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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실리콘을 기반으로 하는 소재는 고유의 반도체

적 성질을 활용하여 여러 전자 기기 및 광학, 화

학, 생물학적 센서 개발에 다양하게 활용되어 오

고 있으며, 특히 대량 공정 생산 체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적 기여를 하고 있다[1-3]. 그 중 다공

성 실리콘(porous silicon)은 독특한 특성을 갖는 

나노 구조체로서, 넓은 표면적과 고유의 발광 특

성으로 인해 광학 및 전자, 생물학적 응용 분야에 

대해 큰 주목을 받고 있다[4,5]. 특히, 광발광(pho- 

toluminescence, PL) 특성을 갖는 다공성 실리콘 나

노 입자는 우수한 생체 적합성과 생분해성, 약물 

담지 효율 등을 바탕으로 의생명 분야에 활용 가

능한 새로운 플랫폼으로 주목 받고 있다[6-10].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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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도 바이오이미징 분야가 주목 받는 이유는 

종래의 중금속 기반 양자점(quantum dot)과 같은 

독성이 없기에 인체에 유해한 부작용에 대한 위험

성이 전혀 없으면서도 우수한 광학 특성을 바탕으

로 바이오이미징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 펩타이드, 항체 등 다양한 질병 표적 물질을 

결합하는 표면 화학 반응이 실리콘 기반의 소재에

서 오래도록 연구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

면 산업적인 파급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

고 있다.

일반적으로 산화 실리콘(실리카)을 기반으로 한 

약물 전달 플랫폼 개발에 대한 연구는 매우 활발

하게 학계에서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다공성 구

조를 쉽게 제작하고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주

목을 받아왔다[11]. 하지만 실리카 나노 입자의 체

내 표적 및 거동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는 별도

의 형광 분자를 결합하여 광학적 신호를 통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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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지닌 소재이다. 실리콘 원소 특유의 생분해성, 발광 효과, 다공성 구조 형성을 통한 약물 전달 기능에 이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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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고 있다. 이에 대한 최신 연구 동향을 보고하고자, 다공성 실리콘 나노 입자의 제작 및 바이오이미징 응용

연구에 대한 성과를 소개한다. 바이오이미징을 위한 핵심 요소인 발광 특성(근적외선 방출, 마이크로 초 단위의 감쇄

시간 등)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최근 연구 성과 및 약물 전달 과정 모니터링 기능 등 다방면의 응용 가능성에 대한

방향을 소개한다. 실리콘 나노 입자의 제작 및 표면 화학 반응을 통한 기능성 제어, 이를 활용한 바이오이미징 연구

동향에 대한 전략도 광범위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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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하거나 조직 검사를 통한 확인 과정이 필요하

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실리카 나노 입자 표면에 결

합된 형광 분자가 분리되는 경우도 많으며, 이 경

우에는 실리카 나노 입자의 정확한 위치와 거동 

분석에 한계가 있다. 또한, 형광 분자 결합 시 사

용하는 리간드의 길이 및 이온화 반응과 같은 표

면 화학적 변화가 형광 분자의 특성에도 큰 영향

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약물 전달 및 바이오이미징 

분석 과정을 복잡하게 할 수 있는 한계점을 지니

고 있다. 이에 반해, 나노미터 크기의 결정성을 갖

는 실리콘은 별도의 형광 표지 분자를 결합하지 

않아도, 밴드갭 구조에서 발생하는 고유의 PL 특

성으로 인해 생체 내에서의 나노 입자 축적 및 분

해 과정을 비침습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12-14]. 이러한 PL 특성을 가지는 것

이 실리콘 나노 입자와 실리카 나노 입자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 기능성은 약물 전달

체로서는 물론 바이오이미징 프로브 소재로서도 

실리콘 나노 입자가 중요하게 주목 받는 이유이기

도 하다.

다공성 실리콘 나노 입자의 고유 PL 특성을 활

용한 의생명공학적 연구는 최근 10여 년간 매우 

활발하게 보고되고 있으며, 넓은 표면적과 손쉬운 

표면 개질법 등의 장점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중

개의학 플랫폼으로 크게 주목 받고 있다. 하지만 

실리콘은 간접형 밴드갭 구조를 갖는 반도체 물질

로서, PL 방출 효율이 높지 않다는 한계점도 분명

히 갖고 있다. 특히, 다공성 실리콘 제작 과정에서 

표면에 발생하는 결함(defect) 부분에서 non-ra- dia-

tive recombination이 높은 확률로 발생하여 PL 양

자 수율(quantum yield)을 더욱 감소시키게 된다. 

반면에 간접형 밴드갭 구조로 인한 긴 여기 상태

(long-lived excitation status)는 방출된 PL의 감쇄 

시간을 수십 마이크로초 이상의 범위로 확장하게 

되며, 이 기능을 활용한 시간-게이팅 영상법을 통

해 매우 높은 신호 대 잡음비를 갖는 바이오이미

징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다[15].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기존의 형광 기반 바이오이미징 기법에 

비해 100배 이상 향상된 명암 비율을 달성할 수 

있으며, 특히 생체 조직에서 발생하는 자가 형광

(tissue autofluorescence)을 완벽하게 제거하여 명

확한 나노 입자 시각화가 가능하다. 또한, 다공성 

실리콘 나노 입자는 PL 특성을 바탕으로 약물의 

담지 및 방출 과정을 이미징 기법으로 분석할 수 

있는 특성도 지니고 있으며 다양한 질병 모델에서 

병변 조직 표적화 및 약물 전달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16-20].

