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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deals with the change of surface potential decay, surface resistivity, contact angle and XPS of 

ultraviolet-treated PET films. From the experimental results on the surface potential decay of UV degraded-samples, it 

was found that the accumulation of charge is decreased and the surface potential decay time is shortened. Also, from the 

result of XPS, it was found that the changes affected by the surface degradation of PET film were caused by the 

generation of carboxyl groups through the chain decomposition and recombination with oxygen molecules in the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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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론

산업이 다양화되고 고도화됨에 따라 이로 인한 력수요

의 증으로 인해 고분자 화학의 속한 발 에 따라 우수

한 특성을 가진 다양한 유기고분자 재료가 개발되어 왔으며, 

산업의 고도화로 인한 력수요의 증가로 다양한 유기고분

자 재료의 용도와 수요가 매년 증하고 있다. 이들 고분자 

재료  Poly(ethylene terephthalate)(PET) 필름은 연성, 

물리 , 화학 인 우수성과 기계  특성을 토 로 자기테이

, 사진필름, 기․ 자용, 기어휠 등 구조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기․ 자용으로는 콘덴서, 모터

연, 선 연, PCB 회로기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1-3]. 그러나 이러한 고분자재료는 실제 환경에서 사용되는 

경우 노출환경 조건에 따라 다양한 열화요인 즉, 태양의 복

사열, 자외선, 수분, 온도의 극한  변화, 염분, 방  등에 의

한 물리․화학  변형을 유발시켜 안정 으로 요구되는 제

반 특성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 성능 하를 래하게 된

다. 하지만, 개개의 고분자 연물마다 실제 환경에서의 열

화과정이 모두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사용환경에 따른 열화

기구는 아직 규명된 자료가 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한 고분자 표면에 한 연구도 오래 부터 여러 분야

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왔으나 고분자 표면은 내부와

는 다른 결합형태  이종매체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표

면에 지에 따른 안정화도  화학구조 뿐만아니라, 표면과 

하는 매체를 고려한 반  특성이 내부의 성질과는  

다르게 취 된다[4,5]. 이로 인하여 표면이 어떠한 환경에 노

출되는가가 오히려 어떠한 내부  성질을 갖는가 보다 훨씬 

요하게 고려되고, 한정 으로 표면을 제3의 역으로 설정

한 다양한 연구  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6,7]. 특히, 고분

자 연재료의 표면분해  개질에 한 표면연구는 표면의 

기  특성변화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검토가 체계 으로 

필요하며 기 연 계통에서의 고분자 표면연구는 특히 한

계치를 극복할 새로운 분석방법이 실히 요구되고 있다[8]. 

따라서 개개의 변화요인에 한 분석과 함께 복합  상

계를 도출하는 것은 고분자 표면의 특성변화에 한 매커니

즘 해석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ET 필름의 다양한 환경요인  

자외선 조사에 따른 표면의 경년특성변화를 조사하여 기기

의 수명 리  열화양상을 악하기 하여 모의 열화된 

PET 필름에 해 기  특성변화와 화학  특성변화를 분

석하여 자외선 조사 환경에서의 표면 열화 메커니즘을 도출

하고자 한다.

2 . 실  험

2 .1  시료의 처리

본 실험에서는 자외선 환경 하에서의 특성변화를 조사하

기 하여 TPA와 EG를 주원료로 하여 상압, 고온에서 1차 

Ester 교환반응을 시킨 후 고진공, 고온에서 축 합 반응을 

시켜 필름의 원료가 되는 PET 수지(Chip)를 제조하는 합

공정과 합공정을 통해 만들어진 Chip을 용융하여 일정폭

의 Die에 토출시켜 Sheet 형태로 만든 후 2축 연신공정을 

통하여 필름을 만드는 공정을 통하여 제작된 PET필름

(SKC, SR55 두께 250[㎛])으로 직경 100[㎜]로 일정하게 

단한 후 불순물을 제거하기 하여 에탄올 용액으로 세척 

후 건조 처리한 후, 자외선 처리 시료로 사용하 다. 

자외선 조사에 의한 시료의 가속열화는 자외선조사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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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lerated Weathering Tester, QUV/basic, Q-Panel Lab 

Products)를 이용하 다. 사용한 원은 fluorescent 340[㎚] 

UV lamp(Q-panel inc., UVA type)로 주 장범 는 295

[㎚]-365[㎚]이고, 방사조도는 340[㎚]에서 0.68[W/㎡]인 

lamp 8개를 사용하 다. 한 시료가 놓여지는 치의 온도

는 50[℃]로 고정시켰다. 자외선 조사시간은 300시간, 600시

간, 900시간으로 설정하여 처리시간의 변화에 따른 표면의 

특성변화를 측정하 다.

2 .2  측정

자외선 조사에 따른 시료의 표면 감쇠  표면 항률 

측정을 통한 기  특성변화와 각, X-선 자분 법

(XPS)을 이용한 표면의 화학  특성변화를 분석하 으며, 

상 계를 통해 열화메커니즘을 분석하 다. 

