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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examines using Rice Husk Ash, Cr2O3 in producing the pink-red color. It studies the formation of cassiterite and
malayaite crystallites, the primary factors in producing the pink-red color, in relation to the application of Cr2O3 to examine its coloring
mechanism. In addition, the research intends to identify the optimum synthesizing temperature and maintaining time for crystallization
of malayaite, a stable pink-red colorization factor in high temperature glaze during Cr2O3-SnO2-CaO-SiO2 family pigment synthesis.
The optimum substituting contents is Rice Husk Ash : Quartz = 1 : 2, and the optimum temperature is suggested at 1300

o
C for 2 h

based on analysis results by XRD, FT-IR, Raman microscope, SEM and UV-v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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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류의 역사와 오랜 시간을 함께 해온 도자기는 여러

인류의 문명의 발전과 함께 끊임없이 발전해 왔다. 이와

함께 도자기의 유약 또한 함께 발전하고 기능적인 측면

을 뛰어 넘어서 인류의 미적 감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

단으로도 사용되어 보다 더 다양한 색상의 안료와 유약

의 개발이 요구되어왔다. 그 중에서도 화려함과 장식성을

강조할 수 있는 red의 발색은 많은 관심이 되어왔다. 하

지만 red의 발색은 산화물의 system에서 뜻대로 이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pink, purple, maroon 등의 색이 붉은 계열

의 발색으로 통용 되어왔다.
1)

이러한 도자기용 안료 중 Sphene pink가 많이 활용 되

고 있다. 이것은 Cr2O3를 발색제로서 cassiterite(SnO2)와

malayaite(CaSnSiO5)에 고용시켜 purple부터 pink-red까지

의 발색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되어 왔다.
2,3)

 특히, 유

약에서 Cr2O3와 SnO2, CaO를 함께 사용할 경우 pink-red

로 발색하며 고온에서도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발색제의

첨가 정도에 따라 진사의 발색을 대처할 수 있고 고온에

서 안정한 짙은 자주색의 유약의 개발이 가능하다.

Malayaite(CaSnSiO5)에 Cr2O3를 고용시켜 발색을 나타내

는 Cr2O3-SnO2-CaO-SiO2 계열의 최적의 조성은 CaCr0.02

Sn0.985SiO5에 강화제로 Borax를 2 wt%를 첨가하는 것이며,

그 때의 소성 조건은 1200
o
C에서 2시간 소성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4)

본 연구는 기존에 보고 되었던 Cr2O3-SnO2-CaO-SiO2 계

열의 최적 합성 조건을 기본으로, 비 정질 silica 이며 친

환경적인 재료인 왕겨재를 silica 대신 사용하여 발색을

더욱 증진 시켜 보고자 하였다. 즉, 기존에 사용 되었던

SiO2의 일부를 왕겨재로 대체하여 그 최적의 조성과 최

적의 합성 조건을 연구하였다.

2. 실험 방법

2.1. 규석과 왕겨재의 첨가량 변화 실험

Cr2O3-SnO2-CaO-SiO2 계열의 안료 합성 시에 친환경 적

인 재료인 왕겨재를 사용하여 보다 좋은 발색을 나타내

는 최적의 조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CaCr0.02Sn0.985SiO5의

조성에서 SiO2를 규석과 왕겨재를 사용하여 Table 1과 같

이 하여 실험하였다. 이 경우, 광화제로 borax를 2 wt% 첨

가하여 주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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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소성 조건 변화 실험

최적의 조성을 구하기 위한 소성 조건은 malayaite 합

성 시 보고 되었던 900
o
C까지는 5

o
C/min 1200

o
C까지는

3
o
C/min의 승온 속도로 하여 1200

o
C에서 2시간 유지하여

주었다. 또한 최적의 합성 조건을 구하기 위하여 최적의

조성으로 판단된 M-5의 조성으로 Table 2와 같은 소성 온

도 변화실험을 하였으며 Table 3과 같은 유지 시간을 변

화 실험을 하였다.

2.3. 합성 안료 분석

합성된 모든 안료들의 결정 생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합

성된 안료에 기준시료로 CaF2를 10 wt% 첨가하여 XRD

분석을 하였다. 또한 비 정질 상의 존재와 Cr의 고용관계

를 알아보기 위하여 FT-IR 및 Raman spectroscopy 분석을

하였다.

