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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Tin(II) acetate 전구체를 사용한 습식 환원 합성법으로 나노입자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친환경 환원제(슈거) 및
캡핑제(젤라틴)를 사용하여 합성 조건 및 합성 시간에 따른 주석 나노입자의 합성 특성을 분석하였다. 글루코스 환원제
를 사용하여 70-110oC의 온도에서 합성 시 불규칙한 사슬 형태로 군집체를 이루면서 배열된 환원 나노입자들이 관찰되
었다. FFT 패턴 분석으로부터 이러한 나노입자들은 SnO2 상으로 분석되었다. 수크로오스 환원제로 사용하여 110oC에서
합성을 실시한 경우에서는 3시간의 합성 시간에서 평균 약 10 nm급의 미세한 구형 나노입자들을 형성시킬 수 있었으나,
합성 시간을 9시간으로 증가시킨 경우에서는 불규칙하게 뭉친 나노입자들 외에도 사슬 형태의 나노입자 군집체들이 국
부적으로 형성되는 거동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130oC 합성 시에는 사슬 형태의 나노입자 군집체들만을 관찰할 수 있었
다. 그 결과 구형의 나노입자는 순수 Sn 상으로, 사슬 형태 나노입자 군집체들은 SnO2 상으로 각각 분석되었다.
Abstract: In the synthesis of nanoparticles (NPs) via wet chemical reduction using tin(II) acetate precursor, the effects of green
reducing agents (sugar) and a capping agent (gelatin) on the formation of NPs were analyzed as functions of synthesis conditions
and time. When glucose was used as the reducing agent, it was observed that irregular chainlike shapes, aggregates of NPs,
were formed during the synthesis at 70-110oC. The NPs were determined as SnO2 from the fast Fourier transform (FFT) pattern.
In the synthesis at 110oC by using sucrose, fine spherical NPs of ~10 nm in diameter were formed after the synthesis time of
3 h. As the time increased to 9 h, the chainlike NP aggregates besides irregularly aggregated spherical NPs were also formed
locally. However, the chainlike NP aggregates were only observed when the synthesis was conducted at 130oC. The spherical
NPs and chainlike NP aggregates were analyzed to be pure Sn and SnO2, respectively.
Keywords: chemical synthesis, green reducing agent, tin nanoparticles, tin oxide nanoparticle, chainlike structure

1. 서

론

최근 주석 또는 주석 합금을 나노입자로 제조하여 배
선용 금속 잉크 및 미세 피치(pitch) 접합용 솔더 페이스
트 등을 제조하려는 연구가 다방면으로 시도되고 있다.3-16)
금속 나노입자로 제조하는 방법은 크게 물리적 방법8-10,12)
과 화학적 방법3-7,11,13-16)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
로 물리적 방법을 사용한 금속 나노입자의 제조 공정은
그 공정이 안정적이고 생산성이 우수한 반면 초기 장치
투자가 필요한 단점을 지니고 있다.8-10,12) 또한 물리적 제
조법은 합금 나노입자를 만들기에는 매우 유리하나 나노

