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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청자가 미국으로 유입되는 시기는 대체로 1882년 조․미 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된 이후이며, 1900년대 이후에 양질의 고려청자가 미
국에 대거 유입되면서 Collection이 집중적으로 형성되었다. 유입 방법
은 왕실에 외교적․정치적으로 기여한 미국인에게 선물로 주는 경우,
미국인들이 직접 수집한 민족지학적 조사물로 유입된 경우, 유통․매
매되는 상품이나 박물관이나 개인 소장가의 소장품으로 유입되는 경
우 등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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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고려청자에 대한 인식과 연구는 1900년대 후반에서 1930년
경까지 집중적으로 보이는데, 대체로 개인 소장가들의 고려청자 컬렉
션이 형성되는 시기와 일치하였다. 미국내 동양 도자 연구자들이 개인
소장들의 고려청자 컬렉션 통해서 우수한 품질의 고려청자를 직접 실
견하면서, 기형․문양․유색 등에서 중국이나 일본 도자와 다른 독창
적인 조형성과 발전된 제작 기술에 대한 글과 의견이 대두되었다. 실
제, 미국내 고려청자의 경제적 가치가 1920년대 후반에는 5배에서 10
배까지 수직 상승하였고, 고려청자의 소장 가치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
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보스턴미술관 학예사 Langdon Warner가 1911년에 일본에서
구입한 41점의 고려자기 중에 인종 장릉에서 출토된 것으로 추정되는

<청자유개통형잔>이 확인되었다. 조선총독부박물관이 인종 장릉 출
토 고려청자를 구입한 시기가 1916년이기 때문에, 인종 장릉이 도굴된
시점은 적어도 1911년 이전이며, 더 많은 부장 유물이 있었을 것이라
는 추정도 가능하다. 이러한 새로운 자료는 당시 구입 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한 결과일 뿐만 아니라 근대 미국에 유입된 고
려청자 연구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고려청자가 민족지학적 관점에서 수집되던 조사물에서
예술적 가치를 지닌 고가의 수장품으로, 학문적 연구 대상으로 변화하
면서 한국도자에 대한 근대 미국의 인식을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틀림없다. 이러한 분위기는 1910년대에서 1930년대 초까지 이
어졌지만 그 이후에 점차 고려청자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새로운 컬
렉션이 형성되지 않으면서 더 이상 고려청자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지속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 근대 미국, 고려청자, 수장품, 수장가, 인종 장릉, 찰스 랭 프
리어, 랭던 워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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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한국 도자는 미국에 소장된 한국문화재 중에 수적․질적으로 가장
우위를 점하며, 그중에서도 고려청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주로 미국내 박물관에 소장된 한국 도자의 목록
과 수량을 조사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소장 과정에서 작성된 기록이나
경위, 구매가와 같은 경제적 가치에 대한 문제, 소장 이후에 진행된 연
구 내용에 대한 접근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결국 이러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근대 미국에서 고려청자를 어떻게 인식하고, 그 가치를
판단했는지를 가늠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1880년을 전후한 시기에서 1950년 이전에 미국에 고려청자가 유입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고려청자 컬렉션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다루어지지 않
았던 문제들을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근대 미국에 고려청자가 언제부터 어떻게 유입되었는지의 문
제이다. 한국도자가 미국내에 소장되는 시점은 1880년을 전후한 시기
로 추정되며, 주로 일본이나 유럽을 통해서 들어오는 분청사기와 조선
16～17세기경에 제작된 지방 백자류였다. 고려청자는 1882년 조․미수

호통상 조약이 체결된 이후 인적․물적 교류가 합법화 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미국에 유입되어 컬렉션을 형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1) 현재
미국내 박물관, 출판물, 문헌 기록 등의 자료를 중심으로 고려청자가
미국에 유입되는 과정을 네 가지로 나누어보고, 이와 관련하여 가격으
로 환산된 고려청자의 경제적 가치가 시기별로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1) 근대 미국에 유입된 한국도자에 대한 시기별 인식 변화와 배경에 대한 전반
적인 연구는 최근에 발표한 필자의 졸저가 있다.(김윤정, ｢근대 미국에서 한
국도자에 대한 인식 변화와 그 배경｣, 미술사학 32, 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16, 291～31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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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근대 미국에서 고려청자를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대한 문제이
다. 1910년을 전후한 시기에 양과 질적으로 우수한 고려청자를 소장한
개인컬렉션이 형성되었고, 이러한 몇몇 개인컬렉션이 주요 미술관에
기증되면서 미국에서 고려청자 연구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찰스
랭 프리어(Charles L. Freer, 1854～1919)가 고려청자를 수집하는 과정
에서 남긴 자료들을 통해서 근대 미국의 개인 수장가나 박물관․미술
관 등에서 가졌던 고려청자에 대한 그들의 생각[觀]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근대 미국에서 고려청자가 어떻게 인식
되었고, 그 가치가 어떻게 판단되고 결정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이다.
셋째, 근대 미국에서 형성된 고려청자 컬렉션의 학문적 중요성과 연
구 성과에 대한 부분이다. 개인 소장가[Collector]나 박물관 등이 고려
청자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나 유물카드에는 유물의 출처나
출토 상황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다수 남아 있다. 본고에서는 고려청자
연구에서 중요한 인종 장릉 출토품과 관련된 내용과 고려 고분에서 출
토된 중국 자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컬렉션이 형성된 이후
미국내 동양 도자 연구자들이 고려청자에 대한 연구 성과를 통해서 근
대 미국에서 고려청자가 한국 문화에 대한 인식 형성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Ⅱ. 근대 미국에 유입된 고려청자와 경제적 가치
1. 외교사절에 대한 예물로서의 고려청자
고려청자가 본격적으로 미국에 유입되는 가장 주요한 배경은 1882년
에 체결된 조․미 수호통상조약으로 인한 인적․물적 교류의 공식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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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이었다. 이 조약이 체결된 직후에 조선에 왔던 미국인들이 왕실에
서 고려청자를 받았거나 이를 계기로 수집한 고려청자 컬렉션은 대부
분 미국으로 유입된 정황을 볼 수 있다. 조선 왕실에서 공식적으로 고
려청자를 처음 하사받은 미국인은 Percival Lawrence Lowell(1855～
1916, 魯月)이다. 그는 매사추세츠의 유명한 로웰가 출신으로,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1883년 5월에 일본을 유람차 방문하였다가 조선의 미
국 수호통상사절단을 만나게 된다. 로웰은 주일미국공사의 요청으로
사절단을 미국으로 인도하는 임무를 맡게 되고, 1883년 8월 18일 출발
하여 11월 14일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기까지 9명의 조․미수호통상사
절단을 보좌하면서 번역 및 통역관 역할을 수행하였다. 현재 보스턴미
술관에는 로웰이 고종에게 받았다는 <靑磁象嵌菊花文鉢>이 소장되어
있으며, 1901년 12월 3일에 로웰이 기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림
1]. 이 고려청자는 고종이 그의 노고를 보고받고 국빈으로 초대하라는

지시를 내린 후에 조선에 머문 동안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2) 윤치호
일기에는 로웰의 입국 이후에 행적과 모습을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하
고 있는데, 1884년 2월 20
일에 윤치호가 “임금이
로웰군에게 하사한 물건
을 가지고 외아문으로 가
서 로웰군에게 전하고 공
사관으로 돌아왔다”는 내
용을 확인할 수 있다.3)

[그림 1] : 청자상감국화문발
고려 14세기 후반, 보스톤미술관

2) 로웰은 약 3개월간 한양에 머무르면서 조선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을
백과사전 형식으로 자세히 기록했다. 그는 이 기록을 정리하여 1886년에 고
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Choson, the Land of the Morning Calm)이라는
책을 출판하였다.
3) 帶御賜魯君物種, 歸外衙門, 傳于魯君而歸館,…(尹致昊日記 一, 한국사료
총서 제19집, 1884年 高宗 21年 2月 廿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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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이 하사한 물건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없지만 아마도 로웰이 보스
턴미술관에 기증한 고려 상감청자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확인되는 인물은 1884년∼1885년까지 1년간 한국에 머물렀
던 John B. Bernadou (1858～1908 蕃於道)이다. 그는 해군 장교이면서
SMITHSONIAN INSTITUTION 조사원으로 활동하면서 민속품, 도자

기 등을 수집하였다. 윤치호일기 1884년 7월 21일에 “아침에 물러나
와 버나도우를 방문하고 그날 중전이 하사한 고려자기를 주었다”는 기
록을 통해서 1884년에 명성황후가 버나도우에게 고려자기를 하사하였
음을 알 수 있다.4) 스미소니언의 1893년 보고서에는 버나도우가 수집
한 5점의 고려청자가 수록되어 있지만 명성황후에게 받은 자기라고 명
시된 유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의사이자 선교사였던 Horace N. Allen(1858～1932, 安連)은 1884년
12월에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일어난 갑신정변 때 다친 민영익의 생명

