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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초 화학 실험에서 쉽게 만들고 운용할 수 있는 접촉각 측정기를 구성했다. LED 손전등과 시료 거치대, 디지털 카

메라를 광학보드에 고정했고, 시료부는 양쪽에 구멍이 뚫린 암실 상자로 덮었다. 공개된 영상분석 프로그램(ImageJ)과 플러

그인(Drop_analysis)을 이용해서 고체 표면 위에 형성된 액체 방울의 사진으로부터 접촉각을 측정했다. 구성된 측정기와 해

석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러 액체와 다양한 표면에서의 접촉각을 측정해 측정기의 성능을 확인했다. 측정된 H2O와 CH2I2 접

촉각으로부터 결정된 고체의 표면에너지들은 알려진 값들과 대체로 일치하며 표면의 특성과 개질, 비극성 및 극성 기여도 등을

충실히 보여준다. 이 논문에 소개된 수제 접촉각 측정기와 측정법을 활용해 기초 화학을 배우는 학생들이 젖음성, 친수성, 발

수성 등 표면 특성들과 분자 간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관련된 힘의 평형, 광학, 수식의 전개 등을 경험할 수 있다.

주제어: 접촉각, 표면에너지, 영상 분석, 접촉각 측정기, 발수성

ABSTRACT. We report a contact angle goniometer that can be easily assembled and used in high school and general chem-

istry experiments. It consists of an LED flash, a sample stand, and a camera fixed on an optical bread board, and the sample

area is covered to block light from outside with a box with holes on both sides. ImageJ, free image analyzing software and

a JAVA plugin (Drop_analysis) were used to determine the contact angle of liquid drop resting on solid surface. The contact

angles of various liquids were successfully measured on various surfaces. The solid surface energies have also been deter-

mined using the Owen-Wendt method from the contact angles of H2O and CH2I2. The results reasonably agree with the pre-

viously reported values, showing the surface characteristics and modification as well as the dispersive and polar contributions.

These contact angle goniometer and method for determination of the contact angle and surface energy can be applied to obser-

vation of various surface properties including wettability, hydrophilicity, and water repelling. Students can learn how the sur-

face properties are related to the intermolecular interactions and gain experience about the equilibrium between the related

forces, optics, and mathematical derivations.

Key words: Contact angle, Surface energy, Image analysis, Goniometer, Water repellability

서 론

표면에너지는 과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산업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1 젖지 않은 등산복에서부터 때가 끼지 않

은 타일과 건물 외벽, 테플론 코팅된 프라이팬, 발수성 자

동차 유리창 세정제 등은 표면에너지를 낮추는 기술들이

고, 반대로 김 서림 방지제는 고체 표면에너지를 높여주

는 표면 개질 제재이다. 표면에너지(정확히는 표면에너

지 밀도, surface energy density)는 주로 고체 표면에 사용

하는 용어로, 액체에 대해서는 표면장력이라는 용어를 더

자주 사용한다. 이들은 계면에너지로 기본 단위는 mJ/m2

이고 이는 mN/m, erg/cm2, dyne/cm와 같다. 이 논문에서는

일선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dyne/cm를 사용하기로 한다.

표면에너지는 분자 간 인력의 결과로 극성 및 비극성 기

여도의 합으로 나타난다.2

액체의 접촉각은 표면에너지들과 표면의 거칠음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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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결정된다.3 낮은 표면에너지를 갖는 대표적인 물질로

테플론, 파라핀, 실리콘(silicone, 고분자)이 있다. 이들 물

질들은 20 dyne/cm 이하의 표면에너지를 가져(각각 18.4,

19−35, 19.8 dyne/cm), 물의 표면장력(72 dyne/cm)과 비교

되고 결과적으로 발수성(큰 접촉각)을 보이게 된다.4 보통

접촉각이 90o 이상이면 액체와 고체 경계면에서 반발력이

작용하는 상태로 소수성(疏水性)혹은 발수성(撥水性)이

라고 부른다. 극단적으로 낮은 표면에너지는 발유성까지

갖게 해, 때가 타지 않는 표면을 가능하게 한다.5 또한 표

면의 거칠음은 표면을 실질적으로 넓혀서 표면 효과가 증

대되고(Wenzel domain), 털이나 돌기가 많은 표면에서는 액

체 방울과 표면 사이에 공기층이 형성되어 액체-고체 경계

면이라기 보다는 액체-기체 경계면에 가까운 현상을 보이

게 된다(Cassie-Baxter domain).6

따라서 액체 방울의 접촉각 측정은 액체의 표면장력,

고체의 표면에너지, 응집력, 접착력, 반발력 같은 경계면

현상들에 대한 실증적이고 체험적인 지식을 제공하며, 미

래 과학자들을 위한 비교적 간편하고도 수준 높은 과학

실험에 해당한다. 그러나 접촉각 측정기는 고가의 전문

연구장비이며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를 중고등학교나 일반화학 실험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

