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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조선 16∼17세기 관요(官窯)에서 제작된 ‘별(別)’명 백자의 성격과 제작 배경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별’

명 백자는 1560년대 이후 ‘좌(左)·우(右)’명 백자와 함께 관요 백자의 이원적(二元的)인 명문 체계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별’명 백자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에 따라 15∼17세기 관요 백자에 새겨지는 명문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다.

‘별’명 백자는 1560년대부터 1640년대까지 관요에서 생산되었다. 관요는 연례진상자기(年例進上磁器) 이외에 왕실

이나 조선 조정의 요구에 대응하여 별기(別器)를 제작·공급하였다. ‘별’명 백자는 별번(別燔)을 통해 생산한 별기이다. 별

기는 사용 목적에 따라 크게 국용(國用)과 내용(內用)으로 구분된다. 다만, 그릇에 ‘별(別)’만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명

의 성격을 정확히 언급하기 어렵다. 연례진상자기가 별기로, 별기가 또 다른 목적으로 전용(轉用)되면서 소비와 관련된 명

문이 백자에 점각(點刻)되었다.

16세기 왕실은 신유공안(辛酉貢案)을 바탕으로 백자 소비를 확대하였다. 왕실은 1560년대 관요의 운영 상황이 악화

된 상황에서 최상품(最上品) 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별’이라는 명문을 활용하였다. 관요 백자는 생산단계에서

부터 연례진상자기인 ‘좌·우’명 백자와 별기인 ‘별’명 백자로 구분·관리되었다.

‘별’명 백자는 1640년대까지 제작되었다. 1640년대 중·후반은 관요에서 별번이 일시적으로 정지되었다. 1659년경부

터는 연례진상자기를 만드는 백토(白土)와 별기 소용 백토를 다른 지역에서 공급받았다. 당시 연례진상자기는 원주토(原

州土)·서산토(瑞山土), 별기는 경주토(慶州土)·선천토(宣川土)를 원료로 사용하였다. 문헌(文獻)에 의하면 경주토·선

천토가 원주토·서산토에 비해 훨씬 정결(精潔)하였다. 별번은 백토부터 별도로 채굴·관리하는 체계로 전환되었다. 따라

서 특정한 명문을 통해 별기를 별도로 관리할 필요성이 감소되었고, 결국 ‘별’명 백자는 소멸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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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조선 15∼17세기 관요(官窯) 백자에 새겨진 명문

(銘文)은 2010년대 이후 한국도자사의 중요한 연구 주

제로 다루어졌다. 관련 연구자들은 고고학·문헌사·

미술사의 경계를 넘나들며 당대의 역사를 복원하기 위

해 노력하였다. 이는 백자 명문을 부족한 문헌을 보완

할 수 있는 1차 사료로 인식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1

15∼17세기 관요 백자는 다양한 명문이 확인된다. 

사적 ‘광주 조선백자 요지’에 대한 발굴조사에 의하면 

1480년대부터 1560년대까지 ‘천(天)·지(地)·현(玄)·

황(黃)’이, 1560년대 이후로는 ‘좌(左)·우(右)’가 백자

의 굽 안바닥에 유면음각되었다. 1560년대부터는 ‘좌·

우’명 백자와 함께 ‘별(別)’명 백자도 생산되었다. ‘별’명 

백자의 조형적 특징은 ‘좌·우’명 백자와 유사하다. 명

문이 표기되는 기종은 주로 발·접시 등의 일상생활기

명이고, 명문을 새기는 위치와 방법 또한 ‘좌·우’명 백

자와 차이가 없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천·

지·현·황’과 ‘좌·우’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2 ‘별’은 

1560년대부터 ‘좌·우’와 함께 관요 백자의 이원적(二

元的)인 명문 체계를 구성하였으나 유독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

 ‘별’명 백자는 문헌에 등장하는 ‘별번(別燔)’을 나

타내는 것으로, 특별히 구워 진상(進上)한 자기를 의미

한다(윤용이 1981a: 37). ‘별’명 백자가 연례진상자기

(年例進上磁器) 이외에 추가로 생산된 기명이라는 것

이다. 최근에는 별번을 관요의 정례적인 번조를 보충

하거나 예상치 못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시행된 것

으로 설명하였다(박정민 2014: 165). 이에 대해 별번을 

정례적인 생산량과 연동하여 해석하기 어렵다는 견해

가 제시되기도 하였다(이슬찬 2017: 57∼58).

선행 연구는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명 백자

에 관한 담론(談論)을 형성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

다. 그러나 별번에 관한 연구 성과가 거의 없는 상황에

서 ‘별’명 백자의 성격, 제작과 소멸 배경에 대한 구체

적인 분석을 진행하기는 한계가 있었다. 다행히 근래 

‘별’명 백자의 실체를 밝히는 데에 도움이 되는 일련의 

연구 성과가 발표되었다. 연산군대 신유공안(辛酉貢

案)에 보이는 물품의 가정조례(加定條例)를 통해 별번

에 대한 이해가 확장되었다(김귀한 2020b: 87∼89). 또 

왕실에서 백자를 사장(私藏)하기 위해 별번을 시행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김귀한 2021: 88∼90).

이 글은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16∼17세기 

관요에서 ‘별’명 백자가 생산·소멸되는 이유를 해명해 

보고자 한다. 먼저, 현재까지의 발굴조사 성과를 정리

하여 ‘별’명 백자의 제작 시기를 검토해 보겠다. 다음으

로 자료가 한정적이긴 하지만 소비유적 출토품을 통해 

‘별’명 백자의 성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다. 마지막으

로 ‘별’명 백자가 등장하고 사라지는 원인을 관요의 운

영 추이와 왕실의 재정사적인 측면에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16∼17세기 관요 백자 명

문의 전체적인 변화 양상을 유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

Ⅱ. ‘별(別)’명 백자의 제작 시기

조선 16∼17세기 관요에서 제작한 ‘별’명 백자는 생

산유적과 소비유적에서 모두 확인된다. 이 가운데 한양

1 관요 백자 명문의 중요성은 일찍부터 인식되었다(尹龍二, 1981a, 「朝鮮時代 分院의 成立과 變遷에 관한 硏究(一)」, 『미술사학연구』 149, 한국미술사학회, 

pp.22∼45; 尹龍二, 1981b, 「朝鮮時代 分院의 成立과 變遷에 관한 硏究(二)」, 『미술사학연구』 151, 한국미술사학회, pp.46∼59).

2 최근 관요 백자 명문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되었다. 이 글은 관요 백자 명문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니므로 연구 성과를 자세히 제시

하지는 않았다. 다만, 대표적으로 2010년대 이후 관요 백자 명문과 관련된 내용이 수록된 박사학위논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박정민, 2014, 『조선 전기 

명문백자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尹傚靖, 2020, 『조선전기 官窯白磁의 器皿體系와 성격』,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귀한, 2020a, 『15∼

17世紀 朝鮮 官窯 硏究』,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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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 등 소비유적 출토품은 유물의 정확한 생산 시기를 

파악하기 한계가 있다. 물론 ‘별’에 ‘간지(干支)’가 부가

되어 있으면 제작 시기를 추정할 수 있으나 간지는 관

요 백자에 17세기경부터 표기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

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생산유적인 관요 출토품을 중심

으로 ‘별’명 백자의 생산 시기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아래 <표 1>은 16∼17세기 관요에서 출토된 ‘별’

명 백자의 현황을 정리한 내용이다. 최근 관요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각 요지별 운영 시기가 대략적으로 

규명되었다.3 그리고 ‘별’명 백자는 16세기 중반부터 17

세기 초반까지 집중적으로 생산된 사실이 증명되었다

(박정민 2014: 165).

