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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금속간의 치환 반응을 이용한 코어-쉘 구조 및 혼합된합금 구조의 금속 나노 입자의 제조 방법과 그 

응용

요약

본 발명은 금속간의 치환 반응을 이용한 코어-쉘 구조 및 혼합된 합금 구조의 금속 나노 입자의 제조방법과 그 응용

에 관한 것으로, 제 1관점에서의 본 발명은, 나노 입자인 제 1금속과, 상기 제 1금속보다 환원 전위가 높은 제 2금속을

함유한 금속 전구체를 적당한 유기 용매를 선택하여 각각 용해하고, 상기 형성된 각 용액을 혼합하여 상기 제 1금속과

상기 제 2금속간의 금속 치환 반응에 의해 코어-쉘 구조의 금속 나노입자를 제조하는 방법을 포함하고,

제 2관점에서의 본 발명은, 제 1금속을 함유하며 열분해가 가능한 금속 전구체 A와, 상기 제 1금속보다 환원 전위가 

높은 제 2금속을 함유한 금속 전구체 B를 적당한 유기 용매를 선택하여 각각 용해하고, 상기 형성된 B용액에 상기 A

용액을 혼합하여 상기 금속 전구체 A와 상기 금속 전구체 B간의 금속 치환 반응에 의해 합금 구조의 금속 나노 입자

를 제조하는 방법을 포함함으로써,

금속 치환이 가능한 어떠한 이종 금속간에도 코어-쉘 구조 또는 혼합된 합금 구조를 제조함이 가능하며, 이에 의해 

제조된 나노 입자는 물리·화학적 안정성 및 균일성이 우수하여 새로운 정보 저장 소재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 분야로

의 응용이 가능하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a) 금속 치환 반응을 이용한 코어-쉘 구조의 금속 나노 입자 및 (b) 혼합된 합금 구조의 금속 나노 입자의 합

성에 관한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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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합성된 코어-쉘 구조의 코발트-백금 나노 입자의 투과 전자 현미경 사진.

도 3은 합성된 혼합된 합금 구조의 코발트-백금 나노 입자의 투과 전자 현미경 사진과 X-선 회절 분석 및 전자빔 회

절 분석도.

도 4는 (a) 코어-쉘 구조의 코발트-백금 나노 입자의 에너지 분산 X-선 분석도, (b) 혼합된 합금 구조의 코발트-백금

나노 입자의 에너지 분산 X-선 분석도.

도 5는 코발트-백금 나노 입자의 5 K에서의 자기 이력 곡선. (a) 코어-쉘 구조의 코발트-백금 나노 입자의 보자력은 

330 Oe 값을 가지며, (b) 혼합된 합금 구조의 나노 입자는 6900 Oe의 값을 가짐을 보여주고 있다.

도 6은 실리콘 기판 위에 스핀 코팅된 코어-쉘 구조의 코발트-백금 나노 입 자의 주사 전자 현미경(SEM) 사진.

도 7은 실리콘 기판 위에 스핀 코팅된 코어-쉘 구조의 코발트-백금 나노 입자의 열처리 후 변화된 자기 이력 곡선.

도 8은 금속 치환 반응을 이용한 선택적 화학증착(CVD) 장치의 개략도.

도 9는 실리콘 표면 위에 스핀 코팅된 금속 나노 입자 및 나노 막대에 금속 치환이 가능한 금속 선구물질을 사용하여 

선택적으로 합금을 화학증착하는 과정의 개략도.

도 10은 실리콘 표면 위에 스핀 코팅된 코발트 나노 입자에 금속 치환이 가능한 금속 전구체인 Pt(hfac) 2 을 사용하

여 백금을 선택적으로 화학증착한 후의 주사 전자 현미경 사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금속간의 치환 반응을 이용한 코어-쉘 구조 및 혼합된 합금 구조의 금속 나노 입자의 제조 방법과 그 응용

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1 내지 100 nm 범위내의 크기를 갖는 이종 또는 삼종 이상의 코어-쉘 또는 혼합된 

합금 구조를 가지는 나노 입자(막대 구조를 포함한다. 이하 '나노 입자'라 통칭함)의 제조 방법과 그 응용에 관한 것이

다.

나노 입자라 함은 입자의 크기가 1∼100nm 크기를 가지는 입자로서, 양자크기 효과와 넓은 표면적 때문에 벌크와는 

다른 광학적, 전기적, 자기적, 촉매적 특성을 지닌다. 이와 같은 이유로 나노 입자의 합성법 개발에 현재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어-쉘 또는 혼합된 합금 구조의 나노 입자를 합성하는 방법은 아직

도 미숙한 단계에 있는 실정이다. 합금 구조의 나노 입자는 단일 원소의 나노 입자가 가지는 단점(쉬운 산화성, 부식

성, 화학적-물리적 성질의 저하)을 보완해 주며, 화학 반응에서의 촉매적 특성을 향상시켜주며, 자성 금속의 경우 자

기 이방성을 증가시켜 보자력을 향상시켜 주며, 또한 공기 중에서도 산화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정한 상태로 존재하므로

자기 기록 매체 물질로의 활용을 가능하도록 해준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합금 구조는 물리적인 진공 증착법을 사용하여 박막을 형성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

어 왔으나, 입자의 무질서한 성장과 입자크 기의 불균일성으로 인해 그 특성이 저하되는 단점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

만 최근 Sun등(Science. 2000, 287, 1989)에 의해 개발된 화학적 합성 방법에 의해 보다 개선된 나노 입자의 박막을

형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화학적 합성 방법을 이용한 예로는 하이드라이드(예를 들면 NaBH 4 , NaBEt 3 H, N 2 H 4 )나 디올과 같은 화학적

환원제를 사용하여 금속 이온 또는 유기 금속 화합물로부터 금속들을 환원시켜 코발트-백금 및 철-백금 합금 나노 

입자를 합성하는 방법이 보고되고 있다(Science. 2000, 287, 1989; J. Appl. Phys. 2000, 87, 5615;J. Phys, Chem. 

