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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polyacrylonitrile (PAN)를 dimethyl formamide (DMF)에 용해시켜 전압조건을 8∼20 kV, PAN 농도조건을 5∼

15 wt%, 그리고 tip-to-collector distance (TCD)를 15 cm로 다양한 조건에서 전기방사를 실시하였다. 나노섬유는 250 ℃

에서 1 h 동안 안정화시켰으며, 800∼1000 ℃에서 1 h 동안 탄화시켰다. 안정화와 탄화 전후의 나노섬유의 구조 특성

은 FT-IR 장비를 이용하여 연구하였으며 나노섬유의 직경분포와 모폴로지 특성을 알기 위해서 SEM 분석장비를 이용

하였다. 나노섬유웹의 전기화학적 특성은 순환전류 전압곡선 특성 실험을 통해 고찰하였다. 실험 결과로부터 전기방

사한 나노섬유의 직경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방사용액의 농도와 인가전압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

며 섬유의 평균 직경은 고분자의 농도 10 wt% 이상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며 15 kV의 전압과 15 cm의 TCD 조건에서 

섬유의 직경분포가 균일하고 평균직경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In this work, polyacrylonitrile (PAN) fiber was prepared by electrospinning methods from dimethyl formamide solutions with 

various conditions, such as 8∼20 kV applied voltage, 5∼15 wt% PAN concentration, and 15 cm tip-to-collector distance 

(TCD). The nanofibers were stabilized by oxidation at 250 ℃ for 1 h, and then subsequently carbonized at 800∼1000 ℃ 

for 1 h. The structured characteristics of the nanofibers before and after carbonization were studied by Fourier transform infra-

red spectroscopy. The resulting diameter distribution and morphologies of the nanofiber were evaluated by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analysis. The electrochemical behaviors of the nanofiber were observed by cyclic voltammetry tests. From the 

results, the diameter of electrospinning nanofibers was predominantly influenced by the concentration of polymer solution and 

the applied voltage. The average diameter of the fibers was decreased with increasing the polymer concentration up to 10 

wt%. It was also found that the nanofibers with uniform diameter distribution and fine diameter could be achieved at 15 

kV input voltage and 15 cm T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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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전기이중층 커패시터 (EDLCs)는 전기에너지를 저장 및 응용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입출력이 높은 동력 밀도를 가지고 있어 밧데리보다 

저장성이 우수한 성능을 가진다[1]. 이는 커패시터가 갖는 에너지 저

장 메커니즘이 산화⋅환원 과정이 수반되는 페러데이 과정에 의존하

는 밧데리와는 달리, 가역적이고 빠른 이온들의 물리적인 흡탈착으로 

생기는 전기이중층에 의한 운동학적인 메커니즘에 기인하는 비패러

데이 과정으로 설명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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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높은 에너지의 전기 에너

지 축전장치로서 종전의 2차 전지와 비교하여 충전속도가 빠르며 충

⋅방전 사이클이 반영구적이다[2]. EDLCs는 사용할 수 있는 온도와 

전압 범위도 상대적으로 넓고 사용 중 유지보수가 필요 없으며 환경 

친화적이며 폭발 위험성이 없는 특징이 있다 [3,4]. 전기 이중층 커패

시터는 탄소재료의 표면과 기공 특성이 전지의 형태학적 특성과 상호 

관련이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탄소 재료(분말, 섬유, paper, cloth, 탄소

나노튜브, 나노복합재료)는 EDLCs 전극재료로 사용될 수 있다[5,6]. 

  나노섬유를 제조하는 방법에는 용융이나 용매에 용해된 고분자 용

액의 전기방사를 통하여 제조하는 방법, 서로 상이한 탄화 정도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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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hysical Properties of Polymer and Solvent

Acronym Formula Formula weight Melting point (℃) Boiling point (℃)

PAN

DMF

(C3H3N)n

(CH3)2NCH2CH2NH2

86,200

88.15

317 ℃

-

-

104∼106 ℃

Figure 1. Chemical structures of PAN and DMF.

른 두 고분자의 복합섬유를 제조한 후 탄화시켜 얻는 방법, 그리고 블

록공중합체의 상분리 현상을 이용하여 얻는 방법 등이 있다[7-10].

