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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effective thermal conductivities of water-based Al2O3-nanofluids with low concentration 
from 0.01 vol. % to 0.3 vol. % are experimentally obtained by transient hot wire method (THWM). The 
water-based Al2O3-nanofluids are manufactured by two-step method which is widely used. To examine 
suspension and dispersion characteristics of the water-based Al2O3-nanofluids, Zeta potential as well as 
transmission electron micrograph (TEM) is observed. We confirm the manufactured Al2O3-nanofluids have 
good suspension and dispersion. The effective thermal conductivities of the water-based Al2O3-nanofluids 
with low concentration are enhanced up to 1.64% compared with that of DI water at 21℃. In addition, 
experimental results are compared with theoretical results from Jang and Choi model.  

기호설명 
 

K  :  열전도도[W/m·K] 
R  :  전기저항 [Ω ] 
t   :  시간 [sec] 
T  :  온도[K] 
 
 하첨자 
 
eff :   나노유체 
w :    백금선 

1. 서 론 

최근 산업계에서는 전자 제품의 소형화 및 전자 
부품의 고집적화에 따른 단위 면적당 발열량의 증
가로 인하여 전자 제품의 냉각에 대한 관심이 고
조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대형 발전 시스템의 
열교환기나 열관리 시스템의 효율 극대화와 차세

대 냉매 제작에도 관심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현재까지의 열전달에 의한 냉각은 냉매의 물성치

와 냉각 장치의 형상 설계에 의존하여 왔으며, 열
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기술은 냉각 유체의 특성

보다는 설비 시스템의 형상 설계를 통해서 발전되

어 왔다. 그러나 최근 설비 시스템의 소형화와 고
집적화가 진행됨에 따라 설비 시스템 내부의 냉각 
및 열전달 시스템 역시 사이즈가 점차적으로 작아

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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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내부의 냉각 및 열전달 시스템의 형상 설
계에 의한 성능 향상의 한계를 가져올 수 밖에 없
다. 따라서 설비 시스템의 소형화에 따른 성능 향
상을 추구하기 위해서 설비 시스템 내의 냉각 및 
열전달 시스템의 형상 설계가 아닌 작동유체의 특
성 향상을 통해 설비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최근 열적 특성이 우수

한 나노유체가 차세대 작동유체로 조명 받고 있다. 
나노유체란 일반유체에 나노입자를 소량 첨가하여 
분산(Dispersion), 부유(Suspension)시켜 제작한 유체

이다. 이러한 나노유체는 기존의 수 밀리리터에서 
수 마이크로미터의 크기를 가지는 입자를 첨가한 
유체의 열적 특성과는 전혀 다른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6) 실험적으로 발견된 나
노유체의 열적 특성 중 대표적인 내용은 일반유체

의 부피에 대한 소량의 부피비를 가지는 나노입자

를 일반유체에 첨가하더라도 나노유체의 열전도도

가 10%정도 향상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

들은 나노유체가 새로운 형태의 열 수송 유체로 
대두될 것이라는 의견을 뒷받침 해주는 주된 연구 
결과이다.  

Fig.1 은 기존 연구자들에 의해 제시된 부피비 
변화에 따른 알루미나 (Al2O3) 나노유체의 열전도

도 실험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이다.(1~6) 알루미나  
나노입자는 물에 잘 분산되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

에 제작이 수월하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나
노입자이다. Fig.1 은 소량의 나노입자를 첨가한 나
노유체가 일반유체에 비해 우수한 열전도도를 지
니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1% 미만의 부
피비를 가지는 나노유체를 제작하는 경향이 많지

만 현재까지 부피비 1%미만의 알루미나 나노유체

의 열전도도는 보고되고 있지 않다. 특히, Das et 
al.(7)은 Toluene 을 기본유체로 하여 부피비가 
0.005%~0.011%되도록 금나노입자를 첨가하여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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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 Experimental results for Al2O3 nanoparticles                                      

suspended in basefluids 

든 금나노유체의 열전도도를 측정하였다. Das et 
al.(7) 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본유체에 금나노입

자를 0.005~0.011 Vol. % 첨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나노유체의 유효 열전도도는 기본유체의 유효 
열전도도에 비하여 3~14%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

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1%미만의 부피비를 가지

는 알루미나 나노유체의 유효 열전도도를 실험적

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그 결과를 이용하여 Das et 
al.(7)이 보고한 것처럼 1%미만의 부피비에서도 유
효 열전도도가 크게 상승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실험결과와 Jang and Choi model 의 
이론적 결과를 비교하고자 한다. 

