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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탄소환원질화법을 이용하여 질화알루미늄(Aluminum Nitride: AlN)을 제조하는 연구를 실험실 규모로 수행하였다. 고품위 알루미

나 분말과 탄소(carbon black)를 배합하여 흑연 도가니에 장입하고, 노내 분위기를 진공으로 한 다음 질소 가스를 흘려주어 온도

(1,600~1,700oC), 시간(0.5~6 hr), N2유량(4.7 × 10−6~20 × 10−6 m3/sec), 장입 시료층 높이(0.5~20 mm)를 변화시키면서 AlN을 합성하

였다. 실험결과, 고순도 알루미나와 탄소 혼합물을 질소 분위기의 1600~1700oC 온도 범위에서 반응시킬 때 반응 온도가 높을수록

생성된 AlN의 1차 입자 크기가 커지고, 반응 활성화 에너지는 382 kJ/mol로 화학 반응이 율속 단계로 판단되었다. 시험 제조한

AlN들의 산소 함량은 0.71~0.96 wt%였고, 질소는 30.7~35.1 wt%로서 상용 제품과 근접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주제어 : 질화알루미늄, 탄소환원질화법, 반응활성화에너지, 율속단계 

Abstract

AlN powder was prepared by carbon reduction and subsequent nitridation method through lab- scale experiments. AlN pow-

der was synthesized using the mixture of high purity Al2O3 powder and carbon black at 1,600~1,700oC for 0.5~6 hours under

nitrogen atmosphere (flow rate of nitrogen gas: 4.7 × 10−6~20 × 10−6 m3/sec) with variation of charged height of the mixture

powder.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size of the synthesized particles grows with increasing of temperature. The reaction

activation energy was calculated as 382 kJ/mol at the temperature range, and it was considered that chemical reaction is the rate

determining step. Content of oxygen and nitrogen of the prpared samples were 0.71~0.96 wt% and 30.7~35.1 wt%. The results

was similar with those of the commercial AlN product. 

Key words : AlN powder, carbon reduction and nitridation, activation energy, rate determining step

1. 서 론

질화알루미늄(Aluminum Nitride: AlN)은 열전도도

(319 W/m·K)가 높고 전기절연성(9×1013 Ω·cm)이 우수

한 소재이다. 또한 열팽창계수(4×10−6)가 실리콘 반도체

와 비슷하고 기계적 강도가 높아 반도체 방열 재료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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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성이 우수하다. AlN 분말의 세계시장 규모는 판

매량 기준으로 약 510톤/년이며, 2013년 일본이 425톤

으로 83.3%를 차지하였고 독일이 85톤으로 16.6%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 현재 국내 반도체, 전자

부품 및 정밀화학용 AlN은 년간 약 100톤 정도 소요

되고 있는 데 수요의 대부분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AlN 제조 방법은 크게 탄소환원법(carbothermic

reduction)2-7), 직접질화법(direct synthesis)8), 화학기상법

(chemical vapor synthesis)9)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대량 생산에는 탄소환원법이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용도 측면에서 AlN 분말은 방열기판, 반도체 제조

장치 등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이 진행되었으며, 최근 필

러 용도로도 기술개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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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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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열전도율 향상을 위해 화학기상합성법을 중심으

로 고순도 분말, 나노분말 합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

이다. 방열필러 용도로는 일본 도쿠야마사에서 입경

5~20 µm 제품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10-12).

국내에서의 AlN 분말에 대한 연구는 주로 공공기관

및 대학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는

기상합성법을 이용하여 평균입도 60 nm, 비표면적 30

m²/g의 AlN 분말을 합성하였으며, AlN 나노 분말 내

에 나노 기공을 형성하는데 성공하였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 적용하는 AlN 제조방법은 대량 생산에

적합한 탄소환원질화법으로서, 반응은 알루미나 분말과

탄소 분말을 일정 비로 배합한 시료를 1600~1800oC의

고온, 진공 분위기에서 반응시켜 환원시킴과 동시에 질

소 가스를 흘려주어 환원된 알루미늄과 질소를 반응시

켜 AlN 분말로 합성하고, 합성된 AlN 중의 미반응 탄

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시료를 700oC 근처에서 가열시

켜 탈탄하고, 덩어리진 분말을 해쇄하여 AlN 분말 제

품을 제조하는 것이다. 이 제조공정 원리 자체는 특허

기간 만료 등으로 국내외 특허에 저촉되지 않으며, 제

조 장치나 방법들만이 특허 보유기술로 주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AlN 제조 원료는 고순도 알루미나(Al2O3)로

서 알루미나를 탄소와 배합하여 고온에서 환원시키고

이를 질소와 반응시켜 AlN 분말로 만든다.

