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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a high energy ball milling process was introduced in order to improve the densification of direct nitrided AlN powder.
The sintering behavior and thermal conductivity of the AlN milled powder was investigated. The mixture of AlN powder and 5 wt%
Y2O3 as a sintering additive was pulverized and dispersed by a bead mill with very small ZrO2 bead media. The milled powders were
sintered at 1700

o
C-1800

o
C for 4 h under N2 atmospher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intered density was enhanced with increasing

milling time due to the particle refinement as well as the increase in oxygen contents. Appropriate milling time was effective for the
improvement of thermal conductivity, but the extensive millied powder formed more fractions of secondary phase during sintering,
resulted in the decrease in thermal conductivity. The AlN powder milled for 10min after sintering at 1800

o
C revealed the highest

thermal conductivity, of 164 W/m·K in tne densified AlN sintered at 1800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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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질화알루미늄(AlN)은 우수한 열전도특성 및 낮은 열팽

창특성으로 인해 LED 패키지용 방열기판, 정전척, 고집적

반도체 기판 등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1-7)

 최근 전자회로

가 고집적화와 고출력화 됨에 따라 회로 단위면적당 방출되

는 열량의 증가로 chip의 온도를 상승시켜 회로의 신뢰도 및

수명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8,9)

 따라서 내부의

열을 효과적으로 방출시켜 회로를 보호하기 위해 높은 열전

도도를 갖는 AlN 소재의 기판 및 패키지가 각광 받고 있다.

특히, 최근 고출력 LED 조명 모듈에는 AlN 소재가 열전

도특성 이외에도 낮은 열팽창계수 및 유전손실 등의 물

성으로 방열 패키지 및 기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0,11)

그러나, AlN의 강한 공유 결합의 특성으로 소결성이 떨

어져 완전히 치밀화된 소결체를 얻기 위해서는 1900
o
C 이

상의 고온이 요구된다. AlN의 치밀화를 위해서 희토류(rare-

earth) 나 알카리토류(alkaline earth) 산화물을 첨가제로 사용

하게 된다.
11-13)

 이러한 첨가제는 yittrium aluminate 이차상

형태의 액상을 형성하여 소결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AlN 입자 내에 산소를 제거하여 열전도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AlN 분말의 순도나 입도가 매우 중요하며, 제

조방법에 따라 소결성 및 열물성에 차이가 난다.

AlN 분말 제조방법에는 직접질화법,
14,15)

 열탄소환원질

화법,
16)

 기상합성법
17) 
등이 알려져 있다. 그 중 직접질화법

은 제조방법이 간단하고 제조비용이 낮다는 장점이 있으

나, 분말 내에 산소함유량이 많고, 입도 분포도 불균일하여

다른 분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결성 및 열전도도가 낮

다고 알려져 있다.
18)

한편, AlN의 소결성은 출발분말의 입자크기에 크게 의

존한다.
19)

 Hashimoto 등
20)
과 Panchula 등

21)
에 따르면, 나

노크기의 분말을 사용하여 1700°C에서 무가압소결에 의해

이론밀도에 가까운 소결밀도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나

노분말의 사용이외에도 Qiu 등
19)
은 기계적 밀링방법에 의해

조대 분말의 입자미립화를 통한 소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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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기상법이나 열탄소환

원법 분말과 관련된 연구에 국한되어 있고, 직접질화법

분말에 대한 나노화 연구나 고에너지 볼밀링 적용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산 단가적인 면에서 큰 장점이

있는 직접질화법 AlN 분말에 대해 고에너지밀링 공정을

적용하였다. 제조된 AlN 밀링분말에 대해 소결거동 및 열

물성을 조사하였다.

2.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는 직접질화법 AlN 분말(B grade, Fujian

Huaqing Electronic Materials Technology Co., 중국)은 평균

입도 3.2µm를 가지는 제품을 사용하였고, AlN 분말의 물성

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소결 조제로는 평균입도 200 nm를

가지는 Y2O3 분말(99.99%, 고순도화학, 일본)을 사용하였다.

