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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sent paper suggests new method to know the effects of molecular diffusion and the helicity of 
microchannel flows on mixing in passive micromixers, which are essential components of a microfluidic chip. 
In this study, ‘Helix Index’ is newly defined as the magnitude of chaotic advection. Relationship between 
Helix Index and Mixing Index is analyzed numerically such as the wide range of Peclet and Reynolds 
numbers in three dimensional serpentine microchannel when using soluble solutions (water/glycerol). As a 
result, a simple algebraic equation is derived by this relationship based on a regression analysis. The algebraic 
equation is found to be able to accurately predict the mixing performance without solving the coupled, 
complex momentum and mass transfer equations.

1. 서 론 

1.1 연구배경 
미소 유동 시스템(microfluidic system)은 생화학

(biochemical application)과 생의학(biomedicine) 분야
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예를 들어, 복잡한 화학 
합성물의 반응 장치(microreactors), 생의학분석
(biomedical analyses)의 랩온어칩(lab on a chip)의  적
용, 핵산의 융합, 약물의 이송, 그 외에 분야에서
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1)  
마이크로믹서(micromixer)는 크게 능동형과  수

동형 믹서로 분류된다. 능동형 믹서는 외부의 에
너지를 이용하여 믹서내부에 혼돈류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마이크로스터러(microstirrer)(2) 나 마이크로
펌프(micropump)(3) 를 설치하여 혼합을 촉진시킨다. 
하지만 이는 제작과 작동상의 문제로 상당히 제한
적이므로 미세 유동 시스템에서는 주로 외부에너
지를 사용하지 않고도 혼돈류(caotic advection)를 
발생시킬 수 있는 수동형 믹서를 이용해 물질의  
혼합성능을 향상시킨다. 

마이크로 범위에서 수동형 믹서내의 유동은 층
류이기 때문에 분자확산과 혼돈류의 영향을 지배 
적으로 받는다. 따라서 혼합성능을 향상시키기 위
해선 유체 간의 분자 확산 경로를 짧게 하거나 접
촉면을 증대시키는 방법, 혼돈류를 발생 시키는 
방법이 있다.  Liu at al.(4) 는 3 차원 복잡한 단면 
현상의 유로에서 페놀프 탈레인과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이용해 혼동형 혼합기에 대한 연구를 하였
다. 또한 stroock at al.(5) 은 혼돈류를 발생시키는 
청어뼈 모양의 믹서(SHM)를 이용하여 연구하였다. 
미소 혼합기의 혼합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실험
으로  Liu at al.(6) 은 질량 수송 방정식을 이용하여 
수치 연구하였다.   

1.2 연구내용 
지금까지 믹서내의 혼합을 판단하는 수치적 연

구는 편미분 방정식인 농도 방정식(concentration 
equation)이나 질량 수송 방정식(mass transfer 
equation)을 직접 계산하여 연구하였다. 특히, 마이
크로 믹서에서 흔히 쓰이는  용해성 물질(soluble 
solution)의 혼합은 질량분율(mass fraction)변화에 
따라 밀도, 점성, 확산계수 등의 물성치가 변하기 
때문에 혼합 성능을 해석하기 위해선 더 많은 시
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Maeng at al.(7) 은 위 같은 어려움을 없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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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원 유동에서 혼돈류의 크기를 나타내는 와도
지수(Voltex Index)를 제안하였고 혼합 정도를 나타
내 는 혼합지수(Mix Index)와의 상관관계를 통해 
유동의 혼합을 예측하였다. 하지만 3 차원 마이크
로 유동에서 와도지수와 혼합지수의 관계가 간단
한 대수방정식으로 나타내기엔 오류가 있음을 발
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혼돈류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인 나선지수(Helix Index)를 제시하였
고 혼합지수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혼합 정도를 판
단하는 간단한 대수방정식으로 표현하였다. 이 대
수방정식을 사용하면 복잡한 질량 수송 방정식을 
풀지 않고도 나선지수만을 사용하여 혼합 정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2. 수치 해석 

