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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5세기 전반에 70-80년 동안 분청과 백자를 생산한 전라남도 광주시 충효동 가마터에 대하여 

여러가지 과학기술적 상황들을 조사하였다. 발굴된 위치와 퇴적층의 층위에 따라 일곱 그룹으로 나눈 분청 

사기의 태토와 유약 원료에 대하여 광물성분의 특징을 조사하고, 미세구조와 번조온도를 분석하여 제작 당 

시의 원료선택과 처리과정, 그리고 번조공정 등의 제작기술의 변화과정을 살펴보았다. 도편의 미세구조는 

광학현미경과 전자현미분석장치 로, 그리고 광물성분은 X^i 회절분석기와 편광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 번 

조온도 측정은 재번조한 후의 미세구조 변화를 관찰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CHE2그룹과 같이 왕실을 위 

한 최상급의 제품들도 있었지만 대중화되고 백자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면서 분청의 질이 많이 떨어진 것 

을 볼 수 있었다. 모두 이 지 역 여 러 종류의 흙을 태토와 유약원료로 사용하였으며 1100와 1225 oC 사이 에 

서 번조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주제어: 한국전통도자기, 번조공정, 미세구조, 분청, 충효동

ABSTRACT. The kiln at Chcllanamdo Kwangjusi Ch’unghyodong, which produced punch’Ong and white 
wares for a period of 70 to 80 years in the 15th century, is examined for their scientific technological param
eters. Punching sherds were divided into seven different groups according to the location and the layer of 
the waste mounds from which they were excavated. Optical and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were used 
for microstructural observations and X-ray diffraction and polarized microscope for mineral characteristics. 
For determining the firing temperature, sherds were refired at different temperatures and their micro
structural changes were observed. Some wares such as the group CHE2 was high quality wares fired at high 
temperature around 1200 oC for palace use, but as the ceramics ware became more widely used and the 
white wares increasingly preferred over punching, lower quality wares of rougher raw materials were fired 
at lower temperatures around 1100-1150 oC in quantity. They used local raw materials of several types, all 
available locally.

Key words: korean traditional ceramics, firing process, microstructure, punching , ch’unghyo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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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夕』기 초 백자가 본격적으로 제작되기 전 시기에 금 

속기를 대신하여 왕실과 상류층에서 주로 사용된 용기 

는 분청사기로써, 이 시기에는 매우 질이 좋은 분청사 

기가 제작되었다. 그러나 15세기 중반부터 백자가 선호 

되면서 부터는 분청사기의 제작이 점차 조질화能質化) 

되며 장식기법이 단순화되고 귀얄문과 철화분청등 지 

역적인 특징이 나타났다.1
전라남도 광주시 무등산 일대의 충효동 가마터는 이 

시기의 자기 제작의 변천과정 및 특징을 실제 유물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방 가마터이다.2 모 

두 4기의 가마와 상대적인 제작시기의 선후가 명확한 

3미터에 이르는 도편 퇴적층이 국립광주박물관에 의하 

여 1991년 발굴 조사되었다. 1420년대부터 70-80년 동 

안에 걸친 전체 생산활동 기간 중 초기에는 분청만을 

생산하였으나 15세기 중반 이 후에는 분청과 백자를 함 

께 생산하였다. 시기가 지나면서 백자의 생산량이 점차 

증가하였고 마지막 시기에는 백자만을 생산한 것으로 

밝혀졌다. 백자가 제작되는 시기부터는 분청의 질이 떨 

어졌으며, 백자인 경우 처음에는 연질歡質)백자가 제 

작되다 점차 질이 좋아져 고급질의 경질(硬質)백자가 

제작되었다.

본 연구자들은 이 가마터에서 출토된 도자기에 대하 

여 태토의 주성분과 미량성분, 그리고 유약의 주성분을 분 

석한 결과를 이미 발표한 바 있다.3 분청과 백자를 출토된 

위치와 퇴적층의 층위를 기준으로 하여 여덟 그룹으로 나 

누어 성분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통계 처리하여 분청사기 

제작의 변화와 쇠퇴과정, 그리고 백자의 시작과 변화과정 

에 따른 원료 성분의 특징을 조사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충효동 가마터에서 발굴된 도편 중 분 

청사기에 대한 미세구조와 번조공정을 중점적으로 분 

석하고자 한다. 원료의 수비상태, 광물 성분, 그리고 번 

조공정 등의 다양한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이 

분석 결과를 도편의 가시적인 특징과 이미 발표된 성분 

분석결과와 연결하여 폭넓게 해석함으로써 제작당시의 

분청사기 제작 기술의 자세한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이 

해하도록 노력하였다.

실 험

시 료. 성분 분석 논문에서 여덟 그룹으로 나누어 졌 

던 도편들 중에서 백자 도편만이 출토되는 마지막 그룹 

을 제외한 일곱 그룹의 분청 도편만을 이 논문에서 다 

루었다. 각 그룹의 제작시기와 가시적인 특징을 광학현 

미경으로 조사한 미세구조의 특징들과 함께 Table 1에 

간단하게 정리하였다. 미세구조에 대한 결과와 연결할 

수 있도록 이미 발표된 바 있는 이 일곱 그룹에 대한 

주성분값의 평균을 태토와 유약으로 나* Table 2(a) 
와 (b) 에 나타냈다.

CHBS 분청은 충효동 금곡 마을에서 약간 떨어진 버 

성골에서 제작된 것으로 금곡 마을에서 생산된 분청보 

다 약간 시기가 앞선다. 단순한 선상감 문양과 어두운 

색상 등 말기 청자의 영향이 많이 남아 있다. 금곡 마 

을에서 줄토된 나머지 여섯 그룹 중에서 초기에 해당하 

는 CHE2와 CHW3-L그룹에서는 분청만이 출토된다. 

CHEn룹의 분청은 가장 고급질로 모두 갑발을 이용 

하여 구웠다. 백자가 함께 제작되기 시작하는 CHW2- 
8층 부터는 분청태토와 유약의 질이 떨어지고, 인화문 

장식도 점차 소홀하게 시문 되었다. 분청사기가 제작되 

는 마지막 단계인 CHW2-2층은 장식기법도 보다 손쉬 

운 귀얄문으로 바뀌고, 태토의 강도도 약해지는 등 전 

시기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분석방법. 미세구조의 분석은 에폭시수지에 정착시킨 

도편의 단면을 연마하고 20% HF용액으로 도편에 따라 

5초에서 15초 정도 에칭 (etching)한 후, 광학현미경 

(Optical Microscope, Metaphot VMD, Nikon火로 관 

찰하였다. 특징적인 결정이나 미세부분들은 전자현미분 

석 장치 (EPMA, Electron Probe Microanalyzer, SEM: 
Jeol Superprobe JXA-8600SX, EDS: Oxford PentafetATW 

Detector熠 이용하여 반사전자상(BEI, Backscattered 
Electron Image已로 관찰하면서 분석하였으며, 분석조 

건은 15KY 2.5 nA이었다. 자세한 시료준비사항과 추 

가 분석조건들은 Table 2의 주에 덧붙여 설명하였다.

