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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focuses on the raw material characteristics, including firing temperature and the similarity of clay

body, and making techniques on the underwater ceramics from offshore of Taean Mado, the Republic of Korea. The

ceramic specimens include various types of celadons, Buncheongwares and white porcelains with very similar

physical characteristics. All the clay bodies composed of same mineral phases within mullite and quartz, while

cristobalite were also found in some white porcelains. Also, the geochemical composition of the clay body shows

regular behavior properties for all the elements consisting of the celadons and Buncheongwares. In contrast, the

irregular properties of trace and incompatible elements were found in white porcelains. Therefore, it is presumed

that the white porcelains were made using the clay body with different source from the celadons and

Buncheongwares. Notably, some white porcelains in low Th content are assumed to be made with clay formed in a

different environments. Meanwhile, most of the ceramics had gone through the firing of 1,200 to 1,300oC, with

some celadons fired from 1,150oC to 1,200oC. Also, it can be interpreted as some white porcelains were fired on

even up to 1,500oC.

Key words : Offshore in Taean Mado, Underwater ceramics, Composition of clay body, Firing temperature

이 연구에서는 중요한 수중발굴지의 하나인 충남 태안 마도해역에서 출수된 도자기를 대상으로 물리적, 광물학적

및 지구화학적 특성을 분석하여 태토의 동질성과 소성온도를 검토하였다. 연구대상 도자기는 청자, 분청사기 및 백자

로 다양하나 전반적으로 거의 유사한 물리적 특성을 보인다. 모든 도자기의 태토에서 뮬라이트와 석영이 주요 광물로

확인되며, 일부 백자에서만 크리스토발라이트가 동정되었다. 또한 청자와 분청사기 태토는 동질한 조성과 점토화도 및

원소의 거동양상을 보이는 반면, 백자는 이와 상이하며 미량 및 불호정원소를 중심으로 다양한 특징을 보인다. 따라

서 백자는 청자 및 분청사기 제작에 사용한 태토와 성인이 다른 점토로 제작되었으며, 이 중에서도 낮은 Th 함량을

갖는 일부 백자는 또다른 상이한 환경에서 형성된 점토를 활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도자기의 소성온도는 대부분

1,200에서 1,300oC로 보이며 일부 청자는 1,150oC에서 1,200oC, 일부 백자는 1,500oC 정도의 과소성을 경험하였을 가

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요어 : 태안 마도해역, 해양출수 도자기, 태토조성, 소성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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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언

한국에서 수중고고학 연구가 시작된 것은 1970년대

로, 이순신 장군 관련 해전유물 탐사(1973)를 시작으로

경주 안압지 목선 발굴(1975), 신안해저유물 발굴 및

인양(1976) 등의 괄목할만한 성과에 따라 수중문화재

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Kim, 2013). 또한 조선시

대 조운선인 마도 4호선의 발굴(2015) 및 인근 해역에

대한 시굴조사와 울릉도 해역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

진 러시아 철갑순양함 돈스코이호 등에 의해 다시 주

목받고 있다.

그러나 그 가치에 비해 해저유물에 대한 과학적 연

구 사례는 많지 않다. 해양출수 도자기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대부분 고고미술사학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

다. 과학적 연구로는 탈염 및 이온용출 특성과의 연관

성을 규명하기 위한 재료학적 분석(Nam and Jang,

2013; Jang et al., 2009; 2013) 및 생산지 추정 연구

(Han, 2006; Han and Koh, 2008) 등이 있다.

국내에서 발굴된 대부분의 고선박은 고려시대로 확

인되었으며, 도자기는 당시의 주요 무역품 및 조세품

의 하나이자 재질적 특성에 따라 다른 유물에 비해 다

량 출수되었다. 특히 충청남도 태안 마도를 비롯한 서

해안 일대에서 발굴된 고려시대 한선 및 외국선에서

다량의 무역 도자기와 선원들이 사용했던 그릇들이 출

수되면서, 당대 생활상과 조운경로 및 동아시아 무역

망 복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태안 마도해역(Fig. 1)에서 출수된 청

자, 분청사기 및 백자편을 대상으로 산출상태, 물리적,

광물학적 및 지구화학적 분석을 통해 재료과학적 특성

을 규명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태토 원료의 동질

성 분석 및 소성온도 해석 등 도자기의 유형에 따른

제작기법을 고찰하여 상호 유사성을 검토하였다.

고선박 내부에서 목간 등과 함께 출수된 도자기는

제작시기 및 선적 목적이 비교적 뚜렷하게 확인되나,

마도 인근 해역에서 출수된 경우는 정보가 없는 경우

가 많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출수 도자기의 재

료학적 연관성을 고찰함으로서 향후 동일 지역에서 출

수된 도자기에 대한 과학적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지역

충남 태안의 마도는 고려시대 객관인 ‘안흥정(安興亭)’

Fig. 1. Location map around the Taean Mado area, Korea. 



태안 마도해역 출수 도자기의 소성온도 및 원재료의 유사성 해석 309

이 위치하던 곳으로 추정되며 많은 무역선과 조운선들

이 오가던 곳이었으나, 복잡한 해안선과 암초로 인해

해난사고가 잦아 ‘난행량(難行梁)’이라 불리던 곳이다

(Fig. 1). 안흥정의 위치는 문헌기록에 따라 오늘날 서

산 해미와 태안 안흥 부근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

으나, 중국식 도자기와 닻돌을 포함한 유물이 다량 출

수되고 있으며 추정 건물터가 확인되는 등 마도에서

안흥정의 존재 근거들이 발견되고 있다(Yoon, 2009).

