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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나노 다공성 물질은 크기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분

류된다. IUPAC (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 국제 순수 및 응용화학연맹) 표기법에 따르

면, 미세 다공성 물질(microporous material)의 기공 직

경은 2 nm 미만이고 거대 다공성 물질(macroporous 

material)의 기공 직경은 50 nm 이상이다 [1]. 메조포러

스 물질(mesoporous material)은 직경이 2 내지 50 nm 

인 기공을 포함하는 물질이다.

메조포러스 물질은 1) 실리콘계 메조포러스 물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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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실리콘계 메조포러스 물질의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실리콘계 메조포러스 물질은 메조포러스 실리

카(mesoporous silica)라고 하며, 두 가지 범주로 더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순수한 실리카이고 다른 하나는 개질

된 것이다. 순수한 실리카 물질은 MCMs, SBAs 등의 

메조포러스 실리카이며 비실리카계 메조포러스 물질은 

전이 금속 산화물(예: zirconia, titanium dioxide 등), 금속 

황화물(FeS2, CoS2 등)[2-4] 및 비금속 산화물(phosphate, 

sulfate and mesoporous carbon, etc.)[5, 6]을 포함한다. 이

러한 메조포러스 물질은 높은 표면적(> 1000 m2g-1), 잘 

배열된 나노세공(입방체 육방체, 층상, 웜 구조), 나노미

터의 균일한 세공 크기(2~30 nm)로 인하여 흡착/분리, 

촉매, 센싱, 광, 약물전달, 나노물질 제조 등 다양한 분

야에서 높은 응용 가능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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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중간 세공체(mesoporous) 물질은 높은 표면적과 조절 가능한 기공 크기를 가진 규칙적인 다공

성 구조로 최근 다양한 응용분야를 가진 매력적인 재료로 알려져 있다. 중간 세공체 물질 중 특히 유/

무기 하이브리드형 실리카 나노세공체(Periodic Mesoporous Organosilica; PMO)는 세공의 크기가 확대되

고 골격에 유기물을 도입함으로써 더욱 다양한 응용분야를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재료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골격 구조에 유기 그룹을 도입하게 되면 표면 물성과 재료 전체 물성의 제어가 가능하게 

된다. 본 총설은 PMO의 합성, 기능성, 모폴로지는 물론이고 촉매나 환경분야 응용 등을 포함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고찰하였으므로, PMO의 주요 기능과 응용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Abstract: Mesoporous materials are a sort of promising materials with a wide spectrum of applications due to 
their unique well-defined porous structures that provide high surface area and controllable pore size. Among 
mesoporous materials, periodic mesoporous organosilicas (PMOs) are highly emerging materials in sense of 
applications due to their large pore sizes and organic functionality in the frame. The organic functional groups 
in the frameworks of these solids allow tuning of the surface properties and modification of the bulk properties 
of the material. This article provides a comprehensive overview of PMOs and discusses their different 
functionalities, morphology and applications, such as catalysis, environmental applications, and adsorption, for 
which PMOs have been used after their discovery. The review article will provide fundamental understanding 
of PMOs and their advanced applications to readers.

Keywords: Periodic mesoporous organosilicas (PMOs), Functionality, Morphology,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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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조포러스 실리카 물질의 기능성을 향상시키기 위

해, 세공벽 조성물의 다양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수많은 종류의 기능기 생산이 가능한 유기 

그룹을 이용한 실리카 세공벽 개질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메조포러스 실리카를 합성하는 과정이나 합성한 

후 세공 표면을 기능성 유기 그룹을 포함하는 알콕시 

실란 {(RO)3Si-R}으로 개질하는 경우, 나노세공 구조를 

잘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개질되는 유기 그

룹으로 인해 세공 크기가 줄어드는 단점이 있다. 반면, 

유기 그룹이 브리지된(bridged) 실리카 원(silica source)

을 세공벽 구성 물질로 사용하는 경우 순수한 실리카 

세공벽과 비교하여 유연한 세공벽 구조를 가지고 유기 

기능기의 개질에 따른 세공 크기의 손실 없이 다양한 

유기 그룹에 의해 독특한 물리‧화학적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 그룹(Ozin et al., [7] Inagaki et 

al., [8] 및 Stein et al., [9]은 독립적으로 “유/무기 하이브

리드형 실리카 나노세공체” 또는 “주기적인 메조포러스 

유기실리카(periodic mesoporous organosilicas (PMO))”

로 알려진 새로운 종류의 유기-무기 나노 복합체를 개

발했다. PMO에서 유기 그룹은 Si 중심 사이의 브리지 

{O1.5Si-R-SiO1.5(R=브리지된 유기 그룹)}로 세공벽 내에 

위치한다[7-11].(Fig. 1) PMO의 전형적인 세공 크기는 

2~30 nm이다.

