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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카본나노튜브(CNT)와 폴리아닐린(PANI)과 같은 도전성물질의 서스펜션을 함유한 마이크로캡슐이 멜라민과 포름알
데히드의 in situ 중합법에 의해 제조되었다. 평균직경 10-20 µm의 안정된 마이크로캡슐이 관찰되었으며, 이 마이크로
캡슐의 표면 모폴로지와 화학구조, 열적특성을 광학현미경, 주사전자현미경(SEM), 적외선 분광분석(FT-IR), 열중량분
석(TGA) 등으로 측정하였다. 테트라클로로에틸렌과 아이소파 G (isopar-G) 및 CNT나 PANI로 구성된 도전성물질 서스
펜션을 함유한 마이크로캡슐의 전기전도도를 캡슐벽을 깨뜨린 후 측정하였다. 마이크로캡슐의 심물질인 CNT나 PANI
의 양이 증가할수록 측정된 전류는 증가하였다. 분쇄된 캡슐의 심물질의 전도도를 측정한 결과는 CNT나 PANI가 캡슐
이 깨졌을 때, 빠져나온 심물질인 전도성 물질이 단락된 서킷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자기치유형 전자재료 시스템에 
폴리 멜라민 포름알데히드 베이스의 코어 쉘(core shell) 마이크로캡슐이 적용 가능한 것을 보여준다.

Abstract
Microcapsules containing the suspension of conducting materials such as carbon nanotube (CNT) or polyaniline (PANI) were 
prepared by in-situ polymerization of melamine and formaldehyde. Stable microcapsules were prepared and the mean diameter 
of the observed microcapsules was in the range of 10-20 µm. The surface morphology and chemical structure of micro-
capsules were investigated using optical microscope (O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and Fourier transform infra-
red spectroscopy (FT-IR). The thermal properties of samples were investigated by thermogravimetric analysis (TGA). The con-
ductivity of ruptured microcapsule containing the suspension of CNTs or PANIs in tetrachloroethylene and Isopar-G was 
measured. As the amount of CNTs and PANIs in the core of microcapsules increased, the measured current increased. 
Conductivity measurement results suggest that poly (melamine-formaldehyde) based core-shell microcapsules could be applied 
to self-healing electronic materials systems, where CNTs or PANIs bridge a broken circuit upon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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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마이크로캡슐이란 내용물질(심물질)이 일정막(벽물질)으로 둘러싸

인 수 µm에서 수백 µm 크기의 구형물질이다. 즉 유효성분(심물질)을 

고분자, 세라믹 또는 유무기 복합제로 둘러싸거나, 코팅하는 기술이 

마이크로캡슐의 기본기술이다. 마이크로인캡슐레이션 개념은 원래 무

카본종이(carbonless copy paper)의 잉크 포뮬레이션에 사용되었으나 

접착제, 화장품, 살충제, 의약과 바이오메디칼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

에 성공적으로 적용되어 왔다[1-3]. 장기 효율성 증대, 환경 열화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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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안정화, 액상 코어물질의 고체화를 통한 취급의 용이성 등을 개선

하기 위해 다양한 심물질들이 캡슐화되고 있다. 

마이크로캡슐화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크게 분류하면 화학

적 방법, 물리⋅화학적 방법 및 물리적⋅기계적 방법의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어떤 방법을 실제로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심물질과 벽

물질의 선택이나 마이크로캡슐의 사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화학적인 방법으로서는 에멀젼, 서스펜션, 침전, 디스퍼션 중합과 계

면축중합 등[4]이 물리⋅화학적 방법으로는 coacervation[5]법 등이, 

물리⋅기계적 방법으로는 스프레이 건조법, 액상 베드(fluid-bed)코팅

법 등이 사용되고 있다. 화학적인 방법에서는 멜라민-포름알데히드

(MF)나 우레아-포름알데히드(UF) 벽물질(shell)을 사용하는 in-situ  

중합(in-situ polymerization)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6]. 서스펜드된 

에멀젼 드롭의 계면에서 UF 고분자의 중합과 흡착에 의해 마이크로

캡슐이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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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마이크로캡슐 프로세스가 전자종이[7,8], 자가치유 시스템

[6,9-11] 등과 같은 첨단 프로세스에 적용되고 있으며, 이 프로세스에 

적용되는 물질로서 전도성 물질의 마이크로캡슐화 기술에 대한 연구

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폴리아닐린

(polyaniline)과 카본나노튜브와 같은 전도성 물질 서스펜션을 함유한 

마이크로캡슐을 제조하여, 이들 마이크로캡슐이 자기치유재료(healing 

agent)로 사용되는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음을 보고자 한다.

