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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프린팅 공정을 위한 세라믹 안료의 미립화 거동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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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k-jet printing techniques with ceramic ink, which contains ceramic pigments as colorant, are in increasingly use

in the ceramic industry. Generally, ceramic pigments that are produced by conventional method show diameters of several

micrometers; these micrometer sized particles in the ink-jet printing process can cause undesirable behavior such as print head

nozzle clogging. To prevent this problem, a particle size reduction process is required. In this study, CMYK (cyan, magenta,

yellow, black) pigments were synthesized via solid state method. Each pigment particle was milled to submicron size by an

attrition mill. The effects of micronizing on the morphology, mechanical property, crystal structure and color property of the

CMYK ceramic pigments were investigated by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FE-SEM), particle size analysis

(PSA), X-ray diffraction (XRD) and CIE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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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산화물을 이용하여 1000 oC 이상의 고온에서 제조되는

세라믹 안료는 유기 안료에 비해 내열성, 내화학성, 내

광성 등이 뛰어나 다양한 세라믹 제품에 착색제로 많이

적용되고 있다. 최근 세라믹 안료를 활용한 다양한 고

해상도 디자인을 가지는 세라믹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

가하는 추세로, 기존의 실크 프린팅 기법으로는 이러한 수

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워 디지털 프린팅 기술에 대한 관

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1-3) 잉크젯 프린팅은 미세한 액

적의 잉크를 토출하여 고해상도의 패턴이나 이미지를 출

력하는 기술로, 디자인을 디지털 파일로 전송하고 출력

하기 때문에 기존의 실크 프린팅 기법에 비해 소비자

가 원하는 디자인 수요에 대해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

고, 잉크의 사용 효율성이 매우 높아 폐기물이 거의 발

생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공정이다. 이와 같은 장점을 바

탕으로 잉크젯 프린팅 기술은 지난 수 년간 다양한 관

련 산업분야에서 적용가능성이 기대되어 빠른 속도로 성

장해 왔다.4-6) 

일반적으로 디지털 프린팅을 위한 세라믹 잉크는 미세

한 세라믹 안료 입자를 요구하는데 이는 수 μm 입도의

기존 세라믹 안료를 그대로 활용하면 잉크젯 프린터 헤

드의 노즐 막힘을 빈번히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 μm 입도의 세라믹 안료를 수백nm 입도의 세라믹 안

료로 미립화함으로써 세라믹 잉크로 제조 후 잉크젯 프

린팅 시 헤드의 노즐 막힘 방지가 가능하다. 나노 세라

믹 안료는 기존의 세라믹 안료와 비교했을 때 많은 기

술적 장점을 제공하는데, 나노 세라믹 안료의 미세한 입

도로 인해 장기간 보관 시 더 나은 분산안정성을 확보

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큰 비표면적으로 인해 프린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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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시 기존 세라믹 안료보다 더 넓은 표면에 인쇄가

가능하여 경제적이다. 또한 나노 세라믹 안료의 많은 반

사점으로 인해 보다 나은 산란 특성을 확보할 수 있어

향상된 광학적 특성을 기대할 수 있다.7-9) 

본 연구에서는 세라믹 잉크젯 프린팅에 필수적으로 요

구되는 디지털 4원색인 cyan, magenta, yellow, black

(CMYK) 세라믹 안료를 고상합성법(solid state method)

으로 제조하고 미립화 공정에 따른 CMYK세라믹 안료

의 입도 분포, 결정구조, 발색 특성의 거동 변화를 분

석함으로써 잉크젯 프린팅 공정으로의 적용가능성에 대

해 연구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실험에서는 사용된 디지털 4원색인 CMYK 색상의

세라믹 안료는 모두 고상합성법을 이용하여 제조되었다.

