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

     C04B 33/24 (2006.01)

     C04B 33/32 (2006.01)

(11) 공개번호

(43) 공개일자

10-2006-0104458

2006년10월09일

(21) 출원번호 10-2005-0026644

(22) 출원일자 2005년03월30일

(71) 출원인 석재영

서울 마포구 연남동 561-6 지하1층

최종필

경기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강선마을 유원아파트 712동 601호

손준호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 47동 305호

(72) 발명자 석재영

서울 마포구 연남동 561-6 지하1층

최종필

경기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강선마을 유원아파트 712동 601호

손준호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 47동 305호

(74) 대리인 원영호

심사청구 : 없음

(54) 도자기 표면장식 방법 및 이를 이용하여 제조되는 도자기

요약

본 발명은 도자기 표면장식 방법 및 이를 이용하여 제조되는 도자기에 관한 것으로, 특히 도자기 제조를 위한 일정한 형상

으로 기물을 성형하는 제1단계, 상기 성형한 기물을 초벌 소성하는 제2단계, 상기 초벌 소성한 기물 표면의 전부 또는 일부

에 알루미나 분말을 물 또는 유기용매에 개어 만든 코팅제를 바른 후 건조하는 제3단계, 상기 기물의 표면 전부 또는 일부

에 유약을 바른 후 건조하는 제4단계, 상기 제4단계(시유단계) 후의 기물을 재벌 소성하는 제5단계, 상기 재벌소성단계 이

후에 가마 내부로 연기가 인입되도록 하여 3벌 소성하는 제6단계 및 상기 3벌 소성이후에 표면에 굳어진 소결물을 제거하

는 제7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자기 표면장식 방법 및 이를 이용하여 제조되는 도자기에 관한 것으로 이를

통하여 표면에 유약이 제거된 도자기 표면에 패턴을 형성할 수 있으므로 미적 표현을 가지면서도 토기가 가지는 장점을 모

두 살릴 수 있으며, 상기 패턴은 연기에 의한 것으로 숯이 내장된 효과를 가지므로 원적외선 방출, 항균, 탈취, 음이온 발생,

습도조절 등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색인어

도자기, 표면장식,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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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일반적인 도자기의 경우는 표면에 유약층이 이루어져 있으므로 해서 숨쉬는 그릇이 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바, 이에 따라 표면에 유약이 제거된 표면이면서도 그 표면에 패턴을 형성할 수 있으므로 미적 표현을 가지면서도 토기가

가지는 장점을 모두 살릴 수 있으며, 연기로 상기 패턴을 구성하여 도자기의 기공내에 연기의 연이 내장되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숯이 내장된 효과를 가지므로 원적외선 방출, 항균, 탈취, 음이온 발생, 습도조절 등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도자

기 표면장식 방법 및 이를 이용하여 제조되는 도자기에 관한 것이다.

종래에 초벌소성한 도자기에 대하여 연기를 이용하여 이를 착색하는 방법이 적용되어왔다. 이러한 착색 방법은 주로 톱밥

의 불완전 연소를 이용한 것으로 톱밥의 불완전 연소에 따라 발생하는 연기가 유약의 시유가 없는 초벌 소성된 기물의 기

공에 인입되어 착색되는 것으로 상기 연기 또는 연의 유입에 의하여 기공내에 탄소층이 형성되고, 유입의 정도에 따라 일

정정도 무늬형상을 얻을 수 있으나, 검정색만으로 색상이 표현되기 때문에 타일제작에 있어서는 사용할 수가 없었고 기타

의 도자기에도 폭 넓게 활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유약을 바르는 부위를 조절하는 것에 의해서만 무늬를 형성할

수 있을 뿐이고, 초벌 소성부위가 노출되는 부위에 대해서는 연기가 착색되는 부위와 아닌 부위를 구분하여 계획된 도안에

따라 연기가 들어가 착색되는 무늬를 형성하거나 제어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타일의 경우에는 생활공간의 벽면을 구성하는 자재이므로 생활공간을 쾌적하게 꾸며 주는데 있어서 검정이라는 색

