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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ere, we report preparation of cyan ceramic nano-pigment for inkjet printing and the Ni substitutional effects on the cyan color.

MgAl2O4 was selected as the crystalline host network for the synthesis of nickel-based cyan ceramic nano-pigments. Various
compositions of NixMg1-x Al2O4 (0≤x≤1) powders were prepared using the polymerized complex method. The powder was then
preheated at 400

o
C for 5 h and finally calcined at 1000

o
C for 5 h. XRD patterns of NixMg1-x Al2O4 showed a single phase of the spinel

structure in all the compositions. The particle sizes ranged from 20 to 50 nm in TEM observation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lor
tones of NixMg1-x Al2O4 were analyzed by UV-Visible spectroscopy and CIE L*a*b* measurement. CIE L*a*b* measurement results
indicate that the pigment color changes from light cyan to deep cyan due to the decrease of the a* and b* values with an increase
of an Ni substitutional amount. In addition, the thermal stability and the binding nature of NixMg1-x Al2O4 are also discussed using
TG-DSC and FT-IR result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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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00 nm 이하 입자크기를 가지며, 화학적, 물리적 안정

성 및 잘 용해되지 않는 성질을 가지는 나노 무기안료는

장식 및 보호 코팅의 핵심소재이다. 따라서 나노무기안료

는 점토 및 도자기, 생활식기 등의 세라믹 재료 착색에

사용된다.
1-6) 
최근 높은 선명도의 타일 제품에 대한 수요

가 시장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잉크젯 프린팅(Ink-

jet printing)을 이용한 세라믹타일 개발에 관한 연구가 활

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도자타일 시장에서 타일제품의 잉

크젯 프린팅 장점은 미세한 잉크방울(30 µm 이하)을 디지

털 신호에 의하여 토출시켜 원하는 시점과 공간 위에 분

사하여 image 품질 제어가 가능하고 잉크의 낭비가 없어

효율성이 높다는 점이다.
7,8) 
잉크젯 프린팅 시스템에서의

나노 안료의 사용은 현재 사용되는 마이크로 안료에 의

해 야기되는 문제점(nozzle clogging, dispersion instability)

을 해결할 수 있고 image quality와 프린팅 시스템의 신뢰

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3,7-9) 

100 nm 이하의 나노 세라믹

안료는 세라믹 타일에서의 고온 소성에 대한 우수한 안

정성을 보이며, 넓은 범위의 열처리 온도에서 선명한 색

을 나타낸다.
7)

 잉크젯 프린팅에 사용되는 기본 디지털 컬

러는 CMYK(Cyan, Magenta, Yellow, Black) 4색이며, 따

라서 세라믹 타일에 적용되기 위한 열적안정성, 우수한

색채성을 갖는 Cyan 컬러의  세라믹 나노안료 개발은 매우

중요하다.
3)

스피넬 구조를 갖는 무기안료는 넓은 영역의 색을 구

현해 낼 뿐만 아니라 열적 화학적으로 안정한 특징을 가

지고 있으며 화학식은 AB2O4 일반식을 갖는다. 스피넬에

는 A
2+

 이온이 4면체 위치에, B
3+
이온이 8면체 위치에 오

며 이들 구조에는 MgAl2O4가 대표적이다.
10,11) 

MgAl2O4의

경우 Mg
2+
가 4면체 위치에 Al

3+
가 8면체 위치에 오며

12)

색깔은 White로 나타내며, 따라서 Mg와 Al 자리에 발색

원소들을 치환함으로써 다양한 색을 얻을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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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착체합성법(Polymerized Complex Method)

를 이용하여 스피넬 구조를 가지는 Cyan 발색의 나노세

라믹안료 (Ni,Mg)Al2O4를 합성하고 Ni 치환량에 따른 발

색변화를 관찰하였다. 나노 안료를 합성하는 액상법에는

졸겔법, 수열합성법 등이 있는데 이러한 방법들은 분말의

미립자화가 가능하지만 여러 금속 성분의 혼합 분말에서

화학 양론적 조성을 유지하기는 다소간의 어려움이 따른

다.
13,14)

 착체합성법은 금속원소와의 결합을 기본으로 하

며, 최종 산화물의 금속염을 함유하는 유기 용매로 출발

하여 고분자 전구체를 통해 세라믹 분말을 제조하는 방

법이다. 이 합성법은 물질을 용해시키는 액상법으로 다성

분계 복합 산화물을 얻을 수 있다. 물질의 용해가 용이하

고 공정이 간단하여 소요 시간이 적고 저온에서도 합성

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15)

2. 실험방법

2.1. (Ni,Mg)Al2O4 착체공정 합성

Cyan 안료를 합성하기 위하여 NiXMg1-XAl2O4 (X = 0,

0.25, 0.5, 0.75, 1)의 조성에서 조합하였다. 안료 합성의

출발 원료로는 Mg(NO3)2(H2O)6 (Magnesium Nitrate, AL-

DRICH), Al(NO3)3(H2O)9 (Aluminium Nitrate, ALDRICH),

Ni(NO3)2(H2O)6 (Nikel Nitrate, ALDRICH)를 사용하였다. 

