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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anofluids have been studied as possible alternatives for heat transfer fluid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heat exchangers. There are deviations of measured effective thermal conductivities between research-groups, 

and the mechanisms of the effective thermal conductivity enhancement of nanofluids are not confirmed yet. In 

this study, the effects of particle shape on the effective thermal conductivity enhancement are discussed and 

presented as a possible explanation of the deviations. The particle motion effect is found to be negligible for 

nanofluids of high aspect ratio cylindrical particles, which is believed to be important for nanofluids of 

spherical particles, while the percolation network formation and contact resistance play dominant roles in 

determining the effective thermal conductivity.     

기호설명 

A : 면적 (m2) 

CNT: 탄소나노튜브 

d : 직경 (m) 

dxi: CNT 내 주방향 유효 열전달 길이 (m) 

Fluid: 기저유체 

G: 열접촉 컨덕턴스 (W/m2K)  

k: 열전도도 (W/mK)  

Li: CNT 내 유효 열전달 길이 (m) 

M: 평행한 열전달 경로의 개수 (ea) 

N: 계의 길이 내 직렬연결 CNT 개수 (ea) 

Nc: 입자에 접촉하는 인근 입자의 개수 (ea) 

Vex: 베제체적 (m3) 

X: 계의 길이 (m) 

: 체적비 (-) 

 

1. 서 론 

최근 15 년간 나노입자를 기저유체에 부유시킨 

현탁액을 이용하여 열전도도 혹은 열전달계수를 

높이는 나노유체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하지만, 나노유체의 열물성 개선에 대한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나노유체 

열물성 향상에 대한 메커니즘을 최초로 분석한 

Keblinski 등
(1)
에서는 입자의 브라운 운동, 

입자표면 유체 분자의 결정층, 열전달 모드의 

변화, 입자의 군집화 등을 가능한 설명으로 

제시하였다. Keblinski 등
(1)
은 브라운 운동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하였으나, 

여러 연구자들이 그 효과에 대하여 연구 중에 

있다. 입자표면 유체 분자의 결정층 효과는 같은 

연구자들에 의해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2)
. 열전달 모드가 확산적 전달에서 

충돌적 전달 모드로 바뀌며 열전달의 효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입자 표면과 유체 

† 회원, 경희대학교 테크노공학대학 기계공학전공 

E-mail : jmkoo@khu.ac.kr 

TEL : (031)201-3834  FAX : (031)202-8106 

  * 경희대학교 테크노공학대학 기계공학전공 

2106



   

 

2 

사이의 접촉열저항 때문에 그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입자의 군집화의 경우, 입자 

사이에 존재하는 공극 효과에 의해 실제 들어간 

입자의 체적분율에 비하여 더 큰 체적분율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되었으나, 많은 

논문들에서 입자의 크기가 작고 나노유체의 

분산성이 좋은 경우가 더욱 열전도도가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 아직도 나노유체의 작동기전에 

대해서는 연구 초기 상태이다. 

나노유체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물리화학적인 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실험 및 

측정을 하지 못하여, 서로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보고된 나노유체의 열물성치 간에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나노유체의 안정성 및 열물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인자로는 입자상의 재료, 

입자표면 전하 및 입자표면 처리, 기저유체 내의 

이온농도, pH, 입자와 기저유체 사이의 접촉저항, 

계면활성제 종류, 입자상의 모양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특히, 입자 모양의 경우, 현탁액 내의 불안정한 

입자들이 충돌을 거치며 입자크기가 성장하며 

다양한 모양의 입자로 성장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입자모양을 결정하는 주요한 인자 중 

형상비의 영향과 접촉저항의 영향을 고찰하였다.   
 

2. 이론 

2.1 기존 모델 

Sastry 등(3)은 탄소나노튜브(CNT) 나노유체의 길

이, 접촉저항을 고려하여 유효열전도도를 예측하

는 모델을 식 (1)과 같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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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Sastry 등(3)은 CNT 등 입자가 초음파를 이

용하여 분산될 때, 1) 파단에 의해 길이가 짧아지

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고, 2) 한 입자에 접촉하는 

이웃 입자가 두 개로 일정하다고 가정하였다. 또

한, 식 (1)을 조사해보면 입자의 길이만 고려되고 

3) 입자 직경에 의한 열전도도에 영향을 무시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 배제체적과 접촉열저항  

Sastry 등(3)의 모델 가정 중 한 CNT 입자에 접

촉하는 입자의 수를 고려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

서는 배제체적(excluded volume)의 개념을 도입하

였다. 배제체적이란 어떤 동일한 두 입자가 접촉

하지 않게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체적을 의미한

다. 원통형의 경우 식 (2)와 같이 정리되며
(4)
,  

dLVex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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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배제체적에 입자의 수밀도를 곱하여 입자에 접촉

하는 인근 입자의 수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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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탄소나노튜브 사이의 접촉열저항의 역수인 접

촉열 컨덕턴스의 경우, Huxtable 등
(5)
과 

Shenogina 등
(6)
에 의하여 연구되었으며 그 값이 

12 MWm
-2
K
-1
 정도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2.3 새 모델  

기존 모델과는 달리 한 입자에 접촉하는 주위 입

자의 수를 고려하여 한 입자상에 접촉하는 인근 

입자의 접촉위치를 난수발생을 통해 전산모사하

여, 이 중 열전달 길이가 가장 긴 경우를 택하여 

유효한 열전달 경로로 취하여 식 (1)을 계산한다.  

