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열합성법에 의한 석영유리용 
고순도 α-Si02 분말제 조 

Production of High-quality α-SiOz powders for 
Quartz Glass under Hydrothemal Conditions 

2000. 2 

산 업 자 원 부 



저l 

산업자원부장관 귀하 

~ 

도르 
CJ -.-
‘-

본 보고서를 “수열합성법에 의한 석영유리용 고순도 α-Si02 분말제 

조”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0. 2. 

사업주관기관명 : 한국자원연구소 

수행책임자:유효신 

연 구 원 : 이 강 인 

연 구 원 : 정 인 화 

연 구 원 : 이 철 경 

연 구 원 : 양 동 효 

위탁사업기관명 : 아주대학교 

수행책임자:서경원 

참 여 기 업 체 : 동보화학주식 회 사 



요 0 1: --, 
~ 

ï!:" 

1 . 제 목: 수열합성법에 의한 석영유라용 고순도 a - SiOz 분말제조 

II. 기술개발목적 및 중요성 

- 비 정질 실리카는 건조제 ， 흡수제， 강화제， 충전제， 촉매 담체 등에 유용함-

- 전자 산업 의 발달로 실리카는 특수 용도로까지 개 발되어 ， 압전 소자， 집적 

회로용 원료 및 광학 유리와 반도체 실 리 콘 제조용 초자류로 상용화됨 . 

그러 나 실리카 원료로는 고품위 천연석영 이 요구되 는데 원료의 안정적 

공급이 문제시 됨. 

본 연구의 1차적 목적은 실리차 源으로서 불화규산과 폐TEOS 용액을 처리하 

여 비 정질 실리카 분말을 제조함. 

최종목적은 생성 한 비정질 실 리 카를 수열합성하여 고품위 석영 유리 석영 분말 

을 제조함. 

ID. 기술개발내용 및 범위 

1차년도 

기술개발 내 용 기술개발 범위 

- 실리카 출발원료로서 인산비료 공장에서 I - 남해화학(주)의 불화규산 용액의 농도 측 

배출되는 불화규산 용액 및 펴ITEOS 용액 

의 사용가능성 평가 및 분석 

- 각종 비정질 실리카 분말 제조법의 기초 

실험 : 

· 불화규산 용액의 경우 

1 ) 가열-가수 분해 법 

2) 암모니아 중화법 

· 펴ITEOS 용액의 경우 

1) SO I -ge l법 

정법 개발 및 불순물으I ICP 분석 

- 불화규산 용액을 가열 ， 가수분해하여 비정 

질 실리카 분말제조 

- 불화규산 용액 을 암모니 아로 2-단계 중화 

하여 비정질 실리카 분말제조의 기초실험 

- 불화규산 용액을 NH4F와 암모니아로 처리 

하여 비정질 실리카 분말제조 기초실험 

- 펴ITEOS를 alcoho l과 암모니아수로 처리 

하여 실리카 분말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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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도 

기술개발 내용 기술개발 범위 

- 불화규산 용액 의 2-단계 암모니 아 중화법 .

의 암모니아 mole비， 온도， 혼합 방법， pH 
드드 님. :::느 ^I E< 
o L..! I i:르 b 

불화규산에 대한 암모니아 mole비를 단계 

별로 달리하여 생성하는 실리카의 회수율， 

불순물 조성， 결정수 함량， 비표언적 분석 

및 형상과 입도 조사 

- 불화규산 용액의 NH4F와 암모니아 처리법 

으로 생성한 실리카의 회수율， 불순물 조 

성 , 결 정 수 함량， 생 성 (NH4bSiF6으| 열 분해 

온도 측정 

- 광화제 (mineralizer) 으| 선 정 및 특성 실 험 

- 불화규산 용액의 NH4F와 암모니아 처리법 

。 I A1 2. CA" ~ 승4 
-，그 ζ그 -，코 C그 

- 비장질 실리카의 수열합성 기초실험 

3차년도 

기술개발 내 용 기술개발 법위 

비정질 실리 카의 수열합성의 번수의 영향: 1 - 수열합성 변수의 범위: 

- 생성 석영의 서
 。

조
 뚫

 
불
 샤

 
다
 

1) KOH로 전처리된 습식 및 건조 실리카 

2) KOH 농도 0.02 - 0.5wt% 

3) 30 및 60% 충전율 

4) 수열온도 범위 : 250 - 400 .C 

5) 수열시간 범 위‘ 1 - 360 시간 

6) 석영종자량· 실리 카 양으 2% 및 10% 

7) 일정한 농도에서 KOH와 NaOH 비교 

및 I - XRD, ICP, SEM, 입도분석기에 의한 생성 

1) KOH 광화제 전처리 

2) KOH 농도와 실리카의 K20 함량관계 

3) 충전율 

4) 수열온도 

5) 수열시간 

6) 석영종자의 앙 

7) KOH와 NaOH 광화제의 비교 

형상 

。c:"그 TI 
t::::::j -'-~二:c. 물의 분석 

N. 기술개발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기술개발결과 

- 실리카의 源、으로서 불화규산 및 폐TEOS 용액을 선정하여 분석 및 특성평가 

남해화학(주)의 불화규산 용액을 2-단계 암모니아 중화법으로 처리하여 99%의 

거의 모든 비정질 실리카를 회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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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순물을 우선 제거하는 첫 번째 단계에서 회수율은 전체의 33%이고 실리카의 

순도는 97.6%로 낮으나 두 번째 단계에서 나머지 76%을 모두 회수하였고 순 

도도 99.7% 이상으로 높음 특히 2-단계 중화법으로 Ca, Al , Mg의 제거효과가 

매우 양호함. 

첫 번째 단계에서 불순물이 가장 많이 흡착되는 불화규산에 대한 암모니아의 

mole비는 3이고 그 때 pH는 6이고 2단계에 요구되는 암모니아의 mole비 는 

4.2이고 최종 pH는 9이었음. 불화규산 용액을 단계없이 중화하여도 순도 99% 

정도의 비정질 실리카 분말을 생성함 

- 암모니아 중화법으로 생성한 실리카 분말은 전형적인 중합체 (cluster)로 존재하 

고 비 표면 적 이 40- 160 m2jg로 상용화된 실 리 카 gel보다는 상대 적 으로 낮음-

- 폐TEOS 용액을 ethy 1 alcohol에 혼합하여 암모니아수로 처리하는 Sol-gel법으 

로 순도가 99 .95%가 되는 고순도 球形 비정 질 실리카 분말을 제조하였음. 

광화제 KOH로 전처리된 비정질 실리카를 400 0C 에서 6- 12 시간에 수열합성하 

여 각이 진 쫓面í*Crhombohedron ) 구조의 석 영 ( C! -quartz) 분말을 제조하였음. 

0.05% KOH 전처리로 인한 오염으로 불화규산의 경우 수열합성된 석영의 순도 

가 99.7%에서 99.4%로 낮아지고 폐TEOS의 경우 99.95%가 99.75%로 낮아졌음 

- 수열조건에서 비 정질 실리카는 먼저 빗살 형태의 Si02-X로 전이한 다음， 

cristobalite로 전 이 하는 순서 로 결 정 화하지 않고， 어 떤 경 우는 Si02-X를 통과 

하 여 (bypass) 직 접 구 형 cristo bali te로 전 이 함. 일 단 cristobalite로 전 이 한 

후， 구형 입자가 작은 입자로 분해되고 C! -quartz로 상전이 함. 

활용에 대한 건의 

생성 비 정질 실리카 분말은 세라믹 원료로 사용 

- 생성 석영 분말은 석영유리 (quartz glass)용 원료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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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르 
L-서 Ã J

C그 저l 

피 O 서 
ε크 ~d 목적과 연구개발의 ^-I E프 저| 

실리카는 지상에서 가장 풍부한 실리콘과 산소로 구성된 2원소 화합물로써 단독 

으로 또는 다른 산화물과 결합하여 규화물 형태로 地웠의 약 60wt%를 차지하고 있 

중요성을 연구에 동안 지질학 二l풍부하여 복잡하고 관련한 화학은 다. 실리카에 

인정받았다. 

다 원료까지 제조하는 반도체 실리콘을 및 건축재로부터 재료 세라믹 실리카는 

무정형 실리카는 건조제， 흡수제， 강화제， 있다 여러 형태의 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발달로 실리카는 특수 용도로까지 유용하다. 전자 산업의 등에 담체 충전제， 촉매 

개발되어， 壓電 素子 (piezoelectric crystal), 집적회로(IC)용 원료 및 광학 유리와 반 

도체 실리콘 제조용 초자류로 상용화되었다. 

공급이 。} ;A;l 처 
。，원료의 요구되는데 천연석영이 고품위 그러나 실리카 원료로는 

集積며路(IC)에 사용되는 천연석영에 함유하는 우라늄과 토 문제시되고 있다. 특히 

된다.고품위 원인이 륨 방사능 원소는 “ soft eπor"를 유발하여 치명적인 오작동의 

여러 고품위화하는 이용하여 실리카를 말미암아 저품위 고갈로 점차 자원의 천연 

수
 
’ 할

 
대체 서여으 

-, 0 'i:프 천연 있다. 또 개발되어 가지 상용화 공정 이 상당한 수준까지 

얻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다 있는 원료를 산업용 부산물이나 폐기물에서 

배출되는 불화규소 가스를 물에 폐기물로 행스럽게도 국내에는 과인산비료 공장의 

실리카 원료로 사용하고자 본 연구를 수 얻은 불화규산 용액을 이용하여 세정하여 

행하게 되었다. 

.5'.. ;A4 , , 얻어지는 무정형 실리카 분말제조가 1차적 본 연구는 불화규산을 처리하여 

λ4 , 석영분말을 제조하여 고품위 이다 다음， 생성한 무정형 실리카를 수열합성하여 

원료로 사용하는데 최종목적이 있다. 副次的인 목적으로， 국내에서 배출되는 

초킹~o1-~ 
l:!.. 2..-2. 

영유리 

연구도 생성하는 실리카 비정질 

1 
l 
4 

실리카 源으로 사용하여 

유용성을 찾고자 한다. 

폐TEOS 용액을 

수행함으로써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실 리 카 및 용해 실 리 차의 성 질 

1. 실 리 차(Si02)의 구조 

실리콘이 M02 식으로 나타내는 산화물을 만드는 성질은 주기율표상의 4족의 다 

른 원소들과 같다. 이 산화물들은 특히 C02와 Si02의 경우 산성을 나타낸다. 염기 

성 성질은 이 족의 무거운 원소에서 더욱 두드려 진다. 실리카와 규화광의 거의 모 

든 형태들의 기본 구조 단위는 중앙의 규소 원자를 둘러싸고 있는 4개의 산소의 

Si04 정사면체 (tetrahedra1 ) 구조이다1) 실리카는 구조적으로 정사면체의 모든 산소 

원자들을 이웃하는 그룹들과 공유함으로써 무한대 3차원 망(network)이 이루어진 

다. 공유되지 않고 남아 있는 일부 모퉁이들을 가진 정사면체들과 연결한다면 여러 

가지 구조를 가능케 하는데 그 일부를 규화물들에서 볼 수 있다. 

2. 실리차의 성질 

상온에서 실리카는 많은 일반 시약과 화학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리 

카는 고온이나 휘발 생성물이 반응에서 제거되는 경우와 같은 적절한 조건에서 많 

은 종류의 화학적 전이를 한다. 그 반웅성 (reactivity)은 형태， 전처리와 조사되는 특 

정 시료의 미분상태에 주로 달려있다. 여러 경우에， 분쇄된 미분 비정질 실리카는 

덩어리 상태의 결정형 실리카보다 상당히 반응성이 높다. 높은 표면적을 갖은 비정 

질 실 리 카의 반응성 은 표면 수산화 족들(silanol groups)을 첨 가하여 조절 됨 으로써 

그 절반이 400 0C 까지 가열하여도 남아 있다 2) 

Fluorosilicate(SiF62-) 음이온을 만드는 불산을 제외하면 실리카는 일반 수용성 

醒과 반응하지 않는다. HF에 의해 용해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실리카 용해도는 다 

음과 같은 순서 로 밀도가 증가하면 감소한다(괄호 안은 밀도， g/cm3): vitreous 

? 

ι
 



silica(2.2) < tridyrnite(2.22) ~ cristobalite (2.33) < quartz(2.65). 

실리카의 물에 대한 적절한 용해도를 구하는 것은 평형 도달에 영향을 주는 불 

순물과 표면층 효과로 복잡하다. 보고된 바에 의하면 상옹에서 quartz(α -Si02 )의 

용해도는 6- 11 ppm Si02 범위이다. 상온에서 비정질 실리카 덩어리 (massive)의 용 

해도는 약 70 ppm이고 다른 비정질 실리카는 100-130 ppm이다 이 용해도는 

200 0C 에서 최고치에 달하면서 온도 상승에 따라 증가한다. 또 pH 7에서 최저치를 

나타내며 pH 9 이상에서 급격히 증가한다3) 

3. 결 정 형 실 리 카(Crystalline Silica)의 轉移

실리카는 여러 가지 동질다형 결정체들 비정질 변종들 또는 액체로 존재한다. 

결정 변종에 관한 문헌은 어느 정 도 논쟁의 여 지가 있다. 실리카의 동질다형 通念

에 의하면 1기압 하에서 quartz, tridyrnite, cristobalite 등 3가지 主 형태가 있다. 이 

들의 열전이는 다음과 같다: 

870.C 1470.C 1700 .C 
Quartz 특二二--. Tridyrnite .. 二----. Cristobalite.. • Vitreous silica 

이 모든 형태에서의 구조들은 Si0 4 정사면체를 기본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각 산 

소 원자는 2개의 Si 원자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의 구조는 상당히 다르다. 

이 구조들은 안정범위의 온도한계에서 相互轉移Cinterconvert)를 형성한다. 상전이는 

2차 (non -nearest- neighbor) 배위에 변화를 가져오고 Si- O bonds의 절단과 변형을 

초래한다. 

재구성 전이이외에도 실리카의 각각 주 형태는 高Oow)-低 (high) ， 치환적， 또는 

martensiticC β-Fe와 탄소의 固溶과 유사한) 전이라고 하는 다른 종류의 전이를 행 

한다. 이 전이는 bond를 파괴하지 않고 정사면체를 약간 회 전하는 정도의 작은 구 

조 재구성을 일어 나게 한다. 일반적으로 이轉移는 용이하고 가역적이다(reversible) . 

예를 들면 상온에서 안정 한 low quartz( a -quartz)는 573 0C 까지 안정하고 573-

867 0C 온도범위에서 high quartz(β quartz)로 치환적으로 전이한다. 이 전이는 상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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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부피 변화를 가져와서 실리카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세라믹 물체를 깨지게 하 

기 때문에 세라믹 기술에서 중요하다 Cristobalite는 272 0C 까지는 low( α ) 

cristobalite로 존재하고 그 이상의 온도에서 high(β-) cristobalite로 전이한다. 여기 

서 주의한 점은 a 와 β 사용은 문헌상 정립이 안된 상태이므로 다른 저자에 의해 

β 가 low 형태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High cristobalite의 융점 은 1723 :::t 5 0C 이 다. Tridymite- cristobalite 전환이 서 서 히 

일어남으로 1680 0C 에서 준안정상(metastable)의 융점을 관찰할 수 있다. Quartz는 

cristobalite나 tridymite보다 낮은 온도인 약 1470 0C 에서 융해하는데 용해속도는 

cristobalite의 생성속도와 유사하다 4 ) 

문헌에 나타난 실리카의 주 결정 형태의 전이를 종합하면 그림 1과 같다택，7) 그 

림 상에서 수직선들은 용이하고 치환적인 變種 전이를 나타내고 수평선은 완만하고 

구조 재구성 전이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순수한 quartz를 867- 1470 0C 까지 가열했 

을 때 보통 tridymite보다는 무질서한 cristobalite로 전이한다. 이상에서 열거한 3가 

지 실리카 변종 외에도 고압에서 안정한 3가지 상을 제조할 수 있다 keatite ， 

coesite, stishovite. 그 림 2는 quartz, tridymite, cristobalite 및 coesite의 대 략적 인 

안정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참고: MPa = 10 atm). 

High Quartz • High Tridymite • High Cristobalite • • 

(ß -quaπz ) 870 0C ( β 2-tridymite) 1470 0C ( ß - cristobalite) 

Tl 160- 163 0C 

573 0C Middle Tridymite 11 272 0C 
( β l- tridymite) 

Tl 105- 11TC 
’ ’ 

Low Quartz Low Tridymite Low Cristobalite 
( a -quartz) ( a - tridymite) ( a -cristoba!ite) 

그림 1. 1 기압에서 안정한 실리 카의 결정학적 형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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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A법이다. 일반적인 전이온도는 1기압에서 574 :t l.5 0C 이다. 천연 quartz 시료의 

전환온도는 40 0C 만큼의 차이가 있고 인조 시료의 경우 160 0C 만큼이나 차이가 있 

다 11) 

Low- high 전환의 압력 의존도는 260 MPa(약 2570 atm)까지와 1GPa(약 9900 

atm)까지 조사되었다. Yoderl2)는 압력에 따라 전이온도의 변화를 다음 식과 같이 

표시했다: 

ßT = l.6 + 2.871 x 1O-2p - 4.284 x 10 • 7P2 

여기서 p의 압력 단위는 bars (105 Pa)이다. 

(1) 

q. Tridymite 

Tridymite는 1기압 하에서 870- 1470 0C 온도 범위에서 안정한 실리카 형태이다. 

Sodium tungstate, 알칼리 금속 산화물 등의 광화제나 또는 수열조건이 필요로 하 

는 재구성 tridymite- quartz 전이는 느리기 때문에 tridymite는 870 0C 이하에서도 준 

안정상(metastable)으로 남아있다. 화산암과 운석이 이 경우이다. 

Tridymite에서 2가지 high- low 전이들이 117과 163 0C 에서 각각 관찰되었다 13) 이 

3가지 형 태 는 증가하는 온도에 따라 a Oow tridymite) , β 10ower- high or middle 

tridymite) , β 2( upper- high or high tridymite) 라고 명 명 되 었 다 14 ) 

순수한 결정형 실리카의 확실한 相으로써 tridymite가 존재하는지는 많은 연구자 

에 의해 의문시되고 있다 15) 이들의 주장은 1기압에서 순수한 실리카의 진정한 결정 

상은 quartz와 高질서， 3층 (3-1ayer)구조로 된 cristobalite뿐이다. 전이온도는 806 ::t 

250 0C 에서 1050 0C 까지로 예측범위가 넓다. Tridymite는 2층 배열이 우세한 결함 구 

조로 생각된다. 천연 시료와 구워진 실리카 brick에서 얻어지는 tridymite의 안정도 

는 異物 이온이 존재에 기인한다고 본다. 

다. Cristobalite 

Cristobalite는 1470-1723 0C 에서 안정한 실리카의 고옹 고형체인데 준안전상으로 

도 존재할 수 있고 1470 0C 이내에서 얻는 경우도 자주 있다. Cristobalite는 화산암에 

자연적으로 생성한다. 순수하고 결정이 잘 발달된 cristobalite는 약 270 0C 에서 

( h 
u 



high- low 전이를 하지만 전이온도는 유동적이어서 170 0C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도 

일어난다 16) 

High cristobalite의 구조는 정육면체(cubic)이고 8-분자 unit cell과 290 0C 에서 a。

0.716 nm이다. Tridymite와 Cristobalite의 Si04 정사면체의 산소 원자들은 

hexagonal close-packing과 cubic close-packing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들의 구 

조상의 차이는 wurtzlte와 zinc blende(섬아연광)의 구조차이와 유사하다. 그래서 이 

상적인 tridymite 구조는 Si04 정사면체의 2층 배열을 하고 이상적인 cristobalite 구 

조는 3층 배열을 한다 (17 ) 

4. 용해 실리카(Soluble Silica) 

가. 單形 옳嚴(Monosil icic Acid) 

비정질 (amorphous) 실리카는 다음식과 같이 가수분해하여 물에 용해한다: 

Si02(S) + 2H20(i ) ~ Si(OHMaq) (2) 

수용 액 중 Si(OH)4는 H4Si04 또는 H2Si03로 표시 될 수 있 고 단형 규산 

(monosilicic 또는 orthosilicic acid )이라고 한다. 25 0C 의 물에서 비정질 실리카 분말 

의 용해도는 80- 130 ppm 범위이다 1 ) 이 범위는 용해중 실리카 표면의 변화에 기인 

한다. 상온에서 비정질 실리카와 평형인 용액은 單形 규산를 함유하고 있는 2염기 

산(dibasic acid)이고 다음의 2 단계로 가수분해한다: 

Si(OH)4 + H20 • SiO(OHh - + H30 + 

SiO(OHh - + H20 • Si02(OH )z2- + H30 + 

pKl = 9:8 (20 0C) 

pK2 = 1l.8 (20 0C) 

(3) 

(4) 

용해성 실리카는 Si 원자 하나만을 포함하고 있는 단위체 (monomer) 형태이다. 

실리카의 水和 (hydration ) 상태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고온에서 한 개의 물분자가 

수소 bonding으로 각각 OH group과 연결되 어 있다고 보고 있다. Monosilic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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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조는 비정질 vitreous silica와 결정형 quartz에서 처럼 4개의 산소 원자와 배 

위 결합하는 규소로 되어 있다. 

나- 수열조건에서 비정질 실리카의 용해도 

실험 조건에 따라 일정한 온도에서 비정질 실리카의 용해도 범위는 상당히 넓다. 

예를 들면 25 0C 에서 용해도는 70- 180 ppm이다 2) 비정 질 실리카의 용해도는 약 

200 0C 에서 최고치를 가지고 그 이상의 온도에서 함유한 불순물에 따라 빠른 속도로 

결정화한다. Wineyl8)는 O oC 의 해수에서 압력에 따른 비정질 실리카의 용해도를 측 

정했다. 용해도는 압력에 정비례하게 증가하여 150 atm에서 1 ppm이였는데 1,200 

atm에 서 94 ppm이 였 다. 

