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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자연계의 생물들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독특한 적응방식을 가지고 있다. 특히 
물의 젖음에 관한 특별한 표면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 예로, 연꽃잎의 표면, 소금쟁이의 
다리, 쌀 잎의 표면, 나비의 날개, 사막 
풍뎅이의 등껍질 등이 있다 1. 그 중 연꽃잎의 
표면은 자정작용이 있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2. 

이러한 자연의 젖음 현상에 관한 독특한 
표면들을 모사하여 인공적인 표면을 제작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초소수성 특징을 잘 나타내는 결과가 나타났다. 

최근에는, 초소수성을 갖는 표면을 갖은 
곤충이 주목을 받았다. 톡토기과(Collembola)에 
속하는 이 곤충은 부패된 환경에서도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초소수성 표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연구되었다 3.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톡토기의 표면을 
효과적으로 모사하여 초소수성을 갖는 표면을 
제작하고자 한다. 

 
2. 표면 제작방법  

톡토기의 표면은 3 가지의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작은 섬모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섬모들의 간격은 대략 1μm 이며, 
섬모의 크기는 수백나노미터 이다. 둘째, 섬모 
끝단이 이른바 “Overhanging” 구조로 되어 
있다. 이 구조는 끝단의 각도가 90˚ 이하인 
구조를 말한다. 셋째, 섬모의 배열이 육각으로 
배열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이 세 가지를 
효과적으로 모사해야 초소수성을 갖는 표면을 
제작할 수 있다 3. 

Figure 1. Fabrication method of Springtail 
inspired surface 

 

Figure 1. a-e 에 톡토기 표면 모사 표면 
제작방법이 나타나 있다. 지름 1μm 의 
Poly(styrene) 마이크로 파티클을 Self-assemble 
방식을 이용하여 표면에 육각배열한다 4. 
그리고 배열된 마이크로 파티클을 
Poly(ethylene) Oxide 가 스핀코팅된 표면에 
전사한다. 이후 70℃에서 2 분간 Sintering 하면 
미세관력에 의해 Poly(ethylene) Oxide 가 
Poly(styrene) 마이크로 파티클 사이 공간으로 
패터닝 된다. 이후, Toluene 으로 
Poly(styrene)으로 제거하고 C4F8 SAM 처리를 
한다. 

3. 초소수성 분석  
톡토기의 표면을 모사한 표면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5μl 의 물방울의 접촉각과 
물방울이 커질때와 작아질 때의 접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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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Hysteresis)를 측정하였다. 

 

Table 1. Contact Angle and Hysteresis 

 
Table 1. 은 톡토기 모사 표면의 특성을 

분석한 것이다. Contact Angle 이 150˚ 

이상으로 나타나며, Hysteresis 가 7˚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톡토기 모사 표면이 

초소수성 효과를 잘 나타낸다 할 수 있다. 

 
4. 결론  

초소수성 표면을 갖는 톡토기의 표면을 
효과적으로 모사하였으며, 150˚ 이상의 Contact 

Angle 과 7˚ 로 작은 Hysteresis 를 갖는 

표면을 제작하였다. 
 

후기  
본 연구는 WCU 프로그램 (R31-10013, R31-

2008-000-10083-0)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참고문헌 
 
1. Liu KS, Yao X, Jiang L. 2010. Recent 

developments in bio-inspired special 

wettability. Chem. Soc. Rev 39:3240–55 

2. Blossey R. 2003. Self-cleaning 

surfaces—virtual realities. Nat. Mater. 

2:301–6 

3. Helbig, R., Nickerl, J., Neinhuis, C. & 

Werner, C. Smart skin patterns protect 

springtails. PLoS ONE 6, e25105 (2011) 

4. L. Huaqing, J. Low, K. S. Brown, and W. 

Nianqiang, "Large-Area Well-Ordered 

Nanodot Array Pattern Fabricated With 

Self-Assembled Nanosphere Template," 

Sensors Journal, IEEE, vol. 8, pp. 880-

884, 2008.  

 
Contact Angle 

(Degree) 

Hysteresis 

(Degree) 

Springtail inspired 
Surface 

151 7 

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