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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머리말
복건지역과 한반도간의 교류는 唐末五代부터 시작되었는데 송나라
시기에 이르러 복건지역과 고려 간의 교류는 더욱 밀접해졌다. 특히
복건상인들이 해외무역을 위해 고려로 떠났다는 사료기재가 가장 많
다. 이 글에서는 고려시기 복건인의 한반도 내왕, 이주 및 복건지역
과 고려 간 거래된 무역품에 관련해 서술할 것이다. 이러한 교류에는
민간상인들과 고려 간의 경제교류 외에도 복건지역과 고려 간의 문
화교류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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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송나라시기 복건과 고려의 교류
송나라시기 중국과 한반도의 고려왕조를 연결하는 육상통로가 遼
나라와 金나라에 의해 단절되었던 관계로 상호왕래는 주로 해상통로
를 통해 이루어졌다. 송나라와 고려 간의 정치, 경제, 문화교류에 있
어서 복건지역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중 泉州는 고려
로 통하는 해상통로에서 가장 중요한 항구였다.1) 송나라시기 복건지
역과 고려 간의 교류에서 주로 복건해상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
데, 그 중 인원수가 가장 많은 것이 泉州海商이고 다음으로는 福州
海商이다.

1. 송나라시기 한반도를 왕래한 복건인들

중국과 한반도의 교류에서 주역을 담당한 복건인은 주로 상인과
이주민들이다.

1) 고려를 왕래한 복건상인들

고려를 왕래한 복건상인들에 관련된 사료기재는 상당히 많다. 续
资治通鉴长编에는 복건상인들이 송나라정부의 견사선을 따라 고려로
갔다는 기재가 있다. “복건, 절강지역의 해상들이 고려에 가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 조정이 고려에 사신을 보낸다는 소식을 전해 듣자 앞
다투어 輕舟로 수행하고 돌아와 많은 뇌물을 주었다는 소문이 있다
.”2) 苏轼도 论高丽进奉状에서 복건지역은 주로 해상무역에 종사하
1) 李玉昆·李秀梅, 泉州古代海外交通史, 中国廣播電視出版社, 2006, p.67.
2) (宋)李濤撰, 上海師大古蹟所·華東師大古蹟所注釋, 續資治通鑑長編, 卷289, 第12册,

｜해외 해양문화｜ 송대 복건(福建)과 고려의 경제문화적 교류 111

는데 복건해상들은 고려와의 해상무역에 상당히 정통하다고 기재하였
다. “복건지역이 유일하게 해상무역에 많이 종사하는데 큰 이익을 얻
기 위해 상인들은 위험을 마다하고 해상무역에 종사한다. 교활한 복
건상인들은 전문적으로 고려와의 해상무역을 통해 폭리를 얻는다.”3)
高丽史에 기재된 사료를 통계하여 보면 고려 显宗 3년(1012, 宋
真宗 大中祥符 5년)에서 忠烈王 4년(1278년, 宋帝昺祥兴 元年)에 이
르는 260년 간 송나라상인이 고려에 간 횟수는 130차에 달하고 인원
수는 4,948명에 달한다.4) 이 중 본적이 표기된 것이 明州商人 3차,
臺州商人 3차, 福州商人 2차, 泉州商人 18차, 복건상인 1차, 廣南商
人 3차이다. 이로부터 고려에 관련된 해상무역에서 복건해상들이 절
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高丽显宗 8년(宋真宗天禧元年, 1017) 7월, 송나라의 천주인 林仁福 등
40명이 고려에 도착해 본지 특산물을 받쳤다.”5)
“高丽显宗 10년(宋真宗天禧3년, 1019) 7월, 송나라 천주인 文轨 등 100
명이 고려에 와 본지 특산물을 받쳤다.”6)
“高丽显宗 10년(宋真宗天禧3년, 1019）7월, 송나라 복주인 虞瑄 등 100
여 명이 고려에 와 香药을 받쳤다.”7)
“高丽显宗 11년(宋真宗天禧4년, 1020) 2월, 송나라 천주인 怀贽 등이 고
려에 와 본지 특산물을 받쳤다.”8)

