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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ore generation technology using GHM (Glass Hollow Microsphere) was studied in order to reduce the weights of porcelain.
In this study, we verify the property of modified slurry by adding GHM. The modified slurry was prepared by adding 1.0~
2.5 wt%(K1), 1.0~6.0 wt%(K37) of GHM to the slurry for porcelain. The slurry viscosity were stable inside a content range of
1.0~2.5 wt%(K1), 1.0~6.0 wt%(K37). However, the viscosity of modified slurry increased more than 3.0 wt%(K1) and 6.5 wt%(K37).
The formed specimen by slip casting was fired at 1229

o
C, 1254

o
C. As the amount of GHM content increased, the weight decreased

and the addition of 1.0~2.5 wt%(K1), 1.0~6.0 wt%(K37) of GHM resulted in a weight drop of 30%(K1) and 25(K37). However, when
the GHM content increased, the strength decreases over 70%. This is caused by the presence of a large volume of surface defects
(pores) and defects from the agglomeration of G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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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생활도자기(식기, 위생도기, 타일 등)에는 고령토, 장석,

규석과 같은 고비중(2.6 이상) 원료를 사용하고 있다. 도

자산업에서는 제품을 경량화시켜 에너지 절감(운송비 절

감, 단열, 보온 등)효과를 얻기 위해 많은 연구가 필요하

다. 제품의 경량화에는 저비중(2.5 이하) 원료에 의한 경량

조성 개발, 기공형성제를 통한 경량화 연구 등이 진행 중

이다.
1-3)

 그 중 기공형성제에는 성형단계에서 기공을 형성

하는 방법과 소성 중에 기공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대별된

다. 소성 공정 중에 기공을 형성 하는 것은 소성 중 제품

의 부피 팽창을 동반함으로 소성 후 제품의 규격 정도가

높지 않은 제품(벽돌, 타일)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소성 후

제품의 규격 정도가 높게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많은 연구

가 필요하다. 또한 경량 조성 연구에서는 도자산업에서 활

용 가능한 저비중 원료(Mg3Si4O10(OH)2, LiAlSi4O10, CaMg

(CO3)2 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 하나의 경량화 연구에서는 제품의 두께를 얇게

하여 경량화를 하려는 시도가 있다.
4-6)

 얇게 성형하기 위

해서는 고도의 성형기술과 소성기술이 필요하다. 이에 많

은 연구자들이 기공형성제를 통한 도자제품의 경량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1-3)

기공형성제로는 크게 유기물과 무기물 중공체로 분류 할

수 있다. 유기물 성분의 기공형성제로는 중공형, 비중공형

으로 분류할 수 있다. 중공형 기공형성제로는 Poly-

acrylonitrile이 대표적이고 비중공형 기공형성제로는 PMMA

(Poly-methylmethacrylate), 종이, 플라스틱 등이 활용되어지

고 있다.
7,8) 
무기물 성분의 기공형성제는 중공형만이 사용

가능하고, Fly-ash, Glass, HAp의 중공체 등을 활용하여 사

용 하고 있다.
9-11)

 무기물 성분의 기공형성제중 Fly-ash에

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지만 GHM(glass hollow micro-

sphere)의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유리질이 자

기의 경량화와 소성거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

기 위해 GHM을 선택하였다. 또한 소성 중 연소되어 기공

만 형성하는 유기물과 달리 GHM은 저 융점으로 인한 치

밀화와 결정상 제어 역할이 가능하다. 그리고 친수성이 우

수하여 도자기 성형을 위한 슬러리와의 혼합성이 우수하

다. 그러나 GHM을 슬러리와 균일하게 혼합하고 슬러리의

특성제어에 관한 정량적 평가 자료가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무기물 기공형성제인 GHM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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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백자 슬러리와 혼합하여 슬러리 특성평가 및 경량

화 특성에 대하여 조사하고자 하였다. 또한 GHM이 자기

의 결정상 형성에 미치는 영향과 기공이 치밀화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2. 실험방법

