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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재래식 및 마이크로파 합성법을 통하여 비수계 유기용매인 diethanolamine을 용매로 하여 초산니켈 수용액과 
히드라진 수화물로부터 니켈 분말을 합성하였다. X선 회절분석, 주사 전자현미경 분석, 열분석 및 X선 광전자 분광기 분석 
등을 통하여 마이크로파의 비열적 효과 및 반응 조건이 니켈분말의 합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재래식 합성과 비교
해보면,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합성에서 마이크로파의 비열적 효과에 기인하여 상대적으로 응집이 적게 일어나고, 입자 크기
는 작고, 입도 분포는 균일하였다.

Nickel powders were prepared from an aqueous nickel acetate solution and hydrazine hydrate using diethanolamine as the 
nonaqueous organic solvent in the conventional and microwave synthetic method. It was investigated that microwave non-ther-
mal effect and synthetic condition affect the preparation of nickel powders by means of X-ray diffractometry, scanning elec-
tron microscopy, thermal gravymetry analysis, and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analysis. Compared with the conventional 
synthetic method, less of aggregation, smaller particle size, and more uniform distribution of particle size were obtained in 
the microwave synthetic method due to the non-thermal effect of microwa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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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종래에는 금속분말 재료분야에서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금속분말이 

개발⋅응용되었지만, 최근에는 보다 고특성의 첨단 분말재료를 개발

하기 위해 나노크기의 분말재료에 대한 연구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전자, 정보통신 및 생명공학 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나노기술

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나노기술에 적용되는 나

노 분말 재료는 금속분말과 세라믹 분말재료로 나눌 수 있으며, 산업

적인 측면에서 그 활용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 금속 분말들 중에서 

니켈 분말은 전도성 페인트, 충전용 배터리, 화학촉매, 플라스틱 전도

체, 세라믹 콘덴서의 내부 전극 재료 등의 소재로서 폭 넓게 사용되며, 
특성화된 니켈 분말의 합성 및 응용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1-3]. 또한, 니켈 분말은 우수한 전기 전도성, 고융점, 저가 등의 

장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층 세라믹 콘덴서의 내부 전극 재료용

으로 가장 촉망받는 소재이다. 니켈 분말의 상업화 경쟁성을 얻기 위

하여 경제성, 고순도, 초미세크기, 단분산성 등의 분말 특성 조절이 필

요하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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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 분말의 제조법으로는 볼 제분법, 습식법, 분무 열분해법, 폴리

올법, 기상반응법 등이 있다[5-7]. 기상반응법은 구형 입자의 정밀 제

어 및 단분산을 통하여 우수한 금속 분말을 제조할 수 있지만, 높은 

제조비용 및 낮은 생산성의 단점이 있다. 한편, 습식법은 액상에서 일

어나는 화학 환원법을 통하여 금속 분말을 제조하기 때문에 제조비용

이 저렴하고 대량 생산이 용이한 장점이 있지만, 성장되는 입자들 간

의 높은 응집력 때문에 입자 크기 및 형태가 잘 제어된 단분산성의 

금속 분말을 제조하기 어렵다[8-10]. 그렇지만, 출발 물질로 저가의 금

속염 및 강한 환원제를 사용하고 알코올류의 첨가 및 가열을 통한 반

응속도를 조절함으로써 단분산된 금속 분말을 제조할 수 있다[11].
  최근, 습식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폴리올법은 열매

체로서 환원성이 있는 폴리올 용매를 사용하여 고온에서 화학적 환원

을 진행시켜서 금속분말을 제조하기 때문에 반응속도 및 반응수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소량의 환원제 사용 및 반응속도의 조절에 의해 서

브마이크론에서 나노 크기의 금속 분말들을 제조할 수 있다[12].
  한편, monoethanolamine (MEA), diethanolamine (DEA) 및 trie- 
thanolamine (TEA)과 같은 아민류의 유기용매를 사용하면, 용매자체

가 환원반응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이들 용매의 비점이 매우 높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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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고온에서 합성할 수 있으며 합성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한 

극성, 염기도, 점도 등의 용매특성이 니켈 분말을 합성하는데 많은 장

점으로 작용한다[13].
  마이크로파는 가정용 전자레인지의 보급으로 식품의 가열에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재래식 열원에 비하여 부피 가열, 선택 가열 및 급

속 가열과 같은 마이크로파 특성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1960년대부터 펄프 및 광물의 건조, 고무의 가류에 상업

적으로 응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폐기물처리, 유⋅무기물의 분해, 
세라믹의 소결, 복합재료의 제조, 유⋅무기물의 합성 등과 같은 분야