  최근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카본나노튜브(carbon nanotube)

나 기상성장탄소섬유(vapor grown carbon fiber) 등은 arc-discharge나 

laser ablation, 화학적 기상증착법(chemical vapor deposition) 등을 이

용하여 얻어지는 것으로 고가의 제조설비가 필요하며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기술이며 섬유상의 형태는 보이지만 섬유장(L/D)이 매우 짧은 

단점이 있다[11]. 그러나 전기방사는 용융 또는 용해된 고분자 용액에

서 나노섬유를 생산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1934년 Formhals에 

의해 고분자 섬유의 제조 가능성이 제시되었다[12-18]. 또한 1990년대 

후반부터 Reneker, Rutledge, Doshi, Chun, Shen, 그리고 Ugbolue 등이 

섬유화가 가능한 고분자를 용융상태에서 전기방사한 보고가 있다

[19-24]. 

  전기방사는 고분자 용액이나 용융물에 가해진 전기장을 이용하여 

수백 nm 크기의 섬유로 이루어진 부직포 웹을 얻는 공정이다. 전압이 

인가 되기 전에 고분자 용액은 실린지 노즐의 끝에서 표면장력으로 

인해 방울의 형태로 매달려 있다가 수십 kV의 전압이 가해지면 전하

의 반발력이 발생하여 용액의 표면 장력과 반대방향으로 일그러지기 

시작하며 임계 전압에 도달하면 방울의 끝 정점에서 고분자 용액이 

분사되어 나가는데 이것을 테일러 콘(Taylor cone)이라고 한다[25,26]. 

또한 그 분사체가 집속롤러에 수집되기 전에 그 유체의 불안정성은 

증가하며, 안정화를 취하기 위하여 고분자 전하를 띤 고체 섬유 형태

로 집속롤러에 집속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 전기방사는 제조 공정

이 간단하고 제조된 웹은 섬유의 직경이 작아 높은 표면적 크기와 유

연성이 있어 압착가공이 용이하며, 활성화할 경우 비표면적이 크고 

기공의 깊이가 낮아 비용량이 크며 높은 충방전 속도에서도 높은 비

용량을 나타낼 수 있는 EDLCs 전극으로 제조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

다. 또한 전극 제조시 응용의 폭이 넓고 접합체가 필요치 않으며 비표

면적이나 세공을 증가시켜 전도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어 전극재료에 

응용이 가능하여 나노섬유 제조에 가장 유력한 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27,28]. 

  본 연구에서는 탄소섬유 전구체인 PAN을 DMF에 용해시켜 만든 

고분자 용액을 전기방사법을 이용하여 나노 스케일의 섬유웹을 제조

하였으며 전기방사의 공정인자가 섬유웹의 직경에 미치는 영향과 안

정화 및 탄화 과정을 거친 탄소나노섬유 웹이 EDLCs 전극으로 사용

하기 위한 전기화학적 특성에 관해서 고찰하고자 하였다.

2. 실    험
 

  2.1. 재  료 

  본 연구에서 폴리머로 사용한 PAN과 용매로 사용한 DMF는 

Aldrich㈜에서 제공받았으며  Figure 1에 PAN과 DMF의 화학구조를 

나타내었으며, Table 1에 각각의 물성을 나타내었다.

  2.2. 방사용액 제조

  PAN을 DMF 용매에 소량씩 첨가하여 용해시켜 5∼15 wt%로 방사 

용액을 제조하였으며 용액을 균일한 상태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

한 용액을 hot plate와 교반용 자석을  이용하여 50 ℃에서 12 h 가열

하여 용해시켰다. 

  2.3. 표면장력 측정

  PAN/DMF 용액의 표면장력의 크기는 KRŰSS에서 구입한 표면장

력 측정기 Tensiometer K100을 이용하여 고찰하였으며 측정온도 20 

℃에서 각각 15회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2.4. 실험장치 및 나노섬유 제조

  고전압 직류발생 장치는 모델명 SHV-120 Series 120 W (Conver 

Tech Co., Ltd.)로 전압 범위가 1∼36 kV이며 전압 크기의 조정이 가

능한 것을 사용하여 고전압 발생기를 부착하여 전기방사를 행하였으

며, 나노섬유를 제조하기 위해서 방사용액을 팁 내경 및 외경이 각각 

0.52 mm, 0.82 mm인 10 mL 실린지에 넣은 후 양전하를 띤 전압선을 

용액 안에 침지시킨 후 집속롤러에는 음전하를 접촉시켜 원통형 집속

롤러에 고전압 발생기를 이용하여 중력 방사 방식으로 방사하였다. 

