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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일반적으로 결정은 계면에 따라 그 성장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계면의 성장을 제어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결정입자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 알루미나의 경우 산업적 이용범위가 다양해지고 있어, 다양한 크기 또는 종횡비가 다른 다양한 형

상의 분말이 요구되기도 한다. 용융염(molten-salt)을 이용하여 세라믹 입자를 성장시킬 경우, 800~900 oC 이상에서 용

융되는 salt의 조건을 변화함으로써 세라믹 입자의 결정 성장 방향을 제어할 수 있는데, 알루미나의 경우 주로 판상형

으로 입자가 성장하게 되며, 이때 salt의 ionic strength에 따라 판상형으로 성장하는 결정의 성장 속도를 제어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NaCl, Na
2
SO

4
, Na

3
SO

4
를 이용하여 ionic strength가 다른 다양한 salt 조건에서 알루미나 입

자를 성장시켰으며, 이들이 알루미나 결정 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온도, 농도 변화에 따라 형성되는 알루미나의 크기 및

형상의 변화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Abstract − Alumina powder have been expanded its application in industry and required to control its morphology

such as powder size and aspect ratio of single particle. It can be synthesized by molten - salt method which is possible to

obtain various shapes of ceramic particles by controlling the growth direction because each crystal face has different

growth rate. In this study, various combinations of salts such as NaCl, Na
2
SO

4
, Na

3
PO

4
 and their mixture were used for

control the growth of plate like alumina particle from the initial stage of synthesis because salt having different ionic

strength can control the growth direction of ceramic particle under its melting condition around 800~900 °C, and growth

behavior of plate-like alumina particle with different reaction conditions such as temperature and concentration on the

crystal size and shape was studied. 

Key words: Alumina, Molten-salt Method, Crystal Growth, Plate-like Particle

1. 서 론

알루미나는 뛰어난 기계적 강도와 높은 내마모성, 내열성에 기인

하여 내마모재, 촉매담체, 필터 등 사용범위가 광범위하다. 이로 인

해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알루미나 분말의 산업적 이용범위도 다양

해지고 있는데, 특히 판상형 알루미나 입자의 경우 코스메틱, 페인트,

플라스틱 등의 안료 혹은 필러로 사용되어 심미적 효과를 부여하는

용도로도 개발되고 있다[1-3]. 뿐만 아니라 전산모사 연구 분야에서

는 전복껍질 구조를 모방한 복합체 구조를 재현하기 위하여 판상형

알루미나를 사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크기 또는 다양한 종횡비의 입

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4-6].

세라믹 분말은 그 종류에 따라 molten-salt 방법, 수열합성법 등으로

제조가 가능하며 합성 조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입자를 얻을 수 있

다. 특히, 결정의 성장은 결정면에 따라 그 성장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계면의 성장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다양한 형상의 입자 설계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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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CaCO
3
, Fe

2
O

3
 또는 ZnO 등은 수열방법에 의해 합성을 하게

되는 경우, pH, 온도, 압력 등의 조건을 변화시켜 계면의 성장 속도를

선택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가능한데[7-10], 알루미나 역시 molten

salt 방법, 수열합성법 등으로 제조가 가능하므로 다양한 형태의 결

정질 알루미나 분말을 제조할 수 있다.[11-14] Molten-salt 방법은 용융

온도가 낮은 salt를 이용하여 세라믹 입자의 결정을 성장시키는 방법

인데, salt의 ionic strength 차이에 의하여 세라믹 입자의 성장시 결

정면의 성장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L. Zhu 등은 NaCl,

KCl, Na
3
PO

4
를 이용하여 판상형 알루미나를 제조하였으며[15,16],

S. Hashimoto 등은 Na
2
SO

4
를 사용하여 판상형 알루미나 입자를 제

조하였다[17]. 이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상기 salt를 이용하여 1000 oC

이상의 열처리 범위에서 판상형의 결정성 알루미나 입자를 합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salt의 ionic strength의 차이에 따라 형성되는 판상형 입

자의 크기나 종횡비를 결정하는데 미치는 영향이 구체적으로 소개

된 바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가지 salt 조건과 γ-상의 알루미

나를 출발물질로 사용하여 판상형 알루미나를 제조하고, 반응농도와

시간, 온도 등이 알루미나 입자의 결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하였다.