에 적용하는 연구가 활발하다[14]. 최근 Park과 Jung 등은 마이크로파

에 의한 유⋅무기물의 합성 및 분해반응에서는 마이크로파의 열적 및 

비열적 효과에 기인하여 합성 및 분해 반응이 촉진된다고 보고하였다

[15,16]. 특히, 마이크로파의 비열적 효과는 반응 활성화 에너지의 감

소 또는 반응물의 충돌 횟수의 증가에 기인해 화학 반응이 급속히 진

행되며, 이로 인하여 마이크로파 합성 시 낮은 반응 온도 및 짧은 반

응 시간에도 높은 수율의 반응 생성물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비수계 유기용매를 사용한 습식 환원법을 통한 니켈 분말의 합성에 

마이크로파 에너지를 도입할 경우, 마이크로파는 반응물의 향상된 확

산능, 선택적 가열, 균일한 가열 효과를 제공하므로 단분산된 구형 니

켈 분말을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마이크로파 공정 및 비수계 

유기용매인 diethanolamine 용매 하에서 가격이 저렴한 초산니켈 수화

염을 출발 물질로 하여 환원제인 히드라진 수화물을 사용하여 환원시

키는 방법으로 니켈 분말을 제조하였다. 또한, 마이크로파의 비열적 

효과, 반응 조건 및 비수계 용매가 니켈 분말 합성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였다.

2. 실    험

  2.1. 시  료

  본 실험에서 출발 물질로 니켈 함유량이 24 wt%인 고상의 초산니

켈 수화염(nickel acetate hydrate (CH3COO)2Ni⋅4H2O; 순도: 97 wt%, 
Inchen Chemical, Korea)을 사용하였고, 얻어진 반응물을 환원시키는 

환원제로는 hydrazine hydrate (N2H4⋅H2O; Junsei Chemical. Japan)를 

사용하였다. 용매로는 diethanolamine (DEA 순도: 99 wt% Duksan 
Pure Chemical, Korea)을 사용하였다. 또한 입경제어 및 분산제로 

polyvinylpyrrolidone (PVP; K-90, Mw = 1200000, Junsei Chemical. 
Japan)을 사용하였다.

  2.2. 분말 합성

  재래식 합성법을 수행하기 위하여 PID controller가 부착된 가열 맨

틀에 응축기와 교반기가 부착된 분리형 삼구 플라스크를 설치하였다.  
또한, 마이크로파 합성법을 수행하기 위하여 가정용 전자레인지를 개

조한 가변식 마이크로파 합성장치 내에 응축기와 교반기가 부착된 분

리형 삼구 플라스크를 설치하였다. 반응의 대략적인 모형도를 Figure 
1에 나타내었다[15]. 한편, 각각 설치된 합성 장치의 분리형 삼구 플라

스크에 약 200 mL의 DEA 용매를 투입하였고, 여기에 20 g/L의 nickel 
acetate hydrate를 투입하면서 천천히 교반하였다. 입경제어 및 응집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산제인 PVP를 약 5 g/L 투입하였다. 투입된 반응

물을 재래식 또는 마이크로파 가열방식으로 약 160 ℃, 170 ℃ 및 180 
℃로 가열하고, 이때 얻어진 반응 슬러리를 환원시킬 목적으로 80% 
이상의 N2H4⋅H2O을 사용하여 2 mol/Ni2+로 천천히 적하시키면

Figure 1. The schematic diagram of microwave synthetic system.

서 일정 시간동안 환원 반응시킨 후, 침전 슬러리를 얻었다. 얻어진 

침전 슬러리를 여과지에서 여과시켜서 여액을 분리시킨 후, 침전 생

성물에 존재하는 미 반응물을 제거하고 중화시키기 위하여 이차 증류

수로 반복 수세한 후, 아세톤으로 3회 세척하였다. 세척된 침전생성물

을 진공 건조기에서 70 ℃, 24 h 동안 건조하여 최종 생성물인 니켈 

분말을 얻었다.

