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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왁스는 스노우보드나 스키같은 동계 스포츠 종목에서 마찰을 줄이기

위해 널리 사용된다. 왁스는 탄화수소 혹은 탄화플루오르 등의 소수성

물질로 얼음에서 생성된 액막과의 친화력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

나 현재까지 왁스와 같은 소수성 표면이 얼음 마찰을 줄여주는 명확한

이유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팀은 그 이유를 소수성 표면에서 일

어나는 슬립 유동에 기인한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하였다. 상용 왁스

의 마찰 저감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다수의 나노입자들을 섞고 왁스들

의 마찰 계수를 측정하였다. 마찰 계수는 다양한 속도(0.03 m/s 에서 10

m/s)와 온도 대역(-15℃ 에서 –1℃)에서 작동하는 회전형 마찰 측정기

를 통해 측정되었다. 또한 각 왁스들의 슬립 길이를 측정함으로써 왁스

표면 성질과 얼음 마찰력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슬립 길이는 한 면이 왁

스로 코팅된 마이크로채널의 출구 유량을 측정하여 계산하였다. 마찰계

수 측정 실험 결과로부터 왁스의 마찰성능은 온도와 속도에 큰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나노입자가 포함된 왁스는 고온, 고속

의 환경에서 상용왁스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이지만 저온, 저속 환경에서

는 거친 표면으로 인해 상용왁스보다 저조한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나노입자가 첨가된 왁스가 상용왁스보다 슬립 길이가 길게 측정

이 되고 표면거칠기도 더욱 높게 나타났다.

주요어 : 왁스, 얼음 마찰, 나노입자, 마이크로채널, 슬립 길이

학 번 : 2017-29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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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동계 스포츠는 설면과 빙면에서 미끄러지는 특성을 이용하는 스포츠

이다. 특히 스키 점프와 같은 종목은 빙면에서 빠르게 미끄러지며 시속

100 km/h 에 근접한 속도에 도달한다. 빠른 속도는 기록과 직결 되므로

빙면과 스키 플레이트의 마찰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스키 혹

은 스노우보드 등이 얼음에서 미끄러질 수 있는 이유는 얼음 표면에 존

재하는 액막에 의해 윤활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영하에서도 얼음 표면에는 동적인 경우와 정적인 경우 모두 액막이

존재한다. 영하일지라도 얼음 표면의 물 분자는 얼음 내부의 물분자와

달리 불안정한 결합을 하고 있어 Fig. 1 (a)와 같은 유사 액체 층

(quasi-liquid layer)의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1] 또한 스케이트와 같이

면적이 작은 날로 얼음 표면을 누를 경우 높은 압력에 의한 녹는점 강하

가 일어나게 된다(Fig. 1 (b)).[2] 때문에 표면의 얼음이 녹아 스케이트

날 주변에 액막이 형성된다. 또한 현재 가장 받아들여지고 있는 액막 생

성 이론은 마찰열에 의한 액막 생성으로, 동적인 상황의 얼음 마찰에서

액막을 생성하는 가장 주된 요인을 마찰열이라고 설명한다.[3]

선행 연구자들에 의해 얼음에서 스키 플레이트, PTFE, 및 다양한 왁

스와 같은 표면에서 마찰 실험을 진행되었다. 얼음 마찰 실험은 온도와

속도에 큰 영향을 받는다. 이 두 요인에 의해 얼음 표면에 생성되는 액

막의 양이 결정되며 액막의 양에 따라 크게 세 regime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액막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 마찰력이 크게 작용하는 regime인

dry friction이 있다(액막이 일부 존재하는 regime을 boundary friction이

라 한다). 그러나 완전히 액막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윤활 역할

을 할 만큼의 액막이 없는 것이다. 두 번째는 액막이 적절히 존재하는

regime으로 mixed friction으로 액막에 의해 윤활이 일어나 마찰력이 매



- 2 -

우 낮게 측정된다. 세 번째는 액막이 지나치게 많이 생성되어 오히려 저

항으로 작용하는 regime으로 hydrodynamic friction이 있다.

Hydrodynamic regime에서는 capillary bridge에 의한 viscous shearing

과 capillary drag가 지배적으로 작용하여 마찰력이 다시 상승하게 된다.