그 외 합성된 안료의 입형과 입자의 크기를 알아보기

위하여 SEM으로 관찰 하였다.

2.4. 유약 적용 실험

합성 안료의 유약에서의 발색을 알아보기 위하여 석회

투명유약에 6 wt% 첨가하여 산화분위기로 1260
o
C에서

30 min 소성하였다. 사용된 석회유약의 segel식은 식 (1)과

같다. 합성된 안료와 적용된 유약의 발색을 알아보기 위

해 UV 및 UV-vis로 분석하여 색상의 변화를 나타냈다.

0.3264 KNaO

0.6588 CaO 0.4040 Al2O3 3.5526 SiO2 (1)

0.0148 MgO

3. 결과 및 고찰

3.1. 규석과 왕겨재 비율 변화 

왕겨재를 사용하여 malayaite 조성의 pink-red색 안료를

합성 할 경우 최적의 조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규석과 왕

겨재의 비율을 Table 1과 같이 하여 1200
o
C에서 2시간 소

성하였다. 합성된 안료의 XRD 분석 결과를 Fig. 1에 나

타내었다. XRD 분석한 결과 모든 조성에서 malayaite와

cassiterite 상이 공존하였다. 그 중 왕겨재와 규석이 1 : 2

인 M-5번 조성에서 malayaite의 결정이 가장 많이 생성

되었고, 미 반응 cassiterite 양은 가장 적었다. 이는 2θ값

33.6
o
에서 나타나는 malayaite (0 3 1)면의 상과, 33.9

o
에서

나타나는 malayaite (2 2 0)면의 상, cassiterite (1 0 1)면의

상이 겹쳐져 나타나는 두 peak으로 설명된다. 즉, 이 두

상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 M-5번의 조성을 제외한 나머지

Table 1. Composition of Samples

sample Composition

m – 1 cacr0.02sn0.985sio5 (rice husk ash : quartz = 2 : 1) + borax 2 wt%

m – 2 cacr0.02sn0.985sio5 (rice husk ash : quartz = 3 : 2) + borax 2 wt%

m – 3 cacr0.02sn0.985sio5 (rice husk ash : quartz = 1 : 1) + borax 2 wt%

m – 4 cacr0.02sn0.985sio5 (rice husk ash : quartz = 2 : 3) + borax 2 wt%

m – 5 cacr0.02sn0.985sio5 (rice husk ash : quartz = 1 : 2) + borax 2 wt%

m – 6 cacr0.02sn0.985sio5 (rice husk ash : quartz = 1 : 4) + borax 2 wt%

m – 7 cacr0.02sn0.985sio5 (rice husk ash : quartz = 0 : 1) + borax 2 wt%

Table 2. Change Firing Schedule

Sample Composition Firing Schedule

M – 5 CaCr0.02Sn0.985SiO5 (Rice Husk Ash : Quartz = 1 : 2) + Borax 2 wt% 1150
o
C/6 hr

M – 5 CaCr0.02Sn0.985SiO5 (Rice Husk Ash : Quartz = 1 : 2) + Borax 2 wt% 1200
o
C/6 hr

M – 5 CaCr0.02Sn0.985SiO5 (Rice Husk Ash : Quartz = 1 : 2) + Borax 2 wt% 1250
o
C/6hr

M – 5 CaCr0.02Sn0.985SiO5 (Rice Husk Ash : Quartz = 1 : 2) + Borax 2 wt% 1300
o
C/6hr

Table 3. Change Firing Schedule

Sample Composition Firing Schedule

M – 5 CaCr0.02Sn0.985SiO5 (Rice Husk Ash : Quartz = 1 : 2) + Borax 2 wt% 1250
o
C/3 hr

M – 5 CaCr0.02Sn0.985SiO5 (Rice Husk Ash : Quartz = 1 : 2) + Borax 2 wt% 1250
o
C/6 hr

M – 5 CaCr0.02Sn0.985SiO5 (Rice Husk Ash : Quartz = 1 : 2) + Borax 2 wt% 1250
o
C/9 hr

M – 5 CaCr0.02Sn0.985SiO5 (Rice Husk Ash : Quartz = 1 : 2) + Borax 2 wt% 1250
o
C/12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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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성에서는 33.9
o
의 peak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M-5번의 조성에서 미 반응 cassiterite가 가장 적게

남아, malayaite의 결정 성장이 가장 잘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냈다.

