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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나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국방산업분야에도 나

노금속 입자를 응용한 고에너지물질 개발에 대한 관심

이 매우 높아졌다. 일반적으로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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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는 금속물질들은 수십에서 수백 마이크론 입자

보다 나노 크기의 금속이 쉽게 점화하고 높은 반응효

율을 가지고 있다[1]. 대표적인 금속물질로 aluminium

(이하 Al)은 밀도가 2.7 g/cm3이며 연소열은 7,405 cal/g

로서 고폭화약인 RDX(Cyclotrimethylene-trinitramine, 밀

도 1.82 g/cm3, 연소열 2,285 cal/g) 보다 높은 밀도 및 

연소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Al 

powder는 폭약, 추진제의 핵심 연료로써 폭발온도 상

Research Paper 소재 ․ 나노 ․ 공정 부문

Aluminum-Copper(II) Oxide Composite의 정전기에 의한 
반응 특성 연구

김민준*,1) ․ 김성호1) ․ 김자영1) ․ 임예슬2)

1) ㈜한화 종합연구소 화력연구센터
2) 국방과학연구소 제4기술연구본부

Reaction Characteristics Study of Aluminum-Copper(II) 
Oxide Composites Initiated by the Electrostatic Discharge

Minjun Kim*,1) ․ Sung Ho Kim1) ․ Jayoung Kim1) ․ Yeseul Im2)

1) Energetic Materials & Pyrotechnics Department, Hanwha Corp. R&D Center, Korea
2) The 4th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Korea

(Received 26 April 2018 / Revised 21 June 2018 / Accepted 24 August 2018)

ABSTRACT

  The reaction characteristics of aluminum-copper(II) oxide composites initiated by the electrostatic discharge were 

studied as changing the aluminum particle size. Three different sizes of aluminum particles with nano-size 

copper(II)-oxide particle were used in the study. These composites were manufactured by two methods i.e. a 

shock-gel method and a self-assembly method. The larger aluminum particle size was, the less sensitive and less 

violent these composites were based on the electrostatic test. On the analysis of high speed camera about ignition 

appearances and burning time, the burning speed was faster when aluminum particle size was sma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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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과 폭발반응시간 증대, 비추력 증대 등의 성능을 개

선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금속 입

자의 나노화 기술과 접목하여 나노 Al powder와 금속

산화물을 결합하여 반응 및 연소효율을 극대화한 새

로운 형태의 고에너지물질이 등장하고 있다. 그 대표

적인 물질이 금속입자와 금속산화물 간의 복합체인 

테르밋(thermite) 물질이다. 이러한 테르밋 물질의 연소 

반응은 아래 식 (1)과 같이 금속입자(Al)와 금속산화물

(CuO) 입자 간의 산화-환원 반응을 이용하여 매우 높

은 반응열을 발생시키는 폭발 반응을 생성한다[2].

 →    (1)

  식 (1)의 금속-금속산화물 간의 반응속도와 반응열

은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의 입자 크기가 작으면 작아

질수록 빠른 반응속도와 급격한 반응열을 방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그러나 나노 금속입자들은 입

자가 작아질수록 비표면적 증가와 표면 전하량 증가

로 인하여 정전기에 매우 예민한 특성을 가진다고 보

고하고 있다[4].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Al-CuO(II) composites에 대하여 구성 원

료와 Al-CuO(II) composites에 대한 정전기 감도를 측

정하여 취급상의 안전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또

한 Al-CuO(II) composites의 정전기에 의한 점화 반응 

행태와 반응 메커니즘을 Al 입자 크기를 변화하면서 

고찰하였다.

2. 실 험

2.1 원료

  금속 및 금속 산화물 그리고 결합제에 대한 물질 정

보를 Table 1과 Fig. 1, Fig. 2에 나타내었다. 본 실험에 

사용한 물질은 Al 4종과 CuO(II) 1종, 그리고 결합제 

2종 이었다. Al은 대량으로 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 제

품을 선정하였으며 100 nm Al은 전기폭발법에 의하여 

제조한 것이며 나머지 3종(2 μm, 5 μm, 10 μm)은 아토

마이징 가스법으로 제조한 것을 사용하였다. 또한 테

르밋 반응은 산화제의 입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산화-

환원 반응을 쉽게 일으킨다. 이러한 이유로 CuO(II)는 

전기폭발법으로 대량 생산 중인 100 nm 입자를 선정

하였다. Al과 CuO(II)의 복합체를 제조하기 위하여 2종

의 결합제를 사용하였다. 즉 마이크론Al과 나노CuO(II)

의 복합체 제조를 위해 불소함량이 68 %인 Viton-B

를 사용하였고 나노Al-나노CuO(II)의 복합체를 제조하

기 위해 mono-functional polymer인 poly-4-vinylpyridine 

(P4VP)를 사용하였다.