B 2000, 104, 695, J. Appl. Phys. 1999, 85, 5184). 또한 하이드라이드나 디올을 사용한 화학적 환원 방법에 의해 

제조된 코발트 나노 입자는 단일 전자 소자로도 응용하려는 시도가 IBM의 Sun에 의해 이루어진 바가 있다.

또한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금-은, 구리-은, 구리-팔라듐, 팔라듐-백금, 팔라듐-금, 및 구리-백금 합금 나노 입자에 

대하여도 금속 이온 또는 유기 금속 화합물을 하이드라이드나 알코올을 환원제로 사용하여 환원하여 제조하는 방법

이 개시된 바 있다(J. Phys. Chem. 1992, 96,9730; J. Phys. Chem. 1997, 101,5301; J. Phys. Chem. 1991, 96,74

48;Langmuir, 1995, 11, 693; Chem. Mater. 1993, 5, 254; Chem. Mater. 1996, 8, 1895;Langmuir, 1994, 10, 45

74; Langmuir 1993, 9, 1664; J. Phys. Chem. 1992, 96, 9927; J. Phys. Chem. B 1997,101, 7033)

이러한 귀금속 나노 입자는 올레핀과 같은 유기 화합물의 이중 결합을 환원시키는 환원 촉매로 활용될 수가 있는데, 

이는 입자의 크기가 나노미터 크기로 바 뀜에 따라 상대적으로 증가된 표면적으로 인해 그 활성이 매우 증가한데 기

인한다.

상기와 같은 종래의 방법들을 통해 이종 원소로 구성된 나노 입자를 합성하려는 노력이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이들 

방법에 의해서는 균일한 크기의 입자와 일정한 성분비의 조절이 보장되지 않아 실제 산업적 활용에 있어 많은 문제가

제기되며, 또한 수 나노미터 크기의 코어-쉘 구조를 형성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도 어려운 일이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자는 상기 제반 문제점을 지니는 종래의 제조 방법과는 달리 추가적인 환원제의 사용 없이 이종 금속간의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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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환원 전위차를 이용한 금속 치환 반응만을 이용하여 코어-쉘 구조의 나노 입자와 혼합된 합금 구조의 나노 입자를

제조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연구한 결과 본 발명을 완성하게 되었다.

본 발명에서 사용한 금속 치환 반응은 금속간의 환원 전위의 차이로 인하여 0 가의 금속이 산화되어 이온화되고 이온

인 금속이 환원되면서 두 금속간에 치환이 일어나는 반응으로, 이러한 반응의 경향성은 금속간의 이온화 경향으로 예

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상위의 경향성에 입각하여 여러 가지 금속의 치환반응을 통해 추가적인 환원제의 사용 없이

안정하고 균일한 크기를 가지는 코어-쉘 구조의 금속 나노 입자 또는 특정 조성비를 가지는 혼합된 합금 형태의 나노

입자의 제조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으로는 본 발명에 의한 금속 나노 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산업분야(정보 저장 매체, 촉

매, 의학적 치료제 등을 포함)에의 용도를 제공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에 의한 금속 나노 입자의 제조방법은 제 1관점의 방법으로,

나노 입자인 제 1금속과, 상기 제 1금속보다 환원 전위가 높은 제 2금속을 함유한 금속 전구체를 적당한 유기 용매를 

선택하여 각각 용해하고, 상기 형성된 각 용액을 혼합하여 상기 제 1금속과 상기 제 2금속간의 금속 치환 반응에 의해

코어-쉘 구조의 금속 나노 입자를 제조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상기에서 나노 입자인 제 1금속은 특정한 금속으로 한정될 것을 요하지는 아니한다. 다만 상기 제 1금속은 제 2금속

