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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安 海底 沈沒船 내의 中國 홉짧 

李 德 金·댐 忠 義·鄭 甲 캘 

(c1"國社현科學院考 ~Ili다究所) 

1976년 韓國 新安 海底에 서 沈랩船 1척 을 발견 댔 다. 보도이1 의 하만 침 

몰선 속우로부터 7, 168점의 遺物을 건져냈다고 한다. 유물줌에는 6, 157 

점의 좁器가 있는데， 그중 좁종가 3 ， 466접을 차지하고， 白효는 2， 281점， 

黑째좀(天目해]) 117점， 훌딘3환系숲 79점， 기다 附숲器 574점이었다. 그밖 

에 金屬器物 230점 이 있는데 , 그중 좁해器가 130점 으로 좁鎬製의 춧대 • 

香盧 • 저울추등이 있고， 黃최폐製의 鏡랬과 鐵鋼가 있다. 와]錢은 33꾸러미 

록 요두 10만6천個었다. 가타 448점에는 둡절구·淡器·부채 ·水品」싸· 

바둑판 • 胡廠 • 桂皮 • 냐우상자 등등이 있었다. 上述한 유물들은 51揚者

의 추산에 의하면， 기껏 침몰선 내 화물의 1/3을 차지할 뿐， 아직도 2/3 

의 화불과 船體는 여전히 水深 20m의 해저애 있다고 한다. 

6 ， 457접의 죠器 중에서 3접이 한국의 숲器인 외에는 나머지 전부가 

중국의 숲器이다. 이 숲器들의 발견은 사란들의 주의와 흉미윤 일으켰 

다. 아래에서 우리는 이 i중器들의 제작년대 및 그것들이 소속한 쫓系와 

쫓口에 대해 약간 분석하겠는데， 實物을 보지 못하묘로 단지 이미 본 

사진판에 보이는 숲器의 造型과 外觀에 따다 중국내에서 발견된 古f~ 'tt

器와 對tt해 나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침몰션 내에서 발견된 좁器는 쫓系로서 구분하떤， 龍싸현系의 휩·갚， 

景德鎭쫓系의 影좁좁(좁白짚라고노 한다)， 樞빠쭉와 白쉰， F뒀1+lt"系의 

白빼精彩， 白￥버뿔、彩와 黑뼈l갚， 둠닫4、1'1갚: fL잃， 建;?의 씬trJb!t C:k면 fi라고 

도 한다)， 錫줬系의 錫￥없좁 및 용흉隔ô. 黃隔色 휴은 !~(~Ô*fÉ의 *다짚등。l 

있다. 그종 수량이 가장 많은 것은 龍평꿨系 춤짧와 뭘德鎭줬系의 影륨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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꿇 • ;悔府숲와 白줍이녀 

1. 龍果뚫系의 좁훌 

龍웰좁f장의 주요산지로는 얘îTU랩 鎭횡縣이 중심이다. 元代에 약료러 

서는 龍첼땀의 大FX 이외에도 慶7c縣의 낀‘디 • 械堂 일대로 확대되고， 

득혀 龍옮縣 동부에서 麗水縣의 l짧江 兩뚱;까지는 평址가 더욱 멜칩해 

있다. 거1 다기→ 電和縣과 圖江 하류의 永嘉縣에셔도 憲址가 발견 되 었다. 

총수가 150여개소 이상에 달한다 11 규모가 크고 범위가 넓기르 前代블 

초웰한다. 罷핑폈카 歐江 兩델ξ로 말전함으로 인하여 운송·판매는 크 

게 펠리해 졌고， 득히 宋代이래 溫m에 市船사를 둔 이후부터는21 더욱 

龍뤘깜짧의 외부 관머}플 위해 극히 유리한 조건이 제공되 었으니， 이것 

이 바로 뚫강k雲의 발잔을 더욱 측진했다. 

i빼江省 따4깨館은 龍값덤址의 분3ξ에 대하여 여러차려l 의 조사플 진행 

하고， 아윷러 大쫓등處의 폈址블 발굴해 서 , 우리 들에 게 각 시 대 의 龍장￡ 

씀월 F흉!돼의 발전}중列 및 그 득칭에 대해 바교적 명료한 안식을 가지게 

랬다. 근년래르 각지의 퍼펑:캘속에서도 宋 • g딩간의 적지 않은 g틀장￡겸월 

3증器를 출토했으며 , 튜i>l 元 大都의 발굴은 풍부한 元代대=1願期의 龍폈 

1) 龍:果쩔 및 그 풀로된 숲器늪 朱{떠課. <龍꼈홈중Ef핍史) (未페鎬) • ;m江省훤g 

工業廳， ψf江省x物管理委員會， 故宮i專物院 合編〈龍7'Jl람좁〉， 갖;物出版社， 
1966年; 朱 I1티讓 • 코士倫， <생~江省龍꿇휩짧黑址調f얄發t'ffi的主흥용收獲)，<갖;物〉 

1963年 11해 2Tlc1 ; 金祖 Dl. ‘龍폈뚫口 좁좁쫓址調좁듭디略)， <쯤古> 1962年 • O 
j펴 535 ß'l등을 보랴 . 

2) 溫써 l'i1 ~~1務 71- 안서] 시작되었는지는 未詳이다 I휩宋 給興 1W年에 。1 "'1 핍l 

j• l 市船務가 있었으니<宋會흥칭輯鎬〉 職官 44의 15 “紹興 3年 6月 4日戶部

官" 同랍 職官 44의 24. “紹興 15年 12月 18 日訊” 兩條를 보라. 01 市뻐 
務는 행元 (119"년) 이~.에1 폐지도1 앗!、는비， 침해갇 (1퍼 1111忘) L{t' 6 깎조 7C初 

싸)+H mJUfi 떠릅 디→λl 간륙}이이， 곧 않파 (IIII:IH) 내 I:El 만꾀있으니<피써，-， 

ßt .í딪忘 2) 1'\1뻐條릅 보이 . 그펀페 도 溫사의 창구는 폐 기 하지 않았으나 , 

〈혈腦댐‘土記〉의 著:홉 쩌뚫값은 픈 元貞元年(1295년) 溫:J[‘[어l 샤 출향한 것 

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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쫓 강잖器의 표본을 제공하여 31 우리들이 챔몰선 내의 龍;쩔좁찮틀- 분석 

할 조건을 만들어 주었다. 

