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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소디움실리케이트 수용액으로부터 나트륨이온이 제거된 핵생성 산화실리케이트 수용액과 실리케이트 수용액을 pH 10~11로 조절

하여 혼합한 다음, 20~80oC에서 솔-젤 반응하여 실리카 솔 입자를 제조하였다. 이 때 yellow silicomolybdate method를 이용하여 소

디움실리케이트와 나트륨이온이 제거된 실리케이트 수용액의 특성과 이들 출발용액으로부터 솔-젤 반응에 의해 제조된 실리카 솔

의 입자특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SiO2를 2 wt% 함유한 소디움실리케이트 수용액은 약 95% 이상의 반응성 실리케이트를 함유하

며, 솔-젤 반응에 참여하는 반응성 실리케이트는 전체 실리카 기준 약 50% 정도이다. 반응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silanol(Si-OH) 결

합구조의 흡수피크 세기는 감소하고, siloxane(Si-O-Si) 결합구조의 흡수피크 세기가 증가하였다. 반응조건별로 제조된 실리카 솔 수

용액의 zeta potential은 -40~-60 mV 범위로 분산성이 좋은 상태를 유지하였다. 실리카 솔 입자크기는 5~10 nm로 반응온도 증가에

따라 크기가 약간 감소하였다. 실리카 솔 제조 후, 2차 입자 성장을 위하여 실리케이트 수용액을 재 첨가하였을 경우에 실리카 솔

입자 크기가 약 20 nm로 증가하였다.

주제어 : 소디움실리케이트, 솔-젤 반응, 실리카 솔, 축합중합반응

Abstract

Silica sol was prepared from the mixture of sodium silicate solution and oxidized silicate solution in which sodium had been
removed by sol-gel process. The properties of sodium silicate solution and silicate solution thus prepared were characterized by
yellow silicomolydate method. Moreover, the formation and growth of silica sol from sodium silicate solution was investigated.
Sodium silicate solution with 2% of SiO2 contains 95% of reactive silicate, and 50% of reactive silicate participates sol-gel reac-
tion. From the results of FT-IR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intensity of silanol bond decreased and the intensity of siloxane
bond increased with increasing reaction temperature. Zeta potential of silica sol prepared at each condition was -40~-60 mV and
it could be known that silica sol in this study was well dispersed. The silica sol with 5~10 nm size could be prepared by heating
the mixed solution of sodium silicate and silicate solution. And the silica sol grew into about 20 nm as silicate solution was added
to silica sol solution.

Key words : sodium silicate, sol-gel reaction, silica sol, condensation

 

 

1. 서 론

실리카는 통상적으로 규소산화물을 지칭하는 명칭으

로서, 이산화규소(silicon dioxide) 뿐만 아니라 결정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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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4~6개의 산소 원자로 둘러싸인 모든 형태의 규소산

화물을 지칭하는 것이다. 화학적으로 안정하고 강도, 표

면특성, 비표면적 등 우수한 물성을 가진 실리카는 제

지, 고무, 섬유, 도료, 화장품, 제약, 화학, 기계, 전자

등 방대한 산업분야에서 응용되어 널리 사용되는 환경

친화적인 원료소재이다.1)

산업이 첨단화됨에 따라 다양한 물성을 가진 실리카

입자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 입자의 물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로는 입자의 순도, 모양, 크기 및

크기의 분포 등이 있으며, 이들 인자는 분말을 원료로 하

여 성형 소결과정을 거쳐 제조되는 무기제품의 특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실리카 분말

제조에서 이들 인자, 특히 입자의 모양과 크기의 분포를

제어하는 분야가 많은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실리카

를 생산하기 위한 여러 방법 중에서 주로 기상법, 솔-젤

법, 분무열분해법 등이 많이 사용 된다.2-4) 솔-젤 공정의

가장 큰 장점은 다른 방법들에 비해 저온 합성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나노 크기의 미립자 합성이 용이하고, 균질

