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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investigate optical properties of (V, Pr)-doped ZrSiO4 green pigments, samples were prepared by the ceramic method using NaF
and NaCl as mineralizers. They were characterized by X-ray diffraction, UV-Vis spectroscopy and Raman spectroscopy. The changes
of color in the samples during heating and effect of mineralizers were studied in terms of valence of the vanadium and praseodymium
in the zircon matrix. (V, Pr)-doped ZrSiO4 pigments give rise to green coloration in 800

o
C. The oxidation state of V and Pr ions of

pigments in the glazed samples were confirmed by UV-Vis absorption spectra. This absorption spectra showed three typical bands of
trivalent Pr at the 445, 480~490, 592 nm due to f-f transitions and two broad bands of 302~380, 400~500 nm due to f-d transitions
of tetravalent Pr. According to the increasing amounts of Pr6O11, the two broad bands showed decreasing intensity at 290, 640 nm due
to d-d transitions of tetravalent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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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내화도가 높은 지르콘 계 안료는 발색력, 내부식성, 친

환경성의 이점을 가지면서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에 도자

기 산업에서의 사용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1) 
지르콘 안료

는 1948년 vanadium zircon blue가 개발되었고 1950년대

에 praseodymium zircon yellow에 이어1960년대에는 iron

zircon pink가 개발되었다. 녹색 계 안료는 황록색조의 Ca-

Cr-Si계 가넷형 빅토리아그린과 청록색조의 Co-Zn-Al-Cr

계 스피넬형 피코크그린이 대표적이지만 이들 안료는 모

두 석회유에서만 안정하다. 이외에 Zr-Si-Pr의 황색과 Zr-

Si-V의 청색 계 안료 혼합에 의해 매우 넓은 범위의 녹색

을 얻을 수 있다. 지르콘계 녹색안료는 크롬이나 코발트

를 사용한 기존의 녹색 계 안료와는 전혀 다른 녹색을 보

인다. 맑은 청색조의 터키옥색의 계열부터 채도 높은 연

두색조를 보이는데 이들은 석회아연유에서도 안정하다.
2)

R. A. Eppler
3)
는 V-ZrSiO4 안료의 메커니즘 연구에서 Marker

Technique을 이용하여 NaF에 의한 ion diffusion model과

vapor transport model을 제안하였다. 그는 광화제가 SiO2

와 반응하여 ZrO2 및 바나듐이 이동하는 것을 돕는다고

하였으며 바나듐 또한 휘발종으로 광화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이 후 Demiray et al, M. Ocana et al, G. Mon-

ros et al
4-6) 
등은 바나듐의 고용한계 및 원자가수, 위치 등

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보고를 하였다.
 
프라세오디뮴 지

르콘 황색 안료는 Na2MoO4와 NaCl을 사용하여 1956년

에 Kato와 Takashima에 의해 처음 개발되었다. 유럽의 M.

Trojan, M. Ocana et al, J. A. Badenes et al, F. Bondioli

et al 등에 의해 합성메커니즘과 Pr의 원자가 및 지르콘

결정 내 위치 등의 연구가 최근까지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
7-13) 

S. Parasuraman
14)
는 지르콘 프라세오디뮴 계에서

codopant로서 바나듐이 녹색 안료의 합성에 미치는 영향

을 연구하였다. 그는 바나듐이 지르콘 상을 촉진시키고

첨가량에 따라 채도 높은 다양한 녹색조의 안료가 합성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V와 Pr을 co-doping하여 합성하는

지르콘녹색안료의 연구보고는 미미한 편이다. 

본 연구는 M-ZrO2, SiO2를 출발원료로 하고 광화제로

NaF, NaCl을 사용하여 고상법으로 바나듐과 프라세오디

뮴이 codoping된 지르콘녹색안료를 합성하고자 하였다. 이

경우 V2O5와 Pr6O11, 광화제의 함량 및 소성조건에 변화

를 주어 녹색안료의 발색기구를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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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방법

2.1. 출발 원료

바나듐과 프라세오디뮴이 codoping된 지르콘녹색안료를

합성하기 위해 출발원료는 특급시약으로서 M-ZrO2(Yakuri)

와 SiO2(Duksan)를 사용하였다. 발색단으로는 특급시약인

praseodymium(III, IV) oxide(Alfa Aesar), vanadium pento-

xide(Junsei), 광화제로써 NaX (X=F, Cl)(Duksan)를 사용하

였다. 먼저, ZrO2와 SiO2를 동 mole로 혼합한 후 V2O5는

0.1~0.13 mol%, Pr6O11는 1~6%, NaF 및 NaCl은 0~0.5 mol%

의 조성범위 내에서 첨가하여 알코올로 습식 혼합하였다.

