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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optimum conditions for zinc crystalline glaze under variables of firing: maximum firing
temperature, crystal growth temperature, temperature increasing speed, annealing speed, holding time at maximum temperature and
holding time at crystal growth temperature. Ferro Frit3110, ZnO and Quartz were used as starting materials and tested by three
component system. The best result of test was selected and extended to its vicinity as five glaze formulas. And then the specimens
were experimented by variable firing conditions and analyzed by crystal appearance observation, XRD, FT-IR and Raman
spectroscopy. In result, main crystal was willemite in the zinc glazes. Some gahnite was detected in specimens which were fired at
1230

o

C, 1250
o

C and 1270
o

C, however gahnite was not identified at 1300
o

C. Optimum zinc crystalline glaze was gained by following
firing condition: temperature increasing speed 5

o

C/min, holding 1 h at 1270
o

C, annealing speed 3
o

C/min till 1170
o

C, holding 2 h at
1170

o

C then naturally annealed.

Key words : Zinc crystal glaze, Willemite, Gahnite, Firing schedule 

1. 서 론

도자기에서 유약은 기물의 표면을 유리질로 코팅함으로

서 오염방지와 강도 보완 등의 기술적 기능뿐만 아니라

아름다움 부여 기능까지 담당하여 이를 위한 다양한 유조

와 색상이 개발되어 도자 제조에 이용되어지고 있다. 유

약은 일반적으로 비정질 상태로 이루어져 있으나, 일부 유

약 내부 또는 표면에 특정 결정이 석출되어 육안이나 현

미경으로 그 결정이 관찰되어지는 것을 결정유라 한다. 석

출된 결정은 도자기 전면에 화려하고 자연스럽게 펼쳐져

유약의 미적 기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이때 생성된

결정은 유약의 조성 변화와 소성 조건 등에 의해 다양한

결정의 핵생성과 성장 제어가 가능하다. 즉, 유약 내에서

일정 결정을 전반적으로 생성, 성장시킬 수도 있고, 경우

에 따라서는 특정 부위에만 결정을 생성시킨다든지, 특수

한 색을 나타내게 하여 바탕색과 대비효과를 나타내는 기

술적 효과 등으로 다양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1~5)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결정유로서 아연결정유가 있다.

20세기 초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이 유약은 유약원료로서

많이 사용되어져 오던 납에 대한 인체유해성이 제기되면

서 그 대체원료로서 아연이 브리스톨유의 주요 융제로 사

용되기 시작하면서 개발되었다. 유약원료로서 아연은 소

량 첨가하였을 때 opacifier, flux, 유의 크레이징 감소, 강

도 강화 및 색상에 영향을 미치지만, 다량 첨가되면 특유

의 결정을 석출시키므로 이를 이용하여 아연결정유를 제

조하게 되었다.
2)

유약 내에서 아연결정을 생성, 성장시킬 때 적당한 수

의 핵형성과 그 핵 결정이 성장할 수 있는 일정 조건이

필요하다. 결정유에 대한 연구는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왔는데, 1937년 Norton
3)
은 결정의 성장과 냉각 조건 관계

에 대해 규명하였고, Pamalee
4)
와 Kato

5) 
등은 각각 석회아

연유의 연화용융과정과 결정성장에 관한 연구를 행하였

다. 현재에도 B. Karasu 등이 금속 산화물 첨가에 따른 아

연결정에서의 색상 변화에 대한 연구 결과
6)
를 발표하는

등 아연결정유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다.

아연결정유는 현대도자공예 부문에 있어 활용여지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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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높고 그에 따른 다양한 연구가 행해지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유약 내에서 아연 결정의 핵생성과 성장 조건이

매우 예민하여 최적 제조조건의 확립이 어렵기 때문에 도

예작품에 활발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연결정유의 제조에 있어 소성조건 변

화가 결정화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후 결정생성 및 성

장을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최적의 소성조건을 규

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도예가들이 좀 더 쉽게 작품

에 활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2. 실험 방법

2.1. 1차 실험

2.1.1. 출발원료

아연결정유의 기본 실험으로서, 먼저 Frit 3110 (Ferro.

