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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필름, 섬유 등의 형태를 가진 고분자 소재 표면에 

수십에서 수백 나노미터 크기의 pillar, dimple, ripple 

등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열처리, 레이저 가공, 

스퍼터링 증착, 이온빔, 리소그래피 등의 다양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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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들이 사용되고 있다.[1] 나노구조를 형성하기 위

한 다양한 표면처리 기술들은 각자의 장단점을 가

지고 있어 다양한 산업에서 요구하는 목적에 맞게 

적용되고 있다. 이온빔 표면처리 공정은 수백에서 

수천 eV급의 에너지를 가진 알곤, 헬륨 등의 불활

성 가스이온 또는 산소, 질소, 수소 등의 활성 가스

이온을 이용한 표면처리가 가능하여, 고분자 소재 

표면의 물리화학적 식각, 가교, 가열 등의 현상을 

유도할 수 있다.[2] 또한, 이온빔 공정은 진공 분위

기에서 진행되어 이온빔에 의해 활성화된 고분자 

소재 표면의 산화 억제 또는 결합상태 제어가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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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5)

Ion beam irradiation induces self-organization of nanostructure on the surface of polymer film. We show 
that the incident angle of Ar ions on polyethylene naphthalate(PEN) film changes self-organized 
nanostructure. PEN film was irradiated by argon ion beams with the ion incident angle of 0°, 30°, 45°, 60°, 
and 80°. Nanostructure was altered from dimple to ripple structure as the angle increases. The ripple structure 
changed to pillar structure after 60°due to that the shallow incident angle increased the ion energy transfer 
per depth up to 50 eV/Å, which value could induce excessive surface heating and oligomer formation reacting 
as a physical mask for anisotropic etching. And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nanostructures was adapted by 
using ABC model and fractal dimension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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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온빔 처리를 통해 표면을 활성화 시킨 후 

자가조립물질 처리도 용이하다. 산업적인 면에서는 

1 m 이상 급으로 처리 폭을 확장 가능한 선형이온

빔 발생 장치와 롤투롤 표면처리 장치 기술을 적용

할 경우 산업화를 위한 대량 생산도 가능해 나노구

조를 이용한 광학 필름[3], 이종접합 필름[4], 바이

오 센서용 필름[5], 항균 필름 또는 필터[6,7] 등의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이온빔 공정 변수는 이온 종, 이온 에너지, 이온 

조사량, 그리고 이온 입사 각도가 대표적이다. 이온 

종의 경우 알곤, 헬륨과 같은 비활성 가스와 산소, 

질소, 수소와 같은 활성 가스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온 종 선택에 따라 물리적 식각과 물리화학적 식

각 현상을 조절할 수 있다. 비활성 가스와 활성 가

스를 이용한 이온빔 표면처리 결과들이 다수 보고 

되었으며, 산소와 같은 활성 가스 이온빔 적용 시 

빠른 식각 속도로 인해 다양한 표면 구조들을 얻을 

수 있다.[2] 이온 에너지 조건은 고분자 표면의 가

열, 분해와 가교를 주로 유발하는 비교적 낮은 이온 

에너지 조건과 가열, 분해, 가교, 그리고 식각까지 

유발하는 비교적 높은 이온 에너지 조건이 사용되

고 있다. 자가조립물질 증착 또는 이종접합을 위한 

표면 개질에는 100-600 eV급의 낮은 이온 에너지 

조건이 사용되며[8], 종횡비가 높은 나노구조를 활

용하는 광학필름, 초발수 필름, 바이오 센서 필름 

제조에는 1 keV급의 높은 이온 에너지 조건이 사용

된다.[9] 이온빔 공정에서 이온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적으로 나노구조의 종횡비 또는 표면 거