상은 어둡고 침울한 분위기를 주기 때문에 상기 불완전 연소에 의한 연기를 이용하여 연을 입힌 타일은 유약을 시유하고

재벌소성을 하지 않으면 어두운 부분이 너무 많아 사용하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따라서 유약을 사용하지 않거나, 이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주로 흙을 사용하여 도자기, 특히 타일을 제작하여 흙이 가지는

자연고유의 효과, 즉 습도조절과 음이온 발생, 원적외선 방출 등의 효과를 얻으면서, 도시의 기계적이고 인위적인 환경에

자연 그대로의 느낌을 부여함으로써 인간의 정서를 따뜻하게 하고 안정감을 줄 수 있으면서도 검정 색상의 어둡고 침울한

분위기를 개선할 수 있는 도자기 특히, 타일의 제조방법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특히, 이와 같은 무늬의 주재료를 연기(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내용물이 탄소체이므로 기존의 숯과 동일

한 항균, 탈취 효과를 가지는 효과를 가지므로 이와 같은 도자기 특히, 타일의 제조방법이 개발될 경우 그 효과는 실로 크

다 하겠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와 같은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본 발명은 유약이 제거된 표면을 가지고, 그 표면에 탄소체로 이루어진 패

턴을 형성할 수 있으므로 미적 표현을 가지면서도 토기가 가지는 장점을 모두 살릴 수 있으며, 연기의 연이 내장되어 숯을

내장된 효과를 가지도록 하는 도자기 표면장식 방법 및 이를 이용하여 제조되는 도자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도자기 제조를 위한 일정한 형상으로 기물을 성형하는 제1단계;

상기 성형한 기물을 초벌 소성하는 제2단계;

상기 초벌 소성한 기물 표면의 전부 또는 일부에 알루미나 분말을 물 또는 유기용매에 개어 만든 코팅제를 바른 후 건조하

는 제3단계;

상기 기물의 표면 전부 또는 일부에 유약을 바른 후 건조하는 제4단계;

상기 제4단계 후의 기물을 재벌 소성하는 제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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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재벌소성단계 이후에 가마 내부로 연기가 인입되도록 하여 3벌 소성하는 제6단계; 및

상기 3벌 소성이후에 표면에 굳어진 소결물을 제거하는 제7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자기 표면장식 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도자기 표면장식 방법에 의하여 제조되는 도자기를 제공한다.

이하 본 발명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본 발명은 도자기 표면장식 방법에 관한 것으로 도자기 제조를 위한 일정한 형상으로 기물을 성형하는 제1단계, 상기 성형

한 기물을 초벌 소성하는 제2단계, 상기 초벌 소성한 기물 표면의 전부 또는 일부에 알루미나 분말을 물 또는 유기용매에

개어 만든 코팅제를 바른 후 건조하는 제3단계, 상기 기물의 표면 전부 또는 일부에 유약을 바른 후 건조하는 제4단계, 상

기 제4단계(시유단계) 후의 기물을 재벌 소성하는 제5단계, 상기 재벌소성단계 이후에 가마 내부로 연기가 인입되도록 하

여 3벌 소성하는 제6단계 및 상기 3벌 소성이후에 표면에 굳어진 소결물을 제거하는 제7단계를 포함하는 구성을 가진다.

