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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실험에서 반응성 계면활성제는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인 polyoxyethylene lauryl ether(C12POE23), polyoxy-

ethylene stearyl ether(C18POE20) 및 아크릴산을 사용하여 합성하였다. 합성한 계면활성제는 FTIR 및 1H NMR에

의해 확인하였으며, 물성은 임계미셀농도와 유화력을 측정하였다. 합성한 반응성 계면활성제의 표면장력 및 임계미

셀농도는 polyoxyethylene lauryl ether acrylate(C12POE23-AA)에 대해 1.1×10-4 mol/L 및 37.85 dyne/cm이고

polyoxyethylene stearyl ether acrylate(C18POE20-AA)에 대해서는 9.6×10-5 mol/L, 39.88 dyne/cm이었다. 본 연구에

서 합성된 반응성 계면활성제를 점착제의 유화 중합에서 유화제로 사용하여 그 물성을 평가하였다. 고형분 함량은

57.2~57.5%의 범위에서 측정되었다. 초기 접착의 경우, 반응성 유화제로   제조된 C12POE23-AA는 #11으로 측정되었

고, C18POE20-AA는 #9이다. 반응성 유화제를 이용한 수성 점착제는 피부용 점착제로서 응용될 것이다.

Abstract: In this experiment, reactive surfactants were synthesized by using nonionic surfactants such as polyoxyethylene

lauryl ether (C12POE23), polyoxyethylene stearyl ether (C18POE20) and acrylic acid. The synthesized surfactant was

confirmed by FTIR and 1H NMR. In addition, its surface tension and emulsifying properties were estimated. The surface

tension and critical micelle concentration of the synthesized reactive surfactant were 1.1×10-4 mol/L and 37.85 dyne/cm,

respectively, for polyoxyethylene lauryl ether acrylate (C12POE23-AA) and 9.6×10-5mol/L and 39.88 dyne/cm, respec-

tively, for polyoxyethylene stearyl ether acrylate (C18POE20-AA). The synthesized reactive surfactant in this research

was used as an emulsifier in emulsion polymerization of adhesives and its physical properties were evaluated. The solid

content was measured in the range of 57.2~57.5%. In the case of initial adhesion, the C12POE23-AA and C18POE20-

AA made with reactive emulsifier showed #11 and #9, respectively. Water-based adhesive using a reactive emulsifier will

be applied as an adhesive for skin.

Keywords: reactive surfactants, polyoxyethylene nonionic surfactants, critical micelle concentration, pressure sensitive

adhesive, solids content.

서 론

계면활성제는 서로 다른 상의 계면 차이로써 계면 흡착을

행하여 표면 장력을 저하시켜 계면 활성을 부여하는 물질이

다. 보통 1분자 속에 친유기와 친수기가 함께 들어 있는 양

친매성인 물질은 계면활성제가 될 수 있다.1-3

계면활성제는 친수기의 종류에 따라서 물에 녹았을 때 음

이온 또는 양이온으로 해리되는 이온성 계면활성제와, 이온

으로 되지 않는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로 분류된다.4-6 그 중, 비

이온성 계면활성제는 친수기가 전하를 띠지 않는 계면활성제

를 뜻하며, 수용액에 녹아 작용기의 해리가 일어나지 않는 것

이 특징이다.7,8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의 종류로는 작용기에 따

라 에테르형, 에스테르형, 에스테르에테르형, 아미드형 등이

있으며, 비이온 계면활성제를 유화제로 사용하여 유화중합방

법을 통하여 아크릴계 점착제로 사용하고 있다.9,10 유화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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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고분자의 생산에 사용되는 중합방법 중 하나로 반응열의

제거가 용이하고 빠른 중합속도로 높은 분자량의 고분자를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점착제 제조에 이용을

