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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lasticity is the ability of clay to respond to pressure with a continuous and permanent change of shape in any direction without
breaking apart, and hold that shape when released. In this work, the effect of water content and aging period on the plasticity of
porcelain clay was evaluated using the capillary rheometer to measure the flow rate and the shear stress. The shear stress of porcelain
clay was slightly increased with increasing the aging period, indicating that the plasticity of porcelain clay was influenced by an organic
content. It was also observed that the water content in the porcelain clay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plasticity of porcelain clay. The
shear stress with water content of 21 wt% was sharply increased with increasing shear rate, but the shear stresses with water contents
of 24 and 27 wt% is gently incr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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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가소성이란 도자기의 성형능력을 의미하며 외력에 의

하여 변형을 일으켰을 때에 외력을 제거한 후에도 변형

된 형태가 그대로 남는 현상으로 도자기 성형의 가장 중

요한 특성이다.
1)

 가소성을 지배하는 인자로는 입자의 크

기와 형상, 흡착이온의 종류, 소지의 함수율 등으로 분류

되어지며 도자기 소지의 성형성과 소성 후 나타나는 소

지의 열적특성에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2)

 현재 가

소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유기 또는 무기 가

소제를 일정량 첨가하거나 광물입자의 형상을 제어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다.
3)

 또한 수비공정 시

비가소성 원료를 제거하고 건식, 습식 분쇄를 통하여 입

자의 표면적을 증대시켜 가소성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4)

토련과정에서 진공처리로 공기를 제거하는 방법도 가소

성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5)

 이처럼 물리

적, 화학적, 기계적인 방법 등을 활용하여 가소성을 증가

시키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져 왔다. 자연적으로

가소성이 증가되는 방법은 소지제조 과정 중 숙성단계에

서 발생하는 미생물과 미생물의 분비물로 인해 가소성이

증가되는 방법이 있다.
6)

 

현재까지 알려진 가소성 측정기로는 Atterberg, Pfefferkorn,

Penetrometer, Capillary rheometer, Torque rheometer, Com-

pression test 등이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다.
3,8,10,11)

 이 중

Atterberg법은 소성한계와 액성한계의 영역을 측정하는 장치

이고 Pfefferkorn과 Penetrometer는 함수율과 힘에 의하여

가소성을 측정하는 장치로써 가소성 측정결과의 오차범

위가 크고 신뢰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3,8,10,11)

 또

한 Torque rheometer법은 슬러리의 점도를 평가하기에 적

합하고 Compression test는 토양, 흙의 성질을 평가하기에

적합하다.
3,11)

 반면 Capillary rheometer 법은 소성한계와

액성한계 사이의 가소성 지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써 측

정결과의 재현성과 신뢰성이 우수하다. 또한 시험자가 선

택한 하중에 의해 수직관계에서 발생하는 응력을 도자기

성형법에 알맞는 수평관계로 변환이 가능하며, 시간당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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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는 변이를 flow rate로 나타내어 전단속도(shear rate (s
−1

))

와 전단응력(shear stress (Pa))으로 가소성지수를 정량적으

로 평가할 수 있다.
7,9,12,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자기용 소지의 가소성을 Capillary

rheometer 장치로 정량적인 평가를 하고자 하였다. 가소성

을 평가하기 위하여 도자기용 소지의 숙성기간을 달리하

였고 동일한 조건의 화학조성과 입도분포, 형상을 가진

소지를 제조하여 소지의 숙성기간과 함수율에 따른 가소

성을 Capillary rheometer 장치로 평가하고자 한다.

2. 실험방법

 출발원료로는 고려도토 1S 백자슬러리(K1)를 사용하

였다. Table 1에 K1 고형분의 화학성분표를 나타내었다.

1S 슬러리를 소지화 하기 위하여 슬러리 상태를 110
o
C 오

븐에서 48시간 건조 후 백자 고형분을 수득하였다. 도자

기용 소지는 성형방법이 따라 소지의 함수율을 달리해야

하기 때문에 건조된 K1 고형분 대비 21wt%, 24wt%,

27wt%의 증류수를 첨가하여 상온에서 3회 진공토련 하

여 각각 함수율이 다른 소지를 제조하였다. 제조된 소지

는 공기를 차단한 상태에서 온도를 25
o
C로 유지하여 숙성

하였고 48시간 간격으로 288시간까지 숙성하였다. 숙성기

간에 따른 가소성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 48시간 간격으

로 숙성시킨 후 재 건조하여 K1소지의 고형분을 열분석

기(TG-DTA, 60H, SHMADZU, Japan)를 이용하여 상온에

서 400
o
C까지 10

o
C/min 승온하여 강열감량를 측정하였다. 

