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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is the study on diffusion of ceramic body oxide compounds to glaze. For ceramic bodies, no ferrous oxides

contain white ware, celadon, and 3 wt% iron oxides contained white ware was used in this experiment. These ceramic bodies

were glazed by transparency glaze, iron oxides contained glaze, and glaze made by pine tree ash that treated in 1240 degree,

under reduction condition for an hour. An electron probe microanalyzer(EPMA) was used to study diffusion of oxides and to

calculate distance of ceramics bodies. As a result, only iron oxide and magnesium oxide from the body diffused to glaze, and

also made a band which shown very thin layer of iron oxide and magnesium oxide between the body and glaze. The densest

band of iron oxide formed 100 to 150 µm in the glaze, and the densest band of magnesium oxide was found 50 to 100 µm

in the glaze. Therefore, it could be concluded that iron oxide in the body is diffused to the glaze and it affects the color of

glaze, even though iron oxide exists in the glaze. Furthermore, the thickness of the glaze has an effect on the color of celadon.

Key words white ware, celadon, diffusion, iron oxide, magnesium oxide.

1. 서  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문화유산인 고려청자와 조선

백자는 전국의 다양한 지역에서 전통적이고 독창적인 경

질자기를 말한다. 고려청자는 9세기에서 14세기까지 주

로 전라남도 강진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전국의 다양한 지

역에서 제작되었으며 당시 세계최고의 온도인 약 1,300 oC

의 환원분위기를 이용하였다. 조선백자는 15세기에서 17

세기까지 경기도 광주를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지역풍토

에 맞도록 만들어졌다.1,2)

고려청자와 조선백자에 대한 역사적, 미술사학적 연구

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하여 완성되었으나, 과학적 연구

로는 미세구조에 대한 고경신 교수팀의 연구인 고려청

자의 미세구조에 대한 연구3)와 조선백자의 미세구조에 대

한 연구4)가 완성되어서 미세구조에 대한 대부분의 문제

가 명확해졌다.5-7)

현재 도예가들은 각 지역의 청자와 백자의 고유 비색

을 재현하고 유지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연

구자들은 청자와 백자의 가치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청자와 백자의 비색은 태토와 유약 층이 고온의 환원

-소성 과정 동안 물리화학적인 반응에 의해 유리질과 결

정상을 형성하게 됨으로 나타난다. 유약은 장석, 석회석,

점토로 이루어지며, 융제 역할을 하는 장석에 의해 유

리질이 형성되는데 이 과정에서 미량의 성분들이 발색

제 역할을 하여 청자와 백자의 색도와 광택도 등에 영

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

본 연구에서는 청자 및 백자 도자기를 이루고 있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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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 유약의 구성 물질을 확인하고 소지구성 산화물 중

산화철(Fe2O3)과 산화마그네슘(MgO) 성분이 유약층 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청자와 백자에 투명한 유약과 산화철이 함유된 유약을

입힌 후, 소성하여 EPMA를 이용하여 소지층에 존재하

는 Fe 와 Mg가 유약 층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관찰 하

였다. 

2. 실험 방법

2.1 출발원료

본 연구에 사용된 소지는 청자, 백자 소지와 유약원료

의 성분분석 결과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2.2 유약재료 및 시유

본 연구에서 사용한 투명유약은 Table 2에 소나무 재

를 사용한 유약은 Table 3에 나타내었다.

실험에 사용된 시험편은 Table 2의 조성에 Fe2O3을

1.5 wt% 첨가한 유약을 사용하였고, 소나무 재를 사용한

유약은 Table 3과 같다.

투명유약과 Fe2O31.5 wt% 함유된 투명유약은 900 oC로

소성한 초벌구이 시험편에 시유하였다.

2.3 소성

투명유약은 Fe2O3가 1.5 wt% 함유된 투명유약으로 시

유된 시험편을 가스로에 넣어 환원분위기로 1240 oC에서

1시간 동안 유지하여 소성하였다.

2.4 EPMA 분석

소성된 시험편은 원형(지름 2 cm)과 사각Tile(4 cm ×

4 cm)크기로 시험편을 제작하였으며, 각각의 시험편은 2/

3로 잘라 투명 Epoxy을 사용하여 가장자리가 깨지지 않

도록 molding 한 후 분석 면을 경면 연마하여 사용하

였다. EPMA(Electron Probe Micro Analyzer, EPMA-

1600, Shimadzu, Japan) 분석을 위하여 시료표면에 전기

가 흐르도록 Carbon coating 한 후 Mapping 분석과 Line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전류, 전압 은 각각 15 keV,

50 nA이며, 전자선의 크기는 1 µm로 하였으며, Mapping

point는 500 point로 한 포인트 별 분석시간은 20 ms 으

로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투명유약 입힌 청자 및 백자 시편분석

같은 투명유약을 청자 및 백자 소지에 시유하여 환원

분위기로 소성하여 만든 시험편 의 EPMA 분석 결과는

Fig. 1과 Fig. 2에 나타내었다.

