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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논문에서는 폴리프로필렌(PP) 직물에 산소 플라즈마 에칭 후 별도의 화

합물 사용없이 단시간의 열에이징으로 소수화하는 방법으로, 인체친화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인 초소수성 직물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산소 플라즈

마 에칭 후 열에이징 온도 및 시간에 따른 표면젖음성을 비교하고 에너지 소비

량을 측정하여 높은 초소수성을 달성하면서도 에너지 소비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열에이징 조건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PP 직물에 15분 산소 플라즈마 에

칭 후 120 ℃에서 1시간 열에이징 시 정적접촉각 162.7±2.4°, shedding 

angle 5.2±0.7°, 에너지 소비량 136.4 ± 7.0Wh을 나타내어 에너지절감형 

인체친화적 PP직물 개발을 위한 최적 조건으로 선정하였다. 15분 산소 플라즈

마 에칭 후 120 ℃에서 24시간 열에이징 시 정적접촉각 180.0±0.0°, 

shedding angle 1.8 ± 0.2°, 에너지 소비량 3628.5±82.6Wh를 나타내어 

가장 높은 초소수성을 달성한 최고 조건으로 선정하였다. 한편 초소수성 시료

의 sliding angle을 측정한 결과, 최적 조건의 초소수성 시료는 Cassie-

Wenzel transition에 의해 shedding angle이 90°이상으로 나타나 petal 

effect를 보였고 최고 조건에서는 sliding angle이 9.8°로 완전한 lotus effect

를 보여, shedding angle과 sliding angle의 만족 조건이 상이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개발된 초소수성 가공이 직물의 수분 및 공기투과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self-cleaning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폴리프로필렌, 플라즈마 에칭, 열에이징, 소수성 회복, 초소수성, 에너

지절감형 

학   번 : 2018-26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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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물에 대해 150 ° 이상의 정적접촉각과 10 °미만의 기울기각

(shedding angle)을 갖는 표면으로 정의되는 초소수성 표면은[1], 물이

나 오구에 대한 자가 세정 능력(self-cleaning)을 가지며 세균이나 미

생물 등이 표면에 anti-adhesive한 특성을 나타낸다[2]. 이러한 초소수

성 표면을 의류 소재에 적용할 경우 세탁 횟수를 줄여 의류소재의 관리 

측면에서 편이성을 높일 수 있는데, 초소수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마이

크로-나노 이중 거칠기를 표면에 부여한 후 표면에너지를 낮추는 것이 

요구된다. 직물의 경우 따로 고유의 마이크로 거칠기를 지니기 때문에[3, 

4], 그 위에 전기방사나[5] 플라즈마에칭[6], 알칼리 감량가공[7], 나노

파티클의 사용[8] 등으로 나노 스케일의 표면거칠기를 형성하고 이후 

표면에너지가 낮은 불소계 및 실레인계 화합물의 코팅[4, 9], 열에이징

[10, 11], PP와 같이 고유의 표면에너지가 낮은 substrate의 사용[2, 12] 

등으로 표면에너지를 낮춰 초소수성을 구현할 수 있다. 하지만 나노파티

클의 경우 표면에서 탈락하여 인체로 유입될 경우 인체의 호흡기나 심혈

관계, 신경계 등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13, 14] 인체와 접촉할 

기회가 많은 의류소재에 적용되기에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표면 소수화 

과정에서 주로 불소계 화합물이 효과적으로 표면에너지를 낮출 수 있어 

가장 많이 사용되어왔으나, 불소계 화합물은 분해 과정시 PFOS 

(Perfluorooctanesulfonic acid)나 PFOA (Perfluorooctanoic acid)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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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발암 물질을 발생시킨다는 점과 자연에서 잘 분해되지 않는다는 점

에서[15, 16] 인체 및 환경 유해성이 문제가 지적되며 실리콘계나 피리

딘계 발수제로 대체되고 있다. [9, 17] 하지만 직물에 소수성 발수제를 

코팅할 경우 여전히 직물의 통기성을 저하하여 쾌적성을 떨어뜨리고 태

나 유연성을 감소시킨다는 한계를 지닌다[18].  

이에 따라 선행연구[10, 11]에서는 PET와 같은 소수성 섬유에 열에

이징을 이용하여 어떠한 화합물도 사용하지 않고 열처리만으로 표면을 

소수화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하지만 PET의 경우 표면에너지가 43.1 

mN/m [19]로 분자쇄에 -COO 에스테르 결합을 포함[20]하고 있어 불

소계, 실리콘계 발수제를 대체할만큼 표면에너지가 낮은 것은 아니다. 

해당 선행연구 [10, 11]에서는 표면 극성기 도입 후 130℃에서 24시간 

열에이징 처리한 것을 최적조건으로 선정하여, 초소수성 달성에 있어서 

많은 시간과 열에너지를 사용하였다.  

Oh 등[21]은 PA6나 PET보다 표면에너지 및 유리전이온도가 낮은 

PP film과 PFFE film에 산소플라즈마 에칭 후 각각 55 ℃, 35 ℃에서 

단시간 열에이징에도 우수한 초소수성을 달성하였다. 이 중에서 PP의 

경우 분자쇄가 C와 H로 구성된 탄화수소로 친환경적이며, 비중이 0/91 

g/cm3 가볍고, 수분율이 0%에 가까워 자체적으로 방오성을 가져 [2] 

최근 스포츠용 소재로서 이용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22-24]. PP가 열

에이징에 유리한 것은 표면에너지가 약 30.1 mN/m ~32.9 mN/m [25-

27]으로 낮고 유리전이 온도가 상온이하로 낮아 [28] 별도의 소수성 화

합물의 사용 없이 열에이징만으로 표면에너지가 낮은 소수성 표면을 구

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질의 유리전이온도가 낮으면 상대적으로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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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에서도 높은 분자 모빌리티를 가져 소수성 회복이 빠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물질의 표면에너지가 낮으면 내부 벌크와 표면의 표면에너지 차

이에서 오는 Driving force가  크게 되어 단시간에 표면 극성기 재배열

에 의한 소수성 회복이 가능[29]하다. 

본 연구에서는 표면에너지가 낮고 분자 모빌리티가 우수한 PP직물을 

사용하여 산소 플라즈마 에칭을 통해 나노거칠기를 부여하고 열에이징을 

통한 표면 소수성 회복에 따라 초소수성 표면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11]. 이를 위해 처리 조건에 따른 시료의 표면 형태 및 표면 성분, 표

면 젖음성을 통해 초소수성을 평가하고, 열에이징 온도와 시간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하여 높은 초소수성을 만족하면서도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적 조건을 모색하였다. 또한 shedding angle과 

sliding angle을 동시에 측정하여 초소수성 시료의 측정 방법 변화에 따

른 표면 젖음성을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투습도와 공기투과도를 평가

하고 자가세정능력과 세탁내구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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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폴리프로필렌 

 

 

 

 

Figure 1. Polymerization process of polypropylene. 

