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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lectrospinning is a technique that produces sub-micron sized continuous fibers by electric force from

polymer solutions or melts. Due to its versatile manufacturability and the cost effectiveness, this method has

been recently adopted for the fabrication of one-dimensional materials. Here, we fabricated polyacrylonitrile

(PAN) polymer fibers, from which uniform carbon fibers with diameters of 100-200 nm were obtained after

carbonization at 800 oC in N2. Special emphasis was directed to the influence of the phase separated polymer

solution on the morphology and the microstructure of the resulting carbon fiber. The addition of poly(stylene-

co-acrylonitile) (SAN) makes the polymer solution phase separated, which allows for the formation of internal

pores by its selective elimination after electrospinning. XPS and Raman Spectroscopy were used to confirm the

surface composition and the degree of carbonization. At the PAN:SAN = 50:50 in vol%, the uniform carbon

fibers with diameters of 300~500 nm and surface area of 131.6 m2g-1 were obtained.

Key words carbon fiber, electrospinning, phase separation, poly (styrene-co-acrylonitrile).

1. 서  론

화석 연료의 사용에 따른 대기 오염 및 이산화 탄소

방출 증가에 의한 지구 온난화 현상 등의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체 가능한 청정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연료전지의 약진으로 주 연료

인 수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 에너

지성 (DOE, Department of Energy)에서는 수소저장 기술

이 상업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6.5wt% (63 kgH2/m
3)

이상의 저장능력을 갖는 재료가 개발되어야 한다고 제시

하였다. 

수소 저장 매체로는 금속 (또는 보론) 수소 화합물, 금

속 촉매 나노입자, 전도성 고분자 및 탄소체에 대한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금속 수소 화합물의

경우에는, 금속의 높은 단가 및 낮은 수소 저장 능력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Mg2Ni와 같은 금속 촉매

나노입자의 경우에는 높은 단가 및 수소 탈착에 고온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Polyaniline 등의 전도

성 폴리머는 공기 및 열에 불안정하며 수소 흡착 시간

이 길어 상용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반면, 탄소 물질

을 통한 수소 저장은 다른 물질에 비해 안전하며 가벼

울 뿐만 아니라 저장 비용이 저렴하고 높은 안정성 등

의 장점으로 탄소 저장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 탄소 저장체의 경우 수소가 탄소 표면에 흡/탈

착하는 메커니즘을 이용하기 때문에 비표면적이 큰 구조

가 유리하게 되어 탄소 나노 튜브(carbon Nanotube),1~3)

Graphite,4) Fullerene (C60),
5) 탄소 파이버,6) 활성 탄소 섬

유7) 등의 탄소 물질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탄소 나노튜브와 Fullerene의 경우, 넓은 비표면적을 가

지고 있으나 제조 비용이 다른 구조 물질에 비해 비교

적 높은 단점이 있다. 

활성 탄소 섬유와 탄소 파이버 등은 기존 탄소 나노

튜브의 문제점으로 부각되던 높은 제조 단가 및 복잡한

제조 공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재로, 특히 전기 방

사를 통해 얻은 탄소 파이버의 경우, 탄소 나노튜브와 같

이 sp2 공유 결합을 갖는 Graphite 구조는 아니지만 수소

저장 능력은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된 바 있다. 더욱이 전

기 방사법을 통한 탄소 파이버 제작은 공정이 매우 간

단하며 파이버 내에 금속 촉매 물질 도핑, Hollow 파이

버 등의 구조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품질의 탄소 저

장 물질의 대량 생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전기방사로 제조되는 탄소 파이버의 비표면적을 증가

시키는 것은 수소 저장 측면에서 핵심 이슈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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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비표면적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

