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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즈마 에칭공정에 따른 산화물 박막의 광촉매 표면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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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O3, SiO2, and TiO2 films with hydrophilic property are deposited by rf-magnetron sputtering. Their 
wettability is strongly depends on the presence or absence of the oxygen plasma etching on the glass substrates. 
The TiO2 film of 50 nm-thick on the plasma etched glass shows a water contact angle (WCA) below 5o which 
means a super-hydrophilic surface. However, WCA values are gradually degraded when the films are exposed under 
atmosphere, especially WO3. In order to improve hydrophilic property, the degraded films can be again recovered 
by UV illumination for 10 sec using UV-light and the TiO2 film shows a super-hydrophilic surface about 3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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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일반적으로 유리의 표면에는 유기물이 흡착되어 있어 
소수성(hydrophobic)을 띄게 되며 이러한 유기물을 세척
하기 위해서는 세제(계면활성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1]. 
하지만 최근 유리 표면에 물방울 접촉각(water contact 
angle)이 5o 이하인 초 친수성(super-hydrophilic)을 갖
는 광촉매 물질을 코팅한 후 자외선을 조사하면 광촉매 
반응에 의해 표면에 흡착, 오염된 유기물의 분해가 가능
하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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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친수성에 대한 응용연구 및 광촉매 소재의 코팅
기술이 확립됨에 따라 방오성(오염 방지) 외장제나 자
동차 미러 등 다양한 제품들이 상품화되고 있다 [4]. 
실제로 일본의 TOTO사의 경우 [5]. 산화티탄 광촉매에
서 이러한 효과를 발견해 먼지 및 자동차 배기가스로 
오염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는 차음벽에 적용하여 제품
화했으며, 자동차 바디용 스프레이를 개발하여 세제 없
이 기존의 물 사용량의 1/10로도 세차가 가능하다.

이와 같은 초 친수 물질로서는 현재 TiO2가 [6,7] 자
외선을 조사하면 강력한 산화력을 발휘하여 유기물을 
분해하거나 향균력을 보이는 등의 광촉매 작용을 하여 
초친수 특성을 갖는 대표적 물질로 알려져 있다. 일반
적으로 플라스틱 등의 수지는 소수성이 있어 표면에 
부착된 오염 성분을 물로 제거하는 것이 어려우나 [8] 
표면에 TiO2막을 형성시키면 물에 대한 친화성이 높아
져서 용이하게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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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의 [9] 유리 표면에 TiO2를 코
팅하면 TiO2막의 친수 특성 때문에 이슬 맺힘 현상에 
의해 유리면이 흐려지는 것을 억제하게 되며, 따라서 
[10] 우천 시에는 자체 정화기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또한 TiO2 친수막은 [11] 얇은 수막으로 덮여있기 때
문에 자동차 배기 등의 기름 성분이 부착되기 어렵고 
부착되더라도 물에 의해 쉽게 세척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에는 유리 표면에 TiO2막을 형성하여 [12] 광촉매 
특성을 형성하기 위해서 스프레이 및 sol-gel 공정을 
[13] 이용한 방법을 사용했으나 이러한 방법은 대면적 
공정 및 균일한 막 형성이 어렵다는 단점들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친수 특성을 가지면서 기존 TiO2 

공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으며 균일한 
박막 형성이 가능한 대체 물질에 대한 실험으로 고주파 
마그네트론 스퍼터링(rf-magnetron sputtering) 방법을 
사용하여 유리기판 위에 WO3, SiO2 그리고 TiO2와 같이 
극성(polarizability)이 큰 산화물 박막을 증착하여 이들
의 친수 특성에 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박막들의 
친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유리기판의 전처리 과정으
로 산소 플라즈마 에칭을 실시하였고, 후처리로서는 UV 
조사(UV-illumination)를 통해 초친수 표면 형성에 관
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2. 실험 방법