Corp), 하소아연 (Hanil. Co. Ltd.), 부여규석을 사용한 삼

성분계 아연결정 실험을 하였다. 출발원료의 성분분석표

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2.1.2. 결정유 실험

아연결정 삼성분계 실험을 위해 원료를 칭량하여 조합

한 조성(Fig. 1)에 적정량의 물을 첨가하여 magnetic stirrer

로 균질 혼합시킨 후, 백자시험편에 약 2 mm의 두께가

되도록 붓으로서 시유하였다. 이 때 유약의 흐름성을 고

려하여 시편의 2/3 정도만 시유하고, 각 시험편에 kiln wash

를 바른 유약 받침을 사용하여 흐른 유약을 담을 수 있도

록 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한 시험편은 백자소지로서,

Pamalee
3)

 등의 1차소성 기물의 흡수율이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에 기인하여 1120
o
C로 1차 소성한 후 사용

하였다.

소성은 전기가마를 이용하여 5
o
C/min의 승온속도로서

최고온도 1270
o
C에서 소성하였으며 1시간 유지한 후, 다

시 1170
o
C까지 3

o
C/min으로 냉각시키고 2시간 유지 후 로

냉하는 조건
7)

(Fig. 2)으로 행하였다.

 

2.2. 2차 실험

1차 실험 결과 결정의 생성과 성장이 가장 좋은 A9조

성을 선택하여 아연결정유 제조 실험의 기본 조성으로 정

하고, 이 조성을 중심으로 Frit, ZnO, 규석의 양을 변화시

켜 봄으로서 최적의 조성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각 조

성을 Fig. 3의 삼성좌표와 Table 2 제겔식으로 나타내었다.

2.2.1. 소성 조건

아연결정의 최적 생성과 성장에 필요한 소성 조건을 확

인하고, 이때의 각 소성조건이 아연 결정에 미치는 영향

을 살피기 위하여 1차 실험에서의 소성 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최고온도, 최고온도에서의 유지시간, 냉각 시 결정

Table 1. Chemical Analysis of Glaze Materials 

(wt%)

K2O Na2O CaO ZnO MgO MnO P2O5 Fe2O3 Al2O3 B2O3 SiO2 Ig.loss

Frit 2.3 15.3 6.3 - - - - - 3.7 2.6 69.8 -

ZnO - - - 99.1 0.26 - 0.06 0.12 0.17 - 0.24 0.05

Quartz 0.01 0.03 0.01 - - 0.01 - 0.03 0.06 - 99.3 0.55

Fig. 1. Three component system.

Fig. 2. Basic firing sche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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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온도, 결정성장온도에서의 유지시간 등을 변화시킴으

로서 이 때 생성된 결정상과 유조 등을 비교하고 최적 소

성조건을 구하였다. 2차 실험에 사용한 각각의 소성조건

을 Fig. 4에 나타내었다.

2.2.2. 특성 분석

유조의 변화 및 결정 상태를 관찰하고, 이 때 생성, 성

장한 결정의 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X선회절분석(XRD-

7000, Shimadzu, Japan), FT-IR 분석 (IR Prestige-21, Shi-

madzu, Japan), Raman Spectroscopy (P2SR532, Dimension)

분석 등을 행하였고 표준시료를 Willemite (ZnO:SiO2

=8:2), Gahnite(ZnO:Al2O3=5:5)로 합성한 후 유조 측정

결과와 참고문헌을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 X-ray diffraction 

소성한 시편에 결정이 많은 부분을 10×10 mm로 자른

후 유면을 X선회절분석하고 JCPD카드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 Raman

Raman spectroscopy 측정방법은 소성된 유약시편을

Microscope (Olympus. BX51M, Japan) 으로 관측 후 결

정 부분을 선택하여 Vector Raman Probe (RP532-Us,

Lambda Solution. Inc. U.S.A.) 로 측정하였다.

