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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u nano-colloid was prepared by wire electric explosion process under de-mineralized water and anhydrous ethanol.
To control the properties of Cu nano-colloid, experimental conditions such as diameter of Cu wire and applied voltage 
were changed. The optimal Cu nano-colloid was prepared when the 0.1㎜ diameter of Cu wire with the applied 
voltage of 2000 V was used. The shape of Cu  particles in colloid was spherical and the XRD result revealed that
the phase of Cu particles was cubic phase. About 20㎚ Cu nanoparticles with high crystallinity were successfully 
prepared using wire explosion process under anhydrous ethanol and they showed more than 100 hours dispersion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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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나노입자는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입자와 다른 전

자적, 광학적, 전기적, 자기적, 화학적, 기계적 특성

들을 나타낼 수 있어 다양한 연구 분야 및 산업에 

적용될 수 있다. 특히 금속 및 산화물 나노입자는 

의약품 및 화장품에 활용하려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고기능성, 고부가가치성을 추구하

는 방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Rinttner and Abraham, 1998; Kim et al., 2002; Had- 
jipanayis et al., 1991; Kim, 2003). 최근에는 나노금속

입자를 유체 내에 분산(Dispersion), 부유(Suspen- 
sion)시킨 나노콜로이드를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으며(Baek et al., 2004), 
금속 입자의 크기와 형태가 균일하게 분포된 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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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이드의 경우 전도성 페이스트, 잉크 등의 다양

한 공업 분야에 이용가능하며, 인쇄전자 산업이 발

달함에 따라 장시간 분산 안정화된 나노콜로이드의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나노금속입자는 인쇄전자 산

업분야 중에서 인쇄회로기판에 회로를 제조하는 전

도성 금속잉크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에

칭, 전기도금, 식각 등의 많은 단계의 공정이 필요하

며 시간 및 비용의 증가로 경제적인 손실을 고려해

야 한다. 인쇄전자 소자기술은 실리콘 기반의 전자

소자 제작공정과 비교하면 공정이 매우 간단하고, 
제조비용도 저렴하며,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볼 

때 기존공정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로 각광

을 받고 있다. 현재 Display, RFID, PCB 및 IT 산업

분야에서 높은 전도성과 비산화성 때문에 은 잉크, 
금 잉크가 주로 연구되고 있으나, 이런 귀금속들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기에는 가격이 너무 비싸므로 은 

잉크, 금 잉크와 비교하여 전도성 및 가격적으로 경

쟁력이 있는 구리 잉크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

다. 그러나 금속 입자가 나노화되고 대기상태에 노

출되면 산화성이 증가하여 취급이 어려울 뿐 만 아

니라 폭발의 위험도 있으므로 이를 취급하는 기술

이 필요하다(Gleiter, 2000). 나노입자는 자체의 특성

상 비표면적을 줄이려고 나노입자 사이에 응집이 

일어나는데 이런 응집상태로는 원하는 성능을 구현

할 수 없으므로, 나노입자의 분산기술은 최종 원료

의 성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술로 작용하게 된다

(Park et al., 2007).
  인쇄전자 기술의 핵심요소인 나노콜로이드는 다

양한 방법으로 제조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일반유체 

속에 분산, 부유시키고자 하는 물질을 고진공 챔버 

속에서 기화시킨 후 기화된 물질이 챔버 주위에 순

환하고 있는 일반유체와 접하면서 나노입자를 형성

함과 동시에 유체 속에 분산, 부유시키는 방법으로 

분산성이 매우 우수하며 입자 크기가 균일하지만, 
제작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대량생산이 어렵다

(Pawel, 2005). 두 번째는 나노입자를 제조한 후 유

체 속에 혼합하여 분산, 부유시켜 콜로이드를 제조

하는 방법이며, 나노금속분말은 일부 금속에 대하여 

물리적, 화학적인 방법으로 소량 생산되고 있는 실

정이다(Chance and Moore, 1964). 유체 속에 초음파 

에너지의 제공하여 입자들이 응집을 방지할 수 있

지만, 입자의 표면성질과 유체의 특성이 서로 상이

할 경우 분산성이 떨어질 수도 있으며 계면활성제

를 사용하거나 유체의 pH를 조절하여 분산성 향상

시키는 방법이 있다(Agnew et al., 2000; Kotov and 
Samatov, 1999). 세 번째로는 전기분해법, 졸-겔법, 
마이크로 에멀젼법 및 화학환원법 등의 방법으로 