또한, 전기장은 주위에 있는 물질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

어 실린지 주위 50 cm 내에는 집속롤러 이외에는 다른 장치를 설치하

지 않았으며 실린지 고정은 테프론 클립을 사용하였다. 전극간 거리

(tip-to-collector distance, TCD)는 15 cm로 하였으며 전기방사시 사용

한 전압은 8, 12, 15, 18, 그리고 20 kV로 변화시켰다. 전기방사의 중

요한 요인인 대기 조건 중 온⋅습도는 전기장내의 전하에 많은 영향

을 주므로 전기방사시 대기 온⋅습도를 27(±2) ℃, 50(±2)%로 고정하

였다[29]. 본 실험에서 이용한 전기방사 장치는 실험실 자체적으로 제

작하였고 Figure 2에 실험에 사용한 전기방사 장치의 모식도를 나타

내었다.

  2.5. 산화 안정화 

  PAN/DMF 나노섬유 웹을 가로, 세로 10 × 10 cm로 절단하여 강제 

순환식 오븐 (Heraeus; UT6060)을 사용하여 공기분위기에서 250 ℃까

지 1 ℃/min으로 승온시킨 후, 1 h을 유지시켜 안정화시켰다[30,31]. 

  2.6. 탄소화

  탄소화 공정은 산화 안정화 공정을 거친 전기방사한 나노섬유 웹을  

월드가스테크㈜에서 제조한 튜브형 furnace를 사용하여 99.99%의 고

순도 질소 가스를 55 mL/min의 양으로 공급하면서 800, 900,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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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chematic diagram of the electrospinning method.

Figure 3. Preparation process of the samples.

1000 ℃까지 0.3 ℃/min으로 승온시킨 후 1 h을 유지시켜 탄소화하여 

탄소나노섬유 웹을 얻었다[32,33]. Figure 3에는 본 실험의 진행 과정

을 모식도로 나타내었다.

  2.7. 열분석 실험

  PAN/DMF 전기방사 나노섬유 웹의 열적 특성을 고찰하기 위해 열

중량 분석기(TGA; thermo gravimetric analysis, du Pont TGA-2950)를 

이용하여 고찰하였으며 온도 범위는 30 ℃부터 800 ℃까지 30 mL/ 

min의 질소분위기와 공기분위기하에서 10 ℃/min의 승온속도로 온도

상승에 따른 중량의 감소를 분석하였다. 

  2.8. 형태학적인 관찰

  PAN/DMF 전기방사 나노섬유 웹의 형태학적 특성을 관찰하기 위

해 주사전자 현미경(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JEOL Model 

840 A)을 사용하였고, 섬유의 직경크기는 SEM으로 측정된 사진에서 

섬유를 100개 무작위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2.9. 표면 특성

  PAN/DMF 전기방사 나노섬유 웹의 표면 특성은 적외선 분광 분석

기 (FT-IR;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MIDAC M-2000)

를 이용하여 wave number 400∼4000 cm-1
의 범위에서 시료를 건조된 

KBr 분말과 잘 섞어 1.0 wt%의 농도의 혼합물로 만들어 30∼35 Mpa

의 압력으로 가압하여 투명한 얇은 원판을 제조한 다음 탄화 공정에

서의 작용기 변화를 스펙트럼으로 분석하였다.

Figure 4. TGA curves of PAN nanofiber webs under air or N2.

  2.10. 순환전류 전압곡선(Cyclic voltammetry; CV) 측정

  PAN/DMF 전기방사 나노섬유 웹의 순환전류전압 곡선 (CV)을 측

정하기 위해 전기화학 측정장치인 Autolab with PGSTAT 30 (Eco 

Chemie B.V.; Netherlands)을 사용하였다. 작업전극은 glassy carbon 

전극에 carbon paste를 이용하여 방사된 나노섬유의 일정량을 부착시

켜 사용하였다. 기준전극은 Ag/AgCl를 사용하였고, 상대전극은 Pt 

mesh를 사용하였다. 측정 전해질은 0.5 M의 H2SO4 수용액을 사용하

였다[34].

3. 결과 및 고찰

  3.1. 전기방사

  전기장 내의 단위 양전하가 받는 힘의 세기는 전기장의 세기이며 

이를 나타내면 다음식 (1)과 같다[35].

  



(1)

  여기서, E는 전기장의 세기, q는 양전하, F는 양전하에 작용하는 힘

을 나타낸다.

  용액의 점도와 섬유직경의 상관관계는 다음식 (2)와 같다[36].

