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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eladon shards from Gangjin and Buan were analyzed for their color, chemistry and microstructures. They exhibited similar
chromatic characteristics in a CIEL*a*b* analysis. All of the glazes assessed showed comparable compositional areas, while the bodies
from Gangjin shards had higher RO2 concentrations. A high degree of similarity was also noted in the microstructures of the glaze
and bodies from both regions. Anorthite crystals appeared in the glaze layer, and phase separation behavior developed around these
crystals. This may have been caused by the glaze chemistry and the sintering process given the lengthy heating and cooling time. A
Raman analysis indicated higher isolated SiO4 unit (Q0) values for the Buan samples. This can stem from the higher firing temperature
or the longer sintering process.

Key words : Celadon, Gangjin, Buan, Raw material, Glaze

1. 서  론

우리나라의 대표적 고려청자 관요지인 전라도 지역의

강진과 부안은 12 ~ 13세기에 걸쳐 비색 청자와 상감청자

기법을 완성한 곳으로 두 곳에서 생산되었던 고려청자는

기술적 우수성과 예술성으로 학술적인 가치를 높게 평가

받고 있다.
1)

강진은 9세기로 추정되는 초기청자의 대표적 형태인 햇

무리굽완과 고려후기에 나타나는 간지가 있는 청자가 모

두 확인되는 고려시대 청자 생산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

다.
2) 
간지를 기입한 것은 강진도요지는 국가의 통제하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진과는 달리 부안 도요지에

관한 공식적인 기록은 고려사, 세종실록, 지리지, 신증동

국여지승람 등의 역사서에 남아있지 않다. 국립중앙박물

관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부안유천리 12호 가마터는 강

진과 유사한 제품을 생산, 공급하였지만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았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3) 
유천리 가마터는 강진

등의 중심가마에서 파생된 것으로 시기적으로 개요의 차

이만 있을 뿐, 생산품과 수요층, 운영체계, 폐요시기까지

강진과 같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고려청자 생산지로 빼놓

을 수 없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청자는 회색 태토와 투명한 청-녹 계열 유약의 조화로

이루어지는데, 한국의 고려청자와 중국 요주요, 여요, 용

천요 일부 청자가 이를 대표한다.
4) 
청자는 도요지가 분포

했던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퇴적점토를 이용하여 제작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비과정을 통하여 원료의 1차

정제를 실시하였다. 고려청자의 유약은 기본적으로 석회

석 유약으로 고온에서의 환원소결 과정에서 광물성분이

유리화 되어 형성하는 유리상, 결정, 상분리 구조 등과 같

은 미세구조와 미량 포함된 이온들의 발색으로 시각적으

로 ‘비색’의 느낌을 가지게 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성

분 중 Fe2O3, TiO2의 함량과 Fe2O3-TiO2의 상호작용이 유

약의 색상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

본 연구에서는 강진과 부안 도요지에서 수거한 도편들

의 색상, 화학성분, 미세구조, 유약의 구조 등을 분석하여

두 도요지에서 제작한 청자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

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강진과 부안에서 청자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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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용된 원료와 제조공정을 유추하고 지역에 따른 청

자의 기술적 특성을 정의하고자 하였다. 

2. 실험 방법

강진청자 도편 7점과 부안청자 도편 8점을 이용하여 소

지와 유약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도편들의 이력은

Table 1에 정리하였다. 분광광도계(Cary 100 Varian UV-

Visible Spectrophotometer, Loveland, Colorado, USA)를

이용하여 도편들의 색도 및 반사율을 측정하였다. L
*
a

*
b

*

값으로 측색 후 색조를 KS 톤(tone)으로 분석하였다. 

청자 도편을 태토층과 유약층으로 분리하여 Inductively

Coupled Plasma Optical Emission Spectrometry (ICP-OES,

Perkin-Elmer, Optima 5300DV, 일본)를 이용하여 성분분석

을 실시하였다. 대부분의 도편유약층은 500 μm 내외로 모

든 산화물 성분에 대한 정량분석을 하기에는 시료의 양

이 부족하였다. 기존의 연구를 참조하여 SiO2를 제외한

청자 유약 성분으로 가능한 산화물 항목들을 우선적으로

분석한 후 나머지를 SiO2로 추정하였다. 도편들간의 비교

를 위해 화학성분 분석결과를 Unity Molecular Formula

(UMF)를 이용하여 전환하였다. 태토의 경우 R2O3를 1로

놓았을 때 RO2와 R2O + RO의 몰비를 나타내었다. 

