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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Electrowetting on dielectric(EWOD)는 유체계면과 고체 벽면의 접

촉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기술로서 다른 두 개의 액체가 사용된

렌즈나 3-D 디스플레이와 같은 유체광학장치(optofluidics devices)에

사용될 수 있다. 직류전압은 절연체와 유체사이의 방전이 일어나 접

촉각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단점이 있어 교류전압을 걸어

주어 이를 방지한다. 교류전압의 주파수에 의해 빠르게 이동하는 유

체-유체 계면의 접촉선은 표면장력계수가 우세하게 작용하는 표면장

력 계면 파동(capillary interfacial waves)을 생성한다. 유체프리즘

안에서 일어나는 유체계면파동은 프리즘 내를 통과하는 빛을 산란시

켜 유체광학장치에 있어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므로 유체

계면파동을 해석하는 것은 유체광학장치의 안전구동에 필수 불가별

하다. 벽면과 계면에서의 미끌림 유동(slipping flow)은 전기삼투

(electroosmosis)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며, 유

체프리즘내의 계면파의 가장 큰 특징이다. 본 연구에서는 섭동해석

(perturbation analysis)을 통하여 계면파의 주파수와 파장수의 관계

(dispersion relation)와 점성으로 소산되는 정도, 즉 감쇠계수를 이론

적으로 예측하고, 실험으로 입증하였다. 주파수가 높을수록 유체계면

파동의 파장과 감쇠 길이는 급격히 감소한다. 이는 높은 주파수에서

유체프리즘 내의 짧은 파장을 가진 파동이 빠르게 소산된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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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매개변수해석을 하여 유체의 물성치의 변화가 유체계면파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질량과 관계가 있는 유체의 밀도

는 유체계면파의 파장과 관련이 깊고, 에너지 소산과 관계가 있는

점성은 감쇠 길이와 관련이 깊다. 표면장력이 우세한 파동 시스템에

서, 표면장력계수는 파장과 감쇠길이 모두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

로, 원통좌표계에서의 유체계면파동을 해석하였다. 원통 벽면에서부

터 시작되는 유체계면파동은 원통 중앙에서 파동의 진폭이 커지며

파장과 감쇠길이의 밀도, 점성 그리고 표면계수에 대한 의존성은 직

각좌표계 시스템과 유사함을 밝혔다.

주요어: 파동, 전기습윤, 표면장력, 섭동해석

학 번: 2013-2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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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Electrowetting on dielectric(EWOD)는 절연막으로 코팅된 전극과 유체

의 전압차를 만들어 전극과 유체의 접촉각을 조정하는 기술이다.(Fig. 1a)

직류전압은 유체와 전극사이에서 방전을 일으켜 초기상태의 접촉각을 증가

시키는 현상인 bistable electrowetting(Fig. 1b)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압을

지속적으로 바꾸어주는 교류전압을 걸어준다.[1] EWOD 기술을 응용하면

전극에 인가하는 전압에 따라 유체-유체 계면을 조정하는 유체프리즘을

제작할 수 있다.[2, 3] EWOD 기반으로 만들어진 유체프리즘은 동일한 크

기의 양전압과 음전압 사이에서 전극과 유체 사이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떨

림 현상이 나타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떨림 현상은 유체프리즘 내에서 벽

면에서부터 중앙으로 전파되는 capillary waves를 만든다. 또한 프리즘 내

에서 벽면에서부터 시작되는 capillary waves는 점성 때문에 진행방향에

따라 점차 소산된다. 유체프리즘 내에서 생기는 유체계면파동은 빛의 경

로를 산란시키고 이는 유체광학장치에 정밀도를 저감시키는 치명적인 문제

를 일으킨다. 따라서 capillary waves가 고전역학에서 이미 연구되었고 많

은 역학자들 사이에서 다소 진부한 주제일지라도, 현재 각광받고 있는 유

체광학장치 분야 중 하나인 유체프리즘에 반드시 필요한 연구 주제이다.

