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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V-doping on Colour and Crystallization of Malayaite Pig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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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synthesize emerald-green malayaite pigments using CaCO3, SiO2, SnO2 and V2O5. For this purpose, the optimum
composition is CaV0.25Sn0.687SiO5 and heating condition is at 1250

o
C for 6 h of soaking time. The samples were characterized by X-

ray diffraction (XRD), the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meters(FT-IR), the Raman Spectrometer, Scanning Electron
Microscope(SEM) and the UV/Vis spectroscopy. The substituted V ion for Sn was observed to be quadrivalence. The analytical results
of the synthesized pigment showed the tetragonal crystal, a typical form of Malayaite, and the particle size to be approximately
5~10 µm. The color in lime glaze added 12 wt% pigment was emerald green, and CIE Lab parameters are L

*
=67.73, a

*
=-12.39 and

b
*
=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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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도자기는 오랜 세월 인류와 함께 존재 해 왔으며, 현대

인들의 생활 속에서도 도자기는 이미 여러 방면에서 크

게 자리하고 있다. 또한 인류의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 도

자기 역시 지속적인 발전을 해오고 있으며, 점점 그 기능

적인 측면과 함께 미적인 측면에서의 다양성 또한 요구

되고 있다. 이런 인류의 요구에 맞춰 다양한 색상의 안료

와 유약이 개발되어왔다.

이러한 도자기용 안료 중 CaSnSiO5의 화학식을 갖는

malayaite 결정에 착색제를 고용시켜서 발색을 내는 안료

들이 활발히 연구되고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malayaite

에 Cr이나 Co를 치환 고용하여 pink-red 발색을 하는 안

료들이 활발히 연구되어져 왔으며, 현재 상업적으로도 많

이 활용되어지고 있다.
1,2)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보고 되었던 malayaite에 Cr을 치

환 고용하여 pink 발색을 나타내는 연구
3)
를 기본으로 하

여, Cr 대신 일반적으로 노란색 발색을 하는 착색제로 널

리 알려져 있는 V을
4-6)

 치환 고용하여 emerald green 안

료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 경우 CaVSnSiO5 계의

malayaite 결정 생성과 emerald green 발색을 위한 최적의

합성 조성 및 소성 조건을 규명하고자 한다.

2. 실험 방법

2.1. V2O5의 치환량 변화 실험

V의 최적의 고용량을 알아 보기 위하여 SnO2의 일부를

V2O5로 치환하여 합성하였으며, 모든 실험 조성은 Table 1

에 나타내었다. 안료 합성을 위한 출발 원료는 CaCO3

(Junsei, 99.5%), SnO2(Junsei, Chemical pure), SiO2(부여

규석), V2O5(Junsei, 99%), BORAX(Duksan, Extra pure)를

사용하였다. 소성 조건은 기존에 Cr을 고용하여 malaya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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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osition of Samples

Composition

1 CaV0.1Sn0.875SiO5+Borax 2 wt%

2 CaV0.15Sn0.813SiO5+Borax 2 wt%

3 CaV0.2Sn0.75SiO5+Borax 2 wt%

4 CaV0.25Sn0.687SiO5+Borax 2 wt%

5 CaV0.3Sn0.625SiO5+Borax 2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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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생성하였던 문헌에서 최적으로 밝혀진 1200
o
C /2 h으로

하였다. 또한 광화제의 첨가량 또한 기존 문헌에서 최적의

량으로 규명된 2 wt%를 첨가하였다.
7)

 

2.2. 소성 조건 변화 실험

최적의 소성 조건을 구명하기 위하여 900
o
C까지는 5

o
C/

min으로 승온하고 그 후 3
o
C/min의 승온 속도로 1100

o
C,

1150
o
C, 1200

o
C, 1250

o
C, 1300

o
C에서 각각 2 h씩 유지하였

으며, 그 후 최고 온도에서 유지시간을 6 h, 12 h으로 늘려

주어 최적의 합성을 위한 소성 조건을 규명하였다. 이때의

합성 조성은 V2O5의 최적의 치환량으로 밝혀진 Table 1의

4번 조성으로 하였다.

2.3. 합성 안료 분석

합성된 모든 안료들의 결정 생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합

성된 안료에 기준시료로 CaF2를 10 wt% 첨가하여 XRD

분석을 하였다. 또한 비정질 상의 존재와 V의 고용관계

를 알아보기 위하여 Raman spectroscopy 분석을 하였다.

