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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ew inorganic red pigments based on Cr-doped Y2O3 and Al2O3 were synthesized by solid state method and characterization of their
pigments were characterized by using XRD, FT-IR, SEM and UV-Vis spectrophotometer. The single perovskite phase revealed at
1450

o
C~1550

o
C for 6 h due to using mineralizers. The color of pigment powders resulted out various red-shades depending on the

compositions of used materials and temperatures. Glazed tiles painted with pigment powders showed red color in oxidation and
reduction firing. The best red colour was obtained when the Cr2O3 was used 0.04 mole at 1450

o
C for 6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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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세라믹 제품생산에 있어 색은 중요한 특성이다. 색은

제품의 다양성은 물론 미적 아름다움을 부여한다. 더구나

그 색을 내는 채료가 고온에서 열 안정성과 불용성, 내화

학성을 갖는다면 그 쓰임새는 많다. 도자기 장식재로서

붉은 색을 내는 안료로 널리 사용되어 온 cadmium red

(CdS/CdSe)는 그 매력적인 붉은 색에도 불구하고 이 안

료가 갖고 있는 Cd, Se의 인체에 미치는 독성과 고온에

서 안정적이지 못해 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 환경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특히 카드뮴과 같이 인체에 치명

적인 독성을 갖고 있거나 환경에 유해한 물질을 배출하

는 안료는 생산과정에서 이들 독성 물질을 대체하여 독성

이 없거나 독성이 덜한 안료를 생산하기 위한 연구들
4-7)

이 수행되고 있다.

안료로서 붉은색 계통을 얻는 방법에는 Al2O3 ·Cr
3+

(corundum), ZnAl2O4·Cr, MnAl2O4·Cr
3+

(spinel), CaSnSiO5

·Cr
3+

(sphene), ZrSiO4·Fe
3+

(zircon) 및 CdSCdSe(greenockite)

등
1,3)
이 있다. 그러나 인체에 무해하고 환경친화적인 새

로운 형태의 안료개발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pyrochlore,

perovskite, fluorite structure에 의한 안료를 합성하는 연구

들
2,4,8,10)

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무기안료는 열 안정성

과 UV stability를 갖고 있기 때문에 페인트, 세라믹스, 플

라스틱, enamel 및 유리와 같은 다양한 제품에 이용되어

왔다
13)

. ⒜ 높은 열 안정성 ⒝ 안료에 의해 발색되는 유

리상에 대한 화학적 안정성
12)

, ⒞ 건강과 환경적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무독성 또는 가능한 낮은 독성의 특성

을 갖는 안료를 얻는 것은 세라믹 안료 분야에서 현실적

으로 필요하고 또 절실하다. 그러나 오직 제한된 구조만

이 이들 특성을 나타내며 red나 pink 안료의 경우에는 보

다 더 제한적이다.
7)

도자기용 안료의 용도는 색소지용, 색유용, 하회용, 상

회용이 있는데 소지용에는 안정해도 색유용으로 쓰일 때

는 분해돼서 변색하고, 상회용의 기본색으로는 사용돼도

고화도 하회로서는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1)

본 연구는 붉은색 안료의 새로운 계통으로 연구되고 있

는 페로브스카이트 구조를 갖는 고화도 도자기용 안료를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실험 방법

2.1. 안료의 합성

안료는 Y2O3(France, Industial grade), Al(OH)3 (Junsei,

Japan, chemical pure), Cr2O3(Duksan, Korea, 99%),

NaF(Duksan, Korea, practical grade), MgF2(Junsei, Japan,

chemical pure), Li2CO3(Kanto, Japan, Cica- Reagent)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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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원료로 Table 1의 조합에 맞추어 합성되었다. 페로브

스카이트 단일상을 합성하기위해 사용한 광화제의 종류

와 사용량은 M. Shirpour et al.의 연구
2)
를 따랐다. 칭량된

원료는 마노 유발에서 에틸 알콜을 넣어 고르게 섞어 건

조시킨 후 도가니에 넣어 뚜껑을 덮은 후 1350~ 1600
o
C

의 온도에서 소성하였으며, 각각 최고 온도에서 6시간 유

지시킨 후 자연 냉각하였다. 승온 조건은 900
o
C까지는

5
o
C/min, 최고 온도까지는 3

o
C/min이었다.

