용하는 기명(禮器)의 종류와 수량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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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 규정된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였다. 예제는 사회적 차별을 제도화한 장치의 하나였
으며, 기명(禮器)의 사용도 거기에서 예외가 아니었던 것이다.
여요의 성립도 기명과 관련된 개혁의 결과물이었다. 여요의 성립을 계기로 비로소 황
실과 신료·민간인들 사이에 瓷質器皿의 사용에 있어서 명확한 경계가 생기기 시작하였
다. 물론 이러한 자질기명 사용상의 엄격한 차별화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제도적 토대 위
에서 이루어졌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예제에서 황제와 신료들 사이에 의례에 사
용하는 기명(禮器)의 종류와 수량을 다르게 규정하였다거나, 휘종이 추구한 制禮의 궁극
적인 목적이 大小貴賤 등 사회적 질서를 바로 정하는 것이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이것 역시 예제에 근거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자질기명 사용에 있어서의 차별화의 시발
점이 된 여요의 성립도 휘종이 추구한 예제개혁의 큰 틀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믿어지
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청량사여요지에서 출토된 청동예기를 방제한 기물편
들이 매우 흥미롭다.
2000년 청량사여요지를 발굴할 때, 이 요지의 금·원대 퇴적층과 灰坑에서 三代의 청
동예기를 방제한 기물편들이 출토되었는데, 발굴조사자의 견해에 따르면, 이 유물들은
모두 청량사여요의 성숙기단계가 끝나기 전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河南省文物考
古硏究所 2008: 129-131, 2009: 67). 흥미롭게
도 이것들은 모두 초벌구이편들로서, 외면에
는 三代의 청동예기에서 흔히 보이는 獸面紋
등이 정치하게 시문되어 있다(그림 16). 이러
한 유형의 기물은 2011~2012년 발굴시에도 다
수 출토되었다. 발굴보고자는 이 기물들이 모
두 물레성형을 한 후 각화나 획화 그리고 剔花
技法으로 문양을 새긴 것으로 파악하였다(河