Fig. 1과 Fig. 2에서 BSE(Back Scattered Electron, 후

방산란전자) Image 분석결과 소지층과 유약층이 뚜렷이

구분되었다. 특히, Al, Ca, Ti 원소의 분포결과가 BSE

Table 1. Composition of raw material.

Raw material
Composition (wt%)

SiO2 Al2O3 Fe2O3 MgO CaO Na2O K2O P2O5 TiO2 MnO Ig.loss

White body 72.36 18.48 1.00 0.52 2.87 1.21 3.26 0.03 0.02 0.02 0.06

Celadon body 60.64 29.75 2.37 10.5 3.25 0.88 1.49 0.03 0.41 0.03 0.11

Feldspar (Pu Yeo) 75.89 14.86 0.08 - -0.45 4.75 3.81 0.03 - 0.01 0.41

Limestone (Cheong Ju) 2.33 0.65 0.12 1.28 53.44 - 0.10 0.01 - 0.01 0.18

White Kaolin

(Ha Dong)
48.40 34.32 0.53 0.20 4.59 1.02 0.55 0.02 0.09 0.01 10.26

Pottery stone

(Chung Cheong)
77.70 12.90 0.14 0.23 0.26 0.08 1.28 - - - 7.41

Fine tree ash 18.24 8.66 1.39 0.10 5.44 34.73 0.50 - - - 30.94

Dolomite (In Seong) 14.48 0.88 0.38 13.65 33.40 - 0.18 0.03 - 0.02 36.98

Silica (Pu Yeo) 99.49 0.15 0.02 - 0.04 - 0.01 0.03 0.02 - 0.24

Table 3. Composition of transparency glaze with pine tree-ash.

 Raw material
Pottery stone 

(Chung Cheong)
Pine tree ash

Dolomite

(In Seong)

White Kaolin

(Ha Dong)

Silica

(Pu Yeo)

Addition (wt%) 54.2 15.54 7.6 13.4 9.3

Table 2. Composition of transparency glaze.

Raw material
Feldspar

(Pu Yeo)

Limestone

(Cheong Ju)

White Kaolin

(Ha Dong)

Addition 

(wt%)
74 18.5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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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와 일치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로부터 소지층과 유

약층의 분리된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러나, Fig.

1과 Fig. 2에서 알 수 있듯이 Fe, Mg의 경우는 그림에

화살표로 표기된 것과 같이 소지층에 이들 성분이 거의

없는 띠가 형성되었는데, 이는 소지내의 함유되어있던

Fe2O3와 MgO가 유약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

료되어진다. 이렇게 Fe 와 Mg 성분이 거의 없는 띠 형

태의 영역이 소지와 유약의 경계면에서 관찰되는 사실

로 유추해 볼때 청자나 백자 소지 내에 있는 Fe2O3나

MgO가 유약으로 확산되었을 것이라고 사료되어진다.

Fig. 1. A BSE image and corresponding Fe and Mg mapping images of the celadon specimen. 

Fig. 2. A BSE image and corresponding Fe and Mg mapping images of the white ware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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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와 Mg의 분포를 측정하기 위하여 Fig. 3과 Fig. 4에

Line 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 결과 Fe는 100~350

µm, Mg은 50~300 µm 범위에서 존재하였으며, 이들이

유약으로 이동하여 최대농도를 형성하는 거리는 Fe는

100~150 µm, Mg은 50~100 µm임을 알 수 있었고, Fig.

3 및 Fig. 4에서 볼 수 있듯이, 소지와 유약의 경계면에

존재하는 띠 모양의 영역에서 Mg 와 Fe의 농도가 확

실히 감소되는 현상이 뚜렷이 관찰되었다.

3.2 Fe2O3가 첨가된 소지에 투명유약을 입힌 시험

편의 분석

소지 내 Fe2O3가 유약과 반응하여 이동하는 것으로 관

찰하기 위하여 Fe2O3를 3 wt% 첨가한 백자소지에 똑같

은 투명유약을 입혀 같은 소성 조건으로 소성하여 분석

한 결과를 Fig. 5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Fig. 5에서와 같이 백자소지에 함유된 Fe2O3

가 유약으로 확산되면서 소지층 위에 Fe2O3의 농도가 적

은 띠가 명확하게 만들어졌으나, Mg의 경우는 전과 동

일하였다.

3.3 백자 소지에 Fe2O3가 첨가된 유약을 입힌 시험

편 분석

백자소지에 Fe2O3가 1.5 wt% 함유된 유약을 시유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소성하여 만든 시험편의 분석 결과는

Fig. 6과 같다.

