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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소성 밑판은 기물이 소성 중 수축하여 변형되는 것을 막는 소성

보조재이다. 본 연구는 백자 합을 소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뒤

틀림을 막기 위해서, 소성 보조재를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합 형

태에 맞는 밑판을 제작해 활용한 것이다.

합을 제작할 때는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기물을 하나의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건조 수축을 예민하게 살핀다. 그러나 소성 중에

고온의 가마 문을 열어서 직접 기물을 관리할 수 없으므로 소성

수축은 대응이 어렵다. 정성을 담아 제작한 합이 소성 과정을 거

치더라도 높은 완성도를 지니도록 방법을 고민했던 것이 이 연구

의 출발이 되었다.

합은 소성 과정에서 유약의 흘러내림, 결구 부분의 휘어짐 등 다

양한 변수들로 인해 뚜껑이 열리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유약을

신중히 적용하며, 소성할 때 몸체와 뚜껑을 결합한 상태로 소성한

다. 이렇게 소성할 경우 몸체가 뚜껑의 무게를 견뎌 내야 해서 몸

체의 형태, 구조, 두께에 영향이 있다. 연구자는 소성 보조 재료를

활용해서 몸체와 뚜껑을 따로 소성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했다.

합의 분리 소성을 돕는 소성 보조재를 제작하기 위해서 먼저 소

성 보조재의 종류와 사례를 연구했다. 기물과 직접 접촉하여 결과

물의 완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소성 보조재를 사용사례에 따라 크

게 세 가지 계열로 분류했다. 공간 효율 향상을 위해서 기물을 잘

쌓을 수 있도록 고안된 소성보조재. 소성 현장의 상황에 따라 기

물 밑에 받쳐서 융착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보조재. 특정한 기물

의 변형을 막기 위해 제작된 소성보조재. 이처럼 계열별로 정리한

보조도구들의 특징을 파악하고 합을 위한 소성 밑판을 제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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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참고했다.

소성 밑판을 활용하면 합의 결구 부분 변형을 방지하여 결과물의

기밀성을 확보하고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몸체를 뒤집어서 소성

하기 때문에 바닥면에도 유약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결구 부분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를 도전하면서도 합으로서의 기능

성을 잃지 않을 수 있다.

기물의 바닥면과 결구면은 일반적으로 유약을 적용하지 않으며 소

홀하기도 쉬운 부분이다. 기물의 주목 되지 않는 부분을 살펴보고

완성도를 높여보려 노력한 점에서 본 연구의 의미가 있다.

주요어 : 소성 보조재, 소성 밑판, 백자, 합

학 번 : 2017-2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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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동기 및 목적

소성 후 가마 문을 열었을 때 유약이 흘러내렸거나 얼룩진 것을 발견

하는 일은 도예가가 직면하는 가장 큰 실망 중 하나다.1) 도자기를 제작

하는 과정 속 여러 인내의 순간들을 거쳐 마침내 결과물을 마주할 때 설

렘과 두근거림이 실망으로 변하는 순간은 여러 번 반복해도 좀처럼 익숙

해지지 않는다. 제작에 공들인 기물일수록 나쁜 소성 결과가 더 큰 아픔

으로 다가오는데, 수련 과정 중 가마를 열며 겪는 실망은 거듭 되풀이되

었다. 불을 견뎌낸 점토가 견고해질 동안 연구자에게도 견고한 인내가

필요했다. 막연한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제작과정을 반복 숙달하는 한편

재료를 공부하고 기법을 알아보며 실패 요소를 줄이는 데 힘썼다.

통제를 벗어난 여러 변수로 인한 반복되는 상실과 실망을 이겨내고

작업을 지속할 인내심을 기르기 위해서는 꾸준한 수련 과정이 필수적이

다. 기술적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석사과정 동안 다른 기형에 비해 상대

적으로 제작 시간이 많이 드는 합을 주로 제작했다. 형태를 이루는 외형

과 내부의 결구 구조를 모두 고려해서 합 제작은 좋은 수련 대상이다.

도자기는 제작과정에서 수축하기 때문에 흙으로 성형되었을 때와 완

전하게 같을 수 없고, 가마 안에서 어떤 식으로든 변형이 발생한다. 일반

적으로 소지의 수축 현상은 점토의 자연 건조과정과 가마 소성 과정에서

일어난다. 소지의 수축률은 보통 건조과정에서 5∼12%, 소성 과정에서 8

∼12%의 범위를 가진다.2)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흙

의 물리적 특성을 잘 이해해야 한다. 특히 합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정

교한 물레 성형은 물론, 제작과정 전반에 걸쳐 기물의 수축을 세심히 살

1) 글렌 C. 넬슨, 임무근 신광석 역, 『도자예술』, 미진사, 2001, p.156.

2) 글렌 C. 넬슨, 앞의 책,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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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합은 몸체와 뚜껑이 하나의 형태를 이

뤄야 하기에 소지의 건조 수축률, 소성 수축률, 기물의 크기에 따른 수축

률 변화 등 제작과정마다 정교한 수축률 계산이 필수적이다. 몸체와 뚜

껑이 되는 기물이 서로 다른 건조 수축률을 가지면 기물의 상·하부를 결

합했을 때 변형될 가능성이 커서 조금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서로

다른 두 개체를 한 몸으로 제작하기 위해서는 두 기물이 유사한 수분함

량을 갖도록 함께 비닐로 감싸 천천히 건조하는 등 다양한 변형 방지법

이 요구된다.

물레 성형, 다듬기, 건조과정을 무사히 거쳤더라도 불과 중력의 힘을

견디지 못해 소성 과정에서 변형될 수 있다. 뚜껑의 무게를 몸체가 견뎌

야 하는 합은 이러한 소성 중 형태 변형에 더욱 취약하다. 소성 변형으

로 결구 부분이 틀어지면 뚜껑이 열리지 않는 등 합으로서 제 기능을 못

하게 된다. 연구자는 소성 보조재를 활용한 다양한 소성 방법에서 해결

책을 찾아보고, 몸체와 뚜껑을 분리해 소성함으로써 소성 시 변형 가능

성을 줄여보고자 했다. 기물의 소성 과정을 보조하는 도구 중 하나인 밑

판을 사용해 수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을 줄이고, 합 구조를 본떠 밑

판에 요철을 적용해 결구 부분의 변형에 대응했다. 결국, 합 소성 과정에

서 발생하는 결구 부분의 변형을 소성 밑판을 활용하여 줄이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통해 소성 수축 변형을 줄인 합의 몸체와 뚜껑이

안정적으로 결합하여 기능을 잘 수행 하도록 한다. 또한 소성 밑판 사용

으로 얻어지는 결구 안정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합을 제작한다.

과감한 유약 적용, 다양한 형태 제작 등 기존에 시도하지 못한 합을 제

작하여 기능적으로 우수하면서 다양한 쓰임을 갖는 합 제작 방법을 확보

한다.

연구자는 합 제작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물의 변형 문제를 해결하고 합

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을 본 연구의 주된 목표로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불가능을 통제영역으로 끌어들여 휘어짐과 변형의 정도를 예측하

고 제작과정에 응용하고자 하였다. 합을 통한 기술적 숙련을 바탕으로

도자기 제작 과정을 잘 이해해서 변수를 줄일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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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범위 및 방법

소성 수축 과정에서 합의 결구 부분이 휘어지면 결과물의 뚜껑이 열

리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합을 소성할 때는 보통 몸체와 뚜껑을 결합

한 상태로 소성하여 변형을 막는다. 그러나 결합 부분에 유약 흘러내림

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해 뚜껑이 열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유약 선택

과 시유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또한 소성 시 몸체가 뚜껑의 무게를

견뎌야 해서 기물의 성형단계부터 몸체의 형태, 구조, 두께를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연구자는 합을 결합 소성 할 때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소성 보조재를 활용해서 몸체와 뚜껑을 따로 소성하는 방법을 강구

하고자 하였다. 보조재의 적용에 앞서 소성 보조재를 구분해 용도와 특

징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사용사례를 알아보았다.

소성을 위한 보조 재료는 종류가 매우 많다. 그러나 연구의 목표가 합

을 소성할 때 발생하는 수축 변형을 막기 위한 보조 기구를 만드는 것이

기에, 소성 중 기물과 직접 접촉하며 기능하는 소성 보조재를 주로 조사

했다. 소성 보조재는 형태가 유사한데 이름이 다르거나 유사한 이름에

다른 형태가 있어서 용어 정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내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온 소성 보조재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유물 설명을 기준으로 용

어를 정리했고, 국내 용어를 찾기 힘든 경우에는 해외 사전에 실린 명칭

을 외래어 한글 표기에 맞춰 기록했다. 국내 · 해외 모두 역사적 사용사

례가 많아 용어가 다양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거나 의미

상 대표성이 있는 단어를 선택했다. 또한 ‘갑발(匣鉢)’과 같이 동어가 반

복되는 용어는 ‘재료 ＋ 형태’의 의미를 갖는 ‘토갑(土匣)’으로 다듬어 기

록했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소성 보조재의 용어 정리에는 박미라의 「가마 소

성에 관한 용어 연구」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글렌 C. 넬슨의 『도자

예술』 마지막 장 용어 해설 부분과 정동훈의 『도자예술용어사전』을

함께 살펴보며 소성 보조재의 명칭과 정의에 대해 정리했다. 국내 사례

가 없는 소성 도구는 해외 사이트 Ceramic-Pottery Dictionary의 ‘ki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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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niture’섹션을 참고했다.

소성 밑판을 사용한 작가 사례, 밑판과 유사한 소성 보조재를 활용한

제작 사례 등을 찾아보았으나 이를 활용한 선행 논문은 찾기 어려웠다.

소성 밑판 제작에 가장 참고가 될 만한 ‘세터(setter)’의 실사용례 중점적

으로 조사했다. 다행히 산업 도자 영역에서 세터를 사용하는 사례를 찾

을 수 있었는데, 독일의 백자 제조회사 ‘Fürstenberg社’의 홍보영상에서

세터의 용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유튜브에 게시된 도자기 제작 공정 영

상에서 조금 더 다양한 형태의 세터 사용사례를 발견하고 연구에 참고했

다. 소성 보조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작가 사례는 작가 샤샤 워델의

2015년 잡지 인터뷰를 참고했다. 작가가 간단히 설명한 세터 사용에 대

한 이유와 목적, 사용법을 읽고 소성 밑판 제작에 참고했다.

