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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lectric arc furnace dust (EAFD) is a solid waste generated by the steel-scrap recycling process. It mainly consists of zinc oxides
(ZnO), alumina (Al2O3), iron oxides (Fe2O3), and silica (SiO2). Here we report the prepar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blue ceramic
pigments using EAFD powder as a starting material. (Zn(EAFD),Co)Al2O4 blue ceramic pigment was prepared by the solid-state
reaction method. The color characteristics of the pigment obtained were compared with those of pure CoAl2O4. The new pigment was
characterized using XRD, CIE-L*a*b* color-measurements, SEM, and EDX. The XRD analysis revealed that the (Zn(EAFD),
Co)Al2O4 pigment was composed of mainly the spinel phase of (Zn,Co)Al2O4. The Zn(EAFD)0.25,Co0.75Al2O4 pigments showed a
vivid blue color with a b* value of -28.64 and a good glaze stability with a transparent gla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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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발색 무기안료 중에서 청색안료는 플라스틱, 페인트, 섬

유, 종이, 고무, 유리, 시멘트, 유약 및 도자기의 표면 코

팅 및 채색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기안

료가 선명한 색상력, 우수한 착색력, 뚜렷한 색조 특성을

보이지만, 유리, 법랑 및 세라믹 타일과 같이 1000
o
C 이

상의 고온에서 안정한 발색을 위해서는 유기안료보다는

무기안료가 적합하다.
1-8)

 

스피넬 구조(AB2O4)를 갖는 무기안료는 발색원소 치환

을 통한 다양한 색을 구현해 낼 뿐만 아니라 열적, 화학

적으로 안정한 특징을 갖는다. 스피넬에는 A
2+
와 B

3+
 이

온이 각각 4면체와 8면체 위치를 차지하며, A와 B 자리

에 다양한 발색원소들을 치환함으로써 다양한 색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9,10)

 스피넬 구조를 갖는 청

색 무기안료의 중요한 원소는 코발트(Co)이며, Co2SiO4,

(Co,Zn)2SiO4, CoAl2O4, Co2SnO4, (Co,Zn)Al2O4, Co(Al,Cr)2

O4, (Co,Mg)Al2O4 등이 보고되고 있다.
11)

 하지만 Co는 산

출량이 적고 생산비용이 비싸며 제조하는 과정에서 심각

한 환경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12,13)

 

제강분진(EAFD: Electric Arc Furnace Dust)은 철강생산

의 1600
o
C 이상의 고온공정에서 원료인 고철, 합금철, 생

석회, 석탄 등의 용융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분진을

의미한다. 전기로 내에서 스크랩 용융 시 휘발물질과 금

속의 기화에 의한 것으로, 화학적 조성은 주상(main phase)

이 Zn과 Fe가 산화결합된 ZnO·Fe2O3(Franklinite)이고, 기

타 소량의 PbO, FeO, CaO, MgO, Al2O3 등과 같은 산화

물로 구성되어 있다.
14)

 철강생산 과정으로부터 집진설비

에 포집되는 미세분진의 양은 제품생산량 대비 약 1.5

wt%를 차지하며, 연간 80만톤 정도 배출되고 있다. 제강

분진은 처리공법이나 고철의 종류의 따라 다소 차이가 있

지만 Zn와 Fe 원소가 전체의 10-40 wt%를 차지하기 때문

에 재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15)

 현재 제강분

진에서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방법은 건식법(Pyrome-

tallurigical method), 습식법(Hydrometallurigical method)

등이 보고되고 있으나, 대용량 설비구축 및 복잡한 공정

문제뿐만 아니라 Mg, Pb 등의 중간 생성물 분리를 위해

재처리 단계를 거쳐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14)

 

본 연구에서는 제강분진(EAFD)을 전처리·침출공정 등

의 추가공정 없이 직접 조합물로 활용하여 고선명·고온내

구성의 고온발색 청색무기안료를 개발하였다.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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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발색 청색무기안료인 CoAl2O4 조성에서 Co 대신에

EAFD를 직접 치환함으로써 저가의 청색무기안료를 합성

하였다. 실제 현장에서 발생한 미세분진을 사용하여 (Zn,Co)

Al2O4 조성의 청색무기안료를 고상반응법(Solid-state reaction

method)로 합성하고, 이 때 사용되는 Zn 함량을 제강분진

(EAFD) 첨가로 대체함으로써 발생하는 발색변화 및 열적

·유약안정성 등을 관찰하였다.

