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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즈마를 이용한 초친수성 폴리머 표면 제작과 그 응용

Superhydrophilic polymer surface by PECV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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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플라즈마 공법은 표면 처리를 위한 유용한 방법으로 널리 응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플라즈마 화학 기상 증착
법(Plasma 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ion, PECVD)을 이용해 기존의 폴리머 표면에 나노구조를 형성하고 그 위에 친
수성을 갖는 물질을 코팅해 초친수 표면을 만들어 김서림 방지 성능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초친수성 폴리머 표면의 경우 
김서림 방지 등 초친수 표면이 필요한 곳에 유용하게 사용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1. 서론 

자동차 헤드램프, 스포츠용 안경 등 내외부의 온도 차가 나는 곳에 쓰이는 폴리머의 경우 김서림 방지 기능을 위해 친수
성 물질을 코팅하는 방법을 널리 이용해 왔다. 하지만 친수성 물질을 도포해 친수성 폴리머 표면을 만들 경우 코팅막이 
외부환경 조건에 의해 흘러내리거나 박리되는 현상이 나타나 제품의 만족도와 수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친수성 
물질 도포에 대한 단점을 개선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플라즈마 화학 기상 증착법을 이용해 폴리머 표면에 초친수성을 부여
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2. 본론  

본 연구에서는 친수성 물질을 도포해 친수성 폴리머 표면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플라즈마 화학 기상 증착법을 이용하여 
폴리머 표면을 식각해 나노구조를 형성하고 그 위에 친수성 물질을 증착하여 초친수 특성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폴리머 
표면의 나노구조는 주로 산소 플라즈마를 사용해 형성하였으며 이 표면을 SEM으로 관찰 할 수 있었다. (Fig. 1(a)) 이후 형
성된 나노구조 위에 동일한 공정으로 친수성 물질을 증착하여 초친수성 폴리머 표면을 제작하였다. 

Fig. 1 (a) SEM image of O2 plasma- etched PC surface, (b) and (b’) images of anti-fog test 

3. 결론

플라즈마를 이용해 Polycarbonate(PC)에 초친수 표면을 제작한 결과, 우수한 김서림 방지 성능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1(b)와 (b’)의 경우, 약 80℃의 물 위에 PC를 약 10초간 노출 시킨 후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다. 플라즈마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김서림 현상이 나타났으나 플라즈마 처리를 한 PC의 표면에서는 김서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
였다. 이 공정을 통해 제작된 표면은 김서림 방지가 필요한 폴리머 응용에 유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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