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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초소수성 표면은 일반적으로 표면 거칠기를 갖고 표면에너지가 낮을 

때 구현된다. 이 때 액체가 초소수성 표면 위에 떨어지면 액체와 고체 

표면 사이에 공기층이 형성되어 젖지 않는 표면이 된다. 그러나 

나노구조의 거칠기를 갖는 초소수성 표면이 신장되면 표면 젖음성이 

크게 달라져 초소수성이 유지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플라즈마 처리한 레이온 니트의 

이축신장(biaxial tensile strain)에 따른 젖음성 변화를 관찰하여, 

신장률이 변화해도 초소수성이 유지되는 레이온 니트를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플라즈마 코팅 시 신장률을 달리하여 접촉각과 기울기 

각을 측정하였으며, 신장 시킨 상태로 코팅한 시료를 신장 시켜 가면서 

표면 초소수성과 마이크로/나노구조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미신장상태에서 처리한 레이온 니트의 접촉각과 기울기각은 

에칭시간이 늘어날수록 표면의 거칠기가 커져서, 접촉각이 증가하고 

기울기각은 감소하여 초소수성 표면이 구현됨을 확인하였다. 시료의 

표면을 7분 혹은 그 이상으로 에칭 처리를 한 후 HMDSO로 코팅처리를 

하면 바운싱현상을 보이면서 180°의 접촉각을 가지며, 2°이하의 

기울기각을 갖는 최적의 초소수성 표면이 구현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초소수성 레이온 니트 표면은 이축방향으로 신장률을 변화시키면 

초소수성 표면이 유지되지 않았고, 신장률 변화가 클수록 초소수성이 

크게 저하되었다. 

반면 코팅 시에만 이축방향으로 30%, 50% 신장 시켜서 처리한 

시료를 신장 시키면서 측정하였을 때 접촉각은 180°, 기울기각은 

8°이하의 값을 가지며 초소수성이 유지되었다. 한편, 신장 시킨 상태로 

HMDSO를 증착하면 신장률 변화량이 클수록 강도와 신도는 

저하되었지만, 투습성은 미처리 시료 대비 약 21%로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신장률 증가로 인해 마이크로구조인 기공크기가 증가하고, 나노구조 

간격이 커짐에 따라 정적 접촉각이 떨어지고, 기울기각은 증가하였다. 

반면에, 플라즈마 에칭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나노구조의 종횡비가 

커지면서 표면의 초소수성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ii 

 

주요어 : 신장(elongation), 자가세정(self-cleaning), 레이온 

니트(rayon knitted fabric), 플라즈마 에칭 (plasma etching), 플라즈마 

코팅(plasma coating), 마이크로/나노구조(micro/nano-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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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초소수성 표면이란, 일반적으로 물방울에 대해 150°의 접촉각을 

갖고, 10°미만의 낮은 접촉각 히스테리시스와 기울기각(roll-off 

angle)을 갖는 표면을 의미한다. (Deng, Mammen, Butt, & Vollmer, 

2012; S. Wang & Jiang, 2007) 이러한 초소수성 표면은 물에 젖지 

않고, 먼지와 같은 오염물질이 물방울에 붙어서 굴러 떨어지는 자가세정 

효과를 갖고 있으며, 발유성, 부식방지, 물/기름의 분리 등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의류소재와 산업소재 전반에서 

초소수성 표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Zhang, Xia, Kim, 

& Sun, 2012)  

이러한 소재의 초소수성표면을 구현하는 데에는 1) 물리적으로 

마이크로/나노수준의 이중 거칠기와 2) 화학적 구성에서 기인한 소재의 

표면에너지가 영향을 미친다.(S. Wang & Jiang, 2007) 특히 표면에 

거칠기(roughness)를 갖는 소수성 표면에 물방울을 떨어뜨리게 되면, 

표면의 요철 사이사이에 얇은 공기층(micro-pockets of air)이 

형성되고, Cassie state가 되어 초소수성 표면이 구현된다.(Y. Wang et 

al., 2014) 최근에는 정교한 표면 구조 제어를 통하여, 증류수보다 

표면장력이 낮은 유기용매에도 젖지 않는 oleophobic한 고체표면을 

구현하는 연구도 활발하다.(Hoefnagels, Wu, De With, & Ming, 2007; 

Vasiljević et al., 2013)  

 의류소재에 있어서 초소수성 표면은 오구에 대한 자가세정능력 

때문에 세탁횟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며, 고기능성을 갖는 

표면이 오래 유지될 수 있어서 의류소재로의 활용도가 크다. 하지만 

활동과 착용의 편리함 때문에 큰 신장률을 갖는 의류소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장률이 변화해도 초소수성이 유지되는 

처리방법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의류소재가 신장된 상태에서는 마이크로구조가 변화하고 나노구조의 

간격이 멀어짐에 따라, 시료 표면과 물방울 사이의 공기층이 형성되지 

않아서 표면이 물에 젖게 된다. 따라서 시료가 신장된 상태에서도 

초소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장률에 따른 표면의 마이크로 및 

나노구조를 제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플라즈마 가공을 통하여 이축신장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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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해도 초소수성 표면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레이온 니트를 개발하는 

것이다. 니트는 고유의 조직구조 때문에 큰 신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축신장에 적합한 니트직물을 시료로 선정하였다.  

실험은 첫 번째 단계로, 신장률을 달리하여 산소 플라즈마를 이용한 

에칭과 소수성 물질인 hexamethyldisiloxane(HMDSO)을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화학적 기체 증착(plasma 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ion)한 시료를 제작하였다.  

두 번째 단계로, 신장률을 달리하여 처리한 니트를 신장 시켜가면서 

표면의 초소수성이 유지되는지, 또 젖음성 변화는 어떠한지 알아보았다. 

시료의 젖음성은 증류수와 diiodomethane(DI)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증류수보다 표면에너지가 낮은 DI는 이축신장에 따라 젖음성 변화의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신장률 변화에 따라 

레이온 니트의 초소수성이 유지되는 최적의 플라즈마 처리방법을 

도출하였다.  

세 번째 단계로, 신장률이 변화해도 초소수성이 유지되는 니트의 

처리조건이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파악하고자, 신장률에 따라 니트 

고유의 마이크로구조와 플라즈마 처리를 통해 구현된 나노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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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이론적 배경 
 

2.1. 고체의 표면 형태에 따른 젖음성  

 

젖음성은 고체표면이 물이나 유기용매를 포함한 액체에 얼마나 

젖는지에 관한 특성으로, 고체표면의 젖음성 분석을 통해 친수성/소수성 

표면을 판별할 수 있다. 고체표면의 젖음 현상에 대한 이론은 요철이 

없이 편평한 표면에 관한 Young의 이론과 표면 거칠기를 가지고 있는 

상태의 젖음성에 대해 설명한 Wenzel과 Cassie-Baxter 모델이 있다.  

  

Young이 제시한 식(Young, 1805)은 편평한 이상적 고체표면을 

가정했을 때, 표면의 젖음성이 정적 접촉각, 고체-액체-기체 간 계면의 

표면에너지와 관계가 있음을 식(1)을 통해 보여준다. (Figure 1.(A)) 

                  (1) 

: 액체-기체 간 계면장력 (액체의 표면장력) 

: 고체-기체 간 계면장력 (고체의 표면에너지) 

: 고체-액체 간 계면장력 

: 정적 접촉각 

 

Young’s equation에서의 는 고체-액체-기체의 계면에서 열

역학적인 평형상태의 정적 접촉각을 의미한다. 정적 접촉각으로 표면의 

젖음성을 설명할 수 있으며, 소수성의 경우 >90°이며, 친수성의 경우 

<90°를 갖는다.(Li, Reinhoudt, & Crego-Calama, 2007) Young이 

제시한 이론은 이상적인 고체상태를 가정한 것으로, 표면의 거칠기와 

heterogeneous status를 고려하지 않고 고체가 갖는 화학적 조성에 따

라 정적 접촉각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섬유표면이나 

나노수준의 거칠기를 부여한 표면의 경우에는 마이크로/나노수준의 거칠

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면의 거칠기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Young’s equation으로 설명하는 것은 한계를 갖는다. 때문에, 정적 접

촉각과 표면 거칠기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Wenzel과 Cassie의 이론을 

통해 보다 정교하게 설명될 수 있다. (Liu, Yao, & Jiang,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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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ypical wetting behavior of a droplet on rough solid 

substrates. 

