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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결정화 유리의 전구체로서 균열이 없는 Li2O⋅1.7Al2O3⋅8.6SiO2 조성인 다공성 괴상 겔을 formamide를 첨가한 알콕시

드 용액으로부터 sol-gel방법으로 합성하였다. 겔 합성에서 겔화 활성화 에너지, 비표면적, 습윤겔의 완전 탈수에 필요한 

온도, 기공의 부피 및 기공크기와 분포를 측정하였고, 겔의 결정화온도를 검토하고자 시차열분석을 실시하였다. 겔화의 

활성화에너지는 가수분해에 필요한 물의 첨가량에 따라 13∼14 kcal/mol 범위를 나타내고, 물의 첨가량이 가수분해시 필요

한 이론량의 3배 이상일 경우, 70∼75 ℃, 건조속도 0.1∼0.3 %/h에서는 겔의 균열을 방지할 수 있어 안정한 괴상 겔을 

제조할 수 있었다. 180 ℃에서 건조한 겔체는 비표면적, 기공부피 및 기공크기분포는 239.40 m
2
/g, 0.001∼0.03 mL/g 그리

고 1∼122 nm 반지름의 미세구조로 된 투명 겔체로서 다공질 물질임이 확인되었고, 건조겔의 시차열분석 결과 800 ℃ 부근

에서 1차 발열피크, 980 ℃ 부근에서가 2차 발열피크가 확인되어 결정화가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

Crack-free dried gel monoliths of the composition Li2O⋅1.7Al2O3⋅8.6SiO2 have been prepared as a precursor of transparent 

glass-ceramic by the hydrolysis and polycondensation of mixed metal alkoxides in solutions containing N,N-dimethylforma-

mide as the drying control chemical additive, alcohols, and water. It was investigated that activation energy for gelation ac-

cording to the variation of water concentration ranged from 13 to 14 kcal/mol. Only when the amount of water for gelation 

was 3 times higher than the stoichiometric amount, monolithic dry gels were successfully prepared after drying at 70∼75 

℃ and at a rate of 0.1∼0.3%/h. The specific surface area, the pore volume, the average pore diameters of dried gel at 180 

℃ were about 239.40 m
2
/g, 0.001∼0.03 mL/g, and 145.62 Å, respectively. It showed that the dried monolithic gel had a 

porous body. The DTA curve had the first exothermic peak around 800 ℃ and the 2nd peak around 980 ℃, which may 

correspond to crystallization of the gel.

Keywords: hydrolysis, monolithic dry gel, specific surface, exothermic peak, pore volume

1. 서    론
1)

  결정화유리의 합성에서 조성을 적당히 조정하면 저열팽창성의 결

정들을 생성시킬 수 있으며, 또한 이들의 결정을 0.02∼0.3 µm 크기로 

제어하면서 성장시키면 투명한 저열팽창성인 결정화유리가 된다[1,2].

  결정화유리 제조에서 결정의 크기를 가시광의 파장보다 아주 작게 

제어하거나, 결정 내의 광학적 이방성 즉 결정과 유리의 굴절 차를 아

주 작게 하여 결정과 잔류하는 유리상 사이의 굴절률이나 반사율이 

같아서 광학적 성질이 유사하면 투명한 결정화유리가 된다. 최근, 유

리 matrix 중에 일정한 크기의 결정을 석출시킨 새로운 투명결정화유

리의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3-10].

† 교신저자 (e-mail: chunks@kyungwon.ac.kr)

  지금까지, 저열팽창성인 결정화유리 제조는 분말의 고체원료를 사

용, 혼합물을 고온에서 용융유리를 만들고 이를 성형하고, 적당한 온

도에서 조핵, 다시 소정의 온도로 열처리하여 결정을 적당히 성장시

키는 방법이다. 이들의 유리조성이나 석출된 결정상을 참고하면 저열

팽창성을 나타내는 β-quartz 고용체(solid solution) 결정상인 virgilite

로서 Li2O-Al2O3-SiO2 (LAS)계를 기본 조성으로 하고, 여기에 조핵제

로서 TiO2, ZrO2 등을 첨가한 것이 가장 많이 연구되었다. 특히 β- 

quartz 고용체 결정상을 석출시킬 수 있는 LAS계 투명결정화유리는 

열팽창계수가 거의 영에 가깝고 기계적 강도도 일반유리보다 강하며, 

내열성-내열충격성 등이 매우 우수하여 무기재료분야에 활용도가 커 

실용화 되고 있다[11-13].

