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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rcelain with high thermal shock resistance was successfully fabricated by a lithium solution infiltration method with a lithium
hydroxide solution. Lithium hydroxide solutions having various lithium concentrations were infiltrated into pre-sintered porcelain
bodies. The porcelain sample infiltrated by the 9 wt% lithium solution and heat treated at 1250

o
C for 1 h showed a low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of 1.0 × 10
−6

/
o
C with excellent thermal shock resistance. The highly thermally resistant porcelain had a well-

developed β-spodumene phase with the general phases observed in porcelain. Furthermore, the porcelain showed a denser structure
of 2.41 g/cm

3
 sintering density and excellent whiteness in comparison with commercial thermally resistible porcelains. The lithium

hydroxide in the samples readily reacted with moisture, and liquid phase reactants were formed during the fabrication process. In the
case of an excess amount of lithium in the sample body, the lithium reactants were forced to the surface and re-crystallized at the
surface, leaving large pores beneath the surface. These phenomena resulted in an irregular structure in the surface area and led to
cracking in samples subjected to a thermal shock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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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세라믹스는 금속 및 고분자 재료와 비교하여 고내열성,

고내식성, 고경도 등의 우수한 물성으로 인하여 응용 및

실용화에 대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재료이

다. 특히 저 열팽창계수를 보이는 내열 충격성이 우수한

세라믹 재료는 가정용 및 산업용으로 다양한 용도로 응

용되고 있다.
1)

 이 중에서도 주로 결정화 유리(glass ceramics)

형태로 이용되는 Lithium Aluminum Silicate(LAS)계 세라믹

스는 매우 낮거나 (−)에 가까운 열팽창계수를 지니며, 열

과 화학적으로 내구성이 훌륭하여 높은 열충격 저항성을

보이는 내열 세라믹스 재료로 널리 연구되어 사용되고 있

다.
2-5)

 LAS계 결정상으로는 eucryptite(Li2O·Al2O3·2SiO2)와

spodumene(Li2O·Al2O3·4SiO2)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은 매우

낮은 열팽창계수를 보이는 물질로서, (-) 열팽창계수를 보

이는 β-eucryptite는, 이보다 SiO2양이 많은 β-spodumene의

많은 고용체 결정상에 비하여 불안정한 상태를 보인다.
6-8)

이러한 LAS계 결정상을 이용하여 내열 세라믹스를 개발

하는 연구는 오래 전부터 연구되어 왔으며, 내열자기 분

야의 응용에 있어서는 합성에 의한 β-spodumene 결정상

을 유도하여 열팽창계수를 낮추는 방법을 쓰고 있다.
9,10)

β-spodumene은 강도, 파괴인성, 및 열전도도 값이 다른 구

조재료에 비해 작지만, 낮은 열팽창계수로 인해 열충

격 저항성이 우수한 재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많은 새로운 β-spodumene 합성법이 개발되고 있

다.
11-19) 

국내에서 내열자기로의 응용은 일반 삼성분

계 생활자기 소지를 기초로 리튬 성분이 함유된 petalite

(Li2O·Al2O3·8SiO2) 광물을 분말화하여 첨가함으로써 최종

제품에 β-spodumene 상을 생성시켜 열충격 저항성을 높

이고 있다.
20)

 그러나 petalite는 국내에 존재하지 않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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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 외국에서 수입하여야 하며, 일반 생활자기에 쓰이는

삼성분계 소지와 혼합 시에도 제품단가 측면에서 일정량

이상으로 혼합이 불가능하며, 이렇게 제조된 내열자기는

제품의 내열충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결체의 치밀화

를 어느 정도 이상은 높일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제품의 심미성이 떨어지고 유약 적용에 한계가 있게 된

다. 따라서 치밀화와 백색도를 유지하며 내열충격성을 지

니는 새로운 내열자기 소지의 개발은 내열자기 제조업체

를 비롯한 여러 세라믹 분야에서 연구 되어야 할 과제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LAS계 내열 세라믹스를 제조함

