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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develop the bright-vivid red- and yellow-inorganic fluorescent pigments with high luminescence properties,
A3V5O14 (A = K and Rb) and Cs2V4O11 inorganic pigments were synthesized by a water assisted solid state reaction (WASSR)
method and a conventional solid state reaction method. Although impurity peaks corresponding to the AVO3 and AV3O8

(A = K, Rb, and Cs) were observed in all samples prepared, the trigonal structure A3V5O14 (A = K and Rb) and orthorhombic
structure Cs2V4O11 were successfully obtained as a main phase. These inorganic pigments showed the broad absorption band
(under 550 nm) originated from CT transitions of VO4 polyhedron, and the strong broad red- and green-emission bands due
to 

3
T2 

1
A1 and 

3
T1 

1
A1 transitions of the [VO4]

3
 group. The A3V5O14 (A = K and Rb) and Cs2V4O11 pigments showed

a bright-vivid red- and yellow-body color, where the a* values of the A3V5O14 (A = K and Rb) were +35.5 and +45.9,
respectively, and b* value of Cs2V4O11 pigments was +50.3. The L* values of the A3V5O14 (A = K and Rb) and Cs2V4O11

inorganic pigments were over +45.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A3V5O14 (A = K and Rb) and Cs2V4O11 inorganic pigments
could be an attractive candidate as a bright-vivid red- and yellow inorganic pig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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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밝고 화사한 적색 및 황색의 착색 특성을 가지며, 우수한 발광특을 가진 새로운 무기 형광 안료

를 개발하기 위하여, A3V5O14 (A = K and Rb) 및 Cs2V4O11를 water assisted solid state reaction(WASSR) 방법과 고상법을 혼

합하여 합성을 하였다. 합성한 A3V5O14 (A = K and Rb ) 및 Cs2V4O11 샘플은 AVO3 및 AV3O8 (A = K, Rb and Cs)가 불순물

로 다소 확인되었으나, trigonal 구조의 A3V5O14 (A = K and Rb)와 orthorhombic 구조의 Cs2V4O11가 주상으로 확인되었다.

A3V5O14 (A = K and Rb)와 Cs2V4O11는 자외선 영역에서 강한 광흡수를 나타내었으며, 각각 적색광 및 녹색광 발광을 나타

내었다. 또한, 합성된 A3V5O14 (A = K and Rb)는 a* 값 (+: 적색도, : 녹색도)은 각각 +35.5와 +45.9를, Cs2V4O11는 b* 값(+:

황색도, : 청색도)는 +50.3을 나타내었으며, 45 이상의 L* 값(명도)을 가지고 있어, 밝고 화사한 느낌을 구현하기위한 황색

안료로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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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V, Cr, Mn, Fe, 및 Cu와 같은 3d 궤도의 전자를 가지

는 전이 금속은 무기안료재료의 색활성 물질로 많이 사

용이 되고 있다[1-6]. 일반적으로 안료 소재는 유기 안료

와 무기 안료로 구분을 할 수 있으며, 무기 안료는 은폐

력이 우수하며, 열적/화학적/광학적 안정성이 우수하여 도

자기, 세라믹 잉크, 플라스틱, 화장품 및 페인트 등의 광

범위한 분야에 응용이 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상용화 제

품인 납 크로메이트(PbCrO4), 안티몬 옐로우(Pb3(SbO4)2)

및 카드뮴 옐로우(CdS)와 같은 황색 안료, 그리고 카드

뮴 레드(CdSe·CdS) 및 카드뮴 다크 레드(Cd(S,Se))와

같은 적색 안료는 착색 특성은 매우 우수하나 인체와 환

경에 유해한 크롬(Cr), 카드뮴(Cd), 안티모니(Sb), 납(Pb)

