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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fabricate spherical lithium titanate (Li2TiO3) pebbles which are used for a breeder material in fusion reactor, titanium oxide (TiO2)
granules were used as a starting material. The granules were pre-sintered, and then aqueous lithium nitrate solution infiltrated into the
granules at vacuum condition. The granules were crystallized to Li2TiO3 after sintering under the control of process parameters. In this
study, the concentration of lithium in the solution, as well as the number of penetration times and sintering temperature affected the
final crystallite phase and the microstructure of the pebbles. In particular, the sphericity and size of the pebbles were effectively
controlled by a technical rolling process. The useful spherical Li2TiO3 pebbles which have 10 ~ 20% porosity and 60 ~ 120 N
compressive strength were obtained through the sintering at 1000 ~ 1100

o
C in the multi-times infiltration process with 50 wt%

solution. The physical properties of pebbles such as density, porosity and strength, can be controlled by a selection of TiO2 powders
and control of processing parameters. It can be thought that the lithium penetration method is a useful method for the fabrication of
mass product of spherical Li2TiO3 peb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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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핵융합로 증식재는 삼중수소를 생산하는 핵심 구성요

소이며, 융합 반응에서 리튬의 역할은 핵반응에 의한 삼

중수소를 생성시키는 것이다.
1,2)

 삼중수소를 만들 수 있

는 Li계 화합물 중에서 삼중수소 방출능력, 고온에서의

물리적, 화학적, 기계적인 성질을 고려하였을 때, Li2O,

Li2TiO3, Li2ZrO3, Li4SiO4 등의 리튬산화물계 세라믹 재료

가 삼중수소 증식을 위한 물질로 적합하다. 리튬을 포함

하고 있는 산화물 중 Li2TiO3는 낮은 활성화에너지, 뛰어

난 삼중수소 이동과 화학적 안정성을 보이기 때문에, 융

합 반응을 위한 고체 증식 물질로서 평가되고 있으며,
3-5)

이에 따라 Li2TiO3의 삼중수소 방출 거동이 연구되고 있

다.
6-8)

 이러한 Li2TiO3 증식재의 밀도, 입자 크기, 기공 형

상 및 크기와 같은 물리적 특성은 기계적 특성, 열전도도

및 삼중수소 회수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물리

적 특성은 제조공정에 크게 의존하므로 적절한 공정의 선

택이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증식재는 페블 (pebble)

형태이며, 이러한 페블은 형태학적으로 열적응력 완화가

쉽고, 방사선 조사에 따른 균열 및 팽윤 (swelling)의 가

능성을 낮출 수 있다. TBR (Tritium Breeding Ratio) 관점

에서 페블은 약 1 mm 안팎의 구형의 모양을 가져야 하

고, 일정한 밀도유지에 의한 강도를 보유하여야 한다. 또

한 기공률은 페블의 열전도 특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으로 적절한 기공률을 갖는 것이 증식재로서 유리하다.
9,10)

Li2TiO3를 합성하고 구형화 하는 많은 방법 중 Li과 Ti

의 복합용액을 기반으로 하는 습식공정으로써 졸-겔 방법

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11-15)

 Wu
14)

 등은 습식공정을

이용하여 LiNO3와 Ti(C6H6O7)2를 혼합한 후 노즐을 통하

여 아세톤에 떨어트려 구형의 페블 전구체를 제조하였다.

페블의 상대밀도는 1150
o
C 이하에서는 완만하게 증가하

였으나 1150
o
C를 기점으로 상대밀도가 급속히 증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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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고하고 있다. Tsuchiya
15)

 등은 PVA 폴리머를 사용

한 졸-겔 공정을 이용하여 구형의 Li2TiO3 성형체를 제조

하였고, Li2TiO3 페블의 용융점인 1450
o
C까지 온도를 조

절하여 소결한 결과, 1400
o
C에서 81%의 상대밀도를 얻었

다. 그러나 졸-겔 법에 의한 Li2TiO3 페블의 양산 제조공

정은 아직까지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졸을 만들고 겔화

시키는 다소 복잡한 공정 등 미세한 공정변수 조절이 요

구되므로 계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한 상태이다. 일부에

서는 증식재용 Li4SiO4 페블의 제조를 위해 melt-spraying

법
16,17)
이 시도되었으나, 이 방법은 값비싼 실험 장비와 높

은 온도가 요구될 뿐만 아니라 Li2TiO3 페블에는 현재까

지 적용된 연구 사례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핵융합 반응을 위한 증식재로 사용되는

리튬계 세라믹 페블을 새로운 방식에 의하여 제조하였다.