리다. 본 연구는 LED 손전등과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

서 초급 화학 실험실에서 쉽게 제작하고 운용할 수 있는

접촉각 측정기를 소개한다. 이 장치를 이용해 실제 시료

들의 접촉각을 측정했으며, H2O와 CH2I2 접촉각들로부터

고체 표면에너지를 결정할 수도 있었다. 측정된 값은 알

려진 값들과 대체로 일치하고 극성 및 비극성 기여도 역

시 예상된 경향성을 보여 준다.

접촉각과 표면에너지들

Young의 관계식

고체 표면에 형성된 액체 방울에 작용하는 표면에너지

들과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접촉각(θ)은 1805년 발표된

Thomas Young의 관계식 (1)으로 설명된다.7 

(1)

Fig. 1에서 고체-기체 표면에너지(γSG)는 고체-액체 표면에

너지(γSL)와 액체-기체 표면에너지의 수평 성분(γLG·cos(θ))의

합과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다. γLG은 액체의 표면장

력(γ)으로도 불린다. θ는 접촉각이다. 

접촉각(θ)이 90o인 경우 γSG는 γSL와 같다. 이는 액체가

기체처럼 작용하는 경우로 고체 액체간에 상호작용이 없

는 것처럼 작용한다. 접촉각이 90o보다 작아지면서 γSL가

γSG보다 작아지게 되는데 이는 고체와 액체 사이에는 인

력이 작용함을 의미한다. 접촉각이 0o에 이르게 되면 액

체는 고체 표면에 퍼져 적시게 되고 이 때 γSG와 γLG가 같

아지고 γSL은 사라진다. 이때의 액체 표면장력(γLG)을 임계

표면장력(γc)이라고 부르고 고체 표면에너지(γSG)와 크기

가 같다. 이점은 보통 Zisman 곡선을 이용해서 찾는다.8

반대로 >90o인 경우 고체와 액체간에 반발력이 작용하고

이는 소수성(혹은 발수성)으로 분류된다.9 접촉각이 150o를

넘는 경우는 초소수성(초발수성, superhydrophobic)이라 한다.

실 험

수제 접촉각 측정기의 구성

Fig. 2는 이번 연구에서 구성되고 사용된 접촉각 측정

기(contact angle goniometer)의 구조를 보여준다. 광원으로

LED 손전등(Cateye HL-AU230)이 사용되었다. HL-AU230는

밝기(250 cd)가 충분하고 배터리 수명(30 시간)이 길어 장

시간 실험에 적당했다. 시료 거치대로 기울임이 가능한

Thorlab GN05를 사용하였다. 이 거치대는 양쪽으로 ±15o까지

기울일 수 있어 전진 및 후퇴 접촉각(advancing and retreating

contact angle)도 측정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시료의 수

평을 조절하는데 기울임 기능을 활용하였다. 카메라로 접

사 렌즈를 장착한 Nikon D600를 사용하였다. 해당 카메라의

높은 해상도(2.43×107 pixel)와 USB 접속, 100% 시야 뷰파

인더, 수평도 측정, 초당 5번 연사 등의 기능들은 액체 방

울의 이미지 촬영에 적합했다. 접사 렌즈로 Nikon AF Micro

Nikkor 105 mm f/2.8D(최근접 촬영거리 32 cm, 최대 실물:

영상 재현비율 1:1)를 사용하였다. 광원, 시료 거치대, 카메

라는 모두 광학판(optical bread board, Thorlab 60×45 bread

board, MB4560M)에 고정해서 사용했다.

