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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천연안료 중 단청용 적색안료로 주로 사용되는 석간주의 성분 및 물성에 따른 기능성 및 내광성을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과 일본에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제조하여 시판되는 적색의 산화철계열 천연안료는 석간

주와 대자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며 수집된 8종의 석간주를 대상으로 구성광물과 성분조성을 분석한 결과 , 대부분 

Hematite를 포함하고 있으며, 성분조성에 따라 Fe2O3함량이 40% 이상의 고함량인 그룹과 15%이하의 그룹으로 구분되

었다. 또한 소성 여부에 따라서도 구분이 되는데 소성된 석간주의 경우 소성에 따라 운모의 상전이로 인한 색상 변화와 

평균입도의 차이가 관찰되었다 . 석간주 안료 자체의 색도를 분석한 결과 Fe2O3 함량이 높은 시료들의 색도는 암적색 , 
회갈색인 반면 , Fe2O3의 함량이 낮은 시료는 황갈색이나 황적색을 나타내었으며 , 적색도 a*를 결정하는 것은 산화철

(Fe2O3)의 함량이었다 . 안료의 기능적인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아교를 석간주와 배합하여 발림성 , 은폐력의 기능적 

특성을 확인하였고, 결과 점토성 광물의 성분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얻었다. 내광성 평가를 통하여 색변에 대한 안정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안료의 발림성과 은폐력은 주구성광물에 따라 다르게 측정되었다 . 내광성 평가 결과 대부분 누적광

량이 0~9,000 KJ/m2까지는 색차가 크지 않지만 18,000 KJ/m2에서 크게 변색되었다 . 특히 소성한 석간주는 소성하지 

않은 석간주에 비해 내광성이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

중심어: 토양성 천연안료 , 석간주 , Fe2O3, 기능성 , 내광성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functionality and lightfastness of the natural pigments according 
to the type of Seokganju used as Dancheong. The commercially available red iron-oxide-based natural pigments that are 
called Seokganju and Daija manufactured by traditional methods in Korea and Japan were selected. The analysis of the 
constituent minerals and constituents of 8 kinds of collected Seokganju showed that most of them contained hematite. 
There are two types of Seokganju according to the Fe2O3 contents. The type of Seokganju can be characterized not only 
using the main component but also from the burn-out processing. The chromaticity results for Seokganju with a high 
Fe2O3 concentration indicate dark red or grayish brown, while those for Seokganju with a low Fe2O3 concentration indicate 
yellowish red or yellowish brown. Samples were prepared by mixing with a glue solution and functional properties were 
evaluated based on the opacity and spreadability. Coated samples were used in the lightfastness test. The spread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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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opacity of the pigments were measur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main component. Most Seokganju samples a 
showed slight color change until 9,000 kJ/m2 but rapid color changes were detected after 18,000 kJ/m2. In particular, burnt 
Seokganju showed superior lightfastness.