성을 향상시키며, 새로운 조성의 재료 합성이 쉽고, 생산

효율의 향상 등과 같은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실리카 솔(sol)이란 일반적으로 입자크기가 10~20 nm

정도인 실리카 입자들이 수용액에서 콜로이드 상태를 유

지하는 용액으로서, 단위무게당 높은 비표면적과 신기능

성으로 인하여 고온 및 고강도 내화물질의 제조, 코팅, 촉

매 그리고 전자분야를 포함하는 다수의 산업용 연마재, 특

히 웨이퍼 연마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5,6)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yellow silicomolybdate

method를7) 이용하여 소디움실리케이트, 핵생성(nucleation)

실리케이트 수용액의 특성과 이로부터 솔-젤 반응에 의

해 제조된 실리카 솔의 입자특성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2. 실험방법

2.1. 소디움실리케이트 수용액의 특성

본 연구에서 출발물질로 사용한 소디움실리케이트 수

용액(동양제철화학주식회사) 시약의 SiO2 함유량은

28~30%로 400 g/l 정도 함유되어 있으며, Na2O 함유량

은 9~10%로 138 g/l 함유되어 있다. 비중은 1.380으로

KS-3종 물유리에 해당된다. Table 1은 출발물질로 사용

한 소디움실리케이트 수용액의 조성을 나타내고 있다.

가수분해 및 축합중합에 의한 규산의 솔-젤 전이반응

은 다음과 같다.7)

SiO3
2- + H2O ↔ HSiO3

- + OH- ; 가수분해 (1)

HSiO3
- + 2H2O ↔ Si(OH)4 + OH- ; 가수분해 (2)

Si(OH)4 ↔ SiO2 + 2H2O ; 축합중합 (3)

규산의 솔-젤 반응에 의한 실리카 입자 또는 실리카

젤(gel)로 전이되는 과정은 수용액의 pH 및 실리카 함

량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규산의 등전점(iso electric

point)은 pH 2로 알려져 있으며, 이 pH 영역에서 규산

의 축합중합 반응이 가장 느리게 일어난다. 일반적으로

규산수용액의 가수분해와 축합중합 반응은 용액 중에

존재하는 이온의 성질과 연관되어 있다. pH 2 이상에

서는 수산기 이온에 비례하고, pH 2 이하에서는 수소

이온에 비례한다. 가수분해는 산과 알칼리 조건에서 빠

르게 진행되며, 따라서 pH 7인 중성 영역에서 가수분

해 반응속도상수는 최소값을 갖는다.7) 규산수용액이 산

성이거나 pH 7~10 사이에서 염이 존재하면 가수분해와

축합중합 반응을 거쳐 형성된 실리카 핵은 3차원적 망

상구조를 형성하면서 실리카 젤이 되고, 반면에 규산수

용액이 염기성이면서 염이 존재하지 않으면 핵생성을 통

하여 생성된 핵은 단일 실리카 입자로 성장하게 된다.7)

Yellow silicomolybdic acid를 형성하는 몰리브덴 산

(molybdic acid)과 규산[Si(OH)4] 단량체(monomer)의 반

응을 이용한 yellow silicomolybdate method는 규산 단

량체를 조사하는데 그리고 몰리브덴 산과 반응하기 위

하여 중합체가 탈중합(depolymerization) 되는 속도에 의

하여 그들의 특성을 알아보는데 널리 이용되어 왔다.8,9)

Yellow silicomolybdic acid는 단 하나의 Si 원자만을

함유하기 때문에, 규산 단량체만이 acidified ammonium

heptamolybdate와 반응하여 형성 된다.7)

7Si(OH)4 + 12(NH4)6Mo7O24·4H2O + 126H2O

→ 7H8Si(Mo2O7)6·28H2O (4)

따라서 실리카 중합체는 몰리브덴 산과 반응하기 전

에 우선 탈중합되어야 하며, 중합도가 클수록 탈중합에

요구되는 시간은 더욱 길어진다.9) 따라서 몰리브덴 산

과 느리게 반응하는 실리카 중합체로부터 빠르게 반응

하는 단량체를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다.

