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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efine the condition of optimal pre-treatment for preferable activated carbon fibers (ACFs), which 
are based on rayon fibers. This paper shows the ideal path of ACFs preparation process; implies that rayon fibers are pre-treated by 
various solvents with different times before the heating process. The pre-treated rayon fibers finally turned into desirable rayon 
fiber-based ACFs through optimal pre-treatment condition by heating processes. The thermal analysis method of pre-treated rayon fibers 
by thermo-gravimetry analyser (TGA) is an idealized tool, which analyzes the best thermal condition of pre-treatment process. Surface 
morphologies of resulting rayon fibers based ACFs were examined by scanning electron microscope(SEM). The results of TGA and 
SEM analyses show that the optimal pre-treatment condition for preparing ACFs was clearly defined, in terms of thermal stability and 
surface morphology.
Key Words : thermal characteristics, pre-treatment, stabilization, carbonization, activated carbon fiber, rayon fiber 

†Corresponding Author : Soon Hong Lee, Tel : +82-31-467-0965, E-mail : leesh@anyang.ac.kr 
Department of Environment & Energy Engineering, Anyang University, 22 Samdeok-ro 37beon-gil, Manan-gu, Anyang-si, Gyeonggi-Do 430-714, Korea

1. 서 론

최근 수질 및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시도되고 

있는 다양한 노력의 일환으로 새로운 형태와 고기능을 

갖춘 흡착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 가

볍고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널리 쓰일 수 있는 기능성 

흡착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활성탄(AC: activated carbon)은 다양한 분야에서 대

표적인 흡착제로 널리 사용되어 왔으나 제한된 비표면

적과 넓은 세공크기분포로 인하여 미량 물질의 흡착분

리나 다성분 흡착물의 선택적 흡착조작에 한계가 있고 

분말형태의 경우 설비 대형화 및 사용이 편리한 여과

시스템 구성이 어렵고, 입상의 경우 편류현상(channeling) 
등 단점이 있다. 또한, 세공이 내부로 갈수록 작아지고 

세공 크기의 분포가 광범위해서 미세공까지 도달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흡착속도가 느리다는 단

점이 있다. 이와 같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볍고 사용

이 편리하며 공정의 단순화하기 위해 개발된 새로운 

흡착제가 활성탄소섬유(ACF: activated carbon fiber)
이다.1)

활성탄소섬유는 가공성,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이 

우수하여 종래의 분말 활성탄이나 입상 활성탄과 같은 

다공성 탄소재료의 흡착제의 대체재로의 사용이 활발

히 검토되는 추세이다. 특히 활성탄소섬유는 높은 비

표면적과 고흡착 특성으로 기체나 액체상에 대한 흡착

효율이 상당히 우수하다. 또한 미세기공이 균일하며 

섬유의 제조 조건이나 전처리 개질조건에 따라 구조를 

변형시켜 흡착특성을 제어할 수 있다. 활성탄소가 가

지는 고유의 낮은 산소함량, 기본적인 물리적 특성 및 

높은 소수 특성 등은 다양한 기체를 사용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다. 
Rayon계 활성탄소섬유 제조시 안정화공정과 탄화공

정의 온도 및 승온속도 등은 그 공정조건에 따라 구조

와 물성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안정화 공정은 rayon계 

활성탄소섬유뿐만 아니라 PAN계 혹은 pitch계 활성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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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gents H3PO4 H3PO4 : NaCl H3PO4 : KMnO4 H3PO4 : NaCl : KMnO4

Impregnation 
conditions

Ratio 1 1:0.5 1:0.5 1:0.5:0.5

Time (hr) 1 5 15 1 5 15 1 5 15 1 5 15

Temp (℃) 25 25 25 25

Drying time(hr) 1 1 1 1

Sample names
aH7 bH7 cH7 aHN7 bHN7 cHN7 aHK7 bHK7 cHK7 aHNK7 bHNK7 cHNK7

aH8 bH8 cH8 aHN8 bHN8 cHN8 aHK8 bHK8 cHK8 aHNK8 bHNK8 cHNK8

a : 1hr, b : 5hr, c : 15hr, H : H3PO4, N : NaCl, K : KMnO4, 7 : Carbonization at 700℃, 8 : Carbonization at 800℃.

