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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ystematic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celadon coloring and glaze component was conducted by chromaticity analysis and
Mössbauer spectroscopic analysis. The chromaticity (L*, a*, b* values) and Mössbauer analysis results were correlated to the amount
of Fe2O3, TiO2, MnO, and P2O5, which are the essential factors influencing celadon coloring. According to chromaticity analysis,
celadon glaze color belongs to GY group when the addition of TiO2 was 1.4%, whereas the color belongs to BG group when the
addition of TiO2 was 0.1%. For the GY group, the colors change from GY to YR with the decrease of brightness as the addition of
TiO2, MnO, and P2O5 increases. According to Mössbauer analysis results, as the amount of divalent iron ion increases, the a* and b*
values decrease, on the other hand, L* value increases. The ratio of divalent iron ion produced in reductive sintering process is found
to be 80~95% in this study, which induces the increase of L* values in celadon gla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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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 전통 문화유산인 고려청자는 아름다운 조형

성과 비색으로 고려의 우수한 예술성을 보여준다. ‘고려

비색’의 가치는 세계적인 예술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1,2)

특히, 전라남도 강진 지역은 12세기 우수한 고려청자 생

산지로 전통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청자의 비색을 재현하

고 유지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 지역 청자의 가치를 과

학적으로 규명하고자 많은 선행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현재에도 청자의 ‘비색’을 재현하기 위한 체계적인 분석

및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청자의 비색은 고온의 환원소성 과정 중 태토와 유약

층에서 물리, 화학적으로 반응하여 유리상과 결정상을 형

성시켜 얻어진다. 일반적으로 유약은 장석, 석회석, 점토

로 이루어지며, 융제 역할을 하는 장석에 의해 유리질이

형성되는데 이 과정에서 미량의 Fe 이온이 청자의 발색

제 역할을 하여 청자의 색도와 광택도에 영향을 준다. 

본 연구는 유약의 발색특성을 좌우하는 Fe2O3, TiO2,

MnO, P2O5의 조성을 변화시키고 뫼스바우어 분광법을 이

용하여 전자구조를 분석하여 Fe의 전자상태와 색도와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환원 소성한 후의 결과를

CIE L*, a*, b* 값으로 측정하고 4가지 성분들이 색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뫼스바우어 분광법을

통하여 분석한 Fe의 산화상태와 연관시켰다. 본 연구에서

는 태토가 발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유약의 영

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백자소지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복

합적 연구를 통하여 4가지 발색산화물의 조성 및 Fe의 전

자구조가 청자 유약의 색도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2. 실험방법

청자 유약의 색역을 구현하기 위해 기본유약에 발색산

화물인 Fe2O3, TiO2, MnO, P2O5을 첨가하여 6가지 유약

조성을 준비하였다. 발색산화물의 첨가량은 청자 발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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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주는 Fe2O3, TiO2, MnO, P2O5의 최대값과 최소값

의 범위을 선정하였다. 기본유약의 화학성분과 유약의

Fe2O3, TiO2, MnO, P2O5의 첨가량은 Table 1과 2에 제시

되었다. 기본유약에 조성된 유약은 고형분 대비 1%의 분

산제(cerasperse)를 첨가하여 포트밀에서 24시간 혼합하였

다. 소지는 청자의 발색특성에 소지가 미치는 영향을 최

소화하기 위해 백자소지를 선택하였다.

6가지 유약을 900
o
C에서 초벌한 백자 도편 (50 mm×

50 mm)에 시유하여 환원소성(1260
o
C)하였다. 전기로 내부

온도가 900
o
C에 이르렀을 때 Air와 LPG의 혼합 가스를

유입시켜 환원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환원조건은 대기의

O2의 농도를 고려하여 Air와 LPG 가스의 유입량을 아래

의 표와 같이 조절하였다. 

