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1.1  파인세라믹원료의종류와나노분산상
파인세라믹스는 고도의 공학적, 고성능의 비금

속, 무기, 세라믹스재료로세라믹분말, 벌크, 박막,
코팅형태의세라믹부품등을포함하며, 무기전구
체, 섬유, 휘스커, 단결정, 다결정, 비정질분말과과
립, 및복합재료를말한다. 세라믹의원료가되는분
말상의재료는주로산화물, 황화물, 질화물, 탄화물
및 수산화물과 탄산염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세라
믹원료분체는전자정보소자, 광기능소자, 구조재
료, 등의기능성세라믹재료로사용될뿐만아니라,
흡착제, 촉매, 촉매담체, 화장품, 의약품, 도료, 안료
및유기물충진재로사용되고있다.
세라믹 원료 입자가 미세한 나노입자로 되면, 기

능이더우수하다는실험결과가발표되고, 나노화되
면서 기존에 구현할 수 없었던 성능의 발현이 기대

되면서, 나노입자의생산기술과용도개발에관하여
우리나라를비롯하여선진각국에서경쟁적으로연

구개발하고있는실정이다. 나노입자재료의용도는
기존제품에서종래부터사용하던마이크로미터크

기의입자대신나노미터크기의입자를사용함으로

써부피와크기및중량을줄이면서전기적, 물리적,
광학적, 화학적성능을더크게발휘할수있는우수
한재료개발에집중하고있다. 특히디바이스의초
소형화, 코팅막의고밀도화, 메모리기능의향상, 비
표면적 증대에 따른 고활성화, 에너지의 분산에 의

한내구성및내후성향상, 고감도화, 양자효과등이
기대된다. 
합성제조된나노입자의주변환경과의상호작용

은화학조성이나제조된경로, 전처리조건등에크
게좌우되고, 표면특성도결정성인지비정질인지에
따라혹은단일/이종클러스터의생성과활성물질
의농도및그래프트된작용기와흡착물질에따라변

하지만, 일반적으로나노입자는표면활성이매우크
기때문에응집이잘되므로합성공정에서나생산된

나노입자재료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나노입자

의표면개질및분산제처리하여응집하지않는분산

상으로제조하는기술이중요하다. 물과같은분산매
는 입자의 표면상태, 입자-입자간의 상호작용과 물
성에영향을미칠수있다. 특히산화물을중심으로,
산화물중에서도산업적으로널리사용되는실리카,
알루미나, 티타니아는입자와용매간의계면에대한
많은연구가이루어지고있다. 산화물중에서도고온
에서생성되는흄드옥사이드 (Fumed oxide)는고온
에서 전구체의 가수분해 졸-겔 반응을 거쳐 제조되
어, 액상법으로제조되는산화물과는입자의표면특
성과입자의크기와형상측면에서차이가있다 [1].
파인세라믹스 나노분산상은 일반적으로 세라믹

콜로이드, 혹은 세라믹졸이라고 불리고, 때로는 세
라믹슬러리라고불리기도한다. 전통적으로슬러리
는 1 ㎛ 이상의 침전되는 입자가 분산된 현탁액
(Suspension)을 말하지만, 입자가 미립화됨에 따라
평균입경이 100 nm 이하의미립분산상도응집등의
이유로 1 ㎛이상의조대입자가포함된경우가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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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므로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평균입경이 미립화

된경우에도슬러리라고불린다. 때로는외관상으로
보아서는투명한용액과도같아서, 세라믹용액이라
는표현도쓰이지만, 엄밀한의미에서나노분산상은
0.01~0.1 ㎛ 정도의 미세한 입자 (분산질)이 분산매
에 분산된 불균질 (Heterogeneous)한 상태이다. 나
노크기의입자는육안으로관찰이어렵지만, 분산되
어있는 매질 속에서 분산질과 분산매 사이의 계면

이 존재한다. 고체의 분산질이 액체의 분산매에 분
산된 현탁액을 졸이라 하고, 분산매가 액체이면 리
오졸 (Lyosol), 기체이면 에어로졸 (Aerosol)이라고
한다 (표 1). 대부분의콜로이드입자의분산매는물
이며, 분산매가 물인 경우 하이드로 (Hydro) 졸, 유
기용매인경우오르가노 (Organo) 졸이라고한다. 