칩몰선 내의 龍첼춤숲의 器形은 걱j-장하여， 이미 일상생활용의 짧·高 

足施 • 짧 • 쿨훌=/'t' 盤 • 洗 • 縣 • 執뚫 • 經〕땀 • 솜 • 藥觸 • 視j뼈등 器物。1

고， 또 진열용외 빠 • 爛 • 花益 • 花펴i과 홉鍾像등도 있다. (圖版 二，

。1
λλ 

6) 

천몰선 내의 IJ 함이 둥글고 따部가 비스듣하며 R웹足이 짝은 해은 }딩 

탬폰 내외에 모두 救홈힘을 하여， 

月 • 縣技~i판등의 ffR節이 있고， 

外慶엔 5공救 • ~뚫離쨌， 內慶엔 j핏花 , l1￥ 

어 떤 짧內엔 “上色홉j띠J) 4자의 먹글시l 

가 있었다. a효救은 일반적으로 口;삼 外部에 장식되어 3， 4캐의 평행선을 

긋는데， 합級위에는 

迎 外塵의 運꽃잎은 

새긴다. 磁

폐花꽃잎 

等距離로 3개 의 짧고 비 스듬한 線級을 

가늘고 긴 행패플 나다내고， 어떤 갓은 

비슷하다. 圓層盤위에도 이같은 故節의 특징이 았다. 이같은 특정이 있 

는 좀器는 元代 龍없쫓의 典型的 器llIl이 며 , 龍징손렀;김1:와 元 大홉15遺bl:에 

서는 일상 보는 것이다. (圖一 ; 圖때二， 3-4: 三， 1-2) 

침몰션 내 高足뼈의 器型에 는 兩種이 있으내 , 한 가지 는 나판형 돼 f쩔 

足이다. 이런 器形은 元 大都 遺址에서 이전에 대량으로 출토되었다. 

또 한 가지 뻐은 口 륨이 풍끌고 많部는 갚은더1 HuM편이 ;ι 二:L " 고「 .:::c.. u -，--걷흐」→， 

高團足의 허라는 더욱 가늘다 。l 런 형식의 G짧은 龍똥책址에서 흔히 보 

게 된다. (圖 1펴 三， 3-4) 

장식되어 。1 프二 
M 1....: 침몰션 내 했口삶의 外n횡뭔뿜 상에는 重羅된 運뼈많￥)):01 

이 것은 元代 中願期에 출현한 ~tWíi으로， 龍fa:월址와 데， 元代평基중얘 

서 흔히 보는 것이다. 北京 元 皇짧3년첼에서 출로된 썼디삼 갚은 것은41 

3) 中國科學院 考古班究所， 北京市文物管理處 元大都풍퍼隊， <파太都的 ~;JJ察j:b~ 

發鋼>， <考古> 1972年 1期 19頁 <北京後英房피代居住遺tJD ， <考古) 1972 
年 6J댐 2頁 <北京西綠따同쭈lJ後tJk園的 JC{~힘감;週:hl:)， <考古) 1973年 5期

279다 ; 따펀<記元大떼바土깅[物)， <칸‘ I~) 1972조f. 6뺏 23됩:;j，: .:t중에 얀 
급→헨 7G );:m\ 춤토의 땀4끼우 센 딱깐 • 」Lr 꾼이 외 에 )E, < fL/k 원1\월꽤젤 ;9〉 

(未1'U) 릎 함께 보라. 

4) 北京市出士文物展賢展品. 이 번 봤빨의 情ì~에 관해 서 는 첼틀、 • 휩英會， <北
京市出士文物展覺필禮>， <깅〔物) 1978年 4期 23頁을 보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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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즉 그 --例。1 닥. (圖{펴四， 

침몰션 내 료E盤形의 줍원:tl도 元f~얘 유행 한 양식인데， 元 大鄭 遺址와 

龍횡설월址에 서 모두 말견된 다. 그것들은 침몰선 내에서 나온 형식과 비 

슷하다. (圖二)

침몰선 내의 盤의 형석은 n 탐。l 둥글고， 口쉰이 곧은 것과 구부껴진 

젓 두 가지 가 있는데 , 어 떤 큰 盤의 구부려진 며감에는 變形을 방지하 

기 위해 연 꽃앞등의 형상을 만들었다. 盤익 장식 수법으로는 刻花， 印

花‘， 貼花가 있다， 무늬 로는 繼技救죄 • 쩌花 • 끊花 • 卷펠 • 龍 • 鳳 • 雙魚

등이 있다. 

현했으나 

龍·鳳·雙魚등과 같은 몇 무늬는 

元代에 이르러서야 아주 盛行하게 

Bl 록- 南핏시대에 이미 줄 

되 었다. 더우기 침몰선내의 

어떤 盤의 속이나 밑바닥에는 먹클싸나 새긴 분자가 있었으니， 이플테 

면 盤 밑바닥에 “使司帥公用”이라 새기고， 속에는 仁盤口口등 字를 먹 

으로 쓴 것이다. 이러한 盤의 형식과 救節은 元 大都 遺빠와 龍왔￡줬址 

에서도 대량우로 발견되었다. 河北 磁縣 南開河村의 元代木船 속에서 

발견된 대 량의 좀器 가운데 바로 龍果運辦盤이 있었다. R행縣에서 발굴 

한 木船은 “「땅德分省 種船”이 고， 매의 연대는 툴렴없이 元 至正 12년 

(1352년〕 이 후이 다 5) (\펙 1띄一， 1• 4 ’ 五， 1-4) 

검몰선 내으] :熊段洗(흑은 훤花쉰{~， 315B 洗<i고도 한다)는 口部에 꽃옆 

모양을， R창원땅에도 꽃잎 형태플 만들고， 外편 중간부분얘는 한바퀴 모난 

돌기(러移)카 장식되었다. 이같은 

元 大都 遺j쉰:와 龍장Z측젖址에 서 

元代의 전형적 洗〔셰연기)는 

늘 보는 것이다. 

器形으 

퍼드-， 〈圖}없二， 1• 2) 

천볼선 내엔 또한 隨망 좁58테r도 나와 있는데 :l 중 최대의 것 Fd 

밀바닥 안에 

“元字梁}감參號SlZ 

위에는 연꽃잎 모양 뚜껑이 있고 

다른 1점은 밑바닥 발(底足)위에 

은 }1\t쫓샀을 따 았으며， 

논 細藥을 발랐다. 

