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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베시클을 이용한 알루미나 미분체 제조에 있어서 베시클 외부 분산계의 pH 변화, 즉 수산화이온의 

농도변화가 베시클 내부에서의 침전 반응기구 및 침전물의 입자 형태, 분포, 크기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 

찰하고자 하였다. 투과전자현미경(TEM)과 탁도계로 관찰한 결과 분산계의 pH가 11.4 및 1L3에서부터 베시클 

내부에서 알루미늄 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반응하여 침전물이 생성되기 시작하였고 pH12・0에서 평균입자 

크기가 50nm 정도의 미세하고 균일한 구형의 침전물이 형성되었다. pH 12.3 이상인 영역에서는 시간경과에 

따른 베시클간의 응집 및 합체가 일어나 베시클 내부의 침전물이 pH 12.0에서 생성된 침전물 크기에 비해 

약 두 배 정도 성장함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In preparation of fine alumina powders with use of vesicle, the effect of variation of 
pH in extravesicular dispersion system to mechanism of precipitation and shape and size distribution 
of precipitate was investigated. The results of observation by TEM and turbidimeter were obtained as 
follows. Reaction between aluminum ion and hydroxyl ion to produce precipitate within vesicle was initia
ted at pH 11.4 and spherical fine precipitates, about 50 nm size, were formed at pH 12.0. Abo나 pH 12.3, 
size of precipitates in vesicle grew twice as 용reat as those formed below pH 12.0 because of the agglomera
tion and coalescence of vesicleswith time.

서 론

Biomimetic processing】은 생체계 내에서 무기질 

이온의 생화학적 광물화(biomineralizati이!) 과정을 

모방하여 세라믹공정에 응용하는 것이다. 생체조직 

내로 무기질이온이 들어가서 유기물 기질과 반응하 

여 생성되는 세라믹재료는 높은 강도와 인성뿐만 

아니라 생체조직의 크기에 한정되어 생성되므로 미 

세한 조직구조를 이루는 특성을 지닌다. 이런 공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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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는 교원질과 인산칼슘의 복합체를 형성하는 상 

아, 단백질과 탄산칼슘의 성형복합체로 이루어진 전 

복껍질 그리고 고분자 기질 내에 졸-겔 전구체의 

자연발생적인 침전물과 베시클을 이용한 인지질막 

내부에 구형 미분체의 합성 등이 있다.*4
그 중 베시클을 이용한 세라믹 분말은 베시클 내의 

한정된 크기로 생성되므로 기존의 기상법5이나 침 

전법,6 졸-겔법7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분말에 

비해 단분산 구형 나노미터 분체를 합성할 수 있다. 

베시클 내에 만들어진 구형의 미분체가 세라믹스 

재료로 응용될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으로는 일차입 

자가 미세하고 균일하므로 성형시에 큰 기공의 생 

성을 억 제하고 기공의 크기분포도 좁힐 수 있다. 또한 

큰 비표면적으로 인하여 소결구동력이 증가하여 일 

반적인 소결온도보다 저온에서의 소결이 가능하고 

입자크기가 균일하여 소결 후 미세구조의 균일성과 

높은 소결밀도를 얻을 수 있어 활발히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I，

베시클간의 응집과 합체는 DLVO(Derjaguin, Lon
don, Verway, Overbeek)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반대전하를 가진 전해질 이온의 첨가량 증가와 분 

산계 pH가 변화되면 등전점에서 베시클간의 응집 

및 합체가 일어나 비정상적인 크기로 성장하고, 베 

시클의 응집은 막내부로 확산하는 수산화이온의 투 

과를 방해하여 침전형성을 방해한다. 그러므로 베시 

클 외부 분산계의 pH 조절은 베시클의 응집 및 합 

체를 방지하고 베시클 내의 균일한 크기의 침전물을 

합성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 S. Bhandarkar 등은 

pH 12.3 근처에서 침전이 형성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pH 변화에 따른 베시클간의 응집 및 합체에 

대한 영향과 균일한 크기의 구형 미분체 합성을 위한 

최적침전조건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베시클 내부로 확산되어 들어간 수산화이온은 알 

루미늄 이온과 반응하여 베시클 내벽에서 핵생성이 

일어나 구형으로 성장한다. 이 때 베시클 내의 침 

전메카니즘에 따라 침전물의 형상이 달라 지는데, 

S. Mann은 이론적으로 베시클 내부의 가능한 침전 

형성경로를 단일자리 핵생성과 여러자리 핵생성의 

두 가지 침전 경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침전메카니즘을 핵생성구동력 및 핵성장구동력으로 