1.2  나노분산상의표면상태, 표면특성평가와제어
나노입자는부피대비매우큰비표면적을가지고

있기때문에입자간응집이쉽게일어나나노입자를

제조하고단순히화학적인분산제의선택과최적화

로는균일한분산계를얻기가어렵다. 이때문에나
노입자를 Bottom-up으로 제조한 경우에도 제조과
정에서 응집이 발생한 경우, 외부에서 기계적인 에
너지를 주어 분산하는 물리적 분산 방법이 추가로

적용되는경우가많다. 
실리카의경우, 다양한제조경로로합성되며, 특

히 산소-수소 화염에서 Si 전구체의 고온 가수분해
로 생산되는 흄드실리카 (Aerosil)는 비정질상이며,

높은 비표면적 (50-600
m2/g)을 가지지만, 표면
은친수성특성을가지며,
약 2.5 wt%의건조감량, 1-
3 wt%의 강열감량이 있
다. 높은 비표면적에서도
추정할 수 있듯이, 1차 입
자는 매우 작지만 (5~50
nm) 고온 생성과정에서
응 집 되 고 용 융 되 어

100~500 nm의 응집상으
로 존재한다. 1차 입자가
작을수록 결합력은 더 강

해서응집되어형성된흄드실리카응집상은다시재

분산되기어렵다. 
실리카입자의표면은표면에≡SiOH, ＝Si(OH)2

와 같은 형태로 수산화기(OH)가 존재하는데, 산화
물재료의특성을결정짓는요인이된다. 고온가수
분해과정으로생성된흄드실리카 (2~3 OH/nm2) 의
경우, 액상으로제조된실리카 (~4 OH/nm2)보다는
표면 OH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다양한 형태
(Terminal, Bridging, Twin, Vicinal, Single or in
dense islands with 5-10 OH)의표면수산화기의산-
염기 특성이 표면의 전하밀도 (Charge density), 표

그림 1. 분산상 실리카 입자 표면의 Silanol group과

Siloxane bridge. Qn에서 n은 실리콘 원소에
결합된 Bridging oxygen의 개수 [2].

표 1. 콜로이드 분산계 분류.

Disperse system Internal phase External phase Class Example

Aerosols
Liquid Gas Liquid Aerosol Mist
Solid Gas Solid Aerosol Smoke

Lyosols

Gas Liquid Foam Foam
Liquid Liquid Emulsion Milk

Solid Liquid
Suspension
(Dispersion)

Inorganic/Metal
/Organic colloid

Solid sols

Gas Solid Foam Foam
Liquid Solid Emulsion Ice cream

Solid Solid Suspension
Pigmented 

polymer



면전기전도도 (Surface electrical conductivity), 제타
전위와 같은 액상내에서의 입자 거동 등에영향을

미친다 (그림 1). 실리카외의다른산화물입자도마
찬가지로제조조건과공정 (수계, 비수계, 열처리조
건, 등)에따라단위표면의OH 수가다르고, 그구조
도차이가있어, 분산성에영향을미친다.
분산상에대한평가는주로입자의형상, 크기, 입

도분포, 표면제타전위, 레올로지, 및 분산안정성 등
을위주로이루어진다. 
점도의경우에는회전식점도계를사용하여전단

속도 변화에 따른 점도를 모니터링 한다. 분산성의
평가는 분산상의 제조에서 매우 중요한데, 레이저
투과및후방산란을모니터링하는터비스캔장비를

적용하여, 시간경과에따른투과율과백스캐터링을
관찰하여, 분산성의변화를측정한다.

2. 분산상의 제조

2.1  분산상의제조방법
각종나노입자는입자지름이감소함에따라, 단

위중량당 표면적이 커진다. 이 때문에 표면이 가진
활성점의수가많아지고응집성이높아진다. 응집상
태에서는특성향상 (기계적강도, 투명성, 균질한전
기적특성등)을기대할수없다. 따라서응집상태에
서각각의기본입자로분산시키는기계적분산조작

을 시행한다. 미립화된 상태로 용액 중에 분산해두
는것은일단분산한상태로되어도분산매내의분

산안정성이확보되지않으면, 재응집이일어나서기
대하는특성을얻을수없다. 
분말의 분산과정은 습윤 (Wetting), 기계적 분쇄,

안정화세개의단위과정을거치는것으로이해되고

있다. 습윤과정은입자의응집사이의작은틈으로
분산매가침투하는과정으로이침투에의해응집력

이약해지고, 분산기의기계력으로보다작은응집체
로분해된다. 입자와분산매의계면이증가하기때문
에분산계는불안정하게되고, 입자는재응집하기쉽
다. 그러나분산을돕는메커니즘을적용하여안정화
된경우에는작아진응집체에분산매가침투해 1차
입자로분산된다. 분산과정에서의단위공정을어떻

게진행하느냐가중요한것으로알려져있다. 

