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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겔의 한 형태인 무기질 폴리머(inorganic polymer)의 합성방법으로 pH

값을 폭넓게 조정하여, 비교적 간편한 방식의 합성 제조공법과 가열상

태에서의 변형, 변질에 대하여 소개하 다.

  ○ 실험대상으로 다음 3종류의 용액을 사용하 다. 

      ① 실리카 성분으로 0.25M의 K2O･SiO2･9H2O

      ② 알루미늄 성분으로 0.25M의 Al(NO3)3·9H2O

      ③ pH 조정용으로 0.25M의 KOH 

    – 가열온도 상한치는 1,200℃이었고 열적 안정성에 이상이 없었으며, 

산성 분위기에서 열처리에 의한 Si 우위상태에서는 크리스토발라이

트(cristoballite)의 결정질이 생성되었고, Al 우위상태에서는 멀라이트

(mullite)의 결정질이 생성되었다.

    – 알칼리 분위기에서 생성된 겔의 열안정성은 1,200℃ 이상에서도 안정

적이었으며, 조성비 조정으로 루사이트(leucite)의 결정질을 얻을 수 

있었다.

2. 기술의 개요

  ○ Iler는 실리카나 실리케이트 콜로이드 연구개발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하 다. 특히 규산 폴리머 수용액 분야에서 고농축의 실리카겔이나 침

전물의 기초를 확립하 다. 실리카 및 알루미늄 산화물 제조공정에서 

알루미늄과 실리콘의 비율은 졸과 겔 분야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이는 

다른 변수들인 전구체 분자, 용매, 온도, 가수분해의 물의 양, pH조정 

등과 같이 중요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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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면에 졸-겔법은 번거롭고 고가인 것이 단점이었으며, 수년전부터 위

와 같은 단점 해결과 낮은 온도에서 가공성과 환경친화와 원가절감까

지 가능한 대체품을 개발하여 기존의 시멘트와 세라믹 분야의 대체재

로 손색없는 무기질 폴리마가 등장하게 되었다.

  ○ 무기질 폴리머 합성은 활성 알루미노실리케이트인 메타카오린, 플라이

애쉬와 적당량의 나트륨, 칼륨, 칼슘 등을 강알칼리성에서 수분조정, 온

도조절, 양생기간조절로 합성하면 된다. 

  ○ 2001년 일본의 Ikeda 일행의 발표에 따르면 산성조건에서 나트륨 알루

미나 실리케이트로부터 위의 공법으로 멀라이트를 합성했다고 하며, 

2000~2003년 사이에 Barbosa 등과 Palomo 등도 저온합성에 성공하

으며, 적용온도는 상온~85℃에서, 열안정성이 1,000℃ 이상에서도 이상

이 없었다.

  ○ 겔 파우더 합성실험

    – 겔 파우더 합성을 위해 아래와 같은 A, B, C 3종의 용액을 사용했다.

      ․ A : 0.25M의 K2O･SiO2･9H2O

      ․ B : 0.25M의 KOH 

      ․ C : 0.25M의 Al(NO3)3·9H2O 

    – 이들 용액의 혼합은 플라스틱 플라스크에 A와 B를 균일하고 균형 

있게 교반하며, C를 방울방울 섞으면서, 1~2시간 pH를 측정하고, 고

형물은 걸러내고 탈 이온수로 헹구고 겔은 실온에서 건조시켰다.

  ○ 19종의 실험결과를 다음의 순서로 <표 1>로 정리해 보았다.

    – 샘플의 3개의 표시는 겔 번호, 중앙 숫자는 KOH의 mL, 용량 표시

(0, 100, 200, 300mL로 각각 0, 1, 2, 3으로 표시), 마지막은 질산알루

미늄/규산칼륨(AN/KS)의 비율로 0.5, 0.75, 1, 1.5, 2, 3으로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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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Chemical composition of gels(mol%)

