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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mechanism of enhanced thermal conductivity is elucidated on the bases of both electric 
double layer (EDL) and kinetic theory. A novel expression for the thermal conductivity of nanofluids is 
proposed and verified by applying to Al2O3 nanofluids with regard to various temperatures, volume fractions 
and particle sizes. In dilute nanofluids, the effects of Brownian motion and particle interaction on enhancing 
the thermal conductivity of nanofluids are quite comparable while the effect of particle interaction due to EDL 
is more prominent in dense nanofluids. The model presented in this paper shows that particle interaction due 
to the electrical double layer is the most responsible for the enhancement of thermal conductivity of 
nanofluids. 

기호설명 
Nomenclatures 

A 쿨롱 상수(=9.0×109 N-m/C2) 
a 가속도(m/s2) 
c 상수(J-s/K) 

vĉ  열용량(J/K) 
d 직경(m) 
F 쿨롱 힘(N) 
k 열전달 계수(kJ/m-K) 
kB 볼츠만 상수(1.3807×10-23 J/K) 
l 작동유체의 평균자유행로(m) 
m 질량(kg) 
N 원자 수 
n 입자의 수 밀도 
q 전위(C) 
r 반경(m) 
T 온도(K) 
u  평균 속도(m/s) 

 

Greek Letters 

0ε  진공에서의 유전율(=8.8542×10-12 F/m) 

bfε  작동유체의 비유전율 

ζ  제타 전위(mV) 
κ  Debye-Huckel 인자(m-1) 
φ  작동유체에 대한 나노입자의 부피비 

µ  작동유체의 점도(N-s/m2) 
 

Subscripts 
Br 브라운 운동 
EDL 전기이중층 
eff 유효(effective) 
bf 작동유체 
Mw Maxwell 
np 나노입자 

1. 서 론 

나노유체는 액체 상태의 작동유체가 가지고 
있는 낮은 열전달 특성을 고체 상태의 나노 
입자를 작동유체에 첨가하여 향상시킨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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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각광 받고 있다. Maxwell 이 유체에 고체 
입자를 섞어 열전달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연구하였지만(1), 밀리 미터(mm), 마이크로 
미터(µm)의 고체 입자는 쉽게 침전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웠다. Choi(2)는 나노 
입자를 브라운 운동을 통하여 부유시키는 
방법으로 입자의 침전을 막아 나노유체의 
실용화에 기여하였다.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실험적인 방법을 통하여 
나노유체의 열전달율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Maxwell 이 제안한 식이 맞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3-7) 또한 나노유체를 
이용하여 거시적 크기의 유로(macro channel)(8,9)와 
마이크로 유로(10)에서 대류 열전달율이  
높아진다는 것이 실험적으로 확인되었다.  

Jang 과 Choi(11)는 나노유체의 열전달 
메커니즘을 4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1 단계; 
작동유체 분자끼리의 충돌, 2단계; 나노입자에서의 
열확산, 3 단계; 나노입자끼리의 충돌, 4 단계; 
나노입자와 작동유체 사이의 열 교환이다. 이들의 
모델은 작동유체에 대한 나노입자의 직경(d), 부피 
비(φ ), 온도에 따른 열전달 계수를 잘 예측하였다. 

Kumar 등(12)은 나노입자의 부피비가 작은 경우에 
운동학론(kinetic theory)적 접근 방법으로 
나노유체의 열적 특성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나노입자의 정적인 특성과 동적인 특성에 
따른 열전달 계수의 변화를 연구하였으며, 작동 
유체가 물이고 금(Au) 나노입자의 부피비가 
0.00026 %, 0.00013 %인 두 경우에 대하여 잘 
예측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Prasher 등(13)은 
브라운 운동과 브라운 운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대류 열전달에 의하여 열전달 계수가 증가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연구들은 합리적인 이론적인 
접근을 통하여 지배방정식(governing equation)을 
얻고, 실험에서 비례상수를 찾는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앞선 연구자들의 이론적 
접근방법을 다소 수용하였으며, EDL 에 의한 
나노입자 상호작용에 의하여 열전달 계수가 
증가할 수 있음을 입증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나노유체의 열전달 계수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1) 
나노입자 본질적인 열전달 계수에 의한 
영향(Maxwell’s model), (2) 브라운 운동에 의한 
나노입자 단독적인 운동에 의한 영향, (3) EDL 에 
의한 입자 간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었으며, 

비례상수의 도입없이 다른 연구자들의 실험결과와 
비슷한 값을 얻을 수 있었다. 