출발 원료로는 (1S, Goryeo Doto, Korea) 함수율 32.5 wt%

인 백자 슬러리를 사용하였다. Table 1에 백자슬러리 고형

분의 화학성분을 나타내었다. 기공형성제로는 평균입도

43µm, 31µm급의 중공형 GHM (Glass hollow micro-sphere,

K1, K37, 3M, Korea)을 혼합 첨가하여 사용하였다. GHM

은 SiO2, Na2O, CaO, B2O3를 주 성분으로한 유리질 조성

으로 화학성분 분석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백자 슬러리의 평균입도는 레이저 산란법에 의해 측정

되었고, 6.8 µm로 나타났다. GHM의 평균 입도는 SEM

(JSM-6390, JEOL, Japan)으로 약 700개 이상의 GHM 입

자들을 관찰하여 측정하였다. 이들의 형상을 Fig. 1에 나

타내었다. K1은 평균입도 43 µm(Fig. 1(a))으로 구성되었

고, K37은 31 µm(Fig. 1(b))으로 관찰되었다. GHM의 밀

도는 밀도측정기(Accupyc II-1340, Micromeritics, USA)로

측정하였다. K1은 0.13(g/cm
3
), K37은 0.35(g/cm

3
)로 나타

나 K1이 저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32.5 wt%의 함수율을 가진 백자 슬러리에 기공형성제인

GHM을 1.0~6.0 wt% 범위까지 첨가하였다. 기공형성제를

첨가한 후 혼합한 슬러리를 초음파 분산기를 사용하여 10

분 혼합하였다. 혼합된 슬러리 온도는 40
o
C로 하였고 석

고몰드는 50
o
C에서 12시간 건조된 몰드를 사용하였다. 혼

합된 슬러리를 몰드에 주입하여 40분 건조하고 이형 하

였다. 성형체는 25
o
C의 실내에서 24시간 건조 후 1230

o
C,

1260
o
C까지 3

o
C/min로 가열한 후 30분 유지하여 로냉 하

였다. 소성 후 PTCR 측정 결과 실제소성온도는 1229
o
C,

1254
o
C로 측정 되었다. 슬러리의 점도 평가를 위해 GHM

을 1.0~6.0 wt%까지 첨가된 슬러리를 Brookfield LV 점도

계로 측정하였다. 스핀들 s61, 0.1 rpm의 조건으로 슬러리

온도를 40
o
C로 유지하면서 측정하였고 측정시간은 60초

로 하여 측정하였다. 수축율은 시편의 장축방향으로 10 cm

의 확인선을 표시하여 소성 후 수축된 선을 확인하여 측

정하였다. 경량화율은 기공형성제를 첨가한 시편과 무 첨

가한 시편의 무게 비로 측정하였다. 건조된 성형체를 양

쪽에 10 mm씩 간격을 주어 지지대위에 올려놓고 소성 후

열간 변형을 측정하였다. 강도측정은 소결체를 40×

4×3 mm
3
로 가공 후 표면 연마하여 0.5 mm/min의 cross

head 속도로 3점 굴곡강도로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소성 전 백자 슬러리 고형분과 GHM의 결정상을 XRD

(X-ray diffraction, Right D/max 2500v/pc, Rigaku, Japan)

로 분석한 결과를 Fig. 2에 나타내었다. 백자슬러리 고형

분은 quartz, kaolinite, muscovite, albite 결정상들이 나타

났다. GHM의 결정상은 비정질 상으로 피크가 폭넓게 나

타났다. 

무기물인 GHM을 슬러리와 혼합하였을 때 나타나는 슬

러리의 특성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점도를 측정하였다.

친수성이 우수한 GHM을 슬러리 대비 1.0~6.0 wt%까지

첨가하여 GHM이 잘 분산된 슬러리를 제조하였다. 각기

제조된 슬러리의 점도변화를 Fig. 3에 나타내었다. 함수

율 32.5% 백자 슬러리의 점도는 약 6000 cP로 나타났다.

