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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사람들은 오래된 사물의 부드럽고 광택이 사라진 표면을 통해 세월의

흔적을 느끼며, 그것을 세월의 아름다움으로 여긴다. 이 연구는 이렇듯

오래된 사물의 시각적 특성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조선 백자의 미감을 유약을 통해 재해석해보고자 하였다.

닳거나 긁혀 오래된 백자의 표면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유약으로 만들어지는 도자 표면의 느낌 혹은 분위기를 시각적, 그리고

촉각적으로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부드럽고 광택이 사라진 것의

특징을 표현하기 위해 본 연구는 무광택유를 큰 줄기로 하였으며, 제겔

식을 이용하여 무광택유를 조성하고, 이를 변형하여 기물에 적용하는 것

을 연구의 내용으로 담았다.

실험의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Al2O3 - SiO2 비 조정을 통한 기본유 결정 실험

② 석회석- 타융제 대치 실험

③ Al2O3 - SiO2 비 재조정 실험

④ 발색제 추가 실험

연구의 진행을 위하여 선택한 유약의 조성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도예

유약과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으나, 실험한 무광택유는 광택이 없으

면서도 질감과 색감이 부드러워 옛 백자의 느낌을 살리기에 적합하였다.

실험의 과정은 일반적 유약 실험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

로 이루어졌기에 다른 연구자들이 새로운 특성의 유약 체계를 고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유약의 각 융제별 특성과 발색제 효과의 내용 또

한 일반적 유약 제작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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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어 : Al2O3, SiO2 , 무광택유, 조선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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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동기와 목적

오래된 사물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다. 오래된 것들이 모여있는 박물

관은 그 대표적 사례이다. 일상 생활에서 오래 사용한 사물과 마찬가지

로,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오래된 것들은 색이 많이 바래거나 닳아있다.

원래는 알록달록한 다채색 건물이었다고 하는 그리스 신전을 오늘날 우

리는 무채색의 흰 석조 건물로 떠올리며 그 백색의 순수함을 동경한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오래된 것들의 시간이 경과한 표면을 통해 세월의 흔

적을 느끼고 그것이 아름답다고 여긴다.

조선 백자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사진으로 유명한 사진가 구본창은

도자기를 촬영하고 사진 후작업을 통해 도자기 표면의 광택을 없애고 부

드러운 느낌이 나도록 수정하였다. 이 백자 사진 작업에 대해 그는 이렇

게 언급했다.

백자를 다시 만난 2004년부터 세계의 주요한 백자 컬렉션을 찾아다니며 오랫

동안 백자 촬영에 열중했다. 탈과 마찬가지로 도록이나 박물관 안내서에서는 찾

을 수 없는, 나에게만 살결을 드러내 보여 주는 백자의 모습을 잡아내고 싶었

다. 색상과 무늬가 화려한 청자에 비해 백자는 덤덤하지만 그 수수한 멋 속에

드러나지 않는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 처음에 내 마음을 끌었던 루시 리의

백자도 시간의 흐름을 반영하듯 닳고 여기 저기 긁힌 흔적이 많았지만 나는 그

것이 우리의 자화상 같아서 오히려 좋았다. 언제 깨질지 모르는 운명을 안은 채

몇 백 년의 세월을 견디고 살아남은 백자에 새겨진 스크래치는 우리가 삶에서

얻은 상처처럼 느껴졌다. 삶은 상처의 연속이기에, 다행히 깊은 균열은 없다 해

도 우리는 모두 소소한 스크래치를 안고 살지 않는가.1)

구본창은 자신의 백자 사진 작업 과정에 있어, 백자의 닳고 긁힌

1) 구본창, 『공명의 시간을 담다: 시간을 수집하는 사진가』, 컬처그라퍼, 2014, 2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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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적을 보았을 때 개인적으로 가졌던 긍정적 심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

이렇듯 ‘오래된 것’으로 여겨지는 사물이 보여주는 시각적 특성에 대한

관심이 이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다. 연구자는 오래된 도자기가 주는

표면의 느낌을 현대 도자기에서 재현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발생할지에

대해 주목하였다. 그리고 오래된 도자기의 표면 느낌을 유약 실험을

통해 만들어내어, ‘오래된 것’이 주는 시각적 특성을 현대 백자의 표면에

적용해보고자 하였다.

현재 한국에는 한국 옛 도자기를 원형으로 삼아 작업하고 있는

도예가가 많으나, 대부분은 옛 도자기의 형태나 재료를 유사하게

모방하거나 전통 기술을 응용하는 정도에 머문다. 그동안 조선 백자가

주는 독특한 분위기에 관해서는, 단순한 해석을 뛰어넘는 새로운

재료학적 시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도자공예가 조형도자,

환경도자 등 순수미술 방향으로 폭을 넓히던 1980년대에 새로운

재료학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대부분이 조형 도자의 표면

처리에 사용되는 유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전통을 기반으로 발전하는

도자기의 재료학적 지식과는 동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조선 백자를

비롯한 한국의 도자 유물은 형태에서 뿐만 아니라 재료적 측면에서도

재해석할 수 있는 폭이 매우 넓다. 백자 유약에 대한 재료학적 연구는,

전통을 기반으로 한 한국의 현대 도자의 미감을 모색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구본창의 사진 작업이 실제 백자와 백자가 있는 공간을 시각적으로

재해석하여 오늘날 사람들이 사랑하는 한국의 백자의 전형적 모습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백자 작업을 하는 연구자는 백자의 표면을

재료학적으로 재해석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시각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측면에서도 새로운 효과를 제시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였다.

따라서 연구자는 도자 역사에서 재료적, 기술적으로 정점에 있었던

조선시대 백자의 미감을 존중하며 성형한 기물에 유약 연구를 통한

독특한 표면 처리를 시도하여, 조선 백자의 미감을 담고 있으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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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적으로 새로운 표면의 효과를 만드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삼았다.

도자 작품의 감상과 평가는 시각적으로 인지될 뿐만 아니라

촉각적으로도 이루어진다.2) 따라서 도자기 표면을 물질적 측면에서

재해석할 수 있다면, 닳아서 부드럽다고 인식하게 만드는 시각적 특성을

물질적으로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현대

백자의 미학이 단순히 전통을 아름답게 모방하는 것에서 벗어나, 유약을

통한 새로운 표면 효과로 인해 또다른 현대 도예의 가능성으로 재탄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옛 도자기의 표면을 물질적으로 구현하는 여러가지 방법 중에서, 본

연구는 유약의 시각적, 물질적 효과에 집중하였다. 유약은 소지를

보호하고 도자기의 표면을 장식하는 소재이다. 기물에 유약을 입혀

장식하는 것은 소지 자체를 장식하는 것에 비해 비교적 적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표면 효과를 낸다는 점에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표면 장식 기법이다. 따라서 연구는 기물이 가진 시각적

효과를 보이는 방법중 유약 실험을 주제로 하였다.

기물은 백자소지를 재료로 물레 성형기법을 이용하여 성형하였다.

물레 성형기법은 전통적으로 한국 백자 작업에 가장 많이 사용된 성형

방법이다. 또한 제작하는 과정에서 기물의 형태적 변화를 손으로 직접

느낄 수 있어 유약에 적합한 형태를 찾아내는 데 가장 효율적인 제작

방법이기에 본 연구에 적합한 성형 방법으로 판단하였다. 더불어 유약의

질감과 색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비교적 단순한 형태로

성형하였다. 연구의 핵심은 기물의 표면을 이루는 여러 가지 무광택유에

대한 실험을 개진하여, 연구 목적에 적합한 유약을 개발하고, 이를

성형한 기물에 적용하는 것이다.

2) 김상우, 「도자 표면 연마를 통한 촉각적 교감」,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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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약을 통한 도자기 표면 처리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유약 중에서도 광택이 없는 성질을 가지는 유약을 큰 줄기로

실험하였다. 무광택유는 표면의 빛 반사가 적고 질감이 부드러워 옛

백자의 느낌을 구현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무광택유의 여러 가지 종류와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기본유를 제작한 후 유약 실험을 통해 조성을 조정·변형하여 기물에

적용하였다. 유약 실험을 계획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실험자는 기존

유약의 기본적 성질을 알고 싶은 경우, 기존 유약 데이터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 유약 데이터의 특정 성분을 다른 성분으로 대치하는 경우

등 상황에 따라 알맞은 실험을 계획하게 된다.

연구는 제겔식을 이용한 유약 실험을 기본으로 하였다. 유약의 성질을

쉽게 이해하고 조정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유약 성분의 조정을

중량식이 아닌 제겔식(실험식, 시성식)으로 바꾸어 실험하게 된다.3)

제겔식이란 독일의 화학자 Hermann August Seger가 만들어 낸, 유약의

조성을 나타내는 방법이다. 제겔식은 유약의 산화물을 화학적 특성에

따라 염기성 산화물, 중성 산화물, 산성 산화물로 나누는데, 이 분류에

따라 배열된 유약의 성분 구성은 그 유약의 성질을 추측할 수 있도록

돕는다. 따라서 제겔식은 원하는 유약의 성질에 따라 성분의 종류와

사용량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4)

연구자는 제겔식을 기초로 한 실험을 통해 무광택유를 제작하기 위한

기본 유약을 선택하고, 이 기본유를 변화시키는 여러가지 실험을 통해

다양한 유약 결과를 얻고자 하였다. 그리고 실험을 통해 얻은 실험

결과물 중 균열이 적거나 표면이 부드러워 성질이 우수하고, 유약의

시각적 효과를 잘 보여주는 경우를 선택하여 기물시편에 적용하였다.

그럼으로써, 조선 백자가 가진 분위기를 현대 백자의 표면을 통해

재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3) 글렌 C. 넬슨, 임무근·신광석 역, 『도자예술』, 미진사, 2001, 218면.

4) 제겔식에서 각 산화물의 몰(mole)량은 세 그룹으로 분류하여 표시한다.

x1 RO,
x2 R2O y R2O3 z RO2

x1, x2, y, z는 각 산화물의 몰(mole)량, 단, x1+x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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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무광택유의 정의와 형성방법

1. 무광택유의 정의

유약의 발견은 기원전 5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가장 이르게는

“Egyptian Paste”로 알려진 이집트 지역에서 개발된 유약성분과 소지의

혼합물이있다.5) 중국에서는 토기를 고온에 소성하면서 장작에 포함되어

있는 재의 성분이 기물에 붙어 유리질화하는 현상에 착안하여,

상대(上代)에 이미 이를 의도적으로 이용한 소성법이 개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6) 이러한 유약성분의 발견과 고온 소성 기술이 결합하여

오늘날의 자기가 탄생되었고, 자기는 도자 역사 중에서 가장 발전된

형태의 기술로 여겨진다.

자기의 발견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흐른 오늘날, 현대 도예는 다양한

방법으로 도자 재료와 기술을 발전시켜왔다. 특히 제작자의 표현 욕구가

증대함에 따라 도자 표면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고, 따라서 제작자들은

다양한 종류의 유약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유약의 분류 방법은 통일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표면의 성질에

따라서 투명유, 불투명유, 광택유, 무광택유로 나뉜다.7) 이를 더 세분화

하여 실투유, 유탁유, 결정유 등으로 나누기도 한다.8) 또 다른 방법으로

유약의 성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특정 성분에 따라 바륨유, 아연유,

티탄유, 프리트유, 백운석유 등으로 유약의 종류를 나누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광택이 없는 도자기의 시각적, 물질적 특성에

주목하였으므로, 유약의 분류를 크게 광택유와 무광택유로 하고자 한다.

광택유는 표면에 광택이 있는 성질의 유약이다. 불투명 성분을

5) Daniel Rhodes, Clay and Glazes for the Potter, KRAUSE, 2000, 130면.

6) 마가렛 메들리, 김영원 역, 『中國陶磁史』, 열화당, 1986, 61면.

7) Daniel Rhodes, 앞의 책, 216면.

8) 오니시 마사타로, 박원숙 역, 『陶藝의 유약』, 푸른길, 201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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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지 않는 대부분의 유약을 잘 녹을 때까지 소성하면 맑고 투명하며

광택이 나는 성질을 가지게 된다. 산업 도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투명광택유의 경우, 유약이 기물의 흡수성을 차단해주어 산성·알칼리성

물질이 잘 흡수되지 않아 위생적이므로 식기용으로 사용된다.9) 또한

소성 과정에서 온도 변화에 민감하지 않고 융점을 맞추는 것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애용된다. 그러나 광택유로 인해 도자 표면의 광택이

지나치게 심하면 기물의 형태나 색을 방해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무광택유는 광택이 없는 성질의 유약으로, 빛 반사율이 떨어져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무광택유는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결정질 유약을 가리킨다. 결정질 유약이란 냉각과정에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미세한 결정이 유약층에 생겨나서 반사율을

떨어트리는 방식의 무광택유이다.10) 무광택유는 빛의 반사가 적고

질감이 부드러워, 광택유에 비해 도자기의 표면을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긁힌 자국이 많이 남는다는 단점이

있고, 지나치게 광택이 없는 경우에는 유약층이 표면과 접촉한 물질을

흡수하여 기물의 색을 변화시키거나 기물의 강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식기나 산업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일반적인 무광택유의 형성 방법, 즉 결정질

무광택유와는 다른 방법으로, 유약의 용융 온도보다 낮게 소성되거나

특정한 융제가 과포화되는 등의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무광택 표면이

생성된다. 이러한 경우들은 유약의 결함으로 여겨질 수도 있으나, 본

연구는 이를 수용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일반적 방식의 결정질 무광택유뿐만 아니라,

소성온도 조정이나 융제 과포화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무광택 표면 또한 무광택유와 같은 시각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도자 표면에 적용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 지에

9) 송준규, 「CaO, K2O 및 SiO₂조성 변화에 관한 투명유약 연구」, 『기초조형학연

구』, 15권 3호, 기초조형학회, 2014, 177면.

10) 黃聖淵, 「釉藥用 無光澤釉에 관한 硏究: S.K.8番을 中心으로」, 『陶藝硏究』, 第 16

輯, 梨花女子大學校 美術大學 陶藝硏究所, 1994, 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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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도 알아보았다.

2. 무광택유의 특성

광택이 없는 유약 표면은 단번에 보는 사람의 이목을 끌지는 않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사람의 손이 오랜 시간 닿았거나 혹은 오래 전부터

존재했던 것 같은 느낌을 준다. 현대 도예가들은 광택유보다 무광택유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유면의 빛 반사가 적어 제작한 기물의

형태를 시각적으로 방해하지 않고, 산업도자 제품과는 다른 부드러운

표면을 만들어내어, 보는 이의 시각적 흥미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 도예가들은 부드러운 무광택 표면을 만들기 위해 무광택유를

이용하는 방법 이외에도, 화장토 등의 내화성 물질을 덧바르거나 혹은

유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등의 방법을 이용한다. 또한 소지의 색을

온전히 드러내면서도 매끄러운 질감을 추구하려는 경우에는 무유로

소성한 기물 표면을 연마하는 기법을 이용하기도 한다.

