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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ilver nanofluids were synthesized by the pulsed wire evaporation (PWE) method in a liquid-gas

mixture. The size and microstructure of nanoparticles in the deionized water were investigated by a particle size

analyzer (PSA),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TEM), and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Also, the

synthesized nanofluids were investigated in order to assess the stability of dispersion of nanofluid by the zeta-

potential analyzer and dispersion stability analyzer.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pherical silver nanoparticle formed

in the deionized water and mean particle size was about 50 nm. Also, when explosion times were in the range

of 20~200 times, the absolute value of zeta potential was less than -27 mV and the dispersion stability characteristic

of low concentration silver nanofluid was better than the high concentration silver nanofluid by turbis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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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나노유체 제조를 위해 지금까지 널리 사용되어 온 two

step method는 나노입자의 제조단계와 유체 속에 분산,

부유시키는 단계를 분리해서 나노유체를 제작하는 방법

으로써 대량생산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입자의 표면성

질과 유체의 특성이 서로 상이할 경우 분산성이 매우 떨

어지는 단점이 있다. 한편, 나노입자를 형성시킴과 동시

에 유체 속에 분산, 부유시키는 one step method는 분

산성이 매우 우수하며 나노입자의 크기가 균일한 장점이

있으나 나노유체의 제작시간이 길어서 대량생산이 어려

운 단점이 있다.1-4)

이러한 단점을 보안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이며 생산성 확보가 가능한 one-step 물리적 방법에 의

한 나노분말 제조 방식에 액상/기상중 분위기 내 제조 기

술을 접목하여 보다 효율적인 고분산 나노유체 제조기술

을 개발함으로써 관련 연구개발의 효율화 및 생산성을 제

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전기폭발법(Pulsed Wire Evapora-

tion, PWE)에 의한 금속나노분말 제조기술을 적용하여 액

체 내에서 금속 와이어에 전기에너지(펄스파워)를 가하여

전기적인 폭발을 발생시킴으로써, 와이어의 증발을 통하

여 생성된 나노분말이 액체 속으로 자연스럽게 분산되도

록 하였다. 

금속 등의 물질에 화학적 처리를 통해 나노분말을 생

산하던 화학적 방식과 two-step 에 의한 나노입자 제조와

달리 본 연구에서의 순간적인 전기에너지를 가하는 one-

step 물리적 제조 방식은 표면 산화, 불순물 방지 및 환

경친화적인 나노유체 생산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2,5-8) 또

한 큰 용량의 챔버와 짧은 제조 시간은 저 비용으로 대량

생산을 가능케 함으로써 나노 유체의 양산화가 가능하다.

2. 실험 방법

2.1 액상/기상중 PWE 장치 설계 및 제작

기존의 PWE 장치와 동일 방식으로 액중+기중 병합 증

발, 응축 방식을 통하여 반응 가스 분위기 조절만으로 다

양한 종류의 세라믹(산화물, 질화물, 탄화물) 나노입자가 분

산된 나노유체의 제조를 위한 장치를 설계 및 제작하였다.

Fig. 1은 전체적인 액상/기상중 PWE 장치의 모식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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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체적으로는 전원 공급 파트, 와이어 공급 파트, 챔

버 파트 3부분으로 구성하였으며 전원 공급 파트는 고

전압 장비의 특성상 펄스 전력 시스템, trigger 용 고전

압 gab-switch을 고려하여 설계하였으며, 챔버 파트는 내

압-내충격, 와이어 공급 파트는 수평형 챔버 내의 중력

에 의한 와이어 휘어짐의 문제와 1 회당 동일한 공급 길

이의 재현을 위해 설계됐다.

2.2 은 나노유체 제조

수평형 액상/기상중 PWE를 이용하여 조건 별(폭발 횟

수, 인가에너지)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에 앞서 와이어

는 순도 99.99%, Φ 0.4의 은을 사용하였으며 용매로 8 L

deionized-water를 사용하였다. 회당 와이어 공급 길이는

4.8 cm이며 20회, 100회, 200회 3가지 조건의 폭발횟수

로 실험이 진행되었다. 또한 인가 전압(8 kV, 23 kV)변화

를 두어 인가 에너지의 변수에 따른 식(1)의 super heating

factor, K값을 변화시켜 은 나노유체 제조를 하였다. 모

든 실험은 air 분위기에서 실시되었다. 

