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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일자  2021. 9. 23. ● 심사일자  2021. 10. 19. ● 게재확정일자  2021. 11. 2.

세종의 대군·군과 세손을 포함하여 총 19기 태실이 모여 있는 성주 세종대왕자 태실은 여러 태실이 한 공간에 조

성된 유일한 사례이자, 태를 봉안·보호하는 장태용 그릇의 구성과 조형 역시 다른 곳과 구별되어 주목받아왔다. 본 글

은 성주 태실에서 출토된 장태용 그릇 중 하나인 <분청사기 상감연판문 반구형뚜껑>에 집중하여 제작의 특징을 구

명하고 제작지 고찰에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 대상은 태주가 확인된 6점에 한정하였다.

성주 태실은 세종 연간 왕실의 장태와 태실 조성에 관한 다양한 논의와 행사가 가장 성행한 1436~1439년에 계획

되고 세워졌을 것이다. 태를 담은 항아리를 덮어 보호하는 목적으로 태와 함께 장태 된 이 분청사기 뚜껑은 장태에 필요

한 여러 잡물 가운데 중앙 관청에 분정된 잡물의 용도와 일치하며, 장흥고에서 장태 행렬 이전에 마련하여 조달한 품목

으로 유추된다. 뚜껑의 크기·형태·장식 등의 조형적 특징은 15~16세기 왕실용 태항아리 뚜껑과 공통되는 부분이 있고, 

『세종실록』 「오례」에 수록된 길례용 제기 및 가례용·빈례용 준작 기물과 친연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뚜껑의 꼭지

를 에워싸고 있는 태토빚음의 번조받침 흔적은 15세기 후반~16세기 전반 왕실용 태항아리 뚜껑에 남아 있는 흔적과 상

통한다. 덧붙여 번조받침 흔적의 형태와 위치를 통해 이 분청사기 뚜껑은 꼭지를 아래로 향하게 한 후 받침 도구와 갑발 

등을 이용하여 번조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상의 분석과 『세종실록』 「지리지」에 등재된 자기소 내용, 15세기 전반 자기

의 진헌·공납 관련 기록, 현재까지 조사된 분청사기 가마터 출토 유물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이 분청사

기 뚜껑을 제작한 곳은 현 광주광역시 북구 충효동 분청사기 가마터가 가장 유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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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경상북도 성주(星州)군 월항면 선석산(禪石山)에 

자리한 세종대왕자(世宗大王子) 태실(胎室)은 세종(世宗, 

1397~1450)의 아들(대군·군) 18명과 왕세손 1명을 포함

하여 총 19명 왕실 구성원의 장태(藏胎)가 이루어진 곳이

다(그림 1).1 조선 왕실에서는 아기의 태(胎)를 처리하는 

여러 방법 중 삼국시대부터 이어지고 있던 태를 땅에 묻

는 방식(장태)을 계승하여 태실(胎室)을 조성하였다.2 성

주 세종대왕자 태실(이하 ‘성주 태실’)은 태(胎)를 그릇에 

담은 후 석함(石函)에 넣어 매장하였다는 점에서 조선 왕

실의 장태 방식과 공통되지만, 태를 봉안·보호하는 그릇

의 구성은 다른 왕실용 태실과 구별된다.

경북 예천에 있는 왕세자 문종(文宗, 1414~1452) 태

실에서는 도기 항아리(내항)와 분청사기 뚜껑항아리(외

항)가 출토되었으며, 크기가 다른 항아리를 이용한 이중 

봉안은 조선 왕실의 장태용 그릇을 구성하는 보편적인 방

식이다(그림 2).3 반면 성주 태실 가운데 일제강점기 서삼

릉으로 옮겨진 세조(世祖) 태실과 1977년 발굴한 화의군

(和義君) 태실의 장태용 그릇은 항아리, 대접, 뚜껑 등 다

양한 기종으로 이루어졌다(그림 3, 4). 화의군 태실의 석

함을 개봉하였을 때 찍은 사진을 통해 대접은 태를 담은 

항아리의 밑을 받치기 위한 용도이고, 항아리보다 월등히 

큰 뚜껑은 항아리 전체를 덮어 태(항아리)를 보호하는 역

할을 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그림 4).4 분청사기에 상감 

기법으로 연판문을 장식하고 반구형의 뚜껑으로 제작된 

<분청사기 상감연판문 반구형뚜껑>(이하 ‘분청사기 뚜

껑’)은 1977년 조사 과정에서 평원대군(平原大君), 영풍

군(永豐君), 단종(端宗) 태실에서도 출토되었으며, 삼성

1 진홍섭, 1974, 「星州 捷鎭山 胎峯」, 『한국사논총 : 하성 이선근 박사 고희 기념 논문집』, 형설출판사; 성주군청, 1977, 『世宗大王子 胎室 遺物 發見 報告 (1권)』·『世宗大

王子 胎室 發見 遺物 寫眞帖 (2권)』.

2 최호림, 1985, 「朝鮮時代 胎室에 관한 一硏究」, 『한국학논집』 7권,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pp.59~88; 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조선 왕실의 태봉』; 홍성익, 

2015, 「조선시대 胎室의 역사고고학적 연구」, 『영남학』 27권,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원, pp.7~51; 심현용, 2015b, 「朝鮮時代 胎室에 관한 考古學的 硏究」, 강원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 윤용이, 1999, 「태항아리 고찰 (조선시대 白磁 胎항아리의 成立과 變遷)」, 『서삼릉태실』, 국립문화재연구소, pp.132~147; 강수연, 2002, 「朝鮮時代 白瓷 胎缸

에 관한 硏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석인, 2010, 「朝鮮 王室 胎항아리 變遷 硏究」, 『고문화』 제75집, 한국대학교박물관협회, pp.53~79. 

4 양윤미, 2015, 「성주 世宗大王子 胎室 봉안 安胎用 陶磁器의 양상과 제작 시기 연구」, 『영남학』 27호, p.150. 

그림 1 성주 세종대왕자 태실 전경(필자 촬영)

그림 2   문종 장태용(1439

년 장태) 내·외항

아리(국립고궁박물관, 

2018, 『조선 왕실 아기씨의  

탄생』, p.156)  

그림 3   세조(진양대군) 장태용 항아리·대접·뚜껑과 

태지석(국립고궁박물관, 2018, 앞의 책, p.157)  

그림 4   1977년 화의군 태실 석함 개봉 현장(심현용, 2005, 「星州 世宗大王子 胎室 硏究」, 『박

물관연보』 제2호, 강릉대학교 박물관, p.91 <사진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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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리움 소장 계양군(桂陽君) 태실 출토품에서도 확

인되고 있다. 

성주 태실 관련 선행 연구에서 이 분청사기 뚜껑을 

둘러싼 다양한 자료와 정보가 잘 정리된 바 있다.5 이를 

바탕으로 성주 태실 출토 장태용(藏胎用) 자기(磁器)의 

제작 시기를 태주(胎主) 출생 무렵과 태실 조성 무렵으로 

양분하고, 분청사기 뚜껑의 경우 양식적 특성상 후자에 

해당할 것으로 제기된 바 있다.6 최근에는 동체를 동반하

지 않는 이 뚜껑이 이후 왕실용 태항아리 외항에 2차 뚜

껑을 추가하게 된 요인으로 언급되기도 하였다.7  

이 분청사기 뚜껑은 성주 태실만의 여러 특수성8과 

함께 여타 왕실의 장태용 그릇에서는 볼 수 없는 기종과 

조형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동시에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

하여 왕실 장태용 그릇의 형식이 정립되지 못한 시기의 

이례적인 사례로만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조선 왕실의 장태는 구성원의 탄생과 맺어지

는 경사스러운 행사일 뿐만 아니라 철저한 규정과 엄숙한 

질서에 맞추어 진행된 의례적 성격을 지닌 국가 의식이

다.9 더욱이 장태용 그릇은 장태와 태실의 가장 핵심인 태

를 봉안·보호하는 기물이라는 점에서 세종의 대군·군·왕

세손의 태를 보호하는 분청사기 뚜껑은 분명한 용도와 격

식에 맞추어 제작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본 글은 성주 태실 <분청사기 상감연판문 

반구형뚜껑>이 세종 연간 및 조선 전기에 제작된 왕실 

장태용 그릇과 국가 의례용 기물에서 볼 수 있는 특성을 

내재하고 있음을 구명하였다. 그리고 세종 연간 전국에 

분포하고 있던 수많은 분청사기 가마 가운데 어느 곳에서 

제작하고 납품하였을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세종 연간 왕실의 장태와 태실 조성의 상황을 검토하였으

며, 장태(안태) 의궤·등록의 기록을 바탕으로 장태용 잡

물의 분정과 조달 체계 속에서 이 뚜껑의 조달처를 유추

하였다. 6점 뚜껑의 크기·형태·장식 등의 조형과 번조받

침 흔적의 특징을 15~16세기 왕실용 태항아리와 『세종실

록』 「오례」에 묘사된 의례용 기물과 비교·분석하였으며, 

나아가 이 뚜껑의 번조 방식을 추정해보았다. 이상의 분

석과 『세종실록』 「지리지」 자기소 내용, 15세기 전반 자기

의 진헌·공납 관련 기록, 분청사기 가마터 출토 유물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분청사기 뚜껑의 제작과 관

련될 가마터를 살펴보았다. 

Ⅱ.   <분청사기 상감연판문 반구형뚜껑> 
제작 배경 

1. 세종 연간 왕실 장태와 태실 조성 상황   

세종의 왕자(대군·군) 18명과 왕세손 1명의 장태 

및 태실 조성에 대한 문헌 기록은 전해지지 않지만, 태비

(胎碑, 아기비)와 태지석(胎誌石)에 남아 있는 명문의 내

용을 통해 각 태실의 태주와 출생일·장태일의 정보를 얻

을 수 있다. 이들의 장태 시기에 있어서 특기할 점은 19

명 중 13명은 출생일과 관계없이 1438~1439년에 장태

되었고, 1439년의 장태는 특정일 혹은 며칠 간격으로 함

께 치러졌다는 사실이다(표 1의 행사 ‘성주 태실’ 참고).10 

1438~1439년은 세종 연간 중 왕실의 장태와 태실에 관한 

논의와 규정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왕자 외에도 다른 

5 심현용, 2005, 「星州 世宗大王子 胎室 硏究」, 『박물관연보』 제2호, 강릉대학교 박물관, pp.43~98. 

