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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현재 단청시공에 실제 사용되고 있는 국산 천연안료 제품 총 22종을 대상으로 리트벨트법을 활용한 

정량 X-선 회절분석을 실시하여 구성성분의 조성과 함량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 분석결과, 주보사와 황, 석록, 석청, 
호분 등의 제품들은 각각 거의 순수한 진사 , 웅황, 공작석, 남동석 및 방해석 또는 아라고나이트로 구성된 것으로 판단된

다. 반면, 석간주와 황토, 뇌록, 라피스라즐리, 백토, 꼬막호분 등의 제품들은 각각 적철석 , 침철석, 뇌록석, 라주라이트, 
고령석 및 포틀랜드석 등이 주구성광물이며 , 그 외 석영, 장석, 견운모, 질석 등 일반적인 토양에 풍부한 광물과 방해석 , 
석고 및 경석고 등과 같이 산업계에서 충진제로 활용되는 광물들이 각 제품에 다양한 비율로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같이 정량 X-선 회절분석을 통하여 화학조성분석이나 현미경관찰만으로는 획득하기 쉽지 않은 보다 

구체적인 안료 제품들의 광물조성 및 그 함량 비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으며 , 추후 이를 천연안료제품의 품질기준 

설정에 활용하거나 대체원료수급 및 품질향상을 통한 보존과학연구 등에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된다 .

중심어: 정량 X-선 회절분석 , 리트벨트법 , 단청안료 , 광물조성 , 광물함량

ABSTRACT     Mineral composition and content of 22 Korean Dancheong pigment products were obtained by Rietveld 
quantitative analysis. Jubosa, Hwang, Seokrok, Seokcheong and Hobun consist of pure cinnabar, orpiment, malachite, 
azurite and calcite (or aragonite), respectively. Whereas Seokganju, Hwangto, Noerok, Lapis lazuli, Baekto and Cockie 
hobun mainly consist of hematite, goethite, celadonite, lazurite, kaolin mineral and portlandite, respectively. And they 
all consist of soil minerals (quartz, feldspar, sericite and vermiculite) and filler minerals in the industry field (calcite, 
gypsum and anhydrite) at a different content. Quantitative XRD proved more useful method to determined exact mineral 
composition and content than chemical or microscopical data. If this method utilize for specification of natural pigment 
product, it is considered to be applicable in restoration technology and conservation science field.

Key Words: Quantitative XRD, Rietveld's method, Dancheong pigment, Mineral composition, Mineral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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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과거 우리 조상들이 단청에 사용하였던 안료는 천연안

료, 즉 광물질의 자연안료를 사용하였으며, 이중에는 중국

이나 서역 지방에서 도입된 것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이

러한 천연안료를 구하기 힘들고, 가격이 고가이므로 사용

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어서 구하기 쉽고 가격이 저렴

한 화학안료를 사용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화학안

료는 내공해성, 내광성, 내열성, 내수성 등에 문제가 있어 

단청시공 후 얼마가지 않아 퇴색 및 변색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최근 국내에 발표되고 있는 안료 관련 연구는 물성 및 

환경 관련 사례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Go et al., 2015; 
Kim et al., 2015; Lee et al., 2015; Park et al., 2015), 안료

를 구성하는 원료광물의 조성에 대한 연구는 단청시공이 

완료된 현장에서 휴대용 분석장비를 통하여 획득된 화학

조성정보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광물성분을 추정하거나

(Chun et al., 2009; Song and Kim, 2014; Yoo et al., 
2014), X-선 회절분석을 이용하여 직접적인 광물조성을 

분석한 사례들 또한 정성적 평가만이 이루어져오고 있다

(Lee et al., 2012; Kim et al., 2013).
하지만 이러한 정성적인 광물조성 자료만으로는 각 색

상별, 용도별 안료의 주구성광물에 대한 정보획득에는 충

분히 유용하지만, 소량 혹은 미량으로 포함된 부성분광물

의 정확한 동정이나 이들과의 배합 비율을 파악하는 것에

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전통적인 천연안료를 복원하거나 

재현하기 위해서는 주구성광물 뿐만이 아니라 미량으로 

포함된 부성분광물 혹은 충진제 역할을 하는 광물들의 함

유여부 및 배합비율에 대한 정보의 획득이 필요하다. 그 이

유는 일반적으로 착색이나 발색에 이용되는 물질은 매우 

소량만 함유된 경우에도 색상 및 물성을 좌우할 수 있는 영

향을 미치며, 그 사용 여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

에 광물의 조성과 그 함량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안

료의 색상 및 물리화학적 특성 규명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

분이다.
암석 및 토양 등 지질시료를 구성하는 광물들의 정량적

인 분석방법에는 3가지 방식이 있다. 기존의 현미경하에서 

구성광물을 구분하여 면적계산을 수행하는 모드분석(Kim 
et al., 1989; Lee et al., 1992; Sagong and Jwa, 1997), 전
체 암석에 대한 화학분석을 실시하여 분석치로부터 구성