K1의 입도분포는 입도분석기(LS13 320, Beckman,

Coulter, U.S.A)로 측정하였다. K1의 입도는 최대 16.6 µm,

최소 1.0 µm로 나타났으며 평균입도는 6.8 µm로 확인되

었다. K1의 미세조직을 SEM(JSM-6390, JEOL, Japan)으

로 관찰하였다. 관찰결과 K1 고형분의 미세조직은 판상

과 침상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미립의

입자들이 다수 관찰되었다. K1의 입도분포와 미세조직을

Fig. 1에 나타내었다. 

K1 소지의 가소성 평가는 Capillary rheometer(CFT-

100D, SHIMADZU, Japan)로 측정하였다. Capillary

rheometer 장치의 개략도에 대하여 Fig. 2에 나타내었다.

Capillary rheometer는 최소 1 kg에서 최대 100 kg까지의

하중을 가할 수 있으며 하중에 의하여 0~20 mm까지 stroke

를 변위시킬 수 있다. 변위되는 구간 중 3~7 mm의 구간

이 변위 초기와 말기의 중간구간으로써 직선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현성이 가장 우수하며 신뢰성

있는 구간으로 나타나 3~7 mm 까지 구간의 데이터를 가

소성평가에 대입하였다. Stroke 변위구간에 대하여 Fig. 3

에 나타내었다. 1~100kg 중 시험자가 선택한 하중에 의

하여 체적의 흐름을 측정하고 시간당 흐르는 변이를 flow

rate로 나타내었다. Flow rate에서 전단응력을 계산하기 위

하여 식 (1), (2), (3)을 이용하였다. Flow rate(1)값에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K1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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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60 18.90  0.36  0.36 0.19 1.75 1.16 0.03 0.03 5.28

Fig. 1. Particle size analysis (a) and microstructure (b) of K1

clay starting material.

Fig. 2. Schematic diagram of capillary rhe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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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을 나누어 시간적 변화인 전단속도(shear rate(2))

와 전단하중으로 인한 응력의 발생을 전단응력(shear

stress(3))으로 나타내어 가소성을 평가하였다.

(1)

(2)

(3)

3. 결과 및 고찰

288시간까지 숙성시킨 K1소지를 48시간 간격으로 강열

감량을 측정하였다. 강열감량 측정구간에 대한 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다. 강열감량 측정은 TG-DTA를 이용하여 상

온에서 10
o
C/min의 승온속도로 400

o
C까지 측정하였으며

이 중 상온에서 200
o
C까지의 측정구간은 결정수가 탈수

작용되는 구간이고 200
o
C에서 400

o
C까지 유기물, 즉 미

생물과 미생물 분비물에 의한 강열감량이 발생하는 것으

로 판단된다. 숙성기간이 증가됨에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강열감량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8시간까지 숙성

시킨 K1소지를 48시간 간격으로 상온에서 10
o
C/min의 승

온속도로 400
o
C까지 승온하여 강열감량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를 Fig. 5에 나타내었다. Fig. 5(a)는 48시간 간격으로

강열감량을 측정한 결과이다. 숙성기간이 증가됨에 따라 강

열감량도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대 288시간 숙성시

킨 소지는 약 1.5% 강열감량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

대 12개월 숙성한 소지의 강열감량 결과를 Fig. 5(b)에 나

타내었다. 숙성기간이 증가되면서 미생물과 미생물의 분

비물이 과도하게 형성되어 최대 21.4%로 강열감량이 크

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함수율이 다른 숙성소지의 하중에 의한 flow rate를 Fig. 6

에 나타내었다. Fig. 6(a)는 소지의 함수율에 따른 flow rate

를 나타내었다. 수분함량이 가장 낮은 21% 소지는 flow

rate가 최대 하중을 주었을 경우에도 0.1 cm
3
/s 미만으로 하

중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분함량

이 증가된 함수율 24%, 27% 소지는 flow rate가 1.0 cm
3
/s

이상 빠르게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동일한 수분량(함

Q A
S2 S1–

10 t∆⋅
-------------- cm

3
/s( )⋅=

γ
32Q

πD
3

---------- 10
3
S

1–
( )⋅=

τ
PD

4L
-------- Pα( )=

Fig. 3. Time-stroke curves of K1 clay. 