얼음 마찰은 이와 같이 Stribeck curve로 액막의 높이에 따라 달라지는

얼음 마찰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4]

일반적으로 스키 플레이트는 UHMWPE(ultra-high-molecular-weight

polyethylene) 재질로 만들어지고 얼음 표면에서 생성된 액막과의 인력

을 줄이기 위해 hydrocarbon 계열의 소수성 스키 왁스를 코팅하여 마찰

을 줄인다. 왁스는 성분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00° 전후의 접촉각을 가

지고 있다. 스키 왁스 제작 회사들은 hydrocarbon의 수소를 불소로 치환

한 fluorocarbon 기반 왁스를 제작하여 더욱 소수성을 높이고 먼지 접착

력을 줄이기도 한다. Fluorocarbon은 액막과의 친화력을 더욱 떨어뜨리

기는 하나 가격이 hydrocarbon보다 비싸며 fluorocarbon의 비율이 증가

한다고 하여 성능이 선형적으로 증가하지는 않는다.[5],[6]

선행연구자들에 의해 왁스와 같은 소수성 표면과 얼음의 마찰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얼음 표면에 생성되는 액막은 윤활 역할을 하여 마

찰력을 감소시키지만 지나치게 많을 경우 마찰력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액막의 약이 많아질 경우 capillary bridge에 의한 capillary drag가 증가

하고 viscous shear drag가 증가한다. 때문에 이 두 저항력을 감소시키

기 위해 소수성 표면이 사용된다. 소수성 표면은 친수성 표면보다 표면

거칠기가 거칠어 액막이 많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친수성 표면보다 마찰

력을 증가시키지만 액막이 충분히 존재할 경우 마찰력을 감소시킨

다.[7],[8]

소수성 표면, 특히 초소수성 표면에서는 친수성 표면과 다르게 슬립

유동이 일어난다. 친수성 표면에서 유동이 일어날 경우 표면에서의 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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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0 이고 이를 no-slip condition이라 한다. 그러나 소수성 표면에서는

슬립 유동이 일어나 속력이 0 이 아니게 된다. 즉 표면에서도 유동은 일

정 속력을 가지게 되고 전단속력은 줄어들게 된다. 슬립 유동의 정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표면거칠기, 전단속력, nanobubbles 등이 있다. 슬립 유

동의 정도는 슬립 길이 측정을 통해 판단할 수 있는데 그 방법으로는

PIV, SFA(surface force apparatus), pressure-driven flow 로부터 측정

이 가능하다. 이렇게 측정한 슬립 길이는 소수성 표면에서는 10 – 50

nm, 초소수성 표면에서는 최대 200 μm 까지 나타난다.[9],[11],[12],[13]

본 연구에서는 왁스에 DLC(diamond-like carbon) 나노입자를 첨가하

여 마찰 성능을 높이고 다양한 왁스와 함께 마찰계수를 측정하였다. 또

한 왁스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슬립 유동을 마이크로채널의

pressure-driven flow로부터 슬립 길이를 측정하여 정량화하여 왁스의

마찰 저감 메커니즘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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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 (a) Decrease of melting temperature by increased pressure. (b)

Premelted layer on the surface of 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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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장치 및 실험방법

2.1. 왁스 제조 및 왁스 코팅 방법

왁스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나노입자를 섞어보았다.

BaTiO3와 DLC(diamond-like carbon) 나노입자는 각각 20 – 40 nm의

크기를 가진 입자이며 모두 소수성 성질을 가지고 있다. DLC 나노입자

의 경우 플라즈마 증착 장비를 통해 만들어진다. C2H2 기체를 글로 방

전시켜 진공 챔버 내부 벽면에 붙은 나노입자들을 회수한다. 이렇게 얻

어진 나노입자는 Fig. 2 (a)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엉겨붙은 상태이며

다공성 구조를 가지고 있고 접촉각이 150°에 달할 정도로 매우 소수성이

다.[10] BaTiO3 나노입자 역시 약 137° 의 접촉각을 가지고 있는 소수성

나노입자이다.

