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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umina powder was added in a general porcelain (Backja) with clay, feldspar and quartz contents to promote the mullite
(3Al2O3·2SiO2) generation in the porcelain. Low melting materials (B2O3(450

o
C), MnO3(940

o
C), CuO(1080

o
C)) were doped at

~3 wt% to modify the sinterability of porcelain with a high alumina contents and promote the mullite generation. Green body was
made by slip casting method with blended slurry and then, they were fired at 1280

o
C for 1hr by a 2

o
C/min. Densifications of samples

with high alumina contents (20~30 wt%) were impeded. As the doping contents of low melting materilas increased, the sinterability
of samples was improved. The shrinkage rate and bulk density of samples were improved by doping with low melting materials.
Mullite phase increased with increasing the low melting contents in the phase analyses. This means lots of alumina and quartz were
transformed into mullite phase by low melting contents doping. In the results, high bending strength of samples with high alumina
contents was accomplished by improving the densification and mullite generation in the porcel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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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대에는 식기 종류가 다양화되면서 도자기는 고비중

과 취성으로 인해 플라스틱 및 금속제품에 그 시장을 침

식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권의 저가품과 유럽

등의 고급 도자기의 수입으로 인해 우수한 물리적 특성

을 갖는 도자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점토, 장

석, 규석질 조성의 출발원료를 사용하여 높은 강도

(230 MPa)를 발현하는 결과들이 보고되었다.
1,2) 
이러한 높

은 강도를 발현하는 방법에는 유약성분이 소지에 용융되

어 결함(기공)의 면적을 감소하는 방법, 분쇄 공정을 거쳐

고체간의 접촉면(비표면적 향상)을 크게 하여 치밀화를

향상시키는 방법 등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도자기 조성(점

토, 장석, 규석)에 경질재료(알루미나, 지르코니아) 등을

첨가하는 것들이다.
3,4)

 하지만 이러한 경질재료는 고온

(1450~1600
o
C)에서 소성되는 물질이고 첨가량이 증가하

면, 소지의 가소성을 감소시켜 성형능력을 저하시킨다. 가

소성의 저하는 도자기 제조에서 성형 능력을 저하시켜 일

반적 도자기 제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경질재

료의 첨가는 도자기의 치밀화를 위해 고온에서 장시간 소

성해야하는 단점이 있다. 이에 경질재료가 첨가되더라도

도자기 소성 시 저온에서 치밀화가 가능한 조성개발이 필

요하다. 또한 높은 강도를 발현하기 위한 미세조직과 결

정상 제어가 필요하다. 이러한 도자기의 치밀화와 고강도

발현을 위해서는 도자기 조성에 알루미나를 첨가하여

mullite를 합성하는 방법이 있다.
5,6)

 섬유상 mullite는 도자

기의 강도를 향상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저온에

서 뮬라이트를 합성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7)

 Mullite 결정화를 촉진시키는 방법에는

일반 도자기 조성물에 알루미나를 첨가하여 1350
o
C 이상

에서 장시간 소성하는 방법, Al2O3-SiO2계 겔 분말을

1600~1650
o
C로 소결함으로써 mullite를 생성시키는 방법

이 있다.
8-11) 
이러한 방법은 고온에서 장시간 소성하거나

복잡한 화학공정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일반 도자기들은

1300
o
C보다 낮은 온도에서 소성되기 때문에 저온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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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화가 가능하고, mullite 결정화를 촉진할 수 있는 기

