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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롬산납안료입자의 합성과정에서 반응조건의 변화에 따른 입자의 성장특성, 첨가제 첨가에 의한 영향, 그리고 마이크로

캡슐화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크롬산납 무기안료의 합성과정에서 생성용액의 pH가 낮을수록, 반응물질의 초기농도가 묽

을수록 입자크기가 작은 균일한 분산입자를 얻을 수 있었다. 교반속도가 큰 경우에서 평균입자크기의 감소 및 증가에 대한 

변화폭이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합성된 크롬산납 안료입자의 숙성과정에 황산알루미늄을 첨가하여 표면처리 함으

로써 입자크기의 제어가 가능하였고, 입자의 입도분포 상태를 최적 분산 상태로 유지하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안료입자의 마이크로캡슐화가 진행되는 용액의 pH 범위를 9∼10, 반응온도를 90 ℃ 이상으로 유지하고 마이크로캡슐화 

후 충분한 건조를 통해 입자의 수분함량을 0.5% 이하로 유지할 때 최적의 마이크로캡슐화가 됨을 알 수 있었다.

For the synthesis of lead chromate pigments, we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of particle growth with reacting conditions 

in the synthetic process, the effect of additives, and its micro-capsulation. The more tiny and uniform dispersion particles 

could be obtained at a lower pH and diluter intial concentration. The variation range of average pigment size was increased 

with the agitating speed. The pigment size could be controlled by adding aluminum sulfate as an additive, which maintained 

the optimum particle dispersion. It was found that the optimum micro-capsulation conditions were pH 9∼10 and above 90 

℃ during the micro-capsulation of lead chromate pigment, and below 0.5% humidity after micro-capsulation.

Keywords: control factors, particle size, operator condition, lead chromate pigment, pigment

1. 서    론
1)

  크롬산납 안료는 수불용성의 입자상 물질로서 착색력이 매우 좋고 

은폐력이 커서 도료, 인쇄잉크, 고무, 플라스틱 제품의 착색제 등 다양

한 용도로 사용되어진다. 황색의 무기안료로 자동차용 도료, 도로표지

용 도료에 사용되는 크롬산납 안료는 배기가스 등 대기 중의 오염물

질, 열, 산, 알칼리 등에 의한 변색 퇴색이 되지 않아야 한다. 이에 따

라 안료입자의 내열성, 내산성, 내알칼리성 등의 물성을 향상시키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안료입자의 변색 퇴색을 

방지하고 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크롬산납 안료입자의 입자제어

와 마이크로캡슐화법이 연구되고 있다.

  수용액상에서 침전반응법으로 생산하는 수불용성 입자상인 크롬산

납 안료의 착색력, 은폐력, 분산성, 유동성, 내광성, 내후성, 내약품성, 

도전성, 미분성 등을 개선하여 보다 우수한 특성을 가지게 하기 위해

서 입자의 크기, 형상, 미세구조 등 입자제어가 중요시되고 있다[1,2]. 

그리고 안료입자 고유의 색상과 크기 등의 성질을 유지할 수 있는 안

정성 향상을 위한 표면처리나 마이크로캡슐화 공정의 개발도 중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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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3,4].

  입자상 물질을 제조하는 방법으로는 고체분말을 혼합하여 원료를 

합성하는 고상법과 용액을 이용하는 액상법이 있다. 액상법의 하나로 

침전반응법은 용액상의 원료물질을 반응시켜 액상에서 미분체가 침

전되는 방식으로 균일한 입자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저온에서의 

합성도 가능하며, 생성수율이 높고 제조된 분말의 입도분포가 균일하

며 pH, 농도 및 온도 등의 변수에 따라 입도제어가 용이하다는 장점

이 있다[5-7].