주석(tin, Sn)은 전기·전자산업의 핵심 인터커넥션
(interconnection) 소재인 솔더(solder) 합금을 만드는 기반
소재로 무연(Pb-free) 솔더링 기술이 자리 잡으면서 그 사
용이 더욱 급증하고 있는 금속이다. 또한 인체에 무독한
금속이므로 의약품 및 식품 산업에서 포장 소재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향후 인체와 관련된 분야에서 그 사용
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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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의 최종 형상이 대개 구형으로 고정화되는 단점이 있
다.8-10,12) 반면 금속 나노입자의 화학적 제조법은 특수한
장치 없이도 물리적 방법보다 더욱 미세한 크기의 나노
입자를 제조할 수 있고, 입자들의 크기가 고르고 그 편차
가 상대적으로 작은 반면에 공정의 재현성 및 생산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보고되고 있다.3-7,11,13-16) 또한 화학적 제
조법은 판상 및 와이어 등과 같은 다양한 형상의 나노입
자를 제조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나, 재현성 및 공정의
복잡성 측면에서 합금 나노입자의 제조에는 매우 불리한
공정이다.3-7,11,13-16) 상기 공정적 장단점을 고려할 때 향후
금속 나노입자의 제조 공정은 제조입자의 용도 및 생산량
을 고려하여 물리적, 화학적 방법이 동시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화학적 제조법의 경우 다양한 공정 조
건에 따른 금속 나노입자의 합성 특성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가 요구되며, 주석 역시 이러한 범주에 포함시켜 연
구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습식 환원 합성법으로 주석 나노입자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친환경 환원제 및 캡핑제(capping
agent)를 사용할 경우 합성 조건 및 합성 시간에 따른 합
성 특성을 분석해 보았다. 친환경 환원제로는 글루코스
(glucose) 및 수크로오스(sucrose)의 두 종류의 슈거(sugar)
가 사용되었고, 캡핑제로는 젤라틴(gelatin)이 사용되었다.

2. 실험방법
2.1. 나노입자의 합성

본 연구에서 실시된 모든 합성 실험에서 사용된 주석
전구체(precursor)는 tin(II) acetate(Sn[CH3CO2]2, ≥99%,
Sigma-Aldrich Co.)였다. 또한 반응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용매로는 ethylene glycol(EG, C2H6O2, Sigma-Aldrich Co.)
을 사용하였고, 합성된 주석 입자의 불규칙적 응집 방지
및 분산 특성 향상을 위한 캡핑제 또는 표면 안정제로는
젤라틴(Duksan Pure Chemicals)을 사용하였다. 습식 환원 합
성 유도를 위한 친환경 환원제로는 D-(+)-glucose dextrose
(C6H12O6, Sigma-Aldrich Co.) 및 수크로오스(C12H22O11,
≥99.5%, Sigma-Aldrich Co.)의 두 종류의 슈거를 사용하
였다.
0.592 g(0.5 M)의 tin(II) acetate를 10 ml의 EG 용매에 완
전히 용해시켜 제 1용액을 준비하고, 2 g의 젤라틴을
190 ml의 EG에 완전히 용해시켜 제 2용액을 준비하였다.
또한 제 3용액을 준비하기 위하여 1.8 g(0.5 M)의 D-(+)glucose dextrose 또는 3.4 g(0.5 M) 수크로오스를 20 ml의
EG에 완전히 용해시켰다. 효과적인 용해를 위해 자기 교
반기를 사용한 교반을 실시하였으며, 용해가 힘든 슈거
의 경우는 80oC까지 가열을 실시하여 용해시켰다. 이후
준비된 세 종류의 용액을 환원 반응이 효과적으로 일어
나는 몇몇 특정 온도로 가열된 맨틀(mantle) 내 비이커에
동시에 따라 붓고 지속적인 교반을 통해 균일한 환원 반
응을 유도하면서 합성 시간에 따른 샘플링(sampling)을
실시하였다. 본 합성 조건에 사용된 슈거 환원제는 환원
력이 약하여 상온 합성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열에
너지를 추가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특정 온도까지 가열
을 실시하였다.
2.2. 합성 나노입자의 분석 및 건조

특정 시간의 합성 직후 샘플링된 나노입자 함유 용액
은 상온까지 공냉시킨 후, 그 일부를 스포이드로 추출하여
카본 코팅 Cu 그리드(grid) 상에 떨어뜨린 다음 상온에서

