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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미세관을 사용하여 증류수 및 0.1vol.%, 0.3vol.%의 농도를 가지는 은

나노유체의 층류 유동 조건인 Re 수 500～2500의 범위에서 대류 열전달 실험을 수행하였다. 열전달

계수 실험 결과 0.1vol.%의 경우 증류수에 비해 약 3～69%의 향상이 있었고 0.3vol.%의 경우 약 35～

125%의 열전달 계수의 향상이 있었다.

1. 서론

최근 나노 기술의 발달로 인해 금속 입자를 수～수

십 나노미터로 제조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나

노 입자를 유체에 분산시켰을 때 기존 유체에 비해 열

전도도가 향상되는 결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나노유

체의 대류 특성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며 활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세관에서의 관의 직경이나 유

량의 범위가 제한되어 나노유체의 활용에 있어 더욱

넓은 범위의 정량적인 데이터가 요구되는 실정이

다.[1-3]

본 연구에서는 외경 1/8, 3/16inch 미세관에서 은

(Ag) 나노 입자를 물에 분산시킨 나노유체를 적용하

여 층류영역에서의 열전달률과 대류 열전달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대류열전달계수 및 유동 특성을

실험함에 있어서 필요한 나노유체의 물성치(점성, 비

열)는 수치적으로 계산하였고 밀도는 직접 부피와 질

량을 측정하여 구하였다.

2. 나노유체의 특성

2.1 나노유체의 열전도도

현재 이론적으로 나노유체의 물성을 완벽하게 알아

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나노유체의 물성치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적, 실험적 공식 들이 제시되어왔

다. 수많은 실험을 통해 나노유체의 열전도도를 구하

기 위한 여러 가지 모델들이 제시되어왔다. 먼저, 대표

적인 모델로 Maxwell Model[4]이 있다.

      
    

 (1)

여기서  ,  ,  그리고 는 각각 나노유체의 열

전도도, Base유체의 열전도도, 나노입자의 열전도도

그리고 입자의 부피 분율을 나타낸다.

최근에 브라운 운동에 의해 나노유체의 열전도도가

상승한다는 이론을 사용하는 모델을 제시한 Jang

and Choi[5]의 공식은 식(2)로 기존 실험을 잘 예측하

고 있다.

   




 Pr (2)

여기서   ×
는 실험상수이고 , 는 각

각 유체 분자의 평균크기, 나노입자의 지름을 나타고

Re 수는 식(3)으로 정의한다.

 

 
(3)

그리고 은

  





  


(4)

로 정의된다. 여기서  , 는 각각 Hydrodynamic

Coupling Effect를 고려한 Brownian Diffusion계수,

유체 분자의 평균 자유 경로를 나타낸다.

  ×
  는 Boltzmann 상수를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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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나노유체의 점성계수, 비열 및 밀도

나노유체의 점성계수는 대부분 부피비가 1% 미만

의 나노입자들을 첨가하기 때문에 거의 영향을 미치

기 않을 것이라 예상이 되지만 본 논문에서는 브라운

운동 효과가 포함된 모델[6]인 식(5)을 사용하였다.




    (5)

나노유체의 비열은 Mixing Theory[7]로 계산하였

다.

       (6)

나노유체의 밀도는 식(7)과 같이 질량을 부피로 나

눈 값이므로 직접 체적과 질량을 측정하여 구하였다.

  


(7)

식 (5-7)로 구한 물성치를 계산하여 표 1로 정리하

였다. 증류수와 비교하면 밀도만 비교적 뚜렷한 차이

가 있고 점성과 비열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1vol.% 0.3vol.%

밀도 [ ] 1007.49 1026.48

점성 [ ] 0.001003 0.001008

비열 [℃] 4176.05 4168.16

[표 1] 은 나노유체의 물성치

3. 실험장치 및 방법

3.1 실험장치

본 실험에서는 그림 1에서 보듯이 폐회로를 구성하

여 기어펌프를 사용해서 유체를 유동시켰다. 유체가

흐르는 Stainless steel관에 열선 히터를 사용하여 열

을 가해줘 관 벽면으로부터 유체로의 열전달이 일어

나게 하였고, 관 주위에 세라믹재질의 단열재를 감싸

외부로의 열손실을 최소화하였다.

[그림 1] 실험 장치 개략도

이 실험 장치는 폐회로로 구성된 미세관으로 항온

수조에서 일정한 온도(22℃)로 제어된 유체가 흐르게

되어 열선으로 가열되는 시험부를 지나가게 구성되어

있다. 사용된 관은 Strainless steel로 표 2에 크기를

정리하였다.

외경[inch] 내경[mm] 두께[mm]

1/8 1.397 1.778

3/16 2.9845 1.778

[표 2] Stainless steel 크기

3.2 실험결과 처리 방법

본 실험에서는 먼저 시험부 입구온도를 22℃로 유

지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측정된 출구온도와 저울로

측정한 유량을 통해 열전달률을 식(8)로 구하였다.

      (8)

여기서  ,  ,  ,  그리고 은 각각 열전달

률, 질량유량, 비열, 입구 온도와 출구온도를 나타낸다.

