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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Lyocell fibers were used as a precursor in order to improve yield and strength of cellulose-based precursor while 
manufacturing activated carbon fiber(ACF). Lyocell fibers as a precursor for the preparation of ACF were surface-modified by reaction 
with 3-aminopropyltriethoxysilane(APTES) and pre-treated with KOH and H3PO4. Using aforementioned precursor, ACFs were 
prepared by a series of stabilization, carbonization and activation process at high temperatures. On each process, FT-IR, TGA, UTM and 
SEM were used to observe fibers' physical properties including structure and porous surfaces. FT-IR results proved that surface 
modification was achieved during stabilization, carbonization and activation process. TGA results during carbonization process found 
that surface modified fibers with APTES 0.02 mol(A2) showed higher thermostability, and extended pre-treatment increased yield. 
Especially, yield was found to have an increase of 10~20 wt% with surface modification during activation process. UTM results showed 
that tensile strength has the same order of concentration of APTES after surface modification, however, was found to show lower tensile 
strength than lyocell fibers after stabilization process. SEM results revealed that more homogeneous porosity control could be proceed 
after modifying the surface for the effective removal of hazardous sub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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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메르스와 같은 바이러스 예방, 황사 방지 및 공

기청정 등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마스크나 방독면 

제조 시 위해물질의 흡착제(absorbent)로써 기존 활성

탄(AC, Activated Carbon) 대체용 고효율 활성탄소섬유

(ACF)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ACF는 AC에 비

해 고가의 원료로 제조되지만 높은 비표면적과 표면 

미세기공 크기와 분포의 차별화로 빠른 흡⋅탈착속도 

및 제거효율을 보이고 있다1).
형태적 장점으로는 섬유형태로 제조되므로 제품화 

성형 시 충진 밀도에 따른 성능변화, 사용 및 재생 시 

분진의 발생이 없는 흡착제이다. 특히, 동일성능 제품

의 경량성으로 휴대와 취급이 용이하고, 고흡착 제거

능과 저투과저항성으로 액상 및 기상 등 다양한 사용

환경조건에서 사용될 수 있고, 금속 첨착 및 다양한 표

면처리를 통하여 응용분야를 확대시킬 수 있다2,3).
ACF 제조용 주요 전구체로는 재생 셀룰로오스계 레

이온(Rayon), 합성고분자 PAN(polyacrylonitrile)계 및 석

유정제 부산물인 Pitch계 등이 있다2). 특히 지구상 가

장 풍부하게 존재하는 천연고분자인 셀룰로오스계 전

구체를 이용한 ACF 제조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

으나 내열성 및 수율이 낮아 실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셀룰로오스계 전구체는 ACF의 제조 시 안정화 

공정(stabilization process), 탄화 및 활성화 공정

(carbonization & activation process)에서 단계적으로 가

해지는 고온의 열에 의해 화학조성과 구조 변화 및 섬

유의 중량감소를 동반한 열수축으로 PAN계 및 Pitch계
보다 기계적 물성이 떨어지고, 탄소수율이 낮은 단점

이 있어 제조 및 실용화에 어려움이 있다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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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셀룰로오스계 유래 전구체로 제조된 ACF
의 수율과 물성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재료의 표면개

질에 사용하는 실란 커플링제를 이용하고자 하였다. 
실란 커플링제는 합성수지, 도료, 접착제를 비롯한 각

종 복합제의 합성 및 성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R-Si(OR')3의 구조를 가지며 일반

적으로 1% 이하의 에탄올 혹은 메탄올 수용액에서 

R-Si(OH)3로 가수분해 된다. 가수분해를 위하여 산 또

는 염기를 첨가하고, 일정 시간 경과 후에 R-Si(OR')3의 

가수분해반응으로 R-Si(OH)3이 생성된다. Silanetriol은 

주변의 분자들과 축합 반응을 진행하여 이량체 및 삼

량체와 같은 올리고머(Oligomer)를 형성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3,4).
본 연구에서는 기존 레이온과 같은 재생셀룰로오스