광물비를 CIPW 방식으로 계산해내는 NORM 분석(Park 

et al., 1998), 마지막으로 암석 및 토양을 분쇄한 분말에 대

하여 X-선 회절분석을 실시하여 각 광물의 회절선을 분리

하여 계산하는 정량 X-선 회절분석법 등이 있다(Snyder 
and Bish, 1989).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어느 분석법

이 더 정량분석에 유리하다는 판단은 힘들지만 동일한 시

료에 대하여 모든 분석법을 적용하여 비교한 Choi et al. 
(2006)의 연구결과, 정량 X-선 회절분석을 이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정확한 광물조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X-선 회절 데이터를 이용한 광물정량분석은 일찍부터 

시도되었으며, 최근 산업기술 분야에서는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시멘트 회사의 원료 및 품질관리나 석유시

추 시 시추니(drilling mud)의 분석 등이 이를 통하여 이루

어지고 있다. 특히 퇴적암이나 토양 등 미세한 입자들로 이

루어진 시료의 경우, 그리고 변질이 심한 암석의 경우 현미

경 하에서 광물구분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

문에 광물조성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X-선 회절분석

법이다. 종래에는 시료 내부에 분석치를 아는 표준물질을 

첨가하여 회절선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Chung, 1974a; 1974b; Davis and Walawender, 1982), 이 

방식은 표준물질 1개의 회절선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오차

가 다소 심한 단점이 있어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에 의하여 

까다롭게 이용되어왔다. 하지만 최근에 내부 표준시료 없

이 분석대상 시료만의 전체 회절선을 이용하는 리트벨트

(Rietveld) 정량분석법이 개발되어 비교적 에러가 적은 객

관화된 자료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Hill and Howard, 
1987; Taylor, 1991; Weidler et al., 1998; Monecke et al., 
2001).

최근 국내에서도 한국 산업광물 표준(Industrial Mineral 
Bank, 2005), 화강석품질기준연구(Choi et al., 2006), 심
해자원 형성메커니즘 연구를 위한 퇴적분지 코어시료의 

광물조성(Son et al., 2009) 및 퇴적물 근원지 해석을 위한 

한반도 주변 해양 퇴적물의 광물분포(Cho et al., 2011) 등 

암석 및 토양 내 광물조성 연구와 관련된 지질학의 다양한 

분야에 정량 X-선 회절분석법을 활용해 오고 있다. 또한 

안료와 관련하여 Hejl and Tippelt(2005)와 Prieto et al.(2016) 
등은 각각 고대벽화와 출토유물을 대상으로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여 원료물질과 산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최초로 정량 X-선 회절분석을 현재 

단청시공자들에 의하여 실제 사용되고 있는 국산 천연안

료 제품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천연안료의 품질기준을 

정립하는 분야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광물조성을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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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규명하고, 각 제품별 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아가 

전통안료의 원료물질 및 제조기술 복원분야에 광물학적 

연구의 역할과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2. 시료  연구방법

2.1. 국내시  단청안료

단청장 및 불교미술업 종사자들에 의하여 실제 단청시

공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복수의 국내업

체에서 시판 중인 안료제품을 획득하였다(Table 1). 이들

은 색상별로 각각 적색계열 5점(석간주 3점, 주보사, 천연

주사), 황색계열 4점(장단, 황, 황토II, 사암), 녹색계열 6점
(공작석, 하엽, 석록, 녹토, 뇌록 2점), 청색계열 2점(석청, 
라피스라즐리), 백색계열 5점(백토 2점, 호분, 대합호분, 꼬
막호분) 등으로 총 22점의 시료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2.2. X-선 회 분석

각 시료를 구성하는 광물의 종류를 동정하기 위하여 0.5 
μm 이하의 분말로 분쇄한 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운용 

중인 X-선 회절분석기(X-Ray Diffractometer, EMPYREAN, 
PANalytical co., Netherlands)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

였다. 이 때 Target은 Cu를 사용하여 흑연 단색화 된 파장

(CuKɑ=1.5406Å)을 사용하였으며, 분석조건은 40 kV/40 
mA으로 5˚-80˚ 2-theta 구간에서 주사간격 0.04˚ 2-theta, 
주사시간 0.5 s/step 으로 설정하여 연속스캔(continuous scan) 
방식으로 회절 값을 기록하였다. 분석 시 슬릿은 Divergence 
slit 1 mm, Anti scattering slit 0.5 mm로 고정하였다.