• FT-IR

FT-IR 은 소성된 유면의 결정부분만을 분리하여 분쇄하

였고, KBr(Potassium bromide (99+%) SIGMA-ALDRICH)

와 시료의 비를 98:2로 혼합 한 후 DRS-8000A (Shimadzu,

Japan) 로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1차 실험 결과 

1차 실험의 삼성분계시험에서 좋은 아연결정을 나타낸

Fig. 3. Close up of A9 and B1~B5 in three component system.

Table 2. Chemical Compositions of Specimens 

 RO·R2O  R2O3  RO2

B1

0.2032

0.0842

0.0038

0.7088

KNaO

CaO 

MgO

ZnO

0.0284

0.0005

0.0279

Al2O3

Fe2O3

B2O3

1.4213 SiO2

B2

0.2187

0.0906

0.0037

0.6878

KNaO

CaO 

MgO

ZnO

0.0304

0.0005

0.0301

Al2O3

Fe2O3

B2O3

1.3379 SiO2

B3

0.2262

0.0937

0.0037

0.6763

KNaO

CaO 

MgO 

ZnO

0.0315

0.0005

0.0311

Al2O3

Fe2O3

B2O3

1.7349 SiO2

B4

(=A9)

0.2427

0.1005

0.0035

0.6532

KNaO

CaO 

MgO 

ZnO

0.0336

0.0005

0.0334

Al2O3

Fe2O3

B2O3

1.6316 SiO2

B5

0.2725

0.1129

0.0033

0.6112

KNaO

CaO 

MgO 

ZnO

0.0376

0.0005

0.0375

Al2O3

Fe2O3

B2O3

1.9975 SiO2

Fig. 4. Variations of Firing Schedule:(a) changes at glaze

maturering temp., (b) changes at crystal growing temp.,

(C) changes of soaking time at glaze matuering temp.,

and (d) changes of holding time at crystal growing temp.

Fig. 5. Results of specimens from three compon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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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Fig. 5에 나타내었다. 1차 시험결과 Frit의 함량이

60% 이상일 때 알카리와 ZnO의 비가 커지고 B2O3의 함

량도 많아져 흐름성이 매우 증가하고 투명유가 되어 대

부분은 결정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A3의 경우(Fig. 5)에는

결정이 생성, 성장하였다. 하지만 흐름성이 매우 커져서

결정이 흘러내리고 시편의 가운데는 투명유가 되는 결과

를 가져왔다. Frit 50%-아연30%-규석20%의 A9 조성의 경

우 아연 결정이 가장 크게 성장하고 있었으며 A3보다 흐

름이 적고 결정층이 두텁고 고급스럽게 보여 가장 좋은 유

조를 나타내었다. Frit 40%-아연30%-규석30%인 A13 조성

은 알카리와 ZnO의 비와 B2O3 함량이 작고 SiO2 함량은

증가함에 따라 소성온도가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석출된

아연결정은 작아졌다. 이외의 Frit 첨가량이 40% 이하인

경우 아연 결정의 생성과 성장은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3.2. 최고 온도 변화에 의한 영향

아연결정의 생성에 필요한 최고온도를 1230, 1250, 1270,

1300
o
C 범위 내에서 변화시켜 Fig. 4(a)의 소성조건에 따

라 소성하여 그 결과를 Fig. 6에 나타내었다. 이 때 결정

성장온도는 각 최고온도에서 100
o
C 낮게 하였으며 2시간

유지시켜주었다.

소성결과 1300
o
C(Fig. 6)에서는 조성에 관계없이 결정이

고르게 생성해 있음이 관찰되었으나, 높은 소성온도에 의

해 흐름성은 커졌다. 1270
o
C 이하의 경우, ZnO와 규석의

함량에 따라 결정 생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

였는데, 1270
o
C에서는 ZnO 함량이 35%인 B1, B2 조성은

표면에 미세한 결정으로 덮인 유백유, 30% 이하인 B3,

B4, B5 조성은 아연 결정이 관찰되었다. 1250
o
C의 경우

Frit 내의 알칼리의 함량이 높고 적정량의 아연이 포함된

조성인 B4, B5에서 결정이 나타나고, 아연의 함량이 높

았던 B1, B2 조성과 규석의 함량이 높았던 B3 조성에서

는 결정이 석출되지 않았다. 1230
o
C에서는 상대적으로 Frit

의 알칼리 함량과 ZnO 함량의 비가 큰 B5 조성에서만 결

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고온도의 변화에 따라 생성된 아연결정의 결정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흐름성과 결정성이 가장 좋았다고 판단