하고 있다.11-13 용제형 점착제는 벤젠, 톨루엔 등과 같은 휘발

성 유기화합물을 용매로 이용하고 있어 환경오염 및 인체유

동성 문제를 가지고 있고, 수성형 점착제는 물을 용매로 사

용하여 안정적인 작업 환경과 오염을 시키지 않는 장점을 가

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친환경 접착제로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14,15 수성 점착제 제조 시 에멀젼을 제조할 때 비이온 유

화제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유화중합을 이용한 점착제의 경

우, 중합 후 유화제가 불순물로 작용하여 낮은 접착성, 낮은

내수성 등의 접착물성을 저하시키는 문제점이 있다.16,17 반응

성 계면활성제는 유화 중합 중 자유 라디칼 과정에서 반응할

수 있는 작용기를 함유한 표면활성 분자로 반응성 계면활성

제를 유화제로 사용하게 되면 중합 시 단량체로서도 작용하

여 중합 후의 남는 유화제의 양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향상된

물성을 가진 접착제를 얻을 수 있다.18,19 이러한 수성 점착제

는 치과용, 인테리어용, 의료용밴드와 같은 기능성 점착제에

이용하여 인체에 대한 피부자극이 적은 제품의 개발에 응용

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이온 계면활성제인 polyoxyethylene

lauryl ether(C12POE23), polyoxyethylene stearyl ether

(C18POE20)을 acrylic acid와 반응시켜 반응성 계면활성제인

polyoxyethylene alkyl ether acrylate를 합성하였다. 그리고 합

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합성화합물을 FTIR 분석과 1H

NMR을 이용해 구조를 확인하였으며, 임계미셀농도(cmc), 유

화력의 물성을 측정하였다. 합성한 반응성 유화제를 통하여

수성형 점착제를 제조하였으며, 고형분, 점도, 평균입자 사이

즈, 점착력을 측정하여 비이온 계면할성제인 polyoxyethylene

lauryl ether(C12POE23)과 성능을 비교하였다.

실 험

실험재료 및 장치. 본 실험에 사용된 순도 99% 이상의 비

이온 계면활성제인 polyoxyethylene lauryl ether, polyoxy-

ethylene stearyl ether는 Junsei Chemical Co.에서 구입하여

정제 없이 사용하였다. Sodium carbonate, acrylic acid, p-

toluene sulfonic acid monohydrate, benzene은 Samchun Pure

Chemical Co.에서 구입하여 정제 없이 사용하였다.

접착제 제조 시 n-butyl acrylate, methacrylic acid는 Samchun

Pure Chemical Co.에서 구입하였으며, alkyl(C8~C16) alcohol

ethoxylate는 Dongnam Chemical Co.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

다. 2-ethyl hexyl acrylate는 Sigma Aldrich에서 구입하였으며,

methyl methacrylate는 Junsei Chemical Co.에서, ammonium

persulfate는 T.C.I에서 구입하여 정제 없이 사용하였다.

Polyoxyethylene Alkyl Ether Acrylate의 합성 방법. 제

조과정은 Figure 1에 나타내었다. 500 mL 4구 둥근바닥 플라

스크에 비이온 계면활성제 polyoxyethylene lauryl ether 0.1 mol

또는 polyoxyethylene stearyl ether 0.1 mol과 acrylic acid

0.1 mol을 넣고 촉매 p-toluene sulfonic acid monohydrate

0.01 mol과 용매 benzene(100 mL)을 70 oC에서 5시간 동안 반

응을 진행한다. 반응이 완료된 후 sodium carbonate 0.01 mol

투입하여 1시간 탈촉시킨 후 분액깔때기를 이용하여 물로 정

제과정을 거친 후, 회전농축증발기로 감압 증류하여 반응성

계면활성제를 얻는다. 전체 반응식은 Figure 1과 Scheme 1에

나타내었다. 비이온 계면활성제인 C12POE23, C18POE20을

acrylic acid와 반응시켜 만든 반응성 계면활성제는 각각

Figure 1. Flowchart for synthesis of reactive surfactants.

