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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단분산이면서 마이크로 크기의 입자로 쉽게 조절이 가능한 SPG (Shirasu porous glass) 막유화법이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 SPG 막유화법은 다중에멀젼, 단분산, 다양한 형태 등을 쉽게 제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기능성 입자를 만드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최근 적용분야로는 토너입자, 식품첨가제, 약물전달 등으로 적용분야가 

넓다. SPG 막유화법에서 입자크기 및 형태 조절 요소로는 개시제, 첨가제, 단량체, 가교제, 중합금지제 등이 있으며,

SPG의 장점인 단분산을 싼 단가로 대량생산에 접목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

ABSTRACT：Shirasu-porous-glass (SPG) membrane emulsification is highly attractive in the field of toner industries, foods
and drug delivery systems because of its easy control of particle size in micro-scale, narrow size distribution and multiple 
emulsion. The particle size and morphology of emulsion droplets can be controlled by changing the type of initiators, 
additives, monomers, crosslinkers and inhibitors in SPG membrane emulsification. In this paper, principles of SPG membrane
emulsification, influence of process parameters and industrial applications have been addr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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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고분자입자를 만들 수 있는 emulsion, 
suspension, dispersion 등 다양한 중합방법 가운데 emusion pol-
ymerization은 최근에 조명 받고 있는 중합방법이다. 특히 특별

한 기능을 요구하는 분야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방법중 

하나로 잉크토너1-4를 비롯하여,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소

재,5-7 화장품,8,9 접착제,10-11 약물전달시스템과1,6,12 페인트,1,9,11 
식품13-14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Emusion polymerization은 기존에 알려진 입자 합성 방법보

다 다양한 첨가제를 입자 안에 넣을 수 있는 방법으로,4,13,15 
다양한 sub-micro size를 만드는데 적합하다. 하지만 기존까지 

사용하던 방법인 콜로이드 밀, 고속 교반기, 고압 유화기 및 

초음파장치 등을 사용하는 에멀젼 유화방법은 강한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밀한 형태의 구를 만들기 어려우

며,16-18 단백질이나 녹말 같은 민감한 물질은 주요 성분의 기능

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9,14 따라서 CV (cofficient of variation)가 

10% 이내이면서 정밀한 형태의 구형 단분산을 만들거나 민감

한 물질을 만들기에는 극복하기 힘든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
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막유화법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2,9,16-19 막유화법은 기존 유화법과는 달리 다공

성 막을 사용하여 일정 압력 하에서 분산상을 막의 세공을 

통해 연속상 내로 투과시켜 에멀젼을 제조하는 기술이다. 특
히 일본에서 80년대에 개발된 SPG (Shirasu porous glass)공법

은 다양한 방법(oil-in-water (O/W), water-in-oil (W/O), wa-
ter-in-oil-water (W/O/W), Solid-in-oil-in-water (S/O/W) 등)이 가

능하며 입자크기 조절이 쉽고, 막의 표면이 균일하여서 단분

산을 만들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6,20 SPG에 대한 연구

는 꾸준히 이루어져 오면서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

다. 최근 국내에도 SPG가 많이 소개되며, 화장품과 의약분야

의 산업에서도 넓게 쓰이고 있다.21

  따라서 본 총론에서는 SPG에 관한 장점, 원리 및 최근 연구

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과 응용방법에 관해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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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chematic diagram of membrane emulsification process.9,27

Ⅱ. SPG 공법의 소개

 
  SPG 막은 큐슈 남부 Shirasu 지역에 풍부한 화산재를 이용하

여 제조된 무기 다공 막으로서 기계적 강도와 화학적 안정성

이 우수하여 막유화법에 가장 적합한 막으로 평가받고 있다.
  제조 방법은 Shirasu석회와 붕산을 첨가해 1350 ℃ 전후의 

온도로 SPG의 기초 유리를 합성 후 이를 판 또는 관 형태로 

성형한다. 성형된 일차 유리질을 670 ~ 750 ℃의 온도에서 수 

시간 ~ 수십 시간 동안 열처리 시켜 spinodal decomposition에 

의해 유리의 섬세조직에 상분리가 일어나는데, 상분리된 CaO
· B2O3 (산화칼슘 · 산화붕소)부분은 산에 녹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염산등으로 처리해 녹여내고, 산에 용해하지 않는 

