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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겔화학 제염제 제조화학 특성 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 SF를 건식 재활용하는 고방사능 시설(파이로 프로세싱 시설 등)은 빈번한 유지

보수가 필요하고, DUPIC 시설은 장기적 활용에 따른 시설 refurbishment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상태임. 이에 대비한 국내 고유의 기술을 확보하지 않을 경우 해외

선진국에 기술료를 포함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함은 자명한 사실임. 특히, 향후

북한 핵시설의 해체에 관련된 다자간 역할 분담 시 국내 기술이 확보될 경우 예산

만 부담하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DUPIC 시설과 같은 고방사능 핫셀은 SF로 오염된 극한 환경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높은 제염 효과 (높은 제염계수, 신속한 제염)가 필수적이고 2차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 해야 함. 겔화학 제염기술은 대면적의 오염을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는 기술로 평가되고 있어서 다양한 핫셀의 유지․보수 및 해체를 수행하고

있는 선진국에서도 극한 환경 제염의 중요 핵심기술로 개발하고 있음. 따라서 SF

취급 및 재활용 기술을 국가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필요한

핵심 제염기술을 독자적으로 기술개발 할 필요가 있음.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겔 화학 제염제 제조특성 규명

•고방사능 시설 오염특성 및 겔화학 제염 기술 특성 분석

•겔화학 제염제 제조, 물리화학적 특성 분석

- 단일 겔 제염제 선정 평가 시험

- 겔 제염제 합성 및 물리화학적 특성 분석

•단일 겔화학 제염제의 표면 점착 및 계면 반응 특성 규명

- 겔 제염제의 분사 및 표면 점착 특성

- 겔 화학제염제의 표면 제염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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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개발결과 

본 연구에서는 표면에 오염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겔을 이용하여 가장 좋게 분사

및 도포 할수 있는 겔을 새롭게 개발하였다. 이 겔은 혼합 후 분사 및 도포 후 건

조가 되면서 쉽게 탈착되는 현상을 이용하는 것으로 계면활성제의 역할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다양한 계면 활성제와 무기 겔 조성제

를 이용하여 균일한 crack size, 탈착되는 정도, 분사 및 도포의 용이성 및 점도 (

가장 좋은 점성도 : 5000 cP ∼ 10000 cP )를 살펴보았다.

무기 겔 조형제인 silica gel은 CAB-O-SIL M-5 와 AEROSIL 380을 사용을 하였

는데 그 표면적이 200 m2/g 와 380 m2/g으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결국 겔 형성 과정에서 각 물질의 독특한 성질이 발현을 하고 또한 첨가되

는 계면 활성제에 대한 반응도 매우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 해 볼 수 있었다.

Carbosil의 경우 7 wt% CABOSIL M-5 와 1 wt% tripropylene glycol butyl

ether의 계면활성제를 사용한 구성의 겔이 탈착의 정도 92% 및 점성도 8165 cP로

가장 이상적으로 나타났고, Aerosil의 경우에는 9 wt% AEROSIL 380과 1 wt%

tripropylene glycol dodecyl ether의 경우, 탈착의 정도가 100% 로 모두 제거가 되

었으며 점성도는 6771 cP값으로 가장 이상적인 겔로 나타났다. 다른 계면활성제인

DGHE, PEG 600의 겔도 구성에 따라서 좋은 현상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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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Study of the Characterization and formulation of the 
Decontamination Gels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o develop a chemical gel decontamination technology for a removal of 

non-fixed contaminants during the maintenance and decommissioning works 

of high radiation hot cells which have been used for a recycling or 

treatment of spent fuels.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Development of a chemical gel decontamination technology

  - Analysis of the rheological properties of chemical gel fluids

  - Study on the interface reaction of the chemical gel decontamination  

reagents

  - Optimization of the preparation conditions for chemical gel  

     decontamination reagents

  - Performance tests of the chemical gel decontamination reagents for the  

    various contamination characteristics

  - Development of the chemical gel decontamination process and its 

    performance demonstration

Ⅳ. Result of Project

To develop a chemical gel decontamination technology for a removal of 

non-fixed contaminants during the maintenance and decommissioning works 

of high radiation hot cells which have been used for a recycling or 

treatment of spent fuels we have prepare gels with CAB-O-SIL M-5 or 

Aerosil 380 as viscosifier and some non-ionic surfactants such as 

diethylene glycol hexyl ether, triethylene glycol dodecyl ether, polyethylene 

glycol 600, and triethylene glycol butyl ether. Surfactants are playing 

important roles in manipulating the properties of decontamination the gels.  

We have found the CAB-O-SIL with triethylene glycol butyl ether and 

Aerosil with triethylene glycol dodecyl ether systems promising for the 

decontamination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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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겔화학 제염기술[1-5]의 핵심은 겔 제염제의 제조기술과 현장에 적용하기 위

한 장치 기술이다. 겔제염제는 겔 fluid와 제염 화학제를 혼합하여 제조되는데 모

재의 종류와 운전조건에 따라 형성된 부식산화물의 종류와 방사성 핵종의 형태

를 고려하여 제염성능과 부식억제 성능이 우수한 산성, 염기성, 산화성 혹은 환

원성 제염제 등의 적절한 겔 화학 제염제[6-8]를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염

화학제와 물리 화학적으로 적합하고 분사와 표면부착이 용이하도록 유변학적 특

성이 우수하며[9] 제염 후 쉽게 건조 및 균열과정을 통해 수 mm 크기의 pellet

형태로 박리되어 질 수 있도록 계면활성제와 겔 형성제가 혼합된 겔 fluid의 개

발이 핵심 요소기술이며 적용기술은 점도성 겔 제염제를 효과적으로 분사할 수

있는 분사방법의 개선 또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항목이다. 현재 해외에서 개발된

겔 제염제는 고가일 뿐만 아니라 화학제염기술의 특성상 효과적인 제염기술을

얻기 위해서는 오염특성에 적합한 제염제의 formulation이 요구되므로 대상시설

오염에 적합한 겔 제염제 합성기술이 취약한 상태이다.

또한 겔 화학제염기술은, 겔의 요변성(thixotropic) 때문에 벽면, 천장, 바닥, 풀,

배관 등과 같은 수직, 수평의 대면적 제염에 쉽게 적용가능하기 때문에 고방사성

시설을 비롯한 방사성 취급시설에 적용을 확대하고 있는 기술[7]이므로 기술개발

및 성능개선에 대한 필요성 중가에 따른 연구개발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SF를 건식 재활용하는 고방사능 시설(파이로 프로세싱 시설 등)은 빈번한

유지 보수가 필요하고, DUPIC 시설은 장기적 활용에 따른 시설 refurbishment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대비한 국내 고유의 기술을 확보하지 않을

경우 해외 선진국에 기술료를 포함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함은 자명한

사실임. 특히, 향후 북한 핵시설의 해체에 관련된 다자간 역할 분담 시 국내

기술이 확보될 경우 예산만 부담하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DUPIC 시설과 같은 고방사능 핫셀은 SF로 오염된 극한 환경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높은 제염 효과 (높은 제염계수, 신속한 제염)가 필수적이고 2차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 해야 한다. 겔화학 제염기술은 대면적의 오염을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는 기술로 평가되고 있어서 다양한 핫셀의 유지․보수 및

해체를 수행하고 있는 선진국에서도 극한 환경 제염의 중요 핵심기술로

개발하고 있다. 따라서 SF 취급 및 재활용 기술을 국가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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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우리나라에서도 필요한 핵심 제염기술을 독자적으로 기술개발 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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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행
기관 연구개발의 내용 연구개발성과의 활용현황

프랑스,

CEA/

STMI/

CNRS

∙무기 겔 형성제와 Ce(IV) 등 산화

제로 구성된 산화성 제염겔과

borohydrides 등의 환원제가 혼합된

환원성 제염겔 개발

∙Polyoxyethylene ethers의 수용성 유기

고분자 중에서 선택된 유기 점도제와

silica 등의 무기 점도제가 혼합된 제염

겔 개발

∙G2/G3 원자로와 PIVER cell

유리화 시설, Marcoule ISAI

hot cell, Guyenne hot cell

및 Cyrano hot cell 내부

제염에 활용

미국,

Univ. of

Chicago 등

∙철산화물의 제염제로 HEDPA

(Hydroxy- ethane Diphosphonic

acid)와 무기 겔 형성제가 혼합된

제염제 개발

∙LLNL의 Pu 오염 글로브박스

의 내부 제염에 활용

대만,
Institute of

Nuclear

Energy

Research

∙Polymer에 ethanol 등의 유기 용액

을 혼합하고 가소제를 첨가하여 제

조한 겔 fluid에 인산 등을 첨가하 여

Co, Cs 제거용 겔 제염제 개발

∙개선 연구를 수행중이며 현

장적용 실적 없음

한국

원자력연구

원

∙겔 화학 제염제의 구성 성분인 화학

제염제에 대한 제염공정 개발

∙Citrox 계 제염기술을 원전 1차

계통 밸브 제염에 적용하여

15-20의 제염 계수를 얻어 성공

적인 제염실적

영남대 ∙겔 형성 고분자 및 겔 재료 제조

∙산학 협동의 클러스터 사업

단에서 일반 산업용 유기겔

소재개발 중임

제 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1. 연구개발대상 기술의 국내․외 현황

가. 국내수준

개발 기술의 기술 수준을 선진국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겔화학 제염기술은 유, 무기 겔화학 제염제의 합성기술, 물성 평가기술 등에 대한

기술 추적 단계이며 원자력 시설 제염기술로서의 겔화학 제염기술은 기초 지식을

확보한 개념 정립 단계에 있음.

나. 국내외 연구현황

n 겔화학 제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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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금까지의 연구개발 실적

(1) 국외

화학 제염제와 불활성이고 적당한 비표면적을 가진 고체형태의 점도성

겔형성제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고체 중에서, 쉽게 확보할 수 있고 친수성 혹은

소수성 및 pH와 같은 매우 다양한 특성을 제공하는 alumina나 silica와 같은

무기재료가 이들 제염용액의 점도성 겔 형성제로 채택되어 주로 사용되어 왔다.

겔 화학 제염제는 alumina나 silica와 같은 무기물인 점도성 겔 형성제와

제염대상 표면의 방사성 오염 특성에 따라 선택되어지는 산, 염기, 산화제,

환원제 혹은 이들 혼합물 등의 제염제로 구성되며 일부 상용화되어 있으나,

제염효율의 향상 및 적용 후 표면 제거를 쉽게 하기 위한 계면 반응 개선에

추가 연구개발이 미국, 프랑스 등 고방사성 시설 이용실적이 오래된 원자력

선진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 프랑스

• CEA에서는 hydrochloric acid, stannous chloride, sodium oxide, fluoride

등의 제염제에 glycerophthalic, glycerophosphoric 및 cellulose acetate와 같은

화합물이 첨가된 제염 겔을 사용해서 비교적 높은 제염결과를 얻었지만 이

기술은 표면 약 1μm의 깊이까지의 표면 오염만을 제거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표면의 비고착성 방사성 오염뿐 아니라 고착성 방사성

오염의 제거에 사용할 수 있는 8-25 wt%의 silica나 alumina 기조 무기 겔

형성제와 3-10 M의 Ce(IV), Co(III)나 Ag(II) 산화제로 구성된 산화성 제염

겔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제염표면에 erosion이 발견되었으며 Austenite,

Inconel 600 및 Incoloy와 같은 합금에 형성된 방사성 오염 산화물의 제거에는

충분한 효과를 내지 못하는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무기

겔 형성제와 0.1-14 M의 NaOH, KOH 등의 무기 염기 및 borohydrides,

sulphites, hydrosulphites, sulpfides, hypophosphites, zinc, hydrazine 등의

환원제를 혼합사용하는 환원성 제염 겔을 개발하였다.

• S.T.M.I.(Societe des techniques en Milieu Ionisant)에서는 기존 겔의

무기성분 함유량을 크게 낮추어 발생 고체 폐기물의 양을 줄이면서도 제염효과는

기존 겔보다 우수한 성능을 갖도록 기존 silica 점도제를 polyoxyethyl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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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ers의 수용성 유기고분자 중에서 선택된 유기 점도제(covicosant)와 혼합한

제염겔을 개발하였다. 한편, 폐기물량 감소를 통한 겔 화학제염기술 개선의

일환으로 2-8%의 acrylic acid 고분자와 acrylic acid의 acrylamide 공중합체를

사용한 유기 겔 형성제로 구성된 겔 제염기술을 개발하였다.