(J1T1') "이 떤→ 7남즈의 벅균서 기 있다. 찌!의 T밑바l껴 1 딘 J 빠가드라난 3:1_ 。
‘λγ1느 

껴~~~Lð을 rrl 녀 , 즉 이 튼 비- “朱f녕?底” 이 다. “朱1沙!값’는 jjE) 종의 Jl]교적 

5) 磁縣잣;化節， <河北磁縣南閒河元代木船道::W:發빼f핍報)， <考려> 1978年 6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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鐵을 많이 힘 유한 뿔金土가 醒化l힘을 동해 굽고 冷휘1권 우， JJ쉰줌의 嚴

化錄이 2차로 醒化하여 형 성 된 것 이 다. 元 大都 週址와 치딘}%;r址의 많 

은 器物에는 모두가 이같은 특정이 있다. (圖版 六， 3-5) 

침몰선 내의 龍황효器로 비교적 특수한 것은 뿜流의 洗(흑은 Illl라고 

도 한다)， 盤 중심에 梅花가 붙어 있는 盤과 小熾등에 있어서， 규율 있 

게 분포된 陽色願을 細 만에 넣은 것이다. 이같은 빼藥 바르는 수법은 

元代 龍없뿔製 짧器의 工A이 東핍 좁좁의 喝色彩플 넣는 처리법을 흡 

수하여 창조한 것 이 다. 龍장￡2천址 중에 는 비 록 출로 수량은 많지 않A나， 

그래 도 元代 특유의 觸色‘ 장식 이 다. (圖版四， 4) 

침몰선 내 麗뿔옵흉뼈의 종류는 매우 많아서， 섣~!주빠， 1원L耳1m. 總校

줍救象耳組， 盤口長짧뾰， 五管뼈(花揮이라고도 한다)， 白菜뾰L(곧 짧花 

形 環耳뻐)， 옛것을 본뜬 尊形施， 實耳}따， 앞口 M1t， 雲龍救뻐， H햄뾰t， 캠t 

1*小組 및 B싫身部에 總技花차(草木)을 장식한 大花}뻐 모두 10여종이다. 

I렌耳)힘과 魚耳)따은 器形이 비 슷하나， 賴部에 하냐는 雙鳳耳‘를 장식 하 

고， 하나는 엽을 벨라고 뛰어오르는 魔魚耳를 장식했으니， 이같은 器形

은 옛것을 본돈 貴‘耳빠， 尊形뻐， 五管)따， 雙耳街環411꽤펴따 등과 함께 

龍뽕3원址에 서 모두 발견되 었다. 南未 째 부터 대 량생 산하게 되 고， jf;f\:; 

에 i휩未의 風格을 이어 계속 우워내서， 당시에 한영받았던 器lIIl아니， 

침볼선 내에 발견되는 갓은 매우 자연스런 사정이다. ([웹版二， 5) 

염홍技1t.i댄 大1t.l따의 무늬 득진 은 짧홉ß에 rtt救을 장식 하고， 또 둡가 한 

花젠 한 그푸릎 장식한 것도 있으며， J및部에 繼Ht41n~~ 휴은 總技遠花

救을 새기고， 下{평部에는 가늘고 긴 運辦級으록 떼받쳤다는 것이다. 花

빼은 形體가 高大하고(침몰선 내 最高의 것은 64cm이다). 빠짧이 R홉重 

한 특징을 가치고 있다. 이런 大型 器物은 龍폈쫓에서 7t代에 바로소 

출현하는 塵品이다. 元 大都 遺址와 內쫓古 I탠和펙特m 교에 白뺨村 지 

하칭고 遺址에서 모두 발견되었다， 內뿔î5에서 출토펀 3점의 花뼈은 

“已멜年”이라 기록한 짧폐 香뼈와 힘께 니·온 것이닥 61 이 “已西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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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 至大 2년(1309년)임에 닫핍없다. 꿈E↓X것으} 太{t~1i온 이 “己멤年” 

香輝와 연대 차이가 그리 크다고는 생각펴지 않는다. ([원)바 六，

1-2). 

또 玉편春)iJ[이 1점 있는데 , 몹통 전체 에 둡기 무늬 가 장식 되 고， 정떠部 

이1 細IfX救 3줄。1 있 o 며 , n찾部에 는 雲龍救， 맡 바닥 가까운 부분엔 海濤

敬이 있다. 그 器形 • 무늬는 北京 海搬 ~t'!Z fpJ의 π 멜‘짧 속에서 나온 

龍없 좁짧빠과 완천히 같다.7) (圖版 4, 4-5) 

침몰션 내의 香爛의 종류도 몹시 많아서， J갔救三足爛 • 청管足魔 • 휩式 

輝 • t土)만政뭘k足爛. 八좌gj1}式짧 • 옮파爛 • 造花쨌六겹j爛 • 강강花 휴은 總技

뚜土판救 짧式J觸 등등이 있다. 휩式l輝는 피때l뿜-룹 본뜬 것이다. 합救三足 

觸 • 八封鼎式觸 • 챔花 폭은 體技싼F}qfi花 띔式;觸는 형 식 이 비 슷한데 , 

역시 옛것을 본뜬 뽑形이다. 이런 형식의 뼈는 南*때에 이마 춤현히고 

元代에 계속 구워서， 龍챙뿔址 • 元 大都 펴iJI와 %f~ 햄裝내에서 모두 

흔히 보는 器物이 다. 福建 굉州의 元 至大 3년 (1310년)꿇 속에 서 흙]흐 

된 ßI~花옮式짧 2점 8)은 침몰선 내의 옮式路와 )봐格。1 알치한다.(1團뻐 띠， 

3; 七， 1-3). 

상술한 침볼선 내에서 말견된 龍생 합좁밟의 형식 • 무늬로부터 분석 

하면， 대부분이 龍첼縣 大쩍의 f촬品임에 틀림없으니， 이릎테띤 짧 • 盤·

삶 • 織 • )따과 執훤등， 더우기 그 합大 • 텐重한 大花Jrκ • 大減， 口쩔이 

큰 盤등 器物은 大黨에서 생산한 것이 비교적 많다. 龍핑縣 大폈의 기그 

代 塵品의 득장 은 船의 質이 精細 • 堅固하고， 미커의 ëol 백 색 속에 청 

색 이 감돌며 , 關足은 “朱妙底”끌- 나타내 고， 빠현좋은 다 듬어 서 매 끈-매 끈 

하며， 造型이 단정 • 대뱀하고， 구부러진 곳이 선명하고， 園足뿔이 수직 

6) 內豪古‘博物館 李作집<呼져]浩함rIJ東짓ßlli士的幾件元代죠器)， <文物) 1977 
年 5期 75頁.