메카니즘18을 설명하고자 하였고, 실험을 통해 메카 

니즘을 TEM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실 험

시약 및 기기 본 실험에 사용한 Egg yolk phos- 

phatidylcholine과 AKNQD/gHQ은 Sigma사 특급 

시약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온교환수지는 Rohm 

& Hass사에서 생산된 Amberlite IR-120 Na type을 

사용하였으며, NaOH는 Tedia사 시약을 사용하였다. 

용매인 3차 증류수는 유기물질과 이온을 제거하기 

위해 1차 증류수를 & "Milli Q" 단위의 Millipore에 

통과시켜 사용하였다. 베시클 관찰에 사용된 TEM은 

HILTACHI사의 H-7100을 사용하였고 흔탁도계는 

Monitek사의 Model-21 를 사용하였다. pH 측정은 

동우메디칼사의 DP-880을 사용하였다. 베시클 합성 

에 사용된 초음파 분쇄기(1200 W)는 제일초음파사의 

용기형을 사용하였다.

실험방법. Egg yolk phosphatidylcholine은 질소 

하에서 건조시켜 필름형태로 만든 후 0.1 M 알루미늄 

염용액에 대해 phosphatidylcholine를 1% 무게비로 

혼합하고 초음파로 미세하게 교반하여 베사클을 합 

성하였다. 이 때 대부분의 알루미늄이온흔 베시클 

내부에 포획되고 베시클 외부에 남은 일부의 알루 

미늄 이온은 나트륨형 이온교환수지를 통과시켜 나 

트륨 이온으로 치환시켜 제거하였다. 최적의 침전조 

건을 찾는 실험으로 분산계에 pH 조절은 0.01 M의 

수산화나트륨을 일정한 속도로 적하해 조절하였다. 

그리고 베시클 내부의 침전메카니즘은 수산화이온의 

확산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수산화나트륨의 농도를 

0.01 M에서 0.1 M로 변화시켜 조사하였다. 베시클 

외부의 분산계 에 수산화나트륨을 첨가한 후 각 pH 에 

따라 5분 간격으로 2시간 동안 혼탁도를 측정하였다. 

베시클 내에 침전물의 형태와 크기 그리고 응집 및 

합체 의 관찰은 수산화 나트륨을 첨 가하고 2시 간 후에 

TEM으로 하였다.

결과 및 고찰

0.1 M의 AI2O/9H2O에 대해 phosphatidylcholine 
을 1% 무게비로 혼합하고 초음파로 미세하게 교반 

하여 베시클을 합성하였다. 이 때 생성된 베시클 

외부인 분산계의 pH는 2.3이었다. 베시클 외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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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계에 수산화나트륨을 첨가함에 따라 pH는 증 

가하게 되므로 베시클 막 내부와 외부에서 농도구 

배가 생겨 수산화이온이 막의 외부로부터 내부로 

확산되어 들어간다. 막내부로 확산해 들어간 수산화 

이온은 베시클 생성시 포획된 알루미늄 이온과 반 

응하여 침전물이 생성된다. 베시클 외부 분산계의 

최적 침전조건의 pH보다 작을 때는 베시클 내부의 

크기만큼 침전물이 성장하지 못하여 침전의 크기가 

불균일하게 생성된다. 그리고 분산계의 pH가 12.0 
보다 클 때는 베시클간의 응집 및 합체의 영향스로 

침전물의 크기가 두 배 이상으로 성장하여 균일한 

침전물을 얻을 수 없다.

침전핵은 안정한 핵보다 크기가 작은 불안정한 

엠브리오(embryo)가 임계핵 이상으로 성장하여 형 

성한다. 임계핵의 생성은 핵생성속도에 따른다.'9 즉 

베시클 내의 침전핵 형성속도는 베시클 내부로 확 

산되어 들어간 수산화이온의 농도가 증가할 수록 

커진다. 수산화이온 농도는 베시클 내부의 과포화도 

변화시키고 과포화의 증가에 따라 침전핵 생성속도 

는 증가한다. 특히 그 임계치 부근에서는 과포화비의 

작은 변화에도 핵형성속도는 많이 변화하므로 베시 

클 외부의 분산계의 pH 조절은 상당히 중요하다. 

