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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최근, 벌레잡이 통풀을 본떠 새로운 자연 모사 표면으로 제안된

SLIPS(Slippery Liquid-Infused Porous Surface)는 전통적인 초소수성 표

면에 비해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저진공 분위기에서

의 글로 방전을 통해 합성되는 다공성 탄소 나노 입자 네트워크를 이용하

여 표면의 성분 물질이나 크고 작은 표면 구조에 상관 없이 폴리에틸렌 직

물부터 금속 표면, 유리관 내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표면에 대해 쉽게

SLIPS를 처리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직물 SLIPS를 이용한 방오실험에서,

표면에 묻은 케첩을 제거한 뒤에도 표면이 발수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파악

하였고, 표면이 글리세롤 액적에 접촉하더라도 표면이 오염되지 않고 액적

이 쉽게 굴러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낮은 온도에서 수증기 응결

에 의한 영향을 비교한 결과, 수증기 응결에 의해 초소수성을 잃고 물방울

이 붙잡히는 초소수성 직물 표면에 비해 직물 SLIPS는 수증기 응결 뒤에

도 낮은 미끄러짐 각도를 유지했다. 한편 SLIPS 튜브 내 액적 거동에 대

해서는 미끄러짐 각도와 미끄러짐 속도, 부피 손실량을 분석하였다. 일반

유리관 내 액적의 미끄러짐 각도는 액적 부피가 작아짐에 따라 점점 증가

하며 일정 부피 이하에서는 기울임만으로 액적이 이동하지 않게 되는 반

면, SLIPS 튜브에서는 5도 이하의 낮은 미끄러짐 각도를 유지하였다. 튜브

내 액적의 미끄러짐 속도는 액적의 부피가 증가할수록, 액적의 기울임 각

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미끄러짐 속도를 스케일링 분석한

결과, 액적 어느 부분의 점성이 주도적으로 속도에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

라 캐필러리 수와 본드 수 사이의 거듭제곱이 1과 3/2으로 정해졌으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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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천이 범위가 관찰되었다. 한편, 유리관 내에서 액적이 이동하면서

남기는 자취 액막에 의한 액적 손실이 액적의 캐필러리 수의 5/3승에 비례

해 발생하는데 비해 SLIPS 관에서는 액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러

한 접근법은 SLIPS가 적용 가능한 표면과 구조물의 범위를 넓힐 수 있으

며, 방오, 방담 직물이나 적은 양의 액적을 온전히 이송하는 튜브로써 적용

될 수 있다.

주요어 : 생체 모사 표면, SLIPS(Slippery Liquid-Infused Porous

Surface), 탄소 나노 입자, 발액성

학 번 : 2012-2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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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SLIPS(Slippery Liquid-Infused Porous Surface)는 Nepenthes, 벌

레잡이 통풀의 미끄러운 위구부 표면을 모방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생체모

사 표면이다. Nepenthes의 표면에서 마이크로 사이즈 구조와 윤활용 화밀

이 함께 작용하여 작은 생물들을 포충 주머니 내부로 떨어트리는 것과 같

이 SLIPS는 소수성의 다공성 구조와 스며있는 윤활유의 작용으로 오염액

체 방울들이 쉽게 미끄러져 내리게 하는 역할을 한다. SLIPS의 설계 표준

은 다공성 구조의 선택적 흡수성에 기초하고 있다.[1] SLIPS를 만들기 위

해서는 실험유체와 섞이지 않는 윤활유체와, 윤활유체만을 흡수하고 실험

유체는 흡수하지 않는 다공성 구조체가 필요하며, 이렇게 준비된 다공성

구조체에 윤활유체를 흡수시키면 실험유체가 쉽게 미끄러져 내려가는

SLIPS 표면이 된다.

  SLIPS의 성능과 그에 따른 활용분야에 대한 연구가 지난 몇 년간 다양

한 연구자들에 의해서 연구되어 왔다. 이 표면은 물에서 알케인에 이르는

다양한 액체들에 대해서 극히 낮은 접촉각이력과 미끄럼각을 보이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1] 본 표면은 또한 원유, 피, 잼에 의한 표면의 오염을 막

으며, 심지어는 카펜터 개미와 같은 작은 곤충도 미끄러져 내리게 한다. 