中華書局出版, 2004, p.7076.
3) (宋)蘇軾, 張志烈·馬德富·周裕鎧校注, 蘇軾全集校注, 文集5, 卷30, ｢論高麗進奉狀｣,
第14册, 河北人民出版社, 2010, p.3260.
4) 楊謂生, 宋麗關係史研究, 杭州大學出版社, 1997, p.268.
5) 鄭麟趾, 高麗史, 卷4, ｢世家顯宗㊀｣.
6) 鄭麟趾, 高麗史, 卷4, ｢世家顯宗㊀｣.
7) 鄭麟趾, 高麗史, 卷4, ｢世家顯宗㊀｣.
8) 鄭麟趾, 高麗史, 卷4, ｢世家顯宗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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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丽显宗 13년(宋真宗乾兴 元年, 1022), 송나라 복주인 陈象中 등이 고
려에 와 본지 특산물을 받쳤다.”9)
“高丽显宗 19년(宋仁宗天聖 6년, 1028) 9월, 송나라 천주인 李氏 등 30
여 명이 고려에 와 본지 특산물을 받쳤다.”10)
“高丽显宗 21년(宋仁宗天聖 8년, 1030) 7월, 송나라 천주인 卢遵 등이
고려에 와 본지 특산물을 받쳤다.”11)
“高丽德宗 2년(宋仁宗明道 2년, 1033) 8월, 송나라 천주상인 林蔼 등 55
명이 고려에 와 본지 특산물을 받쳤다.”12)
“高丽靖宗 11년(宋仁宗庆历 5년, 1045) 5월, 송나라 천주상인 林禧 등이
고려에 와 본지 특산물을 받쳤다.”13)
“高丽文宗 3년(宋仁宗皇佑 元年, 1049) 8월, 송나라 천주상인 王易从 등
62명이 고려에 와 보물을 받쳤다.”14)
“高丽文宗 4년(宋仁宗皇佑 4년, 1052), 송나라상인 萧宗明 등 40명이 고
려에 와 본지 특산물을 받쳤다.”15) ( 高丽史제8권의 ｢世家文宗二｣에
는 “가을철인 8월 戊辰年 송나라 천주상인 黄文景, 萧宗明, 醫員 江朝
东 등이 돌아왔다. 萧宗明이 천주상인임을 알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高丽文宗 12년(宋英宗嘉祐 3년, 1058) 8월, 송나라상인 黄文景 등이 고
려에 와 본지 특산물을 받쳤다.”16) (“가을철인 8월 戊辰年 송나라 천주
상인 黄文景, 萧宗明, 醫員 江朝东 등이 돌아왔다. 黄文景이 천주상인
임을 알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高丽文宗 13년(宋仁宗嘉佑 4년, 1059), 송나라 천주상인 黄文景, 萧宗
明, 醫員 江朝东 등이 돌아왔다. “宗明, 朝东 등 3인의 체류를 허락하
였다.”17)
9) 鄭麟趾, 高麗史, 卷4, ｢世家顯宗㊀｣.
10) 鄭麟趾, 高麗史, 卷5, ｢世家顯宗二｣.
11) 鄭麟趾, 高麗史, 卷5, ｢世家顯宗二｣.
12) 鄭麟趾, 高麗史, 卷5, ｢世家德宗｣.
13) 鄭麟趾, 高麗史, 卷6, ｢世家靖宗｣.
14) 鄭麟趾, 高麗史, 卷7, ｢世家文宗㊀｣.
15) 鄭麟趾, 高麗史, 卷7, ｢世家文宗㊀｣.
16) 鄭麟趾, 高麗史, 卷8, ｢世家文宗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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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丽文宗 17년(宋英宗嘉祐 8년, 1063) 10월, 송나라상인 林寧, 黄文景
이 고려에 와 본지 특산물을 받쳤다.”18)
“高丽文宗 18년(宋英宗治平 元年, 1064), 송나라상인 林寧 등이 고려에
와 본지 보물을 받쳤다.”19)
“高丽文宗 22년(宋神宗熙寧 元年, 1068) 7월, 송나라상인 黄慎이 와서
배알하였다.”20) (宋史제331권 ｢罗拯传｣에는 “사신이 복건에 갔을 때
천주상인 黄谨이 고려에 가겠다고 礼宾省에 신청하였다”고 기재되어 있
다. 여기에서의 黄谨은 바로 黄慎이다.)
“高丽文宗 24년(宋神宗熙寧 3년, 1070) 8월, 송나라의 湖南, 荆湖 등 两
浙의 发运使 罗拯이 재 다시 黄慎을 보내왔다.”21)
“高丽文宗 29년(宋神宗熙寧 8년, 1075), 송나라상인 林寧 등 35명이 고
려에 와 본지 특산물을 받쳤다.”22)
“高丽宣宗 4년(宋哲宗元祐 2년, 1087) 3월 송나라상인 徐戬 등 20명이
고려에 와 新注华严经 刻板을 받쳤다.”23) (苏轼의 乞禁商旅过外国
状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작년 11월 23일 항주관아에서는
천주백성 徐戬의 안건을 상주하였는데 徐戬가 불만족하여 고려국을 위
해 전문적으로 經板 2,900여 판을 조각하였다.” 徐戬는 천주해상이다.)
“高丽宣宗 6년(宋哲宗元祐 4년, 1089) 10월, 己酉年 송나라상인 徐成 등
59명이 고려에 와 본지 특산물을 받쳤다.”24)
“高丽宣宗 7년(宋哲宗元祐 5년, 1090)3월, 송나라상인 徐成 등 150명이
고려에 와 본지 특산물을 받쳤다.”25) (苏轼은 元祐5년 8월에 집필한 
乞禁商旅过外国状에서 “杭州市舶司가 허락한 密州关의 보고서에 의하

17)
18)
19)
20)
21)
22)
23)
24)
25)

鄭麟趾,
鄭麟趾,
鄭麟趾,
鄭麟趾,
鄭麟趾,
鄭麟趾,
鄭麟趾,
鄭麟趾,
鄭麟趾,

高麗史,
高麗史,
高麗史,
高麗史,
高麗史,
高麗史,
高麗史,
高麗史,
高麗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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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8, ｢世家文宗二｣.
卷8, ｢世家文宗二｣.
卷8, ｢世家文宗二｣.
卷8, ｢世家文宗二｣.
卷8, ｢世家文宗二｣.
卷9, ｢世家文宗三｣.
卷10, ｢世家顯宗四｣.
卷10, ｢世家顯宗六｣.
卷10, ｢世家顯宗六｣.

