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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tensive research has demonstrated versatility of centrifugally driven microfluidics
controlled by various combinations of rotational speed in realizing critical functionalities
including pumping, mixing, valving, and metering. One of the major advantages of centrifugal
microfluidics with rotating platform is the replacement of external pumping device with
centrifugal forces to generate effective pressure-driven-like flow through the microchannel,
and therefore fluid mechanics including heat transfer as well as flow characteristics in
radially positioned microchannel has been extensively explored. However, those for other
possible designs that could be implemented in the rotating microchannels were less likely
discovered. Here, we have investigated fluid dynamics in three different microchannel
designs, which may provid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basis for the design principles in
centrifugal microfluidics to manipulate the flow with high controll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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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작은 플랫폼을 구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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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회전에 의한 힘에 영향을 받는 미세
유체 흐름이 채널 디자인에 따라 어떤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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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에 의한 미세유동장치에서 실제 설립 될
수 있는 기본적인 디자인 세가지를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림 1). 전산 모의 시험

그림 1. 분석 대상 미세유체채널 디자인

에 앞서, 비교분석을 위하여 미세채널안에서
유체의 흐름에 해당하는 운동방정식 Navier–
Stokes

equations을

세우고,

eigenvalue

concept과 MATLAB을 통해 다음과 같은 지
배방정식(governing equation)을 도출하였다.

그림 2. 회전속도에 따른 체적유량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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