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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블록공중합체의 자기조립은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블록간의 상호

작용에 의하여 분자량, 각 블록의 부피비 등에 따라서 라멜라, 실린더, 

구형 등의 특정한 형태의 나노구조를 자발적으로 형성하는 것을 말한

다(그림 1). 최근 나노구조의 크기 및 형태조절, 나노입자를 이용한 복

합재료 연구 등 블록공중합체 템플레이트를 이용한 나노입자의 자기

조립에 대한 연구가 미국 메사추세스 주립대학의 Russell 그룹과 캘

리포니아 주립대학의 Kramer 그룹 등 국내외 여러 연구기관에서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  

나노입자는 1~100 nm의 크기를 가지는 입자의 작은 크기로 인하

여 일반적인 벌크 또는 원자와 다른 독특한 전기, 광학, 자기적 특성

을 가진다. 나노입자는 기존의 물질에 비해 매우 높은 비표면적과 표

면에너지를 가지기 때문에 표면활성, 녹는점 강하, 저온 소결 특성 등

을 보이며 이러한 나노입자의 독특한 물리화학적 특성들은 크기와 

형태로부터 기인하게 된다. 이러한 특성들을 바탕으로 지난 수년간 나

노입자를 이용하여 발광다이오드,2 센서,3 바이오,4 촉매5 등 다양한 분

야로의 응용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나노입자를 합성하기 위해 리

소그래피 등을 통하여 나노미터 수준의 구조물을 인공적으로 형성하

는 ‘Top-down’ 방식과 물질의 최소 단위인 원자나 분자를 조작하여 

원하는 기능을 가지는 구조체를 자기조립하는 ‘Bottom-up’ 방식 모

두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6 특히, 나노입자를 다양한 분야에 

응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는 나노입자들의 3차원적 배

열인데 이를 위해서는 나노입자간의 인력과 matrix 안에서의 분산도

를 이해하고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무기물 나노입자와 유기물의 고분자를 이용한 혼합물은 나노입자

의 독특한 특성을 그대로 혼합물 내에서 유지하면서도, 나노입자와 

고분자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새로운 성질을 유발시킬 수 있다. 그러

나, 나노입자는 입자표면에 존재하는 원자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표

면에너지가 높아 뭉치려는 성질이 강하고, 이로 인해 나노입자 고유의 

특성을 잃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하여 유기분자나 고분자 등을 이용한 

나노입자의 표면을 개질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나노

입자의 표면을 리간드(또는 고분자 브러쉬)를 이용하여 물리적 흡착, 

리간드-금속간의 상호작용, 고분자와 나노입자 표면의 공유결합 등을 

통해 코팅하게 된다. 이때, 고분자는 나노입자의 표면을 passivation

하고, 산화나 뭉침 현상을 막아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고차원 나노입자 자기조립체는 일반적인 단일 나노입자와는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 잘 배열된 나노입자간의 상호인력은 사슬 구조

에 수직 및 수평 방향으로 빛의 진행 속도를 다르게 하여 흡수 스펙트

럼의 변화를 준다. 또한, 마그네틱 나노입자는 배열에 따라 비등방적

인 자기 성질을 가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 일반적인 나노입자에서는 

볼 수 없는 선형 나노입자 조립체의 독특한 자기적 성질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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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고차원 구조의 나노입자의 배열은 표면적이 극대화되면서

도 나노구조 사이의 응집을 현저히 방지할 수 있고, 수평적으로 배열

된 나노입자 사이의 갭을 이용하여 가스의 흡착과 방출을 이용해 가스

센서로의 응용이 가능하며,7-9 다이아몬드 격자 형태와 같은 잘 배열

된 구조의 고차원 나노입자는 굴절률의 변화가 수백 나노미터 정도의 

크기를 가지는 반복구조가 공간적으로 존재하게 되어 특정 파장영역

의 빛의 진행을 막고, 입사되는 빛의 방향에 무관하게 특정 파장대

의 빛만을 전반사시킬 수 있는 완전한 밴드갭을 갖게 된다(그림 2).10 

이러한 고차원 나노입자 자기조립체의 새로운 성질은 나노입자 사슬

에서 입자간의 거리를 제어해 이에 의존하는 전자, 광디바이스, 전기

통신, 센서 등의 분야에 폭 넓게 응용할 수 있게 된다.  

