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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ur kinds of clays from Sinyewon mine which is located in Chungchoungnam-Do district and two 

kinds of Japanese clays (Gairome, Kibushi) were selected and studied on the fundamental properties of 

these clays and those which are refined by the elutriation method. Chemical analysis, grading analysis 

such as refractoriness, specific gravity, color, fired color and plasticity, particle size distribution, various 

thermal tests, X-ray diffraction analysis and electron microscopic survey were carried out on these 

clays. The comparison of domestic clays with Japanese clays was made.

1. In chemical composition and physical properties, these four kinds of Sinyewon 시ays are almost 

similar to each other and also to Gairome and Kibushi clays. In refractoriness, Gairome and 

Kibushi clays have relatively high value such as SK 34 and 35, while Sinyewon clays have the 

value of about SK 32. Especially Sinyewon clay B has the low refractoriness (SK 18) and 

plasticity. Refined clays have the tendency of somewhat higher value than crude ones in 

refractoriness.
2. When burnt up to 900°C, the coefficients of contraction of Sinyewon clays were under 1. 5%, 

Gairome under 1. 3%, Kibushi under 3. 0%. Only Sinyewon 시ay B showed expansion (1. 0%) 

instead of contraction.

3， X-ray diffraction analysis and electron micrography showed that all of four Sinyewon clay으 and two 
Japanese clays are mainly composed of poorly crystallized kaolin, containing small amount of 

halloysite, sericite and considerable amount of quartz and feldspar. Sinyewon clay B contains 

especially large amount of quartz and feldspar. In general, it has been found out that the refined 

clays were free from large amount of iron oxide, quartz and feldspar.

序 論

忠南 新禮院產 粘土는 그 品質이 日產 蛙目이나 木 

節粘土와 比肩할 만큼 優秀하다고 하여, 現在 國內 여 

러 窯業工場에 서 도 陶磁器나 타일 또는 耐火物 등의 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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料로 많이 使用되고 있다.

그러 나 新禮院粘土의 物理的, 化學的 또는 熟的 性質 

등에 관하여는 아직 基礎的으로 究明된 바 充分하지 못 

하다. 이에 鑑하여 著者들은 新禮院粘土에 대한 利用 

面의 擴大와 品質改良을 目的으로, 層이 서로 다른 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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種의 粘土를 試料로 택하여 粒度, 化學組成, 耐火度, 

比重, 色相, 燒成色相 및 可塑性 등에 대해 調査하고, 

加熱重量變化 및 熱膨脹收縮 등의 熱的 性質과 X線 回 

折分析 및 電子顯微鏡的 觀察을 통하여 試驗하고 이들 

의 結果를 蛙目 및 木節粘土와 比較檢討하였다.

I.試 料

1.粘土原鑛

30kg 의 原料를 取해 ball mill 로 30時間 濕式粉碎 

한 후 filter press 에 通過시 켜 脫水된 겻을 다시 乾燥 

시켜 粘土原鑛의 試料로 하였다. 이 때 原料, 球, 물의 

比는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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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精製粘土

1에서 와 같이 調整한 原鑛을 i.2ml/sec 의 流速으로 

Sch6ne 水簸裝置에 의 해 分級精製한 試料를 精製粘土 

試料로 使用했다. 粒子는 대개 5“ 以內 이었다.

I.粒度分布

L 粘土原鑛의 粘度分布

110°C 에서 乾燥된 試料 10g 을 取해 蒸溜水로 10% 

分散液을 만들어 24 時問 放置한 뒤 잘 攪拌하고 解膠 

劑로써 sodium hexameta phosphate (0. 003mol/Z)를 가 

해 다시 攪拌한 뒤 島津製 自動粒度測定器에 의해 粒 

度를 測定하였다. 그 結果는 Fig. 1—1 과 같다.

2. 精製粘土의 粒度分布

水簸에 의해 精製한 原料를 島津製 自動粒度測定器 

에 의해 粒度測定을 하였다.

그 結果는 Fig. 1-2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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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Crude Sinyewon, Fig. 12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Refined Sinye- 
Gairome & Kibushi Clays won, Gairome, Kibushi Cl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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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化學的，物理的性質
한 化學組成, 耐火度, 比重, 色相 및 燒成色相과 可塑 

性을 測定하였다. 그 結果는 Table. 1 에 表示한 바와 

新禮院粘土와 蛙目, 木飯粘土의 原鑛과 精製物에 對 같다.

