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공예디자인 석사 학위논문

청자유의 두께차를 이용한 
농담( ) 濃淡 효과 연구

년 월2018 2 

서울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부 도예전공  

강 소 청



청자유의 두께차를 이용한 
농담( ) 濃淡 효과 연구

지도교수 황갑순⦁허보윤

이 논문을 공예디자인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년 월2018 2 

서울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하부 도예전공 
강 소 청

강소청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년 월2018 2 

위 원 장             한 정 용        인( )

      부위원장       황 갑 순        인( )

      위    원       허 보 윤        인( )

   

      



- i -

초 록

 이 논문은 청자유의 농담 효과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기 위  

한 시도이고 청자유의 두께차를 이용한 농담 효과의 극대화 표현을 

연구한 논문이다.

연구자에게 청자유의 아름답고 신비한 농담 효과는 충분한 연구   
의 동기가 되었다 특히 청자유가 갖는 자체의 밝고 투명한 발색과 . 

두껍게 시유된 청자유의 깊이는 연구자를 깊게 매료시켰다 연구자. 

는 이러한 깊이감과 발색의 대비를 유약의 두께 차이를 통해 강조

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농담 옅고 짙음 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이( ) . 

를 구현하기 위해 연구자는 용융온도에서 흐르지 않으면서 투명도

와 발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청자유를 연구하였으며 작품의 균질

한 표면 상태와 특별한 촉감을 위한 표면 처리를 하였다 이 논문. 

은 바로 이 문제해결 과정과 작업 사례에 대한 기록이다.

 

연구자는 청자유의 발색 질감 투명도를 유지하면서 유약의 유   , , 

동성을 낮추기 위하여 세가지 실험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는 규석. 

의 양을 증가시키는 실험이다 두 번째는 알루미나를 증가시키는 . 

실험이다 세 번째는 용융 알루미나를 추가하는 실험이다 이 중 첫. . 

째와 세 번째 실험에서 의도와 근접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연구자는 위 실험 과정에서 얻은 유약들 중 두 가지를 선정

하여 작품에 적용하였으며 의도를 좀 더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소성 후 표면을 다시 처리하였다. 

 

사례연구 과정 중에 연구자는 논문을 위한 모범이 될만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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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찾아낼 수 있었으며 형태와 문양 그리고 유약의 표면 상태

의 변화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좀 더 현대적인 감각으로 설득력

이 있는 작품을 제작해보고자 했다. 

 

주요어 청자유 청백자 유동성 조정 발색과 농담 용융 알루미나: , , , , 

학  번 : 2014 2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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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서 론1 

연구 목적1. 

이 논문에서 연구자는 청자유의 농담이 갖는 자연스러운 회화성과 태

토와 유약의 경계에서 나타나는 선명한 대비에 주목해 농담 표현의,  현대

적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청자유는 그 속에 “포함된 산화제2철(Fe2O3)이 소성시 환원되어 산화제1

철(FeO)로 변하면서 유약에 녹아들어 푸르게 발색하는 유약이다.1) 이 유약

은 고온소성 중에 자연스럽게 흘러내려 태토의 형태와 표면 위의 문양을 

드러내면서 기물에 농담을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어사전에서는 농담을 “색깔이나 명암 따위의 짙음과 옅음”, “용액 따

위의  진함과  묽음”,  “생각이나 표현의 강함과 약함”으로 정의하고 있다.2) 

좀더 자세히 풀이하면 농담이란 “농도의 단계적인 변화를 의미하며, 계조

(階調) 또는 점이(漸移)라고도 한다. 즉 농담이나 명암이 단계적으로 층을 

이루며  변하여  동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3) 회화에서의 농담

은 일종의 표현 기법으로 색조, 명암 , 질감의 점진적인 변화를 말한다. 농

담을 통해 공간감, 거리감, 분위기, 부피 , 곡면과 구면 형태 등 시각적 효

과를 형성할 수 있으며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농담을 만

들 수 있다 .4) 

1) 오니시 마사타로 도예의 유약 박원숙 역 푸른길 , , , , 2010, pp.171-172『 』

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농담 항목, ,‘ ’ 『 』

3) 박병천 한글글꼴용어사전 농담 항목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 ’ , , 2011『 』

4) Martin, Judy. The Encyclopedia of Pastel Techniques. Philadelphia, Pennsylvania: 

Running Press, p.36, https://en.wikipedia.org/wki/Gradation_(art),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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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 언급되는 청자유의 농담은 기물의 굴곡진 부분이나 음각‘  

또는 양각의 장식 부분 위에 상이한 두께로 시유된 유약의 색조 차이 를’  

의미한다 유탁유를 제외한 거의.  모든 유약에서 발색제와 작은 기포들로 

인해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데 청자유에서는 일정한,  투명성과 푸른 빛

으로 인해 이런한 현상이 보다 쉽게 시각적으로 관찰된다 연구자는 농담 . 

효과 실험을 위해 청자유의 농담을 단계적 변화와 점진적 변화로 구분하

고 단계적 변화는 뚜렷하고 넓게 조각된 음각과 양각으로, , 점진적 변화는 

조각과 스프레이를 이용한 분사 시유 방식을 활용해 조성하였다 또한 의. 

도적으로 형태, 시유 유약 표면처리 등에 다양한 변화를 주어 통제된 청, , 

자유의 새로운 조형적 가능성을 발견하고자 했다.

연구 2. 방법 및 범위

연구자는 청자유의 농담을 자유롭고 효과적으로 통제하고자 기물의 형

태와 장식 유약 표면처리 과정을 나누어 연구를 진행했다 기물의, , .  형태

는 가급적 단순한 원통형과 접시 형태를 중심으로 한정했으며 물레 성형 

기법으로 완성했다 기물의 표면에는 기하학적인 음각과 양각을 조각하였. 

으며 건조 시 균열,  현상을 감안한 시유기법을 통해 농담의 단계적 변화

와 점진적 변화를 시도했다 추가적으로 자유롭게 구성될.  수 있는 조각 

적층 기법을 통해 단계적 변화와 점진적 변화의 결합을 포함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장에서는 역사적 사례들을 살펴보았고 장에서는 유약의 2 , 3

점성과 발색을 조정하는 실험진행 내용을 넣었다. 기본유약으로 선정된 

유약의 점성을 조정하기 위해 규석과 알루미나의 성분을 증가시키는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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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실험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 중에 연마재로 사용되는 용융 알루미나, 

를 유약재료로 도입함으로써 점성과 발색 문제를 동시에 창의적으로 해

결했다.

장에서는 먼저 제작 과정의 농담 효과를 위한 형태와 장식 및 시유기4

법에 대해 분석하였다 농담 효과를 분명하게 보여 주기 위하여 주로 단. 

