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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개발에서는 은나노를 포함한 비오염성 석재용 실리콘 실란트를 제조하였다. 기본적인 실리콘

실란트 Formulation에 오일에 의한 오염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편말단 폴리머를 사용하였다. 폴리머 가

교를 통해 접착성과 작업성 등의 물성을 향상시켰으며, 나노크기의 은 powder를 사용하여 항균성을

부여하였다. 가장 큰 관건은 nano size의 은을 가장 균일하게 실란트에 분산시키는 것이 실란트 제품

화의 주요 기술이었다.

1. 서 론

기존 제품은 단지 특성적으로 비오염성과 석재의

접착에만 중점을 둔 제품이 양산되어 있으나, 음지

또는 습기로 인한 실리콘 실란트의 항균 및 항곰팡

이성에 대해서는 주안점을 두지 않았었다. 현재까지

이러한 항균 및 항곰팡이성에 대한 부여는 일반명인

비니진을 사용하고 있으나, 점차 균들의 내성이 강

해져 사용량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이며, 항균유지

기간이 보통 1년 이내이었다.

친환경적이며, 반영구적인 항균력을 지닌 석재용

실리콘 실란트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추세이다.

니즈에 의해 개발할 제품은 Nano-Silver를 사용하

여, 친환경적이며, 반영구적인 항균, 항곰팡이성을

지니며, 석재에 접착력을 개선한 비오염성 석재용

실리콘 실란트이다.

국내에서 이미 은나노(Nano-silver)에 관하여서

는 여러 가지 제법으로 많이 개발이 되어 있으나,

실리콘 실란트에 접합한 기술은 본사만 특허를 취득

하였으며, 석재용 실리콘 실란트는 대기업 중심으로

만 제품이 개발되어 있다. 특히 은나노와 석재용 실

란트 접합기술은 아직 개발이 미진한 상태이다.

해외 대기업에서는 석재용 실리콘 실란트가 이미

개발되어 기술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 있으나, 역시

실리콘 실란트에 은나노 도입 제품과 연구개발은 아

직 진행되지 않고있다.

국내에서는 은나노에 대해 많이 연구가 되어 있

으나 이를 도입한 실란트 전무후무한 실정으로 본

과제에서 국내외적으로 처음 은나노를 도입한 석재

용 실리콘 실란트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2,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

2.1. 비오염성 성능 구현

실리콘 실란트 기본 제품 개발 Formulation에서

가장 중요한 뼈대인 폴리머 (Hydroxy terminated)

di-methylsiloxane polymer 50,000cs만을 사용하던

Formulation에서 가소제의 사용을 자제해, 비오염성

을 성능을 내기 위해 실리콘 오일을 편말단 폴리머

(One-side-blocked hydroxy terminated Siloxane

Polymer)를 사용함으로써 오일에 의한 오염을 최소

화 하는데 주력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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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본 실리콘 실란트 물성 구현

기본 제품의 물성 구현을 위해 Crosslinker를

MOS(Methyl Oximino Silane)와 VOS(Vinyl

Oximino Silane)를 사용하여 기본 폴리머들의 가교

를 구성하였다. 이에 의해 제품은 공기 중 수분

(Under humid condition)에 의해 가교되는 구조이

며, 기본 신율 및 석재용의 약간 hard한 제품을 위

해 골격을 이루는 폴리머에 대해 재구성하게 된다.

일반 실란트

구성
진행방향

비오염성

실란트 구성

폴리머 → 폴리머

가소제 → 편말단폴리머

2.3. 소비자의 요구제품으로서의 물성 구현

기본 물성으로 개발된 제품은 제품의 일반 물성

에서는 실란트로서의 요건을 갖추긴 하였으나, 너무

Soft하여 개발된 제품이 석재용으로는 넓은 공간에

실란트를 시공하는데 벽체 등에서 세로로 사용 시

낮은 점도로 인하여 흘러 내리게 되었다. 따라서 이

를 보완하기 위해 폴리머의 가교를 더 촘촘히 하여

실란트가 Hard해 주게할 필요성이 있었기에 아래와

같이 개발을 거치게 되었다.

일반 실란트

구성
진행방향

비오염성

실란트 구성

폴리머 →

폴리머

(50,000cs)

폴리머

(20,000cs)

제품의 개발단계에 20,000cs를 사용함으로서 체인

구조가 짧은 폴리머의 역활인 더욱 조밀한 가교를

구성하게 되어 제품의 hardness를 올려주고, 작업상

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2.4. 항균성의 부여

가장 어려운 단계로서의 항균성 부여 과정이다.

일단 개발된 제품에 항균 항곰팡이성을 부여하기 위

한 Nano-silver를 적용하는 단계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Nano-silver는 Powder로 되어있으며, 가장 큰

관건은 nano size의 제품을 가장 균일하게 실란트

에 혼합 시키는 것이 주요 기술이다.

