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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曾凡이 건요의 “신요”명흑유완과 관련된 실물자료를 소개한 지 이미 20여 년이 지
났다. 하지만 이것에 관한 연구에는 거의 진척이 없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상황
을 타개하기 위하여 “신요”명흑유완과 “신요”명점병의 실물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아울러
그 결과를 주요 토대로 “신요”명흑유완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들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에서 검토의 대상으로 삼은 실물자료는 11점의 “신요”명흑유완과 8점의 “신요”
명점병으로, 그 대부분은 필자가 처음 소개하는 것이다. 이것들은 모두 노화평요지나 대로
후문산요지에서 출토된 것으로 추정된다. 흑유완의 경우, 특정한 기형과 크기의 속구완에
서만 “신요”명이 확인되며, “신요”명점병의 경우도 거의 균일한 크기의 “신요”명흑유완을
받치는 데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까지 파악된 “신요”명이 있는 흑유완과 점병의 실물자료는 모두 정식 발굴을 통하여
출토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퇴적관계 등을 포함한 출토상황에 대하여 알려진 바가 거의 없
는 편이다. 그러므로 그 제작시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힘들다. 다만 “신요”명흑유완
의 기형적 특징을 파악하고, 그것을 정식 발굴된 흑유완의 그것과 비교해본 결과 12세기
후반의 어느 시기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신요”명흑유완은 남송 궁정의 주문으로 제작된 어용자기일 가능성이 크다. 건요
는 이미 12세기 전반경에 “공어”·“진잔”명흑유완을 공어한 바 있는데, 이것의 공어가 중
단되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후인 12세기 후반경에 다시 “신요”명흑유완을 공어하게 된 것
이다. 이 점에서 보면, 전자는 이전의 자기, 즉 舊窯가 되고, 후자는 새로운 자기, 즉 新
窯가 되는 셈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요”라는 명문을 표시하게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建窯, “新窯”銘黑釉碗, “新窯”銘墊餠, “供御”·“進琖”銘黑釉碗, 御用瓷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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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도자사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명문 자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건요의 경우도 예외일 수가 없다. 건요에서 제작한 자기와 그것을 燒成하는 데
사용한 요도구에는 다양한 글자나 숫자 그리고 부호 등이 표시되어 있는데(謝道華 編著

2016: 33-34; 葉文程·林忠淦 2016: 39-40; 應陳雄 2016: 19-20), 그 가운데 가장 잘 알려
진 것이 흑유완이나 점병에 보이는 “供御”와 “進琖”銘이다. 사실 건요에 관심을 가진 연

구자라면 거의 예외 없이 이 두 명문에 대하여 언급하였다고 보아도 좋다. 필자도 “공어”
나 “진잔”명이 있는 흑유완과 점병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세 차례에 걸쳐 建窯窯址
와 그 주변의 遺址를 조사하고 아울러 그러한 명문이 있는 흑유완의 조형적 특징과 생산
및 공급체제 등을 검토한 바가 있다(李喜寬(池世梨 譯) 2018: 65-90; 이희관 2019a: 5-38;
이희관 2019b: 79-113).
그렇지만 건요의 많은 명문들이 “공어”나 “진잔”
명처럼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어온 것은 아니다. 오
히려 이 두 명문 이외의 것들은 사실상 연구자들의
관심 밖에 놓여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 검
토하려고 하는 “新窯”銘도 마찬가지이다<그림 1>.
“신요”라는 말을 접하면 누구나 그것에 대응하는
舊窯의 존재를 연상하게 마련이다. 그리고 그것과

<그림 1a> “新窯”銘黑釉碗, 吳立勇 소장

관련된 의문들이 자연스레 떠오르게 된다. 구요와
신요의 차이는 무엇일까? 왜 양자를 구분하게 된
것일까? 양자의 시기는 어떻게 다를까? 왜 특정한
흑유완에 “신요”라고 표시한 것일까? “신요”명흑유
완은 건요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공어”·“진잔”명흑유완과는 어떤 관계에 있었을
까? 이러한 의문들에 이끌려 “신요”명흑유완에 주
목하게 되었다.

<그림 1b> 그림1a의 銘文

“신요”명흑유완에 대하여 처음 언급한 연구자는 曾凡인 것으로 보인다. 즉 그는 1994
년에 일본에서 개최된 <唐物天目> 이라는 특별전에 출품된 大路後門山窯址에서 채집한
“신요”명점병을 소개하면서<그림 2>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이 유물에는 楷書體의 “신요”명이 있다. 이러한 유형의 墊餠은 일찍이 건요의 蘆花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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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大路後門에서 여러 점이 채집된 바 있다. 신요
는 舊窯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므로 그 연대가 그
것보다 상대적으로 늦을 것이다. 그리고 그 명문이
“진잔”명과 마찬가지로 모두 도장으로 찍은 것으로,
음각기법으로 새긴 “공어”명과는 차이가 있는데, 남
송시기의 유물일 것이다. 하지만 퇴적층 관계가 불
분명하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고, 단지 그렇게 추
측하여 참고자료로 제공할 뿐이다(曾凡 1994: 267).

<그림 2a> “新窯”銘墊餠,
大路後門山窯址 채집, 福建博物院.

墊餠은 우리의 도지미와 같이 기물을 소성할 때 그 밑

에 받치는 요도구이다. “신요”명점병이 있었으므로 그것

을 받치고 소성한 “신요”명흑유완이 있었을 것이라는 점
은 당연한 이치이다. 曾凡은 “신요”명점병을 채집한 가
마터와 “신요”명흑유완의 명문을 표시한 방식을 설명하
고 그것의 연대를 추정하였다. 하지만 더 이상의 구체적
인 내용은 이후의 연구에 맡겼다.

<그림 2b> 그림2a의 銘文(拓本)

그 후 여러 연구자들이 “신요”명에 대하여 언급하였

지만(謝道華 2003: 21; 葉文程·林忠淦 2016: 39; 應陳雄 2016: 20), 그 내용은 단지 “신요”

명흑유완의 존재를 알린 것을 넘어선다고 보기 힘들다. 증범이 “신요”명에 대하여 언급
한 이후 그것과 관련된 문제는 사실상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를
계기로 “신요”명흑유완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나아가 건요의 실상과 성격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가 더욱 넓고 깊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Ⅱ. “新窯”銘이 있는 실물자료의 현황
“신요”명이 있는 실물자료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
는 흑유완이고<그림 3> 또 다른 하나는 점병이다<그림
4>. 전자의 경우는 그 굽의 안쪽 바닥에 正字의 “신요”
가 陰文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러한 “신요”명
흑유완을 받친 점병의 윗면에는 좌우가 反轉된 “신요”
자가 陽文으로 찍히게 마련이다. 건요에서 점병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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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新窯”銘黑釉碗, 李章福
소장

실상 일회용이었기 때문에(李喜寬(池世梨 譯) 2018: 78)
이 요장에서 소성한 “신요”명흑유완의 수량과 “신요”명
점병의 수량은 원칙적으로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신요”명의 실물자료는 매우 드물다. 건요요지가 여
러 차례에 걸쳐 발굴되었지만, “신요”명흑유완은 출토
된 바가 없고(厦門大學人類學博物館 1964: 191-193; 福
建省博物館 等 1984: 137-145; 中國社會科學院考古硏
究所 等 1990: 1095-1099; 中國社會科學院考古硏究所

<그림 4> “新窯”銘墊餠, 羅小弟 소장

等 1995: 148-154), 다만 1992년에 대로후문산요지의 龍窯 Y9의 내부에서 “신요”명점병
이 출토되었다고 전한다(謝道華 2003: 21). 2014년에 있었던 건요요지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에서도 “신요”명 실물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危長福 2015: 33-44). 그 밖의 유지에
서도 “신요”명 실물자료는 출토된 바가 없다. 필자도 세 차례에 걸쳐 건요요지와 그 주변
의 유지들을 비교적 자세하게 조사하였지만, 그곳에서 “신요”명 실물자료는 확인하지 못
하였다. 본고에서 소개하는 “신요”명 실물자료들은 모두 기왕에 여러 박물관이나 개인이
채집 또는 소장하고 있던 것들이다.