(A) Young’s mode. (B) Wenzel’s mode. (C) Cassie’s mode. 

 

 

 Wenzel model의 경우, 표면에 거칠기가 있을 때의 젖음성을 

설명하고 있으며, 액체가 거칠기가 있는 고체 표면의 골 안쪽까지 

완전히 접했을 때의 상태를 가정한다. (Figure 1.(B)) (Liu et al., 2010)  

                  (2) 

: 거칠기가 있는 고체표면에서의 정적 접촉각(Wenzel’s mode일 때) 

r: 거칠기 상수, 고체-액체와의 실제 접촉 면적 대비 액체가 고체에 

투영된 면적의 비율 

     

: 편평한 표면에서의 정적 접촉각(Young’s mode일 때) 

  

 거칠기 상수에서 실제 액체방울이 접하고 있는 면적은 

고체표면에 거칠기가 있을 경우, 표면의 최고점(peak)과 

돌기사이(valley)를 포함한 액체가 맞닿는 실제 접촉면적을 의미한다. 

또한 액체가 투영된 면적은 수직으로 내려다 보았을 때, 액체가 

고체표면에 접하고 있는 면적을 의미하며 돌기 사이가 포함되지 않는다. 

Wenzel model에서는 물방울이 고체 표면에 완전히 접한 상태이므로 

거칠기 상수인 r의 값이 1과 같거나 크게 된다. 식 (2)에서 거칠기 

상수가 1 이상일 때, 소수성 표면의 경우(  >90°)이면 표면의 

거칠기가 증가할수록 접촉각이 증가하며, 친수성 표면의 경우(  

<90°) 거칠기가 증가할수록 접촉각은 감소하게 됨을 알 수 있다.   

  

Cassie-Baxter 모델에서는 액체가 거칠기를 갖는 고체 표면에 

떨어졌을 때, 액체는 표면에 돌출된 돌기와 돌기 사이에 갇힌 기체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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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접촉하고 있는 상태를 가정하였다. (Cassie & Baxter, 1944) 

            (3) 

   (4) 

              (5)   

 ( + = , = ) 

: 고체-액체와의 실제 접촉 면적 대비 액체가 고체에 투영된 면적의 비율 

: 액체-기체와의 실제 접촉 면적 대비 액체가 기체에 투영된 면적의 비율 

: 편평한 표면에서의 정적접촉각(Young’s mode일 때) 

: 시료 표면에서 갇혀있는 기체-고체와의 접촉각 

 

식(3)에서 (4)로의 전개는 + =1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Milne and Amirfazli (2012)의 연구에서는 + =1이라는 

가정은 고체-액체의 계면과 액체-기체의 계면이 모두 편평한 상태로, 

액체가 고체표면의 돌기 사이로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만 성립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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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플라즈마 처리를 이용한 초소수성 표면 가공  

 

플라즈마는 전기에너지를 기체에 부과하여 이온화 과정을 

통하여 양(+)과 음(-)전위의 소립자를 포함하는 이온화된 기체를 

의미한다. 기체를 이온화 시키는 방법은 가속입자를 원자나 분자에 

충돌시키거나 외부의 전기장을 이용하여 가스방전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다. 기체에 충분한 에너지가 가해지면 기체분자가 이온화되면서 그 

결과 불안정한 전자와 이온, 라디칼이 혼재된 상태가 된다. (김형석 & 

홍성진, 2004; 박현수, 2013) 

섬유 및 고분자의 표면처리에 사용되는 저온 건식 플라즈마 

처리법은 기질의 물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표면 층에만 균일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저온에서 안정적인 모든 물질을 플라즈마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이원규, 2010) 

시료 표면이 초소수성을 갖기 위해서는 반응성의 플라즈마 

라디칼에 의해 표면의 물질을 탈락시키는 에칭처리를 통하여 기하학적인 

거칠기를 부여해야 한다. 에칭처리는 화학적으로 반응이 강한 이온이나 

라디칼을 생성한 후, 이들이 시료 표면의 물질과 반응하여 탈락시키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그 후 플라즈마를 통한 화학적 기체증착(plasma 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ion, PECVD)과정을 진행하면, 시료 표면에서 

화학적 반응을 통해 코팅층이 형성되게 된다. 열이나 플라즈마에 의해 

만들어진 기체형태의 물질은 섬유 표면으로 확산되어 표면과의 흡착 및 

탈착을 반복하고, 섬유 표면에 있던 불안정한 물질도 탈락되면서 섬유의 

표면은 균일한 코팅층을 형성하게 된다. (Grimoldi, Zanini, Siliprandi, & 

Riccardi, 2009; Wei, 2009) PECVD에 사용되는 기체는 표면에너지가 

낮은 CH4, HMDSO, CF2 등이 있으며, 그 중 순수한 HMDSO 가스를 

전구체로 사용하면 HMDSO 분자 배열이 최소화되고 메틸기가 많은 

필름을 형성하여 초소수성 표면을 구현하는데 효과적이다. Grimoldi et 

al. (2009)의 연구에서는 polyethylene terephthalate 표면에 

HMDSO를 PECVD방법으로 증착시키면 표면에 silicon oxide의 

박막층이 형성되어 표면에너지가 낮은 초소수성 표면이 구현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박소현 (2015)의 연구에서는 산소 플라즈마 에칭과 HMDSO 

증착으로 폴리에스터 필름과 직물을 사용하여 직물특유의 마이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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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의 거칠기와 플라즈마 에칭을 통한 나노구조의 거칠기가 초소수성과 

자가세정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특히 HMDSO만 증착한 필름과 직물과의 접촉각이 약 

41°차이를 보여서 직물 특유의 마이크로구조의 거칠기가 소수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큼을 확인하였다. 또한 직물의 경우, 150°이상의 

접촉각을 갖는 초소수성표면을 위해서는 나노수준의 거칠기가 

필수적이라서 초소수성 직물표면 구현을 위해서는 나노수준의 거칠기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마이크로/나노수준의 이중거칠기를 가진 

직물은 직물표면과 나노구조가 모두 젖지 않는 Cassie-Cassie 

state임을 확인하였으며, 에칭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나노구조의 모양이 

re-entrant 구조를 갖게 되어 접촉각이 예측값보다 증가했음을 밝혔다.     