2. 나노유체의 열전달 계수 

2.1 정적인 상태(Maxwell’s model) 
나노입자는 금속 또는 산화물이기 때문에 본질
적으로 작동유체보다 열전달 계수가 매우 높다. 
이것은 Maxwell 에 의해서 이론적 연구가 이루어
졌으므로, 정적인 상태에서 열전달 계수가 증가하
는 것은 Maxwell의 모델(1)을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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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Maxwell의 모
델은 나노입자의 부피비에 의한 영향은 설명할 수 
있지만, 나노입자의 직경, 작동유체의 온도 변화 
등에 의한 영향은 설명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2 브라운 운동(Kinetic theory) 
Einstein(14)에 의하면 열적 유동(thermal 

fluctuation)에 의한 나노입자의 브라운 운동은 확
산 계수( dTkD B πµ3= )를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
으며, 작동 유체 속에서 자유롭게 운동하는 입자
의 평균 속도를 다음과 같이 예측할 수 있다. 

 

bfnp

B
Br ld

Tku
 3πµ

=      (2) 

 
운동학론(15)에 의하면 열전달 계수는 입자의 평
균 속도에 비례하므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
다.(12) 

 
BrBr uck ⋅=      (3) 

 
상수(c)는 운동학론에 의하여 식 (4)로 정할 수 
있다. 
 

3ˆvnpcnlc =      (4) 

 
여기서 vĉ 는 입자의 열용량이며 Debye 의 모델을 

이용하면 Bv Nkc 3ˆ = 이다. 

식 (2), (4)를 식 (3)에 대입하면 브라운 운동에 
의한 열전달 계수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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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전기이중층(EDL) 
나노유체는 작동유체에 나노입자가 부유하고 있
는 일종의 콜로이드(colloid)이다. 모든 콜로이드 
입자는 전기이중층을 가지고 있으며, 입자의 분산 
정도를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나노입
자의 표면 전하를 직접 측정할 수는 없지만 전기
이중층 이론에 의하여 고정층(stern layer)에서의 제
타 전위(zeta potential)을 측정하여 콜로이드의 성질
과 표면 전하를 예측할 수 있다.(16) 나노입자의 나
노유체 속에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반데왈스 
힘(van der Waals force)와 쿨롱 힘(Coulomb force)에 
의하여 척력과 인력이 작용한다. 이 두 힘의 의하
여 나노입자가 안정적으로 부유하거나 침전하게 
된다. 나노유체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약 20 mV이상의 제타 전위를 띠고 있어야 응집되
어 침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16) 그것은 입자 
상호 간에 쿨롱 힘에 의한 척력이 작용하기 때문
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힘에 의해서 입자가 운동
하게 되며, 그 운동으로 인하여 열전달 계수가 증
가한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입자가 안정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 Fig. 1
의 Kuwabara 의 모델(17)을 이용하여 입자 간의 거
리를 구할 수 있다. 입자의 반경(r=d/2)와 입자를 
싸고 있는 작동유체의 가상(virtual) 반경(b)으로 입
자의 부피 비(φ )를 ( )3br=φ 으로 표현할 수 있으
며, 다공도(porosity; ε )는 φε −= 1 이다.  그러므로 
입자 중심간 거리 b2 는 다음과 같다. 

 
3122 −= φrb      (6) 

 

r
b

. 
Fig. 1 Spherical particles of radius r in concentrated 

suspensions in the cell model.(17) 

 
또한 제타 전위를 측정하면 입자의 표면전위를 
구할 수 있다.(16)  
 

( )1  4 0 += rrq bf κζεπε     (7) 
 
식 (7)에서 작동유체가 비극성일 경우 1<<rκ 가 
되므로 간략화하여 식 (8)과 같이 되며 작동유체
가 비극성일 경우 제타 전위는 수십 mV가 된다. 

 
rq bf  4 0ζεπε=      (8) 

 
식 (6)과 (8)로부터 나노입자 사이의 쿨롱 힘을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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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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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F      (9) 

 
식 (9)에 뉴턴 법칙( amF np= )과 나노입자의 평균

자유행로(mean free path; lnp)를 적용하여 전기이중
층에 의한 평균속도( EDLu )를 식 (10)과 같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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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앞 절에서와 같은 운동론적 방법으로 전기
이중층에 의한 열전달 계수( EDLk )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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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토의 

앞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나노유체의 유효 
열전달 계수( effk )는 식 (12)와 같다. 

