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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첨단 산업의 발전은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이루어 지고 있다. 이러

한 첨단 과학의 기반 기술로서 항상 화두에 오르는 것이 고기능성 신소

재의 개발이다. 재료의 기반 기술없이 과학적 발전을 이룰 수 없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최근 소재의 개발은 이러한 산업계의 요구

들에 부응하기 위하여 연일 새로운 해답을 찾기 위하여 고심하고 있으

며, 그동안 금속, 세라믹, 유기물 등 각 소재의 고유특성을 고집하던 학계

에 ‘혼성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한가지 재료집단에서 기대하기 힘든 여

러 가지 특성을 고루 갖춘 소재들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

문이다. 특히 고분자 신소재에 관한 연구는 유기계 단일재료에서는 기

대하기 힘든 열적, 기계적, 전기적 특성 등을 부여하여 고기능화를 갖추

도록 설계되고 있으며, 이에 적절한 물질로 유기/무기물의 혼합구조를 

가지는 새로운 하이브리드(hybrids) 재료를 개발하는 것이 신기술로써 

주목 받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유-무기 하이브리

드 물질의 설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유기고분자와 무기고분자간의 

상용성이며, 상용화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구조적 안정성에서 기인하

는 열 안정성, 전기적 특성 등을 두루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요구

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물질’로 실리콘계 주사슬에 유기관능기들

을 쉽게 도입할 수 있는 고내열성 폴리실세스키옥산이 각광받고 있다. 

폴리실세스키옥산은 General Electric사에서 최초로 합성된 후,1 

Owens Illinois와 Gelest에서 상품화(“glass-resin”)되었으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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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는 구조적 규명이 불확실하고, 분자량의 조절, 고분자량의 실현

이 어려워 크게 실용화 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다양한 관

능기를 갖는 폴리실세스키옥산의 연구가 여러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

으며, 특히, 2000년 이후에 들어서 폴리실세스키옥산에 대한 많은 연

구 자료들이 발표되고 있어, 비약적인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실

세스키옥산은 일반 고분자들과의 공중합이 가능한 합성의 편이성과 

기존의 고분자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극한 성능의 열적, 기계적, 전기적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될 수 있는 물질이라는 

측면에서도 그 응용의 가치는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겠다. 

 

 

2. 본론 
 

2.1 실세스키옥산의 정의와 특성 

Si-O-Si 결합으로 이루어진 실록산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표 1에 

나타낸 것과 같이 4가지 종류(M, D, T, Q)로 구별하여 정의된다. 그 

중 (RSiO3/2)n으로 표시되는 폴리실록산은 4가지의 구조명칭 중 T 단

위구조로 표시하며 이것의 학명이 폴리실세스키옥산이다. 폴리실세

스키옥산은 가수분해-중합방법을 이용하여 합성되며, 크게 트리알콕

시실란(RSi(OR)3)을 이용하는 방법과 트리클로로실란(RSiCl3)을 이

용한 가수분해-중합법이 현재까지 널리 알려져 있다. 또 이렇게 합성

된 폴리실세스키옥산의 구조는 통상적으로 고규칙성(perfect ladder 

structure)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화

학분야의 기기분석 기술이 크게 발전하면서 그 구조가 6, 8, 10, 12량

체와 같은 cage structure 혹은 저분자량의 불규칙적 구조(random, 

branched structure)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

한 요인으로 인하여 고분자구조 설계 시에 기대하였던 용해도, 기계적ᆞ

물리적 특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이에 따

라 최근 다양한 관능기를 갖는 단량체가 합성되고, 폴리실세스키옥산

의 중합방법이 개선되면서, 폴리실세스키옥산의 우수한 용해성, 열안

정성, 광학적 투명성, 낮은 수준의 기체 투과력과 유전상수를 실제적으

로 실현하고 많은 부분에서 응용하고 있어, 멀지 않은 미래에 여러 

분야의 핵심적 재료로서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2.2 폴리실세스키옥산의 다양한 합성법과 구조 제어 

