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류산업학회지 J. Kor. Soc. Cloth. Ind.
제10권 제2호, 2008 Vol. 10, No. 2, pp.254-259(2008)
＜연구논문＞

254

기능성마이크로스피어의 제조와 응용(I)
TiO2를 함유한 Poly(ethylene-co-vinylacetate) 공중합체의 

마이크로스피어 제조 및 그 특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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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Poly(ethylene-co-vinylacetate)(EVA) microspheres were prepared by a thermally induced phase separation.
The microsphere formation occurred by the nucleation and growth mechanism in the metastable region. The diluents
used were toluene. The microsphere formation and growth was followed by the cloud point of the optical microscope mea-
surement. The microsphere size, which was obtained by SEM observation and particle size analyzer, became decreased
when the titanium dioxide(TiO2) concentration was higher. The deodorizing function of the prepared fabrics was studied
by the determination of the decomposing capability for NH3. The deodorant activity of these deodorizing fabrics was mea-
sured by chromogenic gas detector tubes. The deodorant activity of NH3 increased with increasing TiO2 concentration
of EVA micro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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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직물용 제로그래피(xerography)는 사무용의 복사기나 레이저

프린터용의 마이크로스피어 토너를 이용한 종이 인쇄기술을 직

물의 날염에 응용하기 위한 기술로서, 다양화된 소비자의 요구

에 빠른 대응 면에서 우수한 시스템이나 직물용으로서는 아직

까지 개발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제로그래

피는 종이 인쇄에서 발달한 기술로서 이것을 직물날염에 응용

하기 위해서는 고분자상태의 마이크로스피어 제조 및 특성에

관한 연구가 더욱 요구된다(Dewitt, 1995; Kim et al., 2003).

 고분자 마이크로스피어는 크로마토그래피, 흡수·흡착제, 약

물 서방 물질, 난연 물질, 살충제, 상전이물질, 잉크 및 염료

등 기능성 물질에 많은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Dewitt,

1995; Hong et al., 1999). 마이크로스피어의 많은 활용 중 마

이크로캡슐은 목적물질을 그 고유의 화학적 성질을 잃지 않고

고분자 및 무기화합물의 특수물질로 싸서 천천히 혹은 어떤 다

른 외부의 자극에 의해 그 목적물질을 외부에 서방화시키는 것

이다. 캡슐 내부에 각각의 물질을 내포할 수 있기 때문에 의학,

약학, 공학, 농학 등의 많은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 마이크로

스피어를 제조하는 방법은 중합에 의한 방법과 고분자 용액의

물리화학적 처리에 의한 방법으로 크게 분류된다. 중합에 의한

마이크로스피어는 유화계면중합, in situ중합, 수계현탁중합, 비

수계현탁중합 등에 의해 제조된다. 이 중합에 의한 제조방법이

고분자 마이크로스피어 제조에 많이 이용되고 있지만 마이크로

스피어를 제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다. 뿐만 아

니라 마이크로스피어를 제조하는데 단량체, 개시제, 유화제 등

많은 화학물질이 요구되는 단점이 있어 최근에는 열유도상분리

(Thermally Induced Phase Separation: TIPS)에 의한 마이크로

스피어제조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TIPS

공정에 의한 막 제조에 관한 연구는 많이 있으나 마이크로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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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를 포함한 입자제조에 관한 연구보고는 많지 않다. H.

Matsuyama 등은 고분자 폴리프로필렌과 빈용매에 시스템에 있

어 입자를 제조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dynamic light scattering

(DLS)방법에 의해 입자크기 의 성장을 고찰하여 성장기구를 논

의하였다(Matsuyama et al., 2000a). Hou와 Lloyd는 나일론

고분자의 균일한 입자형성에 관하여 연구하였으며, 입자들의 표

면 거칠기는 나일론의 종류에 의존하였다(Hou et al., 1992;

Lee et al., 2003).

