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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높은 분산 안정성을 유지하는 antimony-doped tin oxide (ATO) 분산액을 제조하기 위하여, 습식 볼밀법으로 

분쇄시간에 따른 ATO의 입자크기, 입도분포, 분산성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또한 각각의 습식 볼밀 처리된 ATO 분산

액의 pH를 변화시켜 ATO 분산액의 분산 특성을 고찰하였다. 습식 볼밀 분쇄 조건에 의하여 ATO의 입자크기 및 입도

분포 변화는 레이저회절 입도분석기와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평가하였고, 습식 볼밀 분쇄 시간 및 pH조건에 

따른 ATO 입자의 분산성은 제타전위 측정법과 다중광산란(multiple light scattering)법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분쇄 

조건 중 60 min 동안 처리된 ATO 입자 크기는 30% 이하로 작아지고, 1∼35 µm에서 0.1∼5 µm로 입도분포를 갖는 

균일한 입자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분쇄조건을 60 min 이상 처리한 것은 역분쇄 및 재응집 현상의 발생으로 인하

여 한계 분쇄 시간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ATO 분산액은 습식 볼밀 분쇄 시간을 증가시킬

수록 입자 크기가 감소하고 표면 에너지가 증가하여 입자간의 반발력이 커지게 됨을 알 수 있었고, 또한 용액의 pH를 

증가시킬수록 입자의 표면 이온화도가 커짐으로 인하여 ATO 분산액의 분산성이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his study aimed to prepare antimony-doped tin oxide (ATO) dispersion with high stability. The methods to achieve this 

goal were sought by investigating the changes of ATO particle size, size distribution, dispersion property as wet ball milling 

treatment time increased. And the changes of wet ball milled ATO dispersion property were also investigated, as pH increased. 

The changes of ATO particle size and size distribution, according to wet ball milling treatment time were evaluated with 

laser diffraction particle size analyzer and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The changes of ATO dispersion property, 

as wet ball milling treatment time and pH increased, were evaluated with zeta potential analysis and Turbiscan. By 60 min 

wet ball milling treatment time, ATO particle size decreased and size distribution became narrower, as the treatment time 

increased. After 60 min milling, the ATO particle size decreased to less than 30% of the initial size and the size distribution 

was narrowed to 0.1∼5 µm from 1∼35 µm. However, more than 60 min milling, ATO particles aggregated and the particle 

size increased. ATO dispersion stability also increased as the treatment time and pH increased because the reduced particle 

size increased particle surface energy and repulsion between particles and the increased pH enhanced particle surface 

ionization. Hence, after proper length of wet ball milling treatment, highly stable ATO dispersion can be prepared, as increas-

ing pH of the disp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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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현재 사용되는 대다수의 플라스틱 제품은 부도체 특성을 갖고 있지

만 마찰에 의한 정전기가 쉽게 발생한다. 이렇게 발생한 플라스틱의 

정전기로 인하여 전자기기, 반도체, 정밀기계의 기능장애 및 손실을 

† 교신저자 (e-mail: youngslee@cnu.ac.kr)

초래하여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정전기 발생을 낮추

는 대전방지 소재에 대한 연구가 여러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1-3].

대전방지 소재는 일반적으로 전기 전도성 금속산화물 또는 무기물 

재료를 플라스틱, 유기 포장재, 섬유 등에 혼합하여 제조된다. 그 중에

서도 금속산화물이 많이 사용되고 있었으나 무게가 무겁고 분산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서 비금속산화물로 대체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4]. 대표적인 비금속 대전방지 소재인 indium tin oxide (ITO)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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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chematic of wet-ball mill (paint shaker).

Table 1. Sample Name of ATO Particles

Treatment time (min) Sample name

0 BM0-ATO

20 BM20-ATO

40 BM40-ATO

60 BM60-ATO

ATO : antimony-doped tin oxide

인듐산화물과 주석산화물로부터 합성된 물질로서 전도막, 전도성 입

자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이 ITO는 가시광 영역에서 높은 투과율

과 낮은 전기 비저항을 갖는 전기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주요 원

료인 인듐산화물의 매장량이 적어서 가격이 비싸고 공급이 부족한 단

점을 지니고 있어서 대전방지 소재 및 전도막의 생산 원가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주석산화물에 안티몬산화물이 코팅된 antimony-doped 

tin oxide (ATO)는 인듐산화물보다 안티몬산화물의 매장량이 풍부하여 

가격이 싸고 투명성과 도전성이 우수한 장점을 갖고 있어서, ITO를 

ATO로 대체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5,6].

