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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AC electrowetting, it has been reported that there is a flow inside droplets. The flow characteristics such 
as flow rate, direction and the pattern of streamline are altered according to the frequency range of applied 
voltage. However, the mechanism of the flow has not been explained yet. This work is concentrated on 
investigation of the flow mechanism when high-frequency voltage is applied to droplets. We propose that this 
phenomenon arises from the electro-thermal flow. A numerical analysis is performed for the needle-electrode-
plane geometry in which the Coulombic force term is included in the Navier-Stokes equation. According to 
our analysis, electrical charge is generated due to conductivity gradient which is originated from the non-
uniform Joule heating of fluid medium. The result of the analysis is compared with experimental result. 

기호설명 

pC : 정적 비열 

E : 전기장 세기(V/m) 

E~ : 복소 전기장 
*~E : 복소 전기장의 켤레 

< >: 시평균 전기력 ef
k : 열 전도도 
p : 압력 
T : 온도 

V
r

: 유속 
ε : 유전률 
φ : 전위 
η : 점도 
ρ : 밀도 
σ : 전기 전도도 

 

1. 서 론 

전기력에 의해 액적의 습윤성(wettabilty)이 변하 

는 전기 습윤(electrowetting) 현상은 직류 전기 

뿐 아니라 교류 전기에 의해서도 일어난다. 교류 

전기 습윤에서는 직류와 다른 특징들이 나타 

나는데 접촉각의 saturation 이 직류 전기습윤에 

비해 더 낮은 접촉각과 더 높은 전압에서 일어 

나고, 액적 가장 자리에서 불안정성에 의해 작은 

액적들이 발생하며, 접촉각의 이력(hysteresis) 
현상이 적게 일어난다. 또한 원치 않은 전기 

화학적 반응에 의한 시료의 특성 변화 및 기포 

발생에 대한 문제를 줄일 수 있어 생화학 분석 

등의 응용에 이점을 갖기도 한다.  

최근 이러한 교류 전기습윤 중 액적 내부에 

유동이 발생함이 보고되었다[1]. 이 유동의 특성 

은 가해지는 전압의 주파수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크게 저주파와 고주파의 두 개의 주파수 영역으로 

나뉘어 서로 반대 방향의 유동을 갖는다. 이러한 

주파수 영역에 따른 차이는 액적의 표면 진동 

(surface oscillation)과 액적 내부의 전기장의 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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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로 이해할 수 있는데, 저주파 영역에서는 

표면 진동이 일어나지만, 액적 내부의 전기장 

세기는 매우 작으며, 반대로 고주파 영역에서는 

표면에서의 진동은 없으나, 액적 내부에 전기장이 

가해진다. 따라서 저주파 영역에서는 표면 진동이, 

고주파 영역에서는 액적 내부의 전기장이 유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2]. 

본 연구는 이 두 개의 주파수 영역 중, 고주 

파수 영역에서 일어나는 액적 내부 유동의 메커 

니즘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그 메커니즘을 바탕 

으로 한 수치해석 결과와 실험의 비교를 통해 이 

를 입증한다.  

2. 이론 및 해석 방법 

AC 전기장 하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전기수

력학적(electrohydrodynamic) 유동으로는 교류 전

기삼투유동(AC electro-osmotic flow)과 전열 유동

(electrothermal flow)이 있다. 앞에서 언급한 AC 
전기습윤 중 액적 내부의 유동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유동 모두 AC 전기장 하에서도 방향이 진

동이 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의 수

행과정에서 이 두 가지 유동을 적용하여 AC 전
기습윤 시스템에 대해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교류 전기삼투유동은 실험결과와 반대 

방향을 유동을 발생시킨 반면, 전열 유동은 실험

결과와 같은 방향의 유동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열 유동을 교류 전기습윤 시 유동의 

유력한 원인으로 제시한다.  

 

2.1 이론적 모델링 
 전열 유동이란, 온도 구배를 갖는 유체에 전기

장을 가했을 때 유동이 생기는 현상으로, 유체의 

전기전도도와 유전률의 온도에 따른 변화가 그 

원인이 된다. 일반적인 물의 경우 물의 온도가 

1℃ 상승하였을 때, 전기전도도는 2%, 유전률은 

-0.4% 변화한다. 따라서 물 내부의 온도 구배가 

있으면, 전기전도도와 유전률의 구배도 발생하여, 

Maxwell-Wagner 분극 현상에 의하여 유체 내부에 

전하가 생성되고 이 전하에 가해지는 전기력에 

의하여 유동이 발생한다. 

 전열 유동은 전기장, 온도장, 유동장이 모두 상

호 연관된 현상이다. 따라서 전열 유동을 해석하

기 위해서는 적절한 가정을 통해 모델링이 필요

하다. 

2.1.1 전기장 모델 
전기전도도와 유전률은 전기장, 온도장, 유동장 

모두에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전열 효과로 인한 
전하량이 전기장을 교란시키는 정도는 무시할 수 
있으며, 이는 수치해석 상의 평이성을 가져다 준
다. 결과적으로 전기장은 다음의 Laplace equation
을 만족한다. 

02 =∇ φ                  (1) 
 

따라서 온도장, 유동장과 연관되지 않고 전기장

에 대한 문제만을 해석할 수 있다. 