압력은 결정화 속도(rate of crystallization )에도 현저 한 효과가 있다. Oehler31 )는 

실 리 카 gel이 165 0C 와 3,000 atm에 서 도 microcrystalline quartz(chert)로 결 정 화함을 

발견했다. 그런데 시료는 냉각되면서 용해도가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sampling하 

는데 문제가 있다. Foumier와 Rowe32 )는 고온 고압하의 가압 반응기 (autoclave)에서 

실리카와 평형을 이루고 있는 시료를 급랭하고 희석하는 개량형 방법을 개발했다 

그들의 수치는 다음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log C - 731/ T + 4.52 (5) 

여기서 C는 ppm Si02이고 T는 절대온도이다. 이 방정식에 의하면 용액의 증기 

압에서의 용해도는 다음과 같다: 

Temperature (oC) 

25 

100 

Solibility (ppm) 

11 7 

321 

1,000 atm의 일정한 압력에서 용해도는 다음 식과 같다: 

log C -810/ T + 4.82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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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각종 실리카 t::::i 口 ι
L!:" 0::::프 제조법 

여러 가지 분석기술에 의해 실리차 표면에는 silano1 基(三 Si - OH) , si10xane 

chain( 프 Si-O-Si 三) , 수소와 결합된 물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표면의 실리카 원 

자는 완전한 tetrahedron 구조를 가지고 수용액에서 그들의 자유 원자가는 si1ano1 

기를 생성하면서 水醒化基(hydroxyl)로 포화되어 있다. 이들 silano1 기는 적절한 조 

건 하에서 si10xane chain을 생성하면서 축합된다. 

1. Silica Sol(Colloidal Silica) 제 조법 

Colloida1 실리카는 개개의 비정질 실리카의 submicron 미 립자들이 안정하게 분 

산(dispersion)된 것 을 의 미 한다. 일 반적 으로 단분산(monodispersed) sol은 실 리 카 

sol 또는 colloida1 실리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2) 

7~ _ Peptization(colloidal1't) 법 

醒을 함유하고 있는 실리카 ge1를 제조하기 위해 가열이나 교반을 하면서 황산이 

나 염산을 희석 water glass 용액에 첨가한다. 다음 租실리카 ge1은 염을 제거하기 

위해 물로 세척된다 그리고 물과 가성소다 용액을 ge1에 첨가하여 pH가 8.5- 10이 

되게 하면 실리카 ge1 slurry가 생성한다. 이 slurry를 120- 150 0C 의 가압반응기 

(autoclave)에서 여러 시간 가열하면 ge1이 해교(解陽， peptize)되어 sol이 생성한다. 

이 렇 게 생 성 된 실 리 카 sol은 30wt% Si02의 조성 과 pH 10, Si02:Na20의 mo1e비 가 

100, 그리고 sol의 직경은 10-20 nm가 된다. 이 방법으로는 입도 조절과 고순도 sol 

을 얻기가 용이하지 않다. 

나 . 醒-中和法

가열과 교반을 하면서 황산이나 염산을 희석 water glass에 첨가한다 이 첨가로 

염을 함유한 희석 실리카 sol을 얻기위해 실리카 sol의 핵생성과 입자 성장이 일어 

난다. 이 염은 투석 (dia1ysis)이나 전기투석으로 제거되고 용액은 실리카 sol을 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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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농축된다. 근년에 와서 ultrafiltration membrane을 사용함으로 염의 제거가 더 

욱 용이해 졌고 이 방법은 향후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다. 이온교환법 

정교한 이온교환수지가 상업적 실용단계에서 sodium 이온을 효과적으로 제거하 

기 위해 개발되었다. 이 방법은 현재 실리카 sol을 제조하는 主공정이다. 이 공정의 

원료인 water glass 용액은 30% SiOz, 10% NazO를 함유하고， SiOz NazO mole 

비가 3.1:1, 비중이 1.2이며 pH가 12- 13이다 Water glass 용액을 교반하면서 물을 

첨가하여 2- 6% SiOz의 희석 용액을 얻는다. 이 상태에서 실리카는 polysilicate 음 

이온 형 태로 된다. 이 희석 water glass 용액을 이미 hydrogen form으로 재생된 양 

이온교환 탑에 통과시킨다. 

그러면 sodium 이온이 흡착되고 활성 규산(silicic acid) 용액에 남게된다. 이 액 

체는 pH 2-4와 2- 6% SiOz, 2nm 이내의 입경을 가진 미세 colloidal 용액이다. 이 

colloidal 용액은 불안정하여 쉽게 gel화한다. 적어도 60 0C 의 온도， pH 8- 10.5, SiOz 

NazO mole비 가 20-500인 알칼리 를 이 활성 규산에 첨 가하면 핵 생 성 , 중합， 입 자 

성장이 일어나면서 희석 실리카 sol이 생성한다. 이 생성된 실리카 sol은 입경이 4 

- 100 nm이고 pH 8- 10.5이고 2- 6% SiOz인 구형 입자로 되어 있다. 이 실리카 sol은 

안정한 상태에 있는 colloidal 액체이므로 gelling이 일어나지 않는다. 

2. Sol-Gel 공정에 의한 실리카 제조법 

Sol은 액체 중에 분산된 colloidal 입자들이고 gel은 分散媒인 액상kontinuous 

liquid phase)과 이 를 둘러싸고 있는 연속고체 골격을 담고 있는 물질이다. 액체는 

고체가 붕괴되는 것을 막고 고체는 액체가 새나가는 것을 저지한다. 그러므로 

sol- gel 공정은 colloidal 입자가 자라난 다음 자체적으로 연쇄하여 gel을 형성하게 

하는 방법이다 Z1) 이 정의는 세라믹 물질을 제조하는 모든 액체를 사용하는 공정을 

포함하는데 까지 확대되었다. Gelation이 일어나지 않고 가끔 sol이 입자가 아닌 

polymer로 되어 있어도 film, 섬유， 흩어진 (unaggregated ) 입자를 생성하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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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 gel 공정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므로 입자의 크기 형상 조성이 동일한 단분 

산 입자 계의 동적 거동과 안정성을 취급하는 물리화학 분야뿐만 아니라 촉매， 신 

소재， 염료， 제약 및 사진유화 등을 포함하는 산업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22，정) 

단형 규산(monosilicic acid )은 25 0C 의 물에 용해 하고 농도가 100ppm Si02 이 하 

에 서 는 오 랜 기 간 안정 하다. 비 정 질 실 리 카의 용해 도(100-200ppm)보다 높은 농도에 

서 용해하는 규화물을 산성화시킴으로써 Si(OH)4 단위체 용액이 생성한다. 이 숫자 

는 비정질 실리카의 固相 용해도보다 크고 高相이 없는데도 용해성 실리카가 비정 

질 실리카에 부착할 수가 있다. 그러면 단위체 (monomer)는 축합Ccondensation)에 

의한 중합(polimerization )으로 二合{;;$:(dimer)와 고분자량 규산의 種을 생성한다. 이 

반응기구는 이온결합이고 생성속도는 pH 2 이상의 OH- 농도와 pH 2 이하의 H+ 

농도에 비 례한다. 모든 pH 범위에서 염의 첨가는 웅집과 gel 형성을 촉진시킨다. 

가. Silicate 수용액 의 가수분해 및 축합반응(Condensation) 

수용액에서 가장 약하게 가수분해하여 존재하는 실리카 형태는 Si(OH)4이다(반 

응식 2 참조) . 그러나 pH 2 이하에서는 silanol 基(三 Si-OH)에 양성자가 첨가 

(protonation)됨으로써 프Si (OH2f 양이온이 생성된다고 알려져 있다 24) pH 7 이상 

에서 가수분해가 더욱 진전되어 이 silanol group이 탈양성자화( deprotonation)하여 

다음 식과 같이 음이온을 생성한다: 

Si(OHMaq) • SiO(OHh - + H+ (7) 

그러나 SiO(OHh 는 약산이기 때문에 pH 12 이상에서는 상당량의 Si02(OH)l 

이온이 관찰되었다(반응식 3과4 참조) . 용해 실리카의 중합반응은 다음과 같이 3단 

계로 이루어진다1) Si(OH)4 monomer가 중합하여 입자생성 2) 입자성장 3) 입자들 

의 연쇄로 가지 (branch)를 가진 chains. network이 되고 종국적으로 gel이 된다. 다 

른 유기 polymer계와 유사하게， Si(OH)4는 가지를 치며 교차결합(cross-link)하는 

중합반응(polymerization )을 하여 siloxane chain (드 Si-O-Si三)으로 된다. 실제로 용 

해 실 리 카의 중합반응은 다음식 과 같이 silanol 基들이 축합Ccondensation)하여 

siloxane bond를 형성하면서 고형 실리카 분자량을 증가하여 일어난다: 

n 



축합 

프 Si-OH + HO-Si프 -’ 三 Si-O-Si프 + H20 (8) 

I1el)에 의하면 중합반응은 pH에 따라 대략 3가지로 구분된다: pH<2, pH 2-7 그 

리고 pH>7. 실리카의 零電f휩펴、 (point of zero charge, PZC)과 等電펴、 (isoe1ectric 

point, IEP)이 pH 1- 3 범위에 있기 때문에 pH 2가 경계가 된다. 용어사용에 있어 

서， PZC는 입자표면의 전하(charge)가 0인 경우의 pH이고 IEP는 입자의 전기 이동 

도(mobility)가 0인 경우의 pH이다 실리카의 용해도와 용해 속도가 pH 7이나 그 

이상에서 최고치를 가지고， pH 7 이상에서 실리카 입자가 상당히 이온화하여 입자 

성장이 응집 (aggregation) 또는 ge1화 현상 없이도 일어나므로 pH 7이 경계가 된다. 

pH 2와 6사이에서 ge1이 되 는 시간이 점차 감소하기 때문에 등전점 이상에서 중 

합은 중성 種과 반응하는 가수분해된 음이온 種이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求核性 축 

합(nucleophi1ic condensation) 기구에 의하여 일어난다: 

프 SiO- + 드 Si- OH • 三Si-O-Si 三 + OH- (9) 

課導 효과 때 문에 탈양성 자(deprotonation )가 된 듯하고， 거 의 모든 산성 인 

si1ano1들은 거의 확실히 축합된 種이다.정) 그러나 IEP 이하에서는 ge1이 되는 시간 

이 감소하기 때문에 pH 2 이하에서 축합 반응은 양성자가 첨가(protonated)된 

si1ano1이 관련한 2분자(bimo1ecu1ar ) 求核性 기구에 의하여 일어난다: 

드 SiOH2+ + HO- Si 프 • 프 Si- O-Si 三 + H+ (10) 

나. S ilicon Alkoxide의 가수분해 및 축합반응 

Tetramethoxysi1ane[TMOS , Si(OCH3)4]과 Tetrethoxysi1ane[TEOS , Si(OC2H5)4] 

는 si1icate sol- ge1 공정 에서 가장 널 리 사용되는 금속 a1koxide 출발물질 (precursor) 

이다. Si1icate ge1은 일반적으로 산이나 염기 촉매를 첨가한 母 (parent) 알코올에 용 

해된 a1koxide를 가수분해하여 합성된다. Functiona1ity group 차원에서 3가지 2분자 

求核性 반응들로 sol- ge1 반응을 설명 할 수 있다 21 ，26) 

m 

μ
 



hydrolysis 
드 Si -OR + H20 ->. 

‘--
三 Si-OH + ROH (ll) 

esterification 

여 기 에 서 R: alkyl group. OR: alkoxy group. ROH: alcohol 

가수분해의 역반응을 에스테르화(esterification ) 라고 한다. 반응식 II은 물과 촉매 

첨 가량에 따라 가수분해가 완성되어 alkyl group이 hydroxyl group으로 모두 치환 

된다. 

그러나 금속이 부분 가수분해되면서 가수분해가 완성되지 않는 경우， 부분 가수 

분해된 분자들은 축합(condensation)반응으로 서로 연결되면서 반응식 12와 같이 

alcoh이을 반응식 13과 같이 물을 遊離 (liberation) 한다: 

a1cohol 
condensation 

프 Si-OR + OH- Si 프 -‘ 

‘--
프 Si-O-Si 프 + ROH (12) 

alcoholysis 

water 
condensation 

프 Si- OH + HO- Si 드 • 
~ 프 Si- O-Si 三 + H20 (13) 

hydrolysis 

결론적으로 alkoxide가 가수분해하여 실리카를 생성하는 일반식은 다음과 같다: 

Si(OR)4 + XH20 
hydrolysis 

-’ Si02 . (x-2)H20 + 4ROH (14) 

TEOS로부터 sol- gel법으로 실리카 gel을 제조하는 공정은 문헌상22，23)에 상당히 

발표되어 있다. Edgar27)는 主 암석형성 산화물중 실 리 카를 제조하는데 TEOS와 

Ludox (안정-암모니 아 실리카 용액 du Pont製)을 사용했다. TEOS의 경우 absolute 

ethy 1 alcohol과 TEOS를 같은 부피 비 율로 혼합한 다음 약간의 암모니 아를 첨 가하 

고 용액을 교반하여 gel화시겼다. Patil et 머.쟁)은 ethyl silicate에서 발생한 alcohol 

에서 rubber filler용 0.016 glcm3의 低bulk density와 300 m2jg의 비표면적의 실리 

” u 



카를 침 전， 제조했다. Fejes et al. 29 )과 Rootare et al. 30)은 6.8 ml의 TEOS와 20 ml 

의 樓암모니아수에 280 ml 알코올을 반응시켜 실리카 분말을 만들었다. 

다. Silicon Alkoxide에 서 물과 Si의 mole비 

Sol-gel법은 물질 합성에 많은 장점을 갖고 있으나 공정 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복 

잡성을 이해하기가 어려 운 실정이 며 이러한 복잡성은 공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많은 변수들에 기인한다. 특히 H20 / Si molar ratio (r)는 여러 형태의 실리카 생성 물 

을 형 성 시 킨다는 것 이 Brinker와 Scherer26) 및 윤호성 et al . 22 .23)은 밝히 고 있다. 

식 11서 H20 / Si mole비인 r은 1이내에서 50 이상 변한다. 또한 원하는 최종산물 

에 따라 산이나 알칼리의 농축은 0.01에서 27M까지 변한다. Bulk gels, films , fibers 

및 분말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gel -합성 조성은 문헌에 잘 나타나 있다 24 ) 

물은 축합반응의 부산물로 생성되므로 r값 2는 다음 식과 같이 무수 실리카를 제 

조하는 완전한 가수분해 및 축합반응에 이론적으로 충분하다: 

nSi(OR)4 + 2nH20 • nSi02 + 4nROH (15) 

그러나 과잉 물(r)> 2)에서 반응은 완료되지 않고 중간 種 ([SiOx(OH)y(OR)z]n ;

여기서 ， 2x + y + Z 4) 이 생성한다. 실제 논문에서 Nogarni and MOriya20)는 r값 

으로 10을 사용했고 Brinker와 Scherer26)은 2-단계 가수분해를 수행했는데 1단계에 

서는 r을 1로 사용했고 2단계에는 당량에 필요한 충분한 물을 첨가했다. 

라. 실리카 Gel 재조법 33) 

Silica gel은 일 반적 인 화학식 으로는 Si02 . XH20로 나타내 며 미 세 공과 수산기 로 

치환(hydroxylated)된 표면의 특성을 가진 水和 이산화 규소의 비 정질 고형물이다. 

실리카 gel의 구조는 micelle이라고 하는 중합된 규화물 업자들이 무질서하게 연결 

된 형 상이 다. 이 micelle들은 직 경 2-10 nm의 구형 이 어 서 300-1 ,000 m2/ g Si02의 

높은 비표면적을 가진다. 실리카 gel의 성질은 실리카 micelle, 이 들의 집합상태， 

micelle 표변화학에 좌우된다. 

실리카 gel의 표면적， 다공성 그리고 표변화학의 조절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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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용도가 개발되었다. 물과 다른 물질의 흡착제， 연마재， 치약의 樓化제， 코팅 

의 무광택제 (matting agent), 분광 물질， 촉매 담체 등으로 쓰인다. 세계 생산량은 

중국， 구소련 등 동유럽을 제외하면 년간 90.000ton으로 추산된다. 

실리카 gel은 액상 알칼리 규산염 (water glass )을 산과 중화하여 제조하는 방법 

이 전형적인 상용화 방법이다: 

Na20 . 3.3Si0 2 + H2S04 • Na2S04 + 3.3Si02 • + H20 (16) 

Sodium 규산염은 micelle이라고 하는 작은 구형체 (spheroids)를 생성하기 위해 

任意의 비정질 방식으로 규산염 4면체 (tetr삶ledra )의 중합을 일으킨다. 이 micelle을 

함유하고 있는 용액을 hydrosol이라고 한다. Gel 생성은 개개의 micelle 상호반응이 

수소 bonding과 종국적인 입자간의 축합(condensation) 이 왕성함으로 인해 일어난 

다. Gelation 속도는 Si02 농도， pH, 옹도， 혼합 등 많은 변수들에 좌우된다. 중합과 

cross- linking(교차결합)은 hydrosol이 hydrogel로 고형화한 다음 계속된다. 임의의 

비정질 구조는 실리카의 골격 (skeletaD 밀도가 quartz(2.65 glcm3) 에 비해 2.1-2.2 

glcm3 정도이 고 X-ray상에 결정성이 결여되어 있다 

제 3 절 불화규산 용액에서 불순물 제거 및 실리카 제조공정 

1. 불화규산(H2SiF6) 생산공정 

과인산 비료생산 공장에서 부산물로 배출되는 불화규산 제조 공정을 여천공단 

소재 남해화학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발생하는 약 80 0C 의 off-gas내 

의 SiF4(10,OOOppm 농도)를 상온의 공정수(상수도 전단계 등급)로 洗햄(scrubbing) 

하면 불화규산이 용액에 생성되고 실리차가 침전한다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3SiF4 + 2H20 • 2H2SiF6 + Si02 • (17) 

π
 μ 



세정 후에는 flash cooler에서 나오는 fluoride 함량은 단지 0.5ppm뿐이다. 생성한 

H2SiF6 용액에 아주 소량 잔존하는 부유물을 제거하기 위해 activated carbon 

column에 통과시킨다. Column을 통과한 용액은 투명하고 약한 푸른색을 띄운다. 

남해화학의 불화규산 생산량은 100% H2SiF6 기준 년간 15.000ton이다. 남해화학 

은 이 불화규산 용액을 충치예방용(f1uoridation)으로 한국수자원공사 대청광역 상수 

도 정수장에 50 ton을 이미 계약했고 이러한 용도로 판매를 계속 증가할 계획이다. 

판매가격은 ton당 106만원 선이다. 참고로 기존에 사용하는 불화나트륨(NaF)과 비 

교하여 가격이 절반이하이고 투입과정에서 안정도가 높고 투입량 조절이 쉬운 특징 

이 있다 영) 참고로 진해화학은 1% 이내 농도의 불화규산 용액을 발생하고 있으나 

농도가 낮고 불순물 함량이 높아 부산물로써 경제성이 없다고 생각된다. 

2. 불순물 제거 및 실리카 제조공정 

과인산 비료공장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불화규산 용액에는 Ca, Fe, Al 등의 불순 

물 화합물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순도가 높은 실리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 

들의 제거가 필수적 이다. 문헌상에는 증류 등의 전처리를 수행하거나 또는 불순물 

을 제거하지 않고 실리카를 제조하는 방법으로 암모니아화법 (ammoniation) 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또한 불화규산에서 불순물을 일부 제거하고 실리카 분말을 제조 

하는 공정으로 이온교환법 ， 가열-가수 분해법， 열분해법 (pyro]ysis) ， 흡착제 처리 및 

약품 처리 침전이 소개되었다 

가.암모니아화법 

l단계에서 일부 암모니아(40-75%)35)를 사용하여 표면적인 큰 비정질 실리차를 

얻어 불순물이 흡착되고 이를 여과 제거시킨다. 다음 단계에서 순수하여 진 불화규 

산 여액에 나머지 암모니아를 첨가하면 순도가 높은 실리카를 생성시킬 수 있다는 

원리이다 

이론적으로 1 mole의 불화규산은 처음 2 mole의 암모니아와 반응하여 불화규산 

암모니아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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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SiF 6 + 2NH3 • (NH4)zSiF 6(aq) (18) 

생성된 1 mole의 불화규산 암모니움는 다시 4 mole의 암모니아와 반응하여 비정 

질 실리카 분말을 생성한다: 

(NH4)zSiF6 + 4NH3 + 2H2 • Si02 • + 6NH4F (19) 

전체 (overall)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전체 반응 H2SiF 6 + 6NH3 + 2H20 • Si02• + 6NH4F (20) 

Spijker36)는 필요한 암모니아 전부를 1차 반응기에 사용하여 얻은 실리카와 

2-step ammoniation에서 얻은 실리카를 분석 비교했다. 그러나 불순물을 현저히 

제거하지는 못하고 Fe. Cr. Mn. V 등 일부 원소 함량이 어느 정도 감소했다. 이렇 

게 얻어진 실리카 분말은 촉매 담체 (catalyst support) 또는 석영 (qu빠z) 대체품으 

로 유용성이 있다. 

Tsugeno et a1. 37 )은 고순도 실리카 입자를 얻기 위해 불화규산 원료를 증류하거 

나 SiF4를 수용액에 흡착하여 얻은 불화규산을 사용했다. Ammoniation.하는 방법은 

불화규산과 암모니아수를 동시에 첨가하는 방식을 추천했고 실리카 종자(seeds)를 

미리 준비하여 놓고 두 가지 용액을 연속 공급하면 실리카 입자 성장이 일어나고 

隆起(protuberances)를 가지는 실리카 입자를 용이하게 얻었다. 이 생성된 입자는 

건조되고 다시 1 ，200 0C 에서 하소시켜 최종 산물을 얻었다. 하소 실리카의 평균입도 

는 25 μm 정도이고 비표면적은 0.6- 2.5 m2jg이고 細孔 비체적은 <0.01 mVg이었다. 

본 발명은 불화규산의 ammoniation으로 반도체 resin , polyester, silicon, 고무와 

흔합하는데 적합하고 표면 융기를 갖는 고품위 실리카 분말을 개발했다는데 意義

가 있다. 예를 들면 IC sealants에서 70wt% 비율의 실리카 충전제는 열팽창 계수 

를 조절하는데， epoxy resin , polyethy lene sulfide Y- polyimide 등 matrix resin에 

혼합하여 사용된다. 실리카 표면의 융기들은 일반적으로 둥그스름하고 뾰족하거나 

針狀 부분이 없는 구성을 하고 있다. 융기의 높이는 0.2- 3.0 μm이고 직경은 0.2- 5.0 

n 



μm이 좋다. 실리카 입자 당 평균 융기 숫자는 보통 500- 1.000이다. 이 융기들은 실 

리카 입자와 수지 matrix간의 부착을 개량하여 수지 복합물의 기계적 강도를 보강 

한다. 

Schoten과 Van Montfoort38)는 높은 기계적 강도를 가진 순수한 실리카를 확고한 

교반과 25-45 0C 에서 <15wt% H2SiF6와 15- 35% NH40H를 pH 8.5에서 9.2에 도달할 

때까지 천천히 제어하면서 혼합하여 제조했다. 반웅결과로 생기는 반응물(NH4F)에 

서 생성된 실리카 침전물을 분리 세척하고 900- 1.500 oC 에서 하소했다 제조된 실리 

카의 물성 은 (1) 불순물 <100 ppm Na (2) 입 경 1- 10 mm (3) 비 표면 적 10- 100 

m2j g (4) 세 공 비 체 적 0.3-1.0 cm3j g (5) Attrition resistance: 10시 간 fluiclizing후에 

<0.5% (6) 기계적 강도 corundum과 유사. 이 얻어진 실리카는 촉매 담체로 有用

하다. 