Cyan 세라믹 안료는 CoAl2O4 조성으로 합성되었으며,

magenta세라믹 안료는 CaSnSiO5에 Cr이 첨가되었고 치

환물의 고용 유도를 위해 소결 조제인 H3BO3를 사용하

여 합성되었다. Yellow 세라믹 안료는 ZrSiO4에 Pr이 치

환되었으며 치환물의 고용 유도를 위한 NaF와 NaCl이

첨가되어 합성되었다. Black 세라믹 안료는 CoFe2O4에

Cr을 첨가하여 합성되었다. 출발 원료들의 혼합은 직경

10 mm 알루미나 볼을 에탄올과 함께 플라스틱 통에서

3시간 동안 볼 밀로 습식 혼합한 뒤, 건조와 열처리 공

정을 거쳐 세라믹 안료 분말로 합성되었다. 열처리 공

정은 모두 공기분위기에서 1시간동안 진행되었으며, cyan

세라믹 안료는 1200 oC, magenta 세라믹 안료는 1300
oC, yellow 세라믹 안료는 1300 oC, 그리고 black 세라믹

안료는 1000 oC 의 온도로 열처리 공정이 진행되었다. 합

성된 CMYK세라믹 안료의 미립화 공정은 어트리션 밀

(attrition mill, 고려소재개발, KMD-1S)을 사용하여 진행

하였다. 어트리션 밀링은 직경 1 mm의 지르코니아 볼을

BRP (ball to powder ratio) 100 : 1로 사용하였으며, 800

rpm의 속도로 에탄올과 함께 5시간동안 습식분쇄로 진

행되었다.

미립화된 CMYK 안료의 입자 미세 구조는 field emis-

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 Jeol, JSM-

6390)으로 분석하였으며, 미립화 시간에 따른 안료 입도

분포 거동은 particle size analyzer (PSA, HORIBA, LA-

950V2)로 측정하였다. 미립화 공정 전후의 결정구조 분

석은 x-ray diffractometer (XRD, Rigaku, D-Max 2500)

를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미립화 공정 전후의 색

도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분광광도계(spectrophotometer,

Konica, CM-700D)를 사용하여 국제조명위원회(CIE: com-

mission internationale de I'Eclairage) 표색계의 값(L*,

a*,b*)을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CMYK 세라믹 안료의 미립화 공정은 결정 구조의 붕

괴를 동시에 발생시키기 때문에 합성 후의 초기 입도에

서 CMYK 세라믹 안료에 적합한 밀링 조건으로 달성

가능한 최소 크기로 미립화될 때까지 특성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고상합성법에 의해 제조된 CMYK 세라믹 안

료의 형상과 밀링 시간에 따른 세라믹 안료의 미세구조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FE-SEM이미지를 Fig. 1에 나타

내었다. Cyan 세라믹 안료는 약 100 nm ~ 3 μm 의 넓은

입도 분포를 가지는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확

인되었으며, 입자의 형상 또한 불규칙한 미세구조를 보

이고 있다. 그러나 밀링 1시간 후부터 급격하게 입자 크

기의 감소가 이루어져 3시간의 밀링 후에는 대부분 약 300

nm의 입자들이 관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Magenta

세라믹 안료는 합성 과정 중 치환물의 고용화를 원활하

게 유도하기 위해 소결 조제인 H3BO3를 첨가하였기 때

문에 초기 입자 크기가 cyan세라믹 안료보다 다소 큰 약

1~5 μm의 입도를 보인다. Magenta 세라믹 안료도 밀링

1시간 경과 후부터 급격한 입자 크기의 감소가 이루어

져 약 200 nm대의 입자 크기를 보이지만 초기 입자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큰 탓에 밀링 공정의 효과를 충분히

받지 못한 약 1 μm 크기의 입자들이 밀링 5시간 후까

지 다소 관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Yellow 세라믹

안료 또한 합성 중 NaF와 NaCl의 소결 조제 첨가로 인

해 약 1~10 μm의 초기 입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

인되었고, 밀링 1 시간 후 입자 크기는 약 300 nm로 급

격히 감소 하였다. Black 세라믹 안료는 밀링 1시간까

지는 밀링 공정에 대한 뚜렷한 효과를 SEM 분석으로

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분쇄 3시간후부터 입자 크기가 약

500 nm이하로 감소하는 것이 관찰되었으며, 곳곳에 밀링

공정으로 인해 파편화된 입자들이 관찰되었다. 

밀링 공정에 따른 CMYK 세라믹 안료 입자의 미립

화 거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레이저 회절

방식의 PSA 측정을 통한 입도 측정과 PSA 측정 결과

에서 얻은 누적 곡선의 백분위 10 % (D10), 50 % (D50),

90 % (D90)의 입도 변화를 분석하였다. Fig. 2(a)의 cyan

세라믹 안료의 입도 분포는 초기 3.33 μm의 평균 입도

를 가지는 넓은 단정 곡선(monomodal curve) 형태를 보

이고, 밀링 1시간 후에서도 단정 곡선의 분포를 유지하

나 평균 입도는 0.57 μm로 크게 감소한다. 이 후 밀링

2시간 후부터 급격한 입도 감소와 함께 약 0.2 μm와 약

1 μm의 피크를 보이는 이정 곡선(bimodal curve) 형태를

보이고, 밀링 공정이 진행될수록 약 1 μm크기의 입자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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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점차 줄어들어 최종적으로 밀링 5시간에서 평균 입

도 0.28 μm를 가지는 단정 곡선의 입도 분포를 보인다.