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파이버 표면을 조대화 하거나

기공을 형성시켜 비표면적을 늘리는 방법과 둘째, 파이

버의 직경을 줄여 비표면적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전

자의 경우, 기공형성 물질이 포함된 혼합용액의 전기방

사를 통해 파이버를 제조한 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방

법과 탄화 시에 수증기나 이산화 탄소 등으로 활성화 시

켜 기공을 형성하는 방법이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전기

방사 공정 변수 (즉, 점도, 전기장의 세기 등)를 조절하

여 파이버 직경을 제어하는 것으로 비표면적 증대를 위

해서는 매우 작은 직경을 갖아야 하지만 비드 (bead)가

없이 연속 파이버를 제작하기가 용이하지 않다.8) 또한,

두 가지 이상의 혼합 폴리머의 상분리 현상을 이용하여

전기방사를 하여 열처리 과정 시에 특정 폴리머 물질의

선택적인 제거를 통해 비표면적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

다. Alexander et al. 은 DMF 용매 내에서 Polyacrylonitrile

(PAN)과 Poly (methyl methacrylate) (PMMA)의 상분리

현상을 이용하여 단일 노즐로 튜브 형상의 파이버를 제

작하였다.9) 이는 PAN과 PMMA 부분의 상분리 영역이

비교적 크기 때문에 튜브 형상 제작이 가능하였다. Moon

et al. 은 PAN과 Polystyrene (PS) 간의 상 분리 현상을

이용하여 PMMA 계보다 보다 작은 크기 영역에서 상

분리가 일어나 튜브 형상보다는 mesoporous에 가까운 형

상의 파이버를 제작하였다.10) 또한, Zhou et al. 은 PAN

과 Poly (stylene-co-acrylonitile) (SAN)의 상 분리 현상

을 이용하여 단일 노즐로 mesoporous 파이버를 제작하

여 캐패시턴스의 증가를 꾀하였다.11) 위 실험에서는 SAN

의 양을 0~50wt%까지 점진적으로 실험하여 SAN의 증

가에 따라 비표면적의 증가 및 정전용량의 증가를 보여

주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상 분리 되는 폴리머 블렌딩 용액

(PAN-SAN blending solution)의 전기방사를 통하여 폴리

머 파이버 제작 후 열처리를 통해 파이버 내의 하나의

폴리머 (SAN) 성분을 선택적으로 제거함으로 탄소파이

버의 형상 및 구조 제어를 시도하였다. 특히 상 분리 폴

리머의 혼합 부피 비율을 50 vol% 에서 90 vol% 까지

변화시킴에 따라 탄소 파이버의 직경 및 비표면적 변화

를 관찰하였다. 

2. 실험 방법

전기방사용 용액을 제조하기 위해 Dimethylformamide

(DMF, anhydrous, 99.8% Aldrich) 용매에 Polyacrylonitrile

(Mw = 150,000, Aldrich)) 및 Poly (stylene-co-acrylonitrile,

Mw = 125,000, Aldrich)을 혼합하여 70 oC에서 24시간 교

반하여 용액을 제조하였다. DMF 는 PAN 등의 고분자

에 대한 용해도가 우수하여 전기 방사가 용이한 고분자

용액을 제조할 수 있는 용매이다. 고분자 용액은 PAN : SAN

의 혼합 비율을 부피 비로 100 : 0, 50 : 50, 40 : 60, 30 : 70,

그리고 10 : 90 로 변화를 시킨 용액을 제조하였으며, 점

도계 (Rheometer AR-2000EX, TA Instruments)를 이용하

여 점도를 측정한 결과 고분자 용액 모두 1600~2000 mPa·s

범위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혼합된 고분자 용액을 직류 전원 고전압 장치 (Nanotech)

를 이용하여 노즐과 collector 사이의 전압을 15 kV를 인

가하고, 노즐과 drum collector 사이의 거리를 15 cm로

하여 전기장이 1 kV/cm를 상태에서 미세 주사기 펌프

(KD100, KD Scientific)를 이용하여 다섯 종류의 고분자 용

액을 유속 1.0 ml/h로 stainless steel 노즐 (내경 : 0.51 mm)

을 사용하여 전기 방사하였다. collector는 drum의 폭이

200 mm, 직경이 100 mm인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로 분

당 회전수 50 rpm의 저속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장비 모식도는 Fig. 1에 나타나 있다. 전기 방사법으로

얻은 폴리머 파이버를 80 oC에서 24시간의 건조, 250 oC

4시간 안정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800 oC 1시간의 탄

화과정을 통해 탄소 파이버를 제조하였다. 

점성이 있는 PAN-SAN 용액을 슬라이드 유리 위에 떨

어뜨려 광학 현미경 (optical microscope, Leica DMLM)

으로 관찰하였고, 전기방사 된 폴리머 파이버의 열분해

거동은 열중량-시차열분석 (thermal gravimetric/differential

thermal analysis TG/DTA, Exstar 6000, Seiko)을 사용하

여 승온 속도 분당 5 oC로 질소 분위기에서 측정하였다.

안정화 및 탄화된 탄소 파이버의 미세구조는 주사전자현

미경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S-4300, Hitachi)

과 투과전자현미경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TEM,

Fig. 1. Schematic diagram of electrospinning process.



564 김홍연·이대희·문주호

JEM-2000EX, Jeol)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탄소 파이버의

표면화학구조는 X선 광전자분광법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 ESCALAB 22i-XL, VG Scientific

Instrument)을 통해 분석하였고, 라만 분석은 (Raman

spectroscopy, LabRam HR High Resolution, Jobin-Yvon)

Ar-ion laser 514 nm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탄소 파이버

의 비표면적은 Brunauer-Emmett-Teller (B.E.T.) 질소 흡

착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Omnisorp 360, Coulter).

