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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자연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생명체 중 몇몇은 벽이나 천장을 자유자재로 걸어다니거나 뛰어다닌다. 이러한
생명체 중 대표적으로 Tokay Gecko는 그 발가락 표피에 수십억개의 주걱모양의 나노헤어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나노헤어는 부착하고자 하는 표면과의 원자수준의 끌어당기는 힘을 발생시키게 되며 이 힘을 이용해 접착제 없이
부착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최근 7~8년 동안 많은 연구자들은 이를 모방한 건식부착물의 제작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연구들의 개관을 통해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ABSTRACT：In nature, some creatures have the ability to walk vertically or upside down on various natural surfaces.
One of them, Tokay Gecko has billions of nano-hair at the epidermis of its digital. These nano hairs makes atomistic
attractive force to the surface, therefore, it could walk and run on the vertical or upside surfaces. Recently, many researchers
tried to fabricate the dry adhesive structure mimicking the nano-hair structure. in this study, I tried to survey these studies
to discuss the direction of future fabrication works of dry adhesive structures.
Keywords：dry adhesive structures(건식부착물), fabrication(제작), Gecko(도마뱀붙이), van der Waals force(반데르발스힘),
capillary force(모세관힘)

Ⅰ. 서

론

토케이 게코(Tokay Gecko)로 대표되는 도마뱀붙이들은 곤
충들에 비해 매우 무거운 수백 그램(g)의 몸무게에도 불구하
고, 아무런 장비 없이 벽이나 천정에 매달려 견딜 수 있고,
심지어는 수직의 벽에서 자신의 몸길이의 20배에 달하는 거리
를 1초에 달릴 수도 있다.1
저자는 2장에서 지금까지 발표된 나노헤어구조물에 의한
부착에 대한 이론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3장에서 이러한 자연
구조물을 모사하여 부착물을 제작한 연구들에 대해 정리해보
았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 향후 건식부착물 제작에 대한 나아
갈 방향에 대해 제언하는 것으로 논문을 마무리하였다.

Ⅱ. 나노헤어의 부착원리
생물학적 부착에 관여하는 기구(mechanism)들은 기계적 상
호체결, 점액 분비, 분자간 상호작용 등이 있는데,2 그 중 나노
헤어 구조물과 깊이 관련 있는 기구는 Autumn의 연구3,4에 따

르면 반데르발스 힘에 의한 분자간 상호작용력이다. Autumn
의 게코 도마뱀의 부착에 관한 연구3와 그 연구의 참고문헌들
에 따르면, 우선 게코 도마뱀은 발바닥에서 점액이 분비 되지
않으므로, 접착력을 가지는 점액에 의한 부착은 논외로 생각
할 수 있다. 또한 Dellit5의 진공에서의 실험에 의해 빨판형태
의 부착 또한 관계없음이 밝혀졌다. Dellit5는 X선 충격실험도
행하여 이온화된 공기에서도 부착력이 유지됨을 실험하여 정
전기력에 의한 부착가설도 배제되었다. 이후 Maderson6의 연
구에 의해 정전기력이 부착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
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주된 부착력이 정전
기력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 마찰력과 기계적 체결에 의한 결
합 역시 폴리시드 글래스(polished glass)나 매끄러운 SiO2 반
도체에 부착되는 강력한 부착력4을 생각할 때 관계없는 것으
로 여겨진다. 모세관 현상에 의한 분자상호력은 많은 곤충들
의 주된 부착 기구이지만, 게코 도마뱀의 경우, 발바닥에 분비
액이 없는데다 표면에너지에 따른 부착력 실험을 행하였던
Hiller7 조차도 모든 소성 표면에서 접착력이 소멸되지는 않는
이유로 게코의 부착이 모세관 기구에 의한 것이라 생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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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반면, 반데르발스 힘은 분자상호력 중 가장 약한 힘이
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힘이며, 분극화(polarizability)
가 매우 약한 PTFE (Polytetrafluoroethylene)에서 게코가 붙지
않았다는 실험7이 반데르발스 힘이 부착기구일 것이라는 증
거 중 하나이다. 또한 모세관 기구에 의한 힘은 수직방향에
강하고 수평방향에 약하지만, Autumn4의 세타 부착 실험에
의하면 수직방향보다 수평방향이 더 강하고, 발바닥에 부착패
드를 가지는 게코 도마뱀의 서식지가 습기가 많은 지역에 국
한되지 않고, 열대 우림에서부터, 건조한 사막에 이르기 까지
퍼져 있는 것으로 보아 습기가 효과적인 부착에 관여하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3 결론적으로, 나노헤어구조물의 주된
부착 기구는 그 구조의 특성상 얻을 수 있는 넓은 접촉면적간
의 반데르발스힘으로 생각되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Sun 등8
9
과 Huber 등 이 각각 습도가 다른 환경에서의 spatula 부착실험
을 통해 모세관 힘이 주된 부착기구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
다. 이러한 연유로, 아직 정확한 부착 메카니즘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반데르발스힘이나 모세관 힘등과 같은 원자
수준의 끌어당기는 힘이 그 주된 원인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것은 결국 부착하고자 하는 표면들이 얼마나 가깝게 접근하
느냐에 그 힘의 크기가 결정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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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Nano structure fabricated by Menon et al.11.