SLIPS 표면의 낮은 온도에서의 성능에 대한 연구가 또한 다양한 연구자들

의 관심을 끌어 왔다. Wilson et al.[2]은 시차주사 열량계(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er)실험에서 냉결정화 온도 분석을 통해 SLIPS 코팅

된 팬에서 과냉각 능력이 유의미하게 상승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표

면 거칠기의 균등화로 빙핵 형성이 늦춰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Kim et al.[3]은 다양하게 처리된 알미늄 표면에 대한 고습도 환경에서의

성에 생성 실험을 통해 SLIPS에서 구조와 표면에너지, 윤활액체가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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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할 때, 효과적으로 성에 생성을 방해함을 보였다. 또한, SLIPS 위에서

얼음이 어는 과정[4], SLIPS 표면과 얼음사이의 접착력[5][6][7]등에 대

한 연구가 수행되어 SLIPS 표면의 방빙능력이 기존의 초소수 표면 등에

비하여 월등히 개선되었음을 천명하였다. 방오, 방빙 성능 이외에도

SLIPS의 항균성[8][9], 투과도[10][11][12], 수분응축 향상[13][14]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페인트, 치약, 음식물 등의 포장재나 플랜트 내

부 배관, 탱크, 퍼넬 등이 이 표면의 응용 방안으로써 제시되었다.(Fig 

1.1)

  한편, 지난 2013년 Dai et al.에 의해서 신개념 탄소 물질인 다공성 탄

소 나노 입자 네트워크가 개발되었다.[15](Fig 1.2) 이 물질은 지름

20nm 내외의 나노 크기 탄소 구형 입자들로 이루어진 황색의 네트워크

구조물이다. 탄화수소 분위기의 고진공에서 글로 방전을 일으키면 평평한

탄소층이 증착됨과 달리 300 mTorr 이상의 저진공 분위기에서 글로 방전

을 일으키는 경우, 다공성의 탄소 나노 입자가 증착되기 시작한다. 이 탄

소 나노 입자의 다공성 구조는 높은 표면에너지를 가진 물을 밀어내고 낮

은 표면에너지의 기름은 흡수하는 선택적 젖음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탄

소 나노 입자 증착시 진공 분위기 내의 불소 함유량을 조절하여 표면에너

지를 제어하는 연구 역시 이루어졌다. 본 매체의 선택적 젖음성은 SLIPS

의 설계 표준의 핵심이며, 따라서 탄소 나노 입자 네트워크는 SLIPS를 구

현하는데 적합한 다공성 매체이다.

  우리는 다공성 탄소 입자 네트워크를 도입하여 표면의 성분 물질과, 표

면 구조에 상관 없이 직물 표면과 평면, 곡면 표면 등 다양한 표면에 대해

서 SLIPS를 쉽게 처리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PET 직물 SLIPS 표면에

대하여 물, 케첩, 글리세린에 대해서 방오실험을 수행하였으며, 낮은 온도

에서 수증기 응결에 의한 영향을 관찰하여 결과를 초소수성 표면에서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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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와 비교하였다. 또한 이 표면을 밀리미터 단위 크기의 표면 내부에 도입

하여 SLIPS 튜브를 제작하였다. 그 내부에 액적을 넣고 액적의 이동을 관

찰하였으며 액적의 미끄러짐각과 액적의 속도, 액적의 손실을 광학 카메라

를 이용하여 구하였다. 그리고 그 실험적 결과를 유체역학적으로 이론화한

스케일 법칙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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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Various applications of SLIPS suggested by

previous researchers. (a) Self repairing surface.[1]

(b) Anti-frost surface.[3] (c) Anti-biofouling

surface.[8] (d) Fog-harvesting system.[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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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Previous studies on Carbon Nano

Particle(CNP) networks. (a) Deposition mechanism of

CNP. (b) SEM images of CNP fabricated on increasing

working pressure. (c) Selective liquid absorbability.[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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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장치 및 실험방법

2.1 직물 SLIPS 표면 처리 및 실험 장치

다공성 탄소 나노 입자 네트워크는 글로 방전을 통해 증착되었다. 챔버

내부는 약 2x10-5 Torr 까지 펌프로 압력을 낮추어 기저압력으로 잡았다.

탄소 선행물질로는 C2H2 기체를 주입하였다. 20 sccm의 유동량으로 챔버

에 이 기체를 주입한 상태에서 펌프 밸브를 조절하여 챔버 내부 압력을

500 mTorr의 분위기로 잡아 작동 압력을 설정하였다. 글로 방전은 라디오

주파수(RF)를 이용하였으며, 전원은 13.5 MHz 주파수 대역과 600 W의 전

력을 사용했다. 처리 시간이 길어질수록 탄소 입자망의 증착 두께는 두꺼

워진다. 60 분 동안 처리했을 때 거시적인 증착 두께는 기판의 위치에 따

라 3~5 mm 로 확인 되었으며, 이렇게 증착된 입자망은 전극 표면에서 떼

어내어 바이알에 보관하여 사용하였다.