대류열전달계수를 구하기 위해서 관 외부 표면온도

를 측정하여 관 내부 표면온도를 식(9)로 계산한 다음

대류열전달계수를 구하였다.[8]

    
 ln


(9)

여기서   ,   ,  ,  그리고 는 각각 관 내

부 표면온도, 관 외부 표면온도, 관의 열전도도, 관 외

부 반지름과 관 내부 반지름이다.

각 구간별 관내 평균 유체 온도는 에너지 평형을 적

용해서 식(10)을 통해 구할 수 있다.

    


 (10)

여기서  , 는 각각 관내 평균 유체 온도와 관

표면의 둘레길이를 나타낸다.

대류열전달계수는 Newton의 냉각법칙[8]에 이용

한 식(11)에 식(9)와 식(10)을 대입하여 구할 수 있다.

     


(11)

여기서  ,   ,  그리고 는 각각 유체

의 평균온도, 관내 표면 온도, 관 내부 면적 그리고 국

소대류열전달계수이다.



2009년 한국산학기술학회 추계 학술발표논문집

- 273 -

4. 실험결과 및 고찰

4.1 은 나노유체의 대류열전달계수

[그림 2] 1/8inch관에서의 열전달률

[그림 3] 3/16inch관에서의 열전달률

그림 2와 그림 3은 증류수와 나노유체의 열전달률

을 측정한 결과이다. 유량이 증가할수록 유체가 받는

열이 감소하여 입․출구간의 유체 온도 차이는 줄어

든다. 그러나 줄어든 온도 차이에 비해 유량이 증가하

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열전달률은 증가하게 된다. 그

리고 나노유체의 농도가 진할수록 더 높은 열전달률

의 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노유체 0.1vol.%는 1/8inch 관에서 증류수에 비해

-3～18%가 증가하고 0.3vol.%는 3～38%가 증가된 것

을 알 수 있다. Re 수 500일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지

만 Re 수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Re

수 2500을 제외한 평균을 구하면 0.1vol.%는 약 7%,

0.3vol.%는 약 21%의 향상 효과가 발생함을 알 수 있

다.

[그림 4] 1/8inch관에서의 대류열전달계수

[그림 5] 3/16inch관에서의 대류열전달계수

그림 4와 그림 5에서의 대류열전달계수는 시험부

구간에 100mm마다 설치된 열전대를 통해 측정된 관

외부 표면 온도를 식(9)와 식(10)을 이용해 계산된 관

내부 표면 온도와 내부 유체 온도를 식(11)로 계산하

여 국소대류열전달계수를 구한 다음 시험부 전체 구

간에 대한 평균으로 구한 값이다.

Re 수가 증가할수록 관 내부 표면 온도와 내부 유체

온도간의 차이가 줄어들게 되어 대류열전달계수는 증

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나노유체 0.1vol.%의 경우 증류수에 비해 1/8inch관

에서는 약 3～42%, 3/16inch관에서는 약 3～69%의 향

상이 있고 0.3vol.%의 경우 1/8inch관에서는 약 35～

65%, 3/16inch관에서는 약 62～125%의 향상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Conduction Equation 부피비[vol.%] 열전도도[․]
Maxwell Model

0.1 0.5996

0.3 0.6032

Jang and Choi Model
0.1 1.016

0.3 1.8531

[표 3] 각 모델 별 열전도도

[그림 6] Nusselt 수(Maxwel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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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Nusselt 수(Jang and Choi Model)

표 3은 앞서 설명한 Maxwell Model과 Jang and

Choi Model로 구한 열전도도에 대한 값으로 물의

열전도도인 0.5977[․ ]보다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계산된 열전도도로 Nu 수를 계산한

그림 6과 그림 7을 비교하면 Maxwell Model의 열

전도도 값으로 계산된 Nu 수보다 Jang and Choi

Model이 더 좁은 분포를 보여준다. 그러나 Jang

and Choi Model로 계산된 열전도도를 이용해 Nu

수를 구한 결과를 보면 이론값보다 작게 계산된 수

치가 보이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열전달률이 작게

측정되었거나 관 내부 표면 온도와 내부 유체 온도

간의 차이가 크게 계산되어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

이라 예상된다. 그러나 식(9-11)의 관계를 보면 어느

한가지의 영향으로 인해 Nu 수가 작게 나온 것이라

볼 수 없다. 즉, 두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발생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 예상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증류수와 은 나노유체를 사용하여

외경 1/8inch, 3/16inch인 관에서의 대류열전달계수를

실험적으로 구하였다.

관에서의 열전달률은 Re 수가 증가할수록 더 큰 수

치를 나타내었다. 또한 Re 수가 증가할수록 일정한 입

구 온도에 대한 출구온도와 관 표면온도는 감소하게

되어 대류 열전달계수가 증가하고 Nu 수 또한 증가하

게 된다. 대류열전달계수의 경우 전체적으로 Re 수가

증가할수록 더 커지는 경향을 보여준다. 0.1vol.%의

경우 증류수에 비해 1/8inch관에서는 약 3～42%,

3/16inch관에서는 약 3～69%의 향상이 있었고

0.3vol.%의 경우 1/8inch관에서는 약 35～65%,

3/16inch관에서는 약 62～125%의 향상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나노유체가 단상유동의 고성능 냉각유체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열전도도, 점성, 비열 등의 열물성

치에 대한 연구와 층류, 난류 및 마이크로 사이즈의 미

세관 등 다양한 조건에서의 심도 있는 열전달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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