AlN 분말에 5 wt%의 Y2O3 분말을 칭량한 후, 250CC의 날젠

병에 혼합물 200 g과 이소프로필알콜(Isopropyl alcohol) 용매

600 g을 섞고, phosphate ester 분산제를 분말대비 0.5 wt%로

첨가하였다. 터뷸러믹서(Turbular mixer)를 사용하여 50 rpm

으로 2시간 동안 혼합하여 슬러리를 제조하였다. 제조

된 슬러리는 수직타입의 비즈밀(beads mill, UAM-015,

KOTOBUKI, 일본)을 사용하여 고에너지 볼밀링을 진행

하였다. 이를 직경 0.2 mm의 ZrO2 비드(bead) 400 g을 사

용하여 수직타입의 고에너지 밀링을 통해 4550 rpm의 회

전수와 120 ml/min의 토출량으로 밀링 공정동안 10분마다

슬러리를 채취하였으며, 최대 50분까지 진행하였다. 비즈밀

은 기존의 볼밀(ball mill), 유성밀(planetary mill), 어트리

션밀(attrition mill) 등과 같은 기계적 밀링장비에 비해 작은

크기의 밀링미디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미세하고 분산된

최종분말을 얻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18)

 밀링된 슬러

리는 AlN 분말표면의 산화를 막기 위해 80
o
C의 진공오븐

에서 10시간 동안 건조시켜, 17 mm 몰드로 22 MPa의 압력

으로 예비 성형 후, 다시 200 MPa의 냉간등압성형을 하여

최종 성형체를 제조하였다. 성형체는 BN 도가니에 넣고

1700
o
C, 1750

o
C, 1800

o
C의 온도에서 4시간동안 질소가스

(1000 ml/min)를 흘려주며 소결하였다.

밀링분말의 특성은 전계방사-주사전자현미경(FE-SEM,

JSM-9701, JEOL, 일본)을 통해 미세조직을 관찰하였고, 레

이저회절방식의 입도 분포 분석기(LA950-V2, HORIBA, 일

본)를 사용하여 입자크기 및 입자크기 분포를 측정하였고,

BET 비표면적 분석기(TriStar3000, MICROMERITICS, 미국)

를 사용하여 비표면적을 측정하였으며, X-선 회절분석기

(D/max-2500, RIGAKU, 일본)를 사용하여 밀링에 따른 상

변화를 관찰하였다. 또한 N/O 분석기(TC600, LECO, 미국)

를 사용하여 KS D 1778 : 2008의 시험방법으로 산소함유량

을 측정하였다. 소결체의 특성은 버니어켈리퍼스를 사용

하여 시편의 크기를 측정하고, 아르키메데스법으로 밀도

를 측정하였다. X-선 회절분석기(D/max-2500, RIGAKU, 일

본)을 통해 결정상을 분석하였고, 전계방사-주사전자현미

경(FE-SEM, JSM-9701, JEOL, 일본)을 사용하여 미세조직

을 관찰하였으며, 레이저 플레시법으로 비열측정기(LFA457,

DSC404, DIL402, NETZSCH, 독일)를 사용하여 열전도도

를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밀링시간에 따른 AlN-5 wt% Y2O3 혼합분말의 특성

Fig. 1은 원료분말로 사용된 AlN 분말과 첨가제로 사용된

Y2O3 분말을 FE-SEM으로 관찰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Fig. 1(a)의 AlN 분말은 1 µm부터 6 µm까

Table 1. Properties of AlN Powder Used in This Study

Mean particle 

size (µm)

Carbon content 

(wt%)

Oxygen content 

(wt%)

Specific surface 

area (m
2
/g)

3.24 0.01 1.36 1.54
Fig. 1. FE-SEM morphologies of (a) AlN powder and (b) Y2O3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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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균일하지 못한 입도분포를 보이며, 불규칙한 다각형

태로 전형적인 직접질화법으로 제조된 AlN 분말의 특징을

나타내었다. Fig. 1(b)의 Y2O3 분말은 구형으로 200 nm의

미세한 입자크기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2는 밀링시간에 따른 AlN-5 wt% Y2O3 혼합분말을

FE-SEM으로 관찰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

이 10분 동안 밀링한 분말은 출발분말의 큰 입자들이 관찰

되었지만, 밀링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분말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고, 50분 밀링 후에는 1µm 이하 크기로 미립화 되면

서 균일한 입도분포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습식

밀링을 통해 첨가제인 Y2O3 분말이 AlN 분말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3은 레이져회절방식으로 분석한 AlN-5 wt% Y2O3

밀링분말의 입도 및 입도분포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Fig.