계 소재이면서 상대적으로 큰 결정성, 우수한 기계적 

물성 및 친환경 공정으로 제조되는 리오셀 섬유를 전

구체로 선정하였다. 실란커플링제를 리오셀 섬유표면

에 반응시켜 개질한 후 고온제조공정 조건별로 섬유의 

열안정성, 물성 및 제조된 ACF의 기공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TGA, UTM, FT-IR, SEM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2. 실 험

2.1 실험 장치

본 연구는 ㈜효성에서 제조된 타이어코드용 1650데
니아(Denia), 900필라멘트(Filament) 규격의 리오셀 섬

유를 ACF 제조용 전구체로 사용하였다. 전구체 섬유

에 실란커플링제와 전처리용액을 이용한 ACF 제조를 

위한 전 공정을 3단계로 분류하여 Fig. 1에 나타내었

다. 전 공정의 3단계는 섬유 표면을 개질시키는 전처리

와 최종적인 물성⋅열안정성 향상과 기공생성을 위한 

전처리로 나뉘는 1단계 전처리 공정, 1차 열처리하여 

리오셀 섬유의 고온조건하 열안정성을 부여할 2단계 

안정화 공정, 최종적으로 탄소함량을 높이고 기공생성

을 통한 고효율 ACF를 제조할 3단계 탄화⋅활성화 공

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Fig. 1. Flowchart of 3-step process for preparation of ACF. 

Fig. 2.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apparatus for 
carbonization and activation process. 

안정화 공정은 600℃까지 온도 상승이 가능한 열처

리오븐(heat treatment oven)을 사용하여 공기분위기(air 
condition)하에서 수행하였고, 탄화⋅활성화 공정에는 

1200℃까지 온도상승이 가능한 탄화로(carbonization 
furnace)를 사용하였다. 탄화로는 직경 50 mm, 길이 

400 mm의 석영 재질의 반응기와 외부에서 N2가스와 

수증기를 유입시킬 수 있는 연결관으로 구성되었다. 
Fig. 2에는 탄화⋅활성화 공정을 진행하기 위한 실험 

장치 모식도를 나타내었다. 

2.2 전처리 공정

2.2.1 표면 개질을 위한 전처리

표면개질용 리오셀 섬유의 시료량에 따른 실험오차

를 줄이고 개질공정에 따른 변화를 용이하게 관찰하기 

위하여 섬유를 300 mm 길이로 10가닥을 시료 하나 단

위로 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리오셀 섬유 표면 개질 

반응용 실란커플링제로는 Aldrich사의 APTES를 사용

하였다. APTES 용매로는 에탄올과 증류수를 8:2(v/v%)
비율로 혼합하여 200 ml를 제조한 후, 아세트산을 이

용하여 pH를 4.5로 조절하여 사용하였다. 기존 연구에

서 pH4.5 조건에서는 실란의 가수분해 반응이 축합반

응 보다 우세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도 

단량체 형태로 리오셀 섬유 표면과 반응할 것으로 판

단되어 APTES 용매의 pH를 4.5로 고정하였다.5) 용매

를 30 min간 교반한 후 APTES를 가수분해 시키기 위

하여 조건별로 2.5 ml(0.01 mol), 5 ml(0.02 mol), 10 
ml(0.04 mol)를 혼합하고 1시간 동안 교반하여 APTES 
용액을 제조하였다. 가수분해 과정이 끝난 후에는 섬

유를 APTES 용액에 침적시키고 상온에서 3시간 동안 

표면 개질반응을 진행하였다. 표면 개질반응이 끝난 

섬유를 70℃ dry oven에서 6시간동안 건조한 후 증류

수 1L를 이용하여 20~30회 섬유가 팽윤되기까지 세척

하고 다시 70℃ dry oven에서 6시간 동안 건조하였다.
실란커플링제인 APTES의 리오셀 섬유표면과의 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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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roposed mechanism of surface modification reaction 
with lyocell fiber using APTES3).

분해 및 축합반응으로 예상되는 섬유표면의 개질 반응 

기작(mechanism)을 Fig. 3에 나타내었다.

