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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무열분해 공정에 의한 규산수용액으로부터 
다양한 미세기공을 갖는 실리카 나노다공체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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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anoporous SiO2 particles containing different pore volume and size were prepared from silicic acid by a spray 
pyrolysis. The pore size, pore volume and particle size could be controlled with varying the precursor concentration, 
reaction temperature, and amount of organic templates such as Urea and poly ethylene glycol (PEG). The pore size 
distribution, pore volume and specific surface area of as-prepared particles were analyzed by BET and BJH methods, 
and the average particle sizes were measured by a laser diffraction method. The nanoporous SiO2 particles ranged 0.6 
- 0.9 µm in diameter were successfully synthesized and the average particle size increased as the silicic acid 
concentration increased. The morphology of nanoporous SiO2 particles was spherical and pores ranged 1 - 40 nm in 
diameter were measured in the particles. In case of Urea added into silicic acid, it showed no much difference in the 
morphology, pore size and pore volume at different Urea concentration. On the other hand, when PEG was added, it 
was clearly observed that pore diameter and pore volume of the particles surface increased with respect to PEG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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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실리카 분말은 흡착제, 바인더, 고품질 촉매로 사

용 될 수 있으며 단열재, 습도센서, 고기능성 충진재 

등의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하므로 산업적으로 이용

할 수 있는 응용범위는 방대하다(LeVier et al., 1995, 
Giesche, 1994).

이러한 실리카 분말을 여러 분야에 적용하기 위

해서는 분말의 크기와 비표면적, 표면의 특성을 조

절하는 것이 중요하다(Jang, 2011). 최근에는 실리카 

분말의 특성을 제어하기 위해 다른 물질과 복합화

하여 새로운 기능성 소재를 제조하거나 나노크기 

기공을 갖는 실리카 나노다공체를 제조하는 기술과 

응용연구들이 국내외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Jang et al., 2006, Mädler et al., 2002, Ehrmas et al., 
1998). 나노다공체 응용기술은 미세조직과 표면특성 

제어함으로써 에너지, 환경, 정보 및 전자 산업 등에 

획기적인 응용이 가능한 첨단기술이다(Ishizaki et 
al., 1998, Holister et al., 2003). 특히 나노크기 기공

을 갖는 다공체의 기공특성에 따라 구조용 소재와 

기능성 소재 응용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폐기공을 

갖는 경우, 경량소재, 에너지 흡수재, 단열재 등 구

조용 소재로서 응용될 수 있는 반면에, 개기공을 갖

는 다공체의 경우에는 높은 비표면적을 요구하는 

필터나 촉매체 등의 기능성 소재로 다양한 분야에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나노다공체는 가장 일반적

으로 이용되고 있는 환경소재 분야로의 응용과 화

학, 바이오 및 전자소재 분야 뿐만 아니라 에어로겔 

및 벌크형 다공체 소재로 응용 등 다양한 분야에 적

용할 수 있는 주목받는 소재이다(Kukulska-Zajac et 

al., 2008, Datka et al., 2005, Kawashita et al., 2000).
많은 장점을 가지는 실리카 나노다공체를 제조하

기 위하여 기상공정인 분무열분해 공정을 사용할 

수 있다. 기상 공정을 통한 실리카 나노다공체 제조

의 일반적인 장점은 고순도의 분말제조, 화학적 균

질성 유지, 다공체를 다양한 크기로 생산할 수 있으

며 또한 단위 무게당 표면적이 넓은 다공체를 생산

할 수 있다. 그리고 분무열분해 공정에 의한 분말 

제조 기술의 장점은 기존 공정에 비해 방법이 간단

하고 에너지가 절약되며 시간이 적게 걸리고 대량 

분말 생산이 가능하다(Pratsinis et al., 198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무열분해 공정을 이용하

여 규산수용액으로부터 다양한 미세기공을 갖는 실

리카 나노다공체를 제조하였다. 나노다공체 제조를 

위한 공정변수로써 반응온도, 전구체 농도 및 유기

주형(Urea, poly ethylene glycol (PEG)) 주입량의 변

화를 선정하였다. 이때 생성된 나노다공체의 비표면적, 
기공크기, 기공크기 분포, 형상을 BET (Brunauer- 
Emmett-Teller), BJH (Barrett-Joyner-Halenda), Particle 
size analysis (PSA),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 분석을 통하여 관찰하였다. 그
리고 다양한 기공크기와 기공부피를 갖는 실리카 

나노다공체가 다양한 분야에 응용이 가능함을 보여

주고자 한다.