제로그래피 프린팅은 주로 종이에 한정되어 많은 연구가 진

행되었으며, 직물날염용에 대한 마이크로스피어에 관한 연구는

국내에서는 물론 국외에서도 기초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종이 인쇄용 스틸렌/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를 사용

하여 폴리에스테르/면 혼방 직물에 날염하여 공중합체의 직물

적합성을 평가하였는데 이 스틸렌/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는 직

물에 대한 접착력이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드라이크리닝 용

제에 대한 견뢰도도 좋지 않았다. Carr(Carr et al., 1991)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융점과 저분자량의 열경화성 수지인 에폭시수

지를 사용하여 만든 마이크로스피어를 직물에 날염하여 그 결

과를 조사했는데 스틸렌/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 수지보다 우수

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마찰견뢰성 등이 좋지 않는 결과를 나

타내었다고 보고하였다. 종이 인쇄용 마이크로피어어와는 달리

의류용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날염 후 직물의 태나 견뢰도 특

성도 선행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도입한 anatase 형태의 TiO2는 자외선광이

입자의 표면에 조사되면 매우 강한 산화활성작용을 나타내고

표면과 접촉해 있는 유기화합물을 분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

어 섬유소재 분야에 적용하면 광촉매 함유 건강/청결섬유소재

로 응용될 수 있다. 이러한 광촉매 TiO2가 효율적으로 유기 및

무기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악취도 산화-환원 반응 메카니즘에 따라 제거할 수 있

으리라 기대하고 TiO2를 함유한 마이크로스피어를 제조하고 섬

유에 응용하였다(Tennakone et al., 1995; Oh et al., 2002).

이 연구에서는 이미 선행 연구(Lee et al., 2003; Lee et

al., 2005)된 열유도 상분리공정에 의한 EVA마이크로스피어 제

조기술을 근거로 TiO2를 함유한 EVA 마이크로스피어를 제조

하였으며, 입도분석기 및 전자현미경 사진을 통하여 제조된 마

이크로스피어 특성을 고찰하였다. 또한 직물에 제로그래피 프

린팅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프린팅된 직물의 handle 특성

을 고찰하였으며, TiO2의 소취기능도 고찰하였다.

2. 실험재료 및 방법

2.1. 시료 및 시약

EVA는 에틸렌과 비닐아세테이트의 랜덤 공중합체이며, 공중

합체의 조성 중 비닐아세테이트의 함량은 15 중량%인 공중합

체(Aldrich Chemical Company)를 별도의 정제 없이 사용하였

다. EVA공중합체의 희석용 용매로 사용된 톨루엔, 세정제인 아

세톤 및 에탄올은 1급 시약으로 정제 없이 그대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EVA의 분자구조는 Fig. 1과 같으며 그 특

성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Table 1에서 EVA15는 EVA공중

합체 중 공단량체 비닐아세이트 공중합 비율이 15중량%임을

나타낸다. 함유물질로는 TiO2(titanium dioxide:Yakuri Pure

Chemical, anatase type, 입경: 50-300nm)을 사용하였다. 한편

마이크로스피어 제조 후 날염에 이용된 직물은 면직물, 견직물,

폴리에스테르 직물을 사용하였으며 그 특성을 Table 2에 나타

내었다.

2.2. 마이크로스피어의 제조

EVA15공중합체를 빈 용매인 톨루엔과 중량조성비 10%에서

냉각속도를 10/min로 고정하였으며 각 혼합물을 열 유도상분

리법을 이용하여 EVA 마이크로스피어를 제조하였다. TiO2의

함량에 따른 형성 특성을 고찰하기 위하여 TiO2의 농도를 0,

3, 5중량%로 변화시키면서 마이크로스피어를 제조하였다. 마이

크로스피어의 제조공정도를 Fig. 2에 나타내었다.

2.3. 상분리도

담점(cloud point)곡선은 다음 방법에 의해 도식화했다

(Matsuyama et al., 2000b; Matsuyama et al., 2000c; Lee et

al., 2003; Lee et al., 2005). 공중합체 EVA와 소정량의 용매

를 첨가하여 결정화온도 이상에서 용융하여 얻은 균질의 EVA-

용매 혼합물을 잘게 잘라 전자 현미경 커브 글래스 사이에 채

운다. 상분리를 위한 가열 용융에 의해 EVA고분자 용액이 커

브 글래스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막고 커브 글래스 내에서

Fig. 1. Chemical structure of EVA.

