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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17세기의 글로벌 도자시장 변동의 동학을 동아시아 도

자산업에서 후발주자였던 일본이 새로운 고급도자 공급자로 급격하게 성

장하여 유럽까지를 아우르는 새로운 무역시장에 도자기를 수출하게 된 

변화에 주목하여 살펴본다. 이러한 도자산업의 변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는 단순히 무역시장에서의 경제적 동인이나 문화적 교류의 측면만을 보

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전파와 정치적 요소들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세계시장에서 후발주자인 일본 도자가 단기간에 등장한 것은 단순한 역

사적 우연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변화와 기술 전파, 문화적 욕구, 

(무역)시장의 확장이라는 네 가지 요소가 결합되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정치적 국면에서의 변동과 제도적 여건이 중요하며, 

이를 매개로 기술과 문화, 경제적인 요소가 결합됨으로써 총체적이고 다

층적인 도자시장의 변동이 이루어진 것이다.

17세기 이전까지 기존의 고급 도자기의 생산은 중국 중심의 (공급)

독점구조 하에 있었다. 경덕진은 원대 이후 황실에 납품하는 고급도자를 

생산하는 관요를 중심으로 중국 도자산업에서 핵심적인 요업지였다. 경

덕진에서 생산된 청화백자는 특히 이슬람권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확보해 나갔다. 그러나 1636년 청이 건국되고, 1644년 명이 완전히 멸망

하는 과정에서 중앙의 정치권력이 약화되고 내부적으로 혼란이 발생하면

서 경덕진이 파괴되었으며, 1654년까지 관요가 폐쇄되었다. 이는 무역도

자시장에서 심각한 공급의 불안정을 야기하였다.

한편, 중국산 청화백자가 유럽시장에 대량으로 처음 수입된 것은 

1602년으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VOC)가 본격적으로 동아시아 무역시

장에 진출하면서부터였다. 이후, 유럽시장에서 새로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급의 감소와 수요의 증가라는 괴리가 심각하게 발생하였다. 네덜

란드 상인들이 제공한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는 동아시아 도자 산업의 변

동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결국 이러한 공급과 수요의 불

균형은 세계 도자시장의 일시적인 ‘구조적 공백’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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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자는 조선 도공의 이주와 VOC의 유통망이라는 두 ‘매개자’의 역

할을 바탕으로 이러한 공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세계 무역시장에 새

로운 제품을 수출하였다. 또한 새로운 공급자와 유통업자의 등장은 기술 

–사람–재화의 네트워크로 구성된 글로벌 도자기 무역시장의 확장⋅심화

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에는 기술과 문화의 전파가 있었으며,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동아시아 지역의 요업지도 기본적으로는 차 문화에 대한 수

요가 증가하고 중국의 도공들이 이주함으로써 고급도자 생산을 할 수 있

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다른 사례와는 달리 1952년 임진왜란

과 1597년 정유재란이라는 두 차례의 전쟁을 통해서 의도적이고 폭력적

인 방법으로 조선의 도공들을 (강제)이주시켰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흥미로운 것은 기존의 도자 무역시장에서는 중국산 청화백자가 우

위를 점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수출된 고급도자는 그와는 

전혀 다른 독특한 양식을 나타내었다는 점이다. 가키에몬 또는 고이마리 

양식의 일본 수출도자는 조선 도공들의 기술과 중국에서 전래된 상회기

법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혁신적인 제품이며, 청화백자와는 극명한 대비

를 이루는 붉은색의 채색자기들이 유럽에서 인기를 얻었다. 또한 18세기

에는 차이니즈 이마리라고 불리는 도자가 유럽시장에서 유행하였는데, 

이는 일본 아리타⋅이마리도자 양식을 모방한 중국산 도자로, 그만큼 일

본 수출도자의 영향력이 상당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일본 도자의 수출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는 다른 일본

의 선택적 쇄국정책에 의해서도 뒷받침되었다. 나가사키 데지마는 네덜

란드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창구 역할을 하였으며, 이는 

일본의 정치적⋅지적 배경의 차별화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

었다. 또한 이러한 측면이 17세기 중반 이미 고급도자를 생산할 수 있었

던 조선이 새로운 기회를 얻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차이로 작용하였다.

주요어 : 도자기, 기술⋅문화전파, 일본, 중국, 조선, VOC, 네트워크

학  번 : 2015-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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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문제제기

지금까지 도자기는 본격적인 의미에서 (국제)정치학의 분석대상으

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다. 도자기는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

하는 도구면서, 미적인 감상과 수집의 대상으로서 일차적으로는 예술 영

역에서 주로 다루어진다. 또한 과거의 도자기들은 역사학이나 미술사학, 

고고학의 연구대상이며, 중국, 더 나아가서는 동아시아 문명의 결정체라

는 평가를 받음과 동시에 동서 문화교류의 핵심적인 문물로 자리매김해 

왔다. 경제사학에서는 과거의 대표적인 무역품이나 산업혁명 이전 시기 

산업의 대표적인 예로서 도자기와 그 산업을 분석하기도 한다. 이처럼 

예술품으로서는 물론이거니와 문화사나 경제사의 맥락에서 분석되어 온 

도자기는 철저히 ‘비정치적’인 대상이어 왔다.

그러나 과거의 도자기가 어떻게 생산되고 유통⋅소비되는지의 양

상에 다양한 ‘정치적’ 요소가 개입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문화 또는 경

제활동으로 보이는 현상 이면에 내포되어 있는 정치적 함의를 간과할 수 

없다. 현재의 관점에서는 수공업에 불과할 수도 있겠으나, 산업혁명 이전 

시기 도자산업은 막대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수출산업이자 당대의 최첨

단 기술이 집약된 일종의 선도부문(leading sector)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고급의 기술과 원료를 원활히 수급할 수 있는 주체만이 대량의 도자기 

생산이 가능했고, 특히 고급의 도자기는 누구나 쉽게 생산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자원과 인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정치권력과의 연계 여부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게 한다. 동아시아,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발전한 도자산업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관요(官窯)가 전

체 산업에서 핵심적인 위상을 차지했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하는 대목이

다. 또한 한 국가 내에서의 도자산업의 흥망은 단순히 경제적인 동기만

이 아니라 왕조의 교체나 내란, 국가 간 전쟁 등 정치적인 사건과 변화

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이루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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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인 무역시장의 양상을 살펴보는데 있어서도 

정치적 요소는 중요하다. 어떤 주체가 어떠한 상업관행을 통해서 도자기

를 교역할 수 있었는지의 배경에는 당대의 정치⋅제도적 환경이 영향을 

미쳤다. 세계화 또는 지구화가 상당히 진전된 오늘날에도 물자와 사람의 

이동은 국경을 따라 각종 제도의 규제를 받는다. 관세나 비자제도는 대

표적인 사례인데, 단순한 비교는 불가능하겠으나, 오늘날보다 경제적인 

상호의존도가 높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지는 전근대 시기에는 이러한 제

도적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 

내부뿐만 아니라 이슬람 문화권과 유럽, 아메리카 대륙에까지 이르는 넓

은 무역시장에서 교역되었던 도자기는 전근대 세계무역질서에서 정치⋅
제도적 요소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의 단면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사례라고 하겠다.

이러한 측면에 더해, 도자기라는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문화적 재화

이자 전근대 시기 대표적인 기술집약적 재화가 어떻게 전파되고 교류되

었는지는 거시적인 정치적 변동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왔다. 이슬람이나 

유럽 문명이 동아시아로 진출할 때마다 그들의 기호가 반영된 도자기들

이 상당량 수출되었고, 주문생산을 통해 기존의 도자양식에 새로운 변화

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특히 17-18세기 이후에는 원거리 항로를 따라 아

메리카 대륙까지를 아우르는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도자기 무역시장이 

형성되었고, 이는 지구화(globalization)의 초기 단계의 단초를 모색해 볼 

수 있는 사례가 되기도 한다. 전근대 또는 근대 초기 시점에서 각 지역

이나 문화권역이 분절적⋅단절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지구적 

공간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점은 국제질서의 양태를 분석하는데 있어 일

정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한 국가나 문화권을 초월하는 기술과 문화의 전파 양상은 반드시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의도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전략적으로 특정 기술이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노력이나 반대

로 이전⋅전파하려는 의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고급의 도자기

와 같은 사치품(luxuries)은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재화가 아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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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단순히 사용가치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사회적⋅문화적인 자산에 초점이 맞추어 진다. 결국 전근

대 시기 중국산 도자기를 소유한다는 것이 상징하는 문화적⋅경제적 우

월은 도자기를 매개로 한 기술과 문화의 전파를 촉진하는 힘으로 작용하

였다. 요컨대, 비정치적 재화인 도자기를 정치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

은 문화나 경제적인 현상에 내재한 다층적인 권력정치적 속성을 전면적

으로 드러내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17세기 중반 이후 동아시아 도자산업

에서 후발국이었던 일본이 급격히 성장하여 유럽까지를 아우르는 세계시

장에 무역도자를 수출하게 된 변화에 주목한다. 흙으로 만든 인류 최초

의 발명품으로 여겨지기도 하는 토기와 도자기는 식문화의 가장 기본적

인 구성요소이자 저장과 장식용도까지 인류의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중

요한 도구로 자리매김해 왔다. 고고학적 발굴 성과들을 통해 토기와 도

기(陶器, pottery)는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져 사용되어왔고, 각 지역의 특

색을 반영하여 나름대로의 발전경로를 거쳐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

만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고급의 도자기, 즉 자기(磁器, porcelain)1)는 17

세기까지 중국과 한국, 베트남, 일본 등 동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만 생산

되었고 18세기에 이르러서야 유럽 국가들이 생산할 수 있을 만큼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전근대 시기의 최첨단 기술집약재였다. 따라서 이러한 

고급의 도자기의 생산⋅유통⋅소비의 양상을 살펴보는 것은 전근대 시기 

정치경제의 한 단면을 살펴보는데 중요한 함의를 가질 수밖에 없다.

고급의 도자기는 유럽에서 ‘China’라고 지칭될 만큼 전근대 중국의 

최첨단 문명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재화였다. 중국의 대표적인 수출품이

었던 도자기는 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 유럽 등지에서 활발하게 교역되

어 상인들에게는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었고, 예술품이자 사치품으로서 

왕실과 귀족들에게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대표적인 수집품이었다. 사실

상 고급 도자기의 생산과 세계시장은 중국 중심적인, 더 나아가서는 독

1) 흙으로 만든 기물을 어떻게 분류하고 지칭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류가 있는데, 본 연

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17세기 무역도자는 도기와 자기를 엄밀하게 구별하기 어려우므로 

고급의 도자기로 설정한다. 용어의 문제에 대해서는 Ⅱ장 2절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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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적인 구조가 오랜 기간 유지되어 왔다. 물론 한반도와 동남아시아 일

부에서도 중국산 도자기와 유사한 형태의 기물들이 생산되었고, 일부는 

중국산에 필적할 만한 품질을 보유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한반도에서 

만들어진 도자기가 세계 무역시장에서 활발하게 교역되었다는 증거는 거

의 밝혀진 바가 없고, 베트남산 청화백자는 무역자기로 수출되기도 하였

으나 중국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품질로 평가받아 왔다. 즉, 다른 동아

시아 지역에서 생산된 도자기들은 중국산 도자기의 명성이나 위상을 완

전히 대체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17세기 명⋅청 교체기로 상징되는 동아시아의 정치적 변환

과 함께 주요 요업지인 경덕진(慶德鎭, Jingdezhen)이 파괴되고 관요가 폐

쇄되는 등 고급 도자기의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였다. 이로써 중국 독점

적인 산업구조가 일시적으로 균열되는 변화를 겪게 된다. 더군다나 네덜

란드 동인도회사(Vereenigde Oost-Indische Compagnie, VOC)의 아시아 진

출로 인해 유럽에서도 중국의 고급 도자기에 대한 수요가 증대된 가운데 

도자기 공급 규모의 축소는 새로운 대체품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조건을 형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도자산업의 일시적인 공백

을 일종의 ‘구조적 공백(structural hole)’의 관점에서 분석해 볼 것이다. 

산업혁명 이전 시기의 경우, 오늘날과 같이 조직적인 산업구조를 상정하

기 어렵다는 점에서 생산지와 소비지가 유통⋅무역경로를 매개로 느슨하

게 연결된 네트워크라는 관점으로 접근한다. 이에 따라, 17세기 전반에 

발생한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를 경제적인 의미에서의 불균형(imbalance)

으로 다루지 않고, 경덕진 이외의 다른 생산지와 소비지 간의 연결이 이

루어지지 않은 구조적 공백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도자산업의 일시적 공백을 효과적으로 장악한 것이 바로 

일본산 도자였다. 17세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전혀 고급의 도자기를 생

산할 수 없었던 일본이 급작스럽게 후발주자로서 부상한 것은 상당히 흥

미로운 현상이다. 유럽을 포함한 세계시장에서 중국산 도자를 일시적으

로나마 대체한 것이 17세기보다 훨씬 이전부터 생산되었던 조선이나 베

트남의 청화백자가 아니라 일본산 청화백자와 채색자기였던 이유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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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는지를 밝히는 것은 이 시기 도자산업의 변동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

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본고는 일본의 도자기가 중국 도자기의 대

체품으로서 세계 무역시장에 등장할 수 있도록 한 허용조건(permissive 

condition)을 규명함으로써 세계 도자사의 중요한 결절점(critical juncture)

이자 17세기 세계정치경제질서 변동을 반영하는 일본 도자기의 급속한 

등장을 다각도로 재조명한다.

특히 이러한 변화의 핵심에는 두 매개자(broker)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우선 기존의 중화문명권 또는 중국 중심의 천하질서에서 변방

에 있던 일본에 선진문화와 기술을 전파해 준 매개자로서의 조선의 역할

을 살펴본다. 17세기의 변화를 가능하게 한 본질적인 요인으로서 임진왜

란과 정유재란을 계기로 한 조선 도공의 강제적 이주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은 조선의 의도에 따라서 전개된 사

건이 아니었으나, 기술 전파의 매개자로서 한반도의 위상을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전근대 시기 기술에 대한 정치경제적 분석을 체계적으로 시

도해 본다. 두 번째로는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역할을 살펴본다. 17세기

에 이루어진 세계화의 초기 단계에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는 세계적 유

통망을 구축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주체 중 하나이다. 네

덜란드 동인도회사를 매개로 등장한 유럽시장의 수요는 새로운 요업지인 

일본 내부에서의 활발한 생산 활동을 촉진하였으며, 한반도로부터 전파

되어 온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혁신을 거듭할 수 있는 간접적인 추동요

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결국 이러한 매개 역할은 기술–사람–재화의 연결망을 확장⋅심화

시켰으며, 이들 연결망의 복합적 연동이 동서양의 교류 속에서 무역시장

의 확대까지로 이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식을 바탕으로, 17세기 도자산업의 변동과 일본 도자기의 부상을 사람에 

체화된 형태의 기술이 전파되어 재화의 생산지를 넓히고, 이것이 새로운 

수요와 만나 생산지의 제약이 있는 기술집약재의 유통망이 더욱 넓어진 

현상으로 해석한다. 특히 유통망의 확대에서도 항해술과 선박제조술 등 

기술의 발전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17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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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청 교체기라는 정치적인 변화가 만든 도자산업의 구조적 공백이 중

국 이외의 다른 행위자들에게 일종의 기회의 창을 제공하였고, 이를 효

과적으로 활용한 주체가 일본이었다. 지정학⋅지경학적으로 동아시아의 

변방에 있었던 일본이 당대 문명의 최첨단 재화였던 도자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 기술⋅문화적으로 문명의 중심부에 가까워질 수 있었다. 그

러나 그 과정이 단순히 중국 중심의 기존 질서에 순응하는 형태로만 이

루어지지는 않았다. 또한 조선과 네덜란드라는 매개자의 역할이 일본에

게 있어 기회의 창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해 준 것이다.

정리해보자면, 17세기 일본 도자기의 부상으로 상징되는 도자산업

에서의 새로운 양상의 전개는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전통질서의 변환과 

조선 도공의 강제적 이주,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

와의 연결, 그리고 일본의 미감과 기술적 혁신이 결합되어 이루어졌다. 

그 핵심에는 숙련공에게 체화된 형태로 전파된 기술이 있으며, 이를 정

치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해보는 것이 본고의 시도이다. 

물론 산업혁명 이전 시기에 대해서는 원자료에 대한 접근의 제약과 역사

학, 고고학 등의 성과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간학문적 또는 학제적 접

근을 통해 기술과 문화의 전파로 대변될 수 있는 고급 도자기 무역시장

을 국제정치경제학의 시각에서 접근한다. 본 사례 연구는 최첨단 기술이 

산업혁명 이후 시기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세계정치경제의 변화와 긴

밀하게 맞물려 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2. 기존연구 검토

도자기는 전통적으로 고고학이나 역사학, 미술사학의 연구대상으로

서, 본고에서 주목하는 17세기 도자산업과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는 각 

분과학문의 관점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국제정치경제적 

시각에서 당시의 동아시아 전통질서의 변동과 기술⋅문화의 전파,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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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하는 기술–사람–재화의 중층적 네트워크가 동시에 변화하는 양

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

서 각 분과학문의 연구 성과를 총체적으로 고려하면서도 17세기 도자산

업의 변동이 가지는 정치경제적 함의를 충분히 밝히기 위한 새로운 시각

이 필요하다.

우선,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일본 도자기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도자사의 관점에서 

정리된 연구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도자기는 일차적으로 고고학의 관점

에서 발굴되고 기록되며, 미술사학이나 역사학 등에서 분석하는 대상이

라는 점에서 도자사에 관해서는 모두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한 연

구가 축적되어 있다.2) 주로 도자사의 관점에서 전개되는 연구는 연구대

상이 되는 다양한 도자기들의 연대, 제작처, 용도, 기법, 예술적 특징 등

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일본 내에서 

최초로 고급의 도자기가 생산된 시점부터 주요 가마들의 분포 양상이나 

생산된 도자기의 특성, 수출입 현황 등을 두루 언급하고 있다. 17세기 유

럽시장에 수출된 일본 도자기에 대해서도 다양한 도판과 함께 도자기 자

체에 대한 풍부한 설명이 제공된 여러 연구들이 있는데, 주로 설명이 곁

들여져 있는 전시도록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3) 이들 연구를 통해 당

2) 전반적인 도자사의 흐름과 관련하여 본고에서 주로 참고한 문헌은 다음과 같다. 국사편찬

위원회 (편저), 『한반도의 흙, 도자기로 태어나다』 (서울: 경인문화사, 2010); 마가렛 메

들리, 김영원 역, 『中國 陶磁史: 先史時代부터 淸代까지』 (서울: 열화당, 1986); 방병

선, 『중국도자사연구』 (서울: 경인문화사, 2012); 황윤⋅김준성, 『중국 청화자기: 대륙의 

역사와 문화를 담는 그릇』 (서울: 생각의 나무, 2010); 황종례⋅유성웅 (공편저), 『世界 
陶磁史』 vol. 1&2, (서울: 한국색채문화사, 1994); Zhiyan Li et al. (eds), Chinese 

ceramics: from the paleolithic period through the Qing Dynasty, (New Haven, 

Conn.;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10); Hazel H. Gorham, Japanese and 

Oriental ceramics, (Rutland: Tuttle, 1971); William R. Sargent and Rose Kerr, 

Treasures of chinese export ceramics from the Peabody Essex Museum, (Salem, 

Mass.: Peabody Essex Museum, 2012); Oliver Watson, Ceramics from Islamic lands, 

(New York: Thames & Hudson in association with The al-Sabah Collection, Dar 

al-Athar al-Islamiyyah, Kuwait National Museum, 2004); 三上次男, 『中國陶磁史硏
究』 (東京: 中央公論美術出版, 1989); 三上次男, 『日本·朝鮮陶磁史硏究』 (東京: 中央
公論美術出版,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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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일본 도자의 특성과 미감을 확인함으로써, 당대 무역도자의 상당 부

분을 차지하고 있던 청화백자와 어떠한 질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준

다. 또한 발굴보고서나 도자기 자체의 속성에 대한 연구도 다양하게 제

기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일본 도자기의 기원과 수출양상에 대한 연

구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4)

이 가운데 루스마니에르(Nicole Coolidge Rousmaniere)의 연구는 17

세기 전반 일본에서 백자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게 된 시점에 대해서 일본 

학계뿐만 아니라 서양 학계에서의 고고학적 논의를 아우르고 있다.5) 이 

연구에서는 일본 내부에서의 중국 도자기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이를 충

족시켜 줄 수 있는 충분한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대륙(중국

과 한반도)으로부터 기술자들이 유입된 복합적인 요인을 함께 살펴보아

야 한다는 관점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관점과 유사하다. 

다만, 이러한 일본 도자기를 아시아 역내 무역의 관점에서만 조망함으로

써 유럽 시장에까지 진출한 맥락까지를 아우르지는 못하였다.

한편, 17세기에 태동한 일본 도자기의 정치경제적 함의를 다룬 연

구들은 주로 17세기 그 자체에 초점이 있기 보다는 18세기 이후를 주 연

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 오타 아리코(2017)는 18세기 말

3) 일본 규슈지역에서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한 고급의 도자기와 관련하여서는 有田町歷史編
纂委員會, 『有田町史』 (1985)에서 상세하게 그 역사가 서술되어 있다. 또한 이 시기 일

본 도자기에 대한 대표적인 문헌으로는 The Kyushu Ceramic Museum(佐賀県立九州陶
磁文化館), Earth and Fire: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Kyushu Ceramics, (Arita

[有田町]: The Kyushu Ceramic Museum, 2013); Julia B. Curtis et al. Trade taste 

& transformation: Jingdezhen porcelain for Japan, 1620-1645, (New York: China 

Institute Gallery, 2006) 등이 있다.

4) 대표적인 문헌으로는 Nancy N. Schiffer, Imari, Satsuma, and other Japanese Export 

Porcelain, Revised & Expanded 2nd Edition, (Atglen, PA: Schiffer Publishing, LTD, 

2000); Oliver Impey, Christiaan J.A. Jörg, and Charles Mason, Dragons, Tigers and 

Bamboo: Japanese Porcelain and its Impact in Europe, (Toronto: Gardiner Museum 

of Ceramic Art, 2009); Lu Zhengshen et al. (eds), Passion for Porcelain: 

Masterpieces of Ceramics from the British Museum and the Victoria and Albert 

Museum, (北京: 中华书局, 2012) 둥이 있다.

5) Nicole C. Rousmaniere, Vessels of Influence: China and the Birth of Porcelain in 

Medieval and Early Modern Japan, (London; New York: Blommsbury Academic,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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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19세기 초반 도쿠가와 막부와 사가, 오와리, 미노 지역의 지방권위체

와 상인, 도공들과의 관계를 비교하면서 각 지역에서 도자기 생산과 분

배를 통한 자본의 축적 양상을 살펴보았다. 각 지역에서의 양상을 강압

⋅협업⋅경쟁으로 구분하고, 일본의 초기 산업화가 단선적인 형태로 이

루어지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다.6) 특히 도자산업을 당대의 “산업화 과

정”에서의 선도부문으로 규정하면서, 18세기 말 일본의 중앙과 지방의 

관계, 지방정권과 생산 및 유통의 경제주체들 간의 관계를 둘러싼 정치

적 맥락이 일본 초기 근대화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국내에 일본 도자사와 규슈(九州) 지역의 주요 가마들을 상세히 소

개한 조용준(2016) 역시 일본 근대화를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이 아리타 

지역의 도자기 밀무역에서 기인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7) 도쿠가와 막

부를 무너뜨리고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킨 가장 강력한 배경은 당시 프로

이센에 필적할 만 했던 사가 번의 최신식 무기와 함선 덕분이며, 이러한 

군사력을 뒷받침해준 무기 구입 금액의 대부분은 도자기 밀무역에서 충

당했다는 것이다. 1848년 사가 번이 설치한 코쿠산카타(国産方)를 통해 

아리타 도자기가 번 차원에서 전매되었고, 막대한 수익금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기록에서는 도자기 전매제도를 통해 얻은 수익금이 

“전적으로 식산흥업을 위해” 쓰였다고는 하지만, 막부 말기 15년의 무역 

관련 자료가 의도적으로 “인멸”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 등을 들어 의도

적인 기록보다는 도자기 밀무역의 수익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

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다.8) 이러한 주장은 17세기에 생산된 일본의 도

자기가 정치경제적으로 큰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는 있겠으

6) Ariko Ota, “Porcelain and Power: Comparative Regional Analysis of Industrial 

Manufacturing in Tokugawa Japan,” International Journal of Asian Studies, 14(1), 

2017.

7) 조용준의 저서는 본격적인 의미에서 학술서는 아니나 유럽 전반의 도자사와 일본이 유럽

에 영향을 미친 맥락을 국내에 소개하였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본 

논문과 관련되어 참고할 만한 저서로는 조용준, 『유럽 도자기 여행: 동유럽 편』 (서울: 

㈜도서출판 도도, 2014); 조용준, 『유럽 도자기 여행: 북유럽 편』 (서울: ㈜도서출판 도

도, 2015); 조용준, 『일본 도자기 여행: 규슈의 7대 조선 가마』 (서울: ㈜도서출판 도도, 

2016).

8) 조용준 (2016), pp.329-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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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17세기의 양상에 대한 설명과 직접 연결시키

기에는 한계가 있다.

기존 연구의 두 번째 부류는 지구사(Global History)나 교역사의 관

점에서 도자기라는 재화가 어떻게 교류⋅교역되었는지, 세계적으로 어떻

게 분포하였는지 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있다.9) 이들 연구에서는 처

음 세계적으로 도자기가 교류되던 당나라 시기부터 18세기 또는 19세기

까지의 도자사를 포괄하면서도, 그러한 도자기를 상호작용 또는 교환관

계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석하고자 한다. 특히 핀레이(Robert Finlay)의 연

구는 중국 도자 가운데 세계적으로 가장 명성을 얻고 활발하게 수출된 

청화백자(blue and white)에 초점을 맞추면서 중국산 청화백자의 부침을 

지구사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10) 이 연구에서는 본고에서 주목하는 17

세기 중반 중국 경덕진의 파괴 및 관요의 폐쇄와 이에 따른 일본 도자기

의 등장, 그리고 18세기 이후 유럽에서 독일 마이센(Meißen 또는 Meissen)

을 시작으로 청화백자와 같은 고급 도자기 생산이 가능해짐에 따른 중국 

도자기의 점진적인 쇠퇴까지를 시계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다만, 이 연

구에서는 왜 하필 일본 도자기가 유럽 상인들에게 주목받았으며, 그것이 

17세기 동아시아 지역질서 변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상대적으로 주목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관점과는 차이가 존재한다.

