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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방사에 대한 연구는 지난 10여 년간 의료, 산업용에 적합한 적용 기술 연구로 많은 발전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용액전기방사법으로 다중벽탄소나노튜브(MWNT)를 함유하는 폴리카보네이트(PC) 나노섬유와 복합필라멘트 섬유를 제조

하였다. 폴리카보네이트 나노섬유 내에서의 분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중벽탄소나노튜브를 in-situ 방법으로 개질하였

다. THF와 DMF의 혼합용매를 사용하여 다중벽 탄소나노튜브가 함유된 폴리카보네이트(PC/mMWNT) 나노섬유를 제조하

였다. 제조된 PC/mMWNT 나노섬유의 TEM 사진 분석결과 다중벽 탄소나노튜브가 폴리카보네이트 나노섬유 내에 잘 분산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다중벽탄소나노튜브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순수 폴리카보네이트 섬유에 비해 열안정성이 우

수하였으며, 표면저항기 측정결과 3 wt%와 5 wt%에서 109.1∼109.5 Ω의 대전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전기적 특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PC/mMWNT를 이용하여 제조된 멀티필라멘트 섬유는 SEM을 분석결과 직경 60∼100 µm, 길이 4∼5 cm 

의 멀티필라멘트(Multi-Filament yarn)가 제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Over the past decade, there have been significant advancement in the field of electrospinning area. This study has focused 

on preparing yarn using polycarbonate (PC) nanofibers including modified multi-walled carbon nanotube (mMWNT) by sol-

ution electrospinning process using the mixture of solvents consisting of tretrahydronfuran (THF) and N,N-dimethylformamide 

(DMF). In order to enhance the dispersion, MWNT was chemically modified. TEM analysis for the prepared PC/mMWNT 

nanofibers reveals that mMWNT was well-dispersed into the PC nanofiber matrix. Also with increasing contents of mMWNT, 

thermal stability of PC/mMWNT nanofibers was improved than that of PC nanofibers. Moreover when 3 to 5 wt% of 

mMWNT was added, the nanofibers showed good electrical properties expecting antistatic effect, ranging 109.1∼109.5 Ω. 

It was confirmed that the multi-filament fibers using PC/mMWNT had 60∼100 µm in diameter and 4∼5 cm in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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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전기방사는 나노미터 크기의 직경으로 부직포 섬유를 제조 할 수 

있는 공정으로 1934년 Formhals에 의해 소개되어졌고, 20세기에 들어

오면서 기술이 다향하게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전기방사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크게 시스템, 공정 그리고 환경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

다. 첫 번째 시스템 인자는 고분자의 분자량 분포도, 농도, 점도, 표면

장력, 유전율 상수 및 사용하는 용매의 성질과 같은 고분자용액의 성

질 등이 있고[1], 두 번째 공정 인자로서는 방사가 진행되는 팁(tip)의 

내경과 외경, 전압 세기, 팁과 집적판 사이의 거리 등이 있고[2,3],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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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로 환경 인자는 온도와 습도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전기방사는 여

러 종류의 인자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재현성을 부과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고분자의 분자량에 따른 고분자 용액의 점

도가 전기방사의 가장 큰 요인으로 알려져 있고 그 외에도 재현성을 

위해 전기방사에 대한 여러 인자들에 대하여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

되고 있다. 또한 전기방사로 제조된 나노섬유 웹은 고효율 초기능성 

필터소재, 탄소나노 섬유소재, 2차 전기용 전극소재, 조직공학용 담채, 

에너지 저장소재, 나노섬유 강화 복합재료, 센서용 나노섬유, 전자 광

학용 나노섬유 소재 등 거의 모든 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4-9].

  1985년에 Kroto와 Smalley가 탄소 동소체의 하나인 플러렌(C60)을 

처음으로 발견한 이후, 1991년 일본의 전기회사인 NEC 부설연구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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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jima 박사가 전기방전법을 사용하여 흑연 음극 상에 형성시킨 탄소