Fig. 2(b)에 나타낸 밀링 시간에 따른 cyan 세라믹 안료

의 D10, D50, D90은 밀링 1시간 후 급격히 감소하였

고, 이 후에는 입도 감소 폭이 둔화되는 것을 알 수 있

다. 최종적으로 5시간의 밀링 공정 후 cyan 세라믹 안료

입자의 D10, D 50, D 90은 각각 0.12 μm, 0.22 μm,

0.39 μm로 측정되었다. 

Magenta 세라믹 안료의 경우 Fig. 3(a)와 같이 초기

입도 분포가 평균 입도 13.54 μm의 단정 곡선 형태로 나

타나며 밀링 2시간 후까지 같은 분포 형태를 유지하며

입도가 감소하였다. 이 후 밀링 3시간 후부터 입도 분

포가 약 0.08 μm와 1.5 μm의 피크를 가진 이정 곡선으

로 변화하였으며, 이러한 입도 분포 형태는 밀링 5시간

까지 변화없이, 최종적으로 0.68 μm의 평균 입도를 나타

내었다. Fig. 3(b)에 나타낸 밀링 시간에 따른 D10, D

50, D 90의 변화는 cyan 세라믹 안료와 마찬가지로 밀

링 1시간까지 급격히 감소하다가 이 후 둔화된다. 그러

나 Fig. 1(b)의 SEM분석으로 확인했듯이 밀링 공정의 효

과를 받지 못한 초기 입자들이 다소 혼재되어 있어 분

쇄 3시간까지 지속적으로 입도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밀링 3시간 후 입도 감소 폭이 거의 변화하지 않

Fig. 1. FE-SEM images of CMYK pigments after micronization for different milling time: (a) cyan, (b) magenta, (c) yellow and (d) black

ceramic pigments.

Fig. 2. (a) Granulometric curves and (b) particle size percentile of cyan pigment as a function of mill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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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5시간 분쇄 후의 D10, D 50, D 90은 각각 0.065

μm, 0.12 μm, 1.87 μm를 나타내었다.

Fig. 4(a)의 yellow 세라믹 안료의 입도 분포는 밀링

전 평균 입도 9.99 μm의 평균 입도를 가지는 단정 곡

선으로 나타나다가 밀링 1시간부터 약 0.2 μm와 1 μm

의 피크를 가지는 이정 곡선으로 변화하였다. 이 후 밀

링 2시간에서 0.2 μm였던 안료 입자들은 밀링 4시간까지

0.1 μm로 입도가 감소하다가 밀링 5시간 후에는 입자의

응집으로 인해 입도가 증가하여 약 0.25 μm의 입도를 나

타내었다. 밀링 2시간 후 약 1 μm 크기의 안료 입자들

도 밀링 공정이 5시간 진행되는 동안 입도가 계속 증

가하여 약 5 μm의 입자 크기를 보였다. 밀링 5시간 후

yellow 세라믹 안료는 최종적으로 2.48 μm의 평균 입도

와 두 개의 피크를 가진 이정 곡선 형태의 입도 분포를

보였다. 한편 Fig. 4(b)의 밀링 시간에 따른 yellow 안

료의 D10, D50, D90은 모두 밀링 1시간 후 급격히 감

Fig. 3. (a) Granulometric curves and (b) particle size percentile of magenta pigment as a function of milling time.

Fig. 4. (a) Granulometric curves and (b) particle size percentile of yellow pigment as a function of milling time.

Fig. 5. (a) Granulometric curves and (b) particle size percentile of black pigment as a function of mill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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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였고, 이 후 D10은 밀링 5시간까지 변화가 거의 관

찰되지 않았다. D50의 경우 밀링 1시간부터 4시간까지

밀링 시간에 따른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고, 4시간 이후

다소 증가하였다. D90은 밀링 1시간 이후부터 시간이 증

가함에 따라 계속 증가하는 형태를 보인다. 밀링 공정

이 진행됨에 따라 D50과 D90가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

가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은 분쇄 과정에서 일어나는

입자들 사이의 재응집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10,11)