보다는 환원 전위가 낮은 금속일 것이 요구된다. 바람직하기로는 상기 제 1금속으로는 망간, 크롬, 철, 코발트, 니켈, 

구리, 은, 팔라듐, 백금, 금에서 선택된 1종을 포함한다. 상기 제 1금속은 공지의 제조방법(후술하는 제조예 1의 공지

의 유기 금속 화합물의 열분해 방법)에 따라 제조된 나노 입자이면 충분하고 특정한 방법에 한정된 것임을 요하지 아

니한다. 또한 상기 제 1금속은 단일 조성의 금속 이외에도 적어도 2종 이상의 금속으로 구성되는 코어-쉘 구조 또는 

혼합 합금 구조를 포함한다. 따라서, 망간-크롬, 망간-철, 망간-코발트, 망간-니켈, 망간-구리, 망간-은, 망간-팔라

듐, 망간-백금, 망간-금, 크롬-철, 크롬-코발트, 크롬-니켈, 크롬-구리, 크롬-은, 크롬-팔라듐, 크롬-백금, 크롬-금, 

철-코발트, 철-니켈, 철-구리, 철-은, 철-팔라듐, 철-백금, 철-금, 코발트-니켈, 코발트-구리, 코발트-은, 코발트-팔

라듐, 코발트-백금, 코발트-금, 니켈-구리, 니켈-은, 니켈-팔라듐, 니켈-백금, 니켈-금, 구리-은, 구리-팔라듐, 구리

-백금, 구리-금, 은-팔라듐, 은-백금, 은-금, 팔라듐-백금, 팔라듐-금, 백금-금 등을 포함한 2종 코어-쉘 구조 또는 

합금구조와, 철-코발트-니켈, 크롬-철-코발트, 망간-철-코발트, 크롬-철-니켈, 망간-철-니켈, 망간-크롬-철, 크롬

-코발트-니켈, 망간-코발트-니켈, 망간-크롬-코발트, 망간-크롬-니켈 등을 포함하는 3종 코어-쉘 구조 또는 합금 

구조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다종 금속으로 구성되는 코어-쉘 구조 또는 합금 구조가 이에 포함된다.

본 발명에 사용되는 제 2금속은 상기 제 1금속과 비교하여 환원 전위가 높은 조건을 만족하는 한 특정한 종류로 한정

되지 아니한다. 상기와 같은 환원 전위는 금속의 이온화 경향과 관련되며, 이러한 경향은 공지의 참고 문헌(Handboo

k of Chemistry and Physics, 76 th ed;CRC press, 1995,pp8∼21)을 통해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금

속의 이온화 경향은 K>Ca>Na>Mg>Al>Mn>Zn>Cr>Fe>Co>Ni>Cu Hg>Ag>Pd>Pt>Au과 같이 나열할 수 있으며 왼쪽

에 위치할수록 환원 전위가 낮은 즉 산화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오른쪽에 위치할수록 환원 전위가 높은 즉 환원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따라서 제 1금속이 정해지면 제 1금속과 치환을 이룰 제 2금속은 환원 전위가 보다 큰 금속이어야 하며 제 1금속과의

전위차가 클수록 치환 반응에 있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상기 제 2금속을 함유한 금속 전구체는 제 1금속과의 금속 치환 반응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조성의 물질인 한 특별히 

한정되지 아니한다. 상기 요건을 충족시키는 금속 전구체로서는 β-디케토네이트 화합물, 포스핀 화합물, 유기 금속 

화합물, 탄화 수소 암모늄염(R 4 N: R은 탄소길이 1∼22의 직쇄형, 분지형 사슬 또는 페닐기를 포함하는 사슬)화합물

등을 들 수 있다. 상기 β-디케토네이트 화합물로는 예를 들면 Pt(hfac) 2 (hfac=헥사플루오로아세틸아세토네이트), 

Au(hfac)(PPh 3 ) (PPh 3 = 트리페닐포스핀). Au(hfac)(PMe 3 ), Me 2 Au(hfac), Me 2 Au(tfac)(tfac=트리플루오

로아세틸아세토네이트), Pd(hfac) 2 , Au(acac)(PPh 3 ). Au(acac)(PMe 3 ), Ag(hfac), Ag(hfac) (PR 3 ), Cu(hfac)

2 , Pt(acac) 2 (acac=아세틸아세토네이트), Pd(acac) 2 , Ag(acac), Ag (acac)(PR 3 ), Cu(acac) 2 등이 있다. 상기

포스핀 화합물로는 예를 들면 Pt(PR 3 ) 4 , AuCl(PPh 3 ), Pd(PR 3 ) 4 , [Ag(PR 3 )I] 4 , AuPR 3 Cl, [(PR 3 )2]

CuNO 3 등이 있다. 상기 유기 금속 화합물로는 예를 들면 Me 3 AuPMe 3 , EtAuPMe 3 , Pt(COD)Cl 2 (COD=시

클로옥타디엔), Pt(COD)(CH 3 ) 2 , Pd(COD)Cl 2 , Pd(COD)(CH 3 ) 2 등이 있다. 상기 탄화 수소 암모늄염(R 4 N)

화합물로는 예를 들면 [R 4 N]AuCl 4 , [R 4 N] 2 PtCl 4 , [R 4 N] 2 PdCl 4 , [R 4 N] 2 CuCl 4 등이 있다.

상기 각 전구체에 포함된 R은 바람직하기로는 탄소 길이가 1에서 22까지의 직쇄형 및 분지형 사슬과 페닐기를 포함

한 사슬을 포함한다.

이하 상기 코어-쉘 구조의 금속 나노 입자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먼저 본 발명의 코어로서 사용가능한 제 1금속 나노 입자로는 상기한 바와 같이 단일 금속 또는 다종의 금속으로 구

성되는 코어-쉘 구조 또는 혼합된 합금 구조로서 적절한 유기용매를 선택하여 용해한 용액의 형태로 제공된다.

또한 쉘을 구성할 제 2금속을 함유한 금속 전구체 용액은 치환하고자 하는 제 2금속을 함유한 적절한 전구체를 선택

하고 마찬가지로 이를 적절한 유기 용매에 용해하여 금속 전구체 용액을 제조한다.