본 연구에서는 탄소환원질화법을 사용하여 AlN을 시

험 제조하면서 반응속도론적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향

후 AlN 제조시 유용한 자료로 활용코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탄소환원질화법은 아래 식 (1)과 같이 고순도 알루미

나 및 탄소(carbon black) 혼합물을 질소 분위기하의

흑연 반응기에서 고온으로 처리하여 합성하는 방법이다.

이 반응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미세한 혼합물로 이루어

진 원료 분말층에 반응 가스인 질소 가스를 공급하고

반응 생성물인 일산화탄소를 제거해야 한다. 또한,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반응열을 공급해야 하므로 생산 설비

제작이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생산에서 고

순도 AlN 제품을 얻을 수 있어서 실제 공업적 생산에

서는 본 방법이 가장 많이 이용된다. 

Al2O3 (s) + 3 C (s) + N2 (g) = 

2 AlN (s) + 3 CO (g) (1)

1982년 Ish-Shalom2)은 질소 분위기에서 Al2O3와 탄

소 혼합물로부터 AlN을 제조 시에 1580oC와 1780oC

사이에서 γ-AlON이 생성되고 γ-AlON이 점차 사라진

후 AlN이 생성된다고 발표하였다. 1985년 Lefort 등4)

은 두 가지 서로 다른 탄소인 flame black과 흑연 미

분말을 환원제로 사용하여 실험한 결과, AlN 생성 반

응은 탄소 입자를 포함하는 gas-solid 반응이 지배하며,

1600oC 이상에서 생성되는 중간 생성물 AlON에는 영

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 

본격적인 반응 메커니즘과 속도론적 연구는 1993년

Lefort 등5)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진공에서 알루미나와

탄소 혼합물을 1650oC에서 반응시킨 결과 아래 식 (2)

와 같이 알루미늄 증기 발생을 관측할 수 있었으며, 이

알루미늄 증기는 반응로에 공급한 질소 가스와 반응하

여 식 (4)와 같이 AlN을 생성하며 알루미늄 증기는 사

라지고 반응 후 무게 감량이 커졌다. AlN 생성시

1450~1650oC에서 활성화 에너지는 E = 388 kJ/mol 이

였으며, 원료로 사용한 탄소 분말의 입도에 대한 영향

이 컸고 알루미나의 입도에 의한 영향은 무시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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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oC 이하에서는 AlN만 발견되었고 1600oC 이상

에서는 AlON이 생성되었다가 AlN으로 전이되었다. 반

응 결과 생성된 질화물들은 알루미나 표면에 생성되어

초기 응집 모양이 변하지 않고 유지되며 알루미나 위에

치밀하지 않은 질화물들을 형성하였다. 반응 시간과 온

도가 증가함에 따라 입자가 굵어졌으며 이는 반응 중간

생성물인 AlON의 생성과는 무관하였고 원료로 사용한

알루미나 중에 함유된 불순물에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Fig. 1과 같은 반응 메커니즘을 제안하였다.

Al2O3 (s) = 2 Al (g) + 3/2 O2 (g) (2)

3 C (s) + 3/2 O2 (g) = 3 CO (g) (3)

2 Al (g) + N2 (g) = 2 AlN (s) (4)

3. AlN 제조 실험 

3.1. 원료 및 상용제품 특성조사

Fig. 2와 Fig. 3은 본 연구에서 출발 원료로 사용한

고순도 알루미나의 SEM 사진과 입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알루미나 원료는 포스하이알사 A0001 로서 순

도 99.996% 이상이며 입도는 0.5~20 μm이고 평균 입

경(D50)은 1.71 μm 였다. Fig. 4와 Fig. 5는 환원제로

사용한 carbon black의 SEM 사진으로서, Fig. 4는

Orion engineered carbon사의 Hi-black 5 L이고, Fig.

5는 일본 Denka사의 Denka black인데 두 제품 모두

primary particle size가 30~50 nm 정도였다. 두 시료의

차이점은 Denka black의 1차 입자들이 0.2~2 μm 크기

의 과립 형태를 보이며, 취급시 비산이 적고 흑연화 정

도가 Hi-black에 비하여 약간 높다.

3.2. 실험장치 및 방법

Fig. 6은 환원질화반응 기초실험 장치의 개략도와 사

진을 나타낸 것으로, sample tray 및 발열체는 등방성

흑연 재질로 제작하였으며 sample tray의 크기는 내경

Fig. 1. Reaction model for the carbothermic nitridation of

alumina proposed by Lefort5).

Fig. 2. SEM image of Al2O3 particles produced by Pos-Hial

company (A0001).

Fig. 3. Size distribution of Al2O3 particles (A0001) produced by Pos-Hial Co.



