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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xidized PAN (OXI-PAN) fibers were used for the precursors of activated carbon fiber in study. How drying temper-
ature affected the properties of carbon fibers on activating process of carbon fibers was investigated. The specific sur-
face areas of activated carbon fibers have been determined on a series of chemically activated carbons with KOH and
NaOH. The experimental data showed variations in specific surface area, iodine and silver adsorptions by the activated
carbon fibers. The amount of iodine adsorption increases with increasing specific surface areas in both activation meth-
ods. This was because the ionic radius of iodine was smaller than the interior micropore size of activated carbon fibers.
Silver adsorbed well in NaOH activated carbon fibers rather than KOH activated carbon fibers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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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활성탄소섬유는 미세기공이 그 표면에 무수히 존재하므로

입상이나 분말상의 활성탄에 비하여 흡착속도가 매우 빠르다.

즉, 활성탄소섬유는 빠른 흡·탈착속도와 높은 흡착량, 원하

는 형상으로의 제조용이성, 경량성, 촉매성, 가공시와 운전시

에 섬유상이므로 분진발생이 없고 재오염과 마모성이 적으며,

우수한 화학적·열적 저항성 등의 장점을 갖는다. 이러한 특

성을 가지는 활성탄소섬유는 페놀수지계, PAN계 및 핏치계 탄

소섬유 등 유기섬유를 탄화하고 활성화 하여 만드는데, 여러

가지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1]. 이러한 활성탄소섬유를

제조하기 위한 활성화 방법은 물리적인 활성화법과 화학적인

활성화 법이 있다. 그 중에서도 화학적 활성화법이 물리적 활

성화법에 비해 몇몇 앞선 특성 때문에 주목 받고 있다. 그 특

성을 요약하면[2, 3], 첫째, 화학적 활성화에 사용되는 온도는

물리적 활성화 방법에 의해서 수행되는 온도보다 낮다. 둘째,

프리커서 물질의 탄화없이 수행되는 1단계법이 사용된다. 셋

째, 물리적 활성화는 잘 발달된 다공성 구조를 얻기 위해서는

프리커서의 내부 탄소의 많은 양이 제거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율이 낮지만, 화학적 활성화의 경우 활성화재가 열분해에 영

향을 주는 dehydrating제재여서 타르의 형성을 억제하기 때문

에 높은 탄소의 수율을 나타낸다. 넷째, 높은 비표면적을 갖는

다. 다섯째, 미세기공이 잘 발달될 수 있고, 기공의 제어나 유

지할 수 있다. 이러한 화학적 활성화는 활성화 제재로 통상 알

칼리 또는 알칼리토류 물질이 포함되며, 몇몇 가지의 산이 사

용되는데 대표적인 물질로는 KOH, K2CO3, NaOH, AlCl3,

ZnCl3 및 H2PO4 등이 있다[3-9]. 그 중에서도 KOH를 활성화

agent로 이용한 활성화법이 높은 기공률을 얻을 수 있기 때문

에 많이 연구되고 있다. 

KOH에 의한 활성화는 탄소표면과 내부에 침투된 KOH가

다음과 같은 반응(1)을 거쳐 K가 탄소내부로 온도 상승과 함

께 깊이 침투하게 되어 고온에서 금속 칼륨증기로 되어 탄소

층간의 간격을 넓혀 줌으로써 미세기공이 형성되어 탄소의 비

표면적이 증가된다[10, 11].

6KOH + 2C → 2K + 3H2 + 2K2CO3 (1)

K2CO3 + C → K2O + 2CO (2)

K2O + C →2K + CO (3)

NaOH의 경우 KOH보다 비표면적이 작은 이유는 NaOH가

탄소표면의 R=O group과는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KOH보

다 반응성이 저하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탄소표면에는

수많은 함산소 관능기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함산소 관능

기는 극성을 가진 흡착질과 정전기적인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

에 그 같은 흡착질에 대해서는 액상흡착 및 기상흡착에서 표

면관능기에 의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즉 활성은 (3)과 같은

반응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Na2CO3 또한 R=O와 R-

OH와 반응을 하지 않는다[10, 11]. 