2. 실험 방법

2.1. 고온발색 청색무기안료 합성

청색무기안료를 합성하기 위하여 Zn(EAFD)XCo1-XAl2O4

(X= 0.0, 0.25, 0.5, 0.75, 1.0)의 조성에서 조합하였다. 무

기안료 내 Zn의 조성은 제강분진(EAFD)에 포함된 Zn 함

량을 고려하여 대체하였으며, Zn(EAFD)로 표기하였다. 출

발원료로는 CoO (Cobalt Oxide, 99%, Aldrich Co.), Al2O3

(Aluminium Oxide, 99%, Aldrich Co.) 및 (주)한국에너지

재료에서 공급한 제강분진(EAFD)을 사용하였다. 출발원

료인 CoO와 Al2O3 그리고 제강분진(EAFD) 분말을 칭량

한 후 직경 10 mm 알루미나 볼과 함께 플라스틱 통에 넣

었다. 플라스틱 통에 에탄올을 넣은 후 3시간 동안 밀링

후 에탄올을 제거하기 위해 Evaporator로 건조하여 혼합

분말을 얻을 수 있었다. 혼합분말을 1300
o
C에서 열처리

후 (Zn(EAFD),Co)Al2O4 안료의 색상변화를 확인하였다.

열처리는 공기분위기에서 승온 속도 5
o
C/min, 유지시간 1

시간 조건에서 진행하였다. 청색무기안료 합성에 관한 실

험순서를 Fig. 1에 나타내었다. 

2.2. 유약안정성 분석

합성된 (Zn(EAFD),Co)Al2O4 청색무기안료는 투명유

(transparent glaze)에 1.5 wt% 첨가하여 백자시편에 시유한

뒤 산화분위기로 1250
o
C에서 1시간 소성하여 변화를 관

찰하였다. 열처리 시편의 색상변화는 CIE L*a*b*를 측정

하여 분석하였다. 투명유 조성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2.3. 안료의 특성 분석

합성된 무기안료는 XRD(D/MAX2500VL/PC, Rigaku),

ICP(OES 5300DV, RF power 1300 W), FE-SEM(JSM-6701F,

JEOL) 분석을 통하여 결정구조, 조성 및 미세구조분석을

수행하였다. 합성된 무기안료와 유약시편의 색상은 Spec-

trophotometer(CM-700D, Konica)를 사용하여 국제조명위

원회 (CIE : Commission Internationale de I’Eclairage) 표색계

의 값 (L*, a*, b*)으로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제강분진(EAFD) 분석

(주)한국에너지재료에서 공급된 제강분진(EAFD)의 결

정구조를 확인하기 위해서 XRD 분석을 수행하였다(Fig. 2).

Fig. 2 결과에서 Zinc oxide(ZnO)가 main peak로 관찰되

었으며, 그 외에 Silicon oxide(SiO2), Iron oxide (Fe2O3)

존재를 확인하였다. 제강분진 내 ZnO를 포함한 대부분의

조성물은 결정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따라서 청

색무기안료 합성을 위한 출발물질로서 적합한 것으로 판

단되었다. 

Fig. 1. Flow chart of (Zn(EFAD),Co)Al2O4 ceramic pigment

synthesis using solid state reaction method.

Table 1. Composition of Transparent Glaze

Transparent Glaze wt (%)

Feldspar Na2O·A12O3·6SiO2 56.12

Limestone CaCO3 19.6

Silicastone SiO2 13.44

Kaoline Al2O3·2SiO2·2H2O 10.84

Total 100

Fig. 2. XRD pattern of electric arc furnace dust ( ● : ZnO, ○ :

SiO2, ■ : Fe2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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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는 제강분진(EAFD)에 대한 ICP 분석결과이다.

ICP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ZnO 함량이 48 wt%으

로 제강분진에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

다. 다음으로 SiO2, Fe2O3, Al2O3가 각각 18.3, 9.7, 5.1 wt%

순으로 확인되었으며, PbO가 0.5 wt% 소량 포함된 것으

로 관찰되었다. 

Fig. 3은 제강분진(EAFD)에 대한 FE-SEM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Fig. 3(a),(b)에서 제강분진은 대부분 수십

nm의 크기의 침상 형태 입자들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일부 수 µm 크기의 구형 입자들이 관찰되었다(Fig. 3(c)).