7) 北京다J出士文物展覺展品. 또 〈文物) 1978年 4期 23頁을 보려 . 
8) 陳家掛， <福建省南安播山獅發現元代염’1}(幕舞)， <文物參考資料) 1954年 12 

期， 183頁. 또 〈龍폈좁좀〉 圖版 23頁(下) , 文物出版社， 1966년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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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D'I ， 발 밀바닥은 평평하다는 것이다. 元代 龍않원 i쏘짧는 일반적으로 

뻐藥을 한벤 바루는데， 빼1層이 앓고 透明뾰이 강하며， 정팡색을 띤고， 

도 級홉과 豆춤색을 따는 것도 있어， f당調가 산t녕하고 유화적이었다. 

침몰션 내의 다른 일부 育짧器는 평口;현의 塵品인데， 이블태먼 環파 

}따 • 卷휩小 口藥魔 • 雲龍救小꿇- - qlfi花鐘등이 다. 이 같은 器物의 장식 특 

정은 보펀적￡로 堆貼 혹은 러離 花救을 사용하는 것이다. 元代 龍없뿔 

塵品의 이런 특징은 元 大都 遺址와 元代 헐幕 • 지하장고 속에서 출토 

한 품짧器와 일치하는 것이다. 침몰선 내에서 발견된 龍찌&춤강E器도 D} 

잔가지로 이런 득징을 갖추고 있다. (圖l없 十-， 4) 

2. 景德鎭憲系의 影홉훌 • 樞府훌훌 白훌 

월-德鎭;원는 중국 古代의 유명 한 켰의 하나이 다. 짧 • 末시 가 , f캄德鎭;￡ 

짧는 。l 며 중요한 수출상품이었다. Jtf\:에는 i휩朱의 기초위에 줍器 생산 

이 더욱 발전하고 줬址의 분폭 범위는 매우 광범했다. 기재된 ll}에 의하 

면， 휩r;꼈 • 民핏는 3백 여 座에 달했 다. 7ê f\':에 景德、鎭은 전국의 중E器業의 

줌짐이 되가 시작랬느며， 당시 생산된 효器는 국내의 시장에 닐라 팔렀 

마. 中共이 成立한 후에 景德、鎭市 및 그 주위 에 서 발견펀 함으로부터 明어l 

。 l 르는 치址는 景德鎭降}짧館의 동계에 의하면 。l 미 40여개소가 있었다. 

캅올신 내의 彩합삶와 8 'Îc는 태부분 景德鎭;꼈系에 속하는 것이다 9) 

뚫形의 종규는 때우 많아서， 쐐·끊김l페·盤·執찮·熾·짧·經組·盧· 

碩{南 • 해; 등듭이 있었다. 

침볼선 속에서 내온 影쉰뻐와 白빼의 힘 • 詞足빼 • 盤은 1않慶 내외에 

雲龍級 • 魚쨌 • 鳳救 • 葉救 • 깜花救 및 造花 • 梅花辦 • 繼技HJ핀등 救節

9) 이 미 발표된 사진 핀에 의 거 해 서 는， 歷理者가 影좁 • 白짧와 樞j땀願짚器에 
대하여 식별이 아주 정확하지는 않고， 이 3자간에 때로는 混濟가 았었다. 
우리는 이폭 사진상획 튜정에 의거하여 조급 改訂을 하더라도， 寶物을 보 
지 못함으로 인하여 얀전승1 맥시한 수 없으으록! 뀔;.~괴→ ['1좁플- 한꺼밴에 

서술할 수 있올 쁜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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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장식되었다. 어떤 Él抽破안에는 “玉L!}밟띠”의 4강:.가 꺼z1 o~ <i) 
"、

-c? 
~一， 또 뼈 안에 “上色白願" 4字의 먹글싹도 있다〔圖三}. 주의할 만한-

것은 磁과 盤이 모두 혼口鍵銀知이며， 이갖은 명백-1)1 擾댐된 짧器이며， 

景德鎭펴 • t섬定펴의 塵品이 다. 그러 나 월德鎭쫓의 覆처깐짧物은 元代어l 

이 "1 점 차 펴沈되 었 다. 뺨I江의 江山 • 泰順， ?T西의 吉安 • 爾州 • 樂平，

福建의 光澤 • 間消 • 德化 • J피安 • 봤까l등지애서 모둔 影팍좁둡 구운 朱·

元 쫓址가 있음을 말견혔으며，‘ 아딴 -，졌:lJJ:에서는 아직도 覆熾한 影홉→폴 

口짚器가 있음도 발견되었다 10) 침몰션 내의 影휩î:::口좁器는 이곳의 盧

品이 아닐까 ? 〔圖版 三， 5• 6; :!L, 1-4) 

침 몰션 내 의 影춤휩L겸율이1 는 箱盧形 • 됩方形 및 JifL形 01 란 여 라 가지 帶

蓋의 형식이 있으니， 어떤 것은 훨 손잡아가 龍形을 이푸며， 帶蓋執옳 

첼융身은 玉處春1따괴 갇고 9힐部엔 鳳뾰이 짝혀 있고며， 정훌部엔 첼葉 

救， 蓋面에는 違搬救이 있다. 어떤 것온 짧의 팽部에 @l救 • 짧技花.ñ救 

이 보。l 는데， 

춤白色 째떼상에 규-융있게 

아픔답게 찍혀 있다. 짧盧形 執뚫는 外形이 

創意가 았고， 좁器제 작- 工!6: 01 

넣었다. 童子가 소〔牛)룹 만 짧뼈같은 짧物이i 셔도 이같은 

다. 元 大都 遺址에서 출토된 違物 중에서도 01 펀 장식을 

는 小織과 調魔댈가 았다. (圖版 八， 1• 3) 

쩌머色상에도 

陽t간 짧點을 

장식이있었 

득칭으로 하 

챔 볼선 내 影품빠의 당읍形에 는 또한 經組 • 玉뚫春Jf:li • 雙파빠 • 帶座小

拖등이있으며， 雙耳외 형식으로는雲形·魚形·如意形·長方形등 여러 

가지 가있다. 北京 豊臺 표쫓村의 J1f지 챔基 내에셔 출토펀 雲龍救 影분f 

드표훨春뺨[I1J 1점 은 器形。1 침볼선 내에서 나온 玉慶春뾰E과 같으며， 類部

의 무늬가 모두 짧葉쨌。l 고， 

빠·影좁總과 같으니， 

頭部 무늬는 검볼션 내에서 나온 影좁經 

游龍한 즉 ι띤J部 가운데 에 를족동장속에 서 飛翊하는 

마리가 있고， 믿바닥 가까운 부분엔 寬遠離救으로 떼받친다. 이러한 救

10) 원先銘. <新中國網홉考 古的主흉흥收獲>. <文物> 1965年 9期 26頁，

11) 北京出士文物展覺展品， 또 {잣;物> 1978年 4期 23頁윤 보라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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顧의 風格은 또 元 大都 지하창고 遺址에서 출토펀 좁花大뼈 빔에 그란 