본고에서는 브리지된 다양한 유기 그룹을 가지는 실

리카 원을 세공벽 구성 물질로 하는 PMO의 합성과 다

양한 응용분야에 대해 고찰한다.

2. 유/무기 하이브리드형 실리카 나노세공체

(Periodic Mesoporous Organosilicas, PMOs)의 

합성 방법과 다양한 유기 실리카 전구체

PMO는 메조포러스 실리카 물질 합성 방법 중 일반

적으로 유기 단분자나 고분자를 주형(template)으로 이

용하고 산이나 염기성 조건 하에서 수열 반응 과정을 

거쳐서 합성된다(Fig. 2).

구체적으로, 먼저 주형으로 사용되는 유기 단분자나 

고분자의 친수성/소수성 부분의 특성을 이용하여 산성 

또는 염기성 조건의 수용액 내에서 마이셀(micelle)을 

형성하고 브리지된 유기 그룹을 가지는 실리카 원을 부

가하여 마이셀을 둘러싸고 유기-무기 하이브리드 실리카 

벽을 형성한다. (Step I) 그리고 수열 반응을 통하여 유기

-무기 하이브리드 실리카 원의 응축 반응(condensation 

reaction)에 의한 Si-O-Si 결합 형성으로 단단한 세공벽

을 형성한다. (Step II) 마지막으로 HCl-EtOH 용액을 이

용한 용매 추출법(solvent-extraction method)으로 나노세

공 내에 주형을 제거함으로써 균일한 크기와 고 표면적

을 가지는 PMO를 얻는다. (Step III) 이러한 솔-젤 반응

(sol-gel reaction)과 자기조립(self-assembly)을 바탕으로 

PMO는 주로 네 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다양한 유기 그

룹이 세공벽 내에 개질될 수 있다;

(1) 단일 가교 유기 실리카 전구체,

(2) 상이한 작용기를 갖는 2개 이상의 가교 유기 실

리콘 전구체,

(3) 비 가교 유기기를 갖는 유기 실리카와 가교 실리

카 전구체,

(4) 가교 유기 실리카를 포함하는 PMO의 화학적 처

리에 의한 2차 변형. (Fig. 3)

한편, 나노 구조는 마이셀의 농도, 마이셀의 분자 구

조, 반응 온도, 산도, 보조 첨가제(NaCl, KCl, Na2SO4, 

Figure 1. The nanostructure of PMO using bridged organic 

silica as the pore wall material [12].

Figure 2. Synthetic pathway for hydrothermal reaction of PMO

using silica sources having various bridged organic groups as 

pore wall material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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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SO4과 같은 무기염, Zr4+, Sn4+, Fe3+, Cr3+, Al3+과 같은 

금속 이온, 보조용매, 마이셀 코어 확장 유기 분자 등)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된다. [12] PMO 뿐만 아니라 나노 

다공성 실리카 물질의 합성에 다양한 종류의 유기물이 

주형으로 사용된다. (Table 1) 친수성 또는 소수성 부분

을 가지는 양이온이나 음이온 계면활성제, 비이온성 올

리고머 또는 고분자들이 수용액 내에서 마이셀을 형성

하여 나노 구조 형성을 위한 주형으로 이용된다.