광물성분은 X선 회절 분석기 (X&D, X-ray diffractometer, 
XGEN-4000, Scintag Inc.)를 사翌•하여 20 kY 40 mA 
와 40 kY 80 mA 조건에서 분석하였다. 시료는 태토만 

을 취하여 분말시료로 만들었다. 투과광(transmitted 
light冲］ 의한 상 관찰은 얇게 자른 도편을 슬라이드 그 

라스에 접착시키고 두께가 약 0.03 mm卜 될 때까지 균 

일하게 갈아내어 박편 (thin section厝 만들어 편광현미 

경 (Polarizing Microscope, Labophot2-Pol, Nikon)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초벌구이 편의 재번조 (refiring)실험은 1 cmX 1 cm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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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icro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body and glaze for each group, as observed by optical microscope

Group Visual Charateristics
Area

Date Microstructural Characteristics

CHBS 상감 인화문. 태토와 유약이 모두 어두운 편. 자화가 잘 되어 있는 양상.

before 1420 body 석 영 크기가 5-60 |!m(평균40 |丄m浅 작고 고른 편. 작고 둥근 모양의 기공(pore). 대체로 자화 

가 잘 되어 있음. 가끔 태토 내에 주위가 약간 녹은 형태의 장석이 보임 반짝이는 광물이 

상당히 많이 보이며, 100-200 卩m로 큰 덩어리로 존재하기도 함. 4편 중 2편은 태토 가운데 

부분에는 큰 기공들이 많이 있으나 유약에 가까운 바깥쪽은 치밀한 모양.

잉aze 전체적으로 깨끗하며 기포 (bubble)가 아주 약간 있음. 각지고 뾰족한 모양의 회장석이 상감이

없는 곳의 경계면에도 대부분 있음. 유약 내부에도 가끔 발견됨. 몇 |lm의 작은 크기부터 70
100 師의 큰 것도 있음.

CHE2 충효동 분청 중 가장 양질. 정선된 밝은 회색 태토와 밝은 회청색 유약.

1424-1431 body 석 영과 기공이 고르게 분포. 석영크기가 20-60 |丄m(평균 30 |!m炉一 작음. 작은 크기의 운모류 

가 많음. 대체로 자화가 잘 되어 있는 편. 장석이 녹아서 생긴 유리질은 내부에 작은 결정들 

이 자라있음. 반짝이는 광물은 거의 없음.

잉aze 태토와 유약의 경계면에 자라있는 결정이 부채처럼 약간 퍼진 듯한 모양임 길이는 80
100 Hm. 상감이 없는 부분에도 대부분 자라있음. 기포와 녹지 않은 석영이 조금 있음. 상감 

부분에는 장석과 석영이 거의 보이지 않음.

CHW3-L

around
1457

CHE" 비해 조금 거칠고 어두운 색조의 태토와 유약

body 크기가 큰 기공과 결정덩어리들이 많음. 200-500 卩m로 큰 장석들은 주위만 녹은 모습. 큰 덩 

어리의 석영도 가끔씩 관찰됨. 기공 모양이 길쭉하고 크기가 고르지 않음.

glaze 기포가 약간 있으며, 석영이 많음. 경계 면에 결정이 아주 조금 자라 있음. 상감내부에 주위 

만 녹은 장석 결정 이 보임 .

CHW2-8

around
1457

회색 태토와 회녹색 계열의 유약. 백자가 처음으로 제작되기 시작함.

body 비교적 작은 크기의 기공이 고르게 분포. 장석이 잘 녹아있으며, 그 안에 기포가 있음. 작은 

크기의 반짝이는 결정들이 꽤 있음.

glaze 태토가 자화가 잘 되어 있는 것-석영과 기포가 많이 존재. 덜 자화되어 있는 것-석영과 기포 

가 거의 보이지 않음.

CHW2-6 조금 거칠어진 태토와 어두워진 색조의 유약. 인화문이 주류.

1451-1477 body 석영, 점토질 결정, 일부 유리질화된 장적류의 큰 결정들이 드문드문 있음(150-200 |・lm). 반짝이 

는 결정 이 덩어리로 곳곳에 존재(50-150 呻). 자화가 약간 덜 된 것도 있고 잘 된 것도 있음.

잉aze 잘 녹아있는 양상. 대체로 깨끗하며, 기포와 회장석이 약간 있음. 회장석은 상감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생겼음. 유약이 매우 얇은 편.

CHW2-3 태토와 유약이 모두 거칠어짐. 인화문 분청의 마지막 단계.

1477-1483 body 도편마다 다른 양상을 보이나 그런데로 자화가 되어 있는 편. 수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탓으로 큰 덩어리들이 있음.

glaze 유약 두께가 일정하지 않음. 안 녹은 석영이 보이고, 약간의 기포와 회장석도 관찰됨.

CHW2-2 귀얄문. 강도■가 약한 태토. 얇은 유약이 매우 투명하며 반짝임.

1490-1510 body 큰 덩어리의 석영과 장석이 존재 (300-400 卩 m). 크고 둥근 기포. 300-350 卩 m 크기의 검은색 

입자가 많이 보이는데, 현미경으로 보면 바늘모양의 결정들이 덩어리져 있으며, 유리질이 옆 

에 있는 것이 관찰됨. 장석은 거의 녹아 있음. 석영과 장석이 섞여서 자란 결정 (granophyric 
intergrowth)이 많이 보이며 그 중 장석부분은 녹아있고 석영은 그대로 남아 있는 형태가 독 

특함. 반짝이는 결정이 덩어리로 존재 (250 卩 m정도)함.

glaze 석영과 기포가 많이 보임. 회장석이 약간씩 자라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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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a). Composition of body measured by XRF

Group
Number of 

sherds
Oxide concentration (wt.%)a

SiO2 Al2O3 Fe2O3b MgO CaO NaQ K2O TiO2 MnO P2O5 Totalc

CHBS 6 68.62 20.33 4.02 1.10 0.85 0.92 2.60 0.94 0.03 0.06 99.82
CHE2 6 68.62 22.62 2.50 0.46 0.30 0.29 3.47 0.60 0.03 0.03 99.97
CHW3-L 6 69.18 21.25 3.23 0.63 0.42 0.31 3.51 0.70 0.03 0.04 99.85
CHW2-8 7 69.00 20.56 4.00 0.87 0.46 0.56 3.17 0.80 0.03 0.05 99.91
CHW2-6 7 67.50 20.81 4.06 0.89 0.61 1.51 2.79 0.86 0.03 0.06 99.75
CHW2-3 6 71.80 18.10 3.04 0.80 0.54 0.91 3.27 0.73 0.02 0.05 99.71
CHW2-2 5 66.07 22.43 3.23 0.81 0.91 2.38 2.47 0.76 0.03 0.04 99.62

aThe powder of only body, whose glaze had been polished off, was mixed with flux, lithium tetraborate. This mixture was melted 
in a platinium crucible and made into a bead for XRF measurement.

bFe2O3 represents the total amount of Fe which be in the form FeO as well as Fe2O3.
cTotal includes value of loss of ignition.