기존의 졸-겔 방법에 비하여 그 공정이 단순하고, 특히 구

형의 페블을 대량으로 제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리튬용

액 침투방법을 이용하여 Li2TiO3 페블을 제조하였다. 출

발분말로 상업용 TiO2 분말을 이용하여 원형도가 뛰어난

과립을 제조한 후, 일정농도의 리튬용액을 침투시켜 반응

소결 시킴으로써 Li2TiO3 페블을 제조하고, 리튬용액의 농

도와 침투 횟수에 따른 페블의 상 변화와 미세구조에 미

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또한 이들의 물리적 특성을 고

찰하여, 제조된 페블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2. 실험 방법

Fig. 1에 용액침투법에 관한 전반적인 공정을 나타내었

다. 출발원료로써 TiO2 분말 (Dupont, Ti-pure
®

)을 사용하

여 과립을 제조하였다. 공업용 체를 이용하여 #10 (2.0 mm)

과 #14 (1.4 mm) 사이에서 걸러진 약 1 ~ 2 mm 크기의 분

말 응집체를 실험에 사용하였다. 이후의 공정이 진행되는

동안 일정한 성형 강도를 보유하면서 리튬용액이 원활히

흡수될 수 있는 충분한 기공 확보를 위하여, TiO2 분말 응

집체를 1050
o
C에서 1시간동안 1차 소성하였다. 1차 소성

된 과립의 원형도를 높이기 위하여 SiC 연마지가 내부표

면에 부착된 스테인레스 원형용기에 과립을 담아 수시간

동안 회전시켜 과립의 표면을 연마함으로써 원형도를 개

선하였다. 회전에 의한 연마공정 모식도를 Fig. 2에 나타

내었다. 용액침투를 위하여 사용한 Li source로는 LiNO3

(Junsei, Extra pure)를 사용하였다. LiNO3를 증류수에 녹여

제조된 용액을 1차 소성 후 원형도가 향상된 TiO2 과립에

침투시켰다. 이때 용액 내의 리튬농도를 달리하여 실험하

였으며, 농도의 변화는 15 wt%, 35 wt%, 50 wt% 그리고

65 wt%인 상태로 준비하였다. 50 wt%까지는 용액준비에

어려움이 없었으나, 용질의 양을 늘린 65 wt%의 경우는

증류수의 온도를 80
o
C로 올려 용해도를 증가시켜 제조하

였다. 1차 실험에서는 TiO2 과립을 대기압 하에서 용액에

담금으로써 용액침투를 유도하였고, 2차 실험에서는 침투

량을 높이기 위해서 TiO2 과립을 용액에 담근 후 진공상태

로 약 10분정도 유지시켜 주었다. 3차 실험에서는 2차 실

험에 의하여 용액이 침투된 샘플을 800
o
C에서 1시간 동안

pre-heating 한 후에, 다시 한 번 LiNO3 용액에 담가 2차와

같은 방법으로 재흡수를 시켜, 총 2회에 걸쳐 용액침투를

실행하였다. 1차에서 3차까지의 실험에서 얻어진 샘플들은

건조 후 900
o
C ~ 1200

o
C에서 1시간 동안 소결시켜 페블을

제조하고, 제조된 페블의 특성분석을 실시하였다.

제조된 페블의 형상과 입자크기를 관찰하기 위하여 주

사전자현미경 (Hitachis, S-3500N, Japan)을 사용하여 미세

구조를 관찰하였다. 페블의 원형도 측정은 버어니아캘리

퍼스를 이용하여 최소 10개 이상의 시편의 장축길이와 단

축길이를 각각 측정한 후 그 비율로 원형도를 나타내었

다. 용액 침투를 마친 과립의 열처리에 따른 결정상 변화

는 X선 회절분석기 (X’pert-pro, MPD, Netherlands)를 사

용하여 고찰하였다. 각 온도에서 소결된 페블의 압축강도

Fig. 1. Flow chart for fabrication process of Li2TiO3 pebbles

by lithium solution penetration method.

