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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성액체의 양이온이 은 입자 구조 형성에 미치는 영향

윤미희⋅유계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2016년 8월 29일 접수, 2016년 9월 1일 심사, 2016년 9월 4일 채택)

Influence of Cation Part of Ionic Liquids on Silver Particle Structure

Mi Hee Yun and Kye Sang Yoo†

Department of Chemical & Biomolecular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232 Gongneung-ro, 
Nowon-gu, Seoul 01811, Korea

(Received August 29, 2016; Revised September 1, 2016; Accepted September 4, 2016)

    록

화학적 환원법에 이온성액체를 분산제로 사용하여 은 입자를 제조하였다. 이온성액체를 구성하는 양이온의 종류에 
따라 제조된 은 입자는 다양한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온성액체의 음이온에 상관없이 양이온의 알킬기
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은 입자가 작고 균일하게 형성되었다. 이는 이온성액체의 양이온이 길이에 따라 합성 중에 이
온성액체들 간에 형성되는 구조체의 안정성에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조사된 7가지 이온성액체 중 [Omim][PF6]가 
은 입자 합성에 가장 효과적이었다.

Abstract
Silver particles were synthesized by chemical reduction with ionic liquids. Structure of silver particles were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cation parts of the ionic liquids. With increasing the length of the cation part, the smaller silver particles were formed 
regardless of the anion type. This is mainly attributed to the different stability of the ionic liquid structure formed by physical 
bond between cation parts. Among seven ionic liquids, [Omim][PF6] was the most effective for synthesizing silver particles. 

Keywords: silver particle, ionic liquids, cation effect

1. 서    론
1)

지금까지 은 입자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

으로 서로 다른 크기와 형상으로 합성되고 있다. 광택을 띄고 회백색

의 금속인 은(Ag, silver)은 연성과 전성이 우수하고 열과 전기를 잘 

전달하며, 기계적 성질과 가공성, 항균성, 촉매성능 등 매우 우수한 성

질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성질들은 입자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고 특

히 특정 크기의 입자를 형성하였을 때 그 효과가 더 뛰어나다[1]. 이는 

은 나노 입자의 형태가 변하면서 겉 표면에 노출이 되는 결정 면의 

종류가 달라져 은 입자의 거동과 성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

라서 일정한 크기의 분포를 갖는 미세 은 입자의 제조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2-7].

은 입자를 합성하는 방법으로는 조사 환원, 전기 및 초음파 환원, 마

이크로파 환원, 화학적 환원 등이 있다. 이 같은 다양한 방법 중 균일한 

크기의 분포를 가지는 미세 은 입자 합성 방법 중 하나는 이온수용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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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의 화학적 환원법을 통해 미세 은 입자를 제조하는 것이다. 화학

적 환원법은 은 입자의 분산성을 조절하기 위하여 적당한 분산제의 존

재 하에서 은 금속 염으로부터 환원제에 의한 환원반응을 이용한다. 최

근 청정용매로 관심을 받고 있는 이온성액체를 사용하여 금속입자를 

합성하는 기작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8-10]. 이온성액체는 양이온, 음이

온이 비 대칭성을 가지는 크기로 인해 결정체를 이루지 못하고 액체 상

태로 존재하는 물질을 말한다. 100 ℃ 이하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며, 

고온에서도 안정적으로 액체로 존재하고, 증기압이 거의 0에 가깝기 때

문에 ‘Green solvent’라고도 불리며 유기용매와 같은 기존의 용매를 대

체할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용매로 각광받고 있다. 또한 이온성액체의 

가장 큰 이점은 음이온과 양이온의 구조를 선택적으로 합성함에 따라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에 적용할 있다는 것이다[11,12].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길이의 알킬기를 가지는 이미다졸계 이온성액체인 [Cnmim][BF4]

와 [Cnmim][PF6]를 이용하여 상온, 상압, 수용액 분위기에서 간단한 화

학적 환원법으로 은 입자를 제조하였다. 이를 통하여 이온성액체의 양

이온이 은 입자 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2. 실    험

본 실험에서는 질산은(AgNO3, 99.8%, Junsei Co.)을 은 입자 제조

를 위한 원료로 사용하였고, 이를 일정 농도로 증류수에 용해하여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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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breviation Name of Ionic liquid

EBF4 1-Ethyl-3-methylimidazolium tetrafluoroborate

BBF4 1-Buthyl-3-methylimidazolium tetrafluoroborate

HBF4 1-Hexyl-3-methylimidazolium tetrafluoroborate

OBF4 1-Octyl-3-methylimidazolium tetrafluoroborate

BPF6 1-Buthyl-3-methylimidazolium hexafluorophosphate

HPF6 1-Hexyl-3-methylimidazolium hexafluorophosphate

OPF6 1-Octyl-3-methylimidazolium hexafluorophosphate

Table 1. List of Room Temperature Ionic Liquids

(a)
  

(b)

(c)
  

(d)

Figure 1. SEM images of silver particles prepared with various cation 
parts of ionic liquid (a) EBF4, (b) BBF4, (c) HBF4 and (d) O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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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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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EM images of silver particles prepared with various cation 
parts of ionic liquid (a) BPF6, (b) HPF6, (c) OPF6 and (d) without 
ionic liquid. 

(a)
  

(b)

(c)

Figure 3. Magnified SEM images of silver particles prepared with 
various cation parts of ionic liquid (a) BPF6, (b) HPF6, (c) OPF6.