일반적인 폴리실세스키옥산의 합성법과 합성경로를 Scheme 1에 

나타내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폴리실세스키옥산의 합성법 중 가장 기

초가되는 합성법은 단량체로서 3개의 가수분해 가능 반응기를 가지는 

트리클로로실란을 사용하는 방법(1)과, 트리알콕시실란을 사용하는 방

법(2)이 있으며, 그 밖에 반응 중간에 생성된 실란트리올을 이용하는 

방법[(1)-I]이 알려져 있다. 모든 방법은 공통적으로, 1단계에서 가수

분해, 2단계 가열-축합중합 방법을 통하여 간단히 합성할 수 있다. 하

지만, 생성고분자의 관능기, 가수분해 조건, 축합 조절, 용매의 선택, pH 

등 여러 반응 조건의 조절에 따라 각각의 다른 구조와 분자량 분포를 

얻어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여러 조건에서 만들어지는 폴리실세스키옥산의 구조와 분

자량의 결정에는 몇 가지 중요한 핵심적 요소가 있다.2,3 첫 번째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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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e 1. General synthetic route of polysilsesquioxane.

표 1. 실록산계(Si-O-Si) 물질들의 구조 단위 별 표기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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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체의 가수분해 가능 관능기의 종류이다. 트리클로로실란과 같이 할

로겐으로 치환된 단량체의 경우 물과 급격히 반응하여 트리올을 형성

하고 말단에 -OH만이 존재하게 된다. 이런 경우 생성되는 Si-OH

가 또 다른 Si–OH 말단과의 축합 반응 정도가 너무 빨라 고분자 구조

를 제어하기 힘들고 3차원의 망상형 구조로 성장하므로 높은 분자량

을 얻기 힘들 것이다. 또한, 반응 중간에 생성되는 HCl과 같은 강산으

로 인하여 고분자의 물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음은 당연한 결

과이다. 반면, 알콕시실란으로 폴리실세스키옥산을 합성할 경우, 가수

분해 속도가 빠르지 않아, 말단기에 -OR기와 -OH기가 동시에 존재

하게 되고 반응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가수분해가 완료

되지 않고 남아있는 –OR 부분이 구조적 결함으로 작용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완벽한 구조적 제어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불완전한 

형태의 폴리실세스키옥산이 얻어져 예상했던 물성치에 못 미치는 결과

가 도출될 수 있는 점은 유의할 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두 번째는 반응 중에 조절되는 pH이다. 특히, 가수분해 속도와 축합

중합 속도는 절대적으로 pH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가수

분해의 경우 산성용액에서 가속화되고 축합중합의 경우 염기성용액에

서 촉진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염기성용액에서 중

합 시 축합속도가 가속화되어 가지가 많은 고분자의 형태가 얻어진다. 

따라서, 다공성이 높은 폴리실세스키옥산을 얻기 위해서는 염기성 용

액에서 중합하는 것이 적합하다. 반면에 산성용액에서 중합을 진행하

면, 가지구조가 적고 용해성이 높은 폴리실세스키옥산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생성되는 고분자의 분자량이 크게 자라지 못하고, 반응 중 사

용한 산성촉매들의 제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세 번째 중요 조절조건은 물과 단량체의 비율이다. 단량체의 가수분

해 가능 관능기와 정량적으로 물이 주어진다면, 이론적으로 가수분해

-축중합 중에 물이 완전히 소비된다. 하지만, 그보다 적은 양으로 반응

을 진행할 경우, 가수분해가 완전히 일어나지 않고, 축합중합 속도가 

너무 빨라져 이·삼량체, 올리고머 등의 구조 분석이 힘든 저분자 형태

의 물질을 얻게 된다. 반면에 너무 많은 양의 물이 과잉 공급되면, 반

응평형에 의해 반응의 속도가 느려지게 되고, 느려진 반응속도는 고

리화 반응을 촉진하게 되는데, 이 고리화 반응의 결과물이 POSS라고 

불리는 cage 형태의 실세스키옥산이다.  