상기 제 1금속으로 구성되는 나노 입자 및 제 2 금속을 함유한 금속 전구체를 위한 용매로는 특별한 한정을 요하는 것

은 아니지만 유기 용매로서 예를 들면 헥사데칸, 데칸, 노난, 도데칸, 톨루엔, 아니솔, 디페닐에테르, 디옥틸에테르, 디

클로로벤젠, 디염화벤젠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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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금속 전구체 용액을 제조하는 경우 바람직하기로는 나노 입자가 용액내에서도 안정한 단분산상을 형성하도록 

적절한 안정제를 첨가한다.

상기 적절한 안정제의 예로서는 하기 일반식의 화합물을 포함한다.

R-X

(상기에서 R은 탄화 수소 화합물로 탄소길이 2∼22인 직쇄형 또는 분지형 사슬이고, X는 이소시안, 술폰산, 인산, 카

르복시산, 아민 및 티올 등의 작용기를 포함한다)

다음으로 상기 제 1금속을 함유한 용액과 금속 전구체 용액을 혼합하여 상기 제 1금속과 제 2금속간의 산화-환원에 

의한 금속 치환 반응을 유도한다. 금속 치환 반응에 필요한 구체적인 반응 조건은 특별한 한정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

만 금속 치환 반응시 반응 온도로는 50∼300℃, 보다 바람직하기로는 120∼150℃로 유지하도록 하며, 상기 온도를 

1∼12시간 정도 유지시켜주는 것이 코어-쉘 구조를 일정하게 합성하는 면에 있어 바람직하다.

상기 과정을 통해 형성된 코어-쉘 구조의 나노 입자를 용액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극성 용매를 첨가하

고 원심 분리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이때 첨가 가능한 극성 용매의 예로서는 메탄올, 에탄올, 이소프로판올 등의 짧은 

사슬을 가진 알코올을 들 수 있으며 반드시 이들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기 분리된 나노 입자는 실제 산업분야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유기 용매에 재분산, 재해교 되어질 필요가 있는데 

이때 사용 가능한 유기 용매의 예를 들면 톨루엔, 헥산, 노난, 데칸, 아니솔, 테트라하이드로퓨란 등의 용매가 있다.

상기 코어-쉘 구조의 나노 입자의 분리 이후의 과정은 공지의 공정에 의해 수행하면 충분하고 특별히 한정되지 아니

하며 본 발명의 권리 범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도 1(a)는 본 발명의 상기 제 1관점에 의한 제조 방법을 도식화한 것이다(M: 제 1금속 나노 입자, M*: 제 2금속. M*L

x : 금속 전구체). 이에 의하면 제 1금속 나노 입자 M과 제 2금속을 함유한 전구체(M*L x )와의 금속 치환 반응에 의

해 코어-쉘 구조의 금속 나노 입자(MM*)가 얻어짐을 보여주고 있다. 즉 제 1금속 나노 입자 M이 표면에너지를 줄이

기 위해 상호 응집되는 과정을 통해 코어 구조를 형성하고 여기에 제 2금속 M*이 금속치환반응을 통해 코어-쉘구조

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상기 공정에 의하면 후술하는 구체적인 실험예에서 알 수 있듯이 효율적이면서도 균일한 크기의 코어-쉘 구조를 얻

을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한 금속 나노 입자의 제조 방법은 제 2관점의 방법으로,

제 1금속을 함유하며 열분해가 가능한 금속 전구체 A와, 상기 제 1금속보다 환원 전위가 높은 제 2금속을 함유한 금

속 전구체 B를 적당한 유기 용매를 선택하여 각각 용해하고, 상기 형성된 B용액에 상기 A용액을 혼합하여 상기 금속 

전구체 A와 상기 금속 전구체 B간의 금속 치환 반응에 의해 합금 구조의 금속 나노입자를 제조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상기에서 제 1금속은 특정한 금속으로 한정될 것을 요하지는 아니한다. 다만 상기 제 1금속은 제 2금속보다 환원 전

위가 낮은 금속일 것이 요구된다. 바람직하기로는 상기 제 1금속으로는 망간, 크롬, 철, 코발트, 니켈, 구리, 은, 팔라

듐, 백금, 금에서 선택된 1종을 포함한다.

상기 제 1금속을 함유한 금속 전구체 A는 특별한 한정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열분해되어 금속 나노입자를 내어놓

을 수 있는 금속 전구체이면 충분하다. 이러한 요건을 만족하는 금속 전구체의 예로서는 Co 2 (CO) 8 , Co 4 (CO) 1

2, Cr 2 (CO) 7 , Mn 2 (CO) 10 , Fe(CO) 5 , Fe 2 (CO) 10 , Ni(CO) 4 등의 카보닐 화합물이 있다.

