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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케이트나 알루미노실리케이트와 같은 무기 

글라스는 졸-겔 방법에 의해 실온에서 알콕사이드 

선구물질의 가수분해반응과 축 합반응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실리콘 알콕사이드의 졸-겔 과정은 세 가지 

반응으로 표현할 수 있다.2

三 Si-OR+H20= = Si-OH + R-OH (1) 

三 Si-OR+HO-Si 三=三 Si-O-Si= +ROH (2) 

=Si-OH + HO-Si= = = Si-O-Si= + H20 (3) 

이는 낮은 온도에서 가능한 과정이므로 열안정성이 

낮은 유기분자들과 생체분자들이 무기 글라스 속에 

손상되지 않은 채로 갇혀질 수 있다.3 갇혀져 있는 

분자들이 그들의 광학적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 

다는 것을 보여주는 최근 연구들이 많이 있다.' 졸-겔 

매트릭스가 다공성을 나타내므로 이 매트릭스가 다 

른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젤-글라스에 갇혀있는 분 

자들은 용액과 기체상에서 다른 화학종들과 반응할 

수 있다. 이러한 반응의 실험적인 증거는 알루미노 

실리케이트와 실리케이트 다공성 건조 겔 속에서 

이루어졌다.5 또한, 다공성으로 인하여 글라스 안으로 

그리고 밖으로 작은 분자들이 운송될 수 있으므로 

pH 지시제가 글라스 속에 갇혀있을 때 양성자와 

결합되어 글라스의 색깔이 변하는 연구는 보고된 바 

있다.& 최근에, 광화학 센서는 생의학 웅용과 환경 

응용에 대한 가능성이 크므로 연구대상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러한 많은 센서들은 화학 환경 즉 pH 

또는 분석물 농도의 변화에 대하여 염료의 흡광과

형광의 변화로 감웅한다，8

본 논문에서는 테 트라메 톡시실란(tetramethoxysi- 

lane, 이후로는 TMOS로 약함)으로부터 만들어진 

졸-겔 매트릭스 속에 아크리딘을 도핑시켜서 아크 

리딘의 물성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아크리딘은 

묽은 염산 수용액에서 금속의 부식 억제제로써 작 

용하고, 또한, 이 물질의 유도체들은 남보라색에서 

오렌지색 영역까지 다양한 형광을 띠는 물질들이며 

유전자인 DNA와 반응을 하므로 형광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DNA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널리 이 

용되고 있는 물질이다.割° 또한, 아크리딘은 비교적 

고온에서 안정하고 pH에 따라 uv-vis 스펙트럼이 

변하므로 고온에서 pH 지시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을 찾고자 하는 지화학자들에게는 유용한 물질 

이다户

000 — 000，H+ H+
그러나, 아크리딘은 200笔 정도의 고온 수용액에 

서 아크리돈으로 분해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온도 

에서는 지시제로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12 

졸-겔 글라스 속에 있는 아크리딘은 수용액보다는 

안정하리라 판단되어, 아크리딘을 졸-겔 글라스 속에 

도핑시킨 다음 지시제로서의 가능성을 알아보았다.

실 험

시 약. TM0S는 TCI사 제품 EP급을, 용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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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올은 Carlo erba사 제품 분석용, 그리고 촉매인 

염산은 Wako 제품 1급을 사용하였다. 증류수는 1차 

증류수를 사용하였고 지 시 약인 아크리 딘은 的%짜리 

Aldrich사 제품, 그리고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두께 

1mm의 광학현미경 슬라이드를 사용하였다.

아크리딘을 도핑시킨 졸-겔 필름 만드는 방법.

