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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optimal firing condition and composition for Al2TiO5 crystal, which

is suitable for stable coloration in glazes at high temperatures, using Cr2O3 as chromophore for the synthesis of Al2TiO5 system

pigments. Al2TiO5 has a high refractive index and good solubility of chromophore in the Al2TiO5 lattice, making this structure

a good candidate for the development of new ceramic pigments. Pigments were synthesized by using Al2O3 and TiO2 mainly.

Various amounts of Cr2O3 such as 0.01, 0.02, 0.03, 0.04 and 0.05 mole were also added. Each compound was synthesized at

1300oC, 1400oC, and 1500oC for 2 hours and cooled naturally. The crystal structure, solubility limit, and color of the synthesized

pigments were analyzed by XRD, SEM, Raman spectroscopy, UV and UV-vis. The changes in color as the result of applying

6 wt% of the synthesized pigments to lime barium glaze were expressed as CIE-L*a*b* values. A Cr2O3 0.03 mole doped

Al2TiO5 brown pigment was successfully synthesize at 1400oC, and the values of CIE-L*a*b* parameters were L* = 44.62,

a* = 3.10, and b* = 17.25. In the case of the pigment synthesized at 1500oC, the brown color was obtained at 0.01 mole and

0.02 mole Cr2O3, and the CIE-L*a*b* values were 55.34, 1.73, 28.64, and 49.39, 0.51, 21.33, respectively. At 1500oC, the

maximum limit of solid solution was 0.03 mole Cr2O3. The glazed sample showed green color, and the values of the CIE-

L*a*b* parameters were L* = 45.69, a* = −0.98, and b* = 20.38.

Key words tialite, ceramic pigments, brown, green.

1. 서  론

도자기용 안료란 물이나 용매에 녹지 않는 미립자상의

합성 무기결정광물로, 착색력과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특

성으로 요구된다.1) 즉, 특정 빛의 조건에서 변색되지 않

아야 하며 고온에서 원하는 색을 나타내기 위하여 소지

와 유약 및 융제에 대해 안정해야 한다.1) 그러나 대부

분의 도자기용 안료가 제품의 소성 온도 이하에서 분해

되거나 휘발되므로 사용되는 온도와 분위기에 제한을 갖

는다.2) 최근 연구된 Tialite (Al2TiO5)는 Pseudobrookite

group에 해당하는 결정구조로, 고온에서 안정하고 낮은

열팽창계수 등의 특징을 가지는 새로운 세라믹 구조로서

많은 연구가 행해지고 있다.3-8) 그러나 순수한 Al2TiO5는

소성 후 냉각도중 출발재료인 α-Al2O3과 TiO2으로 분해

되는 열 적인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어 산업 응용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3-7) Al2TiO5의 열분해를 야기시키는 원

인은 Al3+이온과 Ti4+이온의 크기차이와 소성 시 c축 방

향으로 결정구조가 변형되기 때문이다. 열분해를 억제하기

위하여 고용체를 형성시켜 구조적 변형을 완화시키는 방

법이 많이 연구되고 있으며, 그 재료로 MgO, Fe2O3, SiO2

등이 있다.4,6) 고용체를 형성시키는 방법 이외에 2차상으

로 spinel, mullite 또는 Fe2TiO5, (Al,Cr)2TiO5, MgTi2O5

등의 고용체를 합성하여 열 적으로 안정화시키는 방법이

연구되었다.4,6) 최근 M. Dondi3)는 Al2TiO5결정에 Cr3+을

doping하여 녹색안료를, Co2+, Mn3+와 함께 안정화제로

Mg2+을 co-doping하여 각각 회색, 갈색의 세라믹 안료를

연구하였다. Al2TiO5에 발색이온을 doping하여 세라믹 안

료를 합성하는 경우 발색 이온의 고용 범위가 넓어 다

양한 색채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도자기용 무기안료

로 개발하기에 적합한 결정구조이다.3) M. Dondi3)의 연

구결과에 의하면 Al2TiO5에 Cr3+이 doping되는 경우 녹

색의 안료를 합성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Al2TiO5

에 Cr3+을 doping하여 갈색, 녹색안료를 합성하고자 하였

으며, 소성온도에 따라 생성되는 결정상과 Cr3+의 고용관

계 및 그에 따른 발색 특성을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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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방법