 
Table 1. Physical properties of EVA

ASTM - Test Method EVA15

Density ASTM D1505 0.938

Melt index (g/10 min) ASTM D638 1.9

Softening temperature(
o
C) ASTM D1525 64

Hardness ASTM D747 38

Table 2. Characteristics of cotton, silk and polyester fabrics

Fabrics Weave
Density

(warp × weft/5cm)

Yarn count Weight 

(g/m
2
)warp weft

cotton

silk

polyester

plain

plain

crepe

156 × 140

240 × 228

312 × 184

40's

30d

72d

29's

25d

80d

115

34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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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융액의 유동을 돕기 위하여 가운데가 정사각형으로 열려 있

는 두께 100 µm의 테프론 필름이 커브 글래스 사이에 들어있

다. 균질의 EVA-용매가 채워진 커브 글래스 시료는 전자현미

경이 장착된 열판(hot plate)에서 승온하여 150
o
C에서 3분간

EVA가 균일하게 녹을 때까지 가열을 한 후 냉각속도 10
o
C/

min속도로 냉각할 때 커브 글래스에 나타나는 고분자 용액의

백탁 현상 온도의 출현으로부터 담점을 결정, 고분자의 농도에

따라 플롯하여 상 분리도를 도식화하였다. 

2.4. 마이크로스피어의 물성분석

2.4.1. 입도분석

입도분석기(Gali CIS-1 particle size analyzer, Gali

Production Ltd. Israel)를 사용하여 마이크로스피어의 평균입경

과 그 분포를 측정하였다.

2.4.2. 전자주사현미경 분석

제조된 마이크로스피어의 형태 및 표면 형상은 주사전자현

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Hitachi S-4200,

Hitachi Co. Japan)으로 고찰하였다.

2.4.3. 소취특성

Anatase type의 TiO2가 함유된 마이크로스피어의 소취 특성

을 확인하기 위하여 NH3 가스 검지관을 이용하여 암모니아 가

스농도변화를 고찰하였다.

2.4.4. 스크린 날염 및 직물의 hand value

제조된 EVA 마이크로스피어를 면, 견, 폴리에스테르 직물에

목 90×90인 스크린으로 스크린 날염한 다음 198
o
C에서 10초

동안 압착하여 날염포를 제조하였다. 이렇게 제조된 날염포를

Kawabata Hand Evaluation System(KESFB series)를 사용하

여 인장특성, 굽힘특성, 전단특성, 압축특성, 표면특성, 두께 등

의 역학 특성치를 표준 계측조건에서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로

부터 hand value값을 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EVA-톨루엔 혼합물의 담점

Fig. 3은 TiO2첨가 유무에 따른 EVA고분자 용액의 농도변화

에 따른 담점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고분자의 중량 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담점은 서서히 증가하다가 일정 농도 이상이 되

면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는 즉 극점이 상분리 영역의 위쪽에

위치하는 UCST(upper critical solution temperature)거동을 나

타내고 있다. 담점이 극대치를 나타내는 고분자 용액의 농도를

임계농도라 하며 이 농도 보다 낮은 농도에서 매트릭스상은 고

분자 희박상, 도메인상은 고분자 농후상이 되어 고분자 마이크

로스피어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 된다(片山建一외 15명, 1992).

이 담점 곡선은 가열하여 균일한 고분자용액을 냉각하므로 액

상의 매트릭스상과 도메인 상으로 분리되는 즉 액체-액체 상분

리 현상을 나타내며, 이 곡선 온도보다 더욱 냉각을 하면 액체

-액체 상분리된 매트릭스와 도메인이 준안정상태를 경유하여 고

분자 마이크로스피어의 생성이 기대된다. TiO2 첨가 유무에 따

Fig. 2. Preparation procedure of EVA microsphere

Fig. 3. Cloud point curve of EVA polymer-diluent systems.

Fig. 4. Relation between mean diameter and concentration of TiO2.

(concentration of EVA: 10 wt%, cooling rate: 10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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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전체적인 임계농도 및 담점 곡선은 거의 같았으며, 임계점

을 경계로 EVA 농도가 낮은 경우 TiO2가 포함된 EVA가 담

점이 낮게 나타나 고분자 용액의 상분리 지연에 의한 형성된

마이크로스어의 입자가 작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3.2. TiO2 농도가 마이크로스피어 평균직경에 미치는 영향

Fig. 4는 TiO2함유 유무 및 함량에 따른 공중합체-톨루엔계

에 있어 TIPS 공정에 의해 제조된 마이크로스피어의 평균직경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TiO2 무첨가에서 TiO2 함량이 증가할수

록 형성된 마이크로스피어의 평균 입경이 감소하고 있다. Fig.