Fig. 2. Schematic diagram of rolling process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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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피로시험기 (E1000, Instron)를 사용하여 온도별로 각

각 5개의 시편을 준비하여 측정하였다. 제조된 페블은 리

튬성분의 수분에 대한 반응성을 고려하여
18) 
케로신

(kerosene)을 이용하여 밀도, 기공률을 아르키메데스 방법

으로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실험에 사용된 TiO2 분말의 평균입경은 sub-micron 크

기이며 넓은 범위에서 응집을 보였다. 체를 통과한 TiO2

응집체는 약 2 mm의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며 약간 모가

난 과립모양을 보였다. 이러한 응집체를 1050
o
C에서 1차

소성한 결과, 어느 정도의 강도를 유지하며 약 60%의 기

공률을 나타내었다. 1차 소성 후에는 입자 간에 약간의

neck이 형성되었으며, 기공률은 성형된 응집체와 비교하

여 큰 변화가 없었다. Fig. 3에 출발원료인 TiO2 분말과

1050
o
C에서 소성된 TiO2 과립의 미세구조를 나타내었다.

1차 소성 후의 TiO2 과립은 약간의 각진 모양을 보였다.

이러한 과립의 원형도 향상을 위하여 회전에 의한 연마

공정을 시도했으며, 연마공정이 끝난 과립의 사진을 연마

이전의 과립 사진과 함께 Fig. 4에 나타내었다. Fig. 4(a)

는 연마공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Fig. 4(b)는 6시간, (c)는

20시간 동안 연마공정을 진행하였다. 시간의 증가에 따라

원형도는 점점 더 상승됨을 알 수 있었다. 20시간의 연마

공정을 거친 과립은 크기가 약 1.2 ~ 1.5 mm를 보이면서,

원형도가 증가된 형태를 보였다. 각 페블 샘플의 원형도

를 측정하여 그 변화 추이를 Fig. 5에 나타내었다. 최종

20시간의 연마를 마친 과립의 원형도는 1에 가까운 1.05

의 값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1. 대기압 하에서 리튬용액 침투

대기압 상태에서 1회 용액침투를 시도한 TiO2 과립을

1200
o
C에서 소결 후 리튬용액의 농도에 따른 결정상 변

화를 Fig. 6에 나타내었다. 리튬용액의 농도가 증가할수

록 TiO2의 결정상 중 하나인 rutile 피크가 크게 감소되고

Fig. 3. SEM micrographs of starting material : (a) TiO2 powder

and (b) TiO2 granule heated at 1050
o
C.

Fig. 4. Photographs of TiO2 granules (a) before rolling pro-

cess, (b) after rolling for 6 h, and (c) after rolling for 20 h.



336 유민우·박이현·이상진

한국세라믹학회지

있으며, Li2Ti3O7 결정상 피크가 점차로 증가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1:1의 몰비를 갖는 Li2TiO3 상이 65 wt% 리

튬용액 침투 시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미 반응된 TiO2 결

정상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TiO2 과립에 흡수된 리튬

의 양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Li2O-TiO2계 상평형

도
19)
에 따르면 1 : 3의 몰비를 갖는 Li2Ti3O7 결정상은 좁

은 조성범위인 74 ~ 76 mol% TiO2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Fig. 6에 나타낸 65 wt% 리튬용액의 침투 결과에서는

Li2Ti3O7 결정상 뿐만 아니라 TiO2의 결정상이 관찰되고

있으므로 1 : 3 몰비 이상의 TiO2가 존재하고 있음을 추측

할 수 있다. 하지만, Li2Ti3O7 결정상이 주 결정상으로 관

찰되므로, 1 : 3 몰비에 근접해 있으리라 판단된다.

3.2. 진공 중에서 리튬용액 침투

2차 실험에서는 대기압 하에서 진행한 용액침투의 결

과를 참고하여 약 25 mol% 정도로 추정되는 부족한 Li2O

흡수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50 wt% 리튬용액에서 진공을

유지하며 1회 흡수하여 결정상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대

기압 하에서 리튬용액 침투 시 사용된 65 wt% 리튬용액

은 LiNO3이 과포화된 상태이며, 따라서 2차 실험에서는

용액의 점도가 높아 침투가 용이하지 않고, 진공 중에서 용

해도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가열이 필요한 관계로 50 wt%

리튬용액을 선택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진공 중에서 침

투공정을 거친 샘플을 1200
o
C에서 소결한 후 결정상 변

화를 Fig. 7에 나타내었다. Fig. 7(a)는 용액침투 공정을

진행하기 전의 1050
o
C에서 소성한 TiO2 과립의 결정구조

로서 TiO2의 고온 결정상인 rutile의 결정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Fig. 7(b)는 1회 용액침투 후 1200
o
C에서 소결된 시