Scheme 1. Synthetic route of the reactive surfact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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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2POE23-AA, C18POE20-AA로 명명하였다.

수성 아크릴 점착제의 제조. 합성한 반응성 유화제를 수성

아크릴 점착제 제조 시 유화제로써 첨가하였다. 제조 방법은

Figure 2에 나타내었다. 수상과 유상의 프리에멀젼 두 단계

를 먼저 나누어 제조하는데, 수상에서는 4구 플라스크 반응

기 안에 증류수를 200 mL(11.1 mol), alkyl(C8~C16) alcohol

ethoxylate 3 g(0.002 mol)과 개시제(NH4)2S2O8 5%용액 5 mL

(0.001 mol) 투입 후 130 rpm 속도로 교반하여 반응기의 내부

온도를 75 oC로 유지시킨다. 프리에멀젼은 증류수 200 mL

(11.1 mol)에 합성한 반응성 계면활성제를 15 g(0.01 mol) 용

해시킨 후, n-butyl acrylate 165 g(1.29 mol), 2-ethyl hexyl

acrylate 350 g(1.90 mol), methyl methacrylate 30 g(0.30 mol),

methacrylic acid 18 g(0.21 mol)을 첨가하여 균질기로 2000 rpm

으로 유화시킨다. 프리에멀젼 제조 후 수상에 유상 에멀젼

10%를 먼저 반응기에 투입 후 75 oC의 온도에서 30분간 예

비 반응 후 나머지 90%를 3시간 동안 일정 속도로 반응 촉

매 (NH4)2S2O8 5%(0.007 mol) 용액 30 mL와 함께 적하시키

며 반응시킨다. 적하 완료 후 미반응 단량체를 제거하기 위

해 2시간 동안 온도와 속도를 유지하며 더 교반한다. 교반 후

40 oC 이하로 냉각한 뒤 pH를 조절하기 위해 NH4OH를 첨가

하여 최종 수성 아크릴 점착제를 얻었다. 

구조 분석. 계면활성제의 구조 분석에는 FTIR(480 plus,

Jasco), 1H NMR(Avance 500 MHz, Bruker)을 사용하였다. 합

성 물질의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Bruker Co.의 수소핵자기공

명분석기 1H NMR DPX-500을 사용하였으며, 실온에서 측정

하여 내부 표준물질로는 tetramethylsilane(TMS) 용매를 사용

하여 δ 단위(ppm)로 표시하였다. Jasco Co.의 적외선 분광광

도계는 NaCl disk를 사용하여 구조 분석을 하였다. 

물성 평가. 계면활성제의 표면장력 측정은 Wilhelmy plate

법을 이용하여 25 oC에서 10-4~10-1 mol/L 농도 범위 내에서

계면활성제 수용액을 만든 후 표면장력계를 이용하여 3회 측

정한 후 평균값으로 하였다. 계면활성제 농도 증가에 따라 더

이상 표면장력 값이 변하지 않는 농도를 계면활성제의 cmc

값으로 결정하였다.20 기포력 측정은 KSM ISO 696:2008의

규정에 따라 Ross-Miles법에 의한 기포력 측정 장치를 사용

하여 25 oC에서 0.1 wt%의 수용액의 기포력을 3회 반복 측정

된 값의 평균치를 나타내었으며, 5분 지난 후 거품의 높이를

측정하여 거품의 안정도로 표시하였다.21 유화력 측정은 Rosano

와 Kimura의 방법을 개량하여 측정하였다. 200 mL 비이커에

0.1 wt% 농도의 시료가 용해된 수용액 50 mL와 식물유인 대

두유와 유기용매인 벤젠, 단량체 각 3가지를 50 mL 취하고

호모게나이저를 이용하여 3000 rpm에서 10분간 교반시켰다.