5는 TiO2 함유 유무 및 함량에 따른 공중합체-톨루엔계에 있어

열유도 상분리에 의해 형성된 마이크로스피어의 전자현미경 사

진이다. TiO2 무첨가에서 TiO2 함량이 증가할수록 형성된 마이

크로스피어의 평균 입경이 감소하고 있으며 Fig. 4의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첨가된 TiO2가 열유도

상분리 공정에 의해 형성되기 시작한 마이크로스피어의 합일

공정을 억제 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결과 형성된

마이크로스피어 직경이 TiO2 함량이 증가와 함께 감소된 것으

로 판단된다.

3.3. 마이크로스피어의 TiO2 함유농도와 소취특성

Fig. 6은 EVA 마이크로스피어 속에 TiO2 함유 유무 및 함

량에 따른 제조된 입자들의 암모니아 가스에 대한 소취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TiO2가 함유되지 않은 순수 EVA마이크로스피

어의 경우 소취효과를 거의 나타내지 않으나 TiO2를 함유하고

있는 마이크르피어의 경우 우수한 소취특성을 나타내고 있었고

그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소취 특성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특히 5 중량%의 TiO2를 함유하고 있는 마이크로스피어의 경

우 약 90% 이상의 소취효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에 사용된 anatase type의 TiO2는 TiO2 중 광촉매활성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TiO2의 소취기구는 마이크로스피

어 속에 함유되어 있는 TiO2가 태양광 혹은 자외선에 노출되

면 활성산소의 생성이 일어나 접촉하는 모든 유기화합물을 산

화시켜 소취 혹은 항균기능성을 나타내게 된다(장희동·김성

길, 2000; 손영아, 2005).

3.4. 마이크로스피어의 스크린 날염처리된 직물의 hand value

Table 3은 TiO2 함유 EVA 마이크로스피어를 제조한 후 날

염하여 제조한 날염포의 두께 및 직물 무게의 변화를 미처리

직물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두께 직물의 무게변화를 보면,

TiO2함유 EVA 마이크로스피어를 함유한 날염포에서 견과 폴

리에스테르직물은 두께가 증가하였고 면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날염직물의 직물표면을 현미경 고찰한 결과, 견과 폴리에스테

Fig. 5. SEM photographs of EVA microspheres in EVA-tolune system.

(concentration of EVA: 10 wt%, cooling rate: 10
o
C)

Fig. 6. The relative photodegraded concentration of NH3 during UV

light illumination with TiO2 contained EVA microspheres. (concentra-

tion of EVA: 10 wt%, cooling rate: 10
o
C)

Table 3. Thickness and weight of cotton, silk and PET fbrics printed by

EVA microsphere containing TiO2

Fabric Cotton Silk Polyester

Microsphere S1 S2 S1 S2 S1 S2

Thickness(mm) 0.266 0.261 0.090 0.107 0.308 0.322

Weight(g/m
2
) 24.007 24.805 6.841 8.094 21.250 24.086

S1: non printed fabric, S2: fabric printed by EVA microsphere

containing Ti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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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의 경우 조직이 엉성하여 EVA 마이크로스피어가 목과 목사

이 홈사이에 몰리면서 뭉침현상이 일어나 불균일한 것에 비해

서 면직물은 뭉침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그 결과 견과

폴리에스테르 직물의 경우 단위 면적당 마이크로스피어 스크린

날염에 따른 무게 증가와 함께 두께도 면직물에 비하여 상대적

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면직물의 경우 다른 직물들과는 달

리 무게증가율이 적었으며, 날염전후 두께 변화는 거의 없었다.