본 기고에서는 다공성 실리콘 나노 입자를 이용

한 바이오이미징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 동향

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나노 입자 제작 및 디자인 

요소 변경을 통한 광학 특성 조절을 바탕으로 약

물 전달과 진단 등 의생명 연구 분야에 활용되는 

바이오이미징 기술에 대한 최신 연구 성과를 요약

하고, 잠재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생체 재료 측면에서 다공성 실리콘 나노 입자가 

갖는 특성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과 바이오이미징 

프로브로서의 가능성에 대한 제언을 다룬다.

2. 다공성 실리콘 나노 입자 제작

다공성 실리콘 나노 입자를 제작하는 전략은 크

게 두 가지로 나뉜다. 고결정질 실리콘 웨이퍼를 

전기화학적으로 식각(etching)하여 다공성 구조를 

제작한 후에 ball-milling 또는 초음파 파쇄 과정을 

통해 나노 입자로 만드는 top-down 전략과 실리콘 

전구체(precursor)의 환원 반응을 이용하여 정밀한 

디자인 합성체를 제작하는 bottom-up 전략이 있다. 

식각 공정에 이은 나노 입자로의 파쇄 과정이 가

장 일반적인 방법이고 널리 활용되지만, 제작 가능

한 범위의 한계성으로 인해 최근에는 다양한 전구

체 활용법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 챕터에서는 두 가

지 전략에 대해 각각 전반적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2.1. Top-down 방법을 통한 다공성 실리콘 나

노 입자 제작

전기화학적 식각 공정은 실리콘 웨이퍼의 표면

을 불산(hydrofluoric acid)에 노출한 상태에서 전

압을 가하여 다공성 구조를 제작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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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Appl. Phys. Lett., 58, 856-858 (1991).

Figure 1. 전기화학적 식각 과정에서 실리콘 웨이퍼 표면

에서 발생하는 다공성 실리콘 구조 형성 기작 모식도.

실리콘 소재 기반의 반도체 산업 공정에서 널리 

활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다공성 실리콘 기

판을 제작하기 위해서도 이 방법이 활용되며, 결

정질 실리콘 웨이퍼 표면에서 발생하는 기공 형성 

메커니즘은 전기화학 반응을 통해 이루어지며, 표

면의 실리콘 원자가 산화되고 전원 공급 장치에서 

주입된 정공을 통해 불소 이온이 반응하게 된다

[21]. 불소의 높은 전기 음성도로 인해 실리콘은 

연속적으로 nucleophilic attack을 받으며 기공 구

조를 형성하는 것이다(Figure 1). 이러한 연속적인 

반응으로 인해 웨이퍼 표면의 실리콘 원자를 부분

적으로 제거하게 되며, 전류 밀도와 전해질 농도

를 제어하면서 기공의 형태와 크기를 쉽게 조정할 

수 있다(Figure 2a). 또한, 실리콘 웨이퍼에 도핑된 

물질의 종류의 농도, 실리콘의 결정 배향에 따라 

다공성 구조가 결정되며, 반응 시간에 따라 두께

도 손쉽게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제작된 다공성 실리콘 필름을 아래쪽 실

리콘 기판으로부터 분리하는 life-off 과정(또는 

electropolishing)을 통해 다공성 구조만 분리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낮은 농도의 불산

으로 전해질을 교체하여 전압을 가하여 줌으로서, 

불소 이온의 확산 한계로 인해 다공성 실리콘 필

름과 아래쪽 웨이퍼 경계면에서 언더컷(undercut)

을 일으켜, free-staning 필름 형태를 제작할 수 있

다. 이어서, 나노 입자 또는 마이크로 입자로 제작

하기 위해 초음파를 가하여 파쇄하거나[22,24-26], 

ball-milling[27,28], 미세 유동 공정[29,30] 같은 분

쇄 과정을 거친다. 그 중 초음파를 이용한 나노 입

자 제작법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기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고주파 

진동(> 20 kHz)을 가하여 다공성 실리콘 필름을 

물리적으로 파쇄 하는 것이다(Figure 2b, c). 이와 

동시에, 파열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포는 순간적으

로 높은 압력을 가하게 되어 일시적으로 국소화 

된 열점으로 작용하여 다공성 실리콘 필름의 분쇄 

과정을 돕게 된다. 이렇게 제작된 다공성 실리콘 

나노 입자는 기존 실리콘 웨이퍼의 결정질을 그대

로 유지하고 있으며, 기공 크기에 따라 2~15 nm 

범위의 작은 실리콘 결정으로 구성되어 고유의 광

학적 특성을 보존하고 있다. 또한, 초음파 기반 파

쇄 과정에서 나노 입자의 크기 분포를 균일하게 얻

기 위해, 전 단계인 전기화학적 식각 공정에서 각 

기공 구조 내부에 천공 층(perforated layer)을 삽

입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서, 50~1,000 nm 수준의 

범위에서 다양한 나노 입자 크기로 조절할 수 있

다(Figure 3). 더 나아가 미세 유동화 공정을 통한 

나노 입자 제작 방법은 대규모 생산에 큰 잠재력

을 보여 주고 있으며 공정적으로 효율적인 측면이 

많으나, 나노 입자의 크기 분포가 여전히 상대적

으로 넓은 편에 속하며, 30 nm 이하의 작은 나노 

입자를 제작하는 것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전기화학적 식각 공정을 통해 제작된 다공성 실