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점토, 규석, 장

석질의 백자 원료에 알루미나를 첨가한 조성에서 저온에

서 치밀화가 가능하고 mullite 결정상 생성을 촉진하고자

도핑 물질(B2O3, MnO3, CuO)을 첨가하였다. 이들 도핑 물

질 첨가가 소성 특성 및 소성체의 물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2. 실험방법

2.1. 출발원료 분석

출발 원료는 백자 원료 (Koryo doto, 1S)의 슬러리

(34 wt% 함수율)를 사용하였다. 출발원료인 백자 슬러리

의 입도는 레이저 회절법(beckman coulter LS13320,

U.S.A)에 의해 측정한 결과 평균입자 크기는 6.8 µm로 측

정되었다. Mullite 생성을 위해 하소된 알루미나 (99.7%,

3.8 µm, Korea Alumina)분말을 사용하였다. 저융점 물질로

는 MnO3 (<45 µm, Sigma-aldrich, U.S.A), B2O3(Junsei

Chemical, Co., Ltd.), CuO(Yakuri Pure, Chemical, Co.,

Ltd.)을 사용하였다. 이들은 각각 B2O3:450
o
C, MnO3:940

o
C,

CuO:1080
o
C의 융점을 가지고 있다. Table 1에 출발 원료

인 백자 슬러리의 화학성분을 나타내었다. 

Table 2의 원료 조합표 에서와 같이 백자 슬러리와 알

루미나 분말의 비율을 8:2와 7:3을 기본 조성으로 하고 이

에 대하여 저융점 물질을 각각 0~3 wt%까지 첨가하였다.

원료 조합 후 ∅10 mm의 알루미나질(98%) 볼 미디어를

사용하여 200 rpm으로 2시간 볼 밀링 하였다. 혼합된 슬

러리는 bar형(130×  35×4 mm) 석고몰드에서 주입성형 되

었다. 상온에서 24시간 건조된 성형체는 0.3 m
3
 전기로에

서 2
o
C/min의 속도로 1280

o
C로 가열하여 고온에서 1시간

유지하였다. 소성체의 수축율은 시편의 장축방향으로 10 cm

의 수축 확인선을 표시하여 소성 전후의 수축비로 계산

되었다. 밀도 측정은 아르키메데스법으로 측정되었다. 소

성체의 결정상 분석은 XRD (X-ray diffraction, Right D/

max 2500v/pc, Rigaku, Japan)를 사용하였다. 소성체를

40×4×3 mm로 가공 후 표면 연마하여 0.5 mm/min의

cross head 속도로 3점 꺾임강도를 측정하였다. 주사전자

현미경(JSM-6390, JEOL, Japan)을 사용하여 소성 후의 미

세조직을 관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저융점 물질 첨가에 따른 성형체의 치밀화를 관찰하기

위해 고온현미경(Misura, M3M1400/50/2, Italia)으로 수축

률을 측정하여 Fig. 1에 나타내었다. 알루미나를 첨가하

지 않은 백자 조성(Fig. 1(a))은 1130
o
C 부근에서 수축이

시작되었다. 이에 반해 Al2O3를 30 wt% 첨가한 성형체는

1150
o
C 부근에서 수축이 시작되었다. Al2O3 첨가로 인해

수축 시작온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자 조성에

Al2O3를 30 wt% 첨가한 조성에 저융점 물질(B2O3, CuO,

MnO3)을 각각 3 wt% 첨가한 조성에 대한 수축거동을 Fig.

1(b)에 나타내었다. B2O3를 첨가한 성형체는 990
o
C 부근

에서 가장 먼저 수축이 시작되었다. CuO를 첨가한 성형

체는 1000
o
C 부근에서 수축이 일어났고, MnO3를 첨가한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the Slurry for Porcelain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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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6 19.2 0.49 0.13 0.08 1.96 0.97 0.04 0.05 5.55

Table 2. Batch Composition of Samples 

Whiteware powder Al2O3 powder B2O3, MnO3, CuO

80 wt% 20 wt% 0~3%

70 wt% 30 wt% 0~3%

Fig. 1. Shrinkage rate depending on the (a) flux materials and (b) alumina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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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체는 1070
o
C 부근에서 수축이 일어났다. 이는 저융점

물질 첨가가 수축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고, 이에 따라

저온에서 치밀화가 촉진됨을 알 수 있다. 

