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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연구자는 전체가 유려하고 매끄러운 하나의 곡선을 이루는 

입구의 지름이 좁은 병의 형태를 물레로 제작하였다.  

하나의 곡선으로 이루어진 풍만한 형태 이외에 넓은 표면을 

장식하는 다른 요소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형태와 맞아 떨어지는 

표면처리로써 청자유를 두껍게 시유하는 것이 연구자의 작품에 

가장 잘 어울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따라서 청자유를 두껍게 

시유하는 작업의 의의와 역사적 고찰, 제작 방법에 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유약을 두껍게 시유할 수 있다는 것은 유약조성, 시유법, 소성법 

등 도자기 제작의 모든 기술적 조건이 최고로 잘 갖추어 졌다는 

것을 뜻한다. 부분의 유약은 얇게 시유하면 그럭저럭 결함 없이 

넘어갈 수 있지만, 두꺼워지면 한계 및 결점이 바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껍게 시유하기 위한 연구는 유약과 관련된 

도자기 제작 기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모두 아우른다. 유약을 

두껍게 시유한 역사적인 사례로는 아르누보 도자기, 마졸리카, 중국 

청자, 회령도자기 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중국의 

용천청자는 이러한 작업의 정점에 있었던 도자양식이다. 

 

2장에서는 중국의 도자기 역사를 중심으로 청자유를 두껍게 

시유하는 기법에 하여 알아보았다. 먼저 중국의 도자기 유약이 

어떤 발전 과정을 거쳤는지 알아보고, 청자유를 두껍게 시유한 양상 

중 가장 발전된 형태였던 용천청자의 역사와 유약의 특징에 하여 

알아보았다. 유약의 특징은 조성, 시유, 소성의 단계로 분류하여 

알아보았다. 3장에서는 청자유를 두껍게 시유한 작업이 현 에 어떤 

양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표적인 작가로 후카미 

수에하루와 장 프랑수아 푸이유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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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에서는 실제로 청자유를 두껍게 시유하는 작업의 제작 과정과 

작업을 하는 데 필요한 조건들을 유약의 조성, 시유, 소성의 단계로 

분류하여 알아보았다. 연구자가 두껍게 시유하기 좋았던 유약이 

어떤 조성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해 보았으며, 두껍게 

시유하기 위한 요령을 기술하였고, 두껍게 시유한 작품을 결함 없이 

소성하기 위한 소성상의 주의점들에 하여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자유를 두껍게 시유하는 작업의 의의를 

규명하고, 이러한 작업을 안전하게 성사시키는 조건에 하여 주로 

알아보았다. 추후 부가적인 연구를 통하여 두껍게 시유한 유약의 

시각적 효과를 더 좋게 하기 위해 유약의 조성, 시유 소성법을 

조절하여 유약 내의 기포나 결정 상태를 조절하여 좀더 미세한 

효과의 차이를 좇는 작업이 가능하리라 기 된다. 

  

 

주요어 : 청자유의 두꺼운 시유, 용천청자, 유약의 조성, 시유, 소성  
학  번 :  2008 - 2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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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연구의 시발점 

 

연구자는 전체가 유려하고 매끄러운 하나의 곡선을 이루는 

입구의 지름이 좁은 병의 형태를 물레로 제작하였다. 전체의 

덩어리감이 풍부하며 어깨에서 주둥이에 이르는 부분은 

버선끝처럼 우아하고 날렵하게 옷깃이 선 듯한 모양을 하고 있다.  

하나의 곡선으로 이루어진 형태 이외에 넓은 표면을 장식하는 

다른 요소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형태와 맞아 떨어지는 표면처리에 

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연구자가 사용한 소지흙의 소성 

조건에 맞는 1280℃ 소성범위에서 여러 가지 유약과 화장토 등을 

시유해본 결과 청자유를 두껍게 시유하는 것이 연구자 작업의 

풍만하고 유려한 곡선의 형태와 가장 잘 어울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자의 작업에 가장 잘 어울리는 유약과 

시유법을 찾는 것을 목표로 청자유를 두껍게 시유하는 작품의 

사례 및 제작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연구 상  

 

유약을 두껍게 시유한 역사적인 사례로는 아르누보 도자기, 

마졸리카, 중국 청자, 회령도자기 등의 여러 경우가 있지만 이 중 

연구자의 작업 상황과 맞는 고화도 소성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으로는 중국 청자가 유일하다. 따라서 2장에서는 중국의 도자기 

역사를 중심으로 청자유를 두껍게 시유하는 기법에 하여 

알아보았다. 먼저 중국의 도자기 유약이 어떤 발전 과정을 

거쳤는지를 알아보고, 청자유를 두껍게 시유한 양상 중 가장 

발전된 형태였던 용천청자의 역사와 유약의 특징에 하여 

알아보았다. 유약의 특징은 조성, 시유, 소성의 단계로 분류하여 

알아보았다. 3장에서는 청자유를 두껍게 시유한 작업이 현 에 

어떤 양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표적인 작가로 

후카미 수에하루와 장 프랑수아 푸이유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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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에서는 실제로 청자유를 두껍게 시유하는 작업의 제작 과정과 

작업을 하는 데 필요한 조건들을 유약의 조성, 시유, 소성의 

단계로 분류하여 알아보았다. 

 

  

연구의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의 청자의 제작 실태를 살펴보면, 유물의 재현에 

가까운 작업이나, 청자를 예술의 상징적 소재로 이용하려는 시도 

정도로 작업이 이루어 지고 있다. 청자를 다양한 형태에 

응용하더라도 사용하는 유약과 기법은 고려청자로 수렴하는 

모습이고, 고려청자 재현 이외에 다른 형태의 청자유 개발에 한 

연구는 부재했다. 고려청자는 유약을 얇게 시유해서 태토의 색이 

비쳐 보이며 서로 조화를 이루는 데에서 매력을 찾을 수 있는 

형식이기 때문에, 청자유를 두껍게 시유하는 것을 연구한 작업은 

찾기 힘든 상황이다.  

유약을 두껍게 시유할 수 있다는 것은 유약조성, 시유법, 

소성법 등 도자기 제작의 모든 기술적 조건이 최고로 잘 갖추어 

졌다는 것을 뜻한다. 부분의 유약은 얇게 시유하면 그럭저럭 

결함 없이 넘어갈 수 있지만, 두꺼워지면 한계 및 결점이 바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껍게 시유하기 위한 연구는 유약과 

관련된 도자기 제작 기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모두 아우르기 

때문에 이런 작품을 제작하기 위한 조건과 역사적 의미를 

알아보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  

중국의 용천청자는 이러한 청자유를 두껍게 시유하는 작업의 

정점에 있었던 도자양식이다. 우리나라에서 청자에 관한 연구는 

고려 청자에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상 적으로 

송  용천청자를 연구 상으로 많이 다루지 않았다. 중국 청자에 

한 연구도 고려청자의 뿌리라고 여겨지는 월요 청자의 연구에 

치중해 있다. 예외적으로 우리 나라에서 용천청자를 연구한 

사례가 있는데, 신안 앞바다에서 인양된 해저유물이 그것이다. 

신안선은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거쳐 일본으로 수출하는 길에 

우리나라 신안 앞바다에서 침몰한 배로, 거기에서 여러 유물들과 

함께 용천청자도 상당수 발견되었다. 신안선에서 발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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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천청자에 관심을 기울인 연구가 여러 건 존재하지만 거기에서 

인양된 용천청자들은 부분 원나라 때의 용천청자로 전성기의 

도자기가 아니다.  

 

 

연구방법  

 

 중국 유약의 역사와 용천청자에 관해서는 문헌조사를 

활용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이루어진 용천 청자에 한 연구가 

체로 시 에 따른 기형 분석과 같은 분류 작업에만 치중해 

있었기 때문에, 용천청자의 제작이나 유약 분석과 같은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해외 자료들을 주로 참고하였다. 3장 청자유를 

두껍게 시유하는 현  도예가 작업에 관해서는 문헌조사와 

인터넷을 이용한 조사를 병행하였는데, 작가에 관한 문헌 자료는 

한정적이었으며, 미술평론의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는 경향의 

자료가 많아서, 인터넷에 실린 작가 인터뷰나 기고문 등을 

찾아내어 제작에 한 작가의 실제적인 생각이나 과정을 알아보려 

노력하였다. 4장 실제 제작 기법에 관한 내용은 연구자가 4년여 

간 작품을 제작하면서 겪은 경험들을 기반으로 하였고, 그에 맞는 

문헌자료가 있는 경우에 찾아서 연구자의 기술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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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천청자 

 

 

2.1. 중국 유약 유형의 발전 
 

 

 중국의 도자기 역사에서 유약의 발전은 조성에 따라 나누어 볼 

때 크게 ‘석회유’ (lime glazes) 유형과 ‘석회염유’ (lime-

alkali glazes) 유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석회유와 석회염유의 

조성 특징은 [표 1]과 같다. 

 

 
[표 1] 석회유와 석회염유의 조성 특징 비교 

 

 

석회유는 소성하면 유리질화가 이루어져 투명도가 높고 피막이 

얇다. 유약 표면의 광택이 높으며 유약 속에 기포와 녹지않은 

석영가루가 아주 적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석회유 계열의 

유약이 가장 발달했던 표적인 사례로 경덕진의 청백자, 월주요 

청자 등을 들 수 있다. 용천요 에서도 초기인 북송 시기에는 

                                            

 
1 李輝柄, 『中国瓷器鉴定基础』, 紫禁城出版社, 2005, p.162. 

 석회유 석회염유 비고 

CaO 함량 높음 낮음 

주요한 융제이기 때문에 

함량이 높을수록 유약의 

융점이 낮아진다. 

K2O·Na2O 함량 낮음 높음 

유약 내에 기포를 

발생시켜 반투명한 성질을 

부여한다. 유약의 점도, 

내구성을 좋게 한다. 

SiO2 함량 낮음 높음 

고온유약에서 함량이 더 

높으며 유약을 더 

견고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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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회유가 사용되었다고 한다.2 중국에서 월주요 청자가 석회유의 

전형으로 꼽히는 반면, 오히려 석회유를 사용한 가장 훌륭한 예는 

한국의 고려청자였다. 고려청자는 월주요에서 직접 제작기술을 

배운 도공들이 한국으로 와서 기술을 전수함으로써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3   하지만 고려의 도공들은 이 기술을 우리 나라의 

원료에 적합하도록 조절하여 적용시켰다. 중국 월주요의 유약이 

소지점토를 유약에 그 로 사용하고 이에 나무재를 첨가한 것인 

반면, 고려청자의 유약은 소지점토를 유약에 그 로 사용하지 

않고, 신에 월주요의 소지점토보다 산화 티탄의 함량이 현저히 

적은 우리 나라의 도석을 사용한 것이다. 4  티타늄의 함량이 

적어서 유색에 도는 녹색의 기운이 줄고 서늘한 푸른 기운이 더 

많이 감돌게 된 것이다.  

석회유는 '재가 흙을 녹여서 유약이 된다'는 간단한 원리를 

체득하기만 하면 화학적 조성에 한 그 이상의 단한 이해 

없이도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널리 이용되어 왔다. 

Nigel Wood에 따르면 석회유는 조합상의 이점 외에도 

사용하기에 편리한 다음의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자연에서 

                                            

 
2 李輝柄, 『中国瓷器鉴定基础』, 紫禁城出版社, 2005, p.162. 
3 방병선, 「오대∙북송 요주요 청자 제작기술의 혁신과 전파」, 『강좌미술

사』, vol.35,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10, pp.320-322. 
4 Nigel Wood, 『Chinese glazes : their origins, chemistry, and re-cr

e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7, p.38.  

[그림 1] 석회유를 시유한 예 
        (왼쪽부터) 경덕진 청백자, 월요 청자, 고려 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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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를 구하기 쉽고, 불 땐 후에 화학적 안정성과 물리적 강도를 

지니고 있으며, 석회염유의 소성온도가 1240~1300℃인데 비해 

일반적으로 1200~1240 ℃ 의 낮은 소성온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녹이기 쉽고, 초벌소성 하지 않은 반건조 상태의 생소지에 

시유하기 좋은 현탁액을 만들 수 있고, 도자기 표면의 여러 가지 

장식을 부각시키기에 적당하다는 점이 그것이다. 5  유약이 

투명하여 그 아래 소지를 잘 드러내 보이기 때문에, 장식을 

부각시키기에 적합한 것이며, 이는 경덕진 청백자나 월주요 청자, 

고려청자에서 잘 드러난다. 6  하지만 석회유는 점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흘러내리는 경향이 매우 강해서 조금만 두껍게 시유해도 

기물이 바닥과 붙어버리기 쉽다. 따라서 이 유형의 유약은 두껍게 

시유할 수 없었고, 빛을 바로 반사하는 성질과 더불어 표면 

질감이 주는 미묘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갖기도 어려웠다.   

 

중국 도자사에서 석회유 보다 한층 발전된 유약의 형태가 

석회염유(lime-alkali)이다. 석회염유의 사용은 오 에 중국 

남부의 경덕진요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7  석회염유는 

석회유와 비교했을 때 소성온도가 높다. 석회염유는 점성이 있기 

때문에 고온에서 잘 흘러내리지 않아 두껍게 시유하는 것이 

가능하고,8 유약 내에 잔류하는 기포와 녹지 않은 석영 입자들의 

                                            

 
5 Nigel Wood, 『Chinese glazes : their origins, chemistry, and re-cr

e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7, p.30. 
6 [그림 1] 참조 
7 Nigel Wood, 『Chinese glazes : their origins, chemistry, and re-cr

e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7, pp.50-51. 
8 李輝柄, 『中国瓷器鉴定基础』, 紫禁城出版社, 2005, p.162. 

[그림 2] 석회염유를 시유한 예 
        (왼쪽부터) 요주요 청자, 경덕진 청화백자, 용천청자 



 

 
7

존재가 빛을 산란시키기 때문에 윤이 나면서도, 반짝거리거나 

완전히 투명하지 않은 고급스러운 질감을 나타낸다. 따라서 

유약이 장식을 부각시기보다, 유약 표면 그 자체가 완성된 장식의 

기능을 하기 시작하였다. 

중국 남부에서는 표적으로 경덕진요, 용천요 등에서 

석회염유의 사례를 볼 수 있다. 용천요에서는 전성기였던 남송 

시기에 유약 자체의 질감만으로 아름다운 석회염유의 정수를 

발현했다. 경덕진에서는 초기에 석회염유가 사용되었는데, 

석회유의 영청 자기가 크게 유행하면서 한동안 사용되지 않다가 

후에 하회 청화백자의 기본유로 청화를 번지게 하지 않으면서도 

잘 녹는 유약으로 인정받아 다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9 경덕진의 

청화유는 이후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유약으로써 현재까지도 

굳건한 자리를 지키고 있다. 大西政太郎는 그의 저서 『도예의  

유약』의 내용 전반에 걸쳐 청화유를 일반적인 경우에 사용하기 

가장 적합한 기본적인 투명유로 지목한다.  

중국 남부에서 월주요가 석회유를 사용하고 있는 동안 중국 

북부에서는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요주요에서 석회염유를 

사용하였다고 한다. Nigel Wood는 월주요 청자가 1200~1230℃

에서 소성되었던 반면 요주요 청자는 1280~1300 ℃ 에 서 

소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10  

 

                                            

 
9 Nigel Wood, 『Chinese glazes : their origins, chemistry, and re-cr

e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7, p.51.  
10 Nigel Wood, 『Chinese glazes : their origins, chemistry, and re-cr

e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7, 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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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용천 청자 
 

 

한국의 청자는 통일신라 말기인 AD900년  초반부터 조선시  

초∙중기인 AD1600년경까지 존재하였고, 석회유 유형인 고려청자 

이후 다른 유형이 더 이상 발전되지 않았던 데 비하여 중국의 

청자는 후한 시기인 AD150년 부근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며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다.11  

 

중국의 청자는 월주요, 요주요, 용천요, 균요, 관요12의 청자가 

표적이다. 월주요와 요주요의 청자는 유약을 얇게 시유한 

북방의 청자로 우리나라 고려청자의 발달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월주요 청자는 초기의 청자 형태로, 석회유를 사용하였으며 

요주요는 석회염유를 사용하였지만 요주요 청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각화장식을 두드러지게 하기 위하여 실리카 비중을 높인 

투명한 유약을 사용하였다. 유약의 두께는 월주요의 유약보다는 

두꺼웠지만 용천요, 관요 등의 남방 청자에 비하면 상당히 얇은 

수준이었다.13  

한편 남방의 청자인 용천요, 균요, 관요의 청자는 석회염유를 

사용하였고, 유약이 눈에 띄게 두껍게 시유되었다. 북송과 남송을 

아울러 관요의 자기는 몇 번이고 시유하여 두껍게 올려진 

불투명한 유약과 유약의 균열이 특징이다. Margaret Medley는 

관요 자기 중 최상품은 기벽의 두께가 아주 얇고 유약의 두께가 

기벽의 두께보다 더 두껍게 시유된 것으로, 마치 두 개의 두꺼운 

유리질 벽 사이에 태토가 샌드위치 처럼 끼어있는 모양이라고 

하였다.14  

                                            

 
11 [표 2]참조  
12 북송의 관요인 여요, 남송의 관요인 수내사관요와 교단관요를 모두 통칭

해서 언급하였다.  
13 Nigel Wood, 『Chinese glazes : their origins, chemistry, and re-cr

e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7, pp.115-117. 
14 마가렛 메들리,『중국 도자사 : 선사시대부터 청대까지』, 김영원 역,  

열화당, 1986, pp.18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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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한중 도자사 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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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요의 자기는 왕실용으로만 제작되었는데, 현존하는 것이 극히 

드물다. 균요의 유약은 재에 포함된 인산칼슘과 규산으로 인해   

뽀얗고 신비한 느낌이 드는 실투유에 산화철이 기본 색을 내는 

청자유의 일종이며, 이 역시 두껍게 시유되었다. 여기에 

탄산동으로 추가적인 발색을 내어 다양한 요변을 일으키고, 

유약을 여러 겹 시유하면서 생긴 유약의 갈라진 틈이 

재결합하면서 생기는 독특한 무늬 또한 중요한 특징이다. 

 

관요, 균요, 용천요의 청자는 모두 두껍게 시유된 청자유를 

특징으로 하여 명성을 얻었다. 관요나 균요가 유약의 균열이나 

추가적인 발색으로 인한 요변 등을 특징으로 삼고 있는 반면에 

용천요는 다른 시각적 요소를 배제한 채 ‘두껍게 시유한 

청자유’ 자체의 완성도를 최상으로 끌어올려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유약의 유형 중에서도 

발전된 유형인 석회염유에 속하고, 두껍게 시유된 청자들 

중에서도 다른 요소를 배제하고 청자유 자체의 질을 높이는 데 

치중한 용천청자를 중요한 자료로 삼았다. 

[그림 4] 관요 자기 [그림 3] 균요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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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천요와 용천 청자의 역사 

 

 

 

용천요는 중국 절강성 용천현 부근에 밀집하여 아주 오랫동안 

청자를 생산해 낸 민간 요장들을 통칭해서 일컫는 말이다. 

