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크 실리카의 임프린팅(imprinting) 기술  

다공성 벌크 실리카에 유기물 그룹을 임프린팅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효
소와 항체를 분리 또는 탐지할 수 있는 재료를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화학공학과의 Mark E. Davis 교수와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화학공학과의 Alexander Katz 교수는 비정질 벌크 실리카 내의 미세기
공의 벽에 아미노프로필 그룹을 임프린팅시켰다[Nature, 403, 286 (2000)].  

다공성 무기재료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University of Minnesota 화학과의 
Andreas Stein 교수에 의하면, 이 기술은 매우 중요한 발견으로서 무기재료 내부에 유기물 그
룹을 임프린팅하고 공간적인 배열을 조절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으로 평가된다.  

Davis와 Katz 교수는 산촉매를 활용하여 sol-gel 고분자 방법으로 tetraethoxysilane을 중합
시켜 비정질의 벌크 실리카를 생산하였다. 중합반응 과정에 1-3개의 아미노프로필 그룹을 지
닌 방향족 "임프린트 분자"를 투입하였다. 그 후 중심에 위치한 방향족 부분을 제거하여 미세기
공을 형성하였는데 그 벽에 아미노프로필 그룹이 부착되어 있다. 연구진은 NMR, 물리흡착, 촉
매 전환 실험 등을 통하여 그 구조를 증명하였다.  



 

그림. 임프린트 실리카를 형성하는 과정.  

최근 고분자 임프린팅에 의해 유기금속 촉매능이 향상됨을 밝힌 바 있는 독일 Ludwig 
Maximilians University의 Kay Severin 박사에 따르면, 이 연구로 인하여 처음으로 벌크 실
리카에 임프린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중요한 기술적 진보를 이룬 것으로 평가했다. 지금
까지는 유기 고분자에서 또는 실리카 표면에서만 분자 임프린팅이 가능했었다.  

연구진에 따르면, 실리카 임프린팅 기법이 다른 기능기를 지니거나 크기와 형태가 다른 경우에
도 적용되어 향후 임프린트 부분의 특이성과 활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촉
매항체(catalytic antibodies) 분야에 사용되는 유사전이상태(transition-state analog) 방법
에 의해 비균질 촉매를 설계하는 데에 적용되고 chiral 씨스템을 제작하는 데에 획기적인 기여
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Chirality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고체와 게스트간에 최소한 세 개
의 작용점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이유로 최소한 세 개의 그룹을 갖는 임프린트 방법을 고안하



게 된 것이다.  

Katz 교수는 향후 임프린팅 기술을 이용하여 재료의 설계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계획이며 궁극
적으로는 생물계에서 발견되는 바인딩과 촉매능의 필수적 기능을 모사하는 재료의 개발을 목
표로 하고 있다. [C&EN, January 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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