리콘 층에 직접 포토 리소그래피(photo lithography)

를 이용한 패터닝은 적용하면 더욱 정밀하게 맞춤

화 된 다공성 실리콘 나노 입자를 제작할 수 있다

(Figure 3c)[31-33]. 이 공정에서 다공성 실리콘 미

립자는 비 구형, 또는 원반 등의 형상으로 제작될 

수 있으며, 이는 초음파 처리 및 기계적 밀링 방법

으로는 쉽게 얻을 수 없는 디자인이다. 반구형 또

는 원반 형태의 다공성 실리콘 나노 입자는 리소

그래피 공정 과정에 따라 300~2,600 nm 범위의 높

이, 200~700 nm 범위의 높이, 5~150 nm의 기공 크

기로 디자인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기공률 또한 40~90% 범위 내에서 손쉽게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정교하게 설계된 다공성 실리콘 

나노 입자의 형상과 균일한 크기 분포도를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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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복잡한 생물학적 환경에서의 거동을 더욱 명확

하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비 구형 형태의 나노 

입자는 혈액 순환 시간 연장을 통한, 이동 역학 및 

생체 내에서 표적화 효율 향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4-36].

2.2. Bottom-up 방법을 통한 다공성 실리콘 나

노 입자 제작

대부분의 다공성 실리콘 나노 입자는 top-down 

전략을 이용하여 제작되지만, 일반적인 양자점

(quantum dot) 합성 시에 사용되는 bottom-up 전

략으로 실리콘 전구체로부터 나노 입자를 합성하

려는 연구 결과도 다수 보고되고 있다. 벌크 물질

의 구조적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top-down 공정

과 달리, bottom-up 전략은 합성된 물질의 구조적 

및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이 전구체 및 반응 조

건에 의해 다양하게 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이점을 갖는다[37]. 하지만 다공성 구조를 형성하

는 것은, 실리콘 전구체의 산화 및 수화 반응 민감

도 때문에 매우 정밀한 반응 환경이 요구되고, 이

로 인해 top-down 공정에서 제작한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잘 정의된 다공성 구조를 합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bottom-up 합성 경로로부터 제

작된 나노 입자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top-down 방

식으로 제조된 것보다 훨씬 작으므로 조직 깊숙이 

흡수될 수 있고, 다양한 생물학적 연구를 위한 프

로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약물 전달 담지체보

다는 바이오이미징 프로브로서의 이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전구체로는 tetraethyl orthosilicates (TEOS)가 많

이 사용되며, 초음파에 의한 에너지 공급을 통해 

2~10 nm 범위의 크기를 갖는 실리콘 나노 입자를 

제작할 수 있다[38]. 이러한 방법으로 제작된 실리

콘 나노 입자는 전자스핀 공명 신호가 좁은 대역

폭을 갖며, 이로 인해 높은 PL 양자 수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이미징에 활용할 수 있는 

우수한 특성을 지닌다. 염 부산물을 사용한 나노 입

자 자가 형성 반응(self-forming template)의 활용

은 표면적이 넓고 기공 크기가 조절이 용이한 결

정질 실리콘 나노 입자를 제작하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이다(Figure 3d). 이 과정에서 다공성 실

리콘 구조를 형성하고, 자가 형성 템플릿은 열처리 

후 용액 반응을 통해 용이하게 제거될 수 있으므

로, top-down 방법에서처럼 실험적 위험성을 동반

*출처: ACS Nano, 5, 3651-3659 (2011); J. Mater. Chem. B, 7, 6271-6292 (2019); Part. Part. Syst. Charact., 31, 252-256 (2014).

Figure 2. (a) 여러 전기화학 식각 조건에서 제작된 다공성 실리콘의 기공 구조 및 기공률에 대한 SEM 결과[22]. (b) 다공성 

실리콘 필름으로부터 나노 입자를 제작하는 top-down 전략에 대한 모식도[23]. (c) 제작된 다공성 실리콘 나노 입자의 TEM 

결과[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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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식각 공정 없이 다공성 구조를 생성할 수 있다

는 장점을 지닌다[37]. 전구체로 사용하는 TEOS는 

수분에 민감하여 합성 반응 시 주의가 요구되기

에, 다른 종류의 전구체를 사용하는 연구도 활발

하게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알루미늄 실리케

이트 제올라이트를 전구체로 사용한 이열 환원 반

응(sodiothermic reduction)을 통해 계층적 구조

(hierarchical structure)를 갖는 다공성 실리콘 나

노 입자를 제작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하여 높은 비

정전 용량과 표면적을 갖는 슈퍼 커패시터 등 에

너지 소재로 활용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39]. 하지만 이와 같이 bottom-up 방식으로 