6NaOH + 2C ↔ 2Na + 3H2 + 2Na2CO3 (4)

또한 KOH는 NaOH보다 강 알칼리로 부식성이 훨씬 뛰어

나다는 기본적인 성질도 탄소표면과 반응하여 미세기공을 형

성하는데 차이를 보이는 이유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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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PAN계 탄소섬유의 precursor인 OXI PAN계

섬유를 화학적 활성화 방법으로 활성탄소섬유를 제조할 때 활

성화 약품의 침적 후, 건조온도에 따른 활성탄소섬유의 특성

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2. 실험방법

2.1. 화학적 활성화

OXI-PAN섬유를 KOH 수용액 및 NaOH 수용액에 24시간

침적시킨 후, 30oC, 60oC 및 90oC에서 24시간 건조하여 이를

불활성 분위기에서 1시간 동안 활성화하였다. 이 때 여러 등

급의 활성화 섬유를 얻기 위하여 섬유 5 g씩을 0.5~2 M 농도

의 KOH 수용액 또는 NaOH 수용액에 침적하였고, 활성화 온

도는 800oC로 하였다. 활성화로의 승온 속도는 5oC/min으로

하였으며, 질소가스의 유량은 150 m/min으로 하였다. 활성화

된 시료는 증류수와 묽은 염산을 이용하여 충분히 세척하여

잔존하는 KOH 제거 후 100oC의 건조기에서 건조하였다. Table

1에 제조된 활성탄소섬유의 제조 조건을 정리한 것이다.

2.2. 측정 및 분석

제조된 활성탄소섬유의 비표면적과 세공구조 및 등온흡착곡

선은 비표면적장치(Surface area and Pore size analyzer, Auto-

sorb-I, Quantachrome Co., U.S.A)를 이용하여 77 K에서 질소

를 흡착치켜 측정하였다. 비표면적은 다중점 BET법에 의하여

측정되었으며, 세공직경(pore diameter)과 미세공 용적(micro-

pore volume)은 Dubinin-Radushkevich(DR)식과 Horvath-

Kawazoe(HK)식을 이용하여 얻었으며, 중간세공(mesopore) 및

거대기공의 용적 및 세공누적치를 측정하였다. 활성탄소섬유

의 외경 및 미세구조를 관찰하기 위하여 주사전자현미경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3500N, Hitachi Co., Japan)

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제조된 활성탄소섬유의 요오드 흡착

력은 한국공업규격(KS-1802)에 의거하여 측정을 하였다. 제조

된 활성탄소섬유 0.5 g을 마개달린 플라스크에 넣고 4 ppm의

AgNO3 수용액 50 ml를 가한 후 상온에서 24시간 침적시키면

서 shaking시킨다. 시료를 충분히 증류수에 세척한 후 100oC

에서 48시간 건조시킨다. 이 시편을 SEM을 통하여 표면의 은

입자를 관찰 한 후 EDS로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토의

3.1 활성화 조건 및 건조온도 차이에 의한 비표면적의 변화

Fig. 1과 Fig. 2에 건조온도에 따른 활성화수율(activation

yield)의 변화와 비표면적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Fig. 1은 OXI

Table 1. Symbol and Conditions of Fabricated Activated Carbon Fibers

Symbol Fabrication Condition

OKOH-3/8-1.5
OKOH-6/8-1.5
OKOH-9/8-1.5
ONOH-3/8-1.5
ONOH-6/8-1.5
ONOH-9/8-1.5

Activated by 1.5 M KOH, Drying Temp.: 30oC, Activation Temp.: 800oC
Activated by 1.5 M KOH, Drying Temp.: 60oC, Activation Temp.: 800oC
Activated by 1.5 M KOH, Drying Temp.: 90oC, Activation Temp.: 800oC
Activated by 1.5 M NaOH, Drying Temp.: 30oC, Activation Temp.: 800oC
Activated by 1.5 M NaOH, Drying Temp.: 60oC, Activation Temp.: 800oC
Activated by 1.5 M NaOH, Drying Temp.: 90oC, Activation Temp.: 800oC

Fig. 1. Changes of yield and specific surface area of KOH acti-
vated ACFs at 800oC.

