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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본 논문은 아제르바이잔 살비르(Salbir)유적 출토 이슬람도기의 특성을 소개하였
다. 유물의 세척과 분류, 복원과 실측, 사진촬영 등 유물을 접하는 과정에서 시각적 관찰
을 통해 이슬람도기의 유약과 태토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슬람도기는 7세기 중반 무렵 이슬람교가 성립한 이래 그 문화의 영향이 미쳤던 곳에서
제작된 도기를 통칭한다. 비록 우리나라에서 이슬람도기의 출토사례는 알려지지 않았지
만, 중국과 일본의 발굴조사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중세 동아시아는 서아시아와 활발
한 교역이 이루어졌다.
본 논문에서 소개한 살비르유적 출토 이슬람도기는 9세기~11세기 무렵 제작되었다.
생산품 중 채유도기는 백토의 분장여부에 따라 多彩釉陶器와 白地多彩釉陶器, 白地多彩
釉刻線文陶器로 나뉜다. 광물질 유약의 자연적인 발색을 이용하여 다채로운 문양이 연출
되고, 태토는 크고 작은 기공과 석회 입자가 다량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유
약과 태토가 유사한 온도에서 상태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하였을 때 1차 번조를 통
해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세 이슬람도기와 동아시아 연유도기는 저화도 유약을 활용한 문양 시문, 화장
토의 사용, 三叉形받침, 해무리굽[玉璧底系] 등 여러 가지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도자 문화의 상호 교류에 대해서는 보다 주목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주제어 : 이슬람도기, 살비르유적, 채유도기, 유약, 태토, 상태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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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이슬람도기는 7세기 중반 무렵 이슬람교가 성립한 이래 그 문화가 영향이 미쳤던 곳에
서 제작된 도기를 통칭한다. 이슬람 문화는 서아시아를 비롯하여 아프리카 북단·인도
등 광범위한 지역으로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슬람 문화권에서 제작된 이슬람도기는
1)

시대, 지역, 제작기법 등에 따라 다양하게 명명되고 있다.

중세 동아시아는 이슬람 문화권과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져 중국은 서아시아와의 도자
무역과 그에 따른 영향 관계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謝明良 2014, 2019), 일본은 博多와 平
城京跡 등 발굴조사를 통해 적지 않은 이슬람도기가 출토되어 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三

上次男 1990; 岡野智彦 1999)와 학술조사(岡野智彦 1999, 2005; 佐々木達夫 2008)가 진행
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슬람도기의 출토 사례는 보고된 바 없으며, 박물관 전시, 중국도자
의 영향관계 등을 다룬 논문(阿陪克彦 2009; 박신희 2013) 등에서 소개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중앙아시아와 동아시아는 물론 유럽, 아프리카까지 영향을 미친 이슬람 문화권
과 우리나라 고대·중세와의 관계는 그리 낯선 주제가 아니다. 주지하듯이 신라에서 출
토된 서역·이슬람계의 유물에 대한 연구(함순섭 2009; 이송란 2016), 이슬람과의 대외교
역 관계를 검토한 연구(김창석 2006) 등이 이루어진 바 있다. 아울러 근래에 들어서는 국
내 연구진에 의해 우즈베키스탄·아제르바이잔 등 이슬람 문화권에 형성되었던 유적을
대상으로 연차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지면서 그 관심의 폭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김종일
2011; 이지영 2012). 이와 같은 삼국~고려 시대 이슬람 문화권과의 대외교역, 서역계 유물
의 출토현황, 인접한 일본의 출토사례 등을 고려하였을 때 국내에서 이슬람도기가 출토
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필자는 2013년 카스피해 서부 연안을 끼고 있는 아제르바이잔(Azerbaijan) 살비르유적
발굴조사에 참여하였다. 이 유적은 중세 성곽도시로 유구와 문화층 조사과정에서 많은
양의 이슬람도기가 출토되었고 이를 번조한 가마도 조사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살비르유적 발굴조사 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이슬람도기 출토현황을
소개하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출토된 도기의 종류와 제작 시기를 검토하였다. 무엇보다
본 논문에서는 살비르유적에서 출토된 이슬람도기의 유약과 태토가 지니는 物的 특성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하였다. 유물의 세척과 분류, 복원과 실측, 사진 촬영 등 유물
1) 예를 들면 제작시대에 따라 이슬람도기·페르시아도기, 제작지역에 따라 사베(Saveh)도기·아몰(Amol)도기, 제작기법에 따라 미
나이(Minai)도기·라카비(laqabi)도기 등 다양하게 명명되고 있다. 아울러 본 논문에서 언급하는 이슬람도기는 이슬람 문화권에서
제작된 도기를 통칭하는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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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접하는 과정에서 시각적 관찰을 통해 살펴보았던 몇 가지 특성을 소개함으로써 그동
안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이슬람도기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Ⅱ. 살비르유적과 이슬람도기
1. 살비르유적 조사개요
살비르(Salbir)유적은 동서양 문
명의 접점이라 할 수 있는 카스
피해 서부 연안에 위치한다<그
림 1>. 이 유적은 성곽도시로 아
케메네스 왕조 이전부터 사산조

Səlbir

페르시아(BC 4세기~AD 8세기)
까지 카프카스(Kavkaz) 산맥 주
변 지역을 영역으로 한 고대 왕
국 코카시안 알바니아(Caucasian
Albania)의 수도이다. 코카시
안 알바니아는 현재 행정구역상
〈그림 1〉 실크로드와 살비르유적의 위치

가발라(Qabala)에 있는 척갈라

(Çaqqallı, BC 4세기~AD 1세기)→살비르(Səlbir, 2세기~11세기)→갈라(Qala, 12세기~18세
기)로 3단계에 걸쳐 수도를 이동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서정일, 2013; 394).
살비르유적은 시기적으로 로마 통치령을 받던 시점부터 사산조 페리시아 제국하의
아르사크조(1~5세기)와 미흐란조(6세기말~7세기초)를 거쳐 우마야, 압바스조에 이르는
2)

시기에 수도로서 성곽도시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11세기 경 수도가 갈라로 이동한 이후
에는 갈라유적의 묘지나 외곽 생산지로 기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그림 2·3>.
이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는 아제르바이잔 사회과학원과 국내연구진에 의해 2009년
시작되어 2016년까지 8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그 결과 고대(era)의 성벽과 지하식 횡혈묘
(Catacomb Burial), 그리고 중세 성곽도시의 면모를 밝힐 수 있는 다양한 유구가 확인되었

