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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섬유 교질-현탁액내 PAE 고분자 전해질의 흡착성향과 Lanumuir 및 Freundlich国 흡착 평형에 

대한 열역학적 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섬유의 계면동전위적 특성은 흐름/기적 방법의 제타전위 측정 

에 의해 분석되었고, PAE 고분자 흡착량은 고분자 전해질용액의 PCD 적정을 통해 측정되었다. PAE 고분자 내첨은 

지료의 제타전위에 크게 영향을 미쳤으며 내첨 초기에는 제타전위 상승 효과가 크게 나타났지만 시간의 경과와 함께 

전하 감쇄현상을 나타내었다. RAE 고분자는 저온 또는 상온에서 준-Langmuir 흡착 거동을 보여주었으나 온도가 증 

가하면서 Freundlich 지수항(v)이 비례적2로 높아지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PAE 고분자의 Gibbs 흡착 자유에너지로 

부터 산출한 트레인 수(Nseg)는 상온에서 약 7逐의 범위로 나타났고 고분자 고리의 노출반경은 약 215 nm로서 10 oC 
온도상승에 대해 점차 9%씩 증가하였다. 지료 내 PAE 고분자의 흡착 엔탈피는 -27~-29kJ/m이이며 저에너지 물리 

흡착임이 규명되었다.

주제어: PAE, 제지, 고분자 흡착, 랭뮤어, 엔탈피

ABSTRACT.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thermodynamic features of polyelecrolytic adsorption of polyami- 
doamine-epichlorohydrin(PAE) in a papermaking wet-end. The PAE adsorption experiments were conducted in a stirred 
jar containing an aqueous fibrous suspension and evaluated in terms of Langmuir and Freundlich parameters. The elec- 
trokinetic property of a stock was examined by measuring the zeta potential of each colloidal suspension. The poly- 
electrolytic PCD titration was employed to determine the adsorbed amounts of PAE polymer. The zeta potential of a 
stock, being varied significantly depending upon the addition of PAE polymer, showed initially a sharp increase and later 
an exponential decay as a function of time . The PAE adsorption exhibited a pseudo-Langmuir adsorption behavior at 
20 oC, whereas its Freundlich power(v) increased in a proportional way at an elevated temperature. The train numbers 
calculated on the basis of adsorption thermodynamics were 7 to 8. The length of the extended loop of PAE was calcu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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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215 nm at 20 oC and increased at a rate of 9% at every 10 oC rise in temperature. The PAE adsorption was proven 
to be an exothermic physisorption with the estimated adsorption enthalpy of -27 to -29 kJ/mol.

Keywords: PAE, Papermaking, Polymer Adsorption, Langmuir, Enthalpy

서 론

Polyamidoamine-epichlorohydrin(PAE) 수지는 종이 의 

습윤강도 (wet-strength)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지산업에 

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습부 (wet-end) 내첨제로서 기존 

의 요소수지나 멜라민 수지에 비해 중성 및 알칼리성 

초지 (papermaking) 조건에서도 습강 발현이 높다는 장 

점을 갖고 있다. PAE 고분자에는 azetidinium 작용기 라 

고 부르는 4차 aminochlorohydrin기가 형성되어 있어 

수용액 내에서 양이온성 고분자 전해질로서 거동하게 

되고 펄프섬유 표면의 음이온성 carboxyl기와 정전기적 

인력 이 작용하여 섬유 표면으로 이끌리고 정 착하게 하 

는 기능을 갖는다. PAE 수지가 종이의 습윤강도를 발 

현시키는데 최소한 두 종류의 반응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 하나는 한 분자쇄의 azetidinium 
작용기가 다른 분자쇄의 少卜 아민기와 반응하여 분자 

쇄 간 가교결합을 형성시키는 기능이며 또 하나는 한 

분자쇄에서이상의 azetidinium 작용기가 두 개의 

섬유 사이에서 각 섬유의 carboxyl기와 반응하여 섬유 

간 가교결합을 형성시키는 기능이다. 이러한 반응은 고 

온의 건조과정에서 이루어 지며 이를 내첨 고분자의 경 

화 (curing) 또는 숙성으로 표현한다. 습부에서 섬유에 

대한 PAE 고분자의 흡착기능은 습윤강도 발현을 결정 

하기 위한 1차적 요인이기 때문에 고분자의 흡착 성향 

은 초지 시 고분자의 보류(retention彊 결정하는 기본 인 

자라고 할 수 있고 섬유 표면의 음이온성, 펄프 농도, 

흡착 시간, 고분자 내첨율 및 펄프 고해도(beating degree) 
등의 습부 인자에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섬유 현탁 

