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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a body that influences the nucleation and growth of crystal by experiment the application of
zinc crystalline glaze to five of the most favorably used kinds of bodies sold in the market. As a result, in all bodies used in the test,
willemite crystal is appeared on the surface and in the case of white porcelain, super white and white porcelain sculpture clay, beautiful
crystals is developed. The reason that crystal does not grow and trickle down by sticking to the body in celadon clay and Sanchung
clay is the large surface tension of glaze by ingredient CaO which is more often present compared to other bodies. In glaze, the
ingredients Al2O3 and RO greatly influences the surface tension, and adhesion of the glaze and the body is completed by the glaze’s
power to stick, which is determined by the reaction of both the glaze and the body. However, in the case of Sanchung clay, the CaO
in body reacts to the glaze, and glaze, on Sanchung clay, has tendency to run more compared with other bodies. It is supposed that
this mechanism influences the growth of willemite crystal and the glaze's adhesion to the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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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아연결정유는 결정이 유약 자체로부터 생성되는 자연

적이고 무작위적인 문양을 제공하기 때문에 현대도자기

에 다양하게 접목시킬 수 있다면 도자 패턴의 변화에 기

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 ·외에서 아연

결정유를 연구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

백자소지 만을 고집하고 있어 다양한 소지에 응용된 경

우는 거의 찾을 수 없다. B. Kerasu 등
1)
은 일본에 매장되

어 있는 아마쿠사 도석을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Amakusa

porcelain을 생산하고, 이에 맞는 유약 조성을 개발한 후

이들 유약의 결정화 거동을 확인하였으며, 일본 아이치현

도자기술연구소에서는 키세토도자기의 재활용 소지로 아

연결정 발생에 관한 연구도 하였지만, 현대의 다양한 소

지로의 적용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중에서 시판되어 사용되고

있는 조성이 서로 다른 소지(백토, 수퍼화이트소지, 백자

조형토, 청자토, 산청토)를 사용하여 소지가 아연결정 유

약의 결정생성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확인해 보

고자 하였다.

2. 실험방법

2.1. 출발원료 

실험에 사용한 소지의 화학성분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실험에 사용한 유약의 조성은 다음과 같다. 

2.2. 시편준비 및 소성

각각의 소지로 40×50×5 mm의 시험편을 만들고 건조

하여 1120
o
C에서 1차소성 한 후 아연결정유를 시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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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워서 2차소성하였다. 2차소성 시 승온속도 5
o
C/min으로

1270
o
C까지 가열하고, 3

o
C/min으로 1170

o
C까지 냉각한 후

2시간 유지하고 로냉하였다.

2.3. 특성분석

소지의 물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축율, 흡수율, 입도분

석을 하였고 소성 후 생성, 성장한 결정과 소지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X-선회절(XRD-7000, Shimadzu, Japan) 분석

을 하였고, 표면의 결정생성을 육안으로 관찰하였으며 유

면, 계면, 소지의 상태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SEM/EDS

(Shimadzu, Japan), Micro-Raman Spectroscopy (P2SR532,

Dimension)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물성분석

사용한 5가지 소지에 대한 입도분석 결과 0.1~10 µm 크

기로 분포도는 비슷하였으며 100 mesh 표준체를 100% 통

과하는 미립인 백토, 수퍼화이트, 청자토에 비해 사질을 포

함한 산청토의 경우는 100 mesh 표준체에서 2.35%, 샤모트

가 섞인 백자조형토의 경우는 18.39%가 통과하지 못하였다. 

소성된 소지의 선수축과 흡수율은 Table 2로 나타내었다.

산청토와 백자조형토는 비교적 낮은 수축율을 보이는데

이는 이들 소지에 들어있는 굵은 입자의 사질과 샤모트

가 수축을 방지해 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축율이 큰

세가지 소지의 흡수율은 1% 이하를 보이는데 비하여 산

청토의 경우는 3% 이상의 비교적 높은 흡수율을 보였다.