(1) 기계적분산 : 분쇄, 분산공정
기계적 분산에 있어서 강력하고 효율이 우수한

분산기기를선정하는것이중요하다. 그러나강력한
분산기기를사용했을때시료와분산매의습윤이잘

되지 않으면 미세화는 진행되지 않고, 미립자가 얻
어져도불안정한상태에서재응집되며, 가해준물리
적 에너지는 모두 낭비된다. 물리적 분산의 효율을
개선하기위해서분체입자의강한응집을감소시켜

분산매와 습윤을 개선하는 표면처리기술이나 분체

입자표면과의친화성및생성된미립자의안정화를

고려하여첨가제를선정하여분산상의조성을설계

하는것이중요한요인이다.
분쇄공정은통이회전하는타입의경우, 분산매체

의원심력에의하여벽을따라올라갔다가떨어지면

서분쇄하므로주로충격에의하여분산하게된다. 나
노분산공정은응집된분말을미립의비드의충격으

로파쇄, 압축, 마쇄에의해미립화하는조작으로, 분
쇄공정은어트리션 (Attrition) 밀의경우, 주로비드
의지름 0.2 mm ~ 5 mm가사용되고, 나노분산은 0.2
mm 이하의비드가사용된다. 분쇄와나노분산의미
립화메커니즘의차이를그림2에서나타내보였다. 
분산매가 플라스틱인 경우, 용융•혼련에 의해

분산하고, 기계적인 전단력이 가해져야 한다. 한편,
용제인 경우는 비드밀을 주로 사용하는데, 미리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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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분산을별도의용기에시행하거나, 3롤믹서로미
리분산하는경우도있다. 용제, 분산제, 미립자의비
율은 쉐이커를 사용해 적당량의 비드를 투입한 뒤,
그 비율을 바꿔가며 분산시켜 최적점을 찾는다. 이
최적점으로스케일업을시행하는경우미리용매에

녹인분산제, 입자, 용제를소정량투입하여균일혼
합후중간탱크에투입한다. 그리고비드를넣어분
산기안을 통과한 슬러리를 다시 중간 탱크에 넣고

순환방식으로 분산시키는 경우가 많다. 일정 시간
밀링 후에 샘플링 하여 물성평가를 하고, 목표하는
물성이얻어지는시점에종료한다. 그림 3은다양한
밀링 장비로, 샌드밀과 아펙스밀은 로터와 핀이 배
치되고, 비드와 함께 슬러리를 투입하여 밀링하는
데, 샌드밀은배치타입, 어트리션 (Attrition)/아펙스
(Apex)밀은순환식으로운영된다. 한편, 플래너타리
밀 (Planetary mill)은공자전축회전방식으로작동
한다.

(2) 화학적방법을통한입자의제조및분산
화학적방법은화학반응을이용하여핵을생성시

킨후원하는크기까지성장시켜나노입자를제조하

는방법으로, 나노구조및나노크기를갖는금속, 세
라믹및 복합재료 분말의합성에 골고루 적용할 수

있다. 화학반응을이용한나노입자합성은화학반응
에수반되는 에너지를 활용할수 있으므로 적은 에

너지 투입으로 가능하며, 합성 반응속도가 빠르고
균일한반응제어가가능한장점이있다. 나노입자가
만들어지는 매체에 따라 기상법, 액상법 및 고상법
으로분류된다. 화학적방법을통한입자제조과정
에서미립의나노입자가생성되어도, 제조과정에서
쉽게응집이일어날수있기때문에입자의표면특

성을고려하여, 적절한분산메커니즘에따라추가적
인분쇄•분산공정이필요할수도있다.
입자의 분산성 및 안정성은 Zeta potential 및

Second virial coefficient에 의하여 평가될 수 있다.
DLVO 이론에 의하면 용액 중에서 입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에너지는입자들간에나타나는인력과척

력의 합으로 나타나고 인력은 주로 van der Waals
힘에의한것이며척력은정전기적힘과 Steric force
가 합해진 것으로, 분산액이 안정해지기 위해서는

van der Waals 힘을충분히극복할수있을정도의
강한 척력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다른 조건
이동일한경우에있어서는 Zeta potential이클수록
용액의안정성은증가한다.

(a)

(b)

(c)

그림 3. 다양한 형태의 분쇄•분산기 (a) 샌드밀/디스크
밀, (b) 어트리션/울트라아펙스 밀, (c) 플래너
타리밀.