나노콜로이드를 직접 제조할 수 있다(Chung et al., 
2008). 전기분해법과 졸-겔법은 제조비용이 많이 들

고 다 량의 콜로이드를 제조하기 어렵고(Kim et al., 
2008; Hang et al., 2005), 마이크로 에멀젼법은 제조

방법이 복잡하여 입자의 크기 및 형상을 제어하기 

어려우며(Shirahata et al., 2009), 화학환원법은 고분

자 분산안정제를 사용하여 환원력을 갖는 용매 중

에서 금속염의 환원으로 간단하게 나노입자를 합성

할 수 있지만, 부생성물의 생성으로 콜로이드의 순

도가 낮아진다(Wu and Meng, 2006). 나노콜로이드를 

제조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많은 문제점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연구되어야 할 것은 콜로이드에 존

재하는 나노입자들 간의 응집이 발생하지 않고 안

정된 분산 상태를 장시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의 개

발이 절실히 요구된다(Oh and Im, 1999; Chang et al., 
1994; Guk et al., 1995).
  본 연구에서는 캐패시터에 충전된 고밀도 전류를 

순간적으로 금속선에 인가하여 저항발열을 통하여 

용융 또는 증발시켜서 용액 중에서 나노크기의 금

속분말을 제조하는 액중 전기선폭발법(Electrical 
Wire Explosion)을 이용하여 구리 나노콜로이드를 제

조하였다. 이 방법은 짧은시간(1~50 ㎲)동안에 극히 

높은 온도에 도달하여 금속선 전체가 동시에 기화

되어 빠른 냉각으로 원재료의 조성을 갖는 고순도

의 균일한 나노금속입자를 제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액중 전기선폭발법은 금속선 주

위가 액체로 이루어져 있어 가스중일 때보다 증발

을 일으키기 전까지 저장된 에너지가 크므로 보다 

미세한 입자를 얻을 수 있으며, 금속선에 인가되는 

에너지량을 제어함으로 평균 입자 크기의 조절이 

용이하며, 사용하는 용액의 종류에 제한이 거의 없

고, 금속선에서 화학적인 반응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산물의 생성이 없이 고순도의 나노콜로이드를 얻

을 수 있는 친환경적인 방법이다(Chance and Moore, 
1964; Kotov and Samatov, 1999; Kwon et al., 2007; 
Jiang et al., 1998; Wang et al., 2001; Kwon et al., 
2001; Kotov et al.,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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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1. Experimental apparatus of electrical wire 
explosion in liquid;

  (a) Plasma Nano Colloid Systems, (b) Wire feeding system 
and Chamber. 

            Applied voltage[V]

Stored Energy[J]
Diameter of copper wire[㎜]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8 15 33.8 60 93.8 135

0.1
0.2
0.3

☓
☓
☓

○

☓
☓

 ○

☓
☓

○

○

☓

○

○

☓

○

○

○

Table 1. Fabrication conditions of Cu nano-colloid with various kinds of experimental conditions.
                                              ※ Explosion：○, Not explosion：×

  본 연구에서는 액중 전기선폭발법 공정으로 다양

한 용액(정류수, 무수알코올) 중에서 균일하게 분산

된 구리 나노콜로이드를 제조하고 그 특성을 분석

하였다.

2. 실  험

2.1 실험장치

  액중 전기선폭발장치(Plasma Nano Colloid System, 
(주)솔고나노어드벤스, 한국)는 플라즈마 기술을 적

용하여 용액 중에서 나노콜로이드를 제조하는 장치

이며, 펄스파워 충전부, 금속선 고정부 및 공급부, 
그리고 챔버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1). 전기선폭발

법은 금속선에 짧은 시간동안 고밀도 전류를 인가

하면 저항발열에 의한 플라즈마가 발생하여 생성된 

미세 금속입자 및 금속증기가 용액 중에서 급속히 

응축 및 분산되어 금속나노콜로이드가 생성되는 방

법이다.

