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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 Sputtering을 이용한 맥반석의 PET 직물에의 증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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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o develope a high value-added fiber products which is useful in the human body physiology, the Macban stone
was deposited on the PET fabric by sputtering and its effects were investigated. Then, a Macban stone target was pre-
pared for sputtering treatment and treated on the PET fabric by RF sputtering process. After treatment, surface obser-
vation by SEM, far-infrared emissivity and emissive power, the fastness to washing and light, bacteriostatic rate,
electrostatic, drape stiffness, and breaking strength of PET fabric were investigated. From these investigation, the fol-
lowing conclusions were obtained. 1) The Macban stone was able to deposit on the PET fabric, by the RF sputtering treat-
ment which is eco-friendly dry textile finishing. 2) The far-infrared emissivity and emissive power of sputtered PET
fabrics were increased. 3) When PET fabric was treated by sputtering with Macban stone, the amount of deposited
Macban stone increased with increasing treatment time and it was deposited on the fabric surface firmly. 4) The bac-
teriostatic rate of sputtered PET fabrics was about 20%. 5) The electrostatic charge of fiber surface was reduced by sput-
tering. 6) The fastness washing to light of dyed fabric were improved by the deposition of Macban stone, but the breaking
strength was not changed by sputtering. 7) The drape stiffness of sputtered PET fabrics increased with increasing treat-
men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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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공업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부터 이를 사용하고 폐

기하기까지 환경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게 되고 환경

부하를 경감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이룩하고자 하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같은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여

섬유 산업에서도 지구 환경에 친화적인 방법을 도입하고자 여

러 가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섬유의 염색 가

공 분야에 있어서도 종래의 화학약품 대신 효소나 천연염료 등

의 천연물질이나 고에너지의 전자파나 입자광선을 이용하는 가

공 기술의 개발에 노력하고 있으며 인체 생리에 적합한 섬유를

제조하기 위해 맥반석을 이용하는 바이오 세라믹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고 있다.

맥반석은 예로부터 피부병에 특효가 있는 한방 약제로 중요

하게 여겨진 약석이다. 900년 전 중국 송나라 때 출판되어진

본초도경에 이미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중국에서는 이미

2~3천년 전부터 사용되어 왔던 것으로 추측된다. 맥반석은

SiO2, Al2O3 등이 주성분으로 인체 및 생물체에 필요한 Fe2O3,

Ca, Mg, Mn 등의 무기물과 미네랄이 다량 함유되어있으며

(Kim et. al., 2000), 그 표면이 다공질이어서 보온 능력이 매

우 우수하며, 각종 박테리아나 세균들을 이 공간에 흡착·포획

하여 세균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항균성을 가지고 있

다(Hwang et. al., 1996; Yeo et. al., 1998; Ahn et. al., 1997).

본 연구에서는 맥반석 Target 제작기술을 응용하여 맥반석을

Target으로 제작하고 Sputtering 처리하여 PET 섬유 표면에 맥

반석을 증착시킨 후, 주사 전자현미경과 FT-IR을 통해서 맥반

석이 증착된 현상을 확인하고 맥반석 증착 PET 섬유의 원적외

선 방사능을 평가하였으며, 또 Sputtering 처리에 의해 증착된

맥반석의 섬유에 대한 접착성과 내구성에 관한 고찰과 더불어

대전성, 항균성, 인강강력 및 강연도 등의 물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맥반석이 가지는 물성적 장점을 극대화시

켜서 섬유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실용화함으로써 첨단 생명

공학적 소재로서의 이용가치를 높여 섬유 제품의 부가가치를

증진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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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 험

본 실험에서 사용한 시료는 KS K 0905에 규정된 PET 백

포를 사용하였다.

2.1. 맥반석 Target 제조

Sputtering용 Target의 제작은 여러 가지 무기물들이 복합적

으로 혼합되어 있는 맥반석을 충분히 분쇄하고 혼합하여 하소

공정과 재혼합 공정을 거친 뒤 약 10 cm 크기의 Molder에서

성형하고 소결하였다.

2.2. Sputtering 처리

Sputtering 처리용 기기는 Fig. 1에 나타낸 그림과 같이 자체

제작된 RF Magnetron Sputter를 사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Sputtering 처리하였다.