 

   



 

 8 

Ⅲ. 실험 
 

제 1 절. 시료 및 시약 

 

본 연구의 시료로는 레이온 100%의 평직니트(plain knit) 시료를 

㈜우창에서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시료의 자세한 특성은 Table 1에 

나타나있으며, 정련한 후 플라즈마 처리하였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pecimen 

Material Rayon 100% 

Construction Plain knit 

Weight(g/m
2

) 225 

Thickness(mm) 0.405 

Density(wale/course) 52/45 

 

정련 용액은 5.0g의 NaOH, 1.5g의 Triton X-100, 0.75g의 citric 

acid를 500ml의 증류수에 용해시킨 정련용액에 넣고 100±3℃에서 

1시간동안 정련하였다. 그 후 자연 건조한 시료는 benzene과 ethanol을 

2:1 비율로 혼합한 후 soxhlet 추출기를 사용하여 24시간 추출한 후 

40℃의 증류수로 3회 헹군 후 공기 중 실내 건조하였다. (실내온도: 

19±2℃, 실내습도: 27±3%RH) 

 

정련을 위한 sodium carbonate anhydrous(>99.0%)는 

대정케미컬(한국)제품을 사용하였고, 플라즈마 반응 가스로 사용한 

oxygen(≥99.99%)과 hexamethyldisiloxane(≥98%)은 Sigma-

Aldrich(미국)제품을 사용하였으며 접촉각과 기울기각 측정을 위한 

diiodomethane (≥99%)은 Alfa Aesar(미국)제품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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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플라즈마 처리 

 

초소수성표면구현을 위한 플라즈마 처리는 1) 나노수준의 거칠기를 

생성하기 위해 플라즈마 에칭 처리를 한 후, 2) 표면에 소수성 물질을 

증착시키는 plasma 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ion(PECVD)방법의 두 단계를 거쳤다.  

 

실험에 사용한 플라즈마 기기는 글로우 방전 진공 플라즈마(radio 

frequency glow discharge plasma)이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에서 자체 제작한 것을 사용하였다. 플라즈마 반응 챔버는 

원형이며 내부 지름은 16cm, 높이는 15cm로 플라즈마 형성을 위해 

radio frequency generator는 13.56 MHz에서 65W의 파워로 

작동되었다. 정련 처리한 9cm x 9cm 크기의 시료는 스테인리스 소재의 

음극 기판 위에 평평하게 놓고 사면을 절연테이프로 고정시켰다. 이후 

챔버의 문을 닫고 챔버 내를 진공상태로 만들었다. 챔버 내의 압력이 

1mTorr의 낮은 압력상태가 되면, 산소가스를 4sccm (4cm3/min)으로 

주입하고 챔버 내의 압력이 20mTorr가 될 때까지 안정화시켰다. 그 후 

캐소드 플레이트에 -400 V의 바이어스 전압을 가하여 이온화된 

산소가스를 통해 시료의 표면을 에칭시켰다. 산소가스를 이용한 

플라즈마 에칭 처리 시간은 1, 3, 5, 7, 10, 20분으로 설정하였다.  

플라즈마 산소 에칭 처리 후에는 거칠기를 갖는 시료의 표면구조 

위에 소수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표면에너지가 24.4mJ/m2로 낮은 

hexamethyldisiloxane(HMDSO)을 이용하여 plasma 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ion(PECVD) 단계를 진행하였다. 

PECVD단계에서는 1mTorr의 낮은 챔버 내의 압력상태에서 

HMDSO가스를 10sccm(10cm3/min)으로 주입하여 챔버 내의 압력이 

10mTorr가 될 때까지 안정화시켰다. 그 후 캐소드 플레이트에 -400 

V의 바이어스 전압을 가한 뒤, 선행연구(Kwon et al., 2014; 박소현, 

2015)를 참고하여 30초간 이온화된 HMDSO가스를 시료의 표면에 

증착시켰다.  

 

시료는 wales와 courses의 방향을 기준으로 3cm x 3cm의 

정사각형 모양의 틀에 고정시킨 후, wales와 courses의 방향으로 각각 

신장 시켰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레이온 니트의 경우, 이축방향으로 

신장 시킬 경우 탄성한계를 넘어 급격히 영구변형이 일어나는 y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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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가 원길이 대비 56±4%인 점을 고려하여, 원길이 대비 30%, 

50%의 신장률을 실험조건으로 설정하였다.  

처리 조건에 따른 시료의 코드에 대한 정보는 Table 2에 

정리하였다. 모든 시료가 일정한 잔여신장률을 가지도록 미신장 시료와 

신장 시킨 상태로 처리한 시료 모두 1시간동안 신장 시켰다. 신장된 

시료는 24시간동안 상온에서 이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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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reatment condition code and description of the process 

Code 
O

2
 etching 

duration 

Stretching 

during etching 

HMDSO coating 

duration 

Stretching 

during coating 

U - - - - 

7E-C 7 min - 30 sec - 

10E-C 10 min - 30 sec - 

20E-C 20 min - 30 sec - 

7E-SC 7 min - 30 sec Stretched 

10E-SC 10 min - 30 sec Stretched 

20E-SC 20 min - 30 sec Stretched 

S7E-SC 7 min Stretched 30 sec Stretched 

S10E-SC 10 min Stretched 30 sec Stretched 

S20E-SC 20 min Stretched 30 sec Stret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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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시료 특성 분석 및 성능 평가 

 

3.1. 표면형태 분석 

 

플라즈마 처리에 의한 표면형태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주사전자현미경(FE-SEM, SUPRA 55VP, Carl Zeiss, Germany)을 

이용하였다. 관찰하고자 하는 니트 시료는 백금코팅으로 300초간 

15nm수준의 sputter-coating을 한 후 측정전압은 5~10kV로 조절한 

후 관찰하였다.  

신장률에 따라 변화하는 레이온 니트의 마이크로구조 분석을 

위하여 SEM이미지 상의 픽셀의 개수를 분석할 수 있는 디지털 이미지 

분석 프로그램인 Adobe Photoshop(Adobe Photoshop CS4, Adobe 

Systems Inc, USA)을 이용하였다. 니트조직에서 하나의 루프(loop)를 

기준으로 100배로 확대한 SEM사진에서 검정색으로 나타나는 

기공부분과 나머지 흰색부분의 픽셀의 개수를 백분율로 계산하였다. 

시료의 조건에 따라 각각 10개의 루프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픽셀의 

개수를 평균하였다.  

시료 표면에 형성된 나노구조의 형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이미지 

분석 프로그램인 ImageJ(ImageJ 1.47v,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USA)를 이용하였다. 처리방법을 달리한 시료의 FE-SEM사진에서 

보이는 레이온 니트의 표면에 형성된 나노구조의 길이, 직경, 나노구조 

간 거리를 각 10개 측정하여 평균하고 이를 통해 나노구조의 

종횡비(나노구조의 길이를 직경으로 나눈 값, aspect ratio)를 구하였다. 

이러한 나노구조의 형태분석은 시료처리방법에 따른 나노구조 변화의 

경향성을 보기 위하여 실시하였으며 무작위로 선정된 나노구조의 길이와 

직경을 측정하였다. 나노구조 간 거리는 무작위로 선택된 나노구조와 

가장 가까운 나노구조 사이의 간격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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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신장 

 

본 연구에서는 플라즈마 처리 시 이축 신장시킨 상태로 처리한 

시료를 1차 신장하여 처리하였다고 재정의하였다. 또한 1차 신장한 

시료를 다시 신장시켜가며 젖음성을 측정하는 경우를 2차 신장하였다고 

명명하였다. 1차 신장 시와 2차 신장 시의 신장률은 모두 미처리 상태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원길이 대비 30%와 50%만큼 이축 신장시켰다. 

Figure 2의 모식도는 30%만큼 1차 신장시킨 상태로 ppHMDSO 처리한 

후 2차 신장시킨 시료의 예이다.  

 1차 신장 시 신장률에 따라 24시간동안 이완시킨 후 

wales방향과 courses방향의 잔여신장률이 달랐다. 30%만큼 1차 신장 

시켜 처리한 후 이완하였을 때 wales방향으로 5.7%, courses방향으로 

9.8%만큼 잔여신장률이 있었으며, 50%만큼 1차 신장 시킨 후 

이완하였을 때는 wales방향으로 15%, courses방향으로 25.3%만큼의 

잔여신장률이 남아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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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chematic diagram of 1st and 2nd ex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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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초소수성 평가 

 

시료의 초소수성은 정적 접촉각과 기울기각의 측정으로 

평가하였으며, Theta Lite Optical Tensiometer(KSV Instruments, 

Finland)를 이용하여 상온에서 측정하였다. 