2) 살비르유적은 카프카스 산맥에서 발원한 하천이 유적의 동쪽을 하방침식하여 흐르면서 형성된 침식대지 위에 축조된 성곽도시이다.
성의 평면 형태는 방형에 가까우며 둘레는 총 1,431m이다. 성 내의 기본 지형은 서쪽과 남쪽이 높고, 동쪽과 북쪽이 낮은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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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국내연구진에 의해 기원전후한 시기부터 사산조 페르시아 시기(AD 3C-AD 7C)
로 비정할 수 있는 유구의 존재, 즉 Mud-Brick을 이용한 성벽의 축조, 지하식 횡혈묘 등
의 확인은 살비르유적이 코카시안 알바니아
와 관련하여 정치적 중심지였음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성과로 평가된다(김종일 2011, 권오
영 2017). 중세시대 유구는 건물지 관련 구조
물(Mudbrick, Cornerstone, Posthole, Fence),
오븐(Oven), 급수관(Water supply system), 가
마, 수혈, 우물 등이 중첩양상을 보이며 확인
되었다<그림 4·5>.
출토유물은 청동과 황동·철 등 금속제, 유
리·옥 등 장신구, 각종 토제품 등이다. 고대
시대의 지하식 횡혈묘에서 출토된 유물을 제
외하면 대부분 사산조 페르시아가 멸망한 7

〈그림 2〉 살비르유적 조사현황

세기 이후 13세기, 즉 이슬람의 영향권에 있
던 중세시대에 해당한다. 출토유물 중 많이
출토되는 것은 바로 본 논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각종의 도기(pottery)이다. 살비르유적

갈라유적

이 성곽도시로서 유지되는 동안 수 세기를 걸
쳐 형성된 퇴적토에서 많은 양이 출토되며 담

조사지역
서벽
살비르유적

장·오븐 등 유구의 축조재료로도 재활용되
었다. 세부적인 출토양상에 대해서는 절을 달

북벽

리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림 3〉 살비르와 갈라유적 전경

〈그림 4〉 서성벽과 유물폐기장

〈그림 5〉 중세건물시설(담장, 오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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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슬람도기 출토양상
살비르유적과 같은 중세의 성곽도시는 군사적 기능으로도 이해되지만, 원래 상업 활동
을 전제로 경제적 이유에서 출발한 상업 중심의 도시이다. 이로 인해 성 내부에서는 다양
한 수공업 관련 생산 활동이 이루어졌다(김병용 2011: 193). 살비르유적 서벽 인근에서 도
기가마를 비롯하여 금속·유리 등의 제품 생산과 관련한 슬러그 등이 확인되고 있는 것
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도기가마는 서성벽에서 동쪽으로 80m 떨어진 지점에서 2기가 확인되었다<그림 6·7>.
그리고 서성벽에 인접한 그리드에서는 다량의 가마 벽체와 요도구 등이 출토되어 성벽
인근으로 다수의 가마가 분포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마는 평면 원형과 장방형 두 가지 형
태가 확인되었다. 이 중 평면 원형의 가마는 지하에 연소실, 지상에 소성실이 있는 승염
식 구조이다. 연소실과 소성실 두 공간 사이에는 40㎝ 두께로 火格子가 있고 7~8개의 通
焰孔이 있다(최경용·권혁주 2013).

火格子

通焰孔

〈그림 6〉 S1W3 도기가마(원형)

〈그림 7〉 S1W2 도기가마(장방형)

岡野智彦는 이란에서 조사된 도기가마의 조사사례를 분석하여 <표 1>과 같이 3가지 유
형으로 분류하였다(岡野智彦 1999: 93). 살비르유적에서 조사된 가마는 火格子로 연소실
과 소성실이 상하로 구분되므로 가마 구조는 Ⅰ유형에 해당한다. 그리고 토봉(棒棚·壁
棒)·S자형 고리 등의 요도구가 출토되고 있어 가마 내벽에는 <그림 8-③>과 같이 토봉
을 고정하기 위한 시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가마 구조를 고려하였을 때, 살비르유적에서 조사된 도기가마는 이슬람문화
권이 형성된 유적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확인되는 가마의 유형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연소실과 소성실이 火格子로 구분되고 소성실은 지상에 노출된 구조로, 돔형으로 축조된
천장과 천장 중앙이나 한쪽에 배연구가 있는 전형적인 이슬람문화권의 도기가마 유형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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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이란 이슬람시대 도기가마의 분류(岡野智彦 1999, 図13 재인용)
구분

Ⅰ
유형

구조

도면

- 평면 원형 또는 타원형의 가마
- 火格子로 연소실과 소성실이 상하로 구분.
- 연 소실내에 설치된 火格子를 지지하는 支柱의
유무와 형태에 따라 형식이 세분.

Ⅱ
유형

-평
 면 원형이며, 연소부가 중앙에 수혈식 으로 존재.
- 棒棚시설이 없는 것(a)과 棒棚시설이 있는 것(b)
으로 구분.

Ⅲ
유형

- 평면 원형이며, 연소실이 돔형으로 조성됨.
연소실 중앙의 通焔孔으로 소성실과 연결됨.
- 通焰孔의 수, 棒棚시설의 유무에 따라 형식이
세분됨.

① 카자흐스탄 Otrar 유적 도기가마

② 이란 Takht-e·Soleyman 가마 실측도

③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역사박물관 도기가마 모형

〈그림 8〉 이슬람도기 가마 조사사례와 모형

(①·② 岡野智彦 1999, 図12 재인용, ③ 서울대학교 권오영교수 제공)