본 연구에서, 우리는 유체와 유체의 계면을 통과하는 빛의 경로를 제어

하는 유체프리즘내의 capillary waves를 해석하였다. 이 capillary waves의

흥미로운 점은 벽면과 유체 사이에서의 미끌림 유동인데, 기존에 널리 알

려져 있는 점착조건(no-slip condition)과 다르게 벽면에서의 경계조건이

교류 전압 주파수의 영향으로 유체의 접촉각 변화 및 접촉선 자체가 미끄

러져 움직이는 미끌림 조건(slip condition)이다. 이와 같은 유체파동은 아

직 연구된 바가 없다. 우리는 유체프리즘 내에서 발생되는 capillary wa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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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과거에 해결하지 못했던 정확한 이론결과를 정량적으로 구하였고 이론

의 타당성을 실험으로 증명 하였다.[4] 또한 유체의 물성치에 따라 이

waves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원통좌표계의 경우에서는 기

존에 다루어진 유체계면 구현에 한계점이 있는 헨캘 함수를 이용한 이론

[5]과 다르게 단순히 베셀 함수를 응용하여 유체계면을 구현하고 중앙에서

생기는 유체계면파동의 진폭 증감과 파장의 관계에 대하여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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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a) Schematic of electrowetting on dielectric. (b) Bistable

electrowettin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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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장치 및 실험방법

2.1 실험장치 제작

Slide glass를 이용하여 1차원 유체계면을 측정하기 위해 폭 20 mm의

긴 수조처럼 1전극 EWOD 파동 실험 장치를 만든다.(Fig. 2.1a) 실제 유체

프리즘은 4전극을 사용하고 일반적인 유체프리즘 폭은 100-300 μm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유체계면파동의 해석에 집중하였으므로 1전극을 사용하며

유체프리즘 폭을 20 mm로 제작한다. 이론적으로 해석한 유체계면파동이 4

전극 기판 시스템에서 적용이 가능한지는 양쪽전극에서 전파되는 유체계면

파동을 중첩해서 실제 2전극 실험과 비교를 하며 이를 입증해본다. EWOD

기판은 glass wafer위에 몰리브덴(molybdenum), 질화규소(silicon nitride)

그리고 페럴린(parylene C)를 차례로 코팅하여 제작한다. 몰리브덴은 금속

증착장비를 통하여 증착하며 질화규소와 페럴린 C는 각각 화학 증착법과

고분자 증착기를 통해 200 Å만큼 증착한다. Polytetrafluoroethylene으로 스

핀 코팅한 glass로 epoxy를 사용하여 EWOD기판 사이를 마감한다. 실험에

서 사용된 아래에 있는 유체는 0.85 wt% 폴리에틸레이민(polyacrylic acid)

인 수용액이고 위에 있는 유체는 물보다 무거운 기름으로 1% dodecane과

99% 1-chloronaphthalene이다. Fig. 2.1a에 명시된 유체1과 유체2의 접촉선

의 골 부분이 초고속 카메라에 담기는 부분이다. 유체들의 밀도, 점성 그리

고 표면장력은 Table 1에 명시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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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a) Experimental setup for investigating the interfacial waves in the

liquid prism cell, (b) square wave type of AC voltage applying at the liquid

prism cell by function gen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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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quid 1 Liquid 2

Density,  (kg/m3) 1179 1000

Viscosity,  (kg/ms) 0.0027 0.0013

Surface tension coefficient,  (mN/m) 7.64

Table 1 Liquids properties for density, viscosity and surface tension coefficient.

Liquid 1 is oil, which is heavier than water, and liquid 2 is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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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험방법

Function generator(National Instruments NI9263)로 EWOD 기판(전극)

에 전압 증폭기(AA Lab systems A-301 HS)를 사용하여 일정한 구형파

형인 교류전압을 인가한다(Fig. 2.1b). Labview(National Instruments)로

function generator에 입력되는 주파수의 크기를 조절한다. 우리는 유체계

면파동을 정확하게 관측하기 위해 저주파수(5, 10, 30, 50, 70, 100, 150,

200 Hz)영역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유체프리즘 벽면에 교류전압을 인가

하고 초고속 카메라(Photron APX-RS)를 이용하여 1초당 1000프레임으로

실제 유체계면을 촬영한다.(Fig.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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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Surface profiles of the interfacial waves in the liquid prism cell when

voltage is 15 V and frequency is 50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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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론적 모델링

