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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4[Fe(CN)6]3가 코팅된 Mica 또는 TiO2/Mica 적외선 반사용 청색안료

제조 및 이 도료의 차열 특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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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e4[Fe(CN)6]3 coated on a mica or TiO2/mica surface as infrared reflective blue pigment was prepared by a

hydrothermal method. Fe4[Fe(CN)6]3 , used as coloring agent, was uniformly coated on mica or TiO2/mica under the optimized

condition of a 1.2 : 1 weight ratio between iron(III) chloride hexahydrate and potassium ferrocyanidetrihydrate at the initial pH

level of 4.5 at 70 oC. The infrared (IR)-reflective pigments were characterized by SEM, Zeta-potenial, FT-IR, and UV-VIS NIR

spectrophotometry. Especially the CIE color coordinate and total solar reflectance(TSR) properties of the pigments were

investigated in relation to variation of the coating and coated substrate thicknesses. Isolation-heat paint was prepared with 20

wt% blue pigments fully dispersed in acryl-urethane resin and several additives to coat the film uniformly. The films were also

measured with CIE color coordinate, TSR, and the surface temperature was recorded by an isolation-heat measuring system.

The pigments and films of Fe4[Fe(CN)6]3 coated on mica and TiO2/mica showed high TSR values compared with the TSR

value of Fe4[Fe(CN)6]3 itself.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TSR value, the property of isolation-heat is effective. To realize the

optimal blue color, we applied the the pigment to TiO2 coated mica(TM(b)) which has blueish interference color. The pigment

of Fe4[Fe(CN)6]3 coated on TM(b) shows a strong blue color compared with that of Fe4[Fe(CN)6]3 coated on TiO2/

Mmca(TM(w)), which has a whitish interference color.

Key words infrared reflective pigment, total solar reflection(tsr), color pigment, isolation-heat paint, refractive index.

1. 서  론

현재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오존층의 파괴와 대기오염

물질로 환경문제를 발생시키면서,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

키고 있으며, 이런 오존층의 파괴로 인하여 유입되는 태

양광과 대기오염물질 및 도심지역의 고층건물에 의한 복

사열은 실내·외 온도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각종 인공시설물들이 흡수한 에너지를 적외선 방

사 형태로 다시 내보내 열섬(heat island)현상이 발생한

다. 이런 열섬현상은 열대야 현상, 여름철 냉방부하, CO2

발생 등으로 환경의 악순환을 일으킨다. 따라서 이런 열

섬현상을 방지하고 그 주요원인 중에 하나인 적외선(IR)

을 차단시키는 연구가 필요하다.1,2) 이런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해, 각 나라에서는 고기능성의 물리화학적으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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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다양한 색상을 가지면서 적외선 반사율이 우수

한 안료를 개발하여 건축내·외장재에 적용함으로써 해

결하려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는 실

용화되고 있다. 

적외선 반사안료의 주요 두 가지 응용 분야로서 군사

용 위장과 건축 및 도로의 차열 방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1,2) 그 중에 차열방지는 건물 콘크리트, 도로 아스

팔트 등의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 적용하여 태양 에너지

의 열 흡수 저감에 의한 도심 열섬(heat island) 현상 방

지 및 건물 내의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도심내

의 열섬 현상의 주 원인 가운데 태양광은 자외선(295~

400 nm) 약 5 %, 가시광선(400-700 nm) 약 50 %, 적외선

(700-2500 nm) 45.0 %의 광량 비율을 가지고 있으며, 700-

1100 nm의 적외선 영역에서는 가시광선보다 강한 열작

용을 하며 방사에너지가 직접적이고 순간적인 열전달로

빠르게 가열할 수 있는 열선으로 작용한다.3) 태양 복사

에너지의 높은 흡수에 의한 건물, 지붕 등의 열전달을

차단하고 내부를 시원하게 유지하기 위해 차열안료 및

도료에 대한 연구가 확대되고 있다.4,5)

태양열은 복사, 전도, 대류에 의해 열이 전달되며, 열

의 차단을 위해 전도 및 대류를 막는 단열안료 및 복사

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적외선 반사안료로 크게 나눌 수

있다.6) 단열안료는 전도 및 대류현상을 차단할 수 있는

유리 및 실리카 중공구 소재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7,8) 적

외선 반사안료는 차열 특성을 지닌 기능성 무기산화물

상업적으로 다양한 소재들이 사용되고 있다.9-11) 그 중에

는 백색안료인 루타일 TiO2가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

고 있으며, 적외선 태양반사율이 약 87 % 이상의 높은

효율을 보인다.6) 적외선 차열도료는 복사, 전도, 대류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TiO2와 중공구 소재가 체질

안료와 고분자 수지에 복합화된 형태로 제조되고 있다.

