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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투과전자현미경(TEM)을 사용하여 실험 변수에 따른 베시클의 크기와 베시클간의 응집을 관찰 

하였다. 조절된 변수로는 (a) 반응온도의 변화, (b) phosphatidylcholine 농도의 변화, (c) phosphatidylcholine의 

농도(0.39mM)를 일정하게 유지했을 때 알루미늄 이온의 농도변화: 0.01, 0.05, 0.1, 0.2 M, (d) AKNOjgHzO에 

phosphatidylcholine을 1 wt%로 고정하여 이들의 농도 증가에 따른 전체농도의 변화 등을 실험한 결과 베시클 

크기와 베시클간의 응집이 관찰되었다. 반응온도가 증가할수록, phosphatidylch이ine 농도가 증가할수록 베 

시클의 크기가 감소되었다. 알루미늄 이온농도가 0.2 M일 때 입자간의 응집과 합체로 비정상 베시클 성장이 

관찰되었다. A1(NC)3)3・9H2。에 대한 phosphatidylcholine비가 1 wt%일 때 최적의 베시클 크기와 균일한 분포를 

얻을 수 있었다.

ABSTRACT. Transmision Electron Microscopy (TEM) was used to monitor the response of vesicle 
size and the intervesicle agglomeration with a variety of experimental parameters. Considered parameters 
are: (a) reaction temperture, (b) concentration of phosphatidylcholine, (c) concentration of aluminum ion 
with fixed concentration of phosphatidylcholine at 0.39 mM, and (d) mixed concentration of aluminum 
and phosphatidylcholine when fixing the weight ratio of phosphatidylcholine to aluminum at 0.01. Control
ling these parameters, vesicle size changed and intervesicle agglomeration observed. As reaction tempera
ture and the concentration of phosphatidylcholine increas, vesicle size decreases. With 0.2 M of aluminum 
ion, abnormal vesicle growth led by intervesicle agglomeration and coalescence was observed. When 
weight ratio of phosphatidylcholine to aluminum is 0.01, optimal vesicle size and size distribution can 
be obtained.

얻는데 매우 중요하다」미분체는 침전법,2 졸겔법3과
세라믹스 제조에 있어서 미세하고 균일한 크기의 같은 액상법이나 기상법4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제

분말은 우수한 소결성이나 전기, 기계적인 물성을 조되고 있다. 여러가지 분말제조 방법은 각각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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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정밀세라믹스의 제조에 

적합한 미분체 합성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분말제조 방법 중 베시클을 이용한 침전법은 

생체 조직내에 고화작용을 모방한 모델로서 미분체 

제 조에 적 용할 수 있다.”8 베시 클을 이 용해 제 조한 

미 분말은 기 능성 세 라믹 스, 촉매 , 자기 기 록매체 등과 

같은 분야에서 중요하게 응용될 수 있다.

베시클은 초음파로 분산된 phosphatidylcholine 
분자의 자체배열로 형성된다. 용액 속에 무기질 이 

온과 phosphatidylcholine 분자를 함께 넣고 분산시 

키면, 베시클이 무기질 이온을 포획하면서 생성된다• 

무기질 이온들이 대부분 한정된 베시클내에 포획되 

고 나머지 일부 이온이 베시클 외부인 수용액상에 

존재한다. 베시클 외부의 이온은 투석이나 이온교환 

수지로 제거된다. 베시클 외부에 존재하는 이온이 

제거된 후 침전은 한정된 크기로 베시클 내부에서만 

이루어진다. 베시클을 이용한 분말합성은 전통적인 

액상반응법에서의 침전과는 달리 균일한 입도분포를 

가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미셀은 계면활성제들간에 반데르 발 

스힘과 엔트로피 효과에 의해 임계미셀농도에서 구 

상으로 배열된다. 미셀은 고정된 크기를 가지며 크 

기가 거의 계면활성제의 친유성부분의 성질에 의존 

한다. 따라서 구상의 미셀의 반지름은 구성 단위의 

길이보다 약간 짧은 직경을 가진다.” 미셀은 계면 

활성제의 소수성 말단기가 쉽게 구상으로'배열하는 

반면에, 베시클을 형성하는 양쪽성 물질은 상대적으 

로 작은 친수성 부분과 알킬부분이 C16-C24로 결합된 

거대한 두개의 소수성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간단히 밀집된 구형으로 배열할 수 없다.'3

Fig. 1은 phosphatidylcholine 분자를 나타낸 그림 

이다. a) 그림은 친수성 머리 부분인 choline과 phos
phate 그리고 glycerol로 이루어져 있고, 두개의 소 

수성 꼬리부분은 fatty acid로 되어 있다. b) 그림은 

phosphatidylcholine의 분자 구조식을 나타낸 그림 

이다. 소수성 부분은 포화 탄화수소로 결합되어 있는 

꼬리와 하나의 cis-이중결합으로된 불포화 탄화수소 

를 지 닌 꼬리 가 있다. 이 불포화 탄화수소는 선택적 인 

이온에 대한 투과성막의 특성을 나타낸다."