3.1 선형섭동해석

유체계면과 벽면 사이의 접촉각은 전압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 접촉각은

유체프리즘 안에서 생긴 유체계면에 영향을 미친다. 유체계면은 수학적으

로,  


 와 같이 로 표현할 수 있다.(Fig. 3.1) 는 복

소수 함수이며 실수부가 실제 가시화되는 파동이다. 는 유체곡면(static

meniscus)을 의미하며  exp
 과 같이 표현되고 는 푸리에 계

수, 

∆

 는 capillary length 이다. ∆는 유체1과 유체2의 차이이

다. 은 벽면에서 가진되는 교류전압의 주파수에 흔들려 벽면으로부터 퍼

지는 유체계면파동(감쇠파동, decaying waves)이며  exp

와 같이 표현된고  과 은 각 모드 수에 대한 푸리에 계수와

복수 섭동해석 계수이다. 전압에 따라 정해진 유체곡면 위에서 전파되는

유체계면파동은 점성의 영향으로 인해 감쇠현상이 일어난다. 본 연구는 유

체계면파동의 파장과 감쇠 길이에 집중하였다. Fig. 2.1a를 참고하여 밑에

있는 유체는 아래첨자 1, 위에 있는 유체는 아래첨자 2로 나타내고 실험에

서 나타난 실제 유체계면파동이 ≫이므로 유체의 무한깊이(infinite

depth)로 생각한다. 또한 유체프리즘 안에서 일어나는 계면파동은 ≫이

므로 소진폭(small amplitude)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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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a) Static meniscus, , (b) Decaying

waves, 


, (c) Surface profiles in the

liquid prism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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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속 및 압력을 와 에 대해서 섭동해석을 하면 유체계면파동과 같이

   ∼exp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는 파장수,

 는 감쇠 계수, 는 유체프리즘 벽면에 가해주는 교류전압의 주파

수이다. 감쇠계수 때문에 유속과 압력은 유체계면파동이 진행됨에 따라 그

양은 소산된다. 유속은 Lamb과 Levich가 이용한 것처럼 속도를

∇∇×로 표현할 수 있다.[6, 7] 는 스칼라 함수인 비회전성 유도

장 함수이고, 는 벡터 함수인 회전성 유동장함수이다.








(1)

 






식 (1)을 이용하여 연속방정식, ∇·과 무한깊이(infinite depth)를 만

족하는 조화함수(harmonic function), 를 유체1과 유체2에 대하여 구한다.

여기서 우리는 압력이 베르누이 식을 만족한다고 가정한다.

 
exp

(2)

 
 exp

 


 

exp

(3)

 


 

 exp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에 식 (1)을 대입하고 식(2), (3)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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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exp

(5)

 
exp

식(4)는 나비에-스톡시 방정식에서 비회전성 유동장이 압력항과 같이 정리

되고 회전성 유동장 함수로 이루어진 운동량식이다. 여기서 는 동점성계

수,  




,  




이다. 유체역학적 방정식을 모두 만족

하는 식(3)과 식(5)를 이용하여 유속과 압력을 수학적함수식으로 식(6)과

식(7) 처럼 나타낸다.

  
 

exp

(6)

  
  

exp

  
 

exp

(7)

  
 

e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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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유체계면파동의 경계조건

유체-유체의 경우에서 Lucassen[4]은 수직방향과 수평방향의 속도와 힘

에 관련되어 유체 경계면 사이에서   네 가지 경계조건을 제시했다.

  (8)

  


(9)






 




  (10)

 


(11)

네 가지 boundary conditions를 물리적으로 설명하면, 식(8)와 식(9)에서

두 유체는 경계면에서 수평방향 속도와 수직방향 속도가 같으며, 수직방

향 속도는 유체경계면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 동일하다. 식(10)에서 수평

방향 응력은 경계면에서 동일하다. 그리고 식(11)에서 수직방향 힘의 차이

가 표면장력과 평형을 이루며 점성력과 중력은 압력보다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적으므로 고려하지 않는다. 식(8)-(11)을 그림으로 간략히 표현하면

Fig. 3.2와 같다. 식(3), 식(6) 그리고 식(7)을 식(8)-(11)에 대입하여 정리하

면,    에 대하여 4차 동차 연립 방정식이 유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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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식(12)의 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의 계수들의 행렬식이 0이

되어야한다.













