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實用價値가 없을것이라。

다음에 (2)(3)〈4)式에 서 更는바와 갈이 平 

衡溫度는 爐內의 水蒸氣壓과 水素瓦斯壓의 it 

에 依하여 決定되:: 것이며 水葢氣익 分囈 

이적을수록 效果的인 것은 勿論이다 卽 第三表 

와 第四表를 比較하먼 壇内에들어 가는 水素量 

이 駐秒 0.99c.e. 일 때괴 일때에 重알滅 

少率에 있 어서 實尺 ；乃至의 差異를 보이 

고있다 每秒의 水素量라는 量도 理論 

的.必要量에 比하면 6伯에 逹하고있는 것이니 

水素量과 重量減少卒間衬 闕係느 工業的見地 

에서 어떠한 適當간 抱I허가 律在한다는 것을 

알수있다 또 通하는 水素竜이 增加푈수륵 焜 

燒溫度이 高低에 起円되는 中롤減少率의 差異 

가 적어지는것올 第、去와 第四友에시 볼수있 

다,

鼠後로 席五表글 보던 以上의 結論을 더욱' 

明H하게 할수있다 卽 水素蛍이 增加되면 箪•量: 

诚少率은 眼著하게 増丿、하고있다 그러 나 水素 

瓦斯量이 每秒 0.33c.c・ 일 째 와 3；k-.c. 일때 의 重 

量減少率의 差는2%未滿인 리 0.066c.c. 일 때와 

O.33&C. 일 때 의 差는 10%를 超過하고 있다 第 

内表와 笫五表의 7WC 에서 脫水하고 遠元한 

結果에 있 어서 通한 水素景이 每秒 L65e.e. 오卜

, ■ .
&3ee외 爾例性카%府一하키 된것은 若干븨 

實驗誤羞는 있다唾차라% 注目할 事實이마

以上實驗結果쓔巻察에서 얻을수있는 結論 

은다음斗.샅다a

1＞厂헝스헨」酸외 水素還元이 棚緣冰환 巨 

酸化「렁스텐」의 還无보다• 一岛容再하다;'

2) 이렇게 還元이 容易한 程度는 使用水素 

暈이 적을수톡m■다&

3J 三酸化'텅스턘」온. 8O0C 以上이 되면 分 

解를 始作함으로 이러한 髙溫에서 水素還元을 

하면 結局不安定狀SS외 三酸化「텅스헨J 울一 

遗元케 되므로 還元이 容易한테 이와 같은 論 

法으로「텅스랜」酸의 脫水와 還元을 同時에함 

으M서 反應性을 고처하고 도한 生成된 金身 

「헝스탠」외 粒度륟 적거할수있을 것이다。

4) 水素瓦斯의 使用量이 많을수륵 還元速度 

가 바르케되는것은 勿論이나 過히 많아도 別 

效果가 없으므로 適當한 量的關係를 選擇할必 

要가 있다。

本實験의 一部는 尹相鎭氏가 擔當한 것이다 

玆에 深甚한 謝意를 表하는바이 다

、中央.匚業研究所 窯業科)(4282. 9. 30.受理)

세레늄을 利 用한 陶磁器用 赤色 彩色料에 關한 硏究

李 鍾

머 릿 말

案業用 彩色料中 기장 製造# 困難한 것으 

로 認定되어 왔으며 國內에서 이러한 彩色料 

외 生產이 없으므로 一兹的으로 잘 알려져있' 

