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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uperhydrophobic SiO2 layers with a micro-nano hierarchical surface structure were prepared. SiO2 layers deposited

via an electrospray method combined with a sol-gel chemical route were rough on the microscale. Au particles were decorated

on the surface of the microscale-rough SiO2 layers by use of the photo-reduction process with different intensities (0.11-1.9 mW/

cm2) and illumination times (60-240 sec) of ultraviolet light. With the aid of nanoscale Au nanoparticles, this consequently

resulted in a micro-nano hierarchical surface structure. Subsequent fluorination treatment with a solution containing

trichloro(1H,2H,2H,2H-perfluorooctyl)silane fluorinated the hierarchical SiO2 layers. The change in surface roughness factor

was in good agreement with that observed for the water contact angle, where the surface roughness factor developed as a

measure needed to evaluate the degree of surface roughness. The resulting SiO2 layers revealed excellent repellency toward

various liquid droplets with different surface tensions ranging from 46 to 72.3 mN/m. Especially, the micro-nano hierarchical

surface created at an illumination intensity of 0.11 mW/cm2 and illumination time of 60 sec showed the largest water contact

angle of 170o. Based on the Cassie-Baxter and Young-Dupre equations, the surface fraction and work of adhesion for the micro-

nano hierarchical SiO2 layers were evaluated. The work of adhesion was estimated to be less than 3 × 10−3 N/m for all the liquid

droplets. This exceptionally small work of adhesion is likely to be responsible for the strong repellency of the liquids to the

micro-nano hierarchical SiO2 l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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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자기세정, 내지문, 오염방지, 김서림방지 등의 특

성을 가지는 표면에 대한 연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

다.1-4) 여러 가지 재료 중에서 실리카(SiO2)는 이러한 코

팅층으로의 사용이 유망한 재료 중 하나이다.5) 특히 SiO2

는 지각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원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

학적으로 인간에 무해하고 환경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알

려져 있다. 또한 SiO2는 매우 안정하며, 상당한 내마모

성을 보유하고 있는 등 여러 물성 측면에서 매력적인 물

질이다. 이러한 SiO2는 sol-gel법6,7)을 이용하여 쉽게 합

성할 수 있으며, 스핀(spin) 혹은 딥(dip)코팅법을 이용하

여 박막형태의 얇은 코팅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많은

장점들을 가진 SiO2 코팅층의 표면특성 제어는 매우 중

요하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응용이 기대된다.

초소수성표면은 150o 이상의 물접촉각을 가지는 표면

을 의미하며, 앞서 언급한 자기세정, 내지문, 오염방지,

김서림방지 등의 기능은 표면의 초소수성 성질과 밀접

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소수성과 자기

세정 기능을 가지는 연꽃의 특징이 발견된 이래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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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초소수성 표면을 인공적으로 형성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8,9) 문헌에 의하면10,11) 표면의 화

학적요인과 물리적 구조에 의해 표면의 초소수성이 결

정된다. 따라서 표면의 화학적 요인과 표면구조를 제어

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12,13)

SiO2 표면의 화학적 성질 혹은 구조를 제어하여 친수 및

소수 표면을 구현하는 연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

다.14-18) 중요한 몇 가지 연구를 살펴 보면 하이브리드

SiO2,
14) 기능성 그룹의 고정화15) 등 표면에너지 감소를

위해 SiO2 표면의 화학적 구성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다.

반면에 표면의 거칠기를 더 높이기 위해 리소그래피,16)

자기조립,17) sol-gel법18) 등을 이용해 SiO2 표면의 구조

를 제어하는 연구도 보고되었다.

표면의 거칠기를 더욱 높이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는 계층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다. Shen등은19) 용액침지법

으로 알루미늄 기판 위에 수산화알루미늄을 계층구조로

형성하여 초소수성 표면을 형성하였고, Shao등은20) 수열

합성법으로 hollow구조에 ZnPc(Zinc phthalocyanine)

를 나노크기로 형성하여 계층구조를 합성하였다. Yuan

등은21) ion etching과 galvanic etching으로 마이크로-나노

계층구조의 실리콘 표면을 형성하여 초소수성 표면의 구

현을 보고한 바 있다.

