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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study the effect of color development of Ni-doped willemite blue pigments, five batches of compositions were prepared and fired
at 1350

o
C/hold for 1 h. When Ni was substituted for ZnO by 0.03 mole the optimum result were obtained. Then they were fired at

1300
o
C and held for 1, 2, 4 and 6 h respectively for the purpose sake. XRD, Raman spectroscopy, FT-IR, UV-vis were used to analyze

the results of experiment. The substitution of 0.03mole Ni for Zn was most optimum and which produced good willemite at the
temperature of 1300

o
C, holding for 6 h. In ceramic arts, cobalt has been used for blue coloring, in most cases, despite of its high cost.

If the low cost Ni-doped willemite blue pigments supplies for them with stable and multiple shades of blue pigment, using NiO at
high temperature, it would provide various blues for ceramic wa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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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일반적으로 유조성에 금속산화물을 첨가하면 유약 내

생성되는 결정과 유리상이 금속산화물의 영향을 받아 발

색한다. 아연결정유에 발색산화물로 CoO를 첨가한 결과,

결정의 색상과 유리질의 색상은 짙은 푸른색의 동일한 발

색을 나타내었다. 반면에 선행된 연구
1)
에서 NiO의 경우,

결정상에서는 CoO에 상응하는 청색으로 발색하였으나 유

리상에서는 brown으로 발색 하였다. 도예에서 blue의 대

표적인 안료로 지금까지는 코발트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데 비용이 높아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다. NiO를 이용하

여 고온에서 안정하게 발색하는 다양한 blue색의 안료를

보다 낮은 비용으로 생산 공급할 수 있다면 도예분야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아연결정유 발색의

주요인이 되는 결정인 willemite 조성에서 ZnO를 NiO로

0.01~0.15 mol 치환하여 각각 1350, 1300
o
C에서 Ni-doped

willemite 청색 안료를 합성하고 이 때 치환되는 NiO 최

적의 고용량을 알아내고자 하였다. 합성된 안료는 XRD,

Raman Spectroscopy, FT-IR, UV-vis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고온에서 안정한 willemite (Zn2SiO4)상을 기

본으로 Ni-doped willemite 청색 안료합성 시 치환되는

NiO의 고용 한계와 생성되는 결정의 반응을 알아보고, 결

정에 고용되는 NiO의 산화상태와 발색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2. 실험방법

2.1. 실험조건

안정된 안료합성을 위한 제조 조건으로서는, 출발원료

로 Zinc oxide(Duksan Parmaceutal Co., LTD), NiO (Junsei

Chemical Co., LTD), 부여규석을 사용하여, Table 1의 조성

변화에 따라 ZnO 일부를 NiO로 치환시키면서 Ni-doped

willemite 안료의 최적 합성범위를 정하고자 하였다. 합성조

건은 먼저 선행연구
2)
에서 보인 바와 같이 willemite 생성의

최적온도였던 1350
o
C에서 1 h 유지하는 조건으로 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합성된 안료의 합성온도를 낮추고 고용증진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Table 2의 각 조성에 대해 최고 합성

온도를 50
o
C 낮춘 1300

o
C로 정하고, 1~6시간으로 유지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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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변화시켜 합성을 한 후 로냉하는 조건으로 안료를 제조

하고 그 때의 결정상태 및 발색상태를 확인하고 비교하였다. 

2.2. 특성분석

합성된 각 조성의 Ni-doped willemite 안료 내의 NiO

고용상태 및 결정상 등을 확인하기 위해 X-선 회절분석

(XRD-7000, Shimadzu, Japan), FT-IR 분석 (IR Prestige-21,

Shimadzu, Japan), Micro-Raman Spectroscopy, Raman Spec-

troscopy (P2SR532, Dimension) 분석을 하였으며, 합성된

안료의 발색은 UV-vis로서 분석하여 CIE L
*
a

*
b

*
 값으로

나타내었다. 

3. 결과 및 고찰 

3.1. 1차실험

3.1.1. XRD 분석

Table 1에 보인 각 조성을 1350
o
C, 1시간 유지의 조건

으로 합성하고 그 때의 결정상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XRD

분석을 행하고, 그 결과를 Fig. 1에 나타내었다. 

