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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탄소나노튜브(CNT)와 표면에너지가 낮은 발수제를 이용하

여 마이크로-나노의 이중구조를 직물표면에 제작함으로써 초소수성 직

물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직물의 표면 거칠

기를 계산하고 그 표면 거칠기와 표면에너지가 소수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탄소나노튜브를 처리한 직물의 초소수 성능을 평가 분

석하고 적절한 평가방법을 제안하였다.

시료는 실의 굵기와 사가공을 달리한 폴리에스터 직물에 필름을 포함

하여 총 여섯 가지를 사용하였고 발수제는 표면에너지가 다른 세 가지

(Silicone, Fluoro I, Fluoro II)를 사용하여 각 시료에 처리하였다. 나노입

자로는 강산에 처리하여 표면 개질된 탄소나노튜브를 사용하였으며 분산

성이 가장 우수한 Fluoro II에만 분산하여 여섯 가지 시료에 처리하여

탄소나노튜브에 의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발수제 처리한 시료는 Wenzel

과 Cassie-Baxter 수식을 통해 표면 거칠기를 계산하였으며 발수제에

의한 나노사이즈의 표면 거칠기와 화학 조성분을 비교 평가하였다. 또한

가공 전후의 소수성을 평가하기 위해 정적접촉각, shedding angle, 접촉

각 히스테리시스로 분석하였으며 공기 및 수분투과 성능을 평가하였다.

실험결과 미처리 직물은 필라멘트수가 많고 실이 굵을수록 높은 표면

거칠기를 가지고 있었고 발수처리한 직물의 표면 거칠기를

Cassie-Baxter 수식을 통해 계산한 결과 모든 시료에서 물방울과 고체

표면 사이에 끼어 있는 공기와의 접촉비율()이 0보다 큰 값을 가지며

물방울이 고체표면과의 접촉비율()과 를 더한 값이 1보다 커

Transitional state에 속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직물 표면의 거칠기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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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너지가 소수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표면에너지가 낮을수록 

값이 커져 더 높은 접촉각을 나타냈으며  값이 크면서   가 1에

가까울수록 높은 접촉각과 낮은 shedding angle 을 가지고 있었다.

Cassie-Baxter의 수식으로 계산한 접촉각과 실제 측정한 접촉각을

비교한 결과 상당히 일치하는 경향을 보여 이 수식을 통해 특정 접촉각

을 가지는 직물의 밀도를 돌기 사이즈별로 계산할 수 있었다.

탄소나노튜브는 수백나노 사이즈의 표면거칠기를 가지고 있으며 접촉

각 향상과 shedding angle을 낮추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탄소나

노튜브의 농도를 증가 시켰을 때 더 낮은 shedding angle 값을 가져 탄

소나노튜브가 표면과 물방울 사이에서 접촉면적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나노튜브를 두 번 처리한 50D 직물은 158°의 높은

접촉각과 5°의 낮은 shedding angle 값을 가지며 바운싱 현상 등 초소수

성 표면에서 보여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150°의 높은 접촉각을 가지는 초소수성 표면은 정적 접촉각 보다 시료간

의 변별력을 높일 수 있는 shedding angle로 초소수성을 평가하는 것이

더 적합한 방법임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초소수성, 표면에너지, 표면거칠기, 접촉각, 탄소나노튜브

학 번 : 2003-2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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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초소수성 표면은 물에 젖지 않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는 표면으로 최근 들어

산⋅학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초소수성 표면이 가지는 방오성과

self-cleaning 기능은 반도체 소재, 자동차 유리, 건축 코팅제 등의 산업용 소재

로 적용할 수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초소

수성 표면은 150° 이상의 높은 접촉각과 낮은 기울기각 그리고 낮은 접촉각 히

스테리시스를 갖는 표면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자연 상태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

인 초소수성 표면은 연잎(Lotus leaf)을 들 수 있다[1-4].

1936년 Wenzel은 표면의 거칠기가 접촉각에 미치는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1944년 발표된 Cassie와 Baxter의 연구는 고체와 공기가 혼합된 porous surface

에서 더 우수한 소수성을 가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들 두 연구는 최근 십

여 년 동안 수천 건이 인용되며 소수성 연구 분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5]. 특히 초소수성에 대해 “lotus effect”라는 표현은 1996년 Onda 등의

Langmuir 지에 게재된 논문에 의해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다[6].

연잎은 self-cleaning 기능을 가지는 대표적인 초소수성 표면으로 그 표면 구

조를 분석해 보면 수십마이크로 사이즈의 돌기에 수십나노 사이즈의 나노입자가

붙어 있는 이중구조로 되어 있으며 구성성분은 표면에너지가 낮은 왁스 성분으

로 되어있다[7-10]. 연잎의 왁스성분 자체의 접촉각은 110°〫 정도이지만 표면의

이중구조에 의해 160° 이상의 높은 접촉각과 2°의 낮은 접촉각 히스테리시스를

가지고 있다. 최근 초소수성과 관련한 많은 연구가 이런 연잎의 구조적 특성을

모방하여 재현하는 제조 방법에 대한 연구가 소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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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수성 표면을 제조하는 방법은 크게 하향식(top-down) 접근법, 상

향식(bottom up approaches)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병합하는 방법으로

요약할 수 있다[3]. 하향식(Top-down)접근법은 몰딩과 복제 단계를 가

지는 템플레이션[11], 광경화성 수지와 특정 마스크를 이용하여 의도된

디자인의 마스크에 레이저를 조사시켜 패턴을 제작하는

photolithography[12-15], 플라즈마 처리에 의한 식각(etching)[16-22]의

방법으로 초소수성 표면을 제작할 수 있다. 반면 상향식(bottom up

approaches) 접근법은 용액 혹은 기상에서 에너지가 최소가 되어 안정적

인 구조가 될 때까지 자가조립(self-assembly)의 병합방법으로 하향식

보다 더 크고 복잡한 표면 제조가 가능한 방법이다[23-26]. 또한 이 두

가지 방법을 병합한 하이브리드형 제조 방법도 자주 소개되고 있다. 특

히 자가조립 후 플라즈마 처리에 의한 식각, 전기방사 후 그 위에 표면

에너지가 낮은 물질의 화학증착을 실시하여 초소수성 표면을 제조하는

것은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27-31].

초소수성 표면과 관련한 기존 선행연구들은 산업용 소재로의 용도개

발을 위해 사용한 물질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이들 연구는 lotus effect의

원리 분석과 wettability의 이론적 분석에 대한 연구에 집중된 반면 의류

소재와 관련한 초소수성 연구는 미미한 수준이다. 기존 선행연구 중에

대표적인 의류소재용 초소수성 연구의 내용과 한계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Qi 등[32]은 TiO2와 SiO2를 이용하여 사이즈가 큰 silica입자에 미세

한 titania shell이 붙은 이중구조를 가지는 가공제를 면직물에 처리하여

초소수성을 가지는 소재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초소수성을 정확하게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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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지 않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Zimmermann 등[33, 34]은 PET 직물에 polymethylsilsesquioxane

(CH3SiO3/2)을 처리하여 섬유에 실리콘 나노필라멘트가 자라나 높은 접

촉각과 낮은 접촉각 히스테리시스를 가지는 초소수성 소재를 개발하였

다. 그러나 나노필라멘트의 내구성이 취약하여 1회 세탁 후 세제에 의한

손상이 심하고 그로인해 초소수성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의류소재로의

적용에 한계를 보였다.

Yuyang Liu 등[35]은 탄소나노튜브 표면에 S2O8
2-와 H2O2를 개시제

로 부착시킨 후 PBA(poly-butylacrylate)와 중합시킨 용액에 면직물을

dipping-padding-drying-curing 과정을 거쳐 가공한 직물의 방염성과 초

소수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면섬유를 피복하고 있는 탄소나노튜브와

PBA에 의해 높은 방염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접촉각 150° 이상의 초소

수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가공 직물은 50℃ 이상의 뜨거운 물에

서도 높은 발수성을 가져 화상보호용 직물로의 용도를 제안하였다.

직물 구조에서 초소수성을 평가하는 연구를 살펴보면 직물은 접촉각

측정시 표면과 물방울의 계면이 선명하지 않아 측정값의 오차가 크며 높

은 접촉각에서 시료간의 변별이 어려움을 지적하였다[36]. 또한 접촉각

히스테리시스는 실제 거친 표면에서 측정하기 불가능한 방법으로 그 대

안으로 물방울이 굴러 떨어지는 표면 기울기 각이나 물방울이 이동하는

이미지로 대체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37, 38]. 이와 같이 대체로 의

류소재 분야에서의 초소수성 연구는 최근에 시작되어 그 연구사례가 적

으며 초소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평가방법과 이론적인 체계가

부족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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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수성 직물의 용도는 잦은 세탁을 줄일 수 있어 세탁 내구성이 약한 기능

성 membrane을 가공하는 투습방수 소재의 표면직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뜨거

운 물을 발수시켜 인체를 화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호복 소재로의 적용도

기대된다[3, 39-41]. 이러한 용도를 고려할 때 초소수성 직물의 개발은 새로운

기능성 소재로의 전개를 기대할 수 있는 연구이다.

이에 본 연구는 탄소나노튜브를 이용하여 연잎의 이중구조를 가지는

초소수성 직물 개발을 목표로 하였다. 직물의 표면 거칠기와 표면에너지

가 초소수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초소수성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방법을 확립하여 초소수성 직물 개발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 첫 번째 단계로, 필름을 제외한 실의 굵기와 사가공에 따라 서로

다른 표면 거칠기를 갖는 다섯 가지 직물에 세 가지의 표면에너지가 다

른 발수제를 사용한 시료를 중심으로 각 표면의 거칠기와 표면에너지가

소수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두 번째 단계로는 탄소나노튜브를

표면에너지가 낮은 발수제에 분산시켜 가공함으로써 마이크로-나노의

이중구조를 가지는 초소수성 직물을 개발하였으며 다양한 표면특성을 평

가하였다. 마지막 단계로 직물 구조에서의 초소수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

을 제안하여 초소수성 평가 시스템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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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초소수성 표면

여러 선행연구에서 초소수성 표면은 정적 접촉각이 150° 이상이며 기

울기각과 접촉각 히스테리시스가 매우 낮은 표면으로 정의하고 있다. 기

울기 각이란 표면위에 놓인 물방울이 굴러 떨어지기 시작하는 표면의 각

을 말하며 접촉각 히스테리시스는 굴러 떨이지기 시작하는 물방울의 전

진각(advancing contact angle)에서 후진각(receding contact angle)을 뺀

각으로 측정되고 있다. 기울기각과 접촉각 히스테리시스가 작을수록 우

수한 초소수 성능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초소수성 표면은 자연 상태에

서 연잎을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기 때문에 "Lotus effect"로 표현되기도

한다[42, 43]. Figure 1은 정적 접촉각과 기울기각의 도면을 보여주고 있

다.

