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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폭발법에 의해 합성된 나노다이아몬드의 열분해 및 연소특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나노
다이아몬드의 열분해 및 연소는 열중량 분석장치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소성된 나노다이아몬드의

표면 및 결합구조는 XRD, FT-IR, SEM-EDAX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열분해 조건에서 나노다이아몬

드는 105~210℃와 400℃ 부근에서 2중 피크가 나타난다. 또한 연소분위기하에서는 420℃와 490℃에서
2중 피크가 나타난다. 

1. 서론

최근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는 신기술 분야 중 하나는

폭발법에 의한 나노다이아몬드의 제조이다[1-3]. 이와 같

은 방식으로 제조된 나노다이아몬드는 산처리라는 후처리

공정을 거쳐서 불순물을 제거하여 산업부문에 적용되고

있다[4]. 산처리 기술은 습식법으로 장치 비용, 부식, 폐수

발생 및 다이아몬드 회수에서 여러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런 단점을 개선하고자 연소에

의한 나노 다이아몬드 후처리 공정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

다[5-7]. 이를 위해 비등온 및 등온 상태에서 측정되는 연

소 및 열분해 특성을 연구하였다.

[그림 1] Schematic diagram of TGA.

A

B

C

[그림 2] 흑연(A), 폭발 다이아몬드(B) 및 산처리된

다이아몬드(C)의 입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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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폭발성 

다이아몬드(%)

산처리 

다이아몬드(%)

C 81.13 84.28

O 8.70 15.03

Cl 0 0.68

Si 2.51 0

S 4.95 0

Cu 1.78 0

Fe 0.93 0

[표 1] EDAX를 통해 조사된 다이아몬드의 성분분석

2. 실험

   그림 1에 나타낸 열중량 분석장치는 크게 전자저울, 

반응기(S.S. 강관, 1cm I.D.×10 cm L.), 가스 분석장치

로 구성되어 있다. 반응기 내부에는 나노다이아몬드 시료

를 넣을 수 있는 시료 바스켓이 전자저울 바닥에 부착된 

고리에 매달려 있다. 여러 열분해 및 연소조건에서 나노다

이아몬드를 연소하였으며, 열처리된 나노다이아몬드의 표면과 

결합특성은 FT-IR, SEM- EDAX, BET으로 측정하였다.  

   그림2는 본 실험에 사용된 흑연, 폭발에 의해 제조된 

다이아몬드 및 폭발 다이아몬드에서 산처리 정제과정을 입

도도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흑연은 평균입

이 5.2이며 0.4∼30분포를 갖는 대수정규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폭발에 의해 제조된 나노다이아모드는 나

노급보다는 큰 0.2∼4분포(평균입경 = 1.9)와 

제조과정에서 포함된 불순물 분포인 100∼로 2

중 대수정규분포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산처리 정제과정

을 통한 나노다이아몬드에서는 불순물 제거된 것으로 0.2

의 분포(평균입경 = 1.62)를 나타내고 있다.

  표1은 EDAX로 측정된 나노다이아몬드의 성분분석을 나

타내고 있다. 표에서 보듯이 탄소성분은 비정형 탄소과 다

이아몬드의 구성체로 81.13과 84.2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결합기의 형태로 다량의 산소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폭발에 의해 제조된 다이아몬드에는 Si, S, Cu 및 

Fe와 같은 불순물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산처리된 다이아

몬드는 정제과정에서 포함되는 Cl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같은 불순물의 존재는 표1의 입경분포 분석에도 나타

나고 있음 알 수 있다.

 

3. 결과

3.1 다이아몬드의 열분해 특성

그림 3은 폭발법에 의해 제조된 나노다이아몬드의 열분

해에 대한 TGA와 DTA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실험은

질소분기하에서 상온에서 800℃까지 수행하였다. TGA와

DTA의 곡선에서 보듯이 폭발법에 의해 합성된 나노 다이

아몬드는 질소분위기의 열분해 조건에서는 결합 수분, 카복

실기 및 알콜기의 기체 열분해로 인하여 105∼210℃에서

주 피크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시안기 등의 기상 열분해로

인하여 400℃ 부근에서 약한 피크가 나타나고 있다. 200℃

에 나타낸 주 피크의 성분은 전체무게에 대해 3.9% 이고,

300∼500℃에 나타난 피크는 4.3%이다.

[그림 3] 질소분위기 하에서의 폭발 다이아몬드의 비등온 TGA

및 DTA 곡선.

그림 4는 산처리 정제된 다이아몬드의 열분해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실험은 질소분위기하에서 상온에서 1200

℃까지 10℃min의 가열속도로 비등온에서 수행되었다.