Table 1. Composition of sodium silicate solution used in this
study

Composition SiO2 Na2O

Content 400 g/l (29 wt%) 138 g/l (10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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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출발물질인 소디움실리케이

트 수용액과 나트륨이 제거된 실리케이트 수용액의 특

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들을 몰리브덴 산과 반응시키

면서 UV-Vis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흡광도 변

화를 측정하였으며, 몰리브덴 산 용액은 Iler의 제조방

법에 의하여 제조하였다.7)

시험 방법은 Iler의 제조방법에 따라 제조된 시약

40 ml에 SiO2의 농도가 2000 µg이 넘지 않도록 10 ml

의 시료를 첨가한 후, 반응시간에 따라 UV-Visible
Spectrophotometer (Specord S100, Annalytik Jena AG)

로 410 nm 파장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2.2. 솔 -젤 공정에 의한 실리카 솔 제조

소디움실리케이트 수용액으로부터 실리카 솔을 얻기

위하여 나트륨 이온을 제거한 후, 실리케이트 수용액을

알칼리 영역으로 전환시킨 다음 솔-젤 반응을 진행시킬

경우에는 수용액에 고체상이 없기 때문에 상압에서 상

당한 시간이 흘러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소

디움실리케이트 수용액에 황산을 첨가함으로서 산화반

응에 의하여 실리카 핵을 형성시키는 공정을 도입하였

다.10) 이렇게 황산에 의한 산화반응 후 핵 생성된 수용

액에서 나트륨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온교환 공정을 적

용하였다. 이온교환은 회분식(batch) 방법을 사용하여

pH 2~3에서 시행되었다. 즉, 희석한 소디움실리케이트

수용액과 적정량의 양이온교환수지(H+형)를 혼합하여

10분 동안 교반한 후 여과하였다. 이렇게 나트륨 이온

이 제거된 실리카 핵을 함유한 실리케이트 수용액과 산

화반응하지 않은 실리케이트 수용액에 각각 암모니아수

를 첨가하여 pH 10~11로 조절 혼합하여 솔-젤 반응을

수행하였다. 제조된 실리카 솔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

여 FT-IR Spectrometer(Fourier Transform InfraRed,
Nicolet 380, ThermoFisher), DTA-TG Apparatus(DTG-

60H, Shimadzu), Zetasizer(3000HSA, Malvern Instruments)

및 에너지여과 투과전자현미경(EF-TEM, Energy Filtering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Model EM 912

Omega, Carl Zeiss)으로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Yellow silicomolybdate method를 이용한 규산

종 특성 고찰

Yellow silicomolybdic acid가 생성되는 규산 단량체

와 몰리브덴 산의 반응은 콜로이드 실리카와 용해반응

상태를 조사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이용되므로 본 연구

에서는 Iler에 의하여 제안된 yellow silicomolybdate

method를7) 이용하여 실리케이트 수용액 중의 규산 종을

측정하여 실리카 솔의 형성과 반응특성을 알아보았다.

Yellow silicomolybdate method를 이용하여 출발물질을

몰리브덴 산과 반응시켜 얻은 노란색의 silicomolybdic

acid는 410 nm 파장에서 UV-Vis 흡광스펙트럼을 측정

하여 반응성 실리케이트 함량을 조사하였다. 