2.3. 물정량분석

2.3.1. 리트벨트법(Rietveld’s method)
리트벨트법은 원래 단일파장의 중성자 회절데이터에 

있어 일부 회절선들의 중첩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

된 결정의 구조분석 방법이지만(Rietveld, 1969), 회절데이

터 전 구간에 걸친 회절선의 면적을 이용하는 원리이기에 

정량분석에도 뛰어난 결과를 보여준다. 요약하면 특정 회

절패턴이 아닌 회절선의 전체면적으로부터 결정학적인 정

보(공간군, 단위포, 원자 좌표, 온도인자 등)를 이용하여 결

정구조 정밀화를 수행하는데, 분말데이터를 사용하기 때

문에 2종류 이상의 광물 복합상(multi-phases)에 대한 회절

선의 분리가 가능하며, 이에 대한 구조해석이 동시에 이루

어진다(Moon et al., 2000; 2001; Choi and Kim, 2001). 
이 과정에서 복합상들의 상대적인 함량비가 함께 계산되

기 때문에 광물정량분석이 가능하다.
특히 리트벨트법을 이용한 광물정량분석은 모든 회절

선으로부터 계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거 내부 표준시

료를 사용하는 방법이나 특정 회절선만을 가지고 계산하

던 종래의 정량분석법에 비해 매우 정확한 정량분석 결과

를 얻을 수 있다. 리트벨트법은 X선회절 데이터 실험치

(Yo)와 결정학적 정보로부터 계산된 이론치(Yc)를 비교하

여 최소자승법으로 정밀화시키는 것이다. 즉,  
  



  
  식으로 주어지며, 여기서 Yoi와 Yci는 각각 i번

째의 실험치와 이론치를 나타내며     이다. 한편, 

이론치 Yci는 다음식으로 주어진다.

  



  

이때, s는 스케일요소(scale factor)이며, K번째 회절선 

각각에 대하여 LK는 로렌쯔 요소, 는 회절선 함수, PK는 

정향배열성(preferred orientation) 함수, A는 흡수계수, FK

는 구조계수, Ybi는 기저선 함수 등을 나타낸다. 리트벨트

법에 사용된 회절선 함수는 pseudo-Voigt (pV) 함수를 사

용하였으며 회절선의 최대반폭치(FWHM, full width at 

half maximum) H는  tan tan 의 식으로 

주어지며, U, V, W의 세 값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서 리트

벨트 구조 계산에 의해 결정구조가 정밀화되면서 결정되

는 s값인 스케일요소는 정량분석에 사용된다. 즉, 광물의 

상대적인 함량(wt%)은 다음 식으로 주어진다.

wtsMVwhole
sMVmin 

여기서 s는 스케일요소, M과 V는 광물 단위포의 질량

과 부피를 나타낸다.

2.3.2. Siroquant Ver. 3.0
X-선 회절분석을 통하여 획득된 회절패턴은 Siroquant 

Ver. 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량분석 하였다. 이 프로그

램은 리트벨트 분석법을 산업적 요구에 맞춰 정량분석 용

도만을 위해 개발된 상업 프로그램이다(Taylor, 1991). 따
라서 구조분석 시 고려되는 고도의 이론적 배경과 복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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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ineral and chemical composition of the pigment products.

Color Sample 
name

Pigment product 
name Mineral composition (wt%) Chemical composition (wt%)

Red

R1 Seokganju I gypsum (86.5), hematite (6.9), anhydrite (5.9),
calcite (0.7) Ca (54.52), S (32.27), Fe (12.23), Si (0.97)

R2 Seokganju II quartz (25.8), gibbsite (34.5), hematite (21.8),
kaolinite (11.9), vermiculite (6)

Fe (85.28), Al (7.36), Si (5.20), Ti (1.43), 
K (0.72)

R3 Seokganju quartz (49.7), hematite (38.8), sericite (11.5) Fe (49.94), Si (38.96), Al (5.59), K (3.16),
Ti (1.32), Mn (1.02)

R4 Jubosa cinnabar (100) Hg (81.22), S (18.78)

R5 Cheonyeon jusa barite (76.3), quartz (12.3), calcite (6.3),
dolomite (5.2) Ba (71.12), S (12.77), Ca (10.82), Si (5.29)

Yellow

Y1 Jangdan realgar (100) As (78.97), S (21.03)

Y2 Hwang orpiment (100) As (66.32), S (33.68)

Y3 Hwangto II goethite (65), natrojarosite (13.2), quartz (10.1), 
hematite (6.2), kaolinite (5.6) Fe (85.36), Si (10.83), S (3.82)

Y4 Sa-ahm kaolinite (50.7), quartz (17.8), vermiculite 
(16.9), augite (8.0), alkali feldspar (6.6)

Si (38.26), Fe (36.58), Al (15.47), K (3.98),
Ti (3.09), Ca (2.63)

Green

G1 Gongjakseok malachite (98.0), quartz (2.0) Cu (99.27), Fe (0.73)

G2 Hayeop
(Fired Seokrok) malachite (100) Cu (100)

G3 Seokrok
(yangrok) malachite (100) Cu (100)

G4 Noerok (Nokto) kaolinite (30.5), calcite (25.3), gypsum (20.8),
vermiculite (17.4), anhydrite (3.9), quartz (2.2)

Ca (38.63), Si (27.33), Fe (16.06), S (7.18),
Al (6.48), K (1.78), Ti (1.33), Sr (0.54), Mn 
(0.38), Cu (0.29)

G5 Noerok celadonite (49.7), quartz (30.4), calcite (20) Fe (31.82), Si (30.12), Ca (24.16), K (8.76),
Al (2.79), P (2.35)

G6 Noerok
(Noeseongsan)

celadonite (62.6), vermiculite (24.8),
plagioclase (10.6), quartz (1.9)

Fe (38.43), Si (38.09), K (13.69), Al (6.05),
Ca (3.75)

