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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T 물성 SNT 

통상적인 SNT 합성법(AAO수형 시트 사용) 

•  Silica Nano Tube • K-SNT 특성

•  SNT vs CNT• SNT BM method

CNT K-SNT 비고

분산도 어려움 우수함

SNT : 표면간의 결합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1차원 직선구조의 특성상 재료간의 인력이 적게 형성되어 분산에

         훨씬 유리하다.

CNT : 쉽게 구부러지는 구조의 특성과 표면의 풍부한 전자에 의한 파이결함에 의해서 쉽게 엉켜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표면 분자기능화 어려움 우수함
SNT : 표면이 Silanol기를 가지고 있는 SNT는 수용액에서도 표면접합에 의한 화학적 기능기의 합성이 뛰어나다.

CNT : 탄소이중결합에 물이는 경우 유기화학적반응이 필요하여 기능화가 훨씬 까다롭다.

표면 독성 유독성 무독성
SNT : 흙의 주요원소인 실리카조성물로 세포독성이 없다.

CNT : 벤젠의 연결형태인 aren화합물이 결합하여 독성이 있다.

경도 쉽게 휘어짐
단단함 SNT : 3차원 결정상 구조, CNT보다 훨씬 단단한 구조를 형성한다.

CNT : 2차원 평면구조, 상대적으로 SNT보다 덜 단단한 구조를 형성한다.

형태 불규칙한 모양 직선형 위의 결과에 의해서 SNT구조의 경직성이 나타나 형태적으로 1차원 구조를 나타낸다.

나노입자 포접화 대단히 어려움 손쉬움
SNT의 주형물질은 전이금속 이온과의 결합을 이끌어내 착물을 쉽게 형성하고 이를 이용한 나노입자 포접화가

가능하다.

실리카나노튜브(SiO₂)n

SNT
탄소나노튜브(C₃, SP₂)n

CNT

K-SNT CNT

반응기에 의한 대량생산 가능

SNT BM method
(BM법: 생광물화법, Bio Mineralization method)

Silication

1회 생산량 100㎎

Polishing

Remove

Remove
Alumina template

Side view

Nanotubes

1. SEM과 PSA를 통한 length, TEM을 통한 diameter, BET를 통한 비표면적을 측정함

2. 전체적 Morphology는 SEM 분석

Product Production description Diameter
(outer)

Surface area
(average)

Length
(average) Tap density

K-SNT
Silicon dioxide Nanotube(SiO², 99.9%),

Korea Innotech
~ 100nm ~ 300m²/g ~ 10µm ~ 0.1g/cm³

TEMSEMRelative pressure(P/P0)

K-SNT

Q
ua

nt
ity

 a
ds

or
be

d(
cm

³/g
)

0.0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0.2 0.4 0.6 0.8 1.0

·SiO₂> 99.9%(소성시)

·머리카락 ~100㎛

나노튜브 < 100㎚

·속이 비어 있는 관을

가진 구조

지각에서 가장 많은 두 가지 원소

   (산소, 규소)로 이루어진 화합물

SiO²

Tube

   · 10  -9m = 10억 분의 1m

  · 나노 물질은 눈에 보이지 않으며 

 상상할 수 없이 아주 작은 크기나 

구조를 가진 물질

Nano

     · 비어있는 관



SNT 특징

SNT 함량별

0% 5% 10% 15%

투과도 91% 91% 90% 90%

5% SNT분산된 PMMA 박막시트가 투과하여
깨끗하게 보여지는 이미지

SNT와 PMMA의 복합수지의 성능은 굴곡탄성률이 30~40% 이상
개선되는 특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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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virgin PMMA double layer sheet

PC/PMMA/7.5MPMA-SNT double layer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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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T 실험적 특성 결과

•  SNT 고투명 복합재 •  SNT 합성의 특장점

•  고기능 K-SNT 복합소재 기대효과

최상층 SNT 복합제의 코팅 단면도 사진

Laser cut에 의해 잘려진 명확한 SNT 튜브
세공 확인(고분산성 및 나노튜브 안정성 확인)

고분산화

SNT 복합화 확인

나노튜브의 분산기능이 우수하고, 표면 유기 기능화로 굴절률을 

고분자화합물과 유사하게 하여 투명도를 극대화 할 수 있다.

고투명

Stiffness를 가지고 있는 1차원 선형구조의 실리카 나노튜브 

복합소재의 수지와의 상충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특징

고강도

표면에 드러나는 종횡비가 큰 실리카 나노튜브의 효과

를 통해 표면경도를 향상

고경도

1D 나노구조체와 세공이 가지는 효과(고투과도를 나타내면서

Haze값을 나타내는 특징) → AG, AR 특성

눈부심방지

나노세공 air층을 가진 실리카 나노 복합소재의 시너지 효과

(단열효과, 방염효과, 유리전이온도 상승효과)

내열성

초정밀성 확보

메조세공(45nm)

SNT 생산

다양한 기능 확장

금속나노소재의 포접화 

및 기능화 가능

소재 분야의 혁신

광범위한 산업분야에 

적용 가능

세계최초 친환경 고효율 

SNT 양산 기술 확보

SNT 합성
아미노산을 이용한 생광물화 작용으로 SNT를 합성하여
경제성, 중성조건이 온화하며, 수용성으로 합성이 가능함

에너지 Free

상온·상압

생물친화적 조건

수용액, 중성

생광물화(Biomineralization)

주형*

* 바다나 민물의 폴리펩타이드아민 분자의 자기조립 작용에 의해서 형성되는 정밀나노 구조체에 무기분자들이 초분자결합으로(상온·상압에서) 응집되어 형성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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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T 파우더와 이를 5% 분산시킨 투명 분산액



RS/SNW SNT/RS/SNW 응용분야

조성 파티클 사이즈(nm) 1차 파티클 사이즈(nm) 비표면적(m²/g) 특징 기타

SiO₂(99.9%) - 소성 시 20, 40, 60, 80, 100 6 ~ 8 342 구상 중공 실리카 콜로이드 형태로 제공 가능

조성 길이 두께(nm) 비표면적(m²/g) 특징 기타

SiO₂(99.9%) - 소성 시 수 마이크로미터 20nm 168 Woven 타입의 와이어 파우더, 콜로이드 형태 제공

•  SNS(Silica Nano(Raspberry) Spheres)

•  SNW(Silica Nano Wire)

NANO Silica 7Korea Innotech CO.,LTD.

BET surface area: 342m²/g

Relative pressure(P/P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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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비표면적 보유

Particle diameter/(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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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일한 파티클 사이즈

Geoko Effect
Lotus Effect

Tire

Implant

DDS

AR, AG3D filament

Reinforced Optical    
              Composite Membrane

Transparent 
Additive

SNT RS SNW

표면기능기 Acryl-, Amine-, Epoxy-, Thiol-, Phenyl-, Fluoro-, etc

분산용매 기능기에 따른 분산용제 선택가능

농도 1 ~ 10% 1 ~ 20% 1 ~ 20%

•  순수 샘플 및 표면기능화 샘플 제공 가능

* 샘플 유상 제공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