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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ggi, which is described as a breathing pottery, has strongly influenced the traditional food culture in Korea. In this study Onggi
is compared to porcelains including celadon and white porcelain to analyze the sources of pore formation. The differences in starting
materials are examined for chemical and mineralogical compositions, particle size and distribution. The gas permeability of the fired
samples is correlated to the matrix microstructure. The broad particle size distribution and high iron oxide content of Onggi are
revealed as the major cause for the pore formation. Open pores are formed with large particles in the Onggi body while closed pores
have a high iron oxide concentration. The Onggi body with increased open pores leads to the high gas perme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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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도자기는 현대에 이르러 도기와 자기를 합쳐 나타난 말

로 도기와 자기는 모두 점토, 장석, 규석 등의 광물 원료

를 주로 하여 성형, 소결한 제품으로 원료, 제작기법, 소

결온도에 따라 구분된다. 도기는 청동기시대의 토기에서

부터 조선시대의 잿물을 바른 도기까지 모두 포함하는 말

로 약토라는 갈색유약을 바른 옹기도 여기에 포함된다.
1)

옹기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수식어로는 ‘숨 쉬는 그릇’

이 있는데 이는 1994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발간한 전통

과학기술 조사연구(II) -대장간, 옹기, 기와 편에 나오는

말로 우리민족이 옹기를 사용해 온 이유를 함축적으로 표

현하고 있다.
2) 
옹기는 통기성을 가지기 때문에 장식보다

는 생활용기로 발달해왔으며, 특히 발효 음식이 등장한

삼국시대부터 김치나 장과 같은 우리 전통의 발효식품 저

장용기로 이용되어 왔다. 옹기는 청자나 백자와 같은 자

기들과는 달리 계층의 구별 없이 다양한 생활식기로서 활

약한 우리의 전통 음식 문화와 생활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소박하고 한국적인 도자기이다.
3,4)

전통적으로 옹기는 사질을 포함하는 퇴적점토를 이용

하여 질그릇기법인 태림질과 수레질기법으로 성형 후재

와 약토를 혼합하여 만든 유약을 발라 1200
o
C 이하에서

한 번의 소결로 제작된다.
5)

 이와 비교하여 자기는 불순물

과 입도를 제어한 원료를 이용하여 물레질 등의 기법으

로 성형하여 800 - 900
o
C에서 초벌 한다. 이에 유약을 도

포한 후 다시 ~1250
o
C 이상의 최고온도에서 재벌 하여

완성된다. 자기의 경우 상대적으로 미세한 입도의 원료를

사용하고 두 번의 소결공정을 거치는 동안 치밀화가 진

행되어 기공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기지를 형성하게 된

다. 옹기는 초기 원료의 입도 및 분포가 크고 소결온도

또한 낮아 기체나 액체가투과할 정도의 기공이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6,7)

근래에 플라스틱, 금속, 유리 재질의 저장용기들이 사

용 편리성이나 미적인 이유로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발

효 식품 용기로서의 적합성이 의심되고 있다.
8)

 그에 반해

옹기는 발효 식품들의 저장 및 숙성에 적합한 친환경 용

기로 다시 조명 받고 있다. 이렇게 조상들의 전통 생활문

화가 깃들어 있는 옹기의 우수성에 관한 논의는 많으나

이를 증명하기 위한 과학적인 검증은 현재까지 미흡하다. 

본 연구에서는 옹기를 포함한 도자기들의 출발원료와 소

결 후 단미의화학적, 물리적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옹기의

기공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찾아내고자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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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들을 바탕으로 옹기의 기공 형성 요인을 제어하여

기체투과율과의 상관관계를 규명 하고자 한다. 옹기의 기

공 특성과투과율과의 상관관계 분석은 향후 발효 특성에

미치는 옹기의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기반자료로 활용하

고자 한다. 

2. 실험 방법

출발 원료는 시중에서 판매 되고 있는 완제품 형태의

옹기, 청자, 백자 소지를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소지의 물

성 및 특성 분석과 시편 제조를 위하여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상태의 소지들을 100
o
C의 오븐에서 24시간동안 완

전 건조 하였다. 건조 된 각각의 소지들을 ICP (Induc-

tively Coupled Plasma, ACE, NTM Co., USA)를 이용하

여 화학 성분을 분석하고, XRD (X-ray diffraction, D-

max-2500, Rigaku, Japan)로 결정상을 분석하였다. 소지들

의 입도 분석을 위해 100g의 소지를 유발을 이용하여  10

분간 분쇄한 후 250, 150, 75, 45, 20 µm의 5가지 체를

이용하여 분리 하였다.

