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한국산학기술학회 춘계 학술발표논문집

- 91 -

쌀겨회재에서 추출된 실리카를 이용한 
메조포러스실리카 SBA-15의 계단식  

Dendrimer의 합성 
이지윤*, 이화 *, 말간단 바기야락스미*, 장 태*

*한서 학교 화학공학과

e-mail:htjang@hanseo.ac.kr

Step-wise Growth of Dendrimer over 

Mesoporous SBA-15 Synthesized Using 

Ricehusk Ash as Silica Source

Ji Yun Lee*, Hwa Yung Lee*, Margandan Bhagiyalakshmi*, Hyun Tae Jang*

*Dept. of Chemical Engineering, Hanseo University

요       약

겨회재에서 추출한 실리카원을 이용하여 메조포러스실리카 SBA-15를  합성하 으며, 이산화탄소에 

한 높은 선택성을 나타내는 아민기를 우수한 구조성을 지닌 메조포러스실리카에 그라 하 다. 아민기가 

그라 된 메조포러스실리카에 높은 흡착능을 도출하기 해서 dendrimer/SBA-15를 반응조건에 따라 합

성하 다. 이와 같이 합성된 고체흡수제는 X-선 회 분석, 질소 흡,탈착 곡선, 분 분석 (FT-IR)등의 특성

분석을 수행하 고, 열 량반응기  충 층 반응기에서 이산화탄소 흡수실험을 수행하 다.   

1. 서론

  최근 부각되고 있는 화석연료사용에 따른 지구온

난화 가 에 의한 온실가스의 배출과 환경오염문제

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온실가스에서 

가장 많이 생성되는 이산화탄소는 석탄, 석유  천

연가스 등의 화석연료 사용에 의해 발생하며, 계속

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런 온실가스의 배출을 

감하는 방안으로는 흡착법이 있으며, 표 인 흡착

제는 활성탄, Aluminium oxide, Molecular sieve, 

Silica, Zeolite등이 있다. 특히, 메조기공을 가지는 

입자로 표 인 메조포러스물질 MCM-41, 

SBA-15, HMS등은 매, 흡착제를 한 지지체로써 

사용되었다[1]. 높은 기공과 표면 , 크고 균등한 

pore size 등의 요한 특성을 나타냄으로써 사용이 

용이하여  많은 심을 받고, 이용하는 방법이 넓게 

연구되어왔다[2].

이러한 메조포러스 실리카는 높은 표면 의 균일한 

기공과 표면을 쉽게 기능 인 것으로 제조 할 수 있

다[3].  형성되는 기공의 크기나 구조는 계면활성제

의 종류, 기공 형성에 사용한 주형제의 종류  특

성에 따라 다양하게 조  가능하며, 이러한 메조기

공 물질은 입자, 박막, 막  혹은 섬유 모양으로 제

조함으로써 다양한 기능을 부여할 수 있다[4]. 

 본 연구에서는 겨에서 추출한 실리 이트를 이

용하여 메조포러스 실리카를 제조하 다.

 합성된 메조포러스 실리카의 기공 안에 다양한 아

민기를 기능화하 으며, 이를 입자의 비표면 , 기공

크기  구조를 분석하고, 이산화탄소 흡착실험을 

수행하 다. 

2. 실험 방법

2.1. 메조포러스 실리카 SBA-15 제조

 메조포어 물질인 SBA-15는 triblock copolymer, 

EO20-PO70-EO20 (Pluronic P123, BASF)를 구조배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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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겨를 이용하여 추출한 실리카를 기존의 실

리카원인 Tetraethoxysilane을 신하여 제조하 다.  

 Pluronic P123 10g에 물 400g과 1.6M HCl 380ml

을 첨가한 후 P123이 완 히 녹아 용액이 투명해질 

때 까지 교반한다. 이 용액에 6.125g의 겨에서 추

출한 실리 이트를 첨가하여 용액을 25℃～80℃에서 

24시간 동안 교반하고, 90℃～180℃에서 24시간 동

안 유지시킨다.  이 게 얻은 물질을 여과한 후 건

조하고, 에탄올로 여러 번 세척한다. 여과된 메조포

러스실리카는 상온에서 하루 건조한다.  40℃～60℃ 

oven에서 건조한다.   유기 구조배향제를 제거하기 

하여 500℃에서 4시간 소성하면 세공이 매우 규칙

인 메조포어 물질인 SBA-15를 얻을 수 있었다.