Al2O3 · SiO2 (산화알루미늄.이산화규소)계 유리를 골격으로 

하는 유리 다공체가 완성된다. 이때 막의 세공 크기는 열처리 

온도와 열처리 시간에 의해 조절 할 수 있어서 막유화에 적절

한 0.1 ㎛ ~ 수십 ㎛의 세공크기에 열처리 온도를 조절함으로 

인해서 만들 수 있다.22 때에 따라서는 분산시 높은 압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화막의 기계적 강도도 중요하다. SPG의 

유화막은 강도와 내열성에서도 좋은 특성을 나타내고 있어서 

유화막으로 적절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8,23

  막유화의 원리는 분산상의 용액을 질소가스로 압력을 가하

여 멤브레인을 통과시키게 된다. 연속상은 스터러가 회전하면

서 일정한 세기의 흐름을 만들어 주면 멤브레인을 통과한 분

산용액은 연속상의 흐름에 의해서 일정한 크기의droplet으로 

이탈하게 된다. Droplet은 연속상의 유화제와 계면활성제로 

인해서 구의 형태를 유지하며 중합과정을 통해서 고체상의 

입자로 만들 수 있다. 이때 분산상의 용액은 oil이 될 수도 

있으며 water가 될 수도 있다(Figure 1, 2).9

  Omi 그룹은 SPG로 유화중합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를 진행

하였다. 특히 유화 기술을 이용해서 다양한 단분산이면서 마

이크로 크기의 입자를 만들었다. 
  Droplet의 크기()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나타낼 수 있

다.7,24-25

  ∆cos
∆는 압력, 는 droplet과 물과의 계면장력, 는 물계면에서 

접촉각을 말한다. 이 수식으로 는 압력에 반비례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Figure 1. Schematic picture of a simple small scale membrane 
emulsifi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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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oplet의 크기()는 유화막의 세공 크기에() 따라서 일

정한 선형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는 일반적으로 2~10의 범위를 가지며26-27 멤브레인의 세공

크기가 일정하다면 단분산의 droplet을 얻을 수 있다. 
  Omi 그룹은 실험을 통해서 값을 6.62로 발표하였지만22 
Nakashima 그룹은 3.25라는 결과를 발표하였고, Hatate 그룹은 

2.44로 보고하였다.4,16,28 이 차이는 실험 기술과 환경차이에 

기인한다고 추측하고 있다. 따라서 값은 일정한 값이 아니라 

환경과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값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22

  또한 멤브레인은 분산상에 젖으면 안 된다. 따라서 O/W 에
멀젼을 얻고 싶다면 멤브레인은 친수성을 사용해야 하며 W/O 
에멀젼을 얻고 싶으면 소수성을 사용해야 한다.7,27,29,30-31

Ⅲ. SPG 유화중합법의 특징

  SPG공법이 기존의 유화법과 비교하여 갖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SPG 유화막은 세공크기가 미세하기 때문에 0.1 ㎛ 단위

로 조절이 가능하며, 0.1 ~ 20 ㎛ 범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SPG 유화막을 사용시 수백나노에서 수백마이크로까

지 넓은 범위의 입자를 제조할 수 있다. 바깥 지름은 10 mm, 
두께는 0.45 ~ 0.75 mm이며 길이는 20, 100, 250과 500 mm까지 

있어서 용량에 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3,8-9,14

  2) 제조된 droplet 입자의 크기가 매우 단분산적(monodis-
persed)이다.14

  3) SPG 유화막은 친수성과 소수성의 성질을 비교적 쉽게 

바꿀 수 있으며32 각각의 성질을 이용해서 O/W/O형 또는 

W/O/W형 등 다중 에멀젼 제조를 용이하게 만들 수 있어서 

의약 및 식품분야에서 한계에 부딪치고 있는 부분을 마이크로 

캡슐레이션(microcapsulate) 기술로 극복 가능성이 높다.1,6,15, 

24-25,27,29,33-35

  4) 유화막의 재생이 간단하며 무한한 재생이 가능하

다.31,36-37

  5) 대량생산 전환시 조건의 변화가 거의 없고, 연속공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절감의 효과가 매우 크며 크기를 쉽게 