탄소 나노 입자를 이용해 직물 SLIPS를 만드는 방법은 Fig. 2.1과 같다.

폴리에틸렌 재료의 멀티필라멘트사의 평직 직물이 기판으로 사용되었

다.(Fig 2.2 (a)) 증착된 탄소 나노 입자를 직물 표면의 양면에 잘 발라주

었으며, 표면에 대해서 윤활유가 굳건히 붙잡혀 있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발라진 탄소 나노 입자의 분포는 Fig 2.2 (b)와 같이 폴리에틸렌 평직의

틈 사이사이를 촘촘히 메꿔 주어 직물 표면을 개질하였다. 소수성 나노입

자를 이용한 방식의 직물 표면 개질은 Zhang et al.[16]의 연구에서도 소개

된 바 있다. 이렇게 나노 입자가 발라진 표면의 성질은 Fig. 2.3의 빨간 그

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물방울의 접촉각이 150 deg 이상, 미끄러짐각

이 5 deg 이하로 초소수성 표면이라고 말할 수 있다. 준비된 초소수성 직

물 표면에 윤활유를 고르게 분포시켜 주어 SLIPS 표면을 완성하였다.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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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유로는 Dupont사의 Krytox 103을 사용하였으며, 완성된 SLIPS의 표면

성질은 Fig 2.3의 파란 그래프와 같다. SLIPS 위의 물방울 주변의 접촉선

에 대해서 고체 표면과 윤활유, 물, 공기의 네 가지 물질이 만나 여러 계면

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므로, 실험적인 접촉각을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하

다.[17] 즉, SLIPS 위 물방울의 접촉각을 재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미끄러

짐 각도는 5도 미만으로 매우 낮았다.

탄소 나노 입자 처리와 윤활유 주입이 모두 이루어진 직물 SLIPS 표면

의 방오 성능을 비교하기 위하여 아무 처리도 되지 않은 폴리에틸렌 직물,

탄소 나노 입자만 처리된 초소수성 직물, 탄소 나노 입자 처리 없이 윤활

유만 주입된 윤활 직물 세 가지 비교군을 두고 실험하였다. 먼저 물보다

표면장력이 낮은 액체인 글리세롤을 앞서 설명한 네 가지 표면에 대하여

떨어트리고 고정된 30도 기울기에 대해서 액적의 이동을 관찰하였다. 또한

대표적인 비뉴튼 유체(non-newtonian fluid)인 케첩을 네 가지 표면에 대

하여 떨어트리고 물리적으로 제거한 뒤 물방울을 떨어트려 발수성이 유지

되는지를 시험하였다.

물방울 응결에 의한 발수 성능을 변화와 관련하여 탄소 나노 입자 처리

된 초소수성 직물과 직물 SLIPS를 비교하였다. 초소수성 직물과 직물

SLIPS 표면에 수증기를 응결시키기 위해 저온 플레이트 실험장치를 구성

했다. 저온 플레이트 실험장치 구성에는 상용 펠티어 소자(Peltier Testing

System Co., LTD, DIY-001A)가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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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SLIPS fabric preparation methods. (a) Depositing

carbon nanoparticle networks by glow discharge in low

vacuum conditions. (b) Pasting carbon nanoparticles over

polyethylene fabric. (c) Superhydrophobic polyethylene

surface. (d) Impregnate lubricant, (e) Slippery

liquid-infused porous surface (SL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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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Polyethylene multi filament plain fabric surface. (a)

Pristine. (b) After carbon nanoparticle pasting. Scale bar : 200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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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Contact angle and sliding angle on each SLIPS fabric preparation

st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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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SLIPS 튜브 실험 장치와 분석 방법

탄소 나노 입자를 이용한 곡면 SLIPS 제작은 Fig. 2.4와 같이 이루어졌

다. 기판은 유리, 알루미늄, 폴리스티렌의 평면과 곡면, 튜브 내부 등에 대

하여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먼저 저진공 탄화수소 분위기

에서 글로방전을 통해 탄소 나노 입자 네트워크 물질을 얻어내었다.(Fig.

2.4 (a)) 이렇게 증착된 탄소 나노 입자 네트워크의 체인을 더 짧게 잘라

평면에 도포시키기 위해서 탄소 나노 입자를 알코올에 분산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사용한 알코올은 이소프로필알코올이며, 탄소 나노 입자 네트

워크 10 g와 이소프로필알코올 10ml를 바이알 병에 담아 상온에서 30분간

초음파 분쇄기 처리 하였다.(Fig. 2.4 (b), (c)) 잘게 쪼개진 나노 입자 네트

워크들은 이소프로필알코올 내에 분산되어 졸 형태로 존재하였다. 이렇게

얻어진 용액을 원하는 표면에 적시고 휘발성인 알코올만을 증발시켰

다.(Fig. 2.4 (d)) 증발 후 남은 표면은 탄소 나노 입자들이 개별의 형태를

유지한 채, 증착 직후에 비해서 더 밀집된 형태의 다공성 구조를 보였다.

