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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found that there exists a flow inside a droplet in AC electrowetting, which is distinct from DC 
electrowetting. In order to investigate the origin of the flow inside the droplet, we performed an experiment 
and numerical simulation. It is conjectur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 and numerical simulation, 
the flow is caused by the so called induced-charge electroosmosis at high frequencies, and by droplet 
oscillation at low frequencies. 

1. 서 론 

전기습윤에서 액적에 AC 전압이 가해지면 
접촉각이 변하지 않는 접촉각 포화 현상이 
지연되고 히스테리시스(hysteresis)가 적다는 등의 
특성이 나타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1]. 
우리는 이번 연구를 통해 AC 전기습윤에서 액적 
내부에 상당히 빠른 유속의 유동이 존재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액적 
내부 유동의 발생 원인과 특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2. 실험장치 

Fig. 1 은 개략적인 실험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바
닥전극으로 절연 물질인 패럴린(parylene)과 소수

성 표면을 위해 Teflon AF1600 이 코팅된 ITO glass
가 사용되었다. 실험은 10-3 M NaCl 수용액 액적(5 
μl)을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액적에 전압을 가해주

기 위해, 파형 발생기(Agilent 33220A 모델)와 신호 
증폭기(FLC Electronics 의 A800 모델)를 이용

  
 
Fig. 1 Experimental set-up  

 
하였다. 액적의 임의의 단면의 유동을 가시화하기 
위해 2 μm 크기의 폴리스틸렌 형광입자와 얇은 
레이저 시트(thin laser sheet)가 이용되었다. 고속카

메라(20,000 fps)를 사용하여, 1 kHz 이하의 구간에

서, 액적 표면의 진동을 관찰하였다.  

3. 결과 및 토의 

Fig. 2 는 유동 패턴이 저주파수(1 kHz)와 고주파수

(128 kHz) 구간에서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

다. 즉, 저주파수 구간에서는 와류(vortex)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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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kHz               (b) 128 kHz 

 
Fig. 2 Flow patterns for different frequencies(Vrms=80 V) 
 

  
(a) 1 kHz              (b) 128 kHz 

 
Fig. 3 Dependence of flow pattern on electrode location 
(Vrms=80 V) 
 
칙적으로 위치되는 경향이 있지만, 고주파수 구간

에서는 두 개의 와류가 전극 부근에서 상당히 규
칙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유동의 방향도 정반대

인데, 액적의 대칭축 부근에서 저주파수 영역에서

는 상향하는 유동이 나타나는 반면, 고주파수에서

는 하향하는 유동이 나타난다. 또한 Fig. 3 에서 보
듯이 일반적으로 유동은 전극의 위치에 상당히 영
향을 받는다. 다만 저주파수 구간과는 달리, 고주

파수 구간에서는 위치에 상관없이 두 개의 와류 
형태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난다(Figs. 2b, 3b).  

일반적으로 이상(two phase) 경계면의 진동에 의
해 유체에 유동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2]. 그
리고 유체 내부에 전기장이 존재하면 교류 전기삼

투유동(AC electroosmosis)이 발생한다 [3]. Fig. 4 는 
주파수에 따른 액적 표면의 진동을 고속카메라로 
촬영한 것이다. 그리고 수치해석 결과(COMSOL 
Multiphysics™) 고주파수(128 kHz)에서는 액적 내
부에 전기장이 존재하지만, 저주파수(1 kHz)에서는 
액적 내부에 전기장이 없었다(Fig. 5). 이를 바탕으

로 액적 내부의 유동 발생의 원인은 저주파수에서

는 액적의 진동에 의해서, 고주파수에서는 액적 
내부의 전기장에 의한 교류 전기삼투유동에 의해

서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AC 전기습윤에서 액적 내부의 유
동을 발견하였다. 액적 내부의 유동패턴은 액적에 
가해지는 주파수, 전극의 위치에 영향을 받았

  
(a) 500 Hz                (b) 1 kHz 

 
Fig. 4 Droplet oscillation for different frequencies 
(Vrms=120 V) 
 

  
(a) 1 kHz               (b) 128 kHz 
 

Fig. 5 Numerical simulation (Vrms=80 V) 
 
 
다. 저주파수와 고주파수에서 유동의 방향이 반대

가 되는데, 이는 주파수에 따라 액적 내부 유동 
발생 원인이 다르기 때문이다. 유동은 각각 저주

파수에서는 액적 표면의 진동에 의해, 고주파수에

서는 액적 내부의 전기장과 유도 전하에 의해 발
생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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