액 내에서 섬유에 대한 PAE 고분자 물질의 흡착 특성 

을 이해하는 것은 최적 공정효율 유지와 품질향상을 위 

한 습부 콘트롤의 선행 조건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이 

를 위해 분자 흡착 개념의 기초 과학적 응용 연구의 필 

요성이 대두 된다. 현탁액에서의 섬유 또는 비섬유소 

재료에 대한 각종 고분자 물질의 흡착에 관한 연구로는 

CMC 에 대한 양이온성 계면활성제 또는 양성 전분의 

흡착에 관한 연구1 및 셀룰로오스에 대한 양이온성 

polyacrylamide] 흡착에 관한 연구,2 셀룰로오스 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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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습부 양성전분의 흡착특성,3 표백 아황산 펄프 

에 대한 polyacrylamide와 polyethylenimine의 흡착 특 

성에 관한 연구；4 등을 비롯하여 크라프트 펄프에 대 

해 양이온성 polyacrylamide] 흡착에 관한 연구,5 펄프 

및 충전제에 대한 양성전분의 흡착특성 연구,6 kaolin clay 
에 대한 poly(acrylate)의 흡착에 관한 연구,7 Polystyrene 
용액에서 poly(vinyl alcohol)의 흡착에 관한 연구,8 탈 

크에 대한 polyethylene/polypropylene oxide 블록 공중 

합체의 흡착에 관한 연구,9 음이온으로 하전된 montmor
illonite] 대한 양이온성 고분자의 흡착에 관한 연구10 

등 다수가 존재하며 대부분 흡착 고분자의 농도 변화에 

대한 등온 흡착량의 변화를 측정한 것이 공통적이다. 고 

분자 물질의 흡착 현상에 대한 속도론적 연구로서 셀룰 

로오스 섬유에 대한 polyethylenimin贸 흡착 속도 연구,11 

표백 아황산 펄프에 대한 polyethylenimin 館I 흡착 속도 

에 관한 연구,4,12 표백 아황산 펄프에 대한 polyethylenimine 
흡착의 전기영동적 효과에 관한 연구,4,13 셀룰로오스 섬 

유에 대한 양이온성 고분자전해질의 흡착 속도에 관한 

연구,14 난류 흐름에서의 펄프섬유에 대한 양이온성 고분 

자전해질의 흡착 속도에 관한 연구,15 난류 조건에서의 실 

리카에 대한 고분자 흡착, 분자 재배향, 개열 속도 등에 

관한 연구16,17 및 Polystyrene 라텍스 용액에서의 polyall- 
ylamin館I 흡착 속도에 관한 연구18 등 다수의 연구결과 

가 보고된 바 있다. 반면 습윤강도 수지로서 PAE 고분자 

의 내첨 사용율이 최근 현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펄프섬유에 대한 PAE 고분자의 흡착 특성에 관한 

교질화학적 연구는 전무한 상태로서 PAE 고분자의 최적 

응용을 위한 학술적 연구 자료가 각별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지공정 습부 교질계에서 

의 PAE 고분자 전해질의 흡착 성향과 계면동전적 특성 

및 Langmuir와 Freundlich양식의 흡착 평형에 대한 열역 

학적 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실험방법

PAE 내첨 고분자는 Hercules 사로부터 제공받은 것 

으로서 분자량이 약 50만 a.m.u. 이고 전하밀도는 약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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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q/g 인 시료를 사용하였다. 각 지료는 0.5%로 조성한 