Target : Macban stone

Discharge gas : Ar

Discharge power : 280 W

Radio frequence : 13.56 MHz

Vacuum discharge : 8 × 10
-2 

Torr 

Discharge time : 20, 40, 60 min

2.3. FT-IR 및 주사 전자현미경에 의한 흡착특성 분석 

PET 섬유의 표면에 맥반석이 부착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

FT-IR 적외선 분광분석기(FT/IR-620V, Jasco Co., Japan)을 사

용하여 ATR(attenuated total reflectance)법으로 측정하였고, 맥

반석이 증착된 섬유 표면의 관찰은 주사 전자 현미경(S-4200,

Hitachi Co., Japan)을 사용하여 가속전압 8KV, 배율 3000배로

PET 섬유의 표면을 관찰하였다.

2.4. 원전외선 방사능 시험

Sputtering 처리한 PET 섬유의 원적외선 방사능을 조사하기

위해 FT-IR (M2410-C, Midac Co., U.S.A)을 사용하여 방사

율(emissivity)과 방사강도(emissive power)를 측정하였다. 인체

의 체온과 유사한 온도에서 측정하기 위하여 온도는 40
o
C로 유

지하였고 파장 범위는 5~20 µm로 하여 측정하였다.

 Ebλ : Emissive power of black body at λ(W/m
2
·µm)

 λ : Wavelength(µm)

 T : Absolute temperature(K)

 C1 : 3.7402×10
8
(W·µm/m

2
)

 C2 : 1.43×10
4
(µmK)

2.5. 염색 및 표면색 측정

PET 섬유 표면에 증착된 맥반석의 접착성을 확인하기 위해

분산염료(C.I. Disperse Red 60)를 사용하여 고온고압염색기

Mathis Labomat Beaker Dyer(BF A-8/16, Werner Mathis

AG Co., Switzerland)로 염색 온도 130℃,염색 시간 40분, 욕

비 1:200으로 염색하여, 1976년 CIE에서 제정된 색차식에 의

하여 L* a* b* C* ∆E* 값을 Computer Color Matching

(Color Eye 3100, Macbeth, U.S.A)으로 측정 평가하였다.

2.6. 견뢰도 시험

세탁, 일광, 항균성, 마찰 대전압, 인장강력 및 신도, 강연도

등은 KS K에 의거하여 실험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Sputtering 처리에 의한 맥반석의 증착 확인

Fig. 2는 Sputtering 처리한 PET 섬유와 미처리 PET 섬유

의 FT-IR Spectrum을 나타낸 것인데,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바

와 같이 대부분의 특성 Peak는 동일하게 나타나 있으나, 1000

~1100cm
-1

 부근에 vSi-O의 흡수 Band가 약하게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아 맥반석의 주성분인 SiO2가 증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 주사 전자현미경에 의한 표면관찰

Fig. 3은 Sputtering 처리한 PET 섬유 표면에 맥반석이 증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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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sputtering equipment. Fig. 2. FT IR Spectra of treated and untreated PET fab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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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주사 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3000

배 확대 촬영한 사진이다. 이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처

리 PET 섬유는 섬유 표면이 평활함에 비하여, Sputtering 처리

한 PET 섬유의 표면은 Paste상의 물질이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부착물은 Sputtering처리로 섬유 표면

에 증착된 맥반석인 것으로 추정된다.

3.3. 원적외선 방사능

Sputtering 처리에 의해 맥반석이 증착된 PET 섬유의 원적외

선 방사능을 조사하기 위해 미처리 PET 섬유와 Sputtering 처

리한 PET 섬유의 방사율과 방사강도를 계산하여 산출한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미처리 PET섬유의 방사율은 0.88을 나

타내었고, 맥반석 Sputtering 처리한 PET섬유의 방사율은 0.90

으로 Sputtering 처리에 의한 방사율이 증가하였으며, 방사강도

도 미처리 PET 섬유는 3.53 × 10
2
(W/m

2
·µm, 40

o
C)였으나,

Sputtering 처리하면 3.61 × 10
2
(W/m

2
·µm, 40

o
C)로 높아졌다.

3.4. PET 섬유와 맥반석의 접착성

일반적으로 PVC 코팅 처리한 경우의 코팅된 물질과 기질과

의 계면 접착성은 기질과 코팅 물질과의 박리 강도를 측정하여

나타내지만 Sputtering 처리에 의해서 PET 섬유 표면에 증착된

맥반석은 분자나 원자 상태로 표면에 부착되기 때문에 PET 섬

유와 분리할 수가 없다. PET 섬유 표면에 증착된 맥반석과

PET 섬유 표면과의 접착성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하기 위

하여, PET 섬유를 분산염료로 염색한 염색포를 각각 20, 40,

60분 Sputtering 처리한 후, 이를 각각 5회씩 반복 세탁해 가면

서 각 염색포에 대한 측색치와 백포를 기준으로 측정한 색차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Table 1에서 알