3(a)의 밀링시간에 따른 입도변화를 살펴보면 평균입도

(D50) 값은 밀링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20분의 밀링시간까

지는 평균입도가 상대적으로 급격히 감소하다가, 30분에서

50분 밀링시간 범위에서는 서서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

으며, 최종 50분 밀링 후에는 0.6µm 값을 보였다. Fig. 3(b)

는 밀링시간에 따른 입도분포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밀링

전에는 입자크기가 0.1µm 이하에서부터 10µm까지 넓은 분

포를 보였던 반면, 30분 이상의 밀링분말은 대부분의 입자

가 1.0µm 이하를 갖는 비교적 좁은 입도분포를 가지는 것

을 알 수 있다.

Fig. 4는 밀링시간에 따른 BET 비표면적과 산소함량변

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밀링시

Fig. 2. FE-SEM images of AlN-5 wt% Y2O3 powders with different

milling times; (a) 10 min, (b) 20 min, (c) 30 min, (d) 40 min,

and (e) 50 min.

Fig. 3. Change of (a) mean particle size and (b)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AlN-5 wt% Y2O3 powder with milling times.

Fig. 4. Change of specific surface area and oxygen contents for

AlN-5 wt% Y2O3 powders as a function of mill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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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증가함에 따라 입자미세화로 인해 비표면적이 증가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출발분말의 비표면적은 1.54 m
2
/g이었

으며, 50분 밀링 후엔 입자의 감소로 인해 9.54 m
2
/g으로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측정된 비표면적 값을 이용하여

입자가 구형이라 가정하고, 다음 식(1)을 사용하여 입도

를 계산하였다.
22)

(1)

여기서, S는 비표면적, ρ는 AlN의 이론밀도, d는 입자의

입도이다.

이렇게 계산된 입도는 50분 밀링 후에 0.19 µm로 레이

저회절방식으로 측정한 입도에 비해 작게 나오는데 이는 입

자가 미세화 되면서 미분이 많이 발생하였거나, 분말의

형상이 불규칙하여 구형에서 많이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이다.

또한 밀링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산소함량은 증가하는

데, 이는 습식에서 진행되는 밀링 공정 시 용매(IPA)내에 용

해되어 있는 수분 및 유기물성분의 분산제에 포함되어 있는

산소가 분말에 흡착되도록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23,24)

이외에도 밀링미디어와 밀링용기 성분인 ZrO2가 마모되면

서 오염될 수도 있다.
13)

 밀링에 따른 산소함량의 변화 값은

10분 밀링 후에는 출발분말에 비해 0.08%로 크지 않았으나,

비표면적이 크게 증가한 50분 밀링 후에는 4.40%로 크게

증가하였다. AlN은 습기(humidity)와 쉽게 반응하여 AlN

입자표면에 주로 AlOOH나 Al2O3 형태의 비정질 산화물

층을 형성하는데,
21)

 밀링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입자가 미세

화 될수록 노출되는 비표면적도 그 만큼 증가하고, 그와 비

례하여 표면에 형성되는 알루미늄 산화물층의 양도 많아져,

결과적으로 산소함량의 큰 증가로 이어진다. 이와 더불어

밀링용기와 볼에서 마모되어 혼입되는 ZrO2 도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된다.

Fig. 5는 밀링시간에 따른 AlN-5 wt% Y2O3 혼합분말의

X-선 회절 패턴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밀링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AlN 피크의 세기(intensity)

는 점점 낮아지며, 미세화의 결과로 XRD 피크의 반가폭

(FWHM, full width at half maximum)은 밀링에 따라 증

가하며, 50분 밀링 후에는 출발분말의 0.194에서 0.383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AlN 피크와는 달리 200 nm의 초미립의

원료분말을 사용한 Y2O3 경우에는 피크의 변화가 크게 나

타나지 않았다. 한편, 밀링에 따른 AlN 분말입자 표면에 형

성될 것으로 예상했던 산화층이나 밀링시 유입된 ZrO2 불

순물과 관련된 피크는 XRD 분해능 범위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3.2. AlN-5 wt% Y2O3 밀링분말의 소결거동