2. 실험방법

출발물질로 사용된 γ-상의 알루미나는 Al
2
(SO

4
)
3
·14~18H

2
O (51~

57.5%, Junsei Chemical Co., Ltd) 또는 Al(OH)
3
, (63%, Daejung Chemicals

& Metals Co., Ltd)를 300~550 oC에서 하소한 후 900 oC에서 열처리

하여 준비하였다. Salt의 종류는 세 가지 조건으로 하였는데, Na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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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micals Co., Ltd) 1:2 혼합 salt와 Na
2
SO

4
(> 99%, Sigma Aldrich),

Na
2
SO

4
와 Na

3
PO

4
(> 99%, Sigma Aldrich) 혼합 salt를 각각 사용하

였다. Na
2
SO

4
와 Na

3
PO

4
 혼합 salt의 경우, Na

3
PO

4
의 첨가량은 0.5

wt%로 한정하였다.

출발물질인 γ-상의 알루미나와 salt는 무게비 3 : 8 조건으로 아케

이드 모르타르를이용하여 hand milling으로 혼합하였다. 일부의 조건

(seed effect test)에 대해서는 13 nm 크기의 α-상의 알루미나(99.8%

trace metals basis, Sigma-Aldrich)를 seed로 사용하였는데, 출발물질

에 대하여 0.5 wt%가 되게 첨가하였다. 알루미나 출발물질과 salt의

혼합물은 1000~1200 oC 범위에서 1시간 동안 열처리를 진행하였으

며, 반응이 종료된 분말은 따뜻한 1 M-HCl 용액과 증류수를 이용하여

3회 세척하고 필터링 하였다. 세척이 완료된 알루미나 분말은 60 oC

에서 24시간 건조하였다.

수득된 분말에 대해서는 X-선 회절분석기(P/MAX 2200V/PC,

Rigaku Corp.)를 이용하여 알루미나 결정 형성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FE-SEM(JSM-6700F, JEOL)를 이용하여 미세 구조를 관찰하였다.

그리고, 입도분석기(LA-950A2, HORIBA)를 사용하여 각각의 조건

에서 합성된 알루미나 분말의 입도 분포를 확인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Seed 효과

합성에 앞서 출발물질의 특성 평가를 먼저 진행하였다. Fig. 1(a)와

(b)는 각각 900 oC에서 열처리를 한 Al(OH)
3
와 Al

2
(SO

4
)
3
의 X-선 회

절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두 종류의 물질 모두 broad한 spectra를

보이고는 있으나 37.6o, 45.8o, 66.8o 위치에서 뚜렷한 회절 피크를 확

인할 수 있었다. 이는 γ-상의 알루미나(JCPDS card no. 29-0063)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기 두 종류의 초기물질은 모두 900 oC 영역에서

나노 결정질의 γ-상의 알루미나를 형성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기 물질로 Al(OH)
3
와 Al

2
(SO

4
)
3
를 사용하였는데, 이들은

종류에 관계없이 열처리 과정에서 γ-상의 알루미나로 전환되므로 초

기물질에 대한 영향성은 배제하였다.

먼저 열처리하여 얻어진 γ-상의 알루미나를 이용하여 NaCl-KCl

조건에서 seed 유무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였다. Fig. 2는 seed를 첨

가하지 않은 경우 또는 α-상 알루미나를 seed로 사용하였을 때,

1000 oC에서 열처리하여 얻어진 시료에 대한 SEM 이미지를 보여주

Fig. 1.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γ-alumina which were prepared

by heat treatment of (a) Al
2
SO

4
, and (b) Al(OH)

3
.