증착용 타깃은 순도 99.99%의 TiO2, SiO2 및 WO3 
분말을 사용하여 볼밀(Ball mill)을 이용해 8시간 동안 
powder의 교반작업을 실시한 후, 11 ton의 압력으로 
5시간 동안 압착하여 2인치 원형 타깃(높이 50 mm)을 
제작하였다. 압착된 타깃은 전기로(furnace)를 사용하
여 대기 중에서 800˚C의 온도로 1시간 동안 소결해 고
형화 과정을 거친 후 스퍼터링(sputtering) 타깃으로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기판은 30 mm × 30 mm × 4 mm 
크기의 소다라임 유리를 사용하였으며, 기판 표면의 이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초음파 세척기를 사용하여 50˚C
의 온도에서 중탕으로 아세톤, 메탄올, 증류수 순서로 
각각 10분간 세척을 진행하였다. 그 후 N2 gas로 
blowing하면서 기판의 수분 및 먼지를 모두 제거하였
다. 세척된 유리기판들은 증착전 친수성 표면을 활성화
하기 위해 2×10-2 Torr의 산소분위기에서 40 Watt로 
30분 동안 표면에칭을 실시하였다.

친수성 박막을 형성하기 위한 스퍼터링 공정조건으

로 2×10-3 Torr의 Ar 분위기에서 기판과 타깃간의 거
리는 60 mm, 증착 파워는 각각 SiO2는 60 W, TiO2

와 WO3는 50 W를 유지하면서 모든 박막에 대해서 
200 nm의 두께로 증착하였다.

증착된 박막들의 물에 대한 접촉각(water contact angle, 
WCA)은 contact angle analyzer(Kruss Co.)와 화학적 성분은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 ULVAC-PHi Co.)
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증착된 박막들의 표면 형상(surface 
morphology)은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FE-SEM, Jeol Co.)를 사용하여 분석하
였으며, 박막의 두께는 α-step(DI Instrument Co.)과  
FE-SEM(Jeol Co.)을 사용해 측정하였다. 광학적 특성
은 Shimadzu Co.의 ultraviolet-visible (UV-Vis.) 
spectrophotometer를 사용하여 200 nm와 900 nm
의 파장영역에서 광 투과도를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그림 1은 산소 플라즈마에 의해 표면 에칭 유무에 
따라 200 nm의 두께로 증착된 WO3, SiO2, TiO2 박막
들의 물방울 접촉각들을 비교한 것이다. 순수 유리기판
의 경우 WCA값은 32.9o로 확인되었으며, WO3, SiO2 
그리고 TiO2 박막들을 증착한 후 WCA값은 각각 19o, 
17.3o 그리고 17.1o로 감소되었다.

Fig. 1. WCA values of WO3, SiO2, and TiO2 films with(red 
circle) and without(black squre) etched glass by O2 plasma.

특히, 산소 플라즈마에 의해 에칭된 유리기판의 
WCA값은 16.8o를 가지며, WO3, SiO2, 그리고 Ti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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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막들을 증착 후 각각 7.2o, 5.2o, 그리고 5.1o로 거의 
초친수 표면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많은 연구그
룹에서 친수 박막을 형성하기 위해 SiO2/TiO2 이중 또
는 다층의 박막을 적층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물질들
을 혼합한 결과와 비교해 플라즈마 에칭기법을 이용한 
전처리된 기판 위에 형성된 WO3, SiO2, TiO2 단일층
만으로도 초친수 박막을 형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결과라 할 수 있다 [14,15]. 특히 TiO2 박막은 
표면에칭 유무 및 다른 박막들에 비해 가장 낮은 
WCA값을 보여주고 있어 광촉매로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TiO2가 물리 화학적으로 안정하며 
광여기 반응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387.5 
nm(이론적인 값) 정도로 태양광으로부터 충분한 에너
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체 표면의 젖음
성(wettiability)은 고체 표면에 형성된 미세구조, 즉 거
칠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림 2(a)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물방울 크기보다 작은 거칠기(details)의 크
기를 갖는 고체 표면을 고려했을 때, 공기 주머니 없
이 거친 표면과 접촉하고 있는 물방울 (즉, 
homogeneous interface)에 대한 접촉각은 Wensel 
모델에 의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주어진다 [16]. 

cos  cos 

여기서, 는 거친 표면에 대한 접촉각, 그리고 는 
매끄러운 표면에 대한 접촉각이다. 그리고 는 거칠
기 요소(roughness factor)로서 고체-액체 접촉면의 
평면의 투영()에 대한 실제 접촉면()의 비율을 나
타낸다. 