소량의 ATO로 대전방지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높은 전도성을 

갖는 침상형 TiO2 또는 SiO2 입자에 ATO를 코팅하는 방법이 이용된

다. ATO 코팅하는 방법에는 공침법, 수열법, 졸겔법, 알콕사이드법 등

[7-9]의 방법이 있으며, 이 중에서 공침법이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

다. 공침법은 각각의 원료 분말을 용매와 반응하여 낮은 온도에서 반

응입자 표면에 기능성을 부여하는 공정이다. 공침법은 일반적으로 화

학적 측면에서는 고순도화, 화학 조성의 균질화, 그리고 물리적 측면

에서는 입자의 미세화, 입도 분포의 균일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10,11].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정에서 입자 크기가 크거나, 분산성이 나쁘고, 입도가 불균일한 분

말을 사용하면 코팅된 입도가 불균일하여 물리화학적 성질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공침법으로 ATO를 코팅시

키는 경우에는, 입자 크기가 작고 입도가 균일한 ATO 분말을 사용하

고, 주로 사용되는 용매인 물에 대한 분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

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입자 크기 및 입도 분포를 균일

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콘크러셔, 커터밀, 디스크밀, 롤러분쇄기, 

제트분쇄기, 볼밀 등이 있고, 입자를 용매에 혼합시켜서 분산성을 향

상시키는 방법으로는 자석 교반기, 임펠러 교반기, 원통형 교반기, 패

들 교반기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12-14]. 앞에서 연구되고 있는 방법

들 중 입도감소, 입도 균일화, 분산성 향상의 세 가지 공정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습식 볼밀법이 있는데, 이 습식 볼밀법의 

장점은 공정의 단순화, 비용절감, 시간 단축 등의 경제적 효과와 입자 

기능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15]. 한편, 이렇게 기계적 

혼합 및 분쇄에 의한 분산성 향상 방법 외에도 화학적 처리 방법으로 

분산액의 pH조건에 따라 분산 안정성을 높이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

다[16].

따라서, 본 연구는 높은 분산 안정성을 유지하며 입자간 응집현상

이 적고 균일한 입도를 가지는 ATO 분산액을 제조하기 위하여, 습식 

볼밀법을 이용하여 분쇄 시간에 따른 ATO의 입자크기, 입도분포, 분

산성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또한 각각 습식 볼밀 처리된 ATO 분산액

의 pH에 변화에 따른 분산 특성을 고찰하였다.

2. 실    험 

2.1. 실험 재료

본 실험에서 ATO (Microglobe Co., Sn : Sb = 80 : 20∼95 : 5)는 

밀도가 1.8∼2.2 g/cm
3
이고, 입도는 5∼10 μm인 것을 사용하였다. 

ATO 입자를 혼합시키는 용매로 증류수를 사용하였으며, 분산액의 

pH 조절을 위해서 0.1 N-염산용액(WAKO, 7647-01-0)과 0.1 N-수산화

나트륨(WAKO, 1310-73-2)을 사용하였다.

2.2. 실험 장치

ATO 입자를 분쇄 및 혼합하기 위하여 습식 볼밀 분쇄기(오션과학

사, 페인트 쉐이커(COAD-1114))를 사용하였다. 습식 볼밀 분쇄기의 

개략도를 Figure 1에 나타내었다. ATO 수계 분산액은 습식 볼밀 분쇄

기 양옆에 고정된 스테인레스 비커 내에서 전후좌우 진동으로 반응이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쇄매체는 내마모성, 내식성이 높은 

스테인레스 볼(stainless steel, 직경 = 1.0 ± 0.1 mm, 밀도 = 7.8 g/cm
3
)

이며, 표준망체 32 mesh (체눈의 크기, 500 μm)를 이용하여 시료와 볼

을 분리하였다.

2.3. 실험 방법

2.3.1. ATO 입자의 분쇄 실험

볼밀에 의한 분쇄실험 조건으로는 분쇄 매체의 볼의 크기 및 충전

율, 슬러리의 농도 및 양 그리고 분쇄시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예비실험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일정하게 유지

하였다. 즉, 볼의 재질은 첨가될 불순물을 고려하여 스테인레스 볼을 

선택하였고, 크기는 1 mm로 하였다. 직경이 10 cm이고 용적이 1 L인 

스테인레스 재질의 비커를 분쇄용기로 사용하였다. 볼 200 g (25.6 

cm
3
), 물 120 g (120 cm

3
), ATO 80 g (40 cm

3
)으로 총 무게 400 g (부

피 185.6 cm
3
)를 혼합하여 반응 시켰다. 회전수는 기계의 기본 속도로 

600 rpm으로 고정하였고 습식 볼밀 처리 시간은 0, 20, 40, 60 min으

로 달리 하였다. 이렇게 제조된 시료는 처리 시간에 따라 BM0-ATO, 

BM20-ATO, BM40-ATO, BM60-ATO로 각각 명명하여 Table 1에 나

타내었다.