3. 결과 및 고찰

전기방사를 통하여 제조된 폴리머 파이버의 열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TG/DTA 분석을 수행하였다. Fig. 2a에

서 보듯이 순수 PAN 폴리머 파이버의 경우, 310~350 oC

부근에서 발열 반응과 더불어 급격한 질량감소 (36wt%)

가 관찰되었고, 다시 560 oC에서 690 oC사이의 발열 반

응이 발생하면서 점진적인 질량감소를 수반하였다. 310~

350 oC에서의 발열 반응은 Nitrile 그룹의 고리화 반응이

진행됨에 따른 질량 감소로 판단된다.12-14) TG/DTA 결

과를 바탕으로 전기방사 된 PAN 폴리머 파이버의 안정

화 과정은 고리화 반응 온도보다 50~100 oC 낮은 온도

에서 수행하였으며, 그 이후 800 oC에서 1시간 탄화과정

을 수행하였다. 비표면적이 탄화 온도 800 oC에서 최대

가 되고, 이 온도 전 후에서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

인다는 보고를 참고하여 결정하였다.15,16) 

PAN 고분자 용액의 전기 방사 조건으로는 전기장의 세

기가 0.6 kV/cm 이하 혹은 1.6 kV/cm 이상일 경우에는

nozzle에서 나오는 젯(jet)이 불안정해져, 비드 (bead)를

생성시키거나 파이버의 직경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

다.17-19) 본 실험에서는 PAN 고분자 용액으로부터 연속

적인 파이버를 적절히 얻어낼 수 있는 전기장 조건 (1.0 kV/

cm)에서 전기 방사를 수행하였다. 얻어진 폴리머 파이버

를 안정화 시킨 후에 SEM으로 관찰한 결과 300~400 nm

수준의 직경을 균일한 파이버를 합성할 수 있었다. 이를

다시 800 oC에서 탄화과정을 거치게 되면 질량 감소가 발

생하면서 직경 또한 100~200 nm 수준으로 수축된 파이

버가 형성되었고, 비드 형성 또는 절단 등 파이버 형상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Fig. 3) 

DMF에 PAN을 용해시킨 용액에 SAN을 첨가하게 되

면 서로 섞이지 않고, SAN-DMF 영역으로 Fig. 4와 같

이 상 분리가 일어나게 된다. SAN는 수십에서 수백 마

이크론 정도로 상 분리가 일어나며, 이렇게 상 분리가 된

용액을 전기방사 하면 상 분리 영역이 전기방사 방향과

평행하게 배열된 상태로 PAN 영역과 SAN 영역으로 분

Fig. 2. TG/DTA results of (a) PAN-based fiber and (b) PAN-

SAN-based fiber.

Fig. 3. (a) SEM images of PAN-derived carbon fiber and (b) TEM image of PAN-derived carbon f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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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된 고분자 파이버가 형성이 되고, 이를 열처리하여

SAN 부분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면, PAN 성분의 다공성

파이버가 제조될 수 있다. SAN의 선택적 제거 온도 조

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TG/DTA를 분석하였다. Fig. 2b

에서 보듯이 PAN-SAN 파이버의 경우는 주요 질량 감

소가 300 oC와 400 oC 두 번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저온

에서는 SAN의 분해가 고온에서는 PAN의 분해가 발생

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총 질량감소는 500 oC까지

약 70%, 800 oC까지 약 75% 감소를 보인다. SAN는 연

화점이 100~113 oC로 알려져 있지만 나노 사이즈의 파

이버에서는 그보다 낮은 온도에서 연화가 일어나므로

80 oC에서 24시간 건조함으로써 액상상태로 변화된 SAN

의 대부분이 중력에 의하여 분리되었고, 250 oC에서 4 시

간 유지시킴으로써 잔류 성분을 제거하였다. 