 

폴리프로필렌은 Figure.1에서 나타나듯이 석유나 천연가스에서 얻어

진 프로필렌을 지글러-나타(Ziegler Natta)  촉매나 메탈로센

(Metallocene) 촉매를 사용해  중합시킨 프로필렌 중합체이다. 중합 과

정에서 메틸기(-CH3)의 위치에 따라 분자쇄의 입체규칙성이 달라지게 

되는데, 지글러-나타(Ziegler Natta) 촉매를 사용할 경우 메틸기가 한쪽

방향으로만 배열된 isotactic 구조가 형성되며, 메탈로센(Metallocene) 

촉매를 사용할 경우 메틸기가 위아래 교대로 규칙적으로 배열된 

isotactic 구조나 메틸기가 위아래에 규칙성 없이 무작위로 배열된 

atactic 구조가 형성된다(Figure 2). 섬유에 사용되는 PP는 주로 메틸기

가 한쪽 방향으로 규칙적으로 배열된 isotactic 형태로[30], 결정성이 

30% 미만으로 낮아 syndiotactic PP의 융점은 약 130 ℃ 정도로 낮은 

반면 isotactic PP는 결정성이 높아 약 170 ℃의 융점을 나타낸다[30]. 

이러한 폴리프로필렌은 내약품성이 좋고 강도 및 내마모성이 우수하여 

높은 기계적 특성을 가지며, 융점이 낮아 리사이클링 시 비교적 낮은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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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서 쉽게 재가공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녀 필름이나 산업용 자재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섬유나 직물에서는 부직포나 카펫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비중이 0/91 g/cm3 로가볍고 열전도도가 높다는 

점과 표면 에너지가 낮아 고체가 표면에 잘 부착하지 못하는 anti-

adhesive한 특성을 가져 세균의 번식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포

츠용 의류에 적용되고 있다[22, 23, 30, 31].  

 

 

 

 

 

 

 

 

 

 

Figure 2. Molecular structure of atactic, syndiotactic, isotactic 

polypropyl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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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초소수성 

 

일반적으로 초소수성 표면을 판별하기 위한 기준으로 표면젖음성을 

많이 사용하며[32], 표면젖음성은 표면의 물리적 형태와 화학적 성분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고체 표면의 젖음성을 설명하는 모델로 

크게 Young’s model[33], Wenzel model[34], Cassie-Baxter 

model[35]이 있다. 또한 Wenzel model과 Cassie-Baxter model 의 

중간적인 상태로 Impregnating Cassie model이 있는데 이는 물의 

내수압, 외부의 충격등으로 인해 Wenzel to Cassie transition이 

일어났거나 일어나는 중인 상태를 의미하며 같은 의미로 Metastable 

state이라고도 일컫는다[36,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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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Young’s model 

 

먼저 Youngs’s model의 경우 Figure 3과 같이 매끈한 표면에서의 

표면젖음성을 나타낸 모델로, 고체-액체-기체 삼상이 열역학적으로 

평형 상태일 때 정적접촉각(𝜽)을 형성한다고 가정하고 접촉각을 

측정하며, 이에 대한 관계식은 아래 Young’s equation 과 같다. 

 

 

 

 

 

𝜸𝑺𝑽 =  𝜸𝑺𝑳 + 𝜸𝑳𝑽 𝐜𝐨𝐬 𝜽 

𝜽: 고체와 액체 간 접촉각 

𝜸𝑺𝑽: 고체의 표면장력 

𝜸𝑳𝑽: 액체의 표면장력 

𝜸𝑺𝑳: 고체와 액체의 계면장력 

 

Figure 3. A schematic illustration and the equation of Young’s model. 

Young의 식에서는 편평한 표면에서의 표면젖음성 거동을 설명하기 

때문에 고체-기체 간 계면장력(γSV), 고체-액체 간 계면장력 (γSL), 

액체-기체 간 계면장력(γLV)에 의해 접촉각이 결정된다. 즉 

정적접촉각 𝜽는 액체-기체간 계면장력 (γLV)이 클수록 그 값이 커지며, 

따라서 낮은 표면장력을 가지는 고체는 물과의 계면장력은 높고 고체의 

표면에너지는 낮기 때문에 정적접촉각 𝜽가 증가한다. 이를 통해 고체의 

표면에너지를 낮추는 것이 표면젖음성을 조절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Young의 식에서는 표면거칠기의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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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하고 이상적인 편평한 표면에서의 표면젖음성을 설명하여, 초소수성 

표면과 같이 표면거칠기가 존재하는 표면을 설명하기에는 한계점을 

지닌다.  

  

한편 공기중에서 고체 표면에 붙어 있는 액체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힘을 부착일(WA)이라 한다. 초기 상태에서 액체가 고체 표면에 

부착하여 있는 고체와 액체 사이 계면에너지를 E1=γSL라 할 수 있고, 

나중 상태에서 고체 표면에서 액체가 제거되어 고체와 액체가 각각 

기체와 이루는 계면에너지를 E2=γSV + γLV라 하면, 기체의 경우 

인력이 작아 상호작용을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E2=γS + γL 로 

나타낼 수 있다. 나중 상태에서 초기 상태를 빼주면 아래와 같은 부착일 

WA 가 얻어지는데 이를 Dupre equation이라 하며, Dupre equation과 

Young’s equation을 통해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은 Young-Dupre 

Equation을 얻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공기중에서 부착일은 고체의 

친수성이나 액체의 극성에 따라 달라진다. 고체가 친수성일 경우 액체에 

대한 접촉각(θ)이 낮아지며 cosθ는 증가하여 부착일 WA 가 커진다. 

또한 액체가 극성일 경우 접촉각(θ)이 증가하고 cosθ는 감소하여 

부착일 WA 가 작아진다. 

WA = E2- E1= γS + γL - γSL 

WA = γL (1+cosθ)  

 

물방울이 표면에서 굴러떨어지기 위해서는 물방울이 부착일보다 큰 힘을 

받아야 하는데, 이 때 물방울을 떼어내기 위한 힘은 아래와 같다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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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𝑚𝑔 sin 𝜃 > w(𝛾𝑆 + 𝛾𝐿 − 𝛾𝑆𝑙) 
 

m = mass of the liquid drop 
g = gravitational acceleration 

𝜃 = tilt angle 
w = maximum width of the contact area between the drop and the surface 

𝛾𝐿𝑉  = liquid-vapor interfacial tension 

𝛾𝑆𝑉  = solid-vapor interfacial tension 

𝛾𝑆𝑙= solid-liquid interfacial 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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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Wenzel model 
 

표면거칠기를 가지는 고체 표면에서 표면젖음성을 크게 Wenzel과 

Cassie-Baxter model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 중에서 Wenzel model은 

다음 Figure. 4와 같이 물방울이 고체 표면과 공기층(air gap)의 존재 

없이 완전히 침투하여 접촉한 상태를 나타낸다. Young’s model 에서 

고체-액체-기체 삼상이 열역학적으로 평형 상태일 때 정적접촉각을 

𝜽라 했을 때 Wenzel model 에서 정적접촉각을 𝜽w 이라 하면, 둘의 

관계식은 다음과 같다. 