과 같은 독성이 높은 원소들을 함유하고 있어 사용이 제

한되고 있다[7-9]. 특히 빨간색, 핑크색, 오렌지색 안료는

인체에 유해한 독성과 환경에 좋지않은 물질들을 함유하

고 있지만, 이러한 원소들을 대체하기가 어렵다[10]. 최

근에는 유독성 물질들을 대체하기 위하여 페로브스카이

트 구조를 가지는 (Ca,La)Ta(O,N)
3
 산질화물계 적색 안

료가 보고되었으며[7], 또한, 바나듐 산화물계 황색 및

적색 안료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4-6,8]. 특히, 바나듐

산화물은 우수한 착색 특성뿐만 아니라 자외선광 인가

하에서 우수한 광학적 특성을 나타내어 형광소재로도 많

이 이용되고 있다[11-15]. 바나듐 산화물은 [VO4
]
3

 그룹

내의 전하 이동 전이에 의해서 자외선 영역에서부터 가

시광 영역까지 광범위한 영역에서 높은 광흡수를 보이며,

녹색에서부터 황색까지 폭넓은 발광특성을 나타낸다. 이

러한 바나듐 산화물의 착색 및 광학적 특성을 이용하여,

본 연구그룹에서는 Rb2CO3와 V2O5를 출발 물질로 이용

하여 적색의 발광 특성과 착색 특성을 가진 Rb3V5O14

적색 형광 착색 안료를 개발하였다[6]. Rb3V5O14는 Rb
+

이온이 c-축방향으로 [VOn]
3

 층에 의해 분리된 층상 구

조를 이루고 있다. Rb3V5O14는 결정구조 내에 V
5+
은 4

개의 산소와 결합하고 있는 VO4 다면체와 5개의 산소와

결합하고 있는 VO5 다면체가 하나는 산소를 공유하여

결합하고 있다. Rb3V5O14는 결정구조 내에 존재하는

VO4 다면체는 400 nm까지의 자외선 영역에서 높은 광

흡수를 가지며, 600 nm의 최고점으로 하는 적색 발광을

나타내며, VO
5
 다면체는 발광특성을 나타내지는 않으나

녹색광 영역에서의 광흡수 특성을 나타내었다. 이처럼

Rb3V5O14는 VO4와 VO5 다면체에 의해서 적색의 착색

특성과 적색의 발광 특성을 나타내어, 화장품 및 예술분

야에 적용 가능한 형광 착색안료로서의 적용가능성에 대

해서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Rb3V5O14를 포함하여, 적색 및 황색 계

열의 새로운 형광 착색 안료를 개발하기 위하여, Rb3V5O14

와 구성 원소가 유사하며, 결정구조가 유사한 K3V5O14

및 Cs2V4O11을 합성하여 그 특성을 평가하였다. A3V5O14

(A = K and Rb)와 Cs2V4O11 형광 안료는 WASSR(Water

Fig. 1. Schematic diagram of hypothetical reaction mechanism of the WASSR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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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isted Solid State Reaction) 법과 고상법을 혼합하여

합성하였다. WASSR 법은 일본의 K. Toda 교수에 의해

서 처음 소개가 되었으며[6,16-20], 출발물질에 소량의

물을 첨가하거나 수증기 중에서 반응시키는 아주 간단한

합성방법이다. WASSR 방법은 시멘트의 가수분해반응과

유사한 고체산염기반응에 의해서 출발물질간의 반응이

일어나며, 소량의 물을 첨가하였을 때 반응이 급격히 증

가한다. Figure 1에 나타낸 것과 같이, 첨가한 소량의 물

또는 수증기는 출발 물질 입자 표면에 코팅되어 출발 물

질간의 반응 매개체 역할을 하며, 출발 물질 표면에서의

고체산염기반응을 촉진시킨다. 이와 같이, WASSR 방법

은 출발 물질에 코팅된 물을 매개체로하는 고체산염기반

응에 의해서 반응이 활성화 됨으로 100
o
C 이하의 온도에

서 고결정성의 나노입자 합성이 가능하다. 하지만, WASSR

방법은 물 이외의 용액에서는 반응이 활성화 되지 못하

며, 반응속도가 첨가하는 물의 양 및 출발 물질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2. 실험 방법

A3V5O14(A = K and Rb)와 Cs2V4O11 안료는 WASSR

방법과 고상반응법을 혼합하여 합성하였다. 출발 물질로

는 Rb2CO3, K2CO3, Cs2CO3와 V2O5를 사용하였으며,

각 출발 물질을 A3V5O14(A = K and Rb)와 Cs2V4O11의

화학양론비에 맞춰 마노 유발을 사용하여 혼합하였다.

