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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산성 점착제의 점착 물성과 수분산성에 미치는 입자 내 조성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양한 입자 내 조성을 갖는 

아크릴계 에멀젼형 점착제를 제조하여 각각의 점착 물성과 수분산성을 조사하였다. 입자 내 단일 조성을 갖는 경우 유지력

과 수분산성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어려웠으나 입자 내 조성을 hard core/soft shell 형태를 갖게 함으로써 수분산성은 적게 

희생하고 유지력을 높일 수 있었다. 또한 메타크릴산/아크릴산(MAA/AA)의 중량비가 4/1인 경우에는 친수성 물질인(AA+ 

MAA) 함량이 core로 갈수록 많은 경우와 shell로 갈수록 많은 경우 모두 유지력은 크게 상승했으나 초기점착력은 크게 

낮아졌으며 수분산성은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MAA/AA 중량비가 1/4인 경우는 shell 부분에 (AA+MAA) 함량이 

많은 경우에 수분산성이 더 컸으나 유지력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The effects of intra-particle composition on the adhesive properties and water dispersity of acrylic emulsion type pressure 

sensitive adhesives (PSAs) were investigated. In the case of PSA having uniform intra-particle composition, the higher holding 

strength made the water dispersity lower. By changing the intra-particle composition in hard core/soft shell type, however, 

it was possible to get PSAs showing both high holding strength and water dispersity. When the weight ratio of MAA/AA 

is 4/1, high holding strength, but low initial tack and very low water dispersity were observed in both cases of higher contents 

of (AA+MAA) in core and shell area. When the weight ratio of MAA/AA is 1/4, however, higher water dispersity and lower 

holding strength were indicated in the case of higher contents of (AA+MAA) in shel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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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아크릴 에멀젼 점착제는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접착성, 점착성, 내후

성, 저온 특성 및 가교 기능이라는 특성과 에멀젼이라는 형태에 의한 

다른 고분자 에멀젼과의 우수한 상용성, 높은 고형분 함량화, 폭넓은 

점도 조정, 그리고 작업성이 우수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1]. 그러나 

아크릴 에멀젼 점착제는 성능면에서 초기점착력, 박리력 그리고 유지

력 등의 점착 물성이 모두 우수한 용제형 아크릴 점착제에 비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용제형 아크릴 점착제와 같은 성능을 갖도록 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2-16].
 
또한, 종이 라벨 및 테이프 

점착제의 경우, 기존 용제형 점착 제품은 사용 후 떼어낼 때 잘 떨어

지지 않기 때문에 각종 부착면을 오염시키고 있고, 용제형이기 때문

에 물에 잘 녹지 않아 환경 친화적인 리싸이클링이 어려워진다. 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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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트지의 경우는 사용 후, 보통 재펄프화(repulping) 과정을 통해 재활

용되는데 재펄프화 되기 위해서는 점착제가 쉽게 물에 분산되어야 한

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펄프화시 물에 

쉽게 해리되어 분산되는 수분산성 점착제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수분산성 에멀젼 점착제의 경우 유지력과 초기점착력이 

동시에 뛰어난 접착 물성을 갖추기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물에 분산

이 잘 되기 위해서는 분자량이 작고 분자들이 어느 정도 유연해야 하

는데 이렇게 되면 유지력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대

부분 단순한 입자 조성하에서 단량체 구성 변화에 의한 문제 해결을 

시도해 왔으나 수분산성과 두 가지 점착 물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수분산성을 가지면서 초기점착력과 유지력이 동시

에 높은 점착제를 제조하기 위해 입자 조성 변화를 시도하였다. 입자 

조성은 core-shell의 형태로 제조하였으며 조성 변화가 점착제의 점착 

물성과 수분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hard core/s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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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ll형 입자의 내부 질량비 변화와 core 부분과 shell 부분의(메타크릴

산+아크릴산) (methacrylic acid + acrylic acid) 함량을 변화시켜준 점

착제들을 각각 제조하여 입자 조성 변화에 따른 영향을 조사하였다. 

여기에서, soft와 hard의 개념은 조성 변화를 나타내기 위한 상대적인 

정의로서, -70 ℃의 유리 전이 온도를 갖는 2-에틸헥실아크릴레이트

(2-EHA)와 -54 ℃의 유리 전이 온도를 갖는 n-부틸아크릴레이트

(n-BA)의 질량비가 3/1인 경우를 soft, 1/3인 경우를 hard라 칭하였다.

