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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점토에 물을 섞어 만든 현탁액에 와인, 주스, 커피나 담배액
등 다양한 액체와 색소를 섞어 만든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만들어지는
‘모카 확산’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모카 확산은 그 성장무늬에 대한 원인과 과학적인 성장 과정이 밝혀지
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산-알칼리계면 반응, 마랑고니 효과나 모세관현
상이 현상의 원인으로 추론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현상들 중 마랑고니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으며, 특히 계면활성
제를 사용하여 발생되는 마랑고니 효과에 중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였
다.
모카 확산의 무늬는 그 형태가 프랙털로써 관찰되지만 프랙털의 성장
방식을 의미하는 생성자의 원리가 밝혀지지 않았다. 이는 모카 확산을
교육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찰에 적합한 조건을 찾는 것 이외에도 모카
확산의 원인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무늬의 복
잡성이 커 프랙털을 관찰하기 편한 모카 확산 무늬의 조건을 찾는 것 이
외에도 모카 확산
실험 1은 계면활성제를 포함한 색소용액을 현탁액에 떨어트렸을 때,
‘모카 확산’이 유한 확산 집합체와 유사한 무늬를 만들어 내는 것을 기반
으로, 계면활성제의 농도를 변화시켜가며 생성한 ‘모카 확산’의 무늬를
‘격자 셈 방법’을 이용한 프랙털 차원 분석을 진행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현탁액은 고령토와 물의 질량비가   이 되도록 하였다. 현탁액에는 식
용색소 청색 제 1호를 포함한 용액에 계면활성제인 트윈 #80을 에
서 가 되도록 만든 색소 용액  L를 떨어뜨려 관찰하였다. 나타
난 무늬의 프랙털 무늬의 분석을 진행할 때는 나타난 무늬 전체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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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프랙털인 ‘면 프랙털’과 무늬의 외각선 만을 추출하여 진행하는 ‘선
프랙털’을 정의하고 이 둘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실험 1의 분석결과 계면활성제의 농도에 따라서 ‘면 프랙털’과 ‘선 프
랙털’의 변화를 관찰하면 ‘모카 확산’의 프랙털 성장 구간을 A, B, C 세
구간으로 나누는 것이 가능했다. 계면활성제의 농도 에서 의
구간 A는 ‘프랙털 성장이 시작 구간’으로 가지가 뻗쳐 나가기 시작해 ‘면
프랙털 차원’은 줄어들고 ‘선 프랙털 차원’은 증가하는 구간이다. 계면활
성제의 농도가 에서 인 구간 B는 프랙털 성장이 충분히 진행
된 ‘프랙털 성장 구간‘으로 ‘면 프랙털 차원’과 ‘선 프랙털 차원’모드 증가
하는 것으로 보아 모카 확산의 도형의 성장이 반복적으로 일어나 복잡도
가 증가하는 구간으로, 프랙털을 관찰하기 가장 적합한 범위이다. C는
트윈 80의 농도가 에서 인 구간으로, ‘면 프랙털 차원’은 다소
커지거나 거의 변화가 없으며 ‘선 프랙털 차원’ 또한 거의 변화가 없는
구간으로 모카 확산은 일어나지만 가지의 갈라짐은 나타나지 않는 프랙
털의 성장 형태의 반복이 일어나지 않고 무늬가 만들어 지는 ‘비 프랙털
성장 구간’이다.
실험 2에서는 고농도의 트윈 #80용액을 이용하여 무늬를 만들고 해당
무늬가 마랑고니 효과가 일어났을 때 나타나는 퍼짐 현생과 같은 특징을
갖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때 무늬의 관찰을 용의하게하기 위하여 현
탁액의 두께를 충분히 얇게 진행하였으며, 현탁액을 얇게 펴기 위하여
고령토의 농도를 로 줄여 실험을 구성하였다. 이때 계면활성제가 2
차원 도형과 1차원 도형이 혼합된 형태로 퍼져나갈 것이기 때문에 성장
반지름 은  에 비례할 것이며 이때 은 와 사이의 값을 가질
것이다. 실험결과 에서   , 에서   , 에서
   로 모두 와  사이의 값으로 현탁액 표면의 계면활성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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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짐 뿐 아니라 내부의 갈라짐 또한 계면활성제로 발생되는 현탁액의 흐
름으로 기대 이론값 내부의 값이 확인되었다.
주요 단어: 모카 확산, 프랙털 차원, 고령토 현탁액, 계면활성제, 트윈
#80
학번: 2016 – 2157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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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프랙털이란 무엇인가?
주변에 있는 공책의 빈 페이지를 펼쳐 사진을 찍으면, 공책 한쪽이 
개의 줄로 이루어진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리고 배율을 두 배로 높
여 사진을 찍으면 사진에는 개의 줄이 찍힐 것이다. 만일 배율이 세
배라면 개의 줄이 관찰된다. 다음에는 세계지도를 펴서 대륙과 바다
가 이루는 해안선의 일부를 사진으로 촬영해보자. 그리고 찍은 해안선이
포함되는 국가의 지도에서 해안선의 일부 그리고 마을 지도에서의 해안
선의 일부의 사진을 같이 관찰해 보자. 서로 다른 축척의 세 해안선이지
만 사진만으로 세 해안선을 구별할 수 없다. 이는 그림 1의 세 해안선
지도를 통해서도 관찰 할 수 있다. 지도에 축척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해안선의 형태만을 가지고 그림 1의 (a), (b), (c) 중 어느 지도가 더 넓
은 범위를 보여주고 있는지 추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림 1] 프랙털에서는 축척을 확인 할 수 없는 성질을 보여주는 세 그림. (a), (b),
(c)모두 러시아 북서부의 카라해 부근의 해안선 지도로 해안선의 형태만으로는 세
지도의 축척을 알 수 없다. 백색 부분은 대륙이고 흑색부분은 바다, 강 또는 호수이
다. (a)는 25000000:1의 축척을 가지는 지도에서의 해안선의 모습이고 (b)는
2500000:1의 축척 그리고 (c)는 250000:1의 축척을 가지는 지도의 해안선이다.

서로 다른 축척의 세 해안선을 구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축척과 상관없
이 세 해안선의 형태가 모두 유사하기 때문이다. 프랙털은 해안선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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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형태가 전체의 형태와 닮음을 가지며 이를 ‘자기 닮음(Self
similarity)’이라고 한다. 이러한 자기 닮음 도형은 표면이 거친 도형들에
서 발견 할 수 있다. 코흐의 눈송이(Koch snowflake), 줄리아 집합(Julia
set), 칸토어 집합(Cantor set), 만델브로트 집합(Mandelbrot set), 주기배
증 갈래질(period doubling bifurcation) 등 수학적인 방법을 통하여 만들
수 있는 프랙털들이나 백색소음과 같은 자연현상이나 주식 가격의 변동
과 같은 사회 현상에서도 관찰할 수 있으며 이 현상들의 무늬는 모두 프
랙털 도형이다.

i. 자기 닮음과 프랙털
자기 닮음은 도형의 기하학적 관계인 닮
음과 큰 연결이 되어있다. 수학적으로 닮음
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Feder,
2013) 점들의 집합            이
 ′               와 같이 변형되
었을 때, 부터  까지 임의의 수 와 에 [그림 2] 하나의 닮음의 초
대하여    가 항상 성립할 경우 집합  점을 중심으로 한 변의 길
이가 절반으로 줄어가며 만
와  ′는 닮음의 관계에 있다. 이때 도형  들어진 정사각형의 집합으
가 서로 교집합이 공집합이고 도형 와 로 이루어져있는 도형
     닮은 관계에 있는 도형들의 교집
합으로 이루어 질 때 도형 는 자기 닮음을 가지는 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어떤 도형이 자신과 닮음인 도형들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 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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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기 닮음이 된다.
도형 가 자기닮음을 가지고 있는
도형이라고 해도 이 도형을 프랙털
도형이라 정의할 수 없다.(김용운 &
김용국, 2000) 예를 들어 [그림 2]와
같이 한 점을 중심으로 하여 만들어
진 정사각형의 집합으로 번째 정사
3] 자기닮음의 중심이 수없
각형  과 그 내부의  번째 정사 [그림
이 많은 도형. 하나의 사형 내부에
9개의 점을 중심으로 한 변의 길이
각형  의 변의 길이가     가 이전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의
1/4로 줄여가며 9개의 사각형을 만
의 관계를 가지는 도형들의 집합으로 드는 방식의 생성자를 이용하여 만
도형의 어느 부분을 중심
이루어져있는 도형 가 있다고 가정 든으로도형관찰하더라도
닮음의 중심을
하자. 이 도형의 한가운대를 중심으로 확인 할 수 있다.
확대하여 관찰한다고 해도 그 모습은
확대전과 다르지 않다. 즉 도형 는 자기 닮음을 가지는 도형이 된다.
하지만 이 도형은 프랙털이라고 할 수 없다. 첫 시작이 되는 정사각형
 의 한 변의 길이를  라고 하자. 무한히 반복되는 도형의 둘레길이를
모두 합하면  가 된다. 즉 도형 는 유한한 둘레길이를 가지는 도형이
다. 때문에 도형 는 프랙털 도형이 아닌 유클리드 기하학으로 설명 가
능한 도형이다. 도형이 프랙털이 되기 위해서는 [그림 3]과 같이 무한히
많은 닮음의 중심이 존재해야한다. 프랙털 도형의 어느 부분을 중심으로
관찰하여도 해당 부분 도형은 프랙털 도형의 닮음이어야하기 때문이다
(김용운 & 김용국, 2000). 이 특성은 프랙털 차원의 개념에서 들어나게
되며 때문에 프랙털은 ‘자기 닮음을 보이는 정수가 아닌 실수 차원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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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기하학적인 구조’로 정의된다.(문희태, 2001) 다만 자연적으로 모든
프랙털이 자기 닮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형태를 고려했을
때 해당 도형들은 프랙털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프랙털을 정
의하기 위하서 자기 닮음과 유사한 새로운 성질들을 정의해야한다.