2.2 구리 나노콜로이드 제조

  액중 전기선폭발법에 사용된 금속선은 그 직경이 

0.1~0.3㎜이며, 순도 99.9%의 구리금속선(NILACO, 
일본)을 사용하였다. 구리 나노콜로이드 제조의 최

적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역삼투압 필터를 사용하

여 필터링한 정류수(De-mineralized water, DEW) 중

에서 구리금속선의 직경을 0.1㎜, 0.2㎜, 0.3㎜를 사

용하고 인가전압을 500V에서부터 3000V까지 500V 
간격으로 증가시키면서 각 20회의 전기선폭발 실험

을 진행하였다. 위의 실험 조건을 표 1에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정류수를 용액으로 사용하여 구리금속

선의 직경과 인가전압을 변화시키며 실험한 다양한 

조건 중에서 직경 0.1㎜에 대하여 2000 V의 전압을 

인가하여 전기폭발 실험을 수행한 경우를 최적의 

조건이라고 파악하였으며, 구리 나노입자의 용존산

소에 의한 산화 및 기타 불순물의 영향의 제거하기 

위해 용액을 무수알코올(Anhydrous ethanol)로 변경

하여 300회 전기폭발 실험을 실시하였다. 전기선폭

발법으로 제조된 구리 나노콜로이드에 대하여 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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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상을 관찰하기 위하여 전계주사전자현미경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 
SEM, Hitachi-S4700)을 사용하였으며, 시료 구리 나

노콜로이드는 실리콘 웨이퍼 위에서 약 80℃의 온

도에서 건조시켜 준비하였다. 구조 및 결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분해능 투과전자현미경(Field 
Emission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FE-TEM, 
JEM 2100F)을 이용하였으며, 카본으로 코팅된 구리 

그리드에 구리 나노콜로이드 떨어뜨려 입자들을 건

조시킨 후 분석하였으며, 진공 원심분리기를 사용하

여 구리 나노콜로이드를 15000rpm으로 진공상태에

서 구리 나노입자들을 회전 분리한 후 수거하여 80℃

의 열풍 건조기에서 건조시킨 후 X-선 회절장치

(X-Ray Diffractometer, XRD, D/MAX2200, RIGAKU)
를 사용하여 결정상태를 확인하였다. 나노콜로이드

의 분산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레이저의 투과도 

변화를 측정하는 장비인 Tubisca LAb Expert(Formu- 
laction, Leanontech)을 사용하여 매 6시간 간격으로 4
일 동안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토의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용액을 이용하여 액중 전

기선폭발법으로 구리 나노콜로이드를 제조하였다. 
고밀도로 충전된 에너지를 전극 사이의 구리금속선

에 순간적으로 인가하여 액중에서 플라즈마를 발생

시켜 구리금속선의 기화로 인해 핵생성이 이루어지

며 급속한 냉각으로 구리나노입자들이 제조되었다. 
구리금속선이 공급되어 전기폭발이 발생하는 1회 

공정에는 약 10초의 시간이 소요되며, 직경 0.1㎜의 

구리금속선을 사용하여 실험하는 경우에 공급되는 

구리금속선의 길이는 70㎜이지만, 전기폭발에 관여

하여 구리 입자를 생성하는 길이는 약 40㎜이다. 이
때 생성된 구리입자의 평균 크기는 FE-SEM으로 관

찰한 결과 약 20㎚이었으며, 1회의 전기폭발로 4 L
의 용액 내에 약 2.2×1013 개의 구리입자가 생성될 

것으로 판단된다. 용액을 DEW로 사용하고 구리금

속선의 직경과 인가전압을 변경하면서 실험한 경우

에 대하여, 용액 중에서 폭발이 일어난 경우에 “○”
로 폭발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로 구분하여 

표시하여 표 1에 나타내었으며, 이때 인가전압에

따른 전기폭발전 충전된 에너지 값을 식   

 