상기 제 2금속을 함유한 금속 전구체 B는 제 1금속과의 금속 치환 반응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조성의 물질인 한 특별

히 한정되지 아니한다. 상기 요건을 충족시키는 금속 전구체로서는 β-디케토네이트 화합물, 포스핀 화합물, 유기 금

속 화합물, 탄화 수소 암모늄염(R 4 N: R은 탄소길이 1∼22의 직쇄형, 분지형 사슬 또는 페닐기를 포함하는 사슬) 화

합물 등을 들 수 있다. 상기 β-디케토네이트 화합물로는 예를 들면 Pt(hfac) 2 (hfac=헥사플루오로아세틸아세토네

이트), Au(hfac)(PPh 3 ). Au(hfac)(PMe 3 ), Me 2 Au(hfac), Me 2 Au(tfac)(tfac=트리플루오로아세틸아세토네이

트), Pd(hfac) 2 , Au(acac)(PPh 3 ). Au(acac)(PMe 3 ), Ag(hfac), Ag(hfac)(PR 3 ), Cu(hfac) 2 , Pt(acac) 2 (aca

c=아세틸아세토네이트), Pd(acac) 2 , Ag(acac), Ag(acac)(PR 3 ), Cu(acac) 2 등이 있다. 상기 포스핀 화합물로는 

예를 들면 Pt(PR 3 ) 4 , AuCl(PPh 3 ), Pd(PR 3 ) 4 , [Ag(PR 3 )I] 4 , AuPR 3 Cl, [(PR 3 )2]CuNO 3 등이 있다.

상기 유기 금속 화합물로는 예를 들면 Me 3 AuPMe 3 , EtAuPMe 3 , Pt(COD)Cl 2 (COD=시클로옥타디엔), Pt(CO

D)(CH 3 ) 2 , Pd(COD)Cl 2 , Pd(COD)(CH 3 ) 2 등이 있다. 상기 탄화 수소 암모늄염(R 4 N) 화합물로는 예를 들

면 [R 4 N]AuCl 4 , [R 4 N] 2 PtCl 4 , [R 4 N] 2 PdCl 4 , [R 4 N] 2 CuCl 4 등이 있다.

상기 각 전구체에 포함된 R은 바람직하기로는 탄소 길이가 1에서 22까지의 직쇄형 및 분지형 사슬과 페닐기를 포함

한 사슬을 포함한다.

이하 상기 혼합된 합금 구조의 금속 나노 입자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먼저 본 발명에 사용 가능한 제 1금속을 함유한 금속 전구체 A는 상기한 바와 같으며 적절한 유기 용매를 선택하여 

용해한 용액의 형태로 제공된다.

또한 제 2금속을 함유한 금속 전구체 B용액은 치환하고자 하는 제 2금속을 함유한 적절한 전구체를 선택하고 마찬가

지로 이를 적절한 유기 용매에 용해하여 금속 전구체 용액을 제조한다.

상기 금속 전구체 B용액을 제조하는 경우 바람직하기로는 나노 입자가 용액내에서도 안정한 단분산상을 형성하도록 

적절한 안정제를 첨가한다. 상기 안정제는 코어-쉘 구조에서와 동일한 것을 사용하면 충분하므로 이하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금속 치환 반응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바람직하기로는 상기 금속 전구체 용액 B를 50∼300℃, 보다 

바람직하기로는 120∼150℃로 유지시켜주고 여기에 금속 전구체 A 용액을 주입하여 바람직하기로는 1∼12시간 정

도 유지시켜준다. 보다 바람직하기로는 상기 금속 전구체 A용액의 주입시 주사기 등의 주입 수단을 이용해 빠르게 수

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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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과정에 의해 형성된 나노 입자의 분리 및 분리 이후의 공정은 전술한 바와 같으므로 생략한다.

도 1b는 본 발명의 상기 제 2관점에 의한 제조 방법을 도식화한 것이다(M: 제 1금속 나노 입자, M*: 제 2금속. ML x

: 금속 전구체 A, M*L x : 금속 전구체 B). 이에 의하면 제 1금속을 함유한 금속 전구체 A(ML x )와 제 2금속을 함유

한 금속 전구체B(M*L x )와의 금속 치환 반응에 의해 혼합된 합금 구조의 나노입자(MM*)가 얻 어짐을 보여주고 있

다. 즉 상기 금속전구체 A는 금속전구체 B용액 내에서 나노입자인 M을 생성하고 동시에 금속전구체 B용액과 금속 M

과의 산화환원반응으로 금속 M*가 형성되어 결국 혼합된 합금형태의 나노입자(MM*)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상기 공정에 의하면 후술하는 구체적인 실험예에서 알 수 있듯이 효율적이면서도 균일한 크기의 코어-쉘 구조를 얻

을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한 코어-쉘 구조 또는 혼합된 합금 구조의 나노 입자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의 활용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제 1관점에서의 응용 분야로는 자성 물질을 이용한 각종 정보 저장 매체를 들 수 있으며, 상기 본 발명의 

금속 나노 입자를 공지의 방법으로 소정 기판 상에 박막층을 형성함으로써 구현가능하다. 상기 사용 가능한 기판으로

는 현재 널리 사용되는 실리콘, 유리, 사파이어 기판이나 하드디스크의 플래터 제작에 사용되는 알루미늄을 포함한 

각종 금속 재료로 구성되는 모든 기판 또는 디스크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기판 상에 박막층을 형성하는 방법으로는 공지의 스핀 코팅법(실험예 2참조), 딥 코팅법, 화학적 자기 조립법을 

들 수 있다.