Fig 2의 Raman 측정 결과 M-1번 조성으로 갈수록

cassiterite의 주 peak이 나타나는 451 cm
-1

, 631 cm
-1

,

982 cm
-1
에서 cassiterite의 강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631 cm
-1 
에서 나타나는 cassiterite의 peak을

보면 M-4, M-5번 조성을 제외한 나머지 조성에서

cassiterite의 상이 검출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합성 안료

속에 cassiterite의 결정이 많을수록 Cr 이온이 cassiterite에

고용되어 색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 된다.
6)

 즉,

cassiterite의 상이 많이 검출 될 수록 malayaite의 생성을

저하 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cassiterite의 결정 생성은 적

을수록 좋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경우 cassiterite의 상

이 가장 적은 M-4, M-5 두 조성에서 가장 많은 malayaite

상의 생성됨을 확인 할 수 있다. CaO의 상과 cassiterite

상이 겹쳐지는 450 cm
-1
에서 이 두 조성의 안료를 비교해

보았을 때 M-4번 조성이 보다 더 높은 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CaO 및 casiterite의 성분이 보다 많이 포함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Raman spectroscopy 측정

결과로 보아 M-5번의 조성의 안료에서 malayaite 결정 생

성이 가장 잘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3.2. Cr2O3-SnO2-CaO-SiO2 계 안료 소성 온도 변화

왕겨재를 사용한 Cr2O3-SnO2-CaO-SiO2 계 안료 중

malayaite 결정생성과 발색을 더욱 증진 시키기 위한 최적

의 소성 온도를 알아보았다. Table 1의 조성들 중 malayaite

결정 생성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 M-5(CaCr0.02

Sn0.985SiO5 (왕겨재 :규석 = 1 : 2)+Borax 2 wt%)의 조성을

가지고 1150
o
C, 1200

o
C, 1250

o
C, 1300

o
C에서 각각 2 h

씩 소성하여 주었다. 이들 안료의 XRD 분석한 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1250
o
C에서 소성 된 안료

에 malayaite의 결정이 가장 많이 생성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좀더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FT-IR 분석하

여 그 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다. FT-IR spectra에서 나

Fig. 1. XRD patterns of samples fired at 1200
o

C/2 h.

Fig. 2. Raman spectroscopy spectra of samples fired at 1200
o

C/2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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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는 malayaite의 특성밴드는 약 479 cm
-1

, 560 cm
-1

,

675 cm
-1

, 807 cm
-1
이며 cassiterite의 특성밴드는 470 cm

-1
,

630 cm
-1

, 1100 cm
-1
로 알려져 있다.

8,9)
 이 중 479 cm

-1
 부

분의 malayaite의 특성밴드를 보면 1250
o
C까지 점점 band

의 강도가 증가하다가 1300
o
C에서는 강도가 다시 낮아지

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반면에 약 470 cm
-1
에서 보이

는 cassiterite의 특성 band를 보면 1250
o
C까지 점점 강도

가 약해지다가 1300
o
C에서는 강도가 다시 커지는 것을 확

인 할 수 있다. 이는 malayaite의 결정이 1250
o
C까지 성장

하다가 1300
o
C에서는 일부 분해 되어 cassiterite가 증가하

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결과들로 보았을 때 1250
o
C

에서 malayaite의 결정 생성이 가장 많이 이루어 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3. Cr2O3-SnO2-CaO-SiO2 계 안료 소성 시간 변화

최적의 소성 온도로 밝혀진 1250
o
C에서의 최적의 유지

시간을 규명하기 위하여 M-5 조성으로 소성 유지 시간을

3 h, 6 h, 9 h, 12 h으로 소성하여 주었다. 이들의 XRD 및

Raman 분석 결과를 Fig. 5와 Fig. 6에 나타내었다.

Fig. 5의 XRD 분석 결과를 보면, 2θ값 33.6
o
과 33.9

o
에

서 나타나는 malayaite와 cassiterite 상의 강도 차이를 비교

해 보았을 경우에도 6시간 유지 하여 준 안료에서 mlayaite

의 결정 생성이 가장 잘 이루어 진 것을 알 수 있다.