현재까지 특허 진행까지도 사용되어온 방법은 가

소제에 Ultrasonic을 이용하여 분산을 시켰으나, 당

과제에서는 가소제가 적용되지 않은 단계라 이를 적

용하기에 난관에 봉착하였다. 따라서 제품 구성상

액상으로 공급되는 아래에 대해 적용을 하여보았다.

일반 실란트

구성물질
적용 결과 설 명

50,000 cs

폴리머
→ X

분산력이

미미함

20,000 cs

폴리머
→ X

분산력이

미미함

편말단 폴리머 → X
분산력이

미미함

MOS → O
대체로

분산력 좋음

VOS → △
대체로

분산력 좋음

Amino Silane → △
대체로

분산력 좋음

DBTDL → X
분산용으로

미량사용

가소제 → ◎ 가장 좋음

설명 :

Ｘ -제품의 분산력이 거의 없이 미미하여 적용불가

△ -어느 정도 분산이 되나 분산을 위한 용매로서

의 양이 적거나, 공기중 반응 활발로 적용이 어려움

○ - 대체로 사용 가능함

◎ - 가장 사용이 용이하며, 분산을 위해 820 kg

제품 생산시 약 1 리터의 사용시 적합함.

테스트 결과 제품 개발 시 전혀 가소제를 사용하

지 않는 경우가 가장 분산이 잘되어 결과가 만족스

럽게 나왔으며, 차선으로는 MOS에 적용하는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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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유력하였다.

제품 생산 단계에서 MOS의 사용 비율이 액상으

로는 가장 높아 MOS에 적용하여 보았고, 제품의 개

발단계에서 약 1/820 ~ 40/820 비율의 가소제 사용

으로 제품을 개발하여 보았다.

MOS만으로 은나노의 적용은 어느 정도의 MOS

의 Tacky에 의해 조금 덜 분산이 되어 착색안료

(Pigment)가 적용되지 않은 제품에 연한 회색의 띠

가 보여, 소비자의 Claim이 예상되어, 최소량의 가소

제에 분산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1/820 ~ 40/820 중량비의 가소제를 적

용하여 개발을 하여 Try and Error로 제품의 테스

트 결과 가장 사용성이 용이하고, 실리콘 오일에 의

한 오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제품으로서 26/820

중량비를 사용하여 개발한 제품이 가장 우수한 성능

을 나타내었다.

또한, 은나노의 전처리 분산시 시간은 최소 90분

간 초음파 처리하여, 아래 표의 각 단계에 적용 시

키고 분산 정도를 확인하였다.

일반 실란트

구성물질
적용 결과 설 명

50,000 cs

폴리머
→① X

분산력이

미미함

20,000 cs

폴리머
→② X

분산력이

미미함

편말단 폴리머 →③ X
분산력이

미미함

MOS →④ O
대체로

분산력 좋음

VOS →⑤ △
대체로

분산력 좋음

Filler →⑥ X 분산력 없음

Amino Silane →⑦ △
대체로

분산력 좋음

DBTDL →⑧ X
분산용으로

미량사용

가소제 →⑨ ◎ 가장 좋음

※ ①② : 적용불가 (고점도라 분산이 거의 안됨)

③ : 적용불가 (1,2의 폴리머와는 달리 더 낮은 점

도이나 막대한 분산시간이 소요됨)

⑥ : 적용불가(고형분에는 초음파 분산 적용 불가함)

⑧ : 적용불가(촉매제로서 소량사용으로 분산 불가)

④⑤ : 적용가능 (초기 은나노가 과량의 가교제와

혼합됨으로써 분산력 증대)

⑨ : 최소량의 가소제라 분산 전처리는 가장 효과가

높으나 최종단계라 전체적으로 주어진 시간내에 분

산은 문제가 있음

※ ⑨를 ④⑤단계에 적용 분산 한 결과가 가장 좋은

데이터가 나옴.

3. 연구개발 결과 및 제품 양산화

양산단계에서는 다우실 988로 은나노만 적용되지

않은 비오염성 석재용 실리콘 실란트로 출시하여 소

비자의 고객만족을 실현하는 제품으로 국내 시장에

Market Share를 넓혀 가고 있다.

초기 단계의 SSG(소세지방식)포장의 제품만을

출시하였으나, 소비자의 요청에 의해 CTG(카트리지

방식) 포장제품도 출시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항균성까지 부여된 제품은 소비 시장이 현재까지

는 형성되지 않아, 주문에 의해서 생산이 가능한

Ready-to-product 시스템을 항시 대기 중이다. 오히

려 여기에 적용된 은나노 시스템을 베란다 전용 실

리콘 실란트인 다우실 1,000 제품에 적용 출시하여

우수한 고객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미 시장에서 브

랜드 네임을 알리고 있는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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