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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2/SiO2 박막 코팅에 의한 폴리카보네이트 특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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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카보네이트의 표면에 무기계 SiO2 박막을 바인더로 코팅한 후 광촉매 특성을 갖는 TiO2 박막을 추가로 형성하여 
모재의 특성을 향상시키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바인더로 사용되는 SiO2 박막은 광투과 특성이 우수하며, 상압플라즈
마처리를 통한 친수성의 증가로 TiO2 함유 수용액의 도포성을 향상시켜 균일한 박막을 형성시킬 수 있었다. 약 200 nm 
이상으로 코팅된 TiO2 박막은 180∼400 nm의 자외선을 차단하여 폴리카보네이트의 황변현상을 억제하고 내열성을 
크게 향상하는데 기여하였다. 최외층에 형성된 TiO2 박막은 자외선의 흡수로 활성화되는 표면산화특성으로 유기 오염
물의 분해반응 촉진과 표면의 친수성의 증가에 따른 자기세정특성을 나타내었다. TiO2 박막과 폴리카보네이트 기재 
사이에 SiO2 박막의 적용은 기재의 부식에 의한 코팅된 TiO2 층의 박리를 억제하여 구조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The property improvement of polycarbonate coated with a multilayer film composed of an inorganic SiO2 film and a photo-
catalytic TiO2 film was studied. The SiO2 film as a binder had an excellent light transmission characteristic. After the treat-
ment with atmospheric pressure plasma, the surface of SiO2 film showed the hydrophilicity, which increased the film coating 
uniformity with a TiO2-containing aqueous solution. When TiO2 film was over 200 nm thick, the absorption effect of UV 
rays in the range of 180∼400 nm suppressed the yellowing phenomena of polycarbonate substrate. The inorganic film im-
proved the heat resistance of polycarbonate substrates. TiO2 film in the outmost under the exposure of UV rays promotes 
the catalytic oxidation characteristics and yields the capability to the decomposition of organic contaminants, and also in-
creases the self-cleaning properties due to the increase of hydrophilicity. Structural stability of the polycarbonate substrate 
coated with inorganic TiO2 and SiO2 film was shown. The role of SiO2 film between TiO2 and polycarbonate substrate sup-
pressed the peeling of TiO2 film by inhibiting the photocatalytic oxidation effect of TiO2 film on the polycarbonate subs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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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반도체 금속산화물이 띠 간격보다 높은 에너지를 받게 되면 기저

상태의 공유 띠의 전자가 여기 되어, 전도 띠로 전이되는데, TiO2의 

경우는 3.2 eV (약 380 nm의 빛에너지)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때, 
공유 띠에는 정공이 생성되어 TiO2 표면으로 이동하게 되고, O2나 

H2O가 존재하게 되면, 정공에서 산화반응이 일어나 여러 가지 산화종

이 형성된다. 이때 발생된 O-, O2
-, O3

-, O, OH 라디칼은 모두 산화력을 
갖고 있으며 각종 산화반응을 일으킨다[1]. 이와 같은 효과는 방오염, 
탈취, 항균 등의 용도로 많이 응용되고 있다. 광촉매 관련 기술은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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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광촉매의 강력한 산화력을 이용한 환경오염물질 처리기술 개발

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나 광촉매 TiO2를 코팅한 재료 표면의 초친

수성(superhydrophilicity) 현상이 발견되면서 기능성 재료로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져 오고 있다[2,3].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 PC)는 자동차 부품과 같은 산업용 

및 생활용 재료 등 다양한 용도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낮은 경도, 
낮은 내 스크래치성과 자외선에 대한 열화 등의 취약한 물성들이 다

양한 응용성을 구축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4,5].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열 표면처리, 화학적 표면처리, 전기화학적 표면처

리, 플라즈마 표면처리, 표면 박막 코팅 및 커플링제 처리 등과 같은 

표면처리 공정들이 개선방법으로 제시되었다[6,7]. 재료적인 측면에서 

물리적 화학적 반응에 기인하는 재료의 부식, 촉매반응, 마찰, 마모, 
경도, 피로, 입자 혹은 전자기파의 방출 및 흡수와 같은 특성은 모제

보다는 표면 및 계면에서 주로 일어나므로 표면처리가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8-10]. 특히 폴리카보네이트 표면에 TiO2를 코팅

하여 자외선 흡수에 의한 모재의 열화를 억제하고 표면의 오염 성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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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chematic diagram of atmospheric pressure plasma system. 
Below shows the ignition of glow discharge at the gap between 
electr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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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omparison of water contact angle on non-coated and 
SiO2-coated polycarbonate after treating different process time under 
various feed gas compositions.

