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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found that a droplet placed on a superhydrophobic surface jumps upward when we controlled the electrical 

wetting tension appropriately by applying AC voltage. We investigated how the surface deformation and jumping 

phenomenon of a droplet are affected by applied frequency under constant voltage. We found that a droplet jumps up 

continuously at a resonance frequency.

1. 서 론 

액적의 거동(dynamics)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1,2]. 이러한 연구들은 또한 최

근 초발수 표면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맞물려 초

발수 표면 위에서의 액적이나 기포의 움직임에 대

한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위에서 아래

로 낙하하는 액적이 초발수 표면에서 튀는 현상

(bouncing)과 라이덴프로스트(Leidenfrost) 효과에 

의해 액적이 공중으로 떠오르는 현상(levitation)이 

각각 보고되었다 [3,4].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발

표되어 온 낙하하는 액적의 거동에 대한 연구와는 

달리, 초발수 표면 위에 놓인 액적에 AC 전압을 

인가하였을 때 액적이 점프하는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하여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2. 실험장치 및 방법 

그림 1 은 개략적인 실험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바닥 전극으로는 패럴린(parylene)과 초발수 물질

로 코팅된 ITO glass 가 사용되었고 윗 전극으로는 

바늘 전극(needle electrode)이 사용되었다. 8 μl 크기

의 NaCl 10
-3 

M 수용액이 액적으로 사용되었다. 파

형 발생기(Agilent, 33220A)와 전압 증폭기(FLC, 

A800)를 이용하여 100 Vrms 크기의 AC 전압을 인

가하였으며, 고속카메라(Photron, Fastcam-1024 PCI)

를 이용하여 액적의 움직임을 관찰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토의 

3.1 액적의 접촉각 측정 

액적이 초발수로 코팅된 표면에 놓여져 있을 때 

인가해주는 전압에 따른 접촉각의 변화를 살펴보

았다. 그림 2(a)는 전압을 가하지 않았을 때, 그림 

2(b)는 DC 100 V 전압을 가했을 때의 액적의 모습

을 나타낸다. 전압을 가하지 않았을 때 액적의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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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xperimental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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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각은 약 160˚ 이고, DC 100 V 전압을 가했을 때 

액적의 접촉각은 약 125˚ 이다. 

 

3.2 액적의 점프 현상 

초발수로 코팅된 바닥 면에 놓여진 액적에 AC 

전압을 인가한 후 액적의 모습을 관찰하였다. 이

때 가해준 AC 전압의 크기는 100 Vrms 이고 주파

수(f)는 30 Hz 고 주기가 약 33 ms 이다. 그림 3 은 

고속카메라를 이용하여 3000 fps 로 관찰한 액적의 

모습을 보여준다. 실험 결과, AC 전압을 인가해 

주었을 때, 액적이 점프하는 현상을 관찰하였다. 

임의로 액적이 바닥 면에 가장 근접하였을 때를 t 

= 0 s 으로 정하고 액적의 모습을 2 ms 간격으로 순

서대로 나열하였다. 액적의 모습을 관찰한 결과, 

초기 액적이 바닥 면에 닿고 바닥 면에서 가장 넓

게 퍼지게 되는 시점은 약 t = 4.7 ms 에서였다. 이

후 다시 액적이 오므라들며 바닥 면에서 위로 뛰

어오르기 직전 시간은 약 t = 10 ms 였다. 그 후 액

적은 바닥에서 뛰어오른 후 나머지 주기 동안 공

중에 머무르다가 점핑 주기의 최종 시점에 바닥에 

도달한다. 이 시간을 모두 더하면 약 33 ms 이며 

이러한 시간 주기를 가지고 액적의 점프가 반복적

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를 통해 액

적이 1 초에 30 번 점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

다. 초 당 액적의 점프횟수가 인가해준 AC 전압

의 주파수, 30 Hz 와 거의 같았다. 고속카메라와 전

압을 인가해주는 파형 발생기를 동기화시키지 않

았기 때문에 전압의 위상(phase)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임의로 그림 3 에 시간순서대로 나열된 

액적의 모습과 그 아래에 인가되는 AC 전압의 파

형의 모습을 점선으로 나타내어 액적의 모습과 시

간상으로 매치시켜 보았다. 그리고 실선은 액적이 

바닥 면에 놓여져 있을 때 액적의 삼상 적촉선

(triple contact line)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나타낸다. 

시간에 따른 액적의 모습과 전기력을 매치시켜 비

교해본 결과 액적이 공중으로 뛰어오르면서 전기

력의 한 주기 만큼의 시간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액적의 점프 현상과 인가한 AC 전압의 주파수

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30 Hz 이외에 15, 24, 

     (a) 0 V                (b) DC 100 V 

Fig. 2 Contact angle of a droplet on a super-

hydrophobic surface: (a) 0V; (b) DC 100 V. 

 
Fig. 4 Change of the dynamic contact angle of a 

droplet when it is spread and then contracted on a 

superhydrophobic surface before jumping.  

 

Fig. 3 Jumping of a droplet induced by ac electrowetting: dashed line and solid line indicate applied voltage and 

electrical force acting on a droplet with time, respectively. 



   

 

25, 28, 31, 40 Hz 에서 실험을 시행해 보았다. 고속

카메라로 액적의 모습을 관찰 해본 결과, 15 Hz 와 

40 Hz 에서는 액적의 점프 현상이 관찰되지 않았

고, 24, 25, 28, 31 Hz 에서는 액적의 점프 현상이 관

찰되었다. 하지만, 30 Hz 와 31 Hz 이외의 다른 주

파수에서는 액적의 점프 현상이 일정한 주기를 가

지고 있지 않았다.  

