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금유소성에관한소고 

章洙弘 / 서울大學校 敎授

I.~그。 A서 1) 
-‘.;..:그 ïT=-ô 

소금구01는 독일의 라인지뱅Rhine뼈)에서 13C>'-'15C 경에 유래 

했cf고 추정된다 정흑F하게 어떤 시람， 어떤 E쩌|에 으해서 소금 

유소성기법이 발건되었는자는 모르나 이 지역이 몇 가지 소금유 

소성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좋은 점 

토와 풍부한 나무와 고온 소성 가머에 대한 지식이다 

일설에 으|하면 라인지방의 한 도공이 불을 때다가 (13AiI71말경에 

이 곳에서는 유리질화 된 석기가 만들어졌대 거의 소성의 미지 

막 닫계에서 연료인 나무가 떨어져 낙심하고 있던 차에 미침 소 

금에 절인 돼지고기나 청어나 S빼추를 넣어둔 상지들을 발견하 

고 그ζ을 연료를 사용하여서 그 결과 앓은 유익떼 생긴 것을 발 

건하게 도|었다 이 유약은 처음에는 뭔가 질못된 ‘õr.자’로 간주되 

었고 소댐l 절인 L뮤가 그 험으|를 받게 되었으나 나중어l는 01 

로부터 새립운 밤건의 가능성을 알게 도없다는 것이다 획씬할 길 

은 없지만 실제의 소성온도에서 나트륨 성분을 포흔h하는 특정한 

나무재에 노출된 흙에서 굉택효과가 나타능블 가능성도 있다 2) 

1) 소금유 소성은 식염유 소성， 소금구이， 소금가마소성， 소금유기법 등 여러 

가지로 혼용된다 소금유를 휘발유(vapour glaze)라고도 하는데 NaCI 이외 

에 아연도 휘발시켜 소지와 반응시켜 착색유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 

게는 휘발유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2) 좋은 점토와 풍부한 나무와 고온소성가마에 대한 지식이라는 세 가지 조 

건은 소금유소성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도자산업에도 중요한 요소이며， 

석기이상의 고온소성 가마에 대한 기술은 이미 동앙에서 더욱 오래전에 발전 

하였는데 한중일 삼국에서 소금유 기법이 성행하지 않은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추측하건데 동앙 삼국에서 소금구이가 발전 혹은 성행하지 않았던 