면 올해 7월 17일까지 禮賓院에 비치된 고려국의 행차를 허가하한 임
해군사비준서에는 천주의 선장 徐成이 아뢰기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여기의 徐成은 천주해상이다.)
高丽史에 기재된 사료 외 중국의 사료에도 고려에 건너가 무역에 종
사한 천주상인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续资治通鉴长编 261
년에는 “천주상인 傅旋이 고려국의 예빈 청첩장을 들고 乐艺 등 사람들
을 빌렸다”는26) 기재가 있다. 葉梦得도 복건 천주상인 柳悦, 黄师舜에
관련해 기재하였다. “本州의 선박은 오래전부터 고려에 가사 무역에 종
사하였는데 고려인들과 무역에 종사하던 사람들은 그들의 산청경개, 도
로의 遠近 등을 얘기하군 하였다. 따라서 선주 张绶은 대상인 柳悦, 黄
师舜에게 문의하였다. 두 사람 모두 천주인데 늘 本州의 특산물을 고려
에 갔다 판매하였으며 年初에 돌아오고 고려에 체류할 경우 한해를 넘
겼다.”27) 续资治通鉴长编에는 송나라사신이 천주상인을 파견하여 비
밀리에 고려국내의 여진족과 연락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神
宗元豊 7년(1084）12월 丁亥年 禮部는 ‘钱勰 등이 어제 고려국 내에 40
여 명의 여진족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비밀리에 천주상인 郭敌으
로 하여금 그 두목을 귀순시켜 중국과 조공무역을 하도록 하였다.’”28)

2) 고려에 이주한 복건인

송나라와 고려 간의 무역내왕이 빈번함에 따라 많은 중국 상인들
이 고려로 이주하였다. 이들은 무역활동을 통해 양국 간의 문화교류
와 정치적 연결을 강화하였다.29) 고려에 이주한 복건인은 대부분 상
26) (宋)李濤撰, 上海師大古蹟所·華東師大古蹟所注釋, 續資治通鑑長編, 卷261, 第11册,
中華書局出版, 2004, p.6360.
27) 曾枣庄·劉琳, 全宋文, 卷3165, ｢葉梦得四｣, 第147册, 上海辭書出版社·安鰴教育出
版社出版, 2006, p.63.
28) (宋)李濤撰, 上海師大古蹟所·華東師大古蹟所注釋, 續資治通鑑長編, 卷351, 第14册,
中華書局出版, 2004, p.8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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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통해 고려로 건너갔다. 고려수도에 상당히 많은 중국이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대부분은 복건사람들이었다. “王城에는 수백 명의
중국인들이 있는데 대부분 상선을 타고 도착한 복건사람들이다. 이들
의 재능을 시험한 후 벼슬과 봉록으로 유혹하거나 강제로 체류시켰다.
조정의 사신이 도착하자 문서를 제출하여 신고한 자들이 있으면 데려
다 귀국시켰다.”30) 高丽史에는 복건지역으로부터 고려로 이주하여
온 복건인들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기재되어 있는데 대부분 “의탁하였
다”, “의지하러 왔다”, “벼슬하러 왔다” 등으로 이들의 목적을 밝혔다.

“显宗 4년(宋真宗大中祥符 6년, 1013), 庚戌年 송나라 복건인 戴翼이 의탁
하러 오자 儒林郎, 守官令으로 임명하고 의복과 田莊을 하사하였다.”31)
“显宗 6년(宋真宗大中祥符 8년, 1015), 송나라 천주인 欧阳徵가 의탁하
러 왔다.”32)
“显宗 14년(宋仁宗天圣 元年, 1023), 송나라 천주인 陈億이 의탁하러 왔
다.”33)
“文宗 13년(宋仁宗嘉佑 4년, 1059), 송나라 천주상인 黄文景, 萧宗明, 의
원 江朝东 등이 돌아왔는데 규정에 의해 ‘宗明, 朝东 등 3인이 남아있
도록 허락하였다.’”34)

“刘载은 송나라 천주인이며 宣宗時期 상선을 타고 왔다. 诗赋를
시험한 후 千牛卫录事 参军에 임명하였다. 睿宗時期에는 左散骑常
侍, 吏部尙書, 禮部尚书을 역임하였으며 睿宗 13년에 司空, 尚书右仆
射를 역임하다 별세하였다. 학식과 재능이 풍부하며 품성이 소박하고
29)
30)
31)
32)
33)
34)

芦敏, ｢宋人移民高麗述論｣, 華僑華人歷史, 2012年 第4期.
中華書局編輯部編, 宋史, 卷487, ｢高麗傳｣, 中和書局出版, 2000, p.10847.
鄭麟趾, 高麗史, 卷4, ｢世家顯宗㊀｣.
鄭麟趾, 高麗史, 卷4, ｢世家顯宗㊀｣.
郑麟趾, 高丽史, 卷5, ｢世家显宗二｣.
鄭麟趾, 高麗史, 卷4, ｢世家顯宗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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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에 종사하지 않는다. 비록 상인들과 같이 왔지만 벼슬을 한 후에
는 혼인을 하지 않아 민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35)
“胡宗旦도 송나라 복주인인데 太学에 입학하여 上舍生이 되었으며
그 후 两浙을 유람하고 상선으로 고려에 왔다. 睿宗은 각별히 환대
하여 左右卫录事로 보충 임명하였다. 그 권력이 翰林院에 상당하며
寶文阁에 이전하여 기다리도록 하였다.”36)
“林光의 본명은 完인데 송나라 漳州人이다. 복송 宣和年间에 상선
을 타고 고려의 開京에 와서 벼슬을 청구하였다. 甲午年 봄 고시의
别赐乙科에 합격하였다. 监门卫录事에 임명되었으며 枢密院使, 判秘
书省事을 역임하였다.”37)

중국이주민들이 고려에서 중시를 받은 원인은 북송 및 남송의 해
외무역발달로 송나라상인들이 동남아지역의 상업무역을 독점하였었
기 때문이다. 고려왕조는 송나라상인들을 통해 해외특산물을 획득하
였기 때문에 송나라상인들을 구슬리고 고려에 거주하게 하려고 일련
의 우대조치를 실시하였던 것이다.38) 고려에 의탁한 송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재능을 갖추고 있었으며 또한 중국의 정치제도, 경제문화 및
사회풍속을 익숙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려는 중국의 사회제도와
정치제도를 배우고 특산물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재들이 필
요하였던 것이다.39) 예컨대 고려 显宗 6년(1015)에 고려조정에 발을
들여놓은 천주인 欧阳徵는 显宗 7년(1017)에 右拾遗로 임명되었는데
짧은 시일에 임명되었던 것이다.40)
35)
36)
37)
38)
39)
40)