• 이러한 연구개발 결과를 토대로, CEA에서 2007년에는 241Am, 238Pu 등의 α와

137Cs, 90Sr의 β로 오염된 Guyenne hot cell의 SUS재질 내벽 일부(4m2면적)를

제염한 결과 폐기물 발생량이 겔화학 제염용액 대비 1/3 이상 감용되었고, 당초

목표한 연속 운전에 적합한 방사선 준위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었다. 같은 해

Cyrano hot cell 내부 40m2의 표면을 15kg의 겔을 사용하여 제염한 결과, 5kg

미만의 고체 폐기물이 발생하였으며, 제염계수는 ~ 10을 얻어 당초 목표한

방사화학적 요구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었다. 또한 G2/G3 원자로와 PIVER cell

유리화 파이롯 시설 등에서는 황산/인산 및 Ce(IV)겔을 사용하여 이차 폐기물이

적으면서 잔류방사능이 작업허용 수준까지 제염효과를 얻은 바 있다.

○ 미국

• Arch Development Corp.와 Univ. of Chicago 등에서는 FeOOH 및

Fe2O3 H2O의 용해 연구를 통해 가장 신속한 용해 속도를 나타내는 철 산화물의

제염제로 Sodium Formaldehyde Sulfoxylate (SFS)와 같은 환원제를 혼합한

HEDPA (Hydroxyethane Diphosphonic acid)를 개발하였으며 겔 형성제로는

silica, alumina를 사용한 바 있다.

• Lessard Environment 사에서는 기존 점도 조절제로 사용하던 가수성

polymer의 열적 불안정성을 개선할 목적으로 0.01~50 wt.% 범위의 silica fume

겔 형성제와 0.1~5 wt.%의 H2O2 산화제로 구성된 제염기술을 개발하였다.

• Univ. of California에서는 점도성 겔을 형성할 수 있는 silica, alumina 혹은

alumino- silicate clays와 산화제로 구성된 21 nm 이하 입경의 콜로이드

제염제를 개발하였는데, 30% 미만 농도의 콜로이드 겔 형성제와 쉽게 겔화될 수

있는 수용액 혹은 유기 액상의 산화제로 sodium hypochlorite, ammonium

persulfate, potassium permanganate, hydrogen peroxide, ozone 혹은 potass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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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oxymonosulfate 등을 사용하였다.

• LLNL의 Pu 오염 글로브박스의 내부 제염에 Decon Gel 1101을 제염제로

사용하여, cast steel 오염과 Lexan 오염에 대해 각각 130, 210의 제염계수를

얻었다. 성공적 적용 후 Actinide 핵종의 강산성 분위기 하에서의 오염거동과

이들 핵종에 대한 Decon Gel 1101의 제염효율을 평가 중이다.

○ 대만

• 대만 Institute of Nuclear Energy Research에서는 Co, Cs, Sr로 오염된

표면을 제염하기 위해 Methyl cellulose, PVA 등의 polymer에 ethanol 등의

유기용액을 혼합하고 glycerine 가소제를 첨가하여 겔 fluid 를 제조한 후 DTPA,

인산 등의 제염제를 혼합한 겔 제염제를 개발하였다.

(2) 국내

○ 국내의 경우, 겔화학 제염제의 구성 요소인 화학 제염제에 대한 개발 실적은

많으며, 겔 형성 고분자에 대한 연구개발이 일부에서 수행중이나, 이들 두

성분을 조합한 겔 화학 제염제 개발 연구나 겔화학 제염기술의 적용연구는

본격적으로 추진된 적이 없다.

○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화학제염 연구를 통해 LOMI, Citrox계 화학

제염기술을 개발한 바 있으며, Citrox계 화학 제염기술은 국내 원전 1차 계통

안전주입계통 밸브의 제염에 적용하여 15 - 20의 높은 제염계수를 얻는 등

성공적인 제염 실적이 있다. 이와 함께 PVA/Hectorite/water의 혼합상에 분말형

이온교환수지를 분산시켜 이온성 오염이나 오염 분진에 대한 이온교환형 겔 제염

기초 연구를 통해 겔 제염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 7 -

제 3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1. 재료 및 실험

가. 시약

(1) Silica Gel

SiO2 실리카 겔은 CABOT 회사의 CAB-O-SIL M-5 fumed silica (순도 99.8%,

surface area 200 m2/g) 와 EVONIK DEGUSSA 회사의 AEROSIL380 fumed

silica (순도 99.8%, surface area 380 m
2
/g)을 구입하여 정제 없이 그대로 사용하

였다.

(2) 계면활성제

계면활성제는 비이온 계면활성제로 Diethylene glycol hexyl ether (순도 95%),

Tripropylene glycol butyl ether (≥ 95% mixture of isomer) Polyethylene

glycol 600 ( Mn 570-600)는 Sigma Aldrich에서 구입하였다. Tripropylene

glycol dodecyl ether는 AK chem Tech에서 합성한 시약을 구입하여 사용하였

다. PEG 600은 상온에 놔두면 굳기 때문에 오븐에 45 ℃ 로 예열 한 후 사용을

하였다.

나. 실험 기기

(1) Viscometer (점도측정기)

Viscosity는 Brookfield사의 DV-III™ Ultra Rheometer를 사용하여 250초 동안 측

정을 하는데 0초부터 60초까지는 high shear 구간으로 130 rpm, 60초부터 250초

까지는 low shaer 구간으로 0.26 rpm을 사용하였다. 점성도를 측정을 위해 혼합

용액을 600 rpm으로 혼합한 후 1 mg을 주사기로 채취 후 샘플 홀더에 주입 후

측정을 하였다.

다. 합성

(1) 겔 합성

(가) CAB-O-SIL M-5 system

2M HNO3 용액을 제조해서 상온에서 질량비 (wt. %)에 따라 계면활성제를 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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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섞으면서 CAB-O-SIL M-5 fumed silica를 혼합한다. 600 rpm으로 충분히

혼합한 후 stainless steel (7 cm × 7 cm) plate 균일하게 도포한다.

(나) AEROSIL 380 system

3M HNO3 용액을 제조해서 상온에서 질량비 (wt.%) 에 따라 계면활성제를 섞는

다. 섞으면서 AEROSIL 380 fumed silica를 혼합한다. 600 rpm으로 충분히 혼합

한 후 stainless steel ( 7 cm × 7 cm ) plate 에 도포 한다.

2. 계면활성제

가. 계면활성제의 정의 및 특성

계면활성제 (Surfactant : Surface Active Agent)는 Figure 1에서 보는 바와 같

이 한분자내에 두 개의 작용기(친수기와 소수기)를 가지고 있는 물질로서 액체와

기체, 액체와 액체, 액체와 고체 또는 기체와 고체 사이의 경계면에 작용하여 활

성을 나타내어 양쪽상을 섞이게 하거나 흡착을 쉽게 하는 역할을 하는 독특한

성질을 갖고 있으며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가정, 산업, 공업용 등

이 사용되어 부가가치의 향상, 제조공정의 합리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최

근에 들어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다.

Figure 1. 계면활성제의 구조

계면활성제는 Figur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용성과 비수용성으로 나뉘는데 수

용성은 이온성과 비이온으로 나뉜다. 이온성은 음이온성, 양이온성, 양성 계면활

성제의 종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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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계면활성제의 종류

계면활성제의 특성은 Figure 3에서 보는바와 같이 하나의 계면활성제의 화학구

조식에 친수기, 소수기, HLB, 분자의 모양, 분자량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Figure 3. 계면활성제의 특성

나. HLB (Hydrophilic-Lipophilic Balance)

HLB란 계면활성제의 친수성과 소수성의 균형 정도를 수치로 표시한 값이다. 계

면활성제의 친수성 및 소수성에 따라 HLB 값이 달라지는 특성을 비교할 수 있

다. 여기에서 HLB 값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되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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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

    ×   (3)

E = weight percentage of oxyethylene content

Figure 4. HLB 값에 따른 특성

HLB값은 달라지는 값에 따라 Figure 4에 보인 바와 같이 소포제, 유화제(W/O)

습윤, 침투제, 가용화제, 세정제의 특성을 가진다.

다. 비이온 계면활성제

비이온 계면활성제는 전하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음이온성, 양이온성의 계면활성

제에 대해서도 병용이 가능하다. 친수기가 ethylene oxide 및 propylene oxide인

EO, PO 부가몰인 경우 EO, PO 의 부가몰수를 조정하여 여라가지의 HLB

(Hydrophilic-Lipophilic Balance)값을 갖는 활성제의 제조가 가능하다. 비이온이

므로 칼슘이온, 마그네슘이온, 알루미늄이온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성이 높

은 것이 많다. 비이온 계면활성제의 Ethylene oxide 알짜 반응식은 식 (4) 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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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HE TPGBE PEG 600 TPGDDE

구조 OH
O

C6H132

O
C4H9

OH

3
OH

O
H

n
n=13.2

O
C12H25

OH

3

HLB 11 15.4 20 10.6

밀도

( g/mL )
0.935 0.932 1.128 0.870

분자량

( g/mol )
190.28 248.36 600 360.58

외관 형태 Liquid Liquid Liquid Liquid

녹는점 -40 ℃ -75 ℃ 20~25 ℃ •

초기 끓는점 260 ℃ 276 ℃ 200 ℃ •

인화점 140 ℃ 113 ℃ 273.90 ℃ •

다.

R-XH + x EO ⟶ RX(CH2CH2O)xH (4)

본 연구에서 비이온 계면활성제는 diethyelene glycol hexyl ether (DGHE),

tripropylene glycol butyl ether (TPGBE), tripropylene glycol dodecyl ether

(TPGDDE), polyethylene glycol 600 (PEG 600)이 사용되었다. ethylene oxide의

다른 부가몰수 및 소수성인 alkyl chain의 유․무, 같은 propylene oxide의 부가

몰수에 다른 alky chain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았다. Table 1.은 각각의 비이온

계면활성제에 대한 물리․화학적 성질을 나타내었다.

Table. 1. 사용된 비이온 계면활성제의 물리․화학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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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method P-60 M-5 PTG H-5 HS-5 EH-5
Behaviour

towards water
Hydrophilic

Appearance white powder

Surface area

(m2/g)
200 200 200 300 325 385

Loss on Heating

(wt% at 105℃)
<1.5 <1.5 <1.5 <1.5 <1.5 <1.5

Loss on ignition

(wt% at 1000℃)
- 2.0 2.0 2.5 - -

pH-value 3.6-4.5 3.6-4.5 3.6-4.5 3.6-4.5 3.6-4.5 3.6-4.5
C-content wt% NA NA NA NA NA NA

Assay

(% SiO2)
>99.8 >99.8 >99.8 >99.8 >99.8 >99.8

3. Silica

가. CAB-O-SILⓇ fumed silica

CABOT사의 CAB-O-SIL은 수소/산소 flame 분위기 하에서 고온으로 가수분해

시켜 제조한 고순도의 무정형 실리카 이다. 제조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fumed

silica를 제조한다.[10]

SiCl4 + 2H2O → Flame Process ( 1800 ℃ ) → SiO2 + 4HCl

반응은 다음과 같다. :

2H2 + O2 ⟶ 2H2O (5)

SiCl4 + 2H2O ⟶ SiO2 + 4HCl (6)

전체반응 :

SiCl4 + 2H2 + O2 ⟶ SiO2 + 4HCl (7)

Table 2 에 나타낸 바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CAB-O-SIL fumed silca는 실리콘

고무, 접착제, 코팅, 의약 및 화장품, 탄성체나 복합제 등의 용도로 다양하게 사

용된다.

Table 2.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at CAB-O-SIL hydrophilic fumed

sil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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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method TS-720 TS-610 TS-530
Behaviour

towards water
Hydrophobic

Appearance white powder

Surface area

(m2/g)
115 125 225

Loss on Heating

(wt% at 105℃)
<0.6 <0.5 -

Loss on ignition

(wt% at 1000℃)
- - -

pH-value - 4 3.5-6.5
C-content wt% 5.4 0.85 4.25

Assay

(% SiO2)
>99.8 >99.8 >99.8

CAB-O-SIL fumed silica는 흰색의 파우더 형태로 SiO2 (순도 > 99.8%)로

hydrophilic fumed silica이다. 실리카 겔은 hydrophilic과 hydrophobic 의 형태가

있는데 hydrophobic fumed silica는 Table 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탄소의 함유

량 (wt%) 이 있기 때문에 hydrophilic fumed silica보다 순도가 떨어지는걸 알

수 있다.

