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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Poly (dimethylsiloxane) (PDMS)의 높은 소수성과 생체분자들의 비특이적 흡착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PEO-PPO-PEO 블록 공중합체의 포매(embeddeing) 방식을 이용하여 손쉬운 표면 개질 및 이의 최적화 조건을 조사

하였다. 친수성 표면 개질의 특성은 PDMS 내에 포매된 블록 공중합체의 농도, 수침(water-soaking), 및 소수성 표면으로

회복 시간 등의 영향을 평가하였다. 개질된 PDMS 표면은 알부민 단백질(2 mg/ml)까지 단백질의 비특이적 결합 방지

특성을 보였으며, 또한 O/W (Oil-in-Water) 에멀젼을 쉽게 형성할 수 있었다.

Abstract − In this study, we optimized a method of PEO-PPO-PEO block copolymer embedding, for solving non-spe-

cific protein and biomolecular adsorption and high hydrophobicic surface property, which is widely known as problems

of poly (dimethylsiloxane) (PDMS) that has frequently been used in basic biological and its applied research. We assessed

its surface modification by controlling the concentration of embedded block copolymer, water-soaking time, and recovery

time as variables by contact angle measurements. In order to evaluate its antifouling ability, adsorption of FITC-BSA

molecules was quantified. Furthermore, we generated oil-in-water (O/W) emulsion as a proof-of-concept experiment to

confirm that the optimized surface modification works prop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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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폴리디메틸실록산(polydimethylsiloxane: PDMS)는 마이크로, 나

노과학기술 및 생물학 연구 분야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넓은

응용 범위를 갖는 고분자 물질 중 하나이다. 이는 PDMS가 갖는 고

유한 특성들인 독특한 기계적 성질, 높은 광학 투명도, 낮은 표면에

너지, 생물학적 친화성과 비독성 등에 기인한다[1,2]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미세유체 장치[3-6], 바이오칩[7-9], 마이크로 밸브

[10,11], 마이크로 스탬프[12-14], 마이크로 유세포 분리기[15-17]

등을 제작하여, 생물학 분야 연구에 활용하고자하는 시도가 많이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PDMS가 지니는 고유의 특성인 높은 소수

성으로 인하여, 유기화합물 및 단백질과 같은 물질이 표면에 잘 흡

착하는 성질을 갖게되어, 생물학 연구분야에 적용하기에 큰 제약을

가지고 있다[18,19].

폴리에틸렌글리콜(polyethyleneglycol: PEG)는 생체 적합성 및

방오(antifouling) 특성을 가지며 동시에 친수성을 지니는 물질로서

생물학 분야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래서 PEG와 같은 특성을

미세유체 시스템에 도입하기 위하여 PEG 흡착[20,21], 실란화된

PEG을 이용한 화학적 표면처리[22,23], iCVD (initiative chemical

vapor deposition) 방식들의[24,25] 활용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 그

러나 물리적, 화학적 흡착 방법은 주로 분자량이 낮은 PEG를 사용

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방오 특성 향상에 필요한 충분한 사슬 길

이의 PEG를 도입하기에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또한, 이를 해결하

기 위해서는 급격한 비용 증가가 수반된다. 더욱이, 반응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사용하므로 처리가 끝난 후에는 추가적인 세척 과정이

필요하다는 단점도 항상 수반된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

하고자 PDMS 고분자를 제조할 때 PEO-PPO-PEO 공중합체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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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혼합하고, 공중합체의 물에 대한 용해도 구배를 이용하여

PDMS 표면 및 계면에 PEG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하는 처리법이 보

고되었다[26-28]. 이러한 방식으로 변화시킨 PDMS는 단백질의 흡

착을 방지할 수 있으며, 증착장치와 같은 고가의 장비 없이도 높은

분자량의 PEG 사슬을 쉽게 도입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

러나, PEG의 도입량이나 도입 방법의 최적화가 부족할 뿐만 아니

라, 연구자가 원하는 상태의 표면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정보가 부

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EO-PPO-PEO 블록공중합체를 사용하는

표면 개질 방식에서 중요한 인자들을 선정하고, 이를 최적화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표면 개질의 중요한 인자로서 블록공중합

체의 종류, 농도, 수침시간(water soaking time), 회복(recovery) 시

간 등을 대상으로 하여 개질된 표면특성을 조사하였다. 표면특성의

변화는 두 가지 대변특성을 측정하여 검증하였다. 먼저, 친수특성

의 향상은 접촉각을 측정하여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방오특성의

향상은 단백질 분자의 흡착정도를 확인하여 검증하였다. 또한,

PDMS의 표면특성 변화를 실험적으로 직접 증명하기 위하여, oil-

in-water (O/W) 에멀션을 제조하여 확인하였다.