Fig. 2. Changes of yield and specific surface area of NaOH acti-
vated ACFs at 80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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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계 섬유를 KOH용액에 침적 후 활성화한 활성탄소 섬유

의 수율과 비표면적을 나타낸 것이다. KOH활성화 후 수율은

0.5 M의 KOH용액에 침적 후 30oC 건조 후 활성화한 경우가

78.4%로 가장 높았으며, 2 M의 KOH 용액에 침적한 후 90oC

에서 건조 후 활성화한 경우가 18.7%로 가장 낮았다. 비표면

적의 경우 2 M의 KOH 침적한 후 90oC에서 건조한 경우가

2578 m2/g으로 가장 높았고, 0.5 M의 KOH 용액에 침적 후

60oC 건조된 경우가 2 m2/g으로 최소였다. 

Fig. 2는 OXI PAN계 섬유를 NaOH용액에 침적 후 활성화

한 활성탄소 섬유의 수율과 비표면적을 나타낸 것이다. 활성

화 후 수율은 0.5 M의 NaOH용액에 침적 후 30oC 건조 후 활

성화한 경우가 76.9%로 가장 높았으며, 2 M의 NaOH용액에

침적 후 90oC 건조 후 활성화한 경우가 26.3%로 가장 낮았다.

비표면적의 경우 2 M의 NaOH에 침적한 후 90oC 건조한 경

우가 1786 m2/g으로 가장 높았고, 0.5 M의 NaOH 용액에 침적

후 60oC 건조된 경우가 2 m2/g으로 최소였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한 것 같이, KOH에 의한 활성화는 탄소

표면과 내부에 침투된 KOH의 K가 고온(800oC)에서 금속 칼

륨증기로 되어 탄소층간의 간격을 넓혀 줌으로써 미세기공이

형성되어 탄소의 비표면적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KOH를 활

성화 약품으로 사용에 따른 서론의 활성화 반응식(1) 6KOH

+ 2C → 2K + 3H2 + 2K2CO3 은 600oC에서 일어나는데 이때

모든 KOH는 K2CO3로 전이하게 된다. 활성화 반응식 (2)

K2CO3 + C → K2O + 2CO는 700oC에서 일어나 K2CO3가 K2O

로 전이하게 되고, 반응식 (3) K2O + C →2K + CO는 800oC

에서 일어나 K 이온들이 탄소의 (002)면에 침투하게 되어 활

성화가 진행된다[12].

NaOH의 경우 KOH보다 비표면적이 작은 이유는 NaOH가

탄소표면의 R=O group과는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KOH보

다 반응성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또한 KOH는 NaOH보다 강

알칼리로 부식성이 훨씬 뛰어나다는 기본적인 성질도 탄소표

면과 반응하여 미세기공을 형성하는데 차이를 보이는 이유라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한 OXI PAN섬유는 표면

이 탄화된 다른 탄소섬유에 비해 화학적 저항성이 낮은 특성

때문에 KOH나 NaOH가 쉽게 섬유내부까지 침적되었다고 판

단되어 높은 비표면적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활성화 약품 침적 후 건조온도가 수율에 미치는 영향을 보

면, 30oC에서 건조한 경우는 활성화 약품의 종류에 관계없이

수율이 60 또는 90oC 보다 높았다. 그러나, 60oC에서 건조한

경우에는 KOH의 경우 약품의 농도가 1 M 이하에서는 90oC

에서 건조한 경우보다 수율이 낮게 났다. 그러나 약품의 농도

가 1.5 M 이상으로 높아지면 30 및 90oC에서 건조한 경우의

중간 값 정도를 나타냈다. 그러나 NaOH를 사용한 경우는 60oC

에서 건조한 경우가 약품의 농도가 낮은 경우(1 M 이하)에는

건조온도가 높아질수록 수율이 낮아졌다. 약품의 농도를 1.5

몰 이상으로 높이면 60oC와 90oC에서 건조한 경우 수율이 거

의 비슷한 값을 나타냈다. 