 2.1 수치 해석 모델 
 수치 해석에 사용한 모델로는 Fig. 1 에 나타냈

듯이 분자확산으로만 유동하는 대표적인 모델인 
직선형(straight) 마이크로 믹서(a)와 혼돈류를 발생
하는 대표적인 모델인 사행성(serpentine) 마이크로 
믹서 모델(b)을 사용하였다. 두 모델의 유동 특성
에 대한 비교를 위해 유동의 혼합 길이(L=9050
㎛)와 입구의 수력지름( hD =200㎛)은 동일하다. 
수치 해석에 사용한 물질로는 대표적인 용해성 

물질인 글리세린 수용액을 사용하였으며 질량 분
율에 따른 물성치의 변화를 나타내기 위해 
Ternstorm, G. S. at al.(8) 이 연구한 25℃에서 질량분
율(φ )에 따른 밀도, 점성계수, 확산계수의 변화를 
Fig. 2 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와 같이 질량 분율
이 증가할수록 밀도와 점성계수는 증가하고 확산
계수는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입구에서의 속도 분포와 물성치는 글리세린의 

질량 분율에 따라 변화한다. 따라서 Re 수                          
(Reynolds Number)와 Pe 수(Peclet Number), Sc 수 

 
(Schmidt Number)는 입구에서 수력지름과 두 유체
의 평균 속도, 평균 물성치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
이 정의하였다.  

              Re hUDρ
µ

=            (1) 

            e hUDP
D

=            (2) 

              
vSc
D

=              (3) 

여기서 U 는 유동방향 평균 속도, ρ 는 평균 

밀도, µ 는 평균 점성계수를 D는 평균 확산계수
를 나타낸다. 

2.2 지배 방정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지배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 ) 0Vρ φ⎡ ⎤∇ ⋅ =⎣ ⎦                       (4) 

 
(a) Density 

(b) Viscosity and diffusivity 

Fig. 2  Dependence of density, viscosity and 
diffusivity of mixture on mass fraction of glycerol at 

25℃ 

(a) straight micromixer ( mµ ) 

(b) serpentine micromixer ( mµ ) 

Fig. 1  Geometries of micromix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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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Vu u
x

ρ φ µ φ∂⎡ ⎤∇ ⋅ = − +∇⋅ ∇⎡ ⎤⎣ ⎦⎣ ⎦ ∂
  (5) 

 ( ) ( )pVv v
y

ρ φ µ φ∂⎡ ⎤∇ ⋅ = − +∇ ⋅ ∇⎡ ⎤⎣ ⎦⎣ ⎦ ∂
  (6) 

( ) ( )pVw w
z

ρ φ µ φ∂⎡ ⎤∇ ⋅ = − +∇ ⋅ ∇⎡ ⎤⎣ ⎦⎣ ⎦ ∂
  (7) 

( ) ( )V Dρ φ φ φ φ⎡ ⎤∇ ⋅ = ∇ ⋅ ∇⎡ ⎤⎣ ⎦⎣ ⎦         (8) 

 
용해성 물질인 글리세린 수용액의 혼합은 위와 

같이 연속 방정식, 운동량 방정식, 질량수송 방정

식을 풀어 계산한다. 여기서 V 는 속도 벡터이며 
φ  는 글리세린 수용액의 질량분율이고 다음과 같
이 나타낸다. 

            g

g w

m
m m

φ =
+

            (9) 

여기서 gm 와 wm 은 각각 글리세린과 물의 질

량이다. 
  수치계산 과정은 먼저 질량분율( φ )를 가정하

고, φ의 초기값에 따라 ρ (φ )와 µ (φ )를 계산한
다. 이를 바탕으로 식 (4)의 연속 방정식과 식 (5), 
(6), (7)의 3차원 운동량 방정식을 푼다. 다음 계산
된 유동장과 D ( φ )를 이용해 식 (8)의 질량수송 
방정식을 푼다. 이렇게 해서 얻은 질량 분율에 기
초하여 ρ (φ ), µ (φ ), D (φ )를 새롭게 계산한다. 
수렴된 결과를 얻을 때까지 위의 과정을 되풀이 
한다. 