Table 2(b). Composition of glaze measured by EPMA

Group
Number 
of sherds

Oxide concentration (wt.%)a

SiO2 Al2O3 Fe2O3 MgO CaO Na?O K2O TiO2 MnO P2O5 Total

CHBS 4 55.43 14.74 1.83 1.82 20.75 0.70 3.29 0.15 0.02 0.78 99.49
CHE2 4 66.10 14.18 1.25 1.46 10.01 1.23 4.74 0.01 0.14 0.49 99.62
CHW3-L 2 62.63 13.89 1.33 2.03 14.28 0.84 4.46 0.07 0.15 0.61 100.29
CHW2-8 3 61.52 13.53 1.44 1.95 14.94 1.17 3.91 0.10 0.19 0.83 99.58
CHW2-6 3 58.51 13.48 1.32 2.21 17.65 1.75 3.01 0.05 0.32 1.17 99.48
CHW2-3 3 60.22 15.36 1.19 1.78 14.06 1.37 4.35 - 0.22 0.86 99.41
CHW2-2 3 63.17 12.94 1.36 2.05 14.54 2.30 2.45 0.03 0.20 0.92 99.95

aA cross-section of the sherds, mounted in epoxy resin, was polished for EPMA measurement. The average of 4-6 different mea
surements is reported for each sample. The size of each measured area was 48><36(|丄 m)2 or 34><25(|丄 m)2.

0.5 cm 크기로 준비하고, 전기로(box furnace, REX- 
P100, RKC Intrument Inc.)에서 900 oC부터 1200 oC까 

지 50 oC 간격으로 200oC/hr의 속도로 재번조시켰다. 

재번조된 도편을 분말시료로 만들어 X^i 회절 분석기 

로 광물의 소멸과 생성, 그리고 상대적인 비율을 조사 

하였다. 도편의 번조 온도를 추정하는 실험은 선택한 

시료를 위와 같은 조건으로 재번조한 후 광학현미경으 

로 기공율의 변화양상을 관찰하였다.

결과 및 고찰

태토의 원료와 자화과정. 인류의 문명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세계 곳곳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종류의 도자기 

중에서 1100-1300oC 정도의 높은 온도를 요구하는 경질 

자기는 1夠기까지는 한국과 중국에서만 제작할 수 있었 

다. 삼성 좌표 또는 삼성분계 조성 (triaxial composition)*] 

라고 표현하는 경질자기의 원료에는 서로 성질이 다른 

점토, 장석과 석영의 세 가지 물질이 적절하게 포함되 

어 있어 야 한다. 치밀화(densification)되고 자화(vitrification) 
되는 번조 과정에서 원료의 본래 광물구성 성분들은 녹 

아 없어지고 새로운 광물이 생기게 된다.4
중국에서 1200 oC 정도에서 한번에 번조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 도자기는 대체로 두 번의 번조과정을 

거쳐서 제작된다. 성형되어 건조된 도자기 몸체를 약 

800-900 oC정도에서 초벌구이 한 후에 유약을 입혀서 

다시 1200 oC정도에서 소성하게 된다. 초벌구이만 거친 

도편에는 원료의 광물들이 완전히 자화되지 않고 약간 

남아 있기 때문에 X-선 회절 분석기와 편광현미경으로 

남아있는 광물성분을 관찰할 수 있다. 지금까지 발표된 

초벌 도편의 X因 회절 분석 결과에 따르면,5-7 일반적 

으로 석영이 가장 큰 비율로 보이며, 미사장석 [microcline, 
K(AlSi3)O8], 정 장석 [orthoclase, KAlSi^Os]과 사장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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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artz

. albite

▼ microcline

□ orthoclase

★ muscovite

• quartz

▼ microcline

口 orthoclase

★ muscovite 

o mullite

10 20 30 40 50
[20]

Fig. 1.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bisquit sherds. (a) 455b 
(CHE2) (b)473b(CHW2-6) (c)486b(CHW2-2).

[albite, Na(AlSi3)O』등의 장석류(feldspar), 그리고 혹 

운모[biotite, K2(Mg,Fe》(AlSi)O10(OH)2]오]- 백운모[muscovite, 

KAl2(AlSi3)O1°(OH)2] 와 같은 점토질의 운모류 (mica)등 

이 관찰된다. 원료에서 관찰되는 점토성분인 카올린 

(kaolin冷 초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장석류 중에서 

는 미사장석이 더 큰 비율로 관찰되는 경향을 보인다.

Fig. 1에 나타낸 충효동 분청의 초벌구이 도편들의 X- 
선 회절분석도 위와 같은 일반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 

으나, 각각 다른 층위의 세 도편들은 약간의 차이를 보 

이고 있다. CHE2층의 455b편에는 백운모 피크들이 뚜 

렷하게 보이고, CHW2-罔 473세는 미사장석, 정장석 

과 사장석의 세종류 장석류가 모두 보인다. CHW2-2의 

486b편에는 장석류 중 미사장석은 안보이고 사장석피 

크가 우세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작은 차이들을 화학성 

분 결과들과 편광현미경에 자주 보이는 광물들과 연결 

하여 본래 사용되었던 원료들에 대하여 몇 가지 사실을 

아래，태토 원료와 무등산 일대의 지질학적 특성''에서 

추정할 수 있었다.

이에 앞서 본래의 광물들이 초벌 온도이상에서 자화 

하는 과정을 구체적 E로 관찰하기 위하여 Fig. 1에 나 

타낸 455b(CHE2)과 473b(CHW2-6), 그리고 461b(CHW3- 
L) 초벌편 3편을 800oC 에서 1200 oC까지 50oC 간격으 

로 다시 번조하고 X耳 회절 분석기로 측정하였다. 이 

재번조 과정에서 온도가 어느 정도 높아지면 장석류와

10 20 30 40 50
[26J

Fig. 2.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455b(CHE2) as a func
tion of temperature, where the bisquit sherd was refired.

운모류등은 사라지고 새롭게 물라이트가 검출되기 시 

작하였다. 또한 계속해서 온도를 더 높이게 되면 석영 

의 피크세기가 점차 줄어들고, 물라이트는 점점 커지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는 세 도편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관 

찰할 수 있었다. 이중에서 455b편의 결과를 Fig. 2에 

나타냈다. 초벌구이에서 이 도편에 유일하게 나타나는 

운모류는 950 oC에서부터 검출되지 않았으며, 미사장석 

은 1050 oC에서부터 검출되지 않아서, 운모류가 장석류 

보다 먼저 자화되어 광물 성질을 잃어버리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라이트 피크는 1050 oC 에서 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 461b편에서 미사장석이 확실하게 사라지는 온 

도는 455b보다는 조금 높은 1100 oC였다. 사장석 이 많 

이 관찰되는 473b편에서는 455b편과 같이 1050 oC에서 

사장석 피크는 사라지고 물라이트가 생겼다.