제작된 실리콘 나노 입자는 결정질이 우수하지 못

한 한계점이 있고, 이로 인해 우수한 광학적 특성

을 획득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에 바이오이미징에 

활용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인 수준이다. 한편, 다

공성 구조를 갖는 실리콘 나노 입자 외에 기공 구

조가 없는 결정질 실리콘 나노 입자 또한 바이오

이미징을 위한 응용으로는 높은 활용도를 가질 수 

있고, 이에 대한 연구도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실리콘 나노 입자는 hydrogen silsesquiox-

ane (HSQ) 등의 전구체를 사용하여 환원 반응과 

열처리 과정을 거쳐 제작할 수 있는데, 대부분 10 

nm 이하의 크기를 가지면서 체내 면역 반응 유도

가 다소 적고 신장을 통해 쉽게 제거되어 체외로 

방출될 수 있다[40]. 다공성 구조를 갖지 않기에 약

물 전달체로서의 활용도는 낮지만 합성의 용이성

과 균일한 크기 제작, 높은 결정성을 바탕으로 우

수한 광학적 특성을 갖기에 바이오이미징에 대한 

유망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41-43].

3. 실리콘 나노 입자의 광학적 특성 근원

일반적으로, 양자 제한 효과(quantum-confine-

ment effect)가 나타나는 수 나노미터 이하의 크기

를 갖는 반도체 나노 입자는 벌크 물질과 비교했

을 때 에너지 밴드갭 구조의 극적인 변화 및 표면 

개질, 결함 구조의 존재로 인해 매우 다른 광학, 

*출처: Part. Part. Syst. Charact., 31, 252-256 (2014); Adv. Funct. Mater., 22, 4225-4235 (2012); Nature Communications, 5, 3605 (2014).

Figure 3. (a) 천공 층을 이용한 나노 입자 크기 조절 제작법에 대한 모식도[24]. (b) 다공성 실리콘 필름 두께에 따른 나노 

입자 크기 조절 결과[24]. (c) 포토 리소그래피 공정을 이용한 실리콘 나노디스크 제작 모식도 및 SEM 결과[33]. (d) bottom-up 

전략으로 제작하는 다공성 실리콘 나노 입자 모식도[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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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적 특성을 가진다[44-47]. 또한, 벌크 결정질 

실리콘은 발광을 위한 전자-정공 재결합의 가능성

을 낮추는 간접 밴드갭 구조이므로, 광학적 응용

에 제한이 있는 것에 반해, 나노 구조를 갖는 실리

콘은 PL 효율이 향상됨을 여러 연구 결과에서 보

고하고 있다[48]. 이러한 특성은 크게 두 가지 측

면에서 설명될 수 있는데, (1) 양자 제한 효과가 발

생하는 실리콘 나노 결정의 크기가 작으므로 운동

량 보전에 의한 내부 밴드갭 내에서의 직접 전이 

현상과 (2) 실리콘 나노 입자 표면 또는 가장자리 

부분에 국부화 된 상태에서의 에너지 전이 현상에 

의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실리콘 나노 소재의 PL 근원에 대한 원리는 여러 

현상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기여하면서 발생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된 연구가 여전히 활발하게 진

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동시에 PL 발광 효율 

향상, 광-안전성, 파장대 조절, 발광 수명 연장 등 

실리콘 나노 입자의 여러 광학적 특성에 대한 깊

이 있는 연구가 다양한 관점에서 보고되고 있으

며, 이는 바이오이미징 연구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나노미터 크기의 결정으로 구조화 된 실리콘 나

노 입자는 결정의 크기에 따라 PL 발광 파장 영역

대가 결정된다. 이는 나노 결정질 실리콘의 크기

에 따른 양자 제한 효과 차이 및 밴드갭 변화에 따

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스퍼터링 기술 등을 이

용하여 결정 크기를 미세하게 조절하며 양자 제한 

효과 변화를 모니터링 함으로서 상관관계를 증명

되고 있다[49]. 벌크 실리콘의 밴드갭은 1.09 eV

인데, 나노 결정 크기를 감소시킴에 따라 2.4 eV 

정도까지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3차원 

양자-웰(quantum-well) 효과에 의해 실리콘 나노 

결정 내에서 밴드갭이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1990

년에 처음으로 실리콘 나노 구조물에서 이와 같은 

양자 제한 효과에 의한 가시광선 영역의 PL이 발

견되었고[4], 다양한 실리콘 나노 입자 제작을 통

해 이론적 모델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

하게 연구되고 있다[50].