단일 재료 내에서 유기 및 무기 빌딩 블록의 특성 조

합은 열적으로 안정적이고 견고한 무기물의 장점과 유

기 화학의 엄청난 기능적 변화와 결합할 수 있기 때문

에 재료 과학자의 관점에서 특히 매력적이다. 초기에 

PMO에 대한 연구는 작은 지방족(에탄과 에텐) [7-9]과 

방향족(벤젠과 티오펜) 그룹이 브리지된 유기 실리카가 

채널과 같은 구조의 세공벽에 혼입시키는 데 중점을 두

었다 [18, 19]. 세공벽 내에 브리지된 유기 그룹은 비페

닐(biphenyl), [20] 디비닐 벤젠(divinylbenzene) [21, 22] 

및 아크리돈(acridone), [23] 및 이들의 유도체와 같은 보

다 기능적인 종으로 확장되었다. Fig. 4는 자주 사용되

는 PMO 전구체의 몇 가지 예를 보여준다 [11, 12].

이후, 많은 연구자들은 실리카 기반 탄화수소(hydro- 

carbon) 전구체뿐만 아니라 이종 원소(N, S, P, etc.)를 포

함하는 다양한 긴 사슬 유기 실리카 또는 환(cyclic) 구

조의 유기 실리카 전구체를 합성하고 이를 세공벽 형성 

물질로 사용하여 다양한 PMO를 합성하였다 [11, 12].

금속 착물은 촉매 분야에서 매우 흥미롭다. 브리지된 

다양한 금속 착물을 포함하는 유기 실리카는 여러 연구

자들에 의해 PMO에 도입되었다 [11, 12]. 이러한 금속 

착물은 두 가지 접근 방식으로 PMO에 도입될 수 있다. 

PMO 합성 전에 전구체에 킬레이트되거나, 후처리 개질 

방법(post-modification method)에 의해 PMO 표면에 부

착된다.

단일 유기 실리카 전구체로부터 합성한 PMO의 주목

할 만한 특징 중의 하나는 분자 스케일의 규칙적인 주기

성을 가지는 세공벽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

로, 유기 실리카를 포함하는 PMO는 무정형의 세공벽

을 가진다. 반면, 브리지된 방향족 유기 그룹(benzene, 

biphenyl, divinyl benzene, acridone 및 그 유도체들)을 

가지는 실리카 전구체를 사용하여 합성한 PMO는 분자 

스케일의 주기성을 가지는 세공벽을 형성한다 [11, 12]. 

방향족 유기 그룹과 실리카의 주기적 교대 배열에 의해 

유기 그룹의 종류에 따라 5.6-11.9 Å 범위의 주기성을 

보여주는 결정성 세공벽을 가진다.

3. 다양한 입자 모양, 입자 크기와

나노 구조를 가지는 PMO

메조포러스 물질의 구성 성분뿐만 아니라 입자 형태 

제어도 많은 응용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다. 소재의 형

태는 종종 기능과 유용성을 제어한다. 십이면체(Dode- 

cahedrons), 회전 타원체(spheroids), 필름(film), 모놀리

스(monolith), 자이로이드(gyroid), 판상(platelet), 섬유

(fiber) 및 막대(rod), 할로우(hollow) 모양의 유기-무기 

하이브리드형 실리카 나노세공체 물질이 많이 연구되

었다. [11, 12] (Fig. 5)

Figure 3. Four major synthetic pathways for PMO synthesis 

with organic functional groups in the pore wall [11, 12].

Figure 4. Representative PMO precursors [11, 12].

양이온 계면활성제

CH3
-(CH2)n-1-N+R3[Br-](R=CH3,C2H5,C3H7), n=8-22

n=8-22; m=0-3

음이온 계면활성제

C14H29COOH, C17H35COOH

C16H33SO3H, C12H25C6H4SO3Na

Table 1. Representative cationic and anionic surfactants mainly 

used in the synthesis of nanoporous materials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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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약물 전달, 바이오 이미징 등의 분야에 응용성

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나노 크기의 다공성 입자가 요

구된다. 따라서 PMO 나노 입자 합성 연구는 많은 연구

자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11, 12, 24].

이러한 PMO 나노 입자는 주형으로 다양한 계면활성

제, 금속 산화물 나노 입자, 고분자를 사용하고 세공벽 

형성 물질로 브리지된 유기 실리카 전구체를 사용하여 

산 또는 염기성 조건하에서 수열 반응 과정을 거쳐서 

합성되었다 [12]. 이러한 PMO 나노 입자는 다양한 입자 

크기와 나노 구조, 세공 크기, 세공 부피, 표면적 등을 

보여주었다.