2.2. 안료의 특성분석

소성된 안료의 특성은 X-선 회절분석(X-ray Diffrato-

meter, XRD-7000, Shimadzu, Japan), FT-IR(IRPrestige21

(Shimadzu, Japan), SEM(scanning eletron microscopy, SS-

550, Shimadzu, Japan), UV-vis spectrophotometer(2401-PC,

Shimadzu, Japan)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3. 유약 적용 실험

합성된 안료의 발색실험을 위해 합성안료에 미디엄을

섞어 초벌된 시험편에 바른 후에 석회유(Seger formular로

표시)를 시유하였다. 4×5 cm 백자시험편에 각 조성 당 2

개씩 시유하였다. 시유된 한조의 시험편은 전기 가마

(siliconite furnace)에서 1260
o
C로 30분 소성한 뒤 노냉 하

였다. 소성 조건은 900
o
C까지는 5

o
C/min, 900~1260

o
C까

지는 3
o
C/min로 하였다. 다른 한조는 1240

o
C에서 가스 가

마로 소성을 하였다. 사용된 유약의 Seger formular는 다

음과 같다.

lime-glaze

0.3264 KNaO 0.4040 Al2O3 3.5526 SiO2

0.6588 CaO 0.0019 Fe2O3

0.0148 MgO

2.4. 색상분석

합성된 안료의 색상과 합성 안료를 사용해 소성한 시

험편의 유색상은 UV-vis spectrometer(2401-PC, Shimadzu,

Japan)로 측정하여 국제조명위원회(CIE:Commission Inter-

nationale de l'Eclairage)가 추천하는 CIE-L
*
a

*
b

*
 표색계의

값을 사용하여 나타내었다.

3. 결과 및 고찰

3.1. XRD 분석

소성된 안료의 결정상 생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X-

선 회절분석을 행하였다.

광화제를 사용하지 않고 1500
o
C에서 6시간 소성하였을

경우 M. Shirpour et al.의 연구
2)
에서와 마찬가지로 미반

응 Y2O3와 원하지 않는 Al5Y3O12와 Y3Al5O12 등의 상이

생성되었다. 그리하여 광화제를 6 wt% 사용하여 소성한

결과 AlYO3 외에 Al2Y4O9의 상이 동정되었다(Fig. 1). 광

화제(NaF/MgF2/Li2CO3(3 wt%/2 wt%/1 wt%))를 사용하고

알루미나 대신 크롬을 치환한 조합의 경우 즉 크롬이

0.01 mole 이상인 경우 페로브스카이트 단일상이 동정되

었다. 합성된 안료의 XRD는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

다. Fig. 2는 광화제를 첨가하여 1450
o
C에서 소성한 안료

의 조합을 나타낸 것이다. 1450
o
C 소성한 안료 조합 중

3번 조합이 보다 결정성이 좋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1350
o
C 소성한 안료 조합은 약간의 미반응 물질이 검출

되었고 Al2Y4O9의 상도 일부 보였다.

3.2. FT-IR 분석

합성된 안료의 결정상과 원자 또는 분자간의 결합관계

Table 1. Prepared Compositions

 Sample No. Composition

 ST YAlO3

 No. 1 YAl0.99Cr0.01O3

 No. 2 YAl0.98Cr0.02O3

 No. 3 YAl0.97Cr0.03O3

 No. 4 YAl0.96Cr0.04O3

 No. 5 YAl0.95Cr0.05O3

Fig. 1. X-ray diffraction pattern of sample ST obtained on

calcining in air for 6 h at 1500
o
C.