특히, 유색도료는 다양한 색상을 지닌 착색안료를 첨가

하여 도료를 제조하고 있다.12-13) 

적외선 반사안료는 TiO2 백색안료가 최적의 안료로 가

장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유색계열이며 심미적인 이유로

다양한 색상의 차열안료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14-16) 최

근에 적외선 반사용 갈색안료로 Fe2O3-Sb2O3-SiO2-Al2O3-

TiO2,
16) 녹색안료 Cr2O3-V2O5-Al2O3-TiO2

17) 및 TiO2-

Cr2O3
18) 등의 복합산화물이 개발되고 있다. 주로 적외선

태양반사율이 높은 백색의 TiO2 입자와 착색안료를 복합

화한 형태이다. 그러나, 유색이 첨가된 적외선 반사안료

인 경우 착색안료 색상 및 특성으로 인해 태양반사율이

급격히 낮아지는 문제점이 발생한다.4)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판상형의 무기소재를 적

용하여 표면의 광택성 및 균일성으로 인한 적외선 반사

율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판상소재 표면에 착색안료를 코

팅함으로써 색상을 제어할 수 있는 적외선 반사안료를

연구하였다. 일반적으로 금속 또는 금속산화물이 균일하

게 표면에 코팅된 판상소재 중에 특수안료인 진주광택

안료가 잘 알려져 있다.19-21) 대표적인 소재로서 TiO2 금

속산화물이 코팅된 Mica는 TiO2 코팅층의 두께 제어 및

다양한 소재의 다중 코팅에 따른 굴절률 차이에 의해 다

양한 간접색상을 통해 나타낼 수 있다.22-25) 내화력 및 적

외선 반사를 위한 방화소재로서 알루미늄 플레이크 또

는 Mica 플레이크에 고굴절 소재가 코팅된 안료의 적

용에 관하여 보고되고 있다.26) 

본 연구에서는 청색의 Fe4[Fe(CN)6]3를
27) 착색안료로 사

용하여 판상기재인 Mica 또는 TiO2가 코팅된 Mica의 표

면에 수열합성방법으로 코팅하여 적외선 반사용 청색안

료를 제조하였다. Fe4[Fe(CN)6]3가 코팅된 Mica기재의 입

자표면에 TiO2의 코팅 유무 및 TiO2의 코팅층 두께에 따

라 제조된 안료를 도료로 적용할 때 도막의 은폐력 및

청색 간섭색상을 이용한 색도의 영향을 연구하였다. 판

상기재에 코팅된 Fe4[Fe(CN)6]3 적외선 반사안료와 아크

릴 우레탄 수지 내에 적외선 반사안료가 복합된 도막에

대한 적외선 반사 특성은 일사반사율(TSR) 및 차열평가

를 통하여 적외선 반사특성을 비교 관찰하였다.

2. 실  험

2.1 적외선 반사용 청색안료 제조

적외선 반사용 청색안료에 사용된 판상기재는 합성

Mica(입자크기 9~45 µm, M 표기), TiO2가 60 nm 두께로

코팅된 Mica(흰색의 간섭색을 띄는 TiO2/Mica, TM(w)

표기), TiO2가 130 nm 두께로 피복된 Mica(옅은 청색의

간섭색을 띄는 TiO2/Mica, TM(b) 표기)이며, 국내의 CQV

사에서 시료를 제공받았다. 

문헌에서 보고된 방법의21) 최적 조건에서 Mica 및

TiO2/Mica 입자표면에 코팅된 Fe4[Fe(CN)6)3 청색안료들

을 제조하였다. 판상기재 30 g과 증류수 300 ml를 사구

플라스크에 넣고 혼합한 후 70 oC 온도에서 교반시키면

서, 염산(HCl, 0.5M)을 이용하여 초기 pH를 4.5로 조절

하였다. 이때, 코팅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pH를 1.5 및

8.5로 조절하여 제조한 다음 코팅표면을 관찰하였다. 일

정한 교반하에서 헥사시아노철(II)산칼륨(K4Fe(CN)6·3H2O,

99 %)과 염화제2철(FeCl3·6H2O, 97 %)을 정량펌프를 사

용하여 천천히 첨가시키며 반응시켰다. 전구체의 함량비

는 헥사시아노철(II)산칼륨/염화제2철 = 1.2 : 1로 하였다. 전

구체의 투입후에 2시간 동안 교반시킨 후, 침전된 슬러

리를 증류수로 세척 및 감압 여과하였다. 그 이후에 100
oC에서 12시간 동안 건조시켜 Fe4[Fe(CN)6]3가 코팅된

Mica 또는 TiO2/Mica 청색안료를 제조하였다. 다양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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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조건에 따라 제조된 청색안료들을 Table 1에 정리하였