자세한 계산과정은 Koo 등
(4)
을 참조하기 바란다. 

 
(a) 

 
(b) 

Fig. 1 Schematics of the thermal network: (a) thermal 

resistance network of the entire nanofluid, (b) the 

definitions of Li and dxi (Fig. 1 in Koo et al). 
 

2107



   

 

3 

3. 결과 및 고찰  

3.1 형상비가 큰 입자의 현탁액  

형상비가 큰 입자의 경우 매우 낮은 체적비에서

퍼컬레이션(percolation)이 일어난다. 퍼컬레이션이 

일어나는 체적비는 배제체적 내 존재하는 입자수 

Nc 와 2 를 비교하여 만일 2 보다 크면 퍼컬레이션

이 일어나는 것으로 2 보다 작으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형상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으며 형상비가 2000 일 경우, 체적비가 

0.03 %가 넘으면 퍼컬레이션이 발생하여 열이 쉽

게 전달될 수 있는 경로가 생성된다. 

입자의 형상비가 큰 경우, 매우 낮은 체적비에

서 입자간의 충돌을 무시할 수 없게 되어 농후

(concentrated) 영역에 속하여 희박(dilute) 영역을 

벋어나게 된다. 형상비가 2000 인 입자의 경우 체

적비가 0.04 %가 넘으면 농후 영역에 속하게 된다. 

이로부터 형상비가 큰 입자의 현탁액의 경우 입자

가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여 형상비가 1 에 가까

운 구형 입자에서 중요하다고 믿어지는 브라운 운

동 효과가 무시할 만 해진다. 

또한, 입자의 형상비가 큰 경우 입자의 방향이 

인접한 입자들의 방향에 영향을 받아 이방성이 존

재하게 되며 입자 형상비 2000 에 체적비가 

0.15 %이상인 경우 등방성의 성질을 가정할 수 없

다. 

 

3.2 입자 길이의 열전도도에의 영향  

Assael 등(7)은 탄소나노튜브 입자가 초음파 처리

시간에 따라 길이가 줄어드는 것을 보고하였다. 

Sastry 등(3)의 모델은 입자가 초음파에 의해 분산

이 되면서 입자가 파손되어 길이가 짧아질 수 있

는 것을 고려하지 않아 대부분의 실험조건에서 측

정된 열전도도보다 큰 값을 예측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초음파 처리 중 파손에 의한 입자 길이의 

단축을 고려하여 측정값, Sastry 등(3)의 모델과 비

교하였다. 

Fig. 2 는 입자의 체적비와 유효 열전도도와의 

관계를 보여준다. 측정값은 일반적으로 Sastry 등(3)

의 모델보다 낮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초음파에 

의한 파단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 모델을 개선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새 모델은 Sastry 등(3)의 모

델에서는 예측할 수 없었던 낮은 체적비에서의 비

선형적인 열전도도의 증가를 잘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 

 
(b) 

Fig. 2 Comparison of the model predictions of Sastry et 

al (2008) and the current study; comparisons 

with the experimental data of (a) Choi et al 

(2001), and (b) Xie et al (2003) and Liu et al 

(2005) (Fig. 3 in Koo et al). 

 

 
Fig. 3 The comparison of model predictions with 

experimental data (Fig. 7 in Koo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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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입자 형상비의 열전도도에의 영향  

Fig. 3 은 입자의 형상비가 현탁액의 유효 열전

도도에 주는 영향을 보이고 있다. Sastry 등(3)의 모

델에서는 입자 형상비에 따라 같은 유효 열전도도

를 예측하지만 새 모델은 입자 형상비가 높을수록 

더 높은 유효 열전도도를 갖는 것을 정확히 예측

하고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입자의 형상이 나노유체의 열전

도도에 주는 영향을 탄소나노튜브/탄소나노섬유 

현탁액의 경우를 들어 고찰하였다. 형상비가 큰 

입자의 나노유체의 경우 구형 혹은 형상비가 낮은 

나노유체의 유효 열전도도 개선 작동기전과는 전

혀 다른 작동기전임을 보였으며, 형상비가 큰 입

자의 나노유체의 유효열전도도를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여 실험데이터와 비교하였다.  

새로 개발된 CNT 나노유체 열전도도 모델은 입

자의 형상비, 길이, 접촉저항의 영향을 잘 나타내

며, 저 체적비 영역에서의 비선형적인 열전도도 

증가를 잘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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