Table 1. Raw materials manufacturers and properties

종류 제조사 특성

Al

㈜나노기술 100 nm

㈜Metal Player 2 μm

JH(중국) 5 μm

㈜창성 10 μm

CuO ㈜나노기술 100 nm

Viton-B Chemours -

P4VP Sigma-Aldrich Mw ~60,000

  Fig. 1은 원료물질의 형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y)분석 결과를 도시한 것

으로써 Al과 CuO(II)은 각각 구형체임을 알 수 있었

다. 또한 Fig. 2는 본 실험에 사용한 Al 입자들의 표면

에 존재하는 Al2O3 산화피막 두께를 확인하고자 TEM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서 Al 입자들의 표면에 존재하는 Al2O3 산화피

막 두께는 5~6 nm로 존재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때 

Al2O3 피막층은 Al 입자크기와 상관없이 동일한 두께

의 피막층을 형성하고 있었다.

Fig. 1. SEM analysis results of Al & CuO(II) particles 

(A : Al 100 nm, B : Al 2 μm, C : Al 5 μm, 

D : Al 10 μm, E : CuO(II) 10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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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EM analysis results of Al particles : Al2O3 

layer thickness(A : 100 nm, B : 2 μm, C : 

5 μm, D : 10 μm)

2.2 Al-CuO(II) composites 제조

  일반적으로 Al-CuO(II) composites의 테르밋 반응의 성

능을 결정하는 주요변수는 연료인 Al과 산화제 CuO(II)

의 조성비이다. 본 연구에서의 Al-CuO(II) composites의 

조성비는 아래 Table 2와 같이 화학양론 비율 보다 높

은 연료비율로 제조하였는데 이러한 이유는 대기 중

에서 존재하는 산소를 공급받아 산화 반응을 추가로 

유도하고자 설계하였다.

Table 2. Stoichiometric ratio of Al and CuO(II)

화학반응식 2Al+3CuO→Al2O3+3Cu

(F/O)act 0.429

(F/O)sto 0.226

Fuel to oxidizer ratio(φ) 1.895

반응열(KJ/g) 4.076

불꽃온도(K) 5,718

  Table 2의 당량비(φ)와 화학 양론비(F/O)는 아래 식 

(2)와 식 (3)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  (2)

    (3)

여기서, F = fuel, O = oxidizer, Mf = masses of Fuel,

Mox = masses of Oxidizer, act = actual,

sto = stoichiometric

  Al-CuO(II) composites는 Table 3과 같이 두가지 방

법으로 제조하였다. 첫 번째 방법은 나노 입자 간의 

결합을 유도하는 데 널리 사용되는 self-assembly 기술
[5]로써 P4VP 바인더를 사용한 100nmAl-100nmCuO(II) 

composites를 제조하여 연료-산화제의 접촉이 잘 일어

날 수 있는 균질 혼합체를 만들었고 두 번째 방법은 

마이크론 수준 이상의 금속-금속산화물 입자간의 결합

을 유도하는 shock-gel방법[6]으로써 Viton-B를 사용한 

5μmAl-100nmCuO(II) composite 그리고 10μmAl-100nm 

CuO(II) composite를 제조하였다.

   Table 3. Manufacturing conditions of Al-CuO(II) 

composites

Al : CuO(II) 제조조건 (F/O)act

100 nm : 100 nm
self-assembly,

0.02 wt% P4VP
0.429

5 μm : 100 nm
shock-gel, 

5 wt% viton-B
0.429

10 μm : 100 nm
shock-gel,

5 wt% viton-B
0.429

  Fig. 3과 Fig. 4는 Table 3의 제조 조건으로 만들어진 

Al-CuO(II) composites의 형상과 원소분석 결과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Fig. 3의 SEM 분석을 통해 Al-CuO(II)-

결합제 간의 결합이 잘 일어났음을 확인 할 수 있었

으며 self-assembly 제조법(Fig. 3-A)으로 제조한 복합체 

보다 shock-gel(Fig. 3-B, C) 제조법으로 제조한 복합체

가 입자간 결합이 강하게 일어났음을 확인 할 수 있

었다. 또한 Fig. 4의 EDS element mapping분석을 통해 

Al(purple), Cu(yellow), O(red)가 입자 전체에 잘 분산

되어 있음을 정성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3의 

조건으로 제조한 복합체는 완전 건조 후 정전기 감도 

특성 평가를 수행하는데 사용하였다.