순한 형태를 제작하였다 농담 효과 실험은 음각기법의 활용 및 시유 적. , 

층 기법의 활용 및 시유 분사 시유기법의 활용 세 가지로 나눠 설명하였, 

다 다음에는 소성 방식과.  표면 처리 기법을 서술했다. 소성은 일반적인 

소성 과정에 특별히 산화 보온 과( )保溫  환원 보온 단계를 추가하여 두

껍게 시유된 기물에서 발생하는 기포문제를 해결했다 또한 청자유의 시. 

각적 농담 효과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유약의 표면에 무광택의 질감을 부

여하기 위해 모래맞춤기법과 연마기법을 시도하였다. 

장에서는5  2, 3, 장에4  서술한 제작 과정을 거쳐 나온 결과물을 소

개했으며 장에서는 6 본 연구에 대한 본인의 소감과 향후 연구 계획에 관

해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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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2 청자유의 역사적 사례

역사적으로 청자유는 농담 효과 자체에 주목하여 의도적으로,  유약의 

물성이나 시유두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활용되지 않았다 청자유를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적용했던 한국의 고려청자와 중국 송대의 여요와 

용천요 청자의 사례를 볼때 청자유의 농담에 관한 두 가지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는.  음각, 양각, 상감 등 태토에 장식이 가미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기물 전체의 유약은 두껍지 않고 농담의 변화가 거의 없

는데 문양 부분에서 세밀한 농담 효과가 발생한다. 또 하나는 옥과 같

은 유약의 빛깔을 표현하기 위해 장식을 배제한 단순한 형태에 두껍

게 유약을 시유한 경우로 가장자리나 돌출된 부분에 유약이 얇게 시

유되면서 이 특정,  부위에 농담 효과가 드러나는 경우이다 이 두 경우 . 

모두 유약 자체의,  물성 때문에 기물 표면의 굴곡이나 요철 부위에 자

연스럽게 농담이 생기는 것으로 이는 청자유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다

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약의 두께를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하

면 문양이 사라지거나 흐려지는 상황이 발생하기 쉽다.

우선 한국의 역사적 사례를 자세히 고찰해보자 고려청자는 순청자와, .  

상감청자로 나뉘는데 순청자는 양각과 음각기법으로 장식되었으며 상감, 

을 하지 않았고 유약이 우아하고 균열이 없는 비취 옥색이다 이런 순청, . 

자는 비록 유색에 비중을 두고 제작되었지만 표면에 시문된 섬세한 양각, 

이나 음각 장식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두껍게 시유하지 않았다 그림 의. [ 1]  

매병처럼 순청자는 유약이 얇고 고르게 시유되어 문양이 잘 드러나는 것

이 중요하다 이러한 순청자의 경우에도 양각이나.  음각으로 장식된 부분

에 미묘한 농담 효과가 발생한다 그림 반면 그림. [ 1-1] [  의2]  향로는 유

약이 고르게 시유되지 않고 그림 두껍게 시유된, [ 2]  부분에 얼룩이 생겨 

양각 무늬가 가려 보이지 않게 되면서 농담이 형성되어야,  하는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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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오히려 농담 효과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그림 . [ 2-1]

   

그림 청자음각매병         [ 1] 5) 

고려 세기 높이 국립중앙박물관    12 , 43.9cm, 

그림 인화기문향로          [ 2] 6) 

고려 세기 높이 오사카동양도자미술관12 , 11.9cm, 

5)  그림 1 http://www.museum.go.kr/site/main/relic/treasure/view?relicId=1193.

6) 그림   2 http://www.moco.or.jp/ch/products/search/.

그림 청자음각매병 세부[ 1-1] 

그림 인화기문향로 세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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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감청자는 고려청자의 전성기를 대표하는 청자로서 우아한 기형과 정

교한 상감장식 안정적인 푸른 유약이 특징이다 특히 기형과 문양의, .  조

화 문양과 기면 위의 공간 배치는 회화적 요소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다는 것을 의미하며 두껍게 시유할 경우 흑백 상감이 흐려지거나 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유약층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림 즉 . [ 3] 

유약의 두께가 달라서 농담의 차이가 생기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균일한 

색조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그림. [ 3-1] [  3]

의 상감운학매병은 상감청자 유물 중 가장 완벽한 것으로 칭송받는데, 

유약이 적당한 두께로 일정한 푸른색을 띠며 기물 전체에 시유되었다 농. 

담의 변화가 선명하지 않은 유약은 태토에 상감된 문양의 회화성을 전혀 

방해하지 않고 형태와 기물에 조화롭게 어울린다. 그와 반대로 청자상감

매병의 경우그림 그림 의 향로와 마찬가지로[ 4] [ 2]  시유 두께의 오류로 

의도하지 않은 농담의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기물의,  완성도를 

떨어뜨리는 이유가 되었다. [그림4-1]

                              

그림 청자상감운학매병           [ 3] 7) 
고려 세기 높이 간송미술문화재단   13 , 41.7cm, 

7) 그림  3 http://kansong.org/collection/chungjawonhakmun/.

그림 청자상감운학[ 3-1] 
문매병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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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청자상감매병             [ 4] 8)

고려 세기 높이 지름        13 , 39.0cm, 20.6cm,
오사카동양도자미술관              

중국 청자의 전성기였던 송나라는 북송시기 년 년와 (960 -1127 ) 남송시기

년 년 로 나뉘는데 이 시대의(1127 -1279 ) ,  여요 와( )汝窑  용천요 가 가( )龍泉窑
장 대표적인 청자 가마였다. 여요청자는 일반적으로 유약이 두껍고 불투

명하여 농담 효과가 분명하지 않다 여요의 삼족정 은 하늘빛이 . ( )三足鼎
감도는 천청 색( )天青  유약이 전면 시유되었고, 유색이 두터우며 마치 옥

과 같아 보인다 그림 단순하고 힘 있는 형태에 물레 방향을 따라.[ 5]  선

문 이( )線紋  간결하게 상중하 곳에3  장식되었는데, 유약의 유동성이 적으

며 불투명하여 선문과 전 등 특정한 부분에 미세한 농담 효과가 있

을 뿐, 그 외 기물 전체 색조가 거의 균일하게 보인다 그림 . [ 5-1] 

용천요는 남송시기의 가마로서 유약을 두텁게 시유한 청자가 주로 생

산되었다 용천 청자는 옥에 대한 당시 사회의 수요에 대응하는 생산물.  

8) 그림 4 『고려청자특전 대만고궁박물관, , P.142』

그림 청자상감매병[ 4-1]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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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태토의 색상이 가급적으로 보이지 않아야 했기 때문에 유약을,  두껍 

게 시유했고 초벌 과정을 반복하려 유약을 여러 번 시유하기도 했다 용. 

