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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지는 다양한 방법이 보고되었다. 초소수성 나노 복합화
코팅에서 주로 이용되는 것은 나노 실리카를 불소알킬과
메틸메타아크릴 공중합체 혼합시켜 사용하였고,23,24 나노

연꽃 잎은 자기세정 효과를 보여주는 초소수성 표면의
한 예이다. 초소수성 표면이란 물의 접촉각이 150o 이상

CaCO3를 불소를 포함하는 고분자물질과 분산시켜 코팅

o

에 적용하였다.25 또한 anatase와 boehemite입자의 혼합물
을 이용하여 적절한 거칠기와 세공(micropore)를 형성시
켜 초소수성 표면을 얻었다.26
본 실험에서는 친수성인 나노 실리카입자를 불소를 포

이며 물방울이 흐르는 기울기각이 10 미만인 물리적 특
성을 가지는 표면을 이른다. 실제로 연꽃 잎은 물의 접촉
각(contact angle)이 161o 그리고 기울기각은 2o의 값을 가
지고 있다. 초소수성 막은 자기세정 효과를 가지고 있는
데 이러한 Lotus효과는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
이다. 첫째, 표면에 나노 크기(124 nm) 및 마이크로 크기
(5~9 µm)의 두 종류의 돌기가 구조적 형태를 이루고 있으

함하는 고분자화합물 및 아크릴레이트(acrylate) 유도체 등
이 혼합된 용액에 분산시킨 후 이 혼합용액을 필름표면에
스프레이 코팅 및 UV경화하여 초소수성, 고경도 표면 및
투명한 복합화 필름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27-28

며 둘째, 이러한 특이한 표면 형태에 낮은 표면에너지를
가지는 물질로(예: wax) 표면이 코팅되어 있다. 최근 이와
같은 자연 현상을 인위적으로 재현하는 연구가 활발히

나노 실리카입자는 초발수성질을 얻기 위한 나노/마이크
로 크기의 거칠기를 가지는 표면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또한 불소를 함유한 고분자는 친수성 실리카 표면을 코팅
함으로서 소수성을 나타나게 하며, 아크릴레이트 유도체

진행되고 있다. 초소수성의 특징인 자기세정 효과의 응용
가능한 분야는 오염방지가 가능한 창문, 태양전지의 표면,
또는 antiicing 효과를 이용한 눈의 쌓임을 방지할 수 있는
안테나 등이 있다.1-6
초소수성 표면 제작에는 많은 연구가 보고 되었는데 예

는 UV경화로 얻어지는 고분자반응을 통하여 표면의 강도
를 높게 하여 코팅표면의 안정에 기여한다. 스프레이 코팅
은 다양한 형태의 표면 또는 대면적의 표면에 원하는 두께

를 들면 photolithography,7-9 sol-gel,10-13 chemical deposition,14-16

로 코팅이 가능하며 코팅용액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

17-20

그리고 polymer coating 등이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초소수
성을 얻기 위하여 표면을 나노/마이크로 크기의 이원(binary)
구조를 형성하는 것으로, 표면구조의 역할은 물방울이 표

따라서 자기세정 및 초소수성 표면을 제조하는 매우 효과
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 제조한 코
팅용액을 OHP 필름에 스프레이 코팅을 하여, 초소수성 표

면과 최소한으로 접촉하게 공기가 존재하는 공간으로서
역할을 한다. 공기와 접촉면 그리고 접촉각의 관계는 Wenzel
그리고 Cassie-Baxter 방정식으로 설명 할 수 있다.21,22

면을 얻었고, 이를 기기를 사용하여 확인하였다.