2.2.2 기공형성을 위한 전처리

실란커플링제인 APTES와 반응하여 표면개질된 리

오셀 섬유는 H3PO4과 KOH 용액에 침적시켰다. KOH 
용액 1~3 M과 KOH 용액의 1/3 농도로 희석한 H3PO4 

용액을 제조하여 H3PO4 150 ml에 1시간, KOH 150 ml
에 1시간 동안 교대로 연속 침적시킨 후 70℃ dry oven
에서 1시간 건조 후 세척하여 후속공정용 시료로 사용

하였다. 비교실험용으로 KOH와 H3PO4 용액에 교대로 

연속 침전시키는 전처리 공정을 거치지 않은 APTES로 

표면개질된 리오셀 섬유시료를 대조군으로 특성을 관

찰하였다. 전처리공정 조건에 따라 분류한 시료명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Table 1. Sample classification by pre-treatment conditions

APTES
Pre-treatment (mol)
condition

0 0.01 0.02 0.04

Untreated by KOH & H3PO4 A0 A1 A2 A4

KOH 1M & H3PO4 1/3M A0K1 A1K1 A2K1 A4K1

KOH 2M & H3PO4 2/3M A0K2 A1K2 A2K2 A4K2

KOH 3M & H3PO4 1M A0K3 A1K3 A2K3 A4K3

2.3 안정화 및 탄화⋅활성화 공정

안정화 공정에서는 공기분위기에서 승온속도 5℃
/min으로 280℃까지 승온시킨 후 1시간 동안 체류시켰

다. 특히 안정화 조건은 250~300℃, 0~2시간의 범위 조

건에서의 사전실험을 통해 최적화 조건을 설정하였다. 
탄소원자는 고온(800℃ 이상)에서 선택적 반응을 통해 

산화되어 CO 또는 CO+H2로 제거되면서 기공을 형성

한다고 알려져 있다3). 따라서 탄화⋅활성화 공정은 불

활성 N2분위기에서 승온속도 25℃/min으로 800℃까지 

승온시켜 탄화시킨 후 800℃에서 30분 동안 체류시키

면서 N2가스를 운반가스로 수증기를 공급하여 활성화 

공정을 실시하였다.

2.4 분석

ACF 제조를 위한 리오셀 전구체의 표면개질, 전처

리, 안정화 및 탄화⋅활성화 공정 각 단계별로 대상 섬

유시료를 선정하여 다양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리오셀 섬유와 APTES와의 반응에 따른 개질 여부는 

FT-IR(Diglab, FTS-3000)에 의해 4,000~650 cm-1파장에

서 32회 scan하여 평균값으로 측정하였다.
표면개질, 전처리 및 안정화 공정 단계별 섬유시료

의 기계적 물성 변화는 UTM(Instron, E1000)에 의해 인

장강도 (tensile strength)를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시험

방법은 미국약전(USP) 규격중 “USP 881” 규격을 인용

하여 시험을 진행하였다. 
표면개질 및 안정화 공정 이후의 섬유의 열안정성은 

TGA(Linseis, L81-Ⅱ)에 의해 분석하였다. 표면개질 공

정 후 섬유시료의 분석은 공기분위기에서 5℃/min 승
온시켜 280℃에서 1시간 체류 조건이었으며, 안정화 

공정을 거친 섬유시료는 N2가스 5 L/min으로 불활성분

위기하에서 탄화조건과 동일한 25℃/min 승온속도로 

800℃까지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면개질 및 전처리조건이 안정화공정 및 탄화⋅활

성화 공정 이후 나타나는 섬유시료의 표면 변화, 기공

형성 및 제어에 미치는 영향은 SEM(Hitachi, S-3000H)
에 의해 관찰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표면 개질

리오셀 섬유 표면개질을 위한 전처리 공정에서의 

APTES의 결합과 도입 정도를 분석한 FT-IR 결과를 

Fig. 4~6에 나타내었다.
APTES 표면개질 및 세척⋅건조 한 후에 표면개질 

여부는 Si-OH (1020~1040 cm-1), Si-O-Si (1000~1100 
cm-1) 및 Si-O-C (1000~1100 cm-1)의 FT-IR 특성피크를 