아크리딘을 도핑시킨 졸-겔 필름은 표준 광학 현미경 

슬라이드 위에 만들어졌다. 먼저 슬라이드 표면을 

깨끗하게 해주기 위하여 D. Avnir 등의 방법을 사 

용하였다

슬라이드를 세척제로 씻은 다음 H2SO4와 H2O2 

혼합 용액 속에 24시간 동안 방치한 다음 증류수에 

세척하여 말린 후 데시케이터 속에 보관하였다. 아 

크리딘을 도핑시킨 졸-겔 필름을 만들기 위한 시료 

용액은 다음과 같다. 100 mL 부피 플라스크에 14.7 

mL의 TMOS를 넣어준 후 메탄올을 사용하여 1M의 

TMOS용액을 만들었다. 1M TMOS용액 100 mL에 

증류수의 몰수가 TMOS몰수의 4배가 되는 양을 정 

량하여 첨가한 후 10분간 저어주었다. 염산으로 용 

액의 pH가 3이 되도록 만든 다음 일정한 시간이 지날 

때까지 상온에서 보관하였다. 앞에서 만든 1M 실 

리케이트 졸 10mL에 지시약인 아크리딘을 0.05 g 

첨가하였다. 아크리딘을 도핑시킨 졸-겔 필름은 위 

에서 만든 시료용액을 세척한 슬라이드 위에 스핀 

코팅하여 만들었다. 2.5X2.5cm 크기의 슬라이드를 

스핀 코터 위에 고정시킨 후, 3000rpm에서 0.2 |jm 

막 필터로 걸러준 용액을 주사기를 사용하여 슬라 

이드 위에 떨어뜨려 준 다음 10초 동안 두었다. 스핀 

코팅한 슬라이드는 박스형 전기로를 사용하여 150 

t로 온도를 올려준 다음 10분간 열처리하였다.

기 기. 300 nm에서 460 nm까지의 흡수 스펙트 

럼은 Hewlett-packard HP8452A uv-vis 분광기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pH측정시 DMS DP-880 pH 

측정기를 사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광학 pH 지시제인 아크리딘 분자가 실리카 산화 

물로 이루어진 공동의 표면에 흡착된 것이 아니라 

실리카 매트릭스 속에 갇혀 있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어야만 외부환경으로부터 분리되어 안정해질 수

200 
time(min)

Fig. 1. Time-dependent absorbance changes of acri- 

dine-doped sol-g이 coating film at pH=2(B), at pH= 

7«), at pH = 10(A).

있다. 실리카 매트릭스가 외부환경과 접촉하고 있을 

때 아크리딘의 안정성을 관찰하기 위하여 pH가 2, 

7, 그리고 10인 용액 속에 스핀 코팅한 슬라이드를 

담근 다음 시간에 따라 uv-vis 스펙트럼을 얻었다. 

결과는 Fig. 1에 나타내었다. pH가 2인 용액에 스핀 

코팅한 슬라이드를 담가두었을 때 25분이 지난 후 

아크리딘의 산성형태의 uv-vis 스펙트럼을 얻었고, 

pH가 10인 용액에서는 아크리딘의 염기성 형태의 

uv-vis스펙트럼을 얻었다. Fig. 1을 보면 pH가 2 그 

리고 10인 수용액에서는 85분, 145분이 지난 뒤 얻은 

스펙트럼의 흡광도가 25분이 지난 후 얻은 스펙트 

럼의 흡광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 거의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205분이 지난 후 아크리딘의 uv-vis 스펙트 

럼을 보면 흡광도가 약간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145분과 205분 사이에 아크리딘이 

실리카 매트릭스로부터 분리되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pH가 7인 용액에 스핀 코팅한 슬라 

이드를 담가두었을 경우에는 25분이 경과한 후 완 

전한 산성형태도 아니^, 완전한 염기성 형태도 아닌 

아크리딘의 uv-vis 스펙트럼을 얻었다. 또, 85분, 145 

분, 그리고 205분이 지났을 경우에는 아크리딘의 uv- 

vis 스펙트럼의 흡광도가 전혀 변하지 않았고, 265 

분이 경과한 후에야 아크리딘이 녹아 나왔다.

Severin-Vantilt 등은'3 졸-겔 방법을 이용하여 

낮은 온도에서 광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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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화합물을 실리카 매트릭스 속에 도핑시켰다. 도 

핑된 유기화합물들이 실리카 졸-겔 매트릭스 속에 

안정하게 존재하여 두 가지 용매, 즉, 물과 메탄올에 

담가두었을 때 새어나오지 않으려면 코팅용액에서 

유기화합물과 Si02 의 몰비를 고려해 주어야 한다. 

우리가 사용한 코팅용액은 Severin-Vantilt 등이 주 

장했던 안정한 몰비인 아크리딘 3X10T몰과 SiO2 

0.01 몰의 비율을 갖는다. 이러한 코팅 용액을 사용 

하여 스핀 코팅한 졸-겔 필름은 여러 가지 다른 

pH용액에서 3시간 동안 사용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중성용액에서 보다 안정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졸-겔 과정에 의해 만들어진 매트릭스 속 

에서의 아크리딘의 안정성은 실리케이트 졸의 처리 

시간을 길게 하고, 열처리 온도를 높여줌으로써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크 

리딘을 수용액에서 pH지시제로 사용가능한 이유는 

반응자리에 양성자가 붙어있는 산성형태와 양성자가 

떨어져 나간 염기성 형태의 특성 uv-vis 스펙트럼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Fz：g.2의 (a) 그림은 아크리딘의 

산성 형태의 uv-vis 스펙트럼이고, (b) 그림은 아크 

리딘의 염기성 형태의 uv-vis 스펙트럼이다. 아크리

300 320 340 360 380 400 420 440 480

Wavelenglh(nm)

0.0

05

04

딘의 2.5X10-5M 용액에 pH를 1.91 과 10.82로 만 

들어 준 다음 온도를 1751까지 올려주면서 얻은 

결과이다.

