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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silicon alkoxide(tetraethyl orthosilicate, TEOS)에 비해 단가가 저렴하여 상업화에 유리

한 물유리를 전구체로 사용하여 계면활성제의 농도에 따라 형성되는 다양한 크기의 실리카 중공 미세구(hollow silica

microsphere, HSM)를 합성하였다. 계면활성제의 농도에 따른 실리카 중공 미세구의 형성에 대한 물성을 퓨리에 분광기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meter), 접촉각 측정기(contact angle measurement), Brunauer-Emmett-Teller 및 Barrett-

Joyner-Halenda 분석기와 전계방사형 주사전자현미경(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를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계면활성제를 적정량의 농도로 투입하여 porous한 물유리 기반 실리카 중공 미세구를 제조할 경우 비표면적은 169

m2/g, 평균 입자 크기 25.3 μm 및 표준편차는 6.25로 우수한 실리카 중공 미세구가 형성됨을 확인하였다.

Abstract: In this study, hollow silica microspheres (HSM) of various sizes formed according to the concentration of

surfactants using water glass as a precursor, which is advantageous for commercialization due to its lower unit cost

compared to conventional silicon alkoxide (tetraethyl orthosilicate, TEOS) was synthesized. The physical properties of

the silica hollow microspheres according to the concentration of surfactant were analyzed using Fourier transform infrared,

contact angle measurement, Brunauer-Emmett-Teller and Barrett-Joyner-Halenda analyzers and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When porous water glass-based hollow silica spheres were prepared by adding a surfactant at an

appropriate concentration, it was confirmed that excellent hollow silica spheres were formed with a specific surface area

of 169 m2/g, an average particle size of 25.3 μm, and a standard deviation of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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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실리카 중공 미세구(hollow silica microsphere, HSM)는

중앙이 비어있고 다공성 혹은 비다공성 껍질(shell)로 둘

러싸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1) 상대적으로 낮은 밀도,

표면 투과 기능 등의 독특한 물리적 특성2-3) 때문에 경

량 충진재, 단열 재료, 센서, 약물 전달체 등 많은 분야

에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실리카(SiO2) 중공 미세구의

경우 열적, 기계적, 화학 안정성 및 생체 적합성을 가지

고 있어 다양한 합성 및 응용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4-7) 하지만 주로 HSM을 제조하기 위한 전구체

로 사용되는 silicon alkoxide(tetraethyl orthosilicate, TEOS)

를 사용하여 경제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를

본 연구에서는 전구체로서 고가의 TEOS 대신 저가의 물

유리(sodium silicate solution)를 사용함으로써 경제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중공 미세구의 제조 방법은 크게 nozzle-reactor

system, sacrificial core, emulsion으로 분류할 수 있다.8-10)

Nozzle-reactor system 방법은 중공 미세구의 평균 크기가

40 µm 이상으로 작은 크기의 중공 미세구를 얻기 힘들며,

입도 분포가 넓고, 고순도의 산화, 비산화 금속 조성의 중

공 미세구를 제조하기 어렵다. Sacrificial core 방법은 주

로 구형 고분자를 핵으로 사용하고 다양한 코팅기술을 이

용하여 균일한 크기의 단분산된 중공 미세구를 제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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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핵을 용매에 녹이거나 고온에서 열분해를 해주어

야 한다.11) Emulsion 방법은 화학적으로 균일하고 단일

또는 복합 조성의 세라믹 물질로도 입자 제조가 가능하

다는 장점을 가지지만 이 역시 입자의 크기 조절 및 입도

분포를 조절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진다.12) 

물유리의 경우 TEOS에 비해 반응성이 낮아 원하는 구

조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나타내나 본 연구에서

졸-겔 공정 조절을 통해 효과적으로 물유리 기반 실리카

중공 미세구를 제조하고자 하였다. 또한 emulsion 방법

을 기반으로 하여 계면활성제(Span 80)의 농도에 따라

입자 크기 및 입도 분포를 조절하였다. 투입한 계면활성

제의 농도에 따라 제조된 실리카 중공 미세구의 형성에

대한 물성을 퓨리에 분광기(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meter, FT-IR spectrometer), 접촉각 측정기(contact

angle measurement), Brunauer-Emmett-Teller (BET) 및

Barrett-Joyner-Halenda (BJH) 분석기와 전계방사형 주사

전자현미경(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FE-SEM)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 실험방법