에 있어, 결정화 유리나 리튬이 함유된 고상원료를 사용

하여 합성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간단하면서 새로운

제조방법인 리튬용액침투법(lithium solution infiltration

method)을 이용하여 내열 세라믹스를 제조하였다. 일반

생활자기에 사용되는 삼성분계 조성에 리튬 성분을 용액

형태로 침투시켜 열처리 함으로써 β-spodumene의 합성과

소지의 치밀화를 동시에 행하고, 내열충격성과 높은 백색

도를 함께 만족하는 새로운 제조방법을 시도하였다. 연구

를 위하여 리튬용액의 농도와 소성온도에 따른 최종 결

정상의 변화를 고찰하였으며, 각 시편의 열적 특성을 미

세구조 관찰 및 물성변화를 통하여 고찰하였다. 이를 통

하여 리튬용액침투법을 이용한 내열 세라믹스 제조 응용

가능성을 알아보았다.

2. 실험방법

일반 생활자기용 삼성분계 소지는 고령토 30 wt%, 도석

20 wt%, 점토 24 wt%, 규석 15 wt%, 장석 10 wt%, 활석

1 wt%를 분말화하여 혼합 슬러리 상태로 제조하였다. 혼

합은 테프론 용기에 크기가 다른 알루미나 볼과 용매로

증류수를 사용하여 24시간 동안 습식 볼밀링 하였다. 제

조된 슬러리는 석고 몰드를 사용하여 슬립캐스팅 성형방

법으로 여러 형태의 성형체를 제조하였다. 건조를 거친

성형체들은 열린 기공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리튬용액 침

투공정 작업에 적합한 기공률과 성형강도 부여를 위하여

대기분위기에서 900
o
C, 1시간 동안 1차 소성하였다.

리튬용액 제조를 위하여 수산화리튬(LiOH)을 사용하였

고, 증류수의 혼합량을 변화시키며 용액의 농도를 조절하

였다. 용액 내의 수산화리튬 함량은 0 wt%에서 16 wt%

까지 조절하였다. 농도가 조절된 각각의 수산화리튬 수용

액에 1차 소성된 시편을 1분간 담근 상태로 유지하여 용

액의 침투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후 80
o
C에서

24시간 동안 건조된 시편은 대기분위기에서 분당 4
o
C의

승온속도로 1150 ~ 1250
o
C까지 소성 온도를 변화시켜가며

열처리하였다.

최종 열처리된 시편의 상분석을 위하여 X선 회절분석

기(Rigaku, DMAX 2200, Tokyo, Japan)를 사용하여

CuK
α
 특성 X-선 파장을 이용, 40 kV, 30 mA의 조건하에

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시편의 선형 수축률은 버어니어캘

리퍼스를 이용하여 5번 이상 측정한 값을 평균하여 데이

터화 하였고, 밀도측정과 기공률 및 흡수율은 일정한 모

양의 디스크 타입 시편을 이용하여 아르키메데스 방법에

의해 측정하였다. 측정 시 시편의 수분 반응성을 고려하

여 케로진(kerosene)을 사용하였다. 시편의 내열충격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 시편을 급열이 가능한 노에 넣은 후

600
o
C까지 30분 동안 승온 시킨 후 바로 상온의 물에 넣

어 급냉 시켰다. 이 같은 급열, 급랭공정을 3회 반복하여

열충격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소결된 샘플과 열충격 테스

트 이후의 샘플의 미세구조와 균열여부를 관찰하기 위하

여 시편을 Au-Pd로 코팅하여 주사전자현미경(SEM, Model

S3500, Hitachi, Tokyo, Japan)을 사용하여 관찰하였다. 혼

합된 출발분말의 조성은 동종의 전자현미경에 부착된

EDAX 분석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시편의 열팽창계수는

소결된 샘플을 500 × 10 mm의 크기의 원기둥 모양으로 가

공하여 Dilatometer(DIL 402 PC, Netzsch, Germany)를

이용하여 승온속도 10
o
C/min으로 상온에서 1000

o
C까지 측

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EDAX를 사용하여 분석한 3성분계 소지용 출발분말의

조성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일반 삼성분계 소지에서 관

찰되는 Al2O3, SiO2를 주성분으로 하는 K2O, Na2O 및

MgO가 관찰되었다.

