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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마이크로/나노 단위의 크기를 가진 입자는 

큰 비표면적으로 바이오 칩 및 바이오센서, 

의약용 약물 전달 물질 등에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입자를 제조하는 방법으로는 분자 

중합반응을 이용한 화학적 제조 방법과 

기계적인 분쇄에 의한 방법, 공기분사법(air 

spraying) 등이 있다. 

 한편 최근에는 전기분사 기술을 통한 

마이크로/나노 입자 제작에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전기분사 기술은 

고분자 선택의 폭이 넓으며 공정의 간편성 

등의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또한 방사유량, 

방사거리(Tip to collector distance), 농도 등의 

공정조건 제어를 통한 입자의 크기를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 

분사 공정을 이용한 마이크로/나노 입자의 

생성에 있어, 용액의 농도와 방사거리가 

입자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용매의 

선택에 따른 입자 형상 변화를 관찰하였다.   

 

2. 실험방법 
 

고분자 용액의 농도와 방사거리가 입자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에는 

poly(methylmethacrylate)(PMMA, Sigma-Aldrich)를 

클로로포름(Samchun Chemical)과 N,N-dimethyl-

formamide(DMF, Samchun Chemical)를 6:4의 

비율로 혼합하여 제작된 고분자 용매를 

사용하였다. 또한 용매에 따른 입자의 형상을 

관찰하기 위한 실험에 사용한 고분자 용액은 

polystyrene(GPPS, LG Chem.)을 클로로포름과 

DMF, Tetrahydro-furan(THF, Samchun Chemical), 

1,2-dichloro-ethane(Samchun Chemical)에 각각 5 

wt%의 농도로 용해하여 제작하였다. 

 모든 고분자 용액은 0.1 ml/h의 유량으로 

27G의 노즐을 통해 공급되었으며, 약 45×60 

mm2의 크기를 가지는 집적판 위에 5시간 분사 

시켰다. 실험의 모식도는 Fig 1에 나타내었다. 

PMMA 전기분사의 공정변수는 농도와 

방사거리로 설정하였다. PMMA 고분자 용액의 

농도는 1~3 wt%의 범위에서, 방사거리는 5, 10, 

15, 20 cm로 구분하였고 적용전압은 10~25 

kV까지 변화시켜가면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3. 실험결과 및 분석 
 

각 공정조건에 따른 마이크로/나노 입자의 

제 작  결 과는  표 1 에  나 타 내 었 다 .  토 출 

노즐로부터  분사된  고분자  용액  방울은 

기판으로 모이는 과정에서 입자에 포함되어 

있던  용매의  증발로  인한  입자의  크기가 

줄어들게  되는데  위의  결과로  방사거리가 

입자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2에서는 방사거리와 농도의 변화에 

따라  입자  크기의  변화추이를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  유량이  같은  조건에서  용액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용액 내부의 고분자의 

밀도가 늘어나게 되고, 따라서 방사된 입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다 .  그로  인해  방사거리와 

방사전압을 고정하고 농도만 다르게 했음에도 

농도의 차이에 따라 입자의 크기가 달라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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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electrospraying 

process 

 

Table 1. SEM images (at 3,000x) of spraying 

PMMA particles from PMMA chloroform/DMF (6:4) 

solution.  

TCD 1wt% 3wt%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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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change of in the PMMA particles at 2-3 

wt%.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2 에서 보인 바와 

같이 용매의 종류에 따라 방사된 입자의 

형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Table 2. SEM images of spraying PS particles 

from 5 wt% PS solutions. 

 

  

chloroform DMF 

  

THF 1,2-dichloroethane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PMMA 및 PS의 전기분사를 

통해 입자를 생성할 때에 미치는 여러 영향 중 
농도와 방사거리가 입자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과 용매에 따른 표면 형상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실험 결과 1 wt% 이상의 낮은 
농도에서는 농도가 낮을수록, 방사거리가 
클수록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간단한 장비로 조건 제어를 통한 
입자의 크기를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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