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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XS 를 이용한 나노입자 분산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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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전자소자 중의 하나인 적층 세라믹 콘덴서(Multi Layer 
Ceramic Capacitor: MLCC)는 점차 소형화, 박층화, 고 용량화 
되고 있으며, 적층 수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각 층
의 두께는 수 마이크로니터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으므로 
이를 구성하는 나노 분말 입자의 크기 또한 1 ~ 200 나노미

터 수준이 되고 있다.  
MLCC 는 기본적으로 식(1)과 같이 고유전율의 세라믹

과 금속전극을 다층으로 적층 시킴으로서 고용량의 콘덴서

를 얻을 수 있다. 
 
 
                                   ………………….(식 1)              
   
(C: Capacitance, n: number of layer, ε0 : permittivity in vacuum 
εr : dielectric constant,  A: area, d: thickness) 
 

MLCC 의 정전 용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식 (1) 에서와 같
이 고유전율화, 고적층화 및 박층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나노 입자로 소자를 만드는 공정에서는 여러가

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수십 마이크로 미터 이
상 크기의 미립자에서는 거시적인 유체 분산 거동을 따르

게 되지만 나노 입자 수준의 미시적인 수준으로 가게되면 
각 입자의 energy state 가 거시적인 수준에서 미칠때와는 완
전히 틀려지게 된다.  나노 수준의 입자 합성 물질은 각 
구성 단위의 최소 입경이 가지는 에너지가 인접해있는 입
자의 에너지에 직접 영향을 줌으로써 입자의 독립성 혹은 
뭉침성을 결정할수도 있게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나노 입자의 각각의 분 
상태와 합성했을 때 나타나는 세라믹, 금속 나노 입자들 
의 분산성 및 뭉침성에 대하여 파악하고 제어하기 위하여 
SAXS(Small Angle X-ray Scattering)방법을 사용하였다.  
방사광 가속기의 SAXS 를 이용한 방법으로 나노 입자 들의  
분산 상태에 대하여 분석하고 앞으로 나노 입자의 분산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2. 실험방법 
 

SAXS 는 X-ray 를 이용한 격자내 회절 현상 연구에 응
용하는 기술이다. 나노 입자 상태의 복합계는 각 입자 구
성 unit cell 의 격자 구조에서 시작하여 unit cell 들의 뭉침

으로서 입자가 커지게 된다. SAXS 는 이러한 격자구조에서 
회절 되는 산란광의 intensity 를 측정함으로써 입자 뭉침의 
크기와 양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를 이용하면, 수 kev 의 X 선을 물질에 조사하였을 때 
나노미터 수준의 크기에 대한 정보를 얻어 낼 수 있으며, 
특히 폴리머 등의 복합계 분석[2]과 DNA 관련 연구에도[3]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다. [4] 본 연구에서는 Slurry 상태의 
전형적인 고분자 복합계 물질의 구조 정보를 알기 위해 방
사광 가속기를 이용하여 실험하였다. 

Fig 1 은 포항 방사광 가속기에서의 대략적인 실험 구

조도이다. 상세 실험 조건은 이전의 논문[5]에서 기술되어 
있으며, 대체적으로 빔의 집속도는 7.8 keV (2.5GeV, 
200mA) Energy 에서 1011 ~ 1012photons/sec/mm2 정도의 세
기를 가진다. Slurry 상의 샘플을 이용하기 위해 10 μm 
thickness 의 mica window 를 가진 30 ml 용적의 홀더를 사용

하였다.  Nano powder, slurry 샘플을 X-ray 에 노출시킨 시간

은 10~30sec 이다. 각각의 data 는 dark(base signal)를 계산하

여 정밀하게 유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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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LS(Pohang Light Scattering) 4C1 SAXS schematic 

experiment. 
 

3. 측정 및 분석 
 

본 실험에 사용되는 나노 입자는 금속 산화물 형태의 
파우더이며 이것을 액상으로 만들때는 각각 본래의 파우

더 unit 로만 존재하게 하기 위해 각종 분산제 및 첨가제

들을 첨가하여 구성 하였다. 이렇게 복잡하게 구성된 물
질들이 정밀하게 각각의 위치에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거나 각자 뭉치게 되면 첨가제 및 본래의 기능을 상실

하게 되며 각 물질 factor 의 기능 요소에 영향을 미쳐 제
품의 불량으로 이어지게 된다.  금속 산화물 나노 파우

더는 첨가되는 화학물의 순서에 따라 SAXS 를 이용하여 
구조 측정을 함으로써, 각 첨가물들의 역할과 구조의 변
화 및 뭉침 등의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Fig. 2 SEM image of BaTiO3  powder .(a) dispersing agent BaTiO3   

state and (b) agglomeration state. 

ε

 
Fig. 2(a), (b)는 SEM 으로 관찰한 파우더 상태의 BaTiO3 

입자사진이다. Fig. 2 (a)는 BaTiO3 분산성이 양호한 상태로 
판단되며,  Fig 2(b)는 큰 뭉침을 보이면서 작은 uint 구조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기본적인 입자의 크
기는 Fig. 2(a), (b)가 각각 125.8 nm, 126.6 nm 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Fig 2(a)의 삽입 그림의 TEM 
(Transmission Electron Microsopy) 사진을 보게 되면, 여기에

서의 평균 입경이 90 nm 정도로 측정 되었다. 이것은 TEM 
에서는 입자의 결정을 볼수있는데 비해 SEM 이미지 에서

는 BaTiO3 의 표면 전도도에 의한 electron accumulation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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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서 단위구조가 아닌 뭉침 구조가 보이기 때문에 더 
큰 입도 크기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Fig. 3 SAXS measurement result shows BaTiO3 agglomeration 

and structural specification 
 
Fig. 3 (a)는 Fig 2(b)의 뭉침 구조가 SAXS 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분석한 것이다.  Fig 3(a)에서 unit cell 이 약 82nm 로 
형성되어 있고, 이 기본 입자가 모여서 220 nm 크기의 새
로운 입자를 형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3(b) SAXS 측정 
결과 에서는 평균 입경이 82nm 직경을 가지는 입자들의 
뭉침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것은 입자간 interaction distance
로 계산되어진다. 여기에서 가로의 FWHM(Full Width Half 
Maximum) 은 system 을 구성하는 복잡계의 size distribution
을 나타내며, peak intensity 는 뭉침의 양에 대한 정보를 이
루고 있다. 이러한 SAXS 의 측정 결과와 SEM, TEM 의 측
정 결과를 분석하여 복잡한 나노 산화 금속 입자들의 입자 
구조 정보와 뭉침 구조 정보를 알 수 있었다.     
 

 
Fig. 4  SAXS measurement result shows metal-oxide material  

and structural specification 
 

Fig 4(a)의 경우에는 q 값이 0.013 으로 형성이 되었으며 
이것은 입자들의 packing 이 구형을 띄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된다. 이와 반해서 Fig 4(b)에서는 0.07 과 0.012 의 두 개의 
peak 이 관찰되며 계산결과 packing 형태가 BCC(Body 
Centered Cubic) structure 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결론  

본 실험은 나노 입자 상태에서 뭉침 및 분산에 관한 정
보를 알기위해 SAXS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다양한 종
류의 금속 산화물 및 세라믹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분산

이 되는 상태와 뭉침에 의한 상태를 packing structure 및 
SEM, TEM 의 calibration 으로부터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구
조가 보이지 않는 나노 파우더의 경우와 이후 단계별 뭉침

에 의한 구조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각각의 측정 및 영향

도를 SAXS 를 이용하여 정밀하게 조사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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