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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탄소환원질화법을 이용하여 질화알루미늄(Aluminum Nitride: AlN)을 제조하는 연구를 배치당 0.7 ~ 1.5 kg 규모로 규모 확대하여

수행하였다. 고품위 알루미나 분말과 탄소(carbon black)를 배합하여 흑연 도가니에 장입하고, 노내 진공도 2.0 × 10-1 Torr에서 온도

(1,550 ~ 1,750oC), 시간(0.5 ~ 4 hr), N2유량(10 ~ 40 l/min)을 변화시키면서 AlN을 합성하였다. 실험결과 합성온도 1700 ~ 1750oC, 합

성시간 3시간, 질소유량 40 l/min 가 적정 조건이었다. 또한, 합성한 AlN에 잔존하는 탄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관상로에서 온도 650-

750oC, 1 - 2시간 범위에서 탈탄을 시킨 결과, 알루미나와 탄소 몰배합비 1 : 3.2 로 합성한 시료를 대기 분위기에서 탈탄온도 750oC,

관상로의 회전속도 1.5 rpm에서 2시간 탈탄하는 것이 적정조건이었다. 시험 제조한 AlN의 성분 분석 결과 C 함량 835 ppm, O 함

량 0.77%으로서 순도 99% 이상의 고품위 제품을 제조할 수 있었다. 

주제어 : 질화알루미늄, 탄소환원질화법, 규모확대실험, 탈탄, 고품위 

Abstract

 AlN powder was prepared by carbon reduction and subsequent nitridation method through the scale-up experiments of

0.7 ~ 1.5 kg per batch. AlN powder was synthesized using the mixture of Al2O3 powder and carbon black at 1,550 ~ 1,750oC

for 0.5 ~ 4 hours under nitrogen atmosphere (flow rate of nitrogen gas: 10 ~ 40 l/min) at 2.0 × 10-1 torr.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1,700 ~ 1,750oC for the reaction temperature, 3 hr for reaction time, and 40 l/min for the flow rate of nitrogen gas

were the optimal conditions. Also, in order to remove carbon in the synthesized AlN, the remained carbon was removed at

650 ~ 750oC for 1 ~ 2 hr using horizontal tube furnace. The results showed that 1 : 3.2 mol ratio of Al2O3 to carbon black, reac-

tion temperature of 750oC, reaction time of 2 hours, rotating speed of 1.5 rpm under atmosphere condition were the optimal con-

ditions. Under these conditions, high-purity AlN powder over 99% could be prepared: carbon and oxygen contents of the AlN

powder were 835 ppm and 0.77%,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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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질화알루미늄(Aluminum Nitride: AlN)은 열전도도

(319 W/m·K)가 높고 전기 절연성(9×1013 Ω·cm)이 우

수한 소재이다. 또한 열팽창계수 (4 × 10-6)가 실리콘 반

도체와 비슷하고 기계적 강도가 높아 반도체 방열 재료

로써의 특성이 우수하다. AlN 분말의 세계시장 규모는

판매량 기준으로 약 510 톤/년이며, 2013년 일본이

425 톤으로 83.3%를 차지하였고 독일이 85 톤으로

16.6%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 현재 국내 반도

체, 전자부품 및 정밀화학용 AlN은 년간 100톤 정도

소요되고 있는 데 수요의 대부분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

는 실정이다.

AlN 제조 방법은 크게 탄소환원질화법(carbon reduc-

tion and nitridation),2-7) 직접질화법(direct synthesis),8) 화

학기상합성법 (chemical vapor synthesis)9) 등으로 분류

할 수 있는데, 상업적 생산을 위한 대량 제조에는 탄소

환원질화법이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용도 측면에

서 AlN 분말은 방열기판, 반도체 제조장치 등을 중심

으로 연구개발이 진행되었으며, 최근 필러 용도로도 기

술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AlN에 대한 연구 및 생산은 일본이 거의 독점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에서의 주요 연구개발 동

향을 보면, 일본의 AIST(산업기술종합연구소)에서는 고

열전도 AlN 세라믹스의 미세 구조와 특성, 열전도 메

커니즘에 관해 장기적·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열전도율

과 소결공정 및 미세구조와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현재

AlN의 열전도율은 275 W/m·K가 최고 수준으로 추정되

고 있고, 보다 높은 300 W/m·K급을 목표로 연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소재개발, 복합화, 입자크