K = W / Ws  (1)

W = introduced energy per gram of metal

Ws = sublimation energy per gram of the same metal

2.3 은 나노유체의 특성 평가

액상/기상중 PWE 장치를 이용하여 제조된 은 나노유

체의 입도크기를 증명하기 위하여 TEM (JEM-2100 HR

by JEOL)과 SEM (S-4800 by Hitachi)을 이용하였다. 또

한 전체적인 입도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습식 레이저 PSA

(Brookhaven Instruments Corporation,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나노유체의 분산 안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우선적으

로 제타 전위9)의 측정이 이루어졌으며 3일간 1시간 간

격으로 시간에 따른 분산 안정성 측정은 터비스캔10)을 이

용하여 분석을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액상/기상중 PWE 장치 제작

Table 1은 제작된 액상/기상중 PWE 장치의 세부 사

항이다. 입력 전압 380 V에 최대치 전류 30 A이며 출력

전압은 30 kV까지 낼 수 있다. 챔버 내부는 더욱 효율적

인 냉각효과를 위하여 회전(15 rpm) 방식을 택하여 챔버

내부가 회전을 하면서 하부에 있는 냉각수가 전체 면으

로 퍼지는 효과를 가지게 하였으며 앞, 뒤 부분에 노즐을

통하여 냉각수가 분무기처럼 분사되는 방식을 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제작된 나노유체 제조 장치는 시간당

Fig. 1. The schematic diagram of pulsed wire evaporation in liquid-gas equipment.

Table 1. The specification of PWE equipment.

PWE System

Input power 1P 380Vac 30 A[max]

Output voltage ~30 kV [step]

Power consumption 2.5 kW

Pulse energy ~1.5 kJ

Input wire Φ 0.4~0.8

Rotation speed (rpm) 15.0

Coolant Water

Carrier gas N2, Ar, O2, etc.

Yield 8 L/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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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L ~수십L의 고 생산성 및 펄스 파워 사용에 의한 높

은 에너지 효율에 의해 저 비용으로 양산화에 용이하다.

또한 텅스텐(W)과 같은 고 융점 금속도 공급 전압의 제

어에 의해 나노화 할 수 있으며 부산물이 전혀 없는 친

환경 공법으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후처리 공정이 불

필요한 장점이 있다.

3.2 액상/기상중 PWE 장치를 이용한 은 나노유체

제조

Fig. 2는 액상/기상중 PWE 장치를 이용한 은 나노유

체의 TEM 분석결과로써 (a)는 20회 폭발, (b)는 100회

폭발, (c)는 200회 폭발이다. 폭발 횟수에 관계없이 약

50 nm의 입도크기를 보이고 있으며 구의 형태를 띄고 있

다. PSA를 이용한 입도 크기 측정 결과는 174.9 nm,

268.6 nm, 335.2 nm로써 농도가 진할수록 입도 크기가 커

짐을 알 수가 있다(Table 2). 

인가전압(8 kV, 23 kV)에 따른 은 나노유체의 TEM 분

석 결과는 Fig. 3(a), (b)에 각각 나타냈다. 23 kV의 전

압에 의해 제조된 은 나노유체는 대부분 구 형태의 50 nm

입도 크기를 가지는 한편 8 kV의 전압에 의해 제조된 은

나노유체는 구 형태의 50 ~ 100 nm 입도 크기를 가졌으

며 PSA 측정 결과는 401.7 nm이다(Table 2). 23 kV로

제조된 은 나노유체가 8 kV보다 더 좁은 입도 크기 분포

도의 나노입자를 생성한다. 본 결과는 superheat factor K

값(와이어의 승화에너지에 대한 인가된 에너지 비)의 증가

에 따라 폭발 미립자들의 팽창 속도의 증가와 응축 센터

Fig. 2. TEM photographs of Ag-deionized water nanofluid; (a)

20 times explosions, (b) 100 times explosions and (c) 200

times explosions.

Table 2. Particle size analyzer results for Ag-deionized water

nanofluids and the results of zeta-potential measurement.

PWE System

Preparation condition PSA (nm) Zeta (mV)

23 kV, 20Times 174.9 -33.27

23 kV, 100Times 268.6 -32.38

23 kV, 200Times 335.2 -29.85

8 kV, 200Times 401.7 -27.31

Fig. 3. TEM photographs of Ag-deionized water nanofluid; (a)

8 kV input voltage and (b) 23 kV input vol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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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들의 증가에 의해서 비표면적(Ss, m2 / g)이 선형적으로 증

가하는 기존 문헌과 일치하며 비표면적과 사이즈와의 상

반관계를 통해 이는 입도사이즈의 감소를 나타낸다.12-13)

3.3 은 나노유체의 분산 안정성

Table 2를 통해 액상/기상중 PWE 장치를 이용하여 제

조된 은 나노유체의 제타전위 값은 폭발 횟수가 증가할

수록 제타전위 값이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제타전

위가 0에서 ±5 mV 사이이면 입자들이 응집되어 침전 되

고 ±5 mV에서 ±30 mV 사이는 다소 불안정하여 침전 되기

가 쉽다. ±30 mV에서 ±40 mV 사이이면 안정하며, ±40 mV

에서 ±60 mV 사이는 안정성이 좋으며, ±61 mV 이상이

면 안정성이 아주 우수하다.11) 따라서 Table 2에서의 제

타전위 값 모두 분산성이 안정하지만 폭발 횟수가 증가

하면서 특성이 나빠진다. 또한 인가전압의 변화에 따른

인가에너지 제어로 제조된 나노유체의 제타전위 값은

23 kV가 더 좋은 분산안정성을 보인다. 

