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icrofluids & Soft Matter Laboratory (MSML) 

Understanding fundamental physics underpinning the various intriguing phenomena in nature,
and pushing the boundaries of science using high speed imaging technique and scaling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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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fluid dynamics 

Research highlighted at Science

Respiratory flow dynamics in fish g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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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 아가미의 구조에 대한
유체역학적 분석

• 아가미 구조와 물고기 호흡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

• 물고기 아가미의 주름이 산소
흡수에 끼치는 영향 규명

• 호흡 형태에 따른 아가미 구조
의 이론적 모델 도출K. Park et al., Proc. Natl. Acad. Sci. 111, 8067 (2014)

Science, 한국경제, 과학동아등의언론에서소개

물고기의 아가미 구조

물고기 종에 따른 아가미 형상에 대한 모델



Biofluid dynamics 

Jumping on water

소금쟁이를 모사한 로봇
소금쟁이 로봇이 물 위에서 뛰어오르는 모습

소금쟁이가 뛰어오르는 형상에 대한 이론 모델

• 물 위에서 뛰어오르는 소금쟁이의 역학적
해석

• 소금쟁이를 모사한, 표면장력을 이용하여
수면에서 뛰어오르는 로봇 개발E. Yang et al., Nat. Commun. 7, 13698 (2016)

J.-S. Koh et al., Science 349, 517 (2015)

Research perspective

The New York Times, BBC, KBS 등의언론에서소개



Drops

Hydrodynamics of writing with ink

종이 위에 잉크 글씨가 쓰여지는 모습

펜의 운동 조건에 따른 잉크 선의 두께 모델

J. Kim et al., Phys. Rev. Lett. 107, 264501 (2011)

Nature Physics, Science on 등의언론에서소개

Research highlighted at 

Nature Physics

• 펜으로 종이에 글씨가 쓰여지는 원리에 대한
유체역학적 연구

• 펜에서 종이로 잉크가 전달되는 과정에 대한
모델링

• 펜의 속도, 잉크의 물성, 종이의 성질에 따른
선의 두께에 대한 이론 모델 도출



Drops

How sponges become wet

J. Ha et al., Sci. Adv. 4, eaao7051 (2018)

Nature Research Highlights, 연합뉴스등의언론에서소개

스펀지의 물 흡수 팽창 과정

전자 현미경으로 촬영한
물을 흡수하는 스펀지의 모습

스펀지의
단위 구조 모델

• 스펀지나 나무와 같은 다공성 셀룰로오스 소재가
액체를 빨아들이는 원리 규명

• 스펀지 내부에서 물이 흡수되는 과정 가시화

• 스펀지가 액체를 흡수하여 팽창되는 원리 규명
및 이론적 입증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는 두가지 방식
위: complete filling, 아래: partial filling



Ultrasonic/megasonic cavitation bubbles 

7

Visualization of ultrasonic/megasonic cavitation bubbles

W. Kim et al., Appl. Phys. Lett. 94, 081908 (2009)

W. Kim et al., Ultrasonics 50, 798 (2010)

T.-H. Kim and H.-Y. Kim, J. Fluid Mech. 750, 355 (2014)

• 수중에서 초음파를 인가 시 생성되는 기포를
가시화 할 수 있는 실험 장치 제작

• 기포의 거동을 관찰하여 다양한 산업에서 사
용되는 초음파 세정의 원리 규명



Soft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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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burrowing rotary seeds and seed inspired actuators

J. Ha et al., Extreme Mech. Lett. 38, 100746 (2020)

Engineering and Technology, Science Daily 등의언론에서소개

W. Jung et al., Phys. Fluids. 29, 041702 (2017)

회전하여 땅을 파고 들어가는 씨앗

회전 속도에 따른 저항 감소 비율

• 스스로 회전하면서 땅을 파고 들어가는 씨앗에 대한 역학적
연구

• 회전 속도에 따라 땅으로부터 받는 저항 감소 비율에 대한
이론 모델 도출

• 씨앗의 구조를 모사하여 습도에 반응하는 액추에이터 제작

습도에 반응하여 씨앗의 거동을 모사할 수 있는
액추에이터 제작(위) 및 해석(아래)



Soft matter 

9

Hygrobot (self-locomotive actuator powered by environmental humidity)

B. Shin et al., Sci. Robot. 3, eaar2629 (2018)

Nature Research Highlights, 한겨레등의언론에서소개

• 공기 중의 습도 차이로 전진하는 로봇 개발

• 마이크로로봇 구동을 위한 새로운 에너지원 제시

공기 중의 수분으로 이동하는 하이그로봇

하이그로봇의 기계적 해석

동물, 기존 로봇들과의 효율 비교

Research highlighted at 

Nature Research Highlights



Nanoscale 3D fabrication

Nanopottery and nanowalls: building 3D structures at the nanoscale

50 μm

250 μm

2.5 mm

M. Lee and H.-Y. Kim, Langmuir 30, 1210 (2014)

Nature Research Highlights, 동아일보등의언론에서소개

H.-Y. Kim et al., Nano Lett. 10, 2138 (2010)

전기 방사 방식의 나노 3D 프린팅 장치

전기 방사를 사용하여 만든
나노스케일의 구조물 (nanopottery)

• 나노 스케일의 구조체 제작이 가능한 3D 프린팅
기술 개발

• 전기 방사 장치를 사용하여 나노미터 단위의 섬유
형성

• 나노 섬유를 쌓을 수 있는 기술을 고안하여 나노
스케일 3D 프린팅 구현

전기 방사를 사용하여 만든
나노스케일의 구조물 (nanowall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