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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천 학교 기계공학과 멀티스케일 유동제어 

연구실은 2016년에 설립된 이후로, 마이크로미터 

단위에서부터 미터 단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길이 범위에서 관찰되는 다양한 유동현상을 물리

적으로 이해하고, 그 이해를 입자와 유체의 흐름을 

임의적으로 제어하는데 활용하여 새로운 미세유체

역학적 제어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다.
이미 잘 알려진 로 길이에 따라 입자와 유체의 

유동을 지배하는 물리적 메커니즘은 서로 다르다. 
마이크로미터 세계에서는 분자단위의 상호작용과 

계면에서의 점성효과가 유동을 지배하는 주요 인

자인 반면, 매크로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로 

인해 외부에서 전기장 또는 자기장 등을 통해 외력

을 가하였을 때 나타나는 입자 및 유체유동의 반응

특성 또한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본 연구실에서

는 주위에서 관찰되는 다양한 유동현상들을 각 길

이 단위별로 구분하고, 각각에 적용가능한 이론적 

접근법을 활용하여 외력의 인가 또는 비인가속에

서 나타나는 유동 특성들을 물리적으로 이해한다. 
그로부터 도출된 결과들은 ANSYS, COMSOL과 같

은 상용 전산유체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수치해석, 
그리고 particle image velocimetry(PIV)를 이용한 유

동 가시화 및 계측과 laser-induced fluorescence(LIF)
을 이용한 온도 가시화 및 계측 등의 실험과정을 

통해 검증된다. 이 과정들로부터 획득된 물리적 이

해와 수치적·실험적 검증을 기반으로 입자와 유체

의 유동을 임의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

을 고안하여 제안하는 것이 연구실의 궁극적인 연

구목표이다.
다중 스케일에서 입자와 유체유동의 제어는 다

양한 연구 및 산업분야들에서 응용될 수 있고, 그
에 따라 본 연구실의 주요 연구 상분야는 생물학, 
의학 등의 자연과학과 미세 유체역학, 생체 유체역

학, 환경 유체역학, 그리고 원자로 열수력학 등의 

공학을 포함한다. 본 소개글에서는 멀티스케일 유

동제어 연구실에서 수행되고 있는 연구들 중 길이 

단위에 따라 표될 수 있는 연구주제 2가지를 선

정하고, 각 주제에 한 연구동기와 연구과정들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2. 대표 연구주제

2.1 복수 구동원 기반 미세유체역학적 입자 제어
기술의 개발

실험실 단위에서 이뤄지는 인간의 모든 기능적 

활동들을 작은 칩 위에 구현한다는 개념으로부터 

탄생한 lab-on-a-chip(LOC)시스템은 크기가 큰 매

크로 시스템에 비해 기능 수행의 경제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무수한 장점들을 가진다.(1) 단위체적당 

표면적 비율이 높아 분석하는데 소량의 물질만을 

요구할 뿐 아니라 반응시간 또한 짧다. 게다가 전

력소비량이 적고 칩 위에 집적된 다양한 미세 유체

기기들이 각각의 기능들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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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점들은 의학, 생물학, 화학, 자동차 공학을 포

함한 다양한 학문 및 산업분야들에서 LOC시스템

의 폭발적인 응용들을 생산해왔다.(1-6) 그 분야들 

중에서도 가장 활발한 응용을 보인 분야는 바로 바

이오 테크놀로지이다.(2)

LOC시스템을 이용하여 생화학 물질들을 분석

하고 탐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그 시스템

에 주입된 물질들이 샘플 전처리 과정을 통해 분석

에 적합한 형태로 처리되어야 한다. 이 때 생화학 

물질들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입자들이 고유의 

성질들을 그 로 유지하면서 정밀하고 빠르게 제

어될 수 있다면 샘플 전처리 과정이 더욱 효과적으

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므로, 서두에 언급한 장점

들뿐만 아니라 생화학물질 분석의 정확도와 신뢰

성 향상과 같은 부가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
러한 점들에 주목하여 지난 수십 년간 다양한 미세

