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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도자기를 제작하면서 필연 으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이 문제들에

직면하면 해결하기 해 노력하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본 논

문은 연구자가 기존의 분청사기를 제작 시 느낀 불편함에서 시작되었다.

연구자는 분청사기 제작과정에서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었다.그 분

장하기에 알맞은 건조강도를 맞추는 것과 수정의 어려움이라는 두 가지

의 불편함을 해결하려 하 다.해결의 방법을 도자사 벌구이의 등

장 이유에서 찾았다. 벌을 시작한 이유는 건조된 기물에는 유약을 시

유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굳힘구이를 하여 기물이 유약의 수분이 닿아도

형태의 변화를 없게 만드는데 있다.분장토의 문제도 분장토가 가진 수

분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벌기물분장토 개발하게 되었다..

벌기물분장토의 개발은 일반 인 분장토의 재료들인 백자소지와 와목

토,도석,규석의 성질을 바탕으로 하 다.이 재료들의 배합비를 조정

하여 벌기물에 사용하기 좋은 분장토를 찾아가는 실험과정을 기술하

다.그리고 그 외의 첨가재료들로 백색도를 한 지르콘, 착력 증가를

한 유기 착제,건조 속도를 늘리기 한 리세린,착색을 한 안료

등을 선택하 다.

실험을 통해서 벌기물분장토를 만들었고, 통 인 분청사기 분장기

법과 다른 벌기물분장토의 성질을 이용한 분장기법을 만들었다.덤벙

후 붓으로 분장토를 어내는 덤벙귀얄기법,탄산마그네슘의 수축률을

이용한 열흔기법, 통 인 지두문보다 농담의 조 과 수정이 용이한 지

두기법,분장 후 거친 속제 솔을 이용해 거칠게 어서 시문한 흔기

법,색안료를 배합한 벌기물분장토를 색으로 도포하여 분장토의 흰

색과 색분장토의 색상 비를 강조한 배색기법을 만들었다.

기법들을 바탕으로 벌기물분장토와 기존의 분장토의 차이를 보여

주기 해서는 크고 얇은 기물이 당하다고 단하 다.넓고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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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를 작품의 주요 기종으로 제작하 다. 벌기물분장토에 합한 시문

기법을 이용한 작품들의 도 을 첨부하여 벌기물분장토의 응용에 해

서술하면서 본 논문을 마무리하 다.

도자기를 제작하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한다. 벌기물분장토의 제

작은 다양한 문제들 하나 던 분장토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 강구된

방법이다.도 가로서 겪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식과 방법을 통해

서 새로운 제작기법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고자 하 다.

주요어 : 벌기물분장토, 벌기물분장기법

학 번 :2010-2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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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론

1.연구의 동기와 목

분청사기(粉靑沙器)는 고려 말 청자가 쇠퇴하면서 변모 발 하여 조선

의 태조·정종부터 제작되어,태종1)때에 이르면 분청사기의 특색이 뚜렷

하게 드러나면서 15·16세기의 약 200여년간 제작되었다.분청사기는 분

장회청사기(扮裝灰靑砂器)의 말로 회색 는 회흑색의 소지에 백색의

분장토를 발라 제작한 도자기이다.

분청사기 제작시기는 고려 말에 청자(靑磁)의 정선된 소지와 비색(翡

色)의 유약에서 백자(白磁)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볼 수 있다.당시 왜구

(倭寇)의 침탈로 인해서,기존 해안일 에 분포되었던 청자요지들이 내륙

으로 이동하면서 재료 수 과 완성품 운반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계

층 (階層的)으로는 고려에서 조선으로 교체되는 시기로 기존 권문세족

(權門勢族)을 바탕으로 한 귀족사회가 쇠퇴하면서 등장한 신진사 부(新

進士大夫)들이 국에서 새로운 사상과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유입된 백

자는 동경의 상이 되었다.하지만 백자 제작에 필요한 기술의 부족과

내륙으로 이동하면서 이 의 청자를 제작하던 기존 정선(精選)된 소지를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분청사기라는 안이 발생하게 되었다.처음의 분

청사기는 덜 정제되고 어두운 소지의 단 을 가리는 것을 주목 으로 분

장토를 사용하여 백자를 모방하고자 하 다.

분장토를 바르는 이유를 단순히 어둡고 정선이 덜 되어서 거친 소지(素

地)를 가리기 함으로 볼 수 도 있지만,소지와 분장토의 차이에서 나

오는 색상 비와 다양한 시문기법에 따라서 표면에 나타나는 다양한 질

감은 분청사기의 새로운 특징이자 개성이다. 를 들어 귀얄기법의 경우

붓이나 솔의 종류에 따라서 지나간 다양한 흔 과 질감을 보이며,덤벙

1)태조 :조선의 제1 왕.재 기간은 1392〜1398년.

태종 :조선의 제3 왕.재 기간은 1400〜14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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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은 분장토가 흘러내림과 두께에 따라서 농담(濃淡)이 나타난다.

본 연구자는 분청사기 제작과정에서 생긴 질감과 장식에 심을 가졌

고,분청사기의 매끄러운 분장과 거칠고 어두운 소지의 비에 한

심으로 확장되었다.

연구자는 분장기법에서 나타나는 귀얄기법에 붓의 궤 ,덤벙기법에서

분장토와 소지의 색상 질감의 비,지두문2)이나 조화․박지문3)의

요철이 주는 비 등의 다양한 질감과 효과에 집 하여,분청사기가 갖

고 있는 특징들을 다양한 소지에 용하여 기물 제작에 활용하 다.

이런 작업 과정에서 백토분장기법의 활용과 응용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첫째,반건조 상태의 기물은 백토분장을 하게 되면 기물이 손

될 확률이 높아진다.일반 으로 기물을 성형하고 건조상태를 찰해 백

토분장을 하는 과정에서 정한 강도를 가지는 습도 범 내에 들었을

때에 분장을 하게 된다.기물을 제작하는 과정 이 부분부터 많은 문

제가 발생했다.분장을 할 때 기물은 건조로 인해서 수분이 어들고 수

축이 발생한다.이 상태에서 분장토에 담그거나 칠하게 되면 외부에서

물을 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분으로 인해서 수화팽창(水和膨脹)4)이

발생하게 된다.그로 인해서 기물이 취약해지면서 크고 얇은 기물은 주

앉거나,일률 으로 변화되지 않고 부분 으로 팽창하면서 형태를 유

지하지 못하고 갈라지거나 무 지게 된다.

둘째,백토분장을 한 작업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수정하

기가 어려웠다.백토분장 과정에서 실수하는 경우,특히 부분 인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면 백토분장이 겹치면서 갈라지거나 들고 일어났다.그리

고 체를 수정하기 해서 백토분장을 바로 어내면 기면이 상하는 경

우가 많았다.기면이 상하지 않도록 백토분장이 건조된 후 으면 기물

이 이미 많이 건조된 상태가 되었다.거기에 다시 백토분장을 하게 되면

2)도자기에 잿물을 덮고 붓 신에 손가락 끝으로 그린 무늬.

3)조화문 :백토로 입 진 잿빛 바탕 그릇의 겉면에 무늬를 그리고 그 무늬 부분을

어서 만든 잿빛 수평선 바탕 무늬.‘새김무늬’로 순화.

박지문 :그릇 겉면에 입힌 백토 켜를 어 냈을 때 히지 아니한 백토 선으로

이루어지는 무늬.‘음 무늬’로 순화.

4)수화팽창 :습기나 물을 흡수하여 토제품의 소지가 팽창하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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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이 박리(剝離)5)되거나 갈라질 확률이 더 높아졌다.

분청사기 제작과정에서 연구자가 가장 힘들었던 은 만드는 기물이 크

고 얇았기 때문이다.크고 얇은 기물을 만든 이유는 넓은 면이 분청사기

의 분장기법으로 표 가능한 질감이나 느낌을 잘 보여 수 있다는 단

이었다.하지만 기물이 크면 분장하기에 가장 정한 강도를 가지는 습

도를 맞추기 어렵다.건조에 신경을 쓰더라도 날씨나 치에 따라 건조

정도가 부분 으로 차이나기 때문에 정한 건조 순간을 악하기가 더 힘

들었다.

이런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 분장토를 시유 과정과 유사하게 생각하

기로 했다.유약은 일반 으로 벌기물에 시유하는데, 벌구이는 이미

900℃소성되어 결정수(結晶水)6)가 제거된 상태라서 형태가 깨지거나 수

분으로 인해서 기물이 변형되지 않는다.도자사(陶瓷史)에서 보면 자기

제작시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유약을 사용하게 되는데, 벌구이를 한

이유는 건조상태에서 유약을 입히면 기물의 형태를 유지하기 못하고 무

지기 때문이다.이러한 유약 시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이 연구자

가 겪은 상황과 같다.이에 착안하여 벌기물에 분장할 수 있는 분장토

를 개발하고자 하 다.