20 g의 소지 분말을 직경 36 mm 크기의 금속 원형 몰

드에 넣고 성형체를 만들기 위해 1분 동안 1 ton으로 충

분히 압력을 가하여 원형 시편을 만든 후 산화 분위기에

서 소결하였다. 열처리를 위하여 전기로를 이용하였고 열

처리 조건은 분당 5
o
C로 1100 - 1300

o
C 범위에서 100

o
C

별로 소결하였다. 최고온도에서 1시간 유지한 후 자연 냉

각 하였다. 온도별로 소결 된 시편들을 절단 후 다이아몬

드 연마재를 이용하여 1 µm까지 연마하여 광학 현미경

(Optical Microscope, SV32, Sometech, Korea), 주사전

자현미경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JSM-6701F, Jeol,

Japan)을 이용하여 단면을 관찰하였다. 

온도별 소결 시편의 기체 투과율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

국세라믹기술원에서 제작한 기체 투과율 측정기를 사용

하였다. Fig. 1에서는 이러한 기체 투과율 측정기의 실제

장비 사진과 원리에 관한 그림을 나타내었다. 이 장비는

시편 한쪽 면의 고압 기체가 시편내의 연결된 기공구조

를 통과하여 진공상태에 있는 시편의 다른 면으로 빠져

나가는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다. Fig. 1에서와 같이 측정

하고자 하는 시편을 도넛 모양의 몰드에 넣고 에폭시를

이용하여 샘플을 제작한다. 제작된 샘플을 가스 챔버 사

이에 고정시켜준 후 한쪽 챔버 (Baratron 1)는 0.1 torr의

진공상태로, 다른 한쪽 챔버 (Baratron 2)는 1000 torr의 공

기가 채워져 투과시간 측정을 시작한다. 이러한 투과율

측정은 총 90분 동안 진행되었다. 

앞의 실험에 관한 결과를 바탕으로 옹기의 기공 형성

원인을 옹기의 입도분포와 산화철 함량으로 추측한 후 증

명 실험을 진행하였다. 원인을 증명하기 위하여 옹기의

입도를 변화시키는 실험과 산화철 함량에 대한 실험을 진

행하였다. 옹기 소지를 이용하여 수동 유발, 자동 유발기,

Ball mill, Attrition mill 등의 4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분쇄

하였다. 분쇄는 각각 15분간 진행하였으며 수동과 자동

유발기에는 알루미나 유발을 이용하였고, Ball mill은 10 Φ

의 알루미나 볼을 이용하였다. 또한, 산화철 (Fe2O3) 성분

이 옹기의 기공 형성과 통기성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

기 위해 옹기와 가장 물성 차이가 적은 청자 원료에 산

화철 (Fe2O3)의 양을 옹기 원료와 유사하게 산화철의 양

을 2.5% 가량 첨가하였다. 시편 성형은 위의 방법으로 동

일하게 진행하였으며, 1200
o
C에서 소결하였다. 주사전자

현미경 (SEM)을 이용하여 소결이 완료 된 시편들의 미세

구조를 관찰하였고, 기체 투과율을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도자기 원료 및 소결 시편의 분석

3.1.1 도자기 원료의 분석 

100
o
C에서 24시간 건조 한 옹기, 청자, 백자의 출발 원

료들의 화학 성분 분석 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옹기

의 경우 SiO2의 함량이 57.8%로 61.9%인 청자와 72.2%인

백자에 비교하여 낮게 나타났다. Al2O3의 함량에서는 옹기

가 23.3%로 22.4%인 청자와 18.9%인 백자에 비해 상대적

으로 높은 함량을 가지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SiO2의 함량

이 적은 옹기에 있어서 내화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도자기 소지에서 융제 역할을 하는 알카리, 알카리토

이온 함량을 비교하였다. Na2O의 경우, 옹기가 1.2%로

Fig. 1. Gas permeation analysis equipment at KICET.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Raw Materials