이유는 소금유의 필요성이 과히 절실하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01미 

중국에서는 漢代에 고화도 경질 토기 석기가 발명되었고 고화도 유약이 발전 

했다. 곧 고화도 장석유이다. 장석유약은 여러 가지 점토에 맞게 여러 가지로 

조합 할 수 있고， 선명하고 확실하게 딱 떨어지는 유약이다 

소금유는 나트륨의 증기가 기물의 표면을 스치고 어루만져서 형성되는 것이 

어서 일반적으로 부드럽고 온화하고 한가마 속의 기물들 전체가 비슷한 돈 

(tone)을 가지고 있다. 초벌을 하지 않고 일회소성으로 끝낼 수 있는 과정 

그 자처|도 소금구이의 소박한 미턱이며 유먼의 부드럽고 수더분함도 소금구 

이의 특징인데 초벌구이를 하고 시유하고 재벌구이를 하는 장석유 석기 소성 

흔택어|서는 옹71에 소금을 친 ‘푸례독’ 이 있는데 조선시대 후반 

기로 추정되며 요즈음도 몇 몇 공g뻐|서 이 같은 방식의 푸례독 

을 만들고 있다 일본에서는 19521년 하마다쇼지가 마시코에 소 

금2매를 설치했다고 하며 備前t勳|서는 O~오비샌휩輔)에 소 

금을 시용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식염정이라 히어 소성이 끝 

나기 전에 창구멍을 소금을 투입하끄 가머를 밀폐시키면 소금의 

작용으로 인해 광택이 있는 정색으로 나타나게 도는 것이다 이 

겉늘에 | 보건데 동S뻐|서의 소금유의 역사와 전개에 관하여도 앞으 

로 보다 갚은 관심과 연구가 있어야겠다 

중세 이래로 도자기 중심지였던 리인지방의 콸를KoI미， 래랜 

(Pære깨 지그부르트{Siegburg)， 버 l스터발트NV없erY\θd) 지역에 

서 소금유 석기가 발전도없고 1밍0년경 맥주에 롬(hop)을 사용 

맨서 맥주를 口 f시기 위한 용기의 수요가 폭뿜으로 늘어났 

다 지크부르크의 도공들이 만 

든 기장 인기 있었던 품목으로 

Schnel안긴 맥주잔 그 O텀의 

의미로 빨리 가는 사람’-이었 

고 글자 그대로 내용물을 빨리 

마치기에 일맺은 형태였다 이 

후 이 소금유 소성 농법은 영국 

과 프료얀 등 유럽과 미국에 η 

지널리퍼지게되었다 

도판 1 

Pieter Brueghel (1530-1569), The Peasant Dance 
중의 부분， 소금유로 소성된 기물을 볼 수 있다. 

과정은 그 당시로서는 하이 테크닉에 속했던 것이고 이 기술을 잘 구사할 수 

있는 곳에서는 소금구이 기법이 궁리 발전 되었을 가능성이 낮았으리라는 생 

각이다 이 가정은 결코 소금유 기법을 펌하할 의도로 나온 것이 아니며 동앙 

의 도공들이 장석유 계통의 고온유의 개발에 심취하고 몰두하여 증기유 계통 

인 소금유에 관심을 두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는 추측이며， 이 점은 이 글에서 

중요하게 다룰 주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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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3 

Bartmannskrug (수염 난 사람모앙 
의 물병1 ， 1520년대， Koeln 

소금유 석71중 일브쩍으로 콜론웨어(Û)IOJne Ware)라고 하는데 

α OJne는 독일중부의 뀔흰Koln을 가리키는 것으로 역사적으 

로 볼 때 로마인들이 점령했던 도시로 그 당시에 αIOJne라고 

불렀기때문이다 3 

11. 소금유 소성의 개요 

1 소금유 소성의 기본 원리 

소금유 소성의 기본원리는 매우 간Wof다 소성 시 점토소지 

가 익을 때 가마 속에 소금을 던져 넣으먼 도는 것이다 이때 

소금에서 71화된 나드륨 가스가 짐토의 규석질과 작용하여 

소지표면에 유리상의 피복을 형성하는 것으로， 유약의 자료 

로써 소금을 사용하71 때문에 소금유라고 흔H二t 가머내의 고 

온에서 71화된 소금은 71물^fO l를 지나죠H객 01 증71는 소디 

옵S:x:Jium을 힘밤하고 있었으며 이것이 융재로써 점토소지 

의 규석에 녹아 유약을 형성하게 도}는데 이러한 반응을 도표 

로 나타내면 디음과 같fcr，41 

3) 유미자 “아름다운 소금유 도자기 태학원， 서울， 2001 p31 

4) Peter Starkey, "Saltglaze", Pitman, London, 1977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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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02 . 셰203 

