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Crystal Growth and Crystal Technology
Vol. 24, No. 2 (2014) 70-76
http://dx.doi.org/10.6111/JKCGCT.2014.24.2.070

p-ISSN 1225-1429
e-ISSN 2234-5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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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Zn2TiO4, using an anatase form of TiO2 on zinc crystalline glaze, was shown as effective nuclear agent. Thus the
effects on glaze were studied with synthesized Zn2TiO4 at low temperature. First, the chromophore elements were employed
in synthesized Zn2TiO4 then add them in the zinc crystalline glaze. Crystal creation and development of color by Zn2TiO4

addition on the zinc crystalline glaze were more effective. Addition of Zn2TiO4, which is developed in low range
temperature, is effected as zinc crystalline nuclear in the willemite glaze. When 5 wt% of synthesized Zn2TiO4 was added
to the willemite glaze, nuclear creation increases and steadily retains. Therefore addition of respectively doped Zn2TiO4 with
CoO, NiO, and CuO would increase doped effects in the glaze, various color willemite crystal were ob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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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n2TiO4가 아연결정유약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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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아연결정유약에 Anatase 형 TiO2에 의해 생성되는 Zn2TiO4가 효과적인 결정 생성제로 나타났다. 이에 저온에서
생성되는 Zn2TiO4를 인위적으로 합성하여 유약의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였다. 첨가 Zn2TiO4는 저온에서 생성되는 결정으로
아연결정 W의 핵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합성된 Zn2TiO4를 유약에 5 wt% 첨가하면 유약 내에 결정생성이 증가하
며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특히, Zn2TiO4 합성 시 발색제로 CoO, NiO, CuO를 각각 고용시켜 유약에 첨가하면 발색제의 고
용효과가 커져 Willemite 결정의 다양한 발색에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1. 서 론

현대도자공예 부문에 있어 활용여지가 매우 높고 그에

따른 다양한 연구가 행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연

결정유약은 유약 내에서 아연결정의 핵생성과 성장조건

이 매우 예민하여 최적 제조조건의 확립이 어렵기 때문

에 도예작품에 활발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아연

결정유약은 소성조건이 까다로워 상용유약으로 사용하는

데 많은 제한을 갖는다. 이를 극복하고 실용적인 활용도

를 높이기 위해 안정적인 조성의 유약을 개발하고자 하

였다.

유약 내에서 아연결정을 생성, 성장시킬 때 적당한 수

의 핵 형성과 그 핵 결정이 성장할 수 있는 일정 조건

이 필요하다. 결정유에 대한 연구는 오래 전부터 진행되

어 왔는데, 1937년 Norton[1]은 결정의 성장과 냉각 조

건 관계에 대해 규명하였고, Pamalee[2]와 Kato[3] 등은

각각 석회아연유의 연화용융과정과 결정성장에 관한 연

구를 행하였다. 현재에도 B. Karasu[4] 등이 금속 산화

물 첨가에 따른 아연결정에서의 색상 변화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등 아연결정유약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

고 있다. 아연 결정유약에 TiO2 Anatase형이 첨가되어

생성되는 Zn2TiO4가 아연 결정의 생성에 크게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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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것으로[5] 나타났다.

본 연구는 Zn2TiO4를 선 합성한 후 유약에 첨가하여

Willemite결정의 조핵원료로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

다. 합성된 Zn2TiO4를 사용하여 유약 내 안정적으로

Willemite 결정을 생성시킴으로서 유약의 상용화를 앞당

기고자 하였다.

또한, Zn2TiO4에 발색제를 고용시켜 결정 내 발색제의

고용을 촉진 시키고자 하였다. 발색제로는 각각 CoO,

NiO 그리고 CuO를 첨가하여 Zn2TiO4를 합성하여 다양

한 색상의 Willemite 결정 유약을 제조하고자 하였다.

2. 실험방법

2.1. 출발원료

아연결정유 내 결정 성장을 비교하기 위한 출발 원료

로는 Frit 3110(Ferro Crop.), ZnO(Extra pure, Hanil
Co. LTD), SiO2(Industrial grade), Titanium dioxide -

anatase form(Extra pure, Junsei Chemical Co., LTD)을

사용하였다.

아연 결정유약의 조성과 소성방법은 문헌[6]을 기본으

로 하였으며 유약의 조성은 다음과 같이 제겔식으로 나

타내었다.