4. PMO의 다양한 분야 응용성

4.1. 촉매 반응

4.1.1. 유기 그룹의 개질된 PMO의 촉매 반응

다양한 유기 그룹이 개질된 세공벽을 가지는 PMO는 

촉매제로서의 높은 응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Knoevenagel 반응, Esterification 반응, Acylation 반응, 

Aldol 축합반응, Diels-Alder 반응, Mannich 반응, 

Deacetalization-Henry cascade 반응, CO2활성반응, 광 산

Figure 5. PMO with various morphologies [11, 12].

전구체 촉매 반응 참고 문헌

TEOS

Knoevenagel 반응

전환율: 94-99%, Y=~100%

[25]

 → 

TEOS

다양한 기름들의 바이오디젤 생산

Y=98 % (카놀라유)

Y=94 % (해바라기 기름)

Y=95 % (옥수수 기름)

Y=99 % (정제 올리브유)

Y=93 % (올리브 슬러지로부터 얻은 확장유)

[26]

 → 

Y=95 %

[27]

TEOS

Mannich 반응

[28]

Table 2. The representative catalytic reactions of PMO with the modified pore walls of various organic groups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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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반응 등에서 우수한 촉매 활성을 보여주었다. Table 

2는 이전의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된 다양한 유기 

기능기가 개질된 세공벽을 가지는 PMO의 촉매반응 응

용 연구에 대한 대표적인 예를 나타낸 것이다 [12].

4.1.2. 금속 착물이 개질된 PMO의 촉매 반응

유기 그룹이 세공벽에 혼입된 PMO는 합성시 또는 

후처리 방법을 통하여 유기-실란 금속 착물을 세공벽에 

개질할 수 있다. 이러한 PMO는 세공벽에 포함된 유기

기에 의해 유기반응물의 확산에 대한 저항성이 적고 촉

매 효율의 저하를 방지할 수 있다. 많은 연구자들에 의

해 브리지된 유기-실란 금속 착물을 통해 다양한 금속

(Pd, Ru, Pt, V, Zr, Mn, Ferrocene, Cu, Sn, Rh, Sc, Ti, 

Mo 및 Cr 등)이 PMO 세공벽에 혼입되었다. 그리고 이

러한 촉매는 다양한 촉매 반응에 응용되었다. Table 3은 

유기-실란 금속 착물을 포함하는 PMO의 다양한 촉매 

반응의 대표적인 몇몇 예들을 나타낸 것이다 [11, 12].

4.1.3. 금속 나노 입자가 혼입된 PMO의 촉매 반응

한편,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나노 세공 내에 Au, Pt, 

Pd, Pt-Pd Bi-metal, Pt, IrOx, phosphomolybdic acid 등의 

나노 입자가 혼입된 PMO가 합성되었다. 나노 입자를 

포함하는 PMO는 styrene의 에폭시화 반응, Knoevenagel 

축합 반응, BzCHO의 호기성 산화 반응, H2O2의 분해 

반응, 다양한 alcohol의 산화 반응, nitrobenzene의 수소

화 반응, cyclooctene의 에폭시화 반응 등에 높은 응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12].

금속 착물 전구체 촉매 반응 참고 문헌

Pd

complex

Si(OEt)4

Pd(II)

Suzuki cross-coupling 반응

X

R

B(OH)2

+

R

R=-COCH3, -COOH, H, -OH

X=Br, Cl

R'

R'=-H, -CH3

Y=5-99%

[29]

Ru

complex

PPh2 PPh2

O O

NH

HN

(EtO)3Si

O

HN

NH

Si(OEt)3

O

Si(OMe)4, [RuCl2(benzene)]2

Y=92.2-99.1%

전환율=99%

[30]

Pt

complex cis-[PtCl2(DMSO)2], cis-[PtCl2(PhCN)2],

K2[PtCl4], [Pt(pip)Cl(DMSO)],

[Pt(pip)Cl(MeCN)], [Pt(ppy)Cl(DMSO)],

Pt(CN)2, cis-[Pt(CN)2(py)2]

물로부터의 광촉매에 의한 수소 발생량 :