본 논문을 통해 분청사기에 해 고찰하고 벌기물분장기법을 개발하

고 활용하는 내용을 그 주제로 다루기로 한다.

2.연구의 범 와 방법

벌기물에 사용할 분장토의 재료를 선택하는데 있어서,먼 기존의

분장토에서 사용되는 재료를 악하고 응용하는 연구를 선행하기로 했

다.일반 으로는 백자소지(白磁素地),규석(硅石),도석(陶石),와목 토

(蛙目粘土)를 분장토 재료로 많이 사용한다.그 외에 새로운 분장토의 개

발을 해 탄산마그네슘,유기 착제(有機接着劑), 리세린,지르콘,안

5)박리(剝離):피복된 막이 소지에서 벗겨지는 것을 말한다.

6)결정수 :<화학>결정성 물질 속에 일정한 비율로 함유되어 있는 물.화학 결합

에 의하여 결정 속에서 특정의 치를 차지하며,결정 구조를 안 하게 유지한다.

결합 방법에 따라 동 수,격자수 따 로 나 다.[비슷한 말]결정물ㆍ함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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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顔料)를 활용하 다.

탄산마그네슘은 건조과정에서 균열(龜裂)을 발생시키고 소성 수축이 크

기 때문에 변형이 심한 결 (缺點)을 가지고 있지만,이러한 성질을 활용

하여 효과 인 균열 효과를 얻기 해 선택하 다.유기 착제의 착력

은 분장토가 기물 표면에 착을 좀 더 안정되게 안착(安着)하는데 효과

이다. 리세린은 청화(靑畵)나 철화(鐵畵)작업에서 붓이 머 은 물기

가 빨리 흡수되어 붓이 매끄럽지 나가지 않을 경우에 보습제로 사용한

다. 벌기물은 수분흡수율이 크므로, 리세린은 벌기물분장토의 사용

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재료이다.유백제는 분장토의 백색도를 조정하

고 불투명성을 증가시켜 분장효과를 증가시키는데 효과 이다.안료는

분장토 자체를 착색하는 역할이다.

기물의 크기가 커질수록 벌기물분장토의 한계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기 해 직경 혹은 가장 긴 변이 최소 50cm이상이

며 기물의 심두께는 1cm이하인 형 시를 제작하기로 했다.우선 연

구자의 작업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내화 ,물 ,가마의 크기를 고려

하여 물 성형 시에 시 직경(直徑)은 최고 64cm고, 성형시에 긴 변

의 길이가 90cm까지 가능하 다.

벌기물분장토의 기법은 기본 인 붓이나 솔을 이용한 귀얄기법,기물

체를 백토분장에 담근 덤벙기법으로 시편을 제작하여 실험하 다.그

리고 응용기법으로 탄산마그네슘을 첨가해서 분장토에 균열의 크기를 조

한 열흔(裂痕)기법, 스크래치scratch에 착안한 덤벙 후 붓이나 솔로

분장토를 어내서 색이 들어나는 덤벙귀얄기법, 벌의 강도를 이용

해서 거친 속제 솔이나 수세미로 을 수 있는 흔(括痕)기법7),안료

로 첨가하여 만든 색분장토를 도포 후에 그 에 분장토을 다시 덮은 배

색(配色)기법을 사용하 다.

7) 흔(刮痕): 힌 상처나 자국 따 를 이르는 말.논문에서는 분장토를 거친 솔

이나 물건으로 어서 분장을 벗겨내어 소지와 분장의 색상 비를 강조하는 방

식을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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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본론

1. 통분청사기에 한 고찰

1) 통 인 분청사기분장기법

조선시 의 분장기법은 시문(施紋)수단이면서,기면(器面)을 백토분장

으로 피복하여 백자로 이행되는 과정을 보여 다.동시에 다양한 시문기

법이 고안되어 분청사기만의 특징을 가진다.조선시 분청사기는 기

(태동기:1365〜1400), 기(성립기:1400〜1432),후기(발 기:1432〜1469),

말기(쇠퇴․변화기:1469〜1510)8)총 4시기로 구분된다.분청사기분장기법

은 분장과 무늬를 나타내는 방식에 따라 나뉘며,상감(象嵌),인화(印花),

조화(彫花),박지(薄地),철화(鐵畵),귀얄,덤벙으로 분류된다.

상감기법은 기면을 선이나 면으로 음각한 후에 흑백의 분장토를 감입해

서 무늬를 만드는 기법이다.고려시 상감청자의 연결로 볼 수 있으며,

분청사기 기에 많이 생산되었다.

인화기법은 기면에 무늬도장을 어서 압인한 후에 분장토를 귀얄이나

덤벙으로 입힌 후에 어서 무늬를 나타낸 기법으로,일정한 무늬를 연

속해서 시문하는 특징이 있다.인화기법은 경상도 지방에서 많이 사용되

었고, 기 분청사기의 주류를 이루었으며,왕실(王室)과 용품(官用品)

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조화․박지기법은 서로 혼용되어서 사용되었다.우선 박지기법은 분장

후에 무늬 이외의 면을 어내어 소지의 회색과 분장되어진 백색무늬의

비를 활용하는 기법이고,조화기법은 체를 분장 후 무늬를 선각하는

기법이다.조화․박지의 바탕은 기에는 덤벙분장하 고,후기에는 귀얄

분장하 다. 기부터 후기까지 거의 역에서 사용하 다.

철화기법은 백토분장 후 표면에 철사9)의 갈색과 흑색의 강한 발색을

8)강경숙,『한국도자사』, 경,2012.pp.333〜334

9)철사(鐵砂):자연상태의 산화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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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무늬를 그리는 기법이다.계룡산 일 요지들이 표 인 지역

이며,후기에 지역에서 성행하 다.

귀얄기법은 거친 솔이나 붓 따 귀얄로 분장토를 바르는 방식이다.다

른 기법과 혼용된다.16세기에 성행하여 지역에 분포되었다.

덤벙기법은 기물을 분장토에 담가서 분장하는 기법이다. 라도 지역에

서 특히 많이 사용되었으며 후기에 지역에서 사용되었다.

분청사기 분장기법들은 과감하고 거침이 없으며,자연스럽다.연구자는

귀얄의 요철(凹凸)로 인한 질감(質感),다양한 시문기법으로 생기는 소지

의 어두운 색과 분장토의 밝고 따뜻한 색의 비에 매료(魅了)되었다.조

선시 분청사기를 감상하면서 표면의 상반(相反)된 질감에 심을 갖고

연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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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청사기상감모란당 문호(유개),
국보 1088호,∅25.2X22.6cm,호림박물

분청사기인화문태항아리,
높이 42.8cm,고려 학교박물

분청사기조화선문편병,
높이 205cm,리움미술

분청사기박지연어문편병,국보 179호,
높이 22.7cm
호림박물

<도 1>조선시 분청사기분장기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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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청사기덤벙제기,
높이 13.5cm,오사카동양도자박물 .

분청사기귀얄무늬태호,
높이 39.8cm,리움미술

분청사기철화연화문호,
높이 29.4cm,국립 앙박물 .

공주 학 리 분청사기 가마터,
편 모음.

<도 2>조선시 분청사기분장기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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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청사기분장기법의 응용사례

16세기 조선시 백자생산이 활발해지면서,분청사기 제작은 쇠퇴하

다.1960년도 이후 분청사기가 재조명되면서 다시 활발(活潑)하게 제작

되기 시작했다.1980년도 이 에는 경기도 이천,여주 일 에서 일본인이

나 외국인 객을 상으로 유물의 복제품 형태로 많이 제작되었다.

이후에는 많은 작가들이 자신의 작가 과 제작방식으로 새로운 분청사기

를 꾸 히 제작하고 있다.분청사기를 제작하는 도 가들 ,분청사기의

통 인 기법과 사용방식을 탈피한 작가를 조사하 다.그 4명의 작

가를 사례로 들겠다.

(1)윤 조(1946〜)작가의 작품 사례

<도 3>윤 조 (좌측부터)

혼돈,Chaos,2009,높이 60cm. ,Insight,1986,높이 43cm.

음률,Rhythm,1978,높이 34.5cm.혼돈,Chaos,2011,높이 50cm.

윤 조는 물 성형 뿐만 아니라 핀칭과 성형 는 석고틀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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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성형방식을 활용한다.형태를 단순하게 유지하면서,구연부를 산

능선과 같은 자연물에서 차용한 선의 형태로 표 한 경우가 많다. 을

이용해 기둥을 만들고,안 에서 손으로 러 부드러운 굴곡을 다.분

장기법은 반에 분장토를 기면에 잔뜩 바른 후에 조각도와 다양한 도구

를 이용한 자유분방한 선으로 면을 꾸몄으며,후반에는 기물을 비스듬히

기울여 표면에 분장을 조 씩 부어 분장토의 흘러내림을 이용하 다.