2. 실    험

  2.1. 시약

  본 실험에서는 단량체로 2-ethylhexylacrylate (2-EHA, Aldrich), 

n-butyl acrylate (BA, Aldrich), methacrylic acid (MAA, Junsei), acrylic 

acid (AA, Aldrich) 등 4종류의 아크릴계 단량체를 정제하지 않고 그

대로 사용하였다. 유화제는 비이온성 유화제인 AR-150 (Hercules, Ox- 

yethylene glycol ester of rosin)과 음이온성 유화제인 Alipal CO-436 

(Rhone Poulenc, Sodium salt of sulfated polyethoxy nonylphenol, 59% 

conc.)를 1/3의 비율로 함께 사용하였다. 개시제로는 열분해형 개시제

인 potassium persulfate (K2S2O8, Aldrich)를 0.3 wt%의 농도로 사용하

였다. 그리고, 분자량을 조절하기 위한 사슬 전달제로서 n-dodecyl 

mercaptan (n-DDM, Fluka)를, 완충 용액으로 sodium carbonate (NaHCO3, 

덕산화학)를 각각 사용하였다.

  2.2. 실험장치

  Pyrex로 제조된 500 mL 4구 플라스크를 반응기로 사용하였다. 반

응기에는 교반기, reflux condenser, 질소 주입 및 pre-emulsion 투입구

가 각각 연결되었으며, 일정한 중합 온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반응기

를 순환 항온 수조가 연결된 이중 자켓형 반응기에 충분히 잠기도록 

하였으며, pre-emulsion의 투입은 미량 펌프를 이용하여 일정한 속도

로 투입하였다. 중합 장치의 개략도는 Figure 1과 같다.

  2.3. 실험방법

  반응기에 3차 증류수와 비이온성 유화제인 AR-150을 첨가한 후 질

소 gas를 투입하면서 반응기 온도를 교반기로 교반해주면서 일정 온

도까지 올려주었다. 반응기 온도가 일정 온도에 도달했을 때 3차 증류

수에 미리 용해시킨 개시제 용액을 첨가하고 30 min 경과 후, 증류수, 

단량체, 음이온성 유화제 등을 혼합하여 미리 제조해 둔 pre-emulsion 

일정량을 반응기에 첨가하고 교반해주면서 30 min 반응시킨 후 나머

지 pre-emulsion의 내용물을 3 h 동안 일정한 속도로 투입해주었다. 

입자의 조성을 변화시키기 위해 단량체 조성을 두 가지로 변화시킨 2

단계 중합과 네 가지로 변화시킨 4단계 중합을 시도하였다. 투입 방법

은 조성이 다른 종류의 pre-emulsion들을 각각 제조한 후 순서대로 연

속 투입하였다. 그리고 pre-emulsion을 모두 투입한 후 미반응 단량체

가 모두 중합될 수 있도록 1 h 동안 후 중합하였다.

  2.4. 분석

  중합된 점착제 시료를 이소프로판올 또는 염산으로 응집시킨 후 증

류수로 세척, 여과한 후 진공 건조시킨 시료를 DSC (differential scan-

ning calorimeter, TA 2910)를 사용하여 -90 ℃에서 25 ℃까지 10 ℃

/min의 속도로 가열하면서 유리 전이 온도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이

소프로판올 또는 염산으로 응집시킨 후 증류수로 세척, 여과한 후 진

공 건조시킨 시료를 Tetrahydrofurane (THF)으로 녹여 시료의 농도를 

Figure 1. The process equipment for emulsion polyme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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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data model 겔투과크로마토그래피(gel permeation chromatog-

raphy)에 시료를 10 µL를 주입하여 1.0 mL/min의 속도로 흘려보내면

서 분자량을 측정하였다. 또한, 시료를 3차 증류수로 희석한 후 입자 

분석기를 이용하여 입자 크기를 측정하였다.

  2.5. 점착 물성

  2.5.1. 초기점착력(Tack, cm)

  자동 코팅기를 이용하여 크라프트지에 중합된 점착제 시료를 일정 

두께로 코팅한 후 일정 온도에서 일정 시간 건조한 점착제를 15 mm 

× 250 mm의 크기로 절단하여 점착제 시편을 제조한 후, ASTM D 

3121에서 제시한 방법에 의해 점착제 시편을 수평인 바닥에 고정시킨 

후 21°30' 기울어진 경사면을 갖는 구름판을 설치한 후 11 mm 지름의 

스테인레스 스틸 볼을 굴려서 볼이 구른 거리(cm)를 측정하여 초기점

착력으로 정의하였다. 볼이 구른 거리가 클수록 초기점착력은 작다.

