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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이 연구는 화장품에 사용가능한 촉매제를 사용하여 콜로이달 골드를 합성하는 제조법과 이를 
이용한 피부 개선 효과를 가진 항노화 엠플에 응용하였다. 하이드로젠테트라클로로아우레이트테트라하이
드레이트에 아스코르빅애씨드, 소듐보로하이드라이드를 환원촉매제로 사용하여 나노 콜로이드를 합성하였
다. 촉매제인 아스코르빅애씨드의 함량의 질량이 증가될수록 입자가 작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소듐
보로하이드라이드의 질량이 증가될수록 입자크기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콜로이달 골드 반응 속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잔탄검과 하이드록시에칠셀룰로오스를 사용하여 100~500 nm의 입경분포를 가진 입자
를 얻을 수 있었다. 최적의 합성조건은 18℃, 20~75 mmHg의 감압상태, 교반속도 10~50rpm, 1~4시간동
안 반응하여 획득할 수 있었다. 합성된 콜로이달 골드의 외관은 진한 핑크색, pH=5.5, 비중은 1.0032, 점
도는 80~310 cps로 특이한 고유 냄새를 가지고 있었다. 스킨케어 화장료의 응용으로, 안티에이징 엠플을 
개발하였고, 이를 이용한 다양한 처방과 제형개발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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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is study reports the development of a manufacturing method of synthesizing colloidal 
gold using catalysts available for cosmetics and an anti-aging  ampoule with skin improvement effects 
using it. Nano-colloidal gold was synthesized by using ascorbic acid and sodium borohydride as a 
reducing catalyst in hydrogen tetrachloroaurate tetrahydrate. It was confirmed that the particles 
became smaller as the mass of the content of ascorbic acid, which is a catalyst, increased. On the 
other hand, as the mass of sodium borohydride increased, the particle size tended to increase. In order 
to control the colloidal gold reaction rate, particles having 100 to 500 nm of a particle diameter 
distribution could be obtained using xanthan gum and hydroxyethylcellulose. The optimal synthesis 
conditions could be obtained by reacting for 1 to 4 hours at 18°C, a reduced pressure state of 20 to 
75 mmHg, a stirring speed of 10~50 rpm. The synthesized colloidal gold had a unique smell of dark 
pink, pH = 5.5, specific gravity of 1.0032, and viscosity of 80 to 310 cps. As an application of skin 
care cosmetics, anti-aging ampoule has been developed, and it is expected to be used for various 
prescriptions and formulations using it.

Keywords : Gold, reductive catalyst, colloid, nano-particle, skin care cosmetics

1. 서 론
  
  나노입자란 적어도 한 차원이 100 nm 이하의 
크기를 갖는 입자를 말한다[1, 2]. 나노입자는 그 
물질의 벌크 상태와는 다른 독특한 특성을 나타
내기도 하며 그에 따른 여러 응용 가능성으로 인
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 중 금속 나노입자
는 금속의 흥미로운 특성들로 인해 특히 전자, 
정보저장, 촉매 등 여러 분야에 응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광전자, 센싱, 이미징을 비롯하여 의료 
분야로까지 그 응용 분야를 넓혀가고 있다[3]. 금
속 나노입자 응용의 대부분은 나노입자의 크기 
및 형태의 정교한 제어를 요구하는데 이는 금속 
나노입자의 특성이 입자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금속 나노입자의 형태에 
따라서도 촉매 활성이나 선택도가 크게 달라지는
데 이는 서로 다른 형태의 나노입자는 촉매 반응
이 일어나는 금속 나노입자의 외부 노출면이 서
로 다른 결정면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4]. 이렇듯 금속 나노입자의 크기 및 
형태 제어는 금속 나노입자 응용에서 매우 중요
하며 관련 연구가 나노기술 분야의 큰 축을 이루
고 있다[5]. 금, 은, 백금, 팔라듐 등의 나노입자
는 모두 같은 결정구조인 면심 입방 구조
(face-centered cubic)를 갖고 있다[6]. 이 구조는 
많은 결정과 광물에서 발견되는 가장 흔하고 간
단한 결정구조이지만 지금까지 합성된 금속 나노
입자의 형태는 구형을 비롯하여 여러 다면체, 막