상태에서 흡착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1차 실험에서는 온 

도를 20, 30 및 40 oC의 3 수준으로 달리하여 등온 흡 

착을 실시하였다. 少卜 실험에서는 흡착 자리-억제제로 

IAC를 각각 AI2O3 기준 0, 0.013, 0.025 및 0.05% 첨가 

하여 전처 리한 후 RAE 고분자를 (网서 16 mg/g-fiber까 

지 증가시키며 흡착 실험을 진행하였고, 각 시료는 300 
rpm의 교반속도에서 堰간 반응시간을 유지하였다. 흡 

착-반응이 끝난 시료는 원심분리 후 상등액을 10 mL씩 

채취하였고 입자 전하측정기(particle charge detector, 
PCD-O3 pH厝 사용하여 상등액내 잔유 RAE 고분자량 

을 측정하였는데 적정 액은 0.001N PES-Na 고분자전해 

질 용액을 碧당 0.02 mL 속도로 주입하면서 전기 중 

화점까지 적정하였다. PAE 고분자 내첨 지료(paper 
stock泛 0.2% 농도의 현탁액으로 조성 한 후 72 mesh 
금망에서 초지하여 기준 평량 100 g/m2의 수초지로 제 

작하였다. 초지시 지료 분산성은 M/K 지층 불균일도 

(non-uniformity index, NUI 厝 측정한 후 그 값의 역수 

로 부터 분산 균일도 (uniformity index, UI)를 환산하여 

사용하였다. UI 값의 계산 방식은 식 (1)에 나타낸 바 

와 같다.

UI =丄=-
NUI GI (1)

여기에서 四 및 0!는 측정된 투과광의 강도 분포에 

대한 각각의 산술평균과 표준편차의 값을 나타낸다. 제 

타 전위측정을 위해 섬유 현탁액의 농도를 2.05%로 

농축시키고 매 측정시 250 g을 채취하여 300 rpm으로 

교반하면서 이산화티탄(TC)과 화이트카본을 첨가한 

후 PAE를 내첨하여 시료를 조제하였다. 각 시료는 5분간 

반응시킨 뒤 증류수 750 g을 가하여 약 0.5%의 희석액으 

로 한 후 흐름전위 (streaming potential) 측정기 (Model: 
SZP-04：厝 사용하여 제타전위를 측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PAE 고분자 흡착 성향

PAE 수지는 제지 습부에 내첨 시 고분자 사슬에 존 

재하는 azetidinium ion내 4가 아민의 작용기에 의해 양 

이온성 고분자 전해질로서 거동하게 되고 지료 내에서 

음전하의 펄프섬유와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여 섬유 

표면으로 이끌리어 흡착하게 된다. 초지시 내첨 고분자

Fig. 1. Hypothetical model of a PAE polymer chain adsorbed 
from a aqueous phase on a fiber surface.

가 섬유표면에 흡착하여 습지에 보류되는 정도는 초지 

효율과 종이 물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로서 작용할 

뿐 아니라 미세물질 보류기능과 탈수(drainage) 특성, 

초지수율(papermachine yield) 및 순환 백수(white water) 
의 탁도 등에 영향하여 품질은 물론 제지공정의 전반적 

인 경제성을 좌우하게 된다. 용액내에서 고분자 전해질 

이 고체 표면에 흡착하는 이론적 모델은 Hesselink19-20 

에 의해 제안되어 일반화되었고 이를 근거로 양이온성 

PAE 고분자가 음이온성 섬유표면에 대해 흡착할 수 있 

는 형태의 가상의 모델을 나타내면 Fig. 1과 같다.

Fig. 1에 묘사된 바와 같이 섬유 표면에서의 고분자 

흡착형태는 액상으로 길게 확장해 있는 고리 (loop)부분 

과 섬유표면과 흡착하여 접촉 또는 결합하고 있는 트레 

인 (train) 부분 그리고 느슨한 형태로 끝나는 꼬리 (tail) 
부분 등 3 부위로 구분하여 설명될 수 있다. 흡착 고분 

자의 고리 부위는 트레 인 부위를 사이에 두고 교호적으 

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트레인의 개수는 흡착의 강도 

와 비례하게 되고 반면 고리의 확장범위와 반비례하는 

관계를 갖게 된다. 고리의 확장범위는 지료내에서 단일 

섬유의 유동학적 특성을 지배하게 되고 또한 섬유간 물 

리화학적 상호작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되지만 본 고에서는 자세한 고찰은 생 

략한다. Fig. 2는 PAE 수지의 섬유 표면에 대한 흡착 

특성을 나타낸 그림으로서 PAE첨가량 수준이 0.8〜0.9% 
까지는 100% 흡착을 보여주고 있으나 그 이상에서는 

흡착률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그 

림에서와 같이 PAE 흡착 특성은 단분자층 흡착의 

Langmuir식 흡착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흡착체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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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dsorption characteristics of PAE polymer adsorbent 
on fiber; the solid line indicates the hypothetical 100% 
adsor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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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E polymer addition, % on ODF

Fig. 3. Zeta-potential change of fiber suspension as a func
tion of PAE polymer addition level.

