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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분자 재료는 주로 고압전선의 절연재료로 사용된다. 

그중에서 폴리프로필렌 재질은 전력 케이블에 사용

되고 있는 XLPE를 대체하는 절연체로 재활용이 가능

하고, 상시 운전용량을 높일 수 있어 친환경, 대용량 

케이블의 절연체로 사용되고 있다1).

전력 케이블을 접속용 부품과 연결하여 조립한 후 

전압을 인가하면 절연파괴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원인은 반도전 절연물과 절연물 사이 계면의 

접착불량이 주요한 원인이다. 이러한 접착불량으로 인

한 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반도전부와 절연부 사이 

계면의 접착을 향상시키는 연구가 되고 있다.

코로나방전 표면처리(Corona Discharge Surface 

Treatment)는 각종 기판과 도포층간의 접착력을 향상시

키거나, 인쇄용 필름의 경우에는 인쇄가 잘되도록 하

기 위하여 주로 이용되어 왔다2). 

코로나방전 표면처리는 전극과 기판표면 사이에 존

재하는 공기유전체의 유전파괴전압이 필름의 유전파

괴전압보다 낮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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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접착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주파․고

전압을 이용해 공기를 이온화시켜 하전입자를 해당필

름의 표면방향으로 가속시켜 충돌시킨다. 

즉, 산화성이 강한 가스들과 원자상태의 산소자유기

(Oxygen Free Radical)가 필름표면의 분자들과의 반응

을 이용하는 것이다5,6). 이러한 방법에 의한 고분자 필

름의 표면처리는 10여년 이상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

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기구에 대한 이해나 응용폭

은 제한적이다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방전을 이용하여 절연

재료인 폴리프로필렌 필름의 접착력 향상을 위한 표면

개질을 위하여 해당필름 이동속도 및 공급전력의 변화

에 따른 처리된 표면의 접촉각 측정 및 주사전자현미

경을 이용하여 표면변화를 관찰하여 전기안전재료의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코로나방전 처리효과 

코로나방전시에 생성된 하전입자는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고분자 필름의 표면을 충돌하여, 고분자내의 

공유결합을 쉽게 깨뜨린다. 코로나방전은 이온, 전자, 

여기된 분자/원자 및 광자를 생성시켜 고분자필름 표

면에 충돌(Bombardment)을 함으로써 표면 접착력이 향

상된다. 

도료를 고분자표면에 도포시 접착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코로나 방전처리를 함으로써 다음 3가지의 효

과가 나타난다. 

(1) 물리적인효과, 즉 표면에 형성된 미세요철(Micro- 

pitting), (2) 전석(Electret) 효과 및 (3) 화학적인 산화효과

가 나타난다. 

1) 물리적인 효과 : 코로나방전에 의한 미세요철 효

과는 표면을 미세하게 부식시키거나 혹은 미소 분화구

를 생성시켜 도료와 필름이 보다 잘 붙을 수 있게 하는 

현상이다. 즉, 높은 에너지를 갖는 하전입자로 필름의 

표면을 충돌시키면 필름표면에 얇은 요철(凹凸)이 형

성된다. 이와 같이 형성된 표면요철로 인해 도료가 미

소분화구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 맞물림과 동시에 결합

면적이 증가된다. 

2) 전석효과 : 전석은 자기성의 영구자석으로 고분

자 재료표면에 고전압을 가하면 물질내부에서 전하를 

이동하는 캐리어가 포집(trap)되어 분극이 고정화되어 

외부적으로 전극을 띠는 현상이다. 코로나 방전처리과

정에서는 이온화된 원자/분자로부터 생긴 자유전자들

이 주로 전하를 이동하는 전달매체가 될 수 있다. 그 

결과 고분자 필름의 표면에 표면전하가 유도되고, 이

들 유도전하는 고분자물질 자체의 우수한 절연특성으

로 인해 유도전하는 영구적으로 표면에 남게 된다. 이

와 같이 생긴 표면분극은 극성기를 갖는 접착제에 인

력으로 작용되어 젖음성 및 접착력을 향상시킨다.

3) 화학적 산화 : 오존이나 산소와 같이 산화성이 매

우 큰 가스들은 상온에서 기판물질과 반응을 빨리 하

지 않는다. 그러나 산화성 가스가 고전압에 의해 충분

히 가속되어 표면에 강력하게 충돌하면 산화성 가스는 

매우 빠른 속도로 반응해 고분자 표면에 자유기를 형

성 시킨다. 이들 자유기는 부대전자(Unpaired electron)

를 가지고 있는 원자, 분자 또는 이온을 말하며 매우 

불안정하나 반응성이 극히 큰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반응기구로는 한개의 탄소기가 산소 또는 오

존분자 한 개와 반응하여 한개의 과산화기를 만들고, 

과산화기는 C-H 결합과 반응하여 수소기를 만들어서 

반응성이 큰 고분자 사슬이 만들어진다. 즉, 다음과 같

이 표현할 수 있다.