이 새로운 다공성 구조에 윤활유를 주입하였으며 그 결과, 물 액적에 대하

여 Fig. 2.7에서와 같이 매우 낮은 미끄러짐각을 보여 SLIPS가 잘 작용함

을 확인하였다. 만들어진 탄소 나노 입자의 밀집형 다공성 구조를 확인하

기 위해서 전계 방출 주사 전자 현미경(AURIGA, Carl Zeiss)과 단면을 확

인하기 위한 부가 장비인 집속 이온 빔 장비를 이용하였다. 관찰된 표면의

형태는 Fig. 2.5, Fig. 2.6과 같았다. 평면 유리판과 폴리스티렌 튜브 내부

표면에 대해서 각각 두께 2 μm 가량의 다공성 층이 만들어져 있었다. 또

한 알코올에 분산된 이후에도 구형의 나노 입자들의 형태가 유지되고 있음

을 확인하였다.

제안한 SLIPS 처리 방법은 굴곡이 있는 복잡한 표면에 대하여 기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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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성질과 관계 없이 간단하게 처리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이에 착안

하여 우리는 기존 연구자들이 시도하지 않은 튜브 내 SLIPS 처리를 하여

내부의 액적 유동을 실험하였다. 튜브는 내경 4.5 mm의 유리관이었으며,

아무런 처리가 되어 있지 않는 마른 표면을 비교군으로 하여 윤활유 필름

두께가 50 μm, 65 μm, 80 μm일 때의 세 가지 SLIPS의 대하여 실험하였

다. 윤활유는 Dupont Crytox 103 제품을 이용하였으며, 액적의 부피에 따

라 액적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기울임 각도, 기울임 각도에 따른 액적의 속

도, 액적 부피의 변화를 초고속 카메라(Photron, Fastcam SA1.1)를 이용하

여 관찰하였으며, 상용 움직임 추적 소프트웨어인 PFA(Photron Fastcam

Analysis)를 통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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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Flat SLIPS preparation methods. (a)

Depositing carbon nanoparticle networks. (b)

Immersing nanoparticle networks into

IPA(Isopropyl alcohol). (c) Sonicate to disperse

CNPs. (d) Wet a substrate with CNP-dispersed

alcohol. (e) Dry the alcohol to get porous

surface. (f) Impregnate lubricant. (g) SL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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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The SEM images of Flat SLIPS. (a) Pristine Glass Surface. (b)

Carbon anoparticle applied glass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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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The SEM images of SLIPS tube. (a) Pristine polystyrene tube. (b)

Carbon nanoparticle applied polystyrene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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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7 Contact angle and sliding angle on each flat SLIPS preparation

st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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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물 SLIPS의 성질

3.1 방오 성능 실험

글리세롤 방울은 Fig 3.1에서와 같이 일반 폴리에틸렌 직물 표면과 탄소

나노입자 처리된 초소수 직물 표면, 그리고 윤활유만이 채워진 직물 모두

에 대해서 표면에 점착되어 미끄러져 내려오지 않았다. 유일하게 SLIPS

처리된 표면에서만 표면에 점착되지 않고 글리세롤 방울이 미끄러져 내려

왔다. 우리는 직물 SLIPS를 이용하여 초소수성 표면에서 발현되지 못한

발유성을 획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토마토 케첩에 의해 표면들을 오염시킨 경우에는 일반 폴리에틸렌

직무로가 윤활유만이 채워진 직물 표면은 모두 오염되어 물을 전량 빠르게

흡수해 버리는 반면, 초소수 표면과 SLIPS 표면은 발수성을 유지하였

다.(Fig 3.2) 이 때, 초소수 표면에서 떨어져 나온 케찹에는 나노 입자들이

붙어 나왔음을 확인했는데, 이는 일반적인 기존의 초소수성 표면에서는 케

첩과 같은 오염물이 소수성 구조물에 점착되었을 때, 속수무책으로 표면에

오염됨과 달리 초소수 직물 표면은 오염된 나노 입자를 오염물과 함께 방

출하여 오염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SLIPS 표면에서는

케찹에 의한 나노 입자의 유실이 보이지 않아 더 우수한 방오성능을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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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Glycerol contamination test on SLIPS fab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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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Ketchup contamination test on SLIPS fab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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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방담 성능 실험