자외선 조사에 따른 시료의 기  특성변화를 분석하기 

해 코로나 장치를 이용한 시료 표면의 하축   

하감쇠거동 측정을 통해 기 인 측면에서의 재료의 변

화 양상을 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코로나 장치를 

이용하여 표면 를 측정하 다. 자체 제작한 코로나 

장치를 이용하여 코로나 극과 그리드 극과의 거리는 

45[㎜], 그리드 극과 시료표면의 거리는 5[㎜]로 설정한 후, 

하주입은 코로나 압(Vc) 10[kV], 그리드 압(Vg) 

1[kV], 시간(tc) 1[min]으로 각각 설정하여 시료표면에 

하(㊉극성)를 주입하 고,  종료 후 시료표면과 표면

 탐침(probe)과의 간격을 5[㎜]로 설정한 후 표면 의 

감쇠특성을 측정하 다[9]. 한 표면  측정이 끝난 시료

를 상으로 표면 항률을 측정하 다. 표면 항률 측정은 

JIS. K-6911(열경화성 라스틱의 일반시험방법) 규정에 

하여 Al을 진공증착하여 실버페이스트로 3단자 극을 형성

시켰다. 측정시료를 25[℃]로 설정된 항온조에 설치하고 미

소 류계(Picoammeter 487, Keithley. Co)를 사용하여 직류

압 500 V를 인가하여 30분이 경과된 후 측정된 설 류

값을 측정하여 최종 으로 표면 항률을 산출하 다. 

자외선 조사에 따른 표면의 화학  특성변화를 분석하기 

하여 각 측정창치(2MG, ERMA INC.)를 사용하여 표

면에 물방울을 하 하여 두 물질 사이의 계면에 형성되는 

인력변화를 측정한다. 각 측정은 각 측정장치를 사

용하여 시료표면에 탈이온 증류수 2[㎕]를 sessile drop 형태

로 하 시켜 측정하 다. 최종값은 측정을 10회 반복하여 

최 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나머지의 측정값을 평균하여 얻

었다. X-선 자분 법(XPS, Vacuum Science Workshop 

국, ARIESARSC 10MCD 150)을 이용하여 표면의 화학  

성분변화를 분석하 다. X선 source는 Al-Kα선을 이용하고, 

X선 출력은 15[kV], 진공도는 10
-10
[torr] 이하에서 시료 표

면의 화학  변화를 조사하 다. 

3 . 결과  고찰

3 .1  표면 감쇠 특성

자외선 처리에 따른 표면의 기  특성을 분석하기 하

여 코로나 장치를 이용하여 표면에 정극성(+)의 하를 

주입하고 하축 량  감쇠 측정한 결과를 그림 1에 

나타낸다. 자외선 처리시간에 따라 하축 량  감쇠

가 빠르게 감소하 다. 이러한 결과는 처리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고에 지를 갖는 자외선에 의해 가교결합에 참여하고 

있던 극성기들의 결합이 분해되어 안정된 구조를 갖던 비활

성 표면이 반응성이 강한 활성표면으로 변화되어 표면 하

의 포집능력이 격히 하함에 따라 주입된 하의 축 량

의 감소를 통해 표면 의 격한 감소를 나타냈으며, 이러

한 경향은 자외선 조사로 인한 친수화  표면특성을 나타내

어 표면에서의 연특성의 감소로 인한 하축 량이 감소

하고, 가 빠르게 감쇠하 다[10].

그림 1  자외선 처리에 따른 PET 필름의 표면 감쇠

Fig. 1 Surface potential decay of PET film as UV treatment

3 .2  표면 항률

자외선 조사된 시료에 직류 압을 인가하여 측정된 설

류치로부터 계산된 표면 항률을 그림 2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미처리된 시료는 10
14
[Ω/cm

2
]을 나타내고 있으나 

900시간 처리된 시료에서는 10
12
[Ω/cm

2
]의 표면 항률을 보

이고 있다. 이는 코로나 하주입에 따른 표면 감쇠 특

성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자외선 조사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장시간 노출로 인한 과다한 에 지로 인하여 

분자간 결합력의 감소로 표면에서의 결합쇄가 괴되어 

PET 필름은 표면이 격히 활성화되어 친수  표면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표면의 기  연특성 역시 하된 결과

를 나타내고 있다.

3 .3  각 특성

자외선 조사에 따른 표면의 활성화 상태를 알아보기 하

여 각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를 그림 3에 나타낸다. 조

사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각이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내

고 있다. 이는 탄화수소 결합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고분자 

표면의 화학  결합을 용이하게 분해시킬 수 있는 고에 지

의 조사로 인한 비활성 상태의 안정된 표면이 자여기상태로 

되고 높은 반응성을 갖는 극성표면으로 변화되어 분자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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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자외선 처리에 따른 PET 필름의 표면 항률

Fig. 2  Surface resistivity of PET film as UV treatment

이 극히 불안정한 높은 반응성을 갖게 되어 이로 인한 표면

에서의 젖음성이 증가되어 각이 감소하는 것으로 단

된다.

