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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lip velocity and the temperature jumps for low-speed flow in microchannels are investigated
using Langmuir slip boundary condition. This slip boundary condition is suggested to simulate micro
flow. The current study analyzes Langmuir slip boundary condition theoretically and it analyzed
numerically micro-Couette flow, micro-Poiseuille flow and grooved microchannel flow. First, to prove
validity for Langmuir slip condition, an analytical solution for micro-Couette flow is derived from
Navier-Stokes equations with Langmuir slip conditions and is compared with DSMC and an analytical
solution with Maxwell slip boundary condition. Second, the numerical analysis is performed for
micro-Poiseuille flow and grooved microchannel flow. The slip velocity and temperature distribution are
compared with results of DSMC or Maxwell slip condition and those are shown in good agreement.

1. 서 론
MEMS(Micro-Electro-Mechanical-Systems)는 미래
에 커다란 성장 잠재력을 가진 떠오르는 기술이
다. MEMS기구는 optical-lithography와 eching과 같
은 마이크로프로세서 제작에 사용되는 것과 유사
한 과정을 통해 제작된다. MEMS는 마이크로 단
위의 물리적 현상들을 감지하고, 제어할 수 있다.
이런 MEMS 장치로서 마이크로채널, 마이크로펌
프, 마이크로밸브 등이 있다.
그러나 MEMS장치에서는 벽면 점착 경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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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는 기존의 유동 모델인 Navier-Stokes
방정식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유동현상이 발생
한다. 이는 유체 밀도가 희박해짐에 따라 Kn수의
증가에 함으로써 유체 유동이 연속체영역에서 벗
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MEMS장치에서의 유동
특성을 잘 이해하고, 적절한 해석방법을 찾는 것
이 중요하다.
MEMS유동을 해석하기 위한 수치적 연구로는
크게 2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DSMC(Direct
simulation Monte Carlo)기법(1)과 Navier-Stokes 방
정식에 미끄럼 경계조건을 사용하는 방법(2)이 있
다. Bird(1) 에 의해 입자간 충돌을 처리하는 기법
인 DSMC기법이 개발되어 고속 희박 기체유동계
산에 사용되어져 왔고, 최근 저속 MEMS 유동장
계산에도 사용되어지고 있으나, 통계적 교란에
의한 오차가 발생하며 연산과정에 있어서 막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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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Knudsen number regimes
시간이 소요되어지므로 적합하지 않다. 이에 비
해 Navier-Stokes방정식에 미끄럼 경계조건을 적
용하는 방법은 DSMC기법보다 연산시간이 빠르
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MEMS유동에서 물체 특성길이에 대
한 기체 입자의 평균자유행로의 비를 나타내는
Kn수가 언급된다. MEMS유동에서 영역을 구분하
는 척도로서 Kn이 사용되는데 Kn의 값에 따라
유동영역은 Fig. 1과 같이 연속체 유동영역, 미끄
럼 유동영역, 천이유동 영역, 자유분자 유동영역
으로 나뉠 수 있다. Kn≤ 0.01 인 연속체 유동의
경우, 고착 경계조건(no-slip boundary condition)을
사용하는 Navier-Stokes방정식에 의해 설명되어
질 수 있으며, 0.01≤ Kn≤ 0.1 인 미끄럼 유동 영
역(slip flow regime)의 경우, 미끄럼 경계조건(slip
boundary condition)을 사용하는 Navier- Stokes방정
식이 적용될 수 있다. 0.1≤ Kn≤ 10 인 천이유동
(transient flow)영역과 Kn≥ 10 인 자유분자유동
(free molecular flow)영역의 경우, 미끄럼 경계 조
건을 사용하는 Navier- Stokes방정식으로 설명되
어질 수 없는 영역이 된다.
전 유동에 대해 Boltzmann 방정식으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방정식의 전개가 복잡하고, 계산시간
이 오래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어서, 실제 MEMS
영역의 해를 구하는데 있어서 부적절하다.
벽면의 미끄럼 현상을 적절히 해석하기 위한 미
(3~5)
끄럼 경계조건으로서 Maxwell 경계조건 과 고차
(2)
미끄럼 경계조건 이 널리 쓰인다. 하지만 이 조건
은 벽면에서의 속도구배에 대한 정확한 계산이
요구되며, 경험적인 조절 계수 (accommodation
coefficient)값에 따라 결과 값이 달라지는 단점을
(6)
가지고 있다. 최근에 Myong 에 의해 이러한 단점
없이 벽면의 미끄럼 현상을 예측할 수 있도록, 표
(7)
면화학 이론 을 원용한 Langmuir 미끄럼 경계조건
(8,12,13)
이 개발되었고, Choi
에 의해 Langmuir 경계
조건을 Navier- Stokes방정식에 적용한 수치기법이
개발되어 미소채널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하지만, 마이크로 채널내의 유동에 따른 벽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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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미끄럼 속도(slip-velocity) 와 온도 점프 현상
(temperature jump)에 대한 해석 및 타당성의 검증
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수치모델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수치모델을 이원자 기체
Langmuir 미끄럼 조건을 적용하여, 벽면근처에서
의 미끄럼 속도와 온도 점프 현상에 대한 수치해
석을 수행하고, 연구 결과에 대해 위해 기존의
수치모델인 DSMC기법, Maxwell 미끄럼 경계조건
과의 비교∙분석을 수행하고, Langmuir경계조건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 하고자 한다.

