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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화 합에 의한 수성 아크릴계 착제의 합성

Synthesis of Acrylic Pressure-Sensitive Adhesive

by Emulsion Polyme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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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analyse the properties of the fiber-adhesive that was used as 

Flocking process we synthesized quaterpolymer with the variation of the 

types of monomer ratio by emulsion polymerization. We characterized the 

properties of this adhesive: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er(DSC), 

Thermogravimetry Analysis(TGA), Raman spectroscopy.  The polymer 

was synthesized by changing the using amount of 2-EHAM, and then we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of glass transition temperature(Tg), melting 

temperature(Tm), thermal stability and hydroxyl group respectively. The 

optimum monomer composition was 36.84% EAM, 15.79% MAM, 42.1% 

2-EHAM and 5.26% A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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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유화 합(emulsion polymerization)은 합성고

무, 도료, 착제, coating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콜로이드상의 고분자(latex)를 합성

하는 합방법 의 하나이다. 유화 합 반응은 

분산매에 의하여 반응액의 유동성이 좋은 상

태로 유지되므로 반응열의 제거가 용이하고 

높은 분자량을 가지는 고분자를 합 속도가 

높게 유지되는 상태에서 생산할 수 있다.  유

화 합에 의하여 생산되는 합체는 계면활성

제와 같은 분자량의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

으며, 이들을 분리하기 어려우므로 합체의 

용도가 높은 순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유화

합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1 

유화 합계는 수용액상과 monomer 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용액상은 micelle과 개시제 

 순수한 물로 구성되어 있다. 합 반응계는 

monomer, 분산매(물), 계면활성제  개시제

가 략 100 : 150 : 5 : 0.5의 비율로 구성되

어 있으며 분자량 조 제 혹은 반응 진제

(activator)등이 소량 포함되어 있다.2～4 일반

으로 유화 합에서 사용되는 개시제로는 산화 

환원  개시제를 많이 사용한다. 이러한 산화 

환원  개시제는 부분 수용성으로 수용액 

상에서 개시제가 분해되어 radical이 생성된

다.5 개시제로는 주로 potassium persulfate 

는 ammonium persulfate를 많이 사용한다.6 

Radical은 수용액 상에 용해되어 있는 

monomer 분자와 반응하여 생장되며, 그 속도

는 radical의 반응성과 수용액상의 mono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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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에 의존한다. 이상 인 유화 합의 경우 

개시제 radical은 수용액 상에서 50℃의 경우 

약 10
13
 free radical/㎖ sec의 비율로 생성되어 

공 된다.
7
 개시제 radical들이 micelle에 포함

되면 micelle 내의 monomer의 농도가 보통 

5M 정도가 되어 즉시 합이 일어나게 되고 

이 게 “부화”된 micelle들은 1분 이내에 원래 

크기의 250배 정도로 팽창되어 monomer- 

swollen polymer particle들을 형성하게 된다. 

