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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SPG 막유화법에 의해 NIPAAm, MBA 및 APS를 용해시킨 수용액을 톨루엔과 미네랄오일의 
혼합용액인 연속상에 HMP, Span80과 함께 유화(W/O emulsion)시킨 후, UV광중합법에 의해 PNIPAAm 
하이드로젤 입자를 제조하였다. 연속상 내 미네랄 오일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PNIPAAm 하이드로젤의 
입도와 입자 내 PNIPAAm의 밀도가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VPTT 근처에서 온도 변화에 따른 하
이드로젤의 팽윤도(V/Vo)도 크게 변화하였다. UV 광중합 시 20°C에서는 속이 꽉찬 형태의 하이드로젤
이 제조되었으나 LCST보다 높은 40°C의 온도에서는 공동입자에서와 같이 하이드로젤의 외벽이 두껍
게 형성되었다. 가교제인 MBA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가교도 및 입자 내 PNIPAAm의 밀도도 함
께 증가하였다.

Abstract: W/O emulsions were prepared from the aqueous solution containing NIPAAm, MBA, and APS in 
the continuous phase of toluene and mineral oil mixture with HMP and Span80 by using SPG membrane emul-
sification, and followed by the formation of PNIPAAm hydrogel microspheres through UV photopolymerization. 
As the ratio of mineral oil to toluene increased in the continuous phase, both particle size of the hydrogel in-
creased and density of PNIPAAm polymer in the hydrogel particle increased, and which significantly affected 
swelling/deswelling ratio (V/Vo) with temperature change around VPTT. When the polymerization temperature 
was below LCST (20°C), PNIPAAm hydrogel showed filled particle morphology; however, it was turned out 
to hollow particle morphology with thick shell layer with 40°C. Both density of PNIPAAm and gel content 
of the hydrogel increased with the increase in MBA concentration.

Keywords: SPG membrane emulsification, hydrogel, PNIPAAm, LCST

1. 서  론
1)

균일한 입도를 가지는 고분자 입자의 제조방법으로

는 분산중합(dispersion polymerization) 및 무유화 에멀

젼중합(soap-free emulsion polymerization) 등이 널리 알

려져 있으나, 5 µm 이상의 균일한 입도를 가지는 고

†Corresponding author: In Woo Cheong (inwoo@knu.ac.kr) 

분자의 제조는 쉽지 않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의 하

나로 막유화(membrane emulsification)을 들 수 있으며, 
대표적인 것이 Shirasu Porous Glass (SPG) 막유화법이

다[1,2]. 다공질 막의 계면화학적 성질을 이용하여 두 

종류의 혼합되지 않는 액체의 분산상을 가압하고, 이
들을 막에 투과시켜, 다른 한편의 액체인 연속상에 분

산시키는 유화법이며,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0.5~수

십 µm 범위 내에서 입도가 균일한 수중유형(O/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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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l-in-water) 에멀젼이나 유중수형(W/O : water-in-oil) 
에멀젼을 연속상에 생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중유중

수형(W/O/W : water-in-oil-in-water) 혹은 유중수중유형

(O/W/O)의 이 중 에멀젼도 용이하게 만들 수 있다[3].
한편 1990년 후반부터 pH, 전해질, 광 및 온도변화 

등과 같은 특정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고분자들은 

고유의 물리/화학적 특성 때문에 약물 전달, 바이오 센

서, 액추에이터(actuator), 촉매 등 다양한 분야의 응용

이 가능하여 다기능 스마트 소재로서 많은 각광을 받

고 있다. 온도 변화에 빠른 반응을 가지는 poly(N-iso-
propylacrylamide) (PNIPAAm)은 1968년 Heskins 연구진

에 의해 발표되었으며, 인체 온도와 비슷한 환경적인 

온도인 32°C 부근에서 상전이 하는 온도(VPTT : vol-
ume-phase-transition temperature 또는 LCST : low crit-
ical solution temperature)가 존재함이 보고되었다[4,5]. 
하지만 단분산성 PNIPAAm 하이드로젤 입자(hydrogel 
microsphere)를 만드는 기술은 제한적이다. Sun그룹은 

