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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antalum nitride has attracted wide at attention as issues related to the toxicity of Cd-related materials. But in the titration
process of TaCl5 solution with NH4OH, NH4Cl, as a by product, was remained in the prepared Tantalum precursor. The tantalum
precursor with NH4Cl was nitrided by ammonolysis. The red color tone of Ta3N5 was reduced by the residual NH4Cl reduce.
Therefore, amorphous Tantalum precursor was prepared by filtering process with as hydrous ethanol to remove the NH4Cl. In the case
of using Tantalum precursor without NH4Cl, we successfully synthesized the Tantalum nitride with good red color. The value of red
color tone was improved from a

*

=36.8 to a
*

=53.0. The synthesized powder was characterized by XRD, SEM, the Nitrogen / Oxygen
Determinator, TG-DTA, and the CIE L

*

a
*

b
*

 colori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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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재 적색발현이 우수한 카드뮴 계 안료는 독성물질을

포함하여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1)

 이에 대한 대체방법으

로 카드뮴 계 안료에 Frit을 표면 코팅하여 유해물질 용출

을 억제하고자 하였으나, 표면코팅을 하더라도 유해물질

이 잔존하는 문제점이 있다.
2)

 다른 대표적 적색안료인 α-

Fe2O3는 나노 크기에서 적색이 발현되지만 적색도가 높지

않고, 소성 후 입자의 크기가 서브마이크론 이상으로 성장

하여 갈색을 발현하는 문제점이 있다.
3)

 그래서 최근 카드

뮴 계 안료를 대체하기 위해 탄탈륨을 활용한 적색안료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탄탈륨은 반도성 물질로 원

자가 띠와 전도 띠간의 전자 띠 변이에 의해 백색, 황색,

주황색, 적색, 갈색, 흑색 등의 다양한 색을 발현한다.
2)

 적

색을 발현하는 탄탈륨 질화물들은 암모니아 질화법과 화학

기상합성법으로 합성된다.
4)

 Letschert 연구팀은 탄탈륨을 이

용하여 Perovskite 구조를 갖는 다색발현 CaTaON을 합성하

였다.
1)

 CaTaON은 Yellow부터 Orange red, Red까지 다양한

색을 발현하였지만 b
*

값이 매우 높아 적색발현이 미흡하

였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Ta3N5를 합성하기 위해 출발물질

로 Ta2O5를 이용한 고온 질화 열처리공정이 활용되었다.
5,6)

하지만 최근에는 TaCl5에 NH4OH를 적정하여 생성된 비정

질의 탄탈륨 전구체를 질화 열처리 하여 Ta3N5를 합성하

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7-9)

 하지만 비정질의 탄탈륨 전

구체 특성이 탄탈륨 질화물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

구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TaCl5에 NH4OH를 적

정하여 제조한 비정질 탄탈륨 전구체를 출발물질로 하여

부산물로 생성된 NH4Cl 제거가 질화물 형성 및 특성(색상

발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2. 실험 방법

출발물질(비정질 탄탈륨 전구체)을 합성하기 위해 염화

탄탈륨(TaCl5 : 99.8%, Sigma Aldrich), 염산(HCl : Assay

35%, Dae Jung), 메탄올(CH3OH : Assay 99.9%, Dae Jung),

암모니아수(NH4OH : Assay 27%, Dae Jung), 무수에탄올

(Ethanol Absolute, 94.9%, J.T.baker)을 사용하였다. HCl을

110 ml, CH3OH을 24 ml 혼합하여 5 mol.% 용액을 제조하고

TaCl5을 4 g 첨가하였다. 500 rpm으로 교반하면서 산·염기반

응을 위해 NH4OH을 34 ml 투입하였다. NH4OH는 분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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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l씩 34 ml을 적정하여 중화하고, 투입이 완료된 후 1