 

cos 𝜽w = r cos 𝜽 (이 때 r = 𝒂/𝒃) 

Figure 4. A schematic illustration and the equation of Wenzel model 

여기서 roughness factor인 r은 평평한 표면에 투영된 면적(planer 

area) b 에 대한 실제 물방울이 고체와 접촉하는 면적 (actual surface 

area) a 의 비를 나타낸 것으로, 거칠기가 없는 편평한 표면에서는 

r=1이 되고, 표면거칠기가 존재할 때에는 r>1이 된다. 이 때, 𝜽< 

90 °이면 Wenzel model에 따라 표면거칠기가 k증가할수록 표면이 더 

친수해지며, 𝜽> 90 °이면 표면거칠기가 증가할수록 표면은 더 

소수해진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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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Cassie-Baxter model  

Cassie-Baxter model은 물방울이 고체 표면에 완전히 접촉하지 

않고 고체와 액체 표면 사이 공기층(air gap)이 존재하는 상태로 

물방울이 고체와 액체 두 가지 상에 접촉하고 있어 heterogeneous한 

상태로 보며, 이 때 정적접촉각을 𝜽C 라 하면 다음 Figure.5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f는 solid fraction으로 전체 투영 면적에 대한 

물방울과 고체가 접촉각 표면의 비를 나타낸다. 따라서 물방울이 공기층 

없이 접촉하고 있을 때 f 의 최대값은 1이 되며, 0에 가까워질수록 

고체와 액체 사이 공기층이 증가하고 고체와 액체의 접촉면적이 

감소하며 물에 대한 접촉각이 180 °에 가까운 표면이 된다. 이렇듯 

Cassie-Baxter model에 의하면 초소수성 표면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표면거칠기의 영향이 중요한데, 특히 물방울이 오구와 함께 굴러가는 

self-cleaning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표면거칠기를 부여하여 

고체와 액체 사이의 접촉 면적을 작게 만들어 쉽게 roll-off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39, 40]. 

 

 

 

 

cos 𝜽c= 𝐟 (cos 𝜽 + 1)-1 

 

Figure. 5. A schematic illustration and the equation of Cassie-Baxte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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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Cassie-Wenzel transition 

 

Cassie-Baxter model에서 처음에는 높은 초소수성을 나타내더라도, 

물방울의 중량, 온도나 진동, 수압, 시간 등의 외부 요인에 따라 안정된 

Cassie-Baxter model을 나타내지 못하고 Figure 6과 같이 

Impregnating Cassie model을 나타내거나[41], 완전히 Wenzel 

model로 transition이 나타날 수 있다[42, 43]. Hensel 등 [44]은 

Teflon 코팅한 소수성 표면에서 액체의 온도에 따른 표면젖음성을 

연구하였는데, 액체의 온도가 올라갈수록 분자의 운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쉽게 Cassie-Wenzel transition이 나타나 정적접촉각이 

감소함을 보였다[44]. 이에 최근에는 안정된 Cassie-Baxter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마이크로 필러의 모양을 Re-entrant 구조로 형성하여 

안정된 Cassie-Baxter 상태를 보이는 PP표면을 개발하는 등 [45]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Figure 6. A schematic illustration and the equation of Cassie-Wenzel 

transi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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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이중거칠기 표면에서 표면젖음성 

 

앞선 단일 거칠기를 가정한 표면에서의 표면젖음성 이론을 

마이크로-나노 이중거칠기 표면에 적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연꽃잎과 같은 Cm-Cn표면의 Lotus 상태나 장미꽃잎과 같은 Wm-Cn 

표면의 Rose petal 상태에서 더 나아가 Cm-Wn, Wm-Wn 등 다양한 

표면 젖음성 상태를 가정할 수 있다(Figure 7).  마이크로 스케일에서 

Wenzel mosel을 나타내는가 Cassie-Baxter model을 나타내는가에 

각각 Wm 와 Cm로, 나노 스케일에서 각각 Wn과 Cn 로 나타내어 

표면젖음성을 표현한 것이다. Bhushan 등[46]에 따르면 마이크로 

거칠기의 간격이 넓어질수록 Cassie에서 Wenzel로, Lotus에서 Rose로 

transition이 일어나며, 단일 거칠기인 Cassie나 Wenzel 상태에서 

이중거칠기 구조인 Lotus나 Rose petal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나노거칠기의 역할이 필수적이라 하였다[47](Figur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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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Schematic of nine wetting scenarios for a surface with hierarchical. 

roughness. 

 

Figure 8. Schematic of a wetting regime map as a function of microstructure 

pitch and the mass of nanostructure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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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초소수성 직물의 구현 

 

Park 등[48]은 직물을 이루는 원사의 필라멘트 수를 조절하여 

마이크로 거칠기를 조절한 후 소수화 코팅하여 직물의 표면젖음성을 

조절하였는데, 이처럼 의류 소재는 직조에 의한 고유에 마이크로 

거칠기를 가져 Figure 9과 같이 마이크로-나노 이중거칠기 형성 후 

표면에너지를 조절하여 초수수성 직물을 구현할 수 있다. 직물 표면에 

플라즈마 에칭 및 전기방사, 알칼리 감량가공, 나노 파티클의 사용 등을 

통해 나노거칠기를 부여할 수 있으며, 소수성 물질을 코팅하거나 고유의 

표면에너지가 낮은 직물을 사용하는 방법, 열에이징 등을 통해서 

표면에너지를 제어할 수 있다. Hong 등[8] 은 구리와 은 혼합 

나노입자를 사용한 후 소수화 코팅하여 항균성 전도성 초소수성을 모두 

가지는 다기능 PET를 개발하였다. 또한 Ju 등, Oh등, Park 등은 

플라즈마 에칭을 통해 다양한 직물에 나노 구조를 형성하여 초소수성 

직물을 개발하였다[5, 11, 48]. 특히 PET직물의 경우 알칼리 처리에 

의해 OH기가 폴리에스터 카르보닐 그룹의 탄소를 공격, 섬유가 

감량되어 나노거칠기가 형성되는데, 이에 Han 등, Yoon등, Oh등은 대량 

생산에 용이한 알칼리 감량가공법으로 섬유 표면에 나노 구조를 

형성하고 코팅법이나 열에이징법을 통해 초소수성 PET직물을 

개발하였다[7, 10, 49]. 이중에서도 열에이징을 통해 초소수성을 

구현하는 방법은 고온에서 분자 모빌티리가 증가하기 때문에 

표면극성기가 내부로 빠르게 재배열됨에 따라 효과적인 소수성 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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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할 수 있는 방법으로(Figure 10), 표면 소수화 과정에서 부가적인 

화합물을 사용하지 않아 환경친화적 및 인체 친화적인 방법이지만 

PET직물의 경우 표면에너지가 43.1 mN/m[50]에 유리전이온도가 

82.3 ℃ [21]로 비교적 높아 130 ℃ 온도에서 24시간 열에이징하여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PP 필름 표면에 산소 