30% 불화규산과 같은 고농도 용액사용이 가능하나 저농도 불화규산을 사용할 

때 보다 30- 40% 수율이 감소한다. 낮은 수율은 실리카를 분리시킨 후， 미반응 출발 

물과 (NH4hSiF6 등 중간 산물을 용액에서 제거해야만 하므로 생산비가 상당히 증 

가한다. 20- 30% NH40H 용액을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좋다. 

이 중화반응은 발열반응이므로 일반적으로 차게 해야한다. 고온이 유지되면 실리 

카는 작은 덩어리(Iumps) 형태가 아니고 분말 형태로 얻게 된다. pH도 마찬가지로 

너무 높으면 낮은 강도의 실리카를 얻게 되므로 不利하다. 제일 적절한 pH는 

8.9-9.1이다. 

고급 실리카를 얻으려면 반응물들이 서서히 접촉되어야만 한다. 두 용액을 물 안 

에서 동시에 주입하거나 한 용액을 다른 용액 표면 밑에서 주입함으로써 상술한 목 

적을 달성할 수 있다. 본 공정에서는 불화규산 용액 밑으로 암모니아수를 주입하는 

것을 사용했다. 특히 100 parts의 불화규산 용액에 분당 2- 5 parts의 암모니아수를 

주입하는 것 이 좋다. 얻어진 실리카는 건조되고 약 30 mm 크기의 상당히 단단한 

덩어리로 조각을 낼 수 있다. 다시 이 덩어리는 1 ，000-1 ，300 oC 에서 하소되는 것이 

좋다. 그러면 이 덩어리들은 상당한 강도를 가진다. 필요하다면 1-10 mm 덩어리는 

분쇄되어 1- 3 mm로 전환해도 좋다. 

Chieng et al. 39)은 인산비료 제조과정에 나오는 SiF4 가스로부터 순수한 실리카와 

불화암모니움(NHæ)을 제조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이 가스로부터 액체 飛洙同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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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rainment)을 분리했다 회수된 가스는 불화암모니아 용액으로 전환되고 고순도 

실리카와 불화암모니움을 제조하기 위해 암모니아 가스를 불화규산 용액에 서서히 

살포(sparge)하여 암모니 아化했다. 

50• 60 0C 
H2SiF6 + 2NH3 ~ (NH4hSiF 6(aq) (21) 

(NH4hSiF6가 암모니아화할 때 실리카가 생성하므로 실리카의 초기생성 Oncipient 

formation)은 불화규산이 모두 ammonium fluosilicate[AFS , (NH4hSiF6]로 전환했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방법은 첫 단계에서 실리카를 얻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 

므로 2-단계 암모니아화법이 될 수 없다. 생성된 실리카는 전통적인 방법에 의해 

제거되고 용액을 약 5 0C 정도로 냉각하면 AFS는 결정화한다. 이 결정화 공정으로 

불순물 특히 sulfate와 phosphate가 용액에 남게된다. 급식 냉각으로 불순물이 AFS 

격자에 trap될 수 있다. 생성된 AFS 결정은 acetone이나 alcohol 등 non-soluble 용 

매로 세척된다. 아주 찬물도 사용할 수 있다. AFS를 뜨거운 순수한 물이나 비포화 

(unsaturated) AFS에 재용해시키고 다시 용액 온도를 5 0C 정도이하로 서서히 낮춘 

다. 원하는 순도의 AFS 결정이 얻어지면 물에 다시 용해하여 AFS 용액을 얻는다. 

이 AFS를 再암모니아화한 다음 여과 등 전통적인 분리방법으로 실리카를 회수하 

여 순수한 물로 세척하고 남은 고순도 NH4F 용액도 회수한다. AFS의 再암모니아 

화 반응식 은 다음과 같다: 

(NH4hSiF6(aq) + 4NH3 + 2H20 • Si02 + 6NH4F(aq) (22) 

2-단계 암모니아화법은 아니지만 불화규산을 암모니아와 2단계로 반응시킴으로 

써 실리카를 제조하고 표면적 등 성질을 용이하게 제어하는 방법도 있다 40 ) 이 공정 

에 의하면 불화규산 수용액은 1차로 원심분리 pump에서 반응하고 2차로 반응조에 

정지된 조건이 유지되면서 추가 수산화 암모니아와 반응한다.’ Pump에서 반응은 상 

당히 순간적이지만 pump내에 존재하는 아주 빠른 교반 하에서 일어난다. 다음에 

생성된 실리카는 여과， 건조된다. 이 공정으로 제조된 비표면적은 50-150 m2j g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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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이다. 건조 실리카 분말은 상당한 고품위 실리카는 아니므로 불순물을 제거할 수 

없으나 pigment에 첨 가제 또는 rubber 생산품에 충전제 등 제 한된 목적 으로만 사용 

이 가능하다. 

특기할 사항은 전체반응식 20에서 알칼리 용액에서는 암모니아 증기압이 높아 

암모니아 손실이 크다 41) 그래서 암모니아를 100% 당량 이상인 pH 8.5-9.0에 서 수 

행하여야 NH4F가 생성한다. 

Ammoniation 방법으로 실리카를 생성하는 공정중의 주요 변수인 pH와 불화규 

산 농도 등이 실리카 입도 분포 및 표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도 있다. 

Dragicevié와 Hraste4Z)는 연속 bubble reactor에 암모니아 gas와 공기를 혼합하여 

주입함으로써 교반을 이룩하도록 하였다. 반웅 시간， 온도， 불화규산 농도 및 pH를 

증가하면 실리카 입도가 커지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들 변수와 교반 속도를 적절 

히 제어하면 원하는 실리카 입도분포를 얻는다고 했다. 다른 논문43)에서 그들은 공 

정 의 변수와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 비정질 실리카를 얻었는데 건조된 실리카의 비 

표면적은 pH가 6에서 9로 증가함에 따라 감소했다. 초기 불화규산 농도가 0.75에서 

2.02 moνdm3으로 증가할수록 비표면적은 또한 낮아졌다 그리고 내부입자 형상 

(morphology)이 입자 크기보다는 비표면적에 더욱 큰 영향을 준다고 결론지었다. 

나_ NH4F- NH3 중화법 

NH4F - NH3 중화법은 2 단계 암모니아 중화법과 유사하나 1차에서 암모니아 대 

신 2 mole의 불화암모니움 (NH4F) 용액을 사용한다. 1차 중화반응은 다음과 같다 

1차 중화반응 HzSiF 6 + 2NH4F • (NH4)zSiF6(aQ) + 2HF(aQ) (23) 

1차에서 생성한 (NH4)zSiF6 용액을 가열하여 증발시키면 (NH4)zSiF6은 결정으로 석 

출하고 대부분의 HF는 가스로 제거된다. 증발 및 석출 반웅은 다음과 같다: 

가열 
증발 및 석출 반응 (NH4)zSiF6(aQ ) + 2HF(aQ) • (NH4 )zSiF6(S) + HF i (24) 

다음， (NH4)zSiF6 결정은 충분한 증류수에 재용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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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0 
재 용 해 (NH4hSiF6(S) • (NH4hSiF 6(aq) (25) 

다. 이온교환법 

이온교환법은 일반적으로 미량의 불순 원소를 母被에서 분리하는데 널리 사용되 

고 있다. Spijker36 )는 흡착법에서 언급한 1-step ammoniation에서 얻은 演被을 

Chelex- 100이 라는 chelating된 약산 양이온 교환수지에 통과시켰다. 이 수지를 1 시 

간 동안 10wt% 불화규산 용액으로 전처리했고 여과， 세척한 다음 (NH4hSiF6 용액 

에 띄 우고(suspended) 다시 세 척 했다. 세 척 된 filter cake의 분석 치 를 흡착법 의 전부 

암모니아를 사용한 경우와 비교하면 일부(Fe. Mn. Cr. V) 원소의 함량은 현저히 감 

소했다. 또한 이온교환 처리로 상당히 큰 비표면적을 갖는 실리카를 얻었다. 

라. 가열 -가수 분해 법 (Decomposition-hydrolysis) 

Tsugeno et al.연)은 고순도 실리차 입자를 얻기 위해서는 불화규산을 직접 증류 

하거나 분해에 의해 얻은 SiF4를 함유하는 gas를 수용액에 흡착하여 정제할 수 있 

다고 발표했다. SiF4를 수용액에 scrubbing하는 2차 반웅은 전통적으로 과인산 공장 

에서 불화규산을 생산하는 잘 알려진 공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Case44)는 1차 반응 

인 불화규산의 가열분해를 다음 식과 같이 제시했다: 

heat 
H2SiF6(aq) • SiF4(g) + 2HF (26) 

가열온도는 100% 불화규산의 비등점이 116 0C 이므로 그 이하까지 용액을 가열하 

는 온도이다. 

다음， 생 성 한 SiF4 가스는 scrubbing 반응에 의 해 불화규산과 핸狀(grainy) 실 리 

카를 함께 생성한다: 

3SiF 4(g) + 2H20 (aq) • 2H2SiF6(aq) + Si02 • (27) 

그러므로 불화규산을 가열-가수 분해하여 다음과 같은 전체반응식에 의해，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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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실리카 이외에도 순수한 불산을 얻을 수 있다: 

전 체 반응 HzSiF 6(aq) + 2HZO(aq) • 6HF(aq) + SiOz • (28) 

마. 열 분해 법 (Pyrolysis) 

Nagasubramanian et al.45) 이 소개한 공정에서는 불화규산을 900- 1 ，000 0C 에서 열 

분해 (pyro1ysis)하여 실리카와 불산을 얻는다. 이 불산 용액을 증류에 의해， 물을 

80- 90 wt% HzO를 10-20wt%로 감소시킨다. 여러 단계의 증발기 (evaporator)를 통 

과한 용액은 전기투석하기 전에 희석 불화규산 수용액 상태이다. 다음에， 얻어진 용 

액을 전기투석( e1ectro -dialysis)하면 HF- HzSiF6-HzO system의 상태도를 2개의 영 

역 으로 나누는 비 등점 援線(boi1ing point ridge)46)의 특성 을 나타내 는 농도보다 더 

높은 무수불산 농도를 얻는다. 비둥점 능선은 3성분 상태도를 2개의 영역으로 나누 

어 ， 증류에 의해서는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의 용액을 얻을 수 없다. 전기투석 장치 

는 5부분으로 분리 되 어 있다: 양극 전해 액 (ano1yte) , 양이 온 교환수지 막(membrane) ， 

희석 1 용액， 양이온 수지교환막， 농축액， 음이온 교환수지막， 희석2 용액， 양이온 교 

환수지막， 음극 전해액 (cathode). 생성하는 무수 불화규소의 수율은 95-99%이다. 여 

기 서 無水는 약 O.OOl - lwt%의 물을 의 미 한다. 

져14 절 실리카의 수열합성 

1. 수열용액에서 결정성장 및 합성 

많은 물질들은 용해도가 낮기 때문에 1000C이하의 온도에서 결정성장은 비현실 

적이다. 용해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용액온도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高증기압하의 고온 수용액에서 물질을 성장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수열합성법이라 

고 총칭한다. 이 기술은 온도가 1000 C 이상이고 1기압이상의 압력 하의 수용액 매 

체가 있어야 한다는 특정을 가지고 있다. 

수열 (hydrothermal)이라는 용어는 지질학에서 그 어원을 찾을 수 있다. 상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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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와 압력 하의 물에 서 E즘岩樂 단계 (postmagmatic stage)에 서 생 성 된 광물은 수열 

에 근원 하였다고 본다. 광물학자들은 초기에 광물의 생성조건을 연구하는데 목적 

을 가지고 수열조건하에서 인조결정체 제조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만들어진 결정의 

크기가 대략 l/lOO- l/l ，OOOmm를 넘지 못하였다. 처음으로 단결정을 수열법으로 시 

도한 연구자는 De Senarmon과 Spezia였고 Q- quartz 결정을 성장했다 47) 수열합성 

기술은 제조되는 생성물에 따라 분말합성법과 결정성장법으로 구분된다48，49) 분말 

수열합성법은 제어된 조건하에서 새로 생성된 산화물이 종자 결정에 침전하기도 하 

고 안하기도 하여 수 angstrom에서 수 ffilcron 크기의 미분말을 제조하는 기술이다. 

반면에 결정성장법은 고정된 종자결정에 산화물이 성장함으로써 직경이 수백 

mlcron에서 수십 cm가 되는 큰 단결정을 제조하는 공정이다. 

다른 용액으로부터 성장하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수열법에 의한 결정성장은 성장 

물질의 평형농도 CA, 압력 ， 온도와 용매농도 CB 등의 열역학적 변수에 좌우된다. 수 

열성장에 중요한 특정은 鍵化劃 B를 사용하는 것이다. 용해도가 낮은 A성분의 용 

해도를 증가하기 위해 광화제를 A - H20 system에 첨가한다. 광화제는 용매라고도 

부르는데 엄밀히 말해서 광화제의 수용액(B + H20) 이 용매이다. 일반적으로 성장 

system은 3성분(A-B-H20 )으로 구성되어 있다.A는 성장하는 화합물이고 B는 광 

화제로 고용해성 화합물이다. 

그러므로 수열법은 고온 고압 및 광화제 첨가 등을 이용하여 성장하는 물질을 

용해상태로 변환시키고， 용액을 필요한 과포화상태로 만들고， 시료화합물을 결정화 

하는 조건을 조성하는데 있다. 과포화에 필요한 값은 시료물질의 용해도 CA를 정하 

는 변수(온도， 압력， 광화제 농도)와 용해지역과 성장지역간의 온도차이를 변화시킴 

으로써 조정된다. 수열법은 고융점 화합물의 결정을 상당히 낮은 온도에서 성장하 

게 하고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도 성장할 수 없는 결정을 만들게 한다. 

ZnS(sphalerite)의 cubic형 변체결정이 아주 좋은 예가 된다. ZnS 결정은 10800C에 

서 同質多型變態(polymorphous transformation)하여 wurzite라는 hexagonal형 변체 

로 되기 때문에 용융체로부터 만들 수 없다. 그러나 수열 조건하에서 sphalerite 성 

장은 상전이를 일으키는 온도보다 아주 낮고 cubic형 변체가 안전한 범위인 

300-5000C에서 진행한다. 수열법은 특정한 물리적 성질을 갖는 신소재를 찾아내고 

고유 다성분(intricate multicomponent) system을 체계적이고 물리 화학적으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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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대단히 유용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무엇보다도 특정한 결정성장 방식을 

정하는 것은 어떤 변수가 주어진 화합물의 용해도를 변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느냐에 좌우된다. 

2. 비정질 실리카의 상전이 및 반응속도 

Kitahara et al.50)의 연구에 의하면 비정질 실리카는 150- 300 0C 온도범위의 알칼 

리 용액에서 다음과 같이 상전이한다: 

Amorphous Silica • Si02-X • Cristobalite • a - Quartz (29) 

그러나 15% NaCl을 함유한 1% KOH용액을 사용한 경우， 150-160 oC 에서 

Si02-Y가 나타났고 200 0C 에서 Si02-X2가 생성했다. 그런데 이 Si02-X2는 

cristobalite 생 성 없 이 직 접 quartz로 전 이 한다. Mitsyuk51 )에 의 하면 Si02-X2와 

Si02-Y는 고압뿐만 아니라 용매 용액의 증기압 하에서도 나타났다. 그러나 이 조건 

에서 Si02-Xl은 발견되지 않았다 Si02- X, Si02-Xl, Si02-X2, Si02- Y 모두는 水和

(hydration) 성질에 있어서는 비정 질 실리카 gel과 유사하나 결정구조를 가지고 있 

어 비정질은 아니다. 예 를 들면 200 0C 에서 Si02-X의 용해도는 약 1000 ppm인데 이 

수치는 실리카 gel과 거의 같다. 이 들 중간상이 생성하는 시간은 연구자에 따라 차 

이가 있고 각각의 성질에 관하여서는 아직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다 

Carnpbell과 Fyfe52 )는 245 0C 의 일정한 온도와 0.012 M, 0.017 M, 0.1 

M(O.05-0.4wt%)의 3가지 NaOH 농도에서 Si02-X 중간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 

나 cristobalite의 quartz로 전이가 비정질 실리가의 cristobalite로 전이보다 상당히 

빠른 것을 발견했다. 이 사실은 Kit밟lara et al .잉)이 발표한 도표에 의하여 자유에너 

지 (6F)와 생성하는 相과의 관계에서 cristobalite가 quartz로 전이하는 활성화 에너 

지가 비정질 실리카가 cristobalite로 전이하는 활성화에너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값을 가짐으로써 확인되었다. 

Carr와 Fyfe52 )는 300 0C 이상과 고압 하에서 비정질 실리카는 다음 식과 같이 

quartz로 결정 화하기 전에 cristobalite, silica-K 등의 중간상으로 전이 한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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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고 다른 연구자들54-56)도 silica-K의 존재를 확인했다 

Amorphous Silica • Cristobalite • Silica- K(keatite) • α - Quartz (3이 

이러한 준안정 (metastable) 의 중간상들이 나타나는 것은 이들 안정성이 덜한 상 

들이 안정한 상보다 빠르게 핵생성을 일으키는 경향을 의미한다. Oswald의 연속전 

이 법칙(임계크기의 핵은 계속 성장하고 그 이하의 핵은 소멸함)과 Goldsmith57)의 

단순화(simplexi ty ) 법칙 변에서， 단순화 또는 entropy의 적은 감소는 핵생성에 유리 

하다. 그러나 이러한 Silica - K, Si02- X 등의 중간상들은 자연에서 발견되지 않고 특 

수한 조건에서만 생성할 수 있다. 

3. 수열합성 변수의 영향 

Lee et al.은 비정질 실리카를 원료로 수열 온도， 시간， 알칼리 농도， 광액농도， 

광화제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58) Quartz 분말은 3 hrs , 0.5% seeds와 0.5% KOH의 

일정한 조건하에서 240 0C 이상의 온도에서 결정화되었다. 석영 (quaπz)의 결정화 시 

간은 450 0C, 0.5% seeds, 0.25% KOH의 조건에서 3시간 이상이 걸렸다. KOH 농도 

의 영향조사에서， 적어도 0.1% KOH이상의 농도에서 결정화했다. 광액농도(pulp 

density)의 영향 평가에서는 광액농도 증가로 mobility가 또한 증가함으로 mass 

transfer의 영향이 컸다.5wt% 비정질 실리카원료를 사용한 경우， 평균 입도 1 μm 

입자가 결정화했고 10wt%에서는 결정이 완전하지 않았다. 

온도(또는 용해도) 변화에 따른 morphology 영향조사에서는 350 0C 에서 생성한 

입 자가 1-3 μ m 이 고 고 결 정 성 (high crystallinity) 의 rhombohedron인 데 비 하 여 300.C 

에서는 1μm이고 결정성이 아주 약했다. 이 결과는 온도 증가에 따라 용해도 증가 

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반응시간이 quaπz의 평균 입도분포에 미치는 영향이 조사 

되었다. 0.1% KOH, 400 0C, 0.5% seeds의 일정한 조건하에서 3 시간 동안에 평균입 

도가 4.1μm， 6 시간에서 4.81μm이므로 시간에 따라 입자가 성장했고 입도분포가 

좁아졌다. 광화제 농도와 입도분포와의 관계에서 KOH 농도 증가에 따라 입자가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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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졌다. 350 oC, 0.25% KOH, 3시간의 일정한 조건하에서 [101] , [100] , [112] 面들 중 

에 [101]면의 성장이 제일 빨랐다. Seeds content가 증가함에 따라 seeds의 결정생 

성에 대한 효과는 감소했다: 종자는 결정면을 성장하는데 크게 영향을 주었다. 

4. 광화제 (mineralizer)의 여하 c>c:그 

Lee et a1.은 KOH, NaOH, KF, NaF 둥 여 러 가지 광화제 (rnineralizer)의 영 향을 

조사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효과적이었다.않) 400 oC, 0.5% seeds, 3 시간의 일정한 조 

건하에서 0.075% - 0.5% NaOH 농도를 달리한 경우， 1- 3 μm이고 결정도도 높은 

rhombohedron 결정 입자를 얻었다. 0.8% KF의 경우 400 oC, 0.5% seeds , 3 시간에 

서 2-8 μm의 needle 모양의 입자가 생성했고 1.5% NaF에서 2.48 μm 입자이고 

hexagona1 모양이었다 0. 1% Na2C03 광화제를 사용해서 1.89μm이고 

rhombohedron 결 정 을 얻 었 다. 

Lazerov et a1.은 외k머i 성 질을 가진 광화제들을 amorphous silica 원료의 

0.003- 1 wt%를 사용하여 수열합성 함으로써 0.08-0.8 mm 크기 의 미 립 결정 Q 

-quartz을 제조했다 59) 금속 오염 이 낮은(0.0001-0.001 wt%) 고품위 미 립 quartz를 

얻기 위해서는 광화제로 0.02- 1 wt%의 ammonium hydroxide Lf quatemary 

ammonium bases를 사용하는 것이 좋았다. Alka1i 금속 오염도가 0.0001 - 0.0005 

wt%가 되는 quartz를 얻으려면 광화제로 0.001 - 0.1 wt%의 유기 多전해질(분자량이 

190-50，000이 되는 polyethy lenirnines을 사용했다. 고분자 polyethy lenimine(분자량 

이 10，000-50，000)은 종이 생산중 可題齊~ (plastifying agent)로써 또는 물처 리 공정중 

癡縮뼈(f1acculant)로 사용되는 값이 싸고 쉽게 구할 수 있는 물질이다. 低분자 

polyethy lenimine( 분 자 량 190-10，000) 은 polyethylenepolyamine, diethylenetriamine, 

triethy lenetetrarnine, tetraethy lenepen tamine 동의 혼합물로 되 어 있다. 이 저 분자 

물질은 dichloethane과 ammoma 또는 ethylenediarnine을 축합kondensation)하거 나 

β -chloroethylamine과 함께 ethy lenarnine을 ammoma와 amme과 반응시 켜 많은 양 

을 얻는다. 이 물질은 epoxy resm에 양생제 (curing agent)와 rocket 연료에 첨가제 

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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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미 량의 탄소 불순물(0.0001-0.0005 wt% C )과 금속 불순물(0.0001-0.001 %)을 

가진 미 립 quartz를 얻 기 위 하여 광화제 로 0.02- 1 wt%의 hydrazine 또는 alkyl의 

유도체 (derivative)를 사용하는 것이 좋았다. 본 논문59)에 의해 미 립 quartz를 제조 

하는 공정은 다음과 같다. 비정질 silica를 농도가 정해진 촉진제 수용액에 넣고 상 

온 또는 70 0C 에서 0.2-3 일간 유지했다. 그리고 용액은 따라 버리고 축축한 residue 

를 반응기나 autoclave에 장입했다. 잔여 수분량이 정 해진 온도에서 필요한 수증기 

압력을 제공했다. 반응기는 결정화 온도까지 가열되고 이 온도에서 5- 100 시간 유 

지되었다. 또 다른 방법은 용액을 따라 내고 남은 silica는 100-300 0C 에서 건조해서 

반응기에 장입되었다. 결정화 온도에 필요한 압력에 맞는 수증기를 반응기에 주입 

하거나 상당량의 물을 넣었다 비 정질 silica와 광화제 수용액과의 처리가 반응기내 

에서 직접 달성될 수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비 정질 silica와 광화제 수용액을 

같이 반응기에 넣고 밀봉했다. 