천요 쌍이병은 상대적으로 간결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림 유약이, [ 6]  

두껍게 시유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흘러내리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균일한 

색조를 가진다 하지만 봉황 형상으로 조각된 귀 부분과 병의 구연부. , 어

깨 등 모서리에서는 유약이 얇아서 태토가 드러나 농담 효과가 선명

하게 보인다 다만 이런 효과는 유약의 점성과 발색을 의도적으로 통제. , 

한 결과가 아니라 철분이 함유된 유약이 용융되면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결과이다. 때문에 자세히 부각되었어야 할 봉황 조각은 유약이 흘러내리

는 바람에 오히려 디테일이 사라지는 문제를 초래하기도 했다 그림 . [ 6-1]

그림 삼족정             [ 5] 9) 
복송 여요 세기            , 13 ,

높이 구경            12.9cm, 18 cm,
중국북경고궁박물관               

9) 그림  5 http://www.dpm.org.cn/collection/ceramic/226752.html.

그림  삼족정 세부[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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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청자봉쌍이병           [ 6] 10)

남송 용천요 대만고궁박물관          , 

청자와 달리 송대 청백자 는 백자의 일종으로 백자 소지에 각화( )青白瓷
기법으로 시문하고 청자유를 시유해 문양의 요철에 유약의( )刻劃  농담 이 

선명하게 보이는 좋은 사례이다. 경덕진 을( )景德鎮  중심으로 하는 백자 

생산지에서 주로 생산된 청백자는 백색도가 높은 고령토를 태토로 삼

고 유약,  성분에 미량의 철분이 자연스럽게 함유되어 있어 푸른색이 감

돌기 때문에 하얀 태도와 대비가 분명하게 보인다 약간의.  푸른 색을 띠

는 유약은 그 최전성기에 이르기까지 화남 에서( )華南  제작된 거의 모든 

자기의 특색이기도 한다.11) 용천청자와 달리 청백자 그림 는 음각 장식을[ 7]  

보여주기 위해 투명도가 높은 유약을 사용했으며 시유 두께도 그다지 , 

두껍지 않았다 대신 장식의 음각 부분은 유약이 두껍게 시유되어 농담 . 

효과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림 청백자의. [ 7-1]  밝은 태토와 유약의 은

은한 청색 대비가 만드는 맑고 깨끗한 느낌은 이 논문에서 진행된 연

10) 그림  6 http://theme.npm.edu.tw/selection/Article.aspx?sNo=04001034.

11) 마가렛 메들리, 『中國陶瓷史 , 』 1986, p.192

그림 청자봉쌍이병 세부[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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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작품들과 시각적으로 가장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청백자의.  장식기법

은 양각과 음각으로 고려시대 순청자와 유사하며, 유약의 두께에서 오

는 문제점은 순청자와 유사하다 그림 의 청백자매병도 두껍게 시유된. [ 8]  

부분에는 얼룩이 지고 역시 문양 자체에 농담이 사라지면서 장식효과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림 그림. [ 8, 8-1]

그림 청백각화매병          [ 7] 12) 
경덕진요 송 높이          , 31.7cm, 
구경 바닥지름         4.6cm, 9.6cm, 
중국북경고궁박물관           

12) 그림 7  http://www.dpm.org.cn/collection/ceramic/227563.html

그림 청백각화매병[ 7-1]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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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청백자문병              [ 8] 13)

송 높이 지름          , 30.4cm, 20.6cm, 
바닥지름 세계도자전집         10.3cm, 

위에 제시된 역사적 사례는 유약이 용융되면서 중력에 의해 흘러내리

는 성질에 의해 자연스럽게 농담이 형성 되는 경우로 농담 효과를 위한 , 

특별한 의도는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청자유의 자연스러운 푸른 . 

발색은 오늘날에도 많이 선호되고 있으며 많은 현대 작가들을 통해 다

양하고 훌륭한 제작 사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 도예작가 후카미 수에하루( , 1深見陶治 는947-)  청자유를 잘 활용

한 특히 청자유의 농담효과를 잘,  활용한 현대작가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후카미 수에하루는 유려한 선으로 뻗은 날이 선 모서리를 가진 매끈한 , 

13) 그림 세계도자점집 송 8 12 , 1997, p.39『 』 

그림 청백자[ 8-1]  문병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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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자 태토에 청자유를 두껍게 시유하여 고온으로 소성한 조형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의 작품에 시유된 청자유는 날카로운 모서리가 있는 

단순한 형태와 잘 어우러지고, 광택이 심하지 않은 표면 질감은 고급스러

우며 유약이,  두껍게 시유되었음에도 지나치게 흘러내리지 않는다.14) 그 

의 작품을 자세히 살펴 보면 작품의 현대적이면서 부드러운 조형미가 작

품의 위 부분에서 아래 부분으로 농담의 효과를 통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 [ 9]

그림 후카미  수에하루의 작품                      [ 9]  

또 하나의 일본 현대작가 사례로는 요사가와 미사무치( , 吉川正道
를 들 수 있다 그가 작품에 사용한 청자유는 후카미1946-) .  수에 하루의 

작품에 쓴 청자유와 달리 비교적 유동성이 높은 듯하다 흙판을.  서로 결

합한 형태 위에 두껍게 시유하여 흘러내려서 형성된 유약 덩어리는 

마치 점액질의 액체가 천천히 흘러내리는 듯 한 느낌을 준다. 유약의 유

동성으로 인해 오목면에 모인 짙은 색과 흘러내린 물방울 부분은 다

른 청자유의 색조보다 어두워 보인다 그의 작품에서 보이는 청자유약의 . 

농담 효과는 역사적 사례들에서 관찰되는 유약의 농담 효과와 유사한 

관련성이 있는데 왜냐하면 유약,  농담이 작품의 형태에서 비롯 되는 강

하고 직선적인 굴곡에서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 [ 10]

14) 이가진, 「청자유를 두껍게 시유한 도자작품의 사례분석 및 제작에 관한 연구」 서, 

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12,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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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요사가와 미사무치의[ 10]  작품

현대 작가 사례를 통해 연구자는 대부분 작가들이 그들의 작품,  제작 

에 있어 청자유의 색조와 유동성이라는 고유한 성격을 자연스럽게 받

아들이면서 조형과 표면처리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농담 효과를 활용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의 유약.  활용방식은 청자 유약의 물성

이라는 맥락에 있어 역사적 사례와 크게 상이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

였는데 연구자는,  청자유 본래의 청아한 아름다움은 간직하면서도 유약  

자체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의 변화를 통해 의도적이고 통제 가능한 

청자유 농담 표현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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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농담 효과 3 실험을 위한 

유약의 선택과 조정

기본유약의 1. 선택

 산화철을 ( 이용한 청자유의 발색조정)

유약의 농담효과를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양각의 표면 상태와 

기본유의 물리적 성질이 중요하다. 특히 유약이 두껍게 시유되어야 하는 

조건에서 소위 장석유로,  분류되는 유약은 많은 양의 장석이 포함되어

야 하고, 시유 시의 물리적 성질에 부정적 역할을 하는 탄산마그네슘, 

아연 고령토 등은 가급적 함유되지,  않거나 적어야 한다 불가피한 재료. 