Table 1. Sample names pre-treated with various impregnation conditions and drying time

소섬유를 열처리하는 단계로 활성탄소섬유 제조시 핵

심공정이며 일반적인 rayon계 활성탄소섬유에서의 열

처리공정이 섬유에 심각한 무게변화 및 구조변화에 영

향을 주는데 주로 안정화공정에서 발생한다.2,3) 이는 

전구체인 rayon섬유가 안정화 공정을 거치며 탄화 공

정에서 보다 높은 온도의 열처리조건에서 화학적, 물
리적으로 안정한 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반

드시 필요한 과정이다.4)

일반적으로 rayon 섬유의 안정화 공정은 400℃이하의 

열처리 온도 영역에서 행하며 특히, 210~320℃사이에서 

약 70~90%의 중량감소와 함께 두드러진 열 수축이 발생

한다. 열처리동안 중량감소, 섬유직경 감소, 섬유밀도 및 

미세구조 같은 물리적 변화와 함께 화학구조의 변화도 

크게 발생한다.5-7) 또한 그 변화 정도는 전구물질의 선택, 
난연제 및 촉매를 이용한 화학적 전처리, 안정화 공정 

조건 및 가스분위기 등에 크게 의존한다.8-10) 
열처리온도가 높을수록, 승온속도는 낮을수록 섬유

에 존재하는 탄소성분은 증가하는 반면 산소성분은 감

소한다.11) 또한 다른 전구물질보다 rayon 섬유의 경우에 

이러한 화학적, 물리적 현상이 더욱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안정화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

정 조건에 대한 최적제어 조건의 선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요가 확대되어 수입의존도가 커지고 있

는 활성탄소섬유의 최적 생산 공정을 확립하고자 각기 

다른 산용액을 이용하여 전처리 조건을 변화시키면서 

섬유에 미치는 영향을 열적 특성 변화로 평가·분석하였

다. 본 연구를 통해 탄소섬유상 물질을 탄화시키고 활

성화하여 흡착제로서 활성탄소섬유를 제조하기 위해 

전처리 시간과 처리용액의 조건에 따른 실험을 수행하

여 새로운 제조방법과 최적조건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실험 방법

2.1. 실험 재료

본 시험에 사용한 섬유의 원료는 (주)효성에서 제공된 

1650데니아, 900필라의 rayon 섬유이며 길이는 30cm로 

사용하였다. 섬유의 전처리 용액으로 인산(H3PO4)과 염

화나트륨(NaCl), 과망간산칼륨(KMnO4)를 이용하였고 

안정화는 300℃에서 진행하여 시료를 준비하였다.

2.2. 시료의 물성 분석

2.1.1 열중량(TGA) 분석

Rayon 섬유는 전처리 후, 안정화 후 시료의 열안정

성은 TG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TGA는 TA 
INSTRUMENT 社의 모델명 Discovery TGA이었다. 
TGA의 측정조건은 공기 분위기의 상온에서 400℃까지 

승온속도 10℃/min로 진행 하였다.

2.2.2 표면(SEM) 관찰

탄화공정을 거친 후 섬유표면에 형성된 기공을 관찰

하기 위하여 HITACHI 社의 모델 S-3400N인 전자현미

경(SEM)을 사용하였으며 최대배율은 10,000배로 하였

다. SEM으로 관찰하기 전에 20 kV의 가속 전압으로 

시료를 aluminum holder에 carbon tape을 이용하여 고정

시킨 뒤, 2분간 골드 코팅을 한 후 표면관찰을 하였다.

Fig. 1. Schematic graph of carbonization process for rayon 
fibers at different heating temperature under fixed residenc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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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2. TGA thermograms of pre-treated samples at various impregnation solutions and times ; (A) : 1hour, (B) : 5hour, (C) : 15hour.