광주 곤지암리 1호 요지는 운영 시기가 분명한 관

요 가운데 ‘별’명 백자가 출토된 가장 이른 시기의 유적

이다. 이 요지는 ‘좌·우’와 ‘별’이 표기된 백자가 수습

되었다(그림 1). 가마의 운영 시기는 명문백자와 공반

된 <백자청화 ‘융경육(隆慶六)’명지석>을 통해 1572년

경으로 밝혀졌다(그림 2).4

근래 광주 관음리 5·21호 요지에서 ‘별’명 백자가 

확인되었다(그림 3). 이 요지는 편년자료가 파악되지 

않아 운영 시기가 명확하지 않다. 관음리 5·21호 요지

는 우산천을 사이에 두고 관음리 10·11호 요지와 인

접해 있다. 관음리 10·11호 요지는 ‘천·지·현·황’

명 백자와 ‘좌·우’명 백자가 함께 출토되었다. 조선 조

정은 1560년대 관요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

해 백자 명문을 ‘천·지·현·황’에서 ‘좌·우’로 교체

하였다(김귀한 2013a: 16∼19). 관음리 10·11호 요지

는 1560년대에 운영되었고, 관음리 5·21호 요지 또한 

3 관요의 운영 시기는 김경중의 견해를 수용하여 제시하였음을 밝혀 둔다(김경중, 2022, 「17~18세기 전반 조선 관요 유적의 운영시기 재검토」, 『역사와 담

론』 101, 호서사학회, pp.212∼223).

4 ‘융경(隆慶)’은 명 12대 황제 목종(穆宗)의 연호로 융경 6년은 1572년이다. 

표 1   조선 16∼17세기 관요 ‘별’명 백자 출토현황

조사
유적

명문 근거 전거
요지 운영시기

발굴 관음리 5·21호 요지 1560년대(?) 別 관음리 10·11호 요지 인접 a

발굴 곤지암리 1호 요지
1572년경

別·別心(?) <백자청화 ‘隆慶六’명지석>(1572) b

지표 곤지암리 3호 요지 別·別世 곤지암리 1호 요지 인접 c

지표 대쌍령리 1호 요지 16세기 후반 別 <백자 ‘右’명접시>(대쌍령리 2호 요지 출토) d

발굴 무갑리 10호 요지 16세기 후반 別 · e

발굴 왕산리 요지 1626∼1627 別·別丁卯 丁卯(1627) f

지표 상림리 1호 요지

1618∼1625년
1628∼1636년(?)

別辛未 辛未(1631) c

발굴 상림리 3호 요지 別戊○ 戊(1628년?) a

지표 상림리 요지
別辛酉·別辛未· 

別壬申·別丙子
辛酉(1621)·辛未(1631)·壬申(1632)·丙子(1636) g

지표 선동리 1호 요지 1640∼1648 別, 別右庚 庚(辰)(1640) c·h

a: 경기도자박물관, 2020, 『광주조선백자요지: 사적 제314호 6차 발굴조사보고서』.

b: 韓國文化遺産硏究院, 2011. 『廣州 昆池岩里 492番地 遺蹟』.

c: 國立中央博物館·京畿道博物館, 1998, 『京畿道廣州中央官窯 窯址地表調査報告書: 圖版篇』.

b: 國立中央博物館·京畿道博物館, 2000, 『京畿道廣州中央官窯 窯址地表調査報告書: 解說篇』.

d: 韓國文化遺産硏究院, 2014, 『廣州 大雙嶺里 2號 窯址』.

e: 서경문화재연구원, 2018, 『광주 관음리 유적』.

f: 韓國文化遺産硏究院, 2012, 『龍仁 旺山里 窯址』.

g: 김경중, 2010, 「17世紀 銘文白磁를 통해 본 官窯 運營時期」, 『한국고고학보』 77, 한국고고학회, pp.174∼177(김영훈 선생 기증 유물).

h: 경기도자박물관, 2016, 『김영훈선생 기증도편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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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비슷한 시기에 관요가 설치된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면 ‘별’명 백자의 상한은 1560년

대로 제시해 볼 수 있다.

한편, 광주 번천리 9호 요지는 <백자 ‘별’명뚜껑>이 

보고되었다(그림 4). 이 요지는 1550년대에 운영된 관

요로 ‘별’이 한자가 아닌 한글로 기입되었다. 한글 ‘별’

과 한자 ‘별(別)’을 같은 의미로 해석하면 ‘별’명 백자의 

상한을 1550년대까지 올려볼 수 있다. 지금까지 조사

된 ‘별’명 백자는 대부분 발·접시 등의 일상생활기명

에, 명문은 한글이 아닌 한자로 표기되었다. 이에 비

해 <백자 ‘별’명뚜껑>은 호의 뚜껑에 ‘별’을 한글로 새겨 

명문이 기입되는 기종과 이를 표현하는 방식에 일정한 

차이가 있다. 후술하겠지만 별번은 관요에서 일찍부터 

시행되었고, 한글 ‘별’을 다른 뜻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는 점에서 <백자 ‘별’명뚜껑>이 별기일 가능성은 언급

해 볼 수 있다(박정민 2014: 165).

‘별’명 백자의 하한은 17세기 중반이다. 특히 16세

기 후반에서 17세기 전반에 걸쳐 집중적으로 제작되

었다. 광주 선동리 요지에서 수습된 <백자 ‘별우경(別

右庚)’명접시>보다 후대의 것으로 보이는 ‘별’명 백자

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그림 5). ‘별우경’은 이 그릇

이 관요의 제작 분반의 하나인 우반(右班)에서 경진년

(庚辰年)인 1640년에 생산한 별기라는 것을 의미한다. 

더하여 <표 1>에서 살펴보았듯이 선동리 1호 요지에서 

간지가 부가되지 않는 ‘별’명 저부편이 수습되었다. 따

라서 ‘별’명 백자의 하한을 조금 여유롭게 제시하면 선

동리 요지의 운영 시기인 1640∼1648년 정도이다. 그

러나 후술하겠지만 1640년대 중·후반은 관요에서 별

번이 일시적으로 정지되었다. 결국, ‘별’명 백자의 하한

그림 2   <백자청화 ‘융경육’ 명지석>(잔존길이 13.5㎝, 1572년경, 광주 곤지
암리 1호 요지, 한국문화유산연구원)

그림 3   <백자 ‘별’명저부편>(저경 8.4㎝, 1560년대, 광주 관음리 5·21호 요
지, 경기도자박물관) 

그림 4   <백자 ‘별’명뚜껑>(구경 17.8㎝, 1550년대, 광주 번천리 9호 요지,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그림 1   광주 곤지암리 1호 요지 출토 ‘좌·우·별’명 백자(1572년경, 한국문
화유산연구원) A: <백자 ‘좌’ 명저부편>, B: <백자 ‘우’ 명접시>, C: <백
자 ‘별’ 명발>

A B

C



218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55 No. 2

은 1640년대 초반으로 추정된다. 다만, 1640년대 중·

후반 관요에서 별번이 잠깐 동안 시행되지 않은 시기

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이 시기에 운영된 관요 전

체에 대한 발굴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

여 1640년대 중반에도 ‘별’명 백자가 생산되었을 가능

성은 열어 두고자 한다.

흥미로운 점은 ‘별’명 백자와 ‘좌·우’명 백자의 제

작 기간에 일정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다. ‘좌·우’

명 백자와 ‘별’명 백자는 모두 1560년대부터 제작되었

다. 명문의 의미를 고려하면 전자는 연례진상자기, 후

자는 별기로 볼 수 있다. ‘좌·우’명 백자는 관요에서 

대략 17세기까지 생산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하지

만 최근 광주 궁평리 1·2호 요지에서 1702년에 번조

된 <백자 ‘임오(壬午)’명발>이 출토되었다(그림 6). 관

음리 17·18호 요지에서도 ‘좌·우’명 백자가 수습되어 

18세기 전반까지는 ‘좌·우’가 새겨진 백자가 제작되

었던 것으로 짐작된다(윤용이 1993: 349∼350; 김경중 

2022: 212∼223). ‘좌·우’명 백자와 ‘별’명 백자는 1560

년대부터 함께 생산되기 시작하였지만 소멸 시기는 약 

70∼80년 정도 차이가 있다.

