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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ation of Asperites on the Plate-like Alumina Particles by Molten-sal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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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umina nano-asperites were grown on plate-like alumina particles of which the surface had been covered with a capping agent to
control the asperite formation sites on the particles. Utilized alumina source for asperite was nano sized γ-alumina, which was prepared
by calcination of Al(OH)3 at 600

o
C; silica suspension was used as the capping agent. Plate like alumina particles were covered by

silica suspension and continuously heat-treated to 900
o
C with nano sized γ-alumina, as the source material, under molten-salt

atmosphere. Asperite growing site were controlled by the degree of coating of the capping agent; 10-20 nanosize of θ-alumina were
formed on the particle surface. On the other hand, alumina particles without capping agent were observed to undergo only step-like
crystal growth during heat-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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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고기능성 소재 혹은 새로운 기능

을 나타내는 신소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움직임이 자연으로부터 새로운 현상이나 또는 획기적인 기

능의 신소재를 설계하는 것으로 이를 전산모사 또는 자연

모방 기술이라고 하며, 연잎(lotus leaf), 거미줄(spider silk)의

발수 기능, 개코(Gecko) 도마뱀 발의 접착성, 전복껍질

(abalone shell)이 나타내는 고강도 특성 등을 모방하고자 하

는 연구들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1-3) 그 중에서도

전복껍질은 95% 이상이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박

형의 구조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론값에 비하여 높은 기계적

강도와 파괴인성을 나타내고 있어 대표적인 경량 복합소재

의 모방소재로 관심이 높다.4-6) 이에 전복껍질의 고강도 발

현 특성을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기 위하여, 전복껍질

의 구조와 함께 기계적 특성을 해석한 연구가 다수 보고

되고 있다. 전복껍질은 아라고나이트상의 판상형 탄산칼

슘 타블렛이 일정한 배열로 적층되어 있고 그 사이를 생

체고분자가 잡아주고 있는 “brick & mortar” 구조를 가지

고 있는데, 전복껍질의 파괴 거동은 탄산칼슘 타블렛의

pullout에 현상에 기인하고 있음이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

탄산칼슘 타블렛의 표면에는 나노 크기의 수많은 돌기

(asperite)가 형성되어 있어 탄산칼슘 타블렛이 pullout될

때 돌기들에 의한 앵커링(anchoring) 효과로 인하여 전단

응력이 향상된다.7-9) 

알루미나는 뛰어난 기계적 강도와 높은 내마모성, 내열

성에 기인하여 내마모재, 촉매담체, 필터 등 사용범위가

광범위하다. 이로 인해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알루미나

분말의 산업적 이용범위도 다양해지고 있는데, 특히 판상

형 알루미나 입자의 경우 코스메틱, 페인트, 플라스틱 등

의 안료 혹은 필러로 사용되어 심미적 효과를 부여하는

용도로도 개발되고 있다.10-12) 뿐만 아니라 판상형 알루미

나를 균일하게 배향하여 전복껍질 구조를 모방한 복합체

제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13-15) 
이때 알루미나

입자의 배향기술과 더불어 입자 표면에 나노돌기 구조를

형성하는 기술이 매우 중요한데, 아직 이에 대한 연구결

과는 보고되지 않았다.

결정의 성장은 결정면에 따라 그 성장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계면의 성장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다양한 입자 설

계가 가능하다. 결정성 세라믹 입자의 경우 molten-salt,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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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합성법으로 제조시 반응 온도, 시간 혹은 pH를 조절함

으로써 다면체, 판상형, rod 형태의 결정을 얻을 수 있는

데,16-18) 최근에는 capping agent를 이용하여 보다 다양한

형태의 입자 설계가 가능해졌다.19,20) 알루미나 역시 molten-

salt 방법, 수열합성법 등으로 제조가 가능한데,21-23) 그 중

에서도 molten-salt 방법이란 용융 온도가 낮은 salt를 이

용하여 세라믹 입자의 결정을 성장시키는 방법으로, salt

의 ionic strength 차이에 의하여 세라믹 입자의 성장시 결

정면의 성장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NaCl, KCl, Na3PO4, Na2SO4를 salt로 이용하였을 경우 판

상형 알루미나가 형성되는데,24,25) 이 때 각 이온의 ionic

strength에 따라 판상입자의 종횡비 조절이 가능하였다.26) 