2.3. 전처리

Rayon섬유의 전처리를 위해 인산(H3PO4), 염화나트

륨(NaCl) 및 과망간산칼륨(KMnO4) 혼합수용액을 사용

하였다. 
이때 사용된 용액의 농도는 인산(H3PO4) 0.3 mol, 염

화나트륨(NaCl) 0.125 mol 및 과망간산칼륨(KMnO4) 
0.1 mol이며, 25℃에서 1시간 5시간 15시간동안 침적시

킨 후 증류수를 이용하여 2~3차례 세척하고 미리 예열

된 70℃ Dry 오븐에 1시간동안 건조시켰다. 처리 조건

별 시료명을 표시하였다. 침적 시간 1시간, 5시간, 15시
간은 소문자 a, b, c로 표기했고, H는 인산(H3PO4), N은 

염화나트륨(NaCl), K는 과망간산칼륨(KMnO4)을 의미

하며 7, 8은 탄화 온도인 700℃와 800℃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aHN8의 경우 a는 1시간동안 침적한 시간, H
는 인산(H3PO4)과 N은 염화나트륨(NaCl)을 8은 탄화온

도인 800℃에서 처리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Rayon섬유의 전처리를 위해 인산(H3PO4), 염화나트

륨(NaCl) 및 과망간산칼륨(KMnO4) 혼합수용액을 사용

하였다. 전처리액의 혼합조성비를 달리하여 제조된 각 

시료를 선별하여 안정화 공정과 탄화 공정에 사용하

였다.

2.4. 탄화

탄화 과정은 안정화 과정과 함께 진행되며 상온에서 

300℃까지 4.58℃/min 승온속도로 300℃까지 도달시킨 

후 1시간동안 체류시키고 각각 700℃와 800℃ 그리고 

승온속도를 6.67℃/min와 8.33℃/min로 하여 1시간동안 

체류시켰다. 단, 탄화 시 300℃에서 1시간 체류시킨 후 

N2 gas와 steam을 동시에 혼합 투입하는 비교시험을 수

행하였다. 탄화 공정은 Fig. 1에 나타내었다. 

3. 결과 및 고찰

3.1. TGA 분석 결과

Rayon 섬유의 전처리 조건 중 침적 시간과 용액 따

른 열적특성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TGA분석에 의해 비교 평가하였다. TGA 그래프는 열

중량변화를 관찰한 것으로 상온에서 400℃까지의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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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3. TGA thermograms of pre-treated samples at various impregnation solutions and times ; (A) : H3PO4, (B) : H3PO4:NaCl = 1:0.5,

(C) : H3PO4:KMnO4 = 1:0.5, (D) : H3PO4:NaCl:KMnO4 = 1:0.5:0.5. 

변화에 따른 무게 변화를 관찰한 것이다. 
각 용액별로 25℃에서 1시간, 5시간, 15시간동안 침

적시킨 rayon 섬유를 증류수를 이용해 2~3회 세척 후 

70℃ Dry 오븐에서 건조시킨 시료의 열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Fig. 2에 나타냈다. 즉, 시간에 따른 조건변화를 

관찰했을 경우 Fig. 2의 (A)는 290~300℃부근에서 (B)
의 경우 약 310~320℃에서 기울기의 변화가 나타났고, 
(C)에서는 인산(H3PO4)으로 처리한 경우와 인산(H3PO4)
과 염화나트륨(NaCl)을 혼합하여 처리한 경우는 290~ 
310℃사이에서 기울기가 변화하였고 인산(H3PO4)과 과

망간산칼륨(KMnO4)으로 혼합한 경우와 인산(H3PO4)과 

염화나트륨(NaCl), 과망간산칼륨(KMnO4)으로 혼합한 

경우에는 약 290℃에서 완만한 곡선으로 기울기가 변

화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rayon 섬유 내의 전처리용액과 침적과정 중 강

산화제인 과망간산칼륨(KMnO4)의 영향으로 섬유의 중

량변화를 가져왔지만 섬유 내외적으로 과망간산칼륨

(KMnO4)의 망간염 및 칼륨염이 첨착되어 열적안정성

이 높아졌다고 판단된다. 또한 전처리 용액에 따른 최

적 조건을 알아보기 위해 같은 용액별로 TGA 그래프

로 비교한 결과 Fig. 3과 같이 나타났다. Fig. 3의 (A)는 

1시간, 5시간, 15시간 동안 인산(H3PO4)에서 전처리한 

rayon 섬유이며 1시간과 15시간의 경우 비슷한 온도에

서 기울기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으며 5시간에서 처

리한 경우 약 20℃증가한 온도에서 그래프의 변화를 

관찰 할 수 있었다. 
(B)는 인산(H3PO4)과 염화나트륨(NaCl)을 혼합한 용

액에서 rayon 섬유를 침적시킨 시료의 TGA그래프이며, 
(A)와 비슷하게 5시간으로 침적시킨 시료에서 약 20℃
정도 높은 온도에서 기울기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C)는 인산과 과망간산칼륨 용액을 혼합하여 침적

시킨 시료이며 침적 시간이 길어질수록 기울기의 변

화가 완만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열 안정성

의 온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D)는 

인산(H3PO4)과 염화나트륨(NaCl) 그리고 과망간산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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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4. TGA curves of the slope at various impregnation solutions and times ; (A) : 1hour, (B) : 5hour, (C) : 15hour, △W(%) : Residual

weight(%), △T : Temperature. 