유체 제어기술들이 개발되어왔고, 또한 MEMS기
술의 발전에 힘입어 작은 LOC시스템 상에 집적되

어왔다. 지금까지 개발된 표적 미세유체역학적 

제어기술에는 유체영동(hydrophoresis)(7-9), 자기영

동(magnetophoresis)(10-12), 전기영동(electrophoresis)(13,14), 
유전영동(dielectrophoresis)(15,16), 그리고 옵티컬 트

위져(optical tweezers)(17)등이 있다. 하지만 연구자

들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기술들은 입자유

동을 제어하는데 있어 몇 가지 주요한 단점들을 가

진다. 예를 들어 유전영동은 전기장의 구배를 이용

한 제어기술로써, 전극표면 위에서 전도성(conductive) 

Fig. 1. (a) Rapid Electrokinetic Patterning의 기술적 개요, (b) REP기술에 의한 다양한 입자제어
(28)

입자뿐만 아니라 유전성(dielectric) 입자들을 다량

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반면, 일반적으로 입자의 크

기가 10-3m이상인 경우에만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

다.(18) 옵티컬 트위져는 1986년 Arthur Ashkin에 의

해 제안된 이후로 단일 또는 소수의 입자들을 정밀

하게 제어하는데 활용되어 왔으며, 2000년 에 들

어서는 DNA를 구조적으로 변형시키는 데에도 이

용되었다.(19,20) 하지만 그 제어기술은 하나의 레이

저 포커스를 이용하여 다량의 입자들을 한꺼번에 

제어할 수 없으므로, 생화학분석의 고출력적(high- 
throughput) 수행을 기 할 수 없다. 현존하는 제어

기술들의 이러한 결점들 때문에 최근 입자제어기

술의 개발동향은 하나의 구동원보다 두 개 이상의 

구동원들을 동시에 사용하여 입자제어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21-25)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멀티스케일 유동제어 연

구실에서는 복수의 구동원을 사용하여 다량의 입

자들을 급속하고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기술들

을 개발해오고 있으며, 또한 기존에 개발된 유사개

념의 입자제어기술들을 활용하여 바이오 테크놀로

지 분야 내 다양한 응용들을 시도하고 있다. 그 노

력의 일환으로써 우리는 최근에 개발된 rapid 
electrokinetic patterning(REP)을 이용하여 인간의 질

병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

다. 이를 위하여 먼저 수치해석과 실험적 검증을 

통해 REP 기술의 제어 메커니즘에 한 물리적 이

해를 완성하였다. 아울러 여러 종류 및 크기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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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P기술에 의한 셀 제어.(21) REP에 의한 Shewanella Oneidensis MR-1박테리아의 (a) 중합, 
(b) 패터닝, (c) 이송. (d) REP기술에 의한 Staphylococcus aureus박테리아와 Saccharomyces 
cerevisiae효모의 크기기반 분리

자들을 이용하여 중합, 포획, 패터닝 그리고 분리

와 같이 REP이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제어역량들

을 탐색하는 한편, 바이러스, 박테리아, 효모 등에

도 적용하여 REP의 바이오 호환성을 확인하였

다.(21-24,26-28)

이러한 성과들을 기반으로 본 연구실은 현재 당

뇨병성 망막증(diabetic retinopathy: DR)의 조기진

단을 위해 REP을 이용하여 입자기반 면역분석법

(bead-based immunoassay)의 효율과 성능을 강화시

키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29) 그 연구는 DR의 바

이오 마커(bio-marker)를 수용할 수 있는 anti-body
가 부착된 입자들이 기판 표면 위에서 REP에 의해 

다량으로 포집될 수 있다면, 그 때 바이오 마커로

부터 검출되는 신호 또한 증가할 것이라는 아이디

어에 근거하고 있다. 이 연구가 성공한다면 소량의 

샘플로도 DR의 정확한 조기진단이 가능하게 되어 

당뇨병 환자들의 치료가능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2.2 건식저장용기 내 불활성기체 자연대류의 열
전달 상관관계 모델링