鄭麟趾, 高麗史, 卷4, ｢世家顯宗㊀｣.
鄭麟趾, 高麗史, 卷97, ｢列傳十·劉載｣.
(韩)金龍善, 高麗墓誌銘集成, 翰林大學校出版社, 1993, p.132.
芦敏, ｢宋人移民高麗述論｣, 華僑華人歷史, 2012年 第4期.
李梅花, 10-13世紀宋麗日文化交流研究, 華齡出版社, 2005, p.78.
鄭麟趾, 高麗史, 卷4, ｢世家顯宗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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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송나라시기 복건과 고려의 무역품 교류
宝庆四明志의 기재에 의하면 송나라가 고려로부터 수입한 무역
품은 은, 인삼, 사향, 홍화(紅花), 복령(茯岺), 밀랍, 등 귀중품과 대포
(大布), 소포(小布), 모사포(毛絲布), 비단, 잣 및 송화(松花), 밤, 대추
육포, 개암, 도토리, 살구, 세신(細辛), 산수유(山茱萸), 백부자(白附
子), 芜夷(무이), 감초, 방풍, 쇠무릎(牛膝), 영신초(遠志), 생강, 김,
나두(螺頭), 나전(螺鈿), 피각(皮角), 깃털, 범 가죽, 칠(漆), 청기(靑
器), 동기(銅器), 칼, 돗자리, 버섯 등이다.41) 천주해상들이 고려로 수
출한 물품에는 능연(綾娟), 금나(錦羅), 백견(白絹), 금은기물, 예복,
자기, 약재, 차, 술, 서적, 악기, 양초, 지폐, 공작새, 앵무새 등이다.42)

1) 茶葉

宋哲宗元祐 2년(1087년 10월 6일)에 천주에 市舶司를 설치하여 해
외물품과 외래선박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였다. 남송정권이 안정됨에
따라 정치, 경제중심이 남방으로 전이되고 중원지역의 백성들도 분분
히 남방으로 이주하였다. 복건 천주지역은 여진족의 침공을 받지 않
았던 관계로 형세가 비교적 안정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천주
로 이주하였다. 이는 천주지역의 생산에 인력과 기술을 가져왔으며
전체적인 경제발전을 추진하였다. 茶葉의 생산도 빠른 발전을 가져왔
으며 해외에서 환영받는 물품으로 되었다.43) 徐兢의 宣和奉使高丽
图经에서는 복건 茶葉이 고려에 수출되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재

41) (宋)羅濬 等, 寶慶四明志, 卷6, ｢宋元方志叢刊｣, 第5册, 中華書局, 1990, p.5056.
42) 李玉昆·李秀梅, 泉州古代海外交通史, 中國廣播電視出版社, 2006, p.69.
43) 陳椽, 茶葉通史, 中國農業出版社, 2008,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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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토산 茶葉은 맛이 쓰고 떫어 식용할 수 없으며 茶葉에서 귀중한
것은 중국의 臘茶와 龍鳳團이다. 하사받은 외에도 상인들이 판매하
기도 하는데 요즘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茶를 마실 때 사용되
는 기구는 금꽃이 새겨진 흑색찻잔, 비취색 공기, 은백색 화로와 솥
등이 있는데 모두 중국을 본 딴 것이다.”44)

臘茶는 편차(片茶)의 일종이다. 남송시기 程大昌의 演繁露续集
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茶의 이름이 蠟인데 마치 우유를
탄 湯麵과 같고 용해된 蠟과 흡사하기 때문에 蠟麵茶라고도 부른
다.…오늘날 많은 서적에서 蠟을 臘으로 기재하고 있기 때문에 臘茶
라도고 부른다.” 남송시기 臘茶는 전매시장에서 金나라와 거래하고
상인들이 여진족과 거래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였다. 고려국에서
“비싼 것이 중국의 臘茶와 龍鳳團이며” 臘茶는 “하사받는 외에도 상
인들이 판매”하는45) 것을 구입할 수 있다.

<그림 1> 송나라시기의 北苑貢茶46)
44) (宋)徐兢, 宣和奉使高麗图经, 卷32, ｢茶俎｣.
45) 黄純艳, ｢論宋代福建茶法｣, 中國社会經濟史研究, 2000年 第1期,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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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茶를 마실 때 사용되는 기구는 금꽃이 새겨진 흑색찻잔, 비취색
공기, 은백색 화로와 솥 등이 있는데 모두 중국을 본 딴 것이다.”
이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고려인들이 사용하는 飮茶器具는 중국과
동일하며 찻잔을 사용하였다. 송나라시기 建窯에서 제조되는 黑釉盞
은 당시 飮茶人들이 가장 환영하던 飮茶器具인데 고려인들이 이와
같은 찻잔을 수입, 모조하여 고려의 金花乌盏을 제조하였던 것이다.47)

2) 자기

북송 및 남송시기 중국자기는 廣州, 杭州, 明州, 泉州 등 항구를
통해 해외로 수출되었으며 수출대상국은 일반적으로 海外諸國이라고
서술하였다. 宋会要, 诸番志에는 일부 구체적인 국가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 중에는 고려(조선), 일본, 인도 및 유럽, 아프리카 여러 나
라가 포함된다. 북송시기 한반도에서는 이미 중국의 越窯와 汝窯의
靑釉瓷器를 모조하였다고 陳萬里는 주장하고 있다.48) 천주에 市舶司
가 설치된 후 중요한 국제항구도시인 천주는 본지에서 제조된 자기
를 수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복건지역의 기타 지방에서 생산되는 자
기, 또는 강서, 절강지역의 자기도 세계 각지로 수출하였다. 아래에서
泉州海外交通史博物馆이 소장하고 있는 福建 遇林亭窑의 黑釉盏 및
江西 吉州窑의 黑釉玳瑁釉碗과 韩国国立中央博物馆이 소장하고 있
는 이 2개 瓷器窯에서 생산된 자기의 비교를 통해 송나라시기 천주
를 통해 고려로 수출된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려고 한다.

