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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공성 실리카 에어로겔을 이용한 복합단열재의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roperties of Thermal Insulation Board Prepared by Porous Silica Aero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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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High porous silica aerogel/polyurethane polymer composite was manufactured by cross-linking polymeriza 

tion of polyurethane foaming process. The properties of microstructure, mechanical strength, and thermal properties were 

investigated for its various applications. The superhydrophobic silica aerogel powders were used for highly thermal 

insulation filler materials. The thermal conductivities can be resulted 0.07 W/mK to 0.13 W/mK, by decreasing the 

contents of silica aerogels in composite materials. It is found that the polymerization formulation by organic binders can 

be applied to heavy industires, building materials, and various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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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실리카 에어로겔은 솔젤공정 반응으로 합성된 습윤겔의 

상태에서 기체와 액체 계면에 존재하는 임계 상태에서 겔

구조의 수축없이 건조하여 겔의 나노기공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조하는 소재이다. 일반 으로 에어로겔의 졸겔반응

은 구체의 가수분해에 이은 3차원 망목구조를 형성하는 

합반응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부분의 졸겔 반응에서는 

친핵반응성이 양호하고 용매선정이 쉬운 기존의 속알콕사

이드가 구체로 리 사용되어진다. 하지만 최근 들어 원재

료 가격을 낮추고 보다 생산공정이 용이하도록  가격이 보

다 렴한 규산소다 용액으로 체하는 연구와 노력이 계속

되고 있다[1-2].

실리카 에어로겔은 90% 이상의 기공도와 나노크기의 미

세한 고상입자들이 망목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다공성 신소

재로 상온에서 매우 낮은 열 도도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기

존 단열재의 체재로 주목받고 있다[3].  단열소재로서의 

에어로겔의 응용성을 살펴보면 열 도도는 0.02W/mK 이하

로 기존의 유기 혹은 무기단열재보다 열 도가 낮으며 진공

하에서는 더욱 낮은 열 도율을 갖는 단열 신소재이다. 최

근에는 에어로겔 자체의 물성의 개선  공정개발뿐만 아니

라 건축물의 단열  축열, LNG수송선, 냉동기기, 열축 장

치, 유 성 력기기, 섬유상의 흡음재료 등에 용하기 

한 실리카 에어로겔에 한 연구가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4-6].  

에어로겔은 높은 기공율로 인하여 기계 인 강도가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고온에서 열 도도가 격히 증가한다는 

문제 을 갖고 있다. 따라서 실리카 에어로겔이 단열성 재

료로 실용되기 해서는 기계 인 강도를 증진시키고 고온

에서 방사 열 도에 의한 열 도도의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다[7-8]. 이와같이 나노다공성질과 단

열특성이 우수한 에어로겔을 이용하기 한 유무기 복합소

재에 한 기술은 산업  학술 인 분야에서 많은 심을 

가지고 있어 가까운 미래에 정보 자, 소재, 환경, 에 지 등

의 모든 응용 분야에서 획기 인 기술의 진보를 이룰 것으

로 기 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유기소재와 무기소재의 서로 

상이한 형상과 특성에서 발생하는 재료물성의 한계 을 극

복하기 해 유무기 각 구성 재료의 장 만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재료를 구조 으로 복합화하고 융합하는 기술 목에 

한 많은 연구와 심이 집 되고 있다[9]. 

에어로겔 성형체를 제조하기 한 다양한 고분자 바인더 

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 탄 유기바인더를 이용하 다. 폴

리우 탄은 화학 으로 우 탄 결합을 일정량이상 함유하고 

있는 고분자 화합물로써 활성 수산기(-OH)를 갖고 있는 폴

리올과 이소시아네이트 그룹(-N=C=O-)을 갖고 있는 이소

시아네이트 공 합체 축합반응에 의해 반응열을 발생시키면

서 형성된다. 최근에는 폴리이소시아네이트의 분자량을 크게 

한 변형된 유도체가 다수 개발되어 다양한 발포체, 엘라스토

머, 반응사출성형(reaction injection molding) 제품 등으로 

많은 연구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10].