이들을 각각 600~800
o
C에서 분당 3

o
C로 알루미나 도가

니를 사용하여 하소하였고, 각각 3시간 유지하였다. 

2.2. 특성 분석 및 적용

합성된 안료의 결정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XRD(Shimadzu,

XRD 7000) 분석을 하였다. 2θ 범위 20~70
o
에서 scanning

rate 10
o
/m로 측정하였고 이 때 step size는 0.2

o
로 하였다.

지르콘의 수율(αZrSiO4=IZS(200)+IM(11 )+IM(111)+IT(111))은 2θ

범위 26~32
o
에서 나타난 4개의 특성 peak - ZrSiO4 (200),

(Monoclinic) M-ZrO2 (11 , 111) and (Tetragonal) T-ZrO2

(111) – 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15)

 합성된 안료의 발색특성

및 V, Pr의 원자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UV-Vis spectroscopy

(Shimadzu, UV-2410 PC)로 분석하였다. 합성된 안료를 석

회바륨유에 적용하여 1260
o
C에서 소성한 샘플을 200~800 nm

범위에서 absorption mode로 측정하였다. 결과는 CIE L
*
a

*
b

*

표색계에 의해 U.V PC optical color analysis software (P/

N 206-67449)를 사용하여 수치화하였다.

지르콘과 V-O bonding mode를 확인하고 dophant가 지

르콘의 raman spectra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Raman spectroscopy (Dimention D2, Lambda Solution,

Inc, U.S.A.)로 분석하였다. Raman spectrum은 vector

raman prove(RP532-US)를 사용하여 semiconductor 532 nm

laser로 측정하였으며 spectral resolution은 3 cm
-1
로 상온에

서 실시하였다. 합성된 안료의 특성분석을 통해 생성된

결정상 및 고유의 흡수밴드를 관찰하여 녹색안료의 최적

합성조건과 V와 Pr의 원자가가 발색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았다. 

합성된 지르콘녹색안료는 최종적인 색도 측정을 위해

SK 8의 고화도 범위에서 투명광택조의 석회바륨유에 적

용하였고, 그 제겔식은 다음과 같다. 

0.297 KNaO

0.157 CaO 0.734 Al2O3 4.682 SiO2

0.018 MgO

0.528 BaO

각각의 샘플은 석회바륨유에 10% 첨가하여 4×4 cm의

타일형 초벌시편에 담금법으로 시유하였다. 소성은 electric

furnace에서 3
o
C/min의 속도로 1260

o
C까지 승온하고 30분

간 유지한 후 방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X-ray diffraction

3.1.1. V2O5 와 Pr6O11 함량변화에 따른 상변화

V2O5와 Pr6O11를 이용한 지르콘녹색안료의 합성에서

V2O5와 Pr6O11의 첨가량이 지르콘의 결정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V2O5 0.1, 0.13 mol% 시료에 대하여

Pr6O11을 각각1, 2, 3, 4, 5, 6% 첨가하여 800
o
C에서 3시

간 유지하여 합성하였다. 합성된 안료의 결정상 변화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이 경우 광화제는 모두 NaF를 0.5 mol% 첨가하여 소성하

였다. 그 결과 모든 시료에서 지르콘이 주상으로 생성되었

으며 XRD 피크의 패턴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r6O11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2차상인 M-ZrO2의 강도가 높아졌고

상대적으로 지르콘 수율은 감소하였다. Pr6O11의 첨가는 지

르콘 결정 생성을 촉진시키지 못하였으나, Table 1의 L* a*

b* 값을 보면 안료의 녹색도에 큰 영향을 주었다. 

