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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15세기 국가주도로 편찬된 관찬지리지는 편찬 시기에 따라 산물들이 편제된 항목
과 내용이 차이가 있다. 磁器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각 군현의 토산(토산공물)항, 혹
은 각 도의 궐공항에 다른 산물과 함께 기재되어 있거나, 각 군현 항목 말미에 魚梁·鹽
場·鐵場 등의 예와 같이 생산처인 磁器所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재방식
의 추이는 조선 개국 후 지속적으로 정비되었던 공납제와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지리지마다 자기와 관련한 내용이 다르게 편제된 이유, 그리고 이를 기초
로 『세종실록』 지리지의 각 도의 궐공항에 있는 ‘자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검토해
보았다.
자기가 기재된 산물항의 변동은 공납으로 수취되었던 자기의 성격과 그 흐름을 같이하고
있다. 그 원인은 각 군현에서 공납으로 납부되었던 자기의 생산과 수요의 변화가 지리지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세종실록』 지리지의 수찬자들은 각 도의 궐공항에 산물을 기재함에
있어 ‘每邑所産’의 서술규식 이외에 산물의 특성과 지역성 등을 고려하여 ‘道단위의 分定’
을 원칙으로 하였다. 특히 각 도 궐공항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평안도와 함길도는 진
상자기가 분정되지 않았던 반면, 경기도와 충청도, 황해도와 강원도, 전라도와 경상도는
진상자기가 분정되어 있었다. 이를 규명한 것은 이 논문의 주요 성과라 하겠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기존 연구에서 한결같이 주목해왔던 ‘進上用 白磁와 貢納用 粉靑
沙器’라는 이원적 해석에 의문을 가지고, 선행연구자들이 제시한 진상백자에 대한 성격과
실례들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선행연구자들이 언급한 진상백자의 성격은 국왕을 비롯한
왕실구성원이 사용한 자기라는 한정된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본 글에서 규명한 각
道에 분정된 진상자기의 성격과는 부합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추후 각 道단위로 분정된 진상자기의 실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일관되
게 주목되었던 ‘進上用 白磁와 貢納用 粉靑沙器’라는 이원적 해석은 재고되어야 한다. 그
리고 이를 살펴보기 위한 과정에서 진상과 공납제를 이원화하는 시각보다는, 공납제 아래
에서 수취된 진상과 공물이라는 시각으로 접근하고자 하여야 한다.
주제어 : 官撰地理志, 磁器, 磁器所, 貢納制, 分定, 進上磁器, 白磁, 粉靑沙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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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15세기 국가주도로 편찬된 관찬지리지에는 각 道와 郡縣에 분정된 物目이 수취관계에
따라 여러 가지 항으로 구분되어 열거되었다. 磁器는 그러한 물목에 기재된 산물 중 하
나다.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 실물로 파악이 가능한 것은 오직 磁器가 유일하다. 왜냐하
면, 다른 산물은 대부분 실존하지 않지만, 자기는 고고학적 조사를 통해 실물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15세기 지리지에 기재된 자기는 ‘貢納磁器’라는 관점에서 연구되었다. 공납자
기는 관사명이 있는 분청사기와 백자 등으로 國用을 목적으로 각 군현의 자기소[貢納窯]
에서 생산된 것으로 보았다. 특히 『세종실록』 지리지 조사기간인 1420∼1430년대 국왕과
왕실 소용을 목적으로 진상된 자기는 백자로 해석하고 있으며, 경기도 광주목에 사옹원
의 사기소가 설치된 이후 진상을 목적으로 한 백자는 官窯에서 전담한 것으로 인식되고
1)

있다. 그런데 선행연구에서는 지리지마다 자기 관련 내용이 산물[磁器] 혹은 생산처[磁
2)

器所]로 구분되어 기재된 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경상도지리지』
에는 자기가 군현의 土産貢物의 한 종류로 기재되었다. 반면,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磁
器’가 각 道의 厥貢項에 있고, 각 郡縣에는 생산처인 ‘磁器所’로 기재되어 『경상도지리지』
와는 기재 내용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 특히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평안도와 함길도는
관할 군현에 자기소가 적지 않게 편제되어 있음에도 道 厥貢項에 ‘자기’는 누락되어 있
다. 이와 같은 점은 편찬자가 지리지를 작성하면서 수취제도와 관련한 어떠한 의도를 반
영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15세기 편찬된 지리지의 산물에 대한 서술규식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지리지마다 자기 관련 내용이 다르게 기재된 이유를 살펴보겠다. 그리고 이러한 논
증을 기초로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평안도와 함길도를 제외한 각 道의 厥貢項에 있는
‘磁器’의 성격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와 같은 검토가 조선 전기 공납제를 통

1) 공납제의 제도적 관점에서 자기의 수취관계와 편년을 다룬 논문은 다음과 같다. 강경숙, 1986, 『粉靑沙器硏究』, 一志社 ; 同著,
1997, 「『世宗實錄』 地理志 기록에 있는 磁器所 陶片의 특징」, 『考古美術史論』제5호,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 同著, 2012,
『韓國陶磁史』, 예경 ; 김영원, 1995, 『朝鮮前期 陶磁의 硏究』, 학연문화사 ; 同著, 2003, 『조선시대 도자기』, 서울대학교출판부
; 同著, 2011, 『조선 전기 도자사』, 일조각 ; 박경자, 2005, 「粉靑沙器 銘文 硏究」, 『講座 美術史』25호, 한국불교미술사학회 ;
同著, 2007, 「15세기 貢物의 운송방법과 분청사기 銘文의 지역별 특징」, 『湖西史學』제47집, 호서사학회 ; 同著, 2009, 「조선
15세기 자기공납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同著, 2010, 「조선 전기 공납용 백자제작에 따
른 분청사기 양식변화」, 『美術史學』24, 한국미술사교육학회 ; 同著, 2012, 「朝鮮 15世紀 磁器所의 성격」, 『美術史學硏究』제
270호, 한국미술사학회 ; 同著, 2021, 「고려 말-조선 초 공납자기 생산 요장 확산과 요업체제의 변화」, 『한국중세고고학회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유물로 본 고려사회에서 조선사회로의 변화상』, 한국중세고고학회.
2) 『조선왕조실록』, 지리지 등 관찬사료에서는 米와 布 이외 품목들을 雜物, 産物, 物産, 某某物, 또는 膳物, 方物 등으로 통칭하여
사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산물로 통일하여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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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진상과 공물로써 수취 되었던 자기의 성격과 종류를 파악하는데 실마리가 될 수 있으
리라 기대한다.

Ⅱ. 15세기 地理志의 서술규식과 産物項의 磁器
3)

조선 전기 지리지 편찬의 중요성은 건국 초부터 인식되고 있었다. 하지만 지리지의 편
찬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세종 5년(1423)부터이다. 태종의 강력한 왕권 강화 정책을
바탕으로 왕위에 등극한 세종은 문물을 정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리지 편찬의 필요성
4)

을 절감하여 卞季良에게 각 지방의 지지와 고금 연혁을 나누어 편찬하라고 지시하였다.

이렇게 편찬된 지리지의 사례로는 『慶尙道地理志』, 『世宗實錄』 地理志, 『慶尙道續撰地
5)

理志』, 『東國輿地勝覽』 등이 현존한다. 고려 말 租·庸·調 수취체제를 계승한 조선은
현물로 납부된 세금을 국가재정의 기반으로 하였다. 국가 운영에서 세원의 확보, 그리
고 이를 안정적으로 수취하기 위한 공납제의 정비와 관련하여 이를 반영한 지리지의 편
찬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었다. 더욱이 고려 말 혼란했던 稅制를 안정화하기 위해 조선은
6)

건국과 함께 貢賦詳定都監을 설치하였고, 任土作貢의 원칙에 따라 貢案의 상정과 개정
7)

등 공납제에 대한 정비가 꾸준히 이루어졌다. 당시 수차에 걸쳐 상정되었던 공안은 현
존하지 않고 있으므로 시기별로 편찬된 지리지의 각 도와 군현에 표기된 산물은 당시 공
안의 내용을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소순규 2010: 10-21).
15세기 공납제에 대한 정비와 맥락을 같이하는 각 지리지는 편찬 시기에 따라 산물들

3) 『태종실록』 태종 18년 5월 4일.
4) 『세종실록』 세종 6년 11월 15일.
5) 지
 리지의 편찬과정과 성격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였다. 鄭杜熙, 1976, 「朝鮮初期 地理志의 編纂(Ⅰ)·(Ⅱ)」, 『歷史學
報』69·70, 歷史學會 ; 金東洙, 1991, 「『世宗實錄』 地理志의 연구」, 서강대박사학위논문 ; 李相泰, 1994, 「朝鮮初期 地理志
編纂의 再檢討」, 『芝邨金甲周敎授華甲記念史學論叢』 ; 徐仁源, 2002, 『朝鮮初期 地理志 硏究』, 혜안.
6) 『태종실록』 태조 1년 10월 12일.
7) 조
 선 전기 공납제에 대한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다. 田川孝三, 1964, 『李朝貢納制の硏究』, 東京 : 東洋文庫 ; 金鎭鳳, 1973,
「朝鮮初期의 貢物代納制」, 『史學硏究』22, 한국사학회 ; 金玉根, 1984, 『朝鮮王朝財政史硏究(Ⅰ)』, 一朝閣 ; 金鍾哲, 1987,
「朝鮮前期의 賦役制·貢納制 硏究成果와 「국사」 敎科書의 敍述」, 『역사교육』42, 역사교육연구회 ; 강제훈, 1998, 「朝鮮初期의
田稅貢物」, 『歷史學報』145, 역사학회 ; 同著, 2006, 「朝鮮 世祖代의 貢物代納政策」, 『朝鮮時代史學報』, 조선시대사학회 ; 朴
道植, 2011, 『朝鮮前期 貢納制 硏究』, 혜안.