다양한 양의 계면활성제 첨가에 따른 물유리 기반 실

리카 중공 미세구는 졸-겔 공정을 통해 합성되었고 사용

한 화학물질은 다음과 같다. 물유리 용액(53 wt%, 덕산,

한국)이 전구체, 산 촉매제로 HNO3(68-70%, 삼전, 한국

)가 사용되었다. 용매로 n-Hexane(95.0%, 덕산, 한국)이

사용되었으며 표면 개질제로 Dimethoxydimethylsilane

(DMDMS, 95.0%, 시그마 알드리치, 미국)가 Span 80(시

그마 알드리치, 미국)이 계면활성제로 사용되었다. 먼저

물유리와 비이온수를 섞어 비중 1.05를 가진 물유리 용액

을 제조하였다. 물유리가 충분히 녹을 때까지 교반한 후

에, HNO3를 첨가하여 2분간 500 rpm에서 교반하였다. 그

후 표면 개질제로 DMDMS를 첨가하여 30초간 교반하였

다. 그 후 50 ml의 n-hexane과 전체질량의 0.3, 0.4, 0.5, 0.6

wt%의 계면활성제인 Span 80을 혼합한 용액을 각각 첨

가한 후 10분간 교반하였다. 이때 계면활성제 첨가한 농

도에 따른 샘플의 이름을 S1, S2, S3, S4로 설정하였다.

그 다음 50oC에서 6시간 동안 숙성을 진행하였다. 이 과

정은 겔화로 인해 형성된 습윤겔 내부의 Si-OH 간 중합

반응을 진행시켜 주는 역할을 하므로, 입자 간 연결되어

있는 neck 부분을 더욱 넓고 강하게 만들어 결국 거시적

으로는 습윤겔의 구조를 강화시킨다.13-15) 숙성 과정 중간

n-hexane을 이용하여 1회 세척을 진행하였다. 세척 과정

을 통해 겔 표면에 남아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여 겔 특성

저하를 감소시켰다. 그 후, 숙성과정이 끝나면 1차례 n-

hexane을 이용하여 1회 세척한다. 이 과정 역시 습윤겔에

잔류하고 있는 표면개질 혼합액 등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n-hexane을 제거한 후

50oC에서 1시간, 150oC에서 2시간 동안 상압 건조를 진

행하여 최종 생성물로 실리카 중공 미세구를 제조하였다.

FT-IR spectrometer (Perkin Elmer, Model No. 760, 미

국)를 이용하여 400-4000 cm1의 파장 범위에서 peak의

위치 및 크기를 통해 화학적 결합을 분석하였다. 접촉각

(GITsoft, UNI-CAM-M-Dimension, 한국) 측정을 통해 각

샘플 표면의 소수성을 측정하였다. 0.01<P/P0<1 범위의

상대 압력으로 질소가스의 흡착된 양을 이용하여 분석하

는 BET & BJH 분석기(Quantachrome, autosorb-iQ, USA)

를 통해 계면활성제 Span 80의 첨가량에 따른 비표면적,

평균 기공 크기, 기공 부피와 같은 기공 구조의 변화를 분

석하였으며 평균 기공 크기의 분포를 관찰하였다. FE-

SEM (Supra 40 VP, Carl Zeiss, 독일)을 이용하여 계면활

성제 Span 80의 농도에 따른 물유리 기반 실리카 중공 미

세구의 기공 구조를 각각 관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 실리카 중공 미세구는 두 가지 단계로 산

촉매제를 사용한 졸-겔 공정을 통해 제조되었다. 합성

조건에서의 반응은 다음 (a), (b)의 식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16)

