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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알루미늄은 높은 열전도도, 저비중 등으로 직물에의 적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알루미늄 스퍼터링 처리된 직물을 대상으로 

열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론적으로 해석해 보았다. 이를 위해 base 직물 

종류(나일론, 면/폴리에스터, 형상기억 폴리우레탄 나노웹, 폴리에스터), 

스퍼터링 처리 시간 등을 달리하여 알루미늄 스퍼터링 직물을 

제작하였다. 그 후 열원과 시료 사이 거리, 방향을 달리하여 열전달 

특성을 실험을 통해 고찰하였다. 그리고 열전달 이론에 입각하여 

열전달량을 계산하고 실험값과 비교하여 직물의 열적 특성을 분석해 

보았다.  

나일론 직물을 base fabric으로 하여 알루미늄 스퍼터링 처리 시간을 

변화시키며 다층형 직물을 제작한 후, 이 스퍼터링된 시료를 hot plate 

위에서 밀착시킨 후 열화상 이미지를 촬영하여 표면온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스퍼터링 처리 면이 외기를 향할 때, 스퍼터링 시간이 0분에서 

25분으로 증가할수록 표면온도가 13℃ 정도 감소하였다. 

나일론, 면/폴리에스터, 형상기억 폴리우레탄 나노웹, 폴리에스터 

직물에 1000W, 10분 알루미늄 스퍼터링 처리를 실시한 후 FE-SEM, 

EDX, Add-on 측정 결과 네 시료 모두 알루미늄 스퍼터링 처리 후 

알루미늄 grain이 섬유 표면에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뒷면에서는 알루미늄이 전혀 검출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base fabric 종류에 따른 알루미늄 

스퍼터링 처리 직물 표면온도 측정 결과, 열원과 직물이 밀착하고 

알루미늄 층이 외기를 향할 때 표면온도는 나일론 직물과 폴리에스터 

직물은 21℃, 형상기억 폴리우레탄 나노웹은 26℃, 면/폴리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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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물은 31℃로 나타났다. 그리고 알루미늄 스퍼터링된 시료 모두 hot 

plate-fabric 사이 거리가 0mm에서 10mm로 증가할 수록 직물 표면 

온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단면만 알루미늄 스퍼터링한 

시료의 경우 알루미늄 층의 방향에 따라 표면 온도가 최대 11℃ 이상 

차이가 났다. 또한 단면 스퍼터링 시료가 시료의 방향에 따라 표면 

온도가 차이 나는 현상은 hot plate와 직물 사이 거리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이면 온도의 경우, base fabric을 나일론 

직물로 하고, 직물과 열원 사이 거리를 10mm로 하였을 때에는 

알루미늄 스퍼터링 처리 시간과 직물 방향에 따른 차이가 매우 작았다. 

또한 시간 경과에 따른 스퍼터링 직물의 표면온도를 관찰하여 본 결과 

네 종류의 직물 모두 1분 이내에 빠르게 정상상태에 도달하였고, 60분 

후에도 1분 경과 후와 유사한 표면온도를 보였다. 

알루미늄 스퍼터링된 나일론 직물의 스퍼터링 효과를 시료 방향, 

열원과 직물 사이 거리, 스퍼터링 시간을 고려하여 열전달 이론으로 

해석하였다.  계산을 통하여 표면 온도 변화를 설명할 수 있었으며, 

이론에 의한 계산값이 실험값과 부합함을 확인하였다.  

알루미늄이 외기 쪽에 스퍼터링된 나일론 직물의 경우, 알루미늄의 

높은 열전도율로 인하여 직물 표면 온도의 저하를 초래하였다. 반면 

알루미늄 층이 열원을 향할 경우 직물 표면 온도가 열원에 가까운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어 : 알루미늄, 스퍼터링, 열적 특성, 적외선 열화상 이미지,  

표면 온도 

학   번 : 2011-30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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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알루미늄의 특징은 높은 IR 반사 기능, 낮은 방사율, 높은 

열전도도(205W/m·K), 저비중(2.7), 풍부한 매장량 등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알루미늄은 산화 피막을 형성할 수 있어 부식에 강하고, 

알루미늄의 녹는점은 660.32℃, 끓는점은 2519℃로 낮은 융점 

특성으로 인해 쉽게 폐 알루미늄을 녹여 재생이 가능하며 주조성이 

우수하다는 등의 장점을 지닌다[1-11].  

이와 같은 알루미늄의 특징을 이용하여 직물에 적용시켜 직물의 

열적 특성을 변화시킨 경우는 다양한데, 주로 flame 

retardant(난연제)에 관한 연구가 많다[12-19]. 또한 알루미늄을 

직물에 적용 시켜서 열 안전성 및 DSC를 이용한 열적 특성, 보온성을 

연구가 있다[20-23]. 그리고 알루미늄을 직물에 적용하여 자외선 

차단[16, 24], 항균성[25, 26], 수분특성[27], 전기 전도성[28, 29], 

전자파 차폐특성[30, 31], 촉매제[32-36], 매염제[37-40], 

표면특성[41], 쾌적성[42], 기계적 물성[41, 43] 관련한 연구들이 있다. 

더불어 직물의 열적 특성 관련한 연구들도 있다[44-47]. 

또한 알루미늄의 특성을 이용하여 직물 위에 알루미늄 등의 금속 

혼합물로 코팅 처리 하여 적외선 방사율과 적외선 열화상 이미지를 

살펴본 연구들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들은 아래와 같이 코팅 

직물들은 미처리 직물에 비해 낮은 적외선 방사율과 낮은 표면온도 

이미지를 나타내는 경향을 보였다[48-50]. Wang 등[49]은 직물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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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bon-aluminum이 도핑된 ZnO를 코팅하여 IR 방사율과 적외선 

열화상 이미지를 확인하였다. Mao 등[50]은 면 직물 위에 졸겔법으로 

제조된 Al, La가 도핑된 ZnO를 코팅한 후 IR 방사율과 적외선 열화상 

이미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Mao 등[48]은 면 직물 위에 Al, In이 

도핑된 ZnO를 코팅하여 적외선 스텔스 기능을 살펴보았다. 

Chandy 등[51]은 Ar 가스를 이용하여 알루미늄 스퍼터링 

처리하여 알루미늄 코팅된 coir fiber를 제조하였다. 그리고 이 섬유가 

우수한 발수성을 지니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스퍼터링 기술은 높은 밀도와 우수한 부착력을 지니고, 

박막특성과 코팅율이 안정적이라는 장점을 지닌다. 스퍼터링 기술로 

제작되는 박막의 두께는 1㎛이하이다. 알루미늄 스퍼터링 기술을 직물에 

적용하여 수분특성, 표면구조, 열적 특성에 관해 고찰한 연구는 있으나 

[51-53] 열전달 특성 관계를 다양한 변수로 심도 있게 고찰한 연구는 

많지 않다. 또한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알루미늄 적용 직물의 열적 

특성을 살펴본 연구들은 있으나 주로 난연제에 관련하여 연구하였으며, 

냉온 환경에서 다양한 변수로 심도있게 고찰한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알루미늄을 직물에 다양한 조건으로 스퍼터링 

처리하고 적외선 열화상 장비를 통한 열적 특성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스퍼터링 처리 조건, base 직물 종류(나일론, 

면/폴리에스터, 형상기억 폴리우레탄 나노웹, 폴리에스터), 열원(혹은 

광원)과 시료 사이 거리, 스퍼터링 직물의 방향 등을 달리하여, 이에 

따른 직물 표면 및 이면 온도를 열화상 이미지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그리고 전도, 대류, 복사를 고려한 열전달 이론에 입각하여 

스퍼터링된 나일론 직물과 열원 사이 거리, 스퍼터링된 알루미늄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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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에 따른 열 전달량을 계산하고 직물 표면 및 이면의 계산과 실 

측정치를 비교하여 직물의 열적 특성을 고찰하였다. 이로써 추후 

알루미늄 스퍼터링 처리 직물의 특수 의류 소재 적용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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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물질의 열전달 

 

 

2.1.1. 단일 물질의 열전달 

 

한 물질 안에서 온도 구배가 존재한다면, 에너지는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른다. 열전달(heat transfer)은 다른 지점에서 온도차이에 의해 

생성되는 열에너지의 흐름이며, 크게 전도(conduction), 

대류(convection), 복사(radiation)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54-59]. 

 

 

2.1.2. 전도 

 

전도는 매질의 운동이 없는 상태에서 열전달이다. 전도는 분자와 

원자의 활동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입자 사이 상호작용을 통해 

물질 내의 활동적인 입자에서 다소 비 활동적인 입자로 에너지가 흐르는 

것을 지칭한다. 액체와 고체에서의 전도는 분자의 무질서한 움직임에 

의한 마찰과 확산이다. 액체의 열전도는 기체와 흡사하나 분자들이 더욱 

치밀하게 위치하고 있으며 분자들이 서로 충돌할 때 분자력장이 에너지 

교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체의 경우보다 훨씬 복잡하다. 

고체의 경우 격자 내부 분자의 진동과 자유전자에 의해 열이 전달될 수 

있다. 기체분자의 운동에너지는 그 기체의 온도에 비례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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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부분의 분자는 저온영역의 분자보다 더 큰 속도를 갖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55-57].  

전도에 의해 일어나는 열전달률 식 (1)은 Fourier 법칙에 의해 나타낼 

수 있다. 직선형의 열분산과 열흐름은 Fourier 법칙의 영향을 받는다. 

Fourier의 연구에 의하면 전도에 의한 열전달률은 두 점 사이의 

거리에는 반비례하고 온도차와 면적에는 비례한다. 이러한 식은 

단위시간당 전달되는 에너지양을 계산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식 

(1)에서 열전달률을 W(Watt)로 표시할 때, 열 전도도 단위는 

W/(m·℃)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열전도도는 전달물성값(transport 

property)이고, 물질에서 열이 얼마나 빠르게 흐르는지를 나타낸다. 

분자가 빨리 움직일수록 에너지를 더욱 빠르게 운반한다. 또한 

열전도도의 ‘- 부호’는 온도가 저하되는 방향으로 열이 이동하는 것을 

지칭한다[55-57, 60, 61]. 

 

 

Figure 1. Heat transfer by con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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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1) 

 

Q: 열 전달률(heat transfer rate, W) 

k: 물질의 열전도도(thermal conductivity, W/(m·K) 

A: 표면적(m2) 

T: 온도(K) 

△T: 온도차이(K) 

△x: 두께(m) 

 

알루미늄, 은, 구리와 같은 금속의 경우 매우 높은 열전도도를 지니고 

있다[1]. 많은 선행연구들은 열전도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되어왔다[60, 

62,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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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대류 

 

대류는 매질의 체적운동(bulk motion), 불규칙적인 분자운동에 의해 

열전달이 이루어지는 현상이다. 대류는 다량의 분자가 집합체로 

움직인다는 사실과 연관된다[57]. 단일벽에서 온도 구배는 유체흐름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온도 구배와 흐름의 특성을 나타내어야 한다.  