Table 3.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at CAB-O-SIL hydrophobic fumed

sil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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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method
AEROSIL

90

AEROSIL

130

AEROSIL

150

AEROSIL

200

AEROSIL

300

AEROSIL

380

Behaviour

towards water
Hydrophilic

Appearance white powder

Surface area

(m2/g)
90±15 130±25 150±15 200±25 300±30 380±30

Loss on Heating

(wt% at 105℃)
≤1.0 ≤1.5 ≤1.5 ≤1.5 ≤1.5 ≤2.0

Loss on ignition

(wt% at 1000℃)
≤1.0 ≤1.0 ≤1.0 ≤1.0 ≤2.0 ≤2.5

pH-value 3.7-4.7 3.7-4.7 3.7-4.7 3.7-4.7 3.7-4.7 3.7-4.7
C-content wt% NA NA NA NA NA NA

Assay

(% SiO2)
>99.8 >99.8 >99.8 >99.8 >99.8 >99.8

Test method
AEROSILⓇ

R 202

AEROSILⓇ

R 805

AEROSILⓇ

R 812

AEROSILⓇ

R 974

Behaviour

towards water
Hydrophobic

Appearance white powder

Surface area

(m2/g)
100±20 150±25 260±30 170±20

Loss on Heating

(wt% at 105℃)
≤0.5 ≤0.5 ≤0.5 ≤0.5

Loss on ignition

(wt% at 1000℃)
4-6 5-7 1.0-2.5 ≤2.0

pH-value 4-6 3.5-5.5 5.5-7.5 3.7-4.7
C-content wt% 3.5-5.0 4.5-6.5 2.0-3.0 0.7-1.3

Assay

(% SiO2)
>99.8 >99.8 >99.8 >99.8

나. AEROSILⓇ fumed silica

DEGUSSA사의 AEROSIL fumed silica는 수소/산소 flame 분위기 하에서 고온

으로 가수분해시켜 제조한 고순도의 무정형 실리카 이다.

Table 4.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at AEROSIL hydrophilic fumed

silica

Table 5.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at AEROSIL hydrophobic fumed

silica



- 15 -

제조공정은 CAB-O-SIL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다.

AEROSIL hydrophilic fumed silica는 Table 4에서, hydrophobic fumed silica는

Table 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물리․화학적 성질을 가진다. AEROSIL 또한

hydrophilic fumed silica의 순도가 높다.

다. Inorganic gel fluids

Fumed silica 의 표면은 두 가지 형태의 화학적 작용으로 silanol 과 siloxane 그

룹으로 구성되어 진다.

                 alkoxide silanol siloxane

Sol-gel 방법으로 metal alkoxide의 가수분해와 축합반응에 의해 설명 될 수 있

다. 다음과 같은 식과같이 가수분해와 축합 반응이 일어난다.

                 ≡Si-OR + H2O ⟶ ≡Si-OH + ROH (8)

식 (8)는 가수분해 반응을 통해 alkoxide기 -OR 은 -OH 로 치환된다.

            ≡Si-OH +≡Si-OR ⟶ ≡Si-O-Si≡ + ROH (9)

            ≡Si-OH +≡Si-OH ⟶ ≡Si-O-Si≡ + H2O (10)

식 (9), (10)은 축합반응 통해 siloxane 결합인 Si-O-Si 와 ROH 또는 H2O가 생

성된다.

라. Network formation          

Figure 5는 silica gel 의 network formation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반응하는

동안 물체는 성장하지만 gel은 형성되지 않고, sol이 응집하면서 gel이 형성될 때

까지 점성도는 증가 할 것이다. 또한, so-gel 치환은 계속적인 network가 형성될

때 일어난다. gel-time은 conatainer를 뒤집는 것이 가능한 시간으로 결정한다.

모든 fluid는 gel로 유지되어지고 부피는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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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silica gel의 network formation



- 17 -

surfactant Structure HLB

Diethylene glycol hexyl 

ether
OH

O
C6H132

11

Tripropylene glycol butyl 

ether

O
C4H9

OH

3
15.4

Tripropylene glycol dodecyl 

ether

O
C12H25

OH

3
10.6

4. 결과 및 고찰

겔을 혼합 후 도포 한 후 건조하여 물리화학적 특성을 관찰을 하였다. 계면활성

제의 질량비 ( wt% ) 에 따라 물리화학적 성질이 변화되는 크래킹 사이즈, 건조

후 분리되는 정도, 점성도의 차이를 비교 하였다.

가. CAB-O-SIL M-5 system

CAB-O-SIL M-5 fumed silica와 함께 사용된 계면활성제는 Table 6에 보는 바

와 같이 diethylene glycol hexyl ether, triethylene glycol butyl ether,

triethylene glycol dodecyl ether이다. 이 3가지의 계면활성제의 다양한 질량비

(wt%)에 따라 물리․화학적 성질을 비교하였다. Active treatment agent는 acid

로 2M HNO3를 사용하였다. 또한 기존에 잘 알려진 diethylene glycol hexyl

ether를 기준으로 잡았다. 결론적으로 2M　HNO3 + 7 wt% CAB-O-SIL M-5

fumed silica + 1 wt% tripropylene glycol butyl ether가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

준다.

Table 6. Selected surfactants with CAB-O-SIL M-5

(1) Diethyelne glycol hexyl ether (DGHE)

계면 활성제로 diethyl둗 glycol hexyl ether (DGHE)를 사용하여 얻은 결과이다.

Table 7에서 DGHE의 질량비는 1wt% 로 일정하게 유지하고 CAB-O-SIL M-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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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wt% 

CAB-O-SIL M-5 

+ 1.0 wt% DGHE 

+2M HNO3

6 wt% 

CAB-O-SIL M-5 

+ 1.0 wt% DGHE 

+2M HNO3

7 wt% 

CAB-O-SIL M-5 

+ 1.0 wt% DGHE 

+2M HNO3

Detachment 

(%)
84 90 88

Viscosity 

(Cp)
1394 4779 16330

Remark

Good detachment 

ratio

Good detachment 

ratio

Good detachment 

ratio

Low viscosity Good viscosity High viscosity

의 질량비 (wt%)를 변화시킨 후 혼합, 도포 후 크래킹 사이즈, 건조 후 분리되는

정도, 점성도의 차이를 비교 관찰한 결과표이다.

Table 7. Summary of viscosity data and detachment ratios of various

concentrations of CAB-O-SIL M-5 coating gels with 1.0% DGHE. (5, 6, 7

wt% CAB-O-SIL M-5 + 1.0 wt% DGHE )

(a) (b) (c)

Figure 6. The appearance of gel coating formed when applied, cracks

appeared, and residue remained after dry: (a) 5 wt% CAB-O-SIL M-5 + 1.0

wt% DGHE + 2M HNO3 (b) 6 wt% CAB-O-SIL M-5 + 1.0 wt% DGHE +

2M HNO3 (c) 7 wt% CAB-O-SIL M-5 + 1.0 wt% DGHE + 2M HNO3



- 19 -

0 50 100 150 200 250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Time Interval (Seconds)

Vi
sc

os
ity

 (c
P)

(a)

(b)

(c)

Figure 6은 Table 7 각각의 조성에 해당하는 겔의 도포시, crack이 형성된 후,

그리고 완전히 마른 후 뒤집어 저절로 떨어진 후 남아 있는 잔해를 보여주는 사

진이다. (b) 와 (c)는 도포 후 점성이 충분히 좋아 흘러내리지 않는 특성을 보였

지만 (a)의 경우는 점도가 낮아 흘러내리는 특성을 보였다. 이는 CAB-O-SIL

M-5의 함량에 따라 점성이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Cracking

size의 경우는 세 조성 모두 비슷한 크기의 균일한 크기 형태를 보였다. 또한, 건

조 후 탈착된 정도는 (b)에서 보는 바와 같이(b)로 구성된 혼합 겔이 90% 로 가

장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

Figure 7. Visocosity profiles of DGHE system: (a) 5 wt% CAB-O-SIL M-5 +

1.0 wt% DGHE + 2M HNO3 (b) 6 wt% CAB-O-SIL M-5 + 1.0 wt% DGHE

+ 2M HNO3 (c) 7 wt% CAB-O-SIL M-5 + 1.0 wt% DGHE + 2M HNO3

Figure 7은 겔의 점성도 그래프를 보여준다. Table 7에 표시되어있는 점성도의

값은 high shear에서 low shear로 변할 때의 점성도의 값이다. high shear에서

low shear로 넘어갈 때의 값은 혼합 후 도포할 때 표면에 흡착되는 정도의 값을

나타내므로 상당히 중요한 값을 나타낸다. Figure 7 에 보는 바와 같이 (b)의 경

우는 4779 cP의 값을 나타내어 (b)의 구성이 가장 좋은 결과 값을 나타낸다. 따

라서, 6 wt% CAB-O-SIL M-5 + 1 wt% DGHE + 2M HNO3으로 구성된 혼합

겔이 분리 정도 및 점성도 특성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인다.

아래 Table 8은 CAB-O-SIL M-5의 질량비를 5 wt% 로 일정하게 첨가하고

DGHE의 질량비를 0.1, 0.5, 1.0 wt%로 변화시킨 후 혼합, 도포 후 크래킹 사이

즈, 건조 후 분리되는 정도, 점성도의 차이를 비교 관찰한 결과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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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wt% 

CAB-O-SIL M-5 

+ 0.1 wt% DGHE 

+2M HNO3

5 wt% 

CAB-O-SIL M-5 

+ 0.5 wt% DGHE 

+2M HNO3

5 wt% 

CAB-O-SIL M-5 

+ 1.0 wt% DGHE 

+2M HNO3

Detahment 

(%)
64 79 89

Viscosity 

(Cp)
0 597 1194

Remark

Poor detachment 

ratio

Poor detachment 

ratio

Good detachment 

ratio

Low viscosity Low viscosity Low viscosity

Table 8. Summary of viscosity data and detachment ratios of CAB-O-SIL

M-5 coating gels with varying the concentration of DGHE.

(a) (b) (c)

Figure 8. The appearance of gel coating formed when applied, cracks

appeared, and residue remained after dry: (a) 5 wt% CAB-O-SIL M-5 + 0.1

wt% DGHE + 2M HNO3 (b) 5 wt% CAB-O-SIL M-5 + 0.5 wt% DGHE +

2M HNO3 (c) 5 wt% CAB-O-SIL M-5 + 1.0 wt% DGHE + 2M HNO3

Figure 8은 DGHE를 0.1, 0.5, 1.0 wt%로 변화시키고 CAB-O-SIL M-5를 5

wt%로 일정하게 유지시켜 제조된 겔의 도포시, crack이 형성된 후, 그리고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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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wt% 

CAB-O-SIL M-5 

+ 0.1 wt% DGHE 

+2M HNO3

6 wt% 

CAB-O-SIL M-5 

+ 0.5 wt% DGHE 

+2M HNO3

6 wt% 

CAB-O-SIL M-5 

+ 1.0 wt% DGHE 

+2M HNO3

Detahment 

(%)
77 88 90

Viscosity 

(Cp)
0 2798 4779

Remark

Poor detachment 

ratio

Good detachment 

ratio

Good detachment 

ratio

Low viscosity Low viscosity Good visco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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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마른 후 뒤집어 저절로 떨어진 후 남아 있는 잔해를 보여주는 사진이다. 겔

의 도포시 세 경우 모두 점성이 낮아 흘러내리는 특성을 보였다. Cracking size

는 크게 다르게 나타나지 않고 모두 일정한 형태를 보였다. 또한, 건조 후 탈착

된 정도는 (c) 구성 겔이 89% 로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인다.

Table 9. Summary of viscosity data and detachment ratios of CAB-O-SIL

M-5 coating gels with varying the concentration of DGHE.

Figure 9. Visocosity profiles of DGHE system (a) 5 wt% CAB-O-SIL M-5 +

0.1 wt% DGHE + 2M HNO3 (b) 5 wt% CAB-O-SIL M-5 + 0.5 wt% DGHE

+ 2M HNO3 (c) 5 wt% CAB-O-SIL M-5 + 1.0 wt% DGHE + 2M H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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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는 CAB-O-SIL M-5의 질량비를 6 wt% 로 일정하게 첨가하고 DGHE

의 질량비를 0.1, 0.5, 1.0 wt%로 변화시킨 후 혼합, 도포 후 크래킹 사이즈, 건조

후 분리되는 정도, 점성도의 차이를 비교 관찰한 결과표이다. 또한 Figure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겔의 점성도 값이 2000 Cp 미만의 값을 보여준다. 따라서, 3가지

조성 모두 부적합한 조성임을 알 수 있다.