용천요는 기원전 3,4세기 삼국시 부터 시작해서 청나라때까지 

             [그림 5] 남송의 용천 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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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년 이상 존속했다고 한다.15  馮先銘는 용천요가 명 중기에 

망해 도공들이 뿔뿔이 흩어져 가마터를 만들어 용천청자를 

구웠다고 하였으며 청나라 강희51년이 표시된 용천청자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16  그렇지만 용천요 청자의 정수를 꽃피우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용천요의 활동시기는 

송나라, 원나라 시기이다. 본 연구에서 참고할 용천청자는 북송, 

남송, 원나라 때의 제품이다. 이중에서도 용천요를 표하는 

것들은 남송 시기에 제작되었다. 

 

북송 초기에 재료적 여건 때문에 월요의 중심지가 용천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그래서 북송 시기 용천요는 석회유를 

사용하는 월요의 영향을 받은 청자를 제작했다.17 북송때 용천요는 

중국 남부지역 청자 생산의 가장 중요한 요지로 급성장하며 

확장하였다. 18  금나라의 침입으로 항주로 수도를 옮기면서 

남송시 로 진입하였고, 남송 정부와 귀족들의 도자기 수요가 

증가하였다.19  

이에 따른 도자기 수요를 관요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는데 

북송 관요에서 피난 온 인재들의 기술력까지 가세하여 

용천요에서도 관요자기를 한동안 생산하였다. 20  이 과정에서 

용천요는 관요의 제작 기술을 습득하게 되었고, 시장의 수요에 

따라 관요자기를 본따 만든 자기를 많이 생산하게 되었다. 송나라 

관요 자기는 기물에 조각이나 장식을 하는 신에 유약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품질을 높이고 조형미를 찾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고 한다. 21  특히 소지의 두께는 얇은 반면 유약의 두께가 

                                            

 
15 Li Zhiyan, Virginia L. Bower, He Li ed.,『Chinese ceramics : from

 the paleolithic period through the Qing Dynasty』, Yale University 

Press, 2010, p.296. 
16 馮先銘, 『馮先銘中國古陶瓷Q文集』, 兩木出版社, 1987, pp.281-283. 
17 李輝柄,『中国瓷器鉴定基础』, 紫禁城出版社, 2005, p.161. 
18 Li Zhiyan, Virginia L. Bower, He Li ed.,『Chinese ceramics : from

 the paleolithic period through the Qing Dynasty』, Yale University 

Press, 2010, p.298. 
19 이용욱, 『중국도자사』, 미진사, 1993, p.81.  
20 李輝柄,『中国瓷器鉴定基础』, 紫禁城出版社, 2005, p.58. 

  石少华, 『龙泉青瓷赏析』, 學苑出版社, 2005, p.20. 
21 李輝柄,『中国瓷器鉴定基础』, 紫禁城出版社, 2005, 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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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두껍고 푸른 유색과 반광택의 질감이 뛰어났는데, 이런 

특징이 용천요 청자에 영향을 많이 끼쳤다. 관요의 영향을 받아 

급성장한 용천요 자기는 남송 시기 동안 성형기술 및 유약의 품질, 

소성기법 등이 점점 발달하여 13, 14세기에 질적인 전성기를 

맞게 된다. 용천요 청자를 표하는 작품들은 거의 모두 남송 

시기에 생산되었다.  

남송의 전성기 용천청자는 특히 옥과 닮은 아름다운 질감으로 

유명하다. 유약의 두께는 두꺼우면서도 흘러내리지 않고, 유약 

속의 무수한 기포들과 녹지 않은 광물의 입자들이 빛을 

난반사시켜서 유약의 표면이 번쩍거리지 않으면서도 특유의 

매끄럽고 부드러운 질감이 나타난다.  

 점점 인기가 높아진 용천청자는 원나라 때에는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요장의 수도 급격히 늘었고, 가마도 형화되어 

한번에 소성할 수 있는 기물의 양이 어마어마했으며, 해외로 

수출도 많이 하게 되었다. Li Zhiyan 등은 용천청자는 유약이 

아름다울 뿐 아니라 소지가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기에 견고한 

'자기'라는 장점까지 지녔기 때문에 중국 도자기들 중에 유난히 

유명하고 수출을 많이 하는 상품이 되었을 것이라고 하였다.22  

용천청자는 필리핀, 일본, 동아프리카, 이집트, 중동, 영국, 

프랑스 등으로 수출되었다. 용천청자 수출의 전성기에는 

해외시장의 수요에 따라 기물이 형화되었는데, 특히 중동에서 

커다란 청자 접시의 인기가 높았다고 한다. 23  가장 큰 접시는 

직경이 1미터에 달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24  

용천청자의 세계적인 인기는 '청자' 의 영어 표현인 

‘celadon’ 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아도 알 수 있다. 

‘celadon’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청자와 청자의 색 둘 다를 

뜻한다. 25  celadon이라는 단어의 어원에 한 가설 중 가장 

                                            

 
22 Li Zhiyan, Virginia L. Bower, He Li ed., 『Chinese ceramics : fro

m the paleolithic period through the Qing Dynasty』, Yale University

 Press, 2010, p.80. 
23 http://en.wikipedia.org/wiki/Celadon. 
24 Li Zhiyan, Virginia L. Bower, He Li ed., 『Chinese ceramics : fro

m the paleolithic period through the Qing Dynasty』, Yale University

 Press, 2010, p.80. 
25http://endic.naver.com/enkrEntry.nhn?entryId=09ba239641a2496d8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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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한 것은 이 단어가 17세기 프랑스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1627년 프랑스 극작가 Honoré d'Urfé의 목가적인 전기소설 

『L'Astrée』에서 ‘Celadon’이라는 이름의 주인공이 청자색의 

리본 의상을 입고 나왔던 것에서 연유되었다는 설이다.26  

원나라 시기에 용천청자가 양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팽창한 

반면에 유약의 품질로 보았을 때는 전성기인 남송 때에 미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27 유약 

두께가 얇아지고 유색이나 

질감도 남송의 것에 미치지 

못하였다. 오니시 마사타로는 

용천요 유약의 성질이 변하게 

된 원인을 광물질의 성분이 

변화하였기 때문으로 

추측하였다.28 원나라 때의 용천 

청자는 두껍게 한번만 시유 

했다고 하는데, 29  연구자는 

오니시 마사타로가 제시한 

광물질 성분의 변화에 한 

가설에 동의하면서, 더불어 량생산과 기물의 형화가 다중시유 

및 소성온도의 조절과 같은 복잡한 생산 공정을 어렵게 만들어서 

생산품의 질이 떨어지게 된 것으로 짐작한다.  

 

Nigel Wood에 따르면 용천청자는 15,16세기에 경덕진의 

청화백자가 등장하면서 점점 시장을 잃기 시작하며 17, 18세기를 

거치며 급속히 침체되었다고 한다.30 

                                                                                                        

 

f2826288d29ee&query=celadon. 
26 http://en.wikipedia.org/wiki/Celadon. 
27 http://en.wikipedia.org/wiki/Longquan_Celadon. 
28 오니시 마사타로, 『도예의 유약』, 박원숙 역, 푸른길, 2010, p.169. 
29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중국도자』, 국립중앙박

물관, 2007, p.366. 

30 Nigel Wood, 『Chinese glazes : their origins, chemistry, and re-c

re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7, p.80.  

       [그림 6] 
   원나라 용천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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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천 청자 유약의 특징 
 

 

(1) 조성 
 

 

오니시 마사타로는 유약을 조성하는 것의 출발점은 장석이나 

도석이라고 하였다. 31  장석과 규석은 모두 불에 녹기 쉬운 

토석이다. 32  유약의 중심 원료로 장석을 사용하느냐 도석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장석계 유약과 도석계 유약으로 나뉜다. 

장석은 지각을 구성하는 광물 중 가장 많은 성분으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다. 33  또한 그 자체로 고온에서 녹아 유약이 되기 

때문에 가장 쉽게 유약을 만들 수 있는 재료이다.  

한편 도석은 도자기를 제작하는 소지와 유약 모두에 사용되는 

재료로, 같은 종류의 도석이라도 상 적으로 불에 약한지 

강한지에 따라 ‘소지석’과 ‘유석’으로 구분한다.34  

 일반적으로 고온 소성 유약을 만들 때 장석을 기본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용천 청자를 포함한 중국의 

많은 자기의 유약이 장석계 유약와 흡사하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중국 자기 유약의 주 성분이 장석일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고 한다. 35  Daniel Rhodes 또한 『 도예 가를 위한 점토와 

유약』에서 장석에 해 설명하면서 중국 고  도자기의 몇몇 

걸작품들, 특히 용천 청자가 아마도 장석을 위주로 한 유약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36  그러나 중국에서는 장석을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37  이례적으로 중국 북부 

                                            

 
31 오니시 마사타로, 『도예의 유약』, 박원숙 역, 푸른길, 2010, p.45. 
32 오니시 마사타로, 『도예의 유약』, 박원숙 역, 푸른길, 2010, pp.36-21. 
33 네이버 백과사전 ‘장석’ http://100.naver.com/100.nhn?docid=132927. 
34 오니시 마사타로, 『도예의 유약』, 박원숙 역, 푸른길, 2010, p.43. 
35 Nigel Wood, 『Chinese glazes : their origins, chemistry, and re-cr

e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7, p.29. 
36 다니엘 로드, 『도예가를 위한 점토와 유약』, 이부연 외 공역, 한양대

학교 출판부, 1999, p.102, 109. 
37 Nigel Wood, 『Chinese glazes : their origins, chemistry, and re-cr

e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7,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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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백자인 Xing ware만이 장석을 주 성분으로 사용했을 뿐,38 

도석이 유약 의 주재료였다. 초기에는 일반적으로 소지석을 

유약의 재료로 활용하였으나, 점차 소지석과 흡사하면서도 유약을 

만들기에 더 적합한 유석을 발견하여 활용하였다. 용천청자의 

유약은 석영과 운모질의 암석인 도석계 유석을 주성분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약 12%의 하소를 거친 석회석이나 더 

적은 양의 나무재가 융제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39 

 

 

 오  북송 남송 원 명 

SiO2 59.4 63.2 68.6 67.4 67.6 

Al2O3 16.0 16.8 14.3 16.7 15.0 

TiO2 0.4 0.2 0.02 0.2 0.3 

Fe2O3 1.8 1.4 0.7 1.5 1.4 

CaO 16.0 13.0 10.4 6.8 6.3 

MgO 2.0 1.1 0.4 0.6 1.7 

K2O 3.4 3.3 5.0 5.5 6.5 

Na2O 0.3 0.6 0.1 1.1 1.1 

MnO 0.6 0.4 0 0.4 0 

P2O3 0 0 0.14 0 0 

 

[표 3] 오 부터 명나라까지 용천청자 유약성분의 변화 

 

 

[표 3]을 보면 오 부터 명나라때까지의 용천청자 유약의 성분 

변화가 나타나 있다. 이 중 본 연구에서 참고할 용천청자의 

유약은 전성기인 남송 때의 유약이다. 표를 살펴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SiO₂의 함량이 점점 높아지고, CaO의 함량이 점점 

낮아지며, 알칼리 성분인 K2O와 Na2O의 함량의 합이 점점 

                                            

 
38 Nigel Wood, 『Chinese glazes : their origins, chemistry, and re-cr

e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7, p.100. 
39 Nigel Wood, 『Chinese glazes : their origins, chemistry, and re-cr

e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7, 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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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바로 

석회염유의 조성상 특징으로,  [표 3]은 석회유가 석회염유로 

발전해 가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또한 용천청자 유약의 발색은 

Fe2O3와 TiO2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눈 여겨 볼 만한 

점은 전성기였던 남송의 용천청자 유약에서 TiO2의 함량이 가장 

낮았다는 점이다. TiO2는 청자 유약에서 파란 기운이 아닌 노란 

기운이 도는 올리브 색조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성분으로, 

월주요 청자가 올리브 색을 띠는 주요한 원인이다. 월주요의 청자 

제작 기술을 받아들여 제작한 한국의 고려청자는 월주요 유약보다 

TiO2가 적게 포함된 도석을 유약의 주 재료로 사용하여 석회유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색조를 만들어 냈다는 사실을 앞서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남송의 용천청자 유약의 낮은 TiO2함량은, 이 

시기의 용천청자가 가장 아름다운, 차가운 푸른 색조를 띠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표 4] 월주요의 3가지 유약과 

용천요의 5가지 유약 성분의 평균값 비교 
 

 

  [표 4]는 각 성분별로 월주요의 3가지 유약의 평균값과 

용천요의 5가지 유약의 평균값을 비교한 표이다. [표 3]을 통하여 

 월주요  용천요   

SiO2 60 67.24  

Al2O3 12.3 14.48  

TiO2 0.7 0.12  

Fe2O3 2.1 0.6  

CaO 18.3 9.26  

MgO 2.2 0.86  

K2O 1.2 4.9  

Na2O 0.6 0.4  

MnO 0 0.2  

P2O3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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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천청자의 유약이 시 에 따라 석회염유로 변화하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면, [표 4]를 통해서는 석회염유에 속하는 

용천요의 유약의 성분이 전형적인 석회유인 월주요 유약의 성분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수 있다. 월주요 유약과 용천요 유약의 

차이는 [표 3]에서 석회유가 석회염유로 변화하는 양상을 통해 

발견되었던 차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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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유 
 

 

 전성기였던 남송 시기에 용천청자는 고온 소성에서도 흘러내리지 

않고 점성이 있는 석회염유의 발달과 그에 따른 시유법의 발전으로 

안정적으로 두껍게 시유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용천요에서는 

두껍고 불투명하면서 무광의 질감이 돋보이는 관요 자기를 

모방하려는 경향이 강했으며, 관요의 부족한 생산량을 보조하기 

위해 기술을 전수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용천청자의 제작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특히 두껍게 시유하는 기술의 개발에 관요의 영향이 컸다. 

용천요는 관요의 표작인 흑태청자 40 를 모방하여 제작하기도 

하였다. 흑태청자는 벽이 아주 얇고 유약이 기벽의 두께보다 더 

두껍게 시유되었다. 기벽이 얇은 것은 마치 계란껍질 같았다고 

한다.41  때문에 성형을 마친 기물을 초벌소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이전까지 중국에서는 초벌소성을 하지 않고 생소지에 바로 

시유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였다. 초벌 되지 않은 기물은 물리적 

내구성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시유 과정에서 기물이 부서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기물의 건조 상태를 잘 살펴야만 한다. 

너무 마른 기물에 시유하게 되면 기물이 수분을 과도하게 흡수하여 

기벽이 허물어져 버리기 때문에 적당히 덜 마른 상태에서 시유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기물이 유약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해서 유약의 

두께가 형성되기 힘들다. 기물을 초벌 소성하기 시작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되었는데, 이 경우 기물이 수분을 흡수하여 

허물어질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유기물질이 타 

없어진 자리에 기공이 많기 때문에 흡수율이 좋아져 생소지에 

시유하는 것에 비해 훨씬 두꺼운 시유가 가능하다.  

일반적인 경우에 유약의 농도를 잘 조절한다면 초벌 후 한번의 

시유 만으로도 상당한 두께를 올리는 일은 가능하다. 실제로 

                                            

 
40 흑태청자는 관요에서 주로 제작했던 청자로 용천요에서 관요를 모방하

여 많이 제작하였다. 소지의 철분 함량이 매우 높아 소성하면 소지가 검은

색에 가깝게 보이기 때문에 흑태청자라 한다. 
41 石少华, 『龙泉青瓷赏析』, 學苑出版社, 2005,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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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천청자는 때때로 초벌 후 한 번의 시유 만으로 상당한 두께를 

올렸다고 한다. 42  그러나 관요의 흑태 청자의 경우에 기벽이 매우 

얇기 때문에 초벌 후 한 번의 시유 만으로는 유약을 두껍게 올릴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시유한 기물을 다시 초벌 소성하고, 또 

다시 시유하기를 반복하였다고 한다. 43  시유한 기물을 다시 

초벌하게 되면 소지의 두께에 1차 시유한 유약의 두께가 더해져서 

한 층 강화된 흡수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음 번 시유 시 

두께가 훨씬 수월하게 형성된다. 石少华는 용천청자가 이 과정을 

2~5회 반복했다고 하였다.44  

이렇게 여러 겹 반복해서 

시유하는 관요의 기술을 

용천요의 도공들이 배움으로써 

용천청자는 한 층 발달하였고, 

특유의 두껍고 옥과 같은 유약 

질감을 탄생시킬 수 있게 

되었다. 45  Nigel Wood는 한 

번에 두껍게 시유한 유약의 

표면과 여러 번 반복 시유한 

유약의 표면은 시각적으로 다른 

효과를 낸다고 하였다. 46 

Kingery와 Vandiver는 유약이 

한 번 시유되고 다음 시유 

전까지 마르는 동안 시유된 

유약의 수분이 증발하면서 

염기성분이 많은 표면을 

형성하여 유층 사이의 경계에 

                                            

 
42 Nigel Wood, 『Chinese glazes : their origins, chemistry, and re-cr

e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7, p.80.  
43 Nigel Wood, 『Chinese glazes : their origins, chemistry, and re-cr

e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7, p.80. 
44 石少华, 『龙泉青瓷赏析』, 學苑出版社, 2005, p.42. 
45 Nigel Wood, 『Chinese glazes : their origins, chemistry, and re-cr

e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7, p.81. 
46 Nigel Wood, 『Chinese glazes : their origins, chemistry, and re-cr

e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7, p.80. 

[표 5] 용천청자 유층 
단면의 결정 구조  
분포와 화학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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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된 입자의 층을 생성한다고 하였으며, 그것을 토 로 용천청자 

파편의 화학적 구성을 분석하여,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연속으로 두 

번 시유된 것이라는 사실을 추리하였다.47   

[표 5]는 그들이 관찰한 파편의 단면의 구성 성분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표 중간 지점의 그림으로 묘사된 곳을 보면 동그란 

알갱이들과 길쭉한 바늘 같은 모양들이 보인다. 이것은 유약 단면 

내의 위치에 따라 구성이 달라지는 광물 결정들을 나타낸 것이다. 

동그란 알갱이들은 규회석 결정을 나타내고 길쭉한 바늘 같은 

모양은 회장석 결정을 나타낸다. 동그란 알갱이가 있는 부분은 

석회석에 의해 잘 녹은 유리, 바늘모양은 덜 녹은 돌 입자라고 

생각할 수 있다.  

표를 살펴보면 좌측에서부터 규회석 결정과 회장석 결정이 

집중된 부분이 번갈아 2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각 회에 칼슘 

함량이 높은 규회석 결정들이 알루미나 함량이 높은 회장석 

결정들보다 표면에 가까운 쪽으로 집중되어 있다. 유약에서 칼슘 

함량이 높은 부분들은 알루미나 함량이 높은 부분보다 유동성이 

좋아서 유약의 표면으로 이동한다고 한다. 48  따라서 규회석 

결정들과 회장석 결정들이 번갈아 나타난 한 층을 1회 시유한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고, 총합 두 번 시유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이다.  