Fig. 1. TEM micrographs showing the nanoparticles synthesized for (a, d) 3 h, (b, e) 6 h, and (c, f) 9 h at 70oC using D-(+)-glucose
dextrose as a reducing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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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 건조하는 방법으로 투과전자현미경(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샘플 제조 작업을 실시하였다.
건조가 완료된 샘플은 투과전자현미경(Tecnai 20, FEI
Co.) 및 fast Fourier transform(FFT) 패턴 촬영을 실시하였
다. 또한 수크로오스 환원제를 사용하여 특정 온도 및 시
간의 합성 직후 샘플링된 나노입자 함유 EG 용액은 반복
적인 원심분리 및 메탄올 주입 공정을 통해 메탄올 용매
로 치환된 후 상온에서 진공 건조하여 분말 상태로 전이
시켰다. 획득된 주석 기반 건조 분말의 이미지는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으로 관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글루코스 환원제 사용에 따른 합성 나노입자의 형상 변화

Fig. 1은 D-(+)-glucose dextrose 환원제를 사용한 70oC
반응 시 합성 시간에 따른 합성 나노입자들의 형상 변화
를 나타낸 TEM 이미지이다. 기존 문헌을 통해 보고된 바
와 같이 사용된 2종의 환원제 중 환원력이 더욱 강한 것
으로 보고된 글루코스의 사용 시 이후 설명될 수크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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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환원제와는 달리 70oC의 낮은 온도에서도 환원 합성
이 일어났다.17-21) 3시간 합성시킨 샘플의 경우 TEM의 저
배율 이미지(Fig. 1a) 상으로는 불규칙한 사슬(chain) 형태
로 배열된 환원 나노입자들이 관찰되었으며, 이 형상의
확대 이미지(Fig. 1d)를 보면 군집화된(aggregated) 미세
나노입자들이 다소 뭉치면서 줄을 지어 모여있는 형상이
관찰되었다. 사슬 형상으로 배열된 나노입자들은 6시간
(Fig. 1b) 및 9시간(Fig. 1c) 합성시킨 샘플에서도 동일하
게 관찰되었는데, 확대 이미지를 통해 분석할 때 합성 시
간이 경과함에 따라 배열된 나노입자들의 폭과 치밀도가
평균적으로 증가하는 거동이 관찰되었다.
나노 와이어 또는 자체 조립(self-assembly) 나노입자 형
태와는 달리 불규칙한 사슬 형상으로 나노입자들이 배열
된 미세구조는 매우 독특한 것으로 이전 문헌에서도 거
의 보고된 바가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논의는 3-3 절에
서 다시 실시하기로 한다.
Fig. 2는 D-(+)-glucose dextrose 환원제를 사용한 90oC
반응 시 합성 시간에 따른 합성 Sn 입자들의 형상 변화
를 나타내는 TEM 이미지이다. 앞서 70oC에서 합성시킨

Fig. 2. TEM micrographs showing the nanoparticles synthesized for (a, d) 3 h, (b, e) 6 h, and (c, f) 9 h at 90oC using D-(+)-glucose
dextrose as a reducing agent.

Fig. 3. (a-c) TEM micrographs and (d, e) FFT patterns of the nanoparticles synthesized for 9 h at 90oC using D-(+)-glucose dextrose as
a reducing agent.
J. Microelectron. Packag. Soc. Vol. 19, No. 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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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와 같이 환원된 나노입자들이 국부적으로 군집화되
어 불규칙한 사슬 형상으로 줄을 지어있는 형상이 여전
히 관찰되었다. 그러나 70oC에서 합성시킨 결과에 비하
여 선의 형태가 아닌 투명한 면의 형태로 군집화된 형태
가 종종 관찰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합성 시간의 증가
에 따라 더욱 지배적이었다.
Fig. 3은 D-(+)-glucose dextrose 환원제를 사용한 90oC,
9시간 합성 시 관찰되는 선형 및 면형 나노입자부의 저
배율 및 고배율 이미지와 각 부분에서의 FFT 패턴 결과
이다. 선형부와 면형부 모두 나노입자들이 뭉친 형상임
을 뚜렷이 확인할 수 있었으며, FFT 패턴의 분석 결과 모
든 부분에서 SnO2 상이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 수크로오스 환원제 사용에 따른 합성 나노입자의 형상
변화