유화된 액체를 100 mL의 메스실린더에 넣고 실온에서 방치

한 다음 일정 시간마다 유화된 액상 전체 부피에 대한 감소

비율을 구하여 유화력으로 표시하였다.17 

접착제 물성 평가. 고형분 측정: 한국 산업규격에 규정된

접착제의 일반 시험 방법인 KS M 3705 시험 방법으로 시험

하였다. 수성형 점착제 내의 수분을 제외한 고형분의 무게 측

정은 시료 1.00 g을 알루미늄 접시에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

지 무게를 측정 후, 열풍 순환식 건조기에서 105 oC, 180분

동안 건조시킨다. 그 후 무게를 다시 측정하여 각각의 알루

미늄 접시의 무게를 뺀 수치를 건조된 무게 측정치를 건조

전 무게 측정치로 나누어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초기점착력: 초기점착력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 산업규격

KS A 1107 시험 방법으로 시험하였다. 시험편은 그라프트지

를 사용하여 너비 25 mm, 길이 300 mm로 절단하여 점착제

의 종류별로 5개의 시험편에 50 µm의 두께로 도포시킨 뒤 건

조기에서 10분간 건조시킨다. 건조한 시험편을 30° 각도로 경

사판을 조절한 ball tack 측정기(KPB-801)에 설치하여 측정

하였다.

Steel ball은 고탄소 크롬 베어링 강재로 지름이 1/32 inch

에서부터 32/32 inch까지 범위의 것을 사용하였고, 제일 작은

볼에서부터 점차 큰 볼로 각 5회 측정하여 완전히 정지하고

5초 이상 움직이지 않는 가장 큰 볼을 찾았다. 각 시료 5매의

최대값을 구해 초기접착력을 구하였다.

점도 및 pH: 수성 아크릴 점착제의 점도와 pH를 점도계

(Spindle RVNo.3. 10 r/min, BROOKFIELD)와 pH meter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점도의 경우 초기 점도와 제조 후 4주

뒤의 점도 측정을 통해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으며, 측정된

pH는 피부용 점착제로서의 사용을 위한 인체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입도분포: 수성 아크릴 점착제의 평균 입도크기를 확인하

기 위해서 입도분포분석기(Zetasizer Nano ZS, Malvern Co.)

를 사용하였다. 분석 샘플 제작은 50 mL 증류수에 0.1 g의 접

착젤를 희석한 후 평균값으로 입도크기를 측정하였다. 측정

Figure 2. Flowchart for the preparation of water-based P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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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값의 정확도를 위해 각각 5회 이상 측정하여 평균값과 표

준편차를 나타내었다.

점착력: 한국 산업규격 KS A 1107에 의거하여 너비 및 길

이가 각각 25, 250 mm인 각 시료별로 5개의 시편을 크라프

트지를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시료를 50 µm의 두께로 일정

하게 도포시킨 후 상온에서 24시간 건조하였다. 건조 후

SUS304로 된 너비 50 mm, 길이 125 mm인 시험판에 1 kg 고

무롤러를 이용하여 5회 왕복 압착시켰다. 30분 후 인장력테

스트기(Instron, Dacell co.)를 이용하여 300 mm/min의 속도

로 시험편 5매의 최대 점착력, 최소 점착력 및 박리강도를 측

정하였다. 시험방법은 180o 박리시험법으로 진행하였고 5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치를 구하였다.

결과 및 토론

합성 및 분석. C12POE23과 C18POE20을 각각 아크릴산과

반응하여 C12POE23-AA와 C18POE20-AA를 합성하였다. 식

(1)과 같이 실제 최종 반응의 생성물 무게를 측정하여 이론적

인 값과 비교하여 백분율로 계산하였을 때, 합성 수율은

88~93%으로 얻어졌으며, 모든 합성화합물은 상온에서 백색

고체이었다. 

