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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에서는 실제 의류산업에서 범용되는 알칼리 감량가공을 이용

해 저농도의 알칼리 처리로 인장강도 감소를 줄이고, 섬유표면의 마이크

로-나노 거칠기를 정교하게 구현하여 우수한 초소수성 및 쾌적성을 가

지는 폴리에스터 직물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알칼리 처리 온도와 처리 시간을 조절하여 섬유

표면의 정교한 거칠기를 형성하였고, 인장강도 감소율을 고려하여 알칼

리처리의 최적 조건을 선정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편면코팅을 위해, 불소계 고분자 용액에 점증제의

농도를 조절하여 폼코팅 액을 제조하였고, 섬유표면의 거칠기가 유지되

도록 칼날과 직물간의 간격을 조절하여 편면소수화 시켰다.

알칼리 처리의 최적조건 선정을 위해, 처리 시간 및 처리 온도에 따른

직물의 무게, 인장강도, 표면 형태의 변화를 비교·분석하였고, 편면소수

화 처리의 최적조건 선정을 위해 정적접촉각 및 shedding angle, 그리고

이면의 젖음성 평가를 함께 진행하였다.

알칼리 처리 시간 및 처리 온도가 증가할수록, 섬유표면의 미세한 거

칠기를 형성하여 초소수성 표면 구현에 유리하였고, 폼 코팅액의 점도는

낮을수록 유리하였다. 이에 따라, 표면(face side)은 정적접촉각 162.8°,

SHA는 5.6°를 나타내는 초소수성을 가지면서, 이면(back side)은 109초

내로 물방울이 완전히 스며드는 친수성을 갖는 조건인 알칼리 처리온도

70°C에서 60분간 감량가공 후 불소계용액와 점증제의 volume 농도 비율

을 40:2로 제조한 코팅용액을 편면에만 부여한 70-E60-C2를 최적조건으

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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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저농도의 알칼리 감량가공을 이용하여 인장강도를 최

소화시키고 편면에만 소수화 처리하여 쾌적성이 향상되고 우수한 초소수

성을 동시에 가지는 폴리에스터 직물을 개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알칼리 감량 가공, 편면 소수화, 비대칭 젖음성, 쾌적성, 자

가세정 효과, 블레이드 코팅

학 번 : 2014-22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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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초소수성 표면(Superhydrophobic surface)이란, 물에 대해 150˚ 이상

의 접촉각(water contact angle, WCA)과 10˚ 미만의 낮은 기울기각

(water sliding angle, WSA)을 가지는 표면이다[1-3]. 낮은 표면에너지

로 인해 공기 중에서 물에 쉽게 젖지 않고, 먼지와 같은 오구가 물방울

이 구를 때 함께 부착되어 제거되기 때문에, 발수성능 외에 자가 세정

(self-cleaning), 금속의 산화방지, 결상 및 결빙방지, 유수분리, 또는 전

자기기의 미세유체 장치에서의 유체흐름 제어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표면처리 기술로 높은 활용가치를 지닌다[4-10]. 특히 의류소재 분야에

서 초소수성 표면은 오구에 대한 자가세정 효과로 인해 일반 소재와 비

교했을 때, 세제의 사용량과 세탁 횟수 절감, 노동력의 절감을 가져오는

친환경적인 소재로써 학문적·산업적 측면에서 연구가 활발하다[11-13].

초소수성 표면의 구현은 낮은 표면에너지와 적절한 표면의 거칠기 제

어를 통해 가능하다[1-14]. 이는 연잎의 표면을 모방한 생체 모방 기술

로 연잎의 초소수성 표면에서 분비되는 소수성 왁스와 5∼9μm 마이크로

수준의 돌기, 120nm의 나노사이즈의 작은 돌기가 조화를 이루기 때문이

라고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졌다[15].

Park 등[12]의 연구에 따르면, 직물은 마이크로 사이즈의 섬유가 합

사되어 경·위사가 제직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직물 자체가 마이크

로 사이즈의 거칠기를 가지고 있어, 그 위에 나노스케일의 거칠기를 부

여하고 표면에너지만을 낮춰줌으로써 쉽게 초소수성 소재 표면을 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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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소재 표면의 화학적 조성만으로는 초소수성을

구현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낮은 표면에너지를 가지는 소재의 표면

위에 마이크로-나노스케일의 이중거칠기를 구현하는 것이 초소수성 표

면을 설계하는데 중요한 인자라고 설명하였다[13-16]. 이론적으로도 초

소수성 표면의 거칠기 효과는 Wenzel[17]과 Cassie & Baxter[18]가 제

시한 모델로 설명이 가능하다.

인위적인 표면거칠기 향상을 위한 기존의 초소수성 표면의 구현 방법

으로는 SiO2, TiO2, CNT 등의 나노입자 부착을 이용한 졸겔법,

layer-by-layer self-assembly 기술(LBL) 등이 주로 이용되어왔다[19,

20]. 그 외에도 식각법을 이용한 플라즈마 에칭 또는 CVD(Chemical

vapor deposition)를 통한 공정도 이용되고 있다[21-23]. 최근에는 고분자

상분리 현상을 이용하여 미세한 표면구조를 제어하거나 서로 다른 성질

의 두 고분자를 혼합하여 기판에 코팅 후, 특정 용매로 고분자를 선택적

으로 제거하여 미세 거칠기를 구현하는 표면처리 기술도 시도되고 있다

[24].

또한, 직물의 표면에너지를 낮추기 위해서는 표면장력이 낮은 불소계

고분자 용액을 이용하여 dip-coating, spin coating 또는 spray coating

하는 간단한 공정 방식으로 양면 소수화 시켜 초소수성 소재의 표면을

제어해왔다[25]. 최근의 초소수성 관련 연구는 물에 대한 반발성을 가지

는 초소수성 표면을 넘어, 기름에 대해 반발성을 가지는 omniphobicity

까지 구현할 정도로 급격한 발전을 이룩하였다[26-28].

그러나, 기존의 초소수성 표면제어의 관련 기술들은 산업 재료에만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의복 용도의 소재 적합성인 인체의 쾌적성, 가공

물질의 안정성, 기능의 내구성 및 산업적 측면에서의 상용화 등을 고려

하지 않은 채, 우수한 초소수성 기능 구현에만 집중하여 발전되어온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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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있다.

표면에너지를 낮추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불소계 고분자를 이용

한 직물 전체의 양면 소수화 공정의 경우, 직물의 투습성 및 흡습성 저

하에 따른 쾌적성과 유연성 저하에 문제가 있었다. 또한, 불소계가 포함

된 발수제의 용액은 공정 시에 PFOS(Perfluorooctane sulfonate)나

PFOA(Perfluorooctanoic acid)와 같이 인체의 유해한 물질을 발생시킨다.

표면 거칠기 증대를 위해 나노입자를 부착시키는 경우, 무기물의 나노입

자와 섬유 고분자 물질 간의 낮은 친화도로 인해 외력에 의해 쉽게 나노

입자가 탈락되고, 탈락된 나노입자의 일부가 체내로 흡수될 경우 피부병

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12, 29].

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에는 플라즈마 처리를 이용한 섬유 표면의

거칠기 형성 기술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30]. 하지만, 의류소재의

특성상 반복적인 세탁이나 섬유간의 잦은 마찰이 불가피하고 구현된 거

칠기가 쉽게 무너지기 때문에 내구성 저하라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였

다. 또한, 산업적 측면에서 기존의 초소수성 표면제어 기술들은 대면적

및 대량 생산의 한계가 있어 대체적 기술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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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량 생산 및 대면적 가공이 가능한 저농도의 알칼

리 감량가공을 이용하여 인장강도 감소를 최소화시키고, 섬유표면의 균

일한 나노 거칠기를 형성한 후, 편면에만 블레이드 폼 코팅을 실시함으

로써 쾌적성 및 자가세정 기능이 향상된 편면초소수성 폴리에스터 직물

의 가공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실제 산업에서 폴리에스터의 알칼리 감량가공에 사

용하는 범위인 8%의 저농도 알칼리로 처리 온도 및 처리 시간을 조절하

여 섬유표면의 마이크로-나노 스케일의 거칠기를 형성하였다. 이 때, 중

량 감소율과 인장강도 감소율을 고려하여 블레이드 코팅을 실시할 수 있

는 가공의 최적조건을 선정하였다.

둘째, 편면에만 초소수성을 부여하기 위해, 점도를 달리한 폼 코팅액

을 제조하였고, 블레이드 코팅기를 이용하여 편면에만 소수화처리 하였

다. 이 때, 불소계 용액 대비 점증제의 부피 농도를 40 : 1, 2, 3, 4, 5로

증가시켜 양면의 젖음성 평가를 통해 편면초소수성 직물 구현의 최적 조

건을 선정하였다.

셋째, 구현한 편면초소수성 폴리에스터 직물의 물리적 특성, 화학적

조성, 표면 젖음성, 쾌적성, 세탁 내구성, 직물의 태 평가 등을 실시하였

다. 연구 순서는 Figure 1에 도식화하여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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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cheme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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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 론 적 배 경

1. 초소수성 표면

1.1. 젖음성에 대한 기본 이론

초소수성 여부를 판별하는 것은 젖음성(wetting)[17]이다. 젖음성은

고체표면이 물과 같은 액체에 얼마나 잘 젖는지에 관한 성질로 정의된

다. 이 때, 접촉각을 측정하여 액체가 고체표면을 얼마나 잘 침윤하는지

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31]. 이러한 고체표면의 젖음성을 설명하는 이

론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 거칠기가 없는 표면의 젖음성을 이론

적으로 설명한 Young[32]의 이론이 있고, 거칠기가 존재하는 표면의 젖

음성을 설명한 Wenzel[17]과 Cassie & Baxter[18]의 이론이 대표적이다.

Young[32]의 이론에 따르면, 완벽하게 편평하고 화학적으로 균질

(homogeneous)한 고체표면에서 열역학적인 평행상태에 도달할 때, 고체

-액체-기체의 계면에서 접촉각(θ )이 형성되는데 Figure 2와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이에 대한 관계 식(1)은 Young[32]에 의해 유도되었다.

(1)

θ 0 : 정적접촉각

γ SA : 고체-기체의 계면장력(solid-vapor interface)

γ LA : 액체-기체의 계면장력(liquid-vapor interface)

γ SL : 고체와-액체의 계면장력(solid-liquid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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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chematic illustrations of a static contact angle of liquid

droplet on a perfectly smooth surface [32].

즉, Young[32]은 액체의 표면장력(γ lv)과 고체와 액체의 계면장력(γ

sl)이 작고, 고체의 표면장력(γ sv)이 크면 cosθ 값이 커지고 접촉각θ 는

작아져서 고체 표면을 잘 침윤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이 때, θ >90˚인

경우 소수성이며, θ <90˚ 인 경우 친수성 표면으로 정의한다. 하지만, 고

유의 마이크로 거칠기를 가지며 heterogeneous한 직물과 같은 재료표면

에서의 젖음성을 설명하는데 한계점을 갖는다.

