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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에서는 Horizontal Switching cell에서 charged particle의 electrophoretic mobility()를 계산

하기 해 극 구조를 제안하고, 유체의 유동을 묘사하는 Navier-Stokes equation의 체력(body force)

을 수정하여 charged particle가 받는 기력에 의해 발생하는 electrophoretic flow를 계산하 다. 비압

축성 유체(incompressible fluid)에 둘러 싸여있는 charged particle의 dynamic behavior는 아래의 지배방

정식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식에 의해서 실제 자종이 셀과 같이 상∙하 이 유리로 덮여있고 약 100의 cellgab를 이루는  

유체로 채워져 있는 유동층(cavity layer)안에서의 charged particle에 의해 발생하는 유체의 유동을 계산

하여 charged particle의 Horizontal Switching cell에서의 switching time을 계산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유동층 안에서 charged particle에 의해 발생하는 유체의 유동을 계산하기 해서는 유체와 입자간 

phase separation이 필요하다. 기존의 입자와 유체간의 시뮬 이션에서는 입자와 유체간의 boundary 

condition을 fixed-grid system을 사용하여 방 한 양의 시간과 매우 복잡한 알고리즘이 요구되었다. 

Tanaka(1)는 고체인 입자를 유체와의 성의 차이를 주어서 변형이 거의 없는 유체로 간주하여 유체와 

입자간의 boundary condition에서 발생하는 문제 을 보완하기 해 phase function을 이용한 시뮬 이

션 알고리즘을 발표하 다. phase function은 아래의 식과 같다.

 유체의 유동일 일어나는 유동층의 computational domain에는 phase function의 계산 결과에 의한 1과 

0의 값들이 분포하게 된다. 여기서 1의 값은 입자의 phase를 나타내는데 사용되고, 0의 값은 유체의 

phase를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phase function을 사용함으로써 인가 압에 의해 charged particle가 받는 

force와 유체와 입자의 성의 차이도 아래의 식에 의해 구할 수 있다.    

 charged particle의  속도는 계와 electrophoretic mobility에 의한 계식인    ∙에 의해 얻

어지는데 여기서 는 아래의 Debye-Huckel-Henry theory
(2)에 의해 계산 될 수 있다.

 우리는 외부에서 인가되는 인가 압에 따라 유체로 둘러 싸여있는 charged particle의 switch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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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하기 하여 유체의 유동을 지배하는 방정식인 Navier-Stokes equation과 연속 방정식을 연립하여 

계산하고 electrophoretic mobility를 연산하여 negative charged particle의 속도를 구함으로써 

Horizontal Switching cell에서의 electrophoretic flow를 계산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다. 그림 1은 

micro-scale에서의 유동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유동층 안에서 화살표로 나타내어지는 velocity field는 

laminar flow의 특성을 보이며 negative charged particle은 우측 극에 (+) 압을 가하 을 때 

electrophoretic deposition 상을 보여 다. 실제 cell을 고려하여 유리에서의 계분포와 유리와 유체사

이 boundary condition
(3)
의 계분포 한 계산 알고리즘에 추가하여 실제 cell에서의 charged particle의 

유동 특성 근사한 값을 얻고자 하 다. 그리고 우리는charged particle의 속도 계식에 근거하여 인가

압이 증가함에 따라 어떠한 특성을 나타내는지에 해서 알아보았다. 그 결과 그림 2와 같이 40~80V까

지 20V씩 인가 압이 증가함에 따라 switching time은 감소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a)                            (b)                              (c)

그림 1. 우측 극에 40V의 압을 걸었을 때 negative charged particle의 electrophoretic 

deposition과정. (a)0ms, (b)35.74ms, (c)77.04ms

그림 2. 인가 압의 세기에 따른 EPD cell의 응답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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