비표면적에 건조온도가 미치는 영향은 수율과 반대적인 경

향을 보였는데, KOH를 활성화 약품으로 사용 시, 90oC에서

건조한 경우가 전 범위에 걸쳐 높은 값을 나타냈으나, 60oC에

서 건조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표면적을 나타냈다. 그

러나 NaOH의 경우 KOH와 달리 건조온도가 높아질수록 비

표면적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3.2. 기공의 구조와 분포도

본 연구에서 제조된 활성탄소섬유의 등온흡착곡선을 Fig. 3

에 나타내었다. Fig. 3(a)에서 KOH에 의해 활성화된 경우

B.D.D.T.의 분류상 type I과 II의 중간 형태를 나타내어 기공

의 분포가 미세공 뿐만 아니라, 중세공들도 많이 형성되어 있

음을 알 수 있다. Type I의 흡착등온선들은 미세공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외부 비표면적을

소유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는 흡착에 사용되는 대부

분의 세공부피가 미세공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type I

곡선의 앞부분은 미세공체적채움(micropore volume filling)이

론에 의한 것이고, 시료의 높은 상대압력에서 나타나는 평평

Fig. 3. Nitrogen adsorption isotherm of activated carbon fibers at 77 K: (a) ACFs with KOH (b) ACFs with Na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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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분의 기울기는 미세공이 아닌 표면(mesopore나 macro-

pore 및 외부표면을 다 포함)에서의 다층 흡착에 기인하는 것

이다. Fig. 3(b)에서 NaOH 의해 제조된 활성탄소섬유의 흡착

등온선들 또한 모두 type I과 II의 중간 형태를 나타내고 있

다. 즉, 화학적 활성화제에 의한 활성화는 활성화제의 농도에

의해 기공의 크기가 크게 좌우됨을 알 수 있었다. 

Table 2에 활성탄소섬유의 세공크기 및 세공부피를 Dubinin-

Radushkevich(DR) 방법 및 Horvath-Kawazoe(HK)방법에 의해

계산된 값을 나타내었다. 계산방식에 의거, DR방식은 중세공

(20-500 Å)의 직경 및 부피를 HK방식은 미세공(약 20 Å)의 직

경 및 부피를 계산하였다. KOH를 활성화제로 쓴 경우가 NaOH

로 활성화한 경우보다 비표면적 면이나 세공형성 면에서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NaOH와 달리 KOH에 의한

활성화는 탄소 표면뿐만 아니라 내부로 침투된 KOH가 K2O

로 변하고 이 K2O가 다시 금속 원자 K로 환원되어 탄소내부

로 온도상승과 함께 깊이 침투하게 되어 고온에서 금속 칼륨

증기로 되어 탄소 층간의 간격을 넓혀줌으로써 미세기공이 형

성되는 독특한 매커니즘 때문이다. 또한 NaOH로 활성화 한

경우 기공의 부피는 현저히 낮지만 기공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세구조 관찰에서 볼 수 있듯

이 기공의 형성보다는 표면에서만 반응을 하는 활성화 제재의

특성상 표면이 심하게 떨어져 나감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Fig. 4에 OXI PAN섬유를 각각의 수용액에 침적 후 90oC에

서 건조한 후 활성화 시킨 활성탄소섬유의 Dubinin-Astakhov

(DA)식과 Horvath-Kawazoe(HK)식에 의한 미세공 분포를 나

타내었다. Fig. 4(a)에 DA식에 의한 Pore size distribution을 보

면 KOH와 NaOH 모두 20 Å 정도에서 최대의 세공용적을 나

타내었지만 NaOH의 활성화제로 활성화한 경우가 약간 높았

다. 반면, Fig. 4(b)에 HK식에 의한 Pore size distribution을 보

면 KOH로 활성화 한 경우가 NaOH와 비슷한 15 Å 정도에서

최대의 세공용적을 나타내지만 세공용적면에서는 훨씬 우수하

다. 이는 Table 2의 pore size에서 언급했듯이 KOH의 탄소표

면 뿐만이 아닌 내부로 침투되어 미세공을 형성하는 특별한

매커니즘 때문이라 생각된다

3.3. 미세구조 관찰

활성화 전후의 활성탄소섬유의 표면변화를 SEM을 통해 관

찰한 결과를 Fig. 5와 6에 나타내었다. KOH에 의해 활성화 한

경우 Fig. 4-9에서 볼 수 있듯이 섬유 직경이 활성화 이전에

8.25 μm에서 800oC 활성화 후 13 μm로 4.75 μm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KOH가 탄소 표면 뿐만 아니라 내부로 침투