다. Table 1의 다양한 샘플들은 초기 pH 4.5에서 판상

기재에 따른 Fe4[Fe(CN)6]3 코팅량의 변화에 따라 제조

되었다. 판상기재에 코팅된 Fe4[Fe(CN)6]3 청색안료와 비

교하기 위하여, Fe4[Fe(CN)6]3 청색안료는 증류수 300 ml

를 사구 둥근플라스크에 넣고 혼합한 후 70 oC 온도에

서 교반시키면서, 헥사시아노철(II)산칼륨과 염화제2철을

1.2 : 1의 함량비로 정량펌프를 사용하여 천천히 첨가시키

며 반응시켰다. 시약의 투입 종료 후 2 시간 동안 교반

시킨 후, 상기의 제조방법과 동일하게 제조하였다.

2.2 적외선 반사용 차열 도료 제조방법

적외선 반사용 차열 도료를 제조하기 위해 적외선 반

사용 청색안료 20 wt%, 아크릴우레탄수지(노루페인트) 60

wt%, 실리콘계 소포제 12 wt%, N-에틸피롤리돈 계 침

강방지제 2 wt%, 아민계 분산제 6 wt%를 사용하였다. 이

때, 소포제, 침강방지제, 분산제는 BYK 사 제품을 사용

하였다. 원료 혼합을 거친 후 안료의 고른 분산을 하기

위하여 약 2,000 rpm으로 20분 분산을 하였다. 고속 분

산 후에 안정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어플리케이터로

균일하게 청색 도막을 형성 후에 상온에서 24시간 건조

시켜 제조하였다. 도막의 두께는 100 µm(± 10)로 조정하

였다.

2.3 적외선 반사용 청색안료 및 도막의 특성분석 

Fe4[Fe(CN)6]3 청색안료가 코팅된 판상기재 입자형태와

표면 미세구조 확인 및 코팅된 양을 보기 위해서 FE-

SEM(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을

이용하였다. 가속전압은 10 kV에서 수천 배로 확대하여

표면 미세구조를 관찰하였다. 또한 Fe4[Fe(CN)6)3가 코

팅된 두께를 알아보기 위하여 입자의 단면을 관찰하였

다. 청색안료 분말에 대한 CIE Lab 색차값은 색차계

(SPM, Spectrophotometer)를 통해 측정하였다. 안료에 코

팅된 Fe4[Fe(CN)6]3의 작용기와 코팅 여부를 확인하기 위

해 FT-IR(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을 사

용하였다. 

일사반사율(Total Solar Reflectance, TSR)은 JIS K

5602규격에 따라 은폐지 위에 적외선 반사용 도료의 도

막형성 후 평가하였고, UV/VIS/NIR Spectophotometer

(JASCO사, V-570)를 이용하여 전체 파장영역 300~2500

nm에서의 표준시편(STD)으로 베이스라인(Vaseline)을 잡

은 후 반사율을 측정하여 식을 통해 연산하여 결과를 얻

었다. 여기서, Rλ는 물체에 반사하는 파장, Iλ는 물체에

입사하는 파장으로 정의된다.

또한, 도막의 적외선 반사에 의한 차열특성은 적외선

램프(필립스, 250 W), 온도 측정기(Tecpel, D307B), 상부

가 개방된 밀폐형 사각상자로 구성된 측정 시스템에서

온도변화를 관찰하였다. 측정 시편인 도막이 코팅된 강

철판(50 × 50 mm)을 사각의 밀폐상자 위에 설치를 하였

다. 시편의 중앙하부에 온도센서를 부착하여 표면온도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도막의 표면온도 변화는 20분 동안

TSR %( )
R
λ

I
λ

•
300

2500

∫

I
λ

300

2500

∫
---------------------------=

Table 1. Synthetic formulation for preparing various blue pigments of Fe4[Fe(CN)6]3 coated on Mica or TiO2/Mica.

Sample*
Composition of Materials (wt%) Coated with Fe4[Fe(CN)6]3 

constant (wt%)Mica TM(w) (whitish) TM(b) (bluish) K4Fe(CN)6·3H2O FeCl3·6H2O

M-1 96.9 - - 1.7 1.4 1.2

M-2 93.8 - - 3.4 2.8 2.4

M-3 87.6 - - 6.8 5.6 4.8

M-4 81.4 - - 10.2 8.4 7.2

M-5 75.2 - - 13.6 11.2 9.6

M-6 69 - - 17 14 12

TM(w)-2 - 93.8 - 3.4 2.8 2.4

TM(w)-3 - 87.6 - 6.8 5.6 4.8

TM(w)-4 - 81.4 - 10.2 8.4 7.2

TM(w)-5 - 75.2 - 13.6 11.2 9.6

TM(w)-6 - 69 - 17 14 12

TM(b)-2 - - 93.8 3.4 2.8 2.4

TM(b)-3 - - 87.6 6.8 5.6 4.8

TM(b)-4 - - 81.4 10.2 8.4 7.2

*M: Synthetic Mica(lateral size 9~45 µm), 

 TM(w): TiO2 coated on Mica (TiO2 thickness: 60 µm), 

 TM(b): TiO2 coated on Mica (TiO2 thickness: 130 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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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였으며, 초기 5분 동안은 20초 간격으로 그 이후