식 (2)는 대류의 효과를 계산하기 위해서 Newton의 

냉각법칙(Newton’s law of cooling)을 응용하여 나타낸 것이다. 

Newton의 냉각 법칙은 액체나 고체 표면에서 주변 기체로의 열 손실은 

액체/고체와 기체 사이 온도차이와 접촉 면적을 곱한 값에 비례하는 

형태로 설명될 수 있다. 이 냉각법칙은 차가워지는 물체의 온도가 주변 

환경과 물체 사이의 접촉 면적에 비례하는 비율로 주변 환경의 온도로 

지수함수 모양으로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59, 64]. 이 때 

열전달계수는 유체의 물성값이 아닌 벽 표면에 접한 유동형태에 많은 

영향을 받아 film cunductance이라고 표현 할 때도 있다. 열전달계수는 

유체의 열역학적 물성값, 유체 운동의 성질, 표면 형상 등에 따라 

변한다. Q(열전달률)가 W(watt)로 표시될 때, h의 단위는 

W/(m2·℃)로 표현된다. 대류 열전달률은 고체 표면과 유체 간의 온도 

차 및 표면적과 연관된다 [55-57, 64-66].   

또한 대류는 유동의 성질에 따라 자유대류(free convection)와 

강제대류(forced convection)로 구분된다. 자유대류는 송풍기, 펌프, 팬, 

비행기의 추진 운동 등과 같은 외부 요인 없이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대류현상이다. 이는 물체와 주변 유체 사이 온도 차이에 의한 

밀도차이에 기인하는 부력에 의해서만 외부 유체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열된 단일벽을 정지 공기층에 노출시켰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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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는 단일벽 주위 밀도 구배에 의해 움직이게 된다. 반면 강제대류의 

경우 송풍기, 펌프 등 외부 수단에 의해 유동이 발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열된 단일벽 주위를 바람의 힘에 의해 유체가 흘러 냉각이 되는 

사례를 들 수 있다[55-58, 64].  

 

 

 

 

 

Figure 2. Heat transfer by conv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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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ThAQ w                                                 (2) 

 

h: 대류열전달계수, W/(m2·K) 

Tw: 고체표면의 온도(K) 

T∞: 자유 흐름에서의 유체 온도(K) 

A: 표면면적(m2) 

Q: 열전달률(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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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복사 

 

복사는 온도의 영향을 받아 에너지를 방출하여 열 방사되는 것으로, 

열 복사 에너지 이동은 두 계면의 절대 온도에 의존한다. 또한 

전자기파(혹은 광자)에 의해 복사장의 에너지는 전달된다. 복사를 

설명하는데, Maxwell은 복사를 전자기파(electro magnetic wave)로 

설명하였고, Max plank는 복사를 에너지의 광자(photon)나 

양자(quanta)로 설명하였다[67, 68] .  

그리고 복사는 진공 중에서도 열이 전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도, 

대류 와는 차별화 된다. 전도 및 대류는 중간에 매질을 필요로 하는데, 

복사의 경우에는 중간 매질 없이 열전달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와 같은 현상을 electromagnetic radiation(전자기 복사)라고 

지칭한다[55, 57].  

흑체는 모든 파장과 방향에서 입사되는 복사열을 투과, 산란, 반사 

시키지 않고 항상 완벽하게 흡수하고 방사하기에 방사율이 1이다[55, 

57, 68]. 흑체를 제외한 다른 물질들은 방사율이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주어진 온도와 파장에서 흑체 보다 높은 에너지를 방사하는 

물질은 없다. 그러므로 유광 페인트나 연 마한 금속판을 칠한 표면은 

흑체 보다 작은 에너지를 방사한다.  

Stefan-Boltzmann 법칙에서 흑체의 복사 에너지는 절대 온도의 네 

제곱에 비례한다[55, 57]. 또한 Max plank는 에너지는 광자의 형태로 

전달되는 것으로 가정한 흑체 복사 이론을 제안하였는데 흑체에 의한 

복사의 방사는 식 (3)으로 나타내어진다[68,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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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λ(T): 흑체 복사 에너지량(W/m2·㎛) 

C1: 상수(2πhc2=3.743 X 108W·㎛/m2) 

C2: 상수(1.4387 X 104㎛·K) 

T: 절대온도(K) 

λ: 파장(㎛) 

 

 그리고 Plank의 분포는 Figure 3[70]과 같다. Figure 3에서 알 수 

있듯이, 각 온도에 따른 곡선들은 단 한 개의 피크를 지닌다. 이 피크는 

온도가 증가하면서 파장이 짧은 쪽으로 이동한다. 또한 모든 파장에서 

온도가 증가할수록 방사도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68, 70]. 

 

Figure 3. Plank’s distribution[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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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율의 영향을 고려하여 생각할 때, 직선적으로 전자기 복사가 

이동하는 동안에 일부가 주위에 흡수될 수 있다. 따라서 한 쪽 표면에서 

벗어난 에너지는 그 전부가 다른 표면에 도달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식 (4)에 흑체의 방사에너지를 나타내었다. 이때 이 식은 Stefan-

Boltzmann법칙으로 나타낸 것이다 [55-57, 67, 69]. 

 

4)( TTEb                                                                                  (4) 

 

4)( TTE                                                                                   (5) 

 

Eb(T): 흑체의 온도 T에서 방사에너지(W/m2) 

E(T): 실제 물질의 온도 T에서 방사에너지(W/m2) 

ε: 방사율(흑체의 경우 1) 

ς: Stefan-Boltzmann 상수(5.669 X 10-8 W/m2·K4) 

T: 온도(K) 

 

한편, 적외선 열화상 장치(infrared thermograph)는 특정 물체의 

온도 분포를 모니터에 컬러 열화상으로 표현하는 장치이다. 비 

접촉식으로 신속하게 측정이 가능하며 대상 물체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다는 장점으로 인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적외선 열화상 

장비는 물질 절대온도의 네 제곱에 비례하여 에너지 양이 결정된다는 

Stefan-Boltzmann법칙과 물질의 온도에 따라 물질에서 방사되어 

나오는 에너지 양과 파장이 변화한다는 Plank 법칙을 주된 원리로 하여 

대상 물체의 온도를 색상 분포로 표현한다[69, 71]. 

그리고 물질이 외기로 복사 에너지를 내보낼 때 복사 열전달률은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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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과 같이 나타내어진다. 이 때 이 식은, 앞에서 언급하였던 Stefan-

Boltzmann 법칙에 의해 나타내어진다. 그리고 방사율 ε의 경우, 

흑체를 제외한 모든 실제 물질들은 1보다 작다 [55, 59, 61]. 

 

)(
44

 TTAQ w                                               (6) 

 

Q: 복사 열전달률(W) 

A: 표면적(m2) 

б: Stefan-Boltzmann 상수(5.669 X 10-8 W/m2ᆞK4) 

Tw: 실제물질의 표면온도(K) 

T∞: 대기온도(K) 

 

또한 폐쇄공간에서의 불투명한 대형 평행 평판이 있을 때, 이 두 개의 

평행 평판(물질1, 물질2) 사이에서 복사 열전달의 경우, 열전달률은 식 

(7)과 같이 나타내어진다[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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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열전달률(W) 

Tw1: 물질1의 표면온도(K) 

Tw2: 물질2의 표면온도(K) 

ε1: 물질1의 방사율 

ε2: 물질2의 방사율 

A: 표면적(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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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스퍼터링 

 

스퍼터링(sputtering)기술은 에너지를 갖는 입자를 이용하여 기판 

위에 박막을 형성하는 방법이다. 즉, 특정 에너지를 지닌 하전된 기체 

입자가 타겟에 충돌하면서 원자나 분자 등이 튀어 나오는 메커니즘이다. 

이 때 100eV 이상의 매우 높은 에너지 입자로 박막은 형성된다[72, 

73].  

스퍼터링시 타겟을 산화물로 사용하는 경우, 고품질의 세라믹스 

박막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타겟이 열충격에 약하고, 큰 면적의 

타겟 제조가 힘들다는 결점이 있다. 그러므로 타겟을 금속으로 사용하는 

반응 스퍼터링이 많이 사용되기도 한다[74].  

스퍼터링 기술은 장시간(100시간 이상) 생산에도 박막이 안정적이며 

기판에 대한 열적 부하가 작다는 장점을 지닌다. 보통 스퍼터링 되는 

입자의 크기는 0.1~10nm 이고 코팅되는 두께는 1㎛이하이다. 또한 

금속 또는 금속 산화물 등에 코팅이 가능하며 우수한 부착력과 높은 

밀도의 특성을 지닌다[72, 75].  

스퍼터링 기기의 구조는 기기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게 

챔버부분, 플라즈마 발생부분, 진공배기부분, 제어부분, 

유틸리티부분으로 나뉜다. 스퍼터링 시 챔버 내부는 진공펌프로(10-

5torr이하)로 배기한다. 그 후 가스(Ar, O2 등)를 주입하고, 압력은 10-

2~10-3torr 정도로 유지시킨다. 타겟의 윗부분에는 자기력선과 

전기력선이 형성되며, 플라즈마가 생성된다[72]. 플라즈마 스퍼터링은 

타겟이 전극의 역할을 하고, 타겟이 도체인지 부도체 인지에 따라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 장치가 다르다. 그리고 플라즈마 스퍼터링에서 

타겟에는 음의 바이어스가 인가 되고, 박막은 양의 바이어스가 인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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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형성된 플라즈마에 의해서 원자 혹은 분자 이온이 타겟에 

충돌하며 입자가 튀어나와 기판에 코팅된다[72, 73]. 스퍼터링의 

메커니즘 도식화는 Figure 4~6과 같다[76, 77]. 

 사실 모든 고체 물질은 상태(단독물질, 혼합물, 화합물)에 따라 각각 

다른 원자간 결합력을 지니고 있다. 더불어 원자들은 각각 서로 다른 

크기와 질량을 갖는다. 이러한 연유로 스퍼터링시 같은 플라즈마 

에너지를 사용하였다고 해도 타겟에서 방출되는 입자의 운동 에너지나 

밀도는 동일하지 않고, 이를 스퍼터링 수율(sputtering yield)이라고 

지칭한다[73].  

