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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유백색 타일의 제조 방법

요약

내용 없음.

명세서

[발명의 명칭]

유백색 타일의 제조 방법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유백색을 나타내는 내외장용 타일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유백색  타일은  안료에만  의존하여  색상을  나타내게  하므로서  타일시공후  색상이  변질하거나 
소성과정에서 균일한 색을 얻기가 어려운 결점이 있었다.

본  발명은  이와같은  종래의  결점을  개량하여  균일한  색감을  나타내고  장기간에도  변질되지  않는 유
백색 타일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발명의 제조방법을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0메쉬  장석(당진산)  36%,  타일소지  90%  및  유약소지  10%와  적량의  색소지를  혼합하여  250㎏/㎠의 
압력으로  성형하여  1250℃에서  소성하면  타일의  표면에  유백색이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서,  이를 더
욱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10메쉬  장석(당진산)  30%,  타일소지조성  60%  [도석(청평산)  14%,  카올린  4%,  장석(여주산)  15%, 장
석(당진산)  10%,  납석(불국사산)  15%,  도석(나주산)  15%,  샤모트  6%,  점토  18%],  유약소지 10%[소다
장석(Feldspar)  38.0%,  ZnO8.6%,  돌마이트  17.1%,  탈크  17.8%,  카올린  6.5%,  쿠아르쯔  12.0%]와 안
료[ZrSiO4 18/100%,  Z-205/yellow  0.2/100%,  P-40/yellow0.5/100%]를  혼합하여  250㎏/㎠의  압력으로 

성형

이와같이 된 본 발명의 작용효과를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공지의  타일소지  조성에  소다장석(Feldspar),  ZnO,  돌마이트,  탈크,  카올린  및  쿠아르쯔는 타일소지
에  접착융제로  작용하면서 ZrSiO4 ,Z-205/yellow,  P-40/yellow와  같이  소성중에서  유백색을  나타내게 

되어  색상이  균일하고  장기간이  경과하여도  대기의  온도나  기후  변화에도  색상이  변화되지  않는 효
과가 있다.

[실시예]

(1) 10메쉬 장석(당진산) 30%,

(2) 타일소지조성 60%

도석(청평산)  14%,  카올린  4%,  장석(여주산)  15%,  장석(당진산)  10%,  납석(불국사산)  15%, 도석(나
주산) 15%, 샤모트 6%, 점토 18%

(3) 유약소지조성 10%

소다장석(Feldspar)  38.0%,  ZnO8.6%,  돌마이트  17.1%,  탈크  17.8%,  카올린  6.5%,  쿠아르쯔  12.0%와 
ZrSiO418/100%, Z-205/yellow 0.2/100%, P-40/yellow 0.5/100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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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공지의  10메쉬  장석(당진산)  30%와  타일소지  60%  및  적량의  색소지  조성으로  유백색타일을  제조함에 
있어서,  소다장석(Feldspar)  38.0%,  ZnO8.6%,  돌마이트  17.1%,  탈크  17.8%,  카올린  6.5%,  쿠아르쯔 
12.0%  및 ZrSiO4 18/100%로  조성된  유액소지  10%를  혼합함을  특징으로  하여  250㎏/㎠의  압력으로 성

형한 후 1250℃에서 소성하여서 되는 유백색 타일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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