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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 라믹안료의 제조  특 연구

주, 하진욱*

순천향대학  에 지 경공학과   

The Study on Prepar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Yellow Ceramic Pigment

Myon-Joo Kwon, Jin-Wook Ha*

Dept. of Energy Environmental Eng, Soonchunhyang University

  약 본 연구에서는 범 로 사용되고있는 황색안료 에서 고기능성을갖는 티탄 로우제조하고자 하 다. Anatase 

Type의 TiO2를골격제로하고발색제산화물인 Cr2O3을고용시키기 하여 Sb2O3 산화물을발색보조제로사용하 으며, 안

료의제조에사용된출발원료로는 TiO2(98%), Sb2O3(99.5%), Cr2O3(99.5%)를사용하 다. 출발원료를건식으로혼합하고, 고

온(1,000～1,200℃)으로소결하여결정화하고 Jar Mill을이용하여 1㎛이하로습식분쇄한후에 건조온도 100℃로 12시간건

조하고 믹서기로 미분쇄하여 안료를 제조하 다. 안료의 최 소결온도를 선정하기 하여 소결온도 1000℃, 1100℃, 115

0℃, 1200℃의 4구간을 설정하고, X선 회 분석을 통하여 결정상을 확인한결과 1150℃에서의 결정구조 Peak가 가장 좋은

것을확인할수있었다. 이 게제조된 Rutile구조를갖는황색세라믹안료를컬러강 의코 재료로 용하고자하 다.  제

조된안료에 하여내후성, 내산성, 내알카리성, 내열성시험을하여색상변화를측정하 으며, 유해 속(Cr+6)검출시험을

하 다. 내후성(2000hr)시험결과의 색상변화(△E)는 0.74, 내산성, 내알카리성, 내열성시험의 색상변화(△E)는 각각 0.16, 

0.07, 0.29로 거의 변색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유해 속(Cr+6)검출시험결과는 34ppm이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anufacture a high-performance titanium yellow pigment. Anatase type 

TiO2 was the skeleton of the pigment and Sb2O3 is used as the color assistant for the coloring agent, Cr2O3. Mixed 

raw materials for the pigment were TiO2(98%), Sb2O3(99.5%), and Cr2O3(99.5%). The raw materials were mixed by 

a dry process and crystallized by calcination at 1,000 - 1,200°C. The crystalline material was pulverized in a Jar Mill 

under 1㎛ by a wet process and dried for 12 hours at 100°C. The pigment was finally made by a fine grinding 

process. To determine the best temperature for calcination, 4 temperature sections (1000℃, 1100℃, 1150℃, and 120

0℃) were set up. The X-ray diffraction peak of the rutile crystalline structure was highest at 1,150°C. The yellow 

ceramic pigment, which has the rutile structure, was applied for coating materials. The synthesized pigments 

underwent a discoloration tests on the acid resistance, alkaline resistance, weather resistance and heat resistance. In 

addition, a detection test on harmful heavy metals (Cr+6) was done. The resulting values (△E) of the weather 

resistance test (2000hr), acid resistance test, alkaline resistance test, and heat resistance test were 0.74, 0.16, 0.07 and 

0.29. The resulting value for heavy metals testing was 34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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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유색안료로써 채색용으로 사용되는 것 에서 황색안

료의 사용량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황색안료

에는 황연, 카드뮴 로우, 디스아조 로우, 크롬산바륨, 

티탄 로우 등이 있으며, 이것들 에 내열성, 내후성, 

내약품성, 내수성 등의 물성을 만족시키는 안료는 티탄

로우이다[1]. 

티탄 로우는 TiO2-Cr2O3-Sb2O3의 3성분으로 되어

1000℃이상의 온도로 소결하여 얻어지는 루타일 결정구

조를 갖는 복합산화물계 안료이다. 

이 조성의 안료는 염산이나 황산에 끓일 경우 유해

속(Cr+6)이 50ppm 미만으로 미량검출 되지만 유럽환

경규제기 (1000ppm)에는 규제되지 않는 안료로 알려

져 있다. 용도는 타일, PCM 도료, 건축용 도료, 장비

코 용 도료, 고온가 제품, 라스틱 등에 사용되어 지

고 있다. 

재 국내에 량 수입 유통되고 있는 황색안료는

부분 안티몬과 크롬의 함량이 15～20% 고용되는 것으

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기존보다 고농도의 안료를

요구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성을 고려하여 Anatase Type의

TiO2와 공업용원료로 사용하 으며 안티몬과 크롬의 함

량이 20%이상이 되는 고농도의 황색안료를 구 하여

컬러강 의 코 재료로 용하고자 하 다.

2. 실험

2.1 안료  

2.1.1 재료  

안료의 제조에 사용된 출발원료로는 TiO2(코스모화

학 98%), Sb2O3(일성 99.5%), Cr2O3( 국 99.5%)을 사

용하 다. 출발원료를 건식으로 혼합하고, 고온(1,000C

∼1,200℃)으로 소결하여 결정화하고 Jar Mill을 이용하

여 1㎛이하로 습식분쇄한 후에 건조온도 100℃로 12시

간 건조하고 믹서기로 미분쇄하여 안료를 제조하 다.