6 양윤미, 2015, 앞의 논문, pp.145~179. 

7 백은경, 2018,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조선 왕실 태항아리」, 『조선 왕실 아기씨의 탄생 : 나라의 복을 담은 태항아리』, 국립고궁박물관, p.287. 

8 성주 태실은 고려시대에 없던 조선시대 왕자 태실의 첫 번째 사례이며, 19기의 태실은 4년 5개월 사이에 조성되었고, 태실의 배치는 장태 순서가 아닌 서

열에 따르고 있다는 독특한 특징을 지닌다(심현용, 2005, 앞의 논문, p.73; 심현용, 2015a, 「星州 禪石山 胎室의 造成과 胎室 構造의 特徵」, 『영남학』 27호, 

pp.132~135. 

9 김지영, 2014, 「조선시대 출산과 왕실의 ‘장태의례(藏胎儀禮)’ -문화적 실천 양상과 그 의미-」, 『역사와 세계』 45호, 효원사학회, pp.39~76.

10 심현용, 2005, 앞의 논문, pp.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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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실 구성원의 장태가 이루어진 시기이기도 하다. 

세종은 왕으로 등극한 1418년 8월 태실도감(胎室都

監)을 설치하고11 10~11월 태실지 채택, 태실의 수호 규모, 

난간의 법식, 태실 행렬 관련 규정 등을 논의하는 등12 태

실 조성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11월 11일 임금의 태

를 받들고 진주 곤명현 태실지로 향하는 길창군(吉昌君) 

권규(權珪, 1398~1421)에게 물품을 하사하였다는13 기록

으로 미루어 이즈음 세종 연간의 첫 번째 왕실 장태가 치

러졌을 것이다. 1421년(세종 3)에는 장태 후 제사인 태실

안위제(胎室安慰祭) 폐지를 명하였는데,14 이후 왕실의 장

태 및 태실과 관련한 내용은 약 15년 동안 보이지 않는다. 

1434년(세종 16) 얼마 전에 태어난 왕자의 태(胎)가 궁궐 

안에 있으므로 문소전(文昭殿) 별제(別祭)를 정지할 것을 

논의하지만, 태의 처리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없다.15 관

련 기록은 1436년부터 다시 등장하기 시작한다. 1436년

(세종 18) 7월 왕실용 태실 수호 군사들의 접거(接居)를 

제한하고,16 8월에 음양학(陰陽學)을 하는 정앙(鄭秧, ?)이 

당대(唐代) 일행(一行)이 저술한 『육안태(六安胎)』에 따

른 태 관리의 중요성을 지적한다.17 이후 1438년(세종 20) 

1월 세종은 소헌왕후(昭憲王后, 1395~1446) 태를 기존의 

양주 지방에서 길한 곳으로 옮기라고 명한다.18 3~4월 예

조에서는 장태 시 행해지는 제례 과정과 여러 기물의 법

식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의주를 상정하는 동시에19 장태 

행렬을 맞이하는 고을의 부담은 줄이려고 하는 등20 구체

적이고 현실적인 규정과 규칙이 세워진다. 중궁의 태는 5

월 15일 경상도 순흥부 중륜사(中輪寺) 골짜기에 장태된

다.21 곧이어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왕세자(문종)의 장

태 행렬 시 의장(儀仗), 동궁(東宮)의 장태 예법, 태실 수

호 군사 수 등에 대해 전례를 따르거나 왕세자의 격에 맞

추어 조율한 뒤22 2월 3일 왕세자의 태는 태실지로 출발한

다.23 이후 기록들은 왕세손(단종)의 태실지에 있는 옛 무

덤 철거와24 이를 소홀히 여긴 관인을 처벌하는25 등 왕실

의 태실도국(胎室圖局) 관리에만 집중하고 있어26 장태 의

례와는 무관한 내용이다.

이를 정리하면 세종 연간 왕실 구성원의 장태와 태

실 조성의 흐름은 크게 4기로 구분해볼 수 있다(표 1).  

11 『세종실록』 1권, 즉위년(1418) 8월 14일 辛卯 9번째 기사. 禮曹啓 今將涓吉朔安胎 請依前例 立胎室都監 擇吉地 從之.

12 『세종실록』 1권, 즉위년(1418) 10월 25일 辛丑 5번째 기사; 『세종실록』 2권, 즉위년(1418) 11월 1일 丁未 3번째 기사; 『세종실록』 2권, 즉위년(1418) 11월 3

일 己酉 8번째 기사; 『세종실록』 2권, 즉위년(1418) 11월 5일 辛亥 6번째 기사.

13 『세종실록』 2권, 즉위년(1418) 11월 11일 丁巳 5번째 기사. 吉昌君 權珪 自留後司奉御胎向 晋州 昆明縣 賜毛 毛冠.

14   『세종실록』 13권, 3년(1421) 10월 10일 己亥 5번째 기사. 

15 『세종실록』 64권, 16년(1434) 4월 26일 癸酉 2번째 기사. 

16 『세종실록』 74권, 18년(1436) 7월 20일 癸丑 4번째 기사.

17 『세종실록』 74권, 18년(1436) 8월 8일 辛未 1번째 기사. 

18 『세종실록』 80권, 20년(1438) 1월 20일 乙巳 3번째 기사. 中宮胎藏於 楊州 東面閭閻之間 命擇吉地移藏.

19   『세종실록』 80권, 20년(1438) 3월 17일 辛丑 2번째 기사. 

20 『세종실록』 81권, 20년(1438) 4월 9일 壬戌 2번째 기사. 

21 『세종실록』 81권, 20년(1438) 5월 15일 戊戌 2번째 기사. 藏中宮胎于 慶尙道 順興府 中輪寺洞.

22 『세종실록』 83권, 20년(1438) 12월 6일 丙辰 2번째 기사; 『세종실록』 84권, 21년(1438) 1월 10일 己丑 2번째 기사; 『세종실록』 84권, 21년(1438) 1월 16일 

乙未 4번째 기사. 

23 『세종실록』 84권, 21년(1439) 2월 3일 壬子 3번째 기사. 胎使判中樞院事 安純 奉東宮胎 往 慶尙道 基川.

24 『세종실록』 103권, 26년(1444) 1월 5일 乙卯 1번째 기사. 

25 『세종실록』 102권, 25년(1443) 12월 11일 辛卯 4번째 기사; 『세종실록』 102권, 25년(1443) 12월 29일 己酉 2번째 기사; 『세종실록』 103권, 26년(1444) 1

월 3일 癸丑 3번째 기사; 『세종실록』 103권, 26년(1444) 2월 27일 丁未 4번째 기사.

26 『세종실록』 103권, 26년(1444) 1월 7일 丁巳 2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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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기 1418~1421년은 왕실 구성원 가운데 첫 번째로 세종

의 장태가 개시된 시기이다. Ⅱ기 1422~1435년에는 관련 

기록이 없으며 행사 여부도 확인할 수 없어 공백기라고 

볼 수 있다. Ⅲ기는 1436~1439년으로 대략 4년 남짓한 기

간 동안 왕실의 장태를 위한 행렬 의장, 제례 기물, 태실 

수호 군사 수를 정하는 등 보다 체계화된 규칙과 질서를 

세우고 있으며, 왕비·왕세자·왕자 등 총 15명의 장태가 행

해져 세종 연간 중 왕실의 장태와 태실 조성이 가장 성행

하였다. Ⅳ기인 1440년대부터 왕실의 장태는 출생 후 4개

월 내외로 치러지고 태실지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

서 이미 장태와 태실의 조성에 대한 여러 제도는 정착되

고 안정화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즉 성주 태실은 세종 

연간 왕실의 장태와 태실의 조성에 대한 여러 논의와 행

사가 집중된 Ⅲ기에 계획되고 진행되었으며, 나아가 태비

가 손상되거나 태지석이 마모되어 장태일을 알 수 없는 4

명(안평대군·금성대군·화의군·영풍군) 역시 1436년 이전

에 장태되었을 확률보다는 1436~1439년에 치러졌을 가

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표 1 세종 연간 왕실의 장태와 태실 관련 기록과 행사

시기 연도 기록
행사

성주 태실(대군·군·왕세손) 왕·왕비·왕세자

Ⅰ

1419년

(세종 1)

태실도감 설치(8.14)

태실산도(곤명현) 완성(10.25) 

태실 수호 인원 규정(11.1)

태실 석물을 목재로 규정(11.3)

-
11월 11일 이후 세종 장태

(이장·가봉)

1421년

(세종 3)
태실안위제 폐지(10.10) - -

Ⅱ
1434년

(세종 16)
왕자 태로 인한 궁내 제사 중지(4.26) - -

Ⅲ

1436년

(세종 18)

태실 수호 군사의 거주 한정(7.20) 

정앙, 태 관리 중요성 지적(8.8)
- -

1438년

(세종 20)

장태 행렬 규정(1.20)

장태 제례와 기물의 법식 상정(3.17)

장태 행렬 맞이 고을 예법 생략(4.9)

동궁 장태 행렬 의장 규정(12.6)   

3월 10일 장태 

2남 세조(世祖·晉陽大君, 1417.10.3. 출생)

3월 11일 장태  

10남 의창군(義昌君, 1438.4.10. 출생)

5월 15일 소헌왕후 장태

(이장)

1439년

(세종 21)

동궁 장태 예법 규정(1.10)

동궁 태실 수호 군사 수 규정(1.16) 

5월 24일 장태 

5남 광평대군(廣平大君, 1425.5.2. 출생)

8남 계양군(桂陽君, 1427.8.12. 출생)