마도해역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된 것은 1980

년대로 당시에는 도자기 150여점이 발견되는데 그쳤으

나, 2008년에 다발의 묶음으로 포장된 청자 449점을

발굴하면서 오늘날까지 다량의 도자기가 출수되었다.

2011년에서 2014년까지 진행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의 시굴조사 결과, 총 556점의 도자기가 발굴되었다. 이

중에서 청자가 54%로 가장 많으며, 백자 29%, 도기

6%, 분청사기 5% 및 중국제 도자기가 6%의 점유율을

차지한다(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Maritime

Cultural Heritage, 2017). 

현재까지 마도해역에서 알려진 고선박은 총 5척으로,

2007년 태안 대섬에서 발굴한 태안선을 비롯하여 2009

년에서 2011년까지 매년 발굴된 마도 1, 2, 3호선과

2015년 발굴된 마도 4호선이 이에 해당한다. 가장 최

근에 발굴된 마도 4호선은 조선시대 선박으로 확인되

었으며 나머지 4척은 모두 고려시대 선박이다. 이 고

려시대 선박에서는 도자기, 죽제품, 각종 공물, 철제 및

석제 등 다양한 유물이 다량으로 발견되었으며, 특히

죽간을 통해 화물의 수량과 종류 및 수취인 등 항해에

관한 정보가 확인되었다(Lim and Choi, 2009; 2010).

2.2. 연구대상

이 연구는 태안 마도해역에서 시굴 조사로 출수된

청자편 9점, 분청사기편 3점 및 백자편 10점을 대상으

로하였다. 시료 중에 전체의 반 이상이 남아있는 특정

시료를 제외하고는 구연 또는 동체의 일부만 잔존하여

완형에 대한 기형 유추에 어려움이 있다. 대부분 양질

의 표면상태를 보이며 문양이 없으나 분청사기에서는

인화문을 확인할 수 있다(Fig. 2).

전반적인 시유상태는 양호하나 굽이 잔존하는 경우

에는 굽바닥과 굽의 접지면에서는 유악이 관찰되지 않

는다. 또한 유약이 박락된 표면을 중심으로 백색의 염

이 나타나며, 일부 시료의 표면에서는 금속성 물질의

부식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적갈색 오염물과 해양생

물의 서식으로 인한 생물오염 등이 관찰된다. 이러한

오염물들은 모두 장기간 해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었

던 특수한 매장환경에 의한 것이다.

2.3.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정밀관찰과 분석을 통해 연구대상 도

자기편 22점의 재료과학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각각의

도자기편은 종류에 따라 영문명의 앞글자를 붙인 다음

Fig. 2. Ceramic specimens in this study. CE means celadons, BU means Buncheongwares, WH means white porcelains.

Photographs showing the external surface except BU specimens with stamped patterns (Inwha) design on the internal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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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상태로 보아 소성상태가 불량하거나 태토가 불균

질한 것에서부터 소성상태가 양호하며 균질한 태토를

보이는 순으로 번호를 부여하였다.

각 시료의 색상은 정량적인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색도계(Minolta CR-30)를 이용하여 5회씩 측정하였으

며, 한국산업규격 KS L4008에서 제시한 방법을 근거

로 흡수율 및 공극률을 분석하였다. 또한 자화강도를

통한 도자기 구성성분의 동질성 검토를 위해 시료 외

면을 중심으로 5회씩 총 110회의 전암대자율을 측정하

여 전반적인 분포를 확인하였다. 측정은 10-7 SI unit의

측정한계를 갖는 ZH Intruments 사의 SM30 모델을

활용하였으며, 단위는 10-3 SI unit으로 표기하였다.

한편 정량적인 동질성 해석 및 태토의 구성성분을

규명하기 위해 중성자방사화분석(INAA)과 유도결합 플

라즈마 질량 및 분광분석(ICP-MS/AES) 등을 통해 주

성분, 미량, 희토류 원소의 정량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때 온전한 태토의 성분분석을 위해 다이아몬드 절단기

로 유약층을 제거한 뒤 200 메쉬 이하의 분말상태로

만들어 캐나다 Actlabs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유약층을 구성하는 주요 산화물은 에너지분산

형분광기(EDS)를 장착한 주사전자현미경(SEM)을 활

용해 미세조직 관찰과 동시에 성분을 검출하였다. 사

용한 기기는 JEOL사의 JSM-635F 모델이다. 유약층을

제거한 태토분말은 광물조성 동정을 위해 X-선 회절분석

(XRD)을 병행하였다. 분석은 Rigaku 사의 DMAX2000

을 활용하여 부정방위법으로 진행하였으며, 40kV와

40mA, CuKα 타겟, 1°/min의 조건으로 3에서 60°의

범위에서 측정하였다.

또한 소성과정에서 발생한 광물의 상전이 등 열이력을

검토하기 위해 TA Instruments 사의 SDTQ600을 활

용하여 시차열 및 열중량 분석(DTA/TG)을 수행하였다.

이 때 표준시료는 α-Al2O3를 사용하였으며 10oC/min의

승온속도로 1,000oC까지 측정하였다. 한편 연구대상의

단면과 조직을 관찰하기 위해 콜드마운팅하여 연마하고,

이를 박편으로 제작하여 실체(Nikon, SNZ1000) 및 편

광현미경(Nikon, Eclipse E 600W) 관찰을 진행하였다.

Table 1. Representativ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ceramic specimens

No.