① 오존/산소 + 탄소기 = 과산화기

② 과산화기 + C-H 결합 = 수소기 = 카보닐 기능 

2.2 접촉각과 표면장력

표면장력은 액상을 이루고 있는 분자들 간에 작용하

는 힘으로 일정압력, 일정온도에서 단위면적당 새로운 

표면을 만들기 위해 요구되는 일의 양으로 정의된다. 

즉, 결정질고체의 경우 표면장력은 표면을 새로 만들 

때 생긴 깨진 화학결합(Broken Chemical Bonds)의 수에 

관계되므로 표면장력은 이방성을 갖는다. 고체기판의 

표면에서 반응성의 척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표면자

유에너지가 사용된다. 

젖음성은 도료나 혹은 접착제가 기판의 표면을 따라

서 퍼지게 하는 능력의 척도이며, 도료와 기판 표면 사

이에 극성이 크고 강한 인력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표

면 에너지가 높을수록 유리하다.

Fig. 1은 고체표면위에 형성된 액체방울의 접촉각을 

나타낸 것이다. Fig. 1에서 알 수 있듯이 접촉각이 크면 

접촉하는 정도가 작아 표면장력은 약하게 된다.

임계표면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젖음액(wetting liquids)

을 떨어뜨린 후 형성된 각을 30 sec. 이내에 측정하였

다. 젖음액으로는 증류수를 사용하였으며, 각 시편에 

대하여 10회 이상 접촉각을 측정하여 평균값을 취하였

다. 이는 코로나방전에 의한 고분자필름의 표면처리 

최적화조건으로 접촉각측정이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본 실험에서 첫 번째로는 필름의 이동속도를 0.083 

[m/sec]에서 1.666[m/sec]까지 0.166[m/sec] 간격으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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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ormation of contact angle of liquid drop on solid 
surface. (a) Liquid on the low surface energy (Hydrophobic- 

nonwetting surface) (b) Liquid on the high surface energy 

(Hydrophilic-wetting surface)

화시켜 실험하였다. 이때 공급전력은 2[kVA]로 고정하

였다.

두번째로는 공급전력을 0.4[kVA]에서 2[kVA]까지 0.4 

[kVA] 간격으로 변화하여 실험하였다. 이때 필름의 이

동속도는 0.083[m/sec]으로 고정하였다.

단, 피처리면과 전극사이의 간극은 1.5[㎜]로 고정시

켰다.

액체와의 표면에너지가 높은 고체기판간의 상호작용

은 통상 액체의 응집력을 극복하기에 충분하여 액체의 

접촉각은 거의 영(0)에 접근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극성 

액체들은 비극성의 고분자와 큰 접촉각을 형성한다. 

θ는 접촉각으로서 기체-액체 계면에서의 장력 은 

다음 식(1)과 같이 표시된다8).

    cos (1)

여기서, 은 고체-액체 계면 장력, 는 고체-기체 

계면 장력을 나타낸다. 

고분자의 표면에 임계표면장력보다 작은 표면장력

을 갖는 액체가 있다면 그 액체는 고체표면위에서 퍼

지게 된다. 임계표면장력은 고분자의 표면에너지를 예

측할 수 있는 수단이다. 액상의 잉크를 어떤 기판에 잘 

달라붙게 하기 위해서는 Fig. 1(b)에서와 같이 고체의 

표면에너지나 임계표면장력을 증가시켜 접촉각이 적

어야 한다. 

2.3 실험장치 및 방법

코로나방전을 이용한 표면처리장치는 고주파 발생

기, 고압변압기, 코로나방전 처리장치 및 오존배출기로 

구성되어있다. Fig. 2는 코로나방전 표면처리장치의 블

록도를 나타낸 것이다. 

Fig. 2에서 주요기능을 살펴보면 고주파 발생기는 60 ㎐ 

Fig. 2. Block diagram of corona discharge surface tTreating 
unit.

를 30 ㎑ 고주파로 변조시키고, 고압변압기는 코로나

방전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20 ㎸ 이상 승압시키는 역

할을 한다. 주파수가 30 ㎑ 이상으로 하는 이유는 주파

수가 낮으면 방전의 극성이 바뀌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져서, 코로나 방전이 불규칙하게 되어 처리효과가 

저하되기 때문이다. 

코로나방전 표면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서는 

① 코로나 방전전극에 인가되는 공급전력이다. 공급전

력이 크면 하전입자의 발생량이 증가하여 표면처리도

가 향상된다. 