입자의 분산 및 안정화는 기본적으로 입자들 간

의충돌로인한응집을막는것인데분산성및안정

성에영향을미치는화학적분산인자에는분산제,
공존이온, pH 등이있다 (그림 4). 첫번째로, 분산제
는고체입자표면에흡착되어전하를띄거나입체

안정화 효과를 유발하여 고체 입자들 간의 응집을

막아준다. 두번째로공존이온은입자들사이에소
량의 이온이 공존하면서 분산 효과를 증가시키게

된다. 그러나 공존이온이 많아지거나 분산제 등의
미반응물질또는부산물이포함되었을때그효과

는 역으로 나타나게 된다. 셋째로, pH와 표면전하
의영향이다. 고체입자의표면전하는 pH의영향을
받으며등전점 (Isoelectric point, Point zero charge)
을갖는 Oxide형의입자들의경우더욱더큰영향
을 받는다. 이 입자들은 등전점이 주로 높은 pH에
서음의전하를띠며, 낮은 pH에서는양의값을띄
게된다.

2.2  산화물분산상의평가
(1) 입자크기
입자의크기는전자현미경에의한나노입자의크

기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TEM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과 FE-SEM
(Field Emission-Scanning Electron Microscopy)으로
측정이가능하다. 그러나샘플링과정에서건조가이
루어지므로, 분산상 자체의 평가는 아니다. TEM이
나 FE-SEM의경우주로눈으로확인하기때문에입
자의크기는주로 2차입자 (결정립이응집된하나의
입자크기)를 나타낸다. 그러나 TEM의 경우 1차 입
자 (하나의결정립크기)의결정립의크기측정이가
능하다. XRD (X-ray Diffractometer)은 나노분말의
X-ray의회절패턴을통하여얻어진피크들에의해 1

차입자의입도크기를측정할수있다. 이때사용되
는식으로 Scherrer Equation을사용하여 1차결정립
의 크기를 측정한다. 그러나 다결정구조의 입자인
경우에는 XRD로 측정되는 결정립의 크기는 1차입
자의 크기보다 작을 수도 있다. 또한 PSA (Particle
Size Analyzer)는액상에분산된무기산화물나노입
자에레이저광을조사하여검출된산란강도분포를

측정하여 2차입자의입도분포를관찰할수있다. 용
액중에분산된미립자는브라운운동을하고, 그움
직임은 큰 입자에서는 천천히, 작은 입자에서는 빠
르게되어, 입자의브라운운동에의존한파형을갖
고, 이 파형을 자기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정량화함
으로서 입경 및 입경분포가 구해진다. 그러나 저농
도조건에서측정되는원리를기반으로한측정방법

이라서, 샘플링 과정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고농도
의 경우에는 샘플링 과정에서 희석이 필요 없이 50
vol%의 시료가 측정가능한 Acoustic attenuation
spectroscopy가 적용되기도 한다. 아래는 전기영동
광산란법에의한입도측정규격이다.

①KS L 1614 파인세라믹분말의레이저회절•
산란법에 의한 산란법에 의한 입도분포 측정

방법

②KS L ISO 14703 파인세라믹분말의입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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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고체입자의 액상 매질 내 분산 안정화 기구 [4].

표 2. 무기산화물 미립자 분산상의 입자크기 측정용 평
가 장비와 분석 적용범위. 

분분석석장장비비명명칭칭 분분석석적적용용범범위위

투과전자현미경

(TEM)
고전압전자빔을투과하여나노입자크기, 균일
성, 분산성, 입도분포를측정

주사전자현미경

(SEM)
2차전자를주사하여나노-마이크로크기의입자
를확대하여관찰하고분석

입도분포측정기

(PSA)
레이저광을조사하여검출된산란강도분포에서

입도분포를측정

비표면적측정기

(BET)

물리적으로흡착된기체의양을측정하여무기산

화물의 내부•외부 비표면적을 측정한 후 구형

단분산을가정하면입자의평균크기추정가능

X-선회절기
(XRD)

회절 X선을 통해 물질의 정성 , 격자 상수 ,
Scherrer equation에의한 1차결정의크기, 결정
화정도를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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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을위한시료준비방법

③KS A ISO 9276 입자크기분석결과의표현

(2) TEM
투과현미경은고에너지를가진전자가얇은시편

에 입사되어 투과된 전자의 위상과 강도에 의하여

영상이 형성되는 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TEM은여러개의서로다른시스템을합쳐서극히
얇은시편의 위치 및 방향을조절하고 영상을 형성