무늬와 相似하다. (圖版 十， 1-5; 十一， 5-6) 

첩몰선에서 나온 影좁짧로 가장 켈출한 1접은 人物짧挑이다. 그것은 

한개의 技角長方形의 맡 받침매 뷔에 對標 • 長彩을 엽은 歸女 하나를 펼 

i환했는데， 왼손으로 머리를 고이고， 밀 받진대 위에 모프 누웠으며， 歸

女 봄 뒤에는 한 그루 銀樹 줄거 형태의 기둥이 있어 다원형의 挑面을 

지탱한다. 挑面의 양단은 약간 높고， 중간은 조금휘어서 j、物 뷔에 덮 

히며，{%面엔 卷技없을 새겨 전체가 한 그루 큰 연잎같다. 造型이 특수 

하고， I雖편의 線은 柔%[1 • 流觸하여 , 景德鎭 즙싶器 제 작 工!K:의 결 출한 

여1 숭작품이다. 흥미있는 것은 江蘇 鎭江에서도 유사한 좁林야 발견되었 

다 12’ 控面은 1:11 록 殘缺되었으나 밑 바침대 위에 모로 누운 對짧·長강 

을 엽은 歸女는 형상。l 침몰선에서 나온 꿇tt과 서로 같고 더욱 秀麗하 

다. 美國人 콕스(W.E. Cox)著 〈팩器와 짧器> (Pottery and Porcelain) 

136변에 뉴요크예술박물관(Metropolitan Museum of Art) 이 收藏한 影

뿜人tm좁tt 사진판 하나가 있는데， 그 형식이 침몰선 및 鎭江「션에서 나 

온 좁tt과도 서 로 같다. (圖版 十~， 1-3) 

이 밖에 침 몰선 내 의 影품l데形~JI ÌJ';;j , 影좁쩔耳三싱香;隨등 융용物은 元

大都 遺址에 서 출토한 影좁器와 器形 • 救節상에 λ} 모두 비 숫한 접 。l 있 

다〈圖版 1-二， 1-3). 

元代 影德鎭줬가 생산한 影좁좁와 터좁에는 이마 南쟁의 風格 • 특깅 

을 계 승한 빠가 않고 白801 며 , 흙의 質。l 純細 堅짧하고， 細가 두럽 고 

기름지며， 透明度가 강하고， 제작이 바르고 정제되며， 핍뚫이 精美한 

器物이 있었고， 또 元代에 바로소 출핸한 붐시 두넙고 朴貨한 대형 器

物。l 있어， 船가 두럽고， 質이 비교적 조잡하며， 빠의 색。1 Ð<白색이 

고， 細層이 않고 고르지 못한 득강을 갖고 있마. 이밖에도 제착이 별 

로 정제되지 못하고? 質量이 좀 고르지 않은 小型 뿜物들이 출펀했 

12) 셉夢龍， <鎭江市뺨物館藏宋影붉줍tt) ， <文物) 1978年 11期， 82頁 圖版八，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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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침몰선 내 대부분의 影합죠와 白꿇는 이러한 묶깅올 갖춘 것엠이] 

플림없다. 이로씨， 우리는 침폴선 내의 影7단 3섣와 l갇l5깐기- 대부분 플펴없 

이 景德鎭쫓의 걷활品이 과고 생 각한다. 뎌1따政權 成立훈 ;景德鎭J짝갚 재 외 

하모， 江西 • 漸江 • 갖徵 • 福建 • 魔束 • 뭘南등 r햄에서 디}리 30 711 처의 影

i풍짚E란 생산한 宋 • JC;폈hl룹 전후해서 1괄진했다. 이더한 쩍:hl이l 사 춘토 

한 影좀짚는 Mì質에 조장 • 精細한 것， 두댄고 않은 것이 모두 었고， 쐐 

〔프은 걷고 얄온 것이 한결같지 않았는데， 어떤 것은 텀白색 져1\가 얄은 

j싸色을 띤다. 침폴선 내의 影홉좁에 이러한 각 ;줬址의 뚫파l이 있는지 

없는지는 實!tkJ을 보지 옷한 한은 잠시 推斷을 미루겠다. 

침볼션 내에서 나온 順部기- 구부려지고 修部가 곧은 힘은 Jcf\:; }캄德 

鎭줬의 전형적 器m으로， 통상 “樞府磁”이라 불련다. 7짧 얀어j 는 무늬가 

가득 차 있는더L 일반적 으로 圖案式의 繼技싼좌故 • 運花救 흑은 폈花職 

救이 다. 째色은 影좁*ál과 조금 갚지 않응 챔 이 있고， 일종의 뚱L댐주참i 

￥tIi이며， 또 g 白色l짧1 혹은 “樞府細”라고도 한다. 이같은 때는 石Ð<.石의 

함유가 비교적 적어서〔약 10%) , 바교적 높온 온도가 들어야 겨우 구 

워 낼 수 있으냐， 이로 얀하여 透明度가 낮고， 뻐層은 두티우며했節음 

찢0타j하는 明뼈f處에 명 향플 준다. 침 폴션 내 의 剛府치[r 짚짧에 는 n 部기

넓고， 짧部겨- 비스틈한 i합園足의 해과 댐함盤도 있다. 이러한 施 • 盤

의 짧形 • KX@V은 元 大都 ;합tJ1:에 서 대 량 출도련 “剛府”뻐 • 縣과 磁縣의 

元代 木船 속에서 나온 “耐따" 2字릎 지난 1짧고} 서로 같은 것이다. (圖

四， 1.2; 圖版八， 4-5) 

“隔府”器는 景德、鎭J폈-의 僅品。l 며， 근년이1 이마 隔府器을 구워 딴드논 

i胡田뿔플 발견했다. 景德鎭l:iiITl쪼館의 언구에 의하면， 樞]땀器는 캉Lì원狀의 

합쩌h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親1 안의 醒化칸좁 含훌61 적어서힘溫하 

에서 쉽사리 흐르지 않고 結度가 커서， 憲안에셔 구울 때， 높고 두터운 

활觸支擬를 거듭 사용할 수 없고， 沙fJZ 준형쟁홉틀- 샤용하니， 이것이 塵品으 

로 하여금 뿔室 속에서 쌍이는 密度블 크게 하여 염흰室의 서l 로 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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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약하고， 굽는 뱀위를 늘려， 물품의 완성율이 높고 생산량이 증가하였 