수산화리튬의 농도를 달리하여 제조한 수용액을 1차 소

성체에 침투시켜 온도 별로 열처리한 결과, 일반적으로

리튬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소성온도가 높을수록

소지 내 β-spodumene 합성량이 증가하였다. 본 논문에서

는 수산화리튬의 농도를 달리하여 실험한 결과 중에서 대

표적인 물성 차이를 보인 1 wt%, 9 wt%, 16 wt% 농도에

서 실험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리튬을 첨가하지 않고 열처

Table 1. Composition of Powder Mixture as Starting Material

Element Weight% Atomic%

C K 1.50 2.39

O K 58.29 69.89

Na K 0.89 0.74

Mg K 0.08 0.06

Al K 10.96 7.79

Si K 27.23 18.60

K K 1.06 0.52

Total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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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만 시행한 시편과 비교해가며 결과를 서술하였다. Fig. 1

에 열처리 온도와 수산화리튬의 농도를 달리한 각 샘플

의 XRD 분석에 의한 결정화 거동을 나타내었다. XRD

분석을 위하여 벌크 상태의 각 시편을 분쇄한 후 분말화

하여 측정하였다. 리튬 침투가 일어나지 않은 0 wt%에서

는 두 온도 모두에서 일반 생활자기에서 관찰되는 mullite,

α-quarts, Al2O3 결정상이 관찰되었다. 1 wt%에서는 1250
o
C

에서 매우 미소한 β-spodumene 피크가 관찰되기 시작하

였으며, 농도가 증가할수록 β-spodumene 피크는 증가하여

9 wt%에서는 주 결정상으로 관찰되었고, 16 wt%에서는 α-

quarts 피크보다 상대적으로 큰 β-spodumene 피크를 보였

다. 이 같은 현상은 1150
o
C 보다 약간의 비정질 상이 동

반되는 1250
o
C에서 더욱 뚜렷이 관찰되었으며, 데이터 상

에 나타내지 않은 1150
o
C와 1250

o
C 사이에서의 XRD 분

석결과도 온도가 올라갈수록 이 같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Al2O3와 mullite 피크도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상대

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각 농도와 소성온도에서 제조된 샘플의 열충격 테스트

실험 후 샘플의 표면상태를 Fig. 2와 3에 각각 나타내었

다. 리튬용액을 침투시키지 않은 시편들은 모든 경우에

있어 첫 번째 열충격 테스트 시 심한 균열과 함께 파괴

가 일어났다. 1150
o
C에서 열처리 한 경우(Fig. 2), 리튬용

액 농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표면에 모두 열충

격에 의한 균열이 발견되었고, 이것은 1150
o
C에서 β-

Fig. 1. XRD patterns of samples heat-treated at (a) 1150
o
C and

(b) 1250
o
C for 1 h prepared from various lithium

concentrations.

Fig. 2. Surface microstructures of thermal shock tested sam-

ples heat-treated at 1150
o
C for 1 h, infiltrated with (a)

1 wt%, (b) 9 wt%, and (c) 16 wt% lithium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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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dumene의 충분한 결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나타