2. 미끄럼 경계조건
2.1 Maxwell 경계조건
1879년 Maxwell에 의해 소개되어 고체 벽면에
서의 미끄럼 현상을 예측하기 위해 널리 사용된
Maxwell 경계조건은 기체운동학이론에서 벽면-입
자의 상호작용에 관한 근사해법에 기초한다. 벽
면 근처에서 등온 유동의 경우 아래와 같이 표현
될 수 있다.
  

      




 

(1)



 는 평균 자유행로,   는 조절계수를 나타낸
다. Maxwell 경계조건은 벽면 수직 방향으로 온
도 구배가 있는 유동의 경우 다음과 같이 무차원
화 된 형태로 나타내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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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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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무차원 상태량,  는 비열비   는 열 조
절계수(thermal-accommodation coefficient)를 나타
낸다. 위의 식에서 벽면의 미끄럼 정도는 평균자
유행로, 속도 및 온도 구배, 조절계수의 값에 따
라 달라지는데, 조절계수가 단원자, 또는 이원자
기체에 대해 명확히 구분되어 기술되어지지 않았
으며, 특정 물질 표면의 특정 기체가 아닌 임의
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 조절계수에 따라 미끄럼
현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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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Langmuir 경계조건
기존의 Maxwell 경계조건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자 Myong은 표면화학(surface chemistry)이론을 바
탕으로 하는 Langmuir 경계조건을 개발하였다.
이 원자 기체인 질소 가스에 대한 미끄럼 현상
을 해석하기 위해 (4)과 (5)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
은 속도와 온도에 대한 경계조건을 얻을 수 있다.
         

(6)

          

(7)

3. 수치해석

여기에서   는 기준속도이고   는 기준온도이
다. 벽면과 열적 평형을 이루는 입자의 퍼센트인
표면 덮인 비율(the fraction of covered surface)
을  라 하고, 질소 가스와 같이 이원자 기체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내어진다.



 
  


(4)

위의 식에서,  는 화학반응 상수와 같은 역할
을 하고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마이크로 유동에서 레이놀즈 수는 아주 작으나
압축성 효과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저속유동에
적합하며 압축성 효과를 적절히 예측할 수 있는
(7)
Modified simple법을 적용하였다.
대류항과 확산항의 이산화는 Demirdzic와 Muza(10)
ferija 가 제안한 방법이 사용되었는데 대류항은
중앙차분법으로 확산항은 정렬격자계의 이산화
방법을 비정렬격자에 맞게 변형시킨 방법이다.



(5)

위의 식에서,  는 볼츠만 상수, A는 평균면
적,   는 퍼텐셜 변수, l은 평균 자유 행로를 나

Micro-Couette 유동, micro-Poiseuille 유동 및 복
잡한 형상인 grooved micro-channel의 미끄럼 속도
와 온도 점프현상에 대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
(2)
고, Maxwell 경계조건 및 DSMC기법 을 이용한
결과 값과의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3.1 Micro-Couette flow
질소 가스에 대한 Micro-Couette flow에 대한
형상은 Fig. 2와 같다. 상부 평판의 초기 속도는
100m/s로 움직이며 하부면벽면은 정지해 있다.
입구 온도 과 벽면 온도는 300K의 등온이다. 채
널의 높이 h는 0.8이고, 채널의 길이 L은 4.0
이다. Kn은 0.08이고, 채널의 입구의 압력과
출구의 압력은 0.83atm으로 같게 설정하였다.
이러한 유동의 속도 및 온도에 관한 지배방정
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타낸다. 값은 벽면의 특성과 기체의 특성에 따
라 결정되며,   는 실험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 
∂
    
∂
∂ 

(8)

Maxwell 경계조건과는 달리 조절계수나 속도의
구배가 필요하지 않으며, 단원자, 이원자, 나아가
혼합기체를 이론적으로 명확히 기술하는 장점이
있다.

