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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atic and dynamic hydrophobicities of the water droplets placed on a hydrophobic surface coated
using a fluoroalkylsilanes monolayer with different molecular chain lengths were investigated through direct
observation of the actual droplet motion during the sliding process. The surface roughness of both was found
to be less than 1 nm. The static contact angles of the coated FAS-3 and FAS-17 were respectively 80o and 108o

at 150oC, 1 h. The slope of sliding acceleration against the water droplet mass exhibited an inflection point,
thus suggesting the switching of the dominant sliding mode from slipping to rolling. While their sliding angles
were similar in value, notable differences were exhibited in terms of their sliding behavior. This can be
understood as being due to the contribution of the shear stress difference at the interface between the solid
surface and water during the sliding process. These results show that the sliding acceleration of the water
droplets depends strongly on the balance between gravitational and retentive forces on the hydrophobic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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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발수성 코팅은 표면기능성 부여와 생산프로세스 등의

모든 공업분야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기술이

다. 예를 들면 방수적(anti-wetting), 방설(anti-snow), 방청

(anti-rusting), 누전방지, 마찰저항 감소 등 각종 발수 용

도에 관한 재료설계의 기본적인 지침에 채용되고 있다.1-4)

일반적으로 고체표면의 발수성 평가는 크게 정적 발수성

과 동적 발수성으로 나눌 수 있다. 표면의 정적 발수성

은 접촉각(contact angle)에 의해 평가되고 화학적인 인

자인 표면에너지와 물리적 인자인 표면 거칠기, 형상에

의해 의존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6) 표면오염이나 분

자 물질의 흡착에 대한 영향이 무시될 때, 평탄한 고체

표면의 젖음성은 그 표면에너지에 의해서 지배된다. 따라

서 고체표면의 발수성은 표면에너지를 낮춤으로써 향상

시킬 수 있다.5-11)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낮은 표면에너

지 (6.7 mJ/m2)를 가지는 표면은 규칙적으로 최밀육방충

진배열된 CF3 로부터 얻어졌다.12) 또한 동적 발수성을 평

가하는데 이용되고 있는 것은 전락각(sliding angle)과 히

스테리시스이며 전락각은 서서히 경사각을 주어 고체표

면 위에 소정의 액적이 흐르기 직전의 최소 각도, 이때

의 전진각(advancing contact angle)과 후진각(receding

contact angle)의 차이인 히스테리시스를 계측함으로써 고

체표면에서의 동적 발수성을 평가하고 있다.8,13-16)

그러나, 이러한 전락각은 시간 함수나 액적의 제거 속

도에 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최근에는 실질적

인 관점에서, 건축이나 수송기계 등 각종의 공업 재료들

은 크기나 기능 등에서 표면의 경사각이 정해져 있는 경

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엄밀한 동적 발수성을 평가하

는 것은 전락하는 경사각이 아니고 어느 일정한 경사각

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속도로 액적을 제거할 수 있는

가이다. 발수성 표면에 있어 액적의 제거 성능은 전락을

개시하는 경사각과 더불어 일정한 경사각에 있어서의 액

적의 전락 (가)속도(sliding velocity or acceleration)도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인식되고 있다. 일부 고체표면의

성질과 액적의 전락속도 또는 가속도에 대한 보고가 있

지만 아직까지 전반적인 전락 (가)속도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기초지식이 불충분하다.10,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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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Si 기판상에 단분자 길이가 다른 불소

계 발수성 실란을 이용하여 코팅막을 제조하고 직접적인

관찰에 의해 발수처리된 균일한 표면에서 물에 대한 정

적 접촉각 및 동적 발수성(전락각, 전락가속도)에 대해 조

사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발수성 표면을 제조하기 위해 Hepta-
decafluoro-1,1,2,2-tetrahydrodecyltri-methoxysilane

(CF3(CF2)7CH2CH2Si(OCH3)3, TSL8233; GE 도시바 실

리콘; FAS-17)과 3,3,3-trifluoropropyltrimethoxysilane

(CF3CH2CH2Si(OCH3)3, KBM7103; Shinetsu 화학사;

