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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염료의 합성 및 도료의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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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험목표

학년

반

이름

전이 금속의 착화합물인 무기 안료를 합성하고, 이들을 우유에서 분리한 카세인
과 함께 혼합해서 그림물감을 만들어 본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 색을 나타내는
다양한 물질의 특성에 대해 생각해본다.

2. 배경이론
가. 안료

물이나 대부분의 유기용매에 녹지 않는 분말상의 착색제이다. 백색 또는 유색이
고, 아마인유·니스·합성수지액·아라비아고무 등 전색제(展色劑)에 섞어서 도료·인
쇄잉크·그림물감 등을 만들어 물체 표면에 착색하거나, 고무·합성수지 등에 직접
섞어서 착색한다. 이밖에 도자기의 유약(釉藥)·화장품, 또 최근에 합성섬유 원료
의 착색에도 사용되어 용도가 다양하다. 안료를 그림물감 등에 사용할 때에는 우
유나 치즈에서 분리한 카세인(casein)을 결합제로 사용하기도 한다. 카세인은 락
토알부민과 락토글로불린과 같은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는 몇 가지 인단백질
(phosphoprotein)의 혼합물로, 우유에서는 방사 모양으로 뭉쳐진 고분자 마이셀
(micelle)의 형태로 존재한다. 카세인은 우유에 아세트산과 같은 산을 넣으면 침
전으로 분리된다.
안료와 비슷한 것에 염료(染料)가 있으며, 이것은 일반적으로 물 및 유기용제에
녹는 유색분말로서, 주로 섬유의 착색에 사용된다. 안료는 염료에 비해서 불투명
하고, 은폐력(隱蔽力)이 크다.
안료는 무기안료와 유기안료로 크게 나누며, 알루미나·황산바륨 등과 같이 색도
은폐력도 없고, 단지 전색제·증량제(增量劑)로서 사용되는 것도 있다. 종류에 따
라 색조·선명도·은폐력·착색력·견뢰도(堅牢度:빛·물·알칼리·산·용매·약품·세탁·열·마
찰 등에 대한 강도의 정도) 등이 다르며, 각각 알맞은 용도에 쓰인다.

나. 무기안료

① 산화물 : 이산화티탄, 산화아연, 산화철, 산화크롬, 鐵黑(철흑), 코발트블루
② 수산화물 : 알루미나白(백), 산화철황, 빌리디안
③ 황화물 : 황화아연, 리더폰, 카드뮴옐로우, 카드뮴레드
④ 크롬산염 : 황염, 몰리브데이트오렌지, 징크크로메이트, 스트론튬크로메이트
⑤ 규산염 : 화이트카본, 클레이, 탈크, 군청
⑥ 황산염 : 침강성 황산바륨, 베어라이트粉(분)
⑦ 탄산염 : 탄산칼슘,鉛白(연백)
⑧ 기타 : 페로시안화물(감청), 인산염(망간바이올렛), 탄소(카본블랙)

<무기안료>
무기질로 이루어진 무기안료는 유기안료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안정하
여 색이 변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색깔이 짙은 무기 화합물은 페인
트나 물감의 색깔을 나타내는 무기안료로 많이 사용된다. 안료는 액체
또는 고체 결합제와 혼합하여 사용함으로써, 안료를 사용하는 재질의
색깔을 바꾸어 주거나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안료로 사용되는 화합
물이 빛을 흡수하면 보색에 해당하는 색깔이 나타나게 된다. 또한 안
료와 결합제의 굴절률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산란현상으로 회부에서
쪼여지는 빛이 안료를 칠한 재질에 닿지 않게 되어서 재질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백색 안료로는 탄산 납, 황산 납 또는 산화납화합물
이 많이 사용되었지만 최근에는 납의 유해성 때문에 산화아연 황화아
연 또는 이산화 티타늄(TiO2)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검정색 안료로는
주로 카본 블랙이 사용된다.
다. 유기안료
① 염료계 안료
。염기성안료 : 로더민레이크, 메틸바이올렛레이크
。산성염료 : 키놀린옐로우레이크
。건염염료 : 말라카이트그린레이크
。매염연료 : 알리자린레이크

② 아조계 안료
。용성아조 : 카민6B, 레이크레드C
。불용성아조 : 디스아조옐로우, 레이크레드4R
。축합아조 : 크로모프탈 예로우3G, 크로모프탈 스카레드RN
。아조착염 : 니켈아조옐로우
。벤즈이미다졸론아조 : 퍼머넌트오렌지 HL
③ 프탈로시아닌안료 : 프탈로시아닌블루, 프탈로시아닌그린
④ 축합다환안료 : 플라반스론옐로우, 지오인디고볼드, 페리논오렌지,
페릴렌 레드, 디옥사딘바이올렛, 키나크리든레드, 이소인돌린옐로우
⑤ 니트로계안료 : 내프톨옐로우S
⑥ 니트로소계안료 : 퍼그먼트그린B
⑦ 주야형광안료 : 루모겐 옐로우, 시그널레드
⑧ 기타 : 알칼리블루, 아닐라블랙