  입자상 물질 크기를 제어하고 유지하는 기술에 관한 연구는 

Nakahara, Muhr, Ilievki, Halfon, Brown 등에 의해서 활발하게 연구되

어 왔다[8-12]. 입자의 성장과정은 숙성과정에서 연속적인 응집과 마

멸을 거치며 성장하여 안정한 크기로 얻어진다[13,14]. 침전석출을 동

반하는 반회분식 반응에서는 반응단계, 침전단계, 숙성단계로 분류하

여 각 단계에 있어서 동적거동을 분석한다[15]. 입자의 크기를 제어하

고 유지하기 위하여 숙성과정에 첨가물을 첨가하여 입자의 성장을 억

제함으로서 입자크기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입자표면을 처리하는 방

법들이 연구되고 있다[16,17].

  마이크로캡슐화는 캡슐 내부의 휘발성 액체나 반응성 물질들을 보

호하고 내부물질의 외부로의 방출 속도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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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약, 농약,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어

지고 있다[18-21]. 무기질을 마이크로캡슐화의 벽재물질로 사용하는 

무기질벽 마이크로캡슐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22,23]. 하나는 

미리 제조한 무기질벽 마이크로캡슐 용액에 수용액상의 두 반응물질

을 순차적으로 투입함으로써 무기질벽 마이크로캡슐 내에서 침전반

응이 일어나 마이크로캡슐화된 입자상 물질이 형성되는 방법이다. 또 

하나는 수용액상에서 두 반응물질의 침전반응이 일어나 미립자가 존

재하는 상태에서 마이크로캡슐화의 벽재물질로 사용될 무기질 물질

을 투입함으로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입자상 물질이 둘러싸여 마이크

로캡슐화가 완성되는 경우이다. 안료에 있어서 안료의 분산성과 분산 

안정성은 안료 분산계 제품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의 하나로 조제기술

과 함께 기본적인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메커

니즘 규명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24,25].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본 논문에서는 직접 제품으로 생산 가능한 

크롬산납 안료를 선정하여 반회분식 반응기에서 크롬산납 안료입자 

크기에 대한 pH, 반응물질의 초기농도, 반응물질의 공급속도, 숙성과

정중의 교반유무 등의 변수가 입자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

으며, 또한 입자의 크기를 제어하기 위하여 첨가물로 황산알루미늄을 

선정하여 첨가물의 첨가시점과 첨가량에 따른 입자성장의 제어방법

에 대하여 고찰하였고, 외부환경의 변화에 의한 안료입자의 변색 퇴

색 및 물성소실의 방지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마이크로캡슐화에 관하

여 고찰하였다.

2. 실험 방법

  2.1. 크롬산납 안료입자의 성장특성

  시판 1급 시약 Pb(NO3)2, Na2Cr2O7⋅2H2O을 1차 증류수에 용해시

켜 원료용액농도를 조절하였고 NaOH를 Na2Cr2O7⋅2H2O 용액에 첨

가하여 크롬산납 합성용액의 pH를 조절하였다. 반응장치는 반회분식

반응장치로써 Figure 1과 같다. 1 L 규격의 반응기에 증류수 500 mL

를 채우고 반응온도 25 ℃, 교반속도 300 rpm에서 마이크로펌프

(EYELA MP-3, Rikakikai, Japan)로 반응물질 Pb(NO3)2, Na2Cr2O7 용

액을 2 mL/min 유속으로 각각 120 mL씩 공급시켜가면서 반응시켰다. 

pH meter (691 pH meter, Metrohm, Swiss)를 사용하여 pH를 측정하였

으며 입도분포 측정장치(LS-230, Coulter Counter, U.S.A.)를 사용하여 

입자 크기를 측정하였다.

  Na2Cr2O7용액에 첨가하는 NaOH 량을 변화시켜 크롬산납 안료입자

의 입도분포에 대한 합성용액의 pH의 영향을 검토하였고 Pb(NO3)2와 

Na2Cr2O7의 농도비를 변화시켜가면서 크롬산납 안료입자의 입도분포

에 대한 반응물질의 초기농도변화의 영향을 검토하였고 또한 교반속

도의 영향도 분석하였다.