다양한 표면처리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대표적

유럽 작가로 독일의 Karl Scheid를 들 수 있다. 그는 1929년 독일의

Lengfeld에서 태어나 1958년부터 그의 아내인 Urshla Scheid와 함께

작업했으며, Rosenthal의 디자이너로 오랫동안 일하였다.11) 그는

물레성형, 이장성형 또는 핸드빌딩 기법을 이용하여 제작한 석기질의

기물에 다양한 유약을 시유하는 작업을 한다. 기물의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기물에 적합한 유약을 찾아내어 이를 적용하고 대체로 유색

무광택 유약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일관성이 있다. 유약의 효과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 형태적으로 기물의 전 부분을 강조하거나, 기물을 음각

또는 양각으로 장식한 후 시유하여 의도한 표면 효과를 낸다.

Karl Scheid는 여러 가지 유약 중에서도, 아연이 포함된 무광택유와

이산화망간, 산화철, 탄산동 등 발색제가 첨가된 유약을 적극적으로

11) http://www.oxfordartonline.com/subscriber/article/grove/art/T031531pg7?q=Karl+Sc

heid&search=quick&pos=1&_start=1#first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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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Karl Scheid의 작품12)

사용하였다. 그의 작업은 다양한 유약 실험을 하고, 이에 적합한 형태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무광택유 활용의 우수한 사례이다.

또다른 사례로 미국 도예가 Claude Conover를 들 수 있다. 그는

1907년 Pittsburgh에서 태어나 상업 디자이너로 30년 일한 후 도예를

시작하였다. Cleveland Institute of Art에서 도자 공부를 마친 후, 같은

도시에서 줄곧 작업하였다. 그의 작품은 대체로 점점 입구가 좁아지는

곡면의 석기질 화병 또는 병의 형태를 띠고 있다. 얼핏 보면 물레성형을

12) 사진 출처 http://www.gruppe83.de/gruppe83_archiv.php?tag=SC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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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Claude Conover의

작품14)

이용하여 기물을 제작한 것 같으나, 대부분의 작품은 흙판을 밀어

원통형을 만들고, 거기에 흙을 붙여 연결하는 방식으로 성형되었다.13)

그의 기물은 회색, 검은색, 갈색 등의 색을 띠어 암석과 같은 느낌을

준다. 여러가지 도구를 이용하여 표면을 긁어낸 후 다른 색의 화장토를

상감하여 전체적으로 무광택하게 완성된 표면 처리 방법 덕분에 더욱

암석과 흡사한 느낌을 준다.

이렇듯 무광택한 표면의 특성은 기물의 형태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시각적·물질적으로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따라서 연구자는 이러한

무광택유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옛 백자의 표면 같은 질감과

시각적 효과를 만들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1260°C 이상의 고온 소성용 유약은 약 0.5 Al2O3 – 5

13) http://www.auctioncentralnews.com/index.php/columns-and-international/ceramic

s-collector/3131-ceramics-.

14) 사진 출처 https://paddle8.com/work/claude-conover/34963-vessel.

15) 사진 출처 https://paddle8.com/work/claude-conover/34963-vessel.

[그림 3] Claude Conover의

작품 세부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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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O2의 범위 내외에서 제작된다.16) 그러나 본 연구에서 실험한 기본유의

조성은 0.7 Al2O3 – 2 SiO2로 일반적인 유약의 조성보다 Al2O3 의

함유량이 많고, 상대적으로 SiO2의 양이 적다. 이러한 유약은 융제를

적게 첨가하여 덜 흐르는 유약으로 조성하면 광택이 없고 단단한

조약돌과 같은 질감을 갖는다. 반면 융제를 많이 첨가하거나 혹은 융제

역할을 하는 발색제를 첨가하여 흐르는 성질을 극대화하면 마찬가지로

광택은 없지만 용암처럼 흘러서 굳은 듯한, 기포가 있는 표면이 생긴다.

이러한 유약은 긁힘에 약하고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유약과는 여러 측면에서 거리가 멀고, 경우에 따라서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유약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약이

알맞은 기물에 적용되었을 때는 일반적인 무광택유가 보여줄 수 있는

느낌과는 매우 다르게 새롭고 견고한 물성을 창출하여, 오래 보아도

질리지 않는 자연스러운 무광택 표면을 보여줄 수 있다.

3. 무광택 표면을 만드는 방법들

광택이 없는 표면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유약의 융점에 비해 낮은

온도로 소성하여 유약을 덜 녹이는 방법이다. 비슷한 방법으로 알루미나

성분을 추가할 수 있다. 유약의 융점을 높이는 알루미나의 역할로 인해,

결과적으로 같은 소성 온도라면 유약이 덜 녹아 광택이 없는 표면이

생성되기 때문이다. 무광택유를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은 유약에 백색도를

추가하여 광택과 투명성을 잃게 하는 것이다. 이는 칼슘 또는 마그네슘

성분을 증가시켜 표면의 광택을 줄이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유약에 실리카 성분이 많은 경우, 냉각 속도를 늦추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결정이 생기고 이 결정들이 빛 반사를 줄여서 유표면의 광택이

사라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바륨 성분이 많을 때에도 결정질의 무광택

16) 黃聖淵, 「釉의 生成 관한 考察 (Ⅱ) : 釉藥 의 種類와 調合式」, 『陶藝硏究』, 第 7

輯, 梨花女子大學校 美術大學 陶藝硏究所, 198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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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약 표면을 얻을 수 있다.

이를 요약하면, 무광택 유약을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유약의 융점에 비해 소성온도를 낮춘다.

② 알루미나 성분을 상대적으로 증가시킨다.

(SiO2 성분을 상대적으로 감소시킨다.)

③ 칼슘 또는 마그네슘의 양을 상대적으로 증가시킨다.

④ 유약의 실투성을 보이기 위해 실리카 성분을 증가시키고 냉각

속도를 늦춘다.

⑤ 약 0.2mole 이상으로 바륨 성분을 증가시킨다.17)

위 방법들은 소성 과정에서 유약의 표면 성질이 결정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는 도구와 기술을 이용하여 소성 전 또는 소성

후의 처리 과정을 통해 광택이 없는 표면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소성 후 결과물을 산처리하여 화학적으로 피막을

분해함으로써 무광택 표면을 만들어내는 유럽 현대 도예가 Hans

Coper를 들 수 있다. 그는 작품 표면에 여러 가지 실험을 하였는데,

소지의 표면을 문지르거나 유약을 여러층 입힌 후 결과물을 갈아내는

등의 방식으로 독특한 표면 처리를 시도하였다.18) 산처리를 이용하는

방법은 아름다운 표면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효과적이지만, 산처리

과정에서 염산, 불산과 같은 강한 산성 물질을 이용하기 때문에 맨

손으로 작업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피막 분해 과정에서 인체에 매우

유해한 기체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보호 장비와 환풍 시설이 필요하다는

큰 단점이 있다.

또 다른 유표면 처리 방법은 물리적 힘으로 표면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유표면 연삭이 대표적이다. 이는 일반적인 표면 처리 방법이 아니나,

17) Daniel Rhodes, 앞의 책, 218면.

18) http://www.metmuseum.org/research/metpublications/Lucie_Rie_Hans_Coper_Mas

terworks_by_Two_British_Po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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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표면은 소지보다 강도가 낮아 연삭하기 쉽다는 점을 활용한 방식으로,

유약의 표면 아래 유약층의 색이나 결정을 드러낼 수 있어 새로운

느낌의 표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 방법들 중 Al2O3 - SiO2의 비를 조정하는 과정에

알루미나 성분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이용하였고, 나아가 위에 언급한

마그네슘, 바륨 등의 융제를 비롯한 스트론튬, 아연 융제를 증가시키는

실험을 통해 유약 표면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방법은 작품의

소성 온도가 결정되어 있는 경우, 유약 성분 조정을 통해 가장 쉽게

유표면 성질을 바꿀 수 있는 방법으로, 무광택유 뿐만 아니라 광택유를

실험할 때에도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유약 실험 방식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물을 1280°C로 소성할 때 유약 성분 조절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무광택유의 효과를 실험한 것이라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무광택 표면 형성 방법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알루미나 성분을 상대적으로 증가시킨다.

(SiO2 성분을 상대적으로 감소시킨다.)

② 무광택 현상을 촉진시키는 융제인 마그네슘, 바륨, 스트론튬,

아연을 증가시킨다.



13

[표 1] 유약 원료의 화학조성19)

성분

원료
SiO2 Al2O3 Fe2O3 CaO MgO Na2O K2O TiO2 Ig.Loss

SD

소다장석

69.1 18.3 0.18 0.39 0.03 10.2 0.16 - 0.52

청주 석회석 0.08 0.05 0.04 54.2 0.39 - 0.02 - -

김천 규석

(석영)

99.5 - 0.02 0.03 - - 0.04 - -

인도네시아

고령토

43.31 40.18 0.64 0.008 0.05 0.03 0.79 0.21 14.25

백운석 0.8 0.3 0.15 31.5 21.5 - - - -

활석 60.2 1.90 0.13 0.22 31.84 - - - 4.21

(Wt.%)

Ⅲ. SiO₂함유량이 적은 무광택유의

실험 및 결과

1. SiO₂함유량이 적은 무광택유의 실험 방법

∙ 원료

본 연구 및 실험은 현대소재 실크소지 RAC-203을 기본 흙으로

사용하였으며, 유약 제작에 사용된 원료로는 SD 소다장석, 청주 석회석,

김천 규석, 인도네시아 고령토, 그리고 활석, 백운석을 사용하였다.

탄산스트론튬, 알루미나, 탄산바륨, 하소아연은 화공약품을 이용하였으며,

발색제로는 코발트안료(석산도재 cobalt A 안료/퍼유산업 s12 안료),

산화철(Fe2O3), 탄산동(CuO)을 이용하였다. 유약 원료의 화학조성은

표1과 같다.

19) 인성기업사 제공.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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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백자소지의 조합비20)

∙ 시편 제작

알맞은 습도로 교반된 흙은 진공 토련기를 이용해 기포를 제거하였고,

토련된 흙을 적당한 크기로 나누어 도판기를 이용해 두께 약 5mm의

일정한 판을 제작하였다. 이후 고무 스크래퍼와 스폰지로 시유할 면을

매끄럽게 다듬어 시유에 용이하도록 하고, 일정한 크기로 흙판을 잘라

소성시 불이 잘 닿도록 살짝 구부린 후, 시편의 받침이 될 면과 시유될

면을 수직으로 붙여 시편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시편은 천천히 건조시킨

후 950°C에서 초벌소성하였다.

시편 제작에 사용된 현대소재 실크소지 RAC-203의 대략적 화학조성은

다음과 같다.

20) 현대소재 제공.

[그림 4] 백자소지 시편

원 료 조 합 비

도석 30

고령토 25-35

장석 10-15

규석 10

수입 점토

(가소성 점토)

10



[표 3] 시편 소성 그래프

15

∙ 유 배합 및 시유 방법

제겔식을 통해 조성한 각 유약은 유약 당 40g 혹은 60g 단위로

중량비를 산출하고, 정해진 중량에 따라 원료를 배합하였다. 이후,

배합된 원료에 물을 넣고 250mesh 체에 걸러 입자를 일정하게

만들어주었다. 만들어진 유약은 하루나 이틀정도 놔두었다가 위에

떠있는 물을 따라내고, 적절한 정도의 농도가 되었을 때 시편에

시유하였다. 시유는 시유면의 두께 차이에 의한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숟가락으로 세번에 걸쳐 시유하였는데, 가장 얇게 시유된 면은 약

0.5mm 정도, 가장 두껍게 시유된 면은 약 1.2mm 정도이다.

∙ 소성 방법

시편은 유약 당 두개씩 만들어 각각 환원소성, 산화소성을 했으며,

모두 Cone9(1280°C)로 소성하였다. 환원소성은 도염식 가스가마로,

산화소성은 전기가마로 약 10시간에 걸쳐 소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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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iO₂함유량이 적은 무광택유의 실험 방법과 결과

본 연구 내용인 무광택유 실험을 진행하기에 앞서, 기본유를 선택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기본유 실험의 목적은 Al2O3 와 SiO2의 비를

일차적으로 고정하기 위한 것으로, 유약의 대략적 성질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필요한 기본유의 조성을 석회유의 융제 구성으로

결정하였다. 석회유란 일반적 유약 조성의 융제 구성에 있어, 장석과

함께 대부분을 석회 성분이 차지하는 유약이다.

석회유를 기본유로 사용한 이유는 석회유가 동양에서 가장 먼저

개발한 재유를 기원으로 하며, 장석과 석회석은 유약의 융제로서 가장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석회유는 표면에

균열이나 기포가 없어 질감이 좋으며, 발색에 유리하다는 장점 때문에

일반적 유약 실험의 기본유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

연구 내용에 앞서, 실험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전체 실험 내용 및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유약 성분 중 SiO2는 유약의 뼈대 역할을 하고, Al2O3는 유약의

내구성과 점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근육과 같은 역할을 한다. Al2O3와

SiO2는 유약 제작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성분이므로,

Al2O3와 SiO2가 어떠한 비로 조합되었을 때 연구자가 의도하는

유표면을 생성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가장 먼저 Al2O3와 SiO2의 비율

조정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유약의 기본유는 석회유로 하였으며,

석회유의 융제 구성은 유약 실험에서 기본 석회유로 널리 쓰이고 있는

조성인 0.3 K2O, 0.7 CaO로 하였다. 실험을 통해 기본유로 사용할

무광택유의 Al2O3 – SiO2 비를 0.7 mole Al2O3 : 2.0 mole SiO2로

고정하였다.

기본유인 석회유의 조성을 광택이 없는 유약의 조성인 Al2O3 와

SiO2의 비로 고정한 후, 첫째로 융제에 따른 유약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해 석회석을 타 융제로 대치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 실험은

석회유의 융제 성분 중 CaO 성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SrO, BaO, M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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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nO로 대치하는 것으로, 석회석이 아닌 다른 융제가 유약의 성질을

결정할 때 나타나는 유표면의 변화를 보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로, 0.7 mole Al2O3 : 2.0 SiO2로 고정되어있던 Al2O3와 SiO2의

비를 재조정 하는 실험을 하였다. 이는 극적인 무광택 표면을 가진 실험

유약들이 가진 유표면의 광택 정도와 유약 수축률을 Al2O3 - SiO2의 비

재조정을 통해 수정하여, 보다 안정적인 무광택 유약을 제작하기 위한

실험이었다.

세 번째로는 앞서 진행한 융제 대치 실험, Al2O3 – SiO2 비율 조정

실험의 시편 중 각 융제가 유약에 나타내는 유표면 특징이 두드러지고

균열이 적은 결과를 선택하여 발색 효과를 내는 Co, Fe, Cu성분이

포함된 코발트 안료(석산도재 cobalt A 안료/ 퍼유산업 s12안료),

산화철(Fe2O3), 탄산동(CuO)을 추가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위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물 중 표면 상태가 양호하고

안정적인 유약을 선택하여, 중용량 또는 대용량으로 만들어 기물 시편에

적용하였다.

