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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ibers of microbial polyesters, poly(3-hydroxy butyrate) (PHB) and poly(3-hydroxy butyrate-co-3-hydroxy valerate) 

(HB-co-HV) were prepared by electrospinning method. The obtained fibers were evaluated by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and oil absorption. The formation of fibers was strongly dependent on a 
concentration of solution. At a low concentration, the fibers contained beads which is from aggregation of polymer due to 
short evaporation time. The fine fibers with 2-5 mm diameter were obtained at 20 wt% concentration. The contact angle 
measurement showed that the fiber had higher water contact angle than the film due to the lotus-like effect. Oil absorbency 
showed that the fiber had higher than the film. Specially, the HB-co-HV fiber which was spinned from 20 wt% absorbed 65% 
oil which is much higher than that of a normal polypropylene-based oil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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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서 론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합성 고분

자는 가볍고 우수한 내구성, 그리고 가공이 용이한 특

성으로 일상생활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고 사용량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연

간 수십억 톤의 고분자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대부

분은 제품수명이 짧은 포장재나 일회용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대량의 폐플라스틱이 발생하

는데 부분적인 재활용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소각되거

나 매립되고 있다. 매립과 더불어 아무렇게나 폐기되

는 플라스틱 때문에 토양과 하천의 오염 및 식물 성장 

저해 등을 유발함으로써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폐플라스틱에 의한 환경문제의 근본원

인은 토양이나 하천 등의 자연환경에서 생물체 및 효

소에 의해서 100년~500년 이상의 분해시간이 소요되

어 분해기간 동안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점에 있다

(Moore, 2008; Rios 등 2007). 폐플라스틱에 의한 환

경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재활용률의 향상, 
사용제한 및 분해성부여 등이 있다. 멋대로 폐기되거

나 매립되는 폐플라스틱을 고려할 때 자연에서 분해

성을 가진 고분자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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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다양한 관련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Karlsson과 Albertsson, 1998).
일반적으로 고분자의 분해는 여러 가지 과정을 통

하여 일어날 수 있다. 일차적으로 분해되어 생성되는 

물질이 분자량이 큰 난분해성 물질이면 분해는 아주 

느리게 진행되고 오랜 기간 잔류하게 되지만, 생성되

는 물질의 분자량이 작으면 미생물에 의하여 더욱 분

해되어 이산화탄소, 물 및 생체 물질로 변화된다. 일반

적으로 분해성 고분자는 생분해성, 생붕괴성, 그리고 

광분해성 등으로 구분되며, 그 중에서 생분해성 고분

자는 자연계의 박테리아, 곰팡이, 조류와 같은 미생물

의 작용에 의하여 물과 이산화탄소 등으로 분해되어 

자연계에 흡수된다. 완전한 생분해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진 미생물 합성 고분자, poly(hydroxy alkanoate)s 
(PHAs)는 intracellular polyesters로서는 대표적으로 

poly(3-hydroxy butyrate) (PHB)와 공중합체인 poly 
(3-hydroxy butyrate-co-3-hydroxy valerate) (HB-co- 
HV) 등이 있다. PHAs 고분자는 미생물이 만드는 천

연 고분자 중에서 기존의 합성 고분자의 물성과 가장 

유사한 고분자로서 특히 polypropylene과 polyester의 

중간 물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desh 
등, 2000). 그러나 PHB는 결정성이 높아 부서지기 쉽

기 때문에 적절한 용도를 찾기 어렵고 사용 용도가 제

한적이나 hydroxy valerate와의 공중합을 통하여 결정

성이 낮고 유연성과 가공성을 개선하여 다양한 분야

에서 응용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Williams 등, 1999; 
Sudesh 등, 2000; Volova 등 2003; Wang 등, 2008).