EVA마이크로스피어를 스크린 날염했음에도 두께 변화가 거의

없는 이유는 부착량도 작고, 마이크로스피어가 균일하게 부착

된 상태로 날염 후 압착 열고정하는 과정에서 직물이 압착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4는 제조된 TiO2 함유 EVA 마이크로스피어를 면, 견,

폴리에스테르 직물에 목 90×90인 스크린으로 스크린 날염한

다음 198
o
C에서 10초 동안 압착하여 제조한 날염포와 미처리

직물의 역학적 특성치를 측정하여 hand value 값으로 변환시켜

나타낸 것이다. Table 4에서 보면, stiffness를 나타내는

KOSHI는 면직물은 변화가 없었으며, 오히러 마이크로스피어의

불균일한 부착 및 뭉침으로 KOSHI 증가가 예상되었던 견과

폴리에스테르 직물은 조금 낮은 값을 나타내어 부드러워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HARI는 무게의 변화와 유연성에 의해 좌우되는데 본 연구

범위 내에서는 3가지 직물 모두에서 TiO2를 함유한 마이크로

스피어를 스크린 날염한 쪽이 증가하였다. KOSHI 측정결과 만

으로는 면직물 쪽의 HARI 감소가 기대되었지만 상대적으로 무

게 증량이 많았던 것에 기인한 결과 폴리에스테르 직물에서

HARI의 증가가 낮게 나타나 면 보다는 높은 드레이프성이 기

대된다.

SHINAYAKASA는 마이크로스피어를 스크린 날염한 쪽이 직

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직물의

유연성 저하가 예상된다. 이로써 TiO2를 함유한 마이크로스피

어를 스크린 날염을 통해 직목의 메움현상에 의하여 직물의

stiffness와 flexible에 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마이크로

스피어의 부착상태를 보면, 견직물의 경우 직목이나 직물표면

에 부착되지 않고 떠있는 상태로 있었으나 면직물의 경우 마이

크로스피어가 섬유에 대한 결합력이 증대하여 직물구성사 사이

에 균일하게 분포됨으로서 fullness가 증가하였으므로

FUKURAMI가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폴리에스테르의 부착

상태는 면직물과 견직물의 중간상태였다. 한편 crispness를 나

타내는 SHARI는 직물 종류에 관계없이 마이크로스피어 날염

과 함께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TiO2를 함유한 마이크로스피어

를 스크린 날염하여 직물에 부착할 경우 섬유와 직접 균일하게

부착하고 질량 증가가 적은 면직물이 HARI가 커지고

SHINAYAKASA가 감소하였으나 FUKURAMI가 증대하여 부

품성이 기대된다. 반면에 견직물의 경우 KOSHI와 HARI가 증

대하여 더욱 뻣뻣해지고 또한 SHINAYAKASA가 감소하여 유

연성이 낮아져 FUKURAMI가 감소한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TIPS 공정에 의해 TiO2를 함유한 EVA 마이크로스피어를 제

조하였으며, 담점 조사, 평균입자크기와 모양 등을 통하여 마이

크로스피어의 형성기구 및 특성을 평가하고, 제조된 마이크로

스피어를 면, 견, 폴리에스테르에 스크린 날염한 후 직물의 태

분석을 위한 역학적 특정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EVA 공중합체의 농도가 임계농도인 약 35중량% 이하의

경우에는 TiO2가 함유된 쪽의 담점(cloud point) 현상이 저온에

서 나타났으며, 형성된 마이크로스피어의 크기가 감소하였다.

2. EVA 공중합체-톨루엔(diluent)계에서 담점은 TiO2 함유 유

무에 관계없이 임계농도를 경계로 중합체 농도증가와 함께 증

가하다 감소하는 UCST 거동을 나타내었다.

3. TiO2 함유 유무 및 함량에 따른 공중합체-톨루엔계에 있

어 형성된 마이크로스피어의 평균직경은 TiO2 무첨가에서 TiO2

함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다.

4. TiO2가 함유되지 않은 순수 EVA마이크로스피어의 경우

암모니아 가스의 소취효과는 거의 없었으며, TiO2의 함유량이

증가할수록 마이크르피어는 우수한 소취특성을 나타내었다. 특

히 5 중량%의 TiO2를 함유하고 있는 마이크로스피어의 경우

약 90% 이상의 소취효과를 나타내었다.

5. TiO2를 함유한 마이크로스피어를 스크린 날염하여 직물에

부착할 경우 섬유와 직접 균일하게 부착하고 질량증가가 적은

면직물이 HARI가 커지고 SHINAYAKASA가 감소하였으며

FUKURAMI가 증대하였다. 반면에 견직물의 경우 KOSHI와

HARI가 증대하여 더욱 뻣뻣해졌으며 SHINAYAKASA도 감소

하여 유연성이 낮아져 FUKURAMI가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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