  ≈  (2)

  여기서, η는 용액의 점도, D는 섬유직경을 나타낸다.

  고분자 용액의 표면 장력과 평행을 이룰 때의 임계전압은 다음식 

(3)과 같다[37].

  













π (3)

  여기서, Vc는 임계전압, L은 방사 변수인 capillary 길이, R은 capil-

lary 반경, γ은 액체의 표면 장력 그리고 H는 방사거리를 나타낸다.

  3.2. 열분석 실험

  Figure 4는 질소와 공기 분위기하에서 전기방사된 PAN 섬유를 분

당 10 ℃로 승온하여 실시한 열중량 분석 결과이다. 질소분위기하에 

서는 250 ℃에서 400 ℃ 범위에서는 급격한 중량의 감소를 보이다가 

400 ℃ 이상에서 중량 감소가 서서히 진행되어 800 ℃에서는 약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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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5 wt% PAN-8 wt% PAN-10 wt%

PAN-12 wt% PAN-15 wt%

Figure 5. SEM microphotographs of PAN nanofiber webs as a function of PAN concentration: (a) 5 wt% , (b) 8 wt% , (c) 10 wt% , (d) 

12 wt% , (e) 15 wt% .

Table 2. Surface Tension and Applied Voltage as a Function of 

PAN Concentration

Concentration (wt%) 5 8 10 12 15

Surface tension 

(mN/m)
36.80 37.05 36.87 36.77 36.77

Applied voltage 

(kV)
15.41 15.46 15.42 15.40 15.40

의 수율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PAN/DMF 전기 방사된 나노 

섬유웹의 경우, 질소 분위기하에서 250∼400 ℃ 사이의 온도에서는 

이종원소의 방출이 급격하게 일어나다가 400 ℃ 이상의 온도에서는 

방출 진행이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공기 분위기

하에서의 열중량 분석 결과는 약 270 ℃부터 중량감소가 일어나기 시

작하여 온도상승과 함께 급격한 중량감소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온도증가에 따라 연소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발생

되는 결과라 판단된다. 본 실험에서의 안정화 조건을 설정하는데 열

분석 실험 그래프를 이용하였으며, 그래프에서 중량감소가 급격히 시

작되기 전의 온도인 250 ℃를 안정화 온도로 설정하였으며 안정화 시

간은 약 1 h 유지하여 행하였다[38].

  3.3. 형태학적인 관찰

  전기방사의 중요한 공정인자는 방사거리, 인가된 전압, 그리고 고분

자 용액의 농도 등이 있다. 특히 인가된 전압은 고분자 용액 또는 용

융된 고분자 내에 고분자 사슬간의 정전기력을 발생시켜 같은 극으로 

하전된 고분자 사슬끼리 서로 반발력이 발생하고 임계전압 이상에서

는 섬유상으로 방사가 이루어진다[17]. 따라서 주어진 전압은 방사된 

섬유의 직경 및 콜렉터에 적층된 섬유의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적절한 전압을 결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Table 2는 PAN/DMF 용액의 

각각의 농도에 따른 표면장력의 크기와 식(3)을 이용하여 구한 임계전

압의 크기를 나타내었다.

Table 3. Distance of Average Fiber Diameter as a Function of 

Stabilizationand Carbonization Temperatures 

Temperature (℃) as spun 250 800 900 1000

Average diameter (nm) 320 300 295 230 160

  Figure 5는 Table 2에서 구한 평균임계전압 15 kV와  방사거리를 

15 cm 유지한 채 대기 온습도를 27(±2) ℃, 50(±2)%로 고정하여 5 

wt%, 8 wt%, 10 wt%, 12 wt%, 그리고 15 wt%의 PAN/DMF 용액으로 

방사하여 제조한 부직포의 SEM 사진을 나타내었고, PAN 농도변화에 

따른 직경의 분포도를 Figure 6에서 나타내었으며 Figure 7에 전기방

사된 나노섬유 웹의 직경의 크기를 나타내었다.