Blue

B1 Seokcheong azurite (100) Cu (100)

B2 Lapis lazuli
sericite (23.1), quartz (22.8), biotite (14.7),
lazurite (12.8), anhydrite (9.5), calcite (9.2),
alkali feldspar (4.8), plagioclase (3.0)

Ca (42.10), Si (23.84), S (14.49), Al (7.95),
K (6.25), Fe (5.37)

White

W1 Baekto-1 kaolinite (81.9), sericite (18.1) Si (55.53), Al (29.02), K (9.51), Fe (5.94)

W2 Baekto-2
kaolinite (64.5), sericite (17.5), plagioclase 
(6.5), quartz (5.8), vermiculite (4.3), amphibole 
(1.5)

Si (53.93), Al (27.57), Fe (8.57), Ca (5.78),
K (3.16), Ti (0.99)

W3 Hobun calcite (100) Ca (100)

W4 Daehap hobun aragonite (100) Ca (100)

W5 Kkomak hobun portlandite (76.4), calcite (22.8), quartz (0.7) Ca (100)

*Standard chemical formula of each minerals : gypsum [CaSO4·2H2O], hematite [Fe2O3], anhydrite [CaSO4], calcite [CaCO3], 
quartz [SiO2], gibbsite [Al(OH)3], kaolinite [Al2Si2O5(OH)4], vermiculite [(Mg,Fe+2,Fe+3)3[(Al,Si)4O10](OH)2·4H2O],
sericite {illite [(K,H3O)(Al,Mg,Fe)2(Si,Al)4O10[(OH)2,(H2O)]] + muscovite [KAl2(AlSi3O10)(F,OH)2]}, cinnabar [HgS], barite 
[BaSO4], dolomite [CaMg(CO3)2], realgar [AsS], orpiment [As2S3], goethite [FeO(OH)], natrojarosite [NaFe3+

3(SO4)2(OH)6],
augite [(Ca,Na)(Mg,Fe,Al,Ti)(Si,Al)2O6], alkali feldspar [KAlSi3O8], malachite [Cu2CO3(OH)2],
celadonite [K(Mg,Fe2+)(Fe3+,Al)[Si4O10](OH)2], plagioclase [NaAlSi3O8], azurite [Cu3(CO3)2(OH)2],
biotite [K(Mg,Fe)3(AlSi3O10)(F,OH)2], lazurite [(Na,Ca)8[(S,Cl,SO4,OH)2|(Al6Si6O24)]], aragonite [CaCO3], portlandite [Ca(O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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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aptured images of the Siroquant Version 3.0. 
(A) Identification of multi mineral phases. (B) Observed 
(yellow) and calculated (red) powder pattern and re-
siduals (blue) for the pigment product (Y3 : HwangtoII) 
obtained by Siroquant Version 3.0.

결정학적 지식이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며, 계산과정도 구

조분석에 요구되는 복잡한 과정은 단순화시켜 최적의 해

답을 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실제 광물 자료들을 활용함

으로써 정량분석시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이 소프트웨어는 X선회절분석기에서 만들어진 X선회

절도와 똑같은 회절도를 결정학적인 계산을 반복하여 일

치시키는 방법으로 수행한다(Taylor, 1991). Figure 1B에

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실제 X-선
회절분석기에서 만들어진 회절도(diffractogram)이고, 빨
간색의 회절도는 결정학적인 계산에 의한 회절도이다. 실
제의 X-선회절도에서 구성광물을 완벽하게 감정한 후 수 

차례 계산을 반복 시행하여 실제의 회절도와 계산된 회절

도가 완전히 일치할 때 완전한 정량치가 얻어진다. 이 방법

은 미세한 오차는 발생할 수 있으나 매우 훌륭하게 구성광

물의 정량값을 얻을 수가 있다.
최근 국내외 지질학 분야에서는 Siroquan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광물정량분석을 실시한 논문들이 최근 많이 발

표되고 있으며(Keeling et al., 2000; Srodon, 2002; Schofield 
et al., 2002; Evans et al., 2003; Bamford et al., 2004; 
Potter et al., 2004; Tilley and Eggleton, 2005; Choi et al., 
2006), 이 결과를 퇴적분지의 진화(Son et al., 2001; Tonui 

and de Caritat, 2003; Kemp et al., 2005) 및 광물자원탐사

(Boni et al., 2013) 등에도 응용되고 있다.

2.4. 화학조성분석

현장에서 비파괴분석 및 소량으로 획득된 시료의 화학

조성을 분석하여 안료의 광물조성을 연구한 기존 연구들

과의 비교를 위하여 미소부 X-선 형광분석을 이용한 화학

조성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기기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서 운용되고 있는 미소부 X-선형광분석기(Micro X-ray 
Fluorescence Analyzer, Eagle 3-XXL, EDAX, Inc., USA)를 

이용하였으며, 분석조건은 Rh target, 40 kV, 500 μA, spot 
size 300 μm로 설정하여 측정하였다.