표면의 lotus effect는 표면의 마이크로-나노 구조의 이중적 거칠기와

표면을 이루는 화학적 구성 성분에 의해 결정되어진다[44-48].

a) Static contact angle b) Sliding angle

Figure 1. Scheme of static contact angle and sliding angle or roll-off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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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Wenzel state와 Cassie-Baxter state

Wenzel과 Cassie-Baxter의 수식은 모두 편평하지 않은 거친 표면에

서의 접촉각에 대한 이론이다. Wenzel의 모델은 Figure 2에서와 같이

표면 돌출부의 공간속까지 액체가 채워진 상태를 가정한다. 이 모델은

표면의 거칠기에 의해 강화된 소수성과 친수성을 예측할 수 있으며 그

수식은 다음과 같다[49].

cos  cos  (1)

은 Wenzel 모델에서의 실제 표면 접촉각, 는 Young's 수식에서

사용하는 이상적인 편평한 표면에서의 접촉각,  은 표면의 거칠기 상수

로서 수식 (2)와 같이 단위면적에서 실제 물방울과 표면이 닿는 접촉면

적과 투영면적의 비로 계산한다.

   

  
(2)

반면 Cassie와 Baxter는 표면이 서로 다른 두 가지 물질로 구성

(heterogeneous surface)되어 있을 때의 접촉각을 수식 (3)을 통해 계산

하였다[50-52]. 이것은 Wenzel의 모델과 달리 물방울이 roughness로 인

하여 생기는 표면의 빈 공간을 채우지 못하고 고체 표면에 머물기 때문

에 물방울이 표면에 접촉하는 형태는 표면의 고체와 공기로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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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terogeneous한 표면에 얹어진 형태가 된다. 이러한 표면은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surface area fraction 과 접촉각 을 갖고 또 다른 표면이

surface area fraction 와 접촉각 ′을 가질 때 이 두 가지로 구성된

표면의 접촉각을 다음 수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cos   cos  cos′ (3)

이 수식은 한 가지 물질이 공기인 상태, 즉 요철감이 있는 고체 표면

과 그 사이에 갇힌 공기로 구성된 표면에 적용해보면 가 공기의 area

fraction을 나타내므로 다음과 같이 변형시켜 나타낼 수 있다.

cos   cos  cos  cos   (4)

위 수식에서 는 물과 접촉하는 고체의 부분적인 roughness를 의미

하며 f는 solid-liquid 계면의 투영된 면적으로 이때 (1-f)는 바로

liquid-air 계면의 접촉비율을 의미한다.

(a) (b)

Figure 2. Wetting state on the surface: Wenzel state (a),

Cassie-Baxter stat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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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Lotus state, Transitional state 와 Gecko state

Lotus state(a)는 Cassie-Baxter state의 특별한 모형으로 높은 접촉

각과 매우 낮은 접촉각 히스테리시스를 갖는 모형이다. Figure 3(a)의 구

조를 가지는 Lotus state는 마이크로 돌기 위에 무수히 많은 나노입자가

부착되어 있는 표면구조를 가진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으로 표면과 물방

울의 접촉 면적이 극히 작아 표면 위에서 물방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 자정기능을 가지게 된다[1, 52]. Transitional state(b)는 Wenzel

state와 Cassie-Baxter state의 중간 형태로 표면을 기울였을 때 특정 각

에서 물방울이 굴러 떨어지는 특성을 가져 접촉각 히스테리시스를 측정

할 수 있는 형태이다[1]. Gecko state(c)는 게코 도마뱀의 발바닥과 같이

나노사이즈의 기다란 돌기 사이에 공기는 갇히게 되고 표면과 물방울 사

이는 Van der Waals 작용으로 높은 접착력을 갖게 된다. 때문에 높은

접촉각을 가지면서 180° 회전 후에도 물방울이 떨어지지 않는 독특한 특

성을 가지게 된다. 이는 도마뱀이 떨어지지 않고 자유롭게 나무를 오를

수 있는 이유이다[1, 53, 54].

(a) (b) (c)

Figure 3. Wetting state on the surface; Lotus state (a), Transitional

state (b), Gecko state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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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Self-cleaning 기능

초소수성 표면에서의 self-cleaning 성능은 물과 오염물이 표면과 접

촉하는 면적이 작아 오염물이 표면에 쉽게 부착되지 않으며 표면에 부착

된 오염물도 물에 의해 쉽게 제거 되는 기능을 말한다.

이러한 self-cleaning 성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선행연구에서 표면의 기울기각과 접촉각 히스테리시스

값으로 self-cleaning 성능을 비교하고 있다[1, 3, 56]. 동일한 표면에너지

를 가지는 표면에서 기울기각과 접촉각 히스테리시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표면의 나노스케일의 구조임을 보고하고 있다[34].

Figure 4는 접촉각 히스테리시스가 작은 구형의 물방울이 굴러 떨어질

때 표면의 오염물을 쉽게 제거 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도식화이다[55].

 : advancing contact angle

 : receding contact angle

Figure 4. Self-cleaning effect by superhydrophobicity. From Barthlott

and Neihuis[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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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oughness factor

2.1. 기하학적 구조에서의 roughness factor

거친 표면의 접촉각을 이론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접촉면에

서의 unit area를 설정하여 roughness factor를 구해야 한다. Figure 5와

Table 1에 단순한 기하학적 표면을 Wenzel 모형과 Cassie-Baxter 모형

으로 구분하여 roughness factor의 계산 방식을 정리하여 비교하였다

[56].

2.2. 직물 구조에서의 roughness factor

2.2.1. Wenzel 수식에 의한 roughness factor

일반적으로 의류소재로 사용되는 직물은 대부분 멀티필라멘트로 되어

있어 그 unit area에서의 roughness factor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

Michielsen은 직물의 roughness factor(r)를 구하기 위해 다음의 수식을

제안하였다. 물방울이 직물 속으로 스며드는 표면의 roughness factor는

물방울과 표면이 닿는 총면적을 필라멘트 각각의 단위면적 안의 총 표면

적으로 계산하였다. Table 2는 mono-filament와 multi-filament로 제직

된 서로 다른 소재의 roughness factor 계산식을 보여주고 있다[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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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Calculation
Roughness

factor(r)Projected area
Area in contact

with water

Wenzel model    


Cassie-Baxter

model
  



(a) (b)

Figure 5. Top-down(a) and cross section view(b) of roughness

pattern.

Table 1. Roughness factor of geometric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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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Roughness pattern Calculation
Roughness

factor(r)

Mono-

filament

Projected area

 ×    

4.19

Area in contact with

water

××   

Multi-

filament

Projected area

 ×    





Area in contact with

water

 ××

  ×

Table 2. Roughness factor of hydrophilic fab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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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Cassie-Baxter 수식에 의한 roughness factor

고체와 공기의 두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표면의 roughness factor는

Wenzel의 가정과 달리 물방울이 roughness로 인하여 생기는 공간을 채

우지 않고 표면에 머물게 된다. 즉 물방울은 고체표면, 그리고 고체표면

에 끼어 있는 공기와 계면을 형성하게 되며 그러한 구조에서는 수식 (5)

와 같이 Cassie-Baxter의 수식을 통해 표면 roughness와 접촉각을 계산

할 수 있다[50-52, 56-57].

cos  cos      cos   (5)

rf 는 물과 접촉하는 고체의 부분적인 roughness를 의미하며 전체 표

면의 roughness 비율이 아니다. 만약 f=1이고 rf =r이면 Wenzel 모델이

된다. Cassie-Baxter는 Figure 6에서와 같이 직물을 구성하는 경사, 위사

의 실을 평행하게 놓여있는 실린더(cylinder)로 표현하고 그 위에 액체가

놓였을 때의 표면 roughness를 다음의 수식으로 유도하였다[50, 57].

cos 


cos


sin (6)

Marmur는   일 때 표면의 surface free energy가 최소가 되

는 것을 확인하고 는 로 변환하여 다음의 수식으로 정리하였다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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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  


 cos


sin  (7)

Figure 6. Liquid drop sitting on cylinders separated by a distance,

2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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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계표면장력을 이용한 접촉각 계산

3.1. 임계표면장력

표면장력()에 관한 근대 과학이 시작된 것은 1950년 이후로 W.A.

Zisman의 Plot이 출현한 것도 1952년이다. Figure 7과 같이 폴리에틸렌

필름 위에 동족의 알칸 용액을 놓고 접촉각 을 측정하고 그 cos와 각

용액의 표면장력과의 직교 좌표도를 그리면 직선이 된다. 그것을 cos

=1, 즉 완전히 젖은 점까지 연장하면  = 23.5에 이르고 이 값이 그 고

분자의 젖음 임계표면장력  라고하며 고분자의 표면장력으로서 널리

사용된다[58-62].

Figure 7. Zisman plot for a low density polyethylene film[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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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Surface tension (dyne/cm)

London

dispersion

forces (d)

Permanent

dipoles (p)

Hydrogen

bonds (H)
Total

Water 21.8 1.4 49.6 72.8

Decane 23.9 - - 23.9

Nylon 40.8 - 6.2 47.0

Poly(tetra-

fluoroethylene)
18.5 - - 18.5

3.2. 임계표면장력을 이용한 접촉각

특정 물질의 표면장력은 London dispersion force(d), Permanent

dipoles(p), hydrogen bonds(H)에 의해 결정된다[63]. 이를 이용해 특정

물질로 이루어진 평편한 표면의 접촉각()은 그 표면을 이루는 물질과

액체의 임계표면장력을 수식(8)에 대입하여 계산할 수 있다. Table 3은

대표적인 액체와 고체 표면의 임계표면장력을 제시하였다[55].

cos  · 
  · 

  ·
  (8)

Table 3 Surface tension of various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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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face constitution
Critical Surface Tension

(dyne/cm)

-CF3 6

-CF2H 15

-CF3 and –CF2- 17

-CF2- 18

-CH2-CF3 20

-CF2-CFH- 22

-CH3 (Crystal) 22

-CH3 (Monolayer) 24

-CF2-CH2- 25

-CFH-CH2- 28

4. 표면의 젖음성에 미치는 인자

4.1. 고체표면의 화학적 조성

고체 표면의 top layer를 구성하는 화학 조성분은 그 표면의 표면에

너지를 결정하며 원소 F가 H, C와 같은 다른 원소와 교체되었을 때 표

면의 자유에너지가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64, 65]. Zisman은 가장 낮은

표면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표면조성을 순서대로 나열하였으며 그 임계

값을 Table 4와 같이 제시하였다. 또한 평편한 고체표면의 접촉각은

120°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35, 36, 41, 56]. 이것은 120° 이

상의 높은 접촉각을 얻기 위해서는 적절한 표면의 roughness가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Table 4. Critical surface tensions of low-energy surf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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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고체 표면의 거칠기

Lee 등 [12]은 Photolithography를 이용하여 다양한 간격의 마이크로

돌기에 세 가지(Nanoemboss, Short nanofiber, Long nanofiber)의 각기

다른 나노입자가 부착된 시료를 제작한 후 각각의 접촉각을 측정하여 돌

기의 간격과 나노입자의 형태에 따른 접촉각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Figure 8의 결과를 보면 25㎛의 간격을 가지는 돌기에 긴 나노파이버로

된 시료가 159°의 가장 높은 접촉각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긴 나노파이

버가 표면에 더 많은 공기층을 형성하여 물방울을 잘 지탱시켜 주는 역

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마이크로 돌기의 간격도 돌기 사

이즈에 적합한 특정 간격에서 높은 접촉각을 가짐을 보여주고 있다.