본 특집에서는 나노입자와 블록공중합체 사이에 발생하는 상호작

용과 템플레이트내에서 나노입자의 자기조립방법 그리고 응용분야에 

대한 내용을 다루려고 한다.  

 

 
2. 본론 

 
2.1 블록공중합체와 나노입자간의 상호작용 이해 및 조절 

블록공중합체 내 나노입자의 위치는 (1) 입자의 크기 변화에 따른 블

록공중합체 사슬의 엔트로피 에너지 변화에 따른 효과와 (2) 블록공

중합체 사슬과 나노입자 표면간의 엔탈피 상호작용에 따라 좌우된다. 

2.1.1 엔트로피 상호작용 

복합체에 사용되어지는 나노입자들은 보통 고체로 되어져 있기 때

문에, 이들이 채워질 때 매트릭스 내에 있는 고분자의 사슬들은 입자

들을 피해서 늘어지게 된다. 이로 인해, conformational 엔트로피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고분자의 radius of gyration에 비해 입

자들의 크기가 커질수록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경향 때문에 나노입자

들은 크기가 큰 경우 conformational 엔트로피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A-b-B 블록공중합체의 A 영역 중간에 위치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나노입자의 크기가 작은 경우는 conformational 엔트로피에 

비해 나노입자의 translational 엔트로피가 중요해지므로, 나노입자의 

위치가 A 영역에 고루 분산되거나11 그림 3에 보이는 것처럼 A와 B

의 계면에 조금 더 선택적으로 위치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2.1.2 엔탈피 상호작용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고분자 내 나노입자의 위치는 엔트로피뿐

만 아니라 엔탈피에도 매우 큰 영향을 받는다. 엔탈피 상호작용이란, 

나노입자 표면에 붙어있는 리간드와 블록공중합체 사슬간의 상호작

용으로서, A-b-B 블록공중합체에서 한 쪽의 영역에만 침투하도록 

나노입자의 표면에 그 영역과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고분자로 기능화 

시키는 연구가 엔탈피 상호작용을 이용하여 나노입자의 위치를 조절

하는 대표적인 예이다.16 

엔탈피의 영향은 Flory-Huggins 변수(χ)에 의해서 표현될 수 있

다. χAP 혹은 χBP는 블록공중합체의 한 쪽 영역과 입자간의 화학적 친

화성을 각각 나타낸다. A라는 고분자로 개질되어 있는 나노입자가 

A-b-B 블록공중합체와 혼합체를 형성한다면 나노입자와 A 블록

사슬간의 χAP =0, B 블록사슬간의 상호작용 보통 χBP>0이 되게 된다. 

엔트로피 상호작용에서도 잠깐 언급하였던 입자의 크기에 따른 블록

공중합체 내의 위치 변화도 이와 같이 한 쪽 블록과 완전히 compati-

ble한 나노입자이기에 가능하다.11,12,14 

PS thiol로 coating된 금 나노입자는 polystyrene-block-poly 

(2-vinylpyridine)(PS-b-P2VP) 블록공중합체 내에 위치할 때, 엔

탈피를 감소시키기 위해 PS 영역으로만 들어간다는 실험적인 결과를 

통해서 엔탈피 상호작용을 확인할 수 있다.16 반면에, PS와 P2VP thiol

 
그림 1. 구성비(fA)에 따른 블록공중합체의 구조 변화.

1
  

fA 

 spheres cylinders gyroid lamellae gyroid cylinders spheres

그림 2. 팔라듐 나노입자의 수평적 배열(왼쪽)과
9
 PS-실리카 복합체의 다

양한 구조(오른쪽).
10 

 
 

  

그림 3. 입자 크기에 따른 구조 내 위치 변화.
12-15 



560 Polymer Science and Technology Vol. 20, No. 6, December 2009 

을 혼합하여 개질된 금 나노입자는 PS와 P2VP 영역의 계면에 위치함

을 확인하였다(그림 4). 