Clay 

Na20 . Si02' 셰203 

Salt Glaze 

NaCI + H2Ü • NaOH +HCI 
2NaCI + H20 • Na20 + 2HCI 

2HCI + Na20 + Si02 . 때203 -• Na20' Si02' 때203 + 2HCI 

2 점돋조지 

소금유의 질과특ε을 人용된 점토소지의 증램| 달려 있다 

일반적으로는 소지에 풍부한 실리카가 함유되어 있으면 소금 

속의 나르륨과 잘 반응하고 알루미나가 많으면 잘 반응하지 

않는 다고 알려져 있다 소지 속에 함유된 절분도 소금유 형 

성에 영향을 미친다 첫짜는 소금증71와의 반응을 통해서 색 

ei뻐| 영흥을 미치고 둘째는 높은 온도에서 융제로 작용하케 

된다 일반적으로 소지가 소결온도에 다딜있을 때 산호염 상 

태에서 소금을 투입하게 된다 소금을 넣는 동시에 가머의 온 

도가 급격히 하8"O r7 1 때문에 소금 투입이후 약간의 시l_fO l 

경과 한 후 7 매 배의 온도가 싱승하면 태| 소금을 투입히는 

과정을 수 치례반복하게 된다. 소금의 g어 | 너무 적으먼 7r물 

의 표면이 너무 및맛해자고 브때로 너무 많으면 71물의 표면 

이 지나치게 녹아 흘러내린 듯한 모습을 딴다 물론 대E며 

주관적이지만 소금의 S봐 유약의 효과는 경험에 으똥하여 

판단할문제이다 

백색도가 좋은 ε!EH에서 약간의 절분이 힘땀되어 있는 점토 

에서 소성 후 마치 구운 새우 색쯤엔 밝은 색채를 얻을 수 있 

으며， 정자토나 옹71토는 절분01 딘냥아서 짙은 갈색의 광택을 

띠게 된다 일브쩍으로 소지내의 실리카 ~f() 1 많을수록 농빽 

이 O 반 부드러운 유약효과를 나타내며 을텔미나가 많을수록 

매틱matt)한 효과를 낸다 

여러 가지 점토소지의 조성으로부터 다음과 같tol 대략적인 



효괴를 예상해 볼 수 있다5) 

Silica : PJumim R 과 

3: 1 부서진 오렌지 껍질 질김을 가진 복드러운 표면 

부분적으로 오렌지 껍질질감을 동반한 상당히 

4: 1 
부드럽끄밝은표면 

5: 1 디뮤닐띈표먼 

3. 화장토 

사용하는 점토소지가 소금고f의 반응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혹은 만족스럽더라도 다gh한 색상의 표면을 원효H각면 71물의 

표먼에 호찜토를 질하여 여러 가지 효고}를 낼 수 있을 것이 

다 호땅토는 고대로부터 사용되어온 오래된 장식기법이다 

기원전 밍00년으로 추정도}는 색호땅토 장식이 머l소포타미 

아에서 발견도머 있으며 중국이나 기타 많은 선사시대의 토 

기에서 호땀토로 장신한 기물을 볼 수 있다 그리스의 유명한 

적화식， 흑화식 도기도 테라 시질라E따erra Sigillata 라는 일 

종의 호암토 기법이다 가장 간담한 호{정토는 소지 그 자체로 

만족할 수 있다 적E히 젖은 싣lEH에서 칠한 화장토는 떨어지 

거나 벗겨자는 현싣떼 없는 초|적으| ε빽를 유지효H과 뿐만 아 

니라 마른 ε맨나 초벌구이 한 ε배에서도 칠할 수 있는 화 

장토를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금속산호물이나 도자용 채 

색 안료를 침가히여 다S한 색상을 얻을 수 있다 

도판 4 

彩文01器， H9.9cm, 
B.C ,6000 

도판 5 도판 6 

China, B.C, 2000, Painted pottery 
Stockholm Museum H54cm,Greece,8.C,450 

도판 4 

彩文Q바器， H9.9cm, 
8.C,6000 

도판 5 

China , B.C , 2000 , 
Stockholm Museum 

다음은 호땀토의 몇 가지 조합 여101다6) 

(1 ) (2) 

Cone 10 Cone 8-10 

Nepheline Syenite 30 Flint 35 
Flint 20 Feldspar 25 
China Clay 20 Ball Clay 20 
Ball Clay 15 Kaolin 20 
Talc 5 
Zircopax 5 
Borax 5 

l__ 

(3) ( 4) 

Cone 10 Cone 8-10 

Kaolin 60 Feldspar 45 
Feldspar 15 Zircopax 25 
Flint 15 Flint 16 
Ball Clay 10 Whiting 14 

Kaolin 10 
Borax 

(5) (6) 

초벌용화장토 Cone 8-10 

Feldspar 10 Kaolin 50 
Zircopax 5 와목 50 
Flint 25 
와목 25 
Kaolin 30 
Alumina 5 

(7) 

Cone 8-10 

Kaolin 3 
와목 5 
백자토 10 
규석 15 
물토 55 

5) Phil Rogers, "Salt Glazing", A&C Black, London, 2002 p23 

점토 소지에 산화절， 고령토， 규석， 장석， 굵은 모래 등을 적당히 첨가하여 

여러 가지 효과와 변호}를 줄 수도 있다 이들 재료의 역할과 첨가량은 상기 

책에 소개 되어 있다. 

6) 2003년 1학기에 본교 학생들이 사용한 화장토로써 여러 책에서 발춰| 했 

거나 학생들 개인적으로 만든 것들이다. 