주사전자현미경(FESEM JSM-6701F, JEOL, Japan)과 투

과전자현미경(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JEM-

4010, JEOL, Japan)을 이용하여 도편의 미세구조를 관찰

하였다. 절단한 시편을 연마한 후 1%로 희석한 불산 용

액에 4분간 담가 화학적 etching 후 백금 코팅하여 주사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또한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

하여 유약의 형상 및 상분리 현상을 관찰하였다. 유약의

성분 및 상분리가 일어난 부분의 성분 확인을 위하여 EDS

(X-ray 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 7244, OXFORD

Instruments, UK)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TEM의 시편은

FIB (Focused ion beam, HELIOS 600, FEI Korea, Korea)

로 제작하였고, 소지를 제외한 순수 유약 부분의 측정을

위하여 유약표면을 기준으로 약 5 µm 이하의 두께로 구

리(Cu) grid에 올려 제작한 후 금(Au)으로 코팅하여 관찰

하였다.

라만분광기(Raman microscope, inVia, Renishaw, UK)를

이용하여 유약 표면을 분석하였다. 514 nm 파장의 Ar 이

온 레이저를 사용하였고, 노출시간은 10초로 진행하였다.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의 curve fitting을 실

시한 후 200 - 1200 cm
−1 
사이에서 나타나는 스펙트럼을

deconvolution하였다. 각각의 스펙트럼의 평균값을 분석하

기 위하여 750 - 1250 cm
−1
에서 나타나는 스펙트럼의 면적

을 100으로 가정하고 각 스펙트럼의 면적을 %로 나타내

었다. 

3. 결과 및 고찰

3.1. 청자 도편의 색상

청자 도편들의 색상을 분광광도계로 측정하여 CIEL*a*b*

값으로 Fig. 1에 정리하였다. 그림에서 보이듯이 소지의

경우 강진과 부안 도편 모두 a*값은 0.2 - 0.8 사이의 범위

에 존재하였으며 b*값은 0 - 5 사이에 존재하였다. 즉 소

Table 1. Celadon Samples with Origins and Time Period 

Sample Name Kiln Site Time Period Munsell D65 Hue Munsell D65 Value Munsell D65 Chroma

GJ-01 Yongwoon (GR) AD 10C 5.7GY 5.65 1.33

GJ-02 Yongwoon AD 10C 8.8Y 5.52 1.59

GJ-03 Samheung (A) AD 10~11C 8.1Y 4.56 1.41

GJ-04 Samheung (E) AD 10~11C 6.0GY 5.23 1.45

GJ-05 Sadang (9) AD 12C 3.5GY 5.31 1.14

GJ-06 Gyeyul ND 9.6GY 5.58 1.21

GJ-07 Sadang AD 12C 9.4GY 5.51 0.89

Sample Name Kiln Site Time Period Munsell D65 Hue Munsell D65 Value Munsell D65 Chroma

BA-01 Yucheon 5 AD 12~13C 3.3GY 5.39 1.11

BA-02 Yucheon 5 AD 12~13C 0.7GY 5.26 1.59

BA-03 Yucheon 12 AD 12~13C 7.0GY 5.69 1.05

BA-04 Yucheon 12 AD 12~13C 4.5Y 5.52 1.77

BA-05 Yucheon 12 AD 12~13C 4.7Y 5.47 1.55

BA-06 Yucheon 12 AD 12~13C 8.8GY 5.41 1.18

BA-07 Yucheon 12 AD 12~13C 3.1GY 5.64 1.24

BA-08 Yucheon 12 AD 12~13C 4.6GY 5.63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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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색상은 매우 좁은 a*값 범위에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약의 경우 소지와 비교하여 a*와 b*값의 존재 범

위가 상대적으로 넓으며 a*값이 증가하면 b*값이 함께 증

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강진과 부안 도편 유약의 색상

범위는 매우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강진과 부안 소지

의 명도값은 N6으로 같은 범위로 나타났다. 유약의 경우

강진은 N6-7의 범위를 보였으며, 부안은 N7-8의 범위로

강진보다 명도값이 높게 나타났다. 