하는 1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Illuminating system은전자총과집광렌즈로구성되
어 시편에 입사되는 전자빔의 양을 조절하고 ,
Specimen manipulation system은 Specimen stage와
Specimen holder로구성되어얇은시편의방향을조
절한다. Imaging system은 Objective, Intermediate,
Projector Lenses들로구성되어있는데이들은스크
린이나카메라에영상을형성하고초점을맞추거나

배율을조절하는기능을수행한다. 진공시스템은전
자현미경내에전자빔의진행을방해하는공기속의

분자들을 제거하며, 전자총은 텅스텐 필라멘트,
LaB6등으로구성된다.
나노 분산상의 샘플링에 주의할 점은 희석 단계

에서 분산 조건이 변하거나, 초음파 처리 과정에서
온도 상승으로 인한 응집 발생 등에 주의해야한다.
원액의분산성을유지하기위해, 희석단계에서분산
제및 pH를조정할수있다. TEM에의한나노입자
지름측정방법은 KS D 2716 규격에따른다. 주로무
기산화물의나노입자크기를직접관찰하거나, 입자
의크기, 균일성, 분산성등을평가할수있다.

(3) 전기영동광산란제타전위차 (Zeta potential)
He-Ne 레이저에의한측정셀내의콜로이드분산

졸이브라운운동에의해산란되는정도를광전자증

배관 (PMT: Photo multiplier tube) 검출기에서측정
하여입자의영동속도를구하고, 이동도와제타전위
의관계를나타내는 Debye Huckel식에따라제타전
위를구할수있다. 제타전위는용액에분산된입자의
계면에생기는전기이중층의미끄러운면의전위이

지만, 거의표면전위에가깝다고여겨지는값이라서
입자의표면전위로이해된다. 계면영동현상에의해

미립자의표면전하를구하는데, 표면전하가중성혹
은 0일때등전점이라고하고, 나노입자의정전기적
인안정화를위해서는등전점에서벗어난영역으로

pH를조정하는것이중요하다.

(4) 점도
입자간 상호작용이나 유체역학적인 상호작용

의영향이크게되면, 일반적으로는입자가응집하
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세라믹 나노입자 분산
상의 점도특성은 전단속도에 의존하는 비뉴턴성

을나타내고, 항복응력을보인다. 또한시간의존성
을 나타내는데, 저전단속도에서 높은 전단속도로
올릴경우, 점도는시간의존성을보이면서감소하
고, 다시저전단으로내리면점도는시간의존성을
보이면서 회복하게 된다 (그림 5). 입자간 움직이
는응집력때문에저전단속도에서는점도가높고,
고전단속도에서는 점도가 낮아진다. 저전단에서
의 점도와 고전단에서의 점도 비율을 전단감소지

수 (Shear thinning index)로 나타낸다. 고전단으
로 올렸다가 다시 저전단속도로 내렸을 때, 초기
저전단속도에서의 점도와 전단속도를 높였다 내

렸을 때의 점도커브의 상대적인 면적비를 틱소트

로피 (Thixotropy)로 나타내어, 분산성의 지표로
사용하기도 한다. 전단감소지수와 틱소트로피성
이 1에 가까울수록, 뉴턴유체처럼 거동하여, 입자
가 분산매 내에서 응집력에 변화가 없이, 좋은 분
산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응용 분야에
서 틱소트로피성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
면, 스크린코팅 분야에서는 틱소트로피성이 있어
야, 코팅하는공정에서전단력이가해졌을때점도
가낮아져스크린매쉬를통과하는것이가능하고,
전단력을제거하였을때, 바로형상을유지하여우
수한 해상도로 패턴을 프린트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분산상에서입자의분율이증가하면점도는증가

하고, 높은분율에서는입자의표면거칠기, 크기, 모
양, 그리고입자크기의분산정도 (Polydispersity)에
크게영향을받는다 [5]. 따라서입체안정화층을형성
하면, 부피분율에변화가생기는것을고려하여이에
대해보정해주어야한다. 두종류크기의입자 (이성



분계)의혼합을고려할경우, 큰입자의직경과작은
입자의직경비가클수록상대점도는작아진다. 이것
은그분산계에전단력을추가한경우, 큰입자가먼
저재배열하지만, 그때작은입자는큰입자의이동
을방해하지않는것, 즉베어링과같이큰입자의원
활한이동에기여하기때문이다. 작은입자는재배열
한큰입자의사이에들어가겉보기체적분율도크게

증가하지않는다. 또한직경비가 10 이상으로큰이성
분계의슬러리가여러종류의입자가섞여있는보다

는점도가낮다. 입도분포의제어를통해점도제어
가가능한데, 최대충전률에접근하는것으로저점도,
고농도슬러리를제조하는것이가능하다. 