 




식 (2)에 기초한 다른 여러  값들에 대해 거칠기 
요소()에 대한 접촉각 의존성을 그림 2(b)에 나타내
었다. 이 모델은 소수성 표면 ( ≥ )에 대해서는 거
칠기 요소가 증가할수록 더 점점 더 소수성이 되고, 
친수표면≤은 가 증가할수록 더 친수성이 되
는 것을 예측케 한다. 

따라서 Wensel 모델에 의하면, 플라즈마 에칭된 유
리기판 위에 증착된 박막들은 순수 유리기판에 증착된 
박막들보다 거칠기 인자(Rf)가 커진 것을 추측할 수 있
다.

(a)

(b)

Fig. 2. (a) Schematic of a liquid droplet in contact with (i) a 
smooth solid surface (contact angle, ) and (ii) a rough solid 

surface (contact angle, ). (b) The relation between a water 
contact angle and a roughness factor  with various  values 

based on Wensel's model. 

이 결과는 그림 3에 나타낸 유리기판과 박막들에 대
한 FE-SEM 이미지들을 비교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은 유리기판의 플라즈마 처리 유무에 따른  
유리기판과 코팅 층들의 표면에 대한 FE-SEM 이미지
들을 나타낸 것이다. 유리기판의 경우, 플라즈마 처리 
후 나노 돌기가 형성되어 표면의 거칠기가 크게 증가
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그림 1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순수 유리 표면의 접촉각이 32.9o에서 플라즈마 
처리 후 16.8o로 크게 감소한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
을 것이다. Wensel의 모델을 적용하여 유리기판(매끄
러운 표면)에 대한 접촉각과플라즈마 처리된 유리기판
(거친 표면)의 접촉각을 이용하여 플라즈마 에칭된 유
리기판의 거칠기 인자(Rf)의 값을 계산하면, 1.139이다. 
유리 표면의 변형된 구조는 그림 3(b)와 (d)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위에 증착된 박막의 표면에도 영향을 주어 
비슷한 표면 형상을 갖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TiO2층에 대해서도 표면 에칭하
지 않은 TiO2 박막표면의 접촉각이 =19o에서 플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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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E-SEM images of glass and TiO2 surfaces with and 
without oxygen plasma etching.

Fig. 4. Changes of WCA as a function of TiO2 thickness 
deposited on the etched glass (Rf is roughness factors 
calculated by Wensel's model).

마 처리 후 =7.2o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Wensel의 식
에 대입하여 플라즈마 에칭된 유리기판 위에 코팅된 
TiO2 층의 거칠기 인자는 1.049로 나타났다.   

한편 WO3와 SiO2에 표면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결과 거칠기 인자는 각각 1.046과 1.042로 계
산되었다. 참고로 그림 2에 나타낸 WO3와 TiO2에 대
한 는 각각 17.8o와 17.1o이며, 값은 각각 5.2o와 
5.1o이다 (그림 1 참조). 대부분, 산화물 박막의 거칠기 
인자가 유리기판 보다 작게 나타나는데 이는 박막의 
증착 두께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 사료되며, 그림 
4는 플라즈마 에칭된 유리기판 위에 증착된 TiO2 박막
의 두께에 따른 접촉각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a)

(b)

Fig. 5. Various WCA values as a function of (a) the exposure 
time under atmosphere and (b) UV-illumination of various 
films deposited on the etched glass.