11남 한남군(漢南君, 1429.8.14. 출생)

18남 거(渠·潭陽郡, 1439.1.8. 출생)

5월 26일 장태 

9남 평원대군(平原大君, 1427.11.18. 출생)  

5월 29일 장태 

4남 임영대군(臨瀛大君, 1420.1.6. 출생)

8월 8일 장태 

15남 영흥대군(永興大君, 1430.11.18. 출생)

12남 밀성군(密城君, 1430? 출생)

13남 수춘군(壽春郡, 1431.1.28. 출생)

14남 익현군(翼峴君, 1431? 출생) 

17남 왕자 장(章·寧海君, 1435.3.20. 출생)

2월 3일 이후 왕세자(문종) 

장태 

Ⅳ 

1441년

(세종 23)
-

윤11월 26일 장태 

왕세손 단종(端宗, 1441.8.9. 출생)
-

1442년

(세종 24)
-

10월 23일 장태 

19남 왕자 당(唐, 1442.7.24. 출생) 
-

1443년

(세종 25)
원손 태실지 무덤 관련(12.11, 12.29) - -

1444년

(세종 26)

태실도국 관리 규정(1.7)

원손 태실지 무덤 관련(1.3, 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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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왕실 장태용 그릇의 분정과 조달 체계

조선 왕실의 장태를 위한 준비 과정과 행사 전반은 

의궤(儀軌)·등록(謄錄)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보존되지

만 15~16세기 의궤·등록은 왜란(倭亂)으로 소실된 상태

이다.27 현전하는 의궤·등록의 태주(胎主)는 등극(登極)한 

후에 치러지는 태실의 가봉(加捧)·수개(修改)·조배(朝拜)

뿐만 아니라 새로 태어난 아기의 태를 묻는 장태 모두 왕·

왕세자(世子)·왕세손(世孫)에 한정된 까닭에28 왕위 계승

과 거리가 먼 왕자·공주·옹주의 장태와 관련한 사항은 알 

수 없다. 다만 왕실의 장태는 임란(壬亂) 전후가 크게 다

르지 않을 것이며29 왕자녀(王子女) 장태의 기본 형식은 

왕·왕비·왕세자의 장태를 모범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크

다. 이에 현전하는 18~19세기 왕세자(원자)·왕세손(원손)

의 장태(안태) 관련 의궤(儀軌)·등록(謄錄)에서 확인되는 

왕실 장태용 그릇의 분정과 조달 체계를 통해 이 분청사

기 뚜껑의 조달처를 유추해보고자 한다. 

조선 후기 장태(안태) 의궤·등록은 ㉠ 1783년(정조 

7) 문효세자(文孝世子, 1783~1786) 『원자아지씨안태등록

(元子阿只氏安胎謄錄)』(규13977), ㉡ 1809년(순조 9) 효

명세자(孝明世子, 1809~1830) 『원자아지씨장태의궤(元

子阿只氏藏胎儀軌)』(규13969), ㉢ 1827년(순조 27) 헌종

(憲宗, 1827~1848) 『원손아지씨안태등록(元孫阿只氏安

胎謄錄)』(규13972), ㉣ 1859년(철종 10) 원자(1858~?) 『원

자아지씨안태등록(元子阿只氏安胎謄錄)』(규13974), ㉤ 

1874년(고종 11) 순종(純宗, 1874~1926) 『원자아지씨장

태의궤(元子阿只氏藏胎儀軌)』(규13975) 등 총 5권이 전

해지고 있다.30 

 문헌의 내용을 통해 왕실의 장태는 예조(禮曹)에서 

총괄하였고, 이에 필요한 각종 잡물과 노동력은 중앙 관

청[京各司], 장태 행렬이 지나가는 각 고을, 태실지와 인

근 지역에 분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가장 큰 부담

을 진 곳은 태실이 위치한 지역과 인근 고을이지만,31 분

정의 기준에는 잡물의 용도가 반영되었다는 사실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안태(安胎) 때 서울 각사(京各司)에서 제공해야 할 물종과 

지역에서 수행해야 할 일들을 이전 의궤를 살펴서 첨부하오니, 

각사와 해당 도에 미리 알리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예조

가 관상감 보고에 덧붙여 “원자 아기씨 태를 안장할 때 들어가

는 잡물은 각사에 급속히 마련하여 조달하라고 명령하고, 도로

를 닦는 일은 경기, 수원, 충청도 수령에게 곧바로 거행하도록 

관문을 보내는 것이 어떠합니까?”라고 계목을 올렸는데, 4월 

13일 계문하여 윤허를 얻었다.31

기록에 따르면 장태에 필요한 각종 잡물 가운데 ‘태

를 안장할 때 들어가는 잡물’은 중앙 관청[京各司]에서 미

27 『선조실록』 127권, 33년(1600) 7월 26일 丁卯 1번째 기사. …亂後儀軌謄錄 皆無存者 只據聞見而爲之….

28  현전하는 장태와 태실 관련 의궤 목록 정보는 다음의 문헌을 참고하였다.   

김호, 2003, 「조선 왕실의 藏胎 儀式과 관련 儀軌」, 『한국학보』 29권 2호, 일지사, pp.164, 176; 김해영, 2014, 「『世宗大王胎室石欄干修改儀軌』에 대하여」, 『고

문서연구』 45, 한국고문서학회, pp.55~56. 

29 김호, 2003, 앞의 논문, pp.167~175. 

30 원문 정보와 번역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웹사이트(http://www.kyudb.snu.ac.kr)를 참고하였으며, 다음의 문헌에서도 번역의 도움을 얻었다.   

김호, 2003, 앞의 논문, pp.179~194;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국역 안태등록』;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조선 왕실의 안태와 태실 관련 의궤』, 민속원; 김

지영, 2014, 앞의 논문, pp.63~65.

31 김호, 2003, 앞의 논문, pp.179~183; 김지영, 2014, 앞의 논문, pp.63~65; 김지영, 2016, 「18세기 후반 정조대 ‘元子’의 탄생과 胎室의 조성 -『胎封謄錄』과 

『元子阿只氏安泰謄錄』을 중심으로-」, 『장서각』 제35집, 한국학중앙연구원, pp.126~138.

32 『원자아지씨장태의궤』, 1874년(고종 11), 3장. 安胎時所入京各司進排物種及一路應行諸事竝以前儀軌相考後錄牒呈爲去乎依前例預先進排事各司及該道良中前

期知委俾無未及之弊事據曹啓目粘連牒呈是白有亦向前元子阿只氏安胎時所用雜物令各該司急速磨鍊上下進排爲白乎矣道路修治乙良亦令京畿廣州水原忠情等道

守臣趁卽擧行事移文知委何如同治十三年四月十三日行左承旨臣南廷益次知啓依允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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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준비하여 행렬과 함께 이동하였다. 앞서 5권의 문헌에

서 장태용 잡물과 노동력을 조달하는 중앙 관청에는 선공

감(繕工監), 장흥고(長興庫), 전의감(典醫監), 호조(戶曹), 

제용감(濟用監), 향실(香室), 전설사(典設司), 의영고(義

盈庫), 공조(工曹), 사복시(司僕寺) 등이 공통으로 등장한

다.33 이 가운데 노동력을 제외하고 잡물만을 조달한 각사

는 선공감, 장흥고, 전의감, 호조, 제용감 등으로 추려진

다.34 그리고 잡물 중 약물(藥物)을 담당한 전의감을 열외

로 치면35 최종적으로 4곳이 남으며 조달한 잡물의 세부 

품목은 <표 2>와 같다. 

장흥고, 선공감, 호조, 제용감에서 조달한 잡물의 품

목이 장태의 어느 과정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파악

하기 위해 품목 앞에 각사의 기호(ⓐⓑⓒⓓ)를 표기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태를 모시고 내려갈 때 절차] 8월 29일 안태사 이하는…태

항을 받들어 막차에 안치한 다음 ⓒ 모장피 4장과 ⓐ(→ ⓑ) 조

소 3꾸리를 종횡으로 묶어 싸서 먼저 ⓒ 향모전 1부 반(半)을 

ⓐ 흑칠목궤(→ ⓑ 단목칠궤) 안에 펴고 태항을 가운데 안치한 

다음 모를 거두어 쌌다. 다음 ⓐ 종이로 싸고 풀로 빈 틈을 메

워 흔들리지 않도록… ⓐ(→ ⓑ) 청포 세 겹으로 꼰 바로 종횡

으로 묶어 ⓐ(→ ⓑ) 붉게 물들인 숙마로 짠 끈 24파로 잡아… 

ⓐ(→ ⓑ) 누자에 봉안하고…36

[태를 묻는 절차] 9월 초 6일 안태사 이하가… ⓐ(→ ⓑ) 누

33 ㉠ 1783년 『원자아지씨안태등록』에서는 상의원(尙衣院), 승문원(承文院), 교서관(校書館), 예조(禮曹) 등도 잡물과 노동력을 분정받았으나, 이후 기록에서 이 4곳의 

각사는 제외되었다.             

장악원(掌樂院 - ㉢ 1827년, ㉣ 1859년, ㉤ 1874년), 병조(兵曹 - ㉠ 1783년, ㉡ 1809년, ㉢ 1827년, ㉣ 1859년, ㉤ 1874년), 예조(禮曹 - ㉠ 1783년)에서는 장태 행

렬과 각사 잡물 수급에 필요한 노동력 등을 제공하였다. 노동력의 인원 수는 약간씩의 차이를 지닌다. 

34 향실은 향축(香祝), 의영고는 칠촉(漆燭) 4자루(柄), 공조는 횃불(杻炬) 4자루(柄), 사복시는 볏짚(藁草) 3속(束)을 맡았다. 전설사는 장막(帳幕)을 담당하였는데 ㉢ 

1827년, ㉣ 1859년, ㉤ 1874년 기록에만 확인할 수 있다. ㉠ 1783년 장태에서는 상의원과 승문원에서 지석(誌石)으로 사용할 청석(青石)을 준비하고 글은 교

서관에서 담당하였는데, 이후는 보이지 않는다.

