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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에서는 Pigment Red 57:1의 다양한 합성 방법에 따른 입자 거동 및 그의 따른 색상, 점도, 및 분광학적 특성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합성 시간, pH, 유도체 함량 및 결정화 온도 등의 변수를 이용하여 시료를 합성한 후 그 분산액
을 제조하였으며, 그에 따른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시료들의 특성은 푸리에 적외선 분광기, UV-Vis 분광기, 입도
분석기, 색차계, X선 회절 분석계 등을 이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합성 조건 조절을 통하여 안료 입자의 
크기를 다양하게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Abstract
In this study, various Pigment Red 57:1 samples and also their dispersant were prepared in various synthesis conditions via 
changing parameters such as synthesis time, pH, derivative content and synthesis temperature in order to analyze the pigment 
particle behaviors and their spectroscopic and physical properties. Each sample was analyzed using Fourier infrared spectro-
scopy, UV-Vis spectroscopy, particle size analyzer, color spectrophotometer and X-ray diffractometer and their characteristics 
were compared. As a result, it was possible to control the size of pigment particles by controlling the synthesis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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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최근 환경에 관한 관심이 날로 커짐에 따라 중금속을 함유한 제품

들에 대한 규제가 가중되고 있다. 즉, 국내에서는 납, 크롬 등의 중금

속이 함유된 무기안료를 사용한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에 중금속 

오염 문제가 발생하여 우레탄 트랙을 제거하고 있는 실정이고, 전 세

계적으로도 정부 차원에서 납의 노출을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독성물

질 규제 법을 제절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무기안료는 점차 사용이 중

단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대체하기 위한 환경 친화적 안료 제품의 

개발이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1]. 

유기화합물을 주체로 하는 유기 안료는 색채가 풍부하고 선명하며, 

다양한 색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무기안료에 비하여 은폐력, 

내광성, 내열성이 떨어지며 유기용제에 녹아 쉽게 색이 번진다는 단

점이 있다[2]. 이러한 유기 안료의 단점을 극복하고, 무기안료를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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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다양한 유기안료 제품들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3-4]. 하나의 아조기를 발색단으로 하는 안료를 모노아조 

안료(monoazo pigment)라고 하며, 그중 분자구조 내에 술폰산기나 카

르본산기 등의 친수성기를 가지는 염료에 불용성의 금속이 결합되어 

불용성을 갖게 만든 안료를 레이크 안료라고 한다[5]. 

대표적인 레이크 안료인 Pigment Red 57:1은 beta-oxynaphthoic 

acid (BONA) 계열에 금속염 Ca가 결합된 구조로써 높은 착색력, 내열

성 및 고유의 진홍빛에 기인하여 페인트, 잉크, 플라스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안료이다[6]. 상업적으로 유용한 합성 방법으

로써는 4-aminotoluene-3-sulfonic acid와 3-hydroxy-2-naphthoic acid를 

커플링 반응시켜 염료를 합성한 후, 염화칼슘을 이용하여 레이크화 

시켜 합성한다[7]. 

안료는 입자크기 및 결정구조에 따라 다양한 제품군으로 분류하여 

적용한다. 예를 들면, 페인트 분야에서는 높은 은폐력, 내열성 및 표면

광택이 요구되므로 입자크기가 큰 안료가 선호되고, 잉크 분야에서는 

낮은 점도, 선명한 색상, 고 투과율 등의 특성을 요구하므로 상대적으

로 작고 균일한 입자크기를 필요로 한다. 이는 안료의 입자 크기, 입

자 모양 및 입도 분포의 조절이 물성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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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gment Red 57:1

Scheme 1. Synthesis of Pigment Red 57:1.

Scheme 2. Synthetic procedure of samples.

나타낸다. 