기, 나노화, 소결기술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의 AlN 분말에 대한 연구는 주로 공공기관

및 대학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는

기상합성법을 이용하여 입자크기 50 ~ 250 nm의 AlN

분말을 합성하였으며 AlN 나노 분말 내에 나노 기공을

형성하는데 성공하였다고 발표하였다.10) 또, 한국지질자

원연구원에서는 케이씨(주)와 공동으로 탄소환원질화법

을 적용하여 AlN 분말 제조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

데 대량생산에 적합한 탄소환원질화법을 적용하여 AlN

을 제조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탄소환원질화법에서는 알루미나 분말과 탄소 분말을

일정 비로 배합한 시료를 1600 ~ 1800oC의 고온, 진공

분위기에서 반응시켜 환원시킴과 동시에 질소 가스를

흘려주어 환원된 알루미늄과 질소를 반응시켜 AlN 분

말로 합성하고, 합성된 AlN 중의 미반응 탄소를 제거

하기 위하여 시료를 700oC 근처에서 가열시켜 탈탄하

고, 덩어리진 분말을 해쇄하여 AlN 분말 제품을 제조

하는 것이다. 이 제조공정 원리 자체는 특허기간 만료

등으로 국내외 특허에 저촉되지 않으며, 현재는 제조 장

치나 방법들만이 특허 보유기술로 주장되고 있는 실정

이다. AlN 제조 원료는 고순도 알루미나(Al2O3)로서 알

루미나를 탄소(carbon black)와 혼합하여 고온에서 환원

시키고 이를 질소와 반응시켜 분말로 만든다.

본 고에서는 탄소환원질화법을 이용하여 AlN을 제조

하는 데 있어서 상용화를 위한 사전 연구로서, 실험실

에서 5 ~ 20 g 규모로 시험 제조했던 결과를 참조하여

AlN 합성용량을 배치당 0.7 ~ 1.5 kg 규모로 확대(scale-

up)하여 시험 제조한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이를 통

하여 향후 국내에서 AlN을 상용화 규모로 제조시 유용

한 자료로 활용코자 한다. 

2. 원료 및 실험방법

2.1. 공정 개요 

AlN을 제조하는 탄소환원질화법의 화학 반응은 다음

식 (1)과 같고, Fig. 1에 탄소환원질화법을 사용한 AlN

제조 스케일업 실험의 공정 개요도를 나타내었다. 공정

개요도에서 나타나 있듯이 원료로 고순도 알루미나와

탄소를 사용하여 이를 혼합한 뒤 질소 분위기의 고온

질화로에서 반응시켜 AlN 분말을 합성하였다. 반응 후

얻어진 AlN 분말 내 잔류 탄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대

기 분위기 및 산소를 취입시킨 산화 분위기에서 탈탄을

수행하였으며, 해쇄(de-agglomeration) 과정을 거쳐 최종

적인 고순도 AlN 분말을 제조한다. 

Al2O3 + 3C + N2 → 2AlN + 3CO (1)

Fig. 1. Flow chart of the carbon reduction-nitridation process for preparation of A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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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원료 분말 특성

실험에서 사용한 원료는 AlN 분말 합성을 위한 고순

도 알루미나로서 P社 제품이며, 탄소(carbon black)는

E社 제품을 사용하였다. 사용 원료의 조성을 Table 1에

정리하였으며, 사용한 고순도 알루미나와 탄소의 입자

형상은 Fig. 2와 같다.

2.3. 원료 혼합 및 조건 및 AlN 합성 장치

AlN의 제조를 위해서는 원료로 사용되는 알루미나와

탄소의 혼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원료 혼합조건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알루미나와 탄소의 이론적

mole 비율은 1 : 3 (Al2O3:C)이지만, 반응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 이론양보다 조금 더 많은 탄소를 사용하

였으며, 본 실험에서는 알루미나와 탄소의 mole 농도

기준 1 : 3.2 mol, 온도 100oC, 혼합시간 48시간, 회전

속도는 500 rpm으로 시료를 혼합하였다. 알루미나와 탄

소의 원료 혼합은 60 L 용량의 로디게 믹서(Model

No. LDH-1, S社)를 사용하였다.