플라즈마 에칭 후 소수성 회복을 관찰한 연구가 진행되어왔으며[51, 

52], PP 를 산소 플라즈마 에칭 후 열에이징하면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짧은 시간의 열에이징에도 초소수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Figure 9. Schematic and wetting of the four different surf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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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 reorient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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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실    험 
 

1. 시료 및 시약 

 

폴리프로필렌 100%의 150D/96F DTY(Raphila, Korea)를 

사용하여 평직으로 제직한 것을 시료로 사용하였으며, 밀도는 3가지로 

변화시켰다. 정련의 경우 비이온계면활성제를 정련제로 사용해, 제사 및 

제직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름때 등의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물과 정련제의 액비 가 500:1인 용액을 제조하여 100 ℃에서 10분간 

처리하고 이후 충분히 수세한 뒤 상온에서 24시간 건조하였다. 또한 

PP직물과 비교를 위해 0.03mm 두께의 이축신장 PP 필름(Filmax, 

Korea)을 아세톤(Junsei chemical Co., Japan)으로 수세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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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방법 

 

2.1. 플라즈마 에칭 

 

 고유의 마이크로 거칠기를 지닌 PP직물 표면에 나노거칠기를 부여하기 

위해 산소 플라즈마 에칭을 진행하였다. 플라즈마 에칭 시 사용된 

장비는 RIE 방식의 ICP Etcher 80plus (Oxford instrument, UK)로 

Figure. 11 과 같다. 플라즈마 에칭 전, 시료를 실리콘 웨이퍼에 

Kaptone tape으로 사면부착하고 에칭 시 전력을 150W, 에칭 가스인 

산소의 주입 속도 및 압력은 각각 20sccm과 40mTorr로 설정하였다. 

이후 약 -450V의 바이어스 전압 조건에서 1분, 3분, 5분, 7분, 10분 

그리고 최대 15분까지 플라즈마 에칭을 진행하였다. 

 

 

 

 

 

 

 

 

 

Figure 11. A schematic diagram of ICP Etcher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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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열에이징 
 

플라즈마 에칭한 시료 표면을 소수화하기 위해 열에이징을 진행하였다. 

자연 대류식 오븐 (ThermoStable (n-32, DAIHAN Scientific Co, 

Korea)을 이용하여 열에이징 온도를 40 ℃, 60 ℃, 80 ℃, 100 ℃, 

110 ℃ 그리고 120 ℃로, 열에이징 시간을 1,3,5,9,15 그리고 24h로 

변화시켜가며 소수성 회복 거동을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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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표면 성질 분석 

 

2.3.1. 표면 형태 

 

플라즈마 에칭 및 열에이징에 따른 시료 표면 형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 주사 현미경 (Field-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 SUPRA/AURIGA, Carl Zeiss, Germany)을 

사용하였으며, 부도체인 폴리프로필렌 시료에 전도성을 부여하기 위해 

백금코팅기(Ion Sputter Coater, G20, GSEM, Korea)를 이용하여 10mA 

조건에서 240초간 약 20nm의 두께로 표면을 코팅하였다. 이 후 SEM 

stage를 0 ° 및 30 °로 설정하여 각각 top view 와 30 ° tilting 

view로 표면을 관찰하였다.  

 또한 플라즈마 에칭에 따른 나노 구조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원자간력현미경(Atomic Force Microscope, AFM, NX-10, Park 

Systems, Korea)을 이용하였으며, non-contact mode로 진행하였다. 

이 때 섬유의 마이크로 거칠기 영향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섬유의 

가장 중간 위치에서 1 ㎛ × 1 ㎛ 면적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제직 밀도에 따른 마이크로 구조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가와바타 

표면 거칠기 측정기(KES-FB4-A Surface Tester, KATO TECH CO., 

LTD, Japan)를 이용하였으며, 한 시료에서 서로 다른 곳 3 군데의 

표면거칠기 값을 측정 후 평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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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표면 성분  

 

플라즈마 에칭 및 열에이징에 따른 표면 성분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X-선 광전자 분석기(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 AXIS-

his, Kratos Analytical, UK)를 사용하였으며, 미처리 시료, 플라즈마 

에칭한 시료, 플라즈마 에칭 및 열에이징한 시료의 표면에서 

10nm까지의 탄소와 산소의 조성 변화를 관찰하여 표면 성분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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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결정화도 및 결정 구조  

 

결정화도 및 배향성을 측정을 위해 시차주사열량계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Discovery DSC, TA Instrument, USA)와 X-선 

회절 분석기(X-ray diffraction patterns, XRD analyzer, New D8 

Advance, Bruker, USA/X-ray diffraction patterns, XRD analyzer, D8 

Discover(Vantec 500), Bruker, USA)를 사용하였다. DSC 실험 시 

10℃/분의 heating rate으로 -80 ℃에서 230 ℃까지 측정하였으며, 

측정된 시료의 엔탈피 값(∆H)에서 100% 결정인 시료 고유의 엔탈피 

값 (∆Hm 0)을 나눈 후 100을 곱하여 결정화도를 구하였다[53]. 또한 

XRD 실험 시 입사각 2θ 는 5 °~  40 °범위에서 측정 진행하였으며, 

[54] 측정된 그래프의 전체 면적에 대한 결정 부분으로 추정되는 피크 

아래 면적의 비로 결정화도를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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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표면젖음성 

 

플라즈마 에칭 및 열에이징 처리에 따른 시료의 젖음성을 평가 

하기 위해 접촉각 측정 장치(Theta Lite Optical Tensiometer, KSV 

Instruments, Filand)를 이용하여 정적 접촉각을 측정하였 으며 사용된 

장치는 Figure 12와 같다. 측정 시료를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 테이프로 

고정시킨 후 3.3 ± 0.2 ㎕의 물방울을 적하하고 10초 동안의 접촉각을 

측정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10회 반복하여 평균한 값을 최종적으로 

하나의 시료를 대표하는 접촉각으로 간주하였다. 

 

 

 

 

 

 

 

 

Figure 12. An image of the water contact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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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mmerman 등[55]은 직물에서 정적접촉각 측정시 Figure 13 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기준선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측정이 어려움을 

지적하며, shedding angle과 같이 동적 접촉각으로 표면의 젖음성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shedding angle은 Figure 14 와 

같이 시료로부터 1 cm 떨어진 높이에서 12 ± 0.2 ㎕의 물방울을 

떨어뜨렸을 때 물방울이 2 cm 이상 굴러가는 각도[55]를 지칭한다. 

또한 sliding angle은 시료 표면에 12 ± 0.2 ㎕ 물방울을 적하시킨 

후에,  0 °에서 90 °로 기울여가며 굴러 떨어지기 시작하는 각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56], 본 연구에서는 shedding angle과 sliding 

angle을 각각 5회 측정 후 평균하여 나타냈다. 

 

 

Figure 13. Experimental setting for measuring shedding ang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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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에너지 소비량 측정 
 

에너지소비량을 측정하기 위해 Figure 14와 같은 전력소비량 

측정기(Power meter WT310 Digital Power Meter, Yokogawa, 

Japan)를 이용하여 열에이징 온도 및 시간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하였다. 