 









++=

Br

EDL
BrMweff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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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우변의 첫번째 항은 정적인 것이고 두번째 
항은 입자의 농도가 낮을 경우 입자 하나의 브라
운 운동과 관련된 것이며, 마지막 항은 입자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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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arison of estimated values by the present 

model with theoretical values and experimental 
data by Kumar et al. (12). 

 
Figure 2 는 Kumar 등(12)의 이론 및 실험결과와 
본 연구에서의 이론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금
(Au) 입자 직경은 17 nm, 부피 비는 0.00026 %이며, 
이 때 입자 간의 거리는 1.24 µm(입자 크기의 약 
73 배)이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대부분의 산화물 
콜로이드 입자는 수십 mV, 금속 입자는 분산성, 
분산제 사용에 따라 100 mV 이상의 제타 전위를 
가지므로(16), 본 연구에서는 그들의 금 나노입자가 
40~90 mV 의 제타 전위를 가졌을 때로 가정하여 
열전달율 향상을 알아본 것이다(18). Kumar 등은 비
례상수인 c 를 조정함으로써 이론을 실험결과에 
일치하도록 하였고, 입자 간의 상호작용은 무시하
였다.  
정확한 이론적 규명을 위하여 Chon 등(7)이 실험
적으로 측정한 Al2O3 나노유체의 열전달 계수와 
본 연구에서 개발한 이론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그들이 사용한 것과 똑 같은 나노입자를 미국 
Nanpstructured & Amorphous Materials Inc.와 
Nanophase Inc.로부터 구입하고, 나노 유체를 제조
한 후 제타 전위 측정장비(ELS-8000, Otsuka 
Electronic, Japan)로 제타 전위를 측정하였다.  

Figure 3 은 부피 비, 온도 변화, 입자 크기에 따
른 측정된 제타 전위를 보여주고 있다. 47 nm 와 
150 nm의 입자가 1 vol.%일 때, 온도가 증가 하면 
제타 전위도 다소 증가하지만 급격한 변화를 보이
진 않고 있다. 그러나 47 nm, 4 vol.%일 때는 온도
가 증가할수록 제타 전위도 증가하지만 입자의 침
전 등으로 인하여 약 10 %의 오차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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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easured zeta potential of Al2O3 nanoflu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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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arison of experimental data by Chon et al.(7) 

with estimated values by the present model. 
 
Figure 4 는 측정된 제타 전위를 본 연구에서 제

안된 이론식에 넣어 계산된 결과와 Chon 등(7)이 
실험적으로 구한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1 vol.%일 
때는 모든 범위에서 최고 오차 ±3.7 %이내로 매우 
잘 맞지만, 부피 비가 높을 때(4 vol.%, 47 nm)는 
저온 영역과 고온 영역에서 오차가 매우 크게 나
는 것을 볼 수 있다. 똑 같은 나노입자를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였지만, 부피 비가 높을 경우 열전
달 계수 측정 실험 중이나 제타 전위 측정 중에 
입자의 침전에 의하여 오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
인다. 
금(Au) 나노입자와 산화실리콘(Si2O3) 나노입자 
두 경우 모두 제타 전위의 차이는 많이 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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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Fig. 2 와 4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입자의 비율이 Au(17 nm):Si2O3(47 nm)=0.00026 
vol.%:1 vol.%로 1,000 배 이상의 차이가 나지만 열
전달 계수의 증가율은 3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
다. 이것은 각 입자가 가지고 특성에 의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식 (4)로 구하는 비례상수(c)가 
단위 부피당 원자수, 입자의 열용량 등에 의하여
약 100 배 정도 금(Au)이 높고, 이것이 상대적으
로 높은 제타 전위와 연관하여 열전달율을 향상시
키는 것이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전기이중층에 의한 나노유체의 
열전달 향상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다른 연
구자들에 의해 알려진 바와 같이, 나노입자의 부
피 비가 작을 때는 나노유체의 열전달율 향상은 
나노입자가 가지는 높은 열전달 성질보다 나노입
자의 브라운 운동에 의한 것도 중요하지만, 부피 
비가 높을 때는 그 동안 고려되지 않았던 전기이
중층(제타 전위)에 의한 열전달율 향상이 중요함
을 알 수 있었으며, 실험결과와 잘 일치함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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