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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hase stabilized leucite, which has high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was synthesized, and its thermal expansion behavior was
investigated. The homogeneous leucite phase was synthesized by solid state reaction from the mixture of K2CO3-Al2O3-SiO2. and its
stabilization from tetragonal to cubic phase was attempted by adding Cs2CO3 into starting materials. And fine powder with an average
particle size of a few hundreds µm were fabricated by planetary milling. During milling, amorphization of leucite was observed and
recrystallized after heat treatment. The thermal expansion behavior of tetragonal and cubic leucite has measured and discussed. The
average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of tetragonal and cubic phase leucite from room temperature to 750

o
C was 21.4×10

−6
/
o
C and

14.5×10
−6

/
o
C,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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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일반적으로 세라믹의 열팽창계수는 금속의 열팽창계수에

비해 낮지만 framework silicate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높

은 열팽창계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alsite의

경우에는 2.0×10
−5

/
o
C, nepheline의 경우에는 1.6×10

−5
/
o
C의

열팽창계수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

 특히 leucite의

경우에는 2.4×10
−5

/
o
C 정도로 큰 열팽창계수를 갖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2)

 이러한 높은 열팽창계수는 (Si,Al)O4 사

면체가 부분적으로 붕괴된 상태(partially collapsed state)에

서 완전히 확장된 상태(fully expanded state)로 회전하는

효과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3,4)

이러한 세라믹 재료들의 열팽창계수는 금속의 열팽창계

수와 유사하다. (구리는 1.8×10
−5

/
o
C 알루미늄은 2.6×10

−5
/
o
C)

따라서 framework silicate 세라믹을 금속과 접합 혹은 코

팅 공정에서 열처리에 따른 열응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

문에, 금속 표면의 세라믹 코팅이나 치과용 의치로도 사

용될 수 있다. 또한 이는 SOFC의 세라믹 밀봉 재료로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는 높은 밀봉 효율

과 열적 안정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금속 인터콘넥터와

열팽창계수를 유사하게 맞추어주어서 열응력을 방지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5)

Leucite는 상온에서는 정방정상이지만 400~600
o
C 온도

영역에서 입방정상으로 상변이가 발생하며 이때 약 1.2 vol%

의 부피 팽창이 발생한다. 이러한 급격한 부피 팽창은 열

응력을 야기시켜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leucite 세라믹

의 높은 열팽창계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안정화와 열

팽창 거동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 leucite 세라믹의 합성 및 상안정화와 이에 따른 열

팽창 거동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또한 제조된 미세분말

의 특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2. 실험 방법

2.1. Leucite 합성

K2CO3-Al2O3-SiO2를 몰비로 1:1:4의 비율로 정량한 후

상안정화를 위한 시편의 경우에는 Cs2CO3를 추가적으로

각각 1.5, 3, 6 wt% 첨가하였다. 이를 메탄올 용매와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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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플라스틱 통에 넣고 볼밀로 24시간을 혼합하였다.

혼합된 슬러리는 증발기를 통하여 용매를 제거하여 균일

한 혼합 분말을 생성하였다. 이 분말을 전기 저항로에서

산화분위기로 900
o
C에서 4시간 열처리한 후 다시 1500

o
C

에서 10시간 동안 열처리하였다.

2.2. 미세분말 제조

합성한 leucite를 유발로 분쇄한 후 증류수를 용매로 하

여 2 mm 지르코니아 볼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여 플레넷터리 밀링으로 5시간 분쇄하였으며, 미세

크기의 분말을 얻기 위해 동일하게 증류수를 용매로 하

여 알루미나 용기와 0.2 mm 지르코니아 볼을 사용하여 5

시간 동안 추가적으로 분쇄하였고, 드라이 오븐으로 건조

하여 분말을 얻었다.