즉, 상기 도자기는 흙을 가마에 구워 제조하는 세라믹제를 통칭하는 것으로 다양한 형상 및 용도를 모두 포함한다. 즉, 이

에는 타일류, 식기류, 다기류, 그릇류, 장식품류, 공예품 도자기류, 욕조, 변기, 세면기, 기타 다양한 형태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도자기 제조방법에서 공지된 방법이 필요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제1단계는 도자기 제조를 위한 일정한 형상으로 기물을 형성하는 단계로서 제조자가 제조하고자 하는 일정한 형상

을 흙을 빚어 제조하는 것으로 공지의 다양한 기물성형방법이 이에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는 물레성형, 주입성형, 압출성

형, 압착성형 등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 사용되어지는 흙은 공지의 다양한 조성을 가지는 흙을 사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며, 원적외선 방출, 항균, 탈취 기능을 가지는 맥반석, 옥 등의 기능성 세라믹 분말을 더 포함하도록 하여 상기 기능

성을 도자기의 기지 자체에 가지도록 제조할 수도 있다.

상기의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기물은 공지의 방법에 따라 1차 소성인 초벌 소성을 실시하는 제2단계를 거치게 된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 상기 초벌 소성 전에 광택제를 일정용매에 풀어 코팅한 이후에 이를 문질러 표면에 광택이 발생하도록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즉, 본 발명의 표면장식 방법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소결물을 제거하는 제7단계를 거치게

되면, 도자기의 표면은 초벌 소성된 기물의 표면이 노출되므로 이 경우에 초벌 소성된 기물의 표면에서 유약을 도포하여

소결한 것과 유사한 광택이 발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단계를 초벌 소성전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와 같은 광택이 발생하도록 하는 광택제에는 도예분야에서 통상 사용되는 공지의 볼 클레이(Ball Clay)가 사용될 수

있으며, 상기 볼 클레이 (Ball Clay)의 대표적인 예로는 켄터키 볼 클레이 (Kentucky Ball Clay) #4를 들 수 있다. 즉, 제1

단계에서 성형된 기물이 거의 건조되어 갈 때 기물표면에 이와 같은 볼 클레이를 물 또는 유기 용매와 같은 일정용매에 풀

어서(개어서), 바르거나 스프레이 분사하여 코팅한 후에 이를 융 등으로 문질러서 광택이 발생하도록 한다. 이 공정에서 내

주는 광택은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유약을 바르지 않아도 완성된 후에도 나타나며, 유약을 바르지 않아도 유약을 바른 듯

한 광택효과를 준다.

또한 상기 볼 클레이 광택 코팅제의 제조시에 다양한 색상의 안료를 첨가하면 다양한 색상을 가지는 광택을 만들 수 있으

며, 하나의 기물에 대하여 여러 가지 색의 광택 코팅제를 사용함으로써 부분적으로 다양한 색상을 나타내는 화려한 광택을

가지도록 할 수도 있다.

이외에 상기 광택 코팅제의 코팅은 기물표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완성된 도자기의

표면중에서 광택 코팅제 처리가 되지 않은 부분은 무광택의 표면을 가질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광택층의 형성은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광택 및 색상을 부여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수분차단 효과

도 가지므로 상기 제7단계에서 소결물을 제거하는 경우에 소결물의 제거가 용이하도록 하는 효과도 있다.

제2단계의 초벌 소성이 완성된 후의 공정으로, 일반적인 도자기 제작에 있어서는 유약을 표면에 바르는 시유작업이 이루

어지는데, 유약을 바른 후 재벌소성을 하면 유약이 고온에서 녹으면서 기물의 표면과 결합하여 밀착되는 구조를 가지게 된

다. 그러나 본 발명의 경우는 상기 유약을 연기를 차단하는 차단막으로 사용하므로 표면장식을 위한 매개체로서만 사용하

게 된다. 따라서 재벌 소성한 후에 제7단계에서 기물로부터 유약층을 분리시켜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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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유약이 기물의 표면에 부착되지 않고, 분리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온에서 반응성이 낮으며, 녹는점이

높은 격리층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이러한 격리층을 형성하기 위하여 상기 초벌 소성한 기물 표면의 전부 또

는 일부에 알루미나 분말을 물 또는 유기용매에 개어 만든 코팅제를 바른 후 건조하는 제3단계를 거치게 된다. 즉, 알루미

나는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고온에서 매우 안정한 물질이므로 유약과 기물의 표면이 결합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수행

하므로 이를 도포하도록 한다. 알루미나 분말이 기물의 표면에 잘 붙도록 하기 위해서 이를 물 또는 알코올 등의 유기용매

에 푼 다음에 분사, 도포, 침지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물의 표면에 발라준다. 상기 코팅제의 농도는 다양한 범위의 값을 가

질 수 있으며, 바람직하게는 도포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농도이면 충분하다.