<그림 16> 獸面紋초벌구이片, 淸凉寺汝窯址 出
土, 河南省文物考古硏究所

南省文物考古硏究所 2008: 130). 하지만 필자가 직접 관찰한 바에 따르면, 그것들은 틀성
형을 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 기물들 가운데 내면에 틀성형을 하여 접합한 흔적이 남
아있다는 점 등에서 그러하다. 청량사여요에서 소성한 일반 기물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
들은 자칫 유약을 입혀 재벌구이를 하기 전에 폐기된 것들로 이해하기 쉽다. 하지만 청량
사여요지에서 이러한 유형의 기물에 유약을 입히거나 재벌구이를 한 片들이 전혀 발견되
지 않았다는 점에서 볼 때(河南省文物考古硏究所 2008: 130), 실제에 있어서 그러했을 가
능성은 희박하다. 이것들은 모두 본래 초벌구이만으로 완성되는 陶質禮器라고 여겨진다
(森達也 2012: 190). 이러한 유형의 도질예기는 남송교단하관요지에서도 출토되었으며(中
國社會科學院考古硏究所 等 1996: 41), 그밖에 항주의 여러 유적에서도 다수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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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沈一東 2007, 2010; 王屹峰 2012).
청량사여요지에서 출토된 이러한 도질예기들은 조정이나 궁정에서 내린 견양에 의거
하여 제작되었으며, 국가의례 등에 사용되었을 것이다. 여기에서 다음 기록이 우리의 주
목을 끈다.
(H)	(大觀四年四月二十八日, 議禮局)又言, 祭法曰燔柴於泰壇祭天也, 瘞埋於泰折祭
地也. 諸儒皆以謂祭天卽南郊所祀感生之帝, 祭地卽北郊祭神州之神. 歷代崇奉以
爲天地大祠, 故牲以繭栗, 席以藁鞂, 器以陶匏, 其儀必與昊天上帝·皇地祗等.
今太常祠感生帝·神州祗儀注, 牲用繭栗, 席用藁鞂, 已合古禮, 而所用之器與宗
廟同, 卽爲非稱. 伏請自今祠感生帝·神州之祗, 並用陶匏. ‥‥‥從之.([淸]徐松
輯 1957: 619)
이 기록에 따르면, 대관 4년(1110)에 議禮局은 天·地에 제사를 지낼 때 古禮에 따라
“陶匏”로 만든 제기를 사용할 것을 건의하였다. “陶匏”의 “陶”는 곧 도질예기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보다 앞선 神宗 元豊 원년(1078)에도 詳定禮文所에서 같은 건의를 한 바가 있었
다([元]脫脫 等 撰 1977: 2429-2430). 그러나 신종이 그 건의에 따랐다는 내용이 보이지 않
고 또한 휘종대에 이르러 다시 같은 건의가 이루어진 점으로 미루어, 당시에는 제대로 시
행되었던 것 같지 않다(鄭嘉勵 2006: 42-43). 이에 반해 휘종은, 위 기록에 보이듯이, 의예
국의 건의를 받아들였다. 자연히 대관 4년 또는 그 이후부터는 황제가 거행하는 천지제사
에 도질예기의 사용이 본격화되었을 것이다. 청량사여요지에서 출토된 도질예기들은 그
러한 천지제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된 예기들이라고 생각된다. 휘종의 예제개혁 과정
속에서 성립한 여요에서 그러한 도질예기를 제작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로 보인
다.
요컨대, 여요는 휘종이 주도한 예제개혁의 큰 틀 안에서, 누구보다도 그의 의도에 따라
성립되었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 황실이 아닌 신료나 민간인이 여요자기를 손쉽게 취득
할 수 있는 사실상 차단되었다. 그들은 공어되고 난 후 조정이나 궁정에 의해 “出賣”가 허
락된 소수의 여요자기만 구입할 수 있을 뿐이었다. 이와 같이 한정적이나마 황실이 아닌
집단이 여요자기를 구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은, 여요의 성립이 가져온 개혁에
대한 반발을 고려한 조치가 아니었을까 싶다. 하지만 곧 이어 북송관요가 설립되면서 그
러한 길마저 차단되었다. 이제 신료들은 원칙적으로 황제의 恩賜에 의해서만 관요자기를
손에 넣을 수 있게 되었다. 황실과 신료·민간인들 사이에 자질기명의 사용에 있어서의
경계를 명확히 하려는 휘종의 개혁은 여요의 성립에서 시작하여 북송관요의 설립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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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이다.
역사는 흔히 휘종을 두고 문약하고 정치적 소양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황음무도하
여 결국 북송을 몰락의 길로 몰아넣은 “昏君”으로 평가한다(張邦煒 2005). 많은 연구자들
이 휘종이 어용자기의 주류로 여요자기를 택한 까닭을 그의 예술적 심미관에서 찾고 있
는 것도(陳文平 1990: 65-66; 呂成龍 2001: 41-42) 그에 대한 이러한 역사적 평가와 무관하
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적어도 이제까지 살펴본 여요의 성립이 가지는 개혁적인 성격에
주목해 보면, 그러한 휘종에 대한 일방적인 평가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
각이다. 여요의 성립은 어용자기와 관련된 空前의 개혁이라고 평가할 만한 것으로서, 그
것을 주도한 휘종의 정치적 소양이 부족하거나 그의 정치권력이 미약했다면 이루어지기
힘든 일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는 강력한 정치권력을 기반으로 각종 개혁을
통하여 더욱 강력한 황권을 추구한 황제였다고 보는 것이 사실에 가깝지 않을까 싶다. 우
리는 이제 휘종이 비록 예술가적 기질은 있지만 정치적 역량이 미달된 황제라거나, 심지
어는 황제가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는 오랜 편견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
다. 그것은 단지 휘종시기가 끝나고 곧바로 북송이 금에게 함락되었다는 역사적 사실 때
문에 내려진 결과론적인 평가일 뿐이라고 판단된다. 같은 맥락에서, 휘종이 단행한 그 밖
의 많은 개혁들 역시 그 역사적 의미를 적극적으로 재해석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Ⅵ. 나머지말 ― 여요의 전개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들
여요가 성립되고 난 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거의 없다. 예컨대,
여요의 성립에 뒤이어 정화연간(1111~1117)에 북송관요가 설립되면서 여요에 어떤 변화
가 있었을 법도 하지만, 그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거의 없다고 하여도 과언
이 아니다. 여요가 언제 소멸되었는가 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여요의 전개과
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간단한 생각을 덧붙이는 것으로 본고에서의 논의를 마무리하고
자 한다. 편의상 여요의 소멸시기 문제부터 살펴보았으면 한다.
여요에 대한 가장 신뢰할만한 내용을 전하는 『탄재필형』에도 여요의 소멸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나 그것을 추정할 만한 단서는 남아 있지 않다. 서긍이 『선화봉사고려도
19)

경』에서 “汝州新窯器”를 언급하였지만, 이것이 언제 존재하였는지는 분명히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실체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가 대립하고 있어서 이 역시 여요의 구체적