42 박형규 ·최영윤 ·남철우

J. of Korean Inst. Resources Recycling Vol. 26, No. 3, 2017

이 10 cm, 깊이가 8 cm이다. 반응로 상부에서 반응 가

스가 공급될 때 가운데 출구로 원료와 접촉 없이 빠져

나가는 현상을 막기 위하여 cap 형태의 방해판을 설치

하였다. 즉 상부에서 질소 가스가 공급되면 원주 밖에

서 중심 쪽으로 질소 가스가 시료 위를 흐르도록 하였

다. 반응로의 가열 방식은 고주파 가열이고 주파수 대

역이 2.5 kHz인 SCR 방식의 전원공급 장치를 사용하

였다. 단열을 위하여 발열체 외부에 carbon felt를 사용

하였으며 그 외부에 석영관 및 유도 코일을 설치하였다.

온도 측정을 위해 B-type 열전대를 sample tray 중앙

hole에 설치하였으며, 반응 가스 중의 CO 분석은 비분

산 적외선 방식의 CO analyzer를 사용하였고, MFC를

사용하여 질소 및 반응 가스를 희석하여 반응기 및

CO 분석 장치로 공급하였다.

실험 변수로는 질소가스 유속, 시료무게, 반응온도를

선정하였으며, 배출가스 중의 CO 농도를 측정하여 반

응속도를 구하였다. 또한, shrinking core model을 적용

하여 반응 활성화에너지를 구하였고 반응속도에 대한

온도 의존성을 구하였다.

4. 실험결과 및 고찰

4.1. AlN 합성 실험결과

Fig. 7은 환원제/알루미나의 무게비가 1/2, 질소 가스

Fig. 4. SEM image of Hi-black 5 L produced by Orion

Engineered Carbon. 

Fig. 5. SEM image of Denka carbon black.

Fig. 6. Schematic diagram and photograph of the experimental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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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속 1000 ml/min, 반응 시간 6시간의 조건에서 반응

온도가 각각 1,600oC, 1,650oC, 1,700oC 일 때 합성한

AlN 입자의 SEM 사진이다. 결과에서 볼 수 있는 것처

럼, 반응 온도가 높아질수록 primary particle size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8은 혼합시료(Al2O3/C = 2/1)의 두께가 0.5 mm

(1 g)이고 반응 온도가 1675oC인 경우 질소 가스 유속

을 변화시켰을 때 시간에 따른 반응 가스 중의 CO 발

생량, 즉 반응속도를 측정한 것이다. 질소 가스 유속이

16.7×10−6 m3/sec 이상에서는 반응 속도가 일정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자유 공간에서 확산 효과가 사라

진다. 따라서 다른 모든 변수 실험의 경우 질소 가스의

유속은 20×10−6 m3/sec로 설정하여 수행하였다.

Fig. 9는 질소 가스 유속이 20×10−6 m3/sec, 반응 온

도 1675oC에서 혼합시료(Al2O3/C=2/1)의 두께를 변화

시켰을 때 시간에 따른 반응 가스 중의 CO 농도, 즉

반응속도를 측정한 것이다. 시료 두께가 증가할수록 전

체 반응 속도는 증가하나 단위 무게 당 반응 속도는

감소하여 전체 반응시간이 길어짐을 알 수 있다.

Fig. 10은 질소가스 유속이 20×10−6 m3/sec, 혼합시

료(Al2O3/C=2/1)의 두께가 0.5 mm 일 때 반응 온도별,

시간에 따른 반응 가스 중의 CO 농도를 측정한 것이

다. 반응 온도가 증가할수록 CO 농도가 증가하여 반응

속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반응 온도가 비교적 낮은

1,600oC 경우에 반응 후반부에 완민하게 감소함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알루미나 표면에 AlN이 피복되어 반응

가스가 확산 전달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Fig. 11은 반응 온도 1600~1700oC, 시료 층 두께가

Fig. 7. SEM image of AlN particles: (a) produced at 1,600oC, (b) at 1,650oC, (c) at 1,700oC.

Fig. 8. Effect of N2 flow rate with the the CO concentration.

Fig. 9. Effect of sample depth with CO concentration. Fig. 10. Effect of reaction temperature with CO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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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mm일 때 무게 감량이 50% 일어난 시료의 상부,

중부, 하부를 나누어 XRD 분석을 수행한 결과로, 질소

농도가 높고 CO 농도가 낮은 상부에서는 바로 AlN이

생성되고 CO 농도가 높고 질소 농도가 낮은 하부에서

는 AlON이 생성되며 반응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AlON이 분해하여 AlN으로 변환됨을 알 수 있다.

Fig. 12(a), (b), (c)는 상기 시료의 상부, 중부, 하부

의 전자 현미경 사진으로, EDX 분석을 통하여 밝은

부분에 Al, O, 및 N이 동시에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 부분이 aluminum oxynitride로 사료되며 하부

에서 잘 발달되었음을 알 수 있다.