또한, 백자 소지의 물리적 특질, 도제 합의 구조적 특징 등을 알아보

고 제작에 주의해야 할 요소를 간추렸다. 앞서 조사한 소성보조재의 기

능적 특성을 취합하여 백자 합 소성을 위한 소성 밑판을 제작하는 데 참

고했다. 기물의 수축 변형을 막기 위해서 요철이 있는 소성 밑판을 제작

한 후 기본형태로 삼았다. 기본형 소성 밑판을 바탕으로 기물의 형태 변

화, 유약 적용을 달리하며 소성 밑판의 특성을 이해했다. 이후 소성 밑판

자체를 조금씩 변형하여 제작 공정에서 소성 밑판이 필수적인 합 형태를

제작했다. 이어서 소성 밑판을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여 한계를 확인한

후 개선점을 보완하고, 발전 가능성을 미리 시험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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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소성 보조재와 소성 밑판

1. 소성 보조재

1) 소성 보조재의 정의

가소성을 지닌 소지는 성형, 건조를 마친 뒤, 고온의 소성 온도를 견

뎌내야 비로소 단단하게 굳어 도자기로 완성된다. 기원전 8000년경 원시

시대의 기술자들은 얕은 구덩이에 나뭇가지나 풀을 쌓아두고 도자기를

구웠다. 다량의 철분을 함유한 저화도 점토가 불 속에서 어느 정도 딱딱

해지면 이것을 뜨거운 재, 흙 등으로 덮어 서서히 식혀 마무리했다. 당시

에 소성 온도는 약 800℃ 정도로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덜 소성되었기

때문에 기물이 충분히 소결되지 못했다. 이렇게 제작된 도자기는 나뭇잎

으로 기물 표면을 문질러서 수액(樹液)으로 기공을 막은 후 사용했다.3)

도자기가 충분히 소결될 수 있도록 도자기 소성법은 굴뚝과 화실(火室)

을 갖춘 가마 형식이 발명되어 점차 발전했다. 경사진 흙더미를 따라 만

들어진 등요(登窯)는 경사면 아래에 연소실을 만들고 경사면 끝에 굴뚝

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공기를 빨아들이도록 했다. 또한 온도를 균일하

게 하려고 경사면 위로 올라갈수록 소성실이 차츰 작아지게 설계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소실 근처에 놓인 기물은 상대적으로 열을 더

받기 때문에 소성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가마 내에 들어온

재, 그을음 등이 기물에 앉아 완성품의 질을 떨어트렸다. 그래서 가마 내

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한계를 보완하고 가마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다

양한 부속 설비들이 생겨났다. 기물 앞에 내화물로 만든 벽돌을 쌓아 특

정 기물이 많은 열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막는 방법이 사용되었고, 시유

3) 글렌 C. 넬슨, 앞의 책, p.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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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기물을 오염 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점토로 만든 갑 안에 넣어서

소성하는 방법이 고안되었다.4) 완전한 소결을 이루지 못하는 초기 가마

형식에서 벗어나 1,000℃가 넘는 온도를 일정하고 안정적으로 다루기 위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가마를 개선했다. 또한 화학의 발달을 기반으로

고온을 견딜 수 있는 제작 재료도 발전했다. 이렇듯 가마의 구조, 형태,

소재, 연료 등이 변화함에 따라 가마를 위한 부속 설비들도 함께 개발되

었다.

가마 내부에서 사용하는 가마를 제외한 모든 설비와 재료들을 소성

보조재(kiln furniture)라고 한다. ‘가마 부속 설비’, ‘가마도구’라고도 불리

는데, 가마재임 시 공간 효율을 높이거나 기물의 수축·마찰을 보조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 이는 보통 점토질(粘土質,chamotte), 코디어라이

트(cordierite), 뮬라이트(mullite), SIC(silicon carbide) 등 내화성이 높은

재질로 만들어진다.5)

소성 보조재는 내화판, 지주에서부터 알루미나에 이르기까지 많은 종

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합 소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과 변형을 줄

이기 위해서 기물과 직접 접촉하는 소성 보조재를 중점적으로 알아보았

다. 다양한 소성 보조재 중에서 기물과 맞닿은 보조재의 역할과 성격을

파악하고 이를 적용한 소성 밑판 제작에 참고했다.

4) 글렌 C. 넬슨, 앞의 책, p.258∼259.

5) 박미라, 「가마 소성에 관한 용어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논문, 1994, p.49∼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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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성 보조재의 종류

초기의 가마들은 온도 조절 및 유지가 어렵고 냉각에 취약했으며, 소

성 기간이 길었다. 기후 영향도 많이 받아서 연중 소성 횟수가 제한적이

었다. 심지어 주요 연료 공급원인 목재 확보가 큰 문제였기 때문에 주기

적으로 가마터를 옮겨야만 했다. 이처럼 불안정하고 소성 기회도 적은

가마를 사용하는 도예가들은 제한된 기회 속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어야

했다. 완성품의 품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동시에 가마

의 생산성 향상도 높여야 했다.

가마 내부의 공간 활용을 높여야 생산성이 향상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마에 기물을 최대한 빼곡하게 넣어서 한 번에 많은 양을 소성해야 한다.

반면에 효율적인 연소 과정을 위해서는 불길이 굴뚝으로 잘 빠져나가야

한다. 화실 내부에 공기 흐름이 막힘없어야 원활한 순환이 가능하다. 초기

의 도예가들은 이러한 상충한 조건을 만족하는 최선의 결과를 내야 했다.

모순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예가들은 소성 보조재를 활용했다. 재

임량을 늘리기 위해 기물을 쌓고 포개는 등 공간 활용법을 연구했고, 골고

루 불길이 잘 돌도록 기물이 놓이는 높이를 조절하는 등 연료 효율 향상

에도 힘썼다. 도침과 밑판 등을 사용함으로써 가마 소성 중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한계를 보완해나갔다. 이처럼 소성보조재를 통해서 공간 활용

과 연료 효율을 높이는 한편 균일한 소성 결과물을 확보할 수 있었다.

연구자는 기물과 직접 접촉하여 결과물의 완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소

성 보조재를 사용사례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다. 먼저, 공간 효율

향상을 위해서 기물을 잘 쌓을 수 있도록 고안된 소성보조재는 ‘구조물

및 밑판’으로 가름했다. 소성 현장의 상황에 따라 기물 밑에 받쳐서 융착

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보조재는 ‘도침’ 계열로 나눴다. 마지막으로 특정

한 기물의 변형을 막기 위해 제작된 소성보조재는 ‘세터’로 구분했다. 이

처럼 세 종류로 정리한 소성 보조재를 살펴보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합 제작에 적용 가능성을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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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조물과 밑판

가마재임 할 때. 제품 바닥에 깔아서 안정적인 상태로 만들고, 이를

여러 층으로 쌓아서 공간 효율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소성 보조재들을

‘구조물’ 또는 ‘밑판’으로 분류했다. 구조물이나 밑판은 수요가 많은 도자

기를 다량 생산하기 위해서 발전한 소성 도구다. 구조물과 밑판이 발전

하기 위해서는 제작 품목의 구체화, 제작 방식의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내화판 없이 장작 가마를 사용하던 시기에는 가마의 재, 그을음으

로부터 제품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 토갑[도판 1]6)을 사용했다. 기물을

만들 때마다 토갑을 함께 제작한 것이 아니라 내화토로 미리 제작해두었

다. 토갑을 여러 층으로 쌓아 올리기 위해서 상·하부의 형태와 크기를

동일하게 제작했고 여러 번 재사용 했다. 토갑은 제품 보호와 공간 효율

성 향상에 큰 장점이 있으나, 기물을 토갑 안에 넣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기물보다는 토갑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크기의 동일한 기물을

다량 생산하는데 더 많이 쓰였다. 이후 가마 기술과 재료의 발전에 따라

보조재 또한 [도판 2]7)와 같이 규격화한 크기와 형태를 갖춘 토갑으로

변화했다. 초기 가마보다 안정된 소성 방법을 사용하는 산업 도자 영역

에서도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 토갑을 활용한다.

이처럼 소성 보조재 ‘구조물’과 ‘밑판’은 미리 대량으로 제작하고 소성

할 때마다 재사용한다.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소재로 제작하

여 내구도를 높이고, 토갑과 같이 규격화해서 제작되는 경우가 많다. 열

팽창 수축이 적고 고온을 견디며 강도가 좋은 내화 재료가 개발됨에 따

라 구조물과 밑판 제작에도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

6) 토갑, 고려, ∅23.5×9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7) mullite-sagger,

www.yunnuoindustrial.com/kiln-furniture-corundum-mullite-sagger-tray-fo

r-magnetic-materials-ceramic-powder/ (2022년 5월 3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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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마 재임할 때 제품 바닥에 깔아 제품을 안정한 상태

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지주를 사용해서

여러 층으로 쌓아 올리기도 한다.

shelves, 상판, 붕판, 밑판, 선반도짐
내 화 판

소성 시 장식된 접시를 고정하기 위해 제작된 산업용

거치대. ‘T'형, ‘Y'형 등 세 개의 다리가 각각 맞물리도

록 설계된 형태가 일반적이다. plate setters

접 시 세 터

판, 타일 등의 주로 납작한 형태의 기물을 지지하기

위한 구조물. 벽에 거치대가 있거나 거치대 끝에 핀이

박혀 있는 등 소성 기물에 따라 다양한 모양과 크기로

제작된다. crank
크 랭 크

가마 안에 되도록 많은 제품을 쌓고, 불꽃재, 화염 등

으로부터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내화점토로 만든 상자.

장작 가마에서 주로 사용되었으나 산업 도자 영역에서

도 냉파, 먼지를 막기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saggar, 갑, 갑발, 내화갑토 갑 (土匣)

[표 1] 소성 보조재 구조물과 밑판의 종류

[도판 1] 초기 가마를 위한 토갑. [도판 2] mulite 토갑

기물을 올려놓거나 쌓기 위한 소성 보조재를 [표 1]과 같이 ‘구조물과

밑판’으로 분류했다. 현재는 대량 생산 공정에 맞춰 개발되기 때문에 같

은 이름의 보조재라도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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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3] 정요 토갑의 구조

[표 1]의 크랭크는 요업 분야에서 타일, 접시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

해서 사용하는 도구다. 내부에 거치대 역할을 하는 구조가 있어서 넓적

한 형태의 기물을 구조물에 얹어서 소성한다. 크랭크를 활용하기 위해서

는 일정한 크기, 같은 종류 등 기물의 규격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래야

만 미리 제작된 내화 도구를 사용해서 소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세기 송(宋)대 하북성 ‘정요(定窯)’에서

는 토갑과 크랭크를 결합한 형태의 독특한

소성 보조재를 활용했다. [도판 3]8)과같이 토

갑 안쪽에 크랭크처럼 기물을 거치할 수 있

는 구조를 만들어서 사용했다. 층계 식으로

배열된 거치대에 기물을 뒤집어서 적재했으

며, 거치대와 기물이 달라붙지 않도록 구연

(口緣)에 유약을 바르지 않았다. 이처럼 구연

부를 아래로 향하게 하여 소성하는 제작기법

을 복소법(覆烧法)9)이라 한다. 북송 중기에

개발된 복소법은 토갑 안에 많은 기물을 적

재할 수 있으므로 가마의 공간 활용을 높이

고, 연료 또한 절약하는 역할을 했다. 기물 거치를 위해서 토갑에 만들어

둔 구조 형태가 소성 중에 기물의 구연부가 변형되는 것을 줄여주었다.

덕분에 대량 소성을 하면서도 불량품의 수를 줄일 수 있었다.