Figure 8. Water contact angles of the various structure[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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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액체의 특성

액체의 온도가 증가하면 그 표면장력은 감소한다(Eötvös rule). 그래서

solid-air 계면의 표면장력이 변하지 않는 가정하에 물의 온도가 증가하

면 solid-liquid와 liquid-air 계면의 표면장력은 감소하게 되며 결과적으

로 접촉각이 감소하게 된다. 액체의 온도와 표면장력의 관계는 다음의

수식 (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거친 표면 위에 뜨거운 물이 놓이게 되

면 표면의 홈 안에 있는 기포들이 열 때문에 빠져나와 물방울을 지탱하

는 쿠션 역할을 상실하게 되어 표면은 젖게 된다[14]. 또한 물방울의 액

적 사이즈도 접촉각과 기울기 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 정적 접촉각은 액체의 중량이 커질수록 작아지고 기울기각은 중량이

커질수록 작아짐을 보고하였다[34].

       ×    (9)

Wolfram 등 [44]은 매끄러운 표면에서의 기울기각을 수식 (10)과 같이

실험에 근거한 수식을 제안하여 계산하였다.

sin  


(10)

는 기울기각, 는 접촉면적의 반지름, 은 물방울의 중량, 는 중

력 가속도, 는 비례상수로 중량이 커지면 기울기각은 작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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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탄소나노튜브

5.1. 탄소나노튜브의 구조와 특성

탄소나노튜브는 탄소로 구성된 육각 벌집 구조의 흑연판이 관모양으

로 연결된 원통(튜브) 모양의 탄소 동소체를 말한다. 흑연판이 말리는 각

도와 구조에 따라서 금속 또는 반도체의 특성을 보인다. 탄소나노튜브는

말린 각도에 따라 armchair, zigzag, chiral 타입으로 나눌 수 있는데

armchair 나노튜브는 금속성을, zigzag 나노튜브는 반도체이거나 반금속

성 성질을, chairal 나노튜브는 반도체 특성을 가진다[66-69].

또한 나노튜브의 벽수에 따라서 단중벽 탄소나노튜브(single-walled

carbon nanotube), 이중벽 탄소나노튜브(double-walled carbon

nanotube), 다중벽 탄소나노튜브(multi-walledcarbon nanotube), 다발형

탄소나노튜브(rope carbon nanotube)로 분류하고 단일벽 탄소나노튜브는

단순히 흑연판 한 층을 말아 높은 구조로 직경은 0.5～3nm이며 이중벽

탄소나노튜브는 단일벽 탄소나노튜브 두층이 동심축을 이룬 형태로 직경

이 수십 nm에 이른다[70]. 탄소 원자는 1s2 2s2 2p2 의 전자배열을 갖는

데 공유결합을 이루기 위해서 2s 궤도 함수의 전자 하나가 2p 궤도 함

수로 전이한다. 탄소나노튜브에서 하나의 탄소원자는 3개의 다른 탄소원

자와 sp2 결합의 육각형 벌집무늬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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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탄소나노튜브의 분산기술

탄소나노튜브는 반데르발스 힘(Van der Waals)과 같은 표면인력(～

950 meV/nm)으로 인해 다발을 형성하며 서로 응집하여 있다. 이와 같

은 탄소나노튜브의 응집현상은 기계적 강도와 전도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3차원적인 네트워크 구조형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탄소나노튜브가

각종 복합체를 형성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고분

자인 매트릭스와 나노튜브와의 상호 부착력이 부족하여 매트릭스에 발생

한 외부부하가 탄소나노튜브에 전달되지 않아 탄소나노튜브의 탁월한 물

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튜브간의 간

격을 벌리고 효과적으로 고분자 기저 내에 분산시키는 기술은 복합체 제

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튜브간의 간격을

벌리고 효과적으로 고분자 기저 내에 분산시키는 기술은 복합체 제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탄소 나노튜브를 분산시

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기계적 분산법으로 초음파처리, 볼밀링에 의한 분

산, 화학적 분산법으로 용매와 분산제를 이용한 분산, 강산을 이용한 분

산, 표면 기능화 등의 방법을 들 수 있으며 이들 방법을 혼용하기도 한

다[68, 71].

그중 초음파처리에 의한 분산은 다중벽 탄소나노튜브의 초음파 처리

시 외부벽부터 파괴가 시작되어 내부벽 방향으로 진행하며, 길이의 절단

과 동시에 두께의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초음

파 처리는 유체공동화, 국부가열, 자유라디컬(free radical) 형성의 대표적

인 세 가지 물리적 현상을 일으킨다. 유체공동화 즉 기포(bubble)의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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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폭발에 의한 힘에 의해 나노튜브 분산을 유도할 수 있다[68, 72-74].

Figure 9. Types of carbon nanotubes and related structure[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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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elf-cleaning 기능을 가지는 연잎의 특성

자연 상태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초소수성 표면으로는 연잎을 들

수 있다. 많은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초소수성 표면을 제작하기 위해

연잎을 분석하여 그 구조와 표면성분을 유사하게 모방하고자 하는 연구

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75]. Self-cleaning을 가지는 연잎의 구조와

화학 성분을 분석한 연구들을 통해 연잎은 0.5～10㎛ 높이와 5～10㎛ 직

경의 마이크로 사이즈 돌기에 10～30㎚ 나노사이즈의 입자가 붙어 있는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마이크로 사이즈의 돌기와 돌기 사이 간격은

10～30㎛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표면에너지가 낮은 왁스성분으로 되어

있으며 그 화학구조는 Figure 10과 같다. 왁스 성분으로 된 편평한 표면

의 접촉각은 110° 밖에 되지 않지만 이중구조의 표면 거칠기를 가진 연

잎의 접촉각은 161±2.7°이며 접촉각 히스테리시스는 2°로 높은 초소수성

을 가지고 있다[3, 76]. 이는 초소수성 표면을 결정하는 요소는 낮은 표

면에너지와 마이크로-나노의 이중구조가 적절히 조합되었을 때 구현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 24 -

(a)

(b)

Figure 10. Chemical structure of the major components of lotus wax

(a) and a microscopic Fe-SEM images of a lotus leaf showing the

two-scale roughness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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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실험

1. 시료 및 시약

1.1. 시료

본 연구에서는 100% 폴리에스터 필름과 직물을 시료로 사용하였다.

실의 굵기와 사가공을 달리하여 다양한 표면 거칠기를 가지는 다섯 가지

직물과 편평한 표면의 필름을 포함하여 총 여섯 가지의 시료를 준비하였

다. 실의 굵기는 20denier, 50denier, 75denier, 150denier의 네 가지를 사

용하였으며 50denier, 75denier, 150denier는 DTY(Drawn Textured

Yarn)를 사용하였다. 특히 50denier 시료는 필라멘트와 DTY로 각각 제

직되어 같은 굵기에서 표면 거칠기를 다르게 조절하였다. 각 시료의

code는 실의 굵기를 대변하는 숫자와 실의 가공을 식별하는 알파벳을

조합하여 구성하였다. 굵기를 나타내는 숫자 뒤에 가연가공을 통해 실의

벌키성을 부여한 DTY사를 사용한 시료는 D로 표기하였으며 가공을 하

지 않은 실을 사용한 시료는 F로 표기하였다. 반면 150D는 경사는

75denier이고 위사만 150denier로 된 시료이다.

각 시료는 음이온계면활성제 5g/ℓ, 무수탄산나트륨(Na2CO3) 10g/ℓ

을 넣은 호발 정련액에 97±3℃로 승온하여 30분간 호발정련 후 수세하

여 건조시킨 시료를 soxhlet 추출기를 사용하여 다시 전처리 하였다.

건조한 시료는 benzene과 ethanol을 2:1의 비율로 혼합하여 준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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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xhlet 추출기에 넣고 8시간 추출한 후 40℃ 미온수에 충분히 헹군 후

105±2℃의 오븐에서 20분간 건조하였다. 각 시료의 특성은 Table 5에 나

타내었다.

Table 5. Characteristics of the specimens

Specimen

code
Yarn count

Weight

(g/m2)

Thickness

(mm)

Density

(in inch)

PF 100% Polyester Film 52.4 0.18 -

20F
100% Polyester

20d/24f Filament
38.1 0.07 240 × 144

50F
100% Polyester

50d/36f Filament
66.1 0.12 192 × 104

50D
100% Polyester

50d/72f DTY
65.5 0.13 176 × 112

75D
100% Polyester

75d/72f DTY
83.4 0.16 144 × 96

150D

100% Polyester

75d/72f + 150d/144f

DTY

108.0 0.21 144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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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발수가공제

시료에 적용한 발수제는 총 세 가지를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직물

의 발수성능을 위해 사용되는 polydimethylsiloxane(PDMS)의 Silicone

발수제(Phobol RSH®)와 perfluoroacrylate의 Fluoro I 발수제

(Oleophobol®, Huntsman)를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화학구조는 Figure

11과 같다. 또한 탄소나노튜브 분산을 위해 사용한 Fluoro II는 듀폰에서

구입한 Teflon AF®로 2,2-bistrifluoromethyl-4,5-difluoro-1,3-dioxole

(PDD) 65 mol%와 Tetrafluoroethylene(TFE) 30 mol%에 vinylidine

fluoride, chlorotrifluoroethylene 등의 플로오로를 포함하는 모노머

5mol%가 포함된 가공제이다. Teflon AF®는 용매에 희석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발수제로 본 연구에서는 perfluoro-2-butyltetrahydrofuran