8

제42호

8)

이 기재된 항목과 내용이 차이가 있다. 磁器는 각 군현의 토산(토산공물)항, 혹은 각 도
의 궐공항에 다른 산물과 함께 기재되어 있거나, 각 군현 항목 말미에 어량·염장·철장
등의 예와 같이 생산처인 磁器所로 기재되어 있다.
다음 <표 1>은 15세기 편찬된 지리지에서 자기 관련 기재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
9)

해 경상도와 義興縣의 기재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표 1>과 같이 자기와 관련한 기재
항목과 내용은 지리지마다 차이가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표 1> 15세기 지리지 慶尙道와 義興縣 산물항의 자기와 자기소 기재 현황
도
『慶尙道地理志』
군현
도
『世宗實錄』 地理志
군현

도

도에 분정된 59종의 산물에 자기는 누락되어 있음
[土産貢物] 淸蜜·燭蜜·眞油·法油·全漆·芝草·猪毛·
狸皮·虎皮·獐皮·木器·磁器·陶器
[厥貢] 虎皮·豹皮·熊皮·鹿皮·獐皮·狐皮 (중략)
油芚·柳器·木器·磁器·哨麿·船席 (하략)
[土宜] 稻·黍·菽·粟·桑·麻·棗.
[土貢] 蜂蜜·黃蠟·漆·芝草·猪毛·狸皮·獐皮·虎皮.
[藥材] 當歸·白茯苓.
[土産] 石茸
(생산처) 磁器所一 在縣南. 陶器所一 在縣東巴立田. 皆下品
편찬사목만 제시됨

『慶尙道續撰地理志』
군현
도
『東國輿地勝覽』
군현

一. 磁器所. 在縣南皮吐里. 中品
총론에 연혁과 관원만 기재됨
[土産] 蜂蜜·松蕈·人蔘·紫草·石蕈·磁器·白花蛇·漆·笠草·地黃.
10)

『동국여지승람』 서문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각 군현에서 생산되는 산물[土産]은 국

가가 현물로 거두는 세금[貢賦]으로 국가재정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서인원 2002:
185). 따라서 지리지의 편찬시기에 따라 자기·자기소가 항목과 내용을 달리하여 표기되
어 있다는 것은 당시의 수취제도, 즉 공납제와 관련한 특정 원칙이 반영되었음을 시사한
다. 이에 본 장에서는 지리지별로 산물항에 대한 서술규식과 내용을 분석하여 자기·자
기소가 지리지마다 항목과 내용을 달리하여 기재된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8) 『新增東國輿地勝覽』, 「東國輿地勝覽」, 序, 土産者貢賦之所自出 ; 조선 전기 지리지의 경제관련 항목에 대해 서술규식과 산물 항
목의 성격에 따른 품목의 변화내용을 다룬 연구는 다음과 같다. 金東洙, 1993, 「『世宗實錄』 地理志 産物項의 검토」, 『歷史學硏
究』12, 전남대학교사학회 ; 徐仁源, 2002, 앞의 책 ; 이기봉, 2003, 「朝鮮時代 全國地理志의 生産物 項目에 대한 檢討」, 『문
화역사지리』 15-3,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 강제훈, 1998, 앞의 논문 ; 김동진, 2009, 앞의 논문 ; 소순규, 2010, 앞의 논문
; 박도식, 2011, 앞의 책, pp.47-54. 특히 본 글에서 다룬 지리지 산물항에 대한 서술규식은 김동수·박도식·소순규의 논문
이 크게 참조되었다.
9) 15세기에 편찬된 4개의 지리지에서 자기 혹은 자기소가 지속해서 확인되는 군현은 경상도 의흥현·성주목·고령현 등이다.
10)

『東國輿地勝覽』, 『新增東國輿地勝覽』, 序. 土産者貢賦之所自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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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慶尙道地理志』
『경상도지리지』는 세종 14년(1432) 『新撰八道地理志』를 편수하기 위해 경상도에서 보
고용으로 작성된 지리지이다. 서문을 통해 세종이 명을 내린 지 보름 후인 세종 6년
(1424) 12월 1일 작성되었고, 예조에서 이를 바탕으로 새롭게 편찬 규식을 만들어 이를
각 도에 보내어 규식에 맞도록 재조사를 하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현존하는 『경상도
지리지』는 재조사를 명한 1년 후인 세종 7년(1425) 12월 1일 경상도 감영에서 규식에 맞
게 보완한 수정본이다(이상태 1994: 451 ; 서인원 2002: 185).
산물항에 대한 敍述 規式은 중앙에서 하달된 것에 비해 道와 郡縣으로 내려가면서 구
체적인 내용으로 항목이 세분된다. 군현의 서술규식은 경상도 산하 慶州道·安東道·尙
州道·晉州道의 서두에 각각 기술되어 있다<표 2>.
<표 2> 『경상도지리지』 산물항의 서술규식11)
序文 規式

土産雜物의
數

道 敍述規式

一. 도에 분정된
상공(道卜常貢)은 어떤
종류인지, 자세히 살펴서
보고할 것

郡縣 敍述規式
一. 例에 따라 분정(卜定)된 貢賦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그 지역의 所産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를 조사 보고하되,
土産의 金·銀·銅·鐵·珠玉·鉛·錫·篠·藥材·磁器·陶器
및 그 지역의 耕種에 적합한(所宜) 雜物을 아울러 자세히
살펴서 보고할 것
一. 鹽釜와 鹽井, 이름이 있는 大堤堰은 자세히 살펴서
보고할 것

도의 산물항은 道卜常貢 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술규식에 따라 경상도에 분정
된 常貢의 종류, 즉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59종의 산물이 나열되어 있다. 산물의 종
류는 군기류를 비롯하여 正鐵·獸皮·席子·布物·해산물·과실 등으로 구분되며, 59
종의 산물에 자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道卜常貢에 있는 산물들은 일부 군현과
중복되어 기재된 것도 있지만, 군기류 등과 같이 일반 군현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산물들
이 존재한다. 따라서 도의 산물항에 있는 59종의 품목들은 도 단위로 분정되어 정기적으
로 납부되었던 산물로 해석하고 있다(김동수, 1993: 408-409 ; 이기봉, 2003: 4).
군현의 산물항은 도의 산물항이 1개 항목인 것과는 달리 산물의 종류와 수취 성격에 따
라 貢賦·土宜耕種·土産貢物·藥材 4개 항목으로 세분되어 있다. 서술규식에는 군현마
다 공부·토산·토의경종을 조사 보고하도록 하였다. 군현에서의 보고내용은 공부와 토

11) 『慶尙道地理志』, 序. 土産雜物之數 ; 慶尙道. 道卜常貢某某物, 是如備悉施行事 ; 慶州道·安東道·尙州道·晉州道. 一. 依
例卜定貢賦某某物, 其所産某某物, 是如施行爲乎矣, 土産, 金銀銅鐵珠玉鉛錫篠藥材磁器陶器, 其土所宜耕種雜物, 幷以詳悉
施行事 ; 一. 鹽釜, 鹽井, 有名大堤堰, 幷以施行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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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종은 항목이 동일하나, 토산은 토산공물이라 하였고 약재는 항목을 독립하여 수록
12)

한 점이 차이가 있다(박도식, 2011: 53). 그리고 이들 항목의 말미에는 서술규식에 구분
된 바와 같이 생산처인 鹽釜와 鹽井, 관개시설인 堤堰이 기재되어 있다.
자기는 이들 항목 중 토산공물항에 여러 종류의 산물에 포함되어 ‘磁器’ 혹은 ‘沙器’로
기재되었다. <표 3>과 같이 『경상도지리지』에는 40개 군현 중 28개 군현에 磁器가 있다.
여기에서 목기·자기·도기 등 수공업 제품에 대한 표기는 이를 제작하는 장소, 각 군현
의 말미에 있는 鹽釜와 鹽井과 같은 생산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납으로 납부되었
던 산물의 한 종류를 나타낸 것이다(박경자, 2009: 33).
이상과 같이 『경상도지리지』에서 자기는 도 단위로 분정된 산물에는 포함되지 않고, 각
13)