이러한 현상을 PS-b-P2VP, Au-PS, Au-P2VP의 계면장력

(γPS-P2VP, γAu-PS, γAu-P2VP)을 도입해서 이해할 수 있다. 계면에서 나노

입자의 에너지는 식 (1)과 같다. 

 
2

2
2 )cos(1 θγπRE VPPPSa −−=                               (1) 

 

이때, R은 입자의 반지름, VPP-PSPS-AuVPP-Au γγγθ 22 /cos −= 을 

의미한다.17 θcos ≪1이기 때문에, VPP-PSPS-AuVPP-Au γγγ 22 <<−

이고, VPPPSa γπRE 2
2 −−~ 이다. 실험에서 사용되었던 나노입자 반지름 

nm,4 R −~  블록공중합체 블록간의 계면장력 mN 2.82 −− ~
VPPPSγ  m-1

을 고려하면, TkE Ba  10−~ 이다. 이는 나노입자가 PS-b-P2VP의 계

면에 위치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계면에 위치한 나노입자는 블

록공중합체 내 영역간의 계면장력을 줄여주는데 있어 큰 역할을 하

게 된다.  

2.2 블록공중합체 템플레이트를 이용한 나노입자 자기조립 및 

배열의 위치조절 
2.2.1 In-Situ Method 

블록공중합체내에 포함된 금속 또는 금속염의 환원반응을 통하여 

블록공중합체내의 한 영역에서 안정성 및 분산성을 지닌 나노입자를 

합성하는 방법을 in-situ 방법이라 한다. 이 방법은 고분자 또는 고

분자를 포함한 두 전구체를 양수성의 용액에 넣으면 친수성(또는 소

수성)의 성질을 가지는 고분자가 미셀 구조를 형성하게 되어 나노입

자의 형성이 가능한 장소를 제공하고, 이때, 환원이 가능한 염을 첨가

하고 열처리, 자외선 조사 등을 이용하여 화학적 환원 반응을 유도해 

블록공중합체내에서 나노입자를 합성하는 방법이다. In situ 방법을 

통하여 양수성 블록공중합체내에서 합성된 나노입자는 전구체로 사

용된 염의 화학적 친화도에 의해서 친수성 고분자 영역 내에 존재하

게 된다. Hashimoto 그룹에 의해 발표된 polyisoprene(PI)-b- 

P2VP 내에서 팔라듐 나노입자 합성의 예를 보면,18 
 

Pd2+＋C6H5CH2OH → Pd＋C6H5CHO＋2H+            (2) 
 

팔라듐 전구체로 Palladium(Ⅱ) bis(acetylacetonate), 환원제

로 벤질알코올을 사용하여 140 ℃에서 환원반응을 일으켜 P2VP 

영역에 분산된 팔라듐 나노입자를 얻게 된다(그림 5). 

이러한 in situ 방법은 1992년 Schrock 그룹에 의해 포스핀 그룹

을 가지고 있는 라멜라와 실린더형 블록공중합체내에서 금속염을 이

용하여 선택적인 블록공중합체 영역에서 금, 은, 팔라듐, 백금 등의 금

속 나노입자를 합성함으로써 시작되었다.19 

이후, Saito 그룹은 라멜라 및 구형의 구조를 가지는 PS-b-P2VP 

내에서 요오드를 환원제로 이용하여 P2VP 영역에서 이온교환을 통

하여 은 나노입자를 합성하였다.20 또한, 블록공중합체내의 P2VP 양

을 조절하여 합성되는 은 나노입자의 양을 조절하고, 라멜라 구조의 

고분자를 이용한 전도성 고분자로의 응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21,22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Cohen 그룹은 PS-b-poly(acrylic 

acid)(PAA) 블록공중합체 내에서 PAA 미셀을 템플레이트로 사용

하여 은 염을 이용한 이차원 육방결정을 가지는 금속 나노입자를 합

성하였다(그림 6). 이 연구에서는 블록공중합체 내에서 PAA 미셀 템

플레이트의 카르복시기를 이용하여 팔라듐, 구리, 금, 은 등의 금속 나

노입자뿐 아니라 PbS 등의 반도체 나노입자의 합성 가능성을 제시하

였다.23 

블록공중합체내에서의 다양한 나노입자의 합성뿐 아니라 다양한 

변수를 조절하여 나노입자의 특성을 조절하는 연구도 진행되었는데, 

Stadler 그룹은 pH 변화를 이용하여 PS-b-poly(ethylene ox-

ide)(PEO)와 금속염과의 결합력에 의해서 나노입자의 크기 및 형태

의 조절이 가능함을 보였다.24 또한, 서울대 손병혁 교수팀에서는 금 

나노입자를 포함한 라멜라 구조의 PS-b-poly(4-vinylpyridine) 

