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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방정 질화붕소 나노입자의 결정성에 미치는 불화칼슘 첨가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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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the development of modern microelectronics technologies, the power density of electronic

devices is rapidly increasing, due to the miniaturization or integration of device elements which operate at

high frequency, high power conditions. Resulting thermal problems are known to cause power leakage, device

failure and deteriorated performance. To relieve heat accumulation at the interface between chips and heat

sinks, thermal interface materials (TIMs) must provide efficient heat transport in the through-plane direction.

We report on the enhanced thermal conduction of Al2O3-based polymer composites, fabricated by the surface

wetting and texturing of thermally conductive hexagonal boron nitride(h-BN) nanoplatelets with large

anisotropy in morphology and physical properties. The thermally conductive polymer composites were

prepared with hybrid fillers of Al2O3 macro beads and surface modified h-BN nanoplatelets. Hexagonal boron

nitride (h-BN) has high thermal conductivity and is one of the most suitable materials for thermally

conductive polymer composites, which protect electronic devices by efficient heat dissipation. In this study,

we synthesized hexagonal boron nitride nanoparticles by the pyrolysis of cost effective precursors, boric acid

and melamine. Through pyrolysis at 900 oC and subsequent annealing at 1500 oC, hexagonal boron nitride

nanoparticles with diameters of ca. 50nm were synthesized. We demonstrate that the addition of a small

amount of calcium fluoride (CaF2) during the preparation of the melamine borate adduct significantly

enhanced the crystallinity of the h-BN and assisted the growth of nanoplatelets up to 100nm in diameters.

The addition of a small amount of h-BN enhanced the thermal conductivity of the Al2O3–based polymer

composites, from 1.45W/mK to 2.33 W/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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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전기·전자 및 자동차 산업 등에 사용되고 있는 전

자 기기는 경량화, 박형화, 소형화, 다기능화가 추구되고 있

다. 이러한 전자 소자가 고집적화 될수록 더욱 많은 열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방출된 열은 소자의 기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 소자의 오작동, 기판 열화 등의 원인이

되고 있어 열 방출을 제어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 이러한 전자기기에서 방출되는 열을 효과적으

로 방열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방법 중 하나인 성형성이

뛰어나고 기계적 특성을 가지는 고분자 소재와 고열전도성

필러를 복합화 하여 만든 고분자 복합체를 적용하여 열방

출 (Thermal dispersion) 특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진

행되어 왔으며, 현재 전자소자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다양

하게 적용되고 있다 [1,2]. 특히 탄화규소 (Silicone

Carbide; SiC), 질화알루미늄 (Aluminum Nitride; AlN),

질화붕소 (Boron Nitride; BN) 등 높은 열전도도를 가지

는 세라믹 필러를 첨가한 복합재료는 고분자의 전기 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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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유지하면서도 복합체의 열전도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전자산업에서 요구하는 고방열 재료로 적합하다 [3-

6]. 특히 육방정 질화붕 (Hexagonal Boron Nitride; h-

BN)는 흑연과 유사한 층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높은 전

기절연성 및 높은 열전도율, 고온에서의 안정성, 산에 뛰어

난 내식성 등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8-11]. 방열특

성이 우수한 고열전도성 복합체 제작을 위해서는 결정성이

우수하고 결함이 적으며 열전도성이 뛰어난 충진 재료의

필요성이 크며, 우수한 열적, 기계적, 화학적 특성을 가지

는 육방정 질화붕소 분말의 필요성이 크다. 육방정 질화붕

소 합성을 위해서는 붕산, 산화붕소 등을 이용하여 제조한

전구체를 암모니아 가스분위기에서 열처리하는 공정이 주

로 사용되고 있으며, 붕산의 첨가량이 증가 할수록 질화붕

소의 결정성이 강하게 나타냄을 보고하였다 [12]. 질화붕

소의 결정성 향상 및 입성장을 위해 고온열처리, 첨가제

적용 등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 졌으며, 1800 oC 이상의 높

은 온도 [13] 나 Eu 등 고가의 희토류 원소 [14]가 사용

되고 있다. 한편 질화붕소와 같은 질화물 계열의 고열전도

성 소재인 질화알루미늄의 경우 균일한 결정성 성장을 유

도하고 결정 결함을 줄이기 위해 소결 조재로 불화 칼슘

(Calcium difluoride; CaF2)을 첨가 후 1900 oC 온도에서

고온 소결하여 열전도도 및 전기전도도가 향상된 소결체를

제작한 바 있다 [15]. 