Component (wt%) SiO2 Al2O3 Fe2O3 TiO2 CaO MgO Na2O K2O P2O5 LOI

Onggi 57.80 23.30 4.90 0.60 2.70 0.90 1.20 1.80 < 0.10 6.80

Celadon 61.90 22.40 2.50 0.50 1.30 0.80 0.70 2.40 0.10 7.40

White porcelain 72.20 18.90 0.30 < 0.10 0.10 0.10 0.70 2.40 < 0.10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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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인 청자와 백자에 비해 0.5% 높았으며, K2O 옹기가

1.8%로 2.4%인 청자와 백자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청자,

백자와 비교하여 옹기는 소다장석 성분을 더 포함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자와 백자의 경우 장석을 인위적

으로 첨가하여 소지를 제조하는 반면 옹기는 단미 형태

로 소지를 만드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옹기의 성분은 소

지를 채취한 지역 특성에 따라 바뀔 수 있다. CaO와 MgO

의 함량을 비교해보면 MgO는 옹기 0.9%, 청자 0.8%, 백

자 1.0%로 미세한 차이가 나타나지만 CaO의 함량에서 옹

기는 2.7%로 청자와 백자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CaO

는 주로 회장석이나 석회석의 형태로 존재하는데 알카리

이온들과 더불어 소지의 융제 역할을 하게 된다. 

옹기는 Fe2O3의 함량이 4.9%로 청자와 백자에 비교하

여 현저히 높은 함량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TiO2는

옹기와 청자에서 유사한 수치를 나타냈으나 백자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Fe2O3와 TiO2는 발색

산화물로 옹기의 색도에 영향을 주는 성분이다.

장석, 점토, 규석의 이론 분자량을 근거로 화학성분 분

석결과를 광물조성비로 전환한 값들을 Table 2에 나타내

었다. 옹기의 경우 장석의 함량이 37.82%로 소지중 가장

높았고 규석의 함량은 19.70%로 가장 낮았다. 장석은 도

자기의 소결공정에 있어서 액상형성 및 소결온도에 영향

을 미치는 광물 성분으로 실제 도자기들의 소결 온도가

1250 - 1280
o
C인 것과 비교했을 때 1180

o
C로 상대적으로

낮은 옹기의 소결 온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9)

옹기와 청자, 백자의 결정학적 분석을 위하여 XRD로

측정한 결과를 Fig. 2에 나타내었다. 옹기와 청자는 Quartz,

Albite, Muscovite, Halloysite로 매우 유사한 광물들로 구

성되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반면, 백자의 경우

에는 Halloysite가 아닌 Kaolinite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Halloysite와 Kaolinite 모두 Kaolin 그룹에 속하는

광물로 화학성분은 유사하나 결정학적으로 큰 차이를 나

타낸다. 백자에서 나타나는 Kaolinite는 소지에 사용된

Kaolin 광물의 비율이 더 높은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출발 원료들의 입도 분포의 차이에 따른 물성을 비교

하기 위하여 입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도자기

소지의 경우 45 µm 이상의 장석, 규석과 같은 광물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건식 체질법을 이용

하여 소지들의 입도를 확인하였다. Table 3은 체 거름을

이용하여 입자 크기 별로 분류하여 중량비로 계산한 결

과이다. 옹기는 청자, 백자에 넓은 입도분포를 가지는 것

을 알 수 있다. 백자의 경우 mono modal 형태의 입도 분

포를 가지는 반면 옹기와 청자는 bi modal 형태의 입도

분포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백자의 경우, 250 µm 이

상의 입자가 존재하지 않고, 45 - 250 µm 범위의 입자들이

대부분인 것을 볼 수 있다. 청자와 옹기를 비교해보면, 옹

기는 상대적으로 250 µm 이상의 입자들이 0.51%로 청자

보다 많이 존재하며 150 -250 µm 범위의 입자들도 0.8%

가 많이 존재하였다. 또한, 옹기는 미세한 입자들의 분포

도 높게 나타났는데, 45 µm 이하의 입자들이 48.77%로 절

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Table 2. Mineral Composition of Raw Materials

(%) Onggi Celadon White porcelain

Feldspar 37.82 29.70 20.94

Clay 42.48 44.70 38.19

Silica 19.70 25.60 40.87

Total 100 100 100

Fig. 2.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raw materials; (a) Onggi, (b) Celadon, and (c) White porcelain.