정적 접촉각은 처리한 니트의 젖음성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매 

1초마다 물방울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컴퓨터 화면 상에 있는 가이드 

라인을 시료의 표면과 일치하게 설정하여 측정하였다. 액체로는 

증류수와 diiodomethane(DI)을 사용하였으며 유적의 크기는 

3.3±0.3㎕으로 조절한 후 시료 표면에 떨어뜨렸다. 시료의 표면에 

떨어진 용액은 1초 후의 이미지를 통해 오른쪽과 왼쪽의 접촉각을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모든 시료는 서로 다른 위치에서 각 

5회씩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하였다.  

기울기각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측정하고자 하는 시료가 놓여있는 

판을 기울일 수 있는 Attension Theta Lite(Biolin Scientific, Sweden) 

기기를 이용하였다. 시료의 표면과 syringe의 간격을 1cm로 조절한 

상태로 12.5±0.1㎕의 용적을 갖는 증류수와 DI를 시료의 표면 위에 

각각 떨어뜨려 시료의 표면 위를 2cm이상 굴러 떨어질 때의 기울기 

각도를 측정하였다. 모든 시료는 wale와 course방향으로 서로 다른 

위치에서 각 5회씩 측정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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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물성 측정 

 

1. 투습성 

 

처리된 레이온 니트의 투습성은 ASTM E96-80(ASTM, Standard 

Test Method for Water vapor transmission of materials, 2010)에 

따라서 측정하였다. 시료를 지름 7cm의 원형으로 자른 후 33g의 

염화칼슘(CaCl2)이 담긴 투습컵 위에 3mm의 간격을 두고 시료의 

표면을 흡습제 쪽으로 하여 올려놓은 후 고무패킹과 투명테이프를 

사용하여 투습컵의 가장자리부분을 밀폐시켰다. 시료가 올려진 투습컵은 

40±2℃, 90±5%RH 의 항온항습기에 1시간동안 안정화시킨 후 

초기무게를 측정한 후 다시 1시간 후의 무게를 측정하였다. 이렇게 

구해진 1시간동안의 무게 변화량은 시료를 통해 통과한 수증기를 

염화칼슘이 흡수한 양이며, 이를 단위 시간당 무게 증가량으로 놓고 

24시간동안의 투습량으로 환산하여 단위 면적당 24시간동안의 투습량을 

구하였다.  

 

: rate of water vapor transmission 

: weight change (g) 

: time during which G occurred(hr) 

: test area(m2) 

 

 

2. 인장강도 

  

처리방법에 따른 시료의 강도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ASTM D 

5035 스트립법을 토대로 인장강신도를 측정하였다. 시료는 플라즈마 

챔버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료의 크기를 고려하여 폭 2.5cm, 길이 

9cm로 준비하고, 클램프 간격 7.6cm, 하중 1KN, 인장속도 

10cm/min으로 설정하여 만능재료시험기(Universal testing machine, 

Instron-5543, Instron, USA)를 통해 측정하였다.  

  플라즈마 처리가 레이온 니트의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플라즈마 처리 전과 후의 인장강도를 측정하였고, 플라즈마 처리 

시 신장률변화에 따라 강도와 신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평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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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신장 시킨 상태로 플라즈마 처리한 시료의 처리 전과 후의 

강도와 신도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모든 시료는 20℃, 65%RH 환경에서 컨디셔닝 한 후, course와 wale 

방향으로 각각 측정하였고, 각기 다른 부분에서 5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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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및 고찰 
 

제 1 절. 미신장상태로 플라즈마 처리한 시료의 표면 특

성  

 

1.1. 표면형태 

 

 산소 플라즈마 에칭에 따른 레이온 니트 시료의 표면 거칠기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SEM사진에서 보이는 레이온 니트의 표면에 

형성된 나노구조의 길이와 직경을 사진분석프로그램(ImageJ)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레이온 섬유의 굵기는 11.9±0.7㎛이고, 

산소 플라즈마 에칭을 함에 따라서 레이온 니트 시료 위에 나노구조가 

형성되었다. 에칭시간에 따라 레이온 니트 위에 형성된 나노구조의 

길이(length)와 직경(diameter)을 측정한 결과는 Figure 3에 

정리하였으며, 길이와 직경 모두 에칭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1분 동안 플라즈마 에칭 처리 후 나노구조의 길이는 

76.0±5.7㎚, 직경은 56.6±1.9㎚로 형성된 것을 확인하였다. 산소 

플라즈마 에칭 처리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20분 에칭 처리 후 

나노구조의 길이는 914.7±89.8㎚, 직경은 30.4±3.8㎚로 형성되었다. 

이를 통해 평균적으로 나노구조의 시간당 길이 증가분은 

44.1㎚/min이며, 직경 감소분은 1.4㎚/min으로, 에칭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나노구조의 길이는 급격히 증가하지만 직경의 감소는 상대적으로 

서서히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플라즈마 에칭 처리 시간에 따른 나노구조의 종횡비와 나노구조 

간 간격을 측정한 결과는 Figure 4에 나타나있다. 나노구조의 길이는 

길어지고 직경은 감소함에 따라 나노구조의 종횡비도 에칭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하였다. 1분 에칭 후 종횡비는 1.3이었고, 20분 

에칭처리 후에는 종횡비가 30.1까지 증가하였다. 나노구조 간 간격은 

에칭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하였으나 7분 이후의 처리 시간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비슷한 수준의 길이가 유지되었다. 이를 볼 때 7분 

이상의 에칭처리는 나노구조의 길이 증가에는 영향을 주지만 나노구조 

간 간격변화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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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FE-SEM images of rayon knitted fabric treated with 

oxygen plasma etching with subsequent ppHMDSO. (x50,000  

magnifications) (a) Untreated, (b) No etching, HMDSO 30sec 

coating, (c) 1min etched and HMDSO 30sec coated, (d) 3min etched 

and HMDSO 30sec coated, (e) 5min etched and HMDSO coated,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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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min etched and HMDSO 30sec coated, (f) 7min etched and 

HMDSO 30sec coated, (g) 10min etched and HMDSO 30sec coated, 

(h) 20min etched and HMDSO 30sec coated. The scale bar is 

400nm.  

 

 

 

 

 

 

 

Figure 4. Effect of plasma etching duration on the length and 

diameter of nano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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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Effect of plasma etching duration on the aspect ratio of 

nanostructure and spacing between adjacent nano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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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초소수성 

 

 플라즈마 처리에 의한 레이온 니트의 표면 젖음성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접촉각과 기울기각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ure 

5에 나타내었다. 미처리 레이온 니트에서는 물방울을 표면에 

떨어뜨리자마자 1초 이내에 즉각 흡수되어 접촉각(contact angle: 

CA)이 0°로 나타났다. 산소 플라즈마로 에칭만 하고 HMDSO 

증착공정을 생략한 경우에도 미처리 시료와 마찬가지로 물방울이 

1초내에 시료에 빠르게 흡수되었다. 그러나 산소 플라즈마 에칭 없이 

소수성물질인 HMDSO로 증착만 한 경우에는 레이온 니트가 소수성으로 

변하여 접촉각 150.1°, 기울기각 wale방향 8.8°, course방향 9°를 

보이는 초소수성표면이 구현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산소 플라즈마 

에칭을 통한 표면거칠기를 구현하지 않아도 섬유와 실로 인해 생기는 

니트 고유의 거칠기와 낮은 표면에너지를 갖는 HMDSO의 표면 증착의 

효과가 더해져 나타난 결과이다. (Feng et al., 2002; 박소현, 2015) 