(a) Hydrolysis

Na2SiO3 + 2H2O → ≡Si-(OH)2O


 + 2NaOH

(b) Condensation

≡Si-OH + HO-Si≡ → ≡Si-O-Si≡ + H2O

(c) Surface modification

2(Si-OH) + Si-(OCH3)2(CH3)2 

→ 2(Si-O-Si-(CH3)2O) + 2CH3OH

(a)의 식에서 먼저 물유리 용액 내 존재하는 규산 나트

륨이 물과 가수분해 반응을 통해 silanol group Si-OH 결

합을 형성한다. 이후 (b)의 식에서 산 촉매제로 질산 HNO3

를 첨가하여 silanol group간의 축합반응으로 Si-O-Si 결

합을 형성하게 된다. 이후 (c)의 식에서 표면 개질제로

DMDMS를 첨가하여 실릴화 반응을 통해 Si(CH3)3을 형

성하여 소수성을 부여하였다. 표면 개질제와의 실릴화 반

응 이후 부산물로 메탄올 CH3OH가 나오고 반응이 진행

됨에 따라 메탄올 용매가 표면에서 액적으로 침투하여 규

산 나트륨 전구체의 가수분해 및 축합반응이 일어나 shell

을 형성한다.17) 이때 shell의 형성 과정에서 rpm 속도와

계면활성제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입자의 크기가 작게

형성된다.18) 숙성 과정 중간 세척과정을 통하여 shell 내

부에 아직 응축되지 않은 물유리를 제거하여 실리카 미

세 중공 미세구를 형성한다.19) 이후 건조 전 세척을 통

해 반응 중 부산물들을 모두 제거해준다. Fig. 1은 네 개

의 샘플 S1, S2, S3, S4에 대한 각각의 FT-IR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스펙트럼에 나타나 있는 흡수된 peak들

을 통하여 샘플들의 표면 및 내부의 화학 결합을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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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1100 cm1 부근에서 높은 peak로 실리카 중공

미세구의 Si-O-Si 결합이 잘 나타나 있다. 또한 800 cm1

과 2900 cm1 부근에서 Si-C 및 C-H 결합을 확인할 수 있

다.20,21) 이것은 해당 샘플들이 소수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관련 반응식은 위 (c)에 제시하였다. 겔

의 기공 구조는 다양한 표면 개질제를 통하여 조절이 가

능하다. 표면 개질제를 첨가하기전 표면은 친수성 그룹

인 -OH (hydroxyl group)을 가지고 있어 공기 중의 수분

등에 의하여 밀도가 저하된다.22) 이를 해결하고자 표면

개질제인 DMDMS를 사용하여 샘플의 표면을 소수성 그

룹인 -CH3 (methyl group)로 치환하였다. 이는 표면의 소

수화 정도를 접촉각 측정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접촉

각 측정에 대한 측정 결과는 Fig. 2에 나타내었다. 접촉각

은 총 네 개의 샘플 S1, S2, S3, S4에 대하여 각각 측정을

하였다. 네 가지 샘플 모두 140o 이상의 높은 접촉각을 나

타내었다. 이는 계면활성제 Span 80의 농도가 표면 개질

반응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에서는 실리카 중공 미세구의 다공성 구조와 비

표면적을 조사하기 위해서 계면활성제의농도에 따른 각

각의 샘플에 대하여 N2 기체의 흡·탈착 등온 그래프를 나

타내었다. BJH 분석에 따르면 실리카 중공 미세구 샘플

의 질소 등온선에서 평균 기공 크기는 약 5 nm이며, 이

는 샘플이 다공성 물질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추가로 확

인이 가능하다. BET 분석에 따르면 S1, S2, S3, S4 그래

프 모두 H3 hysteresis loop의 type IV의 흡·탈착 등온 그

래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기공의 지름이 2-50 nm에

서 나타나는 곡선으로 mesopore를 확인할 수 있다.23,24)

그래프의 흡착선과 탈착선 사이의 면적은 샘플의 기공

부피를 의미하므로 S3 샘플이 가장 크고, S2 샘플이 가장

Fig. 2. Contact angle measurement of sodium silicate solution based hollow silica mircrospheres: S1 (Span 80 = 0.3 wt%), S2 (Span

80 = 0.4 wt%), S3 (Span 80 = 0.5 wt%), S4 (Span 80 = 0.6 wt%).