는 세레늄•疏化카드미늄系統의 必料로서 SS菜 

用 特히 陶磁器用 粒上彩色料를 製造하는 條 

件을 究明코저 세 레늄•硫化카드미늉系統의 彩 

料 및 彩料와 台釉와의 關係에 對하여 基礎的 

賓盛을 한것이다。

硏究着手이 便宜上 세테늉赤色 釉上彩色料

根

와 台釉卽照劑틀 먼자 決定할 目的으로 雳先 

適當한 台袖틀 여러가지로 定하여 原料롤 調 

合하이• 이에 • 제 헤눙斗 磕化카드마늄을 蕃色前 

로 添加하여 培融한 다을 그 •生成된 유리의 

모色을 그대로 또는 600。에 再加熱하위 .檢 

討한 結果 珪酸 50, 표鉛華 10, 소-다灰 30, 

無水；明砂 10, 의 車量比로 調含하여 培堂!한 

유리質의 呈色이 가쟝 優秀하였으므로 이 調 

合에 依햐여-熔融한 윤리質을 本硏究외 台袖 

로 決定한것이다。~

이와같기하여 存為를 決定한 다음 本實驗에



어 f ..卞實中은 ••거吊宅 나누어 實僉 1 

1 ＜1 ：、세"1浦과 满化카드미능이 1

. 1 占至I 9 間에 受塹하여 彩料号 마들그 기 

站E톼를 打代에 貝合하여서 彩色料를 만들어 

i쇼製汶驗极!-.에 燒付함으로써 써레늉과 谏化 

카드미늚 이 演＞比率에 依하 모色이 變흐］을 

綢在하였 兀 實談U에 M 느 賓陰I 시 結롟宅 赤出 

乃至赤色애 가까운 呈色을 보인 耘料를 擇하 

여 咨料와 台袖와의 配合比에 依한 彩色料■의 

믐色變動을 調在하였고 實驗HI에서는 셰리늉 

가磕化카드미눙彩料의 燒成溫度에 따튼 卷巴 

滸製造時의 뭇色變動을 檢討하였다。

끝으로 本研究는 中央:工業研究所廉集科硝子 

硏究室에서 行한것이머 本研究所長安東赣先生 

께서 本硏究에對하여 周密한 檢討믈 하여주 

시었음을 感謝하며 箓하여 硏究에 助力하여준

金景容君 • 밀 磁製試驗板을 提供하여 준 本科陶 

建器研究室各位调 謝章롤 表하는 바이다。

試料와 寶験方法

1） ■台 St와 瘩融方法

珪石 50, 亞鉛華 10： 소-다灰 30, 無水硕砂 

10의 重를比로 調合한 調合物을 一回 200次式 

取하여 耐火粘土製 도가니 에 넣 어 리 비두域를 

使用라고 木炭, 코一m스롤 燃料로하여 完全 

1样融 시킨다음 冷水中애 投下하여 急冷•시키고 

m，C에 一晝夜 完全히 乾燥시 키고 感製宝 르

2） 彩料와 驾色%

세 리 个 며- ：方 "•.키 - 미 -■ -； f ■.；-:：' 混 g 
하 니 网 놎海.艾에 痉方 잔다옥 ；：，；；； 1 켜 卷**로 

하였고 이 贵十를 两二%率로 台花게 混合 磨 

粉碎하여 费色好로 하여.다。

寺料의 色相은 彩色料를 度付한 後의 모色 

예 絕對影響을 주 는 것 二로 &.G1S 의 値를 ' I로 

하여 500P 예 燒成하여 略든 新料의 色相은 

Taupe Bruwn （濃크），며 SeCdS 의 値가 적 어 
긜사록 务料의 色교이 黄赤化하여 &CJS 의 値 

가 '，，인 彩料긔 色J相은 Jgper Ke山 紅荷色.）이 

며 &BS 의 阪가 1 , 긴 牝料 司 色汨W，

中間色을 븟示한다。

3）磴製試驗板

彩色籽를 燒」하는데 使弔한 硬製試騎板으 

로는 가用祁焰器研突空에서,製作안 应徑 %m 

외 磁製圏吧読驗投을 使弔하였다: 艾製試 

驗樨이 素地는 狂岳山防石 50. 生牝F、X¥

土 27. 始興長* 2-'. 의 調 济物이 며 /表슨 村 

興長石W.平壤员石IV.平壤fi夾石2.-\滿洲 

滑石 75 의 謁【淬;을 使 하여 FK 1。番에 

燒成한 襲括이고 色은 純白色이 었다。

4）彩色料燒付方法

费色丰I에 터一던퇸浊를 타서，毛筆로 磁製試 

験板上에 塗付한다음 完全히 自然乾燥시키고 

마풀式電氣憶애 녙고 听要滾度에 加熱한다음 

電源을 끊고 冷却하여 理內沒麦 泗 C 카 되 민

밀에 넣어 12 時間 磨粉碎한것을 台稍르 侬用 꺼내어 致冷시키었다* 色■의 ■尤敍는 完全기 쇼

修料番象
^•CdSfN^

"冶釉：＜

優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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果 뮤色애 比라여 企我的:' 도 色 ••! 업고 若干 黃