Key Words: Natural soil pigment, Seokganju, Fe2O3, Functionality, Light fastness

1. 서 론

안료는 물에 녹지 않는 색분을 의미하며(Seo et al., 2001), 
물이나 용매에 녹지 않는 미립자상의 무기 또는 유기 화합

물로서 전색재와 혼합하여 도막 혹은 성형물에 색채를 부

여한다. 안료는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기원전 시기부터 현

대에 이르기까지 채색(painting)이나 도장(coating) 재료로 

산업, 건축, 문화, 예술분야 전반에 걸쳐 다양한 용도와 목

적으로 사용되고 있다(Eastaugh, 2004).
안료는 화학성분에 따라 무기안료와 유기안료로 구분

되며 무기안료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천연의 원료로 만든 

천연안료와 금속을 화학적으로 합성한 인공안료로 대별된

다. 고대부터 황토, 적토, 백토 등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

는 토성 재료가 안료로 사용되었고, 이후 석청, 석록 등 광

석을 분쇄하여 제조한 안료와 연백, 밀타승 등의 인공안료

도 사용되었다. 천연의 무기안료는 현대 미술작품 등에서

도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가격 등의 경제성과 양과 

색의 한정성으로 인해 인공 화학안료나 신암채 등의 합성

안료로 대체 사용되고 있다(Kim et al., 2017,).
현대에 이르러 천연안료의 사용이 급감되었지만 천연

안료는 전통적으로 사용된 재료로서의 가치와 전통 복원

이라는 측면에서 지속적인 활용과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

에는 틀림없다. 최근 천연 안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

에 대한 과학적 분석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지고 있으나 

문화재에 적용된 사례를 분석하거나 안료의 화학적 성분 

분석 등의 조사 연구가 대부분이고 안료의 기능성이나 안

정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편이다. 한편, 토성의 천

연안료에 대한 연구는 제조법이나 산출지에 따른 특성 연

구들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Lee et al., 2008; Kang, 2011; 
Lee, 2016). 황토, 적토, 백토, 녹토 등의 토양성 안료는 무

기안료에 속하고, 분쇄와 수비의 과정을 거쳐 얻어진다. 이 

중 단청의 가칠용 재료로 사용되는 석간주나 주토 등의 산

화철계 안료들은 철의 함량, 광물의 함수량, 불순물의 정

도, 출토지에 따라 회갈색부터 적갈색에 이르기 까지 다양

한 색상 범위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Cornell and 

Schwertmann, 2003), 색상에 따라 황토(黃土), 주토(朱土), 
대자(代赭), 석간주(石間朱)와 같이 여러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Lee, 2016). 이처럼 다양한 성분조성을 지닌 천연의 

산화철계열 안료는 구성성분에 따라 색상 등의 물리적 특

성 뿐아니라 발림성, 은폐력, 내광성 등의 성능 특성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안정적으로 문화재에 

적용하려면 이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원료 광물의 성분 이외에 제조과정에서 색상 발

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과정은 소성(燒成)과정이 대표적

이다. 소성은 열을 가하여 물질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과정

을 의미하며, 채색용 안료를 소성하는 것은 안료의 발색에 

있어 명도와 채도를 낮춰 고색 발현을 위해 사용된다. 석간

주 역시 소성을 통해 색상에 변화를 가해 목적 색상 발현하

기도 하는데 소성 전, 후 변화에 따른 성능 특성에 대한 연구 

역시 선행될 필요성이 있다.
석간주는 특히 가칠용 재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발림성이 용이하고, 우수한 은폐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석간주 안료를 사용함에 있어 용도와 기능에 맞는 안료 선

택에 도움을 주고자 적색의 토성 천연안료 중 석간주라는 

명칭으로 시판되는 안료를 수집하여 구성성분을 분석하여 

각 안료의 성분조성의 특성과 이에 따른 물리적, 기능적, 
내광성 특성을 고찰해 보았다.

2. 실험재료  방법

2.1. 실험재료

2.1.1. 안료

실험대상 안료는 적색을 띄는 토성의 천연안료로 현재 

국내 및 일본에서 시판되는 안료들 중 석간주 혹은 대자라

는 상품명을 가진 8종의 안료를 수집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천연안료들은 천연에서 채취하여 분쇄, 수
비, 소성 등 과정 등의 전통적 방식으로 제조되었다(Table 
1). 또한 본 연구에서는 안료들의 입자크기에 따른 색상 및 

기능적 특성변화를 제어하기 위해 입자 크기가 단계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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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pigment

Sample name Product name Country of manufacture Manufacturing method
R-1 Seokganju Korea Grind-Elutriation
R-2 Seokganju Korea Grind-Elutriation
R-3 Seokganju Korea Grind-Elutriation
R-4 Daija Japan Grind-Elutriation

R-H-1 Seokganju Korea Grind-Elutriation
R-H-2 Seokganju Korea Grind-Elutriation
R-H-3 Seokganju Korea Grind-Elutriation
R-3-B Seokganju Korea Grind-Elutriation-Burning

나누어진 안료의 경우 평균입도가 20 μm 이하인 안료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안료들은 성분 및 물리적 특성을 평가

