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울이 튀지 않게 하는 기술  

오리의 등에 떨어진 물방울은 그대로 흘러내린다. 그 이유는 날개 깃털에 소수성 왁스가 묻어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나뭇잎의 소수성 표면 때문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튀겨나간다. 이를 연꽃잎 
효과(Lotus effect)라고도 한다. 이 효과에 의해 빗방울이 나뭇잎 표면에 부딪혀 퍼지며 먼지들을 
흡수하고 다시 뭉쳐 튕겨 나감으로써 잎사귀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현상으로 인해 제초제나 살충제 방울들이 식물에서 떨어져 나가버리게 된다. 실제로 약 50% 정도
가 낭비되고 있어 곡물보호와 환경보호라는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프랑스 Centre de Recherches Lyon의 Vance Bergeron 박사 연구팀에 의해 방울이 튀는 것을 
방지하는 기술이 선보였다[Nature, 405, 772 (2000)]. 연구팀은 길고 유연한 고분자를 저농도로 
물에 첨가하였는데 소수성 표면으로부터 방울이 튀겨 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 살충제를 분
사하는 목적 외에도 방수면에 수용성 잉크나 페인트를 칠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어 유기용매를 사
용함에 따라 유발되는 해악을 감소할 수 있겠다.  

 

그림. 방울의 튀김 현상: 순수한 물(d)과 고분자가 첨가된 수용액(e).  

액체 방울이 평판 고체표면에 부딪혀 퍼지는 것은 방울의 운동량 때문이다. 코팅에 관한 그간의 연



구는 주로 물과 같은 뉴튼유체에 집중되어 왔다. 물방울이 소수성 표면에 부딪힐 경우 일단 퍼진 후
에 표면과의 접촉면을 줄이기 위해 다시 모이는데, 이때 물이 모이는 속도가 빨라서 물의 일부가 표
면에서 튀겨 나가게 된다. 연구팀이 길고 유연한 고분자를 저농도로 물에 섞자 다시 모이는 속도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그에 따라 물방울이 이탈속도에 이르지 않게 되어 소수성 표면에도 그대로 남
아있게 된다. 

1 리터의 물에 0.1g 정도의 고분자를 섞었을 때 이렇게 독특한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한가지 이유는,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고분자가 소수성 고체표면에 흡착되어 표면의 
점착 기능을 향상시켰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연구팀의 관찰에 따르면 고체표면은 고분자 수용액
을 표면에 접촉한 후에도 여전히 소수성을 띄었다. 이로부터 고분자의 흡착에 의한 효과는 미약함
을 알 수 있고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하다. 연구팀은 다시 모이는 현상이 저하되는 이유로 첨
가된 고분자가 물방울이 다시 모이려는 흐름에 강한 항력(drag)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즉, 신장점도에 의한 항력이 강하게 기여하기 때문이다. 최초에 방울이 표면 부딪혀 퍼지는 것은 운
동량이 지배하는 과정이어서 신장점도의 영향이 미약하였으나, 다시 모이는 현상은 표면의 소수성
에 기인한 것으로 비교적 작은 구동력이므로 신장점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그림. 소수성 고체표면에 부딪힌 방울이 튀기는 사진: 순수한 물(a)과 폴리에틸렌옥싸이드 희석용
액(b).  



고분자 용액에서의 신장점도는 비뉴튼 성질로서 고분자의 변형속도가 이완속도와 비슷하거나 더 
큰 경우 효과를 발휘한다. 이 때 신장점도는 항력에 의해 유발되는 전단 점도보다 매우 커질 수 있
다. 이미 소화(消火)시에 이 신장점도가 활용되고 있는데 소량의 고분자를 용해시킴으로써 호수에
서 분사된 물줄기의 사정거리를 높이게 된다. 이 효과를 흔히 난류 항력저하라고 하는데, 신장점도
가 상승하면 난류를 억제하여 파이프 내부의 유동이 유선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하고 분사된 액
체가 깨어지는 것을 억제한다. (전단 점도와 비교하여 신장 점도의 실용적인 응용 예는 적은 편이
다.) 따라서, 동일한 신장 점도가 유동을 증가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감소시켜 방울이 튀겨나가는 것
을 억제하는 것이 매우 흥미롭다. 

연구팀의 발견은 새롭고 예상치 못한 것이며 급속히 변형되는 필름이 개입되는 경우에 응용될 수 
있다. 연구팀이 사용한 고분자 용액의 전단 점도는 거의 물과 같았어 점성 마찰의 효과는 무시할 만
하였다. 신장 점도는 방울이 급격히 모이는 경우에 진가를 발휘하는데, 이 고분자 용액을 지능적이
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스마트하다 할 수 있겠다. [Nature, 405, 74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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