Table 1 Chemical and physical properties of Sinyewon Gairome, Kibushi clays

\
Ig. loss 
(%)

Si09 
(%)

AI2O3 
(%)

F*O：3 
(%)

CaO
(%)

WO 
(%)

! k2o
i (%)
i

Na2O 
(%)

Sp.
Gr.

SK
(No)

Whiteness*
Color Fired

Color

Value 
of ** 

plas
ticitywhite Yell

ow

Crude A 9. 66 53. 70 30. 48 3. 25 0. 54 0. 51 1.81 — 2. 63 30 67 23
greeni

sh 
yellow

Pale 
orange 41.0

Refined A 10. 86 49. 82 33. 47 3. 15 0. 50 0. 47 0.14 — 2. 63 31 61 28 it n 30
Crude B 3.14 70. 32 12. 04 2. 80 0. 24 0. 53 10. 83 一 2. 62 18 81 10 white white 31
Refined B 4. 08 69. 73 17. 75 1.11 0.14 0.15 7. 57 — 2. 62 20 85 15 if 11 26.5

Crude C 9. 64 51. 63 28.11 2.17 0. 73 0. 58 1.98 4. 00 2. 65 32 76 12 Pale 
yellow

light
pink 37

Refined C 10.12 50. 56 32. 00 2. 00 0. 56 0. 44 0. 68 3. 50 2. 65 32 74 20 // if 29

Crude D 9. 25 50.04 28. 54 3. 58 0. 67 0.18 4. 69 — 2. 62 31 47 57 light
grey

orange 34

Refined D 9. 78 51. 78 29.14 3. 40 0. 65 0. 08 4. 45 — 2. 62 31 29 42 ft 〃 30.5
Crude 
Gairome 12. 22 50.26 34.14 1. 78 0.15 0. 63 0. 79 — 2. 58 35 69 15 light 

yellow white 31

Refined
Gairome 12. 31 49. 97 34. 71 1.84 0. 05 0. 41 0. 60 — 2. 59 35 63 17 it H 32.5

Crucle- 
Kibushi 12. 80 49. 96 34. 04 1. 53 0. 58 0. 32 0. 20 0.40 2.60 34 —— — Dark 

Brown U 35

Refined-
Kibushi 13. 41 49. 72 34・ 67 1. 33 0. 52 0. 24 —— — 2. 67 34 —— — // 〃 34

The result of whitness test were accomplished by the Davis Bruning Colorimeter.

'The value of plasticity were accomplished by the Pfe任erkern method.

實驗 및 測定結果

新禮院粘土 四種은 모두 化學組成이 나 다른 性質들 

이 서로 비 슷하나, 蛙目, 木節粘土 보다 silica 가 많고 

alumina 는 적으며 alkali 가 많아 耐火度가 훨씬 낮은 

데, 그 中에 粘土 B 가 특히 顯著하며 , 可塑性⑴도 다 

른 粘土들에 比해 훨씬 적다. 原鑛과 精製物의 差異를 

살펴보면, 粘土 A와 日의 精製物에서는 耐火度가 높 

아졌으며, 木節粘土精製物의 比重이 原鑛보다 커졌음 

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原鑛中에 多量으로 含有되 었 

던 炭化木片의 除去에 起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IL熱的性質

1.加熱重量變化

裝置 및 實驗 ; Stanton 製 thermobalance 에 의 해 

200°C/hr의 加熱速度로 粘土原鑛과 精製物에 대한 加 

熱重量變化曲線 즉 Dehydration Curve 를 實驗하였다.

그 結果는 Fig. 2-1, 2-2와 같다.