「實駿I 位系読으로 기글을룬 4? 差異는 어었으나 使

大賞裁에 H 든 Se 와 Cds 을%시 各比率 用畤에 不便이 많았다。

i 潔合하여 双1 에 燒成하여서 岩料로 하였 2)竇驗II

* 또 燒成을 하지아니하그 -%태로도 彩料로 實驗I의 結果예 依하면 赤色乃至赤色에 가

住用하여 보았다。铐色料는 各罟料를 启甬키 까은 모色을 브인 彩色料3 Se.ES의 値가

部，强 되도록 台宛에 混食하여 유리枚上에 '•，" 인 것을 500'C 에 煥成한 务料를 使用한 것

서 蘑粉碎하여 서 卷色나로 하M 고 燒付溫度느 j 었다。그터므로 本實驗에 서 는 丽也$의値 가

M「C 와 750 C 取하였 다 - 이러한 모•든 條 이고 500-C에 燒成한 彩料를 取하여 이

叫은 豫備實驗에서 決■定한것。-로 가장 좋은 것을 各極比率로 台軸에 配合하여서 彩色料巻

桔果芳 버［여千는 條件이었다.、進 1 我에 5내)G 만들어 燒付試驗을 하였다。台軸에 對한 彩料

에烷:成하여서 使用荘 彩料를 섰글때의 彩色料 의 配合.率은 10%~33笏로 하였고 燒付溫度는

이呈色율 表示한다己燒成하지아니한彩料를 쓴 亦是 :WC와 75OC 의 二種을 取하였다。이

彩色抖의 보色은 燒成한 彩料를 쓴 彩色新의 實驗結果를 第2 表 애 表示한다。

笫2表

彩们番義 5-5 CSe;C<lS〔N)=%)

彩科伯袖Kim〔建, 10 15 20 2S 33

呈色
VinaceoUS 

Jawny
Pompeian 

Red
Carmine Carmine Olblnnd 

Bed

.彩杭番製 6-5 CSe,CdSCN)=Ye^

彩料冶袖乂加 1" 15 20 25. 33

呈色
Etruscan 

Red
Oclier 
Rd

Sp観皿 Ked
Bed

彩話 7-5 CSe/CdS<N)-»/7).

察料白試-im K； 1<» 15 20 25 33

呈色
Frr^h 
<x>lor

Granuuline 
Pink

置c S# 住

果以&番寒 8—5 (S/CdSG、)i/Q

彩布白制 10 15 20 25 33

星色
Corinthian Pbmne*i»n Peach Onne Onne

Pink KedL Bed Red 3

n、. •» ) 實驗IU 彩色料틀 基礎로하여 彩料외 度成溫度률 變勤

實第H 에 依착녀 &(기S、「値 가 头 미 .고 -500 0 함으로찍 燒付後의 못色이 어早치 變動하M가

廿 成한 窘 * 를 -〜L M汚를 白®에 刍하여 를 調近하였다。朝의 嬢成溫度는 300C—

小';/ 一브锵 기 드】 도 ■导-占 ； ; 에 配企차 '衫色料른 5「G 로 하였으며 燒付涩塵는 750=C 로 하있

750 ( • 에 서 烷以하연을떠 外장• 優秀란 赤色發 다。이 實驗結果를 第 3 表에 表示牲다.

乜슬 함을 알았다。 二러므로 本實驗에서는 이

屛3 长

彩料의 욨?이&N)=k>塩付电魔 750P
移K建我溫座％: 31 <> 的 500 顷 700 800

出料키 色相
R 시 Eugenia Pompeian Vandvk* P&Ie Banit

<?ranqe E(d Bed Red L&ke
；도死널Hk % 2/'-1 (>.]1 8,：n S.31 8.36 12.10
容料,台商' 須 20 2(i 20 20 20 20

무色
P *、h K.I Ora nee Ort'nee Eugenia Old
5 < >ran^e Ke4 Re<i Bed Row

M由台粕顼KKR) 2S 27> 2S 25 25

노& Ur：： i. _«
：»*-<!