가 고체면과 액상에서 열적 평형상태에 있게 되며 최대 

포화 흡착량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Fig. 泠 BAE 고분자의 내첨량에 대한 섬유의 제타전 

위 의존도를 나타낸 그림으로서 PAE 고분자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제타전위도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타전위는 섬유 표면의 확산-전기 이중층 (electric 
double layer) 내 유동학적 전단면에서 측정되는 계연- 

동전위적 전위차로서 교질 입자간 분산과 응집에대한 

상호작용에너지를 결정하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제 

타전위가 음의 영역에 있는 경우는 교질입자간 응집력 

보다는 분산성이 우세한 상태이나 0 mV에 가까워질수 

록 응집성향이 증가하고 0 mV가 되면 최대 값에 접근 

하게 되어 초지시 최적의 보류도를 나타내게 된다. 양 

이온성 고분자가 필요 이상으로 내첨된 경우 제타전위 

가 양의 값을 갖게 되고 이를 과잉-양전하 (over-cation) 

상태라 부르며 이때는 내첨된 약품 자체가 지필 (paper 

web)에 보류되지 않고 금망(wire), 모포(press felt), 캔 

버스(dryer canvas) 또는 롤 표며 (roll surface) 등에 달 

라붙어 오염을 일으키는 근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Fig. 3에서는 PAE 고분자 투입율이 0.2% 수준에서 제 

타전위가 0 mV를 넘어서고 그 이상의 내첨 수준에서 

는 표면전하가 음에서 양의 값으로 전환되는 현상을 보 

여주고 있다. 그러나, 임의의 PAE 고분자 투입율에 대 

해 나타난 제타전위는 절대적인 값은 아니며 원료, 고 

해도, 지료농도 및 접촉시간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는 

변수이다. 특히 접족시간에 대해 제타전위는 지수함수 

적 감쇄효과를 나타내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조건이 동일한 경우 양이온성 고분자의 내첨 초기에는 

대부분 양의 값으로 나타나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음 

의 값으로 반전하게 된다. Fig. 4는 PAE 고분자의 내첨 

직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제타전위가 변화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0.3% PAE 고분자 내첨 초기에는 양 

의 값을 보여주고 있어 Fig. 捎 결과와 일치하나 시간 

이 약 2〜3분 경과된 후에는 0 mV를 지나 다시 음의 값 

으로 반전되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PAE 고분자가 흡착된 후 시간의 함수로서 표면 전위 

가 감쇄하는 현상은 흡착된 고분자가 점차 섬유표면 가 

까이에서 흡착 형태를 재배열하고 섬유 표면에 존재하 

는 미세공극을 통해 분자쇄가 내부로 확산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21

PAE 고분자의 LangmuiA1 흡착 평형

섬유 교질-현탁액의 섬유 표면에 흡착된 PAE 고분자 

가 액상에 유리된 PAE 고분자와 열역학적 평형관계에

>E-
뜨

艺응

 d

 응

z

Fig. 4. Charge decay exhibited by 0.3% PAE adsorbed onto 
fibers.

2003, Vol. 47, No. 3



224 윤성훈 • 주광석 • 이태원 • 김건한 • 박병빈

있는 상태를 가상하면 다음과 같이 RAE 분자의 흡착 

과정을 정반응으로 하고 탈착 과정을 역반응으로한 화 

학 평형식을 도식할 수 있다.

PAE(l) + S尸PAE - Sf+ HO;膈,知 (2)

여기에서 PAE(l), Sf 및 PAE- Sf 는 각각 액상에서 유 

리 상태인 PAE 고분자, 섬유 표면의 활성부위(active 
site) 및 BAE-섬유의 흡착 상태를 나타내며 血必와 瞄 

는 각각의 속도상수에 해당한다. 액상에 존재하는 BAE 
고분자 물질이 섬유 표면으로 흡착할 수 있는 정도를 

고분자의 포집율(。尽서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는데,

e 空의旦 ⑶

1 PAE, 8

여기에서 rpAE 및「PAE.8는 각각 섬유 표면에 흡착된 

BAE 고분자의 임의의 량 및 최대 포화량을 나타낸다. 

