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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에서는 피치계 탄소섬유의 표면처리를 위하여 탄소섬유를 산에 담지하여 전자선을 조사하고 각 처리 조건에 따른 
탄소섬유의 표면 변화를 평가하였다. 산 담지용액은 질산과 과산화수소를 사용하였으며 전자선 조사량은 200, 400 kGy로 
하였다. 과산화수소 담지보다 질산 담지가 탄소섬유 표면에 더 많은 산소관능기를 도입시켰으며, 질소관능기도 탄소섬유 
표면에 도입되었다. 또한 전자선 조사량이 증가하면 탄소섬유에 도입되는 산소관능기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는 과산화수소보다 질산이 전자선 조사에 의한 산화성 물질의 형성이 용이하고, 전자선 조사 에너지가 클수록 산화성 물
질이 더 많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또한 질산 용액에서 전자선 조사에 의하여 생성되는 NO2 라디칼이 C-OH 관능기를 C=O 
관능기로 산화시키는 반응이 주로 일어나므로 질산 담지 시 C=O 관능기의 생성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In this study, pitch-based carbon fibers in the acid were radiated with an electron beam to modify their surface, and surface 
changes were investigated according to each treatment conditions. Nitric acid and hydrogen peroxide were used as a drenched 
acidic solution and an electron beam dose was set to 200 and 400 kGy. The use of nitric acid introduced more oxygen func-
tional groups on carbon fiber surfaces than that of using hydrogen peroxide, and also introduced nitrogen functional groups 
into the carbon fiber surface. In addition, oxygen functional groups introduced on carbon fiber surface increased as the elec-
tron beam dose increased due to the fact that the oxidizing material can be easily formed by e-beam radiation in nitric acid 
than the hydrogen peroxide, and also the higher energy electron beam dose can help forming more oxidizing materials. 
Moreover, the generation of C=O functional groups was favorable when using nitric acid because oxidizing C-OH functional 
groups to the C=O functional groups mainly occurred by NO2 radicals generated by the electron beam radiation in a nitric 
acid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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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탄소재료는 그 결합구조 및 형상에 따라 흑연, 카본블랙, 탄소섬유, 

활성탄소, 활성탄소섬유, 탄소나노튜브 등의 다양한 물질로 존재한다 

[1]. 이런 다양한 탄소재료 중 탄소섬유는 인장 강도 및 탄성률 등의 

기계적 성질 면에서 우수한 고 기능성 재료로 자동차, 스포츠, 항공산

업 등의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2,3]. 탄소섬유는 보통 탄

소섬유강화 복합재료의 강화재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데, 이때 탄소섬

† Corresponding Author: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Applied Chemical Engineering, Daejeon 34134, Korea 
Tel: +82-42-821-7007  e-mail: youngslee@cnu.ac.kr

pISSN: 1225-0112  eISSN: 2288-4505 @ 2016 The Korean Society of Industrial and 
Engineering Chemistry. All rights reserved.

유의 표면특성에 대한 부분이 복합재료의 특성을 큰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인자로 여겨지며, 특히 단섬유 강화 복합재료의 경우에

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다[4,5]. 또한, 계면강

도가 너무 낮으면 복합재료의 기계적 성질이 낮은 계면강도에 의해 

지배되어 탄소섬유의 기계적 성능이 충분히 복합체의 물성에 반영되

지 않는다. 계면강도가 너무 높으면 크랙 전파에 대한 저항력이 낮아

서 복합재료의 파괴인성이 저하된다[6]. 이와 같이 복합재료의 계면강

도는 기계적 성질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 계면강도는 탄소섬

유의 표면특성에 의해서 크게 좌우된다. 다양한 표면처리를 통하여 

탄소섬유의 표면특성을 변화시킬 경우에 열가소성 및 열경화성 수지

와의 계면특성이 향상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 되어있다. 오존 

처리 혹은 용액산화를 통하여 탄소섬유에 산성관능기를 부여하면 에

폭시 혹은 페놀 수지와의 에폭시 수지와의 기계적 계면강도가 증가한

다는 결과도 보고되었다[7,8]. 또한, 함산소불소화, 전기화학적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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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chematic of e-beam treatment of drenched carbon fibers in 
H2O2 or HNO2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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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XPS wide-scan spectra of e-beam treated carbon fi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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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XPS surface elemental-analysis parameters of e-beam treated 
carbon fibers.