요컨대, ‘별’명 백자는 1560년대부터 1640년대까

지 관요에서 제작되었다. 1560년대부터 ‘좌·우’명 백

자와 이원적인 명문 체계를 구성하였으나 이러한 명문 

체계는 1640년대 초반 ‘별’이 사라지면서 해체되었다.

Ⅲ. ‘별(別)’명 백자의 성격

조선시대 관요 백자는 진상품(進上品)이었다. 관

요 백자는 연례진상자기와 별기로 구분된다. 연례진상

자기는 매년 관요에서 정기적으로 수납하는 일정한 수

량의 그릇이다. 관요는 1694년 당시 13,000점 정도의 

백자를 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 연례적으로 진상하

였다.5 별기는 연례진상자기 이외에 비정기적으로 공

급하는 기명이다.6 별번은 별기를 제작하기 위해 부정

기적으로 시행되었다. ‘별’명 백자는 별기이다. 따라서 

‘별’명 백자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별번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16세기 별번에 관한 직접적인 자료는 지

금까지 발굴되지 않았다.7 다행히 17세기 문헌에 이와 

5 『승정원일기』 355책 (탈초본 18책) 숙종 20년(1694) 2월 13일.

6 『승정원일기』 262책 (탈초본 13책) 숙종 3년(1677) 11월 21일. 별기는 별사기(別沙器)로 불리기도 하였다(『승정원일기』 355책 (탈초본 18책) 숙종 20년

(1694) 2월 13일).

7 관요 별번과 관련된 최초의 문헌은 1504년 연산군이 규화배(葵花盃) 1,000점과 앵무배(鸚鵡盃) 100점을 구워서 만들라고 전교한 내용으로 추정된다(『연산

군일기』 권54, 연산 10년(1504) 6월 21일).

그림 5   <백자 ‘별우경’ 명접시>(1640년, 선동리 요지 수습, 김영훈 기증 유물, 
경기도자박물관)

그림 6   <백자 ‘임오’ 명발>(추정저경 7.8㎝, 1702년, 광주 궁평리 1·2호 요지, 
경기도자박물관)



219  조선 16∼17세기 관요(官窯) ‘별(別)’명 백자의 성격과 제작 배경 

관련된 기록이 다수 남아 있다. 관요에서 별번은 다양

한 경우에 실시되었다. 별번은 시행 목적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왕실 소용의 내출별기

(內出別器)를 생산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출

별기를 제외한 관청의 요청에 의한 별번이다.8

먼저, 전자부터 검토해 보도록 하자. 17세기 문헌

에서 확인되는 내출별번은 대부분 왕실의 행사와 관련

이 있다. 사헌부는 1677년에 진연(進宴) 소용 별기를 번

조할 때 사옹원 제조인 화창군(花昌君) 연(沇)이 사사로

이 갑기(匣器)를 제작하였기에 그의 파직을 청하였다.9 

1682년에도 진연에 필요한 그릇을 별번으로 생산하였

다.10 1696년에는 가례(嘉禮)를 위해 별도로 제작해서 내

입(內入)하는 기명이 6,000여 점에 달하였다.11 당시 연

례진상자기의 수량이 13,000점이었음을 고려하면 많은 

수량의 백자가 별기로 왕실에 공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기(祭器)와 명기(明器) 또한 별번으로 제작되었다.12

사실 내출별번에 관한 기록이 매년 확인되지는 않

는다. 그렇지만 왕실은 필요에 따라 어렵지 않게 별번

을 요구할 수 있었다. 사옹원 관원인 권규(權珪, 1648

∼1722)는 1694년 2월 10일에 백자 5,720점을 별도로 

구워내는 일이 있다고 아뢰었다.13 이로부터 3일 뒤 권

대운(權大運, 1612∼1699)은 숙종에게 춘등분(春等分) 

사기를 이제 생산하기 시작하였으나 가정(加定)에 의

한 별사기를 일시에 제작하기 어렵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숙종은 이전부터 춘등(春等)·추등분(秋等分)으

로 상정(常定)된 것 이외에 사기를 별도로 생산하는 것

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언급하였다. 이후 당초에 정

한 수량의 반을 감하여 봄에 제작하고, 나머지 반은 가

을을 기다려 번조하라고 명하였다.14 숙종이 별기의 수

량과 생산 시기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료

에 등장하는 별기는 왕실과 관련된 기명으로 추측된

다. 아울러 이 기록은 내출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별번

이 자주 시행된 사실을 방증하는 중요한 근거이다. 더

하여 내출별기에는 왕실에서 사장(私藏)하는 백자도 

포함되어 있었다(김귀한 2021: 95∼101).

다음으로 국용과 관련된 별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사옹원은 연접도감(延接都監), 내자시(內資寺)와 

예빈시(禮賓寺) 등 연향색(宴享色)이 소속된 관청에서 

요구하는 별기를 공급하였다.15 명(明)의 감군(監軍)이 

나왔을 때도 별기를 제작하였다.16 봉상시(奉常寺)나 내

의원(內醫院) 등에도 진상 자기 이외의 그릇을 제공하

였다.17 이 가운데 사옹원이 1648년 윤3월 15일 인조에

게 연접도감 소용 그릇에 대해 보고한 기록은 국용에 

대응하는 별번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8 18세기 중반의 기록이지만 영조는 사옹원 관원이 사취 목적으로 백자를 번조하는 것도 별번으로 인식하였다(『승정원일기』 1105책 (탈초본 61책), 영조 30

년(1754) 4월 29일). 이 글은 16∼17세기 ‘별’명 백자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인이 사사로이 생산한 백자에 ‘별’이라는 명문을 표기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관리에 의한 사번(私燔)은 별도로 검토하지 않았다. 이 문제는 별도로 정리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9 『승정원일기』 262책 (탈초본 13책) 숙종 3년(1677) 11월 21일.

10 『승정원일기』 292책 (탈초본 15책) 숙종 8년(1682) 8월 9일. 

11 『승정원일기』 366책 (탈초본 19책) 숙종 22년(1696) 7월 13일.

12 『승정원일기』 162책 (탈초본 8책) 현종 1년(1660) 6월 12일; 『승정원일기』 331책 (탈초본 17책) 숙종 14년(1688) 9월 3일; 『승정원일기』 238책 (탈초본 12

책) 현종 15년(1674) 3월 8일 등.

13 『승정원일기』 355책 (탈초본 18책) 숙종 20년(1694) 2월 10일.

14 『승정원일기』 355책 (탈초본 18책) 숙종 20년(1694) 2월 13일.

15 『승정원일기』 100책 (탈초본 5책) 인조 26년(1648) 윤3월 15일; 『승정원일기』 262책 (탈초본 13책) 숙종 3년(1677) 11월 21일 등.

16 『승정원일기』 53책 (탈초본 3책) 인조 14년(1636) 9월 5일.

17 『승정원일기』 7책 (탈초본 1책) 인조 3년(1625) 6월 17일; 『승정원일기』 40책 (탈초본 2책) 인조 11년(1633) 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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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1>

(1648년 윤3월 15일) 사옹원이 아뢰기를, “전부터 연접

도감(延接都監)에서 사용하는 사기(沙器)는 보통 역(役)을 

가정(加定)하여 별도로 번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사기를) 

반납할 때 비록 파손·분실되어도 부족할 염려가 없었습

니다. 그러나 근래에 칙사(勅使)의 행차가 해마다 다시 오

는데도 장인에게 역을 더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분원

(分院)에서 별번(別燔)을 정지하고, 단지 연례진상자기를 

덜어 내어 보냈습니다. 한 번에 소용되는 수량이 많으면 

200여 죽(竹)이나 되지만 그것을 반납할 때 파손·분실되

었다는 사유가 기록된 것도 40∼50죽을 밑돌지 않습니다. 