조절하면서 좁은 분포를 가지는 입자제조가 쉽다. 따라서, 산
업 현장에서 매우 유용하며 효율적인 장치가 될 수 있

다.5,9,13,15,20,27,33

  6)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지만, 다른 중합 방법보다 

특별한 기능을 요구하는 폴리머 제조에 더 적합하며, 고부가

가치화로 차별화를 꾀하는 산업에 적합하다.1,13,27

  7) 다양한 구형(hollow, porous)을 만들 수 있으며, 구형 표면 

형태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응용한 기술이 가능하

다.12,14,22,38-39

  8) 유화막의 세공은 완전한 구형은 아니며 세공간에 서로 

연결되어 있다.38-39

  상기와 같은 다양한 장점을 내세워 SPG는 90년대 이후 일본

을 중심으로 입자제조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

다.40 그 중에서도 식품, 화장품, 의약품 (Drug Delivery 
Systems) 등을 중심으로 최근 10년 동안 주목을 받으며 연구량

이 증가하고 있다.7,9,15,27 실례로 1996년 Kiyomoto Iron Works 
Co.와 Meiji Milk Products Co.는 SPG Technology Co.라는 막유

화 기술 연구 및 막유화 장치 개발 전문회사를 공동으로 설립

하여 연구용 microkit 장치와 bench scale, production scale의 

막유화 장치를 판매하고 있다.16-18

  SPG는 크게 분산상(dispersed phase)과 연속상(continuous 
phase)으로 나눌 수 있다. 개시제(initiator)와 단량체(monomer), 
첨가제(additive) 등은 분산상에 들어가며, 안정제(stabilizer), 
계면 활성제(surfactant), 중합금지제(inhibitor) 등은 연속상에 

들어간다. 들어가는 요소에 따라서 크기, 전환율, 표면형태, 
입자 안의 형태,28 secondary nuclei22의 생성 유무 등이 달라지

기 때문에 각 요소별로 어떤 메카니즘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

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이 필요하다. 

1. 개시제(initiator)의 영향

  개시제는 친수성의 차이에 따라서 크게 물에 녹는 개시제와 

오일에 녹는 개시제로 나눌 수 있다. Omi 그룹은 두 가지의 

성격이 다른 개시제를 사용해서 SPG에 어떤 개시제가 적합한

지 보여주었다.
  2,2‘-azobis(2,4-dimethylvaleronitrile) (V-65)는 오일에 녹는 

개시제이며 물에 녹는 개시제는 2,2'-azobis(2-amidinopropane 
dihy-drochloride(V-50)를 사용하였다. 구조식은 아래의 그림과 

같다(Scheme 1).

N
N

N

N

V-65 :  2.2'-azobis(2,4-dimethylvaleronitrile)

N
N NH2

HNNH2

HN H
ClH

Cl

V-50 : 2.2'-azobis(2-amidinopropane)dihydrochloride

Scheme 1. Chemical structures of V-65 and V-50 initi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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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에 녹는 개시제는 분산용액에 녹여 사용하였고, 물에 

녹는 개시제는 연속상에 녹여 사용하였다. 오일에 녹는 개시

제를 사용했을 경우에 만들어진 폴리머는 droplet 크기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물에 녹는 개시제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만들어

진 폴리머가 나노크기(Dp = 0.20 ㎛)로 작아진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중합 메카니즘의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오일에 녹는 개시제는 droplet 안쪽에서 반응이 시작된 것이며, 
물에 녹는 개시제는 droplet과 물 사이의 계면에서 반응이 시

작했기 때문이다(스타이렌 60 ℃에서의 물에 대한 용해도는 

0.053). 따라서 하이드로포빅한 개시제는 droplet 안의 오일에

서 반응이 시작되고 물계면으로 나오면서 secondary nuclei가 

생기기 때문에 두 가지 종류의 입자가 생기게 된다. V-50은 

반대로 대부분의 개시제가 물의 계면과 droplet의 계면 사이에

서 반응을 시작하며, 오일에 녹는 개시제보다 상대적으로 더 

넓은 표면적을 가지기 때문에 단량체 droplet보다 더 빠르게 

라디칼을 흡수하게 된다. 따라서 많은 양의 secondary nuclei가 

생성되면서 수십 나노 크기의 폴리머가 생기게 된 것으로 보

고 있다. 이것을 바탕으로 개시제의 첨가량에 대한 실험을 진

행하였다.
  개시제의 라디칼은 소량이지만 물에 녹기 때문에 droplet에 

녹은 라디칼이 연속상에 소량 나오면서 secondary nuclei를 생

성하게 된다. 따라서 개시제의 총양은 중합이 되는 비율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개시제인 V-65와 BPO의 