그 외 합성된 안료의 입형과 입자의 크기를 알아보기

위하여 SEM으로 관찰하였다.

2.4. 유약 적용 실험

합성 안료의 유약에서의 발색을 알아보기 위하여 석

회투명유약에 12 wt% 첨가하여 산화분위기로 1260
o
C에

서 30 min 소성하였다. 사용된 석회유약의 segel식은 식

(1)과 같다. 합성된 안료와 적용된 유약의 발색을 알아

보기 위해 UV 및 UV-vis로 분석하여 색상의 변화를 나

타냈다. 

0.3264 KNaO

0.6588 CaO 0.4040 Al2O3 3.5526 SiO2 (1)

0.0148 MgO

3. 결과 및 고찰

3.1. XRD 분석 결과

안료 합성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규명하기 위하여 Table 1

의 5가지 조성으로 1100
o
C, 1150

o
C, 1200

o
C, 1250

o
C, 1300

o
C

에서 각각 2 h씩 소성하였다. 각각의 조성과 온도에서의

결정 생성을 알아보기 위해 XRD 분석하였으며, 분석된 5

가지 조성 중 중간 조성인 CaV0.2Sn0.75SiO5+Borax 2 wt%

의 조성으로 각각 온도 별 분석 결과를 Fig. 1에 나타내

었다. 

XRD 분석 결과 모든 온도에서 malayaite와 cassiterite의

상이 공존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 중 1250
o
C에

서 malayaite의 상이 가장 많이 생성되었으며, 이는 2θ값

33.6
o
에서 나타나는 malayaite (0 3 1)면의 peak intensity와,

malayaite (2 2 0)면 및 cassiterite (1 0 1)면의 상이 겹쳐져

나타나는 33.9
o
에서의 peak intensity비로 설명된다. 이 두

상의 강도를 비교해 보았을 때 1250
o
C에서 상대적으로

malayaite 결정만으로 된 33.6
o
에서의 peak이 가장 큰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1250
o
C에서 cassiterite의 결정 생

성량 보다 malayaite의 결정이 더 활발히 생성 되었음을

나타낸다.

또한, V2O5의 고용 정도가 Malayaite의 발색 및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하여, 기존 malayaite의 화학

식에서 Sn의 일부를 V로 치환하여 합성하였으며, 그 조

성은 Table 1과 같이 하여주었다. 최적의 소성 온도로 밝

혀진 1250
o
C에서의 각 조성별로 소성한 합성 안료의 결

Fig. 1. XRD patterns of composition 3 fired at 1100, 1150,

1200, 1250, 1300
o
C/2 h.

Fig. 2. XRD patterns of composition 1~5, fired at 1250
o
C/2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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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생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XRD 분석 하였으며 그 결과

를 Fig. 2에 나타내었다.

XRD 분석 결과 위에서 언급한 바 있는 33.6
o
의 상과 33.9

o

의 두 상의 강도를 비교해 보았을 때 V2O5를 0.25 mole% 치

환 고용시킨 4번 조성에서 malayaite의 결정 생성이 가장

잘 이루어 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고 온도에서의 유지 시간 변화에 다른 결정 생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1250
o
C에서 2 h, 6 h, 12 h 유지 소성하

여 주었으며, XRD 분석 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의 분석 결과 6 h 유지 소성 해주

는 것이 malayaite의 결정 생성에 가장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XRD 분석 결과 CaV0.25Sn0.687SiO5+Borax 2 wt%

의 조성으로 1250
o
C에서 6 h 유지 소성하는 것이 malayaite

의 결정 생성을 위한 가장 좋은 조건임을 알 수 있었다.

3.2. Raman 분석 결과

더욱 명확한 malayaite의 결정생성과 고용한계를 알아

보기 위하여 Raman 분석하였으며 소성 온도 분석 결과

를 Fig. 4에 나타내었고, 조성 변화 분석을 Fig. 5, 유지시

간 변화 분석결과는 Fig. 6에 각각 나타내었다.

Raman 측정 결과 1100~1200
o
C에서 소성한 안료의 경우

cassiterite의 주peak이 나타나는 631 cm
-1

, 982 cm
-1
에서

8)
 눈

Fig. 3. XRD patterns of composition 4 fired at 1250
o
C/2 h, 6 h,

12 h.