(P4VP)에 P4VP층에 금 나노입자의 전구체로 HAuCl4를 첨가하고, 

NaBH4에 의해 환원반응을 일으켜 다층구조의 고분자 나노구조를 만

들었다(그림 7).25 

이러한 in-situ 방법에 의한 블록공중합체 내에서의 나노입자의 합

(a) 

(b) 

그림 4. 리간드 종류에 따른 구조 내 위치 변화. (a) 파티클이 PS 영역 중앙

에 위치한 경우, (b) 파티클이 PS/P2VP 계면에 위치한 경우. 

 

그림 5. PI-b-P2VP 블록공중합체 내에서 형성된 Pd 나노입자. 

그림 6. PS-b-PAA 미셀 블록공중합체에서의 은 나노입자 합성. 



고분자과학과 기술 제 20 권 6 호 2009년 12월  561 

성은 고분자 성분 변화를 통하여 각종 전자 소자로의 응용이 가능하

고, 한 종류의 금속 박막에서 이종 나노입자를 선택적으로 제조할 수 

있으며,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나노입자의 형태 조

절이 어렵고, 정확한 나노입자의 크기 조절이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2.2.2 Ex-Situ Method 
Ex-situ 방법은 블록공중합체 내에서가 아니라 용액상에서 나노

입자를 합성하고 완성된 입자를 블록공중합체와 혼합하여 복합체를 

한 번에 만드는 방법이다. 원하는 크기, 형태 등으로 용액상에서 합성

된 나노입자를 좋은 분산성 및 안정성을 가지도록 나노입자의 표면

을 블록공중합체의 한 영역과 화학적 친화력을 가지는 올리고머나 

고분자 등으로 코팅하여 블록공중합체 템플레이트내에서 자기조립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고분자로 코팅된 core-shell 형태의 나노입자를 

합성하는 방법은 코팅된 shell을 만드는 방법에 따라 ‘grafting to’와 

‘grafting from’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나노입자의 표면과 결합

이 가능한 그룹을 가지는 고분자 코팅물질을 나노입자에 화학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이고, 후자는 나노입자의 표면에 올리고머나 고분자 등

의 합성이 가능한 개시제를 붙이고, controlled 라디칼 중합 등의 방

법을 통해 나노입자의 표면에서 물질을 성장시키는 방법이다. 