FAS-3)을 이용하였다 (Fig. 1). 코팅된 표면에서의 발수

성을 평가하기 위해 가능하면 기판의 표면 거칠기에 의

한 영향을 무시할 수 있는 Si 기판(15 mm×40 mm)을

이용하였다. 평탄한 기판을 아세톤, 메탄올의 순서로 초

음파 세정 후 질소가스로 건조시켰다. 세정된 Si 기판의

산화물층을 광세정하기 위해 진공자외(vacuum ultraviolet)

램프(대략 7 mW/cm2의 전력밀도를 가지는 파장 172 nm

의 크세논-엑시머 램프, UER20-172; Ushio)를 이용하여

공기 중에서 10분간 조사하였고 광조사된 Si 기판은 5도

미만의 접촉각을 가지는 친수성 표면이 되었다. 유리용

기에 단분자 불소계 실란의 원액 0.2 ml와 친수처리된 Si

기판을 넣어 전기로에서 100~200oC의 온도범위에서 1시

간씩 유지하여 발수코팅된 표면을 제조하였다. 미반응의

불소계 실란을 제거하기 위해 코팅된 표면을 아세톤과 에

탄올로 세정 후 건조하여 발수성 평가를 하였다.

제조한 발수표면의 형상 및 거칠기는 원자력간 현미경

(SPM, JSPM-5200, JEOL)에 의해 관찰하였다. 각 표면

에서의 접촉각은 Sessile drop법에 의해 4 mg의 물방울

을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각기 다른 5포인트를 측정하여

평균치로 하였다(Dropmaster DM-500). 전락각은 30 mg

의 물방울을 이용하여 DM-500 자동시스템에 의해 2o/s

의 기울기 속도로 기울이면서 측정하여 5번의 값의 평

균치를 사용하였다. 경사각을 35o 고정하고 20~45 mg의

물방울을 가지고 고속 디지털카메라 시스템(HAS200R)을

이용하여 직접 관찰로부터 발수표면에서의 동적인 전락

거동을 평가하였다.20) 기록된 전락거동은 물방울과 발수

표면의 접촉선의 전단(즉, 고-액-기 삼중점)을 기준으로 시

간의 단위에 대한 전락하는 거리를 측정하여 분석하였고

전락가속도는 2차 방정식에 의한 최소 자승법을 사용하

여 계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2는 친수 처리된 Si 기판상에 단분자 길이가 다

른 두 불소계 실란을 각각의 온도조건에서 1시간 코팅

하여 제작한 발수표면상에서의 정적 접촉각을 측정한 결

과를 나타내었다. FAS-3와 FAS-17로 코팅된 발수표면에

서는 코팅온도가 증가할수록 모두 접촉각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각각의 성장 온도에서 제조된 발수표면의 거칠기

를 관찰하여 보면, 200oC이상의 코팅조건에서는 기판과

반응하지 않은 실란 또는 코팅된 실란이 이런 온도조건

에서 재증발에 의해 서로 응집이 되어 표면에 응집체들

을 형성시켜 불균일한 표면형상을 가지는 것이 관찰되었

다. 따라서 200oC이상의 조건에서 코팅된 발수표면에서

의 접촉각은 크지만 표면이 거칠고 불균일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의 균일한 발수표면에서의 동적 전락거동을 살

펴보기 위해서는 최적 조건인 150oC에서 코팅된 발수표

면을 이용하였다.

Fig. 3은 FAS-3와 FAS-17의 최적 조건인 150oC, 1시

간 동안 코팅된 표면의 AFM 이미지를 나타낸 것이다.

Fig. 1. Schematic representation of both fluoroalkylsilane
monolayers: (a) FAS-3 and (b) FAS-17.