수 있듯이 염색포를 sputtering 처리했을 때 처리시간이 길어질

수록 ∆E* 값이 커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Target인

맥반석이 가지는 고유의 색상에 의한 착색으로써 처리 시간에

따라 맥반석의 증착량이 많아져서 ∆E* 값이 커진 것이다. 염

색포를 sputtering 처리한 후 5회까지 반복 세탁했을 때 20분

sputtering 처리한 염색포는 색상과 색차의 변화가 거의 없고,

60분 처리한 염색포는 2회 세탁까지는 ∆E* 값이 다소 작아지

지만 3회 이후의 ∆E* 값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는

sputtering 처리 시간이 길어지면 표면에 불안정한 상태로 증착

되어 있던 맥반석이 초기 세탁에 의해 탈락되므로써 ∆E* 값이

작아진 것이라 생각되고, 3회 이후 세탁에서는 ∆E* 값의 변화

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PET 섬유 표면에 직접

증착된 맥반석은 강하게 침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세탁

에 의해 일정량의 맥반석이 탈락되더라도 어느 한계에 이르면

더 이상의 탈락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E* 값의 감소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에서 세탁에 의해

일정량의 맥반석이 탈락되더라도 어느 한계에 이르면 더 이상

의 탈락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E*값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

는 것을 알 수 있다.

3.5. 항균성과 마찰 대전압

PET 섬유를 Sputtering 처리 했을 때 처리시간에 따른 항균

성 시험을 한 결과 PET섬유를 Sputtering 처리하면 Table 3에

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20% 정도의 정균율을 보이고 있으며,

Table 4에 나타타 것과 같이 나일론을 마찰포로 하여 마찰대전

압을 측정하면 Sputtering 처리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대전압이

낮아지는데, 이는 소수성이 큰 PET 섬유에 무기물인 맥반석이

증착됨으로써 PET 섬유 본래의 높은 소수성이 저하된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Fig. 3. SEM photographs of sputtered PET fabric.

Table 1. Emissivity and emissive power of sputtered PET fabric

PET
Emissivity 

(5~20 µm)

Emissive power 

(W/m
2
·µm, 40

o
C)

Untreated 0.88 3.53 × 10
2

Sputtered 0.90 3.61 × 10
2

Table 2. Washing fasteness of dyeing fabrics treated by sputtering

Treatment 

ime(min)

Colorimetric

value

Washing cycle

0 1 2 3 4 5

Untreated L* 51.64 51.85 51.70 51.92 51.99 51.47

a* 53.49 53.43 52.81 53.07 53.67 53.00

b* 1.67 1.07 1.94 1.80 1.62 1.39

∆E* 66.99 66.81 66.40 66.48 66.93 66.67

20 L* 51.28 51.47 51.54 51.68 51.84 51.25

a* 53.05 53.33 53.69 53.09 53.56 53.05

b* 3.50 3.02 3.13 2.89 2.87 2.76

∆E* 66.90 67.01 67.26 66.68 66.69 66.89

40 L* 49.89 50.37 50.37 50.69 50.77 51.01

a* 54.70 54.95 54.30 54.45 54.11 54.68

b* 5.45 4.68 4.53 4.24 4.26 4.18

∆E* 69.19 69.04 68.27 68.15 68.43 68.51

60 L* 47.13 48.32 49.09 49.17 49.38 48.87

a* 57.47 57.09 56.24 55.89 55.73 55.59

b* 7.32 6.11 5.45 5.39 5.41 5.11

∆E* 73.19 72.08 70.89 70.56 70.30 70.47

Note) L* a* b* of PET fabric is 89.91, -1.46, -0.00 respectively.

control : gray fab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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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염색물의 견뢰성

세탁에 의한 내구성 : 항균성과 마찰 대전압 등의 실험을 통

해서 PET 섬유에 대한 sputtering 처리시간은 20분이 가장 적

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20분 sputtering 처리한 염색포와 미처리

염색포에 대해 5회 반복 세탁을 실시해 가면서 각각의 염색포

에 대한 측색 결과 및 sputtering 처리하지 않은 염색포에 대한

색차(∆E*)를 Table 5에 나타내었다.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sputtering 처리하지 않은 PET

염색포는 반복 세탁해도 색상의 변화가 거의 없으며, 20분

sputtering 처리한 염색포도 가장 바깥층에 증착된 맥반석이 소

량 탈락되어 나타나는 약간의 변화를 제외하면 색상의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PET 섬유 표면에 맥반석이 견

뢰하게 증착되어 염료의 탈락을 막아주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

된다. 이처럼 맥반석이 PET 섬유에 견뢰하게 증착됨으로 분산

염료로 염색한 PET 염색물의 승화견뢰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

을 것으로 추측된다.