중세 이슬람도기의 특성에 대한 기초 연구

45

살비르유적에서 이슬람도기는 지표에서 쉽게 눈에 띄며 발굴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3가지 양상으로 출토되었다. 첫째, 유적 전반에 걸쳐 두텁게 형성된 퇴적토에서 확인되는
경우이다. 이 유적은 수 세기에 걸쳐 성곽도시로 기능 해왔기 때문에 유구는 중첩 양상이
심한 편이다. 유구가 조성되고 매몰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유구 내부 퇴적토에는 다양
한 시대와 유형의 도기가 출토된다. 둘째, 비교적 안정된 도기가마의 폐기장에서 출토되
는 경우이다. 서벽 성벽 인근을 중심으로 형성된 폐기장에서는 소결된 가마벽과 소토, 토
봉·S자형 고리·삼차형받침 등 요도구와 많은 양의 도기가 출토되었다. 유구 내부 퇴적
토에서 출토되는 도기와 달리 제작양상이 일정한 편이다. 셋째, 유구 내부에서 출토되거
나 담장·오븐 등 유구를 조성하는 보조재로 활용한 경우이다. 이는 도기가 폐기된 이후
재사용된 것으로 해당 유구의 편년을 수립하고 성격을 파악하는데 효과적인 정보가 될
수 있다<그림 9>.
본 논문에서 대상으로 하는 살비르유적 출토 이슬람도기는 두 번째 경우, 즉 서성벽 인
근에서 확인된 안정된 도기가마의 폐기장에서 출토된 도기이다. 대부분 파편으로 출토되
며, 세척과 분류, 복원과 실측 등 정리과정을 통해 기종과 기형을 분류하였다. 살비르유
적 출토 이슬람 도기는 형식 분류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이 가능하지만, 유약의 시유
여부, 장식기법 등을 고려하였을 때 다음과 같이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유형은 유약이 시유되지 않은 도기이다<그림 10-①>. 유적에서 출토된 도기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양이다. 발·접시 등의 기종이 많고 여러 가지 형태의 병
과 소호, 주자, 호, 램프, 오븐뚜껑 등이 제작되었다.
두 번째 유형은 多彩釉陶器와 白地多彩釉陶器 등 채유도기이다<그림 10-②·③>. 발·
접시의 경우 내면에만 시문하고, 비교적 소형에 해당하는 병과 소호, 램프는 외면에 유약
을 시유하였다. 산화염에서 나타나는 광물질 유약의 자연적인 발색을 이용하여 기하학
적인 문양을 시문하였고(多彩釉陶器), 태토에 백토(화장토)를 분장한 뒤 선각하여 문양을
장식한 것도 있다(白地多彩釉陶器).
세 번째 유형은 교역으로 유입된 도자이다<그림 10-④>. 靑釉를 사용한 도기와 월주요
계 청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매우 소량만이 확인되고 있어 교역에 따른 유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유를 사용한 도기는 기면 전체를 시유하거나, 바탕유 위에 청유로 문양
을 그린 것 등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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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S1W8 폐기장

① 담장 축조재

③ 오븐 외벽재

④ 도기의 기종별 분류

⑤ 도기의 세척과 정리

〈그림 9〉 살비르유적 도기 출토양상과 정리모습

① 무시유 도기

② 다채유도기

③ 백지다채유도기

④ 외부 유입 도자

〈그림 10〉 살비르유적 출토 이슬람도기의 유형

3. 살비르유적 이슬람도기의 편년
살비르유적에서 생산된 이슬람도기는 유적의 존속시기, 기존 중세 이슬람 도기의 편년
을 바탕으로 제작시기가 논의될 수 있다.
가발라에 세력을 둔 고대왕국 코카시안 알바니아는 수도를 척갈라(Çaqqallı) → 살비르
(Səlbir) → 갈라(Qala) 순으로 이동하였다. 이에 따라 척갈라에서는 고대 그리스·로마 양
식의 도기, 살비르와 갈라에서는 이슬람 양식의 도기가 중심을 이룬다. 그리고 살비르에
서는 기하문 장식의 채유도기가 주로 출토된다면, 갈라에서는 <그림 11>과 같이 유약의
색상이 다채롭고 인물문·瑞獸紋 등이 주된 문양소재로 살비르와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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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비르에서 생산된 이슬람도기는 유적이 수도
로서 기능을 상실한 11세기 이전으로 비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살비르유적에서 생산된 이슬람도기
는 기존 중세 이슬람 도기의 편년에서 어떠한 시
간적 위치에 있을까.
지금까지 동아시아에서 중세 이슬람 도기에 대
한 연구와 학술조사는 三上次男 등 일본인 학자
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三上次男은 이슬람도
기를 거시적으로는 이슬람교를 정신과 사회 질

〈그림 11〉 갈라유적 출토 이슬람도기(12C)

서의 규범으로 하는 지역에서 태어난 도기라고
하였다. 하지만 이슬람교의 교법이 퍼져 있는 지역 전체의 도기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므
로 대략적으로 지역을 한정하여 동쪽은 파키스탄에서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서쪽
은 터키, 시리아, 이집트, 마그레브(Maghreb) 국가에 이르는 지역이라 하였다. 그 이유는
이 지역에서 생산된 도기는 器形·胎質·釉質·釉色·文様·装飾技法·製作技法에 있

어 모두 공통점이 있고, 중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도자와 유럽 도자기와는 크게 성질이
다른 재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슬람 도기를 제작하기 시작한 시기를 아랍 = 이슬람 국가의 성립과 관련한
7세기 이후로 보았고, 이슬람도기의 편년을 <표 2>와 같이 구분하였다. 편년기준은 장식
기법의 변천을 근거로 하며, 왕조의 변천에 따라 유약의 종류, 시문기법, 문양 등 도기의
기면을 장식하는 기법이 변화한다는 것이 주된 요지이다. 그리고 각 왕조의 변천에 따른
중세 이슬람도기의 변화요인으로 금속기의 사용제한에 따른 금속기의 모방, 동서 무역
에 따른 중국도자 영향, 이슬람의 문화전통 등을 지적하였다(三上次男 1990: 9-19). 이러
한 왕조중심의 편년은 살비르유적이 위치한 아제르바이잔을 비롯하여 쿠웨이트 등 이슬
람국가에서도 유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A. S. ORUCOV 1989,). 그리고 왕조중심이 아닌
이슬람도기의 변천사에 따라 Early Pottery(7~10C), Early Medieval Pottery(11~13C), Late
Medieval Pottery(13~15C), Late Pottery(16~17C)로 구분되기도 한다(Marilyn Jenkins 1983).
이상 살비르유적에서 생산된 이슬람도기의 편년은 유적의 존속시기와 多彩釉陶器와 白
地多彩釉陶器 등 채유도기의 제작양상 등을 고려하였을 때 9~11세기로 상정되며 아바스
왕조 성립 후 셀주크왕조 성립 이전인 ‘前期이슬람도기’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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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三上次男의 이슬람도기 편년3)
참고유물3)

구분

시대

왕조

장식기법과 특징

早期이슬람도기
(早期페르시아도기)

7세기
중반
~
8세기
중반

우마이야왕조
(660~750)

로마 도기의 전통이 짙은
青·緑釉陶器 및
初期鉛釉系의 緑·褐釉陶器

前期이슬람도기
(前期페르시아도기)