을 구한 대가로 고종에게 자수병풍과 고려자기를 받았다는 기록은 그
의 일기와 1901년 출판된 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884년 일기에서는
‘600, 700년 정도 된 완벽하고 매우 뛰어난 한국 도자’라고 설명하였는

데5), 1901년 글에서는 “작은 회녹색 대접[little gray green bowl]이 조
심스럽게 싸여서 칠상자 안에 들어있었다”고 하여 형태와 색, 하사받을
때 포장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이 글에서 알렌은 “미국 공
사가 알려줄 때까지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고려자기[priceless Korai
ware]라는 것을 농담으로 생각했다”고 서술하고 있다.6) 1880년대 고려
4) 早退, 往訪蕃於道, 贈一高麗磁器, 是今日中殿御賜也.(尹致昊日記 一, 한
국사료총서 제19집, 高宗21年 甲申 7月 廿一日).
5) Horace N. Allen, 김원모 역, 알렌의 일기, 단국대학교출판부, 2008, 419
쪽. 1884. December 26, Friday “The other present was a piece of the
ancient Corean pottery very perfect and said to me six or seven
hundred old. The same man pronounces it a rare and choice piece.”
6) Horace N. Allen, CETIFIED CATALOGUE OF A COLLEC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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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상당한 고가의 물건으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알렌은
1901년 글에서 고종에게 받은 고려청자가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있고,
Hough 보고서에 실려 있다고 언급하였다. 호그 보고서는 1893년에 스

미소니언 협회에서 출판한 조선에 대한 민족지학적 관점의 조사서이
다. 보고서에 실린 유물번호 130885의 청자접시에 “Given by the King
of Korea to Dr. Allen”이라는 설명이 부가되어 있어서 알렌이 고종에

게 하사받은 고려청자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청자접시는 문양이 없이
gray-green 색을 띠는 약간 두껍게 불투명한 유약이 시유된 것이다7)
[그림 2]. 이 물건은 1889년에 미국국립박물관에 임시 위탁되었다가 알

렌이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추정되어서 현재 소재는 알 수 없다.8)
조선왕실에서 외국 사절에게 주는 선물 품목에 고려청자가 포함되는

ANCIENT KOREAN POTTERY, Nak Tong : The Seoul Press, 1901,
4～5쪽. I received a high decoration and a little gray green bowl,
carefully wrapped up and encased in a lacquered box. I thought it must
be a joke until informed by the then U.S. Minister that it was of this
priceless Korai ware. That piece is now in the Smithsonian museum
and is described in Mr. Hough's pamphlet above cited.
7) Walter Hough, THE BERNADOU, ALLEN AND JOUY COREAN
COLLECTIONS IN THE UNITED STATES NATIONAL MUSEUM,
Wasington : Smithsonian Institution, 1893, 437쪽. 알렌이 고종에게 받은
고려청자는 보고서에서 높이 3.3cm, 입지름 12.7cm, 고려접시로 분류되어
있으며, 청자의 기형이 접시에 가깝지만 약간 오목하여 Bowl과 혼용되어
표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8) Chang-Su Cho Houchins, An Ethnography of the Hermit Kingdom-The
J.B. Bernadou Korean Collection(1884-1885), Smithsonian Institution,
2004, 18쪽. 알렌은 1889년에 미국국립박물관(U.S. National Museum, 현재
Smithsonian Institute)에 고종에게 받은 118점의 한국 물건을 맡겼다가
1928년에 완전히 기증하였다. 그런데 당시 알렌이 자기 대접(ceramic bowl)
과 호박구슬로 꿴 끈을 돌려받기를 요청하여, 116점이 최종적으로 기증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때 알렌은 돌려받은 대접이 1893년 스미소니언 보고서
에서 기재된 청자접시 130885번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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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고려시대의 'Korean Pottery', Report of National Museum, 1891년
(원안이 고종이 알렌에게 하사한 고려청자)

현상은 1880년대 이후부터 볼 수 있다. 1882년 9월 7일에 일본의 외무
성에 보낸 국서와 예물 중에 “高麗甆器 一事”가 포함되어 있다.9) 1889
년에 고종이 프랑스 대통령 Sadi Carnot에게 선물한 두 점의 고려청자
에 대한 소식은 미국에서도 관심있게 다루어졌다. 미국에서 매달 출판
되던 The Art Amateur라는 잡지의 1889년 9월에 관련 기사가 단편
으로 소개되었다. 내용의 전문을 보면, “조선의 왕이 13세기 한국 자기
대접 두 개를 Carnot 대통령에게 선물하였고, 현재 세브르국립도자박
물관에 소장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 뒤에는 ‘왕이라고 해도 그 나라의
고대 물건의 연대를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
다.10) 당시 이 일은 1896년에 출판된 Stephen Wootton Bushell(1844～
9) 禮物四種 國書中另具者 麗史提綱一部二十三冊, 高麗甆器一事, 銀盤床一具
十九件, 沁產紋席十立, 用表微儀，尙冀鑑納.(朴泳孝, 使和記略 開國四百
九十一年九月初七日)
10) The Art Amateur Vol. 21, No. 4, New York : Thomas J. Watson
Library, The Metropol -itan Museum of Art, Sep., 1889, 71쪽.
“THROUGH President Carnot, the King of Corea has presented to the
Sèvres Museum two bowls of Corean porcelain, said to b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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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의 Oriental Ceramic Art에도 언급되었으며, “the most valuable
of the ancient production of his poor country”라는 내용을 볼 수 있

다.11) 또한 부셀박사는 이와 유사한 연판문 대접이 뉴욕 Dana
Collection에 있으며, 이 물건이 미국인 의사가 고종에게 받은 도자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물건은 1893년에 열린 시카고 박람회
때 알렌이 가져와서 Charles H. Dana가 25불에 구입한 고려청자 대접
으로 추정된다.
1882년을 전후한 시기에 조선 왕실에서 고려청자를 일본이나 歐美

지역 외교사절에게 주는 예물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적어도 1880
년대까지 고려청자는 상당한 고가의 물건으로 왕실의 공식적인 선물로
제한적으로 사용되었고, 이 중 일부가 미국에 유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民族誌學적 조사물로서의 고려청자
스미소니언 협회에서 1888년과 1893년에 간행한 보고서에는 미국인
이 처음으로 조선에 직접 와서 조사한 토기, 청자, 백자, 옹기류 등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다. 당시에 歐美지역 나라들이 동양권 나라들의 생
활양식을 현지에서 조사하고 물건을 수집하는 민족지학적 관점의 보고
서가 많이 작성되었다. 1893년 보고서는 1891년에 완성된 것으로, 앞서
언급된 John B. Bernadou, Horace N. Allen, Pierre Louis Jouy(1856～
1894)가 주축이 되어 당시 조선에서 수집한 악기, 복식,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물건들을 수집하여 조선인의 생활모습을 정리한 것이
thirteenth century. We venture to say that not even the King of Corea
can tell with certainty the date of any really ancient piece of his
country's ware.”
11) Stephen W. Bushell, “KOREA”, Oriental Ceramic Art, New York :
Crown Publishers, Inc, Reprinted 1980, D. APPLETON AND
COMPANY, 1896, 3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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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고서에 실린 고려청자는 주로 버나도우와 알렌이 수집한 것으로,
그릇 명칭에 한글 발음으로 표기하여 주목된다. 고려청자는 고려기
[Koriu-gi], 고려청자 주병(Wine Bottle)은 ‘Koriu-gi-biung’[고려기병],

고려청자 잔과 받침(Wine Cup and Stand)은 ‘Koriu-sul-tjan and
tjan-tai’[고려술잔과 잔대], 접시(saucer)는 ‘Koriu-jub-si’[고려접시],

대접(Bowl)은 ‘Koriu-gi-bo-si’[고려기보시], 병(bottle)은 ‘Sul-biung’
[술병]으로 병기하였다.12) 송대 정요 백자도 송도에서 수집된 ‘고려기’

로 분류되어 있으며, 당시 미국에서도 고려 무덤에서 출토된 대부분의
중국 자기가 고려자기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이들은 대부분의 고려청
자가 송도 근처의 무덤에서 출토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당시 조사물
로 수집된 청자들은 품질이 좋지 않았고, 수량도 적었다[그림 3]. 알렌
은 1894년에서 1897년 사이에 일어난 청․일 전쟁, 1895년 을미사변으
로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도굴이 횡행하였고, 일본인들이 조선의 궁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많은 자기
들이 약탈되었다고 밝히고 있
다.13) 고려청자가 민족지학적
인 자료로 수집된 예는 선교사
이자 의사였던 Eli Bar Landis
(1865～1898)의 수집품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펜실
바니아대학박물관에 다른 민
속품들과 함께 고려청자 일부
[그림 3] : 고려청자 잔과 받침
Bernadou 수집, 송도 무덤 출토
Report of National Museum, 1891년