Fig. 4는 수크로오스 환원제를 사용한 110oC 합성 시 합
성 시간에 따른 합성 나노입자들의 형상 변화를 나타내
는 TEM 이미지이다. 110oC에서 3시간 합성한 샘플(Fig.
4a, b)의 경우 평균 약 10 nm급의 미세한 구형 나노입자
들이 비교적 잘 분산된 형태로 분포하고 있는 것이 관찰
되었다. 그러나 나노입자들이 분포하고 있는 배경부에는
투명한 막이 존재하는 듯한 이미지가 관찰되는데, 이는

젤라틴의 조직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젤라틴이 나노
입자들을 효과적으로 감싸고 있는 경우에서는 입자들간
의 뭉침 거동이 억제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편 합성 시간을 6시간으로 증가시킨 샘플(Fig. 4c)에서는
나노입자들의 크기가 커지고 뭉침 거동이 추가적으로 일
어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합성 시
간을 9시간으로 증가시킨 샘플(Fig. 4d)에서는 조대하게
뭉친 나노입자들 외에도 앞서 관찰된 불규칙한 사슬 조
직이 또다시 일부 관찰되기 시작하였다. 조대하게 뭉친
나노입자들의 확대 이미지(Fig. 4e)에서는 그 외형 및 색
상이 구분되는 미세 나노입자들로 뭉쳐져 있음이 관찰되
어 이러한 조직이 Fig. 4a-c 조직의 연장선상으로서 시간
의 증가에 따라 합성된 나노입자들이 뭉쳐져 형성된 조
직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불규칙한 사슬 조직부의 확
대 이미지(Fig. 4f)는 앞서 글루코스 환원제 사용 시 확인
된 조직과 동일하게 미세 나노입자들이 일렬로 줄을 지
어 군집화된 형상이 관찰되었다. 즉, 동일한 수크로오스
환원제를 사용하여 동일한 온도에서 합성을 진행했음에
도 불구하고 합성 시간 차이에 따라 합성 나노입자들의
분포 상태가 크게 변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5는 수크로오스 환원제를 사용한 130oC 합성 시 합
성 시간에 따른 합성 Sn 입자들의 형상 변화를 나타내는

Fig. 4. TEM micrographs showing the nanoparticles synthesized for (a, b) 3 h, (c) 6 h, and (d, e, f) 9 h at 110oC using sucrose as a
reducing agent.

Fig. 5. TEM micrographs showing the nanoparticles synthesized for (a) 3 h, (b) 6 h, and (c) 9 h at 130oC using sucrose as a reducing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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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FFT patterns of the (a) spherical or (b) chainlike nanoparticles
synthesized for 9 h at 110oC using sucrose as a reducing agent.

TEM 이미지이다. 이 합성 온도에서는 3시간의 합성 시
간에서부터 사슬 형상으로 배열된 나노입자 조직이 관찰
되었으며, 합성 시간이 증가할수록 면의 형태로 뭉쳐 배
열된 나노입자들이 더욱 증가하였다.
Fig. 6은 수크로오스 환원제를 사용한 110oC, 9시간 합
성 시 관찰된 불규칙하게 뭉친 입자부 및 선형 군집체의
FFT 패턴들이다. 이 패턴들을 분석한 결과, 불규칙하게
뭉친 입자부는 순수 Sn으로 판정되었으나, 선형 군집체
는 앞서 글루코스 환원제 사용 시와 동일하게 SnO2 상이
검출되었다. 즉, 동일한 수크로오스 환원제를 사용하여
동일한 온도에서 합성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성 시
간이 증가함에 따라 합성 나노입자들이 순수 Sn 상에서
SnO2 상으로 점차 전이되어 가며 불규칙한 체인 형상이
생성되는 거동을 관찰할 수 있었다.
3.3. 슈거 환원제 종류에 따른 합성 나노입자의 형상 변화와
건조 후 형상 분석