   

   


 


 






  




  (13)

의 고차 방정식, 식(13)을 만족하는 해를 구하기 위해 파장수와 감쇠 계수

는 양수가 되어야하는 물리적 조건이 있다. 이는 처음에 세운 섭동해석 식

을 만족시키기 위함이며, 실험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해를 주어진 주파수에서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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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Boundary conditions at the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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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무차원화

유체계면파동에서 해석하는 유체는 두 개이므로, 밀도가 더 무거운 유체

의 물성치를 대표 물성치로 정한다. 슈랏만 수는 관성력과 표면장력 대 점

성력 제곱의 비인데, 우리는 Su수가 1000일 때 특성길이, ∼


를 정의하고 특성시간을   
와 같이 정의한다. Table 1을 참고

하여 는 0.8 mm, 는 0.2 sec와 같이 결정한다. 4차 동차 연립방정식, 식

(13)의 미지수를   
를 이용하여 식(12)를 무차원화한다.















(14)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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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14)또한 식(12)와 동일하게    의 4차 선형 동차 방정식이며,

   의 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계수들의 행렬식이 0이 되어야한

다.













  

 


   


 


 








 
 




  (15)

 는 유체1과 유체2 사이의 점성, 밀도의 비율이다. 는 에 대한 유체

의 동점성 계수에 대한 비율이다. 식(15)는 무차원화된 식이며, 이를 이용

하여 매개변수해석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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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원통좌표계의 유체계면파동

Bock[5]은 헨켈 함수를 이용해 유쳬계면을 정의하였다. 헨켈 함수, 


은  일 때 
∞이므로 유체계면, 을 정의하는데 한계가 있다. 우

리는 베셀 함수로 섭동해석을 하여 벽에서부터 중앙으로 전파되는 점성 표

면장력 유체계면파를 설명함과 동시에 중앙 부분에서 진폭이 증감되는 물

리적인 현상도 해석했다. 대칭조건







 




에서 직교좌표계와 동일하게 유

속은 ∇∇×으로 정의한다. 비회전성 유동장 함수는 연속방정식을

이용하고, 회전성 유동장 함수는 운동방정식을 이용하여 해를 구한다. 압력

의 경우, 직교좌표계와 동일하게 베르누이 방정식을 만족한다고 가정한다.

 






(16)

 







 

비회전성 유동장을  
  ,  

  로 가정하면 연속방

정식



∇











 




을 만족하는 해는  

  ,

 
  이다. 회전성 유동장 함수, 를 구하기 앞서, 소진폭

≫의 가정아래 운동량을 스케일링하면 방향의 관성력






∼




은

방향의 관성력






∼




보다 월등히 작다. 그러므로 는 방향의 운

동방정식









∇ 

 으로 구하고 와 압력의 관계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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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베르누이 방정식) 운동방정식은 간단하게 


∇

 으로 정

리된다. 회전성 유동장 함수를  
 

,  
 

로 가

정하면 해는  
 

,  
 

이다. 비회전성 유

동장과 회정성 유동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7)

 
  

 
 

 
 

식(16)과 식(17)을 결합하고, 베르누이 방정식을 이용하면 공간과 시간에

대해 섭동되는 유속과 압력을 구할 수 있다. 베셀 함수를 미분할 때,

′ 

 과 ′ 


의 특징을 사

용한다.

  
 

 


(18)

  
  

 


  
 

 


  
  

 


  
 

  
  



- 20 -

식(18)은 반경방향, 수직방향의 속도와 압력을 베셀 함수를 사용하여 나타

낸 식이다. 직교좌표계에서 해석한 물리적으로 동일한 경계조건을 적용한

다.