 스퍼터링 시 스퍼터의 압력, 고주파 파워, 기판의 온도, 산소 분압, 

기판과 타겟 사이의 거리 등의 조절에 따라 생성되는 박막의 특성은 

변화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사항들을 잘 조절함으로써 원하는 조건의 

박막을 제작할 수 있다. 기판의 온도가 높아지면 결정화와 미세구조가 

양호하지만 휘발 성분이 손실된다는 단점도 지닌다. 그리고 산소 분압이 

높아지면 고품질의 박막을 제조할 수 있으나 생산 속도가 느려진다는 

단점을 지닌다. 그리고 기판과 타겟 사이 간격이 가까울수록 증착 

속도는 빨라지나 박막 특성은 저하 된다는 단점을 지닌다[74]. 또한 

플라즈마 에너지를 증가시킬수록 타겟에서 방출되는 입자 수가 증가하게 

되는 특징을 지닌다. 또한 과도하게 높은 에너지가 타겟에 가해질 경우 

용융 혹은 변형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조절에 

주의하여 한다[73].  

스퍼터링 종류에는 on-axis DC magnetron 스퍼터링, cylindrical 

magnetron 스퍼터링, off-axis 스퍼터링, ion beam 스퍼터링, 고주파 

스퍼터링, hallow cathode discharge 스퍼터링 등이 있다[74, 77].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스퍼터링 기술은 매우 다양한 장점을 지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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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광학부품, 자동차 부품, 디스플레이, 기타 신기능 박막 제조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72, 74]. 아래에 직물에 스퍼터링 기술을 

적용한 사례를 서술하였다.  

Chen 등[78]은 폴리에스터 직물 위에 은을 이용하여 고출력 

magnetron 스퍼터링 처리를 하여 항균 작용을 하는 은 코팅 

텍스타일을 제작하였다. 실험 결과 결정 구조는 (111) 형태를 띄고 

섬유 방향으로 배향되었으며 섬유에 균일하게 은이 도포되었다. 코팅 

직물은 미처리 직물의 물리적 특성을 유지하였다. 항균 작용 테스트(JIS 

L 1902:2008)에서 1분동안 스퍼터링한 직물은 강한 세균 발육 억제 

작용(>2.0)과 살균작용(>0)을 보였다. 그리고 20 cycle의 세탁 후에도 

항균성을 유지하였다.  

Chandy 등[51]은 Ar 가스를 이용하여 스퍼터링 처리해 알루미늄 

코팅된 coir fiber를 제조하였고, 이 섬유가 우수한 발수성을 지니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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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Structure of sputtering machine.  

 

 

Figure 5. Schematic diagram of sputtering process[76,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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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Schematization of sputtering mechanism[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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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선행연구 

 

알루미늄의 다양한 특성을 이용하여 직물에 적용시킨 연구는 

다양하게 존재한다. 알루미늄의 열적 특성에 관한 연구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Moafi 등[15]은 셀룰로오스와 폴리에스터에 aluminum chloride 

hexahydrate를 코팅하여 flammability, LOI, TGA, DTG, XRD, FTIR 

등의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00nm 이하의 aluminum chloride 

hexahydrate가 섬유표면에 코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코팅된 

직물은 효과적인 난연성을 보였다. 난연성 실험 결과 최적 부하 

난연성은 코팅된 셀룰로오스 섬유에서 8.97~9.93%, 코팅된 폴리에스터 

섬유에서 20.30~23.48%로 나타났다. 또한 처리 시료의 연소 후 

재들의 XRD 결과 α-Al2O3 나노 입자들이 검출되었다. 

Raslan 등[16]은 폴리에스터 직물 위에 Al2O3, Ag, TiO2를 

코팅시킨 후 난연성, thermogravimetric analysis(TGA), 항균성, 

기계적 특성, whiteness index, wettability, surface roughness등을 

확인하였다. Air plasma Al2O3 처리 후 난연성, UPF, 열적 안정성, 

백색도가 증진되었다고 보고 하였다. 1.3watt로 Al2O3 플라즈마 처리 후 

열적 안정성이 증진되었고, 미처리 시료와 처리 시료의 분해 시작 

온도는 각각 291.58℃에서 320.96℃로 Al2O3 처리에 의해 분해 시작 

온도가 높아졌으며, 분해 정지 온도 또한 미처리 시료(430.79℃)에 

비해 처리 시료(438.49℃)가 더 높았다. 또한 burning time의 경우, 

미처리 시료는 39초, 처리 시료는 50초 이었고, burning rate의 경우, 

미처리 시료는 230mm/min, 처리시료는 180mm/min으로 나타났다. 즉, 

Al2O3 플라즈마 처리는 폴리에스터 직물의 열적 거동을 변화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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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직물의 열적 안정성 증진은 폴리에스터 직물의 난연성 증진에 

영향을 미쳤다. 

Korkmaz 등[19]은 면 직물 위에 BTCA를 가교결합제로 사용하여 

Al2O3-NPs를 코팅처리 하여 인화성 실험을 하였다. 그 결과 미처리 

직물과 처리 직물은 다른 점화 시간을 보였으며, burning  time의 경우 

미처리 직물은 10초, BTCA와 Al2O3 처리 직물은 29.27초를 

나타내었다. 또한 난연 테스트에서 Al2O3-NPs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직물의 인화성이 감소되었다. 메탈 옥사이드 나노 입자는 열적 안정성을 

증진 시키고, 폴리머 체인들의 유동성을 저해시켜 물질 내부의 열전달을 

증진시킨다. 

Norouzi 등[18]은 메탈 나노 입자 들은 열과 물질 전달의 장벽이 

될 수 있으며, 난연성을 증진시킨다고 하였다. 

Cationic 면직물 표면에 Al2O3 나노 입자를 코팅시킨 multilayer 

nanocomposite에 관한 연구에서는, 이러한 multilayer 

nanocomposite은 면직물의 난연성, UV 차단특성, 기계적 작용을 증진 

시킨다고 하였다[17, 79]. 

지금까지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알루미늄 처리 직물의 난연성에 

관한 연구들이었다. 이 외에도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주변과 

직물 온도, 적외선 방사율에 관한 연구가 아래와 같이 있다. 

Wang 등[49]은 직물 위에 carbon-aluminum가 도핑된 zinc 

oxide(C-AZO)를 코팅하여 IR 방사율과 적외선 열화상 이미지를 

확인하였다. C-AZO 복합물의 평균 입도는 1.3㎛이고, 두께 제어기가 

달리 코팅기로 코팅 두께를 75, 150, 300, 2 Ⅹ 300, 3 Ⅹ 300㎛로 

하여 직물에 코팅하였다. 그 결과 코팅 두께를 2 Ⅹ 300㎛, C-AZ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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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유량을 40%로 하였을 때, 면 직물 위에 코팅 처리 후 방사율(범위: 

8-14㎛)이 0.940(미처리)에서 0.795(코팅 처리)로 감소하였고, 

polyethlene membrane 위에 코팅 처리 후에는 방사율이 

0.879(미처리)에서 0.761(코팅 처리)로 감소하였다. 또한 열원을 

손으로 하고, 직물을 손위에 두어 적외선 열화상 이미지를 확인하여 

보였을 때, C-AZO 함유량이 40%인 상태로 면직물에 코팅 처리한 

직물은 미처리 직물에 비해 낮은 표면온도를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Mao 등[50]은 면 직물 위에 졸겔법으로 제작되어진 Al과 La가 

도핑된 ZnO를 코팅하여 IR방사율과 적외선 열화상 이미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Al의 도핑 농도가 1에서 6%로 증가할수록 IR 

방사율이 약 0.78에서 0.63 정도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열원을 손으로 하고, 손 위에 직물을 놓고 적외선 열화상 

이미지를 관찰해 보았을 때, 미처리 시료에 비해 코팅 처리 한 시료가 

더 낮은 표면온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Al의 몰 

비율이 증가할수록 표면온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적외선 

스텔스 기능이 증진되었다. 즉, 손 위에 둔 코팅 처리 시료의 열 방사는 

미처리 시료에 비해 확연히 낮았다. 그리고 Al의 몰 비율이 5%이상일 

경우 부터는 표면 온도 감소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시료는 적외선 스텔스 의복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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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실험 

 

1. 시료  

 

 알루미늄 스퍼터링을 위한 base fabric으로 나일론, 면/폴리에스터, 

형상기억 폴리우레탄 나노웹, 폴리에스터 직물을 선택하였다. 나일론 

직물은 나일론-6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직물 특성은 아래 Table 1에 

나타내었다. 또한 면/폴리에스터, 형상기억 폴리우레탄 나노웹, 

폴리에스터 직물 특성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이 때 형상기억 폴리우레탄 나노웹(SMPU nanoweb: shape memory 

polyurethane nanoweb)은 pellet type의 shape memory 

polyurethane(MM3520, Diaplex, Japan)을 사용하여 사용하여 직접 

전기방사 하였다. 그리고 전기방사 나노웹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용매로는 N,N-dimethylformamide(DMF, HCON(CH3)2=73.10, 

Daejung Chemicals & Metals Co., Ltd, Korea)와 

tetrahydrofuran(THF, C4H8O=72.11, Daejung Chemicals & Metals 

Co., Ltd, Korea)이다. 이를 1:1(v:v) 비율로 섞은 용매에 SMPU를 

투입하였다. 그 후 이 용액을 magnetic stirrer를 이용하여 300rpm으로 

실온에서 24시간 교반시켜 전기방사 용액을 제작하였다. 전기방사 

나노웹 제작 기기는 전기방사 기기(eS-robot®  electrospinning/spray 

system, Nano NC, Korea)이었으며, 제작 조건은 선행 연구[80]에서 

찾은 섬유의 굵기가 가늘면서(0.770∼1.160㎛) 균일하며 비드가 없는 

적정 조건으로 하였다. 이 적정 조건은 용액 농도 14wt%, 전기방사 

용액 flow rate 1.5ml/hr, 전기방사 전압 16kv, 전기방사 tip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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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or distance 16.5cm이었다. 

스퍼터링 시간에 따른 열적 특성을 살펴 보기 위한 base 직물은 

Table 1의 나일론 직물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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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base fabrics 

Sample Nylon Cotton/PET(50:50) SMPU nanoweb PET 

Fabric thickness(㎛) 177.4 554.0 89.6 65.3 

Density               

(Warp X Weft, 

in 5 Ⅹ 5cm) 

148 Ⅹ 67 83 Ⅹ 75 - 206 Ⅹ 173 

Weight(g/m2) 95.88 350.61 20.27 38.93 

Yarn count 

(Warp Ⅹ Weft, denier) 

103 Ⅹ 110 302 Ⅹ 487 - 24 Ⅹ 24 

Weave type twill(2/1) satin nanoweb pl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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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루미늄 스퍼터링  

 

준비된 base fabric 위에 알루미늄 스퍼터링 처리를 하기 위해 금속 

스퍼터링 기기(SRN-120, SORONA)를 사용하였다. 이 장비로 Ar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표면에 금속을 증착 하였다. 그리고 알루미늄 

스퍼터링 조건은 아래 Table 2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base 직물종류, 스퍼터링 시간, 나일론 직물의 base 

fabric의 밀도에 따른 열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다양한 조건에서 

스퍼터링을 실시하였다. 

