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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류 문명의 고도화 됨에 따라 대기, 토양, 수질오염 등이 지속적

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깨끗한 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수질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수질･유량 모니터링 

또는 메조코즘(mesocosm) 등을 이용하여 수질 향상에 대한 연구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수질의 평가 및 용존 가스

의 검출 측면에서 특정 가스를 탐지하는 방법은 장비의 대형화, 
복잡한 측정 방법, 그리고 고가의 처리비용이 요구된다[1-2]. 기능성 

소재 중 하나인 기체투과가 가능한 방수 필름의 활용은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인 방안으로 제시된다. 대표적으로 수질오

염에 의한 수중 속 특정 기체를 검출할 수 있는 가스센서의 방수 

케이스, 외부 수분의 노출은 막고 통풍은 원활하게 해주는 기능성 

섬유소재인 고어텍스(GORE-TEX®) 등 여러 분야에서 적용이 가

능하다[3-4]. 하지만 이러한 소재는 제작상 복잡한 공정순서, 높은 

제작비용, 또는 표면 개질 후 내구도 저하에 대한 불가피성 등 제작

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5]. 따라서 제작공정이 간단하고 제작비

용이 낮으며, 반영구적인 내구도를 특징으로 하는 기체 투과성 발

수 소재를 제작할 수 있는 공정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Fig. 1(a)와 같이 기체 투과성 방수 필름을 

제작할 수 있는 공정기술을 제안하고자 하며, 본 연구에서 제안하

는 기체 투과성 방수 필름은 Fig. 1(b)에서 보듯이 다수의 수직 

마이크로채널을 통해 스펀지 구조의 다공성 소재보다 원활한 기

체 투과성을 확보하고, 불규칙한 마이크로구조물을 표면에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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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초발수 특성이 부여된 것이 특징이다. 초발수 표면 구현을 

위한 불규칙 마이크로구조물의 제작은 알루미늄 합금의 습식식

각 공정을 통해 구현하였으며, 식각 조건에 따른 표면특성을 실험

을 통해 평가하였다. 접촉각을 통한 표면 평가를 통해 최저의 표

면에너지를 나타내는 조건을 도출하고, 이를 탄성고분자로 성형

하여 불규칙 마이크로 구조물에 의한 발수 특성을 실험으로 확인

하였다.

2. 본 론
2.1 유체투과압력(Liquid Entry Pressure, LEP)

Fig. 1(a)는 본 연구에서는 제안하는 기체투과성 방수 필름의 개

략도이며, Fig. 1(b)와 같이 불규칙 마이크로구조물에 의해 초발수 

특성의 표면을 가진 필름 제작을 통해 방수 특성을 향상시키고, 
필름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다수의 마이크로채널을 통해 기체 투과

성을 향상 시키고자 설계하였다. 마이크로채널이 형성된 필름의 

방수 특성은 마이크로채널을 통해 유체가 통과하기 위해 요구되는 

압력(유체투과압력, Liquid Entry Pressure)을 계산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유체투과압력은 제작된 필름의 표면에너지와 마

이크로채널의 형상과 직경에 영향을 받게 된다. 
필름 표면이 마이크로구조물이 없이 매끈한 경우, Young-

Laplace의 이론식에 의하면, 채널을 통해 빠져나오는 유체의 표면

장력이 γ일 때, 기체-유체 경계면 사이에 발생하는 내부압력과 외

부압력 차, LEP(△P)는 아래의 식 (1)과 같이 표현된다[6].

∆  


 


 (1)

여기서, 과 는 채널을 통과한 물방울의 주곡률 반경

(principal radii of curvature)를, γ는 유체의 표면장력을 각각 나

타낸다. 또한 접촉각을 고려한 원형 마이크로채널을 통한 유체투

과압력은 기체-액체 경계면의 형상이 Fig. 2(a)와 같이 반구형인 

경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6-7].