5시간 동안 ~ 6 μmol H2

[31]

Table 3. Typical catalytic reactions of PMO containing organosilane metal complexes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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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약물 전달 시스템을 위한 PMO

효율적인 약물 전달 수단으로서 PMO의 잠재적 사용

은 또 다른 흥미로운 연구 분야이다. PMO와 같은 물질

에서 잘 조직된 메조포러스 유기-실리카 네트워크는 제

어된 방식으로 약물 분자의 흡착 및 방출을 미세하게 

제어할 수 있지만 간단한 정맥 주사와 같은 전통적인 

약물 투여에서는 약물 농도가 낮다. 특정 소량의 약물 

분자가 표적 부위로 가는 도중에 소실되기 때문에 특정 

표적 부위. 세포 내 전달 시스템으로서 PMO를 사용하

기 위해서는, 표적 부위에서 약물을 제어된 방식으로 

재방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담지된 약물의 조기 방출은 

건강한 세포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이상

적인 약물전달 시스템에서, 독성 항암제의 전달은 (i) 제

로(zero) 조기 방출 거동, (ii) 생체 적합성 약물 담체 시

스템 및 (iii) 제어되고 지속되는 약물방출 속도를 요구

한다[11, 12]. PMO는 유기 기능기와 상호 작용하여 다

량의 약물 분자를 흡착하고 제어된 방출 속도로 특정 

부위에서만 방출되도록 설계될 수 있기 때문에 약물 전

달을 위한 우수한 나노 담체로 사용될 수 있다. 많은 연

구에서 온도, 산화/환원, pH, 광, 자기 및 초음파와 같은 

다양한 내부/외부 자극 하에서 약물, 유전자 및 효소의 

흡착 및 전달을 위한 캡핑 분자/나노 입자 또는 중합체 

작용기를 가지는 PMO를 연구하였다 [11, 12, 33, 34]. 

(Fig. 6) 그러나 약물 분자의 담체로 PMO를 사용하는 

연구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많은 연구에서 다양한 유기 그룹(때로는 양자점 및 

자성 나노 입자와 같은 무기 나노 입자를 도입)으로 기

공 입구를 개질하여 게이트 키퍼(gate keeper)를 사용하

여 약물 전달을 제어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게이트 

키퍼는 pH, 경쟁적 결합, 빛, 및 산화/환원 제어, 효소, 

이황화 링커(linker), 온도, 자기장, 다중 응답 초음파와 

같은 외부 자극에 의해 나노 세공을 열고 닫을 수 있다. 

[11, 12] 이 나노 밸브 시스템은 약물의 “조기방출 제로”

를 달성하기 위한 유망한 후보 물질이다.

4.3. PMO 흡착제

4.3.1. 금속이온 흡착

금속이온을 제거 또는 회수하기 위해서 공침법, 부선

법, 용매 추출법, 생물 농축법 등의 다양한 방법이 사용

된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고농도의 금속 이온이 용

해되어 있는 용액에 효율적이다. 반면 저농도의 금속 

Figure 6. Schematic diagram explaining the intracellular drug 

delivery process of drug-loaded PMO.

금속 착물 전구체 촉매 반응 참고 문헌

Bimetal

complex

FeCl3

Methylenation/Heck 반응

(Rh/Pd@PMO(Ph) 공촉매)

전환율=66-92%

선택도=61-71 

가수화(Hydrolysis)/비대칭 수소화

(Fe/Cp*Rh@PMO(Et) 공촉매)

(Cp* : pentamethylcyclopentadiene)

전환율=90-97%

선택도=84-91%

[32]

Table 3.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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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이 녹아 있는 용액에서 금속 이온을 제거 또는 회

수하고자 할 때는 흡착제를 사용한 흡착법이 매우 유용

하다. 이런 맥락에서 균일한 세공 크기, 높은 표면적, 다

양한 유기 그룹을 포함하는 PMO는 매우 우수한 후보 

물질이다.