전기분무증착법(Electrospray deposition)은 간단하고 비

용이 저렴하며 효율적이며, 점도가 낮은 용액으로부터 비

진공분위기에서 산화물 재료의 코팅층을 쉽게 형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22) 전기분무증착법에서 전기

장은 주사기바늘과 컬렉터 사이에 걸어주고, 용액은 바늘

의 끝에서 표면장력에 의해 작은 물방울을 형성하게 된

다. 이 때, 주사기 내부의 용액을 아주 느린 속도(feeding

rate)로 밀어주면서 동시에 적절한 크기의 전압을 인가하

면 정전기적 반발력이 미세 액적 내부에 축적되어 표면

장력을 극복하게 되는 순간, 분무가 발생하며, 이러한 분

무는 인가된 전압에 의해 컬렉터를 향해 가속된다. 용

액의 점도가 아주 낮은 경우, 용액은 물방울 모양으로

분사되고 일반적으로 아주 거친 입자로 형성된 코팅층

을 형성한다.23) 이러한 점에서 전기분무증착법은 소수성

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거친 표면구조의 SiO2 코팅층을

형성하는데 적합하다. 본 저자들의 선행연구에 의하면,23,24)

전기분무증착법으로 형성한 SiO2 코팅층은 소수성을 가

지며,23) 이러한 소수성 SiO2 코팅층에 표면불소화처리를

하면 우수한 초소수성이 발현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24)

본 연구진들의 선행연구에서 개발한 초소수성 SiO2 코

팅층의 물접촉각을 더욱 높이기 위해 코팅층에 마이크

로-나노 구조가 동시에 존재하는 이중 거칠기를 만들어

더욱 큰 거칠기를 얻을 경우 향상된 초소수성 표면을 얻

을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분무증착법으로 형

성한 거친 SiO2 코팅층에 금 나노입자를 코팅하여 마이

크로-나노 계층구조를 형성함으로써 더욱 큰 거칠기를 가

진 표면구조를 형성하고자 시도하였으며, 금 나노입자가

코팅된 계층구조 SiO2 코팅층에 표면불소화처리를 하여

아주 뛰어난 초소수성을 얻을 수 있었다.

2. 실험 방법

SiO2 코팅층은 sol-gel 용액을 전기분무증착법으로 Si

(100) 기판 위에 형성하였다. Sol-gel 용액은 tetraethoxy-

silane(TEOS, Si(OC2H5)4)과 methyltriethoxysilane(MTES,

CH3Si(OC2H5)3)을 전구체 물질로 사용하였다. 먼저 TEOS

와 MTES를 1 : 1 몰비로 혼합하여 실온에서 2시간 동안

교반하고, 이 용액에 따로 준비된 에탄올, 물, HCl이 몰

비 6 : 9 : 0.3으로 구성된 용액을 다시 혼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기분무를 위한 feeding rate는 0.05 ml/

h이고, needle과 컬렉터 사이에 가해준 전압은 15 kV,

needle tip과 컬렉터 사이의 간격은 10 cm로 하였다. 이

렇게 형성한 코팅층을 400 oC에서 2시간 동안 공기 분

위기에서 열처리하여 순수한 SiO2 코팅층을 얻었다. 이

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실험조건은 본 저자들의 선행보

고에 기술되어 있다.24)

마이크로-나노 계층구조(hierarchical structure)를 형성하

기 위해서 전기분무증착법으로 형성한 마이크로 거칠기

의 SiO2 코팅층을 Au 전구체 용액에 침적한 다음, 자

외선(UV, ultraviolet)을 조사하는 광환원법(photo-reduc-

tion mothod)을 이용하여 Au 나노입자를 합성하였다. 전

구체 용액인 gold(III) chloride(HAuCl4) 수용액은 0.4 g

의 hydrogen tetrachloroaurate(III) hydrate(HAuCl4·nH2O

(n = 3.6), Kojima chemicals Co. Ltd)를 20 g의 propanol

에 녹인 후 2시간 동안 교반하여 합성하였다. 자외선 조

사는 실온에서 이루어졌고, 사용한 램프는 할로겐 램프

이며 주 파장은 360 nm이었다. Au 나노입자 형성 거동

을 관찰하기 위해 조사하는 자외선의 세기와 자외선 조

사 시간을 변화시켰다. Au 나노입자를 형성한 SiO2 코팅

Fig. 1. Schematic showing the processing steps used to prepare

micro-nano hierarchical SiO2 layers in this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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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은 상온에서 건조하여 500 oC에서 1시간 열처리하였다.

마이크로-나노 계층구조를 가지는 SiO2 코팅층의 표면

에너지를 제어하기 위해서 10 mmol의 trichloro(1H,2H,

2H,2H-perfluorooctyl)silane(PFOS, CF3(CH2)5CH2CH2-

SiCl3)을 함유한 hexane 용액에 10분간 침적한 다음, 상

온에서 건조하고, 200oC에서 1시간 열처리하여 표면불소

화처리를 하였다.24) 본 연구에서 적용된 마이크로-나노 계

층구조 SiO2 코팅층을 형성하기 위한 일련의 실험 과정

을 Fig. 1에 개략적으로 나타내었다.