  2.3. 특성 분석

  합성된 시료들의 상 분석은 X-선 회절장치(XRD; D/MAX-2400, 
Rigaku Co., Japan)를 통하여 행하였으며, 측정 조건은 니켈이 필터된 

CuKα, 35 kV-25 mA, 4°/min의 주사속도로 하였다. 시료들의 열분해 

및 산화거동에 따른 중량 감소 및 증가는 열분석기(TGA; SSC-5200, 
Seico Co., Japan)를 사용하여 10 ℃/min의 승온속도로 측정하였다.  
시료들의 미세구조 및 입자 크기는 주사전자현미경(SEM; S-4200, 
Hitachi Co., Japan) 및 입도분석기(PSA; SALD-2001, Shimadzu Co., 
Japan)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시료들의 입자 표면에 존재하는 성분

의 분석은 광전자 분광기(XPS; MT/HPT/CLAM2-4S, VG Microtech, 
England)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반응 메커니즘

  히드라진은 pH에 따라 전극전위(øo)가 변하므로 아래에 주어진 식

(1) 및 (2)와 같이 염기성 용액에서는 강한 환원제로 작용하고, 산성 

용액에서는 강한 산화제로 작용한다.  따라서, 반응중에 pH의 조절은 

매우 중요하다. 

  N2 + 4H2O + 4e = N2H4 + 4OH-  (øo = -1.15 V)           (1)

  N2H5
+ + 3H+ + 2e = 2NH4

+  (øo = +1.275 V)              (2)

  히드라진의 환원에 의한 니켈의 환원 반응은 아래에 주어진 식 (3)
에 따른다.

  Ni2+ + 2e = Ni↓  (øo = -0.25 V)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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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EM micrographs of the samples synthesized for 20 min at 
180 ℃ (a) without and (b) with PVP using conventional, and (c) 
without and (d) with PVP using microwave synthetic method.

  염기성 용액에서는 식 (1)과 (3)의 반쪽반응으로부터 히드라진의 환

원반응인 식 (4)를 통하여 니켈이온이 환원된다[17]. 본 실험에서 용

매로 사용되는 DEA(pKa = 8.88)는 염기성 용액이다.

  2Ni2+ + N2H4 + 4OH- = 2Ni↓ + N2↑ + 4H2O             (4)

  3.2. 계면활성제의 영향

  재래식 및 마이크로파 합성법에서 반응물의 입자특성에 계면활성

제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약 180 ℃에서 20 min 동안 반응시키고, 
계면활성제인 PVP의 미첨가 및 첨가한 경우에 SEM의 분석결과를 

Figure 2에 나타내었다. Figure 2를 살펴보면, PVP를 첨가한 조건에서 

재래식 합성한 시료에 비해 마이크로파 합성한 시료들의 입자크기가 

상대적으로 작다. 한편, 재래식 합성한 시료의 경우에 PVP를 첨가했

을 때, 상대적으로 입자가 균일해지고 응집현상이 감소되고 입자표면

이 매끈해진다. 또한, 마이크로파 합성한 시료의 경우에 PVP를 첨가

했을 때, 입자크기에는 거의 차이가 없지만, 응집현상이 줄어들고 입

도분포가 균일해진다. 이는 Figure 3에 주어진 PVP의 화학구조식을 

살펴보면, PVP는 소수성 부분(A)과 친수성 부분(B)으로 구분된다.  
환원반응에서 소수성의 니켈 핵이 생성됨과 동시에 PVP의 소수성 부

분이 니켈 핵 표면에 흡착되고, 니켈 핵 표면 중에서도 높은 표면에너

지를 갖는 부분은 많은 양의 PVP가 흡착되고, 상대적으로 낮은 표면

에너지를 갖는 부분은 적은 양의 PVP가 흡착되어, 표면에너지를 감소

시킨다. 이로 인하여 니켈 핵 표면이 전체적으로 동일한 에너지를 가

진다. 따라서, 환원반응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PVP가 첨가되면, 니켈 

핵 표면의 모든 부분의 에너지는 동일하고, 그 결과 새롭게 생성되는 

니켈 원자는 니켈 핵의 표면 전체에 골고루 균일하게 성장하여 결국 

표면이 평평하고 매끈한 구형의 니켈 입자를 얻을 수 있다고 사료된

다[18].

  3.3. 열원의 영향

  반응온도 및 마이크로파가 반응물의 입자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

사하기 위하여 재래식 및 마이크로파 가열방식으로 반응물들을 약 

160 ℃, 170 ℃ 및 180 ℃에서 약 20 min 동안 반응시켜서 얻어진 시

료들의 XRD 패턴과 SEM 사진을 Figures 4 및 5에 나타내었다.  

Figure. 3. The chemical structure of PVP.

Figure 4. XRD patterns of the samples synthesized at various tem- 
peratures for 20 min using (a) conventional and (b) microwave 
synthetic method.