하여 이화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2.1.2. 교착제

안료 기능성 및 내광성 평가를 위해 안료와 배합에 사용

된 교착제는 아교로, 일본 B社의 입교타입 삼천본교를 사

용하였다. 전통적으로 천연안료의 전색제로 아교를 많이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도막을 

형성하였을 때의 안료의 특성을 보고자 아교를 이용하여 

실험하였다(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014). 아교는 증류수에 8% 농도로 제조하여 증류수에 1
일 숙성시켜 60℃에서 30분 중탕 가열하여 사용하였으며, 
안료와 아교수의 배합은 아교수 온도를 항온수조에서 3
5℃로 유지하면서 수행하였다(Yun, 2010). 동일한 조건에

서의 안료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안료와 아교수와의 배

합비율은 모든 안료에 안료:아교수=0.5:1 비율로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2.2. 실험방법 

2.2.1. 성분조성 및 물성분석

안료의 성분조성 분석은 XRD(X-ray Diffraction, Xpert, 
Rigaku, Japan)로 주구성광물을 동정하였고, XRF(X-ray 
Fluorescence, XRF-1700, Shimadzu, Japan) 분석을 통해 산

화물의 화학조성 및 함량을 확인하였다. 물성분석은 안료

의 자체의 입도, 색도, 흡유량을 측정하였다. 입도분석에는 
입도분석기(Particle size analyzer, Mastersizer 2000, Malvern, 
USA)를 사용하여 안료의 평균입도를 분석하였으며, 색도

는 색도계(Colorimeter, Spectro-guide, Gardner, USA)를 이
용하여 안료자체의 색도를 분석하였다. 흡유량은 KS M 

ISO 786-6 규격 준용하여 측정하였다. 

2.2.2. 기능성 분석

기능적 특성은 발림성과 은폐력으로 확인하였다. 안료

는 전색제와 혼합하여 도료화하여 도막을 형성하는데 도

막을 형성하기에 용이한 정도에 대한 척도로서의 발림성

과 바탕색을 가리는 은폐력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발림성 

평가는 KS M 5000 2411와 KS M ISO 2814를 준용하였

으며, 은폐력은 KS M ISO 2814와 KS M ISO 6504-3의 

도료의 은폐율측정 시험 방법을 준용하여 측정하였다. 발
림성은 자동코팅기와 필름 애플리케이터를 이용하여 일정

량(1 ml)의 안료/아교수 배합액을 일정속도(100 mm/sec), 
일정 두께(100 μm) 도포할 때 도막이 끊어지지 않는 지점

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였다. 은폐력은 일정한 표면조도를 

갖는 흑-백면 은폐율 측정지 카드 위에 안료/아교수 배합액

을 발림성 측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도포하여 건조 후 색차

계(Colorimeter, Spectro-guide, Gardner, USA)를 이용하여 

은폐력을 측정하였다. 

2.2.3. 내광성 분석

내광성은 태양광과 유사한 환경에서의 안정성을 평가

하기 위해 크세논 아크 램프식 촉진내후성기기(Weather 
Ometer, Ci3000, Atlas WSG, USA)를 이용하여 평가하였

다(Wypych, 2013). KS M ISO 787-15와 KS B 5549의 규

격을 준용하였으며, 안료 자체의 내광성을 평가하기 위해 

바탕재의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알루미늄 재질의 바탕

재를 사용하였다. 도막은 자동코팅기와 필름 애플리케이

터를 이용하여 일정 두께(200 μm)로 제작하였으며 제작 

후 1주일 건조한 뒤 내광성을 평가하였다. 내광성 평가를 

위한 시험조건은 방사조도 50 W/m2, 시편온도 50℃, 챔버 

내부 온도 38℃, 습도 50%로 설정하였다(Lee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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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hemical compositions of Seokganju for low 
Fe2O3 concentration.