되어, KOH가 K2O로 변하고 이 K2O가 다시 금속 원자 K로

환원되어 탄소내부로 온도상승과 함께 깊이 침투하게 되어 고

온에서 금속 칼륨증기로 되어 탄소 층간의 간격을 넓혀줌으로

써 미세기공이 형성되는 독특한 매커니즘을 갖고 있기 때문이

다. 반면 NaOH는 오히려 섬유 직경이 감소함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섬유내부로 침투하는 KOH와 달리 NaOH는 탄소표면에

서만 작용하여 NaOH와 표면의 함산소 관능기가 반응하여

NaOH가 활성화 됨에 따라 미세공을 형성하기 보다는 섬유를

peel off시키기 때문이다.

3.4. 요오드 흡착력

Fig. 7에 비표면적에 증가에 따른 요오드 흡착량을 나타내

었다. Fig. 1과 2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비표면적의 증가와 함

께 요오드 흡착량도 비례하여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요

Table 2. Characteristics of Porous Structure of PAN-based Acti-
vated Carbon Fibers

Sample
SBET

(m2/g)
DDR

(Å)
VDR

(cc/g)
DHK

(Å)
VHK

(cc/g)

OKOH-3/8-1.5 1028 150.1 1.767 14.98 1.204

OKOH-6/8-1.5 1095 118.4 1.444 14.92 1.153

OKOH-9/8-1.5 2505 129.7 1.567 15.23 1.175

ONOH-3/8-1.5 1003 241.4 0.6658 15.98 0.2413

ONOH-6/8-1.5 1065 169.1 0.8213 14.58 0.4854

ONOH-9/8-1.5 1700 135.2 1.007 14.73 0.7269

Fig. 4. Pore size distributions of ACFs dried at 90oC: (a) DA method (b) HK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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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드 분자(0.44 nm)가 매우 작아서 평균 10-20 Å의 내부 미세

공에 충분히 침투하여 흡착하였기 때문이다. KOH와 NaOH

모두 요오드 흡착량과 비표면적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

는데 이는 pore size distribution에서 나타나듯이 중세공들이

상대적으로 발달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즉, K원자들의 움

직임이 안정화 PAN 섬유표면에서 높아져, 세공벽이 파괴되어

기공의 크기가 커져서 요오드 흡착량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

된다.

3.5. 은(Ag) 흡착력

은(Ag) 흡착용량은 (1) Ag+의 초기 농도, (2) function group

의 함유량, (3) 용액의 PH 및 (4) 섬유의 microporocity과 같은

조건에 따라 변화 된다[13]. 활성탄소섬유 표면의 C-OH와 C=O

group은 액체속의 은 제거반응 에 관련이 있다. 활성탄소 표

면의 C-OH group의 함유량이 많으면 은 흡착이 매우 높게 증

가하고, C=O group은 약간 증가한다. 반면, COOH group이

있을 경우에는 현저히 감소한다. 결정학적으로 봤을 때, 활성

탄소섬유 표면의 은(Ag) 입자의 크기는 결정핵 생성 속도와

결정성장 속도에 의해 결정된다. 활성탄소섬유 표면의 용액으

로부터 은이온 환원은 다음 두 단계로 설명될 수 있다. 첫 번

째 단계는 활성탄소섬유 표면의 함산소 관능기와 은(Ag)입자

사이의 정전기적력에 의한 은이온 흡착, 두 번째 단계는 활성

탄소섬유의 은이온(Ag+)이 Ag0로 환원됨으로 인해 Ag 결정

Fig. 5. SEM micrographs of activated carbon fibers: (a) As-received OXI PAN fiber, (b) OKOH-3/8-1.5, (c) OKOH-6/8-1.5, (d)
OKOH-9/8-1.5.