  졸-겔법에 의한 LAS계 결정화유리의 저온 합성방법이 1988년[14]

에 발표된 이후, 저 열팽창성 결정화유리의 monolith를 졸-겔 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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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atch Composition of Starting Materials and Additional Solvents (mol)

Si (OC2H5)4 Al (OC4H9)3 Li-metal Ti (OC3H7)4 Zr (OC3H7)4 (C4H9O)3PO EtOH MeOH
sec-

BuOH
DMF i-PrOH

0.215 0.085 0.050 4.75×10
-3

4.5×10
-3

2.5×10
-3

4.95 1.20 0.26 0.43 0.023

Remark: Calculated oxide composition (%) : 5.21Li2O⋅22.37Al2O3⋅66.69SiO2⋅1.96TiO2⋅2.86ZrO2⋅0.91P2O5

로 직접 합성하기 위해, 결정 핵 형성촉매 및 첨가제에 따른 건조제어 

방법 등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발표되었다[14-19]. 최근, Kweon 등

[20,21]이 LAS계 저 열팽창성인 투명한 결정화유리의 monolith를 졸-

겔 방법으로 직접 합성한 연구가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알콕시드 용액으로부터 LAS계 저 열팽창성 결정화

유리 monolith의 합성에 있어서, 결정화유리의 전구체인 안정한 Li2O

⋅1.7Al2O3⋅8.6SiO2⋅0.19TiO2⋅0.18ZrO2⋅0.05P2O5 조성의 겔체를 

금속알콕시드의 알코올 혼합용액으로부터 졸-겔 방법으로 합성한 것

이다. 즉, 일정온도에서 용액에 물을 첨가하여 가수분해 반응-겔화반

응-건조공정을 통하여 균열이 발생되지 않은 안정한 겔 상 monolith를 

합성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일정 조성용액의 겔화에 필요한 물의 첨

가량, 겔화시간, 겔 합성에서 겔화의 활성화 에너지, 젖은 겔의 완전 

탈수에 필요한 온도, 비표면적, 기공의 부피 및 기공크기와 분포 등을 

측정하였다. 또한 투명 결정화 유리의 전구체인 겔의 미세구조는 전

자현미경으로 관찰하였고, 겔의 열적인 이력, 즉 결정화온도를 검토하

고자 시차열분석을 실시하였다.

2. 실험방법

  2.1. 출발물질 및 용액의 조제

  주성분인 금속 알콕시드는 TEOS (tetraethyl orthosilicate), ASB 

(aluminum sec-butoxide), LM (lithium metal)과 조핵제로서 ZIP 

(zirconium isopropoxide), TIPT (tetra-iso-propyl titanate) 및 TBP (tri- 

n-butyl phosphate)는 모두 순도 99% 이상의 시약 급을 사용하였다. 

용매로는 각각 무수물의 메탄올(MeOH), 에탄올(EtOH), 이소프로판올

(i-PrOH), 이차부탄올(sec-BuOH) 및 건조제어제로 N,N dimethyl for-

mamide(DMF) 등 시약을 사용하였다.

  가수분해용 물은 2차 증류수를 사용하였다.

  Li2O⋅1.7Al2O3⋅8.6SiO2⋅0.19TiO2⋅0.18ZrO2⋅0.05P2O5 조성인 출

발물질의 조합비는 Table 1과 같다.