마이크로캡슐을 이용하여 미세 균열에 의한 손상을 입었을 때, 생

물학적 시스템과 같이 외부의 조작 없이 스스로 치유되는 고분자 복

합체와 반복적인 자기치료기법(self-healing system)이 가능한 시스템

들은 White 등에 의해서 연구되었다[6,9-11]. 일반적으로 고분자 복합

체는 미세한 균열에 의해서도 쉽게 손상된다. 하지만 미세한 균열은 

감지가 힘들기 때문에 균열이 발생할 때마다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복

구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특히, 항공기나 자동차에 사용되는 

고분자 복합체의 경우 미세한 균열에 의해 발생되는 기계적 강도 저

하는 막대한 인명 손실과 재산 손실을 일으킨다. 

자기치료기법은 자가치유재료가 저장된 마이크로캡슐과 촉매를 미

리 분산시켜 놓은 다음 외부하중에 의해 폴리머 복합재가 손상되면 

마이크로캡슐 자체가 스스로 손상을 인지하고 내부에 저장된 자가치

유재료를 방출하여 주위에 분산된 촉매와 반응케 하여 손상을 치료하

는 기법이 제시되고 있다. 자기치유재료란 장기간 사용에 의한 기계

적 충격에 의해 발생된 손상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도록 구

조적, 화학적으로 개질시킨 스마트 재료의 하나이다. 사용 중 손상이 

일어난 부위를 본질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재료(고분자, 세라믹, 금속 

등)를 사용함으로써 부품의 수명을 길게 할 수 있고, 장기간 사용에 

의한 분해로 야기되는 효율의 감소를 막을 수 있으며, 재료의 파괴에 

의한 비용지출을 막을 수 있어 여러 산업 공정의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다[12,13].

단일벽(single-wall) 및 다중벽(multi-wall) 카본 나노튜브(carbon 

nanotube, CNT)는 1990년대에 발견[14]된 이래 산업적, 학문적 관심

을 받고 있다. 우수한 기계적, 열적, 전기적, 광학적 특성 때문에 CNT

는 가까운 장래에 많은 컴포넌트를 교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수한 

기계적 특성, 전기전도성은 나노전자 디바이스, 에너지 저장, 필드이

미션(field emission)디스플레이, 화학센서, 생물 센서 및 기타 기술분

야에 이용되고 있다[15]. 또한 이러한 CNT의 특성을 이용하여 CNT는 

고분자 컴포지트 분야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16]. 고분자 컴포지트

에 CNT를 도입함으로써 고분자가 갖지 않는 광학적, 전자특성을 나

타낼 수 있고, 구조 컴포지트는 CNT를 도입함으로써 더 견고하고, 강

인한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첨가한 CNT가 damage sensor로서 

작용하는 자가치유형 컴포지트에도 응용이 되고 있다[17]. 

공역계 π 일렉트론 시스템을 갖는 유기 전도성 고분자는 그 독특

한 전자 및 물리적 특성 때문에 과학자들을 매료시켜왔다. 이 고분자

물질은 전자 디스플레이, 밧데리 전극, 반도체, 센서, 캐패시터, 분자 

전자회로재료, 이차전지 등의 잠재적인 용도 때문에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18-20]. 이와 같은 전도성 고분자 중 폴리아닐린(PANI)은 가장 

대표적인 전도성고분자로 알려져 있으며, 5 S/cm의 높은 전도도와 안

정성과 함께 중합공정이 비교적 간단하고 저비용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프로톤의 부가, 탈리에 의해 전도성이 크게 변화하는 특이한 