수용액에서 존재하는 아크리딘처럼 아크리딘을 

도핑시킨 졸-겔 필름도 수용액의 pH에 따라 아크 

리딘의 특성 uv-vis 스펙트럼을 나타내는지 알아보 

기 위하여 pH를 달리하여 만든 수용액에 10분 동안 

담근 다음 F/3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pH가 2일 

경우에는 고온 수용액에서 존재하는 아크리딘의 uv- 

vis 스펙트럼과 비슷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pH가 12일 경우에도 같은 결과를 얻었다. 390 nm 

에서 460nm 사이에서 아크리딘의 uv-vis 스펙트럼 

을 보면, pH가 2에서 pH가 12로 증가할 때 산성 

형태에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염기성 형태로 변해가 

는 것을 보았다. pH가 증가함에 따라 아크리딘의 

uv-vis 스펙트럼의 변화는 실리카 매트릭스의 공동 

을 통하여 양성자가 이동하여 아크리딘의 반응자리 

에 붙었다 떨어졌다 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준다.” 

그러나, 졸-겔 글라스 속에 있는 아크리딘이 수용 

액에서 존재하는 아크리딘처럼 완전한 uv-vis 스펙 

트럼의 변화를 보여주지 않는 이유는 아크리딘을 

둘러싸고 있는 실리카 산화물의 형태들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서로 다른 주위환 

경으로 인해 졸-겔 글라스 속에 있는 아크리딘이 

수용액의 pH에 따라 반응성이 달라져 불완전한 스 

펙트럼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반응시간은 졸-겔 글라스를 통해 아크리딘 분자

300 32。 340 390 380 400 420 440 400

WavelenQth(nnn)

Fig. 2. The uv-vis spectra of acridine in acidic(pH 

=i 1.91(a)) and basic(pH = 10.82) solutions.

8
듀
은

。sq
q

0.00
350

pH = 2

pH = 4

pH ~ 8

pH = 10

'pH = 12

pH = 6

Wavelength(nm)

Fig. 3. The uv-vis spectra of acridine-doped sol-gel 

film at different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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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bsorption changes of acridine-doped 옹。l-gel 

coating film at different heat treatment temperature.

로의 양성자의 이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PH에 

따라 졸-겔 코팅 필름의 반응 시간은 10분 정도이며, 

다른 염료를 도핑시킨 얇은 필름에 비해 반응시간이 

길다.a 아크리딘을 도핑시킨 졸-겔 코팅 필름의 두 

께는 1叩1 이하이므로 반응시간을 줄이기 위해 코 

팅두께를 조절하기는 어려움이 따른다. 아크리딘을 

도핑시킨 졸-겔 필름을 고온에서 pH 지시제로 사 

용하려 면 열에 대한 안정성을 알아야 한다. Fig. 4는 

온도에 따른 아크리딘의 분해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150*로 열처리한 필름의 356 nm에서의 흡광도를 

기준으로 하여, 2001부터 400笔까지 열처리한 필 

름의 356 nm에서의 흡광도 감소정도를 알아봄으로 

써 졸-겔 필름 속에 있는 아크리딘의 온도에 따른 

안정성을 알 수 있었다. 졸-겔 필름 속에서의 아크 

리딘은 350紀까지는 열에 대해 비교적 안정하였지 

만, 3501 이상의 온도에서는 불안정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결론적으로 졸-겔 매트릭스 속에서의 아크리딘은 

pH에 따라서 uv-vis 스펙트럼이 변하며, 비교적 고 

온까지도 잘 견딘다. 그러나, 반응시간이 상대적으로 

느리며 졸-겔 필름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아직은 

완전한 pH지시제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아마도 이러한 단점은 필름이 1 urn 정도로 너무 얇기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에, 후막（1mm 정도）을 사용 

하면 개선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현재 mono- 

lith를 사용한 연구가 진행중이다.

본 연구는 1995년도 교육부 기초과학연구소 학술 

연구조성비(BSRI-95-3407) 및 한국과학재단(94-14 

00-09-01-3)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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