2. 실험방법
2.1 실리카 나노다공체 제조
원료물질로 규산나트륨수용액(Sodium silicate, DC 

Figure 1.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nanoporous SiO2 particles by spray pyro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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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cal)으로부터 이온교환법을 이용하여 나트륨을 

제거한 규산수용액(Silicic acid)을 사용하였다. 이온

교환 컬럼을 이용하여 규산나트륨수용액(1 M)으로

부터 이온교환법을 사용하여 규산수용액(0.75 - 0.8 
M)을 제조하였다. 이때 사용된 이온교환 수지는 사

용 pH 범위가 pH 0 - 14인 수소형 양이온 교환수지

(TRILITE MC-1)이며 비중이 1.20 g/ml, 평균입자크

기가 600 µm인 구형입자이며 이는 스티렌 디비닐벤

젠(Styrene Divinylbenzene)을 기본 모체로 하고 황산

기를 교환기로 사용하는 기본 특성을 가진다. 나트

륨 성분이 흡착된 이온교환수지는 염산용액으로 나

트륨 성분을 제거한 후 증류수로 세척하여 재사용

하였다. 실리카 나노다공체를 제조하기 위하여 이온

교환법으로 제조된 규산수용액을 0.2, 0.5, 0.7 M 농
도로 각각 준비하였다. 또한 유기주형을 이용해 기

공크기 제어를 위하여 Urea (Sigma-aldrich)와 

PEG(Polyethylene Glycol 200, Daejung chemicals & 
metals)를 제조된 규산수용액에 첨가하였다. 이때 

PEG는 계면활성제인 Tween 20 (Sigma-aldrich)과 함

께 사용하였다. 분무열분해 공정에 의한 실리카 나

노다공체 제조 공정의 개략도는 Figure 1에 나타내

었다. 실리카 나노다공체 제조를 위한 분무열분해 

공정장치는 초음파 분무기(진동자: 1.7 MHz)와 전기

로(직경: 2.5 cm, 높이: 57.0 cm), 그리고 필터

(PTFE-Filter Pore size; 1.2 µm)로 구성되었다. 반응

물질을 포함한 실리카 전구체는 초음파 분무기에 

의해 미세액적으로 분무되어 이송가스인 공기와 함

께 가열된 전기로를 통과하여 입자로 생성되어 감

압 하에 테프론 재질의 필터에 포집된다. 반응기 온

도는 600, 700, 800 oC, 운반 공기 유량은 1 l/min의 

조건하에서 실리카 나노다공체 제조실험을 수행하

였다.

2.2 분석
본 연구에서 제조한 실리카 나노다공체의 형상, 

분말 표면을 관찰하기 위하여 주사전자 현미경

Figure 2. FE-SEM images (a, b, c) and pore size distributions (d) of the nanoporous SiO2 particles 
prepared at different concentrations of silicic acid of 0.2 (a), 0.5 (b) and 0.7 M (c) (operating 
temperature: 700 oC, carrier gas flow rate: 1 l/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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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SEM, HITACHI, S-4800)을 사용하였고, 분말의 

평균 입자 크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Particle Size 
Analysis (PSA, Matersizer 2000, Malvern)를 이용하였

다. 비표면적, 기공 크기 분포, 기공의 부피를 알아

보기 위하여 BET (Brunauer-Emmett-Teller), BJH법을 

적용한 질소흡착분석기(Quadrasorb SI, Quantachrome)
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규산수용액 농도 변화에 따라 제조한 실리카 나

노다공체의 기공크기분포, 기공부피, 비표면적, 형상

의 특성을 관찰하였다. 반응온도 700 oC, 이송가스 1 
l/min조건에서 규산수용액의 농도 0.2, 0.5, 0.7 M로 

변화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Figure 2의 FE-SEM 분
석 결과 실리카 나노다공체는 구형의 형상이였다. 
FE-SEM 결과로는 분말의 표면에 존재하는 기공을 

