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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이드형 실리카는 화학적으로 안정한 무기소재로 비표면적과 표면물성이 우수하여 산업적으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sodium silicate로부터 이온교환방법 및 산-중화법을 이용하여 colloidal silica를 제조
하고 입자성장인자인 온도, pH, 농도와 aging time을 조절하여 크기를 조정하는 방법을 조사하여 균일한 크기분포
를 가진 colloidal silica를 제조하였다. 실리카 졸의 크기와 모양은 TEM 및 dynamic scattering method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콜로이드의 입자크기에 따른 제타 전위값의 변화, 겔화현상과 그 유변학적 특성을 연구하였다.
Colloidal silica which has high surface area and excellent surface properties are chemically stable inorganic materials
and used for various applications in industry. Silica sol was prepared from sodium silicate solution by acid neutralization method and ion exchange treatment to remove sodium ions. Through the experimental analysis for controlling
factors of particle growth rate, such as temperature, pH, and aging time, the uniform size distribution of silica sol could
be obtained. The size distribution and shape of silica sol was measured by TEM and dynamic light scattering method.
Zeta potential change and gelling phenomena of silica sol and its rheological properties also investigated.
Keywords: sodium silicate, colloidal silica, rheological property, electrolyte, zeta pot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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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으로 안정, 강도, 흡착 특성이 우수하고 비표면적이 큰 실리

일정한 크기를 가진 colloidal silica를 sodium silicate (SiO2/NaO 몰비

카는 제지, 섬유, 화학, 도료, 화장품 등에 널리 사용되는 환경친화적인

3.2)를 이용하여 제조하였다. 조제 제조공정은 Figure 1에서와 같이 황

무기물이다[1,2]. 실리카 졸의 제조법은 전기투석, 졸-겔 법을 이용하고

산에 의한 중화, 이온교환에 의한 Na 이온 제거, 열처리 그리고 aging

있다. 실리카 졸의 제조를 위한 여러 가지 소재는 사염화 규소,

공정을 거쳤다. Sodium silicate 용액을 전기전도도가 0.1 µS/cm 이하인

ethylsilicate, 물유리, 미분실리카 등이다. 최근에 물유리는 공업적으로

초순수를 사용하여 실리카 농도가 3%로 만들어 출발물질을 만든다.

가장 많이 이용되는 실리카 졸이다. 실리카 졸의 제조에 있어서

제조된 용액에 무기산중 황산을 선택하여 용액과 산화 반응시켜 실리

nucleation, 고분자화, 성장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에 실리카 졸의 형성

카 이온을 colloidal 상태로 만든다. 이때 pH 9～9.5 범위에 유지하도록

과 성장은 졸-겔 기술과 해석에 집중되어 있다[3-7]. 실리카 졸 제조에

한다. 1～2 nm 크기의 colloidal silica 용액을 강산성 양이온교환수지

있어서 물유리 사용에 대하여서는 많이 연구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

(DIAION SK1B와 같은 동등한 물성)에 통과시켜 용액의 pH 2～4로 하

고 졸의 표면 및 유변학적 특성, 성장, 제조에 대해서는 이해가 충분하

여 산성 colloidal silica 용액으로 만들면서 용액 속의 알칼리염을 제거

지 못했다[8,9]. 본 연구는 sodium silicate로부터 이온교환법, 산-중화법

한다. 알칼리 금속 규산염을 첨가하여 용액을 pH 9.5～11.0까지 상승

등을 사용하여 colloidal silica를 제조한 후 입자의 성장을 유도하고 성

시킨다. 이때 용액의 SiO2 농도는 5～6%이다.

장에 따른 표면 및 유변학적 특성을 연구하고자 전해용액의 제타값,

규산염을 첨가한 용액을 80 ℃까지 상승시켜 90 min간 유지한다. 일

겔 현상 등을 조사하고 수용액에서 콜로이드 크기에 따르는 점도 영향

정한 온도로 상승할 때 원하는 크기에 따라 온도상승률(1～5 min/℃)

을 조사하였다.