3.1.2. 광화제 함량변화에 따른 상변화

V2O5 양도 녹색안료의 발색을 청색조로 짙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V2O5 0.1 mol% 시료에 Pr6O11를 6% 첨가

한 시료를 선택하여 광화제의 종류와 양에 변화를 주어

지르콘 결정과 발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지르콘 안료 합성에서 반응의 촉진 정도는 사용되는 금

1

1

Table 1. Crystalline Phase and L* a* b* Value of V and Pr co-doped Pigments with Contents Change of V2O5 and Pr6O11 at 800
o
C

P 1 P 3 P 5 P 6 

V 0.1 Z(vs)m(vw) Z(vs)m(vw) Z(vs)m(w)

L* a* b* 61.97 -16.08 -14.10 70.59 -15.82 9.27 76.68 -4.77 49.77

V 0.13 Z(vs)m(w) Z(vs)m(w)

L* a* b* 70.03 -16.21 10.35 70.46 -14.07 19.02

*NaF: 0.5 mol%, Holding time : 3 h *Peak intensity: vs(very strong), m(medium), w(weak), vw(very weak)

*Crystalline phase : Z: zircon, m: monoclinic ZrO2 * V : V2O5 (mol%), P: Pr6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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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이온(Fe, Pr, V) 및 광화제의 종류에 따라 모두 다르다.

저자의 연구
16)
에서 Pr6O11을 사용한 황색안료의 합성 시

NaF와 NaCl을 같이 사용할 때 지르콘이 잘 생성되었으며,

V2O5를 사용한 청색안료 합성의 경우에는 NaF를 단독으

로 사용할 때 지르콘 수율과 안료의 청색도가 우수하였다.

V2O5 0.1 mol%, Pr6O11 6%, NaF 0.5 mol%를 첨가한 조성

을 선택하여 NaCl의 첨가량에 변화를 주어 800
o
C에서 3시

간 유지하여 합성하였다. 합성된 안료의 결정상 변화와 수

율을 Figs. 1과 2에 나타내었다. NaF만을 0.5 mol% 사용하

여 합성한 안료의 경우 지르콘 수율은 86%를 보인데 반

해 NaCl만을 0.5 mol% 사용하여 합성한 안료의 XRD 결

과를 보면 지르콘 수율은 62%로 감소하였다. 반면 NaF

0.3, NaCl 0.2 mol%를 사용하여 합성한 안료의 경우 89%

로 증가하였고, NaF 0.2, NaCl 0.3 mol% 첨가한 경우 지르

콘 수율은 9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때 m-ZrO2의 수

율도 5.4%로 가장 낮았다. 본 실험에서 바나듐과 프라세

오디뮴을 사용하여 지르콘녹색안료를 합성 할 때 광화제

는 NaF와 NaCl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

타났으며, 지르콘의 결정생성을 극대화시키는 광화제의 최

적 첨가량은 NaF 0.2, NaCl 0.3 mol% 였다.

(V, Pr)-doped 지르콘녹색안료의 합성에서 하소 온도와

NaF와 NaCl의 첨가량이 지르콘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았다. V2O5 0.1 mol%, Pr6O11 6%, NaF 0.2, NaCl

0.3 mol% 첨가 한 시료와 NaF 0.3, NaCl 0.2 mol% 첨가

한 시료를 600, 700, 800
o
C에서 3시간 유지하여 합성하였

다. 그 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NaF와 NaCl의 공융물은 680
o
C에서 만들어지고 지르콘

생성에 기여한다.
16)

 Fig. 3을 보면 600
o
C는 NaF와 NaCl의

공융물이 만들어지기 전으로 미 반응 NaCl과 Na2ZrSiO4O11,

Pr8Si6O24의 중간상이 동정되었으며 이 때 주상은 m-ZrO2

였다. 지르콘은 700
o
C에서 결정화되기 시작하였다. NaCl

이 0.2 mol% 첨가된 시료에서는 지르콘 생성이 매우 적

었으며 합성된 안료의 발색도 옅은 노랑색조를 보였다.

반면 NaCl이 0.3 mol%인 시료는 지르콘 생성이 현격히

증가하면서 안료의 발색도 녹색조를 나타내기 시작하였

으나 여전히 주상은 m-ZrO2였다. 800
o
C에서 NaF 0.2,

NaCl 0.3 mol% 첨가하여 소성한 시료는 지르콘이 급격히

성장하였고 합성된 안료도 yellowish green으로 발색하였

다. 이에 따라 중간상인 Na2ZrSiO4O11는 동정되지 않았고

극소량의 Pr8Si6O24 만이 관찰되었다. V2O5와 Pr6O11를 이

용하여 녹색 지르콘안료를 합성함에 있어서 지르콘이 가

장 많이 생성되는 최적 조성은 V2O5 0.1 mol%, Pr6O11

Fig. 1. XRD patterns of different contents of mineralizers in (V,

Pr)-doped ZrSiO4 pigments at 800
o
C(V2O5 0.1 mol%,

Pr6O11 6%) Z: zircon, m: monoclinic ZrO2, C:

cristobalite.