통하여 분석 가능하다. 그러나 리오셀 섬유의 셀룰로

오스Ⅰ⋅Ⅱ 구조에서 나타나는 C-O 피크 위치와 오버

랩되어 정확한 APTES의 도입반응에 의한 표면 개질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하였다.
고온의 ACF 제조 공정에서는 유기물이 탄화되어 셀

룰로오스Ⅰ⋅Ⅱ 구조에 기인하는 피크가 감소하고 이

로 인하여 APTES의 무기결합 특성피크가 확인 가능하

다. 따라서 리오셀 섬유의 셀룰로오스Ⅰ⋅Ⅱ 구조가 변

화하는 단계인 안정화 및 탄화⋅활성화 공정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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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섬유시료의 FT-IR 결과를 Fig. 5~6에 나타내었다.
Fig. 5의 280℃에서 안정화시킨 리오셀 섬유의 FT-IR 

결과는 1000~1000 cm-1에서의 피크강도가 Fig. 4에 비

해 낮아진 경향을 보였으나, 안정화 공정에서는 리오

셀 섬유의 탈수반응, 탈수소화 반응 및 산소함량이 

8~12% 증가하는 섬유의 산화 반응도 동시에 이루어지

므로 명확한 표면개질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탄소함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방향족 고리의 

성장과 중합이 진행되는 고리화 반응이 일어나는 탄화

과정 이후의 FT-IR 분석결과를 통해 셀룰로오스Ⅰ⋅Ⅱ 

구조에 기인하는 C-O결합을 배제하고 표면 개질여부

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였다3). Fig. 6에서 보듯이 탄화⋅

활성화 이후 APTES로 전처리하지 않은 리오셀 섬유는 

Fig. 4. FT-IR spectra of modified lyocell fiber by APTES : 
(a)A0, (b)A1, (c)A2, (d)A4.

Fig. 5. FT-IR spectra of stabilized lyocell fiber : (a)A0, (b)A1, 
(c)A2, (d)A4.

Fig. 6. FT-IR spectra of carbonized and activated lyocell fiber 
: (a)A0, (b)A1, (c)A2, (d)A4.

1000~1000 cm-1에서 특성피크가 관찰되지 않는 반면에 

APTES로 전처리한 (b)~(d)의 경우 모두 특성피크가 관

찰되었다. 가장 저농도의 0.01 mol APTES로 전처리한 

시료인 (b)의 경우는 넓은 구간에 걸쳐 약한 피크가 관

찰된 반면 (c)와 (d)에서는 비교적 뚜렷한 피크가 명확

히 관찰되어 APTES의 결합과 도입에 의한 리오셀 섬

유 표면개질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 열안정성

APTES로 표면개질 또는 기공형성 전처리 공정까지 

거친 리오셀 섬유의 열적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안정화 공정 및 탄화공정 조건별로 제조한 시료들의 

온도에 따른 중량감소 평가를 위한 TGA 분석결과를 

Fig. 7~8에 각각 나타내었다.
Fig. 7에서 각 조건별 안정화 조건에서의 TGA 그래

프로 분석한 중량감소(wt%)는 A1 > A4 > A2 > A0 순
서였으며, A1의 경우 상대적으로 중량감소가 크게 나

타났다. 이는 APTES의 가수분해반응으로 형성된 실란

Fig. 7. TGA graphs of modified lyocell fiber by APTES (air 
condition, heating rate: 5℃/ min, dwell time: 1hr).

Fig. 8. TGA graphs of stabilized lyocell fiber : (a)A0, (b)A1, 
(c)A2, (d)A4 (N2 condition, heating rate: 25℃/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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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이 리오셀 섬유의 -OH기와 반응하여 C-O-Si(OH)3 형
태로 결합을 형성한 후 주변의 -Si(OH)3와 안정한 실록

산(Si-O-Si) 형태의 추가적인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았

기 때문일 것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농도의 APTES 용
액은 결합이 이루어져야 할 반응 site의 부족으로 실록