편의 결정구조로서 Li2Ti3O7의 결정상이 주 결정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약간의 Li2TiO3의 결

정상이 관찰되기 시작하였다. 결과적으로 Li2TiO3가 주 결

정상으로는 관찰되지 않았지만, 진공 중에서의 용액침투

공정으로 Li2TiO3의 합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차 실험에서는 1차 침투를 마친 샘플을 800
o
C에서 pre-

heating한 후에, 다시 한 번 용액침투를 함으로써 결정구

조의 변화를 유도하였다. Fig. 8에 1회 침투 후 pre-heating

된 시편의 미세조직을 나타내었다. 1차 침투 시 흡수된

리튬 성분을 유지하면서, 또 한번의 침투가 가능하도록

다공성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Fig. 9에는 50 wt% 리튬용액을 진공에서 2회 침투시킨

샘플을 1200
o
C에서 소결한 후 그 결정상 변화를 나타내

었다. Li2TiO3의 결정상이 주 결정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약간의 Li4Ti5O12의 결정상도 관찰

되었다. Li2O-TiO2계 상평형도
19)
에 따르면 Li2Ti3O7와

Li4Ti5O12가 공존하는 결정상은 52 ~ 72 mol% TiO2에서 확

인할 수 있으며 주 결정상의 강도로 보아 Li2O과TiO2의

몰비가 1:1에 근접했다고 판단된다. 소결 후 페블의 강도

는 충분히 유지되었고, 원형도는 소결 시 발생한 수축과

Fig. 5. Sphericity of TiO2 granules according to rolling time.

Fig. 6. XRD patterns of pebble samples prepared from various

concentration of lithium solution in atmospheric pre-

ssure.

Fig. 7. XRD patterns of (a) pre-sintered TiO2 granules without

penetration process and (b) sintered pebble at 1200
o
C

prepared from one time penetration of 50 wt% lithium

solution in vacu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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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용액침투 시의 원형 과립의 원형도를 그대로 유지

하였다. 소결된 페블의 크기는 약 1.0 ~ 1.1 mm를 보여 대

략 30%의 소결수축률을 보였다. 

3.3. 소결 온도 및 침투용액 농도에 따른 페블의 특성

동일한 소결 온도인 1200
o
C에서 LiNO3 농도에 따른 페

블 샘플의 미세구조 변화를 Fig. 10에 나타내었다. 모든

샘플은 2회에 걸친 용액침투가 진행되었다. 샘플들은 전

반적으로 치밀한 미세구조를 보였으며, 낮은 농도에서는

입성장이 상대적으로 억제되어 비교적 작은 결정립이 관

찰되었다. 이전의 연구결과
20)
를 참조하면, Li2TiO3의 소결

거동은 액상이 생성되는 1200
o
C 근처에서 액상소결에 의

한 과대 입성장을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Li2TiO3 결정상이 형성된 샘플 Fig. 10(c)의 경우, 유사한

과대 입성장을 보였다. 이러한 유사한 소결 거동을 참조

해 볼 때, 1 : 1 몰비의 Li2TiO3가 주 결정상 임을 확인할

수 있다.

LiNO3 50 wt% 수용액을 사용하여 진공상태에서 2회 침

투 실험한 페블의 950
o
C에서 1200

o
C까지 소결 온도 변화

에 따른 미세구조 변화를 Fig. 11에 나타내었다. 950
o
C에

서 페블의 미세조직은 Fig. 3(b)에 보여진 1050
o
C에서 소

성된 TiO2 과립의 미세구조와 비교하였을 때 약간의 입성

장만이 관찰되었을 뿐 입자의 형태는 비슷한 양상을 보

이면서 전체적으로 많은 기공이 관찰되었다. 1100
o
C부터

Fig. 8. SEM micrograph of pebble pre-heated at 800
o
C after

1
st
 penetration process.

Fig. 9. XRD pattern of sintered pebble prepared from two

times penetration of 50 wt% lithium solution in

vacuum condition.

