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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lyvinyl pyrrolidone nanofibers including nickel, zinc, and iron precursors were fabricated via the electrospinning
method. To convert as-spun nanofibers to Ni0.5Zn0.5Fe2O4 oxide nanofibers which is capable of shielding an electromagnetic
wave, heat treatment conditions were optimized. To obtain the heat treatment condition that can exclude amorphous carbon
black and secondary crystal phase, samples were taken at each temperature while the calcination process and analyzed.
According to the X-ray diffraction (XRD) analysis, the Ni0.5Zn0.5Fe2O4 crystal phase started to appear from 300

o
C, but it

was confirmed through 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 (EDS) analysis that heat treatment of 500
o
C or more was required to

remove most of the carbon black. When the calcination temperature exceeds 650
o
C, crystal nuclei starts to grow and the fiber

surface condition becomes rough, so it was confirmed that the heat treatment conditions should be selectively determined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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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기방사 공정을 이용하여 니켈, 아연, 철 전구체를 포함하는 Polyvinyl pyrrolidone 나노 섬유를 제조하였다. 이

를 전자기파 차폐에 사용할 수 있는 Ni0.5Zn0.5Fe2O4 산화물 나노 섬유로 전환하기 위하여 열처리 조건을 제어하였다. 비정질

카본 블랙이나 의도치 않은 제2상 등을 배제하고 1차원 미세구조를 유지하면서 산화물 나노 섬유로 만들기 위하여 열처리

중 실시간으로 샘플을 채취해 공정 중 샘플 변화를 추적하였다. X-ray diffraction(XRD) 분석 결과 결정화된 Ni0.5Zn0.5Fe2O4

의 회절 패턴은 300
o
C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나, 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EDS) 결과 상 카본 블랙이 대부분 사라

지기 위해서는 500
o
C 이상의 열처리를 필요로 하였다. 650

o
C 이상의 온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결정 핵 성장이 진행되어 섬유

표면 상태가 매끄럽지 않아지므로, 적용 분야에 따라 선택적으로 열처리 조건을 결정해야 함이 확인되었다.

1. 서 론

최근 각종 전자기기의 휴대성이 강조되고 크기가 작아

지면서, 회로의 집적도가 높아지고 있다. 전자 장비에 사

용되는 각종 소자의 간격이 가까워질수록 사용되는 무선

신호 및 노이즈의 간섭에 취약해지는 경향이 있고, 인체

가 장기간 전자기파에 노출되면 각종 질병에 노출된다는

사회적 불안감이 대두되어 전자파 장해(electromagnetic

interference)의 관리 기준은 점차 강화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이에 따라 기존보다 성능이 개선된 차폐 필름

이나 패널과 같은 전자파 장해 대책의 수요가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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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자체의 크기는 점점 작아지므로 그 부피와 무게는

경박단소해져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전자파 차폐/흡수체

는 기제에 따라 도전손실형, 유전손실형, 자성손실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기존에 상용화된 제품의 대부분은 전

도도가 높은 구리, 알루미늄 따위의 금속을 이용한 도전

성 차폐에 해당한다[1]. 이 경우 보호 대상의 외부에 설

치된 금속패널이나 박막 표면에서 입사 전자파를 반사

및 산란시켜 차폐능을 달성하게 되는데 이 경우 반사파

의 재입사 또는 기기 내부에서 발생하는 노이즈에 의한

간섭을 해결할 수 없다. 또한 금속으로 외부를 감싼다는

전제 상 필연적으로 무게와 부피가 커지는 결과를 낳으

므로 포터블 기기의 회로를 위한 차폐대책으로는 적합하

지 않다. 따라서 입사 전자파를 흡수하여 열에너지로 소

산 시키는 다양한 유전, 자성손실 재료를 이용한 전자파

흡수 필름의 연구가 연구되어지고 있고[2-5], 이들은 대

체로 기능성 충진재가 고분자 기지에 분산된 판상 및 피

막 상의 형태로 무게와 부피가 크지 않은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소재들의 개발은 대체로 고효율 기능성 충진재의