sample pH SiO2 Al2O3 K2O

1-0-3 1.6 90.18 9.15 0.67

2-0-2 2.6 91.32 7.82 0.87

3-0-1 2.9 90.90 7.53 1.57

4-0-0.75 3.7 90.35 7.93 2.26

5-0-0.5 8.8 88.34 5.83 5.82

6-1-3 2.4 82.54 14.36 3.10

7-1-2 2.8 83.10 13.96 2.94

8-1-1.5 3.3 81.94 14.21 3.85

9-1-1 10.1 77.63 11.11 11.26

10-1-0.75 12.3 78.24 10.68 11.08

11-1-0.5 12.6 77.00 11.28 11.73

12-2-3 2.5 76.52 20.74 2.74

13-2-2 3.3 74.77 19.87 5.36

14-2-1.5 11.5 71.31 14.69 14.00

15-2-1 12.9 68.29 16.92 14.79

16-3-3 3.2 69.68 27.26 3.07

17-3-2.5 4.7 67.68 22.67 9.64

18-3-2 12.6 63.69 17.47 .18.84

19-3-1 13.4 65.07 16.90 18.02

  ○ 실험결과에서 주목할 사항으로 다음이 있다.

    – 화학성분이 pH에 미치는 향과 미세구조나 광물적 성질규명이다. 예

를 들어, Al(NO3)3 대 K2SiO3 비율에 pH 조정용의 KOH 함량의 역할

로 pH값을 pH값 5~7 사이에 고정시키기는 어려움이 나타난 점이다. 

    – 일반적으로 겔은 XRD에서 열처리 전 단계에서는 비정질의 집합덩어

리가 2Ɵ가 20ﾟ와 30ﾟ일 때 발생한다는 점이며, 합성시점의 pH값의 

향을 받는다. 

    – MAS-NMR 분석법으로 얻은 데이터의 중요성은 원소의 성질이 화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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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내지 혼합물 특성 분석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에 있다. 

    – Si과 Al의 핵자기공명과 MAS기법에 의한 시험은 SiO4와AlO4의 주변 

구조인 테트라헤드라의 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해준다. 

    – 측정과 분석에서 전후결과 대비가 중요하며, 열처리의 경우는 필수항

목이라 할 수 있다. 알루미늄 NMR-MAS 스펙트럼 분석을 겔 18번의 

예에서 보면 1,200℃에서 후처리한 후에도 59ppm에서는 강한 시그널

이 포착되었다. 

    – 이는 66ppm에서 약간의 주면 시그널이 나타났으나, 이 현상은 알루

미늄 테트라헤드의 주변현상으로 해석되며, 59ppm 때 겔 속의 알루

미늄은 류사이트와 같은 결정질로 변화되지 않았다.

  ○ 산성 pH 상태에서 겔 합성

    – 산성 분위기에서 겔화공정은 강한 산성에서(pH=2 정도) 극히 천천히 

진행해야 되는데, 전기적인 반응과 이온의 촉매역할이 복합적으로 진

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실리콘모노머{예: Si(OH)4}는 양성자화하고, 수소이온의 촉매 역할로 

폴리머의 결성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침전으로 생성된 겔은 크기가 

2nm 정도의 실리카입자들의 응집체이다. 알루미늄은 산성 pH, 알칼

리성 pH 양쪽에 잘 용해되나, 응결은 알칼리성 pH에서만 이루어지

는 성질이 있다. 

    – 실리콘 NMR이나 알루미늄 NMR 스펙트럼 분석으로 <표 1>의 13번 

겔의 경우, 1,000℃ 열처리 전후의 Si원자와 Al원자 주위의 변화는 

각각의 원소 주위에 응집원자들의 상 분리에서 차이가 나타나기 때

문으로 판단된다. 

    – 즉, 비정질과 결정질의 동거 현상인 셈이다. 또한 합성된 겔의 화학

적 성분의 안정성은 SiO2 Al2O3로 대표되는 멀라이트와 실리카의 안

정 구조 내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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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칼리 pH 상태에서 겔 합성

    – pH 7 이상의 알칼리상태의 겔 생성도 산성인 경우와 비슷하나 

Si(OH)4 대신에 SiO2(OH)2의 2가 음이온의 주된 역할을 하는 점이 다

르다. pH 값이 높아지면 높을수록 실리케이트 이온의 용해도는 증가

하며 반응속도 또한 촉진된다. 

    – 이 상태에서 입자들은 콜로이드 크기로 성장되고, 이 콜로이드입자는 

입체 구조로 되며 이온화된다. 이온화입자들은 반발하여 겔의 합성이 

개시된다.