다공성 실리콘 나노 입자에서 발광을 활성화시

키는 대표적인 방법은 산화 반응을 통한 표면에 

보호막을 씌우는 것이다. 이 과정 동안에 표면 처

리된 실리콘 산화층은 에칭된 다공성 실리콘 나노 

입자의 표면에서 코팅되고, 그 결과 다공성 실리

콘 나노 입자는 실리콘 중심부의 양자 구속 효과

와 Si-SiO2 표면 결함에 의해 유도되는 적외선 계

열의 파장 빛을 방출하게 된다[51-53]. 이러한 산

화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의 화학 반응이 경쟁적

으로 발생하는데, (1) 다공성 실리콘 나노 입자 표

면 처리를 통해 발광을 유도하는 산화물 양의 증

가와 (2) 산화층의 용해로 인한 중심부 실리콘의 

용해로 인한 발광 능력 상실 및 청색 편이 현상이 

있다(Figure 4). 따라서 산화 정도 및 표면 처리를 

조절하는 것에 관한 연구가 요구되며 이를 통해 

다공성 실리콘 나노 입자의 효율적인 보호막 형성

*출처: Adv. Funct. Mater., 24, 5688-5694 (2014).

Figure 4. (a) 표면 산화 반응을 통한 다공성 실리콘의 PL 활성화 과정 모식도. (b) 산화 과정에 따라 PL 세기가 점점 증가하

다가 일정 시간 후에는 다시 감소하며, 동시에 PL 최대 파장 영역도 점점 짧아짐[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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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발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몇몇 

유기 분자에 의한 표면 처리 역시 실리콘 나노 입

자의 광 특성에 큰 영향을 끼친다[45]. 알킬기로 

표면 처리된 실리콘 나노 입자의 광 특성은 나노

초(nanosecond)의 발광 지속 시간을 가진 발광 능

력을 보여주는데, 일반적으로 표면 보호막 및 리

간드 결합은 실리콘 나노 구조의 광 특성에 중요

한 영향을 끼치고 이는 양자 구속 효과와 표면 결

함과 관련된 밴드갭 변화에 의해 기인된다는 사실

을 확인할 수 있다[54].

4. 실리콘 나노 입자의 광학적 특성을 이용한 

바이오이미징

형광 기반의 바이오이미징 기술은 비침습적 시

각화가 특히 필요한 의학/생명과학 연구를 위한 가

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이다. 고해상도 영상화 및 

정량 분석을 위해서는 강한 형광, 높은 생체 적합

성 및 광 안정성을 갖는 이미징 프로브 소재가 요

구되는데, 실리콘 기반의 반도체 양자점(quantum 

dot)은 유기 분자 염료에 비해 광 안정성과 활용 

다양성 때문에 매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56]. 

또한, 유기 분자 염료 기반의 영상 프로브에 비해 

나노 입자의 넓은 표면적을 활용한 다중 결합, 다

중 표적 특성을 이용하여 병변 조직 및 세포에 대

한 높은 선택적 표지 효율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기존의 여러 나노 입자 중에서도 실리콘 나노 입

자는 우수한 생체 적합성과 근적외선 영역의 PL을 

갖기에 심부 조직 영역의 효과적인 영상화에 적합

하며, 발광 감쇄 시간이 일반적으로 마이크로초 

단위로 길게 지속되기 때문에 생체 조직의 자가 

형광(tissue autofluorescence)으로부터 완벽하게 

구분해낼 수 있는 시간-게이트 영상(time-gated 

imaging) 기법의 활용이 용이하다.

일반적으로, 형광 기반의 바이오이미징은 생체 

내의 조직 자가 형광에 의해 주변 간섭이 심한 단

점이 있다. 이는 다양한 조직 내의 성분(엘라스틴, 

콜라겐 등) 또는 세포 내 분자(플라빈, 티로신 및 

페닐알라닌 등의 아미노삼)가 원인으로 작용하는

*출처: Nature Materials, 8, 331 (2009).

Figure 5. (a) 다공성 실리콘 나노 입자의 PL은 넓은 영역

의 excitation/emission 밴드에서 측정할 수 있음. (b) 마우

스 모델에서 다공성 실리콘 나노 입자의 PL을 활용하여 종

양 표적 및 생분해 과정을 비침습적으로 측정할 수 있음[10].

것으로 광학 기반의 바이오이미징에서 가장 큰 걸

림돌이 되고 있으며[56], 이 뿐만 아니라 물과 지질 

등 다른 생물학적 성분도 가시광선 영역의 빛을 

매우 많이 흡수하고 간섭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시광선이 아닌 근

적외선 영역의 형광 프로브 물질 개발이 촉진되고 

있으며, 이런 관점에서 600~1,000 nm 영역의 흡/

발광 파장을 갖는 실리콘 나노 입자의 활용도가 

매우 주목 받고 있다. 다공성 실리콘 나노 입자의 

근적외선 영역 발광을 이용한 바이오이미징의 첫 

사례로 마우스 모델에서 종양을 표적하고 체내 생

분해를 통해 배출되는 것을 확인한 연구가 있는

데, Figure 5a와 같이 적색 계열(615~665 nm)과 근

적외선 계열(710~760 nm)에 의해 여기(excitation)

된 실리콘 나노 입자는 810~ 875 nm 영역의 근적

외선을 방출한다[10]. 그 후 지난 10여 년간 다공

성 실리콘 나노 입자와 실리콘 기반의 나노 입자는 

별도의 표식이 불필요한 이미징 능력, 생적합성과 

생분해 특성 덕분에 바이오이미징 소재로서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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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Adv. Mater., 29, 1703309 (2017).

