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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e present research is to develop the body for Temmoku Teabowl, in order to manufacture the Temmoku Teabowl
with the characteristics of Jian Ware, which has a rich dark brown color and has been extolled as the representative fine article of
Temmoku Teabowl. Basic composition was first determined using domestically produced clay, kaolin and pottery stone as starting
materials. After the addition of calcinated Hwangto, which is rich in iron, the mixture was subjected either to oxidizing calcination
at 1260

o
C to produce a body with a color suitable for Hanam ware or to reducing calcination at 1230

o
C to produce a body with a

color suitable for Jian Ware. The bodies produced in this research showed the strength value of 380~360 Kg/cm
2
, the specific gravity

of 2.304~2.310, the absorption ratio of 4.103~3.897, and the porosity of 8.608~8.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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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천목이란 중국 남송시대 건요에서 만들어진 건잔(건요

의 잔)을 의미했던 것
1)
으로 Fig. 1에 보인 바와 같이 허

리가 좁고 전 끝이 외반형인 독특한 형태의 기물에 흑갈

색의 철유를 시유한 도자기를 말한다.
2) 
다인들이 천목 다

완에서 찻잔이 가져야 할 중요한 조건이라고 말하는 것

은 차의 발색과 조화를 이루는 심미성, 편리성, 보온성 등

이다. 차도구로서 중국 건요에서 생산된 건잔이 송대 최

고의 찻잔으로서 널리 사용되어지게 된 것도 이 때문이

다. 건잔
3)
은 중후한 형태나 문양뿐만 아니라 소지에 있어

서의 색상, 거친 입도를 가진 재료의 사용에 의한 질감

및 소성 시 생성된 기공에 의한 높은 보온성, 소지와 유

약과의 흑갈색의 좋은 색상적합성을 가지고 있어, 차도구

로서의 사용하기에 가장 적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라

고 판단된다.

이러한 천목이라는 도자기는 현재에도 차도구로서 제

조되고 있는데, 색상면에서 보면 다양한 흑갈색을 나타내

고 있다.
4)

 이는 일반적으로 유조성의 차이에 있어 나타나

는 현상이지만, 유조성이 같다고 해도 소지의 종류, 시유

상태에 따라서 큰 발색차이를 보인다. 이는 이미 중국의

옛 천목에서도 볼 수 있다.
5)

 그 예로서 중국 천목의 대표

적 소지는 건잔계 소지와 자주요계 소지를 들 수 있는데,

중국 건요에서 소성된 건잔계의 소지는 철분이 많고 소

지표면이 거친 것이 특징이다. 하남천목이라 칭하고 있는

자주요계의 소지는 회색으로 건잔계 소지보다 철분이 적

다. 이러한 소지의 차이 때문에 같은 조합의 유약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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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잔계 소지와 하남계의 소지에 각각 시유한 경우, 그 색

조는 다른 유조를 보인다.
6)

본 연구는 다완으로서 대표적인 명품이라고 일컬어지

는 짙은 흑갈색을 나타내는 건잔계의 특성을 나타내는 천

목 다완을 제조하기 위한 천목소지 개발을 목적으로 하

였다. 우리나라에서 산출되는 점토, 카올린, 도석을 출발

원료로 하여 먼저 기본 조성을 구한다음 철분이 많은 황

토를 하소하여 첨가함으로서 최적의 성형성과 소결성 및

보온성, 색상을 나타내는 최적의 천목 소지 조성을 개발

하였다.

2. 실험방법

2.1. 소지의 조합

2.1.1. 소지의 조합

기본 소지는 오부점토, 함평점토, 하동 핑크카올린, 태

백도석을 출발원료로서 조합하였다. 이 때 사용한 각 원

료의 화학분석 값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사용한 원료

의 분쇄는 볼밀을 사용하였다. 각각의 조합은 Fig. 2와 같

이 삼성분계에 의해 하였으며 혼합은 볼밀을 사용하였다.