  (19)

  


(20)






 




  (21)

 


(22)

네 개의 경계조건을 직교좌표계와 동일하게 전개하면 식(13)과 동일한 결

과가 나오지만, 유체계면은 직교좌표계와 상이한 차이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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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체프리즘 안에서 생기는 게면파동 이론 및 실

험 결과

4.1 실험과 이론 비교

우리는 실험을 통하여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 벽에서 생기는 유체계면

파동의 진폭크기, 파장 그리고 감쇠 길이는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4.1처럼 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실제 파동을 이미지 프로세싱 하여

파장수와 감쇠 길이를 추정하고 이론과 비교한다. 파장은 벽면에서의 접촉

선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 벽면에서 유체계면파동의 첫 번째 골까지의 거리

로 정한다.(Fig. 4.1a) 파장 계측과 달리 감쇠 길이는 전압으로 생기는 유체

계면 때문에 계측이 까다롭다. 그래서 임의의 특이점 4개를 선정하여 그

점들의 진폭이 얼마만큼 감쇠하는지 분석한다.(Fig. 4.1b) 주파수가 200 Hz

가 넘어서면, 벽면에서의 진폭이 너무 작고 유체계면파동 또한 빠르게 소

산되어서 초고속카메라로 분석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험은 5, 10, 30,

50, 70, 100, 150, 200 Hz에서 진행하였으며, Fig. 4.1은 주파수가 50 Hz일

때의 경우이다. 나머지 주파수들도 이와 같이 분석한다.

섭동해석으로 세운 이론이 파장과 감쇠 길이의 실험과 비교 시, 이미지

프로세싱으로 인한 픽셀 오류로 둘 다 8% 정도의 실험 오차를 가져온다.

비교 결과 실험결과가 이론결과에 아주 잘 부합하는 것을 불 수 있으며 주

파수가 증가할수록 파장과 감쇠 길이는 급격하게 가소하는 것을 Fig. 4.2에

서 보여준다. 즉 고주파수 영역에서는 짧은 유체계면파동은 짧은 파장을

갖고, 빠르게 소산된다. 이 결과는 빛이 산란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

체프리즘을 고주파수 영역에서 구동해야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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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파수영역에서는 유체계면파동의 측정이 불가능하여, 실험과 이론비교

를 하지 못하였지만 저주파수와 고주파수 영역의 물리적 의미는 동일하다

고 볼 수 있으므로 우리는 이 이론결과를 실제 유체프리즘에 적용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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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 (a) Wavelength is the distance from the wall to the first valley when

contact line between liquids and EWOD plate starts to rise. (b) Damping

coefficient,  ln   , is an average value of

how much decreasing amplitude in each point exponentially. Wavelength is

1.848 mm and decay length is 4.358 mm when frequency is 50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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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 Comparison between theory, using liquid properties on

table 1, and experiments. Continuous and broken line are theory

of decay length and wavelength, respectively. Red circles and

blue squares are experiments of decay length and wavelength,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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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실제 유체계면파동의 모습과 비교하기 위하여 벽면에서의 떨림을

푸리에시리즈를 8차로 커브 피팅(curve fitting)하여 푸리에 계수를 구한

뒤 실험과 이론의 유체계면파동을 비교했다.

 exp
  (23)

  cossin
 (24)

 


 (25)

식(23)는 유체프리즘에 걸어주는 전압에 의해 결정되는 유체계면이고, 식

(24)는 결정된 유체계면위에서 흔들리는 감쇠파동이다. 식(23)과 식(24)의

합이 유체계면파동, 식(25)이다.(Fig. 3.1) 벽면에서의 떨림은 Fig. 4.3b와

같으며 Fig. 4.3a와 같이 이미지 프로세싱하여 8차 푸리에 시리즈로 커브

피팅한다. 커브 피팅으로 만든 벽면에서 시간에 대한 8차 푸리에 시리즈

함수식에서 우리는 이론식에 대입할 푸리에 계수(진폭)를 구할 수 있다.