수율(Yield) = ×100 (1)

1H NMR에 의한 반응성 계면활성제의 분석: 합성화합물

에 대한 1H NMR chemical shift의 측정결과로, C12POE23의
1H NMR은 Figure 3에 나타내었으며, 반응성 계면활성제인

C12POE23-AA의 시그널을 Figure 4에 나타내었다. 1H NMR

스펙트럼은 장쇄 알킬기의 말단 메틸기의 수소에 대한 시그널

이 0.80~0.87 ppm, -(CH2)n-이 1.25~1.29 ppm, -OCH2-이 1.46~

1.58 ppm, -(CH2CH2O)n-이 3.57~3.70 ppm, acrylic acid에 의한

CH2=CHC=O이 6.00~6.12 ppm, CH2=CHC=O이 5.86~5.92,

6.26~6.31 ppm으로 Table 1에 나타났다. Figure 4에서는

Figure 3에서 나타나지 않는 범위인 5.86~6.31 ppm에서 아크

릴산에 반응하여서 생성물이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두 가지의 합성화합물의 스펙트럼은 유사하게 측정이 되었

고, 이를 통하여 반응성 계면활성제가 합성된 것을 확인하였다.

FTIR에 의한 합성 계면활성제의 분석: 계면활성제의 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분석결과를 Figure 5에 나타내었다.

FTIR 스펙트럼에서 화합물의 주요 특성피크를 살펴보면,

C-H기의 신축 진동피크는 2840~3000 cm-1, 에스테르의 C=O

기 피크는 1720~1730 cm-1, 알켄의 C=C기 피크는 1640~

1645 cm-1, 에테르의 C-O-C기 피크는 1100~1110 cm-1에서 나

타났다. 이의 결과로 반응성 계면활성제가 합성되었음을 확

인하였다. 

표면장력(Surface Tension). 계면활성제의 표면장력 측정

은 10-5~10-1 mol/L 농도의 계면활성제 수용액을 만든 후

Wilhelmy plate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반응성 계면활

실제생성물 양(g)

이론생성물 양(g)

Figure 4. 1H NMR chemical shift of C12POE23-AA.

Figure 3. 1H NMR chemical shift of C12POE23.

Table 1. 1H NMR Chemical Shift

Surfactants
Chemical shift (ppm)

CH3CH2 -(CH2)n- -CH2O- -(CH2CH2O)n- CH2=CHC=O CH2=CHC=O

C12POE23-AA 0.79(3H) 1.15(20H) 1.42(2H) 3.59(92H) 5.9(1H) 6.30(2H) 

C18POE20-AA 0.80(3H) 1.19(32H) 1.46(2H) 3.60(80H) 6.0(1H) 6.30(2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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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제의 표면장력(cmc)을 측정하여 임계미셀농도(cmc) 값을

Table 2와 Figure 6에 나타내었다. C12POE23-AA의 표면장

력은 39.60 mN/m 일 때의 임계미셀농도는 9.54×10-5 mol/L의

값이다. C18POE20-AA의 표면장력은 39.97 mN/m일 때의 임

계미셀농도는 5.62×10-5 mol/L의 값이다. 

따라서 소수성 부분의 탄소수가 증가할수록 임계미셀농도

는 낮은 농도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탄소 길이에 따라 –log

cmc 값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대 표면 초과 농도(Гmax) 와 분자당 최소 영역(Amin)에 관

하여 식 (2)에 나타내었다.

Гmax = (1/RT)(-d/dlnC)T = (4.606RT)-1(-∂/∂logC)T (2a)

Amin = 1014/(NГmax) (2b)

R은 이상기체상수 8.314 J/mol, T는 켈빈 온도, (-∂/∂

logC)T는 logC에 대한 표면장력 기울기, N은 아보가드로 수

(6.023×1023)이다.

