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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화기법을 이용한 고정자장에서 이중원관내 자성유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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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연*·서이수
동아대학교 기계공학과,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 840, 604-714
(2013년 1월 2일 받음, 2012년 1월 21일 최종수정본 받음, 2013년 1월 22일 게재확정)
본 연구의 목적은 고정자장에서 이중원관내 인가자장의 방향 변화에 따른 자성유체의 열유동 특성에 관하여 실험적으로 연구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중원관 내부원관은 30 oC로 유지하고 외부원관은 25 oC로 유지하였으며, 자성유체가 담겨져 있는 중
앙관에 고정자장을 상하 좌우의 4방향으로 인가하였다. 인가자장은 영구자석 4개를 이용하여 이중원관 전체로 균일하게 인가하
였고, 이중원관내 자성유체는 인가자장의 방향에 따라 열유동 특성이 변화였다. 결과적으로 인가자장을 상측면에서 인가하였을
경우 중력의 영향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열확산이 이루어졌으며, 반대로 인가자장을 하측면에서 인가하였을 경우 외견상 중력에
자기 체적력이 추가되어 열확산이 촉진됨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고정자장, 가시화, 이중원관, 열유동, 자성유체

I. 서

론

뉴턴유체와 다른 자성유체의 인가자장에 따른 열전달 및 열
제어 특성에 관한 기초적인 연구에 국한되었으며, 인가자장의

자성유체는 금속의 강자성과 유체의 유동성을 겸비한 고액
혼상유체로 외견상 액상 자체가 자성을 가지도록 인공적으로

방향 변화에 따른 자성유체의 열전달 특성과 자연대류현상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

만들어졌으며, 자성유체는 1900년에 Benard가 유체의 열적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중원관에서 외부자장의 방향 변화

특성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면서 학문적으로 관심을 받게 되

에 따른 자성유체의 열-유동 특성을 실험적으로 고찰하였다.

었다. 1960년대 NASA의 Papell이 무중력 하에서 로케트의

또한, 자성유체의 열유동 특성을 고찰하기 위하여 이중원관

액체연료를 운반할 목적으로 제조한 것이 시초가 되었으며,

외부에 자장을 인가하였을 때 이중원관 내부에서 발생되는 열

이후 자성유체는 자기력에 반응하는 특수유체의 성질과 나노

전달 현상을 가시화 기법을 이용하여 고찰하였다.

크기의 미립자를 이용하는 나노유체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

II. 본

기 때문에 기계공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이 기대되었을 뿐

론

만 아니라 열과 유동을 제어해야 하는 열-유체분야에서도 다
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1]. Kim 등은 자성유체의 열전달 현

1. 실험장치

상에 관한 기초연구로 회전자를 갖는 분리형 히트파이프의 열

Fig. 1은 본 연구에서 제작한 실험 장치이며, 각 장치들의

전달 특성에 관하여 연구 하였고, Kim 등은 자성유체의

구체적인 사양을 Table I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Benard 유동에서의 열전달 특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2,

이중원관 형상은 Fig. 2에 나타내었다. 내부원관 직경은

3]. Park 등은 장방형 용기내 자성유체의 Benard 유동에 대

30 mm이고 외부원관 직경은 120 mm이며 자성유체가 채워져

하여 열 제어 특성에 관하여 연구하였으며, Kim 등은 회전

있는 중앙관 직경은 80 mm이다. 모든 관의 두께는 0.5 mm이

체를 이용한 자성유체 유동특성에 대하여 해석적으로 연구하

고 이중원관의 사양은 Table II에 나타내었다. 이중원관의 내부

였다[4, 5]. 이러한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원관과 외부원관을 순환하는 고온유체와 저온유체의 온도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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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침수전열기 2개를 사용하였고, 감온액
정시트(Temperature liquid crystal sheet)을 이용하여 이중원관
내에서 발생하는 열유동 현상을 가시화하였다. 감온액정시트의
− 26 −

− 27 −

≪연구논문≫ Journal of the Korean Magnetics Society Vol. 23, No. 1, February 2013
Table II. Specifications of concentric annuli.
Components

Specifications

Outer tube diameter (D1, mm)
Middle tube diameter (D2, mm)
Inner tube diameter (D3, mm)
Thickness (mm)
Horizontal length (mm)
(Inner tube)
Material
(Outer tube, Middle tube)

120
80
30
0.5
80
Copper
Stainless steel

Table III. Test conditions.
Components

Temperature (oC)

Ambient
Cold water
Hot water

20
25
30

Table IV. Properties of ferricolloid W-40 (20 oC).
Properties

W-40

Density, ρ (kg/m3)
Viscosity, η (Pa · s)
Dynamic viscosity, ν (m2/s)
Specific heat, Cp (kJ/kg K)
Thermal conductivity, κ (W/mK)

지하였으며, 외부원관의 저온유체는 25 oC로 유지하였다. 실험

Fig. 1. (Color online) Schematic diagram of the test set-up.