단순 PNIPAAm 하이드로젤 입자를 만드는 방법으로써 

계면중합(interfacial polymerization)을 유도하기 위해 수

용성/지용성 redox couple 개시제를 이용하여 1~3 µm
의 PNIPAAm 캡슐을 만들었다[6]. 이때 단량체가 녹아

있는 물을 분산상으로, 톨루엔을 연속상(W/O emulsion)
으로 사용하였으며, LCST 보다 높은 60°C에서 반응을 

실시하였다. 이 방법은 간단하고 효율적인 장점이 있

기는 하지만 LCST 보다 높은 온도인 60°C에서 중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에멀젼의 안정성이 나빠져 입자들이 

서로 응집되는 현상이 발생하며, 균일한 입자 크기를 

가지는 캡슐을 제조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다. 이 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해, SPG 막유화법을 도입하여, 균일

한 PNIPAAm 입자를 만드는 방법이 Cheng 그룹에 의

해 소개되었다[7]. 
본 연구에서는 PNIPAAm의 LCST보다 비교적 낮은 

저온에서도 중합을 수행하기 위해 UV광중합법을 이용

하여 PNIPAAm 하이드로젤 입자를 제조하였으며, 기
존의 연구에서 다루지 못하였던 NIPAAm 단량체에 대

비 수용성 가교제의 함량, 중합 온도, 연속상의 극성 

등이 PNIPAAm 하이드로젤 입자의 형태(morphology) 
변화 및 이에 따른 LCST 부근에서의 입자의 부피 변

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2. 실  험

2.1. 재료

NIPAAm (98%, Sigma-Aldrich)는 chloroform을 사용하

여 재결정시킨 다음, 상온의 진공 오븐에서 24 h 건조

시켜 사용하였다. N,N’-methylenebisacrylamide (MBA, 
99%, Sigma-Aldrich), 2-hydroxy-2-methylenepropiophenone 

(HMP, 97%, Sigma-Aldrich), Rodamine B (Rd B, techni-
cal grade, Sigma-Aldrich)는 구입 후 바로 사용하였다. 
극성 변화에 따른 효과를 관찰하기 위한 연속상 용액으

로 톨루엔(Duksan) 및 미네랄 오일(mineral oil, Duksan)
이 사용되었으며, ammonium persulfate (APS, 98%)와 so-
dium chloride (NaCl) 및 isopropyl alcohol (IPA), Span80
도 Duksan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2.2. SPG 막유화법

균일한 입자 크기를 가지는 PNIPAAm 하이드로젤 입

자를 만들기 위해 SPG 막유화를 실시하였다. 유중수형

(W/O) 에멀젼을 만들기 위해 친수성의 SPG 막 표면을 

piranha 용액으로 처리 후, 5 wt%의 octadecyltrimethox-
ysilane (ODTMS)이 녹아있는 anhydrous toluene에 투입하

여 소수화시켰다[8]. 중합 조건에 따른 다양한 입자 생

성을 위해 먼저 SPG 막유화를 실시하였다. 0.20 g의 

NIPAAm 단량체와 0.03 g의 MBA, NaCl 0.04 g을 초순

수 2.00 g에 넣어 분산상을 만들고, 톨루엔 50 g에 0.75 
g의 Span80 (연속상 대비 1.5 wt%)를 이용하여 연속상

을 제조하였다. 각 실험에 사용되어진 중합 조건 중 톨

루엔과 미네랄 오일의 비율(T : MO)은 1 : 0, 0.75 : 
0.25, 0.5 : 0.5, 0.25 : 0.75, 0 : 1이며, NIPAAm 함량 대

비 가교제(MBA)의 양은 15, 10, 5 wt%, 그리고 중합 온

도 20, 40°C로 각각 진행되었다. 친수성 광개시제(APS)
인 경우에는 막유화 전에 투입하였으며, 소수성 광개시

제(HMP)인 경우에는 막유화 후에 투입하였다. 연속상

에 젖은 SPG막(평균 pore 크기 = 10 µm, porosity = 
55%)을 모듈(IMK-20, MCTech Co., Ltd)에 고정시키고, 
미리 만들어 놓은 분산상을 넣은 후 챔버에 장착하고 

연속상에 SPG 모듈을 투입하고 난 후, 실린지를 이용

하여, 막 pore 내에 존재하는 공기를 제거하였다. 이후 

챔버에 연결된 질소를 이용하여, 1.5 kPa의 압력으로 

W/O 에멀젼을 제조하였다.