직물 종류에 따른 열적 특성을 살펴 보기 위하여 base fabric으로 

나일론, 면/폴리에스터, 형상기억 폴리우레탄 나노웹, 폴리에스터 

직물(Table1)을 사용하여 10분 동안 한 쪽 면만 알루미늄 스퍼터링 

처리를 하였고, 다른 한 쪽 면은 기기에 부착 하여 스퍼터링이 되지 

않도록 하였다. 그리고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은 Table 2와 같다. 

스퍼터링 시간에 따른 열적 특성을 보기 위하여 base 직물은 Table 

1의 나일론 직물을 사용하였고, 이때 알루미늄 스퍼터링 시간을 1, 3, 5, 

10, 25 분으로 각각 처리하였다. 이 때 스퍼터링은 한 쪽 면만 

실시하였고 스퍼터링 시간 이외의 조건은 모두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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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ditions for aluminum sputtering 

Time(minute) 1, 3, 5, 10, 25 

Temperature Room temperature 

Base pressure(torr) 9X10-6 

Process pressure(torr) 5X10-3 

Gas Ar 60sccm 

Power(W) DC 1000 

Distance(mm)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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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료 특성 분석 및 평가 

 

3.1. 표면 분석 및 두께 측정 

 

준비된 시료들의 표면 특성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자방출 

주사현미경(Field-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 

JSM 7600F, JEOL, Japan)을 사용하였다. 현미경 촬영하기 전에 미처리 

시료들은 메탈 코팅기를 이용하여(Cressington sputter coater, 108 

auto) 200초 동안 백금코팅 하였으며, 알루미늄 스퍼터링된 시료들은 

백금코팅을 하지 않았다.  

 또한 알루미늄 스퍼터링 시간에 따른 알루미늄 코팅층의 두께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액체 질소와 전자방출 주사현미경(FE-SEM, JSM-

7001F, JEOL Japan)을 사용하였다. 먼저 시료를 액체 질소에 담근 후 

수직으로 잘라내어 단면을 FE-SEM으로 촬영하였다. FE-SEM 촬영 

당시 15KV의 전압을 걸어주었으며 작동 진공은 9.6 Ⅹ 10-5 torr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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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료 add-on 측정 

 

5 Ⅹ 5 cm 크기의 시료를 전자 저울(PAG214C, OHAUS 

CORPORATION, USA)을 사용하여 건조 무게를 측정하였다. 건조 시료 

무게 측정시, weighing bottle안에 시료를 넣고 뚜껑을 열어둔 상태로 

105℃ 오븐 안에서 90 분간 건조시켰다. 그 후 실리카겔(silicagel blue, 

Daejung Chemicals & Metals Co., Ltd, Korea)을 첨가한 상온의 

데시케이터 안에서 60 분간 보관 후 전자저울에서 건조시료의 무게를 

측정하였다.  

알루미늄 스퍼터링 처리에 의한 add-on 은 알루미늄 스퍼터링 

처리된 시료의 건조 시료 무게와 미처리 시료의 건조 시료 무게 차로 

계산하였다. 건조 시료의 무게는 3회 측정 후 평균한 값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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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성분 분석 

 

표면 화학 조성을 분석하기 위해 Energy Dispersive X-ray 

Analysis(EDX, Aztec Oxford Instruments, UK)를 사용하였다. EDX의 

경우 FE-SEM기기(JSM 7600F, JEOL, Japan)와 연결되어 설치되어 

있어서 FE-SEM 이미지를 촬영하면서 동시에 EDX를 통한 표면 

성분을 측정하였다. 

EDX 실험 시 FE-SEM 이미지 배율은 7000배로 하여 이미지상에 

있는 모든 부분의 표면 성분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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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기공도  

 

기공도는 100%에서 충전도(solidity) 값을 뺀 수치이다. 기공도는  

식 (8)과 같이 계산하였다[45]. 충전도는 직물의 일정 단위 당 섬유의 

비율을 지칭한다. 계산에 대입하기 위한 수치 중 두께와 무게는 측정한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밀도는 문헌값을 사용하였다.  

 

)100(1 
AL

W


기공도                                         

(8) 

 

W: weight of specimen(Kg) 

ρ: density of specimen(Kg/m3) 

A: area of specimen(m2) 

L: thickness of specime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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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적외선 열화상 이미지 촬영 및 직물 표면/이면 온도 

측정 

 

직물의 열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FLIR i7, 

FLIR systems Inc, USA)를 사용하였다. 다양한 조건에서 표면온도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조건(Table 3)에서 촬영하였다.  

촬영 시 인공 기후실(Walk-in environmental Text Chamber, EBL-

5HW2P3A-22, ESPEC)의 조건은 온도 15℃ 습도 50% 이었고, hot 

plate(HOT PLATE & MAGNETIC STIRRER, MS300HS, MISUNG 

SCIENTIFIC CO., LTD, Korea)의 온도는 사람의 체온과 유사한 35℃ 

로 설정하였다. 적외선 열화상 이미지 촬영 실험 시 인공기후실 내의 

온도(외기 온도)는 인체 체온과의 차이를 두기 위하여 15℃로 설정하고 

실시 하였다. 

한편, 열원과 시료 사이 내부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긴 막대형 디지털 

온도계(Thermocouple Multi thermometer K, DAIHAN, Korea)를 

사용하였다. 열원과 직물 사이 거리를 0, 1, 5, 10mm로 두고 직물 

이면에 온도계 센서가 닿도록 하여 측정하였다. 

 

Table 3. Conditions for thermal infrared images 

Ambient air temperature(℃) 15 

Distance between hotplate and fabric(mm) 0, 1, 5, 10 

Passage of time(min) 0, 1, 3, 5, 10, 20, 3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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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알루미늄 스퍼터링된 나일론 직물의 열적 성능 분석 

 

직물 내외부의 온도 변화를 열전달 이론에 의해 계산하여 해석하였다. 

그리고 열전달 이론에 의거하여 계산한 계산 값과 실제 이론 값을 

비교해 보았다.  

고체와 고체 경계에서는 표면온도가 동일하고, 고체내의 온도 변화는 

전도 현상으로 인하여 직선적으로 변화됨을 가정하였다.  

계산을 위해 필요한 수치 중 나일론 직물 두께, 스퍼터링 시간에 따른 

알루미늄 층 두께, 나일론 직물의 열전도도, 나일론 직물의 방사율은 

문헌값이 아닌 측정한 데이터를 하였다. 그리고 알루미늄의 열전도도, 

알루미늄의 방사율, 공기의 방사율은 문헌값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열전달 이론(전도, 대류, 복사)에 입각해 유도된 식은 직물과 열원(hot 

plate) 사이 공기 층 유무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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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두께, 열전도도, 방사율 측정 

 

 계산에 대입하기 위한 수치 중 두께, 열전도도(thermal conductivity), 

방사율은 측정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열전도도는 KES-F7 System(Thermo labo Ⅱ, Kato Tech Co., 

LTD.)를 이용하였다. 온도가 다른 2 개의 금속 판(BT box: 30℃, 냉각 

배스: 20℃) 사이에 시료를 삽입하여 이때 BT box의 열량 소비를 

측정하여 아래 식에 따라 계산 하였다. 시료는 실험 전 24시간동안 

20℃ 65% RH 환경에서 컨디셔닝 한 후 각각 다른 부위로 5번 측정 후 

평균한 값을 사용하였다. 

 

TA

DW
k




                                                    (9) 

 

k: thermal conductivity (W/cm·℃) 

W: heat loss(Watt) 

ΔT: temperature difference(℃) 

D: sample thickness(cm) 

A: area of measuring unit(25cm2) 

 

 방사율의 경우 FTIR spectrometer(M2400-C, MIDAC 

CORPORATION, USA)으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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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직물과 열원 사이 공기층이 없는 경우, 다층형 

물질의 열전달 이론 모델 

 

직물과 열원 사이 공기층이 없는 경우(밀착된 경우), 열원, 나일론 

직물, 알루미늄 스퍼터링 층은 전도 이론, 바깥 공기 층을 향한 

표면에서는 대류와 복사 이론에 의해 계산하였다. 이때 시간 경과에 

따라 표면 온도의 변화가 없는 정상상태(steady state)를 가정하고 

계산하였다.  

 

 

3.6.3. 직물과 열원 사이 공기층이 있는 경우, 다층형 

물질의 열전달 이론 모델 

 

직물과 열원 사이 공기층이 있는 경우, 열원과 직물 사이 공기 층은 

전도, 대류, 복사 이론을, 나일론 직물, 알루미늄 스퍼터링 층은 전도 

이론을, 바깥 공기층을 향한 표면에서는 대류와 복사 이론에 의해 

계산하였다. 마찬가지로 정상상태라고 가정하고 계산하였으며 직물과 

열원 사이 공기층의 거리(0, 1, 5, 10mm)에 따라 계산하여 비교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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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및 고찰 

 

1. 표면 형태 및 성분 

 

1.1. 알루미늄 스퍼터링 직물의 표면 구조  

 

네 가지 종류(나일론, 면/폴리에스터, 형상기억 폴리우레탄 나노웹, 

폴리에스터)의 직물 위에 알루미늄 스퍼터링 처리를 10분간 power 

1000W 아래 실시하여 처리 직물의 표면 구조를 FE-SEM을 통해 

확인해 보았으며 그 결과를 Figure 7~12에 나타내었다. 

 FE-SEM 이미지를 확인한 결과 스퍼터링 처리한 네 종류의 직물 

모두 섬유 표면 위에 가닥마다 알루미늄 grain이 균일하게 도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11에서 볼 수 있듯이, 나일론 직물 위에 단면만 스퍼터링 

처리 하였을 때 스퍼터링 처리 시간이 10분에서 25분으로 증가할수록 

표면에 코팅된 알루미늄 grain 크기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Deng 등[81]의 연구에서 nonwoven fabic 위에 알루미늄 

스퍼터링 처리 시간이 20분에서 80분으로 증가하였을 때, AFM 

이미지에서 grain 사이즈가 증가한 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알루미늄 나노입자의 성장과 결정핵생성(nucleation)에 의한 

것이다[81]. 또한 알루미늄 스퍼터링 시간이 증가 할수록 알루미늄 

이온이 누적되어 증착 되기 때문에 grain 사이즈가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단면 스퍼터링 한 경우 직물의 front 와 back을 각각 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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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 촬영해 본 결과 front면에는 알루미늄이 스퍼터링이 잘 되었으나, 

back 면에는 전혀 알루미늄 스퍼터링이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뒷면이 스퍼터링 기기 바닥에 밀착되어 스퍼터링 처리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알루미늄 이온이 누적 되지 않아 섬유 표면에 알루미늄 

grain이 성장할 공간이 없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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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FE-SEM images of untreated fabrics(Fr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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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FE-SEM images of untreated fabrics(Back). 