오부점토와 함평점토는 소지의 가소성을 고려하여 1:1로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Fig. 2의 3성분계 조합에서 가소성과 물성을 측정한 결

과, 짙은 색으로 표시한 3~6, 10~12, 16, 17번의 조합에서

물레성형이 가능한 정도의 가소성이 보여 졌으며, 물성

값도 청자소지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 중 4번(이후 C4

로 표기) 조성이 L
*
=64.05, a

*
=-0.95, b

*
=11.57 값으로 나

타나 가소성, 소성색상, 물성 면에서 가장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본소지로 선택하였다. 즉 점토50, 카올린40,

도석10으로 조합된 C4 조성을 기본소지로 흑갈색의 천목

다완 소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황토를 첨가하는 실험을

하였다. 

황토는 산출되는 지역에 따라 그 성분은 다소 차이는

있지만, 철분을 다량 함유한 미립의 입자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원료이기 때문에 천목소지로의 색상 발현 보조 원

료로서 사용하였다.
7)

 본 실험에서는 Table 2에 나타낸 고

성지역에서 산출되는 황토를 사용하였다. 황토에 함유되

어 있는 유기물을 제거하기 위해 1300
o
C로 하소한 후

60 mesh 표준체를 통과시켜 사용하였다. 황토첨가는 기본

소지인 C4에 각 5 wt% 간격으로 40 wt%까지 첨가하여 소

성 색상 및 물성변화를 측정하여 Table 3에 나타내었다.

2.1.2. 시험편의 준비

각 실험 소지 조성에 대한 물리 화학적 특성을 분석하

기 위해 석고 몰드를 사용하여 시험편을 제작하였다. 강

도 분석용으로 0.5×0.9×3.5 cm의 bar type의 시험편을, 밀

도 및 흡수율, 색상 분석용으로는 3.0×3.0×0.5 cm의 시험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of Raw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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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mpyong

clay
65.71 21.25 2.67 0.83 0.34 0.84 2.43 0.89

Hadong

kaolin
48.08 32.57 0.40 0.60 2.22 0.63 0.39

Taeback

pottery

stone

79.60 11.90 0.16 0.11 0.03 1.02

Fig. 2. Mineral compositions for standard pottery body (wt%).

Table 2. Chemical Compositions of Hwangto (wt%)

Materials SiO2 Al2O3 Fe2O3 MgO CaO Na2O K2O TiO2

Kosung 

hwangto
53.71 34.38 8.90 0.78 0.22 0.57 1.05

Table 3. Compositions of Bodies (wt%)

Sample

name

Basic

composition

Obu+

Hampyong

clay

Hadong

kaolin

Taeback

pottery

stone

Kosung

hwangto

C4-0

C4 50 40 10

0

C4-5 5

C4-10 10

C4-15 15

C4-20 20

C4-25 25

C4-30 30

C4-35 35

C4-4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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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과 하중연화 분석용으로 2.2×11.0×0.7 cm의 막대형 시

험편을 각각 성형하였다.

2.1.3. 건조 및 소성

성형한 시편을 24시간 자연 건조한 후, 건조기에서

110
o
C, 12시간동안 강제 건조하였다. 이 후 소성은 산화

소성인 경우, Siliconite 머플가마를 사용하여 상온 ~900
o
C

는 2
o
C/min, 900

o
C~1260

o
C는 5

o
C/min로 승온 시킨 후 1

시간 동안 유지시키고 자연 냉각하는 소성 조건으로, 환

원소성인 경우, 가스가마에서 1230
o
C, 1시간 소성하는 조

건으로 소성하였다.

2.2. 특성분석

2.2.1. 가소성실험

제품의 성형성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가소성은

현재까지 규격화된 객관적 측정 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

은 실정으로, 이에 도자기 제조업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법에 의거
8)
하여 측정하였다. 가소성 측정에서는 먼저

건조강도를 확인하였다. 건조강도와 가소성은 반드시 일

치하지 않으나 거의 모든 소지에서 건조강도가 높으면 좋

은 가소성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어 건조강도를 측정함으

로서 가소성을 판단하였다. 또한 건조강도의 측정과 함께

소지를 일정한 굵기의 Coil 형태로 만든 후, 이를 손가락

에 감았을 때의 균열 생성 정도로서 가소성을 판단하는

방법인 coiling법으로서 측정하여 와목점토를 10으로 가

정하였을 때의 각 조성의 가소성을 상대 평가하였다.
9)

