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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23-1-3

주사 플라즈마 법(SPM)을 이용한 소수성 표면처리
Control of Contact Angle by Surface Treatment
using Sanning Plasma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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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lasma processing technologies of thin film deposition and surface treatment technique have
been applied to many industrial fields. This study is purposed Large-area uniformity and surface
treatment on the stainless substrate. We treat surface of stainless by CF4 plasma. CF4 plasma is
generated by using SPM(Scanning plasma method)which is kind a of CVD. Generally, SPM has been
used for uniform surface treatment using a crossed electromagnetic field. The optimum discharge
condition has been studied for the gas pressure, the magnetic flux density and the distance between
substrate and electrodes. In result, contact angle is increased by surface treatment using CF4 plasma.
Therefore we expect that SPM to control contact angle is applied to many industries.
Key Words : SPM(Scanning plasma method), CF4 plasma, Contact angle

1. 서 론1)

이러한 기존의 플라즈마 표면처리방법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이
SPM(Scanning Plasma Mathod)이다. SPM은 서로
수직한 전계 E와 자계 B를 이용할 경우 발생하는
E X B 드리프트를[8] 이용하여 플라즈마의 진행
방향을 제어하여 플라즈마 표면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면적 균일한 표면처리를 가능하
게 하고 처리온도가 낮아 기판의 제약이 없는 장
점을 가지고 있다(처리온도 30～35°)[9].
현재 플라즈마를 이용한 소수성 표면 처리에 가
장 많이 사용되는 가스는 CF4가스 이다. CF4가스
는 안정한 기체로서 플라즈마 처리 시 고분자 물
질을 생성시키지 않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CF4가
스를 사용하였다.

플라즈마를 이용한 표면처리는[1] 소재의 표면에
반응기를 유도하여 기능을 부여 하는 기술로 산업
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플라즈마를 이용한 표면처리 중 표면의 접촉각
을 제어하는 방법으로는 소수성 표면처리와 친수
성 표면처리가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소수성표면
처리를 다루었다.
최근 플라즈마를 이용한 소수성 표면처리는
RF(Radio frequency)[2-5]플라즈마 표면처리와,
PSII(Plasma source ion implantation)[6,7] 표면처
리가 사용되고 있다. RF플라즈마 표면처리는 대
면적화가 가능하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균일성이 좋지 않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PSII 플
라즈마 표면처리는 대면적화가 가능하고 안정성이
있는 반면 장비가 상대적으로 고가인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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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실험장치
그림 1은 본 실험에서 사용한 장치의 개략도를
보여준다. 전계와 자계를 동시에 인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원통형 진공 챔버는 직경 500 mm,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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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코일전류에 따른 자계강도(Gauss).
Fig. 2. Magnetic flux density for the
current.

그림 1. 실험장치의 개략도.
Fig. 1. Experimental apparatus.

coil

Stainles s 접촉각

500 mm이다. 전극의 길이는 250 mm, 폭은 40 mm,
두께는 4 mm의 스테인리스 전극을 사용하였다. 4
개의 전극을 사용하였으며, 전극간의 거리는 30
mm로 구성하였고, 처리하고자 하는 기판과 전극
간의 거리는 30 mm간격을 두고 처리하였다. 전원
은 최대 1 kV까지 사용할 있게 하였고, 자계발생
용 코일에는 최대 15 A의 전류가 인가되어 자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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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 하였다. 이때 발생된 자계
를 가우스미터를 통하여 측정한 결과 그림 2와 같
이 측정 되었다. 자계발생은 챔버 내에 균일하게
분포하도록 설계하였으며, 측정결과 양 끝단을 제
외한 나머지 부분은 균일하게 나타났다.
처리기판의 종류는 스테인리스 304기판을 사용
하였으며 두께는 0.1 mm, 가로100 × 세로100 mm
크기로 제작하여 처리하였다. 처리 전 메탄올을 사
용하여 3분간 초음파 세척을 한 후, 다시 Ar플라
즈마를 이용하여 20분간 전 처리한 후 사용하였다.
플라즈마 표면처리 압력은 110∼350 mTorr에서
처리하였으며 사용된 가스는 Ar, CF4,(99.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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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처리 압력에 따른 접촉각.
Fig. 3. Contact angles for the treated pressure.