 

 40 

Nylon Cotton/PET SMPU nanoweb PET

Ⅹ400

r             _

______   10㎛

Ⅹ1000

Scale bar

_______10㎛

Ⅹ20000

Scale bar

_______1㎛

 

Figure 9. FE-SEM images of aluminum sputtered fabrics(Front, power 1000W, sputtering time 10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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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FE-SEM images of aluminum sputtered fabrics(Back, power 1000W, sputtering time 10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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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FE-SEM images of aluminum sputtered nylon according to different sputtering conditions(Fr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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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FE-SEM images of aluminum sputtered nylon according to different sputtering conditions(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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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알루미늄 스퍼터링 직물의 표면 성분  

 

네 종류 직물(나일론, 면/폴리에스터, 형상기억 폴리우레탄 나노웹, 

폴리에스터)위에 알루미늄 스퍼터링 처리(power 1000W, 10분, 25분 

스퍼터링 처리) 전후의 표면 성분 조성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EDX 

측정을 하였다(Figure 13-16).  

네 종류 직물 모두 스퍼터링 처리 후 미처리 시료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알루미늄이 27.17∼53.98wt% 검출 되어 FE-SEM 결과와 

마찬가지로 스퍼터링을 통해 알루미늄이 성공적으로 도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알루미늄이 가장 많이 검출되었던 시료는 스퍼터링된 

나일론 직물(53.98 wt%)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EDX 기기는 보통 표면에서 0.2∼3㎛ 정도의 

깊이로 시료를 측정하고. 시료의 경도에 따라 측정 하는 깊이가 다르다. 

따라서 Figure 13~16에서 EDX 측정 결과 스퍼터링 후 base 직물에 

따라 알루미늄 wt%가 다르게 나타난 것은 base fabric 물질에 따라 

EDX가 측정하는 깊이가 다르고 시료 각각의 밀도차이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Figure 13의 (b)와 (c)를 비교해 보았을 때에도, 스퍼터링 

처리 시간이 10분에서 25분으로 증가함에 따라 Al wt%가 

53.98wt%(38.21 mole %)에서 78.69wt%(65.18 mole %)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Deng 등[81]의 연구에서도 알루미늄 스퍼터링된 nonwoven 직물의 

EDX 결과에서 스퍼터링 시간이 증가할수록 스펙트럼에서 Al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는 섬유 표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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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ocluster들의 커버링에 의해 기인된 것이다[81]. 스퍼터링 처리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알루미늄 이온 증착량이 누적되어 알루미늄 층의 

두께가 증가하고, base fabric이 동일할 경우 EDX의 빔이 투과하는 

깊이가 일정하기 때문에, 스퍼터링 처리 시간이 증가할 수록 알루미늄의 

함량이 증가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스퍼터링 처리한 나일론 직물과 면/폴리에스터 직물은 10분간 

스퍼터링 처리 후 O의 wt%가 미처리 직물에 비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네 종류 직물 모두 C대비 O의 wt% 비율이 스퍼터링 

처리 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대기중의 O2가 스퍼터링된 

알루미늄 층과 만나면서 알루미늄이 산화되어 Al2O3로 변화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Figure 13에서 (a), (b), (c)를 비교해 보았을 때, 

(c)가 (b)보다 스퍼터링 시간이 15분 더 길어 알루미늄 층의 두께가 더 

두껍고, 알루미늄이 산화되더라도 표면에서만 산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c)의 O 비율이 미처리 직물이나 (b)보다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스퍼터링이 된 방향의 반대편 쪽 부분의 표면성분을 EDX로 확인한 

결과(Figure 13(d), Figure 14~16의 (c)) 미처리 시료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며, 알루미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서 

알루미늄을 단면만 처리 시 뒷 부분에 알루미늄이 전혀 스며들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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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lement Wt% 

C 71.62 

N 16.28 

O 11.78 

Total: 100 

 

(b) 

Element Wt% 

C 19.62 

N 2.55 

O 22.08 

Al 53.98 

Total: 100 

 

(c) 

Element Wt% 

C 12.07 

O 8.52 

Al 78.69 

Total: 100 

 

(d) 

Element Wt% 

C 70.51 

N 15.38 

O 14.11 

Total: 100 

Figure 13. EDX analyses of untreated and aluminum sputtered 

nylon: (a) untreated, (b) 10 min sputtered(Front), (c) 25 min 

sputtered(Front), (d) 10 min sputter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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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lement Wt% 

C 72.78 

O 27.22 

Total: 100 

 

(b)  

Element Wt% 

C 22.9 

O 37.3 

Al 38.12 

Total: 100 

 

(c) 

Element Wt% 

C 72.33 

O 27.67 

Total: 100 

 

Figure 14. EDX analyses of untreated and aluminum sputtered 

cotton/pet: (a) untreated, (b) 10 min sputtered(Front), (c) 10 min 

sputtered(Ba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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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lement Wt% 

C 76.69 

N 7.58 

O 15.46 

Total: 100 

 

(b)  

 

 

 

(c)  

Element Wt% 

C 76.26 

N 7.98 

O 15.77 

Total: 100 

 

Figure 15. EDX analyses of untreated and aluminum sputtered 

SMPU nanoweb: (a) untreated, (b) 10 min sputtered(Front), (c) 10 

min sputtered(Back). 

. 

 

 

Element Wt% 

C 54.55 

N 3.63 

O 13.84 

Al 27.17 

Total: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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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lement Wt% 

C 71.67 

O 28.33 

Total: 100 

 

(b)  

Element Wt% 

C 26.24 

O 18.92 

Al 53.19 

Total: 100 

 

(c) 

Element Wt% 

C 71.4 

O 28.6 

Total: 100 

 

Figure 16. EDX analyses of untreated and aluminum sputtered pet: 

(a) untreated, (b) 10 min sputtered(Front), (c) 10 min 

sputtered(Ba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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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알루미늄 스퍼터링 층 두께  

 

 나일론 직물을 base fabric으로 하여 10분간 알루미늄 스퍼터링 

처리를 한 후 액체 질소법과 FE-SEM을 통하여 직물의 두께를 

측정하였다(Figure 17). 그 결과 스퍼터링된 알루미늄 층의 두께는 

377.7nm이었다.  

나일론 직물을 base fabric으로 하여, 알루미늄 스퍼터링 처리 시간(1, 

3, 5, 10, 25분)을 달리 한 후 직물의 두께변화를 액체 질소법과 FE-

SEM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Figure 18~19). 시료의 한 쪽 면 만 

스퍼터링 하였고, 스퍼터링시 스퍼터링 처리 시간 이외의 조건은 

동일하게 하여 실시하였다. 

Figure 18의 FE-SEM 이미지(배율: Ⅹ 10000)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알루미늄 스퍼터링 처리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알루미늄 층의 

두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18에서 알 수 있듯이, 나일론 직물 위에 알루미늄 스퍼터링 

처리를 1, 3, 5, 10, 25분 하였을 때 측정한 도포된 알루미늄 층의 

두께는 각각 67.5, 145.8, 254.0, 378.8, 884.1nm 이었다. 알루미늄 

스퍼터링 처리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알루미늄 층 두께가 증가하는 것은 

알루미늄 이온 증착량이 누적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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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1 Sample 2 Sample 3

FE-SEM

images of 10

min sputtered

nylon

(X 20000)

Al layer

thickness(nm)
376.7 376.4 379.9

Average Al

layer

thickness(nm)

377.7

 

Figure 17. Thickness of sputtered aluminum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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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Thickness of aluminum layer onto nylon fabric according to sputtering time. 

 

 

 

Sputtering

time(min)
1 3 5 10 25

Magnification X10000 X10000 X10000 X10000 X10000

FE-SEM

Magnification X70000 X70000 X25000 X10000 X15000

FE-SEM 

Thickness(nm) 67.5 145.8 254.0 378.8 8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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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Relationship between thickness of aluminum layer and 

sputtering time for aluminum sputtered nylon fab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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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알루미늄 스퍼터링 직물의 Add-on 

 

네 종류의 직물 위에 10분 동안 알루미늄 스퍼터링 처리 전 후의 

건조시료 무게를 측정하고 이를 통해 Add-on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4).    

알루미늄 스퍼터링 처리 전후의 무게 증가 측정 결과 네 직물 모두 

1.03에서 1.31g/m2 수준의 유사한 무게 증가를 보였다. 따라서 

알루미늄 스퍼터리 처리를 1000W, 10분동안 할 경우 네 직물에 

비슷하게 알루미늄 층이 도포된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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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Weight increase of 10 min sputtered fabric 

  Weight increase(g/m2) (S.D.) 

Nylon 1.23 0.36 

Cotton/PET 1.11 0.06 

SMPU 

nanoweb 
1.03 0.13 

PET 1.31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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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외선 열화상 이미지  

 

2.1. 나일론 직물의 스퍼터링 시간에 따른 열화상 

이미지와 표면 및 내부 온도  

 

나일론 직물을 base fabric으로 하여, 알루미늄 스퍼터링 시간(1, 3, 5, 

10, 25분)을 달리 한 후, 시료들의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표면온도 이미지를 확인하였다(Figure 20~25). 시료의 한 쪽 면 만 

스퍼터링 하였고, 스퍼터링시 시간 이외의 조건은 동일하게 하여 

실시하였다.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촬영시 hot plate와 fabric사이 

거리는 0, 1, 5, 10mm로 하고 직물 방향을 달리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항온 항습 챔버의 환경은 온도 15℃ 습도 50%로 하였으며 hot plate의 

온도는 35℃로 설정하였다. 열화상 이미지는 직물을 핫플레이트 위에 

올리고 5분 후에 촬영하였다. 

단면 스퍼터링된 시료를 이용하여 알루미늄 스퍼터링된 부분이 

카메라를 향하게 하고(Al phase up), hot plate와 fabric 거리를 

밀착(0mm)하여 카메라 촬영을 할 경우, 알루미늄 스퍼터링 시간이 

0분에서 25분으로 증가함에 따라 표면온도가 33℃에서 20℃로 

13℃정도 감소하였고, 외기 주변 온도에 근접하게 됨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Al2O3 입자를 첨가하여 물질의 열전도도가 증가한 연구들[60, 82-

85]은 본 연구의 실험 결과에서 스퍼터링된 직물이 알루미늄의 높은 

열전도율로 인해 외기 낮은 온도를 빠르게 전달하여 표면이 낮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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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현상을 대변해 준다. 