  Figure 5~Figur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5 wt%의 농도에서는 평균직

경 223 nm의 크기로 200∼300 nm의 가장 얇은 섬유상의 분포형태를 

보이지만 상호 엉김 현상과 비드 형태를 가진 불연속적인 섬유상을 

형성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8 wt%의 농도에서는 평균직경 

428 nm의 크기로 400∼500 nm의 섬유가 웹상으로  분산되어 있는 분

포형태로 섬유의 직경분포가 고르지 않으며 상호 엉김 형태의 불안정

한 섬유상을 확인할 수 있었고 10 wt%의 농도에서는 평균직경 324 

nm의 크기로  300∼400 nm의 섬유가 웹상으로 고루 분산되어 있는 

분포형태로 상호 엉김 현상과 비드를 가지지 않으며 균일한 크기의 

직경 분포를 나타내었으며 12 wt%와 15 wt%의 농도에서는 평균직경 

1225 nm와 1743 nm의 크기로 약간의 비드를 갖는 굵은 섬유웹을 형

성하여 1 µm 이상의 직경분포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PAN/ 

DMF 고분자 용액이 전기방사 법을 이용하여 나노 스케일의 균일한 

분포의 섬유상을 얻으려면 8∼10 wt% 범위의 농도 조건인 것을 확인

하였으며, 10 wt%에서 가장 균일한 직경의 나노섬유 웹을 얻을 수 있

었다.

  Figure 8은 10 wt%의 PAN/DMF 고분자 용액을 15 cm로 방사거리

를 유지한 채 대기 온⋅습도를 27(±2) ℃, 50(±2)%로 고정하여 8 k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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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The fiber diameter distribution as a function of PAN concentration: (a) 5 wt% , (b) 8 wt% , (c) 10 wt% , (d) 12 wt% , (e) 15 

wt% .

Figure 7. Distance of average fiber diameter as a function of PAN 

concentration.

12 kV, 15 kV, 18 kV, 그리고 20 kV 범위로 인가전압을 변화시켜 제

조한 부직포의 SEM 사진을 나타내었고, 인가전압에 따른 직경의 분

포도를 Figure 9에서 나타내었으며 Figure 10에 전기방사된 나노섬유 

웹의 직경의 크기를 나타내었다.

  Figure 8∼Figure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8 kV의 인가전압에서는 

평균직경 499 nm의 크기로 섬유상으로 분산되어 있는 형태를 보이지

만 서로 고착되어 500∼600 nm의 섬유가 많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인가된 전압이 낮은 관계로 용매가 충분히 휘발되지 

못해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인가전압 12 kV에서는 평균직경 454 

nm의 크기로 400∼500 nm 크기의 섬유가 많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 

하였으며 약간의 비드 형태를 가진 섬유상이 많이 관찰되었으나 낮은 

전압에서 보인 섬유 고착현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15 kV의 전압을 인

가할 경우 평균직경이 310 nm의 크기로 12 kV에서 보인 비드 형태의 

결함은 거의 발견할 수 없었으며 200∼300 nm의 섬유가 고른 분포를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18 kV의 전압을 가할 시에는 평균직경 347 nm

의 크기로 300∼400 nm 크기의 섬유가 많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였

으며, 비드형 결함, 불균일한 직경 등의 불안정한 형상이 관찰되었다. 

인가전압 20 kV에서는 평균직경 468 nm의 크기로 400∼500 nm 이상

의 다량의 비드를 함유한 섬유가 형성이 되는데, 이는 높은 전압으로 

인하여 주변분위기와 전기장이 상호작용함에 따라 테일러콘이 불안

정하게 형성되어 나타나는 결과라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10 

wt% PAN/DMF 고분자 용액이 전기방사에서 안정적인 섬유상을 얻

으려면 12∼15 kV 범위의 전압이 필요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15 kV

에서 가장 균일한 직경의 나노섬유 웹을 얻을 수 있었다.