2.3 경계조건 

입구에서의 경계조건은 초기속도( u =constant)로 
주었고 출구는 일정압력조건, 벽면에서 no-slip 조
건을 주었다. 질량분율(φ )은 유동의 Re와 Pe수에 

따라 입구에서 각각 다른 질량분율인 1φ 와 2φ 값
을 주었고 출구와 벽면에서는 Neumann 조건을 사
용하여 수치 해석하였다. 

2.4 수치기법 
본 연구에선 비압축성유동에 적합한 압력 기반 

의 상용 Tool 인 CFD-ACE+ 2003 version 을 사용하
였고 격자 의존도는 직선형 마이크로 믹서와 사행
성 마이크로 믹서 모델의 출구최대속도의 상대오
차가 0.1％미만인 격자 수 913000 개와 930000 개
를 사용하였다.  
계산의 정밀도는 Fig. 3 의 Y채널믹서를 이용하

였고 Fig. 4 에 나타내듯이 X 축을 기준으로 유동
방향 3,000 ㎛ 떨어진 곳의 단면을 기준으로 질량 

분율이 0&0.2 인 글리세린 수용액이 혼합될 때 속
도 분포를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기호는 Kim at 
al.(9) 이 측정한 실험값이고 실선은 본 연구에서 
수치해석한 결과이다. 그래프에서 나타나있는 실
험값과 수치해석 값이 잘 일치하는 걸 확인하였고 
이러한 결과로 수치해석 값을 실제 실험값과 같이 
신뢰할 수 있다. 

2.5 나선지수와 혼합지수 
유동에서 소립자 성분의 회전 성분의 값을 

Helicity라 하고 Regner at al.(10) 은 Kenics혼합기내
에서 secondary flow 의 크기를 나타내었다. 수식은 
다음과 같다.  

            
*

*( )
Vol

H u u dVol= ∇×∫ i       (10) 

여기서 H는 Helicity, u는 속도벡터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위 Helicity 수식을 3 차원 마이크로 

유동에서 회전량의 크기를 나타내는 척도로 새로
이 제시하였고 수식은 다음과 같다. 

 

      
*

*( )I x y zV
H H H H dVol= + +∫    (11)         

  
* * * * * ** * *, ,* * * * * *

dw dv du dw dv duH u H v H wx y xdy dz dz dx dx dy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기서  *u , *v , *w 는 속도 u , v , w를 입구 평

균속도 U 로 무차원화 한 값이며, *x , *y , *z 는 

Fig. 3  Schematic view of Y shaped microchannel( mµ )

 
Fig. 4  Comparison of the present study and the 

experimental data. (φ =0 and φ =0.2) 

2462



   
 

채널 입구의 수력지름( hD )으로 무차원화 한 길이

이다. 또한 *Vol 는 격자점을 중심으로 무 차원화
된 제어체적을 나타낸다. 따라서 식 (10)에 나타난 

IH 를 나선지수(Helix Index)라 명하였다. 
 두 유체의 혼합을 평가하기 위한 혼합지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 )2

1

1 N

I i mean
i

D
N

φ φ
=

= −∑      (12) 

여기서 N 은 각 단면 격자 점의 수, iφ 는 채널  

단면의 각 격자점에서 표준화된 질량 분율, meanφ
은 각 단면에서 계산한 질량 분율의 평균값, ID
는 혼합지수로서 혼합되는 채널의 입구에서 두 유
체가 완전히 분리돼 있을 때 0.5 의 값을 완전히 
혼합 될 때 0에 가까운 값을 가진다. 

3. 수치 해석 결과 

3.1  Re수에 따른 나선지수 
두 마이크로 채널의 혼합 유동을 Fig. 5 의 그래

프에 나타내었다. Re 수의 (10-1~102) 범위 에 따른 
나선지수( IH )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직선형 채널은 Re 수에 관계없이 나선지수의 변화
가 없었고 반면, 사행성 채널에서는 Re 수가 증가
할수록 나선지수의 값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
는 나선지수가 혼돈류의 유동 회전성분의 크기를 
나타내는 척도로 쓰기에 적합하다고 나타낸다. 