베시클을 형성하는 양쪽성 물질은 소수성 부분이 

수용액상에 노출되고, 노출된 탄화수소의 말단기 부

tidylcholine, represented schematically (a), in formula 
(b), as a space-filling model.

분과 수용액상 사이에 계면에너지가 증가하여 에너 

지적으로 불안정해진다. 그리고 반복되는 이중막 구 

조의 성장은 무한히 확장되는 크기를 가지게 되므로 

엔트로피가 감소한다. 그러므로 계면에너지를 감소 

시키고, 엔트로피의 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즉 탄 

화수소의 말단기 부분의 계면에너지의 증가는 이중 

막을 형성하면 감소되고, 한정된 크기의 구조를 취 

함으로써 엔트로피의 손실을 줄일 수 있으므로 베 

시클의 생성이 가능하다.

베시클내의 침전반응에서 첨가된 무기질 이온은 

베시클간의 응집과 합체에 영향을 준다. 이와 같은 

베시클간의 응집과 합체는 DLV05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베시클의 표면 에너지는 반 데르 발스 인 

력과 이중층 반발력의 합으로 계산될 수 있다. 표면 

전하는 pH의 변화와 전해질 농도에 따라 변화된다. 

그러므로 제타 포텐셜이 영인 등전점 근처에서 표 

면전하에 의한 반발력이 없어지고, 반 데르 발스 

인력만이 작용하기 때문에 등전점 근처에서 베시클 

간의 응집이 생기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6"

일정한 크기의 미분체 합성은 베시클 크기를 조 

절함으로써 가능하다. 그러나 생성되는 베시클의 크 

기를 한정하는 메카니즘이 분명치 않으므로 그 크 

기를 한정하는 것은 메카니즘으로 간단하게 설명되 

지 못하고 있다.I? 그러므로 본 실험에서는 실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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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얻은 결과를 Arrhenius 핵생성 이론식에 적 

용시켜 베시클의 크기가 한정되는 경향성과 그 결 

과를 해석해 보았다. 실험조건은 베시클의 크기를 

조절하기 위하여 반응온도와 phosphatidylcholine의 

농도를 변화시켰다. 그리고 베시클의 응집현상을 관 

찰하기 위하여 phosphatidylcholine의 농도를 일정 

하게 고정시킨 후 염의 농도를 변화시키고, 각 염에 

대한 phosphatidylcholine-2] 비를 lwt%로 조건을 

고정하고 각 염의 농도를 변화시켰다.

실험방법

기기 및 시약. 본 실험 에 사용한 Egg yolk phos

phatidylcholine, A1(NO3)3・9H2。와 이 온교환수지인 

Amberlite IR-120, Rohm & Hass Co.은 Sigma 
Chemical의 특급시약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초음파 

분쇄기(1200 W)는 제일초음파에서 용기형태로 자체 

적으로 제작되었다. 베시클 크기의 관찰은 TEM(Hi- 

1TACHI H-7100)을 사용했으며, pH meter(pH/ION 
METER DP-880)는 동우메디칼 시스템사를 사용하 

였다.

실험방법. 계란 노른자위에서 추출한 Egg yolk 
phosphatidylcholine(100 mg/mL hexane)을 질소분 

위기에서 넣고 진공하에서 건조시켰다. 건조 후 pho

sphatidylcholine^ 필름 형태로 반응용기 속에 남 

는다. 3차 증류수에 AKNWMHQ을 넣어 염용액을 

만든다. 이 염용액을 반응용기에 넣어 약 5분간 분 

산시킨다. 분산 후 초음파 분쇄기에 넣어 30분 동안 

반응시켜 베시클을 생성한다. 이때 반응온도는 30~ 
70t로 변화시켰다. Phosphatidylcholine5] 농도는 

0.04, 0.19, 0.39, 0.77 mM로 변화시 켰다. 그리고 0.01, 
0.05, 0.1, 0.2M의 각 알루미늄 염용액에 일정한 

phosphatidylcholine(0.39 mM)를 반응시 켰다. 마지 

막으로, 각 염용액의 농도 0.01, 0.05, 0.1, 0.2 M에 

대해 phosphatidylcholine의 비가 lwt%인 0.04, 

0.19, 0.39, 0.77 mM로 변화시켰다. 사용된 초음파 

분쇄기는 일정한 출력으로 고정된 것을 사용하여 

초음파 출력이 베시클 크기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 

했다.