비단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용준(龍樽) 한 쌍을 모두 파손

된 채로 보냈으니 하인(下人)이 조심하지 않은 죄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내자시(內資寺)와 예빈시(禮賓寺) 등의 관

사는 작년 가을에 칙사가 행차했을 때 내어준 그릇을 분실

했다고 하여 지금까지 반납하지 않은 것이 거의 20죽이나 

됩니다. 올해 반납하지 않은 수량을 합쳐 계산하면 즉, 많

으면 30죽 정도 됩니다. (하략)”18

<사료 1>에 의하면 사옹원은 전부터 연접도감에서 

요청하는 그릇을 별번으로 마련하였다. 연접도감은 칙

사가 행차할 때 2,000여 점 정도의 그릇을 소비하였고, 

사용 후 이를 사옹원에 환납하였다. 그러나 1648년경 칙

사(勅使)가 매년 당도하고 있음에도 별번을 정지하였다. 

사옹원은 연례진상자기를 전용하여 연접도감에 보내주

었으나 파손·분실 등의 이유로 400∼500점 정도를 돌

려받지 못하였다. 내자시와 예빈시 등의 관청에 공급한 

별기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다.19 이 문제는 사옹원에서 

매년 별번을 시행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었다. 그

러나 별번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면서 표면화 되었다.

연접도감 소용 별기는 사옹원이 관리하는 국용의 

물품이었다. 이는 그릇을 이용한 후 사옹원에 반납한

다는 점에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 물론 도감은 1625

년경 천사(天使) 유홍훈(劉鴻訓)·양도인(梁道寅)과 감

군(監軍) 양지원(梁之垣)이 왔을 때 사옹원에서 진배한 

백자를 후일의 용도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태평관(太

平館)의 창고에 보관하기도 하였다.20 그렇지만 이 또한 

국용의 범주에서 이해할 수 있다. 더하여 사옹원에서 

내의원이나 봉상시 등 여러 관청에 공급하는 별기 또

한 사옹원에서 관리하는 물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

가의 공재정(公財政)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관요의 별번은 크게 국용

과 내용 기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짐작된

다. 그렇다면 ‘별’명 백자도 국용과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별’명 백자는 대부분 ‘별’ 이외에 

소비처와 관련된 다른 명문이 새겨지지 않는다. 사실 

‘별’만으로 이것이 국용인지, 아니면 내용인지 파악하

기는 어렵다. 다행히 소비유적에서 출토된 일부 ‘별’명 

백자에 그릇의 소비처를 추정할 수 있는 명문이 함께 

표기되어 있어 주목된다. 이제 이를 토대로 ‘별’명 백자

의 성격을 검토해 보도록 하자.

첫째, 국용과 관련된 별기이다. <백자 ‘별지(別地)’

명저부편>은 굽 안바닥에 ‘별지(別地)’가 유면음각되었

다(그림 7). 명문은 ‘별’과 ‘지’의 조합이다. 관요 백자는 

1480년대부터 1560년대까지 천자문 자호가 표기되었다. 

‘별’은 1560년대부터 관요 백자에 새겨지는 것으로 추정

된다. 따라서 이 유물은 1560년대에 제작되었을 가능성

18 『승정원일기』 100책 (탈초본 5책) 인조 26년(1648) 윤3월 15일. “司饔院啓曰 自前延接都監應用沙器 例定加役 別爲燔造 故還納之際 雖稱破失 自無不

足之患 而近來勅行 逐年再來 旣不加役於匠人 又停別燔于分院 只以年例進上磁器 除出輸送 而一番所用 多至二百餘竹 及其還納 破失懸頉者 亦不下

四五十竹 非但此也 龍樽一雙 竝皆破送 無非下人不謹之罪 而至於內禮賓等司 則上年秋間 勅使時出給之器 稱以閪失 尙今不納者 幾至二十竹 與今年不

納之數 合而計之 則多至三十竹零也 (하략)” 

19 『승정원일기』 100책 (탈초본 5책) 인조 26년(1648) 윤3월 15일.

20 『승정원일기』 7책 (탈초본 1책) 인조 3년(1625) 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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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크다. 관요 백자에 새겨진 ‘천·지·현·황’의 뜻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최근 이를 사옹원의 제조

와 관련하여 이해하거나 사옹원의 창고군(倉庫群)으로 

파악하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박정민 2016: 73∼76, 

김귀한 2020a: 148∼155).21 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지’

는 사옹원과 관련된 명문이고, 천자문 자호가 새겨진 백

자는 사옹원에서 관리하는 국용의 물품임을 의미한다. 

특히 ‘별지’가 모두 유면음각되었기 때문에 이 그릇은 처

음부터 용도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었다. 즉, 이 유물은 

사옹원에서 관리한 국용의 기명으로 판단된다.

둘째, 내용과 관련된 별기이다. <백자 ‘별세(別世)’ 

명저부편>은 광주 곤지암리 1호 요지(1572년경)에서 수

습되었다(그림 8).22 ‘별세’는 백자의 굽 안바닥에 유면음

각되었다. 명문은 ‘별’과 ‘세’의 조합이다. ‘세’는 ‘세자전’

을 뜻한다. <백자 ‘별세’ 명저부편>은 관요에서 별번으로 

생산한 세자전 소용의 그릇으로 추정된다. 종로 청진 12

∼16지구에서 확인된 <백자 ‘별정(別正)’명저부편>은 정

전(正殿)에서 사용하는 별기로 보아도 좋다고 생각된다

(그림 9). 이와 관련하여 사옹원은 이미 15세기 말∼16세

기 초부터 왕실에서 사적으로 소비하는 백자를 공급하였

던 사실이 언급되기도 하였다(김귀한 2021: 95∼101).

셋째, 백자의 전용과 관련된 별기이다. <백자 ‘황

(黃)→별(別)’ 명저부편>은 굽 안바닥에 ‘황’이 유면음

각, ‘별’이 점각으로 표현되었다(그림 10). 이 유물은 

‘황’과 ‘별’이 모두 표현되었다는 점에서 <백자 ‘별지’명

저부편>과 비슷한 시기인 1560년대 또는 이로부터 그

리 멀지 않은 시기에 제작되었을 것이다. 명문의 경우 

‘황’은 관요에서 생산단계에, ‘별’은 도성에서 소비단계

에 표기되었다. 명문백자는 기존에 사옹원의 황자군

(黃字群) 창고에 보관한 연례진상자기였지만 별기로 

전용되면서 그릇의 용도가 변동되었다. <백자 ‘황→별’

명저부편>은 신유공안의 전용조례(轉用條例), 그리고 

1648년경 사옹원에서 연례진상자기를 별기로 전용하

21 윤효정은 조선 왕실에서 ‘천·지·현·황’ 등 천자문 자호를 제사의 종류나 성격에 따라 제기를 구분하기 위해 표기한 것으로 이해하였다(尹傚靖, 2020, 앞

의 박사학위논문, pp.128∼137). 흥미로운 견해이지만 1560년대 명문 체계가 ‘천·지·현·황’에서 ‘좌·우’와 ‘별’로 변화되는 배경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2 國立中央博物館·京畿道博物館, 1998, 『京畿道廣州中央官窯 窯址地表調査報告書 解說篇』, p.353.