Fig. 5(a)의 black 세라믹 안료는 밀링 전 11.98 μm의

평균 입도 그리고 약 4 μm와 7 μm 두 개의 피크를 가

진 이정 곡선의 입도 분포를 보였다. 밀링 1시간까지 전

체적인 입도 감소가 관찰되었으며, 밀링 2시간 후부터

평균 입도의 감소와 함께 단정 곡선 형태의 입도 분포

그래프가 밀링 5시간까지 유지되며 밀링 5시간 후 평균

입도는 1.00 μm를 보였다. Fig. 5(b)에 나타낸 밀링 시

간에 따른 D10, D50, D90의 변화에서는 밀링 1시간

까지 D90이 상대적으로 매우 큰 폭으로 감소 하였고, 이

후 D10, D50과 함께 완만하게 감소하였다. 밀링 5시간

후 최종 D10, D50, D90값은 각각 0.31 μm, 0.75 μm,

1.94 μm를 나타내었다. CMYK세라믹 안료의 분쇄 곡선

에서 각각의 안료 입도는 임계 크기까지 급격하게 감소

하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안료의 입도 변화는

분쇄 공정 조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2,13)

CMYK세라믹 안료의 밀링 공정에 대한 보다 직관적인

분쇄 효과 확인을 위하여 식(1)의 particle size selection

(φ)을 계산하여 밀링 시간에 따른 분쇄 효과를 Fig. 6에

나타내었다. 

φ = 1/[log10(d90) − log10(d10)] (1)

높은 φ 값을 보이는 세라믹 안료 분말은 좁은 입도 분

포를 의미하며, 반대로 낮은 φ 값을 보이는 경우는 입

도 분포가 넓다고 할 수 있다.14) Cyan 세라믹 안료의

경우 밀링 2시간까지는 D90 범위의 입자에 대해 충분

히 분쇄가 이루어지지 않아 φ 값이 감소하다가, 이 후

D90 범위 입자가 분쇄되기 시작하여 D10과 D50 범위

의 입자들로 포함되면서 φ 값이 다시 증가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Magenta 세라믹 안료는 초기에 높은 φ 값

을 보이나, 밀링이 진행됨에 따라 φ 값이 급격히 감소

하였다. 밀링 3시간 이후 φ 값이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

다. Yellow 세라믹 안료의 경우 밀링 4시간까지 magenta

세라믹 안료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이후 밀링 4시간

부터 φ 값이 다시 증가하였다. Black 세라믹 안료는 초

기 φ 값이 다른 색상의 세라믹 안료들에 비해 매우 낮

은 값을 보이나, 밀링 공정이 진행됨에 따라 2시간 까지

φ 값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3시간부터 다소 감소하

는 형태를 보였다. Magenta와 yellow 세라믹안료에서 보

이는 밀링 시간에 따라 particle size selection 값이 감소

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세라믹 안료들이 밀링에 의해

미립화와 동시에 응집을 일으키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

된다.

밀링 공정 후 CMYK 세라믹 안료 입자의 미립화에

따른 결정 구조 및 색도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XRD와

CIE L*a*b* 측정하였다. Fig. 7에 CMYK 세라믹 안료

의 밀링 전후의 XRD 결과를 나타내었다. Cyan 세라믹

안료의 경우 CoAl2O4 화학식을 가지는 spinel상이 단일

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밀링 후에도 같

은 상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입자의 미립화로 인해 XRD

피크의 반가폭(FWHM, full width at half maximum)은

증가하고 피크의 강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agenta 세라믹 안료는 CaSnSiO5 화학식을 가지는

malayaite 1차상과 합성과정에서 1차상에 완전히 고용이

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는 SnO2가 2차상으로 측정되었

다. 밀링 후 전반적으로 XRD 피크의 반가폭이 증가하

고 피크의 강도가 감소하였으며, 특히1차상인 malayaite

상의 주 피크(27.15o)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Yellow 세라믹 안료의 경우 1차 상인 ZrSiO4 화학식의

zircon 상과 합성과정에서 고용되지 못한 것으로 예상되

는 SiO2가 2차 상으로 분석되었다. 분쇄 후 입자 미립

화로 인해 XRD 피크는 반가폭이 증가하여 인접한 피

크들의 구분이 모호해진 결과를 보이고 있다. Black 세

라믹 안료의 경우 초기 CoFe2O4의 spinel 상이 단일상

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밀링 후 다른 컬러

의 세라믹 안료와 마찬가지로 XRD 피크의 반가폭은 증

Fig. 6. Particle size selection of CMYK pigments as a function of

mill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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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한 결과를 보인다. 이와 같이 CMYK 4가지 색상의 세