시간 교반하였다. 산·염기반응의 부산물로 생성된 NH4Cl

을 제거하기 위해 무수에탄올과 필터페이퍼를 이용하여 3

회 세정처리 하였다. NH4Cl을 제거한 후 획득한 비정질의

탄탈륨 전구체를 70
o
C 건조기에 24시간 건조시켰다. 비정

질 탄탈륨 전구체를 출발물질로 N2 가스와 NH3 가스분위

기(분압: 0.5 L/min)로 1000
o
C에서 5시간을 유지하여 탄탈

륨 질화물(Ta3N5)을 합성하였다. 분위기 가스는 400
o
C부터

투입을 시작하여 질화 열처리가 완료되고 400
o
C까지의 냉

각 과정 동안에도 유지하였다. 비정질 탄탈륨 전구체의

NH4Cl 잔존 여부에 따른 최종 질화 합성물의 결정상 분

석을 위해 XRD (X-ray diffraction, Right D/max 2500v/

pc, Rigaku, Japan)를 이용하였고, 형상 및 크기를 관찰하

기 위해 FE-SEM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JSM-6701F, Japan)을 활용하였다. 최종 질화 합

성물의 산화거동 및 질화도 측정을 위해 TG-DTA (High

Temperature Simultaneous Thermal Reaction Analyzer,

DTG-60H, Japan), O/N분석기 (Oxygen Nitrogen Determinator,

ELTRA, Germany)를 이용하였다. 또한 최종 질화 합성물

의 Ta3N5와 TaON의 결정상 비율을 조사하기 위해 Rietveld

분석 (Rietan-2000)을 하였다. 회절 패턴은 pseudo-Voigt

function을 기본으로 해석되었고, 해석 값은 신뢰성인자(Rwp,

S)로 평가되었다. 신뢰성인자인 Rwp (weighted pattern R-

factor)=7.1%, Re (Expected R-factor)=4.9%, S (Goodness of

fit indicator)= 1.2%는 이하의 값에 대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최종 질화 합성물의 색도를 비교하기 위해 CIE L
*
a
*
b
*

colorimeter (Handy Colorimeter, NR-3000, Japan)으로 평가하

였다.

 

3. 결과 및 고찰

비정질 탄탈륨 전구체의 NH4Cl 제거를 위한 세정 공정

의 전과 후 출발물질의 결정상 분석을 Fig. 1에 나타내었

다. (a)는 세정공정을 거치지 않은 비정질의 탄탈륨 전구

체의 결정상이고, (b)는 세정공정을 거쳐 NH4Cl이 완전히

제거된 비정질의 탄탈륨 전구체의 결정상 결과이다. (a)

에는 비정질의 탄탈륨 전구체와 출발물질을 합성 시 생

성되는 NH4Cl 결정상이 혼재되어 있었다. 이는 출발물질

을 합성하기 위해 TaCl5 용액에 NH4OH를 적정하는 과정

에서 생성되는 부산물이 잔존된 것이다. (b)는 세정공정

을 통해 NH4Cl이 제거되어 비정질 탄탈륨 전구체의 결정

상을 나타내고 있다.

비정질 탄탈륨 전구체의 세정 공정 전과 후의 출발물

질의 미세조직 관찰 결과를 Fig. 2에 나타내었다. Fig. 2(a)

는 세정공정을 거치지 않은 비정질 탄탈륨 전구체이고,

Fig. 2(b)는 세정공정을 거친 비정질의 탄탈륨 전구체의

형상이다. Fig. 2(a)의 경우, SEM 관찰에서는 하나의 응집

된 입자로 관찰되었으나 BEI(Back-scattered electrons

image)에서는 비정질 탄탈륨 전구체 입자와 NH4Cl 입자

들이 응집된 형태로 관찰되었다. Fig. 2(b)에서는 NH4Cl

이 제거되어 30~50 nm 크기의 탄탈륨 전구체 입자들이 다

소 응집된 상태로 존재하였다.

Fig. 1. XRD patterns of the starting materials (a) before the

removing process of NH4Cl and (b) after the removing

process of NH4Cl.

Fig. 2. Morphologies of the starting materials (a) before the

removing process of NH4Cl and (b) after the removing

process of NH4Cl.

