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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 폴리올 공정에서 Sn 나노입자의 합성 특성에 미치는
용매의 종류 및 점도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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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Solvent Type and Viscosity on Modified Polyol Synthesis of Sn
Nano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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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bstract: We report on the effect of solvent type on the synthesis of Sn nanoparticles via a modified polyol
method at room temperature in an ambient atmosphere. In the synthesis, tin (II) 2-ethylhexanoate, sodium
borohydride (NaBH4), and polyvinylpyrrolidone (PVP) were used as a precursor, reducing agent, and capping
molecule, respectively.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confirmed by that the Sn nanoparticles obtained
in 1,5-pentanediol were smaller (9.2 nm) than 10 nm for an average diameter and had a narrow size
distribution. We also observed that the average diameter of Sn nanoparticles obtained in 1,5-pentanediol
increased slightly with a decreasing PVP molecular weight. The result can explain the synthesis mechanism
in which Sn ions are not only preferential in forming a complex with the PVP but also preferentially reduced
in a solvent, and the movement of reduced particles is influenced by the PVP. Consequently, an increase in
PVP molecular weight may more effectively inhibit coalescence between nanoparticles, which are surrounded
by a longer molecular chain and are highly viscous in the synthesis solution, all of which finally results in
a decrease in the average particle size. On the basis of Fourier-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result, we
demonstrated that the PVP on the Sn surface could be removed using an acetone/methanol mixed sol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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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그래피 공정이 전면적으로 형성된 금속 필름을 에칭하여 배
선을 형성시키는 것에 비해 인쇄 전자 기술은 배선 소재의 첨

최근 유연한 또는 착용 가능한 전자제품의 개발 동향에 따

가 공법 (additive process)이기 때문에 배선 소재의 낭비가 적

라 유연기판 (flexible printed circuit board, FPCB) 기반의 모

고 상대적으로 친화경적인 장점도 가지게 된다. 일 예로 금속

듈 제조 기술이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3]. 따

나노입자가 함유된 잉크를 제조하여 인쇄법으로 직접 패턴닝

라서 현재 유연기판 상 도전 패턴 형성 공정으로 사용되고 있

(patterning)하는 공정은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으나 복잡한 공정 스텝으로 이루어진 리소그래피 (lithography)

태그, 스마트 라벨, 터치 패널 센서 모듈 등의 용도로 이미 적

대신 인쇄, 건조, 소결의 매우 단순한 공정 스텝으로 도전 패

용되고 있거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6].

턴의 형성이 완료될 수 있는 잉크젯 프린팅과 같은 인쇄 전자

현재까지 도전성 잉크 소재로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금

기술이 향후 더욱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4,5]. 또한 리소

속 소재인 은 (Ag)은 높은 내산화 특성 및 전기 전도도 (비저
항값: 1.6 μΩ·cm)를 지니지만 높은 소재 원가로 인해 인쇄 전
자 소재의 범용화에 큰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7].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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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최근에는 Ag 나노입자를 대체하기 위한 도전 입자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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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그 예로 Cu [8-10], Ag-coated

점도 변화의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는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Cu [11-13], Sn [14-16] 등이 고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중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온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환원제를

주석 (Sn) 나노입자는 Ag와 비교할 때 비저항값이 11.0 μ

첨가시킨 변형 폴리올 합성법에서 용매의 종류에 다른 Sn 나

Ω·cm으로 약 7배가량 높지만, 우수한 가격 경쟁력을 강점으

노입자의 합성 결과를 관찰하고, 단분산 (monodispersity)에

로 Ag의 대체 소재로 고려되고 있다. 즉, 인쇄 후 소결된 Ag

가까운 미세 나노입자가 합성되는 용매 사용 조건에서 첨가

의 경우 사용 잉크의 특성 및 배선 형성 공정법의 차이에 따

되는 polyvinylpyrrolidone (PVP) 캡핑제 (capping agnet)의 분

라 1 order 정도의 비저항값이 변화될 수 있는 연구 결과들을

자량에 따른 합성 결과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참조할 때 [17,18], 7배가량 높은 비저항값은 산업적 경쟁력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평균 직경 10 nm 이하의 Sn 나노입자

및 응용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를 합성하고자 하였다.