Fig. 1은 소디움실리케이트 수용액, Na+ 이온이 제거

된 실리케이트 수용액 그리고 황산을 이용하여 산화반

응된 소디움실리케이트 수용액에 존재하는 반응성 실리

케이트 함량 변화를 몰리브덴 산과의 반응시간에 따라

나타내고 있다. 이 결과에 의하면, 소디움실리케이트 수

용액은 몰리브덴 산과의 반응시간 300분 이상에서는 흡

광도 세기가 변하지 않으며, 따라서 몰리브덴 산과의 반

응시간 300분까지 흡광도 변화를 추적하여, 이때의 흡

광도 세기에 해당하는 실리케이트 함량을 반응성 실리

케이트로 정의하였다. Fig. 1에서 몰리브덴 산과의 반응

시간 300분에서 각각의 흡광도 세기를 TEOS를 이용하

여 얻은 단량체 보정수식에 대입하여 얻은 결과, SiO2

2 wt% 함유 소디움실리케이트 수용액에는 약 95% 이

상의 반응성 실리케이트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SiO2 2 wt% 함유 소디움실리케이트 수용액을 양이온

교환 처리 후 나트륨이 제거된 실리케이트 수용액에는

약 85%의 반응성 실리케이트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소

디움실리케이트 수용액에서 나트륨을 제거하는 과정에

서 규산 종의 축합중합 반응에 의하여 반응성 실리케이

트 함량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소디움실리

케이트 수용액에서 나트륨을 제거하면 실리케이트 수용

Fig. 1. Content of reactive silicate with reaction time
between molybdic acid and precursor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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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은 아주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이러한 결과로부터 SiO2 2% 함유 소디움실리케이

트 수용액은 약 95% 이상의 반응성 실리케이트를 함유

하고 있으나, 전처리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85%

정도의 반응성 실리케이트를 함유하며, 본 연구에서 사

용된 실리케이트 수용액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즉, SiO2 2 wt% 함유 소디움실리케이트 수

용으로부터 나트륨 이온 제거공정 등 전처리 과정에서

규산 종들 서로 간의 축합중합 반응이 진행되어 반응성

실리케이트 함량이 약 15% 정도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황산 산화반응된 소디움실리케이트 수용액에는 약

15%의 반응성 실리케이트가 존재하는데, 몰리브덴 산

과의 반응시간 증가에 따라 흡광도 세기의 증가가 기타

수용액과 비교하여 크지 않으며, 따라서 산화반응을 통

하여 형성된 실리카 핵은 몰리브덴 산과의 반응성이 작

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실리카 핵(입자) 생성 이전

의 규산 종은 축합중합 반응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들

을 반응성 실리케이트로 정의하여 솔-젤 반응에서의 반

응물로 설정하였으며, 솔-젤 반응에 참여하는 반응성 실

리케이트는 전체 실리카 기준 약 50% 정도가 됨을 알

수 있었다.

3.2. 솔-젤 반응에 의해 제조된 실리카 솔의 입자특성

일반적으로, 큰 입자와 젤이나 분말을 형성하는 규산

단량체의 중합반응은 실리카가 어느 정도 녹아 있는 수

용액 계에서 SiO2가 약 100 ppm보다 적은 농도이면

규산 단량체는 25oC 물에 녹아 안정된 상태를 오랜 시

간동안 유지한다. SiO2가 약 100~200 ppm보다 많은

농도에서, 즉 무정형 실리카 고상의 용해도보다 더 많

은 농도에서 단량체 Si(OH)4 용액이 형성되었을 때, 그

리고 침적될 수 있는 가용성 실리카의 고상이 없는 경

우에, 단량체는 축합중합하여 이량체(dimer)와 더 높은

분자량의 규산 종을 형성한다. 이와 같은 축합중합 반

응은 다음과 같은 성장 메카니즘이 수반된다.11)

즉, Si-OR 결합보다 Si-O-Si 결합일 때 Si 주위의

전자 밀도가 감소하며, 이와 반대일 때 Si 주위의 전자

밀도는 증가한다. 따라서 규산은 산성일 때는 H+, 염기

성일 때는 OH-에 의하여 축합중합 반응이 진행된다. 수

용액이 산성일 경우, 축합중합은 Si-O-Si 결합 보다는

Si-OH 결합에 우선적으로 단량체가 결합하여 선형 구

조(linear structure)를 이루고 최종적으로 젤을 형성한다.