광 분해시키며 표면의 친수화로 오염물이 빗물 등에 의해 쉽게 세정

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5,11,12]. 그러나 표면에 광촉매 입자를 코팅

하여 사용할 경우 광 촉매제 효과가 우수할수록 오염물질의 분해뿐만 

아니라 코팅 층과 접촉하고 있는 기재표면의 분해력도 증가하여 헤이즈

(Haze)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TiO2 코팅 층이 박리되는 현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폴리카보네이트의 특성향상을 위한 표면처리 방법 

중에 TiO2/SiO2 박막 코팅을 통하여 직접적 자외선광 흡수를 통한 

황변현상의 억제와 여러 가지 기계적 특성 향상에 대한 실험을 수행

하였다. 표면 에너지 변화에 따른 물의 접촉각 변화, 박막의 박리 현상 
및 내열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2. 실    험

2.1. 시편준비

에스폴리텍사의 폴리카보네이트 판을 2 × 2 cm2의 크기로 절단한 

다음 표면 개질 공정 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기물이나 이물질 등을 

제거하기 위해서 증류수와 에틸알코올을 사용하여 초음파 세척장치

에서 10 min간 처리 후 질소 가스를 분사하여 건조시켰다. 

2.2. 플라즈마 표면처리 및 표면코팅

표면처리를 위한 플라즈마 장치는 Figure 1과 같이 상압 상태에서 

AC Power를 이용하는 Dielectric Barrier Discharge (DBD) 방식의 평

판형 플라즈마 발생기이다. 플라즈마 전원이 연결되는 전극은 스테인

리스 금속으로 1 mm 두께의 90 × 45 mm2 크기로 두 개의 전극이 

평행하게 위치해 있고, 각각의 전극 사이에는 두 개의 유전체를 삽입

하여 아크와 스파크를 방지하며 넓은 면적에 균일한 방전이 이루어지

도록 하였다. 유전체를 1 mm 두께, 100 × 60 mm2 크기의 알루미나 

판을 사용하였으며, 혼합기체의 균일한 주입을 위해 두 개의 가스주

입구를 연결하였다. 공정 조건으로 반응 기체인 산소와 아르곤 혼합 

기체를 사용하였으며, 방전 전력은 최대 60 W 범위에서 변화시켰다. 
방전 기체의 유량은 아르곤의 경우 최대 5 L/min (slm) 범위 내로 주입

하였으며, 산소는 전체 기체유량의 5%로 공급하였다.
상압 플라즈마 처리된 폴리카보네이트는 퍼하이드로폴리실리잔 용액

(1%, AQUAMICA, Clariant)을 딥 코팅하여 SiO2 박막을 표면에 형성

하였다. 광촉매 TiO2 박막은 anatase 결정상을 갖는 TiO2 나노 분말 수
용액(Nano Solution사, NSP-100Grade)을 딥 코팅을 통하여 형성하였다. 
딥 코팅은 Dip coater (e-Flex, EF-2000 Series)를 이용하여 0.4 mm/sec
의 일정한 속도로 코팅하였으며 다층막 형성방법은 딥 코팅된 시편을 

50 ℃의 오븐에서 30 min간 유지시켜 완전히 건조시킨 후에 추가적인 

딥 코팅공정을 진행하는 방식이었다.  

2.3. 특성분석

TiO2/SiO2 박막 코팅 전후로 폴리카보네이트의 광투과도를 측정하기 
위해 UV-Visible spectroscopy (Sinco, S-3100)를 사용하였다. 박막의 

두께와 표면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 Hitachi, S-4300)을 이용하였으며, 자외선 조사 

전 후 박막이 코팅된 폴리카보네이트에 대한 물의 접촉각의 변화는  

Black Light Blue Lamp (BLB, Sankyu Denki, 10 W)로 조사하여 측정

하였다. 황변도와 코팅 박막 박리 분석에 대한 자외선 조사는 BLB 자
외선 램프를 사용하였으며 멀티미디어 영상 현미경(Video Microscope 
IT System)으로 표면을 관찰하였다. 방염성 분석은 알코올램프를 이용

하여 코팅 전후 시편에 동일한 시간 동안 열을 가하여 표면 상태를 육

안으로 관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플라즈마 표면처리에 따른 폴리카보네이트의 접촉각 변화 