2.5. 색도  유기색소 유무 평가

안료를 구성하는 광물의 조성 및 그들의 함량 비가 색도

에 미치는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규격(KS)에 

의거하여 색도를 측정하였으며, 광물조성 외에 인위적인 

색상첨가 등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유기색소 첨

가 유무를 평가하였다.

2.5.1. 색도

안료의 색도는 구성광물조성 외에도 가공 상태에 따른 

입자의 크기분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안료가 분말 상

태로 있을 때와 바인더와 혼합되어 있을 때도 다르게 나타

난다. 따라서 정확한 색상 비교를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 하

에서 색상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KS M ISO 787-1 (안료

와 체질 안료의 일반 시험법 - 제1부: 안료의 색상 비교)에 

따르면 안료의 색상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뮬러(Muller)를 

사용해 일정하게 바인더(정제 아마인유)와 안료를 혼합하

고 이를 도포하여 색상을 비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

만 본 연구에서는 바인더의 영향을 배제하고 안료 자체의 

색상을 측정하기 위해 에탄올과 안료를 혼합하여 도포한 

후, 에탄올이 휘발되고 남은 안료 채색층을 대상으로 

Konica Minolta사의 색차계(CM-600d, Japan)를 사용하여 

국제 조명 협회(Commission International d’Eclairge, CIE)
에서 제안한 CIE L*, a*, b* 모델을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이때, L*은 광도(밝기) 요소이며, a*, b*는 각각 초록(-a*)에
서 빨강(+a*), 파랑(-b*)에서 노랑(+b*)까지의 범위를 나타

내는 색조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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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romaticity and organic coloring material estimation of the pigment products.

Sample 
name Pigment product name

Chromaticity Reaction solvent

L* a* b* Ethanol NaOH Chloroform

R1 Seokganju I 38.18 28.81 19.46 - - ○
R2 Seokganju II 49.50 25.88 33.78 - ○ -

R3 Seokganju 41.51 27.33 32.05 - - -

R4 Jubosa 46.59 37.83 17.98 - - ○
R5 Cheonyeon Jusa 51.97 50.27 17.52 - ○ ○
Y1 Jangdan 76.13 26.05 72.53 ○ ○ ○
Y2 Hwang 84.88 4.58 62.59 - ○ -

Y3 HwangtoII 51.94 20.59 39.29 - ○ -

Y4 Sa-ahm 66.64 11.19 36.00 - ○ -

G1 Gongjakseok 72.26 -6.79 14.64 - - -

G2 Hayeop
(Fired Seokrok) 43.34 -19.86 9.15 - - -

G3 Seokrok
(yangrok) 54.33 -35.98 14.31 - - -

G4 Noerok (Nokto) 41.49 -11.62 12.13 - - -

G5 Noerok 51.31 -6.16 9.56 - - -

G6 Noerok 
(Noeseongsan) 54.48 -11.65 7.01 - - -

B1 Seokcheong 33.30 12.00 -52.80 - - -

B2 Lapis lazuli 45.78 1.14 -33.10 - - -

W1 Baekto-1 94.78 -0.46 4.21 - - -

W2 Baekto-2 82.48 2.60 10.97 - - -

W3 Hobun 95.86 0.02 2.37 - - -

W4 Daehap hobun 95.97 1.09 4.70 - - -

W5 Kkomak hobun 95.12 0.39 3.74 - - -

2.5.2. 유기색소 유무

일반적으로 유기색소는 석채(石彩)에 비하여 내광성, 
내산성, 내열성 등이 약하기 때문에 시공 후 자연열화 과정

에서 빠른 변색의 원인이 되므로 광물 원석 및 토양을 원료

로 하는 천연 단청용 안료는 유기색소를 포함해서는 안 된

다. 본 연구에서는 KS M ISO 1248 (산화철 안료-품질과 

시험방법)의 유기 색소 측정방법 중 에탄올, NaOH 및 

Chloroform 등을 반응용매로 시판되고 있는 천연 단청안

료에 대하여 유기색소 포함 여부를 확인하였다.

3. 연구결과  토의

국내에서 시판 중인 안료제품 별 광물조성과 함량, 화학

조성 및 각 광물들의 표준화학식을 Table 1에 정리하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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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hromaticity diagram of the pigment products.

량 X-선 회절분석법을 적용한 본 연구의 결과와 화학조성

을 활용한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비교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들의 색도와 유기색소 유무 평가결과는 Table 2와 Figure 
2에 정리하였다.

3.1. 색 안료

시판되고 있는 적색 안료제품들의 정량 X-선 회절분석 

결과, 주보사는 순수한 진사(cinnabar)로 구성된 것으로 나

타났으며, 세 점의 석간주와 천연주사의 경우 여러 종의 광

물이 각각 다양한 비율로 혼재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Figure 3).
석간주I(R1)의 경우 석간주의 주구성광물로 알려진 적

철석은 6.9%이며, 그 외 86.5%의 석고(gypsum), 5.9%의 

경석고(anhydrite) 및 0.7%의 방해석(calcite) 등으로 구성

된 것으로 나타났다. 석간주II(R2)는 21.8%의 적철석이 석

영(quartz) 25.8%, 깁사이트(gibbsite) 34.5%, 고령석

(kaolinite) 11.9% 및 질석(vermiculite) 6% 등과 함께 혼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간주(R3)의 경우 적철석의 함량