그림 7   <백자 ‘별지’ 명저부편>(잔존높이 3.2㎝, 종로 청진 12∼16지구 유적, 
한울문화재연구원)

그림 8   <백자 ‘별세’ 명저부편>(1572년경, 광주 곤지암리 1호 요지)

그림 9   <백자 ‘별정’ 명저부편>(잔존높이 3.1㎝, 종로 청진 12∼16지구 유적, 
한울문화재연구원)

그림 10   <백자 ‘황→별’ 명저부편>(잔존높이 3.5㎝, 종로 청진 2∼3지구 유적, 
한울문화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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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연접도감에 공급한 사례와 성격이 유사한 실물자료

로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그릇이 국용, 또는 내용으

로 전용되었는지는 정확히 규명하기 어렵다.

한편, 별기가 전용된 사례도 확인된다. 이와 관련

된 대표적인 유물은 <백자 ‘별갑술(別甲戌)→대쇼’명저

부편>이다. ‘별갑술’은 굽 안바닥에 유면음각되었다. 

‘대쇼’는 저부의 외면에 점각되었다(그림 11). ‘별갑술’

의 의미는 ‘갑술년(1634)에 제작한 별기’이다. ‘대쇼’는 

이 백자의 소유권이 ‘대전’으로 이전되었다는 것을 뜻

한다(박정민 2014: 191∼192). 이 그릇은 처음에 별기

로 제작되었고, 이후 대전에서 사장하였다. 하지만 아

쉽게도 최초 어떠한 목적으로 생산되었는지는 명확하

지 않다. 그러나 백자의 소유권이 ‘대전’으로 넘어갔음을 

고려할 때 기존에 사옹원에서 관리하던 별기였다가 대

전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종로 청진 

8지구 유적에서 출토된 <백자 ‘별(別)→신대쇼’명저부편>

과 종묘광장 종묘전교 바닥석 하부에서 수습된 <백자 ‘별

(別)→대(大)’명저부편>도 이와 유사하다(그림 12).23 종

로 청진 12∼16지구 유적에서 확인된 <백자 ‘별(別)→

황쇼’명저부편>도 주목된다. 이 명문백자는 ‘별’이 유

면음각, ‘황쇼’가 점각되었다. 황쇼’는 ‘황(黃)’으로 구분

된 소비단위로 이해된다(박정민 2014: 204). 아쉽게도 

지금까지 알려진 자료만으로 ‘황쇼’의 정확한 뜻은 추

정하기 어렵다. ‘황쇼’가 사옹원의 황자군(黃字群) 창고

를 지칭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 경우 별기가 연례진상

자기로 전용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사료 1>에서 

살펴보았듯이 별기는 사옹원에 환납되기도 하였다. 따

라서 별기가 연례진상자기로 사용되는 상황도 상정해 

볼 수 있다. 어쨌든 별기 또한 다양한 목적으로 전용되

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넷째, ‘별’ 이외에 소비처와 관련된 명문이 표기되

지 않아 성격을 추정하기 힘든 별기이다(그림 13). 앞에

서 살펴보았듯이 별번은 조선 조정이나 왕실의 필요에 

의해 비정기적으로 시행되었다. 따라서 유물에 세부적

인 정보가 없으면 이것이 왕실 소용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제작되었는지 파악하기 쉽지 않다. 후술하겠지

만 ‘별’을 백자에 새긴 이유와 문헌에 보이는 별기의 용

도를 고려하면 ‘별’명 백자는 왕실과 관련된 기명, 또는 

사신을 접대하기 위한 백자에 주로 표기되었을 것으로 

그림 13   광주 곤지암리 1호 요지 출토 ‘별’명 백자(1572년경, 한국문화유산
연구원)

그림 11   <백자 ‘별갑술(음각)→대쇼(점각)’명접시>(저경 7.3㎝, 1634년, 종
로 청진 2∼3지구 유적, 한울문화재연구원)

그림 12   <백자 ‘별(음각)→신대쇼(점각)’저부편(저경 7.3㎝, 종로 청진 8지구 
유적, 한울문화재연구원)

23 <백자 ‘별(別)→신대쇼’명저부편>의 신대쇼는 창덕궁 내 대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김윤정, 2014, 「조선 16세기 백자에 표기된 왕실 관련 한글 명문

의 종류와 의미」, 『한국학연구』 51,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pp.152∼153). 한편, 종묘광장에서 출토된 <백자 ‘별→대’명저부편>은 발굴조사 보고서에서 

유물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고찰에 도면이 제시되어 이 글에서도 간략히 서술하였다(김경중, 2012, 「종묘광장 출토 자기의 명문과 문양」, 『宗廟』, 서

울역사박물관, p.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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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겨진다. 그리고 별에 숫자나 ‘심(心?)’ 등을 부가한 예

도 확인되나 현재로선 그 뜻을 명확히 제시하기 어렵다

(그림 13·그림 14). 1572년경에 운영된 곤지암리 1호 

요지에서 ‘좌(左)’에 ‘이(二)’를, 곤지암리 3호 요지에서 

‘좌(左)’에 ‘일(一)’을 부가한 유물이 출토되어 ‘별+숫자’

의 명문조합은 명문체계가 전환되는 시기에 잠시 등장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박정민 2014: 163∼164).

이상으로 ‘별’명 백자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았다. 

‘별’명 백자는 별번으로 생산되었다. 별번은 조선 조정

이나 왕실의 요구에 의해 시행되었다. 별번으로 제작

된 그릇의 성격은 국용과 내용으로 구분된다. 아울러 

기명이 전용되면서 사용 목적이 변화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백자에 ‘별’ 이외에 소비와 관련된 다른 명문이 

표기되어 있지 않으면 명문백자의 세부적인 용도는 파

악하기 힘들었다. 그렇지만 백자에 ‘별’을 표기한 이유

와 문헌에 등장하는 별기의 쓰임새를 고려할 때 ‘별’명 

백자는 왕실 행사나 사신 접대 등에 활용하기 위한 기

명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더하여 사옹원에서 연례진상

자기 이외에 추가로 사용하기 위한 그릇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이제 장을 바꾸어 ‘별’명 백자의 등장·소멸 배

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Ⅳ. ‘별(別)’명 백자의 등장과 소멸 배경

 ‘별’명 백자는 1560년대부터 1640년대 초반까지 

약 90년 동안 관요에서 제작되었다. 관요 백자 명문은 

1560년대에 ‘천·지·현·황’에서 ‘좌·우’로 변동되었

다. ‘별’명 백자 또한 1560년대부터 생산되었다. 따라

서 ‘별’명 백자의 제작 배경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백자의 명문이 ‘천·지·현·황’에서 ‘좌·우’로 교체된 

이유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다행히 이 문제는 선행 연

구(김귀한 2013a: 16∼19, 2013b: 30∼52)에서 일정 부

분 규명되었다.

조선시대 관영 수공업 체제는 연산군과 중종을 거

치면서 점차 붕괴되어 갔다(강만길 1984: 69∼75). 각 

관청에 소속된 양인 공장(工匠)은 1537년경 관리의 횡

포와 생계 문제 등으로 대부분 관청에서 이탈하였다.24 

『경국대전』에 의하면 사옹원은 사기장 380명이 경공장

으로 소속되었다.25 그러나 1530년에는 사기장이 반이

나 줄어들어 매년 수군 50명을 관요에 정급하였다.26 장

인의 이탈은 관영 수공업 자체의 존망과 밀접한 관련

이 있다. 조선 조정은 사기장을 확보하기 위해 사기장 

역(役)을 세전(世傳)하였고, 도망친 사기장은 가혹한 

형벌로 다스렸다.27

16세기 왕실과 조선 조정 내 백자의 수요는 증가

하였다. 사기장의 이탈은 관요에 남아 있는 사기장에

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사기장은 10년을 전습해

야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을 습득하

기 어려웠다.28 숙련된 사기장의 이탈은 백자의 생산 능

력과 품질에 영향을 주었다. 결국, 16세기를 지나면서 

관요 최상품 명문백자의 품질은 점차 하락하였다. 동

그림 14   <백자 ‘별삼(別三)’ 명발>(잔존높이 5.5㎝, 종로 청진 8지구 유적,  
한울문화재연구원) 

24 『중종실록』 권51, 중종 19년(1524) 6월 27일; 『중종실록』 권84, 중종 32년(1537) 4월 25일.