2. 실 험

2-1. 재료 및 장비

본 연구에서 사용한 Poly (dimethylsiloxane) (PDMS, sylgard 184)는

Dow corning (MI, USA)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였고, PEO-PPO-

PEO 공중합체는 계면활성제 계열의 Pluronic P105, F127을 Sigma-

Aldrich (MI, USA)에서 구매하였다. 흡착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사

용한 Fluorescein isothiocyanate labelled bovine serum albumin

(FITC-BSA) 및 용매인 Phosphate Buffered Saline (pH 7.4)는

Sigma-Aldrich 제품을 이용하였다. 미세유체 장치의 유로 패터닝을 위해

사용한 감광제(photoresist)인 SU-8 3025와 현상액(SU-8 developer)은

MicroChem Corp. (MA, USA)에서 구매하였다. 액적형성을 위하여

사용한 Poly(vinyl alcohol) (PVA, 87~89% hydrolyzed) 및 sorbitan

monooleate (span 80), n-hexadecane은 Sigma-Aldrich (MI, USA)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접촉각 측정을 위해 Optical tensiometer (KSV Instruments Ltd,

Helsingki, Finland)를 사용하였으며, 액적 형성 및 단백질 흡착량을

평가하기 위해 형광 현미경(Nikon TE-2000, Japan)과 광학 CCD

카메라(Coolsnap, Roper Science, USA)를 사용하였다. 촬영한 이

미지는 이미지 분석 프로그램인 Image-Pro Plus (Media cybernetics,

CA, USA)와 Image J (NIH, MD,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2. PDMS 제작 및 표면개질

PDMS의 표면개질을 위해 사용한 PEO-PPO-PEO 공중합체는

PEG와 PPO의 구성 비율에 따라 친수성/친유성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인 HLB (hydrophilic and lipophilic balance) 값이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HLB 값이 다른 Pluronic P105 (HLB = 15), Pluronic

F127 (HLB = 22) 두 가지 공중합체를 이용하여 PDMS와 혼합하여

표면특성 변화를 관찰하였다. 기준실험으로, PDMS는 일반적인 혼

합비인 oligomer와 경화제를 10:1의 비율로 혼합하여 제조하였다.

또한, 공중합체가 포매된 PDMS는 에탄올에 200 mg/ml로 공중합

체를 용해시킨후, 이 용액을 상기의 PDMS 혼합물 1 g 당 0~20 µL씩

첨가하여 제조하였다. 이를 최종 농도로 표현하면 PDMS에 포함된

공중합체의 질량의 비로 표현되며 0.04, 0.2, 0.4, 2.0, 4.0 mg/g이

된다. 모든 혼합물은 상온에서 충분히 혼합한 후 기포를 제거하여

70 oC 오븐에서 1시간 동안 경화시켜 주었다. 경화 초기에 PDMS의

표면을 플라즈마 처리한 후 물에 침지시켜, PDMS 표면으로 공중

합체를 발현시킨다[27]. 플라즈마는 150 mTorr에서 2분 동안 처리

하였고, 물에 침지는 상온에서 진행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공중합체의 PEG 분자가 상대적으로 용해도가 높은 물로 나아가는

특성이 나타난다(Scheme 1).

2-3. 접촉각 측정

PDMS 표면의 접촉각 측정을 위해 Optical tensiometer를 이용하여

PDMS-물-공기 계면에 형성되는 접촉각을 측정하였다. 모든 접촉

각 데이터는 5회 측정된 데이터를 평균하여 표준편차와 함께 도시

하였다. 