이 세 점의 석간주 제품 중 가장 높은 38.8%인 것으로 나타

났으며 석영과 견운모로 분류되는 광물들이 각각 49.7%와 

11.5%의 비율로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천연주사(R5)는 

중정석(barite), 석영, 방해석 및 백운석(dolomite) 등이 각

각 76.3%, 12.3%, 6.3%, 5.2%의 조성 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색도측정 결과, 대체로 주보사나 천연주사가 세 

점의 석간주에 비하여 적색이 뚜렷하며, 석간주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황색의 수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Figure 2). 하지만 석간주(R3)를 제외한 모든 적색 안료제

품에서 NaOH 및 Chloroform 등의 용매와 반응이 관찰되

므로 이들의 색도 값을 광물조성 비와 관련지어 해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Table 2).
단, 석간주(R3)의 경우 세 종류의 반응용매들과의 화학

적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다른 두 점의 석간주제품

과 유사한 색도 값을 가지며, 특히 석간주Ⅱ(R2)와 매우 유

사한 a*값과 b*값을 보임을 알 수 있다(Table 2, Figure 2). 
이때, 화학조성분석결과에서 Fe함량은 석간주Ⅱ(R2)가 

85.28%로 49.94%인 석간주(R3)에 비하여 2배 가까이 높

지만 석간주의 적색을 결정하는 적철석의 함량은 각각 

21.8%와 38.8%으로 Fe함량이 더 낮은 석간주(R3)가 더 

많은 양의 적철석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

여 적색 안료의 경우, 화학조성 상의 Fe함량 보다는 Fe가 

실제 시료 내에 어떠한 광물상(mineral phase)으로 얼마만

큼 존재하는지가 천연안료의 원료연구에 더욱 중요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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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Mineral composition of the reddish pigment 
products [Abbreviations of mineral names recommended 
by SCMR (Schmid et al., 2007)]. Gp: gypsum, Hem: hem-
atite, Anh: anhydrite, Vrm: vermiculite, Kln: kaolinite, 
Gbs: gibbsite, Qtz: quartz, Ser: sericite, Cin: cinnabar, Brt: 
barite, Cal: calcite, Dol: dolomite.

Figure 4. Mineral composition of the yellowish pigment 
products [Abbreviations of mineral names recommended 
by SCMR (Schmid et al., 2007)]. Rlg: realgar, Orp: orpi-
ment, Kln: kaolinite, Na-Jar: natrojarosite, Gt: goethite, 
Hem: hematite, Vrm: vermiculite, Qtz: quartz, Ksp: alkali 
feldspar, Aug: augite. 

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화학조성분석결과

만으로 구성광물의 조성 및 함량 비를 추정하는 것은 실제

의 그것과 다른 결론을 도출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음을 인

지하고, 추후 관련연구에 보다 객관성 있는 연구방법을 적

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2. 황색 안료

황색 안료제품들 중 장단(Y1)과 황(Y2)은 각각 순수한 

계관석(realgar)과 웅황(orpiment)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

타났다(Figure 4). 황토II는 65%의 침철석(goethite), 13.2%
의 소다철백반석(natrojarosite), 10.1%의 석영, 6.2%의 적

철석 및 5.6%의 고령석으로 구성되는 반면, 사암은 고령석

(50.7%)이 가장 풍부한 구성광물이며, 그 외 석영(17.8%), 
질석(16.9%), 보통휘석(8%) 및 알칼리장석(6.6%) 등을 부성

분광물로 포함하고 있다(Table 1, Figure 4).

황색 안료제품들의 색도를 측정한 결과, 장단(Y1)과 황

(Y2)이 황토II(Y3) 및 사암(Y4)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명

도(L*)와 노랑색조(b*)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Table 2, 
Figure 2), 이들의 유기색소 포함 여부 실험결과 장단(Y1)
은 세 가지 반응용매 모두에서 반응이 관찰되며 황(Y2), 황
토II(Y3), 사암(Y4) 등도 NaOH에서 노랑의 색소가 녹아

나오는 것이 관찰되었다. 그러므로 이들의 색도 값을 광물

조성과 관련지어 해석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

단된다.

3.3. 녹색 안료

본 연구에서 분석된 녹색 안료제품은 크게 공작석계열

(G1~G3)과 뇌록석계열(G4~G6)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의 광물조성 및 함량을 분석한 결과(Table 1, Figure 5), 공
작석계열의 녹색 안료제품들은 제품명이 공작석인 G1 시
료에서 소량(2%)의 석영을 부성분광물로 포함할 뿐 하엽

(G2)과 석록(G3) 등은 순수한 공작석(malachite)으로 구성

된 것으로 나타났다. 뇌록석계 제품들 중 뇌록(G5)과 뇌성

산뇌록(G6)은 각각 49.7%와 62.6%의 셀라돈석(celadon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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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Mineral composition of the greenish pigment 
products [Abbreviations of mineral names recommended 
by SCMR (Schmid et al., 2007)]. Mal: malachite, Qtz: 
quartz, Vrm: vermiculite, Gp: gypsum, Kln: kaolinite, 
Cal: calcite, Anh: anhydrite, Cld: celadonite, Plg: 
plagioclase.