Wenzel[17]은 거칠기가 있는 표면에서 액체가 완전히 고체 표면의

가장자리 안쪽 끝까지 접했을 때의 상태를 가정하여 모델을 Figure 3(a)

와 같이 제시하였고, Young[32]의 식을 수정하여 식(2)를 유도하였고, 거

칠기율(roughness factor)은 식(3)과 같이 이론적으로 설명하였다.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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θ 0 : 정적접촉각

θ r
w : 거친 표면에서의 정적 접촉각

r : 액체방울이 실제로 고체표면에 닿는 면적(ASL)과 상부에서

투영된 면적(AF)의 비[29]

Wenzel[17]의 이론에 따르면, θ 0는 Young[32]의 식에서와 같이 편평

한 거칠기가 없는 이상적인 표면에서의 접촉각이고, θ r
w은 거칠기가 있는

표면에서의 접촉각이다. r은 거친 표면을 나타내기 위한 계수로, 실제 표면

(ASL)과 물방울이 아래로 투영한 표면(AF)의 비율을 나타낸다. 예를 들

어 r=1이면, 완전히 거칠기가 없이 부드러운 표면인 것이고 r>1이면, 거

칠기가 있는 표면이다. 이에 따라, Wenzel[17]의 방정식(2)에서는 θ

r
w<90˚ 일 경우, 거칠기가 커질수록 접촉각이 오히려 감소하게 되고, θ

r
w>90˚일 경우, 거칠기가 커질수록 접촉각이 증가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Cassie-Baxter[18]의 거친 표면에서의 젖음성은 θc>90˚일

때, 거칠기가 있는 표면에서 고체표면에 액체방울이 떨어지면, 액체방울

이 요철에 의해 떠받쳐져 요철 위에 얹혀있는 경우를 가정하며 Figure

3(b)와 같이 가정하였다. 즉, 액체와 고체 표면사이에 공기방울이 갇혀,

고체-액체-기체가 동시에 접촉하고 있는 상태일 것이라 가정하고, 식(4)

와 같이 유도하였다.

(4)

θc : 거칠기 표면에서의 정적접촉각

θ1 : phase 1에서의 정적접촉각

θ2 : phase 2에서의 정적접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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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 phase 1에서 액체와 고체가 만나는 부분의 넓이의 액체 방

울을 아래로 투영한 넓이에 대한 비율 (surface fraction of

phase 1)

f2 : phase 2에서 액체와 기체가 만나는 부분의 넓이의 액체 방

울을 아래로 투영한 넓이에 대한 비율 (surface fraction of

phase 2)

Figure 3. Different wetting states of a liquid droplet on a rough solid

surface: (a) Wenzel model[17]; (b) Cassie-Baxter model[18].

즉, Cassie-Baxter의 모델에서, 액체의 계면은 사실 고체와 액체의

계면(phase 1)과 액체와 기체의 계면(phase 2)이 함께 상호작용하는 것

에 의해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위의 Cassie & Baxter[18]의 모델에서, 거친 표면의

groove 사이로 물방울이 완전히 스며들어 고체 표면을 다 적신 상태가

되면 Cassie & Baxter[18] 식(3)에서의 f1은 Wenzel[17]의 모델의 r값과

동일한 값을 갖는다는 것이다[15]. 이에 따라, 최근의 연구자들은

Wenzel[17]이 주장한 식(2)와 Cassie & Baxter[18]가 주장한 식(3)을 모

두 고려하여 Wenzel 모델과 Cassie-Baxter모델의 중간정도의 젖음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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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질 수 도 있는 전이상태를 주장하였다[31].

Park 등[3]의 연구에서, 섬유 자체의 고유의 거칠기를 가지는 직물

표면의 젖음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이상태를 고려하여 초소수

성 표면을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고, 직물의 표면에

너지만을 낮추어 초소수성을 구현하는데 제한이 있으며 직물 고유의 마

이크로 수준의 거칠기와 나노 수준의 거칠기를 구현한 이중 거칠기가 물

방울과 공기의 접촉면적을 크게 하여 초소수성을 구현하는데 효과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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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편면 초소수성 표면과 제작 방법

초소수성 소재의 개발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한 면은 초소수성

을 가지면서 다른 이면은 친수성을 가지는 양면의 비대칭적인 젖음성

(asymmetric wettability)을 나타내는 편면초소수성 소재표면 개발에 관

한 연구가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비대칭적 젖음성을 갖는 표면을 활

용하면 단일방향성의 액체운송 장치, 수분제어, 유체기기 시스템, 해수탈

염, 유수 분리 등 다양한 산업 재료분야에서의 활용가치가 높기 때문이

다[33-35]. 특히, 의류소재 분야에서는 소재 표면의 수분제어를 통해 기

존의 초소수성 소재보다 향상된 투습성과 흡습성으로 의복의 착용감과

쾌적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22, 37]. 선행연구에서 시도한 다양한 접근

법을 정리해보면 Table 1과 같다.

Liu 등[35]은 물리적인 배열형태나 화학적인 가공방법을 조절하여 편

면초소수성 소재를 구현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물리적인 배열형태를

변화시키는 예로 Sharabaty 등[33]은 실이 직물로 제직되는 과정을 제어

함으로써 직물로 제직될 때 물에 대한 다른 젖음성을 가지는 두 실을 다

층구조로 설계하였다. 제직과정에서 소수성을 가지는 폴리에스터실을 경

사방향으로 하고 친수성을 가지는 면실은 위사방향으로 양면원단으로 하

여 물리적인 배열형태를 조절하였다.

화학적인 가공법에 대한 접근으로 Ali 등[38]은 디지털 잉크젯을 이

용하여, 한 면에만 소수화 물질을 적층시켜 편면 초소수성 직물을 개발

하였다. 잉크젯 프린터의 노즐에 불소화 탄소의 소수성 화학 물질을 잉

크에 첨가하여 직물의 한 면에만 프린팅 하는 기술을 제안하였다. 또한,

You 등[39]은 폴리에스터 직물, 나일론 메쉬와 종이필터 등 다양한 재료

표면에서 기상 화학 증착법(iCVD)을 이용하여 불소계 고분자 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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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3,3,4,4,5,5,6,6,7,7,8,8,9,9,10,10,10-heptadecafluorodecyl methacrylate,

PHFDMA)으로 양면 소수화 처리 후, 수산화칼륨 용액에 소수화된 표면

의 한 쪽 면을 띄워 편면을 화학적으로 에칭시켜 편면을 구현하였다.

Wang 등[40]은 TiO2 나노입자를 기반으로 코팅한 면직물의 표면에 자

외선 조사하여 소수화된 표면을 친수화 시키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나,

TiO2 나노입자의 광촉매 반응에 따른 인체의 유해성 문제가 있었다.

최근에 Sasaki 등[41]은 미스트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편면 초소수성

면직물을 개발하였는데, 소수성의 SiO2 나노입자와 접착제 레진으로

ethyl-α-cyanoacrylate superglue를 이용하여 면직물과 스프레이의 분사

거리를 조절함으로써 편면의 초소수성을 구현하였다. 한편 Liu 등[35]은

점증제를 부여한 폼 코팅액을 제조하여 한 면만 소수화 시키는 방법으로

편면초소수성 면직물을 구현하였다.

물리적인 배열형태와 화학적인 가공방법을 모두 응용한 복합적 접근

법으로, Lim 등[42]은 polyacrylonitrile(PAN) 소수성물질을 전기방사하여

기저 레이어를 형성한 후, 열처리하여 가수분해 반응으로 표면을 친수화

시킨 후, 다시 그 위에 PAN을 방사하여 적층구조로 아래층과 위층의 면

이 다른 편면초소수성을 구현하였다.

이와 같이 편면 초소수성 직물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법이 시

도 되어오고 있으나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실용적인 상용화를 고려한 기

술 개발을 위해 간단한 공정, 짧은 공정시간, 화학성분의 인체 무해성,

대량생산 및 대면적 가공이 가능한 기술개발 연구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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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설명

물리적인

접근방법

(physical

configuration)

직물로 제직되는 과정에서, 실의 형태나 구성 조직을

제어하는 방법

[e.g.] multi-layer weaving technology, tri-layer

fabric knitting

(retrieved from Kandhavadivu 등[36])

화학적인

접근방법

(chemical

finishing)

직물 표면의 한 면에만 소수성 물질을 부여하거나, 양

면 모두 소수화 시킨 후, 부분적으로 한 면에만 화학

적으로 친수화 시키는 방법

[e.g.] digital printing technology, initiated chemical

vapor deposition, iCVD, TiO2 deposition & UV

irradiation, Mist spray, and foam coating

(retrieved from (left) Sasaki 등[41] & (right) Liu 등[35])

물리·화학적

복합적인

접근방법

물리적인 배열형태와 화학적인 공정을 복합적으로 이

용하여 편면초소수성을 제어하는 방법

[e.g.] electrospinning fabrication

Table 1. Classification and descriptions of previous methods for

preparing single-faced superhydrophobic surf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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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bination

of physical

and chemical

finishing)

(retrieved from Lim 등[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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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칼리 감량가공

2.1. 의류산업에서의 알칼리 감량가공

알칼리 감량가공은 폴리에스터 직물의 촉감을 개선시켜 견과 같은

태를 갖게 하기 위해 의류산업에서 범용되고 있는 공정으로, 흡습성 및

투습성의 향상에 따른 의복의 쾌적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29]. 이러한 폴리에스터(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섬유의 NaOH

에 의한 감량 효과는 1949년 영국특허에서 비롯해 1970년 중반에 공업화

가 되었다[44]. 알칼리 감량 가공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는 알칼리 처리

온도, 처리 시간, 용액의 농도 및 촉진제 등이 있으며, 많은 선행연구에

서 알칼리 처리 시간과 처리 온도의 증가에 비례하여 감량률이 증가한다

고 알려져 있다[44-46].