Nigel Wood는 용천청자의 미묘한 유약 효과가 다중 시유된 

유약의 층이 마르기 직전 석영 등의 무거운 요소가 소지 쪽으로 

가라앉으면서 분리되어 나타난 현상이라고 해석하였다.49 Kingery, 

Vandiver의 분석과 Nigel Wood의 분석은, 용천 청자의 파편에서 

분리된 유약의 층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유약을 한 번 시유할 

때마다 광물 입자들이 일정한 질서를 이루며 배열되는 경향으로 

미루어 보아 유약을 여러 번 시유했다는 사실을 공통적으로 

유추해내고 있다. 단, 광물 입자들이 일정한 질서로 배열되는 

                                            

 
47 W. David Kingery, Pamela B. Vandiver, 『Ceramic masterpieces: art, 

structure, and technology』, Free, 1986, p.85. 
48 W. David Kingery, Pamela B. Vandiver, 『Ceramic masterpieces : 

art, structure, and technology』, Free, 1986, p.85. 
49 Nigel Wood, 『Chinese glazes : their origins, chemistry, and re-cr

e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7, p.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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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를 Kingery와 Vandiver는 소성 중으로 보았고, Nigel Wood는 

소성 전 시유 단계로 보았다는 차이가 존재한다. 

Kingery와 Vandiver는 용천의 도공들이 오늘날의 스프레이 

시유법과 비슷한 방법으로, 끝부분에 거즈를 씌운 나무 관으로 

이장 상태의 유약을 불어서 시유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기물의 외부 

표면에 유약의 층을 쌓았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Kingery와 

Vandiver는 그러한 가설을 제시하면서 가설을 뒷받침하는 문헌상의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연구자도 아직까지 시유법에 한 중국 

문헌 기록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스프레이 시유법이 유약의 

두께를 올리는 데에 효과적인 시유법이고, 현재 중국 도공들이 

비슷한 분무식 시유 도구를 그 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상당히 가능성 있는 가설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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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Kingery와 Vandiver의 용천청자 파편의 미세구조 

분석을 토 로, 서울 학교 재료공학부 류한일 교수와 실험실 

연구원들의 도움을 받아, 직접 제작한 청자의 유층 단면을 주사 

전자 현미경 (SEM) 으로 관찰해 보았다. 연구자는 용천청자의 

파편은 시유를 두 번 반복해서 했기 때문에 유층 내 결정 구조의 

패턴이 두 번 반복되어 나타났다는 Kingery와 Vandiver의 해석을 

참고하여, 스프레이 시유를 통해서 두껍게 시유한 청자 파편과 2회 

담금 시유한 청자 파편을 관찰하였다.    

 

 

[그림 7]은 연구자 작품 파편의 유약층 단면을 현미경으로 본 

모습이다. 연구자는 담금법으로 2회 시유하면 일정한 패턴이 2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담금법 2회 시유한 파편과 스프레이 

시유한 파편 모두에서 시유 횟수에 따라 일정한 패턴이 반복되는 

현상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신에, 두 시편 모두 유약층이 두 부분으로 크게 나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연구자는 편의상 기포가 많이 보이는 윗부분을 

A영역, 소지와 가깝고 기포가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아랫부분을 

B영역이라 구분하였다. 

         [그림 7] 현미경으로 본 연구자 작품 파편의 유약층 단면   
(좌)  담금법 2회 시유한 시편: 25배율  
(우)  스프레이 시유한 시편: 35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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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그림 7]의 각 부분을 확  
                       (상,좌) A영역 세부 (상,우) B영역 세부   : 200배율  
                      (중) A영역과 B영역의 경계부분          : 200배율           
                      (하) B영역에서 결정이 집중된 곳을 확  :1800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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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연구자 작품 유층 단면의 알루미나, 실리카, 칼슘 분포  
(SEM EDS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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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을 통해 각 부분의 확  사진을 살펴 보면 A영역과 

B영역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A영역은 기포가 눈에 띄게 

많으며, 그 외에는 결정구조가 전혀 눈에 띄지 않는 유리질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B영역에는 A영역에 존재하는 것과 

같은 기포는 눈에 띄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조밀한 결정질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영역을 통틀어 본다면 흡사 강 

바닥에 모래가 가라앉은 것과 같은 모습을 연상시킨다.   

[그림 9]는 SEM으로 촬영한 이미지에서 유약층의 표면에서 

소지면에 이르는 한 선분을 선택하여, 그 지역을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를 알아보기 위해 EDS50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알루미나와 

실리카는 A영역에서 B영역으로 갈수록 함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에 칼슘의 함량은 B영역에서 확연히 감소하였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무거운 입자들이 소지 쪽을 향하여 가라앉아 

B영역에서 결정질을 이루고, 융제인 칼슘에 의해 녹은 상 적으로 

유동성이 좋은 유리질 성분이 유약의 표면에 가까운 A영역에 

자리잡았음을 알 수 있다. 주 융제로 바륨을 사용한 유약을 시유한 

시편도 분석해 보았는데, [그림 9]에서의 칼슘의 분포가 비슷한 

모양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자의 작품의 유약층 단면을 분석한 결과 발견된 A영역과 

B영역으로 이루어진 구조는 Kingery와 Vandiver가 분석한 

용천청자의 파편에서 1회 시유한 패턴과 같은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자가 다회 담금시유한 시편과, 수차례 스프레이 시유한 시편 

모두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으므로, Kingery와 Vandiver의 분석 

결과와 다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자세한 시유방법이나 유약 

제조시 분말 입자의 크기, 소성 환경 등의 여러 변인들을 통제해 

가며 차후 추가적인 상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연구 방법을 활용하면 청자유를 두껍게 시유하는 작업의 미세한 

시각적 효과를 더 좋게 하기 위한 원리와 제작 방법들을 규명하고 

최고 품질의 작품을 제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된다. 

                                            

 
50 Energy Dispersive Spectrometer(에너지 분산 스펙트로미터)의 약자로 

전자현미경에 부착되어 시료의 성분을 분석하는 장비이다. 현미경으로 촬

영한 부분에서 특정 원소의 함량을 계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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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성 
 

용천청자는 석회염유의 발달로 두껍게 시유할 수 있게 되었고, 

그에 맞는 시유법도 발달하였다. 두껍게 시유한 용천청자의 유약 

효과를 나타내려면 그에 맞는 소성 기법을 구사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원래 유약과 소성은 따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용천청자는 ‘용가마’라 불리는 도염식 가마에서 소성하였다. 

용가마는 15~20도의 경사를 가진 언덕에 터널식으로 지은 

가마이다. 51  가마는 계단식으로 높이에 따라 여러 개의 소성실로 

구성되어 있다. 가마의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 봉통에서 불을 때면 

열기가 위로 올라가고, 가마의 상부는 굴뚝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위쪽에 놓인 기물을 예열하는 역할을 하였다. 가마의 아래쪽에 있는 

기물들이 목표 온도에 도달하면 아래쪽 문을 막고 위쪽 소성실의 

창불로 나뭇가지등을 집어넣어 각 소성실의 온도를 마저 올렸다.  

 

 

 
[그림 10 ] 용가마의 구조52 

 

                                            

 
51 W. David Kingery, Pamela B. Vandiver, 『Ceramic masterpieces : 

art, structure, and technology』, Free, 1986, p.76. 
52W. David Kingery, Pamela B. Vandiver, 『Ceramic masterpieces : a

rt, structure, and technology』, Free, 1986, 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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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때는 지점이 점차 아래에서 위로 옮겨가는 것이다. 53  이러한 

가마의 구조는 아래쪽을 소성하며 발생하는 열기로 위쪽의 기물에 

예열을 가하는 방식으로 열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용한다. 하지만 

위쪽의 기물이 예열을 거쳐 서서히, 충분히 소성되는 반면 아래쪽의 

기물은 비교적 빠른 소성스케줄을 따를 수 밖에 없어서 위쪽 

기물에 비해 질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54  가마의 크기는, 큰 

경우에 어마어마한 규모였던 것으로 보인다. 가마의 길이가 

80미터에 달했으며, 한 번 소성에 만 개가 넘는 사발을 구웠다고 

한다. 55  Margaret Medley는 용천 지역에서 발굴된 요장 중 

‘ 요’의 소성실의 개수가 10개~12개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으며 중국 고고학자들의 추정치로 한 번 소성에 

들어가는 양이 20,000~25,000점 정도라고 하였다.56  

 

[그림 11 ] 
(좌) 용천 청자의 소성에 사용된 내화갑  (우)기물받침 

 

  

기물은 내화갑에 넣어서 소성하였으며 내화갑 위에 내화갑을 

쌓아 소성하였다. 내화갑 안에도 기물을 만든 것과 같은 생소지 

혹은 내화갑과 같은 내화소지로 밑판을 만들어 기물을 받쳐서 
                                            

 
53 W. David Kingery, Pamela B. Vandiver, 『Ceramic masterpieces : 

art, structure, and technology』, Free, 1986, p.76. 
54 마가렛 메들리,『중국 도자사 : 선사시대부터 청대까지』, 김영원 역,  

열화당, 1986, p.175. 
55 Li Zhiyan, Virginia L. Bower, He Li ed., 『Chinese ceramics : fro

m the paleolithic period through the Qing Dynasty』Yale University 

Press, 2010, p.80. 296 
56 마가렛 메들리,『중국 도자사 : 선사시대부터 청대까지』, 김영원 역,  

열화당, 1986, p.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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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의 수축을 돕고 유약이 흘러서 내화갑에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였다.57 

용천요의 도공들은 불길이 잘 돌아서 고르게 온도가 올라가게 

하기 위해 또는 가마의 구조에 따른 소성 결과를 고려하여, 적재 시 

기물의 위치 선정에도 상당히 신중을 기했던 것으로 보인다. 

내화갑의 배치는 기본적으로 불길이 잘 돌 수 있도록 조절했다. 

또한 예열하는데 시간이 적게 걸리는 비교적 작은 기물들은 가마의 

아래쪽에 두어 연료 손실을 최소화하고 덜 중요한 기물들은 

산화·환원을 조절하기 힘든 가마의 위쪽에 놓아서 소성했다고 

한다.58  

 

石少华는 용천청자의 유색 59 은 그 미묘한 색조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한 가마에 같은 유약을 소성하여도 다른 색이 나올 수 

있고, 한 기물 내에서도 색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분청, 매자청, 천청, 두청, 염청, 하청, 회청 등을 포함한 

16가지 색을 표적으로 설명하였다. 60  이 중 분청과 매자청이 

전성기 용천청자의 표적인 유색으로 알려져 있다. 분청유와 

매자청유는 남송 중기부터 만들어졌으며 남송 말기까지 유행했는데, 

이들은 용천청자 유약 중 최고로 여겨지고 있으며, 용천요의 

전성기가 이 두 가지 유약의 소성에 성공함으로써 가능했다고 

한다.61  

이런 전성기 용천청자의 유약들을 특별하게 하는 데 있어서 

소성은 부수적인 요소가 아니었다. 용천 청자의 다양한 유색은 

유약의 조성만을 달리 하여 이루어 낸 것이 아니라 소성법을 달리 

함으로써 결과물이 달라진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결과였다. 

실제로 용천요를 표하는 분청유와 매자청유는 그 화학적 구성이 

거의 유사하나, 시유의 두께와 소성을 달리 해서 다른 결과물이 

                                            

 
57 W. David Kingery, Pamela B. Vandiver, 『Ceramic masterpieces : 

art, structure, and technology』, Free, 1986, p.76. 
58 W. David Kingery, Pamela B. Vandiver, 『Ceramic masterpieces : 

art, structure, and technology』, Free, 1986, p.77. 
59 소성된 도자기 유약 표면의 색조를 말함.   
60 石少华, 『龙泉青瓷赏析』, 學苑出版社, 2005, pp.237-243. 
61 馮先銘 , 『馮先銘中國古陶瓷Q文集』, 兩木出版社, 1987, pp.281-282. 



 

 
30

나온 것이라고 한다.62  

분청유는 1180~1230℃의 비교적 저온에서 환원비율 2~3정도의 

중간 강도의 환원염으로 소성했으며, 매자청유는 

1250~1280℃에서 환원 비율 10 이상의 강환원으로 소성했고 

시유의 두께가 분청보다 더 두꺼웠다고 한다. 63  이와 같이 같은 

조성의 유약이라도 소성법에 따라 유약의 질감이 달라지는 이유는 

소성 방식에 따라 기포의 형성이나 광물질의 용융도, 결정 생성도 

등이 달리지기 때문이라고 한다.64  

남송시기 용천요는 충분히 고온 소성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약의 질감을 살리는 미세한 차이에 따라 최적의 결과물을 

추구하기 위하여 약 1100~1300℃ 사이로 다양한 온도 범위의 

소성을 시도했으며, 환원의 정도도 유약에 따라 강도를 1~10의 

비율로 구별하여 소성하였다고 한다. 65  또한 용천요의 도공들은 

가마 안에서도 위치에 따라 소성 온도나 환원 정도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소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전성기 용천 청자의 특징적인 반투명한 외관과 매끄러운 질감을 

살리기 위해서는 최종 소성 온도와 환원 정도를 조절하는 것 외에 

소성 스케줄에도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만 했을 것이다. Margaret 

Medley는 용천청자의 유약이 불투명한 원인은 식물의 재성분과 

기포 때문이라고 하였으나 66  W. David Kingery와 Pamela B. 

Vandiver는 또 다른 요소를 그 원인으로 들었다. 그들은 유약 중의 

기포뿐 아니라, 1/10 밀리미터 크기의 녹지 않은 둥그런 형태의 

석영 입자들을 1 마이크로미터보다 더 작은 회장석의 바늘같은 

규회석 입자가 자라 둘러싸며 침전시키는 작용이 용천 청자 유약의 

외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 또한 이 각각의 결정체의 

상태는 만약 온도가 적절한 시간 동안 유지되고 무엇보다도 유리의 

                                            

 
62 石少华, 『龙泉青瓷赏析』, 學苑出版社, 2005, pp.234-236. 
63 馮先銘 , 『馮先銘中國古陶瓷Q文集』, 兩木出版社, 1987, p.283. 
64 石少华, 『龙泉青瓷赏析』, 學苑出版社, 2005, pp.234-236. 
65 石少华, 『龙泉青瓷赏析』, 學苑出版社, 2005, pp.327-329. 
66 마가렛 메들리, 『중국 도자사 : 선사시대부터 청대까지』, 김영원 역,  

열화당, 1986, p.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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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이 결정의 구성과 비슷하다면 각 성분이 많이 섞이지 않는 

곳에 점성의 유리를 형성한다고 하였다. 67  또한 W. David 

Kingery와 Pamela B. Vandiver는 회장석과 규회석의 결정을 잘 

발전시키기 위해서 1200℃ 근방에서 불을 잘 조절해야 한다고 

하였다.68 

                                            

 
67 W. David Kingery, Pamela B. Vandiver, 『Ceramic masterpieces : 

art, structure, and technology』, Free, 1986, p.81. 
68 W. David Kingery, Pamela B. Vandiver, 『Ceramic masterpieces : 

art, structure, and technology』, Free, 1986, 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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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자유를 두껍게 시유하는  

현  작가의 사례 
 

 

연구자는 단행본, 연속간행물 등을 통한 문헌조사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청자유를 사용한 현 도예 작품 사례를 

조사하였는데, 서양은 동양과 달리 고온에서 자기를 소성하는 

기술이 늦게 발달하였고 산업 자기 외에 동양에서처럼 도자기 

문화의 역사가 번성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청자유를 본격적으로 

사용한 예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용천 청자를 많이 수입하여 

애용했던 프랑스에서는 세브르 등의 산업 자기 공장에서 청자의 

색을 내기 위한 시도를 하였으나 성공적이라고 보기 힘들었고, 

개인 도예가들의 경우에 부분 발색이 좋지 못하거나 유약의 

완성도가 낮은 경우가 많았다.  

청자유를 두껍게 시유하는 현  도예가는 일본에 밀집해 있었다. 

일본은 17세기 초반에서 18세기에 나베시마, 교토 등지에서 중국 

남부의 가마 기술들을 도입하여69 두껍게 시유한 작업을 시작했고, 

현재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다. 

특히 나베시마 지역은 용천 

청자와 유사한 유약을 사용하고 

일본의 지역색을 더한 청자를 

많이 생산하는 곳으로 유명하다.70 

개인 작업장을 운영하는 도예가들 

중에도 청자유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작가들이 상당수 

존재했다. 그 중 일부 작가들은 

아예 중국 송나라 때의 청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으며 

그것이 작품의 주된 요소로 

                                            

 
69 http://en.wikipedia.org/wiki/Celadon. 
70 http://www.nhk.or.jp/japan311/fudoki-nabe.html. 

[그림 12] 카와세 시노부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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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는 작업을 한다. 예를 들면 카와세 시노부, 미우라 

코헤이지, 야기 아키라, 카토 츠부사 등이 있다. 특히 일본은 

태토로 백자 소지를 주로 사용한 청자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도 특징적이다. 

중국에도 두껍게 시유한 청자유 작업을 하는 작가가 몇몇 있는 

듯 하나 그 흐름이 눈에 띌 정도는 아니었다. 한국에서는 일제 

침략과 6.25 전쟁 이후에 끊긴 문화의 맥을 이어가기 위하여 

강진군을 중심으로 고려청자의 기술 재현과 부흥에 힘쓰고 있고 

이천에서도 청자를 많이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청자 생산 

중심지의 작업들은 유물 재현이나 관광기념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현 적인 청자 작업을 하는 작가들도 있긴 하지만 고려청자나 

월주요 청자와 같이 유약이 얇고 철분을 많이 포함한 태토가 

비치는 유형의 청자들이 부분이고 두껍게 시유하여 유약 자체의 

특성을 극 화한 작품은 찾아보기 힘들다. 학생들부터 기성 

작가들까지 우리나라 현  청자 작업의 양상을 어느 정도 파악해 

보기 위하여 강진군에서 주최하는 한민국 청자 공모전의 역  

수상작품들을 훑어보았는데, 학생들 작품의 경우 종류는 현 의 

생활에 맞추어 다양해 졌지만 양식 면에서는 거의 획일적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이윤신은 『 Celadon Redesign & Revival 

Project: Interart Channel』이라는 전시를 통해 고려청자에 한 

의무감에서 벗어나 청자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아야 함을 주장한 

[그림 13]  
『Celadon Redesign & Revival Project: Interart Channel』전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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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다.71 이는 우리 나라의 청자 문화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연구에서는 청자유를 두껍게 시유한 현  작가의 사례로 

후카미 수에하루와 장 프랑수아 푸이유를 선택하였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두 작가 모두 청자 유약을 두껍게 

시유했을 때 나타나는 매력적인 특징을 잘 알고 의식해서 형태에 

맞게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청자유를 두툼하게 시유하는 

것을 작업의 중요한 요소로 삼아 자신의 작품세계를 확고하게 

구축했다는 점이다. 둘째는 그들의 활동 배경이 가진 공간적 

비가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중국의 청자를 받아들여 지역 

로 발달시키며 전통을 이어온 맥락이 있는 일본에서 그 

기술을 활용하여 현 적 작품으로 승화시킨 예와, 마찬가지로 

용천청자 수입국으로서 청자에 한 애정은 품고 있지만 

지역적으로 청자 기술의 연구와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프랑스에서 홀로 청자를 연구하여 적극적이고 현 적인 작품을 

만들어 낸 예의 조를 통해서 현 에 이런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지닌 의미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71 http://blog.naver.com/inartch/70107687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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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후카미 수에하루 
 

 

 
 

[그림 14] 후카미 수에하루의 작업 
 

후카미 수에하루는 기하학적인 형태에 유려한 선으로 뻗은 날이 

선 모서리를 가진 매끈한 백자에 청자유를 두껍게 시유하여 

고온으로 소성한 조형 작품으로 유명하다. 그의 작품들 중 큰 

것은 높이 2m에 육박하기도 하는데, 체로 고온 소성하는 

백자의 한계를 뛰어넘는 크기이다. 그의 작품들은 그가 그의 형과 

함께 독자적으로 개발한 ‘가압 캐스팅 기법’으로 제작되었다. 