2-4. 미세유체 장치 제조

Oil-in-water (O/W) 액적을 형성하기 위해 흐름 집중(flow focusing)

구조를 갖는 PDMS 채널을 사용하였다. 분산상은 친유성 용매인

hexadecane을 사용하였고 연속상으로는 친수성을 가지는 수용액이

므로 채널을 친수성으로 바꾸어주었다. 이때 미세유체 장치 유로의

표면은 앞서 설명한 방식과 같이 중합된 PDMS 표면을 air plasma

처리하여 PDMS의 표면 간의 공유결합을 유도하여 접착을 해주었

다. 그리고, 공중합체의 PEG 분자들이 표면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미세유체 장치의 유로에 DI water를 흘려주어 유로가 친수성을 가

지도록 처리해주었다.

2-5. Oil-in-Water (O/W) 에멀션 제조

O/W 에멀션 제조를 위해서 연속상으로 PVA 10 wt% 수용액을

Scheme 1. Principle of PDMS surface modification. Block copoly-

mer molecules migrate toward water-filled channels by

solubility grad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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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고, 분산상으로는 5 wt% Span 80이 녹아있는 n-hexadecane을

사용하였다. 이때, 연속상은 1200 µL/hr, 분산상은 250 µL/hr의 유

속으로 진행하였다.

2-6. 단백질 흡착 방지 성능 평가

개질된 PDMS는 표면특성 변화를 평가하기 위하여, 2 mg/ml의

fluorescein isothiocyanate – BSA (FITC-BSA, ~66 kD)를 미세유로에

1시간 동안 흘려준 후에 흡착된 단백질의 양을 형광 신호 분석을 통

해 측정하였다. 이때 유로 옆면의 표면 거칠기로 인해 발생하는 노

이즈를 최소화하기 위해 FITC-BSA 용액의 양옆으로 PBS 용액을

흘려주어 FITC-BSA 용액이 미세유로의 중앙부를 따라 흐르도록

하였다. 측정한 이미지는 ImageJ 및 ImagePro 소프트웨어를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토의

본 연구에서는 친수성과 방오성(antifouling)을 동시에 부여할 수

있는 PDMS 개질 방법으로 알려진 PEO-PPO-PEO 공중합체를 포

매한 PDMS의 개질 방법의 최적화를 진행하였다. PEG 첨가원으로는

Pluronic P105와 F127의 두 가지 다른 친수성/소수성 비(각각 HLB

= 15, 22)를 갖는 PEO-PPO-PEO 공중합체를 사용하였으며, 포매

한 공중합체의 농도에 따라 표면 접촉각을 관찰하였다(Fig. 1). 사

용한 농도는 두 가지 공중합체 모두 0, 0.04, 0.2, 0.4, 2.0, 4.0 mg/g

를 사용하였다. 경화 초기 상태의 PDMS의 접촉각을 측정한 것을

검은색 막대그래프로 나타내었고, 회색 막대그래프는 48시간 동안 물

에 침지 후 뒤 상온에서 48시간 동안 건조 및 방치된 후에 측정한

접촉각을 나타내었다. 두 가지 공중합체 모두에서 공중합체의 농도

가 증가함에 따라서 접촉각은 특정 농도까지 감소하다가 일정한 농

도 이상에서는 접촉각 감소가 멈추는 경향을 보였다. Pluronic

P105의 경우 0.2 mg/g에서 84°까지 접촉각이 감소하였고(Fig. 1A),

F127의 경우에는 0.4 mg/g에서 74°까지 접촉각이 감소하였다(Fig.