Ex-situ 에 의한 나노입자의 자기조립은 1996년 Clinard 그룹에 

의해 처음으로 연구되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PS으로 코팅되어 있는 

3.5 nm 크기의 iron oxide를 라멜라 구조의 PS-b-poly(butyl 

methacrylate)(PBMA)에 넣었을 때, 나노입자들이 PS 영역 내에 선

택적으로 분산되어 있음을 보였다.26  

Wei 그룹에서는 CdS 나노입자 등의 양자점도 라멜라 구조의 PS- 

b-PEO의 PEO 영역에 선택적으로 들어가 침투한 CdS 나노입자의 

표면에너지를 최소화하고 결정화를 방해하여 블록공중합체의 모폴로

지를 실린더 구조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그림 8).27 

또한, TiO2 나노입자의 표면에 공유결합이나 이온결합을 이용하여 

친수성 또는 소수성의 성질을 가지는 물질로 코팅하여 PS-b- 

PMMA 블록공중합체중 하나에 원하는 고분자 영역에 선택적으로 

위치시킬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28 CdSe 양자점은 열분해 방법을 통하

여 합성 시 trioctylphosphine oxide로 코팅이 되어있는데, 이는 소수

성의 성질을 보인다. 합성된 CdSe 양자점을 PS-b-P2VP에 넣게 

되면, 소수성의 성질에 의해 PS 영역 내에서 뭉침 현상을 보이게 된

다. 이들을 PEO로 리간드교환을 통하여 코팅하게 되면 친수성의 성질

에 의해 P2VP 영역 내에 분산되어 쉽게 양자점의 위치 조절이 가능함

을 보였다.29 

나노입자의 표면을 친수성을 가진 고분자와 소수성을 가진 고분자

를 모두 사용하여 코팅하면 양수성의 성질을 가진 나노입자를 얻을 수 

있다. 2005년 Tenhu 그룹은 소수성의 PS와 친수성의 poly(N-iso-

propylarcylamide)(PNIPAM)을 리간드로 사용하여 양수성의 금 나

노입자를 합성하였다(그림 9).30 이러한 양수성 나노입자는 Lang-

muir-Blodgett(LB) 필름 상에서 물 또는 유기층 한 쪽으로의 배열이 

가능하며, 매우 얇은 필름의 형성과 다층구조의 필름 형성을 가능하

게 해준다. 

블록공중합체내에서의 나노입자의 위치(블록공중합체의 계면 또는 

하나의 고분자의 중앙)는 다양한 변수에 의하여 조절이 가능하다. 본 

연구그룹에서는 PS-b-P2VP 블록공중합체 내에서 금 나노입자의 

위치를 조절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금 나노입자의 표면을 PS 

또는 P2VP 하나의 고분자만으로 코팅한 경우 금 나노입자는 각각의 

고분자 영역 중앙에 위치됨을 보였고, PS와 P2VP 고분자를 혼합하

여 코팅하였을 경우 블록공중합체의 계면사이에 위치함을 확인하였다

(그림 4).16 그러나, 위의 방법은 나노입자의 위치를 조절하기 위해서 

두 종류의 고분자가 필요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금 나노입자 표면을 코팅하고 있는 PS 양을 조절

(areal chain density: Σ)하여 적은 양의 PS로 코팅된 금 나노입자

(Σ : 1.22 chains/nm2)의 경우 금 나노입자의 표면과 P2VP 체인 

사이의 엔탈피 상호작용에 의하여 블록공중합체의 계면에 위치하게 

되고, 많은 양의 PS로 코팅된 금 나노입자(Σ: 1.64 chains/nm2)의 

경우 나노입자의 PS shell이 입자의 표면과 P2VP사이의 상호작용

을 차단하게 되고, 나노입자는 PS 영역의 중앙에 위치함을 보였다

(그림 10).31,32  

위의 논문과 같이 나노입자 위의 고분자 사슬의 Σ에 따라 블록공

중합체내에서 나노입자의 위치변화가 되는 시스템을 이용하면 수 나

노미터의 직경을 가지는 입자표면 위에서의 고분자 사슬 거동을 이해

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 금 나노입자의 표면을 코

팅하는 PS의 분자량을 1.5에서 13 kg/mol로 증가하였을 경우, 나노

입자의 위치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areal chain density 임계점(ΣC )

은 3.1에서 0.9 chains/nm2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는 나노입자 표면

위의 고분자의 분자량이 증가할 때 더 적은 수의 고분자 사슬로 나노

입자 표면을 완전히 코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미있는 점은 

그림 7. 다층구조 PS-b-P4VP 블록공중합체내에서의 금 나노입자 합성.

그림 8. CdS 나노입자에 의한 PS-b-PEO 블록공중합체의 구조 변화.