금속 나노 입자를 이용해서 고밀도 자기 정보 저장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매우 큰 보자력이 필요하다. 본 발명에 의

한 금속 나노 입자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공기 중에서도 안정하고(실시예 2의 도 3d 참고: 공기 중에서 보관된 나노입

자의 X선 회절 분석 결과 산화된 형태의 나노입자가 형성되지 않았음), 부식에도 강하며( 참고: 코발트의 표면을 코팅

한 플래티늄이 내부식성을 지니므로 산이나 염기에도 잘 견디는 특성을 가진다), 매우 큰 보자력(참고: 실험예 1, 2)을

지니고 있어 약 6 나노미터 크기의 코발트-백금 나노 입자를 자기 조립 패터닝 방식을 통하여 평면 배열시키는 경우, 

이 입자 하나를 정보 저장 단위(비트)로 사용한다면 테라 (tera=10 12 )급 이상의 기록 밀도를 가지는 차세대 기억 저

장 매체를 생산함이 가능하다.

또한 본 발명의 제 2관점에 의한 상기 정보 저장 매체는 소정의 기판과, 상기 기판의 상, 하면의 일부 또는 전부에 제 

1금속을 코팅한 박막층과, 상기 박막층의 상부에 상기 제 1금속보다 환원 전위가 높은 제 2금속을 함유한 금속 전구

체를 선택적으로 화학증착하여 형성한 치환 금속층을 포함하여 구현할 수 있다. 상기에서 제 1금속의 코팅층의 형성

은 앞서 설명한 공지의 방법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구성을 지니는 정보 저장 매체는 제 1관점에 의한 정보 저장 매체와 같이 코어-쉘 구조의 금속 나노 입

자층을 기판 상에 직접 형성하는 것과는 달리 제 1금속 나노 입자층의 상부에 제 2금속을 함유한 금속 전구체를 증착

하여 기판 상에서 금속 치환 반응을 일으키는 점에서 상이하다(실험예 3참조).

본 발명의 제 3관점에서의 응용 분야로는 상기 방법에 의해 제조된 금속 나 노 입자를 유효 성분으로 함유하는 화학적

촉매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의한 금속 나노 입자는 특히 올레핀의 환원과 같은 화학 반응의 촉매로 활용할 수 있으며(참고: 실험예 4), 

뿐만 아니라 탄소 나노 튜브 제조를 위한 성장핵으로 제공함이 가능하다.

탄소 나노 튜브를 생산함에 있어서는 공지의 기상 합성법(Vapor phase growth)을 이용할 수 있다. 기상 합성법은 기

판을 사용하지 않고 반응로 내에 C 2 H 2 , C 2 H 4 , CH 4 , C 2 H 6 등의 반응 가스와 촉매 금속을 직접 공급하여

기상에서 탄소 나노 튜브를 직접 합성하는 방법으로써, 탄소 나노 튜브를 대량으로 합성하기에 유리한 방법으로 제안

되고 있다. 본 발명에 의한 금속 나노 입자는 여타 다른 나노입자와 마찬가지로 표면적이 커 금속 표면에서 진행되는 

촉매 활성이 우수한 특징이 있으므로 탄소 나노 튜브의 성장핵으로서의 사용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본 발명의 제 4관점에서의 응용 분야로는 상기 방법에 의해 제조된 금속 나노 입자를 유효 성분으로 함유하는 의학적

으로 유용한 각종 질병 치료제(진단을 위한 시약을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구체적으로는 본 발명에 의해 생산된 나노 

입자를 DNA 또는 약물 치료제 등과 결합시킨 후 암세포 또는 각종 생체 기관 등의 생체 물질에 부착시켜 항암 치료, 

약물 치료 및 기타 각종 질병 진단에의 응용이 가능하다. 특히 코발트 및 철, 니켈 등의 자성 나노 입자에 금을 코팅하

면, 금 나노 입자를 이용한 자기 조립(self-assembly) 및 나노 패터닝, 그리고 여러 가지 화학적 결 합 반응을 이용한 

생체 분자와의 결합을 가능하게 하므로, 다양한 나노 기술의 적용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적용예는 모두 공지의 수단 

및 방법(현재까지도 계속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더 이상의 상세한 설

명은 필요하지 않다.

본 발명의 제 5관점에서의 응용 분야로는 본 발명에 의한 금속 나노 입자를 두 전극사이에 배열하여 자기적 특성을 

지니도록 한 단일 전자 소자이다. 상기 단일 전자 소자의 예로서는 단일 전자 트랜지스터를 들 수 있으며 이들에 관한

구체적인 구현도 당업자에게 있어 자명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이하 본 발명의 내용을 실시예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다만 이들 실시예는 본 발명을 설명하기 위

한 예시일 뿐 본 발명의 권리 범위가 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님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지닌

자에게 자명하다 할 것이다.

<제조예 1> 코발트 나노 입자의 제조

본 실시예에서는 코어-쉘 구조의 금속 나노 입자를 제조하기 위해 요구되는 제 1금속 나노 입자로서 코발트를 선정

하였다.

본 발명에서 사용한 코발트 나노 입자는 디코발트옥타카보닐(Co 2 (CO) 8 )의 열분해를 통해 얻었다. 먼저, 질소 분

위기 하에서 0.44g의 안정제[비스-(2-에틸헥실)술포숙시네이트(NaAOT)]를 톨루엔 용액에 녹여 끓는 온도인 110

℃까지 올려주었다. 그런 다음, 디코발트옥타카보닐을 톨루엔에 녹여 0.5 M의 용액을 형성하고 4 mL를 취하여, 상기

끓고 있는 톨루엔 용액에 빠르게 주입하였다. 그 결과 갈색의 디코발트옥타카보닐이 열분해되면서 일산화탄소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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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발생시키고, 갈색을 띤 검은색 용액의 0.1 M 농도의 코발트 나노 입자가 얻어졌다. 상기 과정을 통해 합성된 코발

트 나노 입자의 크기는 약 6.33 nm의 크기를 가졌으며, 하기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하는 경우 안정제의 종류와 

양에 따라 그 크기를 4에서 13 nm까지 변환함이 가능하다.