덩어리를 TEM으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가늘고 긴 대롱 모양의 탄소나

노튜브를 처음 발견하였다[10-12]. 탄소나노튜브는 발견된 이래, 뛰어

난 특성 및 잠재적인 활용 가능성으로 인하여 수많은 연구의 대상이 

되어왔다[13]. 특히 기존의 구형 전도성 입자들에 비해서 큰 값의 종

횡비(aspect ratio, L/D)에 의해 낮은 투입량으로 높은 전기 전도도 특

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며[26,27], 기타 기계적인 강도 등

도 매우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탄소나노튜브의 배열 조

작 및 유기/무기물 물질에서 분자간의 인력으로 인한 군집 현상에 의

한 분산의 어려움으로 인해 탄소나노튜브의 상용화는 여전히 많은 연

구자들에게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하여, 탄소나노튜브의 

분산 및 정렬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균일한 분산을 얻

기 위하여 작용기 부착 등에 의한 탄소나노튜브 표면 개질, 수용액 상

에서 계면 활성제 활용[28], 기계적인 혼합 및 단량체에서 분산 후 

in-situ bulk 중합에 의한 복합재료 제작[29] 등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

고 있으며, 특히 DMF 등 특정 용매에서의 분산성은 이미 알려진 상

태이다[30]. 고분자에 균일하게 분산된 탄소나노튜브의 성질들로 고

분자에 전기적, 열적 성질들이 증가되어 전기방사를 이용하여 고분자 

탄소나노튜브 복합재료를 이용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24,25].

  본 연구에서는 최근 나노섬유제작 방법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전기방사법을 사용하여 개질된 다중벽탄소나노튜브가 함유된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 PC) 나노섬유를 제조하였으며, 고분자 

용매의 종류 및 집적판의 형상 등 공정 조건에 따라 제조된 섬유의 

형태학적 특성을 분석하였고, 다중벽탄소나노튜브의 함량 변화에 의

한 전기적, 열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2. 실    험

  2.1. 전기방사 실험

  본 연구에 사용된 폴리카보네이트는 평균 분자량이 약 30000인 삼

양사의 PC3030을 사용하였고 용매로 사용된 tetrahydronfuran (THF), 

N,N-dimethylformamide (DMF)는 삼전화학사의 제품으로 별도의 정

제과정 없이 사용하였다. 탄소나노튜브는 화학기상증착법을 이용하여 

제조된 일진나노텍의 다중벽탄소나노튜브(CVD MWNT 95)이다. 다

중벽탄소나노튜브(Multi-walled Carbon Nanotube, MWNT)의 지름은 

10∼20 nm이고 길이는 10∼50 µm, 종횡비는 1000∼2500이며 95% 

이상의 순도를 가진다. 다중벽탄소나노튜브 개질에 사용된 

Sigma-Aldrich 사의 4-hydroxybenzoic acid (HBA), phosphorus pent-

oxide (P2O5), methanol과 Matsunoen chemicals 사의 polyphoshoric 

acid (PPA, 85%)는 정제 없이 사용하였다.

  본 실험에서 전기장 형성을 위한 전압조절장치로서 NNC-60k-2mA 

Portable type (NanoNC Co., Ltd.)을 사용하였으며, 전기 방사된 부직

포 섬유를 집속시키는 집적판은 지름이 14.5 cm이고, 넓이가 20 cm 

인 원통형(drum)으로 제작하여 사용하였고, yarn섬유를 제조하기 위

해 외경이 3 cm, 내경이 2.5 cm인 두개의 강철 링(steel ring)을 제조하

여 사용하였다. 두 가지 집적판 모두 부착된 컨트롤러를 이용하여 25

∼500 rpm까지 조절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고분자용액이 담긴 주

사기의 유량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 KDS 200 Syringe pumps 

(KD Scientific Inc.,)를 사용하였으며, 전기방사에 미치는 외부영향을 

줄이기 위해 전기방사장치의 틀을 만들어 실험하였다.

  나노섬유 제조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로 용매, 농도, 전압, 거리 등

의 조건들이 있지만[1], 본 실험에서 용매와 농도의 변화에 대한 결과

Figure 1. Functionalization of MWNT.

를 알아보기 위해 전압을 16∼20 kV, 팁과 집적판과의 거리를 15∼20 

cm로 고정하였고, 고분자용액의 유량은 실린지 펌프를 이용하여 15∼

20 µm/m 로 집적판인 Drum Collector의 속도를 60∼70 rpm으로 고정

하여 실험하였다. 폴리카보네이트 용액을 제조하기 위하여 파우더 형

태로 되어 있는 폴리카보네이트를 사용하였으며 용매로는 THF와 

DMF의 혼합용매를 사용하였다. 용매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THF와 DMF의 혼합비를 40 : 60, 50 : 50, 60 : 40, 70 : 30 (v/v)으로 

하였으며, 폴리카보네이트 용액의 농도에 대한 영향을 보기 위하여 

농도를 10, 13, 16 wt% (w/v)로 변화시켜 실험하였다.