2.3. UV 광중합 

석영 재질의 80 mL 더블 자켓 반응기에 상기 제조

된 W/O에멀젼을 투입하고, 40 min간 질소 퍼지하였다. 
이후 365 nm 파장의 자외선(UV, SPOT UV/Inno-cures 
100 N, 100 W, 2000 mW/cm2)을 1 h 동안 조사하여, 
광중합을 실시하였다. 광중합 후 원심분리기를 이용하

여 연속상과 하이드로젤 입자들을 분리하였다. 

2.4. 분석법

W/O 액적(droplet) 및 하이드로젤 입자의 분석은 광

학현미경(Eclipse LV 100D, Nikon)을 이용하였으며, 입
도와 입도분포는 150개 이상의 입자의 광학이미지 분

석을 통해 결정하였다. 입도 분포는 식 (1)과 같이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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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optical micrographs of NIPAAm W/O droplets 
in toluene/mineral oil mixture after SPG emulsification: (a) 
T : MO = 1 : 0, (b) T : MO = 0.75 : 0.25, (c) T : MO 
= 0.5 : 0.5. (d) The indicates the droplet size distributions 
of (a)-(c) after the emulsification. The scale bar is 20 µm.

efficients of variation (CV) 값을 통해 비교하였다.

 
100(%) 




CV
      (1)

위 식에서 σ는 standard deviation을, µ는 평균 입도

를 각각 의미한다. PNIPAAm 하이드로젤 입자의 표면 

관찰은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4300, 15 kV, Hitachi Co.)을 이용하였으며, 입자는 

IPA로 깨끗이 정제된 슬라이드 글라스에 한 방울 떨

어뜨리고 상온 건조 및 백금 코팅 후 이미지를 측정

하였다. 
PNIPAAm 하이드로젤 입자의 내부 이미지를 관찰

하기 위해 공초점 현미경(Confocal laser scanning mi-
croscope, LSM5 Pascal, Carl Zeiss Co.)을 사용하였다. 
형광 분석을 위해 초순수에 분산된 PNIPAAm 하이드

로젤 입자에 0.2 mg/mL의 Rodamine B를 연속상 용액

에 투입하고, 48 h 이상 염색시킨 뒤 이미지를 관찰하

였다. 
광중합 후에 고분자의 형성을 확인하기 위해 FT-IR 

분광분석기(Galaxy 7020A, Mattson)를 500~4000 cm-1의 

범위에서 사용하였다. 파우더 형태로 완전히 건조된 

시료를 potassium bromide (KBr)와 1 : 100의 비율로 

혼합하여 펠릿(pellet) 형태로 제작하였다. 
광중합에 따른 PNIPAAm의 가교도를 확인하기 위

해 젤 함량(gel content)을 측정하였다. 중합 후 시료를 

원심 분리하여 연속상을 제거한 후, 충분한 양의 IPA
를 이용하여 5회 세척하였다. 이후 입자를 80°C, 24 h 
동안 건조시키고 무게를 측정하였다. 경화되지 않은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 완전히 건조된 입자들을 초순

수에 분산과 원심 분리를 5회 반복시킨 후 80°C, 24 h 
동안 건조시켜 무게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젤 함량은 

아래의 식 (2)를 통해 계산하였다.

Gel content (%) = 100
o

t

W

W

                 (2)

위 식 (2)에서 Wt는 미 경화 부분 제거 후 PNIPAAm 
하이드로젤 입자의 무게를, Wo는 미 경화 부분 제거 

전 PNIPAAm 하이드로젤 입자 무게를 각각 나타낸다. 
온도에 따른 PNIPAAm 하이드로젤 입자의 부피상 

변화(volume phase transition, VPT)를 측정하기 위해, 
물속에 분산된 입자를 연구실에서 자체 제작된 항온 

시편 관찰 장치(항온조를 이용하여 온도 제어) 위에 

수분 증발이 되지 않도록 시편을 밀봉하였다. 상온에

서 분산된 입자의 크기를 기준으로 50°C까지 온도를 

상승시켰으며, 각 온도에서 5 min간 지속 시킨 후 측

정되었다. 입자의 크기 변화를 광학현미경을 통해 관

찰하였으며, 캡슐의 부피상 변화 정도 및 그 온도

(VPTT)를 측정하였다. 
연속상의 종류에 따른 하이드로젤 입자 크기 변화

를 설명하기 위해 연속상의 점도를 측정하였다. 각 조

건에 따라 사용되어진 연속상은(T : MO = 1 : 0, 0.75 
: 0.25, 0.5 : 0.5, 0.25 : 0.75, 0 : 1)이며 Brookfield 
viscometer를 사용하여 26°C에서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막유화에 의한 NIPAAm 액적의 입도 분석