(FC-75®, 3M)를 사용하였다. Fluoro II를 구성하는 물질의 화학구조는

Figure 12와 같으며 본 연구에 사용한 발수제의 코드와 성분을 Table 6

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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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lassification of water-repellent agent

agent

code
Component Trade name

Silicone Polydimethylsiloxane Phobol®

Fluoro

I
Perfluoroacrylate Oleophobol®

Fluoro

II

2,2-bistrifluoromethyl-4,5-difluoro-1,3-dioxole

(PDD) 65 mol%

Tetrafluoroethylene(TFE) 30 mol%

vinylidine fluoride, chlorotrifluoroethylene 등

(Solvent : Perfluoro-2-butyltetrahydrofuran)

Teflon AF®

a) Silicone b) Fluoro I

Figure 11. Chemical structure of the Silicone(a), Fluoro 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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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DD and TFE

b) Perfluoro-2-butyltetrahydrofuran

Figure 12. Chemical structure of the Fluoro II; PDD and TFE of

Teflon AF®(a), their solvent FC-75®; Perfluoro-2-butyltetrahydrofuran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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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탄소나노튜브

본 연구에서 사용한 탄소나노튜브는 다중벽 탄소나노튜브로 직경이

10～30nm이며 수십 마이크로미터의 길이를 가지는 나노파이버 형태를

가지고 있다. 표면처리 되지 않은 탄소나노튜브는 반데르발스힘(Van der

Waals force)의 표면인력으로 인해 다발을 형성하며 서로 응집하여 뭉쳐있기 때

문에 가공제에 분산이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탄소나노튜

브를 강산에 처리하여 표면에 -COOH기와 같은 산소를 포함한 기능기가 부착된

탄소나노튜브를 사용하였으며 고분자와의 분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초음파 처

리를 병행하였다. Figure 13은 산 처리된 탄소나노튜브의 TEM 이미지를 보여주

고 있으며 한화나노텍으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하였다.

Figure 13. Surface and TEM images of CNTs treated with strong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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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소수성 직물가공

2.1 발수가공

섬유 표면의 표면에너지가 소수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표

면에너지가 서로 다른 세 가지 발수제를 사용하였다. 그중 Silicone과

Fluoro I는 물에 희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동일 농도인 10

vol%를 증류수에 희석시켜 사용하였다. Silicone 발수제는 pH 농도를

5-7의 범위로 맞추기 위해 Acetic acid를 사용하였으며 crosslinking

agent로 Phobol XAN®을 10ml/L 사용하였다. Fluoro I은 발수제의 침투

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Isopropyl alcohol을 추가로 사용하였다. 이 조제

방법은 Polyester 합성섬유의 최적 조건으로 Huntsman의 추천에 따라

진행하였다.

Fluoro II는 용매에 희석하여 사용하는 발수제로 PDD-TFE로 구성된

Teflon AF®를 0.6 vol%의 농도로 만들기 위해 모노머인

Perfluoro-2-butyltetrahydrofuran로 구성된 FC-75에 희석시켜 사용하였

다. Teflon AF®의 농도는 필름의 두께에 영향을 미치나 접촉각에는 농

도에 따른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음을 보고한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설

정하였다[77, 78].

각 가공제의 구체적인 함량을 Figure 14에 자세히 기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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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Scheme of fabrication of hydrophobic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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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탄소나노튜브 처리

본 연구에서 사용한 탄소나노튜브는 산처리를 통해 표면에 -COOH

기가 부착되어 표면개질 된 탄소나노튜브를 사용하였다. 탄소나노튜브

복합 가공제는 Figure 15와 같이 Fluoro II에 탄소나노튜브를 1wt% 삽

입한 가공제로, 분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20분 동안 초음파 처리를 실

시 하였다. 처리결과 탄소나노튜브가 분산된 가공제는 오랜 시간이 지나

도 침전되지 않고 대체로 우수한 분산 상태를 유지하였다.

탄소나노튜브를 분산시킨 복합 가공제를 패딩장치의 bath에 1ℓ 넣고

25cm×25cm 사이즈의 직물을 침지 후 50psi 압력의 롤러를 통과시킨 후

건조와 큐어링 과정을 실시하였다. 세부 가공조건은 Figure 16와 같으며

Silicone, Fluoro I의 가공제 처리도 동일하게 작업하였다.

탄소나노튜브의 농도를 달리한 시료 제작은 dipping-padding 과정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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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Scheme of fabrication of superhydrophobic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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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료의 특성 분석 및 성능 평가

3.1. 시료의 구조 및 표면특성 분석

3.1.1. 외관

다양한 시료의 구조와 가공에 따른 표면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시료

들을 전계방출 주사전자 현미경(SUPRA 55VP, Carl Zeiss, Germany)으

로 관찰하였다.

3.1.2. 나노사이즈의 표면거칠기

발수가공제에 의한 나노사이즈의 표면 거칠기를 분석하기 위해

AFM(atomic force microscope)을 이용하였으며 non-contact mode로 이

미지 사이즈는 10㎛×10㎛로 측정하였다.

3.1.3. 표면의 화학성분 분석

XPS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는 발수 가공제 처리 후 표

면의 화학적인 결합 상태 및 분포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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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료의 roughness factor 계산

본 연구에서 사용한 다양한 직물의 가공 전후 및 가공종류에 따른

roughness factor를 Figure 17과 같이 분류하여 각 시료의 젖음성에 따

라 Wenzel 수식과 Cassie-Baxter 수식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가공전

의 미처리 시료는 물방울이 직물 속으로 스며들어 Wenzel 수식의

roughness factor 개념으로 단위면적에 물이 접촉하는 총 표면적의 비율

로 계산하였다.

반면 발수처리 시료는 물방울이 직물 표면에 지속적으로 얹어진 상태

로 Transitional state 혹은 Cassie-Baxter state로 구분되며 이들 시료는

Cassie-Baxter 수식을 통해 roughness factor를 비교하였다. 단위면적

안에 물방울이 직물 표면과 접촉하는 비율(f1)과 물방울이 단위면적 안에

서 공기와 접촉하는 면적의 비율(f2)를 각각 계산하여 그 값을 발수 처리

직물의 roughness factor 값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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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Classification according to the surface wetting property of

the fabrics.



- 39 -

3.3 소수성 분석

3.3.1. 정적 접촉각(Static contact angle)

접촉각 측정 장비로 Theta Lite(Attension, KSV Instruments)를 사용

하였다(Figure 18). 이 장비는 액적사이즈를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으며

0.13초 간격으로 이미지를 기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연결되어 있다.

시료 준비는 slide glass에 양면테이프를 부착하고 그 위에 시료를 올린

후 sample stage에 수평으로 올려놓는다. 그리고 카메라의 초점을 최상

으로 조절한 후 증류수 3.6 ± 0.2㎕를 일정높이에서 직물 위에 투하 시

킨 후 초기 0.5초 이내에서 안정된 상태의 이미지를 선택하여 base line

을 설정하였다. Base line 설정으로 물방울의 오른쪽과 왼쪽의 접촉각을

측정하며 그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모든 시료는 서로 다른 다섯 부위를

취하여 측정한 후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Figure 18. Instrument employed for measuring water contact angles

(Theta 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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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기울기각(Shedding angle)

기울기각은 Figure 19와 같이 접촉각 측정 장비를 이용하여 기기 전

체를 0.1 씩〫 조절할 수 있는 cradle에 장착시키고 1 씩〫 기울여 가면서 시

료 위에 떨어진 물방울이 2cm 이상 굴러 떨어지는 표면의 각을 측정하

는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물방울의 액적은 12.5 ± 0.1㎕이며 시료의 표면

과 syringe 끝의 간격은 1cm로 고정하여 측정하였다. 모든 시료는 서로

다른 다섯 부위를 취하여 측정한 후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이 실험방법은 Zimmermann 등 [79]에 의해 고안된 측정방법을 변형

하여 접촉각 측정 장비에 적용한 방법이다.

Figure 19. Principle setup employed for measuring shedding ang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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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접촉각 히스테리시스(Contact angle hysteresis)

수평으로 놓인 시료 위에 3.5±0.2㎕ 액적을 가지는 물방울과 syringe

끝의 needle을 접촉시킨 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5mm의 거리만큼 이동

시킬 때의 이미지를 취하였다. 이때 이동하는 방향의 앞쪽 각을

advancing contact angle로 뒤의 각을 receding contact angle로 취하여

두 각의 차이로 비교하였다. 접촉각 히스테리시스가 낮다는 것은 물방울

이 완전한 구형에 가까운 형태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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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과 및 고찰

1. 미처리 직물의 roughness와 젖음 현상

1.1. Wenzel 수식을 이용한 roughness factor

발수 처리하지 않은 다섯 가지 직물의 roughness factor를 구하기 위

해 Figure 20과 같이 각 시료의 표면과 단면의 Fe-SEM 이미지를 기준

으로 반복되는 최소 단위면적(projected area)을 설정하여 가로 세로의

길이와 필라멘트의 직경을 측정하였다. 최소 단위면적은 Figure 20(a) 이

미지의 흰색 실선 면적이며 측정 오차를 줄이기 위해 점선의 가로 세로

길이를 측정하여 반으로 나눈 값을 각각 곱하여 계산하였다. 물방울과

접촉하는 단위면적 안의 접촉면적은 측면 이미지를 기준으로 필라멘트

수와 필라멘트의 반지름을 측정하고 단위면적 안의 실의 길이를 측정하

여 Wenzel의 roughness factor를 계산하는 수식을 이용하여 Table 7과

같이 계산하였다.