Zeronian & Collins[45]는 의류산업에서 실제로 행하고 있는 폴리에

스터 감량가공의 처리조건을 실의 형태, 종류, 조직에 따라 Table 2와

같이 정리하였다. 폴리에스터 실의 종류에 따라 토우사, 필라멘트 연신

사, 텍스쳐사, 무텍스쳐사로 나누고, 텍스쳐사를 이용하여 제직한 폴리에

스터 텍스쳐 직물과 열가소성 spun-yarn으로 제직한 폴리에스터 직물의

처리조건을 각각 비교하였는데, 일반적으로 NaOH수용액의 알칼리 농도

는 5∼17%를 사용하고, 60∼100˚C의 처리 온도 범위에서 최대 47%까지

감량하여 가공을 진행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산업에서 행하는 농도는 주로 10% 내외의 저 농도 알칼리를 이용하

여 온도와 시간의 범위를 다양하게 조절하여 폴리에스터 감량가공을 실

시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성과 에너지효용성 증가 및 공정시의 발열에 따

른 위험 최소화를 위한 것이다[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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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Solid-to-
liquid
Ratio

(g/100mL)

Concentra
tion

of NaOH
(%)

Temp.
(˚C)

Maximum
Treatment
Time
(min)

Maximum
Weight
Loss
(%)

Drawn tow 2-2.5 5-15 60-100 60 47

Continuous-
filament
fabric

0.67 9-17 100 15 38

Textured
yarn

- 3-5 93-121 60 41

Untextured
yarn

- 3-5 77-121 60 36

Textured
fabric

- 5 104 60 27

Heat-set
spun-yarn
fabric

0.05 10 60 360 31

Table 2. Alkaline typical conditions quoted in previous researches and

industrially oriented article (retrieved from Zeronian & Collin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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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알칼리 감량가공에 따른 섬유표면 변화

알칼리 감량가공의 원리는 hydroxyl 이온이 폴리에스터 분자의

carbonyl 그룹의 전자음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탄소를 공격하면서 개시

된다[46]. 폴리에스터 분자의 carbonyl기는 가수분해에 의해 즉시 카복실

레이트 음이온으로 전환되어 짧은 고리로 떨어져 나오게 되며 폴리에스

터 분자쇄 절단현상이 일어나고, 최종적으로는 에틸렌글리콜과 테레프탈

산으로 분해된다[47]:

Figure 4. Mechanism of hydrolysis of PET in alkaline mediums

(retrieved from Nguyen-Tri et al. [47])

이 때, 테레프탈산은 나트륨염이 되어 물에 용해되어 반응에서 제거

되며 깨끗한 섬유표면을 드러내는데, Zeronian & Collins[45]는 폴리에스

터 섬유의 구조상의 변화는 수반하지 않으면서 표면에만 제한적으로 진

행되므로 토포화학(topochemical)반응이라고 설명하였으며, 이에 대한 근

거는 미처리 폴리에스터 섬유와 비교하였을 때, 알칼리 처리한 폴리에스

터 섬유의 직경이 감소하나 단면형의 형태 변화는 전혀 없이 그대로 유

지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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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raffa[46]는 알칼리 가수분해가 초기에는 전체 섬유 표면에서 시작

되어 중량 감소율이 10%이상이 되면, 패인 구멍(pits)을 통해 가수분해

가 진행된다고 하였고, 섬유 표면을 벗겨보았을 때 섬유 내부 안쪽까지

는 구멍이 생기지 않고 표면에서만 식각이 일어남을 밝혔다.

알칼리 처리에 따른 표면의 독특한 현상은 surface pitting이 발생하

는 것이다. Zeronian & Collins[45]는 폴리에스터 섬유의 광택을 없애기

위해 전처리 과정에서 titanium dioxide(TiO2) 처리가 되었다면, TiO2에

의해 이러한 pitting은 섬유 표면에 더 많이 나타나게 된다고 설명하였

다. TiO2처리를 한 광택이 없는 폴리에스터 섬유(semi-dull polyester)와

TiO2처리를 전혀 하지 않은 폴리에스터 섬유(bright polyester)를 10%

NaOH 수용액에 담궈 60˚C에서 알칼리 처리 하였을 때의 섬유 표면 변

화를 Figure 5와 같이 SEM 사진으로 비교하였다.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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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Scanning elctron micrograph of semi-dull polyester fibres

and bright polyester fibres (a,c) before and (b,d) after treatment with

10% aqueous NaOH at 60˚C (retrieved from Zeronian & Collins [45])

TiO2처리로 전처리한 Semi-dull PET직물의 경우 중량 감소율이

25%로, bright PET 직물에 비하여 중량 감소율이 무려 56%나 작음에도

불구하고 Figure 5에서 섬유 표면이 상대적으로 더 심한 pitting이 발생

했던 반면에, bright PET는 81%의 중량 감소율을 나타내었는데도 섬유

표면이 상대적으로 매끈한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Solbrig & Odendorf[48]는 폴리에스터 직물 표면에서 pits가 발생하는

단계를 SEM 사진을 통해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광택제 입자 주변의 섬유 표면에서의 초기 구멍 형

성 단계로 PET섬유의 표면에서부터 시작된 화학적 분해가 섬유 내부로

서서히 진행되면서 TiO2 입자가 노출되기 시작한다. 이 때, TiO2의 입자

를 중심으로 주변의 상대적으로 결정성이 낮은 PET고분자가 우선적으

로 가수분해에 의해 공격을 받게 되면서 pits가 발생한다고 설명하였다.

이 단계에서 pits의 형상은 섬유의 축 방향으로 발생하여 위·아래가 긴

타원형의 형태로 생겼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내부의 pits가 확장된다. pits가 발생한 후부터

계속적인 알칼리에 따른 히드록시 이온의 공격으로 초기의 긴 타원형에

서 점차 폭 방향으로 넓어져 계란형로 변화하게 되는데 이 때, 폴리머가

광택제 입자 주변에서 화학적으로 분해되면서 지름이 0.5µm의 작은 입

자가 노출된 모습을 SEM 사진을 통해 확인하였고 그들은 pits 주변에

발생한 작은 입자를 미량분석(x-ray microanalysis)하여 Ti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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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단계에서는 인접한 pits 끼리의 결합으로 2.0%의 TiO2로 처리

한 PET직물을 6시간 동안 알칼리 처리한 결과, 주변의 인접한 pits들과

의 결합이 일어나 pits의 개별적 구멍이 합쳐짐을 확인하였다. 이 때,

pits 주변에서 작은 입자들이 에칭 된 섬유의 표면에서 여전히 이탈하지

않고 부착되어있는 모습이 SEM 사진을 통해 확인하였는데, 그들은 가

수분해에 따른 PET의 고분자 중 일부가 TiO2와 함께 이루어져 작은 입

자들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설명하였다.

Solbrig & Odendorf[48]가 설명한 pits의 발생 및 형상 변화는

Figure 6에서 (a), (b), (c) 순서로 확인할 수 있다.

(a) (b) (c)

Figure 6. Stages in the degradation of delustered PET fibers by

alkaline hydrolysis. Initial opening of fiber surface around delusterant

particle (0.3% TiO2, I hour hydrolysis, left), internal pit enlargement

(0.3% Ti02, 6 hour hydrolysis, middle), connection of adjacent pits by

further degradation (2.0% Ti02, 6 hour hydrolysis, right) (retrieved

from Solbrig & Obendorf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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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실 험

1. 시료 및 시약

1.1. 시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료는 100% polyester 직물(Young Poong

Filltex. Co. LTD.)을 호발 정련해서 사용하였고, 자세한 시료의 특성은

Table 3에 나타내었다.

Table 3. Characteristics of polyester fabrics

Yarn count
(in inch x inch)

75d/72f(warp) +

150d/144f(weft)

Magnification: x120

(scale bar: 100μm)

Yarn types Draw textured yarn

Weight (g/m
2
) 108.0

Thickness (mm) 0.21

Fabric density
(in inch)

144 x 80

Weave type plain

폴리에스터 직물의 호발 정련 액은 음이온 계면활성제 5g/L와

Sodium carbonate 5g/L의 용액에 액량비 1 : 30으로 준비하고 50-55°C

에서 45분간 처리하였다. 정련한 PET 직물은 흐르는 증류수에 10회 이

상 충분히 수세한 후, 상온에서 자연 건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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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시약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약은 정련을 위한 sodium dodecyl benzene

sulfonate와 Sodium carbonate anhydrous(>99.0%)는 대정케미컬(한국)

에서 구입하였다.

알칼리 감량가공을 위한 sodium hydroxide는 대한과학(한국)에서 구

입하였다.

폼 코팅액 제조를 위한 발수·발유 가공제는 AG-E550®와 가교제는

MEIKANATE NEO® (AGC Chemicals, 유럽) 제품을, 점도를 부여하는

점증제는 PARASOL® (Ohara Paragium Chemical, 일본) 제품과

Sodium carboxymethyl cellulose는 Sigma Aldrich(미국)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딥코팅 용액 제조를 위해, N,N-Dimethylformamide과

Poly(vinylidene fluoride-co-hexafluoropropylene), 97% 1H, 1H, 2H, 2H,

2H-perfluorodecyltriethoxysilane(PFDTS)를 Sigma Aldrich(미국)에서 구입

하여 사용하였다.

참고로, AG-E550D®는 Ashai Guard가 자체 개발한 PFOS와 PFOA

물질을 함유하지 않은 C6-technology로 특허 받은 섬유용 불소계 발수·

발유 가공제 제품으로 구입하였다.



- 23 -

2. 실험 방법

2.1. 실험 방법

편면 초소수성 폴리에스터 직물 가공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

하였다.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는, 섬유 표면의 정교한 거칠기 구현을

위해, 알칼리 처리에 따른 온도와 시간을 조절하여, 알칼리 감량률에 따

른 표면 거칠기를 SEM을 통해 분석 하였고 블레이드 코팅을 위한 인장

강도 감소율을 고려하여 알칼리 처리의 최적 조건을 설정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편면에만 코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불소계

고분자 용액에 점증제의 농도를 조절해가며 폼 코팅액을 제조하였고, 알

칼리처리로 구현된 섬유표면의 마이크로-나노사이즈의 이중 거칠기가

유지되는 간격으로 고정하여 코팅을 진행하였다.

본 실험의 과정을 모식도로 나타내면 Figure 7과 같다. 또한, 각 시료

의 처리 조건에 따른 샘플 코드를 Tab1e 4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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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Schematic illustrations of the fabrication of single-faced superhydrophobicity[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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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pecimen code and description of the experimental process

Code
Composition

Treatment Code Description

1

UT Untreated

70, 80, 90 Alkaline treatment temperature for 70°C, 80°C, 90°C.

2 E15, E30, E60 Alkaline treatment time for 15min, 30min, 60min.

3

C1, C2, C3, C4, C5
Single-faced coating with volume ratio of thickener(T)
in fluoropolymer emulsion(F); F : T = 40 : 1, 2, 3, 4,
and 5

D0 Double-sided coating with dip-coating method

[e.g.] 70-E15-C2 : polyester fabric treated with alkaline hydrolysis for 15min. at 70°C and coated with C2

emul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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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표면 거칠기 제어를 위한 알칼리 감량

알칼리 처리를 위해 온도조절과 교반이 가능한 반응조에서 액비는 30

: 1로 준비하고 8%의 sodium hydroxide(NaOH)을 넣고 70°C에서 20분

동안 교반시켜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제조하였다. 만들어진 알칼리 감

량가공 수용액을 온도를 달리한 조건으로 준비하기 위해, 70°C, 80°C,

90°C로 조정하고 각각의 반응조에 폴리에스터 시료를 15분 30분, 60분

동안 침지시킨 후, 증류수를 이용하여 pH 7에 도달할 때까지 충분히 헹

궈 상온에서 자연 건조하였다.

2.2 편면 소수화

(1) 폼 코팅액 제조

편면 소수화 처리를 위해 점도를 부여하여 폼 코팅 액을 제조하였다.