    – 실리케이트이온의 용해도는 pH값이 10 이상에서 확연히 증가하는데 

그 변화 추위는 다음과 같다.

      ․ pH7일 때 실리케이트 용해도는 120mg/l .....................100%

      ․ pH10일 때 실리케이트 용해도는 310mg/l ...................258%

      ․ pH10.6일 때 실리케이트 용해도는 876mg/l ................730%

    – pH7 이상의 알칼리상태에서 생성되는 겔의 특징 중 하나는 Al2O3::K2O

의 비율이 상수이며 그 값이 1이다. 즉 폴리머 내에서 이온들의 평형

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예: 알루미늄 3가 이온과 실리콘의 4가 이온의 

불 형평을 상쇄하려면 계통 내부에 다른 대전입자나 이온이 존재해

야만 함).

    – 일반적으로 알칼리성 pH 상태에서 조성된 겔은 열 반응에서 매우 

안정적이고 내열성이 좋아 1,200℃ 이상에서도 비정질 상을 지녀 성

형 등 구조 변경 시 활용이 양호하다. 

    – 물론 예외의 경우도 있을 수 있고, NMR 검사에 의하면 1,000℃ 근

방에서 미세 구조 변화도 있다. 실리콘 함량이 적은 겔은 1,200℃–

높은 pH에서 결정인 루사이트가 되기도 한다.

3. 결론

  ○ 겔 합성의 초기 조성조건이라 할 수 있는 화학원료성분과 pH 간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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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존성이 크기 때문에 폴리머 진행 전에 확인사항으로 설정함이 중

요하다.

    – 낮은 pH에서 합성되는 겔은 함수침전 혼합물로 단거리질서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실리콘이나 알루미늄의 수산화물 간의 응결/응집으

로 겔이 조성되기 시작한다.

    – 높은 pH에서 합성되는 겔은 폴리머상의 알루미늄 실리케이트로 종

래의 알칼리공정으로 합성해 온 메타카올린이나 플라이애쉬를 원료

로 한 겔과 비슷하다. 열적으로 안정적이고 내열성 또한 높다. 

  ○ 분말상태의 산화물들은 일반적으로 결정질이 쉽게 조성되며(예; 멀라이

트나 크리스토발라이트 등) 열처리과정인 소결반응과정을 거쳐야 된다.

출처 : A.Fernandez-Jimenez, Ramesh Vallepu, Tohru Terai, A.Palomo, Ko Ikeda, Synthesis 

and thermal behavior of different aluminosilicate gels, Journal of Non_Crystalline 

Solids, 352(21-22), 2006, pp.2061~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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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제언▷

  ○ 무기질 시멘트와 세라믹의 발전에 따른 제품의 다양성에도 한계가 있

는 다른 제품군에도 마찬가지나, 비교적 늦게 개발되는 무기질 폴리머

는 전기화학과 폴리머의 틈새시장의 진입 내지 대체품으로 용도가 크

다고 본다.

  ○ 겔 상태 또는 비정질의 특성 활용 폴리머의 이용으로는 가공 용이성, 

고열, 고온, 내열성의 장점 활용은 용도가 많다고 본다. 예를 들어, 임

시 보정 치아재료, 난연성 책상, 의자, 건축재, 건축마감재, 각종 소방자

재 특히 1,200℃ 이상의 고온 방화제품에는 적격으로 사료된다.

    – 특히, 건물 내외장재 무게가 전체 하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대

하는 경향에서 경량자재 선택은 필수사항이므로 기존의 타일류, 바닥재 

대체품으로 무기질 폴리머가 가장 좋은 대체품이라고 할 수 있다.

  ○ 중소기업 창업이 가능하다. 시멘트, 폴리머, 플라스틱 공장 같은 대단위 

투자와 설비가 필요치 않아 중소기업 단위의 공장으로 가능하므로 적

극적인 검토로 사업화가 요청된다.

  ○ 본고에서 다루지 않은 응용 분야인 전기적 특성인 전기도전성, 기계적 

특성인 가요성 등도 검토했으면 한다. 기업화에 뜻이 있는 사람은 미주

지역에서는 지오폴리머(geopolymer)로 더 알려진 많은 자료를 참고할 

것을 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