연속상 종류에 따라 SPG 막유화를 실시한 후 광학

현미경으로 NIPAAm W/O 액적의 크기를 관찰하였으

며, 이에 대한 결과를 Figure 1에 나타내었다. 연속상

이 톨루엔 만으로 이루어진 (a) 그리고 T : MO의 비

가 0.75 : 0.25로 이루어진 (b)에서는 전체적으로 균일

한 크기로 액적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T : MO의 비가 0.5 : 0.5로 이루어진 (c)는 (a, b)보다 

좀더 평균 액적 크기가 커지고, 크기 분포도가 넓어진

다는 것이 관찰되었다. 다시 말해 미네랄 오일의 함량

이 증가할수록 액적의 크기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이 결과는 (d)의 액적의 크기 분포도를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결과에 대한 주 원인은 점도 

변화에 기인하며, 각 실험에 사용된 연속상의 점도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연속상의 점도가 증가하면, 분산상의 용출 속도

(mass flux)가 감소하며, 높은 점도를 가지는 연속상은 

막의 표면에 전단응력(wall shear stress)을 상승시켜서 

액적들 사이의 응집(coalescence) 현상을 촉진시킨다. 
이 결과 평균 액적 크기가 증가하고, 액적 크기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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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MO ratio Viscosity (cP)

1 : 0 0.5

0.75 : 0.25 0.9

0.5 : 0.5 1.7

0.25 : 0.75 3.6

0 : 1 16.3

Table 1. The Viscosity of Continuous Phase Mixture with 
Various Ratios of Toluene to Mineral Oil (T : MO) at 26°C

Figure 2. The optical micrographs of PNIPAAm hydrogel 
microspheres re-dispersed in IPA after photopolymerization : 
(a) T : MO = 1 : 0, (b) T : MO = 0.75 : 0.25, (c) T : 
MO = 0.5 : 0.5. (d) The indicates the PNIPAAm particle 
size distributions of (a)-(c). The scale bar is 20 µm.

T : MO
Before Polymerization After Polymerization

Dp (µm) CV (%) Dp (µm) CV (%)

1 : 0 13.2 11.4 16.8 9.5 

0.75 : 0.25 14.9 10.6 18.1 7.7 

0.5 : 0.5 18.8 15.5 21.7 13.6 

Table 2. The Average Droplet or Particle Diameter (Dp) 
and Coefficients of Variations (CV) before and after the 
Polyme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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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FT-IR spectra of (a) PNIPAAm hydrogel micro-
spheres and (b) NIPAAm monomer.

가 넓어진다. 이는 미네랄 오일이 연속상 대비 0, 25, 
50%로 증가함에 따라서 분산상의 용출 속도가 27 
g/m2h에서 20, 18 g/m2h로 감소하는 결과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3.2. PNIPAAm 하이드로젤 입자의 입도 분석

SPG 막유화를 통해 균일하게 생성된 액적들은 UV
조사에 의해 중합이 일어나 PNIPAAm 하이드로젤 입

자들이 제조된다. 세척을 통해 미반응 단량체를 제거

한 후 IPA에 재분산시킨 PNIPAAm 하이드로젤 입자

의 광학현미경 이미지를 Figure 2에 나타내었다. (a-c)
의 광학현미경 이미지를 통해서, PNIPAAm 하이드로

젤 입자의 모폴로지는 내부가 고분자로 채워져 있는 

구조로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수용성 광개시제

(APS)의 도입에 의한 것으로 설명된다. 중합 전 액적

의 입도 분포도와 비교를 해보면, (d)에서 전체적으로 

입도 크기는 증가했지만, 입도 분포는 중합 전과 비교

해서 거의 일정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중합 

시 액적의 분산 안정성이 유지되고 응집 현상이 일어

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입도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은 PNIPAAm 하이드로젤 입자가 LCST보다 

낮은 상태에서 연속상(톨루엔 혹은 미네랄 오일)에 존

재할 때 소수성 그룹이 접촉을 최소화하려는 경향 때

문에 PNIPAAm의 이소프로필 그룹(isopropyl group) 주
변의 물 분자들이 빙산(iceberg) 구조로 정렬 및 형성

이 되기 때문이다[9]. 
중합 전후의 입자 평균 직경과 CV 값을 Table 2에 

각각 나타내었으며, 이 결과로부터 T : OM의 비가 

0.75 : 0.25일 경우, 가장 균일한 입자를 만들 수 있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3. FT-IR 분광분석