9세기
~
11세기
전반

아바스왕조
(750~1258)
성립 후
셀주크왕조
성립이전

多彩釉陶器(多彩釉刻線文陶器)
白地多彩釉陶器
(白地多彩釉刻線文陶器)
白釉陶器(白釉藍彩陶器)
초기 러스터彩陶器
淡黄地彩画陶器
白地彩画陶器

中期 이슬람도기
(中期페르시아도기)

11세기
후반
~
15세기

셀주크왕조
(1038~1157)
─汗國
(1255~1335)
티무르제국
(1370~1507)

青釉陶器
色絵彩画陶器
러스터彩陶器
釉下彩画陶器
青釉黒彩陶器
青地金彩色絵陶器
青釉白盛上陶器

後期페르시아도기

16세기
초
~
18세기
말

사파비왕조
(1502∼1736)
아프샤르왕조
(1736~1796)

釉下藍彩陶器
白釉彩画陶器

近代페르시아도기

19세기
~
현대

카자르왕조
(1779~1925)

서양식 장식을 모방

3) <표 2>의 사진은 시대별 이슬람도기 제작양상에 대한 시각적 이해를 돕고자 쿠웨이트 국립박물관 발간 도록의 유물사진을 삽입한
것이다(KUWAIT NATIONAL MUSEUM, 2004, 『CERAMICS FROM ISLAMIC 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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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슬람도기의 유약과 태토
1. 유약의 종류와 문양
살비르유적 출토 도기에서 유약은 발, 접시, 소호, 병 등 소형 기종을 중심으로 시유되
었으며, 그릇의 사용면에만 시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발·접시는 내면, 병·소호·램
프 등은 외면에 시유되어 원료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이 큰 것으로 보인다. 유약의 색조는
綠釉와 黑釉 두 가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자연스러운 유약의 농담을 활용하여 비교
적 다채로운 양상이다. 이외 靑釉와 藍釉 등이 시유된 도기가 건물시설이나 수혈 등 유구
에서 소량 확인되는데 교역을 통해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약과 함께 기면을 분
장하거나 문양시문에 백토가 사용되었다. 白土는 내화도가 높아 녹지 않고 분말상태이며
태토에 흡착되지 않아 박락이 심한 편이다.
바탕유는 녹유가 사용되었으며 시유두께와 번조온도, 화장토의 유무에 따라 다양한 발
색을 보인다. 자갈색 태토와 어울려 ‘갈색’으로 보이는가 하면, 유층이 두텁게 시유되거나
번조온도가 높을 경우에는 ‘짙은 청록색’을 띠기도 하고, 백토의 분장과 어우러져 ‘반투명
한 녹색’을 띠기도 한다<그림 12-①>. 그리고 문양으로 시문된 유약과 함께 흘러내려 자
연스러움이 연출되기도 한다<그림 12-③>. 살비르유적 채유도기는 유약의 이러한 특성
과 발색을 활용하여 단순하면서도 다채로운 분위기를 연출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바탕유 중에는 마치 흑유가 시유된 듯 검게 발색된 예도 있는데 이는 유약이 발화되었기
때문이다<그림 12-④>.

① 바탕유(녹유)의 다양한 발색

② 바탕유의 발색

③ 유약의 흘러내림
〈그림 12〉 바탕유(녹유)의 상태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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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녹유의 발화

바탕유와 문양 시문에 사용한 유약은 일반적인 이슬람도기의 제작방법과 마찬가지로
4)

금속산화물에 매용제를 혼합하여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살비르유적에서 출토되는 유
리의 성분분석 결과를 고려하였을 때 유약의 종류는 알카리유로 추정되지만, 이슬람도기
에 혼합된 매용제가 다양하므로 추후 자연과학적 분석을 통해 성분을 구체적으로 밝힐
5)

필요가 있다.

한편 이슬람도기는 여러 가지 색조의 유약을 활용하여 문양을 시문하였는데 이를 ‘彩釉
陶器’라고 부른다. 살비르유적 채유도기는 유약을 이용해 표면을 피복시키는 것뿐만 아
니라 산화염에서 나타나는 금속산화물의 자연스러운 발색을 활용하여 독특한 문양을 시
문하였다.
살비르유적 출토 채유도기는 <표 2> 三上次男의 분류기준에 따르면 백토 분장과 문
양 시문 방법에 따라 多彩釉陶器와 白地多彩釉陶器, 白地多彩釉刻線文陶器로 구분된다
<그림 13>.
다채유도기는 자갈색 태토에 녹유와 흑유, 백토를 이용하여 붓으로 문양을 시문하였다.
원문과 선문 등 단순한 문양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합한 것이 특징이다. 문양은 기하
학적인 형태가 대부분이며, 흑유와 백토를 조합한 문양에 녹유를 찍거나 발라 포인트를
주었다.
백지다채유도기는 백토를 분장한 후 흑유와 녹유로 문양을 시문하였다. 문양 소재와
패턴은 다채유도기와 유사하고 백색 바탕에 대비되는 흑유로 문양을 시문한 사례가
많다.
백지다채유선각문도기는 중국 磁州窯의 劃花紋, 조선시대 粉靑沙器 조화박지기법과
마찬가지로 태토 위에 백토를 분장한 후 문양을 선각하거나 문양 이외의 면을 긁어내어
시문한 것이다. 문양은 화문·초문 등 식물문, 와선문과 같은 기하문 등이 시문되었다.
백지다채유도기에 분장된 백토(화장토)는 유약에 비해 내화도가 높아 고온에서 녹지
않고 번조 후 태토에 흡착되지 않아 박락이 심하게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그림 14>와
같이 문양으로 시문된 면이 유약과 합께 박락되거나 분장한 면이 쉽게 박락되는 사례가
많다.
이상 살비르유적 채유도기의 특징을 요약하면 태토 또는 백토 분장면에 녹유와 흑유,

4) 도자기에 시유되는 대표적인 유약은 알카리유(소다유), 연유, 회유 등이다. 二宮修治는 페르시아 출토 이슬람도기의 유약 종류를
매용제의 종류에 따라 ‘연유’와 ‘알카리유’, 양자가 혼합된 ‘알카리연유’로 구분하였다(二宮修治 외 2007: 28–33).
5) 살비르유적에서는 적지 않은 유리공예품이 확인되는데 보고서의 자연과학분석 결과 유리에는 CaO와 Al2O3의 함유량이 모두 5%
이상인 HCA계로 확인되었다.(서울대학교박물관 2017: 121) 이와 같은 유리 제작 기술을 고려하였을 때 살비르유적 채유도기에
시유된 유약은 알카리유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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白地多彩釉
白地多彩釉線刻

〈그림 13〉 살비르유적 채유도기의 종류와 문양

〈그림 14〉 백지다채유도기의 백토 박락

백토 등으로 문양을 시문한 뒤 바탕유인 녹유를 시유하였고, 문양은 붓의 터치, 흑유와
녹유의 농담, 그리고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유약의 특성을 십분 활용하여 다채로운 모
습으로 연출하는 것이라 하겠다.

