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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eople are always pursuing the aesthetic feeling relentlessly. But some people have such problems with their hairs like

alopecia, cancer chemotherapy, burns, and scalp injury. So the synthetic hair has played a very important role to make

up for these deficiencies. But long term use can lead to adverse reactions or uncomfortable feeling. This is primarily caused

by its properties differ with human hair. In particular, nanotribological characterizations (roughness, friction force and

adhesive force) of synthetic hair surface are dissatisfy with the needs of normal hairs. This paper presents the experiments

on nanotribological characterizations measurements of human hairs (coloring hair, permed hair and common hair) in

shampooing condition or without shampooing condition. Using atomic force microscopy (AFM) to find out a range of

synthetic hair nanotribological characterizations which can correspond with natural hair. The measurements of

nanotribological characterizations focus on surface roughness, friction force and adhesive force, and a new design of AFM

probe was used for measuring the nanotribological characterizations.

Key Words : Synthetic hair, nanotribological characterizations, surface roughness, friction force, adhesive force, AFM

probe, LFM.

1. 서  론

 모발은 몸의 중요한 요소로써, 아름다운 머리카락은

다른 이에게 심미적인 감각을 줄 수 있어생활에서 중

요하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미적 감각을 추구하고 있지

만, 일부의 사람들은 탈모, 화상, 두피 손상, 암 화학

치료 등의 문제로 고통스러워 한다. 그렇기에 인조가발

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발은 장기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부작용과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이는 주로 사람

의 모발과 피부의 특성이 인조모발과 차이가 있기에

발생한다. 특히 인조모발 표면의 나노 트라이볼러지(나

노 마찰역학) 특성은 정상 신체 모발의 적합 특성 범위

와 일치하지 않는다. 1999년, Bhushan은 모발 건강특

성은 나노 트라이볼러지 특성에 달려있다는 것을 제시

하였다[1]. 나노 트라이볼러지는 표면 거칠기, 표면 마

찰력을 포함하는 특성이다. 모발의 부드러운 느낌, 엉

키지 않는 상태, 쉽게 빗질이 되는 상태는 모발섬유의

마찰력, 표면 거칠기 및 접착력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우수한 인조모발의 개발에 있어 인간 모발의 나노 트

라이볼러지 특성에 관한 연구는 필수적이다.

원자 현미경(AFM)[2] 기술은 생물재료의 기계적 성

질의 측정에 응용되고 있다[3]. 최근에 머리와 피부에

대한 연구도 AFM기술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4-6].

AFM기술을 사용하여 모발을 보다 정밀하게 측정 할

수 있고, 이미지만 얻는 주사 전자 현미경(SEM) 등의

방법보다 정밀한 측정이 가능하다[7-8].  AFM은 나노†E-mail : hkkweon@kumo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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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브를 통해 샘플 표면에서 접촉하여 샘플의 표면

형상을 스캔해서 표면 거칠기와 마찰력을 분석 할 수

있고, AFM 프로브와 샘플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샘

플 표면의 접착력도 측정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AFM을 사용하여 인간모발의 나노 트

라이볼러지 특성에 대한 측정 실험을 실행하였다. 표면

거칠기, 마찰력과 접착력의 측정하기 위해 마이크로비

드(microsphere)를 이용한 나노 프로브를 사용하였다.

모발은 다양한 스타일이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 주로

파마모발, 염색모발과 보통모발의 세 가지 형식의 머리

카락을 대상으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각 모발 샘플은

샴푸 하기 전후의 나노 트라이볼러지 특성 변화를 분

석하였으며, 파마, 염색과 보통모발의 나노 트라이볼러

지 특성범위를 제시하였다.

2. AFM 기술의 응용

2.1. AFM의 원리

레이저 광선을 반사경을 통해서 AFM 프로브 윗면

에 비추고, 반사된 광선의 각도를 광센서(PSPD)에서

측정한다. AFM 프로브는 샘플 표면에서 스캔할 때 변

형이 생기면 변형신호를 PSPD에서 측정하여 피드백

시스템에서 처리한다. 피드백 시스템에서 나오는 신호

가 컴퓨터에 입력되면 샘플 표면의 형상이미지가 형성

된다. Fig. 1에 AFM의 측정 원리를 나타내었다.