Liu 등[35]의 연구를 참고하여, 불소계에멀젼(AG-E550D®), 점증제

(PARASOL®), CMC와 가교제(MEIKANATE NE0®)의 부피 농도 비

율을 달리 조절하고 폼 코팅 액을 제조하였으며 Table 5에 나타내었다.

폼코팅 용액을 혼합시키기 위해 고속분쇄기를 이용하여 20분간

6000rpm의 빠른 속도로 교반시켜 제조하였다. 또한, 대조군으로 양면코

팅을 위한 딥코팅 용액은 Han. 등[29]의 소수화가공을 참고하여 제조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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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umb
er*)

Fluoro
emulsion
(F)

Thickener
(T)

CMC Cross-linki
ng agent

F : T

C1 40ml 1ml 1g 10ml 40 : 1

C2 40ml 2ml 1g 10ml 40 : 2

C3 40ml 3ml 1g 10ml 40 : 3

C4 40ml 4ml 1g 10ml 40 : 4

C5 40ml 5ml 1g 10ml 40 : 5

Table 5. Description of custom-made foam coating emulsions by

varying viscosity

Number* indicates the volume ratio of the viscosity contained in the

foam coating emul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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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블레이드 코팅

알칼리 처리로 표면의 거칠기를 구현한 후, 한 면만 소수화 시키기

위해 점도를 부여한 폼 코팅액을 조제한 후, 블레이드 폼 코팅 기기(모

델명: DL-2015MC)를 이용하여 편면 코팅을 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브

레이드 폼코팅 기기는 Daelim Starlet(한국) 제품을 사용하였고 기기는

직사각형의 네모 판 모형에 가로 50.5cm, 세로 62.5cm, 높이 37cm이고,

시료의 코팅을 위해 프레임에 시료를 고정시킬 수 있는 핀이나 있는 프

레임을 자체 제작하여 준비하였다.

코팅 진행을 위한 절차로는 코팅기에 롤러를 장착시킨 후, 핀 프레임

을 고정하고 정련과 알칼리처리를 마쳐 준비한 시료를 핀 프레임의 경사

방향으로 상·하의 핀 프레임에 시료를 최대한 편평하게 하여 장착하였

다. 그 후, 시료위에 코팅 인날을 올리고, 코팅 액은 약 25∼30

w%(wet-pick up)이 되도록 시료와 칼날이 맞닿는 부분에 일정하게 도

포하여 블레이드 코팅을 실시하였다.

정교한 코팅 두께의 제어를 위해, 일정한 압력 하에 코팅 인날과 직

물 사이의 간격을 다이얼 인디케이터를 이용하여 조절하였는데, 조명을

이용하여 암실에서 인날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오지 않는 상태를 0으로

캘리브레이션 한 후, 0.01mm 단위로 조절해가며 섬유표면에 구현한 거

칠기가 유지되는 0.01mm를 최적조건으로 선정하였다. 칼날과 시료사이

의 간격에 따른 표면의 거칠기 확인을 위해, SEM으로 살펴본 사진을

Figure 8에 나타내었다.

편면 코팅 후, 화학적인 소수화 반응을 위해 100 C〫 오븐에 2분간 열

처리하여 건조시킨 후, 150 C〫의 온도에서 1분간 큐어링을 하였다.



- 29 -

Figure 8. FE-SEM images of the coated side of polyester fabrics by varying the distances between a blade

and the polyester fabric. Scale bars are 1㎛ (X10,000) and 1㎛ (X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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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료 특성 평가 및 분석

3.1. 알칼리 감량에 의한 물리적 특성

(1) 직물 무게

알칼리 처리의 온도 및 시간을 달리하여 감량처리 전·후의 무게의 변

화를 측정하고 중량 감소율을 계산하였다. 처리온도는 각각 70°C, 80°C,

90°C에서 실시하였으며, 처리 시간은 15분, 30분, 60분, 90분, 120분, 180

분으로 조절하여 실제 의류산업에서 행하는 감량가공의 조건으로 실시하

였다. 알칼리 감량 처리 전/후 시료의 무게는 같은 처리조건의 시료를 5

개씩 만들어서 측정하고 평균을 내었고, 시료의 사이즈는 6 X 21cm로

재단하여 준비하였다. 알칼리 처리에 의한 중량 감소율은 식(5)와 같이

계산하였다.

W1 - W2
weight loss(%) =  x 100 (%) (5)

W1

W1 : 알칼리 처리 전의 시료의 무게

W2 : 알칼리 처리 후의 시료의 무게

(2) 인장 강도

편면소수화 처리를 위한 블레이드 코팅에 적합한 알칼리 처리 조건을

선정하기 위해, ASTM D5035 스트립법[54]에 의거하여 만능재료시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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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al testing machine, Instron-5543, USA)를 사용하였다. 시료는

스트립법에 따라 폭은 2.5cm x 15cm로 준비하였고, 같은 처리조건에서

다섯 개의 샘플을 만들어서 알칼리 감량 처리 전/후의 인장강도 변화를

측정 후 평균값을 구하였다. 이때, 클램프간의 간격 7.6cm, 하중은 1KN,

인장속도는 10cm/min으로 설정하였다.

(3) 표면 형태

알칼리 처리에 의해 형성한 시료 표면의 거칠기를 관찰하고, 알칼리

처리 조건에 따른 표면의 물리적 형태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주사전자현

미경(FE-SEM, SUPRA 55VP, Carl Zeiss, Germany)을 이용하였다. 시

료는 고진공 상태에서 측정되므로 측정 도중에 수분의 기화에 따른 진공

의 방해를 방지하기 위해, 24시간 동안 항온 항습기에서 컨디셔닝 시킨

후 데시케이터에 보관하여 준비하였다.

또한, 비도전성인 시료표면에 전자가 누적되는 charge-up 현상을 방

지하기 위해, 백금 코팅을 200초간 실시하여 전처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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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표면 소수화에 의한 화학적 특성

(1) 화학 조성

편면소수화 처리 전과 후의 화학적 조성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SEM에 부착된 X-선 분광 분석 장치(Energy dispersive X-ray

analysis, EDS, Aztec, oxford instruments, UK)를 이용하여 시료의 표

면과 이면의 화학적 조성 변화를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각 화학 조성에 따라 탄소(C)는 붉은색, 산소(O)는 녹색, 불소(F)는

푸른색으로 시스템적으로 시각화되어 나타냈고, 각 화학 성분의 weight

percent(%)는 픽셀의 수로 형상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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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표면 젖음성

(1) 정적 접촉각

편면소수화 처리한 시료의 초소수성 평가를 위해, 정적 접촉각 및 동

적 접촉각으로 shedding angle을 측정하였고, 이면의 시간에 따른 정적

접촉각의 변화를 측정하여 구현한 시료의 최적조건을 선정하였다.

접촉각 측정은 접촉각 측정 장비(Theta lite optical tensiometer, KSC

Instruments, Finland)를 이용하였고, 측정하고자 하는 시료를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 잘라서 스카치테이프로 고정한 후, 3.5㎕의 물방울을 적하시

킨 후, 1초가 지난 뒤의 정적 접촉각을 측정하였다.

시료는 각 실험의 조건마다 6X21cm의 크기로 다섯 개의 샘플을 만

들고, 각기 다른 열군데 부위를 채취하여 측정하여 평균을 내었다. 시료

를 채취할 때는 경·위사 가장자리로부터 0.5cm 떨어진 곳에서 채취하였

다.

이면에서의 시간에 따른 젖음성 측정은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시료

표면의 물방울 완전히 젖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1초, 5초, 10초, 20초, 30

초, 50초, 100초, 160초, 600초 간격으로 이 면에서의 젖음성을 측정하였

는데, 표면의 정적접촉각을 측정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2) Shedding angle

접촉각 측정 장비를 이용하여서 Zimmerman 등[49]의 연구에서 제안

한 측정방법에 따라 동적접촉각으로 shedding angle을 측정하였다. 미리

기울여 놓은 샘플 받침대 위에 준비한 시료를 장착하고 1cm 떨어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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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서 12.5㎕의 물방울을 적하시켰을 때, 물방울이 2cm 이상 굴러가는

최소 기울기각을 측정하였다.

시료는 마찬가지로 각 조건마다 다섯 개의 샘플을 만들어서 각기 다

른 열군데 부위를 채취하여 측정하고 평균을 내었다. 젖음성 평가에 사

용한 측정 장치와 측정방법은 Figure 9와 Figure 10과 같다.

Figure 9. Image of Optical Tensiometer for measuring a water

contact angle and water shedding angle.

Figure 10. Experimental setting for measuring water shedding angle

(retrieved from Zimmermann et al.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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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투과 성능

(1) 공기투과도

공기투과도란 일정면적의 시험편을 투과하는 공기의 양을 측정하는

것으로, 일정한 압력에 의해 초당 통과하는 공기의 양을 나타낸다. 본 연

구에서는 코팅 처리한 시료의 투과성능 평가를 위해, 공기투과도 시험기

(FX 3300, TEXTEST, Switxerland)를 이용하여 실시하였고, ASTM D

737-75[50] 프라지어법에 의거하여 측정하였다.

시료의 넓이는 공기투과도 시험기의 측정 범위인 38cm
2
가 넘는 크

기로 하여 20X20cm로 준비하였으며, 적용 압력은 125 Pa로 하였다. 모

든 시료는 온도 21±1°C, 상대습도 65±2%의 항온 항습기에서 24시간동안

컨디셔닝하여 준비하였다.

시험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샘플은 untreated, 70-E60, 70-E60-C2,

70-E60-D0 등 총 4종류로, 같은 조건의 시료를 샘플 당 5개씩 만들어서

측정하고 평균을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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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습성

코팅 처리한 시료의 투과성능 평가를 위해, 염화칼슘법을 이용하여

투습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시료를 통하여 컵 속으로 투과하는 수증기의

양에 따른 중량 변화로 투습성을 측정하였으며 측정법은 ASTM

E96-80[51] 염화칼슘법에 의거하여 실시하였다,

시료를 지름 7cm의 원형 시험편 3매를 준비한 후, 33g의 염화칼슘

(CaCl2)을 넣고 편면소수화 시킨 face면이 투습컵 안 쪽을 향하도록 하

여, 3mm의 간격이 되도록 투습컵 위에 동심원이 되도록 놓았다. 이어서

고무패킹, 링을 순차적으로 올리고 나비너트로 고정하였으며, 완전한 밀

봉을 위해 원형 시료의 주위를 스카치테이프로 봉합하였다.

온도 40±2°C, 상대습도 90±5%의 공기가 순환하는 항온항습 장치에

넣고 1시간 후에 시료를 꺼내어 곧바로 무게를 측정하였고, 다시 1시간

후의 무게를 측정하여 투습도를 계산하였다. 같은 조건의 시료를 5개씩

만들어서 측정하고 평균을 내었다. 평균값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구하여 표기하였다.