을 이용하여 계산하여 표 1에 정리하였다. 여기서 C
는 축전지의 용량(Capacity)이며, V는 전압에 해당하

며, 충전된 에너지의 약 80~90%가 구리금속선으로 

이동하여 구리 나노콜로이드를 제조하는데 작용한

다고 예상된다(Wang et al., 2001). 또한 저항발열로 

인한 전기선폭발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구리금속선

의 직경에 따라 요구되는 인가전압과 에너지가 다

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구리금속선의 직경이 커

짐에 따라 폭발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최소 에너지 

및 전압이 존재함을 확인하였으며, 직경에 따라 전

기선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최적의 전압과 에너지 

영역이 다르게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금속선의 전기적인 저항을 고려하여 금속선에 고전

압을 인가하여 전류가 이동하면서 열 방출이 이루

어지는 Joule heating의 원리에 의해 나노입자는 제

조되며, 금속선의 직경에 따라 최적 전압이 인가되

거나 적정 에너지의 공급으로 금속나노입자의 제조

가 가능하다고 논의될 수 있다(Sindhu et al., 2008). 

3.1 입자의 구조 및 크기 분석

  용액으로 DEW를 사용하고 직경 0.1㎜의 구리금

속선에 다양한 전압을 인가함으로 제조된 구리 나

노콜로이드의 형상을 전계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

한 결과를 그림 2에 나타내었다. 구리금속선의 직경

이 0.1㎜인 경우, 500V의 전압을 인가하여 실험을 

수행하면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때에 공급된 

에너지는 3.8J에 해당하였으며 구리금속선을 용융시

키기에는 너무 낮은 에너지여서 구리 나노입자가 

생성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인가전압을 1000V와 

1500V로 실험을 수행하면 폭발은 발생하였으나, 구

리금속선을 충분히 용융시켜 균일한 입자를 형성하

지 못하고 수십마이크로 크기의 덩어리 형태의 입

자들이 관찰되었다. 그림 2(a)에서는 전압을 1000V
로 인가하여 제조된 구리 콜로이드 속에 존재하는 

입자들의 형상이 나타나 있으며, 공급된 에너지는 

15J이었지만 구리금속선을 용융/증발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역시 부족하였다고 판단되며, 1500V의 전

압에서 제조된 구리 콜로이드를 보면 1000V의 경우

와 비교하면, 33.8J로 높은 에너지가 공급되었으나, 
생성된 입자들의 형상과 크기에는 변화가 없으며 

따로 사진으로 나타내지 않았다. 2500V의 전압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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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FE-SEM images of Cu nano-colloids with the change of wire diameter and applied voltage on Cu wire; 
    (a) 0.1㎜, 1000 V, (b) 0.1㎜, 2000 V, (c) 0.1㎜, 3000 V, (d) 0.2㎜, 2000 V. (Scale bar = 200 ㎚)