그림 3  자외선 처리에 따른 PET 필름의 각

Fig. 3  Contact angle of PET film as UV treatment

3 .4 XPS 분석

표면에서의 화학  변화를 분석하기 하여 X-선 자

분 법을 이용한 결과를 그림 4와 5에 나타낸다. XPS 측정

은 탄소 1s(C1s)와 산소 1s(O1s)의  이온화

(photoionization)로부터 각각 284.5[eV], 531.0[eV]에서 피크

를 나타내었다. 그림 4에서와 같이 조사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C1s는 감소하고 상 으로 O1s는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낸다. 특히, 그림 5의 Multiflex mode의 탄소피크의 변

화에서는 미처리 시료와 900시간 처리시간에서는 C-OH  

O=C-O의 발생이 증가하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외선 조사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고에 지에 의해 

탄화수소 결합쇄의 분해로 인해 발생된 표면 라디칼에 기 

 산소분자가 재결합을 일으켜 증가한 것으로 단된다

[11-13]. 한, 기 표면의 탄소/산소의 비율과 비교하여 

탄소량에 한 산소량의 격한 증가가 표면의 친수성 증가

의 주요한 원인임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산소량의 증가가 

표면에서의 기  연특성이 감소  각 감소와 직

인 상 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4 자외선 처리에 따른 PET 필름의 XPS

Fig. 4 XPS of PET film as UV treatment

그림 5  자외선 처리된 PET 필름의 C1s 변화

Fig. 5 The change of C1s on the UV-treated PET film

3 .5  자외선 표면개질 모델링

자외선 조사에 따른 표면의 표면 감쇠를 통한 정  

변화와 XPS 분석을 통한 고분자 표면의 화학  구조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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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표면의 열화경로를 정 으로 해석한 모델링한 

결과를 그림 6에 나타내었다.

그림 6의 자외선 조사에 따른 표면에서의 화학변화를 모

델링(Modeling)한 결과 탄화수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PET 

표면은 C=O를 포함하며, C=C-C 혹은 C-O-C의 가교주쇄에 

탄화수소의 CH3, CH2  C-O기가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자외선조사로 인하여 표면 결합쇄의 격한 변화가 발생한

다. 즉, 조사에 지로 인하여 가교주쇄의 단  측쇄의 

자이탈에 의한 다량의 라디칼 발생과 주  산소와의 격한 

재결합이 이루어지면서 표면 분자구조의 분자화  가교

쇄의 측쇄화로 인한 표면 유동성이 증가한다. 

자외선 조사시간이 증가됨에 따라 표면의 분자쇄가 분해

되어 다량의 라디칼을 생성하고, 기 의 높은 결합력을 

갖는 산소와 재결합을 통해 친수  표면으로 변화된다. 이

러한 산소기를 포함하는 고에 지 성분의 활성 표면은 시료 

내부와의 에 지 차에 의해 내부 에 지 성분과의 열역학

 반 이 이루어져 내부로의 산소 침투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표면의 수 원자층 내부로 산소기가 치하고 기와 

하는 극표면에는 반 된 에 지 표면이 형성된다. 이것

은 자외선 처리 직후, 각을 측정했을 시는 상당히 낮은 

값을 나타내지만, 오랜시간 기 에 방치함에 따라 서서히 

각이 다시 증가하는 상으로부터 알 수 있다. 한, 화

학  구조변화와 동시에 기 으로는 안정된 고분자 표면

이 자외선 처리에 따른 결합쇄가 괴로 기  산소와의 재

결합이 발생되고, 정 으로 정극성 표면으로 변화된다. 이

러한 정극성 표면의 발생과 함께 정  균형이 괴되며, 

표면을 축으로 하는 기이 층(electric double layer)이 형

성되어 열역학  반 과 복합 으로 작용한다[10,14-17].

그림 6 자외선 처리에 따른 PET 필름의 표면열화과정 모델

링

Fig. 6 Modeling on the surface degradation process of PET 

film as UV treatment

3 . 결과  고찰

PET 필름의 사용환경에 따라 성능에 향을 미치는 여

러 요인  자외선 조사에 따른 표면에서의 특성변화를 분

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① 코로나 장치에 의한 표면 특성은 처리시간이 증

가함에 따라 극성기가 유기되어 표면이 활성화되어 

하 축 량이 감소하고 감쇠가 빠르게 나타내었다.

② 표면 항률도 표면 감쇠 특성과 동일한 경향으로 

노출시간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③ 각 특성은 조사되는 시간이 증감함에 따라 표면이 

활성화되어 감소하 다.

④ 화학  특성 조사를 한 XPS 분석결과 자외선 조사

에 따라 O1s 피크가 상 으로 증가하 고, 이는 결

합쇄의 분해  산소분자를 포함하는 하이드록실기나 

카르복실기형성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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