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전기폭발 (Wire explosion)의
원리와 응용

전기폭발 (Wire explosion)은펄스대전류에의해
서 와이어가 가열되어기체 및 플라즈마 상태로 바

뀌면서 강한 빛과큰 압력에 의한 폭음을동반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 현상은 전기에너지가 와이어의
저항에 의해서 열에너지로 축적되고 어느 한 순간

폭발적으로방출되는과정이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는 다수의 전기폭발을 일

으킬수있는장치가있다. 일반적으로우리는이것
을퓨즈라고부르며, 역설적이지만전기장치의안전
을위해서사용하고있다. 그러나퓨즈는조건에따
라서 폭발하는 물질이 되기도 하는데 다음에 예를

들어그이유를설명한다.
퓨즈는 와이어에 과전류가 흘러서 발생하는 열

이어느정도이상으로축적될때와이어가녹아비

산하면서전류의흐름을차단하여소자및전기기계

가 과전류에 의해서 발생되는 열로 파손되는 것을

막는역할을한다. 용융된퓨즈물질이흩어져서전
류의흐름을차단하기위해서는적어도수마이크로

초정도의시간이필요하다. 예를들면용융된액체
가 1 km/sec의속도로비산한다면 1 msec 동안에 1
mm의변위를일으키고이정도의거리도조건에따
라서는충분하지않을수있다. 그이유는변위에의
해서발생하는미소한갭에서방전에의한플라즈마

가 발생하여 전기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이다. 만

약, 이러한 퓨즈물질의 변위에 필요한 수 마이크로
초정도의시간동안에도지속적으로전류가흘러서

와이어를증발에필요한온도까지상승시키고, 나아
가액체에서기체로변하는데필요한포텐셜에너지

의증가분 (Latent heat: 잠열)까지도공급이된다면
와이어는증발하여기체가될것이다. 이와같이와
이어전체가고체에서고온의기체 (증기)로상태변
화를일으킨다면그부피는크게팽창을할것이다.
만약 제한된공간에서 이와 같은 금속와이어의 기

체화가 이루어지면 이상기체방정식을 사용하여 그

압력을추정할수있다. 예를들어그림 1에나타낸
직경 0.2 mm 길이 30 mm의납와이어가증발하여
직경 6 mm, 길이 30 mm의퓨즈관을가득채운다면
그압력은 10기압정도가되며, 퓨즈관이압력을이
기지못하고파괴되고말것이다. 
일상생활 속의 퓨즈는 전기폭발을 일으킬 수 없

다. 퓨즈가 전기폭발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퓨즈 금
속의 녹는점근처에서 큰 전류의 흐름이있어야 한

다. 왜냐하면 금속 와이어를 증발시키기 위해서 필
요한대부분의에너지는녹는점에서부터기체화하

는 과정에서 소요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상기의
납와이어 (직경 0.2 mm, 길이 30 mm)의경우녹이
는데필요한에너지는 0.5 J이지만증발에필요한에
너지는 12 J이다. 따라서녹은금속물질이변위를일
으켜전류가차단되기전의짧은시간동안 (<~1 ms)
에대량의에너지주입이있어야한다. 그렇지않으
면 와이어는증발까지 이르지 못하고녹은 액체 상

태로비산하게되며플라즈마상태로진전되지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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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것이다. 이와같이수십μs 오더의시간동안수백
J에 이르는 에너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수십 MW
의파워가필요하다. 이러한큰파워는펄스파워기
술을이용하여얻을수있다. 역으로전기폭발은반
드시펄스파워의기술을이용한펄스대전류가흘러

야만일어날수있다. 
전기에너지에 의해서 와이어가 폭발할 수 있는

또한 가지 중요한 원인은온도상승에 의해서 저항

이 증가하는 금속의 고유한 성질 때문이기도 하다.
즉금속의온도증가에의한저항률의상승은전기에

너지의소비를공간적으로와이어부분에집중시킨

다. 또한 시간적으로도 상태 변화가 급속히 가속되
는현상이발생한다. 즉, 와이어의온도상승은저항
상승을일으키고, 저항상승이전기에너지소비를가
속시켜다시온도상승이일어나는과정이반복되며

에너지를급속하게와이어에축적하는것이다. 이러
한급속한에너지축적은결국에는폭발이라는파국

의상태를일으킨다. 
전기폭발은 강한 빛과 충격파 폭음이라는 매우

극적인현상들을 수반하며 그현상에 따른 각종 응

용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중에서 와이어 물질
을나노사이즈입자로변화시키는연구는 1970년대
에시작되어최근에나노기술의발전에따라서상용

화단계에이르고있다 [1-6]. 전기폭발현상에의해
서와이어의금속물질이증발하여원자화한후분

위기가스와충돌하여냉각되면응축되어입자가된

다. 이때와이어물질이급격히팽창한만큼분위기
가스와의충돌에의한냉각또한급속히이루어지므

로, 입자는성장이억제되어일반적으로수십 nm 정
도의직경을갖게된다.

