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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spersion behavior of the slurries consisted of bimodal-type AlN powders was examined in non-aqueous solvent system. Azotropic
solvent system and copolymer acidic dispersant were applied to the slurries. Measurements of the sedimentation height and the
viscosity of the each slurry, and the test of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the each powder sample were conducted as examinations for
the dispersion behavior at the various dispersant contents. The bimodal-type particle size distribution was continued after addition of
the dispersant and small particle portions were increased as the dispersant content increases. The density of the green sheet was also
increased as the dispersant content increases and a green density of 2.114 g/cm

3
 was obtained at the sample prepared from 2.4 wt%

dispersant content. The increase of large particle portions resulted in the surface defects of the green she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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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AlN은 높은 열전도도, 높은 전기적 저항, 낮은 유전상

수 및 실리콘과 유사한 열팽창계수 등의 물성으로 인하

여 최근에 반도체 팩키지용 혹은 방열용 세라믹 기판으

로 그 사용이 증가되고 있다.
1,2)

 AlN 기판을 제조하기 위

하여 테이프 캐스팅 공정이 사용되고 있으며, AlN 자체

가 물과 반응성을 보이기 때문에 비수계 용매를 사용한

공정이 주로 적용되고 있다.
3,4)

 

테이프 캐스팅 공정에서는 물성의 최적화를 위해서 액

상 매체에 세라믹 분말들의 적절한 분산이 요구된다.
5,6)

세라믹 공정 시, 분말의 높은 비표면적과 반데르발스 인

력 및 브라운 운동으로 인한 충돌로 인하여, 슬러리 내에

서 입자들의 자발적인 응집이 일어나고, 이것은 성형체

내 결함의 원인이 된다. 성형의 최적화를 위해서는 이러

한 응집이 일어나지 않도록 슬러리의 균일한 분산이 선

행되어야 한다. 세라믹 분말 슬러리의 분산은 응집된 입

자의 표면전위를 변화시키거나, 입자를 분산매체에서 안

정화시킬 수 있는 분산제를 첨가하여 정전기적 반발

(electrostatic repulsion) 혹은 입체안정화 (steric stabilization)

기구를 부여함으로써 조절할 수 있다.
7,8)

 특히 고품질의

세라믹 테이프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완전분산이 바람직

하므로, 분산제 및 이를 용해시키는 용매의 선택 및 슬러

리 내 분말의 입도분포 상태 등의 상호관계를 고찰하고,

이들이 성형체 제조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는 것이 필

요하다.
9)

 슬러리의 점도를 좌우하는 분산상태는 성형 테

이프의 물성뿐만 아니라 소결체의 미세조직 등에도 영향

을 미친다. 이처럼 분산안정성은 최종물성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이며, 결합제, 가소제 등의 첨가에 따

른 슬립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연구

가 선행되어야 한다.
9-12)

AlN 분말의 경우, 제조방법에 따라 다양한 입도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입도분포는 테이프 캐스팅 공정의

분산과 성형에 있어서 용매, 분산제, 바인더 및 가소제의

양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최종 기판제품의 물성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성형밀도가 높을

경우, 소결 후의 기판 물성이 우수한 성질을 보이며, 이

러한 성형밀도는 사용하는 분말의 입도분포와 분산제 등

의 첨가제와의 상호 관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

으로 성형 후 원활한 소결을 위하여 1 µm 내외의 미세한

AlN 분말을 출발분말로 사용하며, 입도분포가 좁은 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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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테이프 캐스팅 공정에 적용한다.
4,13)

 상업용 세라믹 분

말의 경우, 강한 응집이나 혹은 제조공정상의 이유로

bimodal 입도분포를 가지는 경우가 많으며 AlN 분말도 예

외는 아니어서, bimodal 입도분포를 보이는 AlN 분말의

유성학적 성질과 테이프 캐스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

찰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상업용으로 판매되는 bimodal 형태의 입

도분포를 보이는 AlN 분말을 사용하여 분산효과에 따른 테

이프 캐스팅 성형결과를 고찰하였다. 비수계 시스템하에서

분산제 첨가량에 따른 분말의 분산거동과 분산효과에 따른

bimodal 입도분포의 변화를 관찰하였고, 이러한 결과가 최

종 테이프 캐스팅 성형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2. 실험방법

2.1. AlN 분말의 특성분석 

분산거동 및 테이프캐스팅 공정에 사용될 AlN 분말 (H-

grade, Tokuyama Co., Japan)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분