군현에 분정되어 공납으로 납부되었던 산물의 한 종류로 표기되었다.
<표 3> 『경상도지리지』 군현 磁器의 기재현황
구분

慶州道

安東道

尙州道

晉州道

합계

磁器
(沙器)

9

6

8

5

28

4

6

11

2

23

10

11

12

8

41

陶器
木器

2. 『世宗實錄』 地理志
『세종실록』 지리지는 세종 14년(1432)에 편찬되었던 『신찬팔도지리지』 를 모본으로 하
여 작성되었다. 세종 7년(1425) 6월 새롭게 작성된 『경상도지리지』 와 같은 절차로 팔도
의 자료를 모아 세종 14년(1432) 1월 편찬되었던 것이 『신찬팔도지리지』 이다. 그리고 이
렇게 작성된 『신찬팔도지리지』 는 세종 사후 1454년 『세종실록』 이 편찬될 때 약간의 수
정은 있을지라도 대부분 그대로 『세종실록』 에 부록되었다(정두희, 1976: 66-70 ; 서인원,
2002: 50-57). 따라서 『세종실록』 지리지의 기록은 1425년 12월 이후 1432년 1월 사이 7년
간 공납으로 납부되었던 자기의 분정 현황과 이를 생산한 자기소의 존재를 알려주는 중
요한 의미가 있다(박경자, 2009: 29-37).
그런데 『세종실록』 지리지가 『신찬팔도지리지』를 편수하기 위해 경상도에서 보고용으
로 작성한 『경상도지리지』를 참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지리지 간에는 자기와 관련한

12) 貢
 賦는 전세공물, 土産과 藥材는 해당 군현에서 생산되는 산물을, 土宜耕種은 해당 지역에서 경작하는데 적합한 작물을 의미하
는 것으로 이해된다.
13) 여
 기에서 각 군현에 표기된 ‘자기’는 공납으로 납부되었던 산물의 한 종류일 뿐, 시설을 갖추어 자기를 생산하는 장소인 ‘자기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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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많은 변화가 있다. 자기에 대한 기재내용을 확인하기에 앞서 『세종실록』 지리지
산물항의 변화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상도지리지』에는 각 군현의 토산공물항에
있던 ‘자기’가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각 도의 궐공항에 기재되었기 때문이다. 우선 산물
항과 관련한 서술규식은 각 산물항의 말미에 附記되어 있으며, 이를 정리해 보면 <표 4>
14)

와 같다.

<표 4> 『세종실록』 지리지 산물항의 서술규식15)16)
구분

내용

경기·충청도
厥賦項의 附記

대체로 郡邑의 田賦는 멀든지 가깝든지 모두 같으므로, 다시 군읍 아래에 적지 아니한다.
『世宗實錄』 地理志.15)

경기·경상도·황해도·평안도·
함길도
厥貢·藥材項의 附記

이상의 雜貢 및 藥材는 지금 土産으로 稀貴한 것[土産稀貴者]은 각기 그 고을
밑에 기록하고, 각 고을마다 나는 것[每邑所産]은 대체로 여기(道)에 기록하고
(郡縣에)기록하지 아니한다.16)

『세종실록』 지리지를 『경상도지리지』와 비교하였을 때 두드러진 변화는 각 도 산물항
의 기재사항이다. 『경상도지리지』에는 1개의 항목으로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산물
59종만 나열되었다. 이에 달리 『세종실록』 지리지는 도에 기재되어 있는 산물의 품목이
많이 증가하였고, 산물의 종류와 수취성격에 따라 항목이 구분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의
일차적인 요인은 <표 4>에 정리된 산물항의 서술규식을 반영하였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서술규식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와 같이 田賦와 군현마다 일반적으로 생산되는 산물
[每邑所産]은 각 도의 산물항에 기록하고, 土産으로 稀貴한 것[土産稀貴者]은 해당 군현
의 산물항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각 도의 산물항목은 그 종류
와 수취성격에 따라 厥賦·厥貢·藥材·種養藥材로 구분되었고, 군현의 산물항목은 貢
17)

賦가 생략되어 土宜·土貢·土山·藥材로 항목이 변동된 것이다.

이와 같은 산물항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와 관련한 변화내용을 살펴보도
록 하자. 『경상도지리지』에서 각 군현의 토산공물항에 여러 종류의 산물과 함께 기재되
었던 반면,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각 도의 궐공항에 기재되어 있다. 산물항에 대한 서술
규식을 참조하였을 때, 변화의 이유 중 하나는 『세종실록』 지리지 조사기간에 자기가 군
현마다 일반적으로 생산되었던 산물[每邑所産]로 파악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 군현

14) 『경상도지리지』는 서술규식이 서문과 경상도, 경주도·안동도·상주도·진주도의 서두에 각각 기술되어 있는 반면, 『세종실록』지
리지의 규식은 각 도의 산물항 말미에 산재되어 附記되어 있다.
15) 『世宗實錄』 地理志. 京畿·忠淸道, 凡郡邑田賦, 遠邇皆同, 故不復錄于郡邑之下.
16) 『世宗實錄』 地理志. 京畿·慶尙道·黃海道·平安道·咸吉道, 已上雜貢及藥材, 今將土産稀貴者, 錄于各邑之下, 其每邑所産,
但存其凡于此, 不復錄云.
17) 『세종실록』 지리지 각 도의 군현의 산물항목의 관계에 대해서는 각주9)의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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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산물항 다음에 편제된 생산처는 『경상도지리지』 에는 鹽釜·鹽井 만이 존재하였지만,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磁器所·陶器所·鐵匠·鹽所·魚梁 등의 생산처가 추가되어 수
량·위치·품등까지 상세하게 수록되었다. 이러한 기재내용은 각 군현에서 실제 산출되
는 산물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라는 『세종실록』 지리지의 편찬 목적과 일치하는 것이며
(김동수, 1993: 409), 더불어 『경상도지리지』에는 기재되지 않았던 자기소가 각 군현의 생
산처 현황에 추가된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경상도지리지』와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자기와 관련한 내용이 서로 다르게
기재된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산물항의 서술규식에 의거하여 자기가 군현
마다 일반적으로 생산되었던 산물로 파악됨에 따라 군현의 산물항목[土貢·土山]에 기
재되지 않고 각 도의 궐공항에 편제된 것이다. 다른 하나는 각 군현에서 실제 생산되는
산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려 하였던 편찬 목적에 따라 해당 군현의 산물항 아래에
자기소의 현황을 상세하게 기재한 것이다.
이상의 내용은 선행연구에서 이미 견지되었던 바이다. 즉 박도식(2011: 51-52)은 『세종
실록』 지리지 각 도의 궐공항은 각 군현에서 산출되는 토산물을 기록한 것이라 하였으
며, 박경자(2009: 34-35)는 서술규식을 근거로 자기가 군현에 일반적으로 분정된 공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소순규(2010: 40-58)는 각 도의 산물과 각 군현의 산물들은 도 단위
로 공물 수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런데 『세종실록』 지리지 각 도 궐공항 ‘자기’와 군현 ‘자기소’를 <표 5>와 같이 정리해
보면 서술규식과 어긋나는 내용이 확인된다.
<표 5> 『세종실록』 지리지 각 도 궐공항 磁器와 군현 磁器所 기재현황
도

厥貢

경기도

磁器

충청도

各色磁器

경상도

磁器

郡縣 (磁器所)
上品

中品

下品

표기없음

1

12

12

1

15

26

3

8

11

27
38

磁器

6

황해도

磁器

2

6

21

강원도

磁器

1

2

4

12

13

함길도
계

44
4

3

37

전라도

평안도

13

합계

31

2

3

5

8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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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현의 산물항 아래 생산처로 기재된 자기소는 도별로 수량의 차이가 있지만 8道에 모
두 편제되어 있다. 반면 각 도의 궐공항에는 경기도·충청도·경상도·전라도·황해
도·강원도에만 자기가 기재되어 있고, 평안도와 함길도는 군현에 자기소가 있음에도
각 도의 궐공항의 산물에 자기가 누락되어 있다.
각 도의 산물항이 군현마다 일반적으로 생산되는 산물[每邑所産]을 기재한다는 원칙을
상기해 보면 평안도와 함길도에 자기의 기재가 누락된 것은 서술규식에 크게 어긋나는
사항이다.
군현에 분정된 자기소가 소략하여 토산으로 희귀한 것[土産稀貴者]으로 파악되어 평안
도와 함길도에는 기재되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 한다면, 8道 가운데 자기소가 가장 적은
강원도의 궐공항에도 자기는 기재되지 말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강원도는 평안도와
함길도보다 자기소의 수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궐공항에는 자기가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평안도와 함길도에 자기가 누락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종실록』 지리
지에는 <표 4>에 제시된 서술규식 이외에 각 도의 산물항이나 각 군현의 산물항목을 기
재함에 원칙이 되는 다른 규식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실마리는 자기가 기재된
각 도 궐공항의 다른 산물과 비교 검토함으로써 풀어지리라 기대되는 바 이에 대해서는
Ⅲ장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3. 『慶尙道續撰地理誌』
『세종실록』 지리지가 편찬된 지 20여 년이 지난 단종 1년(1453)에 새로운 지리지의 편
찬이 시도되었다. 癸酉靖難으로 정권을 장악한 수양대군(세조)은 지리지의 편찬을 위해
18)

단종 1년 10월 양성지에게 이를 관장하게 하였다.