산 결합 보다는 안정성이 낮은 실란올 형태의 결합이 

많이 형성되어 280℃의 안정화 조건에서 탈수 및 탈수

소화 반응에 의해 많은 중량손실이 일어났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전체적으로 APTES 미처리 A0 시료에 비하여 

A1~A4 시료 모두 안정화 공정 조건인 280℃까지는 온

도상승에 따른 중량감소가 급속히 발생하였다. 이는 

APTES의 기능성기에 해당되는 3-아미노프로필기가 재

생셀룰로오스 섬유 중에서 결정성 및 내구성이 가장 

우수한 리오셀 섬유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열안정성을 

가져 초기 중량감소가 현저히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Fig. 8의 탄화 조건에서의 TGA 그래프는 Fig. 7의 안

정화 조건과 비슷한 양상의 중량감소 경향을 보였고, 
특히 A1 시료는 최종 중량감소가 57.0%로 가장 큰 중

량감소 폭을 보였다. 이는 두 번째로 중량감소가 크게 

일어난 A4(47.3%)보다도 약 10% 높은 결과로써 앞서 

언급한 실록산 결합의 불충분으로 인한 낮은 열안정성

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라 판단된다. 반면 A2 시료는 A0
보다도 낮은 41.2%의 중량감소폭을 보였다. APTES 농
도 증가에 따라 열안정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안정화 및 탄화조건에서 모두 A4 시료보다 낮은 

중량감소폭을 보여 가장 열안정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APTES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에톡시기

(C2H5O-)가 가수분해되어 실란올기를 형성한 후에 실

란올기 사이에 축합반응으로 인한 이량체, 삼량체 등

의 올리고머를 형성하게 된다. 이와 같은 올리고머의 

형성이 커플링제로서의 기능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리오셀 섬유 표면의 개질 정도가 저하된 것이라고 판

단된다3,4). 
특히 A2 시료는 300℃ 이후부터 중량감소 추세가 

급격히 줄어들며 500℃ 이후에는 A0보다도 낮은 중량

감소를 보였다. 300℃ 이상부터 기본적인 셀룰로오스 

구조에 기인하는 열분해가 가장 활발히 진행되는 구간

임을 감안하면 온도 상승에 따른 열에너지에 의해 반

응할 수 있는 기본 셀룰로오스 구조 형태에서 APTES 
표면개질에 따른 실록산 결합이 많은 부분 이루어져 

탄소의 CO 및 CO2 형태로의 산화화는 과정을 최소화

시켰을 것이다. 탄화과정까지의 표면개질 유무에 따른 

중량감소를 고려한 최적 APTES 전처리 조건은 A2 시
료 제조 조건이었다.

Fig. 9. Yield(wt%) of lyocell-based ACF modified by APTES.

ACF 제조시 최종 공정인 활성화 공정을 거친 이후

의 시료별 수율(yield, wt%)을 Fig. 9에 나타내었다.
Fig. 9에서 보듯이 탄화조건에서의 TGA그래프의 양

상과 달리 활성화공정 진행 후의 수율은 A1(21.1 wt 
%), A2(19.4 wt%) 및 A4(20.5 wt%) 이었으며, 표면개질

하지 않은 리오셀 섬유 A0(15.4 wt%) 시료보다 상대적

으로 높은 최종수율을 나타내었다. 탄화조건까지의 수

율은 A1 시료의 43 wt%부터 A2 시료 59 wt%까지였음

을 고려하면 활성화 공정에서 약 20~30 wt%의 중량감

소가 이루어졌다. 반면 A0 시료는 55.6 wt%에서 15.4 
wt%로 약 40 wt%의 높은 중량감소를 나타내어 APTES
에 의한 전처리 공정의 도입이 ACF 제조시 열안정성

과 수율향상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된다. 
탄화 공정 이후 활성화공정에서만의 중량감소율은