(5) 분산성평가
분산된 상태에서의 분산성은 점도, 터비스캔,

NMR 장비를이용하여평가할수있다. 회전식점도
계로전단변화에전단응력을측정하여점도를구할

수있고, 이를통해얻는틱소트로피성이작아야, 입
자가 분산매중에 응집력이 움직임없는 좋은 상태

라고말한다. 터비스캔은분산상에레이저광을조사
하여투과되는빛과후방산란 (Back scattering)되는
빛의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여, 분산성의
변화를모니터링할수있다 (그림 6). 세라믹입자가
분산매에 분산되어 있을 때, 입자 표면에 흡착되어
있는 (Bound) 용매와 Bound되지 않은 Free 분산매
는 NMR Relaxation time이 다르고, 흡착된 분산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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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5. 틱소트로피 측정 (a) Relative method, (b) Absolut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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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Relaxation time은 짧고 , Free 분산매의
Relaxation time은길어서, 분산상의분산도를이해
하는데사용될수있다.
입자 크기의 평가를 통해서도 분산성을 평가할

수있는데, TEM으로시료전체를관찰하는것은불
가능하지만, 분산성이 우수한 경우 고른 분포를 보
이고, 동적광산란법을이용하여입자의브라운운동

에 의해 생기는 산란광을 검출하여, 이론적인 방법
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정확한 값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산이 진행됨에 따라 입자 지름은 작아지
기때문에분산성의평가에활용될수있다. 
분산성의간편한측정으로는유리판에스핀코터

를사용해코팅하고, 육안관찰으로관찰하거나, 광
택도나 투과도를 측정하면, 분산성을 추정할 수 있
다. 분산성이 우수할수록, 코팅막의 균일성은 우수
하고, 광택도와 투광성이 높아진다. 고농도의 분산
상은광택도, 저농도의분산상은투과성을관찰하여
분산성의수준을측정할수있다.
분산시간이경과함에따라샘플링한뒤점도, 스

핀코팅하여광택도혹은투과도등의물성을모니

터링하면 (그림 7) 분산시간이늘어남에따라입자
크기는 작아지지만, 일정 수준 이하로는 작아지지
않는다. 점도는초기상태에오히려증가할수있으
나, 분산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작아지지만, 일정
시간이지나면상승하는경향이있다. 광택도는분
산시간경과에따라높아지지만, 일정치에멈춘다.
투과도는 일정수준까지 내려가지만, 이후에 오히
려 상승한다. 이것은 동일한 분산에너지를 주었을

그림 7. 스핀코팅 통한 분산성 평가 (a) Gloss, (b)
Haze [2].

그림 6. 터비스캔을 이용한 분산성 평가 ; 시간경과에
따라 Creaming, Sedimentation, Floccu-
lation, Coalescence 발생에 따른 투과광의
변화그래프.



때, 분산제에적절한분산상태가존재한다. 분산제
가 적은 경우는 어떤 분산입자 지름에 멈추고, 이
이상 기계적 에너지를 주면, 그 이후 분산된 것들
은 분산제의 안정기여가 없기 때문에 응집하려고

한다. 이 때문에 분산액의 점도는 상승한다. 따라
서 점도의 최소치는, 분산제와 카본의 비율, 분산
제의능력에의해같은에너지를받은경우좌우로

움직인다. 

2.3  분산상제조사례
(1) 콜로이달실리카
화학적인방법으로제조하는실리카분산상은콜

로이달실리카로출발원료의종류와제조공정에따

라졸겔반응, 이온교환법, 직접산화법으로구분할수
있다 (그림 8). 졸겔반응은 산/염기 촉매 하에서
TEOS나TMOS와같은실란모노머의가수분해와축
합과정을거쳐제조되고, 이온교환법은물유리의알
칼리금속을이온교환수지를통과시켜제거하고, 원
하는크기의입자로성장하고안정화하여얻는다. 한
편, 직접산화법으로제조되는실리카는실리콘금속
분말을알칼리촉매하에서산화반응유도하여, 실리
카를제조하고, 수소기체를발생하는발열반응으로
진행된다. 제조경로에따라입자의형상, 순도등에

차이가있어, 적용특성에차이가발생할수있다. 
침전법으로제조되는나노입자와달리, 실리카분

산상의경우소량의알칼리금속이온에의해안정한

전기이중층을형성하여, 추가적인분산공정없이안
정한분산상을이룬다. 표 3은졸겔반응, 이온교환법
및 직접산화법의 실리카졸 제조공정과 흄드실리카

를분쇄분산하는공정으로제조하는실리카졸의제

조공정특성및장단점을비교분석하였다. 따라서적
용용도에맞는실리카분산상의선택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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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실리카졸 분산상의 제조방법에 따른 특성, 장단점 비교 [6].

