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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a cobalt sulfate ceramic coating was sintered on various clays at 1250 oC. The specimen characteristics

were investigated by X-ray diffraction(XRD), scanning electron microscopy(SEM), TG-DTA, UV-vis spectrophotometer, and

HRDPM. The ceramic coating had a constant thickness of thousands µm, and the surface was confirmed to be densely fused.

Other new compounds were produced by the cobalt sulfate sintering process and reactions. These compounds were a CoAl2O4

phase, Co2SiO4 phase,anorthite(CaAl2Si2O8) phase, and FeAl2O4 phase, respectively. UV properties of the coated specimen were

investigated, celadon clay specimen in 530-550 nm band is showing a dark gray color. The white clay and white mix clay

specimen in 460-500 nm band is showing a blue color. The cobalt-aluminate(CoAl2O4) spinel and the cobalt-silicate

olivine(Co2SiO4) were the strongest of the ceramic pigments, producing a very pure, navy blue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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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세라믹의 표면 코팅은 오래전부터 수많은 경험과 노하

우를 통해 발전하고, 다양한 발색을 나타내고 있다. 유

약의 경우 고온소성을 하게 되면 유약 자체로부터 생성

되는 자연적인 색채감의 표현과 세라믹의 표면에 최적

의 용도를 부여하기 위해 발색제나 유탁제, 결정생성제

등을 첨가하여 발색의 다양성까지 얻을 수 있었다.1,2) 현

재 세라믹 표면의 발색에 유리질의 유약보다는 침투성

산화물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침투성 산화물 표면에서

의 확산과정으로 인한 섬세함과 디테일한 조형성을 자

연의 그대로 유지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세라믹산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유

약재료에 있어 재현성을 목적으로 한 발색산화물의 기

초적 연구가 대부분이며 발색산화물들을 이용하여 유약

의 투명도나 표면의 상태를 조절해 왔다.3-5) 

세라믹스에 사용되는 고온용 안료로 스피넬계가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스피넬계의 안료에 대한 발색과 고온

안정성으로 인한 중요성으로 많은 연구가 있다. 그 중 코

발트계인 CoAl2O4, (Co,Zn)Al2O4의 스피넬계와 Co2SiO4

olivine, (Co,Zn)SiO4 willemite, Co(Al,Cr)O4등으로 이들

모두 안료자체 개발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6-9) 그러

나 종래부터 코발트계가 다양하게 세라믹의 코팅안료로

사용되고 있으나 소지와의 반응에 대한 상호관계를 규

명한 연구는 거의 없다.10,11) 따라서 고온에서 소지와의

반응성이 있는 코발트계를 이용하여 소성에서 생성되는

여러 결정상과 소지의 표면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규명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조성이 서로 다른 백자토, 청자토, 백조합

토의 소지에 황산코발트 용액을 이용하여 코팅한 후 소

성시 생성되는 반응성과 표면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연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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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방법

2.1 세라믹의 코팅공정

출발원료는 세라믹의 서로 다른 백자토(white clay, WC),

청자토(celadon clay, CC), 조합토(white mix clay, WMC)

소지와 코발트 원료는 황산코발트(CoSO4·6H2O)를 사용

하였다. 세라믹 시편은 판상 작업을 통해 가로 50 mm,

세로 30 mm, 두께 20 mm로 제작하였고, 코팅을 위한 황

산코발트(CoSO4·6H2O)는 물(H2O) 1리터에 300 g를 희

석하여 일정시간 용해시켜 안료를 만들었다. 코팅은 세라

믹의 백자토(WC), 청자토(CC), 조합토(WMC) 소지를 판

상형태를 만든 후 건조시켜 전기로에서 800 oC로 1차 소

성 한 후 물에 용해된 황산코발트(CoSO4·6H2O)를 스프

레이로 5회를 반복해서 도포 하였다. 도포한 후 시편의

열처리는 시간당 100 oC로 승온하여 1250 oC까지 전기로

를 이용하여 2차 소성한 후 로냉을 하였으며 코팅을 위

한 모식도는 Fig. 1과 같다.