Fig. 3. SEM analysis results of Al-CuO(II) composites 

(Al : CuO = 100 nm : 100 nm(A), 5 μm : 

100 nm(B), 10 μm : 100 n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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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DS element mapping analysis results of 

Al-CuO(II) composites(Al : CuO = 100 nm : 

100 nm(A), 5 μm : 100 nm(B), 10 μm : 100 

nm(C) ; Color = O_red, Al_purple, Cu_yellow)

2.3 정전기 감도 시험

  정전기 감도시험은 electrostatic spark sensitivity tester 

(모델명 ESD2080, OZM社) 장비를 이용하였으며 측정

환경은 온도 20~25 °C, 상대 습도 40 % 이하 이었다. 

정전기 감도시험  절차는 시험챔버 내에 양극핀과 음

극핀을 설치 후 스파크 갭(1 mm)을 맞춘다. 이때 규

정된 테스트 시료컵에 약 10 mg의 시료를 계량한다. 

그리고 축전기 용량과 충전 전압을 설정하고 정전기

에너지를 시료에 인가한다. 이때 시료의 점화 및 반응 

여부 확인은 소리, 냄새, 불꽃, 시료의 분산상태를 관

찰하여 확인한다. 시료의 정전기 값(E50)은 아래 식 

(4)에 의하여 계산 하였고 Up and Down 방법을 이용

하여 최적의 정전기 값을 도출한다.

     ±  (4)

여기서, L은 시료의 점화나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최

대 에너지 값(mJ), D는 △E/10, △E는 E+(점화 최대 

에너지값) - E-(점화 최소 에너지값), I는 간격, ni는 횟

수,   




 ,  




 이다.

  아래 Fig. 5에 본 실험에 사용한 정전기 감도기를 도

시하였다.

Fig. 5. Electrostatic spark sensitivity tester

             (model : ESD 2008)

2.4. 정전기 점화에 의한 반응 행태 계측

  원료와 Al-CuO(II) Composites의 정전기에 의한 점화 

및 연소 반응 행태를 정밀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고속 

카메라(Phantom V341)를 이용하였다. 이때 계측 조건

은 frame rate 10,000 fps, resolution 320 × 400, record 

range 2000 μs이었으며 모든 실험에 동일하게 적용하

였다.

2.5 열특성 분석

  Al, CuO(II), Al-CuO(II) composites의 열특성 분석은 

TGA/DSC1(STARⓇ System, Mettler Toledo社) 모델의 

열분석기기를 이용하였다. 이때 열분석 시료의 연소가 

일어나는 챔버에 불활성 가스(Ar, 순도 99.9 % 이상)을 

50 ml/min의 유속으로 흘러 보내었으며 시료에 가해지

는 가열 승온속도는 10 K/min 이었다. 열분석 시료량

은 약 3 mg에서 5 mg 내에서 수행하였다.

3. 결과 및 토의

3.1 원료 물질의 정전기 감도

  정전기 감도 평가 결과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고자 

고속카메라를 사용하여 시료가 없는 blank 상태에서 

방전 현상을 인가 에너지 값 변화에 따라 촬영 후 분

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4에 도시하였다. 이때 방

전 에너지가 높아질수록 강력한 아크방전(electric arc)

가 발생하였으며, 정전기 테스트 부분의 양극판에서 

아크방전에 의한 금속 입자가 방출되는 현상을 보였

다. 이때 음극과 양극판 간의 스파크 간격 치수는 지

름 3.7 mm이고 간격은 1 mm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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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lectrostatic discharge phenomena at blank

구분 0 μs 150 μs 500 μs 1000 μs 2000 μs

0.5 J

2 J

5 J

10 J

20 J

  아래 Table 5에 본 실험에서 사용한 원료의 정전기 

감도 평가 결과를 수록하였다. Table 5에서 보면 Al 

입자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정전기 감도는 예민해 졌

으며 나노-Al일 경우에는 사람의 인체에서 발생하는 

방전 에너지(20 mJ) 보다 낮은 정전기에 의해 점화가 

발생할 정도로 매우 예민하였다.