초점과 노출은 수동으로 설정했다. Nikon Micro Nikkor

105 mm 렌즈의 경우 물체까지의 거리는 35 cm로 고정했

으며, 노출은 조리개 f/16 셔터 속도 1/800초로 설정해 가장

선명한 액체 방울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다. 작은 조리개

설정(f/16)으로 심도(depth of field)가 비교적 커(~0.5 cm)

γSG γSL γLGcosθ+=

Figure 1. Schematic of a liquid drop showing quantities in
Young’s equation. The solid-gas surface energy (γSG) is equal in
sized to the sum of solid-liquid interfacial tension (γSL) and liq-
uid-gas interfacial energy (γLG cos(θ)) and the directions are
oppo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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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사임에도 대상이 되는 액체 방울에 대해 초점이 어긋

나는 일은 드물었다. 외부 빛을 차단하기 위해 시료부는

25×16×18.5 cm 크기의 암실 상자로 덮었다. 상자의 양쪽

에는 지름 6.6 cm(카메라 렌즈 직경)의 구멍을 뚫었고 LED

광원 쪽으로 향한 구멍은 트레이싱 종이(tracing paper)로

덮어서 일종의 산광기(散光器, diffuser) 기능을 하게 했다.10

따라서 LED 광원으로부터의 빛은 균일하고 부드러운 역

광(back illumination)으로 작용해 밝은 배경에 투영된 검은

액체 방울로 촬영되었다(Fig. 2와 3).

액체 방울은 마이크로 피펫(Eppendorf 20 µL)을 이용해서

10 µL 부피로 만들었다. 액체 방울을 형성한 직후 암실 상

자를 덮고 바로 영상을 촬영했다. 한번 적셔진 고체 표면

에서의 접촉각은 이전 접촉각에 비해 감소한다(젖음 접

촉각). 마른 표면이라도 액체 방울을 형성한 후 시간이 지

나면서 고체의 표면이 젖게 되어 접촉각이 감소해서 젖음

접촉각에 접근하게 된다. 액체 방울과 카메라의 높이는

같도록 조절했으며 이전 연구는 3o 이내의 미세한 높이

차이는 측정된 접촉각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

한 바 있다.10 본 연구에 사용된 고체 표면들에 대한 특별

한 측정 전 처리는 없었다. 

시약 및 표면 시료

본 연구에 사용된 유기 용매들은 모두 시약급으로 Aldrich,

Junsei Chemical, 대정화금, 동양제철화학 제품들이었다.

이들 시약들은 별도의 처리 없이 사용되었다. 물은 2차

증류수가 사용되었다. 고체 시료들로 양초(emart 러빙홈

생활양초), parafilm(Whatman), Magic Tape(3M), Teflon tape

(한양화학), aluminum foil(신광 300 mm×30 HO), stainless

steel(Swiss knife), polyethylene(슈퍼마켓봉지), 유리슬라

이드(Marienfeld 76×26×1 mm), 자기(젓가락 거치대), PET

(삼다수 물병), 스티로폼(제작자 알 수 없음)이 사용되었

다. 이외에도 플리스(fleece, Columbia Omniprotect), 등산

복(Redface Triple Function), 우비(Rain coat, Izod PerformX),

전극용 구리판이 사용되었다. 유리 표면 처리제로는 발수성

유리세정제(Bullsone RainOK)와 김서림방지제(Bullsone), 수

용성 왁스(Carex 고광택왁스), 물비누(소키 Drum)를 사용

했다.

영상분석 소프트웨어

촬영된 고체 표면 위 액체 방울의 이미지는 공개된 영상

분석 소프트웨어인 ImageJ를 이용했으며,11 접촉각 측정용

JAVA plugin으로는 Drop_analysis를 사용했다.12 Drop_analysis

plugin은 두 가지 접촉각 측정 방식(DropSnake법과 LBADSA

법)을 제공한다.12 DropSnake법은 배경과 액체 방울 사이의

명암 차를 이용해서 경계선을 찾는다(Fig. 3(a)). 이 방법은

간편하며 작은 접촉각 측정에도 사용할 수 있으나, 충분한

명암 대비를 가진 흑백 사진을 요구하고 우측과 좌측의

접촉각에 차이가 있다. LBADSA법은 Young-Laplace 식을

액체 방울의 모양에 맞추는 방법으로 관련된 계수값들을

조절해서 액체 방울 형태를 최적으로 재현하는 접촉각을

찾게 된다(Fig. 3(b)). 이 방법은 안정적이고 좌우 값들이

같다는 장점이 있으나, 사용이 번거롭고 접촉각이 30o 미

만이면 Young-Laplace 곡선이 얻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

에서는 DropSnake법을 사용했다. 최대 측정 오차 범위는

~8% 정도로 평가된다.