가하여 실험을 진행할 때에는 공급되는 에너지는 

93.8J로 제조된 콜로이드 속에 존재하는 구리 입자

들의 형상을 보면 구형 및 기하학적인 모양을 갖는 

입자들과 응집으로 형성된 것 같은 큰 덩어리의 형

태가 함께 존재하였다. 구리 금속선으로 높은 에너

지가 공급되면 넓은 면적의 플라즈마를 형성하며 

이때 입자들은 입자면의 에너지를 최소화할 수 있

는 구형의 입자들로 존재하게 되지만(Grinenko et 
al., 2006), 순간적으로 큰 에너지의 공급에 의해 많

은 수농도의 미세한 입자들이 급속한 냉각에 의해 

서로 응집되어 큰 덩어리로 커졌다고 예상된다. 또

한, 기하학적인 형상의 입자들은 높은 에너지가 폭

발 길이를 제외한 부분에까지 영향을 주어 구리금

속선의 표면 입자들이 형성되지만 안정한 상태인 

구형으로 진행되기 전에 빨리 냉각되어 불규칙한 

형상으로 존재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실험에서 가

장 강한 전압인 3000V를 인가한 실험에서는 2500V
보다 높은 에너지인 135J이 구리 금속선에 공급되어 

폭발이 일어났으며, 이때 형성된 입자들의 형상을 

그림 2(c)에 보였다. 너무 높은 에너지가 공급되면서 

순간적으로 고밀도 플라즈마가 형성되어 미세한 크

기의 입자들이 생성됨과 동시에 순간적으로 응집이 

진행되고 빠른 냉각으로 인해 대부분의 미세한 입

자들이 큰 덩어리의 형태로 성장하였다고 판단되며, 
구형의 안정한 형상으로 존재하기 전에 빠른 냉각

으로 굳어져 불규칙한 형태로 형성하였으리라 예상

된다. 2000V의 전압을 인가하여 제조된 구리 나노콜

로이드의 형상을 그림 2(b)에 나타내었으며, 이때 공

급된 에너지는 60J로 폭발에 의해 형성되는 고밀도 

플라즈마가 적절히 분극화되어 균일한 구형 및 균

일한 크기를 갖는 입자들이 존재하는 구리 나노콜

로이드를 제조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라고 예상

할 수 있다(Dong et al., 2001; Sarkisov et al., 2001). 

구리금속선의 직경을 0.2㎜로 2배 증가시켜 500V에

서 3000V까지 500V간격으로 전압을 증가시키며 실

험을 수행하였는데, 2000V 이상의 전압에서만 폭발

을 수반하여 콜로이드가 제조되었다. 전압을 2000 V
로 인가하여 제조된 구리 콜로이드 속에 존재하는 

입자들의 형상을 그림 2(d)에 보였는데, 공급되는 에

너지는 60J로 0.1㎜의 직경일 때와 동일하였지만, 직
경이 증가하여 전류밀도가 낮아져 구리금속선을 충

분히 용융/증발시키기에는 에너지가 부족하여 불규

칙한 형태의 입자들이 존재한다고 예상된다. 2500 V
와 3000 V의 전압을 인가한 경우에서 충전 에너지

는 93.8J과 135J로 직경 0.1㎜일 때와 동일하지만 형

성된 구리 입자들의 상태는 구리금속선에서 충분한 

용융/증발을 일으키지 못하여 대부분 응집체 또는 

덩어리의 형태로 존재함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인

가되는 전압이 구리금속선이 두꺼워짐에 따라 용융/
증발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역시 부족하게 공급되

었다고 예상된다. 구리금속선의 직경이 0.3㎜로 0.1
㎜보다 3배 증가된 경우에서는 가장 강한 전압조건

인 3000V와 135J의 에너지를 공급한 경우에서만 전

기폭발은 발생하여 콜로이드가 제조되었지만, 입자

들의 형상은 관찰할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공급된 

에너지가 너무 작아서 구리금속선에서 충분한 용융/
증발이 일어나지 못해 생성된 구리 나노입자의 수

농도가 극히 낮고 미증발 상태의 큰 덩어리는 폭발

과 동시에 침전되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전기선폭발법으로 제조된 콜로이드의 입자 형상 

및 크기를 관찰한 결과, 구리금속선의 직경 0.1㎜에 

대하여 전압을 2000V로 인가하여 실험한 경우에 매

우 우수한 상태의 구리 나노콜로이드를 제조할 수 

있었으며, 폭발시 구리 금속선에 공급된 에너지는 

60 J이었고 인가된 전류밀도는 2.9×108 A/㎠였다. 따
라서 실험 변수인 금속선의 두께, 인가전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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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EDS analysis and X-ray diffraction analysis for Cu nano-colloid: 
                              (a) EDS point analysis, (b) XRD pattern. 

전기선폭발 전에 충전되는 에너지, 전류밀도 등을 

조절할 수 있었다(Sarkisov et al., 2001). 고밀도 전류

가 구리금속선에 인가되어 금속 증기를 발생한 후 

빠른 냉각으로 구리 나노콜로이드 입자들이 형성되

는 최적의 에너지와 전류밀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실험 결과로 설명할 수 있었으며, 이런 일련의 과정

은 Joule heating 현상으로 논의될 수 있었다(Sindhu 
et al., 2008; Kortkhonjia et al., 2003). 최적 조건인 구

리금속선의 직경 0.1㎜에 대하여 DEW중에서 전압

을 2000V로 인가하여 제조된 구리 나노콜로이드의 

형상, 크기 및 응집성을 기초로 하여 용액을 무수알

코올로 바꾸어 추가적인 실험을 수행하여 분산 특

성을 조사하였다.