질산 처리된 탄소섬유의 경우도 각각 에폭시와 폴리이미드 수지와의 

결합력을 증가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9-11]. 따라서, 탄소

섬유를 복합재료의 보강재료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표면처리에 대

한 연구가 필수적으로 여겨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탄소섬유의 계면 결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표면처리

는 황산, 질산 등의 강산으로 처리하는 습식법, 공기와 같은 산화성 

기체 혹은 불활성 기체 분위기에서 고온으로 처리하는 건식법, 플라

즈마, 오존, 마이크로파, 자외선 등의 강한 에너지에 노출시키는 다양

한 방법들이 있다[8,12-17]. 최근에는 전자선과 감마선 등의 고 에너지

를 이용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전자선과 감마선과 같은 방사선

을 이용한 공정은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학물질의 

사용을 최소화 또는 방지할 수 있어 친환경적인 가공기술로 주목받고 

있다[18]. 전자선 조사는 보통 고분자 물질의 개질에 이용되며, 최근

에는 활성탄소나 그래핀 등의 탄소소재의 특성을 변화시키는 연구에

도 적용이 되고는 있으나 탄소섬유의 대해서는 그 연구가 부족한 실

정이다[19-22].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전자선 조사를 탄소섬유의 새

로운 표면개질 방법으로 적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피치계 탄소

섬유를 대표적인 강산성 용액인 질산 및 약산성 용액인 과산화수소에 

담지하여 전자선 조사를 수행하였고, 각 전자선 조사 조건에 따른 탄

소섬유의 표면 특성 및 그 차이점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2. 실    험

2.1. 피치계 탄소섬유 제조

피치계 탄소섬유를 제조하기 위해 등방성 피치(Anshan, China, 

Softening point: 240 ℃)를 이용하였다. 등방성 피치는 용융방사기에 

넣은 후 질소가스를 0.6 MPa의 게이지압으로 320 ℃에서 용융방사를 

수행하였다. 이렇게 방사된 피치섬유는 승온속도를 1 ℃/min으로 하

여 280 ℃까지 올린 후 공기 분위기에서 2 h 동안 안정화 한 다음 

[23], 10 ℃/min의 승온속도로 1000 ℃에서 1 h 동안 질소 분위기 상

에서 탄화하여 피치계 탄소섬유를 제조하였다. 

2.2. 전자선 조사에 의한 피치계 탄소섬유 표면처리 및 특성 평가

제조된 피치계 탄소섬유 1 g을 페트리접시를 이용하여 과산화수소수

(34.5%, Samchun Chemical, Korea)와 질소(60%, Samchun Chemical, 

Korea) 50 mL에 각각 15 h 동안 담지시켰다. 또한, 이렇게 각 용액에 

탄소섬유를 담지한 페트리접시 그대로 전자선 조사를 실시하였다. 

Figure 1에 전자선 조사에 의한 표면처리 실험방법을 나타내었다. 전

자선 조사는 흡수선량을 200와 400 kGy로 하였으며, 이때의 에너지

는 1.14 MeV로 하였다. 전자선 조사를 마친 피치계 탄소섬유는 증류

수로 충분히 세척하여 100 ℃에서 충분히 건조하였다. 미처리 탄소섬

유를 CF로, 전자선 조사로 처리된 각 탄소섬유는 담지된 용액과 전자

선 흡수선량에 따라 명명하였다. 즉, 용액에 담지하지 않고 200 kGy의 

전자선만을 조사한 탄소섬유는 CF-200, 과산화수소수에 담지된 탄소

섬유는 CF-H200, CF-H400으로, 질산에 담지된 탄소섬유는 CF-N200, 

CF-N400으로 각각 명명하였다.