소금유 소성에 판한 소고 5 



11 1. 가마와 적재 

소금유 소성이 일반적인 도자의 소성g법과 다른 점은 기물 

이 믿을때(혹은 유ξ빙 | 녹을 때 해도 좋겠대 가마 속에 소금 

을 넣어 준다는 것으로 일건 매우 간단하다 다만 소금유소성 

에 적합한 가미를 시용하여야 하며 l:[ 그에 적합한 적재 방 

법을 알고 있어야효다 왜Lrof먼 소금01 증기가 되어 7빠 벽 

과 천정은 물론01고 71물과 71물 시01， 내회만과 지주 사이에 

스며들7μIH뭔JI 보통의 적재뿜으로는 기물과 내화판 LH 
호판과 자주가 소금유로 인하여 녹아 붙어 버리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경힘으로 알고 있듯이 7 물이 유약으로 내화표뻐| 

녹아 붙거나 X듀오f 내호|판이 녹아 붙었륭 때에도 그것을 떼 

어내고 내호만을 밟H는 고통스러운 노힐| 동반 도는데 

소금유 소성에 일반 적인 쇄의 적ÄH뿜쫓野f먼 한 
가마 LH부의 면든 71물과 내화판과 지주가 하나로 엉겨 붙게 

도띤로 낭패가 아닐 수 없다 

1.가마 

소금구01를 하는 때 는 스프렁orÄ I7뻐sprung arch kil미 

이거나 포물선형가매:ætenary kiln)O 1거나 전통적인 오름가 

매登뿔이거나 하는 가마의 디자인 보다 축조된 가마의 재립 

를 중요하게 따져야효H二t 일반적으로 소금침식에 강한 SK36 

이상의 하드브릭(hard brick)을 사용하고 있으며 일루미나 함 

료떼 많은 내화 캐스터블을 사용하71도 효tcr. 단열성이 우수 

히고 연료소모가 적은 보통의 가스 가머에 많이 쓰01는 스프 

트 브럭(잉t bri여은 소금유 소성 가마의 재몹로 잘 사용하지 

않는데 이는 소프트 브럭이 소금에 쉽게 침식되어 얼마 쓰지 

못하고 망가지71 때문이다 흙벽돌로 자은 오름가마는 하드 

브럭과 소프트 브럭의 중E띔의 내구성을 지니고 있다 대개 

마지막 칸을 소금 칸으로 이용하는데 몇 해 쓰고 난 뒤 소금 

의 부식으로 가마의 이취나 벽이 무너지거나 못쓰게 되먼 한 

칸 아래로 내려와 소금유 소상을 하곤 효)q. 