양성지는 단종 2년(1454)에 『경기도

지리지』를 편찬하였고, 다음 해에 『평안도지리지』를 편찬하였으나, 이후 세조대에는 별
다른 진척이 없이 다른 도의 지리지 편찬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睿宗이 즉위하면서 다시
양성지에게 『속찬팔도지리지』 편찬이 명해져, 예종 1년(1469) 정월에 현재 전해지고 있는
『慶尙道續撰地理誌』가 완성되었다. 이후 『속찬팔도지리지』는 성종 8년(1477) 12월에 가
서야 완성되었고, 도별로 1권씩 모두 8책으로 구성되어 『東國輿地勝覽』 편찬의 기본자료
로 이용되었다. 『경상도속찬지리지』는 편찬을 위해 중앙에서 ‘地理志續撰事目’을 작성하
19)

여 각 도에서는 이에 따라 지리지를 속찬하게 되었는데

『경상도지리지』와 마찬가지로

『속찬팔도지리지』를 편수하기 위해 경상도에서 보고용으로 작성된 지리지로 해석된다

18) 『단종실록』 1년 10월 17일.
19) 梁誠之, 『訥齋集』 卷 4 進新撰地理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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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원, 2002: 90-92).
『경상도지리지』·『세종실록』 지리지의 편찬체제와 『경상도속찬지리지』의 체제가 상이
한 이유는 중앙에서 작성된 ‘地理志續撰事目’에 의거하여 작성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
라 각 도의 산물항은 생략되었으며, 각 군현에 기재된 내용은 ‘지리지속찬사목’의 순서대
로 기술되었다. 『경상도속찬지리지』의 서술규식인 ‘지리지속찬사목’은 모두 29개의 항목
으로, 이 중 경제 관련 사목은 <표 6>에 정리된 바와 같이 5개의 항목으로 구분된다.
『세종실록』 지리지의 산물항이 산물의 종류와 수취성격에 따라 세분되어 산물의 품목
이 상세히 수록된 것에 비해, 『경상도속찬지리지』는 산물항과 관련된 것은 종양약재만
있을 뿐 다른 산물들의 품목은 기재되지 않았다. 반면 염분·어물·도자·광산물 등의
생산처는 『세종실록』 지리지와 마찬가지로 위치·품등을 상세하게 수록하였다.
<표 6> 『경상도속찬지리지』 경제관련 사목
항목

내용

염분

鹽盆某某處 在某面某里

종양약재

種養某某藥材

어량과 어물

魚梁某處 産某某魚

도자

陶器所 磁器所 某某處 品上中下

광산물

金銀玉石銅鉛鐵水鐵産出之處
及品上中下 貢鐵一年幾斤

<표 7> 지리지별 자기소 기재현황
구분

『세종실록』 지리지

『경상도속찬지리지』

磁器所

上3 中8 下26

中8 下20 미상1

陶器所

中4 下26

中1 下29 미상3

이처럼 『경상도속찬지리지』에서 산물항에 대한 생략과 산물 수의 감소는 『세종실록』
지리지가 최초로 완성된 전국 지리지로써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한 항목 조사가 많았던 것
에 비하여, 『경상도속찬지리지』 작성 당시에는 변화된 경제 내용에 관한 조사가 중심을
이루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서인원, 2002: 105).
<표 7>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경상도속찬지리지』의 자기소는 『세종실록』 지리지와 비
교하면, 자기소의 총합이 37개소에서 29개소로 줄어드는 변화가 확인된다. 특히 尙州牧
中牟縣과 高靈縣의 상품 자기소 3개소가 중품 또는 하품으로 품등이 격하된 것은 앞서
언급한 ‘변화된 경제내용’을 충실히 기재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렇듯 1469년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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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된 『경상도속찬지리지』의 체제가 ‘변화된 경제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한 ‘지방 차원의
조사보고’라는 점은 『세종실록』지리지와 『경상도속찬지리지』를 연속선상에 놓고 바라보
아야 한다는 시각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경상도속찬지리지』는 각 도의 산물항이 생략
되고 임산물·금수류·목재류·모피류·과실류 등에 해당하는 산물은 기재하지 않았
다. 그 이유는 『경상도속찬지리지』가 『세종실록』 지리지의 연장선상에서 작성됨에 따라
‘변화되지 않은 경제내용(각 도의 산물항)’은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4. 『東國輿地勝覽』
성종 12년(1481) 초고본이 편찬된 『동국여지승람』은 동왕 17년(1486) 제1차 수찬본, 연
산군 5년(1499) 제2차 수찬본, 중종 25년(1530) 8월 李荇·洪彦弼 등에 의해서 증수된
『新增東國輿地勝覽』 55권이 편찬됨으로써 완성되었다(정두희, 1976: 104-105 ; 서인원,
2002: 111-139). 初刊 이후 50여 년에 걸친 수찬과정으로 인해 『동국여지승람』에 기재된
내용을 특정 시점으로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토산항에 기재되어 있는 내
용을 통해 산물항의 변화내용을 고찰하는 것에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된다.
『동국여지승람』의 서술규식은 모두 26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 관련 내용
은 토산항과 창고항을 제외한 그 어떤 부분도 거론되지 않았다. 각 도에는 연혁과 관원
만 기재되어 있으며, 각 군현은 행정·군사관계·문화 등으로 분류되는 항목의 내용이
다른 지리지보다 더 자세하게 거론되어 있다. 이에 반해 산물과 관련한 내용은 土産項
한 개 항목만 확인된다. 그리고 토산항에 있는 산물들은 『세종실록』 지리지 각 군현의 토
공·토산항에 기재된 산물과 연관됨에 따라, 군현마다 일반적으로 생산되는 산물[每邑
所産]이 아닌 토산으로 희귀한 것[土産稀貴者]을 기재한 것이다(서인원, 2002:143-152 ;
소순규, 2009: 59-63).
자기와 관련한 내용에서 두드러진 변화는 각 군현 토산항에 자기가 포함되었고, 자기
소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세종실록』 지리지 조사시점 자기는 군현마다 일반적
으로 생산되는 산물[每邑所産]로 파악되어 각 도의 궐공항에 기재되었음을 고려한다면,
『동국여지승람』 작성 단계에는 자기가 토산으로 희귀한 것[土産稀貴者]으로 파악됨에 따
라 각 군현 토산항에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동국여지승
람』의 토산항에 자기가 기재된 군현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세종실록』 지리
지에 139개소의 자기소가 기재된 반면, 『동국여지승람』에 자기가 토산으로 기재된 군현
이 49개소로 대폭 감소하여 경상도는 5개의 군현에서만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
은 변화는 1467~1469년경 경기도 광주목에 설치된 사옹원 사기소가 주요 배경이 되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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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리고 『동국여지승람』 토산항을 토산으로 희귀한 것[土産稀貴者]에 대한 파악을 전제
로 한다면, 기존 지리지보다 산물과 관련한 항목이 축소되었거나 경제적 내용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니라, 『동국여지승람』도 『경상도속찬지리지』와 마찬가지로 『세종실록』 지리지
의 연장선상에서 ‘변화된 경제내용’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5. 15세기 지리지의 자기·자기소 기재현황
지금까지 15세기 편찬된 4개의 지리지를 대상으로 산물 항목의 서술규식과 각 지리지
의 자기·자기소 기재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자기·자기소 등 자기와 관련한 내용
이 각 지리지마다 다르게 편제된 이유를 알아보았다. 지리지마다 산물항의 명칭은 조금
씩 차이가 있지만 공납제 아래 현물로 수취되었던 厥貢·土産 등의 항목에 자기가 기재
되어 있다. 그런데 주지되어야 할 점은 각 지리지의 편찬시기에 따라 ‘자기’가 기재된 산
물항이 공납으로 수취된 자기의 성격과 그 변화를 같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 8>은 15
세기 지리지의 편찬시기에 따른 자기와 자기소의 기재현황을 정리한 것으로, 도기와 도
기소도 동일한 흐름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 8> 15세기 지리지 자기·자기소의 기재현황

구분

경상도
지리지
(지방보고서)

세종실록
지리지
(중앙결과물)

작성
시기

초본 1424년
완성 1425년

완성 1432년

道卜常貢

厥貢

道

磁器·陶器·木器

경상도
속찬지리지
(지방보고서)

신증
동국여지승람
(중앙결과물)

완성 1469년

완성 1481년
1차 1486년
2차 1499년
편찬 1530년[新增]

(厥貢)

→

경제관련
내용생략

(磁器·陶器·木器)
산물항 생략

↗

↘

土産貢物

(생산처)

(생산처)

土産

郡縣
(경상도)

