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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보존과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의 형성과 변화 양상을 과학데이터와 

언어와의 관계를 통해 분석하는 데에 있다 그 중 이 논문에서 다루는 도자기 보존과학

자는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도자기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그 원료 및 제조공정 등을 

규명하려는 목적을 가진 연구자를 통칭한다 년대를 전후하여 등장한 이들은 그전

까지 재료공학이나 분석화학에서 사용되던 최신 분석기기들을 도자기 도편 에 적

용함으로써 새로운 과학데이터들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보존과학의 과학데이터는 기성 과학 분과에서 사용하는 분석 기기들을 통해 만들어

지지만 재료공학이나 분석화학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와는 다르게 도자사와의 관계로 

인해 독특한 특성을 가지게 된다 이는 보존과학에서 생산되는 과학데이터가 해당 분과

의 형성기에서부터 도자사의 언어와 틀에 상당부분 기대어 있었기 때문이다 도자사에

서 분석적 기술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를 일상어적 용법을 갖고 있는 보편적 전문어와 

일상어와 관련 없이 도자사 내에서 국한돼 사용되는 특수한 전문어의 두 가지 언어로 

분류한다면 보존과학의 과학데이터는 그 중에서 보편적 전문어를 바탕으로 산출된 결

과물이었다 이 때문에 보존과학의 과학데이터와 도자사의 보편적 전문어는 일상어적 

용법을 암묵적으로나마 공유해왔다

이 논문에서는 보존과학 과학데이터의 이러한 특징이 확립되는 과정을 분석하기 위

해 년대 초반 고경신이 외국의 분석법을 바탕으로 고유한 보존과학 연구 프로그램

을 발전시킨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이 과정은 고경신이 뚜렷한 목적의식 하에 외국의 

분석방법론을 취사하고 발전시킨 과정이자 물리화학자였던 그녀가 실험을 위주로 하는 

분석화학 재료공학 중심의 연구방법론과 도자기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습득하고 결합하

는 과정이었다 특히 미세구조 분석은 여러 방법론 중에서도 도자기의 가시적 특징과 

성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고경신 실험실에서 중점적으로 발전한 기법으로 고경

신 보존과학 연구 프로그램에서 생산되는 새로운 과학데이터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사

례이다

이처럼 부분적으로 도자사에서 유래했으나 고경신 연구 프로그램의 확립과 더

불어 보존과학은 하나의 독립적인 분과로 성립했다. 이와 더불어 보존과학 과학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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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의 의미 역시 안정화되었다. 그러나 고경신의 연구 프로그램을 습득한 이영은

이 경기도 광주관요 분석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가운데 보존과학 과학데이터의 성

격에 유의미한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는 보존과학자 이영은이 보존과학의 

맥락에 한정된 과학데이터의 일상언어적 의미연관을 도자사의 맥락과 다시 연결

하여 얻은 결과였다. 고경신이 보존과학 분과형성 과정에서 도자기를 기술하는 특

정 보편적 전문어를 도자사적 맥락과는 독립적인 과학데이터로 변환하였다면, 이

영은은 이러한 언어의 도자사적 의미연관을 복원함으로써 과학데이터를 도자사적

으로 유의미하게 해석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나타난 새로운 종류의 과학데이터들이 

문학, 역사와 같은 인문학을 비롯하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는 사례 중 

하나이다. 일부에서는 차, 와인처럼 인간의 오감을 과학데이터의 수치로 변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품질평가에 적극 활용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이처럼 일상언

어를 기반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과학분과의 경우, 과학이 일상적 판단을 대체한다

기 보다는 또 다른 언어로 일상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기법과 기술을 개발하는 

것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주요어 도자기 경기도 광주관요 보존과학 유물과학 도자기와 과학 도자기 분석 고경신

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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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과학기기가 근대과학의 핵심적인 요소로 등장할 때부터 과학기기를 통해 생

산되는 새로운 과학데이터(scientific data)의 성격은 늘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갈

릴레오의 망원경 관측 데이터나 후크의 현미경 관찰 데이터를 둘러싼 논란은 과

학혁명기의 대표적 사례이며(Aaron, 1989: Helden&Hankins, 1994: Helden, 1994), 

최근에는 나노과학의 성장과 더불어 수많은 원자 수준의 미시적 관측 데이터들이 

양산되는 가운데 나노 과학데이터의 독특한 성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de 

Ridder-Vignone&Lynch, 2012: Mody&Lynch, 2010). 이 논문에서 다루는 도자기 

보존과학자들 역시 그전까지 재료공학이나 분석화학에서 사용되던 분석기기들을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도편(陶片)에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과학데이터들을 생산하

며 등장했다.
1
 ‘과학데이터’를 실험기기를 통해 생산되는 수치, 도표, 삽화, 그래프 

등을 포괄적으로 총칭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때, 이들 보존과학자들의 작업은 도

자기라는 연구대상을 과학기기 분석을 통해 과학데이터로 ‘기입(inscription)’하고

(Latour and Woolgar, 1986),
 2
 이렇게 기입한 과학데이터를 통해 도자기의 원료나 

특정 속성, 제조공정 등을 규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존과학의 특수성은 연구

대상이나 연구기법 자체의 새로움에 있다기보다 기존의 연구대상과 기법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목한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1
 ‘보존과학자’라는 명칭이 포괄하는 대상은 매우 넓다.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문화재

보존가’가 다루는 일에 문화재 조사, 분석, 해석, 기록, 보존처리, 복원, 복제 등의 영역을

 모두 포함시켰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보존과학자’는 그 중에서도 ‘분석’연구를 하는 

행위자들을 지칭하나, 더 세세히 구별할 필요가 없기에 이하에서는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용어정의를 따라 ‘보존과학자’란 명칭을 사용한다. 여기서 말하는 ‘분석’은 “과학적 장비

와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문화재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을 규명하고, 제작 기법을 연구

하며, 보존처리를 위한 재료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모든 행위”를 뜻한다(국립문화재연구

소, 2012).   
2
 라투어와 울가는 실험실 생활의 상당부분이 ‘기입(inscription)’을 위한 활동이라고 주장

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실험 과정 전체는 수많은 실험장치들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대

조적으로 그 결과물은 곡선, 그림, 표 등의 간략한 형태로 나타난다. 여기서 실험실의 장

치는 물질의 상태를 바꾸는 역할을 하는 기계와 기록물을 산출하는 장치

(inscription device)로 나뉘는데, 특히 후자는 물질을 도표와 같은 추상적 기호로 바꿀 수

 있는 장치 또는 그러한 장치들의 배열을 뜻한다(Latour&Woolgar,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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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보존과학이라는 학문의 형성과 변화 양상을 보존과학

자들이 생산한 새로운 과학데이터와 그것을 둘러싼 물질적·실천적 맥락을 통해 

분석해보려 한다. 여기서 특히 주목하는 대목은 과학데이터와 언어의 관계이다. 

도자기 보존과학은 형성기에서부터 나타나듯 추상적인 과학데이터가 도자기를 기

술하는 정성적 언어와 결코 분리되지 않는 특징을 보였고, 오히려 그 언어가 도

자기 보존과학에서 생산된 과학데이터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제약해 온 면이 있었

다. 다시 말해 보존과학의 과학성이 기존의 과학기기를 적용한 것에 기인한다면, 

그것의 언어적 제약성은 연구대상으로서의 도자기가 보존과학의 형성기에 확립된 

도자사 전통과 뿌리깊은 관련을 유지한 것에 기인하였다. 그런 점에서 도자기 보

존과학은 추상화되고 정량화된 과학데이터와 정성적 언어의 관계를 분과의 역사

라는 맥락에서 재고해 볼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1.1 과학데이터와 분과의 관계 

 

특정 분과의 성격과 역사는 그 활동의 배경이 되는 학회, 대학, 저널 등을 통

해 제도사적으로 분석할 수도 있고, 해당 분과의 구체적인 연구대상이나 방법론, 

이론과 실험 등을 통해 내적으로 분석할 수도 있다. 구성주의적 과학학은 후자와 

같은 내적 분석이 각종 제도의 변화와 같은 외적 조건에 대한 분석과 분리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Golinski, 2005). 본 논문 역시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도자기 보

존과학 분과가 만들어내는 특정한 과학데이터라는 창을 통해 해당 연구 프로그램

의 형성·변화 과정을 분석한다. 과학데이터의 의미는 과학데이터가 생산되고 유

통되며 소비되는 구체적인 물질적 실천의 장에서 그것이 사용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므로 도자기 보존과학의 성격을 특정한 과학데이터를 생산하고 유

통하며 소비하는 하나의 실천의 망으로 규정한다면, 과학데이터의 의미를 분석하

는 작업은 역으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도자기 보존과학 분과의 특성을 분석하

는 작업이 될 것이다(cf. Mody&Lynch, 2010). 

한국에서는 1970 년대를 거치며 재료공학이나 분석화학에서 사용되는 최신 

분석기기와 기법들로 여러 지역에서 발굴된 도편을 분석하는 과학자들이 등장하

였다. 그 중 이 논문에서는 1990 년대 초반 도자기를 분석하는 과학을 하나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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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분과로 정립시키고자 한 고경신의 보존과학 연구 프로그램과 그것을 이어받은 

이영은이 경기도박물관에서 도자사학자와 함께 수행한 경기도 광주관요 분석 프

로젝트를 중심축으로, 각기 다른 실행의 맥락에 있는 과학데이터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보존과학의 과학데이터가, 각기 다른 실천의 망으로 

이뤄진 상이한 분과가 상호작용한 결과물이자 다른 분과 간의 새로운 소통을 가

능하게 한 매개체였음을 드러낼 것이다. 

도자기 보존과학은 도자기의 특성과 제작기법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도자기의 여러 속성 중 일부를 과학기기를 통해 과학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동반한다. 그런 점에서 고경신의 보존과학 연구 프로그램이 만들어지

던 초창기는 전통적인 도자기 분석 및 이해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특정 성질들 

중 과학적으로 분석 가능한 항목들이 선택되어 과학기기를 통해 양화 및 수치화 

가능한 형태의 과학데이터로 변환되는 과정이었다. 일반적으로 과학데이터는 과

학기기를 통해 추상화되고 정량화되며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와 멀어지는 특

징이 있는데 이러한 특징은 과학데이터가 갖는 힘의 원천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Latour, 1986). 마찬가지로 도자기를 설명하는 정성적 언어들은 보존과학 분석을 

통해 수치, 그래프, 이미지(사진)와 같은 정량적 형태의 과학데이터로 변환된다. 

도자기 원료의 성분조성 및 함량을 나열한 수치들과 그래프, 도편 단면의 미세구

조를 찍은 사진이 대표적이다.  

고경신이 만들어낸 보존과학 연구 프로그램은 물리화학자가 도자기를 분석하

기 위해 분석화학·재료공학 등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실험기법을 접합하여 만든 

학문이었다. 이에 도자기의 여러 정성적 특징들은 과학기구를 통해 기성 과학분

과에서 사용되는 정량적 과학언어로 새로이 변환되었다. 그러나 보존과학의 과학

데이터는 분석화학과 재료공학에서 산출된 데이터와 형식적 유사성을 띠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도자기를 연구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과학분과

에서와는 다른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다. 특히 도자기의 가시적 성질을 규명하려

는 보존과학의 특성상 보존과학 과학데이터는 도자기를 기술하는 일상적 관찰언

어들과 밀접한 의미연관을 맺으며 형성되고 발전했다. 

예컨대, 도편의 단면을 시료 처리한 후 광학현미경이나 전자현미경을 통해 

관찰할 수 있는 미세구조 사진에 대한 분석은 도자사학자들이 중요시하는 미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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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미세구조 분석은 ‘성분과 가시적인 특징의 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분석기법 중 하나로, “한국 전통 도자기에 담겨 있는 과

학과 기술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을 보존과학 분석의 목표로 삼고 있던 고경신 

실험실에서 특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발전했다(고경신, 1992; 고경신, 1999). 이 때

문에 도자기의 미세구조분석 사진은 재료공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광학현미경을 

통해서 얻어지지만 재료공학자들이 사용하는 사진과는 매우 다른 의미를 지닌다. 

재료공학자들의 사진에서는 일상적 관찰언어와의 연결이 거의 문제시 되지 않지

만, 도자기 미세구조 사진에 대한 보존과학자들의 해석에서는 도자기의 질감이나 

투명도와 같은 가시적 판단과 연관되는 관찰언어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

문이다. 

이처럼 도자기 보존과학의 과학데이터는 도자기를 연구대상으로 상정하고 있

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도자기를 기술하는 언어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고 이 

점이 보존과학이 재료공학이나 분석화학과 구별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다시 

말해 보존과학의 변별적 특징은 거기서 생산된 과학데이터가 아무리 추상적이라 

할지라도, 혹은 어떤 과학기구나 방법론을 통해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도자기를 

기술하는 언어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그 데이터의 의미가 결정된다는 점이다. 

이 논문의 한 가지 목표는 고경신 연구 프로그램의 형성사를 더듬어봄으로써 이

와 같은 보존과학 데이터가 가진 독특함의 뿌리를 이해하는 것이다.  

 

1.2 보존과학과 도자사 

 

도자기를 설명하는 언어와 분석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그 중 연구자가 

어떤 언어로 도자기를 설명할지, 어떤 방법으로 도자기를 분석할지는 그들이 설

정한 연구목적과 질문에 근거하여 선택되고 조정된다. 도자사학자들의 연구는 기

본적으로 도자기의 미학성과 역사성을 동시에 발굴하는 작업이다. 도자사학자들

이 도자기의 역사를 서술하기 위해서는 각 도자기의 출토 지역과 시대에 대한 이

해가 불가결하고 이를 위해 그들은 출토된 도자기(또는 도편)을 시공간적으로 분

류하는 작업을 최우선으로 수행한다. 예를 들어, 동일한 지역에서 출토된 여러 종

류의 도자기를 시기 순으로 배열하거나, 동일한 시기로 추정되는 도자기들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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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별로 또는 품질별로 분류하는 작업이 그것이다. 도자사학자들은 출토된 도자기

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문헌사료에 나와있는 내용과 대조하고 비교

해가며 도자기를 특징별·시기별로 분류하고, 이렇게 분류작업이 끝난 도자기들

에 한해서 각 분류 군들의 관계를 서술하거나 평가하는 등의 해석작업을 수행한

다. 

한편 보존과학자들은 수습된 도편에 분석화학·재료공학 등에서 유래한 과

학적 기법을 적용해 그 성분 및 특징을 규명하는 연구를 한다. 이들은 주로 도자

사학자들의 육안 감정을 통해 나온 기존의 해석적 결과를 과학데이터로 입증하거

나 육안만으로는 알 수 없던 도편의 특징 및 차이점의 근원(예를 들어 태토, 유약 

등)을 밝힌다. 뿐만 아니라, 현미경과 같은 기구를 이용하여 관찰한 미세구조를 

통해 도자기의 품질을 기술하고 번조온도를 추정하는 등 기존 도자사학자들의 분

석과는 다른 관점의 결론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보존과학 분석을 통해 도자

기의 특성은 대부분 화학성분과 수치로 환산되거나, 현미경 사진으로 대체된다. 

그러나 도자기에 대한 정성적 설명이 정량적 설명으로 변환되는 이와 같은 과정

에서 도편에 담긴 도자기의 양식이나 무늬의 미학적 가치는 숨겨지고 정성적 설

명은 정량적 설명으로 환원된다. 

보존과학자들 역시 도자사학자들과 마찬가지로 도자기를 분류한다. 예컨대 

보존과학자의 논문에서는 도자기의 태토, 유약, 미량성분, 희토류 원소 등을 분석

한 데이터가 모여 그래프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보존과학자는 비슷한 

성질을 지닌 도편들끼리 그룹화할 수 있는 특정한 기준을 발견함으로써 나름의 

분류를 수행한다. 둘의 차이가 있다면 도자사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도편이 출토된 

지역이나 동일한 생산 시기를 중심으로 도편들을 분류하여 그 성격을 규명하는 

반면, 보존과학자들은 성분조성표와 이를 통해 얻은 몇 가지 유의미한 패턴에 의

해서 도편들을 재분류한다. 그러므로 간혹 동일한 시기의 도편이라 하더라도 성

분조성이 다르면 다르게 분류될 수 있고, 다른 지역에서 출토된 도편도 같은 지

역의 흙을 사용해 성분조성이 비슷하다면 동일한 그룹에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존과학자들이 도자기의 성분을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는 도자사학자

들이 시기별, 지역별, 품질별로 분류한 결과와 비슷하게 들어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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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보존과학과 도자사가 분류상의 상당한 일치를 보이는 이유는 뭘까? 

이에 대한 한 가지 답은 보존과학의 형성사에서 찾을 수 있다. 고경신이 확립한 

보존과학 연구 프로그램의 초기 형성과정을 살펴보면 고경신의 연구질문과 분석

방법론이 상당 부분 도자사의 영양 하에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보존과

학자들의 분석이 도자사학자들이 1 차적으로 분류한 도편과 그와 함께 제공된 정

보에 기반하여 수행되었기 때문인데, 이러한 관례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고

경신 실험실에서 분석한 도편들 역시 도자사학자들이 분류한 도편의 정보에 근거

하고 있었고, 그것을 토대로 생산된 과학데이터의 패턴을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

는 대체로 도자사학자들의 분류결과를 재확인했다. 본론에서 논증하겠지만 이런 

연유로 보존과학자들의 연구 프로그램은 도자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문과, 

도자사학자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다시 말해 보존과학의 과학데이터는 기성 과학분과에서 사용되는 기구를 통

해 도자기의 정성적 속성이 정량적 과학언어로 바뀐 사례이지만, 시료로 사용하

는 도편을 제공받는 과정에서 상당부분의 언어와 주요질문들은 도자사학자들의 

연구틀과 언어에 기대어 있고 제약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볼 것

처럼 이 제약이 근본적 의미에서의 불변적 제약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보

존과학 과학데이터와 도자사 언어의 연관은 이후 이영은과 같은 고경신 다음 세

대의 연구자가 도자사학자들과 협업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단초가 되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과학데이터와 언어의 관계에서 나타나

는 변화양상을 살펴봄으로써 보존과학이라는 새로운 분과의 탄생뿐 아니라 보존

과학 분과가 그 형성의 모체가 된 도자사와 갈등을 빚기도 하고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는 과정까지 조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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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과학데이터의 일상언어적 토대 

 

도자기 보존과학의 과학데이터는 도자기를 분석하는 보존과학 연구의 특성상 

도자기를 설명하는 정보를 담고 있고, 이 정보들은 도자사학자들의 주요 연구틀 

및 언어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렇다면 도자사의 언어란 무엇이고, 과학데

이터가 도자사의 언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 다음은 

도자사학자의 논문에서 발췌한 도편 분석 내용이다.
3
  

 

 분청의 퇴락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편년자료는 광주 무등산 충효동요 출토 「未四」銘

（乙未年 四月; 1475），「丁閏二」銘（丁酉年 閏 2 월; 1477 년) 분청편들과 「丁閏

二」銘 백자편, 「成化 丁酉」銘（1477）분청묘지편 등이다. 이 분청편들의 명문은 분

명한 연대를 제시해 주는데, 그 양식은 매우 조잡하다. 「丁閏二」銘이 굽 안 바닥에 

각각 새겨진 분청과 백자를 비교하면, 분청은 매우 퇴락한 양식인데 반해 백자는 단정

한 모습임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같은 명문의 이 두 점은 1470 년대 쇠퇴한 분청사기

와 세련된 백자를 극명하게 대조해 준다. 또 「光公」(광주지방의 公物), 「光上」(광

주지방의 上品), 「光別」(광주지방에서 특별히 구운 제품) 등의 명문은 중앙 관요가 

운영되는 시기에 지방요에서도 퇴락한 분청을 관청용 公物로서 別燔했기 때문에 특별

히 새겨졌을 것이다(김영원, 2001b; 37쪽). 

  

 ‘번천분청 1 호’ 도편의 특징은 대접, 접시, 병 모두 집단연권문의 인화기법이 주종을 

이룬다. 집단연권문의 상태는 얕고 조잡하게 베풀어져 인화분청의 말기적인 양상을 보

인다. 특히 대접 외면의 문양처리에서 소략한 면을 보이고 있다. 이를테면 여러 줄의 

선을 두르고 귀얄로 백토를 슬쩍 발라 선문 위에 귀얄의 엷은 흔적만이 보이고 있는 

점이다. 가장 주목되는 점은 백자와 분청사기가 붙어 있는 도편이다. 동일가마에서 백

자와 분청사기가 함께 번조되었다는 점과 이 두 도편은 육안으로 보았을 때 동일유이

며 다만 태토가 다를 뿐이다. 그렇다면 ‘번천분청 1 호’ 가마는 분청사기가마에서 백자

생산을 시도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광주의 백자가마터에서 흔히 수집되는 갑

발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 점으로 보아 상품백자의 양산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던 것 

같다. 광주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15세기 후반에는 관요로서 백자생산의 중심이 됨으

로 분청사기는 ‘번천분청 1 호’와 같이 말기적인 흐트러진 현상을 보이면서 백자 생산

                                                 
3
 아래 인용문의 강조는 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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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도하다가 15 세기 중반에는 분청사기 중심 가마는 거의 소멸되어갔다고 본다. 이

를 뒷받침해주는 도편이 백자접시에 붙은 분청사기편이다. ‘번천분청 1 호’는 문양의 

측면에서 볼 때 상감기법은 거의 없고 어설픈 백토분장 기법 등의 현상으로 보아 제

작활동 시기는 대략 1430년대 이후 약 10 여 년 간으로 추정된다(강경숙, 2001; 45쪽). 

