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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nano-sized tin oxide powder with an average particle size of below 50 nm is prepared by the spray

pyrolysis process. The influence of air pressure on the properties of the generated powder is examined. Along with the rise

of air pressure from 0.1 kg/cm2 to 3 kg/cm2, the average size of the droplet-shaped particles decreases, while the particle size

distribution becomes more regular. When the air pressure increases from 0.1 kg/cm2 to 1 kg/cm2, the average size of the droplet-

shaped particles, which is around 30-50 nm, shows hardly any change. When the air pressure increases up to 3 kg/cm2, the

average size of the droplet-shaped particles decreases to 30 nm. For the independent generated particles, when the air pressure

is at 0.1 kg/cm2, the average particle size is approximately 100 nm; when the air pressure increases up to 0.5 kg/m2, the average

particle size becomes more than 100 nm, and the surface structure becomes more compact; when the air pressure increases up

to 1 kg/cm2, the surface structure is almost the same as in the case of 0.5 kg/cm2, and the average particle size is around 80-

100 nm; when the air pressure increases up to 3 kg/cm2, the surface structure becomes incompact compared to the cases of other

air pressures, and the average particle size is around 80-100 nm. Along with the rise of air pressure from 0.1 kg/cm2 to 0.5 kg/

cm2, the XRD peak intensity slightly decreases, and the specific surface area increases. When the air pressure increases up to

1 kg/cm2 and 3 kg/cm2, the XRD peak intensity increases, while the specific surface area also incr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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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일반적으로 고품위 기능성 분말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구성 성분들을 용액 상태에서 균일하게 혼합하여 복합 산

용액을 제조한 다음 고온 반응로에서 고상화시키는 분무

열분해법1-7)이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방법은

금속염화물 용액을 특수 노즐을 이용하여 반응로 내부로

미립화된 상태로 분무시킴으로써 고온에서 순간적으로 반

응이 완료되는 현상을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금속 산화물

을 제조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고상 분말들의 혼합과

하소에 의한 반응 및 이의 분쇄를 통한 분말 제조의 과

정들을 생략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열분해 조건들에 의

하여 입자 특성의 제어가 가능하고 불순물 혼입의 가능

성이 적다는 공정상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고상

상태 보다는 용액 상태에서의 불순물 제거가 훨씬 용이

하므로 고순도 원료분말을 제조하는데 적합한 공정 방법

이다. 국내의 경우 분무열분해법에 의한 금속산화물 분

말 제조는 포항제철 등에서 열연강판의 표면을 염산으로

산세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산을 원료용액으로

사용하여 산화철(Fe2O3)을 제조하는 공정에만 응용되고 있

으며 이들 분야를 제외하고는 다른 분야의 단일 산화물

분말 및 복합 산화물 분말제조에는 전혀 적용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반면 일본의 Scimarec, 독일의 Merck 및

미국의 SSC 등에서는 분무열분해법에 의하여 제조된 고

기능성 ceramic 분말들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분무열분해법에 의한 초미립의 금속산화물 분말의 제조

에 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응

용 범위도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정보

통신 분야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액정표시소자(LCD),

전계 발광 표시소자 및 전자발광 표시 소자(FED) 등의

평판표시소자(Flat Panel Display)들이 개발되었으며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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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용화가 TV, 휴대전화 및 사무기기 등의 다양한 영

역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들 평판 표시소자에는

가시광선 영역에서의 높은 투과도와 우수한 전도성을 가

지면서 전자파 차폐기능이 우수한 투명 전극이 필수적으

로 사용되고 있는데 주로 ITO (Indium Tin Oxide) 타겟

으로부터 스퍼터링법으로 제조한 ITO 박막이 활용되고 있

다. 이에 따라 ITO 박막 제조공정 및 투명전극으로서의

특성 향상을 위한 연구8-10)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러나 ITO를 구성하고 있는 평균입도가 50 nm 이하이면

서 입도분포가 균일한 인듐 산화물11) 및 주석 산화물 분

말의 대량제조 공정에 관련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주석 산화물의 나노 분말 제조에 관한 연구는 공

