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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주름 표면은 일반적으로 표면에 굴곡이 

분포하는 형태를 가지게 된다. 인체 표피의 

주름이나 게코 도마뱀의 발바닥에서 관찰할 수 

있듯이 자연계의 여러 방면에서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박판 가공 시 잔류응력이나 재료의 

물성에 의하여 불균일한 주름 표면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현재 이런 주름 구조들을 인위적으로 

생성시키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주름 구조를 생성시켜 넓은 표면적을 통하여 

열전달 효율을 촉진시키거나 반응성을 

증가시키는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주름 표면을 생성시키는 

공정기술로 반복 접촉 분리(repetitive contact and 

tesion) 방식을 제안하고, 자외선(ultraviolet, 

이하 UV) 경화 레진에 구리 분말을 첨가하여 

표면 내에 구리 분말이 분포하는 주름 구조를 

생성하는 공정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2. 반복 접촉 분리 공정 
 

주름 구조 표면을 생성시키는 공정 방법인 

반복 접촉 분리 방식은 유리 기판 위에 UV 

테이프를 부착시키고 유리 기판의 상부에 

구리(copper, 이하 Cu) 분말이 첨가된 UV 

경화성 레진을 떨어뜨린 후 하부 이동 

스테이지에 진공을 발생시켜 부착하고 상부 

스테이지에는 레진이 없는 유리 기판에 진공을 

발생시켜 부착함으로써 공정을 준비한다. 

Fig. 1 Schematic of moving stage module of system 
 

하부 이동 스테이지를 z 축으로 40 ㎛/sec 

속도로 상승시켜 상하부 유리 기판이 접촉하여 

UV 경화성 레진이 압착될 수 있도록 한다. 

레진이 압착되면서 고루 퍼지게 되고 하부 

스테이지를 400 ㎛/sec 로 하강시켜 두 유리 

기판의 UV 경화성 레진이 분리되도록 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여 공정을 진행한다. 반복 

공정을 거쳐 두 스테이지를 분리하고 기판 

위에 400 mW/cm2 세기의 UV 램프를 설치하여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UV 를 10 분간 조사하여 

표면을 경화시켜 주름 표면을 제작하게 된다. 

 

3. 주름 구조 표면 제작 평가 
 

반복 접촉 분리 방식으로 제작된 주름 

구조 표면을 물방울 접촉각 측정을 통하여 

소수성 성질에 관하여 알 수 있다. 주름 

구조가 생성되지 않은 표면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UV 경화성 레진을 스핀 코팅하여 

10 분간 UV 조사 후 경화시킨 뒤 접촉각 

측정기를 통하여 접촉각을 측정하였다. 

반복 접촉 분리 방식을 이용한 Cu 분말을 가진 주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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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2 (a) Contact angle on a spin coated UV curing 

resin (b) Contact angle on fabricated surface 

wrinkle structure 
 

Fig.3 Fabricated surface wrinkle structure with Cu 

particle 
 

Fig.2 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주름이 생성된 

표면의 접촉각이 평평한 표면보다 약 20 ˚  

가량 크다. 이는 표면에 주름 구조가 

생성되면서 표면 거칠기가 증가하여 웬젤의 

접촉각 이론에 따라 접촉각이 증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UV 레진에 6~10 ㎛ 크기의 Cu 

분말이 첨가되어 표면 내에 구리 입자가 

분포하게 된다. 구리 입자로 인하여 표면은 

주황색 (Fig.3)의 주름 표면을 생성한다. Cu 

분말이 첨가된 주름 구조 표면을 전자 현미경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이하 SEM)으로 

촬영하여 얻은 300 배 배율의 사진은 Fig.4 와 

같고 주름 사이에 Cu 입자가 분산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Fig.4 SEM image of fabricated surface wrinkle 

structure with Cu particle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Cu 분말이 첨가된 UV 

경화성 레진을 반복 접촉 분리 방식의 공정을 

이용하여 주름 표면 구조를 제작하였다. 주름 

구조의 표면을 가지면 평평한 표면에 비하여 

소수성 성질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Cu 분말을 레진과 혼합하여 주름 

표면을 제작함에 따라 Cu 입자들이 표면 내에 

분산된 형태로 존재하고 표면은 주름 구조를 

생성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차후 

주름 표면 구조와 Cu 분말의 열전달 효율이 

증가되는 정도를 연구할 수 있고, 또한 

열효율에 관련된 공정방법으로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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