와 조선청화백자 등이 소장되
어 있다.14)

12) Walter Hough, 앞의 책(1893), 435～438쪽.
13) Horace, N. Allen, 앞의 논문(1901), 6쪽.
14) Robert Oppenheim, “Ceramic Economies”, AN ASIAN FRONT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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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품으로서의 고려청자와 경제적 가치
미국에서 열린 박람회에 전시․판매되는 품목 중에 고려도자가 포함
된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은 1893년에 열린 시카고박람회에 처음
공식적으로 참가하였으며, 1893년 5월 3일에 25톤에 달하는 83개의 화
물 중 68개가 출품되었지만 당시 품목에 고려청자 등의 자기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15) 그러나 조선관 출품 및 행사 관할을 위해 명예사
무대원 자격으로 박람회에 참가하였던 알렌이 남긴 기록 중에는 한국
전시회에 출품하기 위하여 고려청자 대접을 가져갔던 것으로 추정되는
데, 당시 대접이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Charles H. Dana가 25불에 구입
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된다.16) 알렌은 자신의 켈렉션이 1884년에서
1898년 사이에 형성된 것으로 밝힌 것으로 보아 이 시기에 고려자기가

상품으로 유통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01년에 탁지부 세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던 회계국장 이준상이

자신의 무고를 청원하는 서류에는 高麗磁器 세 개 가격이 65원 80전으
로 기재되어 있으며, 고려자기가 호피, 細簾, 尾扇 등과 같이 일반적으
로 거래되는 상품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17) 1894년 갑오개혁
시에 각 부처 주사말직 8품관의 월급이 20원임을 고려할 때, 한 점에
약 22원 정도하는 고려자기는 8품관의 한 달 월급보다 많아서 적지 않
AMERICAN ANTHROPOLOGY AND KOREA 1882-1945,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2016, 63～90쪽.
15) 김영나, ｢‘박람회’라는 전시공간:1893년 시카고 만국박람회와 조선관 전시｣,
서양미술사학회논문집 13, 서양미술사학회, 2000, 101～104쪽. 출품된 물
건은 농산물, 원예물, 수산물, 광산물, 교통, 운수, 공예, 제조품 등이며, 공
예나 제조품의 세부 항목에서 도자류는 없다.
16) Horace N. Allen, 앞의 논문(1901), 6쪽.
17) 度支部會計局長 李濬相 …經費秩…一百五十元二十戔 虎皮二張價, 六十五
元八十戔 高麗磁器三箇價, 三十九元六十戔 細簾十部 尾扇六十柄價…(司
法稟報(乙) 31 請願書 光武五年八月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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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액수로 거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18)
1909년 4월 25일에는 한미흥업주식회사가 1만여 圓치의 鍮器와 고려

자기류를 6월에 개회되는 미국 시애틀박람회(Alaska–Yukon–Pacific
Exposition)에서 판매[放賣]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출발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19) 한미흥업주식회사의 ‘高麗燒 買收’ 문건을 보면, 고려자기
[高麗燒]는 서울과 개성의 골동상점에서 수집하였는데, 총 매수액이 2

만원이고, 현재까지 1500圓 정도를 샀고, 이미 남대문밖 운송점 일본인
에게 위탁하여 미국으로 보냈다는 내용을 볼 수 있다.20) 수출된 고려
자기는 재현자기가 아니라 골동품으로 판단되며, 상당한 양의 고려자
기가 공식적인 과정을 거쳐서 미국으로 수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21)
18) 1894년 갑오개혁 시에, 정부 관리들의 월급이 대신(장관급) 200원, 정이품
협판(차관급) 150원, 주사말직 8품관 20원, 9품관 15원이었으며, 白米 上品
한 가마 5원, 토종 돼지 한 마리 6원 정도 수준의 물가였다. 고려자기 한
개에 22원은 현재 8, 9급 공무원 월급보다 높은 금액임을 알 수 있다.
19) 4월 25일 이곳을 출발하여 미국으로의 귀국길에 오른 미국인 메이어는 韓
美興業株式會社 창립 이래 한국제 놋그릇(鎭鍮食器)과 고려 자기류(高麗
燒類)를 몇 번에 걸쳐 40梱包, 가격 약 1만여 圓에 상당하는 물품을 미국
에 수출했다는 것은 이미 보고한 바와 같거니와 同人은 이들 물품을 금년
6월부터 개회하는 시애틀박람회에서 방매할 목적으로 출발한 것으로…(統
監府文書 6卷 一. 憲兵隊機密報告 韓美會社長 ｢マヤー｣ニ就テ 憲機第九
四九號 明治四十二年五月七日).
20) 韓美興業株式會社에서는 현재 한국의 高麗燒와 鎭鍮製 食器를 미국에 수
출할 계획으로 동 회사 부사장 클래팜은 京城 골동상점 등에서 이들의 주
문 혹은 매수에 분주하였다. 또한 開城 재류 일본 상인으로부터도 약간의
高麗燒를 보내 올 예정으로 총 매수액은 약 2만圓이라고 한다. 그리고 현
재 매득한 그 물품은 약 1,500圓 정도로, 첫 번째 수출할 것을 南大門 밖
운송점 일본인 某에게 위탁하여 2일 전 미국을 향해 발송했다고 한다.(統
監府文書 6卷 憲兵隊機密報告 明治四十二年三月十六日 ‘韓美興業會社員
의 高麗燒 買收’); 매일신보 1909년 3월 4일에는 한미흥업주식회사가 시
애틀박람회에 대한제국의 물품을 출품하는 유일한 회사임을 선전하는 광
고 기사가 게재되어 있다.
21) 현재 한미흥업주식회사의 미국 거래처나 시애틀박람회에서 판매된 고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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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문건에는 실제 8000원 여치의 유기와 고려자기류를 수출하였고,
상당한 순이익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으며, 실제 박람회에서 한국
제 유기그릇의 구매자가 많아서 2차 수송을 원하는 전보까지 왔다는
기록이 확인된다.22) 그러나 판매대금이 미국 거래처에서 회수되지 않
아서 미국인 사장 메이어가 미국 현지로 가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었
다.23)
당시 미국에서 고려자기를 취급한 골동상회는 야마나카 상회,
American Art Galleries가 대표적이지만, 이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고려자기를 입수했는지에 대한 자료는 아직 확인된 것이 없다. 고려청
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골동상회의 카탈로그에서 1911년부터 시작
하여 1920년대에 집중
적으로 보이며, 조선
백자와 분청사기는 극
히 일부이며 한국 도
자는 대부분 고려청자
가

중심이었다.24)

1910년대 1920년대 카

탈로그에 실린 고려청
자의 상당수는 현재

[그림 4] : Yamanaka&Company의
판매용 Catalogue, 1915년

기의 실물은 아직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다.
22) 어제 韓美興業會社의 渡美 중인 사장 메이어로부터 시애틀박람회에서는
한국제 유기그릇의 구매자가 많아 성적이 양호하므로 속히 제2차 수송하
라는 의미의 전보가 왔다고 한다.(統監府文書 6권 憲兵隊機密報告 韓美
會社 수송품의 好成績 明治四十二年六月十七日 (1909년 06월17일)).
23) 위는 韓美興業株式會社에서 한국 鍮器와 高麗燒류를 수차례 미국에 수출
했지만 이의 대가 금 8,000여 圓이 아직 거래처로부터 송부되지 않았으므
로 그 대금 수집의 명목 아래 불원간 일단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한
다.(統監府文書 6권 憲兵隊機密報告 韓美興業會社의 경영난 및 현황).
24) 김윤정, 앞의 논문(2016), 291～3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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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박물관․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1915년에 출판된 카탈로그
에는 현재 고려청자박물관에 소장 중인 <청자상감국화문과형주자>가
실려 있기도 하다25)[그림4].