      

위의 내용은 출토된 도편을 도자사학자들이 분석한 전형을 잘 보여준다. 이

러한 도자사학자의 분석 내용을 읽다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와 낯선 단어가 

혼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령 분청, 명문, 관요, 별번, 귀얄 등의 용어

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용어의 이해를 위해 도자사적 지식을 필수

적으로 수반해야 하는 용어들이다. 반면 대접, 조잡하게, 굽, 쇠퇴한, 세련된, 가마, 

유약 등의 용어는 누구나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거나, 한자뜻을 풀이하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용어들이다. 위의 글에서 전자에 속하는 용어로는 분청, 명문

(「未四」銘, 「丁閏二」銘, 「成化 丁酉」銘, 「光公」, 「光上」, 「光別」 등), 

관요, 지방요, 별번, 인화기법, 귀얄, 갑발, 백토분장 기법 등이 있다. 한편 후자에 

속하는 용어로는 퇴락, 묘지편, 연대, 양식, 조잡하다, 굽 안 바닥, 단정한, 쇠퇴한, 

세련된, 대접, 접시, 병, 집단연권문, 조잡하게, 가마, 번조, 유약, 태토, 말기적인 

흐트러진 현상, 어설픈 등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위와 같이 도자사에서 사용되는 분석적·기술적 언어를 각각 

‘특수한 전문어’와 ‘보편적 전문어’로 세분하여 설명한다. ‘특수한 전문어’는 도자

사학자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개념이나 도자사적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

해할 수 없는 언어를 포괄한다. 대표적인 도자사학들의 전문언어는 도자기에 새

겨진 명문(사기장인 이름, 관청명, 지방명, 사용처 등급 표시), 도자사학자들이 만

들었거나 역사문헌에서 발췌한 고유개념(관요, 도기소-자기소, 사옹방, 도제조 등), 

도자기 제작 기법 및 특정 기형을 지칭하는 전문용어(굽받침 종류, 갑번, 상감, 인

각, 귀얄 등)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전문용어들은 도자사적 훈련을 통해 새로이 

습득해야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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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보편적 전문어’는 도자사적 훈련을 받지 않았거나 도자사 분과의 맥락

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직관적으로 이해 가능한 언어를 지칭한다.
 4
 

예를 들어, 도자기의 종류(백자, 청자 등)나 기형·무늬를 지칭하는 용어(물고기문, 

화문, 대접, 접시, 향로, 사발 등), 도자기의 미학성을 표현하는 용어(간결, 소박, 

단순미, 화려한, 공간감, 율동적, 곡선적 등) 및 도자기와 연관된 시대적 배경(유

교, 불교, 샤머니즘 등)과 같은 설명용어들이 대표적인 보편적 전문어이다. 누구나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보편적 전문어는 다시 두 가지로 세분할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도자기에 한정된 언어에서 비롯하였지만 지금은 거의 ‘일상화된 전문

어’와, 다른 하나는 한자어의 조합처럼 단어가 생소하지만 그 뿌리가 일상어에 있

는 ‘전문화된 일상어’이다. 예컨대 유약, 태토와 같은 용어는 도자기 용어이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해진 용어들이며,
5
 번조와 같은 용어는 ‘그릇 따위를 

구워 만든다’는 일상어에서 출발하였지만 지금은 도자사 내에서 전문용어처럼 쓰

이는 대표적인 예이다.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이 도자사의 보편적 전문어를 직관적으로 이해한다고 

해서 도자사학자들이 사용하는 것처럼 이 언어들로 도자기를 설명할 수 있는 것

은 아니며, 그러한 언어에 대한 이해가 도자사학자들의 이해와 동등하다고 볼 수

도 없다. 가령 일반인들이 기형·무늬를 지칭하는 보편적 전문어를 도자사학자들

처럼 구사하려면 도자사학적 훈련과 그 학문분과의 암묵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편적 전문어가 도자사학자들의 전문적 맥락에서 사용된다 

                                                 
4
 여기서 ‘직관적’ 이해라 하면 일상적으로 사용되어 이해에 어려움이 없거나 간단한 뜻

풀이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음을 뜻한다. ‘보편적 전문어’에 속하는 언어에는 색깔이나 

질감을 표현하는 용어처럼 말 그대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일상어가 있는 반면, 전문어

처럼 생각되는 개념이나 한자어의 조합으로 바로 이해되지 않는 개념들도 있다. 그러나 

후자 역시 일상어적 용법을 지닌 용어들이란 점에서 보편적 전문어에 포함시킬 수 있

다. 가령 분청이나 갑발은 전문어이지만 둘 모두 사실상 ‘도자기’의 일종으로 도자기 범

주에 속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으므로 보편적 일상어로 볼 수 있고, ‘집단연권문(集團連

圈文)’과 같이 바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여러 개의 꽃 무늬를 한 줄로 나란히 하여 표현

한 무늬’와 같이 풀어서 설명하면 이해 가능한 개념들도 보편적 전문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보편적 전문어는 도자사 지식이 없더라도 누구나 대략적인 의미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언어를 뜻한다.  
5
 여기서 알 수 있듯 보편적 전문어와 특수한 전문어, 일상화된 전문어와 전문화된 일상

어의 구별은 맥락에 의존한다. 이 구별 자체가 한 용어의 탄생 맥락은 물론이고 그 용어

의 확산 정도에 역사적·사회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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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이미 일상언어적 용법과 접맥되어 있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

정 언어공동체 대부분이 공유하는 어떤 이해를 함축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볼 때 보존과학 과학데이터의 대부분은 일상언어적 용법에 뿌리를 두

고 있는 보편적 전문어와 연관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보존과학 과학데이터의 측

정치와 성분함량은 모두 도자기의 가시적 특성 혹은 품질과의 연관성 속에서 설

명되고 해석된다. ‘백색도’와 ‘경도’ 같은 물리과학적 성질이나 도자기 색깔에 영

향을 주는 착색산화물 성분(철, 티타늄 등)과 유약질감에 영향을 주는 성분(칼슘, 

마그네슘 등) 함량 등이 중요한 고려변수들로 취급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도자사학자들이 사용하는 보편적 전문어가 모두 분석 가능한 과학데이터

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일상어에 토대를 두고 있는 보편적 전문어는 다시 과

학적으로 분석이 된 것과 분석이 안된 것으로 구분해서 생각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색깔이나 질감, 흙과 유약 등과 연관된 보편적 전문어는 과학기구로 분석이 

되어있는데 반해, 도자기의 미학성을 나타내는 제작기법이나 시대사상과 관련된 

용어는 지금까지도 분석이 어렵다. 요컨대 보존과학의 과학데이터는 도자사학자

들의 보편적 전문어 중 과학기구로 분석 가능한 용어들에 틀 지워져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보편적 전문어와 과학데이터의 관계는 직접적일 수도 있고 간접적일 

수도 있다. 어떤 과학데이터는 직접적으로 도자기를 설명하는 관찰언어와 대응하

나, 어떤 것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고경신 실험실에서 수행한 연

구를 크게 물리적 특성 분석(색도, 반사도, 경도 측정 등)과 성분분석(주성분분석, 

미량원소 분석, 희토류원소 분석 등), 미세구조 분석으로 나누어 본다면, 이 중 도

자기의 색이나 질감을 주로 측정하는 물리적 특성 분석과 도자기의 표면을 현미

경으로 찍은 미세구조 사진은 직접적으로 도자기를 설명하는 관찰언어와 연결된

다. 반면 성분분석의 결과는 직접적으로 관찰언어와 대응하지 않고, 각 화학성분

이 도자기의 어떤 성질과 연관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보존과

학의 과학데이터가 도자기를 설명하는 도자사학자들의 보편적 전문어와 연결되어 

있다 해도 도자사학자가 보존과학자가 만든 과학데이터를 이해하기 힘든 한 가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예컨대 도자기 원료가 함유한 마그네슘 성분을 도자기 

표면의 상태와 어떤 식으로든 대응시켜 해석해주지 않는 이상, 도자사학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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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네슘 함량 분석 결과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

이다. 더욱이 이러한 경향은 보존과학의 독자성이 강화될수록 심화된다. 

그럼에도 보편적 전문어와 과학데이터가 접맥되어 있다는 사실은 둘 사이의 

적절한 해석과 고리가 주어질 수만 있다면 도자사와 보존과학이 유의미한 만남을 

시작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실제로 경기도박물관 사례는 과학데이터와 직간접적

으로 연결돼 있는 보존과학과 도자사의 공유언어의 존재로 인해 보존과학자들과 

도자사학자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아래의 [그

림 1]은 보존과학의 과학데이터와 도자사의 언어가 밀접히 연결되어 발전해 온 

이상의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한 표이다. 즉 이 표는 보존과학의 과

학데이터가 도자사의 보편적 전문어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편적 전문어와 

연결된 과학데이터가 기성 과학분과의 실행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한다는 의미는 

무엇인지, 이렇게 발전된 과학데이터가 도자사적 해석으로 다시 확장된다는 의미

는 또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O: 일상어 (Ordinary Language) 

S: 보존과학언어 (Scientific Language) 

H: 도자사언어 (Historical Language) 

[그림 1] 과학데이터와 도자사의 전문어를 매개하는 일상어 (1)
6
 

                                                 
6
 이 표는 읽는 이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논자가 만든 표로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과학데

이터와 도자사 언어의 관계를 도식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이 표에는 도자사 언어

가 갖는 복잡성과 보존과학과 도자사의 관계 변화 양상, 보존과학과 도자사 내부에서 각

기 다르게 일어나는 일상어의 변화 등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예컨대 보존과학과 도자사

가 동일한 일상어를 공유하고 있다고 해도 내부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각 일상어가 

변해가는 양상은 다른데, 도자사 내부적으로는 일상어의 의미가 상당부분 유지되어도, 

보존과학 내에서는 해당 언어가 전문 과학데이터로 변환되고 분석 가능한 실험상의 결

과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본래 의미를 찾기 힘들어지기도 한다. 이 외에도 이 표에는 

도자사에서 특수한 전문어가 새롭게 도입되는 과정도 드러나 있지 않다. 

(O·)S O·S O·H (O·)H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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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를 보면, 가운데 일상어(Ordinary Language)를 중심으로 왼편으로 나

아가는 과정은 보존과학 과학데이터 언어(Scientific Language)의 형성을, 오른편

으로 나아가는 과정은 도자사 언어(Historical Language)의 형성을 보여준다. 일상

어에 토대를 둔 도자사의 언어는 보편적 전문어(O·H)로서, 보존과학의 과학데이

터(O·S)는 이러한 보편적 전문어(O·H)와 함께 도자기를 기술하는 일상어(O·)

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언어는 각 학문분과에서 발전할수록, 즉 위의 

표에서 보존과학은 왼쪽으로 도자사는 오른쪽 방향으로 나아갈수록 일상어와의 

연결성은 숨겨지고 보존과학의 과학데이터는 과학적 전문어((O)·S)로, 도자사의 

언어는 도자사적 전문어((O)·H)로 특수화된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존

과학과 도자사 언어의 전문화가 심화된다 하더라도 일상어를 공통분모로 두 분과

의 언어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7
 

장하석은 최근의 연구에서 특정한 ‘일상적 개념(quotidian concept)’이 과학적 

개념의 변화와 확장에 안정화의 거점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Chang, 

2012). 그에 따르면 과학사에서 산성(acidity)을 측정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해왔고 산(acid)에 대한 통합적, 일관적 역사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산성이란 언어가 각기 다른 과학적 실행의 맥락에서 안정화된 방식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널리 공유하는 산에 대한 일상적 용법이 있기 때

문이었다. 위의 [그림 1]에서 보면 장하석의 주장은 일상어(O·)에서 과학적 전문

어((O)·S)로 나아가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방식이 선택되고 서로 다른 방식끼리 

대체될 수 있지만, 그런 다양성과 가변성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이 산에 대한 일

상적 용법(O·)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산성이란 언어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하석이 다룬 사례는 일상어를 매개로 한 과학 분과가 

다른 분과와 만나는 사례, 즉 이 논문에서 보일 과학자와 도자사학자가 상호작용

하는 사례와는 거리가 멀다. 이 지점에서 콜린스와 갤리슨의 모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콜린스 역시 ‘공통언어(common language)’의 존재를 전제로 공유된 언어

(shared language)를 통해 전문가 집단과 비전문가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음을 주

                                                 
7
 보존과학과 도자사 두 분과의 언어와 일상어의 관계는 서로 다르다. 도자사의 보편적 

전문어(O·H)는 일상어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지만, 보존과학의 과학데이터(O·S)는 

일상어를 다른 방식으로 나타내는 언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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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 바 있다(Collins, 2011).
8
 이렇게 볼 때 보존과학에서 산출하는 과학데이터의 

형성 과정은 콜린스가 전제한 공통언어가 어떤 과정을 통해 구성되었는지를 보여

주는 흥미로운 사례이다. 다시 말해 보존과학의 과학데이터가 도자사학자들이 사

용하는 보편적 전문어에 그 토대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보존과학자들은 도자사학

자들과 다시 만났을 때 새로운 상호작용의 연결점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

러므로 콜린스가 말한 ‘상호작용 전문성(interactional expertise)’을 배운다는 의미

는 과학언어를 일상어에 기반하여 설명하는 방식을 배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은 갤리슨의 ‘교역지대’ 모형과도 차이가 있다(Galison, 1997).
9
 갤리슨은 

                                                 
8
 콜린스(Harry Collins)는 일정한 실천적 암묵지를 갖고 있는 전문가 집단의 ‘상호작용 

전문성(interactional expertise)’ 임계점을 통과한 사람들은 해당 전문가들과 소통할 수 있

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예를 들어, 중력파 실험 과학자들은 ‘기여 전문성’과 ‘상호

작용 전문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데, 기여 전문성이 없더라도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상호작용 전문성’을 갖춘 이라면 중력파 전문가 집단과 소통할 수 있었다. 콜

린스 자신의 연구가 그 대표적인 사례로, 그는 이러한 주장을 통해 언어가 실행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공유된 언어(shared language)를 통해 전문가 집단과 전문가 집단 

외부의 소통 가능성을 해명한다. 쿤과 달리 아래에서 살펴볼 갤리슨과 콜린스는 모두 같

은 패러다임을 공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소통이 가능함을 주장하고 있지만, 둘의 가장 중

요한 차이는 보편언어(common language)의 전제 여부에 있다. 즉, 콜린스의 접근은 상이

한 가치체계와 인식론을 극복할 수 있는 보편적 언어체계의 존재를 가정하고 있는 반

면, 국소적이고 한시적인 ‘교역지대’에서 새로운 언어 형성을 통한 소통을 주장하는 갤리

슨은 보편언어를 가정하지 않더라도 가능한 소통 모형을 제시한다. 
9
 갤리슨(Peter Galison)은 과학활동이 하나의 패러다임을 공유하는 동질적 과학자 집단

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아닌 이질적인 ‘기술적 전통’, ‘학습전통’ 등을 갖는 다양한 하부

문화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여겼다. 갤리슨은 그의 저서 Image and Logic 에서 논

리실증주의와 반실증주의의 과학사 서술을 모두 비판하며, 물리학의 하위분과로 종속적

이지만 자율성을 띤 이론, 실험, 기구 전통의 상호작용을 통해 20 세기 물리학의 역사를 

설명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물리학의 세 하위문화는 ‘서로 끼워진(intercalated)’ 구조의

 ‘국지적 협력(local coordination)’을 통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었다. 갤리슨은 이 소통의 

공간을 ‘교역지대(Trading Zone)’로 명명하며 교역지대 내에서 서로 다른 문화의 과학자

들간의 국지적 교환 및 협의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로의 효율적

인 교역을 위해 교역지대에서 제한적 소통의 언어가 만들어진다는 점이다. 갤리슨의 교

역지대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혼성어를 통해 제한적 교류가 이루어지며, 이 언어는 초

기의 단순한 언어(피진)에서 복잡한 언어(크리올)로 발전할 수 있다. 이 혼성어는 둘 모

두에게 이해되는 매개의 역할을 하지만 보편성을 띄지는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독립적

이지도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가령, 물리학의 특정 혼성어는 상호 소통을 위해 이론

물리학자는 이론적 복잡성을 제거하고 실험물리학자는 실험과정 및 기구에 대한 세부적

인 묘사를 생략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기에 양 전통에 모두 연결돼 있지만 해당 하부 

전통의 본래 언어는 아닌 혼성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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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여 새로운 언어(피진, 크리올 언어)를 만

들고 이를 통해 소통한다고 한 반면, 보존과학 사례는 분과의 형성단계에서 배경

으로 남겨진 공유 언어가 토대가 되어 이후 소통이 이루어지고 해당 분과에 변화

의 단초가 생기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경기도 광주관요 종합분석 보고서』는 고경신 실험실에 있

던 이영은이 보존과학의 맥락에 한정되었던 과학데이터의 일상언어적 의미연관을 

도자사의 맥락과 다시 연결하여 얻은 결과물이다. 이 과정은 [그림 1]에서 제일 

왼편에 있던 과학언어가 점차 오른쪽으로 이동해 가는 과정이다. 여기서 보존과

학 과학데이터 자체의 성격이 변화했고 이영은은 서로 다른 의미들이 상호소통하

게 만드는 방식으로 자신의 실행 자체를 변화시켰다. 도자기 과학데이터로 설명

가능한 새로운 변수들의 조합을 만들고, 도자사학자와의 만남을 통해 보존과학 

형성 당시 잃어버렸던 역사적·미학적 해석의 고리를 재설정하는 방식으로 과학

데이터의 성격을 변화시킨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경기도 박물관 프로젝

트 이후 이어진 이영은의 연구에서 더욱 두드러졌고, 현재 그 변화는 여전히 진

행형이다.  

 

1.4 논문 구성 

 

본 논문은 초기 보존과학의 형성에서 경기도박물관 프로젝트까지 이어지는 

보존과학의 중요한 흐름을 더듬으며 해당 분과의 특징과 변화를 거기서 산출된 

과학데이터의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보존

과학의 형성 과정 및 그 배경(2절)을 검토한 후, 이 때 형성된 과학데이터의 성격

이 경기도박물관 프로젝트를 통해 보존과학자와 도자사학자가 만남으로써 어떻게 

변화했는지(3 절)를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양 분과의 상호 소통을 위해 과학

데이터와 도자사 언어의 의미연관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는 경기도박물관 보존과

학자의 최근 연구(4절)를 따라가며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겠다.  

먼저 이어지는 2 절에서는 고경신의 연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 보존과

학의 형성 단계에서 드러나는 과학데이터의 특성을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다. 

우선, 고경신이 기존에 확립된 기성과학의 분석방법론을 도자기에 적용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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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겪었던 실험상의 재조정 및 표준화 과정, 그와 관련된 암묵지의 확립과 이 

과정에서 진행된 사회적 과정 등을 검토한다. 두 번째로, 도자사의 보편적 전문어

가 보존과학의 과학데이터와 접합되는 한편, 그렇게 접합된 보편적 전문어가 보

존과학의 연구스타일이 안정화됨에 따라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되는 과정을 미세구

조 분석을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어서 3 절에서는, 고경신 실험실에서 안정화된 방법론을 습득한 이영은이 

경기도박물관에서 수행한 과학데이터 생산활동을 살펴보며, 그 성격의 변화 양상

을 분석한다. 이 과정은 보존과학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규약화된 과학데이터와 

도자사 언어의 관계가 재조정되는 과정이다. 다시 말해 과학데이터의 형성에 제

약요소로 작용했던 도자사의 보편적 전문어가 오히려 도자사학자와의 만남에서 

매개역할을 하며 소통의 창구로 기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도자사학에서 

중요하게 거론되는 역사적·미학적 해석의 맥락과 다시 접목된 과학데이터는 역

사 속 도공의 기술을 드러내는 새로운 역사해석의 공간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4절 결론에서는, 경기도 광주관요 분석 프로젝트 이후에 나온 이

영은의 논문과 인터뷰를 간략히 분석함으로써, 도자사학자와의 만남 이후 변화된 

이영은의 연구 스타일이 과학데이터의 생산과 표현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살펴보며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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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자사에서 보존과학으로:  

고경신의 연구 프로그램과 보존과학의 형성 

 

해방 이후 도자기에 대한 연구는 주로 미술사의 하위분과인 도자사학을 중심

으로 이루어졌고, 1970년대 이후에는 각 지역에서 발굴된 유물의 증가에 따라 연

구 대상이 폭넓어짐과 동시에 활발한 연구활동이 이뤄졌다.
10
 한편, 비슷한 시기 

과학자들은 최신 분석기법들을 도입하여 발굴된 도편들을 과학기기로 분석한 연

구들을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비록 연구자 집단의 규모나 사회적 영향력 면에서 

대칭적이지는 않다 하더라도 도자기를 두고 한편에서는 예술적이고 역사적인 관

점에서, 다른 한편에서는 과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상이한 연구자들이 등장한 

것이다.
11
  

이 절에서는 고경신을 중심으로 과학적 도자기 분석 연구 프로그램이 정립된 

1990 년대 초반을 도자기 보존과학의 시작으로 보고 그 연구 스타일의 형성과 특

                                                 
10
 우리나라 도자사의 역사는 일제강점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도자사학자 김재열은 한

국도자사 연구를 “1880 년대 고려고분에서 출토된 고려도자기의 존재가 유럽·미국인들

과 일본인들의 관심을 끌며 시작”된 것으로 보며 100 년 넘은 역사를 주장한다(김재

열, 1990). 그에 따르면 도자기 연구는 1910 년대까지 골동적 취미와 호기심에서 시작한 

초보적인 개념파악에 그쳤지만, 1920 년대부터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학문적인 성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도자사의 역사를 정리한 연구에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6·25 를 전

후하여 정체상태에 있던 도자사가 해방 이후 1960 년대를 기점으로 한국인 학자들에 의

한 주체적인 발전이 시작된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강경숙, 1996: 김영원, 2004).  
11
 도자사 이외에도 도자기를 연구대상으로 다루는 학문 분과는 여럿 있다. 고고학과 보

존과학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고고학은 주로 삼국시대 이전을 연구하고, 특정 지역 혹은

 특정 민족문화의 역사적 전이과정을 복원하며 발굴터의 연대추정을 주 목적으로 한다

는 점에서 문헌 연구를 우선적으로 실행하는 도자사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연대추정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고고학과 도자사의 유사성을 찾을 수는 있겠으나, 고고학 일반적으

로 연대가 지닌 의미는 도자사와는 다른 성격을 띤다. 우선 고고학 자료의 경우 연대는 

시간의 상대적인 선후관계를 명시하는 데에 주안점이 있고, 고고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사성탄소연대측정법과 같은 분석기술은 신석기 이전의 실년대 측정에만 유효하고 청

동기 이후 시기에는 오차범위가 커져서 도자사 연구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고고학에서 주요 관심이 문자 기록이 없는 시기에 집중되어 있는 점도 도자사에서는 보

기 힘든 특징이다. 최근 고고학이 다루는 연구 시기가 고려, 조선시기까지 내려오고 있

지만 아직 소수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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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을 분석한다.
12
 여기서 보존과학 연구 프로그램의 형성을 고경신을 중심에 두고 

바라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70년대부터 일부 과학자들이 도자기를 분

석한 논문을 발표하였으나 일회성에 그칠 뿐 지속성 있는 연구로 이어지지 않았

다. 반면 고경신은 지속 가능한 도자기 분석 시스템을 정립하고, 중앙대에 유물과

학 학과를 만드는 등 후속학자들의 연구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다.
13
 둘째, 고경신의 도자기 분석 연구는 미세구조 분석을 중요시 한다는 점에서 

서양학자들을 비롯한 다른 보존과학자들의 연구와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데, 미

세구조 방법론의 도입과 발전양상을 통해 고경신 연구 프로그램의 독특함은 물론 

보존과학의 전형적 특징, 즉 과학데이터가 일상어에 토대를 두고 있음도 잘 드러

낼 수 있다. 셋째, 경기도박물관 이영은 보존과학자의 연구가 보여주는 보존과학

의 흥미로운 변화 양상을 해명하는 데도 고경신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는 필

수적이다.
14
 이영은은 서강대 화학과에서 학부를 마치고, 중앙대에서 석·박사 과

                                                 
12
 도자기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연구논문은 1970 년대부터 나오기 시작하였다. 당시 서울

대학교 공대 요업공학과(현재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임응극 교수는 청자비색의 과학적

 원리를 규명하려는 목적으로 도자기 분석 연구에 착수하였다(임응극·이영희, 1972). 이

후 1980 년대에는 국내 재료공학부, 화학부 전공의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일부 분석연구

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보존과학의 시작을 1990 년대로 보는 이유는 ‘재생산

 가능한 연구시스템의 정립’에 있다. 1980 년대 과학자들의 연구는 몇 편의 논문에 그치

며 지속되지 않았고, 도자기 분석 연구로 정립되거나 후속학자에게 영향을 주었다 말하

기 힘들다. 반면 고경신은 1980 년대 후반부터 도자기 보존과학 연구를 시작하고 후학을

 양성하였으며, 1994 년에는 중앙대에 유물과학 학과를 만들어 재생산 가능한 연구 프로

그램을 만들었다. 이러한 이유로 이 논문에서는 지속성을 가진 도자기 분석 연구 시스템

으로 중앙대에 정립된 1990 년대 고경신의 연구 프로그램을 보존과학의 시발점으로 보고

 분석하려 한다.  
13
 고경신은 1974 년 중앙대 화학과 교수로 부임한 이후, 1994 년 10 월 대학원 과정의 ‘과

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 안에 과학사, 과학철학 전공과 함께 ‘유물과학’ 전공을 만드

는 데 기여했다. 그녀는 유물과학과에서 도자기의 과학분석 시스템을 정립하였고, 이 당

시 만들어진 분석틀은 후대 학자들에게 하나의 패러다임처럼 전해지고 있다. 중앙대 과

학사 및 과학철학(협동) 과정은 1996 년 과학학학과(협동), 2004 년 과학학과로 변경된 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한편 중앙대 이외에도 용인대가 1997 년 문화재학과 내에 문

화재보존학 과정과 고고미술사학과 학부과정을 만들었고 이후 공주대 자연과학대학 문

화재보존과학과(1998 년), 경주대 문화재학부 내 문화재보존학 전공(1999 년), 한국전통문

화대학교의 문화재관리학과(2000 년) 등 대학 내 보존과학 전문학과가 연이어 만들어졌

다.  
14
 이후 기기가 발달하고 연구자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데이터가 정교해지거나 확장되기

도 했지만 현재 보존과학자들의 연구논문은 1990 년대 형성된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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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모두 고경신의 지도 아래 수학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영은의 연구를 이해하

기 위해서는 고경신을 시작으로 한 보존과학 방법론의 형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

다.  