개발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자성손실 전자파 흡수재로

페라이트계 소재가 많이 연구된다. MeFe2O4
로 표현되는

스피넬 페라이트에서 2가 금속에 해당하는 Me 격자점에

는 주로 Ni, Mn, Zn, 그리고 Cu 등이 포함되며 이들의

함량 및 조성을 변화시켜 투자율, 전자파 흡수 특성 및

대역을 목적에 맞게 조율한다. 기능성 충진재의 결정 크

기와 미세구조 역시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위해 동일한

조성에서도 다양한 제조공정이 연구되어왔다. 전기방사

는 정전기력을 이용하여 폴리머가 분산된 점성용액을 순

간적으로 연신 시켜 나노 섬유를 얻는 기술이며, 필요한

장비의 구성이 간단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근래 고분자

분산 용액을 방사하여 폴리머 나노 섬유 스캐폴드를 얻

는 기존의 방식에서, 분산 용액에 금속 전구체를 포함시

킨 뒤 금속이온을 포함한 고분자 나노 섬유를 얻고 이를

하소하여 휘발 성분을 제거하여 산화물, 황화물 등의 세

라믹 나노 섬유를 제조, 응용하는 연구가 다수 이루어지

고 있다[6-8]. 나노 섬유는 나노 입자 특유의 크기 효과

(size effect)를 누릴 수 있을 만큼 작으면서도 1차원 구

조에 의해 축 방향으로 우수한 전하 캐리어 수송 능력을

갖기 때문에[9,10], 자성 전자파 흡수재의 미세구조로 적

합한 성능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적절한

전기방사 환경에서 금속 이온을 포함한 고분자 나노 섬

유를 수득하더라도, 하소 공정을 통해 잔류 휘발성 용매

와 기지 고분자를 제거하는 동안 미세구조가 깨어져 설

계한대로의 나노 섬유를 얻지 못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열처리 조건의 도출 또한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적절한 용매와 니켈, 아연, 철 등의 금

속 염을 활용하여 제조된 전구체 용액을 전기 방사하고,

이를 하소하여 as-spun 나노 섬유가 Ni0.5Zn0.5Fe2O4 스

피넬 페라이트 결정상을 갖는지 확인하였다. 최적의 열

처리 공정 조건을 확립하고자, 열처리 과정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온도 구간별 미세조직과 화학조성, 결정성 변

화를 분석하였다.

2. 실험 방법

Ni, Zn, 그리고 Fe 이온을 포함한 나노 섬유의 제조는

전형적인 전기방사 장비를 이용하여 이루어졌으며, Fig.

1에 그 구성을 나타냈다. 전기방사 용액의 제조를 위하

여, Polyvinyl pyrrolidone(PVP, M.W. 1,300,000, Alfa

aesar Co., US), N, N-dimethylformamide(DMF, EP,

Daejung chemicals, Korea), Ni(NO3)2·6H2O(EP, Samchun

chemicals, Korea), Zn(NO3)2·6H2O(EP, Daejung chemicals,

Korea), 그리고 Fe(NO3)2·9H2O(GR, Kanto chemical,

Japan)가 사용되었다. 먼저, 10 wt% PVP/DMF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 비커에 DMF 90 g, PVP 10 g을 투입하고,

자력 교반계를 이용하여 4시간 상온 교반하였다. 충분히

교반되어 용액이 투명해지고, 육안으로 잔류 부유물이

관측되지 않게 된 이후 화학 양론비에 따라 Ni(NO3
)
2
·

6H
2
O : Zn(NO

3
)
2
·6H

2
O : Fe(NO

3
)
2
·9H

2
O = 1.5 mmol :

1.5 mmol : 6 mmol로 총 9 mmol의 금속 염을 투입하였

다. 이후 2시간 자력 교반계에서 혼합하여 전구체 용액

을 제조한 뒤, 제조된 용액을 폴리프로필렌 시린지에 장

입하여 전극간 거리 20 cm, 인가전압 22.5 kV, 23 게이

지 캐필러리와 평면형 알루미늄 포일 콜렉터 환경에서

전기 방사하였다. 용액 이송은 0.2 ml/h의 유속으로 펌프

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환경변수 통제를 위해 전기방

사는 25
o
C 전후의 온도와 40 % 미만의 상대습도에서

진행되었다. 전기방사 이후 포집된 나노 섬유는 콜렉터

에서 분리, 80
o
C로 가열된 드라이오븐에서 2시간 건조하

Fig. 1. Scheme of the electrospinning equipment compo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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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후 하소를 위해 튜브로를 이용하여 일반 대기

하에서 2.5
o
C/min의 승온 속도로 650

o
C까지 가열하였으

며 100
o
C, 200

o
C, 300

o
C, 400

o
C, 500

o
C, 650

o
C 마다

도가니에서 일정량의 시료를 채취하여 각 분석이 시행되

었다. 건조 이전 단계의 시료와 열중량분석기(TGA-DTA,

STA 409, NETZSCH, Germany)를 이용하여 열 중량

분석(Thermogravimetric Analysis) 및 시차 열 분석

(Differential Thermal Analysis)을 수행하였다. 이후 하

소 공정 진행 단계별 나노 섬유의 미세구조 및 직경 변

화, 화학조성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field-emission

scanning microscope(FE-SEM, Inspect F, FEI Co.,

USA)와 액세서리를 이용하여 이미지 분석 및 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EDS)를 함께 수행하였다. 이후

X-ray diffractometer(XRD, D8, Bruker Co., USA)를

이용하여 결정성 변화를 확인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포집 및 분리된 샘플의 열 중량 분석 결과가 Fig. 2에