  2.2. 다중벽 탄소나노튜브 개질

  250 mL 둥근바닥 반응기에 4-hydroxy benzoic acid (0.50 g, 3.62 

mmol)와 MWNT (0.50 g), PPA (83% assay, 20 g), P2O5 (5.0 g)를 넣

고 자석교반기와 응축기를 설치하고 질소를 연결한다. 반응기는 80 

℃ oil bath에서 1 h 정도 자석교반기를 이용하여 교반한 후 100 ℃ 

까지 온도를 올려주면서 1 h 더 교반한다. 그 후 130 ℃에서 72 h 교

반하고 증류수를 이용하여 상온까지 냉각시킨 후 증류수와 메탄올을 

이용하여 각각 3일간 soxhlet한 후 48 h 건조하여 개질된 다중벽탄소

나노튜브를 얻었다[13]. Figure 1에 다중벽탄소나노튜브 개질의 모식

도를 나타내었다. 개질된 다중벽 탄소나노튜브가 함유된 폴리카보네

이트 나노섬유를 제조하기 위하여 폴리카보네이트 10 wt% 용액에 개

질된 다중벽탄소나노튜브를 1, 2, 3, 5 wt% 첨가하여 10 min간 초음

파 분산 후 전기방사 하였다.

  2.3. PC/mMWNT Multi-filament 제조

  제조되는 섬유의 형태는 집적판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3,16]. 본 실험에서는 집적판의 형태를 변화시켜 부직포 형태가 아닌 

나노섬유를 yarn형태의 멀티필라멘트를 제조하기 위해 Figure 2에 보

는 바와 같이 두께 0.2 cm인 스테인리스를 직경 3 cm, 내경 2.5 cm의 

링 형태로 집적판 두 개를 제작하여 실험하였다. 제작된 스테인리스 

링의 한쪽은 절연성 소재인 막대에 고정하고 고정된 링에 전선을 연

결하여 접지(-)를 하였다. 다른 한쪽 링은 드럼 집적판에 사용하던 

rpm 조절이 가능한 모터에 장착할 수 있도록 장치를 제조한 후 드럼

과 같이 축의 중앙부에 접지(-)하였다. 두 스테인리스 링 사이의 거리 

조절을 위해 레일을 설치하였고, 절연 처리된 막대를 이동하여 거리

를 조절 할 수 있도록 설치하였다. 실험은 드럼 집적판 사용 시와 같

이 수평 방사를 하였으며 팁의 위치는 집적판 약간 아래쪽에서 방사 

하였다. 약 20∼30 min 방사하여 채집 되는 섬유를 모터를 이용하여 

빠르게 회전하여 yarn을 제조하였다.

  2.4. 분  석

  제조된 폴리카보네이트 섬유와 다중벽탄소나노튜브가 함유된 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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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pparatus for Multi-Filament Yarn.

카보네이트 섬유와 멀티필라멘트의 형태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서 각각의 조건에서 방사되어 채집된 섬유의 세부분 이상을 랜덤으로 

채집하였다. 채집된 섬유는 약 15 nm로 백금코팅 하여 시료를 만든 

후 주사전자현미경(SEM, JEOL. Co., JSH-6360A)을 이용하여 15000

배까지 확대하여 시료를 확인하였다. 제조된 다중벽탄소나노튜브 섬

유 내에서의 다중벽탄소나노튜브 배향과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 

시 카본 그리드 위에 직접 방사하여 시료를 채취하였다. 채취한 시료

는 고성능 투과현미경(HR-TEM, JEOL. Co., JEM-3010)을 이용하여 

300 kV 가속전압에서 시료를 확인하였다. 개질된 다중벽탄소나노튜

브를 분석하기 위하여 Jasco사의 FT-IR 200 모델을 사용하였다. 시료

는 KBr과 함께 섞어 디스크를 만들고 resolution은 8 cm
-1

, 스캔회수는 

50회로 고정하였으며 평균값을 transmittance spectra로 취하여 측정하

였다. 재료의 열 안정성을 고찰하기 위해 Mettler Toledo사의 TGA 

(SDTA851)를 사용하였다. 시료를 알루미나 crucible에 넣고 질소 분

위기하에서 실험하였다. 시료는 30 ℃에서 700 ℃까지 분당 20 ℃로 

Figure 3. SEM images of electrospun PC nonwovens as a function of using solvent mixture ratios THF/DMF. Solvent mixture ratios was (a) 40/60,

(b) 50/50, (c) 60/40, (d) 70/30 v/v%..