ii. 통계적 프랙털과 준 자기 닮음(Self-affine)
모든 프랙털이 자기 닮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림 1]의 세 해안선
을 확인하더라도 (b)는 (a)의 부분이며, (c)는 (b)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a), (b), (c)가 닮음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는 해안선의 경우 여러 가지
성장형태가 섞인 다중 프랙털이기 때문이다.(Lesmoir-Gordon, et al, 2009)
이 때문에 해안선과 같은 프랙털은 다중 프랙털이며(문희태, 2001) 통계
적으로 프랙털이라 할 수 있다.(Lesmoir-Gordon, et al, 2009) 즉 결정론적
으로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통계적인 유사성을 가지며 이
때문에 [그림 1]의 해안선의 축척을 육안으로 판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외에도 닮음이 아닌 준 자기 닮을 가지는 도형들도 프랙탈로 정의할
수 있다. 준 자기 닮음이란            이
 ′               이지만 1과  사이의 임의의 서로 다른 숫자
인 와  에 대하여  와  가 다른 경우이다.(Feder, 2013) 예를 들어 세
로 길이의 비율은 1 : 2인데, 가로의 비율이 1 : 3일 경우 준 자기 닮음
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정사각형과 직사각형은 준 자기 닮음
의 관계에 있는 도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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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프랙털의 차원
[그림 3]처럼 임의의 한 점을 중심으로 관찰을 하더라도 같은 형태의
도형을 관찰할 수 있는 닮음의 중심이 다수인(김용운 & 김용국, 2000)
도형이 프랙털의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도형은 유클리드
기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성질들을 가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 [그림 3]
의 무늬의 경우 1차원 도형인 선분의 집합이지만 그 길이를 모두 더할
경우 무한한 길이의 도형이 된다. 하지만 1차원 도형의 집합이기에 이
도형의 넓이는 0이 된다. 즉 [그림 3]의 도형은 1차원 도형도 아니고 2차
원 도형도 아닌 1차원과 2 차원 사이의 차원을 가지는 도형이 된다. 이
를 설명하기 위하여 실수 차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독일의 수학자 하우스도르프(Felix Hausdorff)는 유클리드 기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프랙털 도형의 차원을 새롭게 정의하였으며, 민코프스키
(Hermann Minkowski)는 프랙털 차원의 개념을 쉽게 적용시킬 수 있는
‘격자 셈 방법(Box counting method)’을 제안하였다.(박성태 & 전동렬,
2000) 프랙털 차원은 도형을 이라는 단위 길이의 자를 이용하여 채울
때 필요한 단위자의 수  의 관계를 이용하여 정의할 수 있다. [그림
4]를 확인하면 차원에 따라서 과  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때 과 은 같은 측정자의 눈금의 크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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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1차원 도형과 2차원 도형의 측정 도구의 길이와
눈금수의 관계. 선분의 길이나 한 변의 길이가 인 1차원
도형인 선분과 2차원 도형인 정사각형의 측정자의 크기에
따라서 변화하는 분할된 도형의 수를 보여주고 있다. 선분
의 경우 측정자의 눈금( )의 크기가 일 경우 1개, 일
경우 2개, 일 경우 4개의 도형으로 나뉜다. 정사사각형
의 경우 측정자의 눈금()의 크기가 일 경우 1개, 일
경우 4개, 일 경우 16개의 도형으로 나뉨을 관찰할 수
있다.

결국   이라고 할 때  ∝ 의 관계를 가진다.(Gefen &
Mandelbrot, 1983)이 관계를 이용하여 하우스도르프 차원이 아래의 관계
를 가짐을 알 수 있다.


ln  
   - [식 1]
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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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분과 사각형의 경우 식 1에 대입할 경우 각각 1차원과 2차원으로 그
값이 유클리드 기하학의 차원과 일치됨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림 5]와 같은 성장 조건을 지니는 칸토어 집합의 경우 무한히 성장이 반
복되면 그 도형이 0차원의 도형인 점들의 불연속 집합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그림 3]의 프랙털 도형과 같이 수많은 닮음의 중심을 가진 도형
이 되고 이는 0차원 도형으로 설명 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게 된다.

[그림 5] 칸토어 집합의 프랙털 차원. 칸토어 집합의 성장과정 각 선분을 세 조각
으로 잘라 중간의 선분을 제거 하는 방식으로 성장한다. →∞일 때 0.6309의 프
랙털 차원을 가지는 도형이다.

칸토어 집합의 하우스도르프 차원을 측정하면 그 과정은 [그림 6]과
같다. 전체 프랙털의 길이를 1로 가정하였을 때, 반복되는 생성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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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칭하는 생성자는 불연속적인 이미지를 2배로 증가시키고 한 이미지의
크기를 1/3으로 감소시킨다. 또한 성장이 반복되며 생성자의 수 또한 무
한히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   으로 계산할
수 있고 이를 [식 1]에 대입하면 칸토어 집합의 차원 값은 0.6309의 값을
가지게 된다. 결국 소수점의 차원 값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도형이 무한
한 수의 닮음의 중심을 가진다는 의미이며, 결국 이는 프랙털에 생성자
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즉 프랙털을 분석하는 것에 있어서 생성자의 규
칙이 중요하며 과학적인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프랙털의 생성자가
프랙털을 성장시키는 방식, 즉 무늬가 성장하는 원리를 분석할 수 있어
야한다.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모카 확산의 프랙털 무늬를 관찰하기 적
당한 계면활성제의 농도를 확인 하는 것 외에 계면활성제가 현탁액에 주
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림 6]과 같이 프랙털의 차원을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무늬가 혼합
되어 있는 자연에 존재하는 프랙털을 분석하는 것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보통 민코프스키가 제시한 ‘격자 셈 방법’을 사용한다. 격자
셈 방법은 [그림 7]과 같이 측정해야할 이미지의 한 변의 크기를 1이라
고 했을 때 이라는 비율을 가지는 격자로 이미지를 나누어 무늬가 존재
하는 격자의 수 을 측정한다. 이를 [식 1]을 변형한 ln     ln  
로 ln 에 대한ln  의 기울기를 측정하여 차원 값인  를 구할 수 있
으며 이때 모습은 [그림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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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칸토어 집합의 프랙털 차원을 구하는 방법.
ln   
   에 대입하면 0.6309를 구할 수 있다.
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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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격자 셈 방법의 활용법 검은색 부
분이 배경 흰색 부분이 분석하고자 하는
무늬이다. (a)와 (b)는 1차원 도형인 선분을
격자 셈 방법으로 (a)는 도형이 포함된 격
자가 3개 (b)는 도형이 포함된 격자가 6개
이다. (c)는 도형이 포함된 격자가 1개 (d)
는 도형이 포함된 격자가 2개이다. (e)는
도형이 포함된 격자가 7개 (f)는 도형이 포
함된 격자가 13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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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benoit 1.3을 이용한 ‘격자 셈 차원’ 측정 그래프. 이때 차원은  의 지수에
–1을 곱한 값이다.  는 Box side length인  을  는 Number of occupied box인
 을 나타낸다.