정리하자면, 본 연구에서는 제겔식을 기초로 한 실험을 통해 기본

유약의 조성을 선택한 후, 이 기본유를 변화시키는 세가지 실험을

진행할 것이다. 실험의 내용과 구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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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l2O3 - SiO₂ 비 조정을 통한 실험 방법과 결과

Al2O3와 SiO2는 유약 제작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성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Al2O3와 SiO2가 어떠한 비로 조합되었을 때

연구자가 의도하는 무광택 유표면을 생성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가장

먼저 Al2O3와 SiO2의 비율 조정 실험을 진행하였다.

앞서 언급한 석회유를 기본으로 하여, Al2O3와 SiO2의 성분비를

변화시켜가며 기본이 될 Al2O3와 SiO2 비율 결정 실험을 진행하였다.

제겔식의 구성은 0.3 K2O (x) Al2O3 (y) SiO2

0.7 CaO

로 하였으며,

Al2O3는 0.1mole, SiO2는 1.0mole 단위로 증가시켰다. SiO2가 약 1

mole인 경우는 실험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유약이 아예 녹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적인 유약 실험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SiO2가 4.0mole 초과인 경우의 실험을 진행하지 않았는데.

이는 대부분의 경우 광택이 있는 표면을 보이며, 광택이 없는 경우에도

Al2O3 함유량이 많은 무광택유의 표면에 비해 거친 질감을 보이기

때문에21), 양호한 무광택 유표면을 얻기 위한 범주에서는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Al2O3와 SiO2 mole의 비율과 이에 해당하는 유약은 표 5와 같으며,

실험 결과 유표면 성질은 표6과 같다.

21) 黃聖淵, 「釉藥用 無光澤釉에 관한 硏究: S.K.8番을 中心으로」, 『陶藝硏究』, 第

16輯, 梨花女子大學校 美術大學 陶藝硏究所, 1994, 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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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Al2O3- SiO2 비율에 따른 유표면 결과

(mole 비율)

석회유의 조성을 기본으로 했을 때, 표 6의 대각선을 중심으로 오른쪽

은 광택유의 성질을 보였고, SiO2가 3.0mole이고 Al2O3가 0.7mole로 일

반적 유약의 조성보다 비교적 많았을 때 좋은 반광택유의 성질을 보였

다. 이러한 반광택유 영역 안에서 SiO2의 양이 줄고 Al2O3가 늘어날 때

좋은 성질의 무광택유를 얻을 수 있었는데, 이는 일반적인 광택유의 조

성인 약 0.4 mole Al2O3- 4 mole SiO2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Al2O3

의 양이 많고 SiO2의 양이 적을수록 우수한 무광택유가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예술도자분야에서는 SiO2의 양이 많은 경우의 무광택 유약

이 현탁성과 시유성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자연히 Al2O3가 많이 포함된

무광택유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22), 실험 결과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시편 발색 면에 있어서는 대각선을 중심으로 오른쪽 영역은, 환원소성

22) 黃聖淵, 「釉藥用 無光澤釉에 관한 硏究: S.K.8番을 中心으로」, 『陶藝硏究』, 第 16

輯, 梨花女子大學校 美術大學 陶藝硏究所, 1994, 52면.



21

의 경우 푸른 색을, 산화소성의 경우 노란 빛을 띠었으며, 왼쪽 영역은

환원, 산화소성 모두 상대적으로 흰색을 띠고 있었다. 이는 Al2O3가 상

대적으로 적을 때 유약에 투명하고 광택이 있는 성질이 생기면서 고령토

에 함유된 철분이 색을 내기 때문이다.23)

SiO2의 mole량이 4.0인 영역의 실험에서는 유약이 떨어져 나오거나

물방울 모양으로 수축하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는 Al2O3 2 SiO2 2

H2O인 고령토의 화학식에서 알 수 있듯, 화학적으로 결합된 수분

때문에 소성과정에서 유약의 부피가 줄어들면서 기물에서 떨어져

나오거나 물방울 모양으로 수축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하소된 고령토를 사용하면 보완할 수 있는 결함으로 판단된다.

백 무광택유의 영역에서 Al2O3가 0.9mole에서 1.0mole로 높아지면 SiO2

의 mole량과는 상관없이 유약이 녹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시편

의 유표면 결과는 그림 5, 6과 같다.

23) 송준규, 「CaO, K2O 및 SiO2 조성 변화에 관한 투명유약 연구」, 『기초조형학연

구』, 15권 3호, 기초조형학회, 2014, 1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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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Al2O3 – SiO2 계의 변화에 따른 유표면 결과

(환원소성의 경우)

[그림 6] Al2O3 – SiO2 계의 변화에 따른 유표면 결과

(산화소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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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도가 뛰어나고 표면 질감이 좋았던 무광택유 영역은 0.5∼0.8

Al2O3 - 2 SiO2 였다. 이 구간의 무광택유는 미세한 균열이 있지만 기

물로부터 떨어져 나오거나 깨지듯 갈라지지 않아 장식성이 있었으며,

표면이 부드럽고 매끄러워 무광택 기본유로 선택하기에 적합하였다. 그

중 가장 표면에 균열이 적은 유약은 0.7 Al2O3 - 2 SiO2의 비율을 가진

유약이었으므로, 이 유약을 실험 기본유로 결정하였다.

이 비율은 일반적 유약의 융제 역할을 하는 석영의 양이 적은 비율로,

일반적 유약 조성비로는 적합하지 않다. 유약에 석영이 부족하면 유약의

유동성이 크며 균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석영 함유량이 적은

유약은 광택이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무광택 유표면

효과를 의도하기 위한 이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비율의 유약을 기본유로

선택하였다.24)

따라서 이후의 실험은 시편 m.0.4의 결과인 0.7 Al2O3 - 2 SiO2로

mole량을 고정하여 진행되었다.

2) 융제 대치 실험 방법과 결과

위 실험을 통해 Al2O3 와 SiO2의 mole량을 고정한 후, 융제 대치 실험

을 진행하였다. 융제 대치 실험은 Al2O3 - SiO2의 비율을 고정한 후 석

회유 융제인 석회석을 다른 융제로 대치하는 실험으로, 각기 다른 융제

의 역할과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석회석의 칼슘 성분을 대치

한 융제는 탄산바륨, 탄산스트론튬, 활석, 백운석, 하소아연으로, 광택이

없는 유약 제작에 쓰이는 융제들 중 가장 일반적이고 효과가 분명한 융

제들이다.

따라서, 제겔식의 구성은 0.3 K2O 0.7 Al2O3 2 SiO2

0.7 x CaO

y 대치융제

24) 이병하, 『나만의 유약 만들기- 기본유약편』, 예경, 2004, 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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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된다.

K2O의 mole량을 0.3으로 고정하고, CaO와 대치 융제를 0.1mole 단위

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실험하였다.

예를 들어 대치 융제가 탄산바륨인 경우, 실험은

0.3 K2O 0.7 Al2O3 2 SiO2

0.6 CaO

0.1 BaO

에서 출발하여 BaO가 CaO의 전량을 대치하는 0.7mole까지

조절하였다.

∙ 탄산바륨 (BaCO3)

탄산바륨으로 융제를 대치한 실험 결과는 그림 7,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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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바륨은 BaO 성분의 융제 제공을 위한 재료인데, 유독성을 갖고

있어 취급 및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바륨 유약은 일반적으로 투명한 성

질의 유약을 만드는 데 많이 쓰이며, 색유를 만드는 데 있어 발색에 도

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5) 바륨의 양을 조절하여 광택을 지닌 투

명한 표면부터 건조하고 바위 같은 표면까지 변화를 만들 수 있다.26)

탄산바륨으로 대치한 실험 결과, 대체로 양호한 무광택 표면을 보였으

나, 환원소성의 경우 바륨의 양을 0.3mole로 늘이면 유약에 미세한 균열

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산화소성의 경우 환원소성의 경우보

다 미세한 결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바륨의 양이 0.1mole로 적을 때

에는 유약에 기포가 생기거나 균열이 생겼다. 바륨의 양이 0.3mole인 경

우 가장 매끄러운 표면을 보였으며, 0.6mole 이상으로 쓰였을 때에는 유

약이 기물에서 떨어져 나오는 현상을 보였다.

25) 이병하, 『나만의 유약 만들기- 종합편』, 예경, 2014, 74면.

26) 송미경, 「Matt釉藥에 관한 硏究」, 이화여자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1985, 8면.

[그림 7] 융제 CaO- BaCO3 계의 변화에 따른

유표면 결과

(환원소성의 경우)

[그림 8] 융제 CaO- BaCO3 계의 변화에 따른

유표면 결과

(산화소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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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산스트론튬 (SrCO3)

탄산스트론튬 대치 실험의 결과는 그림 9, 10과 같다.

탄산스트론튬은 일반적으로 탄산칼슘이나 탄산바륨보다 비싸나 유약에

서의 작용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잘 쓰이지 않는다.27) 그러나 실험결

과 다른 융제와 달리 환원소성에서 회색 또는 짙은 회색빛을 내고 유약

에 기포가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스트론튬의 mole량이 높아질수

록 유면이 더 짙은 회색을 띠었다. 이러한 유면 발색은 간혹 결함으로

여겨질 수도 있으나, 석기점토 등 알맞은 소지와 결합되었을 때 흥미로

운 표면 효과를 보여주는 가능성이 될 수도 있다.

반면 산화소성에서는 무난한 무광택유의 표면을 보였다. 스트론튬의

mole량이 적었을 때에는 작은 결정질이 드물게 분포했으나, 스트론튬의

양이 많아질수록 결정질의 간격이 조밀해지고 결정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27) Daniel Rhodes, 앞의 책, 144면.

[그림 9] 융제 CaO- SrCO₃계의 변화에 따른

유표면 결과

(환원소성의 경우)

[그림 10] 융제 CaO- SrCO₃계의 변화에 따른

유표면 결과

(산화소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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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이 흰색으로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스트론튬의 mole량이

많아질수록 유약에 작은 기포가 생기면서 잘 녹지 않아 푸석푸석한 질감

을 보였다.

∙ 산화아연 (ZnO)

ZnO는 유약에 첨가했을 때 비단과 같은 유표면이 생성되었으며, 일반

적으로 발색이 양호한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28) 산화아연은

소성과정에서 유약의 수축에 의해 유약이 말리거나 떨어져 나오게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29), 일반적으로 산화아연은 하소하여 사용한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산화아연의 전량을 하소아연으로 사용하였다. 산화아

연 대치 실험 결과는 그림 11, 12와 같다.

28) 송미경, 「Matt釉藥에 관한 硏究」, 이화여자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1985, 8면.

29) Daniel Rhodes, 앞의 책, 145면.

[그림 11] 융제 CaO- ZnO계의 변화에 따른

유표면 결과

(환원소성의 경우)

[그림 12] 융제 CaO- ZnO계의 변화에 따른

유표면 결과

(산화소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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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석 (3MgO 4SiO2 H2O)

CaO 성분을 MgO 성분으로 대치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료로는 활석,

백운석, 탄산마그네슘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MgO성분 융제 중 활석과

백운석을 사용하였다. 활석의 화학식은 3MgO 4SiO2 H2O로 백운석과는

달리 포함하고 있는 SiO2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여 실험을

계획하였다. 활석의 대치 실험 결과는 그림 13, 14와 같다.

유백제로 쓰이는 활석은 함유량이 적었을 때에는 미세한 흰색 결정이

두드러지게 보였으나, 함유량이 많아질수록 결정질이 조밀해지면서 더

깊은 유백색 표면이 되었다. 환원소성에서는 유약 색이 약간 푸르게 변

하여 결정이 더 두드러졌다. 산화소성에서는 유약 바탕 색과 결정 색이

흡사하여 결정이 잘 보이지 않아 더 부드러운 느낌을 주었다. 활석의 첨

가량이 많을수록 유면에 광택이 생겼으며, 0.6mole 이상이면 유약이 잘

녹지 않았다. 활석의 양이 0.1mole 이하로 부족한 경우에는 유면에 균열

이 생겼다.

[그림 13] 융제 CaO- MgO (활석)계의

변화에 따른 유표면 결과

(환원소성의 경우)

[그림 14] 융제 CaO- MgO (활석)계의

변화에 따른 유표면 결과

(산화소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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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운석 (CaCO3 MgCO3)

백운석은 마그네슘 성분과 석회성분을 모두 포함하므로, 백운석에 포함

된 CaCO3 성분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른 융제실험과

는 달리 mole량의 폭을 줄여서 실험하였다. 백운석의 대치 실험 결과는

그림 15, 16과 같다.

유약 제조시 석회석의 일부를 백운석으로 사용하면 유약의 열팽창계수

가 낮아져, 균열 유약 또는 무균열 유약의 열팽창계수를 조절하는 데에

사용된다.30) 백운석을 융제로 한 유약의 경우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아름

다운 백색과 질감을 보였지만, 유약과 소지의 수축율이 맞지 않아 균열

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환원소성에서 백운석이 0.3mole인 경우에

표면의 마그네슘 결정이 가장 잘 보였으며, 균열이 없으면서도 가장 부

드러운 질감을 보였다.

30) 이병하, 『나만의 유약 만들기- 종합편』, 예경, 2014, 72면.

[그림 15] 융제 CaO- MgO (백운석)계의

변화에 따른 유표면 결과

(환원소성의 경우)

[그림 16] 융제 CaO- MgO (백운석)계의

변화에 따른 유표면 결과

(산화소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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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산바륨(BaCO3) · 산화아연(ZnO)

바륨과 아연은 융제 중 가장 양호한 무광택유를 조성하는 것으로 알려

져있다. 본 연구는 단일 융제 대치 실험을 진행한 후, 그 중 가장 부드러

운 무광택 표면을 보여준 두 융제를 같이 사용하는 실험을 진행하여 더

욱 양호한 표면이 생성되는지를 알아보았다. 탄산바륨과 산화아연은 같

은 mole량으로 증가시켰다. 탄산바륨과 산화아연의 대치 실험 결과는 그

림 17, 18과 같다.

바륨과 아연을 이용한 무광택유는 산화소성과 환원소성에서 모두 대체

로 양호한 표면을 보였다. 미세한 결정이 생겼으나 크게 두드러지지 않

았으며,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우윳빛의 유면을 보였다. 산화소성에서는

두 융제의 함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미세한 결정의 크기가 조금씩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7] 융제 CaO- BaCO₃, ZnO계의

변화에 따른 유표면 결과

(환원소성의 경우)

[그림 18] 융제 CaO- BaCO₃, ZnO계의

변화에 따른 유표면 결과

(산화소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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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광택유의 변형 방법과 결과

∙ Al2O3-SiO2 비 재조정 실험 결과

앞서 실험한 무광택유는 표면에 광택이 없다는 점에서는 실험 의도에

맞았지만, 경우에 따라 균열이 크게 생겨 사용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

았다. 따라서 기본유 실험 결과 중 일부 시편을 선택하여 Al2O3와 SiO2

의 비를 재조정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을 위해 선택한 유약은 결

정 등 융제가 가진 특징이 잘 드러나지만, 균열이 크거나 표면이 부드럽

지 않아 사용성이 떨어지는 유약이었다. 이 유약의 Al2O3와 SiO2의 비를

재조정하는 실험을 통해 유약의 특징을 유지하면서도 광택 정도를 조절

하면 유표면의 균열을 줄이거나 질감을 매끄럽게 하였다.