 산소 플라즈마 에칭을 통해 거칠기가 부여된 시료 표면 위에 

plasma-polymerized HMDSO(ppHMDSO)로 표면에너지를 낮춰주면 

표면은 더욱 소수화되어 접촉각은 물방울의 바운싱 현상이 나타나는 

180°까지 높아졌고, shedding angle은 wale과 course방향에서 

1.8~4.5°수준으로 현저히 낮아졌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산소 플라즈마 

에칭을 통해 형성된 나노수준의 거칠기가 공기층을 형성하여 물방울과 

시료 표면 사이의 접촉면적을 줄여줌으로써 물방울이 쉽게 시료 

표면에서 굴러 떨어짐을 보여주었다. 즉, 시료 고유의 거칠기와 함께 

플라즈마 에칭처리를 통한 나노수준의 거칠기가 부여되면 

마이크로/나노수준의 이중거칠기를 부여한 표면 위에 HMDSO와 같은 

소수화 물질 증착을 통해 더 큰 접촉각과 더 작은 기울기각을 보이는 

초소수성 표면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산소 플라즈마를 통한 에칭 시간이 증가할수록 접촉각이 

증가하였으며 7분 산소 플라즈마 에칭 조건에서 물방울 바운싱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산소 플라즈마 에칭시간을 7분이상으로 

증가하여도 접촉각은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았으며, 기울기각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10분 산소 플라즈마 에칭 조건에서 

wale방향의 기울기각이 0.1°만큼 감소하지만 오차범위에서 7분, 

20분의 산소 플라즈마 에칭의 기울기각 범위에 포함되므로 7분이상의 

플라즈마 에칭조건에서는 비슷한 수준의 초소수성이 구현된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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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본 실험조건 내에서 가장 높은 접촉각을 갖는 7분이상의 

플라즈마 에칭 및 30초의 ppHMDSO 처리 조건을 최적 조건으로 

설정하여 이후 실험에 적용하였다. 또한 플라즈마 처리한 시료 이면의 

접촉각은 0°로 레이온 고유의 친수성이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기울기각을 살펴보면 wale방향의 각도가 course방향의 

각도보다 전반적으로 0.2~0.8°만큼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니트의 표면에 wale방향으로 연속적인 홈이 있어 course방향보다 

물방울이 더 쉽게 굴러 떨어지기 때문이다. 고체 표면에서 특정한 

방향으로 흐름이 생기는 현상은 쌀잎의 표면과 나비의 날개에서 살펴볼 

수 있다. 쌀잎의 표면은 축 방향으로 홈이 있고, 나비의 날개에는 

일직선 형태로 조약돌 모양의 스케일이 있어서 표면에 액체를 

떨어뜨리면 일정한 방향을 따라 흐름이 생긴다. 이처럼 비등방성의 

흐름을 갖는 초소수성 표면은 표면 접착력을 감소시켜 자가세정효과를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Bixler & Bhushan, 20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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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Static contact angles and shedding angles of plasma treated 

rayon knitted fab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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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신장상태로 플라즈마 처리한 시료의 표면 특성  

 

2.1. 마이크로 구조 

 

신장률에 따른 마이크로 구조의 변화 결과는 Table 3에 

나타나있으며, SEM사진을 디지털 이미지 분석 프로그램(Adobe 

Photoshop CS4 Window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00배로 확대한 

시료의 SEM사진(Figure 7, 8)에서 검은 부분과 나머지 흰색부분의 

픽셀의 개수를 백분율로 계산하여 신장률에 따라 레이온 니트의 

마이크로구조 변화를 분석하였다. 

미신장상태에서는 SEM사진상 검정색으로 나타나는 

기공(pore)부분이 9.34%이었으나, 50%만큼 신장시키면 기공부분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22%가 됨을 알 수 있다. 반면 기공을 제외한 

SEM사진상 흰색으로 나타나는 레이온 니트 조직부분은 신장률이 

증가함에 따라 90.7%에서 77.8%로 감소하였다. 

이를 통해 이축신장률이 증가함에 따라 Cassie-Baxter 모델의 

fs, fv의 값이 변화함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신장률에 따른 레이온 

니트의 마이크로구조 변화가 레이온 니트 표면의 젖음성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Elongation (%) 0 7.8 20.2 30 50 

Fraction of black area (%) 

Average 9.3 11.7 15.1 18.0 22.2 

Fraction of white area (%) 

Average 90.7 88.3 84.9 82.1 77.8 

SD 1.7 0.8 2.1 0.9 2.3 

Table 3. Effect of elongation percentage on fraction of black and 

white area of SEM images for micro-structur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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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1st 30% extension 
Residual extension 

after 1st extension 

   

 

2nd 30% extension 2nd 50% extension 

  

Figure 7. FE-SEM images of rayon kitted fabric’s micro-scale morphology of extension in 30% stretched coating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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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1st 50% extension 
Residual extension 

after 1st extension 

   

 

2nd 30% extension 2nd 50% extension 

  

Figure 8. FE-SEM images of rayon kitted fabric’s micro-scale morphology of extension in 50% stretched coating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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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Effect of elongation percentage on actual loop’s height and 

width of microscale structure in stretched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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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표면형태  

 

우선, 플라즈마 에칭 및 코팅 시 신장한 시료의 표면형태를 

관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실험을 진행하였다. 30%와 50% 1차 

신장하여 산소 플라즈마 에칭을 7분간 처리하고 HMDSO로 30초간 

코팅한 후 시료를 이완시켰다. 24시간동안 이완시킨 후 촬영된 레이온 

니트의 SEM이미지는 Figure 9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신장상태에서 

에칭 및 코팅처리를 한 시료와 1차 신장하여 플라즈마 에칭 및 코팅 

처리를 한 시료의 표면 형태를 비교하면, 나노구조끼리 붙게 되어 

표면거칠기가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1차 신장하여 에칭 및 코팅 

처리를 한 시료를 플라즈마 처리 후 이완시키면 니트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면서 에칭시 생성된 나노구조의 간격이 좁아져 서로 붙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미신장상태에서 7분간 산소에칭 후 HMDSO 증착을 한 시료의 

접촉각은 180°(증류수), 130.8°(DI)를 나타냈지만, 1차로 30% 신장 

시켜 에칭과 증착 처리를 한 니트의 경우 이완시키면 접촉각이 

168.7°(증류수), 127°(DI)로 미처리 시보다 초소수성이 저하되었다. 

1차로 50%신장 시켜 에칭과 증착 처리를 한 후 이완시키면 접촉각이 

166.2°(증류수), 122.2°(DI)로 초소수성이 감소하였다. 미신장상태로 

에칭과 증착 처리한 경우와 1차 신장하여 플라즈마 처리한 경우를 

비교하면 증류수와 DI의 접촉각이 모두 감소하여 초소수성이 저하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나노구조들끼리 서로 붙게 되면서 표면 

거칠기 감소로 인해 액체와 시료 표면 사이의 공기층이 안정적으로 

형성되지 않아 표면 초소수성이 감소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1차 신장하여 에칭과 증착 처리하는 실험조건은 앞으로의 

플라즈마 처리방법에서 배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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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SEM images showing the change of adjacent nanostructures’ spacing in stretched condition with oxygen 

plasma etching with subsequent ppHMDSO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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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즈마 코팅 시 신장한 시료의 표면형태를 관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실험을 진행하였다. 미신장상태로 에칭처리를 한 뒤, 1차로 

각각 30%, 50% 신장하여 코팅 처리를 한 시료를 2차 신장 시 1차 

신장률과 동일한 비율로 신장 시킨 상태 그대로 SEM사진을 측정하였다. 

이를 미신장상태로 플라즈마 처리한 시료와 비교했을 때 신장률이 

커짐에 따라 나노구조 간 거리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Figure 10) 

이는 시료를 이축으로 신장하였을 때 니트가 wales와 courses방향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며 플라즈마 에칭을 통해 구현된 표면의 나노구조 간 

간격뿐만 아니라 나노구조의 직경도 신장률에 따라 증가함을 알 수 있다. 