10 x (a1-a2)
P =  (6)

S

P : 투습도[g/(m
2
·h)]

a1-a2 : 1시간 처리 후 시험편의 무게 변화(㎎/h)

S : 투습 면적(cm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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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세탁 내구성

(1) 드럼세탁기

편면초소수화 처리한 시료의 세탁내구성 평가를 위해, 가정용 드럼세

탁기(Tromm®, LG)를 이용하여 표준코스로 반복세탁 후 접촉각을 측정

하였다. 세탁 시, 세탁부하량의 25%에 맞춰 필로케이스를 더미로 총 12

장 넣었고, 편면소수화 처리한 샘플을 5개 준비하여 필로케이스에

6x9cm의 크기의 시료를 필로케이스의 가장자리로부터 폭과 넓이 방향으

로 각각 1.5cm 떨어진 곳에 박음질하여 부착하였다.

설정된 표준코스는 세탁-헹굼(2회)-탈수의 과정을 거쳐 총 59분 동안

냉수에서 세제를 넣지 않고 세탁을 실시하였고 접촉각 측정은 각 시료의

다섯 군데에서 측정하여 평균값을 내었다. 실험 순서는 표준세탁 1회 실

시 후, 실온에서 편평한 테일블 위에 flat dry로 30분간 자연건조 시킨

후 표면의 접촉각을 측정하였고, 100°C에서 15분간 열처리 후, 다시 접

촉각을 측정하여 변화를 살펴보았다. 실험에서 사용한 세탁기를 Figure

11에 나타내었다.

Figure 11. Image of a drum washing machine and setting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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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직물의 태 변화

편면초소수화 처리한 시료의 태평가를 위해 KES-F(Kawabata

Evaluation System for Fabrics)에 의거하여, 인장특성(Tensile

property), 굽힘특성(Bending property), 표면특성(Surface property), 전

단특성(Shearing property), 압축특성(Compressional property)등 5개의

역학적 특성항목을 측정하였다. 같은 조건의 시료를 6개씩 만들어서 경

사 3개와 위사 3개를 측정 후 경·위사 별로 각각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압축특성은 경·위사 구분 없이 시료 3개를 샘플링하여 측정 후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모든 시료는 20x20cm의 크기로 준비하였고, 시험 전 24시간

동안 표준온도(20±5°C, 65% RH)에서 컨디셔닝 시킨 후 측정하였다.

(1) 인장특성

인장특성은 KES-FB1 인장·전단 시험기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변형속도는 4.0x10-3mm/sec로 일정하게 하여, 최대하중 Fm=500g/cm까

지 인장하고 회복과정을 측정하여 인장선형도(Linearity of

load-extention, LT), 인장에너지(Tensile energy, WT), 인장레질리언스

(Tensile resilience, RT)를 구하였다[53].

(2) 굽힘특성

굽힘 특성은 KES-FB2의 굽힘 시험기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시

료의 폭 방향으로 굽혀 곡률 K=-2.5∼2.5cm
-1
의 범위에서 변형속도

0.5cm-1/sec로 변형시켜 단위 길이당의 굽힘강성(Bending rigidity, B)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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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힘 히스테리시스 폭(Hysteresis of bending moment, 2HB)을 구하였다

[53].

(3) 전단특성

전단특성은 KES-FB1의 인장·전단 시험기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전단변형속도 0.417mm/sec로 하였고, 전단각은 Q=+8°∼-8°까지 변형시

켜 전단 변형시의 전단강성(Shear stiffness, G), 전단각 0.5°에서의 이력

(Hysteresis of shear force at 0.5 of shear angle, 2HG) 전단각 5°에서

의 이력(Hysteresis of shear force at 5 of shear angle, 2HG5)을 구하였

다[53].

(4) 압축특성

압축특성은 KES-FB3 압축 시험기를 이용하였고, 실제 압축되는 면

적은 2cm2의 원형 강철판에 의해 압축된다. 최대하중 50g/cm2로하고 압

축속도는 20micron/sec으로 하여 압축특성의 선형성(Linearity of

compression-thickness curve, LC), 압축에너지(compressional energy,

WC)과 압축 레질리언스(Compressional resilience, RC)를 측정하였다

[53].

(5) 표면특성

표면특성은 KES-FB4의 표면마찰 시험기를 사용하였으며, 실제 측정

되는 부위는 길이 2cm와 폭 0.5cm의 표면이다. 표면마찰 시험기는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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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칠기 측정에 사용되는 접촉자와 표면마찰 측정에 사용되는 접촉자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지름이 0.5mm인 피아노선 형태로 굽혀져 있다. 거칠

기 측정에 사용되는 접촉자는 그대로 있고 시료의 장력은 20gf/cm로 유

지된 채로 시료가 표면특성판 위에서 2cm의 간격을 0.1cm/sec의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면서 측정된다[54].

표면 마찰에 사용되는 접촉자는 피아노선 10개가 겹쳐있는 형태로

50gf의 압축력으로 시료 표면 위에 놓여 표면 거칠기 측정 접촉자와 같

이 좌우로 움직이며 측정되는데, 이 때의 평균마찰계수(Coefficient of

friction, MIU), 마찰계수의 평균편차(Mean deviation of MIU, MMD),

표면거칠기의 평균편차(Geometrical roughness, SMD)를 측정하였다.

KSK-F 시스템으로 측정한 총 다섯 가지 항목의 역학적 특성치를 열거

하면 Table 6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53].

(6) 직물의 촉감 측정

직물의 hand value는 KES-F system의 역학적 평가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사용된 시험포에 가장 적합한 용도로 고려되는 Women's Thin

Dress 산출식에 따라 KN-202-LDY로 계산하여, KOSHI (Stiffness),

HARI(Anti-drape stiffness), SHINAYAKASA(Flexibility and

Softness), FUKURAMI(Fullness and Softness), SHARI(Crispness),

KISHIMI(Scroop)에 해당하는 값을 구하였다[44]. 구해진 태 값(H.V.)는

기본 태의 강도로 정의되며, 0에서 10까지의 숫자로 나타낸다. 숫자가 클

수록 ‘태의 강도’가 큰 것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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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Symbol Characteristic
Value Unit Apparatus

Tensile

LT Linearity of
load-extention -

KES-FB1WT Tensile energy g·cm/cm2

RT Tensile
resilience %

Bending

B Bending rigidity g·cm2/cm

KES-FB2

2HB Hysteresis of
bending moment g·cm/cm

Shearing

G Shear stiffness g/cm·degree

KES-FB12HG

Hysteresis of
shear force at
0.5 of shear
angle

g/cm

2HG5
Hysteresis of
shear force at 5
of shear angle

g/cm

Compressi
on

LC
Linearity of
compression-thi
ckness curve

-

KES-FB3
WC Compressional

energy g·cm/cm2

RC Compressional
resilience %

Surface

MIU Coefficient of
friction -

KES-FB4MMD Mean deviation
of MIU -

Table 6. Characteristics values of KES-F system mechanical

properties (retrieved from Lee & Ryu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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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과 및 고찰

1. 알칼리 감량에 의한 물리적 특성

1.1. 직물 무게의 변화

알칼리 감량의 처리온도 및 시간의 변화에 따라 중량변화를 측정하고

중량 감소율을 비교·분석하였다. 알칼리 처리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폴리

에스터 직물의 무게는 감소하였다. 미처리 시료가 1.12±0.003g으로, 알칼

리 처리 온도 70°C, 80°C, 90°C에서 60분간 처리한 시료는 각각 3.3%,

10.8%, 31.8% 감소율을 나타냈다. 또한, 알칼리 처리 온도 70°C, 80°C에

서 180분간 처리한 시료는 각각 11.5%, 42% 감소율을 나타냈고, 80°C에

서 180분간 처리한 시료는 알칼리 수용액에 녹아 실험이 불가능하였다.

한편, 알칼리 처리온도가 증가 할수록 중량 감소율도 증가하였다. 특

히, 처리온도가 70°C일 때보다 80°C와 90°C일 때, 더욱 급격하게 중량

감소율이 증가하였으며 결과를 Figure 12에 나타냈다.

알칼리 감량 처리 온도와 처리 시간이 증가할수록, 직물의 중량 감소

율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NaOH 처리에 의해 폴

리에스터 고분자 사슬중의 에스테르기가 가수분해 되면서 PET체인의

절단현상에 의해 중량이 감소되는 알칼리 감량 메커니즘과 관계가 있다

[29].

Lee & Ryu [44]는 알칼리 처리 온도와 중량 감소율의 관계에서 온도

가 상승함에 따라 용액 중의 히드록시 음이온의 상대활성이 증가되어 반

응이 쉬어졌기 때문에 감소율이 증가한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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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처리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중량 감소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하

는 경향을 보이는 이유는 히드록시 음이온이 반응하는 시간이 증가되어

반응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중량 감소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Han 등[29]은 알칼리 처리시간이 길어질수록, 섬유 표면의 비표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수산화이온과 반응 면적이 더 넓어져 쉽게 알칼리 용액이

섬유 내부로 확산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감량속도가 빨라진다고 설명하

였다.

이에 따라, 알칼리 감량가공 시 단시간 효과를 내기위해서는 처리시간

을 조절하는 것 보다 온도를 조절하는 것이 더 높은 감량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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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Weight loss of polyester fabrics treated in 8% NaOH

solutions at different temperature and treatmen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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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인장 강도의 변화

알칼리 감량의 처리온도 및 시간의 변화에 따른 인장강도 변화를 측

정하고 인장강도 감소율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는 편면소수화 하는 과정

에서 블레이드 코팅기를 이용할 때, 시료를 팽팽하게 잡아당겨 핀에 장

착 시킨 후 칼날에 의한 마찰과 함께 어느 정도의 물리력이 가해지기 때

문에 이에 파단 되지 않고 견디는 힘이 필요하고, 알칼리처리로 인해 감

소한 중량에 따라 인장강도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알칼리 처리온도 및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인장강도 감소율

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중량 감소율이 미처리대비 34%

이상 되었을 때, 블레이드 코팅을 하면 직물의 파단이 일어나 절단되는

현상을 보여, 편면코팅을 위한 알칼리 처리조건은 70-E15, 30, 60과

80-E15, 30, 60, 그리고 90-E15, 30, 60으로 제한하여 선정하였다. 인장강

도 감소율 결과는 Figure 13에 나타내었다.

인장강도 감소율은 알칼리 처리가 진행됨에 따라 처리 온도와 처리

시간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였다. 이는 점차 알칼리 감량률이 증가함에 따

라 가늘어진 섬유가 단위면적당 가해지는 하중이 커져서 상대적으로 쉽

게 끊어지게 된다[29].