승온 시키면서 시료에 따른 열분해 온도를 분석하였다. 폴리카보네이

트 다중벽탄소나노튜브 나노섬유의 정전기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

여 SIMCO 사의 ST-3 모델을 이용하여 제조된 부직포 섬유의 표면저

항을 측정하였다. ST-3 모델은 접촉 저항측정방식으로 측정된 수치를 

10의 지수 승으로 104∼1012 Ω까지 정전기 측정 범위의 수치 값이 

전자식으로 화면에 표시 된다.

3. 결과 및 고찰

  3.1. 용매와 농도의 영향

  전기방사로 제조되는 나노섬유는 고분자 용액의 점도, 전도도, 극

성, 표면장력과 인가전압의 세기, TCD, 건취 속도, 고분자용액의 유속 

등의 공정상의 요소에 의해서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5]. 또한 온도나 

습도 등 주변 여건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받는다. 위의 요소 중 섬유

의 직경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지닌 요소는 고분자 용액의 용매, 농도, 

표면장력, 전기전도도와 인가전압의 세기, TCD 등이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전기방사 된 섬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 중 용액의 용매

와 농도에 중점을 두고 실험을 하였다. 폴리카보네이트 고분자용액의 

용매로 THF, DMF, chloroform을 사용하여 시료를 만들어 실험 하였

다. Chloroform의 경우 25 wt% 이상의 높은 용해도를 보였으나 실험 

중간에 팁이 막히는 등 실험 조건을 잡는데 용이하지 않았으며 채집

된 섬유는 리본형태의 굵은 섬유를 나타내었다. 본 실험에서는 THF/ 

DMF 혼합용매를 사용하였으며 비율을 40 : 60, 50 : 50, 60 : 40으로 

용액을 준비하여 실험하였다. Figure 3에 보는 바와 같이 실험결과 40 

: 60의 경우 비드가 많이 생성되고 섬유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THF의 

양을 증가시켜 50 : 50 비율의 혼합용매에서는 섬유형태가 보여졌으

며, 최적의 혼합비율을 찾기 위해 60 : 40과 70 : 30의 혼합용액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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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SEM images of electrospun PC nonwovens as a function of concentration. Solution concentrations were (a) 10, (b) 13, (c)16 wt%..

Figure 5. Size distributions of electrospun PC nonwovens as a function of concentration. Solution concentrations were (a) 10, (b) 13, (c) 16 wt%..

험한 결과 60 : 40에서도 섬유 형태가 보였지만 70 : 30 혼합용매에서

는 다시 많은 비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THF의 양이 증가함에 따

라 섬유 형태를 보이다가 다시 비드(bead)가 증가 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THF/DMF용매의 혼합비율을 50 : 50 (v/v)

으로 고정하고 폴리카보네이트 용액의 농도를 변화하여 실험하였다.

  또한 전기방사에 영향을 주는 용액의 조건 중 농도변화에 대하여 

제조되는 각 섬유들을 확인하였다. 우선 혼합용매 조건 결과에 의한 

THF/DMF 50 : 50 (v/v)의 혼합용매에 10, 13, 16 wt%로 폴리카보네이

트 첨가 후 24 h 자석교반기로 교반하여 용해 후 실험하였다. Figure 

4는 각 농도에 따라 제조하여 방사한 섬유의 SEM 사진이다. 그림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용액의 농도가 낮은 경우, 부직포 섬유 내에 비드

가 많이 존재 하였으나, 용액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비드가 감소하

고 섬유형상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Figure 5에는 각 농도에 따른 섬

유들의 분포의 통계를 나타내었다. 주사전자현미경으로부터 집적된 

섬유의 직경을 분석한 결과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섬유의 직경이 증

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비드상과 섬유상의 차이는 낮은 농

도에서는 용액의 점도가 표면장력보다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며, 일

정 농도 이상에서 섬유경이 증가하는 것은 방사용액의 점도가 표면장

력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21-23].