Fig. 6. SEM micrographs of activated carbon fibers: (a) As-received OXI PAN fiber (b) OKOH-3/8-1.5, (c) OKOH-6/8-1.5, (d)
OKOH-9/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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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형성된다. 따라서 결정핵 생성은 활성탄소표면의 함산소 관

능기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결정입자의 성장속도는 활성

탄소섬유의 reduction potential에 의해 정의 된다.

제조된 활성탄소섬유에 은을 흡착시킨 후, SEM을 통해 관

찰한 결과를 Fig. 8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KOH

에 의해 활성화한 섬유보다는 NaOH에 의해 활성화한 섬유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표면적을 갖고 있음에도, 은이온의 흡착,

은결정 성장에는 더욱 뛰어난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결과

는 EDS data(Fig. 9)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앞에서도 말했듯

이 NaOH가 R=O group과는 반응을 하지 않고 중간 생성물인

Na2CO3 또한 R=O group과 R-OH group과 반응하지 않기 때

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비표면적을 갖지만, 남아있는 함산소 관

능기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같은

활성화제를 쓴 경우, 비표면적이 높은 것이 더 많은 은을 흡

착, 은 결정을 성장시켰다. 이는 탄소섬유의 표면 뿐 아니라,

비표면적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OXI PAN 섬유를 KOH 및 NaOH수용액에

침적 후 30oC, 60oC, 90oC에서 각각 건조하여 고기능성 활성

Fig. 7. Changes of iodine adsorption amount according to change
of drying temperature. 

Fig. 8. Silver particles on activated carbon fibers: (a) OKOH-3/8-1.5, (b) OKOH-6/8-1.5, (c) OKOH-9/8-1.5, (d) ONOH-3/8-1.5, (e)
ONOH-6/8-1.5, (f) ONOH-9/8-1.5.

Fig. 9. EDS data of Ag adsorption on ACFs: (a) OKOH-3/8-1.5
(b) OKOH-6/8-1.5 (c) OKOH-9/8-1.5, (d) ONOH-3/8-1.5 (e)
ONOH-6/8-1.5 (f) ONOH-9/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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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섬유를 제조하였다. OXI PAN계 섬유를 KOH와 NaOH를

이용한 화학적 활성화 방법에 의해 여러 등급의 활성탄소섬유

를 제조하였다. NaOH 활성화와 KOH활성화를 비교해보면

KOH활성화가 더욱 높은 비표면적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탄소

섬유 표면에서만 활성화가 일어나는 NaOH와 달리 K원자에

의해 탄소표면뿐 아니라 내부로의 활성화가 활발히 일어나게

되어 탄소층간의 간격을 넓혀줌으로써 미세기공이 형성되어

탄소의 비표면적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KOH 자체가

강알카리로 NaOH보다 activity가 더 높기 때문이기도 하다.

화학적 활성화에 있어서 800oC에서 활성화 할 경우 활성화

제의 농도가 2 mol일 때 가장 우수한 비표면적을 나타내었지

만, 활성화제의 농도를 증가시킬 경우 활성탄소섬유의 pore와

표면의 탄소층이 박리현상으로 인해 돌출되었던 면들이 과도

한 활성화제의 농도로 인해서 탄소층이 파괴되어 탄소섬유의

형태를 유지 할 수 없었다.

건조온도에 따른 활성탄소섬유를 제조하고 은을 흡착시킨

결과, 90oC에서 건조시킨 후 활성화한 시편이 가장 많은 은을

흡착하고, 은 결정성장이 빨랐다. 한편, KOH로 활성화한 활

성탄소섬유보다 NaOH로 활성화한 활성탄소섬유가 상대적으

로 낮은 비표면적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은을 흡착하였고, 결

정성장 속도 또한 빨라 결정의 크기가 컸다. 이는 NaOH 활성

화제재의 특성상 탄소표면의 R=O group과 R-OH group과 의

낮은 반응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표면에 이러한 함산소 관능기

가 많아 은 흡착능의 중요한 인자를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

이다. 또한 같은 활성화제 사용 시, 건조온도가 높은 90oC에서

다른 활성탄소섬유보다 높은 활성화제를 갖는 이유는 은 흡착

능이 표면의 관능기 뿐만 아니라, 비표면적 또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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