2.3. 특성분석

합성 및 분쇄한 leucite 분말 입자의 크기 및 입도 분포

는 nano particle analyzer로 분석하였다. 또한 leucite의 상

을 XRD를 통하여 분석하였고, 미세 입자의 관찰과 상분

석을 위해 TEM을 사용하였다. 또한 열팽창계수 측정하

기 위하여 분말을 30 MPa로 성형하여 750
o
C 산화분위기

로 열처리하여 소결한 시편을 바 형태로 가공하여 딜라

토미터(Netzsch, DIL 402C)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Leucite 합성과 상안정화

Fig. 1은 1300~1500
o
C 열처리 온도에 따라 합성된

leucite의 XRD 분석 결과이다. 약간의 알루미나가 잔류하

기는 하였으나 대체로 저온형인 정방정구조의 leucite가

합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300
o
C에서 1500

o
C로 갈

수록 background noise가 감소하고 알루미나 피크가 다소

약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저온에서는 반응

하지 않고 시편 내부에 잔류해있던 규산칼륨 유리상이 고

온에서 알루미나와 반응하여 leucite를 합성하였기 때문으

로 사료된다.

K
+
이온과 Cs

+
이온은 각각 leucite(KAlSi2O6)와 pollucite

(CsAlSi2O6)에서 동일한 결정학적 위치를 갖는데, pollucite

는 상온에서 입방정구조를 갖는다. 반면 Cs
+
이온에 비해

작은 크기를 갖는 K
+
이온은 모든 격자점을 채우지 못하

기 때문에 입방정구조에서 정방정구조로 결정변형이 발

생하게 된다. 따라서 leucite의 상안정화를 위해 Cs2O와

pollucite 혹은 Cs2CO3를 사용하는데, 열처리 시에 Cs
+
이

온이 확산되어 K
+
이온의 자리를 부분적으로 대체하게 되

어 상온에서도 고온상인 입방정구조의 leucite가 안정화된

다.
6,7)

 본 실험에서는 Cs2CO3를 사용하여 leucite의 안정화

를 시도하였다. 

Fig. 2는 Cs2CO3 함량에 따른 leucite의 XRD 분석 결과

이다. 1.5 wt% 첨가하였을 시에는 Cs2CO3를 첨가하지 않

았을 때와 거의 차이가 없이 정방정구조의 leucite가 합성

되었고 3 wt% 첨가하였을 때는 부분적으로 입방정상으로

안정화된 leucite가 합성되었으며 6 wt% 첨가하였을 때에

는 입방정상으로 완전히 안정화된 leucite가 합성됨을 발

견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leucite를 입방정상으로 완전히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Cs2CO3를 K2CO3-Al2O3-SiO2 혼합

분말의 6 wt% 이상 첨가하여야 함을 알 수 있었다.

3.2. Leucite의 열팽창거동

Fig. 3은 입방정계와 정방정계 leucite의 열팽창거동 그래

프이다. 정방정계와 입방정계 leucite의 750
o
C까지의 평균

열팽창계수는 각각 21.4×10
−6

/
o
C와 14.5×10

−6
/
o
C였다. 정방

계 leucite의 상대적으로 높은 열팽창계수는 부분적으로는
Fig. 1. XRD analysis of synthesized powders with various heat

treatment temperature.

Fig. 2. XRD analysis of synthesized leucite powders with

various Cs2CO3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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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ucite의 결정변형때문으로 사료된다. Leucite는 400~600
o
C

의 온도 영역에서 정방정구조에서 입방정구조로 결정 변

형이 일어나면서 약 1.2 vol%의 부피증가가 일어난다.
8,9)

 

Rasmussen의 실험에서도 상온에서 400
o
C까지는 입방정

계와 정방정계 leucite의 열팽창거동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다가, 상변이가 발생하는 400
o
C 이상부터 정방정계 leucite

가 상대적으로 큰 열팽창을 나타내었다. 그래서 상온에서

700
o
C까지의 평균 열팽창계수는 정방정계와 입방정계 leucite

가 각각 25.9±0.9×10
−6

/
o
C, 15.1±0.4×10

−6
/
o
C 이었으나 상

온에서 상변이가 발생하기 전인 400
o
C까지의 열팽창계수

는 정방정계와 입방정계 leucite가 각각 18.7±1.1×10
−6

/
o
C,

19.5±0.4×10
−6

/
o
C로 오히려 입방정계 leucite의 열팽창계

수가 다소 큰 것으로 측정되었다.
7)

본 실험에서도 상변이가 발생하지 않는 상온에서 400
o
C

까지의 열팽창계수는 정방정계와 입방정계 leucite에서 각

각 18.5×10
−6

/
o
C와 16.2×10

−6
/
o
C로 비교적 큰 차이를 나

타내지는 않았다가, 결정 변형이 일어나는 온도인 400
o
C

이상의 온도에서 입방정계와 정방정계 leucite의 열팽창계

수가 급격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본 실험과 Rasmussen의

실험에서 열팽창계수가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시편

내부에 잔류하는 알루미나의 영향으로 사료된다.