각각의 샘플들의 표면화학적 특성 변화를 광전자분광기(X-ray pho-

toelectron spectroscopy, XPS, VG Multilab 2000, Thermo Scientific 

Inc. UK)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XPS로 산 담지 전자선 조사 전후의 

탄소섬유 표면화학 조성 및 결합 상태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탄

소섬유의 XPS C1s와 O1s의 코어레벨 주사스펙트럼을 관능기 별로 

분할하였다. 결합구조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피크분할 및 데이터 

값은 pseudo-Voigt 식을 이용하였으며, 아래에 나타내었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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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에서 F(E)는 에너지 E에서의 강도(intensity), H는 피크의 높이, E0

는 피크 값, Full width at half maximum (FWHM)은 반폭값, S는 symme-

try와 Gaussian-Lorentzian mixing ratio에 관련된 형상함수(shape function)

를 의미한다. 이때 반폭값은 C1s는 1.4, O1s는 1.8로 각각 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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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Deconvolution of the core-level C1s spectra of (a) CF, (b) 
CF-200, (c) CF-H200, (d) CF-H400, (e) CF-N200 and (f) CF-N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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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Deconvolution of the core-level O1s spectra of (a) CF, (b) 
CF-200, (c) CF-H200, (d) CF-H400, (e) CF-N200 and (f) CF-N400.

3. 결과 및 고찰

피치계 탄소섬유의 전자선 조사 처리 전후 표면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XPS 스펙트럼을 Figure 2에 나타내었다. 미처리 및 전자선 표

면처리 된 탄소섬유에서 결합에너지 284.5 eV 부근에서 탄소 피크, 

532 eV 부근에서 산소 피크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질

산 용액에 담지하여 전자선을 조사한 탄소섬유의 경우 400 eV 부근에

서 질소 피크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질산에 담지하여 전

자선 조사를 할 경우 전자선 조사에 의해 질산용액에 라디칼이 형성

되고, 이렇게 형성된 라디칼이 전자선에 조사에 의해 활성화된 탄소

섬유 표면과 빠르게 반응하여 질소관능기가 도입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3에 XPS 스펙트럼으로부터 얻어진 표면화학 조성 결과를 

나타내었다. 미처리 탄소섬유(CF)에 비하여 전자선 조사한 탄소섬유

의 표면 산소함량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용액에 담지하지 않

아도 탄소섬유 표면에 산소 함량이 약 47% 증가하였다. 이는 전자선 

조사로 인하여 탄소 표면이 활성화되고 이 활성화된 자리에 공기 중

의 수분, 산소 등과 반응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25]. 본 실험에서

는 CF-N400이 가장 높은 19.5 at%의 표면 산소 함량을 보였으며, 이

는 CF의 표면 산소 함량보다 약 2.6배 증가한 수치이다. 각 샘플의 

O1s/C1s(%)의 값은 CF, CF-200, CF-H200, CF-H400, CF-N200, 

CF-N400 순으로 8.2, 12.4, 15.3, 19.5, 25.4, 25.8%를 나타났다. 담지 

용액인 과산화수소와 질산을 비교해보면, 같은 전자선 조사량인 경우 

질산 담지가 탄소섬유 표면에 더 많은 산소관능기를 도입할 뿐만 아

니라 질소관능기도 동시에 도입된다. 또한, 동일한 산 담지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 전자선 조사량이 200 kGy에서 400 kGy로 증가하면 탄소

섬유에 도입되는 산소관능기도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질산이 과산화수소보다 강산이고 수용액 상에서 이온화도가 높기 때

문에[26,27], 외부에서 전자선 조사를 이용하여 고 에너지가 전달되었

을 경우 질소가 과산화수소보다 산화성 물질의 형성이 더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과산화수소 역시 산화제이기 때문에 탄

소섬유에 산소관능기를 도입시키기에 필요한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전자선 조사량이 증가하면 담지 용액에 더 많은 에너지가 가해

지기 되어 담지 용액 내에 산화성 물질의 형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산

소관능기가 증가하는 결과가 얻어졌다고 생각된다.