Fig. 2. SEM images of alumina particles which were grown (a) with-

out seed, and (b) using α-phase alumina seed in NaCl-KCl

mix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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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때 출발원료(γ-상 알루미나)와 salt와의 혼합비는 3 : 8이

었다. Seed를 첨가하지 않은 경우 수십 μm 크기의 응집된 비정형 입

자를 확인할 수 있었고(Fig. 2(a)), 이를 고배율로 관찰하여 보면 조

립의 판상형 입자들이 층을 형성하고 있었다. 반면, 13 nm 크기의 α-상

알루미나 입자를 seed로 첨가하여 합성을 유도 한 경우에는 Fig. 2

(b)와 같이 크기가 10 μm 이상인 판상의 알루미나 입자가 형성되었

다. 이는 NaCl-KCl 조건에서는 고온 안정상인 α-상의 seed로부터 결

정 성장이 진행되면서 γ-상의 알루미나가 단지 source로 작용을 하

게 되는 반면, seed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γ-상의 알루미나가

source이자 seed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일부의 입자가 선택적으

로 크게 성장하기 보다는 다수의 seed가 유사한 성장 속도를 가지고

결정 성장이 되면서 층상형을 이루게 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α-상의 seed가 존재하는 경우 10 μm 크기의 단일 입자로 성장할 수

있었으나 seed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대입자로 성장하지 못하

고 조립의 판상형 일차 입자가 층상을 이루면서 응집 분말을 형성하

게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Na
2
SO

4
를 salt로 사용한 경우 seed의 첨가 여부에 관계 없이

판상 입자로 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자의 크기 역시 두 조건 모두

유사하게 나타났다(Fig. 3). 출발물질로 사용된 γ-상의 알루미나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판상형으로 성장하는 결정구조인데, Na
2
(SO

4
) 조

건에서는 출발물질인 γ-알루미나가 seed 역할을 할 때에 NaCl-KCl

조건과는 다르게 입성장 속도가 늦어져 거대 입자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Fig. 2(b)와 3(a)에서 판상형 입자 표면에 1 μm 미만의

작은 입자들이 관찰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합성이 완료된 후 세척 과

정에서 salt가 완전히 세척되지 않았을 경우 종종 발생하는 문제로

판상 입자의 결정성이나 형상에는 영향이 없었다.

Fig. 4는 seed를 첨가한 NaCl-KCl 조건에서 형성된 알루미나와

seed의 첨가 없이 Na
2
SO

4
에서 형성된 알루미나 입자의 X-선 회절분

석 결과로 모두 α-상의 알루미나 회절 피크(JCPDS No. 04-0800)와

일치하였다. 다만, Fig. 2와 3에서 확인한 SEM 결과에 의하면 salt의

종류에 따라 알루미나 결정의 형성에 미치는 seed의 효과는 매우 상이

하였다. 결정은 성장면에 따라 표면에 노출되는 원자의 밀도가 다르

고, 이로 인하여 각 면에 따라 polarity가 다르다. 이 때문에 용융시

이온으로 해리되는 salt는 ionic strength에 따라 각 결정의 면에서 다른

밀도로 존재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결정 면에 따라 입자의 성장 속도

를 제어할 수 있게 된다. 상기 salt는 각각 Na+, K+, Cl-, SO
4

2-로 이

온화되며, 이들의 ionic strength는 Na+ < K+, Cl- < SO
4

2-로 구분될

수 있다. NaCl-KCl는 Na
2
SO

4
에 비하여 cationic strength는 크나

anionic strength가 낮은데, 이 경우 α-상의 seed가 존재하여야 알루

미나 결정이 판상의 큰 입자로 성장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 anionic strength가 상대적으로 높은 Na
2
SO

4
 salt의 경

우 seed의 존재에 관계없이 판상의 α-상 알루미나를 형성할 수 있었다.