2.3.2. 습식 볼밀 분쇄된 ATO 입자의 표면 및 입도 분석

분쇄시간에 따른 ATO 입자의 표면 관찰은 주사전자현미경(JEOL 

Co., JSM-7000F)을, 입도 분석에는 레이져 회절 입도분석기(Sympatec 

GmbH Co., HELOS/RODOS)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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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verage particle size           (b) Distribution

Figure 2. Particle size analysis of ATO; (a) average particle size and

(b) distribution.

Figure 3. SEM of the sample; (a) BM0-ATO, (b) BM20-ATO, (c) 

BM40-ATO and (d) BM60-ATO.

  

    (a) Crushing time condition         (b) Condition of pH.

Figure 4. Zeta potential of ATO according to the (a) treatment time,

and (b) pH.

2.3.3. 제타전위 측정

분쇄된 ATO의 제타전위는 제타전위측정기(Otasuka Electronics 

Co., ELS-8000)로 측정하였다. 제타전위 측정 시에는 분쇄시간을 다

르게 하여 제조된 각각의 ATO 분산액의 pH를 2, 4, 6, 8, 10으로 조절

하여 측정하였다. 실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같은 조건에서 처

리된 시료를 3회 반복 제조하고, 측정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각 시료

당 3회씩 측정을 실시하고, 각 평균값 측정결과로 하였다. 

2.3.4. ATO 분산액의 분산안정성 평가 

ATO 분산액의 분산안정성 평가를 위하여 다중광산란(multiple light 

scattering)법을 이용한 입도분산성측정기(Formulaction, L’Union, Turbis- 

can)를 사용하였다. 터비스캔(turbiscan)은 다중광산란법을 통해서 적

외선(880 nm)을 바닥 층에서부터 0.04 mm씩 올라가면서 각 층마다 

투과율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으며[17], 본 실험에서는 높이가 100 

mm, 용량이 20 mL인 측정 장비 내 원통형 유리관에 분산액을 70 mm 

높이까지 채우고, 상온(25 ℃)에서 60 min 동안 5 min에 1회씩 12회

를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분쇄시간에 따른 ATO 입자의 크기 및 입도분포 변화

레이저회절 입도분석기를 이용하여 분석한 분쇄 시간에 따른 ATO

입자크기 및 입도분포의 변화를 Figure 2에 나타내었다. Figure 2(a)

에서 알 수 있듯이, 평균입경이 약 5 μm였던 원료 ATO 입자 크기는 

분쇄 시간이 길어질수록 감소하여, 60 min 처리 후에는 약 1.5 μm까지 

감소하여 초기 입자경보다 30% 이하로 줄어든 입자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입도분포는 ATO 입자의 습식 볼밀 분쇄 시간이 증가할수록 

균일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Figure 2(b)). 그러나 처리시간이 증가할

수록 시간대비 입자크기 감소효과는 떨어지고, 80 min 이상의 시간 

동안 습식 볼밀 처리를 하면 ATO 입자의 크기가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시간이 경과 할수록 일정한 분쇄 시

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분쇄가 진행되지 않고 오히려 분쇄된 입자들이 

재응집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것은 분쇄 에너지량에 따라 비례하

게 크기가 작아지지 않고 한계 입자경이 발생한다는 Tanaka의 분쇄 

한계선 이론이 적용되는 것으로 여겨진다[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80 min 이상 처리된 샘플의 분석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어, 이후의 

모든 분석은 분쇄시간을 60 min까지 한 샘플들로만 한정하였다.

3.2. ATO 입자의 분쇄형상

분쇄시간에 따른 ATO 입자의 형상을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를 Figure 3에 나타내었다. 레이저회절 입도분석기를 통하여 얻어

진 결과와 같이 처리 전 ATO는 평균 50 nm 크기의 나노 입자들로 

이루어진 약 5 μm의 클러스터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20 min 

분쇄 후 약 3∼4 μm, 40 min 분쇄 후 약 1∼2 μm, 60 min 분쇄 후 

0.5∼1 μm로 분쇄시간의 증가에 따라 클러스터의 크기가 분쇄되어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레이저회절 입도분석기를 