Fig. 5는 SAN의 혼합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제조되

는 탄소 파이퍼의 형상 변화를 보여주는 SEM 이미지이

다. 50 vol% 첨가 조건까지는 순수한 PAN 기반의 파이

버에 비하여 직경은 300~500 nm 수준을 유지하며 비교

적 균일한 파이버 형상을 보인다. 하지만 SAN의 함량

이 점차 늘어나면서 독립적인 분리되어 있지 않고 수축

된 파이버 간 응집되는 형상이 관찰되고, 90 vol% 경우

엔 얇은 파이버가 응집되어 직경이 큰 다발 형태로 보

여진다. 이는 SAN의 선택적인 제거 과정 중 액상으로

변화되어 모세관 응력으로 인하여 잔류하는 PAN 폴리

머 파이버가 응집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Fig. 6은 파

이버의 표면 구조를 보다 명확히 관찰하기 위한 고배율

SEM 이미지이다. 50 vol% 첨가의 경우엔 파이버 표면

이 주름이 잡힌 듯한 형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60 vol%

경우엔 (Fig. 6b) 파이버 직경이 ~250 nm으로 수축되었

고, 그 내부엔 직경이 ~60 nm 수준의 얇은 파이버 수 -

수십 개가 응집되어 존재하고 있다. PAN 성분이 더욱

감소됨에 따라 하나의 파이버를 구성하는 서브 파이버의

갯수가 감소되어 전체 직경은 ~300 nm 수준이 되었으며 표

면에 입자 형상의 물질 또한 관찰되었다. SAN이 90 vol%

경우엔 연속적인 파이버 형상 대신 입자들이 응집되어 직

경이 큰 다공성의 파이버가 이루어짐을 관찰하였다. 

PAN-SAN 기반 탄소 파이버의 내부 구조를 관찰하기 위

하여 TEM 분석을 시도하였다 (Fig. 7). Fig. 3b에서 나타

난 PAN 기반의 탄소 파이버는 내부 기공 없이 치밀한

Fig. 4. Microscopic image of PAN and SAN in DMF solution

(PAN : SAN = 50 : 50) showing a phase separation.

Fig. 5. Low magnification SEM images of carbon fibers from PAN : SAN solution: a) 50 : 50, b) 40 : 60, c) 30 : 70, and d) 10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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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인 반면, SAN가 첨가된 조건에서 얻어진 탄소 파이

버는 SAN가 열처리 과정 중 제거되어 내부 기공이 형성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SAN 함량이 50 vol%에서

90 vol%로 증가할수록 파이버 다발의 직경은 조금씩 줄

어들며 내부 기공 공간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직경

및 기공 변화 이외에 SAN 함량이 증가될수록 표면에 입

자 구조체 밀도가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입

자형성은 탄소 파이버의 비표면적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

Fig. 6. High magnification SEM images of carbon fibers from PAN : SAN solution: a) 50 : 50, b) 40 : 60, c) 30 : 70, and d) 10 : 90.

Fig. 7. TEM images of carbon fibers from PAN : SAN solution: a) 50 : 50, b) 40 : 60, c) 30 : 70, and d) 10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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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예상할 수 있다. 파이버 다발 내에 존재하는 개별

파이버의 직경이 70~80 nm 이하 수준으로 관찰되었으며,

특히 90 vol% 첨가의 경우 (Fig. 7d) 50 nm 정도로 확인

되었다. 입자 구조체가 형성되는 원인은 잔류되는 고분자

인 PAN의 함량이 30 vol% 이하로 줄어들게 되면 전기방

사로 제조되는 고분자 파이버에서 연속적인 상으로 존재

할 수 없고 분리된 상으로 존재하게 되고 이들이 탄화

과정 중 응집되어 직경이 큰 파이버 다발 형태로 변화

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SAN을 포함시켜 균일한

파이버를 제조하면서 내구 기공을 형성 시켜 비표면적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SAN 첨가량은 50 vol% 수준이 적

절하다고 판단된다. 이들 파이버의 비표면적 분석을 시도

한 결과, PAN 기반의 탄소 파이버의 경우 6.1 m2/g 이었

으나, SAN의 함량이 50 vol%에서는 131.6 m2/g, 60 vol%

에서는 37.9 m2/g, 70 vol%에서는 28.9 m2/g, 90 vol%의

경우에는 48.3 m2/g으로 나타났다. SAN 50 vol%가 혼합

된 경우는 전기방사된 파이버간 응집 현상이 거의 발생

하지 않은 상태에서 SAN 제거로 적절히 내부기공을 형

성하여 비표면적 증가로 나타났지만, 60 vol% 이상에서

파이버 간의 응집으로 비표면적이 감소되었으며, 90 vol%

에서는 응집현상이 발생하지만 입자 구조로 변화됨으로

비표면적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열처리 과정을 통해 SAN을 제거한 후 800 oC 에서 탄

화시킨 탄소 파이버에 대해 XPS 분석을 실시하였다. Fig.