소성된 소지의 결정상 확인을 위해 행한 XRD분석결과

를 Fig. 1에 나타내었다. 산청토를 제외한 모든 소지에서

mullite가 주상이고 quartz가 동정되었다.
2)

 산청토의 경우

는 원료 속에 함량이 높게 나타났던 CaO의 영향으로

anorthite가 주상으로 나타났다.
3)

 일반적으로 CaO 성분은

유약에서 모세관현상에 의해 소지로 침투, 영향을 주어

소지계면에 유리층을 생성 표면장력의 편차를 줄여줌으

로써 소지의 강도를 높혀준다고 연구되었다.
4,5) 
하지만 산

청토의 경우, 소지에 CaO 함량이 많아 오히려 유약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3.2. 유의 외관관찰

백토, 수퍼화이트 백자조형토, 산청토, 청자토에 아연결

정유를 시유하여 소성한 표면관찰 결과를 Fig. 2에 나타

내었다. 백색계열의 백토, 수퍼화이트, 백자조형토에서는

결정성장이 잘되었으나 산청토와 청자토에서는 결정성장

이 안되거나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Table 1. Chemical Analysis of Bodies

(wt%)

Constituents

Bodies
SiO2 TiO2 Al2O3 Fe2O3 P2O5 MnO MgO CaO Na2O K2O

Ig.

loss

White Porcelain 65.630 0.2034 24.669 1.1067 0.0016 0.0122 0.3696 0.4577 0.2635 2.4622 4.8239

SanChung Clay 51.315 0.3213 31.075 2.4888 0.0211 0.0367 0.8811 2.9606 0.8808 0.5107 9.5083

Celadon Clay 60.315 0.4644 24.573 3.2531 0.0010 0.0554 0.9462 0.8849 0.5780 2.4211 6.5085

White-Sculpture Body 69.072 0.4232 23.204 0.7977 0.0010 0.0729 0.3237 0.4140 0.4074 2.4196 2.864

Super- white Porcelain 76.099 0.0153 19.256 0.1423 0.0081 0.0025 0.2746 0.2746 0.5888 1.8204 1.5177

Table 2. Linear Shrinkage and Absorption of Bodies Fired at 1270
o
C

 Bodies

(%)

White

porcelain

Super white

porcelain
White sculpture Sanchung Celadon

Shrinkage 16 13.4 8.4 10.4 13.8

Absorption 0.44 0.30 1.39 3.27 0.49

Fig. 1. XRD patterns of bodies fired at 1270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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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소지 소성온도 차이와 소지가 함유한 성분 차이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흐름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

다. 청자토의 경우는 유면에서 아연결정을 볼 수 있으나

산청토의 경우는 유약이 모두 흘러내려 시편의 바닥에 모

였다. 소지의 소성상태를 살펴보면 산청토의 경우 흡수율

이 3%를 넘어 다른 소지에 비해 소결이 덜된 상태임을

보여준다. 반면 청자토의 경우 소지의 흡수율이 0.5% 이

하로 소결이 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산청토의 경우 결정이 흘러내린 이유는 소지의 조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진다. 소지에 대한 용융

유약의 삼투는 유약의 점성, 소지의 기공크기와 성질 및

유약과 이들 간의 표면장력에 따라 조정된다. 소지의 표

면을 적시는 유약의 능력은 유의 점착성이고 이 현상은

소지와 유약간의 물리, 화학반응에 의해 완성되는 것이다.

유약의 숙성온도는 조합원료의 입자크기, 조합물의 균일

성, 소성시간, 매용제의 종류와 량에 의해 변화되며 유리

에서와 마찬가지로 유약에서도 표면장력이 중요하다. 용

융유리의 점도는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낮아지는데 표면

장력은 온도에 따른 변화가 적으며 화학조성이 변하면 달

라진다는 사실이다. 유약에서는 Al2O3나 RO가 많으면 이

들 성분에 의해 표면장력은 커지고 따라서 불균질이 되

기 쉽다.
6,7)

 이러한 이유로 소지들이 유약과 반응하는 계

면에서의 거동을 SEM/EDS 분석결과로 확인하였다.