그는 다수의 도예 공모전을 휩쓸었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동시  도예가들 중 한 명 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작품에 시유된 청자유는 날선 모서리가 있는 단순한 형태와 잘 

어우러지고 반사가 과하지 않은 표면 질감은 고급스러우며, 

유약이 두껍게 시유되었음에도 과하게 흘러내리지 않는다. 또한 

청자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균열도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후카미 수에하루의 작업은 동시  최고의 청자유 작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후카미 수에하루는 일본에서 1947년에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도 세토라는 유명한 도자기 마을에서 태어난 도예가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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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가업을 잇자 살 길을 찾아 다른 동시  젊은 도예가들처럼 

교토의 도자기 마을로 이주해서 자리를 잡았다. 후카미 

수에하루의 아버지는 후카미 료센이라는 이름의 가마를 지어 

운영했고, 그의 아들들과 함께 가족운영체제로 일하였다. 72  이 

지역에는 100개에 달하는 작은 가마들이 있었고, 각 작업장마다 

다른 종류의 지역 토산품 도자기들을 생산했다고 한다.73  

후카미 수에하루는 이런 환경에서 어려서부터 집안일을 도우며 

도자기 기술을 보고 익혔다. 셋째 아들이었던 그는 형들과 달리 

집안에 남아 가업을 잇지 않아도 되었으므로 성인이 되면서 

폐쇄적인 성향의 공동체적인 도자기 마을을 떠나 개인 작업장을 

차리고 의식적으로 원래 속해 있던 전통적인 분위기와의 단절을 

천명하며 스튜디오 도예가로서의 삶을 시작하였다.74  

그가 활동하기 시작한 때는 2차 전 직후의 시기로 세계 

사회가 불안정하고 특히 일본은 패전으로 인한 사회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격동의 시기였다. 젊은 후카미 수에하루는 그런 

시 의 영향을 받아 사회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작업을 하였다. 그는 또한 동시  작가 야기 카즈오 등이 

이끄는 오브제 도자에도 상당한 관심을 기울였으며 작품활동 

전반에 걸쳐 그러한 주제에 해 의식하고 고심한 흔적을 

보인다.75 그는 공모전이나 현  미술 전시 참여에 의욕을 보이며 

그에 맞추어 작품의 성향의 변화를 꾀하기도 하고, 76  무엇을 

만들던 간에 그 안에서 강박적으로 표현주제를 찾으려 하기도 

하였다. 

이후 시 의 흐름에 따라 그는 오브제 도자라는 개념이 주는 

고민에서 자유로워 졌으며, 젊은 시절 그의 작업 목표가 되었던 

일시적이고 동시 적인 화제들을 벗어나서 ‘영원성’과 

‘영속성’ 이라는 주제로 눈길을 돌렸고, 그것은 현재까지 

이어지는 표적인 작업의 주제가 되었다.  

                                            

 
72 http://www.erikthomsen.com/content/pdf/2008_erikthomsen_fukami.

pdf. 
73 http://toku-art.seesaa.net/article/99949213.html. 
74 http://www.erikthomsen.com/content/pdf/2008_erikthomsen_fukami.

pdf. 
75 http://toku-art.seesaa.net/article/99949213.html. 
76 http://toku-art.seesaa.net/article/9994921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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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카미 수에하루는 전통에 해서 비교적 명확한 입장을 취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하마다 쇼지의 민예 운동으로 표되는 20세기 

중반 일본의 공예 전통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중국 

송나라 청백자의 기술과 미학으로 눈을 돌렸다고 한다.77 

 Rupert Faulknet은 그의 저서 『Japanese Studio Crafts』

에서 일본의 현  스튜디오 도자공예의 양상을 영향관계나 주제에 

따라 분류하였다. 일본 전통 다구의 전통, 한국 도자기 전통, 중국 

도자기 전통, 일본 자기 전통, 새로운 장식적 양식, ‘기(器)’의 

개념, 원시주의, 파괴적인 경향 등이 그것이다. 그중‘중국 도자기 

전통’장에는 일본 현 공예 작품 중 중국 전통 도자기의 영향을 

받은 것들을 묶어 구분하였다. 이러한 ‘중국풍’의 도예 작업은 

크게 송나라, 원나라 시기의 ‘초기 중국 도자기’의 영향을 받은 

것과 청나라의 분채자기 등 ‘후기 중국 도자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누어진다고 하였다. 78  Rupert Faulknet은 초기 중국 

도자기의 영향을 받은 일본 작가의 예로 미우라 코헤이지를 들고 

                                            

 
77 Erik Thomsen은 후카미 수에하루의 작업이 백자 소지에 청자유를 사

용했기 때문에 그 기원을 중국의 경덕진 청백자로 보고 있지만 연구자는 

후카미 수에하루가 사용하는 유약의 측면에서 용천청자에 뿌리를 두고 있

다고 생각한다. 

http://www.erikthomsen.com/content/pdf/2008_erikthomsen_fukami.pdf. 
78 Rupert Faulkner, 『Japanese Studio Crafts : Tradition and The Av

ant-Garde』,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95. 

[그림 15]  미우라 코헤이지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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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의 작품은 송나라 관요에서 영감을 받았음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작업이었다. 79  초기 중국 도자기의 영향을 받은 현  

일본 도예가의 예는 그 외에도 꽤 눈에 띈다. 이에 비추어 본다면 

후카미 수에하루는 ‘초기 중국 도자기’의 영향을 받은 분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후카미 수에하루는 출신지의 영향을 

벗어나려고 애썼고, 당시 일본의 전통을 거부한다며 중국 역사로 

눈을 돌렸다고 한다.80 하지만 꼼꼼히 따져보면 중국 역사에 한 

관심 또한 일본 도자기 전통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79 [그림 15] 참조 
80 http://www.erikthomsen.com/content/pdf/2008_erikthomsen_fukami.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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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장 프랑수아 푸이유 
 

 

 

장 프랑수아 푸이유는 1947년에 태어난 프랑스의 도예가이다. 

그는 주로 백자 소지를 사용하고 청자유를 두껍게 시유한 조형 

작업을 한다. 장 프랑수아 푸이유의 작업에서 중요한 요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점토의 성형 과정에서 그의 감정을 표출해 

내는 일과, 청자유를 두껍게 시유하여 작품을 완성하는 일이 

그것이다.  

장 프랑수아 푸이유는 흙을 자신의 감정을 기록하는 장치이자 

연필이라고 생각한다. 81  그는 점토의 성형 단계에서 순발력을 

이용한 작품을 제작한다. [그림 16]의 왼쪽 작품은 먼저 나무 

판자 위에 일정한 형태로 커다란 점토 덩어리를 두드려 준비한 뒤 

양 끝을 잡고 직접 제작한 얇은 특수 칼날로 한 번에 거침없이 

베어내어 만든 것이다. 칼날이 들어가기 전에 작가는 칼날이 행할 

모든 동작을 마음속으로 미리 생각해 두고, 실행에 옮길 때에는 

망설임 없이 한 번에 베어나간다고 한다. 82  [그림 16]의 오른쪽 

                                            

 
81 http://www.ceramicsnow.org/post/17427987759/jean-francois-fouilh

oux-exhibition-galerie-capazza-paris. 
82http://www.ottohuset.no/pdf/SOMMERUTSTILLING_katalog%202011.

pdf. 

[그림 16] 장 프랑수아 푸이유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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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은 내부와 외부의 마감을 다르게 처리하는 작업이다. 

바깥쪽은 부드러운 점토에 순간의 움직임이 남긴 거친 동세를 

그 로 두고, 안쪽은 마른 상태의 점토를 다듬어내서 

기하학적이고 정돈된 모양새를 갖췄다. 작가는 정제와 비정제 

사이의 비를 좋아하며 그것이 작업의 근간이라고 말한다.83  

 

장 프랑수아 푸이유의 작업을 이끄는 또 다른 요소는 그의 

작업을 마감하는 청자 유약이다. 작가 인터뷰나 직접 쓴 글들을 

살펴보면, 어쩌면 그는 청자 유약을 씌울 적당한 형태를 찾기 

위해 성형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용천청자에 

원형을 둔 청자 유약을 개발하는 일에 무한한 애정과 집착을 

보이고 있었다.  

장 프랑수아 푸이유는, 전성기 용천청자의 표면과 같이 

반투명하며 유약의 안쪽에 존재하는 미세한 기포들와 결정이 

형성하는 매끄러운 질감이 드러나고 은은한 광택이 흐르는 유약을 

그의 조각에 입히고 싶어 하였다. 그는 먼 옛날 중국의 도공들이 

유약을 개발하고 작업하는 과정에 하여 자주 상상해 본다고 

하였다. 지금과 같이 화학 성분을 분석하는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옛날에 예술적인 수준의 유약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했는지 궁금해하며 동시에 경외심을 가졌다. 84  한동안 

그는 “용해와 결정화 현상에 입자의 크기가 미치는 영향” 

이라는 주제에 매달렸는데, 관련 자료를 찾아보기 힘들었던 

시절부터 홀로 연구에 매진하여 온갖 광물을 닥치는 로 

수집하고 입자를 크기 별로 일일이 분류하여 실험하는 등, 

스스로도 “광적으로 집착”했다고 한다. 85  그는 용천청자의 

전성기 유약을 이상적 결과로 삼았고, 계속되는 실험과 실패를 

통하여 두껍게 시유한 청자유의 아름다운 효과를 얻는 것이 쉽지 

                                            

 
83http://www.ottohuset.no/pdf/SOMMERUTSTILLING_katalog%202011.

pdf. 
84http://www.ottohuset.no/pdf/SOMMERUTSTILLING_katalog%202011.

pdf. 
85http://www.ottohuset.no/pdf/SOMMERUTSTILLING_katalog%202011.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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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일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한다. 86  장 프랑수아 

푸이유는 유약 조성 데이터를 찾아내는 일 외에 두껍게 시유하는 

것을 연구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청자는 반드시, 그리고 오직, 여러 번 시유를 함으로써만 

얻어질 수 있다. 빛을 가두고 색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꺼워야 한다. 하지만 유약이 너무 두껍게 시유되는 것에서 

문제가 시작된다.” 87 고 하며 시유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실제 

여러 번 시유하는 과정에서 유약이 말리는 현상으로 많은 실패를 

겪었다고 한다.   

 

장 프랑수아 푸이유는 후카미 수에하루와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두 작가 모두 1947년에 태어난 같은 세 의 인물이며, 

백자 소지에 청자유를 두껍게 시유한 조형작업을 위주로 한다. 

또한 오늘날 두껍게 시유한 청자 작업을 하는 표적인 두 

도예가의 출생지인 일본과 프랑스는 모두 중국의 용천청자를 

량으로 수입하여 애용했던 국가라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그러나 동년배 두 작가에게도 지역적 배경에서 발생하는 

차이점들이 존재한다.  

먼저 작업을 하는 관점에 있어서 속한 문화권이 다른 데에 

기인한 차이가 있다. 장 프랑수아 푸이유는 후카미 수에하루와 

달리 작업에 관한 여러 가지 ‘규범’들로부터 자유로웠다. 반면 

후카미 수에하루는 성형 과정에서 손자국과 같은 모든 작업의 

흔적을 지워 없앴다. Matsuyama Tatsuo는 후카미 수에하루가 

손자국을 없앰으로써 도자기에 남기는 손자국의 상징적 의미,  

기계생산품과 차별화시키는 ‘하나밖에 없는’이라는 의미에서 

벗어나 예술가 도예가라는 일반적인 관념을 깨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하였다.88  

                                            

 
86http://www.ottohuset.no/pdf/SOMMERUTSTILLING_katalog%202011.

pdf. 
87http://www.ottohuset.no/pdf/SOMMERUTSTILLING_katalog%202011.

pdf. 
88 Yufuku Gallery ,「‘The Triumphant Arches of Seihakuji Porcelain’

 : Studio Interview with Fukami Sueharu」,『Honoho Geijutsu』, No. 

94, Toku Art Ltd., 2008.  

http://toku-art.seesaa.net/article/9994921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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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장 프랑수아 푸이유는 점토가 자신의 감정 기록장치라고 

생각하며 순간적인 흔적을 그 로 남겼다. 또한 후카미 

수에하루는 전통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지향하고 표면적으로 작업의 내용과 개념의 문제를 다루려고 

의식했던 반면에, 장 프랑수아 푸이유는 재료와 중국 도자에 한 

개인적인 관심을 드러내어 표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작업을 하는 관점 외에 그들이 공통적으로 다룬 두껍게 

시유한 청자유의 연구에 있어서도 지역적 기반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후카미 수에하루가 태어난 일본, 특히 교토는 중국의 

청자 제작 기술을 수입하여 로 전수해온 지역 중 한 곳이었던 

데 비하여 장 프랑수아 푸이유가 태어난 프랑스는 청자 제작 

기술의 기반이 축적된 곳이 아니었다. 장 프랑수아 푸이유는 수십 

년간 홀로 두껍게 시유하는 청자 유약 연구에 매진하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그가 후카미 수에하루와 같은 환경에서 

자랐다면 좀 더 빨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Erik Thomsen이 분석한 바와 같이, 후카미 

수에하루는 태생과 성장 배경 덕에 비교적 빨리 높은 기술적 

완성도를 끌어낼 수 있었던 듯 하다. 

  장 프랑수아 푸이유는 옛날 중국의 도공들이 어떻게 고도의 

기술을 발달시켰을까하는 질문을 던진다. 또한 재료에 해서나, 

작업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에 한 경험적 

지식들은 세 에 걸쳐 이어 내려오며 축적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89 그도 인지하였듯, 도예 작업은 수많은 가능성과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뛰어난 개인의 역량으로 해결하는 단발성의 

작업이기보다 장기적인 기술과 경험의 축적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었고, 또 그 필요성에 하여 

인식하게 되었다.  

                                            

 
89http://www.ottohuset.no/pdf/SOMMERUTSTILLING_katalog%202011.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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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자유를 두껍게 시유하는 작품의 제작

  
 

 

 

 연구자는 풍만한 느낌이 드는 병의 형태를 물레로 성형하고, 

정교하게 굽을 깎아내어 단면의 외곽선이 매끄럽게 하나의 곡선을 

이루는 기물을 제작하였다. 입구의 지름이 3cm 내외로 좁기 

때문에 기물의 내부는 거의 보이지 않는 형태이다. 이는 기물의 

형태가 단순하고 시선이 외부의 표면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유약의 

효과를 잘 살려야 하는 작업이었다. 따라서 표면효과를 결정짓는 

유약의 선택과 그 적용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 이것이 

청자유 연구와 시유기법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런데 기물의 바탕흙인 현 소재사의 ‘실크’소지가 

고화도에서 소결되는 흙이었고, 그래서 연구자는 서울 학교 

디자인학부 도예전공의 재료학 실험체계를 기반으로 1280 ℃ 의 

고화도에서 환원소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유약을 선택하였다.  

처음에는 여러가지 유약을 시도해 보았는데, 어떤 유약이든지 

얇게 시유하면 풍만한 느낌이 느껴지지 않고 작품이 빈약해 

                 [그림 17] 연구자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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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데다 표면이 번쩍거려 원하는 효과를 내지 못했다.  

따라서 이 형태에는 시유를 두껍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다음단계로 백색 무광택유, 백색 반광택유, 투명유, 청자유 등을 

두껍게 시유해 보았다. 백색 무광택유와 반광택유는 적정 두께 

이상 시유하기만 하면 두께와 관계없이 동일한 효과를 보였으나, 

청자유를 두껍게 시유했을 때에 비하면 시각적인 효과가 덜하였다. 

또한 백색 무광택유를 두껍게 시유할 경우 기물이 냉파할 확률이 

매우 높았다. 왜냐하면 실험에 사용된 무광택 유약은 바륨이나 

마그네슘을 다량 사용하여 조성한 것이 아니라 유약 내 

알루미나와 실리카의 비율만을 조절하여 광택을 죽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 외에 투명유도 두껍게 시유해 보았는데, 얇게 

시유했을 때 보다는 효과가 좋았지만 부피감이 두드러지는 

연구자의 작업에 시유하면 깊이감이 부족해 보였다.  

두껍게 시유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은 유약은 청자유 

계열이었다. 청자유는 두껍게 시유할수록 발색이 좋아지고 유약의 

깊이감이 남달랐다. 뿐만 아니라 연구자의 작업은 형태가 

단순하기 때문에 청자유를 두껍게 시유했을 때 그 존재감이 제일 

강하게 느껴졌다. 둥그런 몸체는 마치 한 방울의 커다란 유약 

덩어리처럼 보였다. 좁고 날렵한 전에는 유약이 비교적 얇게 

시유되어, 초생달처럼 하얀 띠가 슬며시 떠오르는 듯 한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아름다운 유약 표면 그 자체가 완성된 

장식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다른 장식을 추가하지 않았다. 

중국의 용천청자도 전성기의 것일수록 장식을 절제하고 유약의 

아름다움을 강조하였다. 

 

성형에 이용한 ‘실크’소지는 백색도가 매우 높고 입자가 아주 

고운 백자 소지이다. 전통적인 청자 소지는 푸른 발색을 돕기 

위하여 철분이 포함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통적인 

청자는 유약의 철분 함량을 도석이나 재로 공급했기 때문에, 

발색의 변화만을 꾀하기 위하여 함량을 임의로 변화시키기가 

용이하지 않았다. 따라서 철분이 포함된 소지를 사용하는 것은 

소지로부터 추가적인 발색을 꾀하기 위함이기도 했다. 그러나 

연구자가 사용한 철분은 정제된 산화철로 조절이 용이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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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도가 높은 백자 소지를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유약 고유의 

발색을 살리는 역할을 하였다.  