5. 수열합성에서 수산기 (OH-) 이온의 역할 

Campbell과 Fyfe52)는 245 0C 의 일정한 온도와 36 기압(물의 증기압) 하에서 0.012 

M, 0.017 M, 0.1 M(o.05-0.4wt%)의 3가지 NaOH 농도에 서 반응시 간과 OH 관계 를 

조사했다. 이들은 반응시간이 OH 이온의 역수에 거의 정비례한다는 사실을 발견 

했다. 이들의 실험결과에 의하면 비정질 실리카의 수열반응에서 OH 또는 H2Si04 

이 율속(rate controlling )을 좌우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압력효과 때문에 OH-이온 

이 율속을 좌우하는데 문제가 있다. 규산[silicic acid, Si(OH )4] 이 물보다는 강산이므 

로 압력증가에 따라 용해도가 감소하므로 순수한 물에서 OH 농도는 압력이 증가 

하면 따라서 감소해야만 한다 60) 그러 므로 반응속도는 H2Si0 4 농도에 비례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Goto61l는 OH 이 온이 용액에서 규산(silicate ) 이온의 중합 

(polimerization )을 가속화한다고 발표했다. 

비정질 실리카 시료의 구조적 전이 즉， 고체 matnx의 수산기치환(hydroxylation )

脫수산기 치 환(dehydroxy lation) , 여 러 가지 형 태 로 結合水 (bound or bonded water) 

의 생 성， 형상 재구성 ， 결정화 공정 등이 활성화 미량 광화제 존재 하의 임계조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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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수열처리하는 동안에 조사되었다 62) 또한 이러한 공정의 기구(mechanism) 및 반 

응속도에 미치는 첨가제의 영향이 조사되었다. 특히 반응속도 연구에 적용한 

pycnometry 방법이 소개되었다. 

실리카에 미 량의 광화제를 첨가하면 가장 적절한 수산기치환(hydroxy lation)을 

가속화할 뿐만 아니라 수산기 구조로 전이가 시작된다. 광화제(활성제)로는 

tetramethy lammonium hydroxide[ (CH3)4NOH] , hydrazine hydrate(N2HsOH) , 

aliphatic spiritS(CmH2m+10H, m=1- 4) 및 TEOS[ (C2HsO)4Si]가 사용되 었다. 실 리 차에 

활성제가 흡착하는 동안 이들 활성제 분자들은 가까이의 siloxane bond( 三 Si-O-Si

드 )를 찾아내서 다음과 같이 silanol 基( 프 Si-OH)와 반웅할 수 있다: 

프 Si- OH + (CH3)4NOH • 프 SiON(CH3)4 . H20 (31) 

프 Si- OH + (C2HsO)4Si • 프 SiOSi(C갚-Ish + C강-IsOH (32) 

300-400 0C 와 5- 25 MPa(50- 250 atm)의 고활성 물분자와 함께 수열합성이 시작되 

면 실리카 표면에 이미 흡착된 활성제는 silanol 基를 생성하면서， siloxane bond의 

틈(cleavage)을 통하여 실 리 카 matrix와 반웅한다: 

T , PH20 

(CH3)4NOH + 三 Si-O-Si 三 를 三 SiON(Cfu)4 + 드 Si-OH (33) 

이 방법으로 광화제는 직접적인 수열조건에서 구조적 무질서와 새로운 silan이 기 

의 생성을 촉진시키고 system의 반응성을 증가시킨다. 흡착된 광화제 분자들의 연 

속적 파괴가 틈사이에서 일어나면서 동시에 광화제 조각(fragments ) 이 실리카 

matnx로 어 느 정도 이 동한다. (CH3)4NOH의 경우 이 조각들이 methoxy 기 (드 

Si -O-CH3 )와 methy lamine 기 [三 SiN(CH3)z， 三 SiNH (CH30)]의 구조를 연속적 으로 

생성한다. 실리카 다음에 amme기( 드 SiNH2) 그리고 lmme기 ( 三 Si-NH-Si 三 ) 구조들 

과 반응하면서 hydrazine hydrate(N2HsOH)의 분자가 생 성 한다. 사용된 aliphatic 

spirits 경 우는 m의 숫자를 3, 2, 1로 낯추면서 alkoxy기 (CmH2m+10)를 만든다. 결론 

적 으로 실리차 중합체 표변에 존재하는 silanol 기는 상전이하는데 적극적으로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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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없) 

TEOS 등 alkoxy기를 포함하고 있는 첨가제는 cristobalite와 keatite라는 중간 상 

태 결정체를 통하여 a -quartz의 생성을 촉진시킨다. 이 석영 결정에 상응하는 탤 

(habits)은 等거 리 (isometrid hexagonal-bipyramidal과 needle-prismatic이 다. 질 소 

함유 첨가제는 cristobalite 중간 결정상의 구조적 공정을 따르고 최종 석영 결정은 

등 거 리 bipyramidal 벽 을 가지 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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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원료 

1. 불화규산(H2SiF6) 

져I 3 

용액 

장 실험 및 너}납{ 
〈그 t::I 

전남 여천소재 남해화학 및 진해소재 진해화학의 과인산 공장에서 부산물로 발 

생하는 불화규산 용액과 석고수를 재활용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 두 용액의 화학 

조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표 2와 같다. 

표 1. 남해화학 불화규산 용액의 조성 

(단우1: ppm) 

Si Ca Fe K AI Na Mg Cr Ni Ba 

4.83% 564 156 133 94 80 22 19 7.3 7.2 

Cd Zn Ti Mn V Sr Pb Cu Co li 

0.1 2.8 2.5 2.1 1.7 1.1 1.0 0.21 0.15 0.05 

표 2. 불화규산함유 진해화학 석고수의 조성 

(단위: ppm) 

Si P AI Ca Fe Mg Mn Na K Ti 

0.23% 1.77% 850 930 190 340 33 0.15% 390 4.2 

Co Cr Mo Ni Sr V Cu Pb Zn Ba 

0.34 2.7 0.36 1.3 7.8 4.2 1.8 3.0 7.7 0.23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진해화학 석고수는 H2SiF6 함량이 1wt% 이내로 

아주 낮을 뿐만 아니라， P , Al, Ca Mg , K 및 Na 등의 불순물이 다량 존재하여 원 

료로 부적당하다고 판단됐다. 반면에 년간 15,000 ton C100% H2SiF6 기준)이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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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남해화학 불화규산 용액은 불순물 함량이 적고 25.3 wt% H2SiF6(O.6wt% HF 

포함)를 함유하여 실리 카 회수의 원료로 사용했다. 

2. 펴I TEOS(Tetraethoxysilane) 용액 

공주 소재 한국-Yamanaka (주 )에 서 는 일본산 6N- grade TEOS[Si(OC2H5)4] 원료 

를 증류하여 8N-grade로 고순도화하는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공정 중에 폐 

TEOS가 연간 약 5 ton이 발생하고 있다. 표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폐TEOS는 5N 

정도의 고순도임으로 이로부터 고순도 실리카의 제조가 가능하다고 생각되어 원료 

로 사용했다. 

표 3. 한국-Yamanaka 펴ITEOS 용액의 불순물 조성 

(단위 : ppm) 

Fe 

0.34 

3. 시약 

암모니아화 실험과 sol-gel 공정에 사용한 25% 암모니 아수와 無水(absolute) 에 

틸알코올 등은 Aldrich 社의 특급시약을 사용하였다. 

져I 2 절 실험 장치 ， 방법 및 분석 

1. 불화규산 용액 의 가열-가수 분해실험 장치 I:! I l:I~납{ 
;x c그 t::t 

가열-가수 분해 장치는 pyrex 재질의 초자류를 사용하여 기초실험을 수행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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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는 초자류의 부식으로 인한 생성 실리카의 오염을 염려하여 stainless steel製

evaporator와 condenser를 제작하여 사용했으나 용기의 부식이 현저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teflon 재질의 장치를 다시 고안， 제작하여 사용했다. 불화규산 용액의 비 등 

점에서 teflon 장치의 완전한 seal이 불가능하여 기체가 심하게 세나오는 현상을 발 

견했다. 종국적으로 밀폐를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연결부위에 o-nng을 사용했다. 

200 0C 용 teflon으로 condenser를， 400 0C 용 teflon으로 evaporator 등 나머지 장치를 

표면처리한 pyrex 초자류 장치를 다시 고안， 주문， 제작했다. 그림 3은 최종 사용한 

가열-가수 분해 장치의 개략도이다. 

Teflon- coated pyrex 장치를 이용하여 실리카를 제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Evaporator에 25.3wt% 불화규산 용액 500 ml를 장착하고 heating mantle로 가열했 

다. 설정한 heater setting에서 이 용액은 가열을 시작한 후 약 1시간만에 105 0C 에서 

비등했다 가열 1시 간 동안 상당량의 용액 이 condenser에서 냉각되어 collection 

bottle에 모아졌다. 가열 1시 간 후부터 condenser에 실리카가 서서히 석출하기 시작 

했다. Condenser내에 설치된 teflon -coated pyrex 봉을 사용하여 생성 실리카를 밀 

어 내 어 collection bottle에 수집 했다. 

Heating mantle Collection 
bottle 

Scrubber 

그림 3. 불화규산의 가열-가수분해 장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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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카 생성속도는 시간에 따라 빨라졌으나 가열 후 2시간부터는 거의 일정한 

속도로 생성했다. 그러니까 용액이 많이 생길 때는 실리카 생성이 적었고 반대로 

용액생성이 둔화되면서 실리카 생성이 활발했다. 1시간 가열 후부터 실리카의 생성 

속도가 빨라져서， 가열 2시간 후에는 약 10분마다 제거했다. 

실리카가 처음 생성될 때 가스 발생이 제일 왕성했고 그 이후는 약 1분마다 1방 

울 정도로 발생이 둔화됐다， 이 발생 가스의 산도를 litmus 종이에 물을 묻혀 분석 

한 결과， pH 3으로 판명됐다. 이 가스를 특수 시료 포집기 (gas sampler)에 잡아， 한 

국표준과학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으나 수분이외에는 내용물을 알아내지 못했다. 

그 이유는 포집기에 잡힌 가스는 수분과 반응하여 이미 가스가 아니므로 기체분석 

으로 잡히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설정한 반응시간이 지나면 가열을 중단하고 장치 

를 냉각시켰다. Collection bottle에 수집한 실리카 slurry를 원심분리기로 20분간 고 

一 액 분리했다. Centrifuge tube에 농축된 실리카 c때e을 충분한 증류수를 첨가하여 

부유시킨 다음， 다시 원심분리했다. 원심분리기로 5번의 세척을 반복했다. 세척된 

실리카를 105 0C 에서 10시간 이상 건조했다. Evaporator에 남은 불화규산 용액과 원 

심분리에서 얻은 용액중의 불화규산과 불산 농도를 다음에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각 

각 측정했다. 

가열-가수분해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는 용액의 농도 및 조성， 가열온도， 교반 및 

refluxing 등을 들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가열온도만을 변화시키면서 분해실험 

을 수행하였으며， 실리카의 수율， 상， 순도， 입도， 비표면적 및 형상 등을 조사하였 

다 

2. 불화규산의 용액의 2-단계 암모니아 중화방법 

부식성 불화규산 용액과 용기와의 반응을 차단하기 위해 pH 전극과 온도계를 제 

외하고 teflon과 polypropy lene 제품이 사용됐다. 미리 정한 불화규산 농도(12.5 또 

는 25.5 wt% )에 따라 152 ml의 전체용액을 취하여 teflon beaker에 넣고 magnetic 

stirrer로 교반한다. 1 ~} 중화반응에 필요한 25 wt% 고순도 암모니 아수를 metering 

pump로 2ml/min의 속도로 주입한다. 이 주입속도는 100 paπ의 불화규산에 1- 2 

part의 암모니아의 무게비율이다. 반응하는 동안 온도와 pH를 측정한다. 생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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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urry를 polypropylene B니chner funnel를 이용하여 여과하고 여 액을 취하여 2차 중 

화반응에 사용한다. Slurry를 뜨거운 물을 사용하여 4-5회에 걸쳐 세척한다. 세척된 

실리카 cake를 105 0C 의 건조기에서 16 시간 이상 건조한다. 생성한 비정질 실리카 

내의 결정수 함량을 결정하기 위해， 1 g의 시료를 채취하여 1000 0C 에서 2시간 假燒

(calcination)한다 . 2차 중화반응 실험도 1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한다. 그림 4는 

암모니아수를 사용하여 불화규산 용액을 중화하여 비정 질 실리카를 생성하는 실험 

장치의 개략도이다. 

E그 

PH rnetJ:경r 

Te에onb빼ær 

HzSiF6 
soItmon 

아iIOH 

SoItmon 
Nb를g껴ex PuTp E힐rrer-hot plate 

그림 4. 불화규산 용액의 압모니아 중화반응의 개략도 

3. 펴ITEOS의 Sol-gel 실 험 방법 

폐TEOS로부터 sol-gel법에 의하여 실리카를 제조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는데， 

sol-gel법은 고순도 실리카 제조에 적합한 방법으로 입도 및 형상 제어가 용이하고 

비표면적이 큰 분말을 제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고순 

도 폐TEOS로부터 실리카 분말을 제조하였다. 폐TEOS(25 ml)를 ethyl alcohol (25 

ml , Aldrich, GR)과 같은 부피 비 율로 혼합한 다음 암모니 아수02.5 ml, 25% 

NH40H, Aldrich, GR)를 첨가하고 용액을 교반하면 백색의 침전물이 생성했다. 충 

분한 시간 후에 slurry를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고액분리를 한 후 증류수로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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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세척하고 105 0C 에 서 10시간 이상 진공건조했다. 

4. 분석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하여 불화규산 혹은 폐TEOS로부터 제조한 실리카의 회수율 

및 물성(상， 수분함량， 입도， 비표면적 형상 등)을 조사하여 상용화 가능성을 조사 

하였다. 먼저 각 공정에 따른 실리카의 회수율은 상분석 열분해 및 칭량에 의하여 

조사하였다. 생성물의 상분석은 x-선회절분석기(Rigaku製， Cu-kα ， XRD)를 이용하 

였다. 또한 생성물의 열분해특성은 DTA- TGA(Dupont, 20/min)와 box fumace를 사 

용하여 열처리 전후의 무게감량과 분해온도에 자료를 조사하였으며， 입도 및 비 표 

면적은 각각 입도분석기 (Malvem製)와 BET 장치에 의하여 구하였다. 그리고 각 공 

정에 따른 생성물의 morphology는 주사전자현미경 (SEM， ]EOL製)으로 조사하였다. 

원료시료와 반응 후 용액중의 불화규산 및 불산 농도는 한국공업규격 KS M 

0001(화학분석 및 시험방법에 관한 통칙)에 근거로 측정하였다. 불화규산의 함량을 

측정하는데는 비 중법 ， 수소 적정법， 遊離醒 측정법이 있는데， 불화규산과 유리산 

(HF)을 분리하여 측정할 수 있는 유리산법은 다음과 같다 

처음에 25 ml 불화규산 용액을 증류수로 500ml로 희석시킨 다음 얼음을 이용하 

여 차갑게 냉각시켰다 25 ml 포화질산칼륨(saturated KN03)을 가하여 용액내의 

fluosilicate 이온은 규산화칼륨으로 침전시켰다. 그리고 0.2% Bromothymol 

blue(BTB) 지시약을 2-3 방울 넣고 용액 내에 존재하는 이온화가 가능한 모든 수 

소이온을 0.5 N NaOH으로 적정했다. 

H2SiF6 + 2KN03 

2HN03 + 2NaOH 

K2SiF6 • + 2HN03 

2N값..J03 + 2H20 

(34) 

(35) 

(36) HF + NaOH NaF + H20 

용액의 색은 처음에 노란 색에서 투명한 청색으로 변하는 적정점 (A， cold 

titration volume)을 구했다. 다음 용액을 비등점까지 끊여 K2SiF6의 fluosilicate 

radical을 분해시켜 용액이 노란색으로 변하면 뜨거 운 용액 상태에서 0.5N NaOH로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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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적 정 했다(B， hot titration volume). 

K2SiF6 + 4NaOH == 2KF + 4NaF + Si02 + 2H20 (37) 

불화규산 시료 비중을 d라고 하면 불화규산 농도는 다음과 같은 일반식으로 나 

타낼 수 있다: 

불화규산 농도(wt%) 
휴 . N. 0.072 
μ W .100 (38) 

여기서 N은 NaOH의 normal 농도이고 W는 시료의 무게 (g) 이다. 

유리산 HF의 농도는 다음과 같은 일반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불산(HF) 농도(wt.%) == 
(A- 휴) . N. 0.02 

“ W .100 (39) 

그리고 용액 중에 잔류하는 주요 불순물(Ca ， K , Na , Al, Fe 등)과 Si의 양을 

Inductively Coupled Plasma Spectrometer(ICP)로 분석 하여 실 리 카의 회 수율， 공정 

에 따른 Si와 주요 불순물들의 거동을 조사하였다. 또한 반응전후의 pH를 pH 

meter을 이용하여 측정하여 반응거동에 대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특히 암모니아화 

법에 의한 실리카의 제조에서 반응후의 용액의 pH는 생성물의 상과 반응정도를 나 

타내는 주요 지표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져I 3 절 수열합성방법 

1. 원료 및 수열합성장치 

불화규산 용액을 암모니아수로 중화하여 2단계에서 생성한 순수한 비정질 실리 

차 분말을 수열합성용 원료로 주로 사용했고 폐TEOS 용액을 sol-gel법에 의해 얻 

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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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비정질 실리카 분말도 사용했다. 

40-ml 용량의 가압반응기 (bomb 형태)를 국내 제작하여 사용했다. 구 삼미특수강 

(주)에서 특별 주문하여 제공받은 high strength low carbon steel(HSLC 0.40% C) 

의 재질을 사용하고 기존의 소형(15 ml) 러시아제 반응기의 dimension을 확대하여 

제작했다. 그림 5는 국내 제작한 40- ml 용량의 반응기 개략도이다 반응기 내부에 

25-ml platinum liner와 무산소鋼 gasket이 사용되었다. 반응기 재질에 합금 원소량 

이 적은 관계로 고온에서 반응기의 부식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합성실험 후에는 

반응기 외부를 WD- 40 오일로 보호했다. 

t릅73 
• - sphere type seal 

M 

bolt pitch 

」
띠
 
N 
N 

copper gasket 

autoclave body 

platinum liner 

그 림 5. 40-ml bomb형 autoclave 개 략도 

IMF 여파로 인한 환율인상으로 500- ml 용량 교반형 가압반응기를 2차년과 3차 

년의 2년에 걸쳐 주문하여 완전한 장치를 구입하여 설치하였다， 압력이 1000 71 압에 

서 500 0C 까지 반응온도가 가능하다. 본체의 재질은 Hastelloy 계통이며 liner는 Ni 

재질을 사용했다. 미 AutocIave Engineer사 제품의 교반형 가압반응기를 사진 1에 

나타냈다， 

킨
 



사진 1 . 500-ml 용량 교반형 가압반응 장치 

2. 광화제 및 수열합성 전처리 

가. 광화제 선정 

예비 실험에서 비정질 실리카를 400 0C 에서 15시간 수열처리하여도 석영으로 합 

성되지 않음으로 적절한 광화제가 필수적임을 알 수 있었다. 광화제는 難溶性 출발 

물질(영양제)의 용해도를 높이고 전이온도를 낮추어， 보다 낮은 옹도와 짧은 시간에 

합성을 가능케 하는 역할을 한다. 

우선적으로 二:L각「 
D~ 뚫

 

님
 
} { t 혼입을 억제할 목적으로 각각의 TEOS , 

polyethy lenimine 등 유기 물 화합물과 hydrazine (C2H50H)을 광화제로 사용하얘 전 

처리 (hydroxylation ， 다음 항 참조)한 후 350-400 0C 와 96시간까지 수열처리하였으나 

모든 경 우에 석 영 이 합성 되 지 않았다. 0.1% polyethylenimine 유기 물을 사용하여 수 

열처리하여 얻은 비정 칠 실리카는 잃은 검은 색을 띄우므로 본 유기물이 연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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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로 남았음을 알 수 있었으며 1% TEOS와 0.5% hydrazine을 사용하였을 때는 

흰색 비정질 실리카로만 남아 있었다. 문헌상으로는 polyethy lenimine과 hydrazine 

각각 사용하여 낮은 결정도( cry s tallinity )를 갖는 석 영과 crystobalite의 혼합물을 제 

조한 경우가 있었다 59) 

결국 KOH와 NaOH 등 염기성 금속 광화제로 수열합성하여 석영을 얻을 수 있 

었다. 또한 위탁기관인 아주대에서는 그 동안 NaOH, NH40 H , KOH , NaF, KF 등 

여러 종류의 광화제의 실리카 수열합성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심도 있게 연구했 

다.잃) 그 결과에 의하면 KOH와 NaOH 광화제가 a -quartz 합성 에 적합하다고 판 

명되었다. KOH는 생성 quartz의 세척으로 NaOH보다 용이하게 제거되어 불순물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 低 Na 석영 생성을 목적으로 광 

화제의 영향에 관한 연구는 우선 KOH를 사용하기 로 결정했다. 

나. 비정질 실리카의 KOH 전처리 

비정질 실리카와 광화제 용액을 단순히 혼합하여 수열처리해서는 석영 (α 

quartz) 이 합성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즉 2장 4절 5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광화 

제로 인하여 실리카 표면의 수산기치환(hydroxylation ) 이 선행되어야 수열합성이 가 

능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염기성 금속 광화제의 첨가로 생성 석영의 순 

도가 낮아짐을 고려하여 가능한 적은 양의 광화제 사용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2 

가지 방법을 시도하였다. 