2.2. AFM Scan mode

샘플의 표면 형상은 AFM의 스캔 모드에서 측정한

다. Fig. 2처럼 AFM 프로브는 샘플 머리카락과 평행

하게 놓아두고 샘플의 단면 방향에 따라 스캔한다. 본

연구에서는, 스캔 사이즈는 20 × 20 µm2로설정하고 정

상 하중과 스캔 속도는 5 nN, 1 Hz로 설정하였다.

AFM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전체 스캔 구역의 평균 거

칠기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지 안에 임의 지

점의 거칠기를 확인할 수 있다.

2.3. AFM LEM mode

AFM LFM (lateral force microscopy)[9] mode는 표

면 마찰력의 형상이미지를 측정한다. 샘플 표면 마찰력

의 구체적인 수치를 바로 얻을 수가 없지만 샘플의 표

면 마찰계수를 얻을 수 있다. Fig. 2a와 같이 이미지 안

에서 임의 직선 구역의 마찰력 곡선의 기울기는 평균

마찰력 계수이다. 표면 마찰력은 Bhushan[10]의 방법

에 의하여 구한다. 표면 마찰력과 평균 마찰력 계수,

정상 하중 및 표면 접착력에 관한 원리(Fig. 2(b))와 식

은 다음과 같다.

Ffriction =  μ (Fload+ Fladhesive) (1)

여기서, Ffriction은 표면의 마찰력이고 Fload는 정상 하

중이다. Fladhesive와 µ는 각각 표면 접착력과 평균 마찰

력 계수이다.

Fig. 1. The measuring principle of AFM.

Fig. 2. Principle of surface friction measurement.

Fig. 3. Typical force-distance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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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AFM F/D(foece-distance) mode

F/D mode에서 Fig. 3과 같은 force-distance curve를

얻을 수 있는데, 횡축은 piezo scanner의 이동거리를

나타내고 종축은 프로브의 변형을 나타낸다. 프로브는

샘플표면에 떨어진 지점에서 접근하게 되고(①) 프로

브와 샘플의 거리가 수 나노미터 내로 좁혀지게 되면

인력이 작용하여 프로브가 샘플 쪽으로 휘게 되어 접

촉이 이루어지게 된다(②). 프로브가 좀 더 샘플표면에

접근하면, 빔의 휨이 발생하게 되는데, 기울기를 발생

하는 부분이(③) 여기에 해당한다. 프로브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다시 프로브의 휨이 줄어들게 되고(④) 프로

브의 휨이 없는 flat line(⑤)을 지나게 된다. 프로브가

이동한 거리에 프로브의 탄성상수를 곱한 값이 접착력

에 해당한다.

3. AFM프로브의 개발

3.1. AFM프로브의 개발 배경

보통 AFM 프로브의 팁은 날카로운 형상을 갖는다.

이는 샘플 표면 특성을 측정할 때 프로브와 샘플 표면

의 접촉 면적이 작기 때문에 상호 작용력도 작아지기

때문이다(Fig. 4(a)). 특히 이러한 특성은 샘플 표면의

접착력을 측정할 때 프로브의 민감도의 차이로 나타난

다. 1991년 Ducker등은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을 제시했

다[11]. 본 연구에서는 AFM 프로브와 샘플 표면의 상

호 작용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AFM 프로브의 자유

단에서 에폭시 수지를 이용해서 50 µm 마이크로비드

를 붙이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작용력에 대한

Derjaguin 관계식(두 구체 사이의 힘의 법칙)은 다음과

같다.

(2)

여기서 R1은 구체 반경이다. D는 두 구체의 간격,

W(D)는 단위 면적당의 상호작용 에너지이다. 그러므

로 두 구체대신 마이크로스피어와 원통의 머리카락에

적용할 수 있고, Fig. 4(b)와 같다.