폴리우 탄의 구성은 연질상과 경질상으로 구성된 세그먼

트형 블록 공 합체로써 실란트, 코 소재, 각종 착제분

야와 기타 발포제 형태로 단열재  흡음소재 등으로 다양

하게 응용되고 있다. 특히 단열소재로 사용되고 있는 폴리우

탄 발포제는 타 유기바인더 소재에 비교하여 기계 인 강

도가 상 으로 우수하고 신축성과 친화경 인 장 이 있

어 많은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11].

본 연구에서는 다공성 실리카 에어로겔 분말을 폴리우

탄 발포 공정을 통하여 열경화 가교법으로 단열복합체를 제

작 실험하 다. 에어로겔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낮은 도와 

기공성으로 인하여 기계 인 특성이 취약하고 성형이 어려

운 을 개선하기 한 기계 인 특성을 분석하 고 단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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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로의 응용을 한 열  특성과 미세조직을 분석실험하여 

보았다. 

2. 경화기구  단열이론  

   

1. 폴리우 탄 경화기구

그림 1은 바인더 고분자로 사용되는 폴리우 탄의 가교 

메카니즘의 반응과정이다. 폴리우 탄 경화기구는 디이소시

아네이트 는 트리이소시아네이트가 폴리올과 반응하여 카

바메이트 사슬을 형성하므로 가교된 고분자가 제조된다. 이

때 가교된 고분자 사슬이 표면에 소수성 반응기가 있는 실

리카 에어로겔과 망상구조를 형성하므로 일정한 기계 경도

를 갖는 단열구조체를 형성하게 된다.  

그림 1 폴리우 탄 화학구조  발포경화 기구   

Fig. 1 Chemical structure of polyurethane foaming and its 

curing mechanism 

2.  단열이론  

 

열에 지는 고온부에서 온부로 이동하며, 이 불가역 

상을 열 달이라고 정의한다. 열 달의 방식은 정지된 고체

나 유체내에서 온도구배가 존재할 경우 그 물질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도(conduction), 표면과 다른 온도를 가지는 

이동유체 사이에서 발생하는 류(convection)와 간매질이 

없는 경우에는 서로 다른 온도의 두 표면사이에서 자기  

방식으로 에 지를 방출하므로 일어나는 복사(radiation)의 

세가지가 있다. 

열 도율은 특정 매질에 열이 이동하기 쉬운 정도를 정량

으로 나타내는 기 이다. 단 입방체 재료의 서로 상 하

는 양면에 1℃ 의 온도차이가 있을 경우, 해당 소재의 단

면  1 m
2
 를 단 시간에 통과하는 체열량으로 정의할 수 

있다. 열 도도(thermal conductivity) k를 정량화하는 방법

으로 매질을 통과하는 열량은 아래의 식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일반 으로 사용되어지는 열 도도의 단 는 SI 단

인 W/mK가 기 이나 실제자료에는 kcal/(hm℃) 는 

kcal/sm℃가 많이 사용되어진다. 

 ∙

열전도율∙재료두께

양표면온도편차
 (1)              

           

따라서 열 도도에 향을  수 있는 미세구조내의 인자

들로서는 결정립 형태, 상의 양, 결정립 배향  기공율 등

이 있다. 결정립의 크기는 다른 인자들이 일정한한 큰 향

을 주지는 않지만 결정상은 같은 조성의 유리보다 더 높은 

도도를 갖는데 이는 결정구조이 규칙성이 유리에서보다 

포논이동을 자유롭게하여 더 긴 자유행로를 허락하기 때문

이다[12].