(1) 전처리 방법 1 

시 약급 KOH granule을 증류수에 용해 하여 0.1, 0.3 , 0.5 wt%의 3가지 농도의 

KOH 용액을 충분히 준비했다. 비정질 실리카 5 g을 50 ml의 광화제 용액에 넣고 

2시간 교반하여 시료를 처리 (hydroxy lation) 했다. 시료 slurry를 원심분리기로 고-액 

분리하여 cake만을 취했다 이 방법의 장점은 건조하지 않고 cake 상태로 사용함으 

로 실리카 표면이 전처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지만 cake내의 수분이 상당히 높음 

으로 수열합성시 추가로 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충전율이 자동적으로 약 60%로 고 

정된다 그러나 분말수열합성은 20- 30% 충전율에서 수행되는 것이 이상적임으로， 

60% 충전율은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이 이 방법의 약점이 될 수 있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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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처리 방법 2 

비정질 실리카를 0.02- 0.1 wt% 정도의 낮은 농도의 KOH 용액으로 처리하는 경 

우 전처리 방법 1을 개선하고 실리카 표면이 완전히 수산기로 포화되기 위한 충분한 

KOH 양을 공급하기 위하여 KOH 용액을 충분히 사용했다 22 g의 비정질 실리카 

를 500 ml의 저농도 KOH 용액에 넣고 24시간 교반한 후 여과， 세척 및 건조하여 

사용했다. 수열합성 시 충전율을 자유자제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이 전처리의 장 

점 이다. 그러나 비 정질 실리카 cake의 건조과정에서 표면에 존재하는 수산기의 소 

멸을 우려했으나 석영 이 성공적으로 합성되므로 105 0C 정도의 건조온도에서는 수산 

기가 거의 완전하게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3. 수열합성방법 

가.40-ml 용량 Autoclave 사용 

Cake 상태의 비 정질 실리카 경우 liner에 직접 넣고 건조 실리카의 경우는 30% 

충전율에 상당하는 증류수와 함께 넣고 autoclave를 seal한 다음， 爛에 장입 했다. 

Autoclave를 200- 400 0C 범위의 일정한 온도에서 1- 360 시간 가열했다. 생성 slurry 

를 test tube에 옮기고 약 50 ml의 증류수를 넣고 원심분리하여 생성물을 세척했다. 

원심분리를 5회 반복하면서 생성물을 깨끗이 세척한 다음 105 0C 에서 16시간 건조 

했다. 

나.500-ml 용량 Autoclave 사용 

새로 구입한 가압반응기는 한 번 실험에 많은 시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료 소 

모를 억제하여 많은 실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main liner( 400 ml 용량)안에 앞에서 

설명한 30 ml 용량의 소형 liner를 사용했다. 먼저 소형 liner에 5g의 건조비정질 실 

리카를 넣고 main liner에 장입한 다음 충전율을 30%로 조정하기 위해 135 ml의 

증류수로 2개의 liner 사이를 채웠다. 본 반응기는 완전한 seal을 유지하기 위하여 2 

단계의 screw 형태의 잠금 장치를 조이게 되어 있다. 본 분말수열합성과 같은 등온 

실험에서는 시료의 교반이 중요한 열역학적 변수가 아니므로 교반장치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고온에서 교반장치의 손상을 우려하여 cooling water system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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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했다. 본 반응기는 자동온도 제어장치가 되어 있어 요구되는 온도에서 =t 1 oc 의 

온도가 변화하고 압력도 gauge를 통하여 온도에 따른 증기압을 측정할 수 있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2종류의 모든 반응기에 가압 장치가 없으므로 반응온도에 

서의 압력은 포화증기압을 나타내므로， 반응온도에 따라 수열압력이 변했다. 본 수 

열합성 실험들에서 압력범위는 대체로 100- 400 기압이었으므로 열역학적 변수로써 

의 비중이 낮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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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비정질 실리카 분말제조 

제 1 절 불화큐산 용액으로부터 2-단계 암모니아 중화법에 

의한 비정질 실리차 분말제조 

1. 변수에 따른 암모니아의 거동 

가. 암모나아 주입속도의 영향 

예비 중화반응 실험을 통하여 NHy임zSiF6 mole비가 2이내(반응식 18참조)뿐만 

아니라 모든 mole비에서도 암모니아수 주입속도가 빠르면 (NH4)zSiF6 결정 생성 이 

과다하고 비정질 실리카 생성이 감소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사실을 계량화하 

기 위해 생성하는 (NH4 )zSiF6 결정량을 측정하기로 했다. 불화규산 용액과 여러 가 

지 mole비의 암모니아수를 일시(1분 이내)에 혼합하여 급속 중화반응 실험을 수행 

했다. 생성한 slurry를 여과하고 고체만을 취하여 acetone으로 2회에 걸쳐 세척하고 

105 0C 에서 건조， 천평하여 생성고체 무게를 결정했다. (NH4)zSiF 6 결정은 물에 용해 

하지만 acetone에는 용해하지 않는다. 건조된 고체를 순수한 물에서 2시간 교반， 세 

척한 다음， 여과하고 다시 건조， 칭량하여 비정질 실리카의 무게를 얻었다. 그러므 

로 세 척 전과 후의 무게 차이가 (NH4hSiF6 결정의 무게가 된다. 급속중화반응의 실 

험 결과는 표 4에 나타냈다. 

표에 나타낸 바와 같이 모든 몰비에서 생성한 전체고체 중에 86-92%가 

(NH4hSiF6 결정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몰비가 증가할수록 (NH4hSiF6 분율이 감 

소하는 이유는 주입되는 암모니아 양의 증가 즉 암모니아 몰비가 증가하면 2차 반 

응이 우세하기 시작하여 비정질 실리카 생성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결국 빠른 중화 

반응속도는 CNH4hSiF6 생성을 촉진하여 원하는 비 정질 실리카 생성을 저 해하여 회 

수율을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NH4)zSiF6의 용해도는 상온에서 100g의 

물에 18g이지 만 본 급속중화 반응으로 용해도 이상의 (NH4h SiF6 결정 이 용해하여 

석출함을 입증하고 있다. 특기할 사항은 주로 (NH4)zSiF6인 이 고체의 여과 속도가 

진공 pump로 Büchner funnel를 사용했는데도 상당히 느린 것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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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암모니아 주입속도가 중화반응에 중요한 변수로 판명되어 주입속도에 대 

한 예비 실 험을 통하여 2 mνmm의 주입속도에서는 (NH4hSiF6 생성을 발견할 수 없 

었다. 이 숫자는 100 parts의 불화규산에 1-2 parts의 암모니아를 사용하게 됨으로， 

문헌상갱)에서 적당하다고 제시한 2- 5 parts보다 낮은 비율이다. 암모니아 주입속도 

를 일정하게 하기 위하여 metering pump를 사용했고 불화규산 용액 내 

(submersion) 에 암모니아수를 주입하여 반응시켰다. 

표 4. 불화규산의 암모니아 급속 중화반응 

NH3iH2SiF6 moletll 2.0 3.0 4.0 

H2SiF6 사용량 ( m.e ) 76 76 76 

암모니아수 사용량 (m.e) 25.2 37.7 50.3 

여액 pH pH 0.9 pH 7.0 pH 7.5 

여액량 (m.e ) 65 45 43 

전체 생성 고체량 (g) 14.69 23.02 21 .86 

비정질 실리카량 (g) 1.20 2.41 3.09 

(NH4l2SiF6 생 성 량 (g) 13.49 20.61 18.77 

(NH4l2SiF6 무게 분율 (%) 92 90 86 

나- 반응온도의 생성물 여과에 미치는 영향 

불화규산 용액의 중화반응 온도와 생성물의 여과의 관계에 대하여 실험하였다. 

불화규산에 대한 암모니아 몰비를 3으로 하고 암모니아수의 유속을 2 mVmin로 고 

정하여 몇 가지 초기 반응온도에서 중화반응을 수행했다. 얼음이 들어 있는 물을 

이용하여 상온이하의 낮은 온도에서도 실험했다. 실험에서 얻어 진 slurry는 진공하 

에서 Whatman No. 41 여과지와 Buchner funnel를 사용하여 여과되었다. 여과된 

cake를 acetone으로 세척 ， 건조한 다음， 청평하고 XRD로 존재상을 분석했다. 중화 

온도에 따른 여과 속도와 생성상을 표 5에 나타냈다. 

” 
성
 



표 5. 반응온도와 불화규산 농도가 생성물의 여과에 미치는 영향 

H2SiF6 반응온도，(.C) 상대적 고체량 
생성물의 상 

농도 ， (%) 초기→최종 pH 여과 속도 (g) 

10 • 17 7.1 very slow 10.1 (N H4bSiF6 + minor amorph. silica 

25.3 26 • 47 7.0 medium 3.4 amorph. silica + trace (NH4bSiF6 

57 • 64 6.9 fast 3.6 amorph. silica 

12.6 26 • 43 6.9 slow 3.7 amorph. silica + minor (NH4bSiF6 

앞에서 설명한 급속 중화반웅과 유사하게 10- lTC 온도범위에서 생성한 모든 고 

체는 (NH4)zSiF6 결정이었고 이들의 여과는 아주 느렸다. 희석 용액인 12.6% 불화 

규산 용액 사용시에도 여과가 어느 정도 느렸다. 이 경우 생성한 실리카 분말은 아 

주 미세하였다. 그러므로 여과를 느리게 하는 요인은 (NH4)zSiF6 뿐만 아니라 미분 

말 형태의 실리카라고 생각된다.25.3% 불화규산 용액을 26-4TC 온도에서 중화하 

였을 때 (NH4)zSiF6가 미량 생성하였고 5TC 이상에서는 전연 생성하지 않았다. 용 

해도가 100 cm3의 찬물과 끊는 물에서 각각 18.6 과 55.5 g~ 점을 고려할 때 특히 

초기 중화반응 단계에서 온도가 실리카를 생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_ 2-단계 암모니아 중화법 

NHνH2SiF6 mole비 와 불화규산(H2SiF6) 농도가 실 리 카 생 성 에 미 치 는 영 향을 조 

사하기 위해 2 단계 중화반응을 수행했다. 실험조건은 총 암모니아 mole비를 

7.2020% 당량)로 일정하게 정하고 1단계 mole비 를 2에서 6까지 변화시키고 2단계 

mole비 는 7.2와 1단계 mole비 와의 차이 로 정 했다. 원 액 불화규산과 증류수를 1:1로 

희석한 12.6wt% 농도의 2가지 불화규산 용액을 사용했다. 실험방법은 앞에서 설명 

한 바와 같고 1단계 실험은 실온에서 시작하여 용액 온도와 pH 변화를 측정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2단계 중화반응은 1단계 암모니아 mole비 2에서 6까지 얻 

어진 각각의 여액을 취하여 중화반응을 계속하였다 원액 불화규산을 사용한 경우 

1단계 여액에 약간의 (NH4)zSiF6의 결정이 석출하므로 여액온도를 32-34.C 로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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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결정을 모두 용해시켰다. 그러 나 희석용액을 사용한 경우는 여액의 결정 이 없 

었으므로 실온(23-24 0C)에서 실험했다. 1, 2단계 중화실험 결과는 표 6과 7 종합했 

고 물성 변화를 그림 6과 7에 나타냈다. 

표 6. 원액 불화규산을 사용한 2-단계 암모니아 중화법 

NH:JH2SiF6 mole비 2.0 3.0 4.0 6.0 

반응 온도 (OC) 
24• 3rc 25• 46 0C 25• 4rc 25• 48 0C 

초기→최고 

여액 pH pH 1.3 pH 6.7 pH 7.7 pH 8.1 

1 -단계 
실리카 결정수 함량 (%) 5.5 7.6 8.2 9.4 

실리카 생성량 (g) 2.04 g 7.67 g 12.4 g 19.89 g 

실리카 평균입도 (μm) 17 27 16 31 

실리 카 비표면적 (mι/g) 27 66 70 34 

NH:JH2SiF6 mole tJ I 5.2 4.2 3.2 1.2 

반응온도(OC ) 
33• 38 0C 32• 3rc 32• 34 0C 34• 35 0C 

초기→최고 

여액 pH pH 8.4 pH 8.6 pH 9.1 pH 9.3 

2-단계 
실리카 결정수 함량 (%) 5.8 7.6 10.0 12.5 

실리카 생성량 (g) 20.23 g 16.03 g 11.28 g 3.81 g 

실리카 평균입도 ( μm) 123 42 40 31 

실리카 비표면적 (mι/g) 158.9 54.8 37.2 122.6 

전체 실리카 생성 량 (g) 22.27 g 23.70 g 23.68 g 23.70 g 

X 

써
 



표 7. 희석 불화규산을 사용한 2-단계 암모니아 중화법 

NH:JH2SiF6 mole닙 | 2.0 3.0 4.0 6.0 

반응 온도 (OC) 
24• 3TC 24• 40 0C 23• 39 0C 23• 39 0C 

1 단계 초기→최고 

여액 pH pH 1.2 pH 6.9 pH 8.1 pH 8.4 

실리카 생성량 (g) 0.18 g 6.85 g 10.21 g 18.57 g 

NH:JH2SiF6 mole t:l l 5.2 4.2 3.2 1.2 

반응온도 ("C) 
24• 34 0C 23• 30 0C 24• 28 0C 24• 26 0C 

초기→최고 

2단계 여액 pH pH 8.8 pH 8.8 pH 9.3 pH 8.3 

실리카 생성량 (g) 21.96 g 15.31 g 12.23 g 4.65 g 

평균 입도 ( μm) 5.2 6.0 10.5 14.2 

전체 실리카 생성량 (g) 22.14 g 22.16 g 22.44 g 23.22 g 

암모니아 중화반응은 발열반응으로 용액옹도가 최고 48 0C 까지 상승했고 특히 원 

액을 사용한 경우 온도상승이 더 높았다. 1단계 NHνH2SiF6 mole비가 2인 경우 

12.6% H2SiF6 용액에서는 실리카 침전이 전체 생성 실리카량의 1%도 되지 않았으 

나 25.3% 용액에서는 9%나 되었다. 이 결과는 12.6% 용액의 경우 1단계 중화반응 

이 우세하여 (NH4hSiF6이 안전한 용액으로 존재했으나 25.3% 용액에서는 용해 

(NH4hSiF6가 고농도이므로 2단계 반응이 동시 에 일어나서 일부 실리카가 생성했다 

고 사료된다. 암모니아 mole비가 2에서 6으로 증가할수록 최종 실리카의 결정수 함 

량이 5.5%에서 9.4%까지 비례하여 증가했는데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생 

성 실리카의 비표면적과 입도 등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2단계에서 온도상승은 전반적으로 l단계의 경우보다 상당히 낮았다. 또 2단계에 

서 암모니아의 몰비 감소에 따라 최종 pH도 낮아졌다. 그 이유는 암모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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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ar ratio of NH/H2SiF 6 in 1 s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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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성거동 따른 암모니아 mole비에 중화반응에서 2단계 그림 7. 

변화가 감소 옹도와 pH 따라서 := ，..、. ~ 
걱를 Xλ J.!. 점차 자체도 := →εI ‘-I L 0 

낀r요r 닐r걷r 사용량 감소에 따라 

대략 따라서 감소에 mole비 암모니아 2단계 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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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과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2-단계 중화반응에 의한 비 정질 실리카의 전체 회 

수량은 몰비와 농도에 따라 22.l-23.7g 범위 이 었다. 이 비정질 실리카들을 하소하면 

결정수(5- 12%)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20 g(이론적 회수량)의 하소(假燒， 

ca1cination) 실리카를 얻게된다. 그러므로 농도와 무관하게 적어도 99%의 회수율을 

얻을 수 있다 

특기할 사항은 생성한 비정질 실리카의 여과는 용이하였고 앞서 설명한 급속 중 

화반응에서 얻은 (NH4)zSiF6 결정에 비교해서 빨랐다. 암모니아수의 사용상에 문제 

점은 용액 내에서 반응함으로 암모니 아 출구 관에 실리카가 쌓여서 암모니아의 흐 

름을 저해하지만 완전히 관을 막지는 않았다. 

2. 생성 비정질 실리카의 물성분석 

가. 비정질 실리카의 X- ray 분석 

2-단계 암모니아 중화법에 의해 생성한 비정질 실리카의 X- ray 회절분석은 그림 

8과 같다. 그림 8에서 표시된 바와 같이 비정질 실리카는 약 21도의 2 fJ 값에서 단 

하나이고 폭이 넓은 peak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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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2-단계 중화법에 의해 생성한 비정질 실리카으I XRD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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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에서 생성한 비 정질 실리카의 비표면적은 몰비에 따라 37-159 m2j g 범위이 

었다. 상용 실리카 gel의 비표면적이 대략 300-800 m2jg인데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 

은 수치이다.없) 문헌조사에 의하여 불화규산의 암모니아 중화반응으로는 190 m2j g 

이상의 비표면적을 얻을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65) 

나 . 비정질 실리카의 TGA Curve 

그림 9는 불화규산 원액을 사용하여 암모니아 mole비 6에서 생성한 비정질 실리 

카의 TGA 곡선이 다. 본 비정질 실리카 시료는 이미 105 0C 에서 16시간 이상 건조하 

였으나 TGA 상에서는 100 0C 전부터 무게감량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비정질 실 

리카의 흡습성 (hygroscopic) 때문에 건조 후에 대기중의 수분을 다시 흡수했기 때 

문이다 

대략 100에서 200 0C 사이에서 급격한 무게 변화를 나타내다가 약 200 0C 이상에 

서는 감량이 둔화되었다. 총 무게감량은 9wt%이었다. 참고로 상용 실리카 gel을 

950 0C 에서 하소하면 무게함량이 일반적으로 5-6 .5%이지만 문헌조사66)에 의하면 

1200 0C 에서 하소하여 17 .5wt%까지 무게감량을 나타내는 gel의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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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중화법의 2단계에서 생성한 비정질 실리카의 TGA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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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F승j 다. 암모니아 mole비 따른 비정질 실리카의 

원액을 사용한 경우 몰 중화반응에서 언급한 1단계와 2단계 10은 표 6에서 그림 

비표면적과 입도는 몰비 나타냈다. 먼저 물성을 실리카의 비에 따라 생성한 비정질 

비표면적과 입도가 2 않았다. 특기할 사항은 있지 나타내고 에 따라 특별한 경향을 

나타냈다. 2단계에서 실 각각 158m2jg과 123μm로 가장 큰 값들을 단계와 2몰비에서 

입자(5- 12따1 )가 생성되었고 적은 살펴보면 희석용액에서는 상대적으로 리카 입도를 

벼 
L-이러한 실리카 입도 입 자(30-123μm)7r 생 성 되 었 다. 은

 
굵
 

상당히 원액용액에서는 

증가에 따라 생성 실리 없으나， 반응 pH와 온도 

증가한다는 문헌보고가 있다 65) 

알수 정 확한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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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카의 생성 3. Mole비에 따른 

거동은 l=l /λ‘ t:J 
걷Eτr걷r 

표 8에 제시됐고 원액을 사용한 경우 단계별 거동은 그림 11에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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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모니아 몰비에 따른 불화규산 농도별 



표 8. 2-단계 암모니아 중화법으로 생성한 실리카의 불순물 거동 

(단위: ppm) 

실험조건 AI203 CaO Fe203 MgO K20 Na20 순도， 0/0 

1. 12.6% H2SiF6 용액 

1 단계 : 2.0 NH뇌H2SiF6" 

2단겨1: 5.2 NH에H2SiF6 1060 4760 2430 460 <12 89 99.1 

1 단계 : 3.0 NH:JiH2SiF6 3400 15400 4570 1350 <1 2 65 97.5 

2단계: 4.2 NH뇌H2SiF6 710 80 1170 12.8 <12 73 99.75 

1 단계 : 4.0 NH뇌H2SiF6 2080 10900 3720 500 <12 65 98.2 

2단계 : 3.2 NH:JiH2SiF6 330 70 970 11 <1 2 47 99.85 I 

1 단계 : 6.0 NH:JiH2SiF6 1030 5880 2720 490 <12 73 98.9 

2단계 : 1.2 NH뇌H2SiF6 2640 180 160 30 <12 63 99.65 

2. 25.3% H2SiF6 용액 

1 단계 : 2.0 NH:JiH2SiF6 416 500 300 78 33 54 99.85 

2단계 : 5.2 NH:JiH2SiF6 1280 490 2430 갱O 23 85 99.5 

1 단계 : 3.0 NH:JiH2SiF6 4910 13580 3150 1310 76 109 97.6 

2단겨1: 4.2 NH:JiH2SiF6 240 98 1570 32 28 76 99.78 

1 단계 : 4.0 NH:JiH2SiF6 1400 8120 3140 730 <12 92 98.7 

2단계 : 3.2 NH:JiH2SiF6 790 77 940 27 28 57 99.8 

1 단계 : 6.0 NH:JiH2SiF6 1740 5040 2430 510 <12 69 99.0 

2단계 1 .2 NH:JiH2SiF6 208 72 200 10 <12 19 99.9 

* 생성한 실리카량 부족으로 분석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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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에 잘 나타낸 바와 같이 암모니아 몰비 3이상에서 1단계와 2단계에서 모 

든 불순물 함량의 차이가 현저했다 특히 1단계의 몰비 3의 경우를 살펴보면 ， 1단계 

의 생성 실리카에 13,580ppm CaO와 4,910ppm Alz03이 함유되었으나 2단계에서는 

단지 98ppm CaO와 240ppm Alz03으로 낮아졌다.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Al과 Ca이 

1단계에서 제거되어 2단계의 실리카 순도가 높아졌다. 또 Ca와 Al 경우보다는 낮지 

만 상당량의 Fe와 Mg도 제거됐다.K와 Na의 경우는 제거가 현저하지 않았으나 용 

해성 이온이므로 생성 실리카의 세척을 충분하게 하면 어 느 정도 제거 효과가 있으 

리라고 생각된다. 표 8에서 불화규산 원액과 희석용액을 사용한 경우를 비 교하면 

농도에 따른 불순물 거 동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표 8에 나타낸 mole비에 따른 단계별 생성 실리카의 순도의 변화를 불화규산 원 

액의 경우만을 그림 12에 도시하였다. 1단계에서 순도는 몰비 2에서 99.85%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3에서 97.6%로 가장 낮은 값을 가졌다. 이러한 결과는 1단계 

의 몰비 3에서 가장 불순물 제거가 잘 된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2단계에서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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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mole비에 따른 단계별 생성 실리카의 순도(25 .3% H2SiF6 용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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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프 1단계 그러므로 않았다. 많지 변화가 그리 99.5-99.9%로 몰비구간에서 전 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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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실리차를 순도 99.7% 이상의 수행하면 2단계에서 중화반응을 비 3에서 

비율은 각각 약 33%과 77%이다. 다. 이 경우 1차와 2차에서 생성한 실리카량의 

공침하고 얼마가 실리카에 불순물이 불화규산 내에 각각의 중화반응에서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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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각각 볼비에 13은 그림 조사했다. 남는지를 얼마가 용액에 

원액 있다. 결론적으로 나타내고 침전한 비율을 대한 실리카에 양에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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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모니아수를 사용하여 2-단계 암모니아 중화법에 의해 생성한 비 정질 실리카의 

회수율 및 물성은 표 9와 같다. 