성질을 갖는다. 폴리아닐린은 4개의 모노머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고 알

려져 있다. 주쇄중의 구조 단위의 변화는 산화환원에 의해 로이코 에머

랄딘 염기(leucoemeraldine base), 에머랄딘 염기(emeraldine base), 에머

랄딘 염(emeraldine salt), 페르니그아닐린 염기(perniganiline base)의 4

개의 구조를 가지며 이 구조 중에서 에머랄딘 염만이 전도성을 가진

다[21]. 에머랄딘 염기의 이민 세그먼트만에 작용하는 프로톤 도핑에 

의해 생성되는 바이폴라론(bipolaron)이 전도성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마이크로캡슐로부터 액상 물질을 내놓는 자기치유형 개념은 손

상된 전자기기에서 전기적 특성을 복원하는 것과 같은 기능성에 적용

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도도의 복원은 자기치유

형 재료에 관한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새로운 분야이다. 전도도의 자

기치유형 연구에 관해서는 현재까지 소수의 보문만이 있는데[22-25], 

대표적인 논문으로는 마이크로캡슐화된 charge transfer salt인 tetra-

thiafulvalene-tetracyanoquinodimethane (TTF-TCNQ) 시스템으로서 두 

파트가 섞였을 때 형성되는 two-capsule 처방이다. 이 시스템에서는 

글래스 슬라이드 위에 스퍼터 코팅된 금을 사용하여 형성된 회로에 

흠집을 만들고 이를 치유하는 것을 시험하였다. 슬라이드 위에서 캡

슐이 분쇄되고 이때 빠져나온 내용물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도되

는 통로를 형성한다. 치유된 회로의 저항(resistance)을 측정하고 이 저

항값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서서히 감소함을 보이고 있다. 전도성 

은잉크를 사용하는 유사한 실험도 보고되고 있다. 또한 Caruso 등은 

CNT의 서스펜션을 심물질로 하는 폴리 우레아 –포름알데히드 마이크

로캡슐을 제조하고, 기계적 파괴에 의해 CNT가 도전성 치유제로서 

성공적으로 빠져 나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25].

본 논문에서는 이 전도성 치유제의 적용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 

CNT는 물론 다른 전도성 고분자인 폴리아닐린의 서스펜션을 심물질

로 사용하고 폴리 멜라민 –포름알데히드 마이크로캡슐을 제조하고, 

기계적 파괴에 의해 이들의 도전성 치유제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 

2. 실    험

2.1. 시약 

본 실험에서 심물질로는 emeraldine 염(MW = 15000)형태의 폴리

아닐린과 다중벽 카본나노튜브(multi-walled carbon nanotubes, 

MWCNTs)를 사용하였다. 폴리아닐린은 Aldrich로부터, 카본나노튜브

는 일진 나노테크로부터 구입하였다. MWCNTs의 외경과 내경은 각

각 10∼20 nm, 5∼10 nm이다. MWCNTs는 초음파상태로 실온에서 

60 min 동안 처리한 PVP (polyvinylpyrrolidone)를 분산제로 사용하여 

물에서 분산시켰다. 분산된 MWCNTs 용액이 캡슐화 실험에 사용되

었다. 벽체 물질로서는 아미노계 수지인 멜라민-포름알데히드

(melamine formaldehyde, MF) 수지를 사용하였으며 유화공정에서 사

용된 유화제로서는 styrene maleic anhydride (SMA)를 사용하였다. 

Suspending fluid로서 aliphatic hydrocarbon인 Isopar-G (Exxon mobil)

와 halogenated organic solvent인 tetrachloroethylene (specific gravity = 

1.62, 20 ℃)를 사용하였다. 

2.2. 실험방법

심물질로 PANI를 전도성고분자 저점성 절연유체인 tetrachloro-

ethylene과 Isopar-G와 함께 internal phase를 구성, 멜라민-포름알데히

드 수지를 이용하여 in situ 중합법에 의하여 자기치유형 전도성 마이

크로캡슐을 제조하였다. 마이크로캡슐의 제조를 위해 안정된 에멀젼

을 얻기 위해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인 SMA를 PANI 또는 CNT와 tet-

rachloroethylene 및 Isopar-G으로 구성된 심물질에 첨가하여 혼합하고 

이 용액은 다시 호모지나이저를 이용하여 10 min 동안 12,000 rpm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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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chematic of the preparation of microcapsules.