 
   



(9)

2.3 비 정렬 격자 압력 기반 해법
벽면 근처에서의 미끄럼 속도 및 온도 점프 현
상에 대한 미끄럼 현상의 해석을 위해 비정렬격
자 압력기반해법을 적용한 해석프로그램을 이용,
Micro-Poiseuille유동 및 Grooved Micro-channel에
관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는데 해석프로그램에
사용된 수치기법특징은 다음과 같다.
복잡한 형상에 쉽게 적용 가능한 비 정렬격자
해법이 사용되었고 기억장소에 유리한 격자 점
중심법이 사용되었다. 플럭스 계산에 있어서 효율
(11)
적인 계산을 위해 모서리 중심으로 계산되었다.

이상의 방정식에 Maxwell 경계조건 (2), (3)을 또
는 Langmuir 경계조건 (6), (7)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온도 분포에 관한 엄밀 해를 구할 수 있다.

Fig. 2 Schematic of the Micro-Couette Flow
geometry

미소채널내의 Langmuir 미끄럼 경계조건을 통한 미끄럼 속도 및 급격한 온도변화에 관한 수치해석

167

Fig. 4 Schematic of the Micro-Poiseuille Flow
geometry

Fig. 3 Comparision of the temperature profile for
micro-Couette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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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1)
Fig. 5 slip velocity on the wall

Fig. 3에서 Maxwell 경계조건(12)과 Langmuir 경계
조건을 이용한 온도분포 수치해석 결과와 또한
DSMC방법(11)을 이용한 수치해를 나타내었다. 이
때 Langmuir 방법에서는 표면 조절 계수  를 식
(4)와 (5)를 이용하여 로 지정되었다. 기준
속도   및   은 채널 중심부에서의 물성치 값
으로 정하여 각각 50 와 301  로 지정되었다.
한편 Maxwell 모델에서는   와 를 1과 300  로
지정하였다.
Maxwell 경계조건과 DSMC의 경우 벽면근처에
서 약 0.3K의 온도 점프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Langmuir 경계조건의 경우 0.26K의 온도 점프 현
상이 발생하였다. Langmuir 경계조건은 온도 점
프현상에서 두 수치모델과 근소한 차이 보이며,
온도 분포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잘 일치한다.
3.2 Micro-Poiseuille flow
질소 가스에 대한 Micro-Poiseuille 유동에 대한
형상은 Fig. 4과 같다. 입구 온도는 300K이고, 벽
면 온도는 323K의 등온이다. 채널의 높이 h는
0.4이고, 채널의 길이 L은 2.0이다. 입구와
출구의 압력비는 2.5로, 채널의 입구의 압력은
2.5atm로 설정하였다.

Fig. 6 wall temperature-jump
Fig. 5는 벽면근처의 미끄럼 속도에 대한 해석
결과이다. 벽면에서의 미끄럼 속도는 입구부터
중간지점까지는 Langmuir 경계조건이 DSMC보다
미끄럼 속도가 크게 나타나지만, 중간지점에서
출구쪽으로 갈수록 DSMC보다 낮게 예측되는 것
을 볼 수 있는데 DSMC의 경우가 Langmuir 경계
조건의 경우보다 더 큰 미끄럼 속도의 기울기를
보이며, 출구로 갈수록 벽면에서 미끄럼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6은 벽면근처의 온도 점프 현상에 대한 해
석 결과이다. 벽면에서의 온도 점프현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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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MC의 경우 온도 분포에 있어서 교란 현상으
로 인한 통계적 오차가 발생하는데 이는 저속 유
동에 DSMC 기법을 적용하였을 경우 나타나는
현상이다. Langmuir 경계조건에서의 온도 점프
현상은 입구에 중간까지 약 -6K에서 -1.31K까지
감소를 보이며, 중간에서 출구까지는 약 -1.23K에
서 -1.47K까지 점진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DSMC 기법을 이용한 결과의 경우, 입구에 중간
까지 약 -10K에서 -1K까지 감소를 보이며 ,중간
에서 출구까지는 약 -1K에서 -2K까지 점진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모든 영역에서
DSMC와 Langmuir 모델은 전반적으로 온도분포
가 큰 차이 없이 거의 일치한다.
3.3 Grooved Micro-channel flow
이 원자기체인 질소 가스에 대한 그루브 채널
의 유동에 대한 형상은 Fig. 7과 같다. 입구 온도
는 300K이고, 벽면 온도는 323K의 등온이다. 채
널의 입구의 높이는 1.0, 중반부 높이는 1.5
이고, 채널의 길이 L은 6.0이다. 압력 비는
2.5로, 채널의 입구의 압력은 2.5atm로 설정하였
고, 이에 대한 결과 값을 Maxwell 경계조건과 비
교하였다.
Fig. 8은 벽면근처의 미끄럼속도에 대한 해석
결과이다. 미끄럼속도의 경우 윗 벽면의 경우 중
간지점까지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며, 중간지점부
터 출구까지 두드러진 증가를 볼 수 있다.
아래 벽면의 경우 입구에서 그루브 전반부까지
는 완만한 형태를 이루며, 그루브 후반부부터 출
구까지는 두드러진 증가를 나타낸다. 하지만 그
루브 전․후 부근에서의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것
을 볼 수 있다.