환원소성한 후 시편들의 색도 측정은 Cary 100 UV-

Visible Spectrophotmeter를 이용하여 CIE L
*
,
 
a

*
,
 
b

*
값을

측정한 후 색조를 KS 톤(tone)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조성에 따른 색도 분석

강진청자 유물에서 화학분석을 통해 알려진 Fe2O3, TiO2,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Basic Glaze

Component SiO2 Al2O3 Na2O K2O MgO CaO Fe2O3 TiO2 P2O5

wt% 67.42 14.28 0.23 2.50 0.41 14.97 0.11 0.03 0.05

Table 2. Composition of Coloring Oxide Added to Basic Glaze

Sample No. Fe2O3 TiO2 MnO P2O5

2 1.40 1.00 0.80 0.30

13 2.20 0.10 0.20 0.30

18 2.20 0.10 0.20 1.60

25 2.20 1.00 0.80 0.30

29 2.20 1.00 0.80 0.30

34 1.40 0.10 0.20 0.30

Table 3. Condition of Reductive Sintering

Gas Air(l/min) LPG(l/min) O2(%)

Flow rate 5.0 0.7 18.42

Fig. 1. Sintering schedule.

Fig. 2. (a) CIE space, (b) measured L
* 

values, (c) a
* 

values, and

(d) b
*
 values.

Fig. 3. Typical celadon tiles after sin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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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O, P2O5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범위를 선정하고 색도와

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Fe2O3는 1.4/2.2%,

TiO2는 0.1/1.0%, MnO는 0.2/0.8%, P2O5는 0.3/1.3%로

수준을 분리하였다. Fe2O3, TiO2, MnO, P2O5의 첨가량에

따른 시편의 전형적인 발색은 Fig. 3과 같으며 측정된 CIE

L*, a*, b*값을 Table 4에 제시하였다. 4가지 성분의 첨가

량에 따른 L*값은 N7.8에서 N4.8의 범위에 분포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청자발색은 크게 BG계열과 GY계열로

두 집단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TiO2, MnO, P2O5의 첨가량의 증가함에 따라

GY계열 또는 YR계열로 변화하고, 명도는 낮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Fe2O3는 첨가량 범위(1.4~2.2%)에서 L*값,

b*값의 주요인으로 나타났다. TiO2의 경우, 첨가량 0.1%

일때 BG계열 군으로 나타나며, 첨가량이 1.0%일 때 GY

계열로 나타났으며, CIE L*, a*, b*값의 주효과 요인으로

나타났다. MnO의 함량은 Fe2O3, TiO2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나 P2O5의 첨가량은 MnO와 상반되는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L*값의 경우, Fig. 4(a)에서 보는 바와 같이 Fe2O3, TiO2,

MnO의 조성이 증가할수록 L*값이 감소하여 명도가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편 29의 경우 Fe2O3 2.2%, TiO2

1.0%, MnO 0.8%, P2O5 0.3%일 때 TiO2와 MnO의 첨가

량이 증가함에 따라 L*값은 N4.8로 가장 명도가 낮게 나

타났다.

a*값의 경우, TiO2, MnO, Fe2O3의 함량이 감소할수록

a*값이 -값으로 진행하여 BG계열로 발색되는 결과로 나

타났다.(Fig. 4(b)) b*의 경우, Fe2O3, TiO2, MnO가 증가

할수록 + 값으로 진행하며 GY, YR계열로 발색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Fig. 4(c)) MnO의 첨가량과 P2O5의 첨가량

은 b*값에 서로 상반된 영향을 미치며, 이는 MnO가 최

대값이고 P2O5의 값이 최소일 때 b*값은 GY계열인 + 값

으로 진행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6가지 청자발색 실험 중

에 시편 13이 가장 BG계열로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3.2. 뫼스바우어 분석

뫼스바우어 스펙트럼은 전기역학적 등가속도형 뫼스바

우어 분광기로 상온에서 측정하였으며, 선원은 Dupont 회

사 제품의 Rh 금속에 확산시킨 
57

Co 단일선원을 사용하

였다. 시료의 양은 
57

Fe의 밀도가 0.214 mg/cm
2
이 되도록

하였고 시료의 균일한 두께를 위해 직경이 1인치고 두께

가 0.005인치의 Be판을 양면에 막아서 사용하였다. 상온

에서 측정된 뫼스바우어 스펙트럼은 Fig. 8에 제시하였으

며 두개의 철이온 사이트로 분석되었으며 분석된 결과는

Table 4. L
*
,
 
a

*
,
 
b

*
 Values According to Coloring Oxide Composition

Sample No. L* a* b*

2 70.63 -4.70 27.50

13 74.59 -10.30 2.82

18 69.62 -10.00 7.84

25 61.23 -2.34 33.77

29 48.70 10.15 45.38

34 78.14 -8.63 2.09

Fig. 4. (a) Evolution of L* values according to added amoumt

of coloring oxides, (b) Evolution of a* values according

to added amoumt of coloring oxides, (c) Evolution of b*

values according to added amoumt of coloring ox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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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와 같다. 두개의 철사이트는 상자성의 거동을 보

여주는 두개의 공명흡수선(line, doublet)으로 분석되었으

며 측정된 모든 시편에서 자기적인 거동은 관측되지 않

았다. δ는 Fe의 이온가를 나타내는 isomer shift를 나타내

며, Area 는 Fe 2+와 3+ 이온의 상대적인 면적비를, ∆EQ

는 전기이중극자 상호작용의 크기(electric quadrupole

splitting)를 나타낸다.