한편 Sn은 Ag에 비해 눈에 띄게 낮은 융점 (232 ℃)을 가
지는 저융점 금속이기 때문에 매우 작은 나노입자로 사용

2. 실험 방법

할 경우에는 Gibbs-Thomson 효과에 의한 융점 강하 효과
로 150 ℃ 부근에서 고속 소결 기구인 액상 소결에 의한 배선

2.1. Sn 나노입자의 제조

형성을 기대할 수도 있다. 즉, Gibbs-Thomson 이론 및 사전

변형 폴리올 공정으로 Sn 나노입자를 제조하기 위한 Sn 전구

연구결과에 의하면 Sn 나노입자는 그 직경이 약 30 nm 이하

체로는 tin (II) 2-ethylhexanoate ([CH3(CH2)3CH(C2H5) CO2]2Sn,

인 수준에서부터 눈에 띄는 융점 강화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

~95%, Sigma-Aldrich Chemical Co.)를, 환원제로는 sodium bo-

하며, 직경이 10 nm 이하까지 작아지게 되면 융점이 급격히

rohydride (NaBH4, 99.99%, Aldrich Chemical Co.)를 각각 사용

강화되어 150 ℃ 이하의 융점을 나타내게 되므로 150 ℃ 부

하였다. 또한 합성 입자의 산화 및 응집 방지와 합성 용액의

근에서의 액상 소결 (liquid-phase sintering)이 가능해진다

점도 변화를 위한 PVP (Aldrich Chemical Co.) 캡핑제 (capp-

[19]. 이러한 저온 및 고속 소결조건은 에너지 절감과 함께 낮

ing agent)는 1,300,000, 55,000 및 10,000 g/mol의 세 종류로

은 유리전이 온도 (Tg)를 갖는 저가형 고분자 기판 적용이 가

분자량을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용매로는 diethylene glycol

능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단, 본 저자의 선행연구

(DEG, 99%, Sigma-Aldrich Chemical Co.)과 1,5-pentanediol

에 의하면 150 ℃ 부근에서 용융되는 Sn 나노입자는 주변 Sn

(97%, Fluka Co.), tetraethylene glycol (TEG, 99%, Sigma-

나노입자와 신속히 합쳐지는 동시에 그 직경이 커지게 되면

Aldrich Chemical), polyethylene glycol (PEG, 분자량: 200,

서 바로 응고되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벌크 융점 이하의 등온

Sigma-Aldrich Chemical Co.)의 네 종류가 사용되었으며, 모

소결조건에서의 소결기구는 보다 정확하게 순간 (transient)

든 반응은 대기 중 상온에서 진행되었다.

액상 소결로 명명할 수 있다 [20]. 요컨대 Ag 나노입자를 함

Sn 나노입자를 제조하기 위해 우선 각각의 용매 100 mL에

유하는 잉크의 소결이 대개 200 ℃ 초반의 온도에서 30~60분

NaBH4 2 g씩을 넣은 뒤 완전히 용해시켰다. 이후 PVP를 1 g

의 유지를 필요로 하는 것을 고려할 때 수 분의 시간이 소요

씩 더 첨가한 뒤 상온에서 1시간 동안 자기교반자 (magnetic

되는 액상 소결기구는 산업적 양산의 입장에서 매우 돋보이

stirrer)를 이용해 완전히 용해시켰다. 마지막으로 tin (II)

는 특징으로 고려될 수 있다 [21].