35 전의감에서는 주사(朱砂) 7전(戔), 우황(牛黃) 2푼(分), 석웅황(石雄黃·石牛黃) 2냥(兩), 용뇌(龍腦) 2푼(分 - ㉠ 1783년 열외) 등을 준비하였다.

36 『원자아지씨안태등록』, 1783년(정조 7), 3장. 八月二十九日卯時安 胎使以下具着時服辭 朝後仍詣本宮中使奉出 胎缸安于幕次以毛獐皮四張條所三巨里縱橫裹先

布鄊毛氊一部半于黑樻內 胎缸安于其中歛氊裹之次以紙裹草塡塞空隙使不得撓動閉蓋下鑰以青布三甲所縱橫結裹用紅染熟麻縳多繪二十四把音握持由正路而出九

月初五日申時到慶尙道醴泉郡龍門山 胎峯下奉安樓子….

표 2 조선 왕실 장태 의궤·등록에 기록된 ‘장태용 잡물’을 조달한 중앙 관청과 잡물의 세부 품목 

㉠ 1783년 
『원자아지씨안태등록』

㉡ 1809년 
『원자아지씨장태의궤』

㉢ 1827년 
『원손아지씨안태등록』 

㉣ 1859년 
『원자아지씨안태등록』

㉤ 1874년 
『원자아지씨장태의궤』

ⓐ 

장흥고 

누자(樓子) 1제구(諸俱), 흑칠목궤(黑漆木樻) 1제구(諸具), 

홍염숙마박다회(紅漆熟麻縛多繪) 24파(把), 삼갑소(三甲所) 

3꾸리(巨里), 조소(條所) 3꾸리(巨里) (사용 후 반환) 

(이후 선공감에서 조달)

저주지(楮注紙) 3속(束), 궤(樻) 바를(塗) 종이(紙) 10장(張), 

단폭지(單幅紙) 1장(張)
저주지(楮注紙) 2권(卷), 궤(樻) 바를(塗) 종이(紙) 5장(張), 단폭지(單幅紙) 1장(張)

별문방석(別紋方席) 1닢(立), 6장(張) 붙인(付) 백문지의(白紋地衣) 1부(浮), 유개야(油蓋也) 1부(部), 유사(柳笥) 1부(部) (사용 후 반환) 

ⓑ 

선공감

(노동력 조달 : 각사(刻事) 석수(石手) 2명(名), 사토장(沙土

匠) 1명(名))

누자(樓子) 1제구(諸俱), 단목칠궤(丹木柒櫃) 1제구(諸俱), 홍염숙마박다회(紅漆熟麻縛多繪) 

24파(把), 삼갑소(三甲所) 3꾸리(巨里), 조소(條所) 3꾸리(巨里)

ⓒ 

호조

금은(金銀) 각(各) 6푼(分), 오색초(五色綃) 각(各) 3자(尺), 모장피(毛獐皮) 4장(張), 태항(胎缸) 감쌀(所·結裹) 향모전(鄊毛氊) 1부(浮·部) 반(半)

지석(誌石) 감쌀(結裹) 향모전(鄊毛氊) 1부(部) (없음) 

ⓓ 

제용감

청포(靑布) 1필(疋), 청정주(靑鼎紬) 4폭(幅) 붙인(付) 겹보(甲袱) 1건(件), 청향사(靑鄕絲) 3갑승(甲繩) 10자(尺), 청정주(靑鼎紬) 3자(尺) 

지석(誌石) 감쌀(所裹) 홍면포(紅綿布) 4폭(幅), 겹보(甲袱) 1건

(件)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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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태봉 위로 모셨다… 전에 쌌던 것과 바깥 도기 항아리를 

제거하고 ⓓ 청향사 3갑승 10자로 더 봉과하였다… ⓒ 오색초 

각 3자를 해당하는 방위에 놓고 ⓒ 금은 각 6푼을 중앙에 놓은 

뒤 ⓓ 청정주 3자, ⓓ 겹보 1건, ⓐ 단폭지 1장을 차례로 항아리 

위에 덮고…37

선공감, 장흥고, 호조, 제용감에서 조달한 잡물의 품

목은 장태 행렬부터 태를 안장할 때까지 태항아리와 태지

석의 포장과 관련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 중 선공감

은 ㉠ 1783년까지는 노동력을 조달하였고, 뒤이은 ㉡ 1809

년부터 장흥고의 잡물을 분담하기 시작했다. 즉 ㉠ 1783년 

장태까지 ‘태와 함께 들어가는 잡물’은 호조(戶曹)와 소속 

관청인 장흥고, 제용감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맡았으며, 장

흥고는 가장 많은 장태용 잡물을 조달한 관청이었다.

장흥고는 궁중에서 사용하는 돗자리, 종이 등을 담당

하였으며38 1417년(태종 17) 호조에서 장흥고가 관리하는 

사기(砂器)·목기(木器) 출납의 투명성과 사장(私藏)의 폐단

을 막고자 공납 그릇에 해당 관청명[司號] 표기를 요구하는

39 기록으로 미루어 자기 출납도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세조의 장태용 그릇 중 분청사기 대접에 ‘장흥고(長

興庫)’명이 표기된 까닭은 1417년 이후 공납용 자기의 사

호(司號) 기입 조치와 태실의 잡물 조달 체계 속에서 장흥

고의 역할을 모두 방증해준다고 생각한다(그림 5). 그리

고 비록 태지석을 동반하지는 않았으나 항아리의 어깨에 

3~4개 고리가 부착되어 태항아리로 추정되는 분청사기

에서 ‘장흥고’명을 종종 확인할 수 있는 점 역시 같은 맥락

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그림 6).40 정리하면 세조 태

실 출토 <분청사기 ‘장흥고’명 인화문 대접>과 <분청사

기 상감연판문 반구형뚜껑>은 모두 태를 안장할 때 함께 

들어가는 잡물로, 중앙 관청에 분정되어 장흥고에서 조달

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두 그릇에 ‘장흥고’의 표

기 여부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하였다. 다만 대접과 뚜껑의 제작 시기가 다르고41 공납

37 『원자아지씨안태등록』 1783년(정조 7), 3장. 九月初六日午時安 胎使以下具着時服陪樓子于 胎峯上奉出 胎缸安于小帳幕次去前結裹及外陶缸以青鄕絲三甲繩十

尺加封前則無加封之 規矣今則內封不敢解去仍爲加封以朱砂題云 元子阿只氏 胎安 胎使姓名又以甘湯鎔沙缸蓋隙以青鼎紬三尺修拭 胎缸午時安于石瓮 中封處向南

次立誌石 胎缸前字面向缸刻云壬寅九月初七日寅時生 元子阿只氏 胎後面刻云乾隆四十八年九月初六日午時藏青 黃赤白黑五色綃各三尺置于所屬方位金銀各六分

置于中央青鼎紬三尺甲袱一單幅紙一張次次覆于缸….

38 『태조실록』 1권, 1년(1392) 7월 28일 丁未 4번째 기사. 長興庫 掌布匹 紙席等事.

39 『태종실록』 33권, 17년(1417) 4월 20일 丙子 3번째 기사. 戶曹上器皿除弊事宜 啓曰 據長興庫呈 外貢砂木器 以司饔房納施行 而庫專掌捧納 內宴及行幸時 分納

於司饔房 司膳署 司臠所 故未得終始考察 或匿或破 還納之數 僅至五分之一 徵於逢受下典 實爲積年巨弊 願自今庫納砂木器外貢元數內 司饔房 司膳署 禮賓 典祀 

內資 內贍寺 恭安 敬承府等各司 分定上納 各其司考察出納 以革積弊 戶曹又啓 長興庫貢案付砂木器 今後刻長興庫三字 其他各司所納 亦依長興庫例 各刻司號 造

作上納 上項有標器皿 私藏現露者, 以盜官物坐罪 以絶巨弊 皆從之.

40 관련 유물로는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과 호림박물관 소장 <분청사기 ‘경주장흥고(慶州長興庫)’명 인화문 항아리> 각각 1점, 국립중앙박물관과 미국 호놀룰루 

아카데미미술관 소장 <분청사기 ‘합천장흥고(陜川長興庫)’명 인화문 네 귀 항아리> 각각 1점, 일본 오사카 시립 동양도자미술관 소장 <분청사기 ‘장흥고(長興

庫)’명 인화문 항아리> 2점이 있다.

41 <분청사기 ‘장흥고’명 인화문 대접>은 구연부의 형태, 명문의 위치와 표기 방식, 인화문 형태와 구성, 유태의 특징으로 미루어 고려 말 상감청자의 요소가 남아 

있는 15세기 초 제작품으로 추정되고 있다(김영원, 1995, 「世宗 연간의 陶磁에 관한 考察」, 『미술자료』 55, 국립중앙박물관, pp.77~79; 강경숙, 2012, 『한국도

자사』, 예경, pp.356~357; 양윤미, 2015, 앞의 논문, pp.165~167). 

그림 5   세조 장태용 <분청사기 ‘장흥고’명 

인화문 대접>, 높이 7㎝, 입지름 20

㎝, 밑지름 6.6㎝,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 홈페이지 소장품 정보 사진)

그림 6   <분청사기 ‘경주장흥고’명 

인화문 항아리>, 서울 서

대문구 출토, 높이 21.5㎝,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박물관 홈페이지 소장품 정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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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자기에 반드시 사호(司號)를 표기하지는 않았던 것으

로 보이며, 분청사기 뚜껑의 경우 태실 조성 무렵에 맞춘 

특별 주문품으로 제기(祭器)처럼 일상용 뚜껑과는 구분

되는 조형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굳이 ‘장흥고’를 표기

할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여겨진다.