따라서, 많은 연구자들은 수용액 내 금속 이온을 흡착/

제거하기 위해서 PMO를 사용하여 많은 연구를 수행하

였다. 그들은 아민기(-NH2), 카르복실기(-COOH), 설파이

드기(-S-), 티올기(-SH) 등과 같이 N, O, S 등을 포함하는 

알킬 그룹 또는 거대 고리 그룹이 포함된 PMO를 합성

하고 Li+, Co2+, Cu2+, Zn2+, Cd2+, Hg2+, Pb2+, Cd2+, Ag2+, 

Fe2+, Mn2+, Ni2+, Cr2+, Sr2+ 등의 중금속 및 희소 금속 이

온에 대해 우수한 흡착 특성이나 고선택적 흡착 특성을 

보고하였다 [12]. 특히, 바닷물 조성 조건에서 Co2+금속 

이온에 대해 96%의 고선택성을 보여주는 PMO (술폰산

기가 브리지된 유기 실리카를 포함하는 PMO)에 관한 

연구가 보고되었다 [35]. (Fig. 7)

4.3.2. 유해 유기 분자 및 바이오 분자 흡착

다양한 유기 기능기를 갖는 PMO는 기능기와 유해한 

유기 분자 사이의 물리적/화학적 상호 작용으로 인해 

흡착 분야에서 우수한 후보 물질이다. benzene, diethyl- 

benzene, ethylenediamine이 브리지된 실리카를 포함하

는 PMO는 BTX 방향족 탄화수소(benzene, o-xylene, p- 

xylene, toluene)나 p-chlorophenol과 같은 유해분자 흡착 

연구에 이용되었다. [36, 37] 술폰산 유기 그룹을 포함하

고 benzene 브리지된 PMO는 농약 성분(mesosulfuron 

methyl) 흡착에 응용되기도 하였다. [38] benzene, biphenyl, 

amine기가 브리지된 PMO는 수용액 중의 니코틴 흡착

에 매우 유용하였다. [39] 또한, benzene, biphenyl, amine, 

ethane기가 브리지된 PMO는 cytochrome C, lysozyme, 

HRP, of D-amino acid oxidase (DAAO) and glutaryl-7- 

amino cephalosporanic acid acylase (GL-7-ACA acylase)

와 같은 효소 흡착에도 우수한 특성을 보여주었다. [40 

-42] 한편, biphenyl, amine기가 브리지된 PMO를 이용하

여 아미노산 흡착 연구 결과 L-lysine, glycine, and iso- 

leucine은 PMO의 표면 특성과 산도에 따라 다른 흡착 

거동을 보여주었다. [43]

4.4. 가스 흡착/분리

가스 분리 공정에는 탄약 공장에서 수소/질소 분리, 

석유 화학 공정에서 수소/탄화수소 분리, 환경 및 산업 

배출 시 독성 및 과민성 가스 분리, 산소 연소 응용을 

위한 공기 분리, CO2 및 천연 가스에서 물 제거 등이 

포함된다. 많은 연구들이 잘 배열된 메조포러스 실리카

를 사용하여 환경 가스 분리 응용에 중점을 두었다.

최근에, PMO 흡착제를 사용한 가스 및 독성 휘발성 

유기 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 VOC)의 흡착에 

관한 흥미로운 결과가 보고되었다. 이차원(2D) 육방체 

및 삼차원(3D) 입방체 나노 구조의 benzene이 브리지된 

PMO 및 술폰화된 물질이 VOC의 흡착에 성공적으로 

사용되었다. 벤젠, 톨루엔 및 헥산의 흡착에는 다양한 

방향족 기능성 그룹 브리지 PMO가 성공적으로 사용되었

다 [44]. ethane, ethylene, ethane, phenylene, biphenylene, 

amine, urea, spiropyran기가 브리지된 PMO들은 sulfur 

dioxide, sulfur hydrogen, cyanogen chloride, ammonia, 

octane, hydrogen, methane, carbon dioxide, cyclohexane, 

hydrogen chloride 등의 흡착에 높은 응용성을 보여주었

다 [11, 12, 45].

4.5. 크로마토그래피

다공성이 높고 단분산성이 높은 메조포러스 실리카의 

합성 및 크로마토그래피 사용에 관한 논문이 다수 발표

되었다. 이상적인 입자의 크기는 1.5~5 μm이어야 한다. 

