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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ST, 초미세 귀금속 나노입자 촉매 고정화에 성공

- 수소 발생 반응 촉매로 수소 에너지 사회 실현에 기여 -

  일본 산업기술종합연구소(AIST) 전지기술연구부문 에너지재료연구그룹 Qiang Xu 연구원과 Yao Chen 

특별연구원 등은 ‘비귀금속 희생법’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 초미세 금속 나노입자 촉매를 층상 탄소재

료인 그래핀에 균일하게 고정하는 데 성공했다.

  개발한 기술로 제작한 금속 나노입자 촉매를 액상 수소 저장재료인 포름산에서의 수소 발생 반응에 이용

한 결과, 촉매의 활성 내구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본 기술은 수소 에너지 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됨과 동시에, 초미세 금속 나노입자의 새로운 합성법으로서 다양한 응용이 기대된다.

  본 연구 성과는 2015년 1월 14일 미국 화학회지 Journal of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에 게재되

었다(※ 발표논문 참조).

※ 발표논문: Yao Chen, Qi-Long Zhu, Nobuko Tsumori and Qiang Xu, “Immobilizing Highly 

Catalytically Active Noble Metal Nanoparticles on Reduced Graphene Oxide: A 

Non-Noble Metal Sacrificial Approach”, J. Am. Chem. Soc.,  December 28, 2014.

DOI: 10.1021/ja511511q

Figure. 그래핀에서의 금속 나노입자 촉매 고정화법.

(위)지금까지의 환원⋅석출법, (아래)개발된 방법

출처 : 2015.04.28 AIST(http://www.aist.go.jp/aist_j/new_research/2015/nr20150428/nr20150428.html)

작성 : 소 대 섭(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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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MS, 줄기 세포의 뼈 분화에 작용하는 금 나노입자 개발

- 재생 의료용 나노 재료의 가능성 개척 -

  일본 물질⋅재료연구기구(NIMS) 국제나노아키텍토닉스연구거점(MANA) 생체조직 재생재료유닛은 줄기 

세포의 뼈 분화에 작용하는 표면기능화 금 나노 입자의 개발에 성공했다.

  연구 그룹은 플러스로 충전하는 아미노기(-NH2), 마이너스로 충전하는 카르복실기(-COOH), 중성의 

수산기(-OH) 등의 작용기로 표면이 수식된 금 나노 입자를 각각 합성하고 이들이 인간의 골수에서 유래

한 간엽계 줄기세포의 뼈 분화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혀냈다. 위의 작용기로 표면이 수식된 금 

나노입자 중 카르복실기로 표면이 수식된 금 나노입자는 세포의 내부에 들어가 다른 작용기로 수식된 금 

나노 입자에 비해 뼈 분화 억제 작용이 현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카르복실기 수식 금 나노 입자가 

인간 골수에서 유래한 간엽계 줄기세포의 유전자 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뼈 분화에 관련된 여

러 유전자의 발현을 저해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본 연구를 통해 금 나노 입자에 도입된 작용기의 

종류에 따라 뼈 분화의 촉진⋅억제 작용에 차이가 있는 것이 밝혀졌다.

  연구진은 향후 본 연구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재생 의료에 응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연구의 성과는 학술지 Biomaterials 온라인판에 공개되었다(※ 발표논문 참조).

※ 발표논문: Jasmine Jia’En Li, Naoki Kawazoe, Guoping Chen, “Gold Nanoparticles with Different 

Charge and Moiety Induce Differential Cell Response on Mesenchymal Stem Cell 

Osteogenesis”, Biomaterial, 2015 Apr 6.

DOI: 10.1016/j.biomaterials

Figure. 각종 금 나노입자를 첨가하여 인간 간엽계 줄기세포(hMSCs)를 3주간 배양하고 골분화 지표인 알칼리 포스파타

제(ALP) 염색, 침착된 인산칼슘의 알리자린 레드 염색(ARS)을 한 결과. 비교를 위해 미수식 금 나노입자, 첨가⋅무첨가

의 조건에서도 실험을 했다. 상단 사진에서 보라색으로 염색된 부분은 알칼리 포스파타제의 존재 영역, 어두운 청색의 점

은 금 나노 입자의 집합을 나타낸다. 하단 사진에서 거미줄 같은 빨간 염색 부분은 침착된 인산칼슘, 청자색의 점은 금 

나노입자의 집합을 나타낸다. 스케일 바의 길이는 모두 500 µm이다.

