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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실리카 코팅을 통하여 높은 내약품성을 갖는 황연입자를 제조하였다. 합성 과정에 수중 분산도 향상을 위한 

중간체 제조의 최적화와 제조된 실리카로 코팅된 황연입자의 내약품성을 조사하였다. 합성과정에서 입자 생성에 가장 영향

이 높은 변수인 pH와 반응온도에 따른 입자경의 변화를 관찰하였으며, homogenizer 이용하여 변화된 입자경에 따른 실리카 

코팅에의 영향, 코팅 후 온도 및 pH의 변화에 따른 입자형상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실험 결과로, 황연안료의 합성공정에서 

생성용액의 pH가 낮을수록 합성 및 숙성온도가 높을수록 작고 균일한 입자를 얻을 수 있었다. 황연입자의 코팅 전 입자경

이 작을수록 실리카 코팅이 우수하였다. 또한 충분한 마이크로캡슐화에 의한 실리카 코팅은 pH 9∼10 및 반응온도 90 ℃ 

이상에서 얻을 수 있었다.

Herein, we synthesized silica-coated chrome yellow particles having improved chemical resistance. The intermediate with a 

good dispersion stability was prepared and the chemical resistance of the final product was investigated. The effects of pH 

and temperature, as the main parameters influencing the formation of particles, the reduced particle size by homogenizer on 

the silica coating were investigated. The change in the particle morphology by temperature and pH was also studied. As the 

results, small and monodisperse particles were achieved at low pH and high temperature. Good silica coating was obtained 

when used reduced size of the particles by homogenizer. Furthermore, the sufficient silica coating by microencapsulation was 

obtained at 9∼10 pH and the temperature above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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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안료는 불수용성의 입자 형태를 가지는 물질로서 19세기 중반 합성 

안료의 발명 이후부터 새로운 안료의 개발과 색감의 개선에 관한 지

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1-4]. 안료의 용도로는 잉크, 도료, 플라

스틱, 문구, 화장품 등 일상생활의 폭넓은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요구되는 물성으로는 내광성, 내약품성, 착색력, 은폐력 등을 들 수 있

다[3,4]. 이러한 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여러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

며, 최근에는 입자크기 및 입자형상 등의 제어와 함께 표면처리에 의

해 실리카, 지르코늄, 알루미늄 등을 비롯한 각종 지방산 유도체로 피

복 처리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4-6]. 이러한 안료 중

에서 황연은 크롬산납을 주성분으로 하는 황색 무기안료로서 매우 큰 

은폐력과 우수한 착색력, 밀착성 및 신전성을 가지고 있으며, 색상과 

체질 쌍방을 겸한 저렴한 색재로 도료, 플라스틱, 고무 등에 다양하게 

† 교신저자 (e-mail: hkchoi99@changwon.ac.kr)

사용되고 있으나, 산, 알카리, 200 ℃ 이상의 고온에서는 쉽게 변⋅퇴

색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 한편 그 밖의 물성을 향상하기 위해 입

자 형상 및 입자경을 제어하는 표면 피복화법이 연구되고 있다[5]. 안

료의 특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조법의 개선 및 표면처리 등에 많이 

치중되어 연구되어 왔으나[6,7], 안료입자의 형태, 입자크기에 관한 연

구의 대부분은 합성이 완료된 입자를 수세, 여과, 건조, 분쇄의 과정을 

거친 입자의 특성에 관한 것이었다[8-10]. 그러나 실제 분쇄 공정에서 

제어한 것은 화학 반응 중에서 제어한 1차 입자를 제어하는 효과보다 

그 효과가 크지 않다. 황연의 반응 중에 입자크기를 제어하기 위해서

는 pH, 반응 물질의 초기 농도, 반응 온도 등의 영향이 크다. 입자는 

숙성과정 중 계속적인 응집(agglomeration)과 수축(shrinking)을 거치

며, 성장하여 안정한 크기로 되기 때문에 숙성기간 중 혹은 반응 중에 

적당한 첨가물을 투입하면 입자경을 제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입

자의 표면 처리도 가능하다[10].

