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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회유동장에서 Al-Mg/물 마이크로 유동의 대류 열전달에 대한 실험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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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xperimental Study on the Convection heat Transfer of Al-Mg/water

Micro Fluid in a Circular Tube with Swi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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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past decades, extensive studies on convection heat transfer on internal flow have been

conducted by using high specific surface area, by increasing heat transfer coefficient and swirl flow, and

by improving the transport properties. In this study, we applied a tangential slot swirl generator to improve

heat transfer in a horizontal circular copper tube. The Al-Mg particles (approximately 100 µm to 130 µm)

were employed for this experimental work. The copper tube was heated uniformly by winding a heating

coil with a resistance of 9ohm per meter for heat transfer. Using Al-Mg particles, experiments were per-

formed in the Reynolds number range of 5,000 to 13,130, with and without swirl. Experimental data trans-

fers or comparisons between Nusselt numbers with and without swirl along the test tube and Reynolds

numbers are presented. The Nusselt number is improved by increasing Reynolds numbers or swirl inten-

sities along the test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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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과거 4반세기 동안, 선회유동은 기술적 및 학술적으

로 그 이용이 중요하여 광범위하게 연구되어왔다. 그

예로, 관내 유동에서 선회유동은 열전달을 증가시킬

수 있다. Saidur 등(1)은 나노유체의 응용과 문제점을

고찰하였고, 그들은 나노유동의 열전도율이 온도의 상

승과 함께 15%까지 증가함을 발견하였다. 주제에 대

한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나노유체에 대한 강화된

정확한 열전달 구조는 불분명하고, 더욱이 많은 문제

점은 확인되어야하고, 다른 이용에 대한 성공을 보증

하기위해 극복되어야한다. 

Ravikanth 등(2)은 열물리적 성질에 대한 나노유체의

온도 및 농도의 영향을 분석하였고, 열전도율이 적절

하게 증가될 동안, 나노입자의 추가는 점도를 현저하

게 증가시킴을 발견하였다. Zoubida 등(3)은 나노유체

의 자연 대류열전달을 연구하였고, 이들 유체들은 열

전달강화에 큰 잠재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응용에 적

합함을 결론지었다. 

강제대류 열전달 연구로서는, Mohammed 등(4)과

Sohel 등(5)은 나노유체의 대류열전달과 비등 열전달을

연구하였다. 

Mohammed 등(4)은 또한 스텝에서 단일 상의 다른

형태의 열전달 거동과 유체유동을 연구하였다. 그들은

Nusselt 수가 유체의 속도와 Prandtl 수 그리고 종횡비

의 증가와 함께 증가함을 알았다. Sohel 등(5)은 카본튜

브에서 나노유체의 비등 열전달을 연구하였고, 계면활

성제의 농도에 따라 비등 열 플럭스를 증가시킬 수 있

음을 발견하였다. 

이 분야에 선회유동을 이용한 연구로서, Govarthan

등(6)은 원형관에서 비틀림 테이프, 균일 열 플럭스

(uniform heat flux) 그리고 Fluent 6.326을 이용하여

층류상태에서 나노유체의 열전달을 시뮬레이션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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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열전달은 Re 수와 함께 증가하고 비틀림 율과 함

께 감소하였다. 

Adrian 등(7)은 진동이 있는 두 개의 T-교차점에서 마

이크로 유동의 선회유동 형태를 연구하였다. Svetlana

등(8)은 Al2O3 

나노입자를 이용하여 마찰계수와 열전달

계수를 계측하였고, 열전달계수는 입자가 없는 순수와

비교하여 33.51%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선회유동을 이용한 연구는 아주 적은 수

로 연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Al-

Mg입자를 이용하여 물과 함께 마이크로 유동을 만들

어 수평원통관에서 균일열유속(uniform heat flux) 상

태에서 열전달 특성을 연구하고자한다. 

