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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ulwha pieces collected from Hakbong-ri site in Keryong mountain were studied whether there is reactions or not in each layer
to investigate firing condition of glaze, body, Chulwha, engobe of Buncheong ware in the early Chosun Dynasty, 15th~16th Century.
As a result of XRD analysis of a Chulwha piece, a main crystal phase was α-Quartz and a second was Mullite. It was assumed the
firing temperature would be around 1200

o
C because a little amount of Mullite was formed in the body and there was no phase

transition α-Quartz to cristobalite. As a result of ICRM analysis, Chulwha and glaze didn't react and the melted glazes were sunk into
the Chunwha particles. The thin layer of glaze was found on the Chulwha layer. As a result, the color of Chulwha layer always came
to vivid black. Moreover, Chulwha painting didn’t spread over the Buncheong ware, because Chulwha and engobe didn’t react. The
boundary interface of engobe and body was not clear because they had similar compositions. This shows engobe was composed of
more Al2O3 than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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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계룡산 철화 분청사기는 조선 초 15세기 후반에서 16

세기 전반에 걸쳐 약 200년간 생산되었으며, 소박하고 해

학적인 멋이 담겨 있어 미술사가 들에 의해 가장 한국적

이면서도 동시에 현대적인 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

가되고 있다.
1-4)

 그 중에서도 공주 계룡산 일대의 학봉리

분청사기 가마터에서 제작된 철화 분청사기는 철분이 많

이 섞인 회 흑색, 갈색 태토 위에 약간의 철분이 포함된

백토로 분장하였고 가장 특징적인 것은 검정 안료로 쓰

였던 철분이 번짐이나, 흐르지 않았으며 선명한 검정색과

농담이 보일 정도로 시문한 그림에 나타나있는 독특한 도

자기이다. 과거 철화 분청사기 도편에 대한 소지의 성분

이나 결정상 등의 연구된 것
1-4)
이 있으나 유약, 철화, 분

장토, 소지간의 반응여부나 철화가 흐르지 않고 짙게 유

지되는 이유들에 관해서는 밝혀진 것이 없다. 이에 본 연

구는 사적333호 학봉리 분청사기 가마터에서 출토된 철

화 분청사기 도편을 수집하여 계룡산 철화 분청사기의 유

약과, 철화의 반응관계 철화와, 분장토의 반응관계, 분장

토와 소지와의 반응 관계 및 각 계층의 계면의 특성을 파

악하여 계룡산 철화 분청사기에 그려진 선명한 검정 안

료가 번짐이나 흐르지 않은 이유와 농담의 선명도 등을

규명하고자 한다. 

2. 실험방법

2.1. 분석도편

계룡산 철화 분청사기를 연구하기 위하여 연구 대상을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사적333호에서 출토된 15세기에서

16세기 초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철화 분청도편 중 안

료의 발색이 선명한 도편 50여종을 선정하였다.(Fig. 1) 

2.2. 도편의 성분분석 및 결정성 분석

출토된 도편 소지의 성분분석을 분석하기 위하여 도편

에서 유약과 분장토를 제거한 후, 소지만을 미 분쇄하여

XRF 분석을 하였다. 또한 소성된 도편 내에 함유되어있는

결정상을 알아 보기 위하여 XRD와 FT-IR 분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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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도편의 흡수율 측정 

계룡산 도요지에서 출토된 도편 50여종 중 4편을 선정

하여 도편의 겉 표면에 있는 유약과 분장토를 제거하였

다. 이들을 각각 가로 1 cm, 세로 1 cm 크기로 절단한 후

KSL 3114 의하여 흡수율을 측정하였다.

2.4. SEM 관찰 및 FT-IR 분석

출토된 도편 내의 조직과 결정형을 알아 보기 위하여

SEM관찰을 하였다. 

