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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500 mL 교반탱크반응기 내에서 AlCl
3
 증기를 H

2
O 증기에 의해 부분 가수분해시켜 30~200 nm 크기의 AlO

x
Cl

y
(OH)

z

로 표시되는 구형의 알루미나 전구체 입자를 제조하였다. 반응시간, 교반속도, 반응온도가 생성된 입자의 형상, 크기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반응시간을 20, 60, 300 s로 변화시킨 결과 생성 입자의 형상 및 크기에 별다른 차이

가 없었으며, 교반속도를 0, 300, 800 rpm으로 변화시킨 결과 0 rpm에서 입자의 크기가 최대값을 보였고, 반응온도를

180, 190, 200, 240 oC로 변화시킨 결과 190 oC에서 제조된 입자의 크기가 가장 작게 나타났다. 가수분해 생성물 입자

를 10 oC/min의 속도로 1,200 oC까지 가열하고 6 시간동안 하소시켜 45 nm 크기의 α 알루미나 입자를 얻었다. 하소과

정에서 인접입자 사이의 소결에 의해 입자 형상이 구형에서 벌레모양으로 변환되었다. 하소온도를 1,400 oC로, 승온속

도를 50 oC/min 로 증가시키고, 유지시간을 0.5 시간으로 감소시켜 급속 하소시킴으로써 인접입자의 소결을 상당히 감

소시킬 수 있었다. AlCl
3
의 가수분해 과정에서 소량의 SiCl

4 
또는 TMCTS(2,4,6,8-tetramethylcylosiloxane) 첨가에 의해

인접입자의 소결 방지 효과가 나타났으나, α 결정 이외에 γ 결정, mullite 결정 등이 함께 생성되었다. 하소과정에서

AlF
3
를 첨가한 결과 육각형 디스크 형상의 α 알루미나 입자가 생성되었다. 

Abstract − Spherical alumina precursors represented by AlO
x
Cl

y
(OH)

z
, 30~200 nm in particle diameter, were pre-

pared by partial hydrolysis of AlCl
3
 vapor in a 500 ml reactor. Investigated on the particle morphology and size were the

effects of the reaction time, the stirring speed and the reaction temperature. The particle morphology and size was insen-

sitive to the reaction time in the range 20 to 300 s. The variation of the stirring speed from 0 to 300 and 800 rpm showed

that the particle size was the largest at 0 rpm. As the temperature was varied from 180 to 190, 200, 140 oC, the particle

size showed a maximum at 190 oC. By calcination of the as-produced particles at 1,200 oC for 6h with a heating rate of

10 oC/min, α-alumina particles 45 nm in surface area equivalent diameter were obtained. The particle shape after cal-

cination turned wormlike due to sintering between neighboring particles. A rapid calcination at 1400 oC for 0.5 h with a

higher heating rate of 50 oC/min reduced the sintering considerably. An addition of SiCl
4
 or TMCTS(2,4,6,8-tetrameth-

ylcyclosiloxane) to the AlCl
3
 reduced the sintering effectively in the calcination step; however, peaks of γ or mullite

phase appeared. An addition of AlF
3
 to the particles obtained from the hydrolysis resulted in a hexagonal disc shaped

alumina particles. 

Key words: α-Alumina Particles, AlCl
3
 Vapor, Hydrolysis, Calcination

1. 서 론

알루미나는 높은 화학적 안전성과 물리적 성질이 우수하여, 촉매

제, 연마제, 전자재료 및 바이오세라믹 등 그 활용범위가 첨단산업분

야로 확대되고 있다[1,2,3]. 알루미나를 제조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습

식법과 건식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습식법으로는 Bayer법과 Sol-

Gel법, 건식법으로는 불꽃산화법과 분무열분해법이 대표적이다.

Bayer법은 보오크사이트(bauxite)를 고농도의 NaOH 용액에 녹여 얻

은 NaAlO
2
로부터 Al(OH)

3
으로 석출시킨 후 이를 하소시켜 알루미

나를 제조하는 방법으로서 상업화된지 100년 이상이 되었다[4].