Fig. 3. XRD patterns of the final nitrides with (a) TaON+Ta3N5

and (b) Ta3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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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출발물질을 질화 열처리하여 합성된 탄탈륨 질화

물들의 결정상 분석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a)는

NH4Cl이 포함된 출발물질을 활용하여 질화 열처리한 최

종 질화 합성물의 결정상이고, (b)는 NH4Cl이 포함되지

않은 출발물질을 질화 열처리한 최종 질화 합성물의 결

정상이다. (a)는 사방정상(Orthohombic phase)의 Ta3N5 결

정상이 주로 나타났으나 소량의 단사정상 (Monoclinic

phase) TaON 결정상이 혼재되어 있었다. 이에 반해 (b)에

서는 Ta3N5의 단일결정상이 확인되었다. 이는 NH4Cl을 포

함하지 않는 출발물질이 동일 질화 열처리 조건에서 NH4Cl

을 포함하는 출발물질보다 질화가 촉진되었음을 의미한다.

초기 출발물질의 차이에 의한 최종 질화 합성물들의 미

세조직 관찰 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다. Fig. 4(a)는

TaON과 Ta3N5가 혼재된 최종질화 합성물이고, Fig 4(b)

Ta3N5 단일결정상을 가진 최종질화 합성물의 형상이다.

Fig. 4(a)는 60~70 nm 크기의 입자들이 연속적으로 연결

된 형상의 미세조직을 나타내고 있다. Fig. 4(b)는 50~60 nm

크기의 입자들이 부분적으로 응집된 미세조직을 나타내

고 있다. NH4Cl을 포함하는 출발원료를 질화 열처리 할

경우, 이들 최종 질화 합성물들의 평균 입자크기와 응집

상태가 NH4Cl을 포함하지 않는 출발원료의 최종 질화 합

성물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는 질화 열처리 공정에서

NH4Cl이 400
o
C 부근에서 Cl 가스와 NH3 가스로 분해되

어 이들이 비정질 탄탈륨 전구체의 표면을 용융시켜 입

자성장과 입자간 응집을 촉진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질화 열처리된 탄탈륨 질화물의 산소 및 질소 함량 분

석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측정된 결과는 전체 시

료에 포함된 산소와 질소의 중량비를 비교한 것이다. (a)

는 TaON과 Ta3N5가 혼재된 최종 질화 합성물의 결과이

고, 산소/질소 중량비는 각각 2.28 wt%, 7.94 wt%이다. (b)

는 Ta3N5 단일결정상을 가진 최종 질화 합성물의 결과이

고, 산소/질소 중량비는 각각 0.56 wt%, 11.28 wt%이다.

Ta3N5 단일결정상이 존재하는 최종 질화 합성물의 잔존

산소량은 TaON과 Ta3N5가 혼재된 최종 질화 합성물의 잔

존산소량보다 1.72 wt% 감소되었다. 동시에 Ta3N5 단일상

만이 존재하는 최종 질화 합성물의 잔존 질소량은

3.34 wt% 증가되었다. 이는 NH4Cl 제거공정으로 출발원

료의 질화 합성을 촉진시킨 결과라고 판단된다. 

질화 열처리된 최종 질화 합성물들의 산화거동과 시차

열반응을 Fig. 5에 나타내었다. Fig. 5(a)는 산화거동에 따

른 최종 질화 합성물의 중량변화이고, Fig. 5(b)는 온도증

가에 따라 나타나는 시차열반응분석 결과이다. (1)은 세

정공정을 거치지 않아 TaON과 Ta3N5가 혼재하는 최종 질

화 합성물이고, (2)는 세정공정으로 Ta3N5 단일결정상을

가진 최종 질화 합성물이다.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Fig.