즉, 커비 피팅을 통하여    구하고, 식(23)와 식(24)에 대입하여 실제

유체계면파동과 비교해본다. Fig. 4.4는 이론과 실험의 유체계면파동의 비

교 그래프이다. 여기서 생기는 약간의 오차는 유체와 측면벽(초고속 카메

라 시점의 수직방향)의 접촉각 때문으로 추정된다.(Fig. 2.1a)



- 26 -

Fig. 4.3 (a) Boundary oscillation at the wall of the liquid prism cell is 

expressed by  




cossin. (b) Schematic of 

boundary osci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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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 Matching simulation between theory and experiments when frequency

is 50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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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이전극의 유체계면파동 중첩

일전극에서 해석한 유체계면파동의 중첩과, 실제로 실험에서의 이전극

유체계면파동과 비교를 해보았다. 이전극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왼쪽과 오

른쪽에서 전파된 파동이 유체프리즘 중앙에서 서로 중첩되어 증폭되는 것

이다. 이 비교분석은 본 연구가 실제 유체프리즘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다. 유체프리즘 폭이 일 때 일전극

에서 왼쪽벽에서 전파되는 유체계면파동,  


과

오른쪽벽에서 전파되는  


이 동

시에 전파하고 서로 중첩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이전극에서의 유체계면파

동은  와 같다. Fig 4.5는 이전극에서 나타나는 유체계면파동이며

Fig 4.6은 실험과 이론의 유체계면파동 비교 그래프이다.

사전극 계면은 실험의 한계성으로 실험과의 비교는 불가능하나, 초기에

선형 섭동해석을 했기 때문에 중첩하는 가정은 합당하다. Fig 4.6의 결과로

사전극에서의 유체계면파동을 구현하는 합당하다고 볼 수 있으며, Fig. 4.7

은 실제 구현해본 유체계면파동의 개략적인 그래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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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5 Two dielectric liquids prism cell. Two interfacial waves propagate from

each side and overlap together to make peak ampl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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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6 Matching simulation of two dielectric systems between theory and

experiments when frequency is 5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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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7 (a) Four interfacial waves for each EWOD plate. (b) Superposition in

, ,  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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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매개변수해석

우리는 유체의 물성치들이 파장과 감쇠 길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무

차원수를 통해 해석해보았다. 파장과 감쇠 길이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밀

도와 표면장력계수와 관련 있고, 파장보다 감쇠 길이에 더 큰 영향을 미치

는 는 밀도와 점성과 관련 있다. 한편 유체 1과 유체 2의 물성치들의 분율

들은 무차원 파장,  
 와 감쇠 길이,   

 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

으므로    ,   로 가정하고 분석하였다. 표면장력

계수, 가 증가하면 는 증가하므로 파장과 감쇠 길이는 증가하고 에 영

향을 주지 않는 점성, 가 증가하면 는 증가하므로 감쇠 길이는 감소한

다. 표면장력계수와 점성과 달리 밀도, 가 증가하면 동시에 와 는 감소

하여 결과적으로 감쇠 길이의 감소량은 파장의 감소량보다 월등히 적어 파

장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Fig. 4.8)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간략히 정리

하면, Fig. 4.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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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8 With increase in , both (a) nondimensional wavelength,  and (b)

nondimensional decay length,  
increase when  and  are 0.7 and 0.4,

respectively. With increase in   , (c)  is almost constant but (d)

 
decreases when  is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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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9 Wavelength decreases with an increase in density referring to

both liquid1 and liquid2 while decay length decreases with and

increase in viscosity. Both wavelength and decay length increase as

surface tension coefficient incr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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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원통좌표계의 중앙에서 생기는 진폭 증감 효과

식(20)을 참고하면 감쇠파동은  











이

다. 벽면에서 시작되는 진폭,   는 절연체의 특성, 기

판에 걸리는 전압 그리고 유체의 물성치 등 여러 가지 변수들로 결정되어

유체계면파동을 에 대해 독립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무차원화 한다.

  cos  (26)

where 



 






 




 tan 





 



  



식(26)은 원통좌표계에서의 무차원화한 유체계면파동이다. 여기서 은

파동의 진행방향에 따라 감쇠는 진폭 함수(amplitude function)이고, 

은 계면을 섭동시키는 상 함수(phase function)이다. 0차 순서(0th order)에

서 베셀 함수의 특징은 가 유한값을 갖는 것인데, 이는 벽면에서 중앙

으로 전파되는 파동이 중앙에서 서로 중첩되어 증감되는 현상도 설명한다.

