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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yield is increasing as the manufacturing technology of ceramics progresses, however, there are many ceramics of poor quality
due to variables upon producing ceramics. Some of those waste ceramics are recycled by sanitary ware or tile manufacturers, but most
of them are filled in making environmental problem. Therefore, a research begins to recycle waste ceramic ware as alternative to some
imported ceramic ware materials and to reduce environmental pollution. This study, succeeding last study which applied waste white
ware as ceramic body material, aimed to solve problems of environment and materials by recycling waste ceradon generated in specially
formed areas for ceramic in Gyeonggi-do such as Icheon, Yeoju and Gwangju as the ceramic body material. Consequently, the addition
of waste ceramic ware into the ceramic body was judged to have limit up to 30% according to plasticity measurement. As we added
shredded waste ceramic ware as much as 30% into basic ceramic body and checked its features, the pore rate and absorption rate were
good to be average 4% and 3% respectively. In addition, it showed strength more than 720 kgf/cm

2
 which is higher than existing ceradon

body on the market with good sinter state; so it is judged to be available or developed as new ceramic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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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는 오천년의 문화민족으로 토기-청자-분청-백자

로 이어지는 독창적인 도자기 문화를 꽃피워 왔고, 현재에

도 도자기를 통하여 세계적으로 우수한 기술과 아름다움을

알리려는 노력과 연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8)

이러한 노력에 의해 도자기 제조 시 공정의 안정성이

이루어져 점점 그 수율은 상당히 향상되어져 왔지만, 아

직 원료, 성형, 소성 등의 각각의 공정에 있어 발생되는

다양한 변수에 대한 복합적이고 정확한 제어가 어렵기 때

문에 다수의 불량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위생도기, 타일, 벽돌업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본다면

상당량의 산업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폐기물은

일부 원료로서 재활용되어 타일, 벽돌 산업에 이용되기도

하지만, 양적으로는 미미한 실정으로서, 대부분은 매립에

의해 처리되고 있고, 이는 심각한 환경문제로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세라믹폐기물의 발생에 의한 환경문제를 해

결하기 위하여 일본과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세라믹업

체와 관련기관의 기술적인 협조와 연구
9~16)
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원료의 재활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

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환경오염을 줄이

고 자원을 재활용 하려는 폐기물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도자기소지의 개발 가능성

을 확인하였던 지난 “백자 파도자기를 이용한 도자기 소

지의 개발 연구”
17)
에 이어 우리나라의 도자기 제조업체

가 밀집되어 있는 경기도 이천 지역에서 발생되는 청자

파도자기를 도자기 소지용 원료로서 재활용하여 청자 및

분청자기의 제조에 적합한 도자기 소지를 개발해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이 청자 파도자기를 사용하여 도자기 소지

를 제조함에 의해 매립에 의해 발생되는 환경 문제를 해

결함과 동시에 자원의 재활용, 특히 일부 수입되어지는

도자기 원료의 대체원료로서의 활용도 기대되어 경제적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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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방법

2.1. 출발 원료

본 연구에 있어서 기본소지 조합으로서는 시판되고 있

는 청자소지의 광물 분석치를 기초로 하여, 오부점토, 함

평점토, 서산점토, 산청카올린, 이천사토, 부여규석, 부여

장석으로서 청자소지를 조합하였다. 사용되어진 출발원료

에 대한 성분 분석 결과를 Table 1에, 조합되어진 기본소

지의 조성을 Fig. 1에 각각 나타내었다.

파도자기 원료(W.P.P.: waste pottery and porcelain)는 이

천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청자 제조업체에서 청자 파

도자기를 수거하여 사용하였다. 이 때 수거된 청자 파도

자기의 성분 분석을 행하였고 그 결과를 Table 2에 나타

내었다. 우선 수거된 청자 파도자기는 flat mill과 ball mill

로서 분쇄하여 325 mesh 표준체에 전통시켜 미분체로 제

조한 후 기본 소지에 각각 첨가하는 실험에 사용하였다.

분쇄된 파도자기 분말의 입도분포(SALD-7101, Shimadzu,

Japan)를 확인한 결과, Fig. 2에 보인 바와 같이 8~40 µm

의 입도를 나타내었으며 평균입도는 10 µm를 나타내었다.