Ⅲ. 건식부착물 제작
최초로 제작되어진 건식부착물은 Figure 1에 보여지는 것과
같이 2003년 Geim10 등에 의해 제작되어진 폴리이미드 기둥
어레이이다. Geim 등은 실리콘 웨이퍼 위에 두께 5  폴리
이미드 박막을 준비하고 기상증착법으로 알루미늄 박막을 적
층한 다음, 전자빔 리소그래피를 사용하여 서브 마이크로 알
루미늄 디스크 배열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알루미늄 디스크
패턴은 건식 식각으로 폴리이미드 박막에 전사되었다.
2004년에는 Menon과 Sitti 등11은 사진식각공정(photolithography)와 DRIE를 이용하여 Figure 2와 같은 구조물을 만들었다.

Figure 1. Fabricated polyimide nano hairs10. scale bar is 2μm.

Figure 3. pillar array with spatula-shape terminals fabricated by
Kim and Sitti.12

2006년에는 Kim과 Sitti가 optical lithography와 두 단계의
DRIE(Deep Reactive Ion Etching) 기법으로 틀을 제작하고, 이
틀에 polyurethane을 부어 curing함으로써 Figure 3과 같은 형상
의 어레이를 제작하였다. tip의 직경은 9 um이고, 기둥의 직경
은 4.5 um, 길이는 20 um이다. preload에 따라 control로 비교된
no-patterned 표면과의 부착력 비교실험에서 4~5배의 부착력
증가를 보였으나, Su8의 특징상 다소 취성이 높은 재료이므로,
실용적이라 할 수는 없으리라 생각된다.
2007년에는 Sitti 그룹은 polyurethane으로 몰딩하는 방법으
로 Figure 4와 같이 기울어진 형태의 어레이를 제작하는데 성
공하였다.13 이 실험에서도 우선 UV 경화재료인 Su8을 비스듬
히 경화시켜 만들었으나, 특유의 취성으로 재료의 강성이 커
이를 이용하여 polyurethane의 mircomolding의 전단계로 사용
하였다.
2007년에는 Kwon 그룹에서 AAO를 몰드틀로 이용하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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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polyurethane molded array fabricated by Sitti Group13

Figure 7. Inclined nano-hair array with large termial fabricated
by Suh group.16

Figure 5. nano-hair array molded using AAO14
Figure 8. Hirerarchical structure with Nickel cantilever and nanorod on it fabricated Arzt group.17

Figure 6. nano-hair array fabricated by the method called nano
drawing by Suh group.15

노헤어를 사출하는데 성공하고 부착력도 얻을 수 있었으나,
나노헤어의 세장비가 너무 커 서로 bunching되는 형상이 얻어
졌다.

2006년에는 Suh 등에 의해 nanodrawing이라는 새로운 기법
으로 Figure 6과 같은 기둥의 끝단이 보다 자연스러운 형태의
나노어레이가 만들어졌다.15 이 방법은 몰드틀을 성형에 사용
된 polymer와 이형될 때, 약간의 접착이 일어나도록 하여 기둥
의 끝단이 달라붙어 몰드틀을 이형할 때, 기둥이 신장되도록
하는 기법을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2009년도 Suh 등은 Si master를 경사지게 etching 한 후,
PUA(Polyurethane acrylate)를 부어 경화시키는 방법으로
Figure 7과 같은 경사지면서 끝단이 넓은 형태의 나노어레이
를 제작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나노어레이를 마이
크로사이즈의 기둥어레이위에도 생성하여 계층적 구조를 만
드는데도 성공하였다.16
2008년에는 Arzt 그룹에서 니켈 외팔보에 나노로드를 붙여
Figure 8와 같은 형태의 계층적 부착구조물을 제작하였다.17
이 구조물은 자기장을 걸어줌으로써 나노로드의 방향을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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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부착력의 ON/OFF를 제어하는 기능을 추가하였다.

Ⅳ. 결

5.

론

Geim의 연구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몰딩, UV 식각, DRIE
등의 기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건식부착물을 만들어왔
고 상당한 진전이 있는 연구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그러
나, 아직 많은 난제들이 남아있는게 현실이다. 예를 들면, 도마
뱀붙이의 나노헤어는 강성이 상당한(E=3GPa 정도) 베타케라
틴이 재료이며, 이 재료의 표면에너지는 그다지 크지 않다.
하지만, 인공부착물의 경우, 아직까지 상당한 강성(E>1GPa 정
도)을 갖고 있으며 표면에너지가 작은 재료(γ<30N/m 정도)
를 사용하여 제작된 구조물의 부착력이 도마뱀붙이 수준으로
매우 큰 연구결과가 없는 상태이다. 이것은 전적으로 도마뱀
붙이의 나노헤어가 나뭇가지와 같은 형상의 계층구조를 가지
고 있으면 매우 큰 각도로 경사지게 이루어져 있고, 또한 헤어
의 끝단이 상당히 넓은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
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도마뱀붙이의 전형적인 계층구조
형태를 모방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표면가공법이 아닌 표면
에서 구조를 성장시키면서 만드는 방법도 생각해 봄직하다.
왜냐하면, 몰딩이나 식각과 같은 가공법들은 원재료를 깎거나
몰드틀에서 이형시켜야 하는 가공법의 한계로 인해 도마뱀붙
이의 전형적인 형상 구현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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