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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n the phenomena in reactivity with the clay surface according to the thickness of the
cobalt component coating. In the coated specimen, it was observed that the cobalt component was spreaded to diffuse with
a constant thickness from the surface of it and the diffusion layer at the white porcelain soil was more increased with the
increase of the amount of cobalt sulfate than at the celadon porcelain one. It was evaluated that the color of the surface on
the coated specimen at the white porcelain soil was changed from grayish blue to blue and the L

*
 value was decreased

from 51.78 to 37.61 and also in the case of the coated specimen in celadon porcelain soil, L
*
 value was from 53.91 to

38.93 and the color was from dark olive gray to dark gray. The physical properties of the specimen were characterized by
X-ray diffract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Dilatometer, TG-DTA, UV-vis spectrophotometer and HRD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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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코발트 코팅 두께에 따른 점토 표면과의 반응성을 연구하였다. 시편에서 표면으로 부터 일정한 두께

로 코발트가 확산된 것을 볼 수가 있으며, 황화코발트의 도포양과 함께 청자토보다 백자토에서 확산층의 두께가 증가하였

다. 백자토에 코팅된 시편은 grayish blue가 blue 색으로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L*값이 51.78에서 37.61로 감소하고,

청자토에 코팅된 시편인 경우 dark olive gray에서 dark gray색으로 L*값이 53.91에서 38.93로 적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시편의 물성 평가는 XRD, SEM, 열팽창기, TG-DTA, UV-vis spectrophotometer와 HRDPM을 이용하였다.

1. 서 론

세라믹은 점토, 장석, 도석 등의 소지를 혼합하고 성형

하여 초벌 소성한 후 표면에 사용 용도에 따라 유약 등

을 시유하고 2차 소성하여 타일, 도자기 등에 활용하였

다. 그 중 유약의 다양한 발색은 외형적으로 기물의 외

형을 보다 미려하게 치장하는데 그 의미가 있으며 세라

믹 산업의 도자기, 타일 등의 발전과 함께 소지와 유약

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함께 진행되어 왔다[1, 2]. 세라믹

스의 우수한 기계적, 화학적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양한 색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에 알맞은 안료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세라믹스의 안료로는 산화물이 대부

분이고 고온에서 가장 안정한 안료로는 spinel 구조를

형성하는 안료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중 코발트를 활

용한 안료는 과거부터[3] 많이 활용되고 있는 물질로 비

교적 안정된 발색을 보이는 spinel(CoAl2O4)상과 olivine

(Co2SiO4)상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다[4-6]. 이들 조성

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CoAl2O4상의 산화물을 합성하여

안료로서 응용하는 연구를 하였으나[7-10], 소성 중에 코

발트가 소지와 반응하여 화합물을 형성하는 연구는 규명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소지는 소성과정에서 여러 단계

의 상전이 과정으로 진행되며[11, 12], 도포되는 물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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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다양한 물질의 화합물을 형성한다. 따라서 이전 연

구에서는 소지의 종류에 따른 코발트의 코팅을 연구하였

으며[13], 소지 층 위의 코팅 두께에 따른 현상들은 소

지의 표면에서 생성되는 상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소지의 표면층의 두께를 조절하기 위해 황

화코발트 양을 변화시켰으며, 소지의 표면과의 새로운

상에 따른 현상들을 규명하기 위해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코팅을 하였다.

2. 실험방법

시험에 사용된 원료는 백자토(white clay), 청자토

(celadon clay) 소지와 코팅 안료는 황화코발트(CoSO4 ·

6H2O)를 이용하였고, 시편은 판상 작업을 통해 일정한 크

기로 성형하여 자연건조 한 후 시편을 전기로에서 800
o
C

로 1차 소성하였다. 소성한 시편은 물에 용해된 안료

(CoSO4 · 6H2O)를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1회, 3회, 5회 각

각 도포하여 일정시간 건조하였다. 시편의 2차 소성은 일

반 전기로를 이용하여 1250
o
C까지 올린 후 로냉 하였다.

시편의 특성은 X-선 회절분석기(D/Max-2200, Rigaku,

Japan)를 이용하여 결정구조를 분석하였으며, 소성온도에

따른 소지 시편의 상 변화는 시차열분석기(STA409PC,

Luxx, NETSCH, Germany)와 열팽창계수 측정기(NETSCH,

Germany)를 이용하여 특성 변화를 측정하였다. 미세구

조는 고분해능 편광현미경(DM4500P, Leica, Germany)

과 주사전자현미경(JSM-6300, JEOL, Japan)을 각각 이

용하여 관찰하였다. 소성된 시편 표면의 색상분석은 UV-

vis spectrophotometer (240-pc, Shimadzu, Japan)를 사

용하였으며, Muncell 색 표시인 색상(H: hue), 명도(V:

value), 채도(C: chroma)와 CIE-L
*
a

*
b

*
 값으로 나타내었다.