2. 태토의 物的 특성
태토는 도자기 몸체를 만들 수 있도록 조합된 흙이다. 목적에 따라 수분과 여러 성분의
배합이 달라진다. 태토는 粘力을 주어 성형을 가능하게 하는 가소성(plasticity), 불을 견디
어 도자기가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내화성(fire resistance), 가소성과 내화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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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 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융제(Flux)로 구성된다. 이들의 구성에 따라 도자기의
형태와 용융온도 등이 달라진다(장남원 2010: 58).
우리에게 잘 알려진 중세 동아시아 청자와 백자의 태토는 재질적인 특성과 지역에 따라
원료의 광물구성에 차이를 보이지만, 주로 장석, 규석, 점토광물의 원료로 구성되어 있
다. 청자와 백자는 1,200℃ 이상의 고화도 환원염에서 자화가 이루어져 금속성의 소리가
난다. 반면 일반적인 이슬람도기는 1,000℃ 이하의 저화도 산화염에서 번조되었다. 유약
은 매용제를 혼합하여 녹는점을 낮춘 반면, 태토는 자화가 진행되지 않은 도기질이다. 아
마도 이 정도의 설명이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슬람도기의 태토에 대한 정보가 아
닌가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반적 특성 이외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이슬람도기의 물적 특성은
무엇이 있을까. 살비르유적 출토 이슬람도기를 직접 관찰하여 분석한 결과 알 수 있었던
몇 가지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살비르유적 출토 도기는 대부분 파편으로 출토된다. 그런데 우선 눈에 들어오는
태토의 색조는 <그림 15>의 외면과 파단면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회청색이다. 이는 동아
시아 중국과 한국에서 제작된 청자 태토와 유사한 색조로 마치 환원염에서 번조된 것과
같은 분위기를 연출한다. 그런데 이것은 이 지역 토양에 기본적으로 석회질이 포함되어
있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유물이 오랜 기간 동안 매장되어 있으면서 표면에 석회질이 두
텁게 흡착되어 회청색을 띠게 된 것이다. 이 석회질은 세척을 해도 제거되지 않을 정도로
태토에 스며들어 물리적 충격을 주어 제거해야만 본연의 태토를 관찰할 수 있다.
둘째, 태토의 색조는 석회질을 제거했을 때, <그림 15>와 같이 자갈색과 회황색 등이며
자갈색을 띠는 것이 대부분이다. 토봉·삼차형받침 등 요도구를 비롯하여 기와, 토수관
등 토제품도 번조분위기에 따른 명암의 차이만 있을 뿐 동일한 자갈색 색조이다.
셋째, 태토에 많은 기공이 포함되어 있다. 자기의 태토는 토련, 꼬막밀기 등 반죽을 통
해 내부에 포함된 기포를 제거한다. 왜냐하면, 환원 번조 시 태토에 미량의 기포가 포함
되어 있으면 기면이 부풀어 오르거나 터져버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살비르유적 출토 도
기는 태토에 많은 기공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게 변색되거나 기형이 일그러진
것은 있어도 태토가 부풀거나 터진 예는 확인되지 않는다<그림 19>.
마지막으로 태토에는 기공과 함께 백색 입자가 다량 포함되어 있다<그림 16>. 이것은
살비르유적 뿐만 아니라 이슬람도기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성분으로 여겨진다. 백색
입자는 마치 우리나라 도기, 기와 등에 섞인 사립과 유사하여 내외면에 형성된 물레회전
흔에서 확인된다. 즉, 고속회전을 통한 성형과정에서 태토가 백색 입자에 밀려 거칠게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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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흔이 생기는데, 이것은 백색 입자가 성형과정에서 태토보다 입자가 크고 단단하기 때
문에 생긴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성형 시 태토보다 단단했던 이 백색 입자는 번조 후에는 손톱으
로 긁어도 쉽게 가루로 분해된다는 점이다<그림 17>. 이러한 특성은 백색 입자가 무엇인
지 추론하는데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다. 하나는 태토보다 내화도가 높은 성분이라는 것
이며, 다른 하나는 크고 작은 결정으로 있던 입자가 번조 후에는 분말로 변한다는 것이
다. 주지하듯이 이슬람문화권이 형성된 지역은 토양에 기본적으로 석회질이 포함되어 있
다는 점과 더불어 앞서 살펴본 태토의 몇 가지 단서를 고려하였을 때 이 백색 입자는 석
6)

회석으로 판단된다.

석회석은 백색 또는 회색을 띠며 탄산칼슘(CaCO3)을 주성분으로 한다. 고온에서 연소
시키면 산화칼슘(CaO)이 되고 이를 생석회(生石灰, quick lime)라 한다. 생석회는 석회석
의 연소과정에서 분말 형태로 바뀌며 흡습성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류순호 2001). 성형과
정에서 단단한 입자로 존재했던 백색 입자가 번조 후 분말로 변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
유 때문이다.
태토에 포함된 기공과 석회 성분으로 인해 살비르유적 출토 도기는 수분흡수율이 매
우 높다. <그림 18>은 출토된 발의 기면에 물을 다량으로 묻힌 후 연사로 촬영한 결과이
다. 태토가 이미 많은 수분을 머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빠른 속도로 수분이 흡수
되고 있다. 고온 건조한 이슬람지역은 노천에서 식수를 보관하는 용도로 대형 도기호를
사용한다. 이는 도기의 표면으로 미량의 수분이 배출되면서 기화열이 발생하고 이로 인
해 도기 내에 담겨 있는 식수는 차갑게 보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태토의 특성
은 도기를 비롯해 요도구, 그리고 기와, 토수관 등 각종 토제품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고
7)

있다.