SiO2 코팅층의 미세구조를 주사전자현미경(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FE-SEM)을 통하여 관찰

하였으며, 물접촉각(Water Contact Angle, WAC)은 접촉

각 측정기로 실온에서 10 µL의 탈이온수를 사용하여 측

정하였다. 또한, 물 이외의 액체인 우유, glycerol, 주스

그리고 커피에 대해서도 접촉각을 측정하여 표면특성을

파악하였다.

Fig. 2. Surface microstructures, observed by FE-SEM, of (a) SiO2 layer by electrospray, hierarchical SiO2 coating layers with Au nanoparticles

synthesized at 60 sec UV illumination and intensity of (b) 0.11, (c) 0.27, (d) 0.9 and (e) 1.9 mW/cm2, and with Au nanoparticles synthesized

at 0.11 mW/cm
2
 UV intensity and illumination time of (f) 90, (g) 120 and (h) 240 sec. The inset figures are corresponding high-magnification

images, obviously showing the micro-nano hierarchical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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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전기분무증착법으로 형성한 SiO2 코팅층에 자외선 세

기와 자외선 조사 시간에 변화를 주어 Au 나노입자를 형

성한 후 관찰한 미세구조를 Fig. 2에 나타내었다. 자외선

세기와 자외선 조사 시간에 따라 Au 나노입자의 분포가

미세하게 다름을 알 수 있다. 먼저 자외선 조사 시간을

60초로 고정하고, 자외선 세기를 0.11, 0.27, 0.9, 그리고

1.9 mW/cm2로 변화시키면서 형성된 나노입자의 분포형

상을 FE-SEM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2의

(b)-(e)에 나타내었다. Au 나노입자를 형성하지 않은 SiO2

코팅층의 형상인 Fig. 2(a)와 비교하면, 자외선 조사 환

원법으로 SiO2 입자 표면에 Au 나노입자가 균일하게 형

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조사하는 자외선

세기에 따라 SiO2 입자의 표면에 형성된 나노입자의 크

기 및 분포가 미세하게 다르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0.11

mW/cm2 자외선 세기에서 형성된 Au 나노입자의 경우

Fig. 2(b)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Au 나노입자의 평

균 지름은 ~45 nm으로 다른 조건에서 형성된 Au 나노

입자에 비하여 나노입자의 크기기 비교적 균일하며, SiO2

입자 표면에서 agglomeration 없이 고르게 분포하였다. 

한편, 자외선 세기별 실험에서 Au 나노입자의 분포가

가장 고르게 나타났던 자외선 세기인 0.11 mW/cm2에서

자외선 조사 시간을 60, 90, 120, 그리고 240초로 변화

시키며 형성된 나노입자의 분포형상을 Fig. 2의 (f)-(h)

에 나타내었다. Fig. 2(b)의 경우는 조사세기와 조사시간

에서 중복되는 미세구조이다. 자외선 조사 시간에 따라

형성된 마이크로-나노 계층구조 SiO2 코팅층의 나노입자

분포형상을 나노입자를 형성하지 않은 Fig. 2(a)와 비교

하면, 예상한 바와 같이 자외선 조사 시간에 따라 Au

나노입자의 크기 및 분포가 조금씩 미세하게 다름을 알

수 있다. 

이들 조건들은 일반적인 표면거칠기 분석으로 그 차이

를 나타내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rough-

ness factor(거칠기지수)라는 개념을 정의하여 Fig. 3에 나

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거칠기지수, 즉, 거칠기의 정도는

Au 나노입자의 크기와 분포에 의해서 표면의 거칠기의 증

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마이크로크기의 SiO2 입자 위에 나

노크기의 Au 입자가 얼마나 형성이 되어있나에 대한 척

도로 식 (1)과 같이 정의하였다.

Roughness factor =

 (1)

여기서, R은 SiO2의 반경, r은 평균 Au 나노입자의 반

경 그리고 n은 형성된 Au 나노입자의 개수이다. 마이크로

크기의 SiO2 입자의 위쪽 반구 부분에 대해서 그 위에

형성된 Au 입자도 반구의 모양으로 형성된다고 가정하였

고, 거칠기지수는 반구의 SiO2 입자의 표면적 1 µm2 당

형성된 Au 입자들의 표면적으로 나타내었다. 

Fig. 4에 자외선 세기와 자외선 조사시간을 변화시켜

형성된 계층구조 표면의 물접촉각과 거칠기지수를 정리

하였다. Fig. 4(a)는 자외선 세기에 따른 물접촉각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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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chematic showing the micro-nano hierarchical SiO2 layer.