8은 탄소 파이버의 C 1s 스팩트럼을 나타내며, 이 peak

는 세 개의 Gaussian 분포를 갖는 sub peak로 분리할 수

있고, 가장 높은 강도는 갖는 Peak의 중심 결합에너지

는 285 eV에서 관찰 되었고, 이는 탄소 단일 결합에 (C-

C)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20,21) 또한 2nd peak은

287 eV에서, 3rd peak은 289.5 eV에서 관찰되었으며, 각

각 C-O 결합, C=O 또는 O=C-O 결합에서 기인한다. 이

는 파이버의 안정화 과정 중 공기 중의 산소가 탄소 파

이버에 흡착되어 탄화 과정 후에도 잔존하는 것으로 예

상된다. C 1s sub peak의 면적을 바탕으로 탄소파이버

의 구성 비율을 분석하면 C-C 결합 물질이 약 85%, 2nd

과 3rd peak을 합친 탄소와 산소 결합 비율은 상용 활

성 탄소 파이버와 비슷한 수준인 약 15%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22) 탄소 표면 위의 산소 분자의 결합은 탄소 파

이버의 수소 흡착 능력의 저하를 초래하지만23) C-C 결

합 비중의 증가를 위해 더 높은 온도에서 탄화를 진행

하면, 반대로 탄소 파이버의 비표면적이 크게 감소될 수

있다.15,16) 

Raman 분석을 통해 탄소 파이버의 Graphitization된 정

도를 분석하였다. Fig. 9에 보듯이 PAN 기반 탄소 파이

버와 PAN-SAN 기반 탄소 파이버 모두 동일한 형상의

Raman 스팩트럼이 관찰되었다. PAN 기반 탄소 파이버

의 스팩트럼의 경우 1579.6 cm-1 Peak은 Graphite 구조

인 sp2 결합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G band로 불리며, 이

Peak의 강도가 크고, 반치폭(FWHM)이 좁을수록 Graphiti-

zation 정도가 큼을 의미한다. 반면 1361.7 cm-1 Peak은 sp3,

sp 또는 broken bond가 혼재해 있는 disordered carbon

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D band로 불린다.24~27) 고분자로

출발하여 제조된 탄소파이버의 경우 탄화 온도 및 시간

등에 의해 탄화 정도가 달라지게 되는데, 본 실험의 경

우 동일한 탄화 공정 과정을 거친 두 종류의 탄소 파

이버에 대한 Raman 스팩트럼이 거의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으며, 이는 SAN 첨가는 Graphitization 정도에 영향

을 미치지 않다는 결과로 판단된다. PAN 기반 탄소파

이버의 D band와 G band 상대강도(I)는 각각 2226,

2390으로 나타났으며, PAN-SAN 기반 파이버 경우는 각

각 1712, 1741로 관찰되었다. 이들 피크의 강도 비율(R)

을 통해 물질의 결정립 크기(L)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24~27). 800 oC에서 탄화한 PAN 기반의 탄

소 파이버의 경우 R = ID/IG = 0.93이며, 이 때 결정립의

Fig. 8. XPS data of PAN based carbon fiber derived from

PAN : SAN = 50 : 50 solution.

Fig. 9. Raman spectroscopy results of PAN based carbon fiber

and PAN-SAN based carbon f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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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는 L = 44R-1
Å로 표현될 수 있어, L = 4.73 nm로 예

상할 수 있으며, PAN-SAN 기반의 탄소 파이버의 경우

결정립 크기는 4.48 nm로 예측할 수 있다. 

4. 결  론

전기 방사법을 통해 PAN을 기반으로 폴리머 파이버를

제조한 후 이를 800 oC에서 탄화시켜직경 100~200 nm의

균일한 치밀성 탄소 파이버를 합성하였다. 또한 상 분리

되는 PAN-SAN 용액을 전기 방사함으로써 다공성 탄소

파이버를 제조하였다. PAN-SAN 기반 폴리머 내에 균일

하게 분포되어 있는 SAN는 열처리 과정 중 선택적으로

제거되면서 내부 기공이 형성됨을 열분석 및 미세구조 분

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SAN의 혼합 비율은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탄소 파이버의 형상 및 비표면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SAN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의 파

이버는 6.1 m2/g인 반면, SAN 함량이 50 vol%일 때는

비표면적이 131.6 m2/g로 최대가 되었다. 함량을 더 증

가시키면 파이버 다발 내의 기공은 증가하지만, 파이버

간 응집으로 비표면적이 감소되었다. 또한, SAN의 함량

이 70 vol% 이상의 용액을 사용할 경우엔 연속적인 파

이버를 얻지 못하고 표면에 입자 구조체가 형성됨을 확

인하였다. 제조된 탄소 파이버의 XPS 분석을 통해 탄화

가 85%이상 진행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Raman 분석을

통해 그 구조가 sp2 결합과 disordered 결합 부분이 혼

재해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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