 

2.2.2. 특성 평가

각 조성에서 소성과정상의 열간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1200
o
C까지 DT-TG(DTG-60H, Shimadzu, Japan)분석을 하

였다. 각 조성에 대한 시험편의 비중, 흡수율 및 기공율

은 KS L3114에 의해 측정하였다. 또한 하중연화 측정은

아래의 Fig. 3과 같은 방법으로 휨 정도를 측정하여 계산

하였다.

강도 측정은 UTM(MKS Type-PP-650-D, Scientific Ins-

trument, Japan)으로 3점 굽힘강도 시험법에 의거해 측정

하였으며, 각 시험편의 미세구조의 변화는 HF49% 용액

에 3분간 에칭한 다음 SEM(SS-550, Shimadzu, Japan)으

로 관찰하였다.

천목소지로의 활용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색상의 변화

는 UV-Vis spectrometer(UV-PC2400, Shimadzu, Japan)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황토 첨가 조성의 물성

3.1.1. 가소성 평가

천목소지의 기본조성을 구하고자 Fig. 2의 28가지 조합

소지를 3성 분계에 의해 혼합하였다. 천목다완 제조 시

물레성형에 알맞은 가소성 및 물성은 중국 건잔에 기초

하였다. 짙은 흑갈색의 색상을 가지는 건잔계
3,5,10)

 소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기본소지 C4에 황토를 첨가하는 실험을

하였다. 즉 기본소지에 하소한 황토를 5 wt% 간격으로

40 wt%까지 첨가한 결과, 황토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

라 소지의 색상은 Fe2O3의 영향으로 점점 더 진한 흑갈

색으로 나타났다.
11)

 가소성 실험에서는 황토가 포함되지

않은 C4 조성의 소지를 와목점토와 비교하였다. 이때의

가소성은 와목점토에 비해 다소 떨어지지만 그 값을 9로

가정하였을 때,
12)

 황토의 첨가량을 증가시키며 실험한 결

과를 Fig. 4에 나타냈다. 황토의 첨가량이 40 wt% 이상이

되면 5 이하가 된다. 황토의 첨가량이 30 wt%가 넘으면

물레성형이 어려울 정도로 가소성이 현저히 저하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황토의 첨가량은 30 wt%로 물

레성형의 한계점으로 판단하였다. 

3.1.2. 기본 물성의 측정

기본소지에 황토를 첨가하여 만든 시험편은 최고온도

1260
o
C, 1시간 유지한 다음 요냉 한 후 물성을 측정하였

다. Fig.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수축율은 기본 조성에서

는 17.87%였고, 황토가 30% 첨가된 조성에서는 16.66%Fig. 3. Load testing method.

Fig. 4. Plasticity indices by adding hwang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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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낮아져, 황토가 첨가됨으로 소성 수축율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황토 속에 함유되어 있는 Fe2O3가

소결조제로 작용하여 소결을 촉진시켰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시험편의 겉보기 밀도, 기공율 및 흡수

율의 측정결과(Fig. 6)에서도 같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황토가 포함되지 않은 기본 조성의 소지는 소결 상태가

양호하여 흡수율 0.563%, 기공율 1.386%의 값을 나타내

었으며, 겉보기밀도 또한 2.453 정도로 일반 물성 값을 나

타내고 있었다. 하지만, 황토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흡수율과 기공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황토가

30 wt% 첨가된 조성의 경우, 흡수율 4.103%, 기공율은

8.608%까지 증가하였다. 이 때문에 겉보기밀도 또한 황

토의 증가에 의해 2.304로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3.1.3. 강도 및 하중연화실험

3점 굽힘 강도 측정법에 의해 굽힘강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Fig. 7에 나타내었다. 황토의 첨가량 증가에 따라