정수일(2009)의 연구는 문명과 문화의 교류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였

9)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Robert Finlay, “The Pilgrim Art: Cultures of Porcelain 

in World History,” Journal of World History, 9(2), 1998; Robert Finlay, The Pilgrim 

Art: Cultures of Porcelain in World Histor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0); Geoffrey C Gunn, History without Borders: The Making of an Asian 

World Region, 1000-1800 (Hong Kong: Hong Kong University Press, 2011); Lim, 

Tai Wei, “Re-centering Trade Periphery through Fired Clay: A Historiography of 

the Global Mapping of Japanese Trade Ceramics in the Premodern Global Trading 

Space,” Sino-Japanese Studies 18, 2011; Maarten Prak (eds), Technology, Skills 

and the Pre-modern Economy in the East and the West (Leiden: BRILL, 2013); 정

수일, “해양 실크로드를 통한 도자문화의 교류,” 『문명담론과 문화교류』 (파주: ㈜살림출

판사, 2009); 三上次男, 『陶磁の道 : 東西文明の接点をたずねて』 (東京 : 岩波書店, 

1969).

10) Finlay (1998); Finlay (2010), pp.25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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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1) 이른바 ‘도자의 길’이라고 불린 해양 실크로드를 통해서 세계 도자

문화의 교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기원전 선사시대부터 근세에 이르

기까지의 시기를 포괄하여 서술하고 있다. 역사 속에서 도자문화권은 동

아시아와 중근동, 유럽 도자문화권의 3대 문화권이 형성되어 서로 “모방

성을 가장 확연하게 구현하면서도 순기능적 접변이 다분한” 교류를 해 

왔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도자문화의 형성과 발전의 계기를 “인간 생

활의 수요, 자연 조건에 대한 적응성, 사변적(事變的) 계기”의 세 가지로 

분류한다. 특히 예기치 못한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 도공들이 중국에서 

한반도로, 한반도에서 다시 일본으로 건너간 사건들을 도자기의 전파에 

있어 중요한 사례로 본다. 이러한 관점은 본 연구에서도 주목하는 전파

의 양상이기도 하다.

미카미 쓰기오(1969)의 연구는 정수일(2009)이 제시하였던 ‘도자의 

길(陶磁の道)’이라는 개념을 더 먼저 제시하였으며, 도자문화 교류의 양

상을 더욱 구체적으로 정리한다.12) 다만, 본고에서 주목하고 있는 17세기 

이후의 교류 양상보다는 그 이전부터 중국 명대(明代)에 이르기까지를 

주로 언급하면서, 세계 도처에서 발견된 중국도자 파편들이 동서 문화교

류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본다. 해로와 육로를 통해 유라시아 대륙을 아

우르면서 이루어진 중국 도자의 이동은 단순히 문화나 문명이 “서에서 

동으로” 온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항상 “교차”되었다는 점을 상기하

게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주장은 기술과 물질문명을 주도한 주체

가 항상 서구였던 것은 아니며, 인류의 긴 역사 속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문명의 위상을 다시금 평가하게 하는데 기여한다. 산업혁

명을 전후하여 물질문명의 중심이 동에서 서로 이동한 후, 과연 앞으로

는 어떠한 변동과 전환이 있을지에 대한 함의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자기의 사례가 지니는 의미를 생각해보게 하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교역사의 관점에서는 도자기를 수입한 유럽 국가들의 

무역이나 소비양상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유럽 시장

11) 정수일 (2009), pp.367-426.

12) 三上次男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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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어떻게 도자기가 수입될 수 있었는지의 경로와 무역 양상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으며, 주로 당시 활발하게 활동했던 동인도회사들의 기록과 그

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한다.13) 또한 이렇게 수입된 도자기들이 유럽 

시장에서 어떻게 소비되었는지를 중심으로, 그것의 문화사적 의미를 강

조하는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14) 특히 17세기를 전후로 하여 수입된 

중국과 일본의 도자기들이 단순히 소비되는 것에서 넘어서서, 유럽의 요

업지에서 본격적으로 이들에 대한 모방과 창조가 함께 이루어졌음을 지

적하고 있다. 사실 이 부류의 연구들은 중국과 일본의 도자기가 본격적

으로 유럽 시장에 진출하게 된 18세기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17세기의 상황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수준에 그치

기도 한다. 이는 네덜란드와 영국을 위시로 한 동인도회사와 아시아–유
럽 간 무역이 본격적으로 안정화 되면서 더 많은 기록과 자료를 확보할 

13) 도자기 무역에만 초점을 맞춘 연구는 많지 않고, 부분적으로 교역품으로서 도자기를 언급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7세기 도자무역에만 초점을 맞춘 대표적인 연구로는 T. 

Volker, Porcelain and the Dutch East India Company, (Leiden: E. J. Brill, 1971)가 

있으며, VOC에 대한 연구로는 Boxer, C. R., The Dutch Seaborne Empire 1600-1800, 

(Harmondsworth: The Penguin Books, 1973); Aymard, Maurice (ed), Dutch 

Capitalism and World Capitalism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Zandvliet, Kees (ed), The Dutch Encounter with Asia 1600-1950, (Amsterdam, 

Rijksmuseum & Zwolle: Waanders Publishers, 2002); Jonathan I. Israel, Dutch 

Primacy in World Trade, 1585-1740, (Oxford [England]: Clarendon Press, 1989); 

Jan De Vries and Ad Van Der Woude, The First Modern Economy: Success, failure, 

and perseverance of the Dutch economy, 1500-1815,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주경철,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와 아시아 교역: 세계화의 초기 

단계”, 『미국학』 28, 2005; 주경철, 『대항해시대』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8); 하

네다 마사시, 이수열⋅구지영 역, 『동인도회사와 아시아의 바다』 (서울: 선인, 2012) 등

이 있다.

14) Stacey Pierson, From Object to Concept: Global Consumption and the 

Transformation of Ming Porcelain, (Hong Kong: Hong Kong University Press, 

2013); Oliver Impey, Chinoiserie: The Impact of Oriental Styles on Western Art 

and Decoration,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77); Paula Findlen (ed), 

Early Modern Things: Objects and their histories, 1500-1800, (New York: 

Routledge, 2013); Karina H. Corrigan, Jan van Campen, and Femke Diercks; with 

Janet C. Blyberg (eds), Asia in Amsterdam: the culture of luxury in the golden 

age, (Salem, MA: Peabody Essex Museum,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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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18세기에 대한 연구가 17세기의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진 경향과도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도자기 생산이 가능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

으로서 조선 도공의 강제적 이주에 관해서 다양한 국내외 연구들이 축적

되어 있다. 특히 국내 연구들은 임진왜란 시기의 강제 이주에 초점을 맞

추어, 이 시기 강제 이주한 사람들의 규모나 구성, 일본에서의 분포, 조

선으로의 회귀 여부와 정착 동기, 정착한 조선 도공의 활동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15) 대체적으로 일본 도자기의 기원과 초기 발전단계를 다

루는 연구와 기록에서는 조선 도공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으나, 보다 포

괄적인 의미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기술 이전이나 전파가 이루

어졌는지의 관점에서 조선 도공의 강제 이주와 도자기의 생산을 살펴보

는 연구는 거의 없다. 물론 특정 조선 도공을 중심으로 어떠한 사건들이 

발생하였는지를 추적하는 연구는 있으나,16) 기술의 이전⋅전파라는 관점

으로 전근대 시기 도자산업의 생산지 또는 요업지의 확산이라는 측면은 

많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17) 이는 도자기 생산의 주체인 도공들이 자

15) 임진왜란 이후 조선 도공의 납치⋅강제이주에 대한 국내의 대표적인 연구로는 김정호, 

“사료(史料)를 통해 본 조선피로인(朝鮮被虜人)의 일본 나에시로가와(苗代川) 정착과정 

연구(1),”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3(1), 2011; 김정호, “사료(史料)를 통해 본 조선피로

인(朝鮮被虜人)의 일본 나에시로가와(苗代川) 정착과정 연구(2),”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7(1), 2015; 노성환, “일본 사가현의 조선도공에 관한 일고찰,” 『일본어문학』 41, 2009; 

노성환, “일본 하기의 조선도공에 관한 일고찰,” 『일어일문학』 47, 2010a; 노성환, “일본 

야마구치의 조선계 도공에 관한 연구: 후카와와 스사를 중심으로,” 『일어일문학』 48, 

2010b; 노성환, “하사미 도자기와 조선도공,” 『일본어문학』 45, 2010c; 노성환, “일본 아

리타의 조선도공 이참평에 관한 연구,” 『일어일문학』 62, 2014; 이미숙, “조선사기장 李
參平의 피납과정과 활동에 관한 연구,” 『인문과학연구』 26, 2010; 민덕기, “임진왜란에 

납치된 조선인의 귀환과 잔류로의 길,” 『한일관계사연구』 20, 2004; 민덕기, “임진왜란기 

납치된 조선인의 일본 자류 배경과 그들의 정체성 인식,” 『한국사연구』 140, 2008; 한국

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편저), 『해항도시의 역사적 형성과 문화교섭』 (서울: 선

인, 2010) 등이 있다.

16) 구로카미 슈텐도는 일본 최초의 백자 생산에 성공한 사기장 이삼평의 일대기를 남아 있

는 기록을 바탕으로 소설 형태로 기록하고 있기도 하다. 물론 허구의 측면도 있지만, 이 

시기 조선 도공들의 이동을 상상해보는데 의미가 있는 저술이다. 구로카미 슈텐도, 김창복 

외 역, 『일본 도자기의 신, 사기장 이삼평』 (서울: 지식과감성, 2015) 참조.

17) 다만, 가마의 형태와 축조기술, 도자기의 양식의 측면에서 기술적 유사성을 발견하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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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들의 기록을 남기는 경우가 거의 없고, 도자기 역시 서화와는 달리 누

가 어떻게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기록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드

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참고하면서도, 이들을 17세기 

동아시아의 질서 변동이라는 관점에서 도자기 산업의 사례를 살펴봄으로

써 복합적이면서도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기존의 도자기 

생산⋅공급에서 중심적 또는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던 중국과 대륙의 

기술과 문화를 전파하는 매개체로서 조선, 새로운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

를 제공한 네덜란드, 그리고 일본의 혁신적인 채색도자기의 등장이라는 

네 가지 요소가 정치⋅경제⋅기술⋅문화의 층위 속에서 복합적으로 발현

되는 양상을 밝히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실제 도자기 무역시장에서 

수출량 자체만 놓고 본다면 과연 일본산 도자기가 중국산을 완전히 압도

하고 대체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시기 중국산 도자기와 일본산 도자기의 일종의 대체와 경쟁양상은 단

순히 수량을 넘어서서 복합적인 맥락을 살펴볼 때 제대로 이해될 수 있

다. 즉, 후발주자의 빠른 추격(catch-up)과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구조적 

공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장의 주요한 소비성향에 영향력을 행사한 

부분을 고려할 필요성이 크다.

3. 예비적 고찰

정치경제 영역에서 후발주자가 선발주자를 어떻게 추격하고, 그러

한 추격의 근거는 어디로부터 기인하는지를 밝히는 연구는 오랫동안 주

요한 연구주제로 자리매김해 왔다. 거셴크론(Alexander Gerschenkron)은 

후발산업국가들이 선발국가들의 전략과 기술을 모방하여 압축적인 산업

화가 가능하고, 국가가 주도하여 투자 중심의 경제전략을 취하는 것이 

구는 일부 진행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혼다 마비(本田まび), 『壬辰倭亂 前後의 朝日 
陶磁 比較硏究: 日本 九州 肥前陶磁와의 關係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고고미

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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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이라는 지적을 한 바 있다.18) 가장 먼저 산업화가 이루어진 영국을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일본 등이 추격한 것은 이러한 국가 주도적 성

장 전략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 외에도 국가 단위뿐만 아니

라 특정 산업 내의 기업들이 상호 간에 어떠한 모방과 혁신을 거듭하여 

추격과 역전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연구는 경제학과 경영학을 중심으로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의 접근은 추격하는 행위자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

어 행위자가 어떤 변수나 조건을 갖추었을 때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추격, 더 나아가서는 역전에 성공하는지를 밝히는데 유용하다. 반드시 거

셴크론이 언급한 바와 같은 국가 주도적 성장전략이 아니더라도, 특정 

국가나 기업이 해당 부문의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적인 자원을 충분

히 보유하고 있거나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데 개방적인 문화와 제도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추격 행위가 유리해진다는 것이다. 테사 모리

스-스즈키(Tessa Morris-Suzuki)의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이 서양의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모방(imitation)’을 하면서도 내부적으로 

‘혁신(innovation)’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기

술적으로 선도자의 위치에까지 이를 수 있었다는 것이다.19) 이러한 해석

은 17세기 도자산업의 변동 국면에서 일본 도자의 급부상이 궁극적으로

는 도쿠가와 막부 시기 이후부터 일본이 지니고 있던 혁신의 역량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자(agent) 중심의 관점은 그 행위자의 위상 변

화와 발전 전략을 포착하는 데는 유용할지 모르겠으나, 그러한 전략이 

가능하게 된 구조적인 환경 변화를 충분히 분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한 행위자의 위상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자 외부

의 구조적인 측면을 함께 보지 않고서는 변동의 양상을 완전하게 분석한

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모리스-스즈키(1994)가 주장하는 역사적 해

18) Alexander Gerschenkron, Economic Backward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Cam 

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2).

19) Tessa Morris-Suzuki, The Technological Transformation of Japan: From the Seven 

teenth to the Twenty-first Centu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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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서양의 과학기술이 나가사키를 중심으로 근세 

일본사회에 지속적으로 공급되었다는 외생적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관점도 가능하겠다. 극단적으로는 17세기 이후 일본이 조선과 같이 네덜

란드를 포함한 어떠한 서양 국가와도 지속적인 교류를 가지지 않은 상태

였다면 과연 일본의 부상이 가능했을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다. 유럽 국가들의 동아시아에 대한 진출은 당시 일본이 직면하고 있었

던 국제질서의 구조적 변동의 일면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전근대 시기 주요한 산업이었던 도자산업의 변동과 일본 

도자의 전면적 등장이라는 현상을 총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개별 행위자들의 양상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상호작용

이 하나의 산업변동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조직된 구조적인 측면을 반

드시 고려해야 한다. 즉,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나열하는 것에서 탈피하

여 산업 및 무역시장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밝히고, 그 과정 속에

서의 다양한 관계양상을 어떠한 개념적 틀로 분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 필요한 것이다. 다만, 도자산업이라는 사례를 분석하는데 있어서는 기

존의 국제정치학에서 언급되고 있는 세계체제론에서 강조하는 구조 개념

이나 행위자들의 힘의 분포로 상정되는 케네스 왈츠(Kenneth Waltz) 식의 

구조20)를 그대로 차용하기 보다는 산업구조 자체를 조명할 수 있는 나름

대로의 분석틀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왈츠는 국제정치에서 국가들의 행위를 결정하는 독립변수로서 구

조(structure)를 상정하고, 이 구조는 국가들 간의 힘의 분포라고 보았다. 

현대 국제정치학에서 상당히 많이 논의되는 이론이나, 본고에서는 일관

성을 가진 하나의 행위자로서 국민국가를 핵심적인 분석대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바로 적용할 수 없다. 한편, 세계체제론의 시각에서는 권역

의 개념으로 해역에서의 교역과 교섭의 네트워크를 분석하는 다양한 논

의들이 있으나, 이 역시 본고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기는 어렵다.21) 도자산

20) 왈츠의 논의는 Kenneth N.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Boston, Mass.: 

McGraw-Hill, 1979)를 참조.

21) 해역에서의 교역과 교섭, 특히 16~18세기 아시아교역권의 존재와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

는 세계체제론적 시각의 다양한 논의들에 대해서는 정문수⋅류교열⋅박민수⋅현재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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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및 무역이라는 개별 재화의 사례만으로 전체 자본주의 또는 경제체제 

자체를 설명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들이 설파하는 바와 같이, 동아시아 권역과 다른 권역 간의 교역과 교류

의 역사를 통해 소위 ‘세계화’라는 현상이 비단 20세기 이후의 최근의 

현상만은 아니라는 점을 논증하는 것에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

나 도자산업 및 무역의 사례를 직접 분석하는 틀로서는 부적합하며, 거

시적⋅장기적인 체제론보다는 구체적으로 산업 및 무역시장에서 어떠한 

형태의 상호작용과 교역의 과정이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더불어 전근대 도자산업은 현대적 의미의 산업구조를 분석하는 다

양한 이론이나 분석틀을 그대로 차용하는 것에도 신중한 고려가 요구된

다. 이는 산업혁명 이전 시기의 수공업이 지니는 특성 상, 지금과는 전혀 

다른 교통⋅통신 등 제반 인프라와 노동관계, 무역과 상업 양상 등에 근

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17세기 

도자산업의 변동 양상은 단순히 산업적인 의미에서 중국 독점적 시장이 

과점적 또는 경쟁적 시장으로 변화하는 것 이상의 정치경제적인, 더 나

아가서는 문화⋅문명적인 함의까지를 내포하는 사례이다. 그러므로 도자

산업의 생산⋅유통⋅소비의 측면을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으면서도 동

시에 정치⋅경제⋅기술⋅문화 층위의 변동을 동시에 검토할 수 있는 분

석틀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하기 위해서 참고할 만한 개념과 분석틀로

는 우선 초국적 경제활동을 지리적인 분포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는 대

표적인 개념으로 글로벌 상품사슬(Global Commodity Chain, GCC) 또는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상품사슬은 재

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이를 운송⋅판매하여 소비자가 획득하는 전 과

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분석하는 틀로서, 생산⋅마케팅⋅배달⋅서

비스 제공 등과 같은 핵심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판매⋅기술

⋅금융⋅인적자본과 인프라 등 제반 지원활동을 위한 요소들도 포함된

항도시 문화교섭 연구 방법론』 (서울: 도서출판 선인, 2014), pp.73-134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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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2) GCC가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기는 하지만, 핵심적으로는 생산공

정과 기업 활동을 중심으로 특정 재화나 서비스가 어떻게 공급되는지를 

선형적인 단계별로 분석한다. GVC 역시 이와 유사한 관점으로 산업 활

동을 분석하고 있으나, 생산과 유통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의 흐름

과 배분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개별기업 

내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호작용과 이것이 기반하고 있는 산

업정책과 제도, 권력관계 등을 함께 다루어 공급 측이 부각된다.23)

GCC와 GVC를 중심으로 하는 분석은 해당 산업 내의 구체적인 부

가가치 창출과 배분 등의 경제활동을 파악하고 자원과 상품이 흐름을 분

석하는데 유용하다. 물론 GCC/GVC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특징에 따

라서 수요자 추동형(buyer-driven)과 공급자 추동형(producer-driven)으로 구

분하기도 하지만,24) 기본적으로는 공급 측면에서의 동학을 중점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소비 측의 동학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특히 수요자 추동형 사슬에서도 실제 소비행태나 소비

단계에서의 상호작용에 주목하기보다는 이를 분석하여 상품⋅서비스 생

산에 활용하는 마케팅 회사나 브랜드 기업, 유통업계 등을 중심으로 사

슬을 구성하고 있다.25) 이러한 분석틀 하에서는 소비자들이 직접 표출하

는 수요를 포착할 수 있기보다는 기업의 마케팅이나 각종 홍보 전략으로 

간접적으로 표현된 수요로 소비 측을 규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소비

는 단순히 필요에 의해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용가치를 획득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러한 행위 자체가 가지는 정치⋅사회⋅문화적 의미를 

22) Neil M. Coe et al, Economic Geography: Contemporary Introduction 2nd edition, 

(Hoboken, N.J.: Wiley-Blackwell, 2013), p.229 참조.

23) Timothy Sturgeon, Johannes Van Biesebroeck and Gary Gereffi, “Value chains, 

networks and clusters: reframing the global automotive industry.”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8, 2008, pp.297-321; Gary Gereffi, “Global value chains in a 

post-Washington Consensus world.”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21(1), 2014, pp.9-37; Deborah K. Elms and Patrick Low (eds), Global value chains 

in a changing world, FGI, NTU and WTO Report, (Switzerland: WTO Secretariat, 

2013) 등을 참조.

24) Coe et al (2013), pp.234-240.

25) Coe et al (2013), p.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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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GCC/GVC는 기본적으로 특정 상품을 중심으로 단선

적인 산업구조를 밝히려고 한다는 점에서 과정(process)과 절차(procedure)

를 통한 상품과 물자의 흐름을 보여주는 분석 틀이다. 따라서 단선적인 

과정을 넘어서는 다양한 맥락을 고려한다는 문제의식 하에서 제기된 새

로운 개념으로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Global Production Network, GPN)

는 산업 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적⋅지리적 맥락에 보다 착근하여 해당 산

업에 관여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네트워크적인 시각에서 풍

부하게 밝히려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특정 상품의 생산⋅유통⋅소

비의 과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싸고 있는 다층적인 환경과 네트

워크들의 총체적인 배열을 포착하여, 기업 내부의 교환과정뿐만 아니라 

경제 활동과 관련된 모든 행위자들의 관계양상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분석틀을 제시하려는 것이 GPN 개념의 목표라고 하겠다.26) 이러한 GPN

적 접근을 통해서 GCC나 GVC가 간과할 수 있는 산업구조의 특성, 즉 

해당 지역사회의 맥락이나 제도⋅규범, 생산과 유통망의 연결 측면 등을 

추가로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산업 활동 속에 내재되어 있는 ‘거버넌스

(governance)’의 측면을 포착함으로써 다층적인 정치경제적 분석을 위해 

보다 적합한 분석틀을 제공한다.27)

그렇지만 이상의 논의는 국제적인 분업체계가 형성되어 있고, 자본

과 노동 등 생산요소가 국가 간에 다소 간의 제약이 있더라도 활발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현대적인 시장경제를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

에 곧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현재 GPN과 관련된 학계의 

26) Neil M. Coe, Peter Dicken and Martin Hess, “Global production networks: realizing 

the potential.”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8, 2008, pp.271-295.

27) GCC/GVC/GPN의 논의에서도 거버넌스 구조와 조직에 관련된 다양한 주장과 유형 분류

가 제기된 바 있다. 대표적으로 Gereffi et al.(2005)의 연구에서는 GVC가 조직되는 양상

을 크게 다섯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한 바 있는데, Coe et al.(2008)에서는 이에 대해 

GPN 내부에서 작동하는 권력관계나 힘의 비대칭성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

다고 지적하였다. 이처럼 조직적인 차원에서 노드와 노드의 연결의 총합을 의미하는 네트

워크를 넘어서서 그러한 관계 속에 내재되어 있는 권력관계와 힘의 분포 등을 함께 살펴

봄으로써 복합적인 분석을 시도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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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는 주로 다국적기업이나 초국적 생산 분업이 이루어지는 개별 사례

에 한정되어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 연구에서는 정치⋅사회적 배경까

지를 포괄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도자산업의 경우에도 부분적으로는 상품사슬이나 가치사슬로 분석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완전히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개

념과 분석틀을 보완적으로 차용하면서, 도자산업의 다층적인 면을 포착

할 수 있는 접근방식이 요구된다. 특히 도자산업 변동의 핵심을 이루는 

기술–사람–재화의 이동과 이러한 이동으로 형성된 연결망이 구체화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연결망은 고급 도자기에 대한 공급과 수요와 긴밀

하게 연동되며, 공급과 수요를 뒷받침하는 정치⋅제도⋅문화적 기반과 

더불어 궁극적으로 재화의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물질적인 기반까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그림 1-1]과 같은 형태의 중층 구조를 상정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생산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기술⋅지식과 노동의 인

적 구성, 특히 숙련공의 이동과 정착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상태를 

상정한다. 한편, 생산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각종 자원은 지리적으로 편

재(偏在)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동성 보다는 산업 클러스터나 기

업의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입지조건에 가깝다고 본다. 소비는 사회⋅문

화적인 맥락 하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반으로 하며, 이러한 소비와 

생산을 연결시켜주는 핵심적인 연결 매개체로서 유통망⋅무역망을 살펴

본다. 물론 이러한 유통⋅물류⋅무역과 관련된 연결망은 완성품의 이동

뿐만 아니라 원료나 중간재의 이동에도 관여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산업⋅경제 활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해주거나 최소한 방해하지 않는 정치⋅제도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

어야 한다. 특히나 여러 국가에 걸쳐서 형성되어 있는 산업구조가 원만

히 유지되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협력이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거나 또

는 정치적인 안정을 바탕으로 할 때 경제 활동도 촉진될 수 있다는 논지

는 국제정치경제학의 오랜 논쟁점 중 하나였다.

이와 같이 “기술⋅지식—노동(숙련공)—유통⋅물류⋅무역망—소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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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적 맥락—정치⋅제도적 환경—자원과 물질적 기반”의 중층적

인 복합구조 속에서 해당 산업을 읽어낼 때, 해당 산업 및 시장의 변동 

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다양한 요

소들 가운데 핵심적으로 산업 및 시장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

엇인지를 밝혀내는 것은 본고에서 시도하는 변화의 동학을 분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그림 1-1]의 하단부에서 제시한 각 층위

는 도자산업을 분석하기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로, 상단부를 

간결하게 정리한 것이다.

[그림 1-1] 전근대 도자산업의 중층 구조

정 치 제도적 환경

↑↓

경 제 유통⋅물류⋅무역과 연결망

↑↓

기 술 기술-노동의 결합과 사람의 이동

↑↓

문 화 소비의 사회⋅문화적 맥락

↑↓

환 경 자원의 분포와 물질기반(입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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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방법 및 글의 구성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역사적 설명을 통해 

도자산업 및 무역시장의 변동과 이를 추동한 요소들을 분석한다. 특히 

이러한 변동이 기술과 문화의 전파라는 현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는 점에 착안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고학과 역사학, 미술사학의 연구 

성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완벽한 인과관계의 추론을 불가능하

더라도, 일본 도자기의 부상과 도자산업의 변동을 가능하게 한 핵심적인 

조건과 요소들을 분별해 냄으로써 체계적⋅종합적으로 17세기 도자산업

을 이해하려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1차 자료로서 도자기 

생산이나 수출입에 관련된 역사적 기록물을 검토하면서 동시에 주요 연

구대상인 당대의 도자기들을 다양한 도판을 통해서 살펴본다. 또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고문서에 대해서는 2차 자료를 활용하면서, 여러 학문

들의 성과를 활용하는 학제적 연구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위의 

자료들로부터 추출한 조선 출신 도공들의 이동과 도자기의 무역 양상을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기술과 문화의 전파 양상을 보

다 구체적으로 밝힐 것이다.

이러한 연구방법 및 방향을 바탕으로, Ⅱ장에서는 기존의 중국 중

심의 동아시아 질서와 도자산업을 개괄하고 17세기를 전후로 한 변동을 

살펴본다. 기존에 공고했던 중국 중심의 질서에 균열이 발생하는 와중에 

VOC로 대표되는 유럽 세력이 새롭게 등장하여 동아시아에 새로운 기회

의 창이 열리게 되었다. 특히 중국에서의 왕조 교체를 정치적 사건으로 

인해 도자산업이 단절적인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던 반면, 기존의 동아시

아 역내 무역의 수요를 넘어서는 새로운 역외 무역의 수요가 발생하였

다. 명⋅청 교체기를 틈타 중국 경덕진의 관요가 폐쇄되고 그 일대가 파

괴되었다고 하더라도 조선이나 베트남, 또는 중국 내의 다른 가마에서도 

도자기는 계속해서 생산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17세기 초중반의 국면을 

단순히 초과수요로 보기 보다는 공급과 수요 간에 원활한 연결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Ⅱ장에서는 이를 도자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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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공백이라는 개념으로 분석한다.