윤 조의 작업특징은 분장이 추상 이라는데 있다.분장토를 흘려서 나

오는 자국을 조 하여 세월의 흔 과 같은 시간성을 주면서도 마치 빗물

이 흘러내리다가 멈춰버린 느낌으로 기면을 장식한다.그리고 분장토로

면 체를 바를 때는 두껍게 발라서 표면을 장식하는데,두꺼운 표면과

도구를 이용해서 시문하면 분장이 된 면과 소지면의 두께 차이를 크게

주어 강인한 느낌을 다.

(2)최성재(1962〜)작가의 작품 사례

<도 4>최성재 (좌측부터)

여정VII,2012,24X11X35cm.햇살,2011,56X35X3cm.

최성재는 실험 인 도조작업이나 설치작업을 이어나가면서도 분청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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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을 병행하 다.분청사기를 기본으로 장

식성에 집 하여 회화 인 작업을 제작하 다.기물에 자연소재인 갈 ,

들새,오리 같은 친 한 소재를 시문하 고,분장토의 두께를 이용하여

수묵화의 농담효과를 만들었다.반건조기물에 귀얄기법을 사용하는 기존

방식을 고수하지 않고 새로운 요사 기법을 활용하 다.기물 체를 덤

벙하거나 분장토를 붓거나 흘려보내서 입힌 후,분장이 건조되기 에

손이나 지푸라기,나뭇가지 등으로 짧은 시간에 묘사 한다.이런 묘사는

통 인 옹기에서 사용하는 식물이나 기하학 인 지두문과 유사하다.

최성재의 작업은 자유롭고 빠른 속도감을 내재하고 있다.기물성형과

동시에 바로 분장토를 덤벙하여 바로 분장에 시문작업을 한다.건조가

되기 소지는 분장토의 습도를 공유하면서 기물의 손을 일 수 있

는 방법이다.

(3)신상호(1947〜)작가의 작품 사례

일반 인 기형을 가진 분청사기 작업에서는 심이미지는 붓을 귀얄로

서 체면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분장토를 과감하게 칠하거나 뿌리는

방식을 이용한다.그 외의 여백이 되는 면은 인화문을 연속 으로 시문

하여 장식하 다.그리고 일반 인 분청소지보다 훨씬 어두운 색을 사용

했다.그와 비되는 미색의 분장토는 배경의 집된 인화문과 부분 으

로 칠하는 귀얄의 힘과 속도감이 잘 어울리게 조합하 다.

신상호의 부분의 조형작업들은 형작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조형토

를 사용하여 큰 기물을 제작하고,조형토에 내포되어 조립의 하소분으로

요철이 만들어지는 것을 가리기 해 겉에 백색의 분장토를 체 으로

도포하는 경우가 많다.마치 에서 부은 느낌으로 분장을 하거나,거칠

게 뿌리고난 후 그 에 귀얄하고,부분 으로 색분장토를 사용하여 장

식하기도 한다.아 리카 시리즈 이후에는 다양한 색을 많이 사용한 작

품을 제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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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신상호 (좌측상단부터 시계방향)

Bunchungware,1994.Bunchungware,1994.

Predeam series,Bunchungware,1991.

Dream ofAfrica-Totem,70X60X21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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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강효(1961〜)작가의 작품 사례

<도 6>이강효 (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 )

분장 수화문 항아리,∅55X59cm.분장항아리,∅49X53cm.

2014.06.25「2014공 랫폼-공 가 맛있다」 장 퍼포먼스 사진.

이강효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 옹기 기법에 분청사기의 분장기법을

목하여 작업한 것이다.그리고 분장기법 한 통 인 기법과 괘를 달

리한다.덤벙을 하거나 귀얄을 하는게 일반 이라면,이강효는 분장토를

기물에 뿌린다.이 게 뿌리는 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이유는 만든 기물

의 크기가 커서 뿌리는 궤 을 충분히 보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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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뿌리고 붓는 방식으로 표면에 분장토를 충분히 입힌다.그리고 시문하

는 과정은 지두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이는 통 인 옹기를 시유하

고 그 에 다양한 무늬와 꽃이나 식물을 넣는 것과는 다르다.손

으로 불규칙하면서 거칠고 빠르게 지나가면서 이 방법의 반복으로 표면

에 추상 인 무늬를 만든다.이강효의 작업 방식은 행 라는 단어가 어

울린다고 생각한다.

2.분청사기분장기법의 어려움과 개선가능성

1)분장토의 개요

오늘날 일반 으로 분청사기의 분장기법을 많이 응용하여 사용하고 있

다.기물을 성형한 후 건조단계에서 일정한 강도를 갖는 범 에 이르게

되면 그 에 백토분장을 한다.

1 2 3

와목 토

카올린

알루미나

도석

41

29

18

12

와목 토

규석

카올린

지르콘

42

42

8

8

백자소지

규석

95

5

<표 1>일반 인 분장토의 성분비 10)

분장토의 종류는 다양하다.우리나라에서는 주재료로 가소성(可塑性)

토인 와목 토와 카올린 등을 사용하고 수축률(收縮率)을 보정(補正)하

기 하여 비가소성(非可塑性)재료인 알루미나,규석 등을 기본으로 하는

경우가 부분이다.그 외에는 일반 인 소지와 수축률이 비슷하고 백색

도가 좋은 백자소지에 보정을 하여 알루미나,규석 등을 사용하여 보

10) 1:이천 보 요, 2:경북 청도 명 요, 3:서울 학교 사용 분장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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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경우도 있다. <표 1>의 시는 반건조상태를 제(前提)로 사

용하는 분장토들이다.

2)이상 인 분장토의 요건

분장토는 engobe 는 slip라고 부르며,천연의 토 는 토,융제

(融劑) 비가소제(非可塑劑)의 혼합물로 소지 에 입 균질(均質)한

막(膜)을 이루고 소지 표면의 작은 구멍이나 거친 입자로 인한 요철이나

유해한 노출 물을 피복(被服)하고 부가 으로 의도된 발색(發色)을 목

으로 사용한다.

분장토와 유약의 차이는 분장토가 유약에 비하여 화도가 높고,유리질

(琉璃質)형성이 다는 이다.분장토의 색은 거의 흰색이지만 인

(人爲的)으로 안료를 이용하여 착색하거나 천연 토의 색깔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분장토는 소지용 토를 약간 변형하여 사용하거나 는

더욱 복잡한 조성(造成)의 혼합물을 사용한다.

분장토는 물리 으로 치 하면서 동시에 효과 인 분장효과를 가져야하

며,건조․소성과정의 박리 상과 균열 상을 고려하여 입도의 조정이

요한 문제다.만일 원료 속에 철의 산화물(酸化物),탄산염(炭酸鹽),황산

염(黃酸鹽) 는 석회석(石灰石)이나 규회석(硅灰石)따 물의 조립이

들어있고 이것이 80메쉬보다도 크면 그의 종류에 따라 핀홀,기포 는

반 따 의 결 이 발생하므로 수비(水飛)하거나 분쇄(粉碎)해야 된다.

분장토의 건조수축 소성수축은 가능한 기물과 같아야 한다. 벌구

이 소지에 분장토를 사용할 경우 분장토의 건조수축은 소지가 수축을 일

으키지 않으므로 무시할 수 있지만 건조 에 사용하는 분장토는 동일한

수축률을 가져야 된다.만일 이 차이가 무 크거나 슬립이 잘 부착돼

있지 않으면 슬립에 균열이 생기거나 벗겨져 떨어진다.일반 으로 분장

토에 큰 비율로 사용되는 고령토(高嶺土)나 백색 토는 1차 토이기 때

문에 건조과정에서 분청토보다 수축이 은 경우가 부분이다.

약간의 조작으로 분장토로 사용할 수 있는 천연원료는 드물다.그러나

소지성형에 사용할 수 있는 토의 경우, 부분은 소성발색만 당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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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변화 없이 사용할 수 있다.분장토의 조성을 만들기 해서는 우선

거친 입자를 부 제거해야 하는데,만일 원료가 쉽게 물에 풀어지는 것

이면 충분히 교반하여 80메쉬나 그보다 가는 체로 거친 입자를 분리한

다.

