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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폴리비닐리덴 플루오라이드(PVDF) 직물을 스마트 

의류소재로 적용하기 위해 초소수성 가공을 통해 수분이나 오염에 대한 

에너지 하베스팅 성능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PVDF 

직물의 고유한 기하학적 구조가 압전 효과나 마찰에 의한 에너지 

하베스팅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기방사한 PVDF 필라멘트사로 이루어진 100% PVDF 직물과 굵기가 

다른 폴리에스터(PET) 필라멘트사가 경사로 사용된 저밀도, 고밀도 

PVDF/PET 교직물, 압전성 PVDF 필름의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O2 플라즈마 12 분, CF4 플라즈마 4 분 처리 후, PVDF 필름과 

달리 모든 직물에서는 초소수성이 구현되었다. 초소수성 가공 후 모든 

직물에서는 가공 전보다 발수성과 자가세정효율이 높아졌고, 특히 

shedding angle이 가장 낮았던 PVDF 직물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면 기울기가 클수록, 물방울 부피가 클수록, 낙하높이가 낮을수록 

물방울을 반발하기 유리했다. PVDF 직물과 고밀도 PVDF/PET 

교직물에서 가공 전에는 소수성 오구가 제거되기 유리했으나, 초소수성 

가공 후에는 친수성 오구가 제거되기 더 유리해졌다. 

에너지 하베스터의 압전 효과에 의한 출력성능은 플라즈마 처리 

전과 처리 후가 유사하였고, PVDF 직물이 가장 높았고, 두꺼운 저밀도 

PVDF/PET 교직물이 고밀도 PVDF/PET 교직물보다 높았으며, 모든 

직물이 PVDF 필름보다 높았다. 마찰에 의한 출력성능은 압전 효과에 

의한 출력성능보다 높았고, 플라즈마 처리 후가 처리 전보다 높았으며, 

PVDF 필름과 PVDF 직물이 PVDF/PET 교직물보다 높았다. 플라즈마 

처리 전에는 PVDF 직물이 PVDF 필름보다 출력성능이 낮았지만, 

플라즈마 처리 후에는 PVDF 직물과 PVDF 필름의 출력성능이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분에 노출되거나 오염된 표면을 세정한 후에도 모든 직물의 

마찰에 의한 출력성능과 출력성능의 안정성은 플라즈마 처리로 

향상되었다. 반면 PVDF 필름의 경우, 플라즈마 처리 전∙후 수분에 대한 

출력성능의 안정성에 차이가 없었고, 오구를 세정하였을 때 출력성능의 

회복률도 모든 직물보다 낮았다. 특히 초소수성 PVDF 직물은 표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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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기울인 상태로 250 mL의 물을 15 cm 높이에서 낙하시킨 후에도 

원래 출력전압의 45%, 출력전류의 77%를 유지하였다. 동일한 조건으로 

오염된 표면을 세정하였을 때에도 원래 출력성능의 76%를 회복하여 

에너지 하베스팅 성능의 안정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PVDF 직물의 고유한 기하학적 구조를 활용하여 기존의 필름보다 

에너지 하베스팅 성능이 우수하고, 수분이나 오염에 대한 에너지 

하베스팅 성능의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직 및 가공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스마트 의류소재로의 적용 가능성을 증진시켰다. 

 

주요어 : 초소수성, 자가세정성, 폴리비닐리덴 플루오라이드 직물, 압전성, 

마찰전기, 에너지 하베스팅 스마트 의류소재 

학   번 :  2018-3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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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압전 에너지 하베스터(piezoelectric nanogenerator)에 인장이나 

압력 등의 기계적 에너지를 가하면 압전 효과에 의해 전기가 발생한다. 

압전 재료에 구조적 변형이 일어나며 결정을 이루는 분자 또는 이온 간 

전기 쌍극자가 분극화되어 전위차가 발생하고 전기장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때 압전 재료의 두께나 압축특성은 압전 에너지 하베스터의 

출력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1]. 마찰전기 에너지 하베스터(triboelectric 

nanogenerator)는 대전성이 다른 두 재료를 접촉시킨 다음 분리하면 

전하의 이동에 의해 표면의 마찰한 부분이 전기적으로 대전되고, 표면에 

전하가 머무르며 생기는 정전기 유도에 의해 전기가 발생한다[2]. 

마찰전기 에너지 하베스터의 출력성능은 마찰하는 두 물질 간 전자 

친화도의 차이가 클수록, 표면의 유효접촉면적이 클수록 향상된다[3, 4]. 

이처럼 압전 효과나 마찰에 의한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는 에너지 

하베스터는 인체가 움직일 때 발생하는 기계적 에너지를 통해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적용된다. 

웨어러블 에너지 하베스터 소재로는 대표적으로 polyvinylidene 

fluoride(PVDF)가 사용된다[5-7]. PVDF는 강한 전기장을 가하면서 

연신하면 고분자 사슬이 β 상의 결정구조로 배열되고, 구성 원자 간의 

전기 음성도 차이로 인해 전기 쌍극자가 형성되며 압전성을 가지게 된다. 

동시에 전자 친화도가 큰 불소로 이루어져 다른 재료와 마찰하면 

음전하로 대전되기 유리하며, 유연하다[8, 9]. PVDF는 일반적으로 

필름이나 전기방사한 웹의 형태로 사용되는데, 투습성이나 내구성이 

낮아 착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주로 신발 안창이나 patch 형태로 

부분적으로 부착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10-13]. 이에 PVDF로 

전체적으로 착용할 수 있는 스마트 의류소재를 개발하기 위해 

전기방사한 섬유로 실을 만들고, 실로 직물을 제직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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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직물형 마찰전기 에너지 하베스터의 사용 환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온도(0℃~40℃)와 상대 습도(15%~95%)에서 출력성능을 

측정한 결과, 0℃의 낮은 온도에서는 직물 표면에 물이 얼어서 

마찰전하가 감소하였고, 상대습도가 높을수록 표면에 수분 층이 두껍게 

형성되면서 출력전압이 감소하였다[20]. 습한 환경에서는 물 분자로 

인해 표면 전도성이 증가하여 발생한 정전기가 표면에 축적되지 못하고 

방전되어 대전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20-24]. 이를 해결하기 

위해 Kim 등[25]은 폴리에스터 직물 표면에 불소화합물을 코팅하여 

소수화 하였다. 소수화 된 직물은 코팅하지 않은 직물에 비해 더 넓은 

범위의 고습도 환경에서도 에너지 하베스팅이 가능했고, 출력 성능의 

안정성도 향상되었다. 또한, 표면이 오염되면 마찰전기 발생이 저하되기 

때문에 에너지 하베스터의 출력성능이 감소한다[26-28]. 이에 Lee 

등[28]은 hydrogel 표면에 불소화합물을 기상 증착시켜 소수화 하였다. 

소수화 된 표면은 오염된 후에 물을 분사하거나 ultrasonification으로 

세정하였을 때 미처리 표면에 비해 오구가 제거된 면적이 넓어서 

오염되기 전 출력성능에 대한 회복률이 높았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는 수분이나 오염에 취약한 마찰전기 에너지 

하베스터를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적용하기 위해 표면 에너지가 낮은 

물질로 표면을 소수화 함으로써 출력성능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직물형 마찰전기 에너지 하베스터 출력성능의 

안정성 평가는 기존의 필름 등 기공이 없는 표면에 적용했던 방식 

그대로 습도를 조절하는 한정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직물은 

단순히 표면 에너지를 낮추는 것만으로는 액체 상태의 물을 반발할 수 

없고, 장기적으로 수분에 노출되면 기공이나 실 사이로 수분이 흡착되어 

출력성능 저하를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직물은 필름과 다르게 

표면에 기공과 거칠기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오염 물질이 섬유나 실 

사이로 침투할 수 있어,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수준의 

자가세정성을 필요로 한다. 직물에 발수성과 자가세정성을 향상시키는 

데에는 일반적으로 초소수성 가공이 사용된다. 초소수성은 표면에 

마이크로-나노 이중 거칠기 구조를 부여하고 표면 에너지를 낮춰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직물이 가지는 고유한 마이크로 거칠기 구조는 

초소수성 가공 시 유리하게 작용한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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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PVDF 섬유로 직물을 제직하면 고유한 기하학적 구조를 

가지게 되고, 이에 따라 압축특성이나 마찰 시 작용하는 표면 특성이 

달라지며 압전 효과나 마찰에 의한 에너지 하베스팅 성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전기방사한 PVDF 필라멘트사로 이루어진 

직물이 기존 PVDF 필름과 비교했을 때 나타내는 에너지 하베스팅 

성능의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웨어러블 에너지 하베스터로 적용 시 

직물의 기하학적 구조를 활용하여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직물의 기하학적 구조는 섬유와 실의 굵기나 밀도, 

직물의 조직 등 제직 조건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에너지 하베스팅 

성능에 효율적인 제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직물형 에너지 

하베스터를 스마트 의류소재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분이나 오염에 

노출되어도 출력성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직물의 고유한 거칠기 구조를 활용하여 초소수성을 

구현함으로써 발수성과 자가세정성을 향상시키면 출력성능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플라즈마 처리를 통해 PVDF 직물에 

초소수성과 자가세정성을 부여함으로써, 수분이나 오염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에너지 하베스팅 성능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나아가 PVDF 직물과 필름을 비교하여 기하학적 구조 차이에 따른 

에너지 하베스팅 성능 차이를 확인하고, 제직 조건이 다른 직물 간 

비교를 통해 직물이 가지는 고유한 구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기방사한 PVDF 필라멘트사로 

이루어진 PVDF 직물과 경사로 사용된 폴리에스터(PET) 필라멘트사의 

굵기와 제직 밀도가 다른 두 종류의 PVDF/PET 교직물 및 비교 자료로 

압전성 PVDF 필름을 시료로 사용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플라즈마 

처리에 따른 직물의 접촉각을 측정하여 초소수성을 평가하고, 표면에서 

나타나는 물방울의 동적거동을 다양한 환경에서 분석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초소수성 가공에 따른 자가세정효율을 직물 별로 비교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PVDF 기반 에너지 하베스터의 압전 효과에 의한 

출력성능과 마찰에 의한 출력성능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수분에 

노출되거나 오염된 후 세정하였을 때 초소수성 가공이 에너지 하베스팅 

성능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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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이론적 배경 

 

1. 표면 젖음성 이론 

 

재료의 실용적인 용도를 좌우하는 고체의 표면 젖음성은 표면 

에너지와 표면 구조의 거칠기에 영향을 받는다[30]. 고체 표면 

젖음성은 액체와 고체의 계면에서 형성되는 접촉각을 통해 평가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표면 젖음성 이론을 Figure 1에 나타냈다[31]. 우선, 

Young의 이론은 Figure 1의 (a)와 같이 이상적으로 평평한 표면을 

가정한다. 이때 액체가 고체 표면에서 형성하는 접촉각( 𝜃𝑌 )은 고체, 

액체, 기체가 접하는 각 계면의 표면 에너지가 열역학적 평형에 도달할 

때 형성되며, Eq. 1과 같이 정의된다[32]. 

 γ𝑆𝐴 = γ𝑆𝐿 + γ𝐿𝐴 ∙ cos 𝜃𝑌 Eq. 1 

γ𝑆𝐴는 고체의 표면 에너지, γ𝑆𝐿은 고체와 액체 사이의 계면장력, γ𝐿𝐴는 

액체의 표면장력으로, Young의 식에 따르면, 고체의 표면 에너지가 

낮을수록 물방울이 표면에서 형성하는 접촉각이 크다[32]. 그러나 

실험적으로 평평한 표면에서 거칠기 없이, 표면 에너지를 낮추는 소수화 

가공만 적용하였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접촉각은 약 120°로 

초소수성은 구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33, 34]. 

Wenzel[35]과 Cassie와 Baxter[36]는 표면 구조의 거칠기에 

의해 젖음 특성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입증하였다. 

Wenzel 이론은 Figure 1의 (b)와 같이 액체가 거칠기를 가지는 

homogeneous한 고체 표면과 완전히 접촉한 상태를 가정한다. 이때의 

접촉각( 𝜃𝑊 )은 Eq. 2와 같이 표면의 거칠기와 Young의 접촉각( 𝜃𝑌 )에 

따라 결정된다[35]. 

 cos 𝜃𝑊 = r ∙ cos 𝜃𝑌 Eq. 2 

표면 거칠기(roughness) 상수인 r은 액체와 접하고 있는 표면의 투영 

면적에 대한 실제 접촉한 면적의 비율로, r 이 1보다 클수록 표면의 

거칠기가 커서 액체와 접촉하는 면적이 넓다는 것을 의미한다. Wenzel 

식에 따르면, 이상적인 평평한 표면에서의 접촉각( 𝜃𝑌 )이 90°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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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성 표면에서는 거칠기가 커질수록 접촉각(𝜃𝑊 )이 증가하기 때문에, 

표면 거칠기를 부여함으로써 초소수성을 구현할 수 있다. 

Cassie-Baxter 이론은 Figure 1의 (c)와 같이 액체가 표면 거칠기 

사이에 공기층을 함유하는 고체 표면과 접하여 액체-고체-기체 계면이 

모두 존재하는 상태를 가정한다. 액체가 다양한 화학적 조성으로 구성된 

heterogeneous한 고체 표면과 접할 때의 접촉각(𝜃𝐶𝐵 )은 Eq. 3과 같이 

액체와의 계면에서 각 조성( 1, 2 … , n )이 고체 표면에서 차지하는 

비율(𝑓𝑛)과 해당 표면의 Young의 접촉각(𝜃𝑛)에 의해서 결정된다. 

 cos 𝜃𝐶𝐵 = 𝑓1 ∙ cos 𝜃1 + 𝑓2 ∙ cos 𝜃2 + ⋯ + 𝑓𝑛 ∙ cos 𝜃𝑛 Eq. 3 

fn은 특정 조성(n)의 고체 표면에서 액체와 접하고 있는 투영 면적에 

대한 실제 접촉 면적의 비율로 구할 수 있다. 이때, 액체가 접하는 

계면이 고체(𝑓1)와 기체(𝑓2)로 이루어졌으며, 고체 표면의 거칠기 높이가 

동일하고, 액체가 표면 거칠기 사이로 침투하지 않아서 고체-액체 

계면과 액체-기체 계면이 모두 평평하다면, cos 𝜃2 = −1 , 𝑓2 = 1 − 𝑓1 

이므로 Eq. 4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36]. 

 cos 𝜃𝐶𝐵 = 𝑓1 ∙ cos 𝜃𝑌 − 𝑓2 = 𝑓1 ∙ (cos 𝜃𝑌 +  1) − 1 Eq. 4 

위의 Cassie-Baxter 식에 따르면, 액체가 기체와 이루는 계면의 

비율( 𝑓2 )이 클수록, 접촉각( 𝜃𝐶𝐵 )도 크다. 이를 통해 액체와 접하는 

계면에서 고체 표면의 거칠기 사이에 공기 층(trapped air pocket)이 

많이 형성되어 있을수록 액체와 접촉하는 면적이 작으며, 초소수성을 

구현하기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1. Schematics of different wetting states based on (a) Young’s, (b) Wenzel, 

and (c) Cassie–Baxter models[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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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소수성 표면의 자가세정성 

 

초소수성(superhydrophobicity)이란 물과 친하지 않은 성질로, 

물방울이 초소수성 표면에 접하면 흡수되지 않고 150°이상의 높은 

접촉각을 형성한다[37]. 초소수성 표면을 기울이면 10°이하의 낮은 

각도에서도 물방울이 쉽게 굴러 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Figure 2의 

(b), (c)와 같이 초소수성 표면에 있던 오염물질은 물방울에 흡착되어 

제거된다[38]. 이처럼 별도의 일을 하지 않아도 물이나 빛과 같은 외부 

환경에 의해 표면이 자연히 세정되는 특성을 자가세정성(self-

cleaning)이라 한다. 그 중 초소수성 표면의 자가세정 현상은 자연의 

연꽃 잎 표면에서 관찰되기 때문에 lotus effect라고도 한다[39]. 

2.1. 초소수성 

 

초소수성 표면은 자연의 연꽃 잎을 모방하여(Figure 2. (d)-(f)), 

마이크로미터(㎛)와 나노미터(㎚) 수준의 이중 거칠기를 가지는 표면 

구조와 낮은 표면 에너지를 조합하여 구현할 수 있다. 이에 일반적으로 

나노입자를 부착하거나[40-42], 표면을 물리적으로 또는 화학적으로 

식각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거칠기를 부여한 후[43, 44], 낮은 표면 

에너지를 가지는 물질로 코팅하여 소수화하는 방법이 사용된다[45, 46]. 

 

Figure 2. (a-c) Self-cleaning phenomenon by water and (d–f)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images of superhydrophobic lotus leaf surface[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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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인체∙환경 친화적인 공정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별도의 나노입자를 처리하기보다는 플라즈마 에칭과 같이 표면을 

식각하여 나노 거칠기를 구현하는 방법이 사용된다[29, 47]. 특히 표면 

소수화 가공 시 표면 에너지가 낮은 물질로 사용된 perfluoroalkyl 

sulfonates(PFASs) 및 perfluorocarboxylic acids(PFCAs) 등 분자 

내 기능기에 결합된 수소 원자를 제외하고 모든 수소 원자가 불소로 

치환된 과불화화합물(perfluorinated chemicals, PFCs)은 인체유해성 

문제로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48, 49]. 이에 의류소재의 초소수성 

가공은 비불소계 물질을 코팅하거나 별도의 화학적 처리 없이 재료 

고유의 낮은 표면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50-54]. 

초소수성 가공을 하면 Figure 3에서 볼 수 있듯이 표면이 액체에 

의해 젖거나 김 서림∙결빙∙부식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55-57], 

미생물이나 외부 오염물질이 잘 부착되지 않으며, 표면이 오염되더라도 

자가세정되기 때문에 방오성이 구현된다[58-60]. 따라서 초소수성 

가공은 건물 외벽이나 자동차, 전자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61, 

62]. 그 예로 의류소재의 경우, 초소수성 가공을 함으로써 외관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위생적으로도 사용 과정에서 필요한 세탁의 횟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전도성 소재를 의류소재로 착용할 때 외부의 

비나 인체로부터 발생하는 땀 또는 세탁으로 인해 성능이 감소하는 

문제를 초소수성 가공으로 완화시킬 수 있다[63, 64]. 

 

Figure 3. Properties and applications of superhydrophobic surfaces[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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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초소수성 관련 연구도 표면에서 나타나는 물방울의 

동적거동을 제어하여 원하는 용도에 적합한 특성을 유리하게 구현하도록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진눈깨비로 인해 비행기 날개의 고압 

송전선이 동결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초소수성 표면에는 

pancake bouncing 거동을 구현하여 물방울이 표면과 접촉하는 시간 

(contact time)을 단축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Pancake bouncing이란, 

Figure 4와 같이 물방울이 표면으로부터 분리되었을 때 측면 방향으로 

확장된 지름(𝑑𝑗𝑢𝑚𝑝)의 물방울이 표면에서 가장 spreading되었을 때의 

지름(𝑑max)에 대한 비(Q)가 0.8보다 큰 경우로 정의한다[65]. 

 

Figure 4. Process and definition of pancake bouncing behavior of water droplet on 

superhydrophobic surface[65, 66]. 