칠기가 증가하고, 일정 조사량을 초과하면 나노구

조체와 고분자 기판 모재의 동반 식각으로 인해 나

노구조 변화가 감소하는 현상이 발견된다. 이온 입

사 각도는 이온이 고분자 소재에 에너지를 전달하

는 깊이와 관련 있다.[10] 이온이 입사각을 가지고 

표면처리 대상물에 조사되는 경우 수직 입사에 비

해 소재 내부에 깊이 침투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리 

소재 입장에서는 입사각을 가지고 조사된 이온이 

표면에 충돌한 경우, 얇은 깊이에 이온 에너지가 집

중적으로 전달되는 효과를 받는다. 또한 이온 충돌

과 대상물에 전달되는 이온 에너지에 방향성이 생

긴다. 따라서, 이온 입사각 변수의 조절은 이온빔 

발생장치의 이온 에너지를 상승시키는데 한계가 있

는 경우와 고분자 소재의 밀도가 낮아 고분자-이온 

간 충돌을 통해 이온 에너지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

하는 경우, 그리고 이온 입사 각도와 수직 또는 평

행한 방향으로 발생되는 이방성 나노구조를 얻고 

싶은 경우에 사용된다.[11]

고분자 소재 표면의 이온빔 처리 연구들은 이온 

종, 이온 에너지, 이온 조사량에 관련하여 다수 보고

되었으나[12,13] 이온 조사 각도에 대한 연구는 비교

적 부족한 편이다. 그 이유는 이온 조사 각도를 변화

시킴에 따라 고분자 표면의 나노구조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조건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

면 밀도가 1 g/cm3이하로 낮은 Poly(dimethylsiloxane)

의 경우, 이온 조사 각도를 0°에서 60°까지 증가시

켜도 Poly(dimethylsiloxane)이 단위 깊이당 흡수하는 

에너지는 가교와 가열을 증가시키는 수준이며, 표

면 스퍼터링을 활발히 유도할 수준은 아니다.[14] 

따라서, 이온 조사 각도 증가에 따라 표면에 형성되

는 ripple의 폭과 높이만 변화되고 전체적인 형태의 

변화는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에 Polyethylene 

Naphthalate(PEN)와 같이 밀도가 1.3 g/cm3이상인 고

분자 소재의 경우 이온 입사각 증가가 유발하는 고

분자 표면에서의 에너지 흡수량 증가가 고분자 소

재 표면 나노구조의 폭과 높이 뿐만 아니라 표면 

형상의 변화도 유발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PEN 고분자 필름 표면에 입사되

는 알곤 이온 각도에 따라 표면에 형성되는 나노구

조가 dimple에서 ripple 형태로 ripple에서 pillar 형태

로의 변화를 관찰하였으며, Fast Fourier Transform 

Power Spectral Density (FFT-PSD) 분석을 통해 주기

성 및 방향성을 확인하였다. 알곤 이온의 입사각 조

건은 다수 보고된 결과들을 토대로 조절하였는데 

dot 또는 dimple 구조가 형성되는 0°와 실험 및 전산

모사를 통해 구한 표면의 나노구조가 변하는 임계

각 60°, 71°를 기준으로 본 실험에서는 0°부터 시작

하여 구조가 변하기 이전인 30°, 45°및 나노구조가 

변한 이후인 60°, 80°의 조건으로 진행하였다.[11, 

15] 이온빔 표면처리를 통해 형성된 나노구조의 정

량 분석을 위하여 나노구조의 분석법으로 널리 사

용되는 ABC 모델 및 fractal dimension 이론을 이용

해 FFT-PSD의 저주파 비선형 구간과 고주파 선형 

구간을 각각 정량 분석하였으며, 이온 입사각 증가

에 따라 PEN 표면의 나노구조가 ripple에서 pillar로 

변화되는 원인을 분석하였다. [16,17]

 

2. 실험방법

알곤 이온빔 각도에 따른 표면처리 실험은 처리 폭 

300 mm급 선형 이온빔 조사가 가능한 진공장비에서 

수행되었으며, PEN (Teonex, Teijin Dupont Films) 필

름이 사용되었다.[18] 진공장비 내에서 이온빔 발생 

장치와 약 9 cm 거리로 떨어져있는 수평이동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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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에 5 cm × 5 cm 크기의 PEN 필름을 고정하여 10 

mm/s의 속도로 100 회 처리하였으며, 이에 해당하

는 알곤 이온 총 조사량은 1.406 x 1018ions/cm2이다. 

알곤 이온 조사량은 이동기판에 설치된 Faraday cup

을 통해 측정한 이온 전류 밀도 값을 통해 측정하

였다. 알곤 이온빔 조사에 사용된 선형 이온빔 구동 

조건은 인가 전압 1.4 kV, 방전 전류 0.1 A, 공정 압

력 0.5 mTorr이다. 이온 조사 각도는 샘플에 수직인 

방향을 0°로 하고 샘플에 수평이 되는 방향으로 샘

플 장착부의 각도를 변경하여 0°, 30°, 45°, 60°, 80°

조건으로 설정하였다.