실험은 스트론튬, 활석, 바륨·아연 대치실험 결과물 중 표면에 균열이

크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유약 특유의 결정이나 질감을 잘 나타내는 시

편을 선택하여 Al2O3와 SiO2의 비를 재조정해보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재조정 실험은 크게 두가지 방법으로 진행하였는데, 첫번째로 SiO2의 비

는 그대로 두고 Al2O3의 양을 단순 감소시켜 상대적으로 SiO2가 증가하

는 효과를 보이는 방법이고, 두번째로는 융제를 증가시켜 유약을 더 녹

이는 효과를 내면서, 증가된 융제만큼 순수한 Al2O3의 양과 SiO2의 양을

줄이는 방법이다. Al2O3와 SiO2의 비 조정 실험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Al2O3의 양을 단순 감소시킨다.

② 대치 융제의 증가분에 따라 타 융제의 함량을 줄이고,

Al2O3와 SiO2를 모두 감소시킨다.

위와 같은 재조정 방식에 따라 실험을 두 가지로 분류하여 실험①,

실험②로 진행하였다. 실험①의 제겔식은 기존 유약 조성에서 Al2O3를

0.1mole씩 단순 감소시켰고, 실험②는 기존 유약 조성에서 대치 융제를

0.1mole씩 증가시킨 후, 타 융제와 Al2O3, SiO2를 각각 증가된 융제

양으로 나누어 감소시켰다. 두 가지 실험을 위해 선택한 기본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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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0.4.1.0 (스트론튬 무광택유)

0.30 K2O 0.70 Al2O3 2.00 SiO2
0.60 CaO
0.10 SrO

m.0.4.1.1 (스트론튬 무광택유)

0.30 K2O 0.70 Al2O3 2.00 SiO2
0.50 CaO
0.20 SrO

m.0.4.3.0 (마그네슘 무광택유)

0.30 K2O 0.70 Al2O3 2.00 SiO2
0.60 CaO
0.10 MgO

m.0.4.5.2 (바륨·아연 무광택유)

0.30 K2O 0.70 Al2O3 2.00 SiO2
0.30 CaO
0.20 BaO
0.20 ZnO

조성은 다음과 같다.

[표 7] Al2O3- SiO2비율 재조정 유약의 조성

위 실험을 통해 유약의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융점을 조절하여 유약의

광택 정도와 표면의 질감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 이후 무광택유의

Al2O3와 SiO2의 비 조정 실험 결과인 매끄러운 질감의 유약 또한 발색제

추가 실험의 내용으로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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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0.4.1.0/ m.0.4.1.1 (스트론튬 무광택유)

스트론튬 무광택유 실험①의 결과는 그림 19, 20, 21, 22와 같다.

[그림 21] Al2O3 - SiO2의 비 재조정 실험 ①

(기본유가 m.0.4.1.1인 경우)

(환원소성의 경우)

[그림 19] Al2O3 - SiO2의 비 재조정 실험 ①

(기본유가 m.0.4.1.0인 경우)

(환원소성의 경우)

[그림 20] Al2O3 - SiO2의 비 재조정 실험 ①

(기본유가 m.0.4.1.0인 경우)

(산화소성의 경우)

[그림 22] Al2O3 - SiO2의 비 재조정 실험 ①

(기본유가 m.0.4.1.1인 경우)

(산화소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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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론튬을 융제로 하여 Al2O3의 양을 감소시킨 유약의 경우, 환원소

성에서 기포가 더욱 많이 발생한 점을 제외하고는 환원소성과 산화소성

이 서로 유사한 성질을 보였다. 조정이 적은 구간에는 미세하게 반짝이

는 스트론튬 입자가 비교적 잘 보였으나, Al2O3를 단순 감소시킴에 따라

상대적으로 SiO2의 양이 증가하게 되어 유약의 융점이 현저하게 낮아졌

다. Al2O3의 양이 감소함에 따라 유표면은 점점 광택을 보였으며, 유약의

유동성이 매우 커지면서 물처럼 흐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실험②의 내용은 표 8, 9와 같으며, 실험 결과는 그림 23, 24, 25,

26과 같다.

[그림 23] Al2O3 - SiO2의 비 재조정 실험 ②

(기본유가 m.0.4.1.0인 경우)

(환원소성의 경우)

[그림 24] Al2O3 - SiO2의 비 재조정 실험 ②

(기본유가 m.0.4.1.0인 경우)

(산화소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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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제를 증가시키고 상대적으로 Al2O3와 SiO2의 mole량을 감소시킨 경

우, 산화소성과 환원소성에서 모두 유사하게 유면에 광택이 없는 성질이

유지되었고, 조정량이 많아질수록 유약의 유동성이 커지면서 미세한 균

열을 보였다. 환원소성의 경우 기본유와 유사하게 회색빛 또는 휘발한

탄산동이 묻어난 붉은 빛을 보이면서 산화소성의 경우보다 기포가 더 많

이 생겼으며, 조정량이 많아질수록 유약의 유동성이 증가하다가 약 0.4∼

0.5 Al2O3- 1∼1.5 SiO2의 구간에서는 유약이 기물로부터 분리되는 현상

을 보였다.

[그림 25] Al2O3 - SiO2의 비 재조정 실험 ②

(기본유가 m.0.4.1.1인 경우)

(환원소성의 경우)

[그림 26] Al2O3 - SiO2의 비 재조정 실험 ②

(기본유가 m.0.4.1.1인 경우)

(산화소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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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0.4.3.0 (마그네슘 무광택유)

마그네슘 무광택유 실험①의 결과는 그림 27, 28과 같다.

활석을 융제로 하여 Al2O3의 양을 감소시킨 유약의 경우, 환원소성에서

마그네슘 결정이 확연히 보인 것을 제외하고는 조정에 따라 환원소성과

산화소성에서 서로 유사한 성질을 보였다. 조정이 적은 구간에서는 기본

유와 비슷하게 광택이 없는 표면을 보였으나 미세한 균열이 생겼으며,

Al2O3가 감소함에 따라 유면에 광택이 생기고 유동성이 증가하였다.

반면, 실험②의 내용은 표 10과 같으며, 실험 결과는 그림 29, 30과 같다.

활석을 증가시키고 상대적으로 Al2O3와 SiO2의 mole량을 감소시킨 경우,

표면에 광택이 없는 성질을 유지했으나 조정량이 많아짐에 따라 결정의

크기가 커지고, 유약의 유동성이 증가하였다.

[그림 27] Al2O3 - SiO2의 비 재조정 실험 ①

(기본유가 m.0.4.3.0인 경우)

(환원소성의 경우)

[그림 28] Al2O3 - SiO2의 비 재조정 실험 ①

(기본유가 m.0.4.3.0인 경우)

(산화소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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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Al2O3 - SiO2의 비 재조정 실험 ②

(기본유가 m.0.4.3.0인 경우)

(환원소성의 경우)

[그림 30] Al2O3 - SiO2의 비 재조정 실험 ②

(기본유가 m.0.4.3.0인 경우)

(산화소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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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0.4.5.2 (바륨·아연 무광택유)

바륨·아연 무광택유 실험①의 결과는 그림 31, 32와 같다.

탄산바륨과 하소아연을 융제로 하여 Al2O3의 양을 감소시킨 유약의 경

우, 환원소성의 경우 양호한 무광택유로 출발하여 Al2O3의 양이 감소할

수록 유면이 투명해지며 광택이 생겼다. 0.45~0.5 Al2O3-2 SiO2구간에서

가장 양호한 반광택 표면을 보였으며, 이 구간에서 균열 또한 가장 적었

다. Al2O3의 양이 0.4mole인 구간에서 매우 투명한 광택유의 성질을 보

였는데, 물과 같이 투명한 유면에 미세한 기포와 함께 다시 균열이 생기

기 시작하였다.

반면, 실험②의 내용은 표 11과 같으며, 실험 결과는 그림 33, 34와 같

다.

[그림 31] Al2O3 - SiO2의 비 재조정 실험 ①

(기본유가 m.0.4.5.2인 경우)

(환원소성의 경우)

[그림 32] Al2O3 - SiO2의 비 재조정 실험 ①

(기본유가 m.0.4.5.2인 경우)

(산화소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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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바륨과 하소아연을 같은 mole량으로 증가시키면서 상대적으로

Al2O3와 SiO2의 mole량을 감소시킨 경우, 바륨 아연 결정이 미세하게

보이는 기본유의 성질을 보였으나, 조정이 적은 부분에서부터 유약의

표면이 양호하지 않았으며 융제의 증가에 따라 유약이 기물에서 떨어져

나오는 현상을 두드러지게 보였다.

∙ 발색제 추가 실험 방법과 결과

기본유 실험 결과들과 Al2O3 - SiO2 비율 재조정 실험 결과들 중,

표면에 균열이 적고 결정·색 면에서 스트론튬, 산화아연, 마그네슘,

바륨이 유약에 미치는 시각적 효과가 큰 시편을 선택하여, 발색제 추가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을 위해 선택한 발색제는 현재 도예 유약

제작에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세가지로, Co, Fe, Cu성분을

[그림 33] Al2O3 - SiO₂의 비 재조정 실험 ②

(기본유가 m.0.4.5.2인 경우)

(환원소성의 경우)

[그림 34] Al2O3 - SiO₂의 비 재조정 실험 ②

(기본유가 m.0.4.5.2인 경우)

(산화소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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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는 코발트안료(석산도재 cobalt A 안료/퍼유산업 s12 안료),

산화철(Fe2O3), 탄산동(CuO)을 이용하였다.

코발트는 발색 성분 중 가장 안정적인 성분으로, 대부분의 소성

환경에서 파란색을 낸다. 일반적으로 유약에 0.25% 첨가되었을 때

하늘색을 내고, 0.5%일 때 진한 파란색을 내며, 1%일 때 짙은 파란색을

내다가 1%가 넘어가면 검은 빛의 파란색 또는 검은색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1) 코발트는 철, 동 등 다른 발색제들과 마찬가지로

유약에서 강력한 융제 역할을 한다.

철은 처음부터 도자 역사와 함께한 산화물로, 붉은색이나 짙은 색을

내는 흙 또는 돌, 모래에 철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흙 상태일

때 철 성분은 대체로 황갈색이나 갈색, 붉은 갈색, 혹은 노란색을 띤다.

그러나 철은 소성온도, 소성 환경에 따라 다양한 반응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철 성분을 포함하는 유약 재료로는 일반적으로 산화철을

사용한다. 산화철은 환원분위기에서 소성될 경우 초록색 또는 푸른색을

내며, 산화분위기에서 소성될 경우 노란색 또는 갈색을 낸다.32)

구리는 기원전 3000년 전 이집트에서 쓰인 Egyptian paste라는 유약을

만드는 데 사용된 산화물로, 구리 성분을 넣기 위해 일반적으로는

탄산동을 사용한다. 탄산동은 산화소성 하였을 때 청색 또는 흑색

유약이 되고, 환원소성 하였을 때에는 붉은색 또는 자주색을 띤다.33)

본 연구에서는 앞서 진행한 실험의 시편들 중 융제별로 한가지 유약을

선택한 후 코발트안료, 산화철, 탄산동을 증가시키면서 추가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이후 가장 좋은 발색을 내고 표면이 좋은 시편을 선택하여

특정 발색제를 0.1% 단위로 미세 조정하는 추가 실험을 통해 부드러운

발색을 내는 유약을 선별하고자 하였다. 코발트안료와 산화철은 0.5%씩

증가시켜 2%까지, 탄산동은 0.5%씩 늘려 3%까지 조성하였으며, 이후의

미세 조정 실험은 0.1%단위로 0.3%까지 증가시켰다.

예를 들어, 아연 무광택유(m.0.4.2.2)의 코발트안료 실험은

31) Daniel Rhodes, 앞의 책, 222면.

32) Daniel Rhodes, 앞의 책, 220면.

33) 이병하, 『나만의 유약 만들기2- 동유약과 철유약』, 예경, 20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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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0.4.2.2 (아연 무광택유)

0.30 K2O 0.70 Al2O3 2.00 SiO2
0.40 CaO
0.30 ZnO

m.0.4.3.1 (마그네슘 무광택유)

0.30 K2O 0.70 Al2O3 2.00 SiO2
0.50 CaO
0.20 MgO

m.0.4.5.3 (바륨·아연 무광택유)

0.30 K2O 0.70 Al2O3 2.00 SiO2
0.20 CaO
0.25 BaO
0.25 ZnO

m.0.4.1.0-2.0 (스트론튬 광택유)

0.27 K2O 0.64 Al2O3 1.82 SiO2
0.55 CaO
0.18 SrO

m.0.4.5.2-1.4 (바륨·아연 광택유)

0.30 K2O 0.45 Al2O3 2.00 SiO2
0.30 CaO
0.20 BaO
0.20 ZnO

0.30 K2O 0.70 Al2O3 2.00 SiO2
0.40 CaO
0.30 ZnO

위의 기본유 조성에서 코발트를 실험 유약 중량의 0.5%부터 2%까지

추가하였다. 이후 발색이 양호한 유약을 선택하여 특정 발색제를 0.1%

단위로 0.3%까지 늘리는 미세조정 실험을 진행하였다.

발색 실험을 위해 선택한 유약의 조성은 다음과 같다.

[표 12] 발색실험 유약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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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0.4.2.2 (아연 무광택유)

아연 무광택유 발색 실험의 결과는 그림 35와 같다.

코발트안료 (석산도재 Cobalt A 안료)

산화철(Fe2O3)

환원소성

산화소성

환원소성

산화소성

환원소성

산화소성

탄산동(CuO)

[그림 35] 아연 무광택유 (m.0.4.2.2)의 발색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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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원소성 산화소성

코발트안료

(석산도재

Cobalt A 안료)

ㆍ옅은 발색

ㆍ부드러운 표면

ㆍ유동성 낮음

ㆍ짙은 발색

ㆍ표면에 기포 발생

ㆍ유동성 높음

산화철

(Fe2O3)

ㆍ발색 정도 같음

ㆍ부드러운 표면

ㆍ유동성 낮음

ㆍ발색 정도 같음

ㆍ표면에 기포, 균열 발생

ㆍ유동성 높음

탄산동

(CuO)

ㆍ발색 정도 같음

ㆍ부드러운 표면

ㆍ유동성 낮음

ㆍ발색 정도 같음

ㆍ표면 기포 발생

ㆍ유동성 높음

[표 13] 아연 무광택유 (m.0.4.2.2)의 발색실험 결과

부드러운 느낌의 아연 무광택유에 발색제를 추가하였을 때, 타 융제 유

약에 비해 발색이 뛰어난 것을 알 수 있었다. 환원소성에서보다 산화소

성에서 더욱 발색이 좋았으나, 산화소성에서는 유면에 기포가 많고 유동

성이 컸던 반면 환원소성에서는 표면이 더욱 부드러웠다. 따라서 산화소

성에서는 시유 두께에 따른 경계가 모호했지만, 환원소성에서는 시유 두

께에 따른 경계가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산화소

성에서 이 유약은 알루미나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단단한 돌과 같은 느

낌을 주었으나, 기포가 많고 유동성이 커서 마치 흘러서 굳은 용암 같은

표면 질감을 보였다. 환원소성의 시편 표면은 부드러운 표면 때문에 자

연스러운 광택이 흘렀으며, 매끄러운 조약돌과 같은 표면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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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0.4.3.1 (마그네슘 무광택유)

마그네슘 무광택유 발색 실험의 결과는 그림 36과 같다.