재번조된 세 편 모두에서 1100oC부터는 석영과 물 

라이트만이 검출되는데, 석영과 물라이트 비율은 온도 

를 올리는 속도, 최종 번조 온도, 그리고 성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게 된다. 석영의 가장 큰 피크와 물라이 

트의 가장 큰 피크의 세기를 비교하여 보면, 석영의 피 

크를 100対 하였을 때 물라이트의 세기는 1150oC 에 

서 20%내외이고, 1200 oC에서는 25%에서 많은 경우 

42盼卜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초벌편과 재번조한 도편의 X선 회절결과를 서로 비 

교하면, 도자기들이 초벌로 번조 되었던 온도의 상한선

2002, Vol. 46, N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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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例

Fig. 3. Optical pictures and backscattered electron images of the sherds. (a) 453(CHBS) (b) 456(CHE2) (c) 457(CHE2) (d) 
459(CHE2) (e) 462(CHW3-L) (f) 476(CHW2-6) (g) 490(CHW2-2) (h) 490(CHW2-2) (i) 490(CHW2-2)① 490(CHW2-2) (k) 
490(CHW2-2) (l) 490(CHW2-2) (m) 490(CHW2-2) (n) 489(CHW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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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n©

Fig. 3. continued

을 알 수 있다. Fig. 1에 나타낸 초벌 편 모두에서 장석 

피크들이 보이고 물라이트가 안 보이는 것은 1000

1050 °C을 넘지 않았던 것을 보여 준다. 운모류가 뚜렸 

하게 보이는 CHE2 그룹의 45 5b편은 초벌 번조온도의 

상한선을 900-950 °C로, 다른 두 편 보다 낮은 온도에 

서 초벌로 번조되었을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 또한 태 

토 원료에 운모류가 더욱 많아서 비슷한 온도에서 번조 

되었어도 일부 남아 있는 운모류의 양이 더 많았을 가 

능성도 있다. 태토의 성분을 보면 Al2O7> 다른 그룹보 

다 약간 많은데, 이 점토질이 운모 형태로 많이 존재하 

였고, 이들이 상당량 녹지 못하고 남아 있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백운모 광물이 전자현 

미경으로 쉽게 관찰된다 (Fig. 3c).
현재까지 초벌구이를 번조한 온도에 대하여 정확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통 도자기를 재현하고 있 

는 현대 도예 공방의 초벌 번조온도가 80啊 900 °C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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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여러 공방에서 사 

용하고 있는 실제 온도를 자세하게 관찰하고 비교한 결 

과는 아직 없다. 위에 분석한 옛 도편 들의 초벌온도 상 

한선이 1000-1050 oC로 나타난 것은 재현 업계의 온도 

보다 훨씬 높다. 조선시대 도자기가마에서는 초벌을 먼 

저 따로 굽지 않고 유약을 발라서 다시 재벌 하는 가마 

에 불심이 약한 뒤 쪽 편에 넣어 구웠기 때문에, 일정 

한 초벌온도를 유지하는데 관심을 많이 쏟지 않았을 것 

이다. 가마의 구조, 땔감의 주입속도, 당일의 날씨 등에 

의하여 번조 온도가 많이 영향을 받았고, 도자기가 놓 

였던 가마의 장소와 불꽃의 흐름에 따라 온도가 몇 십 

도씩 달랐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재벌구이의 온도가 

110W]서 1200 °C사이로 나타났으므로, 초벌의 온도를 

이보다 낮은 900에서 1000 °C사이로 추정하는 것이 현 

재로서는 가능하다. 앞으로 전통도요지와 현대공방들에 

대한 결과들이 축적되어야 더욱 확실한 관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태토와 유약의 미세구조. 위에서 보았듯이 완벌된 도 

편들에서는 자화 과정에서 너무 많이 녹아서 기물 형태 

가 이그러지는 것을 막아주는 석영과 새로 생성된 물라 

이트만이 X因 패턴에 나타난다. 완전히 녹지 못한 잔 

여 광물들, 산화철과 산화티타늄광물들과 같은 불순물, 

유약이나 유약과 태토의 경계면에 번조된 이후 냉각과 

정에서 성장한 회장석 (anorthite)등은 그 양이 너무 적 

어서 X因 회절 분석에는 세기가 약하여 검출되지 않 

는다. 그러나 편광현미경이나 전자현미경을 이용한 반 

사전자상으로 이러한 광물들을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 

으며 ,7-9 태토의 치밀화가 진행되다가 멈춘 상태가 기공 

(pore)의 크기와 분포된 상태에서 나타난다. 또한 원료 

의 광물들이 녹아 움직이는 과정에서 발생하여 태토와 

유약층을 빠져나가다가 갇힌 크고 작은 기포(bubble)들 

도 많이 보인다. 이러한 광물들, 기공과 기포들의 종류, 

크기와 분포를 조직적으로 분석 조사하여 원료의 처 리 

과정과 번조 공정 등 생산공정변수들에 대하여 추론하 

고자 하였다. 광학현미경으로 관찰된 태토와 유약의 미 

세구조 특징을 그룹별로 정리하여 Table 1, 광학현미경 

과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대표적인 사진들을 Fig. 3, 
그리고 전자현미분석장치 (Electron Probe Microanalyzer)로 

분석한 특징적인 결정과 미세부분의 성분을 Table 3에 

나타냈다.

일곱 그룹 중 가장 먼저 활동하였던 CHBS] 도편들 

의 미세구조는 Fig. 3(a)에서 어느 정도 잘 볼 수 있다. 

태토의 바탕면에는 아주 작은 크기의 기공들은 없어지 

고, 동그란 모양의 기공(1厝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 

어 있으며, 유약에는 남아있는 결정이 거의 없이 깨끗 

하게 유리질 화되어 있다. 태토와 유약의 경계면에는 

장석류의 결정이 거의 모든 도편에서 관찰되었는데 길 

고 뾰족한 모양(2尖로 길이가 긴 편에 속한다. 대부분 

회장석 (anorthite：也로 확인되는 이 결정은 유약의 높은 

CaO 성분과 태토의 Al2O3 성분이 만나서 경계면에 생 

기게 되며 높은 온도에서 충분한 시간동안 번조 되고 

천천히 식혀졌을 때 생길 확률이 높다.10 따라서 이러한 

태토와 유약, 그리고 경계면의 미세구조는 이 그룹의 

도편들이 충분한 시간동안 높은 온도에서 자화가 되었 

음을 보여준다.

CHES룹의 도편들은 태토의 Ab。,함량이 높고, 유 

약은 CaO성분이 낮고 阻(河 K2O가 약간 많아서 알 

칼리-라임 계열 (alkali-lime glaze)로 분류된다. 이러한 

성분의 특징으로 미루어 볼 때 CHE2의 도편들이 충분 

하게 자화되기 위해서는 높은 온도에서 비교적 오래 동 

안 번조되어야 할 것으로 예측하게 된다.3 이 그룹의 대 

표적인 미세구조 양상을 Fig. 3(b), 3(c)와 3(d)에 나타 

내었다. 3(b 问 나타낸 태토의 광학현미경 사진은 석영 

(3月 크기가 고르고 작아서 원료가 매우 잘 정선되어 

있는 상태를 보이며, 또한 기공(1)들도 크기가 비교적 

고르고 모양도 둥글어서 번조가 적당하게 이루어진 상 

태를 보여주고 있다.

Fig. 3(C는 457(CHE2)편 태토를 400배로 확대한 전 

자현미경 반사전자상 사진으로, 적당하게 잘 번조된 완 

벌 자기 태토의 전형적인 미세구조를 전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우선 작은 크기의 운모류(4尽 추정되는 결 

정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들은 너무 작아서 광학현미 

경으로는 관찰하기 어렵지만, 위의 X因 회절 실험에서 

이 그룹의 초벌구이에 백운모 피크가 완연하게 나타난 

사실에서 상당량이 존재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 

이 결정의 두 부분을 각각 EPMA로 분석하여 Table 3 
에 나타냈는데 순수한 운모결정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번조과정의 고온에서 이동성이 큰 알 

칼리 이온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알루미나 성분은 유지 

된 변형된 잔류 광물이다.