<표 1> 안정제에 따른 나노입자의 크기

안정제 나노입자의 크기(nm)

0.889g(NaAOT) 4

0.445g(NaAOT) 6

0.089g(NaAOT) 8

0.022g(NaAOT)+ 0.015ml 올레인산 10

0.011g(NaAOT)+0.015ml 올레인산 13

<실시예 1> 코어-쉘 구조의 금속 나노 입자 제조

실험 과정

본 실시예에서는 상기 제조예 1에서 제조된 코발트 나노 입자를 제 1금속 원료로 사용하였다. 먼저 질소분위기 하에

서, 상기 코발트 나노 입자(118mg)를 40 mL 노난 용액에 용해시켰다(0.1M). 0.14g Pt(hfac) 2 와 0.06 mL 도데실

이소시안이 녹아있는 노난 용액 5 mL에 상기 코발트 나노 입자 용액 5 mL을 혼합한 뒤 150℃에서 8시간 동안 가열

하였다.

용액을 실온으로 냉각시킨 다음 에탄올 용액을 첨가시켜 3000 RPM에서 20 분간 원심분리를 수행하여 침전물을 얻

을 수 있었다.

실험 결과

도 2a는 본 실시예에 의해 합성된 코어-쉘 구조의 코발트-백금 나노 입자를 대상으로 투과 전자 현미경(Transmissi

on Electron Microscope(TEM), EM912 오메가)을 이용하여 120Kv의 전자빔 에너지에서 기록한 결과이며, 도 2b

는 고분해능 전자 현미경(High Resolution TEM, 히타치 H9000-NAR)을 이용하여 300KV의 전자빔 에너지에서 기

록한 결과 사진이다.

상기 도 2a의 TEM 사진에서 각각의 동그란 검은 점은 6.3 nm 직경의 코어-쉘 구조의 코발트-백금 나노입자임을 확

인할 수 있고, 도 2c의 크기 분포표가 보여주듯이 10 %이내의 균일한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도 2b의 고분해능 투과 전자 현미경 사진에 의하면 나노 입자의 쉘의 격자 거리가 2.27Å으로 백금의 (111)면의

면간 거리(2.265Å)와 일치하므로 쉘 부분은 백금으로 잘 코팅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도 4a의 에너지 분산 

X-선 분석도(EDAX: energy dispersive X-ray analysis)에서 보여주듯이 코발트와 백금의 비율이 45:55로 치환 반

응에 의해 거의 1:1의 구성 비율을 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시예 2> 혼합된 합금 구조의 금속 나노 입자 제조

실험 과정

질소 분위기 하에서, 0.25g의 Pt(hfac) 2 과 0.1mL 올레인산을 5 mL 톨루엔 용액에 용해시킨 뒤 끓여주고, 여기에 0

.5 M 디코발트옥타카보닐 톨루엔 용액을 5 mL 넣어준 후 12시간 동안 끓여주었다.

용액을 실온으로 냉각시킨 다음 에탄올 용액을 첨가시켜 3000 RPM에서 20 분간 원심분리를 수행하여 침전물을 얻

을 수 있었다.

실험 결과

도 3a는 본 실시예에 의해 합성된 혼합된 합금 구조의 코발트-백금 나노 입자를 대상으로 투과 전자 현미경(TEM, E

M912 오메가)을 이용하여 120Kv의 전자빔 에너지에서 기록한 결과이며, 도 3b는 고분해능 전자 현미경(High Resol

ution TEM, 히타치 H9000-NAR)을 이용하여 300KV의 전자빔 에너지에서 기록한 결과 사진이다.

도 3a의 TEM 사진에서 측정한 입자의 크기는 1.8nm 직경의 혼합된 합금 구조의 코발트-백금 나노 입자임을 확인할

수 있고, 도 3c의 크기 분포표가 보여주듯이 10% 이내의 균일한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도 3b의 고분해능 투과 전자 현미경 사진에 의하면 나노 입자의 쉘의 격자 거리가 2.23Å으로 정육방체의 CoPt 

3 의 (111)면의 면간 거리인 2.227Å과 잘 일치하므로 코발트-백금간의 합금 형태가 잘 합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

고, 도 4b의 에너지 분산 X-선 분석도(EDAX)에서 보여주듯이 합성된 나노 입자의 코발트:백금의 조성이 23:77로 1:

3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X선 회절계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CoPt 3 정육방체 구조와 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도 3d).

<실험예 1> 보자력 측정

실시예 1 및 실시예 2에 의해 합성된 코발트-백금의 나노 입자는 초전도 간섭 자력계[SQUID(quantum design MPM

S 7)]를 사용해 자기적 성질을 측정하였다. 도 5a는 실시예 1의 코어-쉘 구조의 코발트-백금 나노 입자에 대한 5K 

온도에서의 자기 이력 곡선으로서 보자력은 330 Oe값을 가지며, 도 5b는 혼합된 합금 구조의 나노 입자에 대한 자기 

이력 곡선으로서 보자력은 6900 Oe의 값을 보여 보자력이 매우 큼을 확인할 수 있다.