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석 염화물 용액을 원료로 하여 자체

기술에 의하여 제작한 분무열분해 반응장치를 이용하여

입도분포가 균일하고 평균입도가 50 nm 이하인 나노 주

석 산화물 분말을 제조하였다. 또한 분위기 기체로 사

용된 공기의 압력 변화에 따른 주석 산화물 분말의 특

성을 파악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평균입도 50 nm 이하의 주석 산화물 분

체를 분무열분해 공정에 의하여 제조하기 위한 원료로

주석 성분들이 4가 이온 형태로 존재하는 주석 염화물

용액을 사용하였다. 우선 25% HCl 용액에 순도 99.9%

이상의 주석 분말을 용해시킴에 의하여 주석 성분의 농

도를 약 400 g/L로 조절하였다. 이 용액은 대부분의 주

석 성분들이 2가 이온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식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열분해 반응에 의하여 고상의 주석 산

화물을 형성시키기가 불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본 연

구에서는 제조된 용액 내에 적정량의 과산화수소(H2O2)

성분을 첨가함으로써 용액 내에 2가 이온으로 존재하는

주석 성분들을 모두 4가 이온 상태로 산화시켰다. 주석

성분들이 4가 이온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식 1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열분해 반응에 의하여 고상의 주석 산

화물을 형성 시키기가 이론적으로 가능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제조된 용액은 100oC 정도로 가열시킴에 의하여

용액 내의 주석 성분의 농도를 정밀하게 400 g/L로 조

절 하였을 뿐 아니라 용액 내에 잔류하는 과산화수소 성

분들을 제거하였다. 이 용액을 여과지로 3회 여과시킨 후

분무열분해 반응을 위한 최종 원료 용액으로 사용 하였

다. 사용된 원료 용액 내에는 SiO2, P, Ca, Cr 및 Cu

성분들이 100 ppm 이하로 존재하고 있었다. 제조된 원

료용액의 농도는 원료용액 내의 주석 성분의 농도가

150 g/L가 되도록 조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석 염화물 용액을 원료로 하여 분무

열분해 공정에 의하여 입자형상 및 입도분포 등의 특성

이 균일하며 평균입도가 50 nm 이하인 주석 산화물 나

노 분말을 형성시키기 위하여 분무열분해 장치를 직접

설계 및 제작하였다. 즉 원료 용액을 미립화시킨 후 반

응로 내로 분무시킬 수 있으며, 반응로 내부는 균일한

열분포를 이루어 열분해 반응이 완전하게 진행될 뿐 아

니라, 생성된 분말을 bag filter 포집장치에서 효율적으로

Fig. 1. Schematic diagram of spray pyrolysi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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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집할 수 있으며, 유해 생성가스를 청정시킬 수 있는

scrubber 장치까지 포함하는 분무열분해로 system을 제

작하였으며 이를 Fig. 1에 나타내었다. 용액의 미립화 장

치는 tip의 내경이 2 mm인 titanium 재질의 노즐을 사

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원료 용액을 노즐을 통하여 900oC로 유

지되는 4단 반응로 내부로 미립화된 액적형태로 분무시

킴으로써 분체 포집장치에서 평균입도가 50 nm 이하인

주석 산화물 분말을 제조하였다. 원료 용액을 정량 화

학펌프를 통하여 20 ml/min의 유속으로 nozzle의 한쪽 입

구를 통하여 공급하고, air compressor로부터 압축된 공

기를 0.1~3 kg/cm2의 압력으로 nozzle의 다른 쪽 입구로

투입하여 용액을 미립화시킴 으로써 분위기 기체인 공기

의 압력 변화에 따른 생성 분말의 특성 변화를 파악 하

였다. 생성된 분말들의 특성 변화는 SEM (Quanta 200,

FEI Ltd.), XRD (Max-2500V, Rigaku Ltd.) 및 비표면

적 측정(ASAP 2020, micromeritics Ltd.)을 통하여 파악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열분해 반응에 대한 열역학적 고찰

원료 용액 내에 주석 성분들이 2가 이온 형태로 존재

하는 경우 고상의 주석 산화물을 형성시키기 위한 열역

학적 열분해 반응식은 다음의 과정들에 의하여 나타낼

수 있다.12)

Sn(l) + Cl2(g) = SnCl2(l) (1)

∆Go(J) = −333,046 + 118.4 T

H2(g) + 1/2O2(g) = H2O(g) (2)

∆Go(J) = −239,534 + 8.14 T ln T − 9.25 T

Sn(l) + O2(g) = SnO2(s) (3)

∆Go(J) = −586,513 + 215.56 T

H2(g) + Cl2(g) = 2HCl(g) (4)

∆Go(J) = −182,171 + 3.6 T ln T − 43.68 T 

식 (3)에서 식 (1)을 빼면 다음의 관계식을 얻을 수

있다. 

