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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한약재에서 추출한 해충기피용액과 실리카를 혼합하여 해충기피 실리카 졸을 제조하고, 분무건조법을 이용하여 마이
크로 단위의 해충기피용액이 포함된 다공성 구형 분말을 제조하였다. 분무건조법을 통해 제조된 해충기피 분말의 특
성분석을 위해 해충기피 졸의 농도(해충기피용액, 실리카) 및 분무 건조 장비의 조건에 따라 분말 모폴로지, 입자크기
별 입경분포, 열적 안정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해충기피 졸의 농도가 4, 7 wt% 및 10 wt%일 때 각각 평균 입자 크기가 
8.3, 9.5 µm 및 11.7 µm 순으로 농도가 증가할수록 분말의 직경이 커졌다. 반면에 빠른 가스 주입속도 상태에서 노즐입
구온도 및 용액주입속도 증가에 의한 분말 입경의 증가는 미미하였다. 또한, 열중량 분석법을 통하여, 구형의 다공성 
분말 안에 해충기피 용액이 담지 되어있고, 이들은 200 ℃까지 열적 안정성이 확보됨을 확인하였다. 분무건조를 통한 
해충기피 분말은 평균 9~10 µm이고, 열적 안정성을 가지므로 컴파운딩 및 필름제조공정에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
대된다.

Abstract
Anti-insect repellent silica sol from mixture with silica and anti-insect repellent solution extracted from medicinal herbs was 
prepared. The micron size porous sphere powder with anti-insect repellent solution was prepared by the spray drying method. 
The characteristic of anti-insect repellent powder using spray drying method was analyzed by FE-SEM, PSA, TGA with the 
concentration of anti-insect repellent sol (anti-insect repellent solution and silica) and conditions of spray drier. The average 
particle size of 4, 7 wt% and 10 wt% of anti-insect repellent sol concentration were 8.3, 9.5 µm and 11.7 µm, respectively. 
The particle size is increasing with high concentration of anti-insect repellent sol. Other hands, particle size as the temperature 
of inlet nozzle and velocity of sol injection were nearly same at high velocity of gas injection. Also, Anti-insect repellent 
impregnation in porous sphere powder were confirmed by TGA methode and its thermal property was stable up to 200 ℃. 
We expect that anti-insect repellent powder is applied for plastic compound and process of film manufacture.

Keywords: spray drying method, silica sol, particle size, insect repellent, medicinal herb

1)1. 서    론

저장해충(저장된 식품에 피해를 입히는 해충)에 의해 식품포장재의 

천공과 이로 인한 산소 투과 및 해충의 침입에 의한 화학물질 분비에 

의해 내용물 변질 등 여러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1,2], 피해를 방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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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천연정유물질의 항균, 방충 등 다양한 효용에 관한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3,4]. 하지만 천연정유 물질이 상온에서 액상이고 

내열성이 낮아, 고온을 필요로 하는 컴파운딩(compounding) 및 필름 

공정 등에 직접적인 적용이 어려운 단점이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분말화 공정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천연정유 물질을 적용

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캡슐이나[5], 다공성 담지체 활용이 필요하다. 

마이크로캡슐 제조는 복잡한 표면 반응을 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공

정이 까다로우며[6-8], 담지[9]는 단순한 공정이나 분말화 시 마이크

로미터 크기의 입자를 얻기 위해서 분쇄 등의 추가 공정으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반면에 분무건조 기술은 용액 제조부터 건조 후 수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분말을 얻기까지 간단한 공정을 통하여 빠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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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Name

Sol concentration Spray drying parameters

DI. water 
(g)

Silica. 
(g)

Repellents solution 
(g)

Feed rate
(m3/h × 103)

Gas flow rate 
(l/h)

Inlet air temp. 
(℃)

C1F20 99 1 0.2 0.20 600 120

C4F20 96 4 0.8 0.20 600 120

C7F20 93 7 1.4 0.20 600 120

C10F20 90 10 2 0.20 600 120

R5F20 90 10 10 0.20 600 120

Table 1. Composition of the Anti-Insect Repellent Silica Sol for Spray Drying

 

(a) (b)

Figure 1. (a) Scheme of Mini Spray dryer (1. Two Fluid Nozzle, 2. 
Feed Inlet, 3. Chamber, 4. Cyclone Collector, 5. Filter, 6. Aspirator) 
and (b) Image of Two Fluid Nozzle.