SiO2 박막 코팅 유무에 따라 상압 플라즈마 처리 시간에 의한 접촉

각 변화를 산소와 아르곤 산소와 아르곤 혼합 기체별로 측정하여 

Figure 2에 나타내었다. 공정 조건은 방전 전력을 60 W, 산소, 아르곤 

기체의 경우 방전 기체 유량을 5 slm으로 고정하고 산소와 아르곤 혼합 
기체 비율은 전체 아르곤 5 slm에 산소 5%로 주입하여 10 min 동안 



43TiO2/SiO2 박막 코팅에 의한 폴리카보네이트 특성 개선

Appl. Chem. Eng., Vol. 25, No. 1, 2014

0 10 20 30 40 50 60

10

20

30

40

50

60

70

80

90

(b) SiO2 coating PC

(a) Untreated coating PC

C
 o

 n
 t  a  c  t 

 a
 n

 g
 l  e

  (
 d

 e  g
 . 

)

P o w e r ( W )

 O2 (5slm)
 Ar (5)
 O2/Ar (0.25/5)
 O2 (5)
 Ar (5)
 O2/Ar(0.25/5)

Time : 2min

Figure 3. Comparison of water contact angle on non-coated and 
SiO2-coated polycarbonate after different applied power under various 
feed gas 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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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ransmittance variation of quartz plate with coating number 
of TiO2 thin film.

2 min 간격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퍼하이드로폴리실라잔

은 매우 강한 자가교차결합 특성을 가지고 있어 상온에서 수분 내에 

경화되며 대기 중의 수분과 반응하여 실리카글라스로 전이하여 경화 

후 도막의 밀도가 유리(밀도 2.2)와 거의 유사한 수준인 2.0 정도까지 

올라간다. 따라서 내 스크래치성, 내마모성 및 내구성의 향상으로 코

팅된 모재의 기계적 물성을 향상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표면 세

정된 순수 폴리카보네이트와 표면에 SiO2 박막이 코팅된 폴리카보네

이트의 물의 접촉각은 각각 82.31°과 67.57°로 SiO2가 코팅된 폴리카

보네이트의 표면에서 접촉각이 14.74° 낮았다. 상압 플라즈마 처리 후 

순수 폴리카보네이트의 표면에서는 플라즈마 처리 시간이 증가함에 따
라 접촉각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지만, SiO2 박막 코팅된 폴리카보

네이트는 플라즈마 처리 2 min 후부터는 접촉각이 일정하게 유지되며, 
순수한 폴리카보네이트 표면에서보다 대체적으로 낮은 접촉각을 나타

냈다. 상압 플라즈마 처리 시 인가되는 방전 전력과 반응 기체의 유량

이 접촉각에 미치는 영향을 Figure 3에 나타내었다. 공정 조건은 방전 

전력에 따른 변화의 경우 처리 시간을 2 min, 방전 전력을 20 W에서 

60 W로 변화시켰고, 반응 기체 따른 변화에서는 처리 시간을 2 min, 
방전 전력 60 W 고정, 유량을 1 slm에서 5 slm까지 2 slm씩 증가시켰

다. 단, 산소와 아르곤 혼합 기체 비율은 전체 아르곤 5 slm에 산소를 

5% 비율로 주입했다. 방전 전력의 증가에 따른 접촉각이 감소하는 경

향이 나타났지만, 기체의 유량의 증가에 따른 접촉각 변화는 큰 영향

을 미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 TiO2/SiO2 박막 코팅에 따른 폴리카보네이트의 광특성

박막 코팅 전의 폴리카보네이트와 자외선을 모두 투과시킨다는 가정 
하에 석영판의 광투과도를 UV-Visible spectroscopy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다. Figure 4와 같이 석영판은 약 180∼400 nm 영역에서 80% 이
상의 광투과도를 나타냈지만, 박막 코팅 전의 폴리카보네이트는 20% 
미만의 광투과도를 나타내었다. 폴리카보네이트의 경우는 약 180∼

400 nm 영역의 자외선을 상당량 흡수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어 자외선 
장시간 흡수에 따른 광산화의 진행으로 물리 화학적 변화가 발생하며 

화학구조의 재배열에 따른 고분자 사슬의 절단 등에 의한 황변현상

[13]이 일어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 
석영판에 TiO2 박막을 여려 번 코팅함으로써 횟수별 광투과도를 측