Micelle들이 “부화”되고 부화된 micelle들이 팽

창하게 됨에 따라서 수용액 에 존재하는 계

면활성제들 그리고 “부화”되지 않은 micelle들

에 존재하는 계면활성제들이 팽창하는 poly- 

mer particle이 새로 생겨나는 친유성 표면으

로 이동되어 부착되게 된다. 동시에 monomer

도 monomer 방울로부터 polymer particle로 

이동된다. 이 시기를 유화 합에서 particle 

nucleation이라고 부른다. 이 시기동안 보통 

10
15
/㎠의 polymer particle들이 형성된다. 이후

부터는 생성되는 개시제 radical들은 생장되는 

polymer particle 내로만 유입된다.  Particle 

nucleation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약 90 

%의 monomer가 monomer 방울에 존재하고 

부분의 계면활성제는 monomer 방울의 수

(10
12
/㎤) 보다 약 1000배 많은 polymer 

particle들의 표면에 분포되어 있다. 합이 진

행됨에 따라 monomer 방울의 숫자와 부피가 

감소하고 conversion이 어느 정도가 되면 

monomer 방울들이 소멸되어 합이 완료되게 

된다. 유화 합반응에 있어서 계면활성제는 상

당히 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 으

로 계면활성제는 친수성 부분과 소수성 부분

을 동시에 가지는 분자로 되어 있으며 물속에 

계면활성제를 주입함에 따라 물 표면의 표면

장력이 차 감소하다가 계면활성제 주입량이 

어느 수  이상이 되면 표면장력이 거의 일정

해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때의 계면활성제 

농도를 micelle의 임계농도(critical micelle 

concentration ; CMC)라고 하며, 계면활성제가 

더 주입되더라도 표면장력에 변화가 거의 없

는 것은 CMC를 과하는 계면활성제 분자가 

물속에서 micelle을 형성하기 때문으로 설명된

다. 따라서 물속에 주입된 계면활성제 분자는 

물의 표면에 흡수된 분자, 물속에 용해된 분자 

micelle을 구성하는 분자로 분류할 수 있으며 

계면활성제의 주입량이 많을 때는 부분의 

계면활성제 분자는 micelle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micelle들은 약 100여 개의 계면활성제 

분자들로 구성되며 친유성인 꼬리 부분이 안

쪽으로 배열된 직경이 약 50 Å정도의 구형을 

이루고 있다.
11 
따라서 유화 합반응에 있어서 

계면활성제는 합성된 폴리머의 물성과 안정성

에 매우 큰 향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아크릴을 주원료로 하는 유화 합 반응

에서 얻어진 폴리머는 공업 으로 섬유가공용 

착제로 매우 범 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igur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섬

유가공의 한 형태인 Flocking 가공은 우리 생

활에서 카펫이나 매트, 커텐, 자동차 시트, 방

석에서부터 여성 화장용 펄  등에까지 매우 

범 하게 사용되고 있다.
12
 재까지의 아크

릴 계열의 착제에 한 연구는 개 2원이

나 3원의 모노머를 이용하여 개시제의 종류와 

농도, 용제의 종류와 모노머와의 혼합비, 반응

온도, 반응시간, 모노머의 농도 등을 변화시켜 

착제를 합한 후, 이들을 가교 반응시킨 다

음 착 물성을 측정하여 착 성능에 미치는 

향 등에 한 연구가 거의 부분을 차지하

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 들어서 Seul
13 
등의 

연구 그룹이 4원의 모노머를 이용한 아크릴 

착제 제조에 한 반응조건을 보고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아크릴 계열 

착체의 합성에 있어서 섬유 가공용 착제로

서 사용하기 해서는 필름 형태로 가공했을 

경우 강한 착력과 보다 소 트한 물성을 나

타내기 한 조건을 알아보기 하여 4원의 

모노머의 비율을 변화시켜 가면서 에멀젼의 

형태로 만든 다음 공 합을 시행하여 DSC, 

TGA 그리고 Raman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유

리 이온도(Tg), 녹는 (Tm), 열 안정성 그

리고 착성과 한 계가 있는 합체 내

의 수산화기 존재 여부를 알아보았다.

Figure 1. The Diagram of Flock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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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 험

2.1. 시약

   에멀젼 합에 사용된 모노머로는 ethyl 

acrylate (EAM),  2-ethylhexylacrylate (2- 

EHAM), methylacrylate (MAM), acrylic acid 

 가교제로 사용된 N-methylolacryl amide시

약은 Aldrich사로부터 특  시약을 구입하여 

1M-NaOH 용액에 혼합하여 시약에 포함된 반

응 억제제를 제거한 후 합에 사용하 다. 계

면활성제로 사용된 polyoxynonyl phenyl ether

는 동남합성(주)에서 (NP-40)과 (NP-60)을 구

입하여 사용하 다. 합에 사용된 개시제로는 

산화 환원  개시제인 potassium persulfate 

(KPS)와 sodium metabisulfate (SBS)를 

JUNSEI사의 특 시약을 구입하여 정제 과정 

없이 사용하 다. 실험에 사용된 모든 유리 기

구는 세제로 깨끗이 씻은 후 3차 증류수로 여

러 번 씻어 건조한 후 사용하 다. 

2.2 유화 합 과정

   합에 사용된 반응기는 용량 1000 ㎖의 

Pyrex 상하 분리형 5구 라스크를 사용하

으며, 교반기는 날개가 2개인 PTFE (polytetra 

fluoroethylene)재질의 stirrer를 사용하 다. 모

터는 회 속도를 500 rpm으로 조정하여 사용

하 다. 반응온도 조 을 해 0～100℃까지 

조 되는 항온조를 사용하 다. 반응도  증발

에 의한 단량체나 물의 손실을 방지하기 해 

환류냉각기를 설치하고 교반기의 축 부분은 

silicone sleeve-joint를 사용하 다. Figure 2

에 사용된 장치를 개략 으로 나타내었다.
 