직접질화법 AlN 밀링분말의 소결거동을 조사하기에 앞서

단순혼합한 동일조성의 AlN-5 wt% Y2O3 혼합체에 대해 소

결온도에 따른 소결거동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6

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AlN-5 wt%

Y2O3 분말의 성형체를 1800
o
C에서 4시간 소결 후 이론밀도

의 88%의 소결밀도를 나타내었으며, 1850
o
C에서는 96%,

1900
o
C에서는 98%로 완전치밀화된 소결체를 얻을 수 없

었다. 이와 같이 직접질화법 AlN 분말은 높은 온도에서

소결을 하여도 분말 특성상 낮은 소결성으로 인해 완전

치밀화가 어려웠다.

Fig. 7은 밀링시간을 달리하여 제조된 AlN-5 wt% Y2O3

분말의 성형체 밀도와 소결온도에 따른 소결밀도를 이론밀

도의 상대밀도로 나타낸 것이다. 이 때, 승온속도는 5
o
C/min

S
6

ρd
------=

Fig. 5. XRD patterns of AlN-5 wt% Y2O3 powder mixture at

different milling times.

Fig. 6. Relative density of as-received, sintered AlN powder

compacts at each temperature.



422 박해룡·김형태·이성민·김영도·류성수

한국세라믹학회지

로 하고, 각 온도에서 4시간동안 유지하였다. 그림에서 보

여주는 바와 같이 동일한 성형압에도 불구하고 성형체 밀

도는 밀링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다. 이는 밀링 전

분말은 상대적으로 큰 입자, 즉 1µm 이상의 분율이 높은

bimodal 형태를 보이다가, 밀링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1µm

이하의 미분 입자의 분율이 증가하면서 충진밀도가 떨어

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밀링분말의 소결밀도는 소결온도와

관계없이 밀링 전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밀링시간에 따른

소결밀도는 소결온도에 따라 다른 경향을 보였다. 1700
o
C

와 1750
o
C의 소결온도에서는 밀링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소결밀도도 증가하는 거동을 보이는 반면, 1800
o
C의 소결

온도에서는 밀링시간에 관계없이 완전 치밀화된 소결체

를 얻을 수 있었다.

AlN 분말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AlN 분말 표면산화

층인 알루미나와 첨가제인 Y2O3가 반응하여 1760
o
C 부근의

고온에서 이차상인 Y-Al-O 화합물의 액상형성을 통한 액

상소결에 의해 치밀화가 일어난다.
4)

 본 연구에서의 AlN

밀링분말의 소결성 증가는 밀링공정에 따른 입자미세화를

통한 표면에너지의 증가로 소결의 구동력을 향상시키는

입자미세화 효과
25)
와 산소함량의 증가에 기인된다. AlN 분

말에서 산소함량이 많을수록 소결성은 증가하게 되는데,
23)

Fig. 4에서와 같이 밀링 시간에 따라 산소함량이 증가하는

결과에서도 예상했듯이 입자미세화에 따른 비표면의 증가

로 AlN 입자표면에 AlOOH나 Al2O3 형태 알루미늄 화합물

양이 증가하게 되면 형성되는 액상양이 많아지는 동시에

액상형성온도도 낮아져 AlN 입자의 소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입자미세화와 산소함량증가 영향 외에도 첨가제의

크기와 혼합효과에 따라서도 소결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7,21)

 Panchula 등은
21)

 나노결정의 AlN에 응집된 나노

결정의 Y2O3를 사용함으로써 1550
o
C에서 95% 이상의 높은

소결밀도를 얻을 수 있었고, 응집된 입자를 잘 분산시킬 수

있다면 소결성은 더욱더 향상될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Kim 등은
7)

 첨가제를 AlN 표면에 코팅하는 방법을 통하여

혼합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소결성이 향상되었다는 보고를 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 nm의 초미립 분말을 사용과 동

시에 고에너지밀링을 통하여 첨가제의 균질성을 높임으

로써 소결성을 향상 시키는 것이 가능하였다. 한편, 50분

밀링한 분말의 경우에는 짧은 밀링시간에 비해 상대적으

로 낮은 성형밀도에도 불구하고 1700
o
C의 낮은 소결온도

에서도 완전 치밀화가 이루어졌다. 이는 기존에 보고된 소

결온도에 비해 200
o
C 낮은 온도이다. 밀링분말의 소결성

향상은 다음의 소결체의 XRD 분석 및 미세조직분석 결과

고찰을 통해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다.