앞서 만들어진 PNIPAAm 고분자의 기능성 그룹의 

FT-IR 분광분석을 통해, 중합 유무를 확인하였다. 
Figure 3에 (a) MBA에 의해 가교된 PNIPAAm 입자와 

(b) NIPAAm 단량체에 대한 FT-IR 스펙트라를 나타내

었다. 중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흡수 피크는 917, 
965, 992 cm-1에서 나타나며, 이들은 단일 치환된 C=C 
이중결합을 나타낸다. 하지만 가교된 PNIPAAm 입자

의 그래프에서는 이 피크들이 사라졌다. 이 결과로 중

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458 cm-1 (-CH3 and -CH2 deformation), 1543 

cm-1 (secondary amide N-H stretching), 1650 cm-1 
(secondary C=O stretching), 2874 cm-1 (-CH3 symmetric 
stretching), 2924 cm-1 (asymmetric -CH2 stretching),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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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he SEM images of PNIPAAm hydrogel micro-
spheres (a-c) and the corresponding CLSM photographs of 
cleaned/Rd B-dyed PNIPAAm microspheres re-dispersed in wa-
ter (d-f). The ratios of T : MO are 1 : 0, 0.5 : 0.5, and 0 : 
1 for (a, d), (b, e) and (c, f), respectively. The concentration 
of MBA was 15 wt% based on NIPAAm. Reaction temper-
ature was 20°C. The scale bar in the CLSM images is 20 µm.

Ingredients δ (MPa1/2)

NIPAAm 21.1

MBA 26.4

Toluene 18.2

Mineral oil 12.5

Water 47.9

Table 3. Hansen Solubility Parameters of the Components

T : MO Gel contents (%)

1 : 0 78

0.75 : 0.25 79

0.5 : 0.5 82

0.25 : 0.75 83

0 : 1 84

Table 4. Gel Contents of the PNIPAAm Hydrogel Samples 
Measured by Using Pure Water after the Cleaning with 
Isopropyl Alcohol

리고 3440 cm-1 (secondary amide N-H stretching and 
bending) 등을 통해 PNIPAAm 하이드로젤 입자가 형

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4. 연속상 조성 변화에 대한 효과

Figure 4에 연속상의 변화 즉, 톨루엔 100% (a, d), 
톨루엔 50% (b, e), 톨루엔 0% (c, f)에 대한 PNIPAAm 
하이드로젤 입자의 모폴로지 변화를 주사 전자 현미경

(SEM)과 공초점 현미경(CLSM) 이미지로 각각 나타내

었다. Figure 4의 SEM 이미지(a, b, c)를 보면, (a) 이미

지에서는 입자들이 유리 바닥에 많이 붕괴되어 있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 (b)의 이미지는 (a)보다 좀 더 

약하게 붕괴된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c)의 이

미지는 입자가 (a), (b)와는 다르게 완전한 구형

(spherical)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결과

는 (d-f)의 CLSM 이미지를 통해 좀 더 명확히 해석될 

수 있다. (d)의 경우, 작은 입자들이 뭉쳐져서 하나의 

core를 이루고 하이드로젤 입자 안에 존재하고 있으

며, 또한 PNIPAAm 하이드로젤 입자의 외곽 표면에 깨

끗이 관찰되는 shell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반면 (e), (f)로 갈수록, (d)의 이미지와는 달리, shell의 

구분이 없어지고 있으며, 하이드로젤 입자 안의 밀도가 

증가한다. 이 결과는 NIPAAm 단량체의 연속상에 대한 

Hansen 용해도 상수(Hansen solubility parameter, δ)로 

설명될 수 있다. Table 3를 통해 유추할 수 있듯이, 연
속상의 톨루엔 함량이 많아질수록, 분산상에 녹아 있던 

NIPAAm 단량체가 액적-연속상 계면을 통해 톨루엔 상

으로 확산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 현상을 증명하기 

위해 기존 실험과 같은 조건에서 NIPAAm이 녹아있는 

분산상을 연속상에 유화시킨 결과, 수상에서 톨루엔상

으로 확산된 NIPAAm의 단량체 분배(monomer partition-
ing)가 약 90%인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Table 4의 연속상 변화에 대한 PNIPAAm 입자

의 젤 함량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톨루엔 함량의 

감소는 젤 함량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이 결과들은 연

속상의 극성 변화에 따라서 PNIPAAm 하이드로젤 입자

의 모폴로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뒷받침해 준다.