말의 입도분석을 실시하였다. AlN 분말을 에틸알코올에서

1분간 초음파를 이용하여 강제 진동시킨 후, 입도분석기

(electrophoretic light scanning spectrophotometer ESL-800,

Photal, Japan)를 이용하여 평균입경 및 입도분포를 측정

하였다. 분말의 미세구조를 관찰하기 위하여 준비된 샘플

을Au-Pd로 코팅하여 주사전자현미경 (SEM, Model S3500,

Hitachi, Japan)을 사용하여 관찰하였다.

2.2. 분산 테스트

AlN 분말의 비수계 하에서의 분산테스트는 azotropic 혼

합물을 이루는 4가지 용매인 toluen, N-butyl alcohol, iso-

propyl alcohol, ethyl alcohol을 사용하여 실험하였다.
14)

Azotropic 혼합물의 각 용매간 비율은 30 :30:20 :20 vol%

로 정하였다. 분산제로 copolymer acidic계 분산제인 BYK-

111 (DISPERBYK-111, BYK-Chemie Korea Co., Korea)

를 AlN 고형분을 기준으로 wt% 비에 맞추어 혼합하여

분산실험을 실시하였다. 분산제 첨가량을 달리하며 각 조

건에서의 AlN 분말과 분산제, 그리고 용매간의 상호작용

에 따른 분산거동을 고찰하였고, 분산거동은 침전실험 및

슬립의 점도측정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실험을 위하여

AlN 분말 60 g과 용매 35 g에 분산제를 각각 0, 0.3, 0.6,

0.9, 1.2, 1.5, 1.8, 2.1, 2.4 wt%를 첨가시켜 1시간 볼 밀링

하여 준비된 슬러리를 사용하였다. Bimodal 입도분포 효

과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볼 밀링 시간을 최소화

하였다. 침전실험에 있어서는 Mistler와 Twiname에 의해

추천된 방법을 참조 하였다.
10)

 준비된 슬러리들은 50ml

실린더에 각각 채운 후 밀봉시키고, 120시간 동안 유지

후 침전물의 높이를 측정하였으며, 침전물의 높이는 3회

측정된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슬러리의 점도 측정과 분말

의 입도분포 측정은 침전실험을 위하여 준비된 슬러리를

3시간 동안 방치하여 어느 정도 안정화 시킨 후, 점도측

정은 점도계 (Model DV-II, Brookfield Co., USA)를 이용

하여 측정하였고, 입도분포 측정은 실린더의 중간부분 슬

러리를 스포이드로 채취하여 샘플링 한 후, 입도분석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2.3. 성형체 제조 및 특성분석

테이프 캐스팅 성형체 제조를 위하여 각각의 분산조건

하에서의 슬러리에 일정량의 바인더 (polyvinyl butyral) 및

가소제 (di-butyl phthalate)를 첨가하고, 일정한 조건으로

테이프 캐스팅 성형을 실시하였다. 바인더와 가소제는 제

조된 슬러리에 AlN 고형분을 기준으로 각각 8 wt%씩 첨

가한 후, 3시간 동안 볼 밀링에 의해 최종 슬러리를 제조

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탈포 공정 후 테이프 캐스팅 성형

하였다. 일정한 조건에서 건조시킨 각 성형체는 일정한

크기로 잘라 무게와 부피를 측정하여 성형밀도를 측정하

였다. 성형밀도는 성형체의 여러 부위를 잘라 측정한 후

그 평균값을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성형체의 표면상태는

일반 디지털 사진기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분말의 특성

사용된 AlN 분말의 미세구조 사진과 입도분포 결과를

Fig. 1에 나타내었다. 평균입경 약 1.3 µm의 입자와 30 µm

범위의 입자로 이루어진 bimodal 입도분포를 보이고 있

으며, 분말의 SEM 미세구조에서 보듯이 큰 사이즈 입자

의 대부분은 응집체 형태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2. 분산 특성 

분산 특성을 평가하는 방법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슬

립 내 고용분의 침전높이를 측정하는 방법이며, 이는 분산

Fig. 1. Particle size distribution and SEM micrograph of AlN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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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잘 될수록 침전된 입자들의 충전밀도가 높아 침전 높