나노입자는 불안정하여 상온 대기압에서 엉겨붙어 있기 때문에 분산

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왁스를 100℃에서 녹인 후 입자를 2.5% 질량비

로 섞은 후 이를 30분간 음파 처리하여 나노입자를 골고루 분산시켰다

(Fig. 2 (b)). Fig. 3에서 볼 수 있듯이 ESEM으로 왁스 표면에 나노입자

가 골고루 분산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왁스를 코팅하는 재질은 UHMWPE로 점프스키의 재질과 동일한 재

질을 10 mm × 30 mm × 6 mm 로 가공하여 마찰 측정 시편으로 사용

하였다. 다리미를 거꾸로 뒤집고 가열되는 면 위에 평평한 PDMS 시트

를 올리고 왁스를 일정량 녹인다. 왁스가 충분히 녹았을 때 UHMWPE

시편의 코팅하고자 하는 면을 왁스가 녹은 곳에 놓은 후 40g의 하중으

로 눌러주고 식히면 왁스가 코팅된 UHMWPE를 PDMS 시트로부터 쉽

게 분리할 수 있다. 왁스가 코팅된 면을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다소

울퉁불퉁한 면이 생성되어 있음을 Fig. 4 (a)로부터 알 수 있다.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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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점프스키에 왁스를 코팅한 후 brushing 과정을 거쳐 왁스를 일부

제거하는데 본 연구에서도 시편의 두꺼운 왁스(대략 20 – 60 μm 두께)

를 아크릴 블레이드와 왁스 전용 브러쉬를 통해 brushing 하였다.

Brushing 과정을 거치고 난 후 왁스 표면은 Fig. 4 (b)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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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2 (a) Diamond-like carbon nanoparticles (DLC) in bottles (b) After

sonication of wax and DLC nanoparticles at 100℃ (300 g). (c) DLC

nanoparticle contained wax 500 g (left) and commercial wax 75 g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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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 (a) ESEM image of commercial wax surface. (b) ESEM

image of BaTiO3 nanoparticles contained wax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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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 (a) Wax surface coated on the UHMWPE specimen by a steam iron.

(b) Wax surface after brushing with acrylic wax scraper (Toko Plexi Bl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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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마찰 측정 장비 및 방법

왁스의 마찰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마찰계수를 측정하는 장비가 필

요하다. 다양한 속도와 온도 대역에서 실험이 가능해야하므로 항온항습

기 내부에 자체적으로 제작한 회전형 마찰측정기(Fig. 5 (a),(b))를 설치

하고 마찰력을 측정하였다. 직경 330 mm의 알루미늄 고리의 얼음 트랙

을 0.03 m/s에서 10 m/s 의 속도로 회전시킬 수 있. 마찰 실험은 특성상

오차가 크고 실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많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

기 위해 다양한 장치 설계를 하였다.

실험이 고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장비의 진동을 억제할 수 있는 수

단이 필요하다. 때문에 회전축을 포함하여 시편 연결부, 수직력 인가장치

등에 서스펜션이 다수 들어가 있다. 또한 알루미늄 트랙이 회전하며 바

퀴살에서 발생하는 바람의 영향을 없애기 위해 트랙윗면을 덮는 PET

필름을 설치하였다.

마찰이 일어나는 얼음 표면은 안전상의 문제와 실험 오차를 줄이기

위해 매끈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얼음을 정방향(아래에서 위)으로 얼릴

경우 부피 팽창에 의해 역고드름이 생성되어 울퉁불퉁한 표면이 생성된

다. 역고드름은 왁스 시편의 표면을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실험 오차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Fig. 6 (a)와 같이 알루미늄 트랙을 거꾸로 뒤집

고 테플론 판에 놓은 후 물을 채워 얼려 매끈한 표면을 얻었다. 이때 급

속 냉각시켜 얼릴 경우 알루미늄판의 열전도율이 매우 커서 표면근처에

기포가 생성된다. 따라서 물을 0℃로 만든 후 천천히 얼려 표면 근처 기

포를 제거하였다.