복소법으로 소성된 기물은 뒤집어서 소성하기 때문에 굽 대신 구연부

가 유약이 없어 매끄럽지 못하다. 노출된 구연부는 거칠고 오염에 취약

하기 때문에 [도판 4]와 같이 금속 재질로 이 부분을 감싸서 보호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 은, 동, 주석 등 다양한 금속을 적용한 테두리 마감은

장식 효과가 있다.

8) kknews.cc/zh-cn/collect/3z9965a.html (2002년 5월 3일 검색).

9) 황현성, 양필승, 서정호, 「도자기 구연에 부착된 금속 테두리 연구」, 보존과

학회지 Vol. 22, 2008, p.117~118.

방병선,『중국도자사 연구』, 경인문화사, 2012, p.174.

마가렛 메들리, 『중국도자사』, 열화당, 1986, 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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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4] 정요백유인화덩쿨해석류문두립식완, 입지름20.3 × 굽지름4.4 ×

높이5.7 (㎝), 11C, 북경고궁박물관 소장.

이처럼 정요에서는 소성 보조재를 용도에 맞게 변형함으로써 제품의

품질과 생산성 모두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 독특한 테두리를 지닌 정요

의 도자기는 큰 인기를 누렸고, 북송 후기 들어 복소법 또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여요’의 청자, ‘요주요’의 양각청자와 함께 ‘정요’의 완은 북

송을 대표하는 도자기로 이름을 알렸다. 그러나 구연부를 보완하는 수단

으로 선택한 금속 마감이 후대에 이르러 촉감이 이질적이며 차 맛을 해

한다고 하여 점차 외면받고 정요 또한 쇠퇴하였다.

복소법의 기술적 장점은 가마 안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더 많은

그릇을 재임할 수 있고 그만큼 연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독특한 갑발을 이용하여 소성 중에 발생하는 변형을 막아 생산율을 높였

다는 점에서 도자 제작기술의 향상에 영향을 주었다.10)

[도판 5] 복소성 토갑, kknews.cc/other/rbaxm64.html (2002년 5월 3일 검색).

10) 방병선, 앞의 책, p.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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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침

기물 밑에 받쳐서 기물을 바닥 위로 띄우는 대부분의 소성 보조재들

을 뭉뚱그려 도침이라고 부른다. 융착을 막기 위한 용도로 주로 쓰이며,

소성되는 기물이 불길의 흐름을 막지 않도록 높낮이를 조절할 때도 사용

한다. 상황에 따라 두께, 크기, 재료를 달리하며 적용되어왔기 때문에 도

침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도침은 도치미, 도지미, 도짐, 받침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린다. 다양한 형

태의 도침들 모두 ‘가마 바닥과 기물 사이’ 또는 ‘기물과 기물 사이’에 끼

워 넣어서 많은 기물을 효과적으로 재임하고, 불꽃이 잘 돌게 하며, 바닥

면이 붙지 않도록 한다. 도침은 자기를 소성할 때 굽의 접지 면에 유약이

묻거나 붙지 않고 깨끗하게 굽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지만, 가마와

토갑 안에서 그릇을 수평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한다.11)

[도판 6] 사기장 이은규, 도침 사용사례

[도판 7] 토갑 안에 넣는 도침

11) 박미라, 앞의 논문, p.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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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가 완료된 기물을 도침 위에 올려두고 소성한 후 소성이 완료되면

망치로 두드려서 기물과 분리해 폐기한다[도판 6].12) 대체로 소성 현장

상황에 맞게 즉시 만들어서 사용하며 여러 번 사용하지 않고 그때그때

새로 제작한다. 이 때문에 옛 가마터에서는 다량의 폐도침이 출토된다.

일반적인 형태는 둥글납작한 작은 판 형태[도판 7]13)거나 내화토를 작

게 빚은 덩어리 형태다. 위에 받치는 기물의 형태, 크기, 높이 등에 따라

맞춤 제작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납작한 흙 판 형태[도판 8]14), 흙덩어리

형태[도판 9]15), 기물을 걸쳐두기 위한 원통형 형태[도판 10]16) 등 다양

한 모양이 있다. 틀에 찍어서 제작하는 규격화된 도침들도 많이 쓰인다.

[표 2]17)에 기술한 형태도 모두 도침으로 불리기도 한다.

[도판 8] 점병 형태의 도침

12) 도진과 갑발, www.ibuan.com/news/articleView.html?idxno=33199 (2002년

5월 3일 검색).

13) Bai Mao Gong, 「Ancient Ceramic Culture and Technological

Characteristics of Xiaopi Kiln Ceramics」, 2022, p.9.

14) 도자기 받침, 조선, ∅9.5×6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5) 원통형 도침, 조선, 높이 13.6, 10.4, 9.8, 4.7, 2.2, 4.3, 6.5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6) 원통형 거치식 도침, 조선, ∅7.1×9.6, ∅7.1×8, ∅7.3×6.5, ∅7.3×6.4,

∅4.4×4.4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7) Susan Mussi, Ceramic-Pottery Dictionary, www. ceramicdictionary.com

(2022년 4월 4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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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9] 흙 빚음 방식의 도침 [도판 10] 원통형 거치식 도침

전통 방식의 오름 가마는 경사면을 수평으로 고르기 위해 바닥에 고

령토, 규석분 등 가는 가루를 깔고 그 위에 기물을 재임한다. 이때 제품

을 안정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기물 바닥에도 도침을 깔아 해결한다.

또한 토갑 사용할 때 바닥과 기물의 접촉면을 줄이기 위해 쓰이는 ‘빚음

받침’이나 ‘삼각 다리’도 기물의 융착을 막기 위한 용도로서 도침으로 분

류할 수 있다.

여러 개의 그릇을 쌓아서 구울 때 그릇이 서로 달라붙지 않

게 하려고 내화토를 빚어서 굽에 붙인 것. 사용된 재료에 따

라 내화토 빚음, 태토 빚음, 흙 빚음 등으로 불린다.

도짐, 도지미빚 음 받 침

빚음 받침과 형태와 용도가 유사해서 도침으로 혼용해 부르

기도 한다. 넓적한 형태를 띠며 도판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가마 밑바닥의 모래 또는 내화갑 내부에 올려놓아 경사면 각

도를 조절하기 위한 용도로 쓰인다. 개떡도짐점병 (墊餠 )

큰 기물 속에 작은 기물을 넣을 때 바닥의 접촉면적을 줄이

고 벽 간격을 유지해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삼각대. 세 귀퉁

이에 뾰족한 다리를 붙여 놓은 것으로 ‘Y’, ‘O' 모양이 주로

쓰인다. 기물과 바닥면 사이에 위치해 유약이 녹아 서로 붙

는 것을 방지하며, 소성 후 손으로 비틀어 제거한다. stilt, 삼
차(三叉)도침, 삼각다리스 틸 트

이차 유약 소성 또는 삼차 상회 소성을 하기 위해 가마에

재임할 때 사용하는 도구이다. 일반적으로 상하 양측 또는

하측에만 돌기가 있는 세 갈래의 가지가 중앙에서 결합하는

형태다. 돌기의 끝은 되도록 예리하게 하여 물건을 올려놓았

을 때 자국이 남지 않도록 한다. 주로 석고틀 또는 금속 틀

에 점토를 눌러 만든다. spur, 박차스 퍼

[표 2] 소성보조재 도침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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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3] 도침을 제거한 바닥면

[도판 12] 합 세부 사진

가마 효율이 높아지고 소성 보조재들이 발달하면서 도침의 사용은 점

차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지금도 바닥과의 접촉면을 줄이는 용도로 도

침이 사용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도침 사용은 만약의 사고를 대비한

보조 장치로 여겼기 때문에 도침 위에 기물을 올릴 때 기물과 맞닿는 부

분을 최대한 적게 하고 소성 후에는 도침이 제거된 부분을 다듬어서 감

춘다. 그러나 [도판 11]18)의 작품처럼 도침 흔적을 의도적으로 남겨서

도침 자국을 장식 요소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굽 안쪽으로 도침 상처

를 숨겨왔던 통상적인 방식[도판 13]19)에서 벗어나, 작가는 오히려 순백

색의 태토와 구분되도록 도침에 샤모트를 섞어서 도침이 남긴 자취를 대

담하게 드러냈다.

[도판 11] 한정용, 합, 2017.

18) 완물취미┃한정용백자, 展 sikijang.com/article/gallery-wannmul/8/27/ (2022

년 5월 3일 검색).

19) 국보 청자 양각연화당초상감모란문 은테 발, 고려, ∅18.8 × 7.9(㎝), 국립중

앙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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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터

가마는 기물의 소지와 유약이 적정온도에서 녹아 소결되도록 열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설비다. 가마 내부의 온도를 높이는 일은 도

자기 생산 비용과 직결되는 경제적 문제다. 따라서 가마는 온도가 안정

적으로 유지되며 열 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도자기를 소성

하는 과정에서 가마 안에 있는 모든 물체는 열에 노출된다. 고온의 온도

가 도자기에 잘 전달되어야 하는데, 불필요한 물체에 열기를 빼앗긴다면

비용적 손실이다. 소성 보조재 또한 기물에 전달될 열을 나눠 갖기 때문

에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면 가마 온도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

서 가마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부수적 요소로서 소성 보조재를 제한적

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보조재가 필수적인 경우도 있다.

세터는 재료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소성 보조재다.

18세기 말. 영국에서는 중국의 백자를 따라 고급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다량의 골회(bone ash)를 섞어 만든 기물을 고온 소성해서 강

도 높은 도자기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오늘날 많이 사용되

는 본차이나 (Bone China)20)다. 치아처럼 단단한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

서 소뼈로 만들어진 골회의 인산칼슘 성분을 이용했다. 먼저 소뼈를 물

에 넣고 끓여서 지방을 제거한 후 가마(약 1,000℃)에 넣어 굽고, 이를

가루로 만들어서 골회분(骨灰粉)을 얻었다. 본차이나를 위한 점토는 골

회와 고령토를 혼합하여 만들었다.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진 소지는 골회

(인산칼슘) 때문에 점력이 떨어졌다. 성형하기 힘들고 잘 찌그러지는 경

향이 있어서 건조, 소성 과정에서 제품이 잘 휘어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고안된 장치가 바로 소성 보조재 ‘세터’다.

세터는 구연부와 같이 기물의 열린 공간을 막아주어 왜곡 변형을 줄

이는 역할을 한다. 기물의 두께, 형태, 크기, 무게 등에 따라 건조, 소성

과정에서 수축 한도를 미리 계산해서 제작한다. 기물 위에 얹거나, 뒤집

20) 글렌 C. 넬슨, 앞의 책, p.378.