또한 분쇄한 파도자기의 결정상을 확인하기 위해 X선 회

절분석(XRD-7000, Shimadzu, Japan)을 행하였다. 그 결과

Fig. 3에서와 같이 주결정상은 quartz가 보였으며, 그 외

mullite 결정이 존재하는 것이 관찰되어졌다. 여기에서 관

찰된 결정질 외에 첨가되어 있는 유약 등의 유리질 성분

이 결정생성 및 성장에 영향을 미쳐 강도증진 및 소결밀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of Raw Materials for Standard

Pottery Bodies

Materials SiO2 Al2O3 Fe2O3 MgO CaO Na2O K2O TiO2

Obu Clay 49.52 31.35 2.20 1.19 2.71 0.68 0.32 0.20 

Hampyeong 

Clay
65.71 21.25 2.67 0.83 0.34 0.84 2.43 0.89 

Seosan Clay 61.52 17.27 3.58 1.91 1.00 1.43 4.21 0.35

Sanchung 

Kaolin
47.31 33.02 3.57 0.37 0.23 0.10 0.79 0.30

Icheon Sand 68.22 18.58 2.24 0.62 0.54 0.77 3.87 0.26 

Buyeo 

Quartz
99.36 0.06 0.03 0.01 0.02 0.03 0.01 -

Buyeo 

Feldspar
72.70 15.90 0.26 - 0.42 5.95 3.66 0.01 

Celadon Body

Materials
Obu

Clay

Hampyeong

Clay

Seosan

Clay

Sanchung

Kaolin

Icheon

Sand

Buyeo 

Quartz

Buyeo 

Feldspar

wt% 8.0 10.0 5.8 26.0 12.8 25.3 12.1

Fig. 1. Mineral compositions of standard pottery body (wt%).

Table 2. Chemical Compositions of W.P.P.

SiO2 Al2O3 Fe2O3 CaO MgO K2O Na2O MnO TiO2 P2O5 Ig.loss

W.P.P. 62.01 20.96 2.95 3.60 0.66 3.13 1.11 0.05 0.29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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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향상 등의 물성 측면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파도자기도 도자기용 출발원료로서 사

용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2. 실험 방법

2.2.1. 소지 조합

파도자기를 활용한 새로운 소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Fig. 1

에서 조합된 기본 소지에 파도자기 분쇄분을 Table 3의

조성과 같이 일정량 첨가함으로서 본 실험을 행하였다.

각 조성의 소지에 대해서는 혼합 및 혼련을 행하고 소지

무게의 16~18%의 수분을 가지도록 조정한 후 7일간 숙

성을 행하였다.

2.2.2. 시편성형

각 조성의 소지에 대한 물리, 화학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석고형을 사용하여 시험편을 제작하였다. 강도 측

정용으로 6×45×8 mm의 bar type, 흡수율 측정용으로

φ25×4 mm의 disc type의 시험편을 하중연화 측정용으로

30×130×8 mm bar type의 시험편을 각각 성형하였다.

2.2.3. 건조 및 소성

성형한 시험편이 휨이나 갈라짐, 부분건조가 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하여 4 h 간격으로 뒤집으며, 6일 동안 자연 건조

시킨 후 dry oven에서 완전 건조를 행하였다. 소성은 siliconite

muffle furnace를 사용하여 상온~600
o
C까지는 2

o
C/min, 600

o
C

에서 소성온도인 1240~1260
o
C까지 5

o
C/min로 승온시켰다. 이

후 1시간 동안 유지시키고 자연 냉각을 행하였다. 

2.3. 특성분석

2.3.1. 가소성 실험

가소성은 제품의 성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특성으

로서 매우 중요하나, 가소성 측정방법은 현재까지 규격화

된 객관적 측정 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도자기제조업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법에 의거
18)
하여 측

정하였다. 측정법으로서 첫 번째로 건조강도의 확인이다.

건조강도와 가소성은 반드시 일치하는 값은 아니나 대부

분의 소지에서 건조강도가 높은 것이 가소성이 좋다고 알

려져 있어 그에 대한 측정을 행함으로서 가소성을 판단하

였다. 또한 두 번째로 건조성형강도의 측정과 더불어 소

지를 일정한 굵기의 긴 bar형으로 만든 후 이를 손가락에

감았을 때 균열이 생기는 정도를 보고 가소성을 판단하는

방법인 coiling법으로서 측정하여 와목점토를 10이라는 기

준으로 하였을 때의 각 조성의 소지의 값을 평가하였다. 

2.3.2. DSC-TGA 분석

각 조성의 소지에 대한 소성온도에 따른 분해, 전이, 새

로운 결정상의 생성 등의 열간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DSC-TGA(STA-MS-Skimmer, Netzsch, Deutschland) 분석

을 1200
o
C까지 행하였다. 

2.3.3. SEM 측정

각 조합비에 따라 소성된 시편의 미세조직을 분석하고

자 각 소성온도로 소결된 시험편의 파단면을 HF40%의

용액에 50초간 담가 etching을 행한 다음 SEM(SS-550,

Shimadzu, Japan)으로 관찰하였다.