46) (清)紀昀 等, 文淵閣四库全书, 子部·譜录類, ｢宣和北苑貢茶录｣, 臺湾商务印书馆股
份有限公司, 2008, p.645.
47) 李海英, ｢“宣和奉使高丽图经”與高丽茶文化及海路传播｣, 赤峰学院学报(汉文哲学社会
科学版), 2014年 第12期.
48) 葉文程, ｢文献记载的中国外销陶瓷(2)｣, 河北陶瓷, 1989年 第1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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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고려유적지에서 출토된 자
기 중에는 복건 建窯에서 제조된 黑釉盞도 포함되어 있다. 建窑黑釉
束口盏(<그림 2>)의 釉色은 紫褐色이고 外壁과 内壁에는 兔毫纹이
그려져 있다. 이는 庆元元年(1195년)의 张同之墓地에서 출토된 建窑
黑釉盏와 비슷하다. 은색으로 내벽에 꽃무늬를 그리고 꽃잎에 “寿,
山, 福, 海” 등 글자를 새긴 黑釉盏(<그림 3>, <그림 4>)은 “银兔毫”
라고 부른다. 이와 같은 黑釉盏은 建窑 부근의 武夷山 遇林亭窑에서
생산된 것이다. 한국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建窑의 黑釉
盏은 대부분이 남송시기의 산품이다.49)
1979년 泉州府의 後山에서 대량의 자기표본이 출토되었다. 泉州府
後山의 퇴적층은 대체로 明清层, 宋元层, 唐五代层으로 구성되어 있
었다.50) 이 중 宋元层에서 建窑의 黑釉盏이 발견되었는데(그림 5) 일
부가 파손된 상태였다. 碗口가 넓고 바깥쪽으로 약간 휘었으며 가장
자리가 둥글고 복부는 비스듬한 호선을 이루고 있다. 사발 굽은 환형
으로 되어 있고 전체가 黑釉로 되어 있지만 외측 밑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釉层이 두껍고 바탕색은 회색이며 거칠고 단단하다. 내측에
는 금을 칠하였는데 방사선형태로 되어 있고 4개의 꽃이 균일하게
새겨져 있다. 꽃에는 “寿, 山, 福, 海” 등 4개의 글자가 새겨져 있다.
이와 같은 도형과 글자가 새겨져 있는 자기가 모두 11개가 있는데
遇林亭窯의 산품으로 확인되었다. 이 사발의 구경은 12.2cm이고 사
발 굽의 지름은 4.1cm이며 높이는 6.2cm이다.

49) 金英美, ｢韩国国立中央博物馆藏高丽遗址出土中国瓷器｣, 文物, 2010年 第4期.
50) 陈鹏·曾庆生, ｢泉州府後山出土的江西瓷器｣, 江西历史文物, 1983年 4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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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黑釉束口盏

<그림 3> 黑釉盏

<그림 4> 黑釉盏 内壁

<그림 5> 泉州府 後山에서 出土된
黑釉盏

한국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기 중에는 江西 吉州窑
의 산품도 있다. 黑釉玳瑁纹碗(<그림 6>)은 전형적인 吉州窑 산품이
다. 永和镇窑의 유적지에서도 黑釉剪纸纹碗과 유사한 자기가 발굴되
었다. 黑釉注子 등과 같은 吉州窑 瓷器의 제조연대는 대체로 북송말
기에서 남송시기이다.51)
吉州窑은 江西 吉安 永和镇에 위치하여 있으며 五代時期에 시작
되어 송나라시기 때 전성기를 맞았는데 자기의 품종이 상당히 다양
하였다. 예컨대 定窑을 모조한 白釉瓷器, 龙泉窑를 모조한 青釉瓷器
등이다. 白釉彩绘와 黑釉瓷器는 磁州窑, 建阳窑의 산품에 못지않다.

51) 金英美, ｢韩国国立中央博物馆藏高丽遗址出土中国瓷器｣, 文物, 2010年 第4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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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서 黑釉瓷器의 형태가 가장 다양하였다. 예컨대 대모유(玳瑁
釉), 나뭇잎무늬, 전지꽃무늬, 묘금무늬, 금박무늬, 음각꽃무늬, 흑유
갈반(黑釉褐斑), 백색반점 및 남색반점 등 여러 특징을 소유하고 있
다. 이 사발은 黑釉을 칠할 때 연한 黃釉를 소량으로 첨부한 것인데
가마에서 구울 때 부동한 색깔의 釉层은 高温狀態에서 서로 혼합되
어 제품이 완공되었을 때 연한 黄釉色이 바탕색인 黑釉가 받쳐주므
로 하여 물 흐르는 것과 같은 효과를 재현하여 준다. 송나라시기 이
를 玳瑁釉라고 불렀는데 吉州窑의 주된 품종의 하나이다.52)
泉州府 後山에서도 江西 吉州窑의 제품이 출토되었다. <그림 7>은
절반정도가 잔존한 玳瑁釉碗이다. 碗口가 넓고 가장자리가 둥그스름
하며 복부는 비스듬한 弧線으로 되어 있다. 사발 굽은 얕은 환형이
고 전체에 黑釉를 칠하였지만 외측밑굽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釉面
은 玳瑁纹인데 釉层이 얇고 바탕색이 백색이며 단단하다. 구경이
12.7cm이고 밑굽지름이 4.2cm, 높이 6.2cm이다.

