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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uminum nitride was synthesized using a carbothermal method from mesoporous alumina having a high surface area (> 1,000 m
2
/g)

as an aluminum source and CNTs (carbon nano tubes) as a carbon source. In this case the mesoporous alumina was used as the starting
material instead of α-Al2O3 with the expectation that the mesopores in mesoporous alumina act as channels for N2 gas and elimination
of CO generated as by-product. It is also expected that the synthetic temperature should be lower compared to the use of α- Al2O3

as a starting material due to its high surface area. The crystallinity of the produced aluminum nitride was studied by XRD and FT-
IR, and the microstructure was investigated by FE-SEM. Also the purity of the aluminum nitride was analyzed through N/O
determinator and ICP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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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Electronic packaging 분야에서 고열전도성 기판재료로서

뿐만 아니라, 질화알루미늄은 6.2 eV의 넓은 band gap을

가지므로 GaAs와 InP 기판을 사용하는 전자부품에서 부

도체 재료로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높은 탄성파

의 전파속도와 적절한 압전 특성을 지니므로 고주파 필

터 소자에 적합한 재료로도 기대되어 많은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1-3)

질화알루미늄(AlN)을 합성하는 방법으로는 열탄소 환

원 질화법(Cabothermal Reduction Method),
4,5)

 직접 질화

법(Direct Nitridation Method),
6)

 부유 질화법(Floating Ni-

tridation),
7)

 기상 반응법(Vapor Phase Nitridation),
8)

 플라즈

마 반응법(Plasma Nitridation),
9)

 자전 고온 반응 합성법(SHS,

Self- propagating high temperature synthesis)
10) 
등을 들

수 있다.

열탄소 환원 질화법에서 사용되는 α-알루미나는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1,700
o
C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흑연과

질소 가스에 의해 환원되는 동시에, 환원되어 생성된 알

루미늄을 질소로 질화함으로써 제조되는데, 반응이 완료

되기까지는 장시간을 필요로 한다. 또한 α-알루미나와 카

본 분말과의 균질혼합, 잔존탄소의 하소(600 ~ 900
o
C) 등

과 같은 추가적인 공정과정이 요구되며 공정과정 동안 질

화알루미늄분말(주로 분말의 표면)이 일부 산화되는 경우

도 있다. 그러나 직접질화법에 비해 열탄소 환원 질화법

으로 합성된 질화알루미늄은 순도, 습기에 대한 안정성,

소결성 등에서 월등히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산업

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열탄소 환원 질화방

법으로는 대략 평균 직경 2 µm 내외의 질화알루미늄 분

말을 제조할 수 있다.
11-13)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α-Al2O3 보다 비표면적이 크고

다공성의 mesoporous alumina를 사용하여 열처리 시 N2

및 CO 가스의 이동을 좋게 하여 카본소스와의 반응성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carbothermal method에서의 열처리 온

도를 낮추고, 유지 시간을 짧게 하여도 질화알루미늄이

형성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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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방법

질화알루미늄 제조방법은 열탄소 환원 질화법으로 진

행하였으며, aluminum source로는 mesoporous alumina를

사용하였다. Mesoporous alumina의 합성과정에 사용된 시

약은, 용매로는 2-propanol(kantochemical or ALDRICH,

99.5%)을 사용하였고, 출발물질로는 aluminum tri–sec-

butoxide(ALDRICH, 97%)를 사용하였으며, mesoporous한

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template로는 stearic acid (shinyo

pure chemicals, granular 90%)가 사용되었다.

Mesoporous alumina의 자세한 합성 과정은 다음과 같다.

2-propanol 361.6 g에 H2O 13.2 g을 넣고 5분 동안 교반

후 aluminum tri-sec-butoxide 57.2 g을 첨가하고 5분 동안

다시 교반한다. Stearic acid 20.74 g을 첨가하여 5분 동안

교반을 하고 hydrothermal 반응기에 밀봉하여 138
o
C 오븐

에서 48시간 동안 유지 하였다. Filtering은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3,500 rpm 조건에서 20분간 회전하여 용매를 분

리하였고, 남은 슬러리는 ethanol을 이용하여 동일한 조건

으로 세척을 3회 실시한 후에 액화질소로 급냉시켜 동결

건조기에서 48시간 동안 건조시킨 후 600
o
C에서 4시간

동안 하소하였다.