Figure 2. Size distribution of the microcapsules at different pH. 

Figure 3. Size distribution of the microcapsules at pH 8. 

서 강하게 교반하여 완전히 분산된 안정한 에멀젼을 제조하게 된다. 

멜라민과 포름알데히드 용액을 이용하여 prepolymer를 제조하여 마이

크로캡슐의 벽재물질(wall material)로 이용하였다. 제조된 프리폴리머

수지에 에멀젼을 첨가하여 60 ℃에서 250 rpm으로 3 h 동안 교반하여 

in situ 중합법으로 마이크로캡슐을 제조하였다.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심물질로 CNT를 사용하여 추가실험을 수행

하였다. Figure 1은 마이크로캡슐의 형성을 도식으로 보여주고 있다. 

계면활성제와 suspending fluid, 심물질로 구성된 내부상 물질을, 멜라

민-포름알데히드 prepolymer용액에 투입하고 in situ 중합반응을 거쳐, 

벽재물질이 MF수지로 이루어진 마이크로캡슐이 생성된다. 

2.3. 마이크로캡슐의 특성분석

2.3.1. 멜라민-포름알데히드 수지의 pH변화에 따른 마이크로캡슐 

형성

아미노 수지의 일종인 멜라민-포름알데히드 수지는 pH에 따라서 

반응속도가 달라지므로 벽체물질인 MF수지의 pH를 다르게 하여 마

이크로캡슐을 제조하였다. 

2.3.2. 마이크로캡슐 입경 및 입도분포 분석

제조된 마이크로캡슐의 입도분포와 입경은 입도분석기(Malvern, 

Mastersizer S)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2.3.3. 마이크로캡슐의 표면 관찰

Scanning electron microsope (FE-quanta 200)와 광학현미경(Nikon 

eclipse ME 600)을 사용하여 마이크로캡슐이 생성되었는지를 확인하

였다. 마이크로캡슐은 백금 코팅처리(current 60 A, 100 s) 후 표면을 

측정하였다.

2.3.4. 마이크로캡슐의 구조분석

FT-IR (Perkin Elmer-spectrum GX)을 이용하여 마이크로캡슐의 형

성여부를 알아보았다. 최종물질인 마이크로캡슐의 FT-IR분석에서 

MF수지의 특징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였다.

2.3.5. 마이크로캡슐의 열중량 분석

제조된 마이크로캡슐의 열무게 변화는 Thermogravimetric Analysis 

(TGA) 장치를 이용하여, 중량손실 curve로부터 캡슐의 열안정성을 확

인하였다. 캡슐에 열을 가하며 무게 변화를 기록하고 순수 core만을 

사용한 control 샘플과 비교하였다.

2.3.6. 마이크로캡슐의 전기전도성 분석 

분쇄된(ruptured) 마이크로캡슐의 전기적 성질은 Potentiostat/Galvanostat 

(ModuLab-solartron analytical)와 자체 제작한 manipulator를 장착한 

probe-station을 활용, two-point measurement technique을 사용하여 측

정하였다. 두 개의 텅스텐 probe tip을 유리 슬라이드 위에 놓인 분쇄

된 마이크로캡슐의 서스펜션에 담그고, 각 쌤플에 대해 -10∼+10 V까

지 11번 전압을 변화시키며 전류-전압특성(I-V특성)을 측정하였다. 이

때 probe tip간의 간격은 25 mm였다. 심물질의 종류와 농도를 변경하

며 전기적 특성을 비교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멜라민-포름알데히드 수지의 pH변화에 따른 마이크로캡슐 형성

Figures 2, 3은 pH에 따른 마이크로캡슐의 입도분포 및 크기를 보여

주고 있는데 pH 7∼8에서 안정된 마이크로캡슐이 형성됨을 알 수 있

었다. pH가 산에 가까워질수록 마이크로캡슐의 평균크기는 커지는 경

향을 보였으며, 이는 MF수지가 산분위기에서는 축합반응 속도가 빨

라져 두꺼운 벽막을 가지게 되며, MF수지끼리 반응하여 전체적으로 

큰 마이크로캡슐이 형성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pH 7∼8

에서는 이러한 MF축합반응이 서서히 이루어져, 안정된 마이크로캡슐

을 얻을 수 있었다. Figure 3은 pH 8일 때의 입도분포를 보여주고 있

는데 평균 크기 13 µm의 입도 분포를 가진 마이크로캡슐을 얻을 수 

있었다.

