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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ize of various alumina ceramics used in semiconductor and display industry is also required to increase with increase in wafer
and panel size. In this research, large alumina ceramics was fabricated by filter pressing of alumina slurry using commercial powder

and thereafter sintering at 1600℃ in gas furnace. The characteristics of large alumina ceramics thereby were compared to those of
small alumina ceramics prepared by pressure forming such as uniaxial pressing and CIP. Careful control of properties of alumina slurry
and filter pressing made the fabrication of large alumina ceramics possible, and its characteristics were equivalent to those of small

alumina ceramics. The large alumina ceramics, prepared by sintering the green body of 63% relative density at 1600℃, exhibited both
dense microstructure corresponding to 98.5% of relative density and 99.8% of high purity as in starting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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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평판 디스플레이의 대형화 추세에 발맞추어 반도

체 및 LCD용 대형 평판 세라믹스의 기술개발이 화두가

되고 있으며 특히, PDP 시장의 약세와 LCD의 비약적인

발전에 의해 디스플레이용 구조세라믹스의 발전 방향이

결정되고 있다. LCD 기판의 사이즈는 유리원판 면적이

커질수록 기판 당 얻어지는 산출량이 2배 가까이 높아지

는 반면 투자비용은 1.5배 이내여서, 유리원판의 면적증

대는 지금까지 LCD의 생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다. 유리 기판 면적은 1세대(270 mm×

360 mm)∼7세대(1,870 mm×2,200 mm)에 이르기까지 매

1.5년마다 2배씩 커져왔으며, 현재는 8세대와 동시에 9세

대 LCD 규격을 개발 생산하고 있는 단계이다.

LCD 기판 크기 세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LCD 생산 장

비에 장착되는 rubbing stage, end effector, center golf

tee, electrostatic chuck 등 세라믹 부품 규격도 그에 비례

하여 커지고 소재물성도 향상된 특성치가 요구된다. 알루

미나 세라믹스는 물리적, 화학적, 기계적 및 열적으로 높

은 안정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전기 절연성과 내부식

성이 우수하고 소재의 입수 용이성이나 저비용 등의 장

점이 있기 때문에 LCD 산업을 포함한 디스플레이 분야

에서 범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알루미나 세라믹스

소재에서 나타나는 취성파괴, 열적 열화 한계성은 내구성

및 신뢰성 저하의 문제를 초래하며, 부품이 대형화 될수

록 부재의 생산 공정, 가공공정 및 실재 부품으로서의 조

립 및 사용 환경에서 문제점은 더욱 더 심각해진다. 이에

따라 대형 알루미나 세라믹의 물성 제어기술 확보가 관

건이 되고 있다.
1,2)

대형 알루미나 세라믹스를 산업체에서 제조하는 성형

방법은 냉간정수압 성형(Cold Isostatic Pressing, CIP)과 슬

립캐스팅(slip casting)이 대표적이다.
3,4)

 CIP는 모든 방향

에서 똑같은 압력을 분말에 걸어서 성형하는 방법으로 단

순한 형상의 제품을 대량생산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복잡한 형상을 가진 제품을 만들기 힘들고, 결합

제의 투입량이 많아 상대적으로 순도가 떨어지고, 성형

후 가공 량이 많아져서 부품가격이 비싸지며, 대형 장비

는 비싸므로 경제성에서도 다소 문제를 가지고 있다. 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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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캐스팅은 제품의 형상을 몰드를 이용하여 만든 후에 분

말과 분산매를 혼합한 슬립을 부어 삼투압을 이용하여 성

형하는 방법으로 대량생산에는 불리한 방법이지만 결합

제의 투입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고순도 알루미나 부재를

만들 수 있고, 형상이 어려운 모양의 제품을 만들 수 있

으므로 다품종 소량생산에 적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

다. 또한 성형체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터 프레

스로 슬립을 가압 탈수하여 대형 알루미나 성형체를 제

조하는 방식도 적용되고 있다.
5,6)

 각각의 성형 방법에 따

라 소결조건 뿐 아니라 소결체의 성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공정변수에 따라 소결밀도, 입자와

기공 등의 크기와 분포를 조절하여, 미세한 결정립 조직

을 갖는 완전 치밀화 소결체를 재현성 있게 제조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7,8)

알루미나 세라믹스를 대형화 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

지 제약이 따른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소성 후

정품 수율이 낮다는 점인데, 즉, 성형체 그대로의 상태 혹

은 가공 성형체에서 소성되면서 자체 하중 및 가공결함

을 이기지 못하고 파괴되는 경우가 많아 하나의 정품 부

재를 생산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며, 이는 알루미나 부재

가격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높은 수율을 갖

는 대형 평판 알루미나 세라믹스를 제조를 위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분말로부터 제조하는 알루미나 세라믹스의 소결성과 미

