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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목

양성자빔 조사를 통한 속나노입자의 합성

Ⅱ.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1. 최종목표

    지 까지 개발된 나노입자 합성법은 화학  환원법, 기화학 , 화학 , 템 이트를 

이용하는 방법, 자빔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포함된다. 양성자 빔은 BT, ET, ST, 화학, 물리, 

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어져 왔지만, NT 분야, 특히 이를 이용한 나노입자의 합성은 최

근까지도 시도되어지지 않은 분야이다. 양성자 빔 조사 조건과 용액의 조건을 달리하여 속나

노입자의 합성조건 연구  확립이 목표이다.

2. 당해년도 연구내용

    양성자 빔 조사를 통한 속나노물질의 합성법 개발

-  나노입자 합성 조건 확립

- 은 나노입자  나노물질 합성

Ⅲ. 연구개발의 내용  범

1. 양성자빔 조사를 통한  나노물질의 합성

- 24 MeV, 1.09 Gy/s 의 흡수선량율을 가지는 양성자 빔을 이용하여  나노입자를 합성할 수 

있었다. 

- 10 nA의 류로 HAuCl4 혼합물에 양성자 빔을 조사한 경우 구형의  나노입자가 합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같은 빔 조건으로 조사시간을 증가시킨 경우, 구형의 입자를 포함한 일차원으로 성장한 

apect ratio가 3 이내인  나노막 를 확인할 수 있었다. 

2. 양성자빔 조사를 통한 은 나노물질의 합성

- 24 MeV, 1.09 Gy/s 의 흡수선량율을 가지는 양성자 빔을 이용

- 질산은(AgNO3) 혼합 수용액에 양성자 빔을 조사

- 고정된 조사율 (1.09 Gy/s)에서 조사시간이 길어질수록 은 나노입자의 크기가 5 nm 에서 30 

nm 로 증가됨을 발견

- 혼합 수용액의 질산은의 농도가 커질수록 생성되어진 은 나노입자의 크기가 증가됨을 확인



3. 양성자 펄스 빔 조사를 통한 은 나노물질의 합성

- 원자력 연구소 내에 설치된 양성자 빔 펄스를 이용한 은 나노입자의 합성이 시도되었다. 

- 양성자 빔 실험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은 콜로이드가 합성됨을 알아내었다.

- 은 이트가 모여서 형성된  꽃 형태 "flower like"의 은 나노물질이 합성됨을 TEM, SEM

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Ⅳ. 연구개발결과

- 크기와 모양이 조 된 속 나노입자 합성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크기와 모양이 조 된 속 나노입자는 SERS의 substrate로 응용할 수 있다.

- 표면 라스몬이란 속과 유 체의 경계면을 따라 진행하는 표면 자기 를 의미하며 이

를 이용한 표 인 로는 표면 surface plasmon resonance (SPR) 와 surface-enhanced 

Raman Scattering(SERS)이 있으며, 이것은 생분자 분석 기술  소자 개발에 응용될 수 있

다.  일반 으로 SERS 상은 은 이나  나노입자의 SPR에 의하여 근처에 분자들이 있을 경

우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UMMARY

 

Ⅰ. Title

Synthesis of metal nanoparticles under proton beam irradiation

Ⅱ. Research Goals and Scope of Research Development

 

1. Final Goals

Development of methodology on the synthesis of metal nanomaterials under proton 

beam irradiation 

- Establishment of the preparation condition for gold nanoparticles, nanorods, and 

nanowires 

- Preparation of silver nanomaterials

2. Scope of Research Development

0 and 1-dimensional gold and silver nanomaterials are synthesized through proton 

beam irradiation

III. Results

1. Synthesis of gold nanomaterials via proton beam irradiation

    Gold nanocrystals were formed by proton beam irradiation (24 MeV, 1.09 

Gy/s). Spherical gold nanoparticles in the range of 27 nm were prepared when the 

HAuCl4-containing mixture was irradiated under proton beam with an average 

current of 10 nA for 30 min. When the reaction mixture was irradiated for 60 min, 

Au nanomaterials including gold nanoparticles and nanorods were synthesized. The 

aspect ratio of the resulting Au nanorods was in the range of 3.     