磁器·陶器·木器
28군현

磁器所
28군현 37개소
上3·中8·下26

磁器所
20군현 29개소
中8·下20·미상1

磁器·陶器
5군현

자기의
성격

군현에
분정된 산물

每邑所産

每邑所産

土産稀貴者

※ 표에 있는 ‘→’는 자기가 기재된 산물항의 변동과정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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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의 내용을 부연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자기가 기재된 산물항은 『경상도지리지』
에는 군현의 토산공물항에,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도의 궐공항으로 변동되어 『경상도속
찬지리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비록 『경상도속찬지리지』는 각 도의 산물항이 누락
되어 있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상도속찬지리지』에서 ‘변화되지 않은 경제내용’
은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세종실록』 지리지의 연장선상에서 각 도의 산물항은 생략된 것
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동국여지승람』에는 자기가 군현의 토산항으로 변동되었다.
이렇듯 자기가 기재된 산물항의 변동은 공납으로 수취되었던 자기의 성격과 그 흐름을
같이하고 있다. 그 원인은 각 군현에서 공납되었던 자기의 생산과 수요의 변화와 관련한
것으로 생각된다. 『경상도지리지』에서 생산처로 유일하게 鹽釜와 鹽井만 기재되었던 것
이 『세종실록』 지리지와 『경상도속찬지리지』에서 생산처로 자기소의 수와 위치, 품등을
상세하게 기재한 것은 공납용 자기의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생산처에 대한 구체적인 파
악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박경자, 2009: 32-37). 그리고 『동국여지승람』 단계에는 외방
에서 공납용으로 자기를 생산한 군현의 수가 대폭 감소하여 다시 토산으로 희귀한 것[土
産稀貴者]으로 파악되었고, 이에 따라 각 군현의 토산항에 기재된 것이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지리지에 있는 자기 관련 내용과 그 변화는 단순히 공납으
로 수취되었던 각종 산물의 종류에 대한 나열에 그친 것이 아니라, 각 군현에서 공납으
로 납부되었던 자기의 생산과 수요의 변화가 지리지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이는 15세기 지리지에 자기·자기소가 다르게 기재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15세기에 편찬된 지리지 중 『세종실록』 지리지의 자기와 관련한 기재내용에서
서술규식과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과제가 하나 남아 있다. 즉, 『세
종실록』 지리지의 경우 평안도와 함길도의 궐공항에 자기가 누락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는 궐공항에 기재된 자기가 군현마다 일반적으로 생산되는 산물[每邑所産]이라는 성격
이외에 다른 성격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따라서 이제는 장을 바꾸어 『세종실
록』 지리지 각 도의 궐공항에 있는 ‘磁器’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Ⅲ. 『世宗實錄』 地理志 道 分定 ‘磁器’의 성격
1. 進上磁器의 道단위 分定
『세종실록』 지리지는 『경상도지리지』와 같은 절차로 각 도의 감영에서 작성된 지리지
를 모아 국가 재정의 확보를 위한 수취체제의 정비 등 국가 운영을 위한 기초 자료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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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할 목적으로 편찬되었다(서인원, 2002: 34-37). 이에 따라 각 도와 군현에 기재된 산
물항의 다양한 품목들은 산물의 종류와 수취성격에 따라 구분되었고, 그 뒤에 편찬된
『경상도속찬지리지』와 『동국여지승람』의 서술규식과 내용은 『세종실록』 지리지 편찬 이
후 ‘변화된 경제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것임은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세종실록』 지리지의 서술규식을 통해 각 도 궐공항에 기재된 자기는 ‘每邑所産’의 성
격을 띠고 있으며, 이는 공납으로 납부되었던 자기의 생산 증가를 반영한 것이다. 그리
고 각 군현에 분정된 산물은 토산으로 희귀한 것[土産稀貴者]이므로 공납제 아래 각 군
현에 분정되었던 산물은 각 도의 총론에 있는 ‘每邑所産’과 각 군현에 분정된 ‘土産稀貴
20)

者’의 合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각 군현에 기재된 ‘자기소’는 공납제 운영에서 ‘任土作
貢’의 원칙에 따라 산물을 수취하였으므로, 자기소가 있는 군현은 수령의 책임하에 공물
로 자기를 납부하였던 군현임이 분명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평안도와 함길도의 경우 도내 군현에 자기소가 분정되어 있음에도
궐공항에 ‘磁器’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도에
분정된 자기소가 소략하여 ‘土産稀貴者’인 것이 원인이라 한다면, 8道 가운데 자기소가
가장 적은 강원도의 궐공항에도 자기가 기재되지 말았어야 마땅하다<표 5 참조>. 그럼에
도 불구하고 강원도 궐공항에 엄연히 자기가 기재되어 있는 것은 각 도의 궐공항에 기재
된 ‘자기’가 ‘每邑所産’이외 다른 성격이 존재한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한다 하겠다.
『세종실록』 지리지 각 도의 궐공항에 기재되어 있는 ‘磁器’의 의미를 도출함에, 자기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陶器’와 각 군현에 기재되어 있는 ‘陶器所’의 현황은 큰 도움이 되리
라 기대된다. <표 9>의 현황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생산처로 기재된 군현의 도기소는 자
기소와 마찬가지로 전국의 군현에 분정되어 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각
도의 궐공항에 있는 ‘陶器’의 기재사항이다. 京都漢城府를 감싸고 있는 경기도, 경기도와
경계를 이루는 충청도·황해도·강원도에는 ‘陶器’가 기재되어 있으며, 국토 외곽에 있
는 경상도와 전라도, 평안도와 함길도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반면 군현의 도기소 현
황을 보게 되면 각 도의 궐공항의 내용과는 상반된 결과로 경상도와 전라도에 많은 수의
도기소가 기재되어 있다.

20) 서
 술상의 편의를 위해 각 군현마다 일반적으로 생산되는 산물[每邑所産]과 토산으로 희귀한 것[土産稀貴者]은 각각 ‘每邑所産’,
‘土産稀貴者’로 『세종실록』 지리지 서술규식 원문을 그대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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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세종실록』 지리지 각 도 궐공항 陶器와 군현 陶器所 분정 현황
郡縣 (陶器所)
도

厥貢

합계
上品

中品

下品

표기없음

경기도

陶器

6

12

2

20

충청도

陶器

6

31

1

38

경상도

6

28

전라도

8

23

황해도

陶器

강원도

陶器

평안도

8

39

10

10

6

11

17

1

10

1

12

6

9

15

131

21

185

함길도
계

34

33

<표 10> 『세종실록』 지리지 각 도 궐공항 산물의 분정 현황
경기도

磁器

陶器

木器

蘆花紙

충청도

各色
磁器

陶器

各色
木器

各色紙
(2종)

席(2종)
草席

油芚

正鐵

경상도

磁器

木器

紙箚
(8종)

席(14종)
草席

油芚

正鐵

전라도

磁器

木器

各色紙箚
(20종)

席(5종)
草席

油芚

황해도

磁器

陶器

木器

芚紙

席

油芚

강원도

磁器

陶器

枝木器

紙·休紙
(2종)

席

正鐵
鉛鐵

평안도
함길도

좀 더 범위를 넓혀 『세종실록』 지리지 각 도 궐공항에 기재되어 있는 수공업품을 위주
로 현황을 정리해 보면 <표 10>과 같으며, 산물의 특성에 따라 지역별 분정이 이루어졌
음을 재차 확인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세
종실록』 지리지 편찬자들의 의도를 되짚어 보면, 각 도의 산물을 기재함에 ‘每邑所産’ 이
외에 산물의 특성과 지역성 등을 분석하여 ‘道단위의 分定’을 원칙으로 작성한 것이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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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석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원칙 수립에는 『경상도지리지』와 같이 각 도에서 중앙에 보

고하기 위해 작성되었던 지리지가 모본이 되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세종실록』 지리지의 수찬자들이 각 도의 산물항에 품목을 기재함에 ‘每邑所
産’ 이외에 산물의 특성과 지역성 등을 고려하여 ‘道단위의 分定’을 원칙으로 하였음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각 도의 궐공항에 기재된 磁器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각 군현에서 생
산되었던 산물이라는 점과 道단위의 기재유무를 통해 ‘道단위의 分定’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공납제가 郡縣과 道 단위로 납부하는 貢物과 道 단위로 납부하는 進上으로 구
분되는 것을 상기해보면, 각 도의 궐공항에 있는 분정의 대상은 공물로 수취된 자기가
아니라 진상으로 수취된 磁器임을 유추할 수 있다. 이는 궐공항에 자기가 분정이 되지
않은 평안도와 함길도를 예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유인즉 만약 궐공항에 기재된
자기가 군현과 도 단위로 납부하는 공물의 분정을 나타낸다면, 평안도와 함길도의 경우
궐공항에는 자기가 없으므로 군현에 자기소가 있음에도 자기가 공물로 납부되지 않았
다는 모순된 결론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陶器도 마찬가지라 생각되는데,
같은 논리로 궐공항에 도기가 없는 경상도와 전라도, 평안도와 함길도는 각 군현에 많은
수의 도기소가 있다 하더라도 공물로서 중앙과 지방에 납부되지 않았으므로, 이들 도기
소에서 생산된 도기는 조선 전기 공납제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모순된 결론으로 자연스
럽게 귀착될 수밖에 없다.
다음 세종 1년(1419)의 기록은 당시 각 군현과 도에 보관된 공안을 바탕으로, 『경상도지
리지』와 이를 모본으로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에 ‘도 단위로 납부해야 하는 진상의 분
정’이 반영되었음을 보여준다.
사료 A 왕이 전지하기를, “내 들으니, 역로에서 각도의 진상이 번삭(煩數)하므
로, 금후로는 각도 관찰사에게 매월 望前·望後로 구분하여 정하여야겠다. 경기
좌우도 수군 첨절제사는 망전과 망후로 나누고, 충청·전라 병마 도절제사는 망
전이요, 수군 도절제사는 망후요, 경상좌도 병마 도절제사는 망전이요, 수군 도절
제사는 망후요, 우도 병마 도절제사는 다음달 망전이요, 수군 도절제사는 다음달
망후요, 강원·황해도 수군 첨절제사는 망전과 망후로 나누고, 평안·함길도 병
마 도절제사는 망전과 망후로 나누어 차례로 진상하게 하는 영구한 규례를 만들