1. “新窯”銘黑釉碗
1)

필자가 조사한 “신요”명의 실물자료 가운데 흑유완은 모두 11점이다. 그 내역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표 1>.
<표 1> “신요”명흑유완의 현황
소장자(처)

표본
번호

출토지

규격(㎝)

南平市建陽區博物館

JBWⓛ

건요요지

높이: 6.2
구경: 12.6
저경: 4.2

周建平

ZJWⓛ

도판

높이: 6.4
구경: 13.0
저경: 4.3

1) 필자가 조사한 11점의 “신요”명흑유완은 남평시건양구박물관과 건양구의 周建平 선생과 曁培澤 선생 그리고 水吉鎭의 山水建盞陶
瓷有限公社가 각각 1점씩, 후정촌의 吳立勇 선생과 지중촌의 李章福 선생이 각각 3점과 4점씩 소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남평시
건양구박물관 소장품(JBWⓛ)만 몇 차례 도록에 수록되었을 뿐이고(謝道華 2003: 74; 王永平 主編 2016: 36), 그 나머지는 모
두 이번에 처음 소개하는 것들이다. 한편, 應陳雄과 葉文程·林忠淦의 연구에 각각 한 점씩의 “신요”명흑유완편이 소개되어 있는
데, 필자가 실견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실상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應陳雄 2016:
20의 圖b-28; 葉文程·林忠淦 2016: 38의 圖4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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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자(처)

표본
번호

출토지

규격(㎝)

WLW① (傳)蘆花坪窯址

높이: 6.0
저경: 4.3

WLW② (傳)蘆花坪窯址

저경: 4.3

WLW③ (傳)蘆花坪窯址

저경: 4.3

LZW①

높이: 6.3
저경: 4.3

LZW②

높이: 6.4
저경: 4.2

LZW③

저경: 4.2

LZW④

저경: 4.3

山水建盞陶瓷有限公社

SSW①

저경: 4.4

曁培澤

JPW①

저경: 4.3

吳立勇

李章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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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표 1>에 보이는 11점의 “신요”명흑유완은, JBWⓛ만 제외하고는 모두 잔편들이다. 게
다가 소성하는 과정에서 생긴 이러저러한 흠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다. 예컨대, JBW
ⓛ과 ZJWⓛ은 釉의 발색이 좋지 않다. 후자의 경우가 더욱 그러하다. 소성온도나 소성환
경의 영향일 것이다. WLW①이나 SSW① 그리고 JPW①도 이 경우에 속한다고 볼 수 있
다. WLW③은 내면에 갑발 조각이 붙어 있다. LZW③은 절삭기로 갑발을 제거한 것인데,
이렇게 떼어낸 갑발편들이 지중촌의 옛 建陽瓷廠과 南浦溪 사이의 평지에서 발견된 바
있다(이희관 2019b: 85). LZW①의 경우는 구연부에 갑발이 부착되었던 흔적이 있으며,
굽에는 부착되었던 점병을 갈아낸 흔적이 남아 있다. WLW①의 굽에도 점병이 부착되었
던 흔적이 있다. LZW④의 경우는 저부에 부착된 점병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저부의 일부
분이 박락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들은 이러한 흠 때문에 選品 과정에서 탈락되어 폐기되
었을 것이다. 나머지 잔편들도 그렇게 폐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것들은 모두 정식 발굴된 것이 아니고 채집된 것이기 때문
에 정확한 출토지를 파악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다만 JBWⓛ은 건요요지에서
수습한 것으로 되어 있다(謝道華 2003: 74). 그 나머지도 건요요지에서 수습된 것은 분명
하다고 판단되지만, 각각의 자료들이 건요의 어느 요지에서 수습되었는지는 구체적으
로 확인하기가 힘들다. 다만 건요요지의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邱家義 선생은 그것들이
모두 노화평요지나 대로후문산요지에서 채집하였을 것이라고 한다. 필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지중촌과 후정촌의 촌민들에게 “신요”명흑유완의 출토상황에 관하여 탐문하였지
만, 이 두 요지 이외의 요지에서 “신요”명흑유완이 출토되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
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판단컨대, 구가의 선생의 말대로 11점의 “신요”명흑유완은 모두
노화평요지나 대로후문산요지에서 출토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한편, 11점 가운데 기물의 높이와 구경과 저경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두 점뿐이
다(JBWⓛ·ZJWⓛ). WLW①·LZW①·LZW②는 높이와 저경을 파악할 수 있으며, 그
나머지는 저경만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11점의 저경은 모두 4.2~4.4㎝로 거의 같다.
그리고 뒤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이것들은 기형도 비슷하다. 이러한 점들에서 볼 때,
이들 11점의 “신요”명흑유완은 모두 높이는 6㎝ 전후이고 구경은 12~13㎝가량이며 저경
은 4㎝를 약간 상회하는 크기의 것들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규격이 거의 균일한 것이
눈길을 끈다.
건요의 흑유완은 흔히 口部의 형태에 따라 기형을 분류한다. 그 대표적인 것들은 구부

가 직선적으로 벌어진 敞口碗<그림 5>, 나팔처럼 벌어진 撇口碗<그림 6>, 구연의 아랫
부분이 안으로 약간 들어간 束口碗<그림 7>, 그리고 구연이 완만하게 안으로 좁아든 듯

한 斂口碗<그림 8> 등이다(厦門大學人類學博物館 1964: 191-192; 福建省博物館 等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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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黑釉敞口碗, 蘆花坪窯址 출토,
福建博物院

<그림 6> 黑釉撇口碗, 五島美術館

<그림 7> 黑釉束口碗, 京都國立博物館

<그림 8> 黑釉斂口碗, 營長墘窯址 출토,
福建博物院

140-141; 中國社會科學院考古硏究所 等 1990: 1097-1098; 中國社會科學院考古硏究所 等
1995: 153). 11점의 “신요”명흑유완 가운데 완정품이거나 구부가 부분적으로라도 남아 있
어 기형의 복원이 가능한 것은 모두 5점인데(JBWⓛ·ZJWⓛ·WLW①·LZW①·LZW
②), 모두 속구완이다. 구연으로부터 0.5~1.0㎝가량 아랫부분에 비교적 뚜렷하게 속구가
이루어져 있다. 그 나머지는 구체적인 기형을 복원하기는 힘들지만, 남아 있는 底部와
腹部의 형태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마찬가지로 속구완일 가능성이 높다.
건요에서 제작된 속구완에는 운두가 비교적 높고 구연이 밖으로 완만하게 벌어진 부
류(Ⅰ식, 도9-①), 운두가 낮고 구연이 밖으로 급하고 예리하게 벌어진 부류(Ⅱ식, 도9②), 복부가 활처럼 휘고 구연이 밖으로 말린 듯한 부류(Ⅲ식, 도9-③)가 있다. Ⅰ식 속구
완의 경우 그 대부분은 구
경이 12㎝ 전후이고 높이
가 6~7㎝ 정도이다(中國
社會科學院考古硏究所 等
1990: 1097-1098). Ⅱ식
의 속구완은 Ⅰ식보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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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그림 9> 黑釉束口碗(① Ⅰ식, ② Ⅱ식, ③ Ⅲ식), 蘆花坪窯址 출토