TGA와 DTA의 곡선에서 나타난 것처럼 상온∼100℃의

수분증발 피크, 300∼650℃의 비정형탄소에 결합된 자유

기의 열분해 피크, 650∼ 900℃와 1000∼1150℃의 다이

아몬드 또는 비정형 결정내의 O결합이나 N결합이 떨어져

나오는 피크로 사료된다. 전체적인 함량 백분율에서는 각각

4.21%, 11.04%, 6.15%와 4.35%이다.

[그림 4] 질소분위기 하에서의 폭발 다이아몬드의 비등온

TGA 및 DTA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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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다이아몬드의 연소 특성

그림 5는 폭발 다이아몬드의 원료물질인 흑연에 대한 열

중량(TGA) 분석곡선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흑연은 400℃

에서 열분해가 시작되고 있다. 본격적인 흑연연소는 500℃

에서 진행되어 629℃에서 최고 연소속도를 보이다가 800

℃에서 연소반응이 완결되고 있다.

[그림 5] 흑연의 연소 TGA 곡선.

폭발다이아몬드

산처리다이아몬드

10℃min

10℃min

[그림 6] 폭발 다이아몬드(C)와 산처리 정제 다이아

몬드(B)의 TGA 및 DTA(A) 곡선

그림6은 가열속도 10℃min에서 진행된 폭발법에

의해 제조된 다이아몬드와 산처리 정제된 다이아몬드의

비등온 TGA 및 DTA곡선이다. TGA와 DTA의 곡선에서

는 자유수분과 결합수분의 증발을 나타내는 200℃이하의

작은 피크가 나타나고 있다. 300∼400℃에서 가지형 OH

결합들이 연소되는 피크는 폭발다이아몬드에만 나타나고

있다. 폭발다이아몬드는 430∼460℃의 비정형 탄소 연소

영역과 485∼535℃다이아몬드 유사체인 결합형 탄소가

연소되는 영역인 주 피크가 나타나고 있다. 전체함량에 대

한 이들 결합의 함량비는 각각 32.6%와 27.6%이다. 산처

리 정제된 다이아몬드에서는 430∼530℃와 530∼600℃

에서 같은 유형 피크가 나타나고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다이아몬드는 산처리 정제과정에서 비정형 탄소와 불순물

이 제거되지만, 일부의 비정형 탄소가 남아있다. 또한 결

합구조들이 이 과정에서 보다 강한 결합으로 바뀌면서 보

다 높은 온도에서 연소가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7] 가열속도에 따른 폭발다이아몬드의 TGA 및 DTA

곡선.

그림 7은 가열속도 20과 30℃min에서의 폭발 다이아

몬드의 연소 TGA 및 DTA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

서 보듯이 그림6과 같은 300∼400℃에 나타나는 가지결

합의 연소에 대한 피크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빠른 가열속도에 비해 연소속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비정

형 탄소와 다이아몬드성 결정형 탄소의 연소피크가 중첩

이 되어 하나의 피크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5와 그림6에

서 결정형 탄소의 연소 종점온도가 가열속도에 따라서 각

각 535℃ (10℃ /min), 760℃ (20℃ /min)와 870℃ (20℃ /

min)이다. 그러므로 가열속도가 증가할수록 피크 중첩이

나타날 것으로 사료되다. 또한 가열속도에서 20와 30℃

/min에서 각 피크에 대한 함량비는 각각 77.6%와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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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가열속도가 클수록 가지형 탄소결

합들이 비결정 탄소 연소에 중첩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3. 결론

폭발법에 의해 제조된 나노 다이아몬드, 산처리 정제

된 다이아몬드의 연소실험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

을 도출할 수 있었다.

(1) 폭발 다이아몬드의 열분해 피크는 200℃(무게분율

=3.9% )와 300∼500℃(무게분율=4.3%)에서 나타난

다.

(2) 정제 다이아몬드의 열분해 피크는 300∼650℃(무

게분율=11.04%), 650∼900℃(무게분율=6.15%)와

1000∼1150℃(무게분율=4.35%)에서 나타난다.

(3) 가열속도 10℃/min에서 폭발 다이아몬드는 430∼

460℃(무게분율=32.6%)에서 비정형 탄소 연소영역

과 485∼535℃(무게분율=27.6%)에서 결정형 탄소(=

다이아몬드성) 연소영역에 대한 피크를 나타난다.

(4) 가열속도 20과 30℃min에서의 폭발 다이아몬

드는 중첩된 하나의 피크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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