하드브럭으로 만든 가머는 소프트 브릭으로 만든 가마보다 

언료소모가 P냥다는 것이 단점이다 소금유 소성에 사용된 가 

마와 내호{물은 언제나 소금유 소성에만 시용된다 왜냐하면 

6 

가마의 내부 벽과 천정과 바닥. 그리고 내화판 듬어l 계속 증기 

호f되어 내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소금구이를 원치 않는 기물과 

가미에 영흥F을 미치기 때문이다 가머내부의 벽이나 천정에 

종유석과 같은 소금유의 돌기가 형성되어 밑으로 떨어져 71물 

에 달리붙71도 하므로 소성 전에 긁어내리거나 떼어내고 내화 

저K耐火製를 잘 발라 소금의 침투를 막도록 해야 효빡 

소금소성용 가머는 반드시 실외에 설치해O 똥빠 소금투입 

시 소금은 나트륨가스와 염소가스로 분리도머 나트륨가스는 

기물의 규석질과 만나서 유리막을 형성하지만 독성이 있는 염 

소가스는 공기 줌으로 퍼져가면서 7매 뮤위의 절재를 부식시 

키고 호흡기에 좋지 않은 영흔떨 미치기 K땀01다 그리고 버 

녀는 수평으로 설치해야효빠 요즘 대부분의 가스 가마의 버 

녀가 수직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소금을 투입할 때 

소금이 버너에 떨어져 쉽게 부식시키기 때문이다 

2 적재 

소금유 소성 시 가장 주의할 점은 기물과 내화판 내호판!과 

자주가 달라붙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과거의 내화표비 | 

없었을 때어는 소금에 잘 반응5찌 않는 내화도가 높은 점토 

를 작은 공이나 코일 모양으로 만들어 기물과 기물사이에 넣 

어 적재하였다 효택에서는 옹71를 적재할 때 많이 사용하였 

으며 ‘배꼽’이라고 부르고 서양식으로 오딩(wadding)O 1라고도 

부른다 가장 간8하게 만드는 묘법은 다음과 같다 50% 

alumina + W/o k∞lin 01것을 물에 붉게 타서 7빠 내빽| 바 

르거나 내화판에 바르고 지주의 위아래 면에 발라준다 이 배 

꼽토를 반죽하여 만든 오딩은 내화핀을 사용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오딩의 본래의 역할은 바드tol 넓거나 무게 

가 무거운 기물을 적재 할 때 기물 밑에 여러개 놓아 기물의 

무게를 오딩 들에게 고루 분산시켜 7l물01 깨지지 않도록 보 

호히고 기물 밑에도 열기가 스며들도록 히는 것인데 소금유 

소성의 경우에는 소금유에 의해 71물과 내화판이 달라붙지 않 

도록 하는 71능01 하나 더 보태진 것이다 지주와 LH화판 시이 

에， 71물과 내화판 사01에 넣어세정확등써1는 오딩 위에 기물 

을 올려놀아세 지긋이 눌러주먼 도는데 이 일은 생각보다 까 

디롭고 시ζ떼 걸리는 ξ업이다 작은 71물은 오딩 대신에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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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좀 무거운 것은 꼬막 요뻐l 

오맘을 꽉 채우고 놓으먼 충분히 

지탱이 된다 작은 기물은 3rv4개 

의 작은오핍으로 큰 기물은큰 

오밍이나 코일 모양으로 길게 만 

들어 시용히면 도}는데 이 오핍 

흙은 점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크게 묘를어도 71물이 놓이는 순 

간곧부서져 버린다 이런 경우가 

도판 9 

적재된 가마의 모습 

정용 랩(wrap):2.로 씨치 만들면 부서지지 않고 형태를 그대 

로유지할수있다 

도판 10 

와딩이 기물 위에 놓인 모습 

3 시편겸式片) 