알루미늄 이온은 베시클 내부에 포획되고, 베시클 

외부의 남은 이온은 이온교환 수지를 통과시켜 제 

거되었다. 이온교환수지를 통과하는 동안 알루미늄 

이온이 나트륨 이온으로 교환된다. 각 조건에서 얻 

어진 베시클의 크기와 형태는 TEM을 사용하여 관 

찰하였다. 이때 베시클이 생성된 분산계의 pH를 측 

정하였다. 베시클내에 침전이 생성되지 않은 상태에 

서는 베시클의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Phosphotuns- 
tic acid를 착색제를 사용하였다. 베시클 크기는 

Point Count법으로 계산했다.'&

결과 및 토의

Fig. 2는 베시클 생성과정을 도시한 것이다. 수용 

액에 분산된 phosphatidylcholine 분자는 구획된 이 

중막이 계속 확장된 형태인 다중막 베시클을 형성 

한다. 다중막 베시클은 초음파 분쇄되어지면, 단일 

이중막 베시클이 자체적으로 형성된다.""

베시클 크기에 대한 영향과 베시클간의 응집을 

조절하는 인자는 네 가지 변수로 실험했다. 각 결과는 

핵생성 이론과 DLVO 이론으로 설명했다. Phospha

tidylcholine 분자는 분산된 상태를。상이라 하고 

베시클을 형성한 상태를 상이라 볼 수 있다. 이때 

a상은 8상으로 상변화를 하면서 핵생성이 이루어진 

다. 안정한 액적생성에 필요한 일은 구면 형성의 일 

(服)과 구적내형성의 일(%)의 합이다. 액적생성의 

일을 식으로 표현하면 식 ⑴과 같다.甘

, 4 , 2a 4 ,
W—irtro------nr ----- =—nr a (1)

3 r 3

여기서,。는 구적 표면의 단위면적당의 표면에너지

Fig. 2. Schematic illustration of (a) multilamellar and 
(b) single lamellar ves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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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첫째항은 계면에너지이고 둘째항은 부피 자유 

에너지를 나타낸다. 이는 액적생성의 일이 표면형성 

일에 비해 1/3에 해당하므로 핵생성 이론을 베시콜 

생성에 적용할 수 있다. 이 식을 과포화도에 따른 

핵생성에 필요한 일의 식으로 표현하면, 식 (2)와 

같다.】7

IGe/a2
W=-----------------

3(Z?Tp Ina)2
(2)

M은 생성핵의 분자량을 나타낸다. 과포화도(Ina)항 

의 증가에 따라 핵생성의 일이 감소된다.

Arrhenius의 식을 이용하여 핵생성속도 1九을 나 

타내면 식⑶과 같다.”

「 1671。3財 I 5、
5吋［-挿爲扁 ⑶

여기서 k는 빈도인자이다. 이 식에 의하면 핵생성 

속도는 온도항CT5) 이 증가하고, 과포화도항(lna)2 이 

증가하면 빨라진다. 핵생성 속도가 빨라지면 생성핵 

은 작아지고, 생성핵의 갯수는 증가한다. 그러므로 

과포화도의 증가는 핵의 크기를 감소시키고 핵의 

크기 분포를 균일하게 한다.

Fig. 3은 phosphatidylcholine의 농도를 0.39 mM로 

고정하고 반응온도를 30, 60, 70E로 변화시키면서 

초음파 분쇄기로 30분 동안 반응시켜 TEM으로 관 

찰한 사진이다. 반응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베시클 

크기는 (a) 40~70 nm, (b) 50 nm, (c) 5~20nm로 

관찰된다. 이는 식 (3)에서 보면 온도증가에 따라 

핵생성속도는 빨라진다. 핵생성속도가 빨라짐에 따 

라 베시클의 크기가 작아지고 균일해진다.

Fig. 4는 상온에서 phosphatidylcholine의 농도를 

0.04, 0.19, 0.39, 0.77 mM로 변화시켜 얻은 TEM 

사진이다. 이 그림에서 베시클 크기가 (a) 180-200 
nm, (b) 120~150 nm, (c) 40~70 nm, (d) 20~50 
nm로 나타났다. 농도가 증가하면 과포화도는 증가 

하게 되고, 과포화도(Ina)?항이 증가하면 핵생성속도 

(4)가 증가한다. 핵생성속도가 증가하면 생성핵의 

크기가 작아지고 크기 분포도 일정한 단분산 분포가 

얻어진다.