Fig. 2.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samples No. 1, No. 3 and

No. 5 obtained on calcining in air for 6 h at 1450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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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알아보기 위해 FT-IR 분석을 하였다. Reflectance mode

로 resolution은 16 cm
−1
로 하였다. Fig. 3은 낮은 온도

1350
o
C에서 소성한 안료와 단일상이 생성된 1450

o
C 소성

안료의 3번 조합을 함께 나타내었다. 400~700 cm
−1

 사이에

서 보이는 크롬의 특성 흡수밴드는
14)

 625 cm
−1

, 555 cm
−1
에

서
 
강한 흡수밴드를 갖으며 435 cm

−1
와 407 cm

−1
에서 약

한 흡수밴드를 보인다. 본 실험에 사용한 크롬을 1300
o
C

소성하여 크롬의 표준시료로 사용하였는데 비슷한 흡수밴

드를 보이고 있다. 온도가 낮은 1350
o
C의 경우 크롬이 완

전히 고용되지 못하여 415 cm
−1

 부근에서 보이고 640 cm
−1

부근의 흡수 밴드가 1450
o
C와 비교할 때 넓은 어깨 흡수

밴드를 나타내고 있다. Fig. 4는 크롬의 고용량의 한계를

알아보기 위해 1450
o
C로 소성한 안료의 조합에서 크롬의

양이 변화된 것을 나타냈다. 크롬이 들어가지 않은 조합

의 밴드와 비교하면 크롬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약간씩

의 변화를 보이는데 크롬이 0.05 mole인 경우 확연하게 크

롬의 특성 밴드가 나타난다. 400 cm
−1

, 524 cm
−1

 부근과

640 cm
−1

 부근에서 크롬의 특성 흡수밴드가 뚜렷이 나타

난다. 1450
o
C 소성의 경우 크롬은 0.04 mole까지 모두 고

용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3.3. SEM

합성안료의 입형과 입경을 알아보기 위해 SEM 관찰을

하였다. 미세구조는 Fig. 5와 같다. 합성안료의 주상인 페

로브스카이트의 결정형인 육면체 형과 결정성장에 의한

구형이 나타나고 있다. 1350
o
C의 경우 육면체와 직육면체

가 보인다. 합성된 안료의 입경은 6 µm 이하였다.

3.4. UV-Vis spectra 분석

소성된 안료의 조합 UV-Vis spectra 중에 조성 4번 안

료의 UV-Vis spectra를 Fig. 6에 나타내었다. YAlO3구조에

서 크롬(III)이온에 의한 빨간색의 발색은 루비의 발색과

유사하다. 이 유사성은 YAlO3구조에서 6개 산소이온의 팔

면체 공간에 기인
2)
한다. 팔면체 환경에서 크롬(III)이온에

대한 ligand field theory는 전자 전이에 의한 3개의 흡수

밴드가 존재
3,15,16)

한다. 처음 두개의 전자 스핀은 가시광

Fig. 3. FT-IR spectra of samples : No. 3 at different tempera-

tures.

Fig. 4. FT-IR spectra of samples fired at 1450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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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와 일치하는 4A2g→
4T1g(F)와 4A2g→

4T2g(F) 전이이

고 세 번째 스핀은 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외선광과

일치하는 에너지로 4A2g→
4T1g(P) 전이이다. 산화물 이온

에 의해 형성되는 ligand field에 따라 이들 밴드의 위치

는 변경될 수 있으며 관찰된 색에서 다양한 결과를 나타

낸다. 순수한 Cr2O3의 흡수밴드는 580 nm와 405 nm에서

각각 나타난다.16) 본 실험결과에서 이들 밴드는 415 nm와

510 nm 부근에서 넓게 나타났다. Cr2O3의 흡수밴드보다

낮은 파장에서 이들 두개의 흡수밴드가 나타난 것은 결

정구조 내에서 Cr(III)에 의한 Al(III)의 치환에 의해 만들

어지는 Cr-O거리 감소(Al(III)의 이온 반경 0.51 Å, Cr(III)

의 이온 반경 0.65 Å)에 의한 ligand field의 강도가 증가

한 때문이다. Visible spectrum의 green-blue violet 영역에

서의 강한 흡수밴드는 orthorhombic perovskite에서 점대칭

의 낮아짐과 연관된 두개의 Cr3+피크의 유착에 의한 것이

며 페로브스카이트 안료의 붉은 발색은 350~650 nm 영

역에서의 강한 흡수밴드에 의한 것1)
이다. 소성된 안료의

UV-vis 측정결과가 모두 같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3,

4, 5번 조합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비슷한 흡수강도와 형

태를 나타내고 있다. 4번 조합의 경우 흡수강도는 1500oC

소성한 안료가 제일 높게 나타나고 1450oC가 두 번째로

크게 나타나는데 색상 값으로 나타낼 때 1450oC 소성 안

료가 a*값이 더 크게 나오는 것은 흡수 밴드의 폭이

Fig. 6. UV-vis spectra of the sample No. 4 at different

temperatures.