표 9. 2-단계 암모니아 중화법의 결과 

실리카 회수율 99% 

~긍경 χ C:{> 스 r 등 C그} E C3t 7.6% 

1 차 실리카의 순도 97.6% 이상 

(암모니아 mole비 3) (주불순물: AI , Ca, Fe, Mg) 

2차 실리카의 순도 

(암모니아 mole비 4.2) 
99.7% 이상 

실리카 평균입도 42 μm 

실리카 비표면적 55 mι/g 

4. 벼정질 실리카의 형상 

그림 14 (a)는 암모니아수를 이용하여 2-단계 중화법으로 14(b)는 암모니아 가스 

로 생성한 비정질 실리카 분말의 형상들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용액에서 생성한 모 

든 실리카는 중합-축합 반응(polymerization -condensa tion) 에 의해 유기물질과 유사 

하게 중합체 (cluster， aggregate)를 구성했다. 그러므로 단일 입자는 0.1μm 이내의 

초미분체이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입자와 입자가 붙어서 network을 형성하여 100 

μm 이내의 중합체로 존재한다 64，67 ，68 ) 

중합체의 입자 크기를 저배율(X1000) 사진에서 비교하면 암모니아수에서 생성한 

실리카가 암모니아 가스의 경우보다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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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000 

(a) 암모니아수를 사용한 경우 

X5000 

X1000 

(b) 암모니아 가스를 사용한 경우 

X5000 

그림 14. 암모니아 중화법으로 생성한 비정질 실리카으I SEM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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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단계 암모니아 중화법의 Scale- up 실험 

본 scale-up실험의 주요 목적은 2-단계 암모니아 중화법 을 상업화하기 위하여 

bench 규모에서 얻은 조건에서 각 단계별 공정을 수행하여 최적조건을 확립하는데 

있다. 사용한 불화규산 용액은 25.3wt% 원액과 12.6wt% 희석용액이었다. 실험방법 

은 6- 1iter 용량 acrylic 반응기와 기계적 장치를 이 용하여 1,500- 3,000 ml 초기용액 

을 800rpm로 교반했다. 반응에 의한 용액온도와 pH 변화를 측정 했다. 1단계 실험에 

서 NH:VH2SiF6 몰비 3.0에 상당하는 암모니아수를 2단계에서는 몰비 4.2의 암모니 

아수를 사용했다. 각 단계별 반응조건과 결과를 표 10에 나타냈다. 

1단계의 최종 pH가 2가지 용액 모두에서 pH 6.0-6.1이었고 2단계에서 pH 9 . 0으 

로 동일했다. 1단계에서 반응온도 상승이 원액을 사용한 경우가 희석용액 경우보다 

훨씬 높았다. 2단계에서 온도상승은 그렇게 높지 않았다. 전체 비정질 실리카 회수 

율은 99%로 중화반응은 거의 완전했다. 그림 15와 16에 단계별 암모니아 몰비에 따 

른 pH 및 반응옹도를 도시 했다. 

그림 15Ca)를 살펴 보면 ， pH 0에서 약 5.5까지의 급격한 pH 상승이 대략 몰비 l.5 

와 2.5 사이에서 일어 났고 몰비 2.5이상에서는 pH 변화가 완만해졌다. 반웅식 18과 

같이 불화규산은 처음 2몰의 암모니아와 반응하여 CNH4hSiF6가 생성， 용해되는데 

실제로는 몰비 l.5-2.5에서 불화규산의 수소이온이 반응하여 H20가 되어 감소됨으 

로 pH 변화가 현저했다. 다음 몰비 2.5 이상에서는 반응식 19와 같이 용해 

CNH4hSiF6가 암모니아와 반응하여 실리카가 생성하고 NH4F가 용해되면서 pH는 

완만히 증가했다. 문헌조사69)에 의하면 SiF62 음이온은 pH 3 정도까지는 안정 하며 

그 이상의 pH에서 는 암모니아 반웅하여 실리카와 NH4F로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초기 실험에서 몰비 1이하이고 pH 0에서도 비정 질 실리카가 생성하기 시작하는 

것 이 관찰되었다. 그러므로 상술한 2개의 반응식이 몰비 2 .0이하와 이상으로 확실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 고 몰비 2.0 이하에서는 1차 반응이 우세하여 CNH4hSiF6이 먼저 

생성， 용해되고 상당한 농도에 이르면 암모니아와 계속 2차 반응하여 실리카가 초 

기부터 생성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실리카 생성속도는 초기 에 는 늦고 서서히 증 

가함을 발견했다. 그러므로 몰비 2.5이상에서는 l차 반응은 완전히 종결되고 2차 반 

응만이 남아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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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암모니아수에 의한 2-단계 중화반응 scale-up 실험 

불화규산 농도 25.3% H2SiF6 12.6% H2SiF6 

NH3I'H2SiF6 mole닙 | 3.0 

원 액 불화규산 사용량 (rni) 1500 1500+1500(물) 

25% 암모 니 아수 사용량 (rni) 744 

암모니아수 유속 rni/min 20 

1 단계 초기온도 • 최종온도 (OC) 27 • 65 28 • 54 

중화 반응시간 (min) 37 
반응 최종 pH pH 6.1 pH 6.0 

여액량， (rni ) 1840 2900 

실리카 세척조건 500rni CC 거운 물로 5호| 세척 

비정질 실리카 생성량 (gr) 78 85 

실카카내 결정수 함량 (%) 6.9 7.6 

Si02 ' XH20 Si02 . 0.25H20 Si02 . 0.28H20 

NH3I'(NH4l2SiF6 mole닙 | 4.2 

25% 암모 니 아수 사용량 (rni) 1042 

암모 니 아수 유속 mElmin 20 

초기온도 • 최종온도 (OC) 33 • 47 42 • 49 

반응시간 (min) 52 

최종 pH 9.0 9.0 
2단계 

중화 
여액량， (rni) 2140 3040 

반응 
실리카 세척조건 500 ml CC 거운 물로 5회 세척 

세 척 수 여 과속도(0.45 kw, 

1-phase vacuum pump, 8-cm 약 1700 뼈Imin 

Whatman No. 41 paper) 

비정질 실리카 생성량， g 137 129 

실리카내 결정수 함량， 0/0 
9.4 7.8 

(1000 0C‘ 2시간 하소) 

Si02 ' XH20 Si02 . 0.35H20 Si02 . 0.28H20 

총 비정질 실리카 생성량， gr 215 214 

총 실 리 카(Si02) 회 수율 (%) 100 99 

m 

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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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1 단계에서 암모니아 mole비에 따른 pH (a)와 반응온도(b) 변화 

(scale- up 실 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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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ar ratio of NHiH2SiF 6 in 2nd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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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2단계에서 암모니 아 mole비에 따른 pH(a) 및 반응온도(b) 변 화 

(scale- up 실 험 ) 

그림 15(b)에서 반응온도는 대 략 몰비 2.0까지는 빠르게 증가하다가 그 이후는 

서서히 증가했다 초기 의 빠른 옹도증가는 상술한 1차 발열반응에 기인하였고 다음 

완만한 증가는 2차 반응에 기인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림 16(a)에서 2가지 불화규산 용액의 pH 변화는 약간의 차이 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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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석 용액의 pH는 전 몰비 구간에서 증가에 따라 어느 정도 비례하여 증가했다. 반 

면에 원액 pH는 몰비 3.2까지 완만하게 증가한 다음， 빠르게 증가했다. 빠른 pH 증 

가는 원액이 거의 소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종 pH는 두 경우 9.0-9 . 1로 거의 동 

일했다. 그림 16(b)에서 온도변화는 2가지 농도에서 유사했다. 다만 희석용액이 원 

액보다 더 낮은 몰비(약 2.8)에서 최고온도에 도달했다. 이러한 차이는 희석 용액이 

암모니아와 더 빠르고 완전하게 반응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암모니아 mole비에 따른 pH의 변화인 그림 15(a)와 16(a)을 합하여 1과 2 단계에 

서 불화규산과 암모니아수의 중화 곡선(그림 17)을 얻었다. 주의할 점은 몰비 3에서 

1단계의 slurry와 2단계 여액의 pH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두 물질의 온도 차이에 

기인하기 때문이 다. 

10 

8 

6 1 1st step x 2nd step 
工
0. 

4 

-0- 12.6% H2SiF 6 

{• 25.3% H2SiF 6 

얘}H~ 
0 2 3 4 5 6 7 

Molar ratio of NHiH2SiF 6 

그림 17. 불화규산 용액과 암모니아수의 중화곡선 

1단계의 최종 pH가 2가지 용액 모두에서 pH 6.0-6 . 1 이었고 2단계에서 pH 9.0으 

로 동일했다. 1단계에서 반응온도 상승이 원액을 사용한 경우가 희석용액 경우보다 

훨씬 높았다. 2단계에서 온도상승은 그렇게 높지 않았다. 전체 비정질 실리카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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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은 99%로 중화반응은 거의 완전했다. 

4회의 scale-up 실험에서 얻은 단계별 실 리 카의 불순물 조성은 표 11과 같다. 

소규모 실험에서 얻은 결과와 비교하면 Ca 불순물은 더욱 완벽하게 1단계에서 

제거되었으나 Al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여 2단계 결과에서 전반적으로 소규모 실험 

결과(99.78% )보다 순도가 99.7%로 약간 낮아졌다. Scale-up 실험으로 불화규산 농 

도 차이에 의한 전체 불순물 거동은 원액의 경우가 어 느 정도 유리 했다. 희석용액 

을 사용하여 1단계에서 생성한 비정질 실리 카의 여 과가 용이하지 않았다. 입자가 

아주 미세하고 gel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 원액을 사용하여 얻은 1 

단계 여액은 2단계 실험 전에 상온으로 냉각되면서 (NH4)zSiF6 결정 이 일부 석출하 

였으나 희석용액 에서는 결정이 생성하지 않았다. 그러나 2단계 반응으로 용액온도 

가 상승하면 석출한 결정이 다시 용해되므로 희석용액을 사용할 특별한 이유가 없 

다고 사료된다. 

표 11 . 2-단계 중화법으I scale-up 실험에서 생성한 실리카의 불순물 조성 

(단위 : ppm) 

싫날t흔 Ab03 CaO Fe20 3 MgO Cr20 3 1<20 Na20 순도 ， 0/0 

1 차 1 단계 1670 12300 3300 990 60 45 126 98.2 

실험 2단계 960 56 1240 32 55 48 73 99.7 12.6% 
H2SiF6 

2차 1 단계 2080 14100 3430 1000 70 12 107 97.9 

4c:1: 등 C그4 
2단계 1400 76 1430 11 51 56 113 99.68 

1 차 1 단계 1800 14700 2570 730 53 12 77 98.0 

실험 
25.3% 2단계 990 50 1430 30 76 134 170 99.7 

H2SiF6 
2차 1 단계 2270 16400 3290 750 45 16 134 97.6 

4i크j 등 C그4 
2 단계 550 63 1710 12 44 ’47 73 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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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종 여액으로부터 NH4F 제거 및 형석 (CaF2) 회수 

불화규산 용액을 암모니아 중화법으로 처리하여 실리카를 회 수， 제거하고 남은 

용액에는 주로 불화암모니움(NH4F)과 일부 (NH4hSiF6 . NH4F이 용해되어 있다. 

본 암모니아 중화법이 완전한 공정 (tota1 process)으로 환경친화적이 되기 위하여 불 

화물들을 알칼리로 중화처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암모니아는 회수， 재활용될 수 있 

다. 

NH4F와 (NH4hSiF 6 . NH4F를 제 거 하고 암모니 아를 회 수하는 반응식 은 다음과 

같다: 

2NH4F + Ca(OH )z • CaF2 + NH40H (40) 

2(NH4)zSiF6 . NH4F + 7Ca(OH h • 7CaF2 + 2Si02 + 6NH40H + 4H20 (41) 

Scale- up 실험의 2단계에서 남은 여액 (pH 9.2)의 암모니움 이온 농도 측정 이 용 

이하지 않기 때문에 try and error 방식으로 Ca(OH )z 시약의 양을 달리하여 예비중 

화 실험을 수행하였다. 여액 100ml을 취하여 상온(27-28 0C )에서 4-40 g의 Ca(OH)z 

을 첨가하고 2시간 교반한 다음， 여과， 세척하고 고체를 건조하였다. 각각 Ca(OH )z 

첨가에 따른 온도와 pH 변화 그리고 남은 생성고체의 상분석 결과는 표 12와 같다. 

XRD 결과를 통하여 여 액 100 ml당 25 g의 Ca(OH)z을 첨 가하면 모든 불화암모 

니움이 제거됨을 알 수 있었다. 본 실험에서는 최종 온도가 27 - 29 0C 로 거의 일정 

한 이유는 2시간의 반응 시간이 필요 이상으로 길었기 때문이다. 본 중화처리 실험 

을 최 적 화하기 위 하여 100 ml 여 액 에 25 g의 Ca(OH)z를 첨 가하여 상온(28 0C)에 서 

교반하면서 시간에 따라 온도와 pH 변화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표 13에 종합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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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NH4F 제거 및 CaF2 회수 예비 실험결과 

Ca(OHh 최종온도 
생성 

첨가량 (gr) (OC) pH 
고체량 생성고체의 상 

(Qr) 

4 27 9.4 3.9 CaF2 

10 28 9.9 10.7 CaF2 

20 28 11.6 22.0 CaF2 

28 
12.6 24.2 CaF2 + Ca(OHh 

(30-min test) 25 
28 12.0 25.7 CaF2 + Ca(OHh 

30 28 12.1 29.3 CaF2 + Ca(OHh 

35 29 12.5 32.6 CaF2 + Ca(OHh I 

40 28 12.8 36.3 CaF2 + Ca(OHh 

표 13에 잘 나타난 바와 같이 반응온도와 pH는 처음 30분간 증가하다가 그 후에 

는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즉 30분 정도의 처 리 시간이 적어도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이 공정을 실용화하기 위하여 1 liter 여액당 250 g의 공업용 Ca(OH)2을 첨가하고 

약 40분간 교반하여 pH가 12에 도달하면 불화암모니움은 CaF2로 완전히 제거， 회 

수될 수 있다. 불화암모니움이 완전히 제거된 경우에 존재하는 고체의 XRD는 그립 

18과 같다. 

% 



표 13. NH4F 회수실험에서 시간에 따른 온도와 pH 변화 

Time (min) Temp (OC) pH 

0 28 9.2 

5 35 12.2 

10 31 12.3 

20 29 12.6 

30 29 12.6 

때 28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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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18. Ca(OHb오} 생 성 CaF2으I X -ray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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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반응 가스에 의한 암모니아 7. 

암모니아수를 사용하였으나 본 공정을 상업화 모든 중화반응 실험은 지금까지의 

판단되어， 본 실험을 수행하게 되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암모니아 가스가 실용성이 

사용한 경우와 동일 암모니아수를 구입하여 암모니아 가스를 상업용 삼
 

고
 

었다 

중화법 scale-up 실험을 시도했다. 1단 한 실험방법으로 수행했다. 처음에는 2-단계 

8.2 pH를 문제가 없었으나 2단계에서 아무런 이외에는 석출 NH4SiF6의 계에서는 

NH4F 이유는 용액에 생성 。1-'-→
1흔 τ= 중단했다. pH가 증가하지 수 없어서 이상 증가시킬 

변화를 가져오지 가스가 용해되지 않으므로 OH 이옹에 이상의 농도가 높아， 더 의 

측정할 방법 정확히 암모니아 사용량을 또한 가스사용시 생각된다. 않기 때문으로 

불화규산02.6% H2SiF6) 용 액 을 중화하였다. 600m1의 희석 없이 단계 없으므로 이 

일정하게 약 1Umin으로 쏠
 

。

π
 

교반하면서 암모니 아 가스의 넣고 teflon beaker어l 

그 실험결과 측정하여 변화를 pH의 하고 4시간 반응시켰다. 반응시간에 따라 용액 

변화가 없다가 그 

시작되어 60분에는 pH 4.4를 나타내고 90분에 pH 6 .7로 상승했 

반응시간이 45분까지는 pH가 0으로 거의 를 그림 19에 나타냈다， 

급상승하기 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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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암모니아 가스 중화시간에 따른 희 석불화규산 용액으I pH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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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90분 이후는 완만히 증가하여 4시간에 최종 pH 10을 얻었다. 참고로 pH 10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2-단계 암모니아 중화법(최종 pH 9.0)보다 과다하게 암모니아를 

사용했다. 또 원액 불화규산 용액을 사용한 2회 실험에서 0.5- l.0Umin 가스 유속으 

로 3시간 반웅하여 최종 pH 9.0-9.2를 얻었다. 본 실험에서 생성한 실리카의 불순물 

조성 및 실리카 회수율을 표 14에 나타냈다. 

표 14. 암모니아 가스에 의해 생성한 실리카의 불순물 조성 

생성 실리카의 불순물 함량 (ppm) 실리카 

회수 회수율 

AI2ÜJ CaO F82ÜJ MgO K20 N~O 순도(%) (%) 

1 회 450 4900 2570 460 12 72 99.1 94.4 

2 호| 720 6160 2낌O 580 <12 99 99.0 91 .0 

2-단계 암모니아 중화법의 실험결과와 비교하면 불순물 제거 단계가 없었으므로 

전체 불순원소들의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순도 99.0% 정도의 비정질 

실리카를 얻을 수 있음으로 상용 실리카 gel의 96.5-99.0% 순도66)에는 손색이 없다. 

또 실리카 회수율이 94% 이내로 2 단계 암모니아 사용한 경우보다 낮았다. 그 원 

인은 최종 pH 9.0 정도는 문제가 없었으나 NH3 가스는 100% 기체이고 암모니아 

수와 다른 점이 불화규산 원액에 물의 유입이 없음으로， 초기에 생성한 (NH4)zSiF6 

결정이 용해하지 않고 석출하여 실리카 회수를 저하시켰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1단 

계 반웅 후에 얻은 여액에서 상당량의 (NH4)zSiF6이 석출함을 발견했다. 이러한 이 

유로 암모니아 가스를 사용한 경우， 불화규산 용액을 물과 1:1 정도로 희석하여 사 

용하는 것 이 필요하다. 암모니아 출구 부분에 생성 실리카가 쌓이는 현상은 암모니 

아 가스를 사용한 경우에도 일어났고 그 정도가 더욱 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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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불화규산 용액으로부터 NH4F-NH3 중화법에 의한 
비정질 실리카 분말제조 

1. NH4F-NH3 중화반응 거동 및 회수율 

앞에서 설명한 실험방법으로 불화규산 용액의 NH4F -Nlli 중화반용을 수행하여 

얻은 실험 결과를 표 15에 종합했다. 1단계 반응에서 (NH4hSiF6의 회수율은 99%로 

높은 이유는 생성 (NH4)zSiF6에 결정수가 상당량 존재하나 가열하면 승화하는 성질 

때문에 결정수의 양을 실험적으로 구할 수 없었으므로 (NH4)zSiF6 회수율이 실제로 

는 99%가 아니고 2단계에서 실리카 회수율 94% 정도로 낮다고 생각된다. 

원액 사용량만을 달리한 수 차례 실험에서 얻은 비정질 실리카들의 불순물 조성 

을 표 16에 종합했다. 실리카 순도 99.2-99.6%는 2-단계 중화법에서 암모니아수를 

사용하여 2단계에서 생성한 실리차(99.7%)보다는 낮지만 암모니아 가스를 사용하여 

단계 없이 얻은 실리카(99.0-99.1 %)보다는 높았다. 

표 15. 불화규산 용액 의 NH4F-NH3 중화반응법 

NH4F/H2SiF6 mole l:j I 2.2(110% 당량) 

1 太} 최종 pH pH 0.6 

중화반응 건 조 (NH4hSiF6 생 성 량 (gr) 61.55 

(NH4hSiF6 회 수율(%) 99 (결정수 무시 ) 

NH뇌(NH4hSiF6 mole닙 | 4.8(120% 당량) 

초기 및 최종 반응온도 23• 34 0C 

최종 pH pH 9.1 

2차 실리카 생성량 (gr) 20.87 
중화반응 

실리카의 결정수 함량 (%) 

(1000 0C 하소) 
10% 

Si02 ' XH20 Si02 . 0.37H20 

하소 실리카량 (gr) 18.78 

실 리 카(S i02) 회 수율， (%)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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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NH4F-NH3 중화반응법에 의해 생성한 실리카의 불순물 조성 

실험조건 최종 생성 실리카의 불순물 함량 (ppm) 

원액불화규산 NH4F 
A12Ü3 CaO F82Ü3 MgO 1<<) Né32Q 

순도 

사용량 (rn2) 사용량(gr) pH (%) 

100 18.2 8.9 1500 앉x) 360 100 44 310 99.2 

76 13.3 8.8 1Kû 360 150 160 49 133 99.3 

152 26.6 9.1 700 1200 89 210 37 65 99.6 

2. (NH4bSiF6의 열분해 

1단계에서 NH<!F로 중화반응하여 얻은 순수한 (NH4)SiF6 결정의 X -ray pattem 

은 그림 20과 같다. 