경이 약간 큰 편이며, 수량이 그다지 많지 않다. Ⅲ식은 속구완 가운데 가장 크기가 작은
편에 속한다. 그 대부분이 높이는 6㎝ 이하이고 구경은 11㎝ 전후이며 저경은 4㎝ 이하
이다(福建省博物館 等 1984: 141). 11점 가운데 구체적인 기형을 파악할 수 있는 5점(JBW
ⓛ·ZJWⓛ·WLW①·LZW①·LZW②)은 모두 Ⅰ식 속구완에 속한다고 판단된다. 그
나머지는 단정하기는 힘들지만, 잔존한 기물의 크기나 형태 등으로 미루어 볼 때, Ⅱ식
이나 Ⅲ식보다는 Ⅰ식의 속구완에 속할 공산이 더 크다.
명문의 경우는, 저부의 일부가 박락된 LZW④의 그것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거의 완전
하게 남아 있다. LZW④의 경우도 비록 “窯”자의 아랫부분 획이 떨어져 나갔지만 판독하
는 데에는 별 지장이 없다. 명문을 표시한 기법을 살펴보면, ZJWⓛ·WLW③·JPW①의
세 명문을 제외한 나머지는 한눈에 보아도 인화기법, 즉 인장으로 찍는 방식으로 표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문제의 세 명문은 얼핏 보면 각화기법으로 표시한 것이 아닐까 생각
될 수도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군데군데에 눌러 찍은 흔적이 눈에 뜨인다. 따라서 11
개의 명문이 모두 인화기법으로 표시하였음이 분명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11개의 명문은 글씨체나 글씨의 배치 등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크게 두 부류
로 나뉜다. 한 부류는 획이 각화기법으로 표시한 것처럼 비교적 날카롭고 깊게 찍힌 것
들이고(Ⅰ류), 또 한 부류는 상대적으로 뭉뚝하고 얕게 찍혀 있는 것들이다(Ⅱ류). ZJW
ⓛ·WLW③·JPW①이 Ⅰ류에 속하고, 그 나머지는 Ⅱ류에 속한다. Ⅱ류의 경우 “신”자
와 “요”자가 종으로 가지런하게 배치되어 있는 반면, Ⅰ류의 경우는 “요”자가 “신”자보다
약간 우측으로 치우쳐 있어, 양자가 쉽게 구별된다. 더 나아가 두 부류에 속한 각각의 명
문을 자세히 비교해보면, 동일한 부류의 명문들은 글씨체뿐만 아니라 글씨의 크기까지
2)

상당히 비슷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두 부류의 명문들은 각각 동일한 인장으로 찍
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新窯”銘墊餠
3)

필자가 파악한 “신요”명점병의 실물자료는 모두 8점이다. 그 내역을 표로 제시하면 다
음과 같다<표 2>.

2) 단, 각 부류에 속한 명문들의 동일한 획의 굵기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인장을 누르는 힘의 크기나 기물의 硬度가 한결
같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3) 8점의 “신요”명점병은 복건박물원과 지중촌의 李章福·羅小弟 선생이 각각 1점·5점·2점씩 소장하고 있다. 한편, 謝道華는 명
문이 있는 한 점병을 “신요”명점병으로 소개하였는데(謝道華 2003: 98의 圖188), 무엇인가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필자
가 직접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것은 “신요”명점병이 아니라 “진잔”명점병이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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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신요”명점병의 현황
소장자(처)

표본
번호

출토지

福建博物院

FBD①

대로후문산요지

LZD①

(傳)대로후문산요지
또는 노화평요지

굽자국의
직경: 4.4
두께: 1.2

LZD②

(傳)대로후문산요지
또는 노화평요지

굽자국의
직경: 4.3
두께: 1.3

LZD③

(傳)대로후문산요지
또는 노화평요지

굽자국의
직경: 4.3
두께: 1.6

LZD④

(傳)대로후문산요지
또는 노화평요지

굽자국의
직경: 4.2
두께: 1.5

LZD⑤

(傳)대로후문산요지
또는 노화평요지

굽자국의
직경: 4.2
두께: 1.4

LXD①

(傳)대로후문산요지
또는 노화평요지

굽자국의
직경: 4.4
두께: 1.2

LXD②

(傳)대로후문산요지
또는 노화평요지

굽자국의
직경: 4.3
두께: 1.5

李章福

규격(㎝)

羅小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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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표 2>에 보이는 8점의 “신요”명점병 가운데 FBD①은 앞서 언급한 바 있는 1994년 일
본에서 개최된 특별전 <唐物天目>에 출품되었던 것으로(茶道資料館 編 1994: 79), 1989
년에 대로후문산요지에서 채집된 것이다(茶道資料館 編 1994: 242). 나머지는 모두 이번
에 처음 소개되는 것들인데, 모두 노화평요지나 대로후문산요지에서 수습한 것으로 전
한다. 규격을 파악하지 못한 FBD①을 제외한 나머지 “신요”명점병들의 경우는 굽자국의
직경이 모두 4.2~4.4㎝이다. 즉 저경이 그러한 크기의 “신요”명흑유완을 받쳤음을 의미
한다. 이 크기는 앞서 검토한 11점의 “신요”명흑유완의 저경이 4.2~4.4㎝인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
8점의 “신요”명흑유완의 명문들은 글씨체나 글씨의 배치 등을 기준으로 볼 때, 크게
LZD①~④·LXD②와 LZD⑤·LXD①과 FBD①의 세 부류로 나뉜다. 그런데 각 부류의
명문들을 자세히 관찰하고 아울러 “신요”명흑유완의 그것들과 대조해보면, 이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류의 “신요”명은 각각 “신요”명흑유완의 명문 Ⅰ류와 Ⅱ류와 좌우 반
전된 것만 다를 뿐 거의 일치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두 부류의 “신요”명이
있는 점병은 각각 Ⅰ류와 Ⅱ류의 명문이 찍힌 흑유완을 소성할 때 받친 것이라고 판단된
다. 다만 FBD①의 “신요”명은 글씨체는 Ⅰ류의 명문과 비슷하지만, “신”자와 “요”자가 종
으로 가지런하게 배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것과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FBD①은 Ⅰ류
나 Ⅱ류가 아닌 제3의 “신요”명(Ⅲ류)이 찍힌 흑유완을 소성할 때 받친 점병일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부류의 “신요”명흑유완의 실물자료는 아직 확인하지 못하였다. 차후 발견
되기를 기대한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요”명흑유완의 경우 Ⅱ류의 “신요”명
이 찍힌 것(8점)이 Ⅰ류의 “신요”명이 찍힌 것(3점)보다 훨씬 많은데, “신요”명점병의 경
우는 이와 정반대라는 점이다. Ⅰ류의 “신요”명이 찍힌 점병이 5점이나 되는 반면, Ⅱ류
의 “신요”명이 찍힌 것은 고작 2점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상은, 그 원인을 “신요”명이 있
는 흑유완과 점병의 실물자료의 수량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찾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
으로 점병에 찍힌 Ⅰ류의 “신요”명이 뚜렷하게 보이는 반면, Ⅱ류의 “신요”명은 그렇지
4)

않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추측된다. Ⅰ류와 Ⅱ류의 명문이 찍힌 점병들 가운
데 명문이 눈에 잘 뜨이는 전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수습되고 그렇지 않은 후자가 덜
수습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다.