마찰력 측정은 로드셀(PW4C3/300 g,HBM)을 사용하였다. 최대 측정

용량은 3 N이고 정확도는 0.03% 이다. 왁스 시편은 PET 필름으로 만들

어진 시편 연결부를 통해 로드셀에 연결되어 있다. 얼음 트랙이 10바퀴

회전할 때의 마찰력을 평균내고 가해주는 하중으로 나누어 마찰계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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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였다.

하중을 가하는 방법은 Fig. 6 (b)와 같이 수직력 인가장치를 사용하여

원하는 하중을 주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편은 시편 연결부를 통해

로드셀에 이어져있어 정확한 하중을 알아내기 어렵다. 따라서 시편연결

부와 시편을 수직력 인가장치로 들어올려 얼음과 접촉하지 않는 상태에

서 linear stage를 이용하여 특정 하중에 도달하도록 하강시켰다. 수직력

인가장치 아래에도 로드셀을 설치하여 100 g의 하중을 일정하게 가하였

다. 얼음 트랙을 회전시켜 마찰력을 측정할 때 시편에 가해지는 하중 역

시 측정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얼음 트랙의 기울어진 정도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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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Fig.6 (a) An experiemental setting for rotational

tribometer. (b) A schematic of friction measurement

by rotational trib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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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6 (a) A schematic of freezing method to

flatten the ice track. (b) A schematic of

normal force generator using buoyancy.



- 14 -

2.3. 슬립 길이 측정 장비 및 방법

슬립 길이는 일반적으로 수 나노미터에서 수백 마이크로미터까지 다

양한 범위로 측정이 되나 일반적으로 매우 작은 스케일의 길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슬립 길이를 측정하기 위한 장비 역시 마이크로 혹은 나노

스케일이어야 한다. 슬립 길이는 직접 측정할 수 없고 속도분포상

(veloctiy profile)으로부터 계산해 내거나 SFA(surface force apparatus)

를 이용하여 표면 힘을 측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11],[12]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마이크로채널을 제작하여 속도분포상을 구하였다.

마이크로채널은 한 면이 왁스로 코팅되어 있어야하고 다른 한 면은

친수성 표면, 즉 no-slip condition이어야 한다. 실리콘 웨이퍼를 코팅하

고자 하는 부분만큼(1 mm × 20 mm) 식각하고 식각한 부위에 왁스를

채워넣기 위해 다리미위에 왁스와 함께 올린다. 이렇게 굳은 왁스는 식

각한 부위를 메우고 여분의 왁스는 돌출된 상태로 굳는다. 여분의 왁스

를 제거하고 매끈한 표면을 얻기 위해 면도칼로 긁어냈다(Fig. 7). 이는

2.1. 의 왁스 시편을 만들 때 brushing 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

다. 채널을 만들기 위해 포토리소그래피로 깊이 1 mm × 20 mm × 30 μ

m 의 양각 채널을 만들고 이로부터 PDMS 마이크로채널을 제작한다.

마지막으로 PDMS 마이크로채널과 왁스가 코팅된 실리콘 웨이퍼를 플라

즈마 본딩시켜 마이크로채널 시편을 만든다(Fig. 8 (a),(b)).

마이크로채널에 constant pressure로 유동을 흘려주면 채널 내부의 슬

립 유동에 따라 출구 유량에 차이가 생긴다. 본 연구에서는 constant

pressure pump (ONIX microfluidic perfusion system, CellASIC

Corporation)을 사용하여 3450 Pa 의 압력으로 유동을 생성하였다. 채널

내부 유동은 운동량 방정식에 의해 간단히 해석될 수 있다. 물의 점성과

밀도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steady state의 층류 유동을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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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oundary condition에 왁스 코팅면(윗면)에서는 슬립 유동이 일어나고

PDMS 면(아랫면)에서는 no-slip condition을 적용시켜준다.

         (2)

운동량 방정식을 위 조건으로 풀게 되면 채널 내부 유동의 속도분포상을

알 수 있다. 속도분포상은 아래와 같이 표현되며 슬립길이 b의 함수로

표현된다.

  




 

 

 
 (3)

위 속도분포상을 적분함으로써 깊이 30 μm 에 해당하는 채널의 유량 Q

를 구할 수 있다. 유량 역시 슬립 길이 b의 함수로 표현된다.