• (NH4)2SiF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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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20. NH4F에 의 한 1 차 생 성 울 인 (NH4l2SiF6으I XRD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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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000 0C 까지 의 (NH4hSiF6의 열분해 곡선은 그림 21과 같다. (NH4)SiF6는 다음 

식들과 같이 2단계로 분해 및 승화한다: 

~220 "C 
(NH4hSiF6 Þ 

~ 85Q "C 
NH4F (S) þ 

승화(sub!ime) 

SiF4 • + 2NH4F (S) (42) 

NH4F • (g) (43) 

100 

80 

--、ss 
、-- 60 Uω) 

-。」
4i-=-
。1 40 
르@ 

20 

O 
o 200 400 600 800 1 000 

Temperature (oC) 

그림 21. NH4F에 의 한 1 차 생성 물인 (NH4)2SiF6으I TGA cu rve 

(NH4)SiF6는 처음 200 0C 부근에서 약 5-7%의 감량이 있었고 220-310 0C 에서 

SiF4 가스를 발생하고 NH4F 고체로 분해되면서 약 55% 감량을 했다. 다음 약 

850 0C 에서 NH4F 기체로 승화하면서 약 910 0C 에서 100% 감량이 이루어졌다. 처음 

200 0C 부근에서 감량은 결정수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되나 불화규산 암모니움의 분 

해-승화의 성질로 전체 결정수의 함량은 측정할 수 없었다. 

n 



제 3 절 불화규산으로부터 가열-가수 분해법에 의한 실리카 

분말제조 

불화규산의 가열-가수 분해 공정의 변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용액의 조성 

등의 다른 조건을 일정히 하고 우선적으로 250 0C 와 350 0C 의 2 level의 가열온도에서 

실험하고 그 결과를 표 17에 요약하였다. 분해공정의 물질수지와 함께 생성물의 상 

(그림 22), 실리카 회수율 및 수분함량(그림 23) , 입도분포(그립 24)와 형상(그림 25) 

등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제조한 실리카를 고온 불산 처리에 의하여 용해한 

다음 ICP로 주요 불순물을 분석하여 실리카의 순도를 조사하였다(표 18) 

표 1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불화규산 용액을 가열 분해함으로써 상당히 순수한 

비정질 실리카를 제조할 수 있었다. 생성물의 상분석 결과인 그림 22에서 보면 가 

열분해로 제조한 분말은 SiOz . xHzO(x=O-2) 조성을 갖는 비 정질 분말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수분함량을 조사한 결과(그림 23) 수분의 탈착이 1500 C 이상에서 이 

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단순 흡착수가 아닌 결정수 형태로 존재함을 알 수 있고， 무 

게감소로부터 계산한 결과 x=O.4, 즉， SiOz. O.4HzO의 조성을 가졌다. 그러나 

1000 0C 에서도 결정수가 실리차에서 완전히 제거되 지 않는다는 문헌조사가 있음으로 

결정수 함량이 이보다 높을 수 있다. 

실리카의 입도와 형상을 수록한 그림 24와 25에서 보면 10 μm 이하의 미립의 

별집 형태의 판상형 입자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주요 불순물의 분석 결과(표18)로 

부터 실리카의 순도가 99.9% 정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열분해 후 반웅여액에 불화규산의 농도가 상승(38% HzSiF6)하였고 실 

리카의 회수율이 29% 정도로 낮았다. 물질수지 결과에서 보면 채취된 실리카와 

collection bottle의 불화규산 함량을 포함하여 가능한 실리카생성율은 41 - 47% 수준 

이었다. 이는 불화규산 가열-분해반웅에서 생성된 SiF4와 HF가 완전히 condenser 

에서 scrubbing되 지 않고 기체상태로 유실되었거나 또 다른 반응기구에 의한 불화 

규산의 분해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두 실험결과를 비교해 볼 때 가열온도가 높은 실험에서 용액의 증발속도가 거의 

2배 로 빨랐으나 evaporator에 잔존한 불화규산과 불산 농도들이 col1ection bottle에 

η
 



생성한 불화규산과 불산의 농도들과 유사하였다. 그러나 가열온도를 높게하는 경 우 

낮게 하고 반응시간이 길 게 할 때보다는 실리카의 회수량이 두배 가량 증가하였다. 

표 17. 불화규산의 가열-가수 분해 실험 

승 온 속 도 (OC/hr) 100 200 
Heating mantle 온도 (OC) 250 350 

반응시간 (hrs) 4 3 

H2SiF6 37.8 38.2 

반응여액의 조성 (wt%) 
HF 2.2 2.3 

(Evaporator) 

Si 50.9 

H2SiF6 14.4 15.0 

생성용액의 조성 (wt%) 
HF 0.25 0.35 

(Collection bottle) 

Si 15.4 

실리카 회수량 (gr) 5.6 9.4 

Loss on ignition (LOI %) 12 12 

실리카 회수율 (%) 27.6 29.2 

가능한 실리카 생성율 (%) 47.5 41 .4 

실 리 카 비 표 면 적 (mι/g) 20.5 27.1 

순 도 (%) 99.9 

형 상 (SEM) 벌집형 판상 

. 추정값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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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가열-가수분해에 의하여 생성한 비정질 실리카의 XRD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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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가열-가수분해에 의하여 제조한 비정질 실리카의 TGA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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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가열-가수분해에 의하여 제조한 비정질 실리카의 입도분포 

그림 25. 가열-가수분해에 의하여 제조한 비정질 실리카의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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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가열 가수 분해에 의한 비정질 실리카의 불순물 조성 

(단위: ppm) 

AI203 CaO Fe203 K20 MgO 순도 %1 

311 478 153 71 30 99.9 

제 4 절 2-단계 암모니아 중화법과 가열-가수분해법과의 

공정상의 비교 

수행한 NH4F-NH3법을 포함하여 2-단계 암모니아 중화법과 가열 가수분해볍의 

연구 결과와 문제점을 표 19에서 비교했다. 가열-가수분해법은 3방법 중에 99.9%의 

가장 순도가 높은 실리카를 제조하는 장점은 있으나 극히 저조한 실리카 회수율， 

생성 불화규산 용액의 재순환， 부식성 HF 용액의 회수， 축적 불순물 제거 등의 공 

정상 애로점이 너무 많다. 또 NH4F-NH3법은 실리카 순도도 99.5% 정도로 상대적 

으로 낮고 공정 단계가 많고 복잡하여 상업화에 부적절하다고 본다. 

2-단계 중화법을 가열 가수분해법과 비교할 때 공정시간은 상대적으로 길더라도 

실리카를 전부 회수할 수 있고 실리카 순도도 99.7% 이상이 되고 NH4F 부산물 용 

액을 소석회로 처리하여 CaF2로 회수가 용이하다. 그러므로 2-단계 암모니아 중화 

반응에 의한 실리카 제조방식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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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불화규산 용액에서 불순물 제거 및 실리카제조 공정의 비교 

와걱r 가열-가수분해 법 
2-단계 암모니아 

NH4F-NH3법 
중화법 

반응온도 106 'C 로 가열 
가열 불필요 

(발열반응) 

가열 불필요 

(발열반응) 

실리카 생성방법 농축기에 직접 석출 단계별 생성 2단계에서 생성 

실리카 제조 

공정시간 
비교적 짧다 상대적으로 길다 상대적으로 길다 

용액 recycl ing 
필요 

Tc:T>-C「그 
불필요 불필요 

생성 비정질 
2종류· 

실리카 순도 
99.9% 1) 99.7% 이상 99.5% 

2) 97.6% 

실리카 비표면적 

(m2/g) 
10 - 30 55 

실리카 회수율 (%) 30 99 94 

1. 농축기 사용이 상업화 1. 일반 반응 및 회수 장 1. 용해-증발-재용해 공정 

에 비현실적임 치를 이용하나 2단계 으로 복잡함 

실리카 제조공정의 2 불순물이 반응기에 농 공정이 필요 2 증발과정중 부식성 HF 

문제점 축되어 bleeding 필요 2. NH4F 부산물 처리 필수 가스 회수처리가 필수 

3 생 성 용 액 으I recycling 3. NH4F 부산물 처리 필수 

4. HF용액 회수처리 필수 

부식성 HF 용액 회수， 
NH4F 용액을 NH4F 용액을 

부산물 처리 Ca(OH)z로 중화하여 Ca(OH)2로 중화하여 
농축처리 

CaF2로 고체화 CaF2로 고체화 

제 5 절 펴ITEOS 용액으로부터 비정질 실리카 분말제조 

입도 및 형상 제어가 용이하고 비표면적이 매우 큰 분말을 제조할 수 있는 

sol-gel법에 의하여 폐TEOS로부터 실리카를 제조하는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 

과를 표 20 및 표 21 에 요약하였다. 폐 TEOS(25 ml , 13 wt% Si , 비 중 0.94)로부터 

7.92 g 실리카를 제조할 수 있었는데， 이는 이론치의 118%(이론치 6.72 g)로 실리카 

에 상당량의 결정수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으로 추정 되어 XRD 상분석(그립 24)과 

열분해에 의한 무게감량을 측정하였다 XRD 상분석 결과에 의하면 생성물은 Si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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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H20(그림상에는 Si(OH)4로 표시)의 조성을 갖는 무정형 실리카였으며， 열분해 

결과 무게가 19.6% 감량하는 것으로 보아， sol-gel법으로 제조한 실리카는 Si02. 

0.8H20의 조성을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분말의 입도분포(그림 27)와 형상(그림 28)을 보면 불규칙한 구형 미 립의 

실리카를 제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실리카의 고온불산 처리에 의한 용액분석으로 

주요 불순물을 분석한 결과(표 21)에 의하면 실리카의 순도는 약 99.95%로 원료용 

액， 폐TEOS 용액의 순도보다 낮은 것으로 보아 실리카 s01이 생성할 때 불순물이 

공 침 (coprecipitation)하기 때 문으로 생 각된 다. 

따라서 sol-ge1 법 에 의하여 폐TEOS용액으로부터 구형 미 립의 실리카를 제조할 

수 있었으나， 순도가 출발용액보다 낮아지고 비표면적이 일반적인 s01-gel법에 의한 

경우보다 낮은 문제가 있다. 

표 20. 폐TEOS로부터 생성한 비정질 실리카의 물성분석 

LOI 회수율 평균입도 비표면적 순도 
형상 

(%) (%) ( μm) (m2/g) (%) 

19.6 94.7 8.5 30.3 99.95 구형 

*LOI: 10ss on ignition(휘 발성 물질 량) 

표 21. 펴ITEOS로부터 생성한 실리카 분말의 불순물 조성 (단위 : ppm) 

Fe20 3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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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SOI-gel법에 의 한 무정 형 실 리 카의 XRD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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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27. Sol-gel법에 의한 무정형 실리카의 입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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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801-gel법에 의한 무정형 실리카의 형상 

제 6 절 무정형 실리카 분말제조에 관한 고찰 

이상의 방법으로 불화규산 용액 혹은 폐TEOS용액으로부터 실리카를 제조하였을 

때， 실리카의 회수율 및 물성 등의 결과를 표 22에 요약하였다. 표에서 보변 모든 

방법으로 98% 이상의 순도를 갖는 무정형 실리카의 제조는 용이하였고 sol-gel법에 

의해서는 99.95%의 고순도 비정질 실리카를 얻었고 Si의 회수도 거의 전량 이루어 

졌다. 그리고 입도변에서는 sol-gel법에 의한 실리카가 구형의 미립이었다. 그러 나 

비 정질 실리카 자체를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비표면적이 낮으며 가열분해법의 경우 

회수율이 아주 낮은 것이 치명적이고， sol-gel에 의한 경우 실리카의 순도가 출발물 

질보다 낮아지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2-단계 암모니아 중화법은 공정비가 가장 저렴하고 2단계에서 순도 99.7% 이상 

의 비정질 실리카를 용이하게 제조하는 장점이 있다. 만일 불화규산을 암모니아와 

단계가 없이 중화해도 순도 99% 이상의 실리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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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생성한 비정질 실리카를 결정화하는 수열합성에서 출발물질로 사용하여 집 

중적인 연구를 수행했다. 

표 22. 각종 공정에 의해 생성한 실리카 분말의 물성 。 o~
-‘• ...., 

능 c::를1 人C그내 
가열-가수 

Sol-gel법 
2-단계 암모니아 

분해법 중화법 

생성물의 상 
amorph. amorph. amoαrph. 

silica silica silica 

실리카 회수율 (%) 30 95 99 

LOI (%) 10 19.6 9 

입도 ( μm) 9.2 8.5 42 

비표면적 (mι/g) 20-30 30-70 55 
2조01 근r: 

순도 (% ) 99.9 99.95 1) 99.7 이상 
2) 97.6 

실리카 형상 
벌집형 불규칙한 중합체 

판상 구형 (cluster) 

그C그1 ; C익9 21 ~그F? C어그 불산회수 
1) 균일성 

제일 저렴 
2) 고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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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비정질 실리카의 수열합성 

제 1 절 불화규산 용액으로부터 생성한 비정질 실리카의 
걷느。1 등4人l 

i:프 1:::1 c::;j 

1. 수열조건에 따른 비정질 실리카의 결정화 

가. KOH 농도의 실리카 수열합성에 영향 

KOH 농도가 비정질 실리카의 수열합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3가지 

의 KOH 농도를 선택하여 실험하였다: 0.1 , 0.3, 0.5wt%. 전처리 방법 1로 처리된 비 

정질 실리카를 가열온도 2oo-400 0C 범위에서 3-360 시간 동안 석영종자를 사용하지 

않고 수열처리했다. KOH 농도와 온도 변화에 따른 생성물의 결정상을 표 23, 24, 

25에 나타냈다. 

먼저 수열온도에 따른 SiOrX 상을 살펴보면 2oo 0C 에서는 0.5% KOH에서 48시 

간만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3oo 0C 에서는 0.3% KOH에서 3시간에 나타났고 그 이상 

의 온도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 연구는 Kit하1ara et a1.50)의 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a - cristobalite 상의 경우 200 oC. 0.5% KOH 및 48시간에 미약하게 나타나 

기 시작하여 0.1% KOH 하에서 350 0C 와 6시간에는 100%로 존재하다가 400 0C 에서 

a-qu없Z로 전이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Carr와 Fyfe영)는 300 0C 이상의 온도와 고압 

하에서만 a -cristobalite가 존재한다고 발표했다. 

비정질 실리카가 quartz로 전이하는 수열온도와 수열시간의 관계를 3가지 KOH 

농도에서 비교하면 그림 29와 같다. 

% 

ι
 



표 23. 0.1% KOH을 사용한 조건에서 생성한 결정상(전처리 방법1) 

반응 생성물의 상 
반응시간 

온도 
(hr) amorph. 

(OC) silica 
a - Crist. β-Crist. a - Quartz 

6 100%. 

24 • ~ 

48 • ~ 

72 • ~ 

300 96 • ~ 

120 • ~ 

168 • • 
240 ~ • 
360 100%. 

72 100%. 
325 

96 100%. 

6 100%. 

350 24 100%. 

48 100%. 

3 • ~ 

400 6 • • 
24 100%. 

.: major phase, ~: minor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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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0.3% KOH 용액을 사용한 조건에서 생성한 결정상(전처리 방법 1 ) 

반응 반응 생성물의 상 
온도 시간 

(OC) (hr) Sil ica-X a -Crist a -Quartz 

250 
48 ~ • 72 100%. 
3 • ~ • 
6 100%. 

300 12 100%. 

24 100%. 
48 100%. 

amorph. silica 
350 

100%. 3 

.: major phase, 연 minor phase 

표 25. 0.5% KOH을 사용한조건에서 생성한 결정상(전처리 방법 1 ) 

반응 반응 생성물의 상 
온도 시간 
(OC) (hr) Amor. Silica Si02-X a - Crist. a - Quartz 

24 100%. 

200 
48 • [’ • 72 [’ • 96 • 6 100%. 
9 • • • 12 • • • 225 18 trace ~ • 24 100%. 
72 100%. 
3 100%. 
6 • • • 

250 9 100%. 
12 trace ~ 100%. 
24 100%. 
3 100%. 

275 
6 100%. 
24 100%. 
48 100%. 

. : major phase, ~: minor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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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KOH 농도에 따른 quartz의 결정화 온도와 시간의 관계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quartz의 합성 시간은 합성온도와 KOH 농도 증가에 

역비례하게 짧아짐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Campbell과 Fyfe52 )가 NaOH를 사용하 

여 얻은 결과와 일치한다 

0.1% KOH 용액에서 350 0C 수열처리한 경우 석영 합성시간이 전처리 방법 1에서 

48시간이 걸렸으나 전처 리 방법2에서는 6시간으로 짧아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본 실험에서는 전처리 방법 1을 채택하여 비정질 실리카의 표변의 상당 부분을 수산 

기로 치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동일한 전처리 조건으로 모든 실험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 비교에는 별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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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정질 실리카의 결정화에 석영종자의 영향 

수열합성에서 종자는 핵생성 기지 (nucleation site)를 제공하여 합성시간을 단축 

시키는 역할을 한다. 사용한 석영종자는 대한 화인케미칼(주) 제품으로 순도 99.9% 

의 1μm 이내의 분쇄된 자연산 석영 미분말이었다. 비정질 실리카를 0.1% KOH를 

사용하여 전처리 방법 1로 처리한 다음 비정질 실리카의 2% 또는 10%의 종자를 첨 

가하여 혼합하여 사용했다. 석영종자의 유무와 온도 300-400 0C 범위에서 1- 360 시 

간 처리하여 얻은 생성물의 상들을 표 26에 비교했다. 

석영종자를 사용한 경우 300-350 0C 에서 생성물 중에 a - cristobalite 대신 球形

β-cristobalite가 생성하였고 아주 일부는 quartz로 전이했다. 그러므로 β -crist.는 

종자를 사용한 경우에만 발견되었다. 이 β crist.가 a -crist.로부터 전이되었을 가 

능성도 있고 석영종자가 자연에서 생성한 온도보다 낮은 반웅옹도에서 역반응 

(backward reaction)으로 인하여 ß -crist.와 화학적 평 형 (chemical equilibrium)을 

이루고 있을 수도 있다. 

석영종자의 첨가가 quartz의 결정화 시간을 얼마나 단축시키는지를 표 27에 비교 

했다. 300 0C 에서 400 0C 로 증가하는 수열온도보다 석영 종자량의 증가가 결정화 시 

간을 더 빠르게 단축시킴을 알 수 있으나 300 0C 에서 종자량을 10%로 증가해도 합 

성시간이 48시간이나 걸리므로 합성온도가 최저 350 0C 이상이 되야 한다고 사료된 

다. 

종자량이 결정화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그림 30에 나타냈다. 350- 400 oC 범위에서 

는 종자량의 영향이 현저하지 않았으나 300 0C 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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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반응온도와 종자의 생성상과의 관계 (0. 1% KOH, 전처리 방법1) 

반응온도 반응 생성물의 상 
종자량 

(OC) (wt%) 
시간 

(hr) a -Crist β-Crist. a -Quartz 

6 • ~ 

24 • • 2 
48 • • 
72 100%. 

300 
6 • ~ 

10 24 ~ • 
48 100%. 

O 360 100%. 

3 ~ • 
2 4.5 trace ~ • 

350 6 100%. 

10 3 100%. 

O 48 100%. 

2 3 100%. 

400 10 100%. 

O 24 100%. 

.: major phase, ~: minor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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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종자사용 유무에 따른 결정화 시간 비교(0. 1 % KOH) 

종자 사용량(wt% seeds) 

결정 화 온도 o wt% 2 wt% 10 wt% 

('C) 
비율 비율 

시간(A) 시간(8) 
(N8) 

시간(C) 
(NC) 

300 360 72 5 48 7.5 

350 48 6 4 3 16 

400 24 3 8 24 

80 

70 

60 

(ω‘-
드 50 
mE 

\ -를←- 2wt% seeds 
-0- 1Owt% seeds 

cn 
‘φn 

틀U〉3、 30 

20 

10 

o 
300 350 400 

Synthesis Temp.(OC) 

그림 30. 종자량에 따른 석 영 의 결정화 온도와 시간의 관계 (0.1% K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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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종 KOH 농도와 사용량에서 처리된 비정질 실리카의 1<20 함량 

KOH용액으로 전처리된 비정질 실리카의 K20 함량은 KOH 농도뿐만 아니라 

KOH 용액의 사용량에도 비례한다고 생각되어 KOH 농도와 사용량을 달리하여 전 

처리를 시도하였다. 22g의 비 정질 실리카를 각각 200 ml와 500 ml의 0.02-0 . 1%농도 

범위의 KOH용액에 넣고 상옹에서 24시간 교반한 다음， 3회 증류수 세척， 여 과， 건 

조， 분석했다. 분석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통일 시료를 2번 분석하기도 했다 

처리된 실리카의 불순물 조성뿐만 아니라 KOH 용액 중의 포타숨이 실리카에 흡착 

된 비율을 표 28에 나타냈다. 

KOH 농도와 용액 사용량 증가에 따라 비정 질 실리카의 K20 함량도 동시 에 증 

가했다. 그러나 본 실험범위 하에서 KOH 용액에 존재하는 모든 K+ 이온이 실리카 

에 흡착되지는 않았고 대략 17-36%가 흡착되었다. 그러므로 처리된 비정 질 실리카 

의 K20 함량은 KOH 농도보다는 전처리 조건에 크게 좌우된다. 모든 원소별 분석 

치에 대하여 지적을 한다면 오차 한계가 어느 정도 넓어서 분석의 재연성에 문제가 

있었다 

표 28. KOH 농도와 사용량에서 처리된 비정질 실리카의 불순물 조성(단위: ppm) 

S〈E3 。-「” K20 K20 
KOH 농도 사용량 AI20 3 CaO Fe203 MgO Na20 분석치 가능한 흡착율 

(rnE) (A) 최고치 (B) %(NB) 

비정질 
1210 65 1330 25 230 100 

실리카 원료 

200 1130 77 1430 18 104 678 3050 22 .2 
0.02% KOH 

500 1130 203 1720 8 109 1450 7640 19.0 

1110 56 1430 12 115 1570 7640 20.5 
200 

0.05% KO H 965 57 1240 5 107 1820 7640 23.8 

500 1420 73 1430 14 204 3200 19100 16.8 

0. 1% KOH 200 1130 64 1430 28 169 5570 15300 36.4 

m 

엉
 



3. KOH 전처리 방법2에 의한 비정질 실리카의 수열합성 

앞에서 제시한 방법 1의 수열합성 결과와 비교할 목적으로 0.005%(50 ppm) , 

0.02%(200ppm) , 0.05% (500ppm) 및 0.1% KOH 용액을 사용하여 비정질 실리카를 

KOH 전처리 방법2로 전처리하였다. 이러한 저 KOH 농도에서 합성온도와 생성상의 

관계는 표 29과 같다. 

0.005% KOH의 경우 400 0C 에서 48 시간 수열처리해도 전연 석영이 생성되지 않 

았고 0.02% KOH의 경우 동일한 온도에서 288 시간 처리해도 극히 일부만 석영으 

로 전이되었고 많은 양의 비 정질 실리카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다만 0.05% KOH 

경우 400 0C 에서 또한 0.1% KOH 경우 350 0C 에서 동일한 6시간에 완전한 능면체 

(rhombohedron) 석영이 합성되었다. 그러나 KOH 전처리 방법 1에 비하여 방법2로 

합성시간은 24시간에서 6 시간으로 단축되었으나 포타슐 불순물 함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표 28 참조) . 

표 29. KOH 농도와 반응온도 실험결과(전 처리 방법2) 

KOH 반응 반응 생성한 상 
농도 온도 시간 Amorph 
(%) (OC) (hr) Silica 

a -Crist β -Crist Silica-K a-Quaπz 

6 • 0.005 400 
48 • 
24 • 48 • 

0.02 400 96 • • • 
144 • ~ • 
288 • ~ • 

350 24 • 
0.05 3 • 400 

6 100%. 

• ~ 

2 • • • 0.1 350 3 ~ ~ • 
6 100%. 