3.2 입자의 결정 및 조성 분석

  직경 0.1㎜의 구리 금속선에 2000 V의 전압을 인

가하여 전기선폭발법을 이용하여 무수알코올 중에

서 제조된 구리 나노콜로이드에 대한 주사전자현미

경을 이용한 에너지 분광분석(Energy Dispersive 
Spectrometry, EDS) 분석결과를 그림 3(a)에 나타내

었다. 결과를 보면, 나노입자의 주성분이 구리로 이

루어 졌음을 알 수 있고 다량 검출된 Si는 분석 시 

사용된 실리콘 기판에서 기인된 것이다. 구리 나노

콜로이드를 진공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구리분말

을 회수하여 건조시켜 뒤 XRD 분석을 실시한 결과

를 그림 3(b)에 나타내었다. 면심입방구조(Face-centered

cubic, FCC)의 구리 피크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산화물인 CuO 및 Cu2O의 존재는 관찰되지 않았다. 
구리나노입자의 미세 결정구조 분석을 위하여 고분

해능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그림 

4). 결정구조가 우수한 20㎚ 크기 이하의 구리 입자

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정 상태를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한 제한시야회절(Selected Area Diffraction, SAD) 
패턴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구리가 존재

하지만, XRD 분석으로 관찰되지 않았던 소량의 구

리산화물의 존재를 확인 할 수 있었다. CuO와 같은 

산화물의 존재는 전기폭발에 사용되는 용액 중에 

존재하는 용존산소의 영향으로 산화가 진행되었거

나, 분석시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기에 노출되므

로 얇은 산화층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구

리입자의 크기는 약 20 ㎚ 이하로 균일하게 존재하

였으며,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와 유사하

였다.

3.3 나노콜로이드의 분산안정성 분석

  본 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구리 나노콜로이드를 

제조하기 위한 최적 조건인 직경 0.1㎜의 구리 금속

선에 2000 V의 전압을 인가하여 무수알코올 중에서 

제조된 구리 나노콜로이드에 대하여 분산 상태를 

확인하였다. 분산안정성은 시간에 따른 레이저의 투

과도 변화를 이용하여 분산성의 변화를 측정하는 

장비인 Turbiscan LAb Expert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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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HRTEM image and SAD pattern of Cu nano-collid. (Scale bar = 10 ㎚)

Figure 5. Dispersion stability of Cu nano-colloids 
with anhydrous ethanol.

  무수알코올 중에서 최적 조건으로 구리 금속선에 

대한 전기선폭발 실험을 수행한 경우에는 그림 5에

서와 같이 육안으로도 장시간동안 매우 우수한 분

산안정성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무수알코올에서 

제조된 구리 콜로이드에 대하여 바닥으로부터 동일

한 높이(25㎜)에 대하여 96시간 동안 분산성을 분석

하였으며 레이저 투과율 변화량을 조사하여 그림 6
에 표시하였다. 무수알코올을 사용한 구리 나노콜로

이드에 대한 레이저 투과율 변화량은 96시간 동안 

약 5% 이내로 우수한 분산안정성을 보였다.
  구리 나노콜로이드의 제타전위 값을 ELS-Z2(한국

오츠카, Photal)를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 37.9 ㎷의 

수치를 얻었으며, 이때 오차범위는 ±5이다. 일반적

으로 제타전위는 콜로이드의 pH, 농도, 입자크기 등

의 변화와 분산제의 첨가에 따른 측정값이 다르게 

나타나며 콜로이드의 pH의 변화가 가장 큰 영향을 

주며, 최적의 pH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HCl과 NaOH
를 첨가하면서 분석을 진행하지만(Helena et al., 
2009), 전기선폭발법으로 제조된 구리 나노콜로이드