가수 분해 및 기능성 손실과 같은 메조포러스 실리카가 

사용되는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HPLC) 컬럼의 

일부 단점은 충진재로 PMO를 사용하여 극복할 수 있

다. 하지만, 지금까지 크로마토그래피에 PMO를 사용

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Benzene, ethane, ethylene, 

alkylimidazolium이 브리지된 PMO를 사용하여 포도 추

출물 중 fenuron, simazine, atrazine, carbaryl, terbutryn이

나 atenolol, metoprolol, pindolol, propranolol과 같은 키

랄 분자들에 대해 PMO 표면과의 상호 작용과 나노 세

공 환경을 이용하여 분리하는 응용 연구가 수행되었다 

[11, 12].

Figure 7. PMO showing highly selective adsorption properties 

of Co2+ under artificial seawater conditions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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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Low-k PMO 필름

일반적으로 물질의 유전 상수(k)는 구성 원자/분자의 

전자 밀도 및 분극성과 관련이 있다. 유전율이 낮은(k값

이 낮은) 재료는 층간 용량 커플링(interlayer capacitive 

coupling)으로 인한 신호 지연과 크로스 토크를 줄이기 

위한 마이크로 전자칩의 크기를 줄이는데 매력적이다. 

k값을 낮추기 위해 전자 밀도를 낮추고 극성 결합을 피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된다. 물질에 다공성을 도입

함으로써 전자 밀도를 감소시킬 수 있고, 물이 매우 극

성인 분자이기 때문에 수분 흡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소수성 분자를 도입함으로써 극성 결합을 피할 수 있

다. PMO는 높은 공극률을 가지므로 유전 상수(kair≈1)

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유기 브리지는 표준 저 유

전율 물질인 실리카(k = 3.9)보다 분극성이 낮아서 유전 

상수를 추가로 감소시킬 수 있다.

보고된 논문들은 methane, ethane, ethane, 1,4-phenylene 

(C6H4), 1,3,5-phenylene(C6H3), [hexfluoropropane-2,2-diyl) 

dibenzyl이 브리지된 유기실리카를 세공벽 형성 물질로 

사용하고 cetyltrimethylammonium chloride(CTAC)나 

Brij-76를 주형으로 사용하여 PMO 필름을 합성하였다. 

[11, 12] 나노세공 내에 주형을 열처리 과정을 거쳐서 

제거하였을 때 유전율은 1.58까지 낮아졌다.

4.7. 기타 응용

또한, PMO와 같은 유기-무기 메조포러스 실리카 하이

브리드 물질은 광범위한 pH 조건에 대한 안정성, 많은 

환경에서의 비활성 및 UV-vis 스펙트럼에서의 투명성 

때문에 중금속 이온, 생체 분자 및 유기 휘발성 물질을 

포함한 많은 감지 응용 분야에 매력적이다. 일반적으로, 

이들 감지 물질은 알콕시 실란 {(RO)3Si-R', R=C2H5 또

는 CH3, R'=다양한 기능기를 가지는 지방족(N, S, O를 

포함하는 지방족 또는 고리구조 유기기)}을 사용하여 

나노세공 표면 개질에 의해 합성된다. PMO를 이용한 

센싱 및 임프린팅에 대한 연구는 유기 분자와 금속 이

온의 센싱에 대해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보고되었다 

[12]. 임프린팅 방법은 특정한 유기 그룹을 가지는 전구

체를 나노세공 벽이나 나노세공 표면에 개질하고 특정 

유기 그룹을 제거하여 빈자리를 만든다. 이렇게 되면 

이 빈자리는 본래의 특정 그룹이나 분자만이 결합 가능

하므로 임프린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한 

주목할 만한 PMO의 응용은 폭발물 관련 화학물질을 센

싱하는 것이다.

한편, 현재 자극에 반응하는 약물 방출, 표적 인식, 코

드 수명, 자기 공명 영상 (MRI), 형광 영상, 상향 변환 

발광(UCL) 영상, PAT (photoacoustic tomography), X-선 

컴퓨터 단층 촬영(CT) 영상, 광열 영상/치료 등과 같은 

다기능을 가지는 소수의 메조포러스 실리카 나노입자

를 기반으로 한 치료 나노시스템이 다중 진단 및 치료를 

위해 만들어졌다.