그림 4 는 점프하기 직전까지 바닥 면에서 액적

이 움직이면서 가지는 동적 접촉각(dynamic contact 

angle)의 변화를 보여준다. 그림 4 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액적의 동적 접촉각은 

점차 커짐을 알 수 있다.  

바닥 면에 놓여진 액적이 점프를 할 수 있게 된 

이유는 액적이 인가되는 AC 전압의 특정 주파수

에서 공진하기 때문이다. 이때의 주파수를 공진주

파수(resonance frequency)라고 하며 다음의 식 (1) 

에 의해 구할 수 있다.  

 

ω2 =  n n − 1  n + 2 
γ

ρR3         (1) 

 

식 (1) 에서 n 은 mode 수, ρ 는 용액의 밀도

(kg/m
3
), γ 은 물의 표면장력(N/m), R 은 바닥 면에 

놓여진 액적이 반구(hemisphere)라고 가정했을 때

의 액적의 반경(m)을 나타낸다. ω = 2πf 는 사실은 

고유 주파수(natural frequency)를 의미하는데, 액적

과 바닥 면과의 마찰 영향을 무시한다고 가정했을 

때 damping ratio 가 작아서 고유 주파수와 공진 

주파수(resonance frequency)는 거의 같게 된다.  

액적의 공진주파수를 구하기 위해 ρ = 1000 

kg/m
3
, γ = 0.072 N/m, R = 1.56 mm, n = 2 를 식 (1) 에 

넣어 계산하였고 이때의 공진 주파수(f)는 약 61 

Hz 였다. 액적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주파수는 인

가 전압 주파수의 2 배인 60 Hz 이다. 액적의 공진 

주파수와 거의 같은 주기로 전기력이 액적에 작용

하여 액적이 공진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공진으로 인해 바닥 면에서 액적이 가장 넓게 

퍼지게 되고 액적의 질량중심점의 위치도 위 아래

로 상당히 크게 변하면서 액적 표면의 변형이 최

대가 된다. 이때 액적의 표면에너지는 최대가 되

며 이후 액적은 되돌아 갈려고 하는 복원력으로 

인해 초기 상태로 빠르게 오므라든다. 마치 용수

철을 큰 변위로 당긴 뒤 놓게 되면 빠르게 되돌아

가는 것과 같다. 빠르게 오므라들며 되돌아가는 

액적은 적절한 타이밍에 맞춰 바닥 면과 서로 작

용하는 adhesion 을 이겨내고 위로 점프하게 된다. 

실험에 사용된 초발수 표면은 액적과의 adhesion

이 다른 표면에 비해 작기 때문에 액적의 점프가 

훨씬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림 3 에서 액적이 바닥 면에서 위로 뛰어오른 

뒤 정점에서 다시 바닥 면으로 떨어질 때의 액적

의 평균 낙하 속력을 계산해보았다. 정점에서 바

닥 면으로 떨어질 때 액적을 구라고 가정하고 액

적의 질량중심점의 위치 변화를 이동 거리로 삼았

다. 액적이 정점에서 바닥 면에 닿기 직전까지 떨

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12.3 ms, 이동 거리는 

약 1.15 mm 였다.   

 

v =  
∆y

∆t
                   (2) 

 

식 (2) 에서 v 는 속력(m/s), ∆y 는 이동 거리, ∆t 

는 걸린 시간이다. 식 (2) 에 의해 구해진 액적의 

속력은 약 93.5 mm/s 였다. 액적의 속력이 얼마나 

빠른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액적이 자유낙하를 

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정점에서 바닥으로 떨어질 

때 바닥 면에 닿기 직전의 액적의 최대 속력을 계

산해 보았다. 자유낙하 시, 초기 속력이 0 m/s 이

고 낙하 거리를 알고 있을 때 액적의 속력을 구하

는 식은 (3) 과 같다. 

 

 v =  2g(∆y)                (3) 

 

위에서 g 는 중력 가속도(m/s
2
)이다. 정점에서의 

액적의 속력을 0 m/s 로 두고 계산한 결과, 자유낙

하시의 액적의 최대 속력은 150 mm/s 였다. 이 값

은 액적의 평균 낙하속도(93.5 mm/s)와 근사적으로 

일치하는 값으로 중력이 액적의 낙하에 크게 영향

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점프 또는 낙하

하는 액적에는 정전기력이 추가적으로 작용할 것

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전기력의 영향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다.  

  

4.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초발수로 코팅된 표면에 놓여진

액적에 AC 전압을 인가하면 액적이 위로 점프한

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액적의 점프 

현상은 인가해준 전압의 주파수와 관계가 있음을 

실험 결과를 통해 확인 알 수 있었으며, 인가해준 

전압의 주파수가 액적의 공진주파수의 절반임을 

알 수 있었다. 액적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주파수

는 인가해준 전압의 주파수의 두 배이기 때문에 

액적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주파수와 액적의 공진

주파수가 동일하여 공진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었

다. 액적의 낙하 속도를 계산해본 결과, 액적이 자



   

 

유낙하를 한다고 가정하고 계산한 액적의 낙하 속

도와 근사적으로 일치하는 값을 얻었다. 따라서 

액적의 자유낙하에는 중력이 크게 영향을 끼치며, 

아울러 정전기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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