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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수용액에 첨가된 나노다이아몬드는 용매상 내에서 안정된 분산 특성을 나타낸다. 이런 분산 특성은

일정 시간동안 유지되지만, 농도와 시간에 따라 분산특성이 떨어지면서 일부 다이아몬드들의 침강이

나타난다. 이런 분산 및 침강 특성을 정량화하기 위하여 나노다이몬드 수용액의 흡광특성을 비교 분석

하였다. 파장에 따른 나노다이아몬드의 흡광도는 농도에 상관없이 350 nm까지 상승하다가 점차적으로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다. 또한 300nm 파장에 대한 흡광도는 나노다이아몬드의 농도에 따라 거의 직선

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서론

현재 고온 고압법, 화학 기상 증착법, 충격파, 폭

발법 등으로 제조되어 다양한 크기로 분급되어 판매

되고 있는 나노다이아몬드는 sp3 결합을 이루는 고

결정성 나노 입자로서 투명도, 고강도, 화학적 안정

성, 열전도성 등의 특성이 있어 도금, 고분자 복합

재, lapping 또는 연마 도구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

[1-2]. 또한 인체 내에서도 변하지 않는 특성과 무해

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인공망막이나 약물 운송

장치 등 바이오 의료장치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3-4].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조사되고 있는 나노다

이아몬드의 분산성에 대한 정량화 작업은 매우 가치

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액상 수용액 내의 고체

미립자의 분산 정도를 절대 정량화수치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나 기존 여러 연구에서 흡

광도를 이용한 방법들이 거론되고 있다[5-6]. 본 연

구에서는 UV 흡광분석계를 이용하여 수용액 내의

산처리 다이아몬드, 폭발에 의한 제조된 비정형 다

이아몬드와 흑연의 농도에 따른 분산성을 제시하고

자 한다.

(A) 폭발 다이아몬드 (B) 산처리 다이아몬드

[그림 1] 폭발 및 산처리 다이아몬드의 SEM 사진.

2. 실험

본 연구에 사용된 분산고체는 폭발법에 의해 제조

된 흑연성 나노다이아몬도, 후처리인 산처리된 나노

다이아몬드, 열처리된 나노다이아몬드 및 흑연이 사

용되었다. 그림 1은 본 연구에 사용된 폭발 및 산처

리 다이아몬드를 200,000배로 확대한 SEM 사진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산처리 다이아몬드나 폭발 다이아몬

드의 나노성 입자들은 서로 응집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이들 입자에 대한 이미지 분석을 통해 산

처리 다이아몬드는 보편적으로 11~20 nm이고, 폭발

다이아몬드는 15~25 nm로 측정되었다.

수용액 내의 각 나노입자들의 분산성을 평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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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흡광도 분석은 UV 흡광분석계(Biochrom S22

)를 이용하였으며, 각 나노입자의 액상농도는 20 ~

100 mg/L이다. 또한 분산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

해서 시료 용액의 유지시간을 24시간으로 적용하여

매시간 마다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각 분산고

체에 대한 표면의 극성 정도 또는 활성그룹을 평가하

기 위해 FT-IR를 측정하였다.

[그림 2] UV 파장에 따른 수용액 내의 입자에 의한

흡광도; (A) 20mg/L (B) 100 mg/L

3. 결과

3.1 UV 흡수광 파장에 따른 흡광분석

그림 2는 UV 파장에 따른 폭발 나노다이아몬드, 산

처리 다이아몬드 및 흑연의 흡광도를 농도별로 나타내

고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산처리 다이아몬드의 흡광도

는 자외선 영역(400nm 이하)의 흡광 파장에서는 큰 폭

으로 이 감소하지만 가시와 적외선 파장대에서는 감소

폭이 그리 크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흑연 수용액에 대

한 흡광도 변화는 20 mg/L나 100 mg/L에서 크지는

않지만, 자외선 파장에서 흡광 특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고농도 그리 크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저농도

(20mg/L) 폭발 다이아몬드 수용액의 흡광도는 250nm

이하의 자외선 영역에서는 파장에 따라 감소하다가 증

가하고 있다. 가시광산이나 적외선 영역에는 파장이 증

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3.2 농도에 따른 흡광분석

[그림 3] 수용액 내의 나노입자의 농도에 따른 흡광도.

그림 3은 수용액 내의 폭발에 의해 제조된 다이아몬

드, 산처리된 다이아몬드 및 흑연 농도에 따른 흡광도

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수용액 내 나노입

자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각 나노입자의

흡광변화 특성은 산처리 다이아몬드, 흑연 및 산처리

다이아몬드의 농도에 대해 각각 1차, 2차와 3차로 나타

낼 수 있었다. 이들 흡광특성과 농도와의 관계는 다음

식(1)∼(3)으로 나타낼 수 있다.