유체의 물성치가 주어지면 진폭 증감, 은 주파수와 중앙에서 벽면까지

의 거리에 의해 결정된다. 진폭 함수는 직교좌표계에서 단순히 지수 함수,

에 비례한 것과 달리 원통좌표계에서 베셀 함수를 포함하는 지수 주기

함수이다. 주파수와 원통의 반지름이 커질수록 은 직교좌표계의 감쇠

항인 에 수렴하게 되는 것을 Fig. 4.10a를 통해 알 수 있다.

Mathematica를 이용하여 유쳬계면파동을 구현한다. Fig. 4.10b에서 중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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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진폭이 증감이 되는 현상은 마치 quantum corral의 모습을 연상시킨

다. Fig. 4.11은 이 공간에 따라 섭동되어서 진폭증감 또한 공간에 따

라 섭동되는 것을 보여준다. 기본적으로 무한한 길이(unbounded case)로

가정하여 풀었기 때문에 유체계면파동의 주기, 가 원통반지름보다 월등히

작으면≪ 진폭증감은 안정화가 되며, 주기의 크기가 원통반지름의 크

기와 비슷해지면∼ 유한한 길이(bounded case)로 생각해야하므로 무

한한 길이로 해석한 진폭증감은 불안정화 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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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0 (a) Comparison between Cartesian and cylindrical coordinates

depending on. Black, red and blue are meaning 10, 50 and 100 Hz, respectively.

Continuous and broken line are cylindrical and Cartesian coordinates,

respectively. (b) Surface profiles when    for R=10, 20 and 3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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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1 Relation between peak amplitude and . Black, red and blue line

are 10 Hz, 50 Hz and 100 Hz, respectively.  dramatically decreases with an

increase frequency hence, peak amplitude becomes stable state quickly, in

spite of small radius.



- 39 -

5. 결론

EWOD로 만든 유체프리즘 안에 섞이지 않는 두 개의 액체를 넣어 절연

체에 전압을 걸면 벽면과 유체 사이의 미끌림 유동으로 인하여 생기는 유

체계면파가가 생긴다. 섭동해석을 통하여 유체계면파동을 해석하였고 주파

수가 높아질수록 파동의 파장과 감쇠 길이는 급격히 줄어드는 이론 결과를

실험과 비교하여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즉, 주파수가 높을수록 유체계면파

동은 짧은 파장을 갖고 진폭이 빠르게 소산된다. 유체계면파동이 한쪽에서

만 나타나는 문제를 확장시켜 이전극일 때의 상황과 비교해보았다. 선형으

로 유체계면파동 문제를 풀었으므로, 이론적으로 양쪽 전극에서 전파해오

는 두 개의 유체계면파동을 중첩시켜 실제 실험과 비교하면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서 실제 유체프리즘에 적용되는 사전극일 때의 상황

을 재현할 수 있음을 밝혔다. 유체의 물성치가 파장과 감쇠 길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매개변수해석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Capillary waves에

중요한 변수인 표면장력계수는 파장과 감쇠 길이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반

면 관성력과 관련된 밀도는 파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에너지 소산과

관련된 점성은 감쇠 길이와 관련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이 논문은

EWOD를 구동할 때 생기는 계면의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원통좌표계의 경우에서 베셀 함수로 유체계면을 구현해보았으며

파동이 전파되면서 중앙에서 생기는 진폭 증감을 주파수와 중앙에서 벽면

까지의 거리와 관련 지어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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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interfacial waves in 
electrowetting-driven optofluidic devices

Jonghyun Ha

Department of Mechanical and Aerospace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contact angle of a liquid-fluid interface can be effectively

modulated by EWOD (electrowetting on dielectric). Rapid movement of

the contact line, which can be achieved by swift change of voltages at

the electrodes, can give rise to interfacial waves under the strong

influence of surface tension. Many optofluidic devices employing EWOD

actuation, such as lenses, three-dimensional displays and laser radar,

use two different liquids in a single cell, implying that the motions of

the two liquids should be considered simultaneously to solve the

dynamics of interfacial waves. Furthermore, the capillary waves excited

by moving contact lines, which inherently involve slipping flows at

solid boundaries, pose an interesting problem that has not been treated

so far. We perform a perturbation analysis for this novel wave system

to find the dispersion relation that relates the wavenumber, and the

decay length over which the wave is dissipated by viscous effects.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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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ally corroborate our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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