 

 

 

 

 

 

Figure 14. An image of the digital power 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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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투습도 및 공기투과도 평가 

 

시료의 투습성은 KS K 0594: 2015 텍스타일의 투습도 시험방법 중 

염화칼슘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염화칼슘(Calcium chloride dihydrate, 

JUNSEI, Japan) 33g을 투습컵에 균일하게 담고, 20 ℃ 65% RH 

환경에서 24시간 컨디셔닝한 시료를 지름이 7cm가 되게 원형으로 자른 

후 시료 표면을 염화칼슘쪽으로 향하게 하여 패킹과 링, 너트 등으로 

고정시켜 시료를 투습컵에 장착한다. 이렇게 준비한 시험체를 온도 40℃ 

상대습도 90% RH의 항온항습기에 넣고 1시간 후 투습컵을 꺼내어 

질량 a1(g)을 측정하고, 다음으로 투습컵을 다시 동일한 환경의 항온 

항습기에 넣고 또 1시간 뒤에 꺼내어 질량 𝑎2 (g)을 측정해 아래 식을 

이용하여 투습도(P)를 얻어내었다. 이를 한 조건당 3회 반복 후 

평균값을 도출하였다. 

 

P = (𝑎2 - a1)/S × 24 

P : 투습도  

𝑎2 - a1 : 1h 경과 후 시험체의 질량 변화 

S: 투습 면적 (m2) 

 

시료의 공기투과성은 ASTM D737-04에 의거, 공기 투과도 

시험기(FX 3300, TEXTEST, Swizerland)를 이용하여 125Pa 공기 

압력 조건 하에 측정하였다. 시료는 지름이 7cm인 측정기 입구를 

완전히 덮이게 하기 위해 10cm × 10cm로 준비하였으며, 측정 전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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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RH 환경에서 24시간 동안 보관하여 컨디셔닝하였다. 한 조건당 

3회 반복 측정 후 평균값으로 나타내었으며 단위는 CFM(Cubic Feet 

per Minute)으로 표기하였다. 

 

 

2.6. 초소수성의 내구성 평가 

 

시료의 세탁내구성을 평가하기 위해 1회 세탁 후 정적접촉각 및 

shedding angle을 측정하였다. 세탁은 Terg-O-Tometer (Yasuda 

Seiki, Japan)를 이용하여 1회 20분 진행하였으며, 세탁 후 상온에서 

24시간 건조하였다. 이어서 핫프레스(WJHP-4550S, DONG-A 

Machinery CO, Korea)와 9kg 용량 드럼식 Heater 

의류건조기(TROMM RC9D11A, LG Electronics, Korea)를 이용하여 

내구성을 평가하였으며, 의류건조기의 경우 Figure 15에 나타나듯이 

최대 75~80 ℃까지 온도가 상승하는 고온 코스에서 1시간 처리하였고, 

핫프레스의 경우 Figure 16에 나타나듯이 120℃에서 10분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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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Change in temperature and relative humidity  

in heater type tumble dryer. 

 

 

 

 

 

 

 

 

 

 

Figure 16. The temperature measuring of the hot press. 

 

0 10 20 30 40 50 6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Temperature

 Relative humidity

time (min)

T
e

m
p

e
ra

tu
re

 (
c

e
ls

iu
s

)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R
e

la
tiv

e
 h

u
m

id
ity

 (%
)



 

 30 

Ⅲ. 결과 및 고찰 
 

1. 처리 조건에 따른 시료의 특성 변화 

 

플라즈마 에칭 및 열에이징 처리 조건에 따른 시료의 표면 특성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표면 형태 및 성분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1.1. 산소 플라즈마 에칭 시간에 따른 표면 형태 

 

섬유 표면에 나노 구조를 만들기 위해 산소 플라즈마 에칭 처리하여 

그 결과를 Figure 17 – Figure 19에서 나타내었다. 플라즈마 에칭 

시간이 1분에서 3분, 5분, 7분, 10분으로 증가할수록 나노 구조의 형상이 

뚜렷하게 증가하다가 15분 처리시부터는 거칠기 형상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플라즈마 에칭시 masking 작용을 할 수 있는 

steel mesh 등을 사용[5]하지 않아 표면이 과도하게 식각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플라즈마 에칭시 steel mesh를 사용하면 표면 색상 

변화 및 황변을 일으키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mesh를 사용하지 않고 실험을 진행하였다. 

 또한 표면거칠기를 정량화하여 나타낸 AFM 측정 결과, Figure 20에서 

나타나듯이 플라즈마 에칭 시간이 1분, 3분, 5분, 7분, 10분으로 

증가할수록 Arithmetical mean deviation을 나타내는 Ra 값과 Root 

mean squared를 나타내는 Rq 값이 각각 147.55 nm, 124.54 nm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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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다가, 15분 에칭시에는 각각 142.45 nm, 117.82nm를 나타내어 

표면거칠기가 증가하는 양상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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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SEM images of the plasma-etched specimens for 1,3,5,7,10, 15 mins. (×5,000, top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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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SEM images of the plasma-etched specimens for 1,3,5,7,10,15 mins. (×20,000, Top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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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SEM images of the plasma-etched specimens for 1,3,5,7,10,15 mins. (×20,000, 30 °tilted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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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20. AFM images and roughness values of the plasma-etched specimens for 1,3,5,7,10,15 mins. 

(1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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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산소 플라즈마 에칭 시간에 따른 표면 성분 

 

미처리 시료의 성분 분석 결과 폴리프로필렌의 분자쇄가 탄소와 

수소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0%의 산소 비율을 보였으나 Table1에서 

나타나듯이 산소 플라즈마 에칭 시간이 증가할수록 표면 산소 비율이 

증가하였다. 이 후 5분, 10분, 15분 플라즈마 에칭한 시료에서 1시간 

열에이징 이후 모두 표면 산소 성분이 감소하였으나, 플라즈마 에칭 

시간이 긴 시료에서 여전히 높은 산소 비율을 보였다. 이는 산소 

플라즈마 에칭 시간이 길어질수록 표면에 더 많은 극성작용기가 

도입되어 소수성 회복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29].  

 

Table 1. Atomic composition of the specimens plasma etching and 

thermal aging treated for various durations 

 

specimen codes 
Atomic composition (at.%) 

C O Total 

UT 100 0 100 

E5 77.80 22.20 100 

E10 73.52 26.48 100 

E15 69.97 30.03 100 

E5H120 1h 95.52 4.48 100 

E10H120 1h 84.48 15.52 100 

E15H120 1h 78.50 21.50 100 



 

 37 

1.3. 열에이징 온도에 따른 표면젖음성 

 

나노 구조가 가장 효과적으로 형성된 에칭 10분 시료를 40 ℃부터 

100 ℃까지 일정한 간격으로 온도를 달리하여 24시간 열에이징 후 

접촉각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ure 21에 나타내었다. 80℃ 

열에이징 조건까지는 최대 25초 이내에 물을 점점 흡수하다가 100 ℃ 

열에이징 조건부터는 10초 이내에 접촉각이 일정하게 나타나 비교적 

안정된 소수성 회복을 나타내었다. 특히 120 ℃에서 열에이징 시 

물방울이 표면에 부착하지 않아 bouncing 거동을 나타내었다. 이는 

열에이징 처리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 모빌리티가 증가하여 표면 

극성기가 빠르게 내부로 재배열 및 확산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9].  