Fig. 7 Schematic of the grooved Micro channel
Flow geometry

Langmuir 경계조건의 경우 그루브 전반부에서의
미끄럼 속도가 Maxwell 경계조건보다 크게 예측되
었으며 전체적인 속도 분포는 근소한 차이를 보이
며 유사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Fig. 9는 벽면근
처의 온도 점프 현상에 대한 해석결과이다. 온도점
프현상의 경우 윗 벽면에서는 약 5.4K에서 3.8K사
이의 값을 나타내며, 중간지점까지는 점진으로 감
소하며, 중간지점에서 출구까지 점진적인 증가를
보인다. 아래 벽면의 경우는 입구에서 그루브 전반
지점까지는 약 -6.5K에서 2.5K까지 점진적으로 감
소하며, 그루브 전․후반부 지점에서 약 4K로의 급
격한 변화를 보인다. 그루부내에서는 완만한 변화
를 이루고, 그루브 후반부에서 출구까지는 점진적
인 증가를 한다. Langmuir 경계조건의 경우 그루브
전반부에서의 온도 점프가 Fig. 8의 미끄럼 속도와
마찬가지로 Maxwell 경계조건보다 크게 예측되었
으며 전체적인 속도 분포는 근소한 차이를 보이며
유사한 형태를 나타내었다.

Fig. 8 slip velocity on the upper wall
and lower wall

Fig. 9 temperature-jump on the upper wall
and lower wall

미소채널내의 Langmuir 미끄럼 경계조건을 통한 미끄럼 속도 및 급격한 온도변화에 관한 수치해석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질소 유동에 대해 Langmuir 미
끄럼 경계조건을 적용하여 Micro-Couette 유동,
Micro-Poiseuille 유동 및 복잡한 형상인 Grooved
Micro-channel내의 미끄럼 속도와 온도 점프 현
상에 대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1) Micro-Couette 유동에서 Langmuir 경계조건
은 온도 점프현상에서 두 수치모델보다 0.3~0.4K
의 낮은 온도 점프가 예측되었으며, 온도 분포에
있어서는 근소한 차이를 보이며 잘 일치한다.
(2) Micro-Poiseuille 유동해석에서 벽면근처에서
의 미끄럼 속도의 경우 Langmuir 경계조건의 경
우 전반부에서 DSMC보다 크게 예측되었지만
후반부에서 DSMC보다 작게 예측된다. DSMC기
법의 경우 Langmuir 경계조건 보다 큰 미끄럼 속
도의 기울기를 보이며 출구쪽으로 갈수록 미끄럼
현상이 두드러진다. 벽면근처에서의 온도 점프
현상의 경우 Micro-Coutte 유동에서와 같이
Langmuir 경계조건의 경우 기존의 방법들에 비해
다소 낮은 온도 점프 현상을 보였다.
(3) 복잡한 형상의 Grooved Micro-channel 유동
해석에서 벽면근처에서의 미끄럼 속도와 온도 점
프현상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잘 일치했으나, 그
루브 전반부 근처에서 Langmuir 경계조건의 경우
Maxwell 경계조건보다 큰 값을 예측하였다.
(4) Langmuir 경계조건은 Micro-Coutte 유동,
Micro-poiseuille 유동 및 복잡한 형상인 Grooved
Micro-channel 내의 미끄럼 속도와 온도 점프현상
의 해석에 있어서 기존 모델보다 다소 낮은 미끄
럼 현상을 보입니다. 한편 DSMC는 수치 noise가
너무 많고 계산시간이 길어 slip regime 영역에서
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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