2-ethylhexanoate 용액 1.90 g을 4.5 mL/min 속도로 주입하여

이상의 장점들로 인하여 지금까지 Sn 나노입자는 evapo-

상온에서 1시간 동안 충분히 반응시킨 후, 발열반응 상태를

ration법 [22], 습식 환원법 [14,19,20], 소모 전극형 직류 아크

식히기 위하여 추가 1시간에 걸쳐 상온까지 냉각시켰다. 이

(consumable electrode direct current arc, CDCA)법 [23] 등을

후 원심분리기 (VS-18000M, Vision Scientific Co.)를 이용하

통해 제조된 바 있다. 그 중 변형(modified) 폴리올 합성법은

여 6,000 rpm으로 30분간 원심분리를 실시한 다음 상층액을

2개 이상의 수산화기 (hydroxyl group)를 가지는 폴리올 용매

따라내고 점도가 낮은 메탄올 (99.9%, Duksan Pure Che-

내에서 첨가 금속 전구체 (precursor)와 환원제의 반응으로

micals Co.)을 채워 넣는 작업을 4회 반복 실시하면서 최종적

나노입자를 제조하는 방법으로 공정이 비교적 간편하면서

으로 Sn 나노입자를 수집하였다. 또한 PVP 캡핑층이 제거된

빠른 반응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공정변수의 조절에 의해

Sn 나노입자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원심분리 처리 후 상

합성 금속입자의 크기를 제어할 수 있는 장점을 나타낸다

층액을 따라내고 아세톤 (99.5%, Samchun Chemicals Co.)과

[9]. 그러나 Sn 나노입자의 제조와 관련하여 용매의 종류 및

메탄올을 부피 비율 1:1로 혼합된 용액을 채워 넣는 작업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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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반복 실시하면서 최종적으로 Sn 나노입자를 수집하였다.

(a)

(b)

(c)

(d)

수집된 Sn 나노입자는 상온의 저진공 오븐에서 건조시켜 건
조 분말 상태로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2.2. Sn 나노입자의 분석 및 특성 평가
4종의 용매 및 PVP 첨가에 따른 합성 용액의 점도는 점도계
(rheometer, DV-III Ultra, Brookrield Engineering Laboratories,
Inc.)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제조된 나노입자의 형상 및 크
기 분포를 관찰하기 위하여 카본 코팅된 Cu 그리드 (grid)를
사용한 샘플 준비 및 투과전자현미경 (transmission electron
2

microscopy, TEM, Tecnai G F30ST, FEI company) 관찰을
실시하였다. 그리드 샘플의 건조는 상온의 진공 오븐에서 실
시하였다. 또한 상온에서 보통의 자연스러운 건조 후 분말의
상태를 전계방사형 주사전자현미경 (field emission-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 S-4800, Hitachi)으로 관찰해
보았다.
제조된 나노입자의 상과 결정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Cu K

Fig. 1. TEM images of Sn nanoparticles synthesized with different
solvents: (a) DEG, (b) 1,5-pentanediol, (c) TEG, and (d) PEG.

α 타겟을 사용한 X-ray diffraction (XRD, D/Max-2500V/PC,
Rigaku) 측정을 20~85˚ 범위에서 실시하였다. 또한 합성된
나노입자 표면에서의 PVP capping 유무 및 아세톤/메탄올 혼

(a)

(b)

(c)

(d)

합 용매에 의한 PVP의 제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푸리어
변환 적외선 분광분석 (Fourier-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FT-IR, Vertex 80, Bruker Optics Co.)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사용 용매의 종류에 따른 합성 나노입자의 형상과 입도 분
포를 관찰하기 위해 합성 직후 관찰한 TEM 이미지는 그림 1
과 같다. 그림 1은 앞서 세부적으로 언급된 바와 같은 합성법
으로 4종의 용매 종류만을 변화시켜 합성한 결과이며, 사용
된 PVP의 분자량은 1,300,000 이었다. 그림 1에서 제시된 4
종의 모든 시료는 용액상에서 외형적으로 동일한 진회색 빛
을 나타내었다. 또한 그림 1을 통해 확연히 관찰되듯이 사용
된 모든 용매에서 불규칙한 구형 형태의 입자들이 관찰되었

Fig. 2. SEM images of Sn nanoparticles synthesized with different
solvents: (a) DEG, (b) 1,5-pentanediol, (c) TEG, and (d) PEG.

으나, 그 입도 분포는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DEG와 1,5-pentanediol을 용매로 사용하였을

결과로부터 1,5-pentanediol을 용매로 사용하였을 경우 합성

경우 합성된 나노입자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크나 그 입도 분

된 나노입자의 평균 직경이 약 9.2 nm로 관찰되어 입도 분포

포가 비교적 일정한 반면, TEG와 PEG 200 용매를 사용하였

가 비교적 균일하면서도 10 nm 미만 크기의 입자를 제조할

을 경우는 나노입자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작으나 그 입도 분

수 있었다.