2. Synthesis of silver nanomaterials via proton beam irradiation

    Ag nanocrystals were formed by proton beam irradiation (24 MeV, 1.09 Gy/s). 

Spherical silver nanoparticles were prepared when the AgNO3-containing solution 

mixture was irradiated under proton beam. It was observed that the average 



diameter of the silver nanoparticles was increased from 5 nm to 30 nm, as the 

beam irradiation was increased. It was also found as the concentration  of the 

silver ion was increased, the diameter of the synthesized Ag nanoparticles was 

gradually increased.

IV. Application plans

- Size and shape-controlled gold and silver nanomaterials can be utilized as SERS 

subs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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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최근 자 기기가 소형화되고 고 도화 됨에 따라 박막을 이용하는 속 패터닝 는 기

 상의 미세 배선 형성에 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 구 하기 해서 잉크를 활용하

는 경우가 부분인데, 이에 사용되는 도성 잉크에 포함되는 속 입자는, 모양의 균일성, 좁

은 입도 분포, 우수한 분산성 등의 특성이 요구된다. 특히 나노 사이즈의 속 입자를 제조하

는 효과 인 방법에 한 요구가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속 나노 입자를 제조하는 방법에는 기계 으로 그라인딩하는 방법, 공침법, 분무법, 졸-

겔법, 기분해법, 마이크로에멀젼법 등 다양한 방법이 소개되어 있다. 이 에서 공침법은 입자

의 크기, 모양  크기 분포의 제어가 불가능하며, 기분해법과 졸-겔법은 제조비용이 높고 

량생산이 어려운 문제 이 있고, 마이크로에멀젼법은 입자의 크기, 모양  크기 분포의 제어

는 상 으로 용이하나 제조공정이 복잡하여 실용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은 나노 입자의 제조 방법은 기상법과 액상법으로 구분된다. 기상법은 가스 에서의 

증착법으로 헬륨과 같은 불활성 가스 분 기 하에서 낮은 압력으로 은을 증발시켜 은 나노 입

자를 제조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으로 얻은 은 입자의 크기는 약 10㎚이하가 된다. 한편, 액상

법은 수용액 상에서 은 이온을 환원제를 이용하여 환원시켜 은 입자를 석출하고 이를 다시 고

분자 분산제인 유기용매를 통과시켜 은 나노 입자를 얻거나, 수용액 에서 할로겐화은을 환원

제 ( 를 들어, 수소화붕산소다, 수소화붕산암모늄 등)와 보호제를 이용하여 환원시키는 방법 

등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기상법은 량생산을 하여는 특수 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는 등 

량생산이 곤란한 문제 이 있다. 한편, 액상법은 량생산은 상 으로 용이하나, 액상 내에서 

나노 입자간의 응집이 이루어져서 은 나노 입자 분말을 얻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기 하여 분산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결과 으로 량 합성의 경우 균일한 

핵형성  성장률 조 이 어려워 수율이 낮다는 문제 이 있다. 한, 액상법의 경우에는 입자

의 크기 분포가 넓고, 특히 폴리올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에틸 리콜의 환원력을 극 화

하기 해서 고온 활성화 과정이 필요한데, 고온에서 은 입자의 성장 속도 한 최 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을 제어하기 해서는 많은 양의 PVP가 필요하게 된다. 이와 같이 많은 양

의 PVP (Polyvinylpyrrolidone)를 필요로 하는 이 량 합성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PVP의 양을 이는 것이 해결하여야 할 과제이다.

