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rans. Korean Soc. Mech. Eng. B, Vol. 41, No. 6, pp. 429~434, 2017 

 

429

<학술논문>          DOI https://doi.org/10.3795/KSME-B.2017.41.6.429            ISSN 1226-4881(Pr in t ) 
2288-5324(Online) 

 

분자-연속체 하이브리드 기법을 이용한 구조물이 있는 나노 채널에서의 
쿠에트 유동에 대한 수치적 연구§ 

 
김영진* · 정명근* · 하만영*† 

*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Numerical Study on Couette Flow in Nanostructured Channel 
using Molecular-continuum Hybrid Method 

 
Youngjin Kim*, Myunggeun Jeong* and Man Yeong Ha*† 

* School of Mechanical Engineering, Pusan Nat’l Univ. 
 

(Received February 10, 2017 ; Revised March 18, 2017 ; Accepted March 21, 2017) 
 

 
 

- 기호설명 - 
 
F  : 가우시안 분포로 얻은 랜덤 힘 

extF  : 분자영역 밀도를 위한 외력 

if  : i번째 분자의 상호작용 힘 
H  : 채널의 높이 
h  : 나노 구조물의 높이 

Bk  : 볼츠만 상수 

xl  : 나노 구조물의 간격 
C PN −  : C-P층의 분자 수 
P CN −  : P-C층의 분자 수 

m  : 분자 질량 

Key Words:  Molecular-continuum Hybrid Method(분자-연속체 하이브리드 기법), Molecular Dynamics 
Simulation(분자 동역학), Finite Volume Method(유한 체적법), Nano Channel Flow(나노 채널 유동) 

초록: 분자-연속체 하이브리드 기법은 연속체 유체역학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마이크로/나노 스케일 유동
에 대해 개발되고 발전해 왔다. 분자동역학은 고체표면 주변 영역에서 사용되고, 나머지 영역에서는 나
비아스톡스 방정식이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나노채널에서 고체-액체 상호작용과 표면 거칠기의 영향
을 연구하기 위해 분자-연속체 하이브리드 기법을 이용하여 쿠에트 유동을 해석하였다. 우리는 고체-액
체 상호작용 힘인 표면 에너지와 표면 거칠기가 유동의 표면 경계조건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발견하였다. 
표면 에너지가 낮을 때에는 유동이 고체 표면에서 미끄러짐이 발생하였고, 표면 에너지가 증가함에 따
라 미끄러짐의 크기가 감소하였다. 표면 에너지가 높을 때에는 로킹(locking) 경계조건이 형성되었다. 또
한 표면 거칠기는 유동이 고체 표면에서 미끄러지는 것을 방해하여 로킹 경계조건이 잘 형성되도록 영
향을 주었다. 

Abstract: A molecular-continuum hybrid method was developed to simulate microscale and nanoscale fluids where 
continuum fluidics cannot be used to predict Couette flow. Molecular dynamics simulation is used near the solid 
surface where the flow cannot be predicted by continuum fluidics, and Navier-Stokes equations are used in the other 
regions. Numerical simulation of Couette flow was performed using the hybrid metho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olid-liquid interaction and surface roughness in a nanochannel. It was found that the solid-liquid interaction and 
surface roughness influence the boundary condition. When the surface energy is low, slippage occurs near the solid 
surface, and the magnitude of slippage decreases with increase in surface energy. When the surface energy is high, a 
locking boundary condition is formed. The roughness disturbs slippage near the solid surface and promotes the locking 
boundary condition. 