 

출처 : 2015.04.07 NIMS(http://www.nims.go.jp/news/press/04/201504070.html)

작성 : 소 대 섭(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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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ST, 엑스선과 화학 반응을 동시에 이용하여 기존 보다 작은 나노입자를 합성 

- 후기 전이 금속의 나노입자를 나노 촉매, 나노 잉크, 나노 배선에 응용 기대 -

  일본 산업기술종합연구소(AIST) 제조기술연구부문 오오야나기 히로유키(大柳宏之) 전 연구원과 야마시

타 켄이치(山下健一) 연구원은 대학공동이용기관법인 고에너지 가속기과학연구기구(KEK)와 함께 방사광과 

화학 반응을 동시에 이용하여 기존 보다 더 작은 나노 입자를 합성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방사광에서 원자를 선택하여 국소적으로 환원하고 화학 반응 조건을 조절함으로써 종래보다 작은 수십 

개의 원자로 이루어진 후기 전이 금속 나노입자를 성장시키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번 연구에서 성장시킨 

구리(Cu) 등 후기 전이 금속 나노입자는 나노 촉매, 나노 잉크, 나노 배선으로의 응용이 기대된다.

  본 기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14년 11월 26일 Scientific Report 온라인판에 게재되었다(※ 발표논문 

참조).

※ 발표논문: Hiroyuki Oyanagi, Yuuichi Orimoto, Kuniko Hayakawa, Keisuke Hatada, Zhihu Sun, 

Ling Zhang, Kenichi Yamashita, Hiroyuki Nakamura,Masato Uehara, Atsuyuki Fukano 

& Hideaki Maeda, “Nanoclusters Synthesized by Synchrotron Radiolysis in Concert with 

Wet Chemistry”, Scientific Reports, 26 November 2014.

DOI: 10.1038/srep07199 

Figure. 화학적 조건(가수평형)과 방사선 환원으로 성장하는 원자 수십 개의 작은 나노 입자(모식도).

출처 : 2015.04.22 AIST(http://www.aist.go.jp/aist_j/new_research/2015/nr20150422/nr20150422.html)

작성 : 소 대 섭(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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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MS, 분자 기술을 활용하여 금 나노 공간 제어에 성공

- 세공의 크기를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는 금 나노 다공체 실현 -

  일본 물질⋅재료연구기구 국제나노아키텍토닉스연구거점(MANA) 야마우치 유스케(山内悠輔) 연구원 등

은 국내외 연구 기관과 공동 연구를 통해 고분자를 주형으로 활용함으로써 균일하고 규칙적인 나노 공간을 

가진 금 나노 다공체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연구진은 소수성과 친수성의 성질을 가진 고분자(양친매성 블록 공중합체)의 묽은 용액 중에서 농도를 

조정함으로써 균일한 크기의 원형 미셀(분자 집합체)을 형성했다. 이것을 거푸집으로 이용하여 정밀한 전

해석출 제어 하에 금 이온을 환원시킨 결과, 미셀의 크기에 따른 나노 세공을 막 일면으로 형성하는 데 성

공했다. 

  얻어진 금 나노 다공체의 구멍 안에는 특징적인 고강도 전장이 확인되었으며, 표면증강라만산란(SERS)

이 관측되는 특징이 있었다. 앞으로 분자 탐사를 위한 SERS 활성 기판이나 전극 촉매 등 다양한 응용이 

기대된다. 

  본 연구는 영국 과학지 Nature Communications 온라인 판에 2015년 3월 23일 공개되었다(※ 발표논문 

참조).

※ 발표논문: Cuiling Li, Ömer Dag, Thang Duy Dao, Tadaaki Nagao, Yasuhiro Sakamoto, Tatsuo 

Kimura, Osamu Terasaki, and Yusuke Yamauchi, “Nature Communications, Electrochemical 

Synthesis of Mesoporous Au Films toward Mesospace-Stimulated Optical”, Nature 

Communications, 23 March 2015.

DOI: 10.1038/ncomms7608

Figure. 미셀의 크기를 변화시켜 제작한 금 나노 다공체의 전자현미경사진. 오른쪽으로 갈수록 구멍의 크기가 커진다.