2.3.4. 물성 측정

도자기 제조용 소지로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는 성형

성 뿐만 아니라 소결 후의 특성, 다시 말해, 흡수율, 기공

율, 강도 등의 특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에 소성된 시

험편의 흡수율, 기공율, 겉보기비중 측정은 KS L3114에

의해, 수축율은 KS L4004 측정법을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하중연화 측정은 소성 시 시험편의 휨 정도를 측정하여

계산하였으며, 강도 측정은 UTM(MKS Type-PP-650-D,

Fig. 2. Particle size distribution analysis of waste pottery and

porcelain(W.P.P.) after ball-milling.

Fig. 3. XRD pattern of waste pottery and porcelain.

Table 3. Compositions of an Experiment

Celadon Body W.P.P.

CW1 100 0

CW2 90 10

CW3 80 20

CW4 70 30

CW5 60 40

CW6 5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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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tific Instrument, JAPAN)으로서 3점 압축시험법으로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가소성 측정

혼합한 조합에 대한 가소성 측정으로서 건조성형 강도

측정법과 coiling법에 의한 측정을 행하고 그 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다. 대표적인 가소성원료로 알려져 있는 일

본의 와목점토의 가소성 측정값을 기준으로 하여 각 조

성의 가소성을 비교하였다. 건조성형강도의 측정에서는

와목점토 단미의 경우 47 MPa의 값을, 기본소지의 경우

에는 34 MPa의 값을 나타내었으나 파도자기의 첨가에 의

해 급격하게 건조강도 값이 감소하는 것이 보여졌다. 와

목점토의 측정치를 10으로 한 후 관찰한 coiling법에 의한

가소성 평가에서도 CW1의 경우 9 정도로서 성형성도 우

수하였으나, 파도자기의 양이 증가됨에 의해 가소성은 현

저히 저하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파도자기의 첨가량의 증가에 따른 가소성의 감

소는 이미 XRD 분석에서도 보였듯이 파도자기분의 주결

정상은 가소성이 없는 quartz와 mullite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본 실험범위에서는 파도자기 원료가 30% 첨가

된 조성까지는 성형이 가능하였으나 그 이상에서는 성형

이 매우 어려웠다. 따라서 가소성 측정으로 본 파도자기

첨가량의 한계는 30%라고 판단되었다.

3.2. DSC-TGA 분석 

파도자기가 첨가된 각 조성의 소지의 열간 특성 변화

를 확인하기 위한 DSC-TGA 분석을 행하고 그 결과를

Fig. 5에 나타내었다. Fig. 5.(a)의 DSC 측정 결과에서 보

는 바와 같이 각 조성에 있어서 온도변화에 따른 큰 변

화는 보여지지 않았지만, 폐도자기의 첨가량의 증가에 따

라 반응개시온도가 조금씩 상승하고 있음이 보여지고 있

다. 또한 Fig. 5(b)의 TGA 측정 결과에서는 CW1의 경우

700
o

C 부근까지 점토 등의 흡착수 및 결정수 탈수 등에

의한 중량감소가 관찰되나, CW3과 CW5 조성의 경우에

는 300
o

C 부근까지 중량감소가 보여지나 CW1에 비해 감

소폭도 미미하게 관찰되었다.

3.3. 물성 측정 분석

3.3.1. 수축율 

Table 3과 같이 기본 소지에 파도자기 분쇄분을 첨가하

여 조합한 조성에 대해 건조수축율과 소성수축율을 측정

하고 그 결과를 Fig. 6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건조수축율은 모든 조성에서 파도자기 분쇄분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또 각 조성의 소지를 1250
o

C의 온도영역으로 각각 소

성을 행한 후 측정한 소성수축율 결과에 있어서도 건조

수축율에서의 결과와 같은 경향으로서 기본 소지의 소성

수축율은 15%로 매우 크게 나타났으나, 이후 파도자기의

Fig. 4. Result of measurement of plasticity by dry strength and

coiling method.

Fig. 5. DSC-TGA curve of each compositions.

Fig. 6. Drying shrinkage rate and Firing shrinkage rate of each

composition (Sintering temperature ; 1250
o

C).



청자 파도자기를 활용한 도자기 소지 개발 606

제46권 제6호(2009)

첨가량의 증가에 따라 소성수축율도 점점 감소하여 파도

자기를 30% 첨가한 조성의 경우 약 11%로 낮아지는 것

이 확인되었다. 이는 파도자기 분쇄분이 수축에 대한 반

응이 없는 chamotte로 작용하여 소지 내의 수축율을 크게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3.3.2. 흡수율 및 기공율

각 조성의 소지를 1250
o

C로 소성한 후 시험편의 기공율

과 흡수율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Fig. 7에 나타내었다. 기

본 소지에 파도자기 분쇄분이 첨가됨에 따라 흡수율과 기

공율은 분쇄분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그 값은 증가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기공율의 경우, CW1이 3.6% 정도

임에 반해 파도자기 50% 첨가된 CW6는 6% 정도였고,

흡수율의 경우에도 CW1은 2% 정도였지만 CW6 조성은

3.6% 정도로서 나타났다. 