§ 이 논문은 대한기계학회 2016년도 학술대회(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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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i번째 분자의 모멘텀 힘 

Cp  : 연속체 영역에서의 압력 
r  : 분자 간의 거리 

Cr  : 잘라버림 길이 
Ct  : 연속체 영역에서의 시간 
Pt  : 분자 영역에서의 시간 

Ctδ  : 연속체 영역에서의 시간간격 

Ptδ  : 분자 영역에서의 시간간격 
U  : 평판의 속도 
u  : x방향의 속도 

iu  : i번째 분자의 속도 

1u  : P-C층의 분자영역의 평균 속도 

3u  : C-P층의 연속체 영역의 속도 
LJV  : 레나드 존스 포텐셜 

w  : z방향의 속도 
x  : x방향의 좌표 
z  : z방향의 좌표 
α  : 감쇠 상수 
β  : 표면 에너지 인자 
ε  : 특성 에너지 

wfε  : 유체와 고체 분자 사이의 특성 에너지 
μ  : 점성 계수 
ρ  : 밀도 
σ  : 특성 길이 

wfσ  : 유체와 고체 분자 사이의 특성 길이 
τ  : 특성 시간 

1. 서 론 

오늘날 많은 분야에서 기계 부품이 작아짐에 따
라 마이크로/나노 분야의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마이크로/나노 장치 내의 좁은 공간
에서, 유체의 흐름과 열전달이 기계 장치의 퍼포
먼스와 효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공간 및 시
간 스케일이 작을 때와 클 때의 현상은 명백히 다
르게 나타나고, 그렇게 때문에 스케일마다 각 현
상을 이해할 수 있는 해석기법이 사용된다. 일반
적으로 거시 영역, 다시 말해 연속체가 성립할 때
는 나비아스톡스 방정식을 사용하고, 연속체가 성
립되지 않는 나노 스케일 영역에서는 분자동역학
을 사용한다. 나비아스톡스 방정식의 경우 거시 
영역에 대해 잘 예측하지만 나노 스케일의 연속체
가 성립되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는 예측하지 못한
다. 그의 반해, 분자동역학은 연속체가 성립되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 잘 예측하지만 컴퓨터의 한계
로 계산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게 된다. 그래서 나
비아스톡스 방정식으로 예측하기 힘든 벽면의 표

면 거칠기로 인한 열유동 특성은 분자동역학을 사
용하여 해석하고, 나머지 벌크영역에 대해서는 나
비아스톡스 방정식을 사용하여 해석하는 하이브리
드 기법이 필요하다.  
초기 연구자들에 의해 분자동역학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마이크로/나노 스케일에서 유체의 거동 특
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왔다. Thompson P. 
A와 Trolan S. M(1)은 표면 에너지에 따른 유체 유
동의 경계조건에 대해 연구하였다. Ruijter 등(2)은 
고체-액체 표면 상호작용 힘에 따른 물방울의 젖
음성 영향을 연구하였고, Jeong 등(3)은 나노 구조
물에 의한 물방울 접촉각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분자동역학 시뮬레이션의 한계로 인해 분자-연속
체 하이브리드 기법이 개발되고 발전해 왔다. 
O’connell과 Thompson(4)에 의해 하이브리드 기법
이 처음 소개 되었고, 두 평판 사이에서의 비정상
상태 유동에 대해 하이브리드 기법이 사용되었다. 
Nie등(5)에 의해 수정된 하이브리드 기법이 소개 
되었고, 쿠에트 유동에 대해 훌륭한 해석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 뒤로 Yen 등(6)에 의해 하이브리드 
기법이 더 발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나노 채널의 쿠에트 유동에서 고
체-액체 상호작용 힘과 표면 거칠기가 유동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Yen 등(6)이 개
발한 하이브리드 기법이 적용된 in-house 코드를 
사용하였고, 해석해와 비교 검증을 하였다. 

2. 수치해석 방법 

2.1 영역 분해법(domain decomposition) 
Fig. 1(a)는 영역 분해법을 보여준다. 계산 영역

의 도메인은 분자 영역(particle region), 연속체 영
역(continuum region), 겹친 영역(overlap region)으로 
나누어진다. 분자 영역은 속도 슬립과 같은 유동
특성을 관찰할 수 있는 영역으로 분자동역학이 
이용되었고, 연속체 영역에서는 나비아스톡스 방
정식이 기술되는 유한 체적법이 이용되었다. Fig. 
1(b)는 분자 영역과 연속체 영역이 겹쳐지는 영
역인 겹친 영역을 나타낸다. 겹친 영역에서 서로 
다른 두 영역의 물리적 성질이 교환된다. P-C층
(P-C layer)에서 분자 영역의 물리적 특성을 공간
적 그리고 시간적으로 평균하여 연속체 영역의 
경계조건으로 넘겨 주게 되고, C-P층(C-P layer)에
서는 연속체 영역의 물리적 특성을 분자 영역으
로 동기화 시킨다. 완충층(buffer layer)은 겹친 영
역에서 물리적 성질이 부드럽게 연결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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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분자 동역학(molecular dynamics simulation) 
분자 영역에 대해 3차원 분자 동역학이 수행되