4) “신요”명흑유완의 명문의 경우, 일반적으로 Ⅰ류는 획이 각화기법으로 표시한 것처럼 비교적 날카롭고 깊게 찍힌 반면, Ⅱ류는 상
대적으로 뭉뚝하고 얕게 찍혀 있는 편이라는 점은 이미 앞 절에서 언급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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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新窯”銘黑釉碗의 제작시기
“신요”명흑유완을 포함한 특정 종류의 자기의 제작시기를 밝히기 위해서는 문헌기록이
나 실물자료가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신요”명흑유완에 관하여 언급한 당시
의 문헌기록은 찾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현 단계에서 이 흑유완의 제작시기를 밝힐 수
있는 방법은 “신요”명이 있는 실물자료, 즉 “신요”명흑유완과 “신요”명점병을 통하는 길
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까지 파악된 “신요”명이
있는 흑유완과 점병의 실물자료는 모두 정식 발굴을 통하여 출토된 것이 아닌, 기왕에
여러 박물관이나 개인이 채집하거나 소장하고 있던 것들이다. 당연히 그것들의 구체적
인 출토지점이나 퇴적관계 등을 포함한 출토상황에 대하여 알려진 바가 거의 없는 상황
이다. 따라서 그러한 실물자료를 통하여 “신요”명흑유완의 제작시기 문제에 접근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신요”명흑유완의 제작시기를 밝히는 데 가장 유
효한 방법은 “신요”명흑유완과 같은 유형의 건요 흑유완의 전개과정을 추적하는 것이 아
닐까 한다. 그러한 유형의 건요 흑유완의 전개과정에서 “신요”명흑유완이 시간적으로 어
느 위치에 있었는지를 검토해봄으로써 그 제작시기를 파악하는 데 다가갈 수 있을 것으
로 믿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요”명흑유완의 실물자료가 모두 속구완이며, 그 가운데에서
도 운두가 비교적 높고 구연이 밖으로 완만하게 벌어진 Ⅰ식 속구완에 속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 이러한 형식의 흑유속구완은 건요의 흑유속구완 가운데에서 가장 보편적이면서
도 대표적인 부류라고 할 수 있다.
건요요지는 여러 차례 발굴되었지만, Ⅰ식 흑
유속구완의 기형적 변화과정을 추적할 수 있을
만큼 그 퇴적층과 출토자료에 대한 분석과 해석
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러한 상황 아
래에서 우리는 중국과 일본의 여러 유지에서 출
토된 흑유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는 특히 후쿠오카(福岡)시의 하카타유지(博多遺
址)에서 출토된 흑유완들이 주목된다. 하카타(博

<그림 10> 福建 지방에서 생산된 흑유완,
博多遺址 출토

多)는 중세의 무역항으로서 중국제품을 중심으로 한 다양하고 많은 무역도자가 출토된
곳으로 유명하다. 이 가운데에는 건요를 비롯한 복건지방의 여러 요장에서 생산된 흑유
완도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다<그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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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Ⅰ식 흑유속구완의 기형적 변화과정을 파악할 때 특히 각 흑유완의 운두와 속
구의 형태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 둘이 Ⅰ식 흑유속구완의 기형적 변화과정을 파악
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운두의 경우는 흑유완의 높이 대
구경의 비율(높이/구경)로 파악할 수 있는데, 높이/구경의 값이 클수록 운두가 높다.

<그림 11> 黑釉束口碗(Ⅰ식), 江浦縣
張同之墓(1195) 출토

<그림 12> 黑釉束口碗(Ⅰ식), 淸江縣
南宋開禧元年墓(1205) 출토

중국의 경우 여러 분묘 등의 유지에서 건요의 Ⅰ식 속구완이 출토된 바가 있지만(劉濤

2004: 128; 桂冠 2013: 12-17; 葉文程·林忠淦 2016: 44-49), 紀年遺址에서 출토된 예는
매우 드물다. 그 가운데 하나는 江蘇省 江浦縣 張同之墓(1195)에서 출토된 그것이다(南

京市博物館 1973: 59-62; 張柏 主編 2008a: 133)<그림 11>. 이 흑유완은 태토와 유 모두 건
요 흑유완의 특징을 갖추고 있으며, 내외면에 兔毫紋이 발현되어 있다. 그리고 구연으로

부터 1㎝가량 아래에 속구가 이루어져 있다. 기물의 높이는 7.1㎝, 구경은 12.0㎝, 저경
5)

은 4.3㎝로서, 높이/구경의 값이 약 0.59로 0.5를 넘는다. 江西省 淸江縣 南宋開禧元年墓
(1205)에서도 Ⅰ식 흑유속구완이 한 점 출토되었는데<그림 12>, 건요산이 분명하다(黃冬
梅 1987: 10; 張柏 主編 2008b: 53). 기물의 높이는 6.8㎝, 구경은 12.0㎝, 저경은 4.0㎝이
다. 보고자는 이것을 창구완으로 분류하였지만, 이는 착오로 보인다. 구연으로부터 0.5
㎝가량 아래에 뚜렷하게 속구가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높이/구경의
값은 0.57이다.
森本朝子의 연구에 따르면, 하카타유지의 경우 張同之墓나 南宋開禧元年墓 출토품과
같은 기형적 특징을 가지는 Ⅰ식 흑유속구완은 주로 12세기 후반~13세기 전반의 유지에
6)

서 출토된다고 한다<그림 13>. 이것들은 구연의 아래에서 속구가 뚜렷하게 이루어진 것
5) 『中國出土瓷器全集』에는 기물의 높이와 구경과 저경이 각각 6.6㎝·11.7㎝·4.3㎝로 되어 있어(張柏 主編 2008a: 133), 보고
문의 그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6) 森本朝子가 Ⅳ-①類로 분류한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森本朝子 1994: 1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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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징이다. 그리고 운두가
비교적 높아서 기물의 높이/
구경의 값이 일반적으로 0.5
를 넘는다.
현재, 張同之墓의 출토품이
건요의 Ⅰ식 흑유속구완 가운
데 기년명 자료로서 가장 이
른 시기의 것임은 분명하지

<그림 13> 12세기 후반~13세기 전반의 博多遺址에서 출토된Ⅰ식
黑釉束口碗

만, 그것이 Ⅰ식 흑유속구완

의 초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南宋開禧元年墓나 12세기 후반~13세기 전반의
하카타유지 출토품도 마찬가지이다. 이것들은 모두 전성기에 제작된 전형적인 Ⅰ식 흑
유속구완의 실례에 속한다.
그러면 건요의 Ⅰ식 흑유속
구완은 언제 출현한 것일까?
하카타의 12세기 전기의 유지
에서 출토된 흑유완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 시
기의 하카타유지에서 출토된
<그림 14> 12세기 전기의 博多遺址에서 출토된 Ⅰ식 黑釉束口碗