방담 실험의 결과는 Fig 3.3과 같다. 실험은 25℃ 57% 상대습도의 대기

에서 진행되었다. 펠티어 냉각 표면에 초소수성 폴리에틸렌 직물과 SLIPS

직물 위에 10μL의 물방울을 각각 올리고 0℃에서 3분간 물방울 주변에 수

증기를 응결시켰다. 수증기 응결이 일어난 냉각표면을 20° 각도까지 표면

을 기울여 액적의 미끄러짐을 관찰하였다. SLIPS 표면에서는 물방울이 쉽

게 미끄러져 내려갔으나 초소수성 직물에서는 물방울이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았다.

앞선 Fig 2.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초소수성 직물에서도 일반적으로는

5° 이하의 낮은 미끄러짐 각을 가진다. 하지만 저온에서 수증기 응결에 의

해 Cassie 상태에서 Wenzel 상태로 변환이 일어나 작은 구조 사이에 물이

차게 되면 낮은 미끄럼각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23] 하지만 SLIPS에서

는 응결된 물방울이 윤활유 위에 떠 있게 되면서 Wenzel 상태로의 변환이

일어나지 않으며, 따라서 응결이 일어나더라도 낮은 미끄러짐 각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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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Condensation test on SLIPS fabric(25℃ 57% R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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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LIPS 튜브에서 액적 거동

4.1 SLIPS 튜브 내부 액적의 미끄러짐 각

미끄러짐 각도는 수평인 상태에서 정지한 액적에 대해서 기울인 각도를

점차 늘려가다가 처음 액적이 이동하기 시작 할 때의 각도로 정의된다. 유

리관 내에 부피가 인 물 액적을 넣고 각도 만큼 기울이면, 액적을 미끄

러져 내려가게 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추진력, 무게()는 다음과 같다.

sin (1)

는 물의 밀도, 는 중력가속도이다. 한편, 액적에 걸리는 무게에 의하

여 액적의 양단에 계면의 형상 차이가 발생하게 될 경우, 이 형상차이에

의한 압력차가 바로 고정력이 된다. 액적이 마른 유리관 내에 있는 경우,

유리관 표면의 접촉각이력에 의해서 고정력()이 발생하게 되며, 그 크

기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

∼cos cos (2)

이 식에서 유리관의 내부 반지름은 , 후퇴 접촉각은  , 전진 접촉각은

, 물과 공기 사이의 표면 장력은 이다. 결국 미끄러짐 각도 실험에서

우리는 점차 를 늘려가면서 가 를 넘어서는 순간의 를 찾아낼 수

있다.

실험 결과는 Fig. 4.1과 같다. 마른 유리관에서의 미끄러짐각은 150 μL인

경우 5 ° 에서 시작해서, 액적의 부피가 감소할수록 점차 줄어들다가, 액적



- 23 -

의 부피가 50 μL가 되면 유리관의 기울기가 90 ° 로 최대가 되고 나서도

미끄러져 내려오지 않았다. 이는 표면 물질과 액체의 종류가 결정되고 나

면 가 변하지 않는 반면, W는 액적의 부피에 따라 감소하여, sin의
값이 증가해야하기 때문이며, 특정  이하에서는 가 보다 작아져

서 sin가 그 최대값인 1에 도달하여도 가 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튜브 내 액적의 부피에 따라서 급격하게 미끄러짐각이 변화하는

동안 SLIPS 표면에서의 액적의 미끄러짐 각도는 항상 5 ° 이하로 낮게 유

지되었다. SLIPS 처리의 가장 큰 특징인 낮은 미끄러짐 각도는 튜브 내에

처리되었을 때, 슬러그 유동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작용하며, 낮은 기울임

또는 적은 외력만으로도 액적을 이동하게 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

다. 다만 SLIPS에서 윤활유의 두께에 따른 미끄러짐 각도의 유의미한 차

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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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 Sliding angles of slug inside of pristine dry glass tube and

SLIPS tubes having various lubricant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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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SLIPS 튜브 내부에서 액적의 속도