Table 5에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Fe
3+
에 대한 Fe

2+
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a*, b*값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Fig. 5

에서와 같이 Fe
3+
에 대한 Fe

2+
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UV-

reflectance spectrum에서 peak위치가 낮은 파장(고에너지)

영역으로 이동함을 알 수가 있다. 이것은 색좌표에서 a*,

b*값은 감소할수록 BG계열로 이동하는 것과 잘 일치하

는 결과이다. 또한, Fe
3+
에 대한 Fe

2+
의 비율이 증가할수

록 L*값(명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뫼스바우어

분석을 통하여 얻어진 본 연구의 Fe
2+
의 비율은 80%에서

95%의 범위에서 변화하며 기존에 알려진 중국 고대 Ru

celadon
4,5)
이나 Yaozhu celadon

6)
보다 높은 값을 가지는 것

으로 태토의 영향등을 고려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고 생각된다.

Fig. 5. UV reflectance spectra for celadon samples.

Fig. 6. Evolution of L*, a*, b* values and wavelength at max.

reflectance in UV spectra according to Fe
2+

/(Fe
3+

+Fe
3+

)

ratio.

Fig. 7. (a) Evolution of L* values according to Fe
2+

, Fe
3+

 area,

(b) Evolution of a* values according to Fe
2+

, Fe
3+

 area,

(c) Evolution of b* values according to Fe
2+

, Fe
3+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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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유약의 발색특성을 좌우하는 Fe2O3, TiO2, MnO, P2O5

의 조성을 강진지역에서 출토되는 청자의 조성범위에서

변화시키고 뫼스바우어 분광법을 이용하여 전자구조를 분

석하여 Fe의 전자상태와 청자 유약의 색도와의 관계를 정

Fig. 8. Mössbauer spectra at room temperature for the samples of (a) 2, (b) 13, (c) 18, (d) 25, (e) 29, and (f) 34.



청자 유약 발색메카니즘에 대한 뫼스바우어 분광법에 의한 연구 39

제48권 제1호(2011)

량적으로 분석하였다. CIE L*, a*, b*값을 측정하고 4가

지 성분들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뫼스바우

어 분광법을 통하여 분석한 Fe의 산화상태와 연관시켰다.

Fe2O3와 TiO2의 함량이 청자 발색의 변화에 주된 요인으

로 나타났고 TiO2의 값이 낮을 때 BG계열이 나타났으며,

Fe2O3은 L*값과 b*값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TiO2의 첨가량이 많을 때는 GY계열군에 속하며,

TiO2, MnO의 첨가량의 증가함에 따라 GY계열에서 YR계

열로 변화하고, 명도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뫼스바

우어 분석 결과, Fe
3+
에 대한 Fe

2+
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a*,

b*값은 감소하며 L*값은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UV-reflectance spectrum에서 peak위치가 낮은 파장(고에너

지)영역으로 이동함을 알 수가 있었다. 본 연구의 Fe
2+
의

비율은 80~95%의 범위에서 변화하며 이는 L*의 증가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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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No.
L* a* b*

Fe
3+

Fe
2+

1line(red line) Doublet 1 (green line)

δ Area ∆EQ δ Area

(mm/s) (%) (mm/s) (mm/s) (%)

34 78.14 -8.63 2.09 0.0965 5.74 1.8593 0.9056 94.26

13 74.59 -10.3 2.82 0.1972 7.76 1.9253 0.9015 92.33

2 70.63 -4.7 27.5 0.0968 8.22 1.8651 0.9383 91.78

18 69.62 -10 7.84 -0.0565 9.85 1.8387 0.9343 90.15

25 61.23 -2.34 33.77 0.0081 14.32 1.8151 0.9323 85.68

29 48.7 10.15 45.38 0.0965 18.06 1.9253 0.8726 81.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