난 현상이라 생각된다. 1250
o
C에서 소성한 시편의 경우

(Fig. 3), 9 wt% 농도에서 제조된 시편의 경우에만 균열이

발견되지 않았다. 열충격 테스트 후 균열이 발견된 시편

들은 외부충격에 의하여 쉽게 파괴가 일어났다. 특이할만

한 사항은 XRD 고찰 (Fig. 1(b))에서 보듯이 상대적으로

발달된 β-spodumene 결정상을 보이는 16 wt% 리튬용액으

로부터 제조된 시편에서 열충격 테스트 후 균열이 관찰

되었고, 파괴가 일어났다는 점이다. 관찰된 유리상과 α-

코런덤과 뮬라이트 결정상은 9 wt% 농도에서 제조된 시

편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었다. 그러나 제조된 시편의 표

면을 관찰해 볼 때, 9 wt%와 16 wt%에서 제조된 시편이

서로 상이한 표면상태를 나타내었는데, Fig. 3에서 보듯

이 9 wt% 리튬용액으로 제조된 시편의 경우는 유리상과

같은 매우 매끈한 표면을 보이는 반면에, 16 wt% 리튬용

액으로 제조된 시편은 이에 비하여 거친 표면상태를 보

이고 있다. 이 같은 차이에서부터 서로 상이한 열충격 저

항성을 보인다고 판단하고, 각 시편의 소결 후 물성과 시

편의 표면 결정상을 관찰하였다.

Table 2에 수산화리튬의 농도를 달리한 수용액을 침투

하고 1250
o
C에서 열처리 한 시편의 리튬용액 농도에 따

른 물성을 나타내었다. 밀도는 리튬용액의 농도가 커질수

록 저밀도의 β-spodumene 합성에 의하여 감소하는 경향

을 보였으며, 수축률 역시 감소하였다. 기공률과 흡수율

은 리튬이 적용되지 않은 시편에 비하여 리튬용액을 흡

수시킨 경우 갑작스런 감소를 보이는데, 특히 흡수율의

감소는 9 wt%까지는 시편 표면을 덮은 유리상의 존재로

말미암아 표면의 구조가 매우 치밀해졌기 때문으로 판단

되며, 16 wt% 시편의 경우는 기공률과 흡수율이 다시금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XRD 결과 (Fig. 1(b))에서 모두

유리상이 관찰되었지만, 9 wt%와 16 wt%에서 제조한 시

편에서 이러한 물성변화와 열충격저항의 차이가 나타나

는 원인을 고찰하기 위하여 제조된 시편의 표면 결정상

을 고찰하였다. Fig. 4에 1250
o
C에서 열처리 된 시편의 리

튬용액 농도에 따른 각 벌크시편의 표면 XRD 분석결과

를 나타내었다. 9 wt% 리튬용액으로부터 제조된 시편의

경우는 표면에서 유리상과 약간의 Al2O3 상이 관찰되었

으나, 16 wt% 리튬용액으로 제조된 시편의 경우는 발달

된 β-spodumene과 eucryptite 결정상이 관찰되었다. 이러

한 상이한 관찰결과는 매우 흥미로운 결과라 볼 수 있으

며, 모두 샘플표면의 수산화리튬 성분이 제조과정 중에

외부로 용출되어 나타난 현상이라 판단된다.
21,22)

 수분저

항성이 약하며 불안정한 상태로 존재하는 리튬 화합물은

Fig. 3. Surface microstructures of thermal shock tested sam-

ples heat-treated at 1250
o
C for 1 h, infiltrated with

(a) 1 wt%, (b) 9 wt%, and (c) 16 wt% lithium solution.

Table 2. Density, Shrinkage, Porosity, and Absorption of Porcelains Heat-treated at 1250
o
C, Prepared with Various Lithium

Concentrations

　 Density (g/cm
3
) Shrinkage (%) Porosity (%) Absorption (%)

0 wt% 2.52 12.05 1.92 0.58

1 wt% 2.50 9.15 0.38 0.14

9 wt% 2.41 8.13 0.45 0.11

16 wt% 2.28 8.02 1.51 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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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공정 중 혹은 열처리 중 대기중의 수분과 쉽게 반응

하고, 반응에 의해 생성된 액상형태의 리튬 화합물은 쉽

게 표면으로 용출이 가능하다. 이러한 결과를 열충격 저

항성 테스트 결과와 연관시켜 볼 때, 9 wt%의 경우 표면

의 유리상은 리튬성분이 함유된 저팽창 LAS계 유리조성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시편 내부의 결정상과