폴리실세스키옥산의 고분자화 반응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를 고

려해야만 하는 어려운 점들이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로는 

완전한 구조적 정의를 달성하였다고는 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하

지만, 이러한 방법들을 응용하고 개선하여 구조적 제어를 이룩할 수 

있는 연구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많은 연구의 사례

들을 아래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2.3 사다리형 폴리실세스키옥산(Ladder-like Polysilsesquioxne) 

사다리형 폴리실세스키옥산(LPS)은 얼핏 보면 단일주쇄 형태의 폴

리실록산과 별다른 특징이 없을 듯 생각되지만, 크게 다른 여러 가지 특

징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폴리실록산은 상온에서 고점도의 액체상이

나 검(gum) 혹은 왁스 상태를 띤다. 그러나, LPS는 독특한 이중사슬 구

조이기 때문에 상온에서 glass-like하고, 일반적인 유기용매에 대체

로 잘 녹아 가공성 또한 뛰어나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완전한 사다리

형 구조가 아닌 반응조건에 따라 구조상의 결점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

다는 것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LPS는 안정한 Si-O-Si 결합

이 이중 사슬구조로 길게 형성되어 있어 폴리실세스키옥산이 가질 수 

있는 구조 중 구조적 안전성이 가장 뛰어나고, 고분자의 형태이므로 

우수한 물성을 기대할 수 있다.4-6 

LPS는 1930년경 2관능성 실란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진행된 후, 

1945년 이후에 이르러 비로소 Andrianov, Brown, Tomborsk, 

Breitman 등에 의해 트리알콕시실란 혹은, 트리클로로실란을 이용하

는 3관능성 실란을 이용한 합성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1947년 

상세한 가수분해물의 분석과 가수분해의 반응기구를 밝혀내지 못한 

상태에서 Andrianov와 Breitman에7 의하여, 2, 3 관능성 실란이 혼

합된 결정성 및 비결정성 물질이 합성되었고, 1956년에 이르러 Wiberg

와 Simmler의8 polyhalogenosilane, polyalkylsilane을 이용한 실

험에서 생성물의 반응기구가 점차 밝혀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1960년 Brown은 ‘Equilibration poly-

merization method’를9 이용하여 LPS를 합성하였다. 최초의 유-

무기가 하이브리드화된 이중사슬 고분자였기 때문에 당시 화학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는 페닐트리클로로실란을 가수분해하고 중합촉

매로서 KOH를 첨가하여 250 ℃의 고온에서 PPSQ(polyphenyl-

silsesquioxane)를 합성하였다. 이 방법으로 합성된 PPSQ는 여러 

 
Scheme 2. Synthetic route of stepwise coupling polyme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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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용매에 녹아 가공성을 확보하고, 열적으로는 400 ℃까지 안정성

을 보여, 내열성 코팅재료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가혹한 합성조건 때

문에 이 방법으로 다른 유기관능기(비닐기, 알릴기, 에스터기 등)와 같

은 기능성 그룹을 LPS에 도입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안고 있었다. 또

한, 훗날 화학분야의 기기분석기술이 발전하면서 가지구조와 같은 구

조적으로 결점이 될 수 있는 사슬이 포함되어 있어 완벽한 사다리형 구

조의 폴리실세스키옥산이라고는 말하기 힘든 결과물이었다. 하지만, 이 

연구는 후 연구자들에게 독특한 이중결합을 가지는 LPS를 합성함에 

있어서 초석이 되는 연구 성과였다. 