이가 낮아지는데 기인한다. 또한 미세한 입자일수록 침전

시간이 길며, 장시간 후에도 침전물과 액상의 구분이 뚜렷

하지 않으며 상층액은 불투명한 상태로 지속된다. 일반적

으로 비수계에서의 분산제는 입자의 표면에 고분자 전해

물로 흡착되어 분산상태를 안정화 시켜주기 때문에, 분산

제가 적절하게 흡착될 경우 분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며,

분산상태가 안정하게 유지되면 침전속도는 느려지게 된다.
10)

 

본 연구에서는 분산제의 양을 변화시켜가며, 각 분산제

의 첨가량에 따른 슬러리 내 고상 분말의 침전높이를 관

찰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2에 나타내었다. 결과에서 보

듯이 48시간 이후에 분산제를 첨가하지 않은 슬러리의

AlN 분말이 가장 먼저 침전되었으며, 상층액은 거의 투

명한 상태를 나타내었다. 96시간 이후에는 0.3 wt% 분산

제를 첨가한 슬러리에서 가장 낮은 침전 높이를 보였으

며, 분산제 양이 증가할수록 침전층과 액상층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으면서 혼탁한 상층액을 보였다. 시간에 따른

각 슬러리의 침전물의 높이 변화를 Fig. 3에 나타내었다.

0.6 wt%, 0.9 wt% 그리고 1.2 wt%의 침전 거동은 1.5 wt%

와 거의 유사하였고, 1.8 wt%는 2.1 wt%와 유사하여 Fig. 3

의 결과에서는 생략하였다. 앞의 설명과 같이 120시간 이

후의 침전높이 측정결과는 0.3 wt% 분산제가 첨가된 슬

러리가 가장 낮은 침전높이를 나타내었다. 분산제 양이

증가할수록 침전높이는 매우 완만히 증가하는 경향을 나

타내었으나, 침전물과 용액과의 경계가 뚜렷하지는 않았

다. 침전물 상층의 용액은 분산제를 첨가하지 않은 슬러

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혼탁한 현상을 보였으며, 혼탁 정

도는 분산제의 첨가량이 많을수록 더욱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침전거동은 분산제의 양에 따른 슬러리의 점도변화

Fig. 2. Dispersion behavior of AlN slurries at various dispersant

contents.

Fig. 3. Change of sedimentation height of AlN slurries at

various dispersant contents and setting times.

Fig. 4. Change of viscosity of AlN slurries at various dispersant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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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연관 지어 설명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Fig. 4에 나타

내었다. 0.3 wt% 분산제 첨가 후 점도는 급격히 감소하였

으며, 이후로 첨가량의 증가에 따라 완만한 점도의 감소

경향을 나타내었다. 분산제 효과에 따른 점도의 감소가

슬러리 침전물의 높이변화 결과와 일관성은 없지만, 침전

거동에서 슬러리의 상층액이 혼탁할수록 점도는 감소하였다.

이 같은 침전거동을 분말의 입도상태와 연관 지어 관

찰하기 위하여, 각 슬러리의 입도분포 측정결과를 Fig. 5

에 나타내었다. 분산제를 첨가하지 않은 AlN 슬러리의 경

우, 분말특성에서 얻은 결과와 유사한 bimodal 입도분포

를 보였다. 0.3 wt% 분산제 첨가 시 입도분포는 확연한

차이를 보여, 큰 입자의 분율은 줄어드는 반면에 작은 입

자의 분율 증가와 함께 중간 크기의 입도분포가 관찰되

었다. 0.6 wt% 첨가 이후부터는 중간크기의 입도가 관찰

되지 않는 bimodal 입도분포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bimodal

입도 분포는 분산제 첨가에 의하여 작은 입자의 분율이

좀 더 증가하기 시작하며, 반면에 큰 입자의 분율은 점점

감소되며 넓은 입도분포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

상은 분산제의 첨가가 증가함으로써 더욱 뚜렷이 발현되

었다. 또한 분산제의 첨가에 따라 작은 입자의 평균입경

이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평균 입자의 크기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입도분석 결과는 슬러리의 분