라믹 안료의 고에너지 밀링 공정을 통한 미립화 과정에

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XRD피크의 반가폭 증가 현상

은 세라믹 안료 입자 내부의 결정 구조의 변화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Fig. 8과 Table 1에 밀링 공정에 따른 색상 변화를 확

인하기 위해 CMYK 세라믹 안료의 밀링 전후의 L*a*b*

측정값과 색상 변화 정도를 나타내었다. CIE L*a*b* 색

공간에서 L*값은 밝기를 의미하여, 0은 흑색, 100에 가

까울수록 백색을 나타낸다. a*는 적색과 녹색 중 어느

쪽으로 치우쳤는지를 나타내며, a*이 음(−)이면 녹색, 양

(+)이면 적색을 나타내게 된다. b*의 경우 음(−)이면 청

색, 양(+)이면 황색을 나타내게 된다.

= [(ΔL*)2 + (Δa*)2 + (Δb*)2]1/2 (2)

CMYK 세라믹 안료의 밀링 전후의 색상 변화를 식(2)

를 이용하여 로 나타내었다.15)  값의 수치가

클수록 색도 변화가 크고 반대로 수치가 작을수록 색도

변화가 적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cyan 세라믹 안

료의 경우 가 8.27로 측정되었고, magenta 세라믹

안료는 36.04, yellow 세라믹 안료는 25.88, black 세라

믹 안료는 3.28를 나타내었다. 밀링 전후 색도의 변화가

가장 큰 세라믹 안료는 magenta였고, black 세라믹 안

료가 가장 적은 색도 변화를 나타내었다. 결정구조 내

원자간의 거리는 천이 금속 이온들의 색상 특성에 영향

을 미치며, 원자간 거리 증가는 전자들 사이의 상호 작

용을 감소시키고 전자 여기를 약화시킨다. 이러한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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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ΔE
ab
*

Fig. 7. XRD patterns of CMYK pigments before and after micronization for 5h: (a) cyan, (b) magenta, (c) yellow and (d) black ceramic

pigments.

Fig. 8. Colourimetric parameters (ΔL*, Δa*, Δb*, and ) of

CMYK pigments before and after micronization for 5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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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결과적으로 색의 강도를 변화시키는데, 상기 CMYK

세라믹 안료들의  값 차이는 밀링으로 인한 결정

구조 변화의 정도 차이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16) 또한

CMYK 세라믹 안료는 분쇄 공정 진행 후 L*값의 변화

가 각각의 안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증

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분쇄 공정으로

인해 발색도에 영향을 주는 세라믹 입자의 계면 수가 증

가함에 따라 빛의 산란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17)

4. 결  론

디지털 프린팅에 사용되는 기본 4원색인 CMYK 색상

의 세라믹 안료를 고상합성법을 통하여 제조하였고, 잉

크젯 프린팅 적용을 위해 고에너지 밀링 공정 중 하나

인 어트리션 밀링을 이용하여 세라믹 안료 미립화 거동

에 대해 연구하였다. 고상합성법으로 제조된 CMYK 세

라믹 안료는 수 μm에서 수십 μm의 초기 입도를 보였으

나, 밀링 공정 후 cyan세라믹 안료가 0.28 μm, magenta

세라믹 안료가 0.68 μm, yellow세라믹 안료가 2.48 μm,

black세라믹 안료가 1.00 μm의 평균 입도를 가지는 분말

로 미립화 되었다. 미립화 공정에 따른 CMYK 세라믹

안료의 결정구조를 분석한 결과 CMYK세라믹 안료 모

두 입도 감소로 인한 XRD 피크의 반가폭 증가가 관찰

되었으며, magenta와 yellow세라믹 안료의 경우 1차상의

XRD 피크 강도의 감소가 2차상의 피크 강도의 감소보

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밀링 공정 전후 CMYK

세라믹 안료의 색도 변화는 cyan세라믹 안료가 8.27,

magenta세라믹 안료가 36.04, yellow세라믹 안료가 25.88,

black세라믹 안료가 3.28을 나타내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미립화 공정에 따른 세라믹 안료의 결정 구조의 변화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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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IE L*a*b* values and total color difference ( ) of CMYK pigments before and after micronization for 5h.

Cyan Magenta Yellow Black

Before milling After milling Before milling After milling Before milling After milling Before milling After milling

L* 42.98 38.97 20.19 54.8 55.14 57.33 8.65 8.28

a* −13.45 −8.69 13.35 19.48 4.79 0.05 0.59 2.04

b* −37.82 −32.37 6.9 −1.06 49.76 24.41 0.52 3.44

8.27 36.04 25.88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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