이 연구에서 성장한 프랙털의 차원 분석은 benoit 1.3(Seffens, 1999)을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해당 프로그램의 프랙털 분석 도구 중 격자 셈 방
법을 사용하였다.

iv. 자연 프랙털
프랙털은 수학적 정의로 만들어지는 ‘정의적 프랙털(Deterministic
fractal)’과 자연에서 관찰 할 수 있는 ‘자연적 프랙털(Natural fractal)’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Williams, 1997) 수학적 정의를 만족하는 ‘정의적
프랙털’과 다르게 자연적 프랙털은 수학적 정의를 따르지 않는 부분이
발생한다. 첫 번째는 성장의 최소 단위가 존재한다는 점이다.(Fe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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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때문에 자연 프랙털은 자기 유사성을 보이는 한계점이 존재하며,
프랙털 차원을 분석 할 때에는 이를 염두에 두고 프랙털 분석을 진행해
야한다. 두 번째는 성장의 무작위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v. 멀티프랙털(Multifractal)
자연의 프랙털은 멀티프랙털로써 구성되어있다.(김용운 & 김용국,
2000) 멀티프랙털이란 한 종류의 생성자가 아닌 여러 종류의 생성자로
만들어지는 프랙털이다.(Harte, 2001) 대부분의 카오스가 이 하나의 차원
을 가지는 프랙털이 아닌 멀티프랙털을 띄게 되는데 이는 카오스의 복잡
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즉 멀티프랙털로써 존재하는 자연의 프랙
털은 그 성장 과정이 더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DLA(Diffusion
limited aggregation)모델의 경우도 멀티프랙털의 형태를 가지며, 유채의
흐름으로 만들어지는 점성 침투 또한 DLA의 무늬와 유사하다는 것을
생각하면(김용운 & 김용국, 2000)(Feder, 2013) 모카 확산 또한 멀티프랙
털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

vi. 프랙털 차원 분석에서 고려해야할 점
물리학에서 프랙털의 분석을 진행할 때에는 고려해야할 점이 있
다. 어떤 물리량이 멱 법칙(Power law,    )의 관계가 있고 그 차원이
소수점 차원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 현상이 만들어 내는 무늬가 꼭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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랙털이라는 보장은 없다.(김엽, 2004) 이는 그림 5의 6개의 이미지에 대
한 프랙털 분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림 5의 이미지들은 모두 자기
닮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프랙털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림 5의 (a)는 직
선으로 1 차원 도형이며 (b)는 정사각형으로 2 차원 도형이다. 이 둘을
benoit의 격자 셈 방법을 통하여 분석하면 (a)는 1 차원에 근접한 0.960
차원을 (b)는 2 차원에 근접한 1.937 차원의 값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1차원 도형인 (a)와 2차원 도형인 (b)의 합집합인 (c)의 경우 1.894 차원
으로 (c)에서 두 1차원 도형이 추가된 (d)의 경우 1.760 차원으로 결국 2
차원 도형과 1차원 도형의 얼마나 조합되었느냐에 따라서 격자 셈 방법
을 통한 차원분석에서 1과 2사이의 소수점 차원이 프랙털 도형이 아님에
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이미 뭉쳐있는 집합체에서 가지가 뻗쳐
성장하는 도형의 경우 그림 6의 (a)와 같이 2차원 도형(집합체와) 1차원
도형(상장한 가지)가 같이 존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장한 무늬가 프
랙털이 아니더라도 소수점 차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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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benoit 1.3에서 최대 격자의 크기를  px로 하고 격자의 크기가
 배씩 줄어들도록 설정한 뒤 측정한 도형의 차원 값 (a) 두께  px의 직
선, (b) 한 변의 길이가  px인 정사각형, (c) 직선과 정사각형의 합집합,
(d) 직선 셋과 정사각형의 합집합, (e) 정사각형의 두께  px의 외각선, (f)
도형 (d)의 두께  px의 외각선, 단 그림들에서 나타난 선 선분과 진선들은
잘 보이도록하기 위하여 px의 두께로 바꾼 직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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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프랙털 차원 분석 시 진행한 ‘면 프랙털 차원’의 사용
이미지의 형태인 (a)와 ‘선 프랙털 차원’의 상용이미지인 (b)이다.
(b)의 경우 실제 이용한 px의 이미지는 확인이 힘들기 때문에
위의 이미지는 px의 두께를 가지는 선으로 제작한 이미지이
다. (a)는 1차원 도형과 2차원 도형의 영향 정도와 프랙털의 복
잡한 정도에 대한 정보 모두를 가지고 있으며 (b)는 프랙털 도
형인 부분의 복잡성과 프랙털이 아닌 도형 부분의 단순성에 대
한 정보를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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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결과는 차원 측정을 통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보통 2차원에서 선형으로 성장하는 프랙털의 그 복잡성
이 크면 클수록 성장이 충분히 진행된 프랙털은 2차원에 가까운 값을 갖
는다.(Lesmoir-Gordon, Edney, 2009) 하지만 ‘격자 셈 방법’과 같은 프랙털
차원을 측정하는 방법은 이미지의 종류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보
통 이론적으로 2차원에서 만들어지는 프랙털은 면을 갖지 않는다. 하지
만 만델브로트 집합이나 줄리아 집합과 같이 면적을 가지는 프랙털이 존
재하기도 하며, 이 경우는 외각선의 프랙털 차원을 측정하여 프랙털 차
원을 측정한다. 결국 프랙털을 측정하는 방법은 이미지 그 자체를 이용
하거나 외각선을 이용하는 방법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림 9]와 같이 프
랙털이 아닌 도형이 프랙털의 일부를 차지하면 해당 도형의 영향으로
때문에 이를 구별하기 위한 방법을 고려해야한다. 이를 위하여 [그림
10]과 같이 실험을 통하여 만들어진 프랙털 무늬를 두 형태로 나누어 분
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vii. 프랙털 교육
프랙털 교육은 미술 교육과 수학교육에서 다양하기 시도되고 있다. 수
학의 경우 실험적 수학교육을 적용하는데 프랙털을 이용하는 시도가 있
었다. (Ko. & Park. 2011) 과학교육 또한 자유탐구 주제로써 프랙털을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으며 인산염을 활용한 결정 성장(은정매 &
전동렬, 2014)과 금속박막에서의 프랙털 성장(박성태 & 전동렬, 2009)을
이용하였다. 하지만 결정성장을 이용한 프랙털의 형성은 일반 학교 교실
에서 활용하기 힘든 기구를 사용하고 결정 성장에도 오랜 시간이 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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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현탁액에서 성장하는 모카 확산은 수 분 이내로 프랙털의 성
장이 진행되며 액체를 이용하여 만들 수 있는 점성침투현상(Viscous
fingering)의 프랙털과는 다르게 성장된 프랙털의 모양을 오랫동안 유지
하기 때문에, 교실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랙털 성장 실험으로
활용하기에 용이하다.
모카 확산의 경우 STEAM 교육에 이용된 사례가 존재한다.(Davila &
Graff, 2016) 하지만 모카 확산의 과학적 원리로써 산-알칼리 계면의 반
응만을 언급하고 있으며, 모카 확산의 다른 원리에 탐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모카 확산을 교육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
하다.
모카 확산은 프랙털 구조라고 생각 할 수 있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지
만, 모카 확산을 프랙털로써 정의 내리기에는 모카 확산의 원리가 충분
히 밝혀지지 않았다. 모카 확산이 정말 프랙털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카 확산의 성장에 원인이 되는 변인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 실
험에서는 모카 확산을 발생시키는 변인 중 계면활성제에 초점을 맞추어
모카 확산 무늬를 분석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확인해 보았
다.

2. 모카 확산(Mocha diffusion)
‘모카 확산’은 영국의 일부와 미국과 캐나다의 일부에서 사용하는 도자
기 표면을 꾸미는 기법이다. 모카 확산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주로 목
절 점토(ball clay)나 고령토(kaolin clay)가 첨가된 현탁액(slip)에 물에
색소와 주스, 담배 액, 식초나 와인과 같은 첨가물을 가해 만든 색소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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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을 떨어뜨리면 만들 수 있다. 이때 색소 용액에 집어넣은 첨가물들의
비중과 종류에 따라서나 색소 용액을 현탁액과 만나게 하는 방법에 따라
서 형태의 유형이 변화한다. 모카 확산은 그 모양에 따라 다르지만 주로
같은 프랙털 무늬를 보이는 나무를 표현하는데 많이 사용한다.
모카 확산의 원리는 아직 밝혀진 바 없으나, 산-알칼리 계면의 반응으
로 인한 색소의 침투를 원인으로 보거나(Hopper, 2004) 마랑고니 효과
(Marangoni effect)(Achour, 2014) 등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아직 그 원
인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물질을 섞어보고 모카 확산을 만들어
본 뒤 연구를 진행하였다. 아래에서는 색소용액에 다양한 물질을 섞어
만든 모카 확산의 무늬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다양한 물질을 색소용액에 첨가해가며 모카 확산 무늬의 확인을 진행
하였다. 확산이 일어나지 않는 양의 색소를 첨가한 색소용액에 에탄올을
첨가하였을 때는 [그림 11]의 (a)와 같은 무늬가 나타났으며 식용으로 사
용되는 천연색소인 파프리카 추출 분말 용액을 현탁액에 떨어트렸을 때
는 [그림 11]의 (b)와 같은 무늬가 나타났다. 해당 색소에 세제와 에탄올
을 섞어 만들어진 무늬가 [그림 11]의 (c)이다. 다만 (c)의 경우 같은 조
건하에서 항상 같은 무늬가 만들어지지 않음이 확인 되었다.
결국 모카 확산을 발생시킨 원인은 파프리카 추출 분말에 첨가되어있
는 물질들 중 하나일 것이며, 확인결과 파프리카 추출 분말에는 계면활
성제이며 식품첨가제로 많이 사용되는 폴리소르베이트 80(이하 트윈
#80, Polyoxyethylene(20) sorbitan monoleate)이 소량 첨가되어있음을 확
인하였다. 이를 모카 확산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파악하고 그 외
다른 사항들을 확인하기 위한 예비실험들을 추가로 진행하였다.
색소용액 산도가 영향을 주는지를 대략 확인하기 위하여 모카 확산이
발생하지 않는 색소용액에 초산(Acetic acid)을 첨가해 봤지만 초산을 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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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a) 청색 식용색소와 에탄올을 물에 섞었을 때 나타난 무늬, (b)
파프리카추출분말로 만든 용액을 사용했을 때 나타난 무늬, (c) 파프리카 추
출분말에 에탄올을 섞었을 때 나타난 무늬, (d) 청색 식용색소 제 4호와 계
면활성제를 섞었을 때 나타난 무늬