  3.2. 탄소나노튜브 개질

  탄소나노튜브의 분산성을 위해 표면을 황산과 질산을 이용하여 개

질하는 연구들이 보고되었으나 산(acid)을 이용하여 표면을 개질할 경

우 탄소나노튜브의 물성이 저하되는 현상도 함께 나타나게 된다. 본 

개질방법은 산을 이용하여 표면손상을 가져오는 방법과 달리 in-situ 

방법으로 개질하였다[13]. 폴리카보네이트와 용매로 사용되는 THF/ 

Figure 6. FT-IR (KBr pellet) spectrum of sample.

DMF의 다중벽탄소나노튜브의 물리적 친화력을 주기 위해 HBA를 이

용하여 다중벽탄소나노튜브의 표면개질을 하였다.

  HBA와 다중벽탄소나노튜브는 1대1의 무게비율(1/1, wt/wt)로 130 

℃에서 PPA와 P2O5의 총량의 5 wt%를 사용하였다. 반응 초기의 색깔

은 다중벽 탄소나노튜브의 분산으로 인하여 검은색을 나타낸다. 초기

의 반응에서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흑갈색으로 변하여 다중벽탄소나

노튜브의 균일한 분산 반응의 진행을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반

응을 끝내고 샘플을 채취하기 위해 반응이 끝난 후 반응혼합물에 증

류수를 부어주면서 파우더 형태의 생성물들을 감압필터를 통해 모은 

후 반응하지 않고 남아 있는 PPA를 제거하기 위해 증류수로 3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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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SEM images of (a) as-received MWNT from lljin Nanotech Co. (b) modified MWNT.

Figure 8. SEM images of electrospun PC/mMWNT nonwovens as a function of the different amounts of the mMWNT. The amounts of mMWNT 

were (a) 1, (b) 2, (c) 3, (d) 5 wt%..

반응하지 않은 benzoic acid를 제거하기 위해 메탄올로 3일간 각각 

Soxhlet하여 추출하였다. 마지막으로 100 ℃ 진공 오븐에서 48 h 동안 

건조시킨다. 전 처리가 끝난 시료의 수득률은 69.7% (약 0.65 g) 였으

며, 완전히 건조된 시료는 FT-IR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원래의 다중

벽탄소나노튜브는 벽면과 양끝의 sp
3
 C-H, sp

2
 C-H 혼성결합으로 

2969 cm
-1
에서 피크를 나타낸다[13]. 이 결합은 친 전자 치환반응을 

위한 site를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개질된 다중벽탄소나노튜브는 

Figure 6에서 나타낸 것 같이 1665 cm
-1
에서 aromatic ketone (C=O)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표면개질을 하지 않은 다중벽탄소나노튜브와 

개질된 다중벽탄소나노튜브의 SEM 사진을 Figure 7에 나타내었다. 

개질하지 않은 다중벽탄소나노튜브의 표면은 깨끗하고 매끄러운 것

을 알 수 있으며 그 지름은 약 10∼20 nm이다. 하지만 개질된 다중벽 

탄소나노튜브의 지름은 약 30 nm로 개질 전의 다중벽 탄소나노튜브 

표면과 지름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3.3. 개질된 MWNT함량 변화에 따른 PC/mMWNT 나노섬유 

제조

  일반적으로 전기방사에서 섬유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자로 

고분자용액의 점도, 인가전압, TCD가 있다. 이미 보고된 결과 일반적

으로 고분자용액의 점도가 상승하게 되면 전기방사 섬유의 직경이 증

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11]. 본 실험의 경우 인가전압과 TCD가 

일정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섬유 형성에 영향을 미친 주요인자로서 고

분자용액의 점도와 다중벽탄소나노튜브가 섬유 내부에서 고분자물질

과 새롭게 형성한 계면을 생각 할 수 있다. 다중벽탄소나노튜브 함량

변화에 의한 섬유 직경의 분포 변화를 살펴본 SEM 사진들에서 볼 수 

있듯이 순수 폴리카보네이트 나노섬유의 직경분포보다 폴리카보네이

트 다중벽탄소나노튜브 나노섬유의 직경분포가 넓게 나타난 것은 다

중벽탄소나노튜브 첨가에 의해 고분자 용액의 점도가 상승하여 직경

이 큰 나노섬유들이 형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폴

리카보네이트 나노섬유제조 결과 13 wt%일 때 양호한 섬유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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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TEM images of electrospun PC/mMWNT nonwovens as a function of the different amounts of the mMWNT. The amounts of mMWNT 

were (a) 1, (b) 2, (c) 3, (d) 5 wt%..