  2.5.2. 박리강도(Peel Strength, kgf/25 mm)

  ASTM D 3330에서 제시한 방법에 의거하여 자동 코팅기를 이용하

여 크라프트지에 중합된 점착제 시료를 일정 두께로 코팅한 후 일정 

온도에서 일정 시간 건조한 점착제를 25 mm × 300 mm의 크기로 절

단하여 스테인레스 강판에 붙인 후 자동식 압착 롤러 장치로 30 

cm/min 속도로 왕복 1회 압착시킨 다음 30 min 후 180° peel test 기기

를 사용하여 300 mm/min의 속도로 점착력을 박리하면서 박리하기 위

해 요구된 하중을 측정하여 박리 강도로 정의하였다.

  2.5.3. 유지력(Holding Strength, min)

  ASTM D 3654에서 제시한 방법에 의거하여 자동 코팅기를 이용하

여 크라프트지에 중합된 점착제 시료를 일정 두께로 코팅한 후 일정 

온도에서 일정 시간 건조한 점착제를 절단하여 스테인레스 시험판에 

25 mm × 25 mm의 접착 면적을 갖도록 부착한 후 자동식 압착 롤러 

장치로 30 cm/min 속도로 왕복 1회 압착시킨 다음 30 min 후 수직에

서 2° 기울인 패널에서 하중 1 kg의 추를 매달아 시편이 시험판에서 

떨어질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 유지력으로 정의하였다.

  2.5.4. 수분산성

  점착제 시료를 일정 크기(25 mm × 25 mm)로 절단하여 70 ℃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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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change of particle size distribution with the polymer-

ization time (uniform composition).

류수에 담가 일정 시간(10 min) 교반해 준 후 크라프트지로부터 떨어

져 나온 점착제가 분산되어 있는 증류수의 탁도를 탁도계(Turbidime- 

ter)로 측정하여 점착제의 수분산성 정도를 결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중합 시 입자 형성 관찰

  입자 조성이 점착 물성과 수분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에 앞

서서, 투입 단계별 조성 변화에 의한 입자 조성이 core/shell 형태의 조

성을 갖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core/shell의 입자 조

성 형태는 TEM에 의해 확인하지만 본 연구에서와 같이 core와 shell 

간의 성분이 비슷하고 다만 그 성분비만 다를 경우 TEM으로 확인하

는 것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간에 따른 입자 크기 

분포를 단일 입자 조성 중합과 core/shell 입자 조성 중합에 대해 각각 

측정한 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단일 조성의 pre-emulsion을 연속 투입하여 제조한 점착

제와 조성이 서로 다른 두 pre-emulsion을 이단계로 연속 투입하여 제

조한 점착제의 중합 시간별 입자 크기 분포를 측정하여 Figure 2와 

Figure 3에 각각 나타내었다. Figure 2는 단일 입자 조성을 갖는 점착

제의 중합 시간별 입자 크기 분포를 나타낸 결과로서 중합 시간이 경

과함에 따라서 최소 입자 크기는 거의 변화가 없는데 반해 입자 크기 

분포는 입자 크기가 큰 쪽으로 계속 이동함을 볼 수 있다. 이는 처음

에 형성된 시드(seed) 입자들이 pre-emulsion이 투입됨에 따라 계속 성

장하고 있으며 새로운 입자 생성은 크게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

다. Figure 3은 core/shell 형태의 입자 조성을 갖는 점착제의 중합 시

간별 입자 크기 분포를 나타낸 결과로서, 단일 조성의 입자 모폴로지

를 갖는 점착제의 경우인 Figure 2와 비교하여 매우 흡사한 모습을 보

이고 있다. Core 부분을 형성하는 pre-emulsion을 모두 투입한 후 측

정한 2.5 h 경과 때의 입자 크기 분포 그래프와 shell을 형성하기 위해 

새로운 조성의 pre-emulsion을 투입한 후 측정한 3 h 경과 후의 입자 

크기 분포 그래프를 비교하였을 때 새로운 입자 생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대부분의 입자가 core/shell 형태의 조성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Figure 3. The change of particle size distribution with the polymer-

ization time (core/shell particle morphology).