Ⅰ식 흑유속구완은 앞서 살펴

본 12세기 후반~13세기 전반의 유지에서 출토된 것과 같은 형식의 흑유속구완과는 여러
측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이것들은 전체적으로 기벽이 얇고, 구연이 外反되었으며,
7)

구연의 바로 아래에서 살짝 속구가 이루어져 있다<그림 14>. 어떤 것은 속구가 분명하
게 이루어지지 않아 별구완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운두가 비교적 낮아서 높이/구경
8)

의 값이 0.5에 미치지 못한다. 전체적인 기형은 전형적인 Ⅰ식 흑유속구완과 유사하지
만, 속구가 덜 분명하게 이루어져 있고 아울러 상대적으로 운두가 낮은 것이다. 森本朝
子는 이것들이 전형적인 속구완의 초기적 형태가 아닐까 추측하였는데(森本朝子 1994:
196), 필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필자는 건요의 Ⅰ식 흑유속구완이 12세기 전기에 출현하였을 것으
로 믿는다. 구연의 바로 아래에서 뚜렷하지 않게 속구가 이루어지고 아울러 운두가 낮은
7) 森本朝子가 Ⅲ-①類로 분류한 것들이 이것이다. 森本朝子 1994: 196.
8) 森本朝子는 이러한 부류 가운데 기물의 높이/구경의 값이 2/3을 전후한 운두가 높은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는데(森本朝子
1994: 196), 이것들은 Ⅰ식과는 다른 부류의 흑유속구완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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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의 Ⅰ식 흑유속구완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전성기 단계에 접어들어 속구가 뚜렷하게
이루어지고 운두가 상대적으로 높은 전형적인 그것으로 변화해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림 15> 초기의 Ⅰ식
黑釉束口碗, 水尾嵐遺址 출토

<그림 16> “新窯”銘黑釉碗,
南平市建陽區博物館

<그림 17> 전성기의 Ⅰ식
黑釉束口碗, 蘆花坪窯址 출토

그러면 이러한 건요의 Ⅰ식 흑유속구완의 전개과정에서 “신요”명흑유완은 어디쯤에
위치하는 것일까?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요”명흑유완의 경우 구연으로부터
0.5~1.0㎝가량 아래에 비교적 뚜렷하게 속구가 이루어져 있다. 속구의 형태만 놓고 보면,
초기 단계의 Ⅰ식 속구완보다는 전성기 단계의 전형적인 Ⅰ식 속구완에 훨씬 더 가깝다
<그림 15·16·17>. 한편, <표 1>에 제시한 11점의 “신요”명흑유완 가운데 구체적으로 운
두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두 점뿐이다(JBWⓛ·ZJWⓛ). 이 두 점의 높이/구경의 값은
모두 0.5에 가깝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1점의 “신요”명흑유완이 기형뿐만 아니라
규격까지도 거의 균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나머지의 높이/구경의 값도 거의 같았을 것
이다. 운두의 측면에서 보면, “신요”명흑유완은 건요 Ⅰ식 속구완의 초기 단계와 전성기
단계의 중간쯤에 위치하는 셈이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볼 때, “신요”명흑유완은 기형적 측면에서 초기 단계의 Ⅰ식
흑유속구완보다는 상대적으로 전성기 단계의 그것에 더 가깝다고 판단된다. 즉, “신요”
명흑유완은 12세기 전기의 Ⅰ식 흑유속구완의 초기 단계를 벗어나 전성기 단계에 접어
든 이후의 산물로 보여지는 것이다. 다만, 운두의 측면 등을 고려하면 “신요”명흑유완이
張同之墓나 開禧元年墓 출토의 흑유속구완들보다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신요”명흑유완은 대략
12세기 후반 무렵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신요”명흑유완은 그 출토량이 지극히 적다. “공어”나
“진잔”명흑유완과도 비교할 바가 못 된다. 이 점으로 미루어, 건요에서 “신요”명흑유완을
생산·공어한 기간은 매우 짧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혹 한두 차례만 소성하여 공어하였
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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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新窯”銘黑釉碗의 성격 문제
지금까지 살펴온 바와 같이, “신요”명흑유완은 12세기 후반 무렵에 아주 짧은 기간 동
안 제작되었으며, 생산량도 결코 많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건요의 도공들은
굳이 이것에 다른 흑유완과 구분하여 “신요”라고 표시한 것일까? “신요”명흑유완과 “신
요”명이 없는 흑유완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여기에서 “신요”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해명은 “신요”명흑유완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신요”의 의미와 관련해서 통상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해석의 가능성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그것이 신요라는 이름의 요장이나 건요의 새로운 요장을 가리키는 것일 경우이
9)

고, 다른 하나는 “신요”의 의미가 건요의 새로운 자기 즉, 신제품을 뜻하는 것일 가능성
이다. 전자의 경우라면 “신요”라고 표시한 것은 그것이 신요라는 요장이나 건요의 새로
운 요장에서 제작한 자기임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을 것이고, 후자의 경우라면 그 이전의
자기와 구분되는 색다른 제품이라는 것은 드러내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어느 쪽이든 “신
요”는 일종의 상표가 되는 셈이다.
그런데 “신요”명흑유완이 제작되던 당시 건요가 신요라는 명칭으로 불렸다는 점은 전
혀 확인되지 않는다. 잘 아는 바와 같이, 당송시기에 요장의 명칭은 일반적으로 각 요장
이 속한 州나 縣의 이름을 따서 정하였다. 건요의 경우도 建安窯·建州窯·建寧窯 등으
10)

로 칭하여졌을 뿐이다.

따라서 “신요”명흑유완에 보이는 “신요”라는 명칭이 신요로 불

린 건요 요장을 의미하는 것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신요”를 건요의 새로운 요장으로 해
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신요”명흑유완을 제작한 것으로 판단되는 요장은 노화평요
와 대로후문산요이다. 이 두 요장은 “신요”명흑유완을 제작한 시기로 보이는 12세기 후
반보다 훨씬 이전에 開窯하여(福建省博物館 等 1984: 144-145; 中國社會科學院考古硏究
所 等 1990: 1099), 지속적으로 요업활동을 유지해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요장이
“신요”명흑유완을 제작할 즈음에 새로 건립되었다는 증거는 찾기 힘들다.
“신요”를 새로운 자기 즉, 신제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에도 주저되는 면이 있다. “신
요”명흑유완을 그 이전의 건요 흑유완과 풍격이나 품질 등의 측면에서 완전히 다른, 즉
새로운 면모를 갖춘 자기라고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기형이나 문양 등의 측면에