3.3. SEM / EDS 분석

아연결정유를 시유하여 소성한 시편의 유면, 계면, 소

지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절단면을 SEM 분석 하였

으며 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SEM 분석결과 아연결

정유를 시유한 모든 소지의 유표면에 willeminite 결정이

생성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슈퍼화이트소지를 제외한 4개

의 소지에서는 계면층에 gahnite가 생성되었다. 

SEM 결과를 보면 수퍼화이트, 백토, 청자토에서 얻어

진 표면의 willemite 결정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백

자조형토의 경우는 willemite 결정이 규칙적으로 분포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산청토에서는 군상으로 모인 작

은 willemite 결정과 아직 성장하지 못한 미세한 핵들이

보이고 있다. 이는 시편을 육안으로 보았을 때 결정이 잘

보이지 않고 뿌옇게 나타났던 이유를 설명해준다. 

백토의 경우 유층 표면층으로부터 소지층까지 EDS 분

석한 결과를 Fig. 4와 Table 3에 나타내었다. 실험한 5개

소지의 유표면과 소지의 EDS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

다. Table 4와 Fig. 3의 성분분포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willemite 결정은 주로 표면에 석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gahnite는 계면부근에서 확인되었다.

Fig. 2. Appearance of glazed bodies fired at 1270
o
C.

Fig. 3. SEM images of bodies fired at 1270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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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모든 소지의 유약표면에 willemite가 생성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으며 산청토의 경우는 소지에 들어

있는 CaO가 유면으로 많이 확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3.4. Micro- Raman 분석

Micro-Raman Spectroscopy로 분석한 결과를 Fig. 5에 나타

냈다. Fig. 5(a)의 백자조형토, 백토, 수퍼화이트, 산청토의

계면에서 모두 873.15, 907.88, 951.91 cm
−1
에서 willemite의

특성밴드를 나타내고 있다.
8)

 백자조형토의 경우는 다른 소

지에 비해 willemite 결정피크가 작게 나타났는데 이는 SEM

사진에서 보이듯이 (Fig. 3(c)) willemite가 표면으로 균질하

게 석출되기 때문에 계면에서는 소량만 확인되는 것으로

보인다. 모든 소지의 계면에서 anorthite 특성밴드가 553.78,

589.91, 1070.17 cm
−1 
등에서 확인되었고

9)
 또한 산청토의 경

우 1142.67 cm
−1
에서 CaO 밴드가 확인되었다. 

산청토의 유면에는 결정이 점착되지 않았으나 흘러내

린 부분에서는 willemite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산청토의 절단면에서 유의 표면, 계면, 소지의 부분

을 각각 Micro-Raman Spectroscopy로 분석한 결과를 Fig.

5(b)에 나타내었다. 유에서 willemite 특성밴드가 나타났고

계면에서 gahnite 특성밴드가 627.39, 659.72, 765.01 cm
−1

에서 확인되었다.
10)

 또한 소지, 계면, 유표면 모두에서

anorthite 특성밴드가 553.78, 589.91, 1070.17 cm
−1 
등에서

확인되었고, 잉여 CaO 특성밴드가 1015.74, 1142.67 cm
−1

에서 확인되었다.
11)

 이때 CaO 량은 소지에 가장 많고 계

면, 유약의 순서로 인텐시티가 줄어드는 양상을 나타내었

다. 사용된 소지중에 특히 CaO 성분이 많은 산청토의 경

우는 CaO가 소지 뿐아니라 계면, 유표면에서 특성밴드

피크를 나타내고 있어 소지에서 유표면 쪽으로 CaO가

diffusion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Fig. 5(a)의 경우 다

른 소지의 계면에서는 CaO의 특성 피크가 보이지 않고

산청토의 경우 CaO 특성피크가 보인다.

3.5. 소지의 CaO 영향

위의 실험에서 5가지 소지에 동일한 아연결정유를 시

Fig. 4. SEM images of white porcelain’s cross section: (a) cross

section, (b) willemite close up, (c) gahnite close up.

Table 3. EDS Results of White Porcelain’s Cross Section from Fig. 4.

(wt%)

No.