Chromaticity
Absorption ratio 

(%)

Porosity

(%)
MS**Outside Core

L* a* b* L* a* b*

CE-1 54.08 -5.19 16.38 68.20 -3.05 5.41 0.98 1.72 0.016

CE-2 50.15 -2.49 14.78 63.43 -3.33 8.50 2.80 4.92 0.027

CE-3 49.77 -3.56 11.69 62.16 -3.46 4.76 2.86 4.92 0.069

CE-4 51.93 -3.89 9.35 62.25 -3.32 3.50 4.71 8.00 0.024

CE-5 55.41 -3.38 15.11 62.99 -3.60 6.13 2.20 3.85 0.032

CE-6 60.11 -2.58 18.38 71.25 -3.60 12.61 5.19 8.89 0.021

CE-7 70.87 -5.62 11.54 74.58 -3.50 5.71 3.70 6.38 0.013

CE-8 56.95 -3.82 11.62 67.15 -3.33 4.44 2.74 4.76 0.020

CE-9 56.87 -4.52 7.98 62.74 -2.99 4.46 2.20 3.77 0.030

BU-1 58.92 -2.77 10.67 64.49 -3.25 7.45 2.68 4.62 0.035

BU-2 64.98 -5.47 11.68 71.42 -3.58 6.53 2.54 4.35 0.014

BU-3 50.98 -2.52 12.06 62.90 -3.30 6.15 3.75 6.38 0.058

WH-1 61.48 -3.33 13.33 67.01 2.13 16.42 2.59 4.55 0.122

WH-2 61.00 -4.76 7.61 66.71 -3.67 4.11 1.19 2.08 0.028

WH-3 64.75 -4.18 13.30 75.09 -3.04 15.64 8.74 14.52 0.032

WH-4 59.08 -3.81 10.03 72.59 -4.10 6.82 2.53 4.44 0.024

WH-5 68.01 -5.59 9.50 81.25 -4.57 4.56 3.75 6.52 0.014

WH-6 68.00 -4.37 16.16 86.33 -5.21 3.68 0.90 1.61 0.004

WH-7 75.44 -8.17 8.89 83.63 -4.48 5.46 3.09 5.36 0.004

WH-8 66.67 -4.35 6.30 76.76 -3.60 7.61 1.11 1.89 0.016

WH-9 76.69 -6.36 7.56 83.09 -5.15 4.64 2.04 3.51 0.013

WH-10 88.14 -7.25 7.67 91.58 -6.34 4.06 1.11 2.04 0.001

Sample numbers are the same as those of the Figure 2.
**Magnetic susceptibility; average values of 5 measurements (×10-3 SI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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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해석

3.1. 물리적 특성

연구대상 도자기의 물리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정

량적인 색도값을 측정하였다. 도자기는 제작기법에 따

라 태토 및 유약층으로 구분되므로, 유약에 의한 색상

차이를 구분하기 위해 각 시료의 외면과 단면에 대하

여 색도측정을 수행하였다. 이 때 외면의 유약이 완전

히 박락된 일부 청자(CE-7)는 유약이 잔존하는 내면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도자기의 종류에 관계없이 단면은 일부

시료(CE-6, WH-1, WH-3)를 제외하고 좁은 영역의

적색도(a*) 및 황색도(b*)를 보인다. 그러나 유약처리가

수행된 외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색도값을 보이

며 특히 황색도의 범위가 넓어진다. 또한 청자와 백자

의 명도(L*)는 단면에 비해 외면에서 낮은 경향을 보

인다(Table 1, Fig. 3).

일부 백자(WH-1, -2, -3)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자기

에서 외면 및 단면에 관계없이 유사한 명도 값을 보이

며 동일 범위의 색도를 띠나 유약에 따라 상이한 색상

을 보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도자기에 따라

다소의 색도차이가 나타나며, 이는 물리화학적 특성을

Fig. 3. Chromaticity diagrams showing the celadons (A), Buncheongwares (B) and white porcelains (C) specimens,

respectively.

Fig. 4. Diagrams showing the correlation between absorption ratio and porosity (A), magnetic susceptibility (B) of the

ceramic specimens. Sample numbers are the same as those of the 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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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

각 시료의 흡수율 및 공극률 측정 결과, 일부 백자

(WH-3)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자기에서 유사한 값과 분

포를 띠는 것으로 확인된다(Table 1, Fig. 4A). 도자기

종류에 관계없이 전체 흡수율 및 공극률의 평균값은

각각 2.88%와 4.96%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청자는

3.04%와 5.25%, 분청사기는 2.99%와 5.12%로 전체보

다 다소 높은 평균값을 갖는 반면, 백자는 2.71% 및

4.65%로 다소 낮은 평균값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백자(WH-3)는 8.74%와 14.52%로 상

대적으로 매우 높은 흡수율 및 공극률을 보여 물성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암대자율 측정 결과,

모든 시료가 0.140(×10-3 SI unit) 이하의 분포를 보여

매우 유사한 미세자기적 특성을 띠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Table 1, Fig. 4B).

3.2. 미세조직적 특성

실체 및 편광현미경으로 시료의 단면조직을 관찰한

결과, 도자기 종류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태토에서

1mm 정도의 세립질 무색광물과 함께 은미정질의 기질

이 관찰된다(Fig. 5). 무색광물은 대부분 석영으로 동정

되며 각형, 아각형 내지 아원형 등으로 원마도가 다양

하고 분급은 다소 불량하다. 또한 일부 청자에서는

1 mm 내외의 입도를 보이는 각형의 석영이 확인되는

데(Fig. 5B), 이는 태토의 수급과정에서 수비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청자 및 분청사기에 비해 백자 태토에서 광물의 함량

이 적고 입도가 작은 것으로 확인된다. 소결도 역시 더

욱 높은 것으로 보아(Fig. 5), 백자가 상대적으로 보다

정선된 원료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Fig. 5). 청자

와 분청사기 태토에서는 열변질에 의한 기질 및 광물

의 재배열이 관찰되며(Fig. 5A, 5D), 중립질 석영의

가장자리를 따라 발달한 유상구조가 확인된다(Fig. 5B).