그림 8. 다양한 경로로 제조된 실리카졸의 형상 비교 ;
IE (이온교환법), TE (TEOS 가수분해와 축합),
DO (직접산화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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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흄드실리카의분산
흄드실리카를분산하는방법으로제조하는분산

상은 전형적인 2step method로 실리카분말을 먼저
제조하고, 이것을 분산매에 분산하는 방법으로, 흄
드실리카입자는고온에서생성되어 1차입자가연
결된형태를이루고있으며, 1차입자는수십나노로
작지만, 응집상의 평균입경은 마이크론을 넘는다.
하지만, 강알칼리 조건에서 분산하면, 분산성이 개
선되어평균입경약 200-300 nm 수준으로제조하는
것이 가능하다. 밀링과정을 통해 평균입경 100 nm
이하로제어하는것이가능하다 (그림 9).

(3) 다양한분산사례 : MgO, Mn3O4, ZnO, Mg(OH)2,
BaCO3

분산화기술에는기계적방법과화학적방법으로

크게나눌수있으며, 화학적방법에는용매분산제,
표면기능화, 복합체화시키는방법등이있다. 

기계적분산화기술은초음파, 볼밀링, 연마/마찰
에 의한 분산이 가능하며, 대표적인 예로 CNT
(Carbon nanotube)의경우초음파또는볼밀링에의
한 분산화 연구가 많이 보고되고 있으며, 무기산화
물로는 주로 고온소결방법에 의해 제조된 100 nm
이상으로응집된 20 nm 크기의 MgO 나노입자 (그
림 10)나 100 nm 이상 길이를 지닌 막대기형의
BaCO3나노입자를나노밀링방법에의해 20 nm급
의 입자로 분쇄한 후에 고분산상의 입자를 제조할

수있는방법으로는매우효과적이나기계적방법만

으로는고분산상분산졸을제조하기에는한계가있

다. 그외의저온공정에의해제조된무기산화물나
노입자의 경우 기계적 분산은 오히려 입자의 결함,
비정질상형성, 전기적, 열적물성이저하되는등의
단점이존재한다.

(b)

(a)

그림 10. (a) 응집된 MgO 나노입자와 기계적 밀링 및
화학적 표면개질에 의해 (b) 고분산된 MgO
나노입자의 TEM [8].

(b)

(a)

그림 9. 흄드 실리카의 (a) 형상과 (b) 전처리조건과 밀
링시간에 따른 평균입경 변화.



표면기능화 분산화 기술은 표면 수식 또는 개질

은분산상의안정성을제어할수있다. 이를위해계
면활성제, 고분자전해질등의흡착이나용매, pH제
어로서 ZnO [7], MgO [8], Mn3O4, Mg(OH)2, BaCO3
등을 고형분함량이 10~40%이며 평균입도가 30~50
nm의분산졸제조가가능하다 (그림 11). 이때, 분산
제어는 pH, 용매, 분산매의 전하, 무기산화물 분산
질의 전하 및 표면특성과의상관성을 검토후 최적

화작업을통해고분산졸을제조할수있다. 그러나
나노입자의물성에영향을받지않는표면개질기술

개발 또는 사용된 용매/고분자계 분산제의 제거가
요구된다. 
표면 기능화 기술 중에 친수성을 지닌 무기산화

물이소수성용매계에서분산또는고분자메트릭스

내에복합화를극대화하기위해서는무기산화물표

면을소수성으로개질하기위한그라프팅기술이요

구된다. 그라프팅 기술로는 다양한 관능기를 지닌
실란계를 이용하는 방법, 나노 표면의 관능기와 관
능기를지닌폴리머와의반응에의한공유결합방법

이있다. 이를통하여소수성용매또는고분자내에
소수성으로 표면 기능화된 무기산화물 나노입자의

고분산상을 유지하거나 유무기 하이브리드화된 고

분자복합체를제조 [8]할수있다.