을 달리 해야 한다. 온도상승률이 증가함에 따라 colloidal silica의 입자
크기가 상승하므로 온도상승률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colloidal silica의 평균 입자경을 25～45 nm까지 입경을 성장시킨 후 냉
각시킨다. 냉각온도는 약 30～40 ℃까지 온도를 내린 후 일정 온도를

† 주 저자 (e-mail: surface123@naver.com)

386

콜로이드 실리카의 제조 및 계면특성

387

Sodium silicate dilution

↓
Neutralization by sulfuric acid

↓
Na ion scavenging by ion exchange

↓

Addition of
← sodium silicate

Primary particle growth & heat treatment

↓

Figure 2. Primary particle growth according to aging time at 80 ℃
(heating rate from 25 ℃ to 80 ℃, -■-: 1 ℃/min, -●-: 2 ℃/min, -▲-:
3 ℃/min, -▼-: 5 ℃/min).

Cooling & Na scavenging

↓
Secondary particle growth & heat treatment

↓
Silica sol
Figure 1. Preparation procedure of colloidal silica.
유지한다. 45 nm를 초과하는 크기를 지닌 콜로이드 입자를 제조하기
위하여 2차 입자 성장을 유도하려면 용액을 pH를 2～3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용액을 양이온 교환수지에 통과시켜 Na 이온을
제거한다. 산성용액에서 온도상승률(1～5 min/℃)을 달리하여 80 ℃까
지 상승시켜 90 min간 유지한다. 온도 상승률이 증가함에 따라 colloidal silica의 입자크기가 상승하므로 이 공정에서는 colloidal silica의 평
균 입자경을 60～140 nm까지 입경을 성장시킨 후 냉각시킨다. 온도 유
지시간은 약 30～60 min 정도 유지한다. 60 min을 초과하면 실리카의
입자경이 줄어든다. 따라서 원하는 입자경을 얻기 위하여 가열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제조공정을 통해 만들어진 콜로이드 실리
카를 Zeta sizer4 (Malvern)를 통해 zeta potential, particle size analyzer
4700 (Malvern)으로 입경을 측정하고,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TEM)을 통해 morphology를 확인하였다.
Rheological instruments (STRESSTECH Rheometer, Sweden)를 사용하
여 제조된 colloidal silica의 유변학적 성질을 측정하였다.

Figure 3. Secondary particle growth according to aging time at 80 ℃
(heating rate from 25 ℃ to 80 ℃, -■-: 1 ℃/min, -●-: 2 ℃/min, -▲-:
3 ℃/min, -▼-: 5 ℃/min).
안정화한 상태로 되어 있다. 겔 현상을 막기 위하여 sodium silicate를
용액에 첨가하여 pH가 10～11이 되게 한다. 형성된 silica sol은 크기
2～3 nm, pH 10～11, 6% SiO2인 안정한 구형 입자이다.
일반적으로 열처리 단계는 nucleaton, 축합, colloidal 용액의 입자 성장
률을 조절할 수 있다. 온도가 증가할수록, pH가 높을수록, 반응시간이
길수록 silica sol의 고분자화가 더 빨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열처리와
aging의 2단계를 통해 입자 크기를 변화시킬 수 있었다. 입자 성장을
위한 1차 열처리단계에서 실리카입자의 크기는 중간크기로 성장한다.
그리고 온도상승률을 1 ℃/min～5 ℃/min 달리하여 입자를 성장시킨

3. 결과 및 고찰

다. Figure 2, 3에서 열처리 공정에서 가열시간에 따른 입자의 성장속
도를 나타낸 것이다. 1차열처리 공정에서 형성된 입장의 크기는 40～

3.1. 콜로이드 실리카의 제조

45 nm이고 2차 열처리 공정에서 입자를 최대로 성장시켰다. 온도상승

Figure 1에서 본 바와 같이 희석된 물유리(5% SiO2)에 황산을 주입하

률이 빠를수록 입자 성장은 빨라진다. 2차 열처리공정에서 실리카 입

면 용액의 pH는 8～10이다. monosilicic acid 혹은 orthosilicic acid 인 염

자 성장은 온도 상승률 5 ℃/min에서 140 nm로 성장하였다. Figure 4에

을 가진 용액을 이 공정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이 염은 이온교환수지탑

서는 실리카 입자의 크기 분포와 형상을 TEM image로 나타내었다.