기 전과 넣은 후 무늬에 극적인 변화는 없었다. 만일 색소 자체의 산도
에 영향을 받는 것이라면 [그림 12]의 (b)와 같이 염기성을 띄는 색소인
‘식용색소 황색 제 4호’(Tartrazine)로 만든 색소용액은 모카 확산의 프랙
털 무늬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순수한 식용색소 황색 제 4호 용액을
현탁액에 떨어트린 뒤 나타난 모습은 [그림 12]의 (a)와 같이 부분적으로
확산이 일어남이 관찰된다. 하지만 계면활성제를 포함시킬 경우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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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와 같이 극적으로 프랙털이 성장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모카 확산
의 성장 정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포함되어 있는 색소의 종류보다는 두
액체의 표면장령의 차이의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 해당 연구에서는 계면
활성제에 초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림 12] (a) 식용색소 황색 제 4호를 사용하여 만든 모카
확산 무늬 (b) 식용색소 황색 제 4호의 분자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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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계면활성제를 포함한 식용색소 황색 제 4호 용액이 만들
어낸 모카 확산 무늬

계면활성제는 일반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설거지용 세제를 사용
하여도 되는데, 이때 만들어진 모카 확산의 무늬는 [그림 14]와 같이 만
들어 진다. 현탁액의 농도가 충분히 진하다면 계면활성제의 경우는 넓은
범위의 조건하에서 무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하지만 표면장력이 작은
물질을 사용한다고 해도 항상 프랙털의 성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데
[그림 15]는 물을 섞지 않은 에탄올에 식용색소 청색 제 1호를 섞은 뒤
고령토와 물의 질량비가   인 현탁액에 떨어트렸을 때의 모습이다. 프
랙털은 성장하지 않고 오히려 현탁액이 깊게 파이는 것이 관찰된다. 결
국 서로 다른 표면장력을 가지는 두 액체가 만난다고 해도 두 액체의 성
질로 인하여 모카 확산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계면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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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식용색소 청색 제 1 호와 시판되는 주방용 세제
를 섞어 만든 모카 확산 무늬

성제의 경우 그 양과 상관없이 만들어 지는데 이는 계면활성제가 물에서
확산할 때 가지는 특성의 영향이라 생각된다. 다만 계면활성제의 농도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계면활성제가 서로 뭉쳐 다른 상을 가지게 된
다.(Robert, 1996) 이 경우 계면활성제의 확산이 낮은 농도보다 발생하지
않아 모카 확산이 발생하지 않는다. 에탄올의 경우도 마찬가지 인데, 에
탄올의 경우 마랑고니 현상이 액체의 표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액체 전반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진한 농도의 에탄올 용액을 현탁액에
떨어뜨렸을 경우 [그림 15]와 같이 현탁액 자체가 파여 무늬가 만들어지
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즉 어떠한 시료가 마랑고니 효과로 모카확
산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모카확산에 적절한 농도가 존재함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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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에탄올에 식용색소 청색 제 1호를 첨가하였을 대 나타난 무늬, 현탁액
이 깊게 파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마랑고니 효과와 빠른 방울 번짐(Marangoni Bursting droplet)
‘마랑고니 효과’는 한 액체와 다른 액체 방울이 만났을 때 발생하는 액
체의 퍼짐에 대한 연구(Marangoni, 1865)(Marangoni, 1870)를 진행한 이
탈리아의 과학자 카를로 마랑고니(Carlo Marangoni)의 이름을 따 마랑
고니 효과라 불리게 되었다.(Scriven & Sterniling, 1960) 다만 마랑고니
효과로 나타는 현상에 대한 연구는 마랑고니의 연구보다 먼저인 185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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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톰슨(James Thomson)의 ‘와인 눈물 현상’에 대한 연구이
다.(Thomson, 1855) 비선형적인 섞임을 보여주는 용액은 그 계면에서
서로 다른 표면장력 때문에 응력의 평형이 깨진다. 평형이 깨진 유체에
는 흐름이 발생하고 이 현상을 마랑고니 효과라고 한다. 여러 유체가 혼
재하는 자연에서는 다양한 마랑고니 효과를 관찰할 수 있다. 가장 흔하
게 관찰 할 수 있는 현상은 커피와 같이 색소가 포함된 액체가 마를 때
입자들이 방울의 외각으로 쏠리는 현상이며(Popov, 2005) 이는 잉크젯
프린터의 잉크에도 마찬가지의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
가 진행되었다.(Park & Moon, 2006) 앞서 언급한 와인의 눈물 또한 모
카 확산과 증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카 확산의 예시 중 하나이다.

[그림 16] 빠른 마랑고니 번짐 현상, 페트리 접시에 올리브유
를 평평하게 깐 뒤 이소프로판에 청색색소와 물을 첨가하여
떨어뜨린 용액이 퍼져가는 모습 (a)는 용액을 스포이트로 떨어
뜨린 직후의 모습이며 (b)는 잠시 시간이 지난 뒤의 모습이다.

일부 모카확산으로 발생하는 현상 중 액체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마랑
고니 효과는 그 확산속도가 빨라 이를 빠른 방울 번짐(marangoni
bursting droplet)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 [그림 16]과 같이 올리브유의
표면에 이소프로판올을 떨어뜨릴 경우 비교적 바른 속도로 퍼짐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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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Keiser, et al, 2017) 이는 계면활성제에도 마찬가지로 일어
나는데 물에 잘 녹는 계면활성제라도 우선은 물의 표면에 분포하기 때문
에 물의 표면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함을 확인 할 수 있다.

i. 계면활성제의 마랑고니 효과
‘마랑고니 효과’는 한 액체와 다른 액체 방울이 만났을 때 발생하는 액
체의 퍼짐에 대한 연구(Marangoni, 1870)를 진행한 이탈리아의 과학자
마랑고니(Carlo Marangoni)의 이름을 따 ‘마랑고니 효과’(Marangoni
Effect)라 명명되었다.(Scriven & Sternling, 1960) 다만 마랑고니 효과로
나타는 현상에 대한 연구는 마랑고니의 연구보다 먼저인 1855년 톰슨
(James Thomson)의 ‘와인 눈물 현상’에 대한 연구이다.(Thomson, 1855)
비선형적인 섞임을 보여주는 용액은 그 계면에서 힘의 불균형이 발생
하여 유체의 흐름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책상위에 떨어진 커피 방울이
마를 때 외곽에 선이 발생하거나(Popov, 2005), 그림 2와 같이 식용유
위에 이소프로판올을 떨어뜨렸을 때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는 빠른 마랑
고니 번짐 현상(Marangoni bursting) 이 관찰된다.(Keiser, et al, 2017)
잉크젯 프린터의 잉크가 건조될 때 마랑고니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
을 찾는 연구가 필요했다.(Park & Moo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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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얇은 막에 계면활성제가 투입되었을 때 발생하는 현상에 대한 그림,  은
계면활성제의 확산 반지름, (a)는 계면활성제로 표면장력이 약화된 포면과 표면장력
이 약화되지 않은 표면에서 그렇지 않은 막 사이의 계면에서 발생하는 힘이다. (b)는
마랑고니 흐름이 발생하였을 때 나타나는 액체의 모습이다.