∆  

  cos  (2)

여기서 △P는 액체와 기체의 경계면에 발생하는 압력차이, 즉 

LEP를 나타내고, γ는 유체의 표면장력, r은 필름에 형성된 채널의 

최대 반경, θ는 접촉각을 각각 나타낸다. 식 (1)에 의하면 θ > 90° 
인 소수성 필름인 경우에는 양의 LEP(△P)가 요구되며, θ < 90° 
인 친수성 필름인 경우에는 모세관력에 의하여 외부 압력없이 유

체투과가 되는 음의 LEP를 가지게 된다. 하지만 실제 수처리 멤브

레인을 이용한 실험에서는 θ = 90°인 경우에도 양의 LEP가 요구

된다[8].
A.T. Servi 등은 이 같은 현상의 이유를 채널의 형상을 원통형으

로 가정하는 경우 채널의 형상이나 길이에 의한 접촉 특성을 반영

할 수 없기 때문으로 분석하였다[6]. 이에 원통형 Young-Laplace 
모델을 Fig. 2(b)와 같은 도넛형상(toroidal) Purcell 모델을 통해 

보다 개선된 예측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도넛형상의 Purcell 모델은 채널의 직경(d)과 길이(l)

의 크기가 유사한 섬유형태 멤브레인 필터의 LEP 예측에는 원활

히 적용되지만, l/d >> 1 인 채널의 경우에는 길이의 특성을 반

영할 수 없다[9]. P. Yazgan-Birgia 등은 LEP 예측에 있어 

Young-Laplace 및 Purcell 모델에서 고려가 불가능한 초발수특성

Fig. 1 Schematics of gas-permeable waterproof film: (a) Working 
principle, (b) Conceptual design

Fig. 2 Liquid entry model through pore: (a) Cylindrical pore, 
(b) Toroidal pore[6], (c) Long micro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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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기체-액체 계면의 형상, 채널 길이에 대한 효과, 채널 형상

에 대한 효과, 채널 입구 형상에 대한 효과 등을 전산유체역학 기법

을 통해 설명하였다[7]. 채널 길이(l)가 10 µm이고 l/d ≈ 100 인 

직선 채널의 경우, 채널 입구에서 2.85 bar, 채널 출구에서 3.12 
bar로 10% 가량 LEP가 증가되며, 채널 형상이 직선이 아니라 노

즐, 디퓨져와 같이 각도를 가질 때, 최대 28% 이상 LEP가 증가하

는 것으로 예측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기체투과성 초발수 방수 필름은 이론적으

로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초발수 특성은 접촉각

으로, 채널의 길이 및 형상 효과는 10~20%의 성능 증가로 반영하

여 대략적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3은 식 (2)의 Young-Laplace 모델을 통해 채널길이가 짧은 

실린더 형태의 포어에 대한 이론적 LEP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표
면이 매끈한 Polydimethylsiloxane (PDMS)의 경우, 약 100~110°
의 접촉각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매끈한 표면을 가진 아주 

얇은 PDMS 필름에 100 µm 직경의 마이크로채널이 형성되었다

면 Young-Laplace 모델을 통해 대략적으로 예측되는 LEP는 Fig. 
3에서 보듯이 약 1,000 Pa 수준이지만,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불

규칙 마이크로구조물에 의해 접촉각을 160° 수준으로 증가시키게 

되면 2.7배 이상 증가된 약 2,740 Pa 수준의 LEP를 기대할 수 

있다. Fig. 3에서 보듯이 채널의 크기를 줄이게 되면 급격히 LEP
를 증가시킬 수 있지만, 아래의 식 (3)과 같이 표현되는 기체투과성

(gas permeability, k)이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10].

    (3)

여기서 ϕ 는 기공률(porosity), r은 기공 반경, c는 기하학적 인자

(geometric factor)를 각각 나타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체

투과도를 높게 유지할 수 있도록 채널의 직경을 100 µm 이상 유지

하면서, 방수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표면에너지를 낮추는 방

법을 채용하였다. Young-Laplace 모델이 채널의 길이나 형상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형상에 

대해 대략적 예측값으로 사용하고, 실험적으로 그 특성을 평가하

였다.