착체중합 공정에 의한 (Ni,Mg)Al2O4의 합성 과정을 Fig. 1

에 모식적으로 나타내었다. Chelating제로 사용되는 구연

산(Citric acid, CA)과 용매로 사용되는 에틸렌 글리콜

(Ethylene glycol, EG)의 몰비는 1 : 4로, CA와 금속 이온

(Me)의 몰비는 10 : 1로 각각 고정하였다. Ni의 치환량을

0, 0.25, 0.5, 0.75, 1 로 늘리면서 나노안료를 합성하였다.

15분 동안 Hot Plate를 이용하여 200 rpm, 90
o
C의 조건에

서 용매인 에틸렌 글리콜 4 mol에 구연산 1mol를 완전히

용해시켜 투명한 유기용액을 만든다. 그 다음 Magnesium

nitrate, Aluminum nitrate, Nikel nitrate 순으로 유기용액

속에 넣고 침전물이 보이지 않을 때 까지 완전히 용해시

킨다. 이를 130
o
C의 조건에서 5 h 동안 유지시켜 gel 상태

로 변화시킨 뒤 Heating mantle에서 300
o
C로 가열하여

polymeric precursor를 만든다. 여기서 만든 polymeric

precursor를 400
o
C에서 5 h 동안 열처리하여 유기물을 제

거하고 1000
o
C에서 5 h 동안 하소하여 (Ni,Mg)Al2O4를 합

성한다. 

2.2. 안료의 특성 분석

Heating mantle에서 300
o
C로 가열하여 얻은 polymeric

precursor에 대하여 결정화 분석 및 유기물의 분해온도 분

석을 수행하였으며, 하소를 통해 최종 합성된 안료의 열

적안정성 분석을 위해 TG-DSC (DTG-60H, Shimadzu)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합성된 안료의 결정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XRD (D/MAX2500VL/PC, Rigaku)과 FT-IR (Ni-

colet 6700, Thermo scientific)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안

료의 형상과 크기를 알아보기 위해 HRTEM (G2 F30 S-

Twin, Tecnai)을 사용하여 관찰하였다. 안료의 색상측정은

UV-vis Spectrometer (CARY 100 Conc, Varian)를 사용하

여 국제조명위원회 (CIE : Commission Internationale de

I’Eclairage) 표색계의 값 (L*, a*, b*)으로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Ni,Mg)Al2O4 나노안료의 열적거동

(Mg,Ni)Al2O4 나노안료의 하소온도 및 열적거동을 분석

하기 위하여 기본 조성인 MgAl2O4 polymeric precursor를

가지고 TG-DSC 분석을 진행하였다(Fig. 2). 실험조건은

산소를 분당 100 mL로 투입하였으며 상온에서 1200
o
C까

지 분당 5
o
C로 승온 하였다. Fig. 2의 TG 분석 결과

350
o
C와 510

o
C 사이에서 급격한 중량감소가 나타나며, 이

러한 거동은 수분의 증발과 구연산과 같은 유기물의 휘

발에 의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510
o
C 이상의 영역

에서는 온도 증가 시 무게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DSC

분석 결과 500
o
C 영역과 800

o
C 근처에서 발열 peak을 관

찰할 수 있었다. 500
o
C 영역에서 관찰되는 발열 peak는

수분과 유기물의 제거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며,
16)

 반면

에 800
o
C 영역에서 관찰되는 peak는 MgAl2O4 스피넬상

형성에 의한 것으로 이 후 하소온도 결정시 800
o
C 이상

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 

하소된 나노안료의 고온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Ni0.5Mg0.5Al2O4를 1000
o
C에서 5 h동안 하소시킨 후 TG-

DSC를 측정하였다. Fig. 3의 TG-DSC 분석 결과에서 온

도증가에 따른 중량감소를 거의 보이지 않았으며, 1200
o
C

Fig. 1. (Ni,Mg)Al2O4 synthesis procedure via the polymerized

complex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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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증가 시 2.3%의 중량감소를 확인하였다. 또한 DSC

결과에서도 앞서 polymeric precursor에서 관찰되는 것과

같은 발열 peak는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착체합성된

(Ni,Mg)Al2O4 나노안료는 고온에서 매우 안정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3.2. (Ni,Mg)Al2O4 나노안료의 미세구조 분석

Ni0.5Mg0.5Al2O4 나노안료에 대하여 하소온도에 따른 결

정상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XRD 분석을 수행하였다.