마랑고니 효과는 계면활성제가 물에 들어간 경우에도 관찰된다. 계면
활성제는 친수성인 머리와 소수성인 꼬리 부분으로 구성된다. 물에 계면
활성제가 존재할 경우 소수성인 부분은 물에서 멀어지려하기 때문에 [그
림17] (a)의 계면활성제 용액(Surfactant solvent)과 같이 계면활성제가
용액의 표면에 우선적으로 분포한다. 계면활성제 용액은 액체의 표면에
계면을 형성한다. 일단 계면활성제가 물에 녹으면 표면의 에너지를 최소
화하기 위하여 계면활성제는 넓게 퍼진다. 계면활성제가 물에 떨어졌을
때 계면활성제가 퍼지지 않은 순수한 물의 표면 장력을  라고 하고 계
면활성제가 분포하는 계의 표면장력을  라고 하면 두 표면장력의 차이
로 인하여 유체의 흐름이 발생된다. 이는  가 계면활성제의 농도가
cmc(임계 마이셀 농도, critical micelle concentration)를 넘지 않으면 계
면활성제의 면 농도 에 대하여 선형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이
다.(Asfar-Sidiqui, et al, 2003)(Jensen & Groterg, 1992)(Wan & Lee,
1974)
계면활성제의 확산반지름( )과 시간()는  ∝  의 관계를 가지며,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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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활성제가 표면에서 확산될 때 유체의 흐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액체
의 모습은 그림 2. (b)와 같다.(Asfar-Sidiqui, et al, 2003)
계면활성제의 확산반지름이 시간의 제곱에 비례함은 다음과 같이
증명할 수 있다.(Afsar-siddiqui, et al, 2003)(Espinosa, et al, 1993) 마랑


∼  이다. 이때
고니 효과로 발생하는 응력의 평형을 근사하면 


     로 이때 는 면 밀도임으로  의 관계를 갖으며 확산속도

 는  이다. 이를 대입하여 풀어주면  ∝  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계면활성제가 물에서 확산할 때 2차원 도형의 형태로만 확산하지
는 않는데, 얇은 관 형태를 만들어 환산하거나(Vyawahare & Scherer,
2006) 프랙털 도형과 같이 그 넓이가 길이의 제곱에 비례하지 않는 경우
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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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본론
1. 실험 1 계면활성제의 농도에 따른 프랙털 성장
i. 사용 시료
물과 고령토를 섞어 만든  현탁액을 이용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고령토 가루는 대한민국의 전북 고창에서 생성된  mesh로 분쇄된
입자로 물과 혼합할 경우 콜리이드 상태로 존재하게 된다. 고령토는 대
부분 소수성을 띄되 부분적으로 친수성을 띄는 물질로(Berthelin, et al,
2012) 그 비중은 2.16에서 2.68의 값을 갖는다. 때문에 고령토 입자는 시
간이 지나면 퇴적되는 불안정 콜로이드 입자로 구분할 수 있다. 때문에
현탁액 용액을 만들어 실험을 세팅한 뒤 모카 확산 실험을 진행할 때 세
팅 시간과 실험 시작 시간 사이에 시간이 길어질 경우 현탁액 내부의 고
령토 입자들이 퇴적되어 실험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생긴다. 이를
고려하여 만들어진 고령토 현탁액은 실험 전 유리막대를 이용하여 충분
히 섞어준 뒤 실험을 진행하였다. 색소 용액의 경우 계면활성제는 트윈
#80을 이용하였다. 계면활성제의 농도는 , , , ,
 , ,  에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L 의 용액방울을 현탁
액에 넣어 관찰하였다. 이때의 농도는 트윈 #80의 cmc(critical micelle
concentration)을 초과한 값이다.(Wan & Lee, 1974) 하지만 해당 색소용
액에 포함된 계면활성제의 농도가 cmc를 넘었다고 해서 표면장력이 일
정한 값을 갖는 것은 아니다. 현탁액에 들어가는 순간 계면활성제의 농
도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고려하여도 일단 적은 농도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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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활성제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계면활성제의 농도에 따라
서 계면활성제가 이루는 결정의 상이 바뀌기 때문이다.(Laughlin, 1995)
트윈 #80 또한 농도에 따라서 그 상이 변화한다.(Wuelfing, et al, 2006)
계면활성제 농도에 따른 상에 따라서 계면활성제가 액체내에서 퍼지는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때문에 순수한 트윈 #80을 물에 집어넣을
경우 마랑고니 현상을 전혀 관찰 할 수 없다.
색소용액에 첨가된 색소의 종류는 ‘식용색소 청색 제 1호’(Food blue
1, Brilliant blue FCF)로 브래드 가든에서 생산된 아이싱 칼라 블루를
첨가하여 사용하였다. 식용색소 청색 제 1호의 분자구조는 [그림 18]과
같다. 이 때 색소의 양이 충분할 경우 다른 추가 물질을 용액에 첨가하
지 않아도 모카 확산이 발생한다. 때문에 충분히 시간이 지난 뒤에도 프
랙털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양의 색소를 첨가하였다. 이때 계면활성
제가 섞이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진 모카 확산의 형태를 관찰하면 [그림
18]과 같이 프랙털 성장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색소의 양과 상관없이 모카 확산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그림
12(a)]와 같이 식용색소 황색 제 4호(의 경우이다. 하지만 [그림 12(a)]와
[그림 12]의 외각과 같이 식용색소 황색 제 4호는 모카 확산으로 인한
갈라지는 무늬를 보여주는 성장 외에도 주변으로 서서히 확신이 일어나
는 부분이 존재한다. 이 확산은 모카 확산 무늬의 ‘상자 셈 방법’을 이용
한 프랙털 차원 분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식용 색소 황색 제 4호를 사
용하는 것을 배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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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계면활성제가 포함되지 않는 색소용액
의 성장 형태 예시

[그림 19] 식용색소 청색 1번의 분자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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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실험 장치
도광판(Light guide plate)에 두께 mm의 흰색 아클릴판 두 장을 얹
어 배경 광을 만들고 그 위에 지름이 cm인 페트리접시를 올린다.
페트리 접시에는 만들어둔 고령토 현탁액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옮긴다.
스포이드를 사용할 경우 현탁액의 점성으로 인하여 상당한 양이 스포이
드에 남기 때문에 주사기와 같이 정성으로 인한 잔여물을 최소한으로 만
들어줄 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도광판은 빛의 양의 균일성을 주어 이후 프로그램을 이용한 프랙털 분
석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인데, 페트리 접시에 펼친 현탁액
의 높이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현탁액의 비평형적인 분포로 인하여 카메
라로 촬영되는 빛의 불균일함을 만든다. 이는 이후 마스크를 활용하여
프랙털 분석을 진행하는데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실험에서는
 mm 높이의 현탁액을 이용하였다.
현탁액의 높이 이외에도 공기방울이 크게 발생할 경우 [그림 13]과 같
이 빛이 투과하여 이후 데이터 분석에 어려움을 준다. 때문에 실험 진행
전 현탁액을 만들면서 발생한 기포를 제거하는 과정을 진행할 필요가 있
다. 이 실험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현탁액 내부의 기포를 제거하였다.
우선 현탁액을 만든 뒤 진동과 충격을 줘 현탁액의 점성으로 인하여 현
탁액 내부에서 빠져나오지 않는 기포를 표면으로 이동시킨 뒤 제거해준
다. 기포의 크기가 클 경우 제거할 수 있지만 작은 기포들은 이 방법으
로 제거하기 어렵다. 남아있는 작은 기포들은 페트리접시로 현탁액을 옮
긴 뒤 쉽게 발견 할 수 있는데 표면적이 넓은 페트리접시에서는 작은 기
포들을 모아 터트리는 것은 많은 시간을 소요한다. 때문에 페트리 접시
에서 발견되는 작은 기포들은 기포를 터트려 없애지 않고 유리막대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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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작게 나누어 배경광의 투과가 잘 일어나지 않도록 처리하여 실험
을 진행하였다. 다만 이때 현탁액의 점성이 크거나. 유리막대로 현탁액이
지나치게 파여 현탁액의 표면이 불연속 적이게 될 경우 모카 확산이 표
면이 불연속적이게 된 선을 따라서 성장함을 종종 관찰된다. 때문에 기
포 제거과정을 거친 뒤 페트리 접시를 기울이거나 흔들어 발생된 비연속
적인 선들을 제거한 뒤 실험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용량이  L에서  L인 마이크로 피펫을 활용 색소용액의 부피가
 L 가 되도록 페트리 접시에 [그림 20]과 같이 옮기는데 이때 액체 방
울이 떨어져 현탁액이 파이지 않도록 현탁액에서 조금 떨어진 위치에서
색소 액체 방울은 만든 뒤 천천히 내려 방울이 현탁액 표면에 닿도록 하
였다. 이때 계면활성제의 농도에 따라서 L의 방울이 피펫 끝에 맺혀
있지 못하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피펫의 끝에 붓털 한 가닥
을 부착하여 색소 용액 방울이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였다.