2.2 초발수 표면을 가진 기체투과성 방수 필름 제작
Fig. 3은 PDMS를 이용한 마이크로채널을 가진 기체투과성 방

수 필름의 제작공정을 나타내고 있다. Fig. 4(a)와 3(b)는 각각 불

규칙 마이크로구조물에 의한 초발수 특성을 가진 필름과 매끈한 

표면을 가진 필름의 제작공정 순서도를 나타낸다. 전체적인 공정

은 필름형태를 제작한 후, 펀칭공정으로 수직채널을 형성하는 방

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초발수 표면의 제작은 알루미늄 습식

식각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알루미늄은 1 mm 두께의 Al6061 합

금을 사용하였다.
준비된 시편은 전해연마를 통해 표면 평탄화(Fig. 4(a) step-1)을 

수행한 후, Fig. 4(a) step-2와 같이 염화제2동계열의 식각용액인 

H2O + HCl + CuCl2･2H2O을 사용하여 알루미늄 합금의 이방성 

습식식각을 수행하였다[11]. 이방성 습식식각의 균일도를 향상시키

기 위하여 비이온계 계면활성제인 TritonX-100 (Sigma-Aldrich 
Co.)을 0.8 wt% 혼합하였다. 그 이후 마이크로스케일 구조물에 

대한 성형성이 높으며 표면에너지가 낮은 탄성 고분자 물질인 

PDMS를 이용하여 알루미늄 합금 표면에 형성된 불규칙 마이크

로구조물을 복제한 후, 알루미늄 합금을 제거하여 발수특성을 

가진 필름을 완성하였다(Fig. 4(a) step-3~4). 마지막으로 Fig. 
4(a) step-5와 같이 필름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50개의 마이크로채

널은 100 µm 직경의 펀치를 이용하여 형성하였다. Fig. 4(b) 
step-1~4는 비교 실험을 위하여 매끈한 표면을 가진 기체투과성 

방수 필름의 제작순서이며, 알루미늄 합금 대신에 반도체 제작용 

Fig. 3 Entry pressure estimated by Young-Laplace Model

Fig. 4 Fabrication process of gas-permeable waterproof PDMS 
film; (a) Superhydrophobic surface, (b) Smooth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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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 웨이퍼를 사용하여 제작하여 매끈한 표면이 구현되도록 

하였다.
알루미늄 합금의 이방성 습식식각 공정을 통한 초발수 표면 구

현에 있어 최적 공정조건을 도출하기 위하여 표면 거칠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습식식각 공정시간을 변수로 두고 최적화를 진

행하였다. 25 mm × 40 mm 크기의 알루미늄 합금 기판을 사용하

여 식각시간에 따른 표면 거칠기를 평가하였다. 식각반응을 낮추

어 기판 전면적이 균일하게 식각되도록 냉각플레이트를 이용하여 

식각용액의 온도를 -5℃를 목표 온도로 설정하고 제어하였다. 알
루미늄 습식식각 공정이 발열반응이기 때문에 식각이 진행됨에 따

라 식각용액의 온도가 상승하지만, 식각시간 최대 60분까지 0℃ 
이하로 유지할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 습식식각 시간

에 따른 표면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20분부터 5분 간격으로 최대 

45분까지 식각시간을 증가시켜가면서 알루미늄 합금 표면에 형성

된 불규칙 마이크로구조물에 의한 접촉각을 측정하여 표면특성을 

평가하였다. Fig. 5(a)와 5(b)는 각각 이방성 습식식각 시간에 따

른 알루미늄 합금 표면과 복제 공정에 의해 PDMS 표면에 형성된 

불규칙 마이크로구조물의 전자현미경 사진을 나타낸다. 전자현미

경 사진을 통해 이방성 식각에 의해 마이크로스케일의 불규칙한 

구조물들이 표면에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6는 매끈한 표면의 PDMS와 더불어 습식식각된 알루

미늄에서 복제된 불규칙 마이크로구조물이 형성된 PDMS 표
면의 접촉각을 나타내고 있다. 접촉각은 제작된 PDMS 표면

에 10 µℓ의 증류수를 떨어뜨린 후 시간에 따른 물방울의 형상 

변화를 10초 간격으로 2분 동안 3회 측정한 결과에 대해 평균

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그래프에 표현하였다.
매끈한 PDMS 표면의 경우 접촉각이 116.07 ± 2.3°로 측정되었

으며, 알루미늄 합금 표면을 복제한 PDMS 표면의 접촉각은 식각 

전 134.16 ± 3.8°을 시작으로 식각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151.42 
± 3.51°, 153.57 ± 1.58°, 156.9 ± 2.4°로 점차 증가하였다.