4. 소장품으로서의 고려청자와 경제적 가치
1910년대 이후에는 고려청자를 수집하는 개인 컬렉터가 늘어나고,

박물관, 미술관내 동양 도자 연구자들이 이들 중의 일부를 전시나 기증
등으로 실견하면서 연구 대상으로도 주목을 받게 된다[표 1].26) 당시
고려청자는 조형적인 면에서 일본이나 중국 자기와 다른 특징이 있었
고, 무엇보다 품질에서 우월한 면에서 가치가 소장가나 연구자들에게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개인이 고려청자를 구입한 경우는 여러 명이 확
인되지만 형성 과정이나 구입 가격이 알려진 예는 극히 드문 편이다.
그러나 Charles Lang Freer의 경우 Allen이 수집한 80여점의 고려자기
를 구입한 과정이나 가격과 관련된 서류가 비교적 잘 남아 있어서 다
음 장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보스턴미술관에서 1911년에 구입한 41점의 한국도자도 대부분 고려
자기였으며, 당시 작성된 유물 목록과 회의록을 자세하게 검토하였다.
당시 구입한 고려자기는 Langdon Warner가 일본에서 수집한 것이었
고, 그는 미술관의 아시아 담당 학예사로 1910년부터 1913년까지 중
국․일본․한국을 돌며 유물을 수집하였다. 그가 일본에서 수집한 도
자 80여점 중에 ‘corean’으로 표기된 41점에 총 2351엔을 지불하였
다.27) 이 중 높은 가격은 <청자죽문병>은 350엔, <청자음각용문매
25) Yamanaka&Co, Rare and Beautiful Oriental Art Treasures of Supreme
Quality, Boston, 1915, 50쪽.
26) 김윤정, 앞의 논문(2016), 308쪽. <표4> 재인용.
27) 남아 있는 가격 목록과 회의록을 현지에서 조사․확인하였으며, 회의록에
는 ‘James Fund’의 수입으로 랭던 워너가 선택한 최상의 물건이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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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근대 미국의 한국도자 컬렉션의 형성시기와 성격
컬렉터

William Thompson
Walters (1819～1894)
Frank Brinkly
2
(1841～1912)
Morse, Edward
3
Sylvester(1838～1925)
Charles Lang Freer
4
(1854～1919)
Horace N. Allen
5
(1858～1932)
Samuel T. Peters
6
(1854～1921)
Langdon Warner
7
(1881～1955)
Worcester R.
8
Warner(1846～1929)
Alfred Irving Ludlow
9
(1875～1961)
Russell Tyson
10
(1867～1963)
Desmond FitzGerald
11
(1846～1926)
Tomita Gisaku
12
(1858～1930)
1

13 J. H. Morris
14

Hoyt Charles Bain
(1889～1949)

형성시기

형성지역

한국 도자의 성격

1884～1894

미국

조선 분청사기, 지방백자류

19세기 말

일본

조선 분청사기, 지방백자류

토기 중심, 조선분청사기, 백자
고려청자 일부
분청사기, 지방백자류(1896,1897)
1896～1917
뉴욕
1907년 이후
고려청자 중심
고려청자, 송대 백자 (80 여점)
1884～1898 서울, 개성
→ 프리어 구입(1907)

1892년 이전

1915년 이전

일본

뉴욕

고려청자, 송대 청백자

1910～1913 한국, 일본 고려청자 중심

비 고
(현 소장처)
미국 최초
동양도자컬렉션
동양도자컬렉션
보스톤미술관
(1892년 기증)
프리어갤러리
(1920년 기증)
프리어갤러리
메트로폴리탄미술관
(1915년 기증)
보스톤미술관
클리브랜드미술관

1917년 이전

한국

고려청자 중심

클리브랜드미술관

1921년 이전

서울

고려청자 중심
(Jhon L. Severance 구입)

클리브랜드미술관
(1921년 기증)

1920년 이전

한국

고려청자 중심

시카고미술관

1926년 이전

미국

고려청자 중심

메트로폴리탄미술관

1928년 이전

서울

고려청자 중심

1928년 카탈로그

1925년 이전

서울

고려청자 중심
(금속 촛대, 조선시대 가구)

1925년 카탈로그

20세기 전반

미국

고려청자, 조선분청사기, 백자

보스턴미술관
포그미술관

병>, <청자상감유로문병>은 각각 275엔이었다. 대접류는 보통 30엔에
서 60엔 정도였지만 유물의 질에 따라서 10엔으로 책정된 경우도 있으

한국도자(Korean pottery)를 구입하기로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한국도자
41점에 2351엔, 포장비 190.88엔을 합쳐서 2541.88엔으로, 미술관에서 2600
엔을 보내주었고 남은 58.12엔은 한국에서 오고 있는 두 점의 자기를 예약
한다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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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청자음각모란당초문완>은 색이 좋고 ‘ama ryo’ 즉 螭龍이 음각되
어 있다는 점 때문에 120엔으로 책정되었다. 당시 엔화는 달러의 절반
정도의 가치로 환산되어서, 350엔은 175달러, 275엔은 137달러, 120엔
은 60달러 정도였다.28)
고려청자의 가격은 1920년대 이후에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표적인 예가 1927년에 판매되었던
Desmond FitzGerald Collection이

다. Desmond FitzGerald (1846～
1926)는 예술품 후원자, 수장가이자

엔지니어였으며, 그의 사후인 1927
년에 Harriet F. Clark, Caroline
Van Rensselaer Harold, Stephen
FitzGerald의 주문으로 그의 소장품

들이 대거 판매되었다. FitzGerald
Collection의 판매용 카탈로그는 중

국․한국 도자를 중심으로, 전체
546점 중에 고려청자는 약 205점 정

도이며, 도판까지 실리는 등 주목할
만하다.29) 1927년 4월 23일과 24일
자
[그림 5] : New York Times
1927년 4월 24일 기사

New

York

Times에

실린

FitzGerald Collection의 판매 관련

기사를 통해 고려청자의 경제적 가

28) Sung-mi Kim, “The Movement of Long-Term Exchange Rate in Korea,
Japan and China 1900—2000”, MA dis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7, 52쪽.
29) Chinese and Korean Potteries & Porcelains : Collection of the late
Desmond FitzGerald, New York : American Art Association,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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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가 이전에 비해 월등히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5]. 메트로
폴리탄미술관이 회녹색 유약 아래 모란절지문이 장식된 고려청자를
1500불에 낙찰받았다는 24일자 기사를 볼 수 있다. 이 유물은 <청자양

각연화․황촉규문매병>(No.27.119.1)으로 매병 몸체 전면에 연꽃과 황
촉규가 折枝 형태로 음각되어 있으며, 당시 모란으로 오인한 것이다[그
림 6]. 이 매병의 가격은 중국, 한국 도자를 합쳐서 컬렉션 유물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1911년에 보스톤미술관이 구입한 <청자음양각
용문매병>과 제작 시기와 품질에서 큰 차이가 없지만 가격은 10배 이
상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그림 7].

[그림 7] : 청자음양각 용문 매병
[그림 6] : 청자음양각 연화․
고려 12세기, 높이 35.5cm, 보스턴
황촉규문 매병
미술관, 1911년 275엔(137달러) 구입
고려 12세기, 높이 34.9cm, 메트로
폴리탄미술관, 1927년 1500달러 구입

이외에도 메트로폴리탄미술관은 <청자양각원앙문표형주자> 560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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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청자양각작약문대접> 475달러, <청자상감운학문매병> 375달러
에 구입하였다.30) 보스턴미술관에서도 음․양각의 완류는 130에서 140
불, 과형주자는 300불, 상감청자합은 100불에 구입하였으며, 시카고미
술관도 청자주자를 800불에 구입하였다.31) 프리어가 1907년에 구입한
고려청자 중에 대접류가 25불에서 40불, 참외형주자는 125불, 1911년에
보스톤미술관이 구입한 고려청자 가격을 감안한다면 고려청자의 가격
이 전체적으로 두세 배에서 대여섯 배 정도 오른 것을 알 수 있다.
높은 가격이 책정된 유물은 대체적으로 고려 12세기 음양각청자가
주를 이루며, 당시 조형적인 판단 기준은 문양보다 유색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고려청자의 이러한 경제적 가치는 당시 거래되던 중국이나
일본 도자 중에서도 높은 가격이었으며, 1930년경에 이미 질 좋은 고려
청자를 구하기도 힘들고, 품질이 좋은 물건은 엄청난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었다.32) 고려청자의 경제적 가치의 상승은
1930년대 이후에 고려청자 컬렉션이 형성되지 않았던 주요 원인 중의

하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Ⅲ. Freer의 고려청자 Collection의 형성 과정과 의미
현재 스미소니언 프리어갤러리 소장 ‘한국 도자’는 대부분 찰스 랭
30) 메트로폴리탄박물관에서 1927년에 Desmond FitzGerald Collection에서 구
입한 고려청자는 유물번호 27.119.1부터 27.119.13까지이며, 27.119.22는 19
세기 말 조선 청화백자, 27.119.17,18은 고려백자로 되어있지만 송대 자기
로 추정된다.
31) New York Times SATURDAY APRIL 23 1927, 36면; SUNDAY
APRIL 24 1927, 21면.
32) Lorraine O. Warner, “Korai Celadon in America”, Eastern Art Vol.Ⅱ,
PHILADELPHIA : the College Art Association, 1930, 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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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어(Charles L. Freer, 1854～1919)
에 의해 수집된 것이다[그림 8]. 그가
한국 도자를 수집하는 중에 주고받았
던 편지, 구입증서, 가격 영수증, 구입
당시 묘사[스케치]․기록, 관련 서류
등에서 ‘한국 도자’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는 많은 자료를 프리어갤러리
아카이브실에서 조사․수집하였다[표
2].
Charles Lang Freer는 1896년부터

한국 도자를 구입하기 시작하였고, 초
기에 주로 Yamanaka Sadajiro가 세

[그림 8] : Charles L. Freer
(1854～1919)