에는 1분 간격으로 온도를 측정하였다. 적외선 램프와 도

막시편과의 거리는 20 cm를 유지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판상기재에 코팅된 Fe4[Fe(CN)6]3 청색안료

적외선 반사용 청색안료를 제조하기 위해 Table 1의 실

험조건에서 판상기재인 M, TM(w), TM(b)에 Fe4[Fe(CN)6]3

청색안료를 균일하게 코팅하기 위해 pH 변화에 따른 영

향을 관찰하였다.

Fig. 1은 Table 1의 초기 pH 4.5에서 제조된 M4와

TM(w)-4 실험조건에서 초기 pH를 1.5 및 8.5로 각각

조절하여 Fe4[Fe(CN)6]3가 판상기재의 표면에 코팅된 입

자 형상 및 피복율을 FE-SEM으로 관찰한 결과를 나타

내었다. 

Fig. 1(a)~(c)는 M(Mica)의 표면에 pH를 변화시키면서

Fe4[Fe(CN)6]3를 코팅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Fig. 1(b)는

초기 pH 4.5에서 제조된 M-4 시료로서 Mica 표면에

Fe4[Fe(CN)6]3 입자가 20~40 nm 크기로 표면에 균일하게

코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Fig. 1(a)와 Fig. 1(c)

는 초기 pH 1.5와 8.5에서 Mica 표면에 Fe4[Fe(CN)6]3가

불균일하게 코팅되며 입자크기도 커짐을 알 수 있다. FE-

SEM으로 관찰한 입자의 코팅 피복율은 Fig. 1(a) 23 %,

Fig. 1(b) 99 % 이상, Fig. 1(c)는 67 %이였다. 

Fig. 1(d)~(f)는 TM(w)(TiO2/Mica)의 표면에 pH를 변

화시키면서 Fe4[Fe(CN)6]3를 코팅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Fig. 1(a)~(c)의 결과와 유사하게 Fig. 1(e)는 초기 pH

4.5에서 제조된 TM(w)-4 시료로서 TiO2/Mica 표면에

Fe4[Fe(CN)6]3 입자가 20~60 nm 크기로 표면에 균일하게

코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pH 1.5의 Fig. 1(d)

와 pH 8.5인 Fig. 1(f)에서는 각각 약 40~80 nm 크기와

약 20~100 nm 크기의 Fe4[Fe(CN)6]3 입자가 불균일하게

코팅되어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Fig. 1(e)의 코팅된

Fe4[Fe(CN)6]3 입자보다 Fig. 1(d) 및 1(f)에서 입자크기

가 증가하는 이유는 초기에 판상기재 표면에 코팅된 seed

의 양이 적어서 표면에 코팅되기 보다는 초기에 코팅된

Fe4[Fe(CN)6]3 seed 입자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여겨진

다. FE-SEM으로 관찰한 입자의 코팅 피복율은 Fig. 1(d)

70 %, Fig. 1(e) 99 % 이상, Fig. 1(f)는 52 %이였다. Fig.

1(d) 및 (f)의 Fe4[Fe(CN)6]3입자가 코팅된 층 아래에는

Mica 표면에 코팅된 약 20 nm TiO2 입자층이 보여서 코

팅이 완벽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초기 pH 4.5의 조건에서 Fig. 1(b) 및 (e)

에서는 판상기재 M, TM(w)의 표면에 Fe4[Fe(CN)6]3 입

자가 99 % 이상 흡착되어 균일하게 코팅되며, 청색안료

로서 색도도 가장 우수하였다. Fe4[Fe(CN)6]3입자가 판상

기재에 코팅되는 메커니즘은 pH 변화에 따른 입자의 표

면전하를 제타전위로 측정하여 관찰하여 보았다. 특히, 코

팅하기 위한 최적조건인 pH 4.5에서 Mica의 제타전위

값은 31이며, Fe4[Fe(CN)6]3은 −30로서 입자 표면의 제

타 포텐셜에 따른 전기음성도 차에 의한 정전기적 인력

으로 인해 코팅이 잘되는 것으로 보인다. 표면전하가 0

인 등전점의 pH는 Mica 6.5~7.5이며 Fe4[Fe(CN)6]3 약

2.8을 나타내었다. 