Fig. 7. Pigment color coordinates in the L
*

a
*

b
*

 space depending on different temperatures.

Fig. 5. SEM micrographs of sample No. 3(except c: No.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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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o
C 소성한 안료보다 더 좁게, 가파르게 나타나기 때

문이다. 또한 비록 낮은 온도일지라도 크롬의 함량이

0.04 mole 이상일 경우는 흡수강도가 0.8 이상의 높은 수

치를 나타내고 붉은 색도 양호하다.

3.5. 색상 측정

소성된 안료는 모두 붉은 색을 나타냈다. 안료의 색상

을 볼 때 온도가 낮으면 대체로 노란 색상을 나타내는 b
*

값이 높게 나타났다(Fig. 7). 1450
o
C에서 소성된 안료들의

색상은 붉은 색을 나타내는 a
*
값이 다른 안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b
*
값도 큰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나타

났다. 1450
o
C 이상에서 소성된 안료는 b

*
값이 낮으나 a

*

값도 낮았다.

소성된 안료의 하회사용을 실험하기 위해 미디엄과 섞

어 시편에 바르고 여기에 석회유를 시유하여 소성하였다.

색상은 UV-vis spectrometer(2401-PC, Shimadzu, Japan)를

사용하여 하회에 사용한 유의 발색과 합성된 안료의 분

말 색상을 CIE-L
*
a

*
b

*
 표색계의 값 L

*
a

*
b

*
로 Fig. 7과 Fig.

8에 나타내었다.

조합비와 합성온도에 따라 안료가 유약아래서 환원소

성과 산화 소성시 발색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1450
o
C 합성 안료의 경우 환원에서 더 높은 붉은 색상 값

을 나타냈다. 산화소성 고화도에서 붉은색을 내는 안료들

은 많이 있지만 환원소성에서 붉은 색을 내는 것은 귀하

다. 이 귀한 발색 중에 동을 이용한 진사발색이 있는데

고온에서 동이 휘발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붉은 색을 내

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고온에서 안정적인 붉은 색

을 내는 안료, 특히 환원소성에서 안정적으로 붉은 색을

발색하는 안료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고, 이러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안료의 개발은 도자기 장식의 영역을 넓

힐 것이다.

4. 결 론

도자기 장식재로 사용할 페로브스카이트형 고온 안료

를 개발하였다. Y(AlCr)O3은 란탄계열 중 가장 좋은 붉은

색을 주는
7) 
발색을 한다. 또한 산화소성뿐만 아니라 환원

소성에서도 붉게 발색하였다. 실험된 모든 조합의 안료가

하회사용에서 붉은 색을 발색하고 있다.

1) 광화제를 사용하여 1450
o
C에서 단일 페로브스카이트

안료를 얻었다.

2) 합성된 모든 안료를 하회로 사용했을 때 산화소성과

환원소성에서 모두 좋은 붉은 발색을 하였다. CIE L
*
a

*
b

*

값으로 나타낸 합성 안료의 a
*
값이 22.00-33.69의 높은 값

을 나타내고 있다. 하회로 사용하여 석회유를 시유한 경

우, 산화소성에서 a
*
값이 14.75-29.71을 보이며 환원소성

에서는 14.78-30.86을 보이고 있다.

3) 1450
o
C 합성 안료의 경우가 다른 온도에서 합성한

안료보다 안료자체의 색상뿐만 아니라 하회에 사용되었

을 때도 발색이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4) 합성안료는 1450
o
C에서 소성한 크롬 0.04 mole일 때

가장 좋은 빨간색을 나타냈다.

Fig. 8. Color coordinates of underglazed pigment in the L
*
a
*
b
*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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