본 연구에서는 열 전도도가 뛰어나고 결정성이 우수한

h-BN을 합성하기 위하여 저가 소재인 붕산 (Boric acid;

H3BO3)과 멜라민 (Melamine; C3N6H6)을 각각 붕소와 질

소 원료로 사용하고, 고가의 희토류 원료에 비해 쉽게 활

용가능한 불화 칼슘을 첨가하여 결정성이 향상된 질화붕소

나노입자를 합성하였으며, 일반적인 Al2O3계 고분자 복합

소재에 합성된 질화붕소 분말을 첨가하여 열전달 특성이

우수한 고분자 복합체를 제조하였다.

2. 실험방법

2.1 h-BN 합성을 위한 전구체 준비

본 연구의 h-BN 합성을 위한 전구체 준비와 열처리 등

의 실험 방법 및 순서를 그림 1(a)에 간략하게 도식화 하

였다. 우선 붕산 (H3BO3, Sigma-Aldrich, ≥98.5%) 0.07

mol과 멜라민 (C3H6N6, Sigma-Aldrich, 99%) 0.01 mol

을 120 ml의 120 oC 증류수 완전히 녹인 후 교반 하면서

증류수를 완전 증발시킨다. 이때 칼슘 첨가를 위해 붕산

대비 1, 3, 5, 7 mol%의 불화 칼슘 (CaF2, Sigma-Aldrich,

99.9%)을 용액 중에 첨가하였다. 증류수가 증발 되면서

melamine borate adduct (C3H6N6·H3BO3) 가 생성 되는데

[16] 이 혼합물을 80 oC 건조기에서 24시간 완전 건조를

실시한다. 건조된 혼합물을 알루미나 도가니에 담아 질소

분위기인 수평 관상로에서 900 oC (5 oC/min) 열 처리하였

다. 그 후 증류수로 세척하여 80 oC 건조기에서 건조 후

결정성 강화를 위해 1500 oC (5 oC/min) 온도에서 1시간

유지하여 열처리를 실시하였다.

2.2 Al2O3-BN 고분자 복합체의 제작

열전달 특성 분석을 위한 고분자 복합체 제작 과정을 그림

1(b)에 간략하게 나타내었다. 900 oC 에서 열처리 후 1500 oC

에서 재 열처리 된 h-BN 분말을 구상 알루미나 (45 um,

DAW-45, Denka, Japan), PDMS (Polydimethylsiloxane,

Fig. 1. (a) Schematic of preparing nanosized h-BN powders and (b) Preparing of thermally conductive composite with binary fillers; Al2O3-
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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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lgard 184, Dow corning)와 함께 centrifugal mixer

(ARM-310, Japan)를 활용하여 혼합하였다. 혼합 된 복합

체를 테프론 (Teflon) 재질의 가로 10 mm, 세로 10 mm,

깊이 2 mm 크기의 정방형 몰드에 성형 후 80 oC 건조기

에서 24시간 경화를 실시하였고 경화 된 시편으로 열확산

도 및 열전도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2.3 특성 분석

합성 된 질화붕소의 결정성을 분석을 위하여 X-선 회절

분석기 (XRD Rigaku D-max 2500, Japan)를 사용하였다.

또한 전계 방사형 주사 전자 현미경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 MIRA ILHM,

TESCAN, Czech)과 전계 방사형 투과 현미경(Field

Emission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FE-TEM,

JEM 2100F, JEOL, Japan)를 통하여 합성 된 h-BN의 크

기 및 형상 등을 분석하였고 CaF2 첨가에 따른 h-BN의

미세한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라만 분광기 (LabRam-HR,

Horiba Jobin-Yvon, France)를 활용하여 라만 분광 분석을

실시하였고 고분자 복합체 내의 편광에 따른 변화를 관찰

하기 위해 광학현미경 (Eclipse MA200, Nikon, Japan)을

이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고분자 복합체의 열적 특성 분석

은 LFA-467 (Hyper Flash, NETZSCH, Germany) 장비

를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붕산과 멜라민을 증류수에 녹여 만든 수용액을 혼합한