Fig. 2. Static contact angles of a 4 mg water droplet on both
fluoroalkylsilane surf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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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 모두의 코팅된 발수표면은 단분자들이 거의 균일하

게 배열되어 있는 것처럼 대략 1 nm 미만의 표면 거칠

기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최적 조건인 150oC, 1시간 동안 코팅된 FAS-17와

FAS-3 발수표면에서의 정적 접촉각은 108o와 80o였다. 그

리고 양 발수표면에서의 전락각(α), 전진각(θa), 그리고 후

진각(θr)은 각각 αFAS-17 = 16o와 αFAS-3 = 16o, θa, FAS-17

= 120o와 θa, FAS-3 = 85o, 그리고 θr, FAS-17 = 102o와 θr, FAS-3

= 72o의 동적 발수성을 가졌다. FAS-17와 FAS-3 표면에

서의 정적 접촉각은 다르지만, 양 코팅표면의 전락각은

거의 동일하다. Yoshida 등에 의해 다른 분자장 길이를

가지는 공중합체인 methylmethacrylate-fluoroalky-

lmethacrylate의 평탄한 박막 중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보

고되었다.19) 전락각은 단분자 길이 및 불소계·비불소계

에 관계없이 적어도 실란계 자기조직화 단분자막 상에서

는 주로 표면구조의 균일성에 영향을 받는 것을 나타내

고 있다. 균일한 표면일 경우, 화학구조의 영향은 거의 없

지만 만약 있어도 수 도정도일 것으로 시사하고 있다.21)

발수코팅된 각각의 표면에서의 표면에너지는 Owens-

Wendt’s 법으로 3 mg의 물과 CH2I2의 서로 다른 액체의

정적 접촉각에 의해 계산할 수 있다.22) CH2I2의 액체에

대한 FAS-17와 FAS-3 발수표면에서의 정적 접촉각은

78o와60o 였다. 따라서 FAS-3와 FAS-17의 발수표면에서

각각 31.4 mJ/m2와 18.4 mJ/m2의 표면에너지가 얻어졌다.

Fig. 4는 경사각 35o에서 FAS-3와 FAS-17의 발수표면

위에 각기 다른 물방울의 무게에 대한 전락거동을 나타

낸 것이다. FAS-3의 발수표면에서는 작은 무게의 물방

울은 대부분 등속도를 가지고 아주 천천히 전락하는 것

을 볼 수 있고 측정 물방울의 무게가 40 mg이상에서 약

간의 가속도로 전락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FAS-17 발

수 표면에서는 아주 작은 20 mg일 때는 등속으로 전락

하다가 그 이상의 무게에서는 물방울의 무게에 의존하여

가속도의 값이 증가하는 것을 나타내었다.

경사각 35oC와 물방울의 무게 45 mg의 조건에서, FAS-

3와 FAS-17의 발수표면상에서 전락하는 물방울의 전락

거동을 직접적으로 관찰한 영상을 통해 같은 간격으로 처

리한 연속 사진을 Fig. 5에 나타내었다. 같은 측정 조건

에서 발수성이 다른 표면에서의 동적 전락거동을 이런 직

Fig. 3. AFM images of hydrophobic surfaces coated by (a) FAS-3 and (b) FAS-17 at 150oC for 1 h. Lateral and vertical scales
of each images are 5×5 µm2 and 5 nm, respectively.

Fig. 4. Sliding distance against time of water droplets on (a) FAS-3 and (b) FAS-17 surfaces tilted at 35o. ■, 20 mg; □, 25 mg;
●, 30 mg; ○, 35 mg; ▲, 40 mg; and △, 45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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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인 관찰에 의해 FAS-17로 코팅된 발수표면이 FAS-

3 표면에서 보다 빠른 가속도로 전락하는 것을 확인하

였다. 지금까지 전락각을 발수성 표면에서의 동적 거동

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본 실험에서와 같이 서로 다른 표

면에너지를 가지는 발수표면에서 비슷한 전락각을 가져

도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실질적인 시간의 함수가 포함된

전락가속도 면에서는 다른 동적 전락거동을 나타내고 있

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6(a)는 FAS-3와 FAS-17의 발수표면상에서 각각의