과포화비(c/c。)에 따른 핵형성속도Q.)의 관계는 식 

(1)2。과 같다.

" L 3kT(kT/V^ lnc/c0)2」

여기서 Y는 계면에너지, %)는 임계핵의 분자부피, c는 

입자의 용해도, %는 평면의 용해도를 나타낸다. 식 

(1)에서 보면 베시클 내부에 과포화비가 증가함에 

따라 지수함수적으로 핵형성속도가 증가한다. 베시 

클 내부에 침전형성은 막 내부로 확산하는 수산화 

이온의 개수에 따라 달라지고 임계핵 이상 성장할 

수 있는 농도가 되었을 때 핵생성이 시작된다. 그리고 

확산되는 수산화이온의 속도를 느리게 조절함에 따 

라 불포화영역과 과포화영역 사이의 준안정 영역에 

서 느린 침전생성속도로 인하여 단결정과 같은 침 

전물을 형성하기 때문에 분산계의 pH는 침전형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Fig.l은 pH에 따른 베시클 내부의 침전물 형태를 

TEM으로 관찰한 사진이다. a), b)에서는 막 외부의 

pH가 각각 10.8, 11.0로서 베시클 내부에 침전물 

형태를 관찰할 수 없다. 이러한 원인은 베시클 막 

내부로 수산화이온이 농도구배에 의한 확산이 충분 

Fig. 1. TEM photographs of precipitation shape of inorganic ion in vesicle. pH of extravesicular dispersion 
system are (a) 10.8, (b) 11.0, (c) 11.4, (d) 11.7 and (e)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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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베시클 내부에 포획된 

알루미늄이온과 불포화된 수산화이온이 반응하여 

안정한 핵보다 작은 입자인 엠브리오(embryo)가 생 

성되므로 이러한 불안정한 입자들이 임계핵 이상 

성장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비해서 

0, d)는 막 외부의 pH가 각각 11.4, 1L7로서 일부는 

임계핵이 생성되어 성장하는 침전물을 가진 베시클 

과 비어있는 베시클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침전핵이 

주위의 이온을 흡수해서 성장하는 과정으로 베시클 

내부 크기만큼 성장하지 못한 불균일한 크기의 침 

전물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베시클 내부로 

확산해 들어간 수산화이온의 갯수에 비레하여 침전 

핵이 생성되어 더욱 성장하거나 혹은 소멸한다. e)는 

막 외부의 pH가 12.0로서 한정된 베시클 내에 균일한 

크기(50nm)의 침전물을 관찰할 수 있다. 즉 pH가 

12.0에서 베시클 내에 침전물이 임계핵 이상으로 

생성되어 균일한 크기로 성장하는 최적의 침전조건 

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막 외부의 

pH 변화에 따라 과포화비가 달라지고 과포화비 변 

화에 따라 핵생성속도가 결정됨을 알 수 있다. 핵 

형성속도에 의해 침전핵이 생성되고 성장하므로 베 

시클 내부에 임계핵 형성에 필요한 과포화비의 조절 

및 단결정인 침전물의 생성을 위한 분산계의 pH 
조절에 대한 연구는 중요하다.

Fig.2는 pH가 12.3과 12.6에서 일주일 동안 실온 

에서 방치한 후 베시클 내에 존재하는 침전물의 크 

기와 형태를 TEM으로 관찰한 사진이다. 베시클 외 

부의 pH가 12.0에서는 일주일 방치 후에도 베시클 

내에 침전물의 크기와 형태가 안정한 상태로 유지 

되는 반면에 pH 12.3인 a)에서는 베시클간의 응집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일부 베시클간에는 합체가 

생겨 비이상적인 크기의 침전물을 관찰할 수 있다. 

pH 12.6인 b)에서는 거의 대부분 베시클간의 응집과 

합체로 인하여 침전물의 크기가 거의 두 배로 성장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방치하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응집 및 합체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DLVO이론에 의하면 반대하전을 가진 

과량의 수산화이온을 첨가함에 따라 베시클의 표면 

하전의 변화와 분산계의 pH 변화에 의한 영향으로 

베시클간의 응집과 합체가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Fig. 3은 pH에 따른 침 전조건을 TEM의 결과와

Fig. 2. TEM photographs of vesicles with variation 
of aging time(7 days). pH of extravesicular dispersion 
system are (a) 12.3 and (b) 12.6.