륨(KMnO4)을 혼합하여 침적시킨 시료이며 (C)와 비슷

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염화나트륨(NaCl)의 영

향으로 인한 중량 변화의 감소가 적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앞서 rayon 섬유의 열중량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조

사하기 위하여 전처리 시간과 용액을 달리하여 TGA분

석에 의해 비교 평가하였다. 
그러나 TGA분석의 온도에 따른 중량변화에 대한 결

과만으로는 어느 정도의 열분해가 이뤄지는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전처리 조건에 따른 변화를 좀더 자

세히 알아보기 위해 시간과 용액별 시간별로 5℃ 구간

별로 나누어 TGA 기울기를 나타내었다. 즉, TGA그래

프 상에서 그려진 무게 감소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200℃~400℃간 간격 5℃씩 온도 차이에 따른 기울기 

값의 변화를 연속적으로 도식한 결과이며 이때 최고점

의 온도는 실제적으로 TGA그래프 상보다 무게변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다. Fig. 4는 같은 시간별

로 묶어 나타낸 것이며 (A), (B), (C)의 경우 인산

(H3PO4)과 과망간산칼륨(KMnO4), 인산(H3PO4)과 염화

나트륨 그리고 과망간산칼륨(KMnO4)의 혼합용액에서 

약 310 ~ 340℃까지의 온도에서 무게변화에 최고점을 

찍기 때문에 그 온도에서 가장 열분해가 많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5시간으로 침적시킨 시료가 1시간

과 15시간으로 침적시킨 시료보다 기울기의 변화폭이 

좁고 온도 변화 피크가 약 340℃에서 형성된 것을 확

인한 결과 5시간으로 침적시킨 시료가 내열성이 더 좋

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4의 같은 시간별 전처리 용

액과 Fig. 5의 같은 전처리 용액을 기울기를 이용해 비

교 분석한 결과 열안정성의 경우 1시간과 5시간에서 

침적 처리한 경우보다 5시간동안 침적 처리한 시료가 

내열성이 좋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기울기의 변

화만으로는 전체적인 열량증가에 따른 무게 감소율을 

직접적으로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쉽게 분석하

여 나타내기 위해 다시 한번 TGA의 기울기곡선을 로

그를 취하여 직선화하였다. 이는 각 직선의 기울기가 

크면 열에 의한 무게감소율이 크게 작용하는 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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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5. TGA curves of the slope at various impregnation solutions and times ; (A) : H3PO4, (B) : H3PO4:NaCl = 1:0.5, (C) : 

H3PO4:KMnO4 = 1:0.5, (D) : H3PO4:NaCl:KMnO4 = 1:0.5:0.5, △W(%) : Residual weight(%), △T : Temperature. 

판단할 수 있고 이를 비교하기 위해 같은 시간별, 같은 

용액별로 TGA의 기울기곡선을 로그를 취하였다. Fig. 
6은 같은 시간별의 TGA의 기울기곡선을 로그를 취한 

것으로 Fig. 6의 (a)의 경우 인산(H3PO4) 그리고 인산

(H3PO4)과 염화나트륨(NaCl)을 혼합하여 사용한 시료

의 기울기가 작게 나왔고, (b)의 경우 역시 (a)와 비슷

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c)는 (a), (b)와 다르게 인산(H3PO4)과 과망간산칼륨