본 실험은 백자시편을 사용하였으며, 유약 내 Willemite

의 결정이 최적으로 생성되는 조성으로 소성은 전기가마

를 이용하여 5oC/min의 승온 속도로 최고온도 1270oC에

서 소성하였으며 1시간 유지한 후, 다시 1170oC까지

3oC/min으로 냉각시키고 2시간 유지 후 로냉하는 조건

을 기본으로 행하였다.

2.2. 특성 분석

유조의 변화 및 결정 상태를 관찰하고, 이 때 생성, 성

장한 결정의 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X선 회절분석(XRD-
7000, Shimadzu, Japan), Raman Spectroscopy (P2SR532,

Dimension, Vector Raman Probe(RP532-Us, Lambda

Solution. Inc. U.S.A.)), SEM/EDX(S-3500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Hitachi, Japan), 합성된 안료의 발

색은 UV-vis(U.V PC optical color analysis software

(P/N 206-67449))로 분석 하였다.

표준시료 Willemite는 (ZnO : SiO2 = 2 : 1) 합성 한 시

료의 측정결과와 참고문헌을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2.3. 합성된 Zn2TiO4의 결정생성효과

아연 결정유약에 TiO2 Anatase형이 첨가되면 유약 내

에 Zn2TiO4가 생성되고 이는 Willenite 결정의 생성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5] 나타났다.

문헌에 따라 유약 내 생성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5]

Zn2TiO4에 의한 결정생성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저온에서

생성되는 Zn2TiO4를 합성하였다. 합성된 Zn2TiO4를 기

본유 A9에 5 wt% 첨가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2.4. 합성된 Zn2TiO4의 발색효과

유약에 첨가되는 Zn2TiO4에 발색제의 고용과 그 효과

를 알아보기 위해 Table 1에 나타낸 조성으로 발색제

CuO, NiO, 그리고CoO를 첨가하여 합성하였다. 합성된

ZT-Co, ZT-Ni, 그리고 ZT-Cu를 각각 A9유약에 5 wt%

적용하여 동량의 단일 발색제 첨가 유약과 비교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아연 결정의 생성 및 성장촉진 변화

Willemite결정은 700oC 정도에서 생성되기 시작하여

온도가 고온으로 갈수록 더 많이 생성[6, 7]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Krapivin 과 Demidova는 결정상이 두 단계로

생성된다고 설명하였다[8]. 일차적으로 형성된 핵은 일정

온도이상에서는 용융이 일어난다. 용융되지 않고 존재하

는 핵은 소성 냉각 시 성장이 일어난다[6].

결정 핵의 양이 많을수록 고온에서 유지되고 성장하

는 결정이 안정적이므로 결정 핵의 조절이 주요한 과제

이다.

선행된 연구결과 첨가된 TiO2에 의해 저온에서 생성된

Zn2TiO4가 Willemite 결정의 조핵제로 작용[5]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조핵제로 작용하는 Zn2TiO4

의 효과를 높이고자 유약 내 자연생성보다 인위적으로

합성하여 첨가하는 방법으로 유약에 투입하였다.

결정의 생성을 비교하기 위해 기존 문헌에서 선정된

0.2427 KNaO
0.1005 CaO
0.0035 MgO
0.6532 ZnO

0.0336 Al2O3
0.0005 Fe2O3
0.0334 B2O3

1.6316 SiO2 (1)

Table 1
Coloring agent additives on Zn2TiO4 (mole %)

Samples Zn2TiO4 CoO NiO CuO

ZT-Co
1

0.02
ZT-Ni 0.15
ZT-Cu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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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유약A9에 합성된 Zn2TiO4와 동량의 TiO2(Anatase

form)를 각각 첨가하여 비교하였다. 첨가량은 가장 효과

가 좋은 것으로 나타난 5 wt%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

본 유약의 조성은 식(1)에 나타내었다. 소성조건은 최고

온도 1270oC에서 1시간 소성하고 다시 1170oC에서 2시

간 유지 후 로냉하였다.

소성결과 기본유 A9보다 Zn2TiO4가 첨가된 유약 ZT-

A9에서 Willemite 결정이 확연하게 많이 생성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선행된 연구에서는 유약에서의 Zn2TiO4 생

성이 TiO2의 첨가량과 유지시간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

하여 결정의 생성과 용융이 일어나는 것[5]으로 알려졌

다. 그러나 합성된 Zn2TiO4를 사용할 경우 저온에서의

소성 유지시간이 필요하지 않고 소량의 TiO2로 안정적

으로 결정생성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Fig. 2의 XRD 분석 결과 모든 조성의 유약에서

Willemite 결정상[4, 6]이 동정되었다. Fig. 1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Willemite의 생성이 증가된 ZT-A9 시료에서는

결정 면의 발달에 따라 표면에서 측정되는 XRD의 일부

2θ 값의 강도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결정 면의 차

이는 결정형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설명된다[4].