(a) (b) (c)

Figure 10. The appearance of gel coating formed when applied, cracks

appeared, and residue remained after dry: (a) 6 wt% CAB-O-SIL M-5 + 0.1

wt% DGHE + 2M HNO3 (b) 6 wt% CAB-O-SIL M-5 + 0.5 wt% DGHE +

2M HNO3 (c) 6 wt% CAB-O-SIL M-5 + 1.0 wt% DGHE + 2M HNO3

Figure 10은 DGHE를 0.1, 0.5, 1.0 wt% 증가시키고 CAB-O-SIL M-5를 6 wt%

로 일정하게 유지시켜 제조된 겔의 도포시, crack이 형성된 후, 그리고 완전히

마른 후 뒤집어 저절로 떨어진 후 남아 있는 잔해를 보여주는 사진이다. (a),

(b)는 흘러내리는 유동성을 보였지만, (c)는 도포 후 흘러내리지 않는 점도를 나

타내었다. crack size는 세 경우 모두 크게 다르지 않고 모두 일정한 크기를 보

였다. 또한, 건조 후 탈착된 정도는 (c)의 경우가 90% 로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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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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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wt% DGHE 

+2M HNO3

7 wt% 

CAB-O-SIL M-5 

+ 0.5 wt% DGHE 

+2M HNO3

7 wt% 

CAB-O-SIL M-5 

+ 1.0 wt% DGHE 

+2M HNO3

Detahment 

(%)
75 88 96

Viscosity 

(Cp)
995 5775 24495

Remark

Poor detachment 

ratio

Good detachment 

ratio

Good detachment 

ratio

Low viscosity Good viscosity High viscosity

Figure 11. Visocosity profiles of DGHE system (a) 6 wt% CAB-O-SIL M-5

+ 0.1 wt% DGHE + 2M HNO3 (b) 6 wt% CAB-O-SIL M-5 + 0.5 wt%

DGHE + 2M HNO3 (c) 6 wt% CAB-O-SIL M-5 + 1.0 wt% DGHE + 2M

HNO3

Figure 11에서 보인 점성도 그래프에 나타나 있듯이 (a), (b)는 3000 cP 미만의

점성도의 값을 보인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동성이 큰 특성과 잘

일치한다. 하지만 (c)는 점성도가 4779 cP 로 좋은 점성도를 갖는다.

Table 10. Summary of viscosity data and detachment ratios of CAB-O-SIL

M-5 coating gels with varying the concentration of DG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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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은 CAB-O-SIL M-5의 질량비를 7 wt% 로 일정하게 첨가하고 DGHE

의 질량비를 0.1, 0.5, 1.0 wt%로 변화시킨후 혼합, 도포 후 크래킹 사이즈, 건조

후 분리되는 정도, 점성도의 차이를 비교 관찰한 결과표이다.

(a) (b) (c)

Figure 12. The appearance of gel coating formed when applied, cracks

appeared, and residue remained after dry: (a) 7 wt% CAB-O-SIL M-5 + 0.1

wt% DGHE + 2M HNO3 (b) 7 wt% CAB-O-SIL M-5 + 0.5 wt% DGHE +

2M HNO3 (c) 7 wt% CAB-O-SIL M-5 + 1.0 wt% DGHE + 2M HNO3

Figure 12는 DGHE를 0.1, 0.5, 1.0 wt% 로 변화 시키고 CAB-O-SIL M-5를 7

wt%로 일정하게 유지시켜 조성된 겔의 도포 후 크래킹 사이즈, 건조 후 분리되

는 정도, 점성도의 차이를 비교 관찰한 사진이다. (a)의 경우는 흘러내리는 유동

성을 보였지만, (b)와 (c)는 도포 후 흘러내리지 않는 높은 점도를 나타내었다.

Cracking size는 크게 다르게 나타나지 않고 모두 일정한 형태를 보였다. 또한,

건조 후 탈착된 정도는 조성 (c)의 경우에는 96% 로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인다.

아래 Figure 13의 겔 점성도 그래프에 나타나 있듯이 (a) 조합은 흘러내리는 유

동성을 가지므로 점성도의 값이 낮다. 하지만 (b)의 그래프를 보면 점성도의 값

이 5775 cP의 값을 나타내 흘러내리지 않는 특성을 보이고 (c)는 24495 cP 값을

갖는데 이 경우는 점도가 너무 높아 이미 젤 혼합 시부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

다. 그러므로 (b)의 구성을 가지는 혼합 겔이 좋은 특성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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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Visocosity profiles of DGHE system (a) 7 wt% CAB-O-SIL M-5

+ 0.1 wt% DGHE + 2M HNO3 (b) 7 wt% CAB-O-SIL M-5 + 0.5 wt%

DGHE + 2M HNO3 (c) 7 wt% CAB-O-SIL M-5 + 1.0 wt% DGHE + 2M

HNO3

(2) Tripropylene glycol butyl ether (TPGBE)

앞에서 기술한 DGHE system 과 달리 tripropylene glycol butyl ether(TPGBE)

를 이용한 새로운 시스템을 시도해 보았다. 이미 기술한 DGHE 경우와 같은 조

성비로부터 DGHE와 비교를 통하여 계면 활성제 변화에 따른 겔 특성의 변화를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Table 11은 계면 활성제의 질량비를 1 wt% 로 일정하

게 유지하고 CAB-O-SIL M-5의 질량비 (wt%)를 변화시킨 후 혼합, 도포 후 크

래킹 사이즈, 건조 후 분리되는 정도, 점성도의 차이를 비교 관찰한 결과표이다.

아래 Figure 14는 TPGBE를 1 wt% 사용하여 CAB-O-SIL M-5를 5, 6, 7 wt%

로 변화 시켜 제조된 겔의 도포 시, crack이 형성된 후, 그리고 완전히 마른 후

뒤집어 저절로 떨어진 후 남아 있는 잔해를 보여주는 사진이다. (a)와 (b)는 도

포 후 흘러내리는 특성을 보였지만 (c)는 흘러내리는지 않은 점도를 보였다.

Cracking size는 크게 다르게 나타나지 않고 모두 일정한 형태를 보였다. 또한,

건조 후 탈착된 정도는 (c)로 구성된 혼합 겔이 92% 로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

다.



- 26 -

5 wt% 

CAB-O-SIL M-5 

+ 1.0 wt% 

TPGBE 

+2M HNO3

6 wt% 

CAB-O-SIL M-5 

+ 1.0 wt% 

TPGBE 

+2M HNO3

7 wt% 

CAB-O-SIL M-5 

+ 1.0 wt% 

TPGBE 

+2M HNO3

Detahment 

(%)
65 83 92

Viscosity 

(Cp)
1194 2788 8165

Remark

Poor detachment 

ratio

Good detachment 

ratio

Good detachment 

ratio

Low viscosity Low viscosity Ideal viscosity

Table 11. Summary of viscosity data and detachment ratios of various

concentrations of CAB-O-SIL M-5 coating gels with 1.0% TPGBE.

(a) (b) (c)

Figure 14. The appearance of gel coating formed when applied, cracks

appeared, and residue remained after dry: (a) 5 wt% CAB-O-SIL M-5 + 1.0

wt% TPGBE + 2M HNO3 (b) 6 wt% CAB-O-SIL M-5 + 1.0 wt% TPGBE +

2M HNO3 (c) 7 wt% CAB-O-SIL M-5 + 1.0 wt% TPGBE + 2M H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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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wt% 

CAB-O-SIL M-5 

+ 0.1 wt% 

TPGBE 

+2M HNO3

5 wt% 

CAB-O-SIL M-5 

+ 0.5 wt% 

TPGBE 

+2M HNO3

5 wt% 

CAB-O-SIL M-5 

+ 1.0 wt% 

TPGBE 

+2M HNO3

Detahment 

(%)
65 60 65

Viscosity 

(Cp)
398 1792 1194

Remark

Poor detachment 

ratio

Poor detachment 

ratio

Poor detachment 

ratio

Low viscosity Low viscosity Low visco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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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Visocosity profiles of TPGBE system (a) 5 wt% CAB-O-SIL M-5

+ 1.0 wt% TPGBE + 2M HNO3 (b) 6 wt% CAB-O-SIL M-5 + 1.0 wt%

TPGBE + 2M HNO3 (c) 7 wt% CAB-O-SIL M-5 + 1.0 wt% TPGBE + 2M

HNO3

Figure 15는 혼합 된 겔의 점성도 그래프로 (a)와 (b)는 흘러내리는 특성에 따른

낮은 점성도의 값이 나타난다. 반면 (c)의 그래프는 (a) 와 (b)에 비해 점성도 값

이 8165 cP로 가장 이상적인 점성도의 값인 5000 ~ 10000cP 사이의 값을 나타내

고 92%의 detachment ratio를 나타내므로 가장 좋은 시스템이다.

Table 12. Summary of viscosity data and detachment ratios of CAB-O-SIL

M-5 coating gels with varying the concentration of TPG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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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는 CAB-O-SIL M-5의 질량비를 5 wt% 로 일정하게 유지하고

TPGBE의 질량비를 0.1, 0.5, 1.0 wt%로 변화시킨 후 혼합, 도포 후 크래킹 사이

즈, 건조 후 분리되는 정도, 점성도의 차이를 비교 관찰한 결과표이다.

(a) (b) (c)

Figure 16. The appearance of gel coating formed when applied, cracks

appeared, and residue remained after dry: (a) 5 wt% CAB-O-SIL M-5 + 0.1

wt% TPGBE + 2M HNO3 (b) 5 wt% CAB-O-SIL M-5 + 0.5 wt% TPGBE +

2M HNO3 (c) 5 wt% CAB-O-SIL M-5 + 1.0 wt% TPGBE + 2M HNO3

Fig. 12. Visocosity profiles of TPGBE system (a) 5 wt% CAB-O-SIL M-5 +

0.1 wt% TPGBE + 2M HNO3 (b) 5 wt% CAB-O-SIL M-5 + 0.5 wt%

TPGBE + 2M HNO3 (c) 5 wt% CAB-O-SIL M-5 + 1.0 wt% TPGBE + 2M

H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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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wt% 

CAB-O-SIL M-5 

+ 0.1 wt% 

TPGBE 

+2M HNO3

6 wt% 

CAB-O-SIL M-5 

+ 0.5 wt% 

TPGBE 

+2M HNO3

6 wt% 

CAB-O-SIL M-5 

+ 1.0 wt% 

TPGBE 

+2M HNO3

Detahment 

(%)
73 89 82

Viscosity 

(Cp)
3385 3783 3783

Remark

Poor detachment 

ratio

Good detachment 

ratio

Good detachment 

ratio

Low viscosity Low viscosity Low viscosity

앞의 Figure 16은 TPGBE를 0.1, 0.5, 1.0 wt% 변화시키고 CAB-O-SIL M-5를

5 wt%로 일정하게 유지시켜 제조된 겔의 도포시, crack이 형성된 후, 그리고 완

전히 마른 후 뒤집어 저절로 떨어진 후 남아 있는 잔해를 보여주는 사진이다.

(a), (b), (c) 모두 낮은 점도에 기인하는 유동성을 보였다. Cracking size는 크게

다르게 나타나지 않고 모두 유사한 형태를 보였다. 또한, 건조 후 탈착된 정도는

(a), (b), (c) 모두 65 % 정도의 좋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낮은 점도의

특성은 Figure 17의 점성도 측정 그래프를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다. (a), (b), 그

리고 (c) 모두 2000 cP 미만의 점성도를 갖는다.

Table 13. Summary of viscosity data and detachment ratios of CAB-O-SIL

M-5 coating gels with varying the concentration of TPGBE

Table 13은 CAB-O-SIL M-5의 질량비를 6 wt% 로 일정하게 첨가하고

TPGBE의 질량비를 0.1, 0.5, 1.0 wt%로 변화시킨 후 혼합, 도포 후 크래킹 사이

즈, 건조 후 분리되는 정도, 점성도의 차이를 비교 관찰한 결과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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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The appearance of gel coating formed when applied, cracks

appeared, and residue remained after dry: (a) 6 wt% CAB-O-SIL M-5 + 0.1

wt% TPGBE + 2M HNO3 (b) 6 wt% CAB-O-SIL M-5 + 0.5 wt% TPGBE +

2M HNO3 (c) 6 wt% CAB-O-SIL M-5 + 1.0 wt% TPGBE + 2M HNO3

Figure 19. Visocosity profiles of TPGBE system (a) 6 wt% CAB-O-SIL M-5

+ 0.1 wt% TPGBE + 2M HNO3 (b) 6 wt% CAB-O-SIL M-5 + 0.5 wt%

TPGBE + 2M HNO3 (c) 6 wt% CAB-O-SIL M-5 + 1.0 wt% TPGBE + 2M

HNO3

Figure 18은 TPGBE를 0.1, 0.5, 1.0 wt% 증가시키고 CAB-O-SIL M-5를 6

wt%로 일정하게 유지시켜 제조된 겔의 도포시, crack이 형성된 후, 그리고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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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wt% 

CAB-O-SIL M-5 

+ 0.1 wt% 

TPGBE 

+2M HNO3

7 wt% 

CAB-O-SIL M-5 

+ 0.5 wt% 

TPGBE 

+2M HNO3

7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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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 HNO3

Detahment 

(%)
90 93 92

Viscosity 

(Cp)
3783 4779 8165

Remark

Good detachment 

ratio

Good detachment 

ratio

Good detachment 

ratio

Low viscosity Good viscosity Ideal viscosity

히 마른 후 뒤집어 저절로 떨어진 후 남아 있는 잔해를 보여주는 사진이다. 겔의

도포시 (a), (b), (c) 모두 흘러내리는 특성을 보였다. Cracking size는 크게 다르

게 나타나지 않고 모두 일정한 형태를 보였다. 또한, 건조 후 탈착된 정도는 (b)

가 89 %의 결과값을 나타냈다.