Fig. 5는 phosphatidylcholine 농도를 0.39 mM로 

일정하게 고정하고, A1(NO3)3・9H2。를 0.01, 0.05, 0.1,

Fig. 3. TEM photographs of vesicles with variation 
of sonication temperature. Sonication temperatures 
are (a) 30 M, (b) 60 t and (c) 70 fc.

0.2 M로 변화시켜 염의 농도가 베시클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TEM으로 관찰하였다. 베시클 크기가 (a) 

120~ 150 nm, (b) 100~ 120 nm, (c) 40~70nm로 

관찰되었으나, (d)의 경우는 베시클 크기분포가 상 

당히 넓게 관찰되었다. 염량이 증가됨에 따라 수용 

액의 pH가 3.4, 2.8, 2.6, 2.3■으로• 변화한다. DLVO 
이론에 따르면 표면전하가 영인 등전점에서 정전기 

적인 반발력이 없어지고 반 데르 발스 인력만이 존 

재하므로 베시클간의 응집과 합체가 발생된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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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EM photographs of vesicles with variation of phosphatidylcholine concentrations are (a) 0.04 mM, (b) 
0.19 mM, (c) 0.39 mM and (d) 0.77 mM.

Fig. 5. TEM photographs of vesicles with variation of aluminium nitrate concentration in fixing phosphatidylcho
line concentrations (0.39 mM). Aluminium nitrate concentration are (a) 0.01 M, (b) 0.05 M, (c) 0.1 M and (d) 
0.2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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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EM photographs of vesicles with variation of aluminium nitrate is 0.01. Aluminium nitrate concentration 
are (a) 0.01 M, (b) 0.05 M, (c) 0.1 M and (d) 0.2 M.

그림에서 등전점 영향으로 보이는 베시클간의 응집 

과 합체로 인한 비정상적으로 성장된 베시클이 관 

찰된다. 베시클간의 응집 영향을 보면 A1(NO3)3-9H2 
0에 대해 phosphatidylcholine 비가 lwt% 일 때 베 

시클간의 응집이 제거되고 베시클 크기분포가 단분 

산 분포가 확인되었다.

은 A1(NO3)3,9H2。에 대해 phosphatidylcho
line!- 각각 lwt%로 고정하고 A1(NO3)3・9H2。의 

농도를 (a) 0.01 M, (b) 0.05 M, (c) 0.1 M, (d) 0.2 M로 

증가시켜, 전체농도의 변화가 베시클 크기와 베시클 

간의 응집과 합체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베 

시클 크기는 (a) 200~220nm, (b) 100-130 nm, (c) 
40-70 nm, (d) 5~50nm로 나타났다. 각 염량에 

대해 phosphatidylcholine의 비를 lwt%인 최적의 

조건에서 반응했으므로 베시클 크기가 Fig.4의 결 

과와 비슷한 단분산 분포를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pH에 따른 등전점 영향으로 비정상적인 베시클의 

크기가 F讶.6의 d)에서도 관찰된다.

결 론

베시클의 크기나 형태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반 

응온도, phosphatidylcholine 의 농도, 염의 농도변화 

그리고 phosphatidylcholine와 염에 의한 전체농도를 

변화시킨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반응온도의 증가는 핵생 성 속도( 巧V)를 증가시 키 

고 이는 베시클 크기를 감소시켰다.

2. Phosphatidylcholine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과포화도가 비례하여 커지고 이는 핵생성속도를 증 

가시켜 베시클의 크기가 작아지고 균일한 크기의 

베시클을 생성할 수 있다.

3. Phosphatidylcholine5] 농도는 일정하게 유지 

하고 알루미늄 이온의 농도를 변화시켰다. 알루미늄 

이온의 농도변화는 수용액상의 pH를 변화시켜 베 

시클의 표면전하를 바꾼다. 베시클의 표면전하가 영 

인 등전점 근처에서 베시클간의 응집이 발생한다. 

응집은 합체과정을 거쳐 비정상적인 크기의 베시클 

로 관찰된다.

4. A1(NO3)3-9H2O 에 대해 phosphatidylcholine를 

lwt%로 유지하면서 일정비율로 전체농도를 변화시 

킨 결과 phosphatidylcholine농도증가는 과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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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증가시키고 이는 핵생성속도를 증가시키기 때 

문에 베시클 크기를 감소시킨다. 알루미늄 이온의 

농도변화에 따라 베시클 표면전하가 변화하고 pH 
2.3에서 베시클 표면전하가 등전점으로 접근함에 

따라 응집과 합체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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