일광견뢰도 : 고온고압법에 의해 분산염료로 염색한 PET를

Sputtering 처리한 후 10시간 광조사 했을 때의 표면색의 변화

를 측정한 결과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처리 염색포는

광조사 전후 K/S 값이 7.55에서 6.83로 저하하였으나 처리 염

색포들은 처리 시간에 관계없이 모두 광조사 전후에 K/S 값의

변화가 거의 없다. 이러한 현상은 PET 섬유를 고온고압법에

의해 분산염료로 염색했을 때의 염색물은 그 자체가 일광에 견

뢰하여 광 조사 전후에 K/S 값이 조금 밖에 저하하지 않는다.

그러나 PET 염색물을 sputtering 처리한 경우는 염색물 표면에

증착된 맥반석이 염료가 일광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 주기 때문

에 나타난 효과로 판단된다.

3.7. 인장강력, 신도 및 강연도

맥반석으로 Sputtering 처리한 PET 섬유의 인장강력과 신도

를 측정한 결과 Table 7에 나타내었다. PET 섬유는 Sputtering

처리하여도 강력과 신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수지 코팅 등에 의한 강력 증가나

저온 plasma 처리에 의한 강력 저하와 달라서 sputtering 처리

에 의해서는 인장강력과 신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Sputtering 처리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PET 섬유 표면에 무기질인 맥반석이 많이 증착

됨으로서 유연성이 현저히 저하하였다.

   

  

Table 3. Bacteriostatic rate(%) of sputtered PET fabrics

Treatment time(min) Bacteriostatic rate(%)

 20 23.5

60 19.5

120 20.3

Table 4. Electrostatic charge(KV) of sputtered PET fabrics

Treatment time(min)
Rubbing cloth

Nylon Cotton

Untreated 7.50 0.12

20 6.62 0.02

40 4.42 0.01

60 2.39 0.03

Table 5. The colorimetric values of sputtered PET fabrics

Treatment 

time(min)

Colorimetric

value

Washing cycle

0 1 2 3 4 5

Untreated L* 51.64 51.77 51.76 51.94 51.78 51.34

a* 53.49 53.28 52.76 53.82 54.12 54.12

b* 1.67 1.71 1.71 1.50 1.84 1.53

∆E* 0.38 0.74 0.78 0.74 0.71

20 L* 51.19 51.52 51.60 51.63 51.70 51.08

a* 53.52 53.33 53.49 53.56 53.97 52.97

b* 3.54 3.26 3.16 3.06 2.99 3.02

∆E* 1.98 1.61 1.52 1.41 1.44 1.55

control : dyeing fabrics

 
Table 6. K/S value of dyeing fabircs treated by sputtering

Treatment time(min) Before exposure After exposure

Untreated 7.55 6.83

20 8.43 8.48

40 9.20 9.11

60 9.92 9.80

Table 7. Breaking strength and elongation of sputtered PET fabircs

Treatment time(min) Breaking strength(Kgf) Elongation(%)

Untreated 32.97 19.36

20 33.54 18.29

40 33.75 18.68

60 33.94 18.22

Fig. 4. The drape stiffness of sputtered PET fab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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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Sputtering 처리용 맥반석 Target을 제작하고, PET 섬유를

대상으로 RF Sputtering 처리한 후, 맥반석의 증착 현상과 원

적외선 방사능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아울러 맥반석을 증착시

킨 PET 섬유의 물성 변화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

었다.

1. 환경 친화적 건식계 가공방식인 RF Sputtering 처리에 의

해 무기물인 맥반석이 PET 섬유표면에 증착되는 현상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 맥반석 sputtering 처리한 PET 섬유는 원적외선 방사효과

가 증대되었다.

3. PET 섬유를 맥반석 sputtering 처리했을 때, 처리 시간이

길어지면 맥반석의 증착량이 많아지고, 섬유 표면 부분에 직접

증착된 맥반석은 강하게 침착되어 반복세탁해도 탈락되지 않

는다. 

4. 맥반석 sputtering 처리한 PET 섬유는 20%정도의 정균율

을 나타내었다.

5. 맥반석 sputtering 처리한 PET 섬유는 표면의 마찰 대전

압이 저하하였다.

6.맥반석을 섬유 표면에의 증착시키면 염색물의 세탁견뢰도,

일광견뢰도가 향상되었으며, sputtering 처리에 의한 인장강력의

변화는 없었다. 

7. 맥반석 sputtering 증착시킨 PET 섬유는 처리 시간이 길

어지면 강연도가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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