Ⅲ. <분청사기 상감연판문 반구형뚜껑> 
조형 및 번조받침 흔적의 특징

1. 조형의 특징 

태주를 알 수 있는 분청사기 뚜껑 6점은 높이와 입지

름에서 약간의 차이를 지니지만, 뚜껑의 크기만으로는 시

기별·서열별로 구분을 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표 

3).42 예를 들어 세조·단종의 경우 장태 날짜와 뚜껑의 입

지름은 상이하지만 뚜껑의 높이가 같으며, 계양군·평원대

군은 서열 차이가 있으나 비슷한 날짜에 장태되었고 뚜껑

의 크기도 일치하기 때문이다. 

분명한 점은 성주 태실 분청사기 뚜껑의 크기는 일

상 생활용 뚜껑에서는 보기 어려운 규격을 지녔다는 사실

이다. 이 뚜껑의 일반적이지 않은 규격은 15~16세기 왕실

용 태항아리 외항 뚜껑과 비교해볼 수 있다(그림 7). 태조

(太祖, 1335~1408)와 정종(定宗, 1357~1419)의 태실에서 

출토된 태항아리 외항의 뚜껑은 높이가 5㎝ 미만으로 다

소 납작한 편이나, 태종(太宗, 1367~1422)부터 인성군(仁

城君, 1588년 출생, 1589년 장태) 태항아리 외항 뚜껑의 

높이는 10~20㎝에 집중되어 있으며, 입지름은 모두 20㎝ 

이상 35㎝ 이하로 넓은 편이다. 즉 성주 태실 분청사기 뚜

껑은 동체를 동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외항아리 뚜껑과

는 구별되지만, 규격은 15~16세기 왕실용 태항아리 외항 

뚜껑과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셈이다.

성주 태실 분청사기 뚜껑의 형태는 윗면이 둥근 곡

면으로 처리되었고 단면은 공을 반으로 가른 반구형에 가

까우며 최상단에는 작은 꼭지가 부착되어 있다. 뚜껑의 

입지름과 높이의 비율 차로 인하여 단면이 똑같을 수는 

없으나, 꼭지가 부착된 둥근 곡면의 반구형뚜껑은 태종과 

문종의 태항아리 외항 뚜껑을 비롯하여 조선 전 시기에 

걸쳐 제작되고 사용된 왕실용 태항아리 뚜껑에 적용된 형

태라고 할 수 있다(그림 2, 8).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문

종의 태항아리 외항 뚜껑을 포함한 대부분의 태항아리 내

항·외항 뚜껑 꼭지에는 구멍을 확인할 수 있으나, 태종의 

표 3 성주 세종대왕자 태실 출토 <분청사기 상감연판문 반구형 뚜껑>

배치 뒷줄 (大君) 앞줄 (君) 별도 (元孫)

태주 ① 세조 (진양대군) ② 평원대군 ③ 화의군 ④ 계양군 ⑤ 영풍군 ⑥ 단종

출생 1417.10.3. 1427.11.18. 1425.9.5. 1427.8.12. 1434? 1441.8.9.

장태 1438.3.10. 1439.5.26. ? 1439.5.24. ?  1441.11.16 

사진

크기
높이 16㎝, 

입지름 28.3㎝

높이 18.1㎝, 

입지름 26.5㎝

높이 14.5㎝, 

입지름 27.9㎝

높이 18.4㎝, 

입지름 27㎝

높이 20.3㎝, 

입지름 24.6㎝

높이 16㎝, 

입지름 22㎝

소장 국립중앙박물관 경북대학교 박물관 국립대구박물관 삼성미술관 리움 경북대학교 박물관 국립대구박물관

42 6점 중 5점(세조·평원대군·화의군·영풍군·단종) 뚜껑의 높이·입지름 정보와 사진은 국립고궁박물관, 2018, 앞의 책을 참고하였고, 계양군 뚜껑은 양윤미, 2015, 

앞의 논문, p.153을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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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세종실록』 「오례」 <서례>에 수록된 최상단에 꼭지가 부착된 반구형뚜껑의 예

길례 제기도설 가례·빈례 준작 흉례 명기 

반구형 금대병(金大甁) 금소병(金小甁)

두(豆) 등(㽅) 형(鉶) 은대병(銀大甁) 은소병(銀小甁) 은태자(銀兌子) 반발(飯鉢) 향로(香爐)

태항아리 외항 뚜껑과 성주 태실 분청사기 뚜껑 6점에서

는 구멍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구멍이 없는 꼭지가 부착된 반구형뚜껑은 세종 연간 

국가의 다섯 가지 의례(吉禮·嘉禮·賓禮·軍禮·凶禮)를 편

찬하고 1454년(단종 2) 『세종실록』 부록으로 간행된 「오

례(五禮)」(128~135권) <서례(序例)>에 의례용 기물을 

필사한 도설(圖說)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길례 제기도설

(祭器圖設), 가례·빈례 준작(尊爵), 흉례 명기(明器) 기물

에서는 둥근 곡면의 반구형으로 제작된 뚜껑이 함께 짝을 

이루고 있으며, 뚜껑의 최상단에 부착된 꼭지에는 구멍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주 태실 분청사기 뚜껑과 공통

점을 지닌다(표 4). 

성주 태실 분청사기 뚜껑의 장식 역시 오례 기물의 

뚜껑 장식과 비교해볼 수 있다(표 5). 장식은 외면에만 집

중적으로 베풀어졌고, 장식의 중심이 되는 연판문은 최상

그림 7   성주 태실 분청사기 뚜껑과 15~16세기 조선 왕실용 태항아리 외항 뚜껑의 높이와 입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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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태종 장태용 내·외항아리(국립고궁박물관, 2018, 앞의 책, p.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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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꼭지부터 반구형 동체부 하단까지 흑백의 선상감·

면상감 기법을 이용하여 형태에 있어 약간의 변화를 주면

서 빼곡하게 시문되었다. 세조와 영풍군의 뚜껑에서 보

이는 연봉형 꼭지에 연판문 장식을 공들여 꾸민 모습은 

오례 가운데 가례·빈례에서 사용되는 은태자(銀兌子)와, 

비록 반구형뚜껑은 아니지만 자기(磁器)로 제작되는 백

자청화주해(白磁靑花酒海)의 뚜껑 꼭지와 매우 흡사하

다. 뚜껑의 꼭지 바로 아래 부분에 흑백선을 교차하여 단

정하게 둘린 연판문 또한 가례·빈례용 금대병(金大甁)·은

대병(銀大甁) 뚜껑에서 확인할 수 있다. 6점 뚜껑 모두 동

체 중심 부분에 넓은 폭의 2단 문양대를 마련하여 백색 

면상감을 이용한 연판문을 시원스럽게 배치하였고, 연판

문 사이에는 겹사선문 혹은 꽃술문을43 끼워 넣어 장식의 

다채로움을 주고 있다. 6점 중 4점의 하단부에서 보이는 

백색 상감 뇌문대를 둘러 마무리한 점은 길례용 두(豆)의 

뚜껑과 동일하며, 특히 두(豆)의 뚜껑과는 전체적인 장식

의 분위기와 형태가 가장 비슷하다고 여겨진다. 

정리하면 성주 태실 분청사기 뚜껑에서 보이는 크

기·형태·장식 등 조형의 특징은 15~16세기 왕실용 태항

아리 외항 뚜껑과 일정 부분 상통하고 있으며, 『세종실록』 

「오례(五禮)」에 수록된 길례·가례·빈례용 기물의 뚜껑과 

친연성을 지닌다. 

 2. 번조받침 흔적의 특징 

 성주 태실 분청사기 뚜껑 6점에는 꼭지를 에워싸고 

여러 개의 작은 태토빚음이 문양 위에 뚜렷하게 존재를 

남기고 있다. 이것은 뚜껑을 번조하였을 때 사용된 받침

의 흔적으로, 뚜껑 6점은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번조되었

음을 알 수 있다(표 6). 

대체로 그릇의 번조받침은 눈에 띄지 않고 장식에 

방해되지 않는 곳에 자리한다는 점을 참고하였을 때 이 

뚜껑의 두드러지는 번조받침 흔적은 의도적인 표식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흔적은 15~16세기 왕실용 태항

아리 뚜껑에서는 예사로운 일이다.

15~16세기 왕실용 태항아리 뚜껑의 번조받침 흔적

은 형태에 따라 성주 태실 분청사기 뚜껑처럼 작은 태토

표 5 성주 태실 출토 분청사기 뚜껑과 『세종실록』 「오례」의 기물 뚜껑 장식 비교  

성주 태실 분청사기 뚜껑  『세종실록』 「오례」 수록 의례용 기물 뚜껑 

연봉형 

꼭지의 

연판문 

장식
가례·빈례 

준작

① 세조

(진양대군) 
⑤ 영풍군 

은태자-뚜껑 

꼭지 

백자청화주해 

- 뚜껑 꼭지

상단의 

연판문 

장식 
⑤ 영풍군 ⑥ 단종 금대병-뚜껑  은소병-뚜껑

하단의  

뇌문대 

장식 

길례 

제기도설
② 평원대군 ⑥ 단종

두-뚜껑

표 6   성주 태실 출토 분청사기 뚜껑의 번조받침 흔적(국립고궁박물관, 2018, 앞의 책, pp.177~180, 184)

⑤ 영풍군 ② 평원대군 ③ 화의군 ⑥ 단종 

43 이러한 꽃술문은 분청사기 상감 문양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 불화의 본존 아래 연화대좌에 장식된 문양의 형태와 매우 유사하여 이를 도자기의 문양으로 간략하

게 도안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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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음을 연달아 받쳐 구슬이 엮인 듯한 구슬형과, 둥근 고

리 모양의 도구를 받쳐 이 부분에만 유약이 묻어 있지 않

은 고리형이44 주류를 이루고 있다.45 흔적의 위치는 외면·

내면으로 나뉘는데, 구슬형은 내·외면에서 모두 보이지만 

고리형은 내면에서만 확인된다(표 7). 