한편 유약의 두께는 도자기 종류에 관계없이 매우

상이하며 대체로 완전한 유리질화가 이루어져있으나,

다양한 크기의 기포가 산재한다. 이는 소성과정에서 광

물의 유리질화 또는 내부의 유기물 등이 휘발되는 과

정에서 형성되는 것이므로, 원료의 종류 및 수비과정

보다는 가마의 내부에서 겪은 소성 및 냉각 등에 영향

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일부 청자의 유약층 내에서는

침주상의 결정(Fig. 5C)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일부

유약은 제조과정에서 완전한 유리질화가 진행되지 못

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미경 관찰을 근거로 도자기 종류별로 특징적인 시

료를 선별하여 주사전자현미경 관찰을 실시하였다. 또

한 에너지분산형분광기(EDS)로 유약층을 비롯하여 특

정지점에 대한 조성분석을 병행하였다. 이 결과, 유약

층은 대체로 완전한 유리질화가 진행되었으며, 태토와

의 경계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크기의 기공이 관찰된다

(Fig. 6A, C, F, G, H). 이는 실체현미경 관찰 결과와

도 일치하며, 침주상 결정이 관찰된 청자(CE-7)의 유

약층에서 유리질화된 광물결정을 확인하였다. 이는 결

정의 형태 및 EDS 분석 결과로 보아 회장석으로 판

단된다(Table 2, Fig. 6E).

태토의 기질은 도자기 종류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용융 및 재결정화에 따른 열변질과 미세기공

등이 관찰된다. 청자에서는 1 mm 내외의 석영을 중심

으로 기질이 소결되거나(Fig. 6B), 열변질로 인해 유리

Fig. 5. Photographs showing the representative stereoscopic and polarizing microscope for ceramic specimens. (A) CE-1,

(B) CE-6, (C) CE-7, (D) BU-2, (E, F) BU-3, (G, H) WH-5. Sample numbers are the same as those of the 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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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화가 진행된 판상형 광물이 확인된다(Fig. 6D). 이는

EDS 분석 결과로 볼 때 카올리나이트의 변질상으로

추정된다. 또한 분청사기에서는 분장토층을 중심으로

점토의 탈수에 의해 결집된 기질이 관찰되며(Fig. 6F),

이 부분은 Al2O3가 43.78wt.%로 상대적으로 높게 검

출되었다.

일반적으로 세라믹류의 알루미나 성분은 내화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조성에 따라 동일시료의 유

약 및 태토에 비해 분장토층의 소결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Fig. 6G). 백자의 태토기질은 관찰되는 기공

의 크기가 청자 및 분청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나

형태는 균일하며, 결집된 기질부 등이 관찰되지 않아

가장 높은 유리질화 정도를 보인다(Fig. 6G, 6H).

유약 및 태토의 평균조성을 살펴보면(Table 2), 모든

시료에서 SiO2의 함량이 가장 높다. 그러나 태토에 비

해 상대적으로 유약층에서 CaO 함량이 높게 나타나며,

특히 일부 청자의 유약에서 회장석이 관찰되는 것으로

볼 때 연구대상 도자기의 제작에는 라임계열(lime type)

의 유약이 사용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청자 및 분

청사기 유약에서는 MgO과 Na2O가 일정량 검출된 반

면, 백자에서는 조성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도자

기 종류에 따라 원료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2. Results of EDS analysis for ceramic specimens

No.
Oxide Concentration (wt.%)

SiO2 Al2O3 Fe2O3 MnO CaO MgO Na2O K2O TiO2 SO4 Cl

1 53.60 15.78 2.15 0.47 21.06 3.01 1.60 1.61 0.72 0.00 0.00

2 67.33 18.66 3.12 0.00 3.06 0.76 1.03 3.93 2.11 0.00 0.00

3 95.68 4.3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4 61.34 14.46 1.60 0.00 14.87 3.18 1.73 1.79 1.02 0.00 0.00

5 61.35 26.74 3.86 0.00 0.71 1.05 0.95 4.06 1.28 0.00 0.00

6 48.67 45.72 1.39 0.00 0.00 1.18 1.29 1.75 0.00 0.00 0.00

7 56.23 20.45 2.04 0.00 11.44 2.69 3.22 1.39 0.73 0.98 0.83

8 57.71 17.03 1.97 0.00 13.74 4.82 1.59 3.13 0.00 0.00 0.00

9 49.80 43.78 1.61 0.00 0.00 0.00 0.00 4.80 0.00 0.00 0.00

10 75.40 16.73 2.15 0.00 0.25 1.21 1.39 2.18 0.69 0.00 0.00

11 56.37 13.88 2.04 0.00 24.04 0.00 0.00 3.68 0.00 0.00 0.00

12 65.34 21.72 3.49 0.00 1.26 0.59 0.95 6.65 0.00 0.00 0.00

13 68.85 16.64 2.34 0.00 5.89 0.00 0.00 6.28 0.00 0.00 0.00

14 74.28 17.32 2.01 0.00 0.00 0.00 0.00 5.28 0.00 0.00 1.12

Location of each measuring numbers are presented on Figure 6.

Fig. 6. Photographs showing the representative scanning electron microscope(SEM) and 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EDS)

for ceramic specimens (A) CE-1, (B) CE-3, (C, D) CE-6, (E) CE-7, (F) BU-3, (G) WH-2, (H) WH-6. Sample numbers are

the same as those of the Figure 2. The numbers mean EDS measuring points of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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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광물조성 및 열적 특성

미세조직적 특징으로 보아 유약층은 대체로 유사한

유리질화 정도를 보이며 일부 청자에서 확인되는 회장

석 결정을 제외하면 대부분 비정질을 이루고 있다. 그

러나 태토는 구성성분 및 소성환경에 따른 차이가 나

타나므로 각 도자기 태토의 광물조성 및 열적 특성을

파악하여 제작기법을 해석하였다.