포가 수 나노미터급의 초미세 나노입자를 포함하는 이봉 분

합성 입자의 상온 진공 건조 후 관찰한 SEM 이미지는 그림 2

포 (bimodal distribution) 형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건조 분말의 입자 크기는 그림 1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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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AED pattern of Sn nanoparticles synthesized in 1,5-pentanediol.

Fig. 3. Viscosity of solvents used in this study.

효과는 브라운 운동 및 대류에 의한 합성 입자간의 충돌을 야
관찰되는 입자 크기에 비해 대체적으로 다소 증가된 상태로

기시켜 입자간의 응집 및 입자의 크기 성장을 야기시킬 수 있

관찰되었으나, 입자 크기의 순위는 그림 1에서 관찰되는 순

다 [7]. 일예로 Choi 등은 변형 폴리올법으로 Cu 나노입자를

위와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건조 후 관찰되는 다소

합성하는 경우에서 합성 용액의 점도가 증가될수록 합성 Cu

간의 입자 크기 증가는 건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입자간의 응

입자의 크기가 작아진다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는데, 점도의

집 효과로 분석되었다 [15,16]. 또한 건조 분말의 분포 상에서

증가는 입자간의 충돌을 억제시켜 Cu 나노입자의 성장을 늦

의 치밀도를 살펴보면 그림 2(d), 2(c), 2(b), 2(a) 순서로 치밀

추는 것으로 언급하였다 [7]. 본 나노입자 합성 실험에서의

도가 높은 것으로 관찰되어 합성 분말이 이봉 분포를 나타낼

교반조건이 이봉 분포의 입도 분포 결과를 야기시키는 원인

수록, 그리고 합성 입자의 평균 크기가 작을수록 치밀한 경향

으로는 지목되기 어려우나, 그 합성 입자간의 충돌이 그림

을 나타내었는데, 이봉 분포의 분말은 응집 과정에서 공간 충

1(a) 및 1(b) 시료 입자에서의 평균 크기 증가에는 영향을 줄

진율 (packing factor)이 향상되어 치밀도를 증가시킨 것으로

수 있으며, 그 경우 점도가 낮은 DEG의 경우가 점도가 훨씬

해석된다.

높은 1,5-pentanediol에 비해 보다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이상의 결과들은 용매의 종류에 따른 합성 입자의 입도 분

다. 그러나 Sn 이온들의 환원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용매

포가 큰 차이를 나타냄을 확인시켜 주며, 따라서 변형 폴리올

의 종류가 서로 다른 그림 1의 결과로서는 용액의 점도 증가

합성법에서 용매의 종류는 입자의 크기 및 입도 분포를 결정

효과가 합성 나노입자의 평균 크기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정

하는 매우 중요한 인자임을 암시하였다. LaMer의 모델에 의

량적으로 분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후의 실험에서는 용매

하면 합성 입자의 단분산 및 다분산성의 원인은 용액 내 금속

의 종류를 고정시킨 조건에서 첨가 PVP의 분자량 조절로 합

이온들의 빠른 환원속도에 기인한 짧은 시간 동안의 폭발

성 용액의 점도를 크게 변화시킴으로써 용액의 점도가 합성

(burst)적인 핵생성 반응과 이후의 성장 과정 기구인지 또는

입자의 평균 크기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량적으로 살펴볼

금속 이온들의 느린 환원속도에 기인한 상대적으로 긴 시간

것이다.