일반 으로는 토에 융제,비가소성원료,때로는 안료도 혼합하여 분장

토를 만든다.기 토로써 기물의 소지토를 사용할 수도 있으며 이 경

우에는 어느 정도 이 이 있다.즉 건조상태에서 소지와 잘 부착되면서

건조수축과 소성수축이 소지와 일치하기 때문이다.미분쇄 하소(煆燒)

토 는 토와 용제(溶劑)혼합물은 건조수축을 조 하기 용이하다.

분장토로 사용하는 토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카올린과 다양한 가

소성 토들이다.이를 취사선택(取捨選擇)시,종류와 조성비율은 작업

자 자신이 원하는 소성발색을 가져야하며,소지면을 가릴 수 있는 피복

력을 가져야한다.동시에 분장토를 만든 후 시간이 지나도 슬립으로 사

용하기 용이해야한다.마지막으로 건조하 을 때에는 분장토가 견고하게

부착되어야한다.11)

3)분장기법의 어려움

분청사기분장기법은 크고 얇은 기물의 경우에 손(破損)확률이 증가하

고 수정이 어렵다.건조분장이나 반건조기물에 분장을 하는 경우 건조상

태와 분장의 두께에 따라 분장토가 가지고 있는 수분으로 인해서 기물이

팽창을 이기지 못하여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주 앉거나 갈라지는 경

우가 많다.표면에 분장이 들고 일어나면서 박리가 일어난다.

분장토는 수정보완(修整補完)이 힘들다.백토분장을 하다가 의도하지

않은 실수가 일어나거나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수정하기 어렵

다.수정할 부분에 분장토를 다시 입히면 겹치는 부분이 갈라지거나 박

리된다.그리고 체 수정 시에 백토분장을 벗겨내면서 표면이 상할 우

려가 많다.그리고 백토분장을 하고 수정하는 부분은 건조되었다가 다시

11)素木洋一 著 ;金博允 譯,『釉藥과 그 顔料』, 서림,1980.pp.82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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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을 머 으면서 구조 으로 취약해진 상태다.여기에 다시 백토분장

을 하게 되면 이미 취약해진 구조를 더욱 약하게 하면서 기면이 변형되

거나 찢어지고 무 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수정 직후에는 큰 차이

가 없지만,건조가 진행되면서 균열이 일어나기 쉽다.

4)분장기법의 개선

연구자는 벌구이 한 기물에 유약을 입히는 것에서 착안하여 벌기물

분장토를 개발하려 하 다.

부분의 자기류는 표면에 유약을 입히기 해서 벌구이를 한다.

벌구이를 하는 이유는 성형작업 기물에 유약을 바르는 것이 힘들고,

건조가 된 이후에는 유약이 가지고 있는 수분이 기물에 스며들어 건조된

표면이 팽창하면서 구조 으로 불안해지기 때문이다.성형이 끝나고 완

히 건조된 기물을 물에 담그면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주 앉는 것과

같다.자기류는 정선된 소지를 이용해서 작업하는데,정선된 소지는 비슷

한 크기의 입자로 구성되므로 다양한 크기의 입자를 가진 토기류보다 약

하다.

벌구이를 하면 소지가 가지고 있는 구성성분이 결정수를 제거된다.

결정수가 제거되면 다시 수분을 흡수하더라도 소지의 분자들이 수분과

재결합하지 않아 가소성을 가지지 않는다.흡수된 수분은 소지의 분자들

사이에 공간에 들어갔다가 건조되면서 다시 빠져나올 뿐 일정 강도를 유

지하게 되어 기물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벌 후에 사용하는 분장토는 내화도가 높아서 표면의 질감을 유지하여

야 하고,표면과 분장토의 계면에 착력이 강하면서,기물과의 수축률의

편차가 고,분장 후 겉면에 유약이 입 지더라도 별도의 문제가 발생

하지 않아야 된다. 조건을 충족하는 벌기물분장토를 만들면 일반

인 분장기법의 단 을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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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벌기물분장기법의 개발

1) 벌기물분장토의 정의

벌기물분장토는 기물을 벌구이한 후에 사용하는 분장토다.

벌기물분장토의 조건은 아래 3가지로 들 수 있다.

* 벌 후에 표면에 분장하 을 때 균열이나 박리가 일어나지 않고,

표면에 잘 정착(定着)될 것.

* 벌기물에 분장을 한 후 다시 굳힘구이를 할 필요 없이 건조 후

바로 유약 시유가 가능할 것.

*사용자에게 유해하지 않을 것.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분장토를 벌기물분장토의 선결조건으로 하

다.

2)재료의 선택

벌기물분장토의 기본재료로 백자소지,규석,와목 토,도석을 선택하

다. 재료들은 일반 인 분장토의 주재료들로서 소성 후에도 분장토

의 질감과 특징을 그 로 유지하기 해 선택하 다.

(1)백자소지

백자소지는 백색도가 강하고,계면(界面) 착력12)이 뛰어나다.백자소지

는 기물과 같은 비슷한 가소성과 수축률을 가지고 있어,분장토로서 기

본요소로 합하다고 단했다.재벌소성에서 표면에 막을 형성하여 기

물의 표면을 감싸는데 좋고,백자소지 자체가 다른 소지에 비해서 백색

도가 뛰어나고 정선되어 입자의 입도가 일정하여 벌기물분장토 제작에

도 용이하다.성형되는 소지와 비슷한 성질과 수축률을 가지므로 문제가

가장 다고 단했다.다양한 백자소지 실험에서는 소재에서 나

12)계면 :서로 맞닿아 있는 두 가지 상(相)의 경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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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실크소지를 사용하 다.

화학성분(100g기 )

SiO2 72.31 MgO 0.593

Al2O3 23.103 Fe2O3 0.216

K2O 2.148 CaO 0.181

Na2O 1.386 TiO2 0.042

Ig.loss 0.021

<표 2> 소지 실크소지(RAC-203)

(2)와목 토

화학성분(100g기 )

SiO2 47.18 MgO 0.21

Al2O3 36.35 Fe2O3 1.23

K2O 0.60 CaO 0.22

Na2O 0.40 TiO2 0.46

Ig.loss 13.35

<표 3>와목 토13)

가소성 토는 도자기에서 력(粘力)을 높이기 하여 사용하는 토

를 말한다. 벌기물분장토를 표면에 안착시키기 해서는 가소성 토

가 필요하다.

가소성 토는 미립자(微粒子)로 되어있어 가소성,건조 강도 내화성

이 크고,소성 범 도 넓다.가소성 토는 주로 2차 토로서 순수한 카

올린에 비하여 유기물이나 불순물을 많이 함유하여 소성 색상은 황색인

것이 보통이지만,양질의 것은 담황색 내지 백색을 띤다.보통 섭씨1180

13)석산요업,와목 토(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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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이라는 넓은 범 에서 소고(燒固)14)되는데 때로는 1435℃에서

소고되는 것도 있다.

와목 토는 가소성 토에 속하며 분장토를 만드는데 많이 사용된다.와

목 토는 반드시 수비하여 조립(組立)의 석 과 운모를 제거한 것을 사

용한다.색은 백색 는 회색에 가까운 엷은 색을 띤다.15)와목 토는

두가지 종류가 있으며,백색을 띠고 있는 분상의 유약용 와목 토와 회

색을 띠는 괴상의 분장용 와목 토로 나 다.여기서는 회색을 띠는 분

장용 와목 토를 이용하 다.

일반 인 가소성 토의 경우 얇게 분장되면 소고 후에 소지에 동화되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회색의 와목 토는 가소성이 강하고 내화도

가 높아서 이런 단 이 없다.

(3)규석

규석은 도자기 제작에 많이 사용된다.규석을 첨가할 경우 용융온도가

올라간다.순수한 실리카의 경우 1713℃에서 용융하므로 분장토의 화도

를 높이는데 효과 이다.표면장력을 강화시켜 유동성을 감소시키고

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분장토가 소성에서 변화되는 것을 막는다.열

팽창계수(熱膨脹計數)를 하시키는데,이는 수축률을 조 하는데 용이하

다.그리고 백색도(白色度)에 향을 주지 않는 장 도 있다.

(4)도석

도석은 물학상의 명칭이 아니고 토와 같이 단미(斷尾)로 도자기를

성형,소성하면 자기화(磁器化)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명칭이다.단미로

소성하여 자화(磁化)한다는 것은 도석이 자화에 필요한 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며,그러한 면에서 도석은 자연이 만든 조합석(調合石)이라

할 수 있다.

14)소고(燒固):구워서 굳힘.고온으로 소성하고 형질을 고정시키는 상.