운 골동상회[Yamanaka & Company]를 통하여 한국 도자를 구입하였
다.33) 구입 시기는 1896년부터 1917년까지 꾸준하게 이루어졌지만 초
기에 구입된 한국 도자는 일본에서 다완으로 사용된 일본인들의 취향
에 맞는 품질이 낮은 지방백자류나 분청사기류의 그릇이대부분이다.34)
마에다 다이묘 집안에서 사용하였다는 다완 10점은 한 상자 안에 들어
33) 야마나카 상회는 오사카 출신 상인인 야마나카 사다지로(山中定次郞, 1866
～1936)가 설립한 국제적인 고미술 거래업체이며, 1894년 미국 뉴욕의 작
은 미술품 상점을 연 이래 보스턴(1899), 시카고, 런던, 베이징(1917)에 지
사를 두고 운영하였으며, 1945년 2차 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면서 문을 닫
았다.(Tomas Lawton, “An Asian Art Legacy”, Orientations, May 1993,
300～302쪽 참조.)
34) 프리어가 1896년에 처음으로 구입한 한국 도자는 조선 16, 17세기 지방 백
자로 일본에서 찻그릇으로 사용되던 것이었다. 1897년에 카가[加賀, 현 石
川県 金沢市] 지방의 마에다[前田] 다이묘[大名] 집안에서 사용하던 다완
10점을 구입하였다. 현재 10점 중에 조선 6점, 중국 2점, 일본 2점으로 판
단되었지만 프리어가 구입할 당시 영수증에는 3점만 한국도자로 표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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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 1907년 프리어가 알렌의 ‘한국 도자’ 소장품을 구입하는 과정의 관련 서류
서류 제목

1

2

3
4

List of Korean pottery :
Cost Prices and Insurance
Valuations
Certified Catalogue of a Collection of
Ancient Korean Pottery
Purchased and Owned by Horace N.
Allen, U.S. Minister, To Korea.
Purchased by Mr. Freer from
Horace N. Allen
Pottery Description SI 96-300
Made by Miss Gardner following note
made by Mr. Freer

내용
프리어갤러리 소장 한국 도자의 구입가격과
보험가치
알렌 소장 한국 도자에 대한 알렌의 평가와 묘
사 기록
알렌에게 구입한 한국 도자 80점의 스케치와
기형, 문양, 크기 기록.
프리어갤러리 소장 한국도자에 대한 기형, 문
양, 크기, 유색, 번조받침, 시문기법 등을 자세
하게 기록.

Frederick J. Flagg가 프리어와 해커에게
알렌의 소장품이 프리어에게 소개되는 과정을
5 보낸 편지와 답장
알 수 있는 내용.
[1907년 3월 13일, 14일, 15일, 21일]
알렌이 프리어에게 자신의 한국 도자 소장품
Regarding my collection of
을 소개하는 글이며, 1900년대 초에 한국의 상
6 82 pieces of ancient Korean pottery –
황을 알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됨 [편지에 동봉
1907년 3월15일
함]

7

8

프리어가 Colonel Hecker에게 보낸 편지 Allen의 유물 구입과 관련하여 해커에게 자신
[5월 6일, 30일]
의 의견을 피력하는 내용.
해커가 프리어에게 보낸 전보

알렌의 한국 도자 소장품을 꼭 사라는 내용

알렌이 프리어에게 보낸 편지[12월4일]

감사의 내용

9 KOREAN POTTERY

한국 도자의 가치, 기원, 기록, 중국과의 관계,
출토 지역, 제기류, 기종, 문양, 특징을 chapter
별로 기술

10 1907년 5월 22일 구입 영수증

영수증 : 알렌 소장품 구입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프리어는 이 다완 10점과 또 다른 다완 34점,
병 1점을 포함하여 45점을 ＄500에 구입하였는데, 일본 다완 한 점에 5
불에서 15불 정도의 가격을 지불한 것으로 보인다.
프리어의 한국 도자 Collection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1907
년에 Horace N. Allen(1858～1932)에게 구입한 80여점의 한국 도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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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앞서 설명한대로 알렌은 갑신정변 때 민영익의 생명을 구한 대가로
고종에게 자수병풍과 고려자기를 받았고, 이후에 한국 도자를 수집하
기 시작하였다. 1901년에 작성된 ‘한국 도자’에 대한 논고는 알렌이 한
국 도자를 수집했을 때의 시각과 기준을 알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그
는 미국으로 돌아가서 소장했던 80여점의 고려자기를 1907년에 프리어
에게 판매하였다. 프리어가 알렌의 소장품을 구입할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관련 서류, 편지, 매매 영수증뿐만 아니라 프리어가 직접 유물
을 스케치하고 묘사한 노트 등이 남아 있어서 고려청자에 대한 프리어
의 인식을 볼 수 있다.
프리어에게 알렌의 한국도자 Collection에 대한 정보와 구매 의사를
타진한 것은 알렌의 조카사위였던 Frederick J. Flagg였으며, 그가
1907년 3월 13일경에 프리어에게 쓴 편지가 남아 있다. 하지만 당시 프

리어는 동양권을 여행 중으로 미국에 없었기 때문에 그의 친구이자 동
업자인 Frank J. Hecker(1846～1927)는 프리어의 부재를 알리는 답장
을 보냈고, 알렌은 그가 직접 쓴 한국도자에 대한 글을 첨부하여 다시
보내고 있다. 이후 Frederick은 1901년에 쓴 알렌의 글을 첨부하면서
뉴욕 메트로폴리탄박물관에서 35점만 구매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알
렌은 전체 소장품을 한꺼번에 팔기를 원하였고, 요구 금액은 5000달러
였다. 일본에 머무르던 프리어는 유물을 보지 못한 채 알렌의 글을 읽
고 해커에게 한국 도자 컬렉션을 구입할 것을 요청하는 편지[5월 6일]
를 보냈다. 편지에서 프리어는 ‘알렌이 보내준 글의 내용으로 볼 때, 자
기들은 매우 드물고 귀하며 흥미롭다고 하면서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
는 물건들과 합쳐진다면 자신의 한국도자 컬렉션은 현존하는 것 중에
서 최고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였고, 80점에 5000불은 정말 낮은 가격’
이라고 쓰여 있다. 또한 현재 일본에서 모든 종류의 고대 도자가 굉장
히 비싸고, 12달 안에 가격이 두 배가 될 것이라고 장담하면서 알렌의
컬렉션을 꼭 구입하기를 원하였다[그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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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렌의 한국도자 80점은 5
월 22일에 3000달러의 가격
으로 매매가 성사되었다. 거
래 과정이 자세하게 설명되
지 않았지만 사업가였던 해
커가 일단 제시해 보았던 최
저 가격을 알렌이 받아들이
면서 거래가 성사된 것으로
보인다. 이 가격은 프리어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그
는 도쿄에서 친구 해커에게
감사의 편지[5월30일]를 보
냈다. 당시 도자의 가격을
[그림 9] : Freer가 일본에서 보낸 편지,
1907년 5월 6일

보면, 대접류는 대체적으로
25달러에서 40달러, 병이나

주자류는 125달러에서 200달러 사이에서 책정되었다. 구입 유물 중 가
장 높은 가격은 경덕진 청백자 주자, 청자과형주자, 청자장경병으로 각
각 200달러로 책정되었다[그림 10].35)
알렌의 한국도자는 일부 중국자기가 섞여있지만 대부분 고려자기였
으며, 프리어는 구입한 80여점을 모두 스케치하고 유물의 상태를 설명
한 노트를 작성하였다[그림 11]. 고려청자를 설명한 프리어와 알렌의
글을 보면 같은 고려청자를 설명하지만 다른 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알렌이 형태 설명에 치중한다면 프리어는 질감이나
다양한 유색, 빙렬의 모양 등을 설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프리어
35) 프리어는 1907년 12월에 Yamanaka 상회에서 <청자상감앵무문호> (F19
07.367)를 650달러에 구입하였기 때문에 알렌 컬렉션의 구입 가격은 당시
로서도 상당히 낮은 가격이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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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 Allen의 한국도자 Collection
Freer가 1907년 3000달러에 구입

[그림 11] : Feer의 고려청자 스케치
및 설명노트 (26장 중 두 번째 장)

는 질감 표현, 유색, 유면의 상태, 기형, 문양, 굽바닥 상태 등의 순서로
일정한 형식으로 유물을 묘사하였다. 특히, 질감과 유색, 유면 상태를
중요하게 여겨서 거친 표면과 칙칙한 유약의 도기나 자기를 좋아했고
색의 표현에 민감했다. 프리어의 도자를 보는 관점은 그가 구입한 피코
크룸의 선반에 장식된 도자를 보면 더욱 확실해진다. 현재 프리어갤러
리 내에 옮겨진 피코크룸은 프리어의 도자 취향을 알 수 있는 대표적
인 도자 전시 공간이다.36) 레이랜드가 피코크 룸을 설계했을 때 대부
36) The peacock room은 원래 선박업자인 Frederick Leyland(1832～1892)의
영국 리버풀 저택에 있던 식당이었다. 레이랜드는 이 공간을 예술적인 장
소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여서 건축가 Thomas Jeckyll(1827～1881)을 고용
하여 강희년제의 청화백자를 진열할 수 있는 격자선반을 디자인하도록 하
였고, 휘슬러에게 그 공간의 색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휘슬러는 그 방을
1876과 1877년에 “harmony in blue and gold”로 다시 장식했다. 1892년에
레이랜드가 죽은 후에 그의 저택과 피코크 룸은 Blanche Watney에게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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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중국 청대 강희제 시기의 청화백자가 진열되었던 반면에, 프리어는
단단하고 광택이 나는 청화백자는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시
리아․이란 지역 도기, 중국 한대 시유도기, 송․명․청대 청자, 고려
청자가 진열되었다. ‘The Peacock Room’의 서쪽 벽면에 고려청자가
긴 벽면에 가로 한 줄, 그 오른쪽에도 세로로 배치되었다[그림 12]. 프
리어는 회색빛의 녹색을 띠거나 갈색을 띠는 회색[grayish green, pale
brownish gray, greenish gray]류의 고려청자를 선호하였다[그림 13].