3. 실험방법 

   

본 실험에서 고분자 가교를 하여 사용한 폴리우 탄 나

노발포체의 고분자 가교우 탄 소재인 이소시아네이트는 

호미쓰이화학社의 MDI (4,4‘-duphenylmethane diisocya- 

nate, CG-29N)를 사용하 으며 발포제로는 수소화염화불화

탄소 (hydrochloro fluorocarbon, 울산화학, HCFC141B) 제

품을 사용하 다. 우 탄화 반응에 참여하여 합  분자간 

가교를 진행하기 한 반응성 단분자를 사슬연장쇄로 사용

되는 가교제(cross linker)로는 Dow Chemical社의 

DEA(diethanol amine)를 사용하 다. 매로는 3  아민

(tertiary amine)을 사용하 으며 우 탄계열의 습윤분산제

로는  BYK Chemie社의 Disperbyk-2025 제품을 사용하

다. 그리고 단열 실리카 분말소재로는 엠 워社에서 제조한 

실리카에어로겔 (EMP-SAP0911)로 주요물성으로는 입자의 

직경이 20μm, 분말 원소재의 열 도율이 0.02 ~ 0.03 

W/mK, 기공율이 90% 이상의 다공성 분말소재이다. 나노

다공성 소재인 에어로겔은 단열소재로의 응용을 한 단열

특성은 매우 우수하지만 도 특성으로 인하여 가볍고 비

산성 높아 가공성형에 난 이 있어 충 재(filler)로 퍼얼라

이트를 참가하여 치수안정성  단열성능을 증가 시켰다. 

제조공정은 양단에 수산기를 포함하고 있는 폴리올과 디

이소시아네이트를 반응시켜 폴리우 탄 리폴리머를 형성

한다. 그리고 충 재와 발포재  기타 첨가재를 투입하여 

충분한 교반이 이루어지도록 하 다. 발포재, 분산재 그리고 

매로 DEA를 첨가한 후 충분한 분산이 이루어진 것을 육

안으로 단한 후 충 재인 실리카 에어로겔과 퍼얼라이트

를 첨가한다. 이때 에어로겔은 비표면 이 매우 높고 도가 

낮으므로 비 이 매우 낮으므로 성형을 한 가공성이 어려

워 투입속도를 매우 느리게 한다. 교반속도는 기투입시 약 

100rpm이하로 투입하고 투입이 완료된 후에는 속도를 진

으로 증가시켜 320 rpm 까지 증가시킨다. 실험 온도는 교

반온도는 상온에서 교반을 진행을 하며 발포온도는 60 ℃에

서 3시간동안 발포를 시킨다. 그리고 일부 미반응 첨가물의 

휘발  잔존 경화반응을 하여 상온에서 48시간 자연 시효

(aging)시킨다. 발포된 단열보드의 일정규격으로의 성형을 하

기 하여 200X200X10 mm크기의 glass 몰드형틀을 비하여 

교반이 끝난 액상의 우 탄 화합물을 주형에 부은 후 건조경

화공정을 거쳐 에어로겔이 함침된 단열재를 제조하 다.  

4. 결과  고찰 

1. 나노복합체의 구조  특성 

그림 1은 실리카 에어로겔을 우 탄 바인더경화를 이용하

여 제조된 단열보드의 학 미경 사진이다. 제조하기 한 

성형몰딩은 200X200X10 mm 크기로 성형틀에서 경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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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urface morphology of silica aerogel (5000X)

(b) Surface morphology of silica aerogel (100000X)

그림 3 실리카 에어로겔의 미세구조 자 미경 사진 

Fig.  3 Microstructural  SEM images of silica aerogel 

제작하 다. 발포과정 에 발생하는 기포에 의하여 생성된  

표면 기공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미세조직은 치 한 

구조를 함유하지만 기계 인 강도는 필러의 함량이 증가함

에 따라 감소함을 보 다. 