Bayer법에 의해서는 99.9% 이상의 고순도, 100 nm 이하의 미립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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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미나를 제조하기 어렵다. Sol-Gel법은 Al 원자를 포함하는 전구체

를 사용하여 액상에서 반응을 진행시켜 알루미나 입자를 제조하는

방법으로서[5,6] 고순도화, 미립화가 가능하다. 

건식법은 습식법에서 요구되는 여과, 세척, 건조 등을 생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제조온도가 높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불꽃산

화(flame oxidation)법에 의한 알루미나 입자 제조의 경우 AlCl
3
의 증

기를 화염 속으로 주입시켜 가수분해, 산화반응에 의해 수 나노미터

크기의 수많은 1 차 입자들로 구성되어 되어 있는 무정형 내지 γ형

알루미나 응집체를 형성한다[7]. AlCl
3
 증기 대신에 알미늄수용액을

액적으로 분무하여 화염에 주입하는 방식의 분무열분해법에 의해 30

~40 nm 크기의 δ와 α 혼합결정의 알루미나를 제조한 바 있다[8]. 불

꽃산화나 분무열분해법 모두 생성되는 알루미나의 결정형태가 순수

한 α가 아니기 때문에 α알루미나를 얻기 위해서는 별도의 하소과

정이 필요하다. Yoo 등[9]은 AlCl
3 
증기를 200 oC 정도의 낮은 온도

에서 부분 가수분해 시켜 알루미나 중간체를 만든 후 하소하여 α 알

루미나 나노입자를 제조하였는데, 불꽃산화법이나 분무열분해법에

비해 반응온도가 낮아서 입자 사이의 응집이 약하고, 에너지를 절약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Yoo 등[9]의 보고에 포함되지 않았던 가수분해 반

응시간, 교반속도, 반응온도가 생성되는 알루미나 중간체의 형상 및

크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으며, 중간체의 α 상으로의 전환과정

에서 입자 간 소결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결조건의 변화, 첨가제의 도

입 등 새로운 하소방법이 모색되었다. 

2. 실 험

원료로 사용된 AlCl
3
(Aldrich, 99.99%)는 상온에서 고체이며 흡습

성을 가지고 있는 백색 고체이다. AlCl
3
의 증발 및 가수분해에 사용

된 실험장치는 시료주입기, 전구체증발 및 반응기, 입자포집기로 구

성되어 있다. Fig. 1에 전체적인 개략도를 나타내었다. AlCl
3
 시료주

입기는 직경 1/4 인치, 길이 5.4 cm의 스테인레스 파이프에 3 개의

valve를 설치하여 2 개의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다. 전구체의 증발과

부분가수분해 반응은 500 ml 용량의 실린더형 티타늄 용기 내에서

순차적으로 일어나도록 하였다. 반응기 내에는 직경 10 cm, 폭 6 cm

의 마그네틱 교반기(45o의 경사각을 이루는 4 개의 날개(blade)로 구

성)와 압력센서가 설치되어 있고, AlCl
3
 증발 및 반응에 필요한 온도

를 유지시키기 위해 반응기 외벽에 heating jacket을 설치하였다. 