에 의해 쉽게 제거 가능하다. Na이온 제거를 위한 이온교환처리법은
현재에 졸의 nucleation과 입자 성장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희석 용액

3.2. Silica sol의 zeta potential과 응집

은 입자 크기가 3 nm 이하의 물질로 5～6% SiO2를 함유한 pH 2～4인

용액상의 silica sol의 안전성은 입자의 표면전하에 의존하는데 주원

microscopic silica sol이다. Silicic acid는 nuclei 주위에 고분자 중합하여

인은 물의 수화작용에 기인한다. 실리카 입자의 전하밀도는 졸 용액에

sol이 된다. Silicic acid는 고분자 중합으로 인해 겔화가 되기 때문에 불

안정성의 주원인이다. 그러나 아직 졸의 완전한 이론은 확립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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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0 nm
Figure 4. TEM image of 30nm, 60 nm and 90 nm colloidal silica.

(b) 60 nm

Figure 5. Zeta potential according to particle size of colloidal silica at
pH=2.

(c) 90 nm

Figure 6. Zeta potential according to pH change of colloidal silica.

지만 “DLVO” 이론은 이온 이중층(ionic double layer)입자로 콜로이드
계의 안정성에 적용 가능하다. 낮은 pH에서 실리카 입자의 전하밀도
는 0이다[10]. 입자는 이 조건에서 빨리 응집이 되고 졸 용액은 안정적
조건이 될 수 없다. Figure 5에서 pH 2일 경우 일정한 zeta potential을
갖는데 콜로이드 입자의 변화에 따라 zeta potential은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0 nm 졸은 pH 2에서 zeta potential이 -6 mv이고 입자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0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입자의 크기가 작을 수 록
zeta potential이 크고 콜로이드 계는 안정한 상태로 존재하나 반대로 입
자의 크기가 크고 zeta potential이 작아지면 그 콜로이드 계는 불안정하
다. Figure 6은 pH와 zeta potential의 변화를 도시한 것이다. 그림에서
본 봐와 같이 콜로이드 실리카의 등전위점은 pH 1～2 사이이다. pH가
증가할수록 zeta potential은 증가하고 pH 10.5에서 값은 -40 mv이다. 이
러한 사실에서 실리카 입자의 졸의 안정성을 가지는 조건은 알칼리상

Figure 7. Zeta-potential of colloidal silica according to concentration
change of NaCl.

태이다. 일반적으로 졸의 안전성 경향은 반대이온의 존재 여부에 따라

안전성은 입자 연결 구조와 깊게 관련이 있다. 졸이 콜로이드 입자를

달라지는데 콜로이드 실리카의 zeta potential은 전해질 농도에 따라 달

포함해서 응집이 될 때 응집된 입자 크기는 급속하게 증가하여 겔이

라지기 때문이다. Figure 7에서 주어진 pH에서 NaCl의 농도를 변화시

된다. polysilicic acid나 실리카 졸로부터 제조된 실리카 겔은 응집고분

켜 전기적 영향을 보았다. 그림에서 본 바와 같이 zeta potential은 전해

자의 구조로 제조된다. 이러한 겔의 형성속도는 전해질, pH, 농축 정도

질 NaCl 농도 변화에 매우 미약했다. Na 이온이 실리카 표면에 흡착될

에 따라 다르다. pH 범위가 높으면 응결속도가 감소가 되는데 입자표

때 수화된 물의 1개 이상의 산소가 Na 이온과 직접 연결되는 실리놀기

면의 전하밀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입자간의 충돌이 적게 일어난다.

의 산소와 교체된다. Na 이온의 양전하는 표면전하의 대부분을 차지하

Figure 8은 pH 10.5에서 90 nm의 미립자의 실리카졸의 응결에 대해 전

는 인접한 수산화기의 음전하와 중화한다. 이러한 사실로 zeta poten-

해질농도의 변화를 도시한 것이다. 이 그림에서 실리카의 응집은 pH

tial 전하변화는 NaCl 농도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졸의

10.5일 때 전해질 농도 임계점 이상에서 진행되었다. NaCl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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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Aggregation of colloidal silica according to concentration
change of electrolytes in pH 10.5.