도판 11 

소성후 와딩을 떼어낸 모습 

점토소지에 소금이 얼마나 반응하여 유약 층을 형성했는가 

를 알아보기 위하여 점토를 직경 2rv3cm 정도로 둥글게 말 

아서 하4개를 불구멍에서 꺼내기 좋은 곳에 놓아둔다 소금 

하71 시작효H二t 그러므로 소금을 투입할 수 있는 온도범위는 

매우 넓으며 SKæ 라는 저온에서부터 가능하다 그러나 점 

토소지 가 익기 시작할 때 넣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석기 

소성에서는∞ne801 누웠고∞ne9가적aol 넘어갈 때 소 

금을넣기시작효H二t 

건조한 소금은 ξ엽의 컨트롤이 비교적 수우며 금속성 버너 

나 칠제앵글， 가스파이프를 부식시키는 액체성분이 적으며 

특라01한 표먼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젖은 소금은 가마에서 더 

많은 증71를 빌뱅시켜 나트륨의 분산을 도와 훨씬 부드럽고 

촉촉한 표먼효과를 얻을 수 있다 71다란 절제앵글로 만든 삽 

에 소금을 얹고 연소실 인딴로 밀어 넣은 다음 삽을 돌리면 

소금이 연소실 바단으로 떨어지면서 분해 된다 t문자로 싼 

소금뭉치를 물에 적신 다음 던져 넣71_도 하는데 물을 직접 

부어 넣는 것은 폭발적인 힘과 함께 증71를 형성하므로 가마 

에 손상을 입히고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좋다 

도판 14 철재앵글로 만든 
삽으로 소금을 투입하는 모습 

도판 15 신문지로 싼 소금을 
투입하는 모습 

을 투입한 후 철사로 꺼내서 링의 표면을 관을연맨서 소금을 소금을 넣은 후 나트륨의 증기가 기물에 잘 스며들도록 하기 

더 넣을 것인자를 결정효fq. 위해서는 가마의 댐퍼를 5rv6분가량 E빠 두었다가 다시열 

고 가마 내부가 날~f() rX 1면 다시 소금을 넣는 직업을 반복효H객 

댐퍼가 없는 오름7삐에서는 증기가 너무 빨리 빨려L[7써 

두홈에 적재된 71물에는 소금유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는 경 

우도볼수있다 

소금 용액에 적신 나무토막을 기마 속에 넣기도 흔fcr. 건조된 
도판 12 

테스트 링 세트 

도판 13 

철사로 테스트 링을 꺼내는 광경 나무토막을 소금용액에 담가 릅수 시킨 후 잘 말려서 사용한 

IV. 소금투입 

소금의 융점은 77õC 01며 01보다 약간 높은 온도에서 휘발 

다 중온 처림 사용하면 언소할 때 시ζ떼 많이 걸리며 가마 

안의 온도를 떨어뜨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해조류와톱밥등 

에 소금을 섞어서 시용하71도 효!Cr. η 

7) Jack Troy, "Salt-Glazed Ceramics", Watson-Guptill, New York, 
1977 p139 

소금유 소성에 관한 소고 7 



생기기 때운이다 다른 하나는 염소가스등 소급유 소성 시 발 

생히는 여러 가지 71체가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염소가스로 인한 공기 오염의 위험성 때분어1 199낀년 500던 

전통을 가진 독일의 베스트발트지역의 소금유 소성이 불법으 

로 딴정 받71도 했으며9) 1993년 9월부터 을「프러|드 대흐뻐| 

서는 초금유 대신 소다유를쓰기 시작했다 

또 다른 방4은 짐토로 만듬 작은 상X삐 소금을 넣고 71물 

들 사이사이어 놓아두는 것이다 기물의 부분 부분에 미묘한 

색조의 번호f를 얻을 수 있다 8 

2 소금의 대처f물 

따라서 도예가 들은 염소가 들어있지 않은 나트륨화합물을 

싹11 되었뇌 중탄~fL[-트륨， 탄산소다 소다회 등을 소금의 대 

처}물로 사용해l 되었고 염잉|스 발생 없이 소금과 비슷한 

효괴를얻을수있었다 

여기에 봉사를 칩가하면 유먼이 더욱 매끄럽고 빛나게 되며 

소금유오는 또 다른 미묘한 맛을 얻을 수 있다 

소다회는 보통 물어| 녹여서 사용하는데 스프러101를 이용하 

여 가머 속에 분무효바 학생들이 히는 보다 실제적인 g법은 

탄산음료나 콜라의 용71로 쓰이는 플라스틱 병을 01용하는 

것이다 빈 플라스틱 병에 소다회 용액을 가득 담은 후 뚜껑 

도판 17 나무의 재와 소금이 
뒤엉켜 독특한 효묘를 나타낸다‘ 

도핀 16 서울데학교내 장작가마에서 
소급유소성를 하는 광경 

니네1늄호1맙갑을 

속에 가울을 넣고 초벌구이 된 작은 컵 속에 소금과 붕사 혹 

은 탄산나트륨을 넣어 뚜낌을 덮는다 컵으로부터 나온 나트 

륨의 증기가 내호맙 속에 즙기가 머물기 때문에 대7l오염의 

문저l도감소시킨다， 

197c넌 트른이지〔써q 주립대학괴 면nland scτXJI of Craft해 1 

을 닫고 2"-'，버m 정도의 구 

멍을 낸다 가마의 LH부를 향 

하고이병을두손으르쭉 

벼 
o 

서 NCECA2:.1의가 개최되었고 여기에서 이 빙법을 시용하71 

도했다센 

용액이 

1"-'2m 정도쩨 쉽사리 뽑 

어져 들어가71 때문에 스프 

레이건을 사용하는 것보다 

속의 며
」
 

르
 

누
 

소성과 환경 

1. 소금유 소성의 오염요소 

소금유 소성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단점은 염호빠트륨이 고 

A‘:그L ξ〉
...J_ 양3 τ매f V. 