Fig. 2는 Table 1에서 나타낸 TM(w)-4 시료의 입자

단면을 FE-SEM으로 관찰한 사진이다. FE-SEM 상에서

M은 Mica, T는 TiO2, F는 Fe4[Fe(CN)6]3 코팅층을 나타

Fig. 1. SEM images of blue pigments prepared by the variation of initial pH at the synthetic condition of M-4 and TM(w)-4. (a) pH 1.5

at M-4's synthetic condition, (b) M-4 at pH 4.5, (c) pH 8.5 at M-4's synthetic condition, (d) pH 1.5 at TM(w)-4's synthetic condition,

(e) TM(w)-4 at pH 4.5, (f) pH 8.5 at TM(w)-4's synthetic condition. (Scale bar on all samples is 10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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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 있으며, 180~220 nm의 두께를 지닌 Mica 판상입

자의 위아래 표면에 TiO2층이 60~70 nm로 코팅되어 있으

며, 이 코팅층 위아래 표면에 Fe4[Fe(CN)6]3가 60~70 nm

로 코팅되어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Table 1의 TM(w)-

4의 실험조건에서 사용된 전구체 헥사시아노펄산칼륨의 함

량은 10.2 wt%, 염화제2철의 함량 8.4 wt%이다. 또한,

TM(w)-6에서는 헥사시아노펄산칼륨의 함량 17 wt%와 염

화제2철의 함량 14 wt%으로 코팅할 경우에는 Fe4[Fe

(CN)6]3 코팅 두께가 80~100 nm정도 증가하였다(FE-SEM

결과 미첨부). 이를 통해 Table 1의 실험조건에서 TM(w)-

2에서 TM(w)-6로 Fe4[Fe(CN)6]3 코팅량을 증가시킬 경우

각 실험조건별로 코팅두께가 15~20 nm로 점점 두꺼워짐

을 예측할 수 있었다. 

Table 2는 판상기재에 코팅된 Fe4[Fe(CN)6]3의 코팅 함

량의 증가에 따라 제조된 청색안료들에 대한 CIE 색좌

표 및 일사반사율(TSR)을 정리하였다. 

CIE 색좌표인 명도(L*)가 100 일 때는 흰색, 0일 때

는 검정색을 나타낸다. (a*)는 (+)일 때 붉은색, (-)인 경

우 초록색을 나타내는 값이다. 또한 (b*)는 (+)인 경우 노

랑색, (-)인 경우에는 파랑색을 나타낸다. 이때 판상기재

에 코팅되는 Fe4[Fe(CN)6]3 안료 자체의 색은 청색보다 어

두운 남색을 나타내었다. 판상기재인 M, TM(w)에 코팅

된 Fe4[Fe(CN)6]3 안료의 코팅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코팅

된 안료의 기재에 따라 색의 차이가 있지만 Fe4[Fe(CN)6]3

가 코팅되는 양이 증가할수록 연한 청색에서 어두운 남

색으로 변하였다. TM(w) 기재의 경우, TM(w)-2는 M-

2 시료 대비 연한 청색을 띄었다. 이는 일사반사율을 높

이기 위한 Mica에 코팅된 흰색의 간섭색을 띄는 TiO2

코팅층에 의해 연한 청색을 보인다. 그러나, 청색의 간

섭색을 띄는 TM(b)기재를 사용한 TM(b)-2 시료는 M-

2과 TM(w)-2 기재와 비교하여 진한 청색의 안료를 제

조할 수 있었다. 특히, TM(b)-2는 b*값이 −36이하를 나

타내었다. 그러나,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TM(b)-

2 안료는 Light blue (#181) 색을 보였으며, 이는 안료

의 특성이 펄특성으로 인한 빛의 반사에서 기인되는 것

으로 보인다. 펄특성은 TiO2가 Mica에 코팅되어 광학적

인 광택효과를 가져온다. 이때 TiO2 두께에 따라 색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는 빛의 굴절로 인한 광택과 색

상에 영향을 가져다 주었다. Table 3은 이 안료를 도료

화 후에 측정한 도막은 brilliant blue (#177) 색을 나타

내며, 진한청색의 색구현이 용이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

적으로 반사율은 재료가 가지는 굴절율 값이 커짐에 따

라 증가하며, 이는 본고에서 TiO2 코팅층과 크게 의존됨

을 알 수 있었다. 반사안료 중 2번째로 높은 TiO2 anatase

Table 2. CIE color coordinates and Total Solar Reflectance for various blue pigments of Fe4[Fe(CN)6]3 coated on Mica or TiO2/Mica.