Figure 6. (a) 이광자 여기(two-photon excitation)를 이용한 

다공성 실리콘 나노 입자의 PL 관찰. (b) 마우스 모델에서 

심층 조직 분석 결과(blue: 건강 세포, red: 종양 세포). (c) 

섹션된 종양 조직을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b)에서 보

이는 바와 같이 이광자 여기를 통해 선명하게 건강 세포와 

종양 세포를 구분 가능함[57].

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이광자 여기

(two-photon excitation)을 통한 적외선 파장의 바

이오이미징 기술은 심층부에서도 높은 해상력을 

가진 조직 이미징을 제공한다(Figure 6). Two-pho- 

ton 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다공성 실리콘 나노 

입자의 크기를 조절하고 종양 내에 나노 입자를 

선택적으로 축적시키는 종양 표적 펩타이드를 나

노 입자에 붙여 two-photon 이미징 시스템이 심층 

조직을 이미징 할 수 있도록 한다[57]. 따라서 다양

한 광 특성과 호환이 가능한 다공성 실리콘 나노 

입자는 바이오이미징 연구 및 체내 진단을 포함한 

의공학적 연구를 위한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바이오이미징을 위한 다공성 실리콘 나노 입자

의 또 다른 중요한 특성은 긴 발광 감쇄 시간이다. 

다공성 실리콘 나노 입자의 방출 파장이 이미징에 

있어 근적외선이라는 효율적인 영역에 있음에도 불

구하고 생체 조직에서 나오는 자가 형광(autofluo- 

rescence)은 같은 스펙트럼 영역에서 여전히 노이

즈 신호를 유발하는데, 이는 적은 양의 실리콘 나

노 입자를 특정 조직에 주입했을 경우 제한적인 

이미지를 얻게 된다. 이러한 자가 형광을 줄이고 

신호 대 잡음 비(signal-to-noise ratio)를 높여 실리

콘 나노 입자를 생체 조직과 구분해내기 위해 긴 

발광 시간을 가진 다공성 실리콘 나노 입자가 시

간 분해능 이미징을 위한 효율적인 수단으로서 연

구되었다[58]. 조직 내 자가 형광을 유발하는 물질

들의 발광 시간은 일반적으로 1~10 ns 정도인데 형

광 물질의 발광 시간이 훨씬 더 길 경우에 빛을 쬐

어주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를 촬영하면 자가 형

광을 줄여 노이즈 신호를 상쇄시킬 수 있다(Figure 

7). 다공성 실리콘 나노 입자는 밴드갭에서 에너지 

전이로부터 발광시간이 결정되는데 수백 ns에서 

수십 μs 정도의 범위를 갖기 때문에 그 보다 훨씬 

짧은 자가 형광의 감쇄 시간을 상쇄시키는 시간 

분해능 이미징을 위한 형광 물질로서 충분히 긴 발

광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다공성 

실리콘 나노 입자를 시간 분해능 이미징에 적용했

을 때, 10 ns 미만의 짧은 발광 시간을 가진 유기 

발광체와 자가 형광의 신호를 성공적으로 상쇄시

킴을 확인할 수 있다(Figure 8). 25 ns 정도의 시차

를 두었을 경우 기존의 SNR 값의 20~50배 정도 

상승하는 결과를 보여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후속연구를 통해 다공성 실리콘 나노 입자는 500 

μs의 훨씬 길어진 발광 시간뿐만 아니라 향상된 

SNR 값(100배 이상)을 보여주었다[15](Figure 9).

자가 형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높은 양자 수

율(QY)을 가진 발광 다공성 실리콘 나노 입자의 

개발이 우선 전략이긴 하지만 나노 결정질 실리콘

의 경우에는 밴드갭 구조로 인해 양자 수율 향상에 

어려움이 있다. 게다가 공정된 실리콘 나노 입자

는 선천적으로 결함 부분을 다수 갖고 있고[59], 

나노 입자 내부 에너지 전이가 다양한 크기의 실

리콘 나노 입자의 양자 수율을 제한하고 있다[60]. 

따라서 낮은 발광 세기를 가진 실리콘 나노 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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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을 고려하여 시간 분해능 이미징 및 진단을 

위한 바이오이미징에 있어 실리콘 나노 입자의 긴 

발광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5. 생분해성 실리콘 나노메디슨

다공성 실리콘은 고유의 형광 특성으로 인한 바

이오이미징 기능뿐만 아니라, 넓은 표면적과 생분

해성때문에 약물 전달 시스템(drug delivery system)

에서 좋은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또한, 고유한 

광 특성과 결합하여 표적 전달 능력은 적절한 나

노 의약품의 개발에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다

공성 실리콘 나노 입자에 약물 혹은 특정 분자를 

담지 하는 것은 생체 내부 환경으로부터 약물들을 

보호하는 것과 표적 위치에 도달하였을 때 잘 방

출되는 것 모두를 만족시켜야 한다. 특히 약물 담

지 과정에서 중요한 조건은 오랜 기간 동안 안정

화된 상태로 분산되어 있어야 하며, 혈관-뇌 장벽, 

내장, 점막과 면역 시스템과 같은 생체막을 잘 통

과할 수 있어야 하는데 표면 처리된 다공성 실리

*출처: Acs Nano, 9, 6233-6241 (2015).