Table 3.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Raw Materials 

(%) Onggi Celadon
White 

porcelain

250 µm ↑ 0.51 0.25 0

150 - 250 µm 3.82 3.02 26.94

75 - 150 µm 35.37 38.37 39.04

45 - 75 µm 11.51 18.98 25.53

20 - 45 µm 46.16 38.43 8.34

20 µm ↓ 2.61 0.93 0.12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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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온도별 소결 시편의 미세구조

온도별로 소결한 시편들의 단면 형상을 비교하기 위해

광학 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한 결과를 Fig. 3에 나타내

었다. 청자와 백자의 경우 1100 - 1300
o
C 사이의 소결온도

에서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옹기는 1200
o
C에서 서서히 기

공이 생성되어 1300
o
C 소결 시에 기공이 급격하게 커진

모습을 볼 수 있다. 분쇄한 소지를 건식 가압 성형하였기

때문에 실제성형체를 소결 시, 보다 기공 형성이 뚜렷하

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1300
o
C에서 다른 시편들은 큰 변

화가 없는 반면, 옹기 소결 시편은 기공 형성을 확실하게

관찰할 수 있었다.

주사전자현미경 (SEM)을 이용하여 온도별 시편들의 미

세구조 및 기공 형상을 관찰한 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

다. 1100
o
C 시편들의 미세 구조를 살펴보면 아직 완전히

소결되지 않은 듯한 상태의 도자기들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때는 옹기와 청자, 백자가 특별한 차이점이 나타나지

않았다. 1200
o
C에서는 광학현미경 관찰 결과와 마찬가지

로 옹기는 5 - 20 µm의 다양한 크기의 기공들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1300
o
C에서는 20 -

150 µm로 기공들이 급격히 성장한 것이 관찰되었다. 반

면, 청자는 1200
o
C에서 기공으로 추측되는 형상이 미세하

게 나타났지만 1300
o
C에서 기공의 크기와 분포가 증가하

지 않았다. 백자는 소결온도가 높을수록 점점 더 치밀한

형상이 나타났으며 기공이 관찰되지 않았다. 

3.1.3 온도별 소결 시편의 기체투과율 

Fig. 5에서는 기체 투과 측정기를 이용하여 온도별 소

결 시편들의 기체 투과율을 측정한 결과를 그래프로 나

타내었다. 기공이 존재하여 투과가 가능한 시편의 경우,

1000 torr로 기체 (Air)가 가득 채워진 챔버 (Baratron 2)에

있는 기체가 시편을 통과하여 진공 상태 (0.1 torr)인 챔

버 (Baratron 1)로 이동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Fig. 5(a)

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 반면, 기공이 존재 하지 않아

투과가 불가능한 시편들은 Fig. 5(b)와 같이 그래프 상에

서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두 선이 평행인 그래프가 나

타나게 된다. 투과율 측정은 90분에 걸쳐 진행되었다. 

Fig. 3. Optical micrograph on the cross section of ceramics fired in the range of 1100-1300
o
C: (a) Onggi, (b) Celadon, and (c) White

porcel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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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기와 청자, 백자의 1200, 1300
o
C 시편들을 이용하여

기체 투과율을 측정한 결과를 Fig. 6에 나타내었다. 청자

와 백자의 경우 1200
o
C와 1300

o
C에서 소결한 시편들이

90분 후에도 투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혀 투과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옹기의 경우, 1200
o
C에서

는 약 20분 만에 투과가 완료되었고 1300
o
C에서는 1분

만에 완전히 투과된 것을 볼 수 있다. 1100
o
C 시편의 경

우, 청자와 백자는 소결의 진행정도가 낮아 투과율 측정

시편을 제작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를 갖지 않아 비교분

석에서 제외 하였다. 

Fig. 4. SEM micrograph of ceramics fired in the range of 1100-1300
o
C: (a) Onggi, (b) Celadon, and (c) White porcelain.