한편, 알칼리 처리에 따른 중량 감소율과 인장강도 감소율을 비교하

였을 때, 인장강도 감소율이 더 직선적으로 증가한 것을 살펴볼 수 있었

다. Han 등[29]에 따르면, 일정 스트레스 하에서 섬유를 신장시키면 직

물의 weak point에서부터 파단이 먼저 일어나게 된다고 하였고, Solbrig

& Obendorf[48]에 따르면, 폴리에스터 제직 시에 광택제로 쓰인 TiO2에

의해 알칼리 감량 처리를 하게 되면, 섬유표면에서부터 시작된 에칭이

내부로 점차 진행되면서 섬유 내에 있던 TiO2가 드러나게 되고 TiO2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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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클 주변의 부분이 상대적으로 결정성이 낮은 폴리머일수록 더 쉽게

pits가 발생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알칼리 처리로 TiO2 입자 주변의 상대적으로

결정성이 낮은 폴리머에 의해 생긴 pits의 부분이 weak point의 역할을

하여 일정스트레스 하에 그 부분에서 파단이 일어나게 된 것이라고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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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Tensile strength of polyester fabrics treated in 8% NaOH

solutions at different temperature and treatmen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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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표면 형태의 변화

중량 감소율과 인장 강도 감소율을 고려 후, 폴리에스터 직물의 표

면변화를 관측하여 편면초소수성 폴리에스터를 구현하기 위한 알칼리 처

리 조건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알칼리 감량의 처리온도 및 시간의 변화에 따른 표면 형

태를 SEM을 이용하여 관찰하였고, 감량처리에 따른 표면 형태 변화를

Figure 14과 Figure 15에 나타내었다.

알칼리 온도와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매끈한 표면이었던 미처리 시

료에서 알칼리 처리온도 70°C에서 15분간 처리한 섬유 표면은 부분적으

로 움푹 패이는 마이크로 사이즈의 pits가 섬유 표면 전반에 드물게 형

성되기 시작하였다. 알칼리 처리온도 70°C에서 30분간 처리한 시료는 드

물게 형성된 pits를 중심으로 섬유 전반에 미세한 나노 craters가 형성되

면서 표면이 깎이는 현상을 살펴볼 수 있었고, 알칼리 처리온도 70°C에

서 60분간 처리한 시료는 pits가 섬유 전체의 표면에 비슷한 폭 사이즈

로 고르게 형성되어 정교한 거칠기를 나타내었다.

또한, 알칼리 처리온도 80°C에서 15분간 처리한 시료는 상대적으로

큰 pits를 중심으로 섬유표면 전반이 벌집모양의 요철을 형성하게 되었

고 알칼리 처리온도 80°C에서 30분간 처리한 시료는 부분적으로 움푹

패이는 pits를 더 확연히 관측 할 수 있었다. 알칼리 처리온도 80°C에서

60분간 처리한 시료는 pits의 넓이가 섬유 축을 중심으로 폭 방향으로

넓게 확장되는 것을 학인 할 수 있었는데 이 때, 인접한 pits끼리의 결합

이 일어나 알칼리 처리온도 80°C에서 30분간 처리한 시료의 pits보다도

확연히 큰 사이즈로 pits의 폭이 증대됨을 관측하였다. 이는 Solbrig &

Obendorf[48]가 말하는 pits의 형성단계에서 세 번째 단계로 인접한 p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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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리의 결합과 비슷한 모습을 나타냈다.

한편 알칼리 처리온도 90°C에서 60분간 처리한 시료는 부분적으로 큰

pits는 드러나지 않고 전반적으로 섬유 표면이 넓은 간격의 나노사이즈

의 요철이 벌집모양을 나타냈으며, 커다란 pits의 패인 구멍 속에서 동그

란 알갱이와 같이 작은 물질이 부분적으로 관측되었다. Solbrig &

Obendorf[48]가 지적한 Ti의 화학성분으로 조성된 TiO2의 일부로 추측

하며, 알칼리 처리가 지속되어도 섬유 표면에서 떨어지지 않고 매달려

있는 형태를 보였다.

알칼리 처리 온도와 시간이 증가할수록, 폴리에스터 섬유 표면은 전

체적으로 고르고 정교한 거칠기가 빽빽하게 형성되는 것을 관측 할 수

있었으며, 중량 감소율이 3% 이상 도달하자, 나노사이즈의 미세한 요철

이 섬유 전반에 나타남과 동시에, 마이크로 사이즈의 섬유사이의 간극도

함께 넓어졌다. 이로 인해 인접한 섬유사이의 마찰이 감소하고 실들의

자유도 증가에 따라 촉감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와

같이 구현된 마이크로와 나노사이즈의 거칠기를 관측함으로써 초소수성

표면을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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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 of alkaline treated polyester fabrics under different time and

treatment temperature. Scale bars are 100㎛ (X100), 2㎛ (X10,000), and 200nm (X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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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 of alkaline treated polyester fabrics under different time and

treatment temperature. Scale bars are 100㎛ (X100), 2㎛ (X10,000), and 200nm (X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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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면 소수화에 의한 물리·화학적 특성 변화

2.1. 표면의 화학 조성의 변화

선정된 알칼리처리 조건 내에서 브레이드 폼코팅을 이용하여 편면초

소수화 가공을 진행하였고, 구현된 섬유 표면의 화학적 조성을 분석하기

위해 EDS를 통해 확인하였다.

알칼리 처리와 소수화 처리를 모두 진행한 70-E60-C2의 face면과

Back 면의 표면을 각각 살펴보았고, 소수화 처리를 한 face면의 경우,

폴리에스터 직물의 주성분인 C-peak와 O-peak 외에도 발수성분을 구현

해주는 F-peak가 11.04% 검출되어 플루오르를 통한 직물의 소수화 처리

가 잘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소수화시킨 폴리에스터 직물의 back면에서는 F-peak가 급격히

감소하여 0.54%만의 불소계가 검출되었고, 폴리에스터의 주성분인 C와

O-peak만이 섬유 전반에 고르게 분포하여 back 면에서는 불소계 용액이

거의 침투하지 않아 초소수성을 나타내는 것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이

를 나타내는 EDS의 결과를 Figure 16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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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reated>

<70-E60-C2; face side>

<70-E60-C2; back side>

Figure 16. EDS analysis of single-faced hydrophobized PET fab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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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표면 젖음성

선정한 범위 내에서 알칼리 처리 후, 편면 초소수화 시킨 시료들의

편면초소수성 표면을 위한 최적조건을 찾기 위해, 소수화시킨 표면의 정

적접촉각과 동적접촉각인 shedding angle을 측정하였고, 이면에서는 시

간에 따른 정적접촉각을 측정하여 양면의 젖음성을 토대로 최적조건을

선정하였다.

2.2.1. 처리표면의 정적접촉각

미처리 시료의 정적접촉각(CA)을 측정한 결과, 3.5㎕의 물방울을 적

하 후 1초 뒤에 24˚의 CA를 나타냈으며, 2초 만에 재빠르게 스며들어

친수성 표면에서의 현상을 나타냈다. 그러나 제조한 폼 코팅액 C1, C2,

C3, C4, C5를 편면소수화 처리 후, CA를 측정한 결과 각각 156°, 155°,

154°, 149°, 147°로 우수한 소수성을 나타냈다. 이는 직물 고유의 표면 거

칠기로 인해 나노수준의 거칠기 없이 표면에너지를 낮춰주는 것만으로도

150°이상의 초소수성 소재를 구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Park 등[3]의 선행연구에서는 직물 고유의 마이크로 거칠기가 초소수

성 구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인자임을 밝힌 바 있다. 그들은 마이크로와

나노의 각 수준의 거칠기가 초소수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는 연구

를 하였는데, 마이크로 수준의 거칠기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표면 거칠

기가 전혀 없는 폴리에스터 필름과 고유의 마이크로 거칠기를 가지는 폴

리에스터 직물을 각각 준비하여 HMDSO의 소수성 물질을 플라즈마로

증착시켜 표면 에너지만을 낮추어 CA를 측정 후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소수화 처리 후 직물은 필름에 비해서 약 45° 정도 상승한 값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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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44°의 접촉각 구현하였는데, 이는 직물이 가진 특유의 마이크로

수준의 거칠기가 소수성에 기여한 결과로 설명하였다.

하지만, 마이크로 거칠기를 가지는 직물에 표면에너지를 낮추어 주는

것만으로는 우수한 자가세정 효과를 구현하는데 무리가 있기 때문에 나

노 거칠기 형성을 위해 알칼리 처리 시간과 온도를 증가시켜 표면의 미

세한 거칠기를 형성하였고, 편면 소수화 처리하여 CA를 측정한 결과를

Table 7에 나타내었다.

알칼리 처리 온도와 처리 시간이 증가할수록, 폴리에스터 섬유표면의

마이크로-나노 이중 거칠기의 증대로 인해 CA가 증가하였으며 알칼리

온도 80°C에서 30분간 처리한 후 코팅액 C1으로 편면소수화 시킨 시료

는 168.7°로 가장 우수한 초소수성 표면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이는

Park 등[3]의 선행연구와 같이 초소수성의 표면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표

면에너지의 제어와 마이크로-나노 이중구조의 적절한 제어가 중요한 역

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알칼리 처리의 온도별 최적조건으로는 70°C에서 60분, 80°C에서 30분,

그리고 90°C에서 15분 처리한 알칼리 조건에서 초소수성 표면을 나타내

는데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알칼리 감량률이 가장 큰 90-E60 시료의

경우 오히려 정적접촉각이 감소하였는데, 알칼리 처리로 구현된 섬유표

면에서 나노 스케일의 요철과 함께 TiO2에 따른 부분적인 pits의 패임도

함께 증대됨에 따라 섬유 표면에 구현된 거칠기의 간격이 고르지 않고,

거칠기의 윗부분이 물방울과 섬유표면의 접촉면적을 증대시켜 오히려 초

소수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사료된다[3,12].

또한, 폼 코팅 액의 소수화 처리 시에 점증제의 농도는 높아질수록

CA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는데 이는 점증제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폼 코팅 용액 중 불소계가 차지하는 부피의 농도 비율이 감소하여 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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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을 구현하는데 불리한 조건으로 살펴보았다.

2.2.2. 처리 표면의 Shedding angle

물방울에 대한 자가 세정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12.5㎕의 물방울을

적하시켜 shedding angle(SHA)을 측정하고 시료의 결과를 Table 8에

나타내었다. 미처리 시료의 경우 2초 만에 완전히 스며들어 shedding

angle의 값을 측정할 수 없었으나, 편면 소수화 처리한 시료는 알칼리

처리 시간과 처리 온도가 증가할수록 shedding angle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점증제의 농도가 낮을수록 shedding angle이 감소하여 초

소수성의 표면을 구현하는데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동일한 코팅 용액

을 부여하여 동일한 표면 에너지를 갖는 경우, 알칼리 처리 조건이 진행

됨에 따라 표면의 거칠기의 증대로 더 낮은 shedding angle을 구현하였

다. 그리하여, 자가세정을 가지는 효과적인 초소수성 표면을 구현하기 위

해서는 직물특유의 마이크로 수준의 거칠기와 낮은 표면에너지 구현도

중요하지만, 나노 수준의 거칠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3, 5].

편면소수화 시킨 표면의 최적조건 선정을 위해, CA와 SHA값을 모두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CA는 160°이상의 높은 접촉각을 가지면서 SHA는

7° 미만의 낮은 기울기각을 가지는 범위로 제한하였고, 알칼리 처리 시

간에 따른 효율성도 고려하였다.