3.2. 마이크로캡슐의 모폴로지 관찰

마이크로캡슐의 모폴로지는 SEM과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하

였다(Figures 4∼6). Figure 4는 심물질로 PANI를 사용한 멜라민 포름

알데히드 마이크로캡슐의 SEM 사진이고, Figure 5는 심물질로 CNT

를 사용한 SEM 사진이다. 대체적으로 구형의 캡슐을 형성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Figure 6은 심물질로 PANI를 사용한 마이크로캡슐의 

광학현미경사진이다. 교반속도 변경에 의해 사이즈가 큰(20∼30 µ 수

준) 캡슐을 제작했을 때 얻어진 사진으로서 심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구형의 캡슐의 형성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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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Mechanism for polymerization of melamine-formaldehyde 
resin.

Figure 8. FT-IR spectra of (a) PANI-microcapsule, (b) CNT-micro-
capsule.

Figure 4. SEM image of PANI-microcapsule. 

Figure 5. SEM image of CNT-microcapsule.

Figure 6. Optical microscopy image of PANI-microcapsule.

3.3. 마이크로캡슐의 구조 분석

65 ℃에서 멜라민과 포름알데히드사이의 반응은 tri-와 hexa-me-

thyolmelamine을 생성하며 이 기구는 Figure 7에 보여진다. 추가 가열

은 methyolmelamine을 축합시키며 이 수지를 침전시킨다. 이 반응에

서 methylol condensation과 methylene bridge의 형성은 다음과 같이 2

단계 반응으로 이루어진다[26].

 

Step 1 : -NH⋅CH2 OH + HOCH2 HN- → -NH⋅CH2 O⋅CH2 NH- 

+ H2O

Step II : -NH⋅CH2 O⋅CH2 NH- → -NH⋅CH2 ⋅NH- + CH2 O

Figure 8은 전도성고분자 마이크로캡슐(PANI-microcapsule, CNT-

microcapsule)의 FT-IR spectra를 보여주고 있다. Figure 8(a)의 

PANI-microcapsule 은 3292 cm-1에서 N-H, 1557 cm-1에서 -CH2- , 그

리고 1158 cm-1에서 C-N 피크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Figure 8(b)의 CNT-microcapsule은 3280 cm-1에서 N-H, 1451 cm-1

에서 -CH2- , 그리고 1363 cm-1에서 C-N 피크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

아 마이크로캡슐이 MF 수지를 사용하여 성공적으로 합성된 것을 알 

수 있다.

3.4. 전도성고분자 마이크로캡슐의 TGA 분석결과

Figures 9, 10은 전도성고분자(PANI)와 전도성고분자 마이크로캡슐 

(PANI-microcapsule, MCPA)의 TGA 분석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Figure 9의 PANI thermogram을 살펴보면, doped PANI의 열안정성이 

280 ℃까지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doped PANI의 분해는 

dopant의 손실과 backbone 분해의 2단계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27]. 

한편 MCPA의 중량감소는 PANI에 비해 분해시작 온도가 70 ℃정도 

증가된 350 ℃부근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encapsulation에 의하여 

MF resin이 PANI를 감싸고 있어 PANI의 직접적인 열전달을 방해하

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PANI-microcapsule의 중량감

소는 미경화된 MF 수지에 기인하며 특히 멜라민 환의 산화 열화에 

의한 분해온도는 350∼400 ℃이며 450 ℃에서 잔여 부분의 열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26], Figure 10에 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Figure 11은 CNT-microcapsule 의 열안정성이 300 ℃까지 

유지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5. 전도성물질 서스펜션을 함유한 마이크로캡슐의 전기전도성 분석

전도성 고분자가 캡슐화가 된 것을 확인하기 위한 간접적인 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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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TGA diagram of PANI.

Figure 10. TGA diagram of PANI-microcapsule.