15)이복규,『도자원료』,미진사,1993.pp.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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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성분

SiO2 76.82 MgO 0.52

Al2O3 13.65 Fe2O3 0.31

K2O CaO 0.19

Na2O Ig.loss 1.24

<표 4>도석(경북 경주)16)

도석은 물의 조성(組成)․조직(組織)․화학성분․내화도․기타 물리

성질이 서로 다르나 일반 으로 견운모(絹雲母)17)와 토 물 는

알칼리 장석을 함유하고 있는 백색의 치 한 물이다.특히 화학 으로

는 알루미나의 함량이 많고 알칼리 성분을 어도 2% 이상 가지고 있

다.18)

도석은 경주도석을 사용하 다.계면의 착성과 반응이 장석에 비해

떨어지지만,장석에 비해서 내화도가 높고 표면과의 반응도가 좋다.

3)실험진행과정

첨가재료 함량 백분율(%)

백자소지

규석

도석

와목

40

30

15

15

40

30

15

15

<표 5>1차실험결과 벌기물분장토 성분

1차로 벌기물분장토의 기본성분을 <표 5>에 나와 있는 재료와 비율

16)경주도석 매처 :원도재,석산요업)

17)견운모 :칼륨,알루미늄 따 를 함유한 함수 규산염 물.단사 정계에 속하며,

비늘 모양으로 명주실과 같은 택이 난다.종이,도자기,농약 따 를 만드는 데

쓴다.

18)이복규,『도자원료』,미진사,1993.p.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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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작하 다. 구성비는 백자와 규석이 들어가는 일반 인 분장토에

도석과 와목 토를 첨가해서 정착성(定着性)을 높이고 건조로 인한 균열

을 막기 해 결정하 다.

벌기물에 바로 사용할 경우,수분을 빼앗겨서 갈라짐이 발생하 다.

이를 방지하기 해 스폰지를 이용하여 벌기물분장을 할 부 에 물을

충분히 시고 분장하 다.덤벙을 할 경우 무 두껍거나 흐르듯이 맺

힌 부분에 균열이 발생하 다.귀얄을 할 경우도 마찬가지로 붓이 지나

가면서 벌기물분장이 두꺼워진 부분이 <도 7>처럼 박리가 일어났

다.

<도 7>1차실험 결과 발생하는 문제

2차로 1차 실험의 단 을 보완하기 해서 규석의 함량을 차 증가시

키는 실험을 했다.최종 으로 규석의 함량이 42가 되는 시 에서 균열

과 박리를 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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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재료 함량 백분율(%)

백자소지

규석

도석

와목

40

42

15

15

35.6

37.4

13.4

13.4

<표 6>2차실험결과 벌기물분장토 성분

표면의 박리를 이고 난 후,시유의 문제가 있었다.<도 8>처럼 1차

실험과 2차실험 모두 분장을 건조시킨 후 분장 에 유약을 덤벙시유하

면,시유 바로 박리가 일어나거나 혹은 재벌구이 에 유약과 분장토

가 갈라지면서 들고 일어난다.

<도 8>덤벙시유 후 소성 박리 상

이러한 균열은 백자소지가 수축하면서 생기는 문제라고 보았다.첨가된

백자소지는 벌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재벌소성까지의 수축이 15%인

데, 벌은 이미 10%로 수축되어있는 상태이므로 10% 가까이 편차를

가지게 된다.백자소지 자체가 소성 시 수축하면서 장력이 강해서 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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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제라고 단하고,수축을 잡기 해 백자소지를 하소백자소지로 일

부 치환하여 실험을 반복했다.

재료 함량 백분율(%)

백자소지

하소백자소지

규석

도석

와목

18

22

42

15

15

16

20

37

13

13

<표 7>3차실험

하소백자소지의 비율을 표와 같이 조정하 다. 벌기물분장토의 박

리 문제를 이면서, 벌기물에 분장한 후 다시 굳힘구이 없이 유약시

유를 할 수 있게 되었다.백자소지를 하소백자소지로 완 히 치환(置換)

하면 덤벙분장 시에 력이 떨어지면서 표면에 무 얇게 발라지게 되어

백자소지와 하소백자소지의 비율을 조정하여 <표 7>과 같은 비율을 찾

았다.

<도 9>덤벙시유 후 소성 박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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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도 9>과 같이 재벌소성과정에서 미세한 핀홀이 발생하고 핀

홀을 시작으로 미세한 들이 생겼다.이러한 문제도 벌기물분장토에

들어있는 백자소지 이외의 다른 가소성소지의 수축문제라고 단했다.

재료 함량 비고

2차실험 벌기물분장토

2차실험 벌기물분장토 하소

65

35

벌기물분장토의

하소 온도는

950℃로 실시하 다.

<표 8>4차실험결과 벌기물분장토 성분

다시 2차실험결과로 돌아가서 2차실험의 벌기물분장토를 하소하 다.

2차실험결과로 만든 벌기물분장토에 하소 벌기물분장토를 5%씩 증가

시키는 실험을 하 다.그 에서 벌기물분장토와 하소 벌기물분장토

의 비율이 65:35가 되는 지 을 찾았다.이 게 만들어진 4차실험은 3

차실험의 핀홀과 들이 생기는 문제가 해소되었고,사용하기에 편한 정

도의 비 과 농도를 가지게 되었다.그리고 분장토의 두께를 1mm까지

올려도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1mm이상부터는 분장의 방향에 따라

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 지만 쉽게 박리되지는 않았다.

벌기물분장토가 안정화되었다고 단해서 4차실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업을 진행하 다.

4)부가 첨가 재료

벌기물분장토는 <표 8>을 기본으로 사용하여 다양한 기법을 연구했

다.기법을 연구하면서 사용을 용이하게 하는 재료들과 기본 성질을 바

꿀 수 있는 부가 인 재료로써 유기 착제,탄산마그네슘,유백제, 리

세린,안료를 첨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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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기 착제

유기 착제는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산비닐수지19)를 이용하 다.

산비닐수지계열 본드는 흰색의 걸쭉한 액질의 형태로 뜨거운 물에 희

석해서 분장토 제작에 물 신 첨가하 다.

착제를 첨가하면 표면에 착이 잘되고 충격에 강해졌으며,양의 증

가에 비례하여 도가 증가하 다.반면에 건조속도가 빨라지고,소성 시

핀홀의 양도 비례해서 증가한다.그리고 유기 착제를 탄산마그네슘이

첨가된 벌기물분장토에 넣으면 입자들이 알갱이를 만들면서 뭉쳐 사용

에 무리가 있다.그리고 소량으로 만들어 사용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남

에 따라 악취를 발생하고 굳어버린다.

<도 10>유기 착제

(2)탄산마그네슘

탄산마그네슘은 마그네사이트로 불리며 색상은 흰색,회색 는 갈색을

띤다.탄산마그네슘은 도자기 소지의 원료로 첨가하면 강력한 매용제(煤

19) 산비닐수지 :아세틸 (acetylene)과 산으로 부터 생성되는 산 비닐을

매재료로 사용하여 부가 합(附加重合)시켜 얻는 합성수지의 일종이다.무색,무

미,무취,무해이고 감온성이 커서 0℃에서 부서지며 40℃에서 착성이 생기며

연화된다. 착제로써 도기, 속,운모 ,목제품,유리제품, 라스틱 제품에 쓰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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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백제 종류 분자식 굴 률 융 (℃)

산화주석

산화티탄․루틸

산화 지르코늄

SnO2

TiO2

ZrO2

2.04

2.50

2.40

1900

1720

2950

<표 9>각 유백제의 성분과 성질

熔劑)로써 작용하며 소성온도를 낮추고 소지의 투 성을 높이는 장 이

있다.하지만 소성 수축이 커지고 변형이 심하다는 결 을 가지고 있다.

유약제조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활석(滑石)이나 백운석(白雲石)에서

MgO를 취하는 것이 일반 이다.20)

벌기물분장토에 탄산마그네슘을 첨가하여 소성 수축을 극 화시켜 표

면에 열흔을 만드는데 사용하 다.탄산마그네슘의 비율에 따라서 10%

이상부터 열흔이 발생하며 첨가된 양에 따라서 열흔의 도(密度)가 차

이가 난다.

(3)유백제

벌기물분장토 사용 에 소성 후,소지와 동화되어 분장이 보이지 않

거나 흐려지는 경우 유백제를 첨가하여야 했다.유백제는 소지의 색상을

감추고 그 표면을 백색으로 하여 표면 장식 효과를 높이고, 원료의

효용성 증 등을 얻고자 유약에 첨가하는 부원료다.

유백제는 체로 굴 률이 큰 것을 이용하며 표 인 유백제의 굴 률

은 <표 9>과 같다.

유백제의 부분이 고온에서 용융하므로 일반 자기 소성온도에서는 불

용성 물질로 남게 된다.이러한 불용성 물질이 입사 을 반사(全反 )

시켜 유백효과를 나타내게 된다.21)산화주석과 산화티탄,루틸,산화지르

20)이복규,『도자원료』,미진사,1993.p.44

21)이복규,『도자원료』,미진사,1993.pp.12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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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늄을 실험하 다.