② 공급필름의 이동속도이다. 일정한 공급전력에서

는 필름의 이동속도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른 

경우에는 보다 큰 공급전력을 공급하지 않으면 표면처

리도가 저하한다. 

③ 방전전극과 필름간의 간극(Air Gap)이다. 간극이 

크면 클수록 공급전력이 커야 함으로 적절한 간격유지

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장치의 제한적 문제로 간극을 

1.5~2.0 ㎜하였다. 이외에도 대기중의 상대습도 및 방

Fig. 3. Photograph of corona discharge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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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Flow diagram of corona discharge treatment. 

전전극의 두께 등이 있으나, 실제 산업현장에서 코로

나방전 표면처리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필름 이동속도 

및 공급전력이다2).

Fig. 3은 본 실험에 사용된 코로나방전처리장치의 

외형사진을 보여준다. Fig. 4는 코로나방전 표면처리장

치 흐름도를 나타낸 것이다. Fig. 4에서 ① 정전전압측

정기 ② 롤러 ③ 웹클리너(Web Cleaner) ④ 코로나방전 

표면처리기 ⑤ 정전기 제거장치를 나타낸다. Fig. 4에

서 보듯이 코로나방전 표면처리 전, 후에는 반드시 필

름표면의 정전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이는 정전기대전

으로 인한 오염으로 처리효율이 저하하기 때문이다9,10).

3. 실험결과 및 고찰

3.1 필름의 이동속도 및 코로나방전 공급 전력의 변화에 

따른 접촉각 변화

고분자물질의 표면에너지는 표면장력을 알고 있는 

용매와 고분자간의 접촉각을 측정함으로써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접촉각 측정을 위해서 고이노메타(KRUSS 

DSA100, Goinometer)를 이용하여 정적법(Sessile Drop 

Method)으로 측정하였다.

Fig. 5는 처리대상 필름의 이동속도의 변화에 따른 

접촉각을 나타낸 것이다. 접촉각이 증가하면, 표면장력

이 감소하여 젖음성이 떨어져서 필름과 도료간의 접착

력도 약화되므로 필름표면의 코로나처리 효과는 감소

한다. 

Fig. 5에 알 수 있듯이 필름의 이동속도가 0.083 

[m/sec]에서 1.166[m/sec]까지는 접촉각이 서서히 증가

하다가 그 이후에는 포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필름의 이동속도가 빠르게 되면 코로나방전 처리효과

가 저하되어 필름표면에 산소를 함유하는 극성 작용기

들이 감소하고, 표면에 요철(凹凸)과 같은 모양이 감소

Fig. 5. Contact angle as a function of the rolling speed of 
polypropylene films.

Fig. 6. Contact angle as a function of the electric power 
applied.

되어 표면장력이 저하하여 코로나방전 처리효과가 저

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름과 도료간의 접착력을 

증가시키고자 할 때에는 공급속도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Fig. 6은 공급전력의 변화에 따른 접촉각 변화를 나

타낸 것이다. 공급전력이 증가할수록 접촉각은 감소함

을 알 수 있다. 이는 코로나방전 처리효과가 증가되어 

필름표면에 산소를 함유하는 극성작용기들이 증가하

고, 표면에 요철(凹凸)과 같은 모양이 증가되어 표면장

력이 향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처리효과의 향상만을 

위해서 코로나방전의 공급전력을 증가시키면 오히려 

이물의 흡착에 의해 표면처리 효과를 저하시킨다. 

이는 공급전력을 증가시켜 코로나처리를 크게 할 경

우에는 안정된 성질을 갖는 고분자의 사슬을 끊어 보

다 분자량이 작은 저중합체물질(Oligomer)를 형성시킴

으로써 끈적끈적한 이물발생의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

이다. 

Fig. 7은 필름의 이동속도 및 공급전력의 변화에 따

른 접촉각을 측정한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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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3[m/sec] / 2 kVA 0.166[m/sec] / 1.6 kVA

 

0.25[m/sec] / 1.4 kVA 0.333[m/sec] / 1.2 kVA

 

0.5[m/sec] / 0.8 kVA 1.666[m/sec] / 0.4 kVA 

Fig. 7. Contact angle as a function of the rolling speed and 
the electric power applied.

 

Fig. 7에서 볼 수 있듯이 필름표면에 이동속도 및 공

급전력의 변화에 따른 접촉각 변화로서 이동속도가 저

하되고, 공급전력이 증가할수록 표면에 친수성기가 형

성되어 젖음성이 증가하고 표면에서 친수화가 진행되

어 접촉각이 점진적으로 감소함을 알 수 있다.