Fig. 3. (a) Pore size distributions and (b) N2 absorption-desorption isotherms of samples prepared by adding a various quantity of Span

80: S1 (Span 80 = 0.3 wt%), S2 (Span 80 = 0.4 wt%), S3 (Span 80 = 0.5 wt%), S4 (Span 80 = 0.6 wt%).

Fig. 1. FT-IR spectra of sodium silicate solution based hollow

silica microspheres: S1 (Span 80 = 0.3 wt%), S2 (Span 80

= 0.4 wt%), S3 (Span 80 = 0.5 wt%), S4 (Span 80 = 0.6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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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다. S2 샘플이 경우 상대 압력의 증가에 따라 샘플의

질량 대비 흡수되는 N2 기체의 부피량이 다른 샘플들에

비하여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S1, S2, S3, S4 각각의 샘

플의 비표면적은 89.4, 87.8, 169, 155.8 m2/g이다. 계면활

성제 Span 80의 농도가 0.5 wt%에서 실리카 중공 미세구

가 균일한 크기로 형성되어 비표면적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보다 더 계면활성제의 농도가 높은

S4 샘플에서는 비표면적이 감소하는 것을 보여준다. 즉,

적절한 농도의 계면활성제를 첨가할 경우 비표면적을 향

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계면활성제 Span 80의 농

도에 따른 최종 생성물의 특성 변화를 비교 및 분석하고

자 S1, S2, S3, S4 총 네 가지 샘플에 대한 값을 Table 1에

제시하였다.

제시된 샘플들은 계면활성제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실리카 중공 미세구의 평균 입자 크기가 최대 30.4 μm에

서 21.56 μm까지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입

자 크기의 표준편차 데이터는 S1, S2, S3, S4 샘플 각각

16.86, 22.30, 6.25, 13.23으로 S3 샘플에서 6.25로 S1, S2,

S3 샘플보다 낮은 것을 보여준다. 이는 입자의 크기 분

포에 영향을 주는 분산 상의 점도를 계면활성제의 농도

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25,26) 이를 통하여 계면활성제

Span 80의 농도가 0.5 wt%에서 입자 크기 분포가 가장 균

일하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각의 샘플들에 대한

FE-SEM 사진은 Fig. 4에 순서대로 제시하였으며, 계면활

성제의 농도에 따라 형성된 실리카 중공 미세구 샘플들

의 입자 크기 및 입도 분포를 보여준다. FE-SEM 사진에

서 샘플을 각각 비교해보면 계면활성제의 농도가 증가함

에 따라 실리카 중공 미세구의 입자 크기가 작아지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S1, S2, S3의 샘플을 보면 작은

입자들이 모여 있으나, S3 샘플에서 입자들이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적절한 계면활

성제의 농도에서 균일한 입자 크기를 갖는 실리카 중공

미세구를 제조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 Span 80을 계면활성제로 첨가함에 따라 물

유리 기반 실리카 중공 미세구의 물성 변화를 관찰하였

다. Span 80의 투입량을 증가시킴에 따라 실리카 중공 미

세구의 입자 크기가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적절한

계면활성제의 농도에서 균일한 실리카 중공 미세구를 제

조할 수 있고 입자들 간의 응집이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때의 실리카 중공 미세구의 비표면적은 169 m2/

g, 평균 입자 크기 25.3 μm 및 표준편차는 6.25로 다른 계

면활성제 농도의 샘플들에 비해 가장 우수한 특성을 나

타냈다. 반면에 적절한 계면활성제의 농도를 초과한 경

우 실리카 중공 미세구의 평균 입자 크기는 줄어든 반면

입자 크기의 표준편차는 높아져 입도 분포가 불균일해

진 것을 나타냈다. 따라서 계면활성제의 적정량 농도에

서 입자크기 분포 균질도가 향상된 결과가 나왔다. 이러

한 결과로부터 적정량의 계면활성제 첨가는 물유리 기

반 실리카 중공 미세구의 기공구조를 향상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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