된 B4 조성에 대해 X선 회절분석을 행하였고 그 결과를

Fig. 7에 나타내었다. Fig. 6의 유조 관찰결과는 다양한 유

Fig. 6. Crystal appearances of specimens fired for 1 h at (a) 1300
o

C, (b) 1270
o

C, (c) 1250
o

C, and (d) 1230
o

C.

Fig. 7.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specimen B4 fired at 1230,

1250, 1270, and 1300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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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보여주고 있으나 X선 회절분석에서 최고온도 변화

에 관계없이 결정상은 모두 willemite(2ZnO·SiO2)결정만

확인되었다.
8)

 Willemite 결정의 생성량은 1230
o
C부터

1270
o
C까지는 증가하였으나 1300

o
C에서 감소하고 있다.

이는 소성온도가 결정의 생성온도 범위 이상으로 높아져

이미 생성된 결정이 용융되었기 때문이다.
9)

일반적으로 아연결정의 경우 willemite와 더불어 gahnite

결정이 존재한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10)

 하지만

gahnite 결정은 저온에서 생성되는 anorthite와 β-quartz가

약 900
o
C 부근에 생성되었다가 소성온도가 증가함에 따

라 gahnite로 되었다가 다시 willemite로 진행하고, wille-

mite는 약1000
o
C부터 단독으로 형성된다고 보고하고 있

다.
11,12)

 본 연구에서는 XRD만으로는 gahnite상을 검출할

수 없었다. 따라서 최고온도의 변화에 따라 gahnite 결정

의 생성과 분해를 확인해 보고자 B4 조성에 대해 FT-IR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Fig. 8에 나타내었다. 각 결정이

나타내는 특성밴드를 기준
13,14)
으로 FT-IR spectra를 관찰한

결과, 510 cm
-1

, 523 cm
-1

, 574 cm
-1

, 668 cm
-1
에서 관찰되어

지는 willemite 결정은 최고온도의 상승과 함께 668 cm
-1 
에

서 그 양의 증가가 확인되었다. Gahnite(ZnAl2O4) 결정은

1230
o
C로부터 1270

o
C의 온도영역에서 440 cm

-1
, 503 cm

-1
,

589 cm
-1
의 밴드에서 관찰되어지고 있으나, 1300

o
C로 소

성한 조성의 경우에는 거의 관찰되지 않았고 Willemite

상만이 존재하였다.

3.3. 결정성장 온도의 영향

최적의 결정성장온도를 정하는 것에 의해 아연결정의

생성과 더불어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아연

결정유를 제조하기 위하여 Fig. 4(b)의 소성조건에 따라

최적의 최고온도는 1270
o
C로 고정하고 결정성장온도를

1130, 1150, 1170, 1200
o
C의 온도영역에서 각각 변화시키

고 결정상 변화를 확인하였다. 최고온도에서 결정성장온

Fig. 8. FT-IR spectra of specimen B4 fired at 1230, 1250, 1270,

and 1300
o

C.

Fig. 9. Crystal appearances of specimens fired glaze maturering temperature at 1270
o

C and crystal growth temperature at (a) 1200
o

C,

(b) 1170
o

C, (c) 1150
o

C, and (d) 1130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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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까지의 냉각속도는 3
o
C/min, 결성성장온도에서 2시간

유지한 후 로냉하는 것으로 실험을 하였다.

결정성장 온도변화에 따른 소성 결과를 Fig. 9에 나타

내었다. Frit의 KNaO와 ZnO의 비가 가장 큰 B1 조성의

경우 결정성장온도 변화에 관계없이 유백유로 나타났다.