25 『경국대전』, 「공전」, 경공장조.

26 『중종실록』 권67, 중종 25년(1530) 2월 5일. 이 기록대로 정말 사기장의 수가 반 정도 이탈하였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중종이 사기장이 반이나 도망

쳤다고 인식할 정도로 사기장의 수급에 문제가 있었던 것만은 틀림이 없다.

27 『대전후속록』 권6, 공전 공장조 ; 『대전후속록』 권5, 형전 잡령조.

28 『승정원일기』 원본 380책 (탈초본 20책), 숙종 24년(1698)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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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갑발을 사용하지 않고 개별번조하는 예번(例燔)

이 증가하였다.

조선 조정은 16세기 관영 수공업 체제가 해체되어 

가는 상황에서도 관요를 관영 수공업 체제로 운영하려

는 정책을 고수하였다. 이를 위해 관요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자 하였고, 그 방편으로 1560년대에 관요 백

자의 명문을 ‘천·지·현·황’에서 ‘좌·우’로 교체하였

다. ‘좌·우’는 백자의 제작 분반으로 생산과 관련된 명

문이다. 당시 명문의 변동은 관요에 대한 전반적인 관

리를 강화하기 위함이었다. 그렇다면 관요 백자의 ‘별’ 

또한 ‘좌·우’와 유사한 목적으로 표기된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아울러 ‘좌·우’명 백자는 연례진상자기이

고 ‘별’명 백자는 별기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관요에서 별번은 관요가 설치된 이후, 또는 이로

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시행되었을 것이다. 

왕실 행사나 사신 접대에 필요한 그릇을 연례진상자

기로만 충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

다. 백자 수요가 증가하면 소비자인 왕실과 조선 조정

은 연례진상자기의 수량을 조정하는 것보다 별번을 활

용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다. 연례진상자기는 수량

이 정해져 있으나 별기는 왕실이나 조정에서 생산량

을 산정하여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29 물론 예상하

지 못한 시급한 수요가 발생하였을 때는 사옹원에서 

관리하는 그릇을 전용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다. 그렇

지만 장기적으로는 별번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전용을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유리하다. 왕실

은 1501년에 제정된 신유공안으로 별번과 전용을 시행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확보하였다. 게다가 신유공

안이 제정된 이후 승정원을 거치지 않고 감결(甘結)을 

통해 사옹원의 물품을 입내(入內)하였다.30 왕실과 조

정이 별번을 확대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김귀한 

2020b: 75∼89).

요컨대, 16세기 중반 관요 백자는 수요와 공급에 

불균형이 발생하였다. 백자 수요는 증가하였으나 관요

의 운영 상황은 악화되었다. 최상품 명문백자의 품질

은 서서히 하락하였고, 예번백자의 공급은 더욱 증가

하였다. 양질백자는 점차 갑번백자와 예번백자로 양분

되었다. 양질백자의 품질에 우열이 발생하였다. 별기

가 쓰이는 행사의 주최와 목적을 고려할 때 별기의 일

부는 최상품 백자가 요구되었다. 왕실은 별번으로 번

조하는 백자에 ‘별’이라는 명문을 표기하여 이를 관리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즉, 관요의 운영이 어려운 상

황에서 생산단계에서부터 별기를 연례진상자기와 구

별하여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사옹원 관원 등이 별기

를 사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백자에 ‘별’을 표기하

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출토된 ‘별’명 백자를 모두 갑

번백자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 ‘별’명 백자는 대부분 

역삼각형굽에 가는 모래를 받치고 개별번조한 양질백

자이다. 그러나 모든 ‘별’명 백자가 갑번으로 제작되었

29 1694년 당시 연례진상자기는 13,000점이었으나 별기는 5,720점에 달하였다(『승정원일기』 355책 (탈초본 18책) 숙종 20년(1694) 2월 13일).

30 『중종실록』 권91, 중종 34년(1539) 6월 8일.

그림 15   <백자 ‘별(別)’ 명전접시>(복원저경 12.9㎝, 1572년경, 광주 곤지암
리 1호 요지, 한국문화유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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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대표적으로 앞에서 살펴본 <백

자 ‘별우경’명접시>를 갑번백자로 보기는 한계가 있다. 

관요는 왕실과 조선 조정의 감독으로 인해 ‘별’명 백

자를 갑번으로 제작하기 위해 노력하였을 것이다. 그

러나 왕실의 요구가 관요의 현실에 그대로 반영되기

는 한계가 있었다. 1560년대 관요에 대한 관리를 강화

하기 위해 백자 명문을 ‘천·지·현·황’에서 ‘좌·우’

로 교체하였으나 16세기 후반 관요 백자의 품질은 나

아지지 않았다(김귀한 2013a: 18∼19). 관요 백자 품질

을 향상하려면 관리·감독의 강화와 함께 숙련된 사기

장의 안정적 확보 등 관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 시기 관요의 운영에 도움

이 되는 제반 사항을 지원한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의 사기장 직업 세전이 제대

로 지켜졌을지도 미지수이다.31 특히 16세기 말 일본, 

17세기 초 후금[청]의 조선 침략은 관요의 운영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별’명 백자가 모

두 갑번으로 생산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좌·우’와 ‘별’은 1560년대 이후 관요 백자

의 이원적인 명문 체계를 구성하였다. ‘좌·우’명 백자

는 연례진상자기, ‘별’명 백자는 별기이다. ‘좌·우’명 백

자는 18세기 전반까지 번조되었으나 ‘별’명 백자는 1640

년대에 소멸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 배경은 무엇일까?

먼저, 1640년대 이후 별번이 완전히 정지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해 볼 수 있다. ‘별’명 백자는 16세기 후

반에서 17세기 전반까지 집중적으로 제작되었다. 이

후 1636년의 병자호란으로 입은 피해를 회복하는 17세

기 후반 관요의 운영에 또 다른 변화가 야기되어 별번

으로 제작되던 백자가 사라지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박정민 2014: 165). 하지만 이 견해는 17세기 후반 관

요에 발생한 변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

다. 또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17세기 전반 이후에도 

별번과 별기에 관한 문헌이 계속 확인된다는 점에서 

재론의 여지가 있다. 결국, 1640년대 이후 관요에서 별

번은 계속 시행되었으나 ‘별’명 백자는 제작되지 않았

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별’은 백자의 생산단계에서 연례진상자기와 별기

를 구분하여 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한 목적으

로 표기하였다. 그렇다면 ‘별’명 백자의 소멸은 ‘별’이라

는 특정한 명문을 부가하지 않아도 별기를 구별하고 공

급받는 데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쉽게도 

이를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문헌이나 실물자료는 존재하

지 않는다. 이 글은 이와 같은 근본적인 한계를 인정한 

다음 정황 증거를 통해 이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앞의 <사료 1>에서 살펴보았듯이 사옹원은 1648

년경 사신이 매년 당도함에도 관요에서 별번을 일시적

으로 정지하였다. <사료 1>의 내용을 존중할 때 1640

년대 중·후반은 ‘별’명 백자가 제작되기 어려웠을 것

으로 짐작된다. 이 시기에 제작된 ‘별’명 백자가 확인되

지 않는다는 점도 그러할 가능성을 높여 준다. 그러면 

1650년대 이후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몇 년 동

안 별번을 시행하지 않으면서 생산단계에서 명문으로 

연례진상자기와 별기를 구분하는 의미가 감소하였을 

수도 있다. 그리고 적어도 1659년경부터는 연례진상자

기와 별기의 원료인 백토(白土)를 별도로 굴토·관리

하였고, 이에 따라 명문을 통해 연례진상자기와 별기

를 구별할 필요성이 줄어들면서 ‘별’명 백자가 소멸되

는 것으로 판단된다.