들은 하소되거나 다른 재료로 대치되어야 하는데 이는 유약의 시유 과

정뿐만 아니라 소성 시의 물리적 성질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

이다 또한 유약의 선택에 있어.  산화철의 발색과 환원소성에 적합한 융제

의 구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아래는 이를 참고하여 선택된 유약들

로 특히,  유약의 농담효과를 위한 투명도가 뛰어나고 여러 물리적 성질

이 좋다는 점이 선택의 근거이다 위와 같은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조

성된 유약의 식과 실험식은 다음과 같다Seg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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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유약 [ 1] A 식Seger

장석 64.7
석회석 5.9
활석 7.8
고령토 7.8
석영 9.8
탄산바륨 2.0
산화아연 2.0
합계 100.0

칼륨장석 49.54
고령토 10.75
석영 21.75
탄산바륨 16.29
산화아연 1.13
산화철 0.54
합계 100.01

표 유약 [ 2] B 식Seger

그림 유약 [ 12] B

그림 [ 11] 유약A

화학식 함량
K2O 0.43

CaO 0.22
BaO 0.04
ZnO 0.09
MgO 0.23
Al2O3 0.54
SiO2 3.70

화학식 함량
K2O 0.48

BaO 0.45
ZnO 0.08

Al2O3 0.70
SiO2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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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약의 유동성 조정 및 발색의 재조정

선택된 유약 와 는 양호한 성질의 우수한A B  유약이며 적당한 유동성

과 표면 광택으로 다양한 형태에 적합한 유약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실험 . 

초기 단계에서 위의 두 유약으로 양호한 작업의 결과를 기대하였으나 이 

논문 작업에 적용하기에는 예기치 않은 기술적 어려움이 발생했다 일반. 

적인 시유와  소성의 상황에서 최적화된 유약은, 유리화가 되기 시작하

는 용융온도에서 반드시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성질을  갖, 

고 있다. 전혀 흐르지 않는 유약은 시유 혹은 용융시에 또 다른 결점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증가하는 실리카의 함유율이나 알루미나 성분 때

문에 열팽창계수가 달라져 유약에 균열을 발생시키기도 하고 나아가 기물

을 냉파시키기도 한다 특히 청자유 계열은 알루미나의 함량이 증가함에 . 

따라 산화철 발색도 달라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연구자는 이러한 문제

점들을 개선시키기 위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청자 유약의 농담효과는 적은 함량의 산화철 발색이 서로 다른 시유

두께에 의해 발생되므로 먼저 유약의 산화철 함량에 대한 이해와 발색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원시 청자를 비롯해 초기 청자 유약은 대개 소

지나 유약 재료에 자연적으로 함유되어 있던 산화철이 소성 분위기에 따

라 발색된 결과이다 과거에는 재나 그 밖의 자연재료를 잘 이해함으로써 . 

청자의 발색을 조절했다면 오늘날의 도예가는 정제된 순수 산화철을 사, 

용하기 때문에 그 함유랑으로 발색을 조정한다.

연구자 역시 순도 높은 산화철 함량의 조절을 통해 효율적으로 청자

의 다양한 발색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논문의 주제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산화철의 함유량을 로 판단하고 씩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1% 0.2%

실험을 진행하였다 산화철 함량에 따라 매우 다양한 발색 효과가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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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일반적으로 이상의 산화철은 청자유약으로 분류하기 어려울정도, 0.8%

로 어둡다.

2-1. 규석(SiO2 을 ) 통한 유약의 점성 증가 실험

청자 유약의 발색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융점을 높이고 용융 시 

유약의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 먼저 규석의 량을 증가시켜 보았다. 일반적

으로 유약의 융점을 높이기 위해서는 알루미나와 실리카의 비례를 일정

하게 증가시키지만 알루미나 성분의 증가가 산화철의 발색을 저하시키는 

현상을 초래하고, 알루미나 성분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고령토나 산화 

알루미나의 양을 증가시켜야 하는데 유약의 점성 혹은 균열 등 문제의 

소지가 많아 일차적 실험으로 규석의 첨가를,  통해 융점을 조정하였으며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

Fe2O3

함량(%)
0.0% 0.2% 0.4% 0.6% 0.8% 1.0%

유약A

유약B

표 [ 3] Fe2O3함량의 변화에 따른 청자유 시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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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석을 추가하니 유동성이 현저하게 감소해 농담 효과를 내기에 적합, , 

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규석만을.  증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균열과 박리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스프레이 시유 기법과 

다중 시유기법을 통해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1 2 3 4 5 6
SiO2

함량(%)
5% 10% 15% 20% 25% 30%

표 규석 함량 추가표[ 4] 

SiO2

함량(%)
5% 10% 15% 20% 25% 30%

유약A

유약B

 표 규석 함량 추가 결관의 시편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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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 2-2. 알루미나(Al3O2 를 ) 통한 점성 증가 실험

위 실험을 통해 확보한 기본 유약에서 규석량이 가 넘을 경우 전20% , 

혀 유동성이 없는 무광택 화장토에 가까운 결과가 산출됨을 확인하였

다 그러나 청자유의 발색과 투명도는 연구의 의도와 목적에.  부합하였다. 

하지만 지나치게 규석량이 많으면 소지로부터 유약이 박리되는 현상을 보

였다. 이에 연구자는 불가피하게 알루미나 성분을 재첨가하는 실험을 진

행하였는데, 먼저 산화 알루미나를 증가시켜 다음의 실험 결과를 얻었

다.

1 2 3 4 5
Al3O2

참량  (%)
10% 20% 30% 40% 50%

표 [ 6] 산화 알루미나 함량 추가표 

Al3O2  
함량  (%)

10% 20% 30% 40% 50%

유약A

유약B

 표 [ 7] 산화 알루미나 함량 추가 결과의 시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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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 알루미나를 증가시키니 박리 현상을 개선할 수 있었지만 사진, 

과 같이 청자의 전형적인 푸른 색조가 다 사라지고 회색조의 탁한 색

조로 변화하였다 이에 녹는 점을 높여줄 수 있는 다른 재료를 활용한 실. 

험을 모색하게 되었다.

2-3. 용융 알루미나(Al3O2 를 ) 통한 유약의 점성 증가 

실험

용융 알루미나(Al3O2)15) 그림 는  [ 13]

산화 알루미나(Al3O2 와 비슷하나)  불투명

한 산화알루미나과 달리 유리와 같이 투

명하다. 용융 알루미나는 순수한 알루미

나를 아크로에서 용융 고체화시키거나, 

알루미나 광석을 아크로에서 환원 용융

하고 불순물을 제거하여 알루미나  상태

에서 고체화시킨 것이다 이런 새로운 재. 