산거동에 따른 침전결과와 어느 정도 일치되었으며, bimodal

형태의 출발분말은 분산제 첨가에 의하여 입자의 평균입

경은 줄어들었지만 bimodal 입도분포는 계속 유지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유성학적 성질에서 볼 때, 작은 입자의

분율이 증가할수록 bimodal 분말로 이루어진 AlN 슬러리

의 점도는 감소하였다.

이러한 입도분포에 따른 테이프 캐스팅 성형체의 영향

을 알아 보기 위하여 각 슬러리에 바인더와 가소제를 첨

가 후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캐스팅 후, 건조된 성형체의

표면 사진과 성형체의 밀도측정 결과를 Fig. 6과 Fig. 7에

각각 나타내었다. 분산제를 첨가하지 않은 경우는 표면에

크랙과 함께 넓은 면적에 걸쳐 불규칙한 결함이 주름형

식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발현되었다. 0.3 wt% 분산제 첨

가 시는 크랙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표면결함 현상은 계

속 관찰되었다. 이 같은 표면결함 현상은 분산제의 첨가

량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로 감소되는 결과를 보였으며,

2.4 wt% 분산제 첨가에서는 더 이상 관찰되어지지 않았

다. 성형체의 밀도 측정에서는 분산제 첨가에 따라 점차

적으로 밀도의 증가현상이 관찰되었으며, 2.4 wt% 분산제

첨가 시 2.114 g/cm
3
의 성형밀도를 보였다. 이러한 밀도

증가현상은 성형체의 표면결함 현상과 연관 지어 설명할

수 있으며, 표면결함 현상을 슬러리의 입도분포 상태와

연관 지어 볼 때, bimodal 형태의 입도분포에서 큰 입자

(약 10 µm 내외)의 분율이 상대적으로 클수록 발현되는

현상이라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분산효과에 의하여 작은
Fig. 5.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AlN powder samples from

each slurry at various dispersant contents.



570 최홍수·이상진

한국세라믹학회지

입자 (submicron 사이즈) 분율이 증가할수록 성형밀도 증

가가 관찰되었다. 테이프 캐스팅 공정에서 성형체의 밀도

와 기타 물성들은 세라믹 고상분말과 용매 및 분산제, 결

합제, 가소제 등의 종류와 상대적인 첨가량 등 많은 변수

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만, 본 연구에서는 bimodal 입도분

포를 보이는 AlN 분말을 사용하여 밀링 효과 및 결합제

의 첨가량 등에 의한 영향을 가능한 한 배제하고, 단지

분산제에 의한 입도분포 변화에 따른 성형체의 물성변화

를 고찰하였다. 얻어진 결과로부터, 양호한 성형체 상태

와 성형체의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acidic계 분산제 첨

가량을 늘려, 작은 입자 분율을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4. 결 론

Bimodal 입도분포를 갖는 AlN 분말을 사용하여 비수계

시스템 하에서의 분산거동을 분산제의 첨가량을 달리하

여 고찰하였으며, 분산정도에 따른 테이프 캐스팅 성형체

의 물성변화 고찰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비수계 azotropic 용매 시스템에서 AlN 분말은 copolymer

acidic 계 분산제 0.3 wt% 첨가에 의하여 분산효과가 발현

되었으며, 계속적인 분산제 첨가에 의하여 분산효과가 증

가되었다. 

2. Bimodal 입도분포를 보이는 AlN 분말은 분산제 첨가

후에도 bimodal 입도분포 형태를 유지하였으며, 분산제

첨가량의 증가에 따라 작은 크기의 입자 분율이 증가하

였고, 슬러리의 점도는 감소하였다.

3. Bimodal 입도분포에서 10 µm 내외의 큰 입자는 성형

체의 표면결함 현상을 발현시키는 것으로 예측되며,

submicron 크기의 작은 입자의 분율이 증가할수록 테이프

캐스팅 성형체의 성형밀도는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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