  출발물질 중 물과 매우 반응성이 큰 ASB는 colloidal 졸-겔법[22,23]

에 따라 알루미나 졸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Colloidal졸의 제조는 약 

50 ℃로 가온된 ABS 0.085몰에 이차부탄올 0.34몰을 첨가하여 용액

을 만들고, 용액을 교반하면서 약 50 ℃의 물 1.0몰을 서서히 첨가하

여 가수분해 시켰다. 여액을 분리하고 침전물을 건조한 후, 질산 약 

0.08몰(36 %용액)을 천천히 첨가, 용액 내의 침전물을 해교시켜 여기

에 이차부탄올 0.26몰을 넣는다.

  이때 용액의 온도를 약 80 ℃로 유지, 교반하면서 현탁액을 완전히 

투명체가 되는 알루미나 졸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가수분해가 매우 

느린 TEOS를 에탄올 4.95몰과 물 0.22몰을 혼합, 약 50 ℃에서 48 h

동안 가수분해 시키고, 이 용액에 drying control chemical agent인 DMF 

0.43몰을 첨가한 후, 환류냉각기가 장착된 반응용기에서 70∼75 ℃로 

가열, 약 30 min간 교반하여 균일한 졸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리튬금

속은 12배 몰비의 메틸알코올에 용해시켜 리튬-알코올용액을 만들었

고, Ti 및 Zr-금속알콕시드는 이소프로필 알코올 약 3배 몰비로 희석

시켜 각각 사용하였다. 여러 성분의 금속알콕시드 및 알코올로 혼합

Figure 1. Flow chart for preparation monolithic gel of Li2O⋅

1.7Al2O3⋅8.6SiO2⋅0.19 TiO2⋅0.18ZrO2⋅0.05P2O5 from metal alk-

oxides solution.

된 균일한 졸을 제조하기 위해 70~75 ℃에서 약 60 min간 환류 교반

하였다. 다성분 알콕시드-알코올 용액 및 졸의 조제방법과 겔화공정

은 Figure 1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였다.

  졸 용액의 겔화는 120 mL의 시험관을 사용하였고, 5∼35 ℃의 온

도범위에서 가수분해 및 중축합반응을 진행시켰다. 가수분해는 물과 

에틸알코올이 거의 같은 부피로 혼합된 용액을 사용, 이론량, 2, 3 및 

4배량으로 첨가하여 각각 실험하였다. 시험관에 넣은 가수분해용 졸 

용액은 알루미늄박지로 밀봉하여 소정 온도에서 겔화시킨다. 본 실험

에서는 균열이 발생하지 않는 최적의 가수분해에 필요한 물의 첨가량

을 규명하는 것이다.

  2.2. 겔의 건조

  일정한 크기의 균열이 없는 건조 괴상 겔 체를 제조하기 위해, 가열

속도, 온도, 유지시간 등, 자동화된 건조기(EYELA WFO-SD; Japan)

를 사용하였다. 밀봉된 습윤 겔은 건조기 중에서 70∼75 ℃로 서서히 

가온, 약 4 h 유지, 습윤 겔과 용매 및 물이 분리된 후, 습윤 겔 체가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액의 감량을 0.1∼0.3 %/h로 조정하기 위

해 밀봉된 박지에 약 1 mm 크기의 구멍을 단계적으로 5∼30개까지 

뚫고, 약 75% 감량이 될 때까지 건조하였다. 2단계의 건조에서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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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관의 알루미늄 박지를 제거한 후, 3∼4 ℃/h의 가열속도로 180 ℃로 

승온, 약 48 h 건조하고, 다시 180 ℃, 10 torr의 진공건조기(SAM 

WOO SCIENTIFIC CO.)로 약 100 h 건조, 4∼6 mL 원주상의 균열이 

없는 균일한 겔 체를 제작한 것이다. 본 실험에서는 균열이 없는 결정

화유리의 전구체인 겔 체를 제조하기 위해 선 수축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온도인 720 ℃까지 열처리하였다.