물레성형은 원형의 기물을 반복적으로 생산해내기에 적합한 

방법이다. 성형을 하고, 굽을 깎고, 표면을 다듬거나 스프레이 

시유를 하는 등의 전 과정에서 물레로 성형한 원형의 형태는 

작업의 효율성을 높여 주었다. 특히 스프레이 시유를 할 때 

손물레 위에 놓고 돌려가며 시유를 하는데 유약 두께를 고르게 

하기에 매우 적합한 형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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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 물방울 2012 

 

35 * 35 * 23.5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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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 물방울 2010 

 

   30 * 30 * 29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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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3] 물방울 2009 
 

                         21 * 21 * 37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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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 물방울 2010 

 

34 * 34 * 24.5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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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5] 물방울 2009 

 

  30 * 30 * 28.5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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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6] 물방울 2012 

 

 26.5 * 26.5 * 19.5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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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7] 물방울 2012 

 

 34 * 34 * 16.6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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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8] 물방울 2012 

 

16.5 * 16.5 * 16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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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9] 물방울 2012 
 
                        33 * 33 * 25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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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10] 물방울 2012 
 
                        31 * 31 * 27.5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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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11] 물방울 2012 
 
                        19 * 19 * 27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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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청자유를 두껍게 시유하는 작업의  
특징과 의의 

 

 

① 시유 두께의 기준 

 

시유 두께는 기물과 유약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연구자는 

적당한 비중의 유약에 담금법으로 2초~3초간 시유한 상태를 

일반적인 두께라고 가정하였다. Susan Peterson은 소성하기 전 

유약의 적정한 두께를 적정한 비중의 유약에 담금법으로 시유한 

두께를 기준으로 1mm 정도라고 하였다. Daniel Rhodes는 유약의 

두께에 하여, 유약마다 적절한 두께는 다르지만 일반적인 경우 

소성 전 시유된 유약의 두께는 1/32인치(약 0.8mm)이고, '무거운 

시유'의 경우에는 그 두배인 1/16인치(약 1.6mm), 하얀 도기에 

얇게 시유하는 투명유의 경우 1/64인치(약 0.4mm)나 그 

이하라고 설명하고 있다.90  

두껍게 시유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인지에 한 기준은 大西政太

郎 가 청자유의 시유에 하여 설명한 부분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 개 유약의 두께는 1mm 정도인데, 청자유의 경우에는 

3mm 정도로 시유합니다.” 91 라고 하였다. 그는 또한 청자유를 

시유할 때 보통보다 비중이 높은 유약으로 1차 시유하고, 얇다고 

느껴질 경우에 한 번 더 시유한다고 하였다. 大西政太郎가 설명한 

청자유의 시유는 담금법으로 두 번 시유하여 3mm 두께를 올리는 

것으로 그러려면 한 번 담글 때 일반적인 1mm 두께보다 더 

두껍게 시유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용천청자는 많으면 다섯 번까지도 시유했다고 한다. 92  또한 

유약을 두껍게 올리기 위하여 시유하고 다시 초벌하는 일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93  이 방법은 주로 기벽이 아주 

                                            

 
90 다니엘 로드, 『도예가를 위한 점토와 유약』, 이부연 외 공역, 한양대

학교 출판부, 1999, p.278.  
91 오니시 마사타로, 『도예의 유약』, 박원숙 역, 푸른길, 2010, p.188. 
92 Li Zhiyan, Virginia L. Bower, and He Li ed., 『Chinese ceramics: 

from the paleolithic period through the Qing Dynasty』, Yale Univer

sity Press, 2010, p.301. 
93 Nigel Wood, 『Chinese glazes : their origins, chemistry, and re-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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얇고 유약은 매우 두꺼운 흑태청자를 시유할 때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94  1차 시유한 기물을 다시 초벌하고 그 위에 또다시 

시유를 하게 되면, 1차 유약이 다음 시유시 흡수재로 작용하여, 

유약의 두께를 급격히 증가시킬 수 있다. 그래서 기벽이 얇은 

기물이라도 아주 두껍게 시유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다. 

용천청자의 유약은 월요 유약의 4~8배로 매우 이례적으로 

두꺼웠다고 한다. 95  월요 청자의 유약이 석회유 유형으로 얇게 

시유되는 편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용천청자의 유약의 

두께가 매우 두꺼웠음을 알 수 있다. 연구자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유약을 3~6mm 정도의 두께로 시유하였다. 더 두껍게 올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였지만, 그러면 점성이 높은 유약이라도 소성 

과정에서 중력을 받아 결국은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 이상의 

두께로 시유하는 일은 사실상 무의미하였다. 

 

②  유약을 두껍게 시유하는 작업의 난이도 

 

유약을 두껍게 시유하는 작업은 유약의 매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다양한 결점이 드러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술적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작업이다. 

유약을 제조하고 시유하고 소성하는 전 과정에 숙련된 기술과 

세심한 주의가 따른다. Daniel Rhodes는 그의 『도예가를  위한 

점토와 유약』에서 핀홀 현상과 곰보자국과 같은 유약의 결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을 여덟 가지로 정리하여 

제안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성하는 과정을 길게 하라 

(2) 유약을 더 얇게 바르라. 

(3) 유약을 더 유동적으로 만들기 위해 용제를 더 첨가하라. 

(4) 유약에 산화 아연과 루틸의 배합을 줄여라. 

                                                                                                        

 

e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7, p.80 

石少华, 『龙泉青瓷赏析』, 學苑出版社, 2005, p.232.. 
94 石少华, 『龙泉青瓷赏析』, 學苑出版社, 2005, p.232. 
95 Nigel Wood, 『Chinese glazes: their origins, chemistry, and re-cr

e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7, 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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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숙성 온도를 높여라 

(6) 소성의 초기 단계에서 덜 환원 소성하는 환경에서 소성하라. 

(7) 소성 후 뜸들이기 시기 동안 가마의 온도를 가장 높은 열로 유지하라. 

(8) 고온과 유약이 응고하는 온도 사이의 냉각 시간을 길게 하라.96   

 

 

 이 중에서 (2)번 항목을 보면 두껍게 시유할 경우 핀홀이나 

곰보자국이 생겨날 가능성이 커진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다. 또 (3)번 항목을 보면 더 유동적인 유약이 이러한 결함들에 

강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두껍게 시유된 유약이 소성 

중에 흘러내리지 않기 위해서는 유약의 점도가 높아야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유약이 두꺼워지면 결함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다. Daniel Rhodes는 이 외에도 유약의 

수포와 거품 현상에 하여 설명하면서, 유약을 너무 두껍게 

입힌다면 수포가 생겨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97 

 

③ 청자유와 두꺼운 시유 

 

청자유는 유약에 포함된 산화제2철 (Fe2O3)이 소성시 환원되어 

산화제1철 (FeO)로 변하면서 유약에 녹아들어 푸르게 발색하는 

유약이다. 98  그런데 청자유의 푸른 색은 유약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색이 중첩되어 더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두껍게 

시유했을 때 효과가 더 잘 나타난다. 장 프랑수아 푸이유가 

“빛을 가두고 색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꺼워야 

한다.”라고 했음을 3.2. 장에서 언급한 바 있다. 석회유를 

사용했던 고려청자는 비교적 얇은 유약 아래로 태토가 비쳐 보여 

서로 조화되는 은은한 색에서 아름다움을 찾은 반면에 석회염유 

유형의 유약을 사용했던 용천청자는 유약을 두껍게 시유하여 

산화철에 의한 발색이 확연하고 유약 속의 광물 결정들과 기포가 

                                            

 
96 다니엘 로드, 『도예가를 위한 점토와 유약』, 이부연 외 공역, 한양대

학교 출판부, 1999, p.303. 
97 다니엘 로드, 『도예가를 위한 점토와 유약』, 이부연 외 공역, 한양대

학교 출판부, 1999, p.303. 
98 오니시 마사타로, 『도예의 유약』, 박원숙 역, 푸른길, 2010, pp.171-1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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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겹이 층을 이루어 내는 효과를 강조하는 데에서 아름다움을 

찾았다.  

두껍게 시유된 유약의 표면은 도자기라기보다 마치 유리나 

보석인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상상력을 자극한다. 먼 옛날 

중국인들은 석기 유약을 사용할 때부터 도자기를 통해서 은이나 

칠기, 옥과 같은 다른 종류의 질감을 나타내고 싶어하였다. 특히 

옥과 같은 느낌을 나타내고자 끊임없이 유약의 제조 기술을 

발전시켰고 그 결과 석회염유가 등장하고 용천청자가 나오게 

되었다.99 

 

④ 유약 실험 시편과 유약의 두께 

 

일반적으로 같은 화학 조성의 유약을 동일 조건에서 소성하면 

같은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시유 

두께에 따라서 결과물이 크게 달라진다. 유약 실험을 위하여 

시편을 제작할 때 유약에 물을 많이 타서 얇게 시유하면 각 

유약의 성질을 잘 알아보기 힘들다. 그럴 경우 부분의 유약들은 

비슷비슷한 결과물을 보여주게 된다. 얇게 시유하기에 적당한 

유약을 고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유약이 두껍게 올라가면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를 함께 알아두는 것이 좋다. 각 유약의 성질은 

얇을 때는 잘 나타나지 않아도 두꺼울 때는 극 화되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유약이 두꺼워 지면 그만큼 결함이 나타나기 

쉽다고 볼 수 있다. 시편을 볼 때는 마음에 드는 색을 골라낸다는 

생각을 갖기 보다는 1차적으로 유약의 성질에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고 안정적인 유약을 걸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⑤ 두껍게 시유하는 작업과 량생산  

 

변수가 많고 실패율도 높고 신경이 많이 쓰이는 공정 때문에 

유약을 두껍게 시유하여 재료가 낼 수 있는 극한의 효과를 내기 

위해 분투하는 작업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생산을 해야 하는 

                                            

 
99 Nigel Wood, 『Chinese glazes : their origins, chemistry, and re-cr

e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7,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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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생산체계와 어울리지 않는다. 중국에서 이런 작업이 시작된 

곳은 송나라 관요였다. 관요는 궁중 납품용 자기를 생산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민요에 비해 량생산을 해내는 체계가 아니었다. 

그래서 최고의 도공들을 두고 기물에 조각을 새기는 신 재료의 

엄선과 유약의 개발에 매우 공을 들여서 품질을 높이는 일에 

매진했다고 한다.100 용천요의 역사를 보더라도 원나라 때 수요가 

많아지고 량수출을 하게 되면서 유약의 질이 남송 때보다 

낮아졌다. 당시 원료의 품질 변화나 유약 조성상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1차 시유만 하거나 101  남송 때보다 유색 개발에 

신경쓰지 않은 흔적이 역력해 보인다.  

                                            

 
100 李輝柄 著 ; 故宫博物院 编, 『中国瓷器鉴定基础』, 紫禁城出版社, 200

5, p.55. 
101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중국도자』, 국립중앙

박물관, 2007, p.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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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두껍게 시유하기  

 

 

1) 유약의 조성 
 

 

연구자는 서울 학교 도예과의 합동 유약 실험 체계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중에서 두껍게 시유하기에 적절한 

유약들을 선택하여 작업에 사용하였다.  

 

두껍게 시유하는 작업을 하기에 적합한 유약을 고르려면 

기본적으로 유약 실험 시편을 보고 그 유약이 두껍게 시유하기에 

적합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우선 두껍게 시유하기 위해서는 유약의 융점의 폭이 넓어서 

안정적인 유약을 고르는 것이 좋다. 융점의 폭이 좁으면 재료를 

소량씩 변화시켜 나가는 유약 실험에서 소성 결과의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진다. 융점을 맞추지 못한 유약 표면은 광택이 

과도하게 나거나 유약 중의 기포가 육안으로 확연히 눈에 띌 만큼 

크며 유약 표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듯한 모양을 지니는 경우가 

많다.  

용천청자처럼 일정한 크기로 눈에 띄는 기포가 특징인 유약도 

있다. 이 경우 정상적인 기포의 크기는 1/10mm 정도로, 유약의 

내면에서부터 표면에까지 고른 분포를 하는 것이다. 기포가 이 

이상 커지면 유약이 융점을 넘겨 소성되었다는 뜻이므로, 특정 

성분을 변화시켜 나가는 시편시리즈에서 기포가 눈에 띄기 이전 

단계의 유약으로 고르는 것이 좋다.  

한편, 융점의 폭이 넓은 유약을 선택하면 소성 중에 생길 수 

있는 온도 편차와 같은 변수 탓에 작품을 망칠 가능성이 줄어들고, 

소성 환경이 약간씩 다른 유약이라도 한 가마에 넣고 함께 소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작업이 한 층 수월해진다. 

유약의 융점을 맞추었다 하더라도 유약의 점도에 따라 두껍게 

시유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갈리기도 한다. 점성이 좋지 않으면 

유약을 두껍게 시유해도 서로 붙들고 있는 힘이 모자라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 흘러내려서 소성 후 두께를 형성하기 힘들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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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성이 좋은 유약일수록 두껍게 시유하는 데 유리하다. 하지만 

점도가 과도하게 높은 유약을 사용하면 지나치게 뻑뻑하여 시유된 

유약이 고루 융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유시에 생긴 흐른 

자국이나 뭉침, 두께차이 등이 소성 후 그 로 드러나게 된다. 즉 

점도가 너무 높은 유약도 다루기 까다롭기 때문에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만약에 마음에 드는 유약 시편을 발견했다면, 실험 체계 상에서 

특정 성분의 비율을 점점 늘리거나 줄이는 실험 중에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꼭 해당하는 실험의 변수가 변화하는 양의 

최소값과 최 값까지 드러난 시편을 함께 조해 보고 가장 

안정적인 데이터로 골라야 한다. 

 

실험을 반복한 결과 두껍게 시유하는 작업에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유약은 장석을 기본 재료로 한 것들이었다. 그 중에는 

장석의 함량이 45~50% 정도인 유약이 가장 많았고, 함량이 높을 

경우에는 약 80%에 달하기도 했다.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중국도자 』 에 수록된 중국 도자 용어 해설 표에서는 청자를

“철분이 조금 섞인 백토로 만든 그릇에 1~3% 정도의 철분이 

들어 있는 장석질 유약을 입혀 1250~1300 ℃  정도에서 

환원염으로 구워낸 자기를 말한다.(이하 생략)”102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앞서 중국에서는 장석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부분 

유약의 주원료로 도석을 사용하였지만, 많은 학자들이 표면의 

유사성 때문에 용천청자를 비롯한 주요한 중국의 유약의 주성분이 

장석일 것으로 오인해 왔다고 하였고, 103  Daniel Rhodes 역시 

비슷한 오인을 한 바 있다. 104  이러한 기록들로부터 장석이 

청자유에 많이 사용되는 재료라는 점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장석은 포함하고 있는 융제의 종류에 따라 칼륨장석, 

나트륨장석, 회장석, 바륨장석, 리튬장석, 엽장석, 사장석 등으로 

                                            

 
102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중국도자』, 국립중앙

박물관, 2007, p.370. 
103 Nigel Wood, 『Chinese glazes : their origins, chemistry, and re-c

re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7, p.30. 
104 다니엘 로드, 『도예가를 위한 점토와 유약』, 이부연 외 공역, 한양대

학교 출판부, 1999, p.102, p.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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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 지는데, 105  일반적으로는 칼륨장석이나 나트륨 장석을 

사용한다.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광물 상태의 장석에는 칼륨과 

나트륨이 완벽히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중 칼륨의 

함량이 더 많으면 칼륨장석, 나트륨의 함량이 더 많으면 나트륨 

장석으로 분류한다. 칼륨장석의 녹는 점이 나트륨장석보다 높기 

때문에 1250~1280℃ 정도의 고온 소성 유약을 조합하기에 더 

유리하다. 칼륨장석과 나트륨장석의 분자식은 K2O / Na2O · 

Al2O3 ·  6SiO2 이다. 분자식에서 볼 수 있듯이 장석은 

알루미나와 실리카, 그리고 이들을 녹이는 알칼리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알칼리 성분이, 높은 용융 온도를 가진 

알루미나와 실리카를 녹이는 융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성 시 그 

자체로 녹아서 유약이 되기도 한다. 일본에서 다완을 제작할 때 

사용하는 시노유가 장석만을 함유한 유약의 표적인 예이다. 

장석에 포함된 알칼리 성분은 유약에 함께 조합된 다른 재료들의 

용융을 돕기도 한다. 또한 장석은 약 100℃ 정도의 용융 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106 장석을 기본 재료로 적극 활용한 유약들은 

소성 온도의 변화에도 안정적인 경향이 있다.  

한편 장석은 천연 광물이기 때문에, 성분의 함량이 언제나 

균일하다고 볼 수 없다. 시중에 파는 장석은 제조 회사별로 

성분이 천차만별이고, 한 회사의 제품을 계속 쓴다 하더라도 

원료의 품질이 수시로 변화하기 일쑤다. 장석을 유약의 주재료로 

사용할 경우에 이런 장석의 품질 변화는 결과물의 품질관리에 

어려움을 만든다. 성분의 작은 변화에도 소성 결과가 민감하게 

달라지는 유약의 경우 장석이 바뀔때 마다 다른 소성 결과가 

나타났고, 심한 경우에는 거의 모든 유약의 소성 결과물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르게 나오기도 하였다. 이러한 장석의 품질 

변화는 유약 실험 도중에 수시로 무기력감을 느끼게 했다. 

『 도자예술 』 이나  『 도예의  유약』에도 원료의 품질 변화가 

도예가들을 힘들게 한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고107 大西政太郎는 

                                            

 
105 오니시 마사타로, 『도예의 유약』, 박원숙 역, 푸른길, 2010, p.38. 
106 오니시 마사타로, 『도예의 유약』, 박원숙 역, 푸른길, 2010, p.38. 
107 글렌 C. 넬슨, 신광석·임무근 역, 『도자예술』, 미진사, 1994, pp.

227-228.  

오니시 마사타로, 『도예의 유약』, 박원숙 역, 푸른길, 2010, p.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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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에 해서, 장석을 구입할 때에는 한 번에 량으로 

구입해 놓는 것이 좋고 급격한 품질 변화에 비하여 처음부터 

2~3가지 종류의 장석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편이 안전하다고 

하였다.108 

두껍게 시유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사용한 유약은 체로 장석을 

기본 원료로 하고 주융제로 석회석을 첨가한 유약이었다. 

석회석은 소성 시 소지와 유약 사이에 ‘중간층’이라 불리는 

공유 영역을 형성하여 유약과 소지가 일체화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재료이다.  

장석과 석회석으로 유약의 골격이 잡혔지만 이 상태로는 유약이 

잘 가라앉아서 사용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점토질인 

카올린을 첨가하여 유약이 가라앉지 않고 이장 상태로 잘 섞이게 

만든다. 연구자가 사용한 서울 학교 도예과 재료학 실험체계의 

유약에서는 소지와의 궁합을 고려하여 유약에 카올린 신 몸체를 

성형하는 백토를 첨가하고 있다. 유약에 점토류를 첨가하게 되면 

접착제 역할을 하여 소지와 유약 사이가 떠서 유약이 말리는 

현상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109 그러나 도석이나 카올린, 백토 

등의 점토질이 유약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 유약을 시유할 때 

유약의 물성이 오히려 까다로워지기도 한다. 연구자가 작업에 

사용했던 유약들 중 유약 내 점토질의 비율이 28%인 유약부터 

도석을 기반으로 하여 도석이 80% 이상 함유된 유약에까지 

다양한 비율의 점토질이 포함된 유약들에서 시유시 어려움을 

겪었다. 유약을 두껍게 시유할수록 시유의 어려움이 커졌는데, 

스프레이 시유나 담금법 시유 모두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작업상의 어려움 때문에 연구자는 두껍게 시유하는 작업에서 

도석을 기반으로 조성된 유약의 사용을 꺼리게 되었다. 