정동훈, 『도자예술용어사전』, 월간세라믹스, 2001, 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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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차이나 소성 시 형태 왜곡을 막기 위해 모든

열린 형태는 뒤집거나, 보조 수단으로 덮어주는

등 닫힌 형태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뚜껑을 닮은

세터를 만들어 가장자리 또는 테두리의 형태 왜

곡을 막는다. setter, bomse
세 터

하부 세터는 전 부분의 휘어짐을 막기 위해 고

안된 장치다. 세터를 먼저 바닥에 깔아 두고 그

위에 기물을 뒤집어 올려둔다. 제품의 건조, 초벌

과정에서 수축 변형을 막기 위해 활용되며 여러

번 재사용 한다. 수축하는 기물이 세터에 걸려서

고정되지 않도록 둥글게 제작한다.
하 부 세 터

상부 세터는 손잡이, 주둥이 등의 부착물로 인해

기물이 휘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주

로 주전자, 컵과 같은 기물에 적용한다. 이러한 기

물은 세터와 함께 먼저 고온 소성을 한 후 세터

를 제거하고 저온 유약을 발라 2차 소성해서 마

무리한다.
상 부 세 터

[표 3] 소성보조재 세터 종류

은 기물 아래에 받쳐서 사용한다. 세터는 가소성이 떨어지는 소지를 얇

게 가공할 때 휘어짐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특히 손잡이

컵 제작 등 본차이나 일부 제작과정에서 세터는 필수 요소로 쓰인다. 건

조, 소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휨을 막는 세터 활용 방법은 본차이나를 대

량으로 생산하는 업체에서 안정적인 제품 생산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본차이나 브랜드들의 홍보영상[도판 14]21), [도판 15]22)을 통해 오늘날

에도 ‘세터’ 활용기법이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1) Amazing Ceramic Making Projects with Machines and Workers at High

Level, www.youtube.com/watch?v=Ag3uJtFCiKA (2022년 5월 3일 검색).

22) The Royal Collection 홍보영상, www.youtube.com/watch?v=PPpfw20AkZw

(2022년 5월 3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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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4] 건조과정에서 세터 사용사례

[도판 15] 고온 소성에서 세터 사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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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성 보조재를 활용한 작품사례

가마는 점차 다양한 연료와 재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수정되어왔다.

특히, 새로운 동력원인 전기의 발달로 가마 디자인의 현저한 변화가 이

루어졌다. 전기 가마는 굴뚝이나 연료가 필요 없고 비교적 사용이 간편

하며 운용하기에 안전해서 현재 요업업계에서 선호된다.23) 가마 유형이

변화함에 따라 소성 보조재의 사용 형태도 변했다. 전기 가마에서는 불

완전한 연료 사용으로 인한 재, 그을음 발생위험이 적기 때문에 토갑으

로 기물을 감쌀 필요가 없어졌다. 또한 내화재·절연재의 발달로 소성 보

조재도 발전했다. 융점이 2,700℃에 이르며 경도가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높은 탄화규소24)로 만들어진 내화판을 사용함으로써 도침을 이용해 기

물을 쌓지 않더라도 안정적이고 효율성 높은 가마재임이 가능해졌다. 게

다가 보크사이트를 제련해서 채취한 알루미나를 탄화규소 내화판 위에

도포해 사용하면 기물과의 마찰을 줄여주고, 소성 후 기물과 내화판의

분리를 돕기 때문에 더욱 내화판을 오래 쓸 수 있도록 해준다.

이처럼 오늘날 소성 보조재는 제품의 오염, 냉파(冷破) 방지 목적을

넘어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하게 되었다. 산업적

목적에 다양한 내화 구조물이 고안되어 사용되며, 보다 견고하고 열팽창

에 강한 내화재를 활용해 더욱 내구성을 높였다.

많은 소성 보조재는 전통 공방, 산업 현장, 작가 스튜디오 등 다양한

요업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오늘날 소성 보조재는 단순한 용도를 넘

어 작품 표현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기도 한다. 점토의 물리적 특

성으로 제한적이었던 도자 디자인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으며, 다채로운

유약 조성으로 가마에서 벌어지는 우발적 현상을 대비할 수 있게 한다.

현대의 도예가들은 소성 보조재의 발전에 힘입어 더욱 과감한 시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23) 글렌 C. 넬슨, 앞의 책, p.260.

24) 탄화규소, terms.naver.com/entry.naver?docId=1597399&cid=50314&category

Id=50314 (2022년 5월 19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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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6] 소성을 마친 비젠가마

(1) 비젠야끼(備前焼)

비젠야끼는 오로지 ‘흙과 불’만으로 만드는 일본의 전통 도기다. 가마

속의 재가 그릇 표면에 앉아 자연 유약 역할을 하는 스에키 기술을 바탕

으로 9세기경 오카야마현에서 시작되었다. 센노 리큐(千利休)로 대표되

는 와비사비(侘・寂) 문화에 힘입어 16세기에 가장 전성기를 누렸다. 비

젠야끼는 가마 불을 시작하면서부터 냉각을 마칠 때까지 총 30∼50일이

소요될 정도로 소성 기간이 길다. 따라서 가마의 공간 효율을 높이는 것

이 필수적이다. 가마 적재량을 늘리기 위해서 기물을 최대한 많이 쌓고

포개어 재임했으며 이 과정에서 소

성 보조재들을 다양하게 활용했다

[도판 16]25). 크고 작은 도침과 받

침, 짚 등을 사용해 접시를 여러 장

으로 포개어 소성하거나 기물의 안

쪽에 작은 기물을 넣는 등의 재임

방법을 사용했다. 스에키(須恵器) 토

기의 영향으로 기물에 시유를 따로

하지는 않았다. 산화 소성을 기본으

로 했으나 기물이 겹쳐진 부분, 재

가 내려앉은 부분 등 재임 위치와

방법에 따라 표면 분위기에 차이가 생겨났다.26) 소성 방식으로 생겨난

변화는 오히려 비젠야끼의 표현 요소가 되었다. 비젠야끼는 기물을 놓는

위치, 쌓는 방식에 따라 요변이 달라진다. 비젠야끼 소성 과정 중 발생하

는 요변 결과물을 일반적으로 크게 여섯 종류로 구분한다. 그중에서 ‘보

타모찌’는 소성 보조재와 기물이 직접 접촉하면서 만드는 효과를 부르는

말이다.

25) 비젠야끼, blog.daum.net/spp5908/8948 (2022년 5월 3일 검색).

26) 박철찬, 「비젠야끼에 대한 연구」, 도예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도예연구소

Vol. 20, 2001, p.5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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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9] 후세야끼(伏せ焼)

[도판 17] 재임중인 비젠 가마

[도판 18] 도침을 활용한 장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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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7]27)처럼 가마 재임할 때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서 작은

접시를 큰 접시에 올려놓거나 원형의 점토판을 사용하는 것을 보타모찌

(牡丹餅)라 한다. 이렇게 소성하면 화염이 닿지 않는 부분의 발색이 달라

지는데, 기물에 남은 자국이 [도판 18]28)와 같이 둥근 떡을 놓은 것처럼

보여 ‘보타모찌’라 불렸다.29)

한 기물에 전혀 다른 분위기의 색채를 표현하는 것은 후세야끼(伏せ

焼)라 한다. 산화 소성을 기본으로 하는 비젠야끼는 화염에 노출되는 부

분은 적갈색을 띠지만, 불길이 직접 닿지 않아 환원 소성된 부분은 흑갈

색이 나타난다. 이런 차이를 이용하여 소성할 때 항아리나 주병 위에 깊

은 발을 덮어씌우거나 그릇을 바닥에 엎어서 표현하는 방식이다.30) 이렇

게 소성하면 [도판 19]31)와 같이 기물 하나에 자연스러운 빛깔 변화를

담을 수 있다.

비젠야끼에서 소성 보조재는 단순히 오염을 막고 기물 분리를 돕는

보조도구에서 벗어나 자연스러운 장식 요소로 활용된다. 이처럼 소성 보

조재의 활용은 생산 효율 증대, 에너지 절약 등의 장점에 더해 도자예술

영역의 표현적 확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7) 金重利陶苑 http://kaneshigeritouen.com/ (2022년 5월 3일 접속).

28) 阿部 秀一, 『All of BIZEN』, 阿部出版, 2008. p.142.

29) 備前陶芸美術館, http://www.touyuukai.jp http://kaneshigeritouen.com/

(2022년 5월 3일 접속).

30) 備前陶芸美術館, http://www.touyuukai.jp http://kaneshigeritouen.com/

(2022년 5월 3일 접속).

31) 阿部 秀一, 앞의책.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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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존 푸추올리(Jon Puzzuoli)

소규모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도예가들에게 가마는 공방 살림의 큰 자

산 중 하나다. 다양한 형태의 기물, 다양한 성격의 유약으로부터 가마를

보호할 때도 도예가들은 소성보조재를 사용한다. 소성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준비 부족과 불찰로 유약이 과도하게 흘러내리거나 기물이 파손되

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기물과 유약이

내화판, 주변 기물, 가마 등을 오염시켜 재정적 피해를 줄 수 있다. 이에

도예가들은 소성 전, 기물 밑에 얇은 밑판을 깔아 가마 속에서 일어날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다. 공방 도예가는 산업용으로 고안된 기성의 소성

보조재를 그대로 활용하기도 하고, 작업 형태에 맞는 보조재를 직접 제

작해 사용하기도 한다.

존 푸추올리는 코네티컷에 있는 그의 스튜디오에서 강의와 작업을 병

행하고 있는 작가다. 그는 아주 잘 흘러내리는 결정 유약을 주로 사용한

다. 그 때문에 소성할 때 작품 밑에 내화 벽돌을 받침으로 깔거나, 물레

로 작품의 굽 크기만 한 밑판을 만들어서 기물을 받쳐 주어야 한다. 작

가는 높은 온도에서 두껍게 시유 한 기물을 안전하게 소성할 수 있도록

기물 밑에 얕은 발(鉢, riser) 형태의 도침을 만들어서 받쳤다. 녹아내린

유약이 기물의 바닥 경계면을 벗어나더라도 내화판과 주변 기물에 닿지

않도록 흘러내리는 유약을 받아줄 얕은 접시 형태의 점병을 제작해 함께

활용하고 있다.

지역 사회를 위한 도예 수업을 하는 작가답게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이러한 작업 과정들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기물에 받칠 원통형 도

침의 제작[도판 20], 유약 흘러내림을 받아줄 밑판과 도침의 사용[도판

21], 소성이 완료된 후 도침 제거[도판 22]까지 그가 올린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32)

32) Jon Puzzuoli, JPuzz Pottery, www.puzzpottery.com/ (2022년 4월 19일 접

속).



- 24 -

[도판 20] 도침 제작 과정 [도판 21] 소성 완료 [도판 22] 도침 분리

[도판 23] 완성된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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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샤샤워델 (Sasha Wardell)33)

도자기 완성을 위한 필수 요소는 아니었던 소성 보조재는 이제 일부

작업 과정에서 제작 필수재로 사용되기도 한다. 특히 찌그러짐에 취약한

소지나 형태를 다룰 때는 소성 보조재가 단순한 보조 역할을 넘어 중요

한 요소로 활용된다. 본차이나 소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소성보조재를 통해 해결한 것이 대표적이다. 백색도, 강도를 높이기 위해

첨가한 인산칼슘이 소지의 가소성을 크게 떨어트려 잘 찌그러지는 문제

를 앞서 얘기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소성 보조재 ‘세터’를 활용해 소

성함으로써 기물 변형을 방지할 수 있었다. 이처럼 소성 보조재는 소지

에 의한 결점을 막아주는 중요한 요소로도 활용된다.