비교하기 위해 탁도를 측정하였다. 베시클 내부의 

침전생성 및 성장에 따른 탁도의 관계는 식 (2)甘와 

같다.

여기서 t는 탁도, V는 구형 침전물의 부피, 入는 파장, 

K는 용질과 용매의 굴절률상수이다. 베시클 내에 

구형침전물의 부피가 제곱(/)에 비례하여 증가하면 

탁도(Q는 증가한다. Fig. 3의 a) pH 10.5, b) pH 10.8 
및 c) pH 11.0에서는 초기의 탁도보다 약간 감소하 

다가 다시 초기의 탁도 값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침전물이 생성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 

된다. d) pH 11.3와 e) pH 11.6는 탁도가 시간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침전핵이 생성되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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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40.00 80.00 120.00

지ME (min)
一(a) pH «10.5 一♦一 (c) pH «11.0 -♦- («) pH-11.6 一*~ (g) pH-12.6 

-A- (b) pH >10.8 -G- (d) pH^IU 一+— (I) pH 디2.3

Fig. 3. Change in turbidity with time after the addi
tion'of NaOH(aq.). pH values are (a) 10.5, (b) 10.8, 
(c) 11.0, (d) 11.3, (e) 11.6, (f) 12.3 and (g) 12.6.

장하는 과정임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pH 11.4에서 침전이 시작하는 TEM 결과와 거의 

유사하다. d)와 e)에 비해 f) pH 12.3와 g) pH 12.6는 

탁도의 증가비율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TEM의 관찰결과와 비교해 볼 때 pH 12.0에서 침 

전생성 및 성장이 거의 이루어지는 단계이므로, pH 

12.3 이상에서는 상대적으로 증가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탁도로 측정한 침전조건 결과와 

TEM 관찰에 의한 침전조건은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4는 베시클 외부에 첨가하는 수산화나트륨의 

농도에 따라 가능한 두 가지 침전경로를 도시한 그 

림이다. 베시클 내의 침전메카니즘을 핵형성 및 핵 

성장 이론으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베시클 내의 

임계핵(为의 크기는 과포화도(6)가 증가함에 따라 

작아진다. 임계핵의 크기와 과포화도의 관계는 식 

(2严와 같다.

4MY 
7?Tp52

(3)

여기서 M은 입자의 밀도, 6는 계면에너지, p는 입 

자의 밀도를 나타낸다. 반경，인 입자가 반경 r+ 

办만큼 성장하여 임계 크기 4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에너지。4)는 과포화도(8)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즉 

베시클 내부로 확산되는 수산화이온의 농도를 크게

Fig. 4. Possible mechanisms of A12O3 nucleation wi
thin vesicles, (a) Nucleation at a single site and (b) 
nucleation at several sites along the cesicle nlemb-
rane.

증가시키면 베시클의 과포화도가 증가하게 되고 핵 

생성에 필요한 에너지는 감소하면서 침전핵의 갯수 

가 많아진다. 생성되는 침전핵의 크기 및 갯수에 대한 

과포화도의 관계는 식 (4)18와 같다.

旳)=
18nW

(4)

핵생성에 필요한 에너지는 과포화도가 틀수록 작 

아지고 침전의 생성이 용이하게 되며 과포화도가 큰 

용액에서는 입자의 크기가 작은 침전이 다수 생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베시클 내부의 과포화도 조절은 

적하하는 수산화나트륨의 농도를 변화시킴에 따라 

확산되는 수산화이온의 농도가 달라지게 되며 그 

결과 핵생성구동력 또는 핵성장구동력이 우세한 반 

응경로로 침전메카니즘은 결정될 것이다.F谊.4의 a) 
는 확산되어 들어가는 수산화이온의 속도를 느리게 

조절함으로서 베시클내부의 초기 과포화도를 낮게 

유지함으로서 핵생성 구동력보다 핵성장 구동력이 

우세한 침전경로이다. 이 때는 핵성장구동력이 우세 

하므로 생성된 불안정한 핵은 자체적으로는 침전핵 

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단일핵 (single site nuclic)에 

결합하여 성장하는 침전물이 생성될 것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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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EM photographs of precipitation mechanism 
of ion in vesicle. pH of extravesicular dispersion sys
tem is 12.0.

b)는 막의 내부로 확산되는 수산화이온의 속도를 

빠르게 해준 경우로서 베시클 내부의 과포화도가 

증가하게 되어 핵성장 구동력보다 핵생성 구동력이 

우세하므로 여러 자리의 침전핵(multi site nuclic)이 

생성된다. 생성된 여러 자리의 침전핵은 베시클 내벽 

둘레에서 일정한 속도로 성장한 침전물이 수산화이 

온의 확산을 막아 더 이상 침전이 성장하지 못하여 

속이 빈 침전물이 생성된다.