사용후 핵연료는 연료수명이 다할 때까지 원자

력 발전소에서 전력생산을 위해 사용되고 난 후 배

출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말한다.(30-33) 사용

용후 핵연료는 원전으로부터 배출된 이후에도 여

전히 높은 잔열과 강한 방사선을 방출한다. 따라서 

영구처분될 때까지 임시 및 중간 저장시설에서 적

절한 냉각과 차폐를 통해 관리되어야 한다. 24기의 

가동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해마다 배

출되는 900여톤의 사용후 핵연료를 현재 원전 내 

수조와 콘크리트 구조물에 임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다.(31,33) 하지만 임시저장용량 비 사용후 핵연

료의 누적저장량, 그리고 매년 추가배출량을 고려

할 때, 2021년 월성원전을 시작으로 임시저장시설

의 저장용량이 포화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

다.(30) 이에 비하기 위하여 최근 국내에서는 중간

저장시설의 부지선정에 한 논의와 더불어 중간

저장방식에 한 기술적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

고 있다.
사용후 핵연료의 중간저장방식에는 습식저장

(wet storage)과 건식저장(dry storage)이 있다.(31) 습
식저장은 스테인레스강 또는 에폭시로 내부처리된 

콘크리트 저장조의 물속에 핵연료를 저장하는 방

식으로써, 사용후 핵연료의 냉각과 거동의 감시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 반면 저장조의 

물을 지속적으로 냉각하고 정화해야 하는 단점도 

동시에 존재한다. 따라서 원전을 보유한 많은 국가

들은 습식저장 신 2차 폐기물을 거의 발생시키

지 않고 저장용량의 확장 등 경제성 측면에서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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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을 위한 콘크리트 건식저장 시스템.(35) (a) 콘크리트 저장용기의 