이온빔 조사를 통해 형성한 나노구조의 형상을 분

석하기 위해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FE-SEM, JSM-7001F, JEOL)을 측정하여 

표면 형상의 이미지를 관찰하고 PEN 표면을 구성하

는 원소들을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 

(EDS) 분석하였다. 이온빔이 조사된 PEN 표면의 3

차원 구조는 Atomic Force Microscope(AFM, NX10, 

Park systems)을 이용해 측정하였다. AFM 자료를 2 

Dimensional Fast Fourier Transform(2D-FFT)하여 나

노구조의 주기성 및 방향성을 파악하였으며, ABC 

모델과 fractal dimension을 이용한 2D-FFT의 Power 

Spectral Density(PSD) 스펙트럼의 정량 분석을 통해 

나노구조의 정량 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Stopping 

and Range of Ions in Matter(SRIM) 프로그램을 통

해 각각의 이온 입사각에 따른 dE/dx를 측정하여 

이온 입사각에 따른 표면 에너지 흡수율 변화를 

분석하였다.[19]

 

3. 결과 및 고찰

Fig. 1은 알곤 이온빔 입사각에 따른 PEN 기판의 

표면 FE-SEM 사진이다. Fig. 1(a)는 수직으로 알곤 

이온빔이 입사한 시편의 표면 사진이며, 평균 직경

이 250 nm인 dimple 형상의 표면이 관찰된다. Fig. 

1(b)는 이온빔 입사각이 30°인 경우로 평균 폭 140 

nm인 ripple 구조가 이온빔 입사 방향과 수직으로 

형성되었으며, 하얗게 보이는 pillar 구조들이 일부 

관찰된다. 이온빔 입사각이 45°인 Fig. 1(c)에서는 

Fig. 1(b) 대비 굵은 평균 폭 170 nm의 ripple 구조가 

형성되었으며, pillar 형상이 30°조건보다 더 뚜렷하

다. 이온빔 입사각이 60°인 Fig. 1(d)에서는 앞선 조

건들과는 다르게 pillar 구조와 ripple 구조가 중첩되

어 형성되었고, 이온빔 입사각이 80°인 Fig. 1(e)에

서는 pillar 구조가 감소하고 Fig. 1(d)에 비해 평탄

화된 표면이 관찰되었다. Fig. 2는 AFM 분석을 통

Fig. 1. FE-SEM images of argon ion beam irradiated 
PEN surfaces with ion incident angle of (a) 0°, (b) 
30°, (c) 45°, (d) 60, (e) 80°. The arrow is direction of 
ion irradiation.

해 재구성한 Fig. 1에서 관찰된 표면의 3차원 표면 

구조(Fig. 2(a)~(e))와 해당 각도별 x, y축 line profile 

(Fig. 2(f)~(j))이다. 이온빔 입사각이 0°인 Fig. 2(a)에

서는 평균 거칠기가 11 nm, 종횡비가 0.05인 dimple 

형상이 관찰된다. 이온빔 입사각이 30°인 Fig. 2(b)에

서는 이온빔 입사 방향에 수직으로 형성된 ripple 구

조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온빔 입사 방향인 y축에 

대한 표면 profile을 보면 평균 거칠기는 13 nm, ripple 

구조의 종횡비는 약 0.26이며 pillar 구조는 약 0.29

의 종횡비를 나타낸다. 이온빔 입사각이 45°인 Fig. 

2(c)에서는 30°와 동일한 방향으로 형성된 ripple 구

조를 확인할 수 있으며 y축에 대한 표면 profile을 

보면 평균 거칠기는 41 nm, ripple 구조의 종횡비는 

약 0.24, pillar 구조는 약 0.66의 종횡비를 나타낸다. 