Sample
CIE value*

TSR(%)
L

* 

a
* 

b
* 

Color

M-1 71.74 −8.87 −6.70 Pale blue(#185) 48.5

M-2 65.81 −8.52 −9.66 Light Greenish blue (#172) 42.0 

M-3 56.96 −6.58 −11.79 Light greenish blue (#172) 32.6 

M-4 52.70 −2.20 −8.86 Grayish blue (#186) 31.8 

M-5 47.38 −1.98 −7.43 Grayish blue (#186) 27.2 

M-6 40.93 −1.15 −4.72 Dark bluish gray (#192) 20.7 

TM(w)-2 81.64 −5.03 −8.66 Very Pale blue (#184) 59.5

TM(w)-3 77.18 −5.87 −8.98 Very Pale blue (#184) 51.9

TM(w)-4 71.24 −7.38 −14.32 Pale blue (#185) 45.0

TM(b)-2 65.78 −3.31 −34.85 Light blue (#181) 49.0

TM(b)-3 58.84 −3.64 −31.89 Light blue (#181) 40.5 

TM(b)-4 56.89 −1.92 −34.74 Light blue (#181) 37.1

*L*, brightness; a*, red-green index; b*, yellow-blue index

Fig. 2. SEM image of a cross-section of TM(w)-4 particle. (F:

Fe4[Fe(CN)6]3 coating layer, M: Mica flake, T: TiO2 coating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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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상의 굴절율은 2.6정도이므로 안료보다는 도료화하였

을 때 일사반사율에 크게 기여하였다. 반면 Fe4[Fe(CN)6]3

코팅함량의 증가에 따라 제조된 청색안료들의 일사반사

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일사반사율이 가시

광 영역의 투과/흡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흰색에서 다

양한 색상을 띄면서 가시광 영역을 흡수하기 때문에 일

사반사율이 낮아지게 된다. M 기재보다는 TM(w) 및

TM(b) 기재에 코팅된 Fe4[Fe(CN)6]3 청색안료의 일사반

사율이 높은데, 이는 굴절률이 높은 TiO2 코팅층으로 인

해 굴절률이 낮은 Mica 기재 보다 효과적으로 가시광

및 적외선을 반사하기 때문이다. TM(w)-2가 TM(b)-2 안

료보다 일사반사율이 높은 이유는 색의 차이로 인한 가

시광 영역 파장의 흡수차이에 기인한다.

Fig. 3은 Mica 또는 TiO2/Mica 기재에 청색안료인 Fe4

[Fe(CN)6]3 입자가 코팅된 Fe4[Fe(CN)6]3 작용기를 분석

하기 위해 FT-IR 스펙트럼을 관찰하였다. Fig. 3(a)와

3(c)는 Mica 및 TiO2/Mica 기재의 FT-IR 스펙드럼으로

서 972 cm−1에서 강한 피크가 나타났으며 이는 Mica 및

기재를 구성하는 금속산화물에서 나타나는 피크로 보인

다. Fig. 3(c)에서는 710 cm−1에서 TiO2에 있는 Ti-O 결

합을 나타내는 피크와 겹쳐져서 구분하기는 어려웠다.

Fig. 3(b)와 3(d)는 각각 Fe4[Fe(CN)6]3가 코팅된 Mica와

TiO2/Mica 기재 에서는 2086 cm−1에서 새로운 피크가 나타

났으며, 이는 문헌에 보고된 바와 같이 Fe4[Fe(CN)6]3 입자

내의 작용기인 C≡N 결합에 기인한다. 이는 Fe4[Fe(CN)6]3

에 의해 나타나는 피크로 확인 되었다. 이것은 기질인

판상입자인 Mica 또는 TiO2/Mica 기재에 Fe4[Fe(CN)6]3

가 코팅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21)

3.2 적외선 반사용 청색도료의 차열 평가

적외선 반사용 청색도료는 청색 적외선 반사 무기 안

료를 아크릴 우레탄 수지 내에 복합화하여 적외선 반사

기능을 지닌 차열도료를 제조하였다. 이 청색 안료를 고

분자 수지내에 고분산 및 안정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첨

가제로 소포제, 침강방지제, 분산제를 이용하여 차열도료

를 최적화하였다. 