3.2 주사전자현미경(SEM) 분석

Fig. 8은 폴리프로필렌 표면을 코로나 처리 후 이동속

도 및 공급전력 변화에 따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폴

리프로필렌의 표면층을 주사전자현미경으로 5,000배 확

대하여 촬영한 사진이다. 표면처리된 시료를 톰슨절단

기(Tomson cutter)로 단면 재단한 것을 알루미늄 판위에 

도전성카본 양면 접착테이프로 접착하고, 시료를 진공

증착기(Vacuum Sputter, E5200C, 18 mA, 220 sec)의 조

건에서 백금(Pt)을 증착한 후, 주사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y, TESCAN MIRA3)을 이용하여 시료 경사각 

0~15°의 조건하에서 폴리프로필렌층 평면을 측정하였다.

Fig. 8에서 알 수 있듯이 사진 (a)에서 사진(e)까지는 

이동속도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이동속도 (e)의 1.666 

[m/sec]에서 (a)의 0.083[m/sec] 이동속도가 감소하는 것

(a) 0.083[m/sec] (b) 0.416[m/sec],

(c) 0.833[m/sec] (d) 1.166[m/sec]

(e) 1.666[m/sec] (f) 0.4[kVA]

(g) 0.8[kVA] (h) 1.2[kVA]

(i) 1.6[kVA] (j) 2.0[kVA]

Fig. 8. SEM photographs of the rolling speed and the electric 
power applied. (a) 0.083[m/sec], (b) 0.416[m/sec], (c) 0.833 

[m/sec], (d) 1.166[m/sec], (e) 1.666[m/sec]

[ Electric Power : 2[kVA], Air Gap : 1.5[㎜] ]

(f) 0.4[kVA], (g) 0.8[kVA], (h) 1.2[kVA], (i) 1.6[kVA], (j) 2.0[kVA]

[ Rolling Speed : 0.083[m/sec], Air Gap : 1.5[㎜] ]

θ : 64[∘]

θ θ

θ θ

θ θ

θ : 66[∘]

θ : 68[∘] θ : 70[∘]

θ : 74[∘] θ :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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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조사시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코로나방전으로 시료

의 표면이 거칠게 되어 돌기표면 부분들이 일그러지고 

산화된 작은 흰 반점들이 산재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 또한 Fig. 8에서 알 수 있듯이 사진(f)에서 사진(j)까

지는 공급전력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공급전력 (f)의 

0.4[kVA]에서 (j)의 2.0[kVA]로 증가하면 조사에너지가 

커져서 시료표면에 충돌한 코로나방전의 전자에너지 

증가로 표면개질이 향상되며 크고 작은 미세한 요형(凹

形)이 부풀어 올라 융기부분들이 전면에 분포되어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코로나방전으로 폴리프로필렌의 표면을 처리함

으로써 코로나방전 활성영역 내부의 코로나 발광영역

이 방전전극 주위의 극히 좁은 영역에 국한된다는 점과 

접지전극으로 향하는 이온전류 경로가 기중방전에서 

보여지는 스트리머 현상으로 표면에 크고 작은 함몰부

와 융기 부분들이 생겨 비표면적이 넓어지고, 방전을 

받은 부분에서 강하게 산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즉, 미시적인 다수의 주름 및 공극과 같은 요철(凹

凸)이 생기게 되면 표면적을 증가시키고, 주름이나 공

극에 접착제가 쐐기와 같이 들어가서 피착재 사이를 

결합시키는 앵커효과(Anchor effect)11)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4. 결 론

코로나방전을 이용하여 폴리프로필렌 필름의 표면

처리를 이동속도 및 공급전력을 변화시켜 필름의 표

면처리 특성변화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코로나방전 표

면처리를 실험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코로나방전 표면처리시 필름의 이동속도에 따른 

접촉각의 변화특성을 실험하였다. 필름의 이동속도를 

1.666[m/sec]에서 0.083[m/sec]으로 저하시켰을 때 접촉

각은 80[°]에서 64[°]로 감소되어 젖음성이 크게 향상되

었다.

2) 코로나방전 표면처리시 공급전력을 0.4[kVA]에서 

2[kVA]로 증가함에 따라 접촉각은 77[°]에서 65[°]로 

감소되어 젖음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코로나방전 표면처리 효율은 이동속도가 저하하고, 

공급전력이 증가할수록 상승된다. 이는 표면장력이 증

가하고, 젖음성이 향상되어 필름과 도료간의 접착력이 

강화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3) 코로나방전 처리된 폴리프로필렌 필름 표면을 주

사 전자현미경으로 확인하였다. 물리적 현상 관찰에서 

필름의 이동속도가 저하되고, 공급전력이 증가할수록 

코로나방전에 의해 폴리프로필렌 필름표면층에 요철

(凹凸)면이 많이 만들어져 표면에너지, 습윤성 및 접착

력을 향상시키는 현상을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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