후 건조하여 분자 간의 수소결합을 통해 melamine borate

adduct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열분해로 생성되

는 질화붕소의 결정성을 좀 더 향상 시키기 위해 CaF2 를

첨가하였으며, 우선 준비된 전구체를 900 oC에서 열분해 하

여 결정성이 낮은 질화붕소를 제조하고, 증류수를 이용한

세척을 통해 미반응 잔류물 등을 제거하였으며, 이후

1500 oC 에서 결정화 열처리를 수행하였다. 그림 2(a)에는

CaF2 첨가량 변화에 따른 1500 oC 에서 열처리 된 질화붕

소 시료의 X-선 회절 분석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002) 피

크의 면간거리 변화와 반가폭 변화는 표 1에 각각 나타내

었다. 900 oC 에서 열처리 된 시편의 경우 (002) 회절 피

크 형태가 다소 넓은 형태로 관찰 되었으며 이는 육방정

질화붕소가 아닌 난층구조 질화붕소 (turbostratic-BN, t-

BN)로 이 구조는 탄소계 화합물의 불완전 연소로 생성되

는 카본 블랙 구조와 유사하며, c-축으로 쌓인 면이 일정

한 방향으로 쌓여 형성 되지 않고 B3N3 육각형 층이 랜덤

회전으로 쌓이고 층간 서로 평행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불활성 가스 분위기에서 고온 열처리에 의해 결정

화가 뛰어난 질화붕소로 변화가 가능하다 [17]. 본 연구에

서도 900 oC에서 열처리된 t-BN 시편을 1500 oC 질소 분

위기에서 1시간 후열처리 하면 (002)면의 회절 피크의 간

격이 900 oC 에서 열처리 된 시편보다 현저하게 좁아 지

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으며 이는 후열처리에 의해 t-BN

에서 결정성이 뛰어난 육방정 질화붕소로 변화하였음을 의

미한다. 결정성이 더욱 뛰어난 질화붕소를 합성하기 위해

CaF2를 첨가한 시편을 앞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제작 후

XRD 분석을 실시하였다. CaF2 첨가 여부에 상관없이

1500 oC 에서 후열처리 된 모든 시료에 대해 (002) 회절

피크가 뚜렷하게 관찰되었으며 CaF2 첨가량이 증가하여도

새로운 회절 피크는 관찰되지 않았다. 하지만 CaF2가 7

mol% 첨가 되었을 때 질화붕소 관련 회절 피크와 더불어

Fig. 2. (a) XRD profiles of BN samples; I. Pyrolysis 900 oC, II. After annealing 1500 oC CaF2 0 mol%, III.CaF2 1 mol%, IV. CaF2 3 mol%,
V. CaF2 5 mol%, VI.CaF2 7 mol% and (b) Raman spectra of same BN samples; I.Pyrolysis 900 oC, II.After annealing 1500 oC CaF2 0 mol%,
III. CaF2 1 mol%, IV. CaF2 3 mol%, V. CaF2 5 m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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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회절 피크가 관찰되는 것을 보였다. 이러한 새로운

회절 피크는 붕산칼슘 (calcium boroate; CaB3O4)로 확인

되었으며, 고온 열처리에 따른 질화붕소의 질소 탈착 [18]

및 첨가된 CaF2와 반응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7 mol% 보다 CaF2 의 첨가량이 적은 경우, 특히

3 mol% 첨가 된 시편의 경우 첨가하지 않은 질화붕소 시

료에 비해 X선 회절 피크의 위치는 동일하지만 반가폭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드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CaF2 첨가에 의해 질화붕소의 결정화도가 향상 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라만 분광 분석을 통해 CaF2 첨가에 따른

질화붕소의 구조적 특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림 2(b) 및

표 1에는 CaF2 첨가량에 따른 질화붕소의 라만 스펙트럼

과 피크 위치 및 반가폭을 각각 나타내었다. 이때 라만 분

석을 위해 633 nm 레이저를 여기광으로 사용하였으며

CaB3O4 상이 형성된 첨가량 7 mol%을 제외한 나머지 시

료들을 분석하였다. CaF2가 첨가 되지 않고 1500 oC 에서

합성 된 질화붕소의 Raman shift는 1365 cm-1, 반가폭은

10.45 cm-1 였으며 CaF2가 첨가되면 Raman shift는 1366

cm-1으로 변하였으며 첨가량이 증가하여도 더 이상 변화는

없었다. 이는 CaF2 가 첨가되면 질화붕소의 분자의 진동수

가 미세하게 변하여 나타난 결과로 생각되고 첨가량이 3

mol% 일 경우 첨가하지 않은 시편보다 반가폭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산란되는 빛이 결정성이 향상 된