(KMnO4) 혼합용액에서 침적한 것과 인산(H3PO4)과 염

화나트륨(NaCl), 과망간산칼륨(KMnO4)의 혼합용액에

서 침적시킨 용액에서 기울기가 작게 나왔다. 이는 침

적 시 과망간산칼륨(KMnO4)의 망간염과 칼륨염의 영

향으로 섬유 내외에 내열성 향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

로 사료된다. 또한 Fig. 7과 같이 같은 전처리 용액별 

TGA의 기울기곡선을 로그를 취하여 직선화하여 비교

해 본 결과 Fig. 7의 (a), (b), (c), (d)에서 1시간 처리한 

시료의 기울기가 가장 완만하여 무게감소가 가장 적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기울기를 Table 2에 나

타내었다.
이처럼 전처리 공정조건 중 시간과 용액에 따른 

TGA분석을 통해 rayon계 활성탄소섬유 제조 시 열적

안정성을 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적 시간의 영향을 

고려하여 1시간에서 5시간사이에 설정하여야 할 것이

다. 금속염의 경우는 이온화되어 rayon 섬유 내부로 침

투하여 존재하게 가져오기 위해서는 인산(H3PO4)을 단

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표면 첨착이 가능한 금속염과

의 혼합조성으로 섬유의 내열성 향상과 중량감소를 제

어하는 최적조성을 선되어 섬유에 첨착 될 수 있어야 

하며 이로써 내열성을 향상시켜 중량감소를 최소화하

는데 기여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침착된 금속염에 의

한 blocking 현상을 방지하는 최적 전처리 공정의 중요

성도 확인하였다. 

Table 2. Gradient for TGA curve slope

Gradient 1h 5h 15h

H -0.0475 -0.1812 -0.1442

HN -0.0474 -0.1946 -0.1638

HK -0.0748 -0.1773 -0.0877

HNK -0.0766 -0.1752 -0.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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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ㅔ

(b) (c)

Fig. 6. The weight loss at various impregnation solutions and times ; (A) : 1hour, (B) : 5hour, (C) : 15hour.

(a) (b)

(c) (d)

Fig. 7. The weight loss at various impregnation solutions and times ; (A) : H3PO4, (B) : H3PO4:NaCl = 1:0.5, (C) : H3PO4:KMnO4 = 

1:0.5, (D) : H3PO4:NaCl:KMnO4 = 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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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Fig. 8. SEM micrographs of ACF samples with carbonization at 700℃ or 800℃ ; (a) aH7, (b) aHN7, (c) aHK7, (d) aHNK7, (e) aH8, (f) 

aHN8, (g) aHK8, (h) aHNK8. 

3.2. 표면형상

탄화 과정은 안정화 과정과 함께 진행되며 상온에서 

300℃까지 4.58℃/min 승온속도로 300℃까지 도달시킨 

후 1시간동안 체류시키고 각각 700℃와 800℃ 그리고 

승온속도를 6.67℃/min와 8.33℃/min로 하여 1시간동안 

체류시켰다. 단, 탄화 시 300℃에서 1시간 체류시킨 후 

N2 gas와 steam을 동시에 혼합 투입하는 비교시험을 수

행하였다. N2 gas와 steam으로 rayon 섬유를 탄화시켰

을 때 기공을 형성시키는 작용 mechanism 및 기공형성

에 미치는 영향을 탄화 온도조건을 700℃와 800℃로 

각기 달리하여 형성된 rayon 섬유 표면변화를 관찰하

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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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Fig. 9. SEM micrographs of ACF samples with carbonization at 700℃ or 800℃ ; (a) bH7, (b) bHN7, (c) bHK7, (d) bHNK7, (e) bH8, (f)

bHN8, (g) bHK8, (h) bHNK8. 

1시간, 5시간, 15시간동안 침적시킨 시료의 탄화 공

정을 진행한 결과를 Fig. 8에 나타내었다. Fig. 8의 (a), 
(b), (c), (d)는 1시간 동안 침적시킨 시료에 N2 gas와 

steam을 혼합하여 700℃에서 제조한 섬유표면을 10,000

배로 확대하여 관찰한 결과이며 미세한 기공들로 이루

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800℃섬유표면의 경우에도 

(e), (f), (g), (h)에 나타난 바와 같이 700℃의 경우와 동

일하게 미세 기공들이 형성되었으나 균일성이 낮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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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Fig. 10. SEM micrographs of ACF samples with carbonization at 700℃ or 800℃ ; (a) cH7, (b) cHN7, (c) cHK7, (d) cHNK7, (e) cH8, (f)

cHN8, (g) cHK8, (h) cHNK8. 