나노섬유는 전기방사법(Frenot와 Chronakis, 2003), 
용융방사법(Kim 등, 2004; Dalton 등, 2007) 등과 같

은 방법에 의해 제조되는데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나

노섬유의 이점을 적용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나
노섬유의 특징은 작은 섬유직경으로 인한 넓은 표면

적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나노섬유 제조방법들 중에서 

전기방사법은 고분자 용액을 이용하여 큰 비표면적을 

가진 나노섬유의 제조가 가능하다. 또한 전기방사 섬

유는 기존의 섬유에 비해 균일한 직경과 기공크기를 

가진 섬유제조가 가능하며 높은 비표면적으로 인하여 

관능기의 도입도 용이하다. 전기방사는 정전기력에 

의해 낮은 점도 상태의 고분자를 사용하여 순간적으

로 섬유형태로 방사하여 직경 20 ㎚-10 ㎛의 섬유를 

만드는 데 사용되며(Deitzel 등, 2001), 극세크기의 직

경을 갖기 때문에 기존 섬유에 비해 큰 표면적의 재질

로써 다양한 효과를 갖게 한다(Deitzel 등, 2001). 나
노섬유 재료는 여과, 촉매, 밧데리셀, 센서, 보호복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어 사용되었다(Shin, 2006; 
Leung 등, 2010).

본 연구에서는 주로 토양 박테리아에 의해 분해가 일

어나고 대기 중에서는 비교적 안정한 생분해성 고분자

인 poly(3-hydroxy butyrate)(PHB)와 poly(3-hydroxy 
butyrate-co-3-hydroxy valerate)(HB-co-HV)를 전기

방사기법에 의한 섬유 제조조건을 확립하고 얻어진 

섬유 매트를 이용하여 오일 흡착특성을 고찰하였다. 
오일 흡착특성은 해양기름 오염 제거지나 오일 페이

퍼와 같은 응용분야에서 중요한 물성중의 하나이다. 
특히, 분해성 고분자를 사용함으로 사용 후에 토양에 

매립하여도 분해성으로 인하여 2차 오염을 줄일 수 있

는 장점도 있다. 따라서 나노섬유 제조에 조건을 확보

하고 표면적 증대에 따른 물성을 확인하고자, 용매의 

농도를 변수로 하여 섬유를 제조하고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DSC),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및 접촉각 측정을 통해 PHB와 HB-co-HV의 

전기방사 섬유의 특성을 확인하고 오일 흡착특성을 

연구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시약 및 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PHB와 HB-co-HV(Sigma-Aldrich 
Co. USA)는 용융온도(melting temperature, Tm)가 

각각 159℃와 148℃이며 HB-co-HV의 HV함량은 12 
wt%였고 별도의 정제없이 그대로 사용하였다. 전기

방사의 용매로는 1, 2-dichloromethane(DCM, Junsei, 
Japan)을 사용하였다. 함유율 측정에 사용된 오일은 

피지샘에서 분비되는 반유동성 기름 물질인 피지와 

가장 유사한 Jojoba oil(simmondsia chinensis, Neumond- 
Dufte der Natur Gmbh, Germany)을 사용하였다. 제
조된 전기방사 섬유매트의 함유율을 비교하기 위해 F
사에서 제조하여 판매하는 폴리프로필렌 필름의 오일 

페이퍼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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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전기방사 섬유의 제조

섬유의 제조는 고전압 전원공급기가 부착된 전기

방사기(ESP200D, Nano NC, Korea)를 사용하였다. 
PHB와 HB-co-HV를 DCM에 용해시켜 각각 1 wt%, 
5 wt%, 10 wt%, 20 wt%, 25 wt% 농도의 고분자 용액

을 제조하였다. 전기방사의 조건은 온도 25℃ 습도 

40% 조건 하에서 전압 20 kV, 용액의 공급 속도 1 
ml/hr, 노즐직경 0.2 mm 및 방사거리 20 cm의 조건으

로 알루미늄 평판에 방사하여 전기방사 섬유를 제조

하였다(Fig. 1).

Fig. 1. Schematic diagram of electrospinning apparatus. 
   
2.3. 분석 

전기방사 섬유의 모폴로지를 관찰하기 위하여 시

료를 10-5~10-6 torr의 진공증착기에서 금으로 코팅한 

후, SEM(S-2700, Hitachi, Japan)을 사용하여 전압 5 
kV, 배율 5000배로 측정하였고 탈 이온수를 사용하여 

접촉각(DSA100, Kruss GmbH, Germany)을 측정하

였다. DSC(DSC STAR, Mettler Toledo, USA)측정은 

4-7 mg의 시료를 질소 분위기에서 -10℃~180℃까지 

승온속도 10℃/min로 열적특성을 측정하였다. PHB
와 HB-co-HV섬유의 오일에 대한 함유율을 측정하기 

위하여 방사 섬유를 면적 1×1 cm² 크기로 잘라 함유

율을 측정하였다. 함유율 측정을 위하여, 처음 샘플

의 무게를 측정하고 샘플을 오일에 10분 동안 침지 

시킨 후, 샘플 표면에 과다하게 묻어 있는 오일을 원

심 분리기(2000 rpm/10min)를 이용하여 제거한 후 

무게를 측정하였다. 함유율은 아래 식으로부터 계산

하였다.  