고분자 포집율이 현탁액상에 존재하는 BAE 고분자 물 

질의 농도와 고분자가 흡착 가능한 섬유 흡착부위의 

양 사이에서 정량적인 함수 관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Langmuir 형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 

은 PAE 고분자의 흡착 등온식22이 얻어진다.

CPAE = 스씜 ⑷

1 — e

위 식에서 Cja느 액상내 섬유 전건 중량을 기준으로 

표현한 PAE 고분자 농도이며 Kad은 PAE 고분자의 

섬유 흡착에 대한 평형상수로서 kadJkd或 해당하고 고 

분자 포집율과는 독립적인 값이다. 식 (4)를 e에 대해 

정리하고 식 (3着 대입하면 다음 식이 얻어진다.

1-----
Lae

--- 1--- +
Tpae,8

(--—^—
\KadsrPAE,8

(5)

식 (5)를 사용하여 실험적으로 측정한 Fpa^\ 역수에 

대한 Cpa^\ 역수를 도시하면 절편으로부터 PAE 고분 

자 최대 흡착량 (「paeQ 이 결정될 수 있고 기울기로부터 

PAE 고분자 흡착평형상수 (Kds가 계산된다. Table 1은 

지료의 온도를 20, 30, 40oC의 세 수준으로 달리하여 

PAE 고분자 흡착 실험을 행하고 그때 얻어진 자료를 

식 (5网 근거하여 회귀 분석한 결과로서 Langmuir 등 

온흡착 상수와 함께 나타낸 표이다.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료의 온도는 PAE 고 

분자의 흡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지료 온 

도가 높아짐에 따라 섬유에 대한 최대 흡착량 (Mpae,。。) 
은 감소하는 반면 흡착 평형상수의 값 (Kads)은 증가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

PAE 고분자의 Freundlich시 흡착 평형

지료 교질-현탁액내 펄프섬유의 BAE 고분자 흡착에 

대한 Langmuir식 접근 방법에 있어서는 섬유 표면에 

존재하는 모든 활성부위가 균일하며 따라서 흡착된 BAE 
고분자가 갖는 결합에너지는 흡착 위치에 관계없이 항 

상 일정하다는 가정에 근거된 것이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지료 현탁액 내 펄프섬유는 다양한 종류의 식 

물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개개의 섬유에 대해서도 

세포벽의 화학적 조성과 미시적 구조 또한 불균일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의 가정으로부터 출발한 Langmuir 
등온 흡착이론은 경우에 따라 약간의 수정 이 요구될 수 

도 있다. 동일한 펄프 섬유라 할지라도 흡착 부위에 대 

한 BAE 고분자의 흡착은 이웃하는 활성 부위의 BAE 
흡착체 존재여부에 큰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 지 

료 현탁액 내 PAC 고분자의 농도가 매우 낮은 경우 

(KadsCpAE《 1) Langmuir형식의 흡착등온식은 다음과 같 

이 단순화 된 형태로 될 수 있다.

e = KadsCPAE (6)

그러나 대부분 낮은 농도에서도 위 식이 그대로 적용 

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Langmuir 형식의 흡착 등 

온식을 다른 방법으로 수정을 가하여 다음의

Table 1.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for Langmuir isothermal adsorption of BAE polymers on fiber surfaces at three different tem
peratures.

Temp.
(oC)

Regresson data Langmuir parameters

y-intercept slope R2 Mpae, 8 Kads

20 0.0174 0.878 0.98 57.471 0.020
30 0.0232 0.840 0.98 43.104 0.028
40 0.0318 0.790 0.98 31.447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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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for Freundlich isothermal adsorption of PAE polymers on fiber surfaces.