3.2. 마이크로비드 부착 시스템

부착 시스템(Fig. 5)은 주로 4가지 부분으로 이루어

진다. 현미경은 관측 장비로 모든 동작을 관측하였으며,

전송 제어 장치는 부착 과정을 제어하기 위한 회전 스

테이지와 z축 스테이지를 포함한다. 고정 장치는 위치

조절 장치에 연결돼서 접착제 바(glue-bar)와 마이크로

비드 바(microsphere-bar)를 고정한다. 위치 조절 장치

는 x, y축 스테이지로 이루어져서 bar들의 위치를 조절

한다.

3.3. 마이크로비드 부착 과정

AFM 프로브의 자유단에서 마이크로비드를 부착하

는 과정을 Fig. 6에 나타내었다. 먼저 위치 조절 장치

를 통해서 각 요소의 위치를 조절한 다음에 AFM 시

캔티레버를 이동시킨다. 이동제어장치를 통해서 캔티

레버를 접착제 바의 방향으로 내려서 접착제를 묻힌다

(Fig. 6 : Step1,2). 접착제를 묻힌 프로브가 다시 올라

가서 회전 스테이지로 마이크로비드 바 방향으로 회전

한 후, 프로브를 아래로 내리면서 마이크로 비드가 접

촉할 때까지 진행한다(Fig. 6 : Step3,4). 실제과정을

Fig. 7에 나타내었다.

3.4. AFM프로브의 특성 측정

AFM 프로브의 스프링 상수는 레버의 물리적 성질

에 의존한다. 즉 사각형 레버는 다음 관계를 만족해야

한다.

(3)

F D( ) 2π
R1R2

 R1 R2 +
------------------
⎝ ⎠
⎛ ⎞f Z( )d Z( )

D

∞

∫≈

 2π
R1R2

 R1 R2 +
------------------
⎝ ⎠
⎛ ⎞W D( )=

k
Et

3
ω

4l
 3

-----------=

Fig. 4. Contact of the AFM tip (a) and AFM Micro-bead

Probe (b). Fig. 5. Attachment system of nano-pr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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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E는 영률이고 t, w, l은 각각 레버의 두께,

폭 및 길이이다. 프로브에 마이크로비드가 부착되면 실

제의 스프링 상수는 변한다. Hooke’s law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은 식을 만족한다.

F = k • Δx (4)

그러므로 AFM 프로브를 이용하여 측정을 하기 위

해서는 새로운 프로브의 스프링 상수 값을 알아야 된

다. 본 논문은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참고 프로브 계

산(Reference calibration) 방법[13]을 선택해서 이용하

였다.

이 방법은 AFM의 변형-변위(deflection-distance curve)

모드 하에서 실행하고 AFM 프로브의 변형을 이용한

다. 스프링 상수를 알고 있는 참고 프로브를 샘플로 샘

플고정판에서 고정한다. 알려지지 않은 스프링 상수 테

스트 프로브는 참고 프로브에 접촉을 통해서 변형과

변위의 곡선을 나타낸다. 곡선의 기울기를 다음 관계식

에 대입하면 테스트 프로브의 스프링 상수를 구할 수

있다.

(5)

여기서, ktest는 구하고자 하는 테스트 프로브의 스프

링 상수이고 kref는 참고 프로브의 스프링 상수이다.

Srigid는 테스트 프로브가 참고 프로브의 고정 부분에 접

촉할 때 나타난 곡선의 기울기이다. Scant는 테스트 프

로브가 참고 프로브의 자유단 부분에 접촉할 때 나타

난 곡선의 기울기이다. θ는 프로브와 수평 방향의 각

도이다. Fig. 8은 Reference calibration 방법의 원리를

나타낸다.

Table 1은 여러 번의 실험을 통해서 구한 새로운

AFM 나노 프로브의 스프링 상수를 나타낸다. 여기서,

kref와 각도 θ는 각각 0.6 N/m, 12o이다.

4. 모발특성실험 및 결과

4.1. 모발의 표면과 표면거칠기

본 논문은 20대 젊은 사람의 머리카락을 샘플로 나

노 트라이볼러지 특성을 검토하였다. 성별의 제한이 없

ktest kref
Srigid Scant–

Scant
------------------------
⎝ ⎠
⎛ ⎞

cos
2
θ=

Fig. 6. Attachment step for attaching the microsphere.