<도 11>산화주석첨가시편

<도 12>산화티탄첨가시편

<도 13>루틸첨가사진

산화주석의 경우,<도 11>처럼 카올린이나 분청에서 소지와 반응하

여 불규칙 으로 붉게 변했다.백자의 경우 거의 변화가 없었고 카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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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분청의 경우 특히 강조되어 나타났다.이 변화가 특징이 될 수 있지

만,소성에 따라서 변화가 심하다.

산화티탄을 첨가한 분장토는 <도 12>처럼 유약이 올라간 경우에 회

색을 띠고,유약이 없는 무유일 경우 황색을 띠었다.첨가량이 증가하면

서 3%부터 유면에 분장한 방향으로 이 발생했다. 체 으로 핀홀이

첨가량 증가와 상 없이 다수 발생하 다.

루틸도 산화티탄과 마찬가지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철성분으로 인해서

<도 13>과 같이 더욱 짙은 암갈색으로 변했다.산화티탄과 달리 표면

에 핀홀은 생기지 않았다.

본 실험에 사용한 유백제는 산화지르코늄이다.지르코니아 혹은 지르콘

이라 불리며 규산 지르코늄성분이다.다른 유백제에 비하여 용융온도가

높으며,산화주석의 유백효과를 1로 보면 지르콘은 0.673이지만 지르콘의

규산성분이 유탁효과를 주면서 더욱 백색으로 보이게 한다.지르콘의 경

우 10%이상 첨가하면 유약 표면에 핀홀을 발생시켜서 10%이하로 사용

하 다.

(4) 리세린

덤벙귀얄분장이나 귀얄분장으로 붓이 지나가는 궤 을 만들 때, 벌기

물분장토가 무 빨리 건조되는 경우에 분이 굳어서 오돌도돌 일어나는

것을 이기 해 리세린을 첨가하 다. 리세린의 경우 보습제로서

벌기물분장토의 보습도를 높여 소지에 수분이 흡수되는 속도를 느리게

만들어 건조속도를 늘리는데 합했다. 리세린은 벌기물분장토를 사

용하는데 희석해서 사용했다. 리세린의 첨가량은 작업하는 방식에 따

라서 다르며,1회 사용할 분량에 당량 첨가하여 벌시편에 시유하여

건조 속도를 확인하면서 조 한다.1회 분량씩 덜어서 희석하는 이유는

한번에 많은 양의 벌기물분장토에 희석하게 되면 상온에서 발효가 일

어나면서 2〜3일정도 시간이 지나면 악취와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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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4> 리세린 첨가량에 따른 건조시간

(5)안료

색상을 내기 해서 사용하 다.첨가량은 색상에 따라 다르지만 5〜

10%를 첨가했다.색분장토를 그 로 사용하지 않고 기물 표면에 배색하

여 이용하 다.기물면에는 스 이를 이용해서 뿌리고, 벌하여 그

에 다시 분장하 다.원활한 사용을 해서는 스 이로 도포하거나 묽

게 분장한 후에 950℃까지 다시 소성하여 굳힘구이 후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도 15>안료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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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벌기물분장기법의 응용 기법

1)덤벙귀얄

귀얄기법은 귀얄에 백토분장을 표면에 거칠게 칠하는 방식이다.귀얄은

풀비와 같이 넓고 굵은 붓 혹은 솔을 말한다.다양한 재료를 사용하면

털 자체의 재질과 귀얄의 도에 따라 서로 다른 질감을 나타낸다.귀얄

분청사기라고 불릴 정도로 15세기 말에서 16세기 분청사기 제작에

리 사용되었다.귀얄기법은 백자와의 경쟁에서 나타난 미 책(彌縫策)이

라고 볼 수도 있지만,귀얄의 흔 은 강렬하고 빠른 운동감을 주면서 백

토분장과 분청사기 회색을 띤 소지의 조로 고유의 존재감을 가진다.

이에 착안하여 다양한 붓을 이용하여 귀얄기법을 사용하고 붓 자체의

재료와 붓의 도를 조정하여 다양한 질감을 주었다.

덤벙귀얄은 <도 16>처럼 표면에 체 으로 백토분장을 하여 소지를

감춘 다음 귀얄기법으로 표면을 어 소지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스크래

치처럼 겉을 어서 색이 드러나는 방식이다.덤벙 직후에 백토분장이

마르기 에 붓이 지나가면서 흔 을 남겨 소지와 백토분장이 비되게

하 다.

붓의 소재를 실리콘이나 나일론 같이 흡수성이 없는 재질을 이용하여

붓이 지나가면서 흔 을 남기거나,스퀴지처럼 백토분장을 어내었다.

<도 17>처럼 지나간 궤 양 으로는 백토분장이 리면서 두께가

형성되어 무늬가 도드라지면서 궤 이 더욱 강조되었다.

붓의 자체 인 흡수성을 가지지 못하는 재질이므로 일반 인 귀얄처럼

붓에 분장토를 충분히 묻히고 칠하는 형식을 취하지 못한다.하지만 <도

18>처럼 덤벙 후에 귀얄하게 되면 붓의 굵기,종류,간격에 따라 서로

다른 흔 을 남기며 다양한 조합으로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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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6>덤벙귀얄분장 부분사진

-

<도 17>덤벙귀얄분장 부분사진

<도 18>귀얄작업에 사용한 붓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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붓사진 귀얄형태 비고

∅2mm

실리콘

∅2mm

실리콘,

2mm

간격

∅0.3mm

실리콘

∅0.3mm

실리콘,

1cm

간격

돈모와

∅5mm

실리콘

교차

∅0.1mm

나일론

30모

<도 19>붓의 종류에 따른 귀얄분장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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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열흔(裂痕)

분청사기의 경우 유약에 빙렬(氷裂)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사용하면

서 빙렬에 사용흔이 남는다.빙렬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색을 가지면

서 고유의 특징을 가진다.그리고 분청토와 백토분장을 사용할 때,열팽

창계수의 차이로 수축편차가 일어나는 경우 분장에 균열이 생기면서 소

지의 색이 드러나는 경우가 생긴다.이 균열을 극 화하여 더 큰 균열을

만들었다.

균열을 조 하기 해서 탄산마그네슘을 사용하 다.탄산마그네슘은

도자기 소지의 원료로 첨가하면 강력한 매용제로써 작용하며 소성온도를

낮추고 소지의 투 성을 높이는 등의 장 이 있으나 소성 수축이 커지고

변형이 심한 결 도 있다.탄산마그네슘의 단 인 소성 수축이 크다는

에 집 해서 균열을 조 하는 용도로 사용하 다.

탄산마그네슘은 흰색을 띠고 질량에 비해서 부피가 크다.10%부터 확

연한 열흔이 나타나며,30%까지 사용하 다. 벌백토분장에 마그네슘이

들어가면 도가 높아지므로 비 조정이 요하다.탄산마그네슘의 양에

비례하여 물을 더 첨가하 다.탄산마그네슘양에 따른 열흔의 차이는 다

음 <도 20>와 같다.

15%〜30%까지 사용한 이유는 분장토가 박리되는 경우가 고 규칙

이면서 당한 균열 크기를 보 고,분장토를 사용하기에 당한 도를

가졌기 때문이다.30%가 넘어가면 분장토의 도가 증가하고 질감이 변

화한다.균열의 크기는 탄산마그네슘 첨가량이 을수록 균열이 크며,양

이 증가함에 따라 균열의 크기가 작아진다.

탄산마그네슘이 첨가된 분장을 할 경우,기물에 충분히 물을 시지 않

으면 쉽게 박리되며,분장토의 두께를 많이 올리면 소성 에 박리가 일

어나게 된다.탄산마그네슘이 첨가된 분장토의 두께는 0.4〜1.2mm가 안

정 이다.같은 함량이라도 두께에 따라서 균열이 차이가 나는데,얇으면

균열이 균일하지 않고,두꺼우면 <도 21>처럼 박리가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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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 25% 30%

<도 20>열흔분장 부분사진

<도 21>열흔분장의 두께가 두꺼울 경우

탄산마그네슘이 첨가된 분장토를 올리고 나서 완 히 건조되더라도 유

약을 덤벙시유하면 박리가 일어난다.하지만 스 이 시유는 큰 문제가

없다.가장 좋은 것은 다시 굳힘구이해서 시유하는 것이 좋다.