2.5. ICRM 관찰 및 EDX 분석

출토된 도편 내에서 소지와 분장토, 분장토와 철화, 철

화와 유약, 및 분장토와 유약간의 계면 반응여부와 확산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Image Cut Raman Microscope

(ICRM) 관찰을 한 후 EDX 분석을 하였다. 이 경우

ICRM 측정 조건은 레이져 파장 : 785 nm -레이져 출력 :

300 mW -detector 노출시간 : 20초 -Detector gain :3 -

Number of scans: 20회 -Microscope object : X100으로 측

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도편의 성분분석

XRF를 사용하여 분석한 도편의 성분분석 결과를 Table 1

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계룡산 철화 분청사기의 소지는

Al2O3의 함량이 청자나, 백자소지 보다 적고 SiO2와 Fe2O3

함량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것을 사용하여 광물 조

성을 계산하면 점토가 30.97%, 장석이 35.50%, 규석이

33.53%로 다른 소지에 비교하여 점토의 양이 적고 장석

의 양이 많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보면 철화

분청사기의 소성 온도는 기존의 청자나 백자와 비교할 때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3.2. 흡수율 측정

출토된 계룡산 도편 소지의 흡수율 측정결과 0.786%로

과거의 청자, 분청 소지의 흡수율 0.3% 보다는 다소 높

게 나타났다. 이는 철화 분청사기의 제조 시 소성 온도는

낮으며 비교적 입도가 굵은 흙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으

로 해석된다. 

3.3. XRD 분석

도편의 XRD 측정 결과를 Fig. 2에 나타내었다. 그 결

과 주 결정상은 α-Quartz, 부 결정상은 mullite로 나타났

다. 소지 내에 mullite가 소량 생성이 되고 α-Quartz가

cristobalite로 전이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소성 온도는

1200
o
C 부근 인 것을 알 수 있다.

3.4. SEM 관찰 및 FT-IR 분석결과

도편에서 철화가 칠하여진 부분과 칠하여 지지 않은 부

분을 선택하여 SEM 관찰을 하였다.

철화가 칠하여 지지 않은 부분 단면의 SEM 사진을 Fig. 3

(a)에 나타내었다. (a)의 사진 위 흰 부분은 유약 층의 중

간에 porous한 부분은 분장토 층을, 그 밑에는 소지 층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에서 유약 층의 두께는 100 µｍ 정도

이고 분장토 층의 두께는 150 µｍ 정도임을 알 수 있었

다. 유약의 파 단면은 치밀하나 군데군데 20 µｍ 정도의

기포가 보였다. 그 반면에 분장토는 제대로 소결되지 않

은 매우 porous한 조직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검은 색상

Fig. 1. Chulwha-Buncheong pieces collected from a historical

spot No. 333 in Keryong Mountain.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a Buncheong Piece                                                                                                                             (wt%) 

Oxide SiO2 Al2O3 Fe2O3 MgO CaO Na2O K2O P2O5 TiO2 MnO ZrO2

% 70.78 19.33 2.85 0.99 0.58 1.12 3.36 0.19 0.62 0.03 0.04

Table 2. Absorption Rate of a Buncheong Piece (%)

Viscosity 2.274

Absorption 0.786

Porosity 1.756

Fig. 2. XRD measurement result of Chulwha-Buncheong pie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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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em image cut of a Chulwha-Buncheong piece (a) sectional view of glaze, (b) sectional view of Chulwha (pigment).

Fig. 4. FT - IR spectrum of body, engobe, chulwha and glaze for buncheong piece.

Fig. 5. SEM/EDX analysis of cross section for a Buncheong pie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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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지를 하얗게 분장하기 위하여 철분이 적은 점토광

물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소지의 경우는 대체로 소결이

잘 이루어져 있으나 20 µｍ 정도의 기포들이 많이 존재

하는 것으로 보아 흡수율도 크며 강도도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철화가 칠하여진 Fig. 3(b)의 철화가 칠하여진 부

분에서는 유약과 철화가 반응하여 유약 층은 보이지 않

았다. 반면에 철화 층은 유약이 녹아 들어가 서로 반응하

여 소결이 잘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간에 부분은 porous

한 분장토 층을 그 밑에는 소지 층을 보여주고 있다. 철

화 층의 두께는 70 µｍ 정도이고 유약 층에 비해서 두께

가 30 µｍ 정도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유

약이 녹아 철화 내로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다. Fig. 4의

FT-IR을 사용하여 계룡산 철화 도편의 단면 유약 층의 분

석결과 1200 cm
-1

~1350 cm
-1

, 1600 cm
-1

~1650 cm
-1
에서 강

한 흡수band가 나타났다. 이는 유약 층의 Si-O 결합에 의

한 것
5,6)
이다. 또한 소지, 분장토의 경우는 2090 cm

-1
,

2250 cm
-1

, 2350 cm
-1
에서 새로운 흡수대가 강하게 나타났

는데 이는 그 당시 철화 분청사기의 소지와 분장토가 서

로 반응하여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IR microscope에 의한 도편(유약, 철화, 분장토, 소지) 분