구슬형 번조받침이 외면에 남아 있는 것은 현재까지 

15세기 전반에서는 성주 태실 분청사기 뚜껑이 유일하지

만, 15세기 후반 이후에 장태된 왕실용 태항아리 뚜껑에서

는 종종 볼 수 있다. 다만 번조받침 흔적의 위치에서는 변

화가 감지된다. 성종(成宗, 1457~1494, 1458년 장태) 태항

아리 외항 뚜껑 2점은 모두 구슬형-외면이지만 내항 뚜껑

은 구슬형-내면이다. 견성군(甄城君, 1482~1507, 1486년 

장태) 태항아리와 <‘성화 17년’(1481)명 태지석>을 동반

한 왕녀(王女) 백자 태항아리46 역시 외항 뚜껑은 구슬형-

외면이고 내항 뚜껑은 구슬형-내면이다. 완원군(完原君, 

1480~1509, 1484년 장태) 태항아리 외항 뚜껑은 구슬형-

외면이지만 내항 뚜껑은 접지면에 유약을 닦아내고 있어, 

동일한 태주의 태항아리에 다른 번조 방식을 적용하고 있

다. 구슬형의 위치는 순숙공주(추정, 1476년 장태) 태항아

리를 시작으로 명종(明宗, 1534~1567, 1538년 장태) 태항

아리까지 내항·외항 뚜껑 모두 내면으로 통일된다.47 

한편 성주 태실 조성 무렵에 장태된 문종 태항아리 

외항 뚜껑에서 보이는 번조받침 흔적의 형태와 위치는 

고리형-내면으로, 성주 태실 분청사기 뚜껑과는 전혀 다

르다. 고리형-내면은 이후 1462년에 장태된 예종(睿宗, 

1450~1469) 태항아리 외항 뚜껑과 인성대군(仁城大君, 

1461~1463) 태항아리 내항·외항 뚜껑에서도 발견되며 16

세기 후반 이후 꾸준히 확인된다. 

이상으로 15~16세기 왕실용 태항아리 뚜껑의 번조

받침 흔적의 형태와 위치를 분석한 결과, 몇 가지 새로운 

사항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15세기 전반~후반 왕실용 태항아리 뚜껑에 남

아 있는 번조받침 흔적의 형태는 구슬형, 고리형, 기타 등으

로, 이는 곧 왕실용 태항아리 뚜껑 번조 시 고정된 방식이 

없었거나 제작한 곳이 달랐던 데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가

장 주류를 이루는 구슬형과 고리형은 세종 연간에 장태된 

성주 태실 분청사기 뚜껑(구슬형)과 문종 태항아리 외항 뚜

껑(고리형)이 가장 빠른 사례에 해당하고 있어, 두 뚜껑의 

번조 방식이 이후 왕실용 태항아리 뚜껑을 번조하는 방법

에 있어서 전례이자 기준으로 제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구슬형의 위치는 15세기 전반 외면 → 15세기 

후반 내·외면 혼용 → 16세기 전반 내면으로 변화한다. 또 

44 이러한 받침 흔적에 대해 윤용이는 ‘둥근테받침’으로, 윤석인은 ‘내화토테받침’으로 기술하였다(윤용이, 2000, 앞의 논문, pp.55~62; 윤석인, 2010, 앞의 논문, 

pp.67~70). 

45 뚜껑의 입지름 안쪽 면에 백토를 바르거나(인성대군 2차 뚜껑) 접지면에 유약을 닦아내어 번조한 흔적도 있으나(완원군 내항 뚜껑), 이러한 번조 방식은 15~16

세기 왕실용 태항아리 뚜껑에서는 매우 소수에 한정된다. 후자의 경우 17세기 이후 고리형-내면과 함께 보편적인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46 강경숙, 1964, 「李朝白磁胎壺」, 『미술사학연구(구 『고고미술』)』 제5권 제8호, 한국미술사학회,  pp.11~14.

47 번조받침 흔적이 구슬형-내면에 해당하는 왕실용 태항아리 뚜껑에는 왕녀 합환(合歡, 1483~?, 1485년 장태) 외항 뚜껑, 왕녀 복란(1486~?) 외항 뚜껑, 영산

군(寧山郡·福崇, 1490~1538, 1494년 장태) 내항·외항 뚜껑, 연산군 원자 금돌이(金乭伊, 1497~1506, 1501년 장태) 내항·외항 뚜껑, 연산군 왕자 인수(仁壽, 

1501~?, 1501년 장태) 내항·외항 뚜껑, 복성군(福城君·鶴壽, 1510~1533, 1515년 장태) 내항·외항 뚜껑, 인종(仁宗, 1515~1545, 1521년 장태) 내항·외항 

뚜껑, 의혜공주(懿惠公主, 1521~1564, 1523년 장태) 내항·외항 뚜껑, 덕흥대원군(德興大院君·歡壽, 1530~1559, 1530년 장태) 내항·외항 뚜껑, 명종(明宗, 

1534~1567, 1538년 장태) 내항·외항 뚜껑 등이 있다. 

표 7   15~16세기 왕실용 태항아리 뚜껑의 번조받침 흔적의 형태와 위치 

(●: 내항 뚜껑, ○: 외항 뚜껑, ◎: 덮개용 뚜껑)  

받침 흔적 형태 받침 위치 
15세기 16세기 17세기 

이후 전반 후반 전반 후반 

구슬형  

외면 ◎ ○,◎ - - -

내면 - ●,○ ●,○ - -

고리형  

외면 - - - - -

내면 ○ ●,○ - ●,○ ●,○

기타 (접지면)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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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기 전반에는 구슬형-내면으로, 16세기 후반에는 고

리형-내면으로 통일된다. 흔적의 형태와 위치는 번조 시 

그릇의 재임 방법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16세기 

번조받침 흔적의 형태와 위치가 일정 기간 유지되었다는 

것은 안정된 제작 체계 속에서 고정된 번조 방식의 적용 

여부를 짐작케 한다. 

셋째, 성주 태실 분청사기 뚜껑의 구슬형-외면에 해

당하는 번조받침 흔적을 통해 이 뚜껑은 꼭지가 아래쪽을 

향하도록 뒤집은 후 안이 비어 있는 받침 도구를 이용하

여 꼭지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유지하는 동시에 꼭지 주

변으로 태토빚음을 붙여 번조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재임 

방식 추정은 뚜껑 내면 중심에 있는 유약 고임 현상과 일

치한다. 또 내면에는 잡물이 거의 붙어 있지 않은 깨끗한 

상태이므로 갑발에 넣어 번조한 갑번(甲燔)이었을 가능

성이 크다(그림 9). 덧붙여 구슬형의 위치가 16세기부터 

내면에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때부터 뚜껑은 꼭지를 위

로 향한 상태로 재임하여 번조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Ⅳ.   <분청사기 상감연판문 반구형뚜껑> 
제작 추정 가마터 

성주 태실 분청사기 뚜껑은 세종 연간 왕실의 장태

용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 특수한 목적을 지닌 조형으로 

제작되었다. 이 뚜껑이 만들어졌을 시기에는 경기도 광

주에 사옹원 분원인 관요(官窯)가 설치되기 이전으로, 전

국 각지에 분포한 수많은 자기 가마에서 어용(御用)·왕실

용(王室用)과 국정 운영에 필요한 관용(官用) 자기를 제

작하여 진헌·공납하였다. 이에 속하는 가마는 『세종실록』 

「지리지」(1424~1432년 조사, 1454년 간행)에 등재된 120

곳 군현의 139개소에 달하는 자기소와 직결될 것이다.48 

따라서 이 뚜껑의 제작지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세종실

록』 「지리지」에서 상품(上品)49 표기가 첨부된 4곳의 자기

소가 속한 지역을 선정하였으며, 자기의 진헌·공납 관련 

문헌 기록과 가마터 발굴 출토 유물 정보 등을 종합적으

로 검토하여 이 분청사기 뚜껑의 제작 후보지로 다음 3곳

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경기도 광주목(廣州牧)에 소재한 분청사

기 가마이다. 광주 지역은 세종의 왕자와 왕세손의 장태 

행렬이 출발하였을 한양, 그리고 장태용 그릇을 조달하였

을 중앙 관청과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점에서 유리한 입

지 조건을 갖춘 곳이다. 1425년(세종 7) 명나라 사신 윤봉

(尹鳳, ?)이 요구한 사기(沙器)를 광주목사(廣州牧使)에게 

정세(精細)하게 만들어 올리라는 어명이 있었다는 기록

48 강경숙, 1994, 「『世宗實錄』 地理志 磁器所·陶器所 硏究 - 忠淸道를 중심으로」, 『미술사학연구』 제202호, 한국미술사학회, pp.5~95; 박경자, 2011, 「朝鮮 15世

紀 磁器所의 성격」, 『미술사학연구』 제270호, 한국미술사학회, pp.97~124. 

49 『세종실록』 「지리지」에 등재된 자기소 정보 마지막에 첨부된 상·중·하·없음(上·中·下) 품의 표기가 정확히 어떠한 의미와 기준을 지니고 있는지 밝혀줄 문헌 기록

은 없다. 다만 전국의 139개 자기소 가운데 4곳의 상품 자기소는 다른 자기소와 구분되는 특별한 의미 혹은 역할이었음은 분명할 것으로 보인다. 자기소에 첨부

된 상품의 의미에 대해 백자를 비롯한 좋은 품질의 자기를 생산한 곳(강경숙), 공납의 운송 방식 및 입지 조건에 의한 것(박경자), 제작된 자기의 공납처 관련(장

동철), 자기소의 공납 관련 상황(품종, 수량, 공납처 등)을 종합한 것(안세진)이라는 해석이 있다(강경숙, 1997, 「『世宗實錄』 地理志 기록에 있는 磁器所 陶片의 특

징 - 경기도와 충청도 5곳 가마터를 중심으로」, 『고고미술사론』 제5호,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pp.39~89; 강경숙, 2003, 「15세기 경기도 광주 백자의 성

립과 발전」, 『미술사학연구』 제237호, 한국미술사학회, pp.75~101; 박경자, 2011, 앞의 논문; 장동철, 2013, 「『世宗實錄地理志』 磁器所 品等 基準 硏究 - 慶尙

道를 중심으로」, 『문물연구』 제24호, 동아시아문물연구학술재단, pp.67~96; 박경자, 2017, 「상주 상판리 자기 가마와 『世宗實錄』 「지리지」 上品 磁器所」, 『상주 

상판리 유적의 도자사적 의의』, 상주박물관, pp.67~83; 안세진, 2018, 「『세종실록』 「지리지」 자기소 품정의 목적과 품등의 개념」, 『도예연구』 제27호, 이화여자

대학교 도예연구소, pp.273~298).