(i) 산처리 다이아몬드의 농도와 흡광도

    (1)

(ii) 흑연의 농도와 흡광도

       (2)

(iii) 폭발성 다이아몬드

        (3)

여기서 Y와 X는 각각 수용액의 흡광도와 수용액 내의

나노

입자의 농도를 나타낸다. 또한 식(1) ∼ 식(3)으로 나

타낸 수용액 내의 나노 성분의 질량과 흡광도에 대한

상관식의 R값은 산처리 다이아몬드, 흑연 및 폭발 다

이아몬드에 대해 각각 0.999, 0.992과 0.98이다.

3.3 침강시간에 따른 분산 안정성 분석

그림 4는 침강시간 0과 1시간에 대한 폭발성 다이

아몬드 분산용액(A), 산처리 다이아몬드 분산용액(B)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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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연 분산용액의 사진을 나타낸 것이다. 본 실험에 사

용된 분산용액은 초음파 분산기에서 2시간 분산시켜서

준비하였다. 나노입자의 분산농도는 100mg/L이다. 그

림에서 보듯이 분산초기에는 3개의 분산용액의 분산정

도가 크게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폭발성 다이아몬

드와 산처리 다이아몬드 분산용액은 육안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음을 나타내고 있지만, 흑연은 분산정도가 크

게 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는 흑연의 표면은 비극성으

로 소수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극성인 물에 대해 빠르

게 침전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산처리된 다이아몬드

나 폭발에 의해 제조된 다이아몬드의 표면에는 친수성

기인 COOH나 OH 그룹에 표장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

된다. 이로 인해 나노 다이아몬드 입자들은 극성인 친

수성에 가까운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로인

해 침강시간이 증가하여도 분산정도가 크게 감소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육안으로는 분산 또는 침강 정도를

평가하기 힘들다.

[그림 4] 침강시간에 따른 폭발성 다이아몬드

분산용액(A), 산처리 다이아몬드 분산용액(B)과 흑연

분산용액의 사진.

[그림 5] 침강시간에 따른 나노 분산용액의 흡광도.

그림 6은 침강시간에 따른 폭발성과 산처리 다이아

몬드 및 흑연 분산용액(100mg/L)의 흡광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흑연 분산용액은 침강시간 3

시간에 거의 침전이 되어 분산정도가 0이 됨을 알 수

있다. 폭발성 다이아몬드와 폭발성 다이아몬드를 산처

리 정제를 통해 가공된 다이아몬드 분산용액에서 나노

입자의 침전은 시간지남에 따라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산처리 다이아몬드의 나노입

자는 산처리 과정에서 많은 라디칼들을 입자표면에 가

지고 있어서 침전이 크게 진행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 침강시간에 따른 다이아몬드와 흑연 나노입자의

분산용액의 분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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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용액 내의 나노입자의 분산 백분율에 대해서 다

음의 식(4)의 형태로 나타내고자 한다.

 


  (4)

여기서 과 는 각각 분산용액 내의 초기 나노입자

의 질량(mg)과 일정시간에 따른 분산용액 내의 나노입

자의 질량을 나타낸다. 식(4)에 대한 정의는 약간의 무

리를 수반하고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일

정시간에 따른 분산용액내의 나노입자의 질량은 그림

5와 수식(1) ∼ 수식(3)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그

림 6은 수식(4)를 통해 구해진 분산용액 내의 분산 백

분율을 침강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

이 산처리된 나노 다이아몬드 분산용액은 24시간이 지

나도 95(%)의 분산정도를 나타내지만, 흑연 분산용액

은 2시간 이내에 65% 이하의 분산정도를 나타내고 있

다. 폭발에 의해 제조된 나노 다이아몬드의 분산용액은

24시간이 지나면 초기농도에 대해 90% 정도의 분산특

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폭발 또는 산

처리된 나노 다이아몬드는 기존의 다이아몬드, 카본 나

노튜브나 흑연과 같은 탄소소재의 나노 입자들에 비해

극성인 수용액에 분산특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결론

나노 다이아몬드와 흑연의 분산용액에 대한 흡광실

험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1) 산처리 다이아몬드와 흑연의 흡광도는 자외선 영역

에서는 큰 폭으로 감소하지만 적외선에서는 감소폭이

크지 않다.

(2) 폭발 다이아몬드 수용액의 흡광도는 자외선 영역에

서는 파장에 따라 감소하다가 증가하지만, 이후의 파장

에서는 감소하고 있다.

(3) 나노입자의 분산용액에 대한 입자농도와 흡광도는

다음의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i)산처리 다이아몬드 :    

(ii) 흑연 :        

(iii) 폭발성 다이아몬드

       

(4) (3)에서 나타낸 수식을 통해 나노입자의 분산 백분

율에 대해 정량화의 시도가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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