300 K의 실온에서는 자기이력을 나타내지 않는 초상자성의 성질을 보여 주었다(도 7).

<실험예 2> 스핀 코팅법에 의한 박막 형성 및 보자력 측정

실시예 1 및 2에서 합성된 코어-쉘 및 혼합된 합금 구조의 코발트-백금 나노 입자를 톨루엔에 잘 녹인 후, 5000 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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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에서 60초간 스핀 코팅을 시행한 결과 도 6와 같은 균일한 나노 입자의 박막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코어-쉘 구조

로 이루어진 코발트-백금의 나노 입자로 형성된 자성 박막을 700℃에서 12 시간 동안 열처리한 결과 도 7에서와 같

이 실온에서도 5300 Oe 정도의 큰 보자력을 나타내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실험예 3> 화학 증착법에 의한 코발트-백금의 나노 입자층 형성

도 8은 금속 치환 반응을 이용한 화학증착(CVD)장치의 개략도이고, 도 9는 실리콘 표면 위에 스핀 코팅된 금속 나노 

입자에 금속 치환이 가능한 금속 전구체를 사용하여 선택적으로 화학 증착하는 과정에 대한 개략도를 보여준다.

상기 장치를 이용해 제조예 1에 의한 코발트 나노 입자를 톨루엔에 녹인 후 실리콘 기판 위에 스핀 코팅을 실시하였

고, 다음으로 제 2금속을 함유한 금속 전구체인 Pt(hfac) 2 를 화학 증착법을 사용하여 증착한 결과 코발트 나노입자

에서만 백금이 선택적으로 치환 반응을 일으켜, 코어-쉘 구조의 코발트-백금 나노 입자를 형성함을 도 10을 통해 확

인할 수 있다.

<실험예 4> 올레핀의 환원

실시예 1에 의해 합성된 코발트-백금의 나노 입자를 이용하여 올레핀의 환원을 위한 반응 촉매로 사용하였다. 코발트

-백금의 나노 입자를 테트라하이드로퓨란 용액에 녹인 후, 1,3-시클로옥타디엔과 같은 올레핀 화합물과 섞어준 뒤 

실온에서 1기압의 수소 하에 반응을 진행시킨 결과, 시클로옥텐으로 환원된 물질을 얻을 수 있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하면 금속치환이 가능한 어떠한 이종 금속간에도 코어-쉘 구조 또는 혼합된 합금 구조를 제조함이 가능

하며, 이에 의해 제조된 나노 입자는 물리·화학적 안정성 및 균일성이 우수하여 새로운 정보 저장 소재를 포함한 다

양한 산업 분야로의 응용이 기대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나노 입자인 제 1금속과, 상기 제 1금속보다 환원 전위가 높은 제 2금속을 함유한 금속 전구체를 적당한 유기 용매를 

선택하여 각각 용해하고, 상기 형성된 각 용액을 혼합하여 상기 제 1금속과 상기 제 2금속간의 금속 치환 반응에 의해

코어-쉘 구조의 금속 나노 입자를 제조하는 방법.

청구항 2.
제 1금속을 함유하며 열분해가 가능한 금속 전구체 A와, 상기 제 1금속과 환원전위가 다른 제 2금속을 함유한 금속 

전구체 B를 적당한 유기 용매를 선택하여 각각 용해하고, 상기 형성된 B용액에 상기 A용액을 혼합하여 상기 금속 전

구체 A와 상기 금속 전구체 B간의 금속치환반응에 의해 합금구조의 금속 나노입자를 제조하는 방법.

청구항 3.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제 2금속을 함유한 금속 전구체 용액에 안정제를 추가로 투입함을 특징으로 하는 금속 나노 입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안정제는 하기 일반식의 화합물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금속 나노 입자의 제조방법.

R-X

상기에서 R은 탄화수소 화합물로 탄소길이 2∼22인 직쇄형 또는 분지형 사슬이고, X는 이소시안, 술폰산, 인산, 카르

복시산, 아민 및 티올의 군에서 선택된 작용기

청구항 5.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제 1금속은 망간, 크롬, 철, 코발트, 니켈, 구리, 은, 팔라듐, 백금, 금에서 선택된 1종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금속 

나노 입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제 1금속은 적어도 2종 이상의 금속으로 구성되는 코어-쉘 구조 또는 혼합 합금 구조임을 특징으로 하는 금속 나노 

입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7.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제 2금속을 함유한 금속 전구체로는 β-디케토네이트 화합물, 포스핀 화합물, 유기금속화합물, 탄화수소 암모늄염(R 

4 N: R은 탄소길이 1∼22의 직쇄형, 분지형 사슬 또는 페닐기를 포함하는 사슬)화합물에서 선택된 적어도 1종을 포

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금속 나노 입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8.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 치환 반응에 요구되는 반응 온도는 50∼300℃ 범위임을 특징으로 하는 금속 나노 입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9.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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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삭제

도면

도면1

도면2a

도면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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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c

도면3a

도면3b

도면3c

도면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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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a

도면4b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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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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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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