    한, 유기환원제를 사용하는 환원 방법  아스코빅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온에서도 

은 이온을 환원시켜 버리기 때문에 입자 제어에 어려움이 있으며, 루코오스를 사용하는 경우

에는 수계에서도 용해도가 무 낮아 은 이온 비 농도를 맞추려면 많은 양의 극성 용매가 

필요한데 이는 고농도의 입자 합성법을 어렵게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종래의 은 입자 합

성 방식은 농도 (>0.05M)로만 합성이 가능했으며, 한 배치 공정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균일



한 입자의 양은 극히 제한 이라는 한계가 있다.

    반면에, 양성자 빔을 이용하여 속 나노물질을 합성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 장 이 있다. 

에서 열거한 여러 가지 환원제를 신할 수 있는 에 지를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따로 환경

에 유해한 환원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을 최 의 장 으로 꼽을 수 있다. 한 양성자 

빔 조사 실험은 실온에서 이 지므로 특수한 고온 장비가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친환경 이고 

실온에서의 속 나노입자의 합성이 가능한 양성자  을 활용한 새로운 분야인, NT 분야에서의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한다.



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1) 세계  수

    개념정립 단계임

  (2) 국내수  

    양성자 빔을 이용은 주로 의료 분야에서 암 치료와 진단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BT, ST, 

ET, 물리, 그리고 화학의 기  연구에 이용되어져 왔다. 최근에 본 연구자에 의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양성자 빔을 이용하여 속 나노 입자의 합성이 처음으로 시도되었으며, 양성자 빔과 

속 나노입자 합성의 기 인 상  게는 연구되어졌으나, 체계 인 양성자 빔을 활용하여 

속 나노물질의 합성  련된 나노입자의 합성 메커니즘의 규명은 아직도 연구 임.



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결과

  

    양성자 빔의 선량율과 조사시간을 변화시켜서 총선량(total dose)을 일정하게 하 을 경우, 

합성된  나노입자의 모양과 크기에 뚜렷한 변화가 있음을 발견했다. 선량율이 어떤 특정한 

값에 도달하게 되면, 총선량이 일정한 한도 내에서는 매우 유사한 모양의  나노입자가 합성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① 양성자 빔 조사를 통한  나노물질의 합성

- 24 MeV 에 지를 가지는 양성자 빔을 이용하여  나노입자를 합성할 수 있었다. 

- 30분 조사 후에는 평균 지름이 약 27 nm인 구형의  나노입자가 합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 같은 빔 조건으로 조사시간을 60분으로 증가시킨 경우, 구형의 입자를 포함한 일차원으로 성

장한 apect ratio가 3 이내인  나노막 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 (a)양성자빔 조사 의  이온을 포함하는 용액의 UV-Vis 스펙트럼 (b) 평균 빔 류 

10 nA으로 30분 조사한 뒤 얻어진 용액의 UV-Vis 스펙트럼, 그리고 (c) (b)와 같은 용액을 60

분 조사하 을 경우의 UV-Vis 스펙트럼



 

그림 2.  10 nA의 류로 (a) 30분,  (b) 60분 동안 HAuCl4 혼합물에 양성자 빔을 조사한 경

우 합성되어진  나노입자의 TEM 사진



                         그림 3. 함성된  입자의 TEM 사진



- 실온에서 낮은 농도의 cetyltrimethylammonium bromide(CTAB)의 존재 하에서 양성자 빔을 

이용하여  입자를 합성할 수 있었다. 합성된  나노입자의 크기와 모양은 양성자 빔의 선량

율과 조사 기간에 의해 쉽게 조 되는 것을 알아냈다. 양성자 빔의 선량율을 일정하게 놓고, 

빔의 조사 시간을 증가시킬 때 합성된  입자는 구형입자에서 나노막 /나노선으로, 그리고 

다시 구형입자로 변하는 것을 확인하 다. (그림 3)

② 양성자 빔 조사를 통한 은 나노입자 합성

- 24 MeV 에 지를 가지는 양성자 빔을 이용하여 은 나노입자를 합성할 수 있었다.