X-선 회절분석 결과, 모든 도자기 태토는 석영과 함

께 알루미나계 고온상 광물인 뮬라이트(mullite)의 회

절선이 확인되는 매우 단순한 광물조성을 보였다. 그

러나 도자기의 종류에 따라 회절강도에서 다소의 차이

가 있다. 청자와 분청사기는 매우 유사한 회절강도를

띠는 반면, 백자에서 뮬라이트의 회절강도가 상대적으

로 다소 높게 나타나며 일부 백자(WH-6)에서는 석영

의 고온 상전이 광물 중 하나인 크리스토발라이트

(cristobalite)가 검출되기도 한다(Fig. 7).

연구대상 도자기에서는 모두 뚜렷한 뮬라이트의 회

절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1,000oC에서 1,100oC 정

도의 고온에서 소성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크리스토발라이트는 1,470oC 이상의 고온 환경에서 형

성되는 석영의 상전이 광물이므로 해당 백자(WH-6)는

연구대상 중에서 가장 높은 과소성을 경험하였을 것으

로 보인다. 

한편 시차열분석 및 열중량 분석 결과, 모든 시료는

200oC 이하 영역에서 가장 큰 중량감소를 보였다. 이

는 흡착수 및 층간수의 탈수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

되며, 흡착수의 연속적인 탈수로 인하여 약 650oC 부

근까지도 지속적인 중량감소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다. 도자기 종류에 따른 평균 중량감소율은 청자

0.70wt.%, 분청사기 0.44wt.%, 백자 0.65wt.%로 청자

의 중량감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또한 일부 백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료에서 석영의

상전이에 따른 흡열피크가 570oC 부근에서 확인된다.

X-선 회절분석 결과, 모든 도자기에서 뮬라이트가 검출

된 것으로 보아 해당 피크는 α-석영으로 다시 냉각되

는 과정에서 불안정한 상태로 존재하던 일부가 분석과

정에서 형성된 고온으로 인해 재반응하여 발생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3.4. 지구화학적 특성

연구대상 도자기 태토의 구성원소 분석 결과, SiO2

는 평균 청자 73.50wt.%, 분청사기 69.64wt.%, 백자

69.89wt.%의 높은 함량을 보인다. 또한 Al2O3의 평균

함량은 청자에서 18.28wt.%, 분청사기 20.49wt.%, 백

자 22.35wt.%로 확인되어 SiO2와 함께 연구대상 도자

기를 구성하는 주성분 원소이다(Table 4, 5).

Fig. 7. X-ray powder diffraction patterns of ceramic

specimens. Mu; mullite, Q; quartz, Cb; cristobalite. Sample

numbers are the same as those of the Figure 2.

Table 3. Weight loss (wt.%) of each ceramic specimens

through thermal gravity analysis

Sample 

No.

Weight loss 

(wt.%)

Sample 

No.

Weight loss 

(wt.%)

CE-1 0.43 BU-3 0.53

CE-2 0.64 WH-1 1.13

CE-3 1.00 WH-2 0.23

CE-4 0.58 WH-3 1.30

CE-5 0.74 WH-4 0.32

CE-6 1.01 WH-5 0.90

CE-7 0.80 WH-6 0.33

CE-8 0.62 WH-7 1.19

CE-9 0.49 WH-8 0.17

BU-1 0.60 WH-9 0.63

BU-2 0.20 WH-10 0.25

Sample numbers are the same as those of the 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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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Fe2O3 및 K2O의 평균함량은 각각 청자 2.07wt.%

와 2.63wt.%, 분청사기 1.97wt.%와 2.86wt.%, 백자

1.46wt.%와 3.49wt.%로, 연구대상 도자기는 종류에 관

계없이 성분별로 유사한 함량을 보인다. 그러나 CaO

와 Na2O는 청자에서 각각 0.55wt.%와 0.80wt.%, 백

자는 0.65wt.%와 0.87wt.%의 평균값이 검출된 반면,

분청사기에서는 1.18wt.% 및 1.15wt.%로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Table 4, 5). 특히 분청사기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CaO와 Na2O 함량이 검출된 것은 청자

및 백자와는 달리 분장층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무기질 물질은 풍화가 진행되면서 규산

염류의 분해에 의해 상대적으로 난용성 성분인 Al2O3 및

Fe2O3의 함량이 증가한다(Righi and Menuier, 1995;

Taylor and Velbel, 1991). 따라서 Al2O3/SiO2와 Fe2O3/

SiO2 상관도를 작성하여 도자기 종류별 태토의 점토화

정도를 파악하였다. 이 결과, 전반적으로 청자의 점토

화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분청사기는 일부

시료(BU-2)에서 다소 높은 Al2O3 함량을 보이나 이를

제외하면 청자와 유사한 분포경향을 띤다(Fig. 8).

그러나 모든 백자는 넓은 점토화 범위를 보여 각 시

료마다 주성분 원소의 함량에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구성성분에 따른 구분을 위해 산성 및 염기성산화물의

상관도를 작성하였다. 일부 분청사기(BU-2) 및 백자

(WH-3, 8, 10)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주성분의 함량

이 상당히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Fig. 8).

한편 연구대상 도자기의 태토를 구성하는 주성분 원

소의 함량과 차이를 검토하기 위해 Nockolds(1954)가

제시한 칼크알칼리 화강암을 기준으로 표준화하였다.