이하에서는 고경신 교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보존과학 연구 프로그램의 형

성을 이해하기 위해 보존과학 고유의 과학데이터가 지니는 특징을 분석하려 한다. 

우선 보존과학의 과학데이터는 도자기를 서술하는 언어의 제약 하에 생산되는데 

이 과정에서 선택된 언어는 도자사의 고유한 맥락에서 점차 분리되어 관련 과학

데이터의 사용 맥락과 새로이 연결된다. 고경신의 보존과학 연구 프로그램은 물

리화학자가 도자기를 분석하기 위해 분석화학·재료공학 등에서 사용하는 실험

기법 등을 접합하여 만든 것이다. 여기서 전통적인 도자기 분석 및 이해에서 중

요하게 여기는 특정 성질들 중 과학적으로 분석 가능한 정성적 속성들은 과학기

기를 통해 정량적 과학데이터로 변환된다. 그러나 보존과학에서 생산된 과학데이

터는 그 연구대상이 ‘도자기’라는 점에서 도자기를 표현하는 언어와 유리될 수 

없었고, 이러한 특징은 보존과학의 분과적 특성으로 자리잡아 보존과학을 재료공

학이나 분석화학과는 다른 분과로 만들어주었다. 다른 한편 이 과정에서 과학데

이터로 변환된 정성적 언어는 도자사적 맥락에서 탈각되어 도자사에서 중요한 역

사적·미학적 의미연관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이 정성적 언어는 보존과학의 맥락

에서 과학데이터로 표상됨으로써 새로운 의미연관을 획득하게 된다.   

이 절에서는 우선 보존과학의 형성기에 등장한 과학데이터의 특징을 분석하

고, 이후 위에서 언급한 과학데이터의 두 가지 측면을 미세구조 분석법의 형성과 

발전을 중심으로 상술할 것이다. 미세구조 분석은 도자기의 가시적 성질 규명을 

중요하게 생각한 고경신 실험실에서 중요하게 발전시킨 방법론이지만 1990 년대 

당시 미세구조 분석은 국내외적으로 구체적 실험 절차나 결과 해석의 측면에서 

연구가 많이 되어있지 않아 습득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 때문에 고경신 실험

실에서는 출판된 논문에 드러나지 않는 실험상의 여러 조정기법이나 데이터 해석

법처럼 실험기기나 실험기법의 도입 과정에 필요한 암묵지를 습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이 절에서는 우선 고경신 실험실에서 미세구조 분석법을 

습득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도자기를 설명하는 어떤 변수들이 과학기기로 분석 가

                                                                                                                         
는 모습을 보인다. 1990 년대에 조정되고 안정된 연구 프로그램이 지금 연구자들에게 계

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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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다고 여겨지고, 각 변수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 과학데이터로 변환되는지를 

분석한다. 이어서 이렇게 각각 분석된 변수들의 과학데이터가 유기적으로 새롭게 

연결됨으로써 도자기를 해석하는 새로운 의미가 창출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2.1 보존과학과 과학데이터 

 

보존과학자들은 분석화학·재료공학 등에서 사용하는 기법을 바탕으로 도편

의 성분 및 특징을 규명한다. 한국의 보존과학은 1970 년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최순우 관장의 지시로 관련 연구자들이 교육받은 것을 시작으로, 1990 년대 초반 

중앙대에 이어, 공주대, 용인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등에 전문학과가 개설되며 

확장되어 온 영역이다. 흔히 ‘유물과학’, ‘보존과학’, ‘문화재과학’이라는 말로 지

칭되기도 하는 보존과학 분야의 연구는 크게 ‘보존처리’와 ‘분석’연구로 나뉜다. 

그 중 유물의 보존처리는 문화재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문화재에 가하는 모든 

화학적·물리적 처리와 문화재의 일부 또는 전체가 손상되었을 때 원래의 모습을 

복구하는 복원 연구를 통칭한다. 보존과학 연구의 상당부분이 바로 이 보존처리 

연구에 속한다.
15
  

한편 이 논문에서 다룰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보존과학자들은 주로 태토와 

유약의 화학성분 분석을 토대로 도자기의 산지를 유추하거나, 도자기의 가시적 

특징을 과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그 제작기법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

자사학자가 집필하는 발굴조사 보고서에 수록되는 도자기 과학연구는 대부분 이

와 같은 분석 보존과학자의 연구로, 이들의 분석은 보존처리 보존과학자와 비교

하여 상대적으로 도자사학자의 연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분석 보존과학자

들은 기존 도자사학자들의 육안 감정을 통해 나온 해석적 결과물을 과학데이터를 

통해 입증하거나, 육안만으로는 알 수 없는 도편의 특징 및 차이점의 근원(예를 

들어 태토, 유약 등)을 밝혀내는 데에 주력한다. 더 나아가 이들은 현미경과 같은 

                                                 
15
 http://www.museum.go.kr/site/homepage/menu/viewMenu?menuid=001006006002  

(국립중앙박물관. 2014 년 7 월 31 일 접속) 

http://www.museum.go.kr/site/homepage/menu/viewMenu?menuid=001006006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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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로 관찰한 미세구조를 통해 도자기의 품질을 서술하거나, 번조(燔造) 온도를 

추정하는 등 기존 도자사학자들과는 다른 관점의 분석 또한 제시한다.
16
 

보존과학자가 과학기기를 통해 도자기를 연구한다면, 도자사학자들은 문헌분

석을 중심으로 도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특징을 역사적 맥락에 위치시키며 도자

기를 연구한다. 도자사는 미술사의 하위분과 중 하나로 미술사학이 추구하는 ‘시

각예술 현상을 역사적으로 이해하고 체계화하는 목적’을 공유한다. 이를 위해 도

자사 연구자들은 유물을 직접 다루는 동시에 문헌에 대한 분석연구를 필수적으로 

병행한다. 가령 조선 전기의 도자기 양식은 분원설치 시기를 중심으로 당대의 정

치사회적 맥락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도자기의 편년 설정과 미학적 분석

에 역사적 분석이 빠질 수 없다(김영원, 2012: 경기도박물관, 2001a).
17
 이에 따라 

도자사학자들은 유물과 관련한 경험 및 문헌을 바탕으로 한 암묵적·명시적 지식

을 여러 각도에서 비교·검토하여 유물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훈련을 

필요로 한다. 도자기 분석에 대한 한 원로학자의 인터뷰는 이러한 도자사학자들

의 연구경험을 잘 보여주고 있다.  

  

 분석이란 것은 곧 양식사와 통하게 됩니다. 도자기를 예로 들자면, 전체적인 형태를 

보고나서 주둥이는 어떻게, 귀는 어떤 모양이며, 밑바닥 굽은 어떤 형태인지 세부적으

로 파악해 나갑니다. 또 색채는 어떠하며 패턴과 문양은 어떤 것인지 등을 관찰하고 

나면 도자기를 시대와 연관시켜 분석, 감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어떤 

                                                 
16
 국내에서 도자사학자의 주도로 분석목적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보존과학 과학분석이 

이루어진 사례는 1992 년 김재열이 발표한 논문으로 볼 수 있다. 김재열은 경기도 용인

군 서리 백자요지에서 출토된 도자편 중 청·백자를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분류하기 위

해 중성자방사화분석법으로 미량원소를 분석하고, 다변량해석법을 통해 청자와 백자를 

분류하였다. 그는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푸른색이 돌아 청자로 오해할만한 도편들을 백

자로 분류하였는데, 이 연구는 도자사학자가 과학분석을 하는 목적과 기대가 잘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강형태, 1992: 김재열, 1992). 
17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시기와 조선전기는 청자, 분청, 백자 등 다양한 종류의 

도자기들이 동시에 만들어지던 시기였다. 한 지역에서 한 종류의 도자기만 생산하기도 

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청자와 백자가 또는 분청과 백자가 함께 만들어지거나 심지어 

한 가마터에서 구별 없이 동시에 구워지기도 하였다. 특히 고려 말 조선 초 시기에는 분

청의 발전양상이 두드러지지만, 조선 초 백자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분청이 쇠퇴하는 

모습도 짧은 시기나마 함께 등장한다. 경기도 광주에 중앙관요가 설치되는 시기를 전후

하여 이러한 변화들은 더 급격하게 나타나는데, 도자사학자들은 분청의 변화 양상을 통

해서도 정확한 설치연도가 기록되어있지 않은 관요의 설치시기를 유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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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파편만 봐도 조선 초기의 것임을 알 수 있고, 또 어떤 것은 회화적인 구성을 보

고 특정 시대의 것임을 짐작하게 되죠.
18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도자사학자들이 가마터에서 발굴된 깨진 도편에서 

추론·입증 가능한 정보들은 상당히 다양하다. 그들은 도편을 통해 1차적으로 어

떤 종류의 도자기(백자, 청자 등)인지, 어떤 기형(畸形: 항아리, 접시 등)의 도편인

지, 품질(양질, 조질 등)은 어떠한지 등을 육안으로 판별할 수 있다. 그리고 도자

사학자들은 한 편의 도편을 문헌과 더불어 전후시기 가마터 및 비슷한 양식을 갖

고 있는 다른 지역의 유물 등과 대조해가며 해당 도편의 제작시기 및 발굴가마터

의 운영시기를 유추해간다. 또한 이렇게 유추한 시기를 전후한 다른 유물과 비교

함으로써 발굴 도편을 기형 및 양식의 변화 흐름 속에 위치시킬 수 있다. 

반면 보존과학에서 산출된 과학데이터는 실험의 조정·표준화를 통해 양화 

및 수치화 가능한 형태로 변환된다. 보존과학자들이 과학기기 분석을 통해 얻은 

이와 같은 다양한 정보는 그들의 논문에서 표 또는 이미지로서 제시된다. 예컨대 

도자기는 [그림 2]와 같이 보존과학자들에 의해 모두 화학성분과 수치로 환산되거

나, 현미경 사진으로 대체된다.  

 

 

[그림 2] 조선백자 성분 조성에 대한 성분분석표의 중 태토 분석내용 일부 (고경신, 주

웅길, 안상두 외 3인, 2011; 4쪽.) 

    

                                                 
18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9593 (교수신문 인터뷰. 2014 년 7 월

31 일 접속)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9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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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과학분석을 통해 추출된 유의미한 변수가 일정량 이상 모이면, 이는 다

시 [그림 3]과 같은 그래프에서 잘 드러나듯 그룹화되거나 패턴화되어 새로운 정

보를 산출한다. [그림 3]에는 조선 개국 초기에 운영된 번천리 지역에서 만들어진 

분청과 백자의 착색산화물 함량이 표시되어 있다. 대표적인 착색산화물은 철산화

물과 티타늄산화물로 이 둘은 비례 관계에 놓여있다. 이 그래프에서 분청과 백자

는 착색산화물 함량을 기준으로 명확하게 두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분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착색산화물 함량이 적은 백자는 좌측 하단 그룹에, 착색산화

물 함량이 높은 분청은 우측 상단 그룹으로 묶인다.  

 

 

[그림 3] 번천리 분청과 백자의 초기 착색산화물 함량 비교 그래프 (경기도박물관, 

2008; 35쪽)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보존과학의 특이성은 [그림 3]처럼 수치와 이미지로 

표상되는 과학데이터가 다시 도자기를 설명하는 언어와 연결되어 해석된다는 점

이다. 이는 도자기 자체가 연구대상인 보존과학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자, 보존과학이 분석화학이나 재료공학과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다. 그렇다

면 도자기의 어떤 언어가 과학데이터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고, 그 언어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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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데이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다음의 [그림 4]에 대한 설명은 15 세기 후

반-16 세기 초반에 운용된 것으로 유추되는 가마터에서 출토된 한 도편과 그 도

편에 대한 도자사학자의 설명이다.  

 

 

[그림 4] 「견양」명 백자음각저부(底部)편 (1466-16세기 전반) 우산리 9호출토품, 이

화여대박물관 소장품 (김영원, 1995; 223쪽) 

  

 이 시기에 왕실과 관련된 백자양식을 알 수 있는 예는 우산리 9 호출토 「見樣[견

양]」銘[명] 白磁鉢片[백자발편]이다. 이 백자편의 굽안바닥에는 「見樣」이라는 명문

이 음각되어 있는데, 견양이란 중요한 儀禮用品[의례용품]을 제작할 때 임금에게 미리 

문양장식을 그려 바쳤던 견본이었다. 설백색의 태토와 담청색유는 매우 정선되었으며 

제작수법 또한 세련되어 이 「見樣[견양]」명백자편이 왕실용이었음을 알 수 있다. 우

산리 9 호의 북동부, 남동부, 남서부 퇴적층에서뿐 아니라 가마 바닥에서도 갑발을 한

층만 깔고 甲燔[갑번]한 상품백자와 중하품의 조질백자가 함께 출토된 것으로 보아 

이 가마는 15 세기 후반에서 16 세기 초반까지 관요였으나 왕실용과 기타 중앙관청용, 

그리고 私用[사용] 백자를 함께 번조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김영원, 1995; 223쪽).
19
 

 

                                                 
19
 재인용. 인용문의 한자표기는 그대로 옮기고 [ ]에 한글을 별도 표기하였다(강조는 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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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도자사학자의 설명에서 우리는 보존과학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해볼 수 있다. 가령, ‘굽’, ‘명문’, ‘음각’, ‘왕실용’, ‘문양’ 

등은 도자사학자들에게 도자기의 역사적 해석을 가능하게끔 하는 매우 중요한 용

어들이지만 보존과학자들이 과학데이터로 변환시키기 힘들거나 변환시키지 않은 

것들이다. 반면, ‘설백색’, ‘태토’, ‘담청색유’, ‘제작수법’, ‘갑발’, ‘가마’ 등의 용어

들은 보존과학자들이 과학기기를 통해 분석 가능한 대상들로, 실제로 그들이 생

산하는 과학데이터의 상당 부분이 이러한 용어들과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어 도자사학자들이 회백색, 설백색 등과 같은 용어로 표현하는 백자

의 색깔은 보존과학자의 분석기구에 의해 50, 70 등의 백색도 수치로 표현되고, 

백색도와 품질의 관계는 착색산화물(Fe2O3, TiO2 등) 함량으로 설명된다. 또한 유

약성분 역시 보존과학자들이 중요하게 분석하는 원료 중 하나로, 유약에서 검출

되는 인과 망간 산화물의 함량은 나무재 유약을 사용하였는지, 석회석 등의 광물

성 물질을 사용하였는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성분이다. 가령 보존과학자들은 인과 

망간 산화물 함량을 분석함으로써 광주에서 만들어진 백자의 특성이 다른 지방의 

백자와 비교해 나무재 유약을 사용하지 않고, 광물성 물질의 새로운 유약을 사용

한 점에 있음을 밝혀내기도 하였다.
20
 

서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도자사의 언어를 일상어적 용법을 갖고 있는 ‘보

편적 전문어’와 일상어와 관련 없이 도자사 내에서 국한돼 사용되는 ‘특수한 전

문어’로 나누어 본다면, 위의 인용문에서 분석되었던 개념들은 모두 보편적 전문

어의 범주에 속한다. 이는 보편적 전문어가 주로 도자기의 가시적·물리적 성질

을 기술하는데 국한된 용어들이고, 보존과학자들이 생산하는 과학데이터가 바로 

이러한 도자기의 가시적·물리적 성질을 과학기구로 측정한 결과로 산출된 것이

라는 점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 보존과학의 형성사, 즉 보존과학

의 과학데이터를 구성하는 유의미한 변수들이 애초에 도자기를 설명하는 언어와 

                                                 
20
 경기도박물관의 연구자들은 광주지역에서 초기에 만들어진 백자에서 이미 인과 망간 

산화물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조선시대의 새로운 유약제조 기술이 이 시기부터 

시작되었다고 추정하였다. 고려백자 유약의 특징은 나무재를 사용했다는 데에 있는데, 

광주 이외 지역의 백자는 이런 고려백자의 유약특성을 이어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경기

도박물관, 2008; 36-38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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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만들어져 온 과정을 이해해야 보존과학의 과학데이터와 도

자사의 보편적 전문어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보존과학에서 생산하는 과학데이터가 도자사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연

결돼 있다 해도 두 분과의 용법을 완전히 동일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도자

사학자들은 깨진 도편을 완형으로 복원시키며 역사적 맥락에 위치시키려 하지만, 

보존과학자들은 깨진 도편의 물리적 특성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미학성과 역사성

을 탈각시키기 때문이다. 가령 위의 ‘「견양」명 백자편’에 대한 설명 중에서 ‘설

백색’, ‘태토’, ‘담청색유’, ‘제작수법’, ‘갑발’, ‘가마’ 등의 개념들은 보존과학자들

이 과학기기를 통해 분석 할 수 있는 대상이란 점에서 이를 분석한 과학데이터는 

보편적 전문어와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존과학자들과 도

자사학자들은 도자기를 대하는 관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보존과학자와 달리 도자

사학자에게 도자기는 개별적으로 설명해야 할 대상이자 또 다른 역사적·미학적 

조망으로 확장해 나가는 매개체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보존과학자들에게 ‘설백색’은 흔히 그 원인이 되는 물리적, 화학적 

요소들로 설명되는 대상에 머무르지만, 도자사학자들에게 ‘설백색’은 도자기를 기

술하는 용어에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도자사학자들은 이를 통해 그 도자기가 만

들어진 가마터에 대한 평가에서부터 도자기를 둘러싼 시대배경 및 소비계층 등으

로 분석을 확장시키는 데 더 큰 의미를 둔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설백색 그 

자체가 아니라, 설백색으로부터 파생 가능한 미학적·역사적 설명이고, 그 확장이 

어느 정도나 가능하고 어느 정도 확신을 줄 수 있는지 등이다. 이런 배경 하에 

개별 도자기의 가치가 평가된다. 예를 들어 앞의 설명에 나오는 ‘「견양」명 백자

편’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견양」이라는 명문이 새겨진 첫 출토품이라는 

점, 제작 전에 임금에게 확인 받은 견본이라는 점에서 당시 왕실백자의 양식을 

짐작해볼 수 있고, 함께 출토된 유물과의 관계 속에서 제작 시기를 유추해볼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도자기의 ‘굽’에 대한 연구는 두 연구 집단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또 다른 예

이다. 앞에서 보존과학의 과학데이터가 보편적 전문어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였지

만 역으로 보편적 전문어가 모두 과학데이터로 변환된 것은 아니다. 예컨대 도자

기의 ‘굽’은 보편적 전문어에 속하지만 지금까지 보존과학자들이 분석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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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다. 반면 도자사학자들에게 도자기의 굽은 그 도자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굽을 통해 도자기의 용도와 품질 및 도자기가 만들어진 

시대를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도자사학자들은 가마터에

서 완형이 발굴되지 않아도 깨진 도편의 굽 부분만 완전하게 남아있다면 그 도자

기와 도자기가 발견된 가마터에 대한 정보를 정리할 수 있다. 가령 태토눈 받침 

같은 경우[그림 5]는 고려 말부터 조선 초기 하품의 도자기 제작에 사용되던 방식

으로 16 세기 말-17 세기 초에 이르면 대부분 사라지기 때문에, 태토눈 받침의 굽

을 통해서 도자기가 만들어진 시대와 도자기의 품질을 파악할 수 있다(김영원, 

2001a). 굽에 납은 굽깎기의 정도, 유약이 묻어있는 정도 등도 도자기의 품질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정보이다. 아래 [그림 5]는 우산리 지역 9 호 가마터에서 출토

된 도편들의 정보가 정리된 표로 도자사학자들이 도편에서 어떠한 정보를 어떠한 

관점에서 획득하는지 잘 보여준다.  

 

 

[그림 5] 우산리 9 호 요지 출토품 정리 표. 경기도 광주관요 조사보고서에 수록된 우

산리 9호 가마터에서 출토된 도편들을 정리한 표로 도자사학자들이 도편을 통해 얻는 

정보들의 내용을 잘 보여준다.  (국립중앙박물관·경기도박물관, 2000; 27쪽)
21
 

                                                 
21
 이 표의 내용을 보면 우산리 9 호에서 발굴된 도자기의 종류와 유태의 빛깔, 시문기법, 

명문, 받침, 굽 안 시유 여부에 대한 정보 및 발굴된 도편의 복원사진 등이 정리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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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굽은 그 동안 보존과학자들의 분석대상이 아니었는데 도자사학자들이 

주목한 굽이 가진 특이성이 오히려 보존과학자들에게는 기피할 수 밖에 없는 이

유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굽이 도자기를 온전히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

기 때문이다.
22
 보존과학자들의 논문에서는 공통적으로 그들이 측정하고 분석한 

도자기의 부위가 그 도자기를 ‘대표’한다는 내용을 읽을 수 있는데, 가령 백색도

나 경도를 측정할 시에 유약이 고루 묻어있거나 평평한 도자기의 부위를 3-5 군

데 정도 골라 평균측정값을 구하는 식으로 측정 부위의 대표성을 정당화한다. 그

런 점에서 굽은 모양이나 배치, 유약의 분포나 표면상태 등에서 도자기를 대표하

기 어렵기 때문에 보존과학자들이 굽에 주목할 특별한 유인이 없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설령 보존과학자들이 도자기의 굽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였다 하더라도 역사

성과 미학성이 탈각된 굽의 분석 정보는 도자사학자들이 이해하는 굽과는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러한 차이가 동일한 도자기를 설명하고 있음에도 두 집단의 소통이 

어려운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보존과학자들은 도자기를 기술하는 언어(보편

적 전문어)를 구체적인 측정의 물리적 절차와 연결시키지만, 그 와중에 본래 언어

에 담긴 미학적·역사적 판단의 맥락을 사상한다. 설령 보존과학자들이 도자기의 

굽을 분석한다 할지라도 굽에 담긴 역사성과 미학성이 탈각된 성분조성은 도자사

학자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즉 역사적이고 미학적인 가치와 단절된, 과

학데이터로 변환된 도자기의 굽은 새로운 보존과학의 맥락에서 그 자체로 독립적

인 의미를 갖게 되고, 이로 인해 보존과학자가 도자사학자와 동일한 언어(굽)를 

사용한다 해도 그 의미 지평은 서로 상이할 수 밖에 없다. 