이렇게 합성된 mesoporous alumina는 탄소와 혼합하여

열처리를 함으로써 질화알루미늄 분말을 얻을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카본소스는 CNT (Carbon nano-material tech-

nology)를 사용하였으며, mesoporous alumina와 카본소스

의 혼합비율은 1 : 3 (mole ratio)으로 하였고, 질소(99.999%)

분위기, 1,600 ~ 1,850
o
C의 온도조건에서 2 ~ 4시간 동안 열

처리 하여 질화알루미늄 분말을 얻었다.

질화알루미늄의 합성에 앞서 mesoporous alumina의 형

성여부 확인은 X-선 회절 분석기(RIGAKU, D/MAX-RB

(12 KW))를 이용하여 1 ~ 15°내의 범위를 3°/min의 scan

speed로 측정하였고, mesopore와 비표면적을 비교 확인하

기 위하여 비표면적 측정기(BET, QUANTACHROME,

QUADRASORB SI)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Mesoporous

alumina의 반응 온도와 무게감소 온도 지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카본소스가 혼합되지 않은 mesoporous alumina와

CNT를 혼합한 시료를 각각 TG-DSC (NETZSCH, STA

409PC)를 측정하여 확인하였다. 질화알루미늄의 형성 여

부는 X선 회절분석기(Rigaku Corporation, D/max 2200 V/

PC)를 이용하여 4°/min의 scan speed 조건으로 2θ 20 ~

80°내의 범위를 측정하였고, FT-IR(BRUKER OPTIK

GMBH, VERTEX 70)을 이용하여 wave number 400 ~

4,000 cm
−1

 범위에 대하여 functional group을 확인하였다.

질화알루미늄 분말의 입자 형상은 FE-SEM (JEOL, JSM-

6700F)으로 관찰하였으며, 산소 잔량 여부는 N/O 분석기

(LECO, TC 600)로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본 실험에서 알루미늄의 원료로 사용된 mesoporous alu-

mina의 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X-선 회절 분석과

비표면적 측정 결과를 Fig. 1과 Fig. 2에 나타내었다. 특

히 mesoporous의 형성은 X-선 회절분석에서 low angle 영

역에서 peak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Fig. 1

의 결과에서는 2θ 1.2°에서 sharp한 peak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73.55Å 기공크기를 갖는 다공성 alumina가 형성되

었음을 알 수 있었다. BET 결과를 확인하여 보면, 기공

의 평균 지름이 7.160 × 10
1 

nm로 XRD 결과와 거의 일치

함을 알 수 있으며, 비표면적이 263.7 m
2
/g 정도로 측정된

것으로 보아 높은 비표면적을 가진 것을 알 수 있다. 또

한 카본소스로는 카본나노튜브(CNT, Fig. 3)를 사용 하였

는데 CNT는 속이 비어 있어 반응기체가 안으로 들어가

연속적으로 주입되면서 반응성의 향상이 기대 되어진다. 

Fig. 1. XRD data of mesoporous alumina.

Fig. 2. BET data of mesoporous alum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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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처리 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mesoporous alumina와

mesoporous alumina에 CNT를 혼합한 두 가지 시료에 대

한 TG/DSC 측정 결과를 Fig. 4와 Fig. 5에 나타내었다.

Fig. 4를 살펴보면 200
o
C 이내의 구간에서 흡열 peak와 약

10% 가량의 질량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대기

상에서 mesoporous alumina 표면에 수분 또는 -OH가 흡

착되었다가 온도가 상승됨에 따라 다시 분리되면서 감소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1,200
o
C 이후의 구간에서는 상

변이를 예상할 수 있는 발열 peak를 확인할 수 있지만 무

게 감량이 12% 정도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데 Fig. 5에서는 700
o
C 이상에서 무게 감량이 시작되어

1,400
o
C 이상이 되면 30% 이상의 무게 감량이 계속 나타

나는데, 이는 CNT의 탄소와 mesoporous의 산소가 700
o
C

의 낮은 온도에서부터 반응하기 시작하여 CO가 생성되

어 날아가기 때문에(식 1) 발생하는 무게 감소에 해당한

다. 환원된 Al은 다시 질소가스와 1400
o
C 이상의 고온에

서 반응하여 질화알루미늄 분말을 형성하면서 무게가 증

가(식 2)하게 된다. 알루미나로부터 카보써말 반응을 통

해 질화알루미늄 분말 제조 시 이론적으로 50%의 무게

감량이 예상되나 TG 실험에서는 승온속도가 빠르기 때

문에 반응이 완결되지 않아 이론적인 값보다 작은 무게

감량 %를 볼 수 있다.