안료 입자의 크기 및 분포를 조절하기 위하여 안료를 합성할 때 계

면활성제를 사용하여 입자를 조절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계면

활성제를 사용 시 수질오염, 인체 유해성, 토양 오염 등 환경오염의 

문제점을 일으킨다[8-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계면활성제를 사용하

지 않고 Pigment Red 57:1 합성 과정에서 합성 시간, pH, 유도체 함량, 

온도 등의 다양한 조건하에서 실험을 실시하여 그에 따른 물성을 비

교⋅분석하였다. 또한 분산액을 제조하여 이들의 특성을 측정하여, 

합성 방법에 따른 시료 특성의 상호 관계를 입자거동의 관점에서 체

계적으로 비교 검토하였다.

2. 실    험

2.1. 시약 및 측정

본 실험에 사용된 출발 물질로는 4-aminotoluene-3-sulfonic acid 

(Sigma-Aldrich Co., 99%), 3-hydroxy-2-naphthoic acid (Sigma-Aldrich 

Co., 98%), calcium chloride dihydrate (Sigma-Aldrich Co., 99%) 및 

2-amino-1-naphthalenesulfonic acid (Sigma-Aldrich Co., 98%)는 모두 

정제없이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반응 보조 물질로 사용된 hydrochloric 

acid (DaeJung Co., 35%), sodium nitrite (Sigma-Aldrich Co., 97%) 및 

sodium hydroxide (Sigma-Aldrich Co., 97%)도 정제 없이 그대로 사용

하였다. 분산용 수지로는 그라비아 인쇄용 잉크(Samsung ink Co.)를 

사용하였다. 

시료의 입자 크기 및 분포는 particle size analyzer (PSA; 

Scatteroscope Ⅰ, Qudix, Korea)를 이용하여 분산액을 MEK에 희석시

켜 측정하였다. 시료의 점도는 viscometer (LVDV-Ⅱ+, Brookfield, 

U.S.A) 를 이용하여 SC4-31 스핀을 이용하여 약 18 ℃에서 200 rpm

의 속도로 측정하였다.

코팅 시편은 OHP 필름 위에 제조된 분산액을 약 0.5 g을 적하시키

고, 바코팅기로 약 4 µm 두께의 코팅층을 형성시킨 후, 상온 건조하여 

제작하였다.

시료의 색상 특성은 color spectrophotometer (SP-62, X-rite, U.S.A)

를 이용하여 D65/10°의 조건으로 설정하여 직경이 8 mm인 target 마

스크로부터 제작된 시편의 중앙부위 색상을 3회 측정하여 그 평균값

으로 정하였다. 시료의 미세구조는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 mira 3, Tescan, U.S.A)를 이용하여 50,000배율

로 측정하였으며, 시료의 분광학적 특성은 UV-Vis spectrometer 

(Optizen, Korea)를 이용하여 2.2.6절의 언급된 방법으로 제조된 코팅

시편을 필름의 형태로 가시광 영역인 380 nm에서 800 nm 범위에서의 

투과율을 측정하였다.

2.2. 결정 분석 

XRD를 이용한 결정크기 측정방법은 Scherrer가 제시한 식 (1)을 적

용하였다.

d = 0.9⋅co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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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T1 T2 T3

Coupling Time (hr) 1 2 3

Particle Size (nm) 51.5 56.6 70.3

Color
parameter

L 45.97 45.38 44.99

a* 50.54 52.02 54.9

b* 34.43 32.2 26.35

* color tendency : (+a*, redness), (-a*, greenness), (+b*, yellowness), (-b*, blueness)

Table 1. Colour Parameters and Particle Size of the Samples Synthesized at Various Coupling Time

Figure 1.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the samples synthesized at 
various coupling time; (a) 1 h, (b) 2 h, and (c) 3 h.

여기서 d는 결정크기, λ는 X-radiation의 파장, θ는 극대에서의 

Bragg angle, B는 peak intensity 높이 1/2 지점의 폭(full width of half 

maximum, FWHM)이다[10].