Mao 등[50]은 Al, La 도핑된 ZnO 나노 입자를 sol-gel 공정을 

통하여 준비하고 이를 면직물에 코팅 제작 하였으며 열화상 측정 결과 

알루미늄 함량이 증가할수록 적외선 스텔스 기능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미처리 시료에 비해 처리 시료가 더 낮은 열방사를 

보였다[50]. 본 연구에서는 외기온도를 열원보다 20℃ 낮은 15℃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높은 열전도율을 지니는 알루미늄 층이 열을 낮은 

온도의 외기로 잘 전달하여 표면온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알루미늄 함량이 증가할수록 알루미늄이 더 효과적으로 낮은 

외기 온도를 잘 전달해 표면온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단면 스퍼터링된 시료를 이용하여 미처리된 부분이 카메라를 

향하게(스퍼터링 처리된 부분이 hot plate에 밀착되도록, Al phase 

down)하고 카메라 촬영을 할 경우, 알루미늄 스퍼터링 시간이 0분에서 

25분으로 증가함에 따라 표면온도가 33℃에서 33℃으로 큰 변화는 

없었다. 그리고 미처리 부분이 카메라를 향할 때에는 모든 스퍼터링된 

시료가 미처리 시료와 유사한 적외선 열화상 이미지 색상을 보였다. 

여기서 시료 방향에 따라 표면온도가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20~25에서 알 수 있듯이 단면 스퍼터링 시료가 시료의 

방향에 따라 표면 온도가 차이나는 현상은 hot plate와 fabric 사이 

거리가 증가할수록 감소하였다. hot plate와 fabric 사이 거리가 10mm 

일 때에는, 직물 방향에 따른 온도 차이가 0.37~3.21℃ 정도로 적었다. 

이면 온도의 경우 직물과 열원 사이 거리를 10mm로 하고, 열원과 

직물 사이에 긴 막대형 온도계 센서를 삽입하되 센서가 직물의 이면에 

닿도록 하여 측정하였다. 열원과 직물 사이에서 직물 이면 온도 측정 

결과는 Figure 26~27과 같다. 이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이면 온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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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스퍼터링 시간 증가에 따라 큰 변화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ure 20. Thermal infrared images according to the sputtering 

time(distance between hotplate and fabric: 0mm). 

 

 

 

Figure 21. Thermal infrared images according to the sputtering 

time(distance between hotplate and fabric: 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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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Thermal infrared images according to the sputtering 

time(distance between hotplate and fabric: 5mm). 

 

 

 

Figure 23. Thermal infrared images according to the sputtering 

time(distance between hotplate and fabric: 1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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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Surface temperature according to the sputtering time(Al 

phase up). 

 

 

Figure 25. Surface temperature according to the sputtering time(Al 

phase down). 

 



 

 61 

 

Figure 26. Inner temperature according to the sputtering time(Al 

phase up). 

 

 

Figure 27. Inner temperature according to the sputtering time(Al 

phase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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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직물별 스퍼터링 시료 열화상 이미지와 표면 온도  

 

 앞 절의 나일론 직물의 스퍼터링 시간에 따른 열화상 이미지 결과에서 

10분 스퍼터링 처리 한 직물의 열적 성능 구현이 알루미늄 양 대비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나 이 조건을 적정조건으로 설정하였다.  

네 종류 base fabric(나일론, 면/폴리에스터, 형상기억 폴리우레탄 

나노웹, 폴리에스터)을 사용하여 미처리 시료, 알루미늄 단면 

스퍼터링(10분, 1000W) 시료를 준비 한 후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hot plate와 fabric 거리, 시료 종류와 방향 따른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이미지와 표면 온도를 고찰하였다(Figure 28~34).  

 알루미늄 스퍼터링된 시료 모두 hot plate와 fabric 사이 거리가 

0mm에서 10mm로 증가할 수록 직물 표면온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Figure 28~31).  

그리고 주목할 점은 hot plate와 fabric 사이 거리가 0mm 일 

때(시료와 열원이 밀착하였을 때), 단면만 알루미늄 스퍼터링 한 나일론 

직물의 경우 시료 방향에 따라 표면 온도가 11℃ 이상 차이가 났다. 

스퍼터링된 알루미늄 층이 카메라를 향할 때(Al phase up)는 직물 

표면온도가 21~31℃정도 이었다.  

Mao 등[50]은 Al, La 도핑된 ZnO 나노 입자를 sol-gel 공정을 

통하여 준비하고 이를 면직물에 코팅 제작 하였다. 그리고 ZnO: (Al, 

La)의 미세구조, 적외선 방사율 등에 Al이 미치는 영향을 XRD, SEM, 

ICP, IR 방사율 측정기와 적외선 카메라 장치로 측정하였다. 열화상 

이미지 결과 ZnO만 코팅 된 면직물의 경우에는 높은 열방사를 보였으나 

ZnO:(Al,La)가 코팅된 면직물의 경우에는 낮은 열방사를 보였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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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과 2%의 La가 도핑된 ZnO를 코팅한 면직물을 덮은 손은 주변 

환경과 같은 낮은 열방사 현상을 보였다[50]. Wang 등[49]은  

mesoporous carbon-aluminum이 도핑된 zinc oxide(C-AZO)를 

면직물에 코팅하여 스텔스 직물을 제작하였다. 손 위에 직물을 놓고 

적외선 열화상 촬영 결과 미처리 직물은 색상이 밝았으나 C-AZO 코팅 

직물의 경우 색상이 주변과 흡사하게 어두웠다[49].  

 본 연구결과도 알루미늄 스퍼터링 처리를 한 직물의 알루미늄 층을 

외기를 향하게 하였을 경우 주변 환경 온도에 가까운 어두운 열화상 

이미지를 보여 앞에서 언급한 Mao 등과 Wang 등의 연구 결과와 매우 

흡사한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알루미늄의 열전도도가 205 

W/m℃로 매우 높아 열이 오는 대로 빨리 전도되어 표면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반면 나일론 직물의 경우 열전도도가 매우 

낮아(0.030768 W/m℃) 열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느려서, 미처리 

나일론 직물은 표면온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반대로 스퍼터링된 알루미늄 층이 hot plate를 향할 때(Al 

phase down)에는 직물 표면온도가 32~34℃정도로 미처리 시료와 

유사한 표면온도(31~34)를 보였으며 적외선 열화상 이미지에서도 밝은 

색상을 나타내었다. 단면 스퍼터링 시료가 시료의 방향에 따라 표면 

온도가 차이 나는 현상은 hot plate와 fabric 사이 거리가 증가할수록 

감소하였다. hot plate와 fabric 사이 거리가 10mm 일 때에는, 직물 

방향에 따른 온도 차이가 0.5~2.6℃ 정도로 작게 나타났다. 

 



 

 64 

 

 

Figure 28. Thermal infrared images according to the type of 

fabrics(distance between hotplate and fabric: 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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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9. Thermal infrared images according to the type of 

fabrics(distance between hotplate and fabric: 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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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0. Thermal infrared images according to the type of 

fabrics(distance between hotplate and fabric: 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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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Thermal infrared images according to the type of 

fabrics(distance between hotplate and fabric: 1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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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Surface temperature according to the type of 

fabrics(Untreated). 

 

 

 

 

 

 

 

 

 

 

 

Figure 33. Surface temperature according to the type of fabrics(10 

min sputtered fabrics, Al phase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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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 Surface temperature according to the type of fabrics(10 

min sputtered fabrics, Al phase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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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시간경과에 따른 열화상 이미지와 표면온도 

 

시간에 따른 알루미늄 스퍼터링 시료의 열적 평형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열화상 이미지를 평가하였다. 이때 나일론, 

면/폴리에스터, 형상기억 폴리우레탄 나노웹, 폴리에스터 직물을 base 

fabric로 하여 10분간 알루미늄 스퍼터링 처리한 직물을 사용하였다. 이 

때 직물 표면 온도 측정 시간은 0, 1, 3, 5, 10, 20, 30, 60 분으로 

하였다(Figure 35~38).  

그 결과 네 종류 직물 표면온도 모두 1분 이내에 빠르게 정상상태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시료를 열원 위에 놓고 60분 지난 후 표면 온도를 살펴보니 

1분 후와 유사한 표면온도를 보이며 정상상태를 계속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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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 Thermal infrared images with the passage of time(base fabric: 10min sputtered nyl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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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6. Thermal infrared images with the passage of time(base fabric: 10min sputtered cotton/p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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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7. Thermal infrared images with the passage of time(base fabric: 10min sputtered SMPU nano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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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8. Thermal infrared images with the passage of time(base fabric: 10min sputtered p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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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공도와 열전도도 

 

직물별로 계산된 기공도, 측정된 열전도도는 Table 5~6과 같다. 

형상기억 폴리우레탄 나노웹은 매우 높은 기공도를 보였다. 형상기억 

폴리우레탄 나노웹의 경우 다른 세 종류의 직물에 비해 나노 굵기 

수준의 매우 낮은 섬유 직경을 지니기 때문에 높은 기공도를 나타 

내었다. 

열전도도의 경우, 네 종류의 직물 중 면/폴리에스터 직물이 가장 높은 

수치(0.04199W/m℃)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형상기억 폴리우레탄 

나노웹이 가장 낮은 열전도도(0.00764 W/m℃)를 보였다. 형상기억 

폴리우레탄 나노웹이 가장 낮은 열전도도를 보인 것은 나노 굵기의 

섬유가 적층 된 구조이어서 기공도가 81.9%로 매우 높아서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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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orosities of untreated fabrics 

  Porosity (%) 

Nylon 53.00 

Cotton/PET 57.81 

SMPU nanoweb 81.90 

PET 56.80 

 

 

Table 6. Thermal conductivity of the type of fabrics(untreated 

fabrics) 

  Thermal conductivity (W/m℃) 

Nylon 0.03077 

Cotton/PET 0.04199 

SMPU nanoweb 0.00764 

PET 0.0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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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열전달 해석 

 

3.1. 열화상 카메라에 대한 열전달 메커니즘 해석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실험에서 단면 스퍼터링 시료를 사용하여 

스퍼터링 부분 방향에 따라 표면 온도가 최대 11℃ 이상 까지 차이가 

났다(Figure 20~38). 알루미늄 층이 hot plate를 향하면 표면온도가 

33℃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알루미늄 층이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를 

향하면 표면온도가 21℃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앞의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실험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단면 

스퍼터링 직물에서 10분 스퍼터링된 알루미늄 층이 카메라를 향할 

때에는(hot plate-나일론 직물-Al) 낮은 표면 온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10분 스퍼터링된 알루미늄 층이 hot plate를 향할 때에는 (hot 

plate-Al-나일론 직물) 표면온도가 높게 나타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실험 결과를 통해 알루미늄 스퍼터링 

직물의 표면온도를 열전달 이론에 입각해 해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내용에서 열전달(전도, 대류, 복사) 이론과 공식을 통한 계산과 

실험값의 비교를 통해 알루미늄 스퍼터링 직물의 열적 특성을 해석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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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알루미늄 스퍼터링 나일론 직물의 열전달 모델 

 

3.2.1. 직물과 열원 사이 공기층이 없는 경우, 다층형 

직물의 열전달 모델 

 

스퍼터링된 직물과 열원(hot plate)사이 공기층 없이 밀착된 경우의 

도식화를 Figure 39에 나타내었다. 스퍼터링된 직물은 열전도도, 두께, 

방사율 등이 다른 물질로 이루어진 평면층이 평행하게 정렬된 

구조이다. . 