GHM을 첨가할수록 고형분 양은 증가 되고 GHM의 부력

이 높아지기 때문에 유동성이 떨어져 점도 값이 상승한

것으로 판단된다. 첨가량이 6.0 wt%까지 첨가되었을 때에

점도 값은 무첨가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한 13000 cP값을

나타내었다. 또한 K1과 K37의 밀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

에 동일한 질량을 첨가했을 경우 밀도가 낮은 K1이 K37

보다 더 많은 질량이 첨가되어 K1이 K37보다 점도 값이

더 높게 나타났다. GHM이 첨가된 슬러리는 K1-1.0~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Whiteware Slurry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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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60 18.90 0.36 0.31 0.19 1.75 1.16 0.03 0.03 5.28

Table 2. Chemical Composition of GHM (wt%)

SiO2 Al2O3 Fe2O3 CaO MgO K2O Na2O TiO2 P2O5 B2O3 Ig. loss

72.00 0.08 0.07 12.40 0.23 0.01 6.34 0.01 0.70 7.73 -

Fig. 1. SEM images of GHM microstructure ((a) GHM-K1, (b)

GHM-K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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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wt%, K37-1.0~6.0 wt%까지 슬러리 제조가 가능하고 그

이상 첨가 시 고점도 저유동성으로 인해 슬러리 제조와

성형이 불가능 하였다.

주입성형법으로 성형된 시편을 건조 후에 1229
o
C, 1254

o
C

에서 각각 소성하여 이들에 대한 수축율을 Fig. 4에 나타

내었다. GHM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소성 후 수축율

은 감소하였다. 1254
o
C 소성 시 GHM을 첨가하지 않은

백자 슬러리의 수축율은 12.16%이고 최대 첨가량인 K1-

2.5 wt%에서는 11.37%, K37-6.0 wt%에서는 8.80%로 GHM

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축율이 점점 감소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기공이 형성된 자리에 유리질이 잔존

하고 고온에서 기공의 압력을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매

트릭스의 수축을 방해하여 수축율이 감소되는 것으로 판

단된다. 1229
o
C, 1254

o
C에서 소성한 시편 모두 K37-2.5~

3.0 wt% 이상 첨가 시 수축율이 급격히 감소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GHM의 양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수축을

방해하는 기공이 더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판단된다.

GHM이 첨가된 시편에 대해서 소성 후의 결정상 분석

을 Fig. 5에 나타내었다. 1254
o
C 소성 후 결정상 분석을 한

결과 quartz (SiO2), mullite (Al6Si2O13), cristobalite (SiO2)

가 주 결정상으로 나타났다. GHM은 SiO2 성분이 72%로

다량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 GHM의 첨가량이 증가 할수

록 cristobalite와 비정질이 증가하였다. Cristobalite와 비정질

이 증가함에 따라 quartz와 mullite의 intensity는 감소되었고

이는 강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1229
o
C 또한

Fig. 2. Phase analysis of start materials ((a)Whiteware powder, (b) GHM).

Fig. 3. Viscosity of mixed slurry depending on GHM contents.

Fig. 4. Shrinkage rate depending on GHM contents fired at (a)1229
o
C, (b)1254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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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4
o
C에서 소성한 시편과 유사한 결정상들을 나타냈다. 

GHM이 첨가되어 소성된 시편과 기공형성제가 첨가되

지 않은 시편을 비교한 무게 감소율을 Fig. 6에 나타내었

다. K1-2.5 wt% 첨가 시 30%, K37-6.0 wt% 첨가 시 25%

의 경량율을 나타냈다. GHM의 첨가량이 증가하면서 기

공형성 또한 증가하여 경량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K1의 밀도는 0.13 g/cm
3
이고 K37의 밀도는 0.35 g/cm

3

로 K1이 약 2.7배 차이가 나고 이러한 밀도의 차이로 인

해서 K1이 더 많은 양의 GHM이 첨가되어 약 2.7배 높

은 경량율을 나타내었다. K1의 평균입도가 41 µm이므로

K37보다 큰 기공을 형성하였고 경량율은 더 높게 나타났

다. K37의 경량율은 5 µm 이하의 미립의 입자들이 다량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기공형성의 폭이 좁아지고 소성 중

수축의 영향을 받아 K1과의 경량율이 평행을 이루지 못

하고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이론적 경량율에 미치지 못하

는 것으로 판단된다.