Fig. 5. Gas permeability measurement result: (a) Permeable sample and (b) Impermeable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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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옹기의 기공형성 요인분석 

3.2.1 옹기의 입자 크기와 기공 형성과의 관계

도자기 원료들의 비교분석을 통해 옹기는 다른 도자기

들에 비해 장석류와 산화철 함량이 매우 높으며 넓은 입

도 분포를 가진다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

로 옹기 원료의 입자 크기 및 분포가 기공 형성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옹기 소지를 4가지 방법으

로 분쇄하여 입도분포의 차이를 꾀하고자 하였다. 분쇄

방법은 수동 유발, 자동 유발기, Ball mill, Attrition mill

분쇄를 이용하였다.

분쇄 후 입도 분포를 분석하기 위해 입도 분석기 (Laser

scattering particle size distribution analyzer, LA-950V2,

Horiba, Japan)로 측정한 결과를 Fig. 7에 나타내었다. 측

정 결과는 D10, D50, D90, D99로 나타내었다. 이 때, 누

적분포에서 최고 큰 값에 대하여 10%, 50%, 90%, 99%에

해당하는 크기값을 각각 D10, D50, D90, D99라고 한다.

즉, 크기에 따른 분체의 상대적인 누적 양을 곡선으로 나

타내는 입도 분포 곡선을 측정 및 도식화를 하고 10조각

으로 나누었을 때, 각각 1/10, 5/10, 9/10, 9.9/10에 해당하

는 입자의 크기를 구하여 표시한 것이다. 수동 유발과 자

동 유발기를 사용한 옹기 원료의 경우 전체적으로 유사

한 입도분포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D90에서 Ball

mill에서는 19.5 µm, Attrition mill은 23.2 µm의 값이 나타

나는 반면, 수동 유발에서는 D90 값이 70.65 µm, 자동 유

발기는 57.62 µm로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Ball mill과 Attrition mill로 분쇄한 원료에서 미

세한 입자들이 더 많이 형성되며 Attrition mill이 분쇄 효

과가 더 뛰어난 것을 알 수 있다.

분쇄 방법에 따른 4가지 옹기 소지들을 이용하여 앞에

서와 같이 성형 후 1200
o
C에서 소결하여 기체 투과율을

측정한 결과를 Fig. 8에 나타내었다. 입도 분포가 가장 넓

고 굵은 입자들이 많이 존재하는 수동 유발 소지의 경우,

약 10분 만에 투과가 완료되었고, 자동 유발기로 분쇄한

소지의 시편 역시 약 30분 만에 투과가 완료되었다. 반면,

Ball mill과 Attrition mill로 분쇄한 소지로 제작한 시편은

90분간의 측정 시간에도 투과가 진행되지 않은 것을 관

찰할 수 있다. Fig. 9는 실제 기공 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단면을 관찰한 사진

이다. 굵은 입자가 많은 수동 유발 소지 시편의 경우, 5 -

30 µm의 다양한 기공들이 존재하였고, 자동 유발기 시편

들도 수동 유발 시편보다 기공 분포는 낮으나 3 - 20 µm

의 기공들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Ball

mill 시편과 Attrition mill 시편에서는 뚜렷한 기공이 관찰

되지 않았다.

입도가 옹기의 기공 형성의 원인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옹기 원료와 조성이 유사한 청자 소지에 옹기에서 체 거

름을 통해 얻은 150 µm 이상의 입자들을 옹기와 같은 비

율로 첨가 후 1200 - 1300
o
C에서 소결하였다. 소결 후 주

사전자현미경 (SEM)을 이용하여 단면을 관찰한 결과 기

Fig. 6. Gas permeability measurement of fired samples.

Fig. 7. Particle size analysis of Onggis prepared with different

milling methods.

Fig. 8. Gas permeability of Onggis prepared with different

milling methods. 