2. 실험 장치 및 실험 방법 

2.1 실험 장치 및 실험 방법 
나노유체는 나노입자의 부피비가 0.01%, 0.02%, 

0.03%, 0.1%, 0.2%, 0.3%가 되도록 Deionized 
Water(DI Water)를 기본유체를 사용하여 Al2O3 나노

입자를 첨가하는 방식으로 제작하였고, 제작된 나
노유체는 입자가 잘 분산 되도록 제작 직후 초음

파 세척기에서 5~30 시간 동안 초음파에너지를 가
하여 주는 2 단계 방법(2 Step Method)를 사용하였

다. 알루미나(Al2O3) 나노입자는 Nanotechnologies
사에서 제조 되었으며 크기는 직경 30±5nm 이다. 
또한, 투과전자현미경(TEM)과 Malvern Instrument

사의 제타포텐셜 측정장치를 이용하여 유체 내 알
루미나 나노입자의 분산, 부유 특성을 살펴보았다.  

Fig.2 은 알루미나 나노유체의 유효 열전도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실험 장치를 나타낸 것이

다. 
본 연구에서는 나노유체의 유효 열전도도를 측

정하기 위하여 비정상 열선법을 이용한 장치를 고
안, 제작하였다. 비정상 열선법은 Fig.2 에서 보여 
지듯이 휘스톤브리지 회로를 이용하여 일정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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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2  Schematic of a transient hot wire apparatus  for 
measuring thermal conductivities of Al2O3- 
nanoflu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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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를 백금선에 가하게 되면 백금선 자체에 온도 
변화가 발생되어 온도에 따라서 변하는 저항은 다
시 백금선의 전압 변화를 발생시키게 된다. 즉, 실
험 장치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전압 변화는 백금

선의 저항-온도 관계를 이용하여 온도 변화로 표
현한 뒤 최종적으로 열전도도 측정 관계식에 적용

하여 열전도도를 구하는 방법이다. 이 비정상 열
선법은 측정 유체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대

류현상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Fig.2 의 휘스톤 
브리지회로에서 Rw 은 백금선의 저항이며, R1 은 5 
kΩ 저항기, R2 는 5kΩ  전위차계 그리고 R3 는 5Ω

저항기로 구성하였다. 실린더 내부에 Hot Wire 로 
사용된 Platinum Wire 는 OMEGA 사에서 제작되었

으며 직경이 50.8μm, 0℃에서 저항은 10.144Ω이다. 

이 백금선은 구리 지지대에 납땜으로 접합되어 실

린더 내부에 위치하게 되며, 길이는 210mm 이다. 

실린더에 사용된 재질은 Stainless Steel 가 사용되었

으며 이 실린더는 전해연마 가공을 하였다. 실린

더의 내경은 29.4mm, 길이는 240mm 그리고 실린

더 내의 체적은 150mL 이다. 
측정을 시작하기 전에 저항 R2 에 위치한 전위차

계(가변 저항기)를 이용하여 휘스톤 브리지회로 
전체의 초기 측정 저항을 0Ω으로 맞추게 되며 이 
휘스톤 브리지회로의 초기 저항의 오차는 최대 ±
0.05Ω이다. 교류전원공급기에서 회로에 공급되는 
전원은 On/Off 스위치를 이용하여 개폐하였으며 
이 때 사용된 교류전원공급기는 Agilent 사에 제작

되었으며 이 교류전원공급기에서 회로에 5V 의 전
원을 공급하였다. 이 공급 전원의 오차는 ±

0.001V 이다. 전원 공급기에서 공급된 전원에 의해 
백금선의 저항이 변화하고 이 저항 변화에 따른 
백금선의 시간에 따른 전압 변화는 Agilent 사에서 
제작된 Analog-to-Digital Converter(A/D)에 의하여 
측정되었다. Analog-to-Digital Converter(A/D)의
Resolution 은 3μV 이며, Sampling Rate 는 초당 25
번이다. 본 실험은 백금선이 외부 온도의 영향에 
따른 저항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측정은 상
시 21℃을 유지하는 인큐베이터에서 실시하였으며 
인큐베이터 내의 온도는 OMEGA 사에 제작된 T-
type 열전대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인큐베이터 
내의 온도 오차는 ±0.4℃이다. 
 