3)지두(指頭)

지두문은 신석기시 부터 꾸 히 이용된 기법이다.지두문은 숙련되면

붓이나 솔,혹은 딱딱한 도구들과 달리 자유로운 변화와 부드러운 농담

의 조 이 용이하다. 벌기물분장토를 사용하는 경우에 기물에 충분히

물을 셔서 벌기물분장토가 건조되는 시간을 늘릴 수 있어,작업이

용이하고,분장토가 벌 소지 면에 바로 흡착(吸着)되지 않아 농담의 편

차를 더욱 크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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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2>지두문 세부사진

4) 흔(刮痕)

일반 인 건조상태에서 분장을 하는 경우 거친 솔 따 로 흔 을 주는

경우 표면에 직 인 상처를 주어 분장토만을 벗겨내기에 힘들다.

<도 23> 흔 시문도구

벌 후에는 거칠게 시문하여도 표면에 상처를 내지 않는다.기물에 분

장토를 입힌 후,<도 23>와 같이 표면에 쇠솔이나 거친 도구를 이용

하여 표면을 분장토를 거칠게 어냈다. 힌 자국은 흰색의 분장토와

회흑색의 소지가 비되어 반복 인 마찰이나 거친 사용흔과 유사하게

시문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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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4> 찰세부사진

5)배색

배색분장기법은 먼 색상이 있는 색분장토를 기물의 표면에 도포하여

배색한 후,그 에 분장토를 올리고 귀얄을 사용하여 배색과 분장토의

흰색의 비를 강조하기 한 기법이다.

배색분장의 경우 지르콘의 유무와 분장의 두께에 따라서 아래 배색이

비치는 효과를 보인다.그리고 색분장토의 경우,덤벙과 스 이가 모두

가능하며 배색분장의 두께는 소지가 비치지 않고 균일하기만 하면 발색

에는 큰 지장이 없다.

<도 25>지르콘 첨가 유무에 따른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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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5>에서 좌측은 지르콘이 10% 첨가된 분장토를 사용한 것이고,

우측은 지르콘이 없는 분장토를 올린 상태다.색분장토로 배색이 된 부

분에 지르콘이 첨가되지 않은 분장토를 올리면 확연하게 비치는 효과가

있다.코발트계열의 안료는 특히 명확하게 비친다.

그리고 색분장토를 배색 후에 바로 분장토로 시유할 경우에 <도 26>

처럼 아래 배색이 지워지거나 백색분장에 약간의 균열이 생기는 문제가

있다.

<도 26>배색분장 후에 굳힘구이 없이 이 분장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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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벌기물분장기법의 활용

1. 벌기물분장토의 용

다양한 기물의 형태를 생각할 수 있지만,큰 시는 낮고 평면에 가까

운 넓은 면을 가진다.그러므로 분장작업에서 표면의 다양한 질감을 가

장 잘 보여 수 있는 기형이며 벌기물분장토의 장 을 가장 잘 보여

수 있는 형태라고 단하 다.

<도 27> 시분장작업에서 손사진

시의 굽은 다른 부분에 비해서 두껍지만 심은 얇은 형태이므로,굽

을 제외한 심부와 테두리는 분장 작업에서 많이 손된다.성형 후 반

건조상태에서 두께 얇거나 건조가 많이 된 경우에 <도 27>와 같이

심이 들고 올라와서 갈라지거나 기물의 테두리부분이 처지면서 갈라져서

손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일반 인 반건조 분장작업은 특히 크기에

비례하여 손될 확률이 올라가게 된다.

작업방식은 물 성형과 성형으로 한정하 다.기물의 크기는 완성된

직경 혹은 가장 긴 변의 길이를 최소 50cm 이상으로 정했다.물 성형

의 경우에 직경이 58cm이상이고, 성형의 경우 직사각형으로 90cm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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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cm으로 정하여 제작하 다.

소지는 분청토,산청백토,백자토로 3가지로 제작하 다.그리고 기물의

크기가 커지면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첨가제로써 뉴질랜드

카올린을 하소하여 첨가해서 사용하 다..

하소뉴질랜드카올린은 뉴질랜드카올린을 1250℃로 소성 후에 습식분쇄

기로 분쇄하여 100메시로 수비해서 만들었다.분청토와 산청백토 작업

시에 하소뉴질랜드카올린을 소지에 20% 첨가하 다.하소뉴질랜드카올

린을 첨가하여 얻을 수 있는 장 은 기물 성형 후 건조과정에서 생기는

갈라짐과 형태변형을 여주는 것이다.그리고 재벌소성에서도 손율

히 일 수 있다.하소뉴질랜드카올린을 첨가하기 이 에 기물을 제

작하 을 때 손률이 70%를 넘어 작업진행이 어려웠지만,첨가 이후에

는 손률이 20%로 낮아졌다.

하지만 하소뉴질랜드카올린 자체의 입자로 인해서 소지가 거칠어지고

굽을 깎을 때,입자가 걸리고 히는 단 이 있다.그래서 분청토와 산청

백토에만 첨가하여 사용하 다.

소성온도는 시의 크기로 인해서 재벌소성 시 시가 쳐지는 상이

발생하여 기존 1280℃소성에서 1240℃까지 소성온도를 낮추게 되었다.

2.작품사례

벌기물분장토를 개발하고 사용해 기물을 제작하면서 작업의 주제를

“가리다”로 정하게 되었다.분청사기의 특징은 조립의 입자가 만드는 표

면의 요철과 소지가 가지고 있는 철산화물이나 잡티를 백토를 분장하여

가리는 것이다.

이는 마치 사람이 자신을 가리는 것과 비슷하다.사람도 처음에는 순수

하지만 주 의 환경과 사건에 물들어 변한다.이런 흔 은 고유의 색을

띠며 축 되어 사람이 겪은 세월과 개성으로 드러나게 된다.하지만

구나 자신을 있는 그 로 드러내지는 않는다.좀 더 나은 모습으로 드러

내기를 원해서 화장이나 옷,각종 장신구로 치장하고 재산이나 학력,직

업으로 자신의 모습을 과시한다.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자신의

본 모습을 가리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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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청사기에서 백토분장이 가지는 특징인 소지를 가리는 효과를 이용하

다.다양한 기법을 이용하여 체를 하나의 패턴으로 덮어 가리는 방

식으로 의도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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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덤벙귀얄

<작품 1> 덤벙귀얄분청 시 연작 “가리다”

분청토, 벌기물분장,투명유,1240℃ 환원소성 /각 ∅58X3cm

<작품 2> 덤벙귀얄백자 시 연작 “가리다”

백자토, 벌기물분장,투명유,1240℃ 환원소성 /각 ∅58X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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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열흔

<작품 3-1> 열흔분장화이트카올린 시 연작 “가리다”

산청백토, 벌기물분장,투명유,1240℃ 환원소성 /각 ∅58X3cm

<작품 3-2> 열흔분장화이트카올린 시 연작 “가리다”

산청백토, 벌기물분장,투명유,1240℃ 환원소성 /각 ∅58X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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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두(指頭)

<작품 4> 지두문분청 시 연작 “가리다”

분청토, 벌기물분장,투명유,1240℃ 환원소성 /각 ∅58X3cm

<작품 5>지두문분청 시 연작 “가리다”

분청토, 벌기물분장,투명유,1240℃ 환원소성 /각 78X26X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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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흔(刮痕)

<작품 6-1> 흔분장분청 시 연작 “가리다”

분청토, 벌기물분장,투명유,1240℃ 환원소성 /각 78X26X2cm

<작품 6-2> 흔분장분청 시 연작 “가리다”

분청토, 벌기물분장,투명유,1240℃ 환원소성 /각 78X26X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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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배색

<작품 7> 배색덤벙귀얄 시 연작 “가리다”

백자토 분청토, 벌기물분장,투명유,1240℃ 환원소성 /각 ∅58X3cm

<작품 8> 배색분장귀얄백자 시 연작 “가리다”

백자토, 벌기물분장,투명유,1240℃ 환원소성 /각 25X25X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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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결론

도자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 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이

러한 난 들에 부딪히면서 기술의 숙련도와 경험 혹은 지식의 부족을 느

끼고 해결책을 강구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본 논문은 기

존의 분청사기 제작의 불편함에서 시작되었다.

연구자가 분청사기 제작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은 기물 성형 후에

분장을 할 때 다.제작한 기물을 분장하기에 가장 정한 강도를 가지

도록 습도를 맞춰 건조시키는 것이다.기물의 형태와 크기,날씨에 따라

건조속도의 차이가 있었으며,두께에 따라서도 당한 건조상태와 건조

강도가 달랐다.분장작업 시에도 분장토의 농도와 두께 한 고려 상

이었다.그리고 한번 분장한 후에 작업이 의도 로 되지 않은 경우에 수

정이 어려워 처음부터 다시 기물을 제작하는 경우도 부지기수 다.건조

강도를 맞추는 것과 수정의 어려움이라는 두가지의 단 을 해결하기 해

벌기물분장토 제작을 선택하 다.