이후 답보 상태를 거듭하던 LPS의 연구는 2000년 이후 ‘Stepwise 

coupling polymerization’을 주창하고 나온 Rongben Zhang과 공동

연구자들에 의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를 맞았다. Scheme 2에 나타

낸 SCP(stepwise coupling polymerization)이라는10 새로운 LPS 

중합방법은 알킬, 페닐, 알릴, 아민 등 다양한 치환기를 가진 LPS를 

합성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 반응의 반응기구는 크게 프리커플링

(precoupling), 가수분해, 축합중합의 삼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

째 단계에서 트리클로로실란이 1,4-디클로로페닐렌디아민이나 1,2- 

디클로로에틸렌디아민과 같은 커플러(coupler)와 반응하여 반응중간

체인 N,N  bis(organodi-chlorosilyl)-1,4-phenylene diamine을 

형성시킨다. 이때 아민과 반응하지 않은 나머지 두 개의 클로로는 

steric hinderance 효과로 인하여 반응하지 않고 안정한 상태로 존재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가수분해 단계이다. 반응중간체(N,N bis(or-

ganodichlorosilyl)-1,4-phenylene diamine)의 클로린이 가수분

해 되면서 실란올-반응중간체를 형성하고, 실란올-반응중간체는 강

한 수소결합 등의 영향으로 사다리형 구조로 자가조립되어 집합체를 

이룬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축합중합의 촉매로서 트리에틸아민, 트리

아이소부틸아민과 같은 약염기가 사용되어 반응의 안정성을 도모하였

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도 고분자 곁사슬 그룹에 -OH, -H가 도입된 

폴리실세스키옥산은 합성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OH 그

룹이 -Cl과 반응하거나 -H와 반응하여 반응중간체(N,N bis(orga-

nodichlorosilyl)-1,4-phenylene diamine)의 형성을 제한하기 때

문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OH 그룹을 말단이 아닌 

곁사슬에 도입하기 위하여 에스터기가 곁사슬에 도입된 LPS를 합성

한 후, 에스터의 가수분해 반응을 통해서 –OH를 곁사슬에 도입한 LPS

가 보고된 바 있다.11 

한편, Yoshimoto abe는 Scheme 3에서와 같이 폴리비닐실세스

키옥산을 두 가지의 다른 방법으로 합성하여, 합성 시 여러 조건에 따

라 다변화되는 실세스키옥산의 변화를 실험적으로 측정하고, 정리하

였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는 유기와 무기 고분자의 분자 결합에서 생겨

날 수 있는 반응성의 변화 등을 예측하려는 중요한 시도가 되어 이후

에 이어지는 연구들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이용되고 있다.12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더욱 기능화된 유기관능기를 포함하는 LPS

가 연구되고 있는데, 주요 연구분야로는 하이드로실릴레이션(hydro-

silylation)을 이용한 유기관능기의 손쉬운 도입과 ATRP(atom transfer 

radical polymerization)법을 응용한 그래프트 형태의 곁사슬 기능화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하지만, 몇몇의 연구 결과들을 제외하면 이러한 

후 반응들은 아직 LPS의 형태가 아닌 cage 형태의 실세스키옥산을 통

해 많이 소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완전한 구조의 LPS를 제어하

지 못하여, 후 반응에서 안정적인 합성을 이끌어 내기 힘들기 때문이

다. 아래에서 몇 가지의 예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고분자량의 LPS에, 액정고분자, 비선형 광학고분자(NLO, 

nonlinear optical polymer) 등이 브랜치 형태로 도입된 형태는 하이

드로실릴레이션 반응을 통해 얻을 수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13-15 이

는 폴리하이드로실세스키옥산의 Si-H 결합의 H부분과 platinum계

열 촉매를 이용하여 vinyl, allyl 등의 불포화 부분을 가지는 여러 종

류의 유기관능기들을 손쉽게 도입할 수 있어, 폴리하이드로실세스키

옥산의 구조와 분자량 조절을 구현할 수만 있다면, 여러 분야에서 크

게 응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 합성방법은 반응의 진행을 IR에서 

Si-H결합 피크(2200 cm-1)의 감소량을 관찰함으로써, 전환율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실용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반응 후 촉매로 사용된 platinum 금속이 고분자내에 남

아 있을 수 있어 전이 온도와 광학적 특성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극

복해야 하는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자세한 합성의 방법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바구니형 실세스키옥산의 합성법에서 소개한다. 