양을 변화시키면서 실험을 진행하였다.22 기존에 알려져 있는 

것과 같이 개시제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전환율이 증가하

였고, 중합의 속도도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개시

제의 양이 적을 경우에는 secondary nuclei가 생기지 않았으나 

일정량 이상 넣을 경우에는 secondary nuclei가 생성되었다. 개
시제의 양이 많아지면 물에 녹으면서 분산되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secondary nuclei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23,41 
이와 같은 결과로 개시제의 입자 크기와 중합 비율과 속도, 
그리고 폴리머의 분자량 등을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23

Table 1. Effect of Hydrophobicity of Initiator on Polymerization 
Mechanism41

Initiator V-65 (0.10 g)
hydrophobic

V-50 (0.10 g)
hydrophilic

De (μm) 8.58 8.58
CV of De (%) 9.17 9.17
Dp (μm) 5.82 0.20
CV of Dp (%) 8.89 -
Conversion (%) 100.0 100.0
Fraction of secondary particle (wt%)a 70.4 100

HD = 2 (g); St = 18 (g); De Dp: diameters of the monomer droplets 
before polymerization, and polymer particles after polymerization, 
respectively.
 a Fraction of secondary particle was calculated from GPC curve.

2. 첨가제(additive)의 영향

  계면활성제의 역할을 하는 첨가제인 Hexa decane (HD)은 

소수성의 성격이 강하며, lauryl alcohol(LA)은 화합성의 성격

이 강한 소수성 물질로 단량체에 단분산을 만드는 첨가제로 

사용된다.12,22,19,42 Isoamyl acetate(IA)와 HD는 styrene이나 

PMMA를 swelling하는데 중요한 물질로 사용하기도 하

며,5,6,8,42,43 Hexanol(HA), Octyl alcohol(OA)는 porous한 입자를 

만드는데 첨가하기도 한다.5,8

  또한 위와 같은 소수성 물질은 droplet과 물 사이의 계면 

장력을 줄여주며,1,3,6,23 물에 녹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secondary nuclei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뿐만 아

니라 친수성이 강한 단량체를 사용할 때 소수성의 성격을 강

하게 만들어서 입자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1,41,43 따
라서 HD는 단량체와 개시제가 물에 확산되는 것을 감소시킨

다.23 또한 HD의 양을 조절하면 hollow한 입자를 만들 수도 

있는데, hollow한 입자는 낮은 밀도, 열적 안정성, 빈 공간을 

이용한 광학적 특성에 이용되기도 한다.3,11

  이렇게 HD는 입자 형성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HD system과 non-HD system의 차이를 비교하여 HD의 효과를 

연구하였다.23

  non-HD system에서는 droplet의 일부인 단량체와 개시제가 

HD system에 비해서 연속상에 분산이 더 잘된다. 이것은 pri-
mary particle의 크기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평균 직경이 더 

작아지고 CV는 커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HD가 없을 때는 유

화막이 클수록 큰 CV값을 가졌다. 또한 droplet에서 폴리머로

의 전환 시간을 보면 HD system에서는 바로 전환이 된 것에 

반해서 non-HD는 2시간이 지나야 반응이 시작되었고, 분산도

도 HD가 더 좋음을 알 수 있다(Figure 3).23 
  또한, Styrene, Divinylbenzene(DVB) 에 toluene, n-hexane 
n-heptane를 다양한 비율로 혼합 후 seeded emulsion polymer-
ization을 하여 droplet의 크기 분포와 폴리머가 된 입자 분포를 

비교 분석하였다. Toluene보다는 n-hexane이 n-hexane보다는 

Figure 3. Conversion versus time curves for polymerization of 
styrene droplets in the presence(left) and absence(right) of hex-
adecane at three different number-averager droplet sizes.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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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SEM photographs of polystyrene microspheres with a mixture of additives and crosslinkers (a) toluene (b) n-hexane, 
St:DVB=4:1 (c) n-hexane, St:DVB=1:1 (d) n-heptane.22

n-heptane이 들어갔을 때 droplet의 크기가 중합 후 입자의 크기

까지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고,22,41 toluene으로 hollow한 입

자를 만들 수 있었다(Figure 4).11,33

3. 다양한 단량체를 이용한 입자 제조의 가능

  다른 종류의 중합방법들은 단량체의 변화에 따라서 조건을 

다시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하지만 SPG는 큰 조건 

변화가 없으며 입자의 크기 변화도 단량체의 변화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단량체를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장점이 있다. 특히 carboxyl, hydroxyl, amine, 
amide와 chloro methyl 그룹을 가진 마이크로 크기의 입자는 

생물공학과 생화학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려면 큰 조건변화 없이 다양한 단량체의 