Ⅲ장과 Ⅳ장에서는 기술의 전파와 유통망의 연결로 17세기 초중반 

도자산업에 발생하였던 구조적 공백이 메워지고 새로운 형태의 도자산업 

구조가 형성되는데 핵심적인 두 매개자를 다룬다. 우선 Ⅲ장에서는 임진

왜란과 정유재란을 거치면서 이루어진 조선 도공의 강제적 이주가 기술 

전파를 가능하게 만들었고, 한반도가 도자기술의 전파를 촉진하는 일종

의 매개자로서 역할 하였음을 밝힌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라는 정치

적⋅폭력적 사건이 기술 전파의 직접적인 계기를 마련하였지만, 사실상 

기술과 문화의 전파가 그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주목한다. 

일본은 대륙(중국과 한반도)으로부터 계속해서 문화를 수용해왔고, 이것

이 축적되면서 단순히 문화를 수용⋅소비하는 주체가 아니라 직접 문화

를 생산할 수 있는 주체가 되기를 원하게 되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豐
臣秀吉)가 조선과의 전쟁에서 기술자(도공)들을 특별히 데려오라는 명령

을 내린 것은 동아시아 전통질서의 오랜 변방이었던 일본이 문명의 중심

에 대한 열망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었던 셈이다.

Ⅳ장에서는 일본의 도자기가 세계시장, 특히 유럽시장에서 명성을 

얻게 된 중요한 역할을 네덜란드 동인도회사(VOC)가 수행했다고 본다. 

VOC를 위시로 한 유럽 국가들이 본격적으로 아시아에 진출하면서 동북

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인도, 아프리카, 유럽과 아메리카까지를 모두 잇는 

세계시장이 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전환의 시기에 일본은 데지

마(出島, でじま)라는 독특한 창구를 통해서 다른 동(북)아시아 국가들과

는 다르게 전반적인 쇄국 기조 하에서도 네덜란드와의 지속적인 교류와 

상호작용을 유지해 왔다. 이로 인해 일본은 글로벌 유통망의 한 지점으

로 편입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VOC를 통해 일본 도공들에게 요구

된 새로운 유럽의 수요는 대륙으로부터 받아들인 기술을 단순히 재현(再
現)하는 수준이 아니라, 일본 나름대로의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당시 일본이 수출했던 무역도자 중에는 중국 도자기를 

그대로 모방한 청화백자도 있었지만, 화려한 붉은 색채의 채색자기도 상

당수를 차지하였다. Ⅳ장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무역시장에서의 변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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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산업의 확장에 대해서 분석한다.

결국 일본 도자기의 부상과 17세기 도자산업의 변동은 중국과 조

선, 네덜란드와 일본이 만들어낸 동아시아의 합작품이라는 평가가 가능

하다. 각 행위자들의 행위가 정치⋅경제⋅기술⋅문화의 층위를 따라 서

로 결합되면서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한 변화 가운데 가

장 핵심적인 것은 기술–사람–재화의 연결망이 기술의 전파에 따라 확장

된 국면이라고 하겠다. 전근대 시기 기술은 숙련공에 체화된 형태로 전

파되었으며, 사람과 재화의 이동양상은 결합되어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

었다. 또한 원거리 무역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각종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선도 기술의 보유와 문

명에 대한 동경을 넘어선 추격의 의지가 결합되어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낸 것이다. 그렇지만 결국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한 기본적인 기반은 

정치적인 변화와 제도적인 여건이 영향을 미친 결과이며, 일본의 부분적 

또는 선택적 쇄국정책은 무역시장에서의 일본 도자 등장에 가장 중요한 

조건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논지를 Ⅴ장에서 요약⋅정리하면서 글을 마

치고자 한다.

Ⅱ. 중국 중심의 정치경제질서와 도자산업

1. 17세기 동아시아 질서의 변동 양상

1) 동아시아 전통질서의 정치적 변환

근대 이전 전통시대의 동아시아 질서는 사실상 중국 대륙에서의 

정치적 변환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형성⋅전개되어 왔다. 중국에서의 왕

조 교체기에는 중국 내부에서 주변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의 

방식이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주변국들의 대응 역시도 미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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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달라졌다. 특히 중국 대륙에서 한족(漢族) 왕조와 이민족 왕조 간의 

경쟁과 대립 또는 그들 간의 교체가 있는 시기에는 대륙을 중심으로 한 

질서 자체가 상당히 유동적으로 변화하였고, 흔히 동아시아 전통질서를 

규정하는 조공체제(Tribute System)만으로는 이러한 양상을 모두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나름대로의 복잡성을 지니면서 전개⋅진화해왔다. 또한 이

러한 복잡한 상황이 전개될 때에는 여전히 중국 중심적인 질서가 유지되

기는 하였지만, 주변국들의 입장에서는 이들과 어떻게 관계를 형성해야 

할지가 그들 정치단위의 존립과도 긴밀하게 연계되어 왔다.

이러한 동아시아 전통질서에 대한 관점으로는 질서를 구성하는 정

치단위 간에 어떠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견해가 나뉘는 

경향이 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조공–책봉관계를 중심으로 한 독특한 

동심원적 형태의 문화적⋅문명적 질서가 형성되어 있다는 입장과 근대 

서국 국가들의 국제관계와 같이 질서 내의 정치단위들이 스스로의 이익

을 기반으로 현실주의적인 상호작용을 해 왔다는 서로 다른 입장28)이 제

기되고 있다. 사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입장 차이는 이들 연구가 중국 

대륙의 긴 역사 가운데 어떤 시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에 따라서 드

러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중국 대륙에서 안정적인 질서가 형성되어 있

는가 아니면 혼란기인가에 따라서 동아시아 공간에서 나타나는 정치단위 

간 관계 양상은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으며, 이 가운데 어떠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지가 동아시아 질서를 보는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를 가져

온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동아시아 전통질서를 살펴보는데 있어서 

두 입장을 배타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태로 두 가지의 양상이 

조합되었는지 또는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관계 양상이 두드러졌는지를 

28) 전자의 대표적인 연구로는 John King Fairbank (eds), The Chinese World Order: 

Traditional China’s Foreign Relations, (Cambridge, MA: Havard University Press, 

1968) 등을 꼽을 수 있으며, 후자의 입장으로는 Morris Rossabi, China Among Equals: 

The Middle Kingdom and its Neighbors, 10th-14th centuries, (Berkely; Los 

Angeles;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3) 등이 있다. 조공체제와 위계질

서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웨스트팔리아 체제와 같이 일종의 ‘체제’로서 동아시아 질서를 

바라보는 연구로는 David C. Kang, East Asia Before the West: Five Centuries of 

Trade and Tribut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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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려는 관점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아래의 [그림 2-1]과 같이 네 가지

의 이념형(ideal types)으로 동아시아 질서 속에서 나타나는 관계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문화적⋅문명적 차원에서 정체성을 공유하는지 여부와 

관계 속에서 이익을 얻고 이를 향유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다음의 네 가

지 경우로 나누어 봄으로써 관계와 이로 구성되는 질서양상을 살펴보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겠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완전히 독립적인 국가 

간의 전쟁 상태는 Ⅳ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서로 대결적인 관계

에서 적국의 소멸이 곧 자국의 이익이라는 관점이 지배하는 질서에 해당

된다. 반면 Ⅰ의 경우는 하나의 질서 내에서 대부분의 정치단위체들이 

통합되어 있거나, 그러한 통합 상태가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는 질서이

다. 또는 최소한 이들 간의 공존을 유지하면서 통합적인 정체성과 이익

을 추구하는 상태이다. Ⅲ은 서로 독립적인 정치단위 간에 무역이나 인

적 교류를 통해 공동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이익이 존재한다는 인식이 지

배적인 경우이며, 이는 미국 국제정치학의 자유주의 패러다임에서 바라

보는 국제정치질서와 유사하다. 한편, Ⅱ는 동일한 권위를 인정하고 명분

을 공유하면서도 실질적인 이익의 측면에서는 상호 경쟁과 대립이 존재

하는 경우이다.

[그림 2-1] 동아시아 전통질서의 관계 양상 이념형

이익의 공유 (interest sharing)

높음 낮음

정체성의 공유 
(identity sharing)

높음 Ⅰ Ⅱ

낮음 Ⅲ Ⅳ

17세기는 Ⅲ과 Ⅳ의 국면을 넘나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17세

기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16세기 후반, 즉 1592년 임진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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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발 전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 측 

동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학설과 논의가 전개되고 있으나, 대외적으로는 

대륙으로 진출한다는 명분과 기존의 동아시아 질서의 현상변경, 즉 책봉

체제에 대한 반역⋅대항의 논리를 내세우면서, 대내적으로는 정치적으로 

다이묘들을 통제하고 당시 일본 내부의 모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종합해 볼 수 있겠다. 전전(戰前) 일본 학계의 견해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를 영웅으로 내세우면서 대륙에 대한 일본의 진출이라는 관점을 강조하

였으나, 전후 시기에는 당시 일본의 내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쟁 

수행으로, 또한 1960년대 이후에는 동아시아사 속에서 임진왜란을 파악

하려는 경향이 등장하였다.29)

무라이 쇼스케(村井章介)는 임진왜란을 통해 명나라 중심의 동아시

아 정치질서에 균열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본다. 1644년 명은 이자성(李
自成)의 반란으로 인해 내부로부터 붕괴하고, 1636년 개국한 청이 대륙

의 주인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본다. 그러면서 중화의 붕괴가 현실이 되

었으며, “히데요시가 뿌린 씨앗을 청이 거두어들였다고 해도 좋을지 모

른다”라고 평가한다.30) 물론 명의 내분과 붕괴가 임진왜란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나, 임진왜란의 발발

과 명이 조선으로 원군을 보낸 것은 분명 명말 내부적인 혼란을 가중시

키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중화문명의 변방 또는 

경계인적 정체성을 지닌 일본이 처음으로 외침을 시도한 임진왜란은 기

존의 중국 중심적 질서가 유지되는 관념적 근간에 균열을 일으키는 핵심

적인 사건이었음은 분명하다.

17세기 동아시아 질서의 정치적 변환을 보다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사건은 명⋅청 왕조 교체이다. 중원의 왕조가 한족 왕조에서 이민족 왕

29) 이러한 임진왜란의 원인론에 대한 일본과 한국학계의 연구사를 정리하고 있는 글로는 이

계황, “한국과 일본학계의 임진왜란 원인론에 대하여,” 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 

(편), 『동아시아 세계와 임진왜란』, 한일관계사연구논집 15, (서울: 경인문화사, 2010)을 

참조.

30) 무라이 쇼스케, 이영 역, 『중세 왜인의 세계』, 한림신서 일본학총서 17, (서울: 도서출판 

소화, 2003), pp.220-2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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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로 전환되는 국면은 문화적⋅문명적 중심을 변방의 이민족이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질서 내 구성원들이 동의할 것인가의 문제로 인해 

상당한 갈등을 형성해 낼 수 있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조선에서 

등장하였던 청에 대한 주전파와 주화파 간의 대립이다. 청이 기틀을 잡

고 안정적인 통치를 행하는 17세기 후반과 18세기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

하겠지만, 적어도 이러한 교체기에서는 [그림 2-1]에서 Ⅳ와 같이 극단적

으로 혼란스럽고 폭력적인 사태가 전개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대

륙에서는 어떤 왕조가 중심을 장악할 것인가에 대한 경쟁과 갈등이, 그

리고 이러한 중국에서의 변동이 다른 주변국의 상황에까지 영향을 미치

는 혼란기에서는 질서 내 구성원들이 정체성이나 이익을 공유하기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존의 질서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정치경제적 상황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도 상당한 혼란과 

파괴, 폭력적 상호작용에 직면하게 된다.

그렇지만 일단 명⋅청 교체기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끝난 후인 17

세기 후반부에는 극단적인 Ⅳ의 국면에서 Ⅲ으로 변화하게 된다. 허태용

(2014)이 논의하듯이, 이민족 왕조인 청의 건국은 전통적인 화이관(華夷
觀)에 근거할 때 조선은 물론 일본에게도 혼란스러운 사건이었다.31) 당

시 일본과 조선, 특히 지식인과 지배층의 반응이 상이하기는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명에 대한 태도는 동일할 수 없었다. 임진왜란 이후 일본이 

실질적으로 기존의 중국 중심의 중화질서에서 완전히 탈피한 일본의 독

자적인 “일본형 화이질서”를 추구했는지 여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

겠으나, 적어도 기존의 질서에서 이탈해 가는 경향은 간과할 수 없다. 조

선은 스스로를 명나라를 대신하는 “계승자” 또는 “소중화(小中華)”로 규

정함으로써 새로운 중원의 왕조와의 관계를 재조정하였다. 이러한 기존 

질서의 균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질적으로 청과의 교역은 중요한 이

익 창출의 창구였으며, 대외적으로 청과의 관계를 안정화시키는 것은 동

아시아 국가들에게 있어 중요한 ‘국익’의 영역이었다.

31) 허태용, “동아시아 중화질서의 변동과 조선왕조의 정치⋅사상적 대응,” 『역사학보』 22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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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서양 간 교류와 세계시장의 형성

17세기 동아시아의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를 위시로 한 유럽 각 국이 본격적으로 아시

아 시장에 진출하게 됨에 따라 기존의 질서에서는 다룰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상호작용이나 관계를 맺어야 했다는 대목이다. 엄밀하게는 17세

기 이전에도 소위 실크로드(Silk Road)로 불리는 육상 교통로를 중심으로 

동⋅서양 간의 교류가 지속되어 왔다. 특히 7세기 경, 이슬람권이 부흥하

면서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경제가 형성되었고, 중국과 이슬람 문

명권 간의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가 이루어졌다.32) 또한 이슬람 문명의 

발전과 함께 유럽으로까지 중국의 문물이 전해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지

역 수준에서의 정치단위들 간의 시장 형성을 넘어선 ‘세계’시장의 형성

은 17세기만의 독특한 현상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세기에 형성된 세계시장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측면이 있다. 이슬람권을 우회하여 직접 동쪽의 인도로 향하려는 

유럽 국가들의 욕망이 대항해 시대를 열었고, 동인도회사라는 새로운 형

태의 조직이 체계적으로 대(對)아시아 무역을 관장하게 됨으로써 이전과

는 규모 면에서 훨씬 더 확대된 세계시장이 열리게 되었다. 이러한 세계

시장의 양적 성장은 유라시아 대륙 내부에서 육상로에 의존하던 무역에

서부터, 발전된 선박제조술과 항해술을 바탕으로 해상로를 통해 상대적

으로 많은 양의 재화를 운반할 수 있게 되면서 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선박 역시 적재물에 한계가 있고, 난파나 해적에게 공격당할 

위험성 등이 존재하여 완벽한 운송수단은 아니었으나, 적어도 육상로에 

비해서는 우위를 지니고 있었다. 더불어, 아시아 역내무역과 아시아–유럽 

간의 무역에 더해, 유럽 국가들이 식민지로 개척한 다른 대륙과의 경제

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17세기에 이르러서야 전 지구를 지

리적으로 포괄하는 의미에서의 세계시장 또는 세계경제가 형성되었다고 

32) Kenneth Pomeranz and Steven Topik, The World that Trade Created: Society, 

Culture, and the World Economy, 1400 to the Present, 2nd edition, (New York: M.E. 

Sharpe, Inc., 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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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겠다.

이처럼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변

화가 요구되었다. 이슬람권을 매개로 상호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

에서 벗어나서 직접적으로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게 됨으로써 상호 간의 

관계와 이를 규율하는 규칙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의 문제에 직면할 수

밖에 없었다. 대표적으로 동인도회사가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에 진출

했을 때의 양상을 살펴보면, 동아시아 정치단위들의 입장에서는 이전에 

동아시아 공간에서 통용되던 방식으로의 상호작용으로는 새롭게 등장한 

이들을 제대로 다룰 수 없음을 인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네

덜란드 동인도회사가 동남아시아 지역에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바타비

아(Batavia, 지금의 자카르타)를 확보하는 과정은 상당히 폭력적이었다.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는 당시 그 지역을 통치하던 반텐 국왕과 그를 지원

하는 영국 동인도회사군과 전투를 벌여야 했으며, 폭력적으로 거점을 확

보⋅마련하는 관행은 포르투갈이 이 지역에 진출한 이후 지속적으로 이

어져 왔다.33)

상대적으로 중앙집권적이면서 강력한 왕국이 장악하고 있지 않았

던 동남아시아에서는 폭력적으로 거점을 장악하고 무역의 기반을 마련한 

것에 비해,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그와 같은 폭력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 물론 19세기 이후 벌어진 열강의 침탈을 간과할 수는 없으

나, 적어도 처음으로 조직적인 동⋅서양 간의 상호작용이 시작되는 17세

기에는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에서의 접촉 양상이 상이했던 것이 사실

이다. 물론 유럽 국가들 역시 새롭게 만난 동아시아의 정치단위들과 어

떠한 방식으로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지에 능숙하지는 않았으며, 기존에 

동아시아에서 작동하고 있던 질서의 방식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보기 어

렵다. 중국이나 일본에 대해서 동아시아의 방식으로 관계를 형성하기 위

해서 폭력적이지 않았다고 보기 보다는, 동남아시아와는 전혀 다른 형태

의 정치체제가 형성되어 있었고 오히려 협상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무역관계를 형성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33) 하네다 마사시 (2012), pp.85-8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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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와 중국과의 무역관계가 그다지 평탄하지 않았던 것은, 네

덜란드 상인들이 중국식의 형식에 치중한 의례적 외교를 제대로 이해하

지 못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이익이었고, 이

를 일본과의 안정적인 무역을 통해서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34) 즉, 중국산 물품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굳이 어려운 협상을 해가

면서까지 적극적으로 동아시아 질서의 일원으로 편입되려는 시도는 없었

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기존 질서의 균열과 새로운 기회의 창

이상에서 살펴본 17세기의 변화 양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임진

왜란이라는 국제적 성격의 전쟁이 발생하고, 이에 뒤따른 명⋅청 교체기

의 혼란이 명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안정적인 중화질서에 균열이 발생

하게 된다. 그러면서 유럽 국가, 특히 동인도회사라는 새로운 무역 상대

가 등장하게 됨에 따라서 이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물론 굳이 대외무역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거나 교역

을 통해 수입하고자 하는 강력한 동기가 없는 경우, 이들 무역상대자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

지만 상대적으로 대외무역이 중요한 정치단위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형

태의 세계 무역시장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에 어떻게 편입되는지가 이

후의 정치경제적 위상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계기이자 기회의 창으로 작

용하였다. 즉, 더 넓어진 시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여부는 수익 창출뿐

만 아니라 기존의 세계시장에서 절대적 열위에 있던 행위자라도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틈새와도 연결되었다.

16세기 말과 17세기 초반에 이루어진 일련의 변화들은 이와 같이 

단순히 중국 왕조의 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서 파생

되는 질서 자체의 변동과 균열의 관점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중국 왕

34) John E. Wils, Jr., “Ch’ing Relations with the Dutch, 1662-1690,” in John King 

Fairbank (ed), Chinese World Order: Traditional China’s Foreign Relations, 

pp.225-25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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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구조가 균열되면

서, 반드시 중국이라는 중심에서만 문물과 문화를 의존할 필요성이 적어

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각 정치단위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였는지, 즉 여전히 중국 주심적인 구조에 강력하게 밀착되어 그 속에

서 해당 단위의 생존을 모색하였는지, 아니면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여 

그러한 중심성에서 탈피하여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노선을 추구하였는지

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이전까지 공고하게 이어져 오

던 중국 대륙 중심의 정치질서가 내부적인 동학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충

격에 의해서 단순한 변화 이상의 구조적 균열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

다는 것이 본고의 주장이다.

2. 17세기 도자산업의 변동 양상

1) 사례로서 도자기의 의미

일각에서는 토기(土器)야말로 인류가 최초로 만들어낸 발명품이라

고 평가하기도 할 만큼, 흙으로 만든 기물은 오랜 시간동안 인류의 생활

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어 왔다. 원료인 점토를 물과 섞으면 자유롭

게 형태를 변형시킬 수 있지만, 일단 가열하면 단단하게 굳어서 변형이 

되지 않는 특성으로 인해 조리용⋅보관용 등 다양한 용도로 식생활에 활

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인물상이나 동물상 등 예술작품으로도 표현

되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흙으로 만든 기물의 아래 [표 2-1]과 같이 세

부적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고급 도자는 [표 

2-1]에서 엄밀하게는 자기(磁器, porcelain)에 해당되는데, 1,300℃ 이상의 

고온에서 소성하여 기물이 유리질로 완전히 변화한 것으로서, 인류가 흙

으로 만든 그릇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기물이

다. 일반적으로 도자(陶磁)는 토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물들을 통칭하여 

사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본고에서 다루려는 연구대상과 일치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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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나, 편의상 17세기 세계 무역시장에서 교역되었던 기물들을 통칭하

기 위하여 도자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표 2-1] 토기와 도자기의 세부분류35)

토기
earthenware

도기
pottery/ 

stoneware

석기
stoneware

자기
porcelain

속 

성

원료 점토 점토 점토 백토⋅고령토
+장석/실리카

유약 × ○ (자연유) △ ○ (인공유)

소성온도 약 800℃ 1000-1300℃ 1200-1300℃ 1300-1400℃
표면색 유색 유색 유색 백색

투명도 불투명 불투명 불투명 반투명

투과성 다공성 다공성 불투과성 불투과성

예 시* 델프트웨어
청화백자⋅채색자기
아리타-이마리자기

* 위 표에서의 예시는 본고에서 등장하는 도자기들을 분류한 것임

토기는 물론 이거나와 도기(陶器, pottery)나 석기(炻器, stoneware)의 

경우, 17세기 전까지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양

한 지역에서 각 문화권의 미감이 반영된 형태로 제작되고 있었다. 그러

나 자기는 고온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연소기술과 가마기술, 냉

각방법 등과 같은 물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태토와 유약, 안료의 배합

과 사용법 등 화학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한 기술력과 원료가 골고루 갖추

어져야 제작이 가능하다. 또한 불순물을 걸러내어 질 좋은 백토를 얻는 

작업과 지속적으로 온도를 유지해주기 위해 풍부한 연료(장작)를 확보하

는 것 역시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었다. 뿐만 아니라 전근대 

또는 산업혁명 이전 시기에 만들어진 인공물 가운데 가장 “내구성이 강

한” 물건으로 외부의 극단적인 환경 변화에서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35) 이 표는 다음을 기반으로 필자가 재구성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 (편저) (2010); 방병선 

(2012); The Kyushu Ceramic Museum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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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서 당시 기술력의 최첨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36)

리치와 윌슨(E. E. Rich and C. H. Wilson)의 연구에 따르면, 사실 

흙으로 만들어내는 토기부터 자기에 이르는 스펙트럼이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더 발전된 도구가 

필요할 뿐이라고 이야기하는데,37) 이러한 논의가 도자기의 기술적 특성

을 충분히 보여준다고 할 수는 없다. 물론 기본적으로 흙으로 만든 기물

이라는 점에서 위와 같은 스펙트럼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최소

한 도기와 자기 사이에는 연속적인 변화보다는 단절적인 변화가 일어난

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구워내는 온도는 연속적인 스펙트럼 선상

에서 나타낼 수 있을지 모르나 그 결과물의 물리적⋅화학적 속성은 완전

히 다르다. 뿐만 아니라, 도기의 단계까지는 대부분의 인류 사회가 누려

왔으나 자기는 상당히 한정된 곳에서만 만들 수 있었다는 점도 도기와 

자기의 단절적인 속성을 방증한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해 보이는 작업일

지라도 숙달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반복적인 경험을 통

해 노하우가 축적된 장인이라야만 질 높은 자기를 생산해 낼 수 있다.38)

물론 현대의 최첨단 기술에 비하면, 도자기 생산에 관련된 기술은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관점이 아니라 17세기 당대의 맥락을 고려한다면, 다른 재화들에 비해서

는 높은 수준의 기술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술이 집약되어 있

36) Lim (2011), p.11.

37) E. E. Rich and C. H. Wilson, The Cambridge Economic History of Europe, Vol.Ⅳ,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7), p.131.

38) 권병탁(1979)은 한국의 전통적 도자수공업을 경제사학적으로 규명하려고 하면서, 현지조

사를 통해 전통적인 방식으로 도자기를 생산하고 있는 관동요(關東窯)의 사례를 분석한

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전통도자의 생산과정을 크게 수비(水飛), 사발짓기, 굽깎기, 유약 

및 굽기 등 대체로 네 가지 공정으로 구분하면서, 단위가마(1,500개의 사발을 표준으로 

함)를 생산하는데 있어서 사발대정, 굽대정, 잿물장이, 불대정 등 높은 수준으로 숙달된 

기능보유자와 수중군(조수)가 대략 연간 41.5명이 소요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각 기술

에 숙달되기 위해서는 대략 10년의 수련과정이 필요하며, 위의 계산은 1일 노동시간을 10

시간으로 계산한 결과이다. 권병탁, 『傳統陶磁의 生産과 需要』 (大邱 : 嶺南大學校 民
族文化硏究所, 1979), pp.1-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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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간과하기 어렵다. 리치와 윌슨(1967)의 연구에

서는 도기에서부터 자기로 가는 기술발전이 선형적인 것으로 보기는 하

였으나, 체계적으로 화학물질을 분류하고 특정한 화학작용에 따른 결과

물을 분석하는 과학지식이 산업혁명으로 이어지는 초기 단계의 기술발전

의 계기가 되었음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39) 역시 도자기의 

기술집약재적 성격을 방증하는 대목이라고 하겠다. 또한 도자기 제작기

술은 초보적인 수준에서 강도나 열에 강한 세라믹(ceramic) 기술의 기반

이 된다는 점에서, 수공업 기술에만 한정되지 않고 이후 주요한 공업기

술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첨단기술의 보유와 기술집약재의 생산은 부의 획득에 핵심적인 역

할을 한다. 특히 당대의 최첨단 기술을 선점하고 해당 시장에서의 선도

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부가가치 창출과 경제성장의 지속적인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요하다. 물론 도자기 생산 기술을 보유하는 것만으로 해당 

시기뿐만 아니라 이후의 국가 경제성장과 국부 축적에 가장 핵심적인 수

단이었다고 볼 수 없지만, 맹아의 역할은 일정하게 수행할 수 있었다. 18

세기 일본 규슈 지역의 부의 축적이 가능했던 것이 도자기 수출로 인한 

막대한 수입에 의한 것이었다는 주장이 여러 차례 제기되는 것은, 그 실

체에 대한 실증은 별도의 논의로 하더라도, 최소한 도자산업 자체가 가

지는 부가가치 창출의 역할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도자기의 기술집약적 성격은 도자기 생산이 가능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술과 이를 체화시킨 인력(도공)을 어떻게 확보

할 것인지가 가장 핵심적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당시의 기술은 

오늘날과 같이 기록을 통한 전달이 가능하지 않았고, 오랜 기간 경험을 

통해 숙련된 장인이 도제식 교육을 바탕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 전수되는 

형태를 보였다. 따라서 전근대 시기 기술과 지식의 전파가 가지는 독특

한 양상을 염두에 두면서 중국의 중심적⋅독점적 공급구조가 어떻게 균

열될 수밖에 없었는지, 도공의 이동과 이주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제기된다.