  2.3. 분석과 측정

  2.3.1. 겔화에 따른 점도

  졸 용액에 물을 첨가하여 잘 교반하면 가수분해 및 중축합반응이 

일어나 용액이 겔화되다. 시험관 중의 졸을 약 45
o
로 기울여도 유동성

을 나타내지 않을 때를 겔화점으로 정한다[15,18]. 졸의 점도측정은 

자동점도계(The Brook field digital viscometer DV-II: England)를 사

용하였는데 20 poise 이하의 경우는 UL spindle로서 60∼0.3 rpm으로 

측정하였으며, 20 poise 이하의 경우는 LV 4 spindle로서 60∼12 rpm 

범위에서 측정하였다.

  2.3.2. 겔화의 활성화에너지

  혼합 금속알콕시드의 출발용액인 졸에서 겔화시점을 측정함으로써 

반응속도를 간접적으로 산출할 수 있다[24]. 따라서 금속알콕시드의 

가수분해와 중축합은 화학반응이므로 화학 반응 속도식에 적용시킬 

수 있다. 화학반응에 적용되는 기본식 중의 하나인 Arrhenius식은 다

음과 같다.

  k=A
* 

exp(-E
*
/RT)                                        (1)

  여기에서 k는 속도상수, A
*
는 빈도인자, R은 기체상수, T는 절대온

도(K) 그리고 E
*
는 활성화에너지이다.

  중축합반응의 정도를 나타내는 겔화는 반응속도인 겔화시간(tgel)의 

역수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식 (1)은 식 (2)로 표현할 수 있다.

  1/tgel=A
*
 exp(-E

*
/RT)                                     (2)

  이때 활성화에너지는 log(tgel)에 대해 1/T를 도시하면 직선을 얻을 

수 있으며 이 직선의 기울기로부터 활성화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다

[23]. 본 실험에서는 물 2배수 및 3배수를 첨가한 겔화 활성화에너지

를 구하였다.

  2.3.3. 시차열분석(DTA) 및 선팽창(TM)

  건조겔의 결정화온도와 열이력을 검토하기 위하여 DTA 및 TM 

(RIGAKU model TAS-100)로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실험하였다. 시

차열분석용 시료는 분쇄하여 100 mesh로 통과시킨 건조 겔 분말 약 

0.02 g를 백금용기에 넣어 대기압에서 10 ℃/min 속도로 온도범위 25

∼1000 ℃까지 측정하였다. 열처리에 따른 건조 겔 체의 선수축 특성

을 검토하기 위하여 길이 약 5 mm의 시편을 제작, 가열속도 1 ℃/min

로  수축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온도까지 측정하였다.

  2.3.4. 비표면적 및 기공분포

  건조 겔 체의 비표면적과 세공분포의 측정은 질소 흡탈착장치

(Accusorb 2100-02 type)를 사용하여 질소 가스흡착법으로 BET식 및 

Kelvin식에 의하여 계산한다[25,26]. 시료는 60∼80 mesh의 크기로 분

쇄하고 흡착물 제거를 위하여 180 ℃에서 10
-2 

torr의 압력으로 약 

Figure 2. Influence of the amount of water addition on viscosity during 

the sol to gel transition of starting metal alkoxide solution (sample 

Code No. 1: corresponds the stoichiometric amount required for hydro-

lysing alkoxy groups the metal alkoxides. sample Code No. 2:  corre-

sponds the two times, sample Code No. 3: corresponds the three times, 

and sample Code No. 4: corresponds the four times).

6 h 처리한 것을 사용하였다.

  2.3.5. 적외선 분광분석

  건조겔 및 열처리한 전구체인 겔에 대한 구조적 특성을 규명하고자 

적외선 분광분석법(Nicolet 730, FTIR spectrophotometer)으로 분석하

였다. 시료는 KBr pellet법으로 제작하고, 다시 건조한 것을 wave 400

∼3000 cm
-1 

범위에서 측정하였다.