이 사진의 바탕면 (matrix 问는 약간 성분이 다른 두 

부분이 섞여 있다. 약간 어두운 회색으로 보이는 곳이 

위의 운모류와 같은 점토질이 많이 있었던 부분으로 알 

루미늄 성분이 높은 산화규소(Al-rich silicate)이며 ,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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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osition of micro-areas in body measured by EPMA. The analyzed points are shown in Fig. 3

Phase Formular
Analyzed 

point
Oxide concentration (wt.%)

SiO2 Al2O3 Fe2O3 MgO CaO Na2O KQ TiO2 MnO Cr2O3 Total

muscovite c(4) 51.62 41.27 2.51 0.34 - 0.37 2.97 - - - 99.08
K2Al4[Si6Al2O2o] 50.59 38.43 2.64 0.36 0.17 0.39 2.92 - - - 95.50
mullite c(6) 42.33 46.17 3.34 0.44 0.69 0.24 2.15 0.59 - - 95.95
3ALO3 • 2Si3O8 31.75 59.16 2.04 0.27 0.39 0.23 1.15 0.34 - - 95.33

33.05 56.54 1.80 - 0.51 0.27 1.18 0.23 - - 93.58
albite f(9) 58.73 24.90 - - 7.14 6.89 0.24 - - - 97.90
Na[AlSi3O8]
high-alkali g,h(10) 65.37 18.48 3.53 0.36 2.04 2.31 3.33 - - - 95.42

1,J(12) 69.99 15.23 2.71 0.46 0.93 1.50 2.88 0.18 - - 93.87
high-시uminum i,j(13) 48.95 41.75 3.05 0.67 0.90 1.62 1.99 0.17 - - 99.10
anorthite h(15) 59.49 25.49 2.04 - 8.08 5.23 0.92 0.20 - - 101.45
Ca[Al2Si2]O8 h(16) 52.89 29.20 3.41 0.39 12.02 2.88 0.68 0.30 - - 101.78

l(17) 57.23 23.43 1.67 0.40 10.46 3.91 0.84 1.72 - 0.18 99.83
TO l(18) 0.30 0.17 0.20 - 0.31 - 0.14 84.57 0.21 0.85 86.45

m(19) 0.31 0.15 - - - - - 85.70 - 0.59 86.75

기서는 미립질의 1 차 물라이트(5河 생긴다. 더 밝은 곳 

은 장석 종류가 녹은 부분으로 칼륨성분이 높은 산화규 

소 (K-rich silicate 炉써 긴 형태의 夕卜 물라이트(6沪I* 생 

긴다.11 세 번의 독립된 측정치를 Table 3에 나타냈는데, 

크기가 작기 때문에 주위의 바탕면이나 잔류 광물들이 

섞여서 측정되어서 물라이트 결정의 성분과 차이가 있 

다. 이렇게 바탕면이 두 상 (phase：^로 나누어지는 것은 

경질자기의 번조과정에서 여러 물질이 녹아서 섞이는 

유리 화(vitrification)과정이 완결되지 않고 불균일 

(heterogeneous)한 형태에서 멈추기 때문이다. 석영(3) 
은 바탕면 보다는 좀 더 진한 단일 톤의 회색 덩어리로 

보이고 있으며, 검게 보이는 부분은 기공(1)들이다.

Fig. 3(d冲］ 나타낸 CHE2 그룹의 유약 사진은 일부 

녹지 못하고 남아있는 석영(3：과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기포(7尹卜 약간 보이나 전체적으로 볼 때 상당히 유리 

화가 잘 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 그룹의 유약에는 

용융제로 가장 중요한 Ca성분이 다른 그룹에 비교하여 

월등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유리화가 잘 되려 

면 번조온도가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유약과 태토의 경계면에서는 앞서 관찰한 CHBS 와는 

좀 다른 모양의 장석류 결정 (2)이 관찰되었으나, 성분 

분석 결과 역시 C宓卜 높은 회장석 종류로 나타났다.

Fig. 3(e：는 462(CHW3-L)의 미세구조로써 자화가 충 

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번조가 멈추어진 전형 

적인 모습이다. 태토 바탕면 (matrix问 아주 작은 기공 

들이 많이 보이며 이들의 모양은 대체로 길쭉하고 뾰족 

하다. 또 주위만 녹아 유리질로 된 장석류의 결정(8)들 

이 보이며 전체적으로 수비가 덜 되어 큰 석영(3)과 장 

석 결정들이 드문드문 있다. 비교적 큰 결정들이 많은 

경우 충분히 자화가 되기 위해서는 입자 크기가 작은 

경우에 비해서 오랜 시 간과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할 것 

이다. 이 그룹 도편의 유약에는 녹지 않은 석영이 많고, 

상감이 되어 있는 부분에도 회장석 이 거의 자라 있지 

않아 자화가 충분히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정을 뒷받 

침하고 있다.

CHW2-8층부터는 백자가 제작되기 시작하였다. 

CHW2-龄 이후에 제작된 CHW2-6층과 CHW2-3층의 

세 그룹의 도편들은 조금씩 다른 여러형태의 미세구조 

를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원료가 제대로 정선되지 않아 

큰 석영과 장석류의 덩어리들이 드문드문 보인다. Fig. 

3(网 나타낸 47旺편(CHW2-6) 태토의 전자현미경 사 

진의 한 가운데 있는 커다란 결정 (9)이 이런 덩어리들 

의 한 예이며 Table 3에 나타낸 측정치를 보면 Na과 

Ca 이 섞여 있는 복합체 형태의 장석이다. 자화가 비교 

적 적당히 잘 된 편들도 있으나 약간 덜 된 것이 많이 

관찰된다. 이러한 거칠고 불규칙적인 미세구조는 고위 

층의 수요와 관심이 백자로 기울게 되면서, 이 그룹에 

서 생산된 분청사기의 수요 대상이 지방 서민층으로 확 

대되어 짧은 시간에 대량생산하는 과정에서 원료의 준 

비과정과 번조 공정이 소홀해졌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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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몇몇 도편들의 경우 태토는 자화가 잘 되어 있 

으나 유약에는 녹지 않은 석영과 기포가 남아 있어 유 

약과 태토의 적절한 번조 조건이 서로 맞지 않았을 때 

나타나게 되는 미세구조를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도편들의 태토 성분에는 비교적 용융제가 많고 알루미 

나 함량도 낮은 편이나 유약에는 주 용융제 성분인 

CaO 성분의 함량이 낮은 특징을 보였다. 그러므로 태 

토에 비해 유약이 충분히 자화 되기 위해서는 좀 더 오 

랜 시간과 높은 온도가 요구되며, 태토의 자화 정도를 

기준으로 번조 하였을 때 유약은 충분히 자화 되기 어 

려웠을 것이다. 특히 유약 내에 기포가 많이 남아 있는 

것은 번조 시간과 냉각 시간이 짧았음을 시사한다. 이 

러한 번조 과정과 성분의 특징은 유약과 태토의 경계면 

에 회장석이 관찰되지 않는 요인이 된다.

충효동 분청 중 가장 마지막 시기에 생산된 CHW2- 
2는 문양이 인화문에서 보다 시문하기 간편한 귀얄문으 

로 변하고 태토에는 검은 점과 흰 점등의 불순물이 많 

이 보이며 강도도 약해져서 이전에 제작된 분청과는 매 

우 다른 특징을 보인다. Fig. 3(g吊터 3(m夙지에 나타 

낸 49Q도편의 태토 사진들은 불순물이 많은 거친 원료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들에서 한국 전통도자기에 

포함된 전형적인 여러 광물들을 잘 관찰할 수 있다. 따 

라서 같은 부위의 광학현미경과 전자현미경의 사진들 

을 동시에 나타내어, 서로 비교하여 결정들의 상태를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석영, 장석, 그리고 TiO2와 같은 결정들이 보기 드물 

게 300-400 卩m의 큰 덩어 리로 녹지 않고 남아있다. 