본론 1장에서는 분청사기분장기법에 해 설명하 고,그 한계와 개

선가능성에 해 서술하 다. 통 인 분청사기의 설명과 기본 인 기

법을 개 했고, 분청사기 작가들을 통한 기법의 변형사례를 로

들었다.이를 통해 분청사기의 제작방식과 다양한 기법들을 설명하 다.

그리고 분청사기 분장기법의 한계를 설명하고,도자사 에서 벌구이

가 등장한 이유를 바탕으로 벌기물분장토 제작을 선택하 다.

2장에서는 첫째로 분장토의 성질과 벌기물분장토의 요건을 설명하

다.둘째, 벌기물분장토의 주재료로 가소성소재인 백자소지와 와목

토,도석과 비가소성소재인 규석의 성질과 첨가한 이유를 설명하 고,이

재료들의 배합비를 만드는 실험과정을 서술하 다.셋째,첨가재료들인

백색도를 한 지르콘, 착력 증가를 한 유기 착제,건조 속도를 늘

리기 한 리세린,착색을 한 안료 등의 성질과 목 에 해 서술하

다.

3장에서는 통 인 분청사기 분장기법과 다른 벌기물분장토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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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한 분장기법을 서술하 다.덤벙 후 붓 등으로 분장토를 어내

는 덤벙귀얄기법,탄산마그네슘의 수축률을 이용한 열흔기법, 통 인

지두문 보다 농담의 조 과 수정이 용이한 지두기법, 벌기물이 건조기

물보다 단단하다는 에서 착안한 거친 속제 솔로 분장을 어낸 흔

기법,색분장토를 도포하고 그 에 벌기물분장토로 시문하여 흰색과

색분장토의 색상 비를 강조하는 배색기법을 들었다.

III장에서는 크고 얇은 기물인 넓은 시를 작품의 주요 기종으로 선택

한 이유를 설명하고,본론에서 서술한 벌기물분장토에 합한 시문기

법을 활용한 작품들의 도 을 첨부하여 벌기물분장토의 응용에 해

서술하면서 본 논문을 마무리하 다.

도자기를 제작하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한다. 벌기물분장토의 제

작은 그러한 다양한 문제들 하나 던 분장토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

강구된 해결책 한가지이다.도 가로서 겪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식과 해결책을 통해서 덤벙귀얄,열흔, 흔,배색 등의 새로운 제작기

법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었다.같은 문제라도 해결책은 다양하게 존재

할 수 있으며,새로운 기법도 계속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직면하

게될 문제들의 해결책을 찾고,해결책을 통해 정체되지 않고 변화하면서

작업을 이어가겠다.



-49-

참 고 문 헌

단행본

이복규,『도자원료』,미진사,1993.

素木洋一 著 ;金博允 譯,『釉藥과 그 顔料』, 서림,1980.

金永振 ;金德潤 共譯,『窯業工學 핸드북 日本窯業協 編』, 서림,

1980.

정양모,『(韓國文化財大系)國寶 :靑磁·粉靑沙器 Ⅰ = TheNational

treasureofkorea』,藝耕産業社,1986.

정양모,『(韓國文化財大系)國寶 :靑磁·粉靑沙器 Ⅱ = TheNational

treasureofkorea』,藝耕産業社,1986.

강경숙,『분청사기연구』,일지사,1986.

강경숙,『한국도자사』, 경,2012.

강경숙,『도자기 공 이론』 ,한국 산업인력 리공단 ,1996

『분청사기명품 』,호암미술 ,1993.

가드 클락,『도자 술의 새로운 시각』,신 석 역,미진사,1993.

C.넬슨,『도자 술』,신 석 역,미진사,1980.



-50-

다니엘 로드,『도 가를 한 토와 유약』,이부연 역,사곰(한양 학

교출 부),1999.

아사카와 다쿠미,『조선의 소반,조선도자명고』,심우석 역,학고재,

1996

윤용이,『우리 옛 도자기의 아름다움』,돌배게,2007

『李朝陶磁500年の美 /大阪 立東洋陶磁美術館 編』,大阪 美術振 協

:日本經濟新聞社,1987.

『國寶展:湖林博物館 所藏』,湖林博物館,2006.

『韓國美術全集10-李朝陶瓷』,同和出版社,1973-1975.

국립 앙박물 미술부 편 ,『계룡산 도자기』,GNA 커뮤니 이션,

2008.

학술논문

최의석,「분청사기 소지 유약 제조기술 개발」,국립 기술 품질원 연구

보고47,1998.10.

조명철,「분청사기기법에 한 연구」,경성 학교 석사학 논문,2014.

이효근,「 통 분청사기와 분청사기의 계성 :해학성을 심으

로」,원 학교 박사학 논문,2014.



-51-

임성호,「계룡산 철화 분청 도편 분석 철화분청사기 검정색 안료와

고강도 소지개발」,명지 학교 박사학 논문,2013.

방지웅,「색분장기법을 응용한 그리드(Grid)이미지 표 연구 :물 성

형을 심으로」,강남 학교 석사학 논문,2012

최 ,「주입성형을 한 분청사기 소지 개발에 한 연구」,단국 학

교 박사학 논문.2014.

신상호,「화학 성분 분석과 제작 기법에 다른 분청사기연구」,홍익 학

교 산업디자인 연구소 학술논문,2000.

김은희,「분청사기의 지역별 문양 특성에 한 비교 연구 :계룡산,무

등산 우동리 분청사기를 심으로」,원 학교 석사학 논문,

2015.

백재순,「화장토를 이용한 분장장식 기법에 한 연구 :2차 소성후 균

열 기법 장식을 심으로」,경희 학교 석사학 논문,2001.



-52-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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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obingMethodforBiscuitFired

Objects

Lee,Jong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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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GraduateSchoolof

SeoulNationalUniversity

A myriadofcomplicationsarisewhen creating worksofpottery.

Thereforeoneperseveresthroughcountlessroundsoftrialanderror

inefforttosolvesaidcomplications.Thisstudyisconductedbased

onencounteringinconvenienceswhencreatingtraditionalBuncheong

Ceramics.

There were many difficulties during the process of creating

BuncheongCeramics(Koreanstyleengobeceramics).Amongmany

challenges,attention wasfocusedonfinding therightdrynessfor

applyingtheengobe,andmakingadjustmentswithease.Thesolution

wassoughtinthereasonfortheneedforbiscuitfiringinthehistory

ofceramics.Biscuitfiringwasinventedinordertopreventthedried

objectfrom deformingwhenitcomesincontactwithwaterinthe

glaze.Likewise,waterintheengobeisthoughttobethesourc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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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problem,thereforetheengobeforbiscuitfiredobjectsisnewly

formulated.

Theengobeforbiscuitfiredobjectsisformulatedbyutilizingthe

originalcomponentsoftheengobeincludingclayusedtocreatewhite

porcelain,gairomeclay,potterystone,andsilicastone.Thispaper

includesthedescriptionoftheexperimentalprocessesoffindingthe

ideal engobe formula by manipulating the compound ratio.

Furthermoreothervariouscomponents-zirconforwhiteness,organic

adhesiveforstrengthenedadherence,glycerinforslowingthedrying

time,andpigmentsforcolor-areadded.

Engobeforbiscuitfiredobjectsisformulated,andnew techniques

are developed through experimentation by harnessing the

characteristicsofthisnew typeofengobe-thosethatare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Buncheong ceramic methods. The newly

developedtechniquesinclude:thedipandbrushmethod(dippingand

brushing offtheengobe),craqueluremethod(usingthecontracting

characteristicofthemagnesium carbonate),fingerpainting method

(easierthanthetraditionalfingerprinting methodtomanipulatethe

thickness ofthe engobe layer,and adjustimperfections),scratch

method (roughly scratching the surface with metalbristles after

applyingtheengobe),colorcontrastmethod(creatingcolorcontrast

byapplyingpigmentedengobeonwhiteclay).

Largeandthinobjectsisthoughttobethemosteffectivemediafor

displayingthedifferencesbetweentheexistingengobeandthenewly

developed engobe using thevarious aforementioned new engobing

methods.Thereforelargeandshallow plateswerechosenasthemain

typeofobject.Imagesofworkscreated using themosteffective

engobeapplyingmethodsareinsertedwithfurtherdescriptionsofthe

new engobe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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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encountersmanychallengeswhencreatingworksofpottery.A

new typeofengobewascreated in ordertoespecially solvethe

challengesofusingtheengobe.Theaim istodisplaynew processes

ofcreatingceramicworksdevelopedthoughproblem-solvingmethods

ofapotteryartist.

KeyVocabulary:EngobeforBiscuitFiredObjects,EngobingMethods

forBiscuitFiredO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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