  2.3.6. 주사전자현미경관찰(SEM)

  건조겔의 미세구조를 관찰하기 위하여 시편의 표면을 10
-2 

torr에서 

백금을 증착한 후 가속전압 20 KV, 배율 10000∼20000 (JEOL, model 

JSE-840A)의 조건으로 관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겔화

  금속 알콕시드 혼합용액의 가수분해반응에서 물의 첨가량을 변화

시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점도의 변화를  Figure 2에 나타냈다. 졸 용

액을 35 ℃에서 가수분해반응을 진행시킨 결과인데, 물의 첨가량이 

이론량, 2배, 3배 및 4배로 증량될수록 점도가 상승되는 시간, 즉 겔화 

시간이 빨라짐을 알 수 있다. 겔화 과정에서 점도는 약 0.02∼0.3 

poise까지 완만한 증가를 나타내나 그 이상에서는 2, 3 min 내에 점도

가 급격히 상승을 하며 약 400 poise가 되면 더 이상 점도를 측정할 

수 없게 되고 이때부터 유동성이 없어짐으로써 이때를 겔화 시점으로 

볼 수 있다[27]. 겔은 고분자의 중축합이나 콜로이드 입자들이 뭉쳐 

성장한 클러스트(cluster)들이 서로 결합을 형성하여 하나의 거대 클러

스트를 만듦으로써 생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때에 점도의 급격

한 상승을 가져오게 되어 용액의 유동성이 없어지게 되는 데, 이때를 

겔화 시점이라 부르게 된다. 가수분해에 필요한 물량을 이론량, 이론

량의 2, 3 및 4배로 가했을 때에 점도의 급격한 상승을 가져와 더 이

상 점도를 측정할 수 없게 되는 시간, 즉 겔화시간은 각각 140, 85, 70 

그리고 55 min 정도를 필요로 하여 물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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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Gellation time versus inverse abolute temperature for sample 

code No. 2 and 3 (starting metal alkoxides solution, corresponds the 

stoichiometric and the three times amount required for hydrolysing al-

koxy groups the metal alkoxides).

화시간은 짧아짐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물이 불충분한 경우, 배위

수가 크고 물과 용매화가 용이한 Al, Ti 및 Zr 등의 금속에 물 분자가 

먼저 배위되므로 첫 단계에서 가수분해에 필요한 물이 부족하여 출발

용액의 가수분해가 충분히 일어나지 못하여 가교결합이 느리게 되며, 

물이 충분할수록 출발 졸 용액의 가수분해-중축합이 활발히 일어나 

산소-금속간의 가교결합이 빨리 진행되어 겔화 시간이 빨라지는 것으

로 사료된다. 종래의 LAS계 겔 합성에서 ASB를 콜로이드화하지 않

고 직접 사용, 물 4배수로 가수분해를 진행시킨 결과, 겔화시점이 2∼

5 min인 것에 비하여 본 실험에서는 50∼55 min으로 현저하게 느렸

다[14-20]. 이상과 같은 결과는 Si-알콕시드에 비해 가수분해가 매우 

빠른 Al-알콕시드를 전처리하여 사용하므로 반응속도를 어느 정도까

지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그 결과로 부분 가수분해된 Si-알콕시

드의 가수분해반응과 거의 같은 반응속도로 유도시킬 수 있어 Al-O- 

Si 결합인 축합반응이 원만하게 일어나 수산화알루미늄 생성은 거의 

억제되면서 균일하게 가수분해가 진행된 것이라고 여겨진다. 매우 짧

은 시간에 가수분해반응이 일어나는 경우, 가장 빠른 일부 알콕시드

는 수산화물이 먼저 생성되면서 침전물이 분리되어 불균질 혼합물이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강력하고 빠른 교반이 필요하며, 급격한 

점도상승은 겔 체 중에 생성된 기포를 탈기시키기도 곤란하고, 또한 

점성이 커진 졸을 반응용기로부터 건조용 용기로 옮기기는 더욱 어렵

다. 따라서 균일한 monolith의 제조공정을 감안하면 겔화 반응을 50∼

70 min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균질하고 균열이 없는 일정한 형상의 

monolith 겔 체를 제조하는데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3.2. 겔화의 활성화에너지

  혼합 금속 알콕시드의 겔화과정에서 물의 첨가량이 겔화온도에 따

른 겔화시간의 변화를 조사하여 겔화의 활성화에너지를 구한 것이다. 