Figure 2. (a) Schematic of the contact angle goniometer assem-
bled and used in this study. The light from the LED flash is soft-
ened by the tracing paper used as diffuser, and the image of the
illuminated liquid drop on solid surface is taken by a camera
equipped with a close-up lens. The sample area is covered with
a box with holes on both sides to block the light from outside.
(b) Photograph of the contact angle goniometer used in this study
with the light blocking box (white box) removed. The LED light
source, sample stand, and digital camera are clearly shown. (c)
Water drop on glass slide. (d) Image of water drop on glass slide
taken with our contact angle goni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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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각 측정 결과

접촉각 측정기의 구성과 사용은 매우 간편해서 일반 고

등학생들이 구성, 분해, 유지, 활용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다음은 본 접촉각 측정기와 ImageJ를 이용한 접

촉각 측정 결과이다.

용매들의 접촉각

유리 슬라이드 위에서 측정된 물과 유기용매들의 접촉

각들이 Table 1에 열거되어 있다. 높은 표면 장력을 가진

액체들이 일반적으로 큰 접촉각을 갖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13 물의 비교적 큰 접촉각(32o)은 물의 강

한 응집력의 결과이며, 글리세린(C3H5(OH)3) 역시 여러

−OH 작용기들을 통한 분자들 간 수소결합에 의한 응집력

이 큰 접촉각(32o)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접촉각(45o)을

보인 액체는 diiodomethane(CH2I2)이었다. Diiodomethane

은 강한 분자간 분산력(London force)을 보이는 반면 유리

표면과의 접착력은 상대적으로 작아 높은 접촉각을 보인

다. 알려진 바와 같이 알코올 류는 작은 접촉각들을 보였

으며2,4 이는 알코올의 낮은 표면장력과 고체 표면과의 높

은 접착력 기인한다. 

여러 표면에서의 접촉각

Fig. 4는 여러 표면에서 측정된 물의 접촉각들을 보여

Figure 3. (a) DropSnake and (b) LBADSA methods provided by Drop_analysis. The DropSnake method locates the liquid surface at
a given number of places and connects them with B-spline method to determine the contact angle, whereas one adjusts the parameters
of the Young-Laplace curve for the LBADSA method to fit the shape of liquid drop. Each method has pros and cons (see text). Shown
are screen captured images of the operating windows of ImageJ with the Dropanalysis plugin. 

Table 1. Measured Contact Angles of Water and Organic Solvents at 23 oCa

Compound Formula Surface Tension (dyne/cm)b Contact Angle (oC)

Water H2O 71.99 31.6

Nitromethane CH3NO2 36.53 14.8

Chloroform CHCl3 26.67 11.7

Toluene CH3C6H5 27.93 22.9

N,N'-dimethyl formamide (DMF) HCON(CH3)2 37.10c 15.2

Methanol CH3OH 22.07 0 (wet)

Ethyl acetate CH3CO2C2H5 23.39 7.2

Isopropanol (CH3)2CHOH 20.93 4

n-Heptanol C7H15OH 27.10d 12.4

Glycerin C3H5(OH)3 64.00c 32.3

n-Heptane C7H16 19.65 7.1

Tetrahydrofurane (THF) C4H8O 26.59e 10.8

Diiodomethane CH2I2 50.80 45.0
aAll measurements were done with our home-made contact angle goniometer and ImageJ with Drop_analysis plugin.
bCRC Handbook of Chemistry and Physics 79th ed.
c20 oC value. DataPhysics Instruments.
dValue for Octanol.
eDDB Explorer Edition in Dortmund Data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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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 측정된 접촉각은 작게는 32o(유리 표면)에서 가장

