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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접촉각을 이용한 표면에너지 측정방법은 부품소재분야를 비롯한 폴리머 화학제품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중 측정할 대상

의 고체 표면에 액체 방울을 떨어뜨리고 측면 접점 방향에 대한 영상을 촬영하여 고체 표면과 액체 방울이 이루고 있는 각도를 

측정하는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접촉각 측정기의 배경과 액체 방울 사이의 명암 차를 이용하여 

경계선을 찾는 Sessile-drop 영상처리 기법을 보완 및 개선하기 위하여 캐니 에지 검출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키워드: 접촉각(Contact Angle), 접촉각 측정(Contact Angle Measurement), 접촉각 영상(Contact Angle Image)

I. Introduction

표면에너지를 이용한 소재 연구분야는 일상에서도 많이 접해 볼 

수 있다. 접촉각의 특성은 크게 친수성(親水性)과 소수성(疏水性)으로 

구분 지을 수 있는데, 우리 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에어컨의 압축기와 

응축기 경우는 냉각을 위해 물을 흡수하여 그 효율을 높여하기에 

친수성의 소재로 구성된다. 반면, 등산 및 레저활동에서의 아웃도어 

의류는 빗물 및 오염물질에 강한 성질을 가져야 하므로 소수성을의 

소재로 구성된다. 이러한 친수성과 소수성의 측정은 고체로 된 소재 

표면에 액체 방울을 떨어뜨린 영상처리를 통해 고체와 액체 사이의 

각도를 구하여 사용한다. 배경과 액체 방울 사이의 명암차를 이용하여 

경계선을 찾는 기존 Sessile-drop 영상처리 기법은 간편하며 작은 

접촉각의 측정에도 사용할 수 있으나, 충분한 명암 대비를 가진 흑백 

영상을 요구하고 영상의 좌･우측 측정값의 차이가 큰 단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Sessile-drop의 영상에 캐니 에지 알고리즘

을 적용하여 해당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한다.

II. Related Works

액적(液適)을 수평인 고체 표면위에 놓으면, 일정한 렌즈 모양을 

유지하는 방울이 되는 경우가 있다. 액체의 표면은 곡면(曲面)이 

되는데, 그 끝에서는 그림1과 갈이 고체 표면과 액체 표면이 일정한 

각도를 이룬다. 이 각도를 액체 안쪽에서 측정한 것을 접촉각이라고 

한다.
접촉각 θ는 일반적으로 액체와 고체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는데, 

θ가 90° 보다 클 때는 소수성을 갖는다고 하고, 작을 때는 친수성을 

갖는다고 한다.

그림 1. 접촉각의 측정

III. Implementation and Experiments

Sessile-drop 측정을 위해 OpenCV 기반 접촉각영상처리 프로그램

을 만들었으며, 측정되는 접촉 각도는 Thomas Young의 관계식에 

따라 표면에너지를 표현하였다.

ϒSG = ϒSL + ϒLGCOS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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ϒSG는 고체-기체 표면에너지, ϒSL은 고체-액체 표면에너지 ϒ
LGCOSθsms 액체-기체 표면에너지의 수평성분이다.

그림 2. Sessile-drop 측정

그림 3. 접촉각에 따른 표면에너지

해당 Sessile-drop 측정 영상의 좌･우 접촉각의 차이를 줄이고 

보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 본 실험에서는 MATLAB의 캐니 에지 

검출기와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캐니 에지 검출기는 f(x,y)의 기울기

의 지역 극대값을 찾음으로써 에지를 검출한다. 기울기는 가우스 

필터의 미분을 이용해서 계산한다. 가우시언 필터로 영상을 스무딩한 

후, 각 점에서 아래의 식과 같이 기울기를 계산한다.

  
  

 




tan   

g(x,y)는 지역 기울기를 나타내고, tan    에지의 방향

을 나타낸다.
그림4는 캐니 에지 검출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접촉각을 측정하는 

예시를 보여준다.

그림 4. 캐니 에지 검출을 이용한 접촉각 측정

IV. Conclusions

실험 결과, 캐니 에지 검출을 통한 접촉각 측정 기법은0.2~0.4도의 

오차범위를 갖는 기존 Sessile-drop 방식 대비 0.15~0.3 수준으로 

약 25% 정도의 정확도가 개선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접촉각 측정 

장치의 계측 소프트웨어에 일체적으로 적용하고 주변 조명과 배경을 

조정할 수 있다면 보다 향상된 측정 정확도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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