계산결과 직물을 구성하는 실의 굵기가 크고 필라멘트 수가 증가 할

수록 roughness factor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같은 50denier로

만들어진 50F와 50D의 경우 필라멘트 수는 각각 36개, 72개이며 필라멘

트 한 개의 반지름은 5.90㎛, 4.75㎛으로 실의 굵기는 같지만 물과 접촉

할 수 있는 실 내부의 표면적은 필라멘트 수가 많은 50D가 크게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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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nzel 수식의 roughness factor는 단위면적에서 물방울과 고체 표

면이 접촉하는 총면적의 비율로 계산되기 때문에 이 수식을 통해 계산한

여섯 가지 시료의 roughness factor는 표면 거칠기의 의미보다 단위면적

에서 물방울이 직물 내부로 스며들 때 직물을 구성하는 각 필라멘트의

표면과 물이 접촉되는 총면적의 비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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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F

b) 50F

c) 5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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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75D

e) 150D

Figure 20. Fe-SEM images of pristine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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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Roughness factor(r) of pristine samples

Projected area
Area in contact

with liquid
r

PF
100 × 100

= 10,000㎛

100 × 100

= 10,000㎛
1

20F

(20d/24f)

107.5 × 152

=16,340㎛

2π × (24 × 5.1)

× 110.88 × 2

=165,264㎛

10.1

50F

(50d/36f)

131.5 × 261.5

=34,387㎛

2π × (36 × 5.9)

× 150.01 × 2

=400,188㎛

11.6

50D

(50d/72f)

165.5 × 230.5

=37,897㎛

2π × (72 × 4.75)

× 166.84 × 2

=716,664㎛

18.9

75D

(75d/72f)

188 × 265.5

=49,914㎛

2π × (72 × 6.1)

× 209.72 × 2

=1,156,889㎛

23.1

150D

(75d/72f
+

150d/144f)

178 × 306

=54,468㎛

2π × (144×6.1) × 321.7 +

(2π × (72×6.1) × 209.72

= 2,353,054㎛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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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미처리 시료의 젖음 현상

Wenzel 수식을 통해 계산한 서로 다른 roughness factor(r)를 가진

여섯 가지 미처리 시료의 젖음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일정 시간동안의 젖

음 현상을 Figure 21과 같이 평가하였다. 그 결과 roughness factor가 증

가함에 따라 더 짧은 시간에 물방울이 직물 속으로 스며드는 경향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을 Wenzel의 cos  cos 수식을 통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Polyester film(PF)의  가 90 이〫하인 82±1 이〫며

직물의 roughness factor()는 항상 1 이상이므로 cos의 절대 값은

cos에 비해 을 곱한 만큼 커지게 된다. cos가 양수일 때에는, 즉

가 90°보다 작을 때에는 cos의 값이 커지고 이것은 결국 의 값이

더 작아진다는 것을 의미하여 이 커질수록 는 더욱 0으로 향하게 된

다. 반대로  가 90° 이상의 값을 가질 때는  이 커질수록 접촉각은

더 커지게 된다.

하지만 직물의 젖음 현상은 복잡한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여러 가지

의 메커니즘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직물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여

설명하는 것이 더 설명력을 가질 것이다. Figure 21의 물방울 소멸 시간

을 보면 미처리 직물은 크게 필라멘트 시료와 DTY 시료로 구분되는 젖

음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DTY로 구성된 3가지 시료는 Wenzel 수식

에 의한 roughness factor의 증가폭만큼 젖음 속도에 큰 차이가 보이지

않고 모두 약 20～30초 안에서 스며드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 48 -

S
a
m
p
le
s

r
0
s

1
0s

2
0
s

3
0s

2
5
0s

3
0
0s

3
50
s

40
0
s

4
5
0

5
00

5
5
0s

L
a
p
si
n
g

ti
m
e(
s)

1
-

10
.1

5
36
±
9
3

11
.6

3
02
±
1
9

18
.9

30
±
2

23
.1

23
±
1

43
.2

22
±
2

F
ig
u
re
2
1.
S
h
ap
e
o
f
a
w
a
te
r
d
ro
p
le
t
o
n
th
e
u
n
tr
ea
te
d
sa
m
p
le
s
w
it
h
la
p
si
n
g
ti
m
e.



- 49 -

일반적으로 폴리에스테르 섬유의 표준수분율은 0.4%이며 소수기들로

구성되어 있어 이 섬유로 구성된 직물의 젖음성은 흡습(absorption)에 의

한 것이 아니라 섬유 표면에서 이루어지는 모세관 현상에 의한 wicking

으로 설명할 수 있다[80]. 이러한 모세관 현상은 액체의 표면장력과 모세

관의 크기에 비례하고 액체의 점도에 반비례하는 것을 선행연구의

wicking 관련 수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81-87].

직물 구조에 의한 wicking 현상은 실의 형태 및 모세관 사이즈 그리

고 물을 보유할 수 있는 실 내부의 공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실의 형

태는 연속적인 선형이면서 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게 실의

밀도가 감소하거나 실과 실 사이의 공간이 증가할 때 wicking 속도와

wicking 되는 높이가 증가됨을 보고하였다[81, 88-93]. 또한 액체가 이

동하는 실 내부의 통로, 즉 필라멘트와 필라멘트 사이의 공간이 꼬임에

의해 줄어들 때 wicking 속도도 줄어드는 결과를 보고하였다[81, 94].

본 연구에서 사용한 DTY 실은 필라멘트의 굴곡진 형태로 인해 실 내

부에 필라멘트로 된 실보다 더 많은 빈공간이 형성되어 액체의 함유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실험결과 필라멘트 수는 같지 않지만 동일한 실의 굵

기에 filament와 DTY로 된 두 가지 시료의 젖음 현상을 Figure 21을 통

해 보면 DTY로 된 시료에서 물방울이 더 빨리 직물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시료의 필라멘트 특성에 따른 직물 구조 내부

에서의 Solid volume fraction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수식 (11)을 통해

계산하였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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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위면적 안에서 전체 부피에 대한 고체표면의 부피비를 나타내

며 은 직물의 중량(g), 는 섬유의 비중(g/cm3), 는 직물의 면적

(cm2), 는 직물의 두께(cm)를 말한다[96].

Table 8과 같이 계산결과 50F의  (solid volume fraction)는 0.40인

반면 50D의 는 0.37로 DTY 소재가 일정 단위면적 안에서 고체 표면의

비율이 낮아 공기를 포함하는 빈 공간이 필라멘트로 된 시료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50F 시료는 필라멘트 수가 36개로 필라멘트 하나의

평균 직경이 11.8㎛로 9.5㎛의 72개 필라멘트로 되어 있는 50D의 필라멘

트보다 굵어 공극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DTY로 된 50D보다 적은 air 공

간을 가지는 것은 DTY에 의한 벌키성의 영향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

다.

각 시료의  (solid volume fraction)는 20F 0.4, 50F 0.4, 50D 0.37,

75D 0.37, 150D 0.38로 계산되었다. 이로써 본 연구에 사용한 다섯 가지

직물을 통해 확인한 결과 미처리 직물의 젖음 속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

치는 것은 실 내부의 공간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동일한  값을

가지는 20F와 50F의 차이는 필라멘트 수가 많은 50F가 모세관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채널을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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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 section Surface

Solid

volume

fraction

50F

(36f)
0.40

50D

(72f)
0.37

Table 8. Fe-SEM images and the solid volume fraction of 50F and

5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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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공 직물의 roughness factor와 소수성

2.1 발수처리 시료의 roughness factor

2.1.1. 임계표면장력을 이용한  계산

소수성 표면의 roughness factor를 Cassie-Baxer 수식을 통해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고체표면 물질의 를 계산해야 한다. 특정 물질의 표

면장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는 London dispersion force, permanent

dipoles, hydrogen bonds로 수식(7)을 통해 표면을 구성하는 물질과 물

의 임계표면장력을 이용하면 각 표면의 를 계산할 수 있다.

Table 9의 물과 polyetylene terephtalate의 임계표면장력을 수식(7)에

대입하여 계산하면 폴리에스터로 된 평편한 표면의 접촉각인 는 80°으

로 계산되어진다.

또한 발수처리 된 평편한 표면의 접촉각을 계산하기 위해 각 발수제의

임계표면장력을 동일한 수식으로 계산한 결과 Silicone 처리 시료의 는

112°이며 Fluoro I 처리 시료의 는 117° 그리고 Fluoro II 처리 시료의

는 12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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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Surface tension of various materials

Material

Lodon

dispersion

forces

Permanent

dipoles

Hydrogen

bonds
Total

Surface

tension

(dyne/cm)

Water1) 21.8 1.4 49.6 72.8

Critical

surface

tension

(dyne/cm)

Polyethylene

terephtalate2)
47.5 - 2.2 49.7

Silicone3)

-treated

substrate

24 - - 24

Fluoro I4)

-treated

substrate

18.5 - - 18.5

Fluoro II5)

-treated

substrate

15.7 - - 15.7

1), 4) H. J. Lee, S. Michielsen, Jour. Tex. In., 97. 5, pp 457, 2006

2) Y. Stetsyshyn, V. Donchak, K. Harhay and S. Voromy, Chem. Chem Tech. 2, 3, pp188, 1964

3) W. A. Zisman, Adv. Chem. Seri, 43, pp 1, 1964

5) provided by Dup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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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R, R+d의 기준

Cassie-Baxter 수식에 대입할 마이크로 돌기의 반지름(R)과 단위면적

의 간격(R+d)를 측정하는 기준을 다음 Figure 22와 같이 설정하였다. 멀

티필라멘트의 실로 구성된 우븐 직물의 R 값을 측정하는 방법은 돌기의

만곡도에 맞는 완전한 원을 그린 후 그 원의 반지름으로 설정하고 단위

면적에서 R 값을 뺀 나머지를 d 값으로 계산하였다. 기준 근거는 본 연

구에서 표면의 접촉각과 표면의 roughness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한

Cassie-Baxter 수식에 의해 유도된 수식 (7)이 cylinder 형태의 돌기를

가지는 표면에 적용되는 수식이기 때문이다.

Figure 22. Cross-section view of the 50D sample to measure R,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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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발수처리 시료의 roughness factor 비교

Silicone, Fluoro I 그리고 Fluoro II를 처리한 소수성 직물의 표면 거

칠기를 계산하기 위해 각 시료의 R과 R+d를 측정하고 앞서 임계표면장

력으로 계산한 발수제 종류에 따른 의 값을 Cassie-Baxter 수식에 대

입하여 접촉각과 표면 거칠기를 대변하는 ,  를 계산하였다.