Fig. 3(g)와 3(h问 보이는 많은 기포들이 포함되어 있 

는 밝은 색의 넓은 부분(10)은 Table 3의 성분에서 Na 
와 K卜 함유되어 있는 복합체 형태의 장석 결정으로 

나타난다. 녹는 과정에서 기포들이 발생하였는데 워낙 

커서 완전하게 녹지 못하였고, 기포들도 빠져나갈 충분 

한 시간이 없이 번조가 멈춘 상태이다. Fig. 3(i)와 3(j) 
한 가운데 보이는 짙은 회색과 밝은 바탕의 집합체는 

장석과 석영이 섞여서 자란 결정 (granophyric intergrowth, 
11逐로 이 그룹에서 특징적으로 자주 관찰되는 광물이 

다. 자화가 진행되면서 석영보다 낮은 온도에서 녹는 

장석 부분(12冷 이미 유리질화되어 있으나 석영은 거 

의 그대로 남아있다. 이 결정 오른쪽 기공 가운데에 작 

은 반도같이 보이는 부분(13：으 운모류등의 점토질 부 

분에서 생긴 1차 물라이트가 포함된 알루미나 성분이 

높은 산화규소 부위로 추정된다. 또한 이 결정 왼쪽 윗 

부분에 장석류가 녹은 밝은 바탕면도 2차 물라이트와 

함께 나타나고 있어서 위 Fig. 3(c问서 본 한국 자기의 

전형적인 미세구조를 Fig. 3(j) 전자현미경 사진에서도 

잘 볼 수 있다.

Fig. 3(g)와 3(k)의 광학현미경 사진들에서 까맣게 보 

이는 부위(14)는 눈으로도 검은 점들로 쉽게 보인다. 

Fig. 3(h)에 15, 16, 그리고 3(1)에 17로 각 각 나타낸 

결정은 Table 辎 성분분석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 철 

을 약 2-3% 정도 함유한 Ca-Na 장석류 계통이며 일부 

는 유리질로 녹아있다. 이러한 부위는 때로는 TiO결정 

을 포함하고 있기도 한데 , 3(1问 1褶과 같이 뾰족하고 

작기도 하지만 3(m^ 19와 같이 커다란 덩어리일 수 

도 있다. Fig. 3(n问 나타낸 유약면에는 작은 석영 입자 

(3厝이 그대로 남아있고, 기포(7声 많은 것을 볼 수 있 

다. 이러한 태토와 유약의 미세구조 특징은 높지 않은 

온도에서 급하게 번조된 결과이다.

태토 원료와 무등산 일대의 지질학적 특성. 위에 검 

토한 각 그룹의 미세구조 특성과 이미 발표된 주성분과 

미량성분 분석 결과를 충효동 가마터가 위치한 무등산 

일대의 지질학적 특성과 연결하여 원료의 채취지역과 

처리과정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무 

등산 일대는 흑운모 화강암(biotite granite), 무등산 석 

영 안산암 지역 (mudngsan dacite)과 금곡동 미문상 화 

강암 (micrographic granite：등 크게 3곳으로 분류되며, 

석영 안산암 지역에서는 사장석이 많이 조사되었다.12
무등산 일대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된 CHBS그 

룹의 분청은 말기 청자의 영향이 많이 남아있어 태토와 

유약이 모두 어두운 색조를 띠고 있다. 태토와 유약의 

주성분에서 다른 그룹에 비해 비교적 높은 값을 나타내 

는 철산화물과 티타늄산화물은 어두운 색조를 띠게 하 

는 원인이 된다. 이 그룹의 초벌편 449b를 편광현미경 

으로 관찰한 결과 화강암 조직으로써 Fig. 4(a)에 나타 

낸 철산화물이 많이 함유된 흑운모가 자주 보였으며, 
휘석 (pyroxene), 전기석 (tourmaline), 티타늄산화물등도 

드물게 관찰되었다. 그러므로 이 그룹의 원료로는 무등 

산 일대에서 흑운모 화강암으로 조사된 배재 지역의 흙 

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탈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비하여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충효동 분청 중에서 최고급 질인 CHE2 그룹과 그보 

다 훨씬 저급의 CHW3-L 그룹은 35개 미량성분의 함 

량을 분석 하여 다변수통계분석 법인 주성 분분석 법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로 통계처리한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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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Fig. 4. Polarizing microscope pictures of bodies in thin sec
tion. (a) biotite(449, CHBS) (b) microcline(461b, CHW3-L) 
(c) albite(473b, CHW2-6).

서 같은 원료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3 
CHW3-L의 461b 초벌 도편에서는 Fig. 1에 나타낸 

CHE2 그룹의 45 5b와 같이 운모류의 피크가 확실하게 

보이고, 장석류 중에서는 사장석보다는 미사장석이 더

큰 비율로 관찰된다. CHW3-L그룹의 461b 도편의 편 

광현미경 Fig. 4(b^진에는 이 두 그룹의 초벌과 완벌 

에서 자주 보이는 미사장석이 가운데 잘 보인다 Table 

2의 주성분결과에서도 이 두 그룹에는 일반적으로 카리 

장석이라 불리우는 미사장석에 많이 함유된 칼륨성분 

이 태토와 유약 모두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사장석 이 많은 위 그룹과는 대조적으로 473b 
(CHW2-6)와 486b(CHW2-2)에서는 Fig. 4(c)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독특한 트윈 (twin)현상을 보이는 사장 

석이 자주 관찰된다. 이들의 X<i 회절 실험에서도 사 

장석 피크가 현저하게 나타났는데 , 473b(CHW2-6)의 

경우 석영피크의 세기를 100%로 기준으로 하였을 때 

사장석이 21.6%이었으며, 미사장석은 15.1% 이었다. 

486b(CHW2-2)에서는 사장석 이 37.0%로 매우 높은 반 

면 미사장석과 운모류는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한국의 

도자기에는 전통적으로 장석류 중에서 주로 미사장석 

이 우세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473b와 486S] 서오卜 같 

이 미사장석보다 사장석의 비율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은 

드문 경우이다. 이 두 시편이 속한 CHW2-6과 CHW2- 
2 그룹은 주성분분석 결과에서도 태토와 유약에서 모두 

Na2E 분이 다른 그룹보다 높고, K2O양은 약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두 그룹의 원료는 사장석 

이 많이 조사된 바 있는 무등산 석영 안산암 지역에서 

채취하였을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운모류와 

미사장석이 많이 검출되는 CHE2와 CHW3-L 그룹은 

무등산의 또 다른 지질학 그룹인 금곡동의 미문상 화강 

암으로 추정할 수 있다.