대, 선, 별 모양까지 매우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7]. 특정 크기, 형태의 나노입자가 형성되는 
메커니즘이 나노입자 생성 반응에서의 다양한 열
역학적, 속도론적 파라미터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
데 이 파라미터들의 제어를 통해 나노입자의 핵
생성, 성장을 조율하여 크기 및 형태가 제어된 
금속 나노입자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8]. 
  한편, 금은 예로부터 존엄스러운 광채, 희귀성, 
영원불멸성, 우리 생활에 스며들어 전자파차단, 
항균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생체와의 친화성
이 양호하며, 부식이 없고 알러지 반응이 전혀 
없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9]. 금은 녹슬지 않고 
변색되지 않으면서 인체에 독을 없앤다하여 예로
부터 술에 타먹기도 하며, 피부미용에 좋아 화장
품이나 비누에 섞어 애용하였다. 동의보감의 금의 
효능은 신경안정작용이 있다. 마음이 불안하여 심
장이 급하게 뛰고 매우 놀랐을 때 히스테리가 발
작했을 때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 마음을 진정시
키는 효능이 있다[10]. 화장품 산업에서 금은 금 
분말을 크림이나 마스크 팩에 넣어 사용하거나 
나노 콜로이드화하여 다양한 화장료에 항균, 피부
활력, 유해독소제거 등의 기능으로 응용하고 있
다. 그러나 콜로이달 금중에서 나노입자화 된 것
은 피부 내부로 침투하여 배설하지 못하고 침적
되어 염증이나 피부암을 일으키는 부작용을 유발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입자크기를 제한하고 있다
[10]. 특히 콜로이달 금을 합성하는 과정에서 유
독한 촉매제를 사용하여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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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skin safety and good effect depend 
on the gold particle size; 10~100 nm of nano gold: skin 

irritation, 200~300 nm of colloidal gold: no irritation.

으며, 1~30 nm 크기의 아주 작은 입자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을 수 있다[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화장품에 사용가능한 부
작용이 없는 촉매제를 사용하여 콜로이달 골드를 
합성하였으며, 합성하는 과정의 최적조건을 설정
하여 100nm 이상의 큰 입자를 형성하는 제조방
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또한 이를 이용한 피부 
개선효과를 가진 항노화 엠플을 개발하여 화장품 
산업에 실제 응용하였다.

2. 실험 및 방법

2.1 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시약은 다음과 같다. 하이드
로젠테트라클로로아우레이트테트라하이드레이트 
(덕산과학, 한국), 아스코르빅애씨드 (시그마알드
리치코리아, 한국), 소듐보로하이드라이드 (대정화
금, 한국), 잔탄검 (바이오뷰텍, 한국), 하이드록시
에칠셀룰로오스 (Natrosol 250HHR, 바이오뷰텍, 
한국)을 별도 처리 없이 사용하였다. 보조 용매 
및 안정화제로써 정제수를 포함하여 1,3-부틸렌
글라이콜 (OXEA, 미국), 1,2-헥산다이올 (비앤
비, 한국)를 사용하였다. 그밖에 본 연구에 사용
된 원료는 화장품용 등급의 시약으로 별도의 처
리 없이 그대로 사용하였다.

2.2. 장치

  본 연구에 사용된 기기 및 장치로는 직접 제작
한 합성 반응조 (Reactor 10L, 한성엔지니어링, 
한국), 호모믹서(SSC-811EA, 한성ENG, 한국), 
워터배스, 감압냉각장치가 장착된 감압증발반응기 
(동림과학, 한국), 디스퍼 믹서(SM-3000, 글로벌
랩, 한국)를 사용하였다. 합성된 골드 입자크기를 
관찰하기 위하여 Microtrac Particle Sizer는 
(SM3500, 마이크로트랙, 영국)을 사용하였고, 
pH 측정기는 Thermo Scientifics사의 Orion Star 
A211을 사용하였다. 최종 생성물의 점성도를 측
정하기 위하여 Brookfield Viscometer DV-II + 
Pro (부르크필드, 미국)를 사용하였다.

2.3. 콜로이달 골드 합성방법

  콜로이달 골드의 합성방법은 Fig.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수행하였다. 우선 0.01%의 하이드로젠
테트라클로로아우레이트 테트라하이드레이트
(HAuCl4) 용액 100g에 잔탄검 0.1g을 넣어 교반
하여 점성을 가진 액체를 만들고 이것을 반응조
에 넣어 감압조건에서 탈기하여 1시간 동안 교반
한 후에, 촉매제인 0.1%의 아스코르빅애씨드 용
액의 농도를 0.5~2 g으로 변화시켜가며 넣고, 1
8℃에서 20~50rpm으로 2시간 동안 교반하여 콜
로이달 골드입자를 합성하였다. 촉매 반응의 속도
를 조절하기 위하여 잔탄검과 하이드록시에칠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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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ynthetic method of colloidal gold with several catalysts such as ascorbic acid 

and sodium borohydride as catalysts.