Temp.
(oC)

Regresson data Freundlich parameters

y-intercept slope R2 v Kads

20 -3.6732 0.8103 0.97 1.22 0.025
30 -3.2974 0.7634 0.96 1.32 0.037
40 -2.8920 0.7095 0.98 1.41 0.055

Freundlich형식의 흡착등온식23 형태를 만들어 볼 수가 

있다. 즉,

YPAE _ K C 、1/V m
---------- Kads( CPAE) (7) 
丄 PAE,8

여기 에서 지수항의 v는 중］니의 상수로서 Langmuir 등 

온흡착식 이 이상적 상태에서의 흡착평형을다룬 것이라 

고 한다면 v는 흡착의 이상성 E로부터 벗어난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척도에 해당한다. v는 섬유 표면 흡착 

부위 혹은 활성부위 간의 균일성을 정량적纟로 나타내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대개 1보다 큰 값을 갖는 것이 

보통이다. v의 값이 1에 가까울 수록 Langmuir 등온 

흡착 이론식에 적합하고 1보다 크거나 작은 값을 나타 

낼수록 섬유 표면 활성 부위의 불균일도가 높은 것이 

다. 위 식의 양변을 자연로그로 취하면 다음과 같다.

ln (rE~) = ln Kads+Vln Cpae (8)

식 (8归］ 근거 하면 lnCPAE를 ln(「PAE /「PAE,8)刈 대 하여 

도시했을 때 얻어지는 직선의 기울기로부터 PAE 고분 

자의 펄프섬유 흡착에 대한 이상성의 척도 v 값과 흡착 

평형상수를 산출해 낼 수 있다. Table 2는 위에서 언급 

한 방식2로 Freundlich 상수를 회귀분석한 결과와 함 

께 나타낸 표이다.

Table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온(20 oC^］ 지료의 경 

우 PAE 고분자 흡착에 대한 Freundlich 지수항(v) 값이 

1.22로서 Langmuir 흡착의 이상성에 가까운 값을 나타 

내었으나 지료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Freundlich 값도 

함께 증가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Freundlich 지수 

항의 온도의존도는 고도의 직선적 비례관계 (R2=0.999) 
를 갖고 있으며 (Fig. 5) 그림에서 회귀직선을 외삽해 본 

경우 거의 0oC 근처에서 Langmuir식 고분자 흡착이 가 

능하게 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온 

도가 상승함에 따라 흡착 PAE 고분자 사슬의 열운동이 

증가하고 인접한 고분자의 흡착 배열에 미치는 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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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emperature-dependence of Freundlich power in PAE 
polymer adsorption on fiber.

동시에 증가하기 때문인 것纟로 사료된다.

PAE 고분자 흡착의 열역학적 에너지

흡착평형상수와 흡착 Gibbs 자유에너지와의 관계는 

다음 식2로 나타낼 수 있는데,

NGads = -RT\nKads (9)

여기에서 △Gads,l은 흡착과정에서 수반된 Gibbs 자유 

에너지 변화이며 Table l 또는 2에서의 흡착평형상수 

를 사용하면 PAE 고분자의 섬유 흡착에 대한 Gibbs 
자유 에너지 변화를 알 수 있게 된다. Hoever 및 Silber- 
berg이론24,25에 근거하면 섬유에 대한 PAE 고분자 흡 

착의 Gibbs 자유에너지 (AGads)항은 다음의 다섯 종류 

의 세부 항E로 구성된다고 설명할 수가 있다,26,27 즉

5
4s =銘电皿i (10)

i =1

여기에서, AGads ,1은 액상에서 랜덤코일 형태의 고분자 

가 고리를 형성하면서 트레인 부위를 섬유표면에 흡착 

할 때 고분자 사슬의 형태적 변형과 관련된 값2로 트레 

인과 섬유 표면과의 상호작용 에너지가 여기에 포함된 

다. AGads,2는 계면에서의 1차 두께 층(河서 흡착된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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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과 트레 인 및 트레 인과 용매간의 상호작용 에너지 

이며, AGd,3는 액상에 확장된 고리와 물간의 상호작 

용 에너지이다. AG"는 PAE 고분자의 하전된 고리 

와 연결된 하전된 트레 인 부위가 하전된 섬유의 계면 

부위에 흡착될 때 섬유의 확산 전기 이중층에 대한 자유 

에너지 변화량이고 &Gd* 비하전된 고분자 사슬부 

위가 하전된 섬유표면 부위와 흡착되거나 또는 하전된 

고분자 사슬부위가 비하전된 섬유표면 부위와 흡착될 

때 발생하는 자유에너지로서 이는 쌍극자 또는 분자분 

극 효과로부터 기인되는 전하밀도에 의존하는 값이다. 