17세기 문헌에는 백토와 관련된 기록이 자주 등장

한다. 특히 1643년부터 1670년 사이는 춘등분 백토는 

원주, 추등분은 백토는 서산에서 채굴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매년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러한 경향성은 충분히 인정된다(이슬찬 2017: 29∼30). 

당시 연례진상자기는 원주토와 서산토로 만들었다. 양 

지역의 백토 모두 품질이 좋지 않았으나 다른 곳에서 백

토를 공급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계속 활용되었다. 1636

31 관요 사기장의 입역 거부와 이탈은 이후로도 관요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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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명에서 감군(監軍)이 왔을 때 소용되는 별기 또한 원

주토를 채굴하여 수송토록 하였다. 연례진상자기뿐만 

아니라 별기를 생산하는 데 원주토를 이용하였던 것이

다. 당시 원주에서 백토를 보내지 않아 전일 어기(御器)

를 번조하는 데에 사용한 백토를 옮겨 왔는데, 이 백토

도 원주토나 서산토일 가능성이 크다.32 1636년경 연례

진상자기와 별기의 원료는 품질에 차이가 없었다.

그렇지만 1659년경 관요 백토와 관련하여 일정

한 변화가 감지된다. 현종은 1660년에 제기를 번조할 

때 지난해에 시행했던 것과 동일하게 하라고 전교하였

다. 사옹원 관원 이은상(李殷相, 1617∼1678)은 1659

년 원주토와 서산토가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주 

백점토(白粘土)를 채굴하여 사용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어 1660년에도 경주 백토 30석(石)을 굴토하여 관요

로 이송할 것을 윤허받았다.33 1673년 천릉(遷陵)에 사

용된 제기를 번조할 때에도 선천토 15석과 경주토 15

석을 활용하였다.34 1674년에 빈전(殯殿)의 제기를 위

해 선천토 15석과 경주토 15석을 마련하려고 하였으

나 생산해야 하는 수량이 조금 늘어나면서 각 20석씩

으로 증가되었다.35 1679년에는 연례진상자기에도 선천

토를 이용하였으나 백성들의 폐해로 인해 곧 중단되었

고, 1682년에는 경주토를 이용하여 연례진상자기를 생

산하였음에도 진연에 쓸 별기를 위해 별도로 선천토를 

마련하였다.36 1688년에는 연례진상자기에 진주토·양

구토 등이 소비되었고, 제기와 명기는 1674년(갑인)과 

1683년(계해)의 예에 따라 선천토와 경주토를 관요에 

수송하여 번조하였다.37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17세기 중반 연례진상자

기는 원주토와 서산토, 별기는 경주토와 선천토가 사

용되었다. 연례진상자기와 별기 소용 백토는 구별되어 

있었다. 백토의 품질은 원주토·서산토 → 경주토 → 

선천토 순이었다. 백자의 품질이 백토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백토가 좋으면 백자의 백색도가 높아지

는 경향성은 충분히 인정된다.38 1650년대경부터 별기

는 백토를 별도로 조달하여 번조하였다. 당시 최상품 

백토였던 선천토는 백토의 채굴은 차치하더라도 이를 

평안북도 선천에서 도성으로 운송해오는 것 자체가 쉬

운 일이 아니었다. 경주토 또한 백토를 운반하는 데 적

지 않은 노력이 필요하였다. 원주와 서산의 위치를 고

려할 때 선천과 경주에서 백자의 원료를 굴토하여 관

요로 운송하는 것은 훨씬 더 많은 노동력과 자본이 투

입되는 공역이었다.

다만, 문헌상 연례진상자기와 별기 소용 백토가 

다른 것은 1659년에 처음 확인된다. 그러나 1640년대

에 운영된 광주 선동리 요지에서부터 청화백자가 다

시 생산되기 시작하였다. 청화백자는 동일한 가마에

서 생산된 다른 기명과 비교하여 백색도가 이례적으

로 높다. 선동리 요지는 나비가 그려진 청화백자가 갑

발에 붙어서 출토되었고, ‘제(祭)’가 청화안료로 표기된 

제기도 수습되었다(그림 16). 선동리 요지 이후에 운영

된 송정동 요지에서도 비교적 백색도가 높은 청화백자

들이 출토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선천토의 경우 1656

32 『승정원일기』 53책 (탈초본 3책) 인조 14년(1636) 9월 5일.

33 『승정원일기』 162책 (탈초본 8책) 현종 1년(1660) 6월 12일.

34 『승정원일기』 238책 (탈초본 12책) 현종 15년(1674) 3월 8일.

35 『승정원일기』 238책 (탈초본 12책) 현종 15년(1674) 3월 8일. 

36 『승정원일기』 292책 (탈초본 15책) 숙종 8년(1682) 8월 9일.

37 『승정원일기』 331책 (탈초본 17책) 숙종 14년(1688) 9월 3일.

38 한흥일(韓興一, 1587∼1651)은 1636년 사옹원에서 진배한 서로(西路) 각 참(站)의 연향(宴享)에 사용할 사기 견본[見樣]의 품질이 좋지 않은 것을 지적하

였다. 이에 사옹원은 근래 백토의 품질이 떨어져 백자의 품질이 깨끗하지 못하며, 진상하는 자기 또한 이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승정원일기』 

53책 (탈초본 3책) 인조 14년(1636) 8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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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선천 백토의 빛이 옥과 같으니 나라 안에서 이름 높

은 것이 실로 헛말이 아니었다고 할 정도로 그 품질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다.39 따라서 1640년∼1650년대 

전부는 아닐지라도 일부 별기는 경주나 선천 등지에서 

백토를 따로 공급받았을 가능성은 충분히 상정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40

한편, 별기는 주로 기명을 갑발 안에 넣어 번조하

는 갑번(匣燔)이 활용되었다.41 당시 연례진상자기 제작

에 갑발이 이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별기의 용도와 별기에 선천토나 경주토 등이 원료로 

쓰이는 상황을 고려하면 모든 그릇을 갑번으로 제작할 

수 없을 때 갑번은 연례진상자기보다 별기에 더 많이 

적용되었을 것이다.

17세기 중·후반 왕실은 별기가 연례진상자기보

다 좋은 백토를 사용하여 갑번하는 것으로 이해하였

다. 나아가 관요에서 실제 그렇게 작업하도록 노력하

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연례진상자기와 별기는 품질에 

일정한 차이가 발생하였을 수도 있다. 물론 왕실의 인

식이 관요의 현실에 정확히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를 단정하기는 한계가 있다. 다만, 그러한 경향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42

요컨대, 17세기 중반 관요는 별번을 위해 품질이 

좋은 백토를 별도로 마련하였다. 번조법은 갑번을 위

주로 시행하였다. 생산품 또한 이전에 비해 철저하게 

관리되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별’이라는 명문을 표기

하여 별기를 관리할 필요성이 점차 사라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1650년대 ‘좌·우’명 백자가 생산되는 상황

에서도 ‘별’명 백자의 제작은 중단되었다. 1560년대에 

구축된 관요의 이원적인 명문체계는 해체되었다. 반대

로 별기의 품질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별기의 생산과 소

비를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별’과 같은 명문의 표기를 

더욱 강화하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당대에 운영된 관

요에서 이와 같은 가설을 증명할 수 있는 백자는 아직

까지 보고되지 않았다. 결국, 1640년대 중·후반 수년

에 걸쳐 별번이 일시 정지되었고, 그러한 이유로 ‘별’명 

39 『燕途紀行』 下, 日錄, 효종 7년(1656) 12월 4일. 『연도기행』은 인평대군 이요(麟坪大君 李㴭 1622∼1658)가 저술한 연행록으로 당시 그는 자신이 바야흐로 사옹

원의 임무를 맡았기에 순백색의 어기를 굽기 위해 주쉬(主倅)에게 백토를 구하라고 명하자 선천 백토를 바쳤다. 인평대군은 선천토를 보고 품질에 감탄하였다.