혼합한 분말을 밀폐용기에 넣고, 수증기를 생성시키기

위하여 혼합 분말이 있는 밀폐용기에 증류수가 담긴 용

기를 넣은 후, 건조기에 넣고 80
o
C에서 6시간 동안 열

처리를 하였다. 얻어진 분말에 대해서 마노 유발을 이용

하여 재분쇄 한 후, 알루미나 보트에 담아 전기로를 이

용하여 공기중에서 370
o
C, 12시간 열처리 하였다.

합성한 A3V5O14(A = K, Rb)와 Cs2V4O11 시편에 대해

서 결정구조 및 결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XRD(X-ray

diffraction, Bruker D8 advance) 분석을 하였으며, 정확

한 결정학적 데이터를 얻기 위해 rietveld refinement 프

로그램을 사용하여 결정구조 해석을 하였다[21]. 그리고

합성 시편의 미세구조를 관찰하기 위하여 FE-SEM(JEOL,

JSM-6700F) 분석을 하였다. 합성한 A3V5O14(A = K, Rb)

와 Cs2V4O11 시편의 광흡수 및 발광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UV-Vis spectrophotometer(JASCO V-570)를 이

용하여 광흡수 스팩트럼 분석을 하였으며, 광발광분석기

(PSI, DARSA PRO 3400)를 사용하여 발광 스팩트럼 분석

을 하였다. 또한, 착색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Colorimeter

(Konica Minolta CR-300)를 사용하여 CIE L*a*b* 값

을 구했다. 여기서 L*는 명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흑색

(0)에서 백색(100)으로 나타나며, a*는 녹색( 값)에서

적색(+ 값)을 나타내며, 그리고 b*는 청색( 값)에서 황

색(+ 값)을 나타낸다.

3. 결과 및 고찰

WASSR 방법으로 1차 합성 후, 370ºC에서 6시간 동

안 열처리한 A3V5O14(A = K and Rb)와 Cs2V4O11 시편

의 XRD 패턴은 Fig. 2에 나타내었다. 합성한 K3V5O14 및

Rb2V4O11 시편에서는 AVO3(A = K and Rb)와 AV3O8

(A = K and Rb)에 귀속된 불순물 피크가 다소 확인되었

으나, trigonal 구조의 A3V5O14에 귀속된 피크의 강도가

가장높고 주상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반하여, Cs3V5O14는

K3V5O14 및 Rb3V5O14 시편과 동일하게 CsVO3에 귀속되

는 불순물 피크는 확인되었으나, trigonal 구조의 A3V5O14

에 귀속되는 피크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orthorhombic

구조의 Cs2V4O11에 귀속되는 피크가 주상으로 확인이

되었다. Cs
3
V

5
O

14
를 합성하기 위하여 온도를 달리하여

합성을 하였으나, 400
o
C에서 열처리 한 시편에서는 분말의

용융이 확인되었으며, 370
o
C 이하의 온도에서는 Cs2V4O11

에 귀속되는 피크와 CsVO3에 귀속되는 피크가 확인 되

었으며, 열처리 온도가 낮아질수록 CsVO3가 주상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세슘 바나듐 산화물에서는 trigonal

구조의 A3V5O14를 합성 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이는

Cs 이온(0.181 nm; 10 배위[22])의 이온 반경이 K 이온

(0.159 nm; 10 배위[17])과 Rb 이온(0.166 nm; 10 배위

[22])의 이온 반경보다 크기 때문에 trigonal 구조의 A3V5O14

를 형성하지 못하고, orthorhombic 구조의 A2V4O11을

형성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현상은 희토류 산화물

RE
2
O

3
(RE = rare earth)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며, 희

토류 이온의 입자 반경에 따라 A-type(hexagonal), B-

type(Monoclinic), 그리고 C-type(cubic)으로 결정구조가

Fig. 2. XRD patterns of the A3V5O14 (A = K and Rb) and
Cs2V4O11 fluorescent pig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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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하게 나타난다[23]. 또한, 합성한 모든 물질에 AVO3