Figure 19에서 보인 점성도 그래프에 나타나 있듯이 (a), (b), (c) 모두 도포시 흘

러내리는 특성을 갖는다. 이는 낮은 점성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좋은 겔이 아니

다.

Table 14. Summary of viscosity data and detachment ratios of CAB-O-SIL

M-5 coating gels with varying the concentration of TPGBE )

Table 14는 CAB-O-SIL M-5의 질량비를 7 wt% 로 일정하게 첨가하고

TPGBE의 질량비를 0.1, 0.5, 1.0 wt%로 변화시킨 후 혼합, 도포 후 크래킹 사이

즈, 건조 후 분리되는 정도, 점성도의 차이를 비교 관찰한 결과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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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 The appearance of gel coating formed when applied, cracks

appeared, and residue remained after dry: (a) 7 wt% CAB-O-SIL M-5 + 0.1

wt% TPGBE + 2M HNO3 (b) 7 wt% CAB-O-SIL M-5 + 0.5 wt% TPGBE +

2M HNO3 (c) 7 wt% CAB-O-SIL M-5 + 1.0 wt% TPGBE + 2M HNO3

Figure 21. Visocosity profiles of TPGBE system (a) 7 wt% CAB-O-SIL M-5

+ 0.1 wt% TPGBE + 2M HNO3 (b) 7 wt% CAB-O-SIL M-5 + 0.5 wt%

TPGBE + 2M HNO3 (c) 7 wt% CAB-O-SIL M-5 + 1.0 wt% TPGBE + 2M

HNO3

Figure 20은 TPGBE를 0.1, 0.5, 1.0 wt% 증가시키고 CAB-O-SIL M-5를 7

wt%로 일정하게 유지시켜 조성된 겔의 도포 후 크래킹 사이즈, 건조 후 분리되

는 정도, 점성도의 차이를 비교 관찰한 사진이다. (a)는 도포시 낮은 점성도

(Figure 21 (a) 참조)에 기인하는 흘러내리는 특성을 보였지만 (b)와 (c)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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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wt% 

CAB-O-SIL M-5 

+ 1.0 wt% 

TPGDDE 

+2M HNO3

6 wt% 

CAB-O-SIL M-5 

+ 1.0 wt% 

TPGDDE 

+2M HNO3

7 wt% 

CAB-O-SIL M-5 

+ 1.0 wt% 

TPGDDE 

+2M HNO3

Detachment 

(%)
73 60 90

Viscosity 

(Cp)
8961 37042 35250

Remark

Poor detachment 

ratio

Poor detachment 

ratio

Good detachment 

ratio

Good viscosity High viscosity
Very high 

viscosity

는 Figure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절한 점성도 특성에 따라 흘러내리지 않았

다. Cracking size는 크게 다르게 나타나지 않고 모두 비슷한 특성을 보였다. 또

한, 건조 후 탈착된 정도는 (c)가 92 %로 매우 좋은 결과를 보였다.

(3) Tripropylene glycol dodecyl ether (TPGDDE)

앞에서 기술한 DGHE system, TPGBE system 과 달리 Table 15는 tripropylene

glycol dodecyl ether를 이용한 새로운 시시템을 시도해 보았다. 이미 기술한

TPGBE 경우와 같은 조성비로부터 TPGBE와 비교를 통하여 계면 활성제 변화

에 따른 겔 특성의 변화를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Table 15는 계면 활성제의 질

량비를 1wt% 로 일정하게 유지하고 CAB-O-SIL M-5의 질량비 (wt%)를 변화

시킨 후 혼합, 도포 후 크래킹 사이즈, 건조 후 분리되는 정도, 점성도의 차이를

비교 관찰한 결과표이다.

Table 15. Summary of viscosity data and detachment ratios of various

concentrations of CAB-O-SIL M-5 coating gels with 1.0% TPGD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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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The appearance of gel coating formed when applied, cracks

appeared, and residue remained after dry: (a) 5 wt% CAB-O-SIL M-5 + 1.0

wt% TPGDDE + 2M HNO3 (b) 6 wt% CAB-O-SIL M-5 + 1.0 wt%

TPGDDE + 2M HNO3 (c) 7 wt% CAB-O-SIL M-5 + 1.0 wt% TPGDDE +

2M HNO3

Fig. 18. Visocosity profiles of TPGDDE system (a) 5 wt% CAB-O-SIL M-5

+ 1.0 wt% TPGDDE + 2M HNO3 (b) 6 wt% CAB-O-SIL M-5 + 1.0 wt%

TPGDDE + 2M HNO3 (c) 7 wt% CAB-O-SIL M-5 + 1.0 wt% TPGDDE +

2M H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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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wt% 

CAB-O-SIL M-5 

+ 0.1 wt% 

TPGDDE 

+2M H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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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B-O-SIL M-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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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GD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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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h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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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cosity 

(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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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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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r detachment 

ratio

Low viscosity Low viscosity Good viscosity

Fig. 17.는 TPGDDE를 1wt% 사용하여 CAB-O-SIL M-5를 5, 6, 7 wt%로 증가

를 시켜 제조된 겔의 도포 시, crack이 형성된 후, 그리고 완전히 마른 후 뒤집

어 저절로 떨어진 후 남아 있는 잔해를 보여주는 사진이다. (b) 와 (c)의 경우는

높은 점성에 기인하는 (Figure 23 (b), (c) 참조) 도포시 어려움이 매우 컸다. 반

면 Figure 23(a) 의 경우는 최적의 점도에 기인하는 아주 좋은 도포 특성을 보였

다. Cracking size는 크게 다르게 나타나지 않고 모두 일정한 형태를 보였다. 또

한, 건조 후 탈착된 정도는 (c)에서 보는바와 같이 (c)로 구성된 혼합 겔이 90%

로 가장 좋은 결과값이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세 개의 조성 모두 높은 점도 ((b),

(c)) 와 낮은 탈착율 (a)의 단점 때문에 적합한 겔 조성과는 거리가 있다.

Table 16. Summary of viscosity data and detachment ratios of CAB-O-SIL

M-5 coating gels with varying the concentration of TPGDDE

Table 16은 CAB-O-SIL M-5의 질량비를 5 wt%로 일정하게 첨가하고

TPGDDE의 질량비를 0.1, 0.5, 1.0 wt%로 변화시킨 후 혼합, 도포 후 크래킹 사

이즈, 건조 후 분리되는 정도, 점성도의 차이를 비교 관찰한 결과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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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The appearance of gel coating formed when applied, cracks

appeared, and residue remained after dry: (a) 5 wt% CAB-O-SIL M-5 + 0.1

wt% TPGDDE + 2M HNO3 (b) 5 wt% CAB-O-SIL M-5 + 0.5 wt%

TPGDDE + 2M HNO3 (c) 5 wt% CAB-O-SIL M-5 + 1.0 wt% TPGDDE +

2M HNO3

Figure 25. Visocosity profiles of TPGDDE system (a) 5 wt% CAB-O-SIL

M-5 + 0.1 wt% TPGDDE + 2M HNO3 (b) 5 wt% CAB-O-SIL M-5 + 0.5

wt% TPGDDE + 2M HNO3 (c) 5 wt% CAB-O-SIL M-5 + 1.0 wt%

TPGDDE + 2M HNO3

Figure 24는 TPGDDE를 0.1, 0.5, 1.0 wt% 증가시키고 CAB-O-SIL M-5를 5

wt%로 일정하게 유지시켜 제조된 겔의 도포시, crack이 형성된 후, 그리고 완전

히 마른 후 뒤집어 저절로 떨어진 후 남아 있는 잔해를 보여주는 사진이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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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wt% 

TPGDDE 

+2M H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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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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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ark

Poor detachment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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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r detachment 

ratio

Ideal viscosity High viscosity High viscosity

조성은 낮은 점도에 기인하는 (Figure 25 (a) 참조) 흘러내리는 유동성을 보이지

만 (b)와 (c)의 조성은 적당한 점도 (Figure 25 (b) 와 (c) 참조)를 가져 도포 시

흘러내리지 않고 coating이 잘 형성되어짐을 알 수 있다. Cracking size는 크게

다르게 나타나지 않고 모두 유사한 형태를 보였다. 세 경우 모두 건조 후 탈착된

정도는 모두 75% 미만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Table 17. Summary of viscosity data and detachment ratios of CAB-O-SIL

M-5 coating gels with varying the concentration of TPGDDE

Table 17은 CAB-O-SIL M-5의 질량비를 6 wt% 로 일정하게 첨가하고

TPGDDE의 질량비를 0.1, 0.5, 1.0 wt%로 변화시킨 후 혼합, 도포 후 크래킹 사

이즈, 건조 후 분리되는 정도, 점성도의 차이를 비교 관찰한 결과표이다.

Figure 26은 각각의 조성에 대한 도포 후 크래킹 사이즈, 건조 후 분리되는 정

도, 점성도의 차이를 비교 관찰한 사진이다. Figure 27에 보인바와 같이 (a),

(b), (c) 모두 흘러내리지 않는 점도를 나타내었다. 물론 (b) 와 (c)의 경우 15000

쳬 이상의 높은 점도를 보이는데 이는 도포 시 매우 많은 어려움을 초래한다.

Cracking size는 크게 다르게 나타나지 않고 모두 유사한 형태를 보였다. 또한,

건조 후 탈착 정도는 (a), (b), (c) 모두 70% 미만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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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6. The appearance of gel coating formed when applied, cracks

appeared, and residue remained after dry: (a) 6 wt% CAB-O-SIL M-5 + 0.1

wt% TPGDDE + 2M HNO3 (b) 6 wt% CAB-O-SIL M-5 + 0.5 wt%

TPGDDE + 2M HNO3 (c) 6 wt% CAB-O-SIL M-5 + 1.0 wt% TPGDDE +

2M HNO3

Figure 27. Visocosity profiles of TPGDDE system (a) 6 wt% CAB-O-SIL

M-5 + 0.1 wt% TPGDDE + 2M HNO3 (b) 6 wt% CAB-O-SIL M-5 + 0.5

wt% TPGDDE + 2M HNO3 (c) 6 wt% CAB-O-SIL M-5 + 1.0 wt%

TPGDDE + 2M H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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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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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wt% 

TPGDDE 

+2M HNO3

7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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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wt% 

TPGDDE 

+2M H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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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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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cosity 

(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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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ark

Good detachment 

ratio

Poor detachment 

ratio

Poor detachment 

ratio

High viscosity
Very high 

viscosity

Very high 

viscosity

Table 18. Summary of viscosity data and detachment ratios of CAB-O-SIL

M-5 coating gels with varying the concentration of TPGDDE )

(a) (b) (c)

Figure 28. Before dry, after dry, degree of cracking , residue of amounts by

coating gel (a) 7 wt% CAB-O-SIL M-5 + 0.1 wt% TPGDDE + 2M HNO3

(b) 7 wt% CAB-O-SIL M-5 + 0.5 wt% TPGDDE + 2M HNO3 (c) 7 wt%

CAB-O-SIL M-5 + 1.0 wt% TPGDDE + 2M H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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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8은 CAB-O-SIL M-5의 질량비를 7 wt% 로 일정하게 첨가하고

TPGDDE의 질량비를 0.1, 0.5, 1.0 wt%로 변화시킨 후 혼합, 도포 후 크래킹 사

이즈, 건조 후 분리되는 정도, 점성도의 차이를 비교 관찰한 결과표이다. Figure

28은 각각의 조성에 대한 도포 후 크래킹 사이즈, 건조 후 분리되는 정도, 점성

도의 차이를 비교 관찰한 사진이다. 도포 시 세 조성 모두 모두 흘러내리지 않는

점도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매우 높은 점도 (20,000 cP 이상) 때문에 (Figure

29 참조) 도포 시 매우 많은 어려움을 수반한다. 도포가 이루어지면 dry 과정에

서 나타나는 crack size는 크게 다르게 나타나지 않고 모두 유사한 형태를 보였

다. 또한, 건조 후 탈착된 정도는 (a), (b), (c) 모두 85% 미만의 좋지 않은 결과

를 보였다.

Figure 29. Visocosity profiles of TPGDDE system (a) 7 wt% CAB-O-SIL

M-5 + 0.1 wt% TPGDDE + 2M HNO3 (b) 7 wt% CAB-O-SIL M-5 + 0.5

wt% TPGDDE + 2M HNO3 (c) 7 wt% CAB-O-SIL M-5 + 1.0 wt%

TPGDDE + 2M HNO3

(4) Comparison of CAB-O-SIL M-5 selected system.