2. 액중 전기폭발에 의한 나노분말 제조

나노입자의생성과정에서주위의물질과압력은

합성된입자의성분과사이즈에결정적인영향을미

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플라즈마의 생성과
전기에너지전달에있어서도주변물질의상태에크

게의존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7]. 최근에는액체
중에서전기폭발을발생시켜에너지전달을극대화

하며 입자의 성장을 억제하여 입자 사이즈를 작게

하고나아가입자들의분산상태를개선시키는효과

를얻고있다 [8-14]. 
그림 2에는 액중에서 전기폭발이 발생하는 과정

을고속카메라를이용하여촬영한사진을나타내고

있다. 내부의강한빛을발산하는내는플라즈마상
태와주변의생성된입자들의비산상태를잘나타내

고있다 [11]. 이와같은팽창의과정을통해서입자
들은액체분자와의충돌에의해서급속히냉각되며

결과적으로 기중폭발에서 발생하는 입자의 응집현

상이발생하지않는다. 
그림 3에는 동일한 방전조건으로 (0.3 φ, 40 mm,

10 μF, 12 kV) 기중에서제조한은나노입자와수중

그림 1. 퓨즈의 전류차단 기능과 전기폭발 물질로서의
가능성.

그림 2. 초고속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수중 Ag 와
이어의 폭발장면 (a) 초기상태 Ag, 0.5 φ-20
mm, (b) 2.3 ms 경과, (c) 4.7 ms 경과, (d)
13.7 ms 경과, 입자의 분산 [11].



에서제조한은나노입자의 SEM 사진을각각나타
내고있다. 기중에서제조한은나노입자들은그사
이즈가 비교적 크며여러 개의 입자들이 강하게 융

착되어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9]. 이는입자가고
온의상태에서충돌하여발생하는것으로생각할수

있다. 
반면에 액중에서 제조한 경우는 입자의 냉각이

급속하게이루어지므로고온에서만날확률이매우

낮아져서각각의입자들이독립적인분산상태를유

지할수있다. 그림 4에는제조한나노분말의입도분
포를나타낸다. 액중제조의경우평균 60 nm 정도이
고기중제조의경우평균 160 nm를나타내고있다.
또한기중제조의경우는응집된입자들에기인하는

것으로보이는수μm 크기의입자들이상당한양으
로존재하고있다. 

3. 고분산 금속나노콜로이드 기반
에너지저장 나노복합재료

액중 전기폭발 기술은 금속 와이어의 급속한 기

화에의해고분산금속나노콜로이드를대량으로합

성할수있는 Top-down 방식의나노재료합성기술
로, 콜로이드상태에서크기분급과표면개질이용이
하여다양한나노복합재료를생산할수있는장점이

있다. 그림 5는 자연 침강 또는 원심분리 방식으로
크기분급한금속나노콜로이드에고분자와같은탄

소 전구체를 용해시킨 후 열분해 방식으로 금속-탄
소나노복합재료를제조하는과정을그린모식도이

다. 특히, 리튬이차전지용 음극재료와 같이 재료의
나노화및복합화가충·방전특성을지배적인요인

이되는연구분야에서는고분산된나노물질의제조

를 위해다양한 물리적 및 화학적방법이 적용되어

왔으나대량생산측면에서는한계가있어, 최근에는
고분산금속나노콜로이드를대량생산할수있는액

중 전기폭발 기술이 에너지저장용 나노복합재료의

연구에적용되고있다 [12-15].
리튬이차전지의음극재료로상용화된흑연을한

계용량 (372 mAh/g)을극복하기위한대표적인대
체물질로주석계복합재료 (주석의이론용량은 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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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기중 (a)과 액중 (b) 전기폭발에 의해서 생성된
Ag 나노입자의 비교 SEM 사진 [9].

그림 4. 기중과 수중에서 제조한 은 나노입자들의 입도
분포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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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h/g)가활발히연구되어ATCO (Amorphous tin
composite oxide)를이용한 Fuji Photo Film Celltech
의 Stalion® 전지와 Sn-Co-C 복합재료를 이용한
Sony의Nexelion®전지등이상용화된바있다. 그러
나주석의유리질복합산화물을이용하거나주석과

비활성금속과의기계적합금화를이용한기존방법

은주석의 나노화를 위한 생산 비용이 높아 시장에

서는경쟁력은확보하지못하고특수한목적으로만

이용되고있는실정이다. 
액중 전기폭발 기술에 의한 고분산 주석 나노콜

리이드는이러한생산비용을최소화시킬수있으며,
적당한합금설계를통하여최적의성능을구현할수

있다 [12-13]. 순수한주석은연성이커 Top-down방
식의 나노화가 쉽지 않은데, 에탄올 중에서 제조된
주석나노입자는그림 6에서와같이원심분리를통
하여입도분급이가능하며, 아울러수용액에서와는
달리에탄올속에서는산화되지않은상태로보존되

는장점이있다.
탄소기지에 주석 나노

입자가 분산된 주석-탄소
나노복합재료를 합성하

기위해서에탄올중전기

폭발로 제조된 주석 용액

을 6시간 동안 자연 침강
시켜 나노입자와 조대입

자를 분급하고, 탄소전구
체로 PVP (Polyvinylpyrrolidone)를무게비 1:1로용
해, 건조시켜 600 ℃, Ar 분위기에서 3시간동안열분
해시켰다. 그림 7은자연침강후의주석나노입자
들에대한전계방출주사전자현미경사진으로자연