Glove box 내에서 0.2 g의 AlCl
3
를 유리 boat에 넣고 시료주입기

의 상부 공간에 위치시킨 후 상하 2개의 valve를 닫아 공기와의 접

촉을 차단한 상태로 외부로 꺼내어 반응기 상부에 연결한다. 시료주

입기의 하부 공간 내에 들어 있는 공기를 질소가스로 purge하여 제

거한 후 상부 공간에 들어있는 AlCl
3
 boat를 하부 공간으로 이동시

킨다. 반응기의 온도가 미리 설정한 온도에 도달하면 시료주입기와

반응기가 연결되는 부분에 위치한 밸브를 열어 boat가 중력에 의해

반응기 내부로 낙하하도록 하였다. 반응기에 부착된 압력센서로 측

정된 압력을 통해 증발을 관찰하였으며 더 이상의 압력상승이 없으

면 증발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교반기를 작동시켜 AlCl
3
 증기를

반응기 전체에 분산시킨 후, AlCl
3 
도입과 동일한 방법으로 물 120

µl를 반응기 내로 주입시켰다. 정해진 반응시간 동안 기다린 다음, 반

응기의 출구 쪽에 위치한 밸브를 열어 질소 운반가스에 의해 생성된

입자들을 여과지(whatman, 6)가 장착되어 있는 포집기로 이동시켰

다. 반응기 출구 입자들의 α 상으로의 상전이를 위해 box 형 전기로

에서 하소시켰다. 

입자의 형상은 전계반사 주사전자현미경(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MIRA LMH)에 의해 분석하였고, 비표면적 측

정은 질소 흡착법을 이용하여 BET(ASAP 2010)로부터 구하였다. SEM

image로부터 300 여개의 입자를 선택하여 Image-pro(MediaCybernetics,

Image-pro plus 4.0)을 사용하여 입자의 개수 평균크기, 크기분포를

결정하였다. SEM EDX(energy dispersive X-ray)로 생성입자의 반정

량분석을 하였으며, 입자의 결정구조는 XRD(X-ray diffraction,

SMD 3000)에 의해 측정하였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3-1. 가수분해반응에 의한 중간생성물 제조

3-1-1. 반응시간의 영향

AlCl
3
의 주입량 0.2 g, AlCl

3
: H

2
O의 몰 비를 1: 4.5로 고정하고,

체류시간, 교반속도, 반응온도에 따른 알루미나 중간체(AlO
x
Cl

y
(OH)

z
)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반응온도 200 oC, 교반속도 800

rpm의 조건에서 반응기 체류시간을 20, 60, 300 s로 변화시켜 보았

다. 각각의 체류시간에서 얻어진 알루미나 중간체의 SEM image 영

상을 Fig. 2에 나타내었다. 체류시간에 관계없이 1 차 입자의 형상은

구형에 가까웠으며, 평균 입자크기 측정 결과 20, 60, 300 s에서 각

각 64, 56, 65 nm의 크기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20 s 이내에 가수분해 반응이 거의 평형상태에 도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3-1-2. 교반속도의 영향

AlCl
3
의 주입량 0.2 g, AlCl

3
: H

2
O의 몰 비를 1: 4.5, 반응기 체류

시간 60 s의 조건에서 반응기내 교반날개의 회전속도를 0 rpm, 300 rpm,

800 rpm으로 변화시키면서 생성된 입자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Fig.

3의 SEM image 분석결과 교반을 하지 않은 입자의 구형도가 교반을

하여 얻어진 입자보다 우수하였다. 평균 입자크기는 0 rpm에서 103 nm,

300 rpm에서 65 nm, 800 rpm에서는 70 nm로서 교반하지 않았을 경

우의 입자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교반하지 않을 경우 입

자표면으로의 반응물질 전달속도가 떨어져 반응속도가 감소됨에 따Fig. 1. Schematic drawing of experimental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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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핵 생성속도가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핵의 숫자는 줄어든 반면 입자 1 개당 질량은 증가된 것으로 여겨진다.