                                                                                                                         
다.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도자사학자들은 우산리 9 호에서 도립삼각형굽과 죽절굽의 두 

종류가 함께 출토되었다는 점과 가는 모래와 태토눈이(태토비짐) 받침이 나온 점으로 미

루어 가마터의 대략적인 운용 시기(1482 년~1542 년)를 유추하였다. 결정적으로 가마터의 

운영시기는 함께 출토된 ‘임인명음각묘지(壬寅銘陰刻墓誌)’ 출토품에 근거하여 15 세기 

후반~16 세기 전반으로 추정되었다.  
22
 보존과학자들이 과학분석 기법으로 도자기의 굽을 분석할 수는 있지만 굽에 유약이 

골고루 묻어있지 않고 굽의 태토에 도자기를 굽는 과정에서 다른 이물질이 섞였을 가능

성이 크기 때문에 그 결과가 도자기를 온전히 설명하는 정보라고 보기 힘들 수 있다. 고

경신 역시 논자와의 인터뷰에서 도편을 분석할 때 의도적으로 굽의 분석을 기피한 측면

이 있었다고 하였다(2014. 07. 23 고경신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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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고경신의 보존과학 연구 프로그램 형성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보존과학에서 만들어진 과학데이터는 도자기를 설

명하는 보편적 전문어와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도자사학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사적이고 미학적인 맥락과 분리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물론 이러한 분리는 다

음 절에서 살펴보겠지만 근본적 차원의 분리는 아니다. 보존과학의 과학데이터는 

근본적으로 도자기를 기술하는 언어의 제약 아래 있으면서도 과학기기를 통한 측

정을 통해 역사적·미학적 판단과는 독자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용법을 획득했고, 

그 점에서 도자기를 기술하는 언어를 확장·변형함으로써 자율성을 획득한 것이

라 할 수 있다.  

이 소절에서는 이러한 과학데이터의 특징이 확립되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1990 년대 초반 고경신이 외국의 보존과학 분석법을 배우고 발전시킨 과정을 살

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고경신이 보존과학 방법론을 한국에서 안정화한 과정이 

단순히 외국의 방법론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뚜렷한 목적 의식 하에 특정 

방법론을 취사하고 발전시킨 작업이었음을 보일 것이다. 또한 이 과정은 물리화

학자였던 고경신이 실험을 위주로 하는 분석화학·재료공학 중심의 연구 방법론

과 도자기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습득하고 결합하는 과정이었거니와, 그 결과 확

립된 고경신의 보존과학 연구 프로그램은 도자사의 언어와 기성 과학의 언어 사

이에서 탄생한 새로운 과학데이터를 사용하는 연구 시스템으로 드러날 것이다. 

여기서는 이미 특정 분야에서 사용법이 안정화된 과학기기와 분석기법이라고 할

지라도 새로운 연구대상에 적용되는 순간 또 다른 사회화 과정이 수반되는 모습

도 부각될 것이다. 

외국에서는 일찍이 1930-40 년대부터 도자기의 성분 분석 연구가 행해졌다. 

중국 ‘상해요업연구소(Shanghai Institute of Ceramics)’는 이 분야의 선구기관으로 

1950년대부터 경덕진, 용천 등의 주요 자기 생산지역을 중심으로 한 분석 연구를 

수행하였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는 1955 년 ‘고고학 및 예술사 연구소(Research 

Laboratory for Archaeology and the History of Art)’가 만들어졌고 이 곳에서 출

판하는 학술지인 Archaeometry 에 보존과학 관련 논문이 수록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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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가 도예가이면서 유약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을 함께 수행한 우드(Nigel 

Wood)의 연구도 대표적이다(Wood, 1999).
23
 우드의 라임성분(CaO)을 기준으로 한 

유약 분류법은 한국의 보존과학 연구자들이 유약분석에서 대부분 참고하는 기준

표이다.
24
 

외국 학자들의 연구는 재료공학·분석화학에서 사용하는 분석 방법론을 차

용하여 주로 중국 도자기의 태토(胎土)와 유약의 화학분석, 현미경을 통한 미세구

조 관찰 등이 주를 이루었다. 고경신의 도자기분석 연구 역시 크게 성분과 미세

구조의 분석으로 구성되어 서양 학자들의 도자기 분석 틀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었다.
25
 구체적으로 태토와 유약의 성분 분석에는 각각 X 선 형광분석기(XRF, 

X-ray Fluorescence Sequential Spectrometer)와 전자 현미경(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y)에 부착된 에너지분산형 분석기(EDS, Energy Dispersive X-

ray Spectrometer)가, 미세구조 분석에는 광학 현미경, 편광 현미경, 전자 현미 분

석장치, X선회절분석기가 주로 이용되었다. 이 외에도 색도 및 반사도와 같은 가

                                                 
23
 우드의 연구는 또한 예술, 과학과 역사를 동시에 아우르려는 시도를 한다는 점에서 특

이한데, 그는 니덤(Joseph Needham)의 총서인 『 중국의 과학과 문명

(Science and Civilisation in China) 』 의 「 화학 그리고 화학적 세라믹 기술

(Chemistry and Chemical Technology-Ceramic Technology)」 편을 커(Rose Kerr)와 함께

 저술한 바 있다. 1980 년대 미국 MIT 의 재료공학자인 킹거리(David Kingery)와 송나라 

청자에 대해 연구한 밴디버(Pamela Vandiver)가 재료공학의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도자기

 전반에 한 연구도 선구적이다.  
24
 재료공학은 재료를 선정하고 합성하여 제조하는 공정이 제품의 내부구조에 영향을 미

치고, 내부구조가 재료의 특성과 성능을 결정하는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그 핵

심은 재료 구조에 대한 이해에 있다. 그런 점에서 다양한 성분의 재료와 가마, 날씨 등

의 변수에 영향을 받아 완성되는 도자기의 유약원료의 화학적 성분과 광물학적 특성 등

을 분석하는 지금의 보존과학 연구는 재료공학 연구의 연장성 상에 있다고 볼 수도 있

다. 킹거리를 주축으로 하는 도자기의 분석 연구가 한국에서의 보존과학과 같은 계열이

라 단정하기에 섣부르지만, 초기 한국의 보존과학 연구자들이 이들의 연구방법론을 참고

 삼아 연구영역을 만든 것은 분명하다.  
25
 고경신은 논자와의 인터뷰에서 도자기와 같은 전통기술을 현대과학기술의 방법과 원

리로 분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영국에서 우연히 발견한 한 책에서 얻었다고 밝혔다

(2013. 10. 24. 고경신 인터뷰). 고경신이 처음 참고한 책은 1982 년 상하이(Shanghai) 연

구소에서 중국전통도자기에 대한 국제회의의 결과 보고서를 편집한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sights on Ancient Chinese Pottery and Porcelain 이다. 이 책에는 1982

년 회의 당시 중국, 미국, 영국, 일본 등 11 개국 125 명의 과학자들이 발표한 논문 중 일

부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도자기를 비롯해 토기, 유리 등의 분석연구도 함께 실

려있다(Shanghai Institute of Ceramics, Academia Sinica, ed..,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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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적 특징을 수치화하는 데에는 분광측색계가 사용되었고, 경도, 흡수율, 기공율 

등의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모오스경도계 등이 활용되었다. 

그러나 고경신은 여러 방법론 중 하나를 선택하기에 앞서 실험기기로 분석연

구를 하는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야만 했다. 보존과학 연구에는 과학기기 사용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하버드(Radcliffe College)에서 순수화학을, M.I.T 에서 물리화

학을 연구했던 고경신은 분석화학이나 재료공학에서 다루는 기기들에 익숙하지 

않았다.
26
 고경신은 기기를 다루거나 실험하는 방법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공부를 

해야 했고, 나아가 기기분석을 통해 산출된 과학데이터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에도 새로운 적응 기간이 필요했다. 

갤리슨이 보여준 과학의 다양한 하위문화가 가지는 이질성에서도 알 수 있듯, 

화학이라는 상위범주를 공유하고 있더라도 서로 다른 전통을 가진 하위문화들 간

의 연결은 쉽지 않다. 순수화학과 물리화학 분과에서 훈련 받은 고경신은 실험을 

중심으로 하는 분석화학이라는 상이한 전통의 연구 방법론에 적응해야 했다. 고

경신은 도자기에 대한 과학분석 연구를 수행하기로 결정한 이후 관련된 해외 서

적을 참고하고 옥스퍼드 ‘고고학 및 예술사 연구소’와 같이 도자기를 분석하는 

연구소를 방문하여 어떤 기기를 사용하는지 확인하였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는 

어느 연구실에서 그 기기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수소문하여 찾아가고, 재료공학을 

전공한 대학원 실험실 학생들의 도움을 받으며 기기분석에 익숙해졌다.
27
 

실험 방법론을 형성하는 단계에서는 새로운 실험 대상과 내용에 맞게 실험 

절차를 재조정하고 표준화 해야 했다. 보존과학자들은 과학기기를 매개로 사용하

였을 때만 도자기와 관련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기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했다. 고경신 역시 초반에 여러 분석방법들을 검토하여 “도자

기의 어떤 성질을 어떤 방법론으로 분석하는 것이 좋은가를 비교”하는 과정을 거

                                                 
26
 물리화학은 물리학의 이론에 의하여 화학을 체계화시킨 이론 중심의 연구로, 실험기기

를 통해 결과물을 산출하는 분석화학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물론 물리화학 연구에서도 

실험기기를 사용하지만 분석화학이나 재료공학에서 사용하는 기기와는 달랐다. 고경신은

 인터뷰에서 ‘물리화학에서도 실험기기를 사용하였지만 분석화학·재료공학에서 사용하

는 기기와 연구목적이 달라 새로운 연구문화를 공부하고 익혀야 했다.’고 술회했다. 
27
 (2014. 05. 01. 고경신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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쳤다.
28
 그러나 일반적으로 실험 방법론이 선택되어 확립되고 나면 왜 그 방법이 

선택되었는지, 해당 방법론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로 이뤄져 있는지 등의 세부 

설명은 논문에서 생략된다. 그에 따라 보존과학 연구 프로그램을 만들던 초기에 

고경신은 유약의 두께 기준(얇고, 중간과, 두꺼운 것)을 설정하여 표기법을 정리

하는 것에서부터, 시료 하나의 분석법을 확립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화

학조성을 분석하여 오차범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을 설정하는 등

의 모든 과정을 거쳐야 했다(고경신·도진영, 1992). 가령 태토(胎土)의 화학조성 

분석 표준을 마련하기 위해 각 시료들을 Powder EDX와 Cross-Section, 화학분석

을 다양하게 조합·분석하고 그 성분 결과를 비교하고, 유약성분 데이터에서 차

이를 많이 보이는 결과들을 분석하면서 유약 분석시 고려할 조건들을 정리하였다. 

그러므로 고경신이 해외의 방법론을 그대로 수입해 사용하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심지어 이미 서양에서 구축된 방법론이라 할지라도 1990 년대 초반 보존

과학 분야의 과학자들은 논문에 나와있는 분석방법의 재현을 위해 동일한 기기를 

찾고, 여러 방법론을 비교·실험하는 등 쉽지 않은 추가적 노력을 들여야 했다. 

실험가는 어떤 분석을 수행하기에 앞서 성분을 분석하는 여러 기기들 중 어떤 기

기를 사용할 것인지, 어떤 방법론을 사용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실험가가 내리는 선택은 실험가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어떤 목적으로 

연구하는지 등을 반영한다. 일례로 고경신의 연구에서는 미세구조 분석 같은 특

정 방법론이 그 이전 연구들 또는 한국의 다른 보존과학자들의 연구와 비교해 더 

부각되거나, 발전되는 모습이 보인다. 

연구결과 보고서에 다 드러나지 않는 실험과정 상에서의 여러 조정들, 이면

의 협상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보고서에 나와있는 기기와 방법론을 ‘똑같이’ 재현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것이 해외 사례를 참고한다 해도 바로 연구 시스템

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이유이다. 기기의 사용법은 물론이고 데이터 해석에도 숙

련이 필요하며, 연구가 정밀하게 발전하지 못한 일부 분석법에 한해서는 개별 과

학자들의 추가적인 개선이나 발전도 요구되기에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미세구조 분석법은 고경신 실험실에서 중요하게 발전시킨 분석법이

자 도자기의 가시적, 물리적 성질을 규명하려는 보존과학의 특징이 무엇보다 잘 

                                                 
28
 (2014. 05. 01. 고경신 인터뷰) 고경신이 인터뷰에서 밝힌 분석방법론을 비교하고 검토

하는 과정의 연구는 1992 년에 발표한 논문에 일부 정리되어 있다(고경신·도진영,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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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는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즉, 미세구조 분석법의 초기 형성

과 발전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보존과학자들이 초기 실험과정에서 겪은 실험재현의 

어려움과 여러 종류의 과학데이터들을 해석하는 데에 필요한 암묵지를 습득하는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Collins, 1992).
29
  

미세구조 사진은 도편의 단면을 시료처리한 후 광학 현미경과 전자 현미경을 

이용해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미세구조 연구는 해석을 위한 사진을 찍는 것부터 

어려움이 있었다. 1990 년대 당시 미세구조에 대한 외국의 논문에는, 그러한 사진

을 어떻게 찍을 수 있는지, 사진에 담긴 정보들이 도자기의 가시적 성질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려주는 정보가 턱없이 부족했다. 고경신과 이영은이 공히 증언

하듯, 그들이 지금 수준의 미세구조 사진을 얻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다양한 노력

을 기울여야 했다. 이영은은 “초반에 미세구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전자 현미경

이 있는 학교나 연구소들을 찾아 다니며 외국 논문에 실린 사진과 동일하게 찍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봤지만 아무도 못 찍는다는 답을 들었다”고 술회했다.
30
 고

경신 역시 “재료공학과 학생들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물어봤지만 답을 얻을 수는 

없었다”고 하였다.
31
 그러던 중 그들은 고려대 ‘전략광물자원연구센터’에서 광물사

진을 비슷하게 찍는 연구생을 만날 수 있었고 그의 도움을 받고서야 점차 도자기 

미세구조 사진을 찍는 방법을 익혀나갈 수 있었다.  

고려대 연구소가 특별히 좋은 기기를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음에도 도자기 

미세구조 사진을 찍을 수 있었던 이유는 광물·암석을 찍는 반사전자상 기법이 

우연하게 도자기를 찍는 방법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었다.
32
 반면 동일한 기기였

                                                 
29
 콜린스는 TEA Laser 를 만들려고 시도한 과학자 집단의 연구를 통해 실험재현이 정해

진 규칙을 따르는 것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이미 동일한 결

과(또는 기기)를 다른 실험실에서 동일하게 재현하기 위해서는 다른 과학자 집단이 만들

어 놓았고 공개한 규칙만으로 명시화할 수 없는 특별한 기술이나 암묵지와 같은 요소가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암묵지는 명시되지 않았거나 명시될 수 없는 지식으로, 

직접 대면을 통해서만 전수가 가능한데 콜린스는 이를 명시화 정도에 따라 4 단계로 더

욱 세분하였다(Collins, 2010).  
30
 (2014. 03. 28. 이영은 인터뷰) 

31
 (2014. 05. 01. 고경신 인터뷰) 

32
 반사전자상 기법으로 촬영된 현미경 사진은 원자번호에 따라 명암이 다른 상을 제공

함으로써 도자기의 미세구조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어 반자전자상

으로 촬영된 현미경 사진에서는 원자번호가 큰 원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밝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어둡게 나타난다(이영은,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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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다른 학교나 연구소의 연구원들이 도자기 미세구조 사진을 찍을 수 없었던 

것은 기기의 여러 옵션 중 반사전자상 기법을 사용한 적이 없었고, 그들이 일반

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사진에서도 그런 기법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후 이영은은 고려대 실험실에서 기기를 사용하는 원리에서부터 도

자기 미세구조를 찍는 방법 등을 익혀나갔다. 

미세구조 사진을 얻어낸 후 이들에게 주어진 숙제는 사진에 담긴 의미를 해

석하는 법을 익히는 것이었다. 미세구조를 찍은 사진은 고경신이 초반에 참고한 

해외 논문뿐 아니라 국내 다른 보존과학자들의 논문에도 종종 등장하였지만, 논

문에는 그저 사진이 실릴 뿐 그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나, 방법론에 대한 구체적

인 설명이 제시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고경신은 몇 편의 논문에서 “미세구조 

분석은 구조의 규명, 그 구조의 형성 원인에 대한 추정, 구조에 의한 외형적 성질 

등을 설명하는 복합적인 과정이지만, 아직까지 분석방법과 해석에 대한 체계적인 

논문이 없다”고 하며 연구의 어려움을 밝힌 바 있다(고경신, 1992: 고경신, 1999). 

고경신이 참고한 외국 논문에서는 미세구조 분석이 성분분석에 비해 부차적인 분

석으로 취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미세구조 분석이 성분분석을 

포함한 다른 분석기법보다 덜 중요하게 여겨짐을 뜻했다.  

미세구조 분석법이 고경신 실험실에서 중요하게 여겨지고 발전했던 데에는 

고경신 개인의 연구동기가 크게 작용하였다. 고경신 연구 프로그램에서 미세구조 

분석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발전한 것은 ‘가시적 특징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고경신의 연구 목표가 뚜렷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고경신은 여러 편의 에세

이와 인터뷰를 통해 과학자로서 도자기를 분석하는 목적에 대해 “한국 전통 도자

기 속에 담겨 있는 과학과 기술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때 중

요한 과정 중 하나가 ‘성분과 가시적인 특징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었다. 고경

신 자신이 도자기에 대해 갖고 있던 이러한 생각은 도자기를 분석하는 여러 과학

적 방법 중 미세구조를 중요하게 다루게 된 결정적인 동인을 제공하였다. 즉, 고

경신이 가진 도자기 자체에 대한 미학적·역사적 관심은 도자기의 가시적 품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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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을 규명하는 것을 중요한 주제로 설정하게 했고 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미

세구조 분석을 발전시킬 동기를 제공하였다.
33
 

일단 도자기의 미세구조 사진은 재료공학에서 사용하는 방법론을 사용해서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의미를 도자기와 연결시켜 해석하는 작업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고경신은 또한 기기 분석의 대상인 도자기에도 익숙해져야 했

다. 예컨대, 도자기 분석 보고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회(over-glazed), 하회

(under-glazed), 번조분위기(atmosphere) 등 수많은 도자기 관련 개념들에 대한 이

해가 필요했다.
34
 즉, 그녀는 도자기의 각 개념들과 연관된 데이터들을 이해하고, 

도자기 성분분석에서 어떤 성분들이 특히 유의미한지, 각 그래프의 수치가 의미

하는 바는 또 무엇인지를 배우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도자기를 분석하여 

나온 과학데이터는 도자기 제조공정과 각 과정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변화를 함께 

고려해야만 유의미한 해석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가마 내 번조 온

도에 따라 달라지는 자화(磁化) 정도는 점토질 표면의 특정 성분을 통해 알 수 있

었으나, 이러한 데이터를 실제 도자기 제조 공정과 연결해 해석하는 작업은 재료

공학자나 분석화학자는 할 수 없는, 도자기 보존과학자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몫

이었다. 마찬가지로 보존과학자들은 미세구조 사진의 광물 결정이 어떤 광물의 

결정이고 어떤 상황에서 생성되는지 등과 같은 정보는 기성 과학의 도움을 받아 

습득할 수 있었지만, 이를 도자기와의 연결 속에서 해석하는 작업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했다.  

 

2.3 미세구조와 일상언어의 의미연관 

 

고경신 실험실에서 보존과학 방법론을 재구성하던 당시 미세구조 사진 한 장

으로부터 도자기와 관련한 유의미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까지는 상당한 정도의 

                                                 
33
 고경신은 논자와의 인터뷰에서 ‘보이는 것과의 연결’을 도자기 분석의 목적 의식 중 

하나로 꼽았다. 그녀는 “과학분석을 그냥 하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과 연결

이 돼야 한다. 성분과 미세구조의 분석은 도자기가 어떻게 보이는지 까지 가야만 한다”

고 하며 과학데이터와 가시적 특징의 연결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음을 밝혔

다. (2014. 05. 01. 고경신 인터뷰) 
34
 (2013. 10. 24. 고경신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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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노력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확립된 도자기의 미세구조 분석

은 재료공학이나 분석화학과 동일한 실험기법을 토대로 하지만 그것들과는 다른 

보존과학만의 특징을 가지게 됐다. 이와 동시에 보존과학의 형성과정에서 정성적 

언어는 도자사의 역사적이고 미학적인 의미와 맥락에서 탈각된 이후 분석화학이

나 재료공학에서 사용되는 측정기기와 데이터 생산기법을 통해 과학데이터로 정

량화되면서 새로운 용법을 획득했다. 

고경신 실험실에서는 외국 논문에 실린 여러 사진들을 기준으로 삼고 관련 

기기들을 사용하는 실험실 연구원들의 도움을 받아 미세구조 사진을 얻어낼 수 

있었다. 반면, 사진에 담긴 정보를 해석하는 방법은 당시 외국 논문에서 찾아보기 

어려웠고, 설령 간단한 설명이 있더라도 다양한 도편으로부터 나오는 다양한 사

진을 보고 판단을 내리려면 수없이 많은 훈련을 필요로 했다. 고경신은 당시를 

기억하며 “아침에 앉아서 테이블에 사진을 펼쳐놓고는 학생들과 함께 분석을 하

였다. 여기는 왜 회색인지, 여기는 왜 하얀색인지 등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하

며 사진 속 정보를 도자기의 가시적 현상과 연결시키기 위해 지난한 토론과 훈련

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35
 이영은 역시 “사진을 보며 설명을 들으면 알 수 있지

만, 그냥 사진을 보면 사진들끼리의 차이점을 알기 쉽지 않았다. 전체 바탕에서 

기공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사이즈 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개수로 새기도 했

다.”면서 사진 속 정보를 얻기 위한 꾸준한 훈련이 필요했음을 밝힌 바 있다.
36
 요

컨대 미세구조 사진의 정보를 도자기를 설명하는 관찰 가능한 술어들과 연결해 

해석하기 위해서는 보존과학자들의 수많은 시행착오와 학습의 노력이 필수적이었

다. 