Al2O3 + 3C → 2Al + 3CO↑         (1)

2Al ＋ N2(혹은 2N
+
) → 2AlN         (2)

Fig. 6에 mesoporous alumina에 CNT를 1 : 3 (mole ratio)

의 비율로 혼합한 시료의 열처리 온도에 따른 XRD pattern

을 나타내었다. 1,600
o
C와 1,850

o
C의 온도에서 열처리 하

여 얻어진 질화 알루미늄분말의 XRD pattern은 모두

(100), (002), (101), (102), (110), (103), (200), (112),

(201)면의 피크가 관찰되었으며(JCPDS Card# 065-3409),

피크의 intensity 또한 sharp하여 결정성이 매우 좋은 질화

알루미늄분말이 형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질화알루미늄

분말의 FT-IR spectrum을 Fig. 7에 나타내었다. 먼저,

1,600
o
C 열처리 조건에 대한(Fig. 7(a))의 spectrum을 확인

한 결과 713 cm
−1
과 750 cm

−1
에서 질화알루미늄의 Al-N

stretching vibration을 확인하였고, 1,400 cm
−1
에서는 Al-N

의 overtone이 관찰되어 결정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1,850
o
C 열처리 조건에 대한 (Fig. 7(b))의 spectrum을 확인

한 결과 705 cm
−1
에서 질화알루미늄의 Al-N stretching vibra-

tion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a)와 마찬가지로 1,400 cm
−1
에서

질화알루미늄 overtone을 확인하였다. 또한, wave number

950 cm
−1
과 460 cm

−1
는 알루미나의 Al-O stretching vibration

영역에 해당하는데, Fig. 7(a), (b)에서는 이들 영역에서

peak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mesoporous alumina가

불완전 반응하지 않고 모두 질화알루미늄으로 전환되었

음을 확인하였다. Fig. 8에 1,600
o
C와 1,850

o
C에서 열처리

한 질화알루미늄 분말을 관찰한 FE-SEM 결과를 나타내

었다. (a), (b)와 (c), (d)를 각각 관찰해 보면 열처리 온도

Fig. 3. SEM image of CNT as used for carbon source.

Fig. 5. TG/DSC data of mesoporous alumina and CNT

mixture.

Fig. 4. TG/DSC data of mesoporous alum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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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르지만 두 가지의 분말 모두 입자크기가 균일하지

못하고, 1 µm 이하의 크기에서 2 ~ 3 µm 크기까지 다양하

게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열처리 온도에 따른

질화알루미늄 분말의 순도를 분석한 결과를 Table 1에 나

타내었다. 결과를 살펴보면 1,600
o
C과 1,850

o
C 모두 1 wt%

미만의 잔존 산소량을 나타내고 있어 고순도의 질화알루

미늄을 제조하였음을 확인하였다. 1,850
o
C 열처리 시 산

소농도는 0.9%에서 0.6%로 줄어드는데 이 같은 이유는

지속적인 카보써말 반응으로 잔존 산소가 CO 가스로 날

아가기 때문이다.

4. 결  론

Mesoporous alumina와 CNT를 1 : 3 (mole ratio)의 비율

로 혼합하여 질소분위기에서 열처리 온도를 변화시키며

질화알루미늄을 제조하였다. 열처리 온도 조건은 1,600
o
C

와 1,850
o
C로 실시하였으며, 두 열처리 조건 모두 XRD

분석에서 sharp한 회절패턴을 보여 결정성이 매우 좋은

질화알루미늄 분말을 얻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N/O

분석 결과에 의하면 약 1 wt% 미만의 산소함량을 나타내

는 것으로 보아 1,600
o
C의 조건에서도 질화 반응이 효과

적으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출발물질로 mesoporous alumina를 이용한 경우에

는 질화 온도를 1,600
o
C까지 낮추고 산소함량이 1 wt% 미

만의 질화알루미늄을 제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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