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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즈마 표면처리를 이용한 폴리머 소재의 표면형상제어

The surface morphology control of the polymeric material using a plasma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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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플라즈마 표면처리를 통해 폴리머의 나노 구조를 형성하는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표면 처리를 통해 나노 
기둥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폴리머(PMMA, PDMS, PET, NOA) 위에 표면형상 변화를 위한 산소 플라즈마 처
리를 하였으며, 이 때 플라즈마 표면처리 공정조건은 파워 및 가스분압별에 대한 조건 변화를 주어 표면처리 후 표면형상 
변화를 SEM과 접촉각을 통해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얻어진 표면형상에서 PMMA의 나노 기둥 구조를 이용하여 건식접착
패치에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서론 

현대에는 소형화를 넘어선 유연한 전자기기 발전에 이어 미래에는 부착 가능한 패치형 전자기기에 들어갈 건식접착패치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기존에 연구되어지고 있는 장시간 부착 가능한 패치형 구조는 2번의 몰딩 과정을 
통한 패치형 구조물이기에 복잡한 공정 과정을 거쳐야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플라즈마 표면처리를 사
용하여 비교적 간단한 공정으로 패치형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 폴리머 위에 플라즈마 표면처리를 통해 나노기둥구조를 만
들려고 하고 있으나 폴리머 종류에 따라 구조의 차이에 의해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플라즈마 표면처리에 대한 폴리머 종류별 형상 변화를 정량화하여 건식 접착 패치의 구조물에 적용 가능한 
폴리머 소재의 표면 특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플라즈마 표면처리가 된 폴리머에는 표면 형상을 관찰하였다. 또한 

PMMA(poly methyl methacrylate)가 나노 기둥 구조를 형성하였고, 차후 몰딩과 플라즈마 표면처리를 통해 기존 건식접
착패치보다 우수한 패치로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2. 본론 

본 연구에서는 2.5 x 2.5 mm Si wafer 위 스핀 코팅 방법으로 PMMA(poly methyl methacrylate), PDMS(poly dimethyl 
siloxane), NOA71을 코팅하였고, 유연한 PET 기판도 2.5 x 2.5 mm로 자른 후 진공 상태에서 KIMS에서 개발한 선형이온소
스를 활용한 플라즈마 표면처리를 하였다. 그리고 표면처리 후 시편 각각의 접촉각을 측정하였다.

   

Fig. 1. SEM image and Contact angle of PMMA after plasma treatment

3. 결론

두 번의 몰딩과정을 통한 폴리머 소재의 건식접착패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플라즈마 표면처리를 활용하여 폴리머의 
표면 형상 제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플라즈마 표면처리가 된 폴리머는 다양한 표면 형상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

다, 또한 PMMA(poly methyl methacrylate)의 표면이 나노 기둥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장시간 부착 가능한 개코 도마뱀의 
발바닥 모양의 구조와 비슷하여 향후 건식 접착 패치로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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