 선행연구에서 Oh 등이 사용한 PP 필름이 소수성회복에 요구되는 

온도는 55℃인 반면[21] 본 연구에서 소수성 회복에 요구되는 최소 

온도는 100 ℃로 나타났는데, 소수성 회복은 분자 모빌리티를 나타내는 

Tg 이외에도 PP 필름과 PP직물의 형태와 결정성, 배향성 차이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Figure 23와 Table 2에 따르면 PP fabric과 PP film의 Tg는 각각 1.9 ℃ 

1.4 ℃로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Figure22에 따르면 DSC 분석을 통해 

계산된 결정화도는 각각 46.8%, 57.6%, XRD 분석을 통해 계산된 

결정화도는 각각 47.9%, 65.1%로 두 시료에서 큰 차이를 보였고 

Table3에 나타나듯이 정성적인 배향성 분석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물질의 결정성이 높을수록 소수성 회복에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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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알려져 있어 [57-59] PP직물이 PP필름에 비해 결정성이 

낮다는 점에서 낮은 온도에서 표면 소수성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결정성의 영향보다 배향성과 시료의 형태가 더 큰 영향을 

미쳐 상반되는 결과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즉 PP 직물보다 배향성이 

높은 PP 필름이 분자 모빌리티에 유리하기 때문에[60]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도 표면극성기 재배열에 따른 소수성회복이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3에 따르면 PP 필름은 결정이 배향되어 있어 XRD 

분석 결과 초승달 모양의 끊어진 동심원이 형성되었는데, 동심원의 

길이가 짧을수록 고분자가 매우 고배향 상태에 있음을 나타낸다. 반면 

PP 직물은 결정이 무배향된 형태로 존재하여 XRD 분석 결과 끊기지 

않는 Debye-Scherrer 동심원[61]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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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Water contact angles of the specimens treated with plasma 

 etching for 10min and thermal aging for 24h at various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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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XRD patterns of PP film and PP fabric. 

 

 

Figure 23. DSC patterns of PP film and PP fab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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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lass transition temperature and melting temperature of PP 

fabric and PP film. 

 

 

 

Table 3. Degree of crystallinity derived from DSC and XRD, and degree 

of orientation form XRD for PP film and PP fabric. 

 

  

 Tg (℃) Tm (℃) 

PP fabric 1.9 163.0 

PP film 1.4 1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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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열에이징 시간에 따른 초소수성과 에너지소비량 
 

플라즈마 에칭 이후 열에이징 온도 및 시간이 초소수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소수성 회복에 필요한 최소 온도로 나타난 

100℃를 기준으로, 110℃, 120℃까지 온도를 상승시키면서 

정적접촉각과 shedding angle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ure 24에 

나타내었다.  

먼저 100℃에서 열에이징 시간에 따른 초소수성을 비교하였을 때, 

열에이징 시간이 증가할수록 정적접촉각은 상승하고 shedding 

angle은 감소하였다. 이는 110℃, 120℃에서 열에이징 시에도 같은 

양상을 보였으며 온도가 높아질수록 최대로 달성할 수 있는 접촉각이 

커지고 shedding angle은 작게 나타났다. 특히 초기 1시간 열에이징 시 

접촉각의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는데, 120℃ 열에이징 시 1시간만에 

높은 초소수성을 달성하였다. 이렇게 열에이징 온도가 높아질수록 

단시간에 더 높은 초소수성을 나타내는 것은 열에이징 처리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 모빌리티가 증가하여 표면 극성기가 빠르게 내부로 

재배열 및 확산 될 수 있기 때문이다[29]. 

또한 100℃, 110℃, 120℃ 모든 열에이징 조건에서 플라즈마 에칭 

시간이 5분, 10분, 15분으로 길어질수록 향상된 초소수성을 나타내었다. 

이는 초소수성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나노거칠기가 미치는 영향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초소수성은 마이크로-나노 이중거칠기와 

낮은 표면에너지의 조합으로 만족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거칠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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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매끈한 표면에서 표면에너지만 낮췄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접촉각은 약 120 °이나[62-64], 매끈한 필름에 나노거칠기를 주면 

최대 180 °까지 달성 가능하다[21]. 또한 Yao 등[65]에 따르면 같은 

표면에너지를 가지는 기질에서 단일 마이크로 거칠기만 존재할 때보다 

마이크로-나노 이중거칠기를 가질 때 물 뿐만 아니라 유기용매에 대한 

접촉각이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산소 플라즈마 에칭률이 

클수록 나노거칠기값이 커져 액체에 대한 접촉면 감소로 정적접촉각 

상승 및 기울기각이 감소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열에이징 시간에 따른 초소수성과 함께 에너지 사용량 및 

에너지효율을 판별하기 위해 전력소비량 측정기를 사용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하였다(Figure 25). 이 때 100 ℃에서 5시간 열에이징시 

정적접촉각 152.8 ± 2.5°, 기울기각 9.6 ± 0.5°, 에너지 소비량 

562.6 ± 12.9 Wh을 보였고, 120 ℃에서 1시간 열에이징시 정적접촉각 

162.7 ± 2.4°, 기울기각 5.2 ± 0.7° 에너지소비량 136.4 ± 7.0 

Wh을 보여, 120 ℃에서 1시간 열에이징하는 것이 초소수성 구현과 

에너지 소비량 측면에서 모두 유리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P직물에 15분 산소 플라즈마 에칭 후 

1시간 열에이징한 시료를 인체친화적 에너지절감형 PP직물 개발을 위한 

최적 조건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PP직물에 15분 산소 플라즈마 에칭 후 

24시간 열에이징한 시료를 가장 높은 초소수성을 달성한 최대 조건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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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Water contact angles and shedding angles of the specimens 

plasma-etched for 5,10,15min and thermal aging at 100℃(a), 

110℃(b), 12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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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 Energy consumption by thermal aging temperature 

(100℃, 110℃, 120℃) and time(1,3,5,9,15,24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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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 방법에 따른 초소수성 시료의 표면젖음성 
 

2.1. 초소수성 시료의 shedding angle 과 sliding angle 
 

표면젖음성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직물에 주로 사용되는 

shedding angle 이외에 sliding angle이나 hysteresis를 측정하는 

방법, 나아가 많은 양의 물에 대한 발수성을 평가하는 spray test 

방법 등이 있다.  

 이 중에서 shedding angle은 정적접촉각 방법에 비해 측정 

오차가 적어 매우 정교한 측정 방법이나, Zimmerman 등[66]은 

shedding angle 측정시 표면을 기울여 놓은 상태로에서 물방울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물방울과 고체표면이 접촉하는 시간이 매우 

짧아 wicking 등의 영향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였다. 