  2.2. 황산알루미늄 첨가에 의한 크롬산납 안료입자의 크기제어

  2.1의 실험에서 Pb(NO3)2과 Na2Cr2O7⋅2H2O을 각각 0.5 M, 0.25 M

의 농도가 되도록 2 mL/min의 유속으로 공급하여 반응온도 25 ℃, 교

반속도 300 rpm으로 반응시킨 후, 같은 조건에서 숙성시켰다. 숙성과

정에서 입자의 계속적인 성장을 억제하기 위하여 Al2(SO4)3⋅18H2O

를 투입하였다. 반응용액 중의 NaOH와 Al2(SO4)3가 반응하여 생성된 

Al(OH)3가 PbCrO4안료입자표면에 피막을 형성하여 안료입자의 성장

을 억제하게 됨으로써 안료입자의 크기를 제어할 수 있다. 시료용액

을 채취하여 입도분포 측정 장치용 분산제(Coulter Dispersant, P/N 

9966425)를 첨가하고 초음파 발생장치로 30 sec간 처리한 후, 입도분

Figure 1. The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apparatus.

포 측정장치(LS-230, Coulter Counter, U.S.A.)로 시료의 평균입자크기

와 입도분포를 측정하였다. 크롬산납 안료입자의 입도분포에 대한 황

산알루미늄 첨가 시간과 첨가량의 영향을 관찰하였다.

  2.3. 크롬산납안료입자의 마이크로캡슐화

  Na2Cr2O7와 Pb(NO3)2가 반응하여 PbCrO4 안료가 형성된 후, 

Al2(SO4)3 용액을 사용하여 1차표면 처리하여 안료입자표면에 

Al(OH)3피막을 형성하였다. 마이크로캡슐화는 마이크로캡슐화의 무

기질벽재 물질로서 산화규소 고분자물질 [Si(OH)4]n을 첨가하여 마이

크로캡슐화 하였다. 안료입자를 마이크로캡슐화 한 다음, 다시 

Al2(SO4)3 용액을 투입하여 마이크로캡슐화 벽재물질과 안료입자의 

결합을 견고하게 하였다. 마이크로캡슐화의 효과는 입자의 형상을 

SEM 촬영하여 확인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크롬산납 안료입자의 성장특성

  3.1.1. 입자의 합성에 미치는 pH의 영향

  크롬산납 안료입자 합성의 pH에 대한 영향을 위한 실험으로 반응

물질 0.25 M Na2Cr2O7⋅2H2O 120 mL에 0, 1.2, 2.4, 3.6, 4.8 g의 

NaOH를 첨가하여 NaOH/Na2Cr2O7의 농도비를 조절함으로써 반응물

이 생성되는 pH 조건을 강산의 범위에서 약알칼리의 범위까지 변화

시켰다. 이 때 생성물질의 pH가 각각 1.60, 1.83, 3.11, 8.54, 8.85이었다.

  0.5 M Pb(NO3)2와 Na2Cr2O7 반응용액을 각각 2.0 mL/min 유속으로 

60 min간 공급하여 입자를 합성하면서 크롬산납 안료입자의 평균입

자크기에 대한 NaOH 투입량과 pH 영향을 측정하였다.

  크롬산납 입자는 다음과 같은 반응에 의하여 생성되어진다.

2Pb(NO3)2 + Na2Cr2O7 + H2O ⇄ 2PbCrO4 + 2HNO3 + 2NaNO3   (1)

  반응식 (1)과 같이 Pb(NO3)2와 Na2Cr2O7 반응용액으로부터 PbCrO4 

가 생성되는 가역반응에서 NaOH를 첨가함으로써 HNO3와 NaOH가 

반응하여 반응은 오른쪽으로 진행된다. 반응이 빠른 속도로 오른쪽으

로 진행되어지며 반응수율이 높아지는 한편 PbCrO4 결정핵의 발생수

가 증가하여 크롬산납 입자 상호간의 응집 반응도 동시에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NaOH 첨가에 따른 급격한 크롬산납 입자의 증가 현상

도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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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effect of reaction and aging time on mean particle size 

PbCrO4 according to initial amount of NaOH.