Table 2. Main component and average particle size of Seokganju for low Fe2O3 concentration 

Sample 
name Main component Particle 

size(μm)

Oil 
absorption
(ml/mg)

Color 

L* a* b*

R-1 Gypsum,Hematite, Calcite, Andhydrite(CaSO4) 15.5 24.1 38.2 32.1 24.8
R-2 Quartz, Kaolinite, Illite, Iron silicate hydroxide 13.3 39.6 63.0 21.7 39.2
R-3 Quartz,  K-Feldspar(Microcline), Illite 20.5 33.3 64.5 16.0 33.8
R-4 Quartz, Hematite 7.8 34.2 45.6 30.7 35.5

측정 전, 50시간, 100시간, 200시간, 300시간, 400시간 마

다 색도계를 이용하여 색도를 측정하여 누적광량에 따른 

색차를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석간주의 자외선에 대

한 내광성을 보기 위하여 각 측정시간에 따른 광량을 계산

하였을 때 50시간은 9,000 KJ/m2, 100시간은 18,000 KJ/m2, 
200시간은 36,000 KJ/m2, 300시간은 56,000 KJ/m2, 400
시간은 72,000 KJ/m2이다. 

색차는 ΔE=[(ΔL*)2+(Δa*)2+(Δb*)2]1/2로 계산하여 미

국국가표준원 색차값 평가표(National Bureau of Standard 
Unit)에 의거하여 평가하였다. ΔE가 0~0.5 색차 미약, 
0.5~1.5 근소한 정도, 1.5~3.0 눈에 띨 정도, 3.0~6.0 감지

할 정도, 6.0~12.0 큰 정도, 12 이상은 매우 큰 정도로 구분된다.

3. 연구결과

3.1. 성분조성  물성 특성

석간주는 적색과 적갈색 등 붉은색 계열의 색을 띠는 전

통 토양성 안료로서 주성분은 여러 점토성 광물질 성분으

로 구성되어 있다(Lee et al., 2008; Do et al., 2009). 문헌에 

의하면 대한민국 울릉도에서 채취한 석간주는 밝은 주황

빛 또는 황토빛을 보이며 또한 색상분류에 결정적인 요인

은 적철석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안료로 제조하는 과정 중 

입도분류, 소성시간, 온도 설정 등의 공정에 의해 색상을 

보다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wang et 
al., 2000; Do et al., 2009; Lee, 2016).

본 연구에 사용된 시판되는 석간주 안료들의 성분과 물

성분석 결과, 적색 발현에 결정인자인 적철석 이외에 여러 

점토성광물이 혼재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Table 2, 3). 석
간주광석을 구성하는 광물 중 특히 적철석(Hematite)와 훼

리하이드라이트는 결정도가 매우 낮아서 X선회절 분석에 

의한 정량분석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Do et 
al., 2009) 마찬가지로 일부 석간주(R-3)에서는 적철석이 

동정되지 않았다. 성분조성의 특성은 XRF분석을 통하여 

산화물의 함량을 측정하였다(Figure 1, 2). SiO2, Al2O3, 
TiO2, Fe2O3, MnO, MgO, CaO 등의 산화물과 강열감량으

로 측정된 질량 loss분의 wt%를 구하였다. 그 결과 석간주

는 Fe2O3의 함량에 따라 함량이 15%미만인 범주와 40%이

상인 범주로 분류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Fe2O3의 함량이 

15%미만인 범주는 R로 40%이상인 시료들은 R-H로 시료

명을 붙여서 구분하였다. 먼저 Fe2O3의 함량이 15%미만인 

시료들은 Table 2에서 볼 수 있듯이 석고(Gypsum), 운모

(Illite), 장석류(Feldspar) 등의 황색계열의 색을 띠는 황토

질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광물종들이 동정되었다(Table 2). 
XRF 성분분석 결과 대부분 SiO2의 함량이 높고, Fe2O3의 

함량이 15%미만으로 분석되었다. 석간주의 적색 발현에 

가장 중요한 인자는 적철석으로 알려져 있으며(Jeong et 
al., 1999; Lee et al., 2008; Do et al., 2009), 이는 본 연구에