이 결과, 청자는 모든 원소에서 유사한 거동을 보이나,

분청사기와 백자는 SiO2, Al2O3 및 Fe2O3를 제외한

모든 원소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중 분청사기는 분장

토층의 영향으로 일부 시편에서 CaO의 함량이 부화하

Table 4. Geochemical compositions of major (wt.%), some minor and rare earth elements (ppm) for celadons and

Buncheongwares

No. CE-1 CE-2 CE-3 CE-4 CE-5 CE-6 CE-7 CE-8 CE-9 BU-1 BU-2 BU-3

SiO2 78.19 74.42 73.55 74.58 72.20 72.44 74.46 72.50 70.03 72.69 60.78 75.45

Al2O3 15.26 17.47 17.71 17.05 18.62 19.78 17.78 19.71 21.14 17.35 28.26 15.85

Fe2O3 1.83 2.09 2.33 1.98 2.03 2.03 1.64 1.91 2.80 1.74 1.83 2.33

MnO 0.02 0.03 0.03 0.02 0.02 0.02 0.02 0.03 0.02 0.01 0.02 0.02

MgO 0.56 0.66 0.59 0.62 0.67 0.64 0.53 0.57 0.79 0.47 0.44 0.73

CaO 0.37 0.88 1.17 0.55 0.42 0.38 0.40 0.49 0.30 0.46 2.76 0.32

Na2O 0.70 0.73 1.01 0.87 0.83 0.65 0.63 1.10 0.70 1.02 1.68 0.75

K2O 2.37 2.46 2.54 2.44 2.40 2.50 2.70 3.05 3.23 3.86 2.22 2.50

TiO2 0.94 0.99 0.81 0.96 1.04 0.94 0.79 0.80 0.98 0.65 0.47 0.93

P2O5 0.01 0.03 0.04 0.02 0.01 0.01 0.03 0.02 0.03 0.02 0.02 0.02

LOI 0.23 0.46 0.89 0.48 0.38 0.92 0.95 0.20 0.46 0.54 0.04 0.76

Total 100.50 100.20 100.70 99.55 98.60 100.30 99.93 100.40 100.50 98.81 98.53 99.66

Ba 632 558 664 594 580 566 535 742 695 837 513 571

Cr 61 64 58 70 70 70 53 43 98 55 26 88

Hf 8 9 6 7 8 6 7 8 6 7 4 8

Rb 170 170 170 160 150 220 180 190 210 200 100 150

Sc 10.5 11.3 11.8 11.9 13.5 12.0 10.7 9.4 15.8 9.8 6.2 13.3

Sr 96 124 154 107 98 87 84 140 77 113 217 78

Zr 291 324 263 291 307 258 256 312 254 266 181 294

La 54.9 55.5 52.3 54.0 71.8 61.4 56.4 70.5 72.0 41.5 36.2 60.7

Ce 95 98 89 102 128 105 96 98 122 67 54 115

Nd 41 39 32 35 50 54 39 43 53 25 24 43

Sm 6.9 6.8 6.6 6.8 9.2 7.5 7.1 7.3 9.7 4.0 3.3 8.2

Eu 1.4 1.5 1.0 1.0 2.0 1.5 1.4 1.8 2.0 0.9 1.0 1.8

Tb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Yb 2.9 3.1 3.2 3.0 3.5 3.2 3.1 2.9 4.1 2.2 1.5 4.1

Lu 0.45 0.56 0.41 0.51 0.67 0.56 0.58 0.54 0.69 0.35 0.19 0.69

Sample numbers are the same as those of the 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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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제외하면 전반적인 거동은 청자와 유사한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백자는 청자 및 분청사기와 완

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며, 같은 백자시료 중에서도 차

이를 보인다(Fig. 9).

따라서 각 도자기의 태토에 대한 성인적 동질성을

검토하기 위해 희토류원소와 호정 및 불호정원소를 콘

드라이트 운석의 초생치(Taylor and Mclennan, 1985)

및 원시의 맨틀조성(Pearce, 1983)을 기준으로 표준화

하였다. 희토류원소에서 청자와 분청사기는 시료에 따

라 함량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경희토류에서 중

희토류로 갈수록 부화도가 낮아지는 유사한 거동을 보

인다(Fig. 9).

반면 백자는 희토류 원소의 부화도가 La에서 Lu까지

지속적으로 낮아지거나, Tb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는

시료와 Sm에서 이상을 보이는 경우 등 다양한 거동을

보인다. 또한 Eu에서 이상을 보이는 백자(WH-3)는 연

구대상 백자에서 Eu의 함량이 기준값(Taylor and

Mclennan, 1985)에 가장 가깝게 확인되나, 전반적인

거동은 대부분의 백자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Sm에서

이상을 보이는 백자(WH-10)는 Yb 및 Lu에서 급격히

낮은 부화도를 띠는 등 전반적으로 상이한 원소 거동

을 보인다(Fig. 9).

호정 및 불호정원소 역시 청자와 분청사기는 P2O5

에서만 결핍하는 유사한 거동을 보이며, 각 원소별 함

량은 청자가 다소 높은 값을 보인다. 백자는 대부분

P2O5뿐만 아니라 TiO2 및 Cr이 결핍된 것으로 확인되

며, 특히 Sm에서 이상을 보였던 백자(WH-10)는 모든

불호정원소가 결핍하는 거동을 보인다. 또한 P2O5의

부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백자(WH-8)는 이를 제외

하면 다른 백자와 유사한 거동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2차적인 오염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Fig. 9).