                                                 
35
 (2014. 05. 01. 고경신 인터뷰) 

36
 (2013. 11. 15. 이영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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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백자의 태토 전자현미경 사진 (x 400)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우산리에서 15

세기에 생산되었다고 추정) (고경신, 1999) 

 

[그림 6]은 고경신의 초기 연구 논문에 수록된 미세구조 사진으로 다음과 같

은 설명이 곁들여져 있다(고경신, 1999). “반사전자상 사진에서는 원자번호가 높

을수록 밝게 보이는데, 가장 어둡게 나타나는 결정들이 석영이다. 태토의 바탕기

질(matrix)은 대체로 두 그룹으로 나뉘어진다. 약간 더 어두운 곳들은 알루미나가 

많고 약간 밝은 곳은 칼륨 등의 알칼리 성분이 많다. 따라서 원료에서는 어두운 

곳은 카오린이나 운모 종류이고, 밝은 곳은 장석 종류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까

맣게 제일 진한 상은 기포나 기공을 나타낸다.” 이 사진 설명을 통해서 알 수 있

듯 미세구조 사진을 통해서는 태토와 유약 내부에 존재하는 기포들, 녹지 않은 

석영과 장석 등의 결정들, 덜 녹은 점토물질 등을 파악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명

도의 분포를 통해서는 어떤 종류의 성분들이 비교적 많이 분포되어 있는지도 추

론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미세구조 사진에서 드러나는 여러 정보들은 다시 도자기를 설명하

는 언어와의 관계 속에서 재구성된다. 다음에 인용한 보존과학자의 미세구조 분

석 및 해명은 도자기의 가시적 성질을 나타내는 언어들이 과학데이터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잘 드러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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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화과정을 거쳐 식은 후의 미세구조는 도자기의 가시적 성질과 연관된다. 유약의 색

은 태토의 색과 같이 번조분위기에 따라 좌우되며, 유약의 반짝이는 정도(brilliance), 

반투명도(translucence), 두께 등은 자화된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유약 내의 기공들이 

많고 적음은 유약의 viscosity 와 관계가 있다. 유약에 칼슘산화물이나 철산화물(Fe2O3)

이 많을수록 기공이 많이 생긴다. 녹지 않고 남아있는 석영결정들은 유약이 더욱 반투

명하게 보이도록 한다. 또한 몇 마이크론 정도의 작은 회장석과 규회석 결정들은 빛을 

반사하고 산란시키게 되며, 내부의 반사를 확산시키게 되어 유약을 더 부드럽고 매끄

러우며 광택있게 보이게 한다. 따라서 유약 내의 결정들이 다 녹고, 기공이 없으면 투

명하고 반짝이는 유약이 되지만 고려청자와 같이 은은한 반투명의 유약이 되려면 어

느 정도의 적당한 두께에 기공과 결정들이 있어야 한다. (이영은, 1998; 76-77쪽) 

    

위의 설명처럼 보존과학자의 과학데이터 해석에는 ‘기공’, ‘많고 적음’, ‘칼슘

산화물’, ‘철산화물’, ‘마이크론’, ‘반사’, ‘두께’ 등과 같이 양화 가능하고 수치화 

가능한 특징의 언어가 포함돼 있으면서도, ‘유약’, ‘태토’, ‘번조분위기’, ‘반짝이는 

정도’, ‘반투명도’, ‘두께’, ‘매끄러우며’, ‘광택’, ‘은은한’ 등과 같이 도자사학자들

의 서술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정성적 언어가 함께 쓰이고 있다. 예컨대 유약 내

의 결정들이 다 녹고 기공이 없으면 투명하고 반짝이는 표면이 되지만, 고려청자

와 같이 은은한 반투명의 유약이 되려면 “어느 정도의 적당한 두께에 기공과 결

정들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은 도자기의 ‘투명하고’ ‘은은한’ 성격을 기공이나 유

약의 두께로 설명한 것으로 도자기의 가시적 특징을 미세구조와의 연관 속에서 

설명하기 시작한 것이다(이영은, 1998). 

그러나 미세구조 분석은 도자기의 가시적 특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해석

되는데 머무르지 않고 점차 번조온도, 수비법과 같은 도자기의 다른 특징들과 연

결되며 새로운 해석을 만들어냈다. 가령 유약 내부에 남아있는 기공들의 크기와 

분포 모습을 통해서는 자화가 충분히 진행되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고, 광물 

결정의 크기를 통해서는 원료의 수비 과정 수준을 추론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양질백자에는 조질백자에서 많이 관찰되는 큰 광물들이 거의 관찰되지 않고, 바

탕기질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기공과 광물의 분포가 세밀하고 치밀한 구조를 보

이는 특징이 있다. 또한 보존과학자들은 미세구조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포

의 크기와 양, 분포형태와 회장석(anorthite)의 존재 여부를 통해서는 번조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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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면밀히 추론해볼 수도 있었다. 예를 들어 칼슘, 실리콘, 알루미늄으로 구성

된 회장석은 높은 온도가 긴 시간 유지될 때 생겨나는 광질로 가마에서 고온이 

길게 유지되었는지, 빠르게 냉각되었는지 등을 해석할 수 있게 했다(이영은, 

1998: 이영은 2013).
37
 

이처럼 미세구조 과학데이터를 도자기의 번조온도 및 수비법과의 연관성 하

에서 해석하는 접근법은 1990 년대 후반에 가면 매우 정교한 분석으로 발전하였

다. 보존과학자들은 유약과 태토의 경계면 상에 생긴 미세구조를 관찰함으로써 

도자기의 가시적 성질을 해석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도자기 태토의 화학적 반

응에서 생기는 미세구조의 특징을 분석하여 번조온도를 추정하고 고온이 유지된 

시간과 냉각속도 등을 따로 분석하기도 하였다. 또한 점차 태토의 자화 정도를 

가늠하며 태토와 유약을 분리하여 번조온도를 추정하고, 미세구조의 균일한 정도

를 통해 수비상태를 파악하고, 미량광물성분을 통해서는 대략적인 산지추정을 해

내는 등 분석 가능한 단위가 점차 세분화되는 면을 볼 수 있다. 즉 재료공학 분

석기기의 사용법과 광물연구소에서 사용하던 사진독법을 겨우 습득하여 도자기의 

가시적 특징과 직간접적으로 연결해 조금씩 해석되던 미세구조 사진의 언어가 마

침내 보존과학 내에서 새로운 확장된 의미연관을 획득한 것이다.  

도자기 미세구조 분석의 이러한 발전은 과학데이터와 연결된 보편적 전문어

가 도자사적 맥락에서 점차 분리된 후, 보존과학의 새로운 맥락에서 새로운 의미

연관을 획득하고 안정화된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안정된 과학데이터

는 다시 다른 분석기법들과의 연관성 속에서 새로운 도자기 분석기법으로 확장됐

다. 가령 보존과학자들은 사진에서 얻은 위와 같은 정보들을 성분분석 결과와 연

관지으며 태토와 유약원료의 종류와 처리과정, 번조온도 등의 공정과정을 추정하

고 규명하기 시작하였다(고경신, 1999).  

                                                 
37
 ‘도자기 미세구조’ 사진은 전자현미경과 광학현미경을 통해 도자기의 태토, 유약, 태토

와 유약의 경계면, 장식원료 등을 이미지로 표상화한 것이다. 보존과학자는 미세구조 사

진 분석을 통해 도자기의 표면 품질을 파악하고, 사진에서 나타난 도자기 표면의 명암 

정도로 성분 분포도를 확인하는 등 다양한 측면의 해석을 한다. 또한 ‘미세구조 분석’이 

이미지 사진의 분석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X-선 회절분석기를 사용하여 

광물성분도 분석함으로써 미세구조 함량을 알아내고, 이를 다시 편광현미경 관찰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이영은,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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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대목은 미세구조 분석으로 추론할 수 있는 번조온도와 수비법에 대

한 해석이 다른 분석과 연결되어 점차 정교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는 것과 반대로, 

애초에 연구자들이 미세구조 분석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인 ‘도자기의 미학적 성

격’과 직접 대응되는 설명은 점차 논의에서 사라지는 모습도 보인다는 점이다. 예

컨대 초기 미세구조 사진(과학데이터)의 해석은 일상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 많이 보였지만, 점차 시간이 지날 수록 보존과학자들의 분석에서 일

상어를 찾기 어려워졌다. 예컨대 최근 논문에 나오는 미세구조 설명을 보면, “분

원리 도편 태토의 미세구조는 몇 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화가 잘된 상태였고 

X-선 회절분석에서도 남아있는 장석류가 없었다. 분원리 도편의 유약은 일부 결

정이 매우 많이 자란 경우와 유리질화가 거의 되지 않은 도편도 있었지만 대체적

으로 유리질화가 잘 되었다. (김익환, 김예진, 강지윤, 고경신 외 1 인, 2008; 95

쪽)”와 같이 가마의 온도와 관련된 ‘자화’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일상어를 찾기가 

어려워졌다.  

이는 도자기의 가시적 성격이 과학기기로 분석 가능한 변수로 변환되는 데에 

한계가 있었고, 미세구조 분석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도자기를 기술하는 일

상어(보편적 전문어)와 연결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더 분석이 가능한 내용에 한정

해서 심도있는 분석이 진행된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

존과학 분석법이 상당히 발전한 오늘날에도 과학데이터가 도자사학자와 공유하는 

일상어와의 관계를 끊어낸 것은 아니다. 고경신은 인터뷰에서 도자기의 미세구조 

분석이 파인세라믹스, 광물 연구 등의 분야로 넘어갈 수 있었다고 한 바 있다. 그

럼에도 도자기의 미세구조 분석이 파인세라믹스 연구로 전환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도자기의 가시적 성질 및 제조공정을 규명’하는 게 목적인 보존과학의 초

기 형성 당시의 문제의식 때문이었다.
38
 보존과학은 그 형성 단계에서부터 오늘날

까지 도자사에서 사용되는 보편적 전문어와의 관계를 유지하며 발전해왔고, 이는 

어떤 의미에서 보존과학의 고유한 특징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절

에서는 미세구조 분석을 포함한 보존과학의 과학데이터가 서로 연결되어 종합적

으로 해석되고 역사적 해석이 추가됨으로써 그 성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특히 보존과학 내에서 실험기기를 통해 독자적 의미를 획득하기 시작한 

                                                 
38
 (2014. 06. 09. 고경신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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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데이터가 어떻게 다시 도자사학적 맥락과 연결될 수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41 

3 보존과학에서 도자사로:  

경기도 광주관요 분석 프로젝트 

 

   이 절에서 중점적으로 분석할 『경기도 광주관요 종합분석 보고서』 (이하 

『경기도박물관 보고서』)에서는 보존과학자 이영은이 생산한 과학데이터의 성격

이 도자사적으로 유의미하게 변화하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과학데이터 성격

의 변화는 고경신 실험실에서 형성된 보존과학 연구 프로그램을 습득한 이영은이 

경기도박물관에서 함께 근무하는 도자사학자 김영미와 만나면서 이루어졌다. 구

체적으로 보존과학의 과학데이터에 도자사적 질문이 추가되면서 기존 보존과학의 

전형적 결과에서는 찾아볼 수 없던 새로운 해석이 생겨나고, 파편화된 과학데이

터들이 종합적으로 해석되며, 나아가 기존 도자사 연구에서도 거의 드러나지 않

던 도공들의 기술적 면모까지 드러났다.  

그렇다면 이전과 동일한 기기를 사용해 생산한 과학데이터의 성격이 이렇게 

변화한 이유는 무엇일까? 결론적으로 『경기도박물관 보고서』에서 드러나는 과

학데이터의 새로운 성격은 과학데이터와 연결된 보편적 전문어가 일상어적 용법

을 넘어 도자사의 역사성과 미학성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이었다. 

초기 보존과학 형성기에 만들어진 과학데이터는 도자기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언

어를 포함하는 보편적 전문어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었다. 그러나 이 언어는 과학

데이터와 접맥하는 과정에서 도자사학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사적이고 미학

적인 의미연관을 잃어버리고 일상어적 용법만을 유치한 채 보존과학 과학데이터

의 성격을 느슨하게 한계 짓는 역할만을 수행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분과형성을 

위한 선택의 결과였을 수도 있고,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미처 인식하지 

못했거나 주목하지 않은 현상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경기도박물관 보고

서』에서 드러난 과학데이터 성격의 변화는 이영은이 경기도박물관에서 도자사학

자와 만나면서 그녀가 생산한 과학데이터의 일상어적 의미연관을 깨닫고 이 의미

연관을 통해 한동안 실질적으로 분리된 채 논의되던 역사적·미학적 담론을 다시 

보존과학 담론과 연결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결과물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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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존과학에서 생성된 과학데이터는 도자기를 기

술하는 언어의 제약 속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밖에 없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경기도박물관 보고서』를 흥미로운 사례로 볼 수 있는 이유는 과학데이터 형성

에서 제약요소로 작용했던 언어가 도자사학자들과의 만남에서 새로운 연결고리로

서 기능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앞 절에서 살펴본 미세구조 분석은 『경기도박

물관 보고서』에도 중요한 분석법으로 사용되는데, 이 과정에서 앞서 탈각된 역

사성·미학성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보존과학에서 만들

어진 과학데이터의 의미는 도자사학자들이 사용하는 보편적 전문어의 일상어적 

용법에 그 토대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연결고리를 적극 활용할 경우 보존과학

과 도자사 연구 사이에 새로운 상호작용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번 절에서는 『경기도박물관 보고서』를 간략히 소개하고 보고서에서 드러

나는 과학데이터의 성격 변화를 수록된 내용을 토대로 분석하려 한다. 우선, 『경

기도박물관 보고서』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이전에 결과로 제시

되던 과학데이터가 새로운 질문의 출발점이 되어 새로운 해석을 이끌어내기 시작

한 점이다.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주목 받지 않던 데이터들이 도자사적 해석과 결

부되어 중요한 의미로 재해석됐거니와, 이 재해석의 과정은 역으로 도자사에서 

해결되지 않은 주장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즉 양측

에서 더 이상 진전될 수 없는 ‘결과’라고 생각했던 내용들이 다시 ‘질문’으로 바

뀌어 유의미한 해석을 만들어낸 것이다.  

과학데이터의 확장된 해석은 미세구조 분석의 결과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박물관 연구자들은 미세구조 사진을 단순히 번조온도·수비법

과의 관계 속에서만 분석하지 않고 역사적 맥락을 덧대어 기존 도자사학자들과는 

다른 해석을 제시하고, 도공들의 기술적 측면을 드러내는 선까지 나아갔다. 이 절

에서는 도자기에 대한 일상적 관찰언어를 포함하는 보편적 전문어가 보존과학자

와 도자사학자의 소통을 잇는 매개체가 됨으로써 다양한 과학데이터들의 종합적 

해석이 가능해졌고, 이를 통해 새로운 역사적 해석의 공간이 만들어졌음을 분석

한다. 이 과정은 결국 보존과학 내로 의미연관이 국한됐던 보편적 전문어와 과학

데이터 관계의 성격이 변화하여 도자사학 영역으로까지 그 의미연관을 다시 확장

함으로써 보존과학 연구를 통한 새로운 역사해석 가능성이 열린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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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경기도 광주관요 종합분석 보고서』  

 

2008 년 발행된 『경기도박물관 보고서』 는 경기도박물관에서 “도자기에 대

한 과학적 접근과 도자사 연구의 학제간 연구를 통하여 관요도자의 제작기술을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된 연구의 결과보고서이다(경기도박물

관, 2008; 7쪽). 경기도 광주 일대는 조선시대 왕실의 도자기 제작을 전담하던 관

요(官窯)가 있던 곳으로, 현재까지 300 여 개가 넘는 가마터가 발견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지역이다.
39
 일찍이 1997 년 국립중앙박물관과 경기도박물관은 경기도 

광주 지역 가마터에 대한 정밀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당시 수습된 수백 편의 도

편들 정보와 가마터의 내용들을 정리하여 보고서로 출판한 바 있다.
40
 『경기도박

물관 보고서』는 이 당시 수습된 수백 편의 도편을 과학기기를 통해 분석 연구한 

작업의 결과물이다.
41
 

                                                 
39
 경기도 광주에 관요가 설치되기 이전까지 도자기 제작은 각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이

루어졌고, 도자기를 만드는 지역들은 매년마다 중앙관청에 도자기를 세금 대신 공납하였

다. 그러나 운송 중 도자기가 파손되거나 중간에 분실되는 경우가 빈번하였고, 도자기의 

안정된 공급과 관리를 위해 중앙에서는 도자기 제작에 필요한 물자가 풍부하고 수도에

서도 가까운 경기도 광주에 관요를 설치하였다. 관요 설치 이후 왕실에서 사용하는 도자

기는 모두 경기도 광주에서 제작되었고, 이후부터 왕실용 도자기는 공납자기에서 진상

(進上)자기로 성격이 변화하였다(김영원, 2012). 경기도 광주 지역이 도자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이 지역이 조선시대 왕실용 도자기의 유일한 생산지로 조선시대 백자 양

식을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역일 뿐 아니라, 중앙관요에서 만들어진 백자는 왕실

뿐 아니라 민간자기와 지방에서 생산되는 자기양식에도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지방요에

서 생산된 도자기를 이해하는 데에도 필수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40
 이 지표조사는 1986 년 발굴조사 이후 처음으로 경기도 지역 관요 요지를 종합적으로 

정밀조사 한 작업으로 이전 보고서에 추가로 87 개 가마터를 새로이 발견하여 총 289 개

소의 백자요지를 확인하고 정리하여 경기도 광주 백자 연구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여겨

진다. 
41
 이 중 조선시대 광주 관요백자에 대한 몇 편의 과학분석 연구가 출판된 바 있다. 강경

인은 「조선시대 17-19 세기 관요백자의 원료특성에 대한 연구」 에서 백자태토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분원의 요지 및 제작시기와 관련하여 사용원료의 특성 변화로 관요

백자와 양구지역의 원료와의 관련성을 연구하여, 금사리 요지 및 분원리 요지에서 양구

백토가 사용되었음을 밝혔다. 김익환 외 4 인의 「조선후기 분원리 백자 청화 태토와 유

약의 화학성분 및 미세구조 연구」에서는 분원리 백자청화 도편을 태토, 유약의 화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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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박물관 보고서』 프로젝트는 2004 년 당시 경기도박물관 학예사로 

재직 중이던 김영미와 보존과학실 연구자로 있던 이영은의 협업으로 시작되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 동안 진행되었다. 이영은은 서강대 화학화를 졸업하

고, 중앙대 대학원 과정에서 고경신 교수에게 연구지도를 받은 후, 경기도박물관

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그녀는 학부 졸업 후 전통기술에 관심이 있던 차에 고

경신 교수가 출판한 ‘염색기술’에 대한 논문을 읽고 찾아간 인연으로 석사에서는 

‘염색기술’에 대한 과학분석 연구로, 박사에서는 ‘조선시대 분청사기’를 분석한 

논문으로 학위를 받았다. 도자사학자 김영미는 학부에서 고고학을 전공하고, 대학

원 과정에서 도자사로 전공을 바꾼 후 조선청자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학자이다. 

둘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인 『경기도박물관 보고서』는 1997 년 정밀조사 

당시 지표수습된 도자편들을 중심으로 조선관요 전 시기에 생산된 백자·분청·

청자 및 요도구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도자사 연구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찰한 내용을 담고 있다.
42
 

『경기도박물관 보고서』는 총 4 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의 두 장은 

관요 설치를 기준으로 관요 설치 이전과 이후를 각각 조선 전기(1)(1392~1467 년), 

조선 전기(2)(1467~1604 년)의 두 개 시기로 구분하였고, 뒤의 두 장은 임진왜란 

이후의 조선 중기(1604~1752 년)와 분원이 민영화되는 조선 후기(1752~1884 년) 시

기를 다루고 있다. 각 장들은 그 시기에 해당하는 가마터들을 시기순으로 다루며, 

각 가마터별로 물리적 특성(태토와 유약의 색도 및 반사도, 경도), 화학적 성분특

성(태토 주성분, 미량원소 및 희토류원소 분석), 미세구조 분석(광학현미경과 실체

현미경을 이용한 미세구조 관찰, 광물학적 특성분석 등), 번조환경 추정, 통계학적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순서대로 제시하고 있다. 시기별로 다루는 가마터에는 조

선 전기(1)에서는 번천리·우산리·건업리가, 조선 전기(2)에서는 번천리·우산리

·귀여리·오전리·도마리·열미리·학동리·무갑리·대쌍령리·곤지암리가, 조

                                                                                                                         
분 분석과 더불어 미세구조의 관찰, 재번조 실험을 통한 번조온도의 추정 등 분원리 백

자의 특성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42
 김영미는 박물관의 프로젝트 기획은 짧게는 3 개월, 길게는 1 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당시 4 년으로 기획된 프로젝트의 시작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밝혔다. 또한 

박물관이 도자기 유물만을 다루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도자기’라는 하나의 유물을 중심

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여러 설득과정이 필요했다고 하였

다. (2014. 03. 14. 김영미·이영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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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중기에서는 탄벌동·학동리·상림리·선동리·송정동·유사리·신대리·궁평

리가, 조선 후기에서는 분원리 지역이 각각 포함되어 있다.  

『경기도박물관 보고서』가 이전 보고서들에 비해 가장 독특한 점은 “과학데

이터를 중심으로 한 도자사적 해석”을 시도했다는 점이다(경기도박물관, 2008; 

10-13쪽). 기존의 발굴조사 보고서나 박물관에서 출판한 도자사 보고서의 내용은 

대개 도자사학자들의 연구가 중심을 이루고, 1-2 편의 과학분석 보고서가 곁들여

지는 정도였다. 이러한 보고서들은 도자사학자들이 가마터에서 출토된 도편들을 

분류하여 과학자들에게 제공하면, 보존과학자들은 이를 분석하여 도자사학자들의 

결과 보고서 말미에 부록으로 수록하는 식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경기도박물

관 보고서』는 양적으로만 보아도 과학분석 데이터가 내용의 주를 이루고 있고, 

도자사적 해석 역시 과학데이터의 해석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43
 비유를 하자면 이

전의 보고서에서는 도자사 연구와 보존과학 연구가 병렬적으로 나열되는데 그쳤

다면, 『경기도박물관 보고서』는 더 유기적이고 실질적인 결합을 시도했다고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경기도박물관 보고서』에서 사용된 분석방법론은 앞 절에서 설

명한 이전의 보존과학 연구들에서 사용된 방법론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차이

가 있다면 한 편의 논문에서 다룰 수 있는 물리적 제한에 국한되지 않고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을 최대한 동원하였다는 점, 적게는 10 편 내외, 많게는 수십편 정

도만 분석하였던 기존 논문들과 달리 『경기도박물관 보고서』 연구에서는 약 

300편 이상의 도편을 분석하였다는 점에 있다. 또한 도자사학자에 의해 우선적으

로 시기별·지역별 도편 분류가 이루어진 점, 과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하되 보고

서의 연구질문과 해석은 보존과학자와 도자사학자가 함께 협업한 산물이라는 점 

등이 기존 연구와의 또 다른 차이점이었다. 분석 데이터의 증가와 다양성은 과학

데이터에서 유의미한 변수를 추출하고 그래프화 하는 작업의 중요성을 더 강화하

는 한편, 데이터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연결하여 새로운 해석을 이끌어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었다. 

                                                 
43
 박물관이나 기관에서 나오는 기존의 도자기 분석 보고서는 발굴된 도편들을 중심으로

 도자사학자가 정리하고 해석하는 형식으로, 과학분석 내용은 보고서의 뒷 편 부록에 2-

3 개 정도가 실렸다. 이런 형식은 지금(2014) 기준으로도 유효하기 때문에, 2008 년에 발

간된『경기도박물관 보고서』는 여전히 예외적인 형식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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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박물관 보고서』는 조선시대를 4개 시기로 나눈 4개 장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각 시기가 시작되는 부분에 도자사적 해설이 2-3 페이지 들어간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내용이 과학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형식을 띄고 있다. 본문

은 이영은이 분석한 과학데이터가 각 분석 방법별로 구성되어 있고, 제시된 과학

데이터의 중간이나 결론 부분에 짧은 해석이 곁들여진 형식을 띤다. 『경기도박

물관 보고서』가 도자사와 보존과학의 실질적 결합을 시도한 결과물이라고는 해

도, 본문 내용의 대부분이 과학데이터 형식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도자사적으로 유의미한 해석을 이끌어내기는 그리 쉽지 않다. 과학데이터에 대한 

연구자들의 해석 역시 매우 조심스럽거나 새로운 해석이라고 크게 강조되어 있지 

않고, 과학데이터와 도자사의 직접적 연관성도 쉽게 드러나지 않아 그 어려움은 

더 크다. 그런 점에서 『경기도박물관 보고서』는 여전히 도자사학자들이 이해하

기에 쉽지 않은 보고서일 수 있다. 그러나 논자가 주목하는 것은 보존과학의 과

학데이터가 이전까지의 연구와 달라진 지점이다.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도

자사적 해석과 결부된 과학데이터는 이영은의 이전 연구와도 차이를 보이고 있었

거니와, 이는 과학데이터가 수행하는 역할의 새로운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제공한다. 