간 안에 최종 입자를 얻을 수 있다[10].

액상 및 액상에 분산된 입자(slurry)들을 고체화시키기 위해, 열풍건

조법, 분무건조법, 동결건조법, 가열 건조법 등이 사용하고 있다. 이 

중 분무건조법은 분산액, 현탁액 등의 액상 시료를 강하게 분무하여 

droplet 형태로 만들고 건조과정(1 s 이내)을 통하여 용매를 순간적으

로 증발시킴으로써 고체의 입자를 생성하는 원리이다. 분무건조법은 

비용대비 효율성이 좋고, 톤 단위로 scale-up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

으며, 매우 간단하고 신속한 방법으로 다공성 나노입자를 제조할 수 

있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분무건조법을 통해 제조된 

나노구조의 입자의 형태는 전구체(sol)의 종류 및 농도, 분무건조기

(spray dryer)의 기계적 변수인 입력 속도, 입력 온도 및 chamber 온도 

등의 조절을 통하여 일반적인 구형 및 중공형 뿐만 아니라 타원체, 

toroid형(도넛형) 등 다양한 형태로 건조가 가능하며, 최종 입자의 크

기도 조절할 수 있어, 수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다공성 입자를 제조하

는 방법에 대해 이전 연구자들로부터 보고되어졌다[11-13].

천연정유 물질은 특유의 정유 성분으로 특정 대상의 해충에만 영향

을 끼치면서 다른 대상에는 영향이 적고, 안전하면서 중독 및 발암을 

유발하는 화학 훈증제를 대체할 물질로 보고되었다[14]. 한약재 추출

물 또한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약재 추출물을 활용하

여 화랑곡나방, 어린쌀구미 등에 대한 해충기피 및 살충에 관한 연구

가 수행되었다[15-16].

흄드 실리카(fumed silica)는 규소의 산화물로 수십 nm의 입자가 

agglomer 형태로 존재하여 다공성 구조를 형성하며, 공업적으로 중요

한 기능성 소재로 사용되어져 왔다. 또한 내약품성과 친수성이 강하

고 촉매, 담체, 충진제, 안료, 화장품, 약물전달체 등으로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17-19].

이에 본 연구는 한약재추출물을 나노실리카와 적절한 조성으로 해

충기피 나노졸을 제조하고, 분무건조법을 이용하여 용액의 농도, 노즐

입구온도, 용액주입속도 조절에 따른 실리카의 자가 응집을 유도하고, 

열적 안정성과 해충기피효과를 가지는 수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구형 

실리카 응집형 다공성 분말 제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실    험

2.1. 재료

흄드 실리카인 Aerosil@200 (12~30 nm, 200 m2/g, 2.5개 -OH/nm2, 

Evonik Degussa)을 사용하여 졸을 제조하고, 분무건조를 통해 다공성 

분말을 형성하였다[20]. 휘발성이 높은 유기용매를 사용하지 않고, 열에 

안정적이고 실리카의 분산이 잘되는 탈이온수(RiOs-Di 3, MILLIPORE)

를 용매로 사용하였다. 해충기피용액은 하이포스R&C에서 제공받은 천

연한약추출물 용액(제품명 : 액상형 방충기피제)을 사용하였고, 주 함유

량은 물과 에탄올(Ethanol) 90%, 아네토레(Anethole) 1%, 시남알데하이

드(Cinamaldehyde) 1%, 기타(해충기피물질) 8%로 해충기피 용액 내의 

유효성분은 0.05 g/g이다. 모든 시약은 정제 없이 그대로 사용하였다.