큰 경우는 플리스 위에서의 153o이었다. 해당 플리스는

테플론 코팅이 된 제품으로 측정된 153o는 극단적인 발수

성 범주(>150o)에 드는 예로 발수성이 높은 물질들인 테

플론과 파라핀 상에서의 값들 (134와 105o)보다 더 큰 값

이다. 따라서 그 같이 큰 접촉각은 표면에너지뿐만 아니

라 털이 많은 표면 성상(性狀)의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이

는 Cassie-Baxter 범주6에 드는 경우로 털들 사이사이에 공

기층이 형성되어 플리스와 액체의 상호작용은 사실상 공

기와 액체의 상호작용과 유사하다. 결과적으로 거의 완전

한 물방울 형태를 보이는 초발수 표면에 해당한다.6 

양초와 파라필름은 둘 다 주성분이 파라핀으로 거의 같은

접촉각들 (107과 105o)을 보였으며, 이 값들은 이전에 보

고된 파라핀 상 물의 접촉각들 (107−110o)과 오차 범위 내

에서 일치한다.4 등산복 표면에서 측정된 접촉각은 파라

핀에서 측정된 값보다 더 컸으나, 테플론 상에서의 접촉

각보다는 작았다. 이는 등산복이 비가 와도 잘 젖지 않는

다는 사실과 일치하는 결과로, 해당 제품의 표면이 파라

핀 표면보다도 더 발수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

의 표면들 (금속, 고분자, 난 등)에서 측정된 접촉각들은

유리표면과 파라핀 표면에서 측정된 값들의 중간에 해당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표면들 중에는 플리스, 테플

론, 등산복, 파라핀, 구리 표면이 발수성 표면(θ >90o)에

해당한다. 사용된 우비의 경우 물을 투과시키지는 않지만,

접촉각은 76o로 발수성 소재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고체 표면에너지

측정된 물과 CH2I2 접촉각들로부터 고체 표면에너지들

(γSG)도 결정했다. 이들 값들은 이전에 보고된 값들과 대

체로 일치한다. γSG 결정을 위한 H2O−CH2I2 조합, 사용된

수식의 유도, 결정된 고체에너지가 아래에 소개된다. 

H2O−CH2I2 조합

고체의 표면에너지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

용되는 방법은 Zisman 곡선법을 이용한 액체 임계 표면

장력 측정법8,10과 Owen-Wendt 식을 이용해 두 개 이상의

액체 접촉각으로부터 결정하는 방법4,14이 있다. 이 연구

에서는 측정된 H2O와 CH2I2 접촉각들과 Owen-Wendt 법을

이용해 고체 표면에너지를 결정했다. Fig. 5는 여러 고체

표면에서 측정된 물과 diiodomethane의 접촉각들을 보여

준다. H2O와 CH2I2 접촉각들의 크기는 표면에 따라 크게

변함을 알 수 있다. 대개 H2O의 접촉각이 CH2I2의 접촉각

Figure 4. Contact angles of water drop on various surfaces. The
contact angle of water varies greatly (32−153o) with surface. The
highest contact angle (153o) is measured on the surface of Teflon
coated fleece (Columbia Omniprotect). It is considerably higher
than those on Teflon and parafilm (134 and 105o), which are tra-
ditionally regarded as water repelling materials. The surface rough-
ness (hairy surface in this case) is evidently one of the determining
factors for contact angle.

Figure 5. Measured contact angles of H2O and CH2I2 on various
surfaces. The estimated experimental error based on the variation in
the measured values are also shown. The contact angles on the glass
surface treated with water repellant (RainOk), detergent (water
soap, Soki Drum), and car-cleaning wax (Carex) are also sh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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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크지만, 유리처럼 극성 표면에서는 CH2I2의 접촉각이

더 크게 관찰되었다. H2O와 CH2I2는 대표적인 극성(polar)

및 분산(dispersion 혹은 London) 상호작용을 하는 액체들

로, 이 두 액체의 조합은 고체의 표면에너지 측정에 주로

사용된다. 

Owen-Wendt 관계식의 적용

Young의 관계식 (1)로부터 고체의 표면에너지를 직접 구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고체-액체 계면에너지(γSL)를 직접

측정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 값을 예측하기 위해

여러 이론들이 개발되었는데, 이들 중에 가장 잘 알려지고

많이 사용되는 관계식은 Owen-Wendt식 (2)이다.14

(2)

여기서 윗첨자 d와 p는 분산 및 극성 상호작용 기여도 부분

들을 나타낸다. Owen-Wendt 식 (2)과 Young의 식 (1)을 조

합하면 아래 식 (3)을 얻는다.

(3)

여기서 θ는 접촉각이다. 고체의 표면에너지는 분산과 극성

상호작용 기여도들의 합이다 (4).