판상기재에 따른 도막의 색상과 차열특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Table 1, 2에서 제조된 다양한 청색안료 중에서

도 Fe4[Fe(CN)6]3가 같은 양인 2.4 wt%로 코팅된 M-2,

TM(w)-2, TM(b)-2 청색안료를 도료화시켰다. Table 3은

그 중에 TM(w)-f과 TM(b)-f 도막에 대한 색좌표와 TSR

값을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이때, 샘플명에 붙은 f는 청

색안료가 첨가된 도료로 제조된 차열도막을 의미한다. 이

때 도료 내에 첨가된 안료의 양은 수지 및 기타 첨가

제 대비 20 wt%로 배합하였으며, 도막두께는 100 µm

(± 10)이다, 특히, 제조된 도막 내에 사용된 상기의 세 가

지 안료에 따른 도막의 은폐력, 색상, 일사반사율(TSR)에

따른 차열특성과의 상관성을 연구하였다. 코팅 두께(±

10 µm) 오차에 따른 일사반사율(TSR) 측정결과의 경우 코

팅두께가 얇거나 두꺼울 때 1~2 %정도의 차이만 있었다. 

Fig. 4는 M-2, TM(w)-2, TM(b)-2 세 가지 안료와 코

팅에 사용된 착색안료 Fe4[Fe(CN)6]3를 도료로 제조 후

에 은폐지에 코팅한 도막의 UV-Vis NIR 스펙트럼을 측

정한 그래프이다. Fig. 4(a)는 판상기재에 코팅소재로 사

Table 3. CIE color coordinates and Total Solar Reflectance for various blue films of Fe4[Fe(CN)6]3 coated on TiO2/Mica. 

Sample*
CIE value

TSR(%)
L

* 

a
* 

b
* 

Color

TM(w)-2f 76.24 −7.31 −11.28 Light greenish blue (#172) 48.5

TM(w)-3f 50.43 −1.59 −44.35 Light blue (#181) 39.4

TM(w)-4f 57.47 −1.92 −34.74 Light blue (#181) 32.8

TM(b)-2f 57.46 −9.79 −41.10 Brilliant blue (#177) 37.8

TM(b)-3f 58.89 1.03 −36.12 Strong blue (#178) 39.4

TM(b)-4f 50.43 −1.59 −44.35 Strong blue (#178) 27.4

*f means film prepared by paint containing blue pigment

Fig. 3. FT-IR spectra of (a) Mica, (b) M-2, (c) Titania/mica, and

(c) TM(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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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 Fe4[Fe(CN)6]3 안료만을 함유된 도막의 UV-Vis-NIR

스펙트럼으로서 계산된 TSR 값이 8.9 %를 나타내었다.

Fig. 4(b)~(d)는 판상기재인 M, TM(w), TM(b)에 Fe4[Fe

(CN)6]3 안료가 코팅된 시료들을 도료 제조 후 도막화 할

경우, TSR 값이 각각 20, 48.5, 37.8 %로 높게 나타났

다. 이는 Fe4[Fe(CN)6]3 안료가 코팅된 판상기재가 Fe4[Fe

(CN)6]3 안료 단독으로 사용할 때 보다 높은 TSR을 나

타냄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하여 Fig. 4(a)의 Fe4[Fe

(CN)6]3-f 도막은 1250~2500 nm 파장에서 적외선 반사가

일어나지만, Fig. 4(b)~(d) 에서는 약 800~2500 nm 영역

으로 파장이 확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백색에 가

까운 판상기재인 Mica 및 TiO2/Mica가 전 영역(300~

2500 nm)의 파장에서 반사효과가 있으며, Fe4[Fe(CN)6]3

안료가 코팅된 판상기재에 의해 800~1250 nm 파장에서

효과적으로 반사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Fig. 4(b)의 M-2f 도막은 Fig. 4(a) 도막보다 적외선 파

장에서 낮은 반사율을 보였다. 이는 Mica와 Fe4[Fe(CN)6]3

안료의 굴절율이 1.6이하로서 도막의 은폐력이 낮은 문

제점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Fig. 4(c)와 4(d)의

TiO2가 코팅된 판상기재 (TM(w)-2, TM(b)-2)의 경우,

TiO2의 굴절율이 2.6으로서 도막이 높은 은폐력과 함께

적외선 파장에서 높은 반사율을 보였다. 도막의 색상면

에서는 Fig. 4(a)는 어두운 청색, Fig. 4(b)는 연한 청색,

Fig. 4(c)는 연한 청색을 Fig. 4(d)는 진한 청색을 띄었

다(Table 3 참조). 여기에서 도막의 색상과 TSR과의 상

관성을 살펴볼 수 있는데, Fig. 4(c)의 도막의 색상이 연

한 청색을 띄면서 가시광 영역의 파장에서 높은 반사가

일어나지만, Fig. 4(d) 도막은 진한 청색으로 인해 가시

광 파장에서 거의 흡수를 함으로써 TSR 값이 37.8 %로

Fig. 4(c)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차열도료는 열전도 및 대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중공구 소재를 도료 내에 복사 에너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적외선 반사안료와 복합화하여 차열특성을 극대

화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Fig. 5에서와 같이

적외선 반사안료의 차열특성만 고려하여 비교하였다. Fig.