에는 어떠한 인위적인 변화를 가하지 않은 상태에

서 얻은 제타전위 값과 분산제를 첨가한 경우에 나

타나는 28.1~43.8㎷(Li et al., 2007)와 비교해보면 전

기선폭발법으로 제조된 구리 나노콜로이드의 경우

가 더욱 우수한 분산안정성을 갖는다고 추측할 수 

있다. 분산안정성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제타전위(Ϛ)의 절대값이 증가하면 입자들 사

이에서 작용하는 반발력이 인력보다 커져서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0에 접근하면 입자들은 쉽게 

응집하여 침전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얻어진 

제타전위 값으로 상대적인 분산성을 판단할 수 있

으며(Jung et al., 2003), 또한 입자들 간의 브라운 운

동(Brownian motion)으로 설명되는데 균일하게 분산

된 콜로이드에서 입자간 강한 반발력이 형성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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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Transmittance of laser light on the Cu nano- 
  colloid during 96 hours with anhydrous ethanol. 
  (Height = 25㎜)

표면에서 높은 충전밀도를 얻게 되고, pH의 증가로 

인해 입자 표면에서 전타전위가 커져 콜로이드 입

자들 사이에서의 인력보다 전기적인 반발력이 증가

하여 분산안정성이 우수하게 된다. 무기입자 콜로이

드의 경우에는 정전기적인 반발력 및 반데르발스 

인력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안정화된다는 DLVO 
(Derjaguin-Landau-Verwey-Overbeek) 이론에 의하여 

분산안정성이 설명될 수 있는데, 용액 중에 존재하

는 상호작용 총 힘은 가장 짧은 거리에 위치한 입자 

표면에서 반데르발스(Van der Waals) 인력과 정전기

적 반발력의 합으로 설명된다(Helena et al., 2009). 
다시 말하면, 입자 근처에는 반데르발스 인력에 의

한 최저에너지 영역이 존재하게 되고 입자로부터 

멀리 떨어짐에 따라 정전기 이중층으로 인한 최대

에너지 장벽이 존재함을 알 수 있으며, 이때에 브라

운 운동으로 인한 충돌에 의한 힘이 에너지 장벽을 

넘을 수 없게 되어 응집이 발생하지 않고 우수한 분

산성을 보였다고 예상된다(Li et al., 2007). 본 연구

에서 제조된 구리 나노콜로이드 내에 존재하는 입

자들 간에 상호작용하는 총 힘은 정전기적 반발력

과 반데르발스 인력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으며, 제
타전위 값이 37.9㎷로 0보다 큰 값을 보임으로 반발

력이 인력보다 더 크게 되어 우수한 분산안정성을 

보인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이유로 무수알코올 중에

서 전기선폭발법을 이용하여 제조된 구리 나노콜로

이드가 우수한 분산안정성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캐패시터에 충전된 고밀도의 전기

에너지를 액중에서 구리금속선에 순간적으로 인가

하면 저항 발열에 에너지가 축적되고 임계치를 넘

으면 플라즈마 형성을 통해 금속 증기가 형성되고 

냉각되어 콜로이드를 제조하는 새로운 개념의 액중 

전기선폭발법을 이용하여 간단한 공정으로 높은 순

도와 분산안정성을 갖는 구리 나노콜로이드를 제조

하였다. 구리금속선의 직경에 따라 균일하고 특성이 

우수한 나노입자를 제조하기위한 최적의 전압, 충전

된 에너지 및 전류밀도 값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

다. 구리속선의 직경 0.1㎜에 2000V의 전압을 인가

할 때 Joule heating에 의하여 충전된 에너지는 60 J
이었으며 이때에 전류밀도 2.9×108A/㎠가 형성되어 

가장 우수한 구리 나노콜로이드를 제조할 수 있었

다. 무수알코올 중에 구비된 직경 0.1㎜의 구리선에 

2000V의 전압을 인가하여 전기선폭발법으로 제조된 

구리 나노콜로이드에 존재하는 구리 나노입자의 형

상은 구형이었으며 그 크기는 평균 20㎚였다. 또한, 
무수알코올 중에서 제조된 구리 나노콜로이드는 분

산안정제가 없이 약 100시간 동안 우수한 분산안정

성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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