합과정을 간단히 설명하면 먼 , N-methylol 

acrylamide 40 g을 3차 증류수 100 g에 녹여 

반응용기에 넣은 다음 온도를 60℃로 유지하

면서 10분간 교반 후 계면활성제인 polyoxy 

nonylphenyl ether 20 g을 3차 증류수 160 g

에 녹여서 다시 10분간 교반한다. 교반하는 동

안에는 Argon gas로 purging하여 반응 용기

내의 용존산소를 완 히 제거한다. 

  Ethylacrylate 80 g,  2-ethylhexylacrylate 

60 g,   methylacrylate 40 g과   acrylic acid 

10 g을  혼합하여 momomer 용액을 제조하고 

그  1/3을 반응용기에 첨가하여 10분간 교반

한다. 

  고체 potassium persulfate(KPS)와 sodium 

metabisulfate(SBS) 각각 0.1 g 씩을 반응용기

에 첨가하여 반응을 개시한다. 10분간 교반 후

에 남아있는 monomer 용액과 2 wt% KPS 수

용액 100 g과 2 wt% SBS 수용액 100 g을 

dropping funnel에 넣고 일정량씩 약 1시간 동

안 dropping하 다.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500 

rpm으로 계속 교반해 주었으며 반응온도는 60 

℃를 유지하 고 반응온도가 상승할 때에는 

dropping 속도를 조 해가며 온도를 유지한다. 

용액의 주입이 끝난 후에는 약 1시간 동안 숙

성하여 합을 완결시킨다. 합에 사용된 각 

monomer의 구조는 Figure 3에 나타내었다.

    Figure 2. The apparatus of emulsion

              polymerization.

2.3 합물 필름 제조 과정 

   DSC, TGA 분석을 해 합물을 Teflon 

plate에 넣은 다음  오 에서 100℃ 조건에서  

6시간 정도 건조한다. 이 게 건조과정이 진행

되는 동안 유백색의 합물에 포함된 용매가 

서서히 증발되면서 투명한 필름이 얻어지게 

된다.

CH C

O

O CH2 CH3H2C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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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명

EAM
사용량
(wt%)

MAM
사용량
(wt%)

AAc
사용량
(wt%)

2-EHAM
사용량
(wt%)

(a) 42.1 21.05 5.26 31.58

(b) 39.47 18.42 5.26 36.84

(c) 36.84 15.79 5.26 42.1

sample명 Tg(℃) Tm(℃)

(a) -19.25 2.43

(b) -45.75 1.31

(c) -46.11 1.78

CH2 CH CH2

CH2

CH2 CH2 CH3

CH3

CH2 CH C O

O

(b) 

CH2 CH C O

O

CH3

(c) 

CH2 CH C

O

OH

(d) 

Figure 3. The structure of monomers. 

(a) Ethylacrylate (EAM), (b) 2-Ethylhexyl 

acrylate (2-EHAM), (c) Methylacrylate 

(MAM), (d) Acrylic acid (AAc)

3. 결과  고찰

3.1 각 모노머 혼합비에 따른 합체의 열 안정성

  공 합에 사용된 각 모노머의 비율에 따른 

물성 변화를 알아보기 하여 각 모노머의 혼

합비율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각 모노머의 비율에 따른 

합물의 물성 확인을 해 합물을 Teflon 

plate에 건조하여 필름 형태로 만든 후 DSC와 

TGA 분석을 실시하 다. 