(4)

따라서 H2O와 CH2I2의 접촉각을 알면 두 개의 식이 나오고,

얻어진 연립방정식을 풀어 고체 표면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

물의 표면에너지 중 분산 및 극성 기여도 성분들은 각각 γLG
d

=

22.85 dyne/cm, γLG
p

= 50.3 dyne/cm이고, CH2I2의 성분들은 γLG
d =

48.5 dynes/cm, γLG
p

= 2.3 dynes/cm이다.4,14 따라서 두 개의

연립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5)

(6)

여기서 , ,

, 이다. 따라서 연립방정식을 아래와 같이

풀면, 표면에너지의 분산 및 극성 성분들 (γSG
d
와 γSG

p
)을 구

할 수 있다.

, (7)

고체 표면에너지

Fig. 6은 결정된 여러 고체 표면에너지들을 보여준다.

테플론, 파라핀, 등산복 같이 발수성 표면들은 낮은 표면

에너지와 높은 분산력 기여도를 보임을 알 수 있다. 결정

된 테플론, 파라핀, 스티로폴의 표면에너지는 각각 10.0,

23.2, 35.5 dyne/cm로 이전에 보고된 값들 (18.4, 19−35,

40.7 dyne/cm)과 대체로 일치한다.4 테플론의 경우 분산

및 극성 기여도는 각각 9.7과 0.3 dyne/cm, 파라핀 22.9와

0.3 dyne/cm, 스티로폴 22.3과 13.2 dyne/cm로 모두 분산력

기여도가 표면에너지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이들 물

질들의 분자 간 인력이 주로 비극성 결합력이란 사실과도

일치한다.4 

유리의 경우 SiO2, Na2O 등으로 구성되어 극성기여도

가 높고 전체적인 표면에너지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결

과적으로 유리는 친수성 물질로 물의 접촉각은 상대적으로

작다(~30o). 발수성 유리세정제(RainOK)로 표면 처리 후 낮아

진 표면에너지는 분산력 기여도가 높은 실리콘(silicone) 계

물질이 표면을 덮음으로써 극성기여도가 크게 감소한 결과

이다. 물비누로 유리 표면을 처리한 경우 계면활성제 성분의

친수성 작용기에 의해 극성기여도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

다.15 수용성 왁스로 유리를 처리한 경우도 유사한 결과를 보

였다. 등산복의 낮은 표면에너지(15.3 dyne/cm) 역시 대부분

분산력(14.8 dyne/cm)에 기인한다. 우비의 큰 극성 기여도

(19.0 dyne/cm)는 측정된 낮은 발수성과 일치한다.

결 론

LED 손전등, 간단한 시료 거치대, 디지털 카메라, 암실

종이 상자로 기초 화학 실험실에서 쉽게 만들고 사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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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Determined solid surface energies and the dispersive
(London) and polar contributions. Notice the large dispersive contri-
butions to the Teflon and paraffin surface energies. Also notice
reduction of the polar contribution of glass surface energy via
treatment of a water repel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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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수제 접촉각 측정기를 구성하고 공개된 소프트웨어

인 ImageJ와 Drop_analysis plugin을 이용해 영상을 분석해 접

촉각을 측정했다. 해당 수제 접촉각 측정기를 이용해 물과

유기용매의 접촉각을 측정했으며 여러 고체 표면에서의

물과 CH2I2의 접촉각도 측정했다. 표면에너지가 낮은 물

질로 알려져 있는 테플론과 파라핀 상에서 물은 문헌에

보고된 바와 같이 100o 이상의 높은 접촉각을 보이는 발

수성 물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시판되는 유리 표

면 처리제들이 실제로 물의 접촉각을 크게 변화시킴을 알

수 있었다. 

측정된 H2O−CH2I2 조합의 접촉각들과 Owen-Wendt 및

Young의 관계식으로부터 얻어진 연립방정식을 이용해

고체 표면에너지를 얻었다. 얻어진 값들은 이전에 알려진

값들과 대체로 일치했으며, 테플론, 파라핀, 스티로폴 등

알려진 발수성 표면들의 표면에너지가 낮을 뿐 아니라

주로 분산력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논문에 소개된 수제 접촉각 측정기의 구성과 운용을 통

해 분자 간 상호작용, 힘의 평형, 광학, 수학 등 과학 전반

에 걸쳐 학생들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실제

문제들과 연계해 흥미로운 프로젝트의 소재로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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