이러한 접촉 시간이 짧은 표면은 자가세정에도 유리하다고 통용되어 

액적의 부피, 속도 등 사용 환경을 최적화하거나 초소수성 가공 시 표면 

구조를 조절하는 등 접촉 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접촉 시간은 표면 구조의 영향을 받는데, Liu 등[65]이 설계한 돌기 

구조의 초소수성 표면에서는 물방울이 pancake bouncing하며 평평한 

표면에 비해 접촉 시간이 80% 가량 감소하였다. 이에 Song 등[66]은 

초소수성 표면의 돌기 크기를 조절하여 물방울이 pancake bouncing 

거동을 보이는 최적의 표면 구조를 도출하였다. 상대적으로 큰 지름과 

종횡비가 작은 구조에서도 pancake bouncing이 구현되었고, 평평한 

초소수성 표면에 비해 접촉 시간이 약 57.8% 감소하였다. 이때, 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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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거리가 증가하면 접촉 시간은 증가하고, Q는 작아지는 경향을 보여, 

접촉 시간은 돌기의 간격에 민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Shi 등[67]은 마이크로 돌기의 너비 및 간격, 높이를 조절하여 

초소수성 표면의 기하학적 구조가 발수성 및 물방울의 spreading과 

retracting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Figure 5와 같이 

마이크로-나노 이중 거칠기의 초소수성 표면은 높은 발수성을 보였고, 

물방울이 접촉 시 Cassie 상태에서 마이크로 돌기 사이로 침투하여 

Wenzel 상태로 전이된 후에도 다시 표면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Cassie 상태를 회복하는 Cassie-Wenzel-Cassie 젖음 상태의 전이가 

가능하였다. 이러한 표면에서는 물방울이 빠른 속도로 낙하할 경우, 

돌기의 밑면까지 물방울이 침투하였다가 돌기 사이에 갇힌 오구나 작은 

물방울을 포집한 후 다시 완전히 분리될 수 있었기 때문에 자가세정 및 

표면에 물방울이 응결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율이 높았다. 또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물방울의 동적 거동 지표와 시간과의 관계식에 

따르면, 표면 돌기의 높이가 낮거나, 간격이 좁거나, 너비가 큰 것이 

물방울이 Wenzel 상태일 때 표면과 접촉한 최대 길이와 접촉 시간을 

줄이는 데 유리하였다. 

 

Figure 5. (a, b) Cassie–Wenzel–Cassie wetting state transition and (c, d) resulting 

improvement in self-cleaning of micro–nanostructured superhydrophobic 

surface[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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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가세정성 

 

자가세정은 액체와 오염 입자(오구), 고체 표면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때 작용하는 주요한 힘으로는 오구와 액체 간의 

계면장력(interface force), 고체 표면과 오구 간의 부착력 및 마찰력, 

오구의 중력과 물방울에 포집되었을 때의 부력이 존재한다[68]. 

일반적인 오구는 물보다 비중이 크기 때문에 부력은 중력의 작용과 

상쇄되고, 부착력이나 마찰력에 대응하여 액체와 오구 간 계면장력만이 

자가세정을 위한 추진력으로 작용한다[68]. 

Yu 등[68]은 친수성, 소수성, 초소수성으로 표면 젖음성이 다른 

표면에서 친수성 입자에 대한 부착력을 측정하고, 계면장력을 

이론적으로 예측한 결과를 바탕으로 자가세정되기 위해 만족해야 하는 

네 가지 조건을 제시하였다. 첫째, 정적 접촉각이 90°이상으로 

물방울과 오구 간에 작용하는 계면장력이 물방울이 표면에 부착하려는 

힘과 반대되는 위쪽으로 향해야 하고, 둘째, 충분히 낮은 sliding 

angle을 가져 표면으로부터 물방울이 분리될 수 있어야 하며, 셋째, 

부착력이 낮아 오구가 쉽게 제거될 수 있고, 넷째, 오구의 크기가 

적절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초소수성 표면은 앞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며, Figure 6의 그래프에서 분석한 것과 같이 일반적인 먼지나 

오구의 크기 범위에서는 부착력과 중력의 작용(Fad + G')보다 물과 오구 

간의 계면장력(FZ
γ,max)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자가세정 된다. 

 

 

Figure 6. Schematic of forces acting on single particle during self-cleaning based on 

theoretical value of Fz
γ,max /(Fad+G’) ratio as function of particle size on 

superhydrophobic surface[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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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세정은 물방울이 입자를 포집한 후, 표면으로부터 분리되는 두 

단계로 이루어지며, 오구는 물방울이 기울어진 표면에서 내려올 때 

표면과 접촉한 뒷부분에 포집된다[69]. 이때 오구의 젖음성(친수성, 

소수성)이나 크기 및 고체 표면의 구조와 젖음성에 따라 표면에서 

물방울의 거동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가세정성도 영향을 받는다. 

Quan 등[69]은 고체 표면과 오구의 젖음성이 자가세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선, 고체 표면의 젖음성에 따라서 Figure 7과 

같이 초소수성 표면에서는 웨버수나 오구의 종류와 관계없이 자가세정 

되었다. 반면 소수성(Hydrophobic) 표면이 친수성 오구로 오염된 경우 

물방울이 표면에 남았고(retention), 소수성 오구로 오염된 경우에는 

웨버수가 2.67 이상이 되는 충돌 속도를 가지는 물방울만 rebound하며 

자가세정 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오구의 종류에 따라서 친수성 오구로 

오염된 표면에서 물방울은 깨끗한 표면일 때와 동일한 거동을 보였다. 

그리고 친수성 오구는 표면이 초소수성일 때나 소수성이 높은 표면에 

물방울이 일정 충돌 속도 이상으로 낙하할 때만 자가세정 되었다. 반면, 

소수성 오구는 물방울의 거동에 영향을 미쳐, 친수성 표면에서도 

물방울이 매우 낮은 충돌 속도로 낙하할 경우 제거될 수 있었다[69]. 

 

Figure 7. Outcomes of cleaning under different Weber numbers. B: rebound, B-TRo: 

rebound-tail rolling, Ro-Sl: rolling-sliding, Rt: retention, Sp: spreading[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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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yer 등[70]은 초소수성 유리 기판의 표면 구조와 친수성 오구 

및 소수성 오구의 크기에 따른 자가세정 과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Figure 8과 같이 50~500 nm 간격의 나노 기공 구조를 가지는 

초소수성 표면에서 친수성 또는 소수성 오구의 지름이 표면 기공의 

간격보다 크다면(2R > p) 물방울에 흡착되어 완전히 제거되었다. 그러나 

친수성 오구의 크기가 200 nm 이하로 작으면(2R < p), 기공 사이로 

침투하여 표면이 초소수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물방울이 고정되었다. 

또한, 20 ㎛의 간격으로 배열된 10 ㎛ 높이의 마이크로 돌기 

구조의 초소수성 표면에서는 오구의 지름이 돌기 사이의 거리보다 

작더라도 표면에 도포된 오구의 두께가 마이크로 돌기의 높이보다 

낮다면 물방울이 굴러 떨어져 표면이 초소수성을 유지하였다[70]. 이를 

통해 초소수성 표면에서 자가세정 가능한 오구의 최소 크기는 기공이나 

돌기의 높이와 같은 표면 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8. (a-e) Effects of the particle size of hydrophilic contaminants on self-

cleaning and wetting properties of nanoporous superhydrophobic surfaces[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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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ckenthaler 등[71]은 표면의 나노구조와 젖음성(친수성, 

소수성)이 자가세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물방울에 의해 

표면으로부터 친수성 입자가 분리되는 과정을 관찰한 결과, 친수성 

표면에서는 입자가 물방울의 전진부에 의해 분리되었다가 물방울이 

이동한 후에도 얇은 수막과 함께 표면에 남았다. 반면, 소수성 

표면에서는 대부분의 입자가 물방울의 후진부(receding line)에 의해 

제거되었다. 또한 표면이 소수성이거나 나노구조가 있을 경우, 물방울과 

표면 간의 마찰력이 낮은 동시에, Figure 9와 같이 표면과 입자 간 

부착력(Fadh)은 작고, 표면으로부터 입자를 분리하는 작용을 하는 액체-

입자-기체의 선장력(Fγ⊥)은 커서 입자의 제거율이 더 높았다. 

 

 

Figure 9. Effects of surface hydrophobicity and nanoroughness on self-cleaning. The 

particle removal efficiency increases with surface hydrophobicity and 

nanoroughness. This is because the adhesion force (Fadh) between particles and 

surface decreases, and the altered geometry of the water–particle–air line tension 

(Fγ⊥) acting on the particles increases the force that can detach particles from the 

superhydrophobic surface[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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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 하베스터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이란 태양에너지 및 열적, 화학적, 기계적 

에너지 등 자연 또는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다른 에너지로 

쉽게 전환되어 낭비되는 에너지원을 수확하는 기술이다. 에너지 

하베스터는 특정 메커니즘으로 수확한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소자로, 수확하는 에너지원 및 메커니즘에 따라 태양전지, 초전소자 

(pyroelectric device)를 비롯하여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특히, 압전 

에너지 하베스터와 마찰전기 에너지 하베스터는 기계적 에너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기후나 외부환경의 영향을 적게 받고, 인체의 움직임을 

통해 전기 에너지를 출력할 수 있어 스마트 의류소재 분야에서 

대표적으로 연구되는 유형이다[8, 72, 73]. 

3.1. 압전 에너지 하베스터 

 

압전 효과(piezoelectric effect)란 압전체에 기계적 에너지를 

가하면 결정 구조에 비대칭적인 전하의 분포로 분극이 발생하여 전기 

에너지로 변환되는 것으로, 반대 방향의 에너지 전환은 역압전 효과라고 

한다. 압전 효과를 이용한 압전 에너지 하베스터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Figure 10에 나타냈다[74]. 전기적 중성 상태였던 압전체가 압축되면, 

구조적 변형이 일어나며 압전체 내부가 분극화되고, 압전체 상하부의 

전극에 반대 극성의 전하가 유도된다. 이로 인해 전극 간 전위차가 

발생하고, 자유 전자가 전기적 평형 상태에 이를 때까지 외부 회로를 

통해 이동한다. 이때, 압전체가 가장 심하게 압축되어 전극 간의 간격이 

가장 가까워진 상태에서 분극 밀도가 최대가 된다. 그 후 인가한 힘을 

제거하면, 압축되었던 압전체의 결정구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내부 

분극이 상쇄되며, 이동했던 전자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빠져나갔던 

전극으로 되돌아오며, 교류전류가 발생한다. 

압전 에너지 하베스터의 출력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압전 재료의 특성과 쌍극자의 배열 정도, 전극의 종류 및 소자의 구조 

등이 있다. 압전 재료는 분자 구조의 분극이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되어 

진동이나 열 등의 에너지를 가하면, 전기 쌍극자가 형성될 수 있는 

재료이다[75]. 이는 zinc oxide나 lead zirconate titanate(PZT)와 같은 

압전 세라믹과 polyamide 11, polypropylene, polyvinylidene fluo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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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공중합체인 poly(vinylidene fluoride-co-tri-fluoroethylene) 등의 

압전 고분자로 분류된다[8, 75]. 압전 세라믹은 압전 변형계수와 에너지 

변환효율이 높지만 취성으로 인해 잘 깨지고, PZT 등 납을 사용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하다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단결정이나 벌크 세라믹, 

고분자는 일반적으로 전기 쌍극자가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Curie 온도 이상의 열을 가하여 연신 및 급랭하거나 고전압을 인가하는 

등 별도의 분극(poling) 공정을 거쳐서 압전성을 구현할 수 있다[76]. 

한편, 분극화된 재료에 전기장을 가하면 수축하거나 팽창하며 

변형되는데, 인가한 전기장의 방향에 따라 변형이 나타나는 방향도 

달라지기 때문에 압전 계수(piezoelectric coefficient, [C/N])는 

방향성을 갖는다. 예를 들어, 인가한 전기장의 방향과 변형이 발생한 

방향이 동일한 경우는 d33(transverse mode), 수직한 경우는 

d31(longitudinal mode)의 압전 계수로 나타낸다[75]. 또한, 압전체에 

가해진 힘과 단위 면적 당 유도되는 전하는 비례하며, 발생한 전기를 

효과적으로 출력하기 위해서는 압전체와 전극 간 접촉이 중요하다[76]. 

 

Figure 10. Working mechanism of piezoelectric nanogenerator. (a) Dipole aligns 

after poling process. (b) Consequently, piezo-potential is generated by compressive 

forces. (c) Maximum polarization density is reached. (d) Electrical equilibrium state 

is achieved after compressive force is released[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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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마찰전기 에너지 하베스터 

 

마찰전기(triboelectricity)란 기계적 에너지를 가하여 상이한 두 

종류의 물질을 마찰시키면, 전자 친화도가 높은 곳으로 전자가 이동함에 

따라 양쪽 표면이 서로 다른 극성으로 대전되어 발생하는 정전기이다. 

마찰전기 에너지 하베스터는 이를 이용하여 대전성이 다른 두 물질을 

접촉하면 표면 간 전자가 이동하여 마찰전기가 발생하고, 분리하면 

정전기가 유도된 전극 내 전자가 전위차를 맞추기 위해서 외부 회로를 

통해 이동하는 원리로 전기를 발생시킨다. 마찰전기 에너지 하베스터는 

작동 방식에 따라 Figure 11과 같이 수직 접촉-분리 방식(vertical 

contact-separation mode), 측면 슬라이딩 방식(lateral sliding mode), 

단독 마찰대전 방식(freestanding triboelectric-layer mode), 단일전극 

방식(single-electrode mode)으로 구분된다[73]. 

수직 접촉-분리 방식은 상하부의 전극에 각각 부착된 유전체가 

일정 간격으로 떨어져 있다가 외부의 힘에 의해 수직방향으로 접촉한 후 

다시 분리되면 유전체 표면에 발생한 마찰전기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전극 내 전자들이 상하부 전극을 왕복하는 원리로 작동한다. 측면 

슬라이딩 방식의 작동원리도 이와 유사하나, 마찰전기 층이 상대 표면과 

수직방향이 아닌, 평행한 방향으로 미끄러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주기 동안 전류가 흐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방식이 

의류소재로 적용될 경우, 착용자가 팔을 움직일 때 몸통과 마찰이 

일어나는 것을 이용해 상의 소매 부분과 몸통 부분에 대전열이 서로 

다른 직물로 구성된 전극을 부착하여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다[77]. 

 

Figure 11. Classification of triboelectric nanogenerators by operation mode[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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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마찰대전 방식과 단일전극 방식은 자유롭게 움직이는 다양한 

외부물체와의 마찰로부터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단독 마찰대전 방식은 평행하게 연결된 두 전극이 외부의 물체와 동시에 

마찰하였을 때 물체의 움직임에 의해 두 전극의 접촉면에서 비대칭적인 

전위가 발생하여 전류가 흐른다. 반면 단일전극 방식은 하나의 전극으로 

구성되어, 전극이 외부 물체와 접촉-분리되면서 유도된 마찰 전하로 

인해 전극과 접지(ground) 사이에 전류가 흐르는 원리로 작동한다. 

단일전극 방식은 유전체와 전극이 각각 최소 한 개만 있으면 작동 

가능하며,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기계적 에너지를 수확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고체와의 마찰 뿐만 아니라 액체와의 마찰을 통해 전기를 

발생시키는 마찰전기 에너지 하베스터 개발 시 주로 활용된다[78]. 

마찰전기 에너지 하베스터에서 마찰로 인해 발생한 전기의 종류와 

세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온∙습도 등의 외부 환경과 물질의 

종류, 표면 거칠기가 있다. 우선, 마찰전기 에너지 하베스터의 출력 

성능은 수분에 노출되면 방전되기 때문에 건조한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난다[21-23]. 특히 섬유는 화학적 조성 외에도 흡습성이 

대전성에 영향을 미쳐서, 일반적으로 흡습성이 큰 천연섬유는 대전성이 

작은 반면, 합성섬유는 흡습성이 작아 대전이 잘 일어난다. 

다음으로, 동일한 물질일지라도 마찰시키는 상대 물질에 따라 

발생하는 전기의 종류와 세기가 달라지며, 두 물질 간 전자 친화도의 

차이가 클수록 출력 전압과 전력이 높아진다. 이에 Figure 12에 나타낸 

대전열과 같이 다양한 상대 마찰표면에 대해 음전하를 띠기 유리한 

polytetrafluoroethylene, polyvinylidene fluoride(PVDF) 등의 불소계 

고분자가 마찰 대전층으로 주로 활용된다[79]. 

또한, 마찰하는 두 표면 간의 유효접촉면적(effective contact 

area)이 클수록 출력 성능이 향상된다.[80, 81] 전도성 직물 사이가 

PVDF 표면으로 이루어진 마찰전기 에너지 하베스터에서 PVDF의 

표면이 평평한 필름인 경우보다 나노섬유로 구성된 전기방사 웹인 

경우가, 나노섬유 표면이 평평한 경우보다 2 차 나노 구조를 가지는 

경우가 출력 성능이 더 높았다[79]. 나노섬유와 2 차 나노 구조로 인해 

계면에서의 마찰 면적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직물형 마찰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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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하베스터의 경우, 밀도와 조직 및 layer 수 등의 구조적 요인이 

출력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82, 83]. 실의 밀도(string-packing 

density)와 평직, 능직, 수자직으로 직물의 조직을 달리하였을 때, 

밀도가 높을수록 출력 성능이 높아졌고, 능직인 경우 출력 성능이 가장 

낮았고, 평직일 때가 가장 높았다[82]. 

이에 마찰전기 에너지 하베스터의 출력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표면에 마이크로-나노 구조를 부여하여 유효접촉면적을 늘리거나[80, 

81], 대전되기 유리한 성분으로 화학적 조성을 개질하는 가공이 

이루어진다[84, 85]. 대표적으로 플라즈마 처리가 사용되며, 사용하는 

기체와 처리 시간, 인가 전력 및 각 변수의 조합을 최적화함으로써 출력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86]. 

 

 
 

Figure 12. Triboelectric series based on tendency to gain (negative) or lose electrons 

(positive) via triboelectrification and electrostatic induction[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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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폴리비닐리덴 플루오라이드 

 

Polyvinylidene fluoride(PVDF)는 유연하여 가공하기 용이하며, 

화학적으로 안정하고, 우수한 생체적합성과 높은 기계적 강도를 가져, 

의류소재용 에너지 하베스터 개발 시 사용되는 대표적인 압전성 

고분자이다[10, 87-89]. PVDF는 [-CH2-CF2-]의 고분자 사슬에서 

구성 원자 간의 전기 음성도 차이로 인해 분극화 될 수 있으며, 쌍극자 

배열 정도에 따라 압전성이 다르게 나타난다[76]. 비결정 영역과 

결정구조가 공존하는 PVDF는 Figure 13에서 볼 수 있듯 결정구조를 

이루는 고분자 사슬 배열, 즉 trans(T) 또는 gauche(G)의 배좌에 따라 

TGTG의 α와 δ, 모두 trans(TTT)의 β, T3GT3G의 γ와 ε 상으로 

구분된다[76, 90]. 이중 β 상 PVDF는 전기 쌍극자가 한 방향으로 

정렬되어 분극이 최대화되기 때문에 단결정(unit cell) 당 가장 높은 

쌍극자 모멘트(8×10-30 C m)를 갖는다[76, 91]. 

PVDF는 일반적으로 무질서(random)한 쌍극자 방향을 갖는 α 

상으로 존재하므로, 분극 공정을 통해 쌍극자를 한 방향으로 정렬해야 

한다[76]. 이에 전기방사한 PVDF 나노섬유는 고전압이 가해지고 

연신되는 과정에서 극성 β 상의 결정구조가 형성되어, 별도의 분극 

공정 없이 압전성을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Figure 13. Schematics of different crystalline phases of PVDF and phase transitions 

induced by electric field. The arrow that points from negatively charged fluorine 

atoms to positively charged hydrogen atoms represents transverse dipole moment of 

each polymer chain[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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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방사한 PVDF 나노섬유 기반 압전 에너지 하베스터의 

출력성능은 나노섬유의 직경, 배향, 표면 형태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PVDF 나노섬유의 직경이 작을수록 출력 성능이 

향상되는 경향을 보인다[72]. Zaarour 등[92]의 연구에서는 Figure 

14에 나타낸 전기방사한 PVDF 나노 웹의 나노섬유가 무질서하게 

정렬된 경우보다 일정한 방향으로 정렬된 경우가 압전 에너지 

하베스터의 출력 전압이 높았다. 그리고 유사한 직경의 나노섬유 간에는 

표면에 거칠기가 없는 섬유보다 주름이 존재하는 섬유가 출력 전압이 더 

높았다. 또한, You 등[87]의 연구에서는 전기방사한 PVDF 나노 웹이 

PVDF 필름보다 수직 방향으로 압력을 가하였다가 제거하였을 때 압전 

에너지 하베스터의 출력 전류가 약 2 배 높게 나타났다. 