19) “汝州新窯器”에 대해서는 李喜寬 2012: 249-26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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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소멸시기를 파악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때문에 현 시점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신뢰할 만한 자료는 역시 고고학 자료이다.
현재까지 발견된 고고학 자료 가운데 여요의 소멸시기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청량사여요지에서 출토된 다수의 금속화폐이다. 이 요지에서는 모두 31점의 금
속화폐가 출토되었는데, 북송시기의 것이 가장 많고(16점), 다음으로 청대(12점)·당대(2
점)·명대일본금속화폐(1점)의 순이다(河南省文物考古硏究所 2008: 119-121). 북송시기
의 금속화폐 가운데 가장 시기가 늦은 것은 정화 원년(1111)에 주조된 정화통보이다. 이
정화통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요장의 “성숙기단계”의 퇴적층에서 출토되었는
데, 이 점은 청량사여요의 소멸시기가 정화 원년 이후였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청량사여
요지의 발굴 결과에 따르면, 이 요장은 “성숙기단계”의 시작부터 끝까지 줄곧 공어용의
천청유자기(여요자기)를 생산하였다. 이 “성숙기단계”의 끝이 여요의 소멸시기라는 점은
다 아는 일이다. 말하자면 이 요장은 공어용 여요자기의 생산이 중단되면서 종말을 맞이
한 셈이다.
정화 원년 이후에 공어용 여요자기 생산의 중단을 초래했을 가능성이 있는 일로는 다음
의 두 가지 경우를 떠올릴 수 있다. 그 하나는 북송관요의 설립이다. 즉, 북송관요가 설립
되고 이 요장에서 전문적으로 어용자기를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여요에서 공어용 여요자
기의 생산이 중단되었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북송관요를 설립한 시
점, 즉 정화연간(1111~1117)이 여요의 소멸시기가 되는 셈이다. 또 다른 하나는 북송정권
의 붕괴이다. 이때까지 여요에서 공어용 여요자기를 생산하고 있었다면, 북송정권의 몰락
과 함께 공어용 여요자기의 생산도 중단되었으리라는 점은 누구나 쉽게 추론할 수 있는
일이다. 이 경우에는 북송정권이 붕괴된 1127년이 여요의 소멸시기가 되는 셈이다. 과연
이 두 가지 가능성 가운데 실제에 있어서는 어느 쪽이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는,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청량사여요지에서 출토된 정화통보가 쥐고 있다.
이 정화통보는 청량사여요 “성숙기단계”의 요업을 시작할 당시에 건립한 작업장(F1)의
최하층에서 출토되었다(河南省文物考古硏究所 2008: 35-36). 즉 문제의 정화통보는 이 요
장에서 막 공어용 여요자기를 제작하기 시작한 시점에 형성된 퇴적층에서 출토된 셈이
다. 이 퇴적층의 위에 초벌구이편과 유약 등 적지 않은 “성숙기단계”의 요업폐기물이 쌓
인 점으로 미루어 보면(河南省文物考古硏究所 2008: 35-36), 이 퇴적층이 형성된 후에도
일정한 기간 동안 어용자기의 제작이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정화통보는 정화 원년
(1111)에 주조되었으므로, 이 정화통보가 출토된 퇴적층이 형성된 上限은 정화 원년이거
나 그보다 약간 이른 시기가 될 것이다. 물론 그 하한은 정화 원년 이후가 될 것이다.
그런데 북송관요는 정화연간(1111~1117)에 설립되었다. 그렇다면 정화통보가 출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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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적층의 형성과 북송관요의 설립 사이에는 시간적 격차가 거의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청량사여요에서 정화통보가 출토된 퇴적층이 형성되고 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공어용
여요자기의 제작이 지속되었다는 관점에서 보면, 북송관요가 설립되고 난 후 곧바로 공
어용 여요자기의 생산이 중단되었을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북송관요가 설립되고 난
후에도 여요는 여전히 공어용 여요자기를 제작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여요는 북송정권의 붕괴와 함께 여주 지역이 금의 수중에 들어가면서 여요에서의 공
어용 자기 생산이 중단되고 아울러 요업도 끝이 나게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요컨대,
여요는 북송정권이 붕괴된 欽宗 靖康 2년(1127)경에 소멸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제까지 적지 않은 연구자들은 청량사여요가 북송관요가 설립된 정화연간을 기
점으로 성격이 크게 변화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특히 북송관요가 곧 청량사여요라고
주장하는 연구자들이 그러하다. 그들은 정화연간 이전의 청량사여요는 공어용 자기를 생
산하던 민요였지만, 그 이후에는 관부의 전속요장 즉, 관요로 성격이 변화하였으며, 이것
20)