Table 10은 표면에너지가 다른 발수제 종류에 따른 각 시료의 계산

된 정적 접촉각과 물방울이 표면과 접촉하는 비율(), 그리고 물방울이

표면사이의 공기와 접촉하는 비율()의 값을 보여 주고 있다. 분석결과

발수가공 처리한 모든 직물의  값이 0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의

값이 모두 1보다 큰 값을 가졌다. 이는 물방울과 접촉하는 표면사이에

공기층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의 값이 1보다 크기 때문에

Figure 2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모든 발수가공 직물은 Transitional

state에 속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발수처리 하지 않은 PET

시료는 직물의 구조적인 특성으로 일정 시간 안에 물방울이 직물 속으로

스며들어 앞에서 계산한 Wenzel 수식을 통해 roughness factor를 계산

하는 것이 적합하지만 PET의 표면에너지에 의한 roughness factor를 비

교하기 위해 젖기 직전 물방울이 표면에 떨어진 시점 혹은 스며들지 않

는 표면을 가정하여 Cassie-Baxter 수식으로 roughness factor를 발수

처리 시료와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동일 직물에서  값은 가장 높고

 값은 가장 낮아 직물의 돌기 속으로 물방울이 가장 많이 스며들어 있

는 상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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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표면에너지가 낮아 가 높은 시료는  값은 커지지만

 값이 작아져 결국  값이 1에 가까운 값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

은 동일한 표면구조에서 표면에너지가 낮을수록 Transitional state에서

Cassie’s state에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 가지 직물구조에서

50D, 75D의 가 가장 크고  가 가장 1에 가까운 작은 값을 나타

내고 있다. 이는 DTY 시료가 필라멘트 시료보다 표면 거칠기를 높여주

어 직물 표면에 공기의 비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그로 인해 f2 값이 커지는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발수 처리한 시료는 Figure 24와 같이 미처리 시료와 달리 일정

시간이 지나도 초기의 접촉각을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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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Sample R R+d    +

Untreated

(PET)

=82°

20F 62.5 108.8 107 0.98 0.43 1.41

50F 120.0 199.3 105 1.03 0.40 1.43

50D 102.0 197.0 111 0.89 0.49 1.37

75D 115.0 227.2 112 0.87 0.50 1.36

150D 149.5 252.2 106 1.01 0.41 1.43

Silicone

=112°

20F 62.5 108.8 136 0.68 0.47 1.15

50F 120.0 199.3 135 0.71 0.44 1.16

50D 102.0 197.0 139 0.61 0.52 1.13

75D 115.0 227.2 139 0.60 0.53 1.13

150D 149.5 252.2 136 0.70 0.45 1.15

Fluoro I

=117°

20F 62.5 108.8 141 0.63 0.49 1.12

50F 120.0 199.3 140 0.66 0.46 1.13

50D 102.0 197.0 143 0.57 0.54 1.11

75D 115.0 227.2 143 0.56 0.55 1.11

150D 149.5 252.2 140 0.65 0.47 1.12

Fluoro II

=120°

20F 62.5 108.8 143 0.60 0.50 1.10

50F 120.0 199.3 143 0.63 0.48 1.11

50D 102.0 197.0 145 0.54 0.55 1.09

75D 115.0 227.2 146 0.53 0.56 1.09

150D 149.5 252.2 143 0.62 0.49 1.11

Table 10. Roughness factor(, ) of the samples treated with

various water-repellent a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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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Schematic concept of the roughness b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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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values and shape of a water droplet on the fabrics

treated with Fluoro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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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예측값과 실측값의 비교

Cassie-Baxter 수식을 통해 계산한 접촉각과 실제 측정한 접촉각을

Table 11에서와 같이 비교하였다. 비교한 결과 film 형태인 PF와

filament로 제직한 20F, 50F의 시료는 모두 예측값과 실측값이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DTY를 사용한 직물은 예측값보다 실측값이 모두 높게 측정되

었다. Figure 25의 그래프는 Fluoro II 처리된 여섯 가지 시료의 접촉각

을 예측값과 실측값으로 비교한 결과이다. 그래프를 통해 DTY로 제직

된 직물 50D, 75D, 150D 모두에서 Cassie-Baxter 수식으로 계산된 값보

다 실제 측정한 값이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DTY에

의한 벌키성이 직물 표면의 roughness를 증가시키고 이는 표면의 공기

층을 더 많이 보유시켜 물방울과 표면의 접촉 면적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실험을 통해 Cassie-Baxter 수식이 직물구조에서도 유의하게 접

촉각을 예측할 수 있는 수식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필라멘트로 구

성된 직물은 본 수식을 통해 사전에 특정 접촉각을 가지는 직물의 구조

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직물을 구성하는 실의 가공으로 표면

거칠기를 높여준다면 표면에너지를 크게 낮추지 않아도 높은 접촉각을

가지는 직물 표면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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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ish Sample + Predicted Measured

Silicone

PF 1.00 112 111≤≤117

20F 1.15 136 131≤≤136

50F 1.16 135 133≤≤139

50D 1.13 139 143≤≤147

75D 1.13 139 145≤≤151

150D 1.15 136 152≤≤155

Fluoro I

PF 1.00 117 117≤≤124

20F 1.12 141 141≤≤143

50F 1.13 140 138≤≤145

50D 1.11 143 149≤≤156

75D 1.11 143 149≤≤156

150D 1.12 140 150≤≤155

Fluoro II

PF 1.00 120 119≤≤122

20F 1.10 143 140≤≤144

50F 1.11 143 139≤≤143

50D 1.09 145 147≤≤157

75D 1.09 146 145≤≤152

150D 1.11 143 148≤≤152

Table 11.    values, predicted and measured contact ang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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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 Effects of the DTY samples on static contact

angles(Fluoro II tre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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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가공제 종류가 소수성에 미치는 영향

2.2.1. 가공제 종류에 따른 나노사이즈의 roughness

시료 표면에 도포되는 발수 가공제의 종류에 따른 나노사이즈의

roughness를 분석하기 위해 slide glass에 각 가공제를 처리한 후

AFM(Atomic force microscopy)을 이용하여 표면 거칠기를 측정하였다.

나노사이즈의 표면 거칠기는 rms(root-mean-square) 값으로 측정하여

발수 가공제에 의한 표면 거칠기를 비교하였다. 측정결과 나노입자를 넣

지 않은 Silicone과 Fluoro I 발수제를 사용한 시료도 Figure 26과 같이

수십 나노 사이즈의 표면 거칠기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는 물에 희석하

여 사용하는 Silicone과 Fluoro I 발수제의 경우 콜로이드 상태로 분산되

어 있던 가공제가 물과 섞이는 과정에서 전해질에 의해 고분자가 서로

결합력을 가지고 응집(aggregation)되면서 결정을 형성하는 것으로 사료

된다.

반면 Fluoro II 처리한 표면은 rms 값이 0.1nm로 거의 평편한 표면을

형성하여 발수제 자체에 의한 나노 사이즈의 표면 거칠기를 부여하지 않

고 있었다. 이는 Fluoro II를 구성하는 발수제가 대부분

perfluoro-2-butyltetrahydrofuran의 모노머로 되어 있는 용매에 희석하

여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Fluoro II에 탄소나노튜브를 분산하여 가

공한 시료는 Figure 26(d)과 같이 가장 큰 표면 거칠기를 형성하고 있었

다. 탄소나노튜브에 의한 나노사이즈의 표면 거칠기는 단순히 정량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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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의 비교 이상으로 형태가 뾰족하여 돌기 형태를 가지는 표면보다 물

방울과의 접촉면적을 더 효율적으로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탄소나노튜브와 같은 나노입자를 분산시킨 가공제로 초소수성

표면을 제조하는 것은 임의로 입자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고 가공방법을

조절하여 더 많은 나노입자를 표면에 부착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범위의 초소수성 표면을 제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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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s = 30.6nm

a) Silicone

rms = 14.5nm

b) Fluoro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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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s = 0.1nm

c) Fluoro II

rms = 48.9nm

d) Fluoro II _ CNT

Figure 26. AFM images(10㎛×10㎛) and rms values of the flat

surface treated with various water-repellent agents: a) Silicone, b)

Fluoro I, c) Fluoro II, d) Fluoro II_C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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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발수제 처리에 의한 외관

발수 가공제의 종류에 따라 섬유 표면에 부착된 가공제에 의한 외관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Figure 27과 같이 Fe-SEM 이미지를 3,000배율과

10,000배율로 측정하였다. 각 시료는 50D의 미처리, Silicone, Fluoro I,

Fluoro II, 그리고 Fluoro II에 탄소나노튜브를 분산한 가공제를 각각 처

리한 시료들의 이미지이다.

먼저 Figure 27(a)은 가공처리 전의 비교적 깨끗한 폴리에스터 필라

멘트 표면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Silicone과 Fluoro I으로 처리한 b, c

의 시료는 가공제가 코팅되면서 섬유표면에 미세한 표면 거칠기를 형성

하고 있었다. 이는 AFM으로 확인한 이미지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Fluoro II만 처리한 시료는 가공제에 의해 필라멘트와 필라멘트 사이의

공간이 막히지 않으며 섬유표면에도 대체적으로 편평하게 코팅되어진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Fluoro II에 탄소나노튜브를 분산시켜 네

번 dipping-padding 과정을 거친 시료는 섬유표면에 탄소나노튜브가 불

규칙적으로 도포되면서 미세한 표면 거칠기를 형성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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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ntreated

b) Silicone

c) Fluoro I



- 69 -

d) Fluoro II

e) Fluoro II-C2

Figure 27. Fe-SEM images of polyester fabrics treated with water

repellent agent and CNTs(substrate : 5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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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가공제에 의한 나노사이즈의 roughness와 소수성

발수 가공제의 표면에너지와 가공제에 의해 표면에 형성되는 나노사

이즈의 표면 거칠기가 소수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slide

glass에 처리하여 분석한 결과를 Table 12에 나타내었다. 먼저 각 발수

제의 임계표면장력으로 계산된 의 값과 실제 측정한 접촉각과

shedding angle 값을 비교하여 표면에너지와 나노입자가 소수성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표면처리하지 않은 폴리에스터 필름(PF)은 와 실제 측정한 접촉각

의 평균값이 동일했으며 shedding angle은 80 이〫상의 각에서도 필름 표

면에 물방울이 부착되어 측정할 수 없었다. 반면 Silicone과 Fluoro I은

보다 2.4°와 4.4°씩 높게 측정되어 발수제 가공 후 표면에 형성된 나노

입자의 영향으로 사료된다. Fluoro II는 완전하게 편평한 표면을 형성하

기 때문에 와 측정된 접촉각이 거의 일치하였다. 특히 Fluoro II에 탄

소나노튜브를 삽입하여 가공한 표면은 보다 5.8°의 가장 높은 접촉각

차이를 보였다. 이는 탄소나노튜브에 의한 표면 거칠기의 영향으로 분석

되며 탄소나노튜브가 표면과 물방울의 접촉면적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나노입자와 표면에너지가 shedding angle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

면 표면에너지가 Fluoro II보다 높은 Fluoro I이 더 낮은 shedding angle

을 나타내었다. 이는 Fluoro I에 형성된 나노입자가 물방울을 표면에서

쉽게 굴러 떨어지게 표면과의 접촉면적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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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Fluoro II에 탄소나노튜브를 삽입한 Fluoro II-C2에서 shedding

angle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 탄소나노튜브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Fluoro I보다 더 큰 나노사이즈의 표면 거칠기를 가지고 있는

Silicone 처리 표면이 Fluoro I보다 높은 shedding angle 값을 가지는 것

은 표면에너지 차이에 의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Figure 28(a)은 표면에너지가 49.7dyne/cm인 PET film(PF)과

15.7dyne/cm의 표면에너지를 가지는 Fluoro II의 표면에너지에 의한 접

촉각을 비교한 값이며 b는 Fluoro I이 Silicone보다 나노사이즈의 크기는

작지만 높은 접촉각을 가지는 것은 Silicone보다 낮은 표면에너지를 가

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c의 차이는 앞서 언급한 탄소나노튜브가 물방

울과 표면적의 접촉면적을 줄여주어 더 구형에 가까운 물방울의 형태를

가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나노사이즈의 표면 거칠기가 소수성에 미치는 영향은 Figure