Fig. 10. SEM micrographs of Li2TiO3 pebbles sintered at 1200
o
C

for 1 h, prepared from different concentration of

lithium solution of (a) 15 wt%, (b) 30 wt%, and (c)

50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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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입성장이 비교적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며 기공의

감소가 관찰되었다. 소결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급격한

입성장과 더불어 치밀한 미세구조가 관찰되었다. 

Fig. 12에는 소결 온도 변화에 따른 페블의 물리적 변

화를 나타내었다. 리튬용액 침투 전의 1050
o
C에서 1차 소

성한 TiO2 과립과 2회 침투 후 소결한 샘플들의 밀도 및

기공률을 나타내었다. 소결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기공

이 점차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으며 1000
o
C부터 상대밀도

90%에 근접하는 3.0 g/cm
3 
밀도값을 보였다. 어느 정도의

소결 강도를 유지하면서 기공을 보유하는 페블의 조건은

1000
o
C ~ 1100

o
C 소결 구간에서 얻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

며, 이때의 결정상 변화를 Fig. 13에 나타내었다. 1000
o
C

이상의 모든 페블에서 Li2TiO3 결정상이 주 결정상으로 나

타나고 있으며, 소결 온도 950
o
C에서 뚜렷하게 관찰되는

TiO2의 고온 결정상인 rutile의 피크가 1000
o
C부터는 관찰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1000
o
C에서 1200

o
C까지 소결 온

도에 따른 두드러진 결정상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증식재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삼중수소 방출을 위한 기

공률을 지님과 동시에 페블의 물리적인 강도가 뒷받침되

어야 한다.
9,10) 

Fig. 14는 50 wt% 수용액을 사용하여 진공

상태에서 2회 침투 실험한 페블의 950
o
C에서 1200

o
C까지

소결 온도에 따른 압축하중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페블

의 기계적 강도는 소결 온도 상승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

가하였으며, 1050
o
C에서 1100

o
C로 소결 온도가 변화함에

따라 비교적 높은 하중증가를 나타내었다. 1150
o
C부터는

소결 온도 증가에 따라 하중값이 감소하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1200
o
C에서는 1100

o
C와 비교하여 큰 폭으로 감소된

하중값이 관찰되었다. 치밀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1200
o
C

Fig. 11. SEM micrographs of Li2TiO3 pebbles sintered at (a)

950
o
C, (b) 1000

o
C, (c) 1050

o
C, (d) 1100

o
C, (e) 1150

o
C,

and (f) 1200
o
C for 1 h (penetration conditions ; two times

with 50 wt% lithium solution in vacuum). 

Fig. 12. Changes of porosity, absorbance and density of pebble

samples prepared from different sintering condition. 

Fig. 13. XRD patterns of Li2TiO3 pebbles sintered at (a) 950
o
C,

(b) 1000
o
C, (c) 1100

o
C, and (d) 1200

o
C for 1 h

(penetration conditions ; two times with 50 wt%

lithium solution in vacu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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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과대 입성장이 압축하중 저하의 원인이라 판단된다.

4. 결  론

리튬용액 침투방법을 이용한 Li2TiO3 페블 제조공정은

상업용 TiO2 과립분말을 사용하여 페블을 제조함으로써

원형을 요구하는 페블성형이 용이하고, 공정변수 조절 및

TiO2 분말의 선택에 따라 원하는 물성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SiC 연마포를 활용한 TiO2 과립

의 회전공정은 페블의 원형도를 개선하는데 효과적으로

적용되었다. 제조된 TiO2 원형과립을 이용하여 Li2TiO3 결

정상을 얻기 위하여 LiNO3 수용액의 농도를 50 wt%로 조

절하여 진공에서 2회 침투 후 1000
o
C ~ 1200

o
C 온도에서

소결함으로써 일정한 강도와 기공을 포함하는 Li2TiO3 페

블을 제조할 수 있었다. 또한 1차 침투 후 800
o
C에서 열

처리함으로써 리튬의 용출이 억제되고, 2차 침투된 리튬

과의 효과적인 반응을 유도할 수 있었다. 페블의 물리적

인 성질, 즉 크기, 밀도, 기공률, 강도 등은 사용하는 리

튬용액의 농도, 침투조건, 소결 온도 등의 변화에 의하여

충분히 조절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공정변수

조절에 의하여 60 ~ 120 N의 압축하중을 보이며 10 ~ 20%

의 기공률이 유지된 Li2TiO3 페블 제조가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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