프리어가 피코크룸에 진열하기 위해 선택한 고려청자는 품질이나 제작
시기 등의 표준적인 기준이 아니라 질감과 색감 등을 우선하는 그만의
미학적 기준이었다.

[그림 12] : Peacock Room 서쪽 벽면에
[그림 13] : 청자표주박형주자
진열된 고려청자 (선 안)
‘pale brownish gray’로 유색
Freer Gallery (필자 사진)
설명(프리어) 고려 12세기, 피코크룸
전시, 프리어갤러리
렸고, 1904년에 피코크룸은 저택에서 분리되어 미국인 컬렉터 J. P.
Morgan에게 팔렸지만 실제 매매인은 찰스 랭 프리어였다.(The Peacock
Room Comes to America, Freer Gallery of Art and M. Sackler Gallery,
2012, 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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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어의 고려청자 컬렉
션은 1914년과 1916년에 개
최된 전시에 대여되었고, 고
려청자에 대한 새로운 인식
이 형성되는데 중요한 역할
을 하였다.

1914년 뉴욕

Japan Society에서 주최한
‘중․한․일 도자전’과 메트

로폴리탄박물관에서 개최한
1916년 특별전에 처음으로

고려청자가 제대로 전시되
었고, 도판과 유물 설명이
들어간 전시 도록이 출판되
었다[그림 14].37) 1914년 전
시에는 Freer 소장품 30점,

[그림 14] : Chinese, Corean and Japanese
Potteries-descriptive catalogue of Loan
Exhibition of Selected example-에 실린
고려청자 (New York : Japan Society, 1914)

Samuel T. Peters의 소장품
11점, John Platt의 소장품 8점 등의 개인 소장 고려자기가 대여되었다.

프리어와 같은 개인 컬렉터들이 근대 미국에서 고려청자의 조형적 우
수성을 알리고 연구자들에게 자료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
다. 1930년대 이후에 새로운 고려청자 컬렉션이 형성되지 않으면서 관
련 연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볼 수 있다.

37) Hobson, Morse, Chinese, Corean and Japanese Potteries -descriptive
catalogue of Loan Exhibition of Selected example-, New York : Japan
Society, 1914; S.C. BOSCH REITZ, The Catalogue of Exhibition of
Early Chinese Pottery and Sculpture, New York :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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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미국내 고려청자 Collection의 학문적 중요성과
연구 성과
1. 고려청자 Collection의 학문적 중요성
근대 미국에 형성된 고려청자 Collection은 현재 고려청자 연구에서
학문적으로 중요한 자료이며, 근대 미국에서 축적된 고려청자에 대한
연구 성과 부분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 컬렉션이 형성되거나 구입 혹은 수집 당시에 작성된 유물에 대
한 기록이 가지고 있는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이다. Langdon Warner
(1881～1955)가 일본에서 수집해서 1911년에 보스턴미술관이 구입한

도자는 총 80여점이며, ‘Korean Pottery’로 기록된 도자는 41점이다. 구
입 당시의 관련 기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이한 내용을 확인하였는
데, <청자유개잔>은 1911년 구입 당시 작성된 “Korean Pottery” 목록
에서 ‘vertical sided bowl and cover from tombs of Jinso, repaired,
50yen’로 기재되어 있다. 당시 작성된 유물카드에도 기형, 문양, 유색,

크기, 가격 등과 함께 “Said to be from tomb of Jinso”, “Repaired
with gold lacquer”라는 기록이 있다. 1911년 구입된 유물 중에 유일하

게 ‘Jinso 무덤에서 출토되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지만 이제까지
‘Jinso’는 지명이나 인명 정도로 추정되어 왔다.38) 그러나 ‘Jinso’는 고

려 仁宗의 일본식 발음이기 때문에 이 <청자유개잔>은 인종 무덤에서
출토된 것을 의미한다[그림 15]. 인종 장릉 출토품은 1123년이라는 하
한의 편년을 제공하여 12세기 고려청자 연구에서 중요한 자료이며, 조
선총독부박물관이 1916년 9월 25일에 쿠로다 타쿠마(黑田太久馬)에게

38) 정수형, ｢보스턴미술관 한국미술품 소장사｣, 미술자료 제84호, 국립중앙
박물관, 2013, 108～1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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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 청자유개통형잔
총높이 : 9.8cm, 잔 높이 : 7.0cm
입지름 : 10.4cm, 밑지름: 6.1cm
Langdon Warner 1911년 일본
보스턴미술관

[그림 16] : 청자유개통형잔
총높이 : 9.7cm, 잔 높이 : 6.9cm
입지름 : 10.4cm, 밑지름 : 6.0cm
인종 장릉 출토, 1916년 조선총독부박
물관 구입 국립중앙박물관

구입한 것이다[그림 16].39) 랭던 워너는 이보다 5년이나 앞선 1911년에
일본에서 인종 무덤에서 출토된 <청자유개통형잔>을 구입한 것이며,
1916년보다 훨씬 이전에 이미 일본에서 인종 무덤 출토품들이 매매되

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인종 무덤이 도굴된 시점은 적어도 1911년 이
전이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일괄 유물 외에 더 많은 유물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게 된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과 보스턴미술관
소장된 두 점의 <청자유개잔>은 크기, 형태, 굽 모양, 뚜껑과 잔 바닥
에 규석이 받쳐진 형태까지 매우 유사하여 인종 무덤에서 함께 부장되
었던 것임을 더욱 확신하게 한다[그림 15-1, 16-1]. 구입 가격도 1911
년에 50yen, 1916년 55圓으로, 당시 한국과 일본의 환율이 거의 차이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비슷한 값에 거래된 것을 알 수 있다.
인종 무덤 일괄 출토품을 조선총독부박물관에 판매한 쿠로다 타쿠마

39)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에 의뢰하여 당시 인종 장릉 출토품의 구입 서
류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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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1] : 도 15의 잔과 뚜껑 바닥

[그림 16-1] : 도 16의 잔과 뚜껑 바닥

(黑田太久馬)는 골동상이 아니라 고위 관료이자 일본어학자로서 유명

한 컬렉터이기도 하였다. 현재 프러갤러리에 소장된 <청자동채연화형
주자>도 1915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쿠로다가 프리어에게 판매한 것
이며[그림 17]40), 당시 그는 Panama-Pacific Exposition의 일본 황실
미술품 전시 담당으로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다.41) New York Times
1916년 7월 2일자에 인터뷰 기사에서도 그의 ‘Oriental antique objects
40) 유물번호 F1915.50는 프리어가 Kuroda Takuma에게 1915년 11월에 구입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1) 인터뷰 내용은 Takuma Kuroda가 수년 동안 한국에서 직권상 외교적 대
변인이었으며, 이토 히로부미, 테라우치 총독 등 주요 인물과 친밀한 관계
였고, 일본 황제와 한국 정부의 대화 창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소개하였으
며, 일본과 주변국과의 관계나 정세 등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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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art collection’이 뉴욕에서 전

시되고 있다는 내용이 확인되어
서, 프리어에게 판매한 고려청자
역시 당시 컬렉션에 포함된 물건
으로 추정된다. 당시 개성 일대
고려 고분에서 도굴된 많은 청자
들이 일본의 고위 관료들에 의해
어떤 식으로 유출되어 미국으로
유입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둘째, 고려청자와 함께 출토된
도자 중에 중국자기가 상당수 확
인되었다. 미술관에서 작성된 原
유물카드나 1910년대에서 1930년
대까지 출판된 카탈로그 등의 자
료를 확인하면, 송대 자기가 고려