SnCl2(l) + O2(g) = SnO2(s) + Cl2(g) (5)

∆Go(J) = − 253,467 + 97.16 T

식 (5)와 식 (2)의 결과로부터 열역학적 반응식 (6)을

나타낼 수 있다.

SnCl2(l) + 2H2O(g) = SnO2(s) + 2H2(g) + Cl2(g) (6)

∆Go(J) = 225,601 − 16.28 T ln T + 115.66 T

따라서 식 (4)와 식 (6)을 합하면 주석 성분들이 2가

이온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에 대한 열역학적 반응식을

다음의 식 (7)에 나타낼 수 있다.

SnCl2(l) + 2H2O(g) = SnO2(s) + H2(g) + 2HCl(g) (7)

∆Go(J) = 43,430 − 12.68T ln T + 71.98 T

식 (7)에 대한 반응온도 800oC 및 1000oC에서의 표준

자유에너지 변화 값은 각각 25,721 J 및 19,662 J로서 모

두 양의 값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주석 성분들이 2가 이

온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열분해 반응에 의하여 고

상의 주석 산화물을 형성시키기는 불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원료 용액 내에 주석 성분들이 4가 이온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 고상의 주석 산화물을 형성시키기 위한 열

역학적 열분해 반응식은 다음의 과정들에 의하여 나타낼

수 있다.

Sn(l) + 2Cl2(g) = SnCl4(g) (8)

∆Go(J) = −512,540 + 150.6 T

H2(g) + 1/2O2(g) = H2O(g) (9)

∆Go(J) = −239,534 + 8.14 T ln T − 9.25 T

Sn(l) + O2(g) = SnO2(s) (10)

∆Go(J) = −586,513 + 215.56 T

H2(g) + Cl2(g) = 2HCl(g) (11)

∆Go(J) = −182,171 + 3.6 T ln T − 43.68 T

식 (10)에서 식 (8)을 빼면 다음의 관계식을 얻을 수

있다. 

SnCl4(g) + O2(g) = SnO2(s) + 2Cl2(g) (12)

∆Go(J) = −73,973 + 64.96 T

식 (12)와 식 (9)의 결과로부터 열역학적 반응식 (13)

을 나타낼 수 있다.

SnCl4(g) + 2H2O(g) = SnO2(s) + 2H2(g) + 2Cl2(g) (13)

∆Go(J) = 405,095 − 16.28 T ln T + 83.46 T

따라서 식 (13)과 식 (11)의 결과로 부터 주석 성분들

이 4가 이온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에 대한 열역학적 반

응식을 다음의 식 (14)에 나타낼 수 있다.

SnCl4(g) + 2H2O(g) = SnO2(s) + 4HCl(g) (14)

∆Go(J) = 40,753 − 9.08 T ln T − 3.9 T

식 (14)에 대한 반응온도 800oC 및 1000oC에서의 표

준자유에너지 변화 값은 각각 −31,419 J 및 −46,847 J로

서 모두 음의 값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원료용액 내에

주석 성분들이 4가 이온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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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반응에 의하여 고상의 주석 산화물을 형성시키기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 생성된 분말의 특성에 미치는 분위기 기체 압력

의 영향

Fig. 2는 열분해 반응온도가 900oC, 용액의 농도는 150

g/L, 용액의 유입속도는 20 ml/min., 노즐 tip의 크기는

2 mm로 유지되는 경우에 분위기 기체인 공기의 압력이

0.1 kg/cm2로부터 3 kg/cm2까지 변화함에 따라 나타나는

입자들의 특성 변화를 SEM에 의하여 30,000배로 확대

하여 나타낸 결과이다. 또한 Fig. 3은 Fig. 2와 동일한

반응조건 하에서 형성된 분말들의 특성변화를 SEM에 의

하여 200,000배로 확대하여 나타낸 결과이다.