었다. 유체 분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포텐셜로는 
옮긴 레나드 존스 포텐셜을 사용하였고 식은 다음
과 같다 
 

( )
12 612 6

4LJ

c c

V r
r r r r
σ σ σ σε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여기서 211.65 10ε −= × , 0.341 nmσ = 는 아르곤의 
특성 에너지와 특성 길이를 나타내고, Cr 는 잘라
버림 길이로 2.3Cr σ= 을 사용하였다. 유체 분자의 

밀도는 30.81ρ σ −= 이다. 
유체 분자와 벽을 이루는 고체 분자 사이의 상
호작용 또한 식 (1)이 사용되고 유체 분자와 고체 
분자 사이의 특성 길이와 특성 에너지는 각각 

0.91wfσ σ= , wfε βε= 이고 β 는 고체와 액체 사이

의 표면 에너지 인자이다. 
주기 경계 조건은 x축 방향과 y축 방향에 적용
되었고 운동 방정식으로는 Velocity Verlet 알고리즘
을 사용하였다. 분자 영역의 온도를 일정하기 유
지 시키기 위해 y축 방향으로 Langevin 식을 사용
하였고 Langevin 식은 다음과 같다.  
 

( ) ( ) ( )i
i i

dp t
p t f F t

dt
α= − + +                   (2) 

 
식 (2)의 오른쪽 첫 번째 항은 감쇠 힘을 타나
내고 감쇠 상수 1168.3α τ −= 이고, 오른쪽 두 번째 

항은 분자들의 상호작용 힘을 나타낸다. 식 (2)의 
오른쪽 세 번째 항은 가우시안 분포로부터 얻은 
랜덤 힘을 나타낸다. 분자 영역의 시간 간격은 

0.005Ptδ τ= 이고 ( )1/2/mτ σ ε= 이다. 여기서 아르

곤 분자 질량은 260.64 10m kg−= × 이다. 
 
2.3 유한 체적법(finite volume method) 
연속체 영역에 대해 2차원 유한 체적법 해석이 
수행되었다. 지배방정식으로 연속방정식, 운동량 
보존 방정식이 사용되었고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0u∇ ⋅ =                                   (3) 

2 1
CC

u u u u p
t

μ
ρ ρ

∂ + ⋅∇ = ∇ − ∇
∂

                 (4) 

 
지배방정식의 공간에 대한 이산화는 2차 정확도
를 가지는 유한 체적법이 사용되었다. 대류항과 
확산항의 이산화는 각각 2차 정확도를 가지는 
Adams-Bashforth 기법과 Crank-Nicolson 기법이 사
용되었다. 시간에 따라 해를 구하는 과정에는 
fractional step method를 사용하였다. 연속체 영역의 
시간간격 Ctδ 는 분자영역의 시간간격의 p 배인 

C Pt p tδ δ= 로 설정할 수 있는데 Nie 등(5)이 제안
한 값인 50p = 으로 설정하였다.  

 
2.4 경계조건(boundary condition) 
P-C층에서 분자 영역의 물리적 성질을 연속체 

영역의 경계조건으로 제공된다. 연속체 영역이 필
요한 물리량인 속도는 식 (5)와 같이 분자들의 속도
를 공간 평균과 시간 평균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  

 

1
1

1 P C

P

N

iP C
i p t

u r
N

δ

−

−
=

= ∑                          (5) 

 
C-P층에서는 연속체 영역의 물리적 성질을 C-P

층 내의 분자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분자 영역이 
필요한 물리량은 속도이고 Sun 등(7)이 제안한 식 
(6)을 이용하여 C-P층 내의 분자들의 속도를 할당
하였다. 