.: major phase, ~: minor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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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석영의 순도 및 불순물 처리 

가. 생성 석영의 불순물 조성 

0.05- 0.3% KOH 농도범 위 에 서 전처 리 방법 1로 처리한 다음 수열합성하여 생성 

한 석영분말내의 불순물 조성을 표 30에 나타냈다. 

KOH 첨가로 석영의 포타숨(K20 ) 함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0.05% KOH의 경우 

100 ppm 대의 K20가 평균 2600 ppm 대로 증가했다. 결국 생성 석 영 의 순도가 비 

정 질 실 리 카의 99 .7%에 서 99.4%로 감소했다. 0.1%와 0.3% KOH에 서 생 성 한 석 영 

의 K20 값의 차이 는 크지 않았다. 기대했던 대로 수열합성 전후에 다른 불순물 함 

량에는 변화가 거의 없었으나 Na20 값이 KOH 농도 증가에 따라 약간 증가하는 

것은 사용한 KOH 시약에 NaOH가 불순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표 30. KOH 농도에 따라 수열합성된 석영의 불순물 조성 (전처리 방법 1) 

(단위 ; ppm) 

Quartz 합성조건 
순도 

AI20 3 CaO Fe20 3 K20 MgO Na20 
wt% KOH 온도 ， oc 시간， hr % 

24 1250 125 1570 2540 25 90 99.4 

0.05 400 
48 1470 125 1720 2780 32 57 99.35 

6 1266 81 1720 3510 15 257 99.3 
0.1 350 

48 1320 84 1860 3390 16 61 99.3 

0.3 350 2 1250 70 1780 3790 22 350 99.2 

Amorphous 
1210 65 1330 100 25 230 99.7 silica 원료 

1 
4 

Q 

ι
 



나. 생성 석영분말의 불순물 처리 

KOH 광화제 사용으로 오염된 생성석영의 포타슐 함량을 감소하기 위하여 각각 

순수한 증류수와 1% H2S04 용액으로 처리했다.0.3% KOH 용액을 사용하여 300 0C 

에서 6시간 합성하여 얻은 석영을 끊는 증류수에서 또는 60-70 0C 의 1% H2S04 용 

액에서 2시간 처리한 다음， 5회의 증류수 세척 여과 건조했다. 석영의 불순물 처리 

결과는 표 31과 같다.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석영내의 포타숨은 증류수와 약 황산 용액에서 거의 제 

거되지 않았다. 이 결과는 포타숨이 석영 matrix 내에 존재하므로 용이하게 제거될 

수 없다고 생각된다. 

표 31. 수열합성 석영분말의 불순물 처리(단위: ppm) 

갚월ξ~ AI203 CaO Fe20 3 K20 MgO Na20 

Amorphous silica 원 료 988 50 1430 134 30 169 

처리전 수열합성 quartz 1247 48 1860 3950 12 301 

Boiling water 처 리 된 quartz 1220 35 1720 3510 18 473 

1% H2S04 처 리 된 quartz 1280 81 1860 3510 22 390 

5. 수열합성 생성물의 상분석， 입도 및 입도분포 

가. 상분석 

그림 31에는 수열합성 생성 물에서 나타난 Si02-X, a -cri stobalite ， β -cristobalite， 

silica- K(keatite) a - quartz의 X - ray pattern을 도시 했다. SiOz-X, a - crist., β 

- crist. 및 silica-K는 단독으로 존재하는 생성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다른 상과 공존 

하는 pattern을 제시했다. 비정질 실리카의 수열합성에서 나타난 a -crist. 와 

opal(Si02 . XH20)과의 최대 pe와〈의 28 값이 거의 동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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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성 석영의 입도와 입도분포 

여러 생성물 중에 100% quartz로 전이한 시료만을 취하여 입도와 입도분포를 조 

사했다. 각각 다른 수열조건에서 생성한 quartz의 입도와 입도분포의 형태를 표 32 

에 종합했고 그 중 0.1% KOH , 400 oC , 24시간에서 정상 분포를 나타내는 시료의 입 

도분포를 그림 32에 나타냈다. 

표 32. Quartz로 합성된 시료의 평균입도와 입도분포의 

(KOH 전처 리 방법 1) 

형태 

광화제 합성온도 합성시간 종자량 평균입도 입도분포의 

농도， (%) rc) (hrs) (%) ( μm) 형태 

350 48 O 31 XC>{ A C>L

0.1 % KOH 24 0 58 JCC>{ A C>}

400 
3 10 7 닙 I χ <>f A C>L

96 O 7 bimodal 
200 

48 10 Xζ그내 人〈그L 

24 O 8 X〈그1A ζ그L 

225 
72 0 10 bimodal 

0.5% KOH 250 24 O 7 bimodal 

3 O 12 비정상 
275 

6 0 14 비정상 

300 6 O 53 비정상 

350 6 0 8 비정상 

정상 분포는 鐘모양의 Gaussian 분포를， bimodal 분포는 낙타 등처럼 중간에 계 

득이 있는 경 우를， 비 정상 분포는 입자가 불균형하게 분포되어 특정한 경향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Quartz 평균입도와 입도분포의 형태가 전반적으로 합성옹도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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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 시료만의 않았다. 다만 정상분포를 있지 있는 경향을 나타내고 특성이 간에 

입도였으나 0.1% 작은 상대적으로 10μm이내의 KOH에서 0.5% 비교하면 。lc 도르 
닝-'-등크 

굵은 quartz가 생성한 것으로 나타나서 입도 크기는 KOH KOH에 서 30μm 이상의 

첨가한 경우 온도와 KOH 농도와 무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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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Quartz로 합성된 시료의 정상 입도분포 

석영분말 성장(Densification)을 위한 수열합성 6. 

조건에서 수열합성 방법 1 ， 350 0C, 3 hr, 60% fill의 이용한 전처리 0.3% KOH를 

종자(seed)로 나머지를 채취하고 시료로 절반을 석영의 제조한 다음， 생성 서여으 ...., 0;:' 

동일한 수열조건과 방법으로 성장실험 (densification)을 10번 반복했다. 모 사용하여 

취하여 마지막 분말을 

도시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그림 33에 

F D n 
낀
 

석영분말 중에 첫 번째 ， 5번째 

Malvem 입도 분석기로 분석하여 

얻은 수열실험에서 c -'--



Seed run에서는 비정질 실리카로부터 작은 석영 분말이 생성하였고 densification 

로 분말이 약간 성 장하였다. 그러 나 densification 회 수의 증가에 도 더 이 상 입 자 

가 성장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수열조건하의 KOH 용액에서 석영이 용해하므로， 

종자의 존재가 핵생성에는 기여하지만 성장에 는 별로 기여하지 못한다고 사료된다. 

8 

5th densification 
할 6 ~ seed run dso = 44.0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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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Densification 수열합성에 의한 석영 입도 변화 

7. 수열합성 생성물의 형상 

수 열 합성 실 험 에 서 생 성 한 Si02-X, a -crist., β - crist. 및 a -Si02 (quartz) 결 

정들의 형상을 그림 34에 나타냈다. 그림 34(a)는 Si02-X가 a -crist.와 a -Si02와 

함께 생성한 경우인데， 빗살 무늬의 판상 중합체가 SiOz-X이고 작고 완전한 구형이 

a -crist 이고 오른쪽 하단의 다공성 물질이 a -quartz이다. 34(b)는 전형적인 구형 

a -crist.의 형 상이 다. 34(c)는 종자를 첨 가한 경 우， 비 정 질 실 리 카가 a -crist.로 전 

이하지 않고 β-crist.를 생성했는데 구형 물질은 물론이고 작은 입자들도 모두 β 

-crist.이다. 34(d)는 34(c)의 확대 (X25.000) 사진으로 그림에 나타난 두 개의 구형 

β -crist. 입자중， 왼쪽 입자는 오른쪽 입자보다 반웅이 빨라서 작은 업자로 분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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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에 있는 듯하다. 이 분해된 작은 입자들이 결국 a -quartz로 전이한다. 

34(e)는 확실하게 각이 진 능면체 (rhombohedron ) 결정구조를 나타내는 완전한 

α -quartz의 형상을 보이고 있고 입도분포(그림 32)도 정상이다. 34(f)는 종자를 첨 

가한 경우인데， 완전한 결정구조를 갖는 quartz가 생성했으나 C측으로 성장한 작은 

입자가 많이 포함되어 2종류 입도의 양극화 현상이 있다. 

모든 수열합성 생성물의 물성조사를 종합하면， 비정질 실리카가 먼저 SiOz-X로 

전이한 다음， α crist.로 전이하는 순서로 결정화하지 않고， 수열합성 조건에 따라 

어 떤 경 우는 SiOz-X를 통과하여 (bypass) 직 접 α - crist.로 전 이 하는 듯하다. 일 단 

α -crist.로 전이한 후， 구형 입자가 작은 입자로 분해되고 a -quartz로 상전이 한 

다 Cri stobalite와 quartz의 중간상으로 Silica -K가 존재하는 조건은 확실히 규명되 

지 않았다. 수열조건에 따라 SiOz-X가 생성하지 않고 cristobalite로 전이하는 것처 

럼 본 수열연구의 실험 들에서 Silica -K도 중간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초기에 생성 

한 a -quartz는 능면체이 지 만 완전히 각이 진 구조를 갖지 못하고， 합성시간이 길어 

지면서 능면이 발달되어 완전한 구조를 갖추게 된다. 또 C측으로 길게 성장한 

quartz는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한 방향으로만 성장한 경우인데 KOH의 농도와 종 

자첨가와는 관련이 없는 듯하다. 이러한 현상은 0.5% KOH 농도와 275 0C, 3시간에 

서 생성한 quartz에서 현저하게 나타났으며 합성시간이 길어져도 침상형상을 그대 

로 유지했다. 그러나 0.1 % KOH, 400 0C, 24시간에서 생성한 quartz는 C측으로 어느 

정도 발달했어도 침상 결정이 아니고， 특히 입도도 상대적으로 굵고(58μm) 입도분 

포는 약간 넓은 편이어서 ， 연 구목표에 제일 근접해 있는 quartz 형상이라고 판단된 

다. 

m m 



(a) 빗살무늬의 Si02-X (b) 완전 한 구 형 a -cristobalite 

(c) 구형 및 미 립 으I 2종류 β -crist. (d) 확대 된 구형 β-Crist. 

(e) 전 형 적 인 a -Quartz (f) 침상 및 전형적인 a -Quartz 

그 림 34. Si02-X, a -Cristobalite, β -Cristobalite 결 정 상의 형 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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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열시간에 따른 생성물의 형상변화 

수열시간에 따라 변하는 생성물의 상을 관찰하기 위하여 종자를 첨가하지 않고 

비정질 실리카를 0.1% KOH 용액에서 방법2로 전처리한 다음， 350 0C 에서 6시간까 

지 수열처리했다. 1, 2, 3 및 6시간의 반응시간에서 나타나는 형상을 X650과 X5,000 

의 2가지 배율로 그림 35에 나타냈다. 

1시간 후(그림 35a)에도 비정질 실리카로 남아 있지만 고배율에서 자세히 살펴 

보면 입자의 다공성이 수열처리 전보다 더욱 균일하게 발달된 것을 알 수 있다. 2 

시간후(그림 35b)에는 Silica-K와 ß -crist.가 공존했다. 문헌상의 전이순서로 보아， 

ß -crist.가 Silica-K보다 먼저 생성한다. 앞의 연구결과와 다르게 석영종자를 사 

용하지 않았는데도 a -crist.는 나타나지 않고 직접 β-crist.가 생성했다. 결론적으 

로 Q 와 β 모두 cristobalite이므로 XRD상으로는 구별이 되나 단지 cristobalite로 

표현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라고 생각된다. 

Silica-K와 β-crist.의 2가지 결정체의 정확한 형상은 구분이 안되고 있으나 모 

두 구형인 것은 사실이다. 특이한 사실은 그림 35(b)의 고배율 사진에서 처음으로 

실을 감아 놓은 듯한 구형 실타래가 나타났는데 Silica-K보다는 β-crist.일 가능성 

이 높다. 3시간 후(그림 35c)에서는 β-crist.. Silica - K 및 a -quartz의 3가지 결정 

상이 혼합되어 있다. 그림 35(c) 의 고배율 사진에서 구멍 뚫린 구형 입자는 

Silica-K일 가능성 이 높고 우측 하단에 장방형 의 quartz 가 집 단으로 붙어 있는 것 

을 관찰할 수 있다. 결국 6시간 후(그림 35d)에는 quartz 업자만이 중합체 처럼 붙 

어서 초기의 cristobalite의 구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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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시 간: amorphous silica 

(b) 2 시 간: Silica-K와 ß - cristobalite 

(c) 3 시 간: Sil ica-K(keatite), ß - cristobalite, a -quaηz 

(d) 6시 간 a-qua이Z 

그림 35. 수열시간 및 상전이에 따른 실리카 형상변화(0 . 1 % KOH, 350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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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은 0.05% KOH로 전처리하여 400 0C 에서 24시간 수열합성하여 

rhombohedral 구조가 잘 발달된 석영 결정체를 잘 보이고 있다. 

그림 36. 전형적인 Rhombohedron 구조의 석영분말 
(0.05% KOH , 400 oC, 24hr, 30% fil l) 

9. 불화규산 원료로부터 생성한 석영에 대한 고찰 

。lSι
℃二 '-

KOH 광화제를 사용하여 quartz를 합성하는데 불순물 함량을 최저로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수열합성 조건과 결과를 표 33에 제시했다. 

10. NaOH 광화제 를 사용하여 수열 합성 

그 동안 모든 실험은 KOH 광화제로 전처리하여 수열합성을 수행하였으나 

NaOH 광화제와의 비교 검토를 위하여 NaOH 용액을 KOH 대신으로 사용했다. 동 

일한 비정질 실리카 시료와 0.05% KOH 용액을 방법2로 전처리 했고 400"C 에서 6 

시간 수열처리하여 하여 석영을 합성했다. 표 34는 0.05% NaOH에서 생성한 석영 

의 불순물 조성을 나타내고 있고 그림 37은 생성한 석영의 형상의 SEM 사진이다. 

KOH 사용한 경우와 비교하면 불순물 조성에서 보면 6시간의 합성시간에 

- 101 -



표 33. KOH를 사용하여 얻은 석영분말 수열합성법의 최적조건 

KOH 농도， (wt%) 0.05 

KOH 전처리 방법 
전처리 방법 2을 변형하여 약 20 9의 비정질 

실리카에 200 ml KOH 용액사용 

전 처 리 실 리 카으I K20 함량(ppm ) 1600 -1800 

반응 온도， (OC) 400 0C 

반응 시간， (hr) 12 - 24 

출전 율(fi ll coefficient) 30 

생성 석영의 결정구조 각이 진 rhombohedron 

생성 석영의 순도， (wt%) 99.4 

생 성 석 영 으I K20 함량， (ppm) 2600 

평균입도， ( μm) 약 58 

입도분포 Gaussian 

XRD상으로는 100% 석영으로 나타났으나 완전히 각이 진 능면체 (rhombohedron) 

구조의 결정체가 형성되지 못했다 그러 나 그림 38의 입도분포를 살펴보면 전형적 인 

Gaussian 곡선이 었고 평균입 도가 64 μmt1- 되어 ， KOH 경우의 58 μ m와 거의 같 

은 크기를 나타내고 있다. 

표 34. 0.05% NaOH어|서 생성한 석영의 불순물 조성 

(단위: ppm) 

Ab0 3 CaO Fe20 3 K20 MgO Na20 순도，0/0 

1120 60 1430 76 10 2300 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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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액에서 생성한 석영분말의형상 37. 0.05% NaOH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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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액에서 38. 0.05% NaOH 그림 



제 2 절 펴ITEOS 용액으로부터 생성한 비정질 실리카의 
스여하서 

or:::::: I=t C> 

1. 수열시간에 따른 실리카의 결정화 

상당량의 비 정질 실리카를 준비하여 수열합성 실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100 ml의 

폐TEOS 용액을 100 ml의 ethyl alcohol와 흔합한 다음， 교반하면서 25wt% 암모니 

아수를 첨가하기 시 작했다. 약 40 ml의 암모니아수에서 백색의 침전물이 생성하기 

시작하여 총 50 ml의 암모니 아수를 첨가했다. 생성한 slurry를 원심분리기를 이 용하 

여 고액분리를 한 후 증류수로 5번 세척하고 105 0C 에서 10시 간 이상 진공건조했다. 

불화규산의 암모니아 중화에서 생성한 비정질 실리카의 수열합성 실험에서 얻은 

최적 KOH 농도인 0.05%를 사용하여 전처리 방법2로 처리한 다음， 400 0C 에서 6- 24 

시간 수열처리했다 수열시간에 따른 고체 생성물의 상은 표 35와 같다. 폐 TEOS로 

부터 생성한 비 정질 실리카의 수열합성 시간은 KOH 또는 NaOH(6시간)보다 길어 

서 12시간이 필요했다. 

표 35. 폐 TEOS로부터 생성한 비정질 실리카의 수열합성 

KOH 반응 반응 생성한 상 
농도 온도 시간 

% ℃ hr a - Crist. Q 一Si02

6 • • 
0.05 400 12 • 

24 • 
. : major phase 

2. 생성 석영의 순도 

폐TEOS로부터 얻은 비 정질 실리카를 0.05% KOH로 전처리하여 400 0C 에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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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합성하여 생성한 석영의 불순물 조성을 표 36에 나타냈다. KOH 전처리로 인 

하여 순도가 99 . 95%인 비 정질 실리카가 석영으로 합성 되면서 순도가 99.75%로 낮 

아졌다 

표 36. 폐 TEOS로부터 생성한 석영분말의 불순물 조성 (단위 : ppm) 

AI20 3 CaO Fe20 3 K20 MgO Na20 순도，0/0 

58 70 515 1686 2 128 99.75 

3. 생성 석영의 형상， 입도 및 입도분포 

0.05% KOH와 400 0C 에서 12시간 합성 하여 얻은 석영의 형상은 그림 39와 같다. 

불화규산에서 생성한 석영 료다 능변체의 각과 c측이 발달하지 않아 둥글 한 형 태이 

다. 그림 40은 동일한 조건에서 생성 한 석영의 입도분포이다. 불화규산에서 생성한 

석영 입자보다 거의 2배 정도 커 서 평 균입도가 109 μm가 되 고 입도분포도 상대 적 

으로 좁았다. 

그림 39. 폐 TEOS로부터 생성한 석영분말의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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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펴ITEOS로부터 그림 



르르 
L-켜

 근 

Ã l
c) 저I 6 

비 및 폐TEOS 용액으로부터 발생하는 불화규산 용액 과인산 비료공장으로부터 

종국적으로 석영분말을 

제조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이들을 수열합성하여 생성하고 일차로 정질 실리카 분말을 

모든 실리카를 정도의 1) 불화규산 용액을 암모니아수로 2-단계로 중화하여 99% 

단계에서 회수율은 33%이 회수할 수 있었다. 불순물을 우선 제거하는 첫 번째 

전량회수하 나머지 76%를 단계에서 순도는 97.6%로 낮으나 둘째 고 실리카의 

고 순도도 99.7% 이상으로 높다. 특히 2 단계 중화법으로 Ca, Al, Mg의 제거효 

과가 매우 크다. 

대한 암모니아의 불화규산에 흡착되는 가장 많이 l=l .-A‘ o ，、 1

걱를「 τC 2" U I 단계에서 번째 2) 첫 

mole비는 4.2 요구되는 암모니아의 때 pH는 6이고 2단계에 mole비는 3이고 그 

이고 최종 pH는 9이다 

비정 3) 불화규산 용액을 단계없이 암모니아 가스로 중화하여도 순도 99% 이상의 

얻을 수 있다. 다만 암모니아 가스를 사용하면 pH 조 질 실리카 분말을 충분히 

못하여 암모니아 가스의 사용량이 과다하다. 절이 용이하지 

중합체(cluster)로 존재하 생성한 실리카 분말은 전형적인 4) 암모니아 중화법으로 

고 비표면적이 55 m2jg로 상용화된 실리카 gel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약 40 상업용 소석회로 5) 암모니아 중화로 남는 NH4F 용액은 1 liter당 250 g의 

분간 교반하여 pH 12를 얻으면 형석 (CaF2 )으로 완전히 제거된다. 

처 리 하는 Sol-gel법 으 암모니아수로 혼합하여 6) 폐TEOS 용액을 ethy 1 alcohol에 

있었 제조할 수 고순도 球形 비정질 실리카 분말을 순도가 99.95%가 되 는 로 

다. 그러나 실리카 회수율은 95% 정도이다. 

판상이며 형태의 벌집 혀 λL 。 
。 。 τ 실리카의 。J 드L 

I二 '-분해하여 가열-가수 7) 불화규산을 

고순도 실리카 분말을 제조할 수 있었으나 실리카 회수율이 30%로 아 99.9%의 

치환 수산기로 직LλJ 
’ 1...:. 

표면이 실리카 수열합성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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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저조하다. 

실리카를 8) 비정질 



(hydroxylation)되는 전처리가 필수적이다. 여러 종류의 유기 및 무기 광화제를 

사용한 결과， 알칼리 특히 KOH가 가장 적절한 전처리용 광화제로 선정되었 

다. 

9) KOH 전처리로 인한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서는 0.05% KOH 농도가 가장 

적당하고 전처리된 비정질 실리카 시료는 약 1600 ppm K20를 함유하게 된다. 

10) 0.05% KOH로 전처리된 실리카를 400 0C 에서 12-24시간 수열합성하여 각이 진 

rhombohedron 구조의 석영 ( a - quartz) 분말을 얻을 수 있다. 

11) KOH 광화제 사용으로 인하여 불화규산으로부터 생성한 실리카 사용 시 석영 

의 순도는 99.4%로 폐TEOS으로부터 제조된 실리카의 경우는 99.7%로 낮아진 

다. 

12) 수열 합성된 석영입도는 KOH 농도가 0.1%에서 0.5%로 증가할수록 역비례하 

게 작아진다. 

13) 동일한 수열온도에서 석영 종자를 넣고 반복적으로 합성( densification)을 하여 

도 석영입자는 성장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종자가 KOH로 인하여 석영종자가 

용해하므로， 종자의 존재가 핵생성에는 기여하지만 성장에는 별로 기여하지 못 

한다고 생각된다. 

14) 수열조건에서 비정질 실리키는 먼저 빗살 형태의 Si02-X로 전이한 다음， 

cristobalite로 전 이 하는 순서 로 결 정 화하지 않고， 어 떤 경 우는 Si02-X를 통과하 

여 (bypass) 직 접 구 형 cristobalite로 전 이 한다. 일 단 cristobalite로 전 이 한 후， 

구형 입자가 작은 입자로 분해되고 a -quartz로 상전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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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1. 이 보고서는 산업자원부에서 시행한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의 최종보고서이다. 

2. 이 보고서의 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산업자원부에서 시행한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의 사업수행 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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