  합성된 크롬산납 입자가 존재하는 생성용액에서 반응시간의 경과

에 따른 평균입자크기의 변화를 Figure 2에 나타내었다. 입자의 평균

크기는 반응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커지며 NaOH 투입량

이 2.4 g 이상인 생성용액 pH가 알칼리성인 경우, 생성입자가 급격히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반응물질의 공급을 종료한 후 같은 조건에서 숙

성시켰으며, 숙성과정에서 시간에 따른 평균입자크기의 변화를 보면, 

숙성과정에서 평균입자 크기는 초기에 작아지다가 다시 커지는 경향

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반응구간 동안 생성된 PbCrO4 입자 상호

간에 응집반응이 일어나서 평균입자 크기가 증가하였다가, 반응물질

의 공급이 완료된 숙성과정에서는 교반에 의하여 응집된 입자가 마멸

되면서 숙성과정 초기에 평균입자가 작아지게 된다. 그리고 어느 시

간 이후에 숙성기간중의 용액이 안정화되어 정상적인 입자의 성장이 

이루어져 다시 입자크기가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교반속도 영

향을 살펴본 결과인 Figure 4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숙성기간중에

서 교반을 하지 않으면 입자 크기가 연속적으로 증가하지만, 교반하게 

되면 초기에는 입자 크기가 감소하였다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3.1.2. 입자의 합성에 미치는 원료용액의 초기농도의 영향

  원료용액 Pb(NO3)2의 초기농도를 0.05, 0.25, 0.50, 0.75 M로 변화시

켜가면서 두 원료용액의 초기농도비를 [Pb(NO3)2]/[Na2Cr2O7] = 2로 

조절하여 고정하고, 입자의 합성에 미치는 원료용액의 초기농도의 영

향을 분석하였다. 이 때 생성용액의 pH는 8.85로 조절하여 앞의 실험

과 같은 조건에서 반응시켰으며, 반응과정과 숙성과정에서 시간에 따

른 생성입자 크기 변화를 측정하여 Figure 3에 나타내었다. Figure 3에

서 평균입자의 크기는 시간에 따라 연속적으로 커지며 반응물질 

Pb(NO3)2 용액의 초기농도가 묽을수록 더 작은 입자가 얻어짐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숙성과정에서 평균입자 크기는 초기에 작아지다가 

다시 커지는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3.1.3. 입자의 숙성에 미치는 교반속도의 영향

  원료용액 Pb(NO3)2의 초기농도 0.75 M로 하여 앞의 실험과 같은 조

건에서 반응시킨 후, 숙성과정에서 교반속도를 각각 0, 100, 200, 300 

Figure 3. The effect of reaction and aging time on mean particle size 

according to initial reactant concentration.

Figure 4. The effect of reaction time (Feed rate = 2 mL/min) and aging 

time on mean particle size according to stirring rate.

rpm으로 변화시켜가면서 크롬납 안료의 평균입자크기의 변화를 

Figure 4에 나타내었다.

  Figure 4에서 점[A]는 입자가 생성되기 시작하는 시점으로 점[A]에

서 입자가 점점 성장하게 된다. 반응물질의 공급이 중단되어 숙성이 

시작되는 점[B]에서는 교반을 하게 되면 입자의 크기가 감소하지만 

교반을 하지 않으면 입자의 크기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된다. 이는 

Figure 2에서 고찰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반응구간 동안 생성된 

PbCrO4 입자 상호간에 응집반응에 의해서 형성된 입자가 숙성초기과

정에서 교반에 의하여 마멸되는 현상이다. 교반 속도가 증가할수록 

입자크기가 빠르게 감소하지만 교반을 하지 않으면 감소하지 않는다

는 점에서도 교반에 의한 응집된 입자의 마멸현상을 반증할 수 있다. 