조성에 따른 결정상의 변화는 특히 Willemite 주 peak

25.68o (2 2 0)에서 나타나는 2θ 값 결정 면에서 변화를

확인 할 수 있다. 기본유약 A9에 비해 TA-A9의 경우

25.68o
이 25.70o

으로 shift되었으며, ZT-A9 시료의 경우

25.54o
로 크게 shift 되었다.

Diopside 구조 안에서 일부 Zn2+(0.74 Å)가 Ti4+(0.68 Å)

[9] 이온에 지원되어 willemite 결정으로 공급되는데[10]

이러한 TiO2와 ZnO의 반응에 의해 Zn2TiO4가 생성된다
[7, 10, 11].

Zinc 원자와 Titanium 원자로 이루어지는 Zn2TiO4

Spinel은 anatase구조에 기초한 고용체로 unit cell volume

을 증가시킨다[12].

Zn2TiO4와 TiO2에 영향을 받은 Willemite 결정생성 상

태를 비교하기 위해 소성한 시료를 Raman spectroscopy

로 측정하여 Fig. 3에 나타내었다. Willemite 특성 밴드

Fig. 1. Appearances of samples of synthesized Zn2TiO4 addi-
tion on Glaze as ZT-A9, TiO4 addition on Glaze as TA-A9, and

Glaze A9.

Fig. 2. XRD patterns of synthesized Zn2TiO4 addition on Glaze as ZT-A9, TiO4 addition on Glaze as TA-A9, and Glaze A9.

Fig. 3. Raman spectra of synthesized Zn2TiO4 addition on Glaze
as ZT-A9, TiO4 addition on Glaze as TA-A9, and Glaze 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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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459, 552, 601, 686, 788, 873, 908, 950 cm−1
에서

는 ZT-A9 시료의 강도가 A9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난다.

이는 Zn2TiO4의 조핵효과에 의해 Willemite 결정의 생

성량이 증가하며 결정성이 좋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Zn2TiO4는 유리질이 재 가열 될 때 Liquid-

Liquid 상에 분리를 증대시키고[10] 결정의 핵으로도 영

향을 주기도 하는것[7]으로 알려졌다. 전구체로서 존재하

였던 일부 Zn2TiO4는 로냉 후 흔적이[7] 남는데 이러한

결과는 Fig. 3에 나타난 Raman 결과와 같다[10, 11].

TiO2의 효과는 아연결정 유약에서 결정 촉매제로서 작

용하는데 이는 TiO2가 β → α(β-Zn2SiO4 → Willemite)로

의 변형하는 데 촉매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7, 13].

TiO2는 결정의 생성온도를 낮추고 생성범위를 넓히는

역할[13]을 하지만 첨가량과 소성온도 및 유지시간에 따

라 큰 변수를 보인다. A. El-Shennawi 등은 TiO2의 핵

형성 효과는 첨가량에 따라 한계가 있으며 일정량 이상

의 TiO2가 첨가된 경우 willemite 결정 생성이 나타나지

않는다고[7, 13]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행된 연구

결과에서 증명되는데 선행연구에서 단독으로 TiO2를 첨

가 하여 저온에서 유지시켜줄 때 나타난 것보다[5] 저온

유지시간 없이 합성된 Zn2TiO4를 직접 첨가할 경우

Zn2SiO4 (Willemite) 결정의 생성촉진 효과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Zn2TiO4는 결정의 생성뿐 아니라 발색에도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Zn2TiO4 합성 시 발색제

를 고용시키면 결정의 생성이 증가 될 뿐 아니라 유약에

발색제를 첨가하는 것보다 결정의 발색효과가 매우 좋아

짐을 보였다. 이를 비교하기 위해 Zn2TiO4 합성 시 발색

제로는 CoO, NiO, 그리고 CuO를 사용하였다.

발색제의 첨가량은 각각 0.02 mole, 0.15 mole, 그리고

0.1 mole이다. 발색제를 첨가하여 합성한 Zn2TiO4를 유

약에 5 wt% 넣었을 경우와 동량의 발색제를 유약에 넣

었을 경우의 발색효과를 비교하였다. Fig. 4에 나타낸

시험편에서는 모든 경우에서A9의 시편에 비해 ZT-A9의

시편에서 Willemite의 결정 량이 증가 될 뿐만 아니라

생성된 결정의 발색이 더 짙어짐을 확인 할 수 있다.