9) “窯”는 흔히 “瓷”, 즉 자기라는 의미로도 쓰였다. 예컨대, 남송시기에 周煇가 편찬한 『淸波雜志』에는 “又汝窯, 宮中禁燒, 內有瑪
瑙末爲油, 唯供御, 揀退方許出賣, 近尤難得.”이라는 구절이 있는데([宋]周煇 撰(劉永翔 校注) 1994: 213), 여기에 보이는 “汝
窯”는 여요라는 요장이 아니라 汝瓷, 즉 여요라는 요장에서 제작한 자기(여요자기)를 가리킨다(李喜寬 2016b: 103-104). 이러
한 관점에서 보면, 건요에서 제작한 흑유완에 보이는 “신요”도 건요에서 만든 새로운 자기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10) 건요의 명칭에 대해서는 葉文程·林忠淦 2016: 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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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자기라고 내세울 만할 정도
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건요에서 제작한 흑유자기는 거의 모두가 완이지만, 그 기형은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상황은 “신요”명흑유완이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12세기 후기 무렵의 경우라고 해서 다
르지 않다. 그런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신요”명이 찍힌 것은 그 가운데 유독 Ⅰ식 흑
유속구완이다. 다양한 기형의 흑유완들이 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형식의 흑유속구
완에만 “신요”명을 찍었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 역시 “신요”명을 찍은 것이 그것을 만든
요장이나 그 요장에서 만든 새로운 제품임을 드러내기 위해서였다고 보는 데 큰 걸림돌
이 된다.
그렇다면 건요의 도공들은 왜 신요 또는 새로운 요장에서 제작하였거나 새로운 자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굳이 특정 흑유완에 “신요”라고 표시한 것일까? “신요”명흑유완에 보
이는 “신요”의 의미는 도대체 어떻게 보아야 할까.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는
또 하나의 가능성은 그것이 제작처인 요장의 상황이나 제작자인 도공의 의사와는 무관
한 제3의 요소와 관련이 있었을 경우이다. 통상적으로 그 제3의 요소로 주문자를 떠올릴
수 있다.
“신요”명흑유완이 주문 제작된 것이라면, 그것이 특정한 기형에 한정되어 있다고 하더
라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주문자가 기호에 따라 특정한 형태의 기물을 주문하고, 제
작자가 그것을 제작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신
요”명흑유완은 주문에 따라 특정하게 제작된 흑유완에만 “신요”명을 찍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셈이다. “신요”명흑유완에 “신요”라고 표시한 것은 도공이 자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
이라기보다는 주문자 측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을 공산이 크다. 결과적으로 “신요”명흑유
완은 다양한 소비자에게 팔기 위하여 제작한 일반적인 상품용 기물이 아니라 특별히 주
문에 따라 제작된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신요”명흑유완을 주문한 주체는 누구일까? 그는 왜 특정 흑유완에 “신요”라고
표시하게 한 것일까? 이에 대한 해명과 관련하여, “신요”명흑유완이 제작된 송대를 전후한
시기에 신요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송대 무렵의 기록에 보이는 신요의 용례는 매우 드물다. 필자가 이 시기의 문헌이나 墓
誌 등을 통해서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다음의 여섯 사례이다.
(A) 狻
 猊出香, 亦翡色也. 上爲蹲獸, 下有仰蓮, 以承之. 諸器惟此物最精絶. 其餘, 則越州
古秘色·汝州新窯器, 大槩相類.([宋]徐兢 撰 1970: 310)

(B) 宋葉
 寘『坦齋筆衡』云‥‥‥中興渡江, 有邵成章提擧後苑, 號邵局, 襲故京遺製, 置窯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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修內司, 造靑器, 名內窯, 澄泥爲範, 極其精緻, 油色瑩徹, 爲世所珍. 後郊壇下別立新
窯, 比舊窯大不侔矣.([元]陶宗儀 撰 1959: 362-363)

(C) 中興渡江, 有邵成章提擧後苑, 號邵局, 襲徽宗遺製, 置窯于修內司, 造靑器, 名內窯,

澄泥爲範, 極其精緻, 油色瑩徹, 爲世所珍. 後郊下別立新窯, 亦曰官窯, 比舊窯大不侔
矣.([宋]顧文薦 撰 1927: 92)

(D) 

汝窯土脉偏滋媚, 高 新窯皆相類.

高廟在日㬠直錢, 今時押眼看價例.

汝窯土脉滋媚, 與高麗器物相類, 有鷄爪紋者認眞, 無紋者尤好. 此物出北地. 新窯, 修
內司自燒者. 自後僞者, 皆是龍泉燒造者.([宋]佚名 撰 1995: 809)

(E) 上林鄕聞陸保兪仁福爲耶卅九郞去太平興國二年歲次丁丑其年閏七月六十六日在新窯
官坊造此食甁蓋, 燒求充管係.(厲祖浩 編著 2013: 198)

(F) 上林鄕東窯保馬思邽妻聞氏三十娘, 去庚申建隆二年六月初六日‥‥‥言定今於當鄕
金 並男匡厚·匡時第邊買得楊梅

嶺東新窯保內北山脚下之一片, 東西一十丈, 南北

一十丈, 於內下墳, 永賣與院, 長 安葬

共斷約平直, 價錢五阡文 十 , 其錢並

地立契日交 並足‥‥‥壬戌建隆三年八月卄二日 府印行 金

契. 同賣男匡時·

匡厚, 保人葉贇. 人批行喪門癸 並在金邊路金 重批. 十月初一日己酉日安葬記.(厲
祖浩 編著 2013: 190)

사료(A)는 徐兢의 『宣和奉使高麗圖經』에 보이는 내용이다. 서긍은 고려의 翡色靑瓷 가

운데 狻猊出香을 제외한 나머지는 越州古秘色이나 汝州新窯器와 대략 비슷하다고 하였

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해보아야 할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이 “여주신요기”이다. 여기
에 보이는 “신요”에 대해서는 그것을 새로운 요장이라고 보는 견해와, “신요기” 전체를
묶어 새로운 자기라고 해석하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李喜寬 2016b: 111-112). 그러나 어
느 쪽이든 문제의 여주신요기가 북송관요자기나 여요자기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점에 대
해서는 대체로 의견을 같이한다. 북송관요는 최초의 관요로서 어용자기를 전문적으로
생산하였다([元]陶宗儀 撰 1959: 362-363). 여요자기 역시 선별을 거쳐 우선적으로 어용
자기로 공급되었다([宋]周煇 撰 1994: 213). 따라서 여주신요기의 “신요”를 어떻게 이해하
여도, 그것이 어용자기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사료(B)는 葉寘의 『坦齋筆衡』에 전하는 내용이다. 이 책은 남송 중기 무렵에 편찬된 것

으로 추정되는데(鄭建華 2004: 48-50), 현재 原本은 남아 있지 않고 그 가운데 일부가 원

대에 陶宗儀가 편찬한 『說郛』와 『南村輟耕錄』에 초록되어 전해오고 있다(李喜寬 2016:
16). 사료(B)는 후자에 실려 있다. 이 대목은 남송관요에 관하여 언급한 것인데, 내용 중

에 수내사관요를 설립한 이후에 별도로 郊壇下에 “신요”를 설립하였다고 하여, “신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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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명칭이 보이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郊壇下官窯라고 부르는 것이 그것이다.
여기서의 “신요”는 단지 새로 설립된 요장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교단하에 별도로
설립된 요장의 이름일 수도 있다. 또한 신요가 본래는 특정한 요장을 가리키는 명칭이
아니라 그저 새로운 요장이라는 의미였지만, 후에 교단하관요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굳
어졌을 가능성도 있다(李仲謨 2001: 76). 실제가 어떠했는지는 판별하기 쉽지 않지만, 어
느 견해를 따르더라도 문제의 “신요”가 관요로서 어용자기를 제작하기 위하여 설립되었
다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다.
사료(C)는 남송 말기의 문인인 顧文薦이 찬술한 『負暄雜錄』에 보이는 내용이다. 이 책

도 원본은 전하지 않으며, 그 내용의 일부만 도종의가 찬한 『說郛』에 초록되어 전해온다.