<그림 6> 黑釉玳瑁纹碗

<그림 7> 泉州府 後山에서 出土된
黑釉玳瑁纹碗

상술한 바와 같이 한국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2개의
자기와 천주에서 출토된 자기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 동일한 산품임
52) http://www.chnmuseum.cn/Default.aspx?TabId=212&AntiqueLanguageID=972&AspxAuto
Detect

｜해외 해양문화｜ 송대 복건(福建)과 고려의 경제문화적 교류 123

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기가
천주를 통해 한반도에 수입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천주의 지
리적 위치로 볼 때 천주와 吉州窑, 建窑의 거리는 가장 짧다. 따라서
송나라시기 복건의 遇林亭과 江西 吉州窑에서 생산된 자기가 천주를
통해 고려에 수출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3) 비단

한중간의 방직기술교류는 商나라시기부터 시작되었다. 고려시기 중
국에 수입된 견포(絹布)의 양이 상당하였는데 때로는 한 번에 만여 건
에 달하였다. “高丽绢”, “高丽氁丝布” 등은 송나라인과 원나라인들이 모
두 환영하는 방직품의 하나였다. 徐兢은 고려방직기술이 “상당히 뛰어
나다”53)고 극찬하였다. 하지만 고려인들은 누에를 키울 줄 몰랐기 때
문에 방직에 필요한 絹絲는 중국의 山东, 浙江, 福建에서 수입해야 했
다. “누에를 키울 줄 몰라 絹絲는 모두 상인들이 중국의 산동, 복건,
절강에서 수입한 것을 사용하였다. 花绫에 능하며 튼실한 융단도 만들
었다. 그 후 항복하여 온 북쪽오랑캐들로 인해 방직기술이 정교하여
졌으며 염색도 예전보다 좋아졌지만 비단은 여전히 거칠다.”54)

4) 여지(荔枝)

복건지역은 汉唐時期부터 荔枝를 재배하기 시작하였다. 송나라이
후 福州에서 漳州에 이르는 연해지역의 4개 郡에서는 보편적으로 荔
枝를 재배하였다.55)
53) 陈尚胜, 中韩交流三千年, 中华书局, 1997, p.127.
54) 罗濬 等, 宝庆四明志, 卷6, ｢宋元方志丛刊｣, 第5册, 中华书局, 1990, p.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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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의 荔枝는 복건, 광동, 사천지역에서만 생산된다.”
“복건지역은 4개의 郡에서 만 재배되는데 福州가 가장 많으며 兴
化郡의 荔枝는 특이하다. 泉州, 漳州의 荔枝도 유명하다. 품위가 높
지만 널리 알려지지 않고 있다.”56)

사료에는 복건지역의 荔枝 수출에 관련된 많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유적지 발굴현장에서도 荔枝의 잔존물이 발견되었다.
1974년 泉州 後渚에서 발굴된 남송시기 고선에서 荔枝의 잔존물이
발견되었다(<그림 8>). 이는 그 당시 복건지역의 荔枝輸出 상황을 짐
작할 수 있다.

<그림 8> 泉州에서 出土된 宋代 荔枝壳

송나라시기의 사료에는 복건지역 荔枝가 고려로 수출되었다는 기
재가 있다. 송나라시기 荔枝는 상당히 인기가 높았는데 상인들은 荔
枝가 꽃이 피기 시작할 때 이미 전체 과일나무를 사기도 하였다. “초
기 꽃이 필 때 상인들은 과일나무를 사들이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는
데 추후의 풍작에 대해 상인들은 미리 알고 있었다. 수확에 관계없이
55) 李恒球, ｢福建荔枝史话｣, 福建果树, 1995年 第1期.
56) (宋)蔡襄, 彭世奖校注, 荔枝谱, 第1, ｢历代荔枝谱校注｣, 中国农业出版社, 2008,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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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红盐者를 위한 것인데 수륙교통을 이용해 京師로 운송하였으며
멀리는 北戎, 西夏까지 운송되었다. 배로 동남쪽의 新罗, 日本, 琉球,
大食에도 운송되는데 누구나 좋아하여 높은 보수를 지불하였다.”57)

5)인삼

고려인삼은 고려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중요한 물품중의 하나인데
고려인들도 인삼을 극찬하였다.
“고려인들이 극찬하기를 가장귀가 3개고 잎은 5개이며 햇빛을 싫어
하고 음달을 좋아하는데 나를 찾으려면 椵树를 통해 찾아야 한다.”58)
복건지역에 수입된 고려물품 중 비교적 중요하고 사료에 많이 기
록된 것이 바로 고려인삼이다. 송나라시기 赵彦卫가 집필한 云麓漫
钞에는 고려국에서 나는 인삼에 관련해 다음과 기재하고 있다. “고
려국에는 인삼, 은, 동, 수은, 绫布 등 물산이 있다.”59) 송나라시기
孙穆은 사신으로 고려에 출사하였다 귀국한 후 鸡林类事를 집필하
였는데 고려인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토지가 척박하여
인삼, 잣, 용수포(龙须布), 돗자리, 백추지(白硾纸) 등 만난다.”60) 고
려로 항행했던 복건상선도 고려인삼을 싣고 돌아올 때가 있었다. “복
건 市舶司의 보고에 의하면 여러 나라에 갔던 선박들은 ……. 고려
국에는 인삼, 은, 동, 수은, 능포(绫布) 등이 있다.”
중국으로 수출되는 인삼은 고려에서 복건지역으로 통하는 항로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복건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대외항구였던 관계로