세구조를 결정하는 변수로는 크게 원료분말 변수와 소결

공정 변수로 나눌 수 있다. 원료분말과 연관된 변수로는

조성과 분말 크기 및 크기분포, 형상, 그리고 분말입자의

응집도 등이 있다. 이들은 분말의 성형성과 소결 시 치밀

화 및 입자성장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이종 분말을 혼합

하여 사용할 경우 분말입자들의 혼합 균일성(homogeneity)

이 매우 중요하다. 소결 시 공정변수로는 온도, 시간, 승

온 및 냉각속도, 분위기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형 알루미나 세라믹스 소재(30 mm×

600 mm×1000 mm)를 제조할 목적으로 상업용 알루미나

분말을 원료로 한 슬러리 제조, 필터프레스 성형, 건조 및

소성하여 제반 특성을 알아보았으며, 이를 일축가압 성형

(uniaxial pressing)과 CIP를 이용해 제조한 소형 알루미나

소재용(10 mm×100 mm×100 mm) 성형체 및 소결체의 특

성과 비교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알루미나 소재는 생산에 직접 적

용하거나 적용할 것을 고려하여 성형방법에 따라 적정조

건의 분말공정으로 제조하였다. 출발 분말로 순도 99.8%

이상, 평균입경 0.5 µm~1.2 µm인 3종의 상용 알루미나 분

말을 사용하였으며, Table 1에 제조사에서 제공한 출발분

말의 조성을 나타내었다. 입도분석기(Master Sizer 2000,

Malvern Instrument, United Kingdom)를 이용하여 각 원

료분말의 입도를 분석하였으며, 입도분석 시 residual 값

을 안정적인 2 이하로 유지하고 5회 반복 측정하여 d(0.5)

는 3% 이내, d(0.1)/d(0.9)는 5% 이내(ISO 13320-1)의 오

차범위를 나타나도록 하였다.

Table 2에 각 알루미나 시편 제조에 사용된 알루미나

분말 및 첨가제의 종류, 성형법 그리고 열처리 조건을 개

략적으로 나타내었으며, 편의상 냉간정수압 성형을 CP,

일축가압 성형을 PR, 그리고 필터프레스 성형을 DM로

표기하였다. CP와 PR 알루미나 시편은 AES 11(Sumitomo

Chemical Industry, Japan) 출발분말에 유기첨가제로

Davan
R

C-N, PEG 및 PVA를 넣은 알루미나 라이닝 볼밀

에서 알루미나 볼 미디어로 분쇄 혼합하고 300~350
o
C에

서 분무건조 하여 과립화한 후 약 1700 kgf/cm
2
의 압력으

로 성형하였다. 대형 평판 알루미나 소재 제조용인 DM

은 2가지로 구분하여 출발분말과 첨가제를 선택하였다.

DM1은 AL-160SG-3(Showa Denko, Japan)와 AES-22S

(Sumitomo Chemical Industry, Japan)혼합 분말에 유기첨가

제로 Davan
R

C-N, PEG 및 PVA를 사용하였으며, DM2는

AL-160SG-3 단독 분말에 DavanC-N, PEG 및 resin을 사

용하여 슬러리를 제조한 후, 필터 프레스를 이용하여 성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of Starting Alumina Powders

Provided by Supplier

Manufacturer
Sumitomo Chemical 

Industry

Showa 

Denko

Alumina powder AES-11 AES-22S Al-160SG-3

Chemical 

composition

(wt%)

Al2O3 99.82 99.94 99.86

MgO  0.10 -  0.05

Na2O  0.03  0.03  0.06

SiO2  0.04  0.02  0.02

Fe2O3  0.01  0.01  0.01

Table 2. Processing Conditions for Alumina Ceramics

Designation
Starting 

Powders
Additives Forming Sintering

CP AES-11

Darvan
R

C-N

PEG 400

PVA 205

CIP

1600
o
C/

6 h

PR AES-11

Darvan
R

C-N

PEG 400

PVA 217

Uniaxial 

pressing

DM1
AL-160SG-3

+ AES-22S

Darvan
R

C-N

PEG

PVA Filter 

pressing

DM2 AL-160SG-3

Darvan
R

C-N

PEG

Re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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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하였다.
9-12)