2.1.2 최  결 도 

안료의 최 소결온도를 선정하기 하여 소결온도

1000℃, 1100℃, 1150℃, 1200℃의 4구간을 설정하고, 

X선 회 분석(Rigaku, 일본)을 통하여 결정상을 확인하

으며, 색상은 분 분석기(Color Eye 7000A, 미국)로

확인하 다.

2.2 안료 용도료시편  내후 , 내산 , 내알

카리 , 내열   안료  Cr+6 시험

2.2.1 내후  측  

진내후성은 ASTM G155에 따라 Q-Sun Xe-3 

(Q-Lab Co.)를 사용하 으며, 원은 Xenon Lamp(Part 

No. X-1800, 1800W, 800V, USA, Q-Lab Co.)을 사용

하여 조사시간에 따른 색상변화를 평가하 다.

2.2.2 내산  실험

500mL 비커에 증류수 250mL에 H2SO4( 정화학, 

98%)를 2.5g 넣어 1% 용액을 만든다. 시편의 도장된 면

을 1시간 동안 비커에 담가둔 후 도장 면을 흐르는물로

씻고 건조시킨 후 색의 변화를 측정한다.

2.2.3 내알카리  실험

500mL 비커에 증류수 250mL에 NaOH( 정화학, 

98%)를 2.5g 넣어 1%용액을 만든다. 시편의 도장된 면

을 24시간 동안 비커에 담가둔 후 도장 면을 흐르는 물

로 씻고 건조시킨 후 색의 변화를 측정한다.

2.2.4 내열  시험

불소수지에 안료 10%의 농도로 도료를 제조하여 알

루미늄시편에 도포 후 210℃에서 20분간 소부한 시편을

비한다. 비된 시편을 Oven에넣고 250℃에서 1시간

방치 후 시편의 색상변화를 측정한다.

2.2.5 Cr+6 측

① 표 시료제작 : Acetone 50mL, Acetic Acid 

0.5mL, Diphenycarbone hydrazide 0.5g를 계량

하여 혼합한다.

② Cr+6용출시료 비 : 50mL 비이커에 증류수 50g, 

안료 2g을 넣고 혼합 후 200℃에서 2시간 가열하

여 Cr+6를 용출한다.

③ 증류수 99mL에 용출된 안료측정시료 1mL, 제작

된표 시료 0.5mL와 인산(H3PO4) 1mL를 계량하

여 혼합한 후 UV-vis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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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색상변  평가

색상변화의 평가는 미국표 국(NBS)의 색차등 을

근거로 하여 평가하 다. Table 1에 ⧍E의 구간에 따른

색차정도를 나타내었다.

⧍E Color difference rating 

0～0.5 Trace.

0.5～1.5 Slightly. 

1.5～3.0 Noticable.

3.0～6.0 Appreciable.

6.0～12.0 Considerably(Much).

12.0～ Extremely(Very Much)

Table 1. Color difference rating of NBS.

3. 결과  고찰

3.1   최 결 도  

참고문헌[2-3]의 검색을 토 로 조성은 Cr과 Sb가 약

1:1의 몰비가 되도록 하고 안티몬과 크롬의 함량은 22%

가 되도록 하 다.

안료의 최 소결온도를 선정하기 하여 소결온도

1,000C∼1,200℃범 에서 4구간을 설정하여 실험을 진

행하 다.

Fig. 1의 X선 회 분석결과를 보면 4구간의 소결 역

에서 결정상은 Rutile구조를 갖고 있었으며, 1150℃에서

의 결정구조 Peak가 가장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료의 최 소결온도는 결정피크 값이 크고, 색상의

b*값이 가장 높은 온도인 1150℃로 선정하 다.

Fig. 1. XRD patterns of different calcined temperature.

Fig. 2는 좌측부터 1000℃, 1100℃, 1150℃, 1200℃

의 4구간에서 소결된 안료20%의 아크릴수지 도료 시편

이다. 아래 Table 2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색상은

1150℃에서 b*값이 가장높아지는 것을볼 수 있었으며, 

온도가 높을수록 L*값은 낮아지고 a*값은 높아지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2 3 4

Fig. 2. Color of different calcination temperature.

L a b

1 70.55 14.83 50.46

2 68.83 22.17 54.54

3 67.88 23.65 55.07

4 66.17 24.80 53.77

Table 2. Measurement value of color difference.

3.2 SEM사진 측 결과

합성된 안료의 입도 형상을 분석하기 하여 SEM

으로 미세구조를 찰한 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입

자모양은 구상에 가까우며 입도는 모든 온도 역에서

0.5㎛이하로 고르게 결정성장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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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EM image of samples calcined, at (a)1000℃, 

(b)1100℃, (c)1150℃, (d)1200℃.