그림 2 실리카 에어로겔/폴리우 탄 발포 경화 단열보드

Fig. 2 Thermal Insulation board prepared by silica aerogel/ 

urethane polymerization  

제조된 나노복합체의 구조 인 특성은 주사 자 미경

(SEM, Scanning Electronic Microscope, Hitachi社 S-4300)

으로 미세구조를 분석하 고 EDS (Energy Dispersive 

Spectrometer)를 이용하여 에폭시 모재에 분산된 실리카 에

어로겔의 SiO2 성분을 검출하 다. 그림 3은  실리카 에어로

겔이 우 탄 바인더에 함침 경화되기 의 에어로겔 분말의 

입자 사진이다. 본 실험에 사용된 실리카 필러는 엠 워주식

회사의 다공성 실리카 에어로겔 분말(EMP-SAP0911) 을 

이용하 다. 주요 물성은 입자의 평균 직경이 10 μm, 열

도율이 0.02 ~ 0.03 W/mK, 기공율은 90% 이상의 다공성 

 소수성 소재이다. 본 실리카 에어로겔은 상압건조공법

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것으로 가의 규산소다와 DI water

를 혼합한 후 질산과 실란계열의 구물질을 이용하여 겔화

(gellation)  표면개질 과정을 거쳐 제조한다. 그림 3(a)는 

실리카 입자분포의 SEM사진으로 체 인 분포는 1 μm에

서 8 μm의 분포를 보이며 2차입자의 평균 직경이 4 μm이

다. 한  비표면 은 900 m
2
/g이며 기공의 형태는 열린 기

공(open pore) 구조를 갖는다. 그림 3(b)의 그림에서는 10만

배의 고배율로 미세조직을 살펴본 결과 나노기공과 1차 입

자의 분포로부터 메조기공(2~50nm) 크기의 미세 기공 구조

를 알 수 있다. 

그림 4는 에어로겔 분말의 함량이 30% 함침된 폴리우

탄 발포 단열 에어로겔 보드의 SEM 사진이다. 고분자 가

교결합(cross linking)을 이루고 있는 우 탄 고분자 모재

(base materials)가 에어로겔 입자를 감싸고 있는 고착된 구

조를 이루고 있으며 발포로 인하여 고분자내부에 기공성 통

기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한 5000배의 고배율로 구조는 

경화된 후의 고분자에 가교되어 고정된 에어로겔의 분포가 

매우 일정하게 분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는 EDS분석을 통하여 가교경화된 에어로겔/폴리우

탄 고분자 수지의 구성원소에 하여 살펴보았다. 시편 내

에 C와 O가 각각 64.3 wt%와 24.7 wt% 이며 실리콘이 5.4 

wt%로 구성이 되어있다. 특히 폴리이소시아네이트의 발포 

형성시 포함된 질소는 약 5.3wt%의 양이 포함이 되어있었다.  

  

2. 나노복합체의 열 특성

  그림 6은 충진용 필러로 퍼라이트를 20wt%로 고정 투입

한 후 실리카 에어로겔의 함량을 10 ~ 50 wt% 로 증가시키

며 우 탄 발포공정을 통하여 제조한 단열재의 열 도도 측

정결과이다. 단열보드의 물리 인 강도와 치수안정성을 확보

하기 하여 충진재로 에어로겔과 동일한 원소인 실리카로 

구성된 퍼라이트를 고정하여 첨가하 다. 측정방법은 Heat 

Flow Method법(모델명:HC-074-314, 일본 EKO社)을 이용

하여 측정하 으며 측정 기 은 ASTM-C518에 근거하여 

측정하 다. 평가조건은 에어로겔의 함량변화에 따른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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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erogel dispersed polyurethane cured resin(1000X)

(b) Aerogel dispersed polyurethane cured resin(5000X)

그림 4 실리카 에어로겔의 미세구조 자 미경 사진 

Fig.  4 Microstructural  SEM images of silica aerogel powder 

immersed cured materials  

그림 5 경화된 단열 복합재의 EDS 피이크 

Fig. 5 EDS peaks of aerogel/urethane foamed composites 

그림 6 에어로겔 충진함량에 따른 열 도도 변화

Fig. 6 Thermal conductivity variation by increase of aerogel 

contents to 50 wt% 

샘 을 몰드성형 보드의 상 은 10℃, 하 은 30℃, Traversing 

length는 0.1 ~ 100 mm 의 조건으로 상하 의 온도편차를 

이용하여 달하는 열량을 측정하 다.  그 결과 그림 6은 

실리카 에어로겔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열 도도가 감소

하는데 이는 에어로겔의 증가량이 단열효과에 향을 주는 

것으로 사려된다. 에어로겔의 함량을 증가시킬 수록 열 도

특성은 개선이 되지만 질량비가 40wt% 이상 투입하 을 경

우 높은 기공도  낮은 도로 인하여 기구 인 성형성에 

어려움이 있고 한 제작후의 단열보드의 물리 인 강도 

하 상이 발생하 다.  