이상의 결과로부터 동일한 tin(II) acetate 전구체와 EG
용매, 그리고 젤라틴 캡핑제를 사용하는 환원 합성 공정
에서도 슈거 환원제의 종류, 합성 온도 및 시간에 따라 합
성된 나노입자의 종류가 Sn 또는 SnO2로 달라지거나, 그
분포 형태가 크게 변화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본 합
성 공정에서 Sn가 화학적으로 생성되는 반응은 아래 반
응식으로 고려될 수 있다.
(CH2OH)2 - H2O → CH3CHO

(1)

2CH3CHO + Sn2+ → Sn + 2H+ + (CH3CO)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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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tin(II) acetate 전구체가 용해되어 Sn 이온이 생성된
후 이 이온이 전자를 받아 바로 환원이 되는지 또는 OH와 결합한 다음 산소와 반응하는지에 따라 Sn 나노입자
또는 SnO2 나노입자가 생성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결
국 Sn 이온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는 슈거 환원제의 종
류 및 합성 온도에 따른 주반응 양상에 우선적으로 기인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합성 시간 역시 반응의 양상
을 변경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본 합성이 대기
중에서 이루어졌고 합성 시간의 증가가 용매 내로의 산
소 공급량을 증가시키는 상황으로 예측할 때 합성 시간
의 증가는 SnO2 나노입자의 생성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야기시킬 수 있다.
합성된 나노입자의 분포형태 변화는 Sn 상이 합성되는
냐 또는 SnO2 상이 합성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Sn 상이 합성된 경우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
라 점차 불규칙한 형상으로 뭉치며 입자 크기가 성장하
고 군집화되는 경향은 캡핑제로 첨가된 젤라틴의 나노입
자 응집 방지 특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상실되어
가면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현상일 수 있다. 그러나 SnO2
상이 합성된 경우에서 그 SnO2 상이 불규칙한 사슬 형상
의 군집체 구조를 형성하는 것은 젤라틴과의 결합력으로
밖에 해석될 수 없다. 즉, 합성된 SnO2 나노입자들이 불
규칙한 덩어리 형태로 뭉쳐지지 않고 선형을 이루며 뭉
쳐진 것은 첨가시킨 젤라틴이 용액 상에서 선형 구조를
형성하고 있고, 여기에 SnO2 나노입자들이 전기화학적으
로 결합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젤라틴은 그 분자 구
조가 사슬 형태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22-24) 합성 실
험 과정에서 젤라틴을 EG에 녹이고 온도를 상승시킨 상
황에서도 사슬 형태의 구조를 일부 유지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 또한 온도의 상승은 일부 젤라틴의 용액 내 상태
를 선이 아닌 면의 형태로 전이시키는 것으로 예측되었
다. 이에 따라 Fig. 2 및 3, 5의 이미지에서 관찰되는 면 형

또한 본 합성 공정에서 SnO2가 생성되는 반응은 다음
반응식으로 고려될 수 있다.
2Sn(CH3CO2)2 + (CH2OH)2 → 2SnOH+ + 2(CH3CO2)22+ 2(CH2)+
(3)
2SnOH+ + O2 → 2SnO2 + 2H+

(4)

