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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ydrophilic SiO2 layers were obtained by the atmospheric-pressure plasma treatment. Superhydrophobic SiO2 layers

were first deposited by the electrospray deposition method. The electrospunable solution that was prepared based on the sol-

gel method was sprayed on Si (100) substrates. The surface of the electrosprayed SiO2 layers consisted of the agglomeration

of nano-sized grains, which led to a very high roughness and revealed a very high contact angle to water droplets over 162o.

After having been exposed to the atmospheric Ar/O2 plasma, the observed superhydrophobicity of the SiO2 layers were greatly

changed: a dramatic variation of the water contact angle from 162o to 3o, namely realization of superhydrophillicity.

Interestingly, the surface microstructure was almost preserved. According to the XPS analysis, it is more likely that thanks to

the plasma exposure, the surface of SiO2 layers will be cleaned in terms of organic species that are hydrophobic-inducing,

consequently leading to the hydrophilic nature observed for the plasma-exposed SiO2 l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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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자기세정, 오염방지, 김서림방지 등의 특성을 가

지는 친수성 표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1-3) 친수성표

면은 90o 이하의 물접촉각을 가지는 표면을 의미하며, 특

히 10o 이하의 물접촉각을 가지는 표면을 초친수성표면

이라 칭한다. 자기세정, 오염방지, 김서림방지 등의 기능

은 표면의 친수성 성질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이러한 친수성 표면을 인공적으로 형성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4-11) 문헌에 의하면, 표

면의 화학적 요인과 물리적 구조에 의해 표면의 친수성

혹은 초친수성이 결정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따라서 표

면의 화학적 요인4-8)과 표면구조9-11)를 제어하기 위해 다

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화학적 요인을 제어하기 위

한 방법으로는 주로 UV 조사를 통해 친수성 표면을 형

성하며,4-6) 표면구조 제어는 수열합성법9-11) 등을 보기로

들 수 있다.

친수성 표면의 형성을 위해 사용되는 재료에는 ZnO,10)

CaCO3,
12) TiO2,

13) 카본나노튜브(CNT, Carbon Nano

Tube)14) 등이 있는데, 이러한 재료 중에서 실리카(SiO2)

는 실제 적용 가능성이 높은 재료 중 하나이다.15) 특히

SiO2는 지각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원소로 구성되어 있으

며, 화학적으로 인간에 무해하고 환경적으로 안전한 것

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SiO2는 매우 안정하며, 상당한

내마모성을 보유하고 있는 등 여러 물성 측면에서 매력

적인 물질이다. 이러한 SiO2는 sol-gel법16,17)을 이용하여

쉽게 합성할 수 있으며, 스핀(spin) 혹은 딥(dip)코팅법을

이용하여 박막형태의 얇은 코팅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많은 장점들을 가진 SiO2 코팅층의 표면특성 제어는 매

우 중요하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응용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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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O2 표면의 화학적 성질 혹은 구조를 제어하여 친수

표면을 구현하는 연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13-21)

중요한 몇 가지 연구를 살펴 보면 기능성 그룹의 고정

화,18) 하이브리드 SiO2,
19) 등 표면에너지 제어를 위해

SiO2 표면의 화학적 구성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고, 복합

박막을 형성하는 방법이 있다.20,21)

전기분무증착법은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효율적이

며, 점도가 낮은 용액으로부터 비 진공분위기에서 산화

물 재료의 코팅층을 쉽게 형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

려져 있다.22) 전기분무증착법에서 전기장은 주사기바늘과

컬렉터 사이에 걸어주고, 용액은 바늘의 끝에서 표면장

력에 의해 작은 물방울을 형성하게 된다. 이 때, 주사

기 내부의 용액을 아주 느린 속도(feeding rate)로 밀어

주면서 동시에 적절한 크기의 전압을 인가하면 정전기

적 반발력이 미세 액적 내부에 축적되어 표면장력을 극

복하게 되는 순간, 분무가 발생하며, 이러한 분무는 인

가된 전압에 의해 컬렉터를 향해 가속된다. 용액의 점

도가 아주 낮은 경우, 용액은 물방울 모양으로 분사되

고 일반적으로 아주 거친 입자로 형성된 코팅층을 형성

한다.23)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장점을 가진 전기분무

증착법을 사용하여 SiO2 코팅층
23)을 형성하고, 플라즈마

표면 처리 영향을 조사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상

압 플라즈마를 사용하였으며, 사용한 기체는 Ar/O2 가스

를 사용하였다. 

2. 실험 방법

SiO2 코팅층은 sol-gel 용액을 전기분무증착법으로 Si

(100) 기판 위에 형성하였다. Sol-gel 용액은 tetraethoxy-

silane(TEOS, Si(OC2H5)4)와 methyltriethoxysilane(MTES,

CH3Si(OC2H5)3)를 전구체 물질로 사용하였다. 먼저 TEOS

와 MTES를 1:1 몰비로 혼합하여 실온에서 2시간 동안

교반하고, 이 용액에 따로 준비된 에탄올, 물, HCl이 몰

비 6:9:0.3으로 구성된 용액을 혼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기분무를 위한 feeding rate는 0.05 ml/

Fig. 1. Schematic illustration showing the processing steps in this work.