원소분석결과(Fig. 3(a)에서 사각처리 영역) 제강분진 입

자에서는 평균적으로 Zn가 ICP 결과와 동일하게 가장 많

은 원소로 측정되었다(Table 3). 반면에 수십 µm 크기 구

형의 제강분진 입자는 원소분석결과 대부분 Fe가 구성된

철산화물 입자임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구형의 입자는 매

우 일부분만 존재하기 때문에 청색무기안료 합성에서는

전체 평균값을 고려하여 적용하였다. 따라서 Zn(EAFD)X

Co1-XAl2O4 청색무기안료를 합성은 ICP 결과에서 얻은

ZnO 함량을 고려하여 칭량 후 진행하였다.

3.2. (Zn(EAFD),Co)Al2O4 안료 분석 

Fig. 4는 Zn(EAFD)X,Co1-XAl2O4 (X = 0, 0.25, 0.5, 0.75,

1.0) 청색무기안료에서 제강분진(EAFD) 치환량에 따른 결

정구조의 변화를 XRD 분석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결

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모든 조성(X = 0 - 1.0)에서

스피넬(spinel) 구조가 main peak로 관찰되었다. 반면에 제

강분진(Zn(EAFD))이 첨가(X = 0.25-1.0)됨에 따라 소량의

Al2O3 peak가 나타나고 있으며, 제강분진의 치환량이 증

가할수록 Al2O3 peak에 대한 intensity도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ICP 결과에서 확인하였던 바

와 같이 제강분진(EAFD)에 포함된 Al2O3 조성에 의한 것

으로 확인되었다.

Fig. 5은 Zn(EAFD)X,Co1-XAl2O4 (X = 0, 0.25, 0.5, 0.75,

1.0) 청색무기안료의 제강분진 치환량에 따른 발색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제강분진이 포함되지 않은(X = 0) 순수한

CoAl2O4 조성에서 선명한 청색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제

강분진이 Co 대신에 첨가됨(X = 0.25 - 0.75)에 따라 약간

Table 2. ICT Results of Electric Arc Furnace Dust

Composition wt (%) Composition wt (%)

SiO2 18.3 K2O3 1.3

Al2O3 5.1 Na2O 1.1

Fe2O3 9.7 ZnO 48

MgO 1.2 PbO 0.5

Fig. 3. SEM images of electric arc furnace dust: (a) x1,000,

(b) x20,000, and (c) x20,000.

Table 3. Elemental Analysis of Electric Arc Furnace Dust

Element wt (%) at (%)

Si 3.9 5.2

Cl 2.3 2.4

Fe 1.8 1.2

Zn 70 39.9

O 22.0 51.3

Total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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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색상 변화가 관찰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청색을 유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제강분진이 Co를 모두

대체하였을 경우(X = 1.0)에는 갈색 무기안료로 변화되었

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떠한 전처리 과정없

이 제강분진(EAFD)을 직접 첨가하여 합성하였음에도 고

온발색 청색무기안료의 합성이 가능하였음을 보여주고 있

다. 특히 고가의 Co를 폐기물인 제강분진으로 대체하였

을 경우 일정 조성 내에서는 고선명의 청색무기안료를 얻

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Table 4는 Zn(EAFD)XCo1-XAl2O4 무기안료에 대한 CIE

L*a*b*값을 보여주고 있다. CIE L*a*b* 색공간에서 L*값

은 밝기를 의미하며, L* 0이면 검은색, L* 100이면 흰색

을 나타낸다. a*은 빨강과 초록중 어느쪽으로 치우쳤는지

를 나타내며, a*이 음(−)이면 초록색에 치우치며, 양(+)이

면 빨강색을 보이게 된다. b*은 음(−)이면 파랑색에 치우

치고, 양(+)이면 노랑색으로 치우침을 의미한다. 제강분진

이 첨가되지 않은(X=0) CoAl2O4 조성의 무기안료에서는

L*: 26.54, a*: −5.29, b*: −27.46 으로 선명한 청색의 값

이 확인되었다. 반면에 제강분진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

라 X = 0.25에서는 L: 23.32, a*: −0.90, b*: −28.64,

X = 0.50에서는 L: 24.46, a*: −9.86, b*: −19.99, X = 0.75에서

는 L*: 27.77, a*: −12.70, b*: −19.03 으로 확인되었다. 따라

서 Zn(EAFD)0.25Co0.75Al2O4 조성(X = 0.25)에서 b*이 가장

낮은, 즉 가장 선명한 청색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Zn(EAFD)의 함량(X)이 0.5 이상으로 증가함에 따라 L*값

과 b*값은 증가하고, a*값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

으며, 이러한 경향은 청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Zn(EFAD) 함량이 0.5, 0.75 조성에서도

여전히 b*값은 (−) 값을 유지하면서 deep blue 계열 혹은

blue-green 계열의 색상을 나타내고 있다.