실

초소수성 표면을 얻기 위하여 나노 크기의 유기 또는

험

시약 및 분석기기
Tetraethoxy silane(TEOS), ammonium hydroxide(28-30%),

무기입자를 이용하여 나노/마이크로 크기의 거칠기를 가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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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rimethoxysilyl)propyl methacrylate(TMPMA, 98%), 그
리고 dipentaerythritol hexaacrylate(DPEHA)는 Aldrich사,
에탄올은 삼전화학, 불소를 포함하는 고분자인 Zonyl®8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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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Fig. 1은 나노 실리카(50 nm)가 혼합된 코팅용액(A)을

는 DuPont 사 그리고 광개시제인 1-hydroxycyclohexyl

OHP필름에 4번 스프레이 코팅한 SEM사진을 확대한 것

phenyl ketone(Irgaure®184)는 Ciba사에서 구입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시약은 추가 정제 과정 없이 사용하였다. 물

이다. 낮은 배율의 SEM사진에서 코팅된 필름의 표면이
평탄한 것이 아니고 마이크로메타(micrometer) 크기의 거

의 접촉각은 접촉각 분석기(Phoenix 300, Surface Electro

칠기를 확인 하였고, 고배율의 SEM사진에서는 수많은

Optics)를 사용하였고 표면의 형태는 FE-SEM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Hitachi S4300, Hitachi

기도 명확히 볼 수 있다. 이러한 계층적(hierarchical) 마이

Inc.)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XPS 스펙트럼은 분광계

크로메타/나노메타 크기의 거칠기는 초수성 표면의 전형

(MultiLab 2000, Thermo VG Scientific)를 사용하여 얻었다.
CURE ZONE2®(Dae Ho Glue Technology)를 이용하여 광

적인 구조이다. Fig. 2는 코팅용액(A)을 2번, 4번 그리고 6
번 코팅한 SEM 사진이며 SEM 사진의 오른쪽 상단에는
그 표면의 물방울 사진 및 접촉각이다. 반복된 스프레이
의 코팅에 따라 물의 접촉각 변화를 관찰 할 수 있었으며

반응을 진행하였다. 연필경도 시험은 CT-PC2(가압하중
100 g, 코아테크코리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직경이

공간이 관찰되었으며 나노미터(nanometer) 크기의 거칠

50 nm의 나노 실리카는 에스켐텍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였다.
Nano silica 제조:
Stöber 방법을 이용하여 나노 실리가 입자들을 제조하

4번의 스프레이 코팅 시 최대의 물 접촉각을 보였다.
또한 나노 실리카입자의 농도에 따른 물의 접촉각의 변
화를 연구를 하였다. 코팅용액(A)를 사용하여 2번의 스프

였다. Tetraethoxy silane (TEOS, 2 mL, 8.96 mmol)을 혼합
용액(에탄올: H2O=3:1, 8 mL)에 넣고 5분간 교반한 다음

있다. 2 wt.%의 나노 실리카를 사용하였을 때 물의 접촉
각은 130o을 최댓값으로 얻고 나노 실리카의 농도가 증가

암모니아수(20 wt.%) 2방울을 첨가하여 용액의 산도를
pH=9로 조절한다. 이 반응용액을 실온에서 21시간 교반

할수록 물의 접촉각이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8 wt.%의 나노
실리카를 사용하였을 때 116o의 물의 접촉각을 나타냈다.

하여 입자의 직경이 400 nm인 나노실리카 입자를 얻
었다.
코팅용액(A):
Zonyl®8740(0.5 g, DuPont사)을 에탄올(50 mL)에 넣고

나노 실리카 입자의 증가에 따라 물의 접촉각이 지속해
서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나노 실리카 입자가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불소를 포함하는 초소수성 고분자의 비율이
감소하게 되고 나노 실리카의 코팅에 필요한 고분자가

교반한 후 나노실리카(50 nm, 2 g)을 넣는다(혼합용액a). 혼합
용액(a)를 격렬하게 20분간 교반한다. 3-(Trimethoxysilyl)
propyl methacrylate (TMPMA, 0.5 g, 2.0 mmol)를 에탄올(20