3. 결과 및 고찰

소지의 화학성분은 백자토와 청자토에서 SiO2 함량이

72.1 wt%, 55.9 wt%이고 Al2O3의 경우 22.6 wt%, 32.0 wt%

이며, CaO 함량은 청자토에서 4.3 wt%로 많이 포함하고

있으며 모든 소지에서 K2O가 높은 값을 가지고 있다.

결정상은 백자토가 quartz(SiO), muscovite(KAlSiAlO(OH)),

KAlSiO · xHO, 청자토는 quartz(SiO), anorthite(CaAlSiO),

halloysite(AlSiO(OH))로 구성되어 있다[13]. 이들 소지를

800
o
C에서 1차 소성한 시료의 결정상은 백자토가 quartz

(SiO), KAlSiO11, 청자토 소지는 quartz(SiO), Albite,

KAlSiO11상으로 구성되었다.

온도에 따른 소지의 열적성질과 수축률을 위해 TG-

DTA와 dilatometer를 이용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1과

Fig. 2에 각각 나타내었다. 열분석 측정결과 점토의 특성

인 510
o
C 부근의 흡열피크는 카올린 광물의 OH기의 분

리에 의한 것으로 급격한 무게 감량을 동반하고 있으며,

950~1000
o
C 사이의 발열 피크는 Al-Si 스피넬과 알루미

나로의 상 전이가 진행된 것으로 본다[11, 12]. 그리고

Fig. 1. TG-DTA analysis of (a) white clay and (b) celadon
clay for raw material.

Fig. 2. Linear shrinkage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for the
white clay and celadon clay (heating rate, 10

o

C/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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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자토가 청자토 보다 상전이 온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으며, 무게 감량은 700
o
C 이후에는 큰 변화가 없으며

전체 무게감량은 백자토와 청자토가 6.0 wt%, 9.0 wt%

정도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

소지의 온도증가에 따른 열팽창 수축의 결과 백자토 시

편은 600
o
C 부근에서 급격한 팽창이 진행되고 1000

o
C 부

근에서 수축이 진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청자토는

950
o
C 부근까지 서서히 팽창하고 그 후 급격하게 수축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급격한 팽창은 카올린의 OH기 분리

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가 있으며[11, 12], 팽창과 수

축 현상은 소지의 상전이 과정과 함께 진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는 Fig. 1의 열분석 결과와도 일치한다.

소지를 저온에서 소성한 후 여러 두께의 황하코발트를

코팅하여 소성한 시편 표면의 결정상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3, 4에 각각 나타내었다. 세라믹소지 표면의

결정상은 모든 소지에서 quartz(SiO2), mullite(3Al2O3 ·

2SiO2)상 및 CoAl2O4상이 나타나고 있다. 백자토 시편

Fig. 3. XRD analysis of white clay specimen coated (a) 1
time, (b) 3 times, and (c) 5 times with cobalt sulfate sintered at

1250
o

C.

Fig. 4. XRD analysis of celadon clay specimen coated (a) 1
time, (b) 3 times, and (c) 5 times with cobalt sulfate sintered at

1250
o

C.

Fig. 5. Optical microscopy of white clay coating with cobalt sulfate contents sintered at 1250
o

C (bar 500 µm).

에서는 코발트 도포 양 증가와 함께 mullite 상 피크의

intensity는 감소하고 CoAl2O4상 intensity는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청자토의 경우는 mullite상과 anorthite

상이 주 피크로 나타나고 Co2SiO4상과 CoAl2O4상이 보

이고 있으며, 코발트의 도포양 증가와 함께 Co2SiO4상의

intensity는 증가하고 CoAl2O4상 intensity는 감소하는 것

을 볼 수가 있다. 이와 같은 결정상은 출발물질의 소지

와 밀접하게 관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지의 표면에

황하코발트 도포 양을 달리하여 높은 온도로 소성하면

소지의 성분이 상전이 과정에서 Al-Si 스피넬, 알루미나,

실리카로의 상 전이가 진행된다[11, 12]. 그러므로 코발

트와 알루미나, 실리카가 고상반응에 의해 새로운 화합

물인 CoAl2O4상과 Co2SiO4상이 형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코발트의 도포 두께에 따라 CoAl2O4상에

대한 생성량이 증가하고, 소지에 따라 표면에 생성되는

화합물이 서로 다른 것을 알 수 있다[13, 14].