그리하여, 알칼리 처리 온도 70°C에서 60분간 처리 후 코팅액 C1,

C2, C3로 편면 소수화 시킨 조건, 80°C에 30분간 처리 후 코팅액 C1,

C2, C3로 편면 소수화 시킨 조건, 그리고 90°C에 15분간 처리 후 코팅액

C1로 편면 소수화 시킨 조건을 표면의 최적조건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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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tatic contact angles of alkaline treated and hydrophobized PET fabrics.

Table 8. Shedding angles of alkaline treated and hydrophobized PET fab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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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이면의 젖음성

소수화 시킨 표면에서 우수한 CA값을 나타내는 최적조건을 바탕으로

이면에서의 시간의 경과에 따른 젖음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12.5㎕의 물

방울을 적하 시킨 후 CA값을 측정하였고 결과는 Table 9에 나타내었다.

알칼리 처리 조건에 따라 C1으로 코팅한 시료의 경우, 600초가 경과

하여도 물방울이 이면에서 완전히 스며들지 않았으며, 90-E15-C1의 경

우 600초가 지난 뒤에도 145°의 높은 접촉각을 나타냈다. 이는 상대적으

로 점도가 낮은 폼 코팅액이 섬유표면에서 이면으로 스며들어 양면 소수

화가 일어난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코팅 용액 C1으로 소수화 시킨 경우, 알칼리 처리조건에 따라

70-E60-C1, 80-E60-C1, 90-E15-C1의 순서로 적하 후 600초 뒤의

WCA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알칼리 처리 시간이 길어질수록, 표면의 초

소수성을 구현하는데 유리하였으나, 섬유가 가늘어지고 낮은 점도에 따

라 폼 코팅액이 투과하면서 이면의 소수화로 인해 친수성을 구현하는데

불리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반면, 알칼리 처리 조건 내에서 코팅액의 점도가 높을수록, 이면에서

물방울이 더 빠른 시간 내로 흡수되어 친수성 표면을 구현하는데 효과적

임을 확인하였다. 가장 빠른 속도로 물방울이 흡수된 시료는 70°C 알칼

리 온도에서 60분 에칭 후, C3용액으로 코팅한 것으로 물방울 적하 후,

1초 뒤의 WCA는 74.4°를 나타내었고 38.3초 만에 완전히 스며들어 접촉

각 0°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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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편면초소수성의 최적조건 선정

편면초소수성의 최적 조건을 선정하기 위해, 표면에서 우수한 초소수

성을 나타내면서도 이면에서 친수성을 나타내는 조건을 고려하였다. 처

리표면에서 최대의 초소수성을 나타내는 70-E60-C2 시료와 이면에서

가장 큰 친수성을 나타내는 70-E60-C3 시료로 두 경우에서 각각의 최

적조건을 선정할 수 있었다.

본 실험에서는 초소수성을 고려하여 SCA는 162.8°, SHA는 5.6°를 나

타내면서 이면은 109.9초 만에 완전히 물방울이 스며드는 70-E60-C2의

조건을 최적조건으로 선정하였고, 선정한 최적조건에서의 표면과 이면의

비대칭적 젖음성을 고속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Fgirue 17과 18에 나타

냈다.

고속카메라로 촬영한 결과, 편면 소수화 시킨 표면의 경우 물방울에

대해 강한 반발력을 가져 물방울 튕겨내는 현상을 확인 할 수 있었던 반

면, 이면에서는 물방울이 튀어 오르지 않고 적하 시 바로 스며들어 양면

의 비대칭적인 젖음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물 이외의 혈액, 와인, 오렌지 주스 등을 이용하여 표면과 이면

에서 1초 뒤와 2초 뒤의 젖음성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여 Figure 19

에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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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Static contact angle changes on the back side of the developed single-faced polyester fabrics in

different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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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A bouncing behaviour of water droplets on the superhydrophobized side of the developed

polyester fabrics (a high-speed motion camera: 5000 fps, 640X480).

Figure 18. Single-faced superhydrophobicity of the water droplet on the (a)face and (b)back side of

developed polyester fab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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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Single-faced superhydrophobicity of the different liquids on the (a) front side and (b) back side

of developed PET fabrics (liquid droplet size: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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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투과 성능

2.3.1. 공기투과도

의류소재의 통기성은 보온성, 방수성, 방습성 등 의류의 쾌적성에 영

향을 미치기 때문에 구현한 편면 초소수성 폴리에스터 직물의 쾌적성 평

가를 위해 공기투과도를 측정하였다[29]. 이 때, 대조군으로 미처리 시료

(UT), 알칼리 처리만 시킨 70-E60, 불소코팅을 편면에만 실시한

UT-C2, 양면 코팅한 70-E60-D0를 비교·분석 하였다.

미처리 시료는 14.46 CFM(cubic feet per minute)으로 알칼리 처리를

하게 되면 16.02 CFM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알칼리 처리 후 코팅 처리

를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미처리 시료에 비해 공기투과도 값이 감소하였

다. 그러나, 양면 코팅한 70-E60-D0는 편면 코팅한 70-E60-C2에 비해,

0.37 CFM 정도의 높은 공기투과도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고, 자세한

결과를 Figure 20에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미처리 시료에 비해, 알칼리 처리한 70-E60이 더 높은 공기투과도를

나타낸 것은 알칼리 처리에 의해 섬유가 가늘어져 직경이 감소하였고,

섬유간의 공극이 넓어져 일정 면적과 일정한 압력 하에서 일정시간 동안

수직으로 공기가 투과된 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22]. 하지만, 코팅 처

리에 따라 공기투과도가 감소한 이유는 점도가 있는 불소계 용액의 처리

로 섬유 사이의 기공에 불소계 용액이 침투하면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편면만 소수화 처리한 시료가 양면 소수화 처리한 시료

보다 높은 공기투과도를 나타낸 이유는 알칼리 처리로 기공이 증가한 상

태에서 한 면에만 점증제를 이용한 코팅액을 부여하여 양면 처리 시료보

다 공기의 이동통로를 더 확보 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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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 Air permeability test of different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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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투습도

투습성은 의복의 쾌적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땀의 수증

기를 재빨리 흡수하여 의복의 외부에 방출시키는 성능과 관계가 있다.

투습성이 좋을수록 인체로부터 방출되는 땀과 같은 수증기가 의복의 안

쪽에 맺히는 결로현상을 방지하고, 적절한 체열을 유지하여 쾌적성을 가

지게 한다[51]. 본 연구에서는 염화칼슘을 이용하여 흡습법에 의한 투습

도를 측정하였고, 온도가 40°C 습도가 95%인 항온·항습기에서 실시하였

다. 이는 의복 내 습도가 매우 높고 건조한 환경 하에서 투습도를 측정

하는데 적합하고, 발수코팅과 같이 투습도가 낮은 직물의 투습성을 측정

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평가 방법이다[22].

투습도를 측정한 결과, 미처리시료, 알칼리 처리 시료, 편면코팅과 양

면코팅 한 시료의 투습성을 각각 Figure 21에 나타내었다.

미처리 시료에 비해 알칼리 처리한 시료(70-E60)는 투습도가 다소

향상됨을 알 수 있다. 편면코팅 후에는 알칼리 처리한 시료(70-E60)와

비교하여 약 17.34% 정도 감소하여 미처리 시료보다 여전히 우수한 투

습성을 나타낸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양면코팅 시료(70-E60-D0)는 편

면코팅 시료(70-E60-C2)보다 낮은 투습성을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투습도는 공기투과도와 소재의 친수성에 의해 좌우되는

데, 미처리 시료에 비해 알칼리 처리시료는 섬유표면이 친수화 되고, 가

늘어진 섬유로 인해 실과 실 사이에 공극이 넓어져 더 높은 투습성을 나

타내었다. 또한, 편면 소수화 처리 후, 알칼리 처리한 시료보다 낮은 투

습도를 나타낸 것은 직물의 한쪽 표면이 소수화 되었고, 알칼리 처리로

넓어진 공극 사이로 점증제가 투여되면서 공극이 작아졌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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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면소수화 처리 직물보다 편면소수화 처리 직물이 더 높은 투습도를

나타낸 이유는 양면 소수화에 따라 점증제가 공극 사이로 침투하면서 상

대적으로 적은 공극을 지니게 되기 때문이며, 편면 소수화 처리 직물은

이 면의 섬유 표면에는 친수기가 남아있어 수분농도의 구배가 생겨 양면

소수화 시킨 시료보다 편면 소수화 시킨 시료가 약 13%의 우수한 투습

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된다.

Kwon 등[52]은 표면과 이면의 비대칭 젖음성을 갖는 라이오셀 직물

을 개발하여 투습성을 평가한 결과, 수분이 기공과 소수 표면을 통해 흡

수되고 직물 내부를 통과하여 친수성을 가지는 이 면에 도달한 후 증발

하는 경로는 거친다고 설명하였는데 이 때, 양면의 비대칭 젖음성에 따

라 수분 농도의 구배가 생겨 미처리 시료에 비해 수분투과 성능이 향상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Farnworth & Wittgen[53]은 투습방수소재의 투습성 향상을 목

적으로 친수성 폴리머로 제작한 필름을 라미네이팅한 투습방수소재와 소

수성 폴리머로 제작한 필름을 라미네이팅한 투습방수소재를 개발하여 투

습성을 비교·분석하였는데, 친수성 폴리머 필름을 부착한 투습방수소재

가 투습성이 향상됨을 확인하였으며, 양쪽의 수증기의 농도의 차이가 클

수록 수증기의 투과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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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Water vapor transmission of different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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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세탁 내구성

2.4.1. 드럼세탁기에 의한 세탁 내구성

구현한 편면초소수성 70-E60-C2 시료의 세탁내구성을 살펴보기 위

해 드럼세탁기를 이용하여 반복세탁을 실시한 후, WCA를 측정하여 결

과를 Figure 23에 나타내었다. 1회 표준 세탁 후, WCA는 162.8°에서

141.7°로 감소하였으나, 오븐에서 100°C에 15분간 열처리한 후 WCA를

측정한 결과 161.5°로 초소수성을 다시 회복하였다.

이는 폼 코팅액을 제조 시, hydrophobic-group-blocked isocyanate로

구성된 가교제 역할을 하는 NBP-75 제품을 첨가하였는데, 불소계고분자

와 알칼리 에칭으로 친수화된 폴리에스터 직물(-OH)과 가교역할을 하는

이소시아네이트(-N=C=O)가 서로 공유결합하여 blocked-N=C=O그룹이

형성하였기 때문이다[35].