'‘厂”；：齐
Sj-ctruru 

K.4
Eimenia

卜:，시
Carmine Hydrangea

-L： ,y 土“击，뇌 禾 才 土孙e *a 세颐 )
波欧외 mA

—11 —



츧브로 彩色料외 燒付溫度와 무色과의 關係 

롤 究明한 結果 色相 光澤等에 있서 가장 優秀 

한 燒付溫庞範圍는 730C—780C 이며 780C 

以上의 溫度에서는 結果가■으;i塹치 惡化하였 

다。

總指

以上의 實験으로쩌 Nas0»029 BjO.j.O.STZnO 

•248SiOq mol 組成인• ■台軸를—基鎚로 하고 

8e 과 CdS 을 彩料로한 彩色料룰 磁값驗板 

上에 燒付•한 後의 呈色에 對하여

i） Se 과 CdS 의 混合率에 依한 影饗

ii） 彩料와 台釉와의 配合率에 依한 影響

iii） 彩料의 燒成溫度얘 依한 影響

및 燒付溫度範圍룰 檢討調査한 結果룰 綜合' 

하여 보면 다옴과 같다。

① Se 과 CdS 을 ri~V；＞ 의 各種比率로 混 金 

하여 500'C 에 燒或한것을 彩料로 하고 이 耘 

料를 台釉의 20彩가 되도톡 台釉에 配合■하여 

戡製殷上에 燒付•하여 본 結果 86/CdS 의 値가

인 彩料를 썼을때 가 赤色發色을하며瞞38 

외 値가 n•보다 크면 漸次帶紫色.化하는 傾向 

이 있으며 그뵤다 작아지먄 漸次: 帶黃色化하 

는 傾向이 있다。.그라고 彩料로서는 燒成하여 

서 오는것이 燒成하지 아나하고 쓰는것 보다

褚果가 優秀하다。

® 台釉애 對한 彩料외 隗合率풀 10%~33 

%로하여 台釉에 對한 物料의 配合率에 依한 

彩色料외 燒付後외 무色變動을 檢討하여 본 

結果 配合率이 20%~25% 일때 문色•이 가장 

明朗하고 配合率이 그보다 크만 클수록.' 呈色/ 

은 濃化하나 光澤이 낮아지며 若干 帶紫性化. 

하傾向이 있L다。配合率이 二보다 奇으면 

작을수록 呈色，이 淡化하는 同時예 淡紅色化하 

는 傾向이 只다6 —

® 瞞CdS 의 值가.*인 彩群이 易하여费 

料의 燒成溫度를 WC-800'C 의 各溫度쿠-하 

여 얻은 物斗를 配合率이 20%. 25%가 되도 

록 台袖에 配金하여 彩色料를，唆들어 ■恒付實 

驗을-함으로써 官料의 燒成溫度에 依한 星色 

變動을 調査하여 본 結果 燒成溫废가. 낮을수 

록 모色이 帶黃色化하며 燒成溫度가 높을수톡 

모色은 蒂紫色化하며 蟆成減量, 色相等으로 보 

아 燒成溫度는 50）、C~6•허FC 가 谐當하다。

® 燒付溫度는 7：WC~7S0C 가 適當하다。 

以上의 모色傾向으로 보아 &.GIS 외 値가 

%~七 인 彩料를 5WC-650 C 에 燒成하고 配 

合率이 20佑〜25著가 되도록 台釉에 配合■하여 

彩色料를 製造하면 任意의 赤色系読의 彩色■料 

툴 얻을수 았을것이다。

CJ0Sf»I 눌大學校• 工科大學 化후工學科） G282. 10. 15픗理）

和硫促進劑에關한研究 （第一報） Diphenyl Guanidine의合成

李 升 基

總 S

1） 各種金夢化金物로「Diphenyl Thioureaj 

률脱硫하여 其晚硫能力을 比較하였다。

2） 不純副生物을 檢出確認하였다。

3） 「Diphenyl Guanjdine」의 生成機構网箱 

해서 新考察을하였다。

緖 &
生고부이 硫化促進劑의數吕 大端히많으나 

营日 널 리便用되고있는것은 極限되고있다。

所謂 “M” 나 “D^라면 고무工業에從事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잘알만치 덜리使用되고있다。 

李 昌 W

우리는 昨年初부터 僦衅그무扱會의 後援과 

依囑으로 朝鲜에서 가장많이使用되고인는'' 

와 “D”의工実化硏究에 菖手하였더 것 이다, 

半般著者奪은「Diphenyl Guanidine」合成에 

있어서 反應系에 「醋酸암온」爸 添如함。旦써 

收量과品質의 向上을期하고 또工業化硏究에成 

功하였。-므 W 報告하沽바이 다C

本來「Diphenyl Gnaniduie〈此後 ；： D.P.G 라 

고記함"익 合成은 12卜年에 HnflPn'ann Ann. 56. 

244, 1848）専에依하여「Aniline」과「Cyanogen 

Chloride」의 作用으로써 合成한것을始初로 其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