21) 이
 와 같은 도 단위의 지역별 분정에 대해 소순규는 군현의 공물부담을 각 도의 산물항과 도에 배속된 각 군현의 산물들을 합하여
검토함으로써, 도 단위로 공물 수취의 특성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소순규, 2010: 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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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고, 먼 지방은 더욱 폐단이 있으니, 경상·전라·함길·평안도의 진상은
가까운 道에서 생산되는 물건은 제외하고 당연히 진상해야 할 것만 詳定하여 장
22)

계[啓]하도록 하라.” 하였다.

23)

사료 B 예조에서 각 도에서 진상할 물건을 詳定하여 장계하였다.

사료 A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세종 1년(1419) 진상에 대한 상납시기와 횟수가 상정되
었다. 그리고 세종은 역로의 번삭함을 이유로 산물의 성격과 한성부까지의 운송거리를
고려하여 도 단위로 산물을 조정하여 詳定할 것을 지시하였다. 주목되는 사실은 12월 21
일 상정할 것을 지시한 후, 단 하루만인 22일 예조에서 이를 상정하여 장계하였다는 것
이다(사료 B). 『경상도지리지』가 세종 6년(1424) 세종이 명을 내린 지 보름 후에 작성될
수 있었던 배경이 각 군현과 도에 보관된 공안을 바탕으로 하였음을 상기해 보면, 단 하
루만에 도 단위의 산물이 상정되었다는 것은 당시 예조에는 진상으로 수취된 산물들에
대한 貢案이 보관되어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예조에서 상정하여 장계한 도 단위 분
정내용은 공안에 반영되어 각 도에 하달되었을 것이다.
조선 전기 중앙집권제를 강화하기 위한 지방제도의 개편은 군현제를 시행하여 모든 군
현에 수령을 파견하고, 이와 함께 태종대에는 중앙의 政令을 전달하고 외방의 수령을 감
독하기 위하여 감찰권을 가진 관찰사를 監司로서 각 도에 파견하였다. 관찰사는 지방에
파견되어 지방통치의 주된 임무를 수행하는 지방행정장관으로서 그 주된 임무 중의 하
나는 도내의 세곡 및 공부의 수납에 관한 일이었다(이존희, 1990: 18-30) ; 박경자, 2009:
46-47). 특히 진상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왕 및 왕실을 供上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道에 파견된 관찰사에게 책임이 부과되어 수취되었다. 이처럼 도 단위로 수취되었던 진
상은 국초부터 진상의 명목, 품질 및 수량, 수납시기 등이 논의되어 제정되었고(전상욱,
2011: 190~193 ; 최주희, 2012: 11~23), 사료 A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산물의 운송거리는
번삭한 진상의 수취에 폐단이 되었으므로, 도 단위로 진상에 대한 품목을 상정하도록 지
시한 것이다. 비록 당시 도 단위로 상정되었을 공안의 내용은 확인할 수 없지만, 『세종실
록』 지리지 각 도의 산물항에 기재된 산물들의 일면에는 ‘每邑所産’ 이외에 ‘도 단위로 납

22) 『세종실록』 세종 1년 12월 21일. 王旨. 予聞, 驛路因各道進上煩數, 人馬俱困. 今後各道觀察使每朔望前望後, 京畿左右道水
軍僉節制使各望前望後, 忠淸、全羅道兵馬都節制使望前, 水軍都節制使望後, 慶尙道左道兵馬都節制使望前, 水軍都節制使望
後, 右道兵馬都節制使次朔望前, 水軍都節制使次朔望後, 江原、黃海道水軍僉節制使望前望後, 平安、咸吉道兵馬都節制使望前
望後, 以次進上, 永爲恒式. 若其遐道, 尤爲有弊, 慶尙, 全羅, 咸吉, 平安道進上, 除近道所産之物, 其當進物色, 詳定以啓.
23) 『세종실록』 세종 1년 12월 22일. 禮曹詳定各道進上物膳以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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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해야 하는 진상의 분정’이 반영되어 적용된 것이라 하겠다.
이상과 같이 『세종실록』 지리지 각 도의 궐공항에 기재된 ‘자기’의 성격은 군현마다 공
물로 수취된 자기가 아니라, 진상으로 수취된 자기의 도 단위 분정체제를 나타내고 있음
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자기는 평안도와 함길도의 진상 품목에서 제외되었던 반면, 도기
는 한성부에서 비교적 먼 거리에 있는 평안도와 함길도를 비롯하여 경상도와 전라도까
지 제외되었다. 이는 운송거리에 따라 품목을 조정하여 진상을 분정한 의도를 명료하게
24)

보여주는 것이라 해석된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해야할 점은 『세종실록』 지리지 각 도의 산물항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품목이 자기와 도기처럼 진상과 공물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이
유는 산물항에 기재된 산물들의 본질적인 성격은 서술규식에 언급된 것처럼 ‘每邑所産’
이기 때문이다. 자기와 도기는 각 도의 궐공항과 각 군현에 산물과 생산처로서 중복 기
재됨에 따라 도단위 분정이 진상된 자기와 도기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이 유추되었
다. 그러나 다른 산물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每邑所産’의 의미이기 때문에
동일 산물이 각 군현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를 추론하여 진상과 공물을 구분하기
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리라 판단된다. 그동안 조선 전기 진상제도와 관련한 연구가 소
략했던 점은 이러한 한계 때문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2. 進上磁器에 대한 기존 해석과 과제
『세종실록』 지리지 각 도 산물항에 기재된 품목은 서술규식에 있는 ‘每邑所産’의 원칙
이외, 산물의 특성과 지역성 등을 고려한 ‘道단위의 分定’을 원칙으로 하였다. 아울러 도
단위의 분정은 공물과 달리 관찰사에게 책임이 부과되어 수취된 진상을 대상으로 하였
음은 앞서 논증된 바와 같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평안도와 함길도의 경우 자기가 진
상의 수취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반면, 경기도와 충청도, 황해도와 강원도, 전라도와 경상
도는 자기가 공물이 아닌 진상으로 분정되었음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진상으로 수취된 자기(이하 진상자기)는 국왕과 왕실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이들과 관
련한 祭享·賓客·禮葬·賜與 등 국가행사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한편 조선 전기 자기와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는 관사명이 있는 분청사기와 백자 등 國
用을 목적으로 한 공납자기는 각 군현의 자기소에서 생산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

24) 평
 안도와 함길도에 자기가 분정되지 않은 이유는 운송거리 이외 경제·군사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특히 평안
도와 함길도는 다른 도와 달리 태종 14년(1414)에 가서야 공물이 분정되었다(『태종실록』 태종14년 11월 5일). 이처럼 자기를
비롯한 진상으로 수취되었던 산물의 지역별 분정 현황과 성격은 앞으로 지속해서 연구되어야 할 과제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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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어 있다. 특히 『세종실록』 지리지 조사기간인 1420~1430년대 국왕과 왕실 소용을 목
적으로 진상된 자기는 백자이며, 경기도 광주목에 사옹원의 사기소가 설치된 이후 진상
을 목적으로 한 백자는 官窯에서 전담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연구자
들의 일반적인 견해는 ‘進上用 白磁와 貢納用 粉靑沙器’라는 이원화된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즉 왕실에서 사용하는 진상자기는 『세종실록』 지리지에 상품으로 기재된 4개소의 자
기소를 중심으로 제작된 백자였을 것이며, 경기도 광주목 사기소[官窯]를 관리·감독하
는 사옹원에 380명의 沙器匠이 배속되도록 법제화되면서 관요에서 진상용 자기[御用磁
器·內用磁器·王室磁器]인 백자를 전담하여 제작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반면 각 군현
자기소에서 제작된 분청사기는 각 군현에 파견된 지방관[수령]의 책임 아래 공납용 자기
[公用磁器·官用磁器]로 제작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유교적 이념(계층간의 위계
질서)에 입각하여 국왕과 왕실은 진상된 백자를 사용하였고, 이외 內宴과 行幸 등 국가
에서 행하는 여러 행사 시 참여한 많은 사람, 그리고 京中各司에 소속된 많은 관리와 노
비들은 공납으로 수취된 분청사기를 사용한 것으로 보았다(박경자, 2007: 248-252 ; 김영
원, 2012: 90-95).
이와 같은 논지의 주된 근거는 우선 진상제도를 공납제와 이원화하는 시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비록 광의의 의미에서 공납제 아래 진상과 공물로 구분된다는 것은 견지
하고 있지만, 진상의 성격을 사료 C의 내용을 근거로 각 도의 관찰사를 위시한 지방 장관
이 국왕에 대한 봉상의 예물로써 상납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박경자, 2009: 245-246).
사료 C 예조에서 계하기를, “앞으로는 京外의 관원이 大殿과 恭妃殿에 바치는
모든 물품은 ‘進上’이라 일컫고, 그 나머지 各殿에는 ‘供上’ 이라 일컫도록 하소서.”
25)

하니, 그대로 따랐다.