Fig. 8은 AlN-5 wt% Y2O3 밀링분말의 밀링시간에 관계

없이 완전 치밀화가 일어난 1800
o
C 온도에서 소결한 시편에

대한 X-선 회절패턴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AlN에 해당하는 피크 이외에 Al2O3와 Y2O3가

서로 반응하여 형성되는 Y-Al-O 화합물(yitttium aluminate)인

Y3Al5O12(YAG), Y4Al2O9(YAM), YAlO3(YAP) 상의 세 종류

의 이차상이 관찰되는데, 이는 Al2O3와 Y2O3의 함량 비율에

따라 식 (2)~식 (4)에서와 같은 반응에 의해 결정된다. 10분

밀링한 경우, YAP상과 YAM상이 이차상으로 대부분 검출

되는 반면, 밀링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20분 이상의 밀링분

말 소결체에서는 YAP상과 YAM상은 줄어들고 YAG상이

상대적으로 많이 관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3Y2O3 + 5Al2O3→ 2Y3Al5O12 (YAG) (2)

2Y2O3 + Al2O3→ Y4Al2O9 (YAM) (3)

Y2O3 + Al2O3→ 2YAlO3 (YAP) (4)

Fig. 7. Relative density of AlN powder compacts and sintered

specimens with milling time.

Fig. 8. XRD patterns of AlN sintered specimens with milling

time. Sintering was carried out at 1800
o
C for 4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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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소결조제와 소결온도로 진행하였지만 이차상이 변

화한 이유는 밀링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입자가 미립화 되고

산소함량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YAM상이 YAG

상보다 액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온도가 요

구되기 때문에
26)

 밀링을 하지 않은 AlN-5 wt% Y2O3 혼합

분말의 소결체는 완전 액상소결이 진행되지 못하여 밀도가

떨어지고 10분 밀링분말 소결체는 YAM 상을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입자미세화효과로 인해 융점이 낮아져서 완전

치밀화를 이룬 것으로 판단된다.
25)

 또한 Y2O3 분말이 AlN

내부의 산소를 포획하여 이차상을 생성한다고 알려져 있

는데,
7)

 위 반응식에서 알 수 있듯이 밀링시간이 증가함에 따

라 고정된 양의 Y2O3 분말에서 AlN 분말의 산소함유량이

증가한다면, 상대적으로 2 : 1 비율의 YAM상에서 산소함유

량이 많은 3 : 5 비율의 YAG상으로 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밀링분말의 소결체에서 ZrN이 이차상으로 관찰이

되는데 밀링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피크 세기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밀링공정 중 밀링 비드로부터 오염된 ZrO2가

아래 반응식(5)에서와 같이 AlN과 반응하여 고온에서 ZrN

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27)

6ZrO2 + 8AlN → 6ZrN + 4Al2O3 + N2 (5)

Fig. 9는 밀링시간을 달리하여 제조된 AlN-5 wt% Y2O3

밀링분말의 1800
o
C에서 4시간 소결한 소결체 파단면에 대

한 FE-SEM 관찰결과이다. Fig. 9(a)의 단순 혼합분말의

소결체는 88%의 낮은 소결밀도로 인해 기공이 관찰되는

반면, 밀링분말에서는 밀링시간에 관계없이 완전 치밀화된

소결조직을 나타내었다. 밀링분말 소결체의 미세구조는

이차상이 액상으로 입계를 따라 움직이는 전형적인 AlN

소결체 구조로 모두 비슷하지만, 밀링 전 분말 소결체의

미세구조는 이차상이 국부적으로 응집되어 있는 구조를

보인다.