3. 나노복합체의 기계 인 특성 

우 탄 발포공정을 통하여 제조된 에어로겔/고분자 보드

는 건축용 자재  각종 단열성 보드에 용이 가능할 것으

로 사려된다. 그러므로 에어로겔/우 탄발포 고분자복합소재

의 기계 인 강도는 만능시험기 (UTM, Universal Test 

Machine)를 이용하여 기계 인 강도를 측정하여 보았다. 

인가압력 ∙

상수∙단위면적

인가되는하중
        (2)

  

성형경화된 시편을 10 X 10 mm의 크기로 자른 후 단

면 (10 X 10 mm)에 인가되는 압력을 증가시키며 단열재가 

괴되는 순간의 괴강도를 측정하 다.  에어로겔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물리 인 강도는 격한 감소 상을 보 다. 

측정 결과 그림 7에서와 같이 에어로겔의 함량이 증가 할수

록 기계 인 강도는 감소하 다. 이는 에어로겔의 다공성 특

성이 기계 인 강도에 향을 주었으며 특히 에어로겔의 함

량이 30wt%를 과하 을 경우 격하게 강도가 하락하

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에어로겔의 단열성질이 첨가된 

에어로겔의 단열특성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을 알수

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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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단열성 에어로겔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른 압축하  

강도 

Fig. 7 Compressive loading variation by increase of aerogel 

contents to 50wt% 

5. 결  론 

다공성 실리카 에어로겔은 공업용 물유리를 기본 매트릭

스(matrix) 소재로 HMDS (hexamethyldisilazane)와 노르말 

헥산(n-hexane)을 반응물질로 하여 소수성, 다공성 나

노구조체 에어로겔 분말을 제조할 수 있었다. 제조된 실리카 

에어로겔의 다공성질은 90~95%의 다공성(porosity)를 보유

하고 있으며 비표면 은 850~1000 m
2
/g, 도는 0.05 g/cm

3 

의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에서는 실리카 에어로겔을 폴리우 탄 발포성형법

을 이용하여 경화시켜 단열보드  넬을 제작하 다. 그리

고 제조된 실리카/고분자 복합체의 구조 인 특성, 열  기

계 인 특성을 분석하여 보았다. 

측정 결과 실리카 에어로겔의 함량에 따라서 0.07에서 

0.13 W/mK 의 열 도도를 얻을 수 있었다. 이는 에어로겔

의 함량이 증가 할수록 다공도와 단열분말의 증가로 인하여 

열 도도 효과가 개선되는 결과이다. 단열용 자재로 용을 

하기 하여 일축압축 응력시험기를 이용하여 기계 인 강

도를 측정한 결과 단 면 (1 cm
2
)당 압축하 이 10 내지 

25kgf 의 범 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다공성 실리카 분

말의 함량이 30wt%를 과할 경우 격하게 기계 인 응력

이 하락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는 다공성 에어로겔 

분말이 단열특성은 우수하지만 기계 인 특성에는 부정 인 

효과로 작용하 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건축자재  

공업 등의 산업용 자재로 용을 하기 해서는 기계 인 

특성의 개선연구가 시 하며 가공의 형태가 유연성을 가미

한 유연(flexible) 건자재 등의 다양한 연구가 요구되어진다. 

한 본 연구에서 용되어진 폴리우 탄과 같은 유기바인

더의 연구  실험뿐만 아니라 에폭시, 아크릴계열 등의 다

양한 바인더 기술을 용하는 범 한 연구와 심이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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