앞에서 실험한 세가지 계면 활성제 와 CAB-O-SIL M-5 system에 선택한 구성

을 가지고 비교를 하였다. CAB-O-SIL M-5와 계면활성제인 DGHE, TPGBE,

TPGDDE를 사용했을 때 가장 좋은 특성을 보인 조성을 Table 19, Figure 30,31

에 비교 정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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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wt% M-5 

+ 1.0 wt% 

TPGBE

6 wt% M-5 

+ 1.0 wt% 

DGHE 

5 wt% M-5 

+ 1.0 wt% 

TPGDDE 

6 wt%  M-5 

+ 0.1 wt% 

TPGDDE 

Detachment 

(%)
92 90 72 71

Viscosity 

(Cp)
8165 4779 8961 8364

Remark

Good 

detachment 

ratio

Good 

detachment 

ratio

Poor 

detachment 

ratio

Poor 

detachment 

ratio
Ideal 

viscosity

Good 

viscosity
Good viscosity

Good 

viscosity

Table 19. Comparison of the best gel compositions among CAB-O-SIL M-5

selected systems

(a) (b) (c) (d)

Figure 30. The appearance of gel coating formed when applied, cracks

appeared, and residue remained after dry: (a) 7 wt% CAB-O-SIL M-5 + 1.0

wt% TPGBE + 2M HNO3 (b) 6 wt% CAB-O-SIL M-5 + 1.0 wt% DGHE +

2M HNO3 (c) 5 wt% CAB-O-SIL M-5 + 1.0 wt% TPGDDE + 2M HNO3

(d) 6 wt% CAB-O-SIL M-5 + 0.1 wt% TPGDDE + 2M H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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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Comparison of viscosity profiles by CAB-O-SIL M-5 system the

best compositions (a) 7 wt% CAB-O-SIL M-5 + 1.0 wt% TPGBE + 2M

HNO3 (b) 6 wt% CAB-O-SIL M-5 + 1.0 wt% DGHE + 2M HNO3 (c) 5

wt% CAB-O-SIL M-5 + 1.0 wt% TPGDDE + 2M HNO3 (d) 6 wt%

CAB-O-SIL M-5 + 0.1 wt% TPGDDE + 2M HNO3

Figure 30은 CAB-O-SIL M-5와 계면활성제인 DGHE, TPGBE, TPGDDE를 사

용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값을 나타내는 질량비 (wt%)로 제조된 겔의 도포 시,

crack이 형성된 후, 그리고 완전히 마른 후 뒤집어 저절로 떨어진 후 남아 있는

잔해를 보여주는 사진이다. (a), (b), (c), (d) 모두 흘러내리지 않고 도포에 적합

한 점도를 나타낸다. 이러한 점도의 특성은 Figure 31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5,000 ~ 10,000 cP 사이의 점도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계면 활성제의 종류

에 따른 crack size는 크게 변화하지 않고 모두 유사한 형태를 보였다. 또한, 건

조 후 탈착된 정도는 (a)가 92 %로 가장 좋은 특성을 그리고 reference system

인 (b) 가 좋은 특성을 갖는다. 반면 (c) 와 (d) 의 조성을 이루는 TPGDDE의

경우는 점도는 아주 이상적인 값을 보이지만 탈착율이 70%에 머무르고 있다. 하

지만 탈착율이 70 % 대에 머무르고 있어도 가장 중요한 factor는 점도로서

TPGDDE의 경우도 좋은 겔 system으로 충분히 응용 가능하다고 판단 할 수 있

다. 4가지 중 가장 좋은 구성의 혼합 겔은 탈착율 92% , 점성도 8165 cP 의 값

을 가지는 7 wt% CABO-SIL M-5 + 1.0 wt% TPGBE + 2M HNO3 의 구성을

가지는 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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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factant Structure HLB

Diethylene glycol hexyl ether OH
O

C6H132
11

Tripropylene glycol dodecyl ether
O

C12H25
OH

3
10.6

Polyethylene glycol 600 OH
O

H
n n=13.2

20

나. AEROSIL 380 system

AEROSIL 380 fumed silica에서 사용된 계면활성제는 Table 20에 보는 바와 같

이 diethylene glycol hexyl ether, triethylene glycol dodecyl ether, polyethylene

glycol 600 이다. 이 3가지의 계면활성제, inorganic viscofier를 가지고 여러 가지

질량비(wt%)를 변화해가면서 물리․화학적 성질을 비교하였다. Active

treatment agent는 acid로 3M HNO3를 사용하였다.

Table 20. Selected surfactants with AEROSIL 380 system

기존 시스템에서 많이 사용되는 diethylene glycol hexyl ether를 사용하여 다른

계면 활성제들과 비교 하였다. 이는 이미 알려진 계면 활성제에 대해 본 실험에

서 새롭게 선택한 시스템의 비교 분석을 위한 것이다.

(1) Diethylene glycol hexyl ether (DGHE)

Table 21은 AEROSIL 380의 질량비를 8 wt% 로 일정하게 첨가하고 DGHE의

질량비를 0.1, 0.5, 1.0 wt%로 변화시킨 후 혼합, 도포 후 크래킹 사이즈, 건조 후

분리되는 정도, 점성도의 차이를 비교 관찰한 결과표이다. Figure 32는 이 세

조성에 대한 제조된 겔의 도포 시, crack이 형성된 후, 그리고 완전히 마른 후

뒤집어 저절로 떨어진 후 남아 있는 잔해를 보여주는 사진이다. (a), (b), (c) 모

두 도포 시 낮은 점도에 기인하는 유동성을 보였다. Figure 33에서 보인 점성 측

정 결과는 3000 cP 미만의 아주 묽은 점도 특성을 보인다. Cracking size는 크

게 다르게 나타나지 않고 모두 유사한 형태를 보였다. 또한, 건조 후 탈착된 정

도는 세 조성 모두 76 % 미만의 값을 보인다. 따라서 세 조성 모두 적합하지

않은 조성의 겔임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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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wt% AEROSIL 

380 

+ 0.1 wt% DGHE 

+3M HNO3

8 wt% AEROSIL 

380 

+ 0.5 wt% DGHE 

+3M HNO3

8 wt% AEROSIL 

380 

+ 1.0 wt% DGHE 

+3M HNO3

Detachment 

(%)
75 58 76

Viscosity 

(Cp)
0 199 2987

Remark

Poor detachment 

ratio

Poor detachment 

ratio

Poor detachment 

ratio

Low viscosity Low viscosity Low viscosity

Table 21. Summary of viscosity data and detachment ratios of AEROSIL 380

coating gels with varying the concentration of DGHE

(a) (b) (c)

Figure 32. The appearance of gel coating formed when applied, cracks

appeared, and residue remained after dry: (a) 8 wt% AEROSIL 380 + 0.1

wt% DGHE + 3M HNO3 (b) 8 wt% CAB-O-SIL M-5 + 0.5 wt% DGHE +

3M HNO3 (c) 8 wt% CAB-O-SIL M-5 + 1.0 wt% DGHE + 3M H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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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wt% AEROSIL 

380 

+ 0.1 wt% DGHE 

+3M HNO3

9 wt% AEROSIL 

380 

+ 0.5 wt% DGHE 

+3M HNO3

9 wt% AEROSIL 

380 

+ 1.0 wt% DGHE 

+3M HNO3

Detahment 

(%)
97 72 70

Viscosity 

(Cp)
0 0 1194

Remark

Good detachment 

ratio

Good detachment 

ratio

Good detachment 

ratio

no viscosity no viscosity Low viscosity

Figure 33. Visocosity profiles of DGHE system (a) 8 wt% AEROSIL 380 +

0.1 wt% DGHE + 3M HNO3 (b) 8 wt% CAB-O-SIL M-5 + 0.5 wt% DGHE

+ 3M HNO3 (c) 8 wt% CAB-O-SIL M-5 + 1.0 wt% DGHE + 3M HNO3

Table 22. Summary of viscosity data and detachment ratios of AEROSIL 380

coating gels with varying the concentration of DGHE

8%의 낮은 점도의 aerosil systrem의 점도를 증가하기 위하여 9%로 aerosil의

양을 증가시켰다. Table 22는 AEROSIL 380의 질량비를 9 wt% 로 일정하게 첨

가하고 DGHE의 질량비를 0.1, 0.5, 1.0 wt%로 변화시킨 후 혼합, 도포 후 크래

킹 사이즈, 건조 후 분리되는 정도, 점성도의 차이를 비교 관찰한 결과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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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 The appearance of gel coating formed when applied, cracks

appeared, and residue remained after dry: (a) 9 wt% AEROSIL 380 + 0.1

wt% DGHE + 3M HNO3 (b) 9 wt% CAB-O-SIL M-5 + 0.5 wt% DGHE +

3M HNO3 (c) 9 wt% CAB-O-SIL M-5 + 1.0 wt% DGHE + 3M HNO3

Figure 35. Visocosity profiles of DGHE system (a) 9 wt% AEROSIL 380 +

0.1 wt% DGHE + 3M HNO3 (b) 9 wt% CAB-O-SIL M-5 + 0.5 wt% DGHE

+ 3M HNO3 (c) 9 wt% CAB-O-SIL M-5 + 1.0 wt% DGHE + 3M HNO3

Figure 34는 DGHE를 0.1, 0.5, 1.0 wt% 증가시키고 AEROSIL 380를 9 wt%로

일정하게 유지시켜 제조된 겔의 도포시, crack이 형성된 후, 그리고 완전히 마른

후 뒤집어 저절로 떨어진 후 남아 있는 잔해를 보여주는 사진이다. aerosil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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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wt% AEROSIL 

380 

+ 0.1 wt% DGHE 

+3M HNO3

10 wt% AEROSIL 

380 

+ 0.5 wt% DGHE 

+3M HNO3

10 wt% AEROSIL 

380 

+ 1.0 wt% DGHE 

+3M HNO3

Detahment 

(%)
40 84 90

Viscosity 

(Cp)
199 1194 5974

Remark

Poor detachment 

ratio

Poor detachment 

ratio

Good detachment 

ratio

Low viscosity Low viscosity Good viscosity

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세 조성 모두 낮은 점도에 기인하는 흘러내리는 특성

을 보였다. Figure 35에서는 1000 cP 미만의 점성 측정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세 조성 모두 적합하지 않은 겔 조성이다. crack size는 세 경우 모두 크

게 다르지 않고 모두 유사한 크기를 보였다.

Table 23. Summary of viscosity data and detachment ratios of AEROSIL 380

coating gels with varying the concentration of DGHE

Table 23은 AEROSIL 380의 질량비를 10 wt% 로 일정하게 유지하고 DGHE의

질량비를 0.1, 0.5, 1.0 wt%로 변화시킨 후 혼합, 도포 후 크래킹 사이즈, 건조 후

분리되는 정도, 점성도의 차이를 비교 관찰한 결과표이다. Figure 36 은 이 세

조성에 대한 제조된 겔의 도포 시, crack이 형성된 후, 그리고 완전히 마른 후

뒤집어 저절로 떨어진 후 남아 있는 잔해를 보여주는 사진이다. (a), (b)는 낮은

점도에 기인하는 흘러내리는 특성을 보였지만 (c)는 도포시 흘러내리지 않는 적

당한 점도를 나타내었다. Figure 37은 각 조성에 대한 점성 측정 결과를 나타내

보여준다. crack size는 (a), (b), (c)는 모두 크게 다르게 나타나지 않고 모두 유

사한 형태를 보였다. 또한, 건조 후 탈착된 정도는 (c)의 경우는 90%로 이상적인

점조와 더불어 탈착율도 매우 뛰어난 결과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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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6. The appearance of gel coating formed when applied, cracks

appeared, and residue remained after dry: (a) 10 wt% AEROSIL 380 + 0.1

wt% DGHE + 3M HNO3 (b) 10 wt% CAB-O-SIL M-5 + 0.5 wt% DGHE +

3M HNO3 (c) 10 wt% CAB-O-SIL M-5 + 1.0 wt% DGHE + 3M HNO3

Figure 37. Visocosity profiles of DGHE system (a) 10 wt% AEROSIL 380 +

0.1 wt% DGHE + 3M HNO3 (b) 10 wt% CAB-O-SIL M-5 + 0.5 wt% DGHE

+ 3M HNO3 (c) 10 wt% CAB-O-SIL M-5 + 1.0 wt% DGHE + 3M H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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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wt% AEROSIL 

380 

+ 0.1 wt% 

TPGDDE

+3M HNO3

8 wt% AEROSIL 

380 

+ 0.5 wt% 

TPGDDE 

+3M HNO3

8 wt% AEROSIL 

380 

+ 1.0 wt% 

TPGDDE 

+3M HNO3

Detahment 

(%)
98 84 94

Viscosity 

(Cp)
995 2830 5053

Remark

Good detachment 

ratio

Good detachment 

ratio

Good detachment 

ratio

Low viscosity Low viscosity Good viscosity

(2) Tripropylene glycol dodecyl ether (TPGDDE)

새로운 계면 활성제인 TPGDDE를 이용하여 새로운 겔 조성을 시험해 보았다.