수용액을 준비하였다. 환원제로는 ascorbic acid (C6H8O6, 99.5%, 

Samchun Co.)를 사용하였다. 이번 연구에 사용된 이온성액체는 Table 

1에 나타내었고, 구매 후 별도의 처리 없이 사용하였다. 우선, 50 mL 

비커에 증류수 10 mL와 질산은 3 g을 혼합하여 질산은 수용액을 제조

하였다. 질산은 수용액과 Table 1에 나와 있는 각각의 이온성액체를 1 

: 1의 몰 비로 교반시켜주었다. 이 후 환원제(C6H8O6)를 질산은과 몰 

비로 1 : 1로 첨가하여 은분말을 침전시켰다. 침전된 은분말은 증류수

를 이용하여 여러 번 세척한 후 100 ℃에서 2 h 동안 건조시켜 분말을 

얻었다. 제조된 은분말의 결정화도와 결정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X선 

회절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측정장비로는 CuKa 회절(wavelength 

1.5406 Å)을 이용하는 Rigaku Denki사의 powder X-선 회절분석기

(D/max = IIIC)를 사용하였다. 제조된 은 입자의 형상을 자세히 확인

하기 위하여 전계방사형주사전자현미경(JSM-6700F, JEOL. Ltd.)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이온성액체의 양이온이 은 입자 합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

해 화학적 환원법을 이용하여 은 입자를 제조하였다. 먼저 음이온이 

[BF4]이고 양이온의 알킬기의 길이가 다른 4가지 이온성액체를 사용

하였다. Figure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제조된 입자의 형상을 전자현미

경을 통하여 관찰하였다. 같은 조건 하에 이온성액체의 양이온의 길

이에 따라서 형성된 입자의 모양이 각기 다른 형태를 띠는 것으로 나

타났다. 알킬기의 길이가 가장 짧은 EBF4를 사용한 경우 입자의 크기

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후 BBF4, HBF4 그리고 

OBF4를 사용한 경우 은 입자의 크기가 점점 작아진 형태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양이온의 알킬기 길이가 가장 긴 이온성액체인 

OBF4를 사용했을 때 은 입자의 크기가 제일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다른 종류의 음이온을 가지는 이온성액체를 사용한 경우에도 유

사한 경향을 보였다. 음이온이 [PF6]를 가지는 이온성액체의 양이온

을 달리하면서 은 입자를 제조하였다. Figur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

용된 이온성액체의 종류에 따라서 은 입자의 모양과 입도에 차이가 있

었다. [BF4]를 사용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생성된 입자의 크기나 입도

의 균일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사용된 이온성액체 중 양이온의 길이가 

가장 긴 OPF6이 상대적으로 우수하게 관찰되었다. BPF6 이온성액체

를 사용한 경우에 입자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가장 크게 형성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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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Schematic image of surface structures of Ag nanoparticles 
stabilized with cation species[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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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XRD patterns of silver particles prepared with various ionic 
liquid.

걸 알 수 있다. 또한 이온성액체를 사용하지 않은 입자의 경우 이온성

액체를 사용한 입자들보다 크기가 가장 크게 형성되었다. 이는 이온성

액체의 효과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온성액체의 양이온 효

과가 은 입자의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확히 보기 위하여 Figure 

2에 도시한 입자들을 확대해서 Figure 3에 제시하였다. 사용한 양이온

의 알킬기의 길이가 증가할수록 환원 시 발생되는 입자들 사이의 결합

이 줄어들어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은 입자가 형성이 될 때 이온성액체의 양이온이 미치는 영향을 

Figure 4에 도시하였다. 그림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양이온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steric stabilization이 강해지게 된다[13]. 은 입자들이 환원

에 의해서 형성될 때 서로 응고, 응집을 일으키려는 경향이 강해지는

데 steric stabilization은 안정적인 범위 내에서 입자들이 서로 달라붙

지 않는 역할을 해준다. 이것은 분산매질 상에서 은 콜로이드 입자의 

안정성을 모든 면에 강화시킨다. 즉 입자가 분산되어 있는 액체 안에

서 입자 사이에 강한 척력을 일으키게 해주고, 이 같은 성질로 인해 

입체적으로 안정이 되며, 그 형태로 잘 분산되어 있으려는 경향이 강

해지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사용한 이온성액체 중에서는 양

이온의 길이가 가장 긴 Octyl-기일 때 은 입자의 크기나 균일성이 보

다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제조된 은 입자의 결정 구조를 XRD 분석

을 통해 Figure 5에 도시하였다. 7개 모든 샘플이 동일하게 (111), 

(200)의 결정피크를 보이는 순수한 은 입자가 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는 이온성액체가 은 입자 결정형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OPF6 샘플의 peak 넓이 반가폭(Full width at half 

maximum)을 고려해 볼 때 가장 입자가 작게 나타난 SEM 결과와 일

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각기 다른 길이를 가진 양이온을 포함한 이온성액체

를 사용하여 미세 은 입자를 합성하였다. 화학적 환원법을 이용하여 

이온성액체를 첨가해 보다 미세한 크기의 은 입자를 제조하였다. 사

용된 이온성액체의 양이온 부분의 길이가 은 입자의 형상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관찰되었다. 이는 이온성액체의 steric stabilization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상대적으로 양이온의 길이가 짧은 이온성액체

의 경우 steric stabilization이 약하기 때문에 은 입자가 더 응집되어 형

성되는 반면, 양이온의 길이가 길수록 steric stabilization이 강해져 입

자가 서로 달라붙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생겨 입자의 형태가 더 작

게 합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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