공기압력이 0.1 kg/cm2로 매우 작은 경우에는 노즐에

의하여 미립화되는 액적의 크기가 크게 되어 열분해 반

응이 진행됨에 따라 액적의 표면과 중심부분 사이에 압

력 차가 심해질 뿐 아니라 반응온도도 비교적 높기 때

문에 열분해 과정에서 심한 액적분열현상이 나타나게 된

다.7) 그 결과 Fig. 2의 (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열분해

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분말들은 대부분 초기 미립화된 액

적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매우 불균일한 입도분포를 나

타내고 있었다. 또한 Fig. 3의 (a) 결과로터 Fig. 2의 (a)

에서 나타낸 액적형태는 대부분 평균입도 30~50 nm 정

도의 나노 입자들이 치밀하지 못한 응집된 형태를 나타

내고 있었다. 반면 독립된 입자들의 비율은 낮게 나타

나고 있었으며 평균입도는 100 nm 정도이며 비교적 치

밀하지 못한 표면 상태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 결과들

은 노즐에 의하여 미립화된 액적 크기가 큰 경우에는 액

적 내의 용매의 증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액적분열 후에 열분해 반응시간이 감소될 뿐 아니라 열

분해 반응 후의 소결시간도 충분하지 못함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공기압력이 0.5 kg/cm2로 증가된 경우

에는 액적 크기는 감소되고 열분해 과정에서의 액적분

열도 감소됨으로써 분말들의 입도분포는 상대적으로 균

일해지게 된다. Fig. 2의 (b)에 나타낸 바와 같이 0.1 kg/

cm2의 경우에 비하여 액적형태의 평균입도가 감소하였을

뿐 아니라 입도분포도 훨씬 균일함을 알 수 있었다. 또

한 Fig. 3의 (b) 결과로부터 0.1 kg/cm2의 경우에 비하여

독립된 입자들의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표면조직이 매우

치밀할 뿐 아니라 평균입도가 100 nm 이상인 다각형 형

Fig. 2. SEM photographs of produced powder according to air pressure at 900
o
C, raw material solution of 150 g/l Sn, 20 ml/min. inflow

speed of the solution and 2 mm nozzle tip size. (× 30,000) (a) 0.1 kg/cm2, (b) 0.5 kg/cm2, (c) 1 kg/cm2 and (d) 3 kg/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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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 결과는 공기압력이 0.5 kg/cm2

으로 증가됨에 따라 액적의 크기가 감소됨으로써 액적의

증발에 소요된 시간이 감소되고 소결반응도 더욱 충분히

진행됨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공기압력이

0.5 kg/cm2인 경우에는 공기압력이 비교적 낮아 초기 액

적 크기도 비교적 클 뿐 아니라 액적분열도 0.1 kg/cm2

인 경우에 비하여 크게 감소되기 때문에 독립된 입자들

의 평균입도가 다른 공기압력의 경우에 비하여 크고 표

면조직도 치밀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한편 Fig. 3의 (b)

에서 액적 형태들은 대부분 평균입도 30~50 nm 정도의

나노 입자들이 치밀하지 못한 응집된 형태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 결과는 0.1 kg/cm2인 경우에 비하여 소결 시

간이 증가되어 일부 독립된 입자들이 성장하고 치밀한

표면조직을 나타내고 있지만 대부분의 입자들을 성장 시

키기에는 열분해 반응시간 및 소결시간이 충분하지 못

함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공기압력이 1 kg/cm2로

증가되는 경우에는 액적 크기는 더욱 감소되고 열분해

과정에서의 액적분열도 현저히 감소됨으로써 분말의 입

도분포는 상대적으로 더욱 균일해지게 된다. Fig. 2의 (c)