[55]. 한편 sliding angle의 경우 수평의 표면에 물방울을 먼저 

적하시킨 후에 0°부터 90°까지 점진적으로 기울여가며 

측정하기 때문에 표면에 부착된 물방울을 떨어뜨리는데 보다 큰 

힘이 필요하게 된다. 매끄러운 표면일 경우, 표면이 기울어진 

각도와 물방울의 질량, 중력가속도, 물방울과 표면의 접촉 면적 

등에 의해 sliding angle이 결정되나 직물과 같은 기공이 존재하는 

표면에서는 wicking 등에 의해 그 거동이 복잡하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 Figure27에 나타나듯이 미처리 시료는 정적접촉각 

138.7°와 shedding angle 21.0° sliding angle 43.4 °를 



 

 48 

나타내어 초소수성을 만족하지 못하였다. 이는 미처리 PP 직물에 

나노 구조가 존재하지 않아 초소수성은 나타나지 않으나 

자체적으로 표면에너지가 낮고 극성기가 존재하지 않는 소수성 

표면에 직물 고유의 마이크로 거칠기 효과가 더해져 비교적 높은 

정적접촉각과 낮은 shedding angle을 보였다. 그런데 E15H120 

1h 시료의 경우 정적접촉각 162.7°와 shedding angle 5.2°을 

나타내어 높은 초소수성을 보였으나 sliding angle 90 °이상을 

나타내어 물방울이 시료 표면과 오랜 시간 접촉하게 되면서 roll 

off 되지 못하고 Cassie-Wenzel transition혹은 Lotus-Petal 

transition돠어 표면에 pinning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Figure 

26에 나타나듯이 15분 산소플라즈마 에칭 이후 표면에 

도입되었던 극성 작용기가 완전히 내부로 재배열되지 못하고 

표면에 잔존하여 물방울이 pinning된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E15H120 24h 시료의 경우 플라즈마 에칭에 의해 

표면에 나노 구조가 형성되고 표면도 미처리 시료 수준으로 

소수화되어 높은 초소수성이 달성되었다. 특히 표면거칠기와 

표면에너지의 조합 효과로 인해 정적접촉각 180.0°shedding 

angle 1.8°sliding angle 9.8°를 나타내어 높은 초소수성을 

나타내었다. 이렇게 열에이징 시간에 따라 표면젖음성 특히 

sliding angle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petal effect로 설명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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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충분한 표면거칠기와 낮은 표면에너지의 조합으로 

만족되는 lotus effect와는 달리, petal effect은 중간적인 

표면거칠기나 중간적인 표면에너지 상태일 때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Huang 등 [68]은 같은 표면에너지를 가지는 PDMS를 

이용해 마이크로 거칠기 형상을 조절하여 표면거칠기 사이 

공기층이 적고 액체와의 접촉면적이 클 때는 Petal effect를 

나타내고, 표면거칠기 사이 공기층이 많고 액체와의 접촉면적이 

작을 때에는 Lotus effect를 나타냄을 보였다. 또한 Bhushan 

등[69]은 특정 마이크로 구조에 같은 표면에너지를 가지는 

hexatriacontane을 증착한 표면에서 나노 구조가 성글 때 petal 

effect를 나타내고 나노 구조가 빽빽할 때 lotus effect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E15H120 24h 

시료가 lotus를 effect를 나타내는 표면이라 하면, E15H120 1h 

시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lotus-petal transition을 보여 p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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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를 나타내는 표면이라 할 수 있다. 

 

 

Figure 26. Atomic composition of the untreated specimen (UT) and 

treated with plasma etching and thermal aging for various durations. 

E15 H120 24h

E15 H120 1h

E15

UT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Atomic composition(at.%)

 C

 O



 

 51 

 

 

 

Figure 27. Water contact angles, shedding angles, sliding angles of untreated specimen(UT) and 

superhydrophobic specimens(E15H120 1h, E15H120 24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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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소수성 시료의 자가세정성 및 의류소재적합성 
 

3.1. 초소수성 시료의 자가세정성 

 

초소수성 시료를 10 ° 기울인 표면에서 silicon carbide 입자를 

고르게 분산시킨 후 1cm 위에서 물방울을 떨어뜨려 self-

cleaning성을 확인한 결과, Figure 28에서 보여지듯이 미처리 

시료에서는 물방울이 굴러가지 않는 모습을 보인 반면 초소수성 

시료에서는 모두 물방울이 굴러가 고형 오구가 제거되어 

자가세정능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개발된 에너지절감형 

인체친화적 초소수성 PP직물을 의류 소재로 적용할 경우, 오구의 

부착을 방지하고 세탁 횟수를 감소시켜 관리에 편이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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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8. Self-cleaning performance of the untreated specimen(UT), superhydrophobic specimen treated 

with plasma etching for 15min and thermal aging at 120℃ for 1h(E15H120 1h), and plasma etching for 

15min and thermal aging at 120℃ for 24h(E15H120 24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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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초소수성 시료의 공기 및 수분투과도 

 

직물의 의류소재적합성 평가를 위한 초소수성 시료의 투습도와 

공기투과도 측정 결과 Figure 29에서 나타나듯이 미처리 시료와 

유사한 값을 보여 우수한 공기 및 수분 투과도를 보였다. 

 공기투과도의 경우 미처리 시료 대비 플라즈마 에칭된 시료는 

거의 변화가 없고, 최종적으로 열에이징 이후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공기투과도는 시료의 물리적인 밀도나 기공도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데. 표면에서 나노 단위 수준으로 일어나 

물질 벌크 전체의 물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플라즈마 에칭은 

공기투과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열에이징에 

따른 열수축으로 인해 섬유 사이 간격 및 공극이 감소하여 

공기투과도를 감소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투습도의 경우 미처리 시료 대비 에칭된 시료의 투습도는 다소 

증가하였고 초소수성 시료는 약간 감소하였으나 미처리와 거의 

유사한 값을 보였다. 투습도는 물리적인 기공도에 따라 결정되는 

공기투과도와 표면 친수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플라즈마 에칭 

이후 도입된 표면극성기에 의해 수분을 더 잘 흡수하지만, 

열에이징 이후 표면극성기가 내부로 재배열됨에 따라 표면이 다시 

소수화되고 공기투과도가 다소 감소하였기 때문에 미처리 시료와 

비슷한 투습도 값을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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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9. Water vapor transmission rate and air permeability of the 

untreated specimen (UT), the specimens treated with plasma etching 

for 15mins, and plasma etching for 15min and thermal aging at 120℃ 

for 1h(E15H120 1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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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초소수성 시료의 세탁내구성  

 

실제 의류 관리 시 직물의 내구성 평가를 위해 물세탁 후 

Heater type 의류건조기와 다리미질을 모사하기 위해 핫프레스기를 

사용하여 초소수성의 내구성을 평가하였다. 의류건조기의 경우 

건조기 내 장착된 히터를 통해 높을 열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데, 

본 실험에서는 약 1시간 동안 75 ~ 80 ℃의 온도에서 처리하였다. 

또한 핫프레스기의 경우 열판의 온도를 120℃로 설정하고 10분 간 

동일한 압력 조건에서 처리하였다.  