통해서 나타난 습식 볼밀 처리 시간에 따른 ATO 입자 크기 감소현상

은 ATO 나노 입자들의 응집으로 형성된 클러스터가 분쇄되어 나타나

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분쇄시간을 증가시켜도 ATO 클러스터 

입자를 완전히 분쇄하여 나노 입자로 분쇄하지는 못하고 단지 그 클

러스터의 크기만 작게 만드는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 

인한 입자크기의 감소는 무기물으로의 코팅시 표면 평활도 및 반응입

자의 기능성 부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3.3. 분쇄 시간 및 pH 조건에 따른 ATO 분산액의 제타전위

분쇄시간 및 pH에 따른 ATO 수계 분산액의 제타전위 변화 측정 

결과를 Figure 4에 나타내었다. Figure 4(a)에서 알 수 있듯이, 증류수

에 분산된 ATO 입자의 제타전위는 분쇄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분쇄 

전 -3.3 mV에서 60 min 분쇄 후에는 -37.2 mV까지 크게 증가하였다. 

일반적으로 Table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제타전위 절대값이 30 mV 

이상이면 안정한 분산성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한다[19]. 본 실험에서 

이러한 제타전위의 변화는 분쇄시간이 60 min이 되면 평균 입자크기

가 약 1.5 μm의 콜로이드성 미세입자를 형성되어 ATO 분산액이 분산

성이 나쁜 현탁액에서 좋은 콜로이드 용액으로 변화되어 나타나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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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Zeta Potential Distribution Based on Stability[19]

Zeta potential (mV) Stability characteristic

from 0 to ± 5 rapid coagulation or flocculation

from ± 10 to ± 30 incipient instability

from ± 30 to ± 40 moderate stability

from ± 40 to ± 60 good stability

more than ± 61 excellent stability

Figure 5. Impact of zeta potential on aggregation and dispersion of 

particles.

(a)              (b)             (c)             (d)

Figure 6. Sedimentation of the treated ATO solutions after 1 h;

(a) BM0-ATO, (b) BM20-ATO, (c) BM40-ATO, and (d) BM60-ATO. 

상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분쇄 시간이 증가할수록 제타전위 절대값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ATO 입자의 특성에 따라 한계 분쇄시간에서 입

경 크기가 감소되어 초기에는 에멀젼 타입의 현탁액에서 분쇄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미립화 효과로 콜로이드 성질을 갖는 용액

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판단된다[20]. 

또한, pH에 따른 각각의 입자에 대한 제타전위 측정 결과를 나타낸 

Figure 4(b)에서와 같이 모든 시료에 대해서 ATO 분산액의 pH가 증

가함에 따라 제타전위 절대값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60 

min 간 분쇄된 ATO 분산액은 pH가 증가할수록, 제타전위 값이 급격

히 증가하여, 원료 ATO의 -3.3 mV와 비교하면 pH 10일 때 -50.4 mV

로 약 15배 정도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pH에 따른 제타전위 측정 결

과로부터 BM0-ATO분산액의 등전점(isoelectric point)은 pH 3.7에서 

나타났고, BM20-ATO 분산액의 경우에는 pH 2.4에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등전점이 낮아지는 현상은 ATO 분산액의 입경

이 감소함에 따라 입자의 표면적이 증가하여 ATO 입자 표면에 노출

된 작용기(≡Sn-OH)의 수가 증가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Xiao Chuan은 등전점 전후에서 ATO 표면 작용기의 이온화 반응에 

대한 반응식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다[21]. 

≡Sn-OH + H
+
 → ≡Sn-OH2

+
등전점 이하 ··· (반응식 1a)

≡Sn-OH + OH
- 

→ ≡Sn-O
-
 + H2O 등전점 이상 ··· (반응식 1b)

상기 기술한 것처럼 ATO의 등전점이 낮은 pH에서 존재할수록 등

전점 이상에서는 이온화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용액의

pH가 증가함에 따라 ATO 입자의 표면 이온화도가 증가하므로 인해 

입자를 중심으로 형성된 전단층의 전하와 제타전위의 절대값 또한 커

져서 ATO 입자의 물 분산성이 향상된 것으로 여겨진다.