도자기와의 물성 비교를 통한 옹기의 기공 형성 원인 분석 17

제51권 제1호(2014)

공이 형성되지 않았던 청자에서 Fig. 10(a)와 같이 10 -

200 µm의 다양한 크기의 기공들이 형성된 것을 볼 수 있

다. 기체 투과율을 측정했을 때 1200 - 1300
o
C에서 전혀

투과하지 않은 결과와 다르게 1200
o
C에서는 약 25분,

1300
o
C에서는 15분 만에 투과가 완료하였다. 이러한 결과

는 입자 크기 및 입도 분포가 옹기의 기공 형성 및 투과

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소결에서 가장 이상적인 분말은 균일한 크기의 구형 극

미립자인데 이에 반하여 넓은 입도 분포를 가지는 옹기

의 굵은 입자들은 낮은 충전도로 인하여 성형 시 입자

간에 빈 공간을 형성하고 이것이 소결 후 기공으로 남

게 되는 것이다.
10)

 도자기들의 경우 옹기에 비해 좁은

입도분포와 미세한 입자크기를 가지므로 성형 단계부터

밀도가 높아 소결 후에도 옹기보다 높은 밀도를 가지게

된다. 

3.2.2 산화철 (Fe2O3) 성분과 기공 형성

산화철 (Fe2O3) 성분이 옹기의 기공 형성과 통기성에 끼

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청자 원료에 산화철 (Fe2O3)

을 첨가하였다. Fig. 10(b)는 산화철 (Fe2O3)을 첨가한 청

자 소지의 소결 후 단면을 주사전자현미경 (SEM)으로 관

찰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10 - 20 µm 크기의 기공들이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으나 굵은 입자를 첨가한 청자에 비

해 작은 기공들이 관찰되었다.

산화철을 첨가한 청자의 소결 온도별 기체 투과율 측

정 결과를 Fig. 11에 나타내었다. 앞에서 청자 소지와 같

이 산화철 (Fe2O3)을 첨가한 청자 시편들도 1200, 1300
o
C

에서 90분 동안 투과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결과

는 산화철 (Fe2O3)이 단면 관찰 시에는 기공들의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였으나 실제 옹기의 투과성을 가

지는 개기공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산화철 (Fe2O3)은 고온에서 낮은 전자가

상태를 선호하여 일부의 전자가 상태가 변화하면 융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나 이것이 개기공을 형성할 정

도로 크게 팽창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11)

4. 결  론

옹기와 다른 도자기들의 원료 및 소결 시편의 화학성

분, 입도분포, 결정상, 미세구조, 기체 투과율을 비교·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옹기의 기공 형성 원인을

유추하고 이를 이용하여 검증 실험을 실시하였다. 옹기는

다른 도자기와 비교하여 SiO2의 함량은 낮지만 Al2O3와

Fe2O3는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또한 2가 이온인 CaO와

MgO의 함량이 높게 나타났다. 옹기는 다른 도자기와 비

교하여 굵은 입자와 미세한 입자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

어 입도 분포가 넓게 나타났다. 

옹기 및 도자기들의 소결시편 단면 형상 관찰 시, 청자

와 백자는 소결 온도가 높아짐에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옹기는 1200
o
C에서 5 - 20 µm, 1300

o
C에서 20 -

150 µm의 기공 형성 및 성장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시편

들의 기체 투과시간 측정 결과, 청자와 백자는 전혀 투과

Fig. 9. SEM micrograph of Onggis prepared with different

milling methods: (a) Manual pestle, (b) Auto pestle,

(c) Ball mill, and (d) Attrition mill.

Fig. 10. SEM micrograph of the celadon with the addition of

large particle and of iron oxide: (a) large particle and

(b) iron oxide (Fe2O3).

Fig. 11. Gas permeability of Celadon samples prepared with

additional large particles and iron ox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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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았지만 옹기는 1200
o
C에서 약 20분 만에 투과되

었고 1300
o
C에서는 1분 만에 완전히 투과되었다. 

옹기의 기공 형성 원인을 입도 분포와 산화철 (Fe2O3)

성분으로 유추하여 이에 대한 검증실험을 실시하였다. 옹

기 소지를 분쇄 방법을 다르게 하여 준비한 시편에서 입

도 분포가 넓고 굵은 입자들이 많이 존재할수록 큰 기공

들이 형성되고 투과 시간이 빠른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청자에 굵은 옹기 입자들을 첨가하자 기공들이 형

성되었고 투과가 되지 않았던 청자에서 투과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반면, 산화철 (Fe2O3)을 첨가한 청자

의 경우, 미세한 기공들이 형성되었으나 기체투과는 일어

나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옹기의 기공 형성 및 투과성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원인은 원료에 포함되어 있는

굵은 입자들과 넓은 입도 분포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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