질화붕소 시료가 적어 나타난 결과로 생각되고 앞서 X-선

회절 결과와 동일한 결과이다. 시료 입자의 형상 및 크기

를 분석하기 위해 FE-SEM 결과를 그림 3에 나타내었다.

그림 3(a)는 CaF2가 첨가 되지 않은 질화붕소 시료로 입

자 크기는 약 50~70 nm 였다. CaF2 가 증가함에 따라

입자 크기가 커지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는데 첨가량이

5 mol%인 경우 최소 50 nm에서 최대 200 nm 크기의 입

자를 가졌으나 균일한 입자 분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반면 첨가량 1 mol% (그림 3(b)) 와 3 mol% (그림 3(c))

의 질화붕소 시료의 경우 80~100 nm 크기와 상대적으로

균일한 분포의 둥근 판상형 모양의 입자를 관찰 할 수 있

었으며 그림 내부에 있는 TEM 이미지로 더욱 명확한 입

자의 모양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앞서 X-

선 회절 결과에서 CaF2 가 각각 1 mol%, 3 mol% 첨가

시 반가폭이 감소함을 보여 상대적으로 균일한 입자 크기

분포와 뚜렷한 모양의 입자 형상 관찰 등은 반가폭 감소로

이어 지고 결정성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 된다.

Qiao 등과 Xiong 등은 질화알루미늄 제조 시 불화칼슘 및

불화이트륨 (YF3) 등을 첨가하여 고온에서 소결 후 결정성

및 열전도도가 뛰어난 재료를 합성하였다. 이 때 첨가된

불화물이 질화알루미늄의 입자가 크게 성장 할 수 있는 소

결조제로 작용하여 결정성이 향상되고 입자와 입자 사이의

결함이 줄어들어 열전도도를 향상 시킨 연구를 발표하였다

[20,21].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합성된 질화붕소 또한 첨가된

불화칼슘이 입자 성장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여 결정성

이 향상된 분말 합성이 가능 한 것으로 생각된다. 결정성이

향상된 분말 시편을 열전도성 고분자 복합체의 필러로 사

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구상 알루미나와 (45 um)와

본 연구에서 열분해 및 후열처리로 얻어진 결정화 질화붕

소 분말과 동일한 열처리 조건으로 CaF2가 첨가되어 합성

Table 1. Lattice spacing (d(002)) and full width at half maximum(FWHM) of (002) peaks, Raman shift peaks and full width at half
maximum(FWHM) of h-BN samples annealing at 1500 oC according to CaF2 mol%.

Pyrolysis CaF2 doped (mol%) d(002) (Å) FWHM (deg.) Raman shift (cm-1) FWHM (cm-1)

900 0 3.317 2.858 1368 15.12

1500 0 3.338 0.473 1365 10.45

1500 1 3.337 0.341 1366 10.46

1500 3 33.8 0.332 1366 9.98

1500 5 3.337 0.409 1366 11.00

Fig. 3. SEM images of h-BN samples after pyrolysis at 1500 oC: (a)
Commercial h-BN, (b) h-BN with CaF2 1 mol% (c) h-BN with CaF2

3 mol%, (d) h-BN with CaF2 5 mol%; Inset in (c) is a TEM image
of h-BN with CaF2 3 m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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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질화붕소 분말, 시중에 판매중인 질화붕소 (Sigma-

Aldrich Boron nitride powder ~1 um, 98%)을 소량 첨

가하여 실리콘 계 복합체를 제작하였다. 우선, 고분자 복합

체 내의 알루미나 입자와 필러로 사용된 질화붕소와의 관

계를 알아보기 위해 편광현미경 분석을 실시하여 그림

4(a)에 나타내었다. 맨 위 첫 번째 이미지는 질화붕소가 첨

가 되지 않은 알루미나 부피분율 ф(Al2O3)=0.7 의 고분자

복합체이다. 편광판의 교차 여부와 관계없이 알루미나 입

자들 사이에서 매트릭스의 콘트라스트 변화는 없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이미지는 시중에 판매중인 질화붕소와