Fig. 4. Effect of aging period on weight loss of K1 clay on

heating.

Fig. 5. Effect of aging period on the ignition loss of K1 clay:

(a) 288 h and (b) 12 months.



234 김근희·피재환·김진호·김영환·조우석·김경자

한국세라믹학회지

수율 24%)과 입자, 조건으로 숙성시킨 소지에 의한 flow

rate 결과를 Fig. 6(b)에 나타내었다. 최대 288시간 숙성된

소지는 48, 168시간 숙성된 소지보다 동일한 하중을 주었

을 때에 flow rate가 일정한 간격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숙성단계에서 발생하는 미생물과 미생물의

분비물이 소지의 입자사이에 윤활제 역할을 하고 수분함

량의 증가로 인하여 하중에 의한 소지의 흐르는 속도가

증가 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Fig. 7은 함수율이 각각 다른 소지의 가소성 측정 결과

를 shear rate와 shear stress로 나타내었다. Capillary

rheometer 장치는 수직으로 측정이 가능하며 시간당 흐르

는 변이에 대한결과를 flow rate로 나타낸다. Flow rate에

dimension을 나누어 shear rate와 shear stress로 가소성을

평가하였다. 21%, 24%, 27%의 함수율을 가진 소지의 변

형에 대한 거동을 확인해 본 결과 Fig. 7(a)에서 함수율

21% 소지가 낮은 함수율로 인하여 shear stress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함수율 24%, 27%로 수분

함량이 증가할수록 낮은 하중에서도 shear stress의 영향

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7(a)의 shear rate

scale의 전체적인 변형거동을 Fig. 7(b)에 나타내었다. 함

수율 21% 소지는 급격하게 응력이 상승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함수율 24%, 27% 소지에서는 일정의 변형속도

가 증가하며 가소성 지수가 가장 넓게 분포되어 있는 것

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도자소지가 수분함량 변화에 의해

서 가소성지수의 범위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8은 함수율 24% 소지의 숙성기간 증가에 따른 가

소성 변화를 나타내었다. Fig. 8(a)의 낮은 shear rate 구간

에서는 큰 변화의 폭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숙성기간이 비

교적 짧은 소지(48시간 숙성)에서 응력의 영향이 미세하

게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8(b)에서 보듯이 높은

shear rate에서 숙성기간이 긴 168시간, 288시간 숙성소지

의 변형속도가 빠르게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수분함량과 수분의 분포에 대한 영향도 있겠지만

앞선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숙성기간 중 발생하는 도자

소지의 미생물과 미생물의 분비물이 가소성을 촉진시키

며 숙성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급격한 응력의 상승을 감

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  론

Capillary rheometer 장치를 사용하여 도자소지의 가소성

Fig. 6. Flow rate curves of K1 clay with applied force: (a)

water content and (b) aging period. Fig. 7. Shear stress-rate curves of K1 clays as function of

water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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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측정방법으로는 flow rate값에

dimension을 나누어 시간적 변화인 전단속도(shear rate)와

전단하중으로 인한 응력의 발생을 전단응력(shear stress)

으로 나타내어 가소성을 평가하였다. 평가에 사용된 도자

기용 소지는 숙성기간과 함수율을 달리하여 측정하였다.

도자기용 소지의 숙성기간에 의한 가소성 변화를 관찰한

결과 숙성기간이 증가됨에 따라 미생물의 번식과 미생물

분비물이 증가하여 유기물 함량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유기물 함량 증가로 인하여 응력이 미세하게

증가되었다. 최대 288시간 숙성시킨 소지에서는 변형속도

가 빠르게 증가되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변형속도의 증

가는 숙성기간이 지남에 따라 가소성이 향상된 것으로 판

단된다. 함수율을 달리하여 가소성을 측정한 결과 함수율

21% 소지에서는 낮은 수분함량으로 인하여 shear stress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급격히 응력이 상

승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24%, 27%의 함수율을 가진 소

지에서는 변형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고 가소성 지수가

가장 넓게 분포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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