[그림 17] : 청자동채연화형표형주자
1915년 쿠로다 타쿠마에게 구입
프리어갤러리

자기로 기재된 경우가 적지 않다. 알렌이 1884년부터 1898년까지 조선
에서 수집했던 80여점의 고려자기 컬렉션에도 12점 이상의 중국 정요
백자, 경덕진 청백자, 복건성 백자 등이 섞여 있다. 보스턴미술관이
1911년 구입한 경우에서도 ‘Korean Pottery’로 기재되어 구입된 41점

중에는 중국 도자 16점이 포함되어 있었다[그림 18]. 당시에는 고려자
기로 생각했다는 것은 출토지가 고려시대 무덤이었다는 것을 의미하
며, 주로 정요 백자, 경덕진 청백자가 많고 紫定이라고 하는 정요의 갈
색유자기나 요주요 청자도 포함되어 있다. 1927년 메트로폴리탄미술관
에서 구입한 고려자기에서도 구입 당시에 ‘紫定’ 완과 병, 정요 백자 등
을 모두 고려자기로 파악하고 있었다. 당시 고려자기로 분류되던 중국
자기에 대한 문제는 고려시대에 유입된 중국 자기의 실체에 접근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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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 1911년 ‘Korean Pottery'로 구입된 중국 송‧금대 자기
고려 무덤 출토 추정, 보스턴미술관

셋째, 국내에 남아 있지 않은 근대기에 조사․수집된 도면이나 사진
자료들이 일부 확인된다. 1930년에 야나기 무네요시의 글에 게재된 강
진 일대 청자 가마터 지도, 명칭, 사진 등은 국내에 남아있지 않은 자
료로 판단되어서, 남아 있는 자료들과 비교․분석하면 20세기 전반 강
진 지역의 청자 가마터 조사 현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42)[그림 19, 20].

2. 고려청자 Collection의 연구 성과
고려청자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1910년대에서 1920년대에 집중적

42) Yanagi Muneyoshi, “A Note on the Pottery kilns of the Korai Dynasty”,
Eastern Art Vol.Ⅱ, PHILADELPHIA : the College Art Association,
1930, 123～1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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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 칠량면 항구 (현 칠량면 봉황리 추정)
‘The Port of Shichi-ryoji', 1930년 이전

[그림 20] : 강진 고려청자 가마터 분포도, 1930년 이전

으로 이루어졌고, 이는 고려청자 Collection의 형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Samuel T. Peters, Charles Lang Freer, Langdon Warner,
Desmond Fitzgerald, John L. Severance, Worcester R. Warner,
Russell Tyson, Hoyt Charles bain 등은 질과 양적으로 우수한 고려청

자 컬렉션을 가지고 있던 개인 컬렉터들이며, 1910년대부터 이들의 소
장품이 미술관에서 전시되기 시작하면서 고려청자에 대한 연구가 본격
화되기 시작하였다[표 1] 참조. 동양 도자 연구자들은 전시, 기증,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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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서 고려청자를 실견할 수 있었고, 실견 이후에 조형적, 제작 기
술적인 면에서 고려청자가 중국이나 일본 도자와 다르다는 점을 인식
하면서부터 연구의 방향과 내용이 이전 시기와 바뀌는 상황을 볼 수
있다.
첫째, 고려청자로 인해 한국도자에 대한 인식과 판단 기준이 변화하
였다. 관련 저서, 논문, 카탈로그 등의 자료를 통해서 당시 소장가나 연
구자들이 한국도자를 중국 도자의 아류나 일본 도자제작 기술의 원류
정도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3]. 19세기 4/4분기
에 미국인들이 접했던 한국도자는 일본을 통해서 유입된 분청사기와
16～17세기 지방백자류였고, 품질이나 제작 기술에서 좋은 평가를 받

지 못했다. 메트로폴리탄미술관, 보스턴미술관, 클리브랜드미술관 등
주요 미술관의 동양미술 담당 학예사나 연구자들은 고려청자를 실견한
[표 3] : 고려청자 관련 논문 목록 (1910년대～1930년대)
지은이

논문제목

정기간행물

Museum of Fine Arts Bulletin,
Vol.9, No.54
The Metropolitan
2 Durr Friedley Korean Pottery
Museum of Art Bulletin, Vol.10, No.3
Mrs. Langdon Grave Pottery of
Bulletin of the
3
Warner
the Korai Dynasty
Pennsylvania Museum, Vol.16, No.61
Lorraine
Korean Grave Pottery The Bulletin of the
4
D'O Warner of the Korai Dynasty Cleveland Museum of Art, Vol.6, No.3
TRANSACTIONS OF THE KOREA
Pottery of the Korai
BRANCH OF THE ROYAL
5 A. I. Ludlow
Dynasty (924-1392)
ASIATIC SOCIETY Volume XIV
H. G.
The Metropolitan Museum of
6
Korean Ceramics
Henderson
Art Bulletin, Vol. 22, No. 6
Lorraine O.
Korai Celadon in
7
Eastern Art Vol.Ⅱ
Warner
America
A Note on the
Muneyoshi
8
Pottery kilns of the Eastern Art Vol.Ⅱ
Yanagi
Korai Dynasty
1 F.S.K.

Korean Pottery

간행처

시기

Museum of
Fine Arts, Boston
Metropolitan
Museum of Art
Pennsylvania
Museum
Cleveland
Museum of Art
Royal Asiatic
Society Korea
Branch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Dec.
1911
Mar.
1915
Apr.
1918
Apr.
1919

〃

1930

The College Art
Association

1923
Jun.
192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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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글을 썼기 때문에 고려청자 자체의 조형적 특징을 매우 세세하
게 언급하거나 기형, 문양, 유색 등에서 기술적으로 매우 발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독창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특히, Langdon
Warner의 부인으로 고려청자 연구에서 탁월한 글을 남긴 Lorraine O.
Warner(1887～1965)나 John Platt의 글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로레인

워너가 1930년에 발표한 “Korai Celadon in America”는 고려청자에 대
한 역사적 배경, 기법, 기형, 문양, 유약, 가마터, 용어 등 전반적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었을 뿐만 아니라 유물 사진 157장이 실려서 미국에서
진행된 고려청자 연구의 집대성이라고 할 만하다.43)
둘째, 고려청자가 일본․중국 자기와 장식 및 제작 기술에서 크게 다
르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1896년에 출판된 부셀의 책에서도
고려자기의 ‘翡色’을 ‘Kingfisher green’으로 해석하여 그 존재를 인지
하고 있었으나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44) 그러나 1910년대 이후
품질이 우수한 고려청자들이 미국에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 한국도자
를 평가하는 기존의 인식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다. 보스턴미술관에
서 1911년에 구입한 고려자기를 실견한 이후에 발표된 ‘Korean
Pottery’라는 글은 고려청자의 조형적 아름다움과 독창성을 유약
(glaze), 태토(clay), 문양 소재(decoration), 장식 기법, 기형(form) 등으

로 나누어 세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특히, 가장 높은 가격으로 구입된
<청자죽문병>을 형태, 대나무의 섬세한 표현, blue-green의 유색 등에

서 가장 아름다운 가치 있는 작품으로 꼽았다.45) 1915년에 Samuel T.
Peters가 54점의 한국 도자를 메트로폴리탄미술관에 기증한 직후에도

임시 전시회가 열리고 고려청자에 관한 두 편의 글이 연달아 게재되는
43) Lorraine O. Warner, 앞의 논문(1930), 37～116쪽.
44) Stephen W. Bushell, 앞의 책(1896), 333～339쪽.
45) F.S.K., “Korean Pottery”, Museum of Fine Arts Bulletin,Vol.9, No.54,
1911, 63～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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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고려청자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다.46)
Lorraine D'O Warner(1887～1965)는 Langdon Warner의 부인으로,

동시기 미국내 고려청자 연구 논문들과 차별화되는 내용의 글을 저술
하였다. 고려청자의 태토, 굽바닥의 번조 받침의 특징, 중국 청자와 쉽
게 구별되는 깨끗하고 맑고 푸르면서 녹색빛[greenish-blue]을 띠는 투
명하고 두꺼운 유약 등 실견과 관찰을 통해서 고려청자의 특징을 서술
하였다. 상감기법의 독창성과 그 기원이 한국에서 시작되었음을 강조
하고, 일본으로 전해져서 ‘mishima’ 자기가 만들어졌다고 인지하고 있
었다. 다만 고려 무덤에서 출토된 중국 백자들을 대부분 고려 백자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47)
메트로폴리탄미술관이 1927년에 Desmond FitzGerald Collection의
고려청자를 구입한 이후에도 이와 관련된 글이 발표되었다. 특히, 글에
서 당시 가장 고가로 구입된 <청자양각연화․황촉규문매병>을 음양각
으로 얕은 부조감이 있고 반투명의 회녹색(gray-green) 유약이 두껍게
시유된 점을 들어서 가장 아름다운 고려청자로 서술하고 있다. 고려청
자의 품질을 판단하는 조형적인 기준을 유약과 유색에 우선하는 경향
을 볼 수 있으며, 상감기법을 가장 전형적인 한국의 장식기법으로 인정
하고, 철화청자가 중국 송대 자주요 자기와 유사하다는 의견, 유약의
실투성에 따른 유색의 차이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다.48)
셋째, 고려 무덤에서 출토된 백자의 제작지와 서긍 고려도경의 ‘定
器制度’와 관련한 문구의 해석 문제이다. 1910년대 이후에 고려청자 관
46) Durr Friedley, “KOREAN POTTERY”,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Bulletin, Vol. 10, No. 3, 1915, 43～45쪽.
47) Lorraine D'O Warner, “Korean Grave Pottery of the Korai Dynasty”,
The Bulletin of the Cleveland Museum of Art, Vol.6, No.3, 1919, 46～52
쪽.
48) H. G. Henderson, “Korean Ceramics”,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Bulletin, Vol. 22, No. 6, 1927, 172～1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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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논문에서 고려도경의 내용이 많이 언급되었으며, 고려 무덤에서
출토된 백자의 제작지와 ‘정기제도’의 해석이 가장 논쟁거리였다.49)
1896년에 출판된 책에서 이미 송대 선화봉사고려도경에서 기본적으