에 나타낸 바와 같이 0.5 kg/cm2의 경우에 비하여 액적

형태의 평균입도가 감소하였을 뿐 아니라 입도분포도 더

욱 균일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Fig. 3의 (c) 결과로

부터 0.5 kg/cm2의 경우에 비하여 독립된 입자들의 비율

은 거의 차이가 없었고 표면조직의 치밀함도 현저한 변

화는 나타나지 않는 반면 평균입도는 80~100 nm로 다

각형 형태를 나타내고 있었다. 액적형태의 평균입도가 감

소한 결과는 공기압력이 1 kg/cm2으로 증가됨에 따라 액

적의 크기가 더욱 감소된 효과가 주된 인자로 작용한 것

으로 사료된다. 반면 0.5 kg/cm2의 경우에 비하여 표면

의 조직이 치밀하지 못한 결과는 공기압력의 증가에 따

른 액적 크기의 감소에 의하여 액적의 증발에 소요된 시

간이 감소되고 열분해 반응시간이 증가되며 소결 반응

도 더욱 충분히 진행되는 효과가 나타 나지만 공기압력

의 증가에 따른 반응로 내부온도의 감소효과도 복합적

으로 작용함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Fig. 3

의 (c)에서 액적형태들은 공기압력 0.1 kg/cm2 및 0.5 kg/

cm2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평균입도 30~50 nm 정

도의 나노 입자들이 치밀하지 못한 응집된 형태를 나타

내고 있었다. 이 결과는 공기압력이 1 kg/cm2의 경우에

서도 대부분의 입자들을 성장시키기에는 열분해 반응시

Fig. 3. SEM photographs of produced powder according to air pressure at 900oC, raw material solution of 150 g/l Sn, 20 ml/min. inflow

speed of the solution and 2 mm nozzle tip size. (× 200,000) (a) 0.1 kg/cm
2
, (b) 0.5 kg/cm

2
, (c) 1 kg/cm

2
 and (d) 3 kg/cm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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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및 소결시간이 충분하지 못함은 물론 공기압력의 증

가에 따른 주위 온도의 감소 효과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공기압력이 3 kg/cm2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Fig. 2의 (d)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액적형태

의 입도분포는 비교적 균일하지만 평균입도는 다른 공

기압력의 경우보다 현저히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이 결

과는 공기압력이 크게 증가됨에 따라 액적 크기는 더욱

감소되며 액적분열 현상도 현저히 감소됨에 기인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 Fig. 3의 (d) 결과로부터 1 kg/cm2의 경

우에 비하여 독립된 입자들의 비율은 증가하였지만 표면

조직이 0.1 kg/cm2 및 0.5 kg/cm2의 경우에 비하여 치밀

하지 못하고 다각형 형태가 현저히 감소하였을 뿐 아니

라 평균입도가 80~100 nm 정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

결과는 공기압력이 3 kg/cm2로 크게 증가됨에 따라 액적

의 크기가 현저히 감소되고 액적의 증발에 소요된 시간

이 감소되며 소결 반응도 더욱 충분히 진행되는 효과가

나타나지만 매우 높은 공기압력에 의한 반응로 내부 온

도의 감소 효과가 더욱 현저하게 작용함에 의하여 나타

난 것으로 사료된다. 

Fig. 4는 Fig. 2와 동일한 반응조건에서 XRD 분석에 의

하여 각각의 공기압력 하에서 생성된 분말들의 상 및 각

각의 피크에 해당되는 Miller 지수를 나타낸 결과이다. 공

기압력이 가장 낮은 0.1 kg/cm2로부터 가장 높은 3 kg/cm2

까지 공기압력의 변화에 관계없이 SnO2 상만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주된 peak들에 해당되는 Miller 지수도 일정

하게 유지됨을 알 수 있었다. 공기압력이 0.1 kg/cm2로

부터 0.5 kg/cm2로 증가함에 따라 XRD의 1차, 2차 및

3차 피크들에 해당되는 Miller 지수는 각각 (110), (101)

및 (211)로 동일하게 나타나는 반면 우선 피크 뿐 아니

라 2차, 3차 피크들의 강도가 약간 감소함을 알 수 있

었다. 이 결과는 공기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액적의 입도

가 감소되는 효과가 액적의 분열이 감소되는 효과 보다

더욱 현저하게 작용하여 Fig. 2의 (a) 및 (b)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공기 압력이 0.5 kg/cm2로 증가됨에 따라 생

성된 입자들의 평균입도가 약간 감소함에 기인하는 것으

로 사료된다. 공기압력이 1 kg/cm2로 증가되는 경우에는

1차, 2차 및 3차 피크들에 해당되는 Miller 지수가 (110),

(101) 및 (211)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공기압력 0.5 kg/cm2

의 경우에 비하여 XRD 피크가 다시 약간 증가하였다.