 각 성형체를 가스로를 이용하여 충분히 탈

지시키는 승온 스케줄을 거친 후, 최고온도 1600
o
C에서

6시간 동안 소성하여 알루미나 소결체를 제조하였다.
14)

일축가압 성형과 CIP를 이용해 제조한 CP 및 PR 소형

알루미나 소재는 소결체 기준 10 mm×100 mm×100 mm

의 상업용 알루미나 부재이고, 필터프레스를 이용하여 제

조한 DM 대형 알루미나 세라믹스 소재는 소결체 기준

30 mm×600 mm×1000 mm에 상응한 크기이다. 시편은 CP

와 PR의 경우는 부재의 크기에 따라 특성분석 항목별로

최소 4부위에서 각각 6개 이상으로 DM의 경우는 8부위

에서 각각 6개를 그린가공 채취 및 소성 후 가공 채취하

여 특성분석의 신뢰성을 높였다.

시편의 종류별 성형체 특성분석을 위해 성형밀도, 열 중

량 변화 및 파단면 미세구조를 관찰하였다. DTA(Auto-TGA

Q500, TA Instruments)를 이용한 열분석 시, 승온속도는 10
o
C/

min로 하였다. 성형밀도는 정육면체(10 mm×10 mm×10 mm)

로 절단한 성형체의 겉보기밀도를 측정하여 알루미나의

이론밀도(3.98 g/cm
3
)에 대한 상대밀도로 측정하였다. 성

형체 분말 충진구조 관찰을 위해 성형체 시편을 파단한

후 FE-SEM (JSM-6500F, JEOL, Japan)으로 미세구조를

관찰하였다. 

시편의 종류별 소결체의 밀도, 순도 및 미세구조 특성

을 관찰하였다. 소결밀도는 아르키메데스 원리를 이용하

여 부피밀도를 측정하고 이론밀도에 대한 상대밀도로 구

하였다. 소결체의 순도는 KSL 3419에 의해 불순물 유입

을 최소화하면서 시편을 곱게 분쇄하고 가압분해법으로

전 처리한 후, ICP-AES(Optima 4300, Perkin Elmer, USA)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소결체의 미세조직은 0.2 µm 다

이아몬드 페이스트로 최종 연마하고 1450
o
C에서 20~60

분 동안 열 에칭한 후 FE-SEM으로 관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 사용한 순도 99.8% 이상의 상용 알루미나

분말의 입도분포와 입도 분석 결과를 Fig. 1과 Table 3에

각각 나타내었다. 분말크기는 0.4~2.8 µm의 것이 80% 이

상이며, 입도 분포에서 CP 및 PR 알루미나 소재용 분말

이 상대적으로 작고 DM 알루미나 소재용 분말이 상대적

으로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표면무게 평균크기(surface

weighted mean size)는 AES-11이 0.44 µm이고 AL-

160SG-3와 AES-22S는 각각 0.54 µm와 0.99 µm 이며 크

기 중앙값, d(50), 은 그 보다 약간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2는 알루미나 소재 종류별 성형체의 부위별 겉보

기밀도를 측정하여 평균한 결과로 2.46~2.50 g/cm
3
의 범

위이며, 상대밀도는 62~63%이다. DM 성형체의 밀도가

미세한 차이를 보이는데, 입자분포가 다른 2가지 출발분

말을 혼합한 DM1이, 한 가지 상용분말을 사용한 DM2보

다 낮은 성형밀도를 나타내었다. Furnas 규칙
15,16)
에 따르

면 이론적으로는 조대한 분체의 부피가 60~80% 부근에

서 가장 높은 성형밀도를 나타내는데 DM1의 경우 이 범

위를 벗어났거나 입자가 불규칙한 다면체이므로 구로 가

정한 규칙과는 정확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와 같은 원료 분말의 입도뿐만 아니라 유기첨가

물의 종류, 양 및 분산상태 그리고 성형조건에 따라서도

성형밀도가 달라지는 원인이라 생각된다.

Fig. 3은 알루미나 소재 종류별 성형체 파단면의 미세

구조이다. CP 및 PR 성형체는 알루미나 과립이 적절한

기계적 압력으로 3개의 과립 접합 계면(triple granule

junction)에서 틈새 없이 조밀하게 충진된 구조이며, DM1

및 DM2 성형체는 슬러리를 필터프레스로 가압하여 수분

이 탈수하면서 충진되어 원료 분체 자체가 조밀하게 충

Fig. 1. Particle size distributions for starting alumina powders:

(a) AES-11, (b) AL-160SG-3, and (c) AES-22S.