AlN 분말 합성 실험은 box 형의 고온진공로를 사용

하였는데, 국내 P社에서 제작한 AlN 환원질화반응로를

사용하여 batch 실험을 수행하였다. AlN 합성시 배치당

총 실험시간은 승온 및 냉각을 포함하여 15 ~ 20시간이

며, 승온이 끝난 후 목표 온도에 도달하면 0.5 ~ 4시간

을 유지시켰다. 

그리고, AlN 합성 후 시료내 잔존하는 탄소를 제거

하기 위하여 실리카 튜브를 사용한 관상로(tube furnace)

에서 탈탄 공정을 수행하였는데, batch 당 시료 150 g

을 장입하고 회전속도 1.5 rpm으로 탈탄 온도, 탈탄 시

간, 탈탄 분위기를 제어하여 실험하였다.

3. AlN 합성 실험결과

3.1. 합성 온도의 영향

Table 2는 반응온도가 AlN 내 탄소와 산소 함유량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표이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반응 온도가 1,550oC 및 1,600oC 일 경우,

제조된 AlN 내 산소 함량이 각각 2.73%와 1.57%로

AlN 합성이 불충분하였으나, 반응 온도가 최소 1,650oC

이상에서 산소 농도가 1.00% 이하로 낮아져 충분한 합

성이 이루어 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lN 내

산소 및 탄소 함량은 반응 온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1,700oC를 적정 반응 온도로 선택하

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3.2. 합성 시간의 영향

Table 3은 반응 시간이 AlN 내 산소 및 탄소 함량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반응 온도를 1700oC

로 고정하고 합성시간을 0.5 ~ 4 시간 범위에서 실험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LECO 성분 분석기를 이용하여

Table 1. Characteristics of raw materials

Property Unit Al2O3 Carbon Black

Purity % 99.998 99.9

Particle Size (D50) µm 1.2 0.06

Surface Area (BET) m2/g 4.5 25.8

Fig. 2. SEM image of (a) high-purity alumina, (b) carbon

black for AlN synthesis.

Table 2. Influence of reaction temperature on oxygen and

carbon contents of the produced AlN 

Experimental Conditions Concentration

Temp., oC Time, hr N2 Flow, l/min O, wt% C, wt%

1,550

3 40

2.73 11.47

1,600 1.57 6.31

1,650 0.76 5.83

1,700 0.64 5.79

1,750 0.52 5.66

Table 3. Influence of reaction time on oxygen and carbon

contents of the produced AlN

Experimental Conditions Concentration

Temp., oC Time, hr N2 Flow, l/min O, wt% C, wt%

1,700

0.5

40

2.75 9.66

1 1.06 8.67

2 0.73 7.73

3 0.64 5.79

4 0.46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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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 및 탄소 함량을 분석한 결과, 반응시간이 증가할

수록 AlN 내 산소 및 탄소 함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3 시간 이상 반응시켜 제조한 시료의

산소 및 탄소 함량이 각각 0.64%, 5.79%까지 감소하

여 AlN 제조 시 3 시간 이상의 반응 시간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상기의 결과로부터 AlN 제조를 위한 최적의 반응 온

도 및 반응 시간은 각각 1,700oC 이상과 3 시간 이상

임을 알 수 있었다.

3.3. 질소 유량의 영향

Table 4는 질소 가스 유량이 AlN 제조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기 위해 반응온도 1,700oC, 반응 시간 3 시간

의 조건에서 질소 유량을 변화시켜 제조한 AlN의 잔존

산소 및 탄소 함량을 나타낸다. 이 표에서 보면 질소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AlN내 산소 및 탄소 함량이 감

소함을 알 수 있고, 질소 유량이 40 l/min 이상인 경우

반응 생성물 내 산소 및 탄소 함량이 각각 0.89% 및

5.79%까지 감소하여, AlN 제조를 위해서는 질소 가스

유량이 40 l/min 이상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3.4. 합성 조건에 따른 결정상 분석결과

Fig. 3은 1,550oC, 1,600oC, 1,650oC, 1,700oC, 1,750oC

의 반응 온도에서 생성된 반응 생성물의 XRD 분석 결

과이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반응 온도

1,550oC의 경우, AlN이 주요 생성물이나 잔류 Al2O3가

검출되어 AlN 합성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반응 온도가 1,600oC 이상의 경우, 반응 생성물

인 AlN 이외의 미반응 물질이 검출되지 않아, AlN의

합성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Table 3의 결과에

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반응 온도가 1,600oC인 경

우에도 AlN 내 산소 농도가 1.57% 였으므로 Fig. 3과

Table 3의 결과를 동시에 고려 시, AlN 분말 제조 시

최소 1,650oC 이상의 반응 온도가 필요함을 알 수 있

었다. 