3.3 내후  측 결과

선정된 1150℃의 소결온도에서 안료를 합성하여 불

소수지에 안료 20%를 배합 분산하고 알루미늄시편에

100㎛ 두께로 코 시편을 제작하여, ASTM G155에 따

라 Q-Sun Xe-3 (Q-Lab Co.)를 사용하여 조사시간 2000

시간후의 색상변화를평가한 결과⧍E는 0.74로 약간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efore After

L 65.29 65.64

a 21.89 22.14

b 54.92 55.52

ΔL 　 0.35

Δa 　 0.25

Δb 　 0.6

ΔE 　 0.74

Fig. 4. Measurement value of color of the specimen 

before and after weather resistance test.

3.4 내산   내알카리  시험결과

내산성 시험방법에 의해 황산 1%용액에 불소도료코

시편을 1시간 담지 후 색차를 분석한 결과 ⧍E는

0.16로 색상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Before After

L 69.62 69.71

a 20.41 20.29

b 57.12 57.06

ΔL 　 0.09

Δa 　 -0.12

Δb 　 -0.06

ΔE 　 0.16

Fig. 5. Measurement value of color of the specimen 

before and after sulfuric acid treatment.

한 내알카리성 시험방법에 의해 수산화나트륨 1%

용액에 불소도료코 시편을 24시간 담지 후 색차를 분

석한 결과 ⧍E는 0.07로 색상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Before After

L 69.5 69.53

a 20.1 20.08

b 56.47 56.52

ΔL 　 0.04

Δa 　 -0.01

Δb 　 0.06

ΔE 　 0.07

Fig. 6. Measurement value of color of the specimen 

before and after alkaline treatment.

3.5 내열  시험결과

내열성 시험방법에 따라 불소수지에 안료 10%의 농

도로 도료를 제조하여 알루미늄시편에 도포 후 210℃에

서 20분간 소부한 시편을 비한다. 비된 시편을

Oven에넣고 250℃에서 1시간 방치후 시편의 색상변화

를 측정하 다. 색차를 측정한 결과 ⧍E는 0.29로 내산

성과 같이 색상변화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Before After

L 68.73 68.52

a 20.66 20.73

b 57.45 57.27

ΔL 　 -0.21

Δa 　 0.07

Δb 　 -0.18

ΔE 　 0.29

Fig. 7. Measurement value of color of the specimen 

before and after heat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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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Cr+6 측 결과 

50mL 비이커에 비된 안료 2g과 증류수 50g을 넣

고 혼합 후 200℃에서 2시간 가열하여 Cr+6를 용출하

으며, Acetone 50mL, Acetic Acid 0.5mL, 

Diphenycarbone hydrazide 0.5g를 계량하여 혼합한 표

시료를 제작하 다.

측정시료는 증류수 99mL에 용출된 Cr+6시료 1mL, 

제작된 표 시료 0.5mL와 인산(H3PO4) 1mL를 계량하

여 혼합하 다. UV-vis로 Cr+6의 함량을 측정하기 하

여 6가 크롬의 표 물질은 100ppm 표 물질을 희석하

는 방법으로 만들고 10, 5, 1, 0.5, 0.1ppm 등 5개의 검

량선을 그려주었다. 측정결과는 34ppm이었으며, 안료에

함유된 Cr+6함량의 환경규제치인 1000ppm이하로 검출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론

황색세라믹안료를 합성하기 하여 TiO2, Sb2O3, 

Cr2O3의 원료를 1000～1200℃에서 소결하여 결정상 분

석 SEM 찰을 하 으며, 최 소결온도인 1150℃에

서 제조된 시료에 하여 진내후성, 내산성, 내알카리

성, 내열성, Cr+6의 함량을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유추해 낼 수 있었다. 

1. 조성은 Cr과 Sb가 약 1:1의몰비가 되도록 하고 안

티몬과크롬의 함량은 22%가 되도록 하 으며,  X

선 회 분석결과는 소결온도 1150℃에서 Rutile결

정피크 값이 크고, 색상 b값이 가장으로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2. 내후성 시험결과는선정된 1150℃의 소결온도에서

안료를 합성하여 제조한 불소수지도료를 알루미늄

시편에 100㎛ 두께로 코 시편을 제작하여, 

ASTM G155따라 Q-Sun Xe-3(Q-Lab Co.)를 사용

하여 조사시간 2000시간 후의 색상변화를 평가한

결과로 ⧍E는 0.74로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3. 내산성, 내알카리성 시험방법에 의해 황산과 수산

화나트륨 1% 용액에 불소도료코 시편을 1시간, 

24시간 담지 후 색차를 분석한 결과 ⧍E는 0.16, 

0.07로 색상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내열성 시험방법에따라 비된 시편을 Oven에 넣

고 250℃에서 1시간 방치 후 시편의 색상변화를

측정하 다. 색차를 측정한 결과 ⧍E는 0.29로 색

상변화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5. Cr+6 측정방법에 따라 비된 안료를 200℃에서 2

시간 가열하여 Cr+6를 용출하 으며,  용출된 Cr+6

의 함량을 UV-vis로 측정한 결과 34ppm으로측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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