이러한 기공율 및 흡수율의 증가에 대한 이유를 확인

해 보고자 기본 소지와 파도자기를 30% 첨가한 소지를

1250℃로 소성한 시험편의 미세구조를 관찰하고 그 결과

를 Fig. 8에 나타내었다. 기본소지인 CW1의 경우 치밀한

미세구조를 나타내고 있으나, 이에 비해 파도자기가 30%

첨가된 CW4 조성의 경우에는 기본소지에 비해 기공이

많은 미세구조가 관찰되어 이에 소결이 충분히 이루어지

지 않았음이 보여졌다. 이는 파도자기분이 chamotte로서

작용하여 그 함량 증가에 따라 소결성을 방해하여 그로

인해 흡수율과 기공율이 증가하게 되었다고 보인다.

3.3.3. 굽힘강도 및 하중연화 

조합된 각 조성에 대한 굽힘강도 측정은 1250
o

C 소성

시편에 대해 행하고 그 결과를 Fig. 9에 나타내었다. 기

본소지인 CW1 조성의 굽힘 강도값은 665 kgf/cm
2
로 측정

되었는데 파도자기 분쇄분의 첨가량의 증가에 따라 30%

까지는 증가하여 713 kgf/cm
2
을 나타내고 있음이 확인되

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첨가량에서는 큰 강도변화를 보

이지 않고 미미하지만 조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는 앞서 흡수율 등의 물성 평가 결과와 같이 파도자기 함

량 증가에 따른 소결성의 저하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Fig. 10에 나타낸 하중연화 측정 결과에서는 파도자기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변형이 낮아지는 것이 확인되어

졌다. 1250
o
C 소성의 경우 CW1에서 12 mm 정도이던 변

형률이 CW4에서는 6 mm까지 낮아졌고, CW6 조성에서는

2 mm까지 떨어져 거의 변형이 일어나지 않았음이 확인되

었다. 이러한 낮은 하중연화 측정치를 나타낸 파도자기 첨

Fig. 7. Porosity and Water absorptivity of each composition

sintered at 1250
o

C.

Fig. 9. Bending strength of each composition sintered at

1250
o

C.

Fig. 8. SEM photographs of each composition sintered at 1250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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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지를 이용하면 기물의 변형을 적게 할 수 있으므로

큰 도자기 기물의 제조에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3.3.4 SEM 분석 

각 조성별 소지의 미세구조 및 mullite 결정 상태을 확인

해 보고자 SEM 분석을 행하고 그 결과를 Fig. 11에 나타

내었다. 각 조성의 시편은 먼저 HF 40%의 용액에 50초간

담그는 조건으로 에칭을 행하였다. 그 결과, 기본소지에 파

도자기분을 10%씩 증가시킴에 따라 CW4 조성까지는

mullite 결정이 조금씩 성장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

한 mullite 생성과 성장에 의한 미세구조의 변화가 굽힘

강도값의 증가에 기인하였다고 판단되었다. 이 이상의 조

성인 CW5, CW6 조성에서는 CW4와 미세구조상에 큰 차

이는 보여지지 않았다. 

4. 결 론

 청자 파도자기 분쇄분을 사용하여 새로운 재활용 도자

기 소지의 개발에 대한 실험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본 실험범위에 있어, 파도자기가 첨가된 전 조성에 걸

쳐서 기존 청자소지의 소성온도와 같은 온도영역인 1250℃

영역에서 소성이 가능하였다. 이는 청자 파도자기 분쇄분

중에 포함되어 있는 유약의 일부 알카리 성분이 소성시

바인더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라 판단되어진다. 

(2) 본 실험범위에 있어, 청자소지로서의 활용을 위한

가소성 측정에서는 파도자기의 첨가 한계는 30%였다. 이

청자 파도자기가 30% 첨가된 CW4 소지의 경우 1250℃

로 소결한 경우, 기공율은 평균 4%, 흡수율은 평균 3%로

양호한 값을 나타내었으며, 굽힘강도 값도 720kgf/㎠로서

기존 시판중인 청자소지보다 높은 값을 보였다.

(3) 재활용 도자기용 원료로서 청자 파도자기 분쇄분을

사용함에 의해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제조

원가의 절감 뿐만 아니라 chamotte 대용으로 사용함으로

서 변형과 파손율이 적은 우수한 특성을 가지는 새로운

Fig. 10. Result of load testing of each composition at various temperature.

Composition
Results of load testing (mm)

1240
o

C 1250
o

C 1260
o

C

CW1 11 12 14

CW2 8 10 11

CW3 7 8 9

CW4 4 6 7

CW5 2 3 6

CW6 1 2 4

Fig. 11. SEM photographs of each composition body sintered at 1250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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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기 소지로서의 활용이 기대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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