Fig. 6의 Raman 측정 결과를 보면, 모든 조성에서 큰 차

이를 보이지 않으나 cassiterite의 특성 peak인 630 cm
-1
의

peak를 보면 최고온도에서 6 h 유지 하여준 안료에서

cassiterite의 결정이 가장 적게 생성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3. XRD patterns of samples fired at 1150
o

C/2 h, 1200
o

C/

2h, 1250
o

C/2 h, 1300
o

C/2 h.

Fig. 4. FT-IR spectra of samples fired at 1150
o

C/2 h, 1200
o

C/2 h, 1250
o

C/2 h, 1300
o

C/2 h.

Fig. 5. XRD patterns of Table 3, fired at 1250
o

C/3 h/6 h/9 h/

12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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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안료 유약 적용 실험

1250
o
C에서 유지 시간에 변화를 주어 합성 한 안료들

의 색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Table 1의 M-5번 조성으로 각

각 3 h, 6 h, 9 h, 12 h 시간 유지하여 소성하였다. 합성된

안료는 석회유약에 6 wt% 첨가하여 1260
o
C에서 30분간

소성한 후, 나타난 발색결과를 UV 및 UV-vis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Fig 8에 나타내었다. CIE L
*
, a

*
, b

*
 값을 측정

결과 L
*
=29.77, a

*
=22.16, b

*
=4.61로 3 h 유지 소성한 안

료(L
*
=32.78, a

*
=22.25, b

*
=4.57)의 경우보다 적색 도를

나타내는 a
* 
값이 0.09 낮은 결과를 나타내어 미세하게 적

색도가 낮아졌지만 그 차이가 너무 작아 큰 차이를 나타

내지 못하였으나 UV-vis spectra의 측정 결과로 최적의 발

색결과를 설명 할 수 있다. 

UV-vis spectra에서 나타나는 380 nm 부위는 Cr(III)에

의한 녹색 발색을 나타내는 부분이며, 520 nm는 Cr(IV)가

malayaite 결정에 고용되어 적색 발색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520 nm의 흡수 밴드는 Tanabe-

Sugano의 diagram, 
3
A2g(F)→

3
T1g(F)에 의한 것으로

3,7)

malayaite 결정의 주 발색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malayaite 결정에 Cr(III) 이온이 고용되어 520 nm 주변으

로 borad 하게 밴드가 생성되므로 520 nm에서 나타나는

밴드의 강도가 높을수록 malayaite 결정에 Cr(IV) 이온의

고용이 최대로 증가된 것을 의미한다. Cr(IV)가 Fig. 7에

나타낸 UV-vis spectra의 분석 결과 M-5 조성의 경우

520 nm 부분에서 M-4, M-6 조성에 비해서 미약하게 낮

은 강도를 나타냈지만, M-6 조성은 Cr(III) 고용에 의한

520 nm 주변의 borad 밴드가 더 많이 생성되었고, M-4 조

성은 380 nm 부분에서 Cr(III) 이온의 강한 밴드를 보여

M-5 조성이 최적의 조성으로 나타났다. 

Fig. 7의 결과와 같이 Fig. 8에서 나타낸 UV-vis 측정

결과, 최고온도 유지시간에 따른 안료의 발색 도를 측정

하기 위해 520 nm 부근에서의 강도를 비교해 보았을 때

6 h 유지하여 합성한 안료가 가장 큰 강도를 나타내고 있

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1250
o
C에서 6 h

유지 소성한 안료가 가장 좋은 pink-red 발색을 하고 있

음을 나타낸다.

3.5. SEM 분석 결과

M-5번 조성의 시료를 1250
o
C에서 6 h, 12 h 유지 소성

Fig. 6. Raman spectroscopy spectra of samples fired at 1250
o

C/3 h/6 h/9 h/12 h. 

Fig. 7. UV-vis spectra of pigment and glazed samples at

1200
o

C/2 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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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안료와 1300
o
C/6 h으로 소성한 안료의 입형과 입경을

비교하기 위해서 SEM 관찰을 하였다. 그 결과 합성 안

료에는 주상형의 malayaite 결정으로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이중 1250
o
C에서 6 h 소성한 안료의 경우 주상형의

결정이 가장 길고 다소 각이 있는 형태를 나타내는 반면

12 h 유지 소성한 안료에서는 주형 결정이 분해되어 오히

려 작아지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응집되어 있었다. 1300
o
C

에서도 역시 결정의 크기가 작아졌으며 응집되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의 XRD나 Raman 분석 결과와도 잘 일

치하였다.