환원소성

산화소성

환원소성

산화소성

산화소성

환원소성

코발트안료 (석산도재 Cobalt A 안료)

산화철(Fe2O3)

탄산동(CuO)

[그림 36] 마그네슘 무광택유(m.0.4.3.1)의 발색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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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원소성 산화소성

코발트안료

(석산도재

Cobalt A 안료)

ㆍ옅은 발색

ㆍ표면에 기포 발생

ㆍ유동성 높음

ㆍ짙은 발색

ㆍ표면에 기포 발생

ㆍ유동성 높음

산화철

(Fe2O3)

ㆍ짙은 발색

ㆍ기포 발생, 매끄러운 표면

ㆍ유동성 높음

ㆍ옅은 발색

ㆍ기포 발생, 푸석푸석한 표면

ㆍ유동성 높음

탄산동

(CuO)

ㆍ과포화하며 얼룩 발생

ㆍ기포 발생, 매끄러운 표면

ㆍ유동성 높음

ㆍ옅은 발색

ㆍ기포 발생, 푸석푸석한 표면

ㆍ유동성 높음

[표 14] 마그네슘 무광택유 (m.0.4.3.1)의 발색실험 결과

마그네슘 결정이 특징인 활석 유약은 발색 실험을 했을 때, 결정의 색

이 더욱 돋보이는 특징을 보였다. 코발트 안료의 경우 환원소성보다 산

화소성에서 발색이 더 우수했으며, 환원소성에서 결정의 크기가 더욱 크

고 밝았으며 전체적으로 연한 보랏빛의 색을 내었다. 이는 마그네슘 계

열 유약에 코발트가 첨가되었을 때 파란색이 아닌 보랏빛에 가까운 발색

을 내는 일반적인 성질과 부합하는 결과였다.34) 산화철 추가실험의 경우,

기포나 유동성 면에서는 산화소성 및 환원소성이 비슷하였으나, 산화소

성에서는 더욱 부드러운 질감의 따뜻한 노란색 및 황토색을 낸 반면, 환

원소성에서는 표면에서 미세한 광택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탄산동 추가

실험의 경우, 산화소성에서 옅은 녹색과 짙은 갈색을 바탕으로 한 유면

에 흰색 결정이 미세하게 보였다. 그러나 탄산동의 양이 증가할수록 더

욱 짙은 갈색을 띠고 결정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다. 환원소성에서는

탄산동의 일반적 자줏빛 유면에 흰색 결정이 비교적 확연하게 나타났으

며, 탄산동의 추가량이 증가할수록 탄산동이 과포화되면서 짙은 갈색의

반점이 생기기 시작하여, 3% 구간에서는 시유 두께가 두꺼운 곳에서 짙

은 갈색의 반점 부분이 넓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4) Daniel Rhodes, 앞의 책, 2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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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0.4.5.3 (바륨·아연 무광택유)

바륨·아연 무광택유 발색 실험의 결과는 그림 37과 같다.

환원소성

산화소성

산화소성

산화소성

환원소성

환원소성

코발트안료 (석산도재 Cobalt A 안료)

산화철(Fe2O3)

탄산동(CuO)

[그림 37] 바륨·아연 무광택유 (m.0.4.5.3)의 발색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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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원소성 산화소성

코발트안료

(석산도재

Cobalt A 안료)

ㆍ짙은 발색

ㆍ부드러운 표면

ㆍ유동성 높음

ㆍ옅은 발색

ㆍ부드러운 표면

ㆍ유동성 높음

산화철

(Fe2O3)

ㆍ푸른 발색

ㆍ균열 발생, 매끄러운 표면

ㆍ유동성 높음

ㆍ노란 발색

ㆍ균열 발생, 푸석푸석한 표면

ㆍ유동성 높음

탄산동

(CuO)

ㆍ과포화하며 얼룩 발생

ㆍ매끄러운 표면

ㆍ유동성 낮음

ㆍ짙은 발색

ㆍ기포 발생, 푸석푸석한 표면

ㆍ유동성 높음

[표 15] 바륨·아연 무광택유 (m.0.4.5.3)의 발색실험 결과

탄산바륨과 산화아연을 융제로 한 발색실험에서는 이 유약의 특징인

미세한 아연 결정이 보였다. 바륨을 융제로 한 유약과 유사하게

코발트안료, 탄산동의 발색이 양호했다.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산화소성이었을 때 환원소성에서 보다 발색이 더 좋았으며,

환원소성에서 유표면에 더 광택이 있고 매끄러웠으나 넓은 면적으로

균열이 발생하였다. 산화소성에서는 매끄럽기보다 부드러운 표면을

보였다. 환원소성보다 산화소성에서 기포가 생기고 유약의 유동성이

더욱 컸으며, 이러한 경향은 산화물의 증가에 따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는 산화물이 융제 역할을 하면서 유약의 융점을 낮추었기

때문이라고 짐작된다. 산화철 추가 실험의 경우, 산화소성에서는

산화철의 증가에 따라 부드러운 노란 빛에서 점점 더 짙은 황토색을

띠었으며, 환원소성의 경우 탁하고 옅은 녹색에서 점점 짙은 녹색으로

변화함을 알 수 있었다. 산화소성에서 탄산동의 추가량이 적었을 때에는

아름다운 옥색을 띠었으나, 추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짙은 녹색을

띠며 곳곳에 짙은 갈색의 반점을 보였다. 반면 환원소성에서는 짙은

붉은색을 띠었으며, 탄산동의 추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곳곳에 검거나

푸른 반점이 생겼다. 탄산동의 추가량이 3%인 구간에서는 전체적으로

유약이 검은 빛을 띠었으며, 붉은 빛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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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0.4.1.0-2.0 (스트론튬 무광택유)

스트론튬 무광택유의 발색 실험 결과는 그림 38과 같다.

환원소성

산화소성

코발트안료 (석산도재 Cobalt A 안료)

환원소성

산화소성

환원소성

산화소성

산화철(Fe2O3)

탄산동(CuO)

[그림 38] 스트론튬 무광택유(m.0.4.1.0-2.0)의 발색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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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원소성 산화소성

코발트안료

(석산도재

Cobalt A 안료)

ㆍ짙은 발색

ㆍ부드러운 표면

ㆍ유동성 높음

ㆍ옅은 발색

ㆍ기포 발생, 푸석푸석한 표면

ㆍ유동성 높음

산화철

(Fe2O3)

ㆍ푸른 발색

ㆍ기포 발생, 매끄러운 표면

ㆍ유동성 높음

ㆍ노란 발색

ㆍ균열 발생, 푸석푸석한 표면

ㆍ유동성 높음

탄산동

(CuO)

ㆍ과포화하며 얼룩 발생

ㆍ기포 발생, 푸석푸석한 표면

ㆍ유동성 낮음

ㆍ짙은 발색

ㆍ기포 발생, 푸석푸석한 표면

ㆍ유동성 높음

[표 16] 스트론튬 무광택유 (m.0.4.1.0-2.0)의 발색실험 결과

스트론튬을 융제로 한 무광택유의 Al2O3와 SiO2의 비를 조정한 이 유

약의 발색실험에서는, 발색제 함유량이 높은 유약에서 반짝이는 스트론

튬 결정이 보다 확연히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대체로 유약에 크

고 작은 균열이 생겼다. 코발트 안료의 경우, 산화소성보다 환원소성에서

발색이 더 양호했으며, 산화소성에서는 유면에 기포가 생기면서 파란색

이 아닌 짙은 하늘색을 띠었다. 산화철은 환원소성에서 일반적 산화철의

푸른 발색에 붉은 빛이 감돌았는데, 이는 주변에 있던 탄산동 성분이 휘

발하면서 시편에 붙어 색을 낸 것으로 짐작된다. 산화소성에서는 따뜻한

노란색을 보였으며, 산화철의 함유량이 많아질수록 황토색을 띠었다. 탄

산동은 환원소성에서 보랏빛을 내었으며, 시유가 두껍게 된 부분에는 탄

산동이 과포화되어 갈색 혹은 짙은 고동색을 띠었으며, 유약에 유동성이

생겼다. 산화소성시 시유 두께가 얇은 부분에서는 탄산동의 일반적인 옥

색을 띠었으나, 시유 두께가 두꺼워지고 탄산동의 함유량이 높아질수록

탄산동이 과포화되어 기포가 생기고 짙은 녹색을 띠었다.

m.0.4.5.2-1.4 (바륨·아연 무광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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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륨·아연 무광택유의 발색 실험 결과는 그림 39와 같다.

환원소성

산화소성

환원소성

환원소성

산화소성

산화소성

코발트안료 (석산도재 Cobalt A 안료)

산화철(Fe2O3)

탄산동(CuO)

[그림 39] 바륨·아연 무광택유 (m.0.4.5.2-1.4)의 발색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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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원소성 산화소성

코발트안료

(석산도재

Cobalt A 안료)

ㆍ옅은 발색

ㆍ기포 발생, 매끄러운 표면

ㆍ유동성 높음

ㆍ짙은 발색

ㆍ매끄러운 표면

ㆍ유동성 높음

산화철

(Fe2O3)

ㆍ푸른 발색

ㆍ기포 발생, 매끄러운 표면

ㆍ유동성 높음

ㆍ노란 발색

ㆍ기포 발생, 매끄러운 표면

ㆍ유동성 높음

탄산동

(CuO)

ㆍ과포화하며 얼룩 발생

ㆍ기포 발생, 매끄러운 표면

ㆍ유동성 높음

ㆍ짙은 발색

ㆍ기포 발생, 매끄러운 표면

ㆍ유동성 높음

[표 17] 바륨·아연 무광택유 (m.0.4.5.2-1.4)의 발색실험 결과

탄산바륨과 하소아연을 융제로 한 무광택유의 Al2O3와 SiO2의 비를

조정한 이 유약은 광택이 조금 있지만, 흘러내리는 성질이 있는 조성의

반투명 유약으로, 발색실험에서는 대체로 일반적인 발색제의 효과를

내었다. 산화소성에서 매끄럽고 양호한 표면을 보였으며, 모든 발색

실험에서 안정적인 발색을 보여주었다. 반면 환원소성에서는 산화소성에

비해 기포가 많았으며, 발색이 안정적이지 않았다. 산화철 발색 시편은

두껍게 시유된 부분에서 탄산동의 영향으로 붉은 색을 보여주었으며,

산화철의 함유량이 많을수록 유면에 기포가 많아지고 유동성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탄산동 발색실험에서는 탄산동이 1% 구간까지는

일반적 붉은색을 띠었으나, 1.5% 구간부터 탄산동이 과포화되면서 짙은

녹색의 반점이 생겼으며, 탄산동의 함유량이 많아질수록 이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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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작품사례

앞서 진행된 실험을 바탕으로, 융제의 시각적 특성이 잘 드러나는

유약을 선별하여 기물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유약을 기물에

적용하는 데 있어 가장 염두에 두었던 점은 실험의 결과인 유약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었기에, 유약 실험의 결과를 기물에 적용하였을

때 어떠한 시각적 효과를 주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석회석을 타 융제로

대치했을 때의 결과물 중 가장 양호한 것, Al2O3와 SiO2의 비를

재조정한 실험 내용 중 가장 양호한 것, 발색실험을 통해 얻어진 결과물

중 가장 양호한 것을 선택하여 예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편만 확인하고 곧바로 대용량의 유약을 만들면 예상치 못한 유약의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 많은 유약을 폐기처분해야만 한다. 따라서 40g

단위로 만든 실험 시편 결과를 보고, 이 중 양호한 유약을 선별하여

이를 200g 또는 500g으로 만들어 작은 기물에 시유하여 소성하였다.

이러한 기물 시편으로 유약의 상태를 재확인한 후, 필요한 만큼의

용량을 만들어 보다 큰 기물에 적용하였다.

실험 유약을 적용할 기물은 대체로 단순한 형태로 만들었다.

전체적으로 전통 백자의 미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형태를

유지하였으나, 유약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물의 형태를

단순화시키는 과정에서 전통적 형태를 벗어나 새로운 형태를 시도한

경우도 있었다. 기물의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는

유면의 난반사와 담백함을 고려하여 제작한 기물로, 대체로 입구가 좁아

무광택유의 단아한 표면을 극대화하여 보여줄 수 있는 전통적인형태의

기물이다. 이러한 기물로는 항아리, 병 등이 있다. 둘째로는 무광택유와

광택유를 결합하여 적용하기 위한 형태로, 발 또는 합을 제작하였다.

이는 유약 사용에 있어 시각적 대비를 주며, 식기로 사용하기에 결함이

많은 무광택유를 기물 바깥에, 그리고 광택유를 기물의 안쪽 면에

적용하여 사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 세번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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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산화물의 단계적 추가를 통해 색채가 가미된 유약을 시도해보기

위해 제작한 기물 세트로 여러 가지 용도의 기물이 포함되는 문방구와

병 시리즈를 제작하였다.

1. 스트론튬 무광택유를 사용한 기물 제작 사례

스트론튬 무광택유는 환원소성보다 산화소성에서 양호한 무광택

표면을 보였으며, 표면에 미세하게 반짝이는 결정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였다. 앞서 언급했듯, 스트론튬 무광택유는 산화소성과

환원소성의 결과에 있어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산화 소성에서는 미세한

결정이 반짝이며 양호한 표면을 보였지만, 환원 소성에서는 회색 또는

짙은 회색빛의 다공질 유면을 보였기에 본 연구자는 치밀하고 정교한

백자 작업에 있어 스트론튬 융제 유약은 환원소성보다 산화소성된

경우가 소지에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스트론튬 유약의

결과는 산화소성과 환원소성 모두 미세한 결정이 있기에 식기와 같은

실용적인 기물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유약의 특징을

고려하여, 본 연구자는 스트론튬 융제의 유약을 적용할 기물로, 실용성이

적어 유약의 균열이 오히려 시각적 효과로 작용할 수 있는 기물을

선택하였다.