 

3.2 과학자의 결론, 역사학자의 질문 

 

『경기도박물관 보고서』 프로젝트는 경기도박물관 연구자들이 보고서의 서

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과학적 분석과 미술사적 입장을 보완하려는 시도”로 시

작되었다. 경기도 광주 백자에 대한 기존의 도자사 연구를 살펴보면 분청과 백자

와의 관계, 관요백자의 용도와 변천, 각 종류별 자기의 제작시기 및 양식발전 등

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경기도박물관, 2001: 김영원, 2001a: 강경인, 2003: 

전승창, 2004: 조재경, 2009: 김영미, 2010). 최근에는 발굴조사를 통한 가마구조와 

출토유물의 형식변화에 대한 분석뿐 아니라, 도자기를 실제로 사용했던 소비지에

서 발견되는 유물분석을 통해 소비지와 생산지와의 관계 및 당대 소비성향 등과 

같은 내용까지 다루고 있는 학자들도 있다(장남원, 2007: 정두섭, 2012: 김경중, 

2013). 그러나 문헌과 유물만으로 밝혀내는 데 한계가 있는 원료규명 및 제작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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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관한 의문은 여전히 미해결 문제로 남아 있었고(이종민, 2007), 편년을 확실

하게 증명해 줄 유물이 출토되지 않은 가마터 지역은 대략적인 시기의 선후관계 

설정만 가능한 상태였다.  

도자사학자와 보존과학자가 함께 작성한 『경기도박물관 보고서』에서 제기

되는 연구 질문은 기존 도자사학에서 해석이 분분했던 내용 또는 과학분석으로 

더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연구자들이 

제시한 연구질문은 보고서에서 분류한 각 시기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주로 

품질 변화의 원인 분석 및 결과 비교와 문헌과의 대조 등이 주요 질문으로 구성

되어 있다. 예를 들어, 두 개의 시기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는 조선 전기에서는 

‘조선시대 백자 생산 초기의 제작기술 변화, 양질과 조질백자의 원료선택 및 제작

기술상의 차이 및 도자기가 질적으로 저하되는 시기의 원인’ 등을 연구질문으로 

상정하고 있다. 임진왜란 직후의 혼란스러운 상황과 이를 극복하고 조선백자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조선 중기에는 ‘임진왜란 이후 도자기의 질적 하락 원인과 18

세기 나타난 전성기 자기의 특징’ 등을 묻고 있다.  

『경기도박물관 보고서』에서 각 시기별로 수행된 보존과학 분석의 과학데이

터는 기존 보존과학 논문에서 보이는 일반적 특징인 1)유의미한 변수 추출, 2)그

래프화, 3)그룹화의 성격을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다. 여기서 ‘유의미한 변수’라 하

면, 특정 시기 또는 특정 지역을 대표하는 도편이 가진 특정 성분들을 가리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선 중기 전성기로 여겨지는 금사리 가마터 지역에서 출토된 

도편들은 이전 시기와는 다르게 마그네슘 함량이 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조

선 전기부터 평균 2%대에 머물던 마그네슘 함량이 금사리 시기에 와서는 5%대로 

높아진 것이다. 과학자들은 이런 특징적 변수들을 그들이 분석한 도편들이 출토

된 지역 또는 시기를 대표하는 특징으로 제시한다. 유의미한 변수가 추출되고 일

정량 이상의 데이터가 모이게 되면 이를 그래프로 도시할 수 있고, 특정 기준들

에 맞추어 패턴화 내지 그룹화를 수행할 수 있다.  

이전 절에서 상세히 살펴본 것처럼 보존과학이 갖는 독특한 분과적 특징은 

과학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도자사의 언어와 틀에 기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경기도박물관 보고서』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오히려 도자사학자와의 

협업이 강조되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더 잘 드러났다. 예컨대, 이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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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선 중기의 도편들을 분석하고 분류하는 작업은 도자사학자 김영미가 1 차적

으로 도편들을 분류한 정보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김영미는 명문의 변화를 중

심으로 조선 중기(1604-1752년) 가마터의 도편을 세 시기로 구분하여 분류하였고, 

이영은은 과학분석을 통해 모든 도편들을 특정 성분을 기준으로 다시 분류하였다. 

[그림 7]은 성분분석 데이터의 분류를 통해 그려진 그래프가 비슷한 특성의 범주

군으로 다시 묶인 예이다. 이영은은 태토 주성분 분석과 미량원소, 희토류원소 분

석을 통해 도편들의 태토 원료가 갖고 있는 실리카와 알루미나(‘silica/ alumina’) 

성분 함량을 기준으로 조선 중·후기 도편들을 총 3개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44
 

 

 

[그림 7] 주성분분석법을 이용한 태토주성분 통계처리결과(조선중후기) (경기도박물관, 2008; 212

쪽) 

 

보존과학자가 한 이 분류결과는 대체적으로 김영미가 시기별로 분류한 결과

와 비슷하지만, 다만 궁평리 지역처럼 과도기에 있던 도편들의 경우에는 한 그룹

                                                 
44
 첫 번째 그룹에는 탄벌동, 학동리, 상림리 3 호, 13 호, 그리고 11 호가 속하고, 두 번째 

그룹에는 상림리 11 호의 양질, 선동리, 송정동, 유사리, 신대리, 궁평리의 조질 도편들이 

속했으며, 마지막 그룹에는 금사리 백자와 궁평리의 일부 양질 도편이 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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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온전히 묶이지 않고 두 그룹에 걸쳐 분류되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

로는 조선 중기의 도편들을 성분 경향을 기준으로 그룹화한 결과 2-3 개 지역의 

일부 도편들을 제외하고는 도자사학자가 1 차적으로 분류한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처럼 보존과학자들의 과학데이터가 도편을 제공하는 도자사학자들의 

분류에 상당부분 기대어 있는 이러한 특징은 보존과학의 제약이자 보존과학을 다

른 기성 과학분과와 차별화시키는 독특함이기도 하다.  

그러나 『경기도박물관 보고서』의 과학데이터가 기존 보존과학 연구에서 보

이는 특징과 서술방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차이를 드러내는 지점은 기존의 연

구에서라면 이미 결론으로 제시됐을 내용에 추가적인 해석과 질문을 던지는 대목

들이다. 이런 추가적인 해석은 주로 어떤 기준에 의해 일정하게 정리되지 않는 

데이터들에서 생겨났다. 일반적으로 보존과학의 과학데이터는 특정 기준에 따라 

그래프로 그려지고, 통계처리 후 특정 범주군으로 묶인 형태로 정리된다. 그러나 

모든 과학데이터들이 정상그래프 패턴이나 몇 가지로 분류된 범주에 속하기는 어

렵다. 기존 보존과학 논문에서는 특정 패턴이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과학데이터

는 보통 열외로 처리하거나, 결론에서 간략히 제시될 뿐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았

다.
45 

그러나 다음의 사례에서는 정상 패턴에서 벗어난 열외 데이터들이 도자사적 

해석이 추가되며 유의미한 데이터로 전환되고 이 결과가 다시 도자사학에서 합의

되지 않은 결론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로 재해석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정상 그래프 패턴에서 벗어나는 수치들이 자주 나타나는 사례로 도자기의 가

시적 색상과 착색산화물 함량의 상관관계 그래프를 생각해볼 수 있다. 『경기도

박물관 보고서』에서는 백자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상정하니만큼, 가시적 색상의 

측정은 주로 백자의 하얀 정도를 나타내는 ‘백색도’ 측정으로 이루어졌다. 백자의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백자의 백색도는 착색산화물의 함량과 밀접

한 연관이 있다. 착색산화물이 적을 수록 백색도가 높고 착색산화물이 많을 수록 

백색도가 낮은데, 일반적으로 양질의 백자는 착색산화물의 함량이 적은 공통점이 

있다. 아래 그래프[그림 8]는 조선 전기 우산리 지역 도편들의 분석결과 중에서 

대표적인 착색산화물인 산화철 함량과 백색도의 관계를 도시한 것이다. 그래프에

                                                 
45
 고경신 역시 인터뷰에서 일정 기준에 의해 정리되지 않는 흩뿌려진 데이터들을 논문

의 결론에서 간단히 언급하기는 하였지만 중요하게 해석해야 하는 데이터들로 주목하지

는 않았다고 하였다(2014. 07. 23. 고경신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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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알 수 있듯, 일반적으로 백자의 백색도는 철 함량이 많을 수록 낮아져, 그 

색이 어두워지는 경향이 있다. 이런 백색도와 철 함량의 일반적 관계는 반비례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 한편 [그림 8] 그래프에 표시된 B 그룹과 같이 반비례 

그래프에서 벗어나 산발적으로 퍼져있는 데이터들은 『경기도박물관 보고서』에

서 역사적 맥락이 추가되며 그 해석이 확장되고 도자사적으로도 유의미한 해석을 

이끌었다.  

 

[그림 8] 우산리 백자 태토의 Fe2O3 와 백색도 그래프 (경기도박물관, 2008; 

44쪽) 

 

이전 보존과학자들은 이런 반비례 영역에서 벗어나는 수치들의 원인을 번조

분위기와의 관계 속에서 찾았다. ‘번조분위기’란 도자기를 가마에 넣고 불을 때는 

과정에서 착색산화물의 산화정도를 결정하는 가마 내부의 상태를 말한다. 일반적

으로 환원, 즉 가마 안의 산소를 제거하는 환원 과정을 통해서는 더 높은 백색도

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보존과학자들은 태토에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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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산화철의 산화상태 비율을 측정하여 번조분위기를 추정하였다. 다시 말해 

가마 내 분위기가 산화분위기이면 산소와 더 많이 결합되어 있는 Fe2O3, 즉 Fe
3+
 

비율이 높아지고, 반대로 환원분위기에서 번조되었다면 산소를 빼앗기게 되므로 

FeO의 산화상태, 즉 Fe
2+
 비율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높은 백색도의 

백자를 굽기 위해서는 환원분위기의 가마 상태를 만드는 불 조절이 필요한 것이

다. 

이영은 역시 기존 학자들의 이러한 분석을 그대로 따르며 우산지 지역 도자

기의 철 함량과 백색도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였다.
46
 그 결과 철 함량에 비해 백

색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도편들은 예상할 수 있듯 모두 산화분위기에서 번조

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철 함량에 비해 백색도가 더 높은 도편들은 환원분위

기에서 번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경기도박물관 연구자들은 색깔과 번조분

위기의 상관성을 나타낸 이러한 결과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추가적인 해석을 덧

붙였다. 기존 보존과학자들은 반비례 그래프에서 벗어나는 수치를 통해 분석된 

도자기 번조가 환원분위기에서 이루어졌는지, 산화분위기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결

론으로 제시했다면 경기도박물관 연구자들은 더 나아가 그 원인을 규명하려 했다. 

즉 그들은 “정상적인 그래프 패턴 안에서 벗어나는 수치들은 왜 생기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러한 수치들의 원인 추정을 통해 도편이 제작된 당시의 기술

을 유추해볼 수 있다고 여겼다. 예를 들어 연구자들은 그래프에서 벗어나는 수치

들이 조선 전기 우산리 4 호와 5 호의 도편들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통해 이 

시기 도공들의 번조 기술이 안정화되지 않았다고 해석했다(경기도박물관, 2008; 

41-50쪽).
 47
  

                                                 
46
 이영은은 태토와 유약에 포함되어 있는 철의 산화상태를 정량분석하는 방법을 통해 

가마 내 산화철 함량을 측정하였다(경기도박물관, 2008). 이영은은 철광석의 ‘산화제일철’

을 분석하는 방법인 KS E3016 을 응용하여 Fe
2+
의 함량을 습식화학분석법으로 결정하고,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기(ICP-MS)로 측정한 전체 철함량에서 Fe
2+
의 함량을 빼서 

Fe
3+
함량을 얻었다. 이는 철함량이 청자나 분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백자의 철함량

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다 정확하게 산화철 함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법이다(2013. 

03. 28. 이영은 인터뷰).  
47
 태토와 유약의 화학성분 이외에 도자기의 색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번조온도, 번조

분위기를 들 수 있다. 번조분위기가 산화분위기면 산소와 더 많이 결합되어 있는 3 가철

의 비율이 높아지고, 반대로 환원분위기면 산소를 빼앗기게 되므로 2 가철의 비율이 높

아질 것이다. 이영은은 철이온의 산화상태에 대한 정량분석을 통해 반비례 그래프 영역

에서 벗어나는 도편들 중 철함량에 비해 백색도가 높아 밝게 보이는 도편은 74.1%의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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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해석은 과학데이터에 도자사학자가 제시한 당시의 역사적 배경과 실

제 유물 출토 현황에 대한 지식이 합쳐져서 가능해진 것이었다. 예컨대 우산리 

지역 가마터는 15 세기 후반(또는 16 세기 초중반)에 이르면 양질의 도자기가 출

토되지만, 조선 개국 초기인 14 세기 말에는 분청사기와 조질백자가 주로 출토되

는 지역이었다(국립중앙박물관·경기도박물관, 2000: 해강도자미술관, 1995). 특히 

우산리 지역은 『세종실록』 「지리지」에 “소산의 하품(下品)”으로 명기된, 즉 

낮은 등급의 도자기를 생산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마터로, 실제 이 시기 우산리 

지역에서 출토된 도편들 중에는 유약이 덜 발라졌거나 번조가 덜 된 것들이 많이 

발견되었다.
48
 이를 증명하듯 우산리 지역 운용 초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도편들의 과학데이터는 정상 그래프를 벗어나는 수치가 많다는 특징과 더불어 유

약 데이터의 함량 변화가 크고, 융제의 함량 역시 일정하지 않아 그래프를 그리

기 어려운 수치들이 산출되는 특징을 보였다. 경기도박물관 연구자들은 문헌 및 

출토 유물 현황 등의 근거를 토대로 일관되지 않게 들쑥날쑥한 데이터를 상대적

으로 안정되지 못한 당시의 기술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경기도박물관, 

2008; 52-53쪽).  

이 사례에서 더욱 흥미로운 대목은 과학데이터를 통한 보존과학자의 우산리 

지역에 대한 해석이 다시 도자사학자의 해석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이다. 우산리 

지역은 비록 문헌에 ‘하품’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양질의 도자기가 함께 출토되어 

도자사학계에서 기록과 품질의 상관관계가 논란이 있던 지역 중 하나였다. 그러

                                                                                                                         
은 환원분위기에서 번조되었고, 다른 어두운 두 개의 도편은 산화분위기에서 번조된 것

을 알아냈다. 성분뿐 아니라 번조분위기가 도편의 색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

라 여겨지는 예이다. 비슷한 예가 조선 전기 무갑리 지역에서의 철과 티타늄의 비례관계

 그래프에서도 나타난다. 즉, 철과 티타늄은 비례관계로 철 성분이 많아지면 티타늄의 

함량이 증가하는데, 모인 데이터로 그래프를 표시하여 보면 기울기가 다른 그룹이 생겨

났다. 같은 철함량을 갖는다고 해도 티타늄의 성분이 달라지는 두 그룹이 생겼는데, 이 

역시 번조분위기의 원인으로 밝혀졌다. 번조분위기에 의해서 도자기의 색이 명시적으로 

변할 수 있음을 정량적으로 증명한 셈이다(경기도박물관, 2008; 111-114 쪽). 
48
 1424-1432 년 조사되어 1454 년 발간된 『세종실록(世宗實錄)』「지리지(地理志)」에서

는 전국의 가마를 자기소 139 개소와 도기소 185 개소로 각각 기록한 후 품질에 따라 上

·中·下로 나누고 있다. 그중 광주목을 살펴보면 자기소와 도기소에 대한 기록이 있는

데, 자기소는 모두 4 곳으로 벌을천(상품), 소산(하품), 석굴리(하품), 고현(품질 표시 없음)

의 4 곳이고, 도기소는 초현(중품), 초벌리(하품), 배곶이(하품)의 3 곳이 기록되어 있다. 도

자사학자들은 여기서 벌을천은 번천리, 소산은 우산리, 양현은 도수리로 추정하고 있다

(경기도박물관, 2008: 김영원, 2012).  



53 

나 『경기도박물관 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좋은 품질의 도편이 출토되었다 하더

라도 이 시기를 상품(上品)의 도자기를 생산한 지역으로 볼 수는 없었다. 이유는 

안정화되지 않은 도공들의 기술에 있었다. 즉, 이 지역에서 양질의 백자가 간혹 

출토되었다 해도 반비례 그래프에서 벗어나는 도편이 많은 점은 초기 우산리가 

번조분위기를 완벽히 제어할 수 없었음을 함의하기 때문이다. 소량의 양질 백자

는 그런 점에서 우연의 소산이라 할 수 있으며, 이 지역은 문헌 기록처럼 ‘하품’

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었다.  

또한 도자사학자 김영미는 우산리 지역 내 4 호 가마터의 데이터가 상대적으

로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는 데 주목했다. 원래 그녀는 4호 가마터를 전성

기의 가마터 직전에 운용되던 가마터, 즉 9 호 최상품이 만들어지는 초기 모델로 

보았다. 우산리 4 호 가마터는 절대 편년 유물이 없어 운용 시기를 명확하게 알 

수 없었지만 김영미는 일부 도편을 통해 4 호 가마터를 왕실도자가 만들어지는 

기점이자 9호 최상품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초기 모델로 예상하고 있었고, 이번 

과학데이터들은 그녀가 자신의 해석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었다

(경기도박물관, 2008; 51-53).
49
 이 사례는 정상 패턴에서 벗어나는 안정되지 않은 

과학데이터 수치들이 도자사적으로 유의미한 해석을 이끌어내는데 쓰이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이미 제시된 결론이 질문으로 바뀌어 추가적인 해석을 이끌어낸 사례는 비단 

열외 데이터를 해석하는 과정에만 국한되지는 않았다. 기존 보존과학 논문에서는 

다른 시기나 지역과 비교해서 눈에 띄는 차이를 보이는 데이터를 중요하게 결론

에서 다루었지만, 이 역시 특정 성분의 제시에만 그쳤을 뿐 그 결과의 의미를 따

져 물으려는 단계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가령 조선백자의 전성기로 꼽히는 금

사리 백자가 높은 마그네슘 함량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은 도자사학자의 논문에도 

종종 등장할 정도로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두 연구집단 모두 마그네슘이 증가

한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았다.
50
  

                                                 
49
 (2014. 03. 14. 김영미·이영은 인터뷰) 

50
 마그네슘 산화물이 유약에 첨가되면 접착성과 내화성이 높아지고 충분한 번조가 이루

어졌을 때 매끄럽고 투명한 표면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오니시 마사타로,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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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경기도박물관 연구자들은 조선 중기의 전성기인 금사리 지역 도편들의 

마그네슘 함량 증가를 조선의 전기 전성기였던 도마리 지역 백자의 특징과 연결

시켜 해석하려 하였다. 그들의 분석에 따르면 조선 전기 15 세기 후반~ 16 세기 

중반의 최상품과 양질백자에서 적은 양이지만 마그네슘이 특징적으로 발견되었다. 

반면 조선 전기의 최상품에서만 일부 나타난 특징이 조선 중기에 와서 전반적인 

현상으로 두드러진 것은 매우 흥미로운 차이였는데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를 두

고 전기의 기술이 직접적으로 중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마그네슘이 많이 포

함되어 있는 특정 원료(예를 들어 돌로마이트, 활석 등의 광물)의 보급 가능성 등

을 거론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경기도박물관 연구자들은 조선 전기에서 양질에만 

의도적으로 사용된 것 같은 마그네슘이 중기 금사리 시기에 와서 품질에 관계없

이 일괄적으로 높은 함량을 가진 것에 주목하여 제조기술 상의 대대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추론하였다(경기도박물관, 2008; 186-190쪽).  

이 논문의 마지막에 설명하겠지만 경기도박물관 연구자들은 마그네슘 함량 

변화의 원인을 다른 데이터와 종합적으로 연결하며 도공들의 서사로까지 확장시

켜 해석했다. 이러한 새로운 해석이 가능했던 이유는 우선 보존과학의 과학데이

터가 도자사의 언어와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 전문어의 존재에 있었다. 그러나 그

에 앞서 그 동안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과학데이터의 새로운 변화가 『경기도박

물관 보고서』에서 드러날 수 있었던 이유로 보존과학자 이영은의 연구 환경이 

변한 정황 역시 간과할 수 없다.  

 

3.3 일상어적 토대의 공유와 협업 

 

위의 사례는 기존 보존과학 연구와 비교해 새로운 분석기술이 추가되지 않았

음에도 과학데이터의 해석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미 

제시된 데이터의 추가적인 해석이 가능해지기도 하고, 그 동안 열외로 취급했던 

과학데이터가 도자사학자들의 해석이 추가되면서 유의미한 데이터로 전환되기도 

했다. 이러한 사례는 도자사학자의 문제의식이나 인식이 보존과학자가 도출한 결

론에 유의미한 해석을 접목하는 과정에서 생산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을 잘 보

여준다. 『경기도박물관 보고서』에서 보이는 이와 같은 보존과학 과학데이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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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변화는 학교 실험실에서 경기도박물관으로 자리를 옮긴 이영은이 도자사학

자 김영미와 협업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협업의 과정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보존과학과 도자사의 상호작용을 추동했다. 