그러나 수용액이 염기성일 경우, 축합중합은 Si-OH 결

합 보다는 Si-O-Si 결합에 우선적으로 단량체가 결합하

여 구형의 실리카 입자가 형성된다. 수용액이 염기성일

경우, 축합중합은 Si-OH 결합 보다는 Si-O-Si 결합에

우선적으로 단량체가 결합하여 구형의 실리카 입자가

형성된다. 따라서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규산수용

액의 pH 7~10에서 염이 존재하지 않으면 수용액 중에

생성된 핵은 규산과 연속적인 축합중합 반응에 의하여

단일 입자로 성장한다.

3.2.1. 실리카 솔 입자 결합구조

반응조건에 따라 제조된 실리카 솔 입자의 결합구조

를 확인하기 위해서 FT-IR Spectrometer로 실리카 솔

입자의 적외선 분광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방법은 게

르마늄 윈도우셀을 이용하여 반응용액을 건조시킨 후

투과법으로 측정하였다.

Fig. 2는 pH 10인 실리케이트 수용액과 실리카 핵

함유 수용액을 혼합하여 80oC에서 솔-젤 반응시킨 실리

카 솔 수용액의 적외선 분광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

다. 본 실험에서 제조된 실리카 솔의 적외선 분광 흡수

스펙트럼을 살펴보면, 3223 cm-1에서의 흡수피크는

silanol(Si-OH) 결합구조의 흡수피크이며, 1633 cm-1에

서의 흡수피크는 물(H-OH) 결합구조 흡수피크 그리고

1000~1300 cm-1 부근에서 비대칭 siloxane stretching

특성피크로서 강하고 넓은 흡수대를 보이고 있다. 이 결

과로부터 본 연구에서 제조된 실리카 솔은 siloxane 결

 

Fig. 2. FT-IR spectrum of silica sol prepared at pH 10 and
8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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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구조가 잘 발달되어 있으며, 표면에 silanol과 물 분

자가 결합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3은 pH 10인 실리케이트 수용액과 실리카 핵

함유 수용액을 혼합하여 온도별로 솔-젤 반응시킨 실리

카 솔 수용액의 적외선 분광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데, 반응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silanol(Si-OH) 결합구조

의 흡수피크와 물(H-OH) 결합구조 흡수피크의 세기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수용액 pH에 관계없이 반응온도

가 상온에서 80로 증가함에 따라 Si-OH 결합구조의 흡

수피크 세기는 감소하고, Si-O-Si 결합구조의 흡수피크

세기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알칼리 조건에서 규산은 중합체에서 최대한의

siloxane(Si-O-Si)과 최소한의 응축되지 않은 silanol(Si-

OH)로 중합하려는 강한 경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

합반응의 초기 단계에서 축합반응이 고리 구조로 급속

히 진행되는데, 예를 들면 cyclic tetramer와 이에 대한

단량체의 연속 첨가에 의해 그리고 더 큰 3차원 분자에

cyclic 중합체들이 함께 연결되면서 진행된다. 이들은 외

부에 잔여하는 Si-OH 그룹과 함께 가장 조밀한 상태로

내부에 응축된다. 그러므로 Fig. 3의 결과에 따라 반응

온도의 증가는 이러한 내부 응축을 더욱 촉진시켜 Si-

OH 그룹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4는 pH 10, 11인 실리케이트 수용액을 80oC에

서 솔-젤 반응시켜 얻은 실리카 솔의 적외선 흡광스펙

트럼을 나타내고 있는데, 수용액의 pH는 실리카 솔 결

합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수용액

의 pH는 솔-젤 반응의 촉매로서 작용하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3.2.2. 실리카 솔 열분해 거동