유약을 적용한 결과 산화소성된 스트론튬 유약은 빛에 비추었을 때

반짝이는 미세 결정이 보인다는 장점이 있어, 구부러지는 면이 많은

기물에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였다. 또한 기물이 얇은 경우 유약과

소지의 수축률 차이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쉽게 깨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기물이 전체적으로 두껍고 닫혀있지 않은 형태인 경우

적용하는 것이 기물이 깨지지 않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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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

빛에 비추어 보았을 때 미세하게 반짝이는 결정을 가진 스트론튬

융제 유약의 성질을 잘 드러내기 위하여, 곡면이 두드러지는 형태의

문방구 세트를 제작하였다. 세트의 구성은 필통, 연적, 필산, 문진으로

하였으며, 각 개체는 한가지 유약으로 시유하여 일관성을 주었다. 필통은

물레성형한 후 세로로 깊이 파내어 둥근 면을 두드러지게 하는 면치기

기법을 이용하였다. 연적은 부드러운 곡선으로 살짝 납작한 구의 형태로

제작하여 손에 쥐었을 때 기분 좋은 양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필산과 문진은 물레성형으로 성형된 요소들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

깎아내기 쉬운 습도로 건조시킨 흙을 자유로운 곡선으로 조각하여

성형하였다. 필산과 문진은 붓을 놓거나 종이 위에 올려 놓았을 때

무게감이 있어야하므로 속이 차있는 형태로 제작하였으며, 바닥면을

비교적 넓게 만들어 안정감을 주었다. 유약을 시유하는 데 있어, 각 요소

중에서도 연적은 일반적으로 다른 기물이 가질 수 있는 기물의 두께보다

더욱 얇고 물을 담아야 하는 기물 안쪽의 부피가 넓은 것에 비해 기물이

뚫려있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소성 후 냉각 과정에서 기물이 깨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 유약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유약보다 덜

수축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기물의 두께를 최대한 일정하게 하되

너무 얇지 않도록 조절하였다. 또한 냉파를 줄이기 위해 소성 후 충분히

식힌 후 가마에서 꺼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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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 문방구 1
(m.0.4.1.1 사용)

∅7.4 * 10.5 (cm)
∅7.8 * 6.5 (cm)
∅6.5* 3* 4 (cm)
각 8.7* 3.2* 3.5 (cm)

백자소지, 물레성형, 1280°C 산화소성
2015

[작품 2]

산화소성에 유리한 스트론튬 유약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넉넉한

느낌을 주는 발에 시유하였다. 스트론튬 유약은 균열이 있어 큰 기물에

시유하였을 때 소지와의 수축률이 맞지 않아 기물 자체에 균열이 가거나

깨질 위험성이 있어, 기물의 안쪽 면에는 소지와 수축률이 비교적 잘

맞는 반무광택유를 선택하여 시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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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스프레이건을 이용한 시유는 담금법으로 이미 시유된

기물에 한번 더 유약층을 올려 두껍게 시유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그러나 담궈 시유할 유약량이 부족하거나, 담금법으로는 시유하기

어려운 부분에 부분적으로 유약을 입혀야하는 상황일 때 사용되기도

한다. 이 작품은 스프레이 건을 이용하여 시유하였는데, 유약량이 담궈

시유하기에 부족했기 때문이다. 초벌 기물 위에 바로 유약을 분사하는

방식으로 시유되었는데, 이미 존재하는 유약층 위에 분사하는 경우

유약의 분사량과 세기보다 더욱 적고 약하게 분사하여 오랜 시간동안

유약층을 만들어주었다. 그럼으로써, 담금법을 이용한 기물의 시유

상태보다는 유약 입자가 치밀하지는 않지만, 유약의 입자가 치밀하게

조성되도록 하여 최대한 담금법과 비슷한 효과를 내도록 하였다.

시유두께가 비교적 얇았던 것에 비해 완성된 기물에 유약을 분사한

자국은 남지 않았는데, 이는 사용된 유약의 조성이 Al2O3가 많고 SiO2의

양이 적어 약간 흐르는 성질의 유약이었기 때문이었다고 짐작된다.

넉넉한 느낌을 주기 위해 발의 크기는 비교적 크게 성형하였으며,

아래에서부터 조금씩 넓어지지만 전 부분은 벌어지지 않은 형태를

취하여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을 주었다. 무광택 유약을 사용한 발이

자칫하면 단조롭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 점점 넓어지는

형태의 가장 아래 부분은 살짝 직선으로 성형하여, 단정한듯 하면서도

약간의 그림자 효과가 생기도록 하였다. 또한 안정적인 형태가 조금

둔하게 느껴지는 것을 고려해, 바닥의 굽 부분과 정면에서 본 기물의

가장 아랫부분이 곡면이 되도록 굽을 깎아 기물이 지면에서 살짝 떠있는

것 같은 긴장감을 주었다. 스트론튬 유약의 부드러운 무광택 표면을

강조하기 위해, 기물의 안쪽 면에는 반광택유를 시유하였다.



57

[작품 2] 발 1
(m.0.4.1.1, m.0.4.5.2-1.0 사용)

∅23.5 * 18.2 (cm)
백자소지, 물레성형, 1280°C

산화소성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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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그네슘 무광택유를 사용한 기물 제작 사례

마그네슘 무광택유는 두가지의 융제인 백운석과 활석을 사용하여

실험하였는데, 백운석 무광택유와 활석 무광택유의 결정과 유약의 색은

거의 흡사하였으나, 활석을 융제로 한 유약의 경우에 더 매끄러운

광택이 있는 것에 비하여, 백운석을 융제로 한 유약은 푸석푸석한

느낌의 표면을 보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활석을 사용한 실험의

표면 결과가 양호했기에 기물에 적용하는 유약은 활석 유약을 기본으로

하였다. 활석을 융제로 한 무광택유의 경우 유약의 바탕색보다 더 하얀

결정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었다. 이 활석 유약은 시편에 시유했을

때에는 표면이 양호한 것으로 보였으나, 기물에 시유하였을 때 기벽의

두께가 얇은 부분에서 유약에 균열이 크게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유약을 기물에 적용할 때에는 미세한 마그네슘

결정이 주는 효과와 유약-소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기물을 성형하고,

유약을 적용하여야 한다.

유약-소지의 두께를 잘 맞추어 유약을 적용하였을 때 마그네슘 결정의

시각적 효과가 컸으며, 시유 과정에서도 큰 결함이 없었다.

[작품 3]

앞서 언급했듯, 활석 융제의 무광택유는 작은 흰색 결정을 특징으로

하는 유약이었다. 따라서 유약을 적용할 기물의 형태는 유약의 느낌을

방해하지 않도록 의도하였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합의 형태를 떠올리게

되었다. 합은 닫혀있을 때 담는 면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유약의

전체적인 느낌을 온전히 담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형태적 이점이

있다. 합은 3단으로 구성된 개체들이 모여 전체적으로 살짝 긴 원통형이

될 수 있도록 성형하였으며, 안정감을 주기 위해 아래가 조금 더 넓은

형태를 취하였다.

이 유약은 기물의 두께 차이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며 균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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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 합 1

(m.0.4.3.1, m.0.4.5.2-1.0 사용)

∅14 * 12.6(cm)

백자소지, 물레성형, 1280°C

환원소성

2015

일으키는 특징을 보였기에 기물의 두께를 전체적으로 조금 두껍게

성형하되, 완성된 기물을 들어보았을 때 너무 무겁게 느껴지지 않도록

기벽의 두께를 최대한 일정하게 하였다. 합의 안쪽 면은 실험 과정 중

나온 양호한 광택유를 사용하여 바깥의 무광택 유약과 대비될 수 있도록

의도하였고, 동시에 사용성도 높여 음식 등을 담는데 무리가 없도록

제작하였다. 안쪽면은 유약을 부은 후 따라내어 시유하였으며, 바깥쪽

면은 유약이 합의 턱 부분까지만 담그어 안쪽의 시유면과 구분되도록

시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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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1] 합 1

[작품 3-2]

합 1의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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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

활석을 융제로 한 무광택유를 이용하여 기본적 합을 제작한 후, 이를

응용하는 과정에서 비례를 조금씩 바꾸며 유약의 특징을 더욱 드러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합은 찬합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는데, 합의

가장 아랫단은 높이를 주어 조형적으로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기물의 높이는 전체적으로 높아졌지만 합의 가장 아랫단은 굽을 높게

만들어주었다. 따라서 실제로는 위의 두 단과 비슷한 깊이를 가져

실용성을 유지하였다. 이 유약을 사용한 기물이 소성될 때 가마 안에

휘발성 발색을 하는 탄산동 성분이 포함된 유약을 사용한 기물이 함께

소성되었는데, 탄산동 성분이 휘발하여 다른 기물에 붙어 연한 분홍빛을

내는 것에 착안하여 이러한 현상을 적극적으로 이용해보았다. 흰색

결정이 두드러지는 유약의 특징과도 연관지어, 이 유약을 시유한 기물을

탄산동이 과포화된 기물 옆에 두어 일부러 미묘한 색의 변화를

유도하였는데, 아주 미세한 회색빛을 띠던 유약의 바탕색이 탄산동의

영향을 받아 분홍색을 띠었다.

합의 형태가 단조로움을 감안하여 굽 깎는 과정에서 각 단이 만나는

부분에 약 3mm의 턱을 주어 각 단 사이의 경계를 명확하게 만들어 준

후 이 부분을 시유하지 않아 유약의 효과와 대비를 하였다.

위의 작품과 마찬가지로 합의 안쪽과 바깥쪽 면은 각각 광택유와

무광택유로 시유하였다. 안쪽은 유약을 부은 후 따라내는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바깥쪽 면은 역시 담금법으로 시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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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 합 2
(m.0.4.3.1, m.0.4.5.2-1.0 사용)

∅13.7 * 18(cm)
백자소지, 물레성형, 1280°C

환원소성
2015

[작품 4-1]

합 2의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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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5]

환원소성에 유리한 활석 마그네슘 무광택유를 큰 기물에 시유하였을 때

어떠한 효과를 보이는 지 알아보았다. 유약의 효과가 충분히 보일 수 있

도록 넓은 발에 시유하였는데, 앞서 스트론튬을 융제로 한 유약의 작품

사례와 유사한 형태로 성형하였다.

앞서 언급했듯 활석 융제의 마그네슘 유약은 유백색의 결정을 특징으로

하였다. 합과 같은 비교적 작은 기물에 이 유약을 적용하였을 때에는 오

히려 이러한 유약의 효과가 기물을 장식하는 효과를 보였으나, 크기가

큰 기물에서는 이러한 유약의 특징이 자칫 화려하게 보여 수수한 기물의

형태를 방해하게 될 것을 감안하여 작은 기물을 시유하였을 때 보다

1.5mm정도 더 두껍게 시유하였다. 기물의 안쪽 면은 환원 소성에서 고

령토로 인해 푸른빛이 자연스럽게 감도는 반광택유를 사용하여 시유하였

다. 기물의 안쪽 면은 유약을 부은 후 따라내는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바

깥쪽 면은 작은 입자와 분사압으로 스프레이 시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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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5] 발 2
(m.0.4.3.1, m.0.4.5.2-1.0 사용)

∅23.8 * 19(cm)
백자소지, 물레성형, 1280°C

환원소성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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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륨·아연 무광택유를 사용한 기물 제작 사례

여러 가지 융제를 사용한 무광택유 중에서도, 바륨 무광택유와 아연 무

광택유는 매우 부드럽고 매끄러운 무광택 성질을 보였다. 바륨 무광택유

는 산화소성보다 환원소성에서 부드러운 색과 질감을 가진 유약이었다.

반면 아연 무광택유는 환원소성보다 산화소성에서 더욱 안정적이었으며,

작은 반점과 같은 미세한 아연 결정이 특징이었다. 앞선 실험에서는 무

광택유의 융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두 융제를 각각 석회석과 대치하여

융제의 특징을 알아본 후, 두 융제를 같이 포함하는 유약에 대해서도 실

험하였다. 그 결과 탄산바륨과 산화아연을 각각 포함한 유약의 성질보다

두가지 융제를 모두 포함하였을 때 유약의 성질과 표면이 더욱 양호해지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기물에 적용하는 유약으로는 두가지 융제

를 모두 포함하는 유약을 이용하였다. 기물에 적용한 바륨·아연 무광택

유는 산화소성보다 환원소성에서 더 결과가 좋았다. 이는 환원소성에서

고령토에 의해 살짝 푸른 빛이 감돌며 우유와 같이 부드러운 질감을 가

진 유약이었다. 바륨·아연 무광택유는 실험을 통해 얻어진 유약 중 가장

부드럽고 매끄러운 표면을 가졌기에, 구본창 사진 작업의 백자 분위기와

가장 흡사한 인상을 주었다. 따라서 옛 백자를 보았을 때와 같은 심상적

효과를 주기 위하여, 이 유약을 이용할 기물은 대체로 전통적인 백자를

연상할 수 있는 형태로 성형하였다.

유약을 사용한 결과 유약이 부드러운 표면과 자연스러운 푸른 빛을

가지고 있어 전통적인 형태에 적합하였다. 그러나 유약 자체가 가진

시각적 효과가 적은 반면 기물의 단아한 형태를 잘 드러내는 유약이었기

때문에 기물의 면, 또는 모서리에 따라 유약의 두께를 미세하게

조정하여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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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6]

여러 가지 전통 백자의 형태들 중에서도, 유약의 느낌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 유약을 사용하였을 때 기물의 바깥으로 보이는 면적이 안쪽

에 시유된 면적보다 넓은 편이 시각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유약을 적용한 기물의 대부분은 열린 형태보다 닫힌 형태가 많으며,

특히 그 중에서도 항아리의 형태가 주가 되었다. 조선시대의 백자 항아

리는 여러 가지 기물의 형태들 중에서도 가장 큰 크기로 만들어질 수 있

는 실용적 기물이었으며, 시대의 기술적 여건과 미감을 잘 드러내는 기

물의 형태라 할 수 있다.

항아리의 형태는 다른 기물에 비해 사용성이 적어 조형성을 고려한 여러

가지 형태적 시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항아리는 원형

에 가까운 항아리와 직선형에 가까운 항아리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유

약의 부드러운 느낌을 잘 드러내기 위해 양감이 있는 항아리를 제작하였

다. 그러면서도 지면에서 우뚝 서있는 듯한 기물의 비례를 취하여 긴장

감을 주었다. 기물의 안쪽과 바깥쪽은 담금법으로 시유하였다. 전 부분과

전에서 몸통으로 이어지는 부분에 상대적으로 시유가 두껍게 되었을 경

우, 소성 후 전부분에 유약이 고이거나 유약이 흐른 자국이 생겨 기물의

형태가 둔하게 느껴질 것을 고려하여 이 부분은 유약을 닦아낸 후 스프

레이로 다시 얇게 시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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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6] 백자호
(m.0.4.5.3 사용)

∅19.5 * 23(cm)
백자소지,

물레성형, 1280°C
환원소성
2015



68

[작품 7]

제작에 사용한 바륨·아연 무광택유는 매우 부드럽고 광택이 없어 오래

전부터 존재하여 닳은 것 같은 표면의 느낌을 주었다. 양감을 잘 드러내

는 항아리에 이 유약을 적용해 본 후, 항아리의 형태가 어떠할 때 유약

의 특성을 더욱 잘 드러낼 수 있을지 고민하였다. 다음에 성형한 항아리

는 전통적 장식 기법인 면치기 기법을 부분적으로 사용하였다. 양감이

두드러지는 항아리의 몸통부분에 면치기 기법을 사용하였는데, 면치기를

할 때 소성 후 유약이 녹아 모서리 사이를 메웠을 때의 형태를 상상하며

모서리를 약간 더 두드러지게 하였다. 항아리 몸통의 면친 부분은 아래

로 내려갈수록 점점 눈에 띄지 않다가 몸통의 아랫부분과 선이 이어지도

록 하였다. 시유과정에서는 위의 항아리와 같은 방식으로 하였으나, 면

친 부분의 모서리가 두껍게 시유된 유약에 묻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유 직전에 모서리에 물을 묻힌 후 시유하여 유약이 얇게 시유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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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7] 백자 다면호 1
(m.0.4.5.3 사용)

∅22.5 * 27(cm)
백자소지, 물레성형,
1280°C 환원소성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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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8]

위의 작품을 제작하고 난 후, 항아리의 형태를 전체적으로 길게 늘여

더욱 날렵한 느낌의 항아리를 제작하였다. 이 항아리는 위의 작품과 같

은 면치기 기법을 이용하여 항아리의 몸체 곡면을 장식하였으나, 모서리

를 크게 두드러지지 않게 처리하여 부드럽게 솟아 마치 몸체로부터 모서

리가 생겨난 듯한 인상을 주도록 하였다. 부드러운 면치기 기법이 적용

된 부분에서 기물의 바닥까지 상당히 길쭉한 모양으로 제작한 것으로,

항아리의 입구 부분을 이전의 형태들보다 더욱 좁게 하여 항아리의 곡면

이 미묘하게 드러나도록 하였다. 작품은 앞의 항아리 작품들과 같은 방

식으로 시유되었다.