1B). 해당 농도 이상에서 더 이상 접촉각 감소가 증가하지 않는 이

유는 PDMS의 표면으로 모여들 수 있는 공중합체의 분자의 개수가

정해져 있어 특정 농도 이상에서는 개질의 효과가 포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6,27]. 두 종류의 계면활성제가 각기 다른 포화 농도를

보이는 것은 분자량 차이에 의해 기인했다고 볼 수 있는데, P105의

경우 분자량이 6,500 g/mol, F127의 경우 12,600 g/mol로서 같은

질량만큼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분자량이 P105가 F127에 비해 절

반 밖에 되지 않으므로 분자의 개수가 두 배가량 더 많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포화농도의 공중합체를 가지는 두 표면

접촉각은 각각 84°와 74°로 측정되었는데, 이것은 표면에 드러나있는

에틸렌글라이콜 단위체의 개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는 화학양

론적으로 생각해보았을때, 같은 개수의 분자가 도입되어 있더라도

F127이 두 배가량 높은 분자량을 가지므로 에틸렌글리콜 단위체의

개수도 두 배가량 많으므로 표면 접촉각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생

각할 수 있다. 최적 농도를 선정하기 위해 한 가지 더 고려하였던

사항으로는 PDMS의 불투명도이다. PDMS에 함유된 공중합체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미셀(micelle) 및 클러스터(cluster) 등에 의한

산란으로 인해 투명도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PDMS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실시간으로 관찰하기에 어

려워지거나 불가능해지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포화되는 지점

에서의 농도를 선택하였다. 아래의 모든 실험에서 두 계면활성제는

포화 농도로서 P105 0.2 mg/g, F127은 0.4 mg/g을 사용하였다.

더 나아가, PDMS 내에 포함되어 있는 공중합체가 표면으로 이

동하는 정도에 따라 표면 접촉각이 달라지는 정도를 관찰하기 위하

여, 공중합체가 포함된 PDMS를 물에 침수시킨 시간에 따라 접촉

각을 측정하였다(Fig. 2). 초기 PDMS를 경화시킨 직후에 측정한

접촉각의 경우, 공중합체를 첨가하지 않은 PDMS (‘bare PDMS’) 및,

P105 0.2 mg/g을 첨가한 PDMS (‘P105 PDMS’), F127 0.4 mg/g을

첨가한 PDMS (“F127 PDMS”)에서 전형적인 PDMS의 소수성을

띠는 110° 이상의 접촉각을 보였다. 또한, 플라즈마 처리를 한 직후

역시 모든 샘플의 표면이 매우 높은 친수성을 띠는 표면으로 변화

하여 10° 이하의 접촉각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PDMS가 물에

침수되어 있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접촉각이 점차 증가하여

‘Bare PDMS’와 ‘P105 PDMS’의 경우 72°까지 증가하며, ‘F127

PDMS’의 경우 63°까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한 가지 주목할

만 한 점으로서, 침수 시간에 따른 ‘P105 PDMS’의 접촉각 증가율

이 ‘F127 PDMS’보다 높았는데, 이는 절반가량으로 작은 분자 크

기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확산 계수(diffusion coefficient)를 가지

며 PDMS 구조 사이를 보다 쉽게 통과할 수 있음으로 인한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24시간 이후에서 ‘P105 PDMS’와 ‘Bare PDMS’

의 접촉각이 거의 동일해지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표면으로 이동(migration)해온 P105 공중합체 분자가 F127과 비교

하여 절반의 크기를 가지는 작은 분자 크기로 인해 용매상으로 확

Fig. 1. Contact angle measurements of (A) P105, (B) F127 triblock

copolymer embedded PDMS for optimizing the surface

modification with concentration of 0, 0.04, 0.2, 0.4, 2.0, 4.0

mg/g PD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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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되어 빠져나가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분자는 금속이나 세라믹 재료에 비해 단위 분자의

길이가 길고 내부 공간이 치밀하지 않은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특

성으로 인해 고분자는 열역학적 안정화를 위해 고분자 사슬이 재배

향(reorientation)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29,30]. 이로 인해 고분자의

표면이 개질되는 경우 표면이 열역학적으로 불안정해지므로 표면

개질의 효과가 장시간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공중합체를 이용하여 표면개질이 적용된 고분자가 공기 중에서 표