Table 1. The Change of Adhesive Properties with Hard Core/Soft Shell 

Morphology

Feeding

Stage

Tack

(cm)

Peel

Strength

(kgf/25 mm)

Holding

Strength

(min)

Water

Dispersibility

*(NTU)

 Single Stage 3.9 2.37  5.5 300

 Two Stage 3.9 1.77 29.3 200

 Four Stage 4.0 1.80 19.5 180

* NTU : Nephelometric Turbidity Units

  3.2. 입자 내 조성 변화 효과

  입자 내 조성 변화가 점착 물성과 수분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하여 core 부분과 shell 부분의(MAA+AA) 함량과 MAA/AA 

질량비는 1/4로 고정해주고, 2-EHA/n-BA 비를 shell로 갈수록 두 단

계 혹은 네 단계로 증가하도록 하여 중심부를 상대적으로 hard하게 하

고 shell로 갈수록 soft하게 입자를 만들어 입자 내 조성 변화가 없는 

점착제와 물성을 비교하였다. Table 1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hard 

core/soft shell의 입자 내 조성을 갖는 점착제는 단일 조성을 갖는 점

착제에 비해 점착력은 감소하였으나, 유지력은 크게 증가하였고, 수분

산성은 약간 감소하였다(two stages, four stages). 유지력이 증가한 것

은 core 부분이 hard해짐에 따라 core 부분의 분자 간 결속력이 증가했

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초기점착력이 감소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된 

것은 순간적인 접착력을 측정하는 초기점착력은 hard한 core의 영향

을 거의 받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한편 네 단계로 투입할 때 

점착력은 두 단계로 투입하였을 때보다 다소 증가하였고 유지력은 감

소하였다. 이것은 4단계로 투입할 경우 2단계로 투입할 때보다 hard한 

core 부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3.3. Hard core/soft shell형 입자의 내부 질량비 변화 효과

  Hard core/soft shell형 입자의 내부 질량비의 변화가 점착제의 점착 

물성과 수분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hard core와 soft 

core의 중량 조성비를 각각 (2-EHA/n-BA = 1/3)과 (2-EHA/n-BA = 

3/1)를 갖도록 하면서 core/shell 중량비를 각각 25/75, 50/50, 75/25인 

점착제를 제조한 후 점착 물성과 수분산성 변화를 관찰하였다. 이때 

core/shell의 AA 함량과 MAA/AA 중량비 함량은 모두 동일하게 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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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Change of Adhesive Properties with the Weight Ratio be-

tween Hard Core and Soft Shell

Weight

Ratio

(wt%)

Tack

(cm)

Peel

Strength

(kgf/25 mm)

Holding

Strength

(min)

Water

Dispersibility

(NTU)

Mw

(10
5
, g/mol)

Tg

(℃)

25/75 0.5 2.54  4.7 300 1.03 -50.5

50/50 3.9 1.77 29.3 200 0.93 -48.7

75/25 2.9 1.73 42.0 140 0.98 -38.4

Table 3. The Change of Adhesive Properties and Water Dispersity with 

the Carboxylic Acid Weight Ratio between Soft Core and Soft Shell 

(Two Stage Feeding)

Weight Ratio

(wt%)  Tack

(cm)

Peel Strength

(kgf/25 mm)

Holding

Strength

(min)

Water 

Dispersibility

(NTU)

Mw

(10
5
,

g/mol)

Tg

(℃)core/

shell

Acrylic

Acid  

50/50 7.5/17.5 2.0 1.83  4.2 700 1.13 -57.9

50/50 17.5/7.5 2.5 1.99  6.2  50 0.81 -52.0

25/75 5.0/15.0 4.5 1.92  3.3 400 1.20 -56.2

75/25 15.0/5.0 0.8 2.11  3.0 380 0.83 -51.8

었다. 이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는데 hard core/soft shell의 질량비

가 25/75, 50/50, 75/25 순으로 hard core의 양을 늘려감에 따라 분자량

에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유리전이온도는 증가함을 볼 수 있다. 점착

력의 경우 hard core의 양이 많아짐에 따라 유지력이 증가한 반면 초

기점착력과 점착력은 감소되었다. 수분산성 역시 hard core의 양이 증

가함에 따라 감소함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일정한 AA 함량 하에서는 

n-BA보다 좀 더 유연한 2-EHA의 함량이 많을수록 수분산성이 증가

함을 보여주고 있다.