적용이 가능해야 한다.44 하지만 친수성인 단량체를 사용할 

경우에는 droplet에서 연속상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이에 맞는 

조건을 찾아 주어야 한다.
  Omi 그룹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styrene에 친수성인 

N.N'-dimethylaminoethyl methacrylate(DMAEMA)를 첨가 후 특

징을 살펴보았다. Styrene에 DMAEMA를 10%까지 증가하면

서 폴리머로의 전환율을 살펴보면 전환율은 76%에서 꽤 낮은 

43%까지 떨어지며 secondary nuclei가 생긴다. 20%를 넣으면 

secondary nuclei가 많이 생기는 것을 관찰하였으며, 라디칼이 

연속상에 많이 분산되면서 중합 금지제인 DAP에 의해서 전환

이 30%로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다. 30% 이상이 되면 라디칼이 

물에 많이 녹아 입자의 크기가 나노수준으로 작아지는 문제를 

보고하였다.1

  그러나 이런 문제는 약간의 조건 수정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미  polyurethaneurea(PUU),10 poly-
imide,42 acrylic acid(AA),44 polylactide(PLA)12와 같은 단량체를 

사용해서 CV가 10 내외인 단분산 입자를 제조한 것이 알려져 

있으며, Supsakulchai 그룹은 copolymer 형태인 PS-2-ethyl hex-
ylacrylate (2EHA)를 사용하여 입자를 만들기도 하였다.20

4. 수용성 중합 금지제의 영향

  중합 금지제는 폴리머 주변에 생기는 secondary nuclei를 제

거하기 위해서 연속상에 첨가한다. Droplet에 있는 라디칼이 

물 계면으로 분산이 되면서 secondary nuclei가 폴리머 입자 

주변에 형성되기 때문에 수십나노의 입자가 형성 되는데, 물 

계면에 중합 금지제를 첨가하면 중합금지제가 droplet에서 분

산되는 라디칼을 제거하면서 secondary nuclei가 만들어지는 

것을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다.11,40 또한, 중합 금지제에 의해서 

secondary nuclei가 억제 되면 droplet은 손실이 거의 없기 때문

에 최종 폴리머 입자의 크기는 최초 분산된 droplet 크기와 

큰 변화 없이 크기를 잘 유지할 수 있다.  주로 사용하는 중합

금지제로는 NaNO2, diaminophenylene(DAP), hydroquinone 
(HQ)가 있다. G. Ma 그룹은 중합금지제를 넣었을 때 secondary 
particle의 생성 양과 폴리머로의 전환에 대해서 연구하였는데, 
diaminophenylene(DAP)가 가장 효과적으로 secondary nuclei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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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SEM micrographs of particles by using different ratio (a) St:DVB:HD=10:0:1 (b) St:DVB:HD=10:1:1 (c) St:DVB: 
HD=10:2.5:1 (d) St:HD=9:1(prepared with different inhibitor DAP).1

억제하였으며 입자의 크기도 최초 분산된 droplet 크기를 가장 

많이 유지하였다. 그러나 표면에서 억제가 되면서 droplet의 

중합도가 억제되어서 폴리머로의 전환율은 낮았다.11,41 이런 

효과는 입자의 형태에도 결과가 나타나는데 같은 조건에서 

DAP와 HQ는 구멍이 생겼지만 NaNO2는 hollow한 입자가 생

성되었다. 이는 중합금지제가 droplet의 외부에서 주는 효과가 

다르기 때문이다(Figure 5).23

5. 가교제(crosslinker)의 효과

  입자의 형태를 살펴보면 가교제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데, 주로 사용되는 가교제는 DVB, ethylene glycol dimethacry-
late(EGDMA)이며3,29 가교제는 입자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때

문에 HD에 의해 깨지는 것을 방지하기도 하며, HD와 DVB의 

일정한 비율에서는 쪼그라든 형태를 만들기도 하며, 다량의 

DVB를 사용시에는 단단한 입자를 만들어서 표면은 매끄럽지

만 속이 빈 입자가 생성되기도 한다(Figure 5).1,29,45 

6. 분산상 droplet의 상태에 따른 영향

  SPG공법으로 분산된 droplet의 크기는 중합을 통해서 생성

된 입자의 크기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분산도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영향을 미친다. 막유화시 droplet의 크기