정하여 Figure 5에 나타내었다. TiO2 박막 코팅 횟수가 증가할수록 약 

180∼400 nm 영역에서의 광투과도는 감소되는데, 이것은 박막의 코

팅 횟수가 증가할수록 약 180∼400 nm 영역의 자외선이 TiO2 박막에 

의하여 차단되는 결과로 해석된다. 석영판 대신에 폴리카보네이트에 

TiO2 박막을 코팅할 경우 폴리카보네이트에 흡수되는 자외선이 TiO2 
박막 4회 코팅만으로 TiO2 박막에 모두 흡수되므로 장시간 자외선에 

노출되는 경우라도 폴리카보네이트가 직접적으로 흡수하는 자외선의 

양이 미미하여 황변현상을 최대한 억제할 것으로 예측된다. 
소재 표면에 광촉매 TiO2를 코팅하면 자외선 조사에 따른 광활성

으로 표면에 부착된 오염물을 분해시키고 표면의 친수화로 오염물이 

빗물 등에 의해 쉽게 세정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폴리카보

네이트와 같은 고분자 기재의 표면에 광촉매 입자를 직접 코팅하여 

사용할 경우 광촉매제의 효과가 우수할수록 오염물질의 분해뿐만 아

니라 광촉매 코팅 층과 접촉하고 있는 기재표면의 분해력도 증가하여 

광촉매 박막 코팅 층이 박리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광촉매의 

직접적 접촉을 방지하고 접착성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SiO2 박막

을 TiO2 박막 코팅 전 무기계 바인더 역할을 위해 코팅하였다. SiO2 
박막 코팅만으로 약 180∼400 nm 자외선을 흡수한다면 TiO2 박막 코

팅 없이 황변 현상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황변 현상에 있어 TiO2 박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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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Transmittance variation of quartz plate with coating number 
of SiO2 thin film.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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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Coating thickness of (a) SiO2 and (b) TiO2 with the coating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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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Variation of water contact angle on TiO2/SiO2-coated 
polycarbonate according to UV exposing time.

코팅은 친수성에 의한 자정효과만을 갖게 되어 큰 의미가 없게 되므

로 SiO2 박막의 광투과 특성의 분석이 필요하였다. Figure 6에서와 같

이 180∼400 nm 영역에서 SiO2 박막의 광투과도는 코팅 횟수가 증가

할수록 감소하였지만 코팅 4∼5회에서까지도 투과율이 일정하게 유

지되어 광투과도 측면에서 자외선 영역의 광선을 거의 투과시킴을 보

여주었다. 이 결과로 SiO2 박막의 유무와 관계없이 대다수의 자외선은 

폴리카보네이트에서 흡수되는 것으로 유추되므로 SiO2 박막은 무기바

인더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며 180∼400 nm 영역의 자외선 흡수는 표
층에 코팅되어진 TiO2 박막에 의하여 기능이 이루어짐을 Figure 4와 

Figure 6을 통하여 알 수 있었다. 코팅된 SiO2 및 TiO2의 박막 두께를 

알아보기 위해 FESEM을 통해 측정하였다. Figure 7(a)은 바인더인 

SiO2 박막을 딥 코팅방식으로 형성할 때 코팅별 두께를 나타내었다. 
여기서 SiO2 박막은 폴리카보네이트와 TiO2 박막의 바인더로서의 역

할이 중요하므로 기재의 광투과도를 크게 저해할 정도가 아니면 코팅 

두께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 0.4 mm/sec로 속도로 딥 코팅을 했을 

때, 코팅 횟수가 증가할수록 두께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

었고, 1회 코팅 시 약 7 nm의 두께로 코팅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Figure 7(b)는 TiO2를 0.4 mm/sec로 속도로 딥 코팅하여 횟수별 
두께를 나타내었다. SiO2 코팅 결과와 같이 코팅 횟수가 증가할수록 

그 두께가 일정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었고, 1회 코팅 시 약 50 nm가 

코팅되었으며 광투과도 측정에서 TiO2 박막 4회 코팅 후 두께인 약 

200 nm에서 거의 자외선이 흡수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3. TiO2/SiO2 박막 코팅된 폴리카보네이트의 특성분석 

자외선 조사 전 후의 물의 접촉각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TiO2 두
께가 200 nm로 조절된 TiO2/SiO2 박막구조로 코팅된 폴리카보네이트 

시편을 자외선을 발생하는 BLB로 25 cm 떨어진 지점에서 조사하였다. 
Figure 8과 같이, 자외선 조사 시간이 길어질수록 접촉각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표면의 광촉매층인 TiO2 박막의 친수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폴리카보네이트의 표면특성이 TiO2/SiO2 박막 코팅