2.1 출발원료

Cr3+이 doping된 Al2TiO5안료를 합성하기 위해 출발원

료는 특급시약으로서 Al2O3 (JUNSEI, Japan, Guaranteed

Reagent)와 TiO2 (JUNSEI, Japan, Extra Pure)를 사용하

였다. 발색 산화물로는 Cr2O3 (Duksan, Korea, 99%)를

사용하였다. 정량한 Al2O3와 TiO2를 동 mole로 혼합한

후, Cr2O3는 0.01~0.05 mole의 조성 범위로 첨가하여 알

코올로 습식 혼합하였다. 혼합한 시료는 건조시킨 후 알

루미나 도가니에 넣어 전기가마에서 900oC까지 5oC/min,

최고온도인 1300, 1400, 1500oC까지 3oC/min의 승온 속

도로 하였고 1300, 1400, 1500oC에서 각각 2시간 동안

유지하여 소성하였다.

2.2 특성 분석 및 적용

합성된 안료의 결정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XRD (Shimadzu,

XRD 7000)분석을 하였다. 2θ 범위 10~70o에서 scanning

rate 10o/m으로 측정하였고 이때 step size는 0.2o로 하였

다. 각각의 소성 온도에 따라 합성되는 결정상과 발색단

으로 doping된 Cr3+의 고용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Raman

spectroscopy (Dimension-P2 Raman)로 분석하였다. Raman

spectrum은 vector raman prove (RP532-US)를 사용하여

semiconductor 532 nm laser로 측정하였으며, spectral reso-

lution은 3 cm−1로 상온에서 실시하였다. 합성된 결정상의

입형 확인을 위하여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S-550, Shimadzu, Japan)관찰을 하였다. 안료의 발색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UV-vis spectroscopy (2401-PC, Shimadzu,

Japan)로 분석하였다. 합성된 안료를 석회바륨유약에 적용

하여 1260oC에서 30분 동안 소성한 시편을 200~800 nm

범위에서 absorption mode로 측정하였다. 결과는 CIE-

L*a*b* 표색계에 의해 U.V PC optical color analysis

software (P/N 206-67449)를 사용하여 수치화하였다.

사용된 석회바륨유약의 seger formular는 다음과 같다. 

3. 결과 및 고찰

3.1 Tialite결정의 소성조건 확인

Table 1에 나타낸 AT조성을 1300, 1400, 1500oC에서

각각 2시간 동안 소성하였다. 소성된 시료의 XRD분석결

과를 Fig. 1에, 소성온도에 따라 생성되는 결정상의 SEM

사진을 Fig. 2에 나타내었다. XRD분석결과, 1300oC에서 소

성한 시료는 주 상이 TiO2와 α-Al2O3로 존재하였고, Fig.

2(a)의 SEM사진을 통해서 tetragonal (TiO2)
9)과 trigonal

(α-Al2O3)의 입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1400oC이상에서 소

성한 시료는 Al2TiO5가 주 상으로 합성되어 orthorhombic

의 입형(Fig. 2(b), (c))을 나타냈다.

3.2 조성변화 및 고용관계

Table 1에 나타낸 조성 ATCr1, ATCr2, ATCr3, ATCr4,

ATCr5을 Al2TiO5가 주 상으로 합성되는 소성온도인 1400oC

와 1500oC에서 2시간씩 유지하였다. 합성된 안료의 XRD

측정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조성변화에 따른 미반응

의 α-Al2O3와 TiO2의 양을 정량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표준 시료로 CaF2의 2θ = 47.005o (2 2 0)면에서 보이는

Intensity값과 TiO2 2θ = 27.446o (1 1 0)면, α-Al2O3 2θ

= 43.355o (1 1 3)면에서 보이는 Intensity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조성 ATCr1은 CaF2 : TiO2 = 1 : 0.612와 CaF2 :