상기 코팅제의 코팅영역은 유약을 제거하고자 하는 면에만 도포하면 되므로 도자기의 디자인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에 코

팅할 수 있으며, 전면에 코팅한 경우는 유약은 전체면에 대하여 제거되며, 일부면에 코팅한 경우는 유약은 코팅제를 도포

한 부분에서만 제거가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상기 코팅제의 코팅은 반드시 상기 광택 코팅제의 도포 부분과 일

치할 필요는 없으며, 디자인의 필요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일치하거나, 완전히 일치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상기 기물의 표면 전부 또는 일부에 유약을 바른 후 건조하는 제4단계가 수행되며, 이 단계에서 상기 유약은 반

드시 코팅제가 발린 기물의 표면의 전부 또는 일부에만 도포되는 것은 아니며, 코팅제와 무관하게 기물 표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도포될 수 있다. 따라서 코팅제가 코팅되지 않은 부분의 유약은 재벌소성에서 기물의 표면과 결합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결합이 일어나지 않아 제7단계에서 제거가 이루어지며, 이 부분에는 연기의 인입이 가능해진다.

상기 시유단계에서 사용되어지는 유약은 형성하고자 하는 무늬에 따라서 소성시에 기물과 수축률이 유사한 유약 또는 일

정한 차이를 가지는 유약을 사용할 수 있다. 즉, 상기 알루미나 코팅층은 유약이 기물의 표면에 결합하는 것을 막으므로 유

약이 재벌 소성중에 녹는다 하더라도 기물과 결합하지 못하며, 유약은 단지 알루미나 코팅층에 얹혀져 있는 상태가 된다.

따라서 재벌 소성 중에 상기 유약은, 1) 수축률이 기물과 다른 경우에는 자체적인 화학작용으로 수축되어 균열이 발생하게

되며, 이와 같은 수축률 차이에 따른 균열발생을 이용하여 균열효과의 표면장식을 나타낼 수 있다. 즉, 균열현상처럼 보이

는 유기적인 선들은 유약의 수축작용을 조절함으로써 선으로 표현되는 흑색의 강약과 선들의 밀도 등을 조절할 수 있다.

유약은 용융점에 이르면서 수축되어가는 화학작용을 가지는데 일반적으로 도자기는 유약과 흙의 수축작용을 조절하면서

제작되기 때문에 균열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면서 기물의 표면에 밀착되지만, 본 발명의 경우는 역으로 유약의 수축작용을

이용하여 유약의 균열사이로 불완전 연소시 발생하는 연기를 침투시켜 무늬를 표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축률이 큰 유약

을 이용할수록 균열이 많이 발생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고, 유약의 두께를 두껍게 입힘으로써 수축이 많아지도록 유도

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기물에 도포된 유약의 수축률 및 양에 따라서 전체적인 균열정도를 인위적으로 조

절할 수 있다. 또한, 만약 제5단계의 재벌소성의 온도가 재벌 소성중에 유약이 끓어오르는 온도인 경우에는 유약의 끓음

현상에 의하여 곳곳에 작은 구멍이 형성되게 되는데 이를 통하여 화선지 위에 먹물로 표현한 미세한 농담을 가지는 점과

같은 표현을 나타낼 수 있다.