마. 이에 따라 器型상에셔도 진보되어， 펌율훌을 더 두터이 하고， 밑바닥 

멜의 足慶도 더 두다 이 해 서， 꿇器가 완성되 었을 해 따1足이 모래 속에 

빠져지 않게 한다. 더우기 외부 판매 때 장거리 운수에도 적 합하니， 

이것이 흙德鎭黑의 좁器처l 조엽의 또 한 가지 발전이다. f블德‘鎭줬가 制

府器를 대 량으로 구워 만든 것은 元1\; 中願期에 工藝상의 진보로 樞府

器가 국내외에 널리 판려게 된 때문이니， 7G 大都 遺j파와 磁縣、 木船 속 

에 서 대 량으로 발견될 뿐만 아니 략， 01 란 • 만자나 아 • 이 정 트 • 필 려 관등 

과 같은 셰계 각지에서 모두 元代 樞땀器가 았음이 발견되었다 131 그러 

묘로 첨 볼션 속에 셔 발견판 樞府짧들은 조금도 증ffE한 것 야 아니 며 , 01 

런 樞탐器의 3원-口는 景德鎭 湖fB쩍임에 플링 없다. 

3. 기타 黨系

침볼션 내 기다 憲系의 塵品은 많지 않은더il， 建펀띄 펴섣때〔天目때1)짧· 

小織-， 吉州뿔의 白細黑彩續花의 表領j뺑)따퉁이 있다. 지적해 두어야 할 

것은 白*빼縮彩와 E면細‘멸彩의 f볍 2점 및 黑抽雙꾀ç小口 jUj1 1점인터'1， 元 大

鄭 遺址 및 河北 影城 • 河南 祝뿔集등지 磁州갖:系 펄t!l: 속에 서 출토환 

용용型과 아주 111 슷하며 141 뼈띤 • 했節 題材 • 結줍i감法도 모두 가까워 서 , 

우리는 이 벚가지 器物이 磁i'!i;폈系의 塵品이라고 생각한다. 더?삼部 변 

두라엔 波짧政 장식 이 빙 불러았고. 밭바닥 가운데에는 작은 구벙야 하 

냐 있는， 藍白色 힘핸쐐l의 花삶은 魔값떻의 花삼 형 삭 과 111 슷하다. 그 

것은 01 같은 뼈色을 갖준 눴휩Jit 三足洗， 執펼등파 참께 모두 짧혔좁器 

。1 며 ，fPJ南 禹縣、 짧뿔 遺址15)와 元 大都 週址에 서 모두 츄토뇌 없다. (圖

版 十二， 4; 十三， 1-6; 十띠， 3-5) 

13) 三上次男， <階資α〕훤> 1977年版，

14) 李輝炳， <磁州뚫遺:i:ll→調호>. <文物> 1964年 8期， 37한‘ liiH춰생:Y:ft접;文物I 
作隊， <河南省廳륜솥集"ð代죠黑tll 發훤illl짧報)， <文勳> 19G，!年 8期， 1휩. 

15) 河南省博物짧 趙좀펀， <씨南/.ft~짜짜台黑Íllå팅發姬)， <갖;物>:1975年 6期， 57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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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볼신 내에는 또 租짧짧들도 있는더11， 01 러한 갚뽑91 ßÔtQ온r 팝지 않 

고， 氣孔이 많으며， 폈웹 표면은 명백한 쩨回 흔적융 지니고， 위에는 

밟다얹은 1층의 ￥홉짧ô 휴은 黑色 해판 바르고， 짧形으쿄든 7f.j감臨 • 雙

耳小底長順體릉이 있으며， 이같은 *fl'i$f;뽑논 元 大都 遺tlf:에서 이전에 

대 량으쿄 츰드되 었고， {ilJ ~t 磁縣의 피代 木船 속에 도 발견되 었으며 , 당 

시 만간에서 常用한 器物이다. 이러한 맘物을 구운 편111:찬 河南 • 河北·

LfJ東 - UJ西 • 江西 • 斯江 • 짧폈 • 福建릉지 에 분쿄펀 펴 다한 民쩔、이 다. 

(圖版 r)꽤， 1-2-6-7) 

4. 첩몰선 내 짧器의 시대와 훨몰선외 연대 

위에 서숨한 바블 종합하면， 침몰선 내의 중국 좀器는 중국내에 출토 

련 元代 I=þ聊期익 3찮器와， 造型。1 나 救節을 막콘하고 대 단하 많은 공통 

점을 치니고 였으며， 그러므로 우리는 침불선 내의 중국 죠器의 딴대가 

元代 中陳期이며， 구체적으로 절맹하여 元代 大德(14세기 초)이후의 훈 

品이바고 생각한다. 

이런 갇론의 근거에 관하여 우바는 앞에서 이미 약간의 분삭쓸 했으 

며， 치금 아래와 같이 가듀 좋관해 븐다‘ 

(1) 內豪펴 呼ι和쐐特에서 발견된 至大二年銘의 갚잖댐참가 있는 지하참고 

에 서 출토한 龍폈좀짧大花)fII， 福建 폈씨}에 서 말견된 至大三年養 속의 

龍良좁짧M花三足짧式爛， 北京에 서 발견펜 皇慶三年활 속의 홉흩」평雙?핏t혔; 

口錄， 이러한 명확한 연대가 있는 짧器는 모두 컴볼션 내의 I司類의 갚 

짧와 서로 같은 득장을 지니고 았다. 

(2) 河北 磁縣.에 서 발견펀 “휩德、分원 體船” 내 의 강E器는 긍E1E12년 。1

후의 것이고， 그중 龍체콤츰運離盤 • 景德鎭樞府짧 • 影판펴5Ê.li행 벚 약간 

의 組짧體등도 침몰선 내의 同類의 짧器와 비슷하다. 

(3) 北京 元 大都의 住居遺址에서 출토란 각종 뚫器는 캠볼선 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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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많은 짚器와， 득갱이 서로 같을 뿐아니라， 또 벚 細l部 따節에서도 

완진강1 동알했다. 이러한 住居遺址는 모두 明代 北京의 北城 단맥 아 

래 놓려 있었다. 明代의 ;f t城 담넥은 洪武元年(1368년) 8윌에 건설되 었 

￡며 , 이 로 보아 이 런 遺址 속의 강찮器의 연대 下限은 모두 供武)1年 。l

전 인 것 이 다. 發폐者의 연구에 의 거 하면， 元 大都의 {1:居-遺址 속에 서 

출토된 -짧器는 절대부분이 元代 中觸期에 속하는 것아다. 