동안의 주기적인 핵생성 및 성장 기구인지에 의해 구별될 수

그림 1과 2의 결과로부터 입도 분포가 비교적 균일하면서도

있다 [24]. 따라서 DEG와 1,5-pentanediol를 용매의 사용 조

그 평균 크기가 10 nm 미만이었던 1,5-pentanediol 용매 사용 조

건에서는 전자의 반응 기구가 TEG와 PEG 200 용매의 사용

건에서 합성된 나노입자들의 제한시야 전자회절 (selected-area

조건에서는 후자의 반응 기구가 각각 적용될 수 있다. 한편

electron diffraction, SAED) 및 XRD 분석 결과를 그림 4 및 5

사용 용매는 그림 3으로 제시된 점도 측정 결과와 같이 자체

로 각각 제시하였다. 그림 4의 결과는 주석 산화물의 형성이

적으로 큰 점도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용액의 점도 차이에 따

없는 결정질의 Sn 상이 합성되었음을 보여주며, 그림 5의 결

른 합성 입자의 크기 변화 가능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

과는 30.7˚, 32.02˚ 등에서 β-Sn 피크들만이 관찰되어 제조된

다. 즉, 기존 보고에 따르면 합성 과정에서의 지속적인 교반

나노입자들이 순수 Sn 상임을 다시 한번 증빙한다. TEM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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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P-capped Sn nanoparticles
P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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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XRD result of Sn nanoparticles synthesized in 1,5-pentanediol.

Fig. 6. FT-IR results of PVP-capped Sn nanoparticles and pristine
PVP.

XRD 관찰을 위한 과정에서 합성 나노입자들이 공기 중에 빈

되었다. 한편 3648~ 3085 cm‒1 파수에서 관찰되는 피크는

번히 노출되었음을 고려할 때 이상의 결과는 대기 중 합성 직

PVP에 물리적으로 흡착한 수분을 나타내며 [26,29], 이상의

후 형성된 Sn 나노입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PVP 캡핑층

관찰 결과로부터 Sn 나노입자의 표면에 결합된 PVP에 대기

(capping layer)이 Sn 나노입자들의 표면 산화를 매우 억제시

중 수분이 흡착되어 있는 상태를 예측할 수 있었다. 요컨대

켰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 [25].

Sn 나노입자의 표면에 존재하고 있는 PVP의 확인 결과는

그림 6은 1,5-pentanediol 용매 사용 조건에서 합성 Sn 나

PVP 극성 그룹 (polar group)의 고립 전자쌍 (lone pair)들에

노입자와 첨가된 PVP와의 화학적 결합상태를 보여주는

의한 용액 내에서의 입자간 반발력 형성을 가능케 하므로 입

FT-IR의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PVP만의 FT-IR 분석 결과,

자간의 응집을 막아 입자 크기의 안정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

‒1

3016~ 2815 cm 파수 (wavemumber)에서 관찰되는 피크는
‒1

으로 예상된다 [31,32].

PVP에서의 C-H 스트레칭 결함 [26]을, 1753~ 1519 cm 에서

이후 용매의 점도 증가 효과가 합성 나노입자의 평균 크기

‒1

관찰되는 피크는 C=O 스트레칭 결합 [26-28]을, 1517~1346 cm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용매의

에서 관찰되는 피크는 -CH2 벤딩(bending) 결합 [26,29]을,

종류를 1,5-pentanediol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합성 용액의 점

‒1

1344~1110 cm 에서 관찰되는 피크는 C-N 스트레칭 진동 결

도를 크게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Sn 나노입자의 합성 결과를

합 [26,29]으로 각각 분석되었다. 반면 합성된 Sn 나노입자의

관찰하고자 하였다. 단, 용액의 점도 변화를 유발시키기 방법

FT-IR 분석 결과를 보면 상기 C=O 스트레칭 결합, -CH2 벤

으로는 PVP의 첨가량을 증감시키는 방법 대신 PVP의 첨가

딩 결합 및 C-N 스트레칭 진동 결합을 나타내는 피크들이 원

량을 1 g으로 고정한 채 PVP의 분자량을 1,300,000, 55,000

래의 파수로부터 음의 방향으로 이동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및 10,000의 세 종류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아이디어를 적용

는데, 이를 통해 Sn 나노입자들의 표면이 PVP와 화학적으로

하였다. 즉, 용액 내 Sn 나노입자의 합성기구로 PVP와 Sn 이

결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합성된 Sn 나노입자의

온들이 우선적으로 배위결합하여 복합체를 형성한다는 이론

‒1

767~638 cm 파수에서 관찰되는 피크는 Sn-O 그룹의 형성

[32]이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는 만큼 PVP 첨가량을 변화시

[30]과 관련된 것인데, 이는 합성 과정에서 용매 내 용존 산소

키는 방법은 PVP의 양이 Sn 이온들의 환원반응에 직접적인

등의 영향으로 일부 Sn이 O와 결합했거나 건조 Sn 입자의 공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용액의 점도 변화 효과만을 분석