2.2. 해충기피 나노졸 제조

해충기피 나노졸은 천연한약추출물을 탈이온수에 분산시키고, 흄드 

실리카를 투입하여 제조하였다. Table 1과 같이 천연한약추출물, 탈이

온수, 흄드 실리카를 각각 다른 조성으로 사용하였다. 해충기피 나노

졸 제조순서는 용매인 탈이온수에 천연한약추출물을 200 mL 비커에 

먼저 넣고, 기계식 교반기(MSH-D, DAIHAN)로 10 min간 600 rpm에

서 충분히 분산시켰다. 그 후 정해진 농도의 흄드 실리카를 용액에 넣

은 후, 용액 내에 실리카와 기피제가 충분히 분산될 수 있도록 600 

rpm에서 20 min간 상온에서 추가 교반하여 제조하였다. 해충기피 나

노졸의 천연한약추출물 농도는 실리카 양 대비 1%로 하였다. 샘플명

은 실리카 농도가 1, 4, 7 wt% 및 10 wt%에 따라 C1F20, C4F20, 

C7F20 및 C10F20으로 각각 명하였다. 또한 천연한약추출물 양의 증

가에 따른 영향, 분무건조된 흄드 실리카 agglomer 분말 안에 담지 된 

천연한약추출물의 양 및 열적 안정성을 보기위하여 C10F20에서 기피

제의 농도를 5%로 증가시킨 R5F20 졸을 제조하였다.

2.3. 분무건조

분무건조장비는 노즐분사타입 분무건조장비(Mini spray dryer B-290, 

Buchi)를 사용하였고, 탈 이온수를 용매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다른 추

가적인 장치는 사용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무건조장비 

모식도와 노즐을 Figure 1에 나타내었다. 사용된 노즐은 노즐 캡이 

1.3~1.6 mm이고 노즐 팁 직경이 0.6~0.8 mm인 기본적인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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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Name

Sol concentration Spray drying parameters

DI. water
(g)

Silica 
(g)

Repellents solution
(g)

Feed rate
(m3/h × 103)

Gas flow rate 
(l/h)

Inlet air temp.
(℃)

C10F24 90 10 2 0.24 600 120

C10F27 90 10 2 0.27 600 120

C10F30 90 10 2 0.30 600 120

C10T130 90 10 2 0.20 600 130

C10T140 90 10 2 0.20 600 140

C10T150 90 10 2 0.20 600 150

Table 2. Parameters of Spray Drying Process

Figure 2. Scheme of produced anti-insect repellent powder by spray 
drying of anti-insect repellent silica sol.

(a)
 

(b)

(c)
 

(d)

Figure 3. SEM image of spray-dried anti-insect repellent powder with 
different silica concentration. (a) C1F20, (b) C4F20, (c) C7F20, (d) 
C10F20.

two fluid nozzle을 사용하였다.

노즐에서의 분무 에너지는 가스주입속도에 의해 좌우되며, 노즐 분

사직전에 가스와 해충기피 나노졸이 혼합된다. Figure 2는 해충기피 

나노졸에서 분무건조법에 의한 해충기피분말 생성 과정을 보여준다. 

노즐 및 chamber 내부의 온도가 용매의 끓는점 이상으로 상승되었을 

때, 분무된 해충기피 나노졸의 표면에서부터 열에너지를 얻으며 증발

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냉각에 의해 열에너지가 감소함에 따라 droplet 

내에 나노입자들이 자가 조립을 하여 구형의 agglomeration 분말을 만

들 수 있다[12].

Table 2는 분무 건조 장비의 조절변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실

리카의 동일 농도에서 분무 건조 시에 분무 건조 장비 조절에 따른 영

향을 관찰하기 위해 분무건조장비의 입구온도, 용액주입속도를 변화시

켰다. 샘플명은 실리카농도가 10 wt%이고, 용액 주입 속도에 따라 

C10F24, C4F27 및 C7F30으로, 입구온도에 따라 C10T130, C10T140 

및 C10T150으로 각각 나타내었다.

2.4. Morphology, Particle size distribution, 열중량 및 해충기피 

분석

분무 건조된 분말의 morphology 관찰을 위해 주사전자현미경(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 JSM-6701f, JEOL)

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particle size distribution을 관찰하기 위해 dy-

namic light scattering을 이용한 입도분석기(Particle size analyzer, 

PSA, mastersizer 2000, malvern)를 사용하여 입자들의 입경 분포와 평

균입자크기를 분석하였으며, 분산매는 메탄올을 사용하고, 오차 값을 

줄이기 위하여 1개의 시료 당 5번의 측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분무 건

조된 분말의 열적 안정성과 분말 안에 담지된 기피제의 양을 측정하

기 위해 R5F20을 열중량분석(Thermogravimetry Analysis, TGA, 

TGA7, perkinelmer)을 실시하였으며, 상온에서 10 ℃/min으로 승온하

여 800 ℃까지 측정하였다. 제조된 해충기피 분말의 해충기피성능을 

분석하기 위하여, 밀폐된 아크릴 상자를 설계 제작 후 빨간집모기를 

대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기가 이동하는 현상을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해충기피 나노졸의 농도에 따른 영향

Figure 3은 Table 1의 해충기피 나노졸(C1F20, C4F20, C7F20 및 

C10F20)을 FE-SEM을 이용하여 해충기피 나노졸의 농도에 따라 분무 

건조된 분말들의 형상변화를 관찰한 것이다.