서 Fe2O3의 함량 15%미만인 석간주에서 Fe2O3의 함량이 

가장 큰 R-1시료의 적색도가 가장 크고 Fe2O3의 함량이 가

장 작은 R-3의 적색도가 가장 작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Fe2O3의 함량이 40%이상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시료

들은 적철석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R-H-2는 Hematite
외 Magnetite, Biotite 등이 동정되었다. 전술하였듯이 석

간주 광석에 함유되어 있는 광물들의 종류와 함량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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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ain component and average particle size of Seokganju for high Fe2O3 concentration 

Sample 
name Main component Particle 

size(μm)
Oil absorption

(ml/mg)
Color 

L* a* b*
R-H-1 Hematite,  Quartz 0.8 22.7 40.6 25.4 18.7
R-H-2 Quartz, Hematite(Fe2O3), Magnetite(Fe3O4), Biotite 7.1 27.2 32.1 9.0 9.1
R-H-3 Hematite, Quartz 9.2 54.7 22.7 8.4 13.1

Figure 2. Chemical compositions of Seokganju for high 
Fe2O3 concentration.

그 색조가 약간씩 다르며, 적철석은 현미경 하에서도 그 입

자들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미립질이다. 따라서 적철석

의 Fe2O3의 함량을 XRF분석을 통해 분석하여 함량에 따

라 석간주 범주를 구분할 수 있었으며, Fe2O3의 함량이 작

은 석간주와 비교 했을 때 Fe2O3의 함량이 큰 석간주의 색

상범위가 확연히 차이 남을 알 수 있다. Fe2O3가 15%이하

인 R시료들의 색상 범위는 L* 38.2∼64.5, a* 16.0∼32.1, 
b* 24.8∼39.2이고, Fe2O3가 40%이상인 R-H시료들의 색

상범위는 L* 22.7∼40.6, a* 8.4∼25.4, b* 9.1∼18.7로 R
시료들이 밝은 주홍빛이나 황갈색을 띤다면, R-H시료들은 

적갈색에서 회색빛을 띠는 어두운 갈색을 보였다. 따라서 

안료들의 입도가 비슷하다면, 성분에 따라 색도차이가 발

생하는데 석간주의 경우 Fe2O3함량이 높고 적철석의 함량

이 높은 안료들의 색상범위가 Fe2O3의 함량이 적은 석간주

에 비해 좀 더 어두운 적갈색 및 회갈색을 띠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Fe2O3가 40%이상인 석간주 역시 Fe2O3의 함

량이 가장 큰 R-H-1의 적색도 a*가 가장 크지만 밝은 적색

이 아닌 약간 어두운 암갈색이었다.
석간주 시료들 중 소성과정을 거치기 전의 시료와 소성

과정을 거친 시료의 성분 및 물성을 평가한 결과, 소성 전

후 가장 큰 변화는 색상이었다. 소성 전 시료의 색상은 L* 
64.5, a* 16.0, b* 33.8 이고, 소성 후 시료의 색상은 L* 

62.5, a* 17.2, b* 33.8 로 색차(∆E*)가 2.3으로 눈에 띨 

정도의 변화가 있었다(Table 4). 특히 소성 후 적색도 a*가 

양(+)방향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소성 전과 후 산화물의 

함량에 차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석영이나 장석 등의 변

화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소성 후 Muscovite 피크가 관찰됨

에 따라 Illite가 Muscovite로 약간 전이된 것으로 보인다

(Figure 3, 4). 또한 소성전의 시료에 비해 소성 후 평균입도

가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운모의 상전이에 의한 

미세조직의 변화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평균입도의 감

소로 인한 비표면적의 증가로 흡유량이 약간 커졌다. 