( ) ( ) ( ) ( )3
1

1 1
/ 2 1

C P

P

N
P

i jP C P
j p t

t t t t
p t N

δ

δ
δ

−

−
=

⎡ ⎤
⎢ ⎥= + −

+ ⎢ ⎥⎣ ⎦
∑r u r

( ) ( )
1

1 C P

P

N
ji

C P
j p t

tt
m mN

δ

−

−
=

⎡ ⎤
⎢ ⎥+ −
⎢ ⎥⎣ ⎦

∑
ff

                (6) 

 
Fig. 2는 하이브리드 기법의 시간적 진행과정을 

(a) 
 

 
(b) 

Fig. 1 Schematics for the hybrid simulation method: (a) 
schematic of the flow problem, (b) configuration 
of the coupling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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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다. 분자 영역에서 Pp tδ 만큼 진행되면 물
리량을 시간 평균하여 연속체 영역의 경계조건으
로 넘겨주고, 그 후 연속체 영역에서 Ctδ 만큼 진
행하여 현재 시간 값과 이전 시간 값을 선형 보간
하여 분자 영역의 경계조건으로 넘겨주게 된다. 
분자들이 분자 영역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O’connell과 Thompson(4)이 제안한 식 (7)을 
이용하여 분자 영역의 C-P층에 외력을 가해주어 
밀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었다. 

 
2/3 ˆextF P zα ρ −= −                           (7) 

 
여기서 P 는 분자 영역의 평균 압력을 나타내고, 
α 는 상수 값으로 2를 주었다. 

3. 결과 및 고찰 

3.1 분자-연속체 하이브리드 코드 검증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한 하이브리드 기
법을 in-house 코드로 개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먼저 코드 검증을 하였다. Nie 등(5)이 수행한 쿠에
트 유동과 유사한 케이스를 검증 케이스로 선정하
여, 분자-연속체 하이브리드를 이용하여 얻은 해
석결과와 해석해를 비교 검증하였다. 평행한 평판 
사이의 유체에 대해 해석하였고 평판은 0z = 와 

51.1z σ= 에 위치한다. 연속체 영역은 17.8z σ> 에 
위치하고 분자 영역은 30.6z σ< 에 위치한다. 연
속체 영역의 위 평판에 점착조건을 적용하였고, 
분자 영역의 아래 평판 또한 점착 조건의 값인 

2.8β = 을 적용하였다. 주기 경계 조건은 x축 방
향으로 26.5σ , y 축 방향으로 6.8σ 를 적용하였
다. 도메인 전체 온도는 1.1 / Bkε 로 유지되고 점성

계수는 32.14μ ετσ −= 를 사용하였다. 연속체 영역
에서 사용된 격자 크기는 5.21x σΔ = , 5.14z σΔ =
이다.  
위쪽 평판은 x 축 방향으로 일정한 속도 

/U σ τ= 로 움직이고, 아래 평판은 정지해 있다. 
Fig. 3은 분자-연속체 하이브리드 기법으로 쿠에트 
유동을 해석한 결과이다. 점선은 해석해로부터 구
해진 시간에 따른 속도 분포를 나타낸다. 각각의 
점선은 유체가 정지된 상태에서 속도 분포가 완전
히 발달하여 평형 상태가 될 때까지, 각각 특정시
간간격 동안의 시간 평균한 값을 의미한다. 위쪽 
평판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할 경우, 초기에는 
평판 근처의 유체에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2차 곡
석 형태의 속도 분포를 보인다. 시간이 지남에 따
라 유동이 발달하고 정상상태에 도달하면 속도 분
포는 선형적으로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심볼은 
하이브리드 기법을 사용한 결과이다. 동그라미 심
볼은 분자 영역의 해석 결과이고, 사각 심볼은 연
속체 영역의 해석 결과이다. 점선과 심볼이 잘 일
치하므로, 하이브리드 기법을 이용한 해석결과가 
해석해를 잘 따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두 영
역이 겹치는 부분에서 두 영역의 결과가 잘 일치
하는 것으로 보아 커플링이 잘 이루어 진 것을 볼 
수 있다. 