CaF2 가 3 mol% 첨가 되어 합성 된 질화붕소를 필러로

사용하여 만든 고분자 복합체의 편광 현미경 이미지를 각

각 나타내었다. 질화붕소가 첨가 된 복합체의 경우 수직인

방향(ㅗ)으로 편광판을 위치 하였을 때 알루미나 입자들 사

이의 매트릭스 색이 흰색으로 나타났다. 이는 판상 형태의

질화붕소가 알루미나 표면과 입자들 사이 매트릭스에 정렬

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생각된다 [22]. 이러한 현상은 고분

자 복합체를 소자에 직접 적용할 때 소자에서 발생 된 열

이 알루미나 표면에서 열전도성이 뛰어난 질화붕소로 전달

되어 발생 된 열이 빠르게 방출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작

된 고분자 복합체의 열전도도를 측정하여 그림 4(b)에 결

과를 나타내었다. 이때 질화붕소를 첨가 하지 않은 알루미

나 부피분율 ф(Al2O3)=0.7 고분자 복합체는 열전도도가

1.45 W/mK였다. 이후 시중에 판매 중인 질화붕소를 첨가

하여 고분자 복합체를 제작 후 열전도도 분석을 실시하였

다. 질화붕소의 첨가량을 증가시킴에 따라 복합체의 열전

도도가 1.45 W/mK에서 2.08 W/mK까지 향상 되었다. 또

한 본 연구에서 합성 된 질화붕소의 경우도 첨가량이 증가

할 수록 열전도도가 증가함을 보였다. 특히, 결정성이 뛰어

난 CaF2 3 mol% 첨가된 질화붕소를 사용 시 부피분율

ф(BN) = 0.06 인 경우 열전도도가 1.12 mm2/s 에서

2.33 W/mK까지 증가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시중에

판매 중인 질화붕소와 유사한 결과이다. 열전도도의 증가

는 앞서 편광 현미경 관찰로 확인 되었듯이 고분자 복합체

내의 구상 알루미나와 표면과 입자들 공간 사이에 상대적

으로 결정성이 향상 된 CaF2 3 mol% 첨가 된 질화붕소

가 균일하게 잘 적층 된 매트릭스 구조 (그림 4(c))를 이

루어 발생 된 열이 잘 전달되어 빠르게 빠져 나갈 수 있

는 경로를 만들어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23-27].

4. 결 론 

붕산 (Boric acid)과 멜라민 (Melamine)을 증류수에 녹

여 만든 melamine borate adduct의 열분해 및 결정화 특

성을 조사하여 결정화도가 높은 육방정 질화붕소 나노입자

를 합성하고자 CaF2 를 첨가하여 질화붕소를 합성하였다.

XRD 측정 결과로부터, 질화붕소는 열 처리 온도 1500 oC

온도에서 1시간 유지 시, 결정화가 뛰어남을 확인할 수 있

Fig. 4. (a) Polarized optical microscopy(POM) of cross-sectioned surface of Al2O3-PDMS composites with and without BN nanoplatelets
under parallel(//) or crossed(ㅗ), (b)thermal conductivity of spherical Al2O3-based polymer composites containing different volume fraction
of h-BN, (c) Scheme of thermal diffusion in polymer composites with spherical Al2O3 and BN nanoplatel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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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CaF2 3 mol% 첨가 시 결정화가 가장 뛰어난 질화

붕소를 합성 할 수 있었다. 또한 라만 분광 분석을 통하여

합성 공정에서 1500 oC 에서 합성 된 질화붕소 보다

CaF2를 첨가하게 3 mol% 되면 좁은 반가폭의 Raman

shift를 확인 할 수 있었으며, CaF2 첨가에 의해 질화붕소

의 결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또한 지름 약 90 nm 가

량의 판상 질화붕소 나노입자의 제조가 가능함을 확인하였

다. 또한 ф(BN) = 0.06의 부피 분율로 Al2O3-PDMS 고

분자 복합체에 CaF2 3 mol% 첨가 된 질화붕소를 필러로

사용하여 함께 만든 고분자 복합체의 열전도도는 1.45 W/

mK에서 2.33 W/mK까지 향상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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