7분 에칭처리한 니트를 30%신장하면 나노구조의 직경이 미신장상태와 

비교하였을 때 약 18%증가하고, 50% 신장하면 약 26%만큼 

증가하였다.  

신장된 상태로 코팅처리를 하면 소수성 물질이 증착된 면적이 

증가되며, 미신장상태로 처리한 시료와 비교하였을 때 나노구조 간 

거리가 변화하여, 표면의 젖음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하였다. 

또한 신장률에 따라 나노구조 간 거리만 변화한 것이 아니라 나노구조 

각각의 직경도 변화하였다는 것을 SEM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나노구조가 구현된 니트를 신장 시킬 때 시료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나노구조 간의 거리뿐만 아니라 나노구조 자체의 직경도 

신장률에 비례하여 늘어나기 때문이다.  

1차 신장하여 플라즈마 코팅한 시료의 분석을 통해 신장률에 

따라 나노구조 간 거리의 영향은 어떠한지, 나노구조 간 거리 변화에 

따라 젖음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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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SEM images showing the change of adjacent nanostructures’ spacing in stretched condition with ppHMDSO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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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나노구조  

 

Figure 11에서는 신장률에 따라 나노구조 간 간격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30% 신장된 상태에서는 나노구조 간 

간격이 미신장상태 대비하여 31.3 ± 1.1%만큼 벌어져 있었으며, 50% 

신장된 상태에서는 나노구조 간 간격이 48.7 ± 1.5%로 증가 하였음을 

알 수 있다. Figure 11에서의 결과를 보면, 신장률에 정비례하여 

나노구조 간 거리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Figure 12. Elongation percentage and actual space ratio between 

nanostructures of plasma treated rayon knitted fabric in stretched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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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플라즈마 처리 시료의 재신장 시 초소수성 변화  

 

3.1. 접촉각 

 

 신장률 변화에 따라 미신장상태로 코팅 처리한 시료와 

신장상태로 코팅 처리한 시료의 젖음성 변화를 관찰하였다. (Figure 13) 

젖음성 분석에는 증류수를 사용하였다. 미신장상태로 플라즈마 

처리한 레이온 니트는 7분, 10분, 20분 산소 플라즈마 에칭한 후 

30초간 HMDSO처리하면 증류수에 대한 접촉각이 180°이지만, 50% 

신장시켜 플라즈마 처리한 경우, 에칭시간에 따라 각각 137.4°, 

141.6°, 142.5°로 접촉각이 떨어졌다. 이는 미신장상태로 플라즈마 

처리를 한 레이온 니트를 신장시킴에 따라 코팅처리 되지 않은 부분이 

노출되고 나노구조 간격이 증가함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1차로 30%, 50% 신장한 시료의 경우 신장률이 

변화해도 지속적으로 180°의 접촉각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증류수로 측정한 젖음성 변화의 경향성이 다른 용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DI를 이용하여 정적 접촉각을 

살펴보았다. (Figure 14) 미신장상태로 플라즈마 처리한 레이온 니트를 

7분, 10분, 20분 산소 플라즈마 에칭한 후 30초간 HMDSO처리하면 

DI에 대한 접촉각이 에칭시간에 따라 130.3°, 130.8°, 132.6°로 

나타난다. 미신장상태에서 플라즈마 처리를 한 시료를 50% 신장 시키면, 

접촉각은 에칭시간에 따라 115.4°, 117.4°, 117.9°로 나타나며 

신장률이 증가함에 따라 약 15°정도 접촉각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반면, 1차로 30% 신장 시킨 시료는 신장률이 7.8%~ 50%로 

변화해도 1도 미만으로 접촉각이 감소하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1차로 50% 신장 시킨 시료의 경우에도 미처리상태에서 

플라즈마 처리를 한 경우와 비교하면 오히려 접촉각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신장 시킨 상태로 코팅처리를 하여 코팅처리된 표면의 

면적이 증가하였고 또한 나노구조 간 간격이 변화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1차로 30% 신장 시킨 시료의 2차 신장률이 30%일 때의 

접촉각은 7분, 10분, 20분의 에칭시간 순에 따라 각각 135.3°, 

142.5°, 146.8°였다. 1차로 50% 신장 시킨 시료를 2차로 50%신장 

시키면 접촉각은 142.8°, 144.6°, 156.6°으로 나타나 나노구조 간 

거리가 젖음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에칭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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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지면서 커진 종횡비는 시료의 oleophobicity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Figure 13. Elongation percentage and water static contact angle of 

plasma-induced process comparing between non-stretched and 

stretched treatment. 



 

 36 

 

Figure 14. Effect of elongation percentage on static contact angle with diiodomethane in 7, 10, 20 min oxygen etching 

and 30sec HMDSO deposition of plasma-induced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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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기울기각 

 

 미신장상태로 처리한 레이온 니트와 1차 신장한 시료를 2차 

신장 시키면서 신장률의 변화에 따라 증류수와 DI의 기울기각 변화를 

관찰하였다. (Figure 15, 16) 기울기각의 변화는 앞서 살펴본 증류수와 

DI의 접촉각 변화와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즉, 미신장상태에서 

플라즈마 처리를 한 레이온 니트 시료의 경우 신장률이 증가할수록 

기울기각이 증가하며 초소수성이 유지되지 않았는데, 증류수와 DI의 

경우 각각 24~35.6°, 23~26°만큼 증가하였다. 하지만 1차로 30%와 

50% 신장 시킨 경우, 2차 신장 시의 기울기각은 미신장상태에서 처리한 

시료의 측정값과 비교하였을 때 오차범위 내에서 동일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플라즈마 처리 시에 신장률에 변화를 주어서 미신장상태에서 

처리한 경우, 각각 30%와 50% 1차 신장한 경우, 총 세 가지의 신장률 

변화 조건에서 기울기각을 측정하였다. 각각 50% 신장된 상태에서의 

기울기각은, 50% 1차 신장한 경우, 30% 1차 신장한 경우, 미신장상태로 

처리한 경우 순으로 값이 작았다. 이러한 기울기각의 차이는 1차 신장 

시 신장률에 따른 시료의 코팅면적의 차이와 이에 따른 단위면적의 

코팅처리 양이 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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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Effect of 2nd extension on the water shedding angles of the specimen’s plasma treated with 1st ex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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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Effect of 2nd extension on the diiodomethane shedding angles of the specimen’s plasma treated with 1st 

ex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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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마이크로구조와 젖음성 

 

플라즈마를 통해 구현된 마이크로구조와 레이온 니트의 

젖음성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신장률에 따라 변화하는 

SEM사진상 검정색으로 나타나는 기공 비율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Figure 17-18)  

미신장상태로 플라즈마 처리를 한 시료의 경우 검은 부분이 

증가함에 따라 증류수와 DI의 접촉각은 감소하고, 기울기각은 증가하여 

초소수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Figure 17, 18) 

하지만 1차 신장 후 코팅처리한 시료는 1차 신장 시의 신장률이 클수록 

더 젖지 않았다. 따라서 미신장상태로 처리한 레이온 니트는 신장률이 

증가할수록 기공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코팅처리되지 않은 시료의 

부분이 노출되어 젖음성이 저하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1차로 

30%신장한 상태로 처리한 시료와 50% 신장한 상태로 처리한 시료의 

젖음성 비교를 통하여 마이크로구조인 기공의 크기도 젖음성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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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Wettability derived from the fraction of black area induced from microstructure on rayon knitted fabric with 

deionized water. 

(a) Relationship between water static contact angle and the fraction of black area of microstructure 

(b) Relationship between water shedding angle and the fraction of black area of microstructure 

(a) 
 (a)  

(b)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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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Wettability derived from the fraction of black area induced from microstructure on rayon knitted fabric with 

diiodomethane. 