Fig. 2는 저융점 물질 0~3 wt%를 첨가하여 1280
o
C에서

소성한 소결체의 선수축률을 나타내었다. Fig. 2(a)는 백자

80 wt%-Al2O3 20 wt%의 조성에 저융점 물질을 0~3 wt%

첨가한 소성 시편의 선수축률을 나타내었고, Fig. 2(b)는 백

자 70 wt%-Al2O3 30 wt%의 조성에 저융점 물질을 0~3 wt%

첨가한 시편의 선수축률을 나타내었다. 백자 80 wt%-

Al2O3 20 wt%의 조성은 저융점 물질을 첨가하지 않아도

12% 정도의 수축률을 나타내었으나 알루미나가 30% 첨

가된 시편의 수축률은 10.7%로 감소하였다. 수축률이 낮

은 백자 70 wt%-Al2O3 30 wt%의 조성에 저융점 물질을

첨가하면 전반적으로 선수축률이 증가하였다. MnO3와

CuO가 첨가된 시편의 수축률보다 B2O3를 첨가한 시편은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선수축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

였다. 이는 B2O3(540
o
C)의 융점이 비교적 낮고 1000

o
C 이

상에서는 일부 휘발하여 기공을 형성하기 때문에 치밀화

를 방해한 결과로 판단된다. MnO3와 CuO의 첨가량이 증

가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수축률이 증가하는 경향으로 보

아 저융점 물질이 치밀화를 촉진시키는 구동력으로 작용

한 것으로 판단된다.

저융점 물질 첨가에 따른 소성체의 밀도를 Fig. 3에 나타

내었다. Fig. 3(a)는 백자 80 wt%-Al2O3 20 wt%에, Fig. 3(b)

는 백자 70 wt%-Al2O3 30 wt%에 저융점 물질 0~3 wt%를

첨가한 소성체들의 밀도 값을 나타낸다. 밀도 변화는 Fig. 2

의 선수축률 결과와 유사한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알루미

나 함량이 높고 저융점 물질이 첨가되지 않은 시편의 밀

도는 낮았으나 저융점 물질의 첨가로 인한 치밀화로 인

해 밀도가 향상됨을 알 수 있다. MnO3와 CuO가 첨가된

시편의 밀도보다 B2O3를 첨가한 시편은 첨가량이 증가함

에 따라 밀도 값이 감소되었다. 이도 B2O3의 휘발에 의

한 기공형성이 밀도 값 저하의 원인으로 판단된다. 백자

70 wt%-Al2O3 30 wt%의 높은 알루미나 조성에 저융점 물

질 0~3 wt%를 첨가한 소성체들의 밀도 값은 백자 80 wt%

-Al2O3 20 wt%에 저융점 물질을 0~3 wt%를 첨가한 소성

체들의 밀도 값 보다 낮게 나타났다. 

Al2O3 첨가량과 저융점 물질의 첨가량에 따른 강도 변

화를 Fig. 4에 나타내었다. 저융점 물질을 첨가하지 않은

Al2O3 20 wt%의 시편은 137 MPa의 평균 강도 값을, Al2O3

30 wt%의 시편은 124 MPa의 강도 값을 나타냈다. 이는

수축률 및 밀도 값에서 나타내듯이 Al2O3 첨가량이 증가

할수록 치밀화가 감소하여 강도 값이 감소한 것으로 판

단된다. 그러나 저융점 물질이 첨가되면 치밀화에 의한

강도 값 상승이 전반적으로 나타났고, Al2O3 30 wt%의 조

성에 저융점 물질을 첨가한 시편들의 평균 강도 값이

Fig. 2. Linear shrinkage depending on the flux materials addition (1280
o
C, (a)Al2O3 20 wt%, (b)Al2O3 30 wt%).