다음으로는 Scheme 4와 같이 ATRP법을 도입하여 유-무기 하이

브리드화 LPS를 합성하는 방법을 소개하였다.16-18 ATRP는 주요한 

리빙라디칼 중합의 하나로서 block, graft copolymer 등 기능성 고분

 

Scheme 3. Synthetic route to the PVPS by Yoshimoto abe. 

 
 

 
Scheme 4. Synthetic route of grafted silsesquioxane by ATRP method.



고분자과학과 기술 제 20 권 2 호 2009년 4월  139 

자를 합성하는데 널리 쓰이는 반응 중 하나이다. ATRP로 고분자를 합

성할 경우 분자량분포가 좁고 분자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

고 있다. 때문에 폴리실세스키옥산의 곁사슬의 할로겐원소를 이용하

여, ATRP를 통해 쉽게 그래프트화된 폴리실세스키옥산을 합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LPS의 많은 연구들이 불완전한 주사슬 구조의 

한계에 막혀있어, 완벽히 제어된 LPS 주사슬의 안정적인 확보가 절실

한 실정이다. 

2.4 사다리형 폴리실세스키옥산(Ladder-like Polysilsesquiox-

ane)의 이용현황 및 전망 

LPS는 우수한 가공성을 가지면서 일반적인 유기물에서 갖기 힘든 

내열성, 내후성, 낮은 표면장력, 광학적 투명성, 낮은 유전상수, 낮은 

흡습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미국과 대만

에서는 ‘glass resin' 이라는 상품명으로 하드 코팅제로서 이미 널리 

상용화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선글라스, 보호안경, 계기판, 자동차용 

램프, 항공기 창유리, 및 방탄유리의 코팅재료로서 이용되고 있다. 그

리고, 일본에서는 UV 경화가 가능한 유기관능기가 도입된 LPS를 이

용하여 UV 경화 코팅제로서 이용되고 있다.  

아직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낮은 유전율, 열안정성 때문에 전

자재료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반도체 재료로서 photo-

resist, 유전체, 반도체 보호 코팅재료로 이용이 가능하고, 그 외에도 

광섬유 코팅재료, LCD의 위상필름으로 쓰일 수 있다. 전자재료로서

뿐만 아니라 세라믹 바인더(binder), 화장품의 접착제, 드러그 캡슐

(drug cappsule), 가스분리막으로도 응용가치가 기대되고 있다.19,20 

또, LPS에서 도입된 곁사슬 치환체의 종류, 공중합 고분자의 종류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응용이 가능하다. 메틸 및 페닐기를 가지고 있는 

LPS는 광학렌즈, 집적장치의 절연 필름으로 사용될 수 있다. 아크릴 

그룹이 치환된 LPS는 UV경화 코팅 필름으로서 전자재료에 응용될 

수 있다. 또한, 저분자량의 올레핀 수지와 공중합되어 있는 LPS는 고

온, 고압에 견딜 수 있는 윤활유로서 이용될 수 있어, 손쉬운 방법으로 

많은 부분에 응용될 수 있는 신소재로서 응용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2.5 바구니형 실세스키옥산(Polyhedral Oligomeric Silses-

quioxane(POSS)) 

바구니형 실세스키옥산(POSS)은 LPS와 더불어 중요한 나노구조

의 유-무기 하이브리드 소재이다. POSS 분자는 외곽에 유기치환체를 

도입하고, 내부에 실리콘과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바구니구조(cage 

structure)로 정의할 수 있다. 또, POSS는 평균직경이 약 0.5 nm 

내외로서 치밀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화학적으로나 열적으로 매우 

안정하다. 물론 LPS가 가지는 뛰어난 필름 특성 등은 구조적으로 기

대하기 힘들지만, 주사슬 외곽 유기치환체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물

성을 도입시킬 수 있고, 유기 고분자의 곁사슬로 이용하거나, 첨가제

(filler)의 역할로서 블렌드함으로써 여러 가지 다른 물성을 가진 고분

자하이브리드 재료를 얻어낼 수 있다. 즉, POSS는 단일 구조체가 직

접 이용되기 보다는 나노컴포지트 형태로 응용할 경우 높은 활용도가 

기대되는 유-무기 하이브리드 형태의 나노구조체라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POSS는 외곽의 유기치환체를 다양하게 도입함