강진과 부안의 CIEL*a*b*값을 Munsell (Hue Value/

Chroma) 값으로 산출하여 Table 1에 나타내었다. 강진 GJ-

02, GJ-03은 grayish dull Y 계열에 분포하였고, 그 외 나

머지 도편들은 grayish dull GY 계열에 분포하였다. 부안

BA-06, BA-07은 grayish dull Y 계열로 분포하였고, 다른

도편들은 grayish dull GY 계열에 분포하였다. 도편

Munsell값은 GJ-02의 경우 8.8Y 5.52/1.59(H V/C)와 부안

BA-03의 경우 7.0GY 5.26/1.59을 고려할 때, 두 지역 청

자도편의 최대 채도가 1.59로 grayish dull tone에 분포하

는 것으로 판단되며, 색상차이가 나는 GY 계열로 나타났다.

Fig. 2에 파장에 따른 청자 유약의 반사율을 측정하여

나타내었다. 강진도편의 경우 최대 반사율이 530 - 600 nm

사이에서 나타났으며 부안의 경우 540 - 590 nm 사이에서

나타났다. 강진과 부안 청자 도편 모두 최대 반사율을 나

타내는 파장과 반사율이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강진의

경우 도편들이 여러 도요지에서 수거되어 한 곳의 도요

지에서 출토된 부안에 비해 반사율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

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3.2. 소지와 유약의 화학성분

소지와 유약의 화학성분 분석 결과를 Unity Molecular

Formula (UMF)를 이용하여 전환하였다. 이 결과를 Fig. 3

에 나타내었다. 소지의 경우 RO2 대비 융제(RO + R2O)의

양을 나타냈을 때 강진과 부안 청자 도편의 확연한 차이

를 볼 수 있었다. 강진 도편의 경우 RO2양이 평균 6정도

에서 나타났으나 부안은 4에서 나타났다. 이는 강진 도편

의 조성이 부안에 비하여 내화도가 더 높을 것이라는 것

을 보여주는 것이다. 강진의 경우 도편에 함유된 융제의

양이 넓은 분포를 보이나 부안의 경우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에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안의 경우 도편의

출처가 단일 도요지여서 사용한 원료 및 조성의 편차가

좁기 때문이다. 

Fig. 1. CIEL*a*b* values of celadon shards from Gangjin

and Buan: (a) Body and (b) Glaze.

Fig. 2. Reflectance (%) measured on celadons : (a) Gangjin

and (b) Bu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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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약의 조성을 RO2 대비 R2O3로 나타내었다. 유약의 경

우 RO2양이 증가하면서 R2O3양 또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강진과 부안 도편 모두 유사한 조성범위에서 나

타나는 것으로 보아 두 지역 청자 유약의 조성이 유사함

을 알 수 있다. 광물학적 관점에서 R2O3의 주 공급원은

점토(Al2O3·2SiO2·2H2O)나 장석(Na2O·Al2O3·6SiO2)으로 두

광물의 첨가는 Al2O3와 함께 SiO2의 양을 증가시킨다. 

3.3. 미세구조 

Fig. 4에 강진청자 도편의 미세구조를 나타내었다. 유약

과 소지층의 경계가 뚜렷한 것은 초벌소성 후 유약을 시

유하여 재벌 소성 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a). 유약의 두

께는 348 - 590 μm 사이였으며 평균 466 μm이다. 유약층

에는 일반적으로 10 - 100 μm 크기의 구형 기공이 다수 존

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약층은 화학적 etching으로 인

하여 worm 형태로 유리상의 일부분이 용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지층의 공통적인 형상으로는 2 - 3 μm에서

20 - 30 μm 범위의 불규칙한 형태의 기공이 다수 존재하

며 간혹 50 - 100 μm 크기의 거대 기공 또한 나타났다(b).

소지층은 유리상에 침상의 뮬라이트 결정과 규사 입자들

이 박혀 있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소지와 유약의 계면

부분을 살펴보면 anorthite 결정들이 50 - 100 μm 크기의

cluster를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c). 일부 시편의 경

우 이러한 anorthite 결정 cluster가 유약층 부분에도 나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cluster 주변의 유리상 부분

을 고배율에서 살펴보면 상분리 현상에 의해 유리상의 선

별적인 용해가 일어 났음을 알 수 있다(d, e, f). 

Fig. 5에 부안청자 도편의 미세구조를 나타내었다. 유약

의 두께는 313 - 1937 μm 사이였으며 평균 548 μm이다(a).