료를 유약에 넣은 사례는 드물지만 소지와 유약의,  수축율의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15) 순수한 것은 커런덤 결정으로  이루어 지는데 바이어법 알루미나를 원료로 한 

경우는 알칼리(Na2 가O)  존재하므 로 일부 알루미나- (Naβ 2 ㆍO 11Al2O3 가 생긴다) . 

알루미나 광석을 원료로 한 것은 Si, Ti 산화물이 소량, Fe, Ca, Mg 산화물이 미량 

남는다. 이들 은 유리질을 형성하거나 또 멀라이트(3Al2O3ㆍ2SiO2 결정이 되고 또는)  커 

런덤이나 멀라이트에 고용 되고 있다 특히 티탄 산화물은( ) . 固溶  Ti2O3로서 커런덤에  

고용되고 그 성질에 영향을 미친다 용융물을 주조해서 내화물로서 사용하고 또 분쇄해서 . 

연마재나 내화물 원료로서 사용한다 용융 알루미나 . [ -, fused alumina, geschmolzener熔融  

화학대사전Korund] ( , 2001. 5. 20, 세화) 

http://terms .naver .com/en try .nhn ?doc Id=2304328&cid=42419&categoryId=42419

그림 용융 알루미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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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연마재로 주로 쓰이는 용융 알루미나는 산화 알루미나와 성분 상 

같지만 입자가 투명하고 무엇보다도 융점이 높기 때문에,  유약의 다른 

성분과 쉽게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 용융.  알루미나는 연마재

로 쓰이기 때문에 다양한 입도를 구입할 수 있다.

본 실험을 위하여 의 용융 알루미나로 산화 알루미나를 대치220mesh

하였다 용융 알루미나가 유약의 성질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 . 

착안하여 일반적인 청자유에 용융 알루미나를 넣는 실험을 하였다 실험 . 

및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1 2 3 4 5
220mesh 

용융 알루미나

참량   %
10% 20% 30% 40% 50%

표 [ 8] 220mesh 용융 알루미나 함량 추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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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mesh 용융 알루미나는 기대한 것처럼 유약의 제조 과정과 소성과 

정에 큰 문제점을 갖고 있지 않아 유약 재료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시유 시에 시유된 유약의 건조과정 중에 발생될 수 있는 균열이 관

찰되지 않았다. 하지만 소성 후에 시유 두께가 다른 면의 경계에서 유약 

말림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의 용융알루미나 추가 실험을 . 20%  

통해 유약의 유동성은 완전히 사라졌으며 발색은 두 유약 사이에 차이가 , 

있었으나 유약 의 경우 발색에 거의 차이가 보이지B  않았다 일반적인 알. 

루미나 성분의 증가는 소지와 상이한 열팽창률을 갖기 때문에 비교적 

큰 기물의 제작을 위한 가능성을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20mesh 

용융 

알루미나

함량   (%)

10% 20% 30% 40% 50%

유약A

유약B

표 [ 9] 220mesh 용융 알루미나 함량 추가 결과의 시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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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실험을 통해 규석과 용융 알루미나가 각각220mesh  씩 증가된20%  

실험 결과가 연구 작품에 가장 유용할 것이라 판단하였다 하지만 실험.  

결과 성분이 유약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화장토와 같아서 박리 문제가 지

속되었다 특히 기물이 커질수록 박리 문제가 자주.  관찰되었다 다행스럽. 

게도 이러한 문제 또한 스프레이 시유 기법과 다중 시유기법을 통해 부분

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규석 추가의 경우 유동성을 유지하면서도 청자유의 심미적 특징을 충, 

족시켰으나 소성 후 박리 문제가 발생하여 부분적 사용만이 가능하였다, . 

용융 알루미나 추가의 경우 마찬가지로 청자유의 성질을 유지한 상태로 , 

유동성을 낮출 수 있었는데 이것이 앞의 실험보다 더 유리한 결과를 보, 

여주었다 이러한 실험을 통해 발견한 유약을 작품에 적용하였다. .

220mesh 

용융 알루미나

함량   (%)
10% 20% 30% 40% 50%

유약B
규석( 20%)

 표 규석과 [ 10] 220mesh 용융 알루미나 함량 추가  결과의 시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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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농담 효과를4  위한 형태와 장식 및 

시유기법 연구

1. 기물 형태의 선택

그림 청자봉종식병[ 14] 16)

송 용천요 높이   , 25.2cm, 
구경 바닥 지름 북경고궁박물관  6.2 cm, 6cm, 

그림 의 청자봉종식병 기형은[ 14]  중국 도자사의 역사적 사례 중 가장 

현대적 조형 요소가 돋보인다 당시의 기형들은.  부드러운 곡선이 주를 이

루는데 그에 반해 청자봉종식병은 굴곡 없이 단호하게 직선 처리된 옆면

16) 그림 14 http://www.dpm.org.cn/collection/ceramic/22756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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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각형의 조각 장식을 처리해 다른 미감을 보여준다.    

  

특히 연구자는 이 기물의 직선적 장식에서 현대적인 미감을 느꼈고 , 

따라서 농담 효과를 강조하기 위하여 기물의 형태를 가급적 단순한 형태

로 제한하였다 예를 들어 컵이나 수반과 같은 원통형과 반구형 사발 그. , 

리고 원판 형태의 접시를 집중적으로 제작하였다 원통형과 .  반구형의 기

물은 거의 수직에 가까운 기벽을 갖고 있어 농담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 두껍게 시유 및 소성해야 하는 작업 과정에서 난이도가 높은 편

이나 동시에 다른 굴곡이,  있는 형태에 비해 방해 요소 없이 농담 효과

를 중점적으로 표현하고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접시 형태의 

기물은 상대적으로 농담 효과를 표현하기에 유리한 수평면을 가지고 있

으나 완전한 수평면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2. 음각기법의 활용 및 시유

본 연구의 모든 기물은 물레 성형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물레 성형.  후 

반건조된 기물에 굽칼로 음각 효과를 내어 청자유약이 두개 이상의,  색조

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음각 장식을 더욱 분명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별도로 개발된 다양한 형태와 기능의 도구를 개발 하였다 이 . 

논문 작업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청자유의 현대적 조형성 시도라는 목

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가급적 단순하고 뚜렷한 느낌의 음각 장식을 시

도하였는데 이 음각 장식의 여러가지 변화는 점도가, ,  높은 유약의 개발

과 함께 청자유의 농담 효과,  연구라는 이 논문의 주된 내용이기도 하다.