또한, 2) 수축률이 기물과 유사한 경우에는 균열의 발생이 없이 유약이 소결되게 되며, 만약 제5단계의 재벌소성의 온도가

재벌 소성중에 유약이 끓어오르는 온도인 경우에는 유약의 끓음 현상에 의하여 곳곳에 작은 구멍이 형성되게 되며, 이를

통하여 화선지 위에 먹물로 표현한 미세한 농담을 가지는 점과 같은 표현을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상기 균열이나 끓음이 발생한 경우는 유약층에 틈이 발생한 것이므로 제6단계에서 연기가 이들 틈을 인입되어 균

열, 점, 또는 원 등의 패턴을 형성하도록 하며, 이는 기물의 두께 방향으로 상당한 깊이만큼, 대략 2/3정도로 연이 침투되게

된다. 반면에 균열이 없는 경우는 연기의 인입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패턴의 형성을 막게 된다.

상기 제4단계의 시유단계에 추가하여 상기 유약을 바른 후에 점, 선, 면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일정 형태로 유약

을 긁어내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상기 긁어낸 부분에 연기의 인입이 가능하여 패턴을 형성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수축률 차이가 큰 유약을 사용하는 경우는 균열과 상기 패턴이 같이 발생할 수 있

으며, 수축률이 유사한 경우는 균열 없이 상기 긁어낸 패턴에 따라 연기의 인입이 이루어져 패턴을 형성할 수 있다. 상기

점의 경우는 송곳 등과 같은 도구로 점을 찍어주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화선지 위에 먹물로 표현한 미세한

농담을 가지는 점과 같은 표현을 나타낼 수 있으며, 선의 경우는 유약을 시유한 후에 송곳 등의 도구를 가지고 원하는 디자

인대로 유약을 긁어내면 되고 이를 통하여 선형 패턴을 형성할 수 있으며, 면의 경우는 유약을 벗겨내는 방법 또는 정해진

면을 제외한 부분만을 유약을 입히는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면상 패턴을 형성할 수 있다.

상기 유약의 도포 및 건조 이후에 통상의 방법으로 재벌소성을 실시하며, 상기 재벌 소성단계 이후에 가마내부에 연기가

인입이 되도록 하여 3벌 소성을 진행한다. 상기 3벌 소성은 재벌 소성이후에 가마를 완전히 식힌 후 또는 별도의 다른 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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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물을 이동하여 별도의 분리된 공정으로 진행할 수도 있으며, 바람직하게는 제5단계의 재벌소성에 연이어 동일한 가

마에서 바로 연기를 인입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이를 통하여 가마를 옮기거나 재가열하는 등의 불필요한 작업을 없앨

수 있으므로 생산성을 높이고, 제조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예로는 일반적인 도자기 제조시의 재벌소성 온도가 1300 ℃ 내외이고, 이와 같은 온도에서 재벌

소성을 한 후에 900 내지 1100 ℃, 바람직하게는 1000 ℃ 내외의 온도에서 가마에 톱밥을 여분의 공간이 없도록 가득 채

우고 가마의 문을 닫아 공기가 차단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가마안에 투입된 톱밥은 불완전연소가

장시간에 걸쳐 일어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불완전 연소과정에서 발생한 연기가 유약층의 균열 내지 틈사이로 침투하여 먹

물과 같은 미세한 농담의 효과를 가지며 표현되게 된다.

이상의 공정을 거친 기물은 소성이후에 표면에 굳어진 소결물을 제거하는 제7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상기 제거되는 소결물

은 알루미나와 상기 알루미나층위의 유약으로 한정된다. 나머지는 부분은 유약과 기물의 표면이 완전히 결합하여 제거되

지 않는다. 상기 제거를 위해서는 기물에 물을 부어가며 제거하거나, 물에 불린 후에 이를 제거하는 것이 제거작업을 용이

하게 하고, 깨끗한 표면을 얻기 위하여 바람직하다.