3.2. 기능  특성

기능적 특징으로 발림성과 은폐력을 확인하였다. 실험

은 안료/전색제의 배합비율을 동일하게 하였으며, 기능성 

평가 결과 발림성은 석간주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발림성이 이처럼 다르게 나타난 것은 안료의 구성성분에 

따라 요구되는 교착제의 배합량이 다르기 때문이며, 교착

재 배합요구량이 큰 안료들의 발림성이 낮고, 배합요구량

이 작은 안료들의 발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합요

구량은 흡유량과 관련이 있으며, 흡유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안료의 입자크기, 입자형태, 구성성분 등으로 침상

형이나 판상형의 입자들이 비표면적이 넓어져 흡유량이 

커지며(Song et al., 2016), 특히 석간주와 같은 점토성 토

양은 구성광물에 따라 특유의 가소성으로 인해 흡유량 차

이가 있었다. 점토질 광물 중 카올리나이트(Kaolinite), 일
라이트(Illite) 등은 가소성, 이온교환성, 흡착성 등의 성질

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고(Lee et al., 2017) 석간주의 경우 

같은 배합비율에서 규산염광물(Feldspar, Illite 등)의 비중

이 큰 시료들의 발림성이 낮고, 배합 시 요구되는 전색제의 

양, 즉 흡유량이 커질수록 발림성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

다. Fe2O3의 함량이 15%이하인 석간주는 발림성이 

12~23cm, Fe2O3의 함량이 40%이상인 석간주는 발림성이 

11~17cm로 Fe2O3의 함량이 40%이상인 석간주의 발림성

이 약간 적게 나나타났다(Figur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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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hemical compositions of R-3 and Burnt-R-3.

Figure 4. XRD results of R-3 and Burnt-R-3.

Table 4. Main component and average particle size of R-3 and R-3-B

Sample 
name Main component Particle 

size(μm)
Oil absorption

(ml/mg)
Color 

L* a* b*
R-3 Quartz,  K-Feldspar(Microcline), Illite 20.5 33.3 64.5 16.0 33.8

R-3-B Quartz, K-Feldspar(Microcline), Muscovite 12.1 36.2 62.5 17.2 33.8

(A)

(B)

(C)

Figure 5. Results of opacity and spreadability[(A): 
Seokganju for low Fe2O3 concentration samples, 
(B):Seokganju for high Fe2O3 concentration samples, 
(C):Seokganju for Burnt R-3 sample]. 

석간주는 단청에서 주로 가칠용으로 사용되므로 단일 

채색으로 바탕을 가릴 수 있는 은폐력이 요구된다(No, 
2017). 본 연구에 사용된 석간주는 대체로 80%이상의 우

수한 은폐력을 나타내었다. R-3의 경우 다른 시료들에 비

해 발림성이 현저히 낮은 것을 볼 수 있으며, 소성 후 약간 

발림성이 높아지지만 은폐력은 소성 후 오히려 감소하였다. 
은폐력의 경우 Fe2O3의 함량이 15%이하인 석간주는 94%
이상, Fe2O3의 함량이 40%이상인 석간주는 98%이상의 우

수한 은폐율을 보였다. 발림성이 가장 높은 안료는 R-1으
로 석고(Gypsum), 적철석(Hematite), 방해석(Calcite) 등의 

주구성광물로 구성된 석간주였다. 반면 발림성이 가장 낮은 

시료는 R-H-3으로 적철석(Hematite), 석영(Quartz)만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아교수와 배합에서 분산성이 떨어지고 
응집현상이 발생되어 발림성이 낮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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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Images of color change results of light fastness for Seokganju for low Fe2O3 concentration 

Sample name 0 hr 50 hr 100 hr 200 hr 300 hr 400 hr

R-1

R-2

R-3

R-4

(A) (B)

(C) (D)

Figure 6. Color different and chromaticity values of Seokganju for low Fe2O3 concentration. [(A):Color different, (B):L* 
values, (C):a* values, (D):b* values].