제조된 실리카 솔의 열분해 거동을 알아보기 위하여

솔-젤 반응이 완료된 실리카 솔을 80oC에서 건조시켜

수분을 증발시켰으며, 이렇게 얻어진 실리카 입자를

DTA-TG 분석하였다. Fig. 5는 pH 10인 실리케이트

수용액을 상온에서 솔-젤 반응시켜 얻은 실리카 입자의

열분해 거동을 나타낸다. 이 결과에 의하면 무게 손실

은 3단계에 걸쳐서 일어나는데, 120oC까지의 질량손실

은 흡착수의 증발에 기인하고, 270oC에서의 질량손실은

결정수의 분해에 기인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380oC까지의 무게손실은 Si-OH 결합구조에서 수산기

방출에 의한 것으로서, 즉 상온에서 제조된 실리카 솔

입자는 표면에 미반응된 수산기 그룹을 표면에 함유하

고 있기 때문에 이의 방출로 인하여 무게감량이 일어나

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6은 pH 10인 실리케이트

수용액을 80에서 솔-젤 반응시켜 얻은 실리카 입자의

열분해 거동을 나타내고 있는데, Fig. 5와 비교하면 반

응온도 증가에 따라 결정수 방출 및 수산기 이온 분해

에 기인한 무게감량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3. FT-IR spectrum of silica sol with sol-gel reaction
temperature.

Fig. 4. FT-IR spectrum of silica sol prepared at 80℃ with
pH of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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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구상조직은 핵이 더 큰 입자로 성장하여

생성된다. 이 아주 작은 입자들의 용해도는 입자 크기,

즉 표면 곡률의 반경에 의해 결정된다. 이는 또한 내부

고상의 완전한 탈수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반응 후반에

상온에서 형성되었다면 응축되지 않은 Si-OH 그룹을 포

함할 수 있으나, 80oC 이상이고, 특히 pH 7 이상에서

형성되었다면 실리카 입자는 무수의 형태를 갖는다고 알

려져 있다.7)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

는 바와 같이 솔-젤 반응온도 증가에 따라 수산기 그룹

과 Si-OH 구조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반응

온도 80에서도 결정수가 일부 함유되어 있었다.

3.2.3. 반응조건에 따른 실리카 솔 분산도

용액상의 실리카 솔의 안정성은 입자의 표면전하에

의존하는데 주원인은 물의 수화작용에 기인한다. 실리

카 입자의 전하밀도는 솔 용액 안정성의 주원인이다. 그

러나 아직 실리카 솔의 안정성에 대한 완전한 이론은

확립되지 않았지만 DLVO 이론은 이온 이중충(ionic

double layer) 입자로 콜로이드계의 안정성에 적용이 가능

하다. 낮은 pH에서 실리카 입자의 전하밀도는 0이다.11)

입자는 이 조건에서 빨리 응집이 되고 솔 용액은 안정

적 조건이 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입자의 크기가 작을

수록 zeta potential이 크고 콜로이드 계는 안정한 상태

로 존재하거나 반대로 입자의 크고 zeta potential이 작

아지면 그 콜로이드 계는 불안정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반응조건에 따라 제조된 실

리카 솔의 안정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Zetasizer를 이용

하여 실리카 솔의 zeta potential을 측정하였다.

Fig. 7은 실리케이트 수용액의 pH와 반응온도를 변화

시키면서 제조한 실리카 솔의 zeta potential을 나타내고

있는데, 각각의 반응조건에서 제조된 실리카 솔 수용액

은 -40~-60 mV 범위의 zeta potential을 나타내고 있

으며, 비교적 분산성이 좋은 콜로이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실험은 수용액의 pH

10~11에서 솔-젤 반응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알칼리 영

역으로서 음이온의 전하가 입자의 표면에 형성되어 입

자간의 반발력이 발생하고 따라서 입자들끼리 서로 충

돌하여 응집할 가능성이 감소하며 결과적으로 안정된

콜로이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수용액의 pH가 10 보다 11에서 제조된 실리카 솔의

zeta potential의 절대값이 더욱 크며, 반응온도가 증가

함에 따라 zeta potential이 증가한다. 이러한 이유는 수

용액의 pH가 증가함에 따라 실리카 솔 입자 주위의 전

기 이중층의 밀도 증가로 입자들의 반발력이 심화되어

Fig. 5. TG-DT curves of silica sol prepared at pH 10 and
20oC.