불소계 고분자인 PVDF는 표면 에너지가 낮고, 전자 친화도가 크기 

때문에 초소수성과 마찰대전 효과의 측면에서도 유리하다[88]. PVDF는 

대전열에 따라 다양한 물질을 상대 마찰 대전층으로 조합할 수 있으며, 

마찰 전하의 분극 정도를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다. 특히, 전기방사한 

PVDF 나노섬유로 구성된 나노 웹이나 직물은 큰 표면적을 가져 PVDF 

필름보다 유효접촉면적이 커서 마찰대전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79]. 

 

Figure 14. Electrospun PVDF fibers with different morphologies and β phase 

contents [F(β)] and crystallinities (∆XC) of corresponding PVDF fiber webs[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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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마트 의류소재 

 

스마트 의류소재란 주변 환경이나 외부 자극을 감지하고 반응할 수 

있는 고기능성 의류소재이다[93]. 이를 기반으로 일상생활에서 스포츠 

및 헬스케어, 의료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적을 가진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개발되고 있다. 그 예로, 미국의 센소리아(Sensoria)사에서 

개발한 스마트 운동화(Sensoria smart running shoes)는 내장된 섬유 

압력 센서를 통해 착용자의 움직임을 감지한다. 착용자는 데이터를 통해 

보행 습관을 모니터링하고, 부상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사이렌(Siren)사는 발의 온도 변화를 감지하는 마이크로센서가 내장된 

직물(Neurofabric™)로 당뇨 환자의 발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 스마트 

양말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의류내장식 스마트 텍스타일 센서는 일반적으로 별도의 

배터리를 사용하여 충전해야 한다. 이에 인체의 움직임으로부터 전기 

에너지를 수확할 수 있는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을 의류소재에 접목하여 

배터리 없이 자체적으로 구동 가능한 스마트 의류소재가 개발되고 

있다[77, 80, 87]. 일상에서 68 kg 체중의 성인이 걷거나 팔을 움직여 

얻을 수 있는 일률은 각각 67 W, 60 W로, 이중 일부만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더라도 휴대용 장치를 구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72, 73]. 

직물형 에너지 하베스터는 주로 손이나 팔꿈치, 무릎 등 관절의 

움직임이 많이 발생하는 신체 부위나 하중이 가해지는 양말 또는 신발 

안창에 적용되어 에너지를 수확하고, 착용자의 움직임을 인식하거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데 적용된다[63, 88, 94]. 그 예로, Figure 

15와 같이 압전 센서(PZT chips)를 내장한 전도성 면직물로 만들어진 

양말을 착용하고 전자 친화도가 큰 PTFE 필름이 깔린 신발 또는 

바닥을 보행 시 압전-마찰전기 복합 효과에 의해 전기 신호가 

발생한다[23]. 개발된 스마트 양말은 보행 시 에너지를 수확할 수 있고, 

출력되는 전기 신호를 통해 착용자의 보행 습관을 파악하여 스포츠 

용도나 타인의 침입을 방지하는 스마트 홈 기술에 적용할 수 있으며, 땀 

배출량 등 생리 반응을 감지함으로써 헬스케어 용도로도 적용 

가능하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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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Application of self-powered cotton sock driven by piezoelectric and 

triboelectric hybrid mechanism and embedded lead zirconate titanate (PZT) force 

sensors used in healthcare and sports monitoring. Schematic of embedded PZT force 

sensors and voltage signals under three conditions: jumping with shoes, stepping 

with shoes, and stepping without shoes[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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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실    험 

 

 

제 1 절 시료 및 시약 

 

본 연구에서는 직물의 기하학적 구조에 따른 표면 특성과 에너지 

하베스팅 성능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polyvinylidene fluoride (PVDF) 

필라멘트사로 이루어진 세 종류의 직물과 압전성 100% PVDF 필름 

(thickness: 0.08mm, Fils Co., Ltd., South Korea)을 시료로 사용하였다. 

PVDF 필라멘트사는 PVDF pellet을 dimethyl sulfoxide와 acetone 

혼합용매에 용해시킨 후 일방향으로 전기방사한 섬유를 링방적한 것으로, 

모든 직물은 영남대학교로부터 제공받았다. 

분석 시 사용한 시료명과 직물의 제직 조건 및 두께를 Table 1에 

기재하였다. 직물의 경우 실의 조성과 제직 밀도에 따라 명명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24×24 밀도의 직물은 L(Low)로, 상대적으로 높은 

38×42 밀도의 직물은 H(High)로 구분하였다. PVDF-L은 PVDF 

섬유로 이루어진 경사와 위사가 각각 인치 당 24 올의 밀도로 한 올씩 

교차하는 조직을 가진다. 다른 두 직물은 PVDF 필라멘트사가 위사, 

폴리에스터(PET) 필라멘트사가 경사인 PVDF/PET 교직물이다. 

PVDF/PET-L은 경사 한 올이 300 denier 굵기의 실을 3 합한 PET 

필라멘트사로 이루어졌고, 밀도와 조직은 PVDF-L과 동일하다. 

PVDF/PET-H는 위사 한 올 당 255 denier 굵기의 PET 필라멘트사 

두 올이 교차하며, 다른 두 직물에 비해 밀도가 높고 두께가 얇다. 

모든 직물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sodium dodecyl benzene 

sulfonate 5 g/L과 sodium carbonate anhydrous 5 g/L을 포함한 

45℃의 증류수에 1:30의 액비로 45 분 간 침지하여 상온에서 건조한 

후 사용하였다. 

자가세정성 평가 시 산화철(Iron(III) oxide, Daejung Chemicals & 

Metals Co., Ltd., South Korea)과 sudan black B(fat-soluble diazo 

dye, ab146284)를 오구로 사용하였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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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ample codes and characteristics of specimens 

Sample 

code 
Surface image Weave type 

Threads 

per inch 

Thickness 

(mm) 

PVDF film 100% PVDF film (reference) 0.08 

PVDF-L 

 

100% PVDF 

plain weave 
24×24 1.234 

PVDF/PET 

-L 

 

PVDF/PET 

plain weave 
24×24 1.240 

PVDF/PET 

-H 

 

PVDF/PET 

2/2 weft rib 

weave 

38×42 1.079 

* PVDF/PET-L and PVDF/PET-H fabrics composed of polyvinylidene fluoride (PVDF) 

filament yarn and polyester (PET) draw textured yarn in the weft and warp directions, 

respectively. 

* The density of each fabric represents the number of threads per inch in the warp and weft 

directions. 

 

Table 2. Materials used as dust particles 

 Iron(Ⅲ) oxide Sudan Black B 

Chemical structure 

 

Fe2O3 

 

C29H24N6 

CAS Number 1309-37-1 4197-25-5 

Molecular weight 159.69 456.55 

Particle Size 0.460 μm-66.9 μm 0.0675 μm-586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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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하베스터 제작 시 구리 전선(30 American Wire Gauge, Φ: 

0.26 mm)과 양면 도전성 동테이프(Teraoka40, Japan, 전기저항: 

0.02Ω∙㎠)를 전극으로 사용하였다. 마찰전기 에너지 하베스터의 경우, 

PVDF 기반 시료의 상대 마찰 표면으로 나일론 편성물(Testfabrics, 

Inc., USA)을 사용하였다(Table 3). 

에너지 하베스팅 스마트 의류소재로의 적용을 시연하기 위해 LED 

(Φ 5.0 mm, 일반휘도, 적색 원통형), 브레드보드(EIC-106J), 

다이오드(DIODE 1N4001), 전해 캐패시터(63V.DC, 220 ㎌)를 

동신전자(Dongshin electronics, South Kore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Table 3. Characteristics of nylon 6,6 knit used as counterpart material in 

polyvinylidene fluoride-based triboelectric nanogenerator 

Surface image  Texturized nylon 6,6 stretch fabric 

 

Weave type Double knit 

Yarn count 2/70/34 filament nylon yarn 

Density 31×30 per square inch 

Thickness 1.07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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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플라즈마 처리 

 

표면에 나노 거칠기를 도입하고 소수화하기 위해 공정 시간과 처리 

기체의 종류를 조절하며 시료를 reactive ion etching 방식으로 플라즈마 

처리하였다. 공정 시 시료를 6 인치 실리콘 웨이퍼 위에 내열 테이프로 

고정한 후, 플라즈마 기기(Plasmalab 80Plus, Oxford instrument Plc., 

UK)의 챔버 내 압력이 40 mTorr에 도달하였을 때 20 sccm의 

유량으로 기체를 주입하며 180 W의 전력을 인가하였다. 

PVDF 직물에 초소수성이 구현되는 플라즈마 처리 조건을 선정하기 

위한 예비실험에서 CF4 플라즈마 처리 시간을 8, 16, 24, 32 분으로 

조절하였다. 그 후 PVDF 필름의 정적 접촉각이 평형에 도달하는 최소 

시간인 16 분을 총 공정 시간으로 설정하고, O2 플라즈마를 처리한 후 

CF4 플라즈마 처리 시 O2:CF4 플라즈마 처리 시간의 비율을 16:0, 12:4, 

8:8, 4:12, 0:16으로 조절하였다. 결과에서 각 처리 조건은 Table 4와 

같이 code로 명명하였다. 

 

Table 4. Code for plasma treatment conditions based on ratio of O2 and CF4 plasma 

treatment times 

Code 
Plasma treatment time (min) 

Description 
O2 plasma CF4 plasma 

Pristine - - For example, code 

of 12:4 means the 

surface after 

treatment with O2 

plasma for 12 min, 

followed by 

treatment with CF4 

plasma for 4 min 

16:0 16 0 

12:4 12 4 

8:8 8 8 

4:12 4 12 

0:16 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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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시료 특성 분석 및 평가 

 

1. 표면 구조 및 성분 

 

시료의 기하학적 구조를 비교하기 위해 표면과 측면을 

주사전자현미경(Field-Emission Scanning Electronic Microscopy; 

FE-SEM, SIGMA, Carl Zeiss, Germany)으로 가속 전압 2.0 kV 

조건에서 관찰하였다. 각 직물을 이루는 실과 섬유의 굵기는 SEM 

이미지에서 각 실과 섬유가 한 올씩 뚜렷하게 구분되는 60 군데에서 

image J 프로그램으로 섬유의 축과 수직한 방향의 길이를 측정한 후 

평균하였다. Kawabata 표면특성 시험기(KES-FB4-A surface tester, 

KATO TECH CO., LTD., Japan)로 시료의 고유한 표면 거칠기의 

평균편차(SMD)를 3 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하였다. 플라즈마 처리에 

따른 나노 거칠기는 원자간력현미경(Atomic Force Microscope, NX-

10, Park Systems Corp., South Korea)으로 PVDF 필름 표면에 대해 5 

㎛×5 ㎛ 면적을 비접촉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직물의 표면 기공률을 구하기 위해 시료 표면을 외부 광원을 차단한 

암실 내 직사광 조명 하에 수직방향으로 33.5 cm 거리에서 DSLR(EOS 

70D, Canon)로 촬영하였다(Table 5)[95]. 직물을 흰색 A4 용지 위에 

올린 상태로 촬영한 이미지로부터 image J 프로그램에서 히스토그램을 

추출하여 픽셀 밝기 값 누적분포가 99.5%가 되는 값을 threshold로 

도출하였다. 그 후 동일한 직물을 검은색 용지에 올린 상태에서 

촬영하여 threshold 값을 기준으로 직물과 배경을 구분하여 전체 면적 

중 직물을 제외한 면적의 비율을 구하였다. 각 직물마다 상이한 세 

위치에서 40 mm×27 mm 면적에 대해 측정한 값을 평균하였다. 

직물 표면 성분의 함량 및 분포는 에너지 분산형 분광계(Energy 

Dispersive Spectrometer; EDS, XFlash® FlatQUAD 5060F, Bruker, 

Germany)로 분석하였다. FE-SEM과 EDS 분석 전에 시료를 sputter 

coater(EM ACE200, Leica, Austria)에서 30 mA로 100 초 간 백금 

코팅하여 표면에 전도성을 부여하였다. 플라즈마 처리 조건에 따른 표면 

조성은 X선 광전자 분광기(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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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ISHis, KRATOS, UK)로 PVDF 필름에 대해 분석하였다. 표면의 

최외각 원소의 결합 에너지를 확인하고, 표면 구성 원소의 비율을 정량 

분석하였다. 

자가세정성 평가에 사용한 입자의 크기는 레이저 회절 입도분석기 

(Laser diffraction particle size analyzer, MasterSizer 3000, Malvern, 

England)로, 표면 형태 및 조성은 각각 FE-SEM과 EDS로 분석하였다. 

 

Table 5. Conditions of digital single-lens reflex camera 

 

Resolution (pixel) 5472×3648 

Exposure time (sec) 1/100 

F-stop F/29 

* The F-stop value indicates the ratio of the focal length of the lens to the diameter of the lens 

diaphragm opening or the size of the aperture[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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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면 젖음성 

 

2.1. 접촉각 측정 

 

표면 젖음성을 평가하기 위해 시료 표면과 물방울(72 dyn/㎝, 20℃ 

증류수)이 이루는 정적 접촉각과 shedding angle을 접촉각 측정기 

(Theta Lite Optical Tensiometer, KSV Instruments, Finland)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정적 접촉각은 3.5±0.2 ㎕ 부피의 물방울이 

표면에 접촉한 후 3 초가 경과하였을 때 형성되는 각도를 측정하였다. 

Shedding angle은 Figure 16과 같이 임의의 각도로 기울어진 시료 

표면에 12.5±0.2 ㎕의 증류수를 수직방향으로 1 ㎝ 높이에서 

낙하시켰을 때 물방울이 표면에서 2 ㎝ 이상 구르기 시작하는 최소의 

각도를 측정하였다[97]. 각 시료 당 상이한 다섯 군데의 위치에서 

측정한 후 평균하였고, 접촉각 측정치는 처리 조건 별로 3 회의 실험을 

반복한 결과를 평균한 값이다. 시료 표면이 150°이상의 정적 접촉각과 

10°이하의 shedding angle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초소수성을 가진다고 

평가하였다[98]. 

 

 

Figure 16. Schematic of principle for measuring water shedding angle[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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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물방울의 동적거동 분석 

 

초소수성 가공에 따른 직물 표면의 발수성을 평가하기 위해 접촉각 

측정과 함께 다양한 환경에서 시료 표면에 낙하한 물방울의 동적거동을 

분석하였다. Table 6에 기재한 낙하높이∙물방울의 부피∙표면 기울기를 

조합하여 총 45 경우에서 표면에서 나타나는 물방울의 거동을 초고속 

카메라(NX3, IDT Vision, USA)를 이용하여 3,000 fps로 촬영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물방울의 동적거동 양상을 deposition, roll, partial 

rebound, complete rebound의 총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하였으며, Figure 

17에 각 거동의 예를 나타냈다. 분류한 거동 양상은 x 축은 표면 

기울기, y 축은 물방울 부피를 나타내는 그래프 상에 표기하였다. 

거동 분석 기준은 첫째, 낙하한 물방울이 표면으로부터 분리되는지 

여부로, 물방울의 이동거리가 낙하지점으로부터 2 cm 이하이며 표면에 

남아있는 경우 deposition으로 분류하였다. 둘째, 물방울이 이동할 때 

표면과의 접촉 상태에 따라, 구형 또는 타원형을 유지하며 표면과 

접촉한 상태로 이동하는 경우를 roll로, 물방울이 표면에서 한 번 이상 

튕겨지며 분리된 상태로 이동하는 경우를 rebound로 분류하였다. 셋째, 

rebound 시 물방울이 완전히 분리되는지 여부로, 일부 물방울이 낙하한 

지점에 남는 경우 partial rebound로, 완전히 분리되는 경우 complete 

rebound로 분류하였다. 

한편, 낙하높이가 높은 경우 큰 충돌 속도로 인해 물방울이 

나누어져 산발적으로 흩어지는 prompt splashing 거동이나 측면 

방향으로 확장된 상태에서 rebound하는 pancake bouncing 거동이 

관찰되었다(Figure 17. (e), (f)). 이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모든 물방울이 표면으로부터 분리되면 complete 

rebound에 포함하였다. 

 

Table 6. Experimental conditions for analyzing dynamic behavior of drop on surface 

Drop fall height Drop volume 
Surface inclination 

angle 

1.0, 7.5, 15.0 cm 3.5, 12.5, 22.8 µL 0°, 15°, 30°, 45°,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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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Categorization of drop dynamic behavior on surface in this study: 

representative examples of (a) deposition on pristine PVDF-L (drop fall height = 1 

cm and droplet volume = 12.5 µL on horizontal plane), (b) roll on pristine 

PVDF/PET-H in weft direction (1 cm, 12.5 µL, 30°), (c) partial rebound on PVDF-

L after plasma treatment (1 cm, 12.5 µL, 0°), (d) complete rebound on PVDF/PET-

H in weft direction after plasma treatment (1 cm, 12.5 µL, 0°), (e) prompt splashing 

on PVDF/PET-L in weft direction after plasma treatment (15 cm, 12.5 µL, 0°), and 

(e) pancake bouncing on PVDF/PET-L in weft direction after plasma treatment (7.5 

cm, 12.5 µL, 60°). * Plasma treatment conditions: O2 plasma for 12 min, followed 

by CF4 plasma for 4 min. Initial drop impact points in each image are indicated by 

triang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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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가세정성 

 

초소수성 가공에 따른 자가세정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종류가 

다른 오구에 대한 직물 별 자가세정효율을 비교하기 위해 다음의 과정을 

통해 오구제거율을 구하였다. 

 

(1)  오구 도포 및 세정 

플라즈마 처리 전, 후 직물을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 부착한 후 경사 

방향 15 mm, 위사방향 40 mm 면적의 표면에 수직방향으로 20 mm 

떨어진 높이에서 입자를 체로 쳐서 공기 중에 분산시켜 도포하였다. 

입자는 디지털 이미지 프로세싱을 위해 백색의 직물 표면과 밝기 차이가 

큰 어두운 색상의 산화철과 sudan black B를 각각 친수성 오구[99]와 

소수성 오구[100]로 사용하였다. 도포량은 두 종류의 입자가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각 입자에 대해 직물 표면을 완전히 덮을 수 있는 

최소한의 무게를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산화철은 0.121 mg/mm2, 

sudan black B는 0.028 mg/mm2로 각각 동일한 양을 도포하였다. 그 후 

수평상태 또는 15°기울어진 상태의 오구가 도포된 시료 표면에 

수직으로 1 cm 높이에서 12.5 µL 부피의 물방울을 한 방울씩 최대 10 

회까지 동일한 위치에 낙하시켰다[101]. 도중에 물방울이 표면에 남는 

경우에는 분리된 최대 낙하 횟수를 기록하였다. 

(2)  디지털 이미지 촬영 및 전처리 

물방울에 의해 시료 표면이 세정되는 양상 및 오구가 도포된 면적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물방울 낙하 후 시료 표면을 외부 광원을 차단한 

암실 내 직사광 조명 하에서 DSLR(EOS 70D, Canon)로 촬영하였다. 