57) (宋)蔡襄, 彭世奖校注, 荔枝谱, 第3, ｢历代荔枝谱校注｣, 中国农业出版社, 2008, p.10.
58) (宋)葉庭珪撰, 李之亮校点, 海录碎事, 卷14, ｢百工医技部｣, 中华书局出版, 2002, p.756.
59) (宋)赵彦卫撰, 上海师范大学古籍整理研究所编, 雲麓漫钞, 卷5, ｢全宋笔记｣, 第6编,
第4册, 大象出版社, 2013, p.164.
60) 杨渭生, 10至14四世纪中韩关系史料汇编·上册, 学苑出版社, 1999,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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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삼은 천주항을 통해 복건지역에 수입된 후 남방지역의 발달한
수로를 통해 부근 지역에 판매되었다.61) 송나라시기 苏颂이 편찬한
本草图经에는 복건상인들이 河北의 전매시장에서 고려인삼을 판매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인삼은 上黨山谷 및 辽东에서 자라며 오늘의
河东 여러 지역과 泰山에도 모두 자라고 있다. 河北의 전매시장에는
복건지역에서 온 상인이 신라인삼을 판매하고 있는데 그 질이 모두
上黨의 인삼보다 못하다.”62)

Ⅲ. 송나라시기 복건과 고려의 문화교류
송나라를 대표로 하는 중화문명은 독특한 매력으로 주변 나라들을
흡인하였는데 고려도 그 중의 하나이다.63) 고려와 복건지역 간의 불
교교류, 복건에 도착한 고려인들의 번학탐구(蕃學探求) 등 과정에서
복건인은 고려와 송나라간의 문화교류에 참여하였다.

1. 불교교류

복건지역과 고려의 불교교류는 당나라말기 오대시기(唐末五代时期)
부터 상당히 빈번하였다. 三山志의 기재에 의하면 安国寺에 많은
고려의 구법승들이 거주하였었다고 한다.
“安国寺는 忠信里에 위치하여 있으며 龙丘에서 시작되었다. 会昌
時期 폐지되었다가 乾寧 2년 忠懿王에 의해 복원되었다. 광화초년(光
61) 蔡垂岳·周畅, ｢高丽人参入华史初探｣, 文史探源, 2011年 第25期.
62) (宋)苏颂编撰, 尚志钧辑校, 本草图经, 草部上品之上卷第4, ｢人参｣, 安徽科技出版社,
1994, p.92.
63) 蒋菲菲·王小甫 等, 中韩关系史(古代卷), 社会科学文献出版社, 1998, p.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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化初年) 师备스님이 雪峰에서 이곳으로 와 거주하였다. 사원에는 신
도들이 천명이 상주하고 있었으며 고려와 일본의 많은 승려들도 있
었다.”64)
고려의 释灵照禅师도 복건지역에 와서 구법하였었다.
“龙华寺의 释灵照스님은 고려국 사람이다. 불경을 새롭게 익히기
위해 왔다. 복건에 온 후 雪峰에서 마음을 깨우쳤는데 의지가 굳으
며 근검하고 소박하였다.”65)
高丽史에는 太祖 11년(928) “8월에 新罗僧 洪庆이 大藏经 한
부를 소지하고 당나라 복건지역에서 출발한 배로 禮成江에 도착하자
국왕이 직접 마중 나왔으며 帝释院에 안치하였다”66)는 기록이 있다.
송나라시기 고려승려들은 대부분 천주에서 배를 타고 귀국하였다.
“寿介 등은 연말이 되었지만 승선할 배가 없자 천주로 보내주어
배를 얻어 타고 귀국하기를 바란다고 아뢰었다.”67)

2. 송나라와 고려의 문화교류에 참여한 복건인

송나라 초기 송나라와 고려의 불교교류는 주로 고려인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송나라에서 불교경전을 수집, 구매한 후 고려로 보내 고
려의 불교발전과 연구수요를 충족시키는 형태로 이루어졌다.68) 복건
인들도 이러한 교류과정에 참여 하였다. 苏轼은 论高丽进奉状에서
천주해상 徐戬이 고려의 금품을 받고 华严经을 사사로이 刻板한
(宋)梁克家, 三山志, 卷38, ｢寺观类六｣.
(宋)赞寧, 高僧传, 卷13.
郑麟趾, 高丽史, 卷1, ｢世家太祖㊀｣.
(宋)苏轼, 张志烈·马德富·周裕锴, 苏轼全集校注, 文集5, 卷30, ｢论高丽进奉状｣, 第
14册, 河北人民出版社, 2010, p.3279.
68) 顾宏义, ｢宋朝與高丽佛教文化交流述略｣, 西藏民族学院学报(社会科学版, 1996年 第3
期.
64)
65)
66)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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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비평하였다.
“소문에 의하면 徐戬이 고려의 금품을 받고 항주에서 华严经을
刻板하였다고 한다.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 印版이 완성되자 공공
연히 해선에 실어 운송하였는데 고려국의 후한 상금을 받았지만 관
가와 민간에는 아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69)
또한 복건인들은 고려인들의 송나라 유학활동에도 참여하였다.
“政和年間 천하가 안정되고 四夷가 귀순하자 廣州와 泉南의 관리
는 番学을 가르칠 것을 주장하였다. 张本은 廣州와 泉南에서 番学을
주장하였다고 적었다. 고려도 유학생을 파견하여 수업에 참여하였는
데 과목을 완수하자 天子가 어명을 내려 廷试를 열었다.”70)
이는 고려도 유학생을 송나라 천주에 파견하여 수업에 참여하였음
을 설명한다.
2015년 福州에서 출토된 송나라 郑强의 묘비명(墓碑铭)에는 사망인
이 송나라와 고려 간의 문화교류에 참여하였던 내용이 새겨져있다.
“사망인은 성이 鄭氏이고 이름은 强이며 字는 南美인데 福州 候官
人이다. 崇寧 5년 甲科에 급제하여 처음에는 湖州司法로 임명되었다
가 越州로 발령되었으며 그 후 南康军司法로 임명된 후 다시 徐州로
발령되었다. 학식이 뛰어나 지방관원들은 조정에 추천하였는데 国子
小学博士로 임명되고 그 후 国子学录으로 승진하였으며 高丽学录을
겸임하였다. 그 후에는 睦州兵曹로 임명되고 다시 吉州로 발령되었
지만 상임하지 않았다. 高丽学官을 주관하였던 관계로 京城에서 일
을 보았으며 江东学司로 임명되었다….”