부족하게 되어 친수성을 갖는 실리카입자의 표면이 노출
된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코팅표면의 초소수성이 감소하
여 물의 접촉각이 작아진다. 따라서 나노 실리카의 농도

mL)에 가한 후 10분간 교반하여 완전히 녹여 혼합용액(a)에

증가보다 여러 번 반복 스프레이 코팅이 초소수성을 얻

레이 코팅을 기준으로 하였고 그 결과는 Fig. 3에서 볼 수

®

가한다. 2%의 광개시제(Irgaure 184, Ciba 사)가 녹아있는
에탄올용액 2 mL를 혼합용액에 가하고 알루미늄 호일로
빛을 차단한 후 2시간 교반하여 코팅용액(A)을 제조한다.
코팅용액(B):
위와 동일한 조성 및 반응과정을 이용하였고 3-(trimethoxysilyl)propyl methacrylate (TMPMA) 대신 dipentaerythritol
hexaacrylate (DPEHA, 0.5 g, 0.95 mmol)를 사용하여 코팅
용액(B)을 제조하였다.
코팅 및 경화과정:
스프레이 코팅은 0.4 MPa 기압의 압력을 이용하여 코
팅 판에서 10 cm의 거리에서 OHP필름(5 cm × 2 cm)에 코
팅용액 1 mL을 코팅하였으며 35 oC에서 건조 후 코팅과
정을 동일한 조건하에서 반복하여 진행하였다. 코팅을 마
친 후 CURE ZONE2®을 이용하여 365 nm파장으로 UV
경화를 3분 진행하였다.
2012, Vol. 56, No. 3

Fig. 1. SEM images of composite coating at different mag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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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EM images of modified film with different spray coating (number of coating); (a) 2, (b) 4 and (c) 6.

Fig. 3. SEM images of composite coating with different silica nanoparticle concentration (wt.%); (a) 1 (b) 2, (c) 4, and (d) 8.

Fig. 4. Optical microscopy photos of scratched surfaces of the coating samples measured with 3H grade pencil: (a) 2.5% (B) 5% and
(c) 10% of DPEHA coating.

기 위한 나노/마이크로 크기의 거칠기를 가지는 표면을

상의 형태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며, 코팅 후 손상된 부위

얻는데 보다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스프레이 코팅의 장점은 과정이 단순하고 코팅하는 대

는 재 코팅하여 초소수성을 쉽게 회복할 수가 있다. 그러
나 초소수성 코팅의 범용성을 제한하는 단점은 초소수성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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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팅의 거친 표면이 문지름과 같은 물리적인 접촉 때문
에 쉽게 손상되어 초소수성을 상실한다. 코팅용액(A)를
이용하여 코팅한 필름의 경도를 연필경도법을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1H 이하로 얻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TMPMP
가 1개의 관능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교 밀도가 낮게
나타난 것이다.
초소수성표면의 경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TMPMP대
신에 다관능기를 가지는 DPEHA 사용하여 코팅용액(B)
를 제조하였다. DPEHA 의 농도가 2.5%, 5% 그리고 10%
일 때 코팅된 필름의 경도를 측정하였다(Fig. 4). 10%의
DPEHA를 사용하였을 때 3H의 높은 경도를 보였고, 5%
일 때 1H, 그리고 2.5%일 경우 1H이하의 값을 나타냈다.
일반적으로 결정화도가 낮을수록 낮은 연필경도를 나타
내는데, 6개의 관능기를 가지는 코팅용액(B)를 사용하였
을 때 1개의 관능기를 가지는 코팅용액(A)를 이용하여 코
팅한 필름보다 높은 가교 밀도의 구조를 얻었고, 이 때문
에 높은 표면 경도를 나타낸 것으로 사료된다. 물의 접촉
각은 10%, 5%, 2.5%일 때 각각 80o, 150o, 151o의 값으로
얻어졌다. 10%의 DPEHA일 때 3H의 높은 경도의 표면이
얻어졌지만 친수성인 DPEHA의 농도 증가로 표면이 더
이상 초소수성을 나타내지 못했다.
여러 조성물의 혼합물로 코팅된 표면의 분석은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XP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Fig. 5에서 스펙트럼(a)는 코팅 전 필름에서 얻어진 것이
며 스펙트럼(b)는 나노 실리카, 불소를 포함하는 폴리머
그리고 acrylate의 혼합용액으로 코팅 후 UV경화된 필름
의 스펙트럼이다. XPS 스펙트럼에서 O1s, C1s, Si2s, Si2p,
F1s 원소에 해당하는 피이크를 532.46, 284.51, 154.60,
102.88 그리고 688.65 eV 에서 확인하였다. XPS스펙트럼
의 분석을 통하여 얻어진 Si와 F의 신호는 필름표면이 복
합화 코팅재료로 코팅된 것을 확인하였다.
Cassie-Baxter 모델은 물방울이 고체의 거친 표면과 요