Fig. 2(d)와 (e)에서는 FE-SEM 이미지에서 확인하였

던 pillar가 주를 이루는 구조와 그 아래에 형성된 낮

은 높이의 ripple 구조가 확인된다. Ripple 구조의 높

이는 20 ~ 50 nm인 반면에 pillar 구조의 높이는 100 

~ 200 nm이며 pillar의 경우 1.08의 종횡비를 나타낸

다. 다음 Table 1은 각 시편의 AFM 분석을 통해 얻

은 표면거칠기와 pillar의 공간 분포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다. 이온빔 입사각이 60°인 경우, 거칠기가 

61 nm로 가장 크며, pillar의 평균 직경은 186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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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FM images of argon ion beam irradiated
PEN surface with ion incident angle of (a) 0°, (b) 
30°, (c) 45°, (d) 60°, (e) 80°. Scan size of (a) is 2μm 
x 2μm and of (b)~(e) are 5μm x 5μm. The direction 
of ion irradiation is from top to bottom((b)~(e)). (f)~(j) 
are line profiles of surface structure(Upper graphs 
are lateral line profile and lower graphs are 
longitudinal line profile).

pillar 구조 간 평균 거리는 347 nm, 면적당 pillar의 

수는 11.59 μm-2이다. Fig. 3은 AFM 자료에서 추출

한 3차원 표면구조 정보로 구성한 2차원 FFT-PSD 

이미지다. Fig. 3(a)에서는 등방성으로 고르게 분포

한 dimple 구조에 의해 원형의 스펙트럼이 나타나

며, Fig. 3(b)에서는 이온빔 입사 방향과 수직한 방

향의 ripple에 의해 y축 방향으로 반복성이 형성되

어 y축으로 늘어난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Fig. 3(c)

는 45°조건부터 ripple보다 높이가 높은 pillar 형태가 

Fig. 3. 2D-FFT images of PEN surface extracted from 

AFM data (a) 0°, (b) 30°, (c) 45°, (d) 60°, (e) 80°. The 

arrow is direction of ion irradiation.

Roughness

(nm)

Diameter

(nm)

Interval

(nm)

Pillar 

density

(μm-2)

0 ° 11.3 348 470 0

30 ° 13.8 209 625 5.07

45 ° 41.4 200 569 6.23

60 ° 60.6 186 347 11.59

80 ° 16.3 172 403 5.51

Table 1. Information of surface structure(roughness, 
diameter, interval, number of protuberance per unit 
area)

나타남에 따라 Fig. 3(b)에 비해 y축 방향으로의 반

복적 표면구조 정보가 희석되어 PSD 스펙트럼이 x

축 방향으로 확장되었다. Fig. 3(d)와 (e)는 45°조건

과 마찬가지로 pillar의 높이가 ripple보다 높아 y축 

방향의 반복적 표면구조 정보가 희석되고 pillar 분

포에 의한 PSD 스펙트럼이 나타나 x축으로 늘어난 

형태가 관찰된다.

앞서 설명한 Table 1의 roughness, pillar 구조의 직

경 등의 정보와 Fig. 3의 2차원 FFT-PSD 분석은 이

온빔 조사에 의해 형성된 특정 형상의 크기, 주기

성, 방향성 등을 설명할 수 있지만 나노구조 표면의 

상호비교를 위한 정량적 기준이 필요하다. AFM에

서 나타내는 표면 거칠기는 구조의 높이에 대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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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만 있고 x, y축 방향으로 형성된 구조의 주기성 

및 방향성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은 반면에 

AFM으로부터 구한 FFT-PSD 스펙트럼에서는 방향

에 따라 달리 형성된 구조의 높이 정보를 x, y축 방

향으로의 공간주파수를 통해 나타냄으로써 정량적

인 분석을 할 수 있다. 나노구조 표면의 FFT-PSD 

스펙트럼 분석을 위해 주로 사용되는 ABC model과 

fractal Dimension 이론을 이용하여 본 실험에서 제조

한 PEN 나노구조 표면을 분석하였다. PSD 스펙트

럼의 저주파수 구간에서는 ABC 모델을 적용한 비

선형 fitting을 식 (1)을 통해 수행한다. 식 (1)의 변수 

A, B, C를 통해 ABC 모델 기반의 거칠기인 Rrms를 

식 (2)와 같이 구할 수 있다. FFT-PSD 스펙트럼의 

기울기가 가파르게 변하는 고주파수 구간에서는 

fractal dimension 이론을 적용한 식 (3)을 통해 선형 

fitting을 하여 기울기를 산출한다. 이에 관한 연구들

이 다수 존재하며 대표적으로 Aluminoborosilicate 

Glass 소재 표면에 폴리싱, 에칭, 열 처리 등을 통한 

표면처리 후 AFM 측정을 통해 얻은 PSD 스펙트럼

에 ABC 모델과 fractal dimension을 적용하여 표면 

나노구조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16]