룰로오스를 같은 방법으로 적절하게 사용하여 반
응 속도를 조절하여 원하는 입자크기를 가진 콜
로이달 골드를 합성하였다. 또한, 화장품 산업에 
사용 가능한 촉매제는 많지 않기 때문에 독성이 
없는 성분인 아스코르빅애씨드, 소듐보로하이드라
이드를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합성할 수 있었다
[12].

2.4. pH 변화에 따른 나노 골드 합성법

  pH 변화에 따른 콜로이달 골드를 합성하는 방
법은 촉매제의 선택에 따라 산성이나 알칼리성에
서도 합성이 가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촉매제 
중에서 아스코르빅애씨드는 산성을 띠는 원료이
므로 산성영역에서 합성하였으며, 소듐보로하이드
라이드는 알칼리성영역에서 합성하여 그 질량에 
따라 합성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실험하여 획득
한 pH 값을 그대로 설정하여 나타내었다[13].
  
2.5. 나노입경분포 측정방법

  콜로이달 골드를 합성한 결과물에 대하여 입경
분포를 측정하여 화장품 산업에 활용가능한 범위
인지 확인하였다. 입경 측정방법은 합성된 시료를 
1%용액으로 희석하여 사용하였고, 진공탈기하여 
입자의 크기를 측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 입자측정기는 두 개의 레이저가 장착되어 
산란을 통하여 나노입자를 분석하는 장비인 
Microtrac particle sizer SM-3500을 사용하여 
1~1,000 nm 범위에 존재하는 골드 입자의 입경 
분포를 측정하였다[14].

3. 결과 및 고찰

3.1. 화장품 피부과학에서 콜로이달 골드의 

특장점

  스킨 케어 효과를 가진 화장료로써 콜로이달 
금은 많은 특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화장품 산업
에서는 100 nm 이하의 금 입자를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한 안전성 시험결과를 확보하고 비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안정성 시험을 시행
해야하는 비용 부담으로 시장이 위축되고 있어서 
100~500 nm의 입자가 큰 콜로이달 골드를 개발
하여 폭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이 연구를 시작하였다. 지금까지 콜로이달 골드를 
화장품에 응용 시 이점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것
일 수 있다. 금은 인체 내의 각종 유독물질을 흡
수하여 배출하는 해독작용을 가진 특징이 있다. 
금에는 종기, 창독, 화독, 화농증 등 피부병에 유
효하며 피부 정화작용이 있다. 이러한 금은 인체
에 독성이 없는 무기원소로써 196.967 g/mol의 
분자량을 가진 물질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해 오
고 있다[15]. 이번 연구를 통하여 입자가 큰 콜로
이달 골드를 완성시킬 경우, 피부의 안전성 자료
가 필요 없게 되며, 피부에 흡수되지 않고, 피부
의 각질층과 기저층 사이에 도달하여 독소를 배
출하고, 피부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작용과 피부 
보습작용을 통하여 다양한 제형에 편리하게 응용
될 수 있는 특장점을 기대할 수 있다.

3.2. 아스코르빅애씨드의 질량변화에 따른 

합성 결과

  콜로이달 골드를 합성하기 위하여 0.1%의 아
스코르빅애씨드 용액을 0.3g, 0.6g, 0.9g, 1.2g의 
질량을 변화하여 합성한 결과를 Table 1과 입경 
크기를 Fig. 3에 나타내었다. Table 1에서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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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 Synthetic Results of Colloidal Gold with Ascorbic Acid as 
                      Catalysts; Concentration Ascorbic Acid 0.1% Solution

  

 Fig. 3. Particle size of synthesized colloidal gold depend on the increased ascorbic acid 
catalyst weigh; used ascorbic acid  from 0.3 g to 1.2g as a 0.1% solution.

바와 같이 0.1%의 아스코르빅애씨드 용액을 가
지고 합성하는 농도가 증가할수록 진한 분홍색을 
띠고 있다는 것을 실험을 통하여 발견하였다. 촉
매제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pH도 6.2에서 5.1로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아스코르빅애씨드가 
산성을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고찰할 
수 있었다.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촉매제인 0.1%의 
아스코르빅애씨드 용액의 질량이 증가할수록 입
경분포가 작아짐을 알 수 있었다. 0.3 % 사용시 
입자는 997 nm, 0.6% 사용시 입자는 387 nm, 
0.9% 사용시 입자는 221 nm, 1.2 g 사용시 입
자는 97.2 nm의 콜로이달 골드 입자가 작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입자가 작아는 현상은 촉매제의 
질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빠르게 작
용하여 나노입자로 변화되는 것으로 고찰하였다. 
또한 합성된 생성물의 외관도 엷은 미황색에서 

엷은 핑크, 진한 핑크 색을 가지는 콜로이달 골
드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pH는 6.2에
서 5.1 범위로 약산성을 가지고 있었다. 화장품 
산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100 nm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0.1%의 아스코르빅애씨드 용액을 
1.2 g을 사용한 시료는 97.1 nm의 평균 입자를 
형성하기 때문에 화장품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음
을 알 수 있었다.