굽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추정되는 BA-01 시편을 제외했

을 때 유약의 평균 두께는 350 μm으로 강진 도편 보다

~ 110 μm 정도 얇은 것을 알 수 있다. 소지와 유약의 계

면 부분에서는 강진도편과 같이 anorthite 결정 cluster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그 주위에서 상분리 현상에

따른 유리상의 선별적 용해 또한 관찰 되었다(c-f).

유약의 상분리 현상은 조성과 열처리 공정에 의해 영

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aO-SiO2계에 Al2O3, K2O

가 같이 첨가되면 immiscibility 조성 영역이 크게 확장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6,7)

 이러한 liquid-liquid immisci-

bility의 결과로 냉각공정중 결정화가 일어난다. 강진과 부

안청자 유약의 조성에서 KNaO와 Fe2O3를 무시하고 RO

성분을 모두 CaO로 가정해서 SiO2-Al2O3-CaO 삼성분계

Fig. 3. Chemical compositions of celadon shards shown in

unity molecular formula unit: (a) Body and (b) Glaze.

Fig. 4. Micrographs of Gangjin celadons: (a) GJ-02, (b) GJ-

02, (c) GJ-06, (d) GJ-06, (e) GJ-02, and (f) GJ-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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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평형도에 대입해 보면 평균 조성이 anorthite (CaAl2Si2O8),

tridymite (SiO2), pseudowollastonite (CaSiO3) 결정상 영역

에 둘러 쌓인 eutectic point에 근접한다. 조성은 tridymite-

anorthite 경계선에 근접한 tridymite 결정상 영역에 속해

냉각공정이 진행되면서 tridymite와 anorthite의 결정화가

예상된다.

Anorthite 결정화와 더불어 liquid–liquid immiscibility는

상분리 구조의 조대화와 동시에 발전한다. Anorthite는 주

변의 유리상과의 조성 차이에서 일어나는 수상돌기 형태

로 나타나는데 소결공정의 차이에 따라 침상이나 작은

column 형태를 띠게 된다.
8-10) 

Anorthite 결정과 상분리 현

상의 존재는 청자 도편들이 고온에서 오랜시간 소결 후

천천히 냉각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 방식의 장작

가마는 상분리 현상에 필요한 느린 냉각공정에 알맞은 열

이력을 가지고 있다.

Fig. 6는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청자유약의 상분

리 현상을 관찰한 결과이다. 소지를 제외한 순수한 유약

부분의 측정을 위하여 유약표면에 근접한 부분을 채취하

여 관찰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모든 시편들을 분석하였으

나 그림에서 보이는 부안청자 BA-02, BA-03, BA-08 시

편에서만 유약의 상분리 현상을 관찰하수 있었다. BA-02,

BA-03 시편의 경우 discrete droplet structure를 BA-08 시

편은 interconnected structure를 나타내었다. 이 결과는 유

약의 상분리 현상이 유약의 모든 부분에서 일어나지는 않

으며 시편들간의 조성의 유사성을 고려할 때 주변에 계

면이 존재 하였거나 소결공정중 열 이력에 의해 일어나

는 차이로 판단된다. 

3.4. 유약의 구조 

유약에서 얻어지는 라만 스펙트라는 SiO4 사면체 구조와

그들의 변형에서 얻어지는 것으로서 이런 변형은 intensity,

line width, spectral position의 차이로 나타난다.
11,12) 
선행 연

구에 따르면 고도자 유약의 라만 분석에서 490과 1000 cm
−1

에서 넓은 band가 나타나는데 490 cm
−1
은 isolated SiO4

tetrahedra의 ν2 mode에 기인하고 1000 cm
−1
는 ν1 또는 ν3

modes를 나타내는 Si−O stretching 해당한다고 알려져 있

다. 이 두 band의 intensity ratio는 유약의 조성과 구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분석한 모든 청자 도편에서는 Fig. 7에서와 같이 첫 번

째 band에 비해 두 번째 band의 peak intensity가 크게 나

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강진과 부안 청자 도편을 비교

하면 부안 도편의 두 번째 band intensity가 더 크게 나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band의 intensity가 크게나

타나는 것은 fluxing ion 등에 의해 Si-O-Si bond가 대부

분 깨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강진과 부안 청자 도편의

유사한 융제의 양을 고려할 때 이것은 도편들의 열 이력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 

1000 cm
−1
에서 나타나는 라만 band를 deconvolution하여

나타나는 peak들로부터 유약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1,12) 

Fig. 7은 GJ-06 시편의 라만

Fig. 5. Micrographs of Buan celadons: (a) BA-02, (b) BA-02,

(c) BA-05, (d) BA-05, (e) BA-06, and (f) BA-08. 