물방울 무게의 역수 값과 그 때의 전락 가속도에 대한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보다 큰 물방울 무게에서는 보다

큰 가속도를 나타내었고 모든 물방울 무게에 대해 FAS-

17 발수표면에서의 전락 가속도는 FAS-3 표면의 전락 가

속도보다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경사각 α의 경사면에서 물방울이 전락하는 동안 작용

하는 외부의 힘 F는

F = ma = mg sinα – R, a = –R(1/m) + g sinα (1)

(2)

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a는 전락 가속도, g는 중

력 가속도, m은 물방울의 중량, 그리고 R은 전락하는 동

안 반대방향으로 작용하는 모든 저항력(retention force)

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r은 물방울이 고체 발수표

면에 놓여 있을 때의 반경, γLV는 물의 표면장력(72.8

mN/m)을 표현한 것이다. 식 (1)의 우측의 첫 번째 항은

경사진 표면에서의 물방울에 작용하는 중력이고 두 번째

항은 저항력을 나타내고 있다.14)

물방울 무게의 역수에 대한 전락 가속도의 기울기를 살

펴보면 어느 점에서 변곡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변곡점이 나타나는 현상은 유사한 높은

레이놀드수 상태하에서 알킬계 실란인 ODS(octadecyl-

trimethoxysilane) 발수표면을 통해 그 위에서 전락하는

물방울의 거동이 표면의 거칠기, 표면의 화학조성 그리

고 경사각 등에 의해 경사면에서 물방울이 전락하는 동

안 미끄러짐에서 회전으로 바뀌는 전락 mode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였다.17)

직접 관찰에 의해 얻어진 전락 가속도와 식 (1)에서 계

R
1
2
---πrγLV θrcos θacos–( )=

Fig. 5. Photographs of the sliding of a 45 mg water droplet on
(a) FAS-3 and (b) FAS-17 surfaces tilted at 35o.

Fig. 6. Plots of sliding acceleration against the inverse of water droplet mass on FAS-3 and FAS-17 surfaces (a) and the relation
between the sliding acceleration obtained by direct observation and the retention force obtained from Eq. (1)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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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된 저항력의 관계를 Fig. 6(b)에 나타내었다. 위 식에

서 물방울의 중력은 물방울의 무게 즉, 부피에 의존하기

때문에 물방울의 크기는 저항력에 대한 것보다 중력에 의

한 것에 영향을 받고 저항력은 식 (2)에서 나타낸 것처

럼 고체 표면과 액체와의 접촉선(면)에 의존하게 된다. 따

라서 FAS-3의 발수표면에서의 전락가속도가 FAS-17의 발

수표면보다 느리다는 것은 정적 발수성이 작아 저항력에

영향을 주는 인자인 발수 표면과 액체와의 접촉선이 커

서 전락에 대한 저항력이 FAS-3가 FAS-17 표면보다 큰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식 (1)에 의해 Fig. 6(a)의 기울

기는 저항력 R 성분을 나타낸 것으로 FAS-17 보다 FAS-3

의 발수표면에서의 기울기가 크다는 것은 저항력이 FAS-

3의 발수표면에서 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Fig. 6(b)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결  론

Si 기판에 분자 길이가 다른 FAS-3와 FAS-17를 표면

의 거칠기가 1 nm미만인 균일한 발수표면을 제조하였고

정적 접촉각과 동적 발수성인 전락각, 전락 가속도의 전

락 거동에 대해 직접 관찰을 통해 조사하였다. 경사진 발

수 표면에서 액체가 전락하는 동안, 물방울 무게의 역수

에 대한 전락 가속도의 기울기를 살펴보면 어느 점에서

물방울이 미끄러짐에서 회전으로 전락하는 전락 mode의

스위칭 현상의 변곡점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한 동적 발수성인 전락각이 두 실란 표면에서 비슷한 값

을 가졌지만, 발수표면에서의 실질적인 동적 전락거동인

액체의 제거성능은 단순 비교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

명하였고 이런 전락 가속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에 대해

보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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