또한, 전자선 처리 전후 및 전자선 처리 조건에 따른 탄소섬유의 표

면 화학 결합구조의 변화를 상세하게 알아보기 위하여 탄소섬유의 

XPS C1s와 O1s의 코어레벨 주사스펙트럼을 관능기별로 분할하여 

Figures 4와 5에 나타내었으며, Tables 1과 2에 각 관능기의 결합에너

지 및 함량을 나타내었다. Figure 4에 나타낸 것처럼, 미처리 및 전자

선 처리된 탄소섬유의 C1s 피크의 결합에너지에 따른 표면 구조를 

C-C(sp2) (284.5 eV), C-C(sp3) (285.4 eV), C-O (286.3 eV), C=O 

(287.3 eV)의 네 가지의 결합으로 분할된다[28]. 한편, 질산을 담지하

여 전자선 조사한 탄소섬유의 경우에는 이외에도 C-N=O (288.7 eV)

이 추가로 확인되어 총 다섯 가지의 결합으로 분할될 수 있다[29]. 

Table 1에 정리한 바와 같이 C-O와 C=O와 같은 산소관능기는 전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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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
Peak Position

(eV)

Concentration (%)

CF CF-200 CF-H200 CF-H400 CF-N200 CF-N400

C(1) C-C(sp2) 284.5 82.2 68.9 65.8 55.9 46.4 37.8 

C(2) C-C(sp3) 285.4 10.2 20.3 21.0 27.8 29.4 34.2 

C(3) C-O 286.3 5.5 7.7 10.2 13.0 13.7 14.2 

C(4) C=O 287.3 2.2 3.2 3.0 3.4 6.1 6.8 

C(5) C-N=O 288.7 - - - - 4.3 7.1 

Table 1. C1s Peak Parameters of Untreated and E-beam Treated Carbon Fibers

Component
Peak position 

(eV)

Concentration (%)

CF CF-200 CF-H200 CF-H400 CF-N200 CF-N400

O(1) O=N-C 530.8 - - - - 6.4 11.5

O(2) O=C 531.3 17.8 24.8 23.7 24.7 25.6 27.3

O(3) O-C 532.4 58.2 46.4 37.0 34.6 31.9 28.2

O(4) R-O*-C=O 533.3 14.6 17.7 25.1 25.0 23.7 21.0

O(5) O*=C-OH 534.4 9.4 11.1 14.2 15.7 12.4 11.9

Table 2. O1s Peak Parameters of Untreated and E-beam Treated Carbon Fibers

Figure 6. Suggested mechanism of e-beam treatment of drenched 
carbon fibers in H2O2 or HNO2 solutions.

조사량이 세기가 클수록, 산도가 더 큰 질산에 담지 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질산에 담지하여 전자선 조사한 탄소섬유가 다

른 조건에 비하여 C=O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N=O

은 질산에 담지하여 전자선 조사한 탄소섬유에서만 존재하였고 전자

선 조사량이 커지면 이 결합의 비율도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Figure 5와 Table 2의 O1s 피크 분할 결과에서도 볼 수 있다. O1s의 

경우에는 O=C (531.3 eV), O-C (532.4 eV), R-O-C=O (533.3 eV), 

O=C-OH (534.4 eV)의 네 가지의 결합으로 나누어지며, C1s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질산 담지하여 전자선 조사한 탄소섬유에서 O=N-C 

(530.8 eV) 결합이 추가로 나타난다[30,31]. C1s의 피크 분할 결과와 

마찬가지로 과산화수소보다 질산에 담지하여 전자선 조사한 탄소섬

유에서 C=O의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담지 용액으로 사

용한 질산 내부에서 전자선 조사에 의하여 NO2 라디칼(NO2∙)이 생성

되고 이 NO2∙가 다음과 같은 반응(react. 1)을 일으켜 탄소섬유 표면

에 이미 존재하거나 혹은 생성된 C-OH 관능기를 C=O 관능기로 산화

시키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32]. 과산화수소에서도 전자선 조사에 

의하여 생성된 OH 라디칼(OH∙)에 의하여 이러한 C-OH 관능기의 산

화반응(react. 2)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질산 수용액이 생

성되는 산화제의 종류가 더 많기 때문에 질산 담지한 경우 이런 산화

반응이 더 많이 진행이 될 것으로 여겨지므로 질산 담지 하에서 과산

화수소보다 C=O 관능기의 비율이 더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C-OH + NO2∙  →  >C=O + HNO2 (react. 1)

>C-OH + OH∙  →  >C=O + H2O (react. 2)

또한 질소관능기가 C-N=O의 형태로 생성되는 원인은 전자선 조사 

시 질산 용액 내에 NO 라디칼(NO∙)이 형성되고 이 라디칼이 탄소섬

유 표면과 반응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32]. 