[작품 7-1]
백자 다면호 1의

세부



71

[작품 8] 백자 다면호 2
(m.0.4.5.3 사용)

∅22.5 * 28.5(cm)
백자소지, 물레성형,
1280°C 환원소성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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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9] 백자 화병
(m.0.4.5.3 사용)

∅13.1 * 14.5(cm)
백자소지, 물레성형,
1280°C 환원소성

2015

[작품 9]

바륨·아연 무광택유를 이용하기 위해 병을 제작 하였다. 병은 항아리와

마찬가지로 닫혀있는 형태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따라서 항아리와 같은

이유로 유약의 특징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형태라고 판단하였다. 병은 제

작 과정에서 기물의 부분에 따라 건조 정도가 매우 다르고, 소성 과정에

서도 기물 내·외부의 온도, 유약 수축률이 달라 깨지기 쉽다. 따라서 기

물의 일정한 두께 뿐만 아니라 소지와 유약, 기물 안팎의 온도와 수축률

을 맞추는 문제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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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0]

주병을 제작한 후, 병의 크기를 키웠을 때 어떤 느낌일지를 상상해보았

다. 그리고 크기가 크고 직선적 느낌이 두드러지는 병을 제작하였다. 전

통적 백자의 둥근 병 형태에서 벗어나 우뚝 서있는 듯한 형태로 성형하

였으며, 입구를 의도적으로 작게 만들어 형태적으로 새로운 느낌이 나도

록 하였다. 이렇게 입구가 작으면서 몸체가 큰 병의 경우, 담금법으로 시

유하기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스프레이 시유하였다. 주병의 경우와 마찬

가지로, 입구가 작고 크기가 비교적 커 유약과의 수축률이 맞지 않아 깨

지는 경우가 있었으나, 기벽의 두께가 일정하다는 전제 하에 시유를 최

대한 얇게 하고 소성 후 냉각 속도를 늦추어 냉파율을 낮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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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0] 백자 병 1
(m.0.4.5.3 사용)

∅18.5 * 19.2(cm)
백자소지, 물레성형,
1280°C 환원소성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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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1] 백자 병 2
(m.0.4.5.3 사용)

∅16.5 * 21.3(cm)
백자소지, 물레성형,
1280°C 환원소성

2015

[작품 11]

위의 작품과 조화를 이루는 높은 병을 제작하였다. 위의 작품에 비하여

직선적 느낌이 더 강하게 느껴지도록 성형하였으며, 직선의 원통형 보다

는 아래가 넓은 원통형으로 성형하여 높이가 있지만 안정감이 느껴지도

록 제작하였다. 기물의 안쪽은 입구가 작은 비커에 유약을 담고 부은 후

따라내었으며, 바깥은 스프레이 시유하였다. 기물의 입구가 작아 다른 부

분에 비해 시유가 두껍게 되는 것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한 번 시유한

후 기물의 입구 부분의 유약을 닦아내고 새로 유약을 분사하여 유약층이

얇게 형성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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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2] 귀가 달린 잔
(m.0.4.5.3 사용)

각 ∅13 * 8.7(cm)
백자소지, 물레성형, 1280°C

환원소성
2015

[작품 12]

실험 유약 중 바륨·아연 무광택유를 이용하였을 때 가장 무광택하며 부

드러운 표면 효과를 낸다는 점에 주목하여, 비교적 화려한 기물의 형태

에 유약을 적용해보았다. 기물의 형태는 조선시대의 양이잔(귀가 달린

잔)을 응용하여 제작하였으며, 귀의 형태는 비교적 자유롭게 제작하였다.

시유할 때에는 귀의 형태가 돋보이도록 귀부분을 얇게 시유하고, 접촉면

은 두껍게 시유되도록 하여 강하게 접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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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형된 무광택유를 사용한 기물 제작 사례

앞서 진행된 융제 대치 실험과 Al2O3와 SiO2의 비율 재조정 실험의 내

용을 바탕으로, 각 융제의 특징을 보여주는 대표적 유약들을 선택한 후

발색제를 이용하여 무광택유 변형 실험을 진행하였다. 연구의 마지막으

로 색 무광택유 중 가장 양호한 유약을 기물에 적용하였다.

실험 기물에 적용한 발색 무광택유는 마그네슘 결정을 특징으로 하였던

활석 융제의 유약과 발색에 유리한 탄산바륨과 산화아연을 포함하는 바

륨·아연 무광택유를 주로 하였다.

발색제를 추가한 이 유약들은 발색제를 추가하기 전의 유약과 유사한

효과를 보였으나, 융제의 역할을 하는 발색제의 특성상 유동성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기물에 적용할 때에는 유약의 유동성을

고려하여 유약의 두께를 조절하거나 기물과 바닥이 닿는 굽부분의

유약을 비교적 넓게 제거하였다.

[작품 13]

가장 처음 발색 유약으로 결정한 유약은 마그네슘 결정을 특징으로 한

활석 융제의 유약이다. 바탕색과 하얀 결정의 색이 조화를 이루는 유약

에 산화철을 추가하였을 때 따뜻한 노란 빛의 유약이 조성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비교적 큰 단위로 발색제를 추가하는 실험을 하여 발색제가

유약에 주는 효과를 확인한 후, 발색제를 미세 조정하여 미묘한 발색을

내는 유약이 조성되도록 하였다. 산화철은 잘 가라앉는 성질이 있어,시유

하는 과정에서 자주 저어주어야 했다.

기물의 형태는 유약의 효과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안쪽면이 드러나지

않는 합의 형태로 하였으며, 앞서 합을 시유한 방법과 마찬가지로 기물

의 안쪽은 유약을 부은 후 따라내었고, 기물의 바깥쪽은 기물의 안쪽 면

이 위를 향하도록 하여 담금법으로 시유하였다. 기물의 안쪽면에는 반광

택유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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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3] 합 3
(m.0.4.3.1+fe0.1%,
m.0.4.5.2-1.0 사용)

∅15.2 * 16.1(cm)
백자소지, 물레성형,
1280°C 환원소성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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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4] 합 4

(m.0.4.3.1+fe0.2%,

m.0.4.5.2-1.0 사용)

∅14.5 * 19.2(cm)

백자소지, 물레성형,

1280°C 환원소성

2015

[작품 14]

위의 산화철을 포함하는 활석 유약으로 합을 소성하고 난 후, 융제 대치

실험에서 의도적으로 이용하였던 탄산동의 휘발 효과를 적극적으로 이용

하여 활석 융제의 색 유약이 휘발된 탄산동 성분과 결합되었을 때 어떤

효과를 보이는지 알아보았다. 소성을 위해 가마에 기물에 적재할 때, 합

의 각 네 부분에 탄산동을 많이 포함하는 유약을 시유한 기물을 가까이

두었다. 가마 안에서 불이 도는 방향을 고려하여 탄산동을 포함하는 유

약이 합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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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유약의 바탕 색은 자연스럽게 붉고, 결정의 색은 따뜻한 노란빛

을 띠는 재미있는 효과가 나타났다.

[작품15]

부드러운 바륨·아연 무광택유의 부드러운 성질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서도 유약에 발색을 주기 위해 여러 가지 발색 실험을 하였다. 발색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진 바륨과 아연 융제를 모두 포함한 유약이기 때문에

모든 발색제의 발색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으나, 여러 가지 발색제 중

에서도 환원 소성과 산화소성 모두에서 탄산동의 경우가 가장 아름다운

발색을 보였다. 환원소성에서는 탄산동이 미량 추가된 경우 가장 아름다

운 효과를 보였다. 탄산동 성분은 매우 잘 가라앉고, 탄산동이 유약에 많

이 묻은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눈에 드러날 정도로 탄산동의 발색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탄산동을 포함하는 유약을 사용할 때에는 매우

자주 유약을 저어주어야 했다. 이 기물의 안쪽은 바깥면의 색과 대비를

이룰 수 있도록 환원소성에서 푸른색을 내는 반광택유를 이용하여 시유

하였다. 기물의 바깥면은 시유된 기물의 안쪽면이 위로가게 하여 담금법

으로 시유하였는데, 두껍게 시유되어 기물과의 수축률 차이에 의해 파하

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유약에 물을 많이 넣어 비중을 낮춘 후 시유하였

다.

[작품 14-1] 합 4 의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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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5] 백자 진사 발
(m.0.4.5.3+cu0.1%,
m.0.4.5.2-1.0 사용)

∅23.8 * 21.5(cm)
백자소지, 물레성형, 1280°C

환원소성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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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6]

비교적 넓은 형태의 수반의 바깥면에 탄산동을 포함하는 바륨과 아연

융제 유약을 이용하였다. 안쪽면은 기물의 전체적인 부드러운 느낌과 조

화를 이룰 수 있도록 활석 융제의 백색 무광택유를 시유하였다. 안쪽면

은 유약을 부은 후 따라내었으며, 기물의 크기를 고려하여 바깥면은 스

프레이 시유하였다. 탄산동을 포함하는 유약을 스프레이 시유할 때, 스프

레이건의 컵에 담긴 유약 중 탄산동이 아래로 빠르게 가라앉아 스프레이

건의 노즐이 막혀 분사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시유할

유약을 작은 통에 담아놓은 후, 유약이 담긴 통을 흔들어서 유약의 성분

이 잘 섞이도록 한 후 소량씩 스프레이 건에 담아 시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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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6] 백자 진사 수반
(m.0.4.5.3+cu0.1%,
m.0.4.5.2-1.0 사용)

∅29.5 * 16.2(cm)
백자소지, 물레성형, 1280°C 환원소성

2015

[작품 16-1] 백자 진사
수반의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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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7]

탄산동이 부분적으로 유약에 포함되었을 때 탄산동의 발색이 부분적으

로적용되는 시각적 효과에 주목하여, 네 개의 개체로 이루어진 문방구

세트에 같은 유약을 적용하였다. 문방구 세트는 필통, 필산, 문진, 연적으

로 구성하였으며, 유약이 많이 묻은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 색 차이

를 주기 위하여 각진 형태의 필산과 문진을 제작하였다. 필산과 문진은

[작품1] 문방구에서의 필산과 문진을 제작한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건조

시킨 흙을 조각하여 성형하였다. 특히 문진은 유약이 고이는 효과를 적

극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조각도가 지나간 자국을 두드러지게 남겨놓았

다. 시유할 때에는 편평한 면에는 유약이 많이 고이도록 시유하자마자

유약을 털어내지 않고 수평으로 놓아 건조시켰으며, 모서리가 있거나 각

진 부분은 유약이 잘 묻지 않도록 물을 묻힌 후 시유하였다. 그 결과 모

서리가 두드러지게 성형한 문진과 필산의 경우, 유약의 두께에 따른 자

연스러운 탄산동의 농담효과가 두드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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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7] 문방구 2
(m.0.4.5.3+cu0.1% 사용)

∅7.5 * 10.5(cm)
2.5* 2.8* 3.1(cm)
각 12.2* 2* 3.8(cm)
∅8.5 * 4.2(cm)
백자소지, 물레성형,
1280°C 환원소성

2015

[작품 17-1] 문방구 2
문진의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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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8]

바륨·아연 무광택유에 탄산동을 과포화시켜 산화소성하면 흐르다가 굳

어진 용암과 같은 느낌을 주었다. 탄산동이 과포화된 부분에서는 이끼가

끼어 있는 듯한 푸른 얼룩이 남았는데, 이러한 효과가 더욱 암석과 같은

느낌을 주는 것에 주목하여 문방구를 제작하였다. 이 유약을 사용한 문

방구는 전체적으로 유약이 두껍게 시유되도록 하여 유약의 유동성을 높

이고 탄산동의 발색을 극대화하였다. 필통은 담금법으로 시유한 후, 그

위에 스프레이 시유하여 유약의 두께를 더욱 두껍게 하였다. 필산과 문

진은 앞서 시유한 방법과 마찬가지로 유약이 고이지 않는 모서리와 유약

이 잘 고일 수 있는 부분을 살펴 유약의 두께를 조정하였으며, 연적은

기물의 두께가 얇아 유약을 두껍게 시유했을 때 기물이 깨질 수 있는 점

에 주의하여 비교적 얇게 시유하였다.



[작품 18] 문방구 3
(m.0.4.5.3+cu1% 사용)

∅7.8 * 10.5(cm)
∅7 * 6(cm)
∅1.8 * 2(cm)

각 2.2* 7.8* 2.5(cm)
백자소지, 물레성형,
1280°C 산화소성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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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8-1] 문방구 3
필통의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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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9]

유약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전통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유약의

효과를 드러내기에 적합한 형태를 찾아 적용해보았다. 유약에서 탄산동

이 과포화되었을 때 보이는 유약의 돌과 같은 성질에 주목하여, 실제로

돌과 같은 인상을 줄 수 있는 형태의 병 시리즈를 제작하였다. 세 개체

는 양감이 있고 입구가 좁은 한 가지 형태에서 비례를 조절한 것으로 구

성하였으며, 유약 또한 한 가지 유약에 탄산동을 단계적으로 조절하여

적용하였다. 위 문방구의 필통과 마찬가지로, 시유를 두껍게 하여 유약의

효과가 최대한으로 드러나도록 하였다. 기물을 시유할 때, 처음에는 비교

적 크기가 작은 병임을 감안하여 담금법으로 시유하였다. 그러나 담금법

으로 시유할 때 기물에 유약이 흐른 자국이 있거나 특정 부분에 유약이

고이기 쉬워, 완성된 기물이 탄산동 포함 정도에 따라 얼룩져 보이는 현

상이 있었다. 따라서 이후에는 담금법을 이용하지 않고 처음부터 스프레

이 시유하여 유약층을 두껍게 만들어주었다. 두껍게 시유했을 때 유약의

유동성을 고려하여, 시유된 유약층을 기물의 바닥으로부터 약 2cm정도

까지 칼로 정교하게 깎아낸 후 소성하였다. 두껍게 시유된 유약층은 소

성 과정 중 기물의 바닥 부분까지 흘러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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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9] 화병 1, 2, 3
(m.0.4.5.3+cu0.1%,
m.0.4.5.3+cu0.5%,
m.0.4.5.3+cu1%사용)

∅9.5 * 13.2(cm)
∅18 * 8.5(cm)
∅14.8 * 11.2(cm)
백자소지, 물레성형,
1280°C 산화소성

2015

[작품 19-1] 화병 3 의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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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사람들은 오래된 사물의 부드럽고 광택이 사라진 표면을 통해 세월의

흔적을 느끼며, 그것을 세월의 아름다움으로 여긴다. 이 연구는 이렇듯

오래된 사물의 시각적 특성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조선 백자의 미감을 유약을 통해 재해석해보고자 한 것이다.