사료(C)의 내용은 앞서 검토한 사료(B)의 그것과 거의 동일한데, 전자가 후자를 거의 그
대로 초록한 것으로 판단된다(李喜寬 2016a: 25-34). 한 가지 차이점은 사료(C)에는 사료
(B)와 다르게 별도로 교단하에 “신요”를 설립하였다는 내용에 이어서 그 요장을 “역시 관
11)

요로 불렀다(亦曰官窯)”는 내용이 첨가되어 있다. 이 내용의 신뢰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 기록에 보이는 “신요” 역시 사료(B)에 보이는 그것처럼 어용자기를 제작하기 위하여
설립된 관요를 가리킨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사료(D)는 『百寶總珍集』의 靑器條의 내용이다. 이 책은 총 100가지의 진귀한 물건들에
대하여 서술하였는데, 모든 조목이 七言絶句 一首와 그 시에 대한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
다. 그 찬자는 전해지지 않지만, 남송 후기에 도성인 臨安의 어느 골동상인이 찬술한 것
으로 추정되고 있다(李仲謨 2001: 74-75). 이 조목에는 시와 주석에 각각 한 번씩 “신요”
가 언급되었다. 시에서는 “고려(요)”와 “신요”가 모두 “여요”와 비슷하다고 하였다. 이들
세 요장에서 만든 기물, 즉 자기가 비슷하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한편, 주석에는 “신요”
가 “修內司自燒者”, 즉 수내사가—또는 에서—소성한 것이라고 한 대목이 있다(李喜寬
2016c: 363-369). 여기에 보이는 “신요”도 시의 내용에 보이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신요라
는 요장에서 만든 자기를 가리킨다. 이 요장의 실체에 대해서는 그것이 수내사관요라는
견해와 교단하관요라는 견해로 갈리지만(李喜寬 2016c: 363-366), 그것이 남송관요의 범
주에 속한 요장이라는 점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사료(E)는 耶卅九郞墓誌(977)의 全文이다. 이 묘지는 越窯靑瓷糧罌의 뚜껑에 음각되어

있다<그림 18>. 糧罌은 부장용 명기의 일종으로, 糧甖이나 糧罌甁 등으로도 부른다<그림

19>. 罌과 뚜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경우는 뚜껑만 제작한 것이 흥미롭다. 이 명문

11) 사실 필자는 “역시 官窯로 불렀다(亦曰官窯)”고 한 내용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 내용을 첨부한 것은 문맥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어색
하기 짝이 없는 일로서, 『부훤잡록』의 찬자인 고문천의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李喜
寬 2016: 33-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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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上林鄕의 聞陸保에 살고 있던 兪仁福은 耶
卅九郞이 太平興國 2년(977)에 돌아가자 그해에 그를

위하여 越窯靑瓷糧罌의 뚜껑을 만들었다고 한다. 상림
향은 당송시기 월요의 중심지로서, 오늘날의 慈溪市
上林湖 일대에 해당하며, 유인복과 야삽구랑은 모두
관직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일반 백성
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耶卅九郞墓誌가 음각된

<그림 18> 越窯靑瓷糧罌의
뚜껑(耶卅九郞墓誌, 977)

糧罌 뚜껑은 “新窯官坊”에서 만든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대목에서 “신요”는 문제의 양앵 뚜껑을 만든 요장
으로서 언급되었다. 그러므로 “신요”는 그저 새로 건립
된 요장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양앵을 만든 특정 요
장의 이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신요관방”에 보이는
“신요”와 “官坊”, 즉 관부가 설립·운영한 作坊의 관계
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신요”
가 곧 “관방”일 가능성이다. 이 경우 문제의 “신요”는
관요의 성격을 가진 요장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하나
는 “관방”이 “신요”에 속해 있는 여러 작방 가운데 하
나일 가능성이다. 월요의 경우 한 요로에서 여러 작방
이 만든 기물들을 함께 소성하기도 하였다(浙江省文物

<그림 19> 越窯靑瓷糧罌
(張府君妻黃氏墓誌, 924)

考古硏究所 等 2002: 369). 현재의 시점에서 “신요”와 “관방”의 관계가 양자 가운데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판별하기는 힘들지만, 이 “신요”가 “관방”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만
은 인정하여도 좋다고 판단된다.

厲祖浩의 정치한 연구에 따르면(厲祖浩 2013: 59-60), 이 시기에 월요에서 관방을 설

립·운영한 것은 省瓷窯務였다. 그리고 이 관방에서 만든 월요자기는 기본적으로 吳越

國의 왕실과 송을 비롯한 중원의 조정에 상공되었다. 바꾸어 말하면, 주로 어용자기를
생산한 셈이다. 그러한 “신요관방”에서 일반 백성의 명기를 만든 것은 일반적인 일이라
고 보기는 힘들다. 그래서 耶卅九郞墓誌에서 그것이 음각된 양앵의 뚜껑을 “신요관방”에
12)

서 만들었다고 특기한 것은 아닐까?

아무튼 사료(E)에 보이는 “신요”도 어용자기와 깊

은 관련이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2) 당송시기의 월요청자에 새긴 墓誌 가운데 그것을 소성한 요장을 밝힌 것은 耶卅九郞墓誌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 厲祖浩 編
著 20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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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요는 상림향의 한 保의 이름에도 그 흔적을 남
겨 놓았다. 사료(F)는 越窯靑瓷罐에 음각되어 있는 馬
思邽妻聞氏三十娘墓誌(962)의 내용 가운데 일부이다

(그림20). 이에 따르면, 馬思邽의 妻 聞氏는 建隆 2년
13)

(961)—또는 建隆 元年(960)—에 돌아갔으며,

建隆 3

년(962)에 묘지로 쓸 토지를 매입하여 그해 10월에 안
장하였다. 그런데 그 묘지의 위치가 상림향의 “新窯保”
에 있는 北山 기슭으로 되어 있다. “新窯保”라는 이름
이 그곳에 신요가 건립되어 있었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그 신요와 사료(E)에 보이는 “신요관방”의 신

<그림 20> 越窯靑瓷罐
(馬思邽妻聞氏三十娘墓誌, 962)

요가 동일한 요장이라는 점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이 요장이 신요로 불리게 된 것이 단지 그것이 새로 건립되었기 때문인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른 일반 요장들과는 성격을 달리한 요장이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 밖의 요
인 때문이었는지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힘들다. 다만, 신요라는 요장의 이름이 그 요장
이 위치한 보의 명칭에까지 채용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이상의 여섯 사례를 통하여 볼 때, 송대를 전후한 시
기에 신요라는 명칭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쓰인 경우도 한결같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신요의 용례를 관통하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 그것은
각각의 용례가 모두 어용자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어용자기만을 전문적으로 생산한 남송
관요의 특정 요장에서 제작한 자기의 경우, 그것을 신

<그림 21a> “供御”銘黑釉碗,
蘆花坪遺址 출토,南平市建陽區博物館

요로 칭하기까지 하였다[사료 (D)]. 얼핏 생각하면, 신
요라는 말은 새로운 요장이나 그곳에서 만든 자기라는
의미로서 보편적으로 쓰였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렇게 제한된 경우에만 쓰였
음이 흥미롭다.
이와 같은 신요의 용례적 특성을 건요의 “신요”명흑
유완에 적용시켜 놓고 보면, 이것 역시 어용자기와 관

<그림 21b> 그림21a의 底部

13) 이 묘지에는 聞氏가 돌아간 해가 “庚申建隆二年”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建隆 2년(961)은 庚申年이 아니라 辛酉年이며, 庚申
年은 建隆 元年(960)이다. 그러므로 “庚申建隆二年”은 “庚申建隆元年”이나 “辛酉建隆二年”의 착오가 분명하다. 厲祖浩 編著
2013: 19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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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신요”명흑유완을 주문한 주체는 남송
궁정이었을 것이다. 그곳이 어용자기의 주요 소비처였기 때문이다. 요컨대, “신요”명흑
유완은 남송 궁정의 주문으로 제작된 어용자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건요에서 제작한 흑유완의 일부가 공어되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공어”·“진
잔”명흑유완이 그 증거이다<그림 21>. “공어”·“진잔”명흑유완의 제작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필자가 검토한 바에 따르면, 그 제작시기는 건요 Ⅰ식 흑유속
14)

구완의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12세기 전기로 추정된다.