Fig. 2. Zircon fractions with different contents of

mineralizers(NaF/NaCl) in (V, Pr)-doped ZrSiO4

pigments at 800
o
C(V2O5 0.1 mol%, Pr6O11 6%).

Fig. 3. XRD patterns of different temperatures and contents of

mineralizers in (V, Pr)-doped ZrSiO4 pigments.(V2O5

0.1 mol%, Pr6O11 6%) Z: zircon, m: monoclinic ZrO2

C: cristoblite, S: Na2ZrSiO4O11, N: NaCl, P: Pr8Si6O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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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NaF 0.2, NaCl 0.3 mol%였다. NaF와 NaCl의 첨가량

은 지르콘의 결정 생성과 안료의 녹색 발색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700
o
C에서 NaCl은 지르콘 결정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Optical properties

3.2.1. Color

Table 2와 같이 V2O5, Pr6O11, NaF, NaCl을 사용하여

800
o
C에서 3시간 유지하여 지르콘안료를 합성하였다. 합

성 안료의 발색제와 광화제 첨가량에 따른 유적용 발색

을 알아보기 위하여 UV-Vis spectroscopy로 측정하여 CIE

L
*
a

*
b

* 
표색계에 의해 수치화하였다. 그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V2O5 0.1 mol%, NaF 0.5 mol% 첨가한 조성에

Pr6O11의 첨가량을 각각 1, 2, 3, 4, 6%로 증가시켰을 때

안료의 색은 2%부터 밝은 청록색(b* : −4.43)을 띠기 시작

하여 점차 황록색조(b* : 9.27/32.76)로 발색하였다. 이는

지르콘 결정 내에서 푸른색을 내는 바나듐 이온에 노란

색을 내는 프라세오디뮴 이온이 co-doping되면서 나타나

는 혼합발색의 결과로 이해된다. 

V2O5 0.1 mol%에 Pr6O11를 6% 첨가한 조성에 광화제의

첨가량을 변화시켜 본 결과 안료의 발색은 다양하게 변화

하였다. NaF를 0.5 mol% 첨가하여 합성한 안료를 유약에

적용하면 밝은 황색을 나타내었다. NaF 첨가량을 0.3 mol%

로 감소시키고 NaCl을 0.2 mol% 첨가하면 안료의 발색은

녹색조로 변하였다. NaCl 첨가량을 0.3 mol%로 증가시키

면 발색은 a* 값이 −13.89, b* 값이 18.04로 녹색도가 증

가하였다. 그러나 NaCl만을 0.5 mol% 첨가하여 합성하였

을 경우 안료의 유적용 발색은 청록색조 (a* : −17.37,

b* : 2.63)로 변하였다. 지르콘녹색안료는 단순히 바나듐과

프라세오디뮴의 첨가량을 변화시키는 것만으로는 발색되

지 않았다. 본 실험에서 연두색조의 채도 높은 녹색안료

(moderate yellowish green)는 광화제인 NaF와 NaCl의 첨

가량에 변화를 주어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지르콘 녹색

안료에서 광화제의 종류와 첨가량은 안료의 합성 및 발

색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3.2.2. UV-Vis absorption spectra

V2O5와 Pr6O11를 이용하여 지르콘안료를 합성함에 있어

서 발색제와 광화제의 첨가량 변화에 따른 V와 Pr의 원

자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UV-Vis spectroscopy 분석을 하

였다. 그 결과를 Figs. 4~6과 Table 3에 나타내었다. 