그림 9 분청사기 뚜껑 번조 방식 추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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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50 세종 연간 광주 지역 자기 제작 기술은 비교적 

우수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세종실록』 「지리지」 광주

목에는 총 4곳의 자기소가 등재되어 있고, 그 중 ‘주 동쪽 

벌을천(代乙川) 자기소’에만 상품(上品)이 첨부되었다.51

벌을천 상품 자기소는 현재 광주시 남한산성면 번천

리 일대로 추정되며 15세기 전반에 제작되었을 백자와 분

청사기가 수습되었으나, 갑발에 넣어 번조한 것은 백자뿐

이고 분청사기는 포개 구운 예만 확인되었다.52 따라서 성

주 태실 분청사기 뚜껑처럼 갑번한 좋은 품질의 분청사기

도 제작하였을지는 현존하는 자료만으로는 확신하기 어

려운 상황이다. 

두 번째는 태실지가 위치한 경상도이다. 경상도는 

1411년(태종 11) 내수(內豎)가 경상도 중모현(中牟縣)과 

화령현(花寧縣)으로 직접 내려가 화기(花器) 만드는 것을 

감독한 곳이기도 하다.53 당시 내수(환관)가 감독한 화기

는 어용 혹은 왕실용에 준하는 자기였을 것이다.54 『세종

실록』 「지리지」 경상도 상주목 ‘중모현 북쪽 추현리(楸縣

里) 자기소’, ‘중모현 동쪽 기미외리(己未隈里) 자기소’,55 

속현(屬縣) 고령현(高靈縣) ‘현 동쪽 예현리(曳峴里) 자기

소’56 등에는 상품이 첨부되었다. 현재 상주 모동면 상판

리 가마터,57 상주 모서면 대표(포)리 가마터,58 고령 성산 

사부동 분청사기 가마터59 등이 해당 자기소와 관련이 있

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가마터에서는 왕실 및 중

앙 관청과 관련한 명문과 흑백 상감 기법으로 시문된 용

문(龍文)을 비롯하여 단정하고 정세한 문양이 확인되었

으며, 분청사기 제기, 갑발편 등이 출토되어 왕실용 및 국

가 의례용에 사용되는 좋은 품질의 분청사기를 제작하였

음이 분명하다. 이와 함께 상주·고령 분청사기 가마에서

는 성주 태실 분청사기 뚜껑에 장식된 흑백 상감꽃술문이 

시문된 매병편이 존재하고 있어 분청사기 뚜껑의 제작지

로 고려해볼 수 있다(그림 10). 

그러나 해당 가마터에서는 성주 태실 분청사기 뚜껑

의 장식에 있어서 가장 높은 비중을 지닌 면상감 기법의 

50 『세종실록』 27권, 7년(1425) 2월 15일 乙卯 2번째 기사. 傳旨廣州牧使 進獻大中小白磁獐本十事 精細(磻)〔燔〕 造以進.

51 『세종실록』 148권, 「지리지」 경기 광주목. 磁器所四 一在州東代乙川上品 一在州東所山 一在州南石掘里皆下品 一在州東羔峴.

52 강경숙, 2003, 앞의 논문, pp.84~85.

53 『태종실록』 21권, 11년(1411), 4월 29일 己未 2번째 기사. 遣內竪安和尙于慶尙道 中牟 化寧等縣, 監做花器.  

화기(花器)를 생산한 화령현은 지표 조사에서 14세 말~15세기 초 특징을 지니는 자기편이 수습된 화동면 어산리 가마터로 추정되고 있다(성현주, 2018, 「경상 

지역 분청사기 가마터 조사 현황과 성격」, 『아시아 도자문화 연구』 창간호, 국립광주박물관, pp.139~140). 

54 김윤정, 2008, 「高麗末·朝鮮初 王室用 磁器의 제작 체계 연구」, 『미술사학연구』 제260호, 한국미술사학회, pp.35~66; 오영인, 2019, 「15세기 초반 경상도 상

주목 일대 화기(花器)의 감조(監造) 배경과 견양(見樣)으로서의 의미」, 『문화재』 52권 3호, pp.112~129. 

55 『세종실록』 150권, 「지리지」 경상도 상주목. 磁器所三 一在中牟縣北楸縣里上品 一在中牟東己未隈里上品 一在功城縣 西院洞中品.

56 『세종실록』 150권, 「지리지」 경상도 상주목 고령현. 磁器所一 在峴東曳峴里上品.

57 상주박물관, 2015, 『상주 상판리 자기 가마 1 유적』; 상주박물관, 2016, 「상주 상판리 자기 요지 Ⅵ 학술발굴조사 약보고서」; 상주박물관, 2018, 『상주 상판리 

자기 가마 6 유적』. 

58 장동철, 2008, 「尙州 大杓里 窯址 陶磁片 硏究」, 『미술사학연구』 제257호, 한국미술사학회, pp.5~29. 

59 대동문화재연구원 2012a, 『高靈 沙鳧里 窯址 - 高靈 88올림픽 高速道路 擴張 區間 (第14工區) 內 遺蹟 試1·發掘調査報告書 (第Ⅱ區域)』; 대동문화재연구원, 

2012b, 『高靈 星山 沙鳧洞 陶窯址 - 高靈 ‘星山 沙鳧洞 陶窯址’ 築臺 補修工事 敷地 內 遺蹟 發掘調査報告書』. 

A

 상주 상판리 가마터 출토

(상주박물관, 2016, 앞의 보고서, p.28)

B

고령 사부동 가마터 출토

(대동문화재연구원, 2012,

 앞의 보고서, p.136 <사진 171>)

그림 10 분청사기 상감꽃술문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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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양을 아직 발견하지 못하였다. 무엇보다 장태용 잡물 

조달 체계상 태실지 인근에서 가장 큰 도읍인 상주목(尙

州牧)과, 태실지와 인접한 고령현은 이미 잡물과 노동력

에서 큰 부담이 가해졌기 때문에 경상도 지역에서 장태용 

그릇까지 제작하여 조달하였을 확률은 낮아 보인다. 

세 번째는 1963년에 처음 존재가 확인된60 이후 세 

차례에 걸친 발굴 조사를 통해 제작품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현 광주광역시 북구 충효동 가마터이다.61 충효

동 가마터는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군의 동쪽 이점(利

店) 자기소’로 추정되는 곳으로,62 상품(上品)은 물론이거

니와 품등 자체가 표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서 제시한 

광주목·상주목·고령현 자기소보다 문헌상 근거는 약해 

보인다. 그러나 전라도는 1413년(태종 13) 기록에 따르면 

해마다 자기(瓷器)를 진상하였다.63 충효동 가마터 출토

품 중에는 1431~1450년에 이곳 지명으로 사용된 ‘무진(茂

珍)’명과 어고(御庫)에 해당하는 ‘내섬시(內贍寺)’명이64 함

께 기입된 분청사기가 확인되어 이곳에서 1431년 이후 

내섬시에 자기를 납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인화분청사

기 굽 안바닥에 음각으로 표기된 수많은 이름은 1421년

(세종 3) 공조(工曹)에서 진상하는 기명(器皿)의 품질 책

임을 따지기 위해 그릇 바닥에 제작한 장인(匠人)의 이름

을 쓸 것을 제안하고 수락받았다는 기록과65 분명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용(御用)에만 제한되었을 용문(龍

文)이 장식된 분청사기 초벌·재벌편의 존재, 월산대군(月

山大君, 1454~1488, 1462년 장태) 태항아리와 형태·문양

이 매우 흡사한 분청사기편 출토(그림 11, 12),66 같은 해

에 장태된 예종 태항아리 외항의 추가 뚜껑과 형태 및 장

식 기법이 비슷한 분청사기 뚜껑 출토(그림 13, 14) 등의 

사례는 충효동 가마터에서 어용 및 왕실용 그릇의 제작에 

참여하였다는 근거를 제공해주고 있다. 더불어 충효동 

가마터에서 면상감 기법을 사용하여 여러 문양을 표현하

였다는 점 또한 성주 태실 분청사기 뚜껑의 제작 가능성

에 있어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그림 15). 

60 林泉, 1962, 「光州 忠孝洞 高麗 陶窯址 調査」, 『미술사학연구(구 『고고미술』)』 제3권 제8호, 한국미술사학회, pp.279~280. 

61 국립중앙박물관, 1992, 『光州 忠孝洞 窯址 -粉靑沙器·白磁 가마 퇴적층 조사-』; 국립중앙박물관·광주직할시, 1993, 『무등산 충효동 가마터』; 국립광주박물관, 

2013, 『무등산 분청사기』. 

62 『세종실록』 151권, 「지리지」 전라도 장흥도호부 무진군. 磁器所一在郡東利岾.

63   『태종실록』 26권, 13년(1413) 7월 16일 癸巳 2번째 기사. 命全羅道都觀察使 歲進瓷器.

64 『세종실록』 15권, 4년(1422) 3월 4일 辛酉 6번째 기사. 刑曹啓 內資 內贍 仁壽府皆爲御庫….

65 『세종실록』 11권, 3년(1421) 4월 16일 戊申 5번째 기사. 工曹啓 凡進上器皿 不用心堅緻造作 緣此不久破毁 今後於器皿底 書造作匠名 以憑後考 其不用心者 徵

其器皿 從之.

66 국립중앙박물관, 1992, 앞의 보고서, pp.24, 193.