 

 

 

Figure 39. Heat transfer of multi layer materials without air layer. 

 

 열은 기본적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는데,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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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계산 시 Figure 39에서 열은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인 

T1(핫플레이트 온도: 35℃)에서 낮은 온도인 T3(직물이 외기에 접한 

온도)로 흐르고, T1과 T4는 계속 일정하다고 가정하였다. 

hot plate와 Material1의 경계면 온도는 T1, Material 1과 2의 

경계면의 온도 T2, Material 2의 외기와의 접촉면 온도 T3로 표시하였다. 

그리고 이때의 열전달 해석을 위한 식은 전도, 대류, 복사 현상을 

고려하여 식 (10),(1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실험 조건에서 서로 접하고 있는 Materal 1과 2의 

평면 표면 단면적 A는 동일하다. 또한 Material 1의 열전달율은 Q1, 

열전도도는 k1, 두께는 x1 으로 표기하였다. Material 2의 열전달율은 

Q2, 열전달계수는 h, 열전도도는 k2, 두께는 x2, 방사율은 ε과 같이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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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 2의 낮은 온도의 외기로의 열전달률(Q3)은 대류와 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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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아래 식 (1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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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론에 의거한 계산시 정상상태를 가정하였으므로 

Qⅰ는 동일하다. 

 

321 QQQQ                                               (13) 

 

그러므로 식 (10), (11), (12)는 각 온도 구배에 대해 아래의 식 

(14)~(16) 같이 나타내어진다. 

 

121 RQTT                                                  (14) 

 

232 RQTT                                                 (15) 

 

343 RQTT                                                 (16) 

 

그리고 위의 식들로부터 식 (17), (18)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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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열거한 식들에서 외기와 접한 직물 표면 온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Q 값을 도출해 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T3값이 필요하며 

이는 trial and error 방법을 통해 계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Figure 39의 Material 1과 2를 스퍼터링 직물의 방향에 따라 hot 

plate-나일론 직물-Al-air와 hot plate-Al-나일론 직물-air 구조로 

계산을 하였고 이를 통해 열전달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알루미늄 

스퍼터링 시료의 방향이 바뀐 경우에는 계산 시 알루미늄 층과 나일론 

직물 층의 수치를 바꾸어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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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직물과 열원 사이 공기층이 있는 경우, 다층형 

직물의 열전달 모델 

  

 알루미늄 스퍼터링된 직물과 열원 사이 공기층 있는 경우의 도식화를 

Figure 40에 나타내었다. 스퍼터링된 직물은 열전도도, 두께, 방사율 

등이 다른 물질로 이루어진 평면층이 평행하게 정렬된 구조이다. 앞 

절의 직물과 열원 사이 공기 층이 없는 경우와는 달리, 직물과 열원 

사이 공기층이 존재할 경우에는 직물과 열원 사이 공기 층의 전도, 대류, 

복사에 의한 열전달이 추가로 반영되어야만 한다. 

다중 평면층이 열원으로부터 분리되어 공기층이 사이에 존재할 때는 

공기층 내에서의 전도, 대류 및 복사에 의한 열전달이 고려되어야 한다. 

 

 

 

Figure 40. Heat transfer of multi layer materials with air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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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0에 따라 1차원 정상상태에서 전도, 대류, 복사 이론을 반영한 

열전달 식은 식 (19)~(2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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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QQQQ  3210 는 정상 상태 이므로 동일하다. 

 

 

001 RQTTplate                                                (25) 

 

1121 RQTT                                                 (26) 

 

2232 RQTT                                                (27) 

 

333 RQTT Air                                                (28) 

 

위의 식 (25)~(28)로 부터 아래와 같은 식이 유도된다. 

 

)( 3210 RRRRQTT Airplate                                (29) 

 

3210 RRRR

TT
Q Airplate




  

 

위에 열거한 식 들에서 외기와 접한 직물 표면 온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Q값의 도출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T3값은 Q를 통하여 계산해 

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Figure 40의 Material 1과 2를 스퍼터링 직물의 

방향에 따라 hot plate-air-나일론 직물-Al-air와 hot plate-air-Al-

나일론 직물-air 구조로 계산을 하였고 이를 통해 열전달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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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하여 보고자 하였다. 알루미늄 스퍼터링 시료의 방향이 바뀐 

경우에는 계산 시 알루미늄 층과 나일론 직물 층의 수치를 바꾸어 

계산하였다. 

 

 

 

 

 

 

 

 

 

 

 

 

 

 

 

 

 



 

 86 

3.3. 알루미늄 스퍼터링 나일론 직물의 표면온도  

 

3.3.1. 나일론 직물과 열원 사이 공기층이 없는 경우  

 

열원과 직물 사이 공기층이 없는 상태(밀착)에서 알루미늄 스퍼터링 

처리된 나일론 직물의 표면온도를 앞 절에서 유도한 식들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나일론 직물은 필라멘트사이고 균일하며 단일 물질이라는 

특성이 있어서 열전달 계산의 base fabric으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알루미늄 스퍼터링된 나일론 직물의 표면온도를 열전달 

이론에 의해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치들 중 나일론 직물의 두께, 

나일론 직물의 열전도도, 나일론 직물의 방사율, 알루미늄 층의 두께는 

실험을 통하여 측정하였으며, 알루미늄 층의 열전도도[86], 알루미늄 

층의 방사율[87], 공기층의 열전도도[88]는 문헌값을 사용하였고, 그 

데이터는 Table 7~8, Figure 41에 나타내었다. 외기온도는 15℃, 

열원(hot plate)의 온도는 35℃로 고정하여 계산하였다. 알루미늄 

스퍼터링 층을 분리하여 열전도도를 측정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어서 

고체 알루미늄의 열전도도 문헌값을 사용하였다. Figure 41에 나와있는 

파장에 따른 방사율 평균 값을 Table 8의 방사율에 나타내었고, 이 

값을 계산시 이용하였다. 

Table 7. Measured properties of untreated nylon fabric 

Material 
Thickness 

(㎛) 

Thermal conductivity 

[W/m℃] 
Emissivity(%) 

Untreated 

nylon 
177.4 0.030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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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haracteristics of materials for calculation 

Material Thickness (㎛) 

Thermal 

conductivity 

[W/m℃] 

Emissivity(%) 

Aluminum 67.5,145.8,254.0,378.8,884.1 205.000 0.11 

Air 1000,5000,10000 0.025 - 

 

 

 

Figure 41. Emissivity of untreated nyl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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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된 온도는 Figure 42에 나타내었다. 

열원과 직물 사이 공기층이 없고(밀착 상태, distance between hot 

plate and fabric: 0mm), 알루미늄 스퍼터링된 나일론 직물 시료의 

알루미늄 층이 외기를 향할 경우(Al phase up), 스퍼터링 시간이 

1분에서 25분으로 증가할수록 표면온도가 30.68℃에서 20.13℃로 

감소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여기서 스퍼터링 시간이 1분에서 

25분으로 증가함에 따라 열 전달률은 747.55W 에서 2576.11W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표면온도 값이 감소 되었다.  

알루미늄 스퍼터링 시료가 밀착 되고 알루미늄 층이 외기를 향할 때, 

알루미늄 층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시료 표면 온도 계산 값이 낮은 

이유는 계산시 알루미늄의 높은 열전도도(205 W/m℃)로 인해 

열전달률이 최대 2576.11W까지 증가하며 이에 따라 Figure 39의 T2 

온도가 외기 온도에 가깝게 낮은 온도로(20.13℃) 계산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열원과 직물 사이 공기층이 없고, 알루미늄 스퍼터링된 나일론 

직물 시료의 알루미늄 층이 열원을 향할 경우(Al phase down), 

스퍼터링 시간이 1분에서 25분으로 증가하여도 표면온도는 

34.99℃정도로 큰 변화 없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여기서 알루미늄 

스퍼터링된 직물의 방향에 따라 열전달률이 크게 다른 값으로 계산되어 

표면온도가 변화됨을 알 수 있었다. 알루미늄 층이 열원을 향할 경우, 

대류와 전도를 감안한 식 (12)의 열전달의 저항치 (R3)값이 전도를 

반영한 식 (10)~(11)의 R1과 R2 보다 크게 도출된다. 그리고 R3는 식 

(18)의 분모 값을 크게 하여, Q값이 작게 도출되도록 한다. 따라서 식 

(18)에서 대류와 복사가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식 

(18)에서 Q값은 R1, R2보다는 R3의 영향을 받는데, 스퍼터링 시간이 

1분에서 25분이 되어도 R3는 큰 차이가 없으므로 Q값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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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6~171.05W정도로 차이가 거의 없다. 그리고 이에 따라 표면온도 

값 또한 34.99℃ 정도로 큰 변화 없이 열원에 가까운 온도 값으로 계산 

되었다. 그리고 알루미늄의 열전도도가 커서 열원의 열을 빠르게 

알루미늄 층이 받아들여 표면온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밀착 모델에서 알루미늄 층이 외기를 향할 때, 계산 시 열전달률은 

알루미늄 heat transfer coefficient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밀착하고 알루미늄 층이 열원을 향할 때에는 알루미늄 

heat transfer coefficient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알루미늄 heat 

transfer coefficient는 알루미늄 층 두께 영향을 받는데, 본 연구에서는 

알루미늄 스퍼터링 시간에 의한 알루미늄 층 두께 변화에 따른 heat 

transfer coefficient 값을 각각 계산하여 사용하였다(Table 9).  

Heat transfer coefficient는 측정온도 및 R3를 이용한 trial and error 

방법으로 계산되었다. 직접 측정하기 어려운 섬유에 스퍼터링된 나노 

두께 알루미늄 층의 heat transfer coefficient 값을 계산해 낼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알루미늄 heat transfer coefficient 값을 가지고 

계산하였을 경우 Figure 42와 4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계산 값과 

실제 실험값이 매우 유사하게 부합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밀착 모델 

을 통해 계산된 알루미늄 heat transfer coefficient값은 열원과 직물 

사이 공기층이 있는 모델에서 계산할 때에도 사용하였다. 그리고 열원과 

직물 사이 공기층 없을 경우 본 연구의 전달 모델이 유효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9. Calculated values of aluminum heat transfer coefficient 

Al sputtering time(min) 1 3 5 10 25 

Al heat transfer coefficient 47 59 168 425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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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42. Estimated surface temperatures of aluminum sputtered 

nylon without air layer between nylon and the heat source((a)Al 

phase up, (b)Al phase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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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43. Measured surface temperatures of aluminum sputtered 

nylon without air layer between nylon and the heat source((a)Al 

phase up, (b)Al phase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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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나일론 직물과 열원 사이 공기층이 있는 경우  

 

열원과 직물 사이 공기층이 있는 경우(1, 5, 10mm) 알루미늄 

스퍼터링 처리된 나일론 직물의 표면 및 이면 온도를 앞 절에서 유도한 

식들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서 알루미늄 스퍼터링 나일론 직물의 표면 및 이면 온도를 

열전달 이론에 의해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치들은 Table 7~8에 

나타내었다. 그리고 핫플레이트의 방사율(0.69)[89]과 

열전도도(490W/mᆞK) [90]는 문헌값을 사용하였다. 또한 외기온도는 

15℃, 열원(hot plate)의 온도는 35℃로 고정하여 계산하였다. 