이 외에도 연구자가 사용한 유약에는 유약의 성질을 좀더 좋게 

만들기 위하여 약 1% 남짓의 산화아연과 탄산바륨을 각각 

첨가하였다. 이병하는 “산화 아연은 일반적으로 매용 재료의 

역할을 하고, 유약의 팽창을 작게 하여 균열을 방지하고, 광택과 

                                                                                                        

 

 
108 오니시 마사타로, 『도예의 유약』, 박원숙 역, 푸른길, 2010, pp.397-

398. 
109 오니시 마사타로, 『도예의 유약』, 박원숙 역, 푸른길, 2010,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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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도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유약의 숙성 온도 범위를 

넓히고 색의 선명도를 높인다.”고 하였다.110 순수한 산화아연은 

공기 중의 수분을 흡수하여 굳어지는 성질이 있으며111 유약 막이 

갈라져 일어나는 현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112  하소 113 하여 

사용하였다.  

大西政太郎는 유약에서 융제를 한 가지만 사용하는 것보다 몇 

가지를 함께 사용하는 편이 유약의 용융 상태를 더 좋게 한다고 

하였다. 114  그래서 연구자는 탄산바륨을 석회석 신 유약의 

주융제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탄산바륨은 융제의 역할을 하기도 

하면서 산화철의 발색을 더욱 푸르게 하는 발색 보조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청자유에 많이 사용된다.115 탄산바륨은 독성이 강한 

물질이고 유약에 많이 포함될 경우 기포를 생성시키며 유약을 

끓어 오르게 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지만, 두껍게 시유하는 

청자유에는 아주 유용한 재료였다. 석회석 신 바륨을 융제로 

사용한 청자 유약은 원료 성분의 변화나 소성 실패 등의 

방해요인에도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아 항상 안정된 결과물을 

보여주었고,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발색을 보여주었다. 

한편, 청자유의 발색을 위해서 산화제2철(Fe2O3)을 0.3~1.0% 

가량 첨가하였다. 중국의 용천청자나 우리나라의 고려 청자는 

유약을 조합할 때 사용된 도석이나 나뭇재에 포함된 철분이 

자연스럽게 유약에 녹아 들거나, 소지에 포함된 철분이 유약이 

녹을 때 함께 반응하여 발색되었기 때문에 산화철을 따로 

첨가하지 않는다. 그러나 연구자는 철분이 거의 함유되어 있지 

않은 소지와 장석을 사용하고, 융제로도 나뭇재 신 석회석을 

사용하기 때문에 청자의 발색을 위해서는 정제된 산화철의 형태로 

                                            

 
110 이병하, 『나만의 유약 만들기 - 기본 유약편』, 예경, 2004, p.59. 
111 이병하, 『나만의 유약 만들기 - 기본 유약편』, 예경, 2004, p.59. 
112 다니엘 로드, 『도예가를 위한 점토와 유약』, 이부연  외 공역, 한양대

학교 출판부, 1999, p.133. 
113 하소(煆燒, calcination)는 광석 등의 고체를 가열하여 열분해나 상전이

를 일으키거나 휘발 성분을 제거하는 열 처리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제품 

물질의 녹는점 이하의 온도에서 진행한다.  

http://ko.wikipedia.org/wiki/%ED%95%98%EC%86%8C. 
114 오니시 마사타로, 『도예의 유약』, 박원숙 역, 푸른길, 2010, p.65. 
115 오니시 마사타로, 『도예의 유약』, 박원숙 역, 푸른길, 2010, p.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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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약에 철분을 첨가해 주어야 했다.  

용융력이 좋은 유약이라 하더라도 산화철을 원 상태 그 로 

유약에 첨가하면 유약 내에서 산화철이 완전히 용해되어 푸른색을 

내지 못하고, 녹지 못한 갈색의 철점이 유약 내에 잔류하게 된다. 

시중에 파는 산화철 중에서 시약용으로 판매하는 순도가 가장 

높은 산화철을 사용하더라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유약에 다 

녹아들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산화철을 유약에 첨가할 

때는 반드시 320목 혹은 250메쉬 체로 걸러주어야 하며, 

그래야만 유약 내에서 완전히 용해될 수 있다. 大 西 政 太郎는 

청자유에 첨가하는 산화철태로 규산철을 사용하면 더 안정적이고 

유약에 잘 녹아든다고 하였다. 또한 청자유를 많이 사용하는 일본 

공방에서는 산화제2철(Fe2O3)이나 규산철을 ‘벵갈라’라는 

물질과 함께 혼합하여 곱게 갈아서 건조하여 사용하기도 한다.116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는 산화제2철을 체로 걸러서 유약에 

첨가하는 방법 외에 다른 시도는 해 보지 못했다.   

나뭇재를 융제로 사용할 경우에는 재에 포함된 인 성분이 유약 

내에 기포를 발생시키며 유약을 유탁·유백하게 하여 청자유의 

발색에 차별화된 미묘한 뽀얀 기운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중국 송나라 균요의 유약은 인 성분을 가장 적극적으로 

                                            

 
116 오니시 마사타로, 『도예의 유약』, 박원숙 역, 푸른길, 2010, pp.179-

180. 

[그림 18] 인이 포함된  균요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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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한 예이다.117   비슷한 효과를 내기 위하여 연구자가 사용한 

유약에 인산칼슘을 약 1~10%까지 포함시켜 보았는데, 5% 정도 

포함시켰을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왔고, 10% 포함된 유약은 

기포가 과다하게 발생하여 유약 전체가 온통 분화구처럼 부글부글 

끓어 올랐다. 

 

                                            

 
117 [그림 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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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유 

 

 

①  여러가지 시유법과 두껍게 시유하기 

 

유약을 시유하는 방법으로는 뿌리기, 담그기, 붓기, 칠하기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칠하기는 좁은 면의 시유 뿐만 아니라 붓으로 

여러 번 덧칠할 수도 있기 때문에 118  편리하며 시유를 통하여 

회화적인 표현을 꾀할 경우 유리한 시유법이다. 넓은 면적에 

고르게 유약을 입히기 보다는 부분적인 표현이나 수정 및 보강에 

적합한 방법이다. 붓기는 안팎을 따로 시유해야 할 때 유용하다. 

안팎을 다른 유약으로 시유할 경우에 먼저 안쪽에 유약을 

부어내는 방법으로 시유를 하고, 적당히 마른 후 뒤집어서 바깥쪽 

표면에 유약을 붓거나 담그거나 스프레이 한다. 사실상 붓기는 

담금법 시유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다.  

담금법은 기물을 잡고 유약 속에 담갔다 빼서 유약을 입히는 

방법으로, 작업 속도가 빠르고 균일한 두께로 시유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예 작업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시유법이다. 

담금법으로 시유할 때는 기물의 흡수력 한계나, 시유시 갈라지는 

현상 때문에 한번에 두껍게 올리기 어렵다. 유약 속에서 오래 

머문다고 하더라도 흡수에 한계가 있고 결국 유약이 갈라진다. 

특히 손잡이 등의 결합부나, 구조가 직각으로 만나는 곳, 예리한 

구석 등은 특별히 신경써야 하는데, 시유하기 전에 그런 민감한 

부분에 물을 미리 칠하고 시유하면 갈라짐을 방지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덤벙 시유로 유약의 두께를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올릴 때에는 한번에 원하는 두께를 올릴 수는 없다. 한 번 담금 

후에는 유약의 수분이 기물에 흡수되면서 파도가 빠져나갈 때 

모래사장에 물이 빠지는 순간처럼 표면의 물기가 사라지는데, 

바로 그때 즉 표면의 수분이 흡수되자마자 다시 한 번 더 담글 수 

있다. 이 때 바로 담그지 못하고 시기를 놓쳐 두번 째 시유를 

하면, 먼저 시유한 유약이 소지에서 박리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두 번 정도 담그면 기벽이 완전히 젖어서, 그 
                                            

 
118 엠마누엘 코퍼 외, 김남수 역, 『도예유약』, 미진사, 1992,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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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로는 더 시유할 수 없게 된다. 유약의 두께를 그 이상으로 

두껍게 올리고 싶을 때에는 시유한 기물을 초벌 온도로 소성한다. 

초벌을 한 후에는 처음 시유한 유약이 원래의 기벽에 더하여 

흡수재의 역할을 하므로 처음 담금 시유를 할 때보다 흡수력이 

훨씬 좋아져서 유약의 두께가 금방 형성된다.  

담금법으로 시유를 하면 유약이 흐른 자국이나 손으로 잡았다 

메운 자리의 자국이 남게 되는데, 고의적으로 자국을 남길 요량이 

아니라면 3M사의 스폰지 사포 등을 이용하여 다듬어 깨끗이 

없애주는 것이 좋다. 용융력이 좋은 유약의 경우, 그리고 특히 

유약을 두껍게 시유할 때에는 어지간한 자국은 녹아 들어서 눈에 

띄지 않게 되기도 하지만 점성이 높은 유약이나 매트유를 시유할 

경우에는 유약이 두꺼워도 자국이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반드시 잘 다듬어 주어야 한다. 

 

②  스프레이 시유법 

 

ㄱ. 스프레이 시유의 특징 

 

Emmanuel Copper는 스프레이 시유법이 산업 도자에서 많이 

이용되며 넓은 표면을 빠르게 시유할 수 있고 쉽게 색 차이를 낼 

수 있으며 적은 양의 유약으로도 시유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고 하였다.119 산업 시설이 아닌 개인 도예가의 작업장에서 

스프레이 시유는 얇게 시유할 때보다 두껍게 시유할 때 

사용하기에 더 좋은 시유법이다.  

그러나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유약을 얇게 시유하여 깨끗한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었다. 

스프레이로 시유하면 기물에 작은 유약 방울들이 달라붙어 표면을 

덮게 되는데, 얇은 층을 시유하여 소성하게 되면 시유할 때 

유약이 만든 표면상의 요철이 충분히 퍼져 매끈하게 융합되지 

못하고 자국이 남을 가능성이 높다. 일정 두께 이상으로 

시유해야만 유약이 녹는 과정에서 유약방울 요철을 다 흡수하여 

유약의 표면이 평면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비교적 얇고 고르게 

                                            

 
119 엠마누엘 코퍼 외, 김남수 역, 『도예유약』, 미진사, 1992,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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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해야 하는 기물인 경우에 스프레이 시유법을 선택하는 것은 

다소 위험부담이 따르는 일이다. 얇게 시유해야 하는 기물을 

스프레이로 깨끗하게 시유하려면, 용융력이 좋아 요철에 민감하지 

않은 유약을 고르고 스프레이시 입도와 묽기를 잘 조절해야만 

한다.  

이런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스프레이 시유 방법은 얇게 시유할 

경우 보다는 두껍게 시유할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방법이다. 

또한 두껍게 시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유된 유약의 층이 젖지 

않아야 하는데, 스프레이 시유의 경우에 기물에 입혀지는 유약의 

양을 미량으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기물이 국소 부위별로 

조금씩 젖고 마르고를 반복하면서 길게 유약의 두께를 

쌓아나가기에 유리하다. 

 

ㄴ. 연구자의 작업과 스프레이 시유 

연구자는 주둥이가 좁고 몸체의 부피가 큰 병 형태의 작품을 

제작하였다.120 지름이 30cm 이상으로 기물의 크기도 크고, 잡을 

곳이 마땅치 않으며 주둥이가 좁아서 유약이 들어갔다 빠져 

나오는 속도도 늦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는 담금법으로 시유 

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따라서 먼저 깔 기를 이용하여 유약을 

부어 넣었다 따라내는 방법으로 안쪽을 시유하고 외부는 스프레이 

                                            

 
120 [그림 19] 참조 

[그림 19] 연구자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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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법으로 시유하였다.  

스프레이 시유는 내부 공간보다 외부 표면에 시유하기 좋은 

시유법이다. 연구자의 작업은 좁은 입구를 제외하고 거의 외부 

표면이기 때문에, 스프레이 시유에 특히 적합한 형태였다.  

 

ㄷ. 용천 청자와 스프레이 시유 

 

W.David Kingery와 Pamela B.Vandiver는 용이 목을 감고 

있는 모양의 부장품으로 쓰인 용천청자 항아리 121 의 외부가 

스프레이 시유와 비슷한 분무법으로 시유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122 그들의 추측은 항아리나 병과 같은 기물의 외부에 

유약을 두껍게 시유할 때에 스프레이 시유법이 유용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준다. 스프레이 시유법을 사용하면 담금법으로 

시유하는 것과 달리 경계가 티나지 않게 하면서 부분적으로 

두께를 다르게 시유하거나 서로 다른 유약을 자연스럽게 섞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연구자는 작업 중에 전체적으로 

                                            

 
121 [그림 20] 참조 
122 W. David Kingery, Pamela B. Vandiver, 『Ceramic masterpieces :

 art, structure, and technology』, Free, 1986, p.76. 

[그림 20] 용천 청자 부장품 항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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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약을 아주 두껍게 시유하면서도 전 부분의 얇고 예리한 

느낌만은 살려두고 싶었는데, 스프레이 시유법은 그런 부분적인 

차이를 보여주기에 적합한 방법이다.  

 

ㄹ. 스프레이 시유의 효과 

 

2장 pp.19~20에서 용천청자를 제작할 때 여러 번 반복해서 

시유를 하게 되면 한 번에 두껍게 시유하는 것보다 시각적으로 더 

오묘한 효과를 내게 되고,123  그 이유는 시유된 유약이 건조하는 

과정에서 표면에 염기성분이 몰리며 유층 사이에 집중된 입자의 

층을 형성하기 때문 124 이라는 W. David Kingery, Pamela B. 

Vandiver의 해석을 살펴보았다. 유약이 녹으면서 유약 내의 

성분이 고른 분포로 완전히 섞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위치별로 

분포가 달라진다는 사실에 기초한 이 해석은 연구자의 경험에 

비추어 볼때 쉽게 수긍이 간다. 예를 들어 한 번 담그거나 고르게 

뿌려서 시유한 기물의 표면이 살짝 건조된 후에 특정 부분에 

                                            

 
123 Nigel Wood, 『Chinese glazes : their origins, chemistry, and re-c

re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7, p.80. 
124 W. David Kingery, Pamela B. Vandiver, 『Ceramic masterpieces :

 art, structure, and technology』, Free, 1986, p.85. 

[그림 21] 스프레이 시유로 생기는 무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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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약을 덧입힌다거나, 재벌소성을 마친 기물의 말린 흠에 같은 

유약을 새로 메워 삼벌 소성 했을 때, 유약 표면이 함께 녹아서 

매끈하게 이어지나 유약을 새로 메운 경계선 부분에서 유약 

내부의 결정부분과 유리질부분이 살짝 분리되어 시각적인 경계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발색이 진한 

청자유일수록 더 쉽게 관찰되었는데, 유약 속에 녹아든 철분이 

경계를 더 선명하게 보이게 만들기 때문일 것이다.  

연구자는 이런 현상 덕분에 유약 내부에 고유의 무늬가 

생겨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125  유약의 표면은 다 녹아서 

평평해졌지만, 스프레이로 유약의 층을 쌓으면서 생긴 표면의 

계곡 같은 요철들이 소성 중에 녹으면서 결정 부분과 유리질 

부분으로 나뉘어 유약 층 안으로 마치 아기의 볼에 비쳐 보이는 

실핏줄과 같은 무늬가 형성되었다. 이 무늬는 요철을 크게 

형성하며 시유된 부분에서 선명하게 드러나며, 소성후 유약의 

표면에 깊이감과 신비감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었다.  

 

③  시유의 실행 

 

ㄱ. 작업에 필요한 설비 

 

스프레이 시유를 하게 되면 

분사되는 유약이 사방으로 날리고 

튀어서 청소가 힘들 뿐 만 아니라 

작업자가 미분을 들이마실 가능성도 

높으므로 반드시 환풍이 잘 되는 

스프레이 부스126에서 작업해야 한다. 

연구자는 공기를 빨아들이고 전면에 

물이 순환하며 계속 흘러내리는 

스프레이 부스에서 작업을 

진행하였다. 두껍게 시유하기 위한 

스프레이 시유 작업은 장시간 량의 

                                            

 
125 [그림 21] 참조 
126 [그림 22] 첨조 

[그림 22] 스프레이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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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유 장소에 조명도 잘 갖춰야 하고 

스프레이 건을 사용하기 위해서 형 에어컴프레셔도 필요하다.   

 

ㄴ. 스프레이 시유와 유약의 비중 

 

스프레이 시유에 사용할 유약의 적절한 농도는 유약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기물의 젖음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농도를 되게 맞추는 것이 좋다. 물에 재어 놓은 유약을 

하루 정도 묵히면 석분들은 아래로 가라앉고 윗물이 뜨게 되는데, 

이 물을 일단 다 따라내고 비중 맞추기를 시작한다. 많은 경우 

윗물을 모두 따라내고 시유를 해도 작업에 무리가 없지만, 유약의 

부유성을 결정하는 카올린이나 점토의 성분비에 따라 유약이 

분사구를 막아서 시유가 원활하게 되지 않거나 유약이 고체에 

가까운 상태로 분사되어 기물에 잘 안착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럴 

경우 유약에 물을 조금씩 섞어 비중을 낮추어 시유하면 분사도 

원활하고 유약이 기물에 쉽게 안착된다.  

 

ㄷ. 스프레이건의 사용법과 시유 요령 

 

연구자가 작업에 사용한 스프레이 건은 에어공구방식의 

IWATA W-100이다. 이런 종류의 스프레이 건은 바람의 세기와 

분사량, 분사 각도를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림 

23]을 보면 동일하게 생긴 나사형 조절장치가 3곳에 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번 나사는 분사각의 범위를 조절하는 것이고 

2번 나사는 분사량, 3번 나사는 바람의 세기를 조절하는 것이다. 

[그림 23] 스프레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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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나사로 분사각의 범위를 조절하면 I자 형에서 O자 형까지 

분사 면적의 형태를 기물 상황에 맞게 조절할 수 있고, 분사량을 

조절하는 나사는 항상 최 로 열어놓는 것이 편하다.  