본 연구에서는 molten-salt 방법을 이용하여 판상형 알

루미나 입자 표면에 동종(iso-crystallographic)의 알루미나

나노돌기를 형성하고자 하였으며, 이때 입자 표면에 capping

agent를 도포하여 핵생성 사이트를 조절하고자 하였다. 일

반적으로 capping agent는 유기물 소재가 쓰이고 있는데,

800oC에서 용융되는 salt 조건에서는 유기 소재가 사용될

수 없다. 다만, Suchanek등의 연구에 의하면 수열반응에

의하여 알루미나 제조시 실리카를 첨가하면서 종횡비가

매우 큰 판상형 입자가 얻어졌다.27) 이에, salt 조건에서도

용융되지 않는 실리카를 capping agent로 선택하였으며,

판상형 알루미나 표면에 국부적으로 도포될 수 있도록 하

기 위하여 나노 크기의 입자를 사용하였다.

2. 실험 방법

모재용 판상 알루미나는 Merck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α-

상의 상용 알루미나 분말(RonaFilair® White Sapphire,

≥ 99.0%, 7.0 – 11.0 μm, Merck KGaA)을 사용하였다. 돌

기 형성 source로 Al(OH)3 (63%, Daejung Chemicals &

Metals Co., Ltd)를 600oC에서 하소하여 제조한 γ-상의 알

루미나를 사용하였다. Capping agent는 나노크기의 실리

카 분산용액(LUDOX® HS-40, 40 wt% suspension in H2O,

Sigma-Aldrich)을 사용하였으며, salt는 NaCl (Daejung

Chemicals & Metals Co., Ltd)과 KCl (99.5%, Yakuri

Pure Chemicals Co., Ltd)을 무게비 1 : 2로 혼합하여 사

용하였다. 

α-상의 판상형 알루미나 표면에 동종의 알루미나 돌기

를 형성하기 위하여 (1) 실리카 도포, (2) 열처리, 그리고

(3) 세척의 세 단계에 걸쳐 실험을 실시하였다. 첫번째 단

계인 실리카 도포 단계에서는 에탄올 100 ml에 분산시킨

실리카 분산용액에 판상형 알루미나 입자 10 g을 첨가하

고 3시간 동안 교반하며 용액내 균일하게 분산하였다. 교

반이 끝난 알루미나 분산 용액은 증류장치(evaporator)를

이용하여 용매를 제거하였다. 실리카 입자가 도포된 판상

알루미나 입자는 salt 30 g과 γ-상의 알루미나 2.5 g을 순

차적으로 혼합한 후 900 - 1100oC에서 1시간 동안 열처리

하였다. 열처리가 완료된 시료는 따뜻한 1 M - HCl 용액,

0.1 M – HF 용액과 증류수를 이용하여 세척한 후 60oC로

유지되는 오븐에서 10시간 이상 건조하였다. 자세한 실험

조건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수득된 분말에 대해서는 X-선 회절분석기(P/MAX 2200 V/

PC, Rigaku Corp., Cu target (Kα = 1.54Å))를 이용하여 알루

미나 결정 형성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FE-SEM (JSM-6700F,

JEOL)를 이용하여 미세 구조를 관찰하였다. 그리고, TEM

(TEM-4010, JEOL)을 사용하여 판상 알루미나와 표면에

형성된 동종돌기간의 계면을 관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원재료 분석

알루미나 입자 표면에 돌기를 형성하기에 앞서 사용된

출발물질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Fig. 1은 모재로 사

용된 판상 알루미나 입자의 SEM 관찰결과로 형태가 일

정하지는 않으나 지름이 약 10 μm이며 표면이 매끈한 판

상형 입자임을 확인하였다. 동종돌기의 source로 사용된

γ-상 알루미나는 Al(OH)3를 600oC에서 하소하여 제조하

였는데, 이때 하소단계에서 아래의 반응식과 같이 탈수

과정을 거쳐 알루미나가 형성된다. Fig. 2에 600oC에서 하

Table 1. Summaries of the Synthesis Condition by Molten-salt Method                                                                                                                (g)

　Condition Sample Name Alumina Flake γ-alumina Silica Salt (NaCl +KCl)

γ-alumina with silica BL1 10 2.5 1 30

γ-alumina only BO 10 3 - 30

silica only LU 10 - 3 -

Fig. 1. SEM images of as purchased plate-like alumina

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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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한 알루미나 분말에 대한 X-선 회절분석 결과를 나타

내었다. 전반적으로 broad한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으나

37.6o, 45.8o 및 66.8o 위치에서 뚜렷한 회절 피크가 관찰

되었는데, γ-상 알루미나의 (111), (200), (220) 면과 일치

하였다. 이로부터 나노크기의 γ-상 알루미나가 형성되었

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나노크기의 γ-상 알루미

나를 돌기형성의 source로 사용하여 판상 알루미나 입자

표면에 2차 결정성장을 유도하였다.