발색제의 고용 효과는 Fig. 5에 보이는 Raman 분석

결과로 설명된다. 발색제 NiO가 첨가된 ZT-Ni의 Raman

분석 결과 경우 Willemite 특성 밴드의 강도가 매우 커

짐을 보였다. Zn2TiO4보다 NiO가 고용된 Zn2TiO4가 결

정 생성의 촉매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ZT-NIi

에서는 잉여로 존재하는 Zn2TiO4도 나타나지 않으며

SiO2의 밴드도 감소하였다. 이는 Willemite의 생성이 더

Fig. 4. Appearances samples of synthesized Zn2SiO4 crystal in glazes compared adding colored Zn2TiO4 samples with adding coloring
agent samples.

Fig. 5. Raman spectra of synthesized Zn2TiO4 addition on
Glaze with NiO as ZT-Ni and Glaze with NiO as A9-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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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아졌기 때문으로 추정되는데, 약 877 cm−1
에서 보이는

Willemite 주밴드의 강도가 급격히 커지는 것으로 설명

된다.

A9-Ni에서는 Willemite 생성시 Zn2+
에 치환되는 발색

제 Ni2+
가 고용되어 생성된 결정 외에 약 326, 439 cm−1

에서 잉여로 존재하는 ZnO 밴드가 나타났다.

특히, 동량의 발색제가 첨가됨에도 1076 cm−1
에서 나

타나는 잉여 NiO 밴드는 결정 내 고용되지 않은 것으로

유약 내 유리상에 용융되어 존재한다.

발색제가 고용된 Willemite의 결정을 EDX로 분석한

결과 유약에 생성되는 Willemite 결정의 발색은 발색제

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 보다 Zn2TiO4에 고용시켜 사

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EDX 분

석 결과는 Fig. 6에 나타내었다. Willemite 결정 내에

고용된 발색제의 양은 발색원료의 종류와 첨가량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모든 조성에서 합성된

Zn2TiO4가 첨가된 ZT 시료에서 결정 내 발색제의 고용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정의 발색제 고용 효과는 UV-vis와 CIE

L*a*b* 값으로 확연하게 나타난다.

Fig. 7의UV-vis에서 보이는 Willemite 결정의 밴드는 발

색제의 고용효과에 의해 특성밴드를 나타내는데 Willemite

결정에 고용된 발색제는 각각 Co2+, Ni2+ 그리고 Cu2+
로

나타났다[14-16]. 고용된 발색제에 의해 나타나는 특성

Fig. 6. Results of SEM/EDX; Zn2SiO4 crystal in glazes compared adding colored Zn2TiO4 samples (a), (b), (c) with adding coloring
agent samples (d),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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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의 강도는 모든 경우에서 ZT가 더 크게 나타나

Zn2TiO4에 발색제의 고용효과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Fig. 8에 CIE L*a*b* 값을 나타낸 그래프에서도 같은

결과를 얻었다. 발색제의 특성상 녹색도와 청색도의 차

이가 있지만 모든 ZT 시료의 경우 G시료에 비해 상대

적으로 b* 값이 더 낮아 푸른기가 강하게 나타났으며

L* 값이 낮아 명도가 더 낮고 짙게 발색하였다. 특히

CoO의 경우 ZT-Co의 발색이 매우 짙고 청색도가 강하

게 나타나 효과적인 결정 발색제로 나타났다.

Zn2TiO4는 Willemite 결정 생성에 효과적인 조핵제로

나타났다. Zn2TiO4를 활용한 결정유의 상용화를 위하여

계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특히, Willemite 결정상에

Zn2TiO4의 발색제의 고용은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다양

한 발색 원료로서 발전 가능성이 크다.

4. 결 론

1) Willemite결정 생성에 효과적인 Zn2TiO4는 TiO2

(Anatase form)을 사용하여 저온으로 합성할 수 있다.

2) 합성한 Zn2TiO4를 5 wt% 유약에 첨가하면 Willemite

결정의 핵 생성을 촉진시켜 결정의 양을 증가시킨다.

3) 발색제 CoO, NiO, 그리고 CuO를 각각 0.02 mole,

0.15 mole, 그리고 0.1 mole 첨가하여 Zn2TiO4를 합성하면

동량의 발색제를 유약에 첨가한 경우보다 결정에 발색제

의 고용이 촉진되어 발색효과가 현저히 크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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