29(c′)의 shedding angle 값을 통해 명확히 확인할 수 있으며 a′, b′

의 차이는 Figure 28의 a, b와 동일한 이유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실험을

통해 표면에너지와 나노사이즈의 표면 거칠기가 소수성에 미치는 영향을

Figure 30의 3차원 그래프를 통해 정리하였다. 확인 결과 rms가 0 일 때

표면에너지가 낮을수록 물방울이 쉽게 굴러 떨어지며 15.7의 표면에너지

에서는 rms가 커질수록 소수성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가장 낮은 표면에너지와 가장 높은 나노사이즈의 표면 거칠기를 가

질 때 소수성이 가장 우수해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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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The static contact angles and shedding angle of the flat

surfaces treated with various water-repellent agents

Water

droplet


Static contact

angle (Mean)

Shedding

angle

PF 82
82.0

80≤≤84
Wetted

Silicone 112
114.4

111≤≤117
20.6

Fluoro I 117
121.4

117≤≤124
16.4

Fluoro II 120
120.6

119≤≤122
21.0

Fluoro II-C2 120
125.8

125≤≤127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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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c contact angles(deg)

Figure 28. Static contact angles by water-repellent agents on flat

surf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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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dding angles(deg)

Figure 29. Shedding angles by water-repellent agents on flat

surf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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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0. Effects of nano-scaled roughness and critical surface

energy on shedding ang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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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발수가공 직물의 소수성 분석

2.3.1. 정적 접촉각

직물에 처리된 발수제의 표면에너지와 다양한 시료의 표면 거칠기에

의한 소수성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Figure 31과 같이 여섯 가지 시료

의 미처리, Silicone, Fluoro I, Fluoro II 그리고 Fluoro II-C2 가공제를

각각 처리한 시료들의 정적 접촉각을 비교하였다. 실험결과 발수처리 전

후 시료의 표면에너지에 의한 접촉각 차이는 크게 나타났다. 특히 표면

에너지가 Silicone보다 낮은 Fluoro I 발수제를 처리한 모든 시료에서 더

높은 접촉각을 보였다. 하지만 직물 조직의 특성에 따라 높은 접촉각을

가지는 구조에서는 표면에너지에 의한 접촉각의 차이를 유의성 있게 확

인할 수 없었다.

Nanofiber 형태로 되어있는 탄소나노튜브가 접촉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Fluoro II-C2 처리 시료가 Fluoro II 처리 시료보다 모든 시료

에서 다소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Fluoro I 처리 시료와 비

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발수제 종류와 시료 자체의

roughness가 소수성에 미치는 영향을 정적 접촉각으로는 명확히 확인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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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Shedding angle

반면 Figure 32와 같이 물방울이 굴러 떨어지기 시작하는 표면 각으

로 측정되는 shedding angle을 통해 각 시료를 분석한 결과 정적 접촉각

과 달리 직물의 표면 특성과 가공제에 의한 차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

었다.

측정결과를 살펴보면, 필라멘트로 된 직물보다 DTY로 된 직물이 더

낮은 표면 기울기에서 물방이 굴러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더 우

수한 발수 성능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Fluoro I이 Fluoro II보다 더 낮

은 shedding angle 값을 가지는 것을 모든 시료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Fluoro II와 달리 Fluoro I 가공제는 표면에 수십 나노 사이즈의

표면 거칠기를 형성하여 물방울과 표면의 접촉 면적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탄소나노튜브의 효과를 분석해 보면 탄소나노튜브를 넣은 소재가

Fluoro II 가공제만 처리한 시료보다 더 낮은 각도에서 물방울이 roll-off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50D 소재가 가장 낮은 값을 보여 초

소수성 성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탄소나노튜브를 처

리한 모든 직물 시료에서 10° 이하의 낮은 shedding angle 값을 가져 초

소수 성능을 보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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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Effects of the suface energy and roughness on the

hydrophobicity

Critical

surface energy

(, dyne/cm)

Nano-scaled

roughness

(rms, nm)

Micro-scaled

roughness

Static

contact

angles

(degree)

Shedding

angles

(degree)

PF

Untreated 47.5 0 1.00 82 -

Silicone 24.0 30.6 1.00 114 20.6

Fluoro I 18.5 14.5 1.00 121 16.4

Fluoro II 15.7 0.1 1.00 121 21.0

Fluoro II-C2 15.7↑ 48.9 1.00 126 14.6

20F

Untreated 47.5 0 1.15 94 -

Silicone 24.0 30.6 1.15 134 48.4

Fluoro I 18.5 14.5 1.15 143 23.1

Fluoro II 15.7 0.1 1.15 142 32.4

Fluoro II-C2 15.7↑ 48.9 1.15 143 8.4

50F

Untreated 47.5 0 1.16 107 -

Silicone 24.0 30.6 1.16 138 43.6

Fluoro I 18.5 14.5 1.16 143 16.7

Fluoro II 15.7 0.1 1.16 142 24.1

Fluoro II-C2 15.7↑ 48.9 1.16 144 9.2

50D

Untreated 47.5 0 1.13 101 -

Silicone 24.0 30.6 1.13 147 18.4

Fluoro I 18.5 14.5 1.13 153 6.8

Fluoro II 15.7 0.1 1.13 152 12.4

Fluoro II-C2 15.7↑ 48.9 1.13 160 4.4

75D

Untreated 47.5 0 1.13 106 -

Silicone 24.0 30.6 1.13 147 20.4

Fluoro I 18.5 14.5 1.13 152 8.8

Fluoro II 15.7 0.1 1.13 148 10.5

Fluoro II-C2 15.7↑ 48.9 1.13 153 7.8

150D

Untreated 47.5 0 1.15 97 -

Silicone 24.0 30.6 1.15 154 17.1

Fluoro I 18.5 14.5 1.15 153 9.6

Fluoro II 15.7 0.1 1.15 150 13.5

Fluoro II-C2 15.7↑ 48.9 1.15 154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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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마이크로 사이즈의 표면 거칠기와 소수성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료들은 9.5～12.2㎛의 직경을 가지는 필라멘트

로 구성되었으며 필라멘트의 수와 밀도에 따라 직물 표면의 거칠기가 다

르게 조성되었다. 특히 앞에서 확인한 결과와 같이 DTY 시료는 필라멘

트로 된 시료보다 표면의 roughness를 증가시켜 효율적으로 공기를 직

물 표면에 ‘holding’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이크로 사이즈의 roughness에 영향을 미치는 사가공의 특성과 실

의 굵기에 의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Figure 33과 같이 정리하였다. 분

석 결과 DTY 시료는 대체적으로 편평한 표면보다 더 낮은 shedding

angle 값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탄소나노튜브를 처리하지 않은 모든

가공제에서 20F, 50F의 필라멘트로 된 시료는 편평한 표면보다

shedding angle이 더 높아 직물 표면의 돌기가 오히려 발수성능을 떨어

뜨리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잎의 마이크로 사이즈 돌기의 직경은 5～10㎛ 정도이며 10～30nm

의 나노입자가 붙어 있는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마이크로 사이

즈의 돌기와 돌기 사이 간격은 10～30㎛로 보고하고 있다[3]. 이러한 점

에서 직물을 구성하는 필라멘트가 가지런하고 서로 조밀하게 붙어있는

20F, 50F보다 필라멘트가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DTY 시료는 연잎

의 마이크로 사이즈와 유사한 사이즈의 표면 거칠기를 형성하고 이는 초

소수성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마이크로 돌기를 형성해 주는 것으로 생

각된다. 이러한 구조는 DTY 시료가 모든 발수제에서 높은 접촉각과 매

우 낮은 shedding angle 값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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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초소수성 직물의 기하학적 구조 제안

상기 결과에서 Cassie-Baxter 수식을 직물에 적용했을 때 실측값과

일치 하는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직물 돌기의 R과 R+d의 값

을 설정하는 기준이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

로 표면을 구성하는 물질의 표면에너지를 알면 150〬 이상의 높은 접촉각

을 가지는 직물을 Cassie-Baxter 수식을 활용해 계산할 수 있다. Figure

34는 직물 표면에서의 R+d의 위치를 표시한 것으로 2(R+d)는 경사 두개

를 의미하여 1인치의 길이를 R+d 값으로 나누어 직물의 밀도를 계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Table 13과 같이  가 117°인 Fluoro I 가공 직물의 접촉

각이 150° 이상의 초소수성을 가지는 직물 밀도는 R이 50㎛ 일 때 경사

179에 위사 179의 밀도를 가지는 직물임을 계산을 통해 도출 할 수 있

다. 다양한 표면에너지를 가지는 직물의 돌기 사이즈에 따라 예상할 수

있는 최적 밀도를 Table 13에서 살펴보면 동일한 직물구조에서 표면에

너지가 낮아  가 클수록 더 밀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표면에너지

가 낮은 물질로 된 표면은 R+d가 작은 즉 공기의 접촉 비율인 가 상

대적으로 작아도 높은 접촉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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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R

(㎛)

R+d

(㎛)

Density

(per inch)
R/(R+d)    

Silicone

=112

50 175 145×145

0.28 0.34 0.73 1.07

100 349 73×73

Fluoro I

=117

50 142 179×179

0.35 0.38 0.69 1.07

100 284 89×89

Fluoro II

=120

50 125 203×203

0.40 0.42 0.65 1.07

100 250 101×101

Figure 34. R+d of the multi-filament plain woven fabric.

Table 14. Density of the fabrics having static contact angles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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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탄소나노튜브에 의한 초소수성

3.1. 농도에 따른 정적 접촉각과 shedding angle 분석

앞서 분석한 정적 접촉각과 shedding angle 값의 결과로 160°의 접촉

각과 4.4°의 낮은 shedding angle 값을 가지는 50데니어 DTY(50D)로 만

들어진 시료를 중심으로 탄소나노튜브에 의한 초소수 성능을 평가하였

다. 먼저 나노입자의 농도에 따른 차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dipping-padding 과정을 한번만 진행한 시료를 Fluoro II-C1로 표기하였

으며 4번 반복한 시료 Fluoro-C2와 비교하였다.

Figure 35와 같이 탄소나노튜브의 농도에 따른 정적 접촉각을 비교한

결과 시료간의 차이를 정적 접촉각에서는 판별할 수 없었다. 하지만

Figure 36의 shedding angle에서는 나노입자의 농도에 따른 차이가 뚜렷

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나노입자를 가지는 이중구조가 발수처리

만 한 시료보다 더 낮은 shedding angle 값을 보이고 있으며 탄소나노

튜브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더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탄소나노튜브

가 표면에 공기를 잘 'holding'시켜 고체 표면과 물방울의 접촉면적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실험을 통해 150° 이상의 높은 접촉각을 가지는 직물일수록 기존

의 대표적인 소수성 측정방법인 정적 접촉각보다 shedding angle을 통한

평가가 더 적합한 평가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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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 Effect of nano-particle addition on static contact angles.