이 결과는 공기압력 증가에 따른 액적 입도의 감소 효

과보다는 액적분열의 감소 효과가 약간 우세하게 작용하

였을 뿐 아니라 공기압력 증가에 따라 더욱 충분한 양

의 산소가 공급되어 입자들의 결정성이 증가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사료된다. 한편 공기압력이 3 kg/cm2로 증가되

는 경우에는 1차, 2차 및 3차 피크들에 해당되는 Miller

지수가 (101), (110) 및 (211)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피크

들의 강도가 1 kg/cm2의 경우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였으

며 특히 Miller 지수가 (101)인 우선 피크의 강도는 다

른 공기압력의 경우에 비하여 현저하게 증가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Fig. 2 및 Fig. 3에서 나타낸 입자

들의 평균입도의 영향보다는 분무열분해 과정에서 공기

압력의 증가에 따라 더욱 충분한 양의 산소가 공급되어

열분해 과정의 결과 나타나는 주석 산화물 입자들의 결

정성이 현저하게 증가하게 되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Fig. 5는 공기압력의 변화에 따른 생성된 분말들의 비

표면적의 변화를 나타낸 결과이다. 공기압력이 0.1 kg/cm2

로부터 0.5 kg/cm2로 증가함에 따라 비표면적은 약간 증

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Fig. 2 및 Fig. 3에서

나타낸 바와 마찬가지로 공기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액

적들의 입도가 감소하게 되는 효과가 액적의 분열이 감

소되는 효과보다 약간 우세하게 작용하여 나타나게 된

현상으로 사료된다. 한편 공기압력이 1 kg/cm2로 증가하

는 경우에는 0.5 kg/cm2의 경우에 비하여 비표면적이 약

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도 공기압력

의 증가에 따른 액적의 입도가 감소되는 효과가 액적의

분열이 감소되는 효과보다 더욱 현저하게 작용하여 나타

난 것으로 사료된다. 공기압력이 3 kg/cm2로 증가하는 경

우에는 비표면적이 1 kg/cm2의 경우에 비하여 현저히 증

가하였으며 0.1 kg/cm2의 경우에 비하여서는 2배 이상의

Fig. 4. XRD patterns of produced powder according to air pressure

at 900
o
C, raw material solution of 150 g/l Sn, 20 ml/min. inflow

speed of the solution and 2 mm nozzle tip size. (a) 0.1 kg/cm2, (b)

0.5 kg/cm2, (c) 1 kg/cm2 and (d) 3 kg/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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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 결과는 공기압력이 3 kg/cm2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액적크기가 현저히 감소되며 반응

로 내부 주위의 온도도 크게 감소되는 효과들이 복합적

으로 작용하여 충분한 양의 산소공급에 의하여 입자들

의 결정성이 크게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표면적이

크게 증가된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주석 염화물 용액을 원료로 하여 분무

열분해 반응에 의하여 평균입도 50 nm 이하의 주석 산

화물 분말을 제조하였으며 공기압력의 변화에 따른 입

자들의 특성 변화를 파악하였다.

공기압력이 0.1 kg/cm2로부터 1 kg/cm2로 증가함에 따라

액적 형태를 나타내는 입자들의 평균입도는 30~50 nm로

거의 변하지 않았지만 3 kg/cm2인 경우 에는 약 30 nm 정

도로 감소하였다. 반면 독립된 형태를 나타내는 입자들은

공기압력이 0.1 kg/cm2인 경우 평균입도는 약 100 nm이

었으며 0.5 kg/cm2로 증가 함에 따라 표면조직이 더욱 치

밀하였으며 평균입도는 100 nm 이상으로 증가 하였다. 공

기압력이 3 kg/cm2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기압력

의 경우에 비하여 표면조직이 치밀하지 못하였으며 평

균입도는 80~100 nm 정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공기압력

이 0.1 kg/cm2로부터 0.5 kg/cm2로 증가함에 따라 XRD

피크들의 강도가 약간 감소하였으며 비표면적은 증가하

였다. 공기압력이 1 kg/cm2 및 3 kg/cm2로 증가되는 경우

에는 XRD 피크들의 강도는 증가하는 반면 비표면적은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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