작가 샤샤워델은 다층 다색 슬립 캐스팅 작업을 하는 도예가다. 선반

가공으로 제작된 몰드에 3∼4 겹의 다색 슬립 캐스팅을 진행한 후 면도

날로 표면을 조각해 여러 층이 드러나도록 제작한다. 작가는 다색으로

제작된 기물 단면의 투광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골회가 함유된 슬

립 이장을 사용한다. 따라서 정교한 작품 제작을 위해서는 본차이나 공

정과 마찬가지로 기물의 왜곡과 뒤틀림을 극복해야만 한다.

골회가 다량 함유된 이장 사용으로 발생하는 높은 왜곡을 제어하려면

기물의 열린 형태를 막아줄 ‘세터’가 필요하다. 작가는 상단 테두리가 원

형일 경우에 평면 밑판 또는 링 형태의 세터에 알루미나를 바르고 기물

을 거꾸로 놓아 소성했다. 만약 기물의 상단 가장자리가 불규칙하여 뒤

집어 놓을 수 없으면 [도판 24]과 같이 뚜껑 형태의 개별 세터를 제작해

서 기물 위에 얹어 두고 소성한다. 본차이나 기물의 소성 중 변형은 대

부분 최고 온도에서 일어난다. 이 때문에 작가는 기물에 유약을 적용할

경우. 고온에서 초벌 소성한 뒤 저화도 유약으로 2차 소성해서 마무리하

는 방식으로 작품을 제작했다.

33) Ceramic Arts Network, 「Tempting Transparency」, Pottery Making

Illustrated, May/Jun 2015. (2022년 4월 19일 검색).



- 26 -

[도판 24] <Pottery Making Illustrated>에 소개된 세터 활용

[도판 25] Sasha Wardell, <Medium Space Bowl Blue/Green>, porcelain, 2020, ∅18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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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6] 배세진, 조형 작업 과정에서 밑판 사용사례

2. 소성 밑판

1) 소성 밑판의 정의

도예 작업 중 성형, 건조, 정형 과정에서는 직접 기물을 만져보며 최

적의 요건에 맞춰 작업할 수 있다. 하지만 기물이 소성을 위해 가마에

들어갔을 때는 제작자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다. 가마 문이 닫

히면 냉각을 거쳐 가마 문을 열 때까지 그저 연료의 공급, 공기 순환 등

을 조절할 뿐이다. 게다가 연료의 종류, 소성 시간, 가마 내부의 형태, 기

물이 재임된 상황 등 다양한 변수들로 인해 가마 내부의 소성 환경이 기

물마다 조금씩 다르다. 시시때때로 가마 문을 열고 기물에 적절한 조처

를 해줄 수 있다면 좋겠으나 소성 중간에 고온의 가마를 개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따라서 소성 과정에서 발생할 모든 가능성을 먼저

예상하고 각 기물 특성에 맞게 선 조치 해두어야 한다. 이러한 가마 소

성 준비에 필요한 도구가 소성 보조재다. 소성 보조재는 가마 안에 들어

갈 기물의 형태, 두께, 유약 성격 보완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임

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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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이 충분한 기간 건조 수축을 마친 상태라도 소성 과정에서 반드시

수축한다. 전체적인 두께가 두껍고 무거워서 기물의 바닥으로 너무 많은

하중을 받게 되면, 소성 수축과정에서 기물이 파손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성 보조재가 사용된다. 팽창과 수축이 적은 내화판

과 달리 기물과 함께 수축할 수 있는 점토질의 판을 깔아주면 기물의 하중

을 분산하고 수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을 줄여준다. 기물과 직접 접촉하

여 함께 수축하는 소성용 밑판은 기물의 수축 변형, 파손을 막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달항아리와 같이 크고 무거운 기물이나 구조가 복잡한 조형

작업을 소성할 때는 밑판 활용이 필수적이다. [도판 26] 과같이 미리 점토

질 밑판 위에서 작업을 진행하여 작업 중에 발생하는 건조 수축에 대비하

고, 이동 편의를 염두에 두고 제작하기도 한다.

이처럼 소성에 사용되는 밑판은 기물의 수축 변형을 막는 소성보조재로

서의 기본적 역할을 충분히 수행한다. 게다가 새로운 소지의 소결 온도를

시험하거나 유약의 유동성을 확인하는 등 소지 및 유약으로부터 가마, 내

화판, 기물들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점토질의 판을 깔아 이를

방지할 수 있다. 소성에 사용하는 밑판은 일반적으로 만약의 사고를 막기

위한 보조 수단이기 때문에 공들여 만들지는 않고 재사용 또한 염두에 두

지 않는다.

연구자는 여러 소성 보조재들의 기능을 합쳐 합 제작에 필요한 밑판 구

상에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에 사용될 소성 밑판은 일회성 사용에 있어 앞

서 분류한 도침에 가깝고, 기물의 휘어짐을 막는 목적에 있어서 구조물 계

열의 ‘세터’와 기능적 유사성이 있다. 기본적으로 소성 밑판은 기물과 함께

소성 수축을 겪으며, 기물 아래에 놓여서 내화판과 기물 사이의 마찰을 줄

여주는 역할을 한다. 소성되는 기물과 함께 수축하며 마찰을 줄여야 하므

로 같은 팽창계수 갖도록 동일한 재료로 만들어야 한다. 1차 초벌 소성과

유약 시유 후 2차 소성을 함께 하도록 소성되지 않은 점토질 밑판을 기본

으로 삼는다.

소성 밑판은 기물 밑에 받쳐두고 마찰을 줄여주는 단순한 역할 이상을

수행한다. 소성 과정에서 함께 수축, 팽창하며 기물의 뒤틀림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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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판을 도판기로 제작하면 롤러를 통과한 방향으로 더 많이 수축하게 된

다. 큰 조형물의 경우처럼 단순히 하중을 분산하여 파손을 방지하는 목적

의 밑판은 도판기로 제작해도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성 밑판

은 기물의 불규칙한 뒤틀림 또한 줄여주는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에 기물과

같은 방식으로 제작한다. 기물과 같은 수축 방향성을 지닌 소성 밑판이 소

성 수축으로 인한 변형을 효과적으로 막아주기 때문이다. 회전운동으로 성

형된 기물은 소성 밑판 또한 유사한 수축 방향성을 지니도록 같은 방법으

로 만든다.

[도판 27] 독일 Fürstenberg社의 세터와 사용 예시

연구자는 소성 밑판을 활용해 도제 합 제작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했다.

백자 소지의 소성 수축으로 인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 넓적한 형태의 밑판

을 받쳤으며, 합과 밑판이 동일한 수축률을 갖도록 같은 소지로 제작했다.

또한 밑판과 기물이 유사한 방향으로 수축하도록 모두 물레 성형기법으로

성형했다. 이에 더해 합의 결구 부분의 변형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를 밑

판에 추가했다. 즉, ‘세터’를 사용해 기물의 휘어짐을 방지했던 [도판 27]34)

사례를 참고하여 밑판에 합 결합 구조를 본 딴 요철을 넣어 변형을 방지하

고자 했다. 합의 몸체도 뒤집어서 밑판에 결구 부분이 뚜껑과 몸체 모두

결구 부분이 아래를 향하게 밑판에 결합해 소성했다. 이처럼 합을 위한 소

성 밑판은 기물과 같은 재료, 제작 방식, 같은 결합 구조를 가진 형태도 제

작되었다.

34) bomse, de.wikipedia.org/wiki/Bomse. (2022년 5월 3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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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성 밑판과 합

(1) 백자 합 제작의 기술적 한계

점토는 소성 과정을 거쳐 내구성을 지니기 전까지 거의 실체적 가치

가 없다. 가소성이 있는 점토를 성형하고 이를 높은 온도로 가열하였을

때 비로소 단단하고 영구적인 물질로 변하기 때문이다. 소성 과정에서

점토에 여러 가지 화학적 변화가 발생하고 모든 구성요소에 산화와 분해

가 일어나서 질감, 색감 등 심미적 효과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소지는 소성을 통해 경도, 강도, 밀도, 내구성, 내수성, 내마모성, 내화학

성 등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지닌 도자기로 다시 태어난다.

도자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건조, 소성될 때 주로 수축이 일어난다.

수축은 건조나 소성할 때 태토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며, 수축률은 그

줄어든 양을 백분율로 나눈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지 제조사가 제공하는

수축률은 건조 시 수축률(건조 수축)과 소성 시 수축률(소성 수축)을 합

한 전 수축률을 계산한 것이다. 대개 가소성이 높은 점토일수록 수축이

심한 편인데, 백자의 경우 약 15% 정도 수축한다.35) 백자토는 불순물이

적은 순백의 치밀한 소지로서 입자가 곱고 균질하며, 원료에 Al2O3 함량

이 많아 내화성 높고 고온에서 자화되는 특징이 있다. 백자 소지는 소성

을 거치고 나면 흡수량이 1∼0.5%로 매우 낮은 편이며 내구성 또한 뛰

어나다.36) 이처럼 백자 소지는 백색도가 높고 단단하여 위생적이지만 상

대적으로 수축이 많아 다른 흙을 사용할 때보다 수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백자 소지를 사용해 더욱 정교한 작업을 하려면 제작자는

소지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전 수축률을 벗어나, 백자 소지의 건조 수축,

소성 수축 등 제작 단계에 따른 모든 수축률을 미리 파악해야 한다.

35) 정동훈, 앞의 책, p.121.

36) 김은경, 「고가소성과 고강도 백자 소지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논문, 2016,

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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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8] 목제 합

[도판 29] 도제 합

‘합’은 일반적으로 뚜껑이 있는 기물을 통칭하는 말이다. 형태적으로

기형이 상하로 구별되며, 여러 가지 용도로 다양한 물건을 담아 보관하

는 실용성과 장식성을 겸비한 생활 용기를 이른다.37) 주로 뚜껑과 몸체

로 구성되었으며 놋쇠, 은, 나무[도판 28]38), 돌 등 다양한 재료로 제작된

다. 대게 음식물이나 물건의 보관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내용물에 따라

형태와 용도가 다르다. 시대와 문화에 따라 용도, 형태의 차이가 있으나,

내용물을 보관하고자 하는 목적성은 모두 같다.39)

37) 배현정, 「도자와 유리를 이용한 합 개발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논

문, 2001, p.4.