시료 표면과 DSLR 사이의 수직거리는 33.5 cm로 유지하였으며, 분석 

단계에서 직물의 기공 사이로 노출되는 배경이 오구와 혼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료를 흰 배경 위에 올린 상태에서 촬영하였다. 얻어진 

이미지에서 오구가 도포된 면적만 추출하기 위해 adobe photoshop CS4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시료마다 일련의 이미지를 동일한 위치에 대해 

실제 면적이 12 mm×38 mm가 되도록 자른 후, median(radius: 1 pixel) 

기능으로 이미지 상 노이즈를 필터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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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reshold 설정을 통한 오구도포율 측정 

이미지 상 오구가 도포된 면적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시료와 오구를 

구분하는 밝기 값의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이에 Image J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Eq. 5 에 따라 RGB 색의 이미지를 0(black)~255(white) 

범위의 밝기 값을 가지는 픽셀로 구성된 흑백 이미지로 변환하였다. 

 Gray =  0.299 red +  0.587 green +  0.114 blue Eq. 5 

각 시료마다 오구를 도포하기 전 원래 직물 표면에 대한 이미지를 

기준으로 히스토그램을 추출하여 픽셀 밝기 값 분포를 구하고, 밝은 

값(255)부터 어두운 값(0) 순으로 적분하였다. 그리고 직물의 기공이나 

표면 거칠기로 인한 그림자와 같은 실험 오차를 고려하여, 적분한 값의 

백분율이 99.5% 이상이 되는 픽셀 밝기 값 최대치를 threshold로 

설정하였다[95]. 예를 들어, Figure 18의 (a)는 원래 직물의 이미지를 

이루는 픽셀 밝기 값을 적분한 누적 분포 그래프로, 누적 백분율이 99.5% 

이상이 되는 최대 픽셀 밝기 값인 109가 해당 직물의 threshold에 

해당된다. 도출한 threshold 값을 해당 직물에 대한 일련의 이미지에 

적용하게 되면, 109 보다 작은 밝기 값을 가지는 픽셀은 오구의 범위에 

해당하여 0(black)이 되고, 109 이상의 밝기 값을 가지는 픽셀은 원래 

직물의 범위에 해당하여 1(white)로 처리되어 Figure 18의 (b)와 같이 

이진화된 이미지가 도출된다. 그 후 이진화된 이미지를 바탕으로 Image 

J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전체 이미지의 픽셀 수 대비 오구에 해당하는 

픽셀 수의 비율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오구도포율을 구하였다. 

오구도포율로 자가세정효율, 즉 오구제거율을 계산하였으며, 이는 결과 

및 고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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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Example of analyzing area fraction of dust to total area to evaluate self-

cleaning properties: (a) threshold value derived from pixel cumulative distribution 

of brightness intensity of initial surface, and (b) image processing based on threshold 

to calculate area fraction of hydrophilic dust (Fe2O3) for PVDF/PET-H treated with 

O2 plasma for 12 min, followed by CF4 plasma for 4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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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정성 

 

플라즈마 처리에 따른 PVDF의 결정성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X-선 

회절계(X-ray diffractometer; XRD, New D8 Advance, Bruker, 

USA)와 푸리에 변환 적외선 분광기(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FTIR, TENSOR27, Bruker, Germany)로 PVDF의 결정 

구조와 결정화도를 분석하였다. XRD의 회절 각도는 Cu-Kα 방사 하에 

40 kV의 전압과 40 mA의 전류를 인가하며 0.3°/s의 속도와 

0.02°크기로 10°-45°범위에서 측정하였다. FTIR 측정 시 분해능 4 

cm-1으로 400~4000 cm-1 범위를 32 회 스캔하였고, 결과는 유의미한 

450~1500 cm-1 범위에 대해 표기하였다. 

 

 

5. 압축특성 

 

직물의 압축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Kawabata 측정 시스템(KES-F 

압축시험)을 적용하여 2 cm2 면적의 원형 압축판으로 최대 50 g/cm2의 

압력을 20 ㎛/s의 속도로 가하였다가 이완하였다. 압축특성치로 

압축곡선의 선형도(LC; linearity of the compression curve), 단위 

면적당 압축에너지(WC; compression energy per unit area), 압축 

회복성(RC; compression resilience)을 측정하였으며, 각각의 정의는 

Eq. 6, Eq. 7, Eq. 8과 같다. 

 LC = WC/WOC Eq. 6 

 
WC = ∫ 𝑃

𝑇0

𝑇𝑚

𝑑𝑇 Eq. 7 

 RC = WC′/WC Eq. 8 

𝑇 : 시료의 두께, thickness (cm) 

𝑇0 : 압력 0.5 𝑔𝑓/𝑐𝑚2에서 시료의 두께 (cm) 

𝑇𝑚 : 최대 압축력 𝑃𝑚에서 시료의 두께 (𝑃𝑚 = 50 𝑔𝑓/𝑐𝑚2) 

WOC = 𝑃𝑚(𝑇0 − 𝑇𝑚)/2 

WC′ : 회복 과정에서의 압축력 𝑃′ 에 의해 정의되는 회복 에너지로서 

WC′ = ∫ 𝑃′
𝑇0

𝑇𝑚
𝑑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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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에너지 하베스팅 성능 측정 및 안정성 평가 

 

1. 에너지 하베스터의 출력성능 

 

전기방사한 PVDF 필라멘트사로 이루어진 직물 및 압전성 PVDF 

필름의 에너지 하베스팅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에너지 하베스터를 

제작하고, 반복적인 압력을 가하여 출력되는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여 

peak-to-peak 전압 및 전류 값을 구하였다. 각 시료의 크기는 32 mm 

×42 mm로, 25 mm×40 mm 크기의 구리 양면 테이프를 상, 하부 

전극으로 사용하여 Figure 19와 같이 두 종류의 에너지 하베스터를 

제작하였다. Figure 19의 (a)는 PVDF의 압전 효과에 의한 출력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압전 에너지 하베스터로, PVDF 시료 양면에 구리 

테이프를 부착하고 구리 전선을 연결하여 폴리에스터 필름과 폴리이미드 

테이프로 마감하였다. Figure 19의 (b)는 나일론 편성물과의 마찰에 

의한 출력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마찰전기 에너지 하베스터로, PVDF 

시료의 후면에 구리 테이프를 부착하고 구리 전선을 연결하여 

폴리에스터 필름에 고정시켰다. 그리고 시료 표면과 마찰시키기 위한 

나일론 편성물의 이면에도 동일하게 구리 테이프와 구리 전선을 

부착하고 자동스탬프(Maxstamp, 50 mm×69 mm, Korea stamp, South 

Korea)에 고정시켜 측정 시료 표면과 67 mm 거리를 두고 마주보는 

구조의 에너지 하베스터를 제작하였다(Figure 19. (c)). 

에너지 하베스터를 수평면에 고정하고 상, 하부 전선을 digital 

multimeter(DMM6500, Tektronix, INC., USA)에 연결한 후, 자동 

스탬프로 동일한 압력을 1 Hz로 60 초 간 반복적으로 가하면서 평균 

온도 23.1±0.7℃, 상대습도 38.3±2.4%의 환경에서 출력전압과 

출력전류를 측정하였다. 한 주기는 양 면의 간격이 67 mm에서 완전히 

맞닿아 0 mm가 되었다가 다시 원래 위치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압전 에너지 하베스터는 스탬프와 에너지 하베스터의 간격을 기준으로, 

마찰전기 에너지 하베스터는 PVDF 시료 표면과 나일론 편성물의 

간격을 기준으로 한다. 측정한 데이터는 그래프로 변환한 후, 1 분마다 

한 번씩 나타나는 peak-to-peak 전압 및 전류 값을 평균하여 

계산하였고[102], 조건 별로 3 개의 시료에 대한 측정치를 평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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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DF 기반 에너지 하베스터의 스마트 의류소재로의 적용을 

시연하기 위해 플라즈마 처리한 PVDF/PET-H를 10 cm×10 cm 

크기로 옷 소매에 부착하고, 나일론을 옷의 주머니에 부착하여 팔을 

움직이며 몸통과 반복적으로 접촉, 분리하였다[103]. 이때 발생하는 

교류 전류를 정류 회로를 통해 직류로 전환하여 220 ㎌ 전기 용량의 

캐패시터에 저장하여 LED를 밝혔다[25]. 

 

 

Figure 19. Evaluating output performances of PVDF-based energy harvesters: 

schematics of different structures of (a) piezoelectric and (b) triboelectric 

nanogenerators, and (c) experimental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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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력성능의 안정성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는 의류소재용 에너지 하베스터로 적용하기 

위해 직물 표면이 수분에 노출되거나 오염된 후 세정하였을 때 에너지 

하베스팅 성능의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수분에 노출시키기 위해 

마찰전기 에너지 하베스터에 Figure 20에 나타낸 AATCC Test Method 

22-2005 Water repellency: Spray test 방법을 적용하여 시료 표면을 

45°기울인 상태로 15 cm 높이에서 250 mL의 물을 낙하시킨 후 

출력성능을 측정하였다. 

오염시키기 위해 시료 표면에 미세먼지의 조성 성분인 산화철을 

0.121 mg/mm2의 동일한 양으로 도포하였다. 오염 후 세정 시에는 수분 

노출 환경과 동일하게 AATCC Test Method 22-2005 Water 

repellency: Spray test 방법을 적용하여 물로 세척하고, 표면에 

남아있는 물기가 없어질 때까지 상온에서 자연 건조한 후 출력성능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수분 노출 또는 오염 및 세정 단계 별 출력성능의 

변화를 통해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Eq. 9와 Eq. 10에 대입하여 원래 

출력전압(V𝑖𝑛𝑖𝑡𝑖𝑎𝑙 ) 및 전류( I𝑖𝑛𝑖𝑡𝑖𝑎𝑙 ) 대비 각 단계 후의 출력전압(V) 및 

전류(I)의 비율을 구하였다. 

 Output voltage ratio(V/V𝑖𝑛𝑖𝑡𝑖𝑎𝑙 , %) =  
V

V𝑖𝑛𝑖𝑡𝑖𝑎𝑙
× 100% Eq. 9 

 Output current ratio(nA/nA𝑖𝑛𝑖𝑡𝑖𝑎𝑙 , %) =  
I

I𝑖𝑛𝑖𝑡𝑖𝑎𝑙
× 100% Eq. 10 

 
Figure 20. AATCC spray tester used for evaluating energy harvesting stability[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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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과 및 고찰 

 

 

제 1 절 초소수성 가공을 위한 플라즈마 처리 조건 도출 

 

1. 플라즈마 처리 전 시료 별 표면 특성 

 

시료의 고유한 기하학적 구조를 비교하기 위해 플라즈마 처리 전 각 

시료의 표면과 측면을 SEM으로 관찰한 결과를 Figure 21과 Figure 

22에 나타냈다. 모든 직물에 사용된 PVDF 필라멘트사는 동일한 조건 

하에 제작되어 굵기가 524~598 ㎛ 수준으로 유사하였고, 이는 약 1 ㎛ 

굵기의 PVDF 섬유로 구성되었다. PVDF/PET-L과 PVDF/PET-H를 

이루는 PET 필라멘트사는 각각 약 807 ㎛, 665 ㎛의 굵기를 보였고, 

각각의 실은 약 22 ㎛, 12 ㎛ 굵기의 PET 섬유로 이루어졌다. 

Table 7은 표면 거칠기와 직물 표면의 기공률을 측정한 결과이다. 

표면 거칠기의 평균편차(SMD)는 PVDF 필름에서 1 ㎛ 미만이었지만, 

직물에서는 수 마이크로미터 수준으로 나타났다. 직물의 SMD는 제직 

밀도가 높은 PVDF/PET–H가 가장 컸고, PVDF/PET-L이 가장 작았다. 

또한, 표면 기공률은 Figure 23에 나타낸 직물 별 대표 이미지와 같이 

PVDF-L에서 가장 높고, PVDF/PET-H에서 가장 낮았다. 

Table 7. Surface geometrical properties and wettabilities of pristine specimens 

 
SMD 

(㎛) 

Void fraction 

of surface (%) 
CA ShA 

PVDF film 0.94±0.65 - 85.9°±2.9° - 

PVDF-L 3.20±1.65 16.5±5.8 151.8°±2.7° 31.1°±3.8° 

PVDF/PET 

-L 

Weft 2.78±1.62 
10.4±1.7 142.7°±3.8° 

41.3°±4.0° 

Warp 1.69±0.16 42.5°±3.5° 

PVDF/PET 

-H 

Weft 3.56±1.06 
4.6±0.1 152.2°±3.4° 

32.4°±4.3° 

Warp 3.70±0.40 32.9°±4.3° 

* SMD: mean deviation of the surface geometrical roughness 

* CA: apparent contact angle (3.5 µL) 

* ShA: shedding angle (12.5 µ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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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의 표면 젖음성을 평가하기 위해 접촉각을 측정한 결과, 모든 

직물이 PVDF 필름보다 정적 접촉각이 더 높았다(Table 7). PVDF-L과 

PVDF/PET-H의 정적 접촉각은 약 152°, shedding angle은 약 

31°~33°로 유사했고, PVDF/PET-L보다 소수성이 높았다. 이는 표면 

에너지가 낮은 소수성의 PVDF와 PET는 표면이 거칠고, 물방울과 

접하는 계면에 함유하는 공기층이 많을수록 정적 접촉각이 높아지기 

때문이다[35, 36, 105]. 이에 따라 물방울이 표면에 접촉하는 면적이 

작아 부착력이 낮기 때문에 분리되기에도 유리했던 것으로 보인다[106]. 

모든 직물은 PVDF 필름보다 표면 거칠기가 크고, 기공을 함유한다. 

특히 PVDF-L은 표면 기공률이 가장 높고 표면 에너지가 더 낮은 

PVDF로만 이루어졌으며, PVDF/PET-H는 표면이 가장 거칠었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정적 접촉각이 크고, shedding angle이 낮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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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Pristine surfaces of PVDF specimens. Field emission (FE)-SEM images 

are shown at magnifications of 35× and 100× for each fabric and 10,000× for PVDF 

film and each f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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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Cross-sections of pristine PVDF specimens. Field emission (FE)-SEM 

images are shown at magnifications of 50× and 400×,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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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Representative examples of surface void fractions of all fabrics composed 

of PVDF filament yarns. (a) Example of threshold value derived for PVDF/PET-H, 

and (c, e, g) resulting binary images of fabrics converted from (b, d, f) digital images 

based on threshold value: (b, c) PVDF-L, (d, e) PVDF/PET-L, and (f, g) PVDF/PET-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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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플라즈마 처리에 따른 표면 특성 변화 

 

직물의 섬유 표면에 나노 거칠기를 형성하는 동시에 표면 에너지를 

낮게 유지하여 초소수성을 구현하기 위해 CF4 플라즈마 처리 시간을 8 

분에서 32 분까지 조절하며 처리하였다. 접촉각을 측정한 결과, Figure 

24와 같이 모든 시료에서 16 분 이상 처리할 경우 더 이상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다른 직물과 달리 PVDF/PET-L에서는 

초소수성이 구현되지 않았다. 이에 총 16 분 동안 O2 플라즈마와 CF4 

플라즈마 처리 시간의 비율을 조절하였고, Figure 25는 각 시료의 

접촉각을 측정한 결과이다. CF4 플라즈마만 처리하였을 때보다 O2 

플라즈마를 먼저 처리한 후 CF4 플라즈마 처리하였을 때가 shedding 

angle이 더 낮았다. 특히, 12:4 조건으로 플라즈마 처리한 후에는 모든 

직물의 정적 접촉각이 160°이상으로 높아지고, shedding angle도 

10°이하로 낮아지며 초소수성이 구현되었다. 

O2 플라즈마와 CF4 플라즈마 처리 시간의 비율에 따라 접촉각의 

차이가 나타난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PVDF 필름에 대해 플라즈마 처리 

조건에 따른 표면 나노 거칠기와 조성을 분석하였다. Figure 26은 표면 

나노 거칠기를 SEM과 AFM으로 분석한 결과로, 표면 나노 거칠기 

파라미터 Ra와 Rq는 총 16 분 동안 O2 플라즈마 처리 시간의 비율이 

높을수록 컸다. 

Figure 27은 표면 조성을 XPS로 분석한 결과이다. 플라즈마 처리 

전에는 PVDF의 분자구조를 이루는 CF2 그룹과 CH2에 해당하는 피크가 

290.4 eV와 286.0 eV에서 나타났다[107]. 그리고 C-C, C=O에 

해당하는 284.5 eV와 287.7 eV에서의 피크도 함께 나타났는데, 이는 

XPS가 약 1~10 nm 깊이의 표면을 분석하기 때문에 필름 표면의 일부 

산화층 및 불순물이 분석범위 내에 포함된 것으로 생각된다. 플라즈마 

처리 후에는 처리 기체의 종류에 따라 표면 조성에 차이가 있었다. O2 

플라즈마만 처리한 표면에서는 처리 전 표면과 유사한 결합 에너지에서 

피크가 나타났다. 그러나 처리 전에 비해 284.5 eV에서의 C-C 피크는 

감소하고, 287.7 eV에서의 C=O 피크가 증가하였는데, 플라즈마 처리로 

산소와 표면의 탄소가 결합했기 때문이다. 반면, CF4 플라즈마 처리한 

나머지 모든 조건에서는 288.8 eV, 291.7eV, 293.4 eV에서 -CH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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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2-CHF, CF3-CHx에 해당하는 새로운 피크가 나타나고, 처리 전에 

비해 C-C 피크는 감소하였으며, CF2 피크와 CH2 피크의 결합에너지가 

약 0.2~0.3 eV 증가하였다[108-110]. 그리고 불소의 피크도 C-F 

공유결합을 나타내는 결합에너지가 687.7~687.9 eV로 처리 전에 비해 

0.3~0.5 eV 가량 증가하고, 분포가 넓어졌다. 이는 CF4 플라즈마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불소 라디칼에 의해 PVDF 필름 표면의 C-H나 C-F 

공유결합을 이루던 원소가 이온화되고, 불소와 새로운 결합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688.7 eV 및 688.9 eV에서 CF2-CHF에 해당하는 새로운 

피크가 나타난 것을 통해서 표면이 불소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109]. 

이에 XPS 피크의 면적을 바탕으로 처리 조건 별 표면에서 탄소, 산소, 

불소의 함량을 구하고 처리 전과 비교하였다. O2 플라즈마만 처리한 

표면에서는 산소가 증가하고, 불소는 감소한 반면, CF4 플라즈마 처리한 

나머지 모든 조건에서는 불소 함량이 높아졌다. 

초소수성이 구현된 12:4 조건에서 플라즈마 처리에 따른 직물 별 

표면 구조와 화학적 조성을 분석하였다. Figure 28은 플라즈마 처리 전, 

후 각 직물을 이루는 섬유 표면을 10 만 배율로 확대하여 SEM으로 

관찰한 결과이다. 플라즈마 처리 후 각 직물을 이루는 섬유 표면에 나노 

거칠기가 형성되었으며, 섬유 축 방향으로 나노 거칠기의 간격을 구한 

결과 230~287 nm 수준으로 나타났다. Figure 29는 표면 구성 원소의 

비율과 분포 변화를 EDS로 분석한 결과이다. 플라즈마 처리 후 처리 

전에 비해 불소의 존재를 나타내는 파란색이 표면 전반에 걸쳐 더 

많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직물과 섬유 표면을 구성하는 원소의 

함량은 Table 8과 같으며, 플라즈마 처리 후 PVDF/PET 교직물의 PET 

섬유에도 불소가 도입되었고, PVDF 섬유 표면의 불소 함량도 처리 

전보다 증가하였다. 