라. 무기안료의 l 대표적인 파란색 무기안료의 화학반응식
화학반응식 NH Fe(SO ) ·3H O + K Fe(CN) → KFe (CN) + K NH (SO ) 이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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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K3NH4(SO4)2는 침전이 되지 않고 물에 용해되기 때문에 용액에서
3K+ + NH4+ + 2SO42- 의 이온상태로 존재한다. 따라서 침전물은
KFe2(CN)6 이 된다.

l 그 외의 여러 가지 색을 나타내는 무기안료 화학반응식
① K4Fe(CN)6 + CoCl2 → 회녹색
② NH4Fe(SO4)2·3H2O + Na2CO3 → 갈색
③ CoCl2 + Na2SiO3 → 보라색
④ CoCl2 + Na2CO3 → 연보라색

3. 실험재료

황산철(III) 암모늄 (Ammonium ferric sulfate), 페로시안화 칼륨
(Potassium ferrocyanide), 염화코발트 (Cobalt(II) chloride), 탄산나
트륨 (Sodium carbonate), 메타 규산나트륨 (Sodium metasilicate),
아세트산 (식초로 대체가능), 우유, 증류수

4. 실험기구

시험관(2개), 저울, 원심분리기, 메스실린더(10 mL, 100 mL),
비커(100 mL), 온도계, 유리막대, 여과지, 감압기, 시계접시, 약수저

5. 시간구성

단계

실습 내용

시간

1

인사 및 출석체크와 조편성

5분

2

실험실습 제목 및 목표 소개

5분

3

배경 이론 및 실험 방법 설명

30분

4

실험 실습

90분

5

결과 정리 및 고찰

5분

6

토론 및 보고서 작성

40분

7

총평 및 정리

5분

6. 실험방법

(1) 안료의 합성
(가) 두 개의 시험관에 따뜻한 증류수 5 mL씩을 넣고 아래 표의
A와 B를 각각 넣는다.

반응 물질
A: 0.3 g K4Fe(CN)6
B: 0.2 g CoCl2
A: 0.2 g NH4Fe(SO4)2·3H2O
B: 0.2 g Na2CO3
A: 0.2 g NH4Fe(SO4)2·3H2O
B: 0.2 g K4Fe(CN)6
A: 0.2 g CoCl2
B: 1.0 mL Na2SiO3
A: 0.2 g CoCl2
B: 0.2 g Na2CO3

침전 물질

침전물 색깔

CoFe(CN)6

회녹색

Fe(OH)3

갈색

KFe2(CN)6

파란색

CoSiO3

보라색

CoCO3

연보라색

(나) 두 개의 용액이 든 시험관을 섞어 하나의 용액으로 만들면
침전물이 생긴다.
(다) 위의 용액을 원심분리기에 넣고 물과 침전물을 분리해낸다.
(라) 원심분리 하여 침전물을 분리 하였으면 시험관에서 용액으로부터
침전물만 걸러낸다.
(2) 우유로부터 카세인의 분리
(가) 우유와 우유를 산화시킬 식초(아세트산)를 준비한다.
(나) 우유를 메스실린더를 이용해 20 mL가량 취하고 100 mL
비커에 따른다.
(다) 우유 20 mL에 식초 2 mL를 가하고 산화시킨 우유를 중탕하여
온도를 서서히 올려주며 10분가량 유리막대로 저어준다.
(라) 침전(카세인)이 형성되면 실온까지 냉각시킨다.
(마) 실온으로 냉각된 침전물을 여과지를 넣고 감압기를 이용하여
침전물만 걸러낸다.

(3) 그림물감의 제조
(가) 시계접시에 여과지로 거른 카세인을 반 정도 덜어 넣고 증류수를
조금 넣어 걸쭉한 반죽 을 만들어 낸다.
(나) 카세인 반죽에 실험 A 에서 합성한 무기안료들을 넣고 잘
섞어준다.
(다) 거름종이에 위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감으로 그림을 그려본다.

7. 실험결과

(1) 실험 A 에서 두 시험관을 섞을 때 생기는 침전물의 색깔은 위
표에 나와 있는 자료와 일치하는가?

(2) 다섯 가지 무기안료의 화학 반응식을 각각 적어보자.

(3) 실험 B 에서 식초를 넣어주는 이유를 생각해보자.

(4) 자기가 만든 그림물감으로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자.

8. 고찰

고찰이란?
실험을 통하여 결과를 얻었을 때, 실험 과정과 결과에 대해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
을 의미한다. 실험 결과가 좋던 나쁘던 관계없이 실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
류에 대해 생각하여 기재하고, 실험 결과에 대해 전체적인 정리를 하고, 더 나아가 실
험과정과 결과를 이용하여 더 깊이 연구할 수 있는 실험에 대해 생각하고, 어떤 분
야에 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하자.

9. 토론

- 합성한 무기안료가 색을 띄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10. 느낀 점

실험을 배우고 진행하며 느낀 점과 배운 점에 대해 글을 작성해 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