5(a)(1)은 430
o
C에서 질화물들의 산화에 따른 중량증가가

나타났고, Fig. 5(a)(2)는 410
o
C 부근에서 중량증가가 나타

났다. Ta3N5 단일결정상을 가진 최종 질화 합성물(Fig

5(a)(2))의 산화거동은 700
o
C 부근에서 완료되었으나, TaON

과 Ta3N5가 혼재하는 경우(Fig 5(a)(1))에는 850
o
C 부근에

서 완료되었다. 이에 따른 중량비 증가는 Ta3N5 단일상만

인 경우 7.8%였고, TaON과 Ta3N5가 혼재하는 경우 6.9%

Fig. 4. Morphologies of the final nitrides with (a) TaON+Ta3N5

and (b) Ta3N5.

Fig. 5. TG-DTA analysis of the final nitrides (a) TGA and (b) DTA.

Table 1. Nitrogen / Oxygen Analysis of the Final nitrides with

(a) TaON+Ta3N5 and (b) Ta3N5

(a) (b)

O2 2.28 0.56

N2 7.9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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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탄탈륨 질화물의 경우 산화거동에서 중량비 증가가

큰 것은 질화도가 높은 것에 기인한다. 이는 TaON과

Ta3N5가 혼재된 합성물의 Rietveld 분석에서도 TaON과

Ta3N5 결정상 비율이 32%, 68%로 해석되어 최종 질화 합

성물의 질화도 차이를 알 수 있었다. 즉, 최종 질화 합성

물에 TaON 형태로 산화물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이들의

산화거동에서 중량증가가 감소된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

가 Ta3N5의 경우(Fig 5(b)(2)) 641
o
C 부근에서 한차례의 산

화거동이 나타나는 반면, TaON과 Ta3N5가 혼재된 최종

질화 합성물의 산화거동(Fig 5(b)(1))에서는 653
o
C와 801

o
C

부근에서 2단 중량증가 형태를 나타내었다. 이는 Ta3N5와

TaON의 2단 산화거동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Ta3N5보다 안정한 TaON이 고온에서 산화되어 이 거동이

2단 중량증가 형태를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출발원료 차이에 따른 최종 질화 합성물의 CIE L
*

a
*

b
*

값을 Fig. 6에 나타내었다. 색상 값인 CIE L
*

a
*

b
*

에서 L
*

값은 Lightness로 100일 경우 백색, 0일 경우 흑색을 나타

낸다. a
*

값은 +일 경우 적색을, -일 경우 녹색을 나타낸다.

b
*

값은 +일 경우 황색을, -일 경우 청색을 나타낸다. (a)는

TaON과 Ta3N5가 혼재된 최종 질화 합성물이고, (b)는

Ta3N5 단일결정상을 가진 최종 질화 합성물의 색도이다.

(a)의 색도는 각각 L
*

=45.0, a
*

=36.8, b
*

=36.5이고, (b)의 색

도는 각각 L
*

=49.7, a
*

=53.0, b
*

=52.2이다. 적색도의 지표인

a
*

값에서 (b)가 (a)보다 16.2 높게 나타났다. 이에 TaON과

Ta3N5를 가지는 질화 합성물의 적색도가 낮은 것은 황색

을 발현하는 TaON이 포함된 것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즉 적색도 향상을 위해서는 질화도를 향상시킨 Ta3N5 단

일상이 요구된다. 

4. 결 론

카드뮴 계 적색 안료를 대체하기 위해 NH4Cl이 제거된

비정질 탄탈륨 전구체를 질화 열처리하여 적색 탄탈륨 질

화물(Ta3N5)을 성공적으로 합성하였다. 

1.무수에탄올을 이용한 세정공정을 통해 NH4Cl을 제거

한 비정질 탄탈륨 전구체를 질화 열처리하여 단일결정상

의 탄탈륨 질화물을 합성하였다.

2. NH4Cl의 제거로 질화 열처리 공정에서 입자성장을

억제하여 최종 질화 합성물의 평균입도를 감소시켰다.

3. NH4Cl이 제거된 출발물질의 최종 질화 합성물의 경

우, 잔존산소량의 감소와 잔존질소량의 증가로부터 질화

도가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4.질화도 향상은 최종 질화 합성물의 적색도 개선에 영

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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