침강만으로도 대부분의 조대입자들이 제거되고 나

노입자를회수할수있음을알수있는데, 이는주석
이비중이 7.3 g/cm3로입자크기에따른비중분리가

잘이루어지기때문이다. 그림 8은열분해전과후의
X-선회절패턴과열분해후의투과전자현미경이미
지로열분해과정에서도결정상을그대로유지할뿐

만아니라, 평균입도 50 nm의주석나노입자가탄소
기지에분산되어있는주석-탄소나노복합재료가만
들어졌음을알수있다.
그림 9는분급전의주석분말 (Sn-pristine), 주석

조대입자-탄소 복합재료 (Sn-coarse/C) 및 나노입
자-탄소 복합재료 (Sn/C nanocomposite)의 싸이클
특성을 보여 주는데, 입자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싸
이클특성이크게향상됨을알수있다. 그러나에탄

그림 5. 고분산 금속나노콜로이드를 이용한 나노복합재료 합성 모식도.

그림 6. 에탄올 중 주석의 전기폭발에 의한 주석나노콜
로이드의 원심분리 분급에 따른 FE-SEM 사진
((1) 500 rpm, (2) 1000 rpm, (3) 2000
rpm, (4) 최종용액 중 나노입자) [12].

그림 7. 자연 침강에 의한 조대입자 제거 후 회수된 주
석 나노입자의 FE-SEM 사진 [13].



올에서 제조된 주석 나노입자는 전기폭발 중 고온

상태의 입자 표면에 에탄올의 열분해에 의한 탄소

부산물들이많이형성되었는데, 이들이초기비가역
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부산물들은
이후실리콘-탄소복합재료의연구과정에서에탄올
대신 메탄올을 사용하여 제거할 수 있음이 밝혀져

전기폭발에 의한 주석-탄소 복합재료 및 주석-전이
금속복합재료등주석계음극활물질에대한탐색을

확장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지구상에가장풍부한금속원소인실리콘은리튬

금속 (3,860 mAh/g)보다큰 4,200 mAh/g (Li22Si5기
준)의이론용량을가지고있으나, 싸이클특성이개
선되지 않아 실리콘및 그 복합재료에 대한방대한

연구결과들에도 불구하고 상업적으로는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 실리콘-탄소 나노복합
재료에대한연구와개발이활발해지고다양한합성

법을 통해 싸이클 특성이 향상된 실리콘 소재들이

알려지면서, 실리콘을도입한고용량리튬이차전지
의상용화가시도되고있다. 
실리콘은기중에서의경우표면플라즈마의생성

으로인해전기폭발이일어나지않는데, 액중에서는
이러한표면플라즈마의생성이억제되므로전기폭

발에의한나노화가가능하였다 [14]. 고분산실리콘
나노콜로이드는 수용액에서는 실리콘이 SiO2로 쉽

게 산화되어 리튬과 반응하지 않는 물질로 바뀌지

만, 적당한유기용매에서의전기폭발을통하여산화
를 억제할 수 있으며, 유기용매에서 기원하는 탄소
부산물을제어함으로써음극특성이우수한실리콘-
탄소나노복합재료를제조할수있다 [15]. 현재실리
콘-탄소나노복합재료를비롯하여실리콘-전이금속
복합재료등고분산실리콘나노콜로이드를이용한

에너지저장특성연구가활발히진행중이다. 

4. 액중 전기폭발법에 의한
고분산 나노분말 제조기술의 현황과 전망

액중전기폭발법은물리적방법으로제조되는나

노입자의분산성을개선하기위하여고안된방법으

로서 국내·외에서 관련연구가 점차적으로 확장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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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열처리 전 후의 XRD 패턴과 열처리 후의 주
석-탄소 나노복합재료의 TEM 사진 (scale =
50 nm) [13].

그림 9. 에탄올 중 전기폭발에 의해 제조된 주석분말,
주석 (조대입자)-탄소 및 주석 (나노입자)-탄소
복합재료의 충·방전 싸이클 특성 [13].

그림 10. 대량생산용 액중 전기폭발 자동화 장치 (한국
전기연구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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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향후 도전성 분말소재의 수요증가와 대량
생산기술의개발과함께관련기술의상업화가가속

될것으로예상된다. 그림 10은한국전기연구원에서
개발한대량생산용액중전기폭발자동화장치의시

작품으로φ= 0.6~1.0 mm, L = 50~80 mm의와이어
를분당 3~6회폭발시켜하루 10 kg 정도의금속나
노분말의생산이가능하다. 
액중전기폭발기술의또다른장점은동일한기

술로다양한종류의금속나노분말이외에탄소, 실
리콘및반도체나노입자를생산하는것이가능하다

는것이다. 향후대량생산기술의발전과더불어효
과적인분급방법이개발되면다양한종류의나노분

말에대한산업적수요에부응할수있을것으로기

대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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