實驗結果 ; 新禮院粘土 日를 除外한 모든 粘土들은 

서 로 비 슷한 Dehydration Curve 를 보인 다. 즉 100° C 

附近에서 吸着水의 放出로 인한 減量을 볼 수 있으며, 

500-550°C 附近에서의 結晶水逸脫로 因한 顯著한 減 

量을 볼 수 있는 것이 Ka이in 質粘土의 Dehydraton 

Curve⑵，⑶와 類似하고 粘土 B 에 있어서는 加熱에 의한 

總減量이 4%程度 되는 것이 特異한데 이것은 不純物 

인 Quartz 나 Feldspar 의 多量含有⑷로 인한 것으로 생 

각된다. 일반적으로 精製物의 減量이 原鑛 보다 적을 

뿐 脫水溫度에는 變化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2.加熱膨服收縮

裝置 및 實驗 ;押棒式 熱膨脹收縮測定計에 의해 3〜 

5°C/min. 의 加熱速度로 粘土原鑛과 精製物의 生素地 

에 대 해 50°C 間隔으로 900°C 까지의 膨脹收縮率을 測 

定했다. 그 結果는 Fig. 32, 3-2 와 같다.

責驗結果 ; 新禮院粘土 B 를 除外한 모든 粘土들의 

Thermal Expansion Curve 는 서 로 類似한 모양의 Curve 

이 다. 즉 50~100°C 附近에서 吸着水放出로 인한 若干 

의 收縮을 볼 수 있고 550°C 附近에서 構造水脫出로 

인한 急激한 收縮을 일으킴 이 Kaolin 質粘土의 Thermal 

Expansion Curve ⑸와 매우 恰似하다. 그 中 新禮院粘土 

D 의 水簸物과 蛙 目 粘土의 原鑛은 550°C 까지 거의 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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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i 2-1. Thermal Balance Curves of Crude Sin- 
yewon, Gairome & Kibushi Cl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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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Thermal Balance Curves of Refined Sin- 
ye won, Gairome & Kibushi Cl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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線的으로 膨脹하다가 550。C 以後에 비 로소 急激한 收 

縮을 일으키는 것이 특히 Kaolinite 의 Thermal Expa

nsion Curve⑹와 닮은 것을 알 수 있으며, 新禮院粘土 

日 에 있어서는 收縮이 전혀 없이 650°C 까지 거의 直 

線的으로 膨脹함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Kaolin質 粘 

土에 多量의 Quartz 와 Feldspar 의 不統物의 混入⑺으 

로 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V. X-線回折分析

裝置 및 實驗 ; X- 線製置로는 Norelco（North Ame

rican Philips Co. ） Diffractometer 를 使用하여 新禮院 

粘土와 蛙目, 木節粘土의 原鑛 및 精製物 그리고 550° C 

에 서 2時間 熱處理한 粘土의 200mesh 通過物에 대 하 

여 Diffraction pattern intensity 의 變化틀 調査하였다. 

그 結果는 Fig, 4-1, Fig. 4-2 와 같다.

實驗結果 ; 新禮院粘土 四種과 蛙目, 木節粘土의 原 

鑛과 精製物에서 Kaolin group 의 peak ⑻라고 볼수 있 

는 d. V교hie, 7.15A, 4- 5〜3. 6 A, 2. 56〜2. 34A-2] p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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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共通的으로 發見할 수 있으며, Sericite peak⑼라 

고 생 각되 는 9.96A, 4.47A과 2.55A의 peak （2M. 

Muscovite） 와 Feldspar 의 主 peak “°）인 3. 24A•의 peak, 

그리 고 Quartz（H）를 나타내 는 3・ 34丄 4. 25X의 peak 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들 粘土들의 550° C 熱處理物의 Diffraction pattern 
에 있어 서는 Kaolin 의 主 pe갔k 인 7.15入과 3. oA（Fig. 

4・1, 2 에서 I 표로 表示된 部分）의 peak 가 完全히 消失 

됨（⑵,（⑶을 보아, 이것은 Kaolin group 中에서 Dickite 

가 아님 을 알 수 있는데 이 것은 Kaolinite 나 Halloysite 

（M）,（的가 530°C 附近에서 結晶水를 잃고 Amorphous 로 

됨 을 意味하며 Dehydration curve 와도 잘 一致하는 

것이며, Quartz 와 Sericite, Feldspar 의 peak 는 그대 

로 存在한다. 原鑛과 精製物의 X-ray Diffraction peak 

를 比較해 보면, A,C,D, 蛙目, 木節粘土에서는 Quartz 

의 減少가 적 은데 比해 粘土 B 에서 는 Feldspar 와 

Quartz 가 더 많이 減少되 었음이 Diffraction peak 3. 24A 
과 4.26R에서 各各 뚜렸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Cu k,, Ni Filter. 35KV. 15mA

Fig. 4-1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Crude Sinyewon, Gairome & Kibushi Cl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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院粘土 四種과 蛙目, 木節粘土 및 그 水簸物에 

檢鏡했다.