기 중 노출 과정에서 극미량의 표면 산화가 발생했음을 암시

하기는 적당하지 않다. 반면에 1 g의 PVP 첨가량은 실제 Sn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산화는 그림 5의 XRD 결과를 고려할

나노입자의 캡핑에 소요되는 PVP 양에 비해 매우 큰 양이면

때 전적으로 미량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림 4의 제한시야 전

서도 분자량별로도 그 부피가 유사하므로 Sn 이온들의 환원

자회절 측정에서는 국부적으로만 관찰될 정도인 것으로 분석

반응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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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서 용액의 점도 효과만을 파악하기 위한 실험법으로는
240

적당하지 않았다.
그림 7은 1 g의 PVP 첨가 시 PVP 분자량에 따른 1,5-pent-

220

anediol 용액의 점도를 나타낸다. 예상했듯이 고분자 체인

200

(chain)이 가장 긴 1,300,000의 분자량을 가지는 PVP가 첨가

180

되었을 경우 231 mPa·s의 가장 큰 점도를 나타내었으며, 분

160

자량이 감소할수록 용액의 점도도 비례하여 감소하는 결과
가 관찰되었다.

140
120

그림 8은 1,5-pentanediol 용매의 사용 조건에서 l g의 PVP
PVP 1300000

PVP 550000

PVP 10000

Molecular weight of PVP

Fig. 7. Viscosity of synthesis solutions prepared with different
molecular weight of PVPs.

를 첨가하였을 경우 PVP 분자량에 따른 Sn 나노입자의 합성
상태를 나타내는 TEM 이미지 및 크기 분포 그래프를 보여준
다. 결과적으로 첨가 PVP 분자량에 따라 Sn 나노입자들의 평
균 크기 및 크기 편차가 다소 변화됨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PVP 분자량 1,300,000에서 Sn 입자의 평균 크기는 9.2 nm,

량 변화와 동시에 첨가 몰수를 고정시킬 경우 분자량별로 첨

55,000에서는 9.6 nm, 10,000에서는 10.6 nm로 각각 관찰되

가 PVP의 양이 큰 차이를 나타내게 되므로 역시 유사 합성조

어 PVP 분자량이 작아질수록 Sn 나노입자의 크기가 다소 커

(a)

(b)

(d)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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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P 1300000

PVP 55000

PCP 10000

Molecular weight of PVP

Fig. 8. TEM images of Sn nanoparticles synthesized in 1,5-pentanediol with different molecular weight of PVPs; (a) 1,300,000, (b)
55,000, (c) 10,000 g/mol, and (d) distribution of particle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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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되었다. 이러한 합성 시료에서 PVP가 Sn 나노입자들을
캡핑시키고 있는 결과는 그림 9의 고배율 TEM 이미지를 통
해서도 관찰되었다.
습식 환원법 또는 변형 폴리올법에 의한 금속 나노입자의
합성 연구에서 동일한 무게의 PVP 첨가 시 PVP 분자량이 금
속 입자의 크기에 미치는 경향은 상반된 두 가지 경향으로 보
고되고 있다. Pastoriza-Santos 등은 습식 환원법에 의한 Ag
나노입자의 합성 공정에서 PVP 분자량의 증가가 Ag 입자의
평균 크기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33], 이는
그림 10의 mechanism II와 같이 Ag 이온들이 PVP와 복합체
를 형성하지 않고 용액 내에서 우선적으로 환원된 후 PVP의
Fig. 9. High-magnification TEM image of Sn nanoparticles synthesized in 1,5-pentanediol.

영향을 받는 경우 PVP 분자량 증가는 보다 긴 고분자 체인으
로 둘러싸인 나노입자의 분포를 유도하여 입자간의 응집을
더욱 효과적으로 막아주기 때문으로 해석되었다. 반면에

지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었다. 아울러 Sn 나노입자의 크기

Shin [34] 및 Moon [31] 등은 습식 환원법 및 변형 폴리올법

편차 역시 PVP 분자량이 작아질수록 다소 증가하는 경향이

을 사용한 Ag 및 Cu 나노입자의 합성 공정에서 첨가되는

PVP
Sn ion
Sn NP

Low molecular weight

High molecular weight
<
Average particle size
[Mechanism I]