  위와 같은 과정으로 생성된 안료를 여과, 수세, 건조하여 이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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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chematic diagram of reactor used in the synthesis of lead 

chromate.

Homogenizer를 통과해 1.0 µm 이하의 입자경을 가지는 미립자로 분

산하여, 산화 규소 고분자물질을 사용하여 입자 표면에 피막을 형성

하는 일련의 공정으로 황연을 실리카로 피복할 수 있다[3]. 일반적인 

피복의 과정은 무기물질을 마이크로 캡슐화의 피막 물질로 사용하는 

무기질벽 피복화로서 그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4]. 첫 

번째 방법은 무기질의 미소 용기가 일종의 반응기와 같이 작용하게 

되는 경우로 무기질의 미소용기를 미리 제조한 후 수용액상의 두 반

응 물질을 순차적으로 용기 내에 투입함으로써 미소 용기 내에서 침

전 반응을 발생하게 하여 피복된 입자상 물질을 만드는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은 수용액상에서 두 반응 물질의 침전 반응이 발생하여 미

립자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피복물질로 사용될 무기질 물질을 투입함

으로써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입자상 물질이 둘러 싸여 피복화가 완성

되는 경우이다. 최근 안료의 가장 큰 동향으로는 사용되는 용도별 물

성의 요구가 구체화되고 있다는 특징을 들 수 있다. 황연의 경우도 예

외가 아니며, 물성 향상의 요구에 따라 다방면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안료의 특성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로 미세 입자의 성

질을 파악하고 입자경 및 입자형상을 제어하는 기술이 분체 공학의 

입장에서 연구되고 있다. 안료 입자는 반응 중 계속적인 응집

(agglomeration)과 수축을 거치며 성장하여 안정한 크기로 되기 때문

에 반응 중 황연의 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는 pH, 온도, 교

반속도, 반응물질의 투입속도, 숙성시간 등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한다

[9]. 이 많은 변수들 중 가장 영향이 크다고 생각되는 합성 반응 시의 

pH, 반응온도를 실험인자로 선정하여 입자경과 입자형상을 제어하여 

내약품성, 내열성 향상을 위한 최상의 입자경을 설계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물성 향상을 위한 처리 방법 중 실리카 피복에 주목

하여 실리카 피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수중 분산도의 향상을 통

한 중간체 제조의 최적화와 실리카 피복 시의 주요 인자들을 고려 등

의 안료물성에 내약품(물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것을 주요목표

로 한다. 즉, 실리카 피복에 있어서 생성된 입도 분포 제어를 위하여 

pH, 반응 온도 등의 인자와 관련하여 최적의 입도 분포를 얻는 합성

조건을 고찰하고, 실리카 피복 전의 중간체의 수 중 분산 정도와 관련

된 인자를 고려하여, 피복 시의 온도, pH 등의 변화를 통해 안료의 내

약품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2. 실    험

  2.1. 실험 장치

  황연입자 합성을 위한 실험에 사용된 반응기로는 Figure 1에 나타

낸 바와 같이 3 L와 1 L의 파이렉스 비이커 2개를 사용하였다. 교반기

의 직경은 10 mm이고 회전수는 100 rpm으로 조정하였다. pH는 일본 

TOA Electronics사 HM-30S로 측정하였고, 건조기((주)창신과학사, 대

한민국)의 최대 사용가능온도는 300 ℃이다. 진공펌프((주)대영사, 대

한민국)는 최대 760 mmHg이다. 진공펌프에 의해서 필터 작업을 할 

수 있는 여과병이 달린 여과기는 용량은 20 L이고, 구경은 185 mm이

다. 입도 분포는 입도 분포 측정장치 LS-230 (Coulter counter,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실리카 피복을 위한 실험장치로는 제조된 

황연을 Homogenizer (KISHO, Japan)에 통과 시켜 피복하였다.