26)

그리고 세종 7년(1425) 명나라에 진헌할 백자를 광주 목사에게 제작하도록 한 기록,
27)

세종 15년(1433) 세종이 스스로 자기를 사용하였다는 기록,
28)

종조에 어기로 백자를 전용했다는 기록

成俔의 『慵齋叢話』에서 세

등 문헌자료는 ‘進上用 白磁와 貢納用 粉靑沙

器’라는 선행연구자의 해석에서 주요 골자가 된다.

25) 『세종실록』 세종 7년 2월 21일. 禮曹啓. “今後京外官一應奉進之物, 於大殿, 恭妃殿稱進上, 其餘各殿稱供上.” 從之.
26) 『세종실록』 세종 7년 2월 15일. 傳旨廣州牧使, 進獻大中小白磁獐本十事, 精細磻燔造以進.
27) 『세종실록』 세종 15년 11월 1일. 予於器皿, 皆用磁漆.
28) 成俔, 『慵齋叢話』 卷10 世宗朝, 御器專用白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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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기록과 함께 제시된 진상 백자의 실례는 다음과 같다. 연구자에 따라 다소간의 차
이는 있지만, 경기도 광주 하번천리 내곡(안골)에 있는 분청사기가마에서 출토된 갑번하
여 정세하게 제작된 백자, 『세종실록』 지리지 경기도와 경상도에 상품 자기소로 표기된
4개소에서 생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백자, 경기도 광주 우산리 일대의 2호·4호·17호
가마터에서 제작된 ‘內用’·‘仁’·‘中’·‘殿’ 등 궁궐 안의 소용처 별 전각 및 궁을 표기한
백자, 강원도 양구 송현동 가마터에서 수습된 ‘恭安府’명이 표기된 백자 등으로 정리된다
<사진 1-4>.

<사진 1> 갑번백자와 분청사기
(광주 번천분청 2호 요지 수습, 강경숙,
2003; 85. 도6 재인용)

<사진 3> ‘仁’·‘司’명 백자
(광주 우산리 17호 요지 출토, 보고서사진87·90)

<사진 2> ‘內用’명 백자
(광주 우산리 2호 요지 출토, 보고서사진106)

<사진 4> ‘恭安府’·‘礼賓寺’명 백자
(강원도 양구 송현리 5호 요지 수습,
명지대학교 박정민교수 제공)

그런데 지금까지 논증된 『세종실록』 지리지 각 도의 궐공항에 있는 자기의 성격을 고려
해 보면, ‘進上用 白磁와 貢納用 粉靑沙器’라는 이원화된 시각은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진상자기는 『세종실록』 지리지 각 도 궐공항에 명기된 바와 같이 제도적으로
경기도와 충청도, 황해도와 강원도, 전라도와 경상도에 분정되어 관찰사의 책임하에 납
부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본 글에서는 선행연구자들이 일관되게 주지하여왔던 ‘進上用
白磁와 貢納用 粉靑沙器’라는 이원화된 해석과 진상자기의 범주에 대한 연구자들의 견해
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면서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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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본 글을 통해 확인된 진상자기의 성격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세종실록』 지리
지 각 도의 궐공항에 있는 ‘자기’는 도관찰사의 책임하에 진상으로 수취된 산물 중 하나
이다. 이는 각 도의 진상을 상정하라는 세종 1년(1419) 지시가 제도적으로 반영된 결과이
다. 따라서 『세종실록』 지리지 작성 시점인 1420-1430년대 진상자기는 평안도와 함길도
를 제외한 나머지 6도에 분정된 것으로 해석된다. 『경상도속찬지리지』가 『세종실록』 지
리지에서 ‘변화된 경제내용’을 위주로 작성되었다는 Ⅱ장의 견해를 전제로 한다면, 적어
도 『경상도속찬지리지』가 완성된 예종 1년(1469)까지는 『세종실록』 지리지를 통해 확인
된 진상자기의 도별 분정체제는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각 도에서 진상으로
분정된 자기의 수취 기반은 ‘每邑所産’의 서술규식에 의거하여 각 군현의 생산처로 기재
된 자기소에서 제작되었던 자기이다. 따라서 ‘每邑所産’의 서술규식에 충실하기 위해서
는 각 군현의 모든 자기소에서 공물과 함께 진상을 목적으로 한 자기가 생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선행연구자들이 진상자기의 실례로 판단했던 사례들은 본 글에서 논증한 『세
종실록』 지리지의 각 도에 분정된 진상자기의 현황과 ‘每邑所産’의 서술규식에 비추어 볼
때 크게 어긋나고 있다. 우선 강경숙(2003: 84-85 ; 2012: 409-410)은 광주 하번천리 내곡
에서 출토된 갑번백자를 근거로 『세종실록』 지리지 상품자기소 4개소, 강원도 양구 송
현동 가마터에서 수습된 ‘恭安府’명이 표기된 백자를 진상자기의 실례로 제시하였다. 그
렇지만 『세종실록』 지리지에 상품자기소가 분정된 道는 경기도와 경상도에 불과하므
로 분정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다. ‘恭安府’명 백자가 수습된 강원도 양구 송현동 5호가마
는 『세종실록』 지리지 강원도 양구현의 장평리에 있는 중품 자기소로 추정된다(박정민,
2007: 106-122). ‘恭安府’명 백자를 강경숙은 진상자기로 해석했지만, 박경자(2009: 141142)와 박정민(2009: 93-97)은 함께 수습된 ‘礼賓寺’명 백자를 근거로 공납용 백자로 해석
29)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김영원(2003: 61-62, 135-176 ; 2012: 40-41, 43)은 경기도 광주목 사옹원 사기소의 설치
시기를 중심으로 왕실소용 자기를 공납자기와 진상자기로 이원화하여 해석하였다. 김영
원은 진상을 넓은 의미의 貢納에 속하지만 관민봉상의 예물이므로 공물보다 한층 높은
‘別格’의 奉上品으로 보고, 진상에 대한 품목·수량·횟수·상납시기 등에 대해 상세한
규정이 없었다고 보았다. 분원 설치 이전 세종 연간에 왕실 소용(왕과 왕실 관련 특수 전
각)자기는 거의 백자로 대체되었고, 중앙과 지방관청에서는 대부분 분청사기를 사용하

29) 한
 편 박정민(2007: 106-122)은 이 글에서 양구 송현동 5호가마에서 수습된 관사명 백자를 통해 공납용 백자와 분청사기 사이
에 현격한 차이가 없음을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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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분원 설치 이후에는 관요에서 진상자기를 전담하여 제작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본문에 제시된 사료 A의 내용과 『세종실록』 지리지 산물항에 대한 분석, 진상에
대한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와 같은 견해는 재고되어야 한다.
박경자(2007: 248-249 : 2009: 241-155)는 사료 C를 근거로 세종 7년(1425) 예조에서 京
外의 관원이 大殿과 恭妃殿에 바치는 모든 물품은 ‘進上’이라 일컫고, 그 나머지 各殿에
는 ‘供上’ 이라 하자는 사료내용을 근거로 광주 하번천리 내곡에서 출토된 갑번백자와 경
기도 광주 우산리 일대의 2호·4호·17호 가마터에서 출토된 명문백자를 진상용과 공상
용으로 구분을 시도하였다. 御器로 쓰인 진상백자는 경기도 번천리 2호 가마터에서 제작
된 것과 같은 양질의 백자로 명문이 표기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았고, 궁궐 안의 여러 전
각에는 각 전각을 의미하는 ‘仁’·‘中’·‘殿’ 등이 표기된 백자가 供上된 것으로 추정하였
다. 이들 진상용 및 공상용 백자들은 공납요인 자기소에서 제작되었으며, 넓은 의미의
내용자기로 보았다. 그리고 세종 조의 御器인 백자는 당시 백자의 공납이 가능한 상품
자기소, 즉 경기도 광주·경상도 상주 및 고령의 주현에서 제작하여 해당지역 관찰사의
주관아래 진상물로 공납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박경자(2007: 152-153)는 진상의 대상 범위가 세종 즉위년(1418)과 세종 7년(1425)
의 두 기록에서 다르게 규정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1425년 이후부터 자기를 진상물로
상납 받을 수 있는 곳은 대전과 중궁전 사옹방과 양전의 공상을 담당한 내자시와 내섬시
로 보고, 분청사기 ‘內用內用’명대접<호림박물관 소장>·분청사기 ‘內資內用’명대접<이
화여대박물관 소장> 등 ‘內用’이 표기된 분청사기도 ‘凡進上器皿’이라 하여 진상자기의
30)