에 결정되는 요소로는 유화제의 종류와 농도, 안정제 농도, 
가교제 농도, 교반속도, 막간 압력차 및 SPG막의 세공 크기 

등이 있다.9,14,27,32 

  CV는 실험 환경의 영향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droplet 크기가 커질수록 CV값이 커지는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입자의 크기에 따른 속도변화를 전환 시간별 도표를 

통해서 살펴보면 입자 크기에 상관없이 거의 일정비율로 급격

하게 반응이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5시간 이내에 80%이

상이 폴리머로 전환되었고 반응이 최고조에 가까워지면서 급

격하게 반응속도가 줄어든다고 보고하고 있다.25,41 

Ⅳ. SPG 에멀젼의 응용분야

  식품과 의약분야에서 SPG를 이용한 에멀젼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다중에멀젼은 분산을 2회 이상 

하는 방법으로 유화막의 간단한 공정을 통해서 만들 수 있으

며, SPG는 안정적인 유상을 얻는데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

다(Figure 6).9,27,29,36-37,46 

  의약 분야에서는 주로 drug delivery systems(DDS)에 이용되

는데, 약물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면서 목표 장기나 세포물질 

근처에서 약물을 안정적으로 분산하는 방법으로 성공한 예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9,40,47-50

  간암은 iodinated poppy-seed oil(IPSO)를 선택적으로 축적하

는 특징이 있는데, 간암치료제와 IPSO의 혼합물을 간동맥에 

주사하면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친수성인 

간암치료제와 IPSO는 혼합형태를 오래 유지 못하는 단점이 

있는데, S, Higashi 그룹은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W/O/W 유상을 만들어 간암에 획기적인 치료방법을 도입한 

사례가 있다.24,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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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SEM micrographs of (a) a W/O emulsion based on olive oil immediately after preparation; (b) a W/O/W emulsion based 
on olive oil just after preparation; (c) after a 30-day storage at 4℃ and (d) after a heat treatment (5 min at 92℃).54

Figure 6. Schematic diagram of the preparation of multiple 
W/O/W emulsion using SPG membrane.24

  식품산업에서는 에멀젼 형태의 음식이 인간과 밀접한 관계

가 있다. 예를들면 O/W형태의 에멀젼은 드레싱, 인공우유, 크
림 등이 있으며, W/O형태는 마가린 등이 있다. 식품에 적용된 

에멀젼은 다양한 형태가 보고 되었다.9,14 
  Scherze 그룹과 Muschiolik 그룹은 SPG를 사용해서 분산상에

는 버터지방과 해바라기오일을 연속상에는 우유 단백질을 사

용해서 에멀젼을 만들었다.52-53

  마그네슘은 인간에게 필요한 기본 영양소 중의 하나이고 

효소 세포 반응에 필요한 물질이며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물

질이기도 하다. 주로 콩, 초코렛, 마른 과일과 같은 다양한 음

식에 들어있지만 20% 넘는 사람이 식습관 때문에 하루 권장

치에 부족한 양을 섭취하고 있다. 그러나 마그네슘을 음식에 

첨가 할 경우에는 화학적인 파괴와 음식의 맛이 없어진다. 이
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캡슐화해서 섭취하는데 안정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그래서 M, Bonnet 그룹은 olive 
oil, rapeseed oil, olein miglyol을 분산상으로 W/O/W 분산 및 

중합 실험을 했고, 다중 에멀젼으로 만든 입자가 (인간의 몸속

에서) 4~25 ℃에서 마그네슘이 30일에 걸쳐서 분산되는 것을 

확인하였다.54

  SPG와 같은 유화막을 이용해서 식품에 이용할 때의 가장 

큰 장점은 물리화학적인 힘을 사용하지 않으며, 식품의 특성

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이면서 안정한 방법의 

대안이 될 수 있다.9,36

  뿐만 아니라 IT재료분야에도 다양하게 적용이  확대되고 

있는데, 특히 토너 입자를 S/O/W 방법으로 균일하게 제조하거

나2,3 디스플레이의 소재 등을5 만드는 분야에서도 연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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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최근 주목받고 있는 SPG에 대해서 중요한 인자들을 위주로  

유화 기술을 소개하였다. SPG는 입자 안에 다양한 기능성을 

함유할 수 있는 폴리머를 수백 나노에서 수십 마이크로 크기

까지 단분산으로 만들 수 있고, 입자를 유화막의 변화만으로 

쉽게 조절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다. 최근 기능성을 강조

하는 폴리머의 관심이 증폭되고 단분산 입자의 제조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면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SPG공법이 산업적

인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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