  2.2. 실험 시료

  본 연구에서는 황연입자의 피복을 위해 lead nitrate, sodium dichro-

mate, sodium hydroxide, aluminium sulfate, sodium carbonate, sodium 

silicate, sulfonic acid를 시료로 사용하였다. Table 1에 각각 시료들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2.3. 실험 방법

  2.3.1. 황연입자 제조방법

  1) 3 L 비이커에 물 1 L를 채우고 Pb(NO3)2 111.3 g을 넣고 용해하

여, 반응온도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25.0 ℃, 50.0 ℃, 75.0 ℃

로 조정하였다.

  2) 1 L 비이커에 물 0.6 L를 채우고 Na2Cr2O7 47.3 g을 넣고 용해하여 

50% NaOH로 pH를 강 산에서 강 알카리까지 변화시켜 실험하였다.

  3) Coupling반응: 60 min간 반응시키고 30 min간 숙성시킨다.

  4) Al2(SO4)3⋅18H2O 7.2 g을 물 0.15 L에 용해하여 15 min간 투입

하고 15 min간 숙성시킨다.

  5) Na2CO3를 10% 용액으로 희석하여 pH 6.0∼6.5로 조정하고 20 

min간 숙성하여 반응을 종료하였다.

  6) 여과

  진공펌프에 연결된 여과병이 달린 여과기를 이용하여 여과한다.

  7) 수세

  여과공정을 거친 후 상수도(전기전도도 150 µs/cm, pH = 6.8) 3 L

를 가하여 안료의 합성반응 중 발생한 미 반응물과 염을 제거한다.

  8) 건조

  건조기를 이용하여 100 ℃에서 12 h 동안 수분을 제거하였고, 제품의 

무게를 달아 수분이 1% 이내가 되는지 확인한 후 건조를 종료한다.

  상기와 같은 공정도를 Figure 2에 나타내었다.

  2.3.2. 황연입자의 실리카 피복 방법

  Figure 2의 여과, 수세, 건조 그리고, 분쇄 공정을 거쳐 합성된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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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aterials Used for the Synthesis of Lead Chromate

Material IUPAC NAME Molecular Weight CAS Number Purity Manufacturer

Pb(NO3)2 Lead Nitrate 331.20 10099-74-8 99% Junsei Chemical Co., Ltd., Japan

Na2Cr2O7․2H2O Sodium Dichromate 298.00 7789-12-0 99% Junsei Chemical Co., Ltd., Japan

NaOH Sodium Hydroxide 40.00 1310-73-2 50% Han chang Co., Korea.

Al2(SO4)3․18H2O Aluminium Sulfate 666.42 7784-31-8 Al2O3 : 17% Go do chemical Co., Korea.

Na2CO3 Sodium Carbonate 105.99 497-19-8 99% Dong yang co., Ltd., Korea.

Na2SiO3 Sodium Silicate 122.09 1344-09-8 29 ± 0.5% Bukyung Chemical Co., Korea

H2SO4 Sulfonic Acid 98.07 7664-93-9 98% Han chang Co., Korea

* Sampling for measuring of particles size distribution of intermediate 

products

Figure 2. Flowchart for the synthesis of lead chromate.

체인 황연 안료를 Homogenizer에 통과시킨다. 그리고 1.0 µm 이하의 

입도 분포를 가진 미립자인 황연 입자를 산화 규소 고분자 물질을 사

용하여 표면에 피막을 형성해서 실리카 피복화를 행할 수 있다. 규산

나트륨 용액을 사용한 고분자 물질의 피막을 이루는 반응 단계를 다

음의 Figure 3에 나타내었다. 이때 사용된 3호 Na2SiO3를 피복하여 대

상 물질인 황연에 대하여 중량비 SiO2 20%를 투입하여 피복하였고, 

최종적으로 Al2(SO4)3 용액을 다시 투입하여 피복화 피막 물질과 안료 

입자의 결합을 견고하게 하였다. 실리카 피복화는 10배로 희석된 3호 

Na2SiO3와 묽은 황산을 동시에 첨가하여 Si(OH)4를 생성할 수 있는데 

이 물질은 피막 형성이 진행되는 반응용액 중에서 Si(OH)2

6-
의 이온 

상태로 수용액이 완성되고, 이 물질은 피복화 대상 물질인 황연 입자

의 표면에 피복된다.