Figure 36. Effect of nano-particle addition on shedding ang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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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접촉각 히스테리시스

접촉각 히스테리시스는 표면위에 있는 물방울이 특정 기울기에서 굴

러 떨어지기 시작 할 때의 전진각(advancing contact angle)에서 후진각

(receding contact angle)을 뺀 각으로 측정된다. 접촉각 히스테리시스가

낮다는 것은 전진각과 후진각이 비슷하여 완전한 구형에 가까운 형태로

굴러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구형에 가까운 접촉각 히스테리시

스를 초소수성 표면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1, 17].

하지만 많은 소수성 관련 연구에서 접촉각 히스테리시스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1, 44]. 그것은 물방울이 굴러 떨어

지기 시작하는 시점을 변별하기 어렵고 또한 그 순간의 이미지를 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보고 되고 있는 접촉각 히스테리

시스의 측정방법은 특정사이즈의 액적을 표면위에 올려놓고 주사기 바늘

의 끝을 물방울에 닿게 위치시킨 후 일정 거리까지 이동 시킬 때의 물방

울 형태를 비교하여 접촉각 히스테리시스를 비교하였다[17, 44].

본 연구에서도 표면을 기울려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해당 이미지를 촬

영할 수 없었으며 그러한 이유로 Figure 37과 같이 주사기 바늘을 일정

높이에서 일정 속도로 이동 시키며 관련 이미지를 취하여 탄소나노튜브

에 의한 접촉각 히스테리시스를 평가하였다.

측정결과 탄소나노튜브를 처리한 Fluoro II-C2 시료가 처리하지 않은

Fluoro II 시료보다 더 구형에 가까운 형태로 이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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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7. Contact angle hysteresis of the Fluoro II-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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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Bouncing 현상

물방울의 바운싱 현상은 초소수성 표면의 독특한 특성 중의 하나이

다. 물방울이 일정 속도를 가지고 초소수성 표면에 충돌했을 때 표면에

접착 되지 못하고 바운싱 되며 굴러 떨어지는 것은 초소수성 표면을 건

조하게 유지시켜 주는 기능을 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물방울이 표면에 충돌하면서 물방울의 형태가

변형되면서 표면적이 커지게 되고 표면에너지도 커지게 된다. 물방울의

운동에너지는 충돌하는 동안 형태 변형에 의해 물방울 내부에 쌓이게 되

며 이 쌓여진 운동에너지가 초소수성 표면에서 물방울의 바운싱을 유도

하는 힘이 된다[14, 78].

또한 이러한 바운싱 현상은 낮은 접촉각 히스테리시스와

self-cleaning 기능을 가지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실험결과 이러한

바운싱 현상은 접촉각을 측정하기 위해 일정한 높이에서 물방울을 떨어

뜨릴 때 Fluoro II-C2의 시료에서만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CNT가 부착된 표면의 표면에너지가 낮고 액체와 표면이 접촉하는 면적

이 작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Figure 38은 3.6 ± 0.2㎕와 12.5 ± 0.1㎕의 물방울이 Fluoro II-C2의 표

면 위에 완전한 구형의 형태로 놓여 있는 이미지이며 Figure 39는 동일

시료에서 나타나는 바운싱 현상의 이미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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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8. Photograph image of water droplets on a 50D sample

treated with Fluoro II-C2.

Figure 39. Bouncing phenomenon of Fluoro II-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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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탄소나노튜브에 의한 표면의 화학조성 변화

탄소나노튜브에 의한 섬유표면의 화학적인 결합 상태 및 분포의 변

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XPS를 사용하여 Figure 40과 같이 분석하였다.

실험결과 Fluoro II만 처리한 시료의 불소 비율은 32.2% 이며 불소/탄소

의 비율은 0.65로 계산되어졌다. 반면 탄소나노튜브를 삽입한 시료는 불

소의 비율이 16.4%로 불소/탄소의 비율은 0.27로 낮아진 것을 알 수 있

다. 하지만 더 낮은 shedding angle 값을 가지는 것은 탄소나노튜브 가

공 소재의 표면에 나노파이버 형태의 기다란 탄소나노튜브가 미세한 공

기층을 형성하여 물방울과 표면과의 접촉면적을 줄여 주었기 때문이다.

이는 탄소나노튜브와 같은 나노입자는 표면에서 물방울이 자유롭게 이동

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러한 이중구조는

물방울과 표면과의 접촉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표면의 표면에너지가

물방울의 접촉각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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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40. XPS spectra of samples treated with Fluoro II: without

CNTs(a), added CNT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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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탄소나노튜브의 농도별 표면특성

탄소나노튜브의 농도를 달리한 두 가지 시료의 나노입자에 의한 표면

거칠기를 비교하기 위해 Fe-SEM과 AFM 이미지를 분석하였다.

Figure 41의 Fe-SEM을 통해 50D 시료의 섬유에 부착된 탄소나노튜

브의 농도에 따른 외관차이를 비교하면 dipping-padding 과정을 한번 거

친 Fluoro-C1은 탄소나노튜브의 부착이 Fluoro-C2보다 현저히 적은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Figure 42의 AFM을 통해 농도에 따른 탄소

나노튜브의 roughness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dipping-padding 횟수로 나노입자의 농도를 어느 정도 조절할 수는 있었

지만 섬유표면에 균질하게 분포시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CNT

복합가공제를 직물 표면에 고르게 분포시킬 수 있는 적절한 가공방법의

제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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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luoro-C1

b) Fluoro-C2

Figure 41. Fe-SEM images of the 50D treated with low

concentration(a) and high concentratio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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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ow concentration (Fluoro-C1)

b) High concentration (Fluoro-C2)

Figure 42. Difference of AFM images by concentration of C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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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직물의 표면 거칠기와 표면에너지가 소수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섯 가지의 직물과 표면에너지가 서로

다른 세 가지의 발수제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탄소나노튜브를

이용한 소재의 초소수 성능을 평가 분석하였으며 직물 구조에서의 적합

한 평가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발수처리하지 않은 다섯 가지 직물의 roughness factor를 Wenzel의

수식을 통해 계산한 결과 필라멘트수가 많고 실이 굵을수록 높은

roughness factor를 가지고 있었다.

2. 발수처리한 직물의 roughness factor를 Cassie-Baxter 수식을 통해

측정한 결과 모든 시료의  값이 0보다 큰 값을 가지며   가 1

보다 커 Transitional state에 속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3. 직물 표면의 거칠기와 표면에너지가 소수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면  값이 크면서   가 1에 가까울수록 높은 접촉각과 낮은

shedding angle 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동일한 직물에서는 표면에너

지가 낮을수록  가 커져 더 높은 접촉각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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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assie-Baxter의 수식으로 계산한 접촉각과 실제 측정한 접촉각을 비

교한 결과 film과 filament로 제작된 시료에서는 모두 일치하는 경향

을 보여 이 수식을 통해 특정 접촉각을 가지는 직물의 밀도를 돌기

사이즈별로 계산할 수 있었다.

5. 발수제 종류에 따른 나노사이즈의 표면 거칠기가 접촉각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한 결과 Fluoro II만 평편한 표면에 처리했을 때보다 탄소나

노튜브를 분산하여 처리한 표면에서 수백나노 사이즈의 표면 거칠기

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탄소나노튜브에 의해 접촉각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6. 탄소나노튜브의 농도를 증가 시켰을 때 더 낮은 shedding angle 값을

가져 탄소나노튜브가 표면과 물방울 사이에서 접촉면적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탄소나노튜브를 네 번 처리한 50D 직물은 160°의 높은 접촉각과 4.4°

의 낮은 shedding angle 값을 가지며 바운싱 현상 등 초소수성 표면

에서 보여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8. 또한 본 연구를 통해 150°의 높은 접촉각을 가지는 표면은 정적 접촉

각 보다 시료간의 변별력을 높일 수 있는 shedding angle로 평가하는

것이 더 적합한 방법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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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직물의 표면 거칠기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과

그 표면 거칠기와 표면에너지가 접촉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또한 높은 접촉각을 가지는 직물구조에서 초소수성을 평가할 수 있

는 평가방법을 변형된 shedding angle과 접촉각 히스테리시스를 통해 측

정할 수 있었다. 특히 탄소나노튜브를 적용한 초소수성 직물의 젖음 현

상을 분석하여 self-cleaning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초소수성 직물 개발을 위해 다양한 나노입자의 적용과 최적의

가공 방법에 관한 연구가 수행된다면 self-cleaning 기능을 가지는 의류

소재의 활용이 본격화 되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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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superhydrophobic fabrics

treated with CNT-Teflon

Myoung Hee Shim

Department of Clothing and Textil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superhydrophobic

textiles with self-cleaning function employing carbon nanotubes

(CNTs) and water-repellent agents. The wetting behavior of

the superhydrophobic fabric was compared to that of other

materials having a variety of roughness and surface energy.

Microstructures were prepared with 100% polyester woven

fabrics having various yarn diameters and yarn types.

Nano-sized structures were fabricated by finishing the text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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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CNTs nanoparticles using water-repellent agent as a

binder.

The pristine fabrics represented Wenzel-type behavior with

complete wetting having contact angle of non-treated PET film

() lower than 90°. On the other hand, both the silicone treated

fabrics and the fluoro polymer treated fabrics showed high

contact angles of 153°. From the  of the film treated with

water-repellent agents, the contacts angles of the woven fabrics

were predicted using the Cassie-Baxter equation, and thus good

agreement between the predicted values and the observed

contact angles was obtained, with the measured values of DTY

samples slightly greater than our predicted values. Also, DTY

samples showed higher contact angles than filament samples.

To form a superhydrophobic fabric having binary structure,

multi-walled CNTs were applied into Fluoro II, consisting of

fluorocarbon. From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XPS)

analysis, the fluorine-to-carbon ratio was 0.65 for the sample

treated with Fluoro II and decreased to 0.27 by the addition of

CNTs, on which the water drop rolled off easily by having

lower shedding angle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superhydrophobicity was

strongly influenced by the binary structure having nano-scaled

roughness than by the chemical composition of surface. It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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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en that the shedding angle, the angle at which a water

droplet rolls off the surface, was an reasonable method to

evaluate the superhydrophobicity. Also, it was shown that all of

the water-repellent agents and nano-particles did not decrease

air permeability and water vapor transmission rate noticeably.

The 50D sample treated with Fluoro II-C2 exhibited the highest

superhydrophobic properties, having static contact angle of 160°

and shedding angle of 4.4°.

keywords : superhydrophobicity, surface energy, roughness

factor, static contact angle, carbon nano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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