물의 첨가량에 따른 겔화의 활성화에너지를 구하기 위해 혼합 금속 

알콕시드 졸 용액의 가수분해에 필요한 물을 이론량의 2배 그리고 3

배로 첨가, 가수분해 온도를 각각 5, 15, 25 및 35 ℃로 변화시켜 겔화

온도에 따른 겔화 시간의 변화를 측정하여 겔화의 활성화에너지를 구

했다. 겔화시간 ln(tgel)에 대하여 1/T를 도시하여 Figure 3에 나타내었

다. Figure 3을 검토해보면 겔화온도가 높아질수록 겔화시간이 짧아지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졸 입자들의 표면에서 sila-

     Relative pressure (P1/P0)

Figure 4. Adsorption and desorption isotherms of nitrogen at 77 K
o
 for 

the dried gel at 180 ℃ (code No. 3).

nol기들의 탈수, 중축합반응이 온도가 높아질수록 가속화되기 때문이

며, 또한 높은 온도에서는 졸 입자들의 충돌속도가 빨라지며 이로 인

하여 중축합을 통한 결합의 형성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

에서는 실험의 용이성 및 가수분해시간 등을 감안하여 가수분해에 필

요한 물량을 3배로 하고, 겔화온도는 35 ℃를 선택하여 겔화반응을 진

행시켰다. Figure 3에서 ln(tgel) 대 1/T를 도시하여 얻어진 직선의 기울

기로부터 구한 겔화의 활성화에너지는 물의 첨가량이 이론량의 2, 그

리고 3배로 변화할 때 각각 14.25 및 13.89 kcal/mole로 약간 작아지고 

있다. 이는 Yang 등[14,18,20]의 LAS계의 겔화를 위한 활성화에너지

와 거의 유사하고, Bechtold[28] 등이 촉매로 사용한 TEOS의 겔화 활

성화에너지나, Colby 등[22]이 실리콘 알콕시드의 겔화반응에서 얻은 

활성화에너지값의 범위에도 포함되고 있다.

  3.3. 건조겔의 특성

  가수분해에 필요한 물을 이론량 그리고 2배를 첨가한 습윤 겔 체들

을, 실험 2.2의 방법에 따라 건조할 경우, 습윤 겔 체의 중량 감소율이 

40∼60% 범위에서 거의 균열이 발생하여 균열이 없는 건조 monolith 

겔 체를 얻을 수 없었다. 4배수의 물로 가수분한 습윤 겔 체의 경우, 

괴상 건조 겔 체에는 상대적으로 큰 기공들이 생성되면서 거의 투명

한 겔 체를 얻을 수 없었다. 3배수의 습윤 겔 체는 비교적 안정하며 

균열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건조 겔 체를 합성할 수 있어 이하 실험에

서는 code No. 3으로부터 합성한 겔 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Figure 4와 5는 가수분해 시 필요한 물을 이론량의 3배를 출발 알콕

시드 용액에 가하여 겔화시킨 후 180 ℃에서 건조한 겔의 질소가스 

흡탈착 등온선과 흡착 기공분포도를 나낸 것이다.

  Figure 4에서 건조겔의 흡탈착 등온선은 BDDT[29]가 분류한 5가지

의 대표적인 흡탈착 등온선 중에서 iv형의 등온선과 비슷하나 약간 변

형된 형태를 보이며 완만한 탈착 등온선을 가진 히스테리시스의 형태

로서 겔 체내의 기공이 비교적 매끈한 실린더 모양이고, 또한 비교적 

큰 기공분포(반지름 50~180 nm)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30]. 이러

한 흡탈착 등온선의 형태는 S. J. Gregg 등[31]에 의한 연구에서 무기

질산화물 겔이나 다공성고체에서 많이 발견되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igure 4에서 건조겔의 비표면적, 미세 기공면적 및 평균 기공크기

를 살펴보면, 비표면적 239.40 m
2
/g, 미세 기공면적 13.76 m

2
/g, 기공의 

부피 0.001∼0.003 mL/g 그리고 평균 기공의 반지름이 145.62 Å의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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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Pore size distribution curve of dried gel Code No. 3 at 180 

℃.