기울어진 튜브 내 액적의 미끄러짐 속도를 마른 유리 튜브와 필름 두께

가 각각 80 , 65 , 50 인 SLIPS의 총 네 가지 표면을 가진 튜브

에 대하여 액적 부피와 기울임 각도를 변화시켜가며 측정하였다. Fig. 4.2

와 같이 액적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기울임 각도가 증가할수록 미끄러짐

각도는 증가했다. 마른 유리튜브의 경우, 액적의 부피가 작으면 미끄러짐

각도 이하의 낮은 기울기에서 아예 액적이 이동하지 않는 단점이 있었으

나, 미끄러짐 각도 이상의 기울기에서는 SLIPS 표면에 비해서 10% 가량

더 높은 속도를 기록했다. 이는 윤활유의 점성이 물에 비해서 월등히 높기

때문에 slipping length 가 실제 윤활유 필름 두께에 비해 짧아 유로가 좁

아지는 효과를 유발하기 때문이다.[18]

SLIPS 튜브 내의 액적 속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스케일 분

석을 수행하였다. SLIPS 튜브 내를 채운 물 액적에 대해서 중력에 의한

원동력과 점성에 의한 저항력이 평형을 이루며 그 이동 속도가 결정된다.

점성에 의한 저항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SLIPS 튜브 내의 액적을 도식화하

면 Fig 4.3과 같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게 된다.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

는 물 액적 부분인 bulk와 벽면과 물 액적을 가로지르는 윤활유의 film, 그

리고 윤활유로 이루어진 ridge이다. 이 시스템에서 시간당 에너지 변화율을

통해 에너지 균형을 맞추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


∇
 



∇
 



∇
  (3)

이 때, V는 액적의 속도, 는 빗면 방향의 중력, , 는 각각 물과 윤

활유의 점성, u는 특정 위치에서의 유속, ,  , 는 각각 bu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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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m, ridge 부분에 해당하는 유체의 부피이다. 먼저 이 시스템의 구동력인

중력을 스케일하면 다음과 같다.

∼sin (4)

는 물의 밀도, 는 기울어진 각도, r은 튜브의 반지름, L은 액적의 길

이이다. 이 시스템의 주된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물 액적이기 때문에

물의 중력만으로 구동력이 작동한다고 단순화하였다. 이제 bulk와 film과

ridge에 해당하는 점성 소실을 스케일 법칙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
  ∼ 

 


 (4)

≡


∇
  ∼ 

 


 (5)

≡


∇
  ∼ 

 


 (6)

이 식에서 t는 film의 두께, h와 w는 각각 ridge의 높이와 너비이다. 또

한 은 물과 필름의 경계면에서 필름의 유속인데, 다음과 같은 스케일

링 관계식을 이용해 다른 변수들로 치환이 가능하다.


 ∼

  (7)

위의 관계식을 적용한 뒤, SLIPS 액적 각 부분의 점성 소실인 A, B, C

를 맞물려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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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
   (9)

 ∼ 
    (10)

식 9에서  ×
, ∼  이므로 B는 A에 비해서 10의 3

배수 가량의 차이로 작다. 또한 식 10에서 C와 A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

서 A 다음에 나오는 값들을 로 정의하겠다.

먼저 가 매우 작아 A에 비해서 C가 무시할 수 있는 경우, bulk의 점

성 소실이 지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 하에서 시간당 에너

지 손실율 균형식을 적으면 다음과 같다.

sin∼
 (11)

이 경우, 시스템에 대한 본드 수와 캐필러리 수를 ≡sin,
≡라고 정의하여 정리하면 식 12를 얻을 수 있다.

∼
 

  (12)

즉, bulk의 점성력이 지배적인 경우, 실험 시 제어된 변수들인 ,

를 고정시킬 때, 본드 수와 캐필러리 수는 정비례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쁘아제 유동에서 압력 구배가 높이 차이에 의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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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에너지 차이로 치환된 경우의 평균 유동속도와 유사한 결과로 생각할

수 있다.[19]

한편 가 매우 커서 C에 비해서 A가 무시가능하다면, 점성소실 부분을

ridge가 좌우하게 되는데, 에너지 손실율 계산식은 다음 식 13과 같다.

sin∼
 



 (13)

이 때, ridge의 형상을 좌우하는 w와 h의 비율은 전진하는 필름 위 계면

의 전진 접촉각의 탄젠트값을 통해 대체할 수 있다. 호프먼-태너의 법칙에

따르면, 전면적 젖음(total wetting)에 의한 액체 전진 접촉각은  

의 관계를 통해 나타내는 것이 가능하다.[20][21]




∼tan∼∼ (14)

이와 같이 ridge의 형상에 관련한 항목들과 캐필러리 수를 연결시킨 식

14를 이용하여 식 13을 무차원 변수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된다.

∼ (15)

즉, bulk의 점성 소실이 무시되고 ridge의 점성 소실이 주를 이루는 경

우, 본드 수는 캐필러리 수의 2/3승에 비례한다.