하소온도는 800, 1000, 1200
o
C에서 진행하였다. 실험조건

은 40 kV, 10 mA 그리고 분당 4
o
(2θ ) 속도로 5

o
-80

o 
범위

에서 진행하였다. Fig. 4는 Ni0.5Mg0.5Al2O4 나노안료의 하

소온도에 따른 XRD 분석 결과이다. 결과에서 알 수 있

는 것처럼 800
o
C 온도에서 5 h 유지하며 하소하였을 경

우 스피넬이 주상(main phase)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

였으며, 2차상(second phase)으로 Nickel oxide가 관찰되었다

.  반면에 하소온도가 1000
o
C와 1200

o
C로 증가하였을 경

우 단일상인 스피넬 상이 관찰되었으며, 이는 온도 증가

에 따른 스피넬 구조내로 Ni의 이동이 활발해졌음을 의

미한다.  또한 하소온도가 증가할수록 peak 강도가 커지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하소온도 증가에 따른

Ni0.5Mg0.5Al2O4 안료의 결정화도가 증가함을 의미하며,

Table 1의 (311) 면에 대한 XRD parameter 값에서도 하소

온도 증가에 따른 Ni0.5Mg0.5Al2O4 나노안료의 결정화도

증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NixMg1-xAl2O4 합성에 관한 Ni 치환량에 따른

Spinel  단일상 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5가지 조성

(x = 0, 0.25, 0.5, 0.75, 1)을 1000
o
C에서 5 h 동안 하소시

킨 안료의 XRD 분석을 진행하였다(Fig. 5). 결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모든 조성에서 단일상으로 spinel 구

조 peak가 확인되었으며, Ni 치환량이 증가할수록 결정화

사이즈와 반가폭이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Ni 치환량이 0.25일 때 결정화사이

즈 30.9 nm이며, 0.5일 때 34.1 nm, 0.75일 때 47.1 nm

NiAl2O4일 경우 43.5 nm로 점차 증가하다가 NiAl2O4에서 감

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Ni 치환량이 0.25일 때 반가

폭은 0.327이며, 0.5일 때 0.303, 0.75 일 때 0.239 NiAl2

O4일 경우 0.253으로 점차 감소하다가 NiAl2O4에서 증가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착체합성된 Ni0.5Mg0.5Al2O4 나노 안료의 미세구조를 분

Fig. 2. TG-DSC curves for MgAl2O4 polymeric precursor

calcined at 1000
o
C.

Fig. 3. TG-DSC curves for Ni0.5Mg0.5Al2O4 nano pigments

calcined at 1000
o
C.

Fig. 4. XRD patterns of Ni0.5Mg0.5Al2O4 calcined at 800,

1000, and 1200
o
C.

Table 1. FWHM and XS of Ni0.5Mg0.5Al2O4 Calcined at 800,

1000, and 1200
o
C

800
o
C 1000

o
C 1200

o
C

FWHM

(311)
0.878 0.303 0.190

XS(nm)

(311)
10 34.1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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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기 위하여 TEM 분석을 수행하였다(Fig. 6-7). Fig. 6

에서 보는 것과 같이 800
o
C 합성된 안료는 대략 20-

50 nm, 1000
o
C 에서는 20-70 nm, 1200

o
C에서 50-150 nm

의 입자 크기를 관찰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하소온도가 증가

함에 따라 입자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알수 있으며, 입자 형

태는 구형과 육각형 모양을 관찰 할 수 있었다. Fig. 7에서

Ni 치환량에 따른 (Mg,Ni)Al2O4 나노 안료의 TEM 관찰

을 수행하였으며, 결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전 조

성에서 20 - 70 nm 의 크기를 보이고 있으며, 조성에 따른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3.3. (Ni,Mg)Al2O4 나노안료의 IR 및 색상 분석

MgAl2O4, Ni0.25Mg0.75Al2O4, Ni0.5Mg0.5Al2O4의 조성을

가지고 FT-IR의 transmission 모드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Fig. 8). 분석 결과 Ni를 0.25 치환하였을 경우에는 740,

610, 530 cm
−1

, Ni를 0.5 치환하였을 경우는 740, 720,

610, 540 cm
−1 
에서 흡수 밴드를 확인 할 수 있었고 Ni를

0.75 치환하였을 경우는 720, 610, 500 cm
−1 
의 흡수 밴드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세 가지 조성의 흡수밴드는 MgAl2O4