2.2 특성분석

세라믹 소지의 화학성분을 조사하기 위하여 X-선 형광

분석기(XRF; ZSX100e, Rigaku, Japan)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세라믹 소지와 열처리 온도에 따른 결정상은 X-

선 회절분석기(XRD: D/Max-2200, Rigaku, Japan)를 이용

하였다. 소지의 온도에 따른 결정상 전이를 위하여 시차열

분석기(TG-DTA, STA409PC, Luxx, NETSCH, Germany)

를 이용하여 10 oC/min의 승온속도로 1350 oC까지 air 분

위기에서 분석하였다. 소성된 시편의 미세구조는 고분해

능 편광현미경(HRDPM, DM4500P, Leica, Germany)과

주사전자현미경(SEM, JSM-6300, JEOL, Japan)을 이용

하여 각각 관찰 하였으며, 표면의 색상분석은 UV-visible

Spectrophotometer(240-pc, Shimadzu, Japan)를 이용하여

CIE-L*a*b*값을 측정한 후 색조를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세라믹 소지의 화학적특성

세라믹 소지에 대한 백자토, 청자토, 백조합토의 화학

성분을 Table 1에 각각 나타내었다. 소지의 화학성분은

백자토에서 SiO2(RO2)함량이 72.1 wt%로 높고 청자토와

조합토는 55.9 wt%, 56.2 wt%로 백자토보다는 낮게 나타

났다. Al2O3 (R2O3)의 경우 백자토는 22.6 wt%로 청자토

와 조합토의 32 wt%, 37.4 wt%보다 낮은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CaO와 MgO함량이 청자토에 많이 함유하

고 있으며 이는 알카리 이온들과 함께 소지의 융제 역

활을 하고 모든 소지에 K2O, Na2O(RO·RO2)가 높은 값

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Fe2O3의 함량이 청자토, 백조합

토, 백자토 순으로 높은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는 소결

공정에 있어서 액상형성 및 소결온도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으로서 소결 온도가 1250 oC의 높은 온도로 소성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백자토, 청자토, 백조합토 소지의 결정상은 X-선 회절

분석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Fig. 2에 나타내었다. 백

자토 소지는 quartz(SiO2), muscovite(KAl2Si3AlO10(OH)2),

potassium(K2Al2Si4O12·xH2O)으로 백조합토는 quartz(SiO2),

nacrite(Al2Si2O5(OH)4), mullite(Al6Si2O13), microcline

(KAlSi3O8), gibbsite(Al(OH)3)로 구성되어 있다. 청자토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cobalt sulfate coating ceramic.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of the Raw Material. 

 wt(%)

Clay 
SiO2 Al2O3 K2O Fe2O3 CaO Na2O MgO TiO2 BaO SO3

WC 72.10 22.60 2.61 1.02 0.61 0.45 0.23 0.22 0.03 0.03

CC 55.90 32.00 1.36 3.95 4.36 0.81 0.82 0.50 0.03 0.02

WMC 56.20 37.40 2.27 2.46 0.24 0.11 0.28 0.63 - 0.03

Fig. 2.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the raw material. (a) white clay,

(b) celadon clay, (c) white mix c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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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quartz(SiO2), anorthite(CaAl2Si2O8), halloysite(Al2Si2O5

(OH)4) 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지들의 특성이 각각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3.2 세라믹소지의 열적성질

온도에 따른 열적성질을 위해 TG-DTA를 이용하였으

며 백조합토 소지의 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점토

의 특성인 500 oC 부근의 흡열피크는 Fig. 2의 결정상

에서 보았던 nacrite(Al2Si2O5(OH)4), gibbsite(Al(OH)3)가

층간수와 결정수가 탈수되는 것으로 급격한 무게 감량

을 동반하고 있다. 950 oC 부근의 발열 피크는 메타 카

올린이 Al-Si 스피넬과 깁사이트가 알루미나로 상 전이가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된다.12) 그리고 점토소지의 무게 감

량은 800 oC 이후에는 큰 변화가 없으며 전체 무게 감

량은 10.5 wt% 정도를 보이고 있다.

 

3.3 소성된 시편의 코팅특성

서로 다른 세 종류의 소지를 800 oC에서 1차 소성한

후 황산코발트를 도포하여 1250 oC에서 2차 소성한 시

편 표면의 결정상에 대한 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다.