Fig. 4. Raman spectra of samples fired at 1100, 1150, 1200, 1250, 1300
o
C/2 h and malayaite peak / cassiterite peak ratio of same

samples.

Fig. 5. Raman spectra of composition 1~5 fired at 1250
o
C/2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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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띄는 peak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1250,

1300
o
C에서는 큰 특징을 볼 수 없다. 1250, 1300

o
C의 분

석을 위해 569.49 cm
-1
의 Malayaite band와 632.32 cm

-1
의

Cassiterite band의 Intensity ratio를 비교해 보았다. 그 결

과 1250
o
C까지 그 값이 증가하다가 1300

o
C에서 다시 떨

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1250
o
C까지는

malayaite의 결정 생성이 증가하다가 1300
o
C에서는 일부

분해되어 cassiterite가 증가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점들로 보아 1250
o
C에서 malayaite의 결정 생성이 가장 잘

이루어 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성의 변화와 1250
o
C에서의 유지시간 변화의 분석 결

과도 역시 569.49 cm
-1
의 Malayaite band와 632.32 cm

-1
의

Cassiterite band의 intensity ratio를 비교해보는 방법으로 분

석하였다. 그 결과 XRD CaV0.25Sn0.687SiO5+Borax 2 wt%

의 조성으로 1250
o
C에서 6 h 유지 소성하는 것이 malayaite

의 결정 생성을 위한 가장 좋은 조건임을 알 수 있었으

며 이는 XRD 분석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3.3. 유약 적용 실험

합성 안료의 발색을 알아보기 위하여 투명 석회 유약

에 합성안료를 12 wt% 첨가하여 백자 시편에 유약 실험

하였다. 유약을 입힌 시편은 1260
o
C에서 30 min 열처리

하여 주었다. 열처리 된 후의 도자 시편은 UV 및 UV-vis

로 분석 하여, 발색 mechanism과 CIE L
*

 a
*

 b
*

 값을 측

정하여 보았다.

소성 온도 별 분석 결과를 Fig. 7에 나타내었다. UV-vis

상에서 V
4+
가 고용되어 발색하는 것은 320 nm (

2
B1→

2
A1),

640 nm (
2
B1→

2
E)에서의 Intensity로 알 수 있다.

9)
 이러한

점으로 보았을 때, 1250
o
C에서 소성한 합성 안료가 V

4+

에 의한 발색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고 온도에서의 유지시간에 따른 발색의 변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1250
o
C에서 2 h, 6 h, 12 h 유지 소성하

여 백자시편에 투명 석회유약으로 실험한 시편을 UV-vis

및 UV로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8과 Fig. 9에 나

타내었다.

소성 온도 분석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는 320 nm에서

의 강도를 비교해 본 결과 6 h 유지 소성한 안료가 가장

강한 발색을 나타내고 있음이 입증되었으며, 이 경우 CIE

L
*

= 67.73, a
*

= −12.39, b
*

= 9.28의 값을 나타내었다.

Fig. 6. Raman spectra of composition 4 fired at 1250
o
C/2 h,

6 h, 12 h.

Fig. 7. UV-vis spectras and CIE L*a*b* colourimetrics parameters of pigment and glazed samples fired at 1100, 1150, 1200, 1250,

1300
o
C/2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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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SEM 분석 결과

합성 된 안료의 입형과 입경을 알아보기 위하여 SEM

분석 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10에 나타내었다.

SEM 분석 결과 주된 입형은 Malayaite의 결정상으로 알

려진 tetragonal crystal형으로 나타났다. 유지시간이 6 h으

로 늘어났을 경우 결정이 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12 h까지 유지시간을 늘렸을 경우 분해로 인하여 결정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결 론

1) Malayaite계 Emerald Green 안료의 최적 조성은

CaV0.25Sn0.687SiO5의 조성으로 나타났으며, 그 최적의 소

성 조건은 1250
o
C에서 6시간 유지하는 것이다. 이 경우

치환된 V ion은 4가를 나타내었다.

2) 합성 안료를 SEM 분석한 결과 입형은 Malayaite의

전형적인 형태인 tetragonal crystal이었으며, 입경은 5~

10 µm이었다.

3) 이 합성 안료를 석회유에 12 wt% 첨가하여 유약 실

험 한 결과, CIE L
*
=67.73, a

*
=−12.39, b

*
=9.28의 수치를

나타내었으며 Emerald Green으로 발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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