 Figure 30과 Figure 31에서 나타나듯이, 두 초소수성 시료 모두 

세탁 전 각각 180.0 °와 162.7 °의 높은 접촉각을 보였으나, 

세탁 후 각각 128.5°와 136.9°로 접촉각이 감소하였다. 이는 

Figure 32에서 나타나듯이 나노 거칠기가 세탁에 의해 손상됨과 

동시에, 내부의 극성기가 세탁 과정에서 물과 접촉하며 다시 

표면으로 재배열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후 Heater type의 

의류건조기에서 열처리시 각각 146.0 °와 147.0 °의 접촉각을 

나타냈고, 핫프레스로 열처리시 각각 155.7 °, 159.4 °의 

접촉각을 보였다. 이는 높은 온도에서 표면 극성기가 내부로 재배열 

되는 힘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탁 후 의류건조기 및 핫프레스 

처리로 손상된 나노거칠기에 의해 세탁 전과 같이 우수한 

초소수성을 나타내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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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0. Water contact angles of the superhydrophobic specimens 

(E15H120 1h) before/after washing, tumble drying, hot-pressing. 

 

Figure 31. Water contact angles of the superhydrophobic specimens 

(E15H120 24h) before/after washing, tumble drying, hot-pr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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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SEM images the superhydrophobic specimens (E15H120 24h) before/after washing, tumble 

drying, hot-pressing. (×5,000 magnification and ×20,000 mag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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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낮은 표면 에너지와 낮은 유리 전이 온도를 가져 

소수성 회복에 유리한 폴리프로필렌(PP) 직물에 산소 플라즈마 에칭 후 

단시간의 열에이징을 통해 소수화하여, 인체 친화적이고 에너지 

절감형인 초소수성 PP 직물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산소 

플라즈마 에칭 및 열에이징에 따른 표면젖음성을 평가하고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하여 높은 초소수성을 나타내면서도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 조건을 도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플라즈마 에칭 

및 열에이징 처리에 따른 표면 형태, 표면 성분, 표면 젖음성, 에너지 

소비량, 의류소재적합성, 내구성을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소 플라즈마 에칭 시간에 따른 표면 형태를 SEM과 AFM을 통해 

분석한 결과 플라즈마 에칭 10분 처리 시 Ra, Rq값이 각각 147.55nm, 

124.54의 최대값을 나타내 최대를 보였으며, 이 후 추가적인 에칭에도 

표면거칠기 값이 증가하지 않아 에칭 10분 조건을 기준으로 열에이징 

온도를 선정하였다. 

 

플라즈마 에칭 시간에 따라 100℃, 110℃, 120℃ 온도에서 

열에이징하여 초소수성과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한 결과, 플라즈마 에칭 

시간이 증가할수록 더 높은 초소수성이 나타났으며, 열에이징 온도가 

증가할수록 더 빠른 소수성회복을 보였다. 특히 15분 플라즈마 에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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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에서 열에이징할 경우 높은 초소수성이 나타나, 15분 플라즈마 

에칭 후 120 ℃에서 1시간 열에이징한 조건을 에너지절감형 인체친화적 

PP직물 개발을 위한 최적 조건으로 선정하고, 15분 산소 플라즈마 에칭 

후 120 ℃에서 24시간 열에이징한 조건을 가장 우수한 초소수성을 

달성한 최고 조건으로 선정하였다. 

 

최적 조건과 최고 조건의 초소수성 시료에서 shedding angle, sliding 

angle을 비교한 결과, 최적 조건 시료에서는 sliding angle이 

90 °이상을 보여 pinning되는 모습을 보였다. 최고 조건 시료에서는 

sliding angle이 9.8°을 보여 측정 방법에 따라 표면젖음성에 차이를 

보였다. 이는 shedding angle의 경우 물방울이 떨어지는 힘 때문에 보다 

낮은 각도에서도 쉽게 굴러가는 반면, sliding angle의 경우 물방울과 

표면 사이 부착력이 크게 작용해 물방울을 굴러가게 하는 데에 더 큰 

힘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때 최고 조건 시료를 Lotus effect, 

최적 조건 시료를 Petal effect를 나타내는 시료라 판단하였다. 

 

개발된 에너지 절감형 인체친화적 초소수성 시료에서 미처리 시료 대

비 80% 이상 더 높은 수분 및 공기투과도 값을 나타내었고, 표면에서 

물방울이 굴러가며 오구를 제거하는 self-cleaning성을 보여 의류소재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최적 조건인 에너지절감형 인체친화적 초소수성 시료에서 세탁 후 

128.5°의 접촉각을 보였으나, 의류건조기 처리시 약 10 °의 접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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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을, 핫프레스 처리시 약 20 °정도의 접촉각 상승을 보였다.  

 

이상으로 본 연구는 소수화 과정에서 추가적인 화합물의 사용 없이 짧

은 시간에 열에이징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환경 친화적이며 

재활용 가능한 초소수성 PP직물을 개발하였다는 점에 의의를 가진다.  

 

또한 추후 표면에너지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나노거칠기를 구현하

는 방법을 사용하면 소수화를 위한 열에너지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shedding angle, 

sliding angle이 다르게 나타나 그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개

발하는 표면의 적용 용도에 따라 적합한 표면젖음성의 측정 조건을 규명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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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energy-efficient 

superhydrophobic polypropylene fabric 

Shinyoung Kim 

Department of Textiles, Merchandising and Fashion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develop superhydrophobic textile via energy-

efficient thermal aging after plasma etching. For this, polypropylene 

fabrics which have low surface energy and high chain mobility were 

employed.  

For the specimen treated with thermal aging at 100 ° C for 24 hours 

after 5 minutes plasma etching, water contact angle was 151.8 ± 

1.9 °, shedding angle was 6.6 ± 0.5 °, and thermal energy 

consumption was 2674.3 ± 30.0 Wh. On the other hand, water contact 

angle was 162.7 ± 2.4 °, shedding angle was 5.2 ± 0.7 °, and thermal 

energy consumption was 136.4 ± 7.0 Wh for the specimen treated 

with thermal aging at 120 ° C for 1 hour after 15minutes plasma 

etching (E15H120-1h). Therefore, this condition was selected as 



 

 72 

the optimum one for the development of energy-efficient 

polypropylene fabric. And the E15H120-24h condition was selected 

as the one for showing maximum superhydrophobicity, showing 

water contact angle as 180.0± 0.0 °, shedding angle as 1.8 ± 0.2 °. 

It was interesting to note that in case of E15H120-1h, the shedding 

angle was 5.2 °, but the sliding angle showed higher than 90 °, 

showing petal effect. For E15H100-24h, however, sliding angle and 

shedding angle were 1.8 ° and 9.8 ° respectively, showing lotus effect.     

These newly developed superhydrophobic polypropylene 

specimens showed self-cleaning ability, maintaining water-vapor 

transmission and air permeability of the untreated specimen. 

 

Keywords: polypropylene, plasma etching, thermal aging, hydrophobic 

recovery, superhydrophobic, energy-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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