Table 3. Particle Size Distributions of Starting Alumina Powders

Particle size (µm)

Surface 

weighted mean 
d(0.1) d(0.5) d(0.9) 

AES-11 0.44 0.21 0.54 2.08

AL-160SG-3 0.54 0.25 0.69 2.53

AES-22S 0.99 0.53 1.21 2.83

Fig. 2. Green densities of alumina comp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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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된 성형 미세구조 특성을 갖고 있다. 과립 분말로부터

가압성형한 알루미나의 미세구조로 부터 과립분말이 치

밀 충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PR 시편(Fig. 3(b))에서

관찰된 과립분말 내부에 공극이 있는 중공상 과립은 분

무건조 시 액적 내부와 외부의 건조속도 차이로 인하여

액적 외부의 결합제 농도가 높아져 결합제 함량이 내부

보다 높은 표면층을 형성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17-19)

Fig. 4와 Table 4에 알루미나 소재 종류별 성형체에 대

한 열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모든 성형체 시편에서 260,

330, 400 및 850
o
C 부근에서 주로 무게감소가 이루어지

며 총 무게감량은 0.8~2.4 wt%를 나타내고 있다. 분무 건

조한 CP, PR 성형체의 경우 내부에 자유수로 존재하는

수분이 100
o
C 부근에서 제거되며 260

o
C를 정점으로 한

감량은 흡착수 및 결합 OH기의 분해와 관련된 감량이다.

전체 무게 감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300~600
o
C 범위에

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무게감량은 PVA의 OH기 및 주

사슬(main chain)의 분해에 기인하며, 860
o
C 혹은 880

o
C

의 미량 변화는 응축반응과 비닐 사슬의 산화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20,21)

 필터프레스 성형한 DM1과 DM2 시

편의 열 감량은 다른 경향을 나타내는데, DM 시편의 경

우 대부분 무게 감량이 좁은 온도 범위에서 일어나며, 특

히 DM1은 상기 CP 및 PR과 비교하여 무게가 감소하는

온도 패턴은 비슷하나 총무게 감량이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DM2의 경우에는 300
o
C 부근까지 미세한 무게

변화를 나타내다가 350
o
C를 넘어서면서부터 급격하게 변

화하여 550
o
C에서 안정화 되어 상대적으로 좁은 온도에

서 무게변화가 급격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결합제로

PVA 대신 사용한 에멀젼 수지가 쉽게 탈지 되는데 기인

한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대형 알루미나 소재를 제조할

목적으로 필터프레스 성형체의 소성 시 탈지구간이 좁고

승온속도를 빠르게 해 줄 수 있어, 정품 수율과 생산성을

Fig. 3. Microstructure of fracture surface of alumina green

bodies: (a) CP, (b) PR, (c) DM1, and (d) DM2.

Fig. 4. TG and DTG results for alumina green bodies.



필터 프레싱으로 제조한 대형 알루미나 세라믹스 성형체 및 소결체의 특성 310

제46권 제3호(2009)

높일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Fig. 5에는 CP, PR 소형 및 DM 대형 알루미나 소재 종

류별 성형체를 탈지구간에서 승온 스케줄을 고려하고 최

고 1600
o
C에서 6시간 동일한 소성 조건으로 소결한 알루

미나 소결체의 부위별 부피밀도를 측정하여 평균한 밀도

를 나타내었다. 분무건조 분말을 가압성형 하여 소성한

CP와 PR은 각각 97.0% 이상의 상대밀도를 나타내었으며,

필터프레스 성형한 DM1과 DM2 소결시편은 그보다 약

간 낮거나 높은 95.9%와 98.5%의 대등한 밀도가 측정되

었는데, 이에는 Fig. 2에 보인 각 시편의 성형밀도에서의

차이도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소형의 CP, PR 알루

미나 소재에 상응하게 DM 대형 알루미나 소재도 높은

소결밀도를 갖도록 제조할 수 있었다. 알루미나 소재가

대형화 될수록 부재의 생산 공정, 가공공정과 실제 부품

으로서의 조립 및 사용 환경에서의 문제점은 더욱 더 심

각해지는데, 본 연구에서 보인 치밀 대형 알루미나 소재

는 생산 공정 문제점 극복 가능성의 의미를 갖는다고 생

각된다.