6)	이탈리아 시칠리아(Sicilia)에서 출토된 이슬람도기를 자연과학 분석한 Michelangelo Messina의 논문(Michelangelo
Messina외 2018)을 보면 Figure 5 이슬람도기 파단면에서 하얀 입자를 관찰할 수 있으며, Tables 2-3 의 성분분석 결과에도
산화칼슘(CaO)이 10% 내외로 포함되어 있다.
7) 한편, 살비르유적 남벽과 서벽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해 살비르유적의 성벽은 Mud-Brick을 이용하여 축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Mud-Brick은 석회석과 점토가 혼합된 것으로 가마에서 굽지 않고 점토를 햇볕에 말려서 만든 벽돌이라 하여 日乾煉瓦(일건벽
돌), 土坯라고도 한다. 중근동에서는 B.C. 6000년대부터 사용되었고 가장 보편적인 건축 재료이다(권오영 2011). 이슬람도기
제작에 사용된 원료도 벽돌에 사용된 점토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54

제36호

〈그림 15〉 태토의 색조(좌:외면, 우:단면)

③

분해 전
②
①

분해 후
〈그림 16〉 태토의 기공과 백색 입자 (① 무유도기, ② 채유도기, ③ 토봉)

〈그림 17〉 백색 입자의 物性

〈그림 18〉 살비르유적 출토 도기의 수분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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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약과 태토의 상태변화
살비르유적 출토 이슬람도기는 자갈색 또는 회황색의 태토에 바탕유로 녹유가 시유된
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출토된 이슬람도기 중에는 유약이 시유된 전면 또는 일부분이 검
게 발색되어 부글부글 끓어올라 발화된 사례가 조사과정에서 적지 않은 양이 확인되었
다<그림 19>. 이러한 상태변화가 생기는 요인은 유약이 끓어 오른 상태를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번조과정에서 가마 내부의 온도가 유약의 연소점(fire point)에 도달하였기 때문이
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유약의 상태변화와 함께 태토의 상태변화가 거의 동시
에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그림 19-①>는 유약이 흑색으로 변색되면서 끓어올라 있고, 태
토는 구연부의 속심 일부가 흑색을 띠고 있다. <그림 19-②>는 기면 한쪽만 흑색으로 변
색되면서 끓어올라 있고, 태토는 유약이 변색된 곳만 흑색으로 바뀌었다. <그림 19-③>은
<그림 19-①·②>와 비교하였을 때 유약의 상태변화가 심하게 이루어지고 태토도 완전
히 흑색으로 변색되면서 태토에 포함된 기공까지 팽창한 것을 볼 수 있다.

①

②

③

〈그림 19〉 살비르유적 출토 채유도기 유약과 태토의 상태변화

①
〈그림 20〉 Gabala Archaeological Center 소장 14세기 이슬람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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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편, Gabala Archaeological Center에 전시된 14세기 이슬람도기<그림 20>는 태토의 색
조와 발화 이외 다른 상태변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0-①>의 호는 한쪽은 회
흑색, 다른 한쪽은 자갈색을 띠고 있으며, 회흑색을 띠는 쪽이 일그러짐이 있는 반면 자
갈색을 띠는 쪽은 기형이 온전하다. <그림 20-②>는 동일한 기형의 병이다. 좌측 회황색
은 기형이 온전한 반면, 우측 회흑색은 한쪽으로 심하게 일그러져 있다. 이는 태토가 지
니는 可塑性이 색조변화가 이루어지는 온도에 도달하면 약해진다는 것을 보여주며, 태토
의 상태변화에 있어 기형의 일그러짐이 색조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살펴본 유약과 태토의 상태변화를 고려하였을 때 살비르유적 출토 이슬람도
기의 유약과 태토는 기물의 완성을 위한 번조온도를 비롯하여 변색·발화 등 상태변화가
진행되는 온도가 거의 동일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Ⅳ. 이슬람과 동아시아 도자 교류의 단서
살비르유적 출토 채유도기는 저화도의 산화염에서 나타나는 유약의 자연스러운 발색을
활용하여 문양을 시문하였다는 점에서 중국 唐三彩·遼三彩, 일본 奈良三彩, 우리나라
삼국시대 二彩·三彩 등 동아시아에서 생산된 鉛釉陶器와 여러모로 유사하다.
중국에서 연유도기는 西漢 武帝시대(BC140-87)에 처음 출현한 것으로 이해된다(中國硅
酸鹽學會 1982: 114). 漢代의 연유제작 기술을 바탕으로 남북조시기 때는 안정된 연유도
기를 생산하였다. 특히 唐代는 축적된 연유기술을 바탕으로 화려한 삼채도기 문화를 꽃
피운 시기였다. 당대의 연유도기는 이전 시기와는 달리 주로 녹, 황, 홍, 백, 남, 흑 등 다
양한 색상을 구현하였으며, 세 가지 색 이상을 혼용하기도 하여 시각적인 화려함이 극대
화되었다. 7세기 중반 盛唐 이후 백유녹채와 당삼채로 대표되는 당대의 연유도기가 크게
유행하였고, 중국 내 소비와 함께 한국이나 일본 등 동아시아는 물론 서아시아까지 수출
되었다(김은경 2019: 135-141).
과거 학계에서는 이슬람으로 수출된 당의 연유도기의 경우 ‘이집트 삼채 혹은 페르시아
삼채’ 등 현지 도기 제작에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9세기에 출현한 서아시아
의 백지다채유(백유다채)도기의 생산 배경으로 다수의 연구자들은 당의 연유도기 유입과
관련지어 보고 있다(三上次男 1988; Oliver Watson 2004; 謝明良 2014).
동아시아 연유도기는 살비르유적 출토 채유도기와는 달리 매용제로 산화납(Pb3O4)을
사용하고 착색을 위해 산화철과 산화동 등 금속산화물로 첨가하여 저화도에서 번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唐代의 연유도기 중 가장 유명한 唐三彩는 고온에서 구워낸 초벌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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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의 태토에 백화장토를 바르고 녹유, 갈유, 남유, 백유를 찍거나 혹은 자연스럽게 흘러
내리게 하여 표면을 장식한 뒤 700~800℃의 저화도에서 다시 재벌하는 2차에 걸친 번조
과정에 의해 제작되었다(葉喆民 2003: 75-76; 이지희 2013: 25). 당삼채의 영향을 받은 요
삼채, 나라삼채도 동일한 2차 번조과정으로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국립대구박물관
2014: 129). 한편 우리나라 삼국시대 이채·삼채 등 연유도기 제작과정에 대해 이종민은
대부분 유약만 녹고 태토가 연질에 가까운 점 등을 근거로 2차 번조가 아닌 1차 번조로
제작된 것으로 추론하였다(이종민 2017: 14-29).
앞서 우리는 살비르유적 출토 채유도기의 유약과 태토는 번조온도를 비롯하여 변색·
발화 등 상태변화가 진행되는 온도가 거의 동일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다시 말해 ‘유
약과 태토의 이상적 번조온도≒유약의 상태변화≒태토의 상태변화’ 라는 등식이 성립한
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채유도기의 제작을 위해 초벌과 재벌이라는 2차 번조과
정은 전혀 불필요한 작업이다. 왜냐하면 유약과 태토의 상태변화가 동일한 온도에서 이
루어지기 때문에 당삼채와 같이 고화도에서 태토를 초벌 한 뒤 유약을 시유하여 저화도
에서 재벌하는 2차 번조과정은 불필요한 공정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살비르유적 출토 채유도기 중에는 1차 번조로 제작되었음을 추론케 하는 파편들
이 확인되고 있어 주목된다.
먼저 <그림 21>은 파단면에서 유약이 확인되는 경우이다. 환원염으로 번조된 자기에서
비일비재하게 보이는 현상으로 기물에 균열이 생겨 유약이 단면에 침투하는 현상과 동일
하다. 만약 채유도기를 2차 번조과정을 통해 생산하였다면 유약을 녹이는 2차 번조는 1차
번조 보다 낮은 온도에서 번조하게 되므로 고온소성에서 나타나는 그릇의 균열은 발생하
기 어렵다. 만약 균열이 발생되었다면 온도에 의한 균열이기보다는 물리적 충격에 따른
파손이 그 원인이 될 것이다. 아마도 번조과정에서 가마가 무너지거나, 다른 기물이 넘어
지면서 부딪히는 경우라 하겠다.
<그림 22>은 구연과 굽접지면에 받침흔이 남아 있어 최소 3개 이상의 기물을 포개어 번
조한 것으로 보인다. 내저면에 고여 있는 유약과 내저면 방향으로 흘러내린 유약을 고려