코발트 코팅 양에 따른 시편의 단면을 절단 연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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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해능 편광현미경 관찰한 결과를 Fig. 5와 Fig. 6에

각각 나타내었다. 시편에서 표면으로 부터 일정한 두께

로 코발트가 확산된 것을 볼 수가 있으며, 백자토에 코

팅된 경우 코발트 도포양이 증가와 함께 590.1 µm에서

1595.7 µm으로 청자토에 코팅된 경우 418.7 µm에서 1081

µm으로 확산이 진행된 것을 볼 수 있다. 코발트 도포

양이 적은 경우 소지의 종류에 따라 큰 차이가 없으나,

도포되는 양이 증가 할수록 백자 소지가 청자 소지 보다

확산두께가 큰 것을 볼 수가 있으며, 이는 Fig. 2에서

보인 시편의 열팽창 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백자토 시편들의 미세구조 및 기공 형상을 관

찰한 결과를 Fig. 7에 나타내었다. 미세구조는 표면과

내부 모두 치밀한 구조를 보이고 있었다. 시편 모두 다

양한 크기의 기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시편 표면 색상은 UV-vis spectrometer로 분석하였으

며 결과를 Fig. 8, 9와 Table 1에 각각 나타내었다. 백자

토에 코팅된 시편에서는 코팅 두께가 증가할수록 grayish

blue가 blue 색으로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L*값이

51.78에서 37.61로 감소하고, 청자토에 코팅된 시편인

경우 dark olive gray에서 dark gray색으로 L*값이 53.91

에서 38.93로 적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는 백자토

에 코팅된 코발트가 CoAl2O4상을 형성 하면서 blue색을

Fig. 6. Optical microscopy of celadon clay coating with cobalt sulfate contents sintered at 1250
o

C (bar 500 µm).

Fig. 7. SEM images of white clay coating with cobalt sulfate sintered at 1250
o

C.

Fig. 9. UV-vis spectra of celadon clay specimen coated (a) 1
time, (b) 3 times, and (c) 5 times with cobalt sulfate sintered at

1250
o

C.

Fig. 8. UV-vis spectra of white clay specimen coated (a) 1
time, (b) 3 times, and (c) 5 times with cobalt sulfate sintered at

1250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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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고 있으며[4, 6, 14], 그리고 청자토의 경우는

CoAl2O4상과 Co2SiO4상 형성 보다는 새로운 결정상이

지배하여 gray 색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표면

에 코팅된 두께에 따라 화합물 형성되는 양이 달라지며

이는 표면의 색상 변화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4. 결 론

세라믹소지에 코발트의 코팅 두께에 따른 반응성과 표

면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실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편에서 표면으로 부터 일정한 두께로 코발트가 확산

된 것을 볼 수가 있으며, 황화코발트의 도포 양과 함께

청자토 보다 백자토에서 확산층이 많이 진행되었고, 백자

소지는 CoAl2O4상이 증가 하였으며, 청자소지는 Co2SiO4

상과 CoAl2O4상이 함께 나타나고 Co2SiO4상이 증가하

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백자토에 코팅된 시편에서는 grayish blue가 blue 색으

로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L*값이 51.78에서 37.61

로 감소하고, 청자토에 코팅된 시편인 경우 dark olive

gray에서 dark gray색으로 L*값이 53.91에서 38.93로

적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는 백자토에 코팅된 코

발트가 CoAl2O4상을 형성 하면서 blue색을 나타내고 있

으며, 그리고 청자토의 경우는 CoAl2O4상과 Co2SiO4상

형성 보다는 새로운 결정상이 지배하여 gray 색을 보이

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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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Optical property of cobalt sulfate coating ceramic

Sample L* a* b* (H) (v)/(c) Color name

Celadon C1 53.91 −2.61 5.61 2.31GY 5.23/0.83 Light olive gray

Celadon C3 38.93 −2.40 1.12 2.93G 3.78/0.48 Dark gray

White C1 51.78 −1.71 −8.02 1.94PB 5.02/2.10 Grayish blue

White C3 37.61 −3.93 −9.02 8.89B 3.65/2.25 Bl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