그림 11   월산대군 장태용 항아리, 높

이 36.6㎝, 일본 오사카 시립 

동양도자미술관(미술관 홈페이지 

소장품 정보 사진)

그림 12   <분청사기 인화문 호> 1963

년 출토(국립중앙박물관, 1992, 앞의 책, 

p.24<도 118>)

그림 13   예종 장태용 내·외항아리, 국립

고궁박물관·국립전주박물관(국

립고궁박물관, 2018, 앞의 책, p.158)

그림 14   <분청사기 박지모란문 뚜껑>,  

1991년 출토, 높이 6.6㎝ 

(국립광주박물관, 2013, 앞의 책, p.60 

<도판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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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효동 가마터가 성주 태실 분청사기 뚜껑의 제작지

로 지목될 수 있는 출토품을 통한 근거는 번조 도구과 뚜

껑의 번조 방식에서도 찾을 수 있다. 1991년 발굴에서 출

토된 갑발 중에는 남아 있는 편의 각도를 고려하여 지름

을 복원하였을 때 지름이 대략 40㎝에 달하는 것이 있으

며, 이는 성주 태실 분청사기 뚜껑(입지름 22~28.3㎝)을 

충분히 덮을 수 있는 크기에 해당한다(그림 17). 양질의 

상감 분청사기가 출토된 E2·E1~W1 지역에서는 구연부를 

톱날처럼 만든 거치형 도지미[陶枕]가 다수 확인되었다. 

거치형 도지미의 높이와 입지름은 성주 태실 분청사기 뚜

껑에 남아 있는 번조받침 흔적의 지름(약 10~12㎝) 및 꼭

지의 높이(약 2~4㎝)와 비교하였을 때 근접한 수치를 보

여주고 있다. 일반적인 자기의 수축률(10~20%)을 고려였

을 때 거치형 번조받침의 크기와, 뚜껑에 남아 있는 번조 

받침의 흔적 위치가 일치할 가능성이 있다.67 거치형 도지

미는 안쪽 빈 공간에 분청사기 뚜껑의 꼭지를 집어넣고 

톱니의 각 끝부분에 태토빚음을 부착하기에 적합할 것으

로 판단된다.68 

1963년 발굴 출토된 분청사기 뚜껑에는 외면 윗부분

에 4곳의 태토빚음을 이용한 번조받침 흔적을 확인할 수 

있으며, 뚜껑을 뒤집어 번조하는 방식이 적용되었다는 사

실 역시 성주 태실 분청사기 뚜껑의 제작 가능성을 뒷받

침해줄 수 있을 것이다(그림 18).69 

Ⅴ. 맺음말  

 본 글은 성주 세종대왕자 태실에서 출토된 여러 기

종의 장태용 그릇 가운데 총 6기의 태실에서 출토된 <분

청사기 상감연판문 반구형뚜껑>에 집중하여 제작의 특

징을 구명하고 제작지를 고찰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

었다. 성주 태실은 세종 연간 왕실의 장태와 태실에 관한 

여러 규정과 질서가 마련되고 왕실 구성원의 장태와 태

실 조성이 가장 성행한 시기에 계획되고 세워졌을 것이

다. 현전하는 장태(안태) 관련 의궤 2권과 등록 3권에 기

록된 장태용 잡물의 분정과 조달을 검토해보면 장태에 필

요한 다양한 잡물 가운데 ‘태와 함께 안장되는 잡물’은 중

67 거치형 도지미는 높이 8~10㎝, 입지름 13~15㎝의 것이 대부분이고 높이 5.5㎝, 입지름 10㎝도 1점 발견되었다(국립중앙박물관, 1992, 위의 보고서, p.164; 

국립광주박물관·광주직할시, 1993, 위의 보고서, pp.139~140, 261 <그림 88-①·②·③>, 438 <사진 177-②·③>).

68 현재까지 발굴 조사된 15~16세기 지방 분청사기 가마터 가운데 거치형 받침이 발견된 곳은 광주 충효동만 확인되었다. 한편 경기도 광주 도마리 1호 가마터 수

습품 중 이와 유사한 거치형 도지미를 발견할 수 있어 지방 가마터와 관요의 제작 기술에 대한 상호 관계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69 『세종실록』 「지리지」에 등재되지는 않았으나 15세기 전반에 운영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전라북도 완주 화심리 분청사기 가마터에서도 반구형에 연봉형(보주

형) 꼭지가 달린 뚜껑과 갑발편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화심리 가마터는 상감 기법보다 인화 기법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분청사기 중에는 갑발에 구운 사례가 

없고, 지름 25㎝ 크기의 갑발은 주로 청자를 번조하는 데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므로, 성주 태실 분청사기 뚜껑 제작과 관련한 근거 자료는 부족할 것

으로 여겨진다(전북문화재연구원, 2008, 『完州 花心里 遺蹟 : 완주 오케이골프장 조성 부지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그림 17   광주광역시 충효동 가마터 출토 갑발

(국립중앙박물관, 1992, 앞의 책, p.166 <도 180>)

그림 18   <분청사기 인화문 뚜껑>,  

1963년 출토 (국립광주박

물관, 2013, 앞의 책, p.49 <도

판 49>) 

그림 15   <분청사기 상감연화문 편병>,  

1963년 출토 (국립광주박물관, 

2013, 앞의 책, p.14) 

그림 16   충효동 가마터 출토 거치형 

도지미(국립광주박물관·광주직할시, 

1993, 앞의 책, p.261 <그림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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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 관청에 분정되었다. 그리고 5권의 문헌에서 공통으로 

등장하는 중앙 관청 가운데 장흥고는 장태용 잡물의 조달 

비중이 가장 높으며, 조달한 품목들의 쓰임새가 태항아리

와 태지석의 포장에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장태용 그릇 

역시 장흥고에서 조달하였을 것으로 유추된다. 세조 태

실에서 분청사기 뚜껑과 함께 출토된 <분청사기 ‘장흥고’

명 인화문 대접>은 각 지역에서 공납용으로 제작되는 자

기에 해당 관사의 이름 ‘세 글자’를 기입하도록 한 공납용 

자기의 제작 및 공납 방식이 반영된 것이자 장태용 잡물의 

조달 체계 속에서 장흥고의 역할을 방증해주고 있을 것으

로 생각한다. 이 분청사기 뚜껑에서 보이는 크기·형태·장

식 등 조형의 특징은 15~16세기 왕실용 태항아리 뚜껑과 

상통되는 부분이 있으며, 『세종실록』 「오례」에 수록된 길

례용 제기 및 가례·빈례용 준작 기물의 뚜껑과 친연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이 분청사기 뚜껑

은 세종 연간 및 조선 전기에 제작된 왕실용 그릇 및 국가 

의례용 기물의 특성을 구현하고 있으며, 더불어 세종 연간 

왕실의 장태가 엄숙하면서도 경사스러운 의례로 인식되

었음을 엿볼 수 있는 단편일 것이다. 뚜껑의 꼭지를 에워

싸고 있는 태토빚음의 번조받침 흔적은 15세기 후반~16

세기 전반의 왕실용 태항아리에서도 이어지고 있으며, 받

침의 형태와 위치를 바탕으로 성주 태실 분청사기 뚜껑은 

꼭지를 아래로 향하도록 받침 도구를 받치고 태토빚음을 

붙인 다음 갑발에 넣어 번조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상의 분석과 『세종실록』 「지리지」 자기소 내용, 해당 지

역 자기의 진헌·공납 관련 기록, 가마터 출토 유물 등의 자

료와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성주 태실 분청사

기 뚜껑을 제작한 곳은 현 광주광역시 북구 충효동 분청사

기 가마터가 가장 유력한 제작 후보지로 사료된다.*

* 본 글은 2021년 6월 26~28일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와 동아시아고고학회(SEAA: Society for East Asian Archaeology)가 개최한 ‘SEAA 2021 

Online Student Conference’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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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the Kiln Site of 
Production of the Buncheong Ware Excavated from 
the Placenta Chamber (Taesil) in Seongju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ng (1418-1450) in the Joseo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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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eongju, Gyengsangbuk-do, the Placenta Chamber (胎室, Taesil) of   18 sons and a son of  the crown prince 

of  King Sejong(世宗大王) is located in one place. Taesil refers to the place where the umbilical cord and placenta, 

which are separated when the baby is born, are placed in a jar made of  pottery and stone box and then buried on 

the ground.  The placenta chamber in Seongju has the Buncheong ware (粉靑沙器) cover buried on the ground to 

protect the baby's placenta. These covers are all hemispherical, with a diameter of  more the 20cm. The decorations 

were made using black and white inlaid techniques only on the outside. The Buncheong ware cover with this shape 

and pattern has been confirmed  only in the placenta chamber in Seongju. 

This study targets 6 of  the Buncheong ware cover whose owners were identified, when and where they were 

prepared, what the stylistic features and meanings are, and where it was produc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ss a result of reviewing the production background and procurement 

system of this bowl, it was inferred that it was sourced from Jangheunggo (長興庫) at the central government office, 

between 1436 and 1439, when the event to bury the placenta of royal members in the ground was the most active. 

Second, it analyzed the unique features of this cover, such as the shape, pattern, and baked traces. The shape and pattern 

were compared to the ritual objects contained in the Sejong Silok Oryeui (『世宗實錄』 「五禮」, Five Rites of King Sejong 

Chronicle) and the lid of the royal placenta jar made in the 15th and 16th centuries. Third,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baking method was based on the shape and location of the traces remaining outside the cover. Finally, the following 

data were used to estimate the production site: the relationship with the ‘ Jagiso (磁器所, ceramic workshop) registered 

in the Sejong Silok Jiriji (『世宗實錄』 「地理志」, Geographical Appendix of King Sejong Chronicle); various records of 

contribution and dedication about the Buncheong ware made here; and the Buncheong ware and related tools excavated 

from the kiln site in the area. The place where the Buncheong ware cover was produced is estimated to be the most likely 

production site for the kiln site in Chunghyo-dong Kiln Site, located in Jeolla-do province by synthesizing the data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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