세라믹소지에 코팅된 표면의 결정상은 모든 소지에서

quartz(SiO2), mullite(3Al2O3·2SiO2)상 및 CoAl2O4상이 나

타나고 있다. CoAl2O4상은 백자와 백조합토인 경우 청

자토 보다는 높은 피크를 보이고 있다. 청자토의 경우

는 anorthite(CaAl2Si2O8)상과 FeAl2O4상이 보이고 있으

나 백자와 백조합토에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는 출

발물질의 카올린과 깁사이트등의 원료가 온도 증가에 따

라 상전이가 진행되어 나타나는 결정상과 밀접한 관계

를 하고 있다.12) 따라서 서로 다른 소지의 표면에 황산

코발트를 도포하여 높은 온도로 소성하면 소지의 상전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결정상과 고상반응에 의해 새로

운 화합물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13,14)

세라믹 소지위에 황산코발트를 도포하여 소성한 시편

의 단면을 절단 연마하여 고분해능 편광현미경과 SEM

으로 관찰한 결과를 Fig. 5와 Fig. 6에 각각 나타내었

다. 모든 시편에서 표면으로부터 일정한 두께로 코발트

가 확산된 것을 볼 수가 있으며 표면은 치밀하게 융착된

것을 볼 수가 있다. 소지의 종류에 따른 확산범위는 백

자토가 1,595 µm로 청자토 1,081 µm와 백조합토의 1,177

µm 보다 확산이 많이 진행된 것을 볼 수가 있다. 1250 oC

소성한 시편에 대한 소지의 치밀함은 청자토와 백조합

토는 유리상과 같은 미세구조들을 보이고 있으나 백자

토는 보이고 있지 않고 이는 소지의 융제로서의 조성이

백자토에서의 역할이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모든

Fig. 4.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cobalt sulfate coating ceramic

on (a) white clay, (b) celadon clay, and (c) white mix clay sintered

at 1250
o
C. 

Fig. 3. TG-DTA curves of WMC(white mix clay) raw material.

Fig. 5. Cross-sectional Polarizing microscopy of cobalt sulfate coating ceramic on (a) white clay, (b) celadon clay, and (c) white mix clay

sintered at 1250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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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의 표면에서 나타나는 결정상들은 소지의 종류에 따

라 달리 나타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15)

모든 소지에서 다양한 크기의 기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시편들의 미세구조 및 기공 형상을 관찰

한 결과를 Fig. 6에 나타내었다. 시편의 기공은 백자토

에서 작고 균일한 기공등이 분포하고 있으나. 청자토와

백조합토는 기공의 형태가 불균질한 것을 볼 수가 있고

특히 백조합토의 경우 매우 불규칙한 기공 형태를 하고

있으며 이는 출발물질의 입자의 균질성과 관련이 있다. 

소성된 시편 표면에 코팅된 색상은 UV-vis. spectro-

photometer로 분석하였으며 결과를 Fig. 7과 Table 2에

각각 나타내었다. 서로 다른 소지에 코팅된 UV특성은 다

르게 보이고 있다. 청자토에 코팅된 시편인 경우 흡수

대(absorbance spectra)가 530-550 nm의 band를 갖는 dark

gray색을 갖는 흡수대를 보이고 있으며 소성과정에서 생

성된 anorthite(CaAl2Si2O8)상과 FeAl2O4상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16) 백자와 백조합토에 코팅된 시편에서는 460-

500 nm의 band를 갖는 흡수대를 보이면서 blue 색을 보이

고 있으며, 이는 소성과정에서 생성되는 CoAl2O4상 형성

과 백조합토의 Co2SiO4 상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11,13,16)

이는 소성과정에서 생성되는 새로운 결정상들에 의해 코

팅표면의 색은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가 있다. 

4. 결  론

조성이 다른 백자토, 청자토, 백조합토의 소지에 황산

코발트 용액을 도포하여 소성시 생성되는 반응성과 표

면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다.

세라믹 소지위에 황산코발트를 도포하여 소성한 시편

모두 표면으로 부터 일정한 두께로 코발트가 확산된 것

을 볼 수가 있으며, 표면은 치밀하게 융착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확산범위는 백자토가 1,595 µm로 청자토

1,081 µm와 백조합토의 1,177 µm 보다 확산이 많이 진

행되었다. 소지의 표면에서는 여러 화합물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CoAl2O4상이 백자와 백조합토인 경우 청자토 보

다 많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소지에 코팅된 UV 특성은 청자토인 경우 흡수대(absor-

bance spectra)가 530-550nm의 band를 갖는 dark gray

색을 갖는 흡수대를 보이고 있다. 백자와 백조합토인 경

우 460-500nm의 band를 갖는 흡수대를 보이면서 blue

색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소성과정에서 생성되는 스피

넬상인 CoAl2O4상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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