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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소수성 코팅은 광범위하게 응용 가능하다. 희토류 금속 산화물(Rare earth oxides, REO)은 소수성 코팅 물질로써 우

수한 열적 기계적 안정성으로 인해 전도유망하다. 본 연구는 원자층 증착법(Atomic layer deposition, ALD)을 이용한 나노 

단위 두께의 희토류 금속 산화물 박막을 이용하여 소수성 코팅의 기초 연구이다. 미래 소수성 코팅 물질로써의 응용 가능

성을 함께 다룬다. 

1. 서론

소수성 코팅은 가스터빈, 자동차 부품, 요리도구, 안경 등 공업용품 부터 가정용품까지 다양한 분야에 널리 응용되어 왔다. 

유기물 물질은 싼 값, 단순한 공정법, 화학적 안정성으로 인해, 대부분, 유기물 물질이 소수성 코팅으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유기물 코팅은 낮은 기계적 내구성과 열적 안정성으로 인해 실제 응용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소결 방법을 이용한 

무기물인 REO가 1000도까지 소수성 특성을 유지하는 것이 보고 된 바 있다. 소수성은 표면 특성이기 때문에, 소수성을 

필요로 하는 물질 위에 박막 형태로 코팅하는 것이 물질의 절약 및 공정 비용적 측면에서 보면 유리하다. 그러나 소수성 

코팅의 다양히 응용에도 불구하고, 박막 증착법을 이용한 소수성 REO물질에 대한 보고가 극히 제한적이다. ALD는 자기 

제한 표면 반응을 이용하여 박막을 형성 시키는 박막 증착 법이다. 표면 화학 반응을 이용하기 때문에, 나노 미터 단위의 

두께 조절성, 광범위 두께 균일성, 월등한 단차피복성, 낮은 불순물 함유 등의 장점들로 인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에너지, 

MEMS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점차 그 응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2. 본론

본 연구에서, Y2O3, La2O3, CeO2, Dy2O3, Er2O3 5가지 REO물질의 ALD 개발을 하였으며, 그들의 소수성 특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각각 REO 증착을 위한 전구체는 전형적인 ALD 성장 특성을 보였고, ALD 전구체로써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ALD Er2O3, Y2O3, La2O3, Dy2O3와 CeO2는 각각 100, 102, 106, 108, 97도의 물과의 접촉각 특성을 나타내었으며, 소수성 

특성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3차원 Si 나노와이어 나노구조물위에 ALD REO 박막 코팅을 진행하였다. Si 

나노와이어 위에 ALD Y2O3가 좋은 단차피복 특성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물과의 접촉각이 158도인 초소수성 특성을 

확인하였다. ALD REO는 균일하고 단차피복특성이 월등한 소수성 코팅제로써 다양한 응용에 이용되리라 생각한다. 

3. 결론

본 연구에서, 5가지 REO물질의 ALD공정 개발을 하였으며, 이 박막의 소수성 특성을 연구하였다. 높은 소수성 특성과 높은 

안정성으로 인해 미래 소수성 코팅 응용 분야에 널리 응용 될 것으로 전망 된다. 또한 ALD의 월등한 단차 피복성으로 3차

원 나노 구조에 균등하게 코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가 세정, 물/기름 분리 등 초소수성 특성이 필요한 분야에 광범위하게 

응용될 것으로 전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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