점[C]는 응집된 입자가 교반에 의해서 마멸되어 입자의 크기가 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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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he particle size distribution for PbCrO4 according to re-

action and aging time.

로 작아지는 최소점을 의미한다. 최소점 [C]점 이후부터 입자가 안정

화 되어 숙성과정에서 정상적인 입자의 성장단계로 입자가 [C]-[D]- 

[E] 를 걸쳐 계속적으로 성장한 후 평형에 도달함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로부터 입자의 숙성에 미치는 교반속도의 영향이 상당히 중요하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숙성과정의 60 min, 80 min, 120 min에서의 입도분포를 분석하여 

Figure 5에 나타내었다. Figure 5를 보면, 60 min과 80 min 영역의 입

도분포곡선에서는 극대점이 2개 존재하고, 120 min 영역에서는 하나

의 극대점만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60 min과 80 min 

영역에서는 입자의 분산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120 

min 영역에서는 입자의 분산상태가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숙

성시간이 길수록 입자의 분산상태가 좋아짐을 알 수 있었다.

  3.2. 황산알루미늄 첨가에 의한 크롬산납 안료입자의 크기제어

  3.2.1. 첨가제의 첨가시점의 결정

  크롬산납 안료 입자는 반응물질을 공급하는 반응과정에서는 평균

입자크기가 계속 증가한 후 숙성과정에서는 평균입자크기가 감소하

다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숙성과정을 입자크기가 감소구간

과 증가구간으로 구분하여 첨가제 Al2(SO4)3 용액을 투입하여 반응용

액중의 NaOH와 반응하여 생성되는 Al(OH)3가 안료입자표면에 미치

는 표면처리 효과를 비교하였다. 원료용액 Pb(NO3)2의 초기농도 0.75 

M로 하여 앞의 실험과 같은 반응조건에서 반응시킨 후, 숙성과정에서 

0.5 M Al2(SO4)3를 반응시작 후 70 min 지점과 90 min 지점에서 2 

mL/min의 유속으로 연속적으로 첨가하면서 입도변화를 측정한 결과

를 Figure 6에 나타내었다. Figure 2나 Figure 4에서와 마찬가지로 

Figure 6에서도 입자가 생성되기 시작하는 시점[A]에서 입자가 점점 

성장하게 되고 반응물질의 공급이 중단되어 숙성이 시작되는 점[B]에

서는 입자의 크기가 감소하고 응집된 입자가 교반에 의해서 마멸되어 

입자의 크기가 극도로 작아지는 최소점[C]에서 다시 입자가 증가한다. 

  평균입자크기 감소구간 점[B]-점[C]의 70 min 지점에서 첨가제를 

투입한 경우, 평균입자크기를 유지하지 못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평균입자크기가 증가하는 구간 점

Figure 6. The effect of feeding additives on the mean particle size ac-

cording to input points.

Figure 7. The effect of feeding additives on mean particle size accord-

ing to feed rate of Al2(SO4)3.

[C]-점[D]의 90 min 지점에서 투입한 경우의 평균입자크기는 첨가제 투

입이 없는 경우와 유사한 변화를 나타내었다. 이 결과, 크롬산납 안료 

입자크기를 유지하기 위한 첨가제 투입은 숙성과정 중 입자크기가 감

소한 후 다시 증가하는 구간에서 행하여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2.2. 첨가량의 영향

  황산알루미늄 첨가량에 대한 영향을 관찰하기 위하여 0.2 M의 

Al2(SO4)3 용액을 유속 2 mL/min, 4 mL/min, 12 mL/min로 변화시켜 

가면서 숙성시켜 크롬산납 안료 평균입자크기의 변화를 측정하여 

Figure 7에 나타내었다. Al2(SO4)3의 공급유속을 변화시켜도 크롬산납 

안료 평균입자크기는 거의 비슷한 경향을 가지면서 변화함을 알 수 

있다. 일정한 값을 갖는다. Al2(SO4)3의 공급유속을 증가시킴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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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8. The SEM images of lead chromate particles with micro-cap-

sulation at the pH condition (a) under 7, (b) over 11.