하카타에서도 “공어”·“진잔”

명흑유완과 같이 外反된 구연의 바로 아래에서 살짝 속구가 이루어지고 높이/구경의 값
이 0.5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흑유완들은 12세기 전기의 유적에서 출토된다(森本朝子
1994: 196).
그런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요”명흑유완은 12세기 후반의 어느 시기의 산물로 추정
된다. 그리고 이 시기는 “공어”·“진잔”명흑유완을 포함한 건요 Ⅰ식 흑유속구완의 초기 단
계가 끝나고 전성기 단계에 접어든 이후에 해당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건
요에서는 12세기 전기에 행하던 “공어”·“진잔”명흑유완의 공어가 끝난 후 어느 정도 시간
이 흐른 뒤인 12세기 후반경에 다시 “신요”명흑유완을 제작하여 공어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왜 후자에 전자와 다른 명문을 표시하게 하였는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다만, 그것이 후
자가 전자의 공어가 끝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 새로 공어하게 된 것이라는 점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추측해볼 따름이다. 즉, 전자는 이전의 자기이므로 舊窯가 되고, 후
자는 새로운 자기, 즉 新窯가 되는 셈이다. 요컨대, “신요”명흑유완은 “공어”·“진잔”명
흑유완 이후 건요에서 새롭게 남송 궁정에 공어하게 된 어용자기로서, 이러한 의미에서
“신요”라는 명칭을 표시하게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Ⅴ. 맺음말
증범이 건요의 “신요”명흑유완과 관련된 실물자료를 소개한 지 이미 20여 년이 지났다.
하지만 이것에 관한 연구에는 거의 진척이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
여 “신요”명흑유완과 “신요”명점병의 실물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아울러 그 결과를 주
요 토대로 “신요”명흑유완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들을 검토한 것이 본고이다.

14) 이희관, 「建窯 “供御”·“進琖”銘黑釉碗의 제작시기 문제」(近刊)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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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 검토의 대상으로 삼은 실물자료는 11점의 “신요”명흑유완과 8점의 “신요”
명점병으로, 그 대부분은 필자가 처음 소개하는 것이다. 이것들은 모두 노화평요지나 대
로후문산요지에서 출토된 것으로 추정된다. 흑유완의 경우, 특정한 기형과 크기의 속구
완에서만 “신요”명이 확인되며, “신요”명점병의 경우도 거의 균일한 크기의 “신요”명흑
유완을 받치는 데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까지 파악된 “신요”명이 있는 흑유완과 점병의 실물자료는 모두 정식 발굴을 통하
여 출토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퇴적관계 등을 포함한 출토상황에 대하여 알려진 바가 거
의 없는 편이다. 그러므로 그 제작시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힘들다. 다만 “신요”명
흑유완의 기형적 특징을 파악하고, 그것을 정식 발굴된 흑유완의 그것과 비교해본 결과
12세기 후반의 어느 시기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신요”명흑유완은 남송 궁정의 주문으로 제작된 어용자기일 가능성이 크다. 건요
는 이미 12세기 전반경에 “공어”·“진잔”명흑유완을 공어한 바 있는데, 이것의 공어가 끝
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인 12세기 후반경에 다시 “신요”명흑유완을 공어하게 된 것
이다. 이 점에서 보면, 전자는 이전의 자기, 즉 舊窯가 되고, 후자는 새로운 자기, 즉 新窯
가 되는 셈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요”라는 명문을 표시하게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이 이 연구에서 도달한 대략적인 결론이다. 하지만 이것은 “신요”명흑유완에 대한
연구의 시작일 뿐이다. “신요”명흑유완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예
컨대, “공어”·“진잔”명흑유완의 공어가 중단된 후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 다시 “신요”
명흑유완을 공어하게 한 까닭은 무엇일까? 이렇게 재개된 “신요”명흑유완의 공어는 왜
그렇게 짧은 기간 안에 중단된 것일까? “공어”·“진잔”명흑유완과 “신요”명흑유완의 생
산·공어체계는 같았을까, 아니면 달랐을까? 후자의 경우였다면, 어떤 차이가 있었을
까? “신요”명흑유완을 생산한 것으로 판단되는 노화평요와 대로후문산요는 하나의 요장
이었을까, 아니면 별개의 요장이었을까? 이러한 의문들에 대한 해답을 구할 수 있다면,
“신요”명흑유완뿐만 아니라 건요의 실상과 성격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는 더욱 넓고
깊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차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논문접수일(2020.10.20.) ▶심사완료일(2021.02.15.) ▶게재확정일(20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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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 Issues on the black glazed bowl marked
with “Xinyao (新窯)” of Jian ware
Lee, Heegwan

(Independent Scholar)
The materials reviewed in this study include 11 pieces of the black glazed bowl
marked with “Xinyao (新窯)” and 8 disk-shaped setters marked with “Xinyao (新窯)”, and
most of them were first introduced in this study. All of them were presumed to be excavated
either from the Luhuaping (蘆花坪) kiln site or from the Daluhoumenshan (大路後門山) kiln
site. In the case of the black glazed bowls, these inscriptions of “Xinyao ” were marked on
only the Shukou (束口)-type bowls of the same shape and size, and the disk-shaped setters
marked with “Xinyao ” were used to set such black glazed bowls marked with “Xinyao ”.
Since all the materials of the black glazed bowls and the disk-shaped setters marked
with “Xinyao ” were not excavated through official excavations, the situations when they
were excavated including the status of sedimentation were little known.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identify the production period of them. But, when the characteristics of the
shape of the black glazed bowls marked with “Xinyao ” were reviewed and compared with
those of the black glazed bowls that were officially excavated, they seem to have been
produced sometime in the late 12th century.
Meanwhile, the black glazed bowls marked with “Xinyao ” are highly likely to have
been produced for royal use under the order of the palace of the Southern Song. In other
words, they were the royal wares. The Jian kiln already presented the palace of the Song
with the black glazed bowls marked with “Gongyu (供御)” or “Jinzhan (進琖)” in the early

12th century. Later, they were no longer presented for royal use from the Jian kiln, and after
some time the black glazed bowls marked with “Xinyao ” started to be presented again for
royal use in the late 12th century, which tells that the former were the old wares, that is,
“Jiuyao (舊窯)” and the latter were the new wares, that is, “Xinyao (新窯)”. In this context,
the latter seems to have been marked with “Xinyao ”.
Keywords : Jian kiln, the black glazed bowl marked with “Xinyao (新窯)”, the disk-shaped
setters marked with “Xinyao (新窯)”, the black glazed bowls marked with
“Gongyu (供御)” or “Jinzhan (進琖)”, royal 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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