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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코로나19(COVID-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마스크를

착용하는것은필수가되었고이에따라마스크의사용이급

증하였다. 하지만, 마스크는 플라스틱을 원료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특히 일회용 마스크는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PP) 소재로만들어지고있다. PP는 쉽게썩지않으므로폐기

된마스크가환경오염문제를유발하고있다[1]. 또한 마스크

뿐만 아니라 현대 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플라

스틱 소재는 사용 후 폐기될 때 쉽게 썪지 않기 때문에 환경

을 오염시키는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PVA(Polyvinyl Alcohol)는 친수성이며 물에 녹을 수 있는

특징으로인해휴지첨가제로사용된다[2]. 또한, 미생물에의

한 생분해가 가능하여 식품 포장재로도 쓰이기도 한다. 이러

한생분해성물질인 PVA로플라스틱을만들게되면기존플

라스틱과 다르게 수개월 만에 분해되어 지구 생태계의 보호

에 큰 도움이 된다. 또한, 뜨거운 물질을 담아도 안전하고 신

체에도무해하기때문에생분해성플라스틱을활용한다양한

제품 개발이 필요하다.

전기방사(Electrospining)는 고분자 용액에 전기장을 가하

여 실처럼 나노 섬유를 뽑아내는 공정을 말한다. 전기방사는

고전압전원공급장치(High Voltage Power Supply), 콜렉터

(Collector), 주사기(Syringe)로 구성되어있다. 전기방사되는

물질은고분자물질(Polymer)을 이용하며인가전압, 용액농

도, TCD(Tip Collector Distance), 유속 등여러가지매개변

수를 제어하여 다양한 공정으로 전기방사 되는 섬유의 길이

와 직경, 정렬 방향 등의 제어가 가능하다[3].

본 연구에서는환경친화적인마스크의제작을위해전기방

사공정을이용한생분해성 PVA 나노필터를제작하였다. 다

양한조건으로 PVA 나노파이버를전기방사하였고, 방사 조

건에따른파이버의형상과방사형태를조사하였다. 또한전

기방사 된 PVA 나노파이버필터의여과효과를 조사하였다.

2. 실험 방법

실험에사용된전기방사장치의개략도를 [그림 1]에 나타

내었다. PVA 나노파이버는 [그림 1]과 같은 전기방사 장치

를 법을 이용하여 제작되었다. 우선 PVA 고체 Chip을

DI-Water Solvent에 40 wt%로, 12시간동안상온에서 교반

하여 분산하였다. 분산된고분자용액을 Syringe에 넣고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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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전세계적으로유행하고있는 COVID-19로 인하여많은양의마스크가소비되고있고, 사용된마스크가폐기되면서
환경오염을유발하고있다. 따라서필터링효율이우수하면서생분해가가능한필터가개발되어마스크에적용된다면환
경오염을 감소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소재인 PVA(Polyvinyl Alcohol)을 이용하여 전기방사
(Electrospinning) 공정으로나노필터를제작하기위하여다양한조건으로 PVA 나노파이버를방사하였다. 특히전기방사
조건중인가전압에따른 PVA 나노파이버의직경및방사형태를조사하였다. 전기방사된 PVA 나노파이버의방사모양
을 광학현미경(Optical Microscope, OM)과 전계방출형 주사전자현미경(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으로관찰하였다. 연구결과, 7 kV로 전기방사된 PVA 나노파이버와비교하면 20 kV로전기방사된 PVA 나노
파이버의직경이보다얇았고, 균일한형태로방사되었다. 또한 PVA 나노파이버가적층된형태도 20 kV 조건으로전기방
사 되었을 때 보다 촘촘하게 방사되었다. 따라서 최근 환경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초미세 플라스틱 마스크를 생분해성
PVA 나노파이버로 대체한다면 PVA의 우수한 생분해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 문제를 다소 저감 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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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auge)의 팁(tip)을 사용하여 0.2 mL/h의 유량으로

Pumping 하였다. 용액을 넣은 Syringe Tip에는 7 kV와

20 kV의 고전압을 인가하였고, Tip과 10 cm 떨어진 Al

Foil(Collector) 위에 30분 동안 방사하였다.

[그림 1] 전기방사 장치 및 전기방사 과정의 개략도

3. 실험결과 및 고찰
Al Foil(Collector) 위에 방사된 PVA 나노파이버의 방사형

태및파이버의형상을광학현미경(Optical Microscope, OM)

과 전계방출형 주사전자현미경(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 JEOL JSM- 6500F)으로 분

석하였고 그 결과를 [그림 2]와 [그림 3]에 나타내었다.

[그림 2]는 전기방사 된 PVA 나노파이버를 OM으로 관찰

한 결과이다. (a)와 (b)는 인가전압 7 kV, (c)와 (d)는 인가전

압 20 kV로 전기방사된 PVA 나노파이버이다. 이때, 인가전

압 7 kV로 방사된나노파이버는직경이균일하지못하고, 방

사 형태도 균일하지 않고 뭉쳐져 있다. 반면에, 인가전압 20

kV로 방사된나노파이버는직경이보다얇고, 방사된형태도

균일하며, 방사된파이버의양이더많았다. 따라서인가전압

이더높을수록나노파이버의직경은더얇고많은양의나노

파이버가 방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 PVA 나노파이버의 OM 이미지, (a, b) 7 kV로 전기방사
된 PVA 나노파이버, (c, d) 20 kV로 전기방사된 PVA 나노파이버.
(a, c)는 저배율(100배), (b, d)는 고배율(400배)

[그림 3] 인가전압 20 kV로 전기방사 된 PVA 나노파이버의
FE-SEM 분석 이미지, (a)는 저배율(5,000배), (b)는 고배율(50,000배)

[그림 3]은 인가전압 20 kV로 전기방사 된 PVA 나노파이

버의형상을관찰한 FE-SEM이미지이다. 광학현미경에서는

헝클어진 실타래처럼 보였던 PVA 나노파이버가 비교적 균

일한직경을갖고있으며, 표면이매끄러운형태를가지고있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소재인 PVA(Polyvinyl

alcohol)를 사용하여생분해성마스크의제작에적용할수있

는 생분해성 PVA 나노필터를 전기방사 공정으로 제작하였

다. PVA 나노파이버의형상과방사형태를조사한결과전기

방사의 인가전압이 20 kV 일 때 전기방사된 PVA 나노파이

버의 직경이 비교적 균일하였고, 방사형태도 균일하였다. 따

라서 20 kV의 인가접압으로 전기방사 된 PVA 나노파이버

필터가 보다 우수한 필터링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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