Figure 9. Viscosity change according to shear rate and colloidal silica
concentration with average size 30 nm (concentration of colloidal silica,
-■-: 6%, -●-: 5%, -▲-: 4%, -▼-: 3%, -◆-: 2%, -◀-: 1%).

Figure 10. Viscosity change according to shear rate and colloidal silica
concentration with average size 60 nm (concentration of colloidal silica,
-■-: 6%, -●-: 5%, -▲-: 4%, -▼- : 3%, -◆-: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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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Viscosity change according to shear rate and colloidal silica
concentration with average size 90 nm (concentration of colloidal
silica, -■-: 6%, -●- : 5%, -▲-: 4%, -▼- : 3%, -◆-: 2%, -◀-: 1%).

Figure 12. Viscosity change according to shear rate and colloidal silica
concentration with average size 120 nm (concentration of colloidal
silica, -■-: 6%, -●-: 5%, -▲-: 4%, -▼-: 3%, -◆-: 2%, -◀-: 1%).

Figure 13. Relative viscosity change according to volume fraction of
colloidal silica.
서 제조한 30 nm, 60 nm, 90 nm, 120 nm의 입경을 지닌 colloidal silica

pH 10.5에서 0.6 M에 이르러 실리카 입자들의 망상 구조를 형성하면

를 이온을 완전히 제거한 물을 사용하여 SiO2의 농도 1%～6%와 shear

서 고형화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NaCl, KCl, LiCl의 순서대로 입자의

rate (20 1/s～140 1/s)를 변화시켜 점도를 측정하였다. 유변학적 측정은

크기가 증가하여 겔 상태가 되었다.

stress 제어가 가능한 점도계(Rheologica, HR)로 수행하였다.
Figure 9～11에 shear rate와 졸의 점도에 관한 실험 결과를 도시하였다.

3.3. 실리카졸의 유변학적 특성

실리카 졸과 같은 콜로이드 분산계에서는 브라운 운동과 수력학적 영

콜로이드 계의 유변학적인 거동은 입자의 농도, 입자의 크기 및 형

향이 지배적이다. Figure 9에서 30 nm colloidal silica의 점도는 거의 일

태, 입자-분산 매질의 상호작용 등의 인자에 주로 의존한다. 본 실험에

정한 값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60 nm, 90 nm, 120 nm colloiJ. Korean Ind. Eng. Chem., Vol. 17, No. 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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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 silica는 30 nm colloidal silica와 같이 유변학적 거동은 뉴톤성 흐름

감

사

을 보이고 있다. 같은 SiO2 농도일 경우 120 nm colloidal silica의 점도
값이 제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0 nm까지의 colloidal silica의 실
리카 졸의 전단속도는 주로 실리카 졸의 입자크기와 고형분율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다. 60 nm, 90 nm, 120 nm colloidal silica에 대해
Figure 13에 실리카 졸의 relative viscosity (η r )과 silica fraction (φ )
의 함수를 도식 하였다. 이것은 relative viscosity η r (η/ηwater ), volume
fraction (φ ), relative particle diameter d r (d /30 nm )으로 설명할 수
있다. 실리카의 농도가 낮은 경우에 colloidal silica의 점도는 입자 크기
에 영향을 받지 않으나 고형분율로 인해 점도의 변화는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았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 균일하고 고순도의 colloidal silica를 sodium silicate로부
터 황산에 의한 pH 조절, 이온교환에 의한 Na 이온제거와 열처리 방법
을 통해 제조하였다. 1차 열처리 공정을 통하여 입자를 성장을 시키고
가열시간을 달리하여 80 ℃에서의 aging 시간에 따라 평균 입자경을
45 nm까지 상승할 수 있었다. 2차 열처리 공정을 통해서는 온도상승률
을 달리하여 80 ℃에서 aging 시간에 따라 colloidal silica의 입자 크기
를 140 nm까지 조절할 수 있었다. Colloidal silica의 전해질의 영향은
pH 10.5에서 NaCl 0.5 mol에 이르러서 응집되었다. Colloidal silica 용액
의 relative viscosity는 relative particle diameter와 volume fraction에 따라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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