Fig. 13은 환원 질화 반응이 끝난 시료 중에 잔류하

고 있는 미반응 탄소의 산화반응 특성을 보기 위하여

0~700oC의 온도, 시료 두께 3 mm(5 g), 공기 유속

2000 ml/min에서 무게감량을 측정한 것으로 610oC 근

처에서부터 연소가 시작되었으며 35분 정도에서 무게감

량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산화 실험은 90분으로

고정하여 수행하였다.

Table 1은 반응시간 6시간, 반응 온도가 각각 1,600oC,

1,700oC에서 얻어진 AlN 샘플의 산소와 질소를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환원질화 반응 온도가 높을수록

산소 농도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Fig. 7의

SEM 사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온도가 높을수록

primary particle size가 커져 표면적이 작아졌기 때문으

로 사료된다. 반응 온도가 낮을수록 질소 농도가 높았

으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

Fig. 11. Results of XRD analysis for the residues sampled

from top, middle, and bottom part in the crucible.

Fig. 12. SEM image of the residues obtained: (a) at top part (N2 = high, CO = low), (b) at middle part (N2 = middle,

CO=middle), (c) at bottom part (N2 = low, CO = high).

Fig. 13. TGA curve of oxidation reaction.

Table 1. Oxygen and nitrogen contents in the prepared AlN

samples

Samples
Oxygen content 

(wt%)

Nitrogen content 

(wt%)

1,600oC 0.96 35.1

1,700oC 0.71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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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시험 제조한 AlN의 산소 함량은 0.71~0.96 wt%

였고, 질소는 30.7~35.1 wt%로서, 이는 수입 상용제품

의 산소함량 0.84 및 질소함량 33.5 wt%와 근접한 결

과였다.

4.2. AlN 합성 속도론적 고찰

Fig. 14는 Fig. 10의 배기가스 중의 CO 농도를 적

분하여 얻은 실제 CO 발생량을 이론적 CO 발생량으

로 나누어, 이를 전환율(conversion)로 환산하여 시간에

따라 표시한 결과이다. 

전환율 X는 다음 식 (5)와 같다. 여기서 W는 특정

시점에서 남아 있는 알루미나 양이고 WI는 처음 장입

한 알루미나 양이다. 

X = 1 – W/WI (5)

알루미나는 환원 질화반응이 진행함에 따라 입자 크

기가 점점 줄어든다. 따라서 반응율을 spherical

shrinking core model에 적용하면 다음 식 (6)과 같다.

여기서 kapp는 겉보기 속도상수로서 이는 N2, CO 분압

및 온도의 함수이다. 또, 식 (7)에서 ko는 분자충돌 함

수이며, E는 활성화 에너지이다.

kappt = 1 – (1−X)1/3  (6)

kapp = ko × f(Pco, PN2) × exp (−E/RT) (7)

Fig. 15는 Fig. 14의 전환율 X를 식 (6)에 따라 계

산한 결과이다. 결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반응률이

95%까지 모델 식과 잘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

다. Fig. 15의 직선 기울기로부터 얻어진 겉보기 속도

상수 kapp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또, Fig. 16은 식

(7)을 이용하여 직선 기울기로부터 반응속도 상수를 구

하여 반응 활성화 에너지를 얻기 위해 Arrhenius plot

한 것으로서, 활성화 에너지는 382 kJ/mol로 화학반응이

율속 단계인 것으로 사료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탄소환원질화법을 이용하여 AlN을 시

험 제조하였다. 질소 가스 유속, 장입 시료층 높이(장입

시료량), 반응 온도와 같은 실험 변수를 변화시켜 배출

가스 중의 CO 농도를 측정하여 반응속도를 구하였고,

shrinking core model을 적용하여 반응 활성화에너지를

구하였으며 반응속도에 대한 온도 의존성을 구하였다.

실험결과, 고순도 알루미나와 탄소 혼합물을 질소 분위

기의 1600~1700oC 온도 범위에서 반응시킬 때 반응

Fig. 14. Plot of the results on Fig. 10 according to Eq. (5). Fig. 15. Plot of the results in Fig. 14 according to Eq. (6).

Table 2. Apparent rate constants at elevated temperatures

Temperature (oC) kapp (sec−1)

1,600 0.01367

1,625 0.01827

1,650 0.02690

1,675 0.03568

1,700 0.04627

Fig. 16. Arrhenius plot of the rate const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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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가 높을수록 생성된 AlN의 1차 입자 크기가 커지

고, 반응 활성화 에너지는 382 kJ/mol로서 화학 반응이

율속 단계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AlN 합성의

반응속도론적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AlN 제조시

유용한 자료로 활용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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