따라서, 12:4 조건에서는 O2 플라즈마 처리 시간의 비율이 작은 

나머지 조건보다 나노 거칠기가 크게 형성되고, CF4 플라즈마 처리로 

표면에 불소가 결합하며 표면 에너지가 낮아지기 때문에 모든 직물에 

초소수성이 구현된 것으로 생각된다[110]. 한편, PVDF 필름은 12:4 

조건으로 플라즈마 처리한 후 정적 접촉각은 150°이상으로 높아졌지만 

여전히 직물보다 낮았고, shedding angle 측정 시 물방울이 표면에 

남았다. 이는 플라즈마 처리 후 직물은 마이크로-나노 이중 거칠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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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 구조를 가져, 단일 나노 구조의 PVDF 필름보다 물방울이 표면과 

접촉하는 면적이 작아서 굴러 떨어지기 유리했던 것으로 생각된다[29]. 

그리고 직물은 내부에 기공을 함유하고 유연한 섬유로 이루어져 탄성이 

높기 때문에 물방울이 표면에 충돌 시 튕겨내는 데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플라즈마 처리 후에도 PVDF-L < PVDF/PET-

H < PVDF/PET-L 순으로 shedding angle이 낮아, 처리 전과 동일한 

경향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직물의 고유한 기공이나 마이크로 거칠기의 

표면 구조가 초소수성 구현에 유리하며, 가공 후에도 표면 젖음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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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Effects of CF4 plasma treatment time on (a) apparent contact angle and 

(b) shedding angle of PVDF specimens: PVDF film (■), PVDF-L (■), PVDF/PET-

L (●), and PVDF/PET-H (▲) in weft (block) and warp (blank) directions. Shedding 

angle of PVDF film could not be measured because the drop did not roll off up to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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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 Effects of ratio of O2 and CF4 plasma treatment times on (a) apparent 

contact angle and (b) shedding angle of PVDF specimens: PVDF film(■), PVDF-

L(■), PVDF/PET-L(●) and PVDF/PET-H(▲) in the weft (block) and warp 

directions (blank). The shedding angle of the PVDF film could not be measured 

because the drop did not roll off up to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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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6. Effects of ratio of O2 and CF4 plasma treatment times on surface 

nanoroughness of PVDF film. (a) Atomic force microscopy results with 

corresponding parameters: Ra (average roughness) and Rq (roughness root mean 

square), and (b) SEM images of surface at magnification of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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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7. Effects of ratio of O2 and CF4 plasma treatment times on surface chemical 

composition of PVDF film. (a, c) Carbon (C1s) and (b, d) fluorine (F1s) curve fitting 

from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 profiles, and corresponding (e) atomic 

concentrations of carbon, fluorine, and oxygen on surface. (c, d) XPS profiles of 

PVDF film after treatment with O2 plasma for 12 min followed by treatment with 

CF4 plasma for 4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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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8. Changes in surface morphologies of polyvinylidene fluoride (PVDF) 

fibers in (a) PVDF-L and (b) PVDF/PET-H, and of polyester (PET) fibers in (c) 

PVDF/PET-L and (d) PVDF/PET-H after treatment with O2 plasma for 12 min, 

followed by treatment with CF4 plasma for 4 min. Scale bar in each FE-SEM image 

represents 1 µm at a magnification of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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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9. Changes in surface chemical compositions of PVDF specimens: (a) 

PVDF-L, (b) PVDF/PET-L, and (c) PVDF/PET-H comprising (d) PVDF fibers and 

(e) PET fibers after treatment with O2 plasma for 12 min, followed by treatment with 

CF4 plasma for 4 min. *Insets for each fiber show distributions of fluorine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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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Surface chemical compositions of PVDF film, PVDF-L, PVDF/PET-L, and 

PVDF/PET-H with each fiber before and after plasma treatment 

(unit: %) 
Pristine After plasma 

Carbon Fluorine Oxygen Carbon Fluorine Oxygen 

PVDF film 

  

37.46 53.36 9.18 37.21 53.66 9.13 

PVDF-L 

  

34.67 57.21 8.12 32.49 60.34 7.17 

PVDF/PET-L 46.50 28.42 25.08 43.57 34.42 22.01 

PVDF fiber 35.70 56.10 8.20 34.94 57.30 7.76 

PET fiber 57.47 - 42.53 56.65 1.48 41.87 

PVDF/PET-H 41.63 38.93 19.44 40.28 41.94 17.78 

PVDF fiber 33.53 59.03 7.44 32.58 60.36 7.06 

PET fiber 56.58 - 43.42 56.18 1.92 41.90 

* Mass normalized concentrations (%) of the atoms constituting each surface were 

quantitatively analyzed based on the energy-dispersive X-ray spectroscopy (EDS) profiles at 

magnifications of 300× for each fabric and 1,000× for individual fibers before and after O2 

plasma treatment for 12 min, followed by CF4 plasma treatment for 4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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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초소수성 시료의 물방울 동적거동과 자가세정성 

 

1. 물방울의 동적거동 

 

Zimmermann, Seeger과 Reifler[97]는 초소수성 직물의 발수성 

(water repellent properties)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shedding angle 

측정법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shedding angle을 기준으로 초소수성을 

만족하더라도 물을 접하는 환경에 따라 직물의 발수성은 큰 차이를 

보인다[54, 1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는 

의류소재로의 적용을 고려하여 낙하높이와 표면 기울기, 물방울의 

부피를 조절하며 직물에서 나타나는 물방울의 동적거동을 분석하였다. 

거동은 deposition, roll, partial rebound, complete rebound로 

분류하였으며, complete rebound 거동이 많이 나타날수록 직물의 

발수성이 높다고 평가하였다[112, 113]. 

초소수성 가공에 따른 PVDF-L, PVDF/PET-L, PVDF/PET-H 

표면에서 나타나는 물방울의 거동 양상을 각각 Figure 30, Figure 31, 

Figure 32에 나타냈다. PVDF/PET 교직물의 경우 위사방향으로 낙하한 

물방울의 거동이며, 경사방향으로 낙하한 물방울의 거동은 Figure 33에 

별도로 표기하였다. 초소수성 가공 조건으로 도출한 O2 플라즈마 12 분, 

CF4 플라즈마 4 분 처리한 후에는 처리 전보다 모든 직물에서 

complete rebound가 나타나는 구간이 많아졌다. 

직물 별로는 PVDF-L > PVDF/PET-H > PVDF/PET-L 순으로 

complete rebound가 많이 나타났다. 특히 PVDF-L은 플라즈마 처리 

후 낙하높이 15 cm에서도 표면이 30° 이상 기울어지면 물방울을 

완전히 반발하였다. 한편, PVDF/PET 교직물에서는 플라즈마 처리 

후에는 처리 전과 달리 경사∙위사 방향에 관계없이 동일한 거동이 

나타났다. 

평가 환경에 따라서 낙하높이가 낮을수록, 표면 기울기가 높을수록 

complete rebound가 많이 나타났다. 물방울의 부피가 클수록 

rebound가 많이 나타났는데, 가장 큰 부피의 물방울은 partial 

rebound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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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에서 나타나는 물방울의 동적거동은 표면을 침윤하려는 

wetting 압력과 물방울을 반발하려는 anti-wetting 압력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114]. Wetting 압력으로는 낙하한 물방울이 표면에 충돌하는 

순간 가해지는 effective water hammer pressure( 𝑃𝑊𝐻 )와 물방울이 

가지는 동적압력( 𝑃𝐷 )이 작용하며, 각각은 다음의 Eq. 11 , Eq. 12 와 

같다[115]. 

 𝑃𝑊𝐻 ≈ 0.2𝜌𝐶𝑉 Eq. 11 

 
𝑃𝐷 =

1

2
𝜌𝑉2 Eq. 12 

𝜌 는 물방울의 밀도, 𝐶 는 물속에서의 음속( 𝐶 ≈ 1497 m/s ), 𝑉 는 

물방울의 충돌속도로, wetting 압력은 물방울의 충돌 속도에 비례한다. 

그리고 anti-wetting 압력은 표면 거칠기 구조 사이로부터 발생하는 

모세관 압력(𝑃𝐶)으로, 다음의 Eq. 13과 같다[115]. 

 𝑃𝐶 = −2√2𝛾𝐿𝐴 cos 𝜃𝐴 /𝑆 Eq. 13 

𝛾𝐿𝐴는 물방울의 표면장력, 𝑆는 표면 거칠기 사이 거리, 𝜃𝐴는 거칠기 

없는 표면에서 물방울의 전진 접촉각으로, 모세관 압력은 표면 거칠기 

사이의 간격에 반비례한다. 표면이 물방울을 완전히 반발하려면 anti-

wetting 압력이 wetting 압력보다 커야 하므로, 물방울의 충돌 속도가 

작을수록, 표면 거칠기의 간격이 작을수록 유리한 것을 알 수 있다. 

플라즈마 처리 후가 처리 전보다 complete rebound가 많아진 것은 

섬유 표면에 나노 거칠기가 형성되어 모세관 압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앞서 표면 구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모세관 압력을 계산하였을 때, 

직물은 고유한 마이크로 거칠기 구조(SMD)로 인해 약 4~9 kPa의 

모세관 압력을 가진다. 플라즈마 처리 후에는 230~287 nm 수준의 

간격을 가지는 나노 거칠기가 형성되어 모세관 압력이 64 kPa 가량 더 

커진다[114]. 

특히 PVDF-L에서 complete rebound가 가장 많이 나타났던 

이유는 직물에 가해지는 wetting 압력이 가장 낮기 때문이다. 본 실험 

조건에서 𝑃𝐷 는 0.02~1.5 kPa, 𝑃𝑊𝐻 는 66.0~511.3 kPa 수준으로, 

표면에 물방울이 접촉한 순간 가해지는 𝑃𝑊𝐻가 표면으로 침투하는 데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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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작용한다[114]. PVDF-L은 표면 기공률이 가장 커서 물방울이 

직물과 접촉하는 면적이 가장 작고, 그 결과 𝑃𝑊𝐻의 영향도 가장 적게 

받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PVDF/PET-H가 PVDF/PET-L보다 complete rebound가 많았던 

이유는 직물의 고유한 표면 거칠기가 더 크기 때문이다. PVDF/PET-

H에 물방울이 낙하하면 표면 거칠기의 높은 부분에 먼저 충돌하여 

압력이 소실되며 거칠기 사이로 침투하기 위한 에너지가 충분하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된다[114]. 한편, 플라즈마 처리 전 PVDF/PET 

교직물에서 물방울이 낙하한 방향에 따라 거동에 차이가 나타난 이유는 

물방울이 PVDF 섬유보다 PET 섬유 표면에 부착하기 쉽기 때문이다. 

물방울이 PET 섬유가 정렬된 경사방향으로 낙하하면 위사방향보다 

접촉면적이 커서 분리되기 어려웠던 것으로 생각된다. 

낙하높이가 낮을수록, 표면 기울기(θ, 15°≤θ≤60°)가 높을수록 

complete rebound가 많았던 것은 물방울이 표면에 충돌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서( 𝑉 ∙ cosθ , cosθ < 1 )[116], wetting 압력이 작기 

때문이다. 또한, 부피가 3.5 µL로 가장 작은 물방울이 deposition되는 

구간이 가장 많았던 이유는 지름이 약 1.9 mm로, 각 직물에서 반복되는 

단위구조의 길이와 유사하여(Figure 21), 기공이나 실 사이로 비교적 

쉽게 침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플라즈마 처리 전 PVDF-L에 1 cm 높이에서 낙하하거나 

플라즈마 처리한 PVDF/PET-H에 7.5 cm 높이에서 낙하한 경우, 

물방울의 부피가 12.5 µL일 때는 complete rebound하였지만 22.8 µL 

로 커지면 partial rebound하였다. 이는 물방울의 지름이 크면 이에 

반비례하는 Laplace pressure가 작아서 상대적으로 변형되기 쉽기 

때문에 직물과 접촉면적이 증가하며 기공이나 실 사이에 고정되어 

물방울의 일부가 표면에 남은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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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0. Effects of superhydrophobicity on drop impact dynamics on PVDF-L 

surface. Dynamic behaviors of droplets falling from heights of (a, b) 15 cm, (c, d) 

7.5 cm, and (e, f) 1 cm were categorized into deposition, roll, partial rebound, and 

complete rebound by varying surface inclination angle (0°/15°/30°/45°/60°) and 

droplet volume (3.5/12.5/22.8 µL) on surface (a, c, e) before and (b, d, f) after 

treatment with O2 plasma for 12 min, followed by treatment with CF4 plasma for 4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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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Effects of superhydrophobicity on drop impact dynamics on PVDF/PET-

L surface. Dynamic behaviors of droplets falling in weft direction of fabric from 

heights of (a, b) 15 cm, (c, d) 7.5 cm, and (e, f) 1 cm were categorized into deposition, 

roll, partial rebound, and complete rebound by varying surface inclination angle 

(0°/15°/30°/45°/60°) and droplet volume (3.5/12.5/22.8 µL) on surface (a, c, e) 

before and (b, d, f) after treatment with O2 plasma for 12 min, followed by treatment 

with CF4 plasma for 4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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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Effects of superhydrophobicity on drop impact dynamics on PVDF/PET-

H surface. Dynamic behaviors of droplets falling in weft direction of fabric from 

heights of (a, b) 15 cm, (c, d) 7.5 cm, and (e, f) 1 cm were categorized into deposition, 

roll, partial rebound, and complete rebound by varying surface inclination angle 

(0°/15°/30°/45°/60°) and droplet volume (3.5/12.5/22.8 µL) on surface (a, c, e) 

before and (b, d, f) after treatment with O2 plasma for 12 min, followed by treatment 

with CF4 plasma for 4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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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 Dynamic behaviors of droplets falling in warp direction of (a, c, e) pristine 

PVDF/PET-L and (b, d, f) pristine PVDF/PET-H from heights of (a, b) 15 cm, (c, d) 

7.5 cm, and (e, f) 1 cm were categorized into deposition, roll, partial rebound, and 

complete rebound by varying surface inclination angle (0°/15°/30°/45°/60°) and 

droplet volume (3.5/12.5/22.8 µ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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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가세정성 

 

직물의 자가세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인공 오염물질로 사용한 

산화철과 sudan black B의 표면 형태와 화학적 조성을 분석하였다. 

Figure 34는 각 입자의 SEM 이미지로, 두 종류의 입자 모두 응집된 

정도에 따라 다양한 크기로 분포하고 있었다. 이에 입도를 측정한 결과, 

Figure 35와 같이 산화철은 0.460~66.9 ㎛의 크기 분포를 보였고, 

sudan black B는 0.0114~666 ㎛의 크기로 비교적 균일한 분포를 

보였다. 각 입자의 전체 부피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크기는 

산화철은 약 1.9 ㎛와 21.2 ㎛, sudan black B는 약 98.1 ㎛로 나타났다. 

입자의 표면 조성을 EDS로 분석한 결과(Figure 34. (e)-(h)), 

산화철은 산소와 철이 표면의 약 91%를 차지하였고, sudan black B는 

표면 원소 중 탄소의 비율이 약 75%로 가장 높았다. 이에 자가세정성 

평가 시 산화철을 친수성 오구로, sudan black B를 소수성 오구로 

구분하였다. 

우선, 오염된 표면에서의 물방울 동적거동을 분석하였다. 직물마다 

플라즈마 처리 전, 후 표면에 대해 친수성 오구나 소수성 오구로 오염된 

후 동적거동을 오염되기 전과 비교하였다. Figure 36과 Figure 37은 

각각 0°, 15°기울기에서 12.5 ㎕ 부피의 물방울을 1cm 높이에서 

낙하시킨 결과이다. 친수성 오구로 오염된 후, 모든 직물은 오염되기 

전과 동일하게 플라즈마 처리 전에는 물방울이 deposition되었고, 

플라즈마 처리 후에는 rebound하였다. 그러나 표면 기울기 15°일 때 

플라즈마 처리한 PVDF/PET-L에서는 물방울이 rebound 후 낙하한 

지점에 deposition되며 표면에 남는 거동으로 변하였다. 반면, 소수성 

오구로 오염된 후에는 플라즈마 처리 전에도 물방울이 rebound하는 

거동으로 변하여, 모든 직물 표면에서 물방울이 rebound하였다. 

친수성 오구는 물방울과 접촉하면 물방울 내부로 들어가 부유하게 

된다[117]. 그 결과, 친수성 오구가 도포된 표면에서는 물방울이 직물과 

직접적으로 접촉하기 때문에 오염되기 전 표면과 동일한 거동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플라즈마 처리한 PVDF/PET-L은 표면 

기울기가 15°일 때, 오염되기 전에는 물방울이 리바운드 후 

분리되었지만, 친수성 오구로 오염되면 리바운드 후 deposition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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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PVDF/PET-L은 초소수성 직물 중 shedding angle이 가장 높아 

물방울이 표면으로부터 분리되기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친수성 

오구로 인해 물방울의 운동 에너지가 감소한 영향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친수성 오구로 오염된 표면에 물방울이 낙하하면 친수성 

오구를 흡착하는 과정에서 오구를 표면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한 에너지, 

즉 오구와 표면 간 부착력이 소모된다. 그리고 물방울이 친수성 오구를 

흡착한 후에는 직물 표면이 노출되며 직접 접촉하게 되고, 물방울이 

표면으로부터 분리되기 위해서는 물방울과 표면 간 부착력 이상의 

에너지를 가져야 한다. 그 결과, 물방울이 초소수성 PVDF/PET-L에 

낙하한 초기에는 충분한 운동에너지를 가져 rebound하지만, 점차 

운동에너지가 감소하며 다시 낙하한 후에는 오구와 직물 간 부착력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대로 남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소수성 오구는 물방울과 접촉하면 내부로 섞이지 못하고 

표면에 흡착된다[117]. 이에 따라 소수성 오구가 도포된 표면에 

물방울이 낙하하면 계면에 존재하는 소수성 오구로 인해 표면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면적이 감소하여 부착력이 낮아진다. 또한, 소수성 

오구가 표면 거칠기로 작용하여[70], 물방울을 반발하는 모세관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리바운드에 유리해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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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 Surface morphologies and chemical compositions of (a, c, e, g) iron (III) 

oxide and (b, d, f, h) sudan black B. FE-SEM images at magnifications of (a, b) 

1,000× and (c, d) 100,000× with corresponding (e, f) EDS mapping results and (g, 

h) profiles. *C: carbon (sky blue), O: oxygen (pink), Fe: iron (yellow), and N: 

nitrogen (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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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 Size distributions of iron (III) oxide (red) and sudan black B (black) based 

on volume density analyzed using laser diffraction particle size analy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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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6. Effects of hydrophilic (iron oxide) and hydrophobic dust (sudan black B) 

on droplet dynamic behavior on surface (a, c, e) before and (b, d, f) after treatment 

with O2 plasma for 12 min, followed by treatment with CF4 plasma for 4 min, when 

12.5 µL drop fell on horizontal plane from a height of 1 cm. Scale bar in each image 

represents 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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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7. Effects of hydrophilic (iron oxide) and hydrophobic dust (sudan black B) 

on droplet dynamic behavior on surface (a, c, e) before and (b, d, f) after treatment 

with O2 plasma for 12 min, followed by treatment with CF4 plasma for 4 min, when 

12.5 µL drop fell on 15° tilted surface from a height of 1 cm. Scale bar in each image 

represents 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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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오염된 표면에서의 자가세정성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표면을 15°기울인 상태로 1 cm 높이에서 12.5 ㎕ 부피의 물방울을 

동일한 위치에 한 방울씩 낙하하였다. 표면의 흑백 이미지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추출하여 분석하였으며, Figure 38에 플라즈마 처리한 

PVDF/PET-H에서 친수성 오구가 제거되는 과정을 분석한 결과를 예로 

들었다. Figure 38의 (a)와 같이 픽셀 밝기 값 분포를 구하였을 때, 

오구를 도포하기 전에는 약 161, 오구를 도포한 후에는 약 17의 밝기 

값을 가지는 픽셀의 비율이 가장 많았다. 오구가 도포된 표면에 

물방울을 낙하한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픽셀의 분포는 밝기 값 17 

부근에서는 감소하고 161 부근에서는 증가하여, 오구가 점차 제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38의 (b)는 오구를 도포하기 전의 픽셀 

밝기 값을 255부터 역으로 적분한 누적 분포도로, 픽셀 밝기 값 

109에서 누적 분포율이 99.5%가 된다. 이에 Figure 38의 (c)와 같이 

109의 밝기 값을 기준으로 직물과 오구에 해당하는 픽셀을 구분하여 

오구가 도포된 면적의 비율을 구하였다. 그 후 자가세정효율(self-

cleaning efficiency, %)을 Eq. 14와 같이 계산하였다[95]. 