관찰할 수 없었으나, BJH분석을 통해서 기공의 존

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BJH 결과 제조한 실리

카 나노다공체는 모든 농도조건에서 기공크기가 3.8 
nm에서 기공이 가장 많이 존재함을 확인 할 수 있

었다(Figure 2). 또한 전구체인 규산수용액의 농도가 

0.2, 0.5, 0.7 M로 높아질수록 기공의 부피가 0.43, 
0.47, 0.49 cm3/g으로 증가하였고, 비표면적도 468, 
558, 610 m2/g로 넓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리

카 나노다공체 평균 입자 크기 역시 0.6 에서 0.8, 
0.9 µm로 점점 커지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는 규산

수용액 전구체 농도가 0.2, 0.5, 0.7 M로 높아짐에 따

라 분무된 한 액적 내에 포함된 실리카 나노분말의 

농도가 높아진다. 그 결과 액적 크기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분무열분해 공정에 의해 제조된 실리카 나

노다공체의 크기가 커지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아래의 식에 의하여 실리카 나노다공체 크기 dp는 

전구체의 농도 cpr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Messing et 
al., 1993, Jokanovic et al., 2004). 

여기서 dd는 액적 크기, Mp는 입자의 분자 질량, 
ρp는 입자 밀도, Mpr는 전구체의 분자 질량을 

나타낸다. 모든 조건에서 다른 변수는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실리카 나노다공체 크기 dp와 전구체의 

농도 cpr와의 상관 식으로 간단히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규산수용액 농도가 0.2에서 0.7 M로 증가할 때 예

상되는 이론 값 입자크기의 비율은 1.5이다. 우리가 

측정한 실리카 나노다공체 크기는 0.6 µm에서 0.9 
µm로 증가했으며 이 비율도 1.5를 나타내므로 이론 

값과 측정 값이 잘 일치한다.
일정한 조건(규산수용액 농도: 0.5 M, 이송가스 

유량: 1 l/min)에서 반응기 온도를 600, 700, 800 ℃

로 변화시키며 생성된 실리카 나노다공체의 기공분

포와 비표면적, 기공크기, 형상을 조사하였다. 
FE-SEM 분석을 통해 실리카 나노다공체는 전체적

으로 구형 형상을 확인하였다(Figure 3). 기공크기는 

3.8 nm에서 대부분 분포하고 있었고 반응온도에 따

라 제조한 실리카 나노다공체간의 기공크기 변화는 

없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규산수용액 농도에 따라 

실험하여 얻은 결과 값과 유사하다. 반응온도 600, 
700, 800 ℃ 조건에서 비표면적 값은 562, 558, 550 
m2/g이고, 기공부피는 0.47, 0.47, 0.46 cm3/g을 각각 

나타내었다. 이 결과로부터 본 실험에서 수행한 반

응온도의 실험범위 600, 700, 800 ℃는 미세 액적의 

건조 속도와 실리카 나노다공체의 형상 및 크기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규산수용액 농도 0.5 M과 반응기 온도 700 ℃, 이

송가스유량 1 l/min으로 고정하고 규산수용액에 유

기주형인 Urea, PEG를 첨가하여 이에 따라 생성되

는 실리카 나노다공체의 기공크기와 기공부피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첫 번째 첨가물질로 

Urea를 사용하여 Urea/규산수용액의 비율을 0.1, 1의 

몰 비율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FE-SEM 분석결과 모

든 조건에서 구형의 형상을 보였다. 각각의 조건에

서 비표면적은 613, 596 m2/g, 기공부피는 0.49, 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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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FE-SEM images (a, b) and pore size distributions (c) of the nanoporous SiO2 particles 
prepared at different molar ratios of silicic acid/urea of 0.1 (a) and 1 (b) (silicic acid: 
0.5 M, operating temperature: 700 oC, carrier gas flow rate: 1 l/min).