[그림 20] 모카 확산 무늬 관찰을 위한 실험 장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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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분석 과정
촬영한 사진은 컴퓨터를 통하여 적색 데이터만을 추출한다. 이때 사진
의 픽셀에 적색이 없을 경우 0, 픽셀에 적색이 최대인 경우는 255의 값
을 갖는다. 고령토 현탁액은 회백색을 띠기 때문에 픽셀의 적색 값이
200에서 255사이 값을 갖는다. 청색 색소가 번진 범위는 적색 빛을 가지
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청색 색소가 번지지 않은 범위보다 작은 값을 가지
게 된다. 다만 계면활성제의 농도가 진해지면 청색색소가 더 넓게 확산
되는데 이는 퍼진 색소의 농도가 옅어지는 것을 야기한다. 결국 무늬가
퍼지지 않은 현탁액 부분의 적색 값의 빈도 데이터와 무늬 존재하는 청
색 색소 부분의 적색 값의 빈도 데이터가 겹치는 상황이 발생하여 무늬
를 구별하는 것이 불명확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경우 가장 많은 빈
도수를 가지는 두 데이터 사이의 최솟값을 기준으로 구별하였다. 이때
benoit는 255의 값을 갖는 백색 픽셀을 무늬로 인식하기 때문에 benoit가
청색 색소를 무늬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0부터 255의 데이터를 반전시켜
야 한다. 이 과정을 거쳐 면 프랙털 차원을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를 얻
어낼 수 있다. 차원 분석은 benoit의 ‘상자 셈 차원’을 이용하여 진행하였
다.
면 프랙털 차원 분석을 위한 이미지들은 이후 선 프랙털 분석을 위한
이미지 처리과정을 거친다. 모카 확산으로 만들어진 무늬인 255의 데이
터를 가지는 백색 픽셀 전체를 선택한 뒤 해당 픽셀들 중 0의 데이터를
가지는 흑색 픽셀과 접하는 최외각의 픽셀들을 추출한다. 이는 무늬의
최외각선  px을 추출한 것과 같다. 해당 픽셀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무늬
픽셀들은 0의 데이터를 가지는 픽셀로 전환하여 외각선의 데이터만을 추
출할 수 있도록 한다. 만들어진 이미지를 benoit 1.3을 이용하여 ‘상자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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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방법’을 이용하여 프랙털 차원 분석을 진행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페트리 접시위에서 만들어진 프랙털의 차원분석을 진행하였다. 30초
동안 성장시킨 무늬를 계면활성제의 농도별로 모아 분석한 프랙털 무늬
의 차원 값에 대한 평균값, 최댓값 그리고 최솟값 분석 결과는 [그림 21,
22]와 같다. 그리고 색소 용액 방울을 현탁액에 접할 때, 그 점을 중심으
로 하여 가정 먼 무늬까지의 거리를 성장거리라고 할 때 농도에 따라서
같은 시간인 30초 동안 성장한 무늬의 최대거리의 그래프는 [그림 23]과
같다.
자연에서의 프랙털은 같은 현상이라고 해도 그 무작위성으로 인하여
똑같은 무늬가 만들어 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근래에 들어서
야 자연프랙털의 한 종류인 눈송이 입자를 같은 형태로 만드는 것에 성
공하였다.(Libbrecht, 2017) 모카 확산 또한 다양한 무작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늬의 형태가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는 확률적으로 존재하
기 어렵다. 때문에 자연프랙털은 서로 같은 생성자를 가지는 현상이라고
할지라도 같은 형태의 프랙털은 나타날 수 없으며 결국 자연프랙털은 같
은 현상이라도 프랙털 차원 값의 범위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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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계면활성제로 성장시킨 모카 확산의 무늬의 면 프랙털 차
원 값, 계면활성제의 농도가 가 될 때 까지는 차원 값이 줄
어들다가 이후 차원 값이 증가함을 보인다.

[그림 22] 계면활성제로 성장시킨 모카 확산의 무늬의 선 차원의 값,
계면활성제의 농도가 가 될 때 까지는 차원 값이 증가하다가
이후 차원 값이 소폭 감소함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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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계면활성제의 농도에 따른 프랙털 무늬의 최대 반지름의
평균값, 그래프의 에러 바는 표준 편차를 나타낸다.

[그림 21]은 성장한 모카 확산의 사진의 적색 데이터를 흑백 반전시켜
상자 셈 차원을 측정한 면 프랙털 차원의 최댓값과 최솟값 그리고 평균
값에 대한 그래프이다. [그림 22]은 [그림 21]의 데이터에서 무늬의 외각
선 px을 추출하여 상자 셈 차원을 측정한 선 차원데이터의 최댓값과
최솟값 그리고 평균값에 대한그래프이다. [그림 21]과 [그림 22]이 같은
데이터를 분석했음에도 서로 다른 형태를 띰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면
차원의 데이터와 선차원의 데이터가 서로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보
여준다.
[그림 21]의 면 차원의 값에 대한 그래프는 초기 가지가 갈라져나가면
서 무늬중 선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여 감소하지만 [그림 22]의 경우
프랙털이 성장함에 따라서 차원 값이 오히려 증가함을 확인 할 수 있다.
즉 두 프랙털의 차원 값을 비교함으로써 해당 무늬가 어떤 성장을 하는
지 확인할 수 있다. 계면활성제의 농도가 를 넘어가게 되면, 이 때
부터 ‘선 프랙털 차원’의 변화가 크지 않은데 그 이유는 색소용액의 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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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향이 특정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전 방향으로 이루어지
기 때문이다. 프랙털의 성장은 멱법칙과 큰 관련이 있는데, 자연에서 멱
법칙으로 관찰되는 현상은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지는 현상에 근거한다.
프랙털 또한 성장한 부분이 더 쉽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프랙털 무늬
가 만들어지는데, 특정 농도 이상에서는 성장한 부분이 더 많이 성장하
는 정도가 약화되는 것이다.

[그림 24] 모카 확산을 각 폴리소르베이트 80의 농도별로 30초씩 성장시켜 측정한 면
프랙털 차원의 변화와 선 프랙털 차원의 변화로 구별한 세 구역. ◇는 프랙털 이미지
를 그대로 사영하였을 때 측정한 격자 셈 차원의 평균값이고, ╳는 무늬의 외각선을
추출하여 측정한 격자 셈 차원의 평균값이다. 이 때 에러 바는 차원 값의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A)의 영역에 해당하는 계면활성제의 농도에서는 모카 확산이 일어나지 않
거나 몇 개의 가지만 성장한다. (B)는 프랙털의 성장으로 면 프랙털 차원과 선 프랙
털 차원이 함께 성장하는 ‘프랙털 영역’, (C)는 복잡도가 늘어나지 않지만 2차원 도형
의 성장이 진행되어 면 프랙털 차원이 증가하는 구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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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프랙털 차원과 선 프랙털 차원을 비교하여 농도에 따른 무늬의 변화
의 구역을 나눠준 것은 [그림 24]와 같다. 각 계면활성제의 농도별로 30
초의 시간 동안 성장시킨 모카 확산 무늬의 외각선과 면의 프랙털 차원
값의 평균을 비교하여 초기 외각선의 프랙털 차원(이하 선 프랙털 차원,
선 차원, Fractal dimension of outline)은 농도에 따라서 모카 확산이 성
장이 같은 시간 동안 더 먼 거리까지 이루어져 무늬가 복잡해짐에 따라
서 증가하지만, 전체 무늬를 측정한 프랙털 차원(이하 면 프랙털 차원,
면 차원, Fractal dimension of mass)은 감소함을 보인다. 즉 해당 구간
(A)는 모카 확산으로 인한 무늬의 가지 뻗음이 일어나지 못하거나 그
성장이 일부 일어나는 구간이다. 이후 농도가 진해짐에 따라서 무늬가
성장하는 정도는 더 커지고 자연히 이전 무늬보다 복잡성이 커진 무늬가
만들어진다. 이 계면활성제의 농도에 해당하는 구간 (B) 선 차원과 면
차원 모두 증가하여 농도가 진해질수록 무늬가 복잡해짐을 보여준다. 때
문에 학생들이 교실에서 모카 확산 무늬를 통하여 프랙털을 관찰하기 가
장 좋은 구간은 구간 (B)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농도가 더 진해질 경
우 확산되는 가지의 수가 많아져 구간 (B)와 같은 복잡한 성장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모든 방향에 대하여 확산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복잡성이 증가하지 못하여 선 차원 값은 크게 변화하지 못하지만, 면이
차지하는 범위는 증가하여 면 차원은 값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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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2 계면활성제 용액이 만들어내는 현탁액의 갈
라짐 분석
i. 사용 시료
고령토의 농도가 가 되도록 만든 현탁액을 사용하였다. 실험 1에
서 사용한  농도의 현탁액은 그 점도가 페트리 접시에서 현탁액의
높이가 0.4mm 이하에서 완전한 젖음 상태로 만드는 것이 어려우며, 고
령토의 농도가 낮을 경우 현탁액의 표면장력이 충분히 강해 페트리 접시
에서 완전한 젖음 상태를 유지하는데 문제가 있다.
계면활성제 용액에는 트윈 80을 첨가하였다. 실험은 , ,
 의 농도를 지닌 트윈 80용액  L 를 페트리 접시에 고르게 펼친
현탁액에 떨어트려 현탁액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이 때 트윈 80용액 물
방울의 양은 위의 실험 1 ‘계면활성제의 농도에 따른 프랙털 성장’의 실
험 결과 중 프랙털의 성장크기를 고려하여 진행하였다. 모카 확산이 계
면활성제로 인한 마랑고니 효과로 발생하는 것이라면 성장 반지름 이
계면활성제의 질량의 1/4 승인  에 비례할 것이다. 같은 시간에 변화
에 대해서 관찰하기 쉬운 더 큰 무늬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양의
계면활성제를 넣어야 한다.  의  L에 포함된 질량  의 트윈 80
보다 2배 정도 더 큰 무늬를 관측하기 위해서는 16배의 계면활성제 용액
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이를  L의 용량을 넣을 수 있
는 피펫으로 고려했을 때 약  농도가 되도록 트윈 80을 첨가한 계면
활성제 용액을 만들어야 한다.(다만 이 실험에서 사용하는 현탁액의 두
께가 훨씬 작기 때문에 더 적은양의 계면활성제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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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계면활성제의 특성상 적은양의 수분을 첨가하는 것은 계면
활성제가 응집하여 액체의 상태보다 고체의 상태를 띌 수 있으며 실제로
  의 농도가 되도록 트윈 80 용액을 만들 경우 트윈80 분자끼리 응집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상태의 계면활성제 용액을  L를 첨가할 수
있는 마이크로피펫을 통하여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여 액체 상태를 띄는
  농도의 계면활성제에서 농도를 줄여가며 실험을 진행하였다.