(a) Relationship between diiodomethane static contact angle and the fraction of black area of microstructure 

(b) Relationship between diiodomethane shedding angle and the fraction of black area of micro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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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나노구조와 젖음성 

 

플라즈마를 통해 구현된 나노구조와 레이온 니트의 젖음성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신장률에 따라 변화하는 나노구조 간 거리와, 

에칭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나노구조의 종횡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Figure 17-20)  

미신장상태로 플라즈마 처리를 한 시료의 경우 나노구조 간 

거리가 늘어남에 따라 증류수와 DI의 접촉각은 감소하고, 기울기각은 

증가하여 초소수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Figure 17, 

18) 하지만 1차 신장 후 코팅처리한 시료는 에칭처리 시간이 

증가할수록, 1차 신장 시의 신장률이 클수록 더 젖지 않았다. 따라서 

미신장상태로 처리한 레이온 니트는 신장률이 증가할수록 나노구조 간 

거리가 늘어남에 따라 코팅처리되지 않은 시료의 부분이 노출되어 

젖음성이 저하됨을 확인하였으며 이때 에칭시간의 증가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1차로 30%신장한 상태로 처리한 

시료와 50% 신장한 상태로 처리한 시료의 젖음성 비교를 통하여 

나노구조 간 거리도 젖음성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1차로 30% 

신장한 상태로 처리한 시료를 2차로 30% 신장한 경우와 2차로 50% 

신장한 상태로 처리한 시료를 2차로 50% 신장한 경우를 비교하면, 두 

경우 모두 표면이 소수화물질로 완전히 코팅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의 접촉각은 2차로 50% 신장한 경우가 더 높기 때문에 나노구조의 

간격이 젖음성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종횡비를 기준으로 젖음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종횡비가 

커짐에 따라서 증류수와 DI의 접촉각은 증가하고 기울기각이 

감소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Figure 19, 20) 즉 에칭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커진 종횡비는 초소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종횡비가 클수록 더 젖지 않는 표면이 구현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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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Wettability derived from nanostructure spacing of plasma treated rayon knitted fabric with deionized water. 

(c) Relationship between water static contact angle and nanostructure spacing 

(d) Relationship between water shedding angle and nanostructure spacing 

(a)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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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 Wettability derived from nanostructure spacing of plasma treated rayon knitted fabric with diiodomethane. 

(c) Relationship between diiodomethane static contact angle and nanostructure spacing 

(d) Relationship between diiodomethane shedding angle and nanostructure spa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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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Wettability derived from aspect ratio of plasma treated rayon knitted fabric with deionized water. 

(a) Relationship between static contact angle and nanostructure spacing 

(b) Relationship between shedding angle and nanostructure spa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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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Wettability derived from aspect ratio of plasma treated rayon knitted fabric with diiodomethane. 

(a) Relationship between diiodomethane static contact angle and nanostructure spacing 

(b) Relationship between diiodomethane shedding angle and nanostructure spa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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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플라즈마 처리 시료의 물성  

 

4.1. 인장강신도 

 

1차로 30%와 50%만큼 신장하여 코팅처리를 한 경우, 미처리 

레이온 니트 혹은 미신장상태로 플라즈마처리를 한 시료와 비교하였을 

때 잔여신장률이 남아있기 때문에 인장강신도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미처리 시료와 플라즈마처리를 한 경우를 비교하였을 때 

절단하중이 wales방향으로는 약 10N만큼, courses방향으로는 약 

21N만큼 감소하였다. (Figure 21) 이는 산소 플라즈마 처리를 통해 

표면에 거칠기를 부여하면 표면의 분자쇄가 부분적으로 취화되어 

중량감소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Wong, Tao, Yuen, and Yeung 

(1999)는 면섬유의 경우 10분이상의 산소 플라즈마 에칭처리를 하게 

되면 강도에 변화가 생기며, 이는 표면의 화학적 변형에 따른 과도한 

중량감소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상당한 강도의 저하는 20분 이상 

플라즈마 처리(200W의 discharge power일 경우)를 하여 중량변화가 

심하게 있을 때 발생한다고 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7분의 에칭조건에서 

인장강신도를 측정하였기 때문에 극심한 강도와 신도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1차로 30%와 50% 신장 시킨 상태로 코팅처리를 한 뒤 

인장강도와 신도를 측정하면 미신장상태로 플라즈마 처리한 경우보다 

인장강도와 신도 모두 크게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차로 

50% 신장 시켜 플라즈마 코팅을 한 경우는 미처리 시료와 비교하면 

wales방향으로는 36N, courses방향으로는 25N만큼 절단하중이 

감소하였으며, 인장신도는 wales방향으로는 37%, courses방향으로는 

42%만큼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미신장상태, 1차로 30% 신장한 

상태, 1차로 50% 신장한 상태 순으로 신장률변화가 증가하면서 

인장강도와 신도 모두 크게 감소하게 된다. 이는 신장률 변화가 클수록 

잔여신장률이 증가하여 인장강도와 신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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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Tensile strain(%) and load(N)on plasma treated rayon 

knitted fab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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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투습성 

 

수분투과성능은 시료의 쾌적성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측정지표로 투습성이 좋은 직물은 땀 배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Bagherzadeh, Montazer, Latifi, Sheikhzadeh, and Sattari (2007)) 

이러한 시료의 투습성은 직물의 노출도, 두께, 기공의 크기, 고유의 

섬유의 특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Lee & Obendorf, 

2012) Figure 22에서 보면 염화칼슘을 사용한 흡습법에 의한 투습도 

측정결과는 미처리 시료에서 7769 ± 56 g/m2·24h, 플라즈마 처리를 

통해 초소수성 표면을 구현한 시료에서 8525 ± 41 g/m2·24h으로 

플라즈마 처리로 인해 수분투과 성능이 다소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플라즈마 처리로 인해 표면적이 늘어나고 두께가 얇아짐에 따라 

플라즈마 처리가 되지 않은 이면(친수성 표면)에 닿은 수분이 레이온 

니트 내부를 통과하여 플라즈마 처리한 소수 표면에 도달하기 쉬워졌기 

때문이다. 또한 늘어난 표면적을 통해 빠르게 수분이 증발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1차로 30%만큼 신장하여 처리한 시료의 투습성을 다른 

처리조건의 시료와 비교하기 위해 미처리 시료와 미신장상태로 플라즈마 

처리한 시료와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동일한 시간(1시간) 동안 

신장 시킨 뒤 이완상태에서의 투습성을 비교하였다. 잔여신장률이 같은 

경우에도 미처리 시료, 미신장상태로 플라즈마 처리를 한 시료, 1차로 

30%만큼 신장하여 처리한 시료 순으로 투습성이 증가하여 

플라즈마처리가 니트의 투습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1차로 50%만큼 신장하여 처리한 시료와 미처리 

시료, 미신장상태로 플라즈마 처리한 시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또한 미신장상태(Figure 22의 (a)), 30% 신장상태(Figure 22의 

(b)), 50% 신장상태(Figure 22의 (c))순으로 투습성이 증가한 이유는 

기공의 크기가 증가하고 레이온 니트의 두께가 얇아져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시료의 내부를 통과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1차로 

30%, 50%만큼 신장 시킨 상태로 코팅처리를 한 경우가 미처리 시료와 

미신장상태로 플라즈마처리를 한 시료보다 투습성이 다소 높은 이유는, 

플라즈마처리를 하지 않은 친수성 이면과 플라즈마 처리를 통해 

소수화된 표면 간의 특성 차이로 인한 빠른 수분투과 때문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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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Effect of plasma treatment and extension on the rate of water vapor transmission  