범주에서 해석하였다(사료 A).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연구자들이 판단하는 진상백자의 사용주체는 국왕을
비롯한 왕실에서 사용한 자기라는 한정된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연구자에 따
라 진상자기의 대상이 되는 자기도 차이가 나고 있다. 특히 주요 진상자기의 생산지로
『세종실록』 지리지에 상품자기소로 기재되어 있는 경기도 광주와 경상도 상주와 고령을
지목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평안도와 함길도를 제외한 나머지
6도에 분정된 진상자기의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 한결같이
주목해왔던 ‘進上用 白磁와 貢納用 粉靑沙器’라는 이원적 해석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앞서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지만 진상은 개국 초부터 공납제의 정비과정에서 논의되
었고, 세종 1년(1419)년 각 도의 진상에 대한 납부시기, 역로, 한성부와의 이격거리, 산물
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詳定할 것을 지시하면서 재정비되었다. 조선시대의 재정은 국가

30) 『세종실록』 세종 즉위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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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과 왕실재정으로 구분되며, 진상으로 수취된 산물은 왕실과 관련한 일상생활과 다
양한 의례의 소용을 목적으로 한 왕실재정이며, 공물로 수취된 산물은 국용으로 국가재
정을 구성하였다. 그런데 조선전기 왕실재정은 국가재정 안에 포섭되어 상호 轉用되는
중층적 성격을 띠고 있는 公財政으로 인식되어 이를 구분하여 파악하기란 좀처럼 용이
한 일이 아니다(송수환, 2000: 397~398). 하지만 당시 위정자들은 『세종실록』 지리지 궐
공항에 있는 자기·도기와 같은 산물에서 나타나듯이 진상과 공물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고, 『경상도속찬지리지』와 『동국여지승람』과 같이 변화된 경제내용을 정리하면서
지속해서 공납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러므로 추후의 연구에서는
진상과 공납제를 이원화하는 시각보다는 공납제 아래 진상과 공물이라는 시각으로 조선
전기 도자의 수취과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Ⅳ. 맺음말
15세기 내내 경주되어 편찬된 관찬지리지들은 편찬 시기에 따라 산물들이 편제된 항
목과 내용에 차이가 있다. 磁器도 예외는 아니어서 각 군현의 토산(토산공물)항, 혹은 각
도의 궐공항에 다른 산물과 함께 기재되어 있거나, 각 군현 항목 말미에 어량·염장·철
장 등의 예와 같이 생산처인 磁器所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재방식의 추
이는 조선 개국 후 지속해서 정비되었던 공납제와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지리지마다 자기와 관련한 내용이 다르게 기재된 이유, 그리고 이를 기초
로 『세종실록』 지리지 각 도의 궐공항에 있는 ‘자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검토해 보
았다. 이로써 파악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가 기재된 산물항의 변동은 공납으로 수취되었던 자기의 성격과 그 흐름을
같이하고 있다. 그 원인은 각 군현에서 공납으로 납부되었던 자기의 생산과 수요의 변화
가 지리지에 반영된 결과이다. 『경상도지리지』에서 군현의 토산공물항에 기재된 자기가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도의 궐공항으로 변동된 것은 군현에서 일반적으로 생산되는 산
물[每邑所産]로 파악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상도속찬지리지』는 도의 산물항이 누락
되어 있지만, 이는 ‘변화된 경제내용’을 반영한 결과로 『세종실록』 지리지의 연장선상에
서 산물항은 생략된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동국여지승람』은 군현에서 자기의 생
산이 급감함에 따라 토산으로 희귀한 것[土産稀貴者]으로 파악되었고, 이 때문에 자기가
군현의 토산항으로 변경되어 기재되었다.
둘째, 『세종실록』 지리지의 수찬자들은 각 도의 궐공항에 산물을 기재함에 ‘每邑所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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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서술규식 이외에 산물의 특성과 지역성 등을 고려한 ‘道단위의 分定’을 원칙으로 하였
다. 특히 각 도의 궐공항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토 외곽에 있는 평안도와 함길도
는 진상자기의 분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반면, 경기도와 충청도, 황해도와 강원도, 전
라도와 경상도는 진상자기가 분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규명한 것은 이 논문
의 주요 성과라 하겠다. 그리고 『경상도속찬지리지』는 『세종실록』 지리지를 토대로 ‘변
화된 경제내용’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적어도 『경상도속찬지리지』가 완성된 예종
1년(1469)까지는 진상자기의 각 도별 분정체제는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기존 연구에서 한결같이 주지한 ‘進上用 白磁와 貢納用 粉
靑沙器’라는 이원적 해석에 의문을 가지고, 선행연구자들이 제시한 진상백자에 대한 성
격과 실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선행연구자들이 언급한 진상백자의 성격은 국왕을 비
롯한 왕실구성원이 사용한 자기라는 한정된 범위 내에 포섭되어 있었으며, 본 글에서 규
명한 각 道에 분정된 진상자기의 성격과는 부합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추후 각 道단위로 분정된 진상자기의 실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주지
되었던 ‘進上用 白磁와 貢納用 粉靑沙器’라는 이원적 해석은 재고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를 살펴보기 위한 과정에서 진상과 공납제를 이원화하는 시각보다는 공납제 아래에서
수취된 진상과 공물이라는 시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본 글에서는 15세기 각 군현에 있는 자기소에서 생산되었던 자기 중 진상자기, 즉
공납제라는 수취제도 아래에서 왕실소용을 목적으로 평안도와 함길도 이외에 6道에 분
정되었던 진상자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미처 언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다
음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아울러 본 글을 작성하면서 문헌자료에 대한 해독과 비판,
그리고 선행연구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말미암은 비약과 오류가 있을 수 있겠다. 이에
대해서는 선학들의 많은 질정을 통해 고쳐나가도록 하겠다.
▶논문접수일(21.7.27) ▶심사완료일(21.10.15) ▶게재확정일(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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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of porcelain
based on province as
written in Joseon fifteenth-century geography books
Kwon, Hyeok-joo
(National Cultural Heritage Insutitute)
Gwanchan geography books (geography books written or commissioned by the
state) of the fifteenth century show differences in the table of contents and products
depending on the period of compilation. Porcelain is no exception, and it is listed together
with other products among the local product items (for tributes) of each county, among
the items for missed tributes of each province, or at the end of an item for each county.
Porcelain is listed in terms of the location where it is produced, as in the cases of weirs,
salt pans, and iron foundries. The changing trend of such a system is in line with the tribute
system, which was continuously improved since the founding of the Joseon Dynasty.
In this paper, we examined the reason that the contents related to porcelain were
organized differently in each geography book, and, based on this, the meaning of “porcelain”
among the items for missed tributes in each province in The Veritable Records of King
Sejong was reviewed.
Changes in the product item where porcelain is listed are in lin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porcelain given as a tribute. The reason for this is that changes in the
production and demand for porcelain, which was given as a tribute in each county, were
reflected in geography books. In addition to the descriptive rule of “produced in each
village,” the writers of The Veritable Records followed the principle of “allocation by
province”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and locality of the products when listing
the products among the missed tribute items for each province. In particular, the contents of
the missed tribute items of each province show that Pyeongan and Hamgil provinces were
not assigned porcelain dedicated to the king, while Gyeonggi, Chungcheong, Hwanghae,
Gangwon, Jeolla, and Gyeongsang provinces were. Identifying this was the main
achievement of this paper.
We examine the characteristics and examples of white porcelain dedicated to the
king as suggested by previous studies, with questions about the dubious interpretation
of “white porcelain as a gift and Buncheong porcelain (bluish-green stoneware) as a
tribute,” which has been consistently remarked upon in previous studies. We foun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white porcelain dedicated to the king mentioned by previous studies were
included within the limited scope of porcelain used by the king and other members of the
royal family, and did not match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rcelain dedicated to the king
assigned to each province as identified in this paper.
Therefore, for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porcelain dedicated to the king
assigned to each province later, the vague interpretation of “white porcelain as a gift and
Buncheong porcelain as a tribute,” which has been consistently noted so far, needs to
be reexamined. In this process, it is necessary to approach i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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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ived gift and as an offering under the tribute system, rather than the dualistic view of
dedication to the king and the tribute system.
Keywords: G
 wanchan geography, porcelain, location of the porcelain, tribute system,
allocation, porcelain dedicated to the king, white porcelain, Buncheong porcel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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