 
Self − cleaning efficiency(%) = (1 −

𝐴𝑁

𝐴0
) × 100% Eq. 14 

𝐴𝑁 은 물방울을 낙하시킨 횟수를 𝑁 ( 𝑁 = 1, 2, … , 9, 10 )이라 하였을 때, 

𝑁회 낙하시킨 후 표면의 오구도포율이고, 𝐴0은 물방울을 낙하하기 전 

표면의 오구도포율이다. 자가세정효율은 물방울 낙하 1 회차에는 7.8%, 

10 회차에는 29.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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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8. Example of calculating self-cleaning efficiency. (a) Changes in pixel 

distribution and (c) area fraction of dust, following hydrophilic dust (iron oxide) 

removal when 12.5 µL drop fell from a height of 1 cm on 15° inclined surface based 

on (b) threshold value derived from pixel cumulative distribution of PVDF/PET-H 

after treatment with O2 plasma for 12 min, followed by treatment with CF4 plasma 

for 4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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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수성 가공에 따른 직물 별 자가세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플라즈마 처리 전, 후 직물 별 친수성 오구와 소수성 오구에 대한 

자가세정효율을 비교하였다. Figure 39는 물방울 낙하횟수에 따른 오구 

제거 양상으로, 자가세정효율의 증가율은 친수성 오구는 낙하 초기에 

컸고, 소수성 오구는 초기와 후반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Figure 40은 각 직물 별 물방울이 표면에 deposition되거나 낙하 

10 회까지 완전히 분리된 후 자가세정효율을 비교한 결과이다. 

플라즈마 처리 후 모든 직물에서는 자가세정효율이 향상되었고, PVDF-

L이 가장 높았으며, PVDF/PET-H는 PVDF/PET-L보다 친수성 

오구를 제거하기 유리하였다. 이에 대해 플라즈마 처리 전에는 모든 

직물에서 Figure 41과 같이 친수성 오구는 낙하한 즉시, 소수성 오구는 

평균적으로 네 번째 떨어뜨렸을 때 물방울이 표면에 남으며 더 이상 

제거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자가세정효율은 친수성 오구에 대해 모든 

직물이 1.8% 미만을 보였고, 소수성 오구에 대해서는 PVDF-L이 

21.6%로 가장 높았다. 반면, 플라즈마 처리 후에는 Figure 42와 같이 

낙하 10 회차까지 물방울이 오구를 흡착한 후 표면으로부터 분리되었다. 

PVDF/PET-L이 친수성 오구로 오염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물방울이 

처음 낙하했을 때부터 일정거리를 이동한 후 표면에 남았다. 

이처럼 모든 직물에서 플라즈마 처리 후의 자가세정효율이 처리 

전보다 높은 이유는 물방울과 표면 간 부착력이 낮아서 물방울이 

분리되기 유리하여 여러 차례 오구를 흡착한 후 함께 제거되기 때문이다. 

또한, 나노 거칠기로 인해 오구와 표면 간의 접촉면적이 감소하므로 

반데르발스 인력이 작아져 오구도 표면으로부터 분리되기 유리해진 

것으로 생각된다[70]. 

또한, 직물 중에서 PVDF-L의 자가세정효율이 가장 높았던 이유는 

PVDF 필라멘트사는 PET 필라멘트사보다 실을 이루는 섬유의 밀도가 

높아 오구가 섬유 사이로 침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거하기 유리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 Figure 43과 같이 물방울에 의해 오구가 

제거된 후 PVDF/PET 교직물 표면을 확대하여 관찰하였을 때, PVDF 

필라멘트사보다 PET 필라멘트사에 잔여 오구가 더 많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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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플라즈마 처리 후 PVDF/PET-H는 PVDF/PET-L보다 

친수성 오구의 제거에는 유리하였으나, 소수성 오구에 대한 

자가세정효율은 유사하거나 오히려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PVDF/PET-H는 직물 중 제직 밀도가 가장 높고, 고유한 표면 거칠기 

(SMD)가 가장 크기 때문에 소수성 오구가 부착할 수 있는 면적이 넓고 

직물 표면의 거칠기 사이로 침투하기 쉬워 제거가 어려웠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플라즈마 처리 후 PVDF 직물과 PVDF/PET-H 

교직물에서는 친수성 오구가 소수성 오구보다 제거되기 더 유리하여, 

플라즈마 처리 전과 반대의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친수성 오구로 

도포된 표면이 물방울과 접촉하는 면적이 더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오구가 제거된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첫째, 낙하한 물방울은 

표면에 spreading되며 오구를 흡착하는데, 표면이 친수성일 때가 

소수성일 때보다 물방울이 spreading되는 면적이 더 넓다. 둘째, 친수성 

오구는 소수성 오구보다 비중이 커서 물방울이 동일한 양을 

흡착하더라도 무게가 더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에 따라 물방울이 

표면에서 rebound 후 다시 충돌할 때 증가한 무게로 인해 더 크게 

spreading될 수 있다. 셋째, 친수성 오구는 소수성 오구와 달리 

물방울이 rebound하는 거동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이에 친수성 오구로 

도포된 표면에서는 물방울의 이동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물방울의 

에너지가 더 많이 감소하여 rebound되는 간격이 짧아지고, 나중에는 

roll되면서 표면과 접촉하는 면적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각 입자의 

최소 크기는 친수성 오구는 460 nm, 소수성 오구는 11.4 nm로(Figure 

35), 플라즈마 처리 후 표면에 형성된 나노 거칠기의 간격(230~287 

nm)보다 친수성 오구는 크고, 소수성 오구는 작다. 따라서 소수성 

오구와 달리 표면 나노 거칠기 사이로 침투하지 않고 표면에만 부착된 

친수성 오구를 제거하기가 더 유리했던 것으로 생각된다[70,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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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9. Changes in self-cleaning efficiencies of surfaces contaminated with 

hydrophilic (iron oxide, solid line) and hydrophobic (sudan black B, dotted line) dust 

according to the number of droplets. Dust removal rates were determined by 

analyzing the 12.5 µL drops that fell from a height of 1 cm on 15° inclined surfaces 

of PVDF-L, PVDF/PET-L, and PVDF/PET-H (a) before and (b) after treatment with 

O2 plasma for 12 min, followed by treatment with CF4 plasma for 4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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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0. Self-cleaning efficiencies of PVDF-L, PVDF/PET-L, and PVDF/PET-H 

(a) before and (b) after treatment with O2 plasma for 12 min, followed by treatment 

with CF4 plasma for 4 min. Dust removal rates of surfaces contaminated with 

hydrophilic (iron oxide) and hydrophobic (sudan black B) dust were determined by 

analysis after the last drop (volume: 12.5 µL) fell from a height of 1 cm on a 15° 

inclined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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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 Cleaning process of pristine surface before plasma treatment and 

subsequent contamination with (a) hydrophilic (iron oxide) and (b) hydrophobic 

(sudan black B) dust by dropping water droplets on PVDF/PET-H surface until they 

accumulated. Scale bar in each image represents 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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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 Cleaning process of superhydrophobic surface contaminated with (a) 

hydrophilic (iron oxide) and (b) hydrophobic (sudan black B) dust by dropping water 

droplets until they accumulate on PVDF/PET-H surface treated with O2 plasma for 

12 min, followed by CF4 plasma for 4 min. Scale bar in each image represents 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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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3. Particle removal difference between PVDF and PET filament yarns along 

droplet path. (a) Initial state; (b) dust-covered state; (c–l) self-cleaning of 

hydrophobic dust (sudan black B) on PVDF/PET-H surface treated with O2 plasma 

for 12 min, followed by CF4 plasma for 4 min; and (m) magnified surface images 

obtained after the self-cleaning. Scale bar in each image represents 3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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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초소수성 가공에 따른 에너지 하베스팅 성능 

 

1. PVDF 기반 에너지 하베스터의 출력성능 

 

1.1. 압전 효과에 의한 출력성능 

 

PVDF의 압전성은 CH2와 CF2 그룹이 trans 구조로 평행하게 

반복되는 분자 구조로 인해 쌍극자 모멘트가 모두 한 방향으로 배열되어 

PVDF 단위체 당 영구 쌍극자가 가장 큰 β 상 결정구조가 많을수록 

향상된다[76]. 이에 각 직물을 이루는 전기방사한 PVDF 필라멘트사의 

β 상을 확인하기 위해 PVDF 직물의 플라즈마 처리 전, 후의 결정성을 

XRD로 분석하였다. 비교자료로 분극 과정을 거친 압전성 PVDF 필름을 

활용하였다. Figure 44를 보면 PVDF 필름과 마찬가지로 PVDF 

직물에서도 2θ=20.7°, 36.5°에서 각각 β 상의 (110)/(200) 반사면과 

β(201) 반사면에 기인하는 피크와 2θ=18.5°에서 α(020) 반사면에 

해당하는 피크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118-120]. 이는 PVDF 

섬유가 전기방사로 분사될 때 전단력, 제트가 길게 늘어질 때 쿨롱 

힘(Coulombic force)을 받고,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수집판의 기계력에 

의해 연신되고 전기장의 방향대로 정렬되는 과정에서 β 상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76]. 

플라즈마 처리 후에도 여전히 처리 전과 동일한 각도에서 피크가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β 상을 나타내는 피크가 낮아졌다. 이에 

플라즈마 처리에 따른 β 상 PVDF 결정구조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플라즈마 처리 전, 후 PVDF 필름을 FT-IR 분석하였다. 

Figure 45의 적외선 흡수분포에서 플라즈마 처리 전과 후 모두 530 

cm-1(CF2 bending), 612 cm-1와 763 cm-1(CF2 bending과 skeletal 

bending), 796 cm-1와 976 cm-1(CH2 rocking) 및 876 cm-1, 1176 

cm-1에서 α상에 해당하는 피크와 510 cm-1(CF2 stretching), 600 cm-

1(CF2 wag), 840 cm-1(CH2 rocking, CF2 stretching, skeletal C-C 

stretching), 1071, 1278 cm-1(C-F stretching vibration), 1400 cm-

1에서 β 상에 해당하는 피크가 나타났다[121-123]. 이를 바탕으로 α 

상과 β 상에 해당하는 absorption bands인 763 cm-1와 840 cm-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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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각각의 intensity를 Eq. 15에 대입하여 β 상 결정구조의 상대적인 

함량[𝐹(𝛽)]을 구하였다[122, 124]. 

𝐹(𝛽) =
𝑋𝛽

𝑋𝛼 + 𝑋𝛽
× 100% =

 𝐴𝛽

 (
𝐾𝛼
𝐾𝛽

) 𝐴𝛼 + 𝐴𝛽

× 100% =
 𝐴𝛽

 1.26𝐴𝛼 + 𝐴𝛽
× 100% 

 Eq. 15 

식에서 𝑋𝛼 와 𝑋𝛽 는 α 상과 β 상 결정형의 결정화도이고, 𝐾𝛼 

(6.1×104 cm2
∙mol-1)와 𝐾𝛽(7.7×104 cm2

∙mol-1)는 각각 763 cm-1와 

840 cm-1에 해당하는 흡수계수(the absorption coefficients)이며, 𝐴𝛼와 

𝐴𝛽는 각 결정형의 absorption bands이다. Beer-Lambert law에 따라, 

흡수계수의 차이를 보상하기 위해 α 상의 absorption bands인 𝐴𝛼 에 

1.26을 곱하여 상대적인 비를 구하였다[125]. 그 결과, 플라즈마 처리 

전 67.3%에서 처리 후 65.9%로 β 상 결정구조의 상대적인 함량이 

낮아졌다. 이는 고온에서 진행되는 플라즈마 처리를 거치며 일부 

결정성의 β 상 PVDF 분자쇄가 가장 낮은 전위 에너지를 가지는 

입체구조의 α 상으로 재정렬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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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4. XRD patterns of (a) PVDF-L and (b) PVDF film before (black) and after 

(red) treatment with O2 plasma for 12 min, followed by treatment with CF4 plasma 

for 4 min. Diffraction angles corresponding to α- and β-phases of PVDF are indicated 

by dotted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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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5.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a of PVDF film before (black) and after 

(red) treatment with O2 plasma for 12 min, followed by treatment with CF4 plasma 

for 4 min, with absorption bands corresponding to α- and β-phases of PVDF 

indicated by dotted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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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PVDF의 압전 효과에 의한 출력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각 

시료의 상하부에 동일한 크기의 전극을 부착하여 압전 에너지 

하베스터를 제작하고, 60 초 동안 1 Hz의 빈도로 압축시켰을 때 

출력되는 peak-to-peak 전압과 전류를 구하였다. Figure 46과 같이 

플라즈마 처리에 따른 출력성능은 오차범위 내로 차이가 없었고, 모든 

직물이 PVDF 필름보다 출력성능이 더 높았다. 직물 별 출력성능은 

PVDF-L이 가장 높았고, PVDF/PET-L이 PVDF/PET-H보다 높았다.  

Figure 47은 압전 에너지 하베스터의 구조 및 작동 원리로, 가해진 

압력에 의해 PVDF의 분자구조가 변형되면 쌍극자 모멘트가 형성되어 

Eq. 16과 같이 분극변화(Δ𝑃)가 발생한다[127, 128].  

 𝐷 = 𝑑𝑇 + 𝜖𝑇𝐸 Eq. 16 

위의 식에서 𝐷 는 전기 변위(electrical displacement)로 

강유전재료에서 분극( 𝑃 )과 유사한 값을 가지며, 𝑑 는 압전상수, 𝑇 는 

가해주는 응력의 크기(F/A), 𝜖𝑇는 일정 응력조건에서 유전율이고, 𝐸는 

재료에 가해주는 전기장의 크기이다. 압전 에너지 하베스터에 전기장을 

가하지 않았으므로 우측 두 번째 항은 0이고, 동일한 압력에 의한 β 상 

PVDF의 분극변화는 압전상수에 비례하여 나타난다. 분극변화가 일어난 

PVDF의 상하부 전극에서는 전기적 평형을 이루기 위해 외부회로를 

통해 전자가 이동하고, 압력을 제거하면 PVDF의 분자구조가 원상태로 

회복되면서 전자가 원래의 전극으로 되돌아간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류의 크기(I)는 Eq. 17과 같이 압전재료의 면적(A)과 분극변화(𝛥𝑃)에 

비례하며, 진동원의 주파수에 의해 결정되는 시간변화(dt)에 반비례한다. 

 
I =

A𝛥𝑃

dt
 Eq. 17 

그리고 압축에 의해 발생하는 전압은 다음의 Eq. 18 과 같이 

압전재료의 유전율(𝜀33)과 진공유전율(𝜀0)에 반비례하고, 압전상수(𝑑33), 

응력의 크기(F/A), 압전재료의 두께(𝑡)에 비례한다.[1, 129]. 

 
V =

𝑑33F𝑡

𝜀33𝜀0A
 Eq.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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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해준 압력의 세기와 빈도가 동일할 때 압전 에너지 

하베스터의 출력성능은 전극과 접하는 PVDF의 면적이 크거나 

압전상수가 클수록 높고, 두꺼울수록 출력전압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130]. 이때, 압전상수( 𝑑𝑖𝑗 , piezoelectric charge coefficient)는 

압전 재료에 가해진 응력에 의해 발생하는 분극으로 Eq. 19와 같다[131]. 

 
𝑑𝑖𝑗 =

 ∂𝐷𝑖

 ∂𝑇𝑗
 Eq. 19 

 
𝐷𝑖 =

 𝑄𝑖

 A
=

𝜇𝑖

𝑉
 Eq. 20 

위의 Eq. 19와 Eq. 20에서 전기 변위 𝐷𝑖는 압전체의 단위 면적(A) 당 

발생한 표면 전하량( 𝑄𝑖 )이며, 𝜇𝑖 는 총 쌍극자 모멘트, 𝑉 는 시료의 

부피(the volume of the porous film)를 의미한다. Chen 등[132, 133]은 

위의 두 식으로부터 도출한 다음의 Eq. 21과 Eq. 22를 통해 압전상수가 

재료의 압축성(compressibility, 𝑐𝑗)에 비례함을 설명하였다. 

 
𝑑𝑖𝑗 =

 ∂𝐷𝑖

 ∂𝑇𝑗
=

 ∂𝜇𝑖

 ∂𝑇𝑗
(

1

𝑉
) −

𝜇𝑖

𝑉2 (
 ∂V

 ∂𝑇𝑗
) Eq. 21 

 
𝑐𝑗 = −

1

𝑉

 ∂V

 ∂𝑇𝑗
 Eq. 22 

이에 플라즈마 처리 후 처리 전보다 PVDF의 β 상 결정구조의 

상대적인 함량이 1.4% 가량 낮아졌음에도 표면에 형성된 나노 거칠기로 

인해 압축에 더 유리하여 출력성능이 유지된 것으로 생각된다. PVDF 

표면에 수직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면 수평 방향에서도 변형이 

일어나는데, 나노 거칠기가 형성되어 힘을 받는 면적이 감소하면 힘이 

가해진 방향에서 더 집중적으로 변형될 수 있기 때문이다[134-138]. 

일정한 압력이 가해졌을 때 모든 직물이 PVDF 필름보다, 

PVDF/PET-L이 PVDF/PET-H보다 압전 에너지 하베스터의 

출력성능이 높았던 이유도 더 크게 변형되고, 더 두껍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직물은 PVDF 필름보다 13~16 배 가량 두껍고, 표면이 

균일하지 않고 마이크로 수준의 높낮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Figure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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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극과 접촉하는 면적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접촉한 부분에 힘이 

집중되는 효과가 있다[139]. 그리고 직물을 이루는 PVDF 섬유는 

유연하고 탄성을 가지며, 섬유 사이의 수많은 기공으로 인해 압축되기 

쉽다[137, 140]. 또한, 직물은 PVDF 섬유가 실을 이루고 위사와 

경사가 교차하는 기하학적 구조로 인해 압축 시에 변형이 내부에 

전달되고, PVDF 섬유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섬유 간 접촉하고 진동하며 

전하가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PVDF 직물이 

PVDF/PET 교직물에 비해 압전 출력성능이 높았던 것은 PVDF 섬유의 

함량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PVDF/PET-L과 PVDF/PET-H는 위사를 이루는 PVDF 

섬유와 필라멘트사의 굵기는 동일하지만, PVDF/PET-H가 제직 밀도가 

더 높아서 PVDF 필라멘트사의 함량이 높다. 그럼에도 압전 효과에 

의한 출력성능은 PVDF/PET-L이 더 높았다. 이를 통해 직물의 압전 

효과에 의한 출력성능에 직물의 제직 조건에 따른 두께와 압축특성이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PVDF/PET-L은 

PVDF/PET-H보다 직물의 두께가 더 두껍고 단위 인치 당 경사와 

위사의 수가 더 적다(Table 1). 이에 단위 면적 당 실의 교차점이 적어 

유연하고 실의 움직임이 자유로워 압축 시 변형되기 쉬우며[141], 

교차점에 더 많은 힘이 집중됨으로써 두께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변할 수 

있다. 직물의 압축특성을 평가하였을 때에도 Table 9와 같이 

PVDF/PET-L은 PVDF/PET-H보다 단위면적당 압축에너지( WC )가 

크고, 압축곡선의 선형도( LC )가 작았다. 이는 동일한 압력을 가하였을 

때 PVDF/PET-L이 PVDF/PET-H보다 더 크게 변형되고, 초기에 

압축되기 유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9. Compression properties of pristine specimens and corresponding output 

voltages and currents of piezoelectric nanogenerators 

Specimen LC 
WC 

(gf∙cm/cm2) 
RC (%) 

Output 

voltage (V) 

Output 

current (nA) 

PVDF film - - - 0.71±0.09 65.72±4.33 

PVDF-L 0.23 0.43 60.69 1.27±0.11 102.53±7.48 

PVDF/PET-L 0.49 0.57 42.61 1.07±0.12 88.33±6.00 

PVDF/PET-H 0.55 0.43 59.53 0.87±0.14 68.36±9.24 

* LC: linearity of the compression curve; WC: compression energy per unit area; RC: 

compression resilience. We were unable to measure compression properties of the PVDF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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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PVDF/PET 교직물의 압전성은 전기방사한 PVDF 섬유에 

기인하기 때문에 직물에 가해진 힘이 PET 섬유보다는 PVDF 섬유의 

변형에 집중될수록 출력성능이 높아진다. 직물은 압력이 가해지면 

경사와 위사가 교차하는 지점부터 실이 굽혀지고, 섬유끼리 미끄러지고 

비틀리며 접촉면적이 점차 증가하면서 압축된다[142]. 이때, 직물이 

서로 다른 섬유로 이루어졌다면 상대적으로 굽히거나 비틀기 쉬운 

섬유에 힘이 더 집중될 것이고, 동일한 압력 하에서도 섬유 간 변형률에 

따라 각 섬유에 분배되는 힘의 비율이 달라질 것이다. 섬유에 압력을 

가하였을 때 형태를 유지하려는 저항성인 굽힘 강성과 비틀림 강성은 

각각 Eq. 23, Eq. 24와 같이 정의된다[143]. 