오늘날 한국에는 옛 도자 유물을 원형으로 삼아 작업하는 도예가가 많

으나, 대부분 옛 도자기의 미감을 모방하거나 재료학적으로 유사한 범위

내에서 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선 백자가 도자 역사상

형태와 기술의 정점에 있었던 문화유산인 만큼, 이에 대한 다양한 접근

과 해석이 필요하다. 연구자는 유약을 이용한 표면 효과를 통해 이러한

백자 전통을 새로이 해석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다.

닳거나 긁혀 오래된 백자의 표면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유약으로 만들어지는 도자 표면의 느낌 혹은 분위기를 시각적, 그리고

촉각적으로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부드럽고 광택이 사라진 것의

특징을 표현하기 위해 무광택유를 큰 줄기로 삼았으며, 제겔식을 이용하

여 무광택유를 조성하고, 이를 변형하여 기물에 적용하는 것을 연구의

내용으로 담았다.

Ⅱ장에서는 무광택유의 일반적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리고 무광

택유 또는 무광택 표면을 만드는 방법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를 통

해 무광택유 실험에 관한 이해를 돕는데 필요한 개괄적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Ⅲ장부터는 본 연구의 내용인 무광택유를 만드는 방법과 실험 내용에 대

해 정리하였다. 첫째로 기본유를 찾아내는 Al2O3 -SiO₂비율 실험을 통

해 Al2O3의 함유량이 많은 반면, 상대적으로 SiO2의 함유량이 적은 유약

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유약의 조성은 긁힘에 약하고 균열이 생겨 사용

성 면에서 결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유약이

다. 그러나 이러한 유약은 일반적인 유약과는 달리 새로운 시각적 효과

를 줄 수 있으며, 한국 백자의 미감을 표현하기에 적합하다고 여겨져 이

를 기본유로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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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는 유약에 포함되어 있던 석회 융제를 다른 융제로 대치하면

서 각 융제가 유약에 어떤 표면 효과를 주는지 알아보았다. 세 번째로는

앞선 실험에서 찾아낸 유약을 선별하여 첫 번째 실험을 통해 고정하였던

Al2O3와 SiO₂비를 재조정하는 실험을 진행하여, 유약의 광택 정도를 조

정해보았다. 마지막으로는 앞서 진행된 실험의 시편 결과들 중 양호한

것을 선별하여 발색제인 코발트 안료, 산화철, 탄산동을 추가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위 실험의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Al2O3 - SiO₂비 조정을 통한 기본유 결정 실험

② 석회석- 타융제 대치 실험

③ Al2O3 - SiO₂비 재조정 실험

④ 발색제 추가 실험

Ⅳ장에서는 연구를 진행하며 찾아낸 시편들 중 유약의 시각적 효과가

잘 드러나고, 표면에 결함이 없는 것을 선별하여 기물에 적용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이 장에서는 실험 유약을 적용하면서 실제적으로 느낀 어려

움이나 유약의 특성과, 유약을 적용하는 기물의 형태에 대해 고려한 내

용을 언급하였다.

앞서 언급했듯, 연구의 진행을 위하여 선택한 유약의 조성은 일반적으

로 사용되는 도예 유약과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으나, 실험한 무광택

유는 광택이 없으면서도 질감과 색감이 부드러워 옛 백자의 느낌을 살리

기에 적합하였다. 실험의 과정은 일반적 유약 실험에 쉽게 적용할 수 있

는 방법과 과정으로 이루어졌기에 다른 연구자들이 새로운 특성의 유약

체계를 고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유약의 각 융제별 특성과 발색제

효과의 내용 또한 일반적 유약 제작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실험 유약임을 감안하여 모든 유약의 종류를 대용량으로 제작하여 기물

에 적용해볼 수 없었던 점, 실험 유약을 기물에 적용하는 단계에서 기물

의 형태와 완성도를 집요하게 파고들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으

나, 유약을 기물에 적용하는 일이 실험을 거쳐 양호한 유약을 찾아내는



92

일과는 별개로 오랜 경험적 지식의 축적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체감하였

다. 다른 연구자들에게도 새로운 유약 체계를 고안하고 실험을 진행하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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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표 5] Al2O3 - SiO2 계의

변화에 대한 실험 (mole비율)

m.0.0 　 　 　 　 　

0.20 K2O 0.30 Al2O3 2.00 SiO2

0.80 CaO 　 　 　 　

m.0.1 　 　 　 　 　

0.30 K2O 0.40 Al2O3 2.00 SiO2

0.70 CaO 　 　 　 　

m.0.2 　 　 　 　 　

0.30 K2O 0.50 Al2O3 2.00 SiO2

0.70 CaO 　 　 　 　

m.0.3 　 　 　 　 　

0.30 K2O 0.60 Al2O3 2.00 SiO2

0.70 CaO 　 　 　 　

m.0.4 　 　 　 　 　

0.30 K2O 0.70 Al2O3 2.00 SiO2

0.70 CaO 　 　 　 　

m.0.5 　 　 　 　 　

0.30 K2O 0.80 Al2O3 2.00 SiO2

0.70 CaO 　 　 　 　

m.0.6 　 　 　 　 　

0.30 K2O 0.90 Al2O3 2.00 SiO2

0.70 CaO 　 　 　 　

m.0.7 　 　 　 　 　

0.30 K2O 1.00 Al2O3 2.00 SiO2

0.70 CaO 　 　 　 　

m.1.0 　 　 　 　 　

0.30 K2O 0.30 Al2O3 2.00 SiO2

0.70 CaO 　 　 　 　

m.1.1 　 　 　 　 　

0.30 K2O 0.40 Al2O3 3.00 SiO2

0.70 CaO 　 　 　 　

m.1.2 　 　 　 　 　

0.30 K2O 0.50 Al2O3 3.00 SiO2

0.70 CaO 　 　 　 　

m.1.3 　 　 　 　 　

0.30 K2O 0.60 Al2O3 3.00 SiO2

0.70 CaO 　 　 　 　

m.1.4 　 　 　 　 　

0.30 K2O 0.70 Al2O3 3.00 SiO2

0.70 CaO 　 　 　 　

m.1.5 　 　 　 　 　

0.30 K2O 0.80 Al2O3 3.00 SiO2

0.70 CaO 　 　 　 　

m.1.6 　 　 　 　 　

0.30 K2O 0.90 Al2O3 3.00 SiO2

0.70 CaO 　 　 　 　

m.1.7 　 　 　 　 　

0.30 K2O 1.00 Al2O3 3.00 　

0.70 C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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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0 　 　 　 　 　

0.30 K2O 0.30 Al2O3 4.00 SiO2

0.70 CaO 　

m.2.1 　 　 　 　 　

0.30 K2O 0.40 Al2O3 4.00 SiO2

0.70 CaO 　

m.2.2 　 　 　 　 　

0.30 K2O 0.50 Al2O3 4.00 SiO2

0.70 CaO 　

m.2.3 　 　 　 　 　

0.30 K2O 0.60 Al2O3 4.00 SiO2

0.70 CaO 　

m.2.4 　 　 　 　 　

0.30 K2O 0.70 Al2O3 4.00 SiO2

0.70 CaO 　

m.2.5 　 　 　 　 　

0.30 K2O 0.80 Al2O3 4.00 SiO2

0.70 CaO 　

m.2.6 　 　 　 　 　

0.30 K2O 0.90 Al2O3 4.00 SiO2

0.70 CaO 　

m.2.7 　 　 　 　 　

0.30 K2O 1.00 Al2O3 4.00 SiO2

0.70 CaO 　 　 　 　

[표 8] Al2O3 - SiO2 의 비 재조정 실험

(기본유가 m.0.4.1.0인 경우, mole비율)

m.0.4.1.0-2 SrO 양의 증가
　

m.0.4.1.0
-2.0

　 　 　 　 　

0.27 K2O 0.64 Al2O3 1.82 SiO2

0.55 CaO 　

0.18 SrO 　

m.0.4.1.0
-2.1

　 　 　 　 　

0.25 K2O 0.58 Al2O3 1.67 SiO2

0.50 CaO 　

0.25 SrO 　

m.0.4.1.0
-2.2

　 　 　 　 　

0.23 K2O 0.54 Al2O3 1.54 SiO2

0.46 CaO 　

0.31 SrO 　

m.0.4.1.0
-2.3

　 　 　 　 　

0.21 K2O 0.50 Al2O3 1.43 SiO2

0.43 CaO 　

0.36 SrO 　

m.0.4.1.0
-2.4

　 　 　 　 　

0.20 K2O 0.47 Al2O3 1.33 SiO2

0.40 CaO 　

0.40 SrO 　

m.0.4.1.0
-2.5

　 　 　 　 　

0.19 K2O 0.44 Al2O3 1.25 SiO2

0.38 CaO 　

0.44 SrO 　

m.0.4.1.0
-2.6

　 　 　 　 　

0.18 K2O 0.41 Al2O3 1.18 SiO2

0.35 CaO 　

0.47 SrO 　



[표 9] Al2O3 - SiO2 의 비 재조정 실험

(기본유가 m.0.4.1.1인 경우, mole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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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0.4.1.1-2 SrO 양의 증가
　

m.0.4.1.1
-2.0

　 　 　 　 　

0.27 K2O 0.64 Al2O3 1.82 SiO2

0.45 CaO 　

0.27 SrO 　 　 　 　

m.0.4.1.1
-2.1

　 　 　 　 　

0.25 K2O 0.58 Al2O3 1.67 SiO2

0.42 CaO 　

0.33 SrO 　 　 　 　

m.0.4.1.1
-2.2

　 　 　 　 　

0.23 K2O 0.54 Al2O3 1.54 SiO2

0.38 CaO 　

0.38 SrO 　 　 　 　

m.0.4.1.1
-2.3

　 　 　 　 　

0.21 K2O 0.50 Al2O3 1.43 SiO2

0.36 CaO 　

0.43 SrO 　 　 　 　

m.0.4.1.1
-2.4

　 　 　 　 　

0.20 K2O 0.47 Al2O3 1.33 SiO2

0.33 CaO 　

0.47 SrO 　 　 　 　

m.0.4.1.1
-2.5

　 　 　 　 　

0.19 K2O 0.44 Al2O3 1.25 SiO2

0.31 CaO 　

0.50 SrO 　 　 　 　

m.0.4.1.1
-2.6

　 　 　 　 　

0.18 K2O 0.41 Al2O3 1.18 SiO2

0.29 CaO 　

0.53 SrO 　 　 　 　

m.0.4.1.0
-2.7

　 　 　 　 　

0.17 K2O 0.39 Al2O3 1.11 SiO2

0.33 CaO 　

0.50 SrO 　

m.0.4.1.0
-2.8

　 　 　 　 　

0.16 K2O 0.37 Al2O3 1.05 SiO2

0.32 CaO 　

0.53 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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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0.4.3.0-2 MgO 양의 증가

m.0.4.3.0
-2.0 　 　 　 　 　

0.273 K2O 0.64 Al2O3 1.82 SiO2

0.545 CaO 　

0.182 MgO 　 　 　 　

m.0.4.3.0
-2.1

　 　 　 　 　

0.250 K2O 0.58 Al2O3 1.67 SiO2

0.500 CaO 　

0.250 MgO 　 　 　 　

m.0.4.3.0
-2.2 　 　 　 　 　

0.231 K2O 0.54 Al2O3 1.54 SiO2

0.462 CaO 　

0.308 MgO 　 　 　 　

m.0.4.3.0
-2.3 　 　 　 　 　

0.214 K2O 0.50 Al2O3 1.43 SiO2

0.429 CaO 　

0.357 MgO 　 　 　 　

m.0.4.3.0
-2.4

　 　 　 　 　

0.200 K2O 0.47 Al2O3 1.33 SiO2

0.400 CaO 　

0.400 MgO 　 　 　 　

[표 10] Al2O3 - SiO2 의 비 재조정 실험

(기본유가 m.0.4.3.0인 경우, mole비율)

m.0.4.1.1
-2.7

　 　 　 　 　

0.17 K2O 0.39 Al2O3 1.11 SiO2

0.28 CaO 　

0.56 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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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0.4.5.2-2 BaO, ZnO 양의 증가

m.0.4.5.2
-2.0 　 　 　 　 　

0.250 K2O 0.58 Al2O3 1.67 SiO2

0.250 CaO 　

0.250 BaO 　

0.250 ZnO 　 　 　 　

m.0.4.5.2
-2.1

　 　 　 　 　

0.214 K2O 0.50 Al2O3 1.43 SiO2

0.214 CaO 　

0.286 BaO 　

0.286 ZnO 　 　 　 　

m.0.4.5.2
-2.2

　 　 　 　 　

0.188 K2O 0.44 Al2O3 1.25 SiO2

0.188 CaO 　

0.313 BaO 　

0.313 ZnO 　 　 　 　

m.0.4.5.2
-2.3 　 　 　 　 　

0.167 K2O 0.39 Al2O3 1.11 SiO2

0.167 CaO 　

0.333 BaO 　

0.333 ZnO 　 　 　 　

m.0.4.5.2
-2.4 　 　 　 　 　

0.150 K2O 0.35 Al2O3 1.00 SiO2

0.150 CaO 　

0.350 BaO 　

0.350 ZnO 　 　 　 　

[표 11] Al2O3 - SiO2 의 비 재조정 실험

(기본유가 m.0.4.5.2인 경우, mole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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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Matt Glaze

Containing less amount of SiO₂

Lee, Hyemi

Major in Ceramics

Faculty of Craft and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People feel traces of time through soft and lusterless surface of old objects

and consider it as the beauty of time. This study started form interest in

visual characteristics of old objects, and specially, this study intended to

reinterpret a sense of beauty of Joseon whie porcelain through glaze.

This study started from interest in the surface worn out or scratched old

white porcelain and intended to embody the feeling or mood of the surface

of ceramics made out of glaze visually and tactilely. To express

characteristics of objects that lost softness and luster, this study used matte

glaze as the main stem, produced matte glaze using Seger formula, and

applied it on the work.

The order of experiment contents are as follows.

1. Determination test of basic glaze through Al2O3 -SiO₂ ratio

adjustment test

2. Replacement test of flux

3. Al2O3 -SiO₂ ratio readjustment test

4. Additional test of color coup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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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position of selected glaze for this research is quite far from

generally used pottery glaze, but the experimented matte glaze was

appropriate to restore the feeling of old white porcelain because it was

lusterless and had soft texture and color at the same time. This study will

be helpful in designing a glaze system with new characteristics for other

researchers because the experiment process was conducted in method and

process that can be easily applied in general glaze experiment, and

characteristics by each flux of glaze and effects of color coupler are

considered to be helpful in general glaze production as well.

Keyword : Al2O3, SiO2 , Matt glaze, Joseon white porcelain

Student Number : 2013-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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