α-Al2O3= 1 : 0.417, ATCr2는 CaF2 : TiO2= 1 : 0.429와 CaF2 :

α-Al2O3 = 1 : 0.3, ATCr3은 CaF2 : TiO2 = 1 : 0.28와 CaF2 :

α-Al2O3 = 1 : 0.139의 비로 TiO2와 α-Al2O3의 intensity가

감소함을 보였다. 하지만 ATCr4 조성에서 CaF2 : TiO2 =

1 : 0.535와 CaF2 :α-Al2O3 = 1 : 0.315, ATCr5는 CaF2 : TiO2

Table 1. Composition of Cr doped tialite system (unit: mole).

Sample Al2O3 TiO2 Cr2O3

AT 1 1 -

ATCr1 1 1 0.01

ATCr2 1 1 0.02

ATCr3 1 1 0.03

ATCr4 1 1 0.04

ATCr5 1 1 0.05

0.1224 KNaO

0.4237 Al2O3 2.7663 SiO2

0.5220 CaO

0.0116 MgO

0.3440 BaO

Fig. 1.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samples AT fired at (a) 1300oC/

2h, (b) 1400oC/2h and (c) 1500oC/2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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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0.667와 CaF2 : α-Al2O3 = 1 : 0.455로 TiO2와 α-Al2O3

의 intensity의 증가를 확인하였다. 1500oC에서 합성한 안

료의 XRD분석결과(Fig. 3(b)), 1400oC에서 합성한 안료와

달리 CaF2 : TiO2의 Intensity ratio가 일정한 비율을 나타

내었다. 이를 통해 1400oC에서 소성하는 경우, ATCr4부

터 Cr3+은 Al2TiO5의 안정화에 adverse effects를 주어 미

반응의 TiO2와 α-Al2O3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Al2TiO5는

소성온도에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5에 1400oC, 1500oC에서 각각 2시간 동안 소성하여

합성한 안료의 Raman분석결과를 나타내었다. 320 cm−1,

540 cm−1, 900 cm−1에서 Al2TiO5에 의한 특성밴드10)와 240

cm−1, 440 cm−1, 610 cm−1에서 TiO2에 의한 특성밴드11)가

나타난다. Cr2O3의 특성밴드는 625 cm−1, 555 cm−1에서 강

하게 나타나고, 435 cm−1, 407 cm−1에서 약하게 나타난다.12)

1400oC, 1500oC에서 소성한 결과 전체적으로 모든 조성

에서 doping되는 Cr2O3의 고용으로 인하여 Al2TiO5특성

밴드의 폭이 broad해지며 translational symmetry가 감소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500oC에서 합성한 안료는

Fig. 2. SEM micrographs of samples fired at (a) 1300oC, (b) 1400oC and (c) 1500oC/2h.

Fig. 3.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samples ATCr1-5 fired at (a)

1400oC/2h and (b) 1500oC/2h.

Fig. 4. Intensity ratio changes of (a) TiO2 and (b) α-Al2O3 phases

by temperature (fired at 1400oC, 1500oC/2h) based on XRD for

samples ATCr1, ATCr2, ATCr3, ATCr4 and ATCr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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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oC에 비해 Al2TiO5의 특성밴드 320 cm−1, 540 cm−1,

900 cm−1의 peak 강도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Al2TiO5

의 결정화도가 높아짐을 보였다. 또한 Cr3+으로 인해 220~

245 cm−1, 400~450 cm−1의 밴드의 변형이 크게 나타났으

며 ATCr4, ATCr5조성의 경우 Cr2O3 표준시료의 Raman

밴드의 패턴과 비슷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를 통

해 1500oC에서 합성 시 Al2TiO5결정에 고용될 수 있는

Cr3+의 고용한계는 0.03 mole임을 알 수 있었다.