  Figure 11은 전극간 거리 15 cm, 용액농도 10 wt%, 인가 전압 15 

kV에서 전기 방사시킨 시료를 250 ℃로 안정화시킨 나노섬유 웹과 

800 ℃, 900 ℃, 그리고 1000 ℃로 탄화시킨 나노섬유웹의 SEM 사진

이며 각각의 섬유직경의 크기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안정화시킨 나

노섬유 웹의 평균 직경은 300 nm로 매우 균일한 섬유를 얻을 수 있었

으며 섬유 표면에 생긴 많은 흠집들은 안정화 반응시 섬유내에 함유

되어 있던 DMF 용매의 증발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며 질소분위기

하에서 800 ℃에서 1000 ℃까지 1 h 동안 탄화시킨 시료들의 섬유의 

직경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점점 작아져서 1000 ℃에서는 평균 직

경의 크기는 160 nm였으며, 전기방사시 섬유내에 형성된 비드 모양은 

탄화 후에도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4. 표면 특성

  Figure 12는 전기 방사된 나노섬유웹을 800 ℃, 900 ℃, 1000 ℃에

서 탄화시킨 시료의 FT-IR 스펙트럼을 분석한 것이다. 전기방사된 섬

유의 경우 2950 cm-1
에서 메칠렌기의 CH 스트레치에 기인하는 밴드

와 2260 cm-1
에서 나이트릴기에 의한 신축진동과 1500 cm-1 

부근의 

CH2 신축진동에 의한 피크가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 온도가 증가 

할 수록 전기방사된 PAN섬유에서 메칠렌기 흡수에 의한 2950 cm-1
의 

피크와 나이트릴기의 흡수에 의한 2260 cm-1
의 피크와 1500 cm-1 

피

크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1595 cm-1
의 피크와 O-H기

에 의한 3450 cm-1
의 피크가 점점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C = O의 카보닐기에 의한 1725 cm-1 부근의 밴드가 브로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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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kV 12 kV 15 kV

18 kV 20 kV

Figure 8. SEM microphotographs of PAN nanofiber webs as a function of voltage: (a) 8 kV, (b) 12 kV, (c) 15 kV, (d) 18 kV, (e) 20 kV.

Figure 9. The fiber diameter distribution as a function of voltage: (a) 8 kV, (b) 12kV, (c) 15 kV, (d) 18 kV, (e) 20 kV.

Figure 10. Distance of average fiber diameter as a function of 

voltage.

발달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38].

  3.5. 순환전류전압 곡선 측정

  Figure 13은 PAN/DMF 나노섬유 웹의 순환전류전압 곡선(CV)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탄화과정을 거친 PAN/DMF 나노섬유 웹의 전기

화학적 특성을 검토하기 위해 CV를 사용하여 산화⋅환원 전위를 조

사하였다[39]. 시작 전위는 0 mV이며, 탄화 온도를 800 ℃에서 1000 

℃로 증가하여도 곡선은 매끄러운 형태를 나타내어 산화⋅환원 피크

는 관찰할 수 없어 전형적인 EDLCs 탄소전극 재료의 CV 곡선을 나

타내고 있다. 탄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단위 무게당 전류밀도는 증

가하고, 그래프의 모양이 정방형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1000 ℃ 탄화시킨 나노섬유 웹에서 가장 우수한 전기화학 커패시턴스 

특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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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spun 250 ℃ 800 ℃

900 ℃ 1000 ℃

Figure 11. SEM microphotographs of PAN nanofiber webs: (a) as spun, (b) 250 ℃, (c) 800 ℃, (d) 900 ℃, (e) 1000 ℃.

Figure 12. FT-IR spectra of PAN nanofiber webs at various car-

bonization temperatures: (a) 800 ℃, (b) 900 ℃, (c) 1000 ℃.

Figure 13. Diagrams of cyclic voltammetry of various temperatures 

of PAN nanofiber webs.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탄소섬유의 대표적인 전구체인 PAN을 DMF에 용해

하여 전기 방사법에 의해 PAN계 나노섬유 웹을 제조한 다음 안정화

와 탄소화 과정을 거쳐 탄소 섬유를 제조하고 구조, 형태, 그리고 전

기화학적인 특성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PAN계 나노섬유 웹

의 평균직경은 200∼400 nm 범위로 전기방사 하는 용액의 농도와 인

가전압에 의해 섬유의 직경을 제어할 수 있었다. 또한 농도 10 wt%, 

인가전압 15 kV, 그리고 TCD 15 cm의 조건으로 전기방사를 하였을 

때 섬유의 직경이 균일하고 비드의 발생이 적은 350 nm 이하의 나노

섬유웹을 제조할 수 있었다. 또한 전기 방사에 의해 제조된 PAN계 나

노섬유웹은 탄화공정을 거치면서 탄화 온도가 800 ℃에서 1000 ℃로 

증가함에 따라 평균직경이 300 nm에서 160 nm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하였으며, 전기화학적인 특성은 산화⋅환원 피크가 발견되지 않았으

며 탄화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전기화학 커패시턴스 특성이 우수해 

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실험을 통하여 PAN/DMF의 전기방

사에 적합한 고분자 용액의 농도가 10 wt%, 인가전압이 15 kV, 그리

고 TCD가 15 cm임을 알 수 있었으며 1000 ℃에서 방사된 나노섬유웹

의 평균직경은 160 nm이며 전기화학적 특성이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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