유화력(Emulsifying Power). 계면활성제의 유화력은 Rosano

와 Kimura의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200 mL 비이커

에 0.1 wt% 농도의 시료가 용해된 수용액 50 mL와 단량체

2-ethyl hexylacrylate와 vinyl acrylate를 각각 25 mL 취하고

균질기를 이용하여 3000 rpm에서 10분간 교반시켰다. 또한

유기용매인 벤젠과 대두유에서 각각의 유화력을 측정하여

Figure 7에 나타내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완만한 유화용적

비의 감소를 볼 수 있었다. 합성된 2가지 계면활성제를 비교

하였을 때, C12POE23-AA가 가장 우수한 유화력을 보였다.

C12POE23-AA가 C18POE20-AA의 유화제를 사용했을 때 보

다 단량체의 유화력에서 70% 이상의 유화력을 보였으며, 식

물유와 벤젠에서는 각각 60%, 50% 이상에서의 유화력을 보

였다. 비이온 계면활성제인 C12POE23과 C18POE20의 단량

체에서의 유화력을 비교해 보았다. C12POE23과 C18POE20

의 유화력은 60% 이상의 유화력을 보였다. 동일한 단량체에

서의 유화력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합성한 반응성 유화제인

C12POE23-AA가 더 우수한 유화력을 보였으며, 이러한 특징

을 이용하여 수성 접착제를 제조 시 단량체와 수성 부분이

유화력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접착제 물성 평가. 고형분 측정: 점착제의 고형분은 한국

산업규격 KS M 3705방법으로 측정하였다. 반응성 유화제를

Figure 5. FTIR spectra of (a) C12POE23-AA; (b) polyoxyethylene

(23) lauryl ether; (c) acrylic acid.

Table 2. Surface Properties of Synthesized Surfactants Measured

at 25 oC

Surfactants
cmc

(mN/m)
cmc

(mol/L)
max

(mol/cm3)
Amin

(nm2)

C12POE23-AA 39.61 9.77×10-5 2.6 0.64

C18POE20-AA 40.32 5.5×10-5 3.14 0.53

Figure 6. Surface tension vs. concentration for the synthesized sur-

factants.

Figure 7. Emulsifying volume rates vs. time for the synthesized sur-

fact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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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C12POE23-AA의 고형분은 57.5%, C18POE20-AA의

경우의 고형분은 57.2%가 나왔으며, C12POE23의 유화제를

사용한 점착제는 56.8%의 고형분 농도를 갖는 것으로 측정

되어 이는 98% 이상의 전환율을 갖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초기점착력: 유화제의 종류를 달리하여 만든 점착제의 초

기점착력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유화제와 본 연구에서 합성

한 반응성 유화제를 각각 사용하여 제조한 점착제의 초기점

착력을 Ball-Tack 시험을 통해 측정하였다. 실험을 통한 측정

값은 C12POE23-AA는 #11로 측정되었으며, C18POE20-AA

과 C12POE23의 경우 각각 #9와 #7로 측정되었다. C12POE23-

AA의 경우가 C18POE20-AA의 초기점착력보다 우수한 초기

점착력을 나타낸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에틸렌옥사이드 사

슬길이가 길어질수록 젖음성이 커서 접촉 면적이 커짐으로

접촉 시간 또한 증가되어 초기 점착력이 크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점도 및 pH: 각각의 유화제를 사용하여 제조한 점착제의

점도 및 pH를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

다. 점도의 경우 공정에서의 작업성에 영향을 미치며 대체적

으로 고점도로 갈수록 작업성이 떨어진다. C12POE23-AA,

C18POE20-AA과 C12POE23의 경우 1530~2430 cps/25 oC의

범위에서 나타나 점도가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pH의 경우

제조한 점착제들은 피부용 점착제로 사용을 위해 인체에 유

해한 자극이 되지 않는 7로 측정되었다.