39) Rich and Wilson (1967), pp.13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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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자기는 위와 같은 기술적 특성 이외에도 정치경제⋅사회⋅
문화적으로 다양한 함의를 지니고 있는 재화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중국 도자기의 수요를 계속해서 지리적으로 확대시켜 나갔던 핵심적인 

동력은 ‘문화전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도자기 생산이 본격적으로 이

루어지기 전 해당 지역에서는 ‘차(tea) 문화’가 널리 퍼지고, 이에 따라 

적절한 다기 또는 다구(茶具)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현상이 공통적으

로 나타난다.

차 문화는 지금까지도 상류사회가 향유하는 대표적인 고급문화 중 

하나로, 어떤 차를 마실 것인가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어떤 그릇에 

담아서’ 마실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고, 어떤 차와 다구를 보

유하고 있는지가 얼마나 고급의 문화를 향유하고 있는지를 상징하는 역

할을 하였다.40) 차를 끓이고 우려내는 다관과 차를 담아 마시는 잔, 완, 

발 등의 찻그릇은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찻잎과 찻그릇

은 상당한 구매력과 전파력을 지닌 일종의 “첨단 문화상품”이었던 셈이

다.41) 처음에는 이러한 차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도자기를 

수입하지만, 점차 수입만으로는 수요를 충족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자체

적인 생산을 하려는 동기가 강력하게 작동하게 된다. 이는 한반도와 일

본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나타나는 전 지구적인 

현상이다.

이처럼 차 문화와 결합된 도자기의 의미는 고급문화를 향유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문화적 ‘구별’이자 경제적으로 고가의 사치

품을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는 신호발송(signaling)으로서 

기능한다. 즉, 사치품이자 위치재(positional goods)로서의 도자기는 다구

40) 부르디외(Pierre Bourdieu)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아비투스가 개인들의 미학적 취향에 차

이를 만들면서, 이것이 곧 계급의 차이를 가져오는 “구별짓기”의 중요한 기제가 된다고 

설명한다. 차 문화와 이에 따른 도자기의 수요 역시 이것을 향유할 수 있는지 여부가 얼

마나 문화적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부르디외

의 문제의식에 관해서는 Pierre Bourdieu, Richard Nice (translated),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ement of Tast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4)를 참조.

41) 정갑영, 『다관에 담긴 한중일의 차 문화사』 (파주: 한길사, 2008), p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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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장식품으로서 소비되었으며, 어떤 도자기를 전시해놓는지가 

그 사람의 미적 안목과 재력을 동시에 보여주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트

렌트만(Frank Trentmann)은 이러한 관점에서 15세기 서양에서 자본주의가 

태동하던 시기부터 소비는 단순히 물건을 구매하는 것을 넘어서서 재화

의 사용방식이 지니는 사회적 의미와 정체성을 내포하게 되는 측면에 주

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다시 말해, 정체성과 정치, 경제, 환경 

등이 무엇을 어떻게 소비할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42)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은 소비는 개인의 선호(individual preference)

와 합리적인 선택(rational choice)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지만, 트렌트

만은 사회적 위계 시스템 하에서 관계적 맥락으로 결정된다고 본다. 또

한 국가나 제국에 의한 전쟁, 조세제도, 강제적 이주와 이식 등 정치적 

변화에 따라 소비패턴이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문제

의식은 단순히 판매자의 입장에서 고수익을 얻는 재화 이상으로서 도자

기가 가지고 있는 다층적인 함의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을 뒷받침해주

는 논의라고 할 수 있다. 즉, 어떤 도자기를 누가 원하는지, 또한 그러한 

소비심리로 인해서 추동되는 생산과 유통에서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

지를 살펴봄으로써 단순한 경제논리가 아닌 사회⋅문화적인 맥락에서의 

소비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2) 중국 중심적 도자산업의 전개

신석기 시대 이후로 지속적인 발전과 혁신을 거듭해 온 토기는 중

국 삼국 및 남북조 시대(3-6세기)에 이르면 초기 청자와 백자의 출현으로 

본격적인 도자기의 생산으로 이어지게 된다.43) 이 시기의 정치적 혼란은 

오히려 활발한 인구 이동과 사회적 역동성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요

인이 되기도 하였는데, 이로 인해 고가의 금은기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

42) Frank Trentmann, Empire of Things: How We Become a World of Consumers, 

from Fifteenth Century to the Twenty-first, (New York: HarperCoillns Publishers, 

2016), pp.1-18 참조.

43) 방병선 (2012), pp.69-7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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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도자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고44) 서역에서의 문화적 영향이 도자

기의 양식에 반영되는 변화를 겪었다. 이후 당대에 이르면 중국 월주요

를 중심으로 청자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였으며, 연유도기로서 당삼채

와 함께 중국 도자기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된다. 특히 당삼채는 

‘글로벌 상표’로서, 중국 문명을 대표하는 재화로 부상하였으며 월주요 

청자, 형요 백자 등은 주변국과 서역으로 수출되면서 명성을 얻게 되었

다.45) 이러한 청자와 백자의 등장은 본격적으로 도자산업에서 중국이 선

도자로서의 위상을 차지하게 된 국면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후 중국 도자기는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정요 백자, 여요 청자, 

요주요 청자, 자주요의 백지철회 도자, 균요의 궁정 진설용 자기, 용천요 

청자와 경덕진 백자까지 다양한 형태와 양식의 도자기가 생산되었다.46) 

각 가마에서는 그 나름의 특색을 가진 도자기를 생산해 냈으며, 문양과 

색채, 기형 등으로 해당 도자기가 어떤 가마에서 생산되었을지를 특정해 

낼 수 있을 정도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중국산 도자기를 지칭할 때 추

정된 생산지명(가마명, ‘○○요’)과 도자기의 성질과 기법에 따른 분류를 

함께 결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경덕진요 청화백자는 경덕

진에 위치한 가마에서 만들어진 백자로, 푸른색 청화안료로 기면에 문양

을 장식한 기물을 뜻한다. 이러한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 도자기

는 ‘중국산’ 도자기라는 그 자체로서도 세계적인 명성을 얻기도 하였지

만, 특색 있는 도자기를 생산하는 각 가마는 그 나름대로의 하위브랜드

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중국 도자기의 명성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었

다.

17세기를 전후 한 시점에서 중국산 도자기의 명성은 중국 장시성

(江西省) 동북에 위치한 경덕진 관요와 그 인근의 민간가마에서 생산되

44) 도자기 기형을 살펴보면 고대의 금속기를 모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견되는데, 이

는 금속기를 도자기가 대체하였으나 기형이 담고 있는 사회⋅문화적 또는 의례적인 의미

는 그대로 반영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45) 방병선 (2012), pp.109-161 참조.

46) 중국도자사에 대해서는 모두 인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 주로 참고한 문헌은 다음과 같다. 방병선 (2012); 마가렛 메들리 (1986); 황윤

⋅김준성 (2010); 황종례⋅유성웅 (공편저)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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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청화백자를 중심으로 유지되었다. 경덕진의 청화백자가 중국의 대표

적인 상품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1287년 부량자국(浮梁瓷局)이 설치되면

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부량자국은 원 황실에서 양질의 도자기를 안정

적으로 수급하고자 설치한 관리기관이다. 물론 경덕진은 그 이전인 송대

(宋代)부터 중국 내 주요한 요업지였다. 다만, 원대(元代)에 이르러서야 

페르시아로부터 청화안료로 사용할 코발트가 안정적으로 수입되었기 때

문에 그 이후 경덕진의 핵심적인 생산품이 청화백자가 된 것이다.47) 이

미 송대 경덕진에는 3백 개의 가마와 도자 제작에 있어 숙련공이 1만 2

천 명, 비숙련공이 1만 2천 명이 있을 정도로 핵심적인 요업지가 되었고, 

푸젠성(福建省)과 저장성(浙江省) 일대에서 생산된 도자기들은 비단과 함

께 이 시기부터 중국의 주요한 수출품이 되어 왔다.48)

국가에서 관리하는 가마와 요업지를 ‘관요’라고 일컫는데, 경덕진

에 본격적으로 관요가 안착한 계기는 원대에 마련되었다. 이후 명대(明
代)와 청대(淸代)에 걸쳐서 경덕진요는 계속해서 번창해나갔다. 이처럼 

국가에서 관리하는 관요가 번창하게 되면, 인근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민

요(民窯)도 함께 성행하게 된다. 이는 기본적으로 관요가 위치한 곳이 도

자산업이 번성하기 쉬운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민간에

서도 가마를 운영하기에 유리한 위치라는 점에서 기인한다. 뿐만 아니라, 

관요가 위치한 곳에서는 도자산업과 관련된 도공과 원료공급자, 도자 유

통업자 등이 모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요에서 생산된 중하품의 도자기

를 판매하기 위해서도 최적의 입지가 된다. 이러한 이유로 경덕진 일대

는 일종의 도자산업의 핵심적인 클러스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알렉산드로 지로도(2016)에 따르면, 17-18세기 경 경덕진에는 수천 개의 

가마가 위치하여 도공만 5만 내지 6만에 달했다고 추정한다. 이들은 가

족과 스승–도제관계에 기초하는 강력한 동업조합 집단을 이루어 도자기

를 생산했다.49)

47) Finlay (2010), pp.139-40.

48) Richard von Glahn, The Economic History of China: From Antiquity to the Nine- 

teenth Century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p.247.

49) 알렉산드로 지로도, 송기형 역, 『철이 금보다 비쌋을 때: 충격과 망각의 경제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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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중국 도자기의 지배적인 위상은 중국산 도자기들이 지니고 

있던 기술적인 우월성과 미적 탁월성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부인

하기 어렵다. 유럽이나 이슬람 문화권에서 유리공예나 타일 생산이 활발

하게 이루어졌지만, 중국의 도자기를 대체할 수 있을만한 재화는 등장하

지 않았다. 또한 동남아시아 일부에서 생산되던 초보적인 수준의 도자기

들, 특히 베트남 도자기들은 해외로 수출되기는 하였지만 중국산 도자기

에 비해서는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았다.

동남아시아 국가 중 도자기를 생산한 대표적인 사례로서 베트남의 

경우, 13세기 이전까지는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도자기에 의존하거나 중

국 남방의 인구가 유입되면서 전래된 도자기 기술에 근거하여 중국의 영

향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쩐 왕조(Tran, 陳, 1225-1400) 시기에 들어와서

야 베트남의 독특한 개성이 담긴 도자기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

하였고, 14세기부터는 청화백자도 생산하였다. 그렇지만 발색에서 중국산 

청화백자에 미치지 못하였거나, 문양이나 장식기법에서 중국산 자기를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가 많았다.50) 이러한 청화백자는 주로 수출용으로 

많이 제작되었는데, 이는 그만큼 중국산 청화백자에 대한 세계 무역시장

에서의 수요가 상당했고, 이에 부응하려는 후발주자의 자연스러운 적응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17세기 이전 시기에서 품질 면에서 중국산 도자기에 도전할 

수 있었던 사례로 고려청자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서긍의 『선화봉사고

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에서 고려청자를 높이 평가한 것은 익히 알

려진 사실이다. 또한 최근 신안선 발굴 연구에 따르면, 신안해저유물에서 

발굴된 7점의 고려청자의 존재는 주문처인 일본에서 의도적으로 고려청

자를 요구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고, 이를 당물(唐物)의 일종

으로 보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도자기류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제기된다.51)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청자는 다

(서울: 까치글방, 2016), p.212.

50) 국립중앙박물관, 『베트남, 삶과 문화』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2008), pp.116-125.

51) 국립중앙박물관, 『신안해저선 발굴 4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국립중앙

박물관, 2016)과 학술대회에서 진행된 토론내용을 참고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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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중국의 도자기들에 비해서 세계 무역시장에서 활발하게 교역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했을 수 있는데, 고려청

자의 생산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산’ 도자기라는 

브랜드가치를 소비하고자 하는 소비문화가 정착되어 있었다면 이를 대체

하는 수요 창출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당시

에 중국에서 생산되는 청자와 고려청자를 분명히 구분해서 인식하고 교

역했는지 여부와 고려가 세계시장에 고려청자를 충분히 수급할 수 있을

만한 생산기반과 무역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가지고 있었는지 등 추가적

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들이 존재한다.

한편, 청화백자의 경우, 조선에서도 생산하였으나 세계시장에서 활

발히 교역되지는 않았다. 세종대인 1428년으로 명나라 선덕제가 조선 왕

실에 하사한 청화백자에 대한 기록이 조선시대에 가장 최초의 청화에 대

한 기록이라고 한다.52) 조선시대에 정확히 언제부터 청화백자가 생산되

었는지에 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세조대(1455~1468 재위)에 청화

백자의 안료인 토청(土靑)을 국내에서 개발하고자 노력하였고,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청화백자는 1456년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의 

직접적인 영향 하에 청화백자의 제작이 시작되었고, 조선의 청화백자는 

중국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백이 많고 절제된 문양을 지닌 것이 특징이

다. 한편, 조선은 중국에 비해 서아시아에서 수입해야 하는 코발트 안료

를 확보하는데 더욱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며, 교역 상황이나 왕

실의 재정 상태 등으로 인해 청화백자 생산이 불안정하였다. 즉, 조선에

서도 관요가 있기는 하였으나 중국에서만큼 대량으로 양질의 청화백자를 

안정적이게 생산해낼 수 있는 기반을 갖추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결국 세계 무역시장에서 17세기 이전 중국산 도자기와 같이 독점

적 위상을 지니기 위해서는 생산의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의 우위와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선도 기술의 보유가 반드시 필수적이다. [그림 2-2]

에서는 중국산 고급 도자기의 글로벌 상품사슬(GCC)을 구체화하였다.53) 

52) 국립중앙박물관, 『조선 청화, 푸른빛에 물들다』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2015).

53) 이러한 형태의 GCC를 도식화한 연구는 상당히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이 그림을 구상하

는데 대표적으로 참고한 연구는 Hopkins et al. (1994), p.22, p.35; Anthony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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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생산단계에서는 중국 내 관요 또는 민요에서 이루어지며, 요업지는 

대부분 좋은 태토와 땔감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운으로 도자

기를 소비지나 중간 기착지, 항구 등으로 운반하기 쉬운 곳에 입지하였

다. 경덕진 역시 고령토를 쉽게 채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운으로 

닝보(宁波)항으로 운반하기 쉬운 위치에 입지해 있다. 한편, 생산단계에

서도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의 역할이 필요한데, 17세기 당시 무역시장에

서 가장 인기가 좋았던 청화백자는 서아시아 일대에서만 생산되는 코발

트 안료를 수입해야만 제대로 된 발색을 낼 수 있었다. 물론 후대에 중

국에서도 자체적으로 청화 안료를 개발하지만, 양질의 코발트를 확보하

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었다.

태토를 채취하고 정제작업을 거쳐 기형을 만드는 작업과 유악과 

안료를 제조하여 사용하는 등 상당히 다양한 기술이 필요한 제작과정을 

거쳐 기물이 완성되며, 이는 생산목적에 따라서 유통된다. 도자기의 경우 

유교질서를 상징하는 각종 의례용으로 제작하여 황실이 독점적으로 이용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상업이 발달하는 시기에는 중국의 귀족들이나 외

국의 왕실, 귀족들이 중국의 가마에 직접 주문을 하여 생산하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이러한 특정 소비대상을 염두에 두지 않고 만들어낸 민요

의 수많은 자기들은 내수용이나 수출용으로 소비되었다. 어떤 소비층을 

겨냥했는지와는 무관히 시장과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가마에서 

만들어진 도자기들은 주로 수운을 이용하여 최종소비지나 시장, 항구로 

이동하였고, 수출용 자기들은 최종적으로 무역망을 따라 수입국으로 유

통되었다. 육로를 전혀 이용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깨지기 쉬운 도

자기의 특성 상 상대적으로 파괴력이 강한 흔들림이 적은 해로가 선호되

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아시아 역내무역에서도 필요성이 있었겠지만, 17세기 이후 본격적

으로 해상로를 이용한 원거리 무역이 등장한 시기에는 이를 견딜 수 있

는 튼튼한 선박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과 항해술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

D’Costa, The Global Restructuring of the Steel Industry: Innovations, institutions 

and industrial change (London; New York: Routledge, 1999), p.34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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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4) 이처럼 중국 청화백자를 둘러싼 글로벌 상품사슬은 생산지(가마)에

서의 생산과정, 코발트 안료의 생산과 수입, 도자기의 유통과 무역, 원거

리 무역을 위한 선박제작과정 등 여러 상품사슬이 중첩되어야만 완성되

는 형태를 지니고 있다. 즉, 단순히 도자기를 만드는 기술만이 요구된 것

이 아니라 선박제조술, 항해술, 광석채굴 및 운반기술, 제련술 등 당대 

기술의 총체적인 집합체가 이루어질 때에 고급의 도자기를 생산할 수 있

었던 것이다.

또한 GCC가 상대적으로 공급과 유통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보완하여, 세계시장의 수요 측에 대한 고려도 요구된다. 세계시장에

서 형성된 소비문화가 적극적으로 중국산 도자기를 원하는 수요가 강력

히 창출되어야 하는데, 흥미로운 대목은 17세기 유럽으로 새로운 소비지

가 확대된 것과 유사한 현상이 12-13세기를 전후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이

다. 즉, 아시아를 넘어서 이슬람권까지 청화백자가 수출되면서 중국 도자

기의 세계 무역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이스탄불의 톱

카프 궁전 박물관(Topkapı Palace Museum)은 14세기부터 20세기 초반까

지 중국과 일본산 도자기 1만 여 점이 소장되어 있는 곳으로, 이슬람권

에서 어떠한 동아시아 도자기가 선호되고 수입⋅수집되었는지를 단적으

로 보여주는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다.55)

그런데 이러한 소비지의 확대는 일방적인 수요의 증가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 즉, 새롭게 제기된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그들이 원하

는 형태의 제품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측의 상호작용이 있어야만 지속적

으로 시장이 형성⋅유지될 수 있다. 원대 청화백자는 이슬람권에서 요구

하는 형태의 문양과 기형을 살린 형태가 많은데, 이는 분명 수출용을 염

두에 두고 만들었음을 보여준다. 원대의 청화백자나 명대나 청대와 상당

54) 팰더시우스(Robert Parthesius)의 연구는 1596년부터 1660년까지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의 무역에서 배가 어떻게 축조되어서 활용되었는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Robert Parthesius, Dutch Ships in Tropical Waters: The 

Development of the Dutch East India Company(VOC) Shipping Network in Asia, 

1595-1660, (Amsterdam: Amsterdam University Press, 2010).

55) Topkapı Palace Museum, “Chinese and Japanese Porcelains,” http://topkapisarayi. 

gov.tr/en/content/chinese-and-japanese-porcelains (최종검색일: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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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다른 양식을 보여주는 것은 이와 같은 이슬람 문화권과의 적극적인 

문화적 상호작용을 반영한 결과이다.

3) 17세기 도자산업의 균열과 구조적 공백

도자산업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순히 가마를 만들고 기형

을 만들어 소성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모로 정교한 작업이 

요구되는 생산과정과 유통과정에서도 발달된 교통이 필요한 고도의 기술

집약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를 구현할 수 있었던 거의 유일

한 공급자로서 중국이 17세기 이전까지는 도자기 세계시장에서 중심적 

또는 독점적 지위를 지속적으로 누려왔다. 그러나 17세기에 일어난 중국 

내부의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주요 요업지인 경덕진의 파괴와 관요의 폐

쇄, 새로운 소비시장으로서 유럽의 등장이 중국 도자기 생산의 중단에 

따라 대체품을 적극적으로 찾는 동인으로 작용하면서 기존의 구조에 균

열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 시기 글로벌 도자산업의 공급 측에서 발생한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새로운 생산지의 등장과 생산지의 다변

화 양상이다. 앞서 언급한 바 있는 베트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기

존의 도자기 생산지에서도 기술과 미적 감각의 발전으로 수출시장에서 

교역될 수 있는 수준의 도자기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베트남의 경우, 

14세기 중반 중국 명나라의 해금령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중국 청화백자

의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대체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

는 도자기를 생산해 낸 바 있다. 이후 17세기 후반에 이르면 그 수량이 

많지는 않지만 색채가 풍부한 고품질의 도자기가 만들어졌고,56) 아래에

서 살펴볼 중국 청화백자의 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시기에 무역시

장에서 호응을 받기도 하였다. 조선에서도 이 시기 청화백자가 만들어지

기는 하나, 베트남 사례와 같이 세계시장에서 큰 호응을 받는 수출자기

가 많이 만들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56) 국립중앙박물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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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기존의 요업지에서 당시 세계 도자시장에서 가장 호응

을 받던 청화백자를 생산해 낸 것과 더불어 전혀 도자기를 생산하지 못

했으나 새롭게 생산을 할 수 있게 된 요업지가 등장하기도 한다. 그것이 

바로 일본의 규슈 일대의 가마들로, 본고에서 주목하는 일본의 무역도자

를 생산해 낸 지역이다. 일본에서도 도기 형태의 도자기가 만들어지기는 

했으나, 고품질의 백자는 17세기 초반에 처음 만들어지게 된다. 최초로 

일본에서 백자 생산에 성공한 곳은 아리타(有田)로, 조선인 도공 이삼평

이 아리타 인근 이즈미야마 자석장(泉山磁石場)에서 백자를 만들 수 있

는 태토를 발견하고, 1616년에 백자 소성에 성공한다. 지금까지도 요업을 

이어가고 있는 아리타에서는 2016년을 “일본 도자기 탄생⋅아리타요 창

업 400주년(日本磁器誕生・有田焼創業400年)” 기념행사를 치를 만큼 기

념비적인 해로 여기고 있다. 2016년의 행사를 위해 사가 현에서는 2011

년부터 실행위원회를 꾸려 기획해 왔고, “향후 50년, 100년 동안 지속적

으로 매력적인 마을을 만들기 위한 첫 걸음으로” 기념행사를 추진하겠다

는 목적을 밝힌 바 있다.57) 그만큼 이 지역 사람들에게는 일본 최초의 

백자를 생산했고, 그 전통을 이어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유지

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기존의 핵심적인 공급지였던 경덕진요가 명⋅청 교체기의 혼

란스러운 정치⋅사회적 상황 속에서 일시적으로 생산을 중단하게 된다. 

당시 고급 수출자기의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었던 경덕진 일대의 가마들

이 명⋅청 교체기라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 대부분 요업을 중단하게 되었

고, 심지어 1673년 오삼계의 반란이 일어나면서 경덕진요 대부분이 파괴

되기까지 하였다. 1620년을 전후하여, 명⋅청 교체기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당시의 대표적인 자기 생산지였던 경덕진의 요업이 원활히 이루

어지지 못하게 되면서 글로벌 도자기 무역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

하고 있던 중국 자기의 공급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경덕진

도록(景德鎭陶綠)』에 따르면, 1636년 개국한 청조에서는 순치 11년(1654

57) 일본 도자기 탄생⋅아리타요 창업 400주년 사업 실행위원회. “헤이세이 27년 사업 기본

계획(平成27年度 事業計画)” 실행위원회 공식홈페이지. http://arita400.com/ (최종검색

일: 201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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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황실에 공급할 도자기를 생산할 명령을 처음 내렸는데,58) 실제로 

요업이 정상화 되고, 청나라가 1668년 해금정책을 풀고 본격적으로 수출

이 가능하게 된 시점까지 최소한 30–40여 년 정도의 불안정한 시기를 거

치게 된다. 이러한 중국 자기 생산의 불안정 또는 단절은 수입국들에게 

새로운 대체품을 찾도록 하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

결국 핵심적인 요업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과 새로운 

요업지가 등장하여 대체품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조건이 동시에 이루어짐

에 따라서 세계 도자기 시장의 독점적 공급구조에 결정적인 균열이 발생

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일본 요업지의 등장과 명⋅청 교체기 하에서 경덕

진요의 파괴라는 두 가지 요인은 이전의 다른 시기와 17세기의 공급 측 

균열을 구분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수요 측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럽이라는 새로운 시

장의 등장이 가장 핵심적인 변화이다. 17세기 이전까지 국가 간의 교역

이라고 할 수 있는 도자기 교류는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서아시아를 

포괄하는 아시아 지역의 무역시장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물론 수출된 일

부 도자기는 유럽 시장에까지 도달하기도 하였으나, 본격적으로 교역이 

이루어진 것은 17세기 초반이었다. 1602년은 유럽 도자사에서 큰 분기점

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때 처음으로 중국산 청화백자가 대량으로 유입

되기 시작하였다. 네덜란드 동인도회사(VOC)가 포르투갈 상선을 나포하

여 암스테르담에 정박시켰고, 배에 실려 있던 다량의 청화백자를 경매에 

붙이면서 유럽 전역, 특히 왕실과 귀족을 중심으로 소비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59)

미스기 다카토시(2001)의 연구에 따르면, 사실 15세기 말에서 16세

기 전반기에 네덜란드보다 먼저 포르투갈이 경덕진에 여러 종류의 물건

을 주문했고 수입하고자 했으나, 이러한 주문과 제작의 과정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고, 이 과정에서 주문된 자기가 유럽 본국에 대량으

로 유입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동인도회사를 위시로 조직적

58) 임상렬 (역주), 『역주 경덕진도록』 (서울: 일지사, 2004), p.85.