3.2 나선지수와 혼합지수 상관 관계 
 3 차원 사행성 마이크로 채널에서 나선지수와 

혼합지수의 관계를 기호로 Fig. 6 에 나타내었다. 
채널의 유동방향으로 Fig.1 (b)의 표시된 각 단면을 
통하여 해석하였다. 또한 무차원수는 Pe 수 
(500~10000), Re 수 (10~70)와 Sc 수 (7~1000)의 범

위에서 계산하여 수치해석 하였다.  
그 결과, 나선지수와 혼합지수 사이에 지수적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Re 수에 관계없이 Pe
수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회귀 분석 
위의 두 함수 간 관계를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하였고 아래와 간단한 대수 방정식

(Algebraic equation)으로 나타낼 수 있었다. 

         exp( )I ID A B H=          (13) 

여기서 계수 A는 입구조건에 따라 결정되며 본 
연구에서는 나선지수( IH )가 ‘0’인 입구에서의 혼

합지수( ID )를 혼합이 되지 않은 상태인 ‘0.5’로 
계산하였다. 계수 B는 Fig. 6 의 Pe수에 따라 아래
와 같은 간단한 대수방정식으로 결정된다. 

        

      0.5exp( )I ID BH=          (14)      

 
110.023B
Pe

⎛ ⎞= − +⎜ ⎟
⎝ ⎠

 

 위 대수방정식은 유의 수준 5%, 신뢰구간 95%
에서 분석하였으며, 이때 결정계수 (R2)=0.9959 이
고 P-value= 5.86×10-14 이므로 회귀직선은 상당히 
유의하다 

3.5  Re, Pe 수와 계수 B의 관계 
Fig.7 (a)는 Pe수가 1000으로 일정할 때 Re 수

의 변화에 따른 B값의 변화를 나타난 그래프로 
Re수가 B값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a) Pe 500               (b) Pe 1000 
 

(c) Pe 5000              (d) Pe 10000 

Fig. 6  Mixing Index variations with Helix Index 
for different Peclet Numbers. 

 
Fig. 5  Helix Index variations with Reynolds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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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 (b) 는 Re 수가 60으로 일정할 때 Pe수와 B
와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처럼 B 값을 
결정하는 주된 변수는 Pe수 임을 알 수 있다.  

3.5 수치해석 값과 대수 방정식의 비교 
 대수방정식을 이용하여 실제 수치 해석한 결과

와 비교한 값을 Fig. 8에 나타냈다. 그래프에서 기
호는 수치 해석한 값을, 점선 및 실선은 대수방정
식을 적용하여 얻은 수치이다.  
그래프로 보아 (14)식이 수치해석 값과 잘 일치
함을 보여준다. 이로서 이 대수방정식의 적용은 
혼합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를 사용할 수 있
음을 나타낸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Helicity 를 이용하여 혼돈류 내 
회전성분의 크기를 잴 수 있는 나선지수를 새로이 
제안하였다. 마이크로 유동의 낮은 Re 의 범위에
서 분자확산만으로 혼합을 하는 직선형 채널과 혼
돈류를 발생시키는 사행성 채널에 대해서 수치 해
석하였다. 
해석결과를 통하여 유동 혼합 시 나선지수와 

혼합지수의 상관관계를 발견하였고 회귀분석을 통
하여 간단한 대수방정식으로 표현하였다. 이와 같

은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
다. 

(1) 나선지수는 혼돈류의 회전량 크기를 나타내
는 척도로 볼 수 있다. 

(2) 나선지수와 혼합지수의 관계를 이용하여 혼
합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간단한 대수방정식으로 
표현하였다. 

   
110.5exp 0.023I ID H
Pe

⎡ ⎤⎛ ⎞= − +⎜ ⎟⎢ ⎥⎝ ⎠⎣ ⎦
            

(3) 대수방정식의 계수 B 는 Re 수에 관계없이 
Pe수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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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mparison of the mixing indices from   
equation (14) and numeric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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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 7  Effect of the Reynolds number(a) 

      and Peclet number(b) on coefficient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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