2.2 실험 장치 검증 실험 
실험 장치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물성치

가 잘 알려진 물을 이용하여 유효 열전도도를 측
정해 보았다. 열원 주위의 액체는 등방성이고, 그 
분포 범위가 무한대이며 국부적으로 열역학적 평
형 상태에 있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밀도는 높고 

일정한 압력으로 유지되었다. 따라서 백금선에서 
발생된 열은 일차원 전도에 의해서만 전달되며 복
사나 대류에 의한 열전달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며 식 (1)은 백금선의 저항과 온도 상관식

을 나타낸 것이다. 

2 1
2 1

0

1
α
∆ − ∆

− = w wR RT T
R

                    (1)

여기서, R0는 0℃의 백금선 저항이며, α는 백금선

의 Resistance Temperature Coefficient 이다. 이 값은 
각각 R0는 10.144Ω이며 α는 0.0039092/℃(8)이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Transient Hot Wire 장치를 이

용하여 21℃±0.4℃에서 측정한 물의 열전도도 을 
측정한 결과, Reference Date(9)와의 오차가 1%이내

로 잘 일치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부피비 0.1%의 알루미나 나노유

체의 분산, 부유 특성과 부피비 0.01~0.3%를 가지

는 알루미나 나노유체의 유효 열전도도를 비정상 
열선법을 이용하여 실험적으로 측정해 보았다. 

Fig.3 은 초음파에너지 적용시간에 따른 부피비

0.1%을 가지는 알루미나 나노유체의 제타포텐셜 
측정결과이다. 초음파에너지를 적용하지 않은 부

피비 0.1%의 알루미나 나노유체의 제타포텐셜은 
23mV 로 측정되었으며, 부피비 0.1%의 알루미나 
나노유체에 포함된 알루미나 입자를 초음파 에너

지로 5 시간 이상 가해주었을 경우 제타포텐셜이 
30mV 이상인 것으로 측정되었다. 제타포텐셜이 
30mV 이상인 경우 유체에 포함된 입자의 분산, 부
유 특성 은 안정되며, 60mV 이상인 경우, 아주 안
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20mV 이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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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nm 
 

Fig.4 Transmission electron micrograph of Al2O3-
nanofluids 

경우, 다소 불안정적이며 5mV 이하인 경우 나노입

자들이 안정적으로 분산, 부유되지 못하고 서로 
응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 따라서 본 연구

를 위해 제작된 나노유체에 포함된 알루미나 나노

입자의 분산, 부유 특성이 안정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Fig.4 를 통하여 나노유체에 포함

된 알루미나 나노입자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알루미나 나노유체의 유효 열전도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비정상 열선법을 이용하였

다. 식(2)는 비정상 열선법에서 사용되는 열전도도 
측정 상관식을 나타낸 것이다. 

2

2 1 1
ln

4 ( )
tqk

T T tπ
⎛ ⎞

= ⎜ ⎟− ⎝ ⎠
                      (2)

여기서, q 는 백금선에 가해지는 단위 길이당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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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 Effective thermal conductivities of Al2O3-nano  

fluids with low concentration from 0.01 vol. % to 
0.3 vol. % 

량, T2-T1 는 시간 t1 과 t2 사이의 백금선 온도 변화 
를 나타낸다. 또한, 식(3) 은 1%미만의 부피비를 
가지는 알루미나 나노유체의 유효 열전도도 측정

치의 물의 열전도도에 대한 퍼센트 향상율을 나타

내는 식이다.  