Table 24. Summary of viscosity data and detachment ratios of AEROSIL 380

coating gels with varying the concentration of TPGDDE

(a) (b) (c)

Figure 38. The appearance of gel coating formed when applied, cracks

appeared, and residue remained after dry: (a) 8 wt% AEROSIL 380 + 0.1

wt% TPGDDE + 3M HNO3 (b) 8 wt% CAB-O-SIL M-5 + 0.5 wt%

TPGDDE + 3M HNO3 (c) 8 wt% CAB-O-SIL M-5 + 1.0 wt% TPGDDE +

3M H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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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4는 AEROSIL 380의 질량비를 8 wt% 로 일정하게 첨가하고 TPGDDE

의 질량비를 0.1, 0.5, 1.0 wt%로 변화시킨 후 혼합, 도포 후 크래킹 사이즈, 건조

후 분리되는 정도, 점성도의 차이를 비교 관찰한 결과표이다. Figure 38은 이 세

조성에 대한 제조된 겔의 도포시, crack이 형성된 후, 그리고 완전히 마른 후 뒤

집어 저절로 떨어진 후 남아 있는 잔해를 보여주는 사진이다. (a)와 (b)는 도포시

흘러내리는 유동성을 보이는데 이는 Figure 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낮은 점도에

기인한다. 반면 조성 (c)의 경우는 Figure 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5000 cP 정도

의 적당한 점도에 기인하는 도포시 수월성을 보인다. crack size는 세 조성 모두

크게 다르게 나타나지 않고 다른 system에 비해 조금 크고 모두 유사한 형태를

보였다. 또한, 건조 후 탈착된 정도는 (a)와 (c)의 경우가 90 % 이상의 값을 보

이지만 (a)는 도포시 낮은 점도에 따른 어려움이 있어 (c)가 좋은 조성의 겔이

다.

Figure 39. Visocosity profiles of TPGDDE system (a) 8 wt% AEROSIL 380 +

0.1 wt% TPGDDE + 3M HNO3 (b) 8 wt% CAB-O-SIL M-5 + 0.5 wt%

TPGDDE + 3M HNO3 (c) 8 wt% CAB-O-SIL M-5 + 1.0 wt% TPGDDE +

3M HNO3

아래 Table 25은 AEROSIL 380의 질량비를 9 wt% 로 증가시켜 첨가하고

TPGDDE의 질량비를 0.1, 0.5, 1.0 wt%로 변화시킨 후 혼합, 도포 후 크래킹 사

이즈, 건조 후 분리되는 정도, 점성도의 차이를 비교 관찰한 결과표이다. Figure

40은 이 세가지 조성의 겔 도포시, crack이 형성된 후, 그리고 완전히 마른 후

뒤집어 저절로 떨어진 후 남아 있는 잔해를 보여주는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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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wt% AEROSIL 

380 

+ 0.1 wt% 

TPGDDE

+3M HNO3

9 wt% AEROSIL 

380 

+ 0.5 wt% 

TPGDDE 

+3M HNO3

9 wt% AEROSIL 

380 

+ 1.0 wt% 

TPGDDE 

+3M HNO3

Detahment 

(%)
91 97 100

Viscosity 

(Cp)
3983 5178 6771

Remark

Good detachment 

ratio

Good detachment 

ratio

Ideal detachment 

ratio

Low viscosity Low viscosity Good viscosity

Small crack size Large crack size Large crack size

Table 25. Summary of viscosity data and detachment ratios of AEROSIL 380

coating gels with varying the concentration of TPGDDE

(a) (b) (c)

Figure 40. The appearance of gel coating formed when applied, cracks

appeared, and residue remained after dry: (a) 9 wt% AEROSIL 380 + 0.1

wt% TPGDDE + 3M HNO3 (b) 9 wt% CAB-O-SIL M-5 + 0.5 wt%

TPGDDE + 3M HNO3 (c) 9 wt% CAB-O-SIL M-5 + 1.0 wt% TPGDDE +

3M H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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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wt% AEROS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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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chment 

(%)
98 87 100

Viscosity 

(cP)
6803 8563 44610

Remark

Ideal detachment 

ratio

Good detachment 

ratio

Ideal detachment 

ratio

Ideal viscosity Good viscosity High viscosity

(a)의 조성은 도포 시 낮은 점도에 기인하는 흘러내리는 유동성을 보였지만 (b)

와 (c)는 흘러내리지 않았다. 이러한 도포 시 유동성의 특성은 Figure 41에서

보여주는 점성도 측정 그래프를 살펴보면 확인 할 수 있다. 특이한 것은 crack

size가 Figure 40에서 보는바와 같이 계면활성제인 TPGDDE의 질량비 (wt%)의

양이 많아질수록 커지는걸 알 수 있다. 불규칙한 형태로 상당히 잘 탈착되었다.

또한, 건조 후 탈착된 정도는 (a), (b), (c)모두 90 %이상의 좋은 결과 값을 나타

내었는데 (c) 조성의 경우는 100% 로 모두 다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점성 과 탈착률을 고려할 때 (b) 와 (c)가 매우 적합한 겔 조성임을 확인

할 수 있다.

Figure 41. Visocosity profiles of TPGDDE system (a) 9 wt% AEROSIL 380 +

0.1 wt% TPGDDE + 3M HNO3 (b) 9 wt% CAB-O-SIL M-5 + 0.5 wt%

TPGDDE + 3M HNO3 (c) 9 wt% CAB-O-SIL M-5 + 1.0 wt% TPGDDE +

3M HNO3

Table 26. Summary of viscosity data and detachment ratios of AEROSIL 380

coating gels with varying the concentration of TPGD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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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aerosil의 농도를 10%로 증가시켜 새로운 조성을 확인하였다. 위에서 정리

한 Table 26은 AEROSIL 380의 질량비를 10 wt% 로 일정하게 첨가하고

TPGDDE의 질량비를 0.1, 0.5, 1.0 wt%로 변화시킨 후 혼합, 도포 후 크래킹 사

이즈, 건조 후 분리되는 정도, 점성도의 차이를 비교 관찰한 결과표이다.

(a) (b) (c)

Figure 42 The appearance of gel coating formed when applied, cracks

appeared, and residue remained after dry: (a) 10 wt% AEROSIL 380 + 0.1

wt% TPGDDE + 3M HNO3 (b) 10 wt% CAB-O-SIL M-5 + 0.5 wt%

TPGDDE + 3M HNO3 (c) 10 wt% CAB-O-SIL M-5 + 1.0 wt% TPGDDE +

3M HNO3

Figure 42는 TPGDDE를 0.1, 0.5, 1.0 wt% 증가시키고 AEROSIL 380를 10 wt%

로 일정하게 유지시켜 제조된 겔의 도포 시, crack이 형성된 후, 그리고 완전히

마른 후 뒤집어 저절로 떨어진 후 남아 있는 잔해를 보여주는 사진이다. (a),

(b), (c) 모두 흘러내리지 않는 점도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b) 와 (c)의 경우 높

은 정도 때문에 도포시 어려움이 따른다. crack size는 Figure 42에서 보는바와

같이 (a)와 (b)는 크게 다르게 나타나지 않고 유사한 형태를 보였지만 (c)의 경우

crack size가 커지는걸 볼 수 있다. 이는 Figure 40 경우에서 계면활성제 양이 증

가함에 따라 crack size가 증가하는 경향과 잘 일치한다. 또한, 건조 후 탈착된

정도는 (a), (b), (c)모두 90 %정도의 좋은 결과 값을 나타내었는데 (c)의 경우

100% 로 모두 다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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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3. Visocosity profiles of TPGDDE system (a) 10 wt% AEROSIL 380

+ 0.1 wt% TPGDDE + 3M HNO3 (b) 10 wt% CAB-O-SIL M-5 + 0.5 wt%

TPGDDE + 3M HNO3 (c) 10 wt% CAB-O-SIL M-5 + 1.0 wt% TPGDDE +

3M HNO3

Figure 43은 혼합 된 겔의 점성도의 그래프를 보여준다. Table 26에 정리되어있

는 점성도의 값은 high shear에서 low shear로 변할 때의 점성도의 값이다. 이

그래프에 나타나 있듯이 (a)는 좋은 점성도를 유지하지만 (b), (c)의 경우는 높은

점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혼합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점성과 탈착율을

고려할 때 (a)의 조성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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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wt% AEROSIL 

380 

+ 0.1 wt% PEG 

600

+3M HNO3

8 wt% AEROSIL 

380 

+ 0.5 wt% PEG 

600 

+3M HNO3

8 wt% AEROSIL 

380 

+ 1.0 wt% PEG 

600

+3M HNO3

Detahment 

(%)
56 85 42

Viscosity 

(Cp)
1194 3385 5017

Remark

Poor detachment 

ratio

Good detachment 

ratio

Poor detachment 

ratio

Low viscosity Low viscosity Good viscosity

(3) Polyethylene glycol 600 (PEG 600)

새로운 계면 활성제인 PEG600을 이용하여 새로운 겔 조성을 시험해 보았다.

Table 27. Summary of viscosity data and detachment ratios of AEROSIL 380

coating gels with varying the concentration of PEG600

(a) (b) (c)

Figure 44. The appearance of gel coating formed when applied, cracks

appeared, and residue remained after dry: (a) 8 wt% AEROSIL 380 + 0.1

wt% PEG 600 + 3M HNO3 (b) 8 wt% CAB-O-SIL M-5 + 0.5 wt% PEG 600

+ 3M HNO3 (c) 8 wt% CAB-O-SIL M-5 + 1.0 wt% PEG 600 + 3M H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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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7은 AEROSIL 380의 질량비를 8 wt% 로 일정하게 첨가하고 PEG 600의

질량비를 0.1, 0.5, 1.0 wt%로 변화시킨 후 혼합, 도포 후 크래킹 사이즈, 건조 후

분리되는 정도, 점성도의 차이를 비교 관찰한 결과표이다. Figure 44는 이 세 조

성에 대한 제조된 겔의 도포시, crack이 형성된 후, 그리고 완전히 마른 후 뒤집

어 저절로 떨어진 후 남아 있는 잔해를 보여주는 사진이다. (a)와 (b) 조성의 경

우는 도포시 낮은 점성 때문에 액이 흘러내리는 어려움을 겪었다. 반면 (c) 조

성은 적절한 점도를 가져 흘러내리지 않았다. crack size는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a), (b), (c) 모두 크게 다르게 나타나지 않고 유사한 형태를 보였다. 또한,

건조 후 탈착된 정도는 (b)가 85 %정도의 비율을 보였지만 낮은 점도 때문에 좋

은 겔 조성은 아니다. 아래 Figure 45는 겔의 점성도 그래프를 보여준다. 그래

프에 나타나 있듯이 (a), (b)는 낮은 점성도를 보이고 (c)의 경우는 도포 후 흘러

내리지 않는 점도를 나타내어 5000 정도의 cP값을 보인다.

Figure 45. Visocosity profiles of PEG 600 system (a) 8 wt% AEROSIL 380 +

0.1 wt% PEG 600 + 3M HNO3 (b) 8 wt% CAB-O-SIL M-5 + 0.5 wt% PEG

600 + 3M HNO3 (c) 8 wt% CAB-O-SIL M-5 + 1.0 wt% PEG 600 + 3M

H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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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wt% AEROSIL 

380 

+ 0.1 wt% PEG 

600

+3M HNO3

9 wt% AEROSIL 

380 

+ 0.5 wt% PEG 

600 

+3M HNO3

9 wt% AEROSIL 

380 

+ 1.0 wt% PEG 

600

+3M HNO3

Detachment 

(%)
92 92 91

Viscosity 

(Cp)
2875 5187 7169

Remark

Good detachment 

ratio

Good detachment 

ratio

Good detachment 

ratio

Low viscosity Ideal viscosity Ideal viscosity

Table 28. Composition of AEROSIL 380 coating gels, results and remakable.

( 9 wt% AEROSIL 380 + 0.1, 0.5, 1.0 wt% PEG 600 )

(a) (b) (c)

Figure 46. The appearance of gel coating formed when applied, cracks

appeared, and residue remained after dry: (a) 9 wt% AEROSIL 380 + 0.1

wt% PEG 600 + 3M HNO3 (b) 9 wt% CAB-O-SIL M-5 + 0.5 wt% PEG 600

+ 3M HNO3 (c) 9 wt% CAB-O-SIL M-5 + 1.0 wt% PEG 600 + 3M H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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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8은 AEROSIL 380의 질량비를 9 wt% 로 일정하게 첨가하고 PEG 600의

질량비를 0.1, 0.5, 1.0 wt%로 변화시킨 후 혼합, 도포 후 크래킹 사이즈, 건조 후

분리되는 정도, 점성도의 차이를 비교 관찰한 결과표이다. Figure 46은 이 세 조

성에 대한 제조된 겔의 도포시, crack이 형성된 후, 그리고 완전히 마른 후 뒤집

어 저절로 떨어진 후 남아 있는 잔해를 보여주는 사진이다. (a) 조성은 낮은 점

성 때문에 도포 후 액이 흘러내리는 반면에 (b), (c)는 흘러내리지 않는 점도를

나타내었다. crack size는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a), (b), (c) 모두 크게 다르지

않고 유사한 형태를 보였다. 또한, 건조 후 탈착된 정도는 (a), (b), (c)모두 90 %

정도의 좋은 결과 값을 나타내었다. Figure 47는 위 세가지 조성의 겔의 점성도

그래프를 보여준다.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a) 조성은 낮은 점성도 때문에

액이 흘러내리는 유동성을 갖는다. 반면 (b), (c)의 경우는 도포 후 흘러 내리지

않는 점도를 나타내어 좋은 점성도의 값을 나타낸다.