연구 작품에서 보이는 횡선의 음각면은 물레를 사용하고 종선 면은 칼

을 이용해 음각을 하였는데 그 비례는 전체적인,  형태의 비례를 고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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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횡선면의 음각 작업은 굽칼과 물레를.  사용해 비교적 신속하게 제

작할 수 있었으나 종선면은,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완성도를 높이기가 어

려워 특수강 초경을 이용한 별도의 칼을( )  제작,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했

다.

그림 음각기법의 활용한 농담 효과[ 15] 

음각된 기물의 시유과정은 두 부분으로 나눠 진행했다. 농담효과의 극

대화를 위해 음각된 부분을 유약으로 메꾸는 ‘유약상감 ’ 작업이 선행되었

다. 이 과정을 마무리하고 건조 후 전체적으로 스프레이 방식을 통해 시 

유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물 표면의 음각 장식에 따라 서로 다른.  두께를 

갖는 시유층이 형성된다 일정한 면적을 가진.  면들을 단계적으로 조각하

였으며 그 깊이는 에서0.5mm-3.5mm  변화한다 그림 안정적으로 시. [ 15] 

유된 기물의 전체적인 형태는 선행된 음각 장식이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

고 덮여진 상태이다. 

작업 진행 상에서 서로 다른 시유 두께를 형성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았지만 유약 건조과정 중 가장 두껍게 시유된 부분에 균열이 자주 발

생되어 유약의 개선이 필요하였다 그리고 유약을 두껍게 시유하면.  음각

면의 경계 부분에 기포가 발생하는데 이 문제는 시유의 방법 유약의 성, , 

분 소성의,  분위기와 관련도 있지만 예리한 경계선이 기포의 가장,  큰 원

인이라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음각면의.  제작 과정 중 음각면 경계선을 직

각이 아닌 완만하고 부드러운 선으로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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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층 기법의 활용 및 시유

음각 또는 양각으로 변화를 주는 방법과 함께 적층 기법을 활용해 농

담 효과를 표현하고자 시도했다 물레 성형된.  기물과 동일한 물레 소지나 

이장으로 얇고 작은 단위체를 별도로 제작하고 초벌하여 시유 과정에서 

유약과 함께 섞거나 유약의 표면에 배치했다 그림 조각이 유약 내. [ 16] 

부  또는 아래에 잠기게 소성한 후 자동적으로 조각의 위치에 따라 달라

지는 유약의 깊이를 통해 유약 농담 효과를 표현할 수 있었다. 

그림 조각적층 기법의 활용한 농담 효과[ 16] 

반투명의 얇은 소지 조각이 유약의 농담 효과와 어우러져 창출되는 

특별한 시각적 효과는 아직 유사 사례가 없는,  새로운 효과라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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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사시유 기법의 활용

스프레이는 주로 기물 전체를 고르

게 시유하기 위해 시유의 마지막 단계

에서 사용하였으며 일반적인,  담금기법

이나 흘림기법 또는,  상감기법으로 표

현할 수 없는 넓고 자연스러운 농담 

효과를 만들기 희해 사용하였다 그림. [

분사시유 기법17]  자체는 일반적인 

시유기법이지만 이 기법의,  기능을  효

과적으로  활용하여 청자유의 농담 효

과를 표현할 수 있도록 적용한 사례는 보기 힘들다 하지만 분사시유 기. 

법은 이 연구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될 또 하나의 핵심적인 기법이다. 

특히 일반적인 시유 기술의 한계를 넘는 두께로 시유해야 하는 단계에

서 정교한 분사시유는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5. 소성기법

유약의 유동성과 발색에 관한 재료학적 문제 해결은 완벽한 소성과정

을 통해서 완성된다 연구자는 산화 보온 과 환원. ( )保溫  보온 이 두 가지 

소성 단계를 활용하여 소성을 진행하였다 산화.  보온 시간은 소지와 유

약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가스가 충분히 방출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유약의 핀홀 현상을 방지할 수 있고 환원 보온 소성과정을 통해 

가마 내의 온도편차를 조정하고 유약의 용융상태를 좀 더 양호하게 조정

할 수 있다. 특히 유동성이 부족한 유약의 핀홀 현상을 추가적으로 

방지할 수 있어 두껍게 시유된 기물의 안정적 결과를 꾀할 수 있다.

그림 분사시유 기법의 활용한 농담 [ 17] 
효과



- 29 -

산화 보온은 환원 분위기를 시키기 전에 도 내외에서950  산화 분위기

를 유지하면서 일정하게 온도를 유지하는 소성이다 산화 보온시간을.  유

지하는 간격은 유약의 종류와 유약의 두께 차이에 따라서 다를 수 있

다 환원 보온은 도 내외에서 환원 분위기를. 1260~1280  고정시키고 온도

를 유지하는 소성 과정이다. 환원 보온 시간도 산화 보온시간과 같이 

유약의 종류와 유약의 두께에 따라서 다르다. 유약과 소지 안에 연소되

는 불순물은 높은 온도에서도 남아 있을 수 있다 기포는 소성 과정을 . 

끝낼 때까지 끝임 없이 발생하는데 일정한 유동성을 갖는 일반적인 유약

의 표면에서 발생되는 기포가 만드는 핀홀은 대부분 자연스럽게 없어진

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유약이 두껍게 시유된 상태이며 유동성이 거

의 없기 때문에 기포의 발생과 핀홀의 발생이 지속되는 어려움이었다. 

따라서 세심한 산화 보온과 환원 보온 단계가 필수적인 소성 절차가 되었

다.

6. 표면처리

소성 직후의 기물은 대부분 제작자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보여주

었다 대부분의 기물 기벽에 굴곡이 있고.  이 굴곡에 유약을 채워 넣어 소

성한 작품들이 주를 이루는데 소성 후 표면에,  굴곡이 남았다. 이 미세

한 굴곡들은 빛의 방향에 따라 반사되어 더욱 심하한 굴곡으로 보였다. 

이러한 시각적인 결과는 청자유의 섬세한 농담효과를 표현하는데 치명적

인 약점이 되었다. 투명유는 표면이 빛나는 광택유로 분류되는데 이러한 , 

유약 표면은 시유가 잘못되거나 유동성이 부족하면 형편없이 찌그러져 

보이고 빛의 반사에 따라,  이 현상이 더욱 심하게 보인다 따라서 연구자. 

는 부가적인 표면처리를 고민하였고 모래맞춤 (샌드 블라스트 기법을 적) 

용해 보았다 기물의 표면이.  어느 정도 굴곡이 있어도 균일하게 무광택 

처리가 가능하며 모래의 입도 선택에 따라 다양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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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래맞춤 처리를 하면 표면에 광택이 없어지는. 동시에  굴곡도 사라지

게 된다. 하지만 모래의 입도가 거친 경우 표면이 지나치게 거칠어진다. 