또한 B1 조성과 마찬가지로 1270
o
C의 최고온도에서 유백

의 결과를 보였던 ZnO 함량이 많고 규석이 적은 B2 조

성의 경우 1170
o
C 이상의 온도에서는 유백의 결과를 보

였지만, 결정성장온도 1150
o
C 이하에서는 미세하지만 아

연결정이 석출되어짐이 확인되었다. 이는 최고온도에서

결정성장온도까지의 냉각시간의 증가에 따른 변화라고 보

여진다. B3~B5 조성의 경우에는 모든 범위에서 결정이

나타났다. 1170
o
C 시험편에서 전체적으로 결정이 크고 안

정된 유조를 가지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그러나 B5의 경

우, 1170
o
C 이상에서는 유의 흐름에 의해 전체적으로 유

약의 두께 감소에 따라 결정이 안정적으로 성장하지 못

하는 경향을 보였다.
15)

결정성장온도 1130
o
C와 1170

o
C에서의 결정상을 알아보

기 위해 B1~B5 조성의 X선회절 분석결과를 Fig. 10에

나타내었다. 모든 조성에서 willemite가 주결정으로 존재

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결정성장온도가 1130
o
C인 Fig. 10(a)

는 소성온도가 높고 유면에 미세한 아연 결정이 가득 존

재하여 유백유와 같이 관찰되었던 B1 조성의 경우 X선

회절 피크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willemite와 gahnite 결

정이 공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B2 조성은 육안에서

1170
o
C까지는 결정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유백유였으나

1130
o
C까지 냉각시키면 결정을 나타냈다. 하지만 결정피

크는 모든 조성 중 가장 작았다. 그 외 결정이 크게 성장

한 B3, B4 조성의 경우에도 높은 결정성을 나타내고 있

었고 B5 조성의 경우는 결정도가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

을 나타내었다. 이는 알카리와 B2O3의 함량이 가장 많아

다른 조성보다 소성온도가 낮은 온도에서 용융되었기 때

문이다.

결정성장 온도가1170
o
C인 Fig. 10(b)에서의 결정성은

1130
o
C에서 유지한 것보다 모든 조성에서 높은 결정피크

를 나타내고 있고, 특히 B1, B3, B4 조성은 1170
o
C에서

결정성이 현저히 증가됨이 확인되었다. Fig. 10의 결과 비

교로 볼 때 결정성장온도 1130
o
C인 경우는 최적의 결정

성장시기를 지나친 것으로 보여지며 결정성장온도 1170
o
C

경우는 아연의 결정성이 큰 것으로 나타난 1170
o
C의 온

도가 적절한 결정성장 온도라고 판단되었다. 

Fig. 10의 결정상 분석 결과에서는 willemite의 결정이

주결정상이고 B1 조성에서만 미량의 gahnite가 존재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에 모든 조성내에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gahnite 결정의 존재를 확인해 보고자 Fig. 10과

같은 조건에서 B1~B5 조성의 FT-IR 분석을 행하고 그

결과를 Fig. 11에 나타내었다. FT-IR 분석결과에서는 결정

성장온도 1130
o
C와 1170

o
C의 B1~B5의 모든 조성에서

willemite와 gahnite 특성을 나타내는 흡수밴드가 비슷한

경향성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었다. 결정성장온도 1130
o
C

에서인 Fig. 11(a)에서 모든 조성은 모두 574cm
-1
에서

willemite의 특성밴드가 나타났으며 440cm
-1

, 503cm
-1
에서

gahnite 특성밴드가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결

정성장온도 1170
o
C인 Fig. 10(b)에서도 willemite는 523 cm

-1
,

574 cm
-1

, 668 cm
-1
에서, gahnite는 440 cm

-1
, 503 cm

-1
,

589 cm
-1
에서 특성 흡수밴드가 모든 조성에서 나타나고 있

다. gahnite는 440 cm
-1
를 비교하면 B1, B2가 가장 많았고

willemite는 668 cm
-1
에서 B4의 피크가 가장 확실하게 나

Fig. 10.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specimens fired maximum temperature at 1270
o

C and crystal growth temperature at (a) 1130
o

C

and (b) 1170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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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따라서 gahnite 결정은 미량으로, 각 소성조건에