3-2. 반응농도

본 연구에서 반응 농도란 출발물질과 salt의 혼합 비율을 조절한

것으로, Na
2
SO

4
에 대한 γ-상의 알루미나 무게비가 3 : 5, 3 : 8, 그리고

3 : 10이 되도록 조절하여 출발물질의 농도에 따른 판상 알루미나 입

자의 성장거동을 확인하였다.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혼합비가 3 : 8인

경우 평균 입경은 12 μm이었으며(Fig. 5), 이보다 반응 농도가 높은

3 : 5 조건의 경우에는 입자의 크기가 10 μm로 작아졌다. 이러한 결

과는 각각의 농도 조건에서 얻어진 분말의 SEM 이미지와 일치하였

다(Fig. 6). 이는 농도가 높을수록 seed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지게

되므로 오히려 알루미나 입자가 크게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

으로 작용한 것이다.
Fig. 3. SEM images of alumina particles which were grown (a)

without seed, and (b) using α-phase alumina seed in Na
2
SO

4
.

Fig. 4.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alumina particles which were

obtained at 1000 oC using salts such as (a) NaCl and KCl

mixture, and (b) Na
2
SO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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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농도를 낮추게 되는 경우(3 : 10 조건) 평균 입경이 12 μm로 3

: 5 조건과 비교하면 입자의 크기에는 변화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입

자의 크기와 형태에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입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출발 물질의 농도 범위는 약 37 wt%(3 : 5 조건) 이하

이며, 이 때 형성되는 판상형 입자의 크기는 12 μm 이하로 조절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3-3. 반응 온도

NaCl-KCl와 Na
2
PO

4
 두 가지 salt 조건에 대하여 반응 온도에 대

한 영향을 확인하였다. 반응온도는 1000~1200 oC 범위로 하였으며,

NaCl-KCl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3 nm 크기의 α-상의 알루미나를

seed로 사용하였고, Na
2
SO

4
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seed의 첨가 없이

합성을 진행하였다. 이 때, Na
2
SO

4
의 경우 입자의 형태 변화를 더욱

뚜렷하게 관찰하기 위하여 anionic strength가 상대적으로 높은

Na
3
PO

4
를 0.5 wt%를 첨가하여 사용하였다. 

Fig. 7(a)-(c)는 NaCl-KCl을 사용하는 경우 반응 온도에 따른 분말의

SEM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그 결과 반응 온도가 높을수록 알루미나

입자가 판상 형태를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도가 높아질수록 입자

의 두께가 증가하게 되어, 오히려 입자의 평균 직경은 감소하였다.

무엇보다, 이 경우에서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10 μm 크기의 단일 입

자와 더불어 seed가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에 나타났던 층상형을 이

루는 조립 판상입자들의 클러스터가 함께 관찰되었다(Fig. 7(b)) 이는

반응 온도의 상승으로 인하여 본래의 α-상의 알루미나 seed 뿐만 아

니라 출발물질로 사용된 γ-상의 알루미나가 동시에 seed 역할을 하

면서 입성장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NaCl-KCl를 사용하

는 경우 판상 알루미나를 얻기 위한 반응 온도는 1000 oC가 가장 적

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7(d)-(f)는 Na
2
SO

4
-NaPO

4
를 사용하는 경우의 입자크기에서

변화가 나타났는데, 이 경우에도 합성온도가 높아질수록 입자의 크

기가 성장하였다. 그러나, 입자의 형태가 NaCl-KCl를 사용하는 경우와

차이를 보였는데, 이 경우 두께 방향으로는 성장되지 않고 판상을 유

지하면서 입자의 크기가 성장하였다(Fig. 7(d)-(f)) PO
4

3- ion은 소량의

Fig. 5. Particle size distribution analysis results of alumina parti-

cles which were prepared with different weight ratio of γ-

alumina to Na
2
SO

4
.

Fig. 6. SEM images of alumina particles which were synthesized

using γ-alumina in different weight ratio to Na
2
SO

4
; (a) 3:5,

(b) 3:8, and (c) 3:10.