다양한 브리지된 유기 그룹들 (thioether, ethene, 

ethenylene, azobenzene, disulfide)을 세공벽에 가지고 세

공벽이나 세공 내에 광활성 fluorescein (FITC), porphyrin, 

TM Orange dye, 또는 Au 나노입자가 혼입된 PMO를 이

용하여 바이오 이미징을 위한 응용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12] 이러한 이미징 응용은 약물 전달 과정에

서 약물의 세포내 혼입과 암세포 추적에 매우 유용하다.

5. 결 론

본고는 PMO 재료의 합성, 특징 및 형태를 포함하여 

PMO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발전 내용을 고찰하였다. 

또한 다양한 연구 논문에서 설명된 주요 응용 분야(즉, 

촉매, 약물 및 유전자 전달, 감지, 광학, 전자 장치, 가스 

감지, 가스 흡착, 생체 분자 흡착, 금속 이온 흡착 및 크

로마토그래피)를 소개했다. 다양한 브리지 및 입자 모

양을 갖는 광범위한 PMO들이 합성되었다. 그러나 일부

는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길거나 유연

한 벌크 브리지를 가진 전구체는 정렬이 잘 안 된 나노 

구조를 형성한다. 유기 부분의 분자 스케일의 주기성을 

갖는 PMO의 합성 연구도 더욱 필요하다. 메조포러스 

물질의 입자 형태 및 구성 물질은 많은 응용에서 매우 

중요하다. 소재의 입자 형태는 종종 기능과 유용성을 

제어한다. 이들 물질의 형태 중에서, 중공 구체(hollow 

sphere)는 촉매 작용, 약물 전달 시스템, 마이크로 컨테이

너 및 적절한 기능을 가진 기타 첨단 응용 분야에서 많

은 잠재적 응용성으로 인해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이종 형태의 유기 금속 착물의 합성 및 제조는 

비용 효율성, 고가/또는 독성 촉매의 회수 및 재사용성, 

생성물 오염의 회피에 관한 우려를 고려할 때 친환경 

촉매 반응(green catalysis)에 큰 이점을 제공하는 인기 

있는 주제가 되었다. 실리카 세공벽 내에 도입된 유기 

금속 착물을 갖는 PMO는 커플링 및 산화/환원 촉매 공

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게스트 분자와 작용기 사이의 

특정 상호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유기 부분을 

갖는 메조포러스 물질은 약물 또는 유용한 게스트 분자

의 제어 방출을 위한 나노 밸브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러

한 특징은 생물학적/생화학/생의학 분야에서 매우 중요

하다. 발색단, 형광단 및 전기활성 종과 같은 기능성 유

기 브리지를 갖는 전구체의 개발은 광 수확, 광 센서 등

의 분야에서 높은 응용성을 갖는다. 표면적이 높고 특

정 작용기를 갖는 PMO는 또한 환경에서 중금속 이온, 

유해한 유기 분자 및 오염 물질 가스 우수한 흡착제로

서 매우 유용하다. 한편, PMO는 저 유전 물질로서 실리

카를 대체할 수 있다. PMO는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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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유용하며 가까운 시일 내에 많은 다른 응용 분야를 

구상할 수 있다. PMO의 현재 결과와 향후 발전은 다른 

고 세공성 고체(미세 세공성 및 메조포러스 실리카, 비

실리카성 메조포러스 소재 및 금속-유기 화합물)와의 

경쟁이 치열한 일부 첨단 기술 응용 분야에 적합한 소

재가 될 것이다.

골격에 브리지된 유기기를 갖는 PMO는 메조포러스 

물질의 장점(높은 표면적, 균일한 나노세공 크기, 낮은 

세포 독성 등)과 브리지된 유기기를 갖는 실리카 전구

체의 장점(풍부한 유기기 및 유연한 유기기 등)의 시너

지 효과를 통해 합성될 수 있다. Fig. 8에서 보여주는 것

처럼, 맞춤형 기능기 그룹을 도입하거나 첨단 개질을 

통해 다양한 응용 분야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

로 PMO의 합성과 물성 및 응용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

고 싶은 독자들은 Park과 Ha의 저서 [12]를 참조하면 많

은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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