 
3.2 나노 구조물에 의한 유동변화 
분자-연속체 하이브리드 기법을 이용하여 나노 
구조물이 있는 나노 채널에서의 쿠에트 유동을 해
석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검증 케이스와 동일한 도
메인에서 아래 평판에 나노 구조물이 위치하고, 고
체-액체 상호작용 에너지 0.1 ~ 10β = 에 대하여 고
체 평판 표면에서의 유동특성을 연구하였다. Fig. 4
는 나노 구조물이 있는 나노 채널의 도식을 나타
내고 나노 구조물은 홈(groove) 형태로 6.64h σ= , 

Fig. 2 Evolution of the hybrid method 

 

Fig. 3 Velocity profiles at different times in sudden-start 
Couette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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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간격은 13.28xl σ= 이다. 검증 케이스에서 
수행했던 방법과 마찬가지로 위쪽 평판이 x축 방
향으로 일정한 속도 /U σ τ= 로 움직이고, 아래 
평판은 정지해 있다. Fig. 5는 속도 분포를 통한 유
동의 경계조건에 대한 도식을 나타낸다. 실선a는 
슬립 경계조건을 나타내고 실선 b는 점착 경계조
건, 실선 c는 로킹(locking) 경계조건을 나타낸다.(8) 
Fig. 6(a)는 나노 구조물이 없는 평평한 평판에서 
각 β 에 따른 속도분포를 보여준다. 0.1β = 일 때
는 표면 에너지가 약해서 속도 슬립이 크게 일어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β 가 증가함에 따라 속도 
슬립이 감소하다가 점착조건이 되고, 10β = 일 때
는 로킹(locking) 경계조건이 되는 것을 볼 수 있
다. Fig. 6(b)는 각 β 에서 나노 구조물의 영향으로 
인한 속도 분포를 보여준다. 나노 구조물이 표면
에서 유체의 슬립을 방해하기 때문에 0.1β = 일 
때도 로킹 경계조건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모든 표면 에너지 값에서 로킹 경계조건이 
형성되고, 표면 에너지가 클수록 로킹이 크게 일
어난다. 즉, 표면에 구조물이 있고 표면 에너지가 
큰 경우, 표면 경계뿐 아니라 표면으로부터 일정 
거리 떨어진 위치까지 유체가 움직이지 못하고 머
물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a) 

 
    (b) 

Fig. 6 Velocity profiles for different surface energies: 
(a) smooth surface, (b) rough surface 

4. 결 과 

본 연구에서는 쿠에트 유동에 대해 분자-연속체 
하이브리드 기법을 이용한 해석결과와 해석해를 비
교 검증하였고, 검증된 분자-연속체 하이브리드 기
법을 이용하여 나노 구조물과 고체-액체 상호작요 
에너지가 유체 거동에 끼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1) 분자-연속체 하이브리드 기법을 사용하여 쿠
에트 유동을 해석하였을 때, 하이브리드 기법을 
통해 얻은 속도 분포 해석결과와 해석해가 잘 일
치하였고, 겹친 영역에서의 분자 영역과 연속체 
영역의 값들이 잘 일치하여 커플링이 잘 수행되었
음을 알 수 있었다. 

(2) 분자-연속체 하이브리드 기법을 사용하여 표
면 에너지와 표면 나노 구조물의 영향에 대한 정
상상태 쿠에트 유동을 해석한 결과, 표면 에너지
가 작을 때는 속도 슬립이 크게 나타나고 표면에
너지가 증가함에 따라 속도 슬립이 감소하다가 표

Fig. 4 Schematics for Couette flow with nano structure
 

 
Fig. 5 Schematic of slip(line a), no-slip(line b), and 

locking(line c) boundary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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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에너지가 클 때는 로킹 경계조건이 형성되었
다. 또한 나노 구조물이 표면에서 유체의 속도 슬
립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 모든 표면 에너지 값
에 대해 로킹 경계조건이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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