이 곧 북송관요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정화연간에 민요인 청량사여

요을 接收한 것이 곧 북송관요이며, 이것이 북송관요 설립의 실제적 내용이라는 이야기
가 되는 셈이다. 과연 이러한 이해는 타당한 것일까?
앞서 인용한 사료(D)에 보이는 『탄재필형』에서 섭치는 북송관요의 설립에 대해서 “政
和間, 京師自置窯燒造, 名曰官窯”라고 언급하였다([元]陶宗儀 撰 1959: 362-363). “京師”
는 지리적 개념으로 오늘날의 開封市에 해당하는 東京을 가리킨다는 견해와 북송의 조정
을 가리킨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데, 두 견해에 대해서는 別稿에서 자세히 검토한 바
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되풀이하지 않기로 한다(李喜寬 2010: 55-62). 이 기록에서 우리의
논의와 관련하여 주목해 보아야 할 대목은 “自置窯燒造”라고 생각한다. “自置窯”는 북송
의 조정이 스스로 요장을 설립하였다는 의미이다. 즉, 북송관요는 북송의 조정이 직접 새
로 설립한 요장이었다. 그러므로 이 『탄재필형』의 내용을 부정하지 않는 한, 북송관요가
21)

민요인 청량사여요를 접수한 것이라는 주장은 성립되기 어렵다. 이 대목이 북송관요와

20) 이들의 견해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謝明良 2012: 207-209 참조.
21) 혹 북송의 조정이 청량사여요를 접수한 이후에 기존의 요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 북송관요를 설립했을 가능성을 떠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다음 두 가지 점에서 볼 때, 실제에 있어서 그러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당시 북방지
역은 남방지역과 달리 요장의 입지조건이 그다지 까다롭지 않았다는 점이다. 남방지역은 일반적으로 窯爐가 龍窯이기 때문에 일
정한 경사도가 있는 곳이 아니면 사실상 요장을 설립하기가 힘들다. 하지만 북방지역은 기본적으로 요로가 馬蹄型이어서 평평한
곳이라면 어렵지 않게 요장을 설립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요업을 운영하고 있는 청량사여요를 접수하여 그것을 철거
하고 새로운 요장을 설립하였을까? 둘째, 만약 북송의 조정이 공어용 자기를 생산하던 청량사여요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요장(북송관요)를 설립하였다면, 이 요장에서 공어용 자기를 생산하던 “성숙기단계” 중간의 어느 시점의 遺構에서 새로운 요장을
설립한 흔적이 발견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러한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요컨대, 청량사여요를 접수한 이후에 기존의 요장
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 북송관요를 설립했을 가능성은 배제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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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최초의 기록으로, 가장 사료적 가치가 높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북
송관요가 설립되고 난 후에도 청량사여요의 성격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여겨진다. 청량사여요는 북송관요가 설립된 후에도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공어용 자기를
생산하는 민요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북송관요가 성립된 후 북송 어용자기의 생산체제는 사실상 여요(청량사
여요)와 북송관요의 二元的인 체제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관요체제가 확립되고
아울러 북송관요에서 전문적으로 어용자기를 생산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량사여
요에서 여전히 공어용 자기를 생산하였다는 점을 다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
겠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이원적인 어용자기 생산체제를 불가능한 것으로 간
주하여 그 자체를 의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王光堯 2010: 99). 남송시기에도 그러
한 예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 아는 수내사관요와 교단하관요의 이원적인 어용자기
생산체제가 그것이다.

▶논문접수일(2015.4.17) ▶심사완료일(2015.6.2) ▶게재확정일(201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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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 Kiln and Huizong
― The Establishment of Ru Kiln in the North Song Dynasty and
Its Significance
Hee-gwan Lee

(former Chief Curator of Horim Museum)

Tan Zhai Bi Heng (『坦齋筆衡』) and Lao Xue Yan Bi Ji (『老學庵筆記』) picked ‘You
Mang (有芒)’ of Ding wares as an opportunity to establish Ru kiln. ‘Mang (芒)’means ‘Mang
Kou (芒口)’. it was ‘Mang Kou (芒口)’ of Ding wares that directly led to the establishment of
Ru kiln.
Ru kiln was highly likely to be established between the era of Daguan (1107~1110)
to the first half of the ear of Zhenghe (1111~1114) under the reign of Emperor Huizong. Not
only the mainstream of imperial wares changed from Ding wares to Ru wares due to the
establishment of Ru kiln, but also the key procurement method altered from purchasing to
preparation in request (製樣須索), a kind of on-demand supply.
Ru kiln was established within the huge framework of reformation of manners (禮
制改革) under the reign of Emperor Huizong. Ru kiln started to make a clear boundary
between the ceramic wares used by the imperial family, courtiers and commoners. In this
sense, the establishment of Ru kiln was an unprecedented reform 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imperial ware. Emperor Huizong led the reform and successfully completed it
based on his mighty political power.
Key words :	Ru kiln, establishment, You Mang (有芒), preparation in request (製樣須索),
Huiz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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