터비스캔을 이용하여 시간 변화에 따른 분산 안정성 측

정 결과는 Fig. 4에서 확인 할 수 있다. (a)는 23 kV 인

가전압에서 20회 폭발, (b)는 23 kV 인가전압에서 100회

폭발, (c)는 23 kV 인가전압에서 200회 폭발 그리고 (d)

는 8 kV 인가전압에서 200회 폭발이다. X-축은 시료의

높이이고, Y-축 오른쪽은 시간 변화를 나타낸다. 0~3일

동안 1시간 별로 시료를 스캔 하여 그에 따른 투과율을

나타낸다. 유체의 분산안정성을 비교 하기 위해서는 반

사율을 이용하여 주로 판단하는데 본 연구에서 제조된 나

노유체는 반사율에 비해 투과율이 월등히 높아서 투과율

로 주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첫 분석(0 일)과 마지막 분

석(3 일) 투과율의 진폭이 작을수록 유체의 분산 안정성

이 좋다. 즉, 폭발 횟수가 가장 적은 20회(저 농도)가 가

장 분산이 안정하며 분산안정성은 모두 동일하게 응집 현

상으로 인해 시료 전체 높이에 대해 투과율이 증가하였

으며 반사율 결과는 (a)를 제외한 (b)와 (c) 바닥 부분

Fig. 4. Transmission (T) data (%) of (a) 23 kV, 20 times explosions, (b) 23 kV, 100 times explosions, (c) 23 kV, 200 times

explosions and (d) 8 kV, 200 times explosions.

Fig. 5. The stability index for the different preparation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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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침전 층이 관찰됨을 알 수 있다. 또한 (c)와 (d)를

통해 23 kV 인가전압으로 제조된 나노유체가 8 kV 인가

전압으로 제조된 나노유체에 비해 투과율의 변화율이 적

음으로써 시간 변화에 따른 분산 안정성이 더 좋음을 알

수 가 있으며 반사율을 통하여 8 kV 인가전압으로 제조

된 나노유체 또한 바닥 부분에서 침전이 일어 남을 알

수 있다.

터비스캔의 분산안정성을 수치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stability index값으로 나타냈다(Fig. 5). 23 kV, 20회 폭발

횟수로 제조된 나노유체가 가장 좋은 분산성을 가지며

8 kV, 200회 폭발 횟수로 제조된 나노유체가 시간 변화

에 따라 가장 변화가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4. 결  론

순간적인 전기에너지(펄스파워)를 가하는 방식의 수평

형 액상/기상중 PWE 장치가 설계 및 제작되었다. 장치

를 이용하여 은 나노유체 제조를 하였으며 수십 nm의

나노유체 임을 TEM 분석을 통하여 증명하였다. 또한 제

작된 폭발 장치를 통하여 폭발 횟수(20회, 100회, 200회)

및 인가전압(8 kV, 23 kV)에 따른 인가에너지 별 실험을

진행하였다.

제타 전위 측정을 통해 폭발 횟수가 적을수록 제타 전

위 절대 값이 높아짐을 알 수 가 있었고, 인가에너지에

따른 제타 전위 값은 8 kV에 비해 23 kV의 제타 전위

절대 값이 더 높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터비스캔을 이용

하여 시간 변화(0~3일)에 따른 분산 안정성 특성 분석

을 통해 23 kV 인가 전압, 20회 폭발 조건으로 제조된

은 나노유체가 가장 좋은 안정성을 보였으며 이에 반해

8 kV 인가 전압, 200회 폭발 조건으로 제조된 은 나노

유체가 가장 불안정한 분산 특성을 나타냈다.

이로써 제조된 액상/기상중 PWE 장치를 이용하여 용

액 내 수십 나노크기의 입자를 생산할 수 있으며, 폭발

횟수 및 인가에너지 조절을 통해 나노유체의 분말 특성

이 변화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챔버 내 용액 량의 조

절로써 고 에너지효율로 시간당 수 L ~수십 L의 생산

량으로 차후 양산화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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