 

(1)

(2)

(3)

 

Fig. 4는 Fig. 3에 나타난 FFT-PSD 스펙트럼의 이

온빔 입사 방향에 대한 profile이며, 이온빔 입사각 

조건별로 저주파 영역과 고주파 영역에 대해 ABC 

모델과 fractal dimension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

다. Fig. 4(a)의 경우 저주파 영역이 ABC 모델과 일치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으나 Fig. 4(b)~(e)에서는 모두 

ABC 모델 및 fractal dimension 이론과 거의 일치하는 

모양의 그래프를 보이며 이론적 모델들의 변수를 통해  

Fig. 4. 2D-FFT-PSD graphs fitting with ABC model 

(non-linear) for low frequency & fractal dimension 

(linear) for high frequency. The black dot is low data 

of 2D-FFT-PSD extracted from AFM data.

나노구조의 비교가 가능함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fitting을 통해 나온 ABC 모델의 변수 A, B, C와 식 

(1), (2)를 통해 계산한 Rrms(ABC모델) 값, fractal 

dimension 구간의 기울기 값 및 AFM 측정을 통해 구

한 Rrms(AFM)값을 Table 2에 정리하였다. Table 2에

서 볼 수 있듯이 이온빔 입사각 조건별 FFT-PSD 스

펙트럼 fitting으로 얻어진 변수 값을 대입하여 구한 

ABC 모델 기반 거칠기 값이 30° ~ 80° 에서는 AFM

에서 구한 거칠기 값과 유사하게 도출되었으며 0° 의 

경우에는 앞서 말했듯이 ABC 모델과 일치하지 않아 

AFM에서 구한 거칠기 값과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ABC 모델에서 고주파 영역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 C

와 fractal dimension 이론을 통해 선형 fitting한 기울

A B C Slope ABC Rrms AFM Rrms

  0° 3.79E+05 100.00 2.80239 -2.802E+00 134.253 11.366

 30° 2.05E+06 143.97 4.35637 -4.406E+00  13.595 13.878

 45° 3.23E+07 175.03  4.2921 -3.948E+00  44.857 41.468

 60° 1.35E+08 248.68 4.47848 -3.986E+00  62.838 60.681

 80° 6.31E+06 217.96 3.77918 -3.262E+00  17.321 16.393

Table 2. Parameters of non-linear fitted ABC model(Fig. 4) and roughness of ABC Model(calculated), AFM
data(extra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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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비교하였을 때 0° ~ 80° 모두 비슷하게 나온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이온빔 입사 각도가 PEN 필름 표면과 수직인 0°에