의해 그 존재량은 변화하지만 대부분의 조성과 조건에서

willemite 결정과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4. 최고온도의 유지시간 변화에 따른 영향 

Fig. 4(c)의 소성조건에 따라 최고온도 1270
o

C, 결정성

장온도를 1170
o

C로 고정한 후 최고온도에서의 유지시간

을 변화시켰을 경우 결정생성과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관

찰하고 그 결과를 Fig. 12에 나타내었다. B1 조성은 최고

온도에서 유지시키지 않은 경우 유백유에 가까운 유조를

보였으며 1시간 유지 후에는 유백현상이 더욱 두껍고 치

밀해졌고 2시간으로 유지시간을 늘였을 경우 유백결정이

용융되어 투명유와 유백의 미세 결정이 부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3 조성에서는 유지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B1

조성과 같은 유조가 나타났다. B1와 B3 조성에서의 이러

한 유백과 같은 유조의 발생은 유약 속에 함유되어있는

아연과 알루미나의 함량이 높아 소성온도가 낮았기 때문

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B3 조성을 1시간 이상 유지시

켰을 때 충분한 에너지를 취하게 됨으로써 아연결정이 성

장하였다. B4와 B5의 조성은 최고온도의 변화 실험에서

도 보여진 바와 같이 다른 조성에 비해 알카리 함량이 높

아 소성온도가 낮아진 영향으로 유지시간의 변화에 관계

없이 모든 조건에서 아연결정의 성장이 관찰되었지만, 2

시간 이상의 유지시간 증가에 의해 과잉에너지의 공급으

로 인해 유약의 흐름성이 증가하고 이에 결정의 수와 크

기가 급격히 감소되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Fig. 12에서 결정이 좋은 것으로 나타난 B4 조성이 최

고온도에서 유지하지 않은 경우와 1시간, 2시간씩 각각

유지시켰을 경우 결정의 생성과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X

선 회절분석과 Raman spectroscopy로 관찰하고 그 결과를

Fig. 13에 나타내었다.

Fig. 13(a)에서 B4 조성의 주결정상은 willemite였고 최

고온도에서 유지하지 않은 경우 보다 1시간 유지 하였을

때 결정성이 확연히 좋아짐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최고온

도에서 2시간 유지 하였을 때 X선 피크는 현저히 작아졌

다. 이는 온도가 상승하면서 생성된 결정이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얻게 되어 다시 용융되기 때문으로 이를 이용

Fig. 11. FT-IR spectra of specimens (a) fired at 1270
o

C then

held at 1130
o

C for 2 h, and  (b) fired at 1270
o

C then

held at 1170
o

C for 2 h.

Fig. 12. Crystal appearance of samples, B1, B3, B4 and B5,

fired at 1270
o

C then soaked for 0 h, 1 h, and 2 h before

cooling 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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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얻고자 하는 결정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17,18)

Fig. 13(b)에서 gahnite 특성밴드는 412 cm
-1

, 945 cm
-1
에

서 그리고 willemite 특성밴드는 1023 cm
-1

, 1053 cm
-1
에서

관찰되며 0시간 유지하였을 때 willemite 결정의 성장은

확인되지만 gahnite 결정의 성장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유

지시간 증가에 따라 1시간 유지 시 가장 높은 피크를 나

타내었다가 2시간 이상의 유지시간에서는 다시 완만해지

는 경향을 보인다. Fig. 13(a)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gahnite

가 Raman spectroscopy에서 확인되어 아연결정유는 will-

emite와 gahnite가 공존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1시간 유

지시킨 경우 gahnite와 willemite의 특성피크가 가장 크게,

결정도 가장 잘 성장되었음이 확인되었다.

3.4. 결정성장 유지시간의 영향

Fig. 4(d)의 소성조건에 따라 최고온도 1270
o
C, 최고온

도에서의 유지시간 1 h 그리고 결정성장온도를 1170
o
C로

고정시킨 후 결정성장온도에서 유지시간 변화를 통해 각

조성의 유조 변화를 확인하였다. 결정성장온도에서의 유

지시간을 0시간, 2시간, 4시간으로 각각 변화시키고 그 결

과를 Fig. 14에 나타내었다. 

