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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포집부의 재질과 포집장치를 개선하여 배향성이 존재하는 극세섬유를 제조하였다. 방사용액은 polyamide- 
polyimide copolymer (PAI)를 사용하였다. 포집부의 재질을 변화하고 동일한 전압을 가하여 제조된 극세섬유의 형태를 비교
하였다. 한편, 물 포집부와 회수장치로 구성된 장치를 통하여 극세섬유를 제조하고 SEM을 통하여 관찰하였다. 실험결과, 
동일한 전압으로 제조된 섬유의 평균직경은 포집부의 재질과 회수방식에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포집부의 재질과 회수방법
에 따라 섬유의 형태가 변화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포집부에 누적시켜 제조된 극세섬유는 배향성이 존재하지 않는 그물형 
구조인데 반하여, 별도의 회수장치를 통하여 연속적으로 회수된 극세섬유는 배향성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물 포집부
가 섬유의 유도, 임시집적, 섬유와의 마찰 그리고 이동경로 역할을 하였고, 회수장치는 속도 조절을 통하여 물과 섬유간의 
마찰을 제어함으로써 연속적인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In this study, the ultra-fine fibers (UFs) having an alignment were prepared by electrospinning process, using different 
collectors made from various materials and collecting methods. A spinning solution was prepared by dissolving 
poly(amide-co-imide) (PAI) in NMP. The UFs were prepared by using various collectors and collecting methods, and the 
fibrous shapes were observed by SEM. As a result, a sort of materials of collectors and the collecting methods had not 
influenced on the average diameters of fibers but the forms of them. The just accumulated UFs on the collectors formed 
net structures, which had no alignment. On the contrary, the continuously collected UFs formed long fibers with alignment. 
It was found that the water collector played the roles of the fiber haul, temporary collector, moving path of fibers, and caused 
some friction between fibers and water, attributed to the formation of continuous UFs at a suitable collecting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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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과거의 섬유는 의복제작 등 제한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으나, 1940년
대 화학산업의 발전과 함께 나일론을 비롯한 합성섬유의 이용이 가능

해짐에 따라 활용분야가 확대되었고, 1960년대에는 고강도 탄소섬유

를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고강도 탄소섬유는 기존의 섬유의 활

용 범위를 뛰어넘어 복합구조재, 우주항공, 정보통신 분야에 널리 사

용되고 있다. 이러한 섬유의 발전은 최근 여러 산업분야에서 요구하

는 나노직경을 갖는 섬유 및 탄소섬유의 제조에 밑거름이 되었다. 현
재 나노섬유 및 나노탄소섬유는 필터, 생체재료, 화장품 등에 사용되

고 있으며, 복합재료에 적용할 경우, 기계적 강도를 증가시키기 때문

에 군수물자 등의 고부가가치 산업의 첨단기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주 저자 (e-mail: sjpark@inha.ac.kr)

[1-5]. 이러한 나노섬유 및 나노탄소섬유 전구체를 제조하는 방법 중 

하나인 전기방사 공정은 1934년 Formhals[6]에 의하여 제안되었다. 일
반적으로 제조된 섬유의 직경은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범위이며, 배향

성이 존재하지 않는 그물형 구조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6-8]. 
제조된 섬유에 배향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whipping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9,10].
  본 실험에서는 전기방사를 통해 배향성이 존재하는 섬유를 제조하

기 위하여 포집부의 재질을 물로 하고, 별도의 회수장치로써 원형포

집부를 설치하여 섬유를 제조하였다. 포집부 재질에 따라 전기방사시 

요구되는 전압의 세기가 변화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포집부 재질별

로 동일한 전압을 인가하여 섬유를 제조하였다. 또한 회수방식을 달

리하여 섬유를 제조하여 형태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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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ure 1. Schematic diagrams of electrospinning apparatus used in 
this work; (a) fixed collector process and (b) water and roll col-
lector process.

2. 실    험

  2.1. 재료 및 방사 적정 전압 측정

  본 실험에서 전기방사 원료물질은 poly(amide-co-imide) (PAI, Mw: 
12000)을 사용하였으며, 용매는 Junsei사의 N-methyl-2-pyrrolidone 
(NMP)을 사용하였다. 전기방사 장치 중에서 용액 정량공급장치는 

KD Scientific사의 101 model, 전원공급장치는 KSH사의 KSH- 
P1001CD, 방사노즐은 직경이 0.42 mm, 길이 1.7 mm인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을 사용하였다. PAI를 용매 NMP에 첨가하여 25 wt%의 방

사용액을 제조하였고 제조된 방사용액은 교반기를 이용하여 48 h 이
상 충분히 교반하였다.
  제조된 방사용액의 전기방사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전압을 변화

시켜 전기방사를 실시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장치의 구성은 Figure 1
에 나타내었다. 방사용액의 표면장력은 54.2 dyn/cm, 노즐과 포집부 

사이의 거리는 10 cm이고 방사용액 토출량은 0.03 mL/min으로 하였

다. 전압은 6, 8, 12 그리고 13 kV로 인가하여 노즐끝에 생성되는 

Taylor cone을 관찰하였다.

  2.2. 재질 변화 및 섬유형태

  Figure 1(a)에 나타낸 전기방사 장치 중에서 고정 포집부를 각각 알

Figure 2. SEM photographs of electrospun mat fibers collected on 
Al plate; (a) 6, (b) 8, and (c) 12 kV.