  2.3.3. 내약품성 측정 방법

  Figure 4에 나타낸 방법과 같이 25% NaOH와 22% HCl 용액에 실

리카 피복된 황연 안료를 투입, 4 h 방치한 것을 여과, 수세, 건조, 분

쇄 과정을 거쳐 침적 전후를 도료 시험하여 여과, 수세, 건조 그리고, 

분쇄 공정을 거친다.

Figure 3. Experimental procedure for preparation of lead chromate pig-

ment with silica encapsulation.

3. 결과 및 고찰

  황연안료 입자는 식 (1)의 Pb(NO3)2 용액과 식 (2)의 Na2Cr2O7⋅

2H2O 용액의 침전 반응에 의하여 다음의 반응식과 같은 경로에 따라 

이온으로 분리되어 식 (3)과 같이 합성된다.

  Pb(NO3)2 →  Pb
2+

  + 2NO3

-

                               (1)

  Na2Cr2O7 →  2Na
+
  +  Cr2O7

2-                               
(2)

  2Pb(NO3)2 + Na2Cr2O7 → 2PbCrO4 + 2HNO3 + 2NaNO3        (3)

  이와 같이 반응 평형은 식 (2)에 NaOH를 첨가함으로써 침전 반응

의 촉진이 가능하다. 처음부터 큰 입자(수 µm)가 발생하지는 않고 극

히 미세한 결정핵의 발생으로부터 시작된다. 결정 석출에 과냉각 또

는 과포화가 필요한 것은 핵 생성에 에너지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이

다. 에너지 장벽이 낮으면 적은 과포화 상태 하에서 진행된다. 결정 석

출 현상은 과포화 상태, 핵발생, 성장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이러

한 결정 입자가 합성되기 위한 핵생성 현상은 1차 핵 생성과 2차 핵 

생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차 핵생성은 동일결정이 공존하는 계의 경

우로부터 유도되어 발생하는 핵으로서 연속적인 과정인 침전석출 조

작에서의 핵 생성은 주로 2차 핵을 일컫는다.

  입자의 합성은 화학 반응에 의하여 생성된 생성 물질이 포화 용해

도 이상에서 핵이 생성된 후, 핵의 성장, 침전의 석출이 진행되고 계

속적인 침전제의 공급에 의해서 입자가 생성된다.

  안료의 특성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로서 미세 입자의 성질을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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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he procedure of chemical resistance method of lead chro-

mate pigment.

고 입자경 및 입자형상을 제어하는 기술이 분체 공학의 입장에서 연

구되고 있다. 안료 입자는 반응 중 계속적인 응집(agglomeration)과 수

축을 거치며 성장하여 안정한 크기로 되기 때문에 반응 중 황연의 물

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는 pH, 온도, 교반속도, 반응물질의 투

입속도, 숙성시간 등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한다. 이 많은 변수들 중 

가장 영향이 크다고 생각되는 합성 반응 시의 pH, 반응온도를 고찰 

하고자 하였다.