도시 되어있다. 열 중량 및 시차 열분석은 20
o
C에서

800
o
C까지 일반대기 가스를 사용하여 5

o
C/min의 승온

속도로 수행되었다. 가열 중 주목할 만한 열반응이 시작

되는 데이터 포인트는 대략 100
o
C, 210

o
C, 250

o
C, 340

o
C

이후 구간으로 확인된다. 100
o
C 구간의 경우 흡열반응이

며 중량 손실은 약 6 wt%로, 나노 섬유 스캐폴드의 특

성상 흡착되기 쉬운 공기중 수분과 잔류 용매가 증발하

며 발생하는 반응으로 판단할 수 있다. 210
o
C 전후로

발생하는 열 반응은 전반적으로 발열반응이나 부분적인

흡열반응을 수반하는데, 이는 고온 하에서 지속적인 열

Fig. 3. Low magnification FE-SEM images of electrospun nanofibers calcined at various temperatures: (a) 100
o
C, (b) 200

o
C,

(c) 300
o
C, (d) 400

o
C, (e) 500

o
C, and (f) 650

o
C.

Fig. 2. TGA and DTA curve of electrospun nanofibers.

분해로 전체 중량이 감소하나 210
o
C 인근에서 PVP가

유리화 하며 일시적으로 흡열반응을 압도하는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 이 구간에서의 중량 손실은 약 20 wt%이

다. 이후 250
o
C에서 급격한 중량 감소와 동시에 큰 발

열 반응이 발생하는데, 이는 샘플이 발화하여 연소하면

서 내는 급격한 발열 반응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해당

온도 구간에서 육안으로 연소 반응을 관측할 수 있다.

이후 340
o
C까지의 구간에서 40 wt%에 달하는 질량 손실

이 발생한다. 340
o
C부터 400

o
C 이후까지 꾸준히 15 %

가량의 질량 감소를 수반하는 발열반응이 발생하는데,

이는 잔류 카본 블랙과 무기 성분의 산화, 결정화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소 과정에서의 질량 손실

분은 전체 무게의 81 % 정도로 방사 직후 대비 19 wt%

정도만이 Ni0.5Zn0.5Fe2O4 나노섬유로 수득 된다.

Figure 3과 Fig. 4에는 각 온도에서 채취된 샘플의

저 배율 및 고 배율 FE-SEM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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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에서 하소 과정 중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나노

섬유 미세조직의 변화와 직경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기지 고분자가 분해 및 휘발되면서 나노 섬유의 직경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연소 구간인 200
o
C에서 300

o
C까

지의 온도 구간에서 눈에 띄는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함량을 차지하는 기지 고분자는 해당 구간에서

부터 연소하기 시작하여 조직 전체에서 수축이 일어나고,

무기 성분으로 이루어진 잔류 조직의 중간중간 내부 응

력에 의해 단절부가 발생하는 것을 관측할 수 있다. 이

러한 경향은 열처리가 진행되어 온도가 높아질수록 심화

된다. Figure 4의 고 배율 이미지에서 개별 섬유의 변화

를 조금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다. 200
o
C까지 기지고

분자가 존재하므로 치밀하고 매끄러운 조직을 유지하던

나노 섬유는 연소과정을 거치면서 유기 성분의 이탈과

잔류 조직의 결정화로 인해 울퉁불퉁한 표면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점차 고온의 열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결정화가 진행되어 발생한 결정핵을 위주로

성장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결정립 연속체의 형태를 갖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내부 응력 및 결정화에 의해 점

진적으로 섬유의 단절부와 결함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5에 FE-SEM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소 온도당

200개의 분석 point를 설정하여 측정된 나노 섬유의 평

균 직경으로, 하소 온도에 따른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

었다. 이미지 육안 관찰 결과와 마찬가지로 점진적 평균

직경의 감소와 300
o
C에서 급격한 직경 감소를 확인할

수 있다.

Table 1에는 EDS를 이용하여 확인된 스펙트럼의 정량

분석 결과이다. 초기 압도적인 기지 고분자 함량에 의하

여 탄소와 산소의 특성 X 선만이 확인되고, Ni, Zn, Fe

등의 무기 성분 함량이 거의 확인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열처리가 진행되어 유기 성분이 감소할수록 점차

무기물의 함량비가 드러나는데, 투입량대로 1 : 1 : 4의

원자 분율을 유지하면서 전체 함량 대비 분율이 증가하

Fig. 4. High magnification FE-SEM images of electrospun nanofibers calcined at various temperatures: (a) 100
o
C, (b) 200

o
C,

(c) 300
o
C, (d) 400

o
C, (e) 500

o
C, and (f) 650

o
C.

Fig. 5. The histogram of average diameters of NiZn ferrite
nanofibers with calcination temperature.