3.5. 온도에 따른 PNIPAAm 하이드로젤 입자의 부피 변화

물속에 재분산된 PNIPAAm 하이드로젤 입자들의 

온도에 따른 부피상 변화(PVT)를 광학 현미경으로 측

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를 Figure 5에 도시하였다. 
연속상의 톨루엔 함량이 높은 입자들 (a-b)에서는 입

도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이는 연속상의 극성 

차이에 의해, 분산상인 물속에 녹아 있던 NIPAAm 단
량체가 연속상인 톨루엔으로 확산되어 NIPAAm의 손

실이 많이 일어난 결과로 여겨진다. 다시 설명하자면, 
PNIPAAm입자에서 NIPAAm에 비해 MBA의 함량이 

훨씬 증가하며, 이에 따라서 가교도가 증가하기 때문

에 온도 변화에 대한 입자 크기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설명된다. 또한 (c-e)의 그래프를 통해서는 아

주 흥미 있는 결과를 볼 수 있다. 입자 부피의 변화가 

연속상의 톨루엔 함량이 증가할수록 커지는 경향이 있

어, 전체 부피 감소량(V/V0)은 (c)와 (d)에서는 80%, (e)
에서는 75%로 관찰되었다. 이는 연속상의 극성 변화 

즉, 미네랄 오일 또는 톨루엔의 함량 변화에 따라서 

하이드로젤 입자의 내부에서 생성되는 PNIPAAm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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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emperature-dependent equilibrium volume change 
ratio of PNIPAAm hydrogel microspheres. The T : MO ra-
tio was (a) 1.0 : 0, (b) 0.75 : 0.25, (c) 0.5 : 0.5, (d) 0.25 
: 0.75, and (e) 0 : 1.0.

Figure 6. (a, b) SEM images of PNIPAAm hydrogel micro-
spheres and (c, d) CLSM photographs of cleaned and Rd 
B-dyed PNIPAAm microspheres re-dispersed in Water : (a, c) 
The reaction temperature was 20°C, (b, d) 40°C. The ratio of 
T : MO was 1.0 : 0, the concentration of MBA = 15 wt% 
based on NIPAAm. The scale bar in CLSM images is 20 µm.

Figure 7. (a, b, c) SEM images and (d, e, f) CLSM photo-
graphs of cleaned and Rd B-dyed PNIPAAm microspheres 
re-dispersed in water. MBA concentrations were (a, d) 15 
wt% based on NIPAAm, (b, e) 10 wt%, and (c, f) 5 wt%. 
The T : MO ratio was 1.0 : 0, polymerization temperature 
was 20°C. The scale bar in CLSM images is 20 µm.

피 및 가교 밀도와 관련이 깊다. 하이드로젤 입자 내

부의 밀도가 증가할수록 부피 감소량이 작아지는 이유

는 PNIPAAm 입자의 내부 모폴로지 공간의 크기 차이

로 인해 물을 함유할 수 있는 능력의 정도로 설명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입자 내부에 다소 넓은 공간을 

가지는 (c)에서 더 많은 물이 방출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반해 (e)에서는 입자 내

부에 물을 함유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피 변화비가 작아지는 것으로 설명된다.

3.6. 중합 온도에 의한 영향

PNIPAAm은 LCST (또는 VPTT)에 따라 소수성과 친

수성을 나타내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중합 온도의 변

화는 PNIPAAm 하이드로젤 입자 모폴로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Figure 6에 중합 온도에 따른 PNIPAAm 
하이드로젤 입자의 모폴로지 변화를 SEM과 CLSM 이
미지를 통해 나타내었다. (a, c)는 중합온도가 20°C에
서 나타나는 이미지이며, (b, d)는 LCST보다 높은 

40°C에서 나타나는 이미지이다. 
LCST 보다 낮은 온도에서 중합을 진행할 때에는 

앞서 설명된 연속상의 극성 영향에 의해 작은 입자들

이 크게 뭉쳐진 core로 전체적으로 속이 꽉 찬 형태의 

하이드로젤 입자 내부와 비교적 얇은 shell 형태의 이

미지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LCST 보다 높은 온도

에서 중합이 일어날 경우, 외벽의 두께가 두꺼운 캡슐 

형태가 만들어진다. 이는 LCST보다 높은 온도에서 

PNIPAAm 고분자의 소수성(미네랄 오일에 용해되지 

않음)으로 인해 하이드로젤 입자 내부보다는 계면에서

의 중합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
한 마이크로 캡슐 안에는 불규칙적인 형태로 작은 입