이상의 방법으로 표면의 소결물의 제거하면 균열, 틈 또는 개방면이 있는 부분만 연기가 침투하여 무늬가 나타나고, 알루

미나 도포층임에도 불구하고 유약층에 틈이 없는 부분은 초벌 기물의 표면이나 이에 광택을 가지는 표면이 나타나며, 유약

이 결합한 부분은 유약면이 그대로 보존되는 구성을 가지게 된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은 도자기 표면장식 방법에 의하여 제조되는 도자기를 제공하는 바, 이에는 타일류, 식

기류, 다기류, 그릇류, 장식품류, 공예품 도자기류, 욕조, 변기, 세면기, 기타 다양한 형태를 모두 포함하며, 바람직하게는

타일, 식기, 다기, 공예품도자기가 적용하기에 좋다.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은 본 발명의 도자기 표면장식 방법 및 이를 이용한 도자기에 따르면 표면에 유약이 아닌 이를 제거한 초벌 소성

후의 숨쉬는 도자기 표면을 가지고, 그 표면에 톱밥 등의 불완전 연소에 따라 발생하는 연기(연)를 이용하여 탄소체로 이루

어진 패턴을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유자재로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초벌 소성후의 숨쉬는 도자기 표면에 따라 원적외선방출, 음이온 발생, 습도 조절 등의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연을

통한 패턴 형성에 따라 가지는 숯내장 효과를 통하여 음이온 발생, 항균, 탈취, 원적외선 발생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다.

특히, 실내공간의 내부 마감재로 사용되는 타일의 경우는 생활공간인 내부공간의 벽면을 구성하는 자재이므로 생활공간을

쾌적하게 꾸며 주는데 있어서 검정이라는 색상은 어둡고 침울한 분위기를 주기 때문에 패턴을 형성하지 못하는 불완전 연

소에 의한 연기를 이용하여 연을 입힌 타일은 유약을 시유하고 재벌소성을 하지 않으면 어두운 부분이 너무 많아 사용하기

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져 왔는데 본 발명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자유로운 패턴 형성이 가능하도록 하여 이를

이용한 타일제작이 용이하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본 발명은 전술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하기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사상 및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기술분야의 당업자가 다양하게 수정 및 변경시킨 것 또한

본 발명의 범위 내에 포함됨은 물론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도자기 제조를 위한 일정한 형상으로 기물을 성형하는 제1단계;

상기 성형한 기물을 초벌 소성하는 제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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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초벌 소성한 기물 표면의 전부 또는 일부에 알루미나 분말을 물 또는 유기용매에 개어 만든 코팅제를 바른 후 건조하

는 제3단계;

상기 기물의 표면 전부 또는 일부에 유약을 바른 후 건조하는 제4단계;

상기 제4단계 후의 기물을 재벌 소성하는 제5단계;

상기 재벌소성단계 이후에 가마 내부로 연기가 인입되도록 하여 3벌 소성하는 제6단계; 및

상기 3벌 소성이후에 표면에 굳어진 소결물을 제거하는 제7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자기 표면장식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단계와 제2단계사이에 광택제를 일정용매에 풀어 기물표면의 전부 또는 일부에 코팅한 이후에 이를 문질러 표면

에 광택이 발생하도록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자기 표면장식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광택제는 볼 클레이(Ball Clay) 또는 볼 클레이에 안료를 더 포함하는 것이고, 이를 물에 개어 바르거나 스프레이 분

사하여 코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자기 표면 장식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6단계는 제5단계의 재벌소성에 연이어 동일 가마에 바로 연기를 인입하여 진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자기 표

면 장식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6단계는 900 내지 1100 ℃에서 진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자기 표면 장식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유약을 바른 후에 점, 선, 면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일정 형태로 유약을 긁어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자

기 표면 장식방법.

청구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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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5단계의 재벌소성의 온도는 재벌소성과정 중에 유약이 끓어오르는 온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자기 표면 장식방

법.

청구항 8.

제1항 내지 제7항 중 어느 한 항의 도자기 표면 장식방법으로 제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자기.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도자기는 타일, 식기, 다기, 또는 공예품도자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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