Figure 7. 실리콘 나노 입자의 긴 발광 감쇄시간 특성을 이용한 시간-게이팅 형광 이미징 모식도[15].

*출처: Nature Communications, 4, 2326 (2013).

Figure 8. 발광 감쇄 시간의 차이를 이용한 마우스 조직 자가 형광 제거 및 실리콘 나노 입자 PL 측정 결과. 위의 결과는 

상용화된 장비(eXplore Optix, ART Inc.)로 측정하였기에 레이저 펄스의 한계로 25 ns까지만 측정 가능[12].



기획특집: 바이오메디컬 소재응용기술

50  공업화학 전망, 제22권 제6호, 2019

콘 나노 입자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61,62]. 또한, 

담지 된 약물은 생체 환경 내에서 나노 입자가 분

해가 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방출이 유도된다. 이

번 섹션에서는 약물 담지 과정과 표적 전달을 위

한 생분해성을 띄는 다공성 실리콘 나노 입자의 최

근 연구 동향에 대해 소개하고, 특정 환경에서 광 

특성과 바이오이미징 역할을 갖는 실리콘 나노 입

자의 생분해성에 대해 설명을 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실리콘 나노 입자에 약물을 로딩하

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1) 흡착(adsorption) 

[10,32,64], (2) 트랩(trapping)[17,65] 그리고 (3) 공

유 결합(covalent attachment)[66-69]이다. 정전기

적 결합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물리적 흡착은 가장 

쉬운 방법이면서 높은 농도의 약물 용액에 나노 

입자를 담금으로써 붙이는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

이다. 일부 경우에서 약물 확산을 촉진시키고 나

노 입자의 다공성 구조 내에 흡착을 유도하기 위

해 초음파 처리를 진행하기도 한다[13]. 실리콘 나

노 입자 표면에는 음성 표면 전하를 띄는 얇은 산

화막이 존재하는데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양성 분

자들이 표면에 붙는다. 이러한 물리적 흡착은 나

노 입자의 모양, 기공 크기 및 표면 화학 성질에 따

라 결정이 되는데 이는 적절한 목적에 따라 실리

콘 나노 입자의 구조를 디자인함에 있어 중요한 조

건이 된다. 일반적으로 흡착된 약물은 확산 혹은 

이온 교환을 통해 특정 위치에서 쉽게 방출이 된

다. 가령 siRNA의 경우 음전하를 갖기 때문에 

APTES 처리를 통해 양전하를 띄는 실리콘 나노 

입자 표면에 정전기적으로 붙은 후 특정 세포에 

전달되어 표적 유전자 발현을 막는데[63], 순수 

siRNA를 정맥 주사하였다면 면역 반응 및 효소 

반응에 의해 매우 쉽게 분해가 되는 것을 나노 입

자 기공 내부에 담지 함으로서 지연 시킬 수 있는 

것이다. 다공성 실리콘 나노 입자가 표적 위치로 

도달하기 전까지 siRNA를 보호하고 표적 위치에 

도착하면 생분해가 되면서 내부에 담지 되어있던 

*출처: Acs Nano, 9, 6233-6241 (2015).

Figure 9. (a) 별도로 제작된 시간-게이팅 영상 장비 모식도 및 마우스 뇌 조직에서의 관찰 결과. (b) 조직 자가 형광은 완벽

하게 제거하고 실리콘 나노 입자에서 나오는 긴 발광 감쇄 시간의 신호만 측정 가능함[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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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NA를 방출하므로, 약물만 전달하였을 때보다 

전달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흡착을 기반으로 하는 약물 로딩의 경우 특정 

생체 환경에서 전달체와 약물사이에 약한 상호작

용을 유발하는 전하 차폐 효과(charge screening 

effect)에 의한 급격한 약물 방출이라는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무기물 층 

생성과 표면 산화에 의한 공극 크기를 줄임으로서 

약물을 트래핑하는 방법이 최근 연구되고 있다[17]. 

물리적 트래핑 과정 전에 약물은 공극 내부 공간

에서 자유롭게 분산되어 움직이다가 산화벽이 두

꺼워짐에 따라 공극의 크기가 감소하게 되고 이후 

약물이 가둬지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선 약물과 

전달체 사이에 화학적 결합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

에 약물 방출이 다공성 실리콘의 생분해 과정으로

부터 시작된다(Figure 10).

효율적인 약물 담지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활용되는 것은 공유 결합을 통해 나노 입자의 표

면에 약물을 직접 연결하는 것이다[70-72]. 안정적 

공유 결합을 위해서는 실리콘 나노 입자의 표면 화

학 반응이 필요하고 약물의 반응기와 잘 결합이 

되어야한다. 많은 경우 약물과 나노 입자의 카복실

기와 아민기의 반응을 통해 형성된 아마이드 결합

이 유도된다. 또 약물 방출을 위해 결합이 끊어지

거나 나노 입자가 분해가 되어야 하는데 의도치 않

은 전구약물(pro-drug) 형성을 막기 위해 분해 지점

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효율적인 약물 로

딩과 치료제 방출을 위한 유용한 전략 중에 산화

질소와 같은 비분자 약물의 공유 결합도 있다[73].