Fig. 6은 가장 선명한 청색을 보여주는 Zn(EAFD)0.25

Co0.75Al2O4 무기안료에 대한 FE-SEM 분석결과이다. Fig. 6(a)

에서 Zn(EAFD)0.25Co0.75Al2O4 무기안료의 입도는 수 µm

에서 수십 µm 크기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Fig. 6(b)의 고배율 관찰에서는 20 - 30 nm 크기의 1차입자

가 응집되어 Zn(EAFD)0.25Co0.75Al2O4 무기안료를 형성하

였음을 알 수 있다. Lee등의 보고에 따르면 고상반응합성

에서 출발물질의 입도가 최종 결과물의 입도에 큰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6)

 따라서 Zn(EAFD)0.25

Co0.75Al2O4 청색무기안료 1차입자의 작은 입도는 원료로

사용되는 수십 nm 입도의 제강분진 첨가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Zn(EAFD)0.25Co0.75Al2O4

청색무기안료를 합성 후 간단한 분쇄(milling) 공정을 통

하여 나노입자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온발색 무기안료는 도자기, 도자타일, 위생도기 등의

생활세라믹스 제품의 착색제로 활용이 가능하며, 따라서

유약안정성(glaze stability)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Fig. 7

은 Zn(EAFD)0.25Co0.75Al2O4 청색무기안료를 투명유(trans-

parent glaze)에 15 wt% 첨가 후 3 × 3 cm 크기의 백자시편

에 시유 후 1250
o
C에서 고온소성 후의 결과를 보여주

고 있다.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고온 소성 후에도

Zn(EAFD)0.25Co0.75Al2O4 청색무기안료가 여전히 선명한

색상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제강분진

(EAFD)을 첨가하여 합성한 청색무기안료에서 우수한 유

약안정성과 열적안정성이 확인되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산업폐기물인 제강분진(EAFD)을 전처리

Fig. 5. Photographs of Zn(EAFD)XCo1-XAl2O4 ceramic pigments.

Talbe 4. CIE L*a*b* Colourimetric Parameters of Zn(EAFD)X
Co1-XAl2O4 Ceramic Pigments

L* a* b*

X = 0 26.54 -5.29 -27.46

X = 0.25 23.32 -0.90 -28.64

X = 0.5 24.46 -9.86 -19.99

X = 0.75 27.77 -12.70 -19.99

X = 1.0 59.54 8.37 29.12
Fig. 4. XRD patterns of Zn(EAFD)XCo1-XAl2O4 ceramic pig-

ments (● : Spinel, ★ : Al2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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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없이 고상반응법의 조성분으로 직접 첨가하여

(Zn(EAFD),Co)Al2O4 조성의 고온발색 청색무기안료를 합

성하였다. 합성에 사용된 제강분진은 XRD 분석 결과 다

양한 산화물로 구성되며, 그 중에서 ZnO가 약 48% 함량

의 주성분으로 관찰되었으며, 대부분 수십 nm의 침상의

형태임을 확인하였다. 실험결과 화학침출공정과 같은 전

처리 없이 제강분진을 직접 첨가하였음에도 (Zn(EAFD),

Co)Al2O4 청색무기기안료 합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음

을 확인하였다. Co 대신에 제강분진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Green-Blue 계열로 색상이 변하였으며, Co가 없는

Zn(EAFD)Al2O4 조성에서는 Yellow-Red 계열의 무기안료

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CoAl2O4와 비교하여 Zn(EAFD)0.25

Co0.75Al2O4 조성에서 더 선명한 청색의 무기안료가 합

성되었으며, 제강분진 첨가량 X = 0.75까지의 범위(Zn

(EAFD)0.75Co0.25Al2O4)에서는 여전히 청색의 무기안료가

합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같은 결과는 고가의 Co를

페기물인 제강분진(EAFD)으로 전처리 과정없이 대체하

였음에도 고선명의 청색무기안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Zn(EAFD)0.25Co0.75Al2O4 청색무기기

안료는 유약안정성과 열적안정성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합성된 Zn(EAFD)0.25Co0.75Al2O4 청색무기안료는

수 µm에서 수십 µm 크기의 입도를 보이지만, 고배율 관

찰에서 1차입자는 수십 nm 크기의 입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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