선 내 짧器의 연대를 推斷하는 데에 대단히 설득력이 있다. 

이것은 침볼 

(4) 칩몰선 내에서 景德鎭쫓의 “樞府”細짧器룹 발견댔다. 근년이래 짤 

中뼈}期에 德、鎭때짧館의 연구에 의거하면， 景德鎭 “樞府”縮짧器는 元t\:

등춘현한 것。l 다. 元 大都 住居遺址와 磁땀의 元末 젠융船에는 모두 수많은 

“樞府”빼의 일용짧器가 있고， 침볼선 내에도 마찬가지로 

자 출현했으며， 그것들은 묘두 元代 中!뼈期 젊器 類型의 

“樞府”職짧器 

시대적 특징을 

反映했다. 

그밖에 침몰션 내의 한국 좁器 3점의 

짚器의 연대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이 

속하고， 그중 2검 은 한국 많센쩍의 

시대카 우라들이 추측한 중국 

이l 

한국 짧짧 3점 은 모두 高麗콤fi 

it짧이 고， 1점 은 iJ:갖:껏외 강E융동 

이다. 

高麗좁짧에 관해서는.， 연구에 의하면 3期로 니늪 수 있논데， 제 2 기부 

;;:1 ￥Lλl 
~ -.::::!. \..!. 출-렌 -61 며， 터 시작해서， 펴麗띔짧 득유으l 象 I폈 장식의 기랄이 

내의 高麗좁짧 3점은 제 3 기에 속해야 하는데， 그 시대는 12세거에서 

14세 기 까지 이 다 lßI 

元 大都의 住居遺피1 속에서도 품麗좁쭉의 殘片이 발견되었는데， 

조각은 짧器 뚜갱의 殘片·이 고， 한 조각은 熾 휴은 )짜의 

한 

ntr} 殘)1-이 다. 

r람~짧조각 2점 에 는 모두 象썼되 뼈!l 정-식 이 있 는데 , 그중 숲關 뜨f껑 殘片

연i 象散白細의 雲짧앓故이 있어， 칩볼선 내에서 나온 康랜줬얘 속하는 좁-

짚盤상의 救節과 111 슷하다. 이것은 바로 침폴션 내익 짧짧가 元 大都

16) 野守健， <高麗關磁m많{究> 1914年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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遺址에서 출토된 좁짧와 함께 모두 14세지 上半경의 塵品임을 설맹해 

준다. 

침폴션 내 짧器의 연대는 01 미 上述한 것과 갚고， 그러먼 잠몰션의 

면대는? 즉 이 배는 어느 시기에 침묶한 것인가? 

우선 우리는 챔몰션 내에 멍확한 紀年이 있는 팔건야 있는지 없는지 

주의해야 한다. 현재 아는 바에 의하면， 많은 연구자는 모두 ，10여만 

救중 시 대 가 가장 늦온 鎬錢---元代의 “至大通寶” 小錢에 근거 하여 침 

플선의 띤매 블 推斷한다. “至大通寶”는 π IT!;宗 ￥-太 3연 (1310년)에 주 

조되있고， 이것은 우 리 모두가 周知하는 것이다. 다만 우 21 의 주의블 

더욱 환기하는 것은 침불선 내의 龍평좁짧盤 믿바닥에 서l 겨진 “使司帥

함公用"이 여섯字의 의미，，]벼， 그것이 천볼션의 띤다}필 추단하는데 다 

중요한 섣마리릎 제공했다. 

“使司帥땀”는 틀림 없 이 “1운평使司홉ß:n:; ßnJ府”의 m집稱。1 다. <元史 • 점t룹 

志、 七〉이1 는 “宣鼠使司”푼 절치한 6개 道 중에 파束道(慶元路에 있다. 

지금의 漸江 寧波)가 있으나， 아직도 “宣땀使쉰j都元帥}땀”판 설치하지 

않았다고 가폭되야 있다. 생각컨돼 〈元핏 • 먼참쉰〉뉴 〈經tt1:大典〉 “各行

省”篇에서 유래한 갓이니， ::rC 至11댐 3년〔l332년) 이전의 일이대. 이때 이 

미 “宣렀使司都元帥府”룹 설치한 것은 7府띤더]， 않쫓F듀道 • 福建道 해府가 

龍첼펙얘서 7-1 라가 별로 펀지 않은 이와이]는 그뱀→의 1~ln府기 모두 隨황 

폈에 와서 i잖器릎 주문 제 작할 수가 없다. 1폈팎 이 후， 특강1 至正 이 후에 

農民起義가 전국을 席卷하자， 많은 “宣웹使司都元arb l1ëf" 와 ‘·分元~Ib府”릎

f曾設했다. <피史 • )1휩帝紀〉어l 는 方國珍이 至正 12년(1352년) 8월 台州릎 

꽁격했을 때， “斯東元帥 也효迷ι失 • 福建元帥 黑的兒가 격되했다”고 기 

폭되었다. 至正 14년(1354년) 9원 方國珍은 또 “元帥 也댄迷失”등을 사 

로장았다. 이 것은 至正 12년 8원에 이 미 “漸東道 宣뭔使司꿇G7G~lb템”플 

섣치댔음을 섣병해준다. <:JC史 • 地理志 五〉에도 역시 κa치*道 宣폈使司 

都元f，1!I땀”가 있음을 기폭하고， 아울러 그 治所가 慶元애 있음을 註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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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아 절명했다. 寧波는 龍쩡 • 麗水와의 거 리가 廣평 • 福建애 비해 더 

가깜고， C얘기에 와서 죠器릎 주문·제작할 가능성은 더유 크다. 이로써 

우라는 짧盤 볕바닥얘 새겨진 “使司帥府”가 至표 14년(1354년) “他東道

宣戀使司都元帥府”의 略稱일 가능성 이 크다고 생 각한다. 아 째 서 JG來

주문 제 작된 “使김1ér\J짜”專用의 짧器가 국외 로 벌라 항해 하는 商船에 흥 

러들 수 있었는가? 이것은 명백히 淑東道 宣댐使司都元制l府가 철폐된 

이후의 사청이며， 따라서 침몰선 상의 i삼器가 질펴 운반된 시대는 至正

14년어11 B] 해서도 좀더 늦어 야 할 것이 다. 이것은 곧 “至大通寶”錢이 제 

공하는 침몰션 연대의 上限에 비해 一步 더 전진한 것이다. 