Figure 6에 담지 용액에 따른 탄소섬유의 전자선 조사에 의한 반응 

기작을 제안하여 나타내었다. 과산화수소 수용액은 전자선 조사 하에

서 OH∙, H∙, H+, O2H
-, H3O

+ 등의 라디칼과 이온종이 생성되며, NO2∙, 
NO∙, OH∙, H∙, H+, O2H-, H3O

+ 등의 라디칼과 이온종이 생성된다

[32,33]. 이렇게 전자선 조사는 가속된 전자의 충돌에 의하여 용액에 

라디칼을 생성시킬 수 있다. 용액 안에 형성된 에너지가 큰 라디칼은 

좀 더 안정한 결합을 형성하기 위하여 탄소섬유 표면과 반응하여, 앞

서 살펴본 XPS 결과에서 보인 것과 같이 탄소섬유 표면에 산소 및 질

소관능기를 도입시키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많은 연구자들이 발표한 여러 문헌들을 살펴보면 O1s/C1s 

(%)가 20% 이상인 경우에 에폭시와의 결합특성이 증가하는 결과를 나

타내고 있다. Park 등은 오존으로 처리된 O1s/C1s가 28.5%인 탄소섬유

의 경우 미처리 탄소섬유에 비하여 높은 층간파괴인성을 보였다[34]. 

Ma의 연구에서도 산소 플라즈마 처리로 탄소섬유의 O1s/C1s가 25%인 

경우에 층간전단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Ramanathan의 

연구에서도 20~29%의 O1s/C1s를 갖는 탄소섬유에서 높은 계면전단

강도를 갖는다는 것을 나타내었다[35,36]. 본 실험인 산 담지 전자선 

조사를 통하여 표면처리 된 탄소섬유의 O1s/C1s의 값은 15.3~25.8%

로, 특히 25%의 O1s/C1s 값을 갖는 질산에 담지하여 전자선 조사된 

탄소섬유(CF-N200, CF-N400)의 경우에 수지와의 높은 계면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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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 것이다. 이를 통하여 전자선 조사는 탄소섬유의 표면에 산소관

능기를 도입시켜 표면 특성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며, 또한 담지

용액을 사용하면 원하는 종류의 원소를 도입할 수 있으므로 이용 가

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4. 결    론  

피치계 탄소섬유를 질산 및 과산화수소에 담지하여 전자선을 조사

하고 탄소섬유의 표면 특성 변화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탄소섬유는 

전자선 조사에 의하여 표면 산소함량이 증가하였으며, 질산에 담지한 

경우에는 질소관능기가 표면에 도입되었다. 또한, 질산 담지가 과산화

수소 담지 보다 탄소섬유 표면에 더 많은 산소관능기가 도입되었으며, 

전자선 조사량이 증가하면 탄소섬유에 도입되는 산소관능기도 증가

하였다. 이는 담지 용액 내에 산화성 물질의 형성이 과산화수소보다 

질산이 용이하고 에너지가 클수록 산화성 물질의 형성이 증가하기 때

문으로 여겨진다 전자선 조사 시 질산 담지의 경우 C=O관능기의 생

성이 유리한데 질산 내부에서 전자선 조사에 의하여 생성된 NO2 라디

칼(NO2∙)이 C-OH 관능기를 C=O 관능기로 산화시키는 반응이 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전자선 조사는 탄소섬유의 표면 특성을 변화시키

는 것이 가능하고, 더불어 전자선 조사 시 산 담지 등 주변 환경의 변

화를 통하여 탄소섬유에 다양한 표면처리를 하는 것이 가능한 매우 

유용한 방법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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