Fig. 6에 각각의 조건으로 성형하여 제조한 알루미나 소

결체 경면 미세구조를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2~3 µm의

등축상 미세입자와 10 µm 이상의 비정상 입성장 조대결

정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계 기공과 입내 기공도 포

함되어 있는 전형적인 알루미나의 미세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비정상 입성장으로 나타나는 결정립 이중 크기 분

포는 일반적으로 MgO 같은 첨가제나 소결분위기를 조절

이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2-24)

Fig. 6(c)에서 비정상적인 기공 클러스터가 관찰되는데 이

는 슬러리의 분산 상태와 연관되며, 성형체 내 미용해 응

집 결합제의 존재에 의해 소성 시 탈지로 인한 거대 공

간이 형성되는데 성형체 내 다른 영역이 치밀화 되는 동

안에도 공간이 치밀화 되지 못해 남게 되는 폐기공이다.

이러한 미세구조는 Fig. 2에서 보인 성형체 밀도 및 Fig. 5

에서 보인 소결체의 밀도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

며 알루미나의 기계적 물성을 저하시키는 중요한 결함이다. 

소결이 완료된 알루미나 시편에 대한 ICP-AES 분석 결

과를 Table 5에 나타내었으며 99.7 wt% 이상의 출발분말

의 고순도를 소성 후에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소재에 존재하는 불순물의 근원은 2가지로 나누어 생

각할 수 있는데, 먼저 원료분말로부터 유래한 것과 공정

에서 추가된 불순물이다. 따라서 사용한 알루미나 분말의

불순물 함량과 비교하면 전체공정으로부터 혼입되는 불순

물함량을 유추할 수 있다. CP와 PR알루미나 소재제조에

사용된 분말은 AES-11로 함유된 불순물이 0.18 wt%이며,

분석결과에서는 각각 불순물량이 약 0.25 wt%와 0.18 wt%

로 공정상에서 혼입되는 불순물의 양은 0.07 wt% 미만이

거나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M1과 DM2 시

Table 4. Weight Loss of Alumina Green Bodies at Specific

Temperatures

Specimens
Weight Loss (%)

~260
o
C ~330

o
C ~400

o
C ~850

o
C Total

CP 0.81 0.36 0.44 0.04 1.65

PR 1.15 0.40 0.83 0.01 2.39

DM1 0.22 0.34 0.27 0.01 0.84

DM2 0.06 1.79 0.05 0.01 1.91

Fig. 5. Bulk and relative density of alumina sintered bodies: (a)

bulk density and (b) relative density.

Fig. 6. Surface microstructure of alumina sintered bodies : (a)

CP, (b) PR, (c) DM1, and (d) DM2.

Table 5. Chemical Compositions of Alumina Sintered Bodies

CP PR DM1 DM2

Chemical 

Composition

(wt%)

Al2O3 99.7536 99.8232 99.9054 99.8602

MgO 0.0977 0.0943 .0361 0.0560

Na2O 0.0660 0.0047  0.0188 0.0350

SiO2 0.0750 0.0684 .0289 0.0420

Fe2O3 0.0077 0.0094 .0098 0.0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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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 경우 각각 AL-160SG-3과 AES-22S의 혼합분말 및

AL-160SG-3 단독원료를 사용하였는데, 불순물 혼입량은

DM1의 경우 0.094 wt%를 나타내었고, DM2는 출발분말

고유 불순물의 양과 같은 0.14 wt%의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형 알루미나

소재 제조하는 공정상에서 불순물 혼입이 거의 없는 청

정 제조공정을 유지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대형 알루미나 소재의 생산 가능성을 보

여주고 있는데,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대형 알루미나 소재

가 주로 적용하는 디스플레이분야에 실제 적용하기 위한

기계적, 화학적 및 전기적 물성의 특성화를 진행할 예정

이다.

4. 결 론

상업용 알루미나 분말슬립으로 필터프레스를 사용하여

대형 알루미나 성형체를 제조하고 1600
o

C의 가스로에서

소결하여 대형 평판 알루미나 세라믹스 소재를 제작하였

다. 이렇게 제작한 대형 알루미나 성형체 및 소결체와 일

축가압 및 정수압 가압성형으로 제조한 소형 알루미나 성

형체 및 동일 소정조건으로 제조한 소결체의 제반 물성

을 비교분석하였다. 슬립 제조 시 유기첨가제를 조절하고

필터프레스 성형하여 대형 기물의 알루미나 소재 제조가

가능하였고 물성도 가압성형 하여 제조하는 소형 기물에

상응하였다. 필터프레스로 63%의 상대밀도로 성형하여

1600
o

C에서 소성한 대형 알루미나 소재는 98.5%의 상대

밀도를 갖는 치밀한 미세구조를 나타내었으며, 원료순도

에 상응한 99.8% 이상의 고순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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