 








(3)

마지막으로 슬립 길이 b를 Q의 함수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은 계산식을

구할 수 있다.

 
 

    




 (3)

유량 이외의 모든 변수는 통제 가능하므로 유량을 측정하면 슬립 길이를

바로 계산할 수 있다. 유량 측정은 Fig. 9과 같이 마이크로채널의 출구의

내경 0.79 mm의 타이곤 튜브에서 dh/dt를 계산하여 면적을 곱해 계산하

였다. dh/dt는 초고속 카메라를 사용하여 타이곤 튜브의 하단에서 1 –

2 mm 떨어진 부분부터 2 mm 정도 진행할 때의 속도를 측정하였다. 마

이크로채널 출구에서 바로 측정하지 않은 이유는 타이곤 튜브가 탄성변

형되어 내경이 본래 값인 0.79 mm 보다 작게 수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2mm 가량의 높이를 상승할 때의 속도를 측정한 이유는 물기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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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가 높아질수록 중력에 의한 물기둥의 무게가 dP/dx 값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Constant pressure pump에서 가해주는 압력이 3450

Pa 이므로 1 – 2 mm 정도의 물기둥이 주는 압력 9.8 – 19.6 Pa은 무

시할 수 있는 수준이다. 마이크로채널 출구의 높이와 수조에 들어있는

물의 높이는 같게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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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A wax coated silicon wafer after

brushed by a raz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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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8 (a) A microchannel with one side coated by wax. A wax

coated silicon wafer plasama bonded with a PDMS microchannel. (b)

A schematic of micro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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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An experimental setting for slip

length measurement (volume flow rate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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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표면거칠기 측정

표면거칠기는 슬립 유동을 야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9] 본 연구에서

사용한 왁스는 상용왁스와 나노입자를 첨가한 왁스가 있다. 나노입자를

첨가한 왁스의 경우 brushing과정을 거치고 난 후 표면에 나노입자가 노

출되어 표면거칠기를 더욱 높일 것이라 기대하였다. 때문에

AFM(atomic force microscopy)를 사용하여 1 μm × 1 μm 표면에 대해

표면 형상 이미지를 얻고 rms 표면거칠기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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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찰계수 측정 결과 및 분석

얼음에서의 마찰은 온도, 속도, 얼음의 경도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가장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온도와 속도로, 얼

음 표면에 생성되는 액막의 양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있다. 온도가

높을수록 (녹는점에 가까울수록) 액막의 양이 많아지고 얼음에서 미끄러

지는 물체의 속도가 빠를수록 액막의 양이 많아진다. 따라서 본 실험에

서는 온도를 일정하게 하고 속도를 변화시키며 마찰계수를 측정하고 속

도를 일정하게 하고 온도를 변화시키며 마찰계수를 측정해 보았다.

온도는 녹는점에 가까운 –1℃와 저온인 –15℃에서 속도를 0.03 m/s,

0.1 m/s, 1.0 m/s, 10 m/s로 변화시키며 마찰계수를 측정하였다. 왁스 시

편은 상용왁스(Holmenkol Betamix red)와 DLC 나노입자 첨가 왁스, 그

리고 BaTiO3 나노입자 첨가 왁스를 코팅한 UHMWPE 시편을 사용하였

다. 각 실험은 모두 3번씩 진행되었고 마찰계수는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실험결과는 Fig.11 (a), (b)에서 확인할 수 있다.

Fig.11 (a)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에서 마찰계수는 속도가 증가

할수록 낮아졌다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속도가 낮을 때에는 마찰열

이 충분하지 않아 액막이 적게 형성되나 속도가 증가할수록 액막의 양이

많아지고 따라서 윤활효과에 의해 마찰계수가 낮아지게 된다. 그러나 속

도가 더욱 빨라져 액막이 지나치게 많이 형성되면 액막의 면적이 넓어지

게 되고 이로 인한 viscous shear drag와 capillary drag가 증가하여 마

찰계수가 증가하게 된다. 전반적으로 상용왁스는 나노입자 첨가왁스보다

높은 마찰계수를 보이나 BaTiO3를 첨가한 왁스는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상용왁스보다 높은 마찰계수를 보였다. 그러나 DLC 나노입자를 첨가한

왁스는 전 구간에서 상용왁스보다 우수한 마찰 성능을 보였다.