BAE 고분자 흡착에 있어서 고분자 사슬의 한 분절 

(segment)당 소요되는 흡착 자유에너지를 0.5 kT17로 하 

면 다음 식 (11)에 근거하여 고분자 한 사슬이 흡착할 

때 섬유표면과 접촉해 있는 분절의 개수인 트레인 넘 

버 (Nseg)의 계산이 가능해진다. 즉,

N — |AGadJ
n_ __________

皿(0.5 kT)NA
(11)

여기에서 k는 볼츠만 상수(=1.38X 10-23 J/oK)이며 Na 

는 아보가•드로 수 (=6.02X 1023/mol)를 나타낸다. 관계 

식 (9) 및 (11曜 사용하여 PAE 고분자의 Langmuir형 

식 흡착에 대한 흡착 자유에너지 (AGm＞와 트레인 넘 

버 (N%)를 온도 수준 별로 각각 계산하고 그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Table 3에 나타낸 결과에 의하면 PAE 흡착에 대한 흡 

착 자유에너지와 트레인 넘버는 모두 온도가 증가하면 

서 직선적으로 감소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온도 상승과 함께 흡착된 PAE 고분자쇄의 고리와 꼬리 

부분에서의 열운동 크기가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 

각할 수 있고 단위 고분자당 섬유표면에서의 접촉부위 

가 감소함으로써 흡착체는 바깥으로 팽창한 구조를 갖 

게 되며 그로인해 흡착 고분자의 높아진 자유도는 흡착 

엔트로피 (瑟必问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 

게 된다. PAE 수지의 분자량을 50만 amu라고 하면 고 

분자 당 azetidinium 이온이 포함된 반복단위가 약 1,026

Table 3. Calculation results of adsorption Gibbs free energy 
and train numbers for PAE polymer on fibers at three different 
stock temperatures.

Temp. (oC) AGads, kJ/mol Nseg

20 9.558 7.849
30 9.046 7.184
40 8.365 6.531

개로 계산되며 반복단위를 구성하는 원소간 외형 거리 

(zigzag distance彊 0.126 nmL 한다면 BAE 고분자 한 

개당 길이는 약 3.36 |lm가 된다. 따라서 20oC의 경우 

BAE 고분자 길이를 트레인 수로 나누어 흡착 고리 한 

개당 길이를 계산해 보면 약 430 nm가 되고 섬유 표면 

에서의 노출반경은 대략 그 것의 절반 값인 215 nm가 

된다. 30 oC 및 40 oC의 경우는 각각 234 nm 및 257 nm 
로서 온도 10 oC 증가에 대해 고분자 노출 반경은 약 

9%씩 증가하는 셈이 된다.

PAE 고분자의 흡착 엔탈피

섬유표면에 대한 BAE 고분자의 흡착과정에서 외부 

로부터 흡수되거나 외부로 발생되는 에너지 변화를 흡 

착열 또는 흡착 에너지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평형상태에서 흡착체인 BAE 고분자와 섬유 활성부위 

간의 열역학적 결합 상태에 관한 정보가 얻어질 수 있 

게 된다. 표면에서의 흡착체의 흡착과정에 대한 온도 

의존성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은 Gibbs-Helmholtz의 

관계식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는데,21

a(AGad/T) AHads ....
dT =一厂 (12)

여기에서 AHad은 흡착과정에서 수반된 흡착 엔탈피 

를 나타낸다. 식 (9厝 식 (12冲］ 대입함E로써 다음과 

같은 Clausius-Clapeyron 관계식이 얻어지게 된다.

dlnKads _ AHadXD s、
顽两M—R— (13)

위 식 (9网 근거하여 lnKads을 1/T에 대하여 도시하면 

직선이 얻어지고 직선의 기울기로부터 흡착열 AHadS가 

계산될 수 있게 된다. Fig. 6는 지료 내 BAE 고분자의 

흡착상수에 대한 Clausius-Clapeyron 관계를 Langmuir 
흡착와 Freundlich 흡착에 대해 도시하여 나타낸 그림 

이다.