〈그림 21〉 파단면의 유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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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채유도기의 균열과 유약

하였을 때 포개구이 시 정치하여 번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균열된 저부를 따라 단면에
유약이 묻어 있으며, 굽안바닥에도 유약이 흥건하게 묻어 있다. 포개구이시 그릇은 정치
되어 있었으므로 굽안바닥의 유약은 균열이 이루어진 뒤 내저면에 고인 유약이 서서히
단면을 지나 굽안바닥으로 흘러 형성된 것이다. 내저면의 균열이 일정하게 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기형이 일그러지지 않아 물리적 충격이 아닌 번조과정에서 균열이 발생한 것
으로 보인다. 그리고 바탕유가 짙은 갈색으로 상태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고려하였을
때 균열이 발생한 원인은 바로 유약과 태토의 상태변화가 진행될 정도로 높은 온도에서
번조되었기 때문이다.
이상 설명한 바를 정리해 보면 살비르유적 출토 채유도기는 유약과 태토의 상태변화가
거의 동일한 온도에서 진행된다. 그러므로 유약과 태토의 상태변화 온도가 차이가 있는
당삼채 등 2차 번조과정으로 제작된 연유도기와는 달리 1차 번조를 통해 제작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제작기술과 원료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슬람과 동아시아 간 이루어진 생산품과
기술교류는 향후 심도 있게 살펴보아야 할 과제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술과 양식
의 교류를 짐작케 하는 몇 가지 단서가 있기 때문이다. 바로 요도구로 사용된 三叉形 받침
과 玉璧底(해무리굽) 양식의 공유가 대표적인 일례로 생각된다.
三叉形 받침은 점소구로 평면 형태는 2~4갈래의 가지가 달렸는데 단면은 가운데가 낮
고 끝이 치켜 올라간 형태가 보편적이다. 중국에서는 6세기부터 출현하여 북방지역의 가
마터를 중심으로 확인되는데, 수대의 청자와 당대의 백자, 삼채가마터를 중심으로 송-금
대까지 사용되었다(이지희 2013: 99). 일본에서도 녹유나 삼채가 생산된 가마터에서 사용
되며, 우리나라 삼국시대 요장인 경주 손곡동·물천리, 광주 효천2지구 등에서도 출토된
바 있다<그림 23>. 이슬람도기 요장에서 삼차형 받침은 토봉(棒棚·壁棒)·S자형 고리 등
과 보편적으로 출토되는 요도구이다<그림 25>. 발·접시 등을 포개어 구울 때 사용하며
저화도 시유도기를 생산하였던 요장에서는 대부분 확인되고 있다.
玉璧底는 唐代 월주요와 형요 등에서 유행한 둥근 고리형태의 玉璧을 닮은 굽 모양을
일컫는다. 주지하듯이 玉璧底는 당대 이후에는 玉環底로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遼·
金代 요장인 赤峰 缸瓦窯나 上京의 林東窯 등에서 옥벽저 완이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
다(장남원 2008: 338-343). 고려 초기청자는 10세기 이후 선해무리굽(옥환저)에서 해무
8)

리굽(玉璧底系)으로 이행하며 적어도 12세기 이전까지 고려의 요장에서 생산되었다.

8) 고려 초기청자의 표식유물인 해무리굽완은 고고학적 층위조사를 통해 선해무리굽→해무리굽→변형해무리굽→윤형굽으로 이행한 것
으로 해석되고 있다(李鍾玟 2001).

중세 이슬람도기의 특성에 대한 기초 연구

59

〈그림 23〉 한국·중국·일본 가마터 출토 삼차형받침과 왕관형받침 분포도 (이지희 2013, 삽도 7 재인용)

〈그림 24〉 이슬람도기요의 요도구

〈그림 25〉 살비르유적 출토 요도구

사용 추정도

(삼차형받침, S자형 고리, 토봉)

(小學館 1986, Fig.208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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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주 원향사지와 일본 亀ヶ洞窯跡 등 유적에서는 도기완에도 玉璧底系가 확인되고
있어 자기질 뿐만 아니라 도기질 제작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목해야하는 것은 10세기 말~12세기 초 동아시아 요장에서 유행하였던 소위 “해무리
굽[玉璧底系]”의 공유와 지속현상이 이슬람문화권인 살비르유적 출토 도기에서도 확인된
다는 것이다. 출토량은 많지 않지만 굽 형태는 접지면에 비해 안바닥의 폭이 좁은 전형적
인 당대 옥벽저와 달리 赤峰 缸瓦窯나 고려 초기청자, 일본 녹유도기 등과 마찬가지로 접
지면의 폭이 1.0㎝ 내외인 해무리굽[玉璧底系]이다<그림 26>.
앞서 살비르유적 출토 이슬람도기의 편년이 ‘前期이슬람도기’ 단계에 해당하는 9~11세
기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살비르유적에서 해무리굽[玉璧底系]이 제작된 것은 우연이라고
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살비르유적이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하였던 이라크 사마라
(Samarra) 유적, 이란 니샤푸르(Nishapur) 등과 같은 주요 거점도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무리굽[玉璧底系]을 공유한다는 것은 그만큼 동·서의 도자 문화의 교류가 활발하였음
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① 唐代 玉璧底