반면 –15℃ 에서의 결과(Fig.11 (b))를 보면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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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찰계수는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저온 저속 구간에

서는 얼음 표면에 액막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마찰의 대부분이 표면거칠

기에 의해 일어나는 dry friction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때문에 마찰계

수도 0.15 – 0.2 정도의 매우 높은 수치로 측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러나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액막이 형성되며 윤활역할로 인해 지속적으

로 마찰계수가 감소한다. 액막이 저항으로 작용할만큼 많이 형성되지 않

았기 때문에 마찰계수는 계속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이는 것이다.

Fig.12 (a)는 속도가 0.03 m/s 로 매우 낮을 때 온도를 –1℃, -5℃,

-10℃, -15℃로 변화시키며 마찰계수를 측정한 결과이다. 0.03 m/s 에서

는 마찰계수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녹

는점에 가까워질수록 액막의 양이 많아지며 윤활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10 m/s 에서는 마찰계수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

을 보인다(Fig. 11 (b)). 속도가 빨라 마찰열이 많은 상황에서 녹는점에

가까워지면 액막의 양이 많아져 액막에 의한 저항이 증가하게 된다. 10

m/s에서 DLC 나노입자를 첨가한 왁스가 전 온도대역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온도와 속도를 변화시키며 마찰계수를 측정한 결과는 Stribeck

curve(Fig. 12)로 간단히 설명된다. 저온-저속 구간은 Stribeck curve의

boundary lubrication 혹은 dry friction에 해당한다. 저온에서 속도가 증

가함에 따라 마찰계수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Fig.11 (b), 혹은 저속

에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마찰계수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Fig.12

(a)는 매우 높은 마찰계수가 dry friction이다. 저온-고속 혹은 고온-저속

구간은 mixed friction에 해당한다. 실제로 실험 결과를 보면 왁스들의

마찰계수가 가장 낮게 측정된 조건이다. 고온-고속 구간은

hydrodynamic friction에 해당된다. 고온에서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마찰

계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Fig.11 (a), 혹은 고속에서 온도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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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 따라 마찰계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Fig.12 (b)가

hydrodynamic friction이다. 초소수성 나노입자인 DLC 나노입자를 첨가

했을 때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인 조건은 mixed friction 혹은

hydrodynamic friction에 해당된다.

액막이 성장함에 따라 hydrodynamic regime에서 마찰을 증가시키는

이유는 열 평형식을 간단히 해석하여 알 수 있다. 슬라이더(왁스)와 얼음

의 마찰은 표면거칠기에 의한 dry friction과 액막에 의한 hydrodynamic

friction로 구성되어 있다.

     (4)

hydrodynamic friction regime 에서는 액막이 충분하여 dry friction이 무

시 가능하다. 수력학 마찰은 액막의 viscous shearing과 capillary drag로

이루어져 있다.

     (5)

실험환경의 Ca 수를 계산해보면 대략 0.1로 capillary drag를 무시할 수

있다. 따라서 마찰열은 오직 viscous shearing에 의해서만 생성되고 마찰

계수는 다음과 같이 간단히 표현된다.




(6)

는 마찰계수, 는 전단속력, 는 접촉면적, 은 슬라이더의 무게이다.

Viscous shearing에 의한 마찰열은 얼음을 녹이거나 슬라이더와 얼음으

로 열을 전도하는데 사용된다.

     (7)

전도열과 융해열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전도열이 무시 가능하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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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viscous shearing에 의한 마찰열은 모두 얼음을 녹이는데 사용된

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얼음에 생성되는 액막의 높이를 간단히

계산할 수 있다. 접촉면은 한 변의 길이가 a 인 정사각형으로 가정한다.

 




(9)

는 액막의 높이, 는 슬라이더의 속력, 는 접촉면의 한 변의 길이, 

은 융해열, 는 물의 밀도이다.