분무건조에 있어서 droplet 내의 부피 분율(volume fraction), 즉, 고

형분의 농도가 적으면 중공구조(hollow structure) 및 도넛모양 형성이 

잘 이루어지고, 고농도의 졸에서는 내부의 안정화로 구형의 입자를 

얻기가 유리하다고 알려진 바와 같이[12,20,21], Figure 3을 보면 실리

카의 농도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증가할수록 전체적인 구형도가 높

은 형상의 분말을 얻었으며 Figure 3 (a)와 같이 저농도의 경우 도넛모

양 같은 형상의 분말이 관찰되었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이, drop-

let 안의 고형분의 부피 분율과 관련이 있으며, 부피분율이 작을수록 

droplet 내에 고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나노입자가 포함되

어져 있고, 부피분율이 클수록 droplet 내에 많은 수의 나노입자가 포

함되어져 있어 안정화된 것을 알 수 있다. 분무건조 중 졸 농도에 따

른 입자 생성 과정을 모식도로 Figure 4에 나타내었다. 분무 건조 시 

분무된 droplet 표면부터 건조가 시작되어, 나노입자들이 표면에서부

터 서로 붙기 시작한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중심에 나노입자의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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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he formation of different particle morphology by spray drying with different sol concentration.

Figure 5. SEM image of spray-dried powder of C4F20 porous sphere 
particle.

Figure 6. Cross section image of the spray-Cdried powder (C10F20).

sample
particle size (µm)

uniformity
d (0.1) d (0.5) d (0.9)

C4F20 4.55 8.36 15.07 0.392

C7F20 5.99 9.56 15.07 0.298

C10F20 6.96 11.77 19.37 0.332

Figure 7. Size distribution of the anti-insect repellent powders with 
different silica sol concentration.더 적어져 나노입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고, 용매가 모

두 증발하면 도넛모양의 형태가 이루어지게 된다. 반면에 높은 농도

의 해충기피 나노졸에서는 표면부터 건조가 되더라도 많은 수의 나노

입자들로 인해 내부에 움직일 공간이 작아 최종 분말에서는 구형의 

분말이 제조되며, 이는 구형 형상을 유지하는데 고농도가 유리한 것

으로 관찰되었다[12].

또한 Figure 5는 C4F20의 구형형상의 해충 기피 분말을 확대한 것

이다. 실리카 입자와 해충기피용액의 slurry의 짧은 건조 시간 동안 

droplet 안의 실리카입자와 해충기피용액 사이에 liquid-solid bridge 과

정을 통하여 입자가 성장하고 최종적으로 final agglomeration을 형성

한 것으로, 나노 크기의 실리카 입자들 및 해충기피용액이 모여서 1.5 

µm 크기의 구형의 agglomeration를 형성한 것을 알 수 있다. 구형 입

자의 확대 사진에서 많은 기공이 관찰되어 지며, 기공 사이에는 해충

기피 용액이 담지 되어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6은 쪼개진 입자의 단면을 관찰한 것으로, 분무건조 된 분말

이 중공구(hollow-sphere)가 아닌 속이 채워져 있는 다공성 구 

(porous-sphere)가 제조됨을 알 수 있다.

Figure 7은 입도분석을 통하여 분무 건조된 분말 C4F20, C7F20 및 

C10F20의 크기 분포를 그래프와 표로 나타낸 것이다. 분무 건조장비

의 동일 조작 조건 하에서 최종분말의 크기는 초기 droplet 크기에 의

해 결정이 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나노졸의 농도는 최종분말 크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12]. Figur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노졸의 농

도가 4%에서 10%로 갈수록 분말의 평균입자크기(d(0.5))가 각각 

8.36, 9.56 µm 및 11.77 µm로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농도가 낮을수

록 건조된 분말 크기가 작았고, 분무건조 된 분말이 모두 15 µm 이하

임을 알 수 있다. Figur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uniformity 값이 C4F20

은 0.392, C7F20은 0.298, C10F20은 0.332로, C7F20의 그래프 폭이 

가장 좁게 나타났으며, C10F20, C4F20 순으로 폭이 넓어졌다. 이는 

동일 조건에서 분무건조 동안 농도 7%인 용액이 C10F20, C4F20 보

다 최종 분말이 균일하게 가장 잘 생성되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3.2. 분무건조장비의 조건(입구온도 및 주입속도)에 따른 영향

분무건조에 있어서 입자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가스주입

속도(분무압력)와 용매의 농도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용액의 주입속

도와 용매의 종류(물 또는 유기용매)에 대해서는 적은 영향을 끼친다. 