ii. 실험 장치
색소용액의 퍼지는 모습을 관찰하는 것이 아닌 현탁액의 갈라짐을 관
찰해야하기 때문에 실험 1과 같은 방식으로는 그 틈을 관찰하기 어렵다.
현탁액과 색소를 구별하기 위한 배경광이 오히려 틈과 현탁액을 구별시
킬 수 없게 만든다. 이를 쉽게 구별하기 위해서는 페트리 접시 아래는
검은색으로 하고 현탁액의 상단만 빛이 비춰져 틈과 틈이 아닌 부분이
두드러지도록 실험을 설계하였다. 이를 위하여 도광판의 위치를 아래가
아닌 양 측면으로 눕혀 배치한다. 페트리 접시안의 현탁액과 도광판 사
이에는 반투명한 속이 빈 원기둥이 존재하는데 이는 빛이 현탁액에 직접
적으로 비춰서 반사된 빛이 성장 관찰에 방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역
할을 한다. 이때의 모습은 [그림 25]의 오른쪽 위의 사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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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현탁액의 갈라짐을 관찰하기 위한 실험장치 개략도

실험이 진행되는 실험기구의 전체 모습은 [그림 26]과 같다. 해당 기구
중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인쇄한 부분은 현탁액의 두께를 측정하고 현
탁액과 카메라 사이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그 도면
과 설명은 <부록 1, 2, 3>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출력은 3DISON 사의
3DISON+ 프린터를 사용하여 인쇄하였으며, 반투명 PLA를 사용하여 인
쇄하였으며, 고정다리는 강도를 생각하여 흰색 PLA를 이용하여 인쇄하
였다. 각 부속을 조립 후 실험장치 하단부에 알루미늄 호일 테이프를 붙
이고 멀티미터와 연결하여 [그림 27]과 같이 현탁액과 평형을 맞추고 현
탁액의 높이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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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고농도 계면활성제가 만드는 모카 확산 무늬 관찰을 위한 실험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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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일정한 높이의 유지를 위한 알루미늄 호일 테이프
실험 진행시 각 고정 다리가 존재하는 세 위치에 설치하여 수면과의 평형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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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카 확산이 프랙털 무늬를 만드는 이유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결국
모카 확산을 일으키는 물질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반복되는 성장
방식을 결정하는 원인을 확인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실험에서는
계면활성제가 현탁액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고자한다.
트윈 #80용액을 이용하여 무늬를 만들고 해당 무늬가 마랑고니 효과가
일어났을 때 나타나는 퍼짐 현생과 같은 특징을 갖는지 확인하고자 하였
다. 이때 무늬를 관찰하기 위하여 현탁액의 두께를  mm로 충분히 얇
게 진행하였으며, 현탁액을 얇게 펴기 위하여 고령토의 농도를 로
줄여 실험을 구성하였다. 실험 1보다 고령토의 농도를 줄인 이유는 농도
가 높으면 현탁액의 점도가 커져 얇은 두께로 균일하게 펴는 것이 어렵
고, 현탁액의 포면의 부유물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때 시간에 따
른 현탁액의 갈라짐은 [그림 29]과 같다. 현탁액에 트윈 #80 용액을 떨어
뜨렸을 때 나타나는 무늬를 세 종류로 나누었으며 그 모습은 [그림 28]
의 무늬 A, B, C와 같다. [그림 29]. (b)와 (c)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갈
라짐의 [그림 28]의 무늬 B는 갈라짐의 [그림 28]의 무늬 A가 그림 5의
무늬 B의 발생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B가 성장을 시작함을 확인 할 수
있어 두 무늬가 별도의 성장을 가짐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28]의 무
늬 C는 그림 5의 무늬 B의 갈라짐이 한곳으로 모인 뒤 다시 갈라지는
형태를 갖는데 이는 [그림 32]에서 보이는 현탁액 표면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무늬의 영향이다. 고령토를 물에 탈 때 일부 입자들은 물의 표면에
떠다닌다. 폴리소르베이트 80을 집어넣어 유체의 흐름이 발생되면 표면
위의 입자들은 빠른 속도로 외곽으로 이동하여 쌓인다. 쌓인 입자들이
형성한 막을 유체의 흐름이 깨트려 들어가며 현탁액 표면에 무늬를 만든
다. 표면 아래에서 만들어지는 모카 확산은 [그림 29] (b)와 같이 만들어
진 무늬 내부에서만 성장한다. [그림 28]의 무늬 C 또한 이 현상의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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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현탁액 표면의 입자들이 쌓여 [그림 28]의 무늬 B의 진로를 막아
B의 갈라짐 들은 한곳으로 모이게 되고 이 흐름이 표면 입자들의 모임
을 다시 깨트려 그사이로 퍼져나간다. 이때의 모습이 그림 5의 무늬 C
와 같이 나타난다.

[그림 28] 페트리 접시에서 나타난 세 종류의 무늬들, 무늬A는 계면활성제 용
액을 떨어뜨린 부분에서 나타난 원형과 갈라짐이 함께 있는 무늬이다. B는 무
늬 A에서 갈라진 것이 아닌 각각 성장을 시작한 틈이 성장한 구간이다. 무늬
C는 현탁액 표면의 입자들이 퇴적되며 유체의 흐름을 방해하여 한 위치로 틈
이 모인 뒤 갈려져 나가며 발생한 무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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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고령토 현탁액에 계면활성제 용액을 닿게 하였을 때 시간에 따른 무
늬의 변화 (a)  sec는 트윈 80 용액의 방울이 현탁액에 닿는 순간이다. (b)
는 내부의 무늬(그림 5의 무늬 A)가 나타는 순간이며 (c)는 외부의 무늬(그림
5의 무늬 B)가 나타나는 순간이다. (d)는 내부의 무늬가 성장하는 형태이며 (e)
는 풍화 되어 발생되는 무늬가 페트리 접시 표면 위에서 유지되는 것이 아닌
침전된 현탁액 위에서도 만들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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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트랙커를 이용한 현탁액의 갈라진 틈의 성장 측정

성장이 가장 오랫동안 이루어지는 성장형태를 보이는 [그림 28]의 무
늬 B의 성장속도를 Tracker(Brown, 2013)를 이용하여 [그림 30]과 같이
측정하였다. 그림 5의 무늬 B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림 29]. (c)와 같이
무늬가 성장하기 직전인 색소용액이 현탁액의 포면에 접하는 순간을  초
로 잡고 5프레임마다 무늬의 중심으로부터 성장한 무늬의 끝까지의 거리
를 측정하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프레임 간격을 늘려가며 측정하였
다. 측정한 형태 B의 성장 반지름  과 시간 가  ∝ 의 멱 법칙의 관계
를 가질 때, 성장 차수 의 값을 측정한 에 대한  의 로그함수를 그려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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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및 논의 2
ln 
프랙털 차원은 어떤 길이  에 대하여   
의 관계를 갖는다. 이때
ln 
 은 프랙털 무늬 전체를 한 눈금으로 하는 2차원의 자의 1차원 값  이
고 이를 1차원의 값이  인 2차원의 자로 나누었을 때 나뉘는 숫자로

   의 값을 갖는다. 2차원에서 무늬가 성장하였을 때,  ≪  이면, 무늬

의 넓이 는  ∼  의 관계로 근사할 수 있다. 이는       로 이때

   의 관계를 가지므로 넓이는   
 가 된다. 무늬가 커져도  가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눈금의 크기  은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 의 관계를 갖는다.
때문에 계면활성제의 확산 범위의 넓이는
∝ 의 관계를 갖는다. 이때 계면활성제 용액의 표면장력이 계면활성제
의 성장 반지름  과 유체의 속도() 그리고 면 밀도 ()의 관계를 풀

어주면  ∝이다. (Asfar-Sidiqui, et al, 2003)   
임을 고려하여 계

산하면 시간에 대한 무늬의 성장반지름은  ∝  의 관계를 갖는다.
이때    를 성장 차수 로  ∝  라고 정의하자. 이 때 무늬는 2차원
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프랙털 차원 값(격자 셈 차원 값) 는  ∼ 의 실
수 값을 가질 것이다.      이기 때문에 현탁액의 틈이 계면활성
제로 인한 유체의 흐름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면 가능한 의 범위를
    에 대입하였을 때 나오는  는  ≤    의 값을 가져야한다.