식 (6) 에서 얼음 마찰은 전단속력과 접촉면적에 비례함을 알 수 있

다. 액막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마찰계수는 낮아지나, squeeze out flow에

의해 액막의 면적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곧 슬라이더와 얼음의 접촉면

적 증가로 이어진다. Fig. 13는 –1℃에서 0.03 m/s 로 회전시킬 때의 실

접촉면적(real contact area)를 가시화한 것으로, 검은 부분으로 표시되는

액막의 면적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다. 따라서 실험적으로 온도가

높아질수록 액막은 더욱 넓게 관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25 -

(a)

(b)

Fig. 10 Friction coefficient of waxes by velocity

(a) -1℃ (b)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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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1 Friction coefficient of waxes by

temperature (a) 0.03 m/s (b) 10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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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Stricbeck curve in ice friction with three

regimes (dry friction, mixed friction, and

hydrodynamic fr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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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Real contact area (black area) in ice friction

observed by total reflection of quartz p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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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슬립 길이 측정 결과 및 분석

마찰계수를 측정하였던 왁스들을 대상으로 슬립 길이를 측정했다.

Fig. 14의 결과로부터 알 수 있듯이 모든 왁스에서 수 마이크로미터 수

준의 슬립 길이가 측정이 되었다(표면처리를 하지 않은 실리콘 웨이퍼의

경우 슬립 길이는 측정되지 않는다). 나노입자가 함유된 왁스는 상용왁

스보다 슬립 길이가 길게 측정이 되었으며 DLC 왁스의 것이 가장 길게

측정이 되었다. 측정된 슬립 길이를 통해 마이크로채널 내부의 유동을

해석적으로 구하여 그려보면 Fig. 15 같이 표현된다.

실제 얼음 마찰에서 생성되는 액막의 유동은 Couette 유동을 가정할

수 있으므로 선형 속도분포상(Fig. 16 (b))을 가지고 있다. 이는 슬립 길

이 측정 실험에 사용한 마이크로채널의 유동(Poiseuille 유동, Fig. 16

(a))과는 사뭇 다른 형태이다. 왁스 표면이 움직이는 슬라이더에 존재하

므로 슬립 유동은 마이크로채널 실험처럼 정지된 표면에서 일어나는 것

이 아니다. 때문에 슬라이더의 속도가 라고 한다면 슬라이더 표면

(왁스)에서의 유속은 으로 보다 작은 값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실제 얼음 마찰 환경에서 슬립 유동이 얼마나 일어났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슬립 길이를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측정된 마찰계수를 통해 전단속력을 비교하여야 한다.

앞서 식 (6)으로부터 hydrodynamic regime 혹은 mixed regime에서의

얼음 마찰계수는 전단속력에 비례함을 확인했다. Hydrodynamic regime

인 고온-고속 환경에서의 상용왁스와 DLC 나노입자 첨가 왁스의 전단

속력 비율은 다음과 같이 간단히 계산할 수 있다.

 


 


(10)

이렇게 계산한 비율은 0.73으로 DLC 나노입자 첨가 왁스가 상용왁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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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마찰력을 효율적으로 감소시켰음을 나타낸다.

왁스 표면에서의 슬립 길이로부터 전단속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속도

분포상을 해석적으로 구한 후    를 계산하여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구한 DLC 나노입자 첨가 왁스와 상용왁스의 전단속력 비율은

0.97로 실제 얼음 마찰 실험으로부터 구한 값에 훨씬 못 미친다. 즉 우수

한 마찰성능을 보인 DLC 나노입자 첨가 왁스의 표면에서 슬립 유동이

마찰 저감에 기여하는 바가 적다는 뜻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진행 한 두 실험인 얼음 마찰 실험과 슬립 길이