연구자는 주로 의 모래를 사용하였으며 지나친80mesh  광택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양한 연마도구와 재료를 사용해 기물의  표면을 연마

했다. 연마 작업를 통해 청자유의 농담효과가 더욱 시각적으로 선명해졌

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촉각적인 효과를 갖게 되었다 연마기법을 대형 . 

도자 작업에 적용하는 작가 김상우는 도자 작품의 감성과 평가는 시각적

으로 인지될 뿐만 아니라 촉각적으로도 이루어진다고 했다.17)

17) 김상우, 「도자 표면 연마를 통한 촉각적 교감」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2014,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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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 작품5 

   연구자는 정교하게 제어된 유약의 두께 변화에 의해 농담을 표현하는 

것에 집중했다 역사적 사례로 본 청자유를 사용한 경우는 유약의 기본적. 

인 유동성과 투명성을 살려 두께 차이에 의해 태토와 유약의 경계를 살리

고 있다 이에 반해 본 연구 결과에서는 유약의 농담을 표현하기 위해 형. 

태를 이용한 유약의 두께 차이에 의해 농담을 만들었다.

이 연구를 통해 청자유를 활용한 현대적 조형의 가능성과 유동성을    , 

제어한 유약을 적용한 제작 및 표현 방식을 탐구하고자 했다 연구 작품 . 

은 단계적 농담 표현 점진적 농담 표현 복합적 농담 표현의 세 가지로 , , 

나눌 수 있다.

단계적 1. 농담 표현

단계적 농담 표현은 청자 유색의 농담의 차이를 분명하게 구분하여 

시각화하는 효과이다 이 경우 농담의 차이에 의해 경계 부분이 뚜렷하게 . 

드러난다 작품에는 규석. [2-1 (SiO2 을 통한 점성 증가 실험 와 용용 ) ] [2-3 

알루미나(Al2O3 를 통한 점성 증가 실험 에서 나온 유약 와 를 적용하였) ] A B

다.

본 연구에 적용하는 유약의 시유 성질이 일반 유약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덤벙시유하면 유약이 갈라질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물 . 

안쪽면은 일반적인 청자유로 시유를 하고 외부 기벽에 계단 형태의 단면, 

으로 음각된 공간을 스프레이로 채워넣은 후 다시 일반적인 청자유를 안, 

과 밖에 전체적으로 얇게 스프레이 시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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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을 통해 굴곡이 생긴 외부 기벽에 유약을 채워 넣으면 기벽은 다

시 평면을 이룬다. 유층은 조각 깊이에 따라 상이한 두께를 가지면서 기

벽의  일부가 되고 유약의 두께 차이에 의한 농담이 나타난다 , . 

외벽에 형성된 유약의 단계적 농담은 기물  내부에 시유한  청자유와 

어우러지면서 마치 내부의 푸른 기운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春色滿園關不住18) 춘색만원관부주( )”의 기억을 상기시키기도 한다. 

특히 백자 소지와 청자유의 대비는 부드러운 긴장감을 주는 동시에 가볍

고 투명하며 시원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18) 섭소옹 남송 유원불치 ( ), ( ), ( ) , ‘『 』葉紹翁 南宋 游園不值 春色滿園關不 춘색만원관부주( ), 住
봄빛이 정원에 가득하여 가둘 수가 없다’

작품 푸른 그림자 수반 세트 [ 1] ( )1 青色的影子
백자 소지 청자유 도 환원소성32.5*12.5, 23.5*10.5, 15.5*8.5cm, , , 1280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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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푸른 그림자 컵 세트 [ 2] ( )2 青色的影子
개 백자 소지 청자유 도 환원소성7.5*7.5*9.5cm*3 , , , 1280 , 2017

작품 푸른 그림자 수반 [ 3] ( )3 青色的影子
백자 소지 청자유 도 환원소성32.5*32.5*7cm, , , 1280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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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푸른그림자[ 4] (青色 컵 세트 )4 的影子

개 백자 소지 청자유 도 환원소성6*6*7cm*15 , , , 1280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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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푸른 그림자 접시 세트 [ 6] ( )6 青色的影子
백자 소지 청자유 도 환원소성33.5*33.5*4cm, , , 1280 , 2017

작품 푸른 그림자 사발[ 5] ( )5 青色的影子
백자 소지 청자유 도 환원소성23.5*21.5*11.8cm, , , 1280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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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기억의 농담[ 7] ( )1記憶的濃淡  
백자 소지 청자유 도 환원소성23.5*23.5*10.5cm, , , 1280 , 2017

작품 기억의 농담[ 8] ( )2記憶的濃淡  
백자 소지 청자유 도 환원소성23.5*23.5*10.5cm, , , 1280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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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기억의 농담[ 10] ( )4記憶的濃淡
백자 소지 청자유 도 환원소성32.5*32.5*13cm, , , 1280 , 2017

작품 기억의농담[ 9] ( )3記憶的濃淡  
백자 소지 청자유 도 환원소성23.5*23.5*10.5cm, , , 1280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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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진적 2. 농담 표현

점진적 농담 표현은 비교적 큰 면적에 농담의 짙고 옅음의 방향을 

자유롭게 통제하여 색조가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관통하는 작품이다. 이런 

효과는 단계적 농담에서 오는 선명하고 빠른 변화보다 완만하고 은은하

다.

점진적 농담 표현 작품에는 규석[2-1 (SiO2 을 통한 점성 증가 실험 에) ]

서 나온 유약 를 적용하였다 점진적 농담을 표현하는 제작 과정에서 균A . 

일하게 시유하거나 두껍게 시유하면 농담 효과가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유하기 전 삼각형 단면이 되도록 . 

음각한 후 스프레이로 유약을 채우고 시유하였다. 

이런 은은한 점진적 농담 효과는 마치 가벼운 바람이 지나가고 남은 

시원한 흔적 같기도 하다 이 면적이 넓어질수록 농담의 점진적 변화의 . 

영역이 넓어지므로 더욱 시원한 느낌을 준다 또 형태를 따라서 자연스럽. 

게 이루어진 농담 효과는 기물 표면의 색조 변화를 통해 자칫 단조로

울 수도 있는 형태에 풍부함을 부여하기도 한다 혹은. 넓은 바다와 하늘 
이 맞닿아 있는 수평선 같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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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바람[ 12] ( )2風
백자 소지 청자유 도 환원소성 23.5*23.5*12.5cm, , , 1280 , 2017

작품 바람[ 11] ( )1風
개 백자 소지 청자유 도 환원소성 23.5*23.5*10.5cm*2 , , , 1280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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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바람[ 14] ( )4風
백자 소지 청자유 도 환원소성33.5*33.5*10cm, , , 1280 , 2017

작품 바람 [ 13] ( )3, 風
백자 소지 청자유 도 환원소성15*15*11cm, , , 1280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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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하늘가[ 16] ( )天際
백자 소지 청자유 도 환원소성29*29*13.5cm, , , 1280 , 2017

작품 수평선[ 15] ( )海平線
백자 소지 청자유 도 환원소성23.5*23.5*12.5cm, , , 1280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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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보름달[ 18] ( )圓月
백자 소지 청자유 도 환원소성33.5*33.5*1.5cm, , , 1280 , 2017

작품 반달[ 17] ( )半月  
백자 소지 청자유 도 환원소성31.5*31.5*1.5cm, , , 1280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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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적 농담 표현3. 