×

여기서 W1과 W2는 각각 오일에 침지시키기 전과 

후의 섬유의 무게이다.

3. 결과 및 고찰

3.1. SEM 모폴로지 

전기방사에 의한 섬유의 제조는 노즐의 직경, 용액

의 분사속도 및 인가전압, 노즐과 집진기와의 거리, 용
액의 농도 등에 큰 영향을 받는다. 노즐의 직경의 증가

는 섬유의 직경의 증가시킨다. 용액의 분사속도의 증

가와 인가전압의 감소는 beads의 발생을 초래하고, 용
매건조시간의 부족으로 용액상태에서 분사가 이루어

지게 된다. 노즐과 집진기와의 거리는 멀어질수록 섬

유의 직경이 줄어들지만 적정범위를 넘어서면 정전기

력이 미비하여 용액상태의 분사로 인하여 beads의 발

생을 초래할 수 있다. 용액의 농도는 묽어질수록 용액

상태의 분사로 beads의 발생을 초래한다(Huang 등, 
2003; Bhardwaj와 Kundu, 2010).

용액의 농도에 따른 영향을 고찰하기 위하여 다양

한 농도에서 제조된 PHB와 HB-co-HV용액을 전기방

사기를 이용하여 방사하고 모폴로지를 SEM으로 관

찰하였고 그 결과를 Fig.  2에 나타내었다. 미생물 합

성 고분자의 농도를 5 wt%, 10 wt% 및 20 wt%로 달

리하여 방사한 결과, 용액의 농도가 낮을 때(1-5 wt%)
에는 beads형태의 덩어리가 방사섬유사이에 존재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방사되는 양에 비

해 용액의 주입량이 많아 노즐 가장자리에 모인 용액

이 부분적으로 증발하다가 섬유와 함께 방사된 것으

로 보여 진다. 용액의 농도가 1 wt%에서는 낮은 농도

로 인해 beads 상으로 방사되었으며 섬유의 형태는 찾

아 볼 수 없었다. 한편, 용액의 분사속도를 느리게 하

여 방사한 결과 또한 용매의 증발이 너무 빨라 섬유가 

거의 형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섬유의 형성을 높이기 

위하여 용액의 농도를 증가하여 측정한 결과, beads형
성이 줄어들고 섬유의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10 
wt%의 농도에서 PHB는 섬유의 형태로 방사되는 것

을 관찰하였지만 섬유표면에 침상이 함께 형성되어 

있는 것을 관찰 하였다. 섬유표면의 침상형성은 국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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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

(b) (e)

(c) (f)

Fig. 2. SEM images of PHB (a, b, c) and HB-co-HV (d, e, f) electrospinning fibers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5 wt%(a, d), 
10 wt%(b, e), 20 wt%(c,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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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용매증발이 되지 않은 부분이 섬유로 방사될 때 

부분방사와 같은 원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HB-co-HV
의 경우,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용액의 농도를 20 
wt%로 증가시켰을 경우 beads형성 없이 균일한 섬유

가 방사되었음을 보였는데 농도의 증가는 형성된 섬

유의 직경이 함께 증가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높

은 농도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용매를 함유하고 있어

서 방사 시 용액의 증발이 균일한 속도로 이루어져 직

경을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2. 접촉각 측정

각각 전기방사 섬유와 용매 증발법으로 제조된 매

트와 필름의 표면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차 증류수

를 이용하여 접촉각을 측정하였다. 각각의 샘플을 5회 

측정하여 접촉각을 확인하였다. PHB와 HB-co-HV의 

필름과 방사섬유 매트가 가지는 접촉각을 차이를 관찰

하기 위하여 분석한 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PHB
와 HB-co-HV의 방사섬유 매트는 120°-130°범위의 

값을 가지며, 필름의 경우 106°-118°의 값을 가진다. 
필름보다 방사섬유 매트의 접촉각이 큰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소수성의 PHB와 HB-co-HV들이 수 

mm 직경의 섬유들로 직접(매트)되어 있어 섬유사이에 

비어 있는 공간이 존재하여 연잎효과(Lotus effect)와 

같이 표면에 돌기가 존재하여 소수성을 극대화하는 효

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Marmur, 2004). 