로 인용되는 ‘器皿 3 陶尊’에서 翡色의 의미, 定器制度, ‘陶爐’의 狻猊出
香, ‘水瓮’, ‘燕禮․燕儀’에서 靑陶器의 내용이 영문으로 번역되었다. 32

년 동안 중국에 머물면서 중국어와 한문에 능통했던 부셀박사는 定器
制度를 ‘정요 자기의 형태’로 해석하였다.50) 이 문헌 내용을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서 일부 연구자는 고려 무덤에서 출토된 백자는 정요 자기
를 따라서 만들어진 고려자기로 보았고, 또는 일반적인 백자는 고려에
서 제작된 것으로, 품질이 좋은 백자는 중국의 정요 자기로 판단하기도
하였다.51) 다른 연구자들은 정요 자기를 모방하여 만들어진 것은 청자
이고 고려 무덤에서 출토된 백자는 중국에서 수입된 정요자기라고 판
단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어 고려자기 연구에서 논쟁거리였다.52)

Ⅴ. 맺음말
1882년 조․미 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된 이후부터 고려청자가 어떤 방
49) John Platt, “Ancient Korean Tomb Wares”, The Burlington Magazine
for Connoisseurs, Vol. 20, no. 106, 1912, 222～230쪽.
50) Stephen W. Bushell, 앞의 책(1896), 337～338쪽; 定器制度는 현재 한국에
서 ‘정해진 그릇의 법식’이나 ‘정요의 그릇 만드는 법’ 등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필자는 정요 자기의 형태 즉, 정요 자기의 양식과 규격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김윤정, ｢北宋代 貢瓷에 대한 인식과 定窯와
汝窯의 성격｣, 중국사연구 제98집, 중국사학회, 2015, 79～80쪽 참조)
51) S.C.B.R., “Recent Accessions”,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Bulletin, Vol. 11, No. 2, 1916, 46쪽.
52) John Platt, “Korean Pottery”, The Burlington Magazine for
Connoisseurs, Vol. 36, no. 205, 1920, 202～2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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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미국에 유입되었는지를 살펴보고, 미국에 유입된 고려청자가
어떻게 인식되고 연구되었는지를 고찰하였다. 지금까지 근대 미국에서
고려청자의 위상과 연구 성과 등에 대해서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쉽지 않았고 가치 있는 자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발견 당시의
유물 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들이 많았고, 무엇보다 한국도자에 대한
인식이 고려청자로 인해 변화하는 상황을 볼 수 있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1900년대 이후에 양질의 고려청자가 미국에 대거 유입되고, 1910년

대부터 1920대까지 고려청자 컬렉션이 집중적으로 형성되면서 한국도
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견해가 사라지고 중국이나 일본 도
자와 다른 독창적인 조형성과 제작 기술적인 면에서도 매우 발전하였
다는 연구자들의 의견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실제, 미국내 고려청자
의 경제적 가치가 이전에 비해 1920년대 후반에 5배에서 10배까지 수
직 상승하였고, 결국 이러한 현상은 우수한 품질의 고려청자의 소장 가
치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특히 1911년에 보스턴미술관 학예사 Langdon Warner가 일본에서
구입한 41점의 고려자기 중에 인종 장릉에서 출토된 것으로 추정되는
<청자유개통형잔>이 확인되었다. 조선총독부박물관이 인종 장릉 출토

고려청자를 구입한 시기가 1916년이기 때문에, 인종 장릉이 도굴된 시
점은 적어도 1911년 이전이며, 더 많은 부장 유물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이러한 새로운 연구 결과는 당시 구입 서류에 기재된
내용에 근거하였기 때문에 근대 미국에 유입된 고려청자를 왜 연구해
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고려청자가 민족지학적 관점에서 수집되던 조사물에서
예술적 가치를 지닌 고가의 수장품으로, 학문적 연구 대상으로 변화하
면서 한국도자에 대한 근대 미국의 인식을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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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틀림없다. 이러한 분위기는 1910년대에서 1930년대 초까지 지속
되었지만 그 이후에 점차 고려청자에 대한 관심이 줄면서 1950년대까
지 새로운 연구가 확인되지 않는다. 해외 소장 한국문화재의 소재 파악
이나 반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평가되었는
지에 대한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이 논문은 2016년 9월 30일에 투고 되어,

2016년 10월 14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2016년 10월 26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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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ormation and Research
Achievements of Goryeo Celadon
Collections in Modern America
Kim, Yun-Jeong
This text contemplated the chronology and method of influx of
Goryeo Celadon into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the matter of how
such wares were understood and researched. Additionally, through
an in-depth examination of letters, invoices, articles, etc. pertaining
to the purchase of Goryeo Celadon by museums or private
collectors, new information was presented regarding the purchasing
process and periodical change in economical value of such wares,
material crucial to the research of 12th century Goryeo Celadon.
Most Goryeo Celadon entered the United States after the signing
of the 1882 United States-Korea Treaty of Peace, Amity, Commerce
and Navigation. But it was not until after the 1900’s that the influx
of high-quality Goryeo Celadon increased significantly, and between
the years 1910 and 1920, Goryeo Celadon was actively amassed to
form the first substantial collections in America. The wares were
obtained through various methods, one of which included the
bestowing of Goryeo Celadon as a gift from the royal family to
American individuals with important diplomatic/political tie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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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Goryeo Celadon was also directly procured by American
scholars intending to study the wares as objects of ethnographic
research. Lastly, Goryeo Celadon was also circulated and sold as a
commercial object as well as acquired by museums or private
collectors.
Awareness of and research on Goryeo Celadon in America was
most concentrated from the mid-1900’s until about 1930, a period
that also experienced active assembly of private collections of the
ware. These private collections gave American scholars specializing
in Asian ceramics the opportunity to directly study Goryeo Celadon
of superior quality, and therefore conclude that there was a marked
difference in shape, decoration, and glaze color from that of Chinese
or Japanese Celadon. It follows that scholars increasingly presented
research and opinions clearly discerning Goryeo Celadon and its
unique form as well as its innovative production technique from the
wares of China and Japan. In terms of economic worth, the price of
Goryeo Celadon in America increased by five and even up to ten
times more during the late 1920’s, and as a consequence, the value
and practice of maintaining high-quality Goryeo Celadon in private
collections experienced growth accordingly.
Of noteworthy attention is the <Celadon cylindrical cup with lid>,
one of the 41 pieces of Goryeo Celadon purchased in 1911 in Japan
by Langdon Warner, curator of the Harvard Fogg Museum.
Documents concerning the piece indicate that its provenance is
thought to be the Royal Tomb of King Injong. Because Goryeo
Celadon excavated from the Royal Tomb of King Injong was
purchased by the Joseon Government-General Museum in 1916,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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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omb was not looted anytime after 1911, it is possible that this
particular piece was one of many to have been found at the site in
the years between. This example not only demonstrates what new
information can be extracted from the examination of such records,
but also makes a strong case for the necessity of further research
regarding Goryeo Celadon in Modern America.
Conclusively, Goryeo Celadon was regarded in a number of
different manners from object of ethnographic research to costly
item of high artistic value amassed in collections and finally, subject
of scholarly research on Korea. Thus, Goryeo Celadon played an
important role as every context contributed to the formation of and
change in the understanding of Korean ceramics in Modern
America. This transformed perception persisted from the 1910’s up
until the early 1930’s. However, this relatively short period was
followed by an exponential increase in the ware’s value, making it
progressively difficult to form new collections and in the process,
halting the once growing interest in and research on Goryeo
Celadon.
Key Words : Modern America, Goryeo Celadons, Collection,
Collector, Injong Jangreung(Tomb of King Injong),
Charles Lang Freer, Langdon Warn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