가스주입속도가 증가할수록, 최종 분말 형태가 변형되거나 망가질 수 

있으나[12], 분말 크기는 작아진다. 따라서 작은 크기의 마이크로미터 

입자를 얻기 위해서 가스주입속도는 높아야 하기 때문에 분무건조기

의 최대 허용 값인 600 l/h로 고정을 시키고, Table 2와 같은 조건으로 

입구온도와 주입속도를 조절하여 해충기피분말을 제조하였다.

3.2.1. 분말형성에 미치는 입구온도(Inlet temperature)에 따른 영향

입구온도는 용매의 증발속도와 관련이 있다. 입구온도가 증가하면 

chamber를 비롯하여 전체적으로 건조 온도가 증가한다. 입구온도가 

증가하면 건조속도가 급격히 빨라져 도넛모양의 입자가 생기고 분말

크기 또한 커진다. 그 이유는 입구온도가 일정온도 이상으로,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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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ure 8. SEM images of spray-dried anti-insect repellent powder with 
different inlet temperature. (a) C10F20 (b) C10T130, (c) C10T140, (d) 
C10T150.

(a)
 

(b)
 

(c)

Figure 9. SEM images of spray-dried anti-insect repellent powder with 
different feed rate. (a) C10F24, (b) C10F27, (c) C10F30.

sample
particle size (µm)

uniformity
d (0.1) d (0.5) d (0.9)

C10F24 6.32 10.12 15.91 0.298

C10F27 6.49 10.39 16.26 0.295

C10F30 6.88 11.13 17.55 0.300

Figure 10. Size distribution of anti-insect repellent power with 
different feed rate.

높은 온도일 경우 건조속도가 증가하고, 이것으로 인해 droplet의 표

면장력이 약해진다. 또한 내부압력이 커짐에 따라 droplet 안의 입자

들이 불안정해져서 도넛모양의 입자가 형성되거나 입자가 큰 분말이 

형성된다[12].

Figure 8은 입구온도에 따른 분무건조 후 형성된 분말 형태로, 입구

온도를 용매의 끓는점보다 높은 120 ℃에서부터 150 ℃까지 10 ℃씩 

증가시켜 분무건조 후 FE-SEM을 통하여 샘플의 형상을 관찰하였다.

Figure 8을 보면 온도를 끓는점보다 150% 증가시켜도 구형의 다공

성 입자를 유지하고, 약 10 µm 정도의 비교적 비슷한 크기의 분말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앞서 언급되었던 것과는 다르게 그 

이유로는 높은 가스주입속도에 의한 것으로, droplet이 고온에 노출되

는 시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낮은 가스주입속도에서는 

고온에 노출되는 시간이 높은 가스주입속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길

다[11-13]. 즉, 낮은 가스주입속도는 분무에너지가 작아서 droplet의 

분무 속도가 느리고, 고온에 장시간 노출됨으로써 표면에서 겔화 및 

건조가 빠르게 일어난다. 따라서 형상을 유지하지 못하여 불규칙적인 

모양이 형성되고, 반대로 높은 가스주입속도는 빠른 속도로 인하여 

고온에 노출되는 시간이 짧아 구형의 분말을 유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용매를 메탄올 및 에탄올 등 유기용매에 비하여 표면장력이 강

하고, 휘발성이 낮은 물을 사용함으로써, 고온에서도 형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12].

따라서 가장 높은 가스주입속도에서는 입구온도에 의한 입자크기

의 영향은 미미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입구온도는 용매의 끓는점 

보다 조금 높게 설정함으로써 너무 빠른 증발에 의해 불규칙적 형태

변환을 최소화하고, 높은 가스주입속도로 여분의 증발을 유도하는 것

이 다공성 분말을 제조하기에 유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3.2.2. 분말형성에 미치는 용액주입속도(Feed rate)에 따른 영향

일반적으로 동일농도에서 용액주입속도의 증가는 droplet의 크기를 

증가시키고, 따라서 건조 분말의 입자 크기도 커진다고 알려져 있다[22].