Fig. 7. Attachment Process in AFM cantilever. Fig. 8. Reference calibr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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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모발 샘플은 염색모발, 파마모발과 보통모발 3가지

종류를 포함한다. 그리고 각 샘플의 샴푸하기 전후 상

태의 나노 트라이볼러지 특성에 대한 측정 실험을 실

행하였다. Fig. 9는 원자현미경으로 모발표면을 측정한

결과이다. 

샘플 표면의 형상을 측정한 다음, 표면 거칠기를 분

석하기 위해서 표면 이미지를 검토하였다. Fig. 10은

염색, 파마와 보통 모발의 샴푸하기 전후의 표면 거칠

기을 나타낸다. 염색과 파마 모발의 표면 거칠기가 샴

푸한 후에 평균적으로 감소함을 보였고, 보통의 모발은

상대적으로 작은 양의 변화만이 측정됨을 확인하였다.

4.2. 모발의 표면접착력

Fig. 11은 모발의 표면접착력을 측정한 결과이다. 이

결과로 부터, 염색모발, 파마모발과 보통모발의 표면

접착력의 크기가 모두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이

것은 샴푸로 인해 표면의 변화를 발생했음을 알 수

있었다.

4.3. 모발의 표면 마찰력

Fig. 12는 모발의 표면 마찰력을 측정한 결과이다.

이 이미지를 통해서 마찰력 곡선을 추정할 수 있었으

Table 1. Spring constant of AFM Micro-bead Probe.

kref θ Test No Srigid Scan ktest result

0.6N/m 12o

1 0.813 0.374 0.676

Average

= 0.781 N/m

2 0.819 0.355 0.750

3 0.805 0.356 0.726

4 0.801 0.350 0.739

5 0.811 0.336 0.811

6 0.807 0.344 0.774

7 0.815 0.338 0.808

8 0.803 0.325 0.844

9 0.809 0.329 0.838

10 0.806 0.327 0.842

Fig. 9. AFM measurement results of human hair.

Fig. 10. Roughness results of human hair.

Fig. 11. Results of adhesive force in human h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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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각 곡선의 기울기는 샘플 표면의 평균 마찰계수를

의미한다. 앞에서 구한 접착력과 같이2.3절의 공식을

사용하여 샘플의 표면 마찰력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

파마모발의 표면 마찰계수가 가장 크고 샴푸하기 전

모발의 마찰계수는 샴푸를 한 후 커짐을 확인하였다. 

4.4. 모발의 나노 마찰 특성의 측정결과

이상의 측정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파마, 염

색과 보통모발의 표면 거칠기, 마찰계수, 접착력과 마

찰력을 각각 나타내었다. 그리고 샴푸하기 전후의 두

경우의 특성도 보여준다. 각 모발 샘플은 샴푸하기 후

에 모든 특성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파마모

발의 특성의 경우 염색모발과 보통모발보다 크다는 것

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 제안된 원자 현미경(AFM) 프로브을 통

해서 인간모발 샘플 표면의 나노 트라이볼러지 특성을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AFM을 통해서 모발의 나노 트라이볼러지 특성

평가를 위해 AFM 나노 프로브 부착시스템과 나노 프

로브를 제작하였다. 나노 프로브의 스프링 상수를

Reference calibration 방법으로 계산하여 0.781 N/m의

결과를 얻었다.

(2) AFM 나노 프로브를 이용하여 파마모발, 염색모

발과 보통모발의 샴푸하기 전후의 표면 거칠기, 마찰계

수, 접착력을 측정하였다. 특히, 모발의 마찰력은 마찰

력 특성곡선을 통해서 마찰계수를  구한 후, Bhushan

방법에 의하여 표면 마찰력을 계산하여 모발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3) 인간모발의 나노 트라이블러지 특성을 측정하였

으며, 인간모발의 나노 트라이블러지 특성범위를 얻을

수 있었다. 인조 모발(파마, 염색, 보통 가발)의 나노

트라이블러지 특성이 이상의 특성범위를 만족한다면,

가발은 더 편한함을 느낄 것이고 부작용 또한 줄을 들

것으로 판단된다.

후  기

본 연구는 금오공과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지원을 받

아 수행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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