Elements 
1 2 3 4 5 6 7 8

Si 50.23 54.31 58.42 60.24 62.61 73.08 22.71 -

Al 7.72 9.89 12.25 16.39 23.68 22.20 - 49.65

K 4.18 5.87 7.12 8.04 5.80 3.62 - 0.85

Na 5.47 4.88 4.34 4.61 3.45 1.10 8.74 5.74

Ca 1.42 2.24 2.83 2.64 1.13 - - -

Zn 30.97 22.82 15.04 8.07 3.44 - 67.17 43.76

Totals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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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 후 분석한 결과, 산청토에서 결정이 생성 됨에도 불

구하고 세워 소성한 시편의 유표면에 결정이 점착되지 못

하였다. 

이를 분석한 결과 산청토의 CaO 성분 함량이 백토 보

다 6배 이상 높게 나타났고, 소성 후 유면의 CaO량도 백

토의 경우보다 4배 이상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소지내의

CaO가 유쪽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유약의 표면장력이 소지보다 크다. 때문에

유약의 CaO가 모세관을 통해 소지로 유입되고 소지의

Al2O3와 반응하면서 계면에 유리상을 형성하면서 소지와

유면의 열팽창계수의 완충작용을 하며 동시에 계면의 강

도를 증진시킨다. 하지만 소지 내에 CaO를 과량 함유한

산청토의 경우, 소지의 표면장력이 크므로 유약이 소지

내로 스며들지 못하고 계면에서 반응하며 유리질을 생성

하고 소결온도를 낮춤은 물론 유에 매용제로서 영향을 주

어 유의 점도가 낮아짐으로써 결정은 융착되지 못하고 흘

러 내렸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백토에 CaO를 5~30 wt%

첨가한 후 같은 조건으로 소성한 후 비교하고 그 결과를

Fig. 6에 나타내었다. 백토의 경우 아연결정의 생성과 성

장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정유에 가장 많이 사용되

는 소지였으나 CaO가 10 wt% 첨가되었을 때 산청토에서

와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Table 4. EDS Results of Body’s Cross Sections from Fig. 3

(wt%)

Bodies

Eleme-nts

White porcelain Super white White sculpture Celadon Sanchung 

Glazed 

surface
Body

Glazed 

surface
Body

Glazed 

surface
Body

Glazed 

surface
Body

Glazed 

surface
Body

Si 50.23 73.08 59.41 75.23 53.76 81.06 48.21 67.12 55.29 55.05

Al 7.72 22.20 8.07 18.74 6.61 14.57 8.30 23.02 6.68 30.95

K 4.18 3.62 4.43 3.72 3.24 3.59 3.52 5.81 1.53 2.25

Na 5.48 1.10 5.64 1.59 6.05 0.78 5.79 2.45 5.58 4.91

Mg - - 0.43 0.72 - - - 0.58 - 0.88

Ca 1.42 - 2.12 - 2.41 - 1.81 1.02 6.15 5.96

Zn 30.97 - 19.90 - 27.93 - 32.38 - 24.77 -

Totals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Fig. 5. Micro-raman spectra of cross section: (a) interface of 4

glazed bodies zinc crystalline glaze (b) sanchung

3points: glaze, interface, and body.

Fig. 6. Comparison specimens: CaO addied white porcelain

compared to san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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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실험에 사용된 모든 소지에서 willemite 결정이 석출되

고 있으며 백토, 수퍼화이트, 백자조형토의 경우는 특히

미려한 결정으로 성장되었다.

Al2O3의 함량이 가장 적은 수퍼화이트를 제외하고는 소

지에 관계없이 Al2O3가 소지에서 유약으로 diffusion되면

서 계면에서 gahnite가 생성되었다.

산청토에서 결정이 소지에 점착되어 성장하지 못하고

흘러내리는 것은 다른 소지에 비해 많이 함유되어 있는

CaO 성분에 의한 유약의 표면장력에 의한 결과이다.

소지 내에 CaO 함량이 높으면 CaO가 유약으로 diffusion

되어 유약의 점성을 낮춤으로 유약이 흘러내린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아연결정유를 사용하고자 할 때 CaO를 많이 함

유한 소지는 사용에 제한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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