  3.1. 황연입자 합성 시 pH가 입자경에 미치는 영향

  황연 합성에 미치는 pH의 영향을 고찰하기 위한 실험으로 반응물

질 Na2Cr2O7⋅2H2O 용액에 pH 2.0, 4.5, 7.0, 9.5, 12.0이 되게 NaOH

를 첨가하여 반응물이 생성되는 pH조건을 강산의 범위에서 강알카리

의 범위까지 변화시켰다. Pb(NO3)2 용액에 pH가 상기와 같이 조정된 

Na2Cr2O7⋅2H2O 용액을 60 min간 점적 첨가한 후 20 min간 숙성하면

서 평균입자경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pH를 달리했을 때 관찰된 합성

물 입도분포의 변화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황연 안료의 합성 과정

에서 pH가 낮을수록 작고 균일한 입자가 생성되며 숙성과정 중에서

도 입자경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한편, 입자의 결정성장의 생성과 입

자형상에 미치는 pH의 영향에 대한 메커니즘은 명확하게 밝혀진 바

가 없다. 하지만, 용액이 강산성이 될수록 겔화가 상대적으로 작아져

서 응집체가 형성되지 않아, 1차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염기성이 강해질 경우 수용액 내 수산기(OH
-
)를 

포함한 단량체(monomer)의 과포화도와 관계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즉, 용액의 pH가 높을수록 단량체의 과포화도는 낮아지고, 이 때 핵생

성 속도가 1차 입자들이 네크워크를 구축하는 속도보다 빨라서 1차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이라 생각된다.

  3.2. 황연입자 합성 시 반응온도가 입자경에 미치는 영향

  Figure 5는 앞 절 2.3.1.의 실험방법과 같이 Pb(NO3)2용액과 pH 7.0

으로 조정된 용액을 반응온도 25 ℃, 50 ℃, 75 ℃로 조정하여 상기와 

같이 60 min간 점적첨가한 후 30 min간 숙성하여 합성품 입도분포의 

중위경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온도가 낮을수록 입자경이 작고 균

일한 입자를 얻을 수 있었고, 온도가 높은 경우에는 비교적 큰 입자가 

생성되었다. 이는 높은 온도에서는 환원반응이 빠르게 진행되어짐에 

따라, 핵생성과 핵성장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으로 생각되어진다. 따

라서 가능한 한 높은 온도에서 침전시킴과 동시에 중크롬산 수용액의 

pH가 높은 쪽에서 침전시켜야 침전물의 비표면적이 감소하여 흡착에 

Table 2. List of Particle Size Distribution Data of Intermediate 

Products Sampled After each Treatment Process (T = 50 ℃)

(1) pH = 2.0

Process
Particle size [µm]

x10 x50 x90

Coupling 0.13 0.78 25.34

Aging 3.06 5.65 23.43

Washing 3.64 6.12 26.70

Pulverizing 0.19 3.15 48.72

(2) pH = 4.5

Process
Particle size [µm]

x10 x50 x90

Coupling 0.23 0.98 28.43

Aging 4.12 6.35 30.23

Washing 4.32 6.78 31.49

Pulverizing 0.17 3.25 48.62

(3) pH = 7.0

Process
Particle size [µm]

x10 x50 x90

Coupling 0.27 1.20 30.20

Aging 4.23 6.12 31.56

Washing 4.78 7.23 31.67

Pulverizing 0.21 3.27 50.12

(4) pH = 9.5

Process
Particle size [µm]

x10 x50 x90

Coupling 0.28 1.27 31.12

Aging 4.27 6.31 31.72

Washing 4.56 8.17 32.86

Pulverizing 0.27 3.37 49.76

(5) pH = 12.0

Process
Particle size [µm]

x10 x50 x90

Coupling 0.34 1.41 32.76

Aging 4.76 10.41 35.82

Washing 5.12 10.42 36.12

Pulverizing 0.31 3.35 52.17

의한 첨가제의 투입량이 감소한다. 안료 입자는 첨가 물질을 입자 표

면에 흡착시켜 모액 속에서 응집이 계속적으로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장을 억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핵생성에 의

하여 발생한 일차입자가 반응 중에 서로 응집하여 균일한 크기를 갖

는 구형분말을 가지며, 또한, 침전반응 초기에는 일차입자가 응집되어 

더 큰 입자를 형성한다. 그리고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작은 크기의 일

차입자는 상대적으로 반발력이 작아 서로 간에 응집이 발생하거나 큰 

입자와의 응집이 발생하여 결국 소실하게 되고 최종 입자크기를 형성

한다고 생각된다[11]. 따라서 입자크기를 줄이고, 입자형상이 완전 구

형이 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핵생성은 빠르게, 입자성장은



314 이시우⋅김성수⋅김동욱⋅왕  림⋅최희규

공업화학, 제 19 권 제 3 호, 2008

Figure 5. Relationship between median diameter and aging time for 

change of reaction temperature.