그러면 침몰선 연대의 下限은 결국 어느 시가얘 해당해야 하는가? 

우리는 元未 至正 27년 이전에 해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明初 朱元꿇 

은 엄격한 “海禁政策”을 질행했으니， <洪武實錄〉 卷70에는 洪武 4년 12 

월， “方國珍 지배하의 溫· 쉰 • 慶元 3府에 籍을 둔 軍士및 秀蘭山의 田

橫이 없는 民으로 이 전에 紅(船)戶에 충당된 자， 우릇 111, 730인은 각 

衛얘 예속시켜 軍土로 삼고， 이에 爾海의 백성에게 바다로 私出함을 금 

지한다”고 했다. 또 同書 卷139에는 洪武14년 10월에 또 영령을 내리， 

“淑海의 벡성이 海外 諸國파 T:L、通함을 금지한다”고 댔다. 당시 }헤l fG 

遊의 局勢는 대단i] 긴장된 것이었으니，)G 띨正 27년(J 367년) 9원， 朱

J"t뚫은 1J‘國珍을 도1관하여 fì 1'li판 먼저 함락했다 10웰에 는 溫州블 향 

락시켰다.11월에는 慶元을 정복하여， 方國珍이 바다로 도망해 들어갔 

다. 12웰， 方國珍용 表文을 올려 항복을 청하고， 빼東은 전부 明軍의 

소유로 되 었다. 그러 나 짧찮의 觀擾가 바로 山東으로부터 、따r江 • 福建

治海로 말전하고， 아울러 明 • 台 兩?、[{의 70여인을 행取해 갔다. 이것이 

바로 朱元輝이 “海禁政策”을 엄격려 행한 배경。l 다. 이같은 情況 하에서 

至正 27년 方國珍올 토벨한 이후부터， ￥힘江~ ?삼海의 明州 • 台州 • 溫州 3 

개 항구에는 어떤 뼈船의 활동아 있을 수 있다고 상상하기는 매우 이련 

다. 그러므로 우리는 침폰선이 만엘 慶元으로부터 죠짧륜 싣고 운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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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그 연대는 플림없이 至正 27년 이전이야야 한다고 생각하며， .~ 

末 方國珍이 漸東에 害U據한 시 기 여 야 한다고도 파겠다. 

5. 餘 論

이 칩몰선이 중국픽 어느 향구에서 출발파여， 이디로 가는가에 관해 

서도 역시 많은 사람이- 각종의 추측을 했다. 우리는 上文중에서 이마 

이 배 가 明州(지 금의 寧波m)로부혀 출말한 것 이 라 고 가정 했으나， 01 것 
은 기껏 일종의 假設이니， 그러면 溫州·폈써퉁 기바 항구애서 주춘벨한 

갓일 수는 없윤까? 핸재s._뉴 아직 한딴 더 나아기 추츄하기는 이렘다. 

우 리는 장래 船體판 引揚한 이후이} 船體의 구조와 영:식에 의거하여 거 

듭 토론하기플 흐1 망한다. 

침볼선의 목적지는 또 어디인가? 배위에 질은 대량의 중국 좁器로 

보아， 중국에서 한국 • 일본으로 가는 첩易船이니， 배위에 질은 胡淑는 

한국안이 즐기는 調味料이며， 배위에서 발견한 質뚫이 아주 精美한 高

麗좁짧器 3점은 이 배가 이비 한국에 힘j씨']했으나， 그 최종 목적지는 

아닝을 셜명해준다. 배가 한국플 떼날 해， 모종의 룹면한 사고로 딴πl 

암아 海底에 배}겼다. 첨볼선 속헤서 이미 발견한 대 량의 중국 쯤짧중이l 

같은 종류， 같은 양식 의 많은 줍음삼기~ 모두 。l 전에 일본에 서 발 진되 았 

고 17) 이러한짧器는 일본에서 널리 펠라는 貨物이었우니， 따략서 그 

목적지는 일본으로 가는 것임애 틀럼 없다. 또 어떤 사람은 침볼신 내의 

경E器 일부(隔얀L 班點을 띤 휩~3똥와 影좁좁器 같은 것)는 일본에 샤 말까f 

펀 적。l 없고， 도려어 펠리만등지에서 대량으로 출토되었으므로 이 에 

f 일본에서 다시 펄려관으로 항해하게 되야 있었마고 생각했다.에 우 

17) 長감部樂爾， 〈日木出土@元明η隔磁〉， 〈 R 木出士@中國倒짧)， 핏京博物館， 

1978年.
18) 三上次男은 1977년 가블에 거 행 한 1차 討論會생에 서 。l 論點을 제 가 했 다. 

1978년 8웰， 그는 중국을 방문했을 때， 1차 學術報告중에서도 。l 논점을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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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이같은 추측노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끝우로， 우라는 침볼션 내얘 품花짧器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그 둔저l 

에 관하여 몇마디 얘기하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어떤 이는 이전에 침폴 

션 내에 좁花좁器가 보이지 않는 접으로씨， 중국 뽑花좁器가 춤현한 사 

겨릎 推斷히-려고 기도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推斷 자체가 불합리하니， 

전몰선 내에 좁花좁器가 냐요지 않는 것과 중국 좁花좁器가 언제 출현 

랬는가는 별개의 문제여서 하냐로 흔돈해 맏할 수 없기 때문이다. 

헨재 로샤 는， 과학적 발굴로 출로된 가장 01 은 룹花育器는 5tf~의 것 

이고， 수량이 매우 적으니， 이것은 춤花숲器가 당시엔 아직 새 塵品이 

고， 원료 • 그:藝 • 續펄와 굽는 기술상으로 대량생산을 할 수 없으며， 이 

것이 龍輩품짚器 및 景德鎭 影휩숲와는 달쉬서， 띔{t~값器는 아작 당시 

사람들이 보펀적으로 사용하는 좁器가 아니고 111 교적 珍뚫한 器!Jm이었음 

을 설명해준다. 이로 보아， 침볼션은 중국 漸江 값뿔의 향구로부터 갚 

器릎 운송해 갈 때， 현장에서 隨뽕좁좁器와 景德鎭쫓系의 影좁 • 船Ifftt

器플 채캡， 구매했음이 실정에 맞는 것이다. 침몰선내의 유물은 아직 

전부 '3 1揚을 끝나1 지는 못했지만， 장래 전부가 완결된 후 여전<51 좀花짧 

器를- 발견할 수 없더라도 결코 奇佳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바로 중국 

14세기중엽 jg없 제조엽의 實況을 반영한 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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