Fig. 1의 합성된 각 안료의 XRD 분석 결과를 보면,

NiO를 0.3 mole까지 치환한 영역에서는 잉여 NiO와

Ni2SiO4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NiO를 0.05 mole 치환시킨

P-3이상의 조성에서는 잉여 NiO, NiO와 SiO2의 결합에

의한 Ni2SiO4 (olivine) 상이 관찰되기 시작하였다.
3)

 이후

NiO 첨가량의 증가에 따라 잉여로 존재하는 NiO 상과

Ni2SiO4 상이 증가하였다.
4)

3.1.2. FT-IR 분석

NiO로 치환한 willemite안료 내에 Ni2SiO4 결정의 생성

추이를 확인하고자 FT-IR 분석을 행하고 그 결과를 Fig. 2

에 나타내었다.  

Willemite는 500~668, 860~1000 cm
−1 
범위에서 특성밴드

가 잘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482, 502 cm
−1
의 NiO 특성

밴드와 493, 524 cm
−1
의 Ni2SiO4의 특성밴드를 비교해보면,

NiO 첨가량의 증가에 따라 P-3 조성까지는 willemite량의

증가가 보여지나, P-4 조성에서부터 NiO와 Ni2SiO4의 특성

Table 1. Zinc Crystalline Pigments Composition with Addition

of NiO and Mineralizer 

Sample

No.

Composition mineralizer

Willemite Zn2SiO4 H3BO3(wt%)

P-0 Zn2·SiO4

1

P-1 Zn 1.99·Ni 0.01·SiO4

P-2 Zn 1.97·Ni 0.03·SiO4

P-3 Zn 1.95·Ni 0.05·SiO4

P-4 Zn 1.90·Ni 0.10·SiO4

P-5 Zn 1.85·Ni 0.15·SiO4

Table 2. Zinc Crystalline Pigments Extended Composition with

Addition of NiO and Mineralizer

Sample

No.

Composition mineralizer

Willemite Zn2SiO4 H3BO3(wt%)

EP-00 Zn2·SiO4

1

EP-01 Zn 1.99·Ni 0.01·SiO4

EP-03 Zn 1.97·Ni 0.03·SiO4

EP-06 Zn 1.94·Ni 0.06·SiO4

EP-09 Zn 1.91·Ni 0.09·SiO4

EP-12 Zn 1.88·Ni 0.12·SiO4

EP-15 Zn 1.85·Ni 0.15·SiO4

Fig. 1. XRD patterns ; willemite pigments with various N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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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크가 보여지기 시작하여 P-5 조성에서는 Ni2SiO4 결정의

특성밴드가 증가하고 willemite량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X선 회절분석결과와도 같은 경향으로 보

여졌다.
5)

 

3.1.3. Raman Spectroscopy 분석

Fig. 3에 각 조성으로 합성된 Ni-doped willemite 안료들

의 특성밴드 변화를 비교해보고자 행한 Raman spectro-

scopy 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Ni-doped willemite 청색안료 합성을 위해 NiO를 치환함

에 따라, P-3 조성부터 393, 453 cm
−1 
영역에서 잉여로 존재

하는 NiO 특성밴드와, 404, 433.6 cm
−1
에서는 Ni2SiO4의 특

성밴드가 확인되었다. 또한, 앞의 분석과 같은 경향으로서

NiO의 치환량이 증가할수록 NiO와 Ni2SiO4 밴드의 intensity

가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Fig. 3의 결과에서 393,

453 cm
−1
에서 Ni2SiO4와 잉여 NiO가 나타나지 않는 P-2 조

성이 안정한 안료 합성의 최적 조성이라 판단되었다.
6)

 

3.1.4. UV-vis 분석 

합성된 안료의 NiO 첨가량에 따른 발색결과를 알아보기

Fig. 2. FT-IR spectra; variations of NiO added to willemite pigments.

Fig. 3. Raman spectra; variations of NiO added to willemite pig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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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UV-vis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다. 