전반적으로 유지시간의 증가에 따라 결정은 커지고 유

조는 윤택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B1 조성의 경우

결정성장 유지시간에 관계없이 결정의 성장은 관찰되지

않았다. B3, B4 조성의 경우 2 h 유지시켰을 때 가장 크

고 조밀한 아연결정이 얻어졌으며, 그 이상 유지시켰을

경우 결정성장은 보이나 과도하게 에너지를 취함으로 인

하여 결정이 용융되고 흐름성이 증가하여 결정의 발현이

상당히 낮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B5 조성

은 유지시간 증가에 따라 결정성장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알칼리 함량이 많았던

초기 조건의 영향으로 많은 양의 유약이 흘러내리게 되

지만, 일부 유약 중에 남아있는 아연은 유약 내에서 지속

적인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결정입자를 만드는 것

Fig. 13. B4 fired at 1270
o

C then soaked for 0 h, 1 h, and 2 h

before cooling start: (a) XRD result and (b) Raman

spectroscopy. 

Fig. 14. Changes of crystal appearances of samples, B2, B3, B4

and B5, fired at 1270
o

C then held for 0 h, 2 h, and 4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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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판단되었다. 실제 B4 조성의 2시간 유지시킨 시험

편과 B5 조성의 4시간 유지시킨 시험편에서 거의 같은

유조의 아연결정이 확인되었는데 유약 시험편의 유약만

의 두께를 비교한 결과에서 B5 조성의 시험편 쪽이 얇은

것이 관찰되었다. 유약사용에 있어 광택과 기계적 강도

면에서 B4 조성 쪽이 더 좋은 특성을 나타낼 것으로 판

단된다.

결정성장온도 유지시간 변화에 따른 결과에서 각 조성

의 결정상을 확인해 보고자 유지하지 않은 경우와 2시간,

4시간 동안 유지시킨 경우를 Raman spectroscopy 분석을

통해 각각 관찰하고 그 결과를 Fig. 15에 나타내었다.

Fig. 15의 (a)B4와 (b)B5 조성 모두에서 willemite와

gahnite 결정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B4 조성은 gahnite 특

성밴드가 412 cm
-1
와 945 cm

-1
에서 나타났으며, 2시간 유

지시킨 경우, 흡수밴드가 정확하고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

고 있어 결정상이 좋음을 알 수 있다. 4시간에서는 유지

시키지 않았을 때와 같이 945 cm
-1
의 흡수밴드가 다시 낮

아지고 있어 결정의 용융과 분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판

단된다. 또한 B5 조성에서 4시간 유지시킨 경우 B4 조성

에서 2시간 유지한 경우와 비교하여 Raman spectroscopy

의 흡수대가 일치하고 흡수밴드의 크기도 유사하게 되었

다. 결정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소성조건 중 결

정성장온도에서의 유지시간이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19)

4. 결 론

가장 기본적인 아연결정유 조성인 Frit 3110, ZnO, 규석

을 기본원료로 하여 아연결정유의 결정생성과 성장을 효

율적으로 조절 할 수 있는 최적의 조성과 소성조건을 얻

었다.

(1)본 연구의 범위 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연결정유의

최적의 조성은 Frit 3110 50%-ZnO 30%-규석 20%이다.

(2)전반적으로 본 실험범위 내에서 크고 좋은 아연결정

은 승온속도 5
o
C/min, 최고온도 1270

o
C에서 1시간 유지, 냉

각속도 3
o
C/min으로 1170

o
C까지 냉각시켜 2시간 유지한

후 로냉하는 소성조건 하에서 얻어졌다.

(3)본 실험범위에서의 결정상은 willemite가 주결정으로

존재하였으며, 미량의 gahnite가 1270
o
C까지 존재하고

1300
o
C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willemite는 모든 온

도에서 존재하였다.

(4)아연결정유의 조성 변화에서는 ZnO:KNaO=1:0.37,

ZnO:규석=1:2.5, ZnO:Al2O3=1:0.05로 결정이 심하게

흐르지 않는 B4가 아연결정유로서 최적의 조성이라고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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