2.2. 메조포러스 실리카 SBA-15의 아민기능화 

메조포러스 실리카 SBA-15의 흡착 성능을 부여하

고자 3-(Aminopropyl)triethoxysilane(APTS, 99%, 

Aldrich)을 처리하여 아민기를 부여하 다.

시료 내 수분을 완 히 제거하기 해 메조포러스 

실리카 SBA-15 2g을 취하여 vacuum상태에서 10

0℃에서 2시간 건조한다.  건조한 2g의 SBA-15를 

20ml의 톨루엔에 넣어 약 30분 동안 교반한다.  이 

용액에 약 7mmol의 3-(Aminopropyl)triethoxysilane

을 넣고 격렬히 교반한 후 150℃에서 24시간 동안  

reflux시킨다.  반응 완료 후 ether로 충분히 세척하

고, 100℃에서 건조하면 SBA-15/G0를 얻을 수 있다

었다.

2.3. Dendrimer- SBA-15의 합성

아민기를 기능화한 SBA-15/G0 에 tetrahydrofuran 

(THF) 100ml와 diisopropylethylamin(DIPEA) 7.8ml

를 혼합한 후 5.5g(3mmol)의 cyanuric chloride(CC)

을 녹인다.  이 용액을 O℃에서 교반한 후 혼합된 

용액에 1g의SBA-15/G0를 더하고, 계속 O℃에서 20

시간 동안 교반한다. 합성된 고체 흡수제를 

methanol 80ml, dichloromethane(DCM) 80ml, 

tetrahydrofuran(THF) 80ml을 각각 두 번에 나 어 

사용하여 세척 후 여과한다. 여과된 물질은 

tetrahydrofuran(THF) 100ml에 

Tris(2-aminoethyl)amine 3.9ml을 혼합한 용액에 넣

어 65℃～70℃에서 24시간 동안 reflux 시킨다.  마

지막으로 합성된 물질을 여과하여 SBA-15/G1를 얻

었다. 이 합성방법을 반복하면 SBA-15/G2를 얻을 

수 있었다. 합성된 고체흡수제는 [그림1]에 나타내었다.

    

[그림 1] DIPEA와 CC를 사용하여 합성한 dendrimer 

3. 결과  고찰

 합성된 고체흡수제(dendrimer-SBA-15)는 X-선 회

분석, 질소 흡, 탈착 곡선, 분 분석 (FT-IR)등의 

특성분석을 수행하 고, [그림2]의 열 량반응기 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 흡수실험을 수행하 다. 

[그림3]은 SBA-15의 hexagonal메조구조를 확인하

기 해서 X-선 회 분석 실험을 수행하 다.

메조 세공을 가진 SBA-15 실리카에 아민기로 기

능화한 후 dendrimer로 합성된 물질은 hexagonal 

메조구조를 갖는 특성 피크를 나타내며, 우수한 결

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4]로 부터 메조포어 실리카 분자체 SBA-15  

와 합성된 고체 흡수제의 질소 흡착-탈착 등온선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합성한 모든 SBA-15/G0, 

SBA-15/G1, SBA-15/G2는 메조 세공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5]는 메조포어 실리카 분자체 기공 내

dendrimer 생성을 확인하기 하여 분 분석

(FT-IR) 을 수행하 다.  그 결과 SBA-15/G1과 

SBA-15/G2는 3460 ～ 3113Cm-1범 에 나타난 피

크로부터 아민기가 성공 으로 기능화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6]은 열 량분석기(TGA)로 온도에 변수를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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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A-15/G0, SBA-15/G1, SBA-15/G2의 이산화탄소 

흡착량을 측정한 결과 2～3%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 열 량분석기(TGA)

[그림 3] SBA-15/G0, SBA-15/G1, SBA-15/G2의 XRD 패턴

[그림 4] SBA-15/G0, SBA-15/G1, SBA-15/G2의 질소 흡,탈착 

곡선

[그림 5] SBA-15/G1과 SBA-15/G2의 FT-IR

[그림 6] (a) SBA-15/G1, (b) SBA-15/G2의 온도에 따른 

이산화탄소 흡착등온선

4. 결론

  본 합성법으로 제조된 dedrimer는 X-선 회  패

턴, FT-IR, 질소흡,탈착 등온선 측정 결과 SBA-15 

특성이 변하지 않았으며, dendrimer 기공 내에 아민

기가 기능화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 메조포러스 실리카 기공내에 다양한 

기능을 부여할 수 있었으며, 합성된 dendrimer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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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인 구조로 합성 할 수 있었다. 이런 고체 흡수

제로 이산화탄소 흡착이 증진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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