Fig. 6. TG-DT curves of silica sol prepared at pH 10 and
80oC.

Fig. 7. Zeta potential of silica sol prepared with reaction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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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 입자의 성장을 억제하기 때문에 실리카 솔 입자 크

기가 감소하고 이로 인하여 분산도 증가로 인한 zeta

potential이 증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반응온도

증가에 따라 실리카 솔 입자 내부의 축합중합 반응이

더욱 진행되므로 입자크기가 감소하고 이로 인한 zeta

potential 증가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3.2.4. 반응조건에 따른 실리카 솔 입자 형상 및 크기

각각의 반응조건에 따라 제조된 실리카 솔 입자의 형

상과 크기를 알아보기 위하여 에너지여과 투과전자현미

경(EF-TEM)으로 분석하였다.

Fig. 8은 수용액의 pH를 11로 유지하여 반응온도별로

솔-젤 반응을 거쳐 제조된 실리카 솔 입자의 TEM 사

진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에 의하면, 실리카 솔 입자

의 크기는 5~10 nm 정도이었으며, 반응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입자 크기가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알칼리 영역에서의 솔-젤 반응속도는

반응온도에 비례하고 따라서 같은 반응조건에서 반응온

도의 증가는 축합중합 반응속도를 증가시키고 이로 인

하여 실리카 입자의 내부 축합중합 반응의 진행도를 증

가시키기 때문에 최종 실리카 솔 입자의 크기가 감소되

는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실리카 솔 제조 후, 2차 입

자 성장을 위하여 실리케이트 수용액을 재 첨가하였을

경우에 실리카 솔 입자의 크기가 약 20 nm로 증가하였

다. 따라서 솔-젤 반응에 따른 실리카 솔 입자는 규산

종의 자체적인 축합중합을 통하여 실리카 핵이 형성되

고, 서로 간의 응집 보다는 실리카 입자 표면과 반응성

실리케이트 사이의 축합중합 반응에 의하여 실리카 입

자가 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결 론

Yellow silicomolybdate method를 이용하여 소디움실

리케이트, 실리케이트 수용액의 특성과 이들 출발용액으

로부터 솔-젤 반응에 의해 제조된 실리카 솔의 입자특성

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SiO2를 2 wt% 함유한 소

디움실리케이트 수용액은 약 95% 이상의 반응성 실리케

이트를 함유하고 있으나, 전처리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

로는 85% 정도의 반응성 실리케이트 함유하며, 황산 산

화반응된 소디움실리케이트 수용액에는 약 15%의 반응

Fig. 8. TEM images of silica sol particles prepared at pH 11, temperature 20oC, 80oC and secondary growth silica sol 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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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실리케이트가 존재한다. 솔-젤 반응에 참여하는 반응

성 실리케이트는 전체 실리카 기준 약 50% 정도이었다.

본 연구에서 제조된 실리카 솔의 적외선 분광 흡수스

펙트럼 분석결과, 실리카 솔은 siloxane 결합구조가 잘

발달되어 있으며, 표면에 silanol과 물 분자가 결합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응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silanol 결합구조의 흡수피크와 물 결합구조 흡수피크의

세기가 감소하였으며, siloxane 결합구조의 흡수피크 세

기가 증가하였다. 각각의 반응조건에서 제조된 실리카

솔 수용액은 -40~-60 mV 범위의 zeta potential 값을

가지며 비교적 분산성이 좋은 콜로이드 상태를 유지하

였다. 본 연구조건에서 제조된 실리카 솔의 크기는 약

5~10 nm 정도이고, 반응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입자 크

기가 약간 감소하였다. 실리카 솔 제조 후, 2차 입자

성장을 위하여 실리케이트 수용액을 재 첨가하였을 경

우에 실리카 솔 입자 크기가 약 20 nm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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