69) (宋)苏轼, 张志烈·马德富·周裕锴, 苏轼全集校注, 文集5, 卷30, ｢论高丽进奉状｣, 第
14册, 河北人民出版社, 2010, pp.3260-3261.3279.
70) (宋)蔡绦撰, 李国强整理, 铁围山丛谈, 卷2, ｢全宋笔记｣, 第3编9, 大象出版社, 2008,
p.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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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비명의 주인은 비록 고려에
간적이 없지만 복건인으로서 송
나라와 고려의 문화교류에 직접
참여하였던 것이다. 묘비명에 기
록된 “高丽学录”,

“高丽学官”등

관직은 다음과 같다. 学录의 주
된 직책은 国子监正을 보좌하여
国子学生들의 學風强化를 전담
한다. 北宋淳化 5년 国子学이 国
子监으로 개편되었기 때문에 여
기에서 말하는 国子学은 国子监

<그림 9> 郑强의 墓碑铭

의 별칭이다. 宋史·郑清传에
는 “(嘉泰時期)湖, 廣总所에서 国子监书库官으로 파견하려고 하였다.
16년에 国子学录으로 발령되었다”고71)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高丽学
录은 高丽留学生의 관리를 전담하는 관직일 가능성이 크다.
송나라시기 외국유학생은 주로 고려인들이였다. 太学이 독립되기
전 고려인들이 国子监에서 공부하고 송나라에 남아 일부 직무를 담
임하기도 하였다. 太学이 건립된 후 많은 고려인들이 입학하여 공부
를 하였는데 고려 왕자승이 30명을 인솔하여 太学에서 공부하였었다.
“丙戌年에 다음과 같이 조서를 반포하였다. ‘高丽王子僧이 30명을 인
솔하여 유학을 왔지 조공하러 온 것이 아니다. 禮部에 명하여 빈객
예의를 정하도록 하라.’ 吏部가 四选补算学博士에게 지시를 하달하자
이에 따랐다.”72)
송나라 太學에서는 고려유학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고려유학생
71) 龚延明, 宋代官制辞典, 中华书局, 1997, p.347.
72) (宋)李焘, 续资治通鉴长编, 卷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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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위한 전담선생님을 두었다. “조공사절이 연달아 오고 金瑞 등 5
명이 太学에 입학하자 조정에서는 博士를 신설하였다.”73)

Ⅳ. 맺음말
복건지역과 고려 간의 교류는 송나라시기에 가장 빈번하였는데 이
는 주로 송나라시기의 경제발전과 갈라놓을 수 없다. 또한 北宋哲宗
元祐 2년(1087年) 천주에 설치된 市舶司도 그 중의 한 요인이다. 이
외에도 그 당시 상당히 발달된 천주의 조선기술과 모험을 두려워하
지 않는 천주상인들의 개척정신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송나라와
고려 간의 우호교류 및 한중교류사에서 복건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
음을 알 수 있다.

73) (元)脱脱, 宋史, 卷487, ｢列传｣, 第246, ｢外国三·高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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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문화총서05

현대 해양도시와 해양문학의 양상

해양풍경
| 지은이 구모룡 |

해역 세계에서 바라본 풍경
사람들은 자주 바다를 강조하지만 정작 인식의 틀을 바꿀 생각은 하지 않는
다. 육역의 세계관으로 전개하는 해양 정책은 한계가 있다. 육역세계가 아니
라 해역세계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전혀 다른 지도가 펼쳐진다. 부산을 해항도
시 네트워크로, 제주를 해역세계 혹은 섬 네트워크로 인식하는 시좌가 요긴하
다. 그럴 때 뭍에 포박되고 국가의 스케일에 갇힌 세계가 열릴 것이다. 바다는
단지 연안에서 우리의 숨통을 틔워주는 열린 공간이 아니다. 물의 나르시시즘
에서 탈피하여 해역을 통해 타자와 만나고 억압된 역사를 풀어놓는 노력이 종
요롭다. - 머리말에서

| 구모룡 |
경남 밀양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읽고 쓰며 살고 있다. 본디 한국문학비평과 시론을 전
공하였고, 1982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문학평론에 당선된 이후 문학평론가로 활동하
고 있다. 그 동안 한국해양대학교 동아시아학과에서 문화연구와 동아시아 미학과 지
성사 등을 가르치며 관심과 지평을 확대해 왔다. 1980년대 문학종합무크지 『지평』 동
인, 2000년대에는 『오늘의 문예비평』 동인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시인수첩』 편집위원
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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