5(A)는 Fig. 4의 네 가지 도료를 강철판에 도장된 도막

을 차열평가 시스템에 설치하여 온도변화를 20분 동안

관찰한 결과를 정리한 그래프이다. 네 가지 적외선 반

사용 차열도막의 최종 측정 표면온도는 Fe4[Fe(CN)6]3-f

52 oC, Mica-2f 48 oC이며, TM(b)-2f 46 oC, TM(w)-2f

42 oC를 각각 나타내었다. 이는 Fig. 5(B)에서 보는 바

와 같이 네 가지 도막에 대하여 TSR과 20분 후의 도

막의 표면온도와의 상관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TSR 값이 높을수록 표면온도가 낮아짐을 알 수 있

으며, TSR 값이 가장 높은 TM(w)-2의 청색안료가 가

장 낮은 표면온도 42 oC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여기

에서 코팅소재로 사용된 Fe4[Fe(CN)6]3 청색 착색안료와

비교하여 TM(w)-2는 10 oC정도 열을 차단시킬 수 있는

효과를 보였다.

Fig. 4. UV-Vis NIR spectra of four films. (a) Fe4[Fe(CN)6]3-f, (b)

M-2f, (c) TM(w)-2f, (d) TM(b)-2f.

Fig. 5. (A) Graph of surface temperature recorded under isolation-

heat evaluation system equipped with 250 watt Infrared lamp and

(B) Relationship between surface temperature and TSR value, with

these films prepared by (a) Fe4[Fe(CN)6]3-f, (b) M-2f, (c) TM(w)-

2f, (d) TM(b)-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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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Fig. 4와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외선 반사용

차열도료는 TSR 값이 클수록 차열특성이 우수하였다. 그

리고 청색의 착색안료 단독보다는 판상기재에 코팅된 착

색안료를 코팅할 경우 Fe4[Fe(CN)6]3 안료와 판상기재와

의 시너지 효과에 의해 적외선 영역에서 반사율을 향상

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청색안료로서의 색상을 구

현하기 위해서는 판상기재로 사용된 Mica 단독보다는 굴

절율이 높고 청색의 간섭색을 띄는 TM(b) 기재를 사용

하는 것이 진한 청색도료를 제조하기에 용이하였다. 

4. 결  론

적외선 반사용 청색안료는 판상기재인 Mica 또는 TiO2/

Mica에 착색안료인 Fe4[Fe(CN)6]3를 수열합성방법으로 코

팅하여 제조하였다. 코팅의 최적화는 코팅소재인 헥사시

아노철산칼륨/염화제2철(함량비 = 1.2/1.0)에서 초기 pH 4.5

및 온도 70 oC에서 교반하면서 판상기재 표면에 Fe4[Fe

(CN)6]3 입자가 99 % 이상 균일하게 코팅 및 분산된 안

료를 제조하였다. 판상기재 표면에 Fe4[Fe(CN)6]3 함량이

증가할수록 안료의 색상은 연한 청색에서 진한 청색 및

어두운 청색으로 바뀜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판상기

재가 Mica 보다는 청색의 간섭색을 띄는 TiO2/Mica에

코팅할 경우 같은 양의 Fe4[Fe(CN)6]3를 코팅하여도 연

한 청색에서 진한 청색으로 색을 제어하기가 용이하였

다. 적외선 반사용 차열도료는 아크릴우레탄수지내에 적

외선 반사용 청색안료 20 wt%와 첨가제의 복합화에 의해

제조하였다. 특히, Fe4[Fe(CN)6]3 코팅조건은 같고 판상기

재가 다른 M-2, TM(w)-2. TM(b)-2와 코팅에 사용된

Fe4[Fe(CN)6]3 청색 착색안료에 대한 도막의 색좌표, 일

사반사율(TSR) 및 차열특성을 평가하였다. TSR은 Fe4[Fe

(CN)6]3 < M-2 < TM(b)-2 < TM(w)-2 순으로 나타났으며,

착색안료 단독은 TSR 값이 8.9 %인 반면에 Fe4[Fe(CN)6]3

가 코팅된 판상기재는 20~48.5 %으로 높게 얻어져졌다. 또

한 차열 평가에 의한 도막의 표면온도 역시 TSR 값에

비례하여 온도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다. 착색안료 단

독의 경우 표면온도가 52 oC였으나 Fe4[Fe(CN)6]3 코팅

판상기재가 적용된 도막은 42~48 oC로 차열효과가 있음

을 확인하였다. 도막의 색상은 다양한 판상기재 중에

Mica 단독보다는 굴절율이 높고 청색의 간섭색을 띄는

TM(b) 기재를 사용하는 것이 진한 청색을 띄며 차열특

성이 우수한 도료를 제조하기에 용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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