Fig. 2. Surface microstructures of flat silica layers after Ar/O2-plasma treatment; (a) 0, (b) 5, (c) 10, (d) 30, (e) 60 and (f) 90 sec. Insets

show the corresponding enlarged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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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이고, needle과 컬렉터 사이에 가해준 전압은 15 kV,

needle tip과 컬렉터 사이의 간격은 10 cm로 하였다. 이

렇게 형성한 코팅층을 400 oC에서 2시간 동안 공기 분

위기에서 열처리하여 SiO2 코팅층을 얻었다. 이와 관련

된 보다 자세한 실험조건은 본 저자들의 선행보고에 기

술되어 있다.23)

이렇게 형성한 SiO2 코팅층에 상압 플라즈마 처리를

하였다. 플라즈마 처리에 사용한 기체와 유량은 Ar/O2 혼

합 가스이며 1 L/min의 유량으로 혼합하여 공급하였으

며, 플라즈마 세기는 30 A로 고정하였고, 처리시간은 0

초, 5초, 10초, 30초, 60초 그리고 90초로 하였다. 본 연

구에서 적용된 SiO2 코팅층을 형성하고 상압 플라즈마

표면 처리를 하는 일련의 실험 과정을 Fig. 1에 개략적

으로 나타내었다. 

SiO2 코팅층의 미세구조를 전계 방사형 주사전자현미

경(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

SEM)을 이용하여 관찰하였으며, 물접촉각(Water Contact

Angle, WAC)은 접촉각 측정기로 실온에서 10 µL의 탈

이온수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XPS(X-ray Photo-

electron Spectroscopy)로 표면분석을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전기분무증착법으로 형성한 SiO2 코팅층에 플라즈마 표

면처리를 하기 이전에 열산화법으로 형성한 평활한 SiO2

코팅층에 대해 플라즈마 조사처리를 한 후 표면 미세구

조와 물접촉각 변화거동을 관찰하였다. 1 L/min의 유량

의 Ar/O2 가스를 흘려주며 0초, 5초, 10초, 30초, 60초

그리고 90초 동안 플라즈마 표면처리를 한 후 미세구조

변화를 Fig. 2에 해당 표면의 물접촉각 변화거동을 Fig.

3에 정리하였다. 열산화법으로 성장된 원자적으로 평탄

한 SiO2 표면의 경우 플라즈마 조사처리 후에도 매우 평

탄한 표면을 지니고 있으며 플라즈마 조사 시간에 따른

미세구조 변화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

다. 그러나 물리적 평탄도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50o인

초기 물접촉각은 플라즈마 조사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감

소하였고 90초 동안 조사한 표면에 대해서는 28o의 물

접촉각을 나타냈다. 즉 플라즈마 조사에 의해 표면미세

구조 변화보다는 표면의 화학적 성질변화, 예를 들면 표

면 유기물의 제거, 표면 소수성 분자 제거 등의 효과가

주로 작동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기분무증착법으로 형성한

SiO2 코팅층에 대해 같은 조건으로 플라즈마 조사처리를

한 후 미세구조를 관찰하여 Fig. 4에 나타내었다. 플라

Fig. 3. Change in water contact angle on flat silica layers as a

function of Ar/O2-plasma exposure time. The images show the water

droplets on the corresponding layers.

Fig. 4. Surface microstructures of electrospray-synthesized hydrophobic silica layers after Ar/O2-plasma exposure; (a) 0, (b) 5, (c) 10, (d)

30, (e) 60 and (f) 90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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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마를 30초 간 조사하였을 때 표면에 작은 입자들이 형

성된 듯해 보이지만, 미세구조 상의 큰 변화는 없고, 표

면의 화학에너지만 변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SiO2

코팅층의 물접촉각을 측정하여 Fig. 5에 정리하였다. 플

라즈마 조사시간에 따라 162o에서 3o로 소수에서 초친수

로의 접촉각 변화를 보였다. 즉, 전기분무증착법으로 형

성한 SiO2 코팅층 표면에 Ar/O2 플라즈마를 조사하여 60

초 동안 표면처리를 해주면 초친수성 SiO2 코팅층 표면

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열산화법으로

성장된 원자적으로 평탄한 SiO2 표면과 전기분무증착법

으로 형성된 거칠기를 갖는 SiO2 표면의 플라즈마 처리

후 접촉각의 차이는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Wenzel 모

델24-25)과 부합된다. 

Ar/O2 플라즈마를 조사하였을 때 표면특성이 소수성에

서 초친수성으로 변화하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10초, 30

초 그리고 60초 동안 플라즈마 표면조사를 한 전기분무

증착법으로 형성한 SiO2 코팅층 표면에 대해서 XPS 분

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6에 나타내었다. 플라즈

마 조사 시간이 길수록 산소피크의 세기가 증가하는 것

으로 보아 표면의 소수성 유발 유기물의 제거로 청정

SiO2 표면이 증가하기 때문에 친수성 표면을 가지는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플라즈마 처리 후 두 표면들의 초

친수성 특성은 공기중에서 60일 이상 지속되었으나, 그

기간을 초과하게 되면 차츰 원래의 상태로 변화하였으

며, 이는 공기중의 유기물질의 표면 오염에 의한 것으

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전기분무증착법으로 초소수성 SiO2 코

팅층을 형성하고 Ar/O2 플라즈마 조사를 통해 표면에 친

수성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Ar/O2 플라즈마 조사를 통하

여 162o 였던 물접촉각이 3o로 변화하였다. 이들 코팅층

은 표면 미세구조의 변화 없이 화학적 변화만으로 친수

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SiO2 표면을 기

반으로 하고 친수성이 요구되는 기능성 표면 영역에서

의 응용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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