59) 미스기 다카토시, 김인규 역, 『동서도자교류사: 마이센으로 가는 길』 (서울: 눌와, 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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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상업⋅무역활동을 전개한 네덜란드의 아시아에 대한 진출이 유럽 내

에서도 중국 도자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수요와 소비문화를 창출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는 아

시아 지역 역내 무역에도 관여하면서 동시에 본국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재화들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의 핵심적인 

주체로 부상하였다.60)

따라서 [표 2-2]에서 드러나는 형태와 같이, VOC의 아시아 진출은 

세계 도자기 시장의 주요한 소비지로 유럽을 포섭시키게 되었다. 물론 

여전히 동남아시아를 소비지로 하는 무역이 압도적인 양을 차지하고 있

기는 하나, 유럽으로의 수출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다. 또한 수출량 데이터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일시적으로나마 일본이 

중국의 수출량을 넘어서는 독특한 현상이 어떻게 발생하였는지를 살펴보

는 것은 당시 도자기를 둘러싼 생산 네트워크와 시장의 동학을 밝혀보는 

핵심적인 단초가 된다. 즉, 이와 같이 역내무역이 주로 이루어지던 시장

이 역외까지를 포괄하는 세계시장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일본이라는 후

발주자가 효과적으로 시장 내에서 일정한 위상을 차지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당시의 도자산업을 분석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상에서 분석한 17세기 이후의 도자산업 구조는 소비지는 확대⋅
다양화되어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공급

지에서의 생산이 중단된 일종의 불균형 상태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불균형 현상을 본 연구에서는 ‘구조적 공백(structural hole)’이라는 개념으

로 포착하고자 한다. 앞서 전근대 도자산업은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산업

60)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아시아에서 어떠한 활동을 전개했는지에 대해서는, 본국와 아시아 

간의 무역활동 뿐만 아니라 아시아 역내에서의 무역활동, 바타비아(Batavia)를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가운데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선행연구로는 C. J. A. Jörg, Porcelain and the Dutch China Trade, (Springer 

Science+Business Media Dordrecht, 1982); Liu Yong, The Dutch East India 

Company’s Tea Trade with China, 1757-1781, (Leiden: Brill, 2006); Israel (1989); 

Suzuki Yasuko, Japan-Netherlands Trade 1600-1800: The Dutch East India 

Company and beyond, (Kyoto: Kyoto University Press, 2012); Kerry Ward, 

Networks of Empire: Forced Migration in the Dutch East India Company,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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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정치⋅경제⋅기술⋅문화⋅환경적 요인이 중

첩되는 구조로서 이해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산업구조의 변동 

결과 발생한 불균형 현상 역시, 단순히 경제학적인 초과수요의 상태가 

아니라 공급과 수요가 적절하게 연결되지 못하고 유통망 상에서 구조적 

공백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

우선, 구조적 공백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버트(Ronald S. Burt)는 

행위자(노드)들 간의 링크가 단절되어 있거나 성기게 형성되어 네트워크 

구조에서 발견되는 균열을 구조적 공백이라는 개념으로 포착한다.63) 이

러한 구조적 공백은 네트워크상에서 전략적 목적으로 한 두 개의 링크를 

통해 채워질 수 있는 것으로, 연결과 중개를 통해 네트워크 구조를 더욱 

조밀하게 만듦으로써 추가적인 이득과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기대된다. 

특히 이러한 연결의 과정에서 중개자 또는 매개자(broker)의 역할을 하는 

행위자는 네트워크 구조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이

득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게 된다. 즉, 중개자가 창출한 새로운 네트워크

는 초기에는 중개자를 통해서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

고 그러한 네트워크가 자리 잡은 이후에는 애초에 그러한 네트워크의 속

성이 변화하는 방향 자체가 중개자가 링크를 만드는 방식이나 방향에 의

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중개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해석

해 볼 수 있다.

 17세기 전반에 일어난 중국에서의 공급이 차질을 빚고 유럽이라

는 새로운 소비지가 더욱 본격적으로 부상한 가운데 생산과 소비가 제대

로 연결되지 못한 현상을 구조적 공백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는 당대의 도자기 생산지가 중국에만 국한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

이다. 경덕진요가 파괴되었다고 하더라도, 중국 내의 다른 요업지까지 모

두 파괴된 것은 아니었고 주변국인 조선과 베트남 등지에서도 도자기는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었다. 다만, 가장 유명한 요업지가 파괴됨으로 인

해 전반적인 생산 활동의 침체가 있었고, 경덕진요에서 생산된 도자기와 

63) Ronald S. Burt, Structural Holes: The Social Structure of Competition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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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품질을 보장받을 수 대체품을 어디에서 구매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나 유통망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정

확할 것이다. 결국 유럽시장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와중에 사실상 독점

적 공급자였던 중국의 도자기 생산 부진은 편재(偏在)되어 있는 도자기 

생산지와 새로운 소비지를 긴밀하게 연결시켜주지 못한 당대 도자산업 

구조의 균열, 즉 구조적 공백을 더욱 부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4) 대체재로서 일본 도자의 부상

그러나 위와 같은 구조적 공백은 사실상 매우 일시적으로 나타남

을 알 수 있다. 이는 경덕진의 요업이 빠르게 회복하였다는 점과 이미 

생산해 놓은 도자기나 다른 요업지에서의 공급이 모두 단절된 것은 아니

라는 점, 또한 이러한 대체재(substitutional goods)들이 경덕진요 청화백자

의 공급 부족 상황을 보완하고 있었다는 점이 함께 작용한 결과이다.64) 

이러한 상황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사례가 바로 일본산 도자기이다. 

1616년 처음으로 백자 생산에 성공한 아리타요의 도자기가 불과 34년 만

에 유럽 시장에 도달하게 되는데, 한 연구에 따르면, VOC의 무역로를 

따라 수출된 일본의 도자기는 이마리 항에서부터 나가사키로, 다시 동남

아시아를 거쳐 인도양 남쪽과 케이프타운을 지나 1659년과 1660년 사이 

시점에 유럽에 도착했다고 한다.65)

이후 1680년대 경덕진 요업이 완전히 정상화되면서 일본 도자기의 

수출은 중국산 도자기의 수출량을 압도하지는 못하였으나, 18세기에는 

‘차이니즈 이마리(Chinese Imari)’라고 하는 양식이 유럽에서 유행할 정도

로 일시적이었지만 강렬한 인상을 준 것은 분명하다. 차이니즈 이마리는 

64) 여기에서는 ‘대체재’는 경제학적 의미로 다른 재화의 가격이 비싸질 때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의 속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이러한 다른 도자기들의 유통이 경덕진요 청화백자의 

수요를 완전히 대체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속적으로 경쟁을 벌였다고 보는 것이 타

당해 보인다. 다만, 불안정한 수급 상황에서 다른 재화를 찾고자 한 것이며, 따라서 수요 

전체를 볼 때에는 경덕진요 청화백자의 부족을 다른 도자기들이 ‘보완’하는 역할을 했다

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65) Gunn (2011), pp.27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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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풍의 도자기를 중국에서 생산한 것으로, 일본 도자기의 영향력을 방

증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독일 마이센이 유럽 최초로 백자 

생산에 성공한 것은 일본 도자기, 특히 가키에몬 양식의 자기에 심취해 

있던 아우구스트 1세의 집요한 투자와 관심에 의해서 가능했다는 점 역

시 일본 도자기의 영향력을 간과할 수 없게 하는 대목이다.66)

구체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무역시장에서의 수출량 변동으로 살펴

보면, 위의 [표 2-2]와 [그림 2-3]에서 1660년대를 기점으로 일본의 수출

량이 중국의 수출량을 압도하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물론 1680년에 들

어서면서 다시 중국의 수출량이 일본의 수출량보다 많아지기는 하였지

만, 일시적으로 일본산 도자가 세계 무역시장에서 상당한 위상을 차지했

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리해보자면, 동아시아 수출국들의 유럽에 대

한 수출량은 크게 감소한 와중에, 일본이 상대적으로 그 위상을 강화한 

것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하는 관요와 더불어 인근의 민요까지 상

당한 규모의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의 요업지

에 비해서 일본의 고급 도자기 요업지는 상대적으로 많은 물량을 만들어 

내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현상

이 발생했다는 점은 분명 일본 도자기의 일시적 부상에 주목해 볼 충분

한 이유를 제공한다.

이상을 종합해 보자면, 독점적 공급의 균열과 소비지의 다변화라는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생산지와 소비지가 일시적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않는 상태에 머무르기는 하였으나, 이는 당대에 만들어지던 다른 도자기

들의 부상에 일종의 기회의 창으로 작용하면서 세계 도자기 시장의 완전

한 단절로 이어지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17세기 도자기 산업구조의 변

동을 제2장에서 제시한 분석 틀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아래의 [그림 2-4]

와 같은 형태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이 그림은 구체적으로 17세기 초반

의 기회의 창을 가장 잘 활용하여 새로운 소비지로서 유럽 시장에 인지

도를 높인 일본 도자기의 부상이 어떻게 가능하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하

여,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인들과 조건들을 분석한 것이다. 물론 이

66) 조용준 (20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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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기회의 창이 열린 조건이 일본 도자기의 전면적인 등장의 가장 중

요한 조건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려우나, 이미 생산되고 있

던 다른 요업지의 도자기가 아니라 유독 가장 늦게 후발주자로 등장한 

일본 도자기가 부상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추가적으로 살펴보는 작

업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그림 2-4] 17세기 도자산업의 변동 양상67)

정 치 동아시아 전통질서의 변동, 일본의 부분적 항구 개방

경 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진출과 유통망 확대

기 술 조선 도공의 강제이주와 새로운 요업지의 등장

문 화 차 문화의 전 세계적 확산

환 경 원료산지 및 항구(포구)와의 접근성이 좋은 입지

67) [그림 1-1]의 분석틀을 17세기의 산업구조 변동에 적용하여 필자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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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술⋅문화의 전파와 도자산업의 변동

1. 조선 도공의 이주와 요업지의 확대

1) 기술전파의 국제정치경제

산업구조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형태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나 주변 환경, 조건 등이 변화함에 따라 지속

적으로 변화하는 존재이다.68) 특히 산업구조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은 그 자체만으로도 역동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특정 시점의 산업구조를 포착하는 것을 넘어서서,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산업 활동을 둘러싸고 가장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기

술⋅사람(인력)⋅재화(물자)의 이동을 어떻게 분석적으로 볼 것인지에 대

한 틀이 필요하다. 재화와 물자의 이동에 대해서는 교역⋅무역 네트워크

와 관련된 상당히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그러나 특히 전근대 산업 

활동과 관련된 기술과 인력의 이동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현실이다.

산업혁명 이전 시기의 기술은 현대적인 형태로 축적되어 유통되기 

보다는, 전문가(장인)에게 철저하게 체화된 형태로 전승되는 방식으로 전

래되었다.69) 물론 중국 역대 왕조들은 전통적으로 관료제 하에서 천문학, 

의학, 건축술이나 군사력과 관련된 기술 등 과학기술을 관리하였으며, 민

68) 기술 혁신과 이에 따른 후발주자의 추격(catch-up)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

고 있으며, 그 중에서 특히 산업구조와 생산네트워크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 대표적인 연

구로는 Elisa Giuliani, Andrea Morrison and Roberta Rabeeliotti (eds), Innovation and 

Technological Catch-up: The Changing Geography of Wine Production, (Cheltenham, 

UK: Edward Elgar Publishing Limited, 2011); John E. Tilton, International Diffusion 

of Technology: The Case of Semiconductors,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71) 등이 있다.

69) 딜런(Michael Dillon)은 명나라의 산업 중심지로서 경덕진을 분석하면서, 이 시기의 기술

은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혁신(innovation)에 의해서 발전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전통(tradition)에 의존하는 특성을 지녔다고 분석한다. Michael Dillon, “Jing- 

dezhen as a Ming Industrial Center,” Ming Studies, 6, 197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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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서는 각종 과학기술서가 저술되어 전해져오기도 하였다.70) 특히 도

자산업의 경우, 황실에서 사용하는 일상용기뿐만 아니라 의례용 자기도 

생산해야 했으므로 관요를 중심으로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왔다. 

그렇지만 장인들이 직접 남긴 기록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실제 산업현장

에서의 기술전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추적하는 것은 쉽

지 않은 작업이다. 따라서 해당 시기를 기록한 다른 문헌을 통하여 간접

적⋅우회적으로 기술과 장인(인력)의 이동을 파악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

요성이 크다.

논의에 앞서, 본고에서 기술이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 또는 한 국

가에서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양상을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이 아

니라  ‘기술전파’(technology diffusion)로 상정하는 이유에 대해 간략히 짚

어보겠다. 기술이전과 기술전파는 경우에 따라서 혼용되기도 하나, 두 개

념이 완전히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술이전의 경우, 특정 기술을 

보유한 주체(주로 기업)가 다른 주체에게 그가 해당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넘겨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기술이전을 하려는 

쌍방 간의 전략적 목표가 일치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

다.71) 기술전파는 이러한 의도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포괄적

으로 생산⋅유통활동의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행위 가운데에

서 기술이 서로 다른 주체로 이동하는 양상을 지칭한다.72) 본고에서는 

기술이 확산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포괄하는 용어로서 기술전파를 사

용하고, 기술이전은 이와 구별되어 상당히 제한적인 맥락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보았다.

기술이전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기술전파가 혁신을 유

발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이론적⋅경험적 논의는 상당히 많

이 축적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기술의 확산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

70) 야부우치 기요시, 전상운 역, 『중국의 과학문명』 (서울: ㈜사이언스북스, 2014) 참조.

71) 권원기, 『국제기술이전론』 (서울: 도서출판 나남, 1991), pp.29-65 참조.

72) 기술전파와 기술이전이라는 개념 간의 구분을 명확하게 정리한 연구는 많지 않으나, 다

음의 연구를 참고해 볼 수 있다. Charles T. Stewart, Jr., “Technology Transfer vs. 

Diffusion: A Conceptual Clarification,” Journal of Technology Transfer, 12(1),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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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의 전파와 학습, 혁신의 과정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에는 

로컬 버즈(local buzz)와 글로벌 파이프라인(global pipeline)이라는 개념을 

통해 산업 클러스터를 둘러싼 지식생산과 창출의 공간성에 대해 분석한 

연구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산업 클러스터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는 클러스터 내부에서의 기술과 지식, 특히 암묵지(tacit knowledge)의 교

류가 활발하고 창의적인 발상과 혁신이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는 일종의 

분위기(buzz)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즉, 면대면 관계를 형성하고 있거

나 지리적⋅공간적으로 가까이 위치한 행위자들 간에 공유되는 환경이나 

특성이 지식 교환과 기술 혁신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성되어 있어야 한다

는 것이다. 이 때, 관여하는 행위자들 간에 상호가시성이 확보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내부적인 교류만으로는 발전의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 이 때 클러스터 내부에서 외부의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수용하

는데 핵심적인 역량과 외부와의 원활한 네트워크(pipeline) 보유하여 문지

기(gatekeeper) 역할을 하는 행위자가 존재해야 한다. 이로써 새로운 지식

과 기술을 주입받아 다시금 지역의 혁신이 탄력을 받게 된다는 것이 이 

모델의 핵심이다.73)

위와 같은 모델은 특정 기술이 최초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설

명하는 것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외부와의 기술적⋅인

적 교류가 활발하지 않은 상대적으로 단절된 클러스터나 공간에서 새로

운 지식과 기술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의 이전의 과정을 설명하는 것

에는 일정한 함의를 지닌다. 예를 들면,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저발

전 지역에서 외부로부터의 지식과 기술을 얻을 수 있는 핵심적인 통로가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 후발주자로서 해당 지역이 기술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즉,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이전받는 핵심적인 행

위자가 누구인지, 그러한 행위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수용하여 다시 내부

적으로 전파되는지 등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문서화된 기술뿐만 아니라 

인적자원에 체화된 형태의 지식과 기술의 이동을 살펴보는데 적합하다.

73) Harald Bathelt, Anders Malmberg and Peter Maskell, “Clusters and knowledge: 

local buzz, global pipelines and the process of knowledge creation.” Progress of 

Human Geography, 28(1), 2004, pp.31-5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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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이러한 기술의 전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는 아래의 [그림 3-1]와 같이 나누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기술을 

전달하는 측과 수용하는 측에서의 자발성 여부에 따라서 크게 네 가지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으며, 각 경우에서는 기술과 인력의 이동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위에서 살펴볼 글로벌 파이프라

인과 로컬 버즈 모델은 사실상 Ⅰ의 경우에 가깝다고 하겠다. 물론 Ⅱ나 

Ⅲ의 경우와 같이, 어느 일방이 비자발적인 와중에 다른 한쪽의 요청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식되거나 초청될 수는 있지만, 네트워크를 따라 지

식과 기술이 원활히 습득되어 로컬 버즈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자

발성이 모두 담보된 경우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림 3-1] 기술전파와 인력이동의 양상74)

수용 측

자발적 비자발적

전달 측
자발적 Ⅰ Ⅱ

비자발적 Ⅲ Ⅳ

Ⅱ의 경우는 다국적기업이 새로운 지역에 자회사나 공장을 설립하

려고 할 때,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려는 태도를 취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흔히 이루어지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을 일방적으로 이식하는 사례

를 생각해 볼 수 있다. Ⅲ은 기술을 수용하고자 하는 측이 적극적인 태

도로 기술 이전을 촉발시키는 경우로, 산업스파이의 활동을 통한 전달 

74) 이 분석틀에서 자발성과 비자발성을 명확하게 판별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

가 필요하며, 여기에서는 이념형으로서 네 가지 경우를 상정한다. 또한 자발성과 비자발성

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

고자 하거나 또는 전달하려는 의지가 분명히 표출되어 이를 적극적인 행위로 옮긴 경우를 

자발적인 경우로 상정한다. 비자발성은 기술 이전과 전파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도 있겠지

만, 소극적인 저항이나 무반응, 특별히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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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의 비자발적 이전이 대표적인 예이다. Ⅳ의 경우는 사실상 기술을 보

유하고 있는 경제주체들 간의 의지가 아니라, 불가피한 다른 여건에 의

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국가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기술자들의 강제이주나 각종 재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산업시설이 

완전히 파괴되어 새로운 지역으로 이전해야 하는 경우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Ⅰ의 경우에는 전달 측과 수용 측 간 기술이전이라는 목표의 합의

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전파 과정이 이루어질 것으

로 예상된다. Ⅱ와 Ⅲ의 경우는 이보다는 강제적⋅억압적인 형태로 전파 

과정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전달 측과 수용 측의 권력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어느 쪽이 더 운용할 수 있는 권력자원이 더 많은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술을 수용 받고자 하는 측이 상대

적 열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 대기업이 소규모 자

본으로 창업한 벤처기업의 선도기술을 기업 자체의 인수합병을 통해서 

자본력으로 흡수하는 경우는 해당 기술수준에 있어서는 열위에 있겠지

만, 다른 측면에서는 기술 수용 측이 반드시 열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

다. Ⅳ의 경우는 앞선 경우들에 비해서 훨씬 더 예측 불가능하고 폭력적

인 형태로 전개될 수 있다. 특히 급격한 정치적 변동이나 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변화로 인해 기술의 이전과 전파가 이루어진다면, 그 속에서 

희생비용이 상당히 크게 발생할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파괴적 전파의 

결과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고, 오히려 혁신적이고 새로운 산업 

활동의 계기가 될 수는 있으나 최소한 기술이 이전되는 과정 중에는 폭

력적이고 파괴적인 속성이 드러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기술전파에 대한 구체적인 동기는 다양할 수 있다. 그렇지

만 기본적으로 자발적으로 수용하거나 전달하려는 측과 기술의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항하는 측은 그 양상은 상이하나,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해당 분야의 기술에서 우위를 선점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산업혁명 이후 산업사회와 지식정보사회를 거치고 있

는 현대에서뿐만 아니라 전근대에서도 핵심적인 기술에 대한 우위를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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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는 것은 곧 물질적인 풍요와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되었다.75) 

특히나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혁신과 경쟁은 궁극적으로 해당 

산업분야를 어떤 행위자가 주도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

된다. 따라서 시장에서 재화가 얼마나 팔리고 있는가의 측면도 해당 산

업구조를 분석하는데 중요하겠지만, 그 이면에 누가 해당 분야의 기술과 

지식, 소비문화를 선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만 더욱 심층적인 이해

와 분석이 가능하다.

2) 조선도공의 강제이주와 요업지의 확대

17세기 도자산업 구조의 변동 하에서 일본이 부상할 수 있었던 것

은, 후발주자이지만 도자기 수출시장의 수요가 새롭게 증가하는 시점에 

맞추어 백자 생산에 성공하였다는 점이 주효하게 작용하였다. 후발주자

로서 일본의 성공을 분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접근방식은 일본이 내부적

으로 도자기 생산에 필요한 생산요소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

라는 것이다. 물론 일본 아리타 지역 일대에 고급 백자를 생산하기에 좋

은 자석광이 있었다는 점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도자기 생산의 

기술집약적 성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좋은 원료나 자원이 있

다고 하더라도 도자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각종 기술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다면 생산에 성공할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임진왜란 이후 조선 

도공들이 대거 일본으로 이주 또는 피랍된 숙련공들의 이동이 일본의 도

자기 생산 역량에 가장 필수적이었다.

특히 조선으로부터 고도의 기술을 체화시킨 도공들의 이주와 이들 

중 이삼평(李參平)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아리타 지역에서 일본 최초로 

75) 전근대 시기 기술적 우위와 물질적 풍요에 대해서는 주로 중국과 인도 등 동양의 유럽에 

대한 우위로 설명되는데, 이는 특히 어떤 계기로 유럽이 아시아를 경제적으로 추월하게 

되었는가의 주제와 관련되어 경제사학에서 상당히 많은 연구가 축적되고 있다. 이러한 논

지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Kenneth Pomeranz, The Great Divergence: China, 

Europe and the Making of the Modern World Economy, (Princeton;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0); 양동휴, 『유럽의 발흥: 비교경제사 연구』 (서울: 서

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등이 있다.



- 61 -

자기 생산에 성공하였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일본의 고급 도자

기는 임진왜란이라는 폭력적 상호작용 속에서 조선 도공들이 대거 일본

으로 납치⋅(강제)이주되었기 때문에 생산이 가능했다. 1592년 발발한 임

진왜란이 ‘도자기 전쟁’이었다는 주장은 전쟁 과정에서 상당한 조선인이 

납치되어 일본으로 건너갔고, 그 중에 상당수의 도공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76)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이 조선인을 납치한 목적과 강제

성에 대해서는 한⋅일 양 학계에서 논란이 있지만, 조선인 도공들이 대

거 납치되어 규슈 북부 사가 현에 상당 수 정착했다는 점은 기본적인 사

실관계로 인정되고 있다.77)

이처럼 기술전파가 상당히 폭력적이고 정치적인 사건인 임진왜란

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은 가장 흥미로운 대목이다. 자발적인 기술자

들의 국가 간 이동이 활발하지 않았던 전근대 시기의 특성 상, 특히 도

자기 산업이 주로 국가가 관리하는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공의 활

발한 국제적 이동을 추동할만한 유인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물론 민간에서 운영하는 요업지들도 있었으며, 본고에서 다루는 사례 이

외에도 도공들이 국제적으로 이동한 사례는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재화가 아니라 사람이 직접 이동하고 삶의 기반을 완전히 옮기는 것

은 교통⋅통신이 발달한 현대에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더 여건이 나은 

요업지를 찾아서 자발적으로 도공들이 활발하게 국제적으로 이동했었다

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러한 폭력적인 기술의 전파가 가능하게 된 원인은 임

진왜란과 정유재란에 담긴 일본 지도부의 의도성과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일각의 주장과 같이, 임진왜란이 곧 ‘도자기 전쟁’이었다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전쟁의 목적 자체가 도공의 납치와 도자산업의 부흥에 

있었다고는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렇지만 전쟁의 최종 의사결정권

을 가지고 있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 도공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

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현재 일본 오사카성 천수각(大坂城 天守閣)에 

76) 최영수, 『400년 조선도공의 눈물: 임진왜란은 도자기 전쟁이었다』 (서울: 사람들, 2014)

77) 노성환 (2009), pp.28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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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중인 도요토미 히데요시 주인장을 살펴보면, “조선에서 세공(細工)

이나 바느질에 능한 기술자들을 잡아오도록 나베시마 나오시게(鍋島直
茂)에게 지시한 내용”이 있다.78) 또한 정확한 납치 규모는 논쟁거리이나 

조선에 주둔하였던 주요 일본 장수들이 도공들을 납치했다는 기록과 관

련 연구결과들이 상당하다.

이는 [그림 3-1]의 기술과 인력의 전파 양상 가운데 Ⅳ의 사례에 

해당된다. 물론 일본이 내부적으로 자체적인 도자기 생산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지만, 그러한 도자기 산업계 내부의 노력으

로 적극적으로 조선 도공들을 초청해 온 경우가 아니라(Ⅲ의 경우), 전쟁

이라는 상위정치(high politics)적 변화 하에서 의도치 않게 조선 도공들이 

규슈지역 일대에 이주⋅정착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도자산업에 직접 종

사하지 않는 외부인의 의지에 따라서 기술전파가 결정되어 실행되었으

며, 이주해 온 도공들을 기반으로 일본 내 도자산업의 새로운 전기가 마

련되었다.

또한 조선 도공들이 일본 도공들에게 일부 기술을 전수해 주기는 

하였으나, 양측의 전략적 목표 하에서 의도적으로 기술이전이 이루어진 

사례라고도 보기 어렵다. 조선 도공과 일본 도공 사이의 기술전파는 사

실상 조선 도공들이 조선으로 돌아갈 것을 포기하고 일본에 정착하는 과

정에서 자연스럽게 일본 사회 내로 흡수되면서 이루어진 현상이라고 보

는 것이 보다 타당해 보인다. 또한 당시 각 번주들이 도자산업을 통해 

수익을 얻고 고급의 다기(茶器)들을 소비하고자 의도적으로 산업을 육성

하려고 한 것은 사실이나, 조선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자기술을 전파하려

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전파 양상을 통해서, 전근대 시기

의 산업구조 변동에 있어서도 정치적 변동이 여러 측면에서 경제적 활동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상기하게 된다. 오히려 근대적 의미의 자본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왕실이나 귀족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주

요한 산업이나 상업이 영향을 받는 사례는 전근대 시기에서 더 쉽게 찾

78) 국립진주박물관, 『임진왜란 조선인 포로의 기억』 (서울: ㈜지앤에이케뮤니케이션, 2010),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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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볼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 고대 토기의 제작부터 도기와 자기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기

술력은 거의 대부분 대륙으로부터의 유입에 의존하고 있었다. 중국 대륙

에서의 기술의 발전은 한반도를 중간매개 또는 통로로 하여 일본으로 전

파되는 것이 전근대 시기 동아시아의 기술전파의 기본적인 양상이었다. 

이러한 양상은 상당부분 동아시아의 전통 천하질서의 동심원적 구조와 

유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

에서의 자유로운 인력의 이동이나 문서화된 형태의 기술력 전파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도)자기 기술의 국가 독점적 속성은 위와 같은 

기술전파 양상의 독특성을 만드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전근대 도자산업의 경우, 18세기 이후 유럽에서도 고급의 도자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느린 속도로 지리적인 생산지의 

전파와 확산이 이루어졌다. 도기가 아닌 자기 생산의 고급기술이 중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어 조직적⋅체계적으로 도자기가 생산된 것은 

한반도가 최초라고도 볼 수 있다. 10세기를 전후로 하여 중국의 도공들

이 직⋅간접적으로 한반도의 도자기 제작기술의 향상에 기여하였다. 그 

이후 15세기경에 이르면, 중국 도공들의 이주를 바탕으로 베트남과 동남

아시아 일대에서도 청화백자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다음의 

전파 지역이 17세기 일본인 셈이다. 한반도와 동남아시아의 경우, 중국과 

육지로 이어져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더 직접

적으로 중국의 기술이 전파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바다라는 자연적 장애물이 있었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권역 내에서도 상

당히 늦게 자기 생산기술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라고 보인다.

그에 비해 상당히 원거리의 유럽, 특히 독일 마이센에서 18세기에 

고급의 백자를 생산해낼 수 있게 된 것은 그 이전의 도자기술의 전파 속

도를 볼 때 상당히 급진적인 변화라고 볼 수밖에 없다. 유럽으로의 전파

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 상세하게 다루지는 않으나, 동아시아 내에서의 

기술전파와는 또 다른 양상으로 진행된 것은 분명하다.