Figure 6. Dilatometric linear shrinkage curve from 180 ℃ to 780 ℃ 

for the dried gel at 180 ℃ (code No. 3).

기를 가지고 있는 비교적 큰 기공을 가진 다공성 겔 체로 판단된다.

  3.4. 건조 겔 체의 수축

  건조 겔 체(dried gel monolith)의 열처리에 따른 수축특성을 검토하

기 위하여 선열팽창측정기에 의한 가열온도에 따른 길이의 수축 변화

를 Figure 6에 보여주고 있다. 180 ℃에서 600 ℃까지는 약 0.016%/℃

의 수축률을 나타내다가 600 ℃에서 700 ℃사이에서는 약 0.4%/℃

으로 급격한 수축률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700 ℃ 이상에서는 

0.01 %/℃ 이하로 거의 수축은 일어나지 않는 상태로 보인다. 건조 

결체가 600∼700 ℃ 사이에서는 급격한 수축을 나타내는 것은 점성

유동과 함께 기공은 현저하게 감소된 것으로 여겨진다[8,14,16]. 이 온

도범위에서 약 30%까지 수축이 일어난다. 특히 건조 겔 체로부터 출

발하여 균열이 없는 괴상 투명결정화유리의 합성에는 600∼700 ℃의 

온도범위에서 심한 수축으로 인해 균열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열처

리속도 및 온도조절에 주의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3.5. FT-IR 분석

  Figure 7은 180, 550 ℃ 그리고 720 ℃에서 열처리한 시료의 FT-IR측

정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시료들은 모두 1000∼1200 cm
-1
 및 800 cm

-1

Figure 7. FT-IR spectra of the heat treated code No. 3 gel at various 

temperature.

Figure 8. Scanning electron microphotographs of the dried gel at 180 

℃ (A) and heat treated at 500 ℃ (B).

의 O-Si-O 신축진동과 470 cm
-1 

부근의 bending vibration 등의 흡수대

를 나타내는 것은 실리카를 중심으로 망목구조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950 cm
-1
의 Si-OH 신축진동, 1635 cm

-1
에서 나타내는 

H-O-H deformation vibration과 1385 cm
-1 

부근의 유기물들의 흡수대 

등이 확인된 것으로 보아 180 ℃에서 장시간 건조하여도 수화된 -OH, 

또는 소량의 유기물이 잔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50 ℃에서 처리한 시료의 경우, 1635 cm
-1
에서 H-O-H deformation 

vibration의 약한 흡수 band가 확인된 것으로 보아 550 ℃에서 약 10 h 

처리하여도 미세한 닫친 기공에는 수분이 다소 남아있는 것으로 여겨

진다.

  3.6. SEM 관찰

  Figure 8은 건조겔 및 500 ℃에서 열처리한 겔 체의 미세구조를 검

토하기 위해 주사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를 나낸 것이다. 180 ℃로 건

조한 겔 체인 경우, 거의 구형이며 2 nm 이하의 입상들이 서로가 연결

되면서 집합체로 형성된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집합체의 사이사이에

는 많은 기공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500 ℃에서 열처리된 

시료의 경우, 건조한 겔 체의 경우보다 큰 입자들이 서로가 연결된 것

과 기공들이 현저하게 감소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육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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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DTA-TGA curves of gel dried by heating up to 180 ℃ 

(Thermal analyses have been made by heating sample at a rate of 10 

℃ min
-1

).

도 투명성이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SEM 관찰에 의한 미세구조의 확인된 결과는 겔의 수축특성, FT-IR 

그리고 TGA와도 거의 일치된다.