우선, 『경기도박물관 보고서』의 중요한 특징은 보존과학자 이영은과 도자

사학자 김영미가 약 4년 동안 이 프로젝트를 위해 함께 작업했다는 점이다. 이들

은 서로 다른 부서에 소속되어 있었음에도 프로젝트를 하는 4 년 동안 자주 만나

며 분석 결과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특이한 데이터들에 주목

하며 서로 상이한 관점에서 해석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는 토론으로 이어졌다.
51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영은이 김영미와 대화하는 중에 특정 기준이나 범주에 잘 

묶이지 않는 이상 데이터들이 나오는 특정 시기의 역사적 정보를 알게 되었다는 

점이다. 즉 이영은이 과학적으로 정상 패턴에서 벗어나는 데이터들을 단순한 예

외로 치부하지 않고 재고할 수 있었던 이유는 김영미와의 만남을 통해 그러한 데

이터들이 나오는 지역의 역사적 배경과 도자사적 의미를 알게 됨으로써 비정상 

과학데이터를 유의미하게 해석해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두 번째로, 이영은이 박물관에서 일하면서 과학데이터를 다루는 태도가 변화

한 점을 들 수 있다. 이영은은 김영미와 프로젝트 작업을 하며 과학데이터를 다

루는 관점에서 갈등을 빚었고 이를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예를 들어 경기도 

박물관의 두 연구자는 전체 분석 도편 중 어느 정도의 도편에서 어느 정도의 차

이가 나와야 신뢰성 있는 결과라고 여겨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상당한 이견

을 보였다. 도자사학자 김영미는 본인이 생각한 심증에 맞게 나온 과학데이터를 

바로 사용해서 결론을 내고 싶어했고, 보존과학자 이영은은 그 과학데이터가 전

체 분석 도편 중의 일정 비율 이상이 나온 대표적 결과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52
  

과학데이터에 대한 이영은의 이러한 태도는 그녀가 기성과학 분과에서 요구

하는 관례를 체득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영은은 화학 분과에서 훈련 

받은 연구자로, 실험조건과 분석방법론을 정당화하는 작업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51
 (2014. 03. 14. 김영미·이영은 인터뷰) 

52
 (2014. 03. 14. 김영미·이영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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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고 있었다.
53
 우리는 보존과학자들이 연구논문 내용의 상당부분을 시료처리

와 연구방법론을 정당화하는 데 할애하고, 분석 결과를 나열한 한두 단락으로 결

론을 갈무리하는 이유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도자사학자로서는 짧은 결론에 

이어지는 해석을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보존과학자의 입장에서는 그 결론만으로

도 자신들의 연구는 충분하다 여겨질 것이다. 이영은 역시 김영미와의 프로젝트

를 시작한 초기에는 기성 과학 분과에서 익힌 태도로 과학데이터를 다루려 하였

다. 그러나 김영미와의 작업을 통해 이영은은 과학데이터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한편, 도자기 과학분석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점차 명확하게 인지하며 과학

데이터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켜갔다.
54
 

마지막으로, 이영은과 김영미가 프로젝트를 하는 기간에 다른 도자사학자의 

도움을 받은 사례도 영향을 미쳤다. 이영은은 수차례의 인터뷰를 통해서 2008 년 

경기도박물관 관장으로 부임한 도자사학자 김재열의 도움이 있었음을 언급한 바 

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호암미술관을 거치며 도자기 유물을 많이 접하였던 김재

열은 부임 이후 이영은과 김영미의 연구에 관심을 갖고 분석에 쓰인 도편들을 다

                                                 
53
 이영은은 인터뷰에서 “보존과학회나 화학학회에 발표를 하면 분석방법이 제대로 됐는

지, 그 다음에 수치가 어때서 뭐가 서로 다른지의 내용까지만 설명하면 된다.”고 하며 

어떤 기기로 어떤 실험조건에서 분석을 했는지의 내용이 충실해야만 논문의 신뢰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방법론을 정당화하는 데 많은 수고를 들여야 했다고 밝혔다. 이영

은이 과학데이터를 다루는 이러한 태도는 왜 그 동안 보존과학의 과학데이터가 파편화

된 채 종합적 추가해석이 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었는지를 예상해볼 수 있게 

해준다.  
54
 도자사학자 김영미 역시 이영은과의 작업 과정에서 과학데이터를 다루는 태도가 변화

하였다. 이영은은 초반에 김영미가 결론에 도움이 되는 데이터만 사용하려고 하거나 지

나치게 적은 분석의 데이터로 일반화 하려는 태도를 지적하였다고 한다. 김영미는 “논문

에서 내고 싶은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었고, 심증이 확실한 상태에서 일부 데이터만 부

분적으로 가져와 사용하면 안 된다는 선입견을 깨는 게 힘든 일이었다.”고 하였다. 과학

데이터를 대하는 김영미의 이러한 태도는 이영은과 동일하게 그녀가 훈련 받은 고고학

·도자사에서 체득한 분과의 관례로 볼 수 있다. 도자사 연구는 하나의 대표적인 도편 

또는 완형 도자기의 유물을 통해 특정 시기와 지역을 대표하는 일반적 해석을 이끌어내

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김영미 역시 대표적이라 생각되는 한두 편의 분석데이터만으

로 자신들의 결론을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또한 김영미는 이 프로젝트의 

기본적인 연구질문이 도자사의 틀 내에서 이루어졌고, 분류된 도편의 대표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분석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해석하고 그 속에서 패턴을 

찾아내려고 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가정을 입증해줄 만한 데이터를 찾아 근

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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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검토하고, 도자사학자로서 궁금한 질문 등을 제시하며 그녀들의 분석에 도움

을 주었다.
55
 예컨대, 김재열은 조선 중기 전성기인 금사리 시기의 도편을 재점검

하며 분석 도편의 대표성을 재고하는 한편, 유물을 많이 보지 않으면 감지하기 

힘든 조선 전기와 조선 중기 전성기 유물 간의 차이점을 알려주며 두 시기의 유

물을 비교할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도 하였다.
56
 

이러한 점에서 『경기도박물관 보고서』는 분석 도편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토대로 각기 다른 분과에서 훈련 받은 두 연구자가 과학데이터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를 합의해나간 과정의 결과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경기도박물관 보고

서』에서 보이는 과학데이터의 성격 변화를 두 연구자의 상호작용의 결과물로 본

다면 이러한 상호작용의 구체적인 양상을 조건 지은 요인은 무엇일까? 예컨대 보

존과학의 분석에서 나온 데이터가 중요하게 여겨지며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게 된 

동인을 두 연구자의 지속적인 소통과 갈등의 조정, 보존과학자 이영은의 연구환

경 변화 등에서 찾을 수 있다면, 과학데이터에 대한 추가적인 해석이 이뤄지고 

그 성격이 변화한 구체적 양상까지 그러한 동인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한 가지 답을 우리는 과학데이터와 일상어에 토대를 둔 도자사 언

어와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보존과학 과학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도자

사의 보편적 전문어가 과학 분과에서 사용되는 언어로 변환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도자사의 언어와 틀의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었지만, 이 제약이 과

학데이터를 다시 도자사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만든 연결고리고도 작용하였기 때

문이다. 2절에서 논자는 고경신 연구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초기 과정을 미세구

조 분석을 중심으로 도자기의 역사성·미학성을 표현하는 언어들이 과학분석이 

가능한 변수로 변환되는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55
 김재열은 서울대 고고미술사학으로 학부를 마치고, 대학원에서 도자사를 전공하였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근무한 후 1982 년 호암미술관 학예연구실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대학원에서 도자사를 전공하게 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주었다고 하였

다. 이는 다른 박물관에 비해 도자기 유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호암미술관의 특

징 때문이기도 하였다. 또한 김재열은 학부에서 고고학을 전공한 이유 때문에 일찍부터 

도자기의 과학분석 연구에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2014. 06. 25. 김재열 인터뷰)  
56
 이러한 내용은 이영은(2013. 11. 15. 이영은 인터뷰)과 김재열(2014. 06. 25. 김재열 인

터뷰)의 인터뷰를 통해서 동시에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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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에서 설명한 고경신 연구 프로그램의 형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보

존과학 과학데이터의 전문화 과정(O·S → (O)·S)은 아래 [그림 9]에서 일상어를 

토대로 한 도자사의 언어(O·H)가 일상어적 의미연관(O)을 매개로 왼편으로 이동

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과정은 보존과학 과학데이터(O·S)가 보

편적 전문어(O·H)와 일상어(O)를 공유하고 있지만, 과학 실험을 통해 점차 전문

적 의미로 한정되면서 그 의미 한계를 규정하는 일상어가 과학데이터에서 점차 

암묵화되는((O)·S)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9] 과학데이터와 도자사의 전문어를 매개하는 일상어 (2) 

 

앞에서 제시한 백색도와 철 함량의 관계를 분석한 사례 역시 유사한 과정으

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백자의 ‘백색’이다. 백자의 품질을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인 백색은 도자사학자·보존과학자들에게 모두 중요

한 분석대상이다. 보존과학자들은 백색의 정도를 백색도 측정을 통해 수치로 변

환하여 분석하는 한편 백색과 연관되는 관계 변수들 역시 함께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태토, 가마 등이 그 대표적인 예로, 특히 태토, 가마는 도자기를 설명하는 

언어 중에서도 도자사학자와 보존과학자가 공유하는 보편적 전문어이기도 하다. 

그러나 보존과학의 맥락에서 ‘태토’는 ‘철 함량’ 분석으로, ‘백색도’는 ‘철 함

량과 산화·환원 정도’, ‘가마(번조분위기)’는 ‘산화·환원 정도’ 등으로 다시 변

환되고, 점차 그 분석법이 발전함에 따라 더욱 특수한 의미를 띠었다. 예컨대 ‘산

화철정량분석법’은 태토와 철함량과의 관계를 연결한 후 백자의 산화·환원 정도

를 더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도입된 기법이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과학적 변

(O·)S O·S O·H (O·)H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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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들을 독자적으로 재조합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한다는 것은 곧 그와 연결된 보

편적 전문어, 가령 거시적 관찰변수들의 관계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

릴 수도 있음을 뜻한다는 점이다. 가령 철 함량 분석 또는 산화·환원분석으로 

독립적으로 발전했던 기법이 도자기를 직접 설명하는 태토, 백색도, 가마 등과 새

롭게 연결되어 재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산화철정량분석을 통한 백색도 분석

은 바로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예이다.  

이처럼 보존과학의 분석기법이 세분화되고 정교해짐에 따라, 백색도와 관련

한 더욱 심도 깊은 과학데이터들이 추가되었지만, 이들 과학데이터들은 점차 초

기의 도자사적 맥락에서 의미하는 백색과는 거의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 분석데이

터로 변해갔다. 가령 초기에 백색도를 물리적 측정 기구를 통해 수치로 나타낸 

과학데이터(예를 들어 백색도가 높을 수록 100 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냄)나, 백색

도를 도자기의 원료가 함유한 철 함량의 정도로 평가한 과학데이터는 상대적으로 

백색도와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과학데이터였다. 그러나 백색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세분화하여 다시 분석(예를 들어 산화철정량분석과 가마 내 산화환원 

정도 분석)하게 되면 그 결과로 나온 과학데이터 하나하나는 점차 백색도와 더욱 

‘간접적’으로 연결되게 된다. 즉 산화철정량분석 결과로 보편적 전문어로서의 백

색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철 함량 분석에 대한 매개의 단계가 한번 더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 소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경기도박물관 보고서』에서 과학데이

터의 해석이 확장되며 나타나는 도공들에 대한 해석은 백색도의 분석 변수들이었

던 태토, 백색도, 가마가 역사학적 맥락과 연결되며 가능해진 경우로 볼 수 있다. 

즉, 태토는 좋은 흙을 구하려는 도공들의 시도나 태토와 연관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과 연결되고, 백색도는 도자기에 대한 미학적 판단과 연결

되며, 가마는 도공들의 숙련도 및 땔감, 동일 지역의 다른 가마터와 연결되어 해

석된다. 『경기도박물관 보고서』에서 ‘도공들의 안정되지 못한 기술’과 같은 새

로운 해석이 제시될 수 있었던 이유는 과학 변수로 변환된 철 함량이 도공들의 

실험과 연결되고, 산화·환원 정도가 도공들의 숙련도와 연결되었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거시 변수가 역사적 맥락 속에 다시 놓이며 확장된 해석이 가능한 것

이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논점은 이러한 해석적 확장이 보존과학의 과학데이터가 

일상용어들과의 의미연관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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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석 과정은 아래 [그림 10]에서 제일 왼편에 있었던 보존과학의 특수한 

과학데이터((O)·S)가 일상어(O)를 거쳐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이는 보존과학 연구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던 초기에 매개 기능을 하고 

이후 암묵화된 일상어가 다시 명시화됨과 함께 도자사적 맥락과 재결합하며 과학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가능해지는 과정이다.  

 

 

 

 

 

 

 

[그림 10] 과학데이터와 도자사의 전문어를 매개하는 일상어 (3) 

 

이하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미세구조 분석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이렇게 

확장된 미세구조 분석법이 다른 보존과학 분석법과 연계되어 더욱 종합적인 해석

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살펴보겠다. 즉 이 사례는 보존과학자들이 도자기를 분석

하기 위해 파편적으로 나누어 발전시킨 정교한 분석법들이 도자기를 설명하기 위

해 종합적으로 묶여서 새로운 해석을 산출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O·)S O·S O·H (O·)H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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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과학데이터의 서사성: 도공의 기술 복원 

 

도공들은 기존 도자사학 연구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거나 드러날 수 없었던 

존재들이었다. 도자사학자들은 주로 완형 도자기나 도편들을 문헌과 대조함으로써 

도자기의 편년을 설정하고 양식의 변화를 주로 연구한다. 문헌에서 도공들은 분원

에 속해 있는 수, 어려웠던 시기에 이탈한 수 등 대개 숫자로만 기록되어 있을 뿐

이다. 이런 문헌에서 도자기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도공들의 노력은 

쉽사리 보이지 않는다. 조정 관료의 관점에서 관리의 목적으로 남겨진 기록의 한

계와 도공들의 기술과 관련한 기록의 부재는 도자사학자들뿐 아니라 전통기술을 

연구하려고 하는 과학기술사 학자들에게도 어려움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경기도

박물관 프로젝트는 과학데이터를 역사적 맥락에서 확장·재해석함으로써 도공들

의 노력과 기술 수준을 단편적으로나마 짐작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상술한 바

와 같이 『경기도박물관 보고서』에서 드러난 중요한 특징은 기존의 보존과학과 

도자사에서 각기 정리된 결과물에 새로운 질문과 해석이 덧붙여지며 새로운 연구

공간이 열린 점이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질문과 해석이 과학데이터가 일

상어를 통해 도자사의 언어와 연결됨에 따라 도공들의 서사로까지 확장되기 시작

하는 사례를 분석하려 한다. 예를 들어 앞 절에서 보존과학자들이 미세구조 분석

법을 발전시켜 추론한 번조온도와 수비법이 이 절에서는 다른 과학데이터와 결합

됨으로써 좋은 도자기를 빚어내려는 도공들의 노력과 같은 이야기로 확장된다. 

도공들의 기술 수준이나 이를 개선하려는 그들의 노력은 특히 도자기의 품질

이 좋지 않다고 분류되거나 양식이나 품질이 일정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시기에 

더 잘 드러났다. 가령 이런 시기에는 종종 덜 번조된 미세구조가 관찰되는 도편들

이 많이 발견되었는데, 경기도박물관 연구자들은 이런 도편들이 융제 함량과 번조

온도 조절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덜 번조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이를 통해 당

시 도공들의 기술수준이 미숙했을 것이라고 추론해볼 수 있었다. 또한 미량원소와 

희토류원소 분석을 통해 같은 지역에서 출토되었다 하더라도 그 원료가 다양한 

산지에서 공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에는 도공들이 다양한 

실험을 했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었다(경기도박물관, 2008; 120-122, 186-190

쪽). 또한 도편에서 추출한 과학데이터는 도공들의 기술향상을 위한 노력뿐 아니

라 그 도편들이 만들어진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반영하기도 하였다. 예컨대, 임란 

이후 시기의 도편들은 조선 시기를 통틀어 착색산화물 함량이 가장 높게 검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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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미루어 우수한 원료를 확보하기 어려웠던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게 해

주었다. 경기도박물관 연구자들은 이처럼 도편의 과학데이터를 도공들의 기술이나 

시대상황 등과 같은 새로운 해석으로 확장시키며 기존과 다른 설명을 시작하였다.  

우선, 경기도박물관 연구자들은 임란 이후 운용된 가마터 중에서 특히 상림리 

가마터(1631~1640년 운용 추정)에 주목하였다. 이는 상림리 가마터에서 발견된 도

편들을 분석한 과학데이터의 이상패턴([그림 11]의 동그라미)을 통해 당시 도공들

의 다양한 노력을 추론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상림리 가마터의 백자 도편들은 

임란 직후 급격하게 떨어진 백색도 수치가 다시 임란 이전의 평균 수치인 70~80

을 회복하며 점차 백자의 품질이 나아지고 있던 시기에 산출된 것이었다. 그러나 

경기도박물관 연구자들이 상림리 지역을 주목한 것은 이 지역에서 발편된 일부 

도편의 주성분 분석 그래프 패턴이 매우 특이하게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예컨대 

아래 태토와 유약의 소다성분 함량을 비교한 그래프를 살펴보면 조선 중기 상림

리 11호 가마터의 일부 양질 도편에서 독특하게 태토와 유약의 소다 성분의 증감 

패턴이 서로 반대되는 경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1, 원 표시]. 

 

[그림 11] 태토와 유약의 Na2O 비교그래프(이상패턴이 나타나는 조선중기 부분만 인용) 

(경기도박물관, 2008; 210쪽) 

 

     경기도박물관 연구자들은 이처럼 상림리 지역에서 특이한 패턴을 보이는 도

편들의 과학데이터를 측정 상의 문제로 무의미하게 산출된, 대표성이 없는 데이터

로 해석하기보다, “이 시기 태토와 유약의 원료 선택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제작

기술이 적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하며, 다른 성분 분석을 통해 이 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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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뒷받침하였다.
57
 이런 추론은 비슷한 하품의 ‘유약’(보편적 전문어)이라 하더라

도 성분을 분석(과학데이터) 해보면 상이한 패턴을 보인다는 점, 그 패턴이 이 시

기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패턴 차이는 도공들의 새로운 시도(도자사 해석)

에 기인할 것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내려진 것이었다. 

상림리에 대한 이러한 재해석은 나아가 조선 시대 전체에 대한 또 다른 통시

적 해석을 이끌어냈다. 도자사학자들은 그 동안 조선 중기의 전성기인 금사리 가

마터에만 주목하며 금사리까지 가는 과정에 있는 다른 가마터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러나 경기도박물관 연구자들의 해석에 따라 상림리 지역을 전성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술 전환이 있던 시기로 본다면, 상림리를 포함하여 상림

리를 전후한 지역을 도자사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더욱이 경기도박물관 연구자들은 임란 직후, 상림리 이전 시기 가마터에서 출

토된 도편들에 대해 기존 도자사학자들과는 다른 해석을 하였다. 임란 직후에 만

들어진 백자가 임란 이전 시기에 비해 품질이 급격히 떨어졌음은 보편적으로 널

리 알려진 사실로, 도자사학자들은 그 원인을 ‘임란 이후 국토가 황폐해지고, 이탈

한 도공들이 증가’한데서 찾았다. 실제로 임란 직후 운용된 가마터에서 출토된 도

편들은 조선 전 시기를 통틀어 태토의 착색산화물 함량이 가장 많아 높은 백색도

의 도자기 제작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경기도박물관 연구자들은 철 함량과 

백색도의 관계를 분석한 과학데이터를 통해 당시 도공들이 원료의 한계를 기술력

으로 점차 극복해나갔음을 읽어냈다.
58
 경기도박물관 연구자들은 임란 직후 운용

된 탄벌동 가마터에서 발견된 도편들 중 양질로 분류된 도편들의 백색도가 임란 

직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당시 도공들의 기술이 떨어

진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다(경기도박물관, 2008; 162-165쪽.).  

                                                 
57
 태토와 유약의 소다성분을 비교하는 것은 원료의 상호연관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

로 사용된다(경기도박물관, 2008; 21-31 쪽). 한편 상림리 11 호에서 출토된 양질 도편들은 

태토와 유약성분의 관계 외에도 미량성분, 마그네슘 함량도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었다. 

예를 들어 이영은은 금사리와 궁평리 양질의 일부 도편에 나타나는 아주 특이한 미량원

소와 희토류 분포 패턴에 주목하였다. 즉 이 시기 일부 도편들의 미량원소 분석에서는 리

튬(Li)이 100ppm 이상으로 높고, 바륨(Ba)이 200ppm 이하로 낮은 결과가 도출됐고, 지금

까지 분석된 조선백자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던 새로운 희토류원소의 분포특성을 보였던 

것이다. 경기도박물관 연구자들은, 상림리 지역 과학데이터의 특이성과 상림리를 기점으

로 다시 안정화된 그래프의 경향 등으로 미루어 상림리 11 호 가마터를 양질백자에서 태

토와 유약의 선택에 있어 완전히 다른 제작기술이 적용되는 곳으로 추론하였다. 
58
 또한 그들은 유약이 태토의 색보다 어두웠던 임란 이전 시기에 비해, 탄벌동 시기의 

유약이 태토와 같거나 더 밝은 점에 주목하여 원료 수급의 문제나 제작환경의 변화와 같

은 다양한 요인에서 품질이 급격히 하락한 원인을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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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들은 임란 이후 원료가 좋지 않았음에도 도편들이 평균의 백색도를 유

지했을 뿐 아니라, 착색산화물 함량이 높고 다양한 산지의 원료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백색도가 75~82%정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점차 안정권에 접어든 것

으로 미루어 도공들의 기술 수준이 우수했음을 추론했다. 이러한 분석은 임란 이

후 발견된 도편들을 황폐해진 당시 상황을 단순히 반영한 해석에서 더 나아가, 도

공들이 양질과 조질을 구분하고 다양한 유약 제작 기법을 실험하는 등 척박한 환

경 속에서도 높은 기술 수준을 유지하며 좋은 도자기를 만들고자 노력했음을 추

측할 수 있게 해준다.
59
  

경기도박물관 연구자들은 이전 시기와 비교해 기술이 안정화된 지역에서 어

떻게 품질이 향상될 수 있었는지 또는 이전 시기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공들의 새로운 기술을 유추하기도 하였다. 특히 연구자들은 당대 

가장 좋은 백자를 만든 전성기의 도자기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었는지, 어떤 획

기적인 기술 발전이 있었던 것인지 궁금해했다. 조선 전기의 전성기였던 도마리 

가마터와, 조선 중기의 전성기였던 금사리 가마터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경기도박물관 보고서』의 연구질문에서는 도자기의 품질이 급격히 나빠졌거나, 

반대로 매우 좋아진 지역의 도편들이 중요하게 여겨졌는데, 이는 아마도 연구자들

이 가시적 특징만으로는 유추하기 어려운 정보들을 과학분석을 통해 얻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연구자들이 도자기의 가시적 특징과 품질 변화의 원

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도공들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런 연구자들의 궁금증은 미세구조 분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

었다. 미세구조의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정보는 수비법과 번조온도로, 

연구자들은 각 시기별로 양질과 조질로 분류된 도편의 미세구조 정보의 변화양상

과 도편 성분과의 연관성 속에서 당시 도공들의 기술 수준과 그 발전 양상을 유

추하였다. 그 중 조선 전기의 전성기였던 도마리 시기는 미세구조 분석을 통해 양

질과 조질의 수비상태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 당시에 ‘이원화된 수비 시스템’이 갖

춰져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었다. 이는 도마리 최상품과 양질백자의 미세구조 사

진에서는 50µm 이상의 큰 결정이 발견되지 않아 수비가 잘 된 상태임을 알 수 있

었지만, 조질에서는 300µm 이상의 큰 광물 결정들이 종종 발견되어 정선된 수비 

                                                 
59
 조선중기는 임진왜란 직후 국토가 황폐해졌고,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등으로 연이은 혼

란에 빠진 시기였다. 문헌을 통해서는 조선 중기 전쟁 후의 어려움과 분원경영의 내부적

인 병폐로 인해 도자기 제작에도 어려움을 겪던 시기로 분원에서 이탈하는 도공들이 많

았고, 질 좋은 백토의 확보와 땔감 수급의 어려웠던 환경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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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조선 중기의 전성기인 

금사리 지역 도편의 미세구조 사진에서는 양질과 조질의 수비 상태 및 성분차이

를 거의 확인할 수 없었고 이로부터 연구자들은 거대한 단위로 많은 흙을 한꺼번

에 수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측했다(경기도박

물관, 2008; 185-189쪽).
60
 

조선 전기의 전성기인 도마리 지역과, 조선 중기의 전성기인 금사리 지역에서 

출토된 도자기는 줄곧 도자사학자들이 중요하게 연구한 대상이다. 그러나 각 지역

에서 출토된 일부 유물들의 역사적 특징과 미학성을 연구하는 것 외에, 두 지역의 

차이라든지, 양질과 조질을 모두 포함한 전반적인 유물의 평가에 대한 연구는 거

의 없었다. 만약 경기도박물관 연구자들의 해석을 따른다면, 다시 말해 도마리 지

역에서 일부 양질의 도자기에만 시행되었던 제작기법이 오랫동안 단절되었다가 

금사리 지역에 와서 품질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시행되었다고 본다면, 두 지역을 

조선의 전성기로 동일하게 취급하기 보다는 양질과 조질의 도편을 포괄하여 보다 

섬세하고 풍부한 역사적 해석을 다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경기도박물관 연구자들이 미세구조 분석을 통해 유추한 ‘이원화된 수비시스

템’과 ‘대규모 수비시스템’이란 가설은, 미세구조 과학데이터에서 얻어낸 정보를 

‘수비’과정(보편적 전문어)과 연결하여 이를 도자사적 의미로 확장함으로써 가능해

진 해석이었다. 이 해석은 다른 과학데이터와 연관되고, 통시적 맥락과 연결되며 

더욱 설득력을 얻었다. 기존 도자사학자들은 도마리 지역의 도편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굽의 형태나 갑발의 사용여부 등으로부터 당시 도공들이 사용처와 품질에 

따라 도자기를 달리 제작하는 이원화된 제작구조를 갖추고 있었다고 정리한 바 

있다(국립중앙박물관·경기도박물관, 2000; 경기도박물관, 2008).  