Table 5. Electrostatic sensitivity value of raw materials

원료명 정전기 감도 에너지 값(mJ)

Al(100 nm) 3.44

Al(2 μm) 524.5

Al(5 μm) 2,919

Al(10 μm) 10,069

CuO(II)(100 nm) 452.9

  또한 Table 5에서 사용한 Al과 CuO(II)의 정전기에 

의한 점화 및 연소 반응 현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Table 5에 수록한 모든 Al을 점화할 수 있는 정전기 

에너지값인 10 J를 선정하여 정전기 감도 시험을 수행

하였으며 이때 연소반응 행태를 0~2000 μs까지 고속카

메라로 관찰하였다. 그 결과를 Table 6에 도시하였으며 

Al의 입자가 작아질수록 정전기 에너지 인가와 동시

에 점화 및 연쇄적인 연소반응이 진행되었고 Al 입자 

크기가 커질수록 정전기에 의한 점화반응 속도는 느

려지는 반면 연소시간은 길어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CuO(II)의 경우는 점화는 일어났지만 연쇄적인 

반응은 일어나지 않는 연소 특성을 보였다.

Table 6. Raw material ignition reaction phenomena at 

10 J

구분 0 μs 150 μs 500 μs 1000 μs 2000 μs

Al
(100 nm)

Al
(2 μm)

Al
(5 μm)

Al
(10 μm)

CuO
(100 nm)

3.2 Al-CuO(II) composites의 정전기 감도

  아래 Table 7은 Al-CuO(II) composites의 정전기 감

도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결과이다. Table 5와 Table 

6에서 Al 원료와 Al-CuO(II) composites의 정전기에 대

한 감도 측정 결과를 비교해 보면 100 nmAl을 제외한 

마이크론 크기의 Al 정전기 감도값 보다 Al-CuO(II) 

composites로 결합시켰을 때 정전기에 대한 감도가 더

욱 예민해짐을 알 수 있다.

 Table 7. Electrostatic sensitivity value of Al-CuO(II)  

composites

원료명 정전기 감도 에너지 값(mJ)

100nmAl-100nmCuO(II) 9.5

5μmAl-100nmCuO(II) 27.0

10μmAl-100nmCuO(II) 47.0

3.3 점화 반응 현상

  정전기 인가 에너지에 따라 점화 및 연소반응 행태

를 확인해 보기 위하여 5μmAl-100nmCuO(II) composite 

조성에서 정전기에 의한 반응현상을 고속카메라로 확

인하였다. 그 결과를 아래 Table 8에 도시하였다.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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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에서 Al-CuO(II) composite는 정전기 인가 에너지가 

높아질수록 점화 후 연소 반응은 매우 격렬하게 일어

났으며 반응시간도 매우 길게 지속되었다.

Table 8. 5μmAl-100nmCuO(II)-vitonB composite’s 

electrostatic discharge ignition reaction 

phenomena at various energy value

구분 0 μs 150 μs 500 μs 1000 μs 2000 μs

0.5 J

2 J

10 J

20 J

  또한 Table 6의 Al과 Table 8의 Al-CuO(II) composite

의 반응특성을 비교해 보면 나노-Al를 제외한 2 μm, 

5 μm, 10 μm과 같은 sub-micron의 Al 보다 Al-CuO(II) 

composite의 정전기에 의한 점화가 쉽게 유도 되었고 

점화 이후 연소반응시간도 오래 지속됨을 확인하였다. 

화염크기 측면에서 Table 6과 Table 8에서 Al-CuO(II) 

composite의 화염의 크기가 Al 입자의 화염의 크기보다 

매우 컸는데 이러한 이유는 순수한 Al이 대기 중에 존

재하는 산소와 반응하여 약한 산화반응이 일어나는 것

에 비해 Al-CuO(II) composite는 복합체 자체에 존재하

는 CuO(II)에 의해 강한 산화 반응이 발생하였고 이와 

더불어 추가적인 Al-Cu의 합금 반응이 부가적으로 발

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특히 Table 

8에서 정전기 인가 에너지 값이 10 J 이상일 때는 점

화와 동시에 급격한 반응이 일어났으며 만약 외부와 

고립된 계에서 점화가 일어날 경우 폭굉으로 전이 될 

정도로 강력한 연소 반응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금속-금속산화물 복합체에서 반응속도와 연소속

도는 입자가 작아질수록 입자간의 접촉이 증가할수록 

급격하게 증가한다고 보고[3,7,8]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아래 Table 9의 100nmAl-100nmCuO(II) composite가 5 