Fig. 4는 V2O5 0.1 mol%, NaF 0.5 mol% 첨가한 조성에

Pr6O11의 양을 각각 1, 2, 3, 4%로 첨가하여 800
o
C에서 3시

간 유지하여 합성한 안료의 U.V-Vis spectra이다. Pr6O11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청색을 나타내는 V
4+
의 특성밴드

13)
인

290, 640 nm 부근의 넓은 흡수밴드의 강도가 약해지고, 황

색을 나타내는 Pr
3+ 

(445, 480~490, 592 nm)
17)
와 Pr

4+

(302~380, 400~500 nm)
18,19)
의 특성밴드가 강해졌다. Pr

3+

의 특성밴드는 Pr
4+ 
밴드와 겹치기 때문에 약화되는 것처

럼 보이나, 445와 592 nm의 밴드를 보면 함께 그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5는 V2O5 0.1 mol%,

Pr6O11 6%를 사용하고 광화제 첨가량에 변화를 주어 700
o
C

Table 2. L* a* b* Value and Munsell Color Notation in Glazed Samples of Synthesized (V, Pr)-doped Pigments at 800
o
C for 3 h

V2O5 (mol%) Pr6O11(%) M(mol%) L* a* b* H V/C Color 

0.1 1 NF 0.5 61.97 -16.08 -14.10 4.0B 6.1/5.0 Light greenish blue

" 2 " 68.36 -16.16 -4.43 7.8BG 6.7/3.4 Light bluish green

" 3 " 70.59 -15.82 9.27 2.2G 7.0/2.9 Light yellowish green

" 4 " 75.22 -10.16 32.76 0.7GY 7.4/4.5 Light greenish yellow

" 6 NF 0.5 76.68 -4.77 49.77 5.5Y 7.6/7.0 Greenish yellow

" " NF 0.3 NC 0.2 69.91 -13.21 26.74 4.1GY 6.9/4.0 Yellowish green

" " NF 0.2 NC 0.3 67.51 -13.89 18.04 6.9GY 6.7/3.2 Moderate yellowish green

" " NC 0.5 60.41 -17.37 2.63 5.4BG 5.9/3.5 Light bluish green

*M : mineralizers NF : NaF NC : NaCl

Fig. 4. Optical absorption spectras of a glazed sample with (V,

Pr)-doped ZrSiO4 pigments(V2O5 0.1, NaF 0.5 mol%)

according to different contents of Pr6O11 at 800
o
C(3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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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800
o
C에서 3시간 유지하여 합성한 안료의 U.V-Vis

spectra이다. 안료의 합성이 완료되는 800
o
C에서 V

4+
와 함

께 Pr
3+

 및
 
Pr

4+
의 특성밴드 강도가 증가하였고, NaF 0.2,

NaCl 0.3 mol% 첨가하여 800
o
C에서 합성한 안료가 가장

양호한 moderate yellowish green으로 발색하였다.

발색제 금속이온의 배위수가 바뀌면 전자전이에 따라

리간드장의 환경이 변화하고 이에 따라 특성 흡수밴드의

파장영역과 강도가 바뀐다. 이들 이온들의 리간드장에서

의 에너지 차이에 의한 분리에 의하여 흡수밴드가 나타

나고 발색도 바뀌게 된다. 지르콘 결정 내에서 V
4+
는 d-

d 전이를 하고 매우 넓은 두 개의 흡수밴드를 보인다. Pr
3+

는 d블록 원소들과는 틀린 f-f 전이를 하며 리간드장의 영

향은 매우 적기 때문에 f 궤도 사이의 전이는 네 개의 좁

은 흡수밴드를 나타낸다. Pr
4+
는 f-d 전이를 하며 비교적

넓은 두 개의 흡수밴드를 보인다. 지르콘 결정 내에서 녹

색의 발색에 관여하는 V
4+

,
 
Pr

3+
, Pr

4+
의 전자 전이를 확인

하여 Table 3에 나타내었다. 