Figure 6. SEM photography of lead chromate particles with micro- 

encapsulation. Experimental conditions; pH = 6, Temp. = 90∼100 ℃.

천천히 성장시킬 필요성이 요구되어진다. 

  3.3. 실리카 피복 시 pH, 반응온도의 영향

  황연은 실리카 피복화에 있어서 수용액의 pH, 반응온도는 매우 중

요하다. 1.0 µm 이하의 미립자에 균일한 피복이 되지 않으면 물성의 

저하와 흡유량이 커져 품질저하의 원인이 된다. 황연의 실리카 피복

에 있어서 피복제 황연의 Homogenizer와 통과시 수중분산도, 피복 시 

수용액의 pH, 온도에 따라 불규칙한 피복이 진행됨은 Figures 6∼9에 

보인다. pH 6 이하와 pH 12 이상에서는 마이크로 캡슐화 결과의 

SEM 사진을 Figure 6와 Figure 7에, 반응온도 60 ℃ 이하에서의 마이

크로 캡슐화 결과의 SEM사진을 Figure 8에 각각 나타내었다. 실리카 

피복이 진행되는 용액 내에서 첨가되는 NaOH가 부족하여 pH가 6 이

하일 때는 Si(OH)4가 과량으로 급격하게 생성되어 균일한 피복이 불

가능하여 안료입자 품질저하의 원인이 되고, 겔상의 물질로 크롬산납 

입자의 표면에 침착, 첨가되는 NaOH가 지나치게 많은 pH 12 이상의 

조건에서는 Si(OH)4가 줄어들어 입자표면의 피복량이 줄어들게 되어 

효과적인 마이크로캡슐화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NaOH를 소량 공급

한 pH 8 이하에서는 Si(OH)4가 중합하여 입자의 성장에 의해서 크롬

산납 안료입자에 피복되지 않아 마이크로 캡슐화가 불가능하였다. 

NaOH를 다량으로 첨가한 pH 11 이상에서는 반응이 역으로 진행되어

Figure 7. SEM photography of lead chromate particles with micro- 

encapsulation. Experimental conditions; pH = 12, Temp. = 90∼100 ℃.

Figure 8. SEM photography of lead chromate particles with micro- 

encapsulation. Experimental conditions; pH = 9∼10, Temp. = 60 ℃.

생성한 Si(OH)4가 Si(OH)6

2-
로 변환되어 마이크로캡슐화가 불가능하

였다. 효과적인 마이크로캡슐화를 위해서는 NaOH공급량을 조절하여 

Si(OH)4의 핵 생성속도와 안료입자표면에 피복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즉, 겔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Si(OH)4가 생성과 동시에 안료입자

표면에 피복시킬 수 있도록 pH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실리카 피복 

시 Si(OH)4가 대상 물질인 황연 입자에 겔 상태로 피복되는 과정에서 

첨가되는 NaOH의 첨가량은 매우 중요하다. NaOH가 적은 경우(pH 7

∼8) 혹은 온도가 낮은 경우에는 정반응이 촉진되어 Si(OH)6

2-
가 감소

하며, Si(OH)4가 과량으로 급격하게 생성되어 입자 표면의 균질한 피

복이 불가능하고 겔상의 물질로 침착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반대로 

NaOH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는(pH 11∼12) 역반응이 촉진되어 

Si(OH)6

2-
가 늘어나, Si(OH)4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입자 표면의 피복

량이 줄어들게 되어 효과적인 피복이 진행되지 않는다. 그리고 60 ℃ 

이하로 떨어진 온도에서 진행된 피복화는 다공질 겔상의 물질로 결합

하여 불량원인이 되었다. 또한, pH 9∼10, 온도 90 ℃ 이상에서의 

SEM 사진을 Figure 9에 나타내었다. 이 사진의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주 이상적인 구형의 피복화가 진행되었다.