38) 盒, 투루판 아스타나, ∅18 × 8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39) 엄기성, 「결구법의 형태적 요소를 활용한 합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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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제 합[도판 29]40)을 제작할 때는 두 가지 이상의 기물을 한 몸이 되

도록 만들어야 하기에 소지 수축에 대한 정교한 이해가 요구된다. 먼저

소지를 성형하는 과정에서 몸체와 뚜껑이 잘 맞도록 크기를 정확하게 재

어 만들어야 하며 함수율이 같은 흙을 사용해야 한다. 건조 수축률이 달

라지면 기물의 몸체와 뚜껑이 꼭 맞지 않기 때문에 합의 상·하부를 포개

어 비닐로 감싸 천천히 건조하여 수분함량이 비슷하도록 유지하는 등 건

조과정에서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먼저 건조되어 버린 기물의 뚜껑

을 뒤이어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다른 형태의 기물 제작보다

더욱 수축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

합 제작 시 건조 수축을 세심하게 통제한 후에 정형 과정을 거쳐야

상부와 하부가 잘 맞물려 하나의 형태를 이루게 된다. 합은 기본적으로

뚜껑을 덮어 내부를 보호하는 데에서 기능이 생기고, 결구 부분의 정교

한 맞물림 여부에 따라 보관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구부의 치밀함이 완

성도를 좌우한다. 따라서 정형 과정에서 합의 외부 형태는 물론 내부의

결구 구조까지 잘 계산해서 제작해야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이처럼 기

물을 정교하게 제작하고, 건조 수축을 잘 살펴 관리했더라도 소성 시 수

축과정에서 변형될 수 있다. 소성 중에 발생하는 변형으로 뚜껑과 몸통

이 맞지 않거나 유약이 흘러내려 상하가 붙어 버리면 합의 가치가 사라

지고 폐기해야 한다.

도예가들은 결구 변형을 줄이기 위해 대개 합의 상부와 하부를 결합

한 상태에서 소성한다. 결합 소성 시 뚜껑의 무게가 몸통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뚜껑을 무겁게 만들 수 없다. 몸통 또한 상체의 하중을 잘 견뎌

야 해서 상·하 무게 비율이 중요하다. 이처럼 도제 합 제작에는 소지의

수축으로 인한 구조적, 형태적 제약이 있고, 제작 단계에서부터 많은 고

려가 필요하다. 수축률이 높은 백자 소지로 합을 제작하면 고려할 사항

이 더 많아진다. 제작에 앞서 더욱 많은 사항을 미리 점검해보고 더 세

심한 제작 계획을 세워야 한다.

2014, p.1.

40) 청자음각상약국명합, 고려, ∅11.9 × 16.4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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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면 도

[도판 30] 소성 밑판의 기본형태와 단면도

(2) 소성 밑판을 활용한 합 제작 개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제 합 제작은 재료, 기법, 형태적 한계 때문

에 표현이 제한적이다. 소성 시 발생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상·하 무

게 비율을 생각해야 하며, 소지의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 연구자는 먼저

소성 과정에서 합 몸체가 버텨내야 할 하중을 줄이기 위해 몸체와 뚜껑

을 분리 소성하기로 했다. 상·하를 따로 굽기 때문에 몸체가 견뎌야 할

뚜껑의 무게가 사라져서 몸체가 찌그러지는 문제를 줄일 수 있다. 그러

나 지탱하는 무게가 사라지더라도 내화판과의 마찰로 인해 몸체의 결구

부분이 휘어질 수 있다. 뚜껑도 몸체와 마찬가지로 결구 부분의 변형 가

능성이 크다. 백자 소지의 소성 수축으로 인한 마찰을 줄이고, 합 형태의

결구 부분 변형을 막기 위해서 소성 밑판을 사용하기로 했다. 소성 밑판

을 합 소성 과정에서 활용한다면 백자 소지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합 자체의 완성도 또한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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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자 소지를 소성할 때 겪는 수축마찰은 동일한 재료로 제작된 소성

밑판이 기물과 함께 수축하며 줄어든다. 게다가 분리 소성을 하면 몸체에

가해지는 하중이 더욱 줄어서 마찰 또한 적어진다. 소성 밑판을 활용하면

소성 수축 변형 때문에 평소 제작이 어려웠던 크고, 넓고, 무거운 합을

제작할 수 있다. 상·하 기물을 분리해서 소성하는 방법 또한 여러 장점이

있다. 유약이 흘러내려서 뚜껑과 몸체가 붙을 위험이 없고, 결구 부분의

변형으로 소성 후 뚜껑이 분리되지 않는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다.

소성 밑판을 합 제작에 활용하면 수축 변형을 막고, 융착 위험으로부

터 내화판과 기물을 보호하는 등 소성 보조재의 기본적인 역할을 넘어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몸체를 뒤집어 소성하기 때문에 바닥 형

태에 제한이 적어서 다양한 형태의 바닥을 제작할 수도 있다. 또한 바닥

면에도 시유할 수 있으므로 유약의 장점을 통한 합의 기능 향상을 기대

할 수 있다. 양면 사용 합, 내수성을 높인 합, 둥근 바닥의 합 등 기능적,

형태적 다양성을 확보함으로써 ‘뚜껑과 몸체’의 단순한 구조만으로도 합

의 표현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

[도판 31, 32]41)은 도예 기법 사이트에 소개된 ‘도자기 바닥에 유약을

바르는 방법’이다. [도판 31]와 같이 유약 시유 된 기물을 스틸트 위에

올려서 소성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경우 바닥면에 유약을 바를 수는

있지만, 기물의 수축 변형을 막아주거나 바닥을 온전히 보호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방법을 합 제작과정에 적용하는데 제한이 있다.

[도판 31] 스틸트 위에 놓인 기물 [도판 32] 소성이 완료된 기물의 바닥면

41) www.potterycrafters.com/how-do-you-glaze-the-bottom-of-pottery/ (2022

년 4월 4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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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은 뚜껑으로 외부와 내부를 차단하고 그 공간에 물건을 보관하는

형태42)로 이루어진다. 뚜껑과 몸체가 얼마나 잘 맞물려 결합하는가에 따

라 합의 기능적 가치가 달라진다. 소성 밑판은 본차이나 제조 공정에서

쓰인 ‘세터’와 마찬가지로 기물의 열린 공간을 닫아준다. 합과 동일한 결

구 구조를 지닌 소성 밑판이 건조, 소성 모든 수축과정에서 기물의 뒤틀

림을 막아준다. 이를 통해 몸체와 뚜껑의 변형이 줄어서 소성 후 합의

기밀성이 향상된다.

(3) 개선 방식의 분석 및 확장

소성 밑판은 소성보조재로서 융착 위험으로부터 내화판과 기물을 보

호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유약을 적용할 수 있고, 과감한

유약 표현이 가능하다. 앞서 언급한 존 푸추올리(Jon Puzzuoli)의 도침

활용 사례처럼 유동성이 큰 유약을 합에 적용해 볼 수도 있다. 유약 흐

름을 받아줄 수 있도록 소성 밑판에 여유 공간을 늘리거나 바깥으로 흘

러내리지 않도록 요철을 주면 추가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몸체를

뒤집어서 소성하기 때문에 [도판 33]43)의 볼(bowl)처럼 유약이 중력을

거슬러 오르는 연출도 가능하다. 또한 소성 밑판에 이탈제를 충분히 발

라준다면 [도판 34]44)의 작품처럼 흘러내리는 유약을 적용하더라도 몸체

와 뚜껑의 결합 가능 여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몸체를 복소성하는

방식의 또 다른 장점은 바닥 부분까지 유약을 적용해서 유약 경계면이

없으므로 기물의 조형적, 시각적 완결성을 높일 수 있다.

42) 송민호, 「합의 형태 변형과 기능의 확장」,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10, p.4.
43)www.etsy.com/shop/Parceline?ref=simple-shop-header-name&listing_id=9398594

84 (2002년 5월 17일 검색).

44) 현대자동차 아트프로젝트 brilliant 30: 작가 이가진,

www.hyundai.com/content/dam/hyundai/kr/ko/images/brand/brandstory/art/proje

cts-pdf/projects-brilliant-30-15-kajin-lee.pdf (2022년 5월 3일 검색).



- 36 -

[도판 34] 이가진, <water drop>, 2010.

[도판 35] 이가진, 2019. 세부 사진.[도판 33] Celine Fafard. <bowl>.

소성 밑판을 활용한 합 제작 방식은 뚜껑을 몸체와 결합해서 소성하

는 방법 또는 밑판 없이 분리 소성하는 방법에 비해 소성 후 결구 부분

의 변형이 작다. 이러한 결구 부분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다층(多層) 합

또는 합 결구 방식을 응용한 조형 작업이 가능하다.

일반적인 밑판은 소성 중에 발생하는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한다.

기물의 바닥면 보다 넓기만 하면 밑판의 크기나 두께, 형태는 큰 제한이

없다. 도침과 같이 간단하게 제작하며 도판기를 사용해도 문제없다. 그러

나 합을 위한 소성 밑판은 기물과 함께 수축 · 팽창해야 하며, 결구 변

형을 막아줄 요철 부분을 갖춰야 하므로 물레 성형 기법으로 공들여서

제작해야 한다. 소성 밑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제작 시간이

오래 걸리며 합 제작과 마찬가지로 세심한 습도관리가 요구된다. 그러나

공들여 제작한 소성 밑판은 소성 완료와 함께 효용 가치를 잃게 된다.

합 소성을 마치면 일회용으로 버려지는 밑판에 [도판 36], [도판 37]과

같이 유약을 발라 다시 소성해서 접시나 받침의 형태로 활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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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합과 함께 그대로 사용해서 [도판 38]처럼 ‘접시와 뚜껑’으로 사용

자가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소성을

돕는 보조재로서 소성 밑판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제작과정에서

자칫 합의 완성도를 떨어트릴 수 있으므로 본말전도의 상황이 될 수 있

다. 소성 밑판의 크기를 줄여도 본래 목적과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도

록 하거나 토갑, 크랭크처럼 재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하다.

[도판 36] 접시 형태

[도판 37] 향꽂이 형태 [도판 38] 향꽂이와 뚜껑

<사용을 마친 소성 밑판을 유약 시유해서 소성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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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39] 기본형 소성 밑판 제작 실험

Ⅲ. 작품 제작 연구

1. 기본형 소성 밑판의 활용

1) 합 소성을 위한 소성 밑판 기본형 제작

연구자는 소성 보조재에 관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소성 밑판 기본

형을 제작했다. 소성 보조재 ‘세터’의 사례를 참고하여 소성 밑판이 기물

과 직접 접촉해서 뒤틀림을 막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백자 합 소성을

위한 밑판은 결구 부분의 보호를 위해 합의 결합 구조를 본떠서 요철이

있는 밑판을 만들었다. 합과 밑판 모두 유사한 수축률을 갖도록 백자 소

지를 물레 성형해서 제작했으며, 같은 건조, 소성 단계를 거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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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소성 밑판을 적용한 방법이 합 소성 변형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단순한 형태의 밑판을 제작해서 사용해 보았

다. 소성 후 결구 변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 형태는 단순화했으며, 크

기 또한 지름 약 9㎝의 작은 기물부터 실험했다. 몸통을 거꾸로 뒤집어

서 소성하는 소성 밑판의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 기물의 바닥 부분에도

유약을 적용했다. 기본형 밑판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한 후 조금씩 유약

적용을 달리하거나 기물의 크기를 바꿔보는 방식으로 기본형 밑판의 적

용 가능성을 확대했다. 이후 기물의 바닥 형태를 변형하고 외부를 전체

적으로 시유해서 시각적 완결성을 높여보았다. 합 상·하부의 융착(融着)

결함을 막을 수 있는 소성 밑판의 장점을 살려서 유약 표현을 늘려보는

실험도 진행했다.