되어 동일한 조건에 다중벽탄소나노튜브를 혼합하여 실험하였으나 

다중벽탄소나노튜브의 함량 증가에 따른 용액의 점도 증가로 인해 동

일 조건의 추가 실험이 용이하지 않아 폴리카보네이트 10 wt% 용액

에 다중벽탄소나노튜브의 1, 2, 3, 5 wt%의 함량증가에 따른 실험을 

하였다. 집적판에서 채집한 섬유를 백금 코팅한 시료들을 SEM을 통

하여 확인하였다. Figure 8에서 다중벽탄소나노튜브의 함량 증가에 따

른 점도의 영향으로 제조되는 섬유의 직경의 변화를 SEM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폴리카보네이트 다중벽탄소나노튜브 나노섬유 제조의 다

른 문제는 다중벽탄소나노튜브가 제조된 섬유 안에서의 분포도와 배

향성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 중간에 carbon film copper gride

에 섬유를 직접 채집 후 시료를 TEM으로 확인하였다. 다중벽탄소나

노튜브가 제조된 섬유 안에서 섬유와 같은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하였고, 다중벽탄소나노튜브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섬유 안

에 다중벽탄소나노튜브가 더 많이 존재함을 Figure 9의 TEM 사진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3.4. PC/mMWNT Single-filament의 제조 

  전기방사를 이용하여 제조되는 나노섬유는 대량생산이 어려운 문

제가 있을 뿐 아니라 섬유가 방향성이 없는 부직포형태로 제조되기 

때문에 특정 물질 제조의 상품화나 적용에 한계가 있다. 초기 전기방

사의 연구는 가장 작은 직경을 가지는 섬유를 제조하는 것에 치중되

었으나, 최근 활발한 연구결과 전기방사에 미치는 인자들을 발견하였

고 이 조건들을 이용하여 대부분의 섬유직경 조절이 가능하여 졌다. 

더 나아가 일반적으로 전기방사로 채집되는 부직포형태의 섬유를 활

용범위를 넓히기 위해 집적판을 변형하여 채집되는 섬유 형태를 변형

시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5-17]. 평판에서 채집하는 방법은 채집

되는 섬유 웹의 면적과 균일한 두께를 갖기 어려웠다. 이 방법에서 발

전한 것이 드럼형 집적판으로 평판 집적판보다 더 넓은 면적의 섬유 

웹을 얻고 제조되는 섬유의 직경 조절 인자로 작용한다. 또, 두 개의 

막대 막대를 평행하게 놓고 막대 끝을 접지하여 섬유를 채집하는 막

대형 집적판은 제조되는 섬유가 부직포 형태가 아닌 배향성을 갖는 

섬유 웹 제작도 연구되었다. 또, 나노섬유 yarn의 제조 연구 역시 진행 

중이다. 최근 연구되는 yarn 제조 방법에는 수중방사나 공정 중간에 

열을 가하여 연신 시키는 방법, 전류를 변화시켜 섬유를 채집하는 방

법, 집적판을 변형하여 배향된 섬유를 회전하여 제조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다. 본 실험에는 두 개의 스테인리스 링을 제조하여 

일정히 배향된 섬유를 모터를 이용하여 빠르게 회전함으로써 yarn 섬

유를 제조 한다. 외경 5 cm, 내경 4.5 cm의 링으로 실험하였으나 링에 

섬유가 골고루 채집되기 힘들어 링의 크기를 외경 3 cm, 내경 2.5 cm 

로 변경하여 실험하였으며 방사되는 팁이 링 집적판의 아래쪽에서 방

사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 실험하였다. 약 30 min간 방사 후 Figure 

10(a)에 보이는 바와 같이 일정한 방향으로 배향되어 채집된 섬유를 

모터를 이용하여 500 rpm으로 회전하여 Figure 10(b)에 나타내어진 

직경 60∼100 µm 길이 4∼5 cm를 가지는 yarn을 제조하였다.