Fig. 4는 반응 온도를 1,700oC로 고정하고 합성시간

을 0.5 ~ 4 hr 범위 내에서 변화시켜 실험하여 얻어진

AlN의 XRD 분석결과이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반응 시간이 0.5 시간인 경우 AlN 이외에

도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는 Al2O3가 검출되었으나, 반

응 시간이 1 시간 이상인 경우 Al2O3가 검출되지 않아

AlN의 합성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Fig. 7

과 Table 4의 결과를 동시에 고려 시, 반응 온도

1,700oC 이상, 반응 시간 3 시간 이상의 경우 AlN의

제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5는 질소 가스 유량을 10 ~ 40 l/min 범위 내에

Table 4. Influence of nitrogen gas flow rate on oxygen and

carbon contents of the AlN.

Experimental Conditions Concentration

Temp., oC Time, hr N2 Flow, l/min O, wt% C, wt%

1,700 3

10 1.42 8.63

20 1.07 8.70

30 1.03 8.33

40 0.89 5.79

Fig. 3. Results of XRD analysis for the AlN powder produced at 1,550oC, 1,600oC, 1,650oC, 1,700oC, and 1,750oC for 3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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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변화시키면서 1,700oC에서 3 시간동안 합성하여 얻어

진 AlN 시료의 XRD 분석결과이다. 이 그림의 결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질소 가스 유량이 10 - 40 l/min

범위일 경우 모든 경우에서 잔존 미반응 물질이 없이

AlN이 제조된 것을 볼 수 있으며, 따라서, Table 4의

결과와 동시에 고려하면 질소 유량이 40 l/min 이상인

경우 환원질화 반응이 충분히 일어나 고순도의 AlN이

얻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 AlN 탈탄 실험결과

4.1. 탈탄 온도와 시간 및 노내 분위기에 따른 영향

탈탄 온도 및 시간이 합성한 AlN 분말 내 잔존 탄

소량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전술한 실험에

서 도출된 최적 혼합 및 합성 조건인, Al2O3와 C의

혼합 몰비율 1:3.2, 반응 온도 1,700oC, 반응 시간 3

시간, 질소 가스 유량 40 l/min의 조건에서 합성한

AlN 분말을 시료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생

성된 AlN 분말 150 g/batch를 석영 반응기에 장입한

후 석영 반응기를 개방하고 650 ~ 750oC의 공기 분위기

에서 반응기를 1.5 rpm으로 회전시키면서 1 ~ 2 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Fig. 6의 XRD 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상기 실험조건에서 잔존 탄소가 대부

분 제거되어 AlN 성분의 회절 피크만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상기의 실험에서는 석영 반응기를 개방하고 실험하였

으나, 다음에는 반응기를 밀폐하고 산소 분위기에서

AlN 분말의 탈탄 실험을 실시하였다. 탈탄 반응은 초기

진공도 8.0×10-4 torr, 산소 가스 유량 2 l/min, 반응온

도 650 ~ 750oC, 반응시간 1 시간, 석영 반응기 회전속

도 1.5 rpm의 조건에서 실시하였다. 탈탄 반응 후 얻

어진 시료의 XRD 분석 결과 Fig. 7에서 볼 수 있는

Fig. 4. Results of XRD analysis for the AlN powder produced at 1,700oC for 0.5, 1, 2, 3, and 4 hr. 

Fig. 5. Results of XRD analysis for the AlN powder produced at 1,700oC for 3 hr at N2 gas flow rate of 10 l/min, 20 l/min,

30 l/min, and 40 l/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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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같이 반응 온도 650 ~ 700oC에서 생성된 시료의

경우 AlN이 얻어졌으나, 750oC에서 제조된 시료의 경

우 알루미나가 생성되어 AlN과 알루미나의 혼합상이 검

출되었다. 이는 반응 온도 750oC 부근에서 고온 산화로

인해 일부 AlN가 알루미나로 전이된 것으로 판단된다.