Figure 9는 용액주입속도를 Table 2의 C10F24, C10F27 및 C10F30

과 같은 조건으로 분무 건조기에 적용하여 분말을 제조하고, FE-SEM

으로 용액주입속도별 분말 형태를 관찰한 것이다. Figure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입속도가 0.20 (m3/h × 103)에서 0.30 (m3/h × 103)으로 

증가해도 구형의 분말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Figure 9(a)에 

보여진 바와 같이, 잘려진 단면을 보면 용액주입속도를 증가시켜도 

다공성 구조의 구형 분말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10은 용액주입속도 증가에 따른 입자크기 및 분포도를 입도

분석을 통하여 그래프와 표로 나타낸 것이다. Figure 10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용액주입속도 증가에 따라 C10F24, C10F27 및 C10F30이 

10.12, 10.39 µm 및 11.13 µm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전체 분포도에 

있어서 용액 주입속도에 따라 입자크기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나, 

증가폭은 1 µm 미만으로 미미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Figure 10의 

C10F24, C10F27 및 C10F30 그래프 peak 폭이 유사하고, 이들의 균일

성 값이 각각 0.298, 0.295, 0.300으로 비슷한 값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동일 농도에서 건조 분말이 용액주입속도에 의한 영향

이 크게 작용하지 않고, 균일한 분포형태로 제조되는 것으로 판단된

다. Figure 7의 C10F20과 Table 4의 C10F24, C10F27 및 C10F30를 비

교하면 입경의 차이가 크진 않으나, C10F20에 비하여 건조분말의 크

기가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동일농도에서 가스 주입

속도가 높고 용액주입속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면, 겉보기 밀도가 작아

지는 이유로 추정된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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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SEM images of spray-dried R5F20.

(a)

(b)

Figure 12. Thermal degradation graphs of (a) The medicinal herb 
extracts and (b) Spray-dried powder with temperature.

Figure 13. Schematic diagram of insect repellent experiment.

Figure 14. Insect repellent powder of Insect repellent experiment.

3.3. 한약재추출물의 증가에 따른 영향 및 제조된 해충기피 분말의 

열적 안정성

Figure 11은 C10F20에서 한약재 추출물의 농도를 5%로 증가시키고, 

분무건조를 통하여 분말을 제조한 뒤 FE-SEM으로 기피제의 농도 증가

에 따른 형상을 관찰한 것이다. Figure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C10F20

과 동일 조건에서 기피제의 농도를 1%에서 5%로 증가시켜도 C10F20

과 마찬가지로 다공성의 구형 분말이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12(a), (b)는 한약재 추출물(하이포스R&C의 한약재 추출물 

용매를 전부 증발시킨 후 남아있는 고형분), 실리카 및 분무건조 후 

분말(C10F20, R5F20)를 각각 TGA를 사용하여 나타낸 것이다. 분무 

건조 후 생성된 분말의 해충 기피제 보유 양과 분말의 열적 안정성 

분석을 위해 TGA로 온도 증가에 따른 질량 변화를 측정하였다. 

Figure 12(a)에서 한약재 추출물의 경우 120 ℃부터 600 ℃까지 급격

히 감소하고, 그 이후부터 800 ℃까지 완만하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600 ℃ 부근에서 한약재 추출물이 전부 휘발 및 분해가 되

고, 800 ℃ 이후에 70%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것은 한약재 추출 시 나

오는 식물성 성분(셀룰로오스, 헤미셀룰로오스 등)으로 판단된다. 

Figure 12(b)를 보면 실리카의 경우 100 ℃부터 800 ℃까지 약 1.4%

의 질량감소가 되었고(실리카 내 존재하고 있는 유기물(먼지 등) 및 

수분의 분해 및 휘발), 열적으로 매우 안정하여 질량감소가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C10F20, R5F20 경우, 120 ℃ 부근에서 질량이 감소

되기 시작함에 따라 분말 외부의 기피제가 120 ℃ 부근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800 ℃까지 일정하게 감

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 이유는 열적으로 안정한 다공성 실리카

의 내부에 한약재 추출물이 담지 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 한약재 추출

물 보다는 열에 대해 안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C10F20, R5F20의 

질량이 감소한 시점인 120 ℃ 부근부터 800 ℃까지 감소된 질량을 보

면, 각각 2.1, 5.5%가 감소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순수 실리카가 800 