3-1-3. 반응온도의 영향

반응온도가 입자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반응기 온

도를 180, 190, 200, 240 oC로 변화시키면서, AlCl
3
의 주입량 0.2 g,

AlCl
3
: H

2
O의 몰 비 1: 4.5, 반응기 체류시간 60 s, 교반속도를 800

rpm으로 유지하였다. 반응온도가 180, 190, 200, 240 oC로 증가함에

따라 생성입자 내 Al:Cl 원자비는 1:0.58, 1:0.44, 1:0.29, 1:0.29로

200 oC까지는 온도증가에 따라 Cl의 함량이 감소하였으며, 그 이후

에는 일정하였다. Fig. 4는 반응온도에 따른 가수분해 생성 입자의

형상을 보여주며, 입자의 평균크기는 180 oC에서 105 nm, 190 oC에

서 65 nm, 200 oC에서 70 nm, 240 oC에서 85 nm로 나타났다. 180 oC

에서 입자 크기가 큰 이유는 핵생성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은데 기인

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온도증가에 따라 핵생성속도가 증가함으로써

190 oC에서의 입자 크기가 작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90 oC 이

후 240 oC까지 온도증가에 따라 소폭이기는 하나 일관되게 입자크기가

증가하였다.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온도의 증가에 따라

가수분해 생성물의 포화증기압이 증가함으로써 오히려 핵생성속도가

감소되지 않았나 여겨진다. 이는 수증기로부터 응축에 의한 물방울 생

성 시 온도가 높아지면 핵생성 속도가 낮아지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Fig. 5에 온도변화에 따른 입자의 크기분포를 나타내었다. 180 oC의 온

도에서 생성된 입자의 크기분포가 가장 넓으며, 190~ 240 oC 온도범위

에서의 입자크기 분포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중간생성물의 하소에 의한 알파 결정화

가수분해 생성물은 염소 등의 불순물을 포함하고 있고, 결정상태

Fig. 2. Scanning electron microscopic images with varying reactor residence time. (a) 20 s, (b) 60 s, (c) 300 s.

Fig. 3. Scanning electron microscopic images with varying stirring rate. (a) 0 rpm, (b) 300 rpm, (c) 800 rpm.

Fig. 4. Scanning electron microscopic images with varying reaction

temperature. (a) 180 oC, (b) 190 oC, (c) 200 oC, (d) 240 oC.

Fig. 5. Particle size distribution at various reaction temperatures.



염화알미늄 증기의 부분가수분해를 통한 알파 알루미나 나노입자 제조 667

Korean Chem. Eng. Res., Vol. 49, No. 5, October, 2011

가 비정질이기 때문에 α 알루미나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하소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가수분해 생성물을 직접 하소하는 방안과 입자간 소

결 방지를 위한 첨가물 도입 방안이 비교 검토되었다. 

3-2-1. 직접 하소

AlCl
3
의 주입량 0.2 g, AlCl

3
: H

2
O의 몰 비를 1: 4.5, 반응온도

200 oC, 교반속도 800 rpm, 반응시간 60 s의 조건에서 얻어진 가수분

해 생성물을 10 oC/min의 가열속도로 1,200 oC까지 승온하여 1, 2, 4,

6 시간 동안 하소하였다. Fig. 6에 하소시간에 따른 XRD 패턴을 나

타내었다. 1 시간 동안 하소 후 생성된 분말에서는 α 상의 peak가 보

이기는 하나 강도가 약하고, 하소시간이 증가될수록 peak의 강도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1 시간에서 보였던 γ 상 peak(2θ=45.86)가 사라

졌다. 6 시간 동안 하소 후 생성된 입자의 형상을 Fig. 7에 나타내었

다. 가수분해 생성물 입자는 구형이었으나, 하소 후 생성된 입자는

입자간 소결현상에 의한 벌레모양(wormlike)의 형상을 보였다. 하소

전과 비교하여 입자 크기는 약간 감소하였는데, 이는 하소 시 질량

감소와 입자의 치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소 후 표면적

상당 입경은 45 nm로 측정되었다.