Fig. 6를 통해 최대 접촉각을 나타내는 45분 식각 조건을 이용하

여 초발수 특성을 가진 PDMS 필름을 제작하였고, 이후 기체투과

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 mm 두께의 PDMS 펀칭 공정을 통해 필

름을 관통하는 채널(micro-hole) 50개를 형성하였다. 펀치는 확보

가 가능한 것 중에서 가장 작은 100 µm 직경의 공구를 사용하였

다. Fig. 7(a)는 제작된 기체투과성 PDMS 방수 필름을 나타내는 

사진이며, 필름은 실험을 위해 장착될 필터홀더의 크기를 고려하

여 직경 20 mm의 원형으로 제작하였다. Fig. 7(b)는 제작된 기체

투과성 방수 필름의 표면으로 직경 100 µm 펀치를 통해 제작된 

관통형 채널과 표면에 형성된 불규칙 마이크로구조물을 나타내는 

전자현미경 사진이다. PDMS 필름에 형성된 직경의 크기는 전자

현미경 사진으로 평가하면 약 92 ± 5 µm 수준으로 보여진다. 

Fig. 7(a)에서 보듯이 PDMS 필름 표면에 형성된 불규칙 미세구조

물에 의한 초발수 특성이 방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비교 샘플로 매끈한 표면을 가진 필름을 함께 제작하였다.

Fig. 5 SEM images of irregular microstructures; (a) Aluminum 
alloy surface, (b) Replicated PDMS surface

Fig. 6 Contact angle of prepared PDMS surfaces

Fig. 7 Prepared gas permeable waterproof PDMS film with 
micro-holes; (a) Photograph of the film, (b) SEM image 
around micro-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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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유체투과압력 측정
방수특성은 유체투과압력, LEP를 측정을 통해 평가하였다. 

Fig. 8(a)는 LEP 측정을 위한 실험장치 구성도를 나타내며, 제
작된 필름은 상용 필터홀더(PP-25, Advantec®)에 결합하고 주

사기 펌프(KDS-101, KD Scientific, Inc.)와 액체압력센서

(SSCDANT030PG2A3, Honeywell, Inc.)연결하여 유체가 투

과하기 시작하는 압력을 측정하였다. 주사기 펌프를 이용하여 

증류수를 100 µℓ/m의 일정한 유량으로 천천히 공급하여 급격

한 유체압력 증가에 따른 LEP 측정 오차를 줄이고자 하였다. 
일정한 유량으로 유체를 공급하게 되면 서서히 유체압력이 증

가하다가 제작된 필터를 통과하게 되면 유체저항(hydraulic 
resistance)에 의해 일정한 압력손실(pressure loss)을 나타내게 

된다. 이때를 유체투과가 시작된 시점으로 간주하고 제작된 

필름의 LEP로 평가하였다. 압력센서 출력은 DAQ 보드(NI 
myDAQ, National Instruments Co.)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Fig. 8(b)는 제작된 PDMS 방수 필름의 표면형상에 따른 유체

투과특성을 측정한 그래프이다. 검은색 선은 매끈한 표면의 

PDMS 기체투과 방수 필름의 LEP를 측정한 결과로, 그래프에서 

보듯이 유량을 증가하게 되면, 큰 압력의 증가 없이 유체가 필름에 

형성된 마이크로채널을 통해 흘러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략적

으로 Fig. 3의 Laplace-Young 모델을 통해 접촉각을 110°로 간주

하고 LEP를 추정하면 약 1,000 Pa (0.00987 bar) 내외이지만, 
본 연구의 사용한 실험구성으로는 가시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데이