Fig. 6. TEM micrographs of Buan celadons: (a) BA-02, (b) BA-03, and (c) BA-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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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이다. 750 - 1250 cm
−1
에서 나타나는 스펙트럼의

면적을 100으로 가정하고 peak을 deconvolution하여 Table 2

에 정리하였다. SiO4 사면체 구조가 어떻게 변형 되느냐

에 따라 peak intensity는 변화하나 wavenumber는 큰 변화

를 나타내지 않는다. Raman band는 강진 도편의 경우

wavenumber 795, 962, 1066, 1214 cm
-1

, 부안 도편의 경

우 801, 963, 1069, 1223 cm
-1
에서의 peak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peak은 Q0(SiO4), Q1(-SiO3), Q2(=SiO2), Q3(≡

SiO) 구조를 가진 vibration에 해당한다. 부안 도편의 경우

강진에 비해 isolated SiO4 unit (Q0)에 해당하는 값이 더

큰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부안 청자 도편의 소성 온도

가 강진에 비해 더 높았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결

과이다. 

4. 결  론

실험에 사용된 강진과 부안 청자 도편들은 CIEL*a*b

값으로 판단하여 유사한 색상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화학성분의 경우 유약은 유사한 영역 범위에서 나타

났으나 소지의 경우 두 지역 도편들에서 차이가 나타났

다. 강진 도편들의 RO2 성분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

타났다. 두 지역 도편들은 매우 유사한 미세구조를 가지

고 있음을 주사전자현미경과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한 관

찰에서 볼 수 있었다. 유약층에서 anorthite 결정과 이 주

변에서 유약의 상분리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이

는 두 지역 청자 유약의 화학성분과 승온과 냉각이 매우

느린 전통가마의 열처리 공정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만 분석결과는 부안 도편의 유약에서 isolated SiO4 unit

Fig. 7. Deconvolution of representative Raman spectra taken

from glaze surface of GJ-06. 

Table 2. Relative Area under Two Raman Bands at Wavenumbers of 490 cm
-1

 and 1000 cm
-1

, and Spectral Components of Raman Band

at the Wavenumber of 1000cm
-1

Area under 490 cm
−1

 

band (%)

Area under 1000 cm
−1

 

band (%)
Q0(%) Q1(%) Q2(%) Q3(%)

GJ-01 43.37 56.63 7.78 42.93 32.19 17.10 

GJ-02 34.58 65.42 12.22 31.97 38.09 17.72 

GJ-03 43.44 56.56 7.22 32.92 46.61 13.26 

GJ-04 46.75 53.25 6.86 33.01 36.61 23.51 

GJ-05 35.82 64.18 21.24 27.01 34.28 17.47 

GJ-06 34.21 65.79 12.50 36.08 35.59 15.84 

GJ-07 39.63 60.37 19.84 34.99 25.11 20.05 

Average 39.69 60.31 12.52 34.13 35.50 17.85 

Std. Dev. 4.98 4.98 5.95 4.83 6.48 3.23 

Area under 490 cm
−1

 

band (%)

Area under 1000cm
−1

 

band (%)
Q0(%) Q1(%) Q2(%) Q3(%)

BA-02 25.83 74.17 17.28 29.03 33.04 20.65

BA-03 42.73 57.27 15.58 24.87 40.89 18.66

BA-04 12.75 87.25 26.89 28.74 26.69 17.67

BA-05 32.70 67.30 14.87 38.72 34.11 12.30

BA-06 39.96 60.04 24.12 28.92 32.69 14.27

BA-07 28.62 71.38 16.20 30.64 39.76 13.40

BA-08 19.75 80.25 20.64 33.83 24.26 21.27

Average 28.49 71.51 19.88 29.77 33.41 16.95

Std. Dev. 9.94 9.94 4.54 4.85 5.76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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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0)의 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아 소결 온도가

높거나 소결 시간이 더 길었을 것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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