으로써, 필요한 곳에 우수한 특성을 가지게 할 수 있다. 치환체를 바

꾸는 주된 방법은 크게 세 가지 합성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LPS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Scheme 5와 같이 POSS 외곽

의 치환기가 수소일 경우 하이드로실릴레이션 방법을 이용하여 vinyl, 

allyl 등의 불포화탄소계 단량체를 쉽게 치환하는 방법이며, 이와 같

은 방법으로 치환기가 수소인 POSS(hydrido-substituted poly-

hedral oligomeric silsesquioxane)의 Si-H 부분을 동시에 치환시

킬 수 있다. 두 번째 유기관능기의 도입 방법은 Scheme 6에서와 같

이 한쪽 모서리가 완전히 닫히지 않은 POSS를 이용하는 것이다.21-23 

이 방법을 통해 여러 관능기를 선택적으로 도입할 수 있으며 유기고

분자 주사슬에 곁사슬로 POSS를 도입할 때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드물게 사용되지만, 한쪽 면의 Si-O-Si 결합을 개환하

는 방법이다. POSS를 산 조건하에 반응시켜, 실록산 결합이 분해되

며 개환이 일어나는 것을 이용하고, 다시 알콜, 혹은 아민 등을 이용하

여 치환한다면 관능기로서 쉽게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POSS는 기본적으로 폴리실세스키옥산이 가지고 있는 내열성 및 내

광성, 낮은 유전율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나노필러(nanofiller), 세라

믹 재료의 전구체, 고분자의 곁사슬 부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쓰일 수 있

다. POSS를 나노필러로서 첨가할 경우 PET, nylon, polyolefin의 탄

성률이 높이 증가했다는 것이 이미 증명되었기 때문에, 자동차 타이

어 및 범퍼를 강화할 수 있는 첨가제로서 널리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며, 이미 많은 부분에서 상용화가 이루어져있는 실세스

키옥산 재료이기도 하다. 

 

 

3. 결론 
 

이상 소개한 것과 같이 고성능을 가지는 폴리실세스키옥산의 우수

한 물성은 완벽한 구조적 제어에 기인하고 있어 내열성, 경도, 광택, 

투명성, 저유전특성 등 다양한 면에서 유기 고분자에서는 찾아보기 

 
Scheme 5. Synthetic route of organo-functional POSS by hy-

drosilylation method. 

 
Scheme 6. Ring-close and organo-functional reaction of opening-

P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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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특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그러한 특성들을 이용하여 현재는 

많은 연구와 함께 실제적 응용이 진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폴리실세스

키옥산이 합성되었고,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되

었다. 그러나, 단량체인 3관능성 단량체의 가격이 비싸고, 합성과 정

제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업적으로 폴리실세스키옥산

이 많이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2000년 이후 초

고성능을 요구하는 과학계에 다시 한번 폴리실세스키옥산이 대두되

고 있다. 그 동안 한정적으로 공급되어 오던 출발물질의 제한적 한계

를 딛고, 다양한 출발물질(3관능성 실란단량체)이 합성되고 있다는 

점과, 세계의 여러 과학자들에 의해서 자신들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로 

구조적 특징을 가지는 폴리실세스키옥산이 합성될 수 있다는 수 많은 

연구 결과들을 통해 ‘폴리실세스키옥산의 재발견’은 여실히 증명되

고 있다.  

아직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

수한 화학ᆞ물리적 특성과 무엇보다 친환경적이어서 현대의 시대적 요

구에 매우 적합한 물질이라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만큼, 향후 

기술혁신과 함께 고기능, 신기능 재료에 대한 갈증에 폴리실세스키

옥산계 고분자들은 없어서는 안될 ‘해답물질’로 각광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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