작업 시 주로 조절하게 되는 부분은 3번 나사이다. 3번 나사는 

우측으로 돌릴수록 바람의 세기가 강해진다. 바람의 세기를 

약하게 설정하면 분사되는 입자의 개별 크기가 커지고 수량이 

적어지며 분사 줄기의 힘이 약해진다. 기물에 달라붙는 유약 

방울의 크기와 전체 양이 눈으로 파악 될 만한 정도이며 기물에 

유약이 맞고 반사되어 튕겨나가는 현상이 적기 때문에 기물이 

젖는 정도와 시유 상황을 조절하기 쉽다. 반면에 바람의 세기가 

강하면 분사되는 유약 입자의 개별 크기가 작아지고 수량이 

무한정 증폭되며 넓은 면적이 동시에 젖는다. 127  바람의 세기를 

강하게 조정했을 때 한 번에 분사되는 유약의 양도 많아지므로 

작업 속도가 더 빠를 수 있으나, 단번에 집중적으로 젖는 부위가 

많기 때문에 유약이 기벽에서 박리되어 시유를 망치기 쉽다.  

시유한 부위가 과도하게 젖으면 유약의 표면에 좁쌀만한 

크기부터 팥알만한 크기까지 기포가 생긴다. 일단 기포가 생기면 

그 부분의 유약이 소지에서 박리되었다는 뜻으로, 문질러서 

기포가 보이지 않도록 표면을 다듬어도 소성 후 그 부분의 유약이 

말리게 된다. 좁쌀 크기 정도의 기포는 문질러 없애면 간혹 

문제없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 이상의 크기로 기포가 생기면 

                                            

 
127 [그림 24] 참조 

          [그림 24] 바람 세기 조절에 따라 기물이 젖는 부위 
             (좌) 바람 세기가 약할 때  (우) 바람 세기가 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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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포가 생긴 부분을 완전히 파내고 말린 후 그 부분에 유약을 

새로 메워 넣거나, 깨끗하게 포기하고 기물을 씻어 말려 시유를 

새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기물이 젖어서 유약이 박리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보조적인 장치로, 기물 옆에 열풍기를 틀어 놓고 

작업을 하면 유약 표면이 마르는 속도를 가속시켜 작업 속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 

스프레이 건의 바람 세기를 강하게 설정하고 시유하면 기물이 

빠른 속도로 젖을 뿐 아니라 마르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바람의 세기를 약하게 설정했을 때에 비하여 작업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또한 바람의 세기를 강하게 하면 기물에 

맞고 반사되어 튕겨나가는 유약의 양이 많고, 형태에 따라 튕겨 

나온 유약이 현재 조준되고 있지 않은 다른 면에 가서 부슬부슬 

쌓이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바람의 세기를 

약하게 조절해놓고 시유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더 용이하다고 

판단하였다. 

 

ㄹ. 시유 두께의 확인 

 

스프레이 시유 작업 도중에는 육안으로 시유된 유약 두께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느다란 바늘을 작업 에 준비해 두고 

수시로 기물의 곳곳을 찔러 보아 유약의 두께를 확인하여 

전체적으로 고른 두께로 시유가 되도록 신경써 주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스프레이 시유 시 바늘 끝으로 찌른 자국은 소성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시유의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바늘로 찌른 자국이 소성 후 흠집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되도록 가는 바늘로 주의해서 찔러보아야 한다.  

[그림 25]  
시유 두께 확인용 바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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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주의할 점 

 

스프레이 시유를 한 기물의 표면은 요철이 심한 곰보 같은 

질감을 갖고 있는데, 소성하기 전에 절 로 이 표면을 문질러서 

다듬으면 안된다. 시유된 표면은 유약이 날아가 붙으며 층이 

형성되는데 상당히 성근 구조를 가지고 있다. 소성 중에 유약은 

성근 구조의 열린 틈새로 공기나 가스를 모두 배출하고 녹아서 한 

덩어리를 형성하게 된다. 만약 소성 전에 시유된 유약의 표면을 

문질러 메우게 되면 문지른 표면 아래의 성근 구조가 품고 있던 

공기와 가스들이 표면을 뚫고 방출되지 못하여, 커다란 기포가 

생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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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성 

 

 

①  산화와 환원 

  

가마의 소성 분위기는 가마 안의 연소 상태를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산화소성과 환원소성으로 나뉜다. 산화소성은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는 상황에서 불이 자유롭게 활활 타오르는 

완전 연소의 상태이다. 반면 환원소성은 불이 타오르기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환원소성 시에는 가마 안의 불길이 산소를 찾아다니다 

결국 가마 안에 적재된 기물의 소지와 유약에서 화학적으로 

결합된 산소를 뽑아낸다. 이때 소지와 유약에 포함된 금속 산화물 

성분이 산소를 빼앗기며 화학적 변화를 겪는다.  

색을 내주는 금속 산화물 성분은 산화소성과 환원소성에서 서로 

다른 색으로 나타난다. 산화철과 산화동은 도자기의 발색을 

위하여 사용되는 표적인 발색 산화물이다. 그중에서도 산화철은 

환원소성하였을 때 푸른 빛이 돌게 만들어주는 산화물로, 청자나 

푸른 빛 백자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하는 성분이다. 

이병하는 산화철이 지각을 구성하는 성분 중 실리카와 알루미나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요소로 지각의 약 

6~7%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였다.128  

두껍게 시유하는 청자유는 특히 산화철의 푸른 발색이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환원소성을 제 로 해야만 한다. 가마의 일부라도 

산화소성이 될 경우에는 누런색 계열의 황토색, 올리브색, 갈색 

등으로 발색하게 된다.  

                                            

 
128 이병하, 『나만의 유약 만들기 2 - 응용유약편』, 예경, 2005, p.230. 

[그림 26] 산화소성(좌), 환원소성(우) 에서 산화철의 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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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마 소성 시 조정해야 하는 부분들 

 

 연구자는 서울 학교 미술 학 도예전공의 가마 시설 중 각 

0.5m ³  크기와 0.7 m ³  크기의 LNG 가스를 이용한 도염식 

차형 가마를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소성 관련 내용 중 가마를 조절하는 것에 한 구체적인 설명들은 

이 두 가마의 환경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소성 중에 조작하는 

가마의 부분으로는, 전체 가스압을 조절하는 메인 가스 밸브, 

그리고 가마 안으로 실제 불길을 쏘아넣는 10개의 버너에 각각 

달려 있는 연료량 조절 밸브와 산소량 조절 밸브, 댐퍼, 

드래프트가 있다. 오니시 마사타로는 가스가마 소성시 산화와 

환원의 조절을 하는 방법으로 기본적으로는 댐퍼로 소성 분위기를 

조절하고, 미세한 조절은 3개 정도 되는 드래프트의 벽돌을 

이용한다고 하였다.129 그러나 연구자는 수십 차례의 소성 경험을 

바탕으로 드래프트의 벽돌을 모두 막아놓은 상태에서 댐퍼로 

연도의 열림 정도를 조절하여 환원분위기를 만드는 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댐퍼만으로 소성 분위기를 조절하였다.   
                                            

 
129 [그림 28] 참조 

오니시 마사타로, 『도예의 유약』, 박원숙 역, 푸른길, 2010, pp.326-327.

  

        [그림 27] 연구에 사용된 0.7 m³ 크기의 도염식 가스가마 

        [그림 28] 댐퍼와 드래프트  (大西政太郎의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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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마 안으로 들어가는 가스의 양을 조절하는 장치로 메인 

밸브와 각 버너의 밸브가 있다. 메인 밸브는 가마 전체의 

배관으로 들어가는 전체 가스압의 양을 결정하고 각 버너의 

밸브는 메인 밸브에서 할당해준 가스압 중 각각의 버너에서 어느 

정도의 연료를 출력할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미 

재벌소성을 한 기물을 다시 가마에 넣고 삼벌하거나, 아주 두꺼운 

기벽을 가진 기물을 소성하는 경우에는 초반에 아주 조심스럽게 

소성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약한 열기만을 유지해야 할 경우, 

혹은 구역별로 다른 상태로 예열을 가해야 하는 경우에는 10개의 

버너 중 각선 끝으로 두 개, 또는 네 귀퉁이의 버너에만 불을 

붙이고 소성을 시작한다. 그렇게 예열 단계가 끝나고 300℃를 

넘어서면 모든 버너에 마저 불을 붙여서 가마 안의 온도가 고르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외 일반적인 경우라면 불을 붙일 때부터 10개 버너의 연료 

주입량 조절 밸브를 모두 최 로 개방하고, 가마로 들어오는 

가스압의 총량을 조절하는 메인 밸브로 가스 주입량을 조절하여 

각 버너의 불길을 일괄적으로 제어하는 것이 편리하다. 하지만 각 

버너로 공급되는 산소의 양은 한꺼번에 제어할 수 없다, 각각의 

버너를 따로따로 조절하여야 한다.  

버너에 달려있는 산소 밸브는 가마로 유입되는 공기의 양을 

조절한다기 보다, 각 버너에서 가마 안으로 들어가는 불꽃의 

산소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산소를 주지 않은 상태의 불꽃은 

주황색을 띄며 불완전 연소하여 그을음이 생기기 쉽다. 산소를 

공급하면 불꽃이 작아지면서 불꽃의 아래쪽 중심부에서부터 

파란색으로 변하고 숴—하는 소리가 나기 시작한다. 산소를 가스 

출력량 비 적정한 양보다 많이 주게 되면 버너에서 펑 하고 

터지는 소리가 나면서 불이 꺼지게 되므로 적정한 양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최 치를 공급하는 것이 좋다. 특히 처음 

불을 붙일 때는 버너에서 나오는 불길을 최소로 조절하여 

촛불처럼 작은 상태로 시작하기 때문에, 산소를 줄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후 가스압을 높이는 정도에 따라 산소 밸브도 

점차 개방한다. 500℃ 정도가 되면 산소 밸브를 최 로 개방해도 

무방하다.  

일반적으로 환원 분위기를 만들 때 댐퍼의 조절과 동시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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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너의 산소 공급량도 줄여서 가마 안에 산소가 부족한 상황을 

만든다. 하지만 버너의 산소 공급을 줄일 경우 탁한 불꽃으로 

변해 가마 안에 그을음이 유입되어 유약이나 소지에 연이 먹을 
130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버너의 산소량을 줄이지 않고 

댐퍼만 조절하여 환원 분위기를 만들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성하는 과정 중 중요하게 조절해야할 요소가 가스 메인 밸브와 

댐퍼 두 가지로 압축되었다.  

댐퍼는 굴뚝의 개방 정도를 조절하는 판이다. 불길은 버너에서 

송출되어 가마 안을 돌다가 연도를 통해 굴뚝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연구자가 사용한 도염식 가마는 연도가 가마의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가마 양 옆 아래쪽에 위치한 버너에서 나온 

불길이 가마의 위쪽에 도달한 다음 가마의 가운데 아래쪽에 있는 

연도로 빠져나가는 원리이다.131  

댐퍼를 열게 되면 불길이 연도를 통해 외부의 산소와 접촉하여 

충분한 연소가 가능해 지기 때문에 산화 분위기가 된다. 그러나 

댐퍼를 적정량보다 많이 열면 굴뚝에서 빨아당기는 힘이 강하게 

작용하여, 버너에서 나온 불길이 미처 가마 위쪽까지 한 바퀴 

                                            

 
130 소성 중인 기물의 소지나 유약에 탄소로 인한 그을음이 끼어서 주로 

가장자리 등이 거뭇하게 나오거나, 유약과 반응하여 지저분한 효과가 나타

나는 현상을 두고 도예가들은 ‘연 먹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131 [그림 29] 참조 

글렌 C. 넬슨, 신광석•임무근 역, 『도자예술』, 미진사, 1994, p.261. 

              [그림 29] 도염식 가스가마에서 불길이 순환하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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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지 못한 채 연도로 빨려 들어가고 만다. 그러면 가마가 골고루 

데워지지 못해 결국 연료를 낭비하게 되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는 가마 안에 불길이 ‘모자라는’ 상황이다.  

반 로 댐퍼를 닫게 되면, 버너를 통해 가마 안으로 계속해서 

유입되는 불길이 굴뚝으로 빠져나가지 못하여 가마 속에 

포화상태가 되고, 가마의 기보다 많은 양의 불길이 산소를 찾지 

못해 불완전 연소하여 환원 분위기를 조성하게 된다. 이는 가마 

안에 불길이 ‘넘치는’ 상황이다. 댐퍼를 열고 닫아서 가마 안의 

열량이 넘치는지 모자라는지의 정도는 가마문에 달린 불보기 

구멍을 활용한다. 연구자가 사용한 가마들은 가마 전면의 

가마문에 위, 아래로 두 개의 불보기 구멍이 있다. 이 구멍은 

평상시에 내화벽돌로 막아두었다가, 소성 마지막 단계에서 콘을 

확인하기 위하여 열어보거나, 가마 안의 열량이 넘치는 상태인지 

모자라는 상태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열어본다. 가마 안의 

열량이 넘칠 때에는 불보기 구멍으로 불꽃이 밀려나오고, 모자랄 

때에는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댐퍼의 개폐 정도와 가마 안의 열량이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댐퍼를 여닫는 정도는 가마 안으로 유입되는 불꽃의 

세기와 함께 생각할 때에 의미가 있다. 같은 소성 분위기를 

유지하는 상황이라면 소성 초기 가스압이 약할 때에는 댐퍼를 

조금만 열었다가, 온도가 상승하고 가스압이 올라감에 따라 

댐퍼도 점점 더 열게 된다. 온도를 올리다가 환원을 걸어야 할 

시기가 되면 가스압을 올리는 정도에 비해 댐퍼를 더 많이 닫거나, 

댐퍼를 닫는 정도에 비해 가스압을 더 많이 올려야 한다. 댐퍼를 

더 닫거나, 가스압을 더 올리는 것은 동일하게 가마 안의 불길을 

‘넘치게’ 하는 행위이다.  

 

③  소성 단계별 유의할 점 

 

ㄱ.  초반부 소성 

 

초벌소성을 했더라도 두껍게 시유한 경우에 유약이 품고 있는 

습기의 양이 상당하기 때문에 초반에 불보기 구멍을 열고 천천히 

온도를 올려 시유한 기물이 머금고 있는 습기를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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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려주어야 한다. 댐퍼는 열기가 가마 안을 한바퀴 데우고 가볍게 

빠져나갈 정도로 조정한다. 요령은 댐퍼를 일단 끝까지 닫은 후에 

불보기 구멍에서 나오는 열기의 정도를 보면서 조금씩 빼는 

것이다.  

수분을 날려야 하는 초반이라 하더라도 고른 예열을 위하여 

아래쪽 불보기 구멍만 열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 위쪽의 구멍을 

뽑게 되면 가마 안의 열기가 아래쪽으로 내려오기 전에 위쪽 

구멍으로 빠져나가서 전체가 고르게 예열되지 않기 때문이다. 

댐퍼를 거의 닫은 상태로 소성을 시작하는것도 같은 이유이다. 

조정이 끝났으면 불구멍에서 나오는 열기에 습기가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천천히 잘 말려주어야 한다. 경험이 많이 쌓여 

숙련되었다면 조심스럽게 열기의 끝부분에 손을 어 수분이 

있는지 없는지 측정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안경이나 거울 

등을 어 보아 하얗게 김이 서리지 않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수잔 피터슨은 그의 책 『도자의 기술과 예술』에서 초벌을 한 

기물을 재벌하는 경우에는 약 600℃까지는 빨리 소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하였는데, 132  이는 유약을 얇게 시유하여 수분 

함유량이 적은 경우만을 고려한 것이다. 유약을 두껍게 시유하게 

되면 재벌소성이라도 초벌과정과 마찬가지로 수분을 고르게 

증발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반면 大 西 政 太郎은 재벌시 환원소성을 설명하면서, 시유된 

기물이나 가마, 내화판 등이 품고 있는 물리적인 수분이 

150~300℃ 사이에서 증발한다는 내용과 450 ℃  정도에서 

유약이나 소지의 결정수가 방출되기 시작한다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133  이는 두껍게 시유하는 청자유의 경우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134  재벌소성시 수분을 증발시켜주는 과정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150~300 ℃  사이에 가마를 천천히 데워서 젖은 기물을 잘 

말렸다 하더라도, 그 후에 방심하고 갑자기 온도를 올리면 두껍게 

시유된 유약이 소지에서 분리되어 벗겨질 가능성이 있다.135  

                                            

 
132 수잔 피터슨, 『도자의 기술과 예술』, 김순배 역, 예경, 2001, p.219. 
133 오니시 마사타로, 『도예의 유약』, 박원숙 역, 푸른길, 2010, p.340. 
134 오니시 마사타로, 『도예의 유약』, 박원숙 역, 푸른길, 2010, p.339. 
135 [그림 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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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西政太郎는“573℃ 의 온도 범위에서는 유약이나 소지의 

석영이 팽창합니다. 이 시기에 급하게 온도를 올리면 소지에서 

유약이 떨어져나가기도 합니다.” 136 라고 하였는데, 이는 시유할 

때 아무런 문제도 없었던 유약이 소성시 벗겨져 나가는 현상에 

한 좋은 답이 되어준다.  

 

ㄴ.  산화소성 단계 

 

불을 붙이고 나서부터 환원을 걸기 시작하는 온도인 950 ℃ 

까지는 산화소성을 한다. 앞서 기술했듯이, 산화소성이라고 하여 

댐퍼를 무턱 고 열면 안되고, 불보기 구멍에 열기가 나오는 

정도를 몸에 익혀 항상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조절해야 한다. 

가마로 유입되는 불길이 가마 전체를 적어도 한바퀴 이상 돌고 

나서 연도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가스압과 댐퍼를 조절해야 한다. 

이상적인 상태는 불길이 가마를 한 바퀴 돈 후 연도로 빠져 

나가서, 불보기 구멍 바깥으로는 열기가 넘쳐나오지 않고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열기가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 것만 

확인하면, 가마 내의 열량이 모자란 상태인지 딱 맞는 상태인지를 

알수 없으므로, 불구멍으로 아주 약간의 열기가 나오는것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가 좋다.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가스압에 

비해 댐퍼를 많이 연 상태로 산화소성을 계속 하게 되면 

                                            

 
136 오니시 마사타로, 『도예의 유약』, 박원숙 역, 푸른길, 2010, p.340 

[그림 30]  
소성 중 벗겨진 유약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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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에서부터 가마 내에 온도 차이가 나게 되는데, 고온에 가서는 

그 편차가 점점 벌어져 바로잡기가 어려워진다.  