3.3. 미세 분말 합성

Fig. 4는 합성한 분말의 이미지이다. Fig. 4의 (a)는 분

쇄 이전의 분말인데 수백 마이크론의 분말을 관찰할 수

있었다. (b)와 (c)는 0.2 mm 지르코니아 볼로 2차 분쇄한

이후의 TEM 이미지인데 수십 나노의 분말들이 관찰되었

다. 분말의 입도를 측정하기 위해 nano particle analyzer를

통하여 분말의 입도를 측정하여 그 누적분포를 Fig. 5에

나타냈는데, Fig. 5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평균 입도는

300 nm이다. 그러나 분말의 이미지와 (d)의 회절 패턴이

점이나 띠 모양이 아닌 구름 형태를 띠는 것을 통해서 발

견할 수 있듯이 제조한 미세 분말이 비정질상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회절패턴에서 나타나는 점은 분쇄에 사용

된 지르코니아 볼에서 섞인 불순물의 회절패턴이다. 결정

질의 leucite 분말이 2차 분쇄시 미세화 되면서 밀링 과정

에서의 높은 충격 에너지에 의해 비정질상으로 바뀐 것

으로 사료된다.

Fig. 6은 leucite의 XRD 데이터이다. 분쇄 이전에는 입

방정계 leucite(CSL)의 XRD 패턴이 관찰되었는데, 분쇄

이후에는 위의 TEM에서도 확인하였듯 비정질 피크가 관

찰되었다. 이 비정질의 leucite는 750
o
C 산화분위기로 재

가열을 하여도 결정화 되지 않다가 900
o
C 산화분위기로

열처리 하였을 때에 부분적으로 결정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질소분위기로 처리할 때에는 leucite의

Fig. 3. Thermal expansion behavior of tetragonal and cubic

leucite.

Fig. 4. Micrography of leucite powders (a) before milling (b),

(c) after milling (d) diffraction pattern image of (c).

Fig. 5.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the leucite powder after

mi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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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화가 산화분위기에서 결정질화되는 온도보다는 비교

적 낮은 온도인 750
o
C에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으나,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Leucite의 합성과 상안정화 그리고 이에 따른 열적특성

과 미세분말의 제조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정방정계의

leucite가 합성되었는데, 1300
o
C에서 1500

o
C로 열처리 온도

가 올라갈수록 반응하지 않았던 알루미나와 규산칼륨 비

정질상이 추가적으로 반응하여 알루미나 피크가 감소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Cs2CO3를 첨가하여 입방정상으로의 상

안정화를 시도하였는데, 3 wt%의 Cs2CO3를 첨가하였을 때

에는 부분적으로 안정화된 leucite가 6 wt%를 첨가하였을

때에는 완전히 안정화된 leucite를 합성할 수 있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큰 Cs
+
이온이 작은 K

+
이온의 자리로 치환되면

서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입방정계와 정방정계의

leucite의 열팽창거동을 측정하였는데, 정방정계와 입방정계

leucite의 열팽창계수는 각각 21.4×10
−6

/
o
C와 14.5×10

−6
/
o
C였

다. 또한 정방정계 leucite의 경우 400
o
C 이상에서 급격한

열팽창을 보였는데 이는 정방정계에서 입방정계로의 결

정 변형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결정 변형이 부분

적으로 정방정계의 비교적 큰 열팽창계수의 원인인 것으

로 사료된다. 또한 미세 분말을 제조하였는데, 평균 입도

300 nm의 미세 분말을 합성하였으나 TEM과 XRD 분석

을 통해 비정질상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산화분위기에서

900
o
C, 질소분위기에서 750

o
C로 재가열함으로 부분적으

로 결정화됨을 확인하였으나, 비정질화와 재결정화에 대

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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