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공기 중에 노출시킨 시간에

따라 접촉각을 측정하였다(Fig. 3). 이때 사용한 PDMS는 앞선 결

과를 바탕으로 24시간 침수한 뒤 실험을 진행하였다. 공기 중에 노

출된 상태에서 가장 빠르게 본래 가지고 있던 표면을 되찾는 것은

‘bare PDMS’였으며, 168시간 동안 공기에 노출된 후에 측정한 접

촉각은 104°로 나타났다. 이는 침수 시에는 열역학적으로 안정했지

만, 공기 중에 다시 노출되었을 때 표면의 열역학적 불안정성을 해

소하기 위해 PDMS 분자 사슬의 재배향(Reorientation)이 빠르게

일어났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29-32]. P105와 F127로 개질된

PDMS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접촉각이 증가하였지만 168시간이 지

났음에도 여전히 친수성을 가지는 표면이라고 할 수 있는 80° 미만

의 접촉각을 나타냈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접촉각의 표

준편차가 감소하는 것을 보아 공기 중에 노출시킨 직후보다 표면이

매우 안정화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PDMS의 표면은 단백질이나 작은 유기분자들이 비

특이적으로 쉽게 흡착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표면특

성을 친수성으로 개질하는 동시에 방오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PDMS에 공중합체를 첨가하였다. 공중합체 첨가로 인하여, PDMS의

표면이 친수화 된것은 접촉각 측정하여 확인하였다. 이러한 친수화

된 표면이 단백질의 비특이적 흡착현상에는 얼마나 개선효과가 있

는지를 관찰하기 위하여, FITC-BSA용액을 이용하여 표면에 흡착

되는 단백질(알부민)을 형광분석을 통하여 직접 관찰하였다(Fig. 4).

단백질의 흡착을 관찰하기 위하여 PDMS를 이용하여, 미세유체 시

스템을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Bare PDMS’와 ‘P105 PDMS’ 및,

‘F127 PDMS’를 이용하여 흐름 집중 유로(flow focusing channel)

로 만들어진 미세유로 장치를 이용하였다. 가운데 채널은 2 mg/ml의

농도를 가지는 FITC-BSA 용액이 흐르고 양옆으로는 PBS buffer를 1

시간 동안 흘려준 뒤 PBS buffer만을 흘려 흡착되지 않은 FITC-

BSA를 세척하였다. 형광 현미경을 통해 각 미세유로를 촬영하였으

며, 유로와 수직 방향으로 선을 그어 형광 신호 분포를 도시하였다.

정량적 분석 결과 Bare PDMS의 경우 FITC-BSA 분자가 흡착되어

35 a.u. 가량의 높은 형광신호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P105 PDMS와 F127 PDMS의 경우에는 각각 18, 8 a.u.를 나타내어

Bare PDMS보다 약 50%, 77% 감소된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최적

화된 표면 개질 조건에서 단백질 분자의 흡착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공중합체를 포함한 PDMS와 비교할

경우에 P105가 F127에 비해 단백질 흡착이 두 배 가까이 높은 수

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PEG 분자의 사슬 길이와 연관이 있다. 일

반적으로 같은 길이의 PEG 사슬이 표면과 수직인 방향으로 뻗어

있을 때 마치 용수철과 같이 작용하여 방오성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 PEG가 방오성을 가질 때, PEG분자의 길이가 중요한 인자 중

하나로 작용한다. 또한, 방오성은 PEG 분자량이 2,000 Da부터 포

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험에 사용한 공중합체의 PEG 블록의

분자량은 P105가 1,625 g/mol, F127이 4,300 g/mol로 P105의 경우

상대적으로 분자의 길이가 짧아 단백질 분자의 흡착을 충분히 막지는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33].

표면 개질된 PDMS의 표면 특성을 실제적으로 증명하고 간단한

적용분야를 나타내기 위해 미세유체 장치를 기반으로 O/W (Oil in

Water) 에멀션을 제조하였다. 일반적으로 O/W 에멀션을 만들기 위

해서는 미세액적 형성 장치가 연속상인 물과 친화도가 좋은 재료로

이루어져야 하며 가공성이 좋은 실리콘이나 고분자 재료들을 사용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손쉽게 미세 O/W 액적을 형성하기

위해 많은 연구자들이 복잡한 방식으로 PDMS를 개질하여 O/W 액

적을 제조해왔다. 따라서 이 실험에서는 본 개질 방식을 적용하여

O/W 미세액적을 손쉽게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미세 채널 내 액적이 형성되는 T-형태 접합(T-junction)까지의

주입 채널은 50 µm, 접합이 지난 이후에는 200 µm의 채널 폭과

80 µm의 높이를 가지도록 만들어진 PDMS 미세유체장치를 제작하

였다(Fig. 5A). O/W 미세액적을 만들기 위해 10% PVA 용액을 연

Fig. 2. The effect of immersion time on contact angle of surface

modified PDMS. The ‘Bare PDMS’ is marked with closed

circle, ‘P105 PDMS’ with closed square, and ‘F127 PDMS’

with closed triangle. The letters a, b, c, d, e in the images of

contact angle visually show the data point in the graph.