 
Bending rigidity =

1

4𝜋
∙

𝜂𝐸𝑓𝐷2

𝜌
× 10−3 𝑁𝑚𝑚2 Eq. 23 

 
Torsional rigidity =

𝜀𝐺𝑓𝐷2

𝜌
× 10−3 𝑁𝑚𝑚2 Eq. 24 

𝐸𝑓는 섬유의 탄성계수(N/tex), D는 섬유의 섬도(tex), 𝜌는 섬유의 밀도 

(g/cm3), 𝜂 와 𝜀 는 섬유의 형태계수, 𝐺𝑓 는 전단계수(N/tex)로, 굽힘 

강성과 비틀림 강성은 섬도의 제곱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PVDF/PET 

교직물에 사용된 PVDF 섬유는 섬도와 단면형이 모두 유사한 반면, 

경사를 이루는 PET 섬유는 단면형이 원형으로 유사하지만 섬도가 

PVDF/PET-L에서 더 굵다(Figure 22). 이에 PVDF/PET-L은 

PVDF/PET-H보다 PET 섬유의 형태 변화에 대한 저항성이 더 크다. 

따라서 PVDF/PET-L이 PVDF/PET-H보다 더 많이 압축되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PET 섬유와 PVDF 섬유 간의 섬도 차이가 더 커서 PVDF 

섬유를 변형하는 데 사용되는 힘의 비율도 더 크기 때문에 압전 

출력성능이 더 높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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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6. (a) Output voltages and (b) output currents of piezoelectric 

nanogenerators consisting of PVDF film, PVDF-L, PVDF/PET-L, and PVDF/PET-

H before and after treatment with O2 plasma for 12 min, followed by treatment with 

CF4 plasma for 4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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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7. Structure and mechanism of piezoelectric nanogenerator. Electricity is 

generated (b) when external pressure is applied in the (a) initial state until (c) 

polarization density is maximized. Reverse electron flow occurs (d) after external 

pressure is released until electrical equilibrium is reached. Therefore, alternating 

current is generated by repeatedly applying and releasing external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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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마찰에 의한 출력성능 

 

PVDF 필라멘트사로 이루어진 각 직물과 PVDF 필름의 마찰에 

의한 출력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마찰전기 에너지 하베스터를 제작하여 

압전 에너지 하베스터와 동일한 빈도와 세기로 압력을 가하여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Figure 48과 같이 직물의 마찰에 의한 

출력성능은 압전 효과에 의한 출력성능보다 전압은 최대 15 배, 전류는 

최대 14 배 높았다. 마찰에 의한 출력성능은 전반적으로 PVDF 필름과 

PVDF 직물이 PVDF/PET 교직물보다 높았고, 모두 플라즈마 처리 후가 

처리 전보다 출력성능이 더 높았다(Figure 49). 플라즈마 처리에 따른 

출력성능의 증가율은 PVDF/PET 교직물이 PVDF 직물보다 높았고, 

모든 직물이 PVDF 필름보다 높았다. 

마찰전기 에너지 하베스터의 구조와 작동 원리는 Figure 50과 같다. 

가해진 압력에 의해 각 시료 표면과 나일론 편성물이 접촉하면, 전자 

친화도가 큰 PVDF 시료 표면으로 전자가 이동하여 음전하가 분포하고, 

나일론 표면에는 동일한 밀도의 양전하가 분포하게 된다. 외력이 

제거되어 양 표면 간 거리가 멀어지면 정전기적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 

상하부 전극에는 반대 극성의 전하가 유도된다. 그 결과, 전위차로 인해 

회로를 따라 전자가 상부 전극에서 하부 전극으로 이동하며 정전기적 

평형상태가 될 때까지 전류가 발생한다. 그 후 다시 외력에 의해 두 

표면 간 거리가 가까워지면, 양쪽 표면이 완전히 접촉하여 다시 

정적기적 평형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반대 방향으로 전자가 이동한다. 이 

과정에서 측정한 개방회로에서의 전압(open circuit voltage, V𝑂𝐶 )과 

단락 회로에서의 전류(short circuit current, I𝑆𝐶)는 각각 Eq. 25와 Eq. 26, 

Eq. 27과 같다[144]. 

 
V𝑂𝐶 =

σx(t)

 𝜀0
 Eq. 25 

 
I𝑆𝐶 =

S𝜎𝑑0𝑣(𝑡)

(𝑑0 + x(t))2 𝜀0
 Eq. 26 

 
𝑑0 =

𝑑1

 𝜀𝑟1
+

𝑑2

 𝜀𝑟2
 Eq.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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σ는 서로 다른 두 표면이 접촉 시 대전되며 발생하는 전하밀도, x는 두 

표면 간 거리, 𝜀0는 진공 유전율, S는 접촉면적, 𝑣는 이동속도, 𝑑와 𝜀𝑟은 

각 물질의 두께와 유전율이다. 이를 통해 마찰전기 에너지 하베스터를 

구성하는 두 물질(유전층) 간의 전자 친화도 차이와 접촉하는 면적이 

클수록, 각 물질의 두께가 얇을수록 출력성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PVDF 필름과 PVDF 직물이 PVDF/PET 교직물보다 

출력성능이 높았던 이유는 전자 친화도가 큰 PVDF로 이루어져 

나일론과 마찰 시 PET보다 음전하로 대전되기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플라즈마 처리 후에도 처리 전과 동일한 경향이 나타난 이유는 

각 시료 간의 표면 조성은 불소가 결합하여 유사해지더라도 직물 내부의 

특성은 유지되기 때문이다. 압축하면 표면에 있던 섬유가 이동하면서 

내부의 섬유도 함께 나일론과 마찰하기 때문에 시료의 고유한 화학적 

조성이 출력성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플라즈마 처리 전 PVDF 필름이 PVDF 직물에 비해 

출력성능이 높았던 이유는 상대적으로 나일론 편성물과 접촉한 면적이 

더 크고, 두께도 얇기 때문이다. PVDF 직물은 표면에서 기공이 

차지하는 비율이 16.5%로 직물 중 가장 높고, 경위사의 교차지점이 

표면에 돌출되어 있다(Figure 21-23). Feng 등[145]은 양전하로 

대전되도록 가공한 폴리에스터 벨벳 직물의 상대 표면으로 

polytetrafluoroethylene(PTFE) 필름과 PTFE 직물, PTFE 편성물을 

사용하였을 때 마찰전기 에너지 하베스터의 출력성능을 비교하였다. 

표면의 solid area fraction이 100%인 PTFE 필름, 89.6%의 PTFE 

직물, 76.1%의 PTFE 편성물의 순서대로 출력성능이 높았고, 이에 대해 

void fraction은 마찰대전 시 전하가 발생하지 않고, PTFE 필름이 상대 

표면과 더 가깝고 균일하게 마찰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플라즈마 처리 후에는 모든 시료의 출력성능이 처리 

전보다 향상되었다. 이는 표면 나노 거칠기가 형성되며 압력을 가하였을 

때 나일론 편성물과 접촉하는 면적이 증가하고, 표면 불소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음전하가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2]. 고분자의 

작용기는 마찰될 때 발생하는 전기의 종류에 영향을 미치는데, 불소(-

F)는 전자수용기로 기능하기 때문에 표면의 불소 함량이 많아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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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여기의 역할을 하는 아미노기(-NH2)나 아마이드(-CONH)로 

이루어진 나일론과 마찰 시 음전하를 띠기 유리해진다[2]. 또한, 

플라즈마 처리에 따른 출력성능의 증가율은 모든 직물에서 PVDF 

필름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섬유로 이루어진 직물은 표면에 굴곡이 

있어 동일한 투영면적 당 플라즈마 처리에 따른 표면 나노 거칠기와 

화학적 조성의 변화가 더 넓은 면적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PVDF/PET 교직물은 PVDF 직물보다 표면 기공률이 낮아 플라즈마 

처리 후 접촉면적이 더 크게 증가하고, PET 섬유에 없었던 불소가 

도입되며 출력성능의 증가율이 더 높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에너지 하베스터를 스마트 의류소재로 적용 시 착용자의 움직임을 

통해 전기 에너지를 수확하여 LED를 밝히는 과정을 시연하였으며, 

Figure 51은 플라즈마 처리한 PVDF/PET에 대한 결과이다. 1 Hz로 1 

분 동안 반복적으로 접촉, 분리하였을 때 112 mV의 전압( V )이 

발생하여, Eq. 28 에 따라 캐패시터에 1.38 μJ의 전기 에너지( E )를 

저장할 수 있었다[146]. 

 
E =

CV2

2
=

(0.000220𝐹) × (0.112V)2

2
= 1.38 𝜇𝐽 

 

Eq.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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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8. Comparison of (a) output voltages and (b) output currents of piezoelectric 

and triboelectric nanogenerators consisting of PVDF film, PVDF-L, PVDF/PET-L, 

and PVDF/PET-H before and after treatment with O2 plasma for 12 min, followed 

by treatment with CF4 plasma for 4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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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9. Effects of plasma treatment on output voltages of triboelectric 

nanogenerators. Comparison of output voltages of PVDF film, PVDF-L, 

PVDF/PET-L, and PVDF/PET-H before and after treatment with O2 plasma for 12 

min, followed by treatment with CF4 plasma for 4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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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0. Structure and mechanism of triboelectric nanogenerator. Electricity is 

generated (b) when PVDF specimen and nylon 6,6 surface are brought close via 

compression until (c) surfaces are completely in contact. Reverse electron flow 

occurs (d) after compression is released (a) until electrostatic equilibrium is 

recovered. Therefore, alternating current is generated by repeatedly contacting and 

separating both surf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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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1. Incorporation of triboelectric energy harvester into smart textile. (a) 

Structure of energy harvester composed of PVDF/PET-H after treatment with O2 

plasma for 12 min, followed by treatment with CF4 plasma for 4 min. PVDF/PET-H 

fabric was attached to the arm of lab coat, and nylon knit was attached to its pocket. 

(b) Rectifier circuit comprising diodes and capacitor for charging. (c) Illumination 

of LED using the electrical energy generated from contact and separation of surfaces 

by repeated arm m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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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분과 오염에 대한 에너지 하베스팅 성능의 안정성 

 

2.1. 수분 노출에 따른 출력성능의 변화 

 

초소수성 가공이 수분 노출에 따른 마찰전기 에너지 하베스터의 

출력성능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시료를 

45°기울인 상태에서 표면에 250 mL의 물을 15 cm 높이에서 낙하시킨 

후 출력성능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Figure 52와 같이 수분에 노출되어 

전반적으로 출력성능이 감소한 후에도 플라즈마 처리 후가 처리 전에 

비해 출력성능이 높았다. 그리고 수분에 노출된 후 출력성능은 플라즈마 

처리 후에 처리 전과는 반대로 PVDF 직물이 PVDF 필름보다 높았다. 

Figure 53과 Table 10, Table 11은 수분에 노출되기 전 출력전압, 

출력전류 대비 노출된 후 출력전압, 출력전류의 비율을 각 시료에 대해 

플라즈마 처리 전, 후로 비교한 결과이다. 플라즈마 처리에 따른 차이는 

PVDF 필름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던 반면, 모든 직물에서는 플라즈마 

처리 후가 처리 전보다 수분에 노출되었을 때 원래 출력성능을 더 높게 

유지하였다. 특히, 플라즈마 처리한 PVDF 직물은 수분 노출 후에도 

원래 출력전압의 45%, 원래 출력전류의 77%를 보여, 시료 중 에너지 

하베스팅 성능을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하였다(Figure 54). 

수분에 노출된 후에도 플라즈마 처리 후 모든 직물에서 처리 전보다 

마찰로 인한 출력성능이 높고, 출력성능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던 

이유는 표면에 남는 수분이 적기 때문이다. 앞서 낙하높이 15 cm, 표면 

기울기 45°에서 물방울의 동적 거동을 분석한 결과(Figure 30-32), 

PVDF 직물에서는 complete rebound, PVDF/PET-L에서는 partial 

rebound, PVDF/PET-H에서는 물방울의 부피에 따라 partial rebound 

또는 complete rebound 거동이 나타났다. 이처럼 플라즈마 처리에 따라 

모든 직물에 초소수성이 구현되며 물을 반발하기에 유리해지고, 일부 

물방울이 표면에 남더라도 나노 거칠기 사이의 공기층으로 인해 

물방울과 표면 간 접촉면적이 감소하여 수분에 의한 방전이 적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147]. 이에 대해 플라즈마 처리 전 직물에서는 낙하한 

물방울의 전체 또는 일부가 남으며 수분 노출에 의해 출력성능이 더 

크게 낮아지고 시료 간 출력성능의 차이도 미미했다. 반면, 플라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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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후에는 complete rebound 거동이 나타난 PVDF 직물이 

PVDF/PET 교직물보다 수분 노출 후에도 출력성능이 높고, 안정적으로 

유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PVDF 필름은 플라즈마 처리와 관계없이 표면에 물방울이 

deposition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분에 노출된 후 출력성능이 

플라즈마 처리 전에는 모든 직물보다 높았고, 처리 후에도 PVDF/PET 

교직물보다 높았다. 플라즈마 처리 전에는 물방울이 빠른 속도로 

충돌함에 따라 직물에서는 기공이나 표면 거칠기 사이로 물방울이 

침투하고 고정되어 250 mL의 물이 모두 낙하한 후에는 표면에 물이 

고여 있었다. 반면, PVDF 필름은 기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물방울이 표면에만 deposition되고, 여러 개의 물방울이 합쳐지며 

부피가 커진 후에는 표면에서 미끄러져 분리되었다. 이에 따라 PVDF 

필름에서는 직물보다 표면에 남는 수분이 적어 출력성능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플라즈마 처리 후에도 PVDF 필름 

표면에서는 여전히 물방울이 남았기 때문에 발수성이 가장 높았던 

PVDF 직물에서 PVDF 필름보다 수분 노출 시 출력성능이 높고,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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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2. Electrical output performance of triboelectric nanogenerators when 

surface of each specimen is exposed to water. (a) Output voltages and (b) output 

currents of triboelectric nanogenerators consisting of PVDF film, PVDF-L, 

PVDF/PET-L, and PVDF/PET-H before and after treatment with O2 plasma for 12 

min, followed by treatment with CF4 plasma for 4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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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3. Effect of plasma treatment on stability of electrical performance of 

triboelectric nanogenerators against water. Stability of (a) output voltages and (b) 

output currents of triboelectric nanogenerators consisting of PVDF film, PVDF-L, 

PVDF/PET-L, and PVDF/PET-H before and after treatment with O2 plasma for 12 

min, followed by treatment with CF4 plasma for 4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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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Effect of plasma treatment on stability of output voltage of PVDF–based 

triboelectric nanogenerator against water 

Output voltage (V) 
Initial 

(Vinitial) 

After exposure 

(V) 

Stability 

(V/Vinitial×100) 

Pristine 

PVDF film 14.07±1.16 4.61±0.63 32.8% 

PVDF-L 9.91±1.82 1.33±0.24 13.4% 

PVDF/PET-L 5.39±1.23 0.97±0.13 18.0% 

PVDF/PET-H 6.31±0.42 1.07±0.13 17.0% 

After 

plasma 

PVDF film 17.94±1.69 5.61±0.57 31.3% 

PVDF-L 17.71±0.53 7.92±1.32 44.7% 

PVDF/PET-L 13.31±1.86 3.62±0.48 27.2% 

PVDF/PET-H 13.17±0.93 4.53±0.64 34.4% 

* The output voltage stability of the triboelectric nanogenerator was evaluated based on the 

ratio of the output voltage after dropping 250 mL of water from a height of 15 cm on a 45° 

inclined surface (after exposure) to the output voltage in the initial state (initial). 

 

Table 11. Effect of plasma treatment on stability of output current of PVDF–based 

triboelectric nanogenerator against water 

Output voltage (㎂) 
Initial 

(Iinitial) 

After exposure 

(I) 

Stability 

(I/Iinitial×100) 

Pristine 

PVDF film 0.84±0.07 0.44±0.09 52.9% 

PVDF-L 0.70±0.15 0.12±0.03 17.1% 

PVDF/PET-L 0.44±0.04 0.10±0.02 21.6% 

PVDF/PET-H 0.47±0.02 0.10±0.01 21.2% 

After 

plasma 

PVDF film 1.17±0.18 0.63±0.28 53.5% 

PVDF-L 0.99±0.18 0.76±0.21 76.9% 

PVDF/PET-L 0.81±0.15 0.23±0.03 28.2% 

PVDF/PET-H 0.94±0.14 0.26±0.06 28.0% 

* The output current stability of the triboelectric nanogenerator was evaluated based on the 

ratio of the output current after dropping 250 mL of water from a height of 15 cm on a 45° 

inclined surface (after exposure) to the output current in the initial state (ini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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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4. Enhancement in electrical output performance after plasma treatment 

when PVDF surface forming triboelectric nanogenerator is exposed to water. 

Comparison of output voltages of triboelectric nanogenerator after 250 mL of water 

is dropped from a height of 15 cm on the 45° inclined surface of PVDF-L before and 

after treatment with O2 plasma for 12 min, followed by treatment with CF4 plasma 

for 4 min. 

 



 

 - 99 - 

2.2. 오염 후 세정에 따른 출력성능의 변화 

 

초소수성 가공이 오염에 대한 에너지 하베스터 출력성능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시료 표면을 동일한 양의 

산화철로 오염시켰고, 그 후 표면을 45°기울인 채 250 mL의 물을 15 

cm 높이에서 낙하하여 세정하였다. 수분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동일한 환경에서 자연 건조한 후 출력성능을 측정하였다. 