한편, 이처럼 고급의 도자기(청자와 백자)의 제작기술의 전파가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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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게 진행된 이유는 무엇인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전근대 시

기 기술은 기록되어 전수되기 보다는 도제식으로 사람과 사람 간에 이어

지는 방식으로 이어져 왔다. 일본 나베시마 번의 ‘잇시소덴(一子相伝)’의 

원칙, 즉 특정 가문 내의 하나의 자녀(특히 장남)만이 그 가문이 유지하

고 있는 가마의 기술을 이어받는 식으로 유지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이

마리 오카와치야마(大川内山) 도자기마을은 일종의 어용가마로서 번주가 

자신을 위한 도자기만을 만들도록 하면서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외진 곳

에 의도적으로 조성한 마을이다. 중국과 한반도의 사례에서도 관요가 왕

실 차원에서 관리되던 사례는 흔히 살펴볼 수 있다.

둘째, 설사 비밀유지에 실패한 도자기술이 외부로 유출된다고 하더

라도 도자산업은 철저히 지리적인 입지조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도자기의 가장 기본이 되는 양질의 원료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하며, 가마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변에 뗄감이 풍부하고, 가능

하면 깨지지 않고 완성품을 운반해야 하기 때문에 수운교통이 편한 곳도 

입지로 선호되었다. 중국 경덕진의 경우, 이러한 요건을 완비한 대표적인 

가마이다. 사쓰마(薩摩)의 옛 가마터 발굴 때 조선의 백토 세 덩어리가 

출토된 점은 일본인들이 조선의 흙까지도 가져가려고 했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79) 사쓰마에서는 질 좋은 고령토가 없었기 때문에 백자를 만들 

수 없었고, 검은색의 질그릇을 구울 수밖에 없었지만, 이삼평이 백자토를 

발견한 다음 영주 요시히로의 하명으로 1614년 기리시마 산의 이부스키

에서 양질의 백자토를 발견하게 된다.

한편, 부산요의 사례는 위와 같은 도자기술의 특수성으로 인해 도

공이 이주하여 도자기를 생산하였으나, 그 양상이 일종의 기술협력 또는 

협업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아사가와 노리타카(淺川伯敎)의 연

구에 따르면, 쓰시마는 1644년부터 일본 도공을 부산요에 파견해 조⋅일 

공동으로 다완을 생산하였으며, 1639년부터 1717년까지 80여 년 동안 부

산에서 생산된 다완이 일본 막부에 보내졌다고 한다.80) 이 때 생산된 대

79) 조용준 (2016), p.438.

80) 아사가와 노리타카, 최차호 역, 『부산요와 일본 다완』 (서울: 도서출판 어드북스,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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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다완은 본고에서 주목하는 청화백자와 채색자기와는 거리가 먼 

고려다완 또는 이도다완(井戶茶碗)이었으며, 이는 다음 절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일본의 차 문화에서 비롯된 취향에 근거한 것이다. 이러한 공

동생산이 이루어졌던 동기는 조선의 기술력을 활용⋅습득할 뿐만 아니

라, 쓰시마 일대에서는 구할 수 없었던 조선산 태토를 얻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 도공을 데려오는 대신 일본 도공을 직접 조선으로 

파견하여 기술을 익히고 생산을 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그림 3-1]에서 

Ⅰ에 가까운 기술전파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다. 협력적인 방식으로 

공동생산을 하는 경우에서도, 결국은 기술력을 가진 도공들 간의 직접적

인 접촉과 양질의 원료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입지를 점유하는 것이 도자

산업에서는 중요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셋째, 도자기는 역설계나 역공학(reverse engineering)으로 선도자의 

기술을 따라갈 수 있는 형태의 재화가 아니다. 조립되는 형태가 아닐뿐

더러 소성과정을 통해 물리적⋅화학적 성질이 완전히 변화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단순히 모방하는 과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외형적인 면을 보고 모

방을 할 수는 있지만, 소성과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원 제품과는 

전혀 다른 기물이 생산될 수도 있다. 더불어 도자기 생산의 가장 핵심적

인 소성기술은 결국 가마 제작부터 시작되는데, 원산지로부터 이동시킬 

수 없는 가마를 역설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일본의 경우, 이삼평이라는 인물이 아리타 인근 지역의 자석광을 

발견함으로써, 예전부터 존재하던 자원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

기를 마련하였고 고온소성을 가능하게 하는 가마기술의 도입을 통해, 즉 

좋은 원료산지와 고급인력이 적절하게 결합되었기 때문에 아리타⋅이마

리 요업의 발전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81) 사실상 이삼평은 당시 조선에

서 발전되어 온 기술을 직접적으로 전파하는 기술전파의 문지기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과 같이 인적⋅물적 교류가 지속적으로 유

81) 임진왜란 시기 조선 도공들의 이동에 대해서는 언급된 연구 외에도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아리타·이마리 도자기의 시조로 조선인 도공 이삼평(李
參平)을 ‘도자기의 신’으로까지 여기면서 추앙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구로카미 슈

텐도 (2015); 有田町歷史編纂委員會 (1985)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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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되기 어려운 당대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일시적인 글로벌 파이프라인의 

개설을 통해 유입된 조선 도공과 그의 기술력이 일본 도자산업의 버즈를 

바꾸면서 새롭게 혁신이 이루어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즉, 기술을 담지

한 사람의 이동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진 전파의 경로를 통해 도자산업의 

초국경적 확장이 가능해진 것이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거치면서 일본으로 납치되어간 조선인 도

공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납치된 장소를 특정할 수 있고 일

본으로 건너가 요업을 이어나간 위치를 알 수 있는 19명의 조선 도공을 

중심으로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조선 도공들이 강제이주 했는지를 분

석해 보면 다음의 [그림 3-2]와 같다. 이들 19명의 이동경로가 이 당시 

조선 도공들의 이동 경로 전부를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최소한의 

경로를 가시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들의 이동양상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조선에서 일본으로의 일방적

인 이동이 이루어졌으며, 일본 내에서도 일정한 이동양상을 나타내고 있

다. 특히 일본 내에서 도공들을 많이 흡수하였던 지역을 구분해 볼 수도 

있다. 둘째, 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에 따라 일본 내에서 정착한 위

치도 다르다는 점이다. 극단적으로는 [그림 3-2]의 a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두 군집으로 나뉘기도 한다.

이러한 결과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일본의 장수들이 자신의 

주둔지나 행군지, 전투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도공들을 일본으로 데려왔

으며, 어떤 장수에 의해 일본으로 왔는지에 따라서 초기 정착지가 다름

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이 있기는 하였으나, 모

든 도공들을 중앙 권위체에서 관리하기 보다는 각 번에서 정착하게 한 

것이다. 조선 도공들이 자신들의 초기 정착지에서 일가를 이루며 특색 

있는 도자기를 대를 이어 만들거나, 보다 요업에 유리한 장소를 찾아 이

동하기도 하였다. [그림 3-2]에서 알 수 있듯이, 아리타와 이마리는 일본 

내에서 도공들이 가장 많이 이동한 정착지임을 알 수 있다. 아리타와 이

마리는 17세기 일본 수출도자를 가장 많이 생산한 대표적인 요업지이다.

[표 3-1]은 위의 네트워크 분석에 등장한 주요 조선 도공들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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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며, 다양한 형태의 도자가 조선 도공들에 의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 곳에 계속 정착한 도공들도 있지만, 여러 도시나 지역

을 이동하면서 요업을 이어간 도공들도 존재한다. 이외에도 수많은 조선 

도공들이 이 시기 일본으로 (강제)이주하게 되었으며, 이들은 일본 도자

산업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는데 상당힌 기여를 하였다.

[표 3-1] 일본으로 이주한 주요 조선 도공 (가나다순)

이 름
연행자 (연행지) 정착지 도자

조선식 일본식

거관 이마무리 야지베이 마쓰우라 시게노부(웅천) 히라도/미카와치/ 
사세보

미카와치 
야키김영구 - 마쓰우라 시게노부

김해 호시야마 주지 시마즈 요시히로(고령) 히오키/가고시마 사쓰마야키

또칠 나가사토 마다시치 (울주군) 가라쓰/아리타/이마리 가라쓰야키

박평의 - 시마즈 요시히로(남원) 가고시마현 사쓰마야키

백파선 (후카미 家) (김해) 다쿠/아리타 아리타야키

심당길 - 시마즈 요시히로(남원) 나에시로가와 사쓰마야키

영녀
(고려노)

(나가사토 家) (울산) 이마리/미카와치
미카와치 
야키

이삼평 가네가에 산베이 다쿠 야스토시(공주) 다쿠/아리타 아리타야키

이작광 야마무라 모리 데루모토(진주) 하기 하기야키

종차관 (후쿠모토 家) (웅천, 지금의 창원) 히젠나고야성
미카와치 
야키

팔산 다카토리 하치조 구로타 나가마사(고령) 후쿠오카현 노가타
다카토리 
야키

하방중 - 시마즈 요시히로(고령) 가고시마현 아이라

2. 차 문화의 확산과 문명에 대한 열망

1) 문명의 변방이자 경계로서 일본

도자산업에서 후발주자인 일본이 급부상한 사례에 주목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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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17세기 이전까지 일본은 대륙(중국) 중심 문명의 변방이자 경계

로서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차지해 왔기 때문이다. 한반도 왕조와는 달리 

일본은 중국 왕조와 공식적⋅지속적인 형태의 조공–책봉관계를 유지해 

오지 않았으며, 부분적으로 중국과의 (조공)무역관계를 형성해 오는데 그

쳤다.83) 이처럼 정치적으로는 질서나 정체성의 공유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에 비해서, 문화적으로는 일본인들이 지속적으로 당물(唐
物, からもの)에 대한 동경이 있었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러한 당물에 대

한 동경을 바탕으로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즉 무역관계를 형성해 온 것

으로 볼 수 있다. 정리하면, 17세기 이전 정치적으로 일본은 철저하게 중

심과 단절되어 있는 상황에서 문화적으로는 중심을 추종하는 상당히 독

특한 변방 또는 경계인적 위치로서 설명할 수 있겠다.

동아시아 천하질서 상 주변부에 위치한 일본에게는 당물에 대한 

동경이 강했고, 중국으로부터의 선진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에 높은 관심

을 보여 왔다. 당물이란, 중국에서 들여온 각종 재화와 문물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당’은 중국을 상징하는 말로, 당나라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역

대 왕조를 모두 포괄한다. 세키 슈이치(関 周一)는 “실제 생산지와 무관

히 중국(당)의 것이라고 인식되었던 고급 외래품”을 통칭하는 말로 당물

(가라모노)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며, 여기에는 조선 왕조 등에서 생산되

었으나 중국의 문물과 같이 일본인들의 입장에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

는 고급 수입품을 모두 포괄한다고 지적하였다.84) 결국 전근대 시기 일

본은 중국과의 직접 교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와의 교역에서도 중국 재

화나 그와 유사한 고급 수입품들을 적극적으로 구입하려는 행태를 보였

음을 의미한다. 이는 『중종실록』의 기록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중종 

20년(1525년) 11월의 기록 가운데 특진관 안윤덕(安潤德,  ?~?)과 성운(成
雲,  ?~1528)이 흉년인 가운데 약재와 당물을 모두 가져가는 일본국과의 

83) 니시지마 사다오, 송완범 역, 『일본의 고대사 인식—‘동아시아세계론’과 일본』 (서울: 역

사비평사, 2008) 참조.

84) 고바야시 히토시, “중국에서 출토된 고려청자: 신안선에서 발견된 고려청자에 대한 새로

운 관점,” 『신안해저선 발굴 4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2016), p.2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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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은 폐단이 크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85)

한편, 당물에 대한 조선에서의 용법은 오히려 해당 재화의 생산지

에 입각하여 다소 중립적인 것으로 보인다. 『조선왕조실록』에서 나타

나는 당물의 용법은 중국에서 들여온 재화라는 지시적 의미와 함께 오히

려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선진문물이라기 보다는 사치품으로서 불

법교역의 대상이거나 민생을 어지럽히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려지기도 

한다.86)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당물을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아니

었으나, 필요한 것은 받아들여 사용하되 지나친 사치풍조나 당물 교역에 

따른 폐단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것이다. 즉, 한반도와 일본 열도에 유입

되었던 중국 본토의 재화들의 양이나 질, 중국과의 접촉양상과 빈도 등

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었으며, 동아시아의 모든 왕조들이 전통질서 

하에서 일관되게 중국의 문화를 추종했던 것은 아니다. 또한 주로 서양 

학계에서 그려지는 동아시아의 전통질서의 이미지와 같이 조공과 책봉에 

근거한 종속적인 관계만이 형성된 것은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다.

2) 차 문화의 확산과 도자기 수요의 증대

중국 도자기의 수요를 계속해서 지리적으로 확대시켜 나갔던 동력

은 ‘문화전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도자기 생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

지기 전 해당 지역에서 ‘차(tea) 문화’가 널리 퍼지고 이에 따라 다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현상은, 기술의 전파가 문명의 핵심적인 문화현상

을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소비하려는 동기와도 밀접하게 연결됨을 보여준

85) 『중종실록』 55권, 중종 20년 11월 12일 정묘 2번째 기사.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

록』 데이터베이스, http://sillok.history.go.kr/id/kka_12011012_002

86)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데이터베이스에서 ‘당물’을 검색하면, 당물이라는 용어가 

국문 번역에는 총 57건, 원문에는 297건 등장한다. 국문 번역을 기준으로, 이 가운데 절

반 이상인 30건이 중종과 인종대에 집중되어 있다(『중종실록』 24건, 『인종실록』 6건). 두 

실록에는 당물 교역과정이나 사치풍조에 따른 폐단을 지적하는 기록이 등장하는데, 이는 

명 가정연간에 기록된 것으로, 명말 혼란스러운 국경지대와 교역상황을 나타내는 것이라

고도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인종실록』 2권, 인종 1년 4월 18일 경술 2번째 기사에서 

당물 무역이 가져오는 폐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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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과 한반도,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나타났으

며, 차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차를 ‘제대로’ 마시기 위한 도구로서 도자

기에 대한 적극적인 수요와 소비행태가 발견된다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

가 있다.

한반도의 경우 중국의 자기를 수입하는 것을 넘어서서 독자적인 

자기 생산이 가능하게 된 시점을 대략 10세기 정도로 추정한다. 이는 늘

어나는 차 소비와는 다르게 당시 정치적 불안정으로 중국산 수입도자가 

부족했고, 고려가 자체적으로 차 도구를 제작해야 할 수밖에 없는 환경

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다.87) 특히 고려청자의 종류에는 일

상 생활용기보다도 차 문화를 반영한 그릇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려청자 발달에 차 문화가 상당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88) 

일본 역시 15세기 중엽 이후 다도(茶道)가 폭넓게 유행하면서 다기에 대

한 수요가 늘어났고, 이로 인해 도자기의 자체 생산에 대한 동기가 마련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정갑영(2008)은 에도 막부 시대 명나라에서 유학하던 승려들에 의

해서 중국의 새로운 차 문화가 일본에 도래되는 과정을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17세기 명나라에서 유학한 일본 선종 승려들이 푸젠성(복건성) 황

벽종 사찰에 머물면서 중국의 전차 문화를 배웠고, 귀국하면서 잎차와 

차호 등 중국의 차 도구를 가져와 에도 막부 지배계층 인사들에게 신문

물로 소개하였다. 에도 시대의 문인들은 새로이 경험한 다도에 매료되었

고, 1654년 중국에서부터 일본으로 온 은원선사를 대대적으로 환영하면

서 교토에서 그가 거쳐하고 제자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만푸쿠지(萬福
寺)를 건립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서 정갑영(2008)은 중국 황벽종 본찰

인 건복사(建福寺)를 떠올리도록 치밀하게 고려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

다.89) 이 대목은 차 문화의 전파가 단순히 발신지 또는 발신주체로서 중

국에서의 이주나 전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신지 또는 수신주

체로서 일본에서의 적극적인 요청과 수용 의지가 작동하고 있음을 단적

87) 국사편찬위원회 (2010), p.186

88) 국사편찬위원회 (2010), pp.192-197

89) 정갑영 (2008), pp.21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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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여준다.

일본 백자 생산의 출발은 임진왜란의 결과로 발생한 비자발적 기

술의 이전과 전파에 의해서였지만, 임진왜란이 ‘도자기 전쟁’이었다는 주

장이 있을 정도로 당시 일본 내에서 양질의 도자기에 대한 수요는 상당

한 수준으로 제기되고 있었다.90) 15세기 이후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

한 차 문화는 다구에 대한 수요 증대로 이어졌고, 수입에만 의존하기 어

려울 만큼 수요가 증폭되면 결국은 자체적인 생산의 활로를 꾀할 수밖에 

없게 된다. 앞서 지적하였듯, 고려청자의 시작 역시 당시 상류층 사이에 

확산된 차 문화 향유에 대한 욕구와 대륙에서의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도자기 수입의 한계에 직면하였던 점이 주효하게 작용했다.

그렇지만 고려청자와 일본의 백자는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

었다. 한반도에서 초기 청자가 만들어지는 시기의 고고학적⋅역사학적 

연구 성과에 따르면, 중국 월주요 계열의 가마터가 발견되는 것으로 보

아 분명히 중국계 도공의 이주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가마

터의 발견은 이전에 한반도에서 토기를 생산하던 가마와는 확연히 다르

고, 점진적인 변화가 아닌 단절적이고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서 중국으로부터의 기술 이전을 통해 청자 생산이 시작되었음을 뒷받침

한다.91) 일본 백자의 경우, 중국과의 인적⋅물적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

어지기는 했으나, 한반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기술이나 물자의 수용의 

속도가 느렸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상대적 열위를 임진왜란이

라는 폭력적 상호작용을 계기로 일시에 추격하고, 오히려 세계시장에서 

가지는 위상이나 브랜드가치, 명성으로는 더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 즉, 

이 시기부터 19세기 본격적인 열강의 침투 이전까지 조선은 철저히 세계

시장과는 단절되어 있는 상태로 유지되었으나, 일본은 보다 개방적으로 

90) 전문적인 학술서는 아니나 최영수(2014)는 일본 규슈 현장답사와 문헌조사를 통해 이러

한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이미숙, 『(400년 전의) 도자기 전쟁 : 임진왜란과 조선사기장』 

(서울: 명경사, 2013) 역시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91) 고려청자 생산 초기 중국 북방계 가마의 요소들이 유입되었으며, 관련 내용은 다음을 참

조하였다. 강성곤, “고려청자에 나타난 중국자기의 특징과 상관성에 관한 연구,” 『한국도

자학연구』 13(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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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장과의 교류 속에서 나름대로의 발전 경로를 걷게 된다.

한편, 중국이나 조선의 요업과 일본의 요업을 둘러싼 정치⋅제도적 

조건 가운데 가장 큰 차이점은 중앙정부에서 관리⋅통제하는 관요가 존

재하였는지 여부이다. 중국의 경우, 시기별로 해당 왕조가 황실에 필요한 

도자기를 수급 받는 관요를 어디에 설치하는지에 따라서 당대의 요업이 

번성하는 지역도 다소 차이가 발생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요업

지가 완전히 폐쇄되는 것은 아니었으며, 관요 설치와는 무관히 운영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덕진요가 원대 부량자국의 설치 이

후 번성하게 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체계적

이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는 요업지는 다른 요업지에 비해서 번성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을 얻게 된다. 고려나 조선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관요가 

운영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중국이나 한반도 왕조와는 다르게, 지방 

수준에서의 전략적 요업 육성이나 지원이 있기는 하였으나, 중앙정부 차

원에서 일관된 관리⋅통제는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점이 특징이다. 17세

기 에도 막부는 지방의 다이묘들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를 거듭 마련하

나, 완벽하게 이들을 통제하는 강력한 중앙집권국가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92) 따라서 자연스럽게 중앙에서 관리하는 관요 체제는 자리 잡기 

어려웠고, 생산이나 판매에 상대적으로 제약이 적은 민요 체제가 기본적

인 요업지의 특성이 되었을 것이다. 오히려 각 지방의 다이묘들이 경쟁

적으로 자신의 영지 내에서 도자기 생산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하였

다는 점에서, 초기 일본의 요업이 상당히 다양한 요업지에서 부침을 겪

으면서 발전해 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하겠다.

92) 라이샤워(Edwin O. Reischauer)는 중국과 차별화되는 일본의 봉건제도가 근대화 또는 

산업화에는 보다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였고 지적하기도 한다. 특히 중국과 같은 중앙집권

적 체제 하에서는 유망한 새로운 사업이 출현하면 과중한 조세를 부과하거나 국가가 전매

사업으로 수용함으로써 개인이나 집단의 자발적인 의욕이 저해되고 효율적인 기업 구축에 

방해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이러한 형태의 일종의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상

대적으로 기업가 정신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었고, 18-19세기를 거쳐 중

국보다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라이샤워, 이광섭 역, 

『일본의 근대화론』 (서울: 小花,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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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중앙에서의 체계적인 지원이 있었다면, 생산 그 자체에는 유

리한 조건이 형성되었을 수 있으나 중앙정부가 아닌 다른 소비지에 판매

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적

으로 국가(또는 왕실)의 필요에 따른 생산품을 제공하고, 품질이 떨어지

거나 부가적으로 생산한 도자기만 판매할 수 있었을 것이며, 이마저도 

품질 관리를 위해 철저히 통제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생산된 

재화가 시장에 원활히 판매될 수 있기 위해서는 물류비용이 낮을수록 유

리할 뿐만 아니라,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치⋅제도적 제약 역시 낮

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네덜란드나 다른 

국적의 상인들이 일본 도자기를 쉽게 대체품으로서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생산된 도자기를 별다른 제약 없이 바로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민요 기

반의 일본 국내 산업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결국 일본 대

내적으로 도자기 생산이 애초에 다이묘들의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중국과는 다른 형태의 도자산업이 정착할 수 있었

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정치적 관계의 단절 또는 괴리와 문화적 추종이라는 독특한 일본

의 동아시아 질서 내에서의 인식은 에도시기를 거치면서 완전히 동아시

아로부터 탈피하는 방향으로 자리 잡게 된다. 니시지마 사다오(2008)는 

히데요시 정권이 붕괴하고 도쿠가와 정권의 시대가 되어도 일본과 중국 

왕조의 관계는 정식으로 회복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메이지 시대 이후가 

되어서야 국제관계의 회복이 가능했다고 지적한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이미 “일본 스스로가 동아시아 질서의 일원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오히려 

그 세계를 해체시키려는 유럽 세계에 자기를 일체화시킴”으로써93) 중국

과의 관계 역시 기존의 동아시아 전통질서 상의 관계라기보다는 유럽 국

가들이 추구하는 근대 국제관계를 투영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관

점에서 17세기의 일련의 변화들은 일본이 정치적으로 완전히 동아시아의 

전통질서에서 탈피하여 오히려 유럽적인 근대 질서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93) 니시지마 사다오 (2008), p.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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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관계의 경우, 사실 오랫동안 일본과 중국 왕조 간의 관계는 

한반도 왕조와 중국 왕조와의 관계와는 상이하게 상당히 느슨한 형태 또

는 거의 단절에 가까운 관계로 이어져 왔음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따

라서 오히려 정치 질서 상에서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탈피하는 것은 상대

적으로 쉬운 과제였을 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

국의 선진문화에 대한 동경이라는 문화적 콤플렉스를 어떻게 극복할 것

인지의 문제는 일본인들 스스로에게도 상당한 과제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적 풍토의 변화를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으로,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인 상류문화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차 문화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식 변화를 꼽을 수 있다. 정갑영(2008)은 에도 시기 문인들 

사이에서 “언제까지 중국 차에 의존해서 생활해야 하느냐”에 대한 생각

이 퍼져나가면서, 일본 차 문화를 중국에 종속적인 상태로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등장한다고 지적한다.94) 이는 이전 시기까지 

일본이 가지고 있던 당물에 대한 동경에 비하면, 상당히 흥미로운 변화

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갑영(2008)은 문인들의 생각이 이후 메이지유신

의 뿌리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자성의 목소리가 보다 직

접적으로는 수입품 대신 자체적으로 차와 다기를 생산해내야 할 필요성

을 인식하도록 유도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어떤 차 문화를 영위할 것

인가의 문제는 다도로 대표되는 정신적⋅관념적 측면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다구나 찻잎과 같은 물질적인 부분도 간과할 수 없

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라는 문화적 요소와 ‘도자기’라는 기술적 요소

가 밀접하게 융합되면서 외부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가 

생산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유인이 강력하게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일본이 스스로 당대의 기준에서 문명 달

성의 지표(index of civilization)이라고도 볼 수 있는 도자기 생산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보여주는 함의는 상당히 크다고 하겠다. 물론 도자기 생

산만으로 근대 일본의 경제성장을 추동하였던 기술과 산업의 고도화가 

이루어졌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후발주자의 추격(catch-up) 욕구가 추

94) 정갑영 (2010), pp.21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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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넘어서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공간을 창출하고, 기존 질서에 그대로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시도를 모색해 볼 수 있는 인식적⋅관

념적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는 도자기 생산이라는 사례가 가지

는 의미가 크다. 즉, 일본 도자기의 등장과 부상은 근대 일본이 부상하는 

초기조건이 형성되었던 17세기의 맥락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

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3. 기술과 문화의 혁신, 일본 도자의 탄생

앞서 [표 3-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이후 일

본으로 강제 이주된 조선 도공들에 의해 상당히 다양한 부류의 도자기가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고품질의 청화백자(미카와치야키)는 물론이거

니와 회령자기와 유사한 녹유의 고다야키, 조선 분청사기와 유사했던 가

라쓰야키 등 다양한 도자기가 생산되었다. 이들 일본 도자는 대륙(중국

과 한반도)의 도자기들을 기본적으로 모방해서 만들어지기는 하였으나, 

기술뿐만 아니라 미감까지 일본의 색채로 재해석해 낸 결과다.

그 중에서도 본고에서 주목하는 것은 아리타⋅이마리에서 만들어

진 도자기들이다. 기존에 만들어지던 도기에서 자기, 특히 백자 생산에 

성공한 혁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전의 도자시장에서는 찾아보기 어

려웠던 화려한 채색자기들을 만들어낸 것은 또 다른 혁신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당시까지 도자기 수출시장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던 것은 중국산 

청화백자였다. 그러나 중국산 청화백자의 생산이 중단되는 시점에서 본

격적으로 수출이 이루어진 일본산 아리타⋅이마리 도자, 특히 고이마리

와 가키에몬 양식의 채색자기들은 이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17세기 중반 이후 명대 채색자기를 모티브로 하여 붉은색과 금색 등을 

조합한 화려한 시문을 특징으로 하는 가키에몬(がきえもん)⋅고이마리(古
伊万里) 양식이 등장하였다.95) 이 양식의 특징은 붉은색과 금색을 주로 

95) Nancy N. Schiffer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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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다양한 안료를 사용하여 문양을 상회(上繪, うあえ) 방식으로 그

리는 것이다. 이를 일본에서는 ‘아카에(赤絵)’라고 부르는데, 아카에는 조

선의 백자기술과 중국의 상회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혁신이다.