외부형상, (b) 콘크리트 저장용기의 내부 단면도, (c) 불활성기체 및 공기의 자연대류에 

의한 사용후 핵연료의 붕괴열 제거과정

리한 건식저장을 채택하고 있다.(30,31,34) 우리나라 

역시 건식방식을 취한 중간저장시설의 건설을 서

두르고 있으며, 이를 위해 10여년 전부터 관련연구

를 진행해 오고 있다.
건식저장은 습식저장과 다르게 사용후 핵연료 

다발들을 바스켓(basket)에 담아 금속 캐니스터

(canister)에 밀봉하고, 그 구조물을 다시 금속 또는 

콘크리트 저장용기(cask)에 넣어 50~60년간 보관하

는 방식이다.(30,31,34-36) 캐니스터는 불활성 기체

(back-fill gas)로 채워진 내부 공간에 사용후 핵연

료를 저장하여 핵연료의 효율적인 냉각과 핵연료 

피복관(cladding)의 열적 건전성을 보장하는 역할

을 한다. 금속 또는 콘크리트 저장용기는 외부 충

격으로부터 캐니스터를 보호하고, 용기 내·외벽을 

따라 차폐재(resin)를 배치하여 핵연료로부터 누출

될 수 있는 방사능을 차단한다. 이러한 구조물들 

속에서 사용후 핵연료의 잔열 제거는 피동형 냉각

(passive cooling), 즉 캐니스터 내부 불활성기체와 

저장용기 외부 공기의 자연 류유동에 의해 이루

어진다.(36,37) 세부적으로 말하자면, 캐니스터 내부

의 불활성 기체는 복잡한 열적 거동을 통해 사용후 

핵연료의 붕괴열을 캐니스터 외부로 전달한다. 그 

전달된 열은 콘크리트 저장용기의 경우 캐니스터

와 콘크리트 구조물 사이 환형 유로, 금속 저장용

기의 경우 금속 구조물 외벽 근방에 형성되는 공기

의 자연 류에 의해 냉각된다. 따라서 건식저장에

서 사용후 핵연료의 효율적인 냉각, 핵연료 피복관

의 열적 건전성, 그리고 저장용기의 구조적 안전성

을 장기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캐니스터 

내 불활성 기체들의 자연 류 거동과 열전달 특성

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열전달 

상관관계 모델링을 통해 캐니스터 내부구조 및 형

상의 개선을 가능하게 하여 사용후 핵연료에 한 

건식저장방식의 피동형 냉각효율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37,38)

그 열전달 상관관계 모델의 정립을 위하여 본 

연구실에서는 불활성기체 자연 류에 한 수치적 

예측과 실험적 측정을 병행하고 있다. 먼저 전산유

체기법(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을 이용

하여 실제 건식저장용기의 구조와 유동 발생환경

을 모사하고, 그를 통해 캐니스터 내 불활성기체 

자연 류의 유동형상과 열적거동을 수치적으로 예

측하고 있다.(39) 그로부터 파악된 자연 류 내 속도

장과 온도장을 기반으로 Nusselt수, Grashof수, 그
리고 Reynolds수로 구성된 수치적 열전달 상관관

계식을 완성할 계획이다. 그 상관관계식은 실험을 

통해 검증될 것이다.  건식저장용기를 모방한 실험

체를 CFD결과와 상사율을 이용하여 구축하고, 그 

실험체 내부에 불활성기체 자연 류를 유도하기 

위한 유동 발생환경을 조성한다. 그 발생된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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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건식저장용기 내 불활성기체에 의한 열전달 상관관계 모델링.(37,39) (a) 상용 CFD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캐니스터 내 불활성기체의 유동장과 온도장 예측, (b) 건식저장용기를 모방한 실험체 

내 자연대류의 가시화 및PIV측정

류유동은 PIV기법에 의해 가시화 및 측정되고 그 

획득된 데이터의 신뢰성은 연구실 자체적으로 개

발한 PIV불확실성 알고리즘에 의해 평가된다. 그 

PIV측정의 불확실도가 공학적으로 만족할만한 수

준에 도달할 때까지 실험측정을 반복할 것이며, 그 

측정 데이터는 궁극적으로 앞서 수치적으로 파악

한 불활성기체 자연 류의 유동특징들과 열전달 

상관관계식을 검증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본 연구

의 결과는 기존 건식저장용기의 사용후 핵연료 관

리 효율성을 검토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국내에 건설될 경수로 사용후 핵연료 건식

저장시설의 개념설계에도 유용한 기준들을 공급할 

것이다.

3. 맺음말

멀티스케일 유동제어 연구실의 연구과제들은 

한국연구재단의 재정적 지원 아래 학원생 1명, 
학부연구생 1명, 그리고 국제 공동연구원 1명에 의

해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연구실의 연구분야가 더

욱 다변화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현재 인천

학교 학부생과 해외 유학생들을 학원으로 유치

하는데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실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연구장비에는 2D/ 
3D PIV계측시스템, 1.5W continuous- wave near-infrared 
레이저, high-quantum efficiency CCD카메라, 120mJ 
pulse 레이저, Olympus 도립 현미경, 18코어 계산용 

서버컴퓨터가 있다. 이러한 연구자산을 기반으로 

본 연구실은 타 기관 및 학과의 공동연구에도 높

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멀티스케일 유동제어 연구실의 연구분야, 연구

과제, 발표논문, 학원생 및 장비 현황, 위치 등에 

한 최신정보들은 조만간 구축완료될 연구실 새 

홈페이지에 소개될 예정이다. 홈페이지 주소는 다

음과 같다: https://sites.google.com/view/msf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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