경기도박물관 연구자들은 도마리의 유물과 도마리 이전 시기에 운용된 가마

터의 유물을 비교함으로써 당시에도 의도적으로 양식에 따라 태토의 원료 선택과 

수비법 및 유약 제조기술의 적용에서 차이를 두었음을 추론하였다. 연구자들에 따

르면 도마리 이전 시기인 우산리와 귀여리 지역의 가마터에서는 질이 향상된 일

                                                 
60
 ‘수비’는 도자기 제작과정 중 가장 먼저 행해지는 작업이다. 구체적으로는 도자기를 만

드는데 적합한 흙(사토: 규산질과 장석질이 함유된 흙)을 가져와 잘게 부수고 물을 넣어 

이를 희석시킨 뒤 그 윗물을 따로 받아 거기서 가라앉게 되는 미세한 흙분을 얻는 작업

을 가리킨다. 이렇게 희석된 물을 걸러내기를 몇 차례 반복한 후 고운 질흙만 남게 되면 

이를 건조장으로 옮겨 잡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며 말린다. 도자기 제작이 분업화 

되어있던 당시에는 흙을 파오고 수비만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일꾼이 있었고, 수비 정도는 

도자기 제작 시 원료 못지 않게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였다(김재광,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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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최상품을 제외하면 양질과 조질의 차이가 극명하지 않았지만, 그 다음 지역이

나 도마리 직전 시기인 오전리 지역에서는 양질과 조질의 원료가 매우 달라지는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를 두고 경기도박물관 연구자들은 미량성분과 희토류

원소 분석, 그리고 미세구조 분석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도마리 시기를 전후해 

수비법이 개선되고 이원화된 제작방법이 도입됐으며, 융제 성분 조절을 통한 고화

도유약 제조 기법 등 기술진보가 이뤄졌음은 물론 원료까지 안정적으로 수급됨으

로써 앞 시기에 비해 도자기의 품질이 향상될 수 있었다고 보았다(경기도박물관, 

2008; 101-123쪽). 

금사리의 ‘대규모 수비시스템’ 가설 역시 미세구조 관찰과 다른 데이터들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그 근거를 강화했다. 조선 중기 전성기인 금사리 시기에는 도편

의 마그네슘 함량이 증가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경기도박물관 연구자들은 

이런 도편들 중에서 철과 티타늄이 매우 적고, 상대적으로 산화나트륨이 높은 이 

특징을 보이는 것들을 모아 새롭게 그룹화하였다. 그런 다음 이 결과로부터 두 가

지 도자사적 해석을 제시하였다. 하나는 백자 제작에 적합한 좋은 원료를 이전과 

다른 산지에서 조달했을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수비법이 개선됐을 경우였다. 경기

도박물관 연구자들은, 금사리의 원료가 금사리 이전 시기에 이미 사용되었던 점과, 

금사리 지역에서 발견된 유물이 양질과 조질에 관계없이 흙의 성분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으로 미루어, 당시 거대한 단위로 한꺼번에 많은 흙을 수비할 수 있는 

대규모의 수비체제 시스템이 개발되었을 것이라고 유추하였다. 나아가 미량성분 

분석을 통해 이 시기 수비법 상의 발전이 단순히 규모를 키운 수준에 그치지 않

고 흙의 착색산화물을 반 이상(평균 1.28~1.92wt.%에서 약 0.7wt.%으로) 줄이는 선

까지 나아간 획기적인 진보였음을 알 수 있었다(경기도박물관, 2008; 176-186 쪽). 

요컨대 태토의 성분차이를 보여주는 과학데이터를 도공의 수비법 기술과 연결하

여 새로운 도자사적 해석을 이끌어낸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선 중기 금사리 가마터 이전에 운용되던 궁평리 지역에서 발견

된 ‘황백색’의 도편들에 대한 기존 도자사학자들의 해석과 경기도박물관 연구자들

의 해석을 비교함으로써 경기도박물관 프로젝트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17 세

기 후반에 운영된 궁평리 가마에서 발견된 황백색 도편에 대해 도자사학자들은 

흔히 “불완전 연소된 옅은 황백색의 태토”로 정리하였지만(경기도박물관, 2008; 국

립중앙박물관·경기도박물관, 2000), 경기도박물관 연구자들의 분석에서 이 도편

들에 대한 해석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도편들은 산화철정량분석을 

통해 볼 때 60.98%라는 환원율을 나타내고 있어, 황백색의 원인을 ‘불완전 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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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찾는 도자사학자들의 해석이 틀렸음을 보여주었다. 경기도박물관 연구자들에 

따르면 황백색의 색깔에는 원료의 광물학적 성질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이 얽혀있

었다(경기도박물관, 2008; 176-178쪽).  

『경기도박물관 보고서』에서 궁평리의 황백색 도편들을 분석한 과학데이터

는 뒷 시기인 금사리와의 연관성 속에서 유의미하게 해석될 수 있었다. 금사리는 

18 세기 전반에 운영된 가마터로 조선 백자의 최고 절정기로 칭해지는 시기이다. 

그러나 금사리에서만 발견되던 일부 특징이 바로 앞 시기인 궁평리에서도 일부나

마 발견되는데, 금사리의 원료와 동일한 미량원소 특성을 보여주는 원료를 조선 

전 시기를 통틀어 궁평리에서만 유일하게 사용하였던 것이다. 경기도박물관 연구

자들은 궁평리에서 발견된 양질 백자의 융제함량과 알루미나의 비율이 고화도에 

적합한 비율로 잘 맞춰져 있어 궁평리 시기의 도공들이 유약 원료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었음을 유추하였고, 이로부터 궁평리를 전성기인 금사리로 넘어가기 

전에 도공들의 기술이 향상되고 있는 시기라고 규정했다(경기도박물관, 2008; 

177-190쪽). 그렇다면 궁평리 지역 도공들이 이처럼 좋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성

기인 금사리 백자와 동일한 성분 패턴을 보이는 원료를 사용했음에도 황백색 도

편을 만드는 데 그친 현상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결론적으로 궁평리 지역의 황백색 도편들은 도공들이 원료에 포함된 미량성

분 함량, 번조분위기와 온도 등의 전반적인 환경 그리고 새로운 흙의 성질을 제대

로 파악하지 못한 점에 기인한 결과였다. 예컨대 경기도박물관 연구자들은 미세구

조 관찰을 통해서 금자리 지역 도편들이 유약은 잘 녹았으나 태토의 번조상태가 

양호하지 못함을 들어 번조과정의 변수가 품질에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것으로 예

상하였다. 즉 경기도박물관 연구자에 따르면, 궁평리 지역의 도공들이 금사리와 

동일한 좋은 원료와 그에 적합한 유약의 비율을 확보하였음에도 백색에 미치지 

못하는 황백색의 도편을 만든 것은 그들이 이전과는 성질이 완전히 다른 흙에 적

응하지 못해 번조온도 조절에 미숙했기 때문이었다(경기도박물관, 2008; 178쪽).  

요컨대 『경기도박물관 보고서』에서 궁평리 지역은 여러 분석법에서 나온 

과학데이터의 종합적 해석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좋은 흙을 찾으려던 도공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시기이자, 전성기 금사리 시기로 넘어가는 과정의 시발점으로 

결론지어졌다. 특히 보고서에서 궁평리 시기의 도편들은 임란 이후 백토의 확보와 

땔감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노력이 기울여졌다는 문헌 기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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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돼 해석되었다.
61
 실제로 임란 이후의 17세기 분원에서는 품질에 따라 대체로 

다른 산지의 원료를 구분하여 사용하였고, 양질백자에 사용된 원료성분이 가마마

다 조금씩 변화하고 있어서, 전국 각지에서 새롭게 찾아낸 원료가 실제 도자제작

에 사용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경기도박물관, 2008; 177 쪽). 궁평리 지역에서 출

토된 황백색 도편의 성분분석 결과가 도공들의 기술과 연결되어 분석된 이 사례

는 과학데이터가 역사적 맥락과 연결되어 종합적 해석의 길을 열고 역사적 문헌 

내용을 입증하는 선을 넘어 도자사학자들과 다른 관점의 해석을 제시하기까지 한 

흥미로운 사례이다.  

이와 같이 과학데이터의 해석에서 도공들의 모습이 드러나는 새로운 면모는 

과학데이터에 역사적·미학적 해석을 결합함으로써, 패턴화된 그래프에서 벗어나

는 수치를 재해석하거나 다른 그룹으로 묶이는 성질의 도편들을 재해석하는 과정

에서 나온 현상으로 보인다. 그 결과『경기도박물관 보고서』의 분석에서 과학데

이터가 이상패턴을 보이는 가마터들은 도자기의 품질이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시

기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도자사학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년을 

판단하는데 있어 가마터의 선후관계를 유추해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줄 수도 

있다. 기존 보존과학자들의 분석에서 상림리, 궁평리 가마터에서 나온 도편들은 

과학데이터 상의 특이한 결과로 제시되었지만, 경기도박물관 연구자들은 이 시기

를 과도기적 시기로 중요하게 취급하며 그 과학데이터를 확장·재해석하며 도공

들의 모습까지 드러냈다.  

이렇게 본다면 『경기도박물관 보고서』는 보존과학 내에서 새로이 만들어진 

도자기의 해석이 역사적 관점에서 풍부해진 결과라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경기

도박물관 보고서』에서는 미세구조 사진 분석이 도자기의 미학성을 표현하는 언

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이뤄지는 경우도 다시 등장하여, 보존과학자들과 도자

사학자의 소통에 일정 부분 기여하는 모습도 보인다. 결론적으로 경기도박물관에

서 보존과학의 과학데이터가 도자사적 해석으로 연결되고 확장될 수 있었던 이유

는, 고경신 실험실의 보존과학 연구 프로그램이 애초에 도자기를 서술하는 일상어

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형성되었고, 그 이후로도 그 관계를 암묵적으로나마 유

지한 때문이었다. 

                                                 
61
 백토에 대한 문헌사료(승정원일기, 비번사등록 등)는 숙종 때부터 자주 등장한다. 기록

에 따르면 숙종 16 년에는 굴취 및 운반 시 전국에 관리를 파견하고 시번을 거치는 등 태

토의 품질 관리에 노력하였고, 숙종 43 년에는 채굴을 도맡던 사람들이 지역주민에서 고

용된 사람들로 교체되며(고군굴토(雇軍掘土)) 채굴 방식이 변화하였다(김영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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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현재진행형인 상호작용 

 

본 논문에서는 과학데이터와 도자기를 기술하는 언어의 관계를 통해 보존과

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의 형성과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도자기 보존과학은 그 

형성기에서부터 나타나듯 추상적인 과학데이터가 일상어에 토대를 둔 도자사의 

보편적 전문어와 결코 분리되지 않은 특징을 보였다. 오히려 그 언어가 도자기 

보존과학에서 생산된 과학데이터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제약해 왔다고도 볼 수 있

다. 그러므로 도자기 보존과학은 정량적 과학데이터와 정성적 언어의 관계를 분

과의 역사라는 맥락에서 재고해 볼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그 중 미세구조 분석은 과학데이터가 도자기를 기술하는 언어들과 연결되어 

있는 보존과학의 특성이 잘 드러난 대표적 사례였다. 도편의 단면을 시료처리한 

후 광학현미경이나 전자현미경을 통해 볼 수 있는 미세구조 사진에 대한 분석은 

도자사학자들이 중요시하는 미학적 특징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미세구

조 분석은 ‘성분과 가시적인 특징의 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분석기법 중 

하나로, “한국 전통 도자기 속에 담겨 있는 과학과 기술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을 보존과학의 목표로 삼고 있던 고경신 실험실에서 특히 중요하게 다루어지

고 발전했다. 그러나 미세구조 사진에 대한 해석은 초기의 도자기의 미학성과 직

결된 설명에서 점차 ‘번조온도’나 ‘수비상태’와 같은 도자기에 대한 더 다양한 정

보와 연결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미세구조 분석법은 보존과학 내의 다양한 

분석기법과 접합되며 도자사학자의 관심과 직결된 도자기 표면에 대한 정보를 산

출하던 성격을 점차 상실했다. 

한편 『경기도 광주관요 종합분석 보고서』에서는 보존과학 과학데이터의 성

격이 변하고 확장되는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보존과학자 이영은이 보존

과학의 맥락에 한정된 과학데이터의 일상언어적 의미연관을 도자사의 맥락과 다

시 연결하여 얻은 결과물이었다. 고경신이 보존과학 분과형성 과정에서 도자기를 

기술하는 보편적 전문어 중 일부를 도자사적 맥락에서 독립적인 과학데이터로 변

환하였다면, 이영은은 이러한 언어의 도자사적 의미연관을 복원함으로써 과학데

이터를 도자사적으로 유의미하게 해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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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경기도 박물관 프로젝트 이후 이어진 이영은의 연구에

서 더욱 두드러졌다. 그리고 현재 그 변화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2008 년 『경기

도박물관 보고서』 출판 이후, 이영은이 발표한 논문에서 눈에 띄게 보이는 변화

는 일단 분량상으로 과학분석 방법론의 정당화에 대한 내용이 간략하게 줄고, 과

학데이터를 해석한 내용이 증가한 점이다. 예컨대 이영은은 용인서리 지역에서 

발굴된 도편을 분석한 결과 일부 도편에서 태토와 유약 사이에 얇은 백색의 중간

층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했다.
62
 그러나 이영은은 이 결론에서 더 나아가 도편의 

미세구조에서 발견된 백색의 중간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백자인지 청자인지 모

를 도편들에 있는 중간층의 의미는 무엇인지 다시 질문하기 시작했다. 분석 결과, 

이영은은 백색의 중간층은 번조과정에서 유약의 성분 중 일부가 스며들어 형성된 

것이 아니라 제작과정에서 백색도를 높이기 위해 당시 도공들이 의도적으로 칠한 

결과임을 밝히고, 이를 “조선시대 분청사기 분장의 효과를 갖는 가장 이른 시기

의 예”라고 해석하였다(김현정·이영은, 2014). 중간층이 존재한다는 결과만을 제

시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 번 더 분석하기 시작한 것

이다. 

이영은의 최근 연구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특징은 과학데이터를 가능한 한 

도자사의 보편적 전문어만으로 해석하려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발

표된 고려 비색청자의 특징인 ‘유약의 투명성’을 규명하는 연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영은, 2013).
63 
여기서는 고려청자의 투명한 유약을 ‘기포가 많고 완전히 

자화(磁化)되어 투명한’ 상태로 정의하고 가마의 특성과 도공의 번조기술 운용이

라는 측면도 함께 언급하며 도자사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여지를 분명히 남겨두었

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이전의 글에 비해 과학언어보다 도자사의 보

편적 전문어가 두드러진다. 가령 다음의 인용문을 살펴보자. 

 

                                                 
62
 용인 서리에서 발굴된 일부 도편은 유약이 쉽게 떨어져 나가는 박락현상을 보였는데 

이영은은 이 박락현상의 원인을 태토와 유약 사이에 있는 중간층에서 찾았다. 
63
 분석 결과에 따르면 유약의 투명성과 불투명성은 유약 내부에 있는 기포의 존재와 빛

의 산란의 원인이 되는 입자의 수와 치밀도에 따라 그 가시적인 효과가 달라졌다. 이는 

가마에서 불을 때는 시간과 불의 온도를 올리는 기술, 고온이 유지되는 시간과 식히는 

속도 등의 번조기술과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있었다.  



71 

기포가 많고 완전히 자화(磁化)’되어 투명한 고려청자의 유약은 칼슘 함량이 높아 비교

적 저온에서도 자화가 잘 될 수 있는 성분상의 특징과 번조 과정 중 유약이 액체 상태

로 유지되는 시간이 매우 짧으며, 빠르게 냉각되는 가마의 특성을 활용한 적절한 번조

기술의 운용이 결합되어 나타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이영은, 2013; p. 234) 

 

마지막으로 이영은의 최근 연구에서 보이는 중요한 변화는 과학분석의 목적

을 질문 형태로 먼저 제기하고 과학데이터를 그 질문에 대한 설명으로 제시하는 

형식을 취한다는 점이다. 위의 분석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 비색청자의 중요한 

특징을 ‘투명한 유약’으로 규정하고 투명한 유약이 나올 수 있는 원인을 아래의 

인용문에서처럼 찾는 식으로 서술한 것은 그 대표적 사례이다. 

 

단단하고 치밀한 태토는 정선된 수비 과정과 적절한 자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자

화과정을 통해서 태토 내부에 있는 장석과 점토가 내부의 기공들을 메우면서 전체적

으로 자기의 부피는 줄어들게 되고 단단하고 치밀한 태토가 된다. 번조 속도를 적절하

게 올리고, 최고 온도에서 머무는 시간을 조절하여 태토와 유약이 모두 완전히 자화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작업으로 원료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영은, 2013; pp. 234-235) 

 

이 외에도 이영은은 논문에서 “청자 유색 중에서 미묘하게 달라지는 다양한 

톤은 어떤 결과에 의한 것일까?” “고려와 여요의 유색과 질감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라는 식의 도자기의 가시적 특징과 관련된 유의미한 질문을 제기

하고 이에 대한 원인을 과학데이터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의 변화는 

그녀가 인터뷰에서 밝혔듯 연구논문을 읽는 독자가 과학자에서 도자사학자로 바

뀌었다는 점, 『경기도박물관 보고서』를 통해 도자사적으로 중요한 질문들이 무

엇인지를 자각하게 됐다는 점, 학교 실험실에서 박물관으로 작업 공간이 이동했

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물론 과학데이터의 성격변화로 가능해진 

여러 해석이 도자사 영역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해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어떠한 가치를 지닐지는 현재로서는 여전히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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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과학데이터의 새로운 해석 가능성의 공간이 열렸다 하더라도 이

러한 공간의 확대는 보존과학자 혼자서는 이뤄낼 수 없었다는 점이고, 그것을 추

동한 소통의 과정에서 보존과학의 과학데이터가 일상어를 토대로 한 도자사의 보

편적 전문어의 제약 하에 형성된 역사적 과정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보존과학의 형성사를 보면, 보존과학자들의 결과물이 단순한 화학원

소 기호들의 나열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보존과학 과학데이터 해석의 변화는 보

존과학 내에서 과학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얻은 도자사의 보편적 전문어가 

다시 도자사학의 맥락과 연결되며 벌어진 현상으로 볼 수 있거니와, 이러한 현상

은 보존과학의 과학데이터가 제한적으로나마 보편적 전문어의 일상어적 의미연관

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나타난 새로운 종류의 과학데이터들이 

문학, 역사와 같은 인문학을 비롯하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는 사례 중 

하나이다. 일부에서는 차, 와인처럼 인간의 오감을 과학데이터의 수치로 변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품질평가에 적극 활용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이처럼 일상언

어를 기반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과학분과의 경우, 과학이 일상적 판단을 대체한

다기 보다는 또 다른 언어로 일상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기법과 기술을 개발하는 

것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한계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보존과학자들의 사례는 미술사의 연구대상이었던 ‘도자기’라는 물

질문화의 여러 특성을 과학자들이 다루기 시작한 사례로서, 과학데이터의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새로운 과학데이터의 출현이 한계에 그칠지, 또는 

새로운 가능성의 확장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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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rom Fragments to Porcelain Makers’ Stories 

 

Moon, Ji Ho 

Program in History and Philosophy of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Since the beginning of 1990s in Korea, a group of so-called ceramics 

'scientists' appeared who aimed to investigate the base material and 

production process through analyzing the ceramics in a scientific way 

which were excavated archaeologically, and they began to produce new 

scientific data by applying cutting edge anlaysis tools which were 

previously used in Material Engineering or Analytical Chemistry to the 

potsherds of ceramics. This thesis aims to analyze the aspects of formation, 

maintenance, and change of this new study of ceramic called Conservation 

Science through the scientific data it produced and the material and 

practical contexts surrounding the data. The particular focus of this article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cientific data and ordinary language. 

Ceramics Conservation Science has displayed its distinctive characteristic 

that abstract scientific data has never been seperated from pertinent 

everyday language which describes the ceramics from its formation stage. 

Rather this everyday language could be considered as restricting the 

characteristic of the data produced in Ceramics Conservation Science. 

Therefore, Ceramics Conservation Science is an exemplary case which 

provides a unique opportunity for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bstract and quantized scientific data and quotidian language in the context 

of history of disciplines. The scientific data produced in Cera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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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ervation Science contains information which describes and explains 

visible and tangible aspects of ceramics due to the characteristic of study 

which analyzes them, and this information is closely connected to the main 

reserarch questions of ceramics historians. This thesis aims to explore the 

history of the laboratory of Kyoung Sin Ko who tried to establish the 

science of analyzing ceremics into an independent dicpline in the early 

1990s, and to analyze how the scientific data of that time was related to 

the language of ceremic history. 

Next, I aim to explore notable changes in scientific data which was put 

in a different practial context by analysing the project which Young Eun 

Lee, who had succeeded the methodology in the Kyoung Sin Ko’s 

laboratory, carried out with ceramic historians in Gyeonggi Provincial 

Museum. Here, it is shown that the scientific data of Conservation Science 

has changed its characteristics as well as the context for usage in a series 

of process from its early forming stage to the Museum project. The Report 

of the project, I argue, was the outcome which Young Eun Lee produced 

through restoring and re-learning the usage of ordinary ceramic language 

in its original historical context. Through this process, Young Eun Lee was 

able to recognize the original meaning of the language, and the 

characteristic of Conservation science data itself changed in the process of 

collaboration and negotiation with ceramic historians. Kyoung Sin Ko 

transformed some of the language used for describing ceramics into 

scientific data which could be analyzed independently of the context of 

ceramic history in the course of establishing a separate scientific discipline, 

whereas Young Eun Lee, who learned the rather stabilized methodology 

‘re-discovered' the usage of ordinary ceramic launage its original historical 

context of ceramic history before its transformation through ‘re-

encountering' with ceramic historians. Young Eun Lee’s new attempt was 

made possible through the awareness of the implicit found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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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yday language in Conservation Science which was forgotten among the 

scientists of her generation, and the connection with the context of 

ceramic historians. 

This research can be seen as one of increasing numbers of examples 

where new types of scientific data arisen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re used in various areas in society including liberal arts 

such as literature and history. In such cases as wine and tea those data 

are even actively used in quality evaluation with the belief that five 

senses of human beings can be converted into scientific numbers. This 

research suggests that in the case of scientific disciplines like Ceramics 

Conservation Science that can be only based on everyday language, 

scientific data cannot replace the everyday judgment. Rather, the case is 

more like to develop techniques and strategies to express and extend 

everyday language in a different form, numeric or graphic.  

 

Keywords: Scientific Data, Conservation Science (Scientist), Ceramic 

Science, Porcelain, the Royal Kiln Complex at Gwang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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