승온속도를 분당 10 oC에서 50 oC로 증가시키는 대신 최종온도를

1,200 oC에서 1,400 oC로, 하소온도 도달 후 유지시간을 6 시간에서

0.5 시간으로 감소시킨 결과 Fig.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자 간 소

결이 현격하게 감소하였고, Fig. 9에 나타낸 바와 같이 α 상의 주요

peak이 뚜렷하였다. 하소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입자간 소결은 현저

히 감소되었으나, 하소온도를 증가시켜야 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3-2-2. 소결억제 첨가제의 영향

AlCl
3
의 가수분해 시 AlCl

3
 1 mol 당 SiCl

4
 또는 TMCTS를 0.1

mol 첨가하여 가수분해 생성물 내에 실리콘 성분이 혼입되도록 함으

로써 하소과정에서 입자소결 억제효과를 알아보았다. Fig. 10에 나

타낸 바와 같이 SiCl
4
와 TMCTS가 첨가된 가수분해 생성물은 하소

후 입자간의 소결이 거의 사라졌다. 그러나 Fig. 11에서 보는 바와 같

이 하소 후 생성된 입자에서 α 상의 알루미나 peak 외에 γ 상 또는

mullite 상의 peak가 나타났다. Lee 등[10]도 실리콘 첨가에 의해 소

결이 억제되며 α 화가 지연되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AlF
3
를 가수분해생성물의 2.0 wt.%로 첨가하여 10 oC/min 승온속

Fig. 6. XRD patterns of particles calcined at 1,200 oC with varying

calcination time.

Fig. 7. Comparison of scanning electron microscopic images between

as-produced and calcined particles. (a) As-produced parti-

cles (b) calcined particles.

Fig. 8. Scanning electron microscopic image of particles calcined at

1,400 oC for 0.5 h with the heating rate at 50 oC/min. 

Fig. 9. XRD patterns of particles calcined at 1,400 oC for 0.5 h with

the heating rate at 50 oC/min. 

Fig. 10. Scanning electron microscopic images of obtained particles

after calcination with additives. (a) SiCl
4
 to AlCl

3 
molar ratio:

0.1 (b) TMCTS to AlCl
3 

molar ratio: 0.1 (Calcination temper-

ature: 1,200 oC, heating rate: 10 oC/min, holding time: 6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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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1,200 oC에서 6 시간 동안 하소하였다. Fig. 12는 하소 후 입자

의 SEM image로서, 하소 후 생성된 입자는 육각형의 디스크 형태를

나타내었다. 이는 하소과정에서 AlF
3
의 첨가의 영향으로 구형의 알

루미나 중간체가 새로운 형상의 육각형 모양의 디스크 형태로 변화

된 것으로 여겨진다. AlF
3
 첨가에 의한 육각형 모양으로의 변환은 이

전 연구[11,12]에서도 관찰된 바 있으나, 본 연구에서 얻어진 입자의

크기가 보다 작았다.

4. 결 론

AlCl
3
 증기의 부분 가수분해반응에 의해 30~200 nm 크기의 알루

미나 중간체를 제조하였다. 알루미나 중간체 입자의 형상 및 크기는

반응개시 20초 이전에 결정되며, 입자의 크기는 교반이 없을 경우 상

대적으로 크고, 180~240 oC 범위의 반응온도 구간에서는 190 oC에

서 최소값을 보였다. 중간체를 10 oC/min 승온하여 1,200 oC에서 6

시간 하소함으로써 α 상의 알루미나를 얻었으나, 인접입자와의 소결

에 의해 입자의 형상이 구형에서 벌레모양으로 변환되었다. 승온속

도를 50 oC/min로, 하소온도를 1,400 oC까지 증가시키고, 하소시간을

0.5 시간으로 단축시키는 급속하소에 의해 입자간 소결이 상당히 감

소하였다. AlCl
3
의

 
가수분해 시 SiCl

4
와 TMCTS를 소량 첨가함으로

써 가수분해 생성물의 하소과정에서 인접입자간의 소결을 억제할 수

있었으나, 하소 후 생성된 입자에서 α 상 이외에 γ 상과 mullite 상

의 peak가 관찰되었다. 하소과정에서 AlF
3
를 첨가하면 하소 후 생성

된 입자의 모양이 육각형의 디스크 형태로 변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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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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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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