Fig. 4. Water contact angle and surface roughness factor as functions

of (a) UV intensity and (b) UV illuminati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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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기지수를 나타내었고, Fig. 4(b)는 자외선 조사 시간에

따른 결과이다. 물접촉각과 거칠기지수는 유사한 거동을

보임을 알 수 있다. 거칠기지수 값이 가장 크게 나온

0.11 mW/cm2의 세기에서 60초 동안 자외선을 조사한 경

우의 물접촉각은 170o로 가장 높게 측정되었다. 이것은

SiO2 표면에 형성된 Au 나노입자가 만드는 나노스케일

의 표면 거칠기 증가가 소수성 향상에 기여하였음을 나

타낸다. 

가장 높은 물접촉각을 가지는 조건인 0.11 mW/cm2의

세기에서 60초 동안 자외선을 조사하여 형성한 계층구

조 표면에서 다양한 액체에 대한 접촉각 거동을 Fig. 5

에 나타내었다. 사진에서 명확히 알 수 있듯이 본 연구

에서 합성한 마이크로-나노 계층구조 SiO2 코팅층은 물,

우유, glycerol, 주스 그리고 커피에 대해 높은 접촉각을

보인다. Fig. 5(b)는 계층구조 표면에서 형성된 여러 가

지 액체의 액적(droplet) 모양을 나타내었고, 각 액체의

표면 장력을 기술하였다.25-28) 

각 액체의 코팅층에 대한 접합에너지(work of adhesion)

은 아래의 Young-Dupre 방정식으로 계산한다.29)

Wad = fs·γL(1 + cosθY)                   (2)

여기서, γL 은 액체의 표면 장력, θY 은 Young 모델을

가정하고 측정된 평활한 SiO2의 접촉각, 그리고 fs 은

surface fraction으로, Cassie-Baxter 방정식에서 액체와 접

촉하는 고체 표면의 부분이다. fs의 값은 평활한 SiO2와

계층구조를 가지는 SiO2 코팅층에서 측정된 접촉각을 식

(3)의 Cassie-Baxter 방정식에30) 대입하여 얻을 수 있다.

cosθCB = fs(cosθY+ 1) − 1 (3)

여기서 θCB 와 θY 는 각각 Cassie-Baxter와 Young 모

델에서의 접촉각을 나타낸다. Work of adhesion과 surface

fraction 값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평활한 표면뿐만 아니

라 계층구조를 가지는 표면에 나타나는 접촉각을 알아

야 한다. Young의 방정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평활한

SiO2 층은 열산화법으로 형성시켰다.24) 평활한 SiO2 층

에서 측정한 접촉각은 커피, 우유, 주스, glycerol 그리

고 물 순으로 107o, 108o, 110o, 111o 그리고 111o 를 나

타냈다. 계층구조의 SiO2 코팅층의 접촉각은 Fig. 5(b)에

나타낸 바와 같다. 이 값을 바탕으로 식 (2)과 (3)를 이

용하면 평활한 SiO2와 계층구조 SiO2 코팅층의 surface

fraction과 work of adhesion 값들을 구할 수 있다. 이러

한 방식으로 추정된 계층구조 SiO2 코팅층의 work of

adhesion은 Fig. 5(b)에 나타낸 모든 액체에 대해 3 × 10−3

N/m 보다 작은 값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매우 작은 접

합에너지는 계층구조 SiO2 코팅층이 해당 액체에 대해 강

한 비젖음성(non-wettability)을 지닌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초소수성 표면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이로부터 본

연구에서 개발된 마이크로-나노 계층구조의 SiO2 코팅층

은 여러 액체에 대해 젖지 않고 높은 접촉각을 가지며,

아주 작은 접합에너지 값을 가지는 초소수성 표면 특성

을 가짐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전기분무증착법으로 형성한 마이크로 스

케일의 거친 SiO2 코팅층 위에 광환원법으로 Au 나노

입자를 형성하여 마이크로-나노 스케일의 계층구조를 갖

는 표면구조를 구현하였다. 이러한 표면에trichloro(1H,1H,

2H,2H-perfluorooctyl)silane 용액으로 표면불소화처리를

하여 168~170o 의 물접촉각을 나타내는 초소수 코팅층

을 얻었다. 거칠기지수와 물접촉각의 거동이 유사함을 보

였고, 이는 표면 거칠기가 커질수록 소수성이 증가한다

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여러 액체에 대

해 젖지 않고 높은 접촉각을 가지는 마이크로-나노 계층

구조의 SiO2 코팅층은 자기세정, 오염방지, 김서림 방지

등의 다양한 분야에의 응용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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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 Shapes of liquid droplets, including water, glycerol,

coffee, juice and milk created on the micro-nano hierarchical SiO2

layer. (b) Contact angles of the various liquid droplets on the micro-

nano hierarchical SiO2 layer. The surface tensions of the liquids are

also no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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