4. 결 론

1)왕겨재를 사용하여 sphene-pink의 안료 합성 시 최적

의 조성은 CaCr0.02Sn0.985SiO5이며 이때 silica의 공급은 왕

겨재와 규석의 몰 비가 1:2가 되도록 첨가 하는 것이다.

이 경우 광화제로는 borax를 2 wt% 첨가하는 것이 최적이다.

2)최적의 소성 조건은 1250
o
C에서 6 h 유지 한 후 자

연 냉각 하는 경우로서 이때, 합성된 안료 내에서

cassiterite 결정이 가장 적고 malayaite 결정이 가장 많이

생성 되었다.

3)이와 같이 합성된 안료를 투명 석회 유약에 6 wt%

넣어 1260
o
C에서 소성한 경우 유약의 색상은 CIE L

*
=

29.77, a
*
=22.16, b

*
=4.61로 짙은 핑크색을 나타내었다.

4)기존에 규석만을 사용하여 Cr2O3-SnO2-CaO-SiO2 계

열의 안료 합성 시 최적의 소성 온도로 보고된 1300
o
C보

다 왕겨재를 사용한 조성의 경우 합성 온도를 50
o
C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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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UV-vis spectra of glazed samples by firing at 1250
o

C/3 h, 6 h, 9 h, 12 h. 

Fig. 9. SEM images of the Samples M-5 fired at 1250
o

C/6 h,12 h and 1300
o

C/6 h.



왕겨재를 사용한 Sphene - pink 안료의 합성 243

제47권 제3호(2010)

REFERENCES

1. X. Faurel, A. Vanderperrel, and P. Colomban, “Pink Pig-

ment Optimization by Resonance Raman Spectroscopy,” J.

Ramans. Spec., 34 [4] 209-94 (2003).

2. E. Cordoncillo, F. del Rio, J. Carda, M. Llusar, and P.

Escribano, “Influence of Some Mineralizers in the Synthesis

of Sphene-Pink Pigments,” J. Euro. Ceram. Soc., 18 [8]

1115-20 (1998).

3. G. Monrós, H. Pinto, J. Badenes, M. Lluser, and M. A. Tena,

“Chromium(IV) Stabilization in New Ceramic Matrices by

Coprecipitation Method: Application as Ceramic Pigments,”

Z. Anorg. Allg. Chem., 631 [11] 2131-35 (2005).

4. H. S. Lee and B. H. Lee, “Influence of CrCl3 in Sphene-

Pink Pigments” J. Kor. Ceram. Soc., 45 [5] 268-75 (2008).

5. H. S. Lee and B. H. Lee, “Colouring Effect of Malayaite

Formation and Synthesis Sphene-Pink Pigment,” J. Kor.

Ceram. Soc., 45 [3] 172-78 (2008).

6. B. Julin, H. Beltrn, E. Cordoncillo, P. Escribano, J. Folgado,

M. Vallet-Reg, and R. P.del Real, “A Study of the Method

of Synthesis and Chromatic Properties of the Cr-SnO2 Pig-

ment,” Eur. J. Inorg. Chem., 2002 [10] 2694-700 (2002).

7. A. Domnech, F. J. Torres, E. R de Sola, and J Alarcn, “ Elec-

trochemical Detection of High Oxidarion States of Chro-

mium(IV and V) in Chromium-Doped Cassiterite and Tin-

Sphene Ceramic Pigmenting Systems,” Eur. J. Inorg.

Chem., 2006 [3] 638-48 (2006).

8. F. J. Berry, N. Costanatini, and L. E. Smart, “Synthesis of

Chromium-containing from Pigment Chromium Recovered

from Leather Waste”, J. Waste Management., 22 [7] 761-72

(2002).

9. N. T. McDevitt and W. L. Baun, “Infrared Absorption Study

of Metal Oxides in the Low Frequency Region (700-

240 cm
-1

),” J. Spectrochimica Acta., 20 [5] 799-808 (19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