와타나베 요시로(2013)에 따르면, 사카이다 가키에몬 가문의 문서

에서 한 이마리 상인이 나가사키에서 은화 열 닢으로 중국인에게 상회 

기법을 배웠고, 아리타 도공들이 이를 계량해서 사용했다고 한다.96) 중국

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채색자기들이 만들어졌지만, 가키에몬⋅고이마리 

양식과 같이 선명한 홍색 계열의 색채와 금색을 상회한 도자기는 그렇게 

많지 않다. 청화백자에 사용되었던 코발트 안료는 서아시아 일대의 제한

적인 지역에서만 생산되어 고가로 수입될 수밖에 없었지만 1,300℃의 고

온에서도 색을 유지하기 때문에 경질자기를 만들 때 색을 내기는 쉬웠

다. 반면, 적갈색에 가까운 산화철 안료가 아니라 보다 붉고 선명한 색채

를 지닌 홍색의 안료는 수차례의 반복되는 작업을 통해서만 만들 수 있

으며, 청색에 비해 고온에서 오랫동안 남아있지 못한다는 점에서 보다 

까다로운 공정을 요구했다.

이러한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색채에 대한 편견이나 사회⋅문

화적 상징, 소비자들의 취향 등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분명한 점은 그 동안 세계 도자시장에서 아리타 도자

기와 같이 붉은 매력을 발산하는 상품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적이 없었다

는 점이다. 화려한 채색자기는 유럽인들의 취향에 부합하였으며, 다채로

운 컬렉션을 만들수록 자신의 부와 권력을 과시할 수 있는 위치재의 특

성 상 아리타 도자기는 17세기 도자산업의 구조적 공백을 파고들만한 저

력을 지니고 있었다고 하겠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직접 하명할 정도로 

‘이도다완’에 대한 일본 상류층의 수요가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도다완 생산에 주력하기 보다는 중국풍의 청화백자나 새로운 채색자기

를 생산하는 것에 집중한 이유가 무엇인지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몇 가

96) 와타나베 요시로, “히젠(肥前) 도자기의 해외 수출과 나가사키 항,” 『로컬리티 인문학』 

10, 2013, p.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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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는데, 첫째, 조선에서 건너온 도공들이 조선에

서 만들던 기물에는 이도다완과 같은 형태의 막사발이 드물고 백자가 주

를 이루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이도다완을 실제로 향유하던 지배층

은 상당히 소수였을 것이고, 이를 진상하는 어용가마 이외의 가마에서는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청화백자 생산에 주력했을 가능성을 제기

해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7세기 이후 유럽 시장에서의 수요 역시 중국이 받아

들이게 되는데, 시누아즈리(chinoiserie)라고 불리는 당시 수출도자의 양식

은 유럽 시장의 수요를 반영한 중국의 적응전략이라는 평가가 가능하

다.97) 특히 18세기 차이니즈 이마리(Chinese Imari)의 탄생은 일본 도자기

에 대한 유럽의 수요를 중국이 받아들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17-18세

기 중국의 대표적인 요업지인 경덕진에서 만들어진 도자기들을 살펴보

면, VOC의 주문을 받아 만들어진 청화백자(Kraak Porcelain)들뿐만 아니

라 고이마리 양식을 모방한 채색자기들도 발견된다.98) 이러한 경향은 18

세기 독일의 마이센에서 최초로 백자 생산에 성공하게 되고, 이 때 일본

의 도자기를 모방한 것이 유럽 전역에서 유행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이

라고 추정된다.99) 물론 당시 유럽에서의 시누아즈리의 대표격은 청화백

자였고, 델프트웨어(Delftware)는 이를 모방하여 네덜란드에서 만든 것으

로 독일에서 백자 생산이 성공하기 이전에는 상대적인 저가 상품으로 유

럽 시장에서 소비되었다. 그렇지만 18세기 이후, 유럽에서는 화려하고 다

채로운 색상의 도자기들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중

국의 청화백자뿐만 아니라 일본의 미감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유럽시장 내에서 청화백자와 채색자기의 소비패턴이 무엇에 근거

한 것인지는 정확하게 밝히기 어려우나, 적어도 고이마리 양식의 채색자

기에 대한 수요는 유럽시장에 국한된 것은 분명하다. 볼커(1971)가 제시

하는 자료에 따르면, 1670년 페르시아는 데지마에 “페르시아에서는 붉은 

97) Trentmann (2016), pp.88-89; Impey (1977).

98) 國立古宮博物院, 『掦帆萬里: 日本伊萬里瓷器特展』 (臺北: 國立古宮博物院, 2015); 

江建新, 『景德镇陶瓷考古研究』 (北京 : 科学出版社, 2013), pp.249-268.

99) Oliver Impey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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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고이마리 양식의 채색자기100)

[그림 3-4] “VOC” 문양이 있는 청화백자101)

100) 이 사진은 사가 현립 규슈 도자기 문화관 칸바라(蒲原) 컬렉션의 일부이다. 이 컬렉션

은 에도 시기 이마리 항에서 출발하여 유럽으로 수출된 고이마리(古伊万里) 양식의 채색

자기를 모아놓은 전시공간으로, 17세기 중후반 이후 청화백자와 극적으로 대비되는 붉은 

계열의 채색자기를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2015년 6월 촬영)

101) 일본 나가사키 시 데지마 전시관에 전시되어 있는 청화백자로, 18세기에 생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2015년 6월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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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알렸다고 한다.102) 위에서 밝혔듯이, 원대를 거

치면서 중국에서 청화백자의 생산이 활발해지고 이것이 무역시장의 주요 

수출품이 된 것은 이슬람권에서의 적극적인 수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유

럽보다 훨씬 전부터 중국에서 생산된 양질의 도자기를 상당량 수입해 온 

이슬람권에서 명시적으로 붉은색의 채색자기를 선호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은 주목해 볼 가치가 높은 대목이다.

또한 유럽인들의 취향이 중국에서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증거는 프랑스에서 파견된 신부 당트르콜(François Xavier d’Entrecolles)의 

보고서에서도 드러난다.103) 1712년에 본국으로 보낸 보고서에 따르면, 유

럽의 주문이 까다로워 중국에서 도자기를 만드는 공정이 상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만약 주문자의 취향에 맞지 않으면 중국에서 되팔기도 어

렵다는 것이다. 물론 유럽의 소비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도자기가 상당히 

고가였기 때문에 쉽게 판매되지 않았던 점도 있겠으나, 수출용 도자와 

비수출용 도자 간의 간극이 상당했음을 방증한다. 특히 청대 도자의 생

산⋅유통과정을 담은 그림들을 살펴보면, 유럽인들을 위한 화려한 채색

자기를 제작하는 과정과 이를 판매하는 장면을 발견할 수 있다.104) 이는 

전형적인 중국식 청화백자뿐만 아니라 일본의 가키에몬 또는 고이마리 

양식과 유사한 채색자기가 18세기에 이르러서도 유럽시장에서 상당량 유

통되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만약 유럽시장이라는 새로운 소비지가 없었더라면, 일본이 

양질의 도자기를 생산해서 무역시장에 수출하였더라도 고이마리 양식과 

같은 독특한 혁신보다는 기존의 제품인 청화백자에 주력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다음 장에서 살펴볼 무역시장의 확장과 

세계시장의 형성은 17세기 도자산업 변동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102) T. Volker (1971), p.176.

103) Père d'Entrecolles, “The Letter of 1712,” in William Burton, Porcelain, Its Nature, 

Art and Manufacture (London: B. T. Batsford, 1906), pp.84-110.

104) Jane Sze and Caroline Lang (eds), Trading China: Paintings of the Porcelain 

Production Process in the Qing Dynasty (Hong Kong: Hong Kong Maritime Museum 

Limited,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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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다.

Ⅳ. 새로운 유통망의 연결과 세계시장의 형성

1.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아시아 진출

1) 17세기 동아시아 무역질서의 양상

17세기를 전후하여 동아시아의 국가 간 또는 도시 간 교역은 중국

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었다. 물론 중국이 동남아시아를 

포괄하는 동아시아 전체에서 완전히 교역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은 아

니지만, 경제규모와 물자⋅재화의 풍족함은 어떤 상인이든 중국과의 교

역을 원하게 하였다. 중국의 상인들 역시 주변국들과의 교역을 통해 이

익을 얻고자 하였다. 또한 조공무역은 단순히 경제적인 이익만을 좇는 

것이 아니라 중국 왕조들이 주변국들과 외교적인 관계를 설정하는데 중

요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당시 중국의 교역은 국가가 독점하는 조공무

역을 중심으로 관리되어 왔으나, 사무역이나 밀무역에 의한 교역규모도 

무시할 수는 없는 수준이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무역은 국가에서 관

리하는 대상이었다. 중국 상인들은 한반도와 일본으로 향하기 위해서는 

밍저우(明州, 지금의 닝보)와 저장(浙江)에서,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광둥(廣東, Canton)에서 허가서를 받아야 했다.105) 특히 명대에

는 개국 초부터 해금정책을 펼치며 해안에서의 경제활동을 철저히 관리

하고자 하였다.106)

105) 프랑수아 지푸루, 『아시아 지중해: 16-21세기 아시아 해항도시와 네트워크』 (서울: 도

서출판 선인, 2014), pp.125-126 참조.

106) 물론 명 개국 초 영락제 연간에는 정화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규모 선단을 꾸려 일곱 

번의 대원정을 하면서 동남아시아와 인도, 아라비아 반도, 멀리는 아프리카에 이르기도 하

였다. 그렇지만 영락제와 정화 사후 선덕제 연간부터는 해외에서의 교역보다는 자급자족

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활동이 강조되면서 쇄국의 기조가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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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네다 마사시(2012)는 명의 해금정책에 대해서 송, 원, 청과 비교

해서도 상당히 독특한 현상이라고 평가한다.107) 자급자족의 일국경제를 

강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엄격한 해금정책을 충분히 설명하기는 어렵

다는 것이다. 또한 명이 요구한 조공에 대해 주변의 많은 국가들이 호응

하였으며, 초대 홍무제 연간에만 16개국이 조공했고 그 횟수는 280회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러한 조공무역은 쌍방 모두에게 경제적인 이익 이상

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조공은 단순히 명(또는 중국 왕조)에 대한 충

성맹세나 일방적인 물자 제공이 아니었으며, 조공에 상응하는 하사품과 

정치적 권위에 대한 보장이 뒤따랐다. 즉, 조공과 책봉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당대 동아시아 질서의 일원으로서 편입되겠다는 정치적 의미를 내

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하네다 마사시가 지적하듯이, “동

아시아 해역은 국가나 정치권력과는 상관없이 상인 커뮤니티 차원에서 

자유롭게 무역을 행하는 동시대의 인도양 해역과 커다란 차이”가 존재하

였다.

이러한 질서에 17세기를 전후하여 두 가지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

는 포르투갈을 시작으로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아시

아의 해역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발생한 현상이다. 우선, 유라시아 대

륙의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무역 네트워크 또는 유통망이 육상로보다

는 해상로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다. 실크로드(Silk Road)로 상징되는 유

라시아 대륙의 육상 교역로는 당대(唐代)에 이미 최절정에 이르렀을 만

큼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원거리 항해술과 원거리 항해를 견

딜 수 있는 선박축조술의 발전은 이슬람권을 직접 관통하지 않고 바다를 

돌아 동쪽의 ‘인도’로 향하는 강한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해상로는 

육상로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화물을 비교적 파손 없이 운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세계시장의 형성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물론 난파되거나 나포되는 선박이 상당수 있었다는 점에서 해상로

가 가장 안전한 유통경로라고 볼 수는 없지만, 육상로 역시 장거리 운반

에 있어서 위험요인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일시에 얻을 수 있는 수익

107) 하네다 마사시 (2012), pp.10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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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점이 무역업자들에게 있어 중요했을 것이다. 

육상수송의 비효율성에 비해 해상수송이 가진 이점은 여러 가지였으나, 

주경철(2008)에 따르면, 해운비용의 절대적인 수준이 그 이전 시기에 비

해 낮았던 것은 아니라고 한다. 18세기 중엽까지 해운비용은 중세 말과 

큰 차이가 없으며, 장기간의 교역 발전은 기술혁신에 따른 수송수단의 

발전보다는 선원에 대한 착취에 의해서 기인하였기 때문에 선박의 발전

만으로는 전 세계 상업의 발전이 “추동”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해운의 발달은 무역시장의 발전을 “뒷받침”했

다고는 할 수는 있겠다.108)

둘째, 역내무역과 역외무역이 본격적으로 혼합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원거리 항해가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더 많은 물자와 사람

이 이동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교역양상이 역외

로 확장될 수 있었다. 이러한 역외무역과 역내무역의 연결을 가능하게 

한 핵심적인 행위자가 다음에서 살펴볼 동인도회사이다. 특히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는 아시아 지역에 가장 먼저 세워진 합작회사로서,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까지를 잇는 전 세계적인 무역 네트워크 또

는 유통망을 만드는데 기여하였다.

하네다 마사시(2012)에 따르면, 1602년부터 1700년까지 VOC의 배

로 유럽에서 인도양을 건너 아시아로 간 사람은 320,800명이고, 반대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간 사람은 114,400명이다. 아시아행과 유럽행의 차

이가 206,400명이나 발생하는데, 이는 대략 유럽에서 아시아로 건너간 사

람 가운데 3분의 2는 왕복 선상이나 현지 근무 중에 사망했다고 보고 있

다.109) 물론 마사시의 주장처럼 사망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현지에 

남아서 활동함으로써 아시아행과 유럽행 사이의 시차가 발생하거나 현지

에 정착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를 근거로 할 때,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글로벌 무역망은 재화가 이동하는 물류에 더해 ‘사람’이 

함께 이동하도록 함으로써 본격적인 세계화와 동⋅서양 문화 교류의 단

108) 주경철 (2008), pp.140-141.

109) 하네다 마사시(2012), pp.152-5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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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2)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역할

17세기 유럽과 아시아 무역을 주도했던 행위자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이다. 물론 영국이나 프랑스도 동인도회사를 설치하여 대(對)아시아 

무역을 시도하지만, 적어도 17세기와 18세기 초반까지는 VOC가 가장 핵

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공식적으로 1602년부터 

1799년까지 존립한 VOC는 “자본과 국가가 효율적으로 결합한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110) 제도적으로 국가는 ‘특허장’을 통해 “희망봉 동쪽과 

마젤한 해협 서쪽 사이의 지역에 대한 항해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하면

서, “이를 어긴 다른 선박의 경우는 그 선박과 상품을 압수할 것을 규

정”하여, VOC의 독점적 무역권을 허용하였다. 또한 VOC가 “네덜란드 

전국의회를 대신하여 아시아의 국가 및 영주들과 조약 체결, 전쟁 선포, 

요새와 상관 건설, 군인 충원 등 국가가 할 수 있는 여러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규정”도 존재하였다. 주경철(2008)은 권력을 남용하지 않겠다는 

선서 이외에 VOC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으며, 이는 곧 

심각한 부패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지적한다.111)

대내적으로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은 VOC는 현재 인도네시아 자카

르타인 바타비아에 거점을 설치하여, 유럽으로 귀국하는 중간기착지이자 

아시아 역내의 무역에도 관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사후적으로는 이

러한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거점이 유럽으로 가는 원거리 항해와 동아시

아 역내 무역을 적절하게 연계시켜줄 수 있는 최적의 입지라는 설명이 

가능하겠다. 그런데 바타비아에 거점을 마련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반드

시 이러한 입지를 고려한 것이기 보다는 오히려 점령하기 쉬운 공간이었

기 때문일 수도 있다.112) 즉, 해금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철저한 해안 관

110) 주경철 (2008), p.89.

111) 주경철 (2008), pp.88-89.

112) 포르투갈과 네덜란드는 16세기 당시 인도양의 상업 관행을 깨고 폭력적인 수단으로 항

구도시를 점령하는 방식을 통해 동아시아에 진출하였다. 자유롭고 활발한 무역을 촉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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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와 이를 가능하게 하였던 군사력⋅관료제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었던 

중국에 직접적으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거점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았

을 것이다. VOC가 처음으로 동아시아 진출한 것은 청이 해금정책을 해

제하기 전(1668년 이전)이었으므로 중국의 주요 수출항에 거점을 만들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동인도회사 측이 폭력수단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잘 정비되어 훈련된 정규군을 상대하는 것과 

한 도시국가의 방어를 뚫어내는 것은 분명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닌 것이

었다.113)

바타비아를 기점으로 하는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17세기 무역활

동이 어떠한 양상으로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본 연구는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무역도자시장을 어떻게 확장시

켰는지, 즉 어떠한 매개 또는 중개역할을 통해 기술–사람–재화의 연결망

을 확대시켰는지에 주목한다. 따라서 VOC의 교역활동 가운데 동아시아

에 머무르던 도자시장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확장시켰는지, 즉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동아시아의 사람과 재화, 그리고 이들에 담지된 기술이 

전파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아

래와 같이 아시아로 진출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최초의 항해기록인 

1595년부터 1700년까지 출발지와 도착지 모두를 알 수 있는 4,742건을 

토대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114)

[그림 4-1]에서 알 수 있듯이, 1603년에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무

역 거점을 만들었던 자바 섬 서부의 반탐(Bantam)과 바타비아가 네덜란

기 위한 목적보다는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동양의 산물, 특히 향신료에 대한 ‘독점 

무역’을 위해 거침없는 행보를 보였다. 하네다 마사시(2012); 주경철(2008) 참조.

113) 주경철(2008)에 따르면, 17세기 초 VOC가 충원한 군사력은 3,000명 정도의 수준이었

다고 한다. 물론 1750년경에는 1만 7,000명에 이르러, 그 사이에 점진적인 증가가 있었겠

지만 동아시아에 기틀을 잡는 시점에서의 군사력은 3,000명을 초과하는 수준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높다. 주경철 (2008), p.89 참조.

114) 데이터는 J. R. Bruijn, F. S. Gaastra and I. Schoffer (eds.), Dutch-Asiatic Shipping 

in the 17th and 18th Centuries, volume Ⅱ and Ⅲ (Springer Netherlands, 1979)와 이

를 디지털화한 호이겐스 연구소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다. Huygens ING, “The 

Dutch East India Company's shipping between the Netherlands and Asia 1595- 

1795,” http://resources.huygens.knaw.nl/das/index_html_en (최종검색일: 201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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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에서 출발한 배들이 가장 많이 도착하였던 도시이다. 반대로 네덜란드

로 돌아간 배들이 가장 많이 도착했던 곳은 텍셀(Texel)이며, 휄링겐

(Wielingen), 괴레(Goeree), 마스(Maas), 젤란드(Zeeland) 등이다. 4,742건의 

데이터로 복원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항해 경로 가운데, 한 자리수의 

낮은 빈도를 나타내는 경우를 제외하고 4,578건을 다시 분석한 결과는 

[그림 4-2]이다. 네트워크 상에서 네덜란드의 도시보다는 인도양과 동남

아시아 일대의 항구도시들이 대폭 간소화되었다. 더불어 이들 도시들은 

일방적으로 물자와 사람을 수용하지 않고, 대부분이 쌍방향으로, 최소한 

다른 도시로 다시 배를 보내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우선 VOC가 단일한 본사가 총괄하는 형태가 아니

라 출자한 여섯 개의 지역에 각각 지부가 존재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는 

점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 보인다. 여섯 개의 지부는 각자 조선소를 가

지고 독자적으로 의장한 배를 아시아로 파견했다고 알려져 있다. 물론 

각 지부의 대표 60명으로 구성된 임원회가 회사 경영의 전반을 책임지기

는 했으나, 본사와 지점의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115) 따라서 다

소 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네덜란드의 여러 도시들([그림 4-1]에서는 

15개, [그림 4-2]에서는 9개)이 비교적 고루 유통망에 참여하였다고 생각

된다. 이에 비해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인도 등지의 도시들은 빈도수를 

근거로 조정한 데이터에서는 대폭 그 수가 줄어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VOC가 거점으로 마련한 도시들 위주로 교역이 이루어졌음을 단적으로 

나타낸다. 상거래를 위해서 필요한 제반 시설뿐만 아니라 원거리 항해를 

가능하게 하도록 선박을 정비할 수 있는 시설, 현지 체류 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등이 요구되며, 이것이 이미 갖추어져 있는 도시 위주로 교역

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또한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주요 거점에 많은 배들이 드나들었

지만, 스리랑카와 인도 일대에서도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를 통한 교역이 

상당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116) 또한 현재의 분석은 최초 출발지와 

115) 하네다 마사시 (2012), pp.93-94.

116) 선의 굵기는 두 도시 간에 이동한 배의 빈도수를 상대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파란색 사

각형의 노드들, 즉 인도네시아의 거점들과 네덜란드의 여러 도시들 간의 연결성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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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목적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중간 기착지를 고려한다면 

인도와 스리랑카 등지의 항구들을 충분히 활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를 고려한다면, [그림 4-2]에서와 같이 동남아시아와 서아시아의 도시들

이 서로 연결성을 지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분석결과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발생한다. 1년 이상 소요되는 원거리 항해에서 중간 기

착지를 거치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데이터를 살펴보면, 출발지와 목적지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타이완이나 일본 등에 관한 기록도 남아 있다. 주로 배의 소실과 관련된 

기록들인데,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동인도회사의 배들이 인도양과 동남

아시아 인근 해역을 벗어나 보다 동쪽으로 항해를 했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1648년 텍셀에서 출발하여 시에라리온을 거쳐 그 해 

말 바타비아 도착한 스페르베르(Sperwer) 호는 1953년 타이완에서 일본

으로 가는 도중에 좌초되고 만다. 이 배는 한국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 

하멜이 타고 있던 것으로, 제주도 인근 해역에서 좌초되어 하멜이 조선

에서 억류생활을 시작하게 된 사건의 주인공이다. 1664년 바타비아에 도

착한 로드 헬트(Rode Hert) 호는 다음해인 1665년 일본 데지마에서 화재

로 불타버리게 된다.117) 이러한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 바타비아를 포함

한 동남아시아 거점에 도착한 배들은 그 위치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더 

동쪽으로 교역을 위해 항해했으며, 이러한 동인도회사의 항해는 동아시

아 공간에서 역외무역과 역내무역을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와 같은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매개 역할은 기본적으로는 수요

와 공급을 연결해주는 기능을 지니고 있으나, 더 나아가서는 전체 도자

산업의 구조를 변환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김상배(2014)는 

네트워크상에서 중개자의 역할과 권력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중개

자의 유형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118) 즉, 끊어진 링크를 연결하고 

정보를 흐르게 하는 차원인지, 아니면 의미의 흐름까지도 중개하는 것인

강함을 알 수 있다.

117) J. R. Bruijn, F. S. Gaastra and I. Schoffer (eds.) (1979) 참조.

118) 김상배, 『아라크네의 국제정치학: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도전』 (서울: 도서출판 한

울, 2014), pp.265-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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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측면과 서로 같은 기준의 행위자 사이에서의 ‘상호 작동성’을 제공

하는지, 더 나아가 다른 기준의 행위자 사이에서의 ‘호환성’까지도 중개

하는지에 따라서 네 가지 유형을 분류한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서 본다

면,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역할은 공급과 수요를 서로 연결시키고 매개

한다는 점에서 정보의 흐름을 중개해 상호 작동성을 제공하는 ‘연결자

(connector)’에 해당된다. 그렇지만 당시 새롭게 연결된 공급과 수요 측 

사이에는 언어적인 측면에서 번역뿐만 아니라 상업적 관행이나 제도 등

이 달라 ‘변환자(transformer)’나 ‘번역자(translator)’의 역할, 즉 호환성을 

중개하는 것도 필요했다.

그렇지만 서로 연결되지 못한 공급과 수요 측을 연결하는 것을 넘

어서서 적극적으로 소비시장에서 원하는 도자를 주문하여 교역⋅유통함

으로써 이하 절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새로운 세계시장을 형성하였다

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매개자가 중개의 역할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구조의 변동에도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서로 단절되어 있

던 산업구조를 새롭게 재편하는 데 기여한 것이다. 또한 엄밀하게는 기

존에 존재하던 유럽시장의 수요를 단순히 연결한 것을 넘어서서, VOC가 

본격적으로 대량의 중국도자를 유럽으로 수입함에 따라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수준의 소비패턴을 형성하여 새로운 소비지 창출을 유도하였다. 즉, 

연결할 대상을 구성하면서 동시에 매개하는 독특한 역할을 하였다.

2. 세계 도자 무역시장의 변동과 확장

1) 일본 데지마와 글로벌 유통망의 연결

16세기 말부터 아시아 무역을 장악하고 있던 주도세력이 포르투갈

에서 네덜란드로 점차 변화한다. 포르투갈에 비해 네덜란드는 VOC라는 

조직을 통해 체계적으로 아시아 무역을 이끌어나갔으며, 일본 나가사키

의 ‘데지마’는 동아시아에 대한 네덜란드의 적극적인 접촉 시도를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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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핵심적인 사례이다.119) 물론 VOC는 도자기 수출입만을 위해 아시

아와의 무역 네트워크를 유지한 것은 아니지만, 시장 형성을 위해서는 

유통 부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VOC의 역할이 크다고 하겠

다.120) 이미 이전 절에서 VOC가 동아시아의 역내무역과 역외무역을 매

개⋅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음을 살펴보았다. 특히 세계 도자시

장에서 일본산 도자가 유통될 수 있었던 것은 포르투갈과는 달리 네덜란

드가 안정적으로 일본과의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630년대부터 일본은 유럽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상당히 제한된 통

로를 통해서만 접촉을 이어갔다. 조선과 류큐와는 관계를 예전과 같이 

유지하는 가운데, 외국선은 중국과 네덜란드만 받아들이도록 정하였다. 

1616년에 유럽선의 기항지가 히라도와 나가사키로 한정되었고, 1635년부

터는 나가사키에만 기항할 수 있었으며, 그 역시도 나가사키 전역이 아

니라 ‘데지마’라는 제한된 공간으로 한정시켰다. 이 과정에서 먼저 일본

에 진출한 포르투갈이 소외되었는데, 이는 천주교 전파를 위한 선교활동

과도 무관하지 않다. 프랑수아 지푸루의 표현에 따르면 “선택적 쇄국”을 

선택한 것인데,121) 이러한 조건부 개방은 급격하게 이루어졌다기 보다는 

보호주의의 기조 하에서 외부와의 교역이 규제되어 온 오래된 정치적 과

정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하네다 마사시(2012)는 이러한 도쿠가와 막부의 

철저한 해외무역 관리가 정권의 권위를 확립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122)

한편, 하마시타 다케시(浜下武志)는 1630년대부터 1850년대에 이르

는 시기를 “선택적 개방(選択的開國)”으로 규정하면서, 중국의 후견에서 

벗어나 일본이 독자적인 질서를 성공적으로 구축했다고 보기도 한다.123) 

분명 명의 해금정책과는 상이한 부분이 존재하고 데지마를 통한 난학(蘭

119) 와타나베 요시로(2013)는 데지마를 중심으로 한 나가사키 항의 존재가 없었다면 17세

기 이후 일본의 도자기 수출이 왕성하게 일어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120) 17세기 유럽과 아시아의 교역의 70% 가량은 향신료 무역이었다.

121) 프랑수아 지푸루 (2014), pp.143-145.

122) 하네다 마사시 (2012), p.125.