자들이 뭉쳐 생성된 응집체가 존재한다. 이 결과는 

LCST 이상에서 계면으로 확산되지 못한 불용성의 

PNIPAAm들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3.7. 가교제 함량에 따른 효과

PNIPAAm 고분자는 LCST 보다 낮은 온도에서 친수성

을 띄는 물질이며, 수상에서 안정하게 분산된 PNIPAAm 
하이드로젤 입자를 얻기 위해서는 가교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가교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PNIPAAm 고분자의 

water solvency를 줄여 온도에 따른 VPT 변화의 폭을 감

소시킨다. 결과적으로 온도 변화에 따른 PNIPAAm 하이

드로젤 입자의 부피 변화 특성을 감소시키고, 하이드로

젤 입자의 모폴로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Figure 7은 가교제 MBA의 양을 NIPAAm 단량체 중

량 대비, 5~15 wt%로 변화시켰을 때, PNIPAAm 하이

드로젤 입자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a, d)는 M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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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A concentration (wt%) Gel content (%)

20 79.5

15 78.1

10 74.3

5 67.7

Table 5. Gel Contents of PNIPAAm Microsphere. T : MO 
Ratio and Polymerization Temperature were Fixed at 1 : 0 
and 20°C, Respectively

함량이 15 wt%일 경우, (b, e)는 10 wt%, (c, f)는 5 
wt%에 대한 SEM, CLSM 이미지를 각각 나타내고 있

다. (c) 이미지와 (a, b) 이미지 비교 시, PNIPAAm 입
자 안의 작은 응집체의 수가 현저히 줄어든 것이 확인

된다. 또한 껍질이 상당히 얇아져 있다는 것으로 미루

어 보아 하이드로젤 입자의 모폴로지가 가교제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CLSM 이미지 (d-f)
에 의하면, 모든 이미지에서 껍질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하이드로젤 입자 안에 들어

있는 작은 응집체의 규모가 가교제 함량 감소에 따라, 
현저히 줄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Table 5에서는 각각의 PNIPAAm 하이드로젤 입자의 

가교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5 wt%에서 가교도가 다른 

샘플에 비해 비교적 낮다는 것, 그리고 MBA 함량이 

증가할수록 가교도가 증가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PNIPAAm 하이드로젤 입자가 형

성될 때 가교제의 적은 함량 비에 의해 가교가 덜 일

어나서 입자 내부의 작은 응집체의 개수가 줄어듦을 

알 수 있다.  

5. 결  론

SPG 막유화 방법을 실시하여 균일한 입도를 가지는 

PNIPAAm 하이드로젤 입자를 제조하였으며, 이들의 

입도, 입도 분포 및 몇 가지 공정변수에 따른 입자의 

구조에 대해서 관찰하였다. 유중수화(W/O) 에멀젼 제

조 시, 연속상의 점도가 증가함에 따라 액적들의 크기

가 커지는 경향이 발생하며, 넓은 범위의 입도 분포를 

나타내었다. 또한 UV 광중합법을 이용하여 PNIPAAm 
하이드로젤 입자를 제조하였으며, 광중합 시 고려할 

수 있는 공정 변수가 입자의 모폴로지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속상의 톨루엔과 미네랄 오일의 

혼합 비율이 단량체의 용해도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
에 따라서 제조된 PNIPAAm 하이드로젤 입자 내 고

분자의 밀도가 크게 영향을 받았다. 가교제의 함량 변

화는 입자 내부에 존재하는 작은 고분자 응집체의 밀

도에 영향을 주었으며, 중합 온도의 변화는 PNIPAAm 
하이드로젤 입자에서 주된 중합의 장소를 변화시키고 

이에 따라서 형성된 하이드로젤 입자의 구조를 변화

시킨다. 본 연구를 통해 PNIPAAm 하이드로젤 입자의 

형태 제어를 위해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졌으며, 이 결

과는 하이드로젤 형태의 약물전달 전달체의 물성 제

어를 위한 분야에 기초 학문 자료로 이용될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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