그림 9. PS와 PNIPAM을 이용한 양수성 금 나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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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ΣC 은 radius of gyration(Rg ) -1승에 비례하여 감소한다

는 것이다. 이는 평면에서 일반적인 고분자사슬의 움직임 Rg 가 -2

승에 비례하여 감소하는 것과 매우 다른 결과인데, 사용된 고분자의 

Rg의 길이와 나노입자의 직경이 매우 비슷한 경우로 인해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그림 11).33  

Ex-situ를 이용한 나노입자에 자기조립은 간단한 변수 조절을 통

하여 블록공중합체 내에서 원하는 위치에 다양한 형태의 나노입자를 

쉽게 위치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바이오, 전자재료 등 다

양한 분야로의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2.3 블록 공중합체/나노입자 복합재료의 응용 
2.3.1 광학적 응용 
금, 은을 비롯한 나노입자들은 크기에 따라 나타내는 색이 다른데, 

이것을 이용하여 고분자-무기 나노입자가 특정 색을 띄게 할 수 있

다.34-38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도 광학적인 특성을 나타냄을 확인하였

는데, Balazs 그룹에서는 고분자 내에서 나노입자들의 분포에 의해서 

광밴드갭이 형성되기 때문에 특정 파장의 빛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였다.39 

광학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refractive index는 중요한 인자이다. 

보통 유기 고분자는 1.3∼1.7의 값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무기 나노

입자와 결합하여 그 이상의 범위까지 확대할 수 있다.40 그림 12는 

gelatin과 PbS 복합체에서 PbS의 부피비에 따른 refractive index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41 

2.3.2 센서 및 전자재료로의 응용 
Willner 그룹에서는 처음으로 반도체 나노입자와 효소의 복합체를 

이용, 광전류 생성과 바이오센서에 응용 가능하다는 것을 밝혔다. 이

는 acetylcholine esterase(AChE)/CdS 나노입자의 복합체를 이용

한 효소 억제제에 관한 것으로, AChE/CdS 복합체는 acetylthio-

choline의 농도에 의해서 광전류의 양이 결정되는데, 위와 같은 효소 

억제제는 광전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AChE/나노입자는 바이오센

서로 사용가능하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그림 13).42 

한편, 기판에 평행한 실린더 모폴로지를 가지는 블록공중합체 템플

레이트를 이용, 나노입자들을 한 영역에 선택적으로 넣을 수 있다면 

나노와이어의 제조가 가능하다. 특히, 전도성이 있는 나노입자들을 이

용, 나노와이어를 제조한다면 Fahmi 그룹과 Jaeger 그룹에서 발표한 

것처럼 전도성을 매우 향상시킬 수 있다(그림 14).43,44 Pd 금속 이온

을 환원시켜 얻은 입자들은 P4VP와 선택적으로 친화성이 있기 때문

에, P4VP 영역에서 nanocluster를 이루게 된다.  

시카고 대학교의 Jaeger 그룹에서는 은과 금 입자들을 PS-b- 

PMMA 블록공중합체 내에 위치시키고 배열을 확인하였다. 열 증착

법으로 PS-b-PMMA 기판 위에 은과 금을 바로 증착시켰을 때는 

무작위로 위치하다가, 열을 약간 가해주면 은 입자와 친화력이 높은 

PS 층에 선택적으로 위치하는 것을 보여준다(그림 15). 이렇게 선택

적으로 위치한 나노입자/ PS-b-PMMA에 추가로 열경화를 가해주

게 되면, PS층 내에서 금 입자들이 서로 뭉치게 되어 나노와이어 형

태를 띄게 되고, 따라서 매우 높은 전도도를 가지게 된다.  

2.3.3 계면활성제로의 응용 

그림 10. PS-b-P2VP 내에서의 areal chain density에 따른 금 나노입자

의 위치 변화. (a) 1.64, (b) 1.22 chains/nm
2
(Scale bar: 100 nm). 

(a) (b)

그림 11. PS 분자량에 따른 나노입자의 위치 변화. 

그림 13. 광전기적 특성을 이용한 효소 활성 정도. 

그림 12. 나노입자 부피비와 refractive index의 선형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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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이드 입자들이 혼합되지 않은 두 개의 액체 블렌드(예: 물과 

기름)에서 계면 활성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현상이다. 이러한 콜로이드 입자들은 물과 기름 사이의 계면에 위치하

여 계면에너지를 낮추어주고, 동시에 물 혹은 기름으로 이루어져 있

는 droplet 상간의 충돌을 억제시키고,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해주게 된