재번조 실험에 의한 번조온도의 추정. 도자기가 본래 

번조되었던 온도를 추정하는 작업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우선 도자기가 번조되는 정도는 온도에 의하여 

서도 결정되지만, 온도의 상승속도와 가장 높은 온도에 

서 번조되는 시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번조 온도를 추정한다는 것은 온도를 올리는 방법 이 비 

슷하고 가장 높은 온도에 도달하였다가 곧 바로, 또는 

일정한 시간 내에, 온도를 내렸다는 가정들과 함께 이 

루어져 야 하는 비현실적인 측면이 내포되어 있다. 또한 

한 가마 안에서 동시에 번조된 도자기들도 놓여진 위치 

에 따라 불꽃의 방향과 세기가 달랐기 때문에 최고점에 

도달하였던 온도의 차이가 조금씩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자 제작에 많은 경험이 있는 경우 성분조사 

와 가시 적 인 성 질로써 대 략적 인 번조 온도를 추정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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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보편적이다.13
이러한 기본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번조 온도를 

관찰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도자기 제조 기술이 높은 온 

도에 도달할 수 있었던 첨단기술이 있어서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많이 거론되고 있는 방법은 열팽창분석 

기 (dilatometer)오卜 DTA(differential thermal analysis)등 

의 기기를 이용하는 것인데 14-16 적절한 실험조건을 찾는 

작업 이나, 높은 온도에서 도편이 녹아 받침대에 붙는 것 

을 방지하는 것이 까다롭다. 본 연구에서는 도편을 재번 

조 한 후에 미세구조의 변화양상을 관찰하는 방법을 선 

택하였다. 이 방법 역시 기공들의 모양과 분포 상태에 

의 한 미세구조의 특징 이 온도에 따라크게 변하지 않아 

서 변화를 정확하게 감지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도편의 

가시적 성질과 성분 특성, 유약의 미세구조등과 연결하 

여 관찰하면 번조온도의 상대적인 비교가 용이하다.

미세구조가 조금씩 다르게 관찰된 457, 462, 490 도 

편 3점에 대하여 실험하였다. CHE2 그룹의 45用은 충 

효동 분청 중 가장 고급품으로 태토와 유약의 성분, 그 

리고 미세구조로 미루어 보아 충효동 분청 그룹 중 가 

장 번조 온도가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 것이다. 이 도편 

은 작고 둥근 기공들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자화가 어느 정도 잘 되어있는 양상이었다. 재소성 후 

의 미세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950-1150 <C卜지는 뚜 

렷한 변화가 없었고, 1200 oC에서 도편의 끝쪽 부분이 

약간 치밀해지는 변화가 생겼다. 좀 더 확실한 변화를 

보기 위해서 1225 oC까지 온도를 올렸을 때 전체 기공 

의 수는 줄면서 좀 더 큰 크기의 기공이 많아 지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온도를 너무 올리면 주로 점 

토와 장석 이 녹아서 생기는 산화규소 액체의 점도가 낮 

아지면서 기공 내부에서 밖으로 작용하는 압력을 견디 

지 못하여 기공의 크기가 커지는 발포 (bloating)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따라서 실제 번조 온도는 변화가 일어나 

기 시작하는 1200 oC 근처라고 추정된다. 또한 태토가 

적당하게 자화되는 온도 역시 1200 oC 내외로 이 도편 

의 경우 적절한 온도에서 번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CHW3-口룹의 462번 도편이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 

미세구조의 변화를 광학현미경으로 관찰 한 사진들을 

Fig. 剑I 나타냈다. 원래의 도편의 미세구조는 소결과정 

이 충분히 진행되기 전에 번조가 멈추었을 때 생기게 

되는 전형적인 양상으로 태토 내의 기공이 길쭉하고 뾰 

족하다. 이러한 상태는 재번조 온도를 1050。(負L 올렸 

을 때까지 유지되었다. 변화가 관찰되기 시작한 온도는

w英
¥2。0 例

Fig. 5. Pictures by optical microscope of 462(CHW3-L) 
refired at (a) 1050 oC (b) 1150 oC (c) 1200 oC.

1100。(로 기공의 모양은 변화하지 않았으나 바탕면의 

아주 작은 기공들은 없어졌다. (bg| 나타낸 1150 oC에 

서는 자화가더 진행되어 기공모양의 끝이 부드러워지 

며 바탕면이 더 많이 메워졌다. 1200 oC로 재번조 하였 

을 때는 기공의 수도 더 줄고 모양도 거의 동그랗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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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자화가 잘 된 양상이 관찰되었고 1225 oC까지도 이 

러한 변화가 계속 되었다. 따라서 실제 번조온도는 457 
번 보다 50-100 oC 정도가 낮은 1100-1150 oC로 추정 

된다. 한편 적정하게 자화가 잘 되는 온도는 1200 oC 
근처로 이 온도는 457번과 비슷하다. 이 결과도 이 두 

그룹은 같은 곳에서 채취한 비슷한 원료를 사용하였을 

것이라는 위의 추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CHW2-n룹의 49（펴은 태토에 유리질 부분이 많이 

관찰되고 기포가 많이 있었는데 이 기포들이 광물성분 

의 특징으로 많이 생긴 것인지 아니면 과번조된 양상인 

지 현미경 관찰만으로는 정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웠다. 

재번조 실험 결과 950-1050 oC까지는 별 변화가 없었 

고, 1100oC와 1150 oC에서는 기공들이 약간 또렷해지 

는 것처럼 보이나, 확실한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는 온 

도는 1200 °C로 기공의 크기가 약간 커지면서, 작은 것 

은 없어지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1225 oC에서는 전체적 

으로 더욱 크기가 큰 기공이 듬성듬성 생기는 것이 관 

찰되어 확실하게 발포현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원래의 미세구조는 과번조 되었다기 보다는 

태토 내에서 생긴 기포가 급하게 단시간동안 번조되는 

과정에서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실 

제 번조온도 범위는 1150-1200 oC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 도편은 적당하게 자화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전라남도 광주 충효동 가마터에서 발 

굴된 분청 도편들에 대하여 태토와 유약 원료의 광물성 

분의 특성을 조사하고, 미세구조와 번조온도를 분석하 

였다. 여러 종류의 실험 결과를 연결하여 관찰함으로써, 

원료 선택과 처리과정, 그리고 번조공정 등이 이 지역 

에서 15』기 전반（全般问 걸쳐서 어떻게 변화하였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 할 수 있었다.

한국 전통 도자기의 원료는 사용되는 양이 많고 운반 

이 어려워서 당연히 도요지 부근에서 채취하였을 것으 

로 짐작하고 있다. 세 가지로 분류되는 이 지방의 지질 

학적 특성 이 모두 충효동 분청 태토의 광물학적 특성과 

그룹별로 연결되어 나타나서, 70-80여 년 동안 이 지역 

의 흙이 여러 곳에서 채취되어 사용된 것을 실제로 확 

인 할 수 있었다. 흑운모와 티타늄산화물등의 유색광물 

이 자주 관찰된 CHBS 그룹은 흑운모 화강암, 사장석 

류가 많이 관찰되는 CHW2-6과 CHW2-2 그룹은 무등 

산 석영 안산암, 그리고 미사장석이 많이 검출되는 그 

룹들, 특히 CHE2 와 CHW3-L은 금곡동의 미문상 화 

강암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태토의 이러한 

특성들은 그 그룹들의 유약 성분에도 반영되어 있기 때 

문에 태토 원료가• 나무 재와 석회석등의 용융재 원료들 

과 혼합되어 유약으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1420년경에 제작이 시작된 CHBS 그룹의 미세구조가 