Figure 47. Visocosity profiles of PEG 600 system (a) 9 wt% AEROSIL 380 +

0.1 wt% PEG 600 + 3M HNO3 (b) 9 wt% CAB-O-SIL M-5 + 0.5 wt% PEG

600 + 3M HNO3 (c) 9 wt% CAB-O-SIL M-5 + 1.0 wt% PEG 600 + 3M

HNO3

아래 Table 29는 AEROSIL 380의 질량비를 10 wt% 로 증가시켜 첨가하고

PEG600의 질량비를 0.1, 0.5, 1.0 wt%로 변화시킨 후 혼합, 도포 후 크래킹 사이

즈, 건조 후 분리되는 정도, 점성도의 차이를 비교 관찰한 결과표이다. Figure 48

은 이 세가지 조성의 겔 도포시, crack이 형성된 후, 그리고 완전히 마른 후 뒤

집어 저절로 떨어진 후 남아 있는 잔해를 보여주는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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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wt% AEROSIL 

380 

+ 0.1 wt% PEG 

600

+3M HNO3

10 wt% AEROSIL 

380 

+ 0.5 wt% PEG 

600 

+3M HNO3

10 wt% AEROSIL 

380 

+ 1.0 wt% PEG 

600

+3M HNO3

Detahment 

(%)
78 89 74

Viscosity 

(Cp)
5576 12148 28479

Remark

Poor detachment 

ratio

Good detachment 

ratio

Poor detachment 

ratio

Good viscosity High viscosity High viscosity

Table 29. Summary of viscosity data and detachment ratios of AEROSIL 380

coating gels with varying the concentration of PEG600

(a) (b) (c)

Figure 48. The appearance of gel coating formed when applied, cracks

appeared, and residue remained after dry: (a) 10 wt% AEROSIL 380 + 0.1

wt% PEG 600 + 3M HNO3 (b) 10 wt% CAB-O-SIL M-5 + 0.5 wt% PEG

600 + 3M HNO3 (c) 10 wt% CAB-O-SIL M-5 + 1.0 wt% PEG 600 + 3M

H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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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세 조성 모두 모두 흘러내리지 않는 점도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Figure 49에서 보는 바와 같이 (b)와 (c)의 경우에는 점성도가 10,000 cP 보다

매우 커서 도포시 어려움이 따른다. crack size는 Figure 48에서 보는바와 같이

(a), (b), (c) 모두 크게 다르게 나타나지 않고 유사한 형태를 보였다. 또한, 건조

후 탈착된 정도는 적절한 점성도를 보이는 (b) 조성의 경우 78%정도의 결과 값

을 나타내었다.

Figure 49. Visocosity profiles of PEG 600 system (a) 10 wt% AEROSIL 380

+ 0.1 wt% PEG 600 + 3M HNO3 (b) 10 wt% CAB-O-SIL M-5 + 0.5 wt%

PEG 600 + 3M HNO3 (c) 10 wt% CAB-O-SIL M-5 + 1.0 wt% PEG 600 +

3M HNO3

(4) Compariosn of the best compositions.

앞에서 실험한 세가지 계면 활성제 와 AEROSIL 380 fumed silica를 사용한 실

험 중 가장 좋은 구성을 나타내는 4가지 구성을 선택하여 4가지를 다시 비교하

였다. Aerosil 380 과 계면활성제인 TPGDDE, PEG600 를 사용했을 때 가장 좋

은 특성을 보인 구성을 Table 30, Figure 50, 51에 비교 정리 하였다.

AEROSIL 380 fumed silica를 사용시에는 CAB-O-SIL 사용과는 달리 DGHE 계

면활성제의 사용은 그 특성이 다른 시스템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리고 TPGDDE의 경우에는 다양한 조성에서 뛰어난 특성을 보

여 매우 promising한 성분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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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wt% 

+ 1.0 wt% 

TPGDDE

10 wt% 

+ 0.1 wt% 

TPGDDE

9 wt% 

+ 0.5 wt% 

TPGDDE

9 wt% 

+ 0.5 wt% 

PEG600

Detachment 

(%)
100 98 97 92

Viscosity 

(Cp)
6771 6803 5178 5187

Remark

Ideal 

detachment 

ratio

Ideal 

detachment 

ratio

Ideal 

detachment 

ratio

Good 

detachment 

ratio

Ideal viscosity Ideal viscosity
Ideal 

viscosity

Ideal 

viscosity

Table 30. Comparison of the best compositions among AEROSIL 380 selected

systems

(a) (b) (c) (d)

Figure 50. The appearance of gel coating formed when applied, cracks

appeared, and residue remained after dry: (a) 9 wt% AEROSIL 380 + 1.0

wt% TPGDDE + 3M HNO3 (b) 10 wt% AEROSIL 380 + 0.1 wt% TPGDDE

+ 3M HNO3 (c) 9 wt% AEROSIL 380 + 0.5 wt% TPGDDE + 3M HNO3 (d)

9 wt% AEROSIL 380 + 0.5 wt% PEG 600 + 3M H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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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0은 AEROSIL 380과 계면활성제인 TPGDDE, PEG 600을 사용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질량비 (wt%)로 제조된 겔의 도포 시, crack이 형성

된 후, 그리고 완전히 마른 후 뒤집어 저절로 떨어진 후 남아 있는 잔해를 보여

주는 사진이다. (a), (b), (c), (d) 모두 흘러내리지 않는 이상적인 점도를 나타낸

다. Crack size는 (a)의 경우가 크고 불규칙하게 나타나지만 (b), (c), (d)의 경우

는 크게 다르게 나타나지 않고 모두 유사한 형태를 보였다. 또한, 건조 후 탈착

된 정도는 (a)가 100 %의 결과값으로 가장 좋은 구성의 혼합겔이라고 할수 있

다.

Figure 51. Comparison of viscosity profiles by AEROSIL 380 system the best

compositions (a) 9 wt% AEROSIL 380 + 1.0 wt% TPGDDE + 3M HNO3 (b)

10 wt% AEROSIL 380 + 0.1 wt% TPGDDE + 3M HNO3 (c) 9 wt%

AEROSIL 380 + 0.5 wt% TPGDDE + 3M HNO3 (d) 9 wt% AEROSIL 380 +

0.5 wt% PEG 600 + 3M HNO3

Figure 51은 혼합 된 겔의 점성도의 그래프를 보여준다. (a), (b), (c). (d) 모두

이상적인 점성도의 값인 5000 ∼ 10000 cP 값을 보여준다. 이 중 가장 좋은 구

성비는 탈착율 100% , 점성도 6771 cP 의 값을 가지는 9 wt% AEROSIL 380 +

1.0 wt% TPGDDE + 3M HNO3 의 구성의 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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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에서는 표면에 오염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겔을 이용하여 가장 좋게 분

사 및 도포 할수 있는 겔을 새롭게 개발하였다. 이 겔은 혼합 후 분사 및 도포

후 건조가 되면서 쉽게 탈착되는 현상을 이용하는 것으로 계면활성제의 역할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다양한 계면 활성제와 무기

겔 조성제를 이용하여 균일한 crack size, 탈착되는 정도, 분사 및 도포의 용이성

및 점도 ( 가장 좋은 점성도 : 5000 cP ∼ 10000 cP )를 살펴보았다.

무기 겔 조형제인 silica gel은 CAB-O-SIL M-5 와 AEROSIL 380을 사용을 하

였는데 그 표면적이 200 m
2
/g 와 380 m

2
/g으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결국 겔 형성 과정에서 각 물질의 독특한 성질이 발현을 하고 또

한 첨가되는 계면 활성제에 대한 반응도 매우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 해 볼 수

있었다. Carbosil의 경우 7 wt% CABOSIL M-5 와 1 wt% tripropylene glycol

butyl ether의 계면활성제를 사용한 구성의 겔이 탈착의 정도 92% 및 점성도

8165 cP로 가장 이상적으로 나타났고, Aerosil의 경우에는 9 wt% AEROSIL 380

과 1 wt% tripropylene glycol dodecyl ether의 경우, 탈착의 정도가 100% 로 모

두 제거가 되었으며 점성도는 6771 cP값으로 가장 이상적인 겔로 나타났다. 다

른 계면활성제인 DGHE, PEG 600의 겔도 구성에 따라서 좋은 현상을 나타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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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의 내용
추 진 일 정 달 성

도

(% )

•겔 화학제염기술 특성 분석 100

•겔 화학제염제의 제조 및 물리화학적

특성분석
100

•단일 겔 화학제염제의 표면 점착 및

계면 반응 특성 규명
100

제 4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1. 연도별 연구개발의 추진일정 및 목표 달성도

2. 대외 기여도

겔화학 제염기술의 핵심은 겔 제염제의 제조기술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장

치 기술이다. 겔제염제는 겔 fluid와 제염 화학제를 혼합하여 제조되는데 모재의

종류와 운전조건에 따라 형성된 부식산화물의 종류와 방사성 핵종의 형태를 고

려하여 제염성능과 부식억제 성능이 우수한 산성, 염기성, 산화성 혹은 환원성

제염제 등의 적절한 겔 화학 제염제를 결정하여야 한다. 효과적인 제염기술을 얻

기 위해서는 오염특성에 적합한 제염제의 formulation이 요구되므로 대상시설 오

염에 적합한 겔 제염제 합성기술의 개발이 요구되어진다.

또한 겔 화학제염기술은, 겔의 요변성(thixotropic) 때문에 벽면, 천장, 바닥, 풀,

배관 등과 같은 수직, 수평의 대면적 제염에 쉽게 적용가능하기 때문에 고방사성

시설을 비롯한 방사성 취급시설에 적용을 확대하고 있는 기술이므로 기술개발

및 성능개선에 대한 필요성 중가에 따른 연구개발이 집중되고 있다.

향후 국내에서도 고방사능 제염기술은 적용 대상에 따라 요구되는 공정 조건을 반영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으로 단순한 기술도입이 불가능하며 제염 작업단위 전체를

위탁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이 경우 외국 업체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비용이 지불될

수 밖에 없으며 이를 모든 원자력시설의 제염에 적용할 경우 막대한 비용이 될 것이므로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내 겔화학 제염기술의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내

기술의 실용화 단계를 거쳐 국내 고 방사능 제염 분야뿐만 아니라 국외로도 수출할 수

있는 고 부가가치의 기술의 확보가 필요하다.



- 65 -

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본 연구에서 개발되는 젤화학 제염제 제염기술은 환경 친화적이며 경제적인 공

정으로 다음과 같은 활용방안을 갖는다.

- 겔화학 제염기술은 개발 완료 후 실용화를 위한 실증연구의 단계를 거

쳐 DUPIC 시설의

Refurbishment 에 직접 활용할 수 있음.

- 국내 원자력 제염해체 관련 산업체에 관련기술 이전 추진

- 고방사능 핫셀의 개량 보수 또는 해체 전 대면적 제염에 적용

- 대형의 방사성 폐기물의 신속한 오염도 저감에 활용

2. 기대성과

가. 기술적 측면

-겔화학 제염기술은 대면적 오염을 신속하게 제염하여 공간 산량을 쉽게 줄일

수 있는 대표 제염기술로서 DUPIC과 같은 고방사능 시설의 개선보수/해체뿐만

아니라 SF 재활용의 미래 기술인 파이로 프로세싱 설비의 유지보수를 위한

건식제염기술의 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국내 고방사성 핵물질 건식처리의 공통 애로기술인 고방사능 제염기술의 확보,

고방사성 시험 실증에의 직접 활용 및 제염이 용이한 고방사성유지보수 기술의

선진화에도 기여함.

나. 경제적․산업적 측면

-SF 건식 재활용하는 고방사능 시설의 유지 보수, 장기적 활용에 따른 시설

refurbishment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DUPIC 시설 등에 국내 고유의 기술을

적용하여 해외의 기술수입을 대체할 수 있고, 대량의 방사성 고체폐기물

제염에도 적용하여 빈약한 국내 부존자원 재활용 및 높은 감용율에 의한

처분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음.

-향후 북한 핵시설의 해체에 관련한 다자간 역할 분담 시 국내 기술이 확보될

경우 예산만 부담하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비원자력 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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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화기술로도 활용이 가능함.

-핵물질처리 공정장치 개발의 실현을 통해 국제 경쟁력 있는 국내 고유

후행핵연료주기 기술자립에 기여하며, 국내 취약한 고방사성 Hot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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