측정 실험의 환경은 매우 다르다. 얼음 마찰 실험에서 생성된 액막의 유

동 전단속력을 계산해보면   ×
로 매우 큰 값을 가진다. 이 때

유동의 속력 는 가해준 슬라이더의 속력인 10 m/s를 사용하였고 액막

의 높이 는 식 (9)로부터 계산하였다. 반면, 슬립 길이 측정 실험에서의

유동 전단속력을 계산해보면   으로 에 훨씬 못 미치

는 값을 가짐을 알 수 있다. Thompson(1997)에 따르면 전단속력과 슬립

길이는 비례하는 관계에 있고 전단속력이 늘어날수록 슬립 길이는 급격

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4] 따라서 슬립 길이 측정실험에서

측정된 전단속력 감소율은 실제 얼음 마찰 환경에서는 훨씬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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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Slip lengths of three w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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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Analytic solution of slip flow in

microchannel driven by measured slip leng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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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6 (a) A slip flow in microchannel with slip length. (b) A slip

flow in ice friction with slip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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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표면거칠기 측정 결과 및 분석

표면거칠기는 슬립 유동이 일어나게 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Fig. 1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rms 표면거칠기 측정결과는 슬립 길이 측

정 결과와 동일한 경향성을 보인다. 나노입자를 첨가한 왁스가 상용왁스

보다 표면거칠기가 크게 측정되었고 DLC 나노입자 첨가 왁스가 가장

거친 표면을 가진다. 동일한 brushing 과정을 거쳤으나 표면거칠기가 다

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표면에 나노입자가 노출되기 때문이다(Fig. 18).

점프스키에 왁스를 코팅하고 brushing을 거치는 것은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다. 이는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스키점프 팀마다 고유의 노하우를

지니고 있어 얼마나 왁스를 벗겨내고 어떤 방법으로 벗겨내는가 또한 우

수한 마찰성능을 가지는 표면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나노입자를 통해 동일한 brushing 과정을 거쳤음에도 더욱 표면거칠기가

거친 표면을 만들어 냈다. 나노입자들에 의해 왁스 표면은 보다

Cassie-Baxter model에 가까워지게 되고 더욱 소수성 성질을 띄게 되어

슬립 유동이 더욱 크게 일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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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RMS surface roughness of three w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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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18 AFM images of three waxes (a) Commercial wax. (b)

BaTiO3 nanoparticle contained wax. (c) DLC nanoparticle contained

w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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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본 연구에서는 스키 플레이트에 코팅된 왁스와 얼음의 마찰의 메커니

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나노입자를 첨가하여 보다 향상된 성능의

왁스를 만들고자 했으며, 속도와 온도를 변화시키며 회전형 마찰 측정기

로 얼음과 왁스 사이의 마찰력을 측정하고 성능을 검증하였다. 또한 이

전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던 소수성 표면이 얼음에서 우수한 마찰성

능을 보이는 것을 표면의 슬립 유동 때문이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하

였다. 그러나 제한적인 실험환경 때문에 슬립 유동이 마찰 저감을 일으

키는 주된 원인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었다. 얼음마찰과

같이 전단속력이 매우 빠른 경우에 대한 슬립 길이 측정, 혹은 슬립 유

동을 정량화 하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끝으로, Mixed

friction과 hydrodynamic friction regime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DLC 나노입자 첨가왁스는 실제 스키점프 현장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보

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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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duction of friction between

ski plate and ice by wax

Minwook Chung

Department of Mechanical and Aerospace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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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Waxes are widely used in winter sports such as skiing and

snowboard to reduce ice and snow friction. Hydrocarbon or

fluorocarbon based ski wax reduces drag caused by water film on the

ice surface. However, there is no clear description of friction

reduction by hydrophobic surface. We proved experimently that slip

flow contributes to ice friction reduction. To improve the

friction-reducing effect of commercial waxes, we added various kinds

of nanoparticles and measured friction coefficient. Friction coefficient

was measured by the rotational tribometer which operated at a wide

range of velocity (0.03 to 10 m/s) and temperature (-15℃ to –1℃).

In addition, slip lengths of each wax are measured to verify

correlation between wettability of waxes and ice friction. We used

wax-coated microchannels to measure slip lengths. The tests showed

that the effect of waxes is strongly affected by temperature and

velocity. Especially, nanoparticle contained wax showed b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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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at high temperature and high velocity than commercial

wax, and showed worse performance at low temperature and low

velocity than commercial wax. In addition, nanoparticle contained wax

showed higher slip length and rougher surface roughness than

commercial wax.

Keywords: Wax, ice friction, nanoparticle, microchannel, slip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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