보여주는 높은 수준의 기술은 충효동 도요지가 강진과 

부안과 같은 청자요지의 높은 기술의 영향을 받아 시작 

한 것을 보여준다. 후기 청자와 같이 원료에 발색제 성분 

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어둡게 보이긴 하나 태토와 유약 

이 모두 적절하게 자화 되어 있고, 태토와 유약의 경계면 

에 회장석 성분에 가까운 장석류 결정들이 뚜렷하게 자 

라있어 충분한 시간동안 비교적 높은 온도에서 번조 되 

었음을 시사한다. 원료성분과 번조온도를 알맞게 조절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은 다음 단계 에서 최고급 CHE2의 분 

청이 제작될 수 있는 기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CHES룹 도편들은 태토와 유약은 물론 상감 원료 

까지도 매우 세심하게 정선되었고, 모두 갑발을 사용하 

여 번조되었다. 주 용융제 성분인 칼슘산화물이 적은 

알칼리-라임계열의 유약과 22.6%의 높은 알루미나 성분 

을 포함하는 태토가 모두 충분히 자화되도록 높은 온도 

에서 오랜 시간동안 번조되었다. 재번조 실험 결과로 추 

정 된 번조온도는 200oC/hr의 속도로 온도를 올렸을 때 

1200-1225oC로 충효동 분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1200oC 이상의 번조온도는 일반적으로 분청보다 더 높 

은 온도를 요구하는 백자의 번조온도에 가깝다. 매우 밝 

은 회색조의 태토와 유약 색상을 나타내는 고급 분청을 

생산한 CHE2 그룹의 원료정선과 성분 조절, 그리고 고 

온 번조 기술은 CHW2-龄부터 제작되기 시작하는 백자 

제작에 기술적인 바탕이 되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왕실과 상류층이 주된 수요 대상이었던 CHE2그룹과 

같은 원료를 사용한 CHW3-L 그룹은 원료 처리과정과 

번조공정이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같은 시기에 같은 

지역의 흙으로 제작하였는지, 아니면 미술사 측면에서 

예측되는 것 같이 20여년 후에 같은 지역의 흙을 다시 

사용하였는지는 기술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제작시기 

를 떠나서 확실한 것은 CHW3-g 도편들의 미세구조 

는 대체적으로 소결과정과 자화과정이 제대로 진행되 

지 않은 상태에서 번조가 멈추어진 양상이었다. 태토에 

큰 석영덩어리와 가장자리만 녹은 큰 장석결정 이 관찰 

되는 등 수비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태토와 유약의 경 

2002, Vol. 46, No. 2



138 李英恩•高慶信

계면에도 대부분의 도편에서 장석류의 결정이 관찰되 

지 않았다. 467도편을 재번조하였을때 1100-1150 oC이 

후부터 더 치밀하게 되고 자화가 진행되는 변화가 관찰 

되어 대체적으로 CHE2보다는 약 50-100 oC정도 낮은 

온도에서 번조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충효동에는 이렇 

게 수요 대상이 다른 고급품질과 대중적 도자기가 제작 

되었다.

백자가 CHW2-8층 그룹에서 처음으로 생산되기 시 

작하는 이후, CHW2-匹룹如 CHW2-6와 CHW2-2에서 

제작된 분청은 대체적으로 질이 떨어지고 제작양도 감 

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세 그룹의 도편들의 원료 수 

비과정과 번조과정 이 점차 소홀해졌음을 관찰할 수 있 

었고, 특히 몇몇 도편에서는 태토와 유약의 원료성분이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아 태토는 자화가 잘 되어 있는 

반면, 유약은 완전하게 유리질화 되어 있지 않은 것도 

있었다.

분청의 질은 충효동에서 가장 마지막에 생산된 

CHW2-S룹에서 더욱 저하된다. 상감문과 인화문 장 

식에서 보다 시문이 간편한 귀얄문으로 바뀌면서, 이전 

시기와는 매우 다른 특징을 보인다. 원료의 사용과 원 

료 준비과정이 더욱 소홀하여져서 눈으로도 쉽게 볼 수 

있는 검은 알갱이와 흰 덩어리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 

다.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급하게 번조가 되어 태토 내 

에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기포들이 많이 관찰되며 실제 

번조온도는 200oC/hr의 속도로 번조하였을 때 1150
1200 oC정도로 추정 되었다.

1991년에 체계적으로 광주 국립박물관에 의하여 발 

굴되고 이번 기술적 연구가 이루어진 무등산 충효동 요 

지는 15』기 동안에 한국 전통도자기가 말기청자의 영 

향을 받아 분청 이 생산되고 변형된 상황과 이 기술이 

다시 백자생산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모두 이 지역의 여러 종류의 흙을 태토와 유약 원료로 

쓰면서 왕실과 상류층을 위한 고급품과 대중적인 제품 

을 생산하였다. 1100-1225 oC로 추정되는 번조온도는 

분청의 전형적인 번조온도 중에서 높은 편에 속하는데, 

이것은 CHW2-8층 이후부터 제작되기 시작한 백자의 

원료가 30% 내외의 높은 알루미나를 포함하고 있고, 

대체로 분청보다 높은 1250 oC정도의 매우 높은 온도 

에서 번조되었을 것이라는 상황과 연결된다.

이 논문은 1999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 

하여 연구되었음 (KRF-99-043-D00051).

인용문 헌

1. Jeon, S. H. Misulsa Yon'gu (J. Art History) 1998, 12, 

51.
2. Kiln Sites of Ch ,unghyo-dong at Mt. Mudung Kwangju 

National Museum, Kwangju, Korea, 1993.
3. Lee, Y. E.; Koh, K. S. J. Korean Chem. Soc. 1998, 42, 

251.
4. Kingery, W. D.; Bowen, H. K.; Uhlmann, D. R. Intro

duction to Ceramics； second Ed., John Wiley & Sons: 
Singapore, 1991.

5. Lee, Y. E.; Koh, K. S. J. Korean Soc. Conservation Sci. 
for Cultural Properties 1997, 6, 3.

6. Koh Choo, C. K. Archaeometry 1995, 37, 53.
7. Lee, Y. E. Doctorate thesis; Chung Ang University, 

Seoul, 1998.
8. Deer, W. A.; Howie, R. A.; Zussman J. An Introduction 

to the Rock-forming Minerals; Longman Scientific & 
Technical: UK, 1992.

9. MacKenzie, W. S.; Adams A. E. A Color Atlas of 
Rocks and Minerals in Thin Section; John Wiley & 
Sons: London, UK, 1996.

10. Vandiver, P. B. The Radiance of Jade and the Clarity of 
Water-Korean Ceramicsforn Ataka Collection, 1991; p 
151.

11. Kingery, W. D.; Vandiver, P. B. Ceramic Masterpiece: 
Art, Structure, Technology; The Free Press: USA, 1988.

12. Geological Report f the Kwan엉u sheet; Korea Insti
tute of Energy and Resources: Taejon, Korea, 1990.

13. Wood, N. Chinese Glazes: Their Origins, Chemistry, 
and Recreation;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Philadelphia, USA, 1999.

14. Kang, K. I. Dotorate thesis; Chonnam National Uni
versity: Kwangju, 1997.

15. Tite, M. S. Archaeometry 1969, 11, 131.
16. Kingery, W. D. A Note on the Differential Therm시 

Analysis of Archaeological Ceramics; Research Notes 
and Application Reports, 109.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