루미늄 판과 물로 하여 전기방사를 실시하였다. 전압을 6, 8 그리고 

12 kV로 인가하여 노즐에서 방사된 섬유를 각각의 고정 포집부에 집

적시키고, 일정시간 집적된 섬유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시료를 회수하

였으며, 주사전자현미경(SEM, Hitachi S-2400)을 통하여 형태를 관찰

하였다.
  고정 포집부를 물로 하고, 별도의 회수장치로써 원형 포집부(roll 
collector)를 사용하여 섬유를 연속적으로 회수(collecting) 하였고, 이
에 대한 장치를 Figure 1(b)에 나타내었다. 전압은 12 kV로 고정하였

고 회수장치의 회전속도를 50, 200 그리고 400 rpm으로 하였다. 회수

장치는 직경 10 mm의 유리관을 사용하였다. 제조된 섬유는 SEM을 

통하여 형태를 관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방사용액의 전기방사 특성

  방사용액을 전기방사할 때 요구되는 최소전압은 Hendricks가 제안

한 식 (1)에 의하여 산출할 수 있다[11].

  V2c= 4
H2

L2
( ln
2L
R
- 1.5)( 0.117πRγ)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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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verage Diamerter of Electrospun Mat Fibers Collected 
on Al Plate and Water Collector

6 kV 8 kV 12 kV

Al plate
Water collector

1.8 µm
1.6 µm

1.6 µm
1.5 µm

1.4 µm
1.2 µm

Figure 3. SEM photographs of electrospun mat fibers collected on 
water; (a) 6, (b) 8, and (c) 12 kV.

  또한, 최대전압은 Taylor가 제안한 식 (2)에 의하여 구할 수 있다

[12,13].

  V=300 20πrγ  (2)

  V는 전압, H는 방사노즐과 포집부와의 거리, L은 방사노즐의 길이, 
R은 방사노즐의 반지름, r은 낙하하는 액적의 반지름 그리고 γ는 용

액의 표면장력이다. 상기의 식에 의하여 PAI 용액을 전기방사하기 위

해서는 7.8～14.4 kV의 전압이 요구되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위의 식 

(1), (2)는 단물질로 구성된 용액을 기준으로 제안된 식으로, 최근 다

양한 고분자 물질을 사용하여 전기방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실험적으

Figure 4. SEM photographs of electrospun continuous fibers pro-
duced by using water and roll collector; (a) 50, (b) 200, and (c) 400 
rpm.

로 임계전압을 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본 실험에서는 사용된 PAI 용액을 실험적으로 전기방사하여 본 결

과, 6 kV 미만에서는 노즐 끝에 생성된 액적이 중력에 의하여 낙하하

는 현상과 일부 제조된 섬유에 비드(bead)가 발견되었으며, 13 kV 이
상의 전압에서는 Taylor cone이 외형적으로 관찰되지 않고 방사젯이 

불안정한 형태를 나타내며 섬유와 비드가 동시에 관찰되었다. 한편, 
6～12 kV의 전압에서는 Taylor cone이 관찰되었으며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였다. 따라서 식 (1)과 (2)를 통해 얻어진 이론적인 값이 7.8～

14.4 kV이였으나, PAI 용액을 전기방사를 통하여 섬유를 제조하기 위

해서는 전압의 범위가 6～12 kV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3.2. 재질과 회수형태의 변화 및 섬유형태 

  고정 포집부의 재질을 각각 알루미늄 판과 물로 하여 제조된 섬유

를 Figure 2와 Figure 3에 나타내었으며, Table 1에 고정 포집부 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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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전압에 따른 평균 직경을 나타내었다. Figure 2와 Figure 3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섬유제조가 가능한 6～12 kV의 전압 범위 내에서 전압

이 커질수록 섬유의 평균 직경은 감소하였으며 균일도가 증가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전압이 증가할수록 전기적 반발력이 증가

하여 섬유의 직경이 감소하게 되며, 용액내에 충분한 반발력이 확보

되어 균일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14].
  고정 포집부가 물로 구성된 전기방사 장치에서 회수부의 회전속도

를 달리하고 섬유를 제조하여 Figure 4에 나타내었다. 섬유의 형태는 

회수부의 회전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그 배향성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물 포집부로 유도된 섬유가 물과 먼저 접촉함으로서 섬유와 

섬유 사이의 공간을 물이 채워줌으로써 섬유간 겹침현상이 방지된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섬유는 물 포집부에 집적되는 순간에는 방향성

이 존재하지 않는 형태이지만, 섬유내 용매와 표면의 물에 의하여 유

연한 상태이므로 회수장치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물과의 마찰에 의하

여 섬유에 배향성이 부여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물과 섬유간의 마찰

력은 회수부의 회전속도에 의하여 조절이 가능하였으며, 회전속도와 

마찰력 그리고 섬유의 배향성은 비례하지만 회전속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면 섬유가 단락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는 섬유에 과도한 

장력이 가해져 발생되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동일한 전압을 가하여 제조된 섬유의 직경은 포집부의 

재질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관찰된다. 한편 포집부의 재질과 회

수방식을 개선하게 되면 배향성이 부여된 연속사 제조가 가능한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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