3. 분산상 응용 사례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는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효율을 위하여 웨이퍼 (Wafer)의 크기가 늘어나는
반면회로선폭은점점줄어들어최근에는반도체D

램에서일본의엘피다, 한국의삼성및하이닉스반
도체가 20 nm 제품을생산경쟁을하고있다. 이러
한 발 전 에 는 CMP (Chemical Mechanical
Planarization) 공정이필수적발전되어왔다. CMP
는화학적기계적연마공정을말하며, 반도체메모
리 제조에서 고집적화와 작은 크기를 위한 다층구

조를 효율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필수 공정조건이

다. CMP에서대두되고있는이슈는웨이퍼표면에
서의 결함 (Defect)이나 선폭에서의디싱 (Dishing)
및부식 (Erosion), 웨이퍼전체의평탄도이다. 현재
CMP에서많이사용되고있는슬러리는 SiO2, CeO2
등의 무기산화물계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림
12).

CMP는반도체표면을화학적또는기계적으로
연마하여평탄화하는것을말하며, 화학적작용과
기계적작용의기여도는웨이퍼재료에따라다르

다. 예를들어, 절연막인 SiO2층을연마할때, 주로
기계적 작용에 의하여 재료 제거가 일어나며, 금
속을 Polishing할 때는 Acid 슬러리가 금속 표면
을 녹여 주로 화학적 작용에 의하여 재료가 제거

된다. 
슬러리는반도체표면을단지기계적평탄화 (산

화막 연마), 화학적 처리 후 기계적 평탄화 (금속막
연마) 및선택적연마 (STI막)를위한것으로분류된
다. 이들슬러리는기계적평탄화를위한입자 (실리
카, 세리아등)들이물속에분산되어있고, 연마대상
반도체막의종류에따라적당한각각의입자를안정

화시키는각종첨가제 (알칼리, 각종무기염및유기
화합물)로구성되어있다. 이들조성의적절한선택
에의하여절연막 (SiO2) 혹은금속막 (W, Cu)슬러리
가제조된다. 슬러리의특성중가장중요한것은스
크래치등의유발요인인조대입자및응집입자의

존재, 시간에따른슬러리의저장안정성등을들수
있다. 
슬러리 내에 포함된 조대 입자 혹은 응집입자를

제거를위하여여러단계의필터시스템을통과시키

고 안정한 분산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Surfactant,
Oligomer, Polymer를첨가하여사용한다. 그림 12에
서는조대입자혹은응집입자로인한웨이퍼표면의

전자현미경으로관찰된스크래치사진, 슬러리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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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평균입도가 25~60 nm로 고분산, 고안정화된
다양한 분산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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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된 세리아, 실리카, 실리카코팅 폴리스티렌 세리
아연마입자의전자현미경사진이다

고분산 나노 실리카를 함유한 슬러리, 졸은 정밀

주조, 내화물 바인더, 내화학•내습성 코팅제, 표면
저항특성으로필름안티블록킹제, 제지표면처리, 전
기절연코팅제, 촉매담체 및 단열재 등 다양한 용도
에 오래 전부터 적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내화물의
열을 차단하기 위한 단열코팅, 강판의 내부식 내열
코팅, 디스플레이의 광투과도 혹은 휘도를 높이기
위한 저반사 코팅, 태양전지의 광전효율을 높이기
위한유리표면의저반사코팅, 자동차및가전제품
의 내스크래치를 높이기 위한 보호코팅, 페인트 혹
은 잉크의 레올러지를 조정하기 위한 첨가제, 광촉
매 및 내오염 성능을향상하기 위한 첨가제등으로

적용가능하며, 나노분산기를적용하여미립화한사
례를표 4에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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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나노분산기에 의한 미립화 사례 [3].

재재료료 용용도도 분분산산목목적적 입입경경 (nm)

실리카

Polymer
composite 강도향상, 투명감 10

웨이퍼연마재
미립화

좁은입도분포
10

알루미나

연마재, 충경재 미립화 15

플라스틱예이

트브용

하드코트

경도증진제 10

산화지르코늄 반사방지
고굴절률

미립화, 투명성
8

산화아연
자외선차단제

화장품
미립화, 투명감 10

ITO, ATO
투명전극, 
숙련흡수막

투명성, 
전기전도도 40

반사방지막 투명성

티타니아

광촉매

(자외선,
가시광선)

미립화, 결정
성유지, 투명감

10

자외선차단제

화장품
미립화, 투명감 10

티탄산바륨
적층세라믹

콘덴서
결정성유지, 분산 20,200

나노다이아몬드 연마재 미립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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