GHM이 첨가되어 소성된 시편들의 강도 값을 Fig. 7에

나타내었다. 무첨가 시편을 1254
o
C에서 소성했을 경우

105.6θ MPa의 강도 값을 나타냈다. GHM의 첨가량이 증

가할수록 매트릭스 안의 기공 형성이 증가되기 때문에 무

첨가 시편 대비 강도 값이 현저하게 저하되었다. K1은

GHM 최대 2.5 wt% 첨가 시 약 32 MPa로 측정되었고 K37

은 6.0 wt% 첨가 시 약 25 MPa로 측정되었다. 소성 후 결

정상 분석(Fig. 5)에서 나타나듯이 GHM의 첨가량이 증가

할수록 비정질의 양이 증가하고 cristobalite의 양이 증가

되는 것이 강도 저하의 큰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1229
o
C

보다 1254
o
C가 강도 값이 조금 높게 나타났고 두 온도의

변화 경향성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GHM을 첨가한 시편의 흡수율 결과를 Fig. 8에 나타내

었다. 백자 슬러리를 1254
o
C에서 소성했을 경우 흡수율이

0.28%로 표준편차에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에 반해

GHM을 최대로 첨가한 시편은 K1-약2%, K37-약4%로 나

타났으며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기공이 증가하여 흡수율

도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29
o
C는 온도가 낮

아 완전 소결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1254
o
C보다

흡수율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GHM이 첨가된 소성시편의 미세조직 관찰결과를 Fig. 9

에 나타내었다. 시편의 기공 크기는 K1과 K37 모두 다소

불규칙하게 나타났으며 소성 후 잔존하는 유리질에 의해

평균입도의 범위보다 조금 크게 나타났다. 미세조직의 결

Fig. 5. Phase analysis of fired samples added GHM at 1254
o
C  (a) and (b) is magnification of (a).

Fig. 6. Lightweight rate depending on GHM contents fired at (a)1229
o
C, (b)1254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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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서와 같이 첨가량에 따라 기공형성이 증가하며 기공

이 경량화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K1과 K37보다 기공의 크기가 더 크게 나타나

며 이것으로 K1이 경량율이 더 증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무기물 GHM 첨가에 의한 경량화 자기 제조와 특성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GHM을 백자 슬러리에 K1-1.0~2.5 wt%,

Fig. 7. Bending strength of sample fired at (a)1229
o
C, (b)1254

o
C depending on GHM contents.

Fig. 8. Absorption rate of samples fired at (a)1229
o
C, (b)1254

o
C depending on GHM contents.

Fig. 9. SEM images of GHM microstructure fired at 1254
o
C ((a) K1-1.0 wt% (b) K1-1.5 wt% (c) K1-2.0 wt% (d) K1-2.5 wt% (e)

K37-1.0 wt% (f) K37-2.5 wt% (g) K37-4.0 wt% (h) K37-6.0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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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37-1.0~6.0 wt%로 첨가하여 주입 성형이 가능한 GHM

첨가 범위(1.0~6.0 wt%)와 슬러리의 점도(6,000~13,000 cP)

특성을 평가하였다. GHM은 성형체 내에서 기공을 형성

하고 소성과정에서 연소 후 기공을 잔존시켰고 유리질 성

분의 GHM은 소성을 촉진시켜 수축율을 감소시켰다. 기

공형성제가 첨가되지 않은 시편 대비 최대 무게 감소율

은 1254
o
C 소성, K1-2.5 wt% 첨가시 30.36%로 나타났다.

GHM에 의한 기공형성이 증가할수록 강도는 약 70%

감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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