복합적 장식을 활용한 농담 표현은 단계적 농담 표현과 점진적 농담 

표현을 복합적으로 적용한 사례이다. 복합적 농담 표현 작품에는 [2-1 

규석(SiO2 을 통한 점성 증가 실험 과 용용 알루미나) ] [2-3 (Al2O3 를 통한 )

점성 증가 실험 의 나온 유약 와 를 모두 적용하였다 또한 단계적 ] A B . 

농담과 점진적 농담의 제작 방법을 모두 이용하였다.

뚜렷이 구분되는 경계와 구분되지 않는 경계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교차 사용하여 좀더 자유롭고 풍부한 느낌의 결과물을 얻었다 단계적 . 

농담 표현이 주가 되고 점진적 농담 표현이 부가 되는 경우 점진적 농담 , 

표현이 주가 되고 단계적 농담 표현이 부가 되는 경우 명확한 구분 없이 , 

서로 겹쳐 있는 경우 세 가지로 나눠 작업들을 진행해 보았다, .

작품 푸른 그림자 사발 [ 19] ( )7 青色的影子
백자 소지 청자유 도환원소성16.5*16.5*11.5cm, , , 1280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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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푸른 그림자 사발  [ 20] ( )8 青色的影子
백자 소지 청자유 도환원소성15.5*15.5*13.5cm, , , 1280 , 2017 

작품 푸른 그림자 사발 세트 [ 21] ( )9 青色的影子
백자 소지 청자유 도 환원소성45*45*11.5cm, , , 1280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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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춘수[ 23] ( )春水
백자 소지 청자유 도 환원소성40*40*1.5cm, , , 1280 , 2017

 작품 푸른 그림자 사발 세트 [ 22] ( )10 青色的影子
백자 소지 청자유 도환원소성45*45*11.5cm, , , 1280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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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춘수 작품 은 제작 방법에 있어 다른 작품과 다소 차‘ )’[ 23]（春水
이가 있어 설명을 덧붙이고자 한다 기존의 농담 표현은 주로 음각에 유. 

약을 채우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지만 이 작품의 경우 꽃잎을 표현하는 작

고 얇은 흙조각을 이미 시유된 유면에 얹고 그 위에 다시 시유하는 방법

을 반복하였다 농담 효과를 통해 수면에 꽃잎이 떠 있는 상황에 대한 연. 

상을 유도하였다 작은 꽃잎들의 미세한 농담 변화가 깊이감을 준다 이. . 

것은 복합적 농담 효과의 현대적 표현 가능성을 잘 보여준다.

작품 기억의 혼적[ 24] 37

백자 소지 청자유 도환원소성40*40*1.5cm, , , 1280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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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연구자는 본 연구에서 다양한 역사적 사례와 현대 작가의 작품에서 

보이는 청자유 활용 방식의 공통점과 한계점을 고찰하고 농담,  효과의 

차원에서 청자유 표현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내고자 했다 청자유의 두. 

께차를 이용한 평면적 농담 효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유약의 점

성 두께차 발색 투명도 등에 관한 일련의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를, , , .  통

해 청자유의 점성을 향상시키면서 청자유의 발색을 유지하는 유약을 

찾았고 그 과정에서 연마재로,  쓰이는 용융 알루미나를 유약재료로 활

용하는 시도를 하였다 이런 새로운 유약의 발견과 더불어 기존의 음각. , 

양각과 같은 전통적인 기법을 현대적이고 기하학적 장식으로 재해석했다. 

또한  청자유의  농담  효과가 분명하게 드러나면서도 옥빛과 같은 은

은한 질감을 나타내기 위해 소성된 기물 표면을 모래맞춤샌드 블라스(

트과)  다이아몬드 연마 방법으로 처리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한편으로는 많은 역사적 자료를 기반하고 있어서

연구 진행이 수월할 것 같은 자신감이 있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기

존 사례보다 나은 새로운 내용을 실현해야 하다는 압박감이 있었다 그. 

런 탓인지 초기 연구과정 중 좀 더 체계적인 접근을 하지 못한 아쉬움

이 남는다 예를 들어 기본유약의 유동성 개선 실험과정에서 알루미나와 . , 

규석을 성분별로 실험했으면 시행착오의 단계를 즐이고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 다른 아쉬움 중 하나는 광택유약에 대한 . 

충분한 유약실험을 진행하지 못하고 모래맞춤 기법 외에 광택을 줄이는 

다른 적합한 대안을 찾아내지 못한 것이다. 이를 향후 연구과제로 남기

고, 좀 더 다양한 형태 다양한 표면을 표현하기 위해 심도 깊은 연구를 , 

앞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효율적 생산 방식을.  고안하여 농담 효과를 

대량생산에 적용하는 것도 추후 시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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摘要

利用青釉的厚薄表現濃淡效果的研究

姜 少 清

首爾大學 美術學院 設計部 工藝係 陶藝專業

   ，本研究是通過傳統的事例試圖以現代的方式再詮釋青釉的濃淡效果 並且
通過青釉的厚薄擴大濃淡效果的研究。

   ，研究者保留青釉本來的清雅風韻 同時通過釉料自身的物理化學性質的變
，化有目的的探索了可以控制青釉濃淡表現的新的可能性 並且通過三個試驗對

釉料的流動性進行了調整。
1. (SiO通过增加石英 2)提高釉料的黏性試驗
2. (Al通过增加氧化鋁 3O2)提高釉料的黏性試驗
3. (Al通过增加熔融氧化 3O2)鋁提高釉料的黏性試驗

   研究者通過上述的試驗結果在簡結的器皿上不僅表現了青釉的濃淡層次變
， ， ，化 濃淡漸變變化 還有層次和漸變共存的濃淡變化 同時為了強調濃淡效果

， ， ，還對器皿的造型 施釉的方法 釉色的變化 釉面的質感处理等方面進行了嘗
試。

，往後會繼續對啞光的釉面進行研究 並且通過除了噴砂機之外的表面處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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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技 法 和 多 樣 的 器 皿造 型 研 究 進 一 步 有 深 度 的 去 表 達濃 淡 效 果。  

同時研發能應用在大批量生產中的高效的生產方式。

關鍵詞 青釉 青白瓷 釉的流動性 釉色和濃淡 熔融氧化鋁： ， ， ， ，
2014-25163：學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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