XRD를 이용한 면간거리 측정방법은 Bragg가 제시한 식 (2)를 적용

하였다.

D = sin
λ

(2)

여기서 D는 면간 거리, λ는 X-선의 파장, θ는 극대에서의 Bragg 

angle이다[10].

2.3. 합성

Scheme 1과 2에 주어진 순서대로 아조 수용액과 커플러 수용액을 

제조한 후, 두 수용액을 커플링 반응 메커니즘을 통하여 염료를 합성

한 후, 레이크화 반응하여 시료를 합성하였다.

2.2.1. 아조늄염 수용액 제조

상온에서 2000 mL 비커에 증류수 약 330 mL와 25 wt% NaOH 수

용액 34.5 g을 가하여 염기성 용액을 제조하고, 여기에 4-amino-

toluene-3-sulfonic acid (41.75 g, 0.22 mol)를 천천히 투입하여 60 min

동안 교반하여 완전히 용해시킨 후, 얼음 200 g을 가하여 용액의 온도

를 0 ℃로 조절하였다. 이 용액에 30 wt% sodium nitrite 수용액 50.5 

g 가하여 5 min 동안 교반한 후, 25 wt% 염산 수용액 95.5 g을 가하여 

30 min 동안 교반하여 아조늄염 수용액을 제조하였다. 분산 유도체가 

첨가된 아조늄염 수용액들은 2-amino- 1-naphthalenesulfonic acid를 

4-aminotoluene-3-sulfonic acid 대비 0, 1 mol% 및 2 mol%로 각각 첨

가하여 제조하였다.

2.2.2. 커플러 수용액 제조

상온에서 2000 mL 비커에 증류수 약 400 mL와 25 wt% NaOH 수

용액을 115 g을 가하여 염기분위기를 만든 후, 3-hydroxy-2-naphthoic 

acid (42.24 g, 0.22 mol)를 가한 후, 55 ℃로 가열하여 완전히 용해시

켰다. 용해된 커플러 수용액에 증류수 90 mL와 얼음 110 g을 가하여 

0 ℃의 커플링 수용액을 제조하였다.

2.2.3. 커플링 반응

상온에서 5000 mL 비커에 ice bath를 이용하여 냉각하며 0 ℃의 증

류수 1000 g을 가한 후, 아조늄염 수용액을 일시에 가한 후 교반시키

며, 커플러 수용액을 이송펌프를 이용하여 각각 1, 2 h 및 3 h 동안 

가하여 붉은빛의 염료 수용액을 제조하였다.

2.2.4. 레이크화 반응

제조된 염료 수용액을 금속염 치환을 통하여 안료화하는 레이크화 

반응에서 25 wt% NaOH 수용액을 이용하여 pH를 각각 8, 10 및 12로 

조정한 후, 과량의 calcium chloride dihydrate (58 g, 0.37 mol) 을 가하

여 1 h 동안 반응하여 안료를 제조하였다.

2.2.5. 안료 결정화 공정

제조된 안료의 결정화 공정에서 결정화 온도에 따른 입자성장 거동

을 확인하기 위하여 50, 70 ℃ 및 90 ℃에서 각각 30 min 동안 가열한 

후, 감암 여과, 수세 및 건조를 통하여 붉은색의 안료 결정을 수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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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T1 T4 T5

pH 6 8 10

Particle Size (nm) 51.5 54.5 74.2

Color
parameter

L 45.97 45.54 44.05

a* 50.54 53.68 57.43

b* 34.43 33.11 25.86

Table 2. Colour Parameters and Particle Size of the Samples Synthesized at Various pH Conditions

Figure 2. UV-Vis spectra of the samples synthesized at various pH 
condition.