반 로 댐퍼의 열린 양에 비해 가스압이 너무 높거나 가스압에 

비해 댐퍼가 많이 닫혀 있을 경우에는 불보기 구멍으로 열기가 

과하게 나오게 된다. 이 상태는 불길이 연소되기에 충분한 산소를 

얻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다. 유약을 두껍게 시유한 기물을 소성할 

때에는 이런 상태가 특히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친다. 가마 속의 

산소가 부족하면 불이 기물 내의 유기물들을 충분히 태우지 

못하게 되고, 이 때 발생한 탄소가 결국 소성이 끝날 때까지 

빠져나오지 못하여 기물에 분화구와 같은 큰 곰보자국을 

남긴다. 137  大 西 政 太郎은 이 단계에 하여, “950 ℃ 까 지 는 

유약이나 소지가 포함한 유기물이나 결정수를 충분히 분해시키고 

황화철을 산화시키기 위하여 공기를 충분하게 공급하고 통풍을 잘 

하면서 천천히 소성해야 합니다.”라고 설명하였다. 138  유약을 

두껍게 시유한 기물을 소성할 경우에, 특히 이 온도 구간에서는 

공기를 충분히 유입해주어 ‘맑게’ 때는 것과 동시에, ‘차분히, 

철저히 태워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유약 층이 두껍기 때문에 

                                            

 
137 [그림 31] 참조 
138 오니시 마사타로, 『도예의 유약』, 박원숙 역, 푸른길, 2010, p.341 

          [그림 31] 소성시 탄소를 다 배출하지 못한 유약의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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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속의 유기물들을 철저히 태워 날리는 데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소성 시간은 기물이 들어간 양이나 가마의 

크기 등 조건에 따라서 상 적으로 달라지는 것이지만, 큰 구형의 

기물들이라 여유있게 적재된 편이며, 이 경우, 700~900℃ 구간을 

2시간 정도 공들여 ‘천천히, 맑게’ 소성한 경우에 유약 

표면상의 핀홀이 가장 감소되어 나왔다. 

 

ㄷ.  환원소성 단계 

 

950℃가 되면 환원소성을 시작한다. 소성 분위기를 환원으로 

바꾸어 주는 것을 가리켜 도예가들은 ‘환원을 건다’는 표현을 

사용한다. 연구자는 온도 상승 곡선 단계에 맞추어 가스압을 올린 

후, 그에 비하여 댐퍼를 많이 닫아 주는 방식으로 환원을 걸었다. 

산화였던 소성 분위기를 환원으로 바꾸면 이전까지 불보기 

구멍으로 약하게 나오던 ‘열기’가 육안으로 식별되는 

‘불꽃’으로 변한다. 환원의 세기는 불보기 구멍으로 비집고 

나오는 ‘불꽃’의 크기를 보고 조절할 수 있다. 또한 환원을 

걸기 시작하면 가마의 온도가 전반적으로 떨어지게 되며, 불길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가마 안을 계속 맴돌아 산화소성시 발생한 

가마 내의 부분적인 온도 차이를 어느 정도 회복시켜준다. 환원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강하게 유지하게 되면 기물의 색이 탁해지고 

연을 먹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1100~1140 ℃  구간에서 

환원의 강도를 풀어주어 가마 속의 기를 맑게 순환시킨다. 

가마에 지속적으로 환원이 걸려 있다가 잠시 산화에 가깝게 

공기를 유입시켜주면 40℃의 온도가 생각보다 금방 올라버리기 

때문에, 가마 곁에서 상태를 주시하고 있다가 다시 환원 분위기로 

조절해 주어야 한다. 연구자는 같은 유약을 여러 소성 스케줄로 

소성해보았는데, 두껍게 시유한 여러 종류의 청자유들이 가장 

아름답게 발색되는 경우는 비교적 약한 환원 분위기의 소성이었다. 

약환원 분위기에서 소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환원으로 

소성한 시편들보다 더 푸르게 발색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 후로는 

청자유의 발색이 환원이 강하다고 더 파랗고 더 아름답게 나오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맑은’ 소성법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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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유약의 숙성 

유약을 두껍게 시유한 경우에 1100℃ 부근부터 최고 온도까지 

급하게 온도를 올리지 않고 천천히 온도를 올리며 숙성시킨다는 

느낌으로 소성하면, 유약의 표면이 고르고 반질반질하게 익어서 

탐스러운 윤기가 흐른다.  

 

ㅁ.  불끄기 

온도계 상의 온도보다 가마 재임 상황이나 소성시간에 따른 

가마의 열량을 고려하여 불 끄는 시점을 잘 선택해야 한다. 

적당한 시기를 놓치면 가마를 때기 위해 준비해온 그동안의 

수고가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ㅂ.  유약에 따라 다른 소성 환경 

 

유약의 특성에 따라 최적의 소성 환경은 각기 다르다. 같은 

온도 로 여겨지는 유약이지만 미묘하게라도 온도 가 다른 

유약들은 가능하면 한 가마에 모아 넣고 소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구자가 실험한 유약은 1280℃ 실험조건에 맞추어 

개발한 유약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목표한 온도 가 같지만 

그중에서도 온도가 살짝 못미치게 소성했을때 가장 아름답게 

나오는 유약이 있고, 온도를 살짝 초과해서 소성했을 때 최적의 

질감을 이끌어 내는 유약이 있다. 특히 용천청자의 유약과 매우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자잘한 기포가 유약의 매끄러운 

질감을 형성하는 도석 계열 유약의 경우, 어떻게 마무리 소성을 

하는가에 따라서 기포의 형성 상태가 달라지는데, 이에 따라 

유약의 표면이 민감하게 변화한다. 이런 류의 유약은 또한 유약 

재료의 미세한 성분 변화에 따라서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이기 

때문에, 소성 온도와 끌어주는 시간에 한 경험을 쌓아서 소성 

반응을 잘 익혀 두고, 석분을 새로 구입할 때마다 먼저 예비 

소성을 해봐야만 유약의 효과를 통제하고 균일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용천요에서는 각 유약이 가진 매력을 살리기 위해서 유약마다 

상당히 다른 온도 로 분류하여 소성하였다. 大西政太郎는 도석계 

유약과 장석계 유약의 소성을 비교하고 있는데, 도석계 유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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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크의 웰던 구이처럼” 소성하는 것이 좋고, 장석계 

유약은 “미디엄”으로 소성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ㅅ.  끌어주기 

 

반광택이나 무광택의 유약을 일반적으로‘매트유’라고 한다. 

매트유를 소성할 때에는 소성을 마치고 불을 끄기 전에 

끌어주기를 한다. 끌어주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가마가 최고 소성 

온도에 다다르면 그 상태에서 댐퍼를 많이 닫아서 가마 안의 

기를 강환원 상태로 만들어 가마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그 

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한편 매트유와 광택유의 질감을 

형성하는 것은 냉각 속도와 관련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결정유나 

매트유를 소성할 때에는 냉각속도를 천천히 내린다. 가마가 

천천히 식으면서 결정을 만들기 때문이다. 광택이 있는 투명유를 

소성할 때에는 가마가 최고 온도에 다다르면 곧바로 불을 끄고 

급랭하는 편이다.  

매트유를 소성하는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최고 온도에서 

열량을 일정시간 유지시켜 주는 것은 유약이 녹은 표면을 좀더 

고르게 만들고, 유약을 두껍게 시유한 경우, 유약이 녹은 후 유약 

안에서 미처 바깥으로 빠져나오지 못한 가스가 빠져나오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연구자가 사용한 청자유는 장석의 

함량이 아주 높은 유약인데, 장석에 포함된 알칼리 성분이 소성 

중 휘발하며 가스를 내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가스가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써 주어야 한다.  

끌어주기는 또한 온도를 올리지 않고 정체시킴으로써 가마 안에 

부분적으로 벌어졌던 온도 차이를 일정부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끌어주기를 하는 것은 밥을 맛있게 짓기 위해서 뜸을 

들이는 과정과 비슷하다. 불을 끄는 온도는 온도계 상의 숫자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목표 온도에 가까워지면 그 온도가 

되기까지 가마가 받은 열량, 소성 시간 등에 따라 온도계 상의 

숫자는 거의 무의미해 지기 때문이다. 온도계는 순간적인 가마의 

온도를 측정하지만 콘은 가마 속의 기물이 실제로 지속적으로 

받은 실제 열량을 측정한다. 개개인의 소성 요령에 따라 

끌어주기의 방법은 서로 다를 수 있다. 연구자가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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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청자유약은 목표 온도가 orton사의 콘 9번이 휘어 

바닥을 찍고 더 휘어지기 전에 불을 끄는 온도이다. 연구자는 콘 

9번이 반정도 휘었을 때 가마의 가스압을 1/2 정도로 확 낮추고 

댐퍼를 조절하여 환원 분위기를 만드는 방법으로 끌어주기를 

하였다. 끌어주기 상태에서 온도계 상의 온도는 올라가지 않지만 

기물이 받는 열량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콘이 계속 휜다. 그 

상태로 약 30여분간 유지하다가 콘 끝이 바닥에 닿으면 곧바로 

불을 끄고 소성을 마무리한다.  

 

ㅇ. 냉각과 냉파 

 

Margaret Medley는 “균열은 태토와 유약의 서로 다른 

팽창률로 인해 팽창된 것이 냉각될 때 생기게 된다”고 하였다.139 

유약을 두껍게 시유했을 경우에, 유약이 녹은 도자기 표면은 

두꺼운 유리에 가까운 상태이기 때문에, 빠르게 냉각할 경우 

냉파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소성을 마치면 불을 끄고 

자연 냉각에 들어간다. 가마가 식으면 일반적으로 200℃ 밑으로 

온도가 떨어졌을 때 문을 여는데, 가능한 한 천천히 여는 것이 

좋다. 특히 추운 겨울철에는 외부 온도가 낮기 때문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소성을 마친 후로부터 천천히 냉각시키다가 낮은 

온도에서 빨리 식혀 문을 여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139 마가렛 메들리,『중국 도자사 : 선사시대부터 청대까지』, 김영원 역,  

열화당, 1986, p.182. 

[그림 32] orton사의 온도측정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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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반에 빠른 속도로 냉각하더라도 낮은 온도 구간에 와서 천천히 

식혀 주는 것이 기물의 안전에 더 좋은 방법이다. 大西政太郎는 

가마를 900℃까지 급랭해도 의외로 냉파하지 않지만 석영의 전이 

온도인 573℃ 부근이나 250~200℃의 온도 범위에서 급랭하면 

갑자기 수축이 일어나 냉파하거나 유박리 혹은 균열이 발생한다고 

하였다.140  

불을 약하게 더 때 준다거나 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가마가 자연 

상태에서 냉각하는 속도를 인위적으로 조절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댐퍼를 꼭 닫고 불구멍 등 닫을 수 있는 틈은 모두 닫고 식혀야 

하며, 가마 벽이 두툼하여 열을 오래 보존하고, 갈라진 틈으로 

외풍이 들어오지 않는 가마에서 소성하는 것이 좋다.  

유약의 두께뿐 아니라 소지와 유약의 수축률 궁합 등 많은 

요소들이 냉파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연구자가 사용하는 백자 

소지는 특성상 기벽의 두께가 두꺼우면 냉파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유약의 두께가 동일해도 연구 초기 기벽의 두께를 

두껍게 성형한 기물은 냉파 확률이 매우 높아서, 냉각을 서서히 

시키고 난 후 낮은 온도에서 가마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 

깨져버리는 일이 허다하였다. 가마에서 꺼낼 때까지 멀쩡하다가 

상온에서 갑자기 펑 하고 터지기도 하였다. 소성하는 동안 팽창된 

기물은 냉각하면서 수축하는데, 가마에서 꺼낸 직후 기물 역시 

상온에서 완전히 식을 때까지 의외로 상당히 많은 수축을 한다. 

                                            

 
140 오니시 마사타로, 『도예의 유약』, 박원숙 역, 푸른길, 2010, p.349. 

[그림 33] 연구자 작업의 기벽 두께의 변화 
        (좌) 2009년: 약 11mm  (우) 2012년: 약 4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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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연구자의 작품처럼 내부가 넓고 입구가 좁은 병 형태는 

안쪽에 뜨거운 공기를 머금고 있어서 기벽이 두꺼우면 내부와 

외부의 수축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깨져버리고 만다. 大西政太

郎는 냉파 현상에 하여 "냉파는 신중하게 온도를 올리고 천천히 

가마를 식히지 않았을 때 기물에 부분적인 온도차가 생겨 소지의 

팽창과 수축이 왜곡되어 발생합니다"141라고 하였다. 

최근 연구자 작품의 기벽 두께가 상당히 얇아지면서 냉파를 

거의 겪지 않게 되었다.142  계절적 요인이나 가마의 노후로 인한 

보온력 감퇴 등 초창기 연구 환경에 비하여 더 급격한 냉각 

과정을 거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냉파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기벽 두께의 중요성을 잘 알려준다. 

하지만 기벽의 두께와 냉파율이 완전한 정비례 관계라고는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물레를 통하여 기벽의 두께를 1mm 이하로 

성형하고 얇게 시유하는 이인화의 작업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 143   이인화의 작업의 기벽은 최근 연구자의 

작업보다도 훨씬 얇은 1mm 이하의 두께를 를 항상 유지하였지만, 

연구자의 작업에 비해 냉파율이 더 낮은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소지의 두께와 유약의 두께 사이의 힘의 균형이나 유약과의 

수축률 궁합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냉파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141 오니시 마사타로, 『도예의 유약』, 박원숙 역, 푸른길, 2010, p.335. 
142 [그림 33] 참조 
143 [그림 34] 참조 

[그림 34] 이인화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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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연구자의 작품의 형태에 어울리는 마감처리를 찾는 것으로 

시작한 연구는 두껍게 시유하는 청자유에 한 관심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그것은 중국 송나라 청자와 유약 발전사에 한 연구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중국의 유약은 석회유에서 석회염유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두껍게 시유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송나라의 용천 청자가 나타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용천청자의 제작에 해 알아보면서, 용천청자는 상당히 

정교하고 세심한 기술과 노력을 요하며, 중국 도공들의 세 간에 

걸친 기술 전수와 정성으로 만들어진 문화유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현 에 청자유를 두껍게 시유하는 작가들에 해 재료를 

연구하는 일이 개인의 노력과 재능으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세  간 지식의 축적이 필요한 일이라는 것에 해서도 느끼게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청자에 한 특별한 애정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현재까지 청자유를 두껍게 시유하는 작업에 해서는 

연구 사례가 없어, 시간적 지리적 배경 하에서 두껍게 시유하는 

청자유에 한 연구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확인하였다. 

4장에서는 실제로 작품을 제작하면서 탐색한 청자유를 두껍게 

시유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유약의 조성, 시유, 소성방법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연구자가 두껍게 시유하기 좋았던 유약이 

어떤 조성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해 보았으며, 두껍게 

시유하기 위한 요령을 기술하였고, 두껍게 시유한 작품을 결함 

없이 소성하기 위한 소성상의 주의점들에 하여 정리해 보았다.  

유약의 조성으로는 장석의 함량이 매우 높고 석회석을 융제로 

이용하였으며 유약에 백토, 산화아연, 탄산바륨으로 유약의 

성질을 좋게 한 유약이 두껍게 시유하는 작업에 적합하였다. 

두껍게 시유할 때에는 유약이 말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으며 스프레이 시유법이 두꺼운 시유에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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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었다. 담금법으로 시유를 할 때에는 시유한 기물을 한 번 

더 초벌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두껍게 시유한 작품을 

소성할 때에는 매 소성 단계마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었다. 소성 

초기에는 시유된 기물이 품은 다량의 수분을 서서히 날려 주고 

탄소와 유기물이 충분히 탈 수 있도록 해야 했으며 유약이 녹는 

온도나 마무리불, 숙성 단계에서도 유약 내에 가스가 잔류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울여야 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유약을 두껍게 시유하는 것은 작업의 전 

과정에 거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난이도가 높은 작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를 뒷받침할 문헌상의 자료도 발견하였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두껍게 시유하는 작업을 안전하게 

성사시키는 조건을 알아보는 것이 중심이 되었고, 두껍게 시유한 

유약의 시각적 효과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유약의 조성, 시유 

소성법을 조절하여 유약 내의 기포나 결정 상태를 조절하여 좀더 

미세한 효과의 차이를 좇는 작업까지는 다루지 못한 데 한 

아쉬움이 남는다. 연구자의 목표가 용천 청자의 기술을 

재현해내는 것은 아니지만, 2장에서 가볍게 다루었던 W.David 

Kingery와 Pamela B. Vandiver, Nigel Wood의 용천 청자 

유약이 시각적 차별성을 지니는 이유에 한, 원료의 입자 크기나 

기포 및 결정 형성과 관련된 가설과 분석을 좀 더 탐구해서 

활용한다면 두껍게 시유하는 청자유 작업의 깊이가 한 층 깊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 한다.  

 

또한 이번 연구는 원래 작품의 제작에서 출발하였는데, 두껍게 

시유하는 일이 작품제작 전 과정에서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 

작업이며 다양한 경험적 지식의 축적을 요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제작 기법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원래 연구의 출발점이던 작품 자체에 해서 비중이 많이 실리지 

않은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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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esearcher created the shape of a bottle with a narrow 

diameter of the entrance making the entire bottle a fluent and 

smooth curve using a spinning wheel. 

Since there is no other element decorating the large surface 

besides voluptuous form comprising one curve, it is found out 

that thick celadon glaze best suits the art work of researcher as 

the surface treatment. Thus, this study on significance, 

historical discussion and manufacture method of work for thick 

celadon glaze has been performed. 

Thick glazed ceramics imply that all of technical conditions are 

well equipped in ceramic production such as glaze composition, 

glaze method and firing method. If it is glazed thinly, it may be 

okay without any critical defects. However, if it is done thickly, 

the limitation and drawbacks are disclosed immedi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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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 study for thick glaze covers all the important parts 

of ceramics production technology associated with glaze. 

Historical examples for thick glazed ceramics included Aft 

Nouveau Ceramics, Majolica, Chinese celadon and Hoeryeong 

ceramics. Among them, Chinese Longquan Celadon is in the 

midst of summit of these works. 

 

In chapter 2, the method of thick glazing was studied focused 

on the history of China ceramics. First, the development course 

of ceramic glaze in China was examined. The history of 

Longquan Celadon which was one of the most advanced forms 

of patterns of thick glaze celadon and characteristics of glaze 

were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of glaze were classified 

into composition, glazing and firing steps and examined. In 

chapter 3, the modern pattern of thick glazed celadon was 

examined and Fukami Sueharu and Jean-Francois Fouilhoux 

were carefully studied as representative artists. In chapter 4, 

actual manufacturing process of thick glazed celadon and 

conditions necessary to work were classified into glaze 

composition, glazing and firing steps, and investigated. The 

composition characteristics of glaze which the researcher used 

for thick glazed celadon were analyzed and the tips for thick 

glazing were described. Also precautions upon firing were 

summarized in order for firing of thick glazed work. 

 

In this study, the significance of work of thick glazed celadon 

was identified and condition for these safe works was mainly 

studied. It is expected to have the work pursuing more 

sophisticated effect by managing the glaze composi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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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ing method of glazing in order to have better visual effect of 

thick glazed ceramics through future further studies. 

 

 

Keywords : thick celadon glaze, Longquan Celadon,  

glaze composition, glazing, firing 

Student Number : 2008-21425 




	1.서론
	2.용천청자
	2.1.중국 유약 유형의 발전
	2.2.용천청자
	1)용천요와 용천청자의 역사
	2)용천청자 유약의 특징
	(1)조성
	(2)시유
	(3)소성



	3.청자유를 두껍게 시유하는 현대 작가의 사례
	3.1.후카미 수에하루
	3.2.장 프랑수아 푸이유

	4.청자유를 두껍게 시유하는 작품의 제작
	4.1.청자유를 두껍게 시유하는 작업의 특징과 의의
	4.2.두껍게 시유하기
	1)유약의 조성
	2)시유
	3)소성


	5.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