출처 : 2015.03.23. NIMS(http://www.nims.go.jp/news/press/03/201503230.html)

작성 : 소 대 섭(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http://www.ksiec.or.kr

52  공업화학 전망, 제18권 제3호, 2015

도쿄대학, 세계 초박형 리본 개발

- 그래핀 나노 리본의 형성에 성공 -

  일본 도쿄대학(東京大学) 생산기술연구소의 타케우치 쇼우지(竹内昌治) 교수와 이원철 조교는, 무기 나노 

재료가 그래핀 상에 자발적으로 규칙적으로 정렬하는(자기 조직화) 현상을 응용하여 단층 그래핀의 띠형 

구조(그래핀 나노 리본)를 독자적인 방법으로 형성하는 데 성공했다. 본 방법에 의한 그래핀 나노 리본의 

제작은 실리콘 대신 반도체 소재로 주목받고 있는 그래핀의 이용 가능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진은 금을 함유한 실온의 수용액에 표면을 가공하지 않는 순수한 그래핀을 담그면서 온화한 조건하

에서 나노 와이어가 자기 조직화되는 것을 발견했다.

  제작된 나노 와이어는, 그래핀의 결정 구조에 따라서 정렬했고 이를 관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그래핀의 

결정 구조를 알게 되었다. 나노 와이어는 그래핀보다 쉽게 관찰할 수 있어 이를 이용함으로써 그래핀의 결

정 구조 해석에 걸리는 수고와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진은 다음으로 이 나노 와이어를 바탕으로 그래핀을 에칭함으로써 나노 리본을 제작했다. 나노 리본

은 폭은 약 10 nm, 두께는 탄소 원자 1개의 아주 얇은 띠 모양의 구조체이다. 그래핀 나노 리본은 반도체 

디바이스 및 바이오 센서 등으로서 이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차세대 반도체 소재로 기대되고 있는 그래핀

의 응용 가능성을 크게 넓힐 것으로서 예상된다.

  본 성과는 2015년 3월 23일 Nature Nanotechnology 온라인판에 공개되었다(※ 발표논문 참조).

※ 발표논문: Shoji Takeuchi Won Chul Lee, “Graphene-templated directional growth of an inorganic 

nanowire”, Nature Nanotechnology, 23 March 2015.

DOI: 10.1038/nnano.2015.36 

Figure. 본 연구의 개요도.

금을 함유한 수용액 중에 그래핀을 담고, 상온에 두면 그래핀 위에 시안화 금이 자발적으로 정렬하여 나노 와이어가 형성

된다. 나노 와이어는 그래핀의 결정 구조에 따라 약 60°마다 정렬한다. 그래핀 나노 리본도 같은 방향으로 생성된다.

출처 : 2015.03.24 JST(http://www.jst.go.jp/pr/announce/20150324/index.html)

작성 : 소 대 섭(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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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DO, 1입자 형광 나노 이미징에 의한 분자 병리 진단기술 개발

  일본 NEDO프로젝트에 있어, 코니카 미놀타(주)는 1입자 형광 나노 이미징에 의한 초고정밀도 암 조직 

진단 기술 및 시스템 개발을 실시하고, 은염 사진용 입자의 개발로 확보된 기술을 응용함으로써, 입경 분포

가 매우 작은 나노 크기의 형광체 입자(형광 나노입자)를 개발했다. 이 형광 나노 입자는 시판되는 양자점

의 100배 이상의 발광 강도를 가지며, 범용 현미경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고휘도화를 실현하는 동시에 10분

간 여기광을 조사한 후에도 형광 강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특징이 있어 휘도와 퇴색 문제를 해결했다.

  고휘도화에 의해, 형광이 조직에서 유래한 자가발광이나 세포 형태 표지제인 헤마톡실린이나 에오신의 

발광을 크게 웃돌아 형태와 형광을 동시에 관찰할 수 있게 된다. 또 퇴색 억제 기술의 도입에 의해, 기존에 

사용되던 유기 형광 색소와 비교하면 현격하게 관찰 중 안정성이 향상된다. 동시에 형광 입자 표면 수식 

기술과 형광 입자용 염색 재료 개발에 의해, 그동안 양자점 등에서 문제가 되었던 비특이적 흡착을 크게 

저감할 수 있게 된다. 이 형광 나노 입자와 표면 수식 기술, 염색 기술을 병리 분야에 응용함으로써 암 조

직의 특정 단백질 검출 감도와 정량성의 대폭적인 향상을 실현할 수 있다.

  본 연구성과는 제104회 일본 병리학회 총회에서 발표되었으며 기업 전시 부스에서 소개되었다.

Figure. 세포막 영역(청색)의 특정 발현 단백 ‘HER2’에 흡착하는 형광 나노입자(적색).

출처 : 2015.04.27 NEDO(http://www.nedo.go.jp/news/press/AA5_100380.html)

작성 : 허    훈(한국생산기술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