(A = K, Rb and Cs)가 불순물로 확인되는 것은, A2CO3

와 V2O5의 저온 반응에서 AVO3가 주상으로 나타나는

결과로부터 AVO3는 A3V5O14(A = K, Rb) 또는 Cs2V4O11

이 합성되는 과정에서의 반응 잔여물로 생각된다. 또한,

WASSR 방법으로 1차 합성 후, 370
o
C에서 6시간 동안

열처리한 A3V5O14(A = K and Rb)와 Cs2V4O11 형광 안

료의 미세구조를 분석한 결과, A3V5O14(A = K and Rb)

와 Cs2V4O11 형광 안료는 1~2 m의 입자크기를 가지고

있다(Fig. 3).

합성된 A
3
V

5
O

14
(A = K, Rb)와 Cs

2
V

4
O

11
의 결정구조

를 확인하기 위하여, 얻어진 XRD 분석결과에 대해서

RIETAN-FP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결정구조 해석을 하였

다[21]. 그 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으며, Fig. 4에 결

정구조 모식도를 나타내었다. A3V5O14(A = K and Rb)와

Cs2V4O11는 모두 c-축 방향으로 알칼리 이온 층과 바나듐

이온 층으로 분리된 층상 구조를 가지고 있다. A3V5O14

(A = K and Rb)는 결정구조 내에 VO
4
와 VO

5
 다면체를

가지고 있으며, 서로 하나의 산소를 공유하여 결합하고

있다. 각 다면체의 V
5+

 이온과 O
2

 이온과의 거리는 양

Fig. 3. SEM images of the A3V5O14 (A = K and Rb) and Cs2V4O1 fluorescent pigments.

Table 1
Crystallographic data and the refined lattice parameters of
A3V5O14 (A = K and Rb) and Cs2V4O11 pigments from the
Rietveld refinement using XRD data

Formula K3V5O14 Rb3V5O14 Cs2V4O11

Crystal system Trigonal Trigonal Orthorhombic

Space group P31m P31m Cmm2

a (nm) 0.86944(0) 0.87070(3) 0.56826(6)

b (nm) 0.86944(0) 0.87070(3) 0.96461(4)

c (nm) 0.50011(5) 0.52707(1) 0.52139(6)

 (
o
) 90 90 90

 (
o
) 90 90 90

 (
o
) 120 120 90

Final R-factors

Rwp (%) 18.33 9.78 21.32

R
p
 (%) 13.09 7.33 16.08

S (%) 3.03 2.40 4.35

V-O distance in VOn

V1-O1 (nm) 0.1649 0.1671 V1-O1: 0.2024

V1-O4*3 (nm) 0.1558 0.1795 V1-O2: 0.1847

V2-O2 (nm) 0.1554 0.1880 V1-O3: 0.1960

V2-O3*2 (nm) 0.1823 0.1834 V1-O4: 0.2015

V2-O4*2 (nm) 0.2029 0.1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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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의 이온반경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Table

1). 이에 반하여, Cs2V4O11은 결정구조 내에 VO4 다면체

만 가지고 있으며, 서로 간에 공유하여 결합하고 있는

산소 이온 disorder 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Figure 5에 합성된 A3V5O14(A = K and Rb), Cs2V4O11