석결과 각 layer간에 차이를 spectrum으로 확인 할 수 있

었지만 detector의 측정한계가 700 cm
-1 
이라서 700 cm

-1 
아

래에 있는 주요 peak들은 근본적으로 확인이 불가능 하

였다. 또한 IR microscope의 최대 배율이 32배 정도로 낮

고 분해능력 또한 안 좋아서 layer간의 경계면은 측정 곤

란하여 미세한 분석이 가능한 ICRM으로 측정하여 그 결

과를 Figs. 7~10에 나타내었다.

3.5. SEM/EDX의 분석 

이 도편의 층별 조직과 원소의 분포 상태를 알아 보기

Fig. 6. EDX analysis of boundary section for a Chulwha piece (1. glaze 2. chulwha 3. engobe).

Fig. 7. Image cut of Raman microscope analysis of boundary

section position of a Chulwha pie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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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SEM/EDX 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5에

나타내었다. 사진은 도편의 파단면에 대한 SEM 사진으

로 유약 층은 없이 위로부터 철화, 분장토, 소지 층을 보

여주고 있다. SEM 사진에서 철화 위에 유약 층이 없는

것은 유약과 철화가 상호 반응을 않고 녹은 유약이 철화

층으로 스며들었기 때문이다. Na는 소지에 많이 존재하

며 Ca는 주로 철화 층에서만 존재 하였다. 당시 유약의

주재료는 나무 재였는데 나무재의 주성분은 CaO이므로

EDX 분석에서 Ca의 분포를 보면 철화 층에 집중되어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유약이 녹아 철화 층으로 스며들

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철화가 없는 도편에서 유약 부분

만 EDX 분석을 한 결과 Fig. 6에서와 같이 당시의 분청

유약은 나무재를 사용한 석회 유약임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계룡산 철화 분청사기 도편을 보면 철화면 위에

는 유약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 이유는 철화 속으로

유약이 스며들어 유약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

이다. 이것은 유약이 철화 속으로 스며들어 서로 반응하

지 않고 섞여 있는 관계로 철화와 분장토의 밀착을 좋게

되며 철화의 색상을 더욱 짙게 하여준다.

Al의 분포를 보면 분장토 층에 많이 존재 하는 것으로

보아 분장토 층은 소지보다는 Al2O3 함량이 높은 점토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분장토 층이 잘 소

결이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 Fe2O3는 유약 층이나 분장

토 층 보다는 소지 층에 많이 분포되어있어 계룡산 철화

분청사기의 소지는 비교적 Fe2O3를 많이 함유 되어있는

원료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소성된 제품의 소지

Fig. 8. Image cut of Raman microscope analysis of boundary section position of a Chulwha piece.

Fig. 9. Image cut of Raman microscope analysis of boundary section position of a Chulwha piece.

Fig. 10. Image cut of Raman microscope analysis of boundary section position of a Chulwha pie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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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은 흑갈색을 나타났다. 이 경우 소성 분위기는 중성

분위기로 소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SiO2의 분포는 소지

중간에 SiO2가 뭉쳐 있는 것으로 보아 소지 내에 굵은 규

석 입자가 그대로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도편에 나타나는 유약과 철화의 경계면, 철화와 분장토

단면을 SEM/EDX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6에

나타내었다.

(1) 유약과 철화의 상층에는 SiO2가 가장 많은 양으로

나타났으며 Al2O3와 K2O, CaO의 함량은 비슷하게 나타

나 있는 것으로 보아 유약 내에 CaO가 철화 층으로 녹

아 들어간 것을 알 수 있다. (2) 철화 층에서는 유약 층

에서 스며든 CaO의 함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

으며, 또한 Fe2O3의 함량이 또한 높게 나타나있다. 그로

인해 철화의 검은색상이 짙게 되는 것을 이 분석 결과 알

수 있다. (3) 철화와 분장토의 경계부분에서는 전반적으

로 Al2O3와 SiO2로 함량이 고르게 나타났다. 