Fig. 3. Bulk density depending on the flux materials addition (1280
o
C, (a)Al2O3 20 wt%, (b)Al2O3 30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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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2O3 20 wt%의 조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저융점 물질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MnO3와 CuO의 경우 강도 값이

증가하였으나 B2O3의 경우 하락하였다. 전체적으로 Al2O3

30 wt%첨가한 시편의 강도 값이 높게 나타났다. B2O3를

첨가한 시편의 강도 값이 첨가량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것은 B2O3의 휘발에 의한 결함형성이 원인으로 판단된다.

Fig. 5은 백자 70 wt%-Al2O3 30 wt%의 조성에 저융점

물질을 각각 3 wt%를 첨가하여 소성한 소성체의 결정상

분석을 나타낸다. 전체적으로 quartz(SiO2), mullite(Al6Si2O13),

corundum(Al2O3), cristobalite(SiO2), 유리질상으로 나타났

다. 저융점 물질이 첨가되지 않을 경우, corundum(Al2O3)

결정상이 강하게 나타났으나 저융점 물질 첨가에 의해 감

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저융점 물질의 첨가량

이 증가할수록 corundum, quartz 결정상이 감소하였고,

mullite 결정상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저융

점 물질들이 소성과정에서 quartz상을 분해하여 cristobalite

및 mullite로의 상전이를 용이하게 한 결과로 판단된다.
13)

Mullite성장 과정에서 matrix 내에 존재하는 corundum,

quartz의 입자들과 만나게 되면 섬유상 길이 방향의 성장

이 제약을 받게 된다.
3) 
따라서 저융점 물질이 matrix에 존

재하는 corundum과 quartz를 먼저 분해하여 mullite를 생

성시키면 mullite 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치밀화도 촉진되고, 강도도 증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Fig. 6은 백자 70 wt%-Al2O3 30 wt%의 조성에 저융점

물질을 각각 3 wt%를 첨가한 소성체의 미세조직을 관찰

한 결과들이다. Fig. 6(a)와 (e)는 저융점 물질을 첨가하지

않은 소성체의 미세조직이다. 10 µm 정도의 기공이 다량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치밀화 부족으로 인한 결과로 판

단된다. (d)와 (f)는 B2O3를 3 wt% 도핑한 시편의 미세조

직이다. 저융점 물질인 B2O3의 휘발에 의한 30 µm 이상

의 기공이 관찰되어 밀도 및 강도저하의 원인으로 판단

된다. 이에 반해 CuO를 첨가한 (c)와 (g), MnO3를 3 wt%

Fig. 4. Bending strenght depending on the flux materials addition (1280
o
C, (a)B2O3, (b)MnO3, (c)CuO).

Fig. 5. Phase analysis depending on the flux materials addition(1280
o
C) (A) flux materials addition (0~3 wt%), (B) B2O3 addition

(0~3 wt%), (C) CuO addition (0~3 wt%), (D) MnO3 addition (0~3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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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한 (d)와 (h)에서는 20 µm 정도의 기공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기공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Fig. 4에서와 같이 MnO3

와 CuO의 강도 값이 높게 나타난 것은 mullite 형성에 기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MnO3, CuO를 첨가한 시편

에서는 다량의 mullite 결정상(Fig.6(g), (h))을 확인할 수

있다. 저융점 물질을 첨가함에 따라 Al2O3와 SiO2의 분해

반응을 촉진시켜 2차 mullite 결정상(침상형)이 증가한 것

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도자기의 강도 증진을 위해 Al2O3 분말과 저융점 물질

(B2O3, MnO3, CuO)을 첨가하여 1280
o
C에서 소성하였다.

X-선 회절분석 결과 소성체에 mullite 결정상 형성이 촉

진됨을 알 수 있었다. 융점이 가장 낮은 B2O3를 제외하

고 저융점 물질이 첨가됨에 따라 선수축률과 밀도가 2~3%

정도 증가하였다. 알루미나 함량이 높고 저융점 물질에

의해 치밀화된 시편일수록 그리고 mullite 생성량이 높은

시편일수록 최대 30%의 강도 증가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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