F讶.5는 베시클 외부에 첨가하는 수산화나트륨의 

적하속도(5mL/min)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0.01 M에 

서 0.1 M로 수산화나트륨의 농도를 증가하여 베시클 

외부의 pH를 12.0으로 일정하게 유지시켰을 때 베 

시클 내부의 침전메카니즘을 TEM으로 관찰한 사 

진이다. 생성되는 침전물은 비어있는 구 형태로 성 

장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이는 수산화나트륨의 

농도를 증가시킴에 따라 확산되는 수산화이온의 갯 

수가 많아지고 베시클 내부에 과포화도가 증가한다. 

과포화도가 증가함에 따라 베시클 내부의 침전경로 

는 핵성장 구동력보다는 핵생성 구동력이 우세하여 

베시클 내벽에 여러 자리의 침전핵이 생겨 거의 동 

일한 속도로 성장하므로서 미어있는 구형태의 침전 

물을 형성한 이후에는 수산화이온의 확산을 방해하 

여 침전형성이 멈추게 된다. b)는 a)를 자세히 관찰 

하기 위해 확대한 사진으로 베시클 내벽 둘레에 여 

러자리의 침전핵이 생성되어 성장하는 형태를 관찰 

할 수 있다. 이것은 베시클 내부에 과포화도를 낮게 

유지하면 핵성장구동력이 우세하여 단일핵이 생성 

되어 성장하는 침전형태와는 전혀 다른 비어있는 구 

형태의 침전물이 생성됨을 알 수 있다.

결 론

베시클 내부에 침전되는 구형의 미분체 합성에서 

최적의 침전조건과 가능한 침전경로를 조사하여 다 

은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베시클 내부 침전조건을 TEM으로 관찰한 결과, 

베시클 외부 분산계의 pH 11.4에서 침전이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베시클 내에 균일한 구형의 분체가 생 

성되는 최적의 침전조건은 12.0이었다. pH가 12.0 
이하에서는 베시클 내의 침전물이 완전히 성장하지 

못하여 불균일한 크기로 형성되며, pH가 12.3 이상 

에서는 응집 및 합체가 발생하여 두 배 이상의 비 

정상적인 크기의 베시클이 관찰되었다. 탁도로 침전 

형성을 관찰한 결과, pH 11.3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탁도가 증가하므로 침전이 시작되는 조건이며, 

이는 침전이 시작되는 pH 11.4인 TEM의 결과와 

거의 일치하였으며, pH 12.3 이상에서 혼탁도의 증 

가비율이 pH 11.3과 11.6에 비해 감소하는 것은 

TEM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pH 12.0에서 침전이 

생성되고 균일한 크기로 성장하므로 혼탁도의 증가 

속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베시클 내부에 생성되는 두 가지 가능한 침전 

경로를 베시클 내부의 과포화도 변화에 따른 핵생성 

및 성장이론으로 설명하였다. 막 내부로 확산되는 

수산화이온의 속도를 증가하면 베시클 내부의 과포 

화도가 증가 한다. 베시클 내부의 과포화도가 증가 

할수록 생성되는 임계핵의 크기가 작아지고, 핵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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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가 작아짐에 따라 생성되는 침전핵의 갯수가 

많아진다. 그러므로 과포화도의 증가는 핵성장 구동 

력보다는 핵생성 구동력이 우세하여 여러 자리의 

침전핵이 생성되어 각 핵들은 일정한 속도로 성장 

하여 비어있는 구 형태의 침전물로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TEM으로 관찰할 수 있었다. 이와 반대로 

수산화이온의 확산속도를 느리게 조절하면 베시클 

내부의 낮은 과포화도로 인해 핵생성 구동력보다는 

핵성장 구동력이 우세하므로 단일핵이 생성되어 구 

형으로 성장한다. 베시클 내부의 침전경로를 제어함 

으로써 단결정으로 생성된 구형의 나노미터 침전물 

을 합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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