Fig. 4.4에 가 크고 작은 경우의 실험결과를 본드 수와 캐필러리 수에

대해서 나타내었다. 이 데이터에 대해서 멱급수에 대한 1차 최소제곱 회귀

를 수행한 결과, bulk가 지배적인 경우의 데이터에서 캐필러리수가 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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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1.0175승이 구해졌으며, ridge가 지배적인 경우에는 캐필러리수가 본

드 수의 1.4815승으로 계산되었다. 앞선 계산에서 bulk가 지배적일 때 1승,

ridge가 지배적인 경우 1.5승의 결과가 나타나야 하였음을 고려할 때, 우리

의 모델링과 실험값의 기울기간 차이가 2% 이내로 잘 맞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전체 실험 데이터에 대해서 무차원화한 데이터를 Fig 4.5과 같이 표현할

수 있었다. 서로 다른 윤활유층의 SLIPS 표면들에 대해서 ridge 점성 소실

이 크고 기울기가 1인 영역과 bulk 점성 소실이 지배적이고 기울기가 3/2

인 영역이 시각적으로 잘 드러나고 있으며, 또한 이 두 영역 사이의 천이

영역 역시 드러나고 있다. 마른 유리 튜브의 데이터에서는 속도가 빨라지

고 가 커져서 기울기가 3/2인 영역은 드러나지만 속도가 기울기가 1인

영역이 드러나지 않아 사실상 SLIPS 처리가 느린 속도의 이송까지 액적

이송 메커니즘의 범위를 확장시켜 주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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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 The graph of slug velocity vs. tilting angle on (a) dry glass tube,

(b) SLIPS tube (  ), (c) SLIPS tube (  ), (d) SLIPS tub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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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 Schematic of the mechanism for water slug falling down a

SLIPS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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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 Dimensionless velocity, Ca, as a function

of dimensionless weight, Bo. (a) Bulk flow

dominant case (). (b) Ridge dissipation

dominant ca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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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5 The graphs of non-dimensionalized weight(bond number) vs.

non-dimensionalized speed(capillary number) on (a) dry glass tube, (b)

SLIPS tube (  ), (c) SLIPS tube (  ), (d) SLIPS tube

(  ).



- 34 -

4.3 튜브 내 액적의 부피 손실

SLIPS 튜브 내에 액적을 이송시킬 경우 액적의 부피가 온전히 끝까지

이동하는 반면 아무 처리 되지 않은 유리 관 내에 액적을 이동시킬 때에는

얇은 물의 필름이 남게 되므로 액적의 부피는 점차 줄어든다. 액적의 부피

가 줄어드는 속도를 측정한 결과, 액적의 속도가 빠를수록 시간당 부피 손

실은 증가하였다.

액적이 유리관 내를 일정 속도로 지나갈 때, 시간당 부피 손실이 액적

뒤에 남겨진 필름의 부피와 같다고 하면 Fig 4.6과 같은 모델링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다.




 (16)

는 액적 부피의 시간당 변화율, r은 튜브의 반지름, 는 남겨진 필

름의 두께, 은 액적의 미끄러지는 방향과 반대쪽 계면의 이동속도이다.

이 때, 필름의 두께인 는 브레써튼의 법칙에 의해서 캐필러리 수에 대해

다음과 같은 멱함수의 관계를 가진다.[22]




∼

 (17)

은 물과 공기로 이루어진 후면 계면의 속도에 대한 캐필러리 수이며,

 로 계산된다. 이 관계에 따라 식 16을 캐필러리 수와 r을 이

용하여 정리하여 쓰면 다음 식 1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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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수행한 실험에서 후퇴 계면의 속도를 통해 구한 캐필러리 수와 시간당

액적의 유실양을 비교한 그래프는 Fig 4.7과 같다. 데이터의 경향성이 기울

기 5/3에 유사하여 앞서 구한 식 18이 실험 결과를 잘 반영하고 있다는 사

실을 알 수 있다. 결국, SLIPS 표면의 도입은 액적의 부피를 긴 튜브 끝까

지 온전히 전달하게 하는 차별성을 가지며, 이 효과는 특히 캐필러리 수가

큰 액적의 이송에서 극대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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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6 Schematic of the mechanism for water slug volume loss on

bare glass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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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7 Dependence of  on the capillary number for water slug in

glass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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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최근 개발된 탄소 나노 입자를 활용하여 SLIPS를 쉽게 구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은 직물, 평면, 튜브 등 다양한 표면에 대하여 기판의