Low molecular weight

High molecular weight
>
Average particle size
[Mechanism II]

Fig. 10. Two representative mechanisms can be suggested for the synthesis of nanoparticles via a wet reduc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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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Sn nanoaparticles cleaned by acetone
PVP

4. 결

론

Tin (II) 2-ethylhexanoate 전구체, NaBH4 환원제, PVP 캡
핑제 및 1,5-pentanediol 용매를 사용한 대기 중 상온 변형 폴
리올 공정으로 주석 산화물의 형성이 거의 없는 평균 직경 10
nm 미만의 순수 Sn 나노입자를 제조하였다. 이러한 나노입
자들은 그 표면이 PVP로 capping 되었음을 XPS 및 TEM 분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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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Wavenumber (cm-1)

석 결과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 동일한 양의 PVP 첨가 조건
에서 PVP 분자량 감소에 따른 합성 용액의 점도 감소 실험을
통해 PVP 분자량이 작아질수록 Sn 나노입자의 크기가 다소

Fig. 11. FT-IR result of Sn nanoparticles washed using an acetone/
methanol mixed-solvent.

커지는 경향을 관찰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용액 중 Sn 이온
들이 PVP와 복합체를 형성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환원된 후

PVP 분자량이 클수록 입자의 평균 크기가 커지는 경향을 보
고하였는데, 이 경우에서는 분자량 증가로 인한 분자당 반복
구성체 (unit) 증가, 다시 말해 단위 고분자 체인의 부피 증가로
그림 10의 mechanism I 과 같이 분자당 반응 및 결함되는 금
속 이온들의 숫자를 증가시키게 된다. 따라서 PVP 체인상에
존재하는 금속 이온들간의 거리는 더욱 가까워지게 되고 결
과적으로 이러한 이온들이 환원되는 과정에서 가까운 위치
에서 생성되는 금속 입자들은 서로 응집되면서 조대화될 수
있다. Mechanism I에서 저분자량 PVP의 경우는 환원되는 금

PVP와 결합하는 합성기구를 예측케 하는데, 이 경우 PVP 분
자량 증가는 합성 용액의 점도 증가가 함께 보다 긴 고분자
체인으로 둘러싸인 나노입자 생성을 유도하여 입자간의 응
집을 더욱 효과적으로 막아주므로 최종적으로 합성 Sn 나노
입자의 평균 직경을 감소시켰다. 합성된 Sn 나노입자들의 표
면을 아세톤/메탄올 혼합용매로 세척한 경우 표면의 PVP가
완전히 세척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 도전 패턴 형성을 위한
금속 나노입자로의 적용이 무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속 이온들의 위치가 평균적으로 더 멀게 되며, 금속 입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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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원된 후에도 PVP가 금속 입자들을 꽤 잘 둘러싸는 상황이
되면서 금속 입자들의 응집 확률은 크게 감소하게 된다. 결론
적으로 그림 8의 결과는 언급된 두 가지의 합성기구 중에서
전자의 기구를 따름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변형 폴
리올법으로 Sn 나노입자를 형성한 기존 유사 연구에서 Sn 이
온들이 PVP와 우선적으로 배위결합하여 복합체를 형성하는
후자의 반응기구를 언급한 것에는 반하는 것이라 주목된다
[32]. 또한 그림 7의 결과를 고려할 때 PVP 분자량의 증가에
따른 용액의 점도 증가와 이에 따른 나노입자간의 충돌 횟수
및 충돌 세기의 저하도 반드시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나노입
자 성장 억제의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11은 합성된 Sn 나노입자들의 표면을 아세톤/메탄올
혼합용매로 세척, 건조한 후 관찰한 FT-IR 결과이다. Sn-O
그룹과 관련된 피크 외에는 앞서 언급되었던 다양한 결합들
이 관찰되지 않아 Sn 나노입자 표면의 PVP가 거의 완전히 세
척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합성된 Sn
나노입자들이 도전 패턴 형성을 위한 금속 나노입자로 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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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연구비 지원 (2011-0009088)으로 수행되었습니다. 또한
저자들은 TEM (서울센터), FT-IR (강릉센터)의 사용에 대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Korea Basic Science Institute, KBSI)
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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