및 CsVO3의 여기 및 발광 스펙트럼을 나타내었다. 각

시편의 발광 스펙트럼은 여기 파장을 365 nm로 하여 분

석을 하였으며, 여기 스펙트럼은 각 시편의 발광 스펙트

럼에서 가장 높은 강도 값을 가지는 파장에서 분석하였

다. 합성한 모든 시편에서 VO4 다면체 내의 V
5+

 이온의

3d 궤도에서 O
2

 이온의 2p 궤도로의 전하 이동 전이에

의한 자외선 영역에서의 폭넓은 광흡수 밴드가 확인되었

다[11,12]. A3V5O14(A = K and Rb)의 발광 스펙트럼에

서는 [VO4]
3

 그룹의 
3
T2 

1
A1과 

3
T1 

1
A1 전이에 의

한 630 nm와 625 nm에 피크의 최대값을 가지는 비대칭

의 폭넓은 적색 발광 밴드를 나타내었다. Rb3V5O14의

경우 500 nm 부근에서 약하게 RbVO3의 발광 밴드가

확인되었다[24]. 또한, A3V5O14(A = K and Rb)와는 결

정구조가 상이한 Cs
2
V

4
O

11
 시편의 발광 스펙트럼에서는

[VO4]
3

 그룹의 
3
T2 

1
A1과 

3
T1 

1
A1 전이에 의한 550

nm에 피크의 최대값을 가지는 비대칭의 폭넓은 녹색 발

광을 나타내었으며, 530 nm 부근에서 발광 스펙트럼의

최대 피크 강도 값을 가지는 CsVO3의 발광 특성과도

상이한 것을 확인하였다[11,12,25]. 합성한 모든 시편에

서 VO4 다면체에서의 에너지 이동에 의해서 광흡수 및

발광 특성을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발광 피크의 위치가

Fig. 4. Crystal structures of (a) the trigonal A3V5O14 (A = K and Rb) and (b) the orthorhombic Cs2V4O11 fluorescent pigments.

Fig. 5. Photoluminescence excitation and emission spectra of
the A3V5O14 (A = K and Rb) and Cs2V4O11 fluorescent pig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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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한 발광특성을 나타내는 것은 A3V5O14(A = K and

Rb)와 Cs2V4O11의 결정구조 및 VO4 다면체의 배위 환

경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 발광 특성이 상이하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26].

Figure 6에 A
3
V

5
O

14
(A = K and Rb)와 Cs

2
V

4
O

11
 형광

안료의 UV-vis 스펙트럼을 나타내었다. 합성된 모든 시

편에서 VOn 다면체의 O
2

 2p궤도에서 V
5+

 3d 궤도로의

에너지 이동에 의한 자외선에서 가시광영역에 이르기까

지 광범위한 영역에서 강한 광흡수를 나타내었으며, 이

는 각 시편의 착색을 나타내는 원인이 된다. Cs
2
V

4
O

11
는

500 nm 이하의 영역에서 높은 광흡수를 보였으며, 얻어

진 시편은 청색광의 보색 관계에 있는 황색의 착색을 나

타내었다. 그리고, A3V5O14(A = K and Rb)는 550 nm

이하의 녹색광 영역까지 높은 광흡수를 보였으며, 얻어

진 시편은 녹색광의 보색 관계에 있는 적색의 착색을 나

타내었다. Figure 5에 나타낸 Cs2V4O11과 A3V5O14(A = K

and Rb)의 여기 스펙트럼에서는 모두 400 nm 이하의

유사한 파장영역에서 광흡수를 나타내었으나, UV-vis 스

펙트럼에서는 A3V5O14(A = K and Rb)가 녹색광 영역에

이르기까지 보다 장파장 영역에서의 광흡수를 보였다.

이는 Cs2V4O11의 결정구조 내에 VO4 다면체 만 존재하

는 것에 비하여, A
3
V

5
O

14
(A = K, Rb)는 결정구조 내에

VO4와 VO5 다면체가 존재를 하고 있으며, O
2

 2p 궤도

에서 V
5+

 3d 궤도로의 에너지 이동에 의한 광흡수는

V
5+

 3d 궤도의 에너지 분열의 세기에 따라 결정이 된다.