크기나 구조적 복잡성, 화학적 성분(금속, 유리, 탄소 중합체)에 구애받지

않고 SLIPS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직물 SLIPS에 대해서는 글리세롤

과 토마토 케찹에 대한 방오성능과 수증기 응결에 대한 방담성능을 실험하

였다. 직물 SLIPS는 토바토 케찹에 의한 오염이 제거된 뒤에도 발수성을

유지하였으며, 글리세롤과 같이 물보다 낮은 표면장력을 가진 액체의 액적

을 쉽게 미끄러져 내리게 하여 기존의 초소수 표면을 능가하여 발유성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직물 SLIPS는 저온에서 수증기 응

결에 의한 Cassie 상태에서 Wenzel 상태로의 상변화를 겪지 않아서, 수증

기 응결 후에도 발수성을 유지하는 방담 표면으로 활용이 가능함을 보았

다. 또한 평면 SLIPS 처리 방식을 이용해 튜브 내부에 SLIPS를 구현하여

아무 처리 되지 않은 유리 튜브와의 차별성을 연구하였다. SLIPS 관 내

액적의 미끄러짐 각도는 일반 유리관에 비하여 크기 줄어들어 5° 이하의

낮은 미끄러짐 각도를 유지했는데, 액적 slug의 부피가 적을 때 미끄러짐

각도의 차이는 특히 더 컸다. SLIPS 튜브 내 액적 유동의 속도를 모델링

하여 스케일링 법칙을 이용하여 나타내어 실험과 비교하였다. SLIPS 튜브

내 액적의 유동은 bulk 유동이 지배적인 부분과 ridge 유동이 지배적인 경

우로 나누어 분석되었으며, 각각의 경우 본드 수는 캐필러리 수의 1승과

2/3승에 비례하였다. 한편, 유리관에서 이동하는 액적의 캐필러리 수가 큰

경우, 남기는 필름의 두께는 브레써튼의 법칙에 의해 더 커지므로 액적의

부피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는데, SLIPS 튜브에서는 액적 부피의 손실이

일어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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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SLIPS와 관련한 연구들은 대부분 다양한 SLIPS의 구현 방법이

나 SLIPS의 활용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하지만 SLIPS의 많은 성질

들이 액체의 거동과 관련된 바, SLIPS와 관련된 유체역학적 분석은 SLIPS

의 다양한 활용에 맞추어 SLIPS의 설계변수들을 최적화 하는데 중요한 역

할을 할 수 있기에 그 중요성을 가진다. 우리의 연구를 발전시켜 SLIPS

튜브 내에서의 액적 거동 이외에도 평면 SLIPS나 곡면을 가진 입체

SLIPS 위에서의 액적 거동에 대해서 추가적인 유체역학적 분석이 이루어

진다면, SLIPS를 실제 산업에 적용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탄소 나노 입자를 이용한 직물 SLIPS 표면은 우수

한 방오, 방담 성능을 가진 표면으로 각종 극한 환경에서 내부의 오염을

막는 필터나 보호구로써 응용이 가능하다. 또한 평면 SLIPS와 이를 이용

한 SLIPS 튜브의 경우 산업 플랜트에 적용하면 적은 양의 액체를 중력 외

의 추가적인 외력 없이 부피 손실 없이 온전히 이송하는데 사용할 수 있

다. 또한 페인트 통이나 케첩 병과 같이 액체 용기로 사용하면, 용기 내 액

체를 남김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표면으로도 응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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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curved SLIPS implementation 
using carbon nanoparticles and droplet 

movements on the surface

Min Chan Jung

Department of Mechanical and Aerospace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ntly, Slippery Liquid-Infused Porous Surfaces (SLIPS) emulating

Nepenthes pitcher plants was proposed as a novel nature-inspired

surface, which has many advantages over conventional

superhydrophobic surfaces. In this study, we show that this slippery

surface can be formed on various substrates including fabrics and inner

surfaces of tubes using porous carbon nanoparticle networks

synthesized by glow discharge deposition at low vacuum environment.

The surface is highly slippery so that it does not allow water, glycerol

and ketchup to stay on it. SLIPS fabric also remains slippery even after

vapor condensation in low temperature environment. In the case of

SLIPS tube, we evaluate its advantages compared to bare glass tube.

For SLIPS tube, sliding angles of water slug of various volume stay



- 45 -

smaller than 5 degrees while sliding angle increases with a decrease in

the slug volume for glass tube. By measuring volume loss, we also find

that water slug leaves negligible trailing film behind on SLIPS tube.

Our study can offer a facile pathway to achieving lubricant-infused

slippery surfaces for future applications, such as glasses capable of

resisting fogging and icing.

Keywords : Bio-inspired surface, SLIPS(Slippery

Liquid-Infused Porous Surface), Porous carbon

nanoparticles, Liquid repell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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