Figure 6. Mineral composition of the bluish pigment prod-
ucts [Abbreviations of mineral names recommended by 
SCMR (Schmid et al., 2007)]. Azr: azurite, Ser: sericite, 
Bt: biotite, Laz: lazurite, Cal: calcite, Anh: anhydrite, Qtz: 
quartz, Ksp: alkali feldspar, Plg: plagioclase.

을 주구성광물로 포함하며 석영(30.4%), 방해석(20%) 및 

질석(24.8%), 사장석(10.6%), 석영(1.9%) 등의 서로 다른 

조성의 부성분광물들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녹토뇌록

(G4)의 경우 30.5%의 고령석 외에 방해석(25.3%), 석고

(20.8%), 질석(17.4%), 경석고(3.9%), 석영(2.2%) 등의 광

물조성을 가지며 화학조성분석결과 극미량(0.29%)의 구

리(Cu)가 검출되는 것이 특징이다.
색도측정 결과, 녹색 안료제품들은 뇌록석계열의 경우 

상대적으로 유사한 범위의 색조값(a*, b*)을 가지며, 공작

석계열의 제품들은 하엽(G2)과 석록(G3) 등과 같이 상대

적으로 초록색조(-a*)가 강하거나 공작석(G1)과 같이 명도

(L*)가 뚜렷하게 높은 것을 특징으로 두 계열의 녹색 안료

제품군의 색도가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된다(Table 2, 
Figure 2). 또한 녹색 안료제품들은 모두 유기색소 유무 평

가에서 세 가지 용매에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물조성과 색도를 종합하면 순수한 공작석으로 구성

된 안료제품이 셀라돈석을 주구성광물로 불순광물들과 혼

재하는 제품들에 비하여 녹색도가 높으며 명도 또한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공작석계열의 제품들 중 2%에 

불과하지만 백색의 조흔색을 가지는 석영이 부성분광물로 

포함된 제품(G1)의 경우 순수한 공작석으로 구성된 제품

들에 비하여(G2, G3) 명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으며, 뇌
록계열의 제품들 중 주구성광물로 상대적으로 많은 함량

의 셀라돈석을 포함하는 뇌성산 뇌록(G6)이 가장 초록색

조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반면, 녹토뇌록의 경우 제품명에 

뇌록을 표기하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뇌록의 주구성광물인 

셀라돈석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

도 다른 두 뇌록제품들과 유사한 색도 값을 보이는 것은 본 

연구에서 유기질 색소의 유무를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한 

세 가지 용매에 반응하지 않는 종류의 인위적인 녹색을 첨

가하였거나, 지질학적으로 드물지만 일부 미량원소의 치

환 또는 구리(Cu)의 변질물에 의한 피복 등으로 인하여 녹

색으로 산출되는 방해석 혹은 석고를 원료로 사용했을 가

능성을 시사한다(Braithwaite et al., 2004).

3.4. 청색 안료

두 점의 청색 안료 석청(B1)과 라피스 라즐리(B2)는 각

각 남동석(azurite)과 라주라이트(lazurite)가 청색을 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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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Mineral composition of the whitish pigment 
products [Abbreviations of mineral names recommended 
by SCMR (Schmid et al., 2007)]. Ser: sericite, Kln: kaolin-
ite, Vrm: vermiculite, Hbl: hornblende, Qtz: quartz, Plg: 
plagioclase, Cal: calcite, Arg: aragonite, Ptd: portlandite.

하는 주구성광물인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6). 석청은 순

수한 남동석으로 구성된 반면, 라피스 라즐리는 라주라이

트의 함량이 12.8%인 가운데 견운모(23.1%), 석영(22.8%), 
흑운모(14.7%), 경석고(9.5%), 방해석(9.2%), 알칼리장석

(4.8%) 및 사장석(3.0%) 등이 부성분광물로 포함되어 있

다(Table 1).
색도분석 결과에서 파랑색조(-b*)는 순수한 남동석으로 

구성된 제품인 석청이 우세하지만 명도는 규산염광물인 

라주라이트와 밝은 계열의 조흔색을 가지는 부성분광물들

을 포함하는 라피스 라즐리가 석청에 비하여 우세한 것으

로 관찰되었다(Table 2, Figure 2). 또한 두 점의 청색 안료 

모두 유기색소 유무를 평가한 실험에서는 용매에 의한 반

응이 관찰되지 않았다.