3.3. 소듐보로하이드라이드의 질량변화에 따른 

합성 결과

  이 실험은 다른 촉매제 0.05%의 소듐보로하이
드라이드 용액을 2 g, 4 g, 6 g, 8 g의 질량을 
변화하여 합성한 결과를 정리하여 Table 2에 나
타내었다.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0.05%의 
소듐보로하이드라이드 용액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연한 회색에서 진한 검정색을 띠고 있었다.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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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 Synthetic Results of Colloidal Gold with Sodium Borohydride as
                     Catalysts; Concentration Sodium Borohydride 0.05% Solution

Fig. 4. Particle size of synthesized colloidal gold depend on the increased sodium 
borohydride catalyst weigh; used sodium borohydride from 2 g to 8g as a 
0.05% solution.

 

가 증가할수록 pH도 6.8에서 7.9로 약한 알칼리
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실험에서 
0.05%의 소듐보로하이드라이드 용액이 2 g과 4 
g에서는 안정된 입자가 형성되었으나, 6 g 이상
에서는 입경이 불안정하고 과도하게 커지는 경향
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촉매제인 소듐보로하이
드라이드의 반응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합성 
환경의 영향에 따라 입경분포가 달라지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합성된 콜로이달 골드의 입자 크기에 대한 결
과를 Fig. 4에 나타내었다. 촉매제인 0.05%의 소
듐보로하이드라이드 용액의 질량이 증가할수록 
입경분포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g 사용

시 입자는 125 nm, 4 g 사용시 입자는 236 nm, 
6 g 사용 시 입자는 367 nm, 8 g 사용시 입자는 
725 nm의 콜로이달 골드 입자가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pH는 6.8에서 7.9로 약 알칼리성 이었
다. 이러한 입자가 커지는 현상은 합성 조건의 
환경에 따른 오차와 반응성이 너무 커서 골드입
자들끼리 합일이 일어나는 것으로 고찰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아스코르빅애씨드를 촉매
제로 사용한 것이 소듐보로하이드라이드를 사용
하는 것보다 안정한 콜로이드 입자를 얻을 수 있
었고, 모든 원료가 화장품 산업에 사용가능한 성
분으로 구성되어 개발한 것에 대하여 의미가 있
는 실험결과임을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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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istribution of colloidal gold particle size with synthesized ascorbic acid  
catalysts measured by Microtrac particle sizer.

Fig. 6. Distribution of colloidal gold particle size with synthesized sodium 

borohydride  catalysts measured by Microtrac particle sizer.

3.4 입경분포측정결과

  3.4.1. 아스코르빅애씨드를 사용하여 합성한 
콜로이달골드 입경분포 

  0.1%의 아스코르빅애씨드 용액의 질량을 0.9 
g 사용하여 합성된 골드 입자를 세부적으로 관찰 
측정한 결과를 Fig. 5에 나타내었다.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경의 분포는 90 nm에서 700 
nm 범위에 있으며 평균 입자는 236 nm 크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입도의 분포가 균
일하게 형성되어 있고, 스킨케어 화장료에 사용하
기 적합한 성상을 가지고 확인하였다. 최종 합성
물의 콜로이달 골드의 농도는 100ppm, pH=5.5, 
비중은 1.0032로 침전물이 없이 안정한 분산 상
태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침전물이 
없이 안정하게 유지되는 이유로는 콜로이달 골드 
입자의 합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xanthan gum을 
사용하여 플루이드한 점성이 있는 액상으로 만들

어졌기 때문에 합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고찰하
였다.
 