℃까지 1.4% 감소된 것을 감안하면 각각 0.7, 4.1% 정도 담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4. 해충기피분말에 대한 빨간집모기 기피도 분석

제조된 해충기피분말의 기피도를 알아보기 위해 Figure 13과 같이 

제작된 틀을 이용하여, 기피도 분석 실험을 진행하였다. 해충은 빨간

집모기, 해충기피분말은 C10F20을 선정하였다. 실험군(왼쪽)에는 해

충기피분말인 C10F20 1 g을 투입하고, 대조군(오른쪽)에는 fumed 

silica 1 g을 투입하였다. 이후, 기피실험 전 해충기피분말로 인해 모기

에게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험군과 대조군에 각각 사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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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판으로 막고, 중간에는 빨간집모기 약 50마리를 투입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에 각각의 판을 동시에 제거하고, 중간에 있는 모기

의 이동을 통하여 C10F20의 기피성능을 확인하였다.

Figure 14는 Figure 13 모식도를 설치하고, 시간경과에 따라 해충기

피분말에 의한 모기의 이동을 가시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10 min간 실

험을 진행하였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중간에 있던 빨간집모기가 

대조군 쪽으로 모이는 반면, 실험군 쪽에는 빨간집모기가 이동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해충기피용액을 spray drying을 이용

하여 해충기피분말 제조 시에도 충분한 기피효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해충기피분말에 해충기피제가 흄드 실리카에 담지 되어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한약재에서 추출한 해충기피용액을 담지 한 나노실

리카 졸로부터 분무건조법을 이용하여 가스주입속도 600 l/h에서, 용

액의 농도 1∼10 wt%, 온도 120∼150 ℃, 용액주입속도 0.20∼0.30 

m3/h × 103 제어를 통하여 15 µm 이내의 실리카 응집형 다공성 분말

을 제조하였다. FE-SEM에 의하여 분무 건조된 분말이 용액의 농도가 

낮은 조건(1 wt%)에서는 높은 gas flow rate 상에서 droplet 내에 상대

적으로 적은 실리카 입자들로 인해 도넛(doughnut)형이 관찰되었고, 

나머지 조건에서는 구형의 다공성 분말이 만들어졌다. 입도분석을 통

하여 평균 입자 크기가 10 ± 1 µm 내외로 15 µm 보다 작은 분말이 

제조된 것을 확인하였다. 분무 건조법에 의한 입자 크기는 실리카졸

의 농도, 입구온도, 가스주입속도, 용액주입속도에 의해 영향을 받지

만, 가스주입속도가 빠를 때 입구온도와 용액주입속도 증가에 의한 

영향은 미미하였다. 해충기피 실리카 졸 내의 실리카 농도 및 크기에 

따라 입자크기가 변하는 것을 관찰하였으며, 실리카의 농도가 높을수

록(4 wt% 이상) 구형을 유지하고, 입자크기가 커짐을 알 수 있었다. 

실리카 농도 4∼10 wt%, 주입속도 0.2∼0.3 m3/h × 103 , 가스 주입속

도 600 l/h의 범위가 최적 입자 크기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TGA 분석을 통하여 열적 안정성 분석 결과 120 ℃부터 기피제의 질

량 감소가 시작되었으나, 실리카 입자 및 기피제 간의 agglomeration 

형성을 통하여 약 200 ℃까지도 많은 양의 해충기피용액을 함유하고, 

열적으로 안정된 감소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동일조건하에 해충

기피실험을 한 결과 해충기피분말에는 빨간집모기가 없고, 대조군에

만 모이는 것으로 보아 해충기피용액을 이용한 해충기피분말 제조 시

에도 충분한 기피효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분무건조

를 통한 해충기피 분말은 평균 9∼10 µm이고, 열적 안정성을 가지므

로 범용수지와 컴파운딩을 통한 해충기피필름 등의 제조에 적용이 가

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분무건조를 통한 입자 제조 시 분무건조의 매우 짧은 건조시간(약 

1 s) 및 여러 가지 최종 생성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부 불확실한 요인이 여전히 있다. 따라서 분무건조를 통하

여 원하는 형태 및 분말크기를 얻기 위해서 형태 및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 많이 연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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