Fig. 8은 탈탄 반응 조건에 따라 제조된 AlN내 산소

및 탄소 함량의 변화 추이를 나타낸다. 이 그림에서 보

면, 산소 가스 분위기에서 제조된 AlN 분말 내 탄소

및 산소 함량의 경우 탄소 함량은 온도가 올라갈수록

크게 감소하고 산소 함량은 750oC에서 급격히 증가함

을 알 수 있다. 

4.2. AlN 합성 조건에 따른 탈탄 효과

또, AlN 합성 온도 및 반응 시간별로 제조된 시료를

탈탄 공정의 원료로 사용하여 AlN 합성 조건이 탈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 Fig. 9 ~ 12는 AlN 합성

온도, 반응 시간, 질소 가스 유량을 AlN 제조 공정 변

수로 선택하여 제조한 AlN 분말 시료를 750oC의 대기

Fig. 6. Results of XRD analysis for the AlN powder produced after decarbonization at 650-750 \oC for 1 ~ 2 hr under air.

Fig. 7. Results of XRD analysis for the AlN powder produced after decarbonization at 650 ~ 750oC for 1 hr under oxygen

atmosphere. 

Fig. 8. Influence of temperature on the concentration of

carbon and oxygen in AlN powder by decarboni-

zation carried out for 650oC, 700oC, and 750oC for

1 hr under oxygen atmosphere. 



탄소환원질화법에 의한 AlN 제조 규모확대 시험결과 81

자원리싸이클링 제 25권 제 5호 , 2016

분위기에서 2 시간동안 탈탄 반응 시킨 후 얻어진 시료

내 산소 및 탄소 함량을 분석한 결과이다. 1,750oC에서

합성하여 탈탄한 시험품 AlN의 성분 분석 결과 C 함

량 835 ppm, O 함량 0.77%으로서 순도 99% 이상의

고품위 제품을 제조할 수 있었다 이들 결과로부터,

AlN 합성온도, 반응시간, 및 질소가스 유량이 증가할수

록 탈탄 반응 후 얻어진 시료 내 탄소 및 산소 함량이

점점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탈탄 반응의 최적 조건이 결정될

경우 탈탄 공정의 시료로 사용되는 AlN 분말 내 산소

및 탄소 함유량이 탈탄 후 얻어지는 최종 AlN 분말의

품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2는 탈탄 처리 전·후 AlN 분말의 표면형상을

SEM을 사용하여 관찰한 결과이다. SEM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탈탄 처리로 인해 AlN 내 잔존 탄

소가 제거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4.3. 탈탄 후 AlN 시료의 비표면적

탈탄 반응 후 얻어진 시료의 비표면적 분석을 위해

BEL JAPAN에서 제조한 BEL SORP-MINI2 비표면적

분석기를 사용하였다. Fig. 13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

이, 시료의 비표면적(BET) 분석 결과, AlN 합성 조건

인 반응 온도, 반응 시간, 질소 가스 유량이 증가할수록

탈탄 후 얻어진 시료의 BET도 감소하는 결과를 볼 수

있다. 이는 시료 내 잔존 탄소가 탈탄 반응에 의해서

제거 될수록 BET가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5. 맺음말

Table 5와 Fig. 14는 본 스케일업 실험을 통해 제조

한 AlN 분말 시제품의 특성 분석결과(물성 및 분말 형

상 등)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본 결과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제조된 AlN 분말의 입자 크기가 평균

1.7 μm이고, 비표면적(BET)이 1.3 m2/g으로서 미세한

입자임을 확인하였으며, 시험품 AlN의 성분 분석 결과

C 함량 835 ppm, O 함량 0.77%으로서 순도 99% 이

상의 고품위 제품을 제조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스케

일업 연구에서 적용한 탄소환원질화법의 공정조건 정립

으로 고순도 AlN 분말 시제품 생산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AlN 제조 양산을 위한 예비 기술개

발로서 연구결과를 양산시에 참고 및 활용 가능할 것으

로 사료된다.

Fig. 9. Influence of temperature for AlN synthesis on the

concentration of carbon and oxygen in AlN powder

obtained after decarbonization.

Fig. 10. Influence of reaction time for AlN synthesis on the

concentration of carbon and oxygen in AlN powder

obtained after decarbonization. 

Fig. 11. Influence of N2 gas flow rate for AlN synthesis on

the concentration of carbon and oxygen in AlN

powder obtained after decarbonization.

Fig. 12. SEM image of the AlN sample (a) before, and (b)

after decarbo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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