Table 1
The atomic composition of nanofibers obtained from each
calcination temperature

Calcination temperature

Element 100
o
C 200

o
C 300

o
C 400

o
C 500

o
C 650

o
C

C (at%) 60.58 59.42 22.23 12.14 3.36

O (at%) 37.46 38.89 58.77 62.37 59.47 60.07 

Fe (at%) 1.97 1.69 12.02 16.97 24.79 27.38

Ni (at%) 3.14 4.22 6.52 6.30

Zn (at%) 3.84 4.30 5.86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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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500
o
C 이후부터 완전히 무기성분만이 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6에 도시된 X-선 회절 분석의 결과에서 샘플의

결정화 진행도를 확인할 수 있다. X-선 회절 분석은 전

압 및 튜브 전류 40 kV, 40 mA 조건에서 발생시킨 Cu

타겟의 K-1/K-2 ratio = 0.5, K-의 평균 파장( =

1.54184 nm)을 광원으로 하여 30
o
에서 70

o
까지 측정하였

다. 2 theta 법을 적용하여 1 step/sec 및 0.05
o
/step 조건

에서 패턴을 확인하였다. 각 열처리 온도에서 얻어진 피

크는 joint committee on powder diffraction standards

(JCPDS 52-0278)를 이용하여 동정하였다. 300
o
C에서부

터 스피넬 결정구조의 피크가 관찰되었으며, 온도가 증

가할수록 피크의 폭이 좁아지고 세기가 증가하는 것을

통해 결정화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분석 결과는 유

의한 피크가 존재하지 않는 공정 직후의 비정질 회절 패

턴에서, 기지 고분자의 급격한 감량 이후 산화물 패턴이

나타나는 전형적인 전기방사 나노섬유의 하소공정 결과

와 같이 나타난다. 이 때, 비정질 탄화물의 XRD 피크는

확인되지 않는다[11,12]. 300
o
C에서 650

o
C까지 얻어진

XRD pattern의 피크는 모두 스피넬 결정구조를 갖는

Ni
0.5

Zn
0.5

Fe
2
O

4
 페라이트의 (220), (131), (040), (151), (404)

면으로 분석되었고, 스피넬 결정상 이외의 다른 제 2상

은 관찰되지 않았다. 최대 피크 강도를 갖는 세 개의 결

정면 (131), (151), (404)에 대한 회절 강도와 Scherrer

formula(D = (0.94·)/(B·cos))를 이용하여 결정립 크기

를 계산하였다[13]. 해당 식에서 D는 결정립 크기, 는

입사된 Cu K-의 평균 파장(1.54184 nm), B는 각 결정

면 피크에서의 반치전폭(Full width half maximum,

FWHM)을 의미한다. 각 열처리 온도에서 세 개 회절면

으로부터 계산된 평균 결정립 크기는 300
o
C에서 12.34

nm, 400
o
C에서 11.43 nm, 500

o
C에서 13.25 nm, 그리고

650
o
C에서 16.17 nm로 열처리 온도가 상승할수록 결정

립 크기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4. 결 론

전자기파 차폐용 기능성 도료의 충진제로 페라이트 나

노 분말을 사용시 목적에 적합한 차폐 성능과 대역에 알

맞도록 조절하는 데에는 화학적 조성만이 아니라 미세조

직의 형태나 결정의 평균 크기, 결함도 영향을 준다. 이

에 전기방사를 통한 나노섬유의 1차원적 구조가 전자기

파 차폐로 활용가능성 매우 크며, Ni0.5Zn0.5Fe2O4 스피넬

페라이트 나노 섬유를 얻기 위해 열처리 조건을 제어하

여, as-spun 나노 섬유를 결정화하였다. Ni0.5Zn0.5Fe2O4

스피넬 페라이트 나노 섬유로 결정화를 위한 최적의 온

도 구간을 도출하고자, TGA 및 DTA분석을 수행하여

250
o
C 전후에서는 고분자기지가 급격히 감소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650
o
C까지 온도를 승온하여 XRD분

석을 수행하였고, 300
o
C부터 650

o
C까지의 XRD pattern

으로부터 스피넬 결정구조를 갖는 Ni0.5Zn0.5Fe2O4 페라

이트의 (220), (131), (040), (151), (404) 면에 의한 피

크를 관찰하였다. 또한 EDS 분석을 통해 잔류 탄소량이

거의 말소되는 것은 500
o
C부터이고, 열처리 온도가 650

o
C

까지 증가함에 따라 결정립의 성장 및 결정화도의 증가

를 확인하였다. 열처리 온도변화에 따라 나노 섬유 평균

직경 및 결정립의 크기를 제어할 수 있으며, 전자기파

차폐를 위해 다양한 평균 직경을 갖는 Ni0.5Zn0.5Fe2O4

페라이트 나노섬유를 제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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