  3.4. 실리카 피복에 따른 내약품성 결과 고찰

  Figure 4에 나타낸 방법과 같이 25% NaOH와 22% HCl 용액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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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SEM photography of lead chromate particles with micro-en-

capsulation. Experimental conditions; pH = 9∼10, Temp. = over 90 ℃.

Table 3. Summary of Chemical Resistance on Various Experimental 

Conditions. Experimental Conditions; Particle Size = 0.5∼2.0 µm, 

Silica Encapsulated pH Range = 7∼12

Particle size

(µ)

silica encapsulated 

pH range

Chemical resistance

25% NaOH (ΔE) 22% HCl (ΔE)

xmax = 2.0

7∼8 4.21 3.97

9∼10 0.52 1.23

11∼12  3.1 3.14

xmax = 1.0

7∼8 3.21  2.3

9∼10 0.45 1.21

11∼12 2.56 2.38

xmax = 0.5

7∼8 1.28 2.12

9∼10 0.31 0.72

11∼12 1.35 1.82

리카 피복된 황연 안료를 투입, 4 h 방치한 것을 여과, 수세, 건조, 분

쇄 과정을 거쳐 침적 전후를 도료 시험하여 Table 3과 4에 실리카 피

복물의 내약품 시험 전후의 비교를 ΔE 값(색차값)으로 표기하여 내

약품성을 나타내었다. NaOH와 HCl 약품 시험에서 공히 pH 범위를 

9∼10, 반응온도를 90 ℃ 이상으로 유지하였을 때, 실리카 피복의 충

분한 피복력을 가지고 견고히 피복되어, 내약품성이 향상 되었다.

4. 결    론

  본 논문은 황연안료의 합성과정에서 입자 생성에 가장 영향이 큰 

pH, 반응온도에 따른 입자경의 변화를 관찰하였고, 또한 이를 실리카 

피복 전 과정인 Homogenizer를 통과한 미립자의 입자경에 따른 피복

력과 실리카 피복 시 온도 pH에 따른 입자형상의 변화를 관찰하여 다

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황연안료의 합성공정에서 생성용액의 pH가 낮을수록 합성 및 

숙성온도가 높을수록 작고 균일한 입자를 얻을 수 있었다.

  둘째, 황연입자의 피복 전 Homogenizer를 통해 입자경이 작을수록 

Table 4. Summary of Chemical Resistance on Various Experimental 

Conditions. Experimental Conditions; Coupling pH = 7∼12, Silica 

Encapsulated Temperature range (℃) = 50∼100

Coupling

pH

silica encapsulated

temp. range (℃)

Chemical resistance

25% NaOH (ΔE) 22% HCl (ΔE)

7∼8

60∼70 7.38 11.3

70∼80 4.39 5.64

80∼90 1.28 2.12

9∼10

60∼70 3.13 4.32

70∼80 0.55 0.97

80∼90 0.31 0.72

11∼12

60∼70 4.14 8.15

70∼80 2.56 4.73

80∼90 1.35 1.82

실리카 피복력이 우수함을 알았다.

  셋째, 황연안료의 물리적, 화학적 물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인 안

료입자의 실리카 피복화를 하기 위하여 마이크로 겝슐화 과정에서 용

액의 pH 범위를 9∼10, 반응온도를 90 ℃ 이상으로 유지하고, 실리카 

피복의 충분한 건조를 통해 피복력을 견고히 할 때 최적의 실리카 피

복화가 됨을 알았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로 황연을 실리카 피복함으로써 내약품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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