3.3. 내 성 특성

3.3.1. Fe2O3 15%이하인 석간주

Fe2O3의 함량이 15%이하인 안료들의 내광성 평가는 측

정 시간의 경과에 따라 0 hr, 50 hr, 100 hr, 200 hr, 300 hr, 

400 hr의 색변화를 관찰하였으며, 0시간에 측정한 색도에 

대한 각각의 시간에 측정한 측색 값으로 색차를 구하였다

(Table 5, Figure 6A). 측정 초기(50 hr~100 hr)에 색변화가 

가장 크게 일어나고 광량이 누적됨에 따라 색변화가 커지

지 않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는 자외선에 의한 석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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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Images of color change results of light fastness for R-H samples

Sample name 0 hr 50 hr 100 hr 200 hr 300 hr 400 hr

R-H-2

R-H-3

R-H-4

(A) (B)

(C) (D)

Figure 7. Color different and chromaticity values of Seokganju for high Fe2O3 concentration. [(A):Color different, (B):L* 
values, (C):a* values, (D):b* values].

주의 안정성을 보기 위한 것으로 실험이 진행됨에 따라 누

적된 광량을 계산하여 각 측정시간마다의 누적광량으로 표

기하였으며, L*,a*, b*의 값의 개별 변화량을 살펴본 결과 

L*의 경우 R-3를 제외한 세 개의 안료가 누적광량 18,000 
KJ/m2부근에서 높아지다가 다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적색도를 의미하는 a*와 황색도 b*의 경우 R-2를 제외한 

나머지 안료들이 누적광량 18,000 KJ/m2부근에서 낮아지

는 경향을 보였다(Figure 6). 내광성 평가 결과 색차가 가장 

큰 R-4는 SiO4의 함량이 다른 석간주에 비해 크고, Quartz와 

Hematite를 주구성광물로 갖는 안료로 18,000 KJ/m2에서

의 L*값의 증가폭과 a*, b*의 하락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3.3.2. Fe2O3 40%이상인 석간주

Fe2O3의 함량이 40%이상인 안료들의 내광성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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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Images of color change results of light fastness for Burnt-R sample

Sample name 0 hr 50 hr 100 hr 200 hr 300 hr 400 hr

R-3

R-3-B

(A) (B)

(C) (D)

Figure 8. Color different and chromaticity values of R-3 and burnt R-3. [(A):Color different, (B):L* values, (C):a* values, 
(D):b* values].

Fe2O3의 함량이 40%이상인 시료 역시 Fe2O3가 15%이하인 

시료들과 마찬가지로 측정 초기(100 hr)에 색변화가 가장 

크게 측정되었다(Table 6, Figure 7A). 그러나 Fe2O3의 함량

이 15%이하인 석간주가 누적광량 18,000 KJ/m2에서 적색

도가 22.1~30.4에서 21.2~28.1로 변할 때 Fe2O3의 함량이 

40%이상인 석간주는 4.5~14.8에서 3.5~13.7로 상대적으로 

작게 변하였다. 따라서 Fe2O3의 함량이 클수록 내광성에 적

색도 변화가 안정적임을 알 수 있다. R-H-3은 다른 시료들

에 비해 누적광량에 따른 색차가 작은편으로 L*, a*, b* 모
두 측정에 따른 색변화가 크지 않았다. L*값은 Fe2O3의 함

량이 15%미만인 석간주와 마찬가지로 누적광량 18,000 
KJ/m2부근에서 높아지다가 유지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a*, b*값도 마찬가지로 18,000 KJ/m2 부근에서 하락하였

다. 누적광량 18,000 KJ/m2에서 a*, b*가 가장 큰 폭으로 하

락한 시료는 R-H-2이고, Quartz, Hematite(Fe2O3), Magnetite 
(Fe3O4), Biotite로 구성되어 있다(Figur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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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소성된 석간주

소성 전, 후 석간주의 내광성 평가 결과, 색차변화 경향

은 소성 전, 후가 비슷하지만 R-3(소성 전)에 비해 이미 열

에 의한 가공을 한 R-3-B(소성 후)가 색차가 작게 나타났

다(Table 7, Figure 8A). 점토질을 소성하였을 때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색상으로 이는 토양광물의 고온으

로 인한 미세조직의 변화 때문인데 R-3을 소성한 R-3-B의 

경우 이미 한 차례 소성으로 인한 미세조직 변화가 있었기

에 자외선에 의한 변화가 소성 전에 비해 작아서 색차가 작

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R-3과 R-3-B는 다른 석간주들

과 마찬가지로 소성 후에도 내광성 측정 초기(100 hr)에 색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L*은 누적광량이 증가함에 따