2. 실험장치 

Fig. 1은 이 연구에 사용된 실험 장치를 나타내고, 실

험장치의 직경은 7.7 mm, 길이는 1,000 mm의 동관을

사용하였다. 테스트 튜브는 0.36 kW(120 v × 3 Amp)

의 균일 열 플럭스를 사용하고, 열선은 7mm간격으로

균일하게 테스트 튜브를 따라 감고, 열전대는 k-형을

설치하여 LaVIEW 32채널을 사용하여 온도를 계측하

였다. 

동작유체를 순환시키기 위해 분당 최대 1600cc의

순환 펌프를 사용하고 마이크로 유체의 열을 열교환기

에서 냉각하여 다시 재순환 시켰다. 실험 조건은 Table

1에서 나타낸다. 

2.1 선회발생기 및 내부 유동 검정

Fig. 2에서 선회발생기의 사진을 나타낸다. 25 mm

의 접선방향 구멍을 8열로 45도 간격으로 뚫어 가공하

였다. 선회발생기 헤드를 제외한 모든 부분은 스테인

리스 재료를 사용하였고, 선회발생기를 선회 챔버 내

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즉, 선회 발생기의

위치에 따라 선회강도를 조절할 수 있었다. Fig. 3에서

선회발생기 내에서 유동을 Fluent 6.326을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Fig. 3에서와 같이 선회 발생기의 접선방향 구멍

(tangential slot)를 통한 유동은 선회발생기 내에서 강

하게 회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선회발생기의 벽

근처에서는 아주 강한 유동을 보이고 중심부분에서는

약한 유동, 즉 부의 유동을 나타내고 있다. 

2.2 마이크로 입자의 열물리적 평가 

Al-Mg 마이크로 입자는 국내에서 생산 된 것으로

Fig. 1. Experimental Rig.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s

1 Room temperature 25oC

2 Partcles Al/Mg

3 Volume concentration 0.25%

4 Basic fluid Pure water

5 Heat flux 360 W/120 V

6 Thermocouples k-type

7 Test tube diameter 7.7 mm ID×1000 mm

8 Swirl generator Tangential slot

9 Re number 5,000~13,130

Fig. 2. Swirl generator.

Fig. 3. Velocity profiles at the entry and the swirl cha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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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는 100 µm~130 µm이고, 체적분율은 0.25%이다.

이 유동의 점도, 입자의 비열 그리고 열전도율은

VISCOMRETER (DV-II+Pro, BROOKFIELD),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er (DSC) (Q2000,

TAInstruments) 그리고 TPA-501 (Hot Disk Company,

Sweden)을 각각 사용하였다. 다음 식들은 마이크로 유

동의 상태량을 얻기 위해 사용된 관계식들이다. 

. (1)

, (2) 

, (3) 

, (4) 

Fig. 4에서 Al-Mg와 Al2O3의 비열을 계측한 결과를

나타낸다. 온도의 증가와 함께 두 입자 모두 비열이 증

가함을 나타낸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Al-Mg의 비열

은 30oC~85oC 사이의 값을 온도에 따라 사용하여, 위

의 식(1)~(4)에 기술한 식들에 대입하여 마이크로 유동

의 물리적 상태량을 계산하였다. 

3. 결과 토의

마이크로 유체온도 및 벽 온도는 테스트 튜브를 따

라 k 형 열전대를 이용하여 계측하여 다음 식(5)~(7)에

따라 열유속, 대류 열전달계수와 Nusselt 수를 계산하

였다. 

, (5)

, (6)

, (7)

이 식들에서 Q는 열유속, , cp 그리고 k는 각각 질

량유량과 정압비열 열전도율이다. 그리고 h와 Nu는 대

류열전달 계수와 Nusselt 수이다. 이 Nu를 Dittus-

Boelter 식(8)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 (8) 

Fig. 5에서 체적온도비(Tb/Tr)를 Re=5,000~13,130에

따라 비교하였다. 이 Fig. 5에서 Tr은 실내온도이다. 테

스트 튜브의 입구에서는 이 비가 0.3 정도의 큰 값을

보이나 Re 수가 증가할 수록 그 차이는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선회가 있는 체적온도는 비 선회유동