이 단계의 연구를 통해 기본형 밑판이 결구 부분의 변형을 방지하여

합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나아가 기물 외부 모든 면에

유약을 발라 시각적 완결성을 높인 형태, 융착 위험에서 벗어난 유약 적

용 등 기본형 밑판을 활용한 합 제작 가능성 및 장단점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 이를 통해 합 자체로서 완성도를 높이고, 합의 크기, 형태, 새

로운 방식을 제안하면서도 器 본연의 실용성은 잃지 않도록 노력했다.

2) 소성 밑판을 활용한 합 제작

(1) 양방향 합

소성 밑판을 사용해서 합을 제작하면 바닥면에도 시유가 가능하다.

기물 외부에 전체적으로 시유해서 합을 제작하면 결구 부분의 요철 차이

만 있을 뿐 뚜껑과 몸체의 구별이 없다. 사용자는 필요에 따라 상하 개

념 없이 원하는 방향으로 뒤집어서 사용할 수 있다. [작품 1∼3]은 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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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사용을 염두하고 제작한 합이다. 소성 밑판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

기 위해 초기 실험 제작보다 폭이 넓은 합 [작품 1]을 제작했다. [작품

2]에서는 기물마다 다른 유약을 채택해서 소성 안정성을 확인해 보았고,

[작품 3]은 기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내부 또는 바닥면에만 상대

적으로 표면 강도가 높은 투명 유약을 사용했다.

[작품 1] 양방향 합, 백자 소지, 물레 성형, 1280℃ 환원소성, 2021, ∅21×6.5(㎝)

[작품 1-1] 양방향 합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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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 양방향 합 소, 백자 소지, 물레 성형, 1280℃ 환원

소성, 2021, ∅9×10.5(㎝)

[작품 3] 양방향 합 중, 백자 소지, 물레 성형, 1280℃ 환원

소성, 2021, ∅10.5×11.5(㎝)

[작품 3-1] 바닥면에만 투명유를 적용한 예 [작품 3-2] 내·외부에 다른 유약을 적용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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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球)형 합

소성 밑판을 활용한 소성법은 몸체를 뒤집어서 소성하기 때문에 바

닥면 표현이 자유롭다. 가마 내부에서 기물이 기울어질 우려가 없으므로

결구 부분의 수평만 잘 유지 된다면 바닥면 형태에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다. 또한 소성을 마친 후에도 합 표면에 전체적으로 시유 된 몸체와

뚜껑을 결합했을 때 외형이 이질감이 없어서 시각적 완결성을 준다. 제

작 초기에는 [작품 4], [작품 5]와 같이 작은 크기에 기물 바닥을 둥글게

만들어 보았다. 소성 밑판을 통해 바닥이 둥근 형태의 합 제작이 가능함

을 확인하고, 점차 크기와 형태를 키웠다. [작품 6]은 둥근 외형에 매트

한 질감의 유약을 선택했고 외부와 대조적인 느낌을 주도록 내부에는 유

리질의 밝은 유약을 적용했다. 이 작업을 시작으로 [작품 7], [작품 8]을

전개했다. 내용물 보관을 위해 만들어진 용기라는 합의 목적성을 잃지

않으면서 소성 밑판 사용의 장점을 이끌어낸 형태를 시도했다. 더 크고

둥근 기물을 따로 소성해 합쳐도 조화롭고 시각적 완성도 있는 형태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 시험해 보았고, 추후 합의 결합 형식을 빌린 조형

물 제작 가능성을 확인했다.

[도판 40] 구(球)형 합 소, 백자소지, 물레성형, 1280℃ 산화 및 환원소성,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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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 알 합, 백자 소지, 물레 성형, 1280℃ 산화소성, 2021, ∅8×11(㎝)

[작품 4-1] 알 합과 소성 밑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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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5] 향합, 백자 소지, 물레 성형, 1280℃ 환원소성, 2021, ∅6.5×7.5(㎝)

[작품 6] 둥근 합 소, 백자 소지, 물레 성형, 1280℃ 환원소성, 2021, ∅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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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7] 둥근 합, 백자 소지, 물레 성형, 1280℃ 환원소성, 2021, ∅18×16(㎝)

[작품 7-1] 둥근 합 외부 [작품 7-2] 둥근 합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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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8] 둥근 합, 백자 소지, 물레 성형, 1280℃ 환원소성, 2021, ∅17×16(㎝)

[작품 8-1] 둥근 합과 소성 밑판 [작품 8-2] 둥근 합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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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9-1] 기본 소성 밑판과 합

(3) 유약 효과 활용 합

소성 보조재로서 소성 밑판은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는 소모품이다. 만

약, 기물의 유약이 과도하게 흘러내리면, 미리 이탈제를 발라둔 소성 밑

판이 내화판을 대신해서 이를 받아준다. 잘못된 유약으로 다른 소성 보

조재나 가마가 오염되는 것을 막고, 문제 기물 주변의 작품들도 보호해

준다. 또한 몸체와 뚜껑을 따로 소성하기 때문에 결구 부분에 유약이 흘

러 붙을 우려가 없다. [작품 9∼11]은 소성 보조재로서 소성 밑판의 활용

성을 확인해 본 작업이다. 물레 성형한 기물 위에 유약을 평소보다 두껍

게 분무시유 했다. 기본형 소성 밑판이 흘러내리는 유약을 받을 수 있도

록 날개 부분을 확장했고, 소성 후 기물의 분리를 돕는 알루미나를 평소

보다 두껍게 발랐다. 소성을 마친 기물이 결합하였을 때 어색함이 없도

록 합 결구 부분 유약 면을 다듬어서 마무리했다. [작품 12]는 몸체를 뒤

집어서 소성한 흔적을 남겨본 습작이다. 반매트 유약 위에 융제 역할을

하는 염기 산화물을 발라서 중력 방향으로 흐르도록 했다. 배경이 되는

밝은색 유약 빛깔과 대비되도록 어두운 색감의 금속산화물인 망간을 기

물 끝부분에 발라서 표현했다.

[작품 9] 유약 합 소, 백자 소지, 물레 성형,

1280℃ 환원소성, 2020, ∅8.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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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0] 둥근 유약 합, 백자 소지, 물레 성형, 128

0℃ 환원소성, 2020, ∅21×7(㎝)

[작품 10-1] 둥근 유약 합 세부

[작품 11] 둥근 유약 합, 백자 소지, 물레 성형, 128

0℃ 환원소성, 2020, ∅19×6.5(㎝)



- 49 -

[작품 12] 유약 합 소, 백자 소지, 물레 성형, 1280℃ 환원소성, 2020 ∅8×6.5(㎝)

[작품 12-1] 기본 소성 밑판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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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성 밑판의 변용

1) 기본형 소성 밑판의 확장

기본형 소성 밑판은 합을 소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구 부분의

변형 방지를 목표로 주로 작은 크기의 기물에 적용하며 연구를 진행했

다. 이 장에서는 소성 밑판의 변형 방지 기능을 확인한 선행 연구를 바

탕으로 밑판을 변형하여 또 다른 가능성을 확인해 보았다.

소성 중 기물의 뒤틀림, 처짐, 기울어짐 등 백자 소지의 물리적 한계

로 인해 제한적이었던 합 형태를 벗어나고자, 밑판의 형태를 바꿔 이를

보완했다. 먼저 밑판 없이 만들어 보지 못했던 크기의 넓은 합 형태를

시도했다. 기물의 가운데 부분이 처지더라도 바닥에 달라붙지 않도록 소

성 밑판을 높게 만들어 기물 중앙 부분과 소성 밑판 사이에 빈 공간을

넓게 확보했다. 기물의 처짐을 보다 직접적으로 막기 위해서 소성 시 가

라앉는 부분을 받쳐 주는 구조를 만들어 소성 밑판에 적용하거나, 기물

을 뒤집어서 소성하는 등 넓은 형태의 합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했다. 또한 소성 밑판이 결구 변형을 어느 정도 막아 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밑판과 기물의 접촉면을 넓히는 작업을 진행했다. 밑

판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결구 부분에는 구멍을 뚫어서 합의 개방성을 조

절하는 새 기능을 부여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한번 사용 후 폐기되는 소

성 밑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밑판의 형태를 변형해 보았다. 소성 밑

판의 기본적인 기능은 유지하면서, 하나의 밑판에 여러 기물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본형보다 두꺼운 밑판에 여러 개의 결구 구조를 갖는 밑판

을 제작했다. 또는 기물 하나에 적용되는 밑판 자체의 크기를 줄여서 소

성 밑판 사용으로 줄어드는 가마 공간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처럼 소성 밑판의 변용 단계에서는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기물에

적합하도록 소성 밑판을 변형해서 사용했으며, 이를 응용한 합을 제작하

고 기존 소성 밑판의 사용 한계를 극복한 응용 작업을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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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성 밑판의 변형과 응용

(1) 바닥면 변형 방지

기본 소성 밑판을 변형한 첫 번째 연구로 넓은 면적의 기물을 안정

적으로 소성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했다. [작품 13]은 작은 크기의 퇴수반

이다. 덮개 중앙에 있는 구멍으로 물이 빠져나가 아래의 몸체에 담기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이 가라앉더라도 기능 수행에 문제가 없다. 소성 밑

판의 결구 부분을 높여서 덮개의 중앙부가 자연스럽게 내려앉도록 밑판

과 여유 공간을 만들었다. 몸체를 위한 소성 밑판은 테두리를 밖에서 감

싸는 형태로 제작하여 뒤집어서 소성하더라도 결구 부분이 벌어지지 않

게 제작했다.

[작품 14]에서는 덮개 중앙부의 처짐을 막는 밑판 형태를 제작해 보았

다. 소성 과정에서 퇴수반 덮개의 가운데 부분이 늘어져도 이를 받쳐 주

는 구조를 만들었다. 소성보조재 스틸트(stilt)의 용례를 참고하여 밑판

가운데에 알루미나 봉을 일정 간격으로 꽂아두어 소성 중 가라앉는 기물

을 받치도록 했다. 의도했던 대로 상판의 꺼짐을 막아줄 수는 있었지만,

알루미나 봉과 접촉하는 부분에 유약이 붙어서 소성 밑판 제거에 어려움

이 있었다. 알루미나 봉과 접촉하는 부분에 시유를 하지 않거나, 밑판과

알루미나 봉이 쉽게 분리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작품 15]는 퇴수반보다 크기를 키운 반(盤) 형태의 기물이다. 넓고 평

평한 기물의 수축마찰을 줄일 때 사용하는 기존의 밑판 형식을 빌려서

소성했다. 상판을 뒤집어 소성했으며 윗면에는 시유를 하지 않았다. 몸통

은 [작품 13]과 마찬가지로 기물의 테두리가 외반(外反) 하는 것을 소성

밑판이 막도록 설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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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3] 퇴수반, 백자 소지, 물레 성형, 1280℃ 환원소성, 2021, ∅25×7(㎝)

[작품 13-1] 퇴수반과 소성 밑판 [작품 13-2] 퇴수반을 위한 소성 밑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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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4] 퇴수반, 백자 소지, 물레 성형, 1280℃ 환원소성, 2021, ∅27×9.5(㎝)

[작품 14-1] 소성 밑판과 덮개 [작품 14-2] 알루미나 봉이 있는 소성 밑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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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5] 다반, 백자 소지, 물레 성형, 1280℃ 환원소성, 2021, ∅45×9.5(㎝)

[작품 15-1] 소성 밑판과 다반덮개 [작품 15-2] 소성 밑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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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구 부분 확장

기본형 소성 밑판을 사용한 실험에서는 1㎝ 이내의 결구 변형을 막

아주는 것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합의 결구 부분을 확장하는 실험

을 진행했다. [도판 41]에서는 2㎝ 이상의 결구 부분도 소성 밑판이 뒤틀

림을 막아줄 수 있는지 실험했다. 기물 변형을 막기 위해서는 소성 밑판

이 기물의 무게를 잘 지탱할 수 있도록 적당한 두께로 제작되어야 하며,

합의 기벽이 주저앉지 않도록 기물과 소성 밑판 사이에 여유 공간이 있

어야 했다.