터를 얻을 수 없었다. 
Fig. 8(b)의 붉은 색 선은 불규칙한 마이크로구조물이 표면에 

형성된 초발수 PDMS 기체투과성 방수필름의 LEP를 측정한 결과

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프에서 보듯이, 주사기펌프로 유체를 공급

하기 시작하면 초기 5분 동안 유체압력이 가파르게 13~14 kPa까

지 증가하고, 이후 유체압력이 서서히 증가하면서 방수능력이 소

실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약 16~17분 지점에서 약 16.5 
kPa 압력을 시점으로 유체가 필터를 투과하기 시작하여 비교적 

일정한 압력손실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Fig. 9은 제작된 불규칙한 미세구조물을 가진 초발수 PDMS 기

체투과성 방수 필름의 방수특성을 장시간 검증하기 위한 실험장치 

및 결과에 대한 그래프이다. 앞서 언급한 Fig. 8의 실험을 바탕으

로 최대 유체투과압력에 가까운 14 kPa의 압력이 제작된 필터에 

인가되도록 실험장치를 구성하였다. 연결된 유체저항은 14 kPa의 

압력 릴리프 밸브와 같이 구동하며, 주사기 펌프를 통해 10시간 

유체를 공급하며 장기 방수성능 평가를 수행하였다. Fig. 9에서 

보듯이 약 10시간 동안 일정하게 인가된 14 kPa의 압력이 큰 변화 

없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제작된 방수 필름

을 통해 유체가 흘러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실험을 통해 유체는 

압력 릴리프 밸브쪽으로 이동하였으며, 제작된 필름을 통해 이동

된 유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4 제작된 필름의 수중 기체투과성 검증
Fig. 10은 제작된 방수 필름의 수중 기체투과성의 검증을 위한 

실험 구성도 및 실험결과를 나타낸다. 수중 기체투과성은 제작된 

기체투과성 방수 필름을 양쪽으로 CO2가 용해된 증류수와 CO2를 

 

Fig. 8 Measurement of liquid entry pressure for smooth and 
microtextured PDMS membranes; (a) Experimental 
setup, (b) Measured results at constant flow rate of 100 
µℓ/min

Fig. 9 Long-term waterproof test; (a) Experimental setup, (b) 
Measured result at constant flow rate of 100 µℓ/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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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할 수 있는 지시약(Bromthymol Bule, BTB)의 색 변화를 통

해 확인하였다.
Fig. 10(a)와 같이 BTB 지시약이 담긴 용기 끝에 제작된 기체투

과 방수 필름을 결합하고 수조 바닥에 고정한 후, 증류수를 필름 

위치 기준으로 300 mm 높이까지 증류수를 채워 약 3 kPa의 수압

을 인가하고, CO2가 25%로 유지되는 챔버 안에 위치시켰다.
BTB 지시약은 CO2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초록색에서 점차 노

란색으로 변하게 되므로, 육안으로 기체투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Fig. 10(b)는 CO2 투과 실험 전과 실험 수행 2시간 

후의 BTB 지시약의 색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초기 녹색(pH 6.9)
에서 2시간 후 노란색(pH 6.1)으로 변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

으며, BTB 지시약의 양의 변화도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실험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작된 기체투과성 방수 필름은 

3 kPa의 수압 조건에서는 문제없이 방수가 되며, 원활하게 수중에 

용해되어 있는 기체를 투과시켰음을 알 수 있다. 본 실험은 정성적

인 수중 기체투과성 평가로, 향후 정량적 실험결과가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된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불규칙 마이크로구조물에 의한 초발수 특성을 

가진 PDMS 필름을 만들고, 이 필름을 관통하는 다수의 마이크로

채널을 형성하여 기체투과성 방수 필름을 제작하고 그 특성을 평

가하였다. 불규칙 마이크로구조물에 의한 초발수 특성을 알루미

늄 합금의 이방성 습식식각 공정을 통해 구현하였으며, 최대 156°
의 접촉각을 확보하였다. 또한 유체투과압력 측정을 통해 제작

된 초발수 PDMS 기체투과성 방수 필름은 최대 약 16 kPa (약 

1.6 m 수압)을 견디면서 기체를 투과 시킬 수 있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이와 더불어 BTB 지시약을 통해 수중에서도 원활하게 

기체를 투과시킬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 기체투과성 

방수 필름은 수질 검사 등 다양한 수중 기체분석에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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