열팽창 차이가 크지 않아 열충격저항 테스트에 잘 견디

는 것으로 판단된다. 16 wt%의 경우는 시편 내부에 비하

여 표면에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리튬성분이 존재하리라

판단되고, 이로 말미암아 표면에 β-spodumene과 eucryptite

결정상이 관찰되어 열팽창성이 0에 가까운 표면구조를 보

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표면 결정상은 β-spodumene

이 주 결정상을 보인 내부 결정상과 별 차이가 없음에도

(Fig. 1(b)) 열충격 테스트 시 표면 균열과 파괴가 발생되

는 이유는 리튬성분의 과다용출로 인한 표면 미세구조의

심한 불균일성에서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를 좀 더 확인하기 위하여 시편의 표면과

내부를 동시에 관찰할 수 있는 표면부분을 연마한 파단

면의 미세구조를 Fig. 5와 6에 각각 나타내었다 저배율의

Fig. 5에서는 리튬농도에 따른 확연한 미세구조 차이를 보

여주고 있는데, 16 wt%의 경우 내부에 큰 기공이 관찰되

며, 이것은 과량의 수산화리튬으로 말미암아 수분과의 반

응물이 다량 생성되고, 제조과정 중 리튬을 함유한 액상의

불규칙한 분포와 이들의 표면이동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

과라 생각되며, 이러한 큰 기공에 의하여 열충격 테스트 시

내부 균열이 발생하고, 이것은 열처리 후 약한 열충격 저

항성을 보이는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Fig. 5의 미세구

조 보다 고배율로 관찰된 Fig. 6의 결과에서 보듯이,

9 wt%의 경우 (Fig. 6 (b)) 표면을 덮고 있는 Li계 유리상

을 관찰할 수 있으며, 16 wt%의 경우 (Fig. 6(c)) 결정화

된 표면을 관찰 할 수 있었다. 표면에 용출된 수산화리튬

혹은 리튬화합물의 상대적인 양에 의하여 Li2O와 SiO2와

의 반응 및 재결정화에 영향을 주어, 시편의 표면상태가

유리상 혹은 결정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Fig. 7은 리튬용액을 침투하고 1250
o
C에서 열처리하여

치밀화시킨 시편의 열팽창 변화를 상온에서 1000
o
C까지

나타내었다. 1 wt% 리튬용액으로 제조된 시편의 열팽창

계수는 약 6.0 × 10
−6

/
o
C를 보였으며, 9 wt% 리튬용액으로

제조된 시편은 약 1.0 × 10
−6

/
o
C를 보이며, 0에 가까운 열

팽창계수를 나타내었다. 16 wt% 리튬용액으로 제조된 시

Fig. 4. XRD patterns of sample surfaces heat-treated at 1250
o
C,

infiltrated with (a) 9 wt% and (b) 16 wt% lithium solution.

Fig. 5. SEM microstructures (low magnification) of samples heat-

treated at 1250
o
C, infiltrated with (a) 0 wt% (b) 9 wt%, and

(c) 16 wt% lithium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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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은 9 wt% 리튬용액으로 제조된 시편과 유사한 열팽창

거동을 나타내었으며, Fig. 7에는 그 결과를 생략하였다.

4. 결  론

생활자기용 소지에 리튬용액을 침투시켜 내열충격성이

우수하고 치밀한 미세구조를 갖는 내열자기 제조가 가능

하였다. 9 wt%의 수산화리튬이 용해된 수용액을 침투시

킨 소지의 경우, 1250
o
C 열처리에 의하여 1.0 × 10

−6
/
o
C의

낮은 열팽창계수를 보이며 β-spodumene이 주 결정상인 치

밀한 소결체가 얻어졌다. 색상도 일반 생활자기에 근접한

백색도를 나타내었다. 리튬의 농도 차이에 따라 최종 시

편의 물성은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과량의 리튬

첨가 시에는 시편 표면과 내부의 리튬농도 차이에 따른

상이한 결정상과 리튬 용액 화합물의 용출에 따른 거대

기공의 발생으로 열충격 테스트 시 파괴가 발생하였다.

일반 생활자기 소지에 적당량의 리튬용액을 침투시키고

열처리하여 치밀화가 동반된 내열자기를 성공적으로 제

조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연구결과의 응용은 향후 고기

능 내열세라믹 제품제조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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