3.6. ICRM의 분석

철화도편의 경계단면 분석결과 Fig. 6에 기인하여 경계

층간의 반응이 있었는지를 관찰하기 위해 Fig. 7에서와

같이 유약 층을 1번, 유약과 철화 경계층을 2번, 철화 층

을 3번, 철화와 분장토의 경계층을 4번 분장토를 5번 분

장토와 소지경계층을 6번 소지 층을 7번으로 하여 ICRM

으로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를 Figs. 8~10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1번 유약 층의 스펙트럼은 1320 cm
-1

,1350 cm
-1

,

1420 cm
-1
에서 넓고 강한 peak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Fig. 6

에 나타낸 EDX 분석 결과와 같이 유약 층의 경우 대부분

SiO2의 영향으로 보이며
7-9)

 비교적 낮은 온도대인 301 cm
-1

,

351 cm
-1

, 464 cm
-1

, 580 cm
-1

, 750 cm
-1
에서 Al2O3의 peak

가 소량 존재
10)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번 유약 층과 철

화 층의 경계면 스펙트럼에서는 301 cm
-1

~1201 cm
-1

 영역

에서 철화 층의 peak과 1320 cm
-1

~1455 cm
-1 
영역의 유약

층의 peak이 함께 나오는데 이는 유약이 녹아서 단순히

철화 층의 빈 공간에 스며 들어 있을 뿐 서로 반응을 하

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로 인하여 도편에 그려진 철

화 색상은 변화 없이 선명성만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

다. 3번 철화 층은 hematite에 의한 275 cm
-1

, 390 cm
-1

,

500 cm
-1

, 612 cm
-1

, 1320 cm
-1
에서의 peak

10,11)
와 magnetite

에 의한 300 cm
-1

, 540 cm
-1

, 650 cm
-1
에서의 peak

12)
 및

1270 cm
-1

~1350 cm
-1
대에서는 SiO2에 의한 peak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철화 층은 주로 Fe2O3과 SiO2로 구성되어 있

음을 알 수 있다. 4번 철화와 분장토의 경계부분에서는

철화 층의 peak와 분장토의 peak가 함께 나타나 철화 층

과 분장토가 반응 없이 섞여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반

적으로 Al2O3와 SiO2로 함량이 고르게 나타났다. 5번 분

장토 층은 300 cm
-1

, 380 cm
-1

, 750 cm
-1
에서 Al2O3에 의한

특성 peak
10)
와 1050 cm

-1
, 1200 cm

-1
, 1400 cm

-1 
영역에서

SiO2에 의한 특성 peak
7-9) 
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 분

장토는 점토 광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6번 분

장토 층과 소지 층의 경계부분은 분장토와 소지가 상호

반응을 일으키며 규산 Al계의 결정상에 의한 특성 peak

가 존재하였다. 이것으로 조성이 서로 비슷한 분장토와

소지는 서로 반응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7번 소지 층은

Table 1 성분들에 의한 peak와 이들이 서로 반응하여 생

성한 peak들로 구성 되어 있었다. 이 경우 5번 분장토 층

에서는 Al2O3에 의한 특성 peak
10) 
만이 선명하게 나타났

는데 반하여 소지 층에서는 미약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

아 소지 층 보다는 분장토의 소성 온도가 높은 점토광물

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결 론

계룡산 철화 분청사기의 도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도편의 XRD 측정결과 주 결정상은 α-Quartz, 부결정

상은 mullite로 나타났다. 소지 내에 mullite가 소량 생성

이 되었고 α-Quartz가 cristobalite로 전이 되지 않은 것으

로 보아 소성 온도는 1200
o
C 부근인 것으로 추정된다.

2. ICRM 분석한 결과 유약과 철화는 반응하지 않고 철

화 내에 유약이 흘러 들어가 철화 층 위의 유약 층이 미

세하게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철화 층의 색

상은 변함없이 선명한 검정색상을 나타내었다. 또한 철화

와 분장토의 경우도 상호반응이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나 분청사기에 그려진 철화 그림이 번지지 않음을 알

수가 있다. 

3. 분장토와 소지는 비슷한 조성으로 되어 있어 상호반

응을 하여 경계층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 경우 소지보다

는 분장토가 Al2O3가 많은 점토광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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