에서 나타난 700, 530, 425 cm
−1

 흡수밴드에 부합하는

AlO4/AlO6 그룹과 일치하는데 이것은 사면체와 팔면체 자

리에서 Al
3+

 이온들의 진동에 의한 결과로서 나타난다.
17-19)

세 조성의 720-520 cm
−1
에서 나타나는 약한 흡수밴드는

NiAl2O4 와 부합하는 NiO6/NiO4, MgO6/MgO4 그룹과 일

치하며 이것은 팔면체 자리에서 Al
3+

 이온들의 진동 또는

Mg
2+
와  Ni

2+ 
이온들이 각각 사면체와 팔면체 자리에서

진동에 의한 결과로서 나타난다.
20-22)

 

Fig. 9, Table 3에서 합성된 안료의 색상과 CIE L*a*b*

값을 확인 할 수 있었다. MgAl2O4는 L값이 88.66, a* 값

이 0.07, b*값이 1.89로 나타났고 Ni가 0.5 mole 치환 되

었을 경우 L값이 64.76, a* 값이 −15.78, b*값이 −13.12로 나

Fig. 5. XRD patterns of (Ni,Mg)Al2O4 Calcined at 1000
o
C.

Table 2. FWHM and XS of (Ni,Mg)Al2O4 Calcined at 1000
o
C

MgAl2O4 Ni0.25 Ni0.5 Ni0.75 NiAl2O4

FWHM

(311)
0.387 0.327 0.303 0.239 0.253

XS(nm)

(311)
25 30.9 34.1 47.1 43.5

Fig. 6. TEM analysis of Ni0.5Mg0.5Al2O4 calcined at 800, 1000, and 1200
o
C.

Fig. 7. TEM analysis of (Ni,Mg)Al2O4 calcined at 1000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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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으며 Ni를 0.75 mole 치환하였을 경우 L 값이 53.13,

a*값이 −19.49, b*값이 −16.16으로 cyan 색상이 나타났다

. 하얀색을 띄는 MgAl2O4에 Ni 치환량이 증가할수록 L값

이 감소하고 a*와 b*값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증가하여 light

cyan에서 deep cyan으로 변하는 것을 Fig. 9에서 육안 상으

로 확인 할 수 있다.  

4. 결  론

디지털 컬러의 4원색인 cyan 나노 세라믹 안료를 개발

하기 위하여 NiXMg1-XAl2O4(0≤X≤1)를 착제중합법을 사용

하여 합성하였다. (Ni,Mg)Al2O4 

나노 안료의 분석은 TG-

DSC, X-ray diffraction 그리고 TEM 분석으로 확인하였고

그리고 FT-IR로 분광 분석, UV-Visible spectroscopy를 통

하여 CIE L*a*b*값을 측정하여 나타내었다. MgAl2O4

precursor의 TG-DSC 측정 결과 TG 분석 결과 350
o
C와

510
o
C 사이에서 급격한 중량감소가 나타나며, DSC 분석

결과 500
o
C 영역과 800

o
C 근처에서 발열 peak을 관찰할

수 있었다. MgAl2O4 precursor의 TG-DSC 측정 결과를 토

대로 XRD 분석 결과 800
o
C 이상부터 주상(main phase)

이 spinel상으로 형성된 것을 확인 할 수 있고 TEM으로

관찰한 입자 크기는 20 - 70 nm이었다. 색상 분석 결과

MgAl2O4는 L값이 88.66, a* 값이 0.07, b*값이 1.89로 나

Fig. 8.  FT-IR spectra transmission analysis of (Ni,Mg)Al2O4

calcined at 1000
o
C.

Fig. 9. Color image of (Ni,Mg)Al2O4 calcined at 1000
o
C.

Table 3. CIE L*a*b* Colourimetric Parameters of (Ni,Mg)Al2O4

Calcined at 1000
o
C

L a* b*

MgAl2O4 88.66 0.07 1.89

Ni0.25Mg0.75Al2O4 72.73 −12.53 −7.85

Ni0.5Mg0.5Al2O4 64.76 −15.78 −13.12

Ni0.75Mg0.25Al2O4 53.13 −19.49 −16.16

NiAl2O4 46.47 −21.79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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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고 Ni가 0.5 mole 치환 되었을 경우 L값이 64.76, a*값

이 −15.78, b*값이 −13.12로 나타났으며 Ni를 0.75 mole 치

환하였을 경우 L값이 53.13, a*값이 −19.49, b*값이 −16.16

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Ni의 치환량이 증가할수록 light

cyan에서 deep cyan으로 색상이 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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