다양한 나노 구조에 약물을 효율적으로 로딩하

는 방법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출처: Nanoscale. Horiz., 1, 407-414 (2016); Nat. Biomed. Eng., 2, 95-103 (2018).

Figure 10. (a~d) 다공성 실리콘 나노 입자의 기공 내부에 siRNA를 전자기적 흡착으로 담지하고 산화그래핀 막으로 코팅하

여 마우스 모델에서 표적 전달(penetrate brain injury)한 결과[63]. (e) 칼슘 실리케이트 형성 반응을 이용한 안정적 약물 

담지 모식도 및 약물 담지 전-후의 TEM 결과[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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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at. Mater., 8, 331 (2009).

Figure 11. 다공성 실리콘 나노 입자의 체내 생분해 과정

에 따른 규산 방출 과정 모식도.

온도나 pH와 같이 특정 조건에서 약물 방출을 조

절하는 것은 여전히 해결해야하는 부분이다. 또한, 

다른 물질과 비교하여 실리콘 나노 입자는 생체 조

직이나 소변에서 방출되는 규산(silicic acid)의 형

태로 체내의 환경에 따라 분해가 된다는 장점이 있

다(Figure 11). 실리콘 나노 입자의 생분해성은 약

물 로딩 방법과 무관하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천

천히 약물이 방출되고 나노 입자의 공극률과 크기

에 따라 몇 시간에서 수일 내로 완전히 분해가 된

다. 또한 분해가 되는 생리학적 속도는 표면 처리

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 흥미롭게도 실리콘 나

노 입자의 생분해성에 관한 최근 연구는 분해에 

따른 약물 방출이 나노 입자가 갖는 광 특성(방출 

세기, 파장, 발광 시간)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14,55,73,74]. 이러한 자가 보

고(self-reporting) 기능은 생체 내에서 나노 입자

를 추적하고 남은 약물 양을 예측 및 완전히 방출

될 때까지의 시간을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생분

해성과 광 특성에 덧붙여 다공성 실리콘 나노 입

자는 나노 메디슨 분야에서 생체 내 추적 기능, 안

정성, 큰 용량 그리고 방출량 조절 등의 다른 나노 

입자를 뛰어 넘는 이점을 보여준다.

6. 결  론

의생명공학 분야에서 다공성 실리콘 나노 입자

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생체 내에서 생분해

성에 대한 병리학적인 이해와 광 특성에 대한 이

해가 아직 미진한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임상 적

용에 있어 여전히 한계에 있다. 이 기고에서는 바

이오이미징에 사용되는 고유의 특성에 덧붙여 다

양한 중개 의학적 연구를 위한 다공성 실리콘 나

노 입자의 특성을 위한 여러 관점을 제공하였다. 

다공성 실리콘은 크게 두 가지 활용도가 높은 특

성을 갖고 있는데 (1) 광특성과 (2) 생분해성이다. 

앞선 섹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광학 이미징에 

있어서 빛의 흡수 및 산란을 억제하고 생체 조직

에서 나오는 자가 형광을 상쇄시키는 것이 중요한

데, 실리콘 나노 입자의 경우 그 크기와 표면 처리

에 따라 적색 및 근적외선 계열의 파장의 빛을 방

출하고 있으므로 심층 조직의 이미징에 있어 빛의 

흡수 및 산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유기 형광체와 다르게 긴 발광 시간을 갖고 있으

므로 시간 분해능 이미징 시스템에 발광 물질로서 

사용되고 이 시스템 하에 효율적으로 자가 형광을 

상쇄할 수 있다는 독특하고 유용한 특성을 지닌

다. 또한, 생분해성은 의약 전달체로서 이용되는 

실리콘 나노 입자가 가진 중요한 특성으로, 넓은 

표면적과 산화막 형성 등의 표면 화학 반응으로 

인해 약물이 쉽고 안정적으로 담지 되고 특정 생

체 내 환경에서 쉽게 생분해가 됨으로써 약물 방

출을 다른 나노 입자에 비해 쉽게 조절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더불어 실리콘 나노 입자가 갖는 

두 중요한 특성을 종합하여 약물이 담지 되고 방

출되는 과정을 발광 시간 및 방출되는 빛의 파장

을 추적하여 알 수 있다는 연구 결과 역시 실리콘 

나노 입자의 장점을 보여준다. 다공성 실리콘 나

노 입자의 임상 적용은 여전히 넘어야할 장벽이 

있고, 나노 입자의 생분해성, 생적합성, 그리고 생

분산성과 같은 특성도 종합적으로 더 연구될 필요

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리콘 나노 입

자의 다양한 특성은 다양한 생명공학적 연구에 활

용되고, 가까운 미래에 임상적 활용 사례도 보고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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