Fig. 7. SEM images of alumina particles which was grown with

NaCl-KCl mixture at with different heat treatment temperature

at (a) 1000 oC, (b) 1100 oC, and 1200 oC, and in Na
2
SO

4
 with

0.5% Na
3
PO

4
 at (a) 1000 oC, 1100 oC, and 1200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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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만으로도 알루미나 결정의 성장 방향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것으로 보이며 반응온도가 높을수록 성장 방향에 대한 성장 속도가

높아지면서 그 형태를 잃게 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3-4. Salt의 ionic strength에 의한 영향

동일 온도(1000 oC), 농도(source : salt = 3 : 8) 조건에 대하여 salt

의 종류에 따라 형성된 알루미나 입자의 형태 및 크기를 비교하여 보

았다. 먼저 이들의 입도분석 결과를 Fig. 8에 도시하였는데, Na
2
SO

4
를

salt로 사용하는 경우와 Na
3
PO

4
가 첨가된 경우에는 평균 입경이 모두

12 μm로 나타났다. NaCl-KCl 조건의 경우에는 이보다 조금 작은

10.5 μm인 것으로 측정되었는데, 입도 분포 역시 다른 salt에 비해서

는 좁은 분포도를 나타냈다. 무엇보다도 salt에 의한 영향은 입자의

두께에서 그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SEM을 이용한 현미

경 관찰로 확인하였으며 그 대표적인 이미지를 Fig. 9에 나타내었다.

먼저, NaCl-KCl 조건에서는 입자의 두께가 약 1 μm 내외인 것으로

확인 되는데, 크게는 2 μm 두께의 분말도 관찰 되었다. Salt를

Na
2
SO

4
를 사용하는 경우 입자의 두께는 약 0.4 μm까지 형성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보다 anionic strength가 큰 Na
3
PO

4
를 첨가

한 조건에서는 입자의 두께가 0.1 μm로 낮아졌다. 

상기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anionic strength의 크기는 Cl- < SO
4

2-

< PO
4

3-의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는데, 형성되는 입자의 평균 입경은

salt의 종류에 따라 NaCl-KCl < Na
2
SO

4
로, 입자의 두께는 NaCl-KCl

> Na
2
SO

4
 > Na

3
PO

4
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의 성장은 결정면에 따라

그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결정면에서의 결정성장 속도를 조절하게

되면 다양한 형태의 결정 입자를 얻을 수 있어 수열합성의 경우

capping agent 등을 이용하여 결정면에서의 성장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된다[9,18,19]. Salt는 용융될 때 각 이온으로 해리될 수 있는데,

이렇게 해리된 이온은 polarity가 다른 결정면에 따라 ion 밀도가 다

르게 존재하게 되면서 결정면에 따른 성장 속도를 조절하게 된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알루미나의 경우 molten salt 방법에 의하여 판

상형 입자를 형성하게 될 때 anion strength가 높을수록 입자의 두께를

작게 제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molten salt 방법을 이용하여 γ-상의 알루미나로부

터 판상의 α-알루미나를 제조하였다. 사용된 염은 NaCl-KCl 혼합

salt와 Na
2
SO

4
 그리고, 0.5 wt% Na

3
PO

4
가 첨가된 Na

2
SO

4
이며, 동

일 출발 물질을 사용하더라도 NaCl-KCl의 경우에는 seed를 필요로

하였다. 반응 농도와 온도 조건에 따라 판상 입자의 크기가 변화할

수 있는데, 1000 oC 반응 온도 조건에서는 γ-알루미나의 농도가 37

wt% 이하인 경우가 입자 크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반응 농도는

높을수록 작은 입자가 형성되었다. 반응 온도는 높을수록 큰 입자

를 형성하였으며, 특히 anionic strength가 높은 Na
3
PO

4
가 존재하는

경우 판형으로의 입자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salt의 종류에 따라 판상 입자의 두께 조절이 가능하였는데, NaCl-

KCl > Na
2
SO

4
 > Na

3
PO

4
의 순서에 따라 입자의 두께가 결정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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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Particle size distribution analysis results of alumina parti-

cles which were grown with various salts.

Fig. 9. Microstructure of plate like alumina particles which were

obtained at 1000 oC, using salts such as (a) NaCl and KCl

mixture, (b) Na
2
SO

4
, and (c) Na

2
SO

4
 with 0.5 % Na

3
PO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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