그림에 나타낸 거칠기 인자(Rf)들은 순수 유리기판에 
코팅된 TiO2의 접촉각 19o를 로 간주하여, Wensel
의 모델에 적용하여 계산된 것이다. TiO2층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접촉각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
는 거칠기 인자의 감소에 의한 것으로서 Wensel의 모
델과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TiO2 코팅 
층이 50 nm 이하일 때, 접촉각이 4.03o 이하인 초친
수 표면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유리 표면의 거칠기 인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는 박막 층의 두께가 가능한 얇아야 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림 5(a)는 플라즈마 에칭된 유리기판과 그 
위에 증착된 박막들의 접촉각 변화를 대기 중에 노출
된 시간의 함수로 나타낸 것이다. 일반적으로 친수표면
은 대기 중의 탄소나 유기물에 의해 쉽게 오염되기 때
문에 시간이 흐르면 친수성이 약해 질 수 있는데 이를 
퇴화(degradation)로 표현하였다. 유리 표면과 WO3 
코팅 면에서 퇴화현상이 가장 크게 일어나는 반면, 
SiO2와 TiO2는 대기 중의 수분, 산소, 빛 등 노출에 
의해 안정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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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XPS spectra of O 1s (a) before and (b) after 
UV-illumination of SiO2 films coated on the glass substrate.

그림 5(b)는 그림 5(a)에서 3일 동안 대기 중에서 퇴
화된 시료들에 대해서 친수성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자
외선을 조사한 후 접촉각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외선 조사는 1 KW의 수은 램프를 10초 동안 조사 하
였다. 친수성 회복은 WO3와 TiO2 박막에서 접촉각 변
화가 크게 일어나는데 이와 같이 퇴화된 친수 표면은 
UV조사에 의해 다시 회복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는 자외선 조사에 의한 강한 산화력이 유기물을 분해
시키기 때문이며, 이는 광촉매 현상으로 잘 알려져 있
다 [17,18]. 

다양한 산화물 박막들 가운데 초친수 특성은 접촉각
이 약 3o인 TiO2 박막이 가장 뛰어난 반면에 대기 중 
노출 및 UV 조사에 의한 테스트 결과 SiO2 박막도 비
교적 안정적이며 낮은 접촉각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외선 조사 후 SiO2 박막 표면에 성분 변화에 
의한 것으로 그림 6에 자외선 조사 (a) 전과 (b) 후에 
SiO2 박막의 산소(oxygen) 성분에 대한 XPS 스펙트럼
을 비교하였다. 

측정 결과 533 eV 근처에 주된 피크는 SiO2에서 나
타나는 [17] Si-O 피크이며, 534.8 eV 근처에서 나타
나는 이차적인 피크는 O-H기와 관련된 피크로 [20,21] 
자외선 조사후에  피크가 크게 증가된 것을 볼 수 있
다. 이는 그림 5에서 자외선 조사 후 접촉각이 낮아진 
결과와 잘 일치하며 박막 표면에 O-H기가 많이 형성
되어 표면에너지를 증가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O-H기는 물 분자와 결합력이 강
하여 표면 에너지를 크게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초친수 박막 표면의 젖음성은 고체 표면에 형성된 미
세구조와 물질의 표면에너지에 크게 의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표면에 표면에너지가 낮은 불소성분을 
갖는 물질을 코팅할 경우, 그 표면은 소수성을 가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4. 결 론

고주파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방법을 사용하여 유리기
판 위에 WO3, SiO2, 그리고 TiO2와 같은 산화물 박막들
의 접촉각이 기판의 전처리 공정에 의해 크게 낮아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플라즈마 에칭된 유리기판 위에 증착
된 박막들은 모두 10o 이내의 아주 우수한 친수성을 가
지며, 이는 단일층의 박막만으로도 초친수 코팅의 가능
성을 보여주었다. 이는 산소 플라즈마 에칭 후 유리 표
면에 형성된 미세구조(microstuctire)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Wensel의 모델에 의해 설명되었
다. 그러나 이러한 박막들은 대기 중에 노출 시 유기물 
오염에 의해서 친수 특성이 퇴화될 수 있으나 10초 동
안의 자외선 조사에 의해 친수 특성은 다시 회복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TiO2가 코팅된 유리 표면은 자
외선 조사 후 광촉매 현상에 의해 3o 이하의 초친수 표
면을 나타내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SiO2가 코팅된 유
리표면 역시 자외선 조사 후, 박막 표면에 O-H가 형성
되어 표면에너지가 증가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초친
수 SiO2 단일막 재료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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