훨씬용이하다 온에서 증블팅}여 발생히는 염호까스와 아주 뿌언 안개 형태 

의 증기이다 조금가마의 굴뚝으로 나오는 이 증가는 매략 다 
도판 18 콜라의 용기를 이용해 

소다회를투입하는모습 

소다가 소금에 비해 보다 안전하고 오염물을을 적게 배출한 

다고 믿제 되었지만 초딛의 한 연구에서는 반드시 그렇지도 

잃반는 견해도 있다 소다는 소금에서와 같서JI 염호바소를 마 

음과같디 

연료+공71+소금+흙괴 |산호f탄소十물+질소+삼t화나트륨+염 

8) 프랑스의 라 본느(La Borne)지방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 

9) Jack Troy, "Salt-Glazed Ceramics", Watson-Guptill , New York, 
1977 p139 

띠) 유미자 ‘아름다운 소금유 도자71" ， 태학원 서울， 잉01 며7 

회수~+열←유약 

도예가 들이 소금을 대신할 다른 재료를 찾게 된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해」는 소금을 사용할 때 눈으로 볼 수 있는 하얀 

증기가 생기고 이 때문에 01웃에게 항의를 받는 등 말썽이 

8 



들어 내자는 않지만 그 보다 안전하다고 할 수 없는 부식성 

이 강한 가성소다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성 소다 

는 화학썩으로 불안정하71 때문에 곧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 

탄소와 반응해에 독성이 없는 중탄:t_lq트륨으로 변하기 때문 

에 문제가 없다는 의건도 있다 대체로 소다는 염호까스를 만 

들어 내지 않고눈으로볼수%는증기 같은것이 생기지 않 

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나 시각적g로 보다 안전ofC-~고 간주된 

다 

연료로 시용히는 천연가스 프로표떼나 부탄 겉;닫 용기 충전 

기스 석유， 나무 등에서도 오염물질이 배출된다 산호남성에 

서는 연료가 완전히 연소되어 오염물질의 발생이 극히 적으 

나 불완전 연소인 환원소성에^l는 탄소 불안정한 탄호바소， 

그리고 일신호판남등이 빌뱅효H객 이 것은 호}석연료를 시용 

하는 발전이나 지동차의 가솔린 경유의 연소 등에서 생기는 

것과유사한것이다 

가마 소성 시 발생하는 오염의 정도를 다른 연소 71관과 비 

교 한 기록도 있다 나트륨과 염소화합물을 제외한다면 

3뼈O.85m3) 으| 가마에서 ∞r잉의 온도로 마지막 두시간 동 

안 소비된 에너지의 양은 1시간 동안 자동차가 사속 112km료 

달리는 것이나 7쩌E기가 항속 스표E로 3초 동안 비행할 

때 소모도{는 에너지와 비슷하다 11) 

이산호몬싹는 지구 온도에 영흔을 주는 “온실효과’를 일으킨 

다 01산호문낮는 호썩언료를 태울 때 주로 빌뱅하며， 소다유 

를 쓸 때 나오는 양은 발전소 자동차등 {J엄겨|에서 나오는 

S뻐| 비하먼 극히 적다 호썩연료 중 가장 깨끗하게 타는 메 

탄은16g이 탈 때 44g의 01산호틴소가 생긴다고 효H二t 만약 1 

m
3
의 가마에서 24시간 동안 71물을 소성할 때 g떼Om

3으| 머| 

E삐 필요하고 319kg의 이산호딴소가 생긴다 여기에 줌탄산 

나트륨을 2kg 정도 사용하어 소다유를 만들먼 1여엉의 이산 

호판싹가 더 생기지만 이 양은 전체 소성과정에서 생기는 양 

보다 아주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침모로 성인이 하루 동안 

숨을 쉬면서 내뿜는 01산호{탄소의 양은 보통 7α←1150g0 1 

다 12) 

도 우로가 도머 죄책효뻐|서 벗어나게 해뚜지만 그래도 자신 

의 안전이나 오염방자를 위해서는 소금개냥성이던 일반 가 

마 소성01든 다음 사항을 유념하는 것이 좋겠다 13) 

· 가마의 온도가 100UC를 넘으먼 보안경을 작용흔H二t 

· 불구멍용 벽돌을 빼내거나 댐퍼를 조절할 때 LH호땅갑을 

착용효타 

소급가마는 증기가 X뿌빌리 퍼져나가는 맑은 늘배| 소성한 

다 흐리게 가라않은 늘닫 피효H二t 

· 소금투입 시 가마에 너무 가까이 서 있지 않는다 

가마 주우|는 잘 정리하고 ε뻐물이나 연소하71 쉬운 물질 

을치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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