(a) Comparison between untreated and 7min etching & 30sec HMDSO coating 

(b) Comparison after 30% stretched during 1hr among untreated, 7min etching & 30sec HMDSO coating, 

and 7min etching & 30sec HMDSO coating in 30% stretched condition   

(c) Comparison after 50% stretched during 1hr among untreated, 7min etching & 30sec HMDSO coating 

and 7min etching & 30sec HMDSO coating in 50% stretched condition 

U 7E-C 7E-30SC 

(b) 

U 7E-C 7E-50SC 

(c) (a) 

U 7E-C 



 

 52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신장 시켰을 때에도 초소수성이 유지되는 레이온 

니트를 개발하기 위하여 신장 시킨 상태로 플라즈마 처리를 하고 2차 

신장 시켜가면서 초소수성과 마이크로/나노구조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레이온 니트를 미신장상태에서 산소 플라즈마 에칭처리하면 

나노구조가 생성되어 표면거칠기를 가지며 바운싱 현상을 보이는 

초소수성 표면으로 개질되었다. 하지만 이축신장 시에는 초소수성을 

유지하지 못하였다. 이축신장 시에는 신장률에 따라 레이온 니트의 

마이크로구조와 나노구조가 동시에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에칭과 코팅 시에 1차 신장 시킨 상태로 처리한 레이온 니트는 

이완시에 나노구조끼리 붙게 되어 거칠기가 감소하였다. 표면의 젖음성 

또한 미신장상태로 플라즈마 처리한 경우보다 접촉각이 최대 14°까지 

떨어졌다. 반면, 코팅처리 시에만 1차 신장한 경우는, 신장률이 변화해도 

표면 바운싱현상이 일어나고 기울기각이 9°미만인 초소수성 표면이 

유지되었다. 2차 신장 시에도 접촉각과 기울기각이 유지되어 신장률이 

변화해도 표면의 초소수성이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특히 30% 1차 신장 

시켜 처리하면 신장률이 7.8%~ 50%로 변화해도 접촉각이 1도 

미만으로 감소하거나 오히려 증가하였다. 50% 1차 신장 시켜 처리하면 

미신장상태보다 접촉각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마이크로/나노구조는 신장률이 달라짐에 따라 변화하여 

젖음성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마이크로구조는 신장률이 

증가함에 따라 시료의 기공이 차지하는 비율이 달라지며 변화하였다. 

플라즈마 에칭에 의해 생긴 나노구조 또한 신장률이 커짐에 따라 

나노로드간 간격과 직경이 정비례하여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신장률이 증가함에 따라 나노구조 간 간격은 신장률과 동일한 수준으로 

늘어났지만, 나노구조의 직경과 마이크로구조인 기공의 비율은 신장률과 

정비례하지 않고 다소 차이가 났다. 본 연구에서는 니트의 기공크기와 

관련된 마이크로구조와 플라즈마를 통해 구현된 나노구조 중 어떠한 

인자가 레이온 니트의 젖음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니트조직에 대한 마이크로수준의 

거칠기 분석을 토대로 마이크로구조와 나노구조를 각각 제어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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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이 니트 시료의 젖음성에 기여하는 정도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신장률에 따른 표면구조와 젖음성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미신장상태로 처리한 시료의 나노구조 간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초소수성을 유지하지 못하였다. 이는 신장률이 증가함에 따라 코팅 

처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노출되면서 젖음성이 저하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1차 신장상태로 코팅 처리한 시료는 접촉각이 표면의 초소수성이 

유지되었다.  

 

 1차 신장하여 코팅 처리한 시료는 2차 신장시에도 초소수성이 

유지되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인장강신도 측면에서는 신장률이 증가함에 

따라 강도와 신도가 모두 저하되었다. 반면, 투습성은 1차 신장하여 

코팅처리를 한 시료가 미처리 시료보다 투습성이 약 21%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레이온 니트가 신장됨에 따라 기공의 크기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표면은 초소수성을 띄고 이면은 레이온 니트 고유의 

친수성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양쪽의 특성이 상반되어 수분이 빠르게 

니트 시료를 투과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플라즈마 가공법을 이용하여 코팅시의 신장률 

변화를 통하여 신장률이 변화해도 초소수성이 유지되는 레이온 니트를 

개발하였다. 최적의 조건은 젖음성, 투습성, 인장강신도를 고려하였을 때 

30%만큼 1차신장하여 처리한 조건이다. 이 경우, 이축신장 시에 

신장률이 변화해도 물방울 바운싱 현상을 보이며 DI의 접촉각은 

135°수준을 유지하였다. 또한 위의 조건에서 처리한 시료의 경우 

미처리상태와 미신장상태 처리조건과 비교하였을 때 투습성은 향상되고, 

50%만큼 1차신장한 경우보다 인장강신도의 저하 폭도 적었다. 개발된 

레이온 니트는 표면의 자가세정효과로 쉽게 오염되지 않으며, 

플라즈마가공법을 이용하여 발수가공액이나 나노입자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체친화적이며 환경친화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니트의 

신장률에 따라서 고유의 마이크로구조와 플라즈마를 통해 생성된 

나노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젖음성과 관련하여 해석한 점에 본 

논문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신장률 변화에 따른 마이크로/나노구조와 초소수성의 

구체적인 상관관계를 확립하여, 이를 다양한 기술을 통해 제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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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표면에서 구현하면 superomniphobic 소재의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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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change of elongation 

in plasma-induced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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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hydrophobicity generally depends on the surface 

roughness to form a stable composite interface with air pockets 

between the solid substrate and liquid. Therefore, stretched 

condition of the micro/nano-structured surface can produce 

dramatic changes in the surface wettability, and may even result in 

a complete loss of the surface wetting stat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superhydrophobic rayon knitted fabric that 

maintains its superhydrophobicity even under extension. Contact 

angles and shedding angles of stretchable rayon knitted fabric 

treated with plasma-induced O2 etching and hexamethyldisiloxane 

(HMDSO) vapor coating was investigated, varying the extension of 

the knitted fabric during treatment or measurement. Wettability of 

plasma treated rayon knitted surface in stretched vapor deposition 

was compared to that of untreated and non-stretched plasma 

treated rayon knitted surface with static contact angle and shed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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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le of deionized water and diiodomethane. 

Contact angles of the knitted fabric in a relaxed state 

increased and its shedding angles decreased with etching time. 

When the surface was etched for seven minutes or longer with the 

subsequent coating with HMDSO, rayon knitted fabric exhibited 

water contact angle of 180° and shedding angle of under 2° This is 

attributed to the dual hierarchical roughness formed on the rayon 

knitted, as nanostructures were added onto the rayon knitted 

surface with micro scale roughness. This superhydrophobicity by 

the dual scale roughness, however, was reduced when treated 

surface was stretched with biaxial tensile strain.  

It was shown that superhydropobicity of the knitted fabric in 

the biaxial stretching, however, was maintained when coating was 

carried out in the extended state. The nanostructured knitted in the 

plasma-induced process, which is treated with HMDSO vapor 

coating in the stretched condition, exhibited stable 

superhydrophobic property under 50% strain, and their vapor 

permeability even increased by 21%.  

Pore size of microstructure and spacing between adjacent 

nanostructures was examin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wettability and surface morphology especially in a 

stretched condition. Increase of pore size and nano pillar spacing by 

extension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superhydrophobicity of the 

fabric, decreasing contact angles and increasing shedding angles. On 

the other hand, aspect ratio of the nano pillar exhibited a positive 

effect. It can be concluded that this stretchable self-cleaning rayon 

knitted fabric would satisfy the standards for various clothing 

materials, which require superhydrophobicity or self-cleaning 

properties in stretched condition on the knitted face wh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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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taining their vapor permeable properties.  

 

Keywords : Elongation, Self-cleaning, Rayon knitted fabric, Plasma 

etching, Plasma coating, Micro/nano-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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