우선, 오염 및 세정 단계 별로 마찰에 의한 출력성능의 변화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PVDF 필름과 표면 거칠기가 가장 큰 PVDF/PET-H의 

출력성능을 측정하였다. Figure 55는 각 시료의 오염되기 전 원래 

출력성능을 100%로 설정하였을 때 오염 및 세정 단계 별 출력성능을 

비율로 나타낸 결과이다. 두 시료 모두 오염된 후 출력성능이 

감소하였고, 세정한 후에는 원래 출력성능을 일부 회복하였다. PVDF 

필름이 PVDF/PET-H보다 오염된 후 출력성능이 더 크게 감소하였고, 

세정 후 원래 출력성능을 회복하는 데도 불리하였다. 그리고 각 시료 

내에서는 플라즈마 처리 후가 처리 전에 비해 오염 후 출력성능이 더 

크게 감소했지만 세정에 의한 출력성능 회복률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세정에 의한 오염된 표면의 출력성능 회복에 

플라즈마 처리가 미치는 영향을 직물 별로 분석하였다. Figure 56과 

Figure 57은 각각 오염된 표면을 세정한 후의 출력성능과 출력성능의 

회복률이다. 출력성능의 회복률은 오염되기 전 원래 출력성능에 대한 

오염을 세정한 후 출력성능의 비율로 구하였으며, 출력전압과 출력전류 

각각을 Table 12와 Table 13에 기재하였다. 전반적으로 플라즈마 처리 

후가 처리 전에 비해 높았고, 모든 직물이 PVDF 필름보다 높았다. 특히, 

플라즈마 처리한 PVDF 직물은 `오염된 표면을 세정하였을 때 원래 

출력전압, 출력전류의 약 76%를 회복하여, 에너지 하베스팅 성능을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하였다. 

오염된 후 출력성능이 감소한 이유는 나일론과 접촉 시 산화철로 

인해 시료 표면에서 마찰대전으로 발생하는 전하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한편, PVDF 필름과 PVDF/PET-H의 출력전압은 오염된 후 

각각 1.0~1.1 V, 1.4~1.5 V 수준으로 시료의 종류나 플라즈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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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와 관계없이 유사하였다. 이는 각 시료의 표면이 동일한 양의 

산화철로 전체적으로 도포되었기 때문에 표면 특성 차이가 출력성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모든 시료에서 오염된 표면을 세정하면 출력성능이 다시 증가했던 

이유는 산화철로 도포되었던 시료 표면이 노출되면서 나일론과 접촉하여 

대전될 수 있는 표면적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세정 후 PVDF 필름이 

모든 직물보다 출력성능과 회복률이 낮았던 이유도 물방울이 

표면으로부터 분리되지 못하여 오구가 남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친수성인 산화철로 도포된 표면에 물방울이 낙하하면 시료 표면과 직접 

접촉하게 되고, 그 결과 초소수성이 구현된 직물과 달리 필름 표면에는 

deposition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PVDF 필름에서도 플라즈마 처리 

후가 처리 전보다 출력성능을 회복하기 유리했는데, 이는 나노 거칠기가 

도입되며 친수성 오구와 표면 간의 접촉면적이 감소하고 부착력이 

낮아져 오구가 제거되기 비교적 유리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모든 직물에서 플라즈마 처리 후가 처리 전보다 출력성능과 

회복률이 높았던 이유는 초소수성이 구현됨에 따라 자가세정효율이 

높아져 표면에 남는 오구가 적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Figure 58은 

PVDF/PET-H의 오염 및 세정에 따른 각 단계 별 출력전압과 표면 

이미지로, 플라즈마 처리 후에는 처리 전과 달리 대부분의 오구가 

제거되었던 결과, 출력성능이 더 높았다. 직물 별 오염된 후 세정에 

의한 출력성능 회복률도 PVDF-L에서 가장 높고, PVDF/PET-H, 

PVDF/PET-L 순으로 자가세정효율과 동일한 경향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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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5. Changes in electrical output performance caused by surface 

contamination followed by cleaning. (a) Output voltage and (b) output current ratios 

of triboelectric nanogenerators consisting of PVDF film and PVDF/PET-H before 

and after treatment with O2 plasma for 12 min, followed by treatment with CF4 

plasma for 4 min. Each surface was first covered with dust (iron oxide) and 

subsequently cleaned with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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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6. Electrical output performance after cleaning contaminated surfaces. (a) 

Output voltages and (b) output currents of triboelectric nanogenerators consisting of 

PVDF film, PVDF-L, PVDF/PET-L, and PVDF/PET-H before and after treatment 

with O2 plasma for 12 min, followed by treatment with CF4 plasma for 4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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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7. Effects of plasma treatment on stability of electrical performance against 

contamination. Recovery rates of (a) output voltages and (b) output currents of 

triboelectric nanogenerators after cleaning their dust-covered PVDF film, PVDF-L, 

PVDF/PET-L, and PVDF/PET-H surfaces before and after treatment with O2 plasma 

for 12 min, followed by treatment with CF4 plasma for 4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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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Effect of plasma treatment on recovery rate of output voltage of PVDF–

based triboelectric nanogenerator after cleaning contaminated surface with water 

Output voltage (V) 
Initial 

(Vinitial) 

After cleaning 

(V) 

Recovery rate 

(V/Vinitial×100) 

Pristine 

PVDF film 14.07±1.16 3.43±0.20 24.4% 

PVDF-L 9.91±1.82 5.00±0.68 50.4% 

PVDF/PET-L 5.39±1.23 3.39±0.50 63.0% 

PVDF/PET-H 6.31±0.42 3.74±0.25 59.2% 

After 

plasma 

PVDF film 17.94±1.69 4.90±0.14 27.3% 

PVDF-L 17.71±0.53 13.49±2.34 76.2% 

PVDF/PET-L 13.31±1.86 7.90±0.64 59.4% 

PVDF/PET-H 13.17±0.93 8.93±0.91 67.8% 

* The recovery rate of the output voltage of the triboelectric nanogenerator was calculated as 

the ratio of the output voltage after cleaning the iron oxide on the surface by dropping 250 

mL of water from a height of 15 cm on a 45° inclined surface (after cleaning) to the output 

voltage in the initial state (initial). 

 

Table 13. Effect of plasma treatment on recovery rate of output current of PVDF–

based triboelectric nanogenerator after cleaning contaminated surface with water 

Output voltage (㎂) 
Initial 

(Iinitial) 

After cleaning 

(I) 

Recovery rate 

(I/Iinitial×100) 

Pristine 

PVDF film 0.84±0.07 0.22±0.04 26.1% 

PVDF-L 0.70±0.15 0.37±0.04 51.8% 

PVDF/PET-L 0.44±0.04 0.24±0.02 54.8% 

PVDF/PET-H 0.47±0.02 0.26±0.04 56.2% 

After 

plasma 

PVDF film 1.17±0.18 0.40±0.03 34.3% 

PVDF-L 0.99±0.18 0.75±0.04 75.7% 

PVDF/PET-L 0.81±0.15 0.53±0.02 65.0% 

PVDF/PET-H 0.94±0.14 0.65±0.06 69.3% 

* The recovery rate of the output current of the triboelectric nanogenerator was calculated as 

the ratio of the output current after cleaning the iron oxide on the surface by dropping 250 

mL of water from a height of 15 cm on a 45° inclined surface (after cleaning) to the output 

current in the initial state (ini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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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8. Enhancement in electrical output performance by self-cleaning ability 

imparted by plasma treatment. (a) Output voltage of triboelectric nanogenerator 

consisting of PVDF/PET-H before and after treatment with O2 plasma for 12 min, 

followed by treatment with CF4 plasma for 4 min. (b) Surface images of initial (non-

contaminated), dust (iron oxide) covered, and water cleaned surf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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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초소수성 가공에 따른 발수성과 자가세정성을 통해 

수분에 노출되거나 오염된 후에도 폴리비닐리덴 플루오라이드(PVDF) 

직물의 에너지 하베스팅 성능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전기방사한 PVDF 섬유로 이루어진 실로 직물을 제직하였을 때 기존의 

PVDF 필름 형태와 달리 직물이 가지는 고유한 기하학적 구조가 압전 

효과나 마찰에 의한 에너지 하베스팅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나아가, PVDF 필라멘트사로 구성된 100% PVDF 직물과 굵기가 다른 

폴리에스터(PET) 필라멘트사가 경사로 사용된 저밀도와 고밀도 

PVDF/PET 교직물을 비교하여, 직물의 제직 조건에 따른 표면 특성 및 

에너지 하베스팅 성능을 분석하였다. 

 

1. O2 플라즈마 12 분, CF4 플라즈마 4 분 처리 후, PVDF 필름과 달리 

표면에 기공과 마이크로 거칠기를 가지는 모든 직물에서는 

초소수성이 구현되었다. Shedding angle은 플라즈마 처리 전과 후 

모두 PVDF 직물이 가장 낮았고, PVDF/PET 교직물 중에서는 표면 

거칠기가 큰 고밀도 교직물이 더 낮았다. 

2. 초소수성 가공 후, 모든 직물 표면에서는 물방울이 리바운드되기 

유리해졌다. 물방울의 리바운드 현상은 PVDF 직물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고밀도 PVDF/PET 교직물에서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초소수성 직물에서의 물방울 리바운드 양상 차이는 낙하 

높이가 높을수록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모든 직물에서 표면 

기울기가 클수록, 물방울 부피가 클수록, 물방울이 낙하하는 높이가 

낮을수록 물방울을 반발하기 유리했다. 

3. 초소수성 가공 후, 모든 직물의 자가세정효율이 향상되었고, PVDF 

직물에서 가장 높았다. 오구의 종류에 따라 가공 전 모든 직물에서는 

친수성 오구는 제거되지 못하였고, 소수성 오구만 일부 제거되었다. 

초소수성 가공 후, 저밀도 PVDF/PET 교직물에서는 가공 전과 

동일한 경향이 나타났으나, PVDF 직물과 고밀도 PVDF/P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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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물에서는 친수성 오구가 소수성 오구보다 제거되기 유리해졌다. 

이에 친수성 오구의 제거는 초소수성 직물의 shedding angle이 

낮을수록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다. 

4. PVDF 기반 에너지 하베스터의 압전 효과에 의한 출력성능은 

플라즈마 처리 후에도 유지되었고, PVDF 직물 > 저밀도 PVDF/PET 

교직물 > 고밀도 PVDF/PET 교직물 > PVDF 필름 순으로 높았다. 

이로써, 직물의 고유한 기하학적 구조가 압전 효과에 의한 에너지 

하베스팅 성능에 유리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저밀도 PVDF/PET 

교직물은 고밀도 PVDF/PET 교직물보다 PVDF 필라멘트사의 

함량이 적지만 두께가 두껍고 압축 시 실의 움직임이 자유로워 

변형에 유리하기 때문에 출력성능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5. 에너지 하베스터의 마찰에 의한 출력성능은 압전 효과에 의한 

출력성능보다 높았고, 플라즈마 처리 후가 처리 전보다 높았다. 처리 

전 출력성능은 PVDF 필름 > PVDF 직물 > PVDF/PET 교직물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플라즈마 처리 후에는 PVDF 필름과 PVDF 

직물 간 출력성능이 유사해졌고, 플라즈마 처리에 따른 출력성능의 

증가율은 PVDF/PET 교직물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필름과 

달리 직물은 고유한 거칠기를 가지기 때문에 플라즈마 처리에 따른 

표면 나노 거칠기와 불소 함량의 증가가 더 넓은 면적에서 일어나 

출력성능을 향상시키기에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6. 수분에 노출되거나 오염된 표면을 세정한 후에도 모든 직물의 

마찰에 의한 출력성능과 출력성능의 안정성은 플라즈마 처리 후가 

처리 전보다 높았다. 반면 PVDF 필름의 경우, 플라즈마 처리 전∙후 

수분에 대한 출력성능의 안정성에 차이가 없었고, 오구를 세정하였을 

때 출력성능의 회복률도 모든 직물보다 낮았다. 이는 플라즈마 처리 

후 모든 직물에서는 초소수성이 구현되며 발수성과 자가세정효율이 

향상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특히 초소수성 PVDF 직물은 표면을 

45°기울인 상태로 250 mL의 물을 15 cm 높이에서 낙하시킨 

후에도 원래 출력전압의 45%, 전류의 77%를 보였다. 또한 동일한 

조건으로 오염된 표면을 세정하였을 때 원래 출력성능의 76%를 

회복하여 출력성능을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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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필름이나 전기방사한 웹을 위주로 이루어졌던 

PVDF 기반 에너지 하베스터에 관한 논의를 전기방사한 PVDF 

필라멘트사로 구성된 직물을 사용하여 직물의 고유한 기하학적 구조가 

압전 효과에 의한 출력성능에 유리하게 작용함을 밝혔다. 나아가 필름과 

달리 기공과 마이크로 거칠기를 가지는 직물의 표면 구조를 고려하여 

액체 상태의 물에 노출되거나 오염되었을 때 직물의 출력성능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공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는 PVDF 기반 에너지 

하베스터를 스마트 의류소재로 적용 시 기존 필름의 낮은 착용성에 대한 

한계와 다양한 외부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출력성능이 저하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써, 스마트 의류소재로의 적용 가능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또한, 제직 조건이 다른 직물 간 초소수성이나 에너지 하베스팅 

성능, 수분이나 오염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출력성능의 안정성 차이를 

분석한 연구 결과는 에너지 하베스터의 용도에 따라 효율적인 제직 

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PVDF 

기반 에너지 하베스팅 직물 제직 시 경∙위사의 교차점이 적은 조직으로 

제직하거나, 교직물의 경우 PVDF 섬유와 섬도 차이가 크고 굵은 

섬유로 이루어진 일반사를 사용한다면, 직물이 두껍고 PVDF 섬유 및 

직물의 변형에 유리하여 압전 효과에 의한 출력성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마찰에 의한 출력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PVDF 사가 표면으로 많이 노출되는 조직으로 제직하고, 제직 

밀도를 높인 후 표면 가공을 통해 섬유에 나노 거칠기 구조를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직물에 대한 에너지 하베스팅 성능의 안정성 

평가 방법을 고안하였다. 이는 기존에 고습도 환경에서 이루어졌던 

수분에 대한 안정성 평가 방법보다 실험 환경을 통제하기 간편하고, 

실제 액체 상태의 물에 노출되는 상황에서 필름과 다른 직물의 구조적 

차이를 고려하여 보다 엄격한 환경에서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마련한 평가방법과 같이 의류소재의 실제 사용환경을 

대변할 수 있는 수분이나 오염 노출 환경을 높이, 노출량, 표면 기울기 

등과 같이 세분화하여 규격화된 출력성능 안정성 평가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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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직까지 상용화되지 않은 PVDF 직물 제직의 한계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PVDF 필라멘트사로 이루어진 직물을 사용하여 

직물의 밀도, 조직 및 두께에 따른 에너지 하베스팅 성능을 비교하였다. 

이에 PVDF 사의 굵기와 이를 이루는 PVDF 섬유의 밀도, 섬도, 표면 

구조 및 결정성을 조절하여 에너지 하베스팅 성능에 미치는 직물의 

구조적 특성을 실과 섬유로 범위를 확장하여 분석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또한, PVDF 직물에 초소수성을 부여하기 위해 플라즈마 처리할 경우 

PVDF의 결정화도가 낮아지고, 플라즈마 처리 기기에 따라 가공 면적의 

제약이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PVDF의 결정성을 유지할 수 

있고, 대면적 가공이 가능한 초소수성 가공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이에 대해 표면 에너지가 낮은 PVDF를 전기방사 시 습도를 

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섬유 표면에 미세한 나노 구조를 부여한 후 

직물로 제직한다면, 직물의 고유한 마이크로 거칠기를 활용하여 별도의 

가공 공정 없이 초소수성을 구현하고, 동시에 PVDF의 결정성도 유지 

또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직물에 압력을 가하는 방법 외에도 착용자의 움직임을 

고려하여 굽히거나 비트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힘을 가하였을 때 압전 

효과나 마찰에 의한 에너지 하베스팅 성능을 분석하는 프로토콜 개발 

연구를 제안한다. 이는 에너지 하베스팅 직물을 스마트 의류소재로 적용 

시 다양한 활동에 따른 에너지 하베스팅 효율을 비교하고, 용도에 

적합한 착용 부위 및 사용 방안을 제안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PVDF 직물 이면에 금속 스퍼터링 등의 가공을 통해 일체형 전극을 

부여한다면, 유연하고 표면적이 큰 직물의 압전 효과나 마찰에 의한 

출력성능이 향상됨으로써 에너지 하베스팅 스마트 의류소재로서의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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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abilization of Energy Harvesting 

Performance of Superhydrophobic 

Polyvinylidene Fluoride Fabric 

Against Water and Contaminants 

 

Hyae Rim Hong 

Department of Textiles, Merchandising and Fashion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We propose to introduce superhydrophobicity in a polyvinylidene 

fluoride (PVDF) fabric to improve the stability of its energy 

harvesting performance in wet and contaminated environments, and 

consequently realize smart textile applications. In addition, the effect 

of the unique geometry of the PVDF fabric on its energy harvesting 

performance via the piezoelectric effect or friction was investigated. 

To this end, the properties of a 100% PVDF fabric and low- and 

high-density PVDF/PET fabrics formed of electrospun PVDF yarns 

and polyester (PET) filament warp yarns were analyzed and 

compared to those of a piezoelectric PVDF film. 

All the fabrics became superhydrophobic after treatment with O2 

plasma for 12 min, followed by treatment with CF4 plasma for 4 min; 

however, the PVDF film did not become superhydrophobic after this 

process. The plasma treatment increased the water repellenci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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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cleaning efficiencies of all the fabrics. The PVDF fabric 

exhibited the highest values for both properties, along with the lowest 

shedding angle, following the plasma treatment. A higher surface 

inclination angle, larger droplet volume, and lower drop fall height all 

improved the water repellency of the fabric surface. For the PVDF 

fabric and high-density PVDF/PET fabric, before the plasma 

treatment, the self-cleaning efficiencies for hydrophobic dust 

removal were higher than those for hydrophilic dust removal. 

Conversely, after the plasma treatment, the hydrophilic dust removal 

efficiencies were better than the hydrophobic dust removal 

efficiencies. 

The output voltages and currents of the energy harvesters based on 

the piezoelectric effect were maintained after the plasma treatment, 

with the highest values found for the PVDF fabric. The output voltage 

and current of the thick, low-density PVDF/PET fabric were higher 

than those of the high-density PVDF/PET fabric, and the values of 

all the fabrics were higher than those of the PVDF film. Moreover, 

the electrical output due to friction was higher than that due to the 

piezoelectric effect, and the plasma treatment improved the output 

performance. The PVDF film and PVDF fabric showed higher output 

voltages and currents due to friction than the PVDF/PET fabric. 

Before the plasma treatment, the PVDF fabric had lower outputs than 

the PVDF film, whereas after the plasma treatment, the PVDF fabric 

and PVDF film exhibited similar outputs. 

The stabilities of the output voltages and currents of all the fabrics 

due to friction were improved by the plasma treatment, even after 

exposure to water and surface contaminant cleaning. In contrast, the 

PVDF film showed no difference in the stability of the output 

performance against moisture after the plasma treatment, and its rate 

of recovery of the initial output performance after contaminant 

cleaning was lower than those of all the fabrics. Particularly, after 

plasma treatment, the PVDF fabric had the most stable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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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vesting performance against water and surface contaminant 

cleaning. The superhydrophobic PVDF fabric maintained 45% of the 

initial output voltage and 77% of the initial output current even after 

250 mL of water was dropped from a height of 15 cm on its surface, 

which was inclined at 45°. Furthermore, when the corresponding 

contaminated surface was cleaned under the same water exposure 

conditions as above, 76% of the initial output voltage and output 

current was recovered. 

In this study, we establish an efficient strategy that exploits the 

unique geometry of the PVDF fabric to achieve an energy harvesting 

efficiency that is superior to that of a conventional PVDF film. 

Moreover, this strategy makes the fabric surface superhydrophobic, 

thus improving the stability of the output performance in wet and 

contaminated environm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expand the 

applicability and improve the suitability of PVDF fabrics for energy 

harvesting smart textile applications. 

 

Keywords : superhydrophobicity, self-cleaning, polyvinylidene 

fluoride fabric, piezoelectricity, triboelectricity, energy 

harvesting smart text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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