Fig. 3. Water contact angles of PHB and HB-co-HV. 

 3.3. DSC 측정 

전기방사 섬유는 제조 방법이 달라 기존의 용매 증

발법에 의해 제조된 필름과의 물리적 특성 변화를 관

찰하기 위하여 PHB와 HB-co-HV의 분말상태, 방사

섬유 및 필름의 DSC 측정 결과이다. DSC 측정 전에 

먼저 인듐과 주석으로 보정하였다. 4~7 mg의 시료를 

질소 분위기에서 측정온도의 범위를 -10℃~180℃까

지 10℃/min의 승온속도로 측정하였다. Fig. 4는 PHB
의 분말, 방사섬유와 필름에 대한 DSC 결과를 나타내

었다. PHB의 분말, 방사섬유, 필름의 순서로 용융온

도(Tm)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

는 PHB와 HB-co-HV의 밀도가 높을수록 필요한 열

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HB-co-HV의 분말, 
방사섬유, 필름의 DSC도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Fig. 4. DSC curves (first heating scan 10℃/min) of PHB 
samples.

3.4. 함유율 측정

함유율 측정에 사용된 오일은 인체의 피지샘에서 

분비되는 반유동성 기름 물질인 피지와 가장 유사한 

Jojoba oil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방사섬유와의 비
교를 위하여 오일 페이퍼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

는 폴리프로필렌을 다공성 화학 처리하여 흡수율을 

높이고 색을 입힌 것을 사용하였다. Fig. 5는 오일 페

이퍼의 SEM 이미지이다. 각각의 샘플을 5회 측정 후 

평균하여 함유율을 계산 하였다.

Fig. 5. SEM image of oil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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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B와 HB-co-HV의 방사섬유 매트, 필름 및 오일 

페이퍼의 오일 함유율을 Fig. 6에 나타내었다. PHB의 

방사섬유 매트의 오일 함유율은 35%정도였으며 필름은 

5%정도의 함유율을 나타내었다. 반면에 HB-co-HV 방
사섬유 매트는 65%정도의 함유율을 보였고 필름의 경

우, 함유율은 10%정도로 PHB에 비해 높은 결과를 나

타내었다. 방사섬유 매트는 필름보다 높은 함유율을 

보였는데 그 이유는 방사섬유의 경우 전기방사로 인

한 표면적 및 자유부피의 증가 따른 흡착면적의 증대

와 모세관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PHB와 

HB-co-HV간에는 방사섬유 매트의 경우, 30%정도, 
필름의 경우 5%정도로 HB-co-HV가 높은 오일 흡착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DSC측정에서 나타났

듯이 HB-co-HV가 공중합체 형성으로 결정성이 줄어

들고 무정형 특성이 증가한다. 따라서 밀도가 감소하

고 사슬간의 자유부피가 증가하여 오일 흡착특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폴리프로필렌의 오

일 페이퍼와 비교하여 필름 상에서는 오일 흡착성이 

20%정도 감소하나 방사섬유 매트는 거의 3배정도 향

상된 특성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HB-co-HV의 필름상

이나 방사섬유 매트를 이용하여 오일 페이퍼 재료로

서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폐기 시에 환경오

염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6. Oil Absorbencies of various samples.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분해성 고분자인 PHB와 HB-co-HV
를 전기방사 섬유를 제조하고 오일 흡착특성을 고찰

하였다. 전기방사에 의한 섬유제조는 용액의 농도가 

용매의 휘발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DCM 20%

용액에서 최적의 섬유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방사 섬유의 접촉각을 분석한 결과, 용매건조법

에 의해 제조된 필름의 물에 대한 접촉각(106°-118°)
보다 방사섬유의 접촉각(120°-130°)이 큰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섬유상의 고분자들이 표면에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연잎효과와 같은 효과를 나타내

는 것으로 판단된다. 오일에 대한 함유량은 결정성이 

높은 PHB는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결정성이 낮은 

HB-co-HV는 필름 상에서 20 wt%, 섬유는 65 wt% 정
도의 흡착량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HB-co-HV
를 오일 흡착지로서의 사용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결

과이며 폐기시 생분해성을 보이므로 환경적인 측면에

서도 오염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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