   



[표 1] 트윈 #80에 따른 현탁액의 갈라짐의 성장 차수

계면활성제 용액의
트윈 #80 농도
성장 차수







0.2798

0.2965

0.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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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의 결과는 표 1과 같이 의 조건에 부합함을 보인다. 현탁액의 갈
라짐의 성장 속도가 계면활성제의 확산 속도의 범위 내에 존재하는 것으
로 보아, 현탁액의 변화는 계면활성제의 확산을 통한 유체의 흐름으로
발생함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28]의 C가 발생하는 것은 페트리 접시가 현탁액 위에 떠다니는
작은 입자들의 움직임을 막기 때문이다. [그림 31]의 (a)와 (b)에서 확인
할 수 있듯 갈라지는 틈이 모이는 것은 특정위치가 아닌 페트리접시와
어느 정도의 간격을 가지고 발생함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영향은 [그림
32]를 확인하면 모카 확산 무늬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지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31] 페트리 접시의 크기에 따른 현탁액의 갈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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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모카 확산 무늬를 비스듬하게 빛을 비
춰 관찰하였을 때 확인 할 수 있는 또 다른 무늬
이다. 진한 선으로 이루어져있는 부분은 색소가
확산된 영역()이고 나머지는 색소가 확산되지
않은 현탁액 영역(  ,  )이다. (a)를 확인하면 색
소가 확산되지 않은 영역인  ,  에서도도 색소
용액보다는 밝지만 가장 바깥의 현탁액 영역 
보다는 어두운 무늬 영역인  가 관찰된다. 이는
현탁액 표면에서 물 위에 떠다니는 입자들이 뭉
치고 이를 계면활성제 용액이 파고들며 만든 무
늬로 추측한다. (b)를 관찰하면 색소 용액이 해
당 무늬의 내부에서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현상은 현탁액 표면의 수직 위에서 촬
영할 경우  와  를 구별할 수 없다. 때문에 페
트리 접시 옆에 광원을 두고 비스듬하게 촬영하
였다. 이 때문에  영역 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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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표면장력이나 부력으로 떠 있는 것이라 추정되는 현탁액 표면의
입자들은 유체의 흐름이 발생함에 따라서 서로 뭉쳐 얇은 막을 형성하고
이 막이 형성될 때 만들어진 틈이 [그림 32]에서 관찰되는  라고 생각된
다. 때문에 이 막으로는 계면활성제가 확산하지 못하고 유체의 흐름으로
인한 모카확산무늬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다. 다만 이 입자들의 정체는
아직 알 수 없다.
II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모카 확산은 아직 그 원인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현상
이다. 이 연구에서는 모카 확산으로 나타나는 무늬를 구별하기 위하여
‘선 프랙털 차원’과 ‘면 프랙털 차원’을 정의하여 계면활성제인 트윈 #80
의 농도에 따라서 모카 확산의 무늬를 구별하고 계면활성제가 고령토 현
탁액과 만났을 때 나타나는 현탁액의 갈라짐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모카 확산 무늬는 ‘선 프랙털 차원’과 ‘면 프랙털 차원’의 정보에 따라
서 세 구간으로 나눌 수 있었다. 이 중 ‘선 프랙털 차원’의 값은 변화가
없지만 ‘면 프랙털 차원’의 값이 성장한 계면활성제의 농도가  이상
인 구간 (C)는 오히려 2차원 도형이 성장한 구간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해당 구간 보다 더 많은 양의 트윈 #80을 이용하여 계면활성제가 현탁액
과 그 안의 고령토 입자들의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였다.
고령토 현탁액에 트윈 #80을 집어넣으면 현탁액이 갈라지는데 그 시간에
대한 반지름의 성장이 계면활성제의 확산의 관계와 같음을 확인 하였다.
이 틈은 는 점성 침투 현상과 같이 모카 확산은 다른 액체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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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드는 프랙털 무늬보다 더 오랫동안 유지되는 이유이다.
이 실험에서는 트윈 #80을 활용한 모카 확산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모
카 확산은 보다 많은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 고령토 현탁액의 농도, 사용
한 색소의 종류, 색소의 농도, 용액을 주입하는 방식, 당의 농도, 현탁액
에 발생한 비연속적인 층의 유무, 알코올의 포함 여부와 주입한 색소 용
액의 양 등에 따라서 다양한 무늬가 만들어진다. 특히 식용색소 청색 1
번과 계면활성제 용액이 충분할 경우 구간 (C)의 형태가 우선 만들어지
고 그 외부에 (B)구간에서 형성되는 무늬가 만들어짐 또한 관찰 할 수
있다. 결국 모카 확산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변인에 대한 전체
적인 확인이 필요로 하다.
학급에서 프랙털을 관찰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모카 확산을 이용할
경우 복잡성이 증가하는 [그림 24] (B)에 해당하는 것이 좋다. 이 때 현
탁액의 고령토 농도는 이며 색소 용액의 트윈 #80의 농도 범위는
 에서  이다.
2. 제언
계면활성제가 영향을 끼치는 모카 확산의 무늬의 형태는 극히 일부 부
분이며 특히 [그림 24]의 (C)와 같은 경우 계면활성제의 농도와 청색 색
소의 농도가 늘어날 경우 성장 범위 밖으로 다른 형태의 무늬가 만들어
짐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그림 33]과 같다. 만들어진 무늬에 용액을
다시 떨어뜨렸을 경우 두 번째로 떨어뜨린 용액은 [그림 34]와 같이 [그
림 33]의 B영역으로 성장을 성공한 가지를 따라서 용액이 확산됨을 확
인할 수 있다.
[그림 33]과 같은 특성 이외에도 투입한 색소 용액의 점도가 낮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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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점성침투 현상과 유사한 무늬가 만들어지고, 설탕을 첨가하여 색소
용액의 점도를 증가시킬 경우 무늬의 가지가 굵어지지만 끝은 점점 뾰족
해지는 경향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33]   농도의 순수한 청색 식용 색소와   의 트윈 #80 용액
 L 가 현탁액에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모카 확산 무늬. A는 [그림 24]의
(C)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이후 B는 [그림 24]의 (B)에서 나타나
는 무늬와 유사함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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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농도의 순수한 청색 식용 색소와  의 트윈 #80 용액
 L 를 현탁액에 떨어뜨렸을 때 나타나는 모카 확산 무늬에 한 번 더 용액
 L 가 현탁액에 떨어졌을 때 나타난 무늬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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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실험장치 하단

[그림 35] 실험 2 실험장치 하단, 반투명 PLA 인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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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실험장치 하단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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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실험 장치를 측면 상단에서 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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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실험장치 상단과 고정다리

[그림 38] 실험장치 상단(1)과 고정다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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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실험장치 상단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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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실험장치 고정다리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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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실험장치 조립 후 모습

[그림 41] 조립 후의 실험 장치를 위에서 본 도면

[그림 42] 조립 후의 실험 장치를 측면에서 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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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조립 후의 실험 장치를 측면 상단에서 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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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ractal dimension and growth characteristics of
Mocha diffusion patterns with tween #80
Seong-Yeol Yang
Department of Scenc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s a research of mocha diffusion patterns that can be
easily made and analyzed in class. Mocha diffusion can form fractal
patterns in a short time using non-hazardous materials, but scientific
analysis of mocha diffusion has been rarely done. This study
confirmed that surfactant influences the growth of mocha diffusion
and analyzed it.
The pattern when the dye solution containing tween #80, a
surfactant, was dropped on a 1: 1 mass ratio of kaolin and water
was analyzed. We define the 'fractal dimension of mass' which is the
fractal including the entire mocha diffusion pattern and the 'fractal
dimension of outline' which extracts only the outer line of the pattern
and define the growth method of the mocha diffusion pattern by
using these two types of dimensions. The growth of mocha diffusion
was categorized into three sections according to the changes of
fractal dimension of mass and outline. Each of the three sections are
the 'start of fractal growth', where the fractal dimension of mass
decreases and the fractal dimension of outline increases, 'frac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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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wth period' that both fractal dimension of mass and outline
increase and ‘non-fractal growth period’ with only a slight increase
in the fractal dimension of mass. Based on the results, we made a
pattern using tween #80 solution and tried to check whether the
pattern has the same characteristics as the spreading phenomenon
when the marangoni effect on thin layer occurs. The concentration of
kaolin was reduced to . The growth radius  will be
proportional to the -th power of the time, where  has a value
between  and  since the surfactant will diffuse into the figure
of the decimal dimension between 1 and 2. The value  was found to
be between  and  for surfactant concentrations  ,  ,
 . The value  was 0.280, 0.297 and 0.329 each.
Keyword: Mocha diffusion, Marangoni effect, tween #80, Fractal
dimension, kaolin sl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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