라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적색도 a*는 높아지는 경향

을 나타내었다. 황색도 b*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누적

광량 18,000 KJ/m2에서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다른 석

간주들은 열화에 의한 색변화가 적색도 a*가 감소하는 반

면 Quartz, K-Feldspar(Microcline), Illite로 구성된 R-3의 

경우 열화에 의한 색변화 시 적색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

아 R-3는 소성에 의한 색변화를 줄 때 적색도를 증가시키

기에 용이한 석간주임을 알 수 있다(Figure 8).

4. 결 론 

본 연구는 적색의 천연안료로 단청에 사용되는 석간주

의 종류에 따른 기능적, 내광성 특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

국, 일본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조하여 판매되는 석간

주 안료 8종에 대한 특성을 고찰해 보았다.
석간주 안료의 성분과 물성 분석결과, 대부분 발색성분

을 포함한 Hematite가 동정되었으며, Fe2O3의 함량에 따라 

색도가 구분되었다. Fe2O3의 함량이 15%이하인 석간주의 

색범위는 주홍색 빛을 띠는 황갈색계열이었고, Fe2O3의 함

량이 40%이상인 석간주의 색범위는 적갈색에서 회색빛이 

도는 갈색이었다. 또한 소성으로 인해 구성광물에는 변화

가 없지만 색도가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특히 Quartz, 
K-Feldspar(Microcline), Illite로 구성된 석간주는 소성 후 

적색도 a*가 양(+)의 방향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

다. Fe2O3의 함량이 15%이하인 석간주에서 a*가 가장 큰 

시료가 Fe2O3의 함량이 12.6%로 다른 석간주에 비해 가장 

큰 R-1이었으며, Fe2O3의 함량이 40%이상인 석간주에서 

a*가 가장 큰 시료는 Fe2O3의 함량이 다른 시료에 비해 가

장 큰 59.5%인 R-H-1으로 보아 석간주의 적색을 띠는 주

요인자는 산화철(Fe2O3)인 것을 알 수 있다. 
석간주 안료의 기능성과 내광성 평가 결과, 발림성이 가

장 높은 안료는 석고(Gypsum), 적철석(Hematite), 방해석

(Calcite)이 주구성광물인 R-1인 것으로 나타났고, 발림성

이 가장 낮은 안료는 적철석(Hematite), 석영(Quartz)만으

로 구성된 R-H-3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성 후 은폐력은 저

하되지만 발림성은 약간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다.
석간주 안료의 내광성 평가 결과, 대부분 자외선 조사 

초기에 색변화가 크게 일어나며 광량이 누적됨에 따라 색

변화가 그리 크지 않았다. 누적광량 0~9,000 KJ/m2까지는 

색변화 및 색차가 크지 않으나 18,000 KJ/m2에서 크게 변

하고 이후에는 크게 변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대부분의 

석간주는 내광성 평가가 진행됨에 따라 명도(L*)는 높아지

고, 적색도(a*) 및 황색도(b*)는 약간씩 감소하지만 Quartz, 
K-Feldspar(Microcline), Illite로 구성된 석간주는 광량이 

누적됨에 따라 오히려 적색도(a*)가 증가하였다. 또한 소

성된 석간주의 내광성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났다.
이상으로 전통 회화 및 단청재료로 사용되는 적색의 토

양성 안료인 석간주의 종류에 따른 기능성 및 내광성을 평

가한 결과 석간주는 구성광물이 다양하여 구성성분 및 색

도, 흡유량 등의 물리적 특성이 다를 뿐만 아니라, 발림성, 
은폐력 등의 기능성과 내광성도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

인하였다. 따라서 문화재 단청에 보다 안정적인 안료를 적

용하기 위하여 시중에 판매되는 다양한 종류의 석간주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며 적

합한 안료 선택을 위한 품질기준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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