보다 7.3%~9.7% 높은 상태를 나타낸다. 이는 선회유

동의 강한 접선방향 속도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ρnf 1 ϕ–( )ρf ϕρf+=

µnf 1 2.5ϕ+( )µf=

knf

kbf

------
KP  + n 1–( )Kbf n 1–( )ϕ Kbf Kp–( )–

Kp n 1–( )Kbf ϕ Kbf Kp–( )+ +
-----------------------------------------------------------------------------=

Cpnf 1 ϕ–( )ρfCf ϕρpCp) ρ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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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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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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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

m
·

Nu 0.23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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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

Fig. 4. Specific heat of Al-Mg(MAB-60) and Al2O3 (AAL-

100S) particles.

Fig. 5. Bulk temperature distributions for Reynolds

numbers with and without swirl.

Fig. 6. Comparisons of Nusselt numbers without swirl

flow and the Dittus-Boelter eq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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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에서 선회가 없는 Al-Mg 마이크로 유동의

Nusselt 수를 Re=5,000~12000에서 Dittus-Boelter 식(8)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Al-Mg 마이크로 유동의 Nusselt 수

가 1.25%~3.7%의 높은 상태를 나타내었다. 이는 Al-Mg

마이크 입자의 열전도율에 관계된 것으로 생각 된다. 

Fig. 7에서 Al-Mg 마이크로 유동이 선회가 있는 경

우와 없는 경우의 Nusselt 수를 Re=5000~13,130에서

Dittus-Boelter 식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선회가 있는

경우의 Nusselt 수는 선회가 없는 경우보다 2.1% 그리

고 Dittus-Boelter 식의 결과 보다 6.2% 높았다. 이 특

징은 선회유동의 강한 접선방향 속도와 마찰계수에 관

계된 것으로 생각 된다. 그러나 선회가 있는 경우와 없

는 경우의 Nusselt 수가 2.1% 높은 것은 테스트 튜브

7.7 mm의 작은 관에서 선회가 빠르게 소멸된 것으로

생각 된다. 

Fig. 8에서 현재의 연구결과를 Syam(9)의 결과를

Re=10,000~13,000에서 비교 하였다. 현재의 연구의

Nusselt 수가 Syam(9)의 것보다 12.0% 정도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Syam(9)은 선회발생기로 비틀림 테이프

를 사용하였고, 현재의 연구는 접선방향 슬롯을 사용

하였다. 또한 Syam(9)은 Al2O3를 사용한 나노유체이

다. 이 두 유체의 열전도율, 선회 발생기 그리고 입자

의 크기 등에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4. 결 론

Al-Mg/물 마이크로 유동을 사용하여 균일 열유속에

서 k 형 열전대와 LaVIEW 32채널을 사용하여 벽온도

체적온도를 구하여 선회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Nusselt 수를 Dittus-Boelter 식의 결과와 비교하여 다

음의 결론을 얻었다. 

1. 선회가 있는 경우 Al-Mg/물 마이크로 유동의 체

적온도는 선회가 없는 경우보다 7.3%~9.7% 높았다. 

2. 선회가 없는 경우의 Al-Mg/물 마이크로 유동의

Nusselt 수는 Dittus-Boelter 식의 결과 보다 1.25%~

3.7% 높았다. 이는 Al-Mg 입자의 열전도율에 관련된 것

으로 생각 된다. 

3. 선회가 없는 경우의 Al-Mg/물 마이크로 유동의

Nusselt 수는 선회가 없는 경우보다 2.0%~2.7% 높았고,

Dittus-Boelter 식의 결과 보다 2.1%~6.2% 높았다. 이

특징은 선회유동의 강한 접선방향 속도와 마찰계수에

관계된 것으로 생각 된다.

4. 현재의 연구를 Syam 등(9)의 Nusselt 수와 비교하

여 12.0%정도 높았다. 이 차이는 이 두 유체의 열전도

도, 선회 발생기 그리고 입자의 크기 등에 관련된 것으

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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