Figure 4의 XRD 패턴들을 살펴보면, 반응온도와 열원과는 무관하게 

모든 시료에서 거의 동일한 X-선 회절강도를 갖는 단일상의 니켈 피

크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Figure 5의 SEM 사진을 살펴보면, 재
래식 합성한 시료들의 경우 입자 크기가 크고 입자들의 분포가 불균

일하였다. 이에 비하여 마이크로파 합성한 시료들의 경우 입자 크기

가 작고 표면 요철이 거의 없는 매끈한 구형 입자이면서도 상대적으

로 균일하였다. 또한, 합성온도와 계면활성제 사용 여부에 따른 평균 

입경의 변화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계면활성제를 사용했을 때, 재
래식 및 마이크로파 합성한 시료 모두 전체적으로 입자가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재래식 합성한 시료들에 비해, 마이크로파 합성한 

시료들은 합성온도와 무관하게 거의 변화가 없었다. 즉, 재래식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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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SEM micrographs of the samples synthesized for 20 min at (a) 160 ℃, (b) 170℃, and (c) 180 ℃ using conventional and at (d) 160 
℃, (e) 170 ℃, and (f) 180 ℃ using microwave synthetic method.

Table 1. Mean Particle Size of the Samples Synthesized at Various 
Conditions with and without Surfactant

Synthetic
Method

Addition of 
Surfactant

Reaction
Temperature (℃)

160 170 180

Microwave
with (µm) 0.57 0.67 0.8

without (µm) 1.63 1.3 1.11

Conventional
with (µm) 1.57 1.52 1.24

without (µm) 1.82 1.54 1.35

의 경우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입자크기가 작아지면서 균일해지지만, 
마이크로파 합성한 시료들은 온도변화에 따른 영향은 거의 없었다.  
이는 재래식 합성의 경우에는 온도가 증가할수록 핵생성 밀도가 증가

하므로 입자들의 크기가 작아지고, 마이크로파 합성의 경우에는 마이

크로파의 특성인 비열적 효과에 기인하여 반응물에 대한 향상된 확산

능, 선택적 가열, 균일한 가열 효과를 제공하여 입자가 작으면서도 균

일하게 성장한 것으로 사료된다.

  3.4. 분말 특성

  재래식 및 마이크로파 합성법으로 약 180 ℃에서 20 min 동안 반응

시켜서 얻어진 시료들의 열분석 결과를 Figure 6에 나타내었다. 주어

진 열분석 결과를 비교해 보면, 두 시료의 열적 거동은 거의 동일하였

다. 즉, 약 400 ℃ 부근에서 니켈의 산화로 인해 중량이 급격히 증가하

다가 약 700 ℃ 부근에서는 거의 일정해지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중량

의 증가는 약 27 wt% 정도였다. 즉, 재래식 및 마이크로파 합성한 시

료들에서 니켈 결정상만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전

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수열합성법으로 제조된 시료들의 XRD 분
석결과에서는 Ni 결정상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지만, 열분석 

결과에서는 Ni 및 Ni(OH)2 결정상들이 공존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ure 6. TGA curves of the samples prepared at 180 ℃ for 20 min 
using (a) conventional and (b) microwave synthetic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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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XPS curves of the samples prepared at 180 ℃ for 20 min 
using (a) conventional and (b) microwave synthetic method.

[19]. 따라서 비수계 용매를 사용하여 제조된 시료의 표면에 Ni(OH)2 

결정상의 존재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XPS 분석을 행하였고, 이의 결과

를 Figure 7에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Ni(2P1/2), Ni(OH)2(2P1/2), Ni 
(2P3/2) 및 Ni(OH)2(2P3/2)의 광전자선은 약 852.5 eV, 855 eV, 870 eV 
및 873 eV의 결합에너지 위치에 존재한다[19]. 이 데이터를 참고하여 

Figure 7을 살펴보면, 재래식 및 마이크로파 합성법으로 제조된 시료들

의 입자 표면에는 Ni 결정상과 소량의 Ni(OH)2 결정상이 공존하였다.

4. 결    론

  재래식 및 마이크로파 합성법을 이용하여 비수계 용매인 DEA 용매

에서 초산니켈 수화물 및 히드라진 수화물로부터 여러 반응 조건에서 

니켈분말을 합성한 후, 제조된 시료들의 특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재래식에 비하여 마이크로파 합성법으로 

제조된 시료들의 입자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고 균일하였으며, 표면 

요철이 거의 없는 매끈한 구형 입자들로 존재하였다. 합성온도가 증가

할수록 재래식 합성의 경우에는 입자크기가 증가하였고, 마이크로파 

합성의 경우에는 온도와 무관하게 입자크기가 거의 균일하면서 응집현

상이 감소하였다. 계면활성제를 첨가했을 때, 재래식 및 마이크로파 합

성한 시료들 모두 응집현상이 감소하면서 입도분포도 균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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