3.3. AlN-5 wt% Y2O3 밀링분말 소결체의 열전도도

잘 알려진 바와 같이 AlN의 열전도도는 분말 내에 존재

하는 불순물, 특히, 산소의 양으로 인해 큰 영향을 받는

다.
28)

 이로 인해 소결체에서 AlN 입자 내에 산소량도 변화

하고, 첨가제의 크기와 분포 그리고 첨가제에 의해 형성

된는 이차상의 종류와 양에도 영향을 미치며, 소결조건도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Fig. 10은 밀링시간에 관계없이 AIN-5 wt% Y2O3 밀링분말

이 모두 완전 치밀화가 일어난 소결온도인 1800
o
C에서 밀링

시간에 따른 열전도도 측정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열전도도 값은 밀링 전 100 Wm·K에서

10분 밀링 후 164 W/m·K로 크게 증가하다가 밀링시간의

계속적인 증가에 따라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40

분 이상의 밀링의 경우, 밀링하지 않은 분말 소결체 보다

오히려 낮은 값을 보였다. 밀링 전 분말 소결체에 비해 10

분 밀링 후 분말 소결체의 열전도도가 급격히 증가한 원

인은 치밀화 향상이 가장 큰 영향으로,
29)

 완전 치밀화를

이루지 못한 밀링 전 분말 소결체는 미세구조에서 입계

의 결함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기공이 생성되어 포논 전

도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30)

 또한 10분 밀링의 경우, 밀링

을 통해 전체의 산소량은 밀링 전에 비해 약간 증가 하였지

만, AlN 분말 내부에 포함되어 있던 산소가 표면 밖으로

Fig. 9. FE-SEM microstructure for fracture surfaces of AlN

sintered specimens with different milling times; (a) 0 min.,

(b) 10 min, (c) 20 min, (d) 30 min, (e) 40 min, and (f) 50 min.

Sintering was carried out at 1800
o
C for 4 h.

Fig. 10. Change of thermal conductivity of AlN sintered

specimens as a function of mill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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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서
23)

 상대적으로 밀링 전 분말 소결체 보다 AlN 입

자 내부에 산소 함유량이 적기 때문에 열전도도에 향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Slack 등
31)
에 따르면, 산소

함량이 증가하면 이차상의 분율이 증가하는데 Y-Al-O 화합

물 이차상들은 열전도도가 약 10 W/m·K 정도
32)
로 매우 낮

아 분율이 증가하게 되면 열전도도 저하의 원인이 된다. 본

연구결과에서 동일한 밀도 값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20분

이상 밀링분말 소결체에서의 열전도도가 감소하는 이유는

밀링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AlN 밀링분말에 포함된 산소량

의 증가가 이차상 함량증가에 기인하는 것이다. 미세구조관

찰을 통한 이차상 분율을 확인한 결과, 10분 밀링한 경우의

10 vol%에서 50분 밀링 후에는 15 vol%로 크게 증가하였으

며, 특히, 소결체 XRD 분석결과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밀

링 비드에서 오염된 ZrO2의 반응으로 형성된 또 다른 이

차상인 ZrN은 상온에서 열전도도 값이 약 20 W/m·K으로

낮기 때문에
33)

 열물성 저하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소결성이 다른 제조방법에 비해 상대적

으로 떨어지는 직접질화법 AlN 분말의 소결성을 향상시키

기 위해 비드밀에서의 습식 고에너지 볼밀링 공정을 적용하

였다. 밀링분말에 대해 소결거동과 소결체의 열전도도를 조

사하였다. 그 결과, 밀링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분말의 입

자크기는 감소하며, 산소함량은 증가하였다. 밀링분말의 소

결 결과 입자미세화효과, 증가된 산소함량, 첨가제의 분산성

증진 등으로 인해 1750
o
C 이하의 소결온도에서는 밀링시

간이 증가할수록 소결밀도는 증가하였고, 1800
o
C에서는

밀링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소결체가 완전 치밀화에 도달

하였다. 완전 치밀화된 1800
o
C 소결체들의 열전도도 측정

결과, 밀링 전에 비해 10분 밀링 후 164 W/m·K로 크게

증가하다가, 그 이후 밀링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이차상

분율의 증가로 인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결론적

으로, 직접질화법 AlN 분말은 적절한 시간의 밀링 공정을

통해 소결밀도와 열전도도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었다.

또한, 과도한 시간의 밀링은 치밀화 온도의 감소효과는

있으나, 불순물의 증가로 인해 열전도도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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