다. 같은 원리로 물과 기름 모두와 비슷한 친화력을 가지는 나노입

자들을 합성할 수 있다면, 물과 기름 사이의 계면에 위치하여 계면활

성제로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물과 톨루엔의 혼합물에서 수 나

노미터의 CdSe 양자점이 첨가되었을 때 물방울을 안정화시키고 있는 

것을 confocal microscopy를 통해서 확인하였다(그림 16).45 

2005년 Nature에 실린 Russell 그룹의 CdSe와 PS-b-P2VP 

블록공중합체의 복합물질도 블록공중합체 필름 표면과 진공간의 계

면에 surfactant로의 응용 가능성을 보여준다.46 표면이 활성화된 나

노입자를 블록공중합체 내에 넣으면, CdSe 나노입자는 두 상 중에서 

더 높은 표면에너지를 갖는 P2VP 고분자 영역 내에 선택적으로 뭉

치게 된다. 이러한 CdSe나노입자를 부피비를 적절하게 조절할 때 PS

영역과 CdSe를 함유한 P2VP 영역간의 표면에너지 차이가 매우 적

어져서 기존에 발견되는 수평으로 배열된 실린더가 아닌 수직으로 배

열된 실린더의 모폴로지를 관찰함을 보고하였다(그림 17). 

2007년 Macromolecules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서는 PS-b- 

PMMA 블록공중합체 내에 PEO로 코팅된 금 나노입자를 넣어 그 양

에 따른 실린더 배열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이 경우에서는 PEO-Au 

입자와 PMMA간의 상호친밀도가 선택적이기 때문에 PEO-Au 입자

는 PMMA에 위치하게 된다. 따라서, PS-b-PMMA/PEO-Au 복

합체에서도 나노입자의 양이 추가되었을 때 기존의 PS-b-PEO의 벤

젠/물 solvent annealing에서47 보이는 것처럼 수직으로 매우 잘 배열

된 실린더 모폴로지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더 나아가 PS-b- 

PMMA/PEO-Au 복합체에서 PMMA 영역은 선택적으로 제거될 수 

있으므로 나노기공을 가지는 템플레이트를 제조할 수 있게 된다(그

림 18).48  

본 연구진에서는 기존에 전혀 보고되지 않은 블록공중합체의 두 가

지 다른 영역 사이의 계면에 나노입자를 첨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라멜라 구조를 가지는 다양한 분자량의 PS-b-P2VP 블록공중합체 

계면에 금 나노입자를 선택적으로 도입하여 surfactant 효과를 확인

하였다.49 나노입자의 양이 적을 때는 블록공중합체의 라멜라 형태가 

유지되다가, 그 양이 증가하면 섞이지 않는 두 개의 상(PS, P2VP)이 

surfactant의 역할을 하는 금 나노입자로 인해서 bicontinuous 형태

로 변화된다. 특히, 계면에 위치한 나노입자의 양이 증가할 때 블록공

중합체의 domain spacing이 급격히 감소되게 되는데, 이것 역시 나

 

그림 15. 블록공중합체를 이용한 나노와이어의 제조. 

 P4VP 

그림 14. PS-b-P4VP를 이용한 Pd 나노입자의 PS내의 선택적 배열.

PDP 

P4VP 

Pd-Nanocluster 

그림 16. CdSe 양자점에 의해 안정화된 물 입자들의 confocal 이미지.

  

그림 17. PS-b-P2VP 블록공중합체내 P2VP 층에서의 CdSe 나노입자

의 자기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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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입자들이 surfactant로 작용하였음을 증명해주는 중요한 증거이다

(그림 19). 

 

 

3. 결론 
 

앞서 서술하였듯이, 유기물 고분자와 무기물 나노입자를 혼합한 유- 

무기복합재료는 나노입자 특유의 독특한 전기화학적 특성과 블록공

중합체의 간편한 공정, 기계적 성질, 저렴한 비용 등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어 향후 대용량 저장매체, 광전자재료, 에너지, 바이오, 촉매 

등의 다양한 분야로의 응용이 가능하다. 특히, 블록공중합체를 이용한 

나노입자의 자기조립은 기존의 리소그래피 공정이 가진 크기와 표면

의 결점에 한계를 극복하고, 원하는 위치에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나

노입자를 위치시킴으로써, 다양한 기능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활용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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