으로 햇빛에 포함된 자외선의 흡수에 의하여 친수화가 가능하므로 

광촉매적 특성에 따른 유기오염물질의 분해 제거기능 이외에도 자연 

강우 등에 인해 표면에 부착된 오염물질을 씻어내는 세정기능이 향상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11]. 
폴리카보네이트와 같이 가연성 고분자 재료들은 열에 매우 취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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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Flammability test of polycarbonate with or without inorganic TiO2/SiO2 coating layer on the surface : (a) uncoated and (b) coated. 
Thickness dependency of polycarbonate plate on flammability revealed at (c) 1 mm thick and (d) 3 mm thick. 

            

(a)                                                      (b)
Figure 10. Desquamation test of polycarbonate with configuration of (a) TiO2/PC and (b) TiO2/SiO2/PC under UV exposure for 38 days.

특성이 있어 변형 및 인화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화기근처에서 사용이 
억제된다. 무기소재인 TiO2/SiO2 박막구조의 표면코팅이 폴리카보네

이트의 내열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Figure 9는 알코올램프를 

이용하여 박막이 표면에 코팅되지 않은 폴리카보네이트와  TiO2/SiO2 
박막이 코팅된 폴리카보네이트 시료를 동일 시간동안 열을 가하여 표

면의 변화 상태를 기재의 두께에 따른 영향성을 나타내었다. 표면에 

TiO2/SiO2 박막 코팅이 되지 않은 폴리카보네이트는 표면에 전체적으로 
그을음이 생기면서 바로 녹아내려 탄 냄새가 났지만, 박막이 코팅된 

폴리카보네이트는 열에 의해 어느 정도 지연된 뒤에 표면의 변형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으나 그을음과 연소에 따른 탄 냄새는 나지 않았다. 
이 결과로부터 표면에 무기질 박막인 TiO2/SiO2 박막이 약 200 nm정

도의 두께로 코팅되었을 때에도 내열성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

였으며 박막의 전체 두께가 증가할수록 내열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인더인 SiO2 박막 유무에 따라서 자외선 조사 후 TiO2 박막의 폴리

카보네이트 표면으로부터의 박리 현상을 알아보기 위해 BLB 램프를 

사용하여 38일간 계속적으로 자외선을 조사하였다. 조사거리를 25 cm
로 유지하며 관찰하였다. Figure 10의 결과와 같이 38일 후 폴리카보

네이트와 TiO2 박막 사이에 바인더인 SiO2 박막이 존재하지 않으면, 
TiO2 박막이 박리되는 현상이 일어나나 SiO2 박막이 있을 경우 TiO2 

박막 박리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광촉매 TiO2가 400 nm
이하의 파장의 광조사가 되면 접촉하는 유기물을 분해되는데, 모재인 

폴리카보네이트를 분해시켜 표면의 TiO2 박막층이 자발적으로 박리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폴리카보네이트와 광촉매인 TiO2 박막 

사이에 SiO2 박막이 존재하면 장시간 자외선 노출에도 광촉매 현상에 

따른 코팅 층의 박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4. 결    론

폴리카보네이트는 180∼400 nm 영역의 자외선을 80% 이상 흡수하

는 광특성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자외선 흡수는 태양광에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 황변현상을 일으켜 화학적 물리적 특성의 열화를 가져

온다. 이와 같은 열화된 특성을 광촉매 TiO2 박막의 표면코팅으로 억제

할 수 있으나 폴리카보네이트 기재 표면에 직접 TiO2를 형성할 경우 

광화학 반응에 따른 부식으로 코팅막의 박리 현상이 발생하였다. 무기

물 SiO2 박막을 바인더 층으로 TiO2 박막 코팅 전에 폴리카보네이트 

표면에 형성함으로서 코팅막의 안정성과 박리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200 nm 두께 이상의 TiO2 박막은 조사된 자외선을 흡수하여 폴리카

보네이트의 황변현상을 억제하며 흡수된 자외선에 의한 광촉매 반응

으로 유기오염물의 제거에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자외선 

흡수를 통한 친수성으로의 특성 변화는 오염물질을 자연강우를 통한 

표면 오염물의 세정 기능을 촉진시켜 방오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

능과 우수한 내열성을 나타내었다. 무기재료인 TiO2/SiO2 박막의 코팅

으로 황변현상억제, 내후성, 내열성 및 기계적 강도향상 등 폴리카보

네이트 기재의 물성이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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