그림 3은 스테인리스에 Ar플라즈마로 전처리 후
CF4/Ar혼합가스를 사용하여 전압을 500 V, 자계는
40 Gauss로 고정시키고, 압력의 변화에 따라 표면
처리한 스테인리스의 접촉각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 실험 결과로부터 최대의 접촉각은 300 mTorr
에서 발생하였다. 하지만 Ar플라즈마로 전 처리한
후의 접촉각(20°)을 기준으로 비교하였을 때 접촉
각의 증가량이 작게 나타났다. 이 결과로부터 스테
인리스 기판을 바로 CF4플라즈마로 표면처리 하였
을 시에는 스테인리스 표면에 CF2,, CF3이온의 결
합 보다는 CF4/Ar가스에 의한 식각반응이 더 크게
일어나 접촉각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으며[10],
식각반응은 300 mTorr에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이온에 의한 식각을 줄이고 표면에서의 화학 반
응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SPM을 이용하여 탄소박

CH4(99.995%)가스를 사용하였다.
F이온의 결합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EPMA
(Electron Probe Micro Analyzer)를 사용하여 표면
을 정성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SPM을 사용하여 최적의 소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압력, 전압을 변화시켜 기판의 접촉각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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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탄소박막을 증착시킨 후 표면 처리한 스
테인리스기판의 전압에 따른 접촉각변화.
Fig. 4. Deposited carbon layer contact angles
for the treated voltage.

막을 증착시킨 후 표면처리를 시행하였다. 탄소박
막은 CH4가스를 이용하였고, 탄소박막을 증착시키
기 위하여 Ar가스와 CH4가스를 2:1의 비율로 110
mTorr 압력에서 SPM을 이용하여 4시간동안 증착
하였다. 박막 증착 후 스테인리스 기판의 표면처리는
CF4/Ar가스의 식각반응이 가장 적게 일어난 300
mTorr에서 전압을 변화시켜 표면처리 하였다.
그림 4는 CH4/Ar가스를 사용하여 탄소박막을
증착시킨 후 표면 처리한 스테인리스 기판의 접촉
각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그 결과 300 V에서 접
촉각이 120°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림 5는 접촉각이 가장 높았던 300 V로 처리
한 스테인리스 샘플의 표면을 EPMA를 통하여 정
성 분석한 그래프이다. 분석한 결과 F와 C가 표면
내에 존재하였다. 이 결과로부터 CF4플라즈마가
이온화 되어 표면과 결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
결합으로 인하여 접촉각이 증가[11]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 EPMA 정성 분석.
Fig. 5. Electron probe micro analyzer.

있다. 하지만 표면처리 시 Ar과 혼합하여 사용하
면 식각반응이 더 크게 나타나 접촉각이 낮아지는
단점이 있다. 실험결과 탄소박막 증착 없이 실행한
소수성 표면처리에서는 식각반응이 크고[10] F와의
결합도 일어나지 않아 처음의 스테인리스 접촉각
보다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식각 반응이 가장 적게 일어나는
압력(300 mTorr)을 찾아냈고, CH4가스를 사용하여
탄소박막을 증착시킨 후 300 mTorr, 300 V, 40
Gauss의 조건을 사용하여 스테인리스 기판을 표면
처리하여 접촉각을 120°로 향상 시켰다.
향후 탄소박막 증착 시 처리시간과 가스비율,
비용을 고려하여 박막의 최적 두께를 찾아낸다면
발수 표면처리 시 탄소 박막과 CF2, CF3이온의 표
면 결합이[6] 증가하여 접촉각은 더 향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주사 플라즈마법을 이용해 스테
인리스 기판에 소수성 표면처리에 관하여 연구하
였다. SPM은 대면적 균일한 플라즈마를 만들 수
있으며 소수성 표면 처리 시 RF플라즈마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소수성 표면 처리 시 사용되는 가스로는 CF4가
스가 대표적인데 소수성 표면 처리 시 사용되는
C2F6가스등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장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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