색상의 육안관찰에서 Fig. 4(a)는 안료 P-1 조성이 NiO

0.01 mole 치환하였을 때부터 옅은 푸른색의 발색, P-2 조

성의 0.03 mole 치환하였을 때 청색을 발현하였으나, P-3

조성의 0.05 mole 치환시에는 녹색이 함유된 진한 청색의

발색이 발현되고 P-4 조성인 NiO 0.10 mole%에서는 녹색

에 가까운 색상을 발현하였다.
7)

 이 때 청색으로 발현한

P-2 조성의 CIE L*a*b* 값은 a
* 

0.07, b
* 

-22.92로 순수한

청색에 가까운 발색을 나타냈다. 

NiO가 증가된 조성 P3, P4, P5의 조성에서는, 생성된

Ni2SiO4 결정에 의한 녹색 발현으로 인하여 a* 값은 -0.12,

-2.45, -2.76으로 급격히 감소될 뿐 아니라, b* 값은 -24.32,

-16.63, -15.78로 옮겨져 녹색도가 짙어짐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들 a*, b* 값의 변화에 의한 발색 차이는 Fig. 4(b)

의 spectra에서도 일치한다. P-2 조성까지는NiO가 willemite

에 고용되어 청색으로 발색을 하고,
8) 
이후 NiO 치환량이

많아짐에 따라 잉여 NiO가 SiO2와 결합하여 Ni2SiO4를 생

성하여 녹색으로 발색을하여, 청색발색이 방해 받게 된다.

따라서, P-3 조성의 경우 Ni2SiO4 증가로 인해 b* 값이 조

금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NiO 고용량의 증

가로 짙은 청색으로 색상이 짙어지게 보이나 일부 녹색 발

색의 영향이 있으므로, 청색 발현을 목적으로 하는 본 연

구 범위에서의 최적 조성은 P-2으로 여겨진다.

3.2. 2차실험

3.2.1. XRD 분석

예비실험 결과에서 최적 조성은 P-2라고 보여졌지만, 합

성온도를 낮추면서 고용범위를 정확히 판단해 보기 위해

Table 2와 같이 NiO 치환 범위를 일부 조정한 후 합성온

도를 1300
o
C로 낮춘 후, 유지시간을 1, 2, 4, 6시간으로

각각 변화시켜 합성 실험을 하였다. 

Fig. 5는 NiO를 0.03 mole 치환한 EP-03 조성과 0.15 mole

치환한 EP-15 조성을 각각 1300
o
C에서 (a) 1시간, (b) 6시

간 유지시킨 후의 합성물을 X선회절분석에 의해 분석한

결과이다. Fig. 5의 결과에서 보이듯이, EP-03의 경우 유

지시간에 관계없이 willemite의 결정이 기준조성에 비해

Fig. 4. (a) The CIE L
*

a
*

b
*

 result of pigments & (b) UV-vis spectra of pigments.

Fig. 5. XRD Patterns; willemite pigments with NiO: (a) hold for 1 h  and (b) hold for 6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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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nsity가 크게 나타났고, NiO와 Ni2SiO4 등의 상은 관찰

되지 않았다. 하지만 EP-15 조성의 경우에는 모든 유지시

간의 조건에서 주상은 willemite로 보여지지만, 잉여 NiO

와 Ni2SiO4 등의 다양한 상의 공존이 확인되었다. 이에 유

지시간의 변화에 따른 영향은 그다지 보이지 않았다.

3.2.2. Raman 분석 

X선회절분석으로는 확인이 어려웠던 NiO의 결정상의

변화를 Raman spectroscopy로 분석하였다. Fig. 6에 EP-03

조성의 1~6시간 유지시간 변화에 따른 결과를 나타내었

다. 결과에서 보여지듯이 1~4시간까지 유지하였을 때는

조금은 산만한 피크가 나타나는 반면, 6시간 유지하였을

때는 안정적인 willemite가 생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시 말해 6시간 유지하였을 때 willemite가 주상으로 나타

나며, Ni2SiO4와 NiO는 willemite상에 고용되어 결정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아 안료가 안정적으로 합성된 것

으로 보였다. 이와 같은 경향은 EP-00, EP-01에서도 나타

났다. 또한 Fig. 7은 NiO가 0.06 mole 치환된 EP-06을

1~6시간 각각 유지시킨 후의 분석 결과로, 1300
o
C, 6시간

유지의 조건으로 합성한 경우, willemite와 함께 404,

430 cm
−1
의 특성밴드를 가진 Ni2SiO4와 383, 450 cm

−1
의

밴드특성을 가진 NiO가 공존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

에 EP-03이 최적이라고 판단되었다.