2.1.2 온도장 모델링 
열 전달은 대류와 전도에 의해 일어나며 줄

(Joule) 열이 발생한다. 이에 관한 지배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 22

2
1 ETkTVCp σρ

r
      (2) 

 
식(2)의 좌변은 대류를, 우변의 첫 번째 항은 전
도를, 두 번째 항은 시간 평균적인 줄 열을 나타

낸다. 대류와 전도 모두 열 전달에 있어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온도장과 유동장은 연관되어 해
석된다.  

2.1.3 유동장 모델링 
전기 습윤이 이루어지는 시스템과 같이 레이놀즈

(Reynolds) 수가 작은 경우는 다음의 Stokes 
equation 을 만족한다.  

           (3) 
 

02 >=<+∇+∇− efVp
r

η

여기서 마지막 항은 전열 효과에 의한 유체에 작
용한 전기력을 나타내며 다음의 식을 통해 시간 
평균적으로 나타내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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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과정에서는 상대적으로 온도에 따른 변화

량이 적은 유전률 구배에 의한 전기력은 작다고 
가정한다. 

 

3. 수치 해석 결과 

3.1 수치 해석 모델 정의 
수치해석은 다음의 과정을 따라 수행되었다. 1)

먼저 전기장을 해석하고, 2) 그 결과를 이용하여 
줄 열에 의한 발열량을 계산하고, 3) 온도장과 유
동장은 연관시켜 반복 계산되었다. Fig 1 은 수치 
해석된 도메인을 보여준다. 경계 조건으로는 전기

장에 대해서는 Needle 전극과 ITO 표면에 AC 전  

   
 



  
 
   Fig. 1 Model geometry and boundary conditions.  
 
압 조건을, 온도장에서는 도메인의 최 외곽에 상
온(25℃) 조건이 주어졌으며, 유동장은 두 전극 표
면에 no slip 조건을 공기와 액적의 경계에는 no 
stress 조건을 부여하였다. 
 

3.1.1 전기장 분포 
Fig 2 는 전기장의 수치해석 결과를 보여준다. 

DC 와 달리 AC 의 경우에는 액적 내부에 전기장

이 가해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Needle 전극 끝 주변에 등전위선의 간격이 좁은 
것으로 보아 이 부분에 전기장이 매우 세고 따라

서 줄 열 발생도 매우 클 것을 예상할 수 있다.  
 

3.1.2 온도장 분포 
Fig 3 은 도메인 내의 온도 분포를 보여 준다. 

Needle 전극 끝에서 가장 높은 온도를 나타내고, 
열은 열 전도도가 높은 needle 전극과 ITO glass 로 
주로 빠져나가며 needle 주변에 위에서 아래로 내
려오는 유동에 의한 대류 때문에 온도 분포가 교
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2 Contour plot of the electrical potential. 

 
Fig. 3 Temperature distribution. The maximum 

temperature is 32℃(red) when normal temperature is 
25℃(blue).  

3.1.3 유동장 분포 
Fig 4 의 (a)는 유동장을 보여준다. 표면의 색은

유속의 크기를 나타내며 붉은 선은 유동의 
streamline 을 나타낸다. Fig 4 의 (b)는 수치 해석

과 같은 조건하에서 이루어진 실험 결과이다. 
수치 해석과 같은 유동의 방향과 정성적으로 유
사한 유속과 streamline 을 보여주고 있다.  

4. 결론 및 토의 

4.1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최근 새롭게 소개된 AC 전기

습윤 중 고주파 영역에서 일어나는 액적 내부 

유동의 메커니즘을 제시하였다. 이 유동은 저주

파 영역의 유동과 달리 액적 내부에 가해지는 

전기장에 의한 줄 열 발생과 그에 따른 전열 효

과에 의한 것이며, 수치해석을 정성적으로 유사

한 속도 분포를 얻었다.  

4.2 토의 및 향후 연구 방향 
AC 전기 습윤 시 액적 내부의 유동은 액적 내

부의 온도 분포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
라서 같은 AC 전기 습윤 상황이라 할지라도  
 

 
         (a)                      (b) 

Fig. 4 (a) Flow field when applied voltage is 80Vrms and 
frequency is 128kHz. (b) Experimental result with the 
same conditions. 

   
 



   
 

전극의 모양이나 재료의 특성 주변 시스템에 
의해서도 영향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전기

습윤이 이용되는 다양한 시스템에 대해서 연구

가 필요하다.,  
수치해석과 실험 결과의 정량적인 비교를 위

해서 PIV(particle image velocimetry) 분석이 필요

하다. 그런데 액적의 경우 렌즈 효과가 있어 액
적의 중심부분이 확대되어 보인다. 따라서 올바

른 PIV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렌즈 효과를 제
거하는 이미지 처리 과정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주파수에 따른 유속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AC 전기 습윤에서 가해지는 주파수가 올
라가면 액적 내부에 가해지는 전기장의 세기가 
커진다. 따라서 줄 열이 더 많이 발생하여 더 
높은 온도 상승과 더 큰 온도 구배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전열 효과에 의해 생성되는 자유 전
하는 주파수가 올라가면 전하가 축적될 시간이 
줄어들어 전하량이 작아진다. 이 두 효과를 고
려하면 최대 유속을 얻을 수 있는 주파수를 구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주파수에 따른 유속

의 변화는 전열 유동이 AC 전기 습윤 유동의 
원인임을 증명해주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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