  3.4.2. 소듐보로하이드라이드를 사용하여 합성

한 콜로이달골드 입경분포
  0.05%의 소듐보로하이드라이드 용액의 질량을 
4 g 사용하여 합성된 골드 입자를 세부적으로 관
찰 측정한 결과를 Fig. 6에 나타내었다. 그래프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입경의 분포는 25 nm에서 
950 nm 범위로 약간 브로드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평균 입자는 253 nm 크기를 가지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입도의 분포가 약간 넓
게 분포되어 있고, 외관 색상이 회색빛을 띠는 
성상으로 아스코르빅애씨드를 촉매제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거칠고 분균일하다는 것이 이 실험을 
통하여 인지할 수 있었다. 이 결과도 스킨케어 
화장료에 사용하기에는 문제없이 적합한 성상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최종 합성물의 콜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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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 INCI Name F-1(wt%) Remarks

Phase-A

Glycerin
1,3-Butylene Glycol
1,2-Hexanediol
Ethylhexylglycerin
Polyglyceryl-10 Oleate/Polyglyceryl-10 
Isostearate
Lavender Oil

5.00
5.00
2.00
0.05
1.00

0.05

Moisturizer
Moisturizer
Preservative
Preservative
Surfactant

Emollient

Phase-B

Sodium Hyaluronate 1% Soln.
Xanthan Gum 1% Soln.
Hydroxyethylcellulose 1% Soln.
Beta-Glucan
Allantoin
Adenosine
Sodium Citrate
Acetylhexapeptide-8
D.I Water

3.00
5.00
2.00
1.00
0.30
0.04
0.10
0.05
70.41

Moisturizer
Gelling agent
Gelling agent
Moisturizer
Anti-inflammation
Anti-aging agent
Buffering agent
Firming agent
Solvent

Phase-C Colloidal Gold (100ppm) 5.00 Conditioning agent

Total Sum 100.00

Table 3. Application Formula Composition of Total Solution Multiple Ampoule Essence containing 
Colloidal Gold Particle having Regenerating Moisturizing Functions

  

달 골드의 농도는 100ppm, pH=7.2, 비중은 
1.013으로 침전물이 없이 안정한 분산 상태를 형
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실험에서 침전
물이 없이 안정하게 유지되는 이유로는 콜로이달 
골드 입자의 합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xanthan 
gum을 사용하여 플루이드한 점성이 있는 액상으
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합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고찰하였다.

3.5. 화장품 응용 및 엠플 에센스 처방개발 

  스킨케어 화장품에 응용으로써 콜로이달 골드
를 함유하는 화장료의 처방을 개발하였다. 이 결
과를 Table 3과 Fig. 7에 나타내었다. 이는 이 연
구 결과가 단순한 연구에 그치지 않고 산업에 활
용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관
리하는 분야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개발한 것임을 밝힌다. 개발된 제품은 “토탈
솔루션 멀티플 엠플 콜로이달 골드”로 용기의 내
부에 핑크 빛을 가진 콜로이달 골드 용액이 따로 
담겨져 있고, 그 외각에는 투명한 점성의 엠플이 
하나의 용기에 분리되어 담겨져 있는 것을 사진
으로 볼 수 있다. 이 제품은 캡을 열어서 펌프를  
 

누르면 내부에 있는 콜로이드 골드 입자가 외상
층과 혼합하여 신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 오랜 동안 장기 보존이 용이한 장점을 가
지고 있는 제품으로 개발할 수 있었다. 
                

Fig. 7. Application formula picture of total 
solution multiple ampoule containing 
100ppm colloidal gold particle having 
regenerating moisturiz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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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이 연구는 화장품에 사용가능한 촉매제를 사용
하여 콜로이달 골드를 합성하는 방법과 이를 이용
한 피부 개선효과를 가진 기능성 항노화 엠플에 응
용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콜로이달 골드를 합성하는 방법은 아스코
르빅애씨드를 촉매제의 질량이 증가할수록 입자가 
작아지는 현상을 확인하였다.

  둘째; 촉매제인 소듐보로하이드라이드를 사용한 
제조에서는 질량이 증가할수록 입자가 커지는 현
상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콜로이달 골드를 합성하는 제조법이 0.5%
의 아스코르빅애씨드 용액을 0.9 % 사용했을 때 
나노 입자의 크기가 236nm로 안정한 분산 상태로 
제조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넷째; 최종 합성된 콜로이달 골드의 용액농도는 
100ppm, 점성을 가진 투명한 액체로 pH=5.5, 비
중이 1.0032라는 결과를 얻었다.

  다섯째; 촉매제의 반응 속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잔탄검과 하이드록시에칠셀룰로오스를 사용하여 
점성액 상태에서 합성을 할 때, 양호한 콜로이달 
골드를 획득할 수 있었다.      

  스킨케어 화장료의 응용으로, “토탈솔루션 멀티
플 엠플 콜로이달 골드”를 개발하여 화장품 산업
에 실제 응용한 사례를 보고하며, 앞으로 이 연구
를 바탕으로 실버, 플래티늄에 대하여 콜로이달 입
자를 합성할 계획이며, 이를 이용한 다양한 처방개
발에 폭넓게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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