상기 실험에서 나타난 이러한 현상을 제타전위에 따른 입자의 응집 

및 분산거동으로 Figure 5에 표현하였다. Figure 5의 (a)처럼 입자 크

기가 크고 입자간의 제타전위가 낮으면 브라운 운동으로 인하여 충돌

하고 뭉쳐서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반면, (b)처럼 입자 크기가 작고, 

표면 전위가 높으면 입자들간의 반발력으로 인해 입자들이 안정하게 

분산되는 현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여겨진다[22]. 따라서 원료 ATO를 

60 min 동안 분쇄과정을 거친 ATO 입자는 안정한 수계 분산액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4. 다중광산란법을 이용한 ATO 입자의 분산 안정성 평가

일정시간 동안 입자의 침전 및 분산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석용 

셀을 이용하였고 그 결과를 Figure 6에 나타내었다. 분석용 셀 내의 

시료들은 분산 안정성에 따라 응집현상에 의해 분산상인 입자의 크기

가 증가하거나 부유나 침강과 같은 분산상의 이동으로 시료의 상층과 

하층의 국부적인 농도변화가 생겨 빛의 투과량(%)이 변하게 된다. 이

러한 현상을 다중광산란법을 이용하여 ATO의 분산 안정성을 평가하

였다. 다중광산란법은 분산상태 차이에 따라서 투과(transmission)된 

빛의 투과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X축은 시료의 높이 Y축은 투과량

(%)를 나타내며, 매시간마다 스캔 후 시료 전체 높이에 대하여 투과량

(%)의 결과를 도출시키는 것이다[23]. 시료는 모두 10 wt%의 ATO로 

하여 1 h 동안 분산 유지 시켰다. Figure 7의 (a)∼(d)에서 분쇄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입자의 침전이 현상이 감소되는데, 이는 평균 입경

이 5 μm인 ATO가 분쇄에 의하여 1.5 μm로 감소되어 콜로이드 특성

이 향상되는 효과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여겨진다. Figure 7(a)는 

검정시료로 사용한 증류수의 투과량(%) 변화를 나타난 결과이며, 시

료 높이 10 mm에서 70 mm까지는 투과량(%) 변화 없는 것으로 보아 

매우 안정된 상태가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7(b)∼(e)의 그



315입자 저감 및 pH가 ATO (안티몬도핑 산화주석)의 분산 특성에 미치는 영향

Appl. Chem. Eng., Vol. 21, No. 3, 2010

Figure 7. Turbiscan results of the ATO solutions with various treatment

time; (a) water, (b) BM0-ATO, (c) BM20-ATO, (d) BM40-ATO, and 

(e) BM60-ATO.

Figure 8. Turbiscan results of the ATO solutions with various pH; 

(a) BM60-ATO (pH2), (b) BM60-ATO (pH4), (c) BM60-ATO (pH6), 

(d) BM60-ATO (pH8), and (e) BM60-ATO (pH10).

래프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분쇄시간에 따른 시료 높이 10∼70 mm 

사이에서의 투과량(%) 변화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제

타전위 측정 결과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원료 ATO를 습식 볼밀 분쇄

하여 콜로이드성 미세 입자가 형성됨에 따라 ATO 입자들 간의 표면 

이온화도 증가로 인한 반발력의 영향으로 분산안정성이 향상된 것으

로 여겨진다. 

Figure 8은 BM60-ATO 분산액의 pH에 따른 분산안정성 변화를 나

타내었다. Figure 8에서 pH가 증가함에 따라 투과량(%)의 변화가 감

소되는 현상 나타났으며, pH 10에서는 투과량(%) 변화율이 거의 0%

에 가까워 우수한 분산안정성을 가지는 ATO 분산액이 얻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상기 결과는 앞 절에서 설명 하였듯이 제타전위 값은 -50.4 

mV로 우수한 분산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던 것과 일치하였

다. 따라서 ATO의 분쇄시간이 증가할수록, 분산액의 pH가 높아질수

록, ATO 입자의 표면 전위가 커지게 되어 ATO의 물에 대한 분산 안

정성이 좋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ATO 원료 분말의 입도감소, 입도 균일화, 분산성을 향상시키기 위

하여 습식 볼밀 장치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습식 볼

밀 분쇄 시에는 평균입자의 크기는 분쇄 초기에 크게 감소하다가 60 

min 이상으로 처리 하였을 경우에는 입자 크기가 줄어들지 않고 증가

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ATO는 습식 볼밀 처리 시간에 따라서 입경이 

30%로 감소하고, 처리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입도분포가 1∼35 μm에

서 0.1∼5 μm로 균일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TO 입자의 제타전

위를 측정한 결과, 볼밀 분쇄 시간의 증가함에 따라서 입자 크기가 감

소되어 입자의 표면 에너지가 증가되고, 입자간의 반발력이 발생하여 

분산성이 향상되는 효과로 제타전위가 증가하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용액의 pH 변화에 따른 제타전위 측정 결과, pH가 증가함에 따라 제

타전위가 (-)로 증가하여 분산성이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pH 

10에서 BM60-ATO의 제타전위는 -50.4 mV로 가장 우수하였고, 다중

광산란법을 이용한 평가에서도 분산안전성이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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