일반적으로 고체 표면에 대 한 분자 흡착은 흡착 기작 

에 따라 두 종류로 구분하여 흡착체 (adsorbate)와 피착 

체 (surface) 간의 반델바알스 힘이 작용하는 물리흡착과 

공유결합의 발생에 의한 화학흡착으로 나누거 볼 수 있 

는데, 물리흡착은 흡착체와 피착체 간의 거리가 화학흡 

착의 경우보다는 먼 거리에서 발생되며 상호작용에너 

지가 낮은 것이 특징이고 분자 흡착으로 발생되는 열은 

응죽-엔탈피 (condensation enthalpy, ~20 kJ/mol) 와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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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lausius-Clapeyron plots for the determination of 
PAE adsorption enthalpy.

비슷한 양纟로 알려져 있다. 반면 화학흡착에서는 공유 

결합의 발생 J으로 흡착에너지가 약 200 kJ/m 이로서 매 

우 높고 흡착체의 형태가 크게 변형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21 Fig. 6에 나타낸 도표의 회귀식의 기울기로부터 

PAE 고분자의 흡착-엔탈피를 계산하였는데 Langmuir 
식 흡착에서는 약 -27 kJ/mol로 산출되었고 Freundlich 
식 흡착에서는 이보다 약간 높은 -29 kJ/mol로서 모두 

물리흡착에서의 흡착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크기 

이며 또한 셀룰로오스 섬유의 수소결합에너지(약 20 kJ/ 
mol)21 와 근접하는 양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물 

리 흡착에서 발생되는 에너지는 주로 결정격자의 진동 

에너지로 흡수되며 이어서 열의 형태로 주변에 방출되 

고 이 때의 에너지는 분자간 결합구조를 개열 시키기에 

는 부족한 양이므로 물리흡착에서는 표면에서 흡착체 

의 형태가 고리형태로 늘어지거나 구부러지는 형태를

Fig. 7. Molecular conformation of PAE polymer on fiber 
surface: adsorption occurs with an aid of the electrical inter
action between the azitidinium ion in a PAE repeating unit 
and the carboxyl group of fiber surface.

취할 뿐 전체적인 모양에는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지료의 교질-현탁액 상태에서의 펄프 섬 

유 표면에 대한 PAE 고분자 전해질의 흡착이 화학적 

변화과정이 수반되지 않는 저에너지의 물리흡착 임을 

규명하였다. 섬유 표면에서의 PAE 고분자 흡착에 대한 

가상의 분자적 형태를 Fig. 7에 나타내었다.

결 론

본 연구는 섬유 현탁액내 PAE 고분자의 내첨효과로 

서 고분자 흡착성향과 Lanumuir 및 Freundlich 양식의 

흡착 평형에 대한 열역학적 특성을 구명하기 위하여 수 

행되었다. PAE 고분자 내첨에 대한 섬유의 계면동전위 

적 특성은 흐름/기적 방법의 제타전위 측정에 의해 

분석되었고, 섬유에 대한 PAE고분자 흡착량은 지료 원 

심분리와 고분자 전해질용액의 PCD 적정을 통해 측정 

되었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지료내에서의 

PAE 고분자 내첨은 초기에 섬유의 제타전위 상승에 크 

게 영향을 미치지만 시간의 경과와 함께 현저한 전하 

감쇄현상을 나타내었다; 2. PAE 고분자는 저온에서 전 

형적인 Langmuir 흡착 양식에 가까운 거동을 보여주었 

으나 온도가 증가하면 Freundlich v값이 점차 높아짐으 

로서 Langmuir 흡착 이상성 E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3. PAE 고분자에 대한 Gibbs 흡착 자유에 

너지로부터 산출한 트레인 수 (Nseg)는 상온에서 약 7~8 
의 범 위로 나타났고 온도가 증가하면서 점차 감소하였 

다; 4. 고분자 고리의 노출반경은 약 215 n^- 계산되 

었고 10 oC 온도상승에 대해 약 9%씩 증가하였다; 5. 
Clausius-Clapeyron관계식에 의해 산출된 흡착 엔탈피 

는 -27〜-29 로서 PAE 고분자의 섬유세 대한 흡착이 

발열반응이며 저에 너지 물리 흡착임을 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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