Cu ka. Ni Filter. 35KV. 15mA

Fig. 4-2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Refined Sinyewon, Gairome & Kibuslii Clays

M.電子顯微鏡觀察

裝置 및 實驗'⑹; Hitachi Electron Microscope HS-6

type 와 Hitachi Vaccum Evaporator 使用하여 新醴

대홍］■여

Fig. 5-1 Electron micrograph of crude Sinyewon 
Clay A

Fig. 5-2 Electron micrograph of retined Sinyewon 
Clay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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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3 Electron micrograph of crude Singewon 
Clay B.

Fig. 5-4 Elettron miergragh of refined Sinyewon
Clay B.

Fig. 5-5 Electron micrograph of crude Sinyeuwon 
Clay C.

Fig. 5-6 Electron micrograph of refined Sinyewon 
Clay C.

實驗 結果 ； 新禮院粘土 A,B,C,D 四種과 蛙目, 木 

節粘土 모두 結晶形態가 明確하지 못하여 判斷이 甚히 

困難하나, 六角에 가까운 板狀結晶, 薄雲狀의 集合體, 

그리 고 管狀結晶으로 構成된 Kaolin 質 粘土/m，3〉, aa 

라고 生覺된다. 그 中 A, C, D 는 結晶의 形態가 매우 

恰似하며 粘土 C 와 木節粘土의 結晶이 많이 닮은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蛙目 粘土에는 結晶길이가 L" 以上 

되는 管狀結晶도 많이 섞여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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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7 Electron micrograph of crude Sinyewon 
Clay D.

Fig. 5-8 Electron micrograph refined Sinyewon 
Clay D.

Fig. 5~9 Electron micrograph of crude Gairome Clay. Fig. 5-10 Electron micrograph of refined Gairome 
Clay.

結 論

以上의 여러가지 實驗給果를 즉 粒度, 化學組成 및 

耐火度，比重，色相，燒成色相，可塑性，熱的性質，X 

線回折分析 및 電子顯微鏡觀察 등의 結果들을 綜合해 보 

면, 新禮院粘土中 A,C,D. 는 여 러 가지 性質들이 서 로 

비슷하고, 日產 蛙目, 木節粘土와도 相當히 恰似한데, 

다만 新禮院粘土는 alkali 含有量이 多少 많아 耐火度 

가낮을 뿐, 모든熱的性質도優秀하며, 粘力좋고結晶 

度가 낮은 板狀 Kaolin 을 主體로 하며 少量의 Halloy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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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2. Electron micrograph of refined 
Kibushi Clay.

Fig. 5-11 Electron micrograph of crude Kibushi Clay.

와 Sericite 그리 고 相當한 量의 Quartz 와 Feldspar 를 

不純物로 가진 Kaolin 質粘土라고 말할 수 있 다.

그리고 水簸에 의해 新禮院粘土들을 精製하므로써 

Quartz 와 Feldspar 그리 고 Iron 等의 不純物을 大量 除 

去시 킬 수 있었고, 따라서 耐火度도 높일 수 있었으며, 

그 中 粘土 A 와 C 가 특히 蛙目, 木節粘土에 가까웠고 

粘土 C 의 給晶形態는 木節粘土와 恰似함을 電子顯密 

鏡觀察에 의해 알 수 있었으며, 粘土 B는 粘土分 O] 
적 고 Quartz 와 Feldspar 等의 不純物量이 많아 耐火度 

도 낮았고, 可塑性도 적음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本 硏究遂行에 있어서 硏究方向을 提示하고 

指導鞭撻해 주신 李鍾根博土와 電子顯微镜觀察에 많은 

協助를 해주신 成均舘大學校 原子物理學敎室의 蘇仁永 

先生님께 深甚한 謝意를 表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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