  3.7. 건조겔의 DTA 및 TGA 

  Figure 9는 출발용액에 가수분해에 필요한 물을 이론량의 3배수를 

가하여 겔화시켜 180 ℃로 건조한 겔 체를 시차열분석과 열중량분석

을 실시하여 얻은 결과이다. DTA곡선을 보면 80∼120 ℃ 부근의 흡

열피크는 다공질 겔 체가 흡착한 수분의 증발에 인한 것이며, 200∼

500 ℃ 범위의 흡열피크는 겔 체에 결합된 결합수의 증발이나 일부 

가수분해 되지 않고 남은 유기물, 또는 알코올류의 분해나 증발에 기

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300 ℃ 부근과 580 ℃ 부근의 발열피크는 미반

응 알코올류 및 잔류유기물의 연소와, ≡SiOR 및 〓AlOR기가 ≡SiOH 

및 〓AlOH기의 산화반응과 관계되는 것으로 사료된다[15,17,18,32,33]. 

이것은 Prassas 등[34]에 의하면  xNa2O.(1-x)SiO2 겔을 시차열분석할 

때 250∼300 ℃ 부근에서 발열 peak가 나타나며 동일한 온도범위에서 

순수 실리카겔의 시차열분석곡선에서도 ≡SiOCH3기가 ≡SiOH기로

의 산화반응으로 인한 발열효과가 나타난다고 한 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열 중량분석 결과를 검토해보면 약 500 ℃의 온도까지는 대부

분의 중량감소가 일어나고 이상에서는 약간의 중량감소가 일어나게 

된다. 즉 400 ℃까지 물리, 화학적으로 결합된 흡착수와 유기물의 증

발 및 알코올류의 분해나 미반응 알코올 및 잔류유기물의 연소에 의

한 중량감소가 거의 대부분이며, 그 이상의 온도에서 약간의 중량감

소는 SiOH의 탈수-축합 등으로 생성된 물의 감량으로 생각된다. 800 

℃ 부근의 발열 peak는 virgilite 및 β-eucryptite 결정의 생성, 또는 성

장되는 온도로 추정되며, 980 ℃ 부근의 발열피크는 β-spo- dumene 

(β-quartz solid-solution)의 결정화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14-21].

4. 결    론

  금속 알콕시드를 원료로 하여 졸-겔법으로 Li2O⋅1.7Al2O3⋅8.6SiO2 

조성인 다공성 괴상 겔의 합성에 대한 본 실험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졸의 가수분해에 필요한 활성화에너지는 가수분해에 필요한 물 

이론량의  2 및 3배로 첨가한 경우에 각각 14.25 및 13.89 kcal/mole로 

물의 증가량에 따라 약간 작아진 것이 확인되었다.

  2) 가수분해에 필요한 물을 이론량의 3배량을 첨가한 젖은 겔체를 

70∼75 ℃의 건조온도에서 균열이 발생하지 않는 거의 투명한 괴상 

겔체를 제조할 수 있었다.

  3) Code No. 3의 젖은 겔을 180 ℃에서 건조한  겔체의 비표면적, 

미세 기공면적 및 평균 기공크기는 비표면적 239.40 m
2
/g, 미세 기공

면적 13.76 m
2
/g 그리고 평균 기공의 지름이 145.62 Å의 크기를 가진 

다공성 겔 체임이 확인되었다.

  4) 180 ℃의 건조 겔 체는 500 ℃ 부근에서 대부분의 탈수, 유기물분

해 및 산화반응이 거의 완료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600∼700 ℃ 범

위에서 점성유동에 의한 수축으로 약 20%까지 선 수축이 발생하였다.

  5) 건조겔의 시차열분석 결과 800 ℃ 부근에서 1차 발열피크를 나

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LAS계의 투명결정화  유리에서 virgilite 및 

β-eucryptite 결정의 생성, 또는 성장의 온도로 추정되며, 980 ℃ 부근

의 2차 발열피크는 β-spodumene (β-quartz solid-solution)의 결정화 

유리로 전이되는 온도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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