Figure 11. TGA diagram of CNT-microcapsule.

Figure 12. SEM image of crushed microcapsule.

(a)
 

(b)

Figure 13. (a) Experimental setup for conductivity measurements. (b) 
Photograph of probe-station setup showing crushed microcapsules on a
glass substrate. 

로, 제조된 마이크로캡슐에 기계적 손상을 가해 심물질이 빠져 나오

도록 하였다. 마그네틱바를 이용하여 캡슐화된 전도성고분자 서스펜

션을 강하게 30 min 동안 교반 시켜 캡슐을 파괴시킨 후, 캡슐이 파괴

된 것을 SEM이미지로 확인하였다. Figure 12는 분쇄된 마이크로캡슐

의 SEM 사진을 보여준다. 캡슐이 분쇄되며 심물질이 흘러나온 형태

를 보여준다.

분쇄된 마이크로캡슐의 전기적 성질은 two-point measurement tech-

nique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두 개의 텅스텐 probe tip을 유리 슬라

이드 위에 놓인 분쇄된 마이크로캡슐 서스펜션에 담그고, 각 샘플에 

대해 -10∼+10 V까지 11번 전압을 변화(sweep)시키며 current-voltage 

(I-V)특성을 측정하였다(충분한 농도의 CNT나 PANI가 probe tip 사이

에 다수의 가교를 생성하여, 충분한 전류치를 나타내기 위해 다수의 

sweep가 필요했음).

Figure 13(a), (b)는 본 실험에 사용한 측정장치와 CNT를 함유한 마

이크로캡슐 용액에 함침된 두 개의 probe tip을 각각 보여주고 있다. 

Figures 14, 15는 PANI와 CNT를 포함하는 분쇄된 캡슐 용액으로부

터 PANI와 CNT농도를 변화시키며 측정한 I-V 결과를 각각 보여주고 

있다. PANI와 CNT농도를 증가시킬수록 전류가 증가함을 보여준다. 

전압을 -10∼+10 V까지 변화시킬 때 PANI나 CNT 번들이 probe tip

으로 이동하여 충분한 양이 모아져 팁과 팁사이에 가교가 형성된 것

으로 보인다. 외부전압을 가할 때 유기용매에 분산된 CNT가 이동하

는 현상은 Kamat 등[28] 및 타 그룹에서[29,30] 보고된바 있는데, 특

히 Caruso 등은 본 실험과 유사한 측정장치를 사용하여 -50∼+50 V

까지 전압을 변화시킬 때 CNT bundle이 probe tip에 이동하는 현상과, 

+50 V의 전압을 가했을 때 SWNT를 포함한 캡슐이 분쇄 후 40 µA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 wt% MWCNT 심물질을 포함한 캡슐을 분쇄 후, 

그 용액에 +10 V의 전압을 가했을 때 400 µA의 전류치가 측정되었

다. Caruso 등의 측정치보다 높은 전류치 결과로 볼 때, 팁과 사이에 

충분한 가교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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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I-V Measurements of crushed PANI-microcapsule. 

Figure 15.  I-V Measurements of crushed CNT-microcapsule.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심물질로 전도성 고분자인 PANI 또는 CNT를 사용

하여 자기치유형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마이크로캡슐을 제조하였

다. 유화제의 종류, 교반속도 및 온도 등의 oil/water 에멀젼 제조공정

과 반응시간, 온도, pH, 교반속도 등의 encapsulation 반응조건의 적정 

조합에 의해, 평균입경 10∼20 µm 수준의 마이크로캡슐이 제조되었

다. 제조된 마이크로캡슐의 마이크로구조(microstructure), 모폴로지, 

열안정성 등은 광학 및 주사전자현미경(SEM), 열중량분석(TGA)을 

통해 관찰하였고, 마이크로캡슐의 자기 손상치료특성은 파쇄된 마이

크로캡슐의 전기전도도를 측정하여 평가하였다. 마이크로캡슐에 기계

적인 손상을 가했을 때 CNT 또는 PANI가 방출되어 전기전도도를 회

복시켜주는 특성은, 전도성물질 서스펜션을 함유한 마이크로캡슐이 

자기치유제로 사용되는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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