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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계 부품의 크기가 작아지면 부피와 관련된 힘

들의 영향력은 세제곱에 비례해서 줄어들지만 면적

과 관련된 힘들은 제곱이 비례해서 줄어들고 선과 

관련된 힘들은 선형적으로 줄어든다. 이 때문에 마

이크로/나노 디바이스에서는 상대적으로 면적과 

선과 관련된 힘의 영향력이 매우 커지게 된다 [1].  
마이크로/나노 디바이스에서는 영향력이 커진 표

면장력, 반데르발스힘 등에 의해 마찰력이 높아지

게 된다. 마이크로/나노 디바이스의 상용화를 위해

선 높아진 마찰력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이

다. 매크로 디바이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액

체 윤활제는 표면 장력에 의한 높은 점착력을 가지

게 되므로 마이크로 디바이스에서는 사용이 제한적

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액체윤활제가 아닌 자기 

조립 분자막과 같은 나노 윤활제, 기상 윤활 등 다양

한 윤활 기술이 연구되어 왔다 [2-5]. 본 연구에서는 

광유와 실리콘 오일을 증발 코팅 방법을 이용하여 

실리콘 기판에 박막으로 코팅함으로서의 마이크로 

디바이스의 마찰을 저감시킬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하

였다.    

2. 실험방법 및 결과

본 연구에서는 고온에서 사용 가능한 광유 윤활

제와 실리콘 오일 윤활제를 증발 코팅 방법을 이용

하여 실리콘 기판에 윤활제를 박막으로 코팅하였

다. 이를 위하여 Fig. 1과 같이 비이커 안에 윤활제를 

넣고 히터를 사용하여 실리콘 기판에 증착시켰다. 
실리콘 기판 위에 증착 된 윤활제의 두께를 계산하

기 위하여 증발 전후의 윤활제를 포함한 비이커의 

무게와 실리콘 시편의 무게의 변화량을 측정하였

다. 광유 윤활제는  증발이 활발히 이루어져 무게 변

화를 측정하기 충분한 량이 증착되었지만 실리콘 윤

활제는 증발 전후 무게 변화가 저울로 측정이 어려

울 정도로 소량만 증착되었다. 이렇게 제작된 시편

들을 스테인레스 스틸 볼을 이용한 마찰 실험을 실

시하였다. 그 결과 광유 윤활제의 경우 증착된 물질

의 양이 증가할수록 마찰 계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증발되어 코팅된 물질이 광유 유활

제 성분중 점착력을 가지는 물질임을 보여준다. 실
리콘 오일의 경우 증착된 실리콘 오일이 매우 소량

임에도 마찰계수가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증

착되는 실리콘 오일의 양이 증가할수록 마찰 계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Fig. 1 Schematic of evaporation coating method

3. 결론

본 연구 결과 고온 용 광유 윤활제의 경우라도 

혼합물로 다양한 비등점을 가지는 물질이 섞여있

기 때문에 증발 코팅 방법을 사용하기에 부적합함

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고온용 실리콘 오일은 증발 

코팅 방법을 사용하여 실리콘 기판의 마찰 계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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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출 수 있었다. 실리콘 오일을 이용한 증발 코팅 

방법의 경우, 마이크로/나노 디바이스에서 마찰을 

저감시킬 수 있는 기술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후기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

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 2012-0001232)

참고문헌

1. W. S. N. Trimmer, "Microrobots and 
Micromechanical Systems", Sensor. Acuator, 19, 
267-287, 1989.

2.    양지철, 김대은, “FDTS와 OTS SAM의 어닐링 

온도에 따른 트라이볼로지 특성”, 한국정밀공

학회지, 20, 240-247, 2003. 
3.   D. B. Asay, M. T. Dugger and S. H. Kim,  "In-situ 

Vapor-Phase Lubrication of MEMS", Tribol. Lett., 
29, 67-74, 2008.

4. S. H. Kim, D. B. Asay and M. T. Dugger, “ 
Nanotribology and MEMS”, Nano Today, 2, 22-29, 
2007.

5.     H. J. Kim, S. S. Yoo and D. E. Kim, “ Nano-scale 
Wear : a Review”, Int. J. Precis. Eng. Man., 13,  
1709-1718, 2012.

5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