[작품 16]은 결구 부분을 확장하여 제작한 거풍(去風)합이다. 오래 묵

혀 놓은 병차는 잡내가 날 수 있는데, 음용하기 전 통풍이 잘되는 곳에

일정 시간 보관하여 차의 성질을 깨우는 것을 거풍(去風)이라 한다.45)

병차를 보관하는 합이 통풍이 잘되도록 옆면에 구멍을 뚫어서 제작했다.

몸체와 뚜껑이 덮이는 위치를 옮겨서 통풍되는 정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작품 17]은 [작품 16]보다 결구 부분을 더욱 확장한 구조다. 5㎝ 이상

결구 부분을 늘려서 제작했다. 몸체 아랫부분에 흡기를 위한 공기구멍을

뚫었고, 거풍합처럼 뚜껑을 조금씩 돌려서 방향(芳香)을 조절할 수 있는

향합을 제작했다.

[도판 41] 결구 확장 실험 [도판 42] 합과 소성 밑판 [도판 43] 소성밑판의적용

45) 거풍에대해서, blog.naver.com/cyh300/221755542121 (2022년 6월 9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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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6] 거풍합, 백자 소지, 물레 성형, 1280℃ 환원소성, 2021, ∅21×3.5(㎝)

[작품 16-1] 거풍합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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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7] 향합, 백자 소지, 물레 성형, 1280℃ 환원소성, 2022, ∅7×8(㎝)

[작품 17-1] 향합 내부 [작품 17-2] 향합의 소성 밑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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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밑판 효율성 향상

소성 밑판을 사용하면 내화판에서 밑판이 차지하는 면적이 넓어서 기

존의 방법처럼 밑판 없이 합을 소성하는 것보다 공간 효율이 떨어진다.

또한 이미 고온 소성을 거친 소성 밑판은 재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모두

폐기해야 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작품 18]과 같이 소성

밑판 하나에 여러 기물을 함께 올려서 사용하는 방식을 계획했다. 밖으

로 갈수록 점차 크기가 커지는 발우(鉢盂) 형태의 기물을 제작하고, 소성

밑판 안쪽에서부터 작은 기물을 배치했다. 소성 밑판의 두께가 기본형보

다 두껍고, 밑판 위에 올려진 기물의 양이 많아지면 밑판이 견뎌야 할

무게 또한 많아진다. 이 작업을 위해서는 소성 밑판의 두께와 기물의 무

게를 줄여야 하며, 늘어난 중량만큼의 마찰을 견디도록 소성 밑판 바닥

에도 알루미나를 고르게 발라야 한다.

일회용으로 버려지는 소성 밑판의 소모를 줄이기 위한 다음 방법은

소성 밑판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다. [작품 19]는 [작품 19-4]과 [작품

19-5]에 얹어서 제작한 기물이다. 합의 뚜껑은 기본형 밑판 [작품 19-4]

에 소성했고, 몸통 부분은 둥근 고리 형태의 소성 밑판 [작품 19-5]에

올려서 소성했다. 고리 형태의 소성 밑판은 모든 면에 알루미나를 발라

서 수축마찰을 줄였다. [작품 19-3]에서 볼 수 있듯, 합 몸체의 윗부분이

내반(內反) 하도록 제작하여 기물을 뒤집어서 소성하더라도 윗부분이 밖

으로 벌어지지 않게 했다. 환형(環形) 소성 밑판을 사용하면 밑판 소모를

줄일 수 있으나, 내반한 형태의 기물에 유용하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기

물 형태에 제약이 있다. 또한 기물의 무게, 내화판 청결도 등 다양한 변

수로 인해 수축 변형을 막기 위한 소성 밑판의 본래 목적에 부합되지 않

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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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8-1] 둥근 합 몸체 [작품 18-2] 둥근 합 뚜껑

[작품 18-3] 둥근 합과 소성 밑판 [작품 18-4] 둥근 합과 소성 밑판

[작품 18] 둥근 합, 백자 소지, 물레 성형, 1280℃ 산화소성, 2021 ∅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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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9] 둥근 합, 백자 소지, 물레 성형, 1280℃ 환원소성, 2021, ∅19×16(㎝)

[작품 19-1] 둥근 합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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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44] 둥근합 단면도

[작품 19-2] 합 상부와 소성 밑판 [작품 19-3] 합 하부와 소성 밑판

[작품 19-4] 기본형 소성 밑판 [작품 19-5] 환형(環形) 소성 밑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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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본 연구는 백자 합을 소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뒤틀림을 막기 위

해, 소성 보조재를 연구하고 사용사례를 파악하여 합 형태에 맞는 밑판

을 만들어서 소성에 활용한 것이다. 합을 제작할 때에는 기물의 건조 수

축까지도 예민하게 관리한다. 그러나 기물이 가마에 들어간 후에는 어떠

한 노력도 기울일 수 없기 때문에 정성을 다한 기물을 더 온전한 모습으

로 만나볼 방법을 고민했던 것이 이 연구의 출발이 되었다.

자료 조사에서 구연부 테두리에 금속을 두른 정요의 완(碗)이 복소법

으로 제작되었다는 것을 시작으로 뚜껑과 분리된 몸체를 뒤집어서 소성

하였다.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서 다양한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세터

의 활용법에 대해 고민했고 이를 점차 작품 제작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소성을 위한 밑판은 합 결구 부분의 휘어짐을 막는 한편 몸체 바닥에도

시유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표현을 시도하면서 연구를 진행하

였다.

2장 1절에서는 국내외 논문, 도서, 사전 등을 바탕으로 소성 보조재의

종류를 알아보았다. 소성 보조재들의 현장 사용사례들을 통해서 기물 소

성에 보조재가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소성 밑판 제작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했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2절에서 소성을 위한

소성 밑판의 의미를 정의하고 백자 합 제작에 적용 가능 여부를 고민했

다. 백자 소지의 물리적 특성, 합 형태의 구조적 한계 등 백자 합을 제작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소성 밑판을 활용했을 때 어떠한 영

향을 주고받을지 실험하고 개선했다.

3장에서는 합 소성을 위한 소성 밑판을 제작했다. 소성 수축 변형을

막는 가장 기본적인 목표에 부합하도록 기본형 소성 밑판을 고안했다.

크기나 부피가 다른 합을 기본형 밑판으로 소성해 보며 소성 밑판의 적

용 가능성을 확장했다. 소성 밑판의 결구 부분 변형 방지를 확인 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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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더욱 키우거나 밑판의 형태를 변형하며 한계를 시험해 보았다.

소성 밑판을 활용하면 결구 부분의 변형을 방지하여 결과물의 기밀성

을 확보하고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몸체를 뒤집어서 소성하기 때문에

바닥면에도 시유가 된다. 또한 평소 도전하지 못한 형태를 만들더라도

결구 부분은 온전하므로 합으로서의 기능성을 잃지 않으며 다양한 형태

를 도전할 수 있다. 기물의 바닥면과 결구면은 일반적으로 유약이 적용

되지 않고 소외되기 쉬운 부분이다. 기물의 주목 되지 않는 부분을 살펴

보고 조금이라도 정성을 담아 완성도를 높여 보려한 점에서 본 연구의

의미가 있다.

기능적 측면에서 소성 밑판의 사용성은 우수하지만, 재사용이 불가능

하다는 것은 연구의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밑판은 항상 기물과 함

께 수축하며 마찰을 줄여주는 작용을 하므로 늘 기물과 소성 밑판이 같

은 조건에서 소성되어야 했다. 매번 기물이 바뀔 때마다 소성 밑판도 새

로 제작되어 재료와 시간 소모가 많았다. 본 연구를 진행하며 쌓인 성과

를 바탕으로 합의 결구 방식을 바꿔보거나 소성 밑판을 더 다듬어 보는

등 재료 낭비를 줄 일 개선된 작업이 필요하다. 이번 연구를 통해 흙을

빚고, 소성하는 일상적으로 반복하던 행동의 의미를 곱씹고 글로 정리해

봄으로써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는 계기가 되었다. 소성 밑판을

시험하기 위한 단순한 형태를 넘어서 더 정교하고 구체적인 합 제작으로

작업을 이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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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earch on Developing White

Porcelain Containers with the

Application of Firing Boards

Kim, Kyungmin

Major in Ceramics

Faculty of Craft and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firing board is a type of kiln furniture that prevents shrinkage

and warping of the vessel during firing. This study examines kiln

furniture in preventing warpage of white porcelain containers during

firing, and aims to develop and apply a suitable kiln board based on

said research. When producing porcelain containers, one must keenly

observe the two parts of the whole vessel as it dries and shrinks in

order to create one seamless form. On the other hand, it is difficult

to deal with shrinkage during firing, as one cannot manage them

directly in high heat. Concern over the production of containers that

were seamless even after firing was the starting point for thi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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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tainer’s lid may not open due to several variables, including

glaze drippage during firing, or distorted joint structures. Therefore,

one must apply glaze with caution, and the body and lid of the

container must be fired with the lid on the body. In this case,

because the body of the container must be able to endure the lid’s

weight, it sets limits to the body’s shape, structure, and thickness.

Thus, this research aims to uncover methods of firing the body and

lid separately via the use of kiln furniture.

This research of developing kiln furniture that aids the separate

firing of the container begins with studying the different types and

cases of kiln furniture. Kiln furniture that has direct contact with the

ware and affects its quality was categorized into three types

according to usage: kiln furniture that is designed to productively

stack porcelain ware to improve space efficiency, kiln furniture that

goes under the ware to prevent glaze from fusing, depending on

firing circumstances, and kiln furniture used to prevent particular

wares from warping. The categorization and observation of their

features were useful in developing firing boards for the containers.

The application of firing boards to containers assists in obtaining

its sealability and therefore, the quality of the outcome by preventing

warpage of its joint structure. Because the container is turned over in

the firing process, its bottom surface is accessible for glazing.

Furthermore, by building on the stability of its joint structures, one is

able to explore various shapes and forms without losing the

container’s functionality.

The bottom and joint surfaces of containers are easily neglected

and are usually left unglazed. This research has significance in

observing the disregarded areas of porcelain ware and striving to

refine its completed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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