(1) visible spectrum from 400 to 700nm

가시광영역에서는 violet-blue 흡수대인 400~500 nm에서

t1g→ f 전이
18)
에 기인한 Pr

4+
의 넓은 흡수밴드가 관찰되었

다. Blue 흡수대인 445 nm와 Blue-green 흡수대인 480~

490 nm, yellow 흡수대인 592 nm에서 각각 
3
H4→

3
P2, 

3
H4

→
3
P1, 

3
H4→

3
P0, 

3
H4→

1
D2 전이에 기인한 4개의 좁은 흡

수밴드가 관찰되었다. 이 흡수밴드들은 바닥 상태의 
3
H4

에서 
3
P2, 

3
P1, 

3
P0, 

1
D2 여기 상태로의 이동에 의한 Pr

3+
의

특성흡수밴드로 G. D. A. Licciulli et al
17)
에 의해 확인되

었으며 본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Red 흡수대인

640nm 부근의 넓은 흡수밴드는 V
4+
의 특성밴드로 

2
B1→

2
E 전이

5)
에 기인한 것이며 지르콘 결정 안에서 푸른 발

색을 보였다. 본 실험에서 합성한 안료가 녹색조를 띠었

을 경우 400~500 nm의 Pr
4+
와 445, 480~490, 592 nm의

Pr
3+ 
특성 밴드의 강도는 함께 증가하였고, 640 nm 부근의

V
4+
의 특성 밴드는 감소하였다. 

(2) Ultraviolet region from 200 to 400 nm

Ultraviolet 영역에서는 290 nm에서 
2
B1→ 

2
A1 전이

5)
에

기인한 V
4+
의 넓은 흡수밴드가 관찰되었는데, 이 밴드가

강해질수록 안료는 푸른색조로 변하였다. 302~380 nm 부

근의 Pr
4+ 
특성밴드는 2t2g→ f 전이

18)
에 기인한 것으로 V

4+

밴드와 겹쳐서 뚜렷이 보이지는 않지만 장파장 쪽으로 이

동하면서 합성된 안료는 노란색조로 변화하였다. 

3.2.3. Raman spectra 

본 연구에서 합성한 (V, Pr)-doped 지르콘 안료의 raman

Fig. 5. Optical absorption spectras of a glazed sample with (V,

Pr)-doped ZrSiO4 pigments(V2O5 0.1 mol%, Pr6O11

6%) according to different contents of NaF and NaCl at

700, 800
o
C for 3 h.

Fig. 6. Raman spectras of ZrSiO4 powder and commercial

zircon pigments.

Table 3. Summery of the Absorption Bands and Assignments of Sample with (V, Pr)-doped ZrSiO4 Pigments(V2O5 0.1 mol%, Pr6O11

6%) according to Different Contents of NaF and NaCl at 800
o
C(3 h) 

Valence state Band Assignments

Pr
3+ Wavelength (nm) 445 480~490 480~490 592

f-f transition
17) 3

H4 →
3
P2

3
H4 →

3
P1

3
H4 →

3
P0

3
H4 →

1
D2

Pr
4+

Wavelength (nm) 302~380 400~500

V
4+

f-d
 

transition
18,19)

2t2g → f t1g → f

Wavelength (nm) 290 640

d-d transition
4) 2

B1 → 
2
A1

2
B1 → 

2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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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라만 분석을 하였다. 상업

용 지르콘 파우더와 발색제가 고용된 상업용 지르콘 안

료 및 합성한 지르콘안료의 라만 분석 결과를 비교하여

Fig. 6과 Table 4에 나타내었다. 

상업용 지르콘 파우더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05(B1g), 972

(A1g), 401(Eg) cm
-1 
부근의 wavenumber는 Si-O의 stretching

mode
21)
에 의한 피크로 발색제가 고용됨에 따라 다소 이

동하였다. External mode의 222 (Eg), 198 (Eg) peak와

353 (Eg) cm
-1
의 지르콘 특성피크가 관찰되었다. 그 외에

V-doped pigment의 spectra에서는 각각 950(v1, stretching),

473(v4, bending), 386(v2, bending) cm
-1
의 V-O mode

20)
가

관찰되었다. 이 바나듐청 지르콘안료는 전형적인 지르콘

의 raman spectra 패턴을 보인 반면, 프라세오디뮴황과 바

나듐프라세오디뮴녹 지르콘 안료의 경우는 상당수의 미

반응 m-ZrO2 특성피크가 관찰되었다. 이는 프라세오디뮴

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지르콘 수율이 낮아지는 XRD

결과와도 일치한다. 