2.2.6. 분산액의 제조

제조된 시료들의 색상 및 분산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250 mL 플

라스틱 용기에 직경이 3 mm인 유리 비드 100 g을 충진하고, 약 90 

g의 그라비아 인쇄용 잉크(Samsung ink Co.)와 시료 10 g을 함께 투

입한 후, 페인트용 컨디셔너형 진동기(Dae Chen Co, Korea)를 이용하

여 상온에서 약 45 min 동안 진동 분산하여 코팅 분산액을 제조하였

고, 이를 OHP 필름 위에 4 µm 두께로 코팅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합성 시료의 특성

아조늄염 수용액과 커플러 수용액의 커플링 반응을 통하여 염료를 

합성 후, 금속염을 치환시켜 적색 안료 57:1 시료들을 성공적으로 합

성하였다. 이들의 합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합성된 시료들의 

FT-IR 분석을 행한 결과, FT-IR (KBr) (vmax cm-1) : 1208 (C-N), 1548 

(-N=N-), 3431 (N-H)의 흡수 피크가 존재하여 시료들이 성공적으로 

합성되었다고 판단된다[11]. 

3.2. 커플링 시간의 영향

2.2.3절에 언급한 방법으로 적색 안료 57:1 시료들을 합성할 때 커

플링 시간을 1, 2 h 및 3 h로 조절하여 합성하였고, 시료들의 색상 및 

입자 크기를 측정하여 Table 1과 Figure 1에 각각 나타내었다. 

Table 1을 살펴보면, 커플링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시료의 입자 크

기가 점차 증가하며, 이로 인하여 시료의 색상도 blueness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주어진 Figure 1에서는 커플링 시간이 짧을수록 작

고 균일한 입자들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안료 입자의 형성 과정은 

신규 핵생성, 핵 성장, 입자간 합체에 의한 성장 및 입자간 소멸 등의 

복합적인 메카니즘을 거치게 된다[12-13]. 즉, 커플링 시간을 빠르게 

진행할수록 초기 핵생성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며, 입자 성장의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서 작고 균일한 입자를 나타내는 반면, 커플

링 시간이 길어질수록 초기에 생성된 안료 입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합체과 소멸의 과정을 겪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크고 불균일한 

입자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된다. 즉 높은 은폐력을 요하는 페인트 

분야에 적용을 위해서는 커플링을 천천히 하는 것이 유리하며, 높은 

투과율을 요하는 잉크 분야에 적용을 위해서는 커플링을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3.3. pH의 영향

2.2.4절에 언급한 방법으로 적색 안료 57:1 시료들을 합성할 때 레

이크화 반응에서 pH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커플링 종료 후, 염료 

수용액의 pH를 변화시키면서 레이크화 반응을 실시하였고, 이들 시료

들의 색상과 입자 크기를 Table 2에 나타내었고, 시료들의 광학적 특

성을 Figure 2에 나타내었다.

주어진 Table 2와 Figure 2를 살펴보면, 염료 수용액의 pH 값이 높

을수록 입자의 크기가 점차 증가하고, 색상은 blueness 하는 것을 확

인하였고, 가시광 영역대에서 투과율이 점차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이

는 pH 값이 높을수록 수소이온의 영향으로 안료 입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정전기적 반발력이 감소하여 입자들 간의 응집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여 큰 입자들이 생성되는 것으로 예측된다.

3.4. 유도체 함량에 따른 시료 특성

2.2.1절에 언급한 방법으로 적색 안료 57:1 시료들을 합성할 때, 유

도체로 사용된 2-amino-1-naphthalenesulfonic acid 함량을 변화시키면

서 합성된 시료들의 색상 및 점도를 측정하여 Table 3에 나타내었고, 

X선 회절 분석 결과를 Figure 3에 나타내었고, X선 회절 분석결과를 

토대로 극대 파장에서 면간 거리 및 결정 크기를 계산하여 Table 4에 

나타내었다. 