기본 조성의 경우 530 Kg/cm
2
에서 황토 30 wt%가 첨가된

조성에서는 366 Kg/cm
2
로 샤모트 화된 황토가 첨가 될수

록 강도 값은 적어졌다. 그 이유는 샤모트화된 황토가 반

응를 하지 않고 그 차체로 존재함이 그 원인으로 생각된

다. 이러한 황토 첨가량 증가에 따른 강도의 감소는 기공

율과 흡수율에 영향을 미치며, Fig. 6의 하중연화 결과에

서도 샤모트화된 황토의 첨가량 증가와 함께 고온에서의

완전 소결이 되지못함을 보여 줌으로서 변형이 적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1.4. SEM 관찰

이러한 황토 첨가에 따른 물성 변화의 이유를 알아보

고자 소성한 각 조성의 시험편의 미세구조를 SEM으로

관찰하고 그 결과를 Fig. 8에 나타내었다. 황토가 첨가되

지 않은 기본조성의 경우 (a)는 뮬라이트 결정만이 밀집

되어 있었지만, 황토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황토 30 wt%

첨가 조성(c)에서는 입성장된 뮬라이트 결정이 다수 보이

며, 그에 따른 입자 사이의 공간도 많이 보인다. 따라서,

기본 조성에 황토가 첨가됨에 따라 균질하지 않은 조직

이 만들어 지면서 강도 값이 저하하였다.

3.1.5. 색상 변화

기본 소지에 황토를 첨가한 각 소지를 1260
o
C, 1시간,

산화분위기에서 소성한 것과, 1230
o
C 1시간, 환원분위기

에서 소성을 소성한 시험편의 색상 변화를 UV로서 분석

하였다. 황토 첨가량의 증가에 따라 시험편의 색상은 점

점 더 짙은 흑색으로 나타났다(Fig. 9). 산화소성 시에는

밝은 회갈색계의 색상을 나타내었으며, 환원소성에서는

소지 속 철분의 환원작용에 의해 짙은 흑갈색 색상을 나

타내고 있다. 천목 다완 소지로서 사용함에 있어 산화소

성은 L
*
=60.17~57.81, a

*
=0.71~1.72, b

*
=14.43~15.07로

Fig. 5. Shinkage rate by adding hwangto(1260
o
C, 1 h, Oxidation).

Fig. 6. Apparent density, absorption and porosity by adding

hwangto(1260
o
C, 1h, Oxidation).

Fig. 7. Bending strength and under load refractoriness by

adding hwangto(1260
o
C, 1 h, Ox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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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계 천목소지로 적합하고, 환원소성은 L
*
=46.16~44.50,

a
*
=5.41~4.63, b

*
=7.37~2.81로 건요계 소지로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짙은 흑갈색의 천목다완용 소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우

리나라에서 산출되는 점토-카올린-도석-황토를 출발원료

로 하여 천목소지의 조합을 구하고, 그에 따른 물성을 분

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천목 소지를 만들기 위한 기본조합은 오부점토+함평

점토 50%, 하동핑크카올린 40%, 태백도석 10%의 조성이

였으며, 1260
o
C, 1시간 산화소성 후의 색상은 짙은 회색

을 나타내었다.

2.건요계 천목소지와 흡사한 흑갈색의 소지제조는 기

본조합에 철분이 많은 고성황토를 30 wt% 첨가하여 조합

하였다. 소지의 물성은 밀도 2.304, 흡수율 4.103%, 기공

율 8.608%, 및 강도 366 Kg/cm
2
를 나타내었다. 

3.고성황토를 30% 첨가하여 1260
o
C로 산화 소성한 소

지의 색상은 L
*
=57.81, a

*
=1.72, b

*
=15.07로 하남계,

1230
o
C로 환원 소성한 소지의 색상은 L

*
=44.50, a

*
=4.63,

b
*
=2.81로 건요계 소지로 적합하였다.

4.강도 값 380~360 Kg/cm
2
, 비중 2.304~2.310, 흡수율

4.103~3.897%, 기공율 8.608~8.207%로 천목 다완용 소지

로서 성형성과 소결성 및 보온성 등 천목 소지로 적합하

여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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