A2(39.4 wt%) > A4(32.2 wt%) > A1(21.9 wt%)로 앞선 

탄화공정과 대조적인 결과를 나타내었다. 표면개질 효

과가 적다고 판단된 A1 시료의 경우 상대적으로 탄화

과정에서 함유탄소의 대부분이 열분해되어 오히려 활

성화 공정에서는 적은 중량감소를 보인 것으로 판단되

었다. 반면 A2와 A4 시료의 경우는 탄화과정에서의 열

분해율이 낮았으나 활성화 공정에서는 미열분해 되었

던 탄소까지 같이 산화반응에 참여하여 A1 시료에 비

해 더 큰 중량감소를 나타내었다. 
탄화⋅활성화 공정을 종합한 결과, 탄화공정까지는 

APTES를 이용한 표면개질 효과를 보였으나, 활성화 

공정에서는 고온 및 활성가스로 인한 높은 반응성으로 

표면개질 효과가 감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면개질 

효과를 최종 ACF까지 유지하기 위한 활성화 공정 최

적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3 인장강도

AC에 비하여 ACF가 갖는 다양한 형태의 유해물질

흡착제거용 안전용품을 제조할 수 있는 섬유상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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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ensile strength of surface modified and stabilized 
samples

(a) Surface modification

Sample A0 A1 A2 A4

Tensile strength (Mpa) 109.97 96.27 117.70 116.89

(b) Stabilization

Sample A0 A1 A2 A4

Tensile strength (Mpa) 19.25 6.59 10.99 11.98

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강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탄소함량이 높은 ACF의 인장강도를 측정하기에는 한

계가 있으므로 APTES 표면개질 및 안정화 공정 이후

에 각각 측정한 인장강도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Table 2의 (a)에서 보듯이 APTES에 의한 표면개질 

이후 섬유의 인장강도 값은 A2와 A4 시료 모두 미개

질 A0 시료보다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TGA 그래

프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A1 시료의 경우 낮은 실록

산 축합반응율이 인장강도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며, 
A2와 A4 시료는 인장강도가 소폭 증가하였다. 인장강

도와 열안정성 측면을 고려하면 A2 시료의 전처리 조

건이 섬유표면개질의 최적 조건이었다.
Table 2의 (b)에서 보듯이 안정화 이후에는 표면 개

질한 리오셀 섬유의 인장강도는 개질하지 않은 섬유에 

비해 약 7~13 Mpa 정도 낮게 분석되었다. 이는 안정화 

공정에서는 탈수 및 탈수소화 반응을 거쳐 동시에 탄

소가 다중결합을 형성하는 고리화 반응이 진행된다. 
그러나 표면개질 시킨 경우에는 고리화 반응이 진행되

기 위한 탄소의 결합 site에 오히려 실란올 및 실록산의 

형태로 결합되어 있어서 고리화 반응이 진행되지 못하

여 안정화 공정 이후에 인장강도가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3.4 전처리 용액

APTES 표면개질 이후 기공형성과 수율향상을 위하

여 KOH와 H3PO4을 이용한 전처리 후 열안정성 변화

를 관찰한 TGA 결과를 Fig. 10에 나타내었다. 
TGA 분석 조건이 탄화공정과정과 동일하므로 KOH

에 의한 기공형성보다는 H3PO4에 의한 수율 변화가 기

대되어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전처리용액의 농도 증

가에 따른 수율은 A0 시료(35→58 wt%)와 A2 시료(40
→63 wt%)가 23 wt%로 가장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

였다. 반면, A1 시료는 증가폭이 미미하였고 A4 시료

는 Table 1에 나타냈던 K1~K2 농도 시료가 가장 높은 

수율(60 wt%)을 보였으며 고농도 K3(50 wt%)에서는 

(a)

(b)

(c)

Fig. 10. TGA graphs of lyocell fiber stabilized with different 
pre-treatment solution (KOH & H3PO4) (a)1&1/3, (b)2&2/3, 

(c)3&1(N2 condition, heating rate: 25℃/min). 

오히려 감소하였다. 균일하게 구조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A2시료와 리오셀 섬유의 경우는 전처리 농

도에 따라 반응성이 증가하면서 꾸준한 증가를 보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A4 시료의 경우는 올리고머 형태

의 불규칙한 개질표면을 형성하므로 전처리 용액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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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11. SEM photographs of lyocell-based ACF surface in pre-treatment by KOH 2M & H3PO4 2/3M : (a)A0, (b)A1, (c)A2, (d)A4.