Fig. 3. Time-dependent recovery of modified surface of PDMS after

24 hr water immersion with (A) contact angle measurements.

Change of contact angle of (B) bare PDMS, (C) P105 embedded

PDMS, and (D) F127 embedded PD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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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Optical test of protein adsorption by FITC-BSA. Scheme (A) shows the experimental procedure for protein adsorption and washing

with PBS buffer. (B) Fluorescent images and line profiles of gray values of surface modified PDMS channels with no treated, P105

embedded PDMS, and F127 embedded PDMS, respectively. Scale bars in (B) indicate 200 µm.

Fig. 5. Generation of O/W emulsion with F127 embedded PDMS channel. (A) Scheme of flow-focusing device. Bright-field image of (B) drop-

let generation and (C) generated droplets. (D) Quantification of the size of generated O/W emulsion. Scale bars in (B), (C) indicate 200 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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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상으로 사용하고 5 wt% Span 80이 포함된 n-hexadecane을 분산

상으로 사용하였으며 각각 1200 µL/hr, 250 µL/hr의 유속으로 흘려

주었다. 초기 액적이 형성되기 시작할 때 Oil 상이 접합 부분에서

점차 늘어져 jetting 되는 것이 관찰되었으나, 이러한 현상을 본래

oil 상이 water 상보다 계면장력이 낮음에도 O/W 형태로 만들어주

기 위해 계면활성제를 통해 조절된 물성을 가지므로 jetting되는 형

태로 길게 늘어지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1시간가량 형성된 액

적을 수거하여 촬영한 이미지들을 분석한 결과 대략 162.35 µm의

직경을 갖고, 균일한 정도의 지표로 사용되는 Coefficienct of

Variation (C.V.) 값이 1.55임을 확인하여 매우 안정한 조건으로 액

적을 형성할 수 있는 표면 개질 방식임을 증명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PDMS의 개질 방법 중 하나로서 알려져 있는

PEO-PPO-PEO 공중합체를 사용하여 PDMS를 개질하는 방법에서

작용하는 변수로서 공중합체의 종류, 농도, 침수 시간, 침수 후 회

복 시간을 조절하여 PDMS의 개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실험 결과로서 Pluronic P105를 사용하는 경우 0.2 mg/g, F127의

경우 0.4 mg/g에서 그 효과가 포화됨을 관찰하였다. 또한 플라즈마

처리 후에 공중합체를 첨가하지 않은 PDMS와 대조적으로, 24시간

부근에서 공중합체가 표면으로 충분히 이동하여 접촉각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건조된 상태에서도 오직 플

라즈마 처리만 한 PDMS가 매우 빠르게 본래의 표면성질을 회복하

는데 반해 168시간이 지남에도 친수성 표면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또한 표면특성이 친수성으로 개질된 것을 확인하기위해 공

중합체가 첨가된 PDMS를 통하여 O/W 미세액적을 제조하였으며,

제조된 O/W 미세액적이 오랜 시간 매우 균일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더 나아가 개질된 PDMS에 부여된 단백질 방오성을

확인하기 위해 FITC-BSA를 이용하여 흡착된 잔여 BSA 분자를 확

인하였다. 공중합체를 첨가한 PDMS는 공중합체를 첨가하지 않은

PDMS에 비해 50%, 73%가량 낮은 흡착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사

용한 표면 개질 방식은 다른 표면 개질 방식과 비교하여 그 용법이

매우 간단하고 특별한 장치나 재료가 필요하지 않아 널리 사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활용하여, 여러 쓰

임새에 맞게 적용될 수 있음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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