V2O5 0.1 mol%, Pr6O11 6%, NaF 0.5 mol% 첨가한 조

성에 NaCl 첨가량에 변화를 주어 800
o
C에서 3시간 유지

하여 합성하였다. 광화제 첨가량에 따른 raman spectra를

알아보기 위하여 합성된 안료를 라만 측정하여 Fig. 7에

나타내었다. 최적 조성으로 확인된 NaF 0.2, NaCl 0.3%

첨가하여 합성한 안료의 경우 Si-O의 stretching mode
21)
의

특성 피크가 1005 cm
-1 

(B1g)에서 확인 되었고, 865, 801,

789, 687,437, 353, 223 cm
-1
의 지르콘 특성피크 강도가 현

저히 높았다. NaCl과 NaF를 각각 단독으로 0.5 mol% 사

용하여 합성한 안료의 경우 950(v1, stretching)과 972 cm
-1

(A1g)의 피크 ratio가 달라졌다. 최적조성의 시료보다

950 cm
-1
의 V-O vibration mode의 특성피크 강도가 더 높

게 나타났다. Table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최

적 조성으로 확인된 (V, Pr)-doped 지르콘 안료는 1005,

972, 950, 625, 472, 434, 353, 224 cm
-1
에서 raman active

mode의 지르콘
 
특성피크가 확인되었다. 

4. 결 론

바나듐과 프라세오디뮴을 codoping하여 지르콘 녹색 안

료를 고상법으로 합성하였다. V2O5와 Pr6O11, NaF와 NaCl

의 첨가량 및 소성조건에 변화를 주어 안료합성 시 최적

조건과 광화제가 지르콘 결정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았다. 또한 지르콘 결정 내에서 V, Pr의 원자가가 안료의

발색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4. Assignment of Raman Vibrational Modes in Synthesized (V, Pr)-doped Zircon Pigments and Commercial Zircon Powder

Compared with those Observed for together with Commercial Zircon Pigments

(V, Pr)

co-doped SZP

(V, Pr)

co-doped CZSP

Pr-doped

CZSP

V-doped

CZSP

Commercial 

ZrSiO4 Powder
Mode Assignment

20,21)

/cm
-1

/cm
-1

/cm
-1

 /cm
-1

/cm
-1

1005 1003 1003 1003 1005 Zircon B1 g Si-O v3

972 980 980 970 972 Zircon A1 g Si-O v1

950 950 950 V-O 

625 623 622 622 625 Zircon B1 g

472 473 473 V-O 

434 432 432 434 434 Zircon B1 g

401 401 390 407 Zircon Eg Si-O v4

386 V-O 

353 352 352 352 353 Zircon Eg

224 220 221 222 222 Zircon Eg External mode(rot.)

198 201 200 198 198 Zircon Eg External mode(trans.)

*SZP : Synthesized ZrSiO4 Pigment / CZSP : Commercial ZrSiO4 Pigment

ṽ ṽ ṽ ṽ ṽ

Fig. 7. Raman spectras of V2O5 0.1 mol%, Pr6O11 6% doped

zircon green pigments according to different

contents(mol%) of mineralizers(NaF/NaCl) at 800(3h).

Z: Zircon, M: M-Zr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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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 Pr)-doped 지르콘안료합성 시, V2O5 0.1 mol%,

Pr6O11 6%와 NaF 0.2, NaCl 0.3 mol% 첨가하여 800
o
C에

서 3 h 유지하여 합성했을 때 최적의 발색을 보였으며, 이

때 유적용 한 안료의 색 수치는 L* 67.51, a* −13.89, b*

18.04 였다.

(2) V2O5 0.1 mol%, Pr6O11 6% 첨가한 조성에 NaF 0.2,

NaCl 0.3 mol% 첨가하여 합성한 경우 지르콘 수율은 91%

였으며, 광화제는 단일 종보다 NaF와 NaCl을 같이 사용

하였을 때 지르콘 결정생성을 촉진시켰다. 또한 NaCl의

첨가량은 안료의 녹색 발색에 영향을 미쳤다. 

(3)합성 안료의 UV-Vis 분석결과 V ion은 4
+
 상태로 녹

색도가 증가함에 따라 그 피크강도는 감소하였다. Pr ion

의 경우 녹색조에 관여할 때 3
+
와 4

+
의 상태로 공존하였

다. Pr
3+
는 445, 480~490, 592 nm, Pr

4+
는 302~380, 400~

500 nm에서 특성피크가 관찰되었고 녹색도가 증가할수록

그 강도는 증가하였다.

(4)합성 안료의 Raman 분석결과 1005, 972, 950, 625,

472, 434, 353, 224, 198 cm
-1
에서의 zircon active mode

와 950 cm
-1
에서의 V-O bonding mode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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