  3.5. 열적 특성과 전기적 특성

  다중벽탄소나노튜브 첨가에 의한 폴리카보네이트 나노섬유의 열적

특성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열중량분석(TGA)을 실시하였고 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초기 분해온도를 비교해 보았을 때 순수 폴리

카보네이트 나노섬유의 경우 410 ℃, 다중벽탄소나노튜브를 1 wt% 

와 2 wt% 함유한 섬유는 435 ℃, 다중벽탄소나노튜브를 3 wt% 함유

한 섬유는 450 ℃, 다중벽탄소나노튜브를 5 wt% 함유한 섬유는 455 

℃인 것을 확인하였다. 탄소나노튜브의 뛰어난 열적 안정성을 확인하

였다.

  다중벽탄소나노튜브의 우수한 전기전도성은 제조된 나노복합재료

의 전기전도도 향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졌다. 개질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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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SEM images of prepared yarn (a) collection ring with an 

array of electrospun fibers, (b) forming a multi-filament yarn.

중벽탄소나노튜브의 함량을 달리하여 폴리카보네이트 용액에 초음파 

분산 후 전기 방사하여 제조된 폴리카보네이트 다중벽탄소나노튜브 

섬유 웹을 접지형 표면저항기 ST-3로 표면저항을 측정한 결과 다중벽

탄소나노튜브 1, 2 wt% 함유된 섬유 웹에서는 전기전도도 영역의 수

치가 측정되지 않았으나 3, 5 wt%가 함유된 섬유 웹의 경우 109.1∼

109.5 Ω의 전기전도도가 측정되었다. 이와 같이 전기전도성 복합재

료에 대한 탄소나노튜브의 이용은 카본 블랙이나 탄소섬유와 같은 기

존의 전도성 첨가제에 비하여 매우 낮은 percolation threshold를 가짐

으로써 응용 가능성이 더욱 높음을 알 수 있다.

4. 결    론

  고분자를 나노섬유로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중벽탄

소나노튜브 복합고분자 물질을 나노섬유로 만드는 방법은 전기방사

에 의한 방법이 현재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판단되어진다. 다중벽

탄소나노튜브를 포함하는 고분자 용액에서 효과적인 분산을 위해 기

존 산(acid)처리에 의한 표면에 손상을 주는 방법이 아닌 in-situ 방법

으로 표면을 개질을 하였고, 개질된 다중벽탄소나노튜브가 배향된 폴

리카보네이트 다중벽탄소나노튜브 나노섬유를 제조하였다. 또한 전기

방사를 이용한 섬유를 제조시 부직포형태 뿐만 아니라 두 개의 링을 

집적판으로 사용하여 yarn형태의 필라멘트를 제조하였다. 제조된 폴

리카보네이트 섬유는 용매의 영향으로 직경과 형태가 변화됨을 SEM

으로 확인하였다. 폴리카보네이트 용액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용액

의 점도가 증가하여 섬유의 직경이 굵어지는 것을 SEM을 통하여 확

인하였고, 다중벽탄소나노튜브의 함량이 증가 하였을 때 고분자용액

의 점도 상승과 전도성 증가로 인해 섬유의 평균직경이 증가하고 섬

Table 1. Thermal Degradation Temperature of Pure PC Nanofiber and 

PC/mMWNT Nanofiber

Nanofiber Td (℃)

Pure PC nanofiber 410

mMWNT 1 wt% 435

mMWNT 2 wt% 435

mMWNT 3 wt% 450

mMWNT 5 wt% 455

유의 분포가 순수 폴리카보네이트 나노섬유의 경우보다 넓게 나타났

다. 개질된 다중벽탄소나노튜브의 구조를 FT-IR을 이용하여 확인하였

고, TEM을 이용하여 전기방사로 제조된 다중벽탄소나노튜브가 함유

된 폴리카보네이트 섬유 내의 다중벽탄소나노튜브가 대체적으로 뭉

침 없이 균일한 분산정도와 배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TGA를 이용하여 다중벽탄소나노튜브 함량이 증가할수록 폴리카보네

이트 다중벽탄소나노튜브 섬유의 열 안정성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면저항기를 이용하여 정전기적 특성을 확인한 결과 다중벽

탄소나노튜브 3, 5 wt% 함유된 섬유 웹에서 대전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109.1∼109.5 Ω의 정전기적 수치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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