열원과 나일론 직물 사이 공기 층이 있는 경우 알루미늄 스퍼터링 

처리 나일론 직물의 스퍼터링 시간에 따라 계산된 온도는 Figure 44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알루미늄 층이 외기를 향할 경우(Al phase up)에 알루미늄 

스퍼터링 시간이 증가 할수록 표면온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그리고 열원과 직물 사이 거리가 멀어질수록 표면온도 변화가 매우 적게 

감소하는 것으로 계산 되었다.  

반면 알루미늄 층이 열원을 향할 경우(Al phase down)에는 알루미늄 

스퍼터링 시간이 증가하여도 표면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것으로 

계산되었다. 그리고 열원과 직물 사이 거리가 멀어질수록 표면온도 

변화가 매우 적게 감소하는 것으로 계산 되었다. 

그리고 Figure 44과 45에서 알 수 있듯이, 열원과 직물 사이 

공기층이 있는 경우 계산값과 실험값을 비교해 보았다. 직물과 열원 

사이 거리가 1mm 일때는 알루미늄 층이 외기를 향할 때에는 실험값과 

계산값이 매우 유사한 온도 변화 경향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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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열원과 직물 사이 거리가 5mm 일 경우, 알루미늄 층이 외기를 

향하고 스퍼터링 시간이 5, 10, 25분 인 경우에는 실험값과 계산값이 잘 

부합하였으나 그 이외의 경우는 부합도가 낮았다. 

그리고 전반적인 온도 분포가 직물과 열원 사이 공기층이 없는 경우 

보다 있는 경우가 더 낮게 나왔다. 이는 직물과 열원 사이 공기층 

내에서의 전도, 대류, 복사에 의해 스퍼터링 직물의 온도 저하를 

초래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반면 직물의 이면 온도의 경우, 직물과 열원 사이 거리를 10mm로 

하였을 때, 표면온도와는 달리 알루미늄 스퍼터링 처리 시간과 직물 

방향에 따른 차이가 매우 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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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44. Estimated surface and inner temperatures of aluminum 

sputtered nylon with air layer between nylon and the heat 

source((a)Al phase up, (b)Al phase down). S.T.: surface 

temperature, I.T.:inner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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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45. Measured surface temperatures of aluminum sputtered 

nylon with air layer between nylon and the heat source((a)Al phase 

up, (b)Al phase down) S.T.: surface temperature, I.T.:inner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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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알루미늄 스퍼터링 처리된 직물을 대상으로 열적 

특성을 검토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base 직물 종류(나일론, 

면/폴리에스터, 형상기억 폴리우레탄 나노웹, 폴리에스터), 스퍼터링 

처리 시간 등을 달리하여 알루미늄 스퍼터링 직물을 제작하였다. 그 후 

열원과 시료 사이 거리, 방향을 달리하여 열전달 특성을 실험을 통해 

고찰하였다. 그리고 전도, 대류, 복사를 통한 열전달 이론에 입각하여 

열전달량을 계산하고 실험값과 비교하여 직물의 열적 특성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나일론 직물을 base fabric으로 하여 알루미늄 스퍼터링 처리 

시간을 1, 3, 5, 10, 25분으로 변화를 주어 다층형 직물을 제작한 후, 이 

스퍼터링된 시료를 hot plate 위에서 밀착시킨 후 열화상 이미지 

촬영하여 표면온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스퍼터링 처리 면이 외기를 

향할 때, 스퍼터링 시간이 0분에서 25분으로 증가할수록 표면온도가 

33.83℃에서 20.70℃로 13.13℃ 정도 감소하였는데, 스퍼터링 시간이 

10분 지난 후 부터는 온도 변화가 크지 않았다. 따라서 스퍼터링 처리 

시간이 10분인 경우를 최적조건으로 설정하였다. 

 

2. 나일론, 면/폴리에스터, 형상기억 폴리우레탄 나노웹, 폴리에스터 

직물에 1000W, 10분 알루미늄 스퍼터링 처리를 실시 한 후 FE-SEM, 

EDX, Add-on 측정 결과 네 시료 모두 알루미늄 스퍼터링 처리 후 

알루미늄 grain이 섬유 표면에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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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base fabric 종류에 따른 

알루미늄 스퍼터링 처리 직물 표면온도 측정 결과, 열원과 직물이 

밀착하고 알루미늄 층이 외기를 향할 때 표면온도는 나일론 

직물(21.97℃)과 폴리에스터 직물(21.15℃)이 유사하게 낮은 

표면온도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 낮은 온도를 나타낸 시료는 형상기억 

폴리우레탄 나노웹(26.08℃) 이었으며, 가장 높은 표면 온도를 보인 

시료는 면/폴리에스터 직물(31.42℃) 이었다.  

그리고 알루미늄 스퍼터링된 시료 모두 hot plate-fabric 사이 거리가 

0mm에서 10mm로 증가할 수록 직물 표면온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단면만 알루미늄 스퍼터링 한 시료의 경우 알루미늄 층의 방향에 

따라 표면 온도가 최대 11℃ 이상 차이가 났다. 스퍼터링된 알루미늄 

층이 카메라를 향할 경우, 직물 표면온도가 외기온(15℃)에 가깝게 낮게 

나타났으나, 스퍼터링 처리된 알루미늄 층이 hot plate를 향할 경우에는 

직물 표면온도가 미처리 시료처럼 hot plate(35℃)에 근접한 표면온도를 

보였다. 그리고 단면 스퍼터링 시료가 시료의 방향에 따라 표면 온도가 

차이 나는 현상은 hot plate와 직물 사이 거리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이면 온도의 경우, base fabric을 나일론 직물로 하고, 직물과 

열원 사이 거리를 10mm로 하였을 때에는 알루미늄 스퍼터링 처리 

시간과 직물 방향에 따른 차이가 매우 작았다. 

또한 시간 경과에 따른 스퍼터링 직물의 표면온도를 관찰하여 본 결과 

네 종류의 직물 모두 1분 이내에 빠르게 정상상태에 도달하였고, 6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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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도 1분 경과 후와 유사한 표면온도를 보였다. 

 

4. 알루미늄 스퍼터링된 나일론 직물의 스퍼터링 효과를 시료 방향, 

열원과 직물 사이 거리, 스퍼터링 시간을 고려하여 열전달 이론으로 

해석하였다.  계산을 통하여 heat transfer coefficient를 도출해 

내었으며, 직물과 열원이 밀착하였을 때 이론에 의한 계산값이 실험값과 

부합함을 확인하였다.  

알루미늄이 외기 쪽에 스퍼터링된 나일론 직물의 경우, 알루미늄의 

높은 열전도율도 인하여 직물 표면 온도의 저하를 초래하였다. 반면 

알루미늄 층이 열원을 향할 경우 직물 표면 온도가 열원에 가까운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본 연구를 통하여, 알루미늄 스퍼터링 처리된 직물의 열적 특성을 

규명하였다. 또한 이론에 의거한 식이 시료와 열원이 밀착할 경우 실제 

실험 값과 부합됨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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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mal characteristics of 

aluminum sputtered fab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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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examined the thermal characteristics of fabrics treated 

by aluminum sputtering. For the examination, various base fabrics 

(nylon, cotton/pet, SMPU nanoweb, pet) were treated by aluminum 

sputtering while varying the sputtering treatment time. Then the 

heat transfer characteristics of the fabrics were studied while 

varying the direction and the distance between the heat source and 

sample. The heat transfer quantities were calculated based on heat 

transfer theory and the heat transfer characteristics of the fabrics 

were analyzed by comparing the calculated heat transfer quantities 

with the test values. 

 

 

Nylon based multi-layered fabric was prepared by varying the 

aluminum sputtering treatment time up to 25 minutes. The 

sputtering-treated samples were adhered to the hot plate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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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face temperatures were measured by way of thermal imaging. 

The result was that the surface temperature decreased by 13℃ 

when the sputtering time increased from 0 minute to 25 minutes; 

while the sputtering treated side faced open air.  

 

Nylon, cotton/pet, SMPU nanoweb and pet fabrics were given 

1000W, 10 minutes aluminum sputtering treatment and the FE-

SEM, EDX and Add-on were measured.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at aluminum grains were formed on the surfaces of all four fabrics 

after aluminum sputtering treatment. Meanwhile, it was not possible 

to detect any aluminum on the rear side of the fabrics. 

 

The surface temperatures of aluminum sputtering treated fabrics 

dependent on the kind of base fabric were measured by infrared 

thermal imaging camera. The result was that the surface 

temperature of nylon and pet were 21℃, the surface temperature of  

nanopweb was 26℃ and the surface temperature of cotton/pet was 

31℃; when the heat source and the fabrics were adhered and the 

aluminum layer faced open air.  

 

In addition, all aluminum sputtering treated samples showed the 

trend of decreasing fabric surface temperature when the distance 

between the hot plate and the fabric increased from 0 mm to 10 mm. 

Regarding the sample with aluminum sputtering treatment on single 

side only, there was surface temperature difference of maximum 

11℃ dependent on the direction of the aluminum layer. The 

phenomenon of surface temperature difference dependent on the 

direction of single side sputtering treated sample showed 

decreasing trend when the distance between the hot plate and the 



 

 115 

fabric increased.  

 

On the other hand, the difference of rear side temperature 

dependent on the aluminum sputtering treatment time and fabric 

direction was the smallest when the base fabric was nylon and the 

distance between the fabric and the heat source was 10 mm. The 

result of the observation on the aluminum sputtering treated fabrics 

dependent on the time elapsed was that all four fabrics reached 

normal state within 1 minute and the surface temperature after 60 

minutes was similar to the surface temperature after 1 minute. 

 

The sputtering effect of aluminum sputtering treated nylon was 

analyzed by heat transfer theory by considering the sample 

direction, the distance between the heat source and the fabric and 

the sputtering treatment time. It was confirmed that the calculated 

values based on the theory represent the test values very well. 

 

Regarding the nylon with aluminum sputtering treatment on the 

open air side, there was decrease in fabric surface temperature 

caused by the high heat conductivity of aluminum. On the other h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fabric surface temperature showed the 

trend of approaching the heat source when the aluminum layer 

faced the heat source.  

 

Keywords : aluminum, sputtering, thermal characteristics, 

 thermal infrared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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