입도분포: 반응성 유화제 종류에 따라 제조한 점착제의 입

도분포를 측정한 결과를 Figure 8에 나타내었다. 평균입도분

포는 C12POE23-AA의 경우 153 nm, C18POE20-AA의 경우

133 nm, C12POE23의 경우 207 nm으로 비슷한 평균입도 사

이즈를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응성 유화제 사용 시에 평

균입도 사이즈가 더 작게 측정됨으로 단분자성의 입자 사이

즈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C12POE23의 분산체

는 입자의 밀도 분포가 높아져서 점도가 반응성 유화제를 사

용하였을 때 보다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점착력: 수성 아크릴 점착제 제조 시 사용한 유화제에 따

른 점착제들의 점착력을 측정한 값을 Figure 9와 Table 4에

나타내었다.

반응성 유화제를 사용한 점착제 C12POE23-AA의 경우 최

대 접착강도 1.04 kgf이고, C18POE20-AA의 경우 최대 접착

강도 0.96 kgf, C12POE23의 경우 최대 접착강도 0.87 kgf로

가장 낮은 접착강도를 갖는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오차율은

3~5% 이내이다.

이 결과로 보았을 때 반응성 유화제를 사용한 경우, 비이

온성 계면활성제를 사용했을 때 보다 이중 결합을 가지고 있

기 때문에 단량체의 기능을 수행하여 점착제와 피착제 간의

Table 3. Viscosity and pH of PSAs Prepared with Different

Emulsifiers

C12POE23-AA C18POE20-AA C12POE23

Viscosity
(cps/25 oC)

1530 1780 2430

pH 7 7 7

Figure 8.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the prepared PSAs with dif-

ferent emulsifiers.

Figure 9. Peel test of the prepared PSAs with different emulsifiers.

Table 4. Peel Strength of PSAs Prepared with Different

Emulsifiers

C12POE23-AA C18POE20-AA C12POE23

1(kgf) 1.04 0.95 0.84

2(kgf) 1.05 0.98 0.89

3(kgf) 1.03 0.95 0.88

4(kgf) 1.04 0.96 0.85

5(kgf) 1.05 0.97 0.89

Average(kgf) 1.04 0.96 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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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면에서 debonding이 되어 계면에서의 wetting 능력 및 계

면상호작용의 변화의 영향을 받아 점착제 내부 응력 및 마찰

계수의 증가로 중합성이 향상되어 점착력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22,23

결 론

본 실험에서 polyoxyethylene lauryl ether, polyoxyethylene

stearyl ether와 acrylic acid를 이용하여 polyoxyethylene alkyl

ether acrylate 2가지의 반응성 계면활성제를 합성하였다. 각

합성화합물에 대해 기기분석을 통한 구조분석을 하였고, 계

면물성을 비교하였다.

Acrylic acid로부터 유도된 C18POE20-AA, C12POE23-AA

의 합성수율은 76~79%으로 반응이 진행되었으며, 백색의 고

체의 형상을 나타내었다. 25 oC에서 임계미셸농도(cmc)와 표

면장력은 C18POE20-AA의 경우 9.6×10-5 mol/L, 37.85 dyne/

cm인 것을 확인하였고, C12POE23-AA에서는 1.1×10-4 mol/L,

39.88 dyne/cm인 것을 확인하였다. 점착제의 고형분은

57.2~57.5%로 합성하였다. 초기 점착력은 비이온 유화제를

사용한 점착제와 비교 시 초기 점착력이 동등 또는 우월하게

측정되어 끈적임이 강함을 확인하였다. 제조한 점착제의 점

착력 시험 결과는 반응성 유화제인 C12POE23-AA의 경우

최대 박리강도 1.04 kgf이고, C18POE20-AA의 경우 최대 박

리강도 0.96 kgf를 나타내었다. 용제형 점착제의 점착력이 평

균 0.70 kgf로 이 보다 점착력이 좋은 것을 확인하였다. 앞으

로 반응성 유화제를 이용하여 수성형 점착제 개발에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의 글: 이 연구는 중소벤처기업부 연구마을 사업의 일

환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이에 감사드립니다(과제번호: 2017

020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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