100eff water

water

k k
k
−⎛ ⎞

×⎜ ⎟
⎝ ⎠

                         (3)

여기서, keff 는 나노유체의 유효 열전도도, kwater 는 
물의 유효 열전도도를 나타낸다. Fig.5 은 비정상 
열선법을 이용하여 1%미만의 부피비를 가지는 알
루미나 나노유체의 유효 열전도도를 측정한 결과

이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알루미나 나노유체는 
0.01%, 0.02%, 0.03%, 0.1%, 0.2%, 0.3%의 부피비를 
가지며, 물의 유효 열전도도에 대한 알루미나 나
노유체의 유효 열전도도 최대 향상율은 부피비 
0.3%, 21℃에서 1.64%이며, 각각의 부피비에서 평
균 유효 열전도도 향상율은 0.18%, 0.23%, 0.29%, 
0.40%, 0.93%, 1.38%이다. 알루미나 나노유체의 부
피비가 증가할수록 유효 열전도도가 완만하게 증
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실험 결과의 경향

성은 부피비 0.005%~ 0.011%를 가지는 Toluene + 
Au 나노유체의 유효 열전도도가 부피비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Das et al(7)의 실
험 결과 경향성과 일치하지 않는다.  

나노유체의 유효 열전도도를 예측하기 위한 이
론적 모델인 Jang and Choi 모델(11) 를 이용하여 도
출된 이론적 결과와 비정상 열선법을 이용하여 실
험적으로 측정한 알루미나 나노유체의 유효 열전

도도를 비교하여 보았다. 
  Jang and Choi 모델(11) 은 나노유체의 유효 열전

도도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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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6 Comparing Experimental results with Jang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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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kBF는 기본유체의 유효 열전도도, kparticle은 
나노입자의 열전도도, β 는 단위 면적당 kapitza 
resistance 와 관련된 상수, f 는 나노입자의 체적 분

율, C1 은 비례상수( 1618 10× ), dBF 와 dnano 는 각각 
기본유체의 분자 직경, 나노입자의 직경, Re 는 
Reynolds number, Pr 은 Prandtl number 을 나타낸다. 
식(4)에서 오른쪽 첫 번째 항은 기본유체의 열전

도도를 나타내며, 두 번째 항은 나노입자의 열전

도도, 세 번째 항은 유체 속에 분산, 부유된 나노

입자의 브라운 운동에 기인한 나노유체의 열전도

도의 향상을 나타내는 항이다. Fig.6 은 Jang and 
Choi 모델과 실험적으로 측정된 알루미나 나노유

체의 유효 열전도도를 비교한 결과이다. Fig.6 에서 
보여지 듯이, 부피비 1%이상을 가진 알루미나 나
노유체의 유효 열전도도를 실험적으로 측정한 Lee 
et al(4)의 결과와 부피비 1%미만을 가지는 알루미

나 나노유체의 측정치가 Jang and Choi 모델과 1%
이내로 잘 일치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비정상 
열선법을 이용하여 실험적으로 측정된 부피비 1%
미만을 가지는 알루미나 나노유체의 유효 열전도

도가 유효함을 입증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본유체에 대한 나노입자의 부
피비가 0.01%, 0.02%, 0.03%, 0.1%, 0.2%, 0.3%가 되
도록 제작된 알루미나 나노유체의 유효 열전도도

를 비정상 열선법을 이용하여 실험적으로 측정하

였으며, 부피비 0.1%를 가지는 알루미나 나노유체

의 제타포텐셜을 측정하여 유체에 포함된 나노입

자의 분산, 부유 특성을 살펴 보았다.  
물의 유효 열전도도에 대한 알루미나 나노유체

의 유효 열전도도 최대 향상율은 부피비 0.3%, 
21℃에서 1.64%로 측정되었으며, 알루미나 나노유

체의 부피비에 따른 유효 열전도도 향상율은 Das 
et al(7)의 실험 결과 경향성과 잘 일치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노유체의 유효 열전도도를 예측하기 위
한 이론적 모델인 Jang and Choi 모델(11) 의 이론적 
결과와 본 연구의 실험적 측정 결과가 1%이내로 
잘 일치하였다.  
또한, 부피비 0.1%를 가지는 알루미나 나노유체

의 초음파 적용 시간에 따른 제타포텐셜 측정 결
과, 유체 속에 포함된 알루미나 나노입자의 분산, 
부유 특성은 초음파에너지를 5 시간이상 적용 한 
경우에 초음파에너지를 적용하지 않은 알루미나 

입자에 비하여 분산, 부유 특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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