반응성보다는 단순한 용액 침적에 의해 높은 수율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3.5 섬유 표면

기공형성을 위한 전처리용액 중 KOH는 K가 탄소와 

층간화합물을 형성하거나 내부로 확산하여 미세기공

을 형성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H3PO4은 일반적으로 알

려진 난연제로써 셀룰로오스 섬유의 열안정성 및 열수

축성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ACF 제
조에 있어서 필수적인 전처리 용액이라 할 수 있다5,6).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전처리 농도에 따른 활성화 이후 

수율은 Table 3과 같으며 이에 따라 가장 높은 수율의 

KOH 2M 및 H3PO4 2/3M을 사용한 ACF의 표면 SEM 
사진을 Fig. 10에 나타내었다. 

ACF 표면의 기공을 관찰한 결과, Fig. 11(a), (b), (d)
에서 보듯이 APTES로 표면개질하지 않은 리오셀 섬유 

전구체인 A0 시료로 제조한 ACF 표면에는 표면개질

Table 3. Yield(%) of lyocell-based ACF in different pre- 
treatment solution

KOH & H3PO4 1 & 1/3 2 & 2/3 3 & 1

yield (%) 11.83 15.81 8.06

된 A1 및 A4 시료로 제조한 ACF 표면에 비해 무수한 

미세 기공이 형성되었다. 이는 개질된 표면 부분에서

는 내열성의 향상으로 탄소의 열분해에 의한 기공형성 

기작이 방해받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Fig. 11(c)에서 

보듯이 A2 시료로 제조된 ACF의 표면에는 균일한 크

기의 기공이 고르게 분포한 것을 볼 수 있어 전처리 조

건에 따라 기공형성 과 제어가 가능 할 것이므로 후속 

연구로 수행 할 예정이다. 

4. 결 론

본 연구는 셀룰로오스계 섬유를 전구체로 한 A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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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시 발생되는 낮은 수율과 물성을 향상시키기 위

한 목적으로 실란커플링제인 APTES로 재생셀룰로오

스계 리오셀 섬유의 표면개질에 따른 공정 단계별 특

성변화를 분석하여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1) APTES에 의한 리오셀 섬유의 표면개질 여부 및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FT-IR 분석을 실시한 결과, 셀룰

로오스 구조가 가지고 있는 C-O 피크와 오버랩되어 표

면개질 이후에는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탄화⋅활성화 

이후 Si-O-Si 및 Si-O-C 피크의 존재를 확인하여 표면

개질이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2) 표면개질에 따른 열안정성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안정화 및 탄화 조건에서의 TGA 그래프와 활성화 이

후 최종 수율을 무게변화로 측정한 결과 Si결합에 의

한 열안정성이 향상되었으며, 최적의 표면개질 조건은 

A2 시료의 전처리 조건이었다. 
3) 섬유의 인장강도를 측정한 결과 표면개질 이후에

는 섬유표면에 코팅된 Si결합에 의해 강도가 증가하였

으나 안정화 공정 이후에는 인장강도가 오히려 감소하

여 APTES를 통한 표면개질이 셀룰로오스 구조의 안정

화 공정에서의 고리화 반응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4) KOH와 H3PO4 전처리 용액이 표면개질한 리오셀 

섬유 시료에 미치는 영향을 공정단계별로 TGA에 의해 

분석한 결과, 표면개질된 A2 시료와 표면 미개질 A0 
시료는 전처리용액 농도 증가에 따라 최종 제품인 

ACF 수율이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5) ACF 표면의 기공형성을 SEM으로 관찰한 결과 

표면개질 A2 시료로 제조한 ACF가 표면 미개질 A0 
시료로 제조한 ACF 표면보다 균일한 기공 크기와 분

포를 나타내었다.

6) 국민보건안전을 위한 특정 유해물질을 고효율로 

흡착제거하기 위해서는 ACF 표면에 단순히 많은 기공

을 형성시키는 비표면적 상승이 아닌 기공의 수, 크기 

및 형태를 정밀 제어하는 기술개발연구에 더 다양하고 

체계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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