주어진 Table 3을 살펴보면, 유도체 함량이 증가할수록 입자의 크기 

및 점도가 감소하며, 시료의 색상은 blueness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주어진 Figure 3과 Table 4를 살펴보면, 시료들이 모두 동일한 결정상

을 나타내지만, 유도체의 도입을 통하여 결정 크기가 증가하고, 면간

의 거리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4-aminotoluene-3-sulfonic 

acid보다 상대적으로 분자구조가 큰 2-amino-1-naphthalenesulfonic 

acid를 통하여 유도체의 입체장애효과로 인하여 입자들 간의 응집이 

방해되고, 입자의 성장이 억제되어 발생되는 것으로 사료된다[14].

3.5. 결정화 온도의 영향

2.2.5절에 언급한 방법으로 적색 안료 57:1 시료들을 합성할 때, 결

정화 공정에서 결정화 온도에 따른 입자의 성장거동을 확인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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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T6 T7 T8

Derivatives Content (mol%) 0 1 2

Viscosity (cps) 171 143 128

Particle Size (nm) 55.2 51.9 50.1

Color
parameter

L 44.75 43.46 43.52

a* 54.60 54.76 55.08

b* 30.73 28.61 26.91

Table 3. Colour Parameters, Viscosity and Particle Size of the Samples Synthesized at Various Derivatives Content

Samples T6 T7 T8

Derivatives Content (mol%) 0 1 2

2θ 26.061 26.039 26.016

Lattice Plane Spacing (Å) 3.415 3.418 3.421

Crystallite Size 19.32 20.03 22.09

Table 4. Crystallite Size and Lattice Plane Spacing of the Samples Synthesized at Various Derivatives Content

Samples T9 T10 T11

Crystallization Temperature (℃) 50 70 90

Particle Size (nm) 98 197 258

Color
parameter

L 46.23 45.46 45.34

a* 54.64 56.61 58.33

b* 28.04 22.61 17.42

Table 5. Colour Parameters and Particle Size of the Samples Synthesized at Various Crystallization Temperature

Figure 3. XRD pattern of the samples synthesized at various 
derivatives content; (a) 0 mol%, (b) 1 mol%, and (c) 2 mol%.

Figure 4. FE-SEM pictures of the samples synthesized at various 
crystallization temperature; (a) 50 ℃, (b) 70 ℃, and (c) 90 ℃.

여 50, 70 ℃ 및 90 ℃에서 반응액을 열처리하여 얻어진 시료들의 색

상 및 입도 분석의 결과를 Table 5에 나타내었고, 시료들의 미세구조 

분석결과를 Figure 4에 나타내었다.

주어진 Table 5와 Figure 4를 살펴보면, 결정화 온도가 증가할수록 

입자의 크기가 증가하고, 색상은 blueness하게 변하는 것을 확인하였

다. 이는 결정화 온도가 증가할수록 안료 입자들의 용해도가 증가하

여 입자들 상호 간의 회합이 촉진되어 입자들이 재결정되면서 입자들

이 성장되고, 이로 인하여 시료의 색상이 blueness하게 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커플러 수용액과 아조 수용액으로부터 커플링 반응

을 통하여 염료 수용액을 제조하였고, 금속염 치환반응을 통하여 레

이크화 반응하여 적색안료 57:1 시료를 합성하였으며, 커플링 시간, 

레이크화 반응 시 pH, 유도체 함량, 결정화 온도 등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커플링 반응시간이 빠를수록 초기 핵생성 증가로 인하여 

작고 균일한 입자가 생성되었다. 레이크 반응 시 pH 값이 증가할수록 

수소이온의 영향으로 입자를 둘러싸고 있는 정전기적 반발력이 감소

하여 분자 간 인력 증가로 상대적으로 큰 입자가 생성되었으며, 유도

체 도입을 통하여 입체장애 효과로 인하여 입자들 간의 응집이 억제

되었다. 또한, 결정화 온도 변화를 통하여 다양한 크기의 안료 입자들

을 합성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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