며, 섬유의 두께감소 폭도 상대적으로 커졌다. 
Fig. 9는 5시간 동안 침적시킨 시료에 N2 gas와 

steam을 혼합하여 700℃에서 제조한 섬유는 Fig. 9의 

(a), (b), (c), (d)로 섬유 표면을 10,000배로 확대하여 관

찰한 결과 섬유표면에 기공이 형성되지 않은 것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또한 N2 gas와 steam을 혼합하여 80
0℃에서 제조한 섬유는 Fig. 9의 (e), (f), (g), (h)이며 

10,000배로 확대하여 관찰한 결과 (f), (g), (h)에서 섬유 

표면의 기공들이 형성된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f)에서는 많은 미세기공이 형성된 것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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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었고 (h)의 경우 (f)보다는 기공의 수는 적게 

보이지만 기공의 형태가 뚜렷이 나타나며 균일한 분포

로 형성되어 있고 기공의 크기가 비교적 큰 형상을 나

타내고 있다. 
Fig. 10은 15시간 동안 침적시킨 시료에 N2 gas와 

steam을 혼합하여 700℃에서 제조한 섬유는 (a), (b), 
(c), (d)로, 800℃에서 제조한 섬유는 (e), (f), (g), (h)이
며 각 섬유표면을 10,000배 확대한 것이다.

각 시료의 섬유표면을 관찰한 결과 기공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c), (d), (g), (h)의 섬유 표면에는 침적 시 사

용된 과망간산칼륨(KMnO4)의 칼륨염과 망간염이 고온

에서 첨착 되어 고착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N2 gas
와 steam을 동시에 공급하였을 때 섬유 표면에 기공이 

생성됨을 확인하였으며 1~5시간 사이에 침적 처리하였

을 경우에도 표면에 기공이 형성되었다. 결론적으로 

800℃에서 탄화공정을 진행하였을 경우가 섬유표면 기

공형성에 최적조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 론

전처리 시간과 용액조성을 변화시키면서 제조한 시

료의 TGA를 이용한 열무게 변화 결과와 탄화공정을 

거친 rayon 섬유의 전처리 시간과 용액 조성이 표면 기

공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SEM에 의해 관찰하여 특성

분석을 진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정확한 열분해 온도를 구하기 위하여 1시간, 5시
간, 15시간으로 침적시간을 구분하여 rayon 섬유의 

TGA 곡선의 기울기를 이용한 그래프로 분석한 결과 

최소 310℃부터 최대 340℃까지 열무게 변화를 관찰 

할 수 있었고 그 중 5시간으로 침적한 시료들이 온도

에 따른 무게변화의 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침적 용액에 따른 열무게 변화는 총 1시간, 15시

간보다 5시간으로 침적한 rayon 섬유가 최대 온도가 

340℃로 높게 나왔고 그 중 인산과 염화나트륨 혼한 

용액과 인산과 염화나트륨, 과망간산칼륨 혼합용액이 

가장 좋은 경향을 보였다. 
3) 각 TGA 기울기에서 보다 정확한 무게변화율을 

알아보기 위해 로그 곡선을 취했을 경우 1시간 침적했

을 경우가 가장 낮은 기울기 값을 보였다.
4) 각 시간별, 용액별 침적시킨 시료를 이용하여 70

0℃와 800℃로 탄화시켰을 경우 1시간 침적시킨 시료의 

경우 700℃와 800℃에서 모두 기공을 형성시키는 경향

을 보였으며, 5시간 침적시킨 시료의 경우 800℃에서만 

기공이 형성되는 것을 보였다. 그러나 15시간의 경우는 

700℃와 800℃모두 기공이 형성되지 못하였다.
5) 전처리 공정 중 침적 시간과 침적 용액을 달리하

여 온도에 따른 무게변화를 관찰한 TGA 분석결과는 1
시간, 5시간, 15시간동안 각 용액별로 침적시간을 변화

시킬 때침적시간이 길수록 시료의 열안정성이 좋았으

나 ACF 제조 공정시 morphology를 함께 고려한 최적

의 침적조건은 5시간 이내가 적당하였다.
6) 향후 본 연구에서 확립된 최적 전처리조건을 기

반으로 온도 및 시간의 변수에 따른 최적 안정화 공정

과 탄화 공정 연구를 추가로 진행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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