Figure 3. FE-SEM images (a, b, c) and pore size distributions (d) of the nanoporous SiO2 particles 
prepared at different operating temperatures of 700 (a), 800 (b) and 900 oC (c) (silicic acid: 
0.5 M, carrier gas flow rate: 1 l/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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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3/g으로 나타내었으며 이 결과는 두 조건간에 비

교하였을 때 큰 차이가 없었다(Figure 4). 이때 제조

된 실리카 나노다공체의 평균 입자크기는 기존에 

Urea를 첨가하지 않고 제조된 실리카 나노다공체와 

비교하였을 때 0.8 µm 에서 1.7 µm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Urea가 실리카 콜로이드 용액에 첨가

되어 실리카 나노다공체가 제조되는 경우에 Glass 
layer를 형성하게 되고, 실리카 나노다공체 제조 시 

Urea가 규산수용액과 함께 고온에서 열분해를 발생

하여 실리카 나노다공체의 표면의 기공크기에 영향

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Kim et al., 2005). 
또 다른 유기주형 물질로써 PEG를 사용하여 규산

수용액 농도 0.5 M, 반응기 온도 700 ℃, 이송가스유

량 1 l/min 조건 하에서 실리카 나노다공체를 제조

하였다. 이때 PEG 농도는 0.6, 3, 6 wt%로 변화시켰

고 계면활성제인 Tween 20을 6:5 (PEG:Tween20)의 

비율로 첨가하여 농도에 따라 생성되는 다공체 분

말의 비표면적, 기공크기, 기공크기분포, 형상을 관

찰하였다. 주입된 PEG 농도가 0.6, 3, 6 wt%로 증가

함에 따라 생성된 실리카 나노다공체의 비표면적은 

528, 554, 566 m2/g으로 증가하였고, 기공 부피는 

0.60, 1.22, 1.65 cm3/g으로 커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ure 5). 특히 평균 기공크기가 PEG 농도에 따라 

3.8 nm에서 18.0 nm까지 약 5배가량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PEG가 실리카 콜로이드 용액에 

첨가되어 실리카 나노다공체로 제조 시 고온에서 

PEG가 제거되면서 실리카 나노다공체의 미세기공

을 효과적으로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Park et al., 
2003). FE-SEM 분석결과 PEG 농도가 낮을 때는 실

리카 나노다공체의 표면이 매끄럽고 기공이 육안으

로 확인이 되지 않으나, PEG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실리카 나노다공체의 표면에서 많은 미세기공이 관

찰되었으며 그 수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ure 5). 이로부터 첨가된 PEG 농도를 조절 함으

로써 다양한 크기의 미세기공을 갖는 실리카 나노

다공체가 제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규

산수용액 농도 0.5 M에서 유기주형을 넣지 않았을 

때 기공부피는 0.47 cm3/g를 나타냈고, 유기주형인 

Figure 5. FE-SEM images (a, b, c) and pore size distributions (d) of the nanoporous SiO2 particles 
prepared at different concentrations of PEG of 0.6 (a), 3 (b) and 6 wt% (c) (silicic acid: 0.5 
M, operating temperature: 700 oC, carrier gas flow rate: 1 l/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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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ea와 PEG를 첨가했을때 0.50 cm3/g과 1.65 cm3/g로 

각각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로부터 첨가된 유

기주형을 조절 함으로써 다양한 크기의 미세기공을 

갖는 실리카 나노다공체가 제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결론
분무열분해 공정을 이용하여 규산수용액으로부터 

전구체의 농도, 반응온도, 첨가물질의 변화하여 다

양한 미세기공을 갖는 실리카 나노다공체를 성공적

으로 제조하였다. 실리카 나노다공체는 구형 형상이

었으며, 전구체 농도 0.2에서 0.7 M로 증가할 수록 

실리카 나노다공체의 비표면적과 입자크기가 468에

서 610 m2/g, 0.6에서 0.9 µm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반면에 본 실험에서 수행한 반응온도

의 실험범위는 실리카 나노다공체의 형상 및 크기

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규산수용액에 첨가물질로서 Urea가 첨가된 경우에

는 기공크기와 기공부피에서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첨가물질로서 PEG를 사용한 경우에 PEG
의 농도가 0.6에서 6 wt%로 높아질수록 미세기공부

피와 크기가 0.60에서 1.65 cm3/g, 3.8에서 18.0 nm로 

확대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로부터 실리카 나노

다공체의 다양한 분말 특성을 기공크기와 분말의 

특성, 기공의 부피는 첨가물질과 시작물질의 농도에 

따라 그 특성을 조절할 수 있었으며, 본 연구에서 

제조한 실리카 나노다공체는 필터나 촉매제 등 기

능성 소재로 사용가능하고 효과적인 약물방출 조절 

물질로 활용이 가능한 중요한 소재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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