③ 고창 용계리 출토 청자완

⑤ 살비르유적 출토 도기완

② 일본 亀ヶ洞窯 跡綠釉陶片

④ 여주 원향사지 출토 도기완

⑥ 살비르유적 출토 도기완

〈그림 26〉 동아시아와 살비르유적 출토 옥벽저계 청자와 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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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지금까지 아제르바이잔 살비르(Salbir)유적에서 출토된 이슬람도기의 특성에 대해 살펴
보았다. 짧은 기간 동안 참여한 발굴조사와 유물 정리를 통해 광범위한 이슬람도기를 성
찰한다는 것은 분명 무리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척과 분류, 복원과 실측 등 일
련의 정리과정에서 살펴본 유약과 태토에 대한 특성은 본 논문에서 목적을 둔 이슬람도
기의 물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일차적인 지표가 될 수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제
본 논문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살비르유적 출토 이슬람도기는 성 내부 생산 활동을 통해 제작되었다. 이는 여타의 성
곽도시와 같이 다양한 수공업 제품 생산과 교역을 통한 상업 중심의 도시성격과 맥을 같
이하고 있다. 때문에 살비르유적은 자체생산품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과의 교역을 통해
유입된 물품이 출토된다. 소량이기는 하지만 동아시아 월주요계 청자를 비롯하여 청유·
청채 이슬람도기가 대표적이며 유적의 중심 구역에 대한 발굴조사가 진행될수록 이러한
외부교역품의 출토량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살비르유적 이슬람도기의 제작시기는 유적이 도시생명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9세
기~11세기가 중심이다. 생산품은 유약이 시유되지 않은 도기와 채유도기로 대분된다. 특
히 채유도기는 백토의 분장여부에 따라 多彩釉陶器와 白地多彩釉陶器, 白地多彩釉刻線
文陶器로 구분되는데 모두 산화염에서 나타나는 광물질 유약의 자연적인 발색을 이용하
였다. 바탕유는 녹유이며 태토 또는 백토 분장면에 붓의 터치, 흑유와 녹유의 농담, 그리
고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유약의 특성을 십분 활용하여 다채로운 문양으로 연출되었다.
태토는 크고 작은 기공과 석회 입자가 다량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태토에
포함된 석회 입자는 이슬람도기 태토의 기본 구성을 이루며 번조과정을 거치면서 生石灰
분말로 상태변화가 이루어져 높은 흡습성을 띠게 된다.
한편 살비르유적 출토 채유도기는 저화도 산화염에서 광물질 유약의 자연적인 발색을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동아시아의 연유도기와 유사성을 띠고 있다. 동아시아의 연유도
기는 고온에서 1차 번조 한 뒤 유약을 시유하여 700~800℃의 저화도에서 다시 재벌하는
2차 번조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살비르유적 출토 채유도기는 유약과 태
토의 상태변화가 진행되는 온도가 동일한 것으로 파악되므로 1차 번조로 제작되었을 가
능성이 높다. 그런데 우리나라 삼국시대 이채·삼채 등 연유도기 제작과정도 2차 번조가
아닌 1차 번조로 해석되고 있어 번조방법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원료의 특성 때문에 기인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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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중세 이슬람과 동아시아 도자는 저화도의 유약을 활용한 문양 시문, 화장토의
사용, 三叉形 받침, 해무리굽[玉璧底系] 등 도자 제작기술과 시문기법 등을 공유하고 있
다. 따라서 도자문화의 상호 교류는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끝으로 본 논문의 작성을 위해 이슬람도기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부단히 노력하였지
만 미처 인지하지 못한 것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 추후 연구를 지속하면서 수
정, 보완토록 하겠다. 그리고 동아시아의 연유도기에 대한 자료와 자문을 준 충북대 대학
원 이지희 선생님, 살비르유적 발굴조사를 통해 이슬람도기를 접할 수 있게 도움을 준 여
러 선생님에게 지면을 빌어 감사 인사를 드린다.
▶논문접수일(2019.7.31) ▶심사완료일(2019.9.25) ▶게재확정일(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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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asic Research on the Characteristics of
Medieval Islamic Pottery
- About Physical Characteristics of Islamic Pottery Excavated
from Remains of Salbir, Azerbaijan -

Kwon hyeok-joo
(National Cultural Heritage Insutitute)
This paper introduc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Islamic pottery excavated from
the ruins of Salbir, Azerbaijan.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raw materials such as glaze and porcelain clay of the Islamic pottery,
which were examined through visual observation during the process of contact with
artifacts such as washing, sorting, restoration and surveying of pottery fragment itself and
photography.
Islamic pottery is a pottery made in Islamicized area from the middle of the seventh
century. Although there is any excavation case of Islamic pottery in Korea, medieval East
Asia was actively engaged into West Asia through trade. The situation of cultural exchange
could be demonstrated by Islamic pottery fragments of excavations by China and Japan.
The Islamic pottery excavated in Salbir site was manufactured from the 9th to
11th century. The product is divided into several kinds. Pottery classified by its primary
decorating process where slip is placed onto the vessel surface. There are multi-colour
glazed pottery(多彩釉陶器), multi-colour glazed pottery with white base(白地多彩釉陶器) and
multi-colour glazed pottery with white base and intaglio lines(白地多彩釉刻線文陶器). The
Islamic potteries from the site have a colorful pattern, and produced by using the natural
coloring of glaze with minerals. In addition, it is characterized by a large amount of large
and small pores and lime particles in it’s body. Moreove it is considered that the potteries
were made by only biscuit firing considering the state change of the raw materials
Medieval Islamic pottery and East Asian lead glazed pottery share various common
characteristics such as patterns using low fire glazes, use of slipping skill, use of triple corn
shaped(三叉形) kiln stand and bottom shape with a wide surface so called haemuri-gup(玉璧
底系). Therefore we need to pay more attention to the mutual exchange of ceramic culture

between Islamic pottery and East Asian pottery.
Keywords : Islamic pottery, Salbir site, Glazed pottery, Glaze, Porcelain clay, Change of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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