3.4 Optical properties

3.4.1 Color 

Table 1의 조성으로 합성한 안료를 석회바륨유약에 6wt%

첨가하여 전기가마를 사용하여 1260oC에서 30분간 소성

한 시편을 CIE-L*a*b* 표색계에 의해 U.V PC optical

color analysis software (P/N 206-67449)를 사용하여 수치

화하여 Fig. 6에 나타내었다. CIE-L*a*b*의 표색계에서 L*

은 명도로 백색(L* = 100)에서 흑색(L* = 0)을 나타낸다. a*

는 녹색(−a*)에서 적색(+a*)을 나타내는 축이며, b*는 청

색(−b*)에서 황색(+b*)을 나타내는 축이다.13) 1400oC에서

합성한 안료는 전 조성에서 갈색의 발색을 보였다. 이와

Fig. 5. Raman spectroscopy analysis of samples ATCr1, ATCr2,

ATCr3, ATCr4 and ATCr5 as Table 1 fired at (a) 1400oC/2h and

(b) 1500oC/2h.

Fig. 6. CIE-L*a*b* colorimetric parameters of glazed samples with

Cr-doped Al2TiO5 pigments according to different Cr2O3 contents

(0.01~0.05 mole).

Fig. 7. Optical absorption spectra of glazed samples with Cr-doped Al2TiO5 pigments according to different Cr2O3 contents (0.01~0.05 mole).

synthesized at (a) 1400oC/2h and (b) 1500oC/2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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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1500oC에서 합성한 안료는 ATCr2까지 갈색을 나타

냈으나 ATCr3조성부터는 안료는 녹색조가 강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때의 CIE-L*a*b*값은 각각 45.69,

−0.98, 20.38로 나타났다.

3.4.2 UV-vis spectroscopy

1400oC와 1500oC에서 합성된 안료의 발색을 알아보기

위해 UV-vis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Fig. 7(a), (b)에 나타

내었다. octahedral환경에서 Cr3+이온에 대한 ligand field

theory는 전자전이에 의한 3개의 흡수밴드가 존재한다. 처

음 두 개의 전자스핀은 가시광 에너지와 일치하는 4A2g→

4T1g(F)와 4A2g→
4T2g(F)전이이고, 세 번째 스핀은 색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자외선광과 일치하는 에너지로 4A2g→

4T1g(P)전이이다. 4T1g(F), 4T2g(F)전이에 의한 흡수밴드는

650, 450 nm범위에서 각각 나타난다.12) Fig. 7을 통해 450,

650 nm범위와 500~600 nm에서 흡수밴드가 나타나며, Cr3+

의 양에 따라 흡수밴드의 강도도 증가함을 보였다.

4. 결  론

Al2TiO5결정에 Cr2O3를 doping하여 고온에서 안정한 세

라믹 안료를 합성하고자 하였다. 합성 조건은 Al2TiO5기본

조성에 발색 산화물로 Cr2O3를 0.01~0.05 mole범위로 doping

하여 1300, 1400, 1500oC에서 각각 2hrs 유지하였다. 

그 결과, Al2TiO5는 1400oC이상의 온도로 소성하였을

때 주 상으로 합성되었으며, 그 미만의 온도에서는 α-

Al2O3와 TiO2로 존재하였다. 1400oC에서 합성한 안료는

ATCr3조성까지 Cr3+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미반응의

α-Al2O3, TiO2의 intensity가 감소하는 것으로 Al2TiO5의 안

정화에 기여하는 듯 하였으나, ATCr4부터 adverse effects

를 주어 α-Al2O3와 TiO2의 intensity가 급격히 증가함을

보였다. 합성된 안료 6wt%를 석회바륨유약에 적용한 결

과 모든 조성의 시편이 갈색을 보였다. 그 중 미반응 상

태의 α-Al2O3와 TiO2가 가장 소량으로 존재하여 Al2TiO5

가 안정하게 존재하는 조성 ATCr3의 CIE-L*a*b*값은 각

각 44.62, 3.10, 17.25이었으며 갈색조를 보였다. 1500oC

에서 합성한 안료의 경우, Cr3+의 고용한계는 0.03 mole

임을 Raman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ATCr1과

ATCr2는 갈색조를 나타냈지만, 고용한계인 ATCr3조성에

서 녹색조를 보였으며 이 때의 CIE-L*a*b*값은 각각

45.69, −0.98, 20.3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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