μm, 10μmAl-100nmCuO(II) composite 보다 쉽게 점화되

고 연소 반응도 빠르게 일어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Table 9. Various composite’s electrostatic discharge 

reaction phenomena(A : 100nmAl-100nm 

CuO(II)-P4VP, B : 5μmAl-100nmCuO(II)- 

VitonB, C : 10μmAl-100nmCuO(II)-VitonB)

구분 0 μs 150 μs 500 μs 1000 μs 2000 μs

A
(0.5 J)

B
(5 J)

C
(10 J)

3.4 열분석 특성

  Fig. 6, 7, 8은 Al-CuO(II) composites의 열분석 결과

를 도시한 것으로써 시료의 무게와 열 변화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즉 Fig. 6, 7, 

8에서 결합제(viton-B, P4VP) 분해가 일어나는 영역(A

지점의 온도 영역), Al의 용융이 발생한 영역(B지점의 

온도 영역), 테르밋(thermite) 반응이 발생한 영역(C 지

점의 온도 영역)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Fig. 6

과 Fig. 7, 8의 테르밋 반응의 온도 영역은 100 nm Al

을 함유한 composites의 경우 470 °C ~ 620 °C 범위에

서 발생하였고 5 μm과 10 μm Al을 함유한 composites

의 경우 800 °C ~ 900 °C 범위에서 발생하였다. 이러

한 결과는 Pantoya와 Granier[9]가 보고한 연구 결과에서 

금속과 금속산화물의 복합체에서 테르밋 반응의 점화

온도는 원료의 입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낮아진다는 결

과와 일치하는 결과임을 알 수 있었다. 즉, Pantoya와 

Granier[9]은 40nmAl-100nmMOO3 composite에서 Al 입자

를 평균 12 μm로 변경했을 때 점화온도의 변화가 458 

°C에서 955 °C로 높아짐을 보고하였다. 또한 Pantoya와 

Granier[9]의 연구 결과에서 Al-MOO3 composite의 테르

밋 반응 메커니즘을 입자크기에 따라 두 가지로 해석

하고 있는데 40nmAl-100nmMOO3 composite에서는 고

체상의 확산 반응이 지배적으로 발생하고 12μmAl-100 

nmMoO3 composite에서는 가스(MoO3, bp 1155 °C)-액체

(Al, bp 2470 °C) 반응이 지배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도 Al-CuO(II) composites의 열분

석 결과를 통해 테르밋 반응 메커니즘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100nmAl-100nmCuO(II) composite에서는 금속과 

금속산화물의 나노 크기의 입자 간에 고체상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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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6. 100nmAl-100nmCuO(II)-P4VP composite’s 

differential thermal analysis result

   Fig. 7. 5μmAl-100nmCuO(II)-vitonB composite’s 

differential thermal analysis result

  Fig. 8. 10μmAl-100nmCuO(II)-vitonB composite’s 

differential thermal analysis result

반응이 지배적으로 일어나 470 °C ~ 620 °C에 테르밋 

반응이 일어났고 5 μm, 10μmAl-100nmCuO(II) composite

에서는 Al의 융점(660 °C) 보다 높은 온도(800 °C ~ 

900 °C)에서 Al이 액체로 변한다음 고체인 CuO(II)와 

반응하는 액체-고체 반응이 지배적으로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4. 결 론

  금속-금속산화물-결합제로 구성된 Al-CuO(II) 

composites의 고에너지물질 조성에 대하여 정전기 감

도와 반응성 그리고 반응행태를 연구하여 다음과 같

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본 실험에 사용한 Al 입자 

크기에 따라 정전기에 대한 반응성은 큰 차이를 보였

으며 특히 나노Al(100 nm)의 경우 인체에서 발생하는 

에너지(20 mJ)에 반응할 정도로 예민한 정전기 특성

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sub-micron Al은 분자화약인 

RDX(정전기 감도값 : 약 150 mJ) 보다 높은 에너지

(500 mJ 이상)에서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Al-CuO(II) composites의 정전기 감도는 Al의 입자 크

기에 약간의 영향을 받았지만 산화제인 CuO(II)가 결

합되었을 때 더욱 예민한 특성을 보였다. Al-CuO(II) 

composites의 정전기에 의한 반응 행태는 Al의 입자가 

작을수록 접촉면적의 증가로 인해 반응이 쉽게 일어

났고 반응 속도와 반응 크기도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열분석을 통해서는 Al-CuO(II) composite가 온

도 상승에 따라 분해되는 메커니즘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즉 Fig. 6, 7, 8에서 결합제가 분해되는 영역(A)과 

Al의 용융이 일어나는 영역(B), 테르밋 반응이 발생하

는 영역(C)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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