백자소지에 Fe2O3가 함유된 유약을 입힌 시험편의 분

석 결과 Fig. 6에서와 같이 Mg의 경우는 소지층 위로

성분이 거의 없는 띠가 형성되었다. 이 결과는 백자 소

지에 투명유를 시유하여 만든 시험편의 분석 결과와 동

일하였다.

Fig. 3. Result for line analysis of white ware specimen.

Fig. 4. Result for line analysis of celadon specimen.

Fig. 5. A BSE image and corresponding Fe and Mg mapping images of the specimen. White ware contain additional 3 wt% of Fe2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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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소지와 유약에 Fe2O3를 첨가하여 만든 시험편

의 분석

Fe2O3가 3 wt% 첨가된 백자소지에 Fe2O3를 1.5 wt%

넣어 만든 유약을 시유하여 제작한 시험편의 분석 결과

는 Fig. 7과 같다.

Fig. 7에서와 같이 Fe로 인하여 만들어 진 띠는 Fe2O3

가 첨가된 백자소지에 투명유를 입힌 시편의 분석결과

와 동일하였다. 그러나 유약 내의 Fe농도분포는 Fig. 8

에서와 같이 100~150 µm 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이후부터는 서서히 농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전

체적으로 유약 내 Fe 농도의 분포 차는 크지 않은 것

으로 보인다. Mg의 경우는 앞의 시편 분석결과와 동일

하였다.

3.5 청자소지에 Fe2O3가 첨가된 유약을 시유하여 만

든 시험편 분석

청자소지에 Fe2O3가 1.5 wt% 첨가된 유약을 사용하여

만든 시험편의 분석결과는 Fig. 9에서와 같이 Fe 확산

에 의한 띠는 Fe2O3를 넣은 백자소지를 사용한 경우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유약 내 Fe의 농도분포는 Fig. 10에서와 같이 100~

150 µm대에서 최대로 나타났으며 유약 내 Fe, 농도 차

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Mg의 경우는 청자소지 내의

MgO 함량이 백자소지보다 많아 Mg 확산으로 인한 소

Fig. 6. A BSE image and corresponding Fe and Mg mapping images of the white ware specimen. Glaze contain additional 1.5 wt% of Fe2O3.

Fig. 7. A BSE image and corresponding Fe and Mg mapping images of the specimen. White ware and glaze contain additional 3 wt%

and 1.5 wt% of Fe2O3, respectively.

Fig. 8. Result for line analysis of the specimen. White ware and glaze contain additional 3 wt% and 1.5 wt% of Fe2O3,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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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층의 띠는 백자의 경우보다 명확하게 나타났다. 그

러나 유약 내 Mg의 농도 분포는 약 50~100 µm에서 최

대치를 유지하고 300~400 µm이후는 감소하였다.

3.6 청자소지에 소나무재로 만든 유약을 시유한 시

험편 분석

유약 내 Mg함량이 높은 경우에, Fe와 Mg의 확산을

알아보기 위하여 MgO 함량이 높은 소나무 재로 만든

Fig. 9. A BSE image and corresponding Fe and Mg mapping images of the celadon specimen. Glaze contain additional 1.5 wt% of Fe2O3.

Fig. 10. Result for line analysis of the celadon specimen. Glaze contain additional 1.5 wt% of Fe2O3

Fig. 11. A BSE image and corresponding Fe and Mg mapping images of the celadon specimen. Glaze contain additional pine tree ash.

Fig. 12. Result for line analysis of the celadon specimen. Glaze contain additional pine tree 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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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약을 시유한 시험편을 제작하였다. Fig. 11에서와 같

이 소지 내 Fe2O3, MgO가 유약으로 확산되면서 명확한

띠가 만들어졌다.

Fig. 12에서와 같이 유약 내 Fe2O3의 함량이 적기 때

문에 Fe의 농도 분포는 100~150 µm에서 최대치를 보이

고 그 이후에는 급격히 감소된 후 일정 농도를 유지하

였다. 그러나 Mg의 농도 변화는 소나무 재에 함유되어

있는 많은 양의 MgO로 인하여 50~100 µm까지는 소지

에서 올라온 Mg에 의해 최대치를 갖지만 그 이후는 고

르게 분포한다.

이상의 결과로 소지 내 함유되어 있는 Fe2O3와 MgO

는 유약과 반응하여 유약내부로 이동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결  론

소지 내의 각 성분 산화물이 유약으로 확산되는 것을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소지 내의 산화철과 산화마그네슘만이 유약으로 확

산되면서 소지층 위에 이들 함량이 적은 띠가 생성되었다.

2) 소지에서 유약으로 산화철이 확산되는 것을 연구한

결과 산화철이 적은 띠로부터 100~150 µm의 범위에서

산화철의 농도가 가장 짙었다.

3) 소지에서 유약으로 산화마그네슘이 확산되는 것을

연구한 결과 산화마그네슘이 적은 띠로부터 50~100 µm

의 범위에서 산화마그네슘의 농도가 가장 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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