평균입자크기가 안정되기까지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도 평형에 도

달하는 평균입자 크기는 거의 동일하였다. 즉 직접적인 영향을 줌을 

알 수 있다.

  3.3. 크롬산납안료입자의 마이크로캡슐화

  3.3.1. 마이크로캡슐화에 있어서 pH 및 온도의 영향

  크롬산납 안료의 마이크로캡슐화에 있어서 pH와 온도는 매우 중요

한 변수이다. 온도 90 ℃에서 pH를 변화시켜가면서 마이크로캡슐화 

시킨 결과를 Figure 8에 나타내었고, pH 8에서 온도를 변화시켜가면

(a) (b) (c)

Figure 10. The SEM image of lead chromate particles after micro-capsulation (a) 10% moisture, (b) 7% moisture, (c) 0.5% moisture.

Figure 9. The SEM image of lead chromate particles with micro-capsu-

lation at the temperature under 75 ℃.

서 마이크로캡슐화 시킨 결과를 Figure 9에 나타내었다.

  Figure 8을 보면, 용액 내의 pH가 8 이하일 때는 첨가되는 산화규소

의 균질한 피복이 불가능하고, 겔상의 물질로 크롬산납 입자의 표면

에 침착됨을 알 수 있고, pH 11 이상 [Si(OH)4]가 충분히 생성되지 못

하여 입자표면의 피복량이 줄어들게 되어 효과적인 마이크로캡슐화

가 진행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Figure 9를 보면, 용액 온도가 75 ℃ 이하일 때는 마이크로캡슐화는 

다공질 겔상의 물질로 결합하여 불량 발생의 원인이 됨을 알 수 있었

다. 따라서 마이크로캡슐화는 온도 90 ℃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효과

적임을 알 수 있었다.

  3.3.2. 마이크로캡슐화 안료의 수분함량의 영향

  마이크로캡슐화 안료의 수분함량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마이

크로캡슐화 된 크롬산납 안료입자의 수분함량이 각각 10%, 3%, 0.5% 

이하의 경우에서 입자의 형상을 관찰하여 Figure 10에 나타내었다. 

Figure 10을 보면, 수분이 포함되어 있는 마이크로캡슐화 입자는 마이

크로캡슐화의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고 입자간의 응집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건조조작을 거치며 입자에 포함된 수분을 충분히 제

거함으로서 마이크로캡슐화 크롬산납 안료입자는 견고한 피막을 형

성하여 마이크로캡슐화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음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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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안료의 물성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크롬산납안료를 선택

하여 안료입자의 합성과정에서 반응조건의 변화에 따른 입자의 성장

특성, 첨가제 첨가에 의한 영향, 그리고 마이크로캡슐화에 관하여 실

험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은 얻었다.

  크롬산납 무기안료의 합성과정에서 생성용액의 pH가 낮을수록, 반

응물질의 초기농도가 묽을수록 입자크기가 작은 균일한 분산입자를 

얻을 수 있었고, 교반속도가 큰 경우에서 평균입자크기의 감소 및 증

가에 대한 변화폭이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합성된 크롬산납 안료입자의 숙성과정에 황산알루미늄을 첨가하여 

표면처리함으로써 입자크기의 제어가 가능하였고, 입자의 입도분포 

상태를 최적 분산상태로 유지하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크롬산납 안료의 입자를 목적하는 크기로 유지하고 물리적, 화학적 

물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안료입자의 마이크로캡슐화에 관하

여 검토하여 마이크로캡슐화가 진행되는 용액의 pH 범위를 9∼10, 반

응온도를 90 ℃ 이상으로 유지하고 마이크로캡슐화 후 충분한 건조를 

통해 입자의 수분함량을 0.5% 이하로 유지할 때 최적의 마이크로캡슐

화가 됨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실험 결과는 실제 크롬산납안료 제조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

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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