따라서 연구대상 청자와 분청사기는 제작에 활용한

점토의 성인이 지구화학적으로 동일할 가능성이 있으

나, 백자 제작에 사용한 점토는 상이한 것으로 해석된

Table 5. Geochemical compositions of major (wt.%), some minor and rare earth elements (ppm) for white porcelains

No. WH-1 WH-2 WH-3 WH-4 WH-5 WH-6 WH-7 WH-8 WH-9 WH-10

SiO2 69.47 70.03 62.92 71.80 75.36 76.12 77.36 61.79 72.23 61.78

Al2O3 21.33 20.63 28.52 20.36 17.67 18.39 16.90 27.69 20.85 31.16

Fe2O3 1.55 2.63 1.84 1.57 1.47 1.12 0.88 1.26 1.48 0.81

MnO 0.05 0.05 0.03 0.03 0.02 0.06 0.08 0.01 0.04 0.02

MgO 0.44 0.60 0.29 0.74 0.52 0.13 0.16 0.93 0.31 0.33

CaO 0.24 0.37 0.12 0.11 0.28 0.12 0.19 2.32 0.38 2.35

Na2O 0.83 1.04 0.39 0.19 0.24 0.20 0.19 3.80 0.42 1.39

K2O 4.64 3.61 4.41 5.31 3.96 2.76 3.59 0.60 4.43 1.63

TiO2 0.18 0.69 0.13 0.09 0.10 0.06 0.09 0.38 0.13 0.08

P2O5 0.02 0.03 0.01 0.01 0.01 0.01 0.01 0.22 0.03 0.01

LOI 1.08 0.03 1.25 0.25 0.84 0.34 1.00 0.25 0.47 0.18

Total 99.84 99.65 99.90 100.50 100.50 99.31 100.40 99.25 100.80 99.73

Ba 281 556 930 372 435 258 99 275 251 284

Cr 18 41 8 1 1 4 5 12 7 8

Hf 3 5 4 5 4 8 6 5 5 1

Rb 350 280 140 300 220 200 320 60 350 60

Sc 3.9 9.2 2.8 3.5 3.7 3.5 3.4 10.5 4.5 1.2

Sr 46 73 82 48 24 24 26 467 54 194

Zr 56 183 101 117 101 145 104 191 120 26

La 16.7 57.6 18.2 25.8 26.2 52.3 54.3 17.1 29.3 9.9

Ce 26 106 28 56 51 57 60 33 53 16

Nd 13 34 11 15 17 57 46 26 24 6

Sm 3.4 6.7 2.0 3.8 3.9 9.6 9.0 3.6 5.2 1.0

Eu 0.6 1.1 0.3 0.6 0.7 0.6 0.8 1.1 0.6 0.5

Tb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Yb 1.1 3.1 1.4 2.4 2.6 6.3 6.5 2.3 4.5 0.5

Lu 0.18 0.41 0.27 0.45 0.43 1.09 1.03 0.40 0.75 0.05

Sample numbers are the same as those of the 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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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백자 중에서도 2종 이상의 서로 다른 성인을

갖는 태토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4. 고 찰

4.1. 태토의 동질성 검토

태안 마도 해역에서 출수된 연구대상 도자기는 종류

에 관계없이 0.140(×10-3 SI unit) 이하로 낮은 전암대

자율 값을 보이며, 석영 및 뮬라이트가 공통적으로 검

출되어 태토의 미세자기적 특성과 광물조성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일부 백자에서는 크리스토

발라이트가 검출되어 다소 차이를 보인다.

모든 도자기 태토는 유사한 화학조성을 보이나 상대

적으로 분청사기에서 CaO와 Na2O의 함량이 높게 나

타난다. 이는 분장토층의 영향으로 해석되며, 가장 높

은 함량을 보인 분청사기(BU-2)를 제외하면 대체로 청

자와 동질한 조성 및 점토화도를 보인다. 그러나 백자

의 태토는 전반적으로 다양한 점토화도를 띠며, 일부

백자(WH-3, 8, 10)는 염기성산화물의 영향을 크게 받

았다. 주성분, 희토류, 호정 및 불호정원소에 대한 표

준화 결과 역시 청자와 분청사기는 유사한 거동양상을

보이는 반면, 백자는 이와 상이하며 대부분 서로 다른

여러 거동양상을 보였다.

특히 다른 도자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산성산화

물 및 높은 염기성산화물 함량을 갖는 백자(WH-8,

10)는 Sm에서 부의 이상과 불호정원소의 결핍이 높게

나타나는 등 상이한 원소거동을 지시하였다. 또한 도자

기 태토의 Sc와 Zr 및 Th 비로 상호 동질성을 검토한

결과, 청자 및 분청사기는 유사한 값을 보이는 반면,

백자는 넓은 범위(Zr/Sc=14.4~41.4, Th/Sc=0.7~11.7)

를 보여 원료 점토의 형성과정에서 다양한 환경을 경

험한 것으로 해석하였다(Fig. 10).

또한 태토의 원료물질에 대한 지질환경을 검토하기

위해 La-Th-Sc 및 Th-Sc-Zr/10 삼각도를 작성한 결과,

역시 청자와 분청사기는 유사 범위에 도시되었다. 그

러나 백자는 각각 상이한 값을 띠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Fig. 11). 특히 백자는 Th 함량에 따라 차이를 보

Fig. 8. Diagrams showing the correlation between Al2O3/

SiO2 and Fe2O3/SiO2 (A), correlation between acidic

oxides and basic oxides of ceramic specimens (B). Sample

numbers are the same as those of the Figure 2.

Fig. 9. Normative variation diagrams showing the major,

some rare earth, some compatible and incompatible elements

of ceramic specimens. Sample numbers are the same as those

of the 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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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데 가장 낮은 함량을 보이는 백자(WH-8, 10)는

A-CN-K 및 A-CNK-FM 삼각도를 통한 풍화경향성에

서도 차이를 보였다(Fig. 12).