- 질산은(AgNO3) 수용액을 포함하는 혼합용액에 양성자 빔 조사.

- 조사시간은 양성자 빔의 총 조사량을 결정짓는 변수이며, 고정된 조사율에서 조사시간이 길

어질수록 은 나노입자의 크기가 5 ~ 30 nm 로 증가됨을 발견했다.



그림 4. (a) 5x10
-3

 M, (b) 1x10
-2

 M, and (c) 2x10
-2

 M 은 용액을 10 nA 의 류로 15분 동안 

조사한 경우 함성되어진 은 나노입자의 UV-Vis 스펙트럼



그림 5.  10 nA의 류로 15분 동안 (a) 5x10
-3

 M, (b) 1x10
-2

 M, and (c) 2x10
-2

 M의 은 농도를 

가지는 혼합물에 양성자 빔을 조사한 경우 합성되어진 은 나노입자의 TEM 사진



- 빔의 조사율을 1.09Gy/sec, 조사시간을 15분으로 고정시키고, 질산은(AgNO3)의 농도를 5 ~ 

20 mM로 조 함으로써 10 ~ 22 nm 크기의 은 나노입자를 제조할 수 있다. 혼합 수용액의 질

산은의 농도가 커질수록 생성되어진 은 나노입자의 크기가 증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③ 양성자 빔 조사를 통한  나노막 의 합성

- 양성자빔 조사를 통한  나노물질을 합성하 다. 

- HAuCl4, CTAB, TOAB를 포함하는 수용액에 양성자 빔 조사로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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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양성자빔 조사를 통해 얻은  나노입자의 UV-Vis specra



그림 7. 양성자빔 조사를 통해 얻은  나노입자의 TEM 사진



④ 꽃 형태의 은 나노물질 합성

- 원자력 연구소 내에 설치된 양성자 빔 펄스를 이용한 은 나노입자의 합성이 시도되었다. 

- 양성자 빔 실험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은 콜로이드가 합성됨을 알아내었다.

- 은 이트가 모여서 형성된  꽃 형태 "flower like"의 은 나노물질이 합성됨을 TEM, SEM

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8. AgNO3 혼합물에 빔 펄스를  조사하 을 경우, 은 이트가 모여서 형성된 꽃 형태

의 은 나노물질이 합성됨을 SEM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제4장 목표달성도  련분야에의 기여도

  

목    표 달 성 도(%) 내      용

양성자 빔 조사를 통한  나

노입자의 합성 방법
100

양성자 빔 조사 조건과 실험 조건

에 따라  나노 물질의 크기와 

모양이 조 됨을 확인

양성자 빔 조사를 통한 CNT-

은 나노입자의 합성 방법
100

실험 조건에 따라 CNT-은 나노 

물질의 합성 확인 



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최근 자 기기가 소형화되고 고 도화 됨에 따라 도성 잉크에 포함되는 속 나노 입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사용되는 나노 입자는 모양의 균일성, 좁은 입도 분포, 

우수한 분산성 등의 특성이 요구된다. 

- 양성자 빔 조사로 합성된 은 나노입자는 이러한 도성 잉크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 크기와 모양이 조 된 속 나노입자는 SERS의 substrate로 응용할 수 있다.

- 표면 라스몬이란 속과 유 체의 경계면을 따라 진행하는 표면 자기 를 의미하며 이

를 이용한 표 인 로는 표면 surface plasmon resonance (SPR) 와 surface-enhanced 

Raman Scattering(SERS)이 있으며, 이것은 생분자 분석 기술  소자 개발에 응용될 수 있

다.  일반 으로 SERS 상은 은 이나  나노입자의 SPR에 의하여 근처에 분자들이 있을 경

우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제 지
	제 출 문
	보고서 요약서
	요 약 문
	목 차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4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