Fig. 5. XPS spectra of unmodified (a) and modified (b) film.

철 사이의 공간에 있는 공기의 비율에 따라 접촉하는 것
이 변하고 고체표면의 거침이 증가할수록 접촉이 작아지
고 접촉각이 커지는 초소수성을 나타낸다.
cosθr = f1cosθ - f2 (f1 + f2=1)
θ는 나노 실리카를 뺀 조성 물질을 스프레이 코팅하여
얻어진 필름표면의 물 접촉각으로 108o 얻고 θr은 나노입
자를 포함한 조성물을 코팅하여 얻어진 초소수성 면의
물 접촉각이다. 예를 들면 Fig. 6에서 160o의 물 접촉각을

Fig. 6. SEM image and the shape of water droplets on the optically transparent superhydrophobic composite film modified with solution
B (0.5% DPEHA, 400 nm nanosil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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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었을 때 f1 값은 0.087로 얻어지는데 이는 물과 접촉하
는 고체 표면의 비율이 매우 낮음을 의미하며 대부분 물
방울은 나노/마이크로 표면구조의 공간에 있는 공기로
떠받쳐 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물방울은 나노 실리카
의 표면 일부분에 접촉하는 것으로 쉽게 구르게 된다. 평
평한 표면에 낮은 표면 에너지를 가지는 물질을 코팅하
였을 때 물의 접촉각이 최대로 120o가 얻어진다.29 따라서
더 높은 초소수성을 얻기 위하여 소수성 나노 실리카의
역할이 필요하며 이것의 기능은 코팅한 표면을 나노/마
이크로 크기의 거칠기를 가지게 함으로써 Cassie-Baxter
모델에서 언급한 거친 표면의 공간에 있는 공기가 물방
울이 고체표면과의 접촉면을 최소화 하는데 기여한다.

결

론

나노 실리카 입자, 불소를 포함하는 고분자 그리고 UV
경화에 필요한 acrylate 유도체들의 혼합조성물을 OHP 필
름의 표면에 스프레이 코팅 후 UV 경화를 하여 초소수성
의 표면을 제조하였다. 하나의 관능기를 가지는 TMPMA
를 이용하여 복합화 필름을 제조하였을 때 150o의 초소수
성 표면을 얻었지만 경도는 1H 이하의 낮은 값을 얻었다.
높은 경도와 초소수성 표면을 동시에 얻기 위하여 여러
개의 관능기를 가지는 DPEHA를 이용하였다. DPEHA의
농도가 10% 일 때 3H의 표면 경도를 얻었지만 물 접촉각
은 80o로 나타났다. 5%의 DPEHA일 때 1H이상의 경도와
150o의 초소수성 표면을 얻었다. 이러한 혼성조성물의 스
프레이코팅은 초소수성 복합화 필름을 제조하는데 편리
하고 경제적으로 응용 가능한 방법이며, 다양한 형태의
표면과 물질 등에 적용할 수 있다.
Acknowledgments. 본 연구는 2008년도 단국대학교 대
학연구비의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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