La과 함께 퇴적물의 기원을 지시하는 원소로 작용하

는 Th은 퇴적 및 속성작용을 받으면서 소실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Choi et al., 1998; McLennan et

al., 1980; McLennan and Taylor, 1980). 또한 풍화

작용이 진행됨에 따라 CaO, Na2O 등에 이어 K2O의

소실이 이어지게 되어(Kim, 2012), 백자의 제작에 활

용된 점토는 다른 도자기 원료와 형성기원 및 환경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연구대상 도자기 중 청자와 분청사기는 태토

의 원료가 동일기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백자는 청자 및 분청사기 태토와는 상이하며,

각각의 백자간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

히 낮은 Th 함량을 보이는 백자는 다른 백자와 풍화

경향에서도 차이를 보이므로, 완전히 상이한 환경에서

형성된 점토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연구대상 도자기는 해양에서 출수된 것으로 내륙

의 유적지에서 출토된 유물과는 시료의 획득과정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태토원료의 수급에 대

한 고찰을 위해서는 고고학 및 미술사학적 연구결과와

함께 추정산지를 설정하고, 다양한 재료과학적 특성에

대한 비교와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4.2. 소성온도 추정

연구대상 도자기에 대한 소성온도를 추정하기 위해

태토의 물리적 및 광물학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

였다. X-선 회절분석 결과, 모든 도자기 태토에서 석영

과 뮬라이트가 동정되어 동질한 광물조성을 보이며 일

부 백자(WH-6)에서 크리스토발라이트가 검출되어 매

우 특징적이다.

도자기 원료가 되는 보통의 점토에서 쉽게 확인 가

능한 운모 및 장석류 광물이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보

아 모든 도자기는 비교적 고온에서 소성된 것으로 해

석된다. 전체 도자기에서 다량으로 검출되는 뮬라이트

역시 900oC 이상에서 형성되기 시작하여 1,100oC 부

근에서 결정이 형성되는 고온 정출광물이므로(Yoon,

2001), 모두 1,100oC 이상의 고온에서 소성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백자에서만 검출된 크리

Fig. 11. Plotted on ternary diagrams showing the La-Th-Sc and Th-Sc-Zr/10 (Bhatia and Crook, 1986) for ceramic

specimens. Sample numbers are the same as those of the Figure 2.

Fig. 10. Plotted on diagrams showing the discriminations

of Zr/Sc versus Th/Sc (McLennan et al., 1993) for ceramic

specimens. Sample numbers are the same as those of the

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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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발라이트는 석영이 1,470oC에서 상전이하여 형성

되는 것으로 볼 때, 이는 1,500oC 정도의 과소성 가능

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미세조직 관찰 결과, 대부분의 유약이 완전한

유리질화가 이루어진 것을 보이나, 일부 청자 유약에

서는 회장석의 결정상이 확인된다. 이 청자의 태토에

서 뮬라이트가 다량 검출되는 것으로 보아 뮬라이트가

형성되기 시작하며 동시에 회장석의 결정상이 분해되는

온도인 1,200oC 부근에서 소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청자 유약은 라임계열로 추정되며, 이외의 시료

에서 유약층의 결정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미 회장석이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회장

석이 관찰된 청자와 크리스토발라이트가 검출된 백자

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자기는 장석류의 용융이 진행되

는 1,200oC 이상의 온도를 경험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회절선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비해

선명한 자형의 뮬라이트가 주사전자현미경 하에서 두

드러지지는 않아 1,300oC 부근까지의 온도를 경험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일부 청자는 회장석의 완전한

용융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150oC에서

1,200oC 정도에서 제작되었으며, 크리스토발라이트가

검출된 백자는 1,500oC 내외의 과소성을 경험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언

1. 이 연구에서는 태안 마도해역에서 출수된 청자,

분청사기 및 백자시료를 대상으로 물리적, 광물학적 및

지구화학적 분석을 통해 재료과학적 특성을 검토하였

다. 일부 백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자기에서는 외면

및 단면에 차이없이 거의 유사한 색도를 보이며, 상대적

으로 백자가 다소 낮은 흡수율 및 공극률을 나타냈다.

2. X-선 회절분석 결과,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도자

기의 태토가 석영 및 뮬라이트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

되나, 일부 백자에서는 크리스토발라이트가 검출되었다.

또한 일부 청자 유약에서 반자형의 침주상 회장석이

산출되었다.

3. 태토의 화학조성도 종류에 차이없이 유사하나, 상

대적으로 분청사기에서 CaO 및 Na2O 함량이 높게 확

인되었다. 이는 표면의 분장토가 영향을 준 것으로 해

석된다. 전반적으로 청자와 분청사기 태토는 동질한 조

성과 점토화도 및 원소의 거동양상을 보이는 반면, 백

자는 이와 상이하며 그룹 내에서도 미량 및 불호정원

소를 중심으로 다양한 특징을 보인다.

4. 따라서 청자 및 분청사기 제작에 활용한 원료 물

질은 서로 성인이 동일할 가능성이 높으나, 백자는 이

와 상이하며 차이가 있다. 이 중에서도 낮은 Th 함량

을 보이는 일부 백자는 다른 도자기 제작에 사용한 점

토와는 완전히 상이한 환경에서 형성된 원료를 활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5. 광물조성 및 열분석 등으로 연구대상 도자기의 소

성온도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 1,200oC에서 1,300oC

사이를 경험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유약층에서 반

자형의 회장석이 관찰된 청자는 1,150oC에서 1,200oC

의 범위에서 소성되었으며, 크리스토발라이트가 검출된

백자는 1,500oC 내외의 과소성을 경험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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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Plotted on ternary diagrams showing the A-CN-K

and A-CNK-FM for ceramic specimens. Sample numbers

are the same as those of the 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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