서 80°까지 변화함에 따라 나타난 dimple-ripple- 

pillar 형태의 구조 변화는 금속, 반도체 표면에서 관

찰된 이온빔 조사 각도에 따른 형상 변화와 유사하

다. 스퍼터링이 주로 발생하는 금속, 반도체 표면의 

경우, Kuramoto-Shivashinsky 모델과 같은 연속방정

식을 통해 등방성 dimple 형태에서 ripple 형태로의 

전환을 설명한다.[11,20] 금속, 반도체 소재에서는 이

온 조사 각도가 증가함에 따라 ripple의 방향이 이온

빔 조사방향과 수직인 형태에서 수평인 형태로 변화

됨이 다수 보고되었으며, 연속 방정식을 통해 이론

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11,20] PEN 고분자 소재에 

알곤 이온빔을 조사한 경우에는 등방성 dimple 구조

에서 이온빔 조사 방향과 수직인 ripple은 상기 보고

된 금속, 세라믹 소재 결과들과 동일하게 나타났지

만 ripple의 방향전환은 관찰되지 않고, pillar 구조가 

형성되었다. Pillar 구조의 형성은 알곤 이온이 PEN 

표면에 전달하는 단위 깊이당 에너지량과 관련될 수 

있다. Fig. 5는 PEN 표면에서의 알곤 이온 입사각에 

따른 단위 깊이당 전달되는 이온의 에너지(dE/dx)를 

그래프로 비교하였다. 나노구조화에 크게 기여하는 

표면 최상층에서의 에너지 전달량은 각도가 0°에서 

80°까지 증가함에 따라 30 eV/Å에서 150 eV/Å로 급

격히 증가하는 반면에 에너지가 전달되는 깊이는 약 

50 Å에서 20 Å으로 감소한다. 즉, 이온 입사각이 증

가함에 따라 표면 최상단에서 흡수하는 에너지의 양

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표면 최상층

에 집중된 에너지가 표면 온도를 국부적으로 상승시

켜 고분자의 용융을 유발하여 고분자 구성 원소의 

표면 이동도를 증가시킬 수 있고, 올리고머가 다수 

형성될 수 있다. 이온빔 또는 플라즈마를 통해 고분

자 필름을 처리할 경우, 공정온도가 고분자 필름의 

용융에 영향을 끼치는 특정 온도 이상으로 형성되면 

올리고머가 발생하고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생성되

는 올리고머의 양이 증가하는 현상이 다수 보고되었

다.[21] 올리고머는 이온빔 표면처리 시 식각을 방해

하는 마스크 역할을 해 pillar 구조를 유발할 수 있다. 

플라즈마를 이용한 고분자 식각 시 pillar가 형성되는 

원리로 챔버 내벽 또는 기판에서 생성된 금속 불순

물의 마스크 역할로 pillar 구조가 형성됨이 다수 보

고되었으나[22], 본 논문에서 수행한 실험 시편의 

EDS 분석결과 표면의 구성 원소는 C, O 위주로 관

찰되었으며 금속 원소가 확인되지 않아 올리고머의 

식각 마스크 역할이 pillar 구조를 유도하였다고 예상

한다.(Fig. 6, Table 3)

Fig. 5. Profiles of dE/dx for Argon irradiation on PEN 
surface at the anode voltage of 1.4 kV by SRIM 
simulation with ion incident angle 0° ~ 80°.

Fig. 6. FE-SEM/EDS measurement for confirming the
absence of any impurity (e.g. metal, dust etc.).

30° 

(wt%)

45° 

(wt%)

60° 

(wt%)

80° 

(wt%)

C 92.93 93.34 93.68 92.96

O 7.07 6.66 6.32 6.84

Si - - - 0.20

Total 100.00 100.00 100.00 100.00

Table 3. Atomic fraction of white cluster(Fig. 1(a) and
pillar structure(Fig. 1(b)~(d))) on PEN surface measured
by FE-SEM/EDS.

4. 결   론

알곤 이온빔 입사각에 따른 PEN 필름 표면의 자

가나노구조화 현상을 관찰하였고 수직에서 수평으

로 각도가 변화함에 따라 dimple-ripple-pillar 구조로 

형태가 변화하였다. 이온빔 입사각이 수직인 경우

에는 등방성 dimple 구조가 형성되며, 이온빔 입사

각이 증가하여 30°, 45°인 경우 ripple 구조가 관찰된

다. 이온빔 입사각이 60°인 경우 pillar 형태의 나노

구조가 형성되었다가 이온빔 입사각이 더 증가하여 

80°인 경우 pillar가 사라지고 표면 거칠기가 감소하

였다. 금속 또는 반도체 표면에서 알곤 이온빔 처리

시 본 논문에서 수행한 입사각 변화와 동일한 조건

에서 관찰되는 등방성 dimple, 이온빔 입사 방향과 

수직인 ripple, 이온빔 입사 방향과 평행한 ripple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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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변화가 고분자 소재인 PEN에서 관찰되지 않

는 이유는 고분자 이온빔 표면처리 시 발생 가능한 

올리고머의 식각 마스크 역할 때문인 것으로 판단

된다.

알곤 이온빔의 입사각에 따라 형성되는 구조들은 

그 특징에 따라 각기 다른 분야에 적용되며 dimple 

구조의 경우 금속 박막층과 금속 나노입자의 증착

을 통해 바이오센서 필름으로 활용할 수 있고 ripple 

구조는 균 및 바이러스 등이 접촉했을 때 접착력을 

증가시켜 혈액 속의 매우 적은 양의 세포를 검출하

는 바이오 센서용 필름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pillar 

구조의 경우 종횡비가 높은 구조를 가지므로 초발

수 필름과 균 및 바이러스의 접착력을 줄여서 생존

력을 감소시키는 항균필름으로의 적용이 가능할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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