 Table 1. The composition of monomers

  Figure 4에 합성된 합물의  DSC 곡선을 

나타내었다. 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 합

체 sample (a), (b) 그리고 (c)에 하여 온도

가 증가함에 따라 흡열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유리 이온도(Tg)의 경우 2- 

EHAM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낮아지는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2-EHAM의 사

용량이 합체 필름의 물성이 보다 소 트한 

성질을 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녹는

(Tm)의 경우에서는 각 샘 에 따라 2.43～ 

1.31℃의 범 로 그다지 큰 변화폭이 측되지 

않았다. 일반 으로 Flocking 가공에 사용되는 

섬유용 착제의 유리 이온도는 -15～-45℃

의 범 를 가지며 음의 값으로 근할수록 

합체 필름의 물성이 soft하게 변화되며 착성

도 다소 증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5
 따라

서 본 실험에서 합성된 합물의 경우 일반

인 섬유용 착제의 경우 2-EHAM의 사용량

을 증가시킴에 따라 합체의 유리 이 온도

(Tg)가 음의 값으로 증가되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합체를 필름으로 

가공할 경우 보다 소 트한 성질을 나타낸다

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6～10
 

Table 2. The thermal properties of polymeri- 

zation products

  그리고 합성된 합체를 필름의 형태로 가

공한 다음 열  안정성을 알아보기 하여 

TGA 분석을 하여 Figure 5에 나타내었다. 그

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각 합체 sample (a), 

(b) 그리고 (c)에 하여 온도가 증가됨에 따

라 약 100℃ 부근까지는 합체의 용매가 증

발되면서 격한 량 손실이 일어나기 시작

하여 film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150～370℃ 구

간과  450～600℃ 구간에서 량손실이 나타

났다.  한, 2-EHAM의 사용량이  증가됨에 

따라 량 손실이  감소되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2-EHAM의 사용량

을 증가 시킬수록 합체 필름의 열 안정성

이 증가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결과

는 Flocking 가공에 사용되는 섬유용 착제의 

열  안정성과 비교해 볼 때 본 실험에서 사

용된 모노머  2-EHAM의 사용량을 증가시

켜서 얻어진 합체 필름의 열  안정성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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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됨을 알 수 있었으며 한, 보다 낮은 유리

이온도(Tg)값을 나타냄으로써 보다 소 트

한 필름으로의 가공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

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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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4. DSC curve for the polymerization 

          products.

0 100 200 300 400 500 600

(b)

(a)

(c)

T
G

%
 

Temperature (
o
C)

 Figure 5. TGA trace for the polymerization

           products.

3.2 각 모노머 혼합비에 따른 착성 변화 

   일반 으로 Flocking 가공에 사용되는 섬유

용 착제는 어느 정도의 착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것은 앞에서 언 한 합체의 유리

이 온도와도 련이 있으며 합체 분자의 

구조 인 에서 볼 때 합성된 합체 내에 

포함된 수산화기(hydroxyl group)와 련이 있

다. 이 수산화기가 많이 유도될수록 착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이 수

산화기의 존재 유무를 알아보기 하여 

Figure 6에 합성된 합체 sample (a), (b) 그

리고 (c)에 하여  Raman spectrum을 나타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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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6. Raman spectra for the

               polymerization products.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2900 cm-1 역에 

sp3 C-H신축 흡수 띠가 나타남을 알 수 있으

며 3400 cm-1 역에 수산화기의 흡수 띠가 

넓은 범 에서 나타남을 확인하 다. 한, 2- 

EHAM의 사용량이 증가됨에 따라 수산화기와 

련된 라만 띠의 세기 변화는 그다지 측되

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실험에서 

얻어진 합체에는 수산화기가 어느 정도 존

재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합체를 필름으로 가공할 경우 착성

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acrylate monomer인 EAM, 

MAM, 2-EHAM, AAc와 비이온성 계면활성

제인 NP-40과 NP-60을 이용하여 에멀젼의 

형태를 만든 다음, 산화 환원  개시제인 

KPS와 SBS를 이용하여 공 합을 시행하여 

섬유가공에 사용되는 착제를 성공 으로 합

(a)

(b)

(c)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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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할 수 있었다.  한  합에 사용된 2- 

EHAM의 사용량을 변화시켜 유리 이온도

(Tg)와 녹는 (Tm) 열 량 분석(TGA)을 수

행한 결과 2-EHAM의 사용량을 증가시킴으로

서 섬유 가공용 착제로서 우수한 열 안정

성과 착성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확인하 다. 

한 분자 구조  에서 착성과 한 

련이 있는 합체에 포함된 수산화기의 존

재를 라만분석을 통하여 확인하 다. 결과 으

로 섬유의 Flocking 가공에 사용되는 착제의 

경우 유화 합에 사용된 2-EHAM의 함량을 

증가시킴에 따라 보다 우수한 착력과 열

안정성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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