3.5. 백색 안료

백색의 안료제품들은 Figure 7과 같이 고령석을 주구성

광물로 하는 백토계열과 탄산칼슘광물이 주구성광물인 호

분계열로 구분된다. 백토-1(W1)의 광물조성은 고령석 

81.9%와 견운모 18.1%이며, 백토-2(W2)는 64.5%의 고령

석과 견운모(17.5%), 사장석(6.5%), 석영(5.8%), 질석(4.3 
%) 및 각섬석(1.5%)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호분으로 시판되고 있는 제품들 중 호분(W3)은 

순수한 방해석으로, 대합호분(W4)은 순수한 아라고나이

트(aragonite)로 구성되는 반면, 꼬막호분(W5)은 76.4%의 

포틀랜드석(portlandite)과 22.8%의 방해석 및 0.7%의 석

영 등의 광물조성을 나타내었다(Table 1).
이들의 색도를 분석한 결과 여러 종의 부성분광물을 포

함한 백토-2(W2)를 제외한 나머지 백색 안료제품들은 백

토와 호분의 구분 없이 모두 양호한 백색도와 명도를 갖는 

것이 특징이며, 모든 시료들에서 유기색소는 포함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Figure 2). 백토-2의 경우 상

대적으로 노랑의 색조를 띠며, 명도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

나는데 이는 불순광물 중 유색광물인 질석과 각섬석 등이 

백색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

다. 반면 백토-1은 부성분광물로 견운모만을 포함하며, 그
로인하여 백색도가 호분의 그것과 유사한 정도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각각 순수한 방해석과 아라고나이

트로 구성된 호분과 대합호분은 전통적인 방법에 의하여 

조개껍질을 이용하여 제조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

단되지만, 방해석 보다 더 많은 함량의 포틀랜드석을 주구

성광물로 미량의 석영을 포함하는 꼬막호분의 경우, 광물

자원으로써의 석회석을 가공하여 호분으로 활용하고 있음

을 추측가능하게 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백색의 안료제품 역시 광물조성과 그 

함량 비가 안료의 물성 중 가장 중요한 인자인 색도에 영향

을 미치는 인자이며, 이러한 연구방법을 통하여 전통적인 

원료물질이 충분히 지구상에 풍부한 다른 자원으로 대체 

가능함을 시사한다.

4. 고찰  결언

국내에서 시판 중인 안료제품 총 22점의 정량 X-선 회

절분석결과, 천연안료의 색도를 좌우하는 광물종과 그들

의 조성비를 알아냄으로써 화학조성분석을 활용한 기존의 

연구방법에서 범할 수 있는 오류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전

통적인 원료의 대체 가능물질 등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획

득할 수 있었다.
석간주의 경우, Do et al.(2009)을 제외하면 대부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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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한 광물학적 연구를 거치지 않은 채 단순히 시료 중 Fe의 

함량이 석간주의 빨강 색조를 좌우하는 것으로 해석한 사

례가 많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Fe가 

산화철 중 적철석의 형태로 존재할 때 석간주의 빨강색조

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인공적인 색을 첨가하지 않은 천연안료의 색

상은 특정 원소가 아닌 구성광물의 조성에 가장 밀접한 관

련성이 있으며, 추후 이와 관련된 체계적인 연구가 수행된

다면 천연안료 원료물질의 기준정립에도 활용 가능할 것

으로 사료된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안료 제품들이 순수한 광물종으로 

구성된 경우 보다는 여러 종류의 광물종이 다양한 비율로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석영, 장석, 
방해석, 중정석 및 석고(또는 경석고) 등을 포함하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페인트 및 제지산업 등의 분야에서 

충전제(filler)로 활용되는 대표적인 산업광물종들이다

(USGS, 2014). 유기색소가 첨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녹색과 청색 안료 제품들의 경우, 이러한 광물종들이 소량 

또는 기타광물들과 특정 비율로 혼재하는 경우에 순수한 

광물조성을 갖는 제품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밝은 명도

를 갖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백토 등에서도 부성분

광물로써 이들이 일정한 비율로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안료 제작 시 색상을 결정하는 발

색광물뿐만 아니라 부가적인 기능성 부여를 위하여 일정

한 비율의 충전광물을 첨가했을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이하게 녹토뇌록(G4) 및 꼬막호분(W5)과 같은 안료

는 전통적으로 알려진 원료광물을 활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명칭을 갖는 제품들과 유사한 색도특성

을 갖는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유기색소 유무

평가를 위하여 실험에 사용한 용매와 반응하지 않는 인공

색소를 첨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비교적 

수급이 용이한 광물자원들의 조합을 통하여 전통의 색을 

유지한 대체원료물질의 활용가능성 및 원료수급의 유연성 

제시라는 측면에서 유용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이 정량 X-선 회절분석법을 통하여 여러 안료 

제품들의 색상별 ․ 제품별 광물조성정보를 체계적으로 획

득할 수 있다면 전통의 색은 살리면서 각 충전제 광물들의 

긍정적인 기능성을 부여한 천연안료제품의 제작과 동시에 

기존 원료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소재의 소개 및 배

합비율 제시 등 보존과학분야에 유익한 활용이 가능할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복원기술관련 분야에서도 선조들이 

실제로 사용한 천연안료를 획득하여 본 연구와 동일한 분

석을 수행한다면 선조들이 단청을 위하여 순수한 광물조

성을 갖는 고도의 전처리를 거친 안료를 이용하였는지, 혹
은 주변에서 쉽게 획득할 수 있는 원료물질들을 용도별로 

유연하게 조합하여 안료를 제작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점에 

대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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