123) 浜下武志, 『近代中國の國際的契機 : 朝貢貿易システムと近代アジア』 (東京 : 東京大
學出版會, 1990), p.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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学)의 수용이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 일본을 차별화시키는 요인이 되기

도 하였다. 『난학사시』에는 나가사키가 난학의 발전에 얼마나 핵심적

인 역할을 했는지가 드러나는데, “매년 봄 에도에 네덜란드 상인이 오면 

나가사키야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는 대목에서 나가사

키 상관에 대한 관심을 짐작하게 한다.124)

물론 기존의 중국 중심적인 질서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독

자 질서를 구성했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중화질서

를 벗어났다고 해서 곧바로 일본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질서를 창출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도자산업

에 있어서는 일본이 중국산 도자의 수급 불균형 상황에서 대체상품을 제

공함으로써 새로운 도자산업 구조를 만드는데 기여한 점은 분명하다. 또

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화백자와는 다른 종류의 상품을 선보임으로

써 단순한 모방을 넘어선 창조와 혁신을 보여주었다.

일본과 포르투갈과의 관계와 달리, 네덜란드와의 무역이 원활하게 

진행된 것은 크리스트교에 대한 적극적인 전도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 하

에서 일본인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데지마라는 제한적인 공간에서 교

역활동을 하겠다는 상호합의와 그에 대한 존중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데지마는 나가사키 지역의 유력한 25명의 상인들이 출자하여 1634년부터 

2년 간 건설하여 만들어진 인공섬이다. 전체 면적은 15,395m2이고 총 둘

레는 564m의 규모로, 부채꼴 형태를 지니고 있다.125) 현재 남아 있는 모

습은 주변이 간척되어 떠올리기 쉽지 않겠지만, 17세기 당시에는 인공섬 

주변은 모두 바다였고, 오로지 정문과 연결되는 다리로만 나가사키와 데

지마를 드나들 수 있었다. 전반적인 쇄국의 기조 하에서도 데지마가 지

속적으로 유지되면서 일본과 네덜란드 간의 무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데지마는 동아시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형태의 상관

으로, 일본이 VOC를 통해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안정

124) 이종찬, 『난학의 세계사: 중화적 세계를 넘어 일본이 유럽과 열대에서 접속하다』 (서

울: 알마 출판사, 2014), p.43.

125) Nagasaki City Board of Education, Geoff Neil (translated), DEJIMA, (長崎: 川口印
刷株式会社, 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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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통로를 확보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처럼 나가사키 데지마를 통해서 안정적인 유통망을 확보한 VOC

는 이마리 항에서 운반되는 일본산 도자를 배에 실어 역내무역 또는 역

외무역에서 교역품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 아리타에서 이마리 항까

지는 선박을 통해 운반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이마리에서 나가사키까

지는 육로로 사람이 직접 운반을 하거나 이마리 항에서 나가사키 항까지 

항로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두 가지 경로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126) 이

마리 항을 통해서 수출되었다고 해서 ‘이마리자기’라고도 명명된 일본 

도자는 사실상 나가사키를 거쳐서 VOC의 유통망을 따라 유럽시장에 수

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측면은 나가사키 데지마의 중요

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게 한다.

VOC는 단순히 생산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적극적으

로 ‘주문’함으로써 유럽시장에서 원하는 도자기를 생산하도록 유도하였

다. 당시 도자시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수요였던 청화백자뿐만 아니라 채

색자기까지 다양한 용도와 기형의 도자들이 상당수 주문⋅수출되었

다.127) VOC와 일본 사이의 최초의 접촉은 1600년에 이루어졌고, 이들 사

이의 초기 무역은 곧바로 일본산 도자를 교역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을 

통해 중국산 도자를 수입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정확히 어떤 계기로 

이마리 항을 통해서 일본 백자를 수입하게 되었는지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이나, 분명한 것은 VOC가 일본과 처음 접촉하던 시기부터 일

본의 도기생산 현황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가라쓰 일대에

서 도기가 생산되기는 하나, 중국의 백자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

지하고 있었고, 이후 일본 내에서 백자 생산이 확산되면서 일본 도자에 

대한 주문이 시작된 것이다.128) 이러한 측면에서 당시 VOC를 통한 무역

은 상당한 정보력을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126) 有田町歷史編纂委員會, 『有田町史』 商業編 Ⅰ (有田町, 1988), pp.132-135.

127) T. Volker (1971).

128) 1643년 초대 사카이다 가키에몬(酒井田柿右衛門, 1596~1666)이 처음으로 아카에를 

만들었고, 1646년 나가사키에 팔기 시작해, 1647년에는 최초로 수출되었다. 또한 1659년

부터 네덜란드 수출이 본격화되었다. 조용준 (2016), p.28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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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사람–재화 연결망의 확장

기본적으로 고급의 도자기를 생산할 수 있었던 장소가 제한적이었

기 때문에, 원거리 무역이 가능한 세계시장의 형성이라는 조건 하에서 

유럽에서도 본격적인 고급 도자기 소비가 가능해졌다.129) 이러한 원거리 

무역으로 얻은 도자기는 물류비용을 충분히 회수하고도 남을 정도로 높

은 가격을 매겼으며, 이러한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구입하는 사람들이 

상당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위치재로서의 도자기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며, 17세기 후반 도자기의 주요 수입국이었던 영국의 사례를 통해 

도자기가 지니는 희소성과 가치를 살펴볼 수 있다.

[그림 4-3]은 1675년부터 1725년까지의 시기 동안 영국에서 직업⋅
사회계층별 조사대상군이 어떠한 물건들을 보유하고 있었는지의 비율과 

수량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통해 아시아에서 수입한 

도자들이 유럽 사회 전반에서 어떻게 소비되었는지를 간접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130) 웨더릴(Lorna Weatherill)이 조사한 17개 품목에는 델프트

웨어와 같은 도기와 해외에서 수입한 중국 도자기(China)가 포함되어 있

는데, 이들은 분명 서로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3]은 17개 

품목 가운데 도자기류와 이의 대체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품목, 생필품

보다는 문화생활을 위한 품목을 위주로 9개 품목만을 선택하여 재구성함

으로써 새로운 시장으로서 유럽에서의 소비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림 4-3]에서 보유비율은 각 직업⋅사회계층별 집단 내에서 보유한다고 

응답한 비율이며, 보유빈도는 보유비율에 각 집단에 속한 응답자 수를  

129) 닉클린(Keith Nicklin)은 고고학적⋅인류학적 관점에서 산업단계로 접어들지 않은 비전

문적 또는 초보적인 수준에서의 도자기(특히 도기) 생산과 교역을 살펴보면서, 원거리 무

역(교역)을 통해 유입된 도자기가 해당 지역의 도자기 생산의 혁신과 문화적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닉클린의 연구는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고급의 도자기

(특히 백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으나,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생산된 낮은 단계의 도

자기 생산에서도 본고에서 제시하는 원거리 무역의 중요성이 부각된다는 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Keith Nicklin, “Stability and innovation in pottery manufacture,” 

World Archaeology, 3(1), 1971, pp.13-98.

130) Lorna Weatherill, Consumer Behaviour and Material Culture in Britain 1660-1760, 

2nd edition, (London; New York: Routledge, 19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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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하여 계산한 결과이다. 젠트리, 영농업자(Yeoman), 무역업 종사자, 수

공업자, 농부 순으로 각 집단의 조사대상들이 보유하고 있는 품목들의 

전체가치의 평균값이 높다. 즉, 젠트리는 320￡, 60￡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영농업자(Yeoman)는 165￡, 무역업 종사자는 162￡, 수공업자들

은 96￡, 농부들은 32￡이다. 

우선, 각 집단을 불문하고 자기에 비해 도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가 훨씬 많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이는 당시 식기류의 상당부분을 차지

하고 있었던 백랍그릇이나 접시와 비교했을 때에도 중국 자기는 상당히 

소수만이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직업⋅사회계층과 조사 대상들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전체물품의 가치가 높을수록 자기 보유빈도가 높음을 통해 당시 고

급자기 보유의 사회경제적 의미를 추정할 수 있다. 특히 무역과 관련된 

경우 중국 도자기 보유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점도 흥미로운 대목이다. 

아직 유럽 내에서 자체적으로 충분한 양의 고급자기를 생산할 수 없는 

시점에서,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일수록 동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유입된 

도자기를 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쉽게 추정할 수 있다.

유럽시장에 유입된 고급도자는 상당수가 유럽 각 왕실의 컬렉션으

로 자리하게 되었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프랑스의 경우, 루이 14

세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동양 도자기가 왕실에 소장되기 시작하였고, 왕

실을 중심으로 상류사회에 널리 보급되었다고 한다. 1673년부터 1715년 

사이의 왕실 소장품을 기록한 목록에는 약 900점의 동양 도자기가 기록

되어 있었다.131) 높은 매입가를 부담할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을 가진 왕

실과 귀족들이 동아시아 도자기의 핵심적인 수요층이었지만, 위에서 소

개한 웨더릴의 연구에서와 같이 유럽 사회 전반적으로도 동양 도자기에 

대한 관심과 선호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도자무역은 기본적으로 재화

가 이동하는 현상이지만, 생활필수품이 아닌 고급도자를 선호하게 되는 

문화적 취향이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는 문화전파의 양상을 내포하고 있

131) 신상철, “미술 시장과 새로운 취향의 형성 관계: 18세기 로코코 미술에 나타난 쉬느와

즈리(Chinoiserie) 양식,” 『미술사학』 25, 2011, pp.15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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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교역품과는 상이한 맥락을 지닌다고 하겠다.

[그림 4-3] 영국의 사회계층별 품목 보유비율 및 빈도, 1675–1725132)

132) Weatherill (1996), Table 8.2를 참조하여 필자가 재구성하였으며, 전체 조사대상 수는

는 N=2,31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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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러한 재화의 이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이동이 중

요하다. 교역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반으로서 무역로가 확보되어야 하고, 

이는 필연적으로 사람의 이동을 수반하게 된다. 오늘날과 같이 교통과 

물류가 발달한 시점에서도 기계가 완전히 사람의 이동을 대체하지는 못

하였다는 점에서 재화와 사람의 이동은 항상 연동된다고 볼 수 있다. 그

런데 본 연구에서 주목한 17세기 도자산업의 사례에서는 그동안 중국이 

독점해왔던 무역도자의 생산에 있어 새롭게 일본 규슈 일대의 가마들이 

경쟁자로 나섰다는 점이 특이하다. 도자기라는 재화의 특수성으로 인해

서 기록된 형태의 기술이 아니라 숙련된 도공이 직접 이주하여야만 기술

이 전파될 수 있었기 때문에, 기술과 사람의 이동 역시 연동될 수밖에 

없었다.

구체적으로 도자기라는 재화의 이동과 교역은 문화적 수요와 함께 

도자기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이어졌고, 사람(도공)을 

매개로 한 기술의 전파를 통해 요업지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즉, 한반도

에서 일본으로 이주한 도공들이 전파한 백자제작기술이 중국에서 전파되

어온 상회기술과 합쳐지면서, 일본의 미감을 담은 혁신적인 상품으로서 

아리타⋅이마리 도자기가 만들어진 것이다. 기술과 문화가 담겨 있는 도

자기라는 재화가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글로벌 유통망이 일본의 나가사

키 데지마라는 창구와 연동되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었고, 이는 

다시 유럽인들, 특히 독일인들에게 도자기 생산의 기반을 제공해 주었다. 

정리해보자면, 기술–사람–재화가 긴밀하게 연동되면서 전파되었고, 이를 

통해 초기 세계화의 모습을 보이는 세계 도자시장이 형성되게 되었다. 

특히 이러한 전파과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매개⋅중개역할을 한 것이 조

선 도공들과 VOC이다.

물론 세계적인 수준에서 원거리 무역이 이루어진 것은 17세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15세기를 전후하여 원거리 항해를 할 수 있

는 항로가 개발되었고, 네덜란드 이전에 포르투갈이 이미 이 항로를 이

용하여 동아시아에 진출한 바 있다. 그렇지만 본고에서 세계 도자 무역

시장이 새롭게 확장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육로와 해로를 포함하여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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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로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을 넘어서서 해당 경로를 통해 재화와 사람이 

상당한 규모로 정기적 또는 계속적인 이동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접

근하였기 때문이다. 17세기 이전에도 물론 소량의 동아시아산, 주로 중국

산 도자가 이슬람을 넘어서 유럽에까지 이르기도 하였지만, 지속적인 교

역을 의도한 조직적인 상행위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즉, 17세기 VOC

의 교역을 바탕으로 유럽에서 아시아, 아시아에서 유럽에 이르는 원거리 

항로가 본격적인 무역로로 활용되고, 이들 지역을 아우르는 ‘시장’이 형

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도자기라는 산업혁명 이전 또는 전근대(early modern) 대

표적인 상품이자 무역품이 어떠한 과정으로 생산⋅유통⋅소비되었는지를 

분석해봄으로써 동아시아 및 세계정치경제질서를 분석하는 논의를 시간

적으로 확장시키려는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분석대상으로서 도자기라는 

재화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현대적 의미와는 달리 느슨하게 조직되

어 있던 전근대 산업구조를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전근대 시기 도자기 산업구조는 ① 기술⋅인력 이동의 네트워크, ② 유

통 및 무역 네트워크, ③ 소비문화의 확산, ④ 정치⋅제도적 조건, ⑤ 물

질적 기반의 다섯 층위의 분석수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중층적인 구

조로 파악할 수 있다.

17세기의 도자산업 및 무역시장의 변동은 전체 도자사에서도 중요

한 결절점으로서, 기존의 중국 중심적 또는 (공급)독점적이었던 시장의 

구조가 새로운 요업지와 소비지의 등장으로 보다 경쟁적이고 다변화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중국 내의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고급도자의 수급이 불안정해진 반면, VOC를 위시로 유럽시장의 새

로운 수요가 전면적으로 등장하면서 발생한 경제적 의미의 수요–공급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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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중국 이외의 요업지에서도 고급도자가 부분

적으로는 생산되고 있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라는 관점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효과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일종

의 네트워크 상에서의 구조적 공백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중

국의 생산독점적인 시장구조와는 별개로 도자 무역시장 자체가 상당히 

느슨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요 공급처인 요업지 하나의 불

안정으로 인해 전체 시장에서의 초과수요가 발생한 것이다.

물론 당시 경덕진요가 지니고 있던 위상을 고려한다면, 상당량의 

도자를 공급하고 있으면서 중국 내에서 도자산업을 선도하고 있었기 때

문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느린 속도로 기술 전파가 이루어지면서 고급도자의 요업지는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심원의 형태로 확산되고 있었기 때문에 경덕진요에만 

의존했어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당대의 최첨단 기술이 집약

되어 있는 재화인 만큼 공급독점적인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는 하

지만, 일본 도자가 등장하는 국면을 통해서 점차 중국의 공급독점이 유

지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일본 도자가 세계 무역시장에 전면적으로 등장한 것은 기술의 전

파와 혁신을 통해 후발주자이지만 소비지가 확대되고 기존의 선발주자가 

부진하여 구조적 공백이 발생하는 기회의 창을 활용함으로써 단기간 내

에 입지를 확보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일본의 도자, 특히 아리타⋅이

마리 도자기는 일본이 도자생산의 후발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수출

시장에서 거래되던 청화백자와 더불어, 이와는 차별화된 상품을 내놓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붉은색의 채색자기는 청화백자와는 분명히 다른 미

감과 취향을 담고 있는 새로운 혁신제품이었다. 또한, 일본은 데지마로 

상징되는 선택적 쇄국정책을 바탕으로, VOC의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와 

안정적으로 연결되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였다. 

물론 이러한 일본 수출자기의 급부상은 경덕진이 정상화되면서 일시적인 

것으로 그치게 되지만, 그 이후에도 이마리 양식의 도자기가 꾸준히 선

호되고 중국마저도 이를 모방하였던 만큼 도자시장에 남긴 족적은 상당



- 102 -

히 크다고 하겠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국제정치경제적 함의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세계시장이 확산되고 거래되는 재화가 다변화되어 풍부한 

소비⋅물질문화를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기술의 전파가 중요하다. 첨단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현대에서는 물론이거니와, 17세기

의 전근대 맥락에서 역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을 

어떤 행위자가 보유하고 있는지가 해당 산업을 선도할 수 있게 된다. 더

불어 그러한 기술의 보유는 또 다른 기술이나 재화를 발명할 수 있는 기

반이 되기도 하는데, 현대적 의미의 R&D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최첨

단 기술의 축적은 분명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과학기술의 혁신은 정치권력의 성장에 물적토대를 제공한다. 본 연

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도자산업의 변동이 도자기술의 전파와 밀접하

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도자기 제조기술의 ‘유출’이라는 관점에서 

이 현상을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더 나은 기술을 흡수하고

자 하는 수요에 의해 도자기 제조기술이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에 대해서는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전자는 기술을 독점적⋅과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측의 관점을 반영한 용어이고, 후자는 새롭게 기술을 흡

수한 측의 관점을 대변하는 용어가 개념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의 공급자와 수요자의 두 관점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17

세기에 이루어지는 동아시아의 도자산업 변화 양상을 기술의 ‘전파’라는 

시각으로 접근하였다. 유출과 이전의 측면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동태

적인 과정으로서 기술과 기술자, 기술집약재의 이동을 동시에 살펴본 것

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격적인 산업화와 세계화가 이루어지기 이전 

시기에서도 기술–사람–물자의 이동이 중첩되면서 보다 두터운 무역시장

이 형성되었다.

둘째, 산업구조의 변동에 있어서도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치적 

환경 및 변화가 상당히 중요하다. 사실상 17세기 도자기 산업의 경우, 임

진왜란이라는 정치적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조선의 도공들이 대규

모로 일본에 이주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서양과는 달리,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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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에서 이러한 수공업과 관련된 기술은 대부분 기록되지 않고 사람 대 

사람 사이에서 전수되는 도제식으로 전달되거나, 설사 기록된다고 하더

라도 국가에서 관리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결국은 고급 기술을 체득한 기술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기술

집약재를 생산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굳이 바다 건

너 일본으로 이주할 유인이 없었던 조선의 도공들이 과연 임진왜란을 통

한 폭력적⋅강제적 이주가 없었더라면 일본 도자사와 글로벌 도자기 산

업의 향방이 어떻게 되었을지는 쉽게 생각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설사 일본이 자체적으로 청화백자나 채색자기의 생산

에 성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효과적으로 유통⋅판매할 수 있는 글로

벌 무역네트워크와의 연결이 확보되지 않았더라면 일본 도자기의 부상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는 당시 동북아시아의 주요 3국이 대부분 쇄국과 

해금정책의 기조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만이 데지마라는 독특한 소

통창구를 마련해 두었다는 점이 일본 도자기의 부상에 큰 역할을 하였다

고 볼 수 있다. 외국인들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부분

적으로 교역을 통한 이득만을 취하겠다는 막부의 판단은 다분히 정치적

인 것이었다. 또한 이러한 일본의 독특성은 상대적으로 기존의 전통질서

의 중심에서 멀어져 있는 가운데,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 볼 여지가 상

대적으로 컸음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도자무역이 문화적 교류와 전파의 측면을 가지고 있기

는 하지만, 이것이 정치경제적인 동기와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다는 점

을 본고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후발주자의 추격을 위해서는 기본적

으로 선발주자에 대한 모방(imitation)에서부터 출발하여, 이것이 축적되

면서 혁신(innovation)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과

정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모방을 하고 싶어 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문화

적 동경과 선망, 소유욕이 전제되어야 한다. 어떤 도자 컬렉션을 보유하

고 있는지는 곧 부의 상징뿐만 아니라, 동양 문물에 대한 안목과 고급의 

취향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로 작용했다. 이러한 특성이 영향을 미쳐, 도

자산업의 경우에는 특히나 고급 또는 선진문화에 추종하려는 사회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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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분위기, 최소한 문화적 욕구를 마음껏 표출할 수 있는 지배층에서

의 소비가 촉발되어야만 적극적으로 재화와 기술, 인력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게 된다. 결국 이러한 동기의 근원에는 고급의 문화를 향유함으로

써 얻을 수 있는 상징권력에 대한 갈망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한편, 기존에 이미 높은 수준의 백자를 생산할 수 있었던 조선이 

아니라 일본이 도자산업의 구조적 공백을 활용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여전

히 의문이 남는다. 임진왜란을 통해 규슈 일대의 가마들이 조선의 사기

장 또는 도공들에 의해 발전하게 되고, 이들이 기반을 다져놓은 덕분에 

일본의 도자산업은 1650년에 이르면 유럽이라는 새로운 시장에 수출을 

할 정도로 급부상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도자산업의 성장이 18세

기 이후 일본의 메이지 유신과 경제적 성장의 근간이 되었다고도 주장하

면서 17세기 일본 도자의 부상을 중요한 사건으로 다루기도 한다. 그런

데 일본에 조선의 도공들이 납치된 것은 임진왜란 시기만은 아니다. 그 

이전에도 중국과 조선들의 도공들이 일본으로 넘어가 자리를 잡고 있었

으나, 유독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의 도자산업이 급진적으로 전기를 맞이

하게 된 것은 분명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사건 속에서 조직적으로 대규모

로 조선 도공들이 납치되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방증한다.

임진왜란 때 조선의 도공들이 납치되지 않았다고 해서 조선에서도 

일본과 동일한 형태의 산업 발전이나 근대로의 변화에 단초를 제공하였

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거의 없다. 만약 일본으로 다수의 도공들이 

잡혀가지 않았더라면 일본의 도자 산업의 전기가 당장에 마련되지 않았

을 것으로 추측할 수는 있으나, 역으로 조선에서 유럽에까지 수출할 수 

있는 도자 산업의 발달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뒷받침된다.

첫째, 당시 조선에서 주로 제작되면 기물을 살펴보면 일본 규슈 지

방에서 만들어지던 청화백자나 채색자기와 같은 형태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여전히 고고학계와 미술사학계에서도 의문으로 남겨져 있는 부

분은 중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왜 조선에서는 상대적으로 화려한 채색자

기가 크게 유행하지 못하였는가 하는 부분이다. 청화백자의 경우는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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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예를 쉽게 찾아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아리타⋅이마리

의 가키에몬과 같은 형태의 도자가 생산된 예는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조선의 대표적인 백자는 청화백자나 채색자기가 아니라 달

항아리로 대표되는 순백색의 소박하고 간결한 기형이 쉽게 떠오른다.

둘째, 설사 중국의 영향으로 청화백자와 채색자기가 활발하게 만들

어졌다고 하더라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유럽에까지 이르는 세계 유통망에 

조선이 접근했을 가능성은 낮다. 17세기 전반적인 동아시아 국가들의 쇄

국정책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중국은 공통적으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라

는 유통망의 한 지점을 보유하고 있었다. 광동과 나가사키는 초기 세계

화가 진전되고 있던 시기에서의 글로벌 유통망의 동아시아 거점을 담당

하면서 세계적인 네트워크의 일부로 편입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당시 조

선은 이와 유사한 형태의 부분적인 개방을 한 항구도시가 단 하나도 존

재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유통망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던 유

럽인들에게 있어서도 조선은 잘 알려져 있지 않거나 매력적인 교역 상대

국이 아니었다. 하멜과 같은 인물은 자발적으로 조선을 찾기 보다는 ‘표

류’라는 통제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해 ‘우연히’ 조선을 찾게 되었던 것

만 보아도 이 당시 조선이 초기 세계화 단계에서 얼마나 배제 또는 소외

되어 있었는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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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mergence of Japanese Porcelain and 

Dynamics on Trade Market Transformation 

in 17th century

- Political Economic Approach to Technology and 

Culture Diffusion -

Kim, You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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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political economic mechanism that 
changed the global porcelain market, focusing on how Japan so quickly roes 
as a new supplier of high-quality porcelain in the seventeenth century. In 
order to understand the nature of the porcelain industr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not only cultural and economic factors but also the political and 
technological factors. Sudden appearance of Japanese porcelain on the global 
trade market was not just due to historical coincidence but a combination of 
four factors, such as political change, technology diffusion, cultural desire, 
and market expansion. To provide an exact overview of the change in the 
situation, political dimension should be emphasis, and the political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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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could not be distinguished from other factors. In other words, those 
factors are combined tightly by the medium of politics.

In the early modern era, the Chinese-centric structure of international 
porcelain industry was maintained until the seventeenth century. Jingdezhen 
have had an important position in the Chinese porcelain industry, since the 
Yuan Dynasty, organized as a cluster of porcelain producers centered around 
the imperial kilns. The Blue-and-white from Jingdezhen gained a reputation 
especially from the Islamic world. In 1636, the Qing Dynasty was founded, 
and eight years later, in 1644, the Ming Dynasty had collapsed completely. 
The chaos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was triggered by weakening central 
ruling power, causing great and small violence, such as warfare and 
rebellion. It directly hit the Jingdezhen facilities, and official kilns were 
closed until 1654. It affected serious instability on porcelain supply.

The first that a significant amount of Chinese blue-and-white was 
imported and introduced by VOC, the East India Company, to the market 
was in 1602. After that, demand from Europe had been increasing but a 
sharp contrast was drawn between increasing demand and decreasing supply.  
The global trade network provided by Dutch merchants was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to completed the Asian porcelain industry transformation.  
Therefore, the imbalance between supply and demand was followed by 
temporal ‘structural hole’ on global porcelain market. To successfully fill 
this vacuum of porcelain supply, the Japanese were able to provide 
high-quality and desirable porcelain which suited consumers’ tastes based on 
two ‘brokers’, that is, potters from Korean Peninsula and VOC’s trade 
network. Also, new suppliers and distributors had emerged on the global 
porcelain trade market in seventeenth century, and the global trade market 
consisted of technology–people–goods network was enlarged.

 For this, the technology and cultural diffusion should be considered 
as important background on porcelain production. Not only Japanese, but 
other kilns had preferentially transferred technology through Chinese potters. 
The Japanese case was distinctive because it was driven by war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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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and 1597. There is little evidence that 
shows the immigration potters from China to other countries, but organized 
and violent forced migration of potters like in the Japanese case was beyond 
doubt.

Especially interesting part is that although Chinese blue-and-white had 
taken primacy on the global market since the Yuan Dynasty, among 
Japanese export porcelains, a unique style came into the spotlight. Kakiemon 
or Ko-Imari style, the first Japanese polychrome porcelain, emerged in 1640s 
and 1650s. It was created by a combination of Korean technology regarding 
white porcelain and Chinese overgalze skill. Overglazed with vivid red and 
gold, Kakiemon porcelain drew a distinction from blue-and-white, and 
European ordered polychromes like Japanese even from Chinese kilns in 
eighteenth century, called Chinese Imari.

The chance to approach the global market for Japanese was driven by 
the selective closed-door policy. Dejima was an unusual port city in East 
Asian, and this channel enabling communication minimally for Japanese with 
the outside world could contribute to develop new political and intellectual 
groundwork as well as stable trade with Dutch merchants. This is the main 
reason for Joseon porcelain had not been exchanged globally although 
Korean could produce more advance porcelain before the mid-seventeenth 
century.

Keywords: Porcelain, Technology and Cultural Diffusion, Japan, China, 
Joseon, VOC, Network

Student Number: 2015-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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