Fig. 7. SEM images showing the Sn or SnO2 nanoparticles dried after
synthesizing for (a) 3 h at 110oC, (b) 6 h at 110oC, (c) 9 h at
110oC, and (d) 9 h at 130oC using sucrose as a reducing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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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의 조직 역시 투명한 특성을 가지면서도 선형 조직과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젤라틴으로 분석된다.
Fig. 7은 수크로오스 환원제를 사용한 110oC 또는
130oC에서 합성 시 합성 시간에 따른 합성 나노입자들의
건조 후 형상 변화를 나타내는 SEM 이미지이다. TEM 그
리드 상이 아닌 비이커 상에서의 실제 건조 과정에서는
건조 중 나노입자들이 군집 및 합체화되어 개별 입자의
크기가 커지면서 이 조대 입자들끼리도 서로 엉켜 붙게
되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는데,25) 본 실험에서도 이러한
거동과 일치하는 미세조직들이 관찰되었다. 즉, 110oC에
서 합성시킨 주석 나노입자 기반 시편들의 경우(Fig. 6a-c)
TEM으로 관찰된 초기의 미세 나노입자들이 건조 중 뭉치
면서 수십 나노미터급의 입자들도 일부 관찰되지만, 대부
분 입자들의 크기가 수백 나노미터에 달할 정도로 입자
성장이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그 최종 형상
이 구형의 입자들이 뭉친 형태로 관찰되었으나, 불규칙
한 사슬 조직이 일부 관찰되었던 9시간 합성 샘플의 건
조 이미지(Fig. 6c)에서는 그 단면 직경이 더욱 성장한 막
대기 형태의 조직 부분도 일부 관찰되었다.
130oC에서 합성시켜 불규칙한 사슬 조직이 지배적이었
던 샘플의 건조 조직(Fig. 6d)은 타 샘플과 구별되는 독특
한 미세구조를 나타내었는데, 정렬된 상태로 뭉쳐진 국
수 형상 기지(matrix)에 수십 나노미터급의 나노입자들이
붙어있거나, 나노 입자들이 국수 형상에 포함된 조직이
관찰되었다. 국수 형상의 단면 지름은 TEM 상에서 관찰
되던 사슬 조직의 단면 지름보다 월등히 컸으나, 주석 나
노입자들의 크기는 TEM 상에서 뭉쳐져있던 나노입자 군
집체들의 지름에 유사하거나 다소 큰 형태로 관찰되었다.
이를 통해 기존 사슬형태 조직의 SnO2 나노입자는 건조
과정에서 젤라틴의 방해 작용으로 개별 입자의 성장은 제
한되나, 사슬형 젤라틴간의 결합으로 인해 체인 형상이
국수 형상으로 뭉쳐지는 거동이 예상되었다. 즉, 이러한
국수 형상의 기지 성분은 젤라틴으로 판단되는데, 비이
커 내 건조 조건에서 젤라틴은 특유의 사슬 구조를 유지
하면서 더욱 조대화되며 뭉쳐지고 이에 따라 젤라틴에 붙
어있던 대부분의 주석 나노입자들은 젤라틴 성분 내에 함
몰된 것으로 유추되었다.

4. 결

론

Tin(II) acetate 전구체와 ethylene glycol 용매를 사용한
습식 환원 합성법으로 나노입자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친
환경 환원제로 글루코스 및 수크로오스의 2종의 슈거를
사용하고, 친환경 캡핑제로 젤라틴을 사용하여 합성 조
건 및 합성 시간에 따른 주석계 나노입자의 합성 특성을
분석하였다. 사용된 환원제 중 환원력이 상대적으로 강
한 글루코스 사용 시 70oC의 낮은 온도에서도 환원 합성
이 일어났으며, 70-110oC의 온도에서 합성 시 불규칙한
사슬 형태로 군집체를 이루면서 배열된 SnO2 나노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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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찰되었다. 수크로오스 환원제로 사용하여 110oC에
서 합성을 실시한 경우에서는 3시간의 합성 시간에서 평
균 약 10 nm급의 구형 Sn 나노입자를 안정적으로 형성시
킬 수 있었으며, 합성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주석 입자들
의 크기가 커지고 불규칙한 뭉침 거동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합성 시간을 9시간으로 증가시킨 경우
에서는 불규칙하게 뭉친 Sn 나노입자들 외에도 사슬 형
태의 SnO2 나노입자 군집체들이 국부적으로 형성되는 거
동이 관찰되었다. 수크로오스 환원제를 사용하여 130oC
에서 합성을 실시한 경우 전체적으로 사슬 형태의 SnO2
나노입자 군집체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 샘플을 건조
시켰을 때 정렬된 상태로 뭉쳐진 국수 형상 기지에 수십
나노미터급의 SnO2 나노입자들이 붙어있거나 SnO2 나노
입자들이 국수 형상 기지에 포함된 독특한 조직체를 제
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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