  3.4. (AA+MAA) 함량비 변화 효과

  Core 쪽과 shell 쪽의 (AA+MAA) 함량비 변화가 점착제의 점착 물

성과 수분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AA+MAA)의 총 

함량과 MAA/AA 질량비를 각각 12.5 wt%, 1/4 그리고 soft core/soft 

shell로 고정하고 (AA+MAA) 함량이 다른, 두 종류의 pre-emulsion을 

여러 경우의 core/shell 중량비에 대해 두 단계로 연속 투입하여 조사

하여 보았다. 이때의 (AA+MAA)의 함량비 변화와 core/shell 중량비 

변화는 각각 상대적으로 core 부분이 높거나, 상대적으로 shell 부분이 

높도록 하였다. Table 3에서 보면 core/shell 중량비 50/50 그리고 

(AA+MAA) 조성비 7.5/17.5에서 수분산성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는

데, 그 이유는 이 조성에서 shell 부분의 단위 중량당 (AA+MAA) 함

량이 가장 높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shell 부분에 단위 중량당 

(AA+MAA) 함량이 가장 낮고 core 부분에 단위 중량당 (AA+MAA)

함량이 가장 높은 두 번째 경우에 수분산성이 가장 낮음을 볼 수 있

다. 이것은 shell 부분에 친수성이 큰 (AA+MAA)가 많이 분포할수록 

수분산성이 높아짐을 나타내고 있다. 유지력의 경우 유리전이온도가 

상대적으로 약간 더 높고 core 부분에 (AA+MAA) 함량이 더 많은 두 

번째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크나, 대체로 유지력은 낮은 편이다. 따라

서 soft core/soft shell의 경우 (AA+MAA)의 함량비 변화가 유지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입자 내부의 (AA+MAA) 함

량을 두 단계 외에도 네 단계로 변화시켜 그에 따른 수분산성과 접착 

물성을 관찰하였고 그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MAA/AA의 중

Table 4. The Change of Adhesive Properties and Water Dispersity with 

the Carboxylic Acid Weight Ratio between Soft Core and Soft Shell 

(Four Stage Feeding)

Weight

Ratio

(wt%)

Tack

(cm)

Peel

Strength

(kgf/25 mm)

Holding

Strength 

(min)

Water

Dispersibility

(NTU)

Mw

(10
5
,

g/mol)

Tg

(℃)

20/15/10/5* 25.0 1.1  65.4 - 1.25 -50.4

5/10/15/20* 22.3 1.2 107.2 - 1.13 -53.0

20/15/10/5**  2.5 2.3   7.0  90 0.69 -54.6

5/10/15/20**  2.5 1.9   2.2 400 0.76 -56.2

* : MAA/AA=4/1, ** : MAA/AA=1/4

량비가 4/1인 경우에는 유리전이온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친수성이 낮

은 MAA의 함량이 크기 때문에 (AA+MAA) 함량이 core로 갈수록 많

은 경우와 shell로 갈수록 많은 경우 모두 초기점착력은 크게 낮아졌

으며 수분산성은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MAA/AA 중량비가 

1/4인 경우는 shell 부분에 (AA+MAA) 함량이 많은 경우에 수분산성

이 더 컸으나 유지력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4. 결   론

  입자 내부 조성 변화가 점착제의 점착 물성과 수분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입자 내부의 core와 shell 부분의 중량비, 

(AA+MAA) 함량, (2-EHA/n-BA) 비 등을 변화시켜 그 결과를 관찰하

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

  1) 입자 내 조성이 soft core/soft shell의 단일 조성인 점착제에 비해 

hard core/soft shell의 형태로 한 경우 수분산성을 크게 잃지 않고 유

지력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Hard core/soft shell의 경우 core/shell의 

중량비를 낮출수록 수분산성은 증가하였으나 유지력은 감소하였다. 

  2) soft core/soft shell 조성의 경우 친수성기인 (AA+MAA) 함량을 

core 부분보다 shell 부분에서 높일수록 수분산성은 증가하였으나 유

지력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3) MAA/AA의 중량비가 4/1인 경우에는 (AA+MAA) 함량이 core

로 갈수록 많은 경우와 shell로 갈수록 많은 경우 모두 초기점착력은 

크게 낮아졌으며 수분산성은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MAA/AA 

중량비가 1/4인 경우는 shell 부분에 (AA+MAA) 함량이 많은 경우에 

수분산성이 더 컸으나 유지력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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