40 청화백자는 임진왜란 이후 1640∼1648년에 운영된 선동리 요지에서 다시 제작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당시 청화백자는 연례진상자기가 아니라 별기일 

가능성이 크다.

41 『승정원일기』 262책 (탈초본 13책) 숙종 3년(1677) 11월 21일.

42 영조는 1754년 연례진상자기는 예번, 별기는 갑번을 통해 제작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승정원일기』 1105책 (탈초본 61책) 영조 30년(1754) 4월 29일). 

이는 17세기 중반 연례진상자기와 별기 소용 백토에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부터 정해진 흐름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김귀한, 2020a, 앞의 박사학위논문, 

pp.169∼174). 이 문제는 별도의 논고에서 자세히 검토할 계획이다.

그림 16   광주 선동리 요지(1640∼1648) 출토 청화백자 일괄 A: <백자청화 ‘제
(祭)’명접시>(저경 8㎝,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B: <백자청화나비문편> 
(잔존길이 13.4㎝, 경기도자박물관), C: <백자청화 ‘제(祭)’명접시>(김영
훈선생 기증도편, 경기도자박물관)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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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김귀한, 2020, 『15∼17世紀 朝鮮 官窯 硏究』,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대폭 수정·보완하였다.

백자의 활용도가 자연히 감소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하여 1650년대경 별번을 위해 양질의 백토를 추가로 

채굴하는 등 관요 내에서 별기를 별도로 관리하게 되면

서 ‘별’명 백자가 완전히 소멸된 것으로 판단된다.

Ⅴ. 맺는말

지금까지 조선 16∼17세기 관요에서 제작된 ‘별’명 

백자의 성격과 제작·소멸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별’명 백자는 관요에서 생산된 대표적인 명문백자이

다. 하지만 문헌과 물질자료의 부족으로 심도 있는 논

의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 글은 이러한 상황을 충분

히 인지하고 ‘별’명 백자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별’명 백자는 1560년대부터 1640년대 초반

까지 약 90년 동안 관요에서 번조되었다. ‘별’은 1560년

대부터 ‘좌·우’명 백자와 이원적인 명문 체계를 구성

하였다. ‘좌·우’명 백자는 연례진상자기, ‘별’명 백자는 

별기로 추정된다. ‘좌·우’명 백자는 18세기 전반까지 

생산되었으나 ‘별’명 백자는 이보다 약 80년 정도 이른 

시기에 소멸되었다.

둘째, ‘별’명 백자는 별번을 통해 제작된 별기이

다. 관요에서 별번은 연례진상자기 이외에 내용과 국

용의 기명을 추가로 제작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별기 

또한 사용 목적에 따라 왕실용과 관청용으로 구분되었

다. 연례진상자기가 별기로, 별기가 또 다른 용도로 전

용되면서 소비와 관련된 명문이 그릇에 점각되었다.

셋째, 16세기 왕실은 신유공안(辛酉貢案)을 바탕

으로 백자 소비를 확대하였다. 왕실은 1560년대 관요의 

운영 상황이 악화된 상황에서 그릇을 안정적으로 확보

하기 위해 백자 명문을 ‘천·지·현·황’에서 ‘좌·우’로 

교체하였다. 이와 동시에 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별’이라는 명문을 활용하였다. 이는 당시 별번이 

확대되고 있던 상황이 반영된 결과물로 생각된다. 관요 

백자는 생산단계에서부터 연례진상자기인 ‘좌·우’명 

백자와 별기인 ‘별’명 백자로 구분·관리되었다.

넷째, ‘별’명 백자의 하한은 1640년대 초반으로 판

단된다. 1640년대 중·후반은 별번이 정지되어 ‘별’명 

백자가 제작되기 어려웠다. 1659년경 연례진상자기와 

별기에 사용되는 백자의 품질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연례진상자기보다 별기를 제작하는 백토가 훨씬 정결

하였다. 즉, 연례진상자기와 별기는 백토부터 구분하

여 관리되었기 때문에 별기에 ‘별’이라는 명문을 표기

하여 연례진상자기와 구별할 필요성이 사라졌을 것으

로 추정된다. 그러한 이유로 ‘좌·우’명 백자가 계속 생

산되는 상황에서도 ‘별’명 백자의 제작은 중단되었고, 

1560년대에 구축된 관요의 이원적인 명문 체계는 해체

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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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racteristics and Background of  
Gwanyo’s Production of White Porcelain with  
“Byeol(別)” Inscription in 16th and 17th Century Joseon

This paper discusses the characteristics and background of  the production of  white porcelain with the “Byeol(別)” 

inscription. Such porcelain was produced by the government-run porcelain kiln, Gwanyo(官窯), in the 16th and 17th 

centuries (from the 1560s to the 1640s), during the Joseon dynasty. The white porcelain ware, inscribed with either 

the term Byeol or “jwa(左)” and “u(右),” constituted a dual production system of  white porcelain by Gwanyo starting 

in the 1560s. However, to date, few studies have examined Byeol-inscribed white porcelain. This, therefore, makes it 

difficult to achieve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evolution of  inscriptions on the white porcelain produced 

by Gwanyo in the 15th to 17th centuries.

Besides a regular annual stock of  porcelain(年例進上磁器), Gwanyo also produced and supplied additional 

porcelain ware, or Byeol-gi, at the behest of  the royal family or the court of  Joseon. Byeol-inscribed white porcelain 

is a form of  Byeol-gi, produced through extra firing, or Byeolbeon(別燔). According to use, Byeol-gi can be 

categorized as an item for national use(國用) or an item for internal use(內用). However, if  the porcelain only carries 

the “Byeol(別)” inscription, it is difficult to identify its characteristics. Furthermore, as part of  the annual production 

of  porcelain was for the supply of  Byeol-gi, and then for other purposes, the white porcelain came to be inscribed 

with dots indicating a change in ownership.

In the 16th century, the royal family increased its consumption of  white porcelain based on Shinyu Gongan(辛酉貢案), 

the government’s fiscal reform measures. To guarantee a stable supply of  exceptional Byeol-gi in light of  Gwanyo’s 

decline in the 1560s, the royal family benefited from the inscription of  “Byeol.” The white porcelain produced by 

Gwanyo was divided into annual offerings—those with the inscriptions “jwa(左)” and “u(右)”—and Byeol-gi, those 

with the inscription of  “Byeol.” They were managed separately from the commencement of  production.

Byeol-inscribed white porcelain was produced until the 1640s. During the mid-and late 1640s, Byeolbeon was 

temporarily suspended. Starting in the 1650s, the white clay used to produce the annual stock of  white porcelain 

was sourced from regions other than those providing the clay for Byeol-gi production. The former used clay 

from Wonju(原州土) and Seosan(瑞山土), while the latter used clay from Gyeongju(慶州土) and Seoncheon(宣川

土). According to the literature, the clay from Gyeongju and Seoncheon was much cleaner than that from Wonju 

and Seosan. Byeolbeon thus underwent a transformation, whereby production was separately managed, right from 

the stage of  white clay mining. Ultimately, the need for the separate management of  Byeol-gi through inscriptions 

diminished, resulting in the disappearance of  Byeol-inscribed white porcel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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