3.2.3. UV-vis 분석 

1300
o
C에서 각각의 유지시간에 따라 합성된 안료의 발

Fig. 6. Raman Spectra; variations of NiO added to willemite pigments.

Fig. 7. Raman Spectra; variations of NiO added to willemite pig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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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을 알아보기 위해 UV-vis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Fig. 8

에 CIE L
*
a

*
b

* 
값으로 나타내었다. 

EP-03 조성은 유지시간이 1 h인 경우, willemite 주상으

로 존재하나, 낮은 합성온도의 영향으로 합성이 합성이

완전하지 못하여 X선회절분석에서는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미량이지만 미반응 NiO와 Ni2SiO4의 영향으로 녹색을 나

타내는 방향으로 a
* 
값과 황색을 나타내는 b

*
 값이 다른

안료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이후 유지시간의 증가에 따

라 청색을 나타내는 방향으로 b
* 
값이 나타나기 시작하였

다. 특히 6 h 유지된 조성에서는 합성된 안료의 색이 선

명해 졌으며 청색도가 가장 좋게 나타났다.

반면에 EP-06 조성으로 합성된 안료는 전반적인 안료

의 발색 값은 짙어졌지만, 모든 시료에서 과량으로 존재

하는 NiO와 Ni2SiO4의 영향에 의해 녹색을 나타내는 방

향으로 a
* 
값과 황색을 나타내는 b

*
 값쪽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Raman Spectrum의 결과와 일치한다. 

최적으로 판단되는 조성인 EP-03를 1300
o
C에서 각각의

유지시간에 따라 합성된 안료의 발색을 알아보기 위해 UV-

vis로 측정한 결과를 Fig. 9에 나타내었다. 약 545, 640 nm

에 나타난 밴드는 willemite 생성에 방해가 되는 Ni2SiO4

의 생성에 의한 밴드이다. 각각의 transition은 
3
A2g(F)→

1
Eg(D), 

3
A2g(F)→

3
T1g(P)의 Tanabe sugano의 식으로 설명

된다. 이 때 고용된 Ni 이온의 산화상태는 Ni
2+
로 나타났

다. Raman 분석에서 Ni2SiO4 결정이 나타나지 않고

willemite가 최적으로 생성되어 Ni 이온이 고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EP-03, 6시간 유지 합성안료에서 545, 640 nm

의 밴드가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의 Raman 분석 결과와 잘 일치하였다. 이것으로 Ni-

doped willemite를 합성하는 최적의 합성조건은 ZnO 대신

NiO를 0.03 mole을 치환시켜 1300
o
C에서 6시간 유지하는

조건으로 합성시키는 것이다.
9)

4. 결 론

Ni-doped willemite 안료는 밝은 톤의 다양한 청색을 제

공하는 안료이므로, willemite조성에서 ZnO 대신 NiO를

치환고용하여 안정된 청색안료를 개발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본 연구를 통해 청색의 안료를 개발할 때의 NiO의

고용한계는 합성온도에 관계없이 0.03 mole이었으며, 최적

의 합성조건은 1350
o
C, 1시간 또는 1300

o
C, 6시간 유지하

는 조건이었다.

(2) NiO를 0.03 mole 치환하여 1300
o
C, 6시간 합성한 경

우, 색상은 L 82.35 a* 0.51 b*-25.8로서 선명하고 안정한

청색으로 발색하였다.

(3) Willemite에서 ZnO 대신 NiO를 0.03 mole 이상 치

환시키면, 녹색을 띄는 Ni2SiO4 결정이 생성되어 안료의

청색 발색도는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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