V
5+

 3d 궤도의 에너지 분열은 V
5+

 이온 주변의 환경(결

정장의 세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며, VO5 다면체의 결

정장의 세기가 VO4 다면체보다 강하기 때문에 A3V5O14

(A = K and Rb)의 녹색광 영역에서의 광흡수는 VO
5
 다

면체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결정구조 내에서

VO5 다면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Cs2V4O11는 녹색광 영

역에서의 광흡수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2에 합

성한 A3V5O14(A = K and Rb)와 Cs2V4O11 형광 안료의

착색 특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시편의 착색 특성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상용 무기안료 및 기존에 보고된 안료

소재의 착색 특성을 나타내었다. 적색의 착색도를 보인

A3V5O14(A = K and Rb)의 적색 착색도를 나타내는 a*

값은 각각 +35.5와 +45.9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기존

에 상용되고 있는 독성물질을 함유한 적색 착색 안료

Cd(S,Se)(a* = +56.1)[27]보다는 낮은 착색도를 나타내고

있으나, 독성물질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적색 착색 안료

인 Fe2O3(a* = +28.9)[28]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명도 값을 나타내는 L*는 각각 47.4와 52.1로 기

존의 상용 안료(Cd(S,Se) = 28.1, Fe
2
O

3
= 38.9)[29]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A3V5O14(A = K and

Rb) 적색 형광 안료는 밝고 화사한 느낌을 구현하기위한

적색 안료로서의 응용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Cs2V4O11 형광 안료는 기존의 사용 착색 안료(PbCrO4

및 (Bi,Ca,Zn,La)VO4)[4,9] 보다는 다소 낮은 착색 특성

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Cs2V4O11 형광 안료의 L* 값이

73이며, 황색의 착색도를 나타내는 b*는 +50.3으로 밝고

화사한 느낌의황색 안료로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

된다.

4. 결 론

밝고 화사한 적색 및 황색의 착색 특성을 가진 A3V5O14

(A = K, Rb) 및 Cs
2
V

4
O

11
 형광 무기 안료를 WASSR 방

법과 고상법을 혼합하여 성공적으로 합성을 하였다. 얻

어진 분말에 대해서 XRD 분석을 한 결과, AVO3 및

AV3O8(A = K, Rb and Cs)가 불순물로 다소 확인되었으

나, trigonal 구조의 A3V5O14(A = K, Rb)와 orthorhombic

구조의 Cs2V4O11가 주상으로 확인되었다. A3V5O14(A =

K and Rb)와 Cs2V4O11는 VO4 다면체 내의 O
2

 이온과

V
5+

 이온과의 전하 이동 전이에의해서 자외선 영역에서

Fig. 6. UV-vis diffuse reflectance spectra of the A3V5O14 (A = K
and Rb) and Cs2V4O11 fluorescent pigments.

Table 2
CIE L*a*b* color coordinate data for the the A3V5O14 (A = K and
Rb) and Cs2V4O11 fluorescent pigments. The color coordinate data
of the conventional red pigments and yellow pigments are given
for a comparison

Sample L* a* b*

K3V5O14 52.1 +35.5 +19.1

Rb3V5O14 47.4 +45.9 +34.4

Cs2V4O11 73.1 +15.1 +50.3

Cd(S,Se) 28.1 +56.1 +35.3

Fe2O3 38.9 +28.9 +35.3

PbCrO4 81 +25.0 +89.0

(Bi,Ca, Zn, La)VO4 89.5 5.53 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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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광흡수를 나타내었으며, [VO4]
3

 그룹의 
3
T2 

1
A1

과 
3
T1 

1
A1 전이에 의해서 적색 및 녹색 발광을 나타

내었다. A
3
V

5
O

14
(A = K amd Rb)의 적색 착색도를 나타

내는 a* 값은 각각 +35.5와 +45.9를 나타내었으며, L*

값이 45 이상인 밝은 적색을 나타내었다. 또한, Cs2V4O11

형광 안료의 L* 값이 73이며, 황색의 착색도를 나타내

는 b*는 +50.3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얻어

진 A
3
V

5
O

14
(A = K and Rb) 및 Cs

2
V

4
O

11
 형광 무기 안

료는 밝고 화사한 느낌의 황색 안료로 응용이 가능할 것

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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