편면소수화 처리한 시료가 세탁 후에 141.7°로 떨어진 이유는 수중에

서 친수기가 표면으로 향하면서 표면의 재배열이 일어났기 때문이며, 다

시 열처리를 하면 소수기가 섬유 표면 바깥으로 향하게 되어 초소수성이

어느 정도 유지 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소수화 처리하는 과정에서 130도의 고온에서 2분간 건조 후,

150도에서 1분간 열처리하였는데, 폴리에스터는 유리전이온도(Tg)가 70

∼80°C이기 때문에 80°C 이상의 고온에서 PET 체인이 움직이기 시작하

여 PET고분자의 비결정 역역 사이로 불소계 용액과 가교제가 깊숙이

침투하였고, 저온에서 자연건조 시에 isocyanate 소수기가 PET 고분자

내부로 packed in 되어 고정되었기 때문에 초소수성이 유지된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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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Laundering durability test for the developed single-face

superhydrophobic polyester fab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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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직물의 태 변화

2.5.1. 구현한 시료의 태 변화

구현한 편면초소수성을 가지는 70-E60-C2의 시료의 태 변화를 살펴

보기 위해, UT, 70-E60, 70-E60-C2 등의 총 세 가지 샘플을 준비하여

5 가지의 역학적 특성평가를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직물의 촉감변화

를 살펴보았다.

Figure 23은 미처리 시료, 알칼리 처리만 한 시료, 편면 코팅한 시료

의 역학적 특성치를 바탕으로 직물의 촉감 변화를 나타내었다.

KOSHI는 뻣뻣함과 stiffness를 의미하며, 직물을 손으로 쥐었을 때

느끼는 반발력, 탄성 등을 종합한 느낌이며 굽힘 특성과 상관관계가 있

다[53]. 미처리 시료와 비교하였을 때, 편면코팅 후 H.V. 값이 0.87 감소

하였다. 이는 알칼리 처리로 가늘어진 섬유와 실간의 자유도 증가로 인

해 굽힘 특성이 감소함과 관련이 있다고 사료되며 코팅처리 후에도 여전

히 미처리 시료에 비해 낮은 값을 나타냈다.

HARI는 anti-drape stiffness로 직물의 탄력성의 유무와 관계없이 드

레이프성이 없는 뻣뻣한 느낌으로 피아노선을 튕기는 듯한 느낌과 빳빳

한 감촉 등을 종합적으로 의미한다[55]. 굽힘 강성과 이력이 클수록 증가

한다[52]. 미처리 시료와 비교하였을 때, 편면 처리된 폴리에스터 직물은

H.V. 값이 1.61 증가하였다. 편면소수화 처리 후 알칼리 처리로 넓어진

섬유의 공극 사이에 불소계의 점증제 용액이 부여되면서 자유도가 감소

하여 굽힘 강성과 굽힘 히스테리시스가 증가함에 따라 값이 증가한 것으

로 생각된다.

SHINAYAKASA는 flexibitiliy with soft feeling으로 직물을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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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졌을 때 느끼는 부드럽고 유연한 느낌을 표현한 것이다[53]. 편면소수

화 처리 후, 미처리 시료에 비해 값이 2.41 감소하였다. 점증제를 부여한

코팅처리로 인해 H.V.값이 감소함에 따라 태가 다소 뻣뻣해짐을 알 수

있었다.

FUKURAMI는 fullness and softness를 의미하며, 부피감이 있으면서

부드러운 느낌으로 천을 손으로 쥐었을 때 느끼는 중후한 감촉을 의미한

다[53]. 압축특성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압축, 두께, 무게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52]. 본 실험의 결과, 미처리 시료에

비해 편면코팅 후 값이 1.02 증가하였다.

SHARI는 Crispness로 직물을 손으로 어루만질 때 느끼는 까실까실

하고 파삭한 느낌으로 직물들을 서로 문지를 때 발생하는 파삭파삭한 소

리를 뜻하기도 한다. 미처리 시료에 비해 편면처리 후 값이 1.02 증가하

여 값이 약간 증가함을 나타냈다.

KISHIMI는 Scroop feeling으로 옷이 스칠 때 느끼는 소리, 특히 견

직물로 만든 옷감이 갖는 느낌을 종합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편면소수화

처리 후, 미처리 시료에 비해 1.9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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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Primary hand values of single-faced hydrophobized P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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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 연구는 저농도의 알칼리 처리로 섬유 표면의 정교한 거칠기를 구현

하고 블레이드 폼 코팅을 이용하여 편면초소수성 폴리에스터 직물을 개

발하고자 하였다. 알칼리 처리시간 및 온도를 달리하여 알칼리 감량에

의한 물리적 특성 변화 및 편면소수화에 의한 물리·화학적 특성 변화를

살펴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알칼리 처리에 따라 인장강도 감소율을 측정한 결과, 중량 감소율 보

다 더 급격하게 감소율이 증가하는 형태를 나타내었는데, 알칼리 처리

로 생긴 마이크로 pits와 나노스케일의 creator가 weak point의 역할을

하면서 감량률이 커질수록 더욱 쉽게 절단되는 현상을 나타낸 것이라

살펴보았다.

2. 중량 감소율이 3% 이상 도달하자, 나노사이즈의 미세한 요철이 섬유

전반에 나타남과 동시에 정교한 거칠기가 균일하게 형성되어, 초소수

성 표면을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3. 알칼리 처리 온도가 70°C, 80°C, 90°C로 증가할수록, 처리 시간이 15

분, 30분, 60분으로 증가할수록, 편면소수화 후 초소수성 표면을 구현

하는데 유리한 조건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조건 내에서는

알칼리 온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알칼리 처리 시간을 증가시키는 것 보

다 단시간의 높은 알칼리 감량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4. 편면 초소수성의 최적조건은 알칼리 처리의 조건 내에서, 코팅액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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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너무 낮으면 이 면까지도 용액이 스며들어 편면소수화에 불리하

였고, 점도가 너무 높으면 알칼리 처리로 구현한 표면의 거칠기가 점

증제로 인해 smooth한 표면이 되었으므로 불소계 용액 대비 점증제의

농도를 volume 비율로하여 40:2의 코팅용액을 최적조건을 선정하였다.

5. 표면의 초소수성과 이면의 친수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표면은

162.8°의 높은 접촉각과 5.6°의 낮은 shedding angle을 가지면서 이면

은 109초 내로 물방울이 완전히 스며드는 친수성을 가지는 조건을 최

적조건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알칼리 온도 70°C에서 60분간 처리 후,

불소계 용액 대비 점증제의 농도가 40:2로 제조한 C2용액을 편면에 소

수화 시킨 시료가 편면 초소수성의 최적조건임을 알 수 있었다.

6. 공기투과도는 편면 코팅 후에 미처리 시료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편면 소수화 시료가 양면 소수화 시료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공기투과

도를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6. 투습도는 미처리시료에 비해 편면 코팅한 시료가 더 높은 투습성을

나타냈다. 또한, 편면코팅 시료가 양면코팅 시료보다 높은 투습성을 나

타냄을 확인하여 self-cleaning 성능을 가지면서도 인체 내부의 땀을

빠르게 배출하여 의복 쾌적성이 향상될 것으로 사료된다.

7. 세탁내구성은 표준코스로 5회 반복 세탁 후 열처리를 하였을 때, 여전

히 158°의 높은 초소수성을 나타내어 우수한 세탁내구성을 가짐을 확

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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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역학적 특성을 바탕으로 살펴본 촉감 변화를 Hand Values(H.V.)로

비교·분석하였다. 미처리 시료와 비교하여 KOSHI(stiffness)는 알칼리

처리 및 편면코팅 후 값이 0.87 감소하였고, HARI(Anti-drape

stiffness)는 1.61 감소하였고, SHINAYAKASA(Flexibility and

softness)는 2.41 감소하였고, FUKURAMI(Fullness and softness)는

1.02 증가하였고, SHARI(Crispness)는 1.03 증가하였고,

KISHIMI(Scroop feeling)는 1.9 감소하여 다소 경직감이 증가하고 부

드러움과 유연함이 감소하였으나, 부피감이 있으면서 중후한 감촉과

까실까실한 느낌은 약간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초소수성 표면을 구현하기 위해, 표면의 마이크로 거

칠기도 중요하지만 나노 거칠기의 적절한 제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의류산업에서 범용되는 알칼리 감량가공을 이용해 8%

의 저농도 알칼리 처리 조건으로 인장강도 손실을 줄이면서 섬유 표면에

마이크로-나노 이중 거칠기를 정교하게 구현한 후, 편면만 소수화 시킴

으로써 쾌적성 및 자가세정 기능이 향상된 대면적·대량생산이 가능한 초

소수성 폴리에스터 직물의 실용적인 가공기술 조건을 제안하였다는데 의

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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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Single-faced

Superhydrophobic Polyester

Using Alkaline Hydrolysis and

Blade Co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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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Textiles, Merchandi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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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single-faced

superhydrophobic 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with improved

breathability and self-cleaning properties by using the conventional

polyester weight reduction process and a blade coating. A dilute

NaOH aqueous solution was used to generate the fine micro-nano

roughness on the surface of the polyester fiber and reduce the

decrease of the tensile strength. First, the surface roughness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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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emented by controlling the alkaline treatment time and

temperature. In addition, the optimal conditions of the alkaline

treatment were selected in consideration of the surface roughness and

the rate of tensile strength loss. Second, a customized composite foam

coating emulsions were prepared by adjusting the volume

concentration of the fluoropolymer using a thickener with controlled

viscosity. Moreover, the fluoropolymer composite foam was applied to

one side of the polyester with the proper gap between the blade

coater and the fabric to maintain the roughness of the etched fiber

surface. Experimental variables, such as alkaline treatment time and

temperature, were investigated to find the optimal conditions of the

alkaline treatment. Chemical and morphological changes, such as fiber

surface, thickness, weight, diameter, and tensile properties, were

investigated. Then, the contact angle (CA) and shedding angle (SHA)

for each side of the hydrophobized PET were measured to find the

optimal conditions of single-faced superhydrophobicity. The washing

durability test and primary hand values were also examined.

As the alkaline treatment time and temperature increased, the

finely formed micro-nano roughness increased, which was effective to

fabricate the superhydrophobic surface. Meanwhile, the low viscosity

of the foam emulsion was desirable. In this study, a PET fabric with

extreme asymmetric wettability was achieved: a face side showing

excellent superhydrophobicity and a back side achieving hydrophilicity

by the chemical etching. The face side exhibited a CA of 162.8° and

a SHA of 5.6°, while the back side showed hydrophilicity such tha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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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completely wetted on the surface within 109 seconds. The

optimal conditions of the single-faced superhydrphobic PET were as

follows: The PET was treated at alkaline temperatures at 70°C for 60

minutes and hydrophobized with a composite foam with a volume

ratio of fluoropolymer to thickener of 40 : 2. In this study,

conventional polyester weight loss finishing was used to develop a

single-faced superhydrophobic PET by using low concentrations of

the NaOH solutions, which minimized the tensile strength loss and

enhanced the breathability and wearer comfort at the same time. This

technology presents the possibility of industrial-scale manufacturing

to generate proper micro-nano surface roughness to create

superhydrophobic PET by replacing the typical technology of

nano-particle applications with many side effects.

Keywords : alkaline hydrolysis, asymmetric wettability,

single-faced superhydrophobicity, breathability, self-cleaning,

blade co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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