3.2. 알루미나 돌기 형성

α-상의 판상 알루미나 표면에 돌기구조를 형성하기 위

해 돌기형성 source인 γ-상 알루미나와 capping agent로 실

리카 나노입자를 첨가한 후 molten-salt법을 이용하여

900oC에서 열처리하였다. Fig. 3은 BL1 조건으로 제조된

알루미나 분말에 대한 SEM 분석 결과이다. 전반적으로

판상 알루미나 입자의 크기와 형상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

었다. 그러나, 개별 입자를 고배율로 확인하여 보면 표면

에 10 - 20 nm 크기의 작은 돌기들이 형성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들 돌기는 알루미나 표면으로부터 돌출

되어 있으며 반구형으로 형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알루미나 입자 표면에 돌기의 형성 거동을 확인하고

capping agent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capping agent 첨

가 없이 γ-상 알루미나만 첨가하여 molten-salt 합성을 진

행하였다. Fig. 4는 실리카를 첨가하지 않은 조건(BO)에

서 합성한 알루미나 입자에 대한 SEM 분석결과를 나타

내었는데, 전반적으로 판상 입자의 크기와 형태에는 별다

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부분적으로 알루미나 표면에

100 nm 미만의 비정형 입자들이 관찰되었다(Fig. 4(b)). 이

러한 입자들은 Fig. 3에서 관찰된 돌기와는 크기나 형태

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알루미나 표면에서 성장했다기 보

다 세척과정에서 제거되지 않은 salt 또는 미반응 γ-알루

미나인 것으로 추정된다. 오히려 알루미나의 표면을 확대

하여 보면 기존 입자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던 결정층이 관

찰되는데, (Fig. 4(b) C 영역) salt의 용융상태에서 γ-알루

미나는 source로 작용하여 판상형 알루미나의 표면에서 균

일한 층으로 결정이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외에도

10 μm 크기의 응집된 비정형 입자가 존재하는데(Fig. 4(b)

B 영역), 이의 확대된 이미지(Fig. 4(c))에 따르면 다층형

판상입자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기존 연구결과에 따르면,

molten-salt 분위기에서 γ상-알루미나 입자 자체 seed로 작

용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층상형의 알루미나 클러스터를

형성하게 된다.26) 따라서 BO 조건에서 확인된 응집입자

는 판상형 알루미나 입자 표면 외에 γ상-알루미나 입자의

2Al OH( )3 Al2O3 3H2O
Δ

+→

Fig. 2. XRD pattern of γ-alumina prepared by calcination of

Al(OH)3.

Fig. 3. SEM images of plate like alumina particles which

were covered by capping agent before heat-treatment

at 900 
o
C for the formation of asperites on the surface.

Fig. 4. SEM images of plate like alumina particles without

capping agent coating before heat-treatment at 900
o
C;

(a) low magnification, (b) high magnification, and (c)

agglomerates grown by γ-alumina it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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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반응으로 생성된 클러스터 입자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결과들은 capping agent의 도포여부에 따라 입

자표면 동종돌기 형성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을 보여주

고 있다. 그러므로, 합성 과정에서 실리카 나노분말의 도

포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판상형 알루미나와 실리카 분

말만을 혼합한 후 건조과정을 거쳐 900oC에서 열처리한

분말에 대해 SEM 이미지를 관찰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실리카 입자는 비정질 상의 나노분말로 SEM 측정이 어

려울 수 있다고 예상되었으며, 실리카 분말의 도포상태를

보다 뚜렷하게 관찰하기 위하여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실리카 분말을 과량 첨가한 후(LU 조건) 900oC에서

