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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유-무기 복합 실리카 입자의 제조 및 특성 분석

김수정 이상경1 구상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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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이하의 크기를 갖는 기능성 hybrid 실리카 입자 (혹은 ORMOSIL 입자)들은 촉매,

안료 및 전자재료 등과 같은 전통적인 산업분야뿐만 아니라, bio-labeling, medical diagnostics

및 drug delivery 등과 같이 최근 첨단 산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바이오산업분야로의 응용

가능성에 대하여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들 기능성 실리카 입자들은 생체물질과

유사한 크기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성이 없기 때문에 biomedical 분야에 특히 적합한

물질로 인식이 되어 multicolor imaging은 물론 site-selective binding, detection 및 separation등과

같은 multiplex tasking 에 적합한 구조를 갖는 입자의 제조 및 변형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기능성 실리카 입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tetraethylorthosilicate

(TEOS)를 사용하여 얻어진 실리카 입자의 표면 개질 반응을 통하여 제조되고 있는 바,

이러한 표면 개질을 이용한 기능성 실리카 입자의 제조는 긴 시간 및 여러 단계의 반응을

필요로 한다는 것 및 개질된 관능기들의 불균일한 분포 가능성 등과 같은 단점 등을

보여주는 바, 기능성 실리카 입자들의 보다 경제적이고 폭 넓은 산업적 응용을 위하여,

간단하면서도 효율적인 제조 방법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St?ber

process 와 차별화된 self-emulsion process 를 이용하여 크기 및 형상이 제어되고, 입자의

내/외부에 균일하게 분포된 유기 관능기를 갖는 기능성 실리카 입자를 제조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self-emulsion process 는 물을 용매로 사용하고 원료로 사용하는

phenyltrialkoxysilane monomer 의 소수성을 이용하여 self-emulsion droplet 을 형성 한 후, 이들

droplet 들 내부에서의 hydrolysis 및 condensation 을 통하여 기능성 실리카 입자를 제조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St?ber process 에 비하여 입자의 크기 및 형상제어가 용이하다는 점

이외에도 입자의 내부 구조 제어도 가능하다는 장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외부 유기



관능기들의 추가 표면 반응을 통하여 새로운 유기 관능기의 도입 가능성도 확인 할 수

있었다.


	2012년 추계 대한화학회
	2012년 추계 대한화학회_일정
	2012 대한화학회 1017-19 제110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 -  김수정
	2012 대한화학회 1017-19 제110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 - 박종웅
	2012 대한화학회 1017-19 제110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 - 이상경
	2012 대한화학회 1017-19 제110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 - 이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