열처리 하였다. Fig. 5(a)는 LU 시료에 대한 SEM 분석결

과로 알루미나 입자 표면에서 실리카 입자가 두껍게 도

포되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Fig. 5(b)는 실리카

가 도포된 알루미나 입자를 salt 조건에서 열처리 한 결

과인데, 이 이미지에서도 역시 알루미나 표면에 입자상태

로 도포된 실리카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나노 입자

인 실리카의 첨가량에 따라 판상 알루미나 표면의 노출

면적이 조절가능 하며, 즉 capping agent의 도포상태에 따

라 돌기의 핵생성 사이트를 조절할 수 있으므로 노출된

알루미나 표면으로부터 선택적으로 2차 결정 성장이 가

능함을 알 수 있었다.

Fig. 6은 molten-salt 환경에서 판상형 알루미나 입자의

열처리 과정 중 실리카 capping agent의 도포에 따른 알

루미나 입자 표면 결정성 돌기 형성 과정을 모식도로 나

타내었다. 실리카는 도포단계에서 첨가량 및 혼합 등 공

정조건에 따라 알루미나 표면의 노출 정도를 결정하게 된

다. 이렇게 표면이 도포된 알루미나는 열처리 과정에서

노출된 표면이 동종의 나노돌기 형성 사이트로 작용하여

2차 결정 성장이 일어나게 되어 돌기를 형성 시킨다.

BL1 조건으로 제조된 동종돌기 형성 알루미나 입자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X-선 회절 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그 결과를 Fig. 7에 나타내었다. 반응전 판상 입

자의 결정상은 α-상으로만 존재하는데, 반응 후 회절 패

턴에서는 42.7o 및 48.5o, 64.6o, 67.5o 위치에서 새로운 피

크가 나타났으며, θ-상 알루미나의 회절 패턴과 일치하였

다. 알루미나의 결정상은 반응 온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η- 또는 γ-상이 θ-상을 거쳐 α-상으로 전이 한다. 

Al(OH)3 η-Al2O3  θ-Al2O3 α-Al2O3

본 연구에서는 Al(OH)3이 600oC 하소하여 얻어진 γ-상

의 알루미나를 반응 source로 하여 900oC에서 반응을 진

행하였다. 이 때, 반응 온도 900oC는 판상 알루미나 표면

에 돌기모양의 2차 결정상이 성장하는데는 적합하였으나

형성된 돌기의 결정상은 θ-상이었으므로 열처리 온도를

1200oC까지 상승한다면 모재와 같은 α-상으로 전이 될 것

으로 예상된다. 

θ-상 알루미나로 확인된 돌기 입자가 판상 알루미나 표

면으로부터 성장하였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알루

230 C
o

850 C
o

1200 C
o

Fig. 5. SEM images of plate like alumina particles (a) just

after mixing the capping agent only and (b) heat-

treated at 900
o
C.

Fig. 6. Schematic model of the formation mechanism of nano-asperites on the surface of plate like alumina particle by using

capping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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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 모재와 돌기 사이의 계면을 TEM 분석을 실시하였

다. Fig. 8은 돌기가 형성된 판상 입자의 단면에 대한 고분

해능 TEM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어두운 색으로 나타난

고결정상 영역은 모재에 해당되는 판상형 알루미나로 입자

의 양쪽 표면을 각각 A와 B로 나타내었다(Fig. 8(a)). 알루

미나 입자의 표면은 매우 평평하였으며 부분적으로 수 나

노 크기의 돌기들이 관찰되었다. 판상 알루미나 입자와

표면에 형성된 돌기 사이에 형성된 계면을 보다 자세히

관찰 시 돌기는 입자 표면에서 결정형으로 안정적으로 성

장한 것으로 보이며 계면 역시 모재와 미스매치가 거의

없다고 판단되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γ-상의 알루미나를 반응 source로 사용

하여 판상 알루미나 표면에 동종의 결정성 돌기를 형성

하고자 하였으며 이때 capping agent를 첨가하여 돌기 형

성 사이트를 조절하였다. 나노 크기의 실리카 입자를 capping

agent로 알루미나 표면에 도포시 첨가량에 따라 알루미나

표면의 노출정도가 결정되었고 노출 표면에 선택적으로

동종의 돌기가 형성되었다. 또한, TEM 분석을 통해 생성

된 결정상의 나노돌기는 θ-상의 알루미나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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