에 사용된 자성유체는 물 베이스의 W-40을 이용하였고, 중앙
관에 자성유체 800 g을 봉입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험

Table I. Specifications of test set-up.
Components

1.37 × 103−
1.06 × 10−2
7.78 × 10−6
3.032
4.343

Specifications

Water heater (kW)
1
225 × 400 × 180
Size of water tank (mm3)
Resolution of the measuring camera (mm)
18~55
Size of permanent magnet (mm3)
80 × 80 × 10
Intensity of permanent magnet (mT)
148
Amount of magnetic fluid (g)
800
100 × 100
Size of temperature liquid crystal sheet (mm2)

조건 및 자성유체의 물성치는 Tables III과 IV에 나타내었다.
2.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는 2개의 침수전열기를 이용하여 이중원관의
내부 및 외부관의 작동유체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였고,
평균 37 mT의 영구자석 4개를 이용하여 총 148 mT의 자장
을 이중원관 외부에서 상하좌우의 4 방향으로 인가하였다. 자
장 변화에 따른 자성유체의 열유동 특성은 감온액정시트를 이
용하여 시각적으로 측정하였으며, 고정밀 측정 카메라를 이용
하여 2분 간격으로 총 8분 동안 촬영 및 저장하였다. 촬영시
간이 8분 이상이 되면 감옥액정시트의 온도 변화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에서 자성유체의 열확산은 정
상상태가 되었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측정 카메라가 자장의

Fig. 2. (Color online) Configuration of the tested concentric annuli.

측정온도범위는 25 oC에서 30 oC이고 감온액정시트는 고온일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실험 장치로부터 1 m 이상 거리를 유지
하면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때 파랑색으로 나타내고 저온일 때 붉은색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외기온도가 감온액정시트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1. 자성유체의 특성

20 C로 유지하고 이중원관 내부원관의 고온유체는 30 C로 유

자성유체는 자장을 인가하지 않을 경우 뉴턴유체와 유사한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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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이유는 자성유체에 자장이 인가되
었을 때 인가자장에 따른 자기체적력의 영향으로 자연대류 및
등온선도 특성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즉 인가자장의 방향
과 중력 방향에 따라 고정자장에 의하여 발생되는 자기체적
력이 일종의 부력으로 작용하여 온도 차이에 따른 밀도차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
으로 인하여 자성유체의 자연대류 및 열유동 특성은 인가자
장의 방향에 따라 제어될 수 있다[6, 7].
2. 자장인가 방향에 따른 결과
Fig. 3은 이중원관의 수직방향인 상측면과 하측면에 자장을
인가하였을 경우의 자성유체의 거동을 나타낸다. 두 실험 결
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가자장의 방향과 열확산 진행 방향은
반대로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3(a)에서 보는 것

Fig. 4. (Color online) Experimental results using magnetic fluid
(Horizontal magnetic field).

처럼, 인가자장을 중력의 반대방향인 상측면에서 인가하였을
경우 뉴턴유체의 자연대류에서 중력의 영향이 감소하는 방향

행됨을 알 수 있었다. 즉 자장이 수평방향으로 인가하게 되

으로 열확산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인

면 수직방향으로 발생하는 부력(Buoyancy force)보다 인가자

가자장을 중력과 동일한 방향인 하측면에서 인가하였을 경우

장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자기 체적력의 좌측면과 우측면의 속

Fig. 3(b)에서 보는 것처럼 외견상 중력에 자기 체적력이 추

도 성분이 더 크게 증가 되어 자성유체의 열확산 방향이 변

가되어 열확산이 촉진됨을 알 수 있다.

화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수평방향으로 자장을 인

Fig. 4는 이중원관의 수평방향인 좌측면과 우측면에 자장을
인가하였을 경우의 자성유체의 거동을 나타낸다. 인가자장을

가하였을 경우 이중원관내의 자성유체의 자연대류 현상이 인
가자장의 방향과 반대로 발달됨을 알 수 있다.

수직방향에서 인가하였을 경우와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며, 수
평방향으로 자장을 인가하였을 경우에도 인가된 자장의 방향

3. 관 크기에 따른 자성유체의 특성

과 반대방향으로 자성유체의 열확산은 진행됨을 알 수 있다.

Fig. 5에서는 이중원관의 내부 직경 변화에 따른 자성유체

Fig. 4(a)에서 보는 것처럼, 자장을 우측면에서 인가하였을 경

의 열유동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Park의 연구결과와 비교

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성유체의 열확산은 좌측방향으로

하였다[8]. Park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이중원관과 동일한 형

진행되었고, Fig. 4(b)에서 보는 것처럼 자장을 좌측면에서 인

상을 사용하고 있으나 내부관 직경은 10 mm이고 외부관 직

가하였을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열확산은 우측으로 진

경은 50 mm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이중원관에 비하여 내부
원관 직경은 3배 작고, 외부원관 직경은 2.4배 작다. 또한 이
중원관내 자성유체의 실험 온도 범위는 20~25 oC로 본 연구
의 온도 범위보다 5 oC가 낮고 상하좌우 방향에서 평균 90 mT
의 자장을 인가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장강도에 비하여
58 mT가 작다. Fig. 5(a)는 이중원관의 하측면에서 자장을 인
가하였을 경우 자성유체의 열유동 특성을 비교한 결과이다.
내부원관의 고온영역에서 열이 발달되어 자장의 반대방향(위
쪽)으로 열확산이 되는 것은 Park의 실험결과에서도 동일하
게 확인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내부원관에서 발달되어
올라오는 고온플럼과 열확산 진행과정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으나, Park의 결과에서는 고온플럼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
았고 열확산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게 진행되었다. Fig. 5(b)
는 이중원관의 상측면에서 인가하였을 경우의 자성유체의 열

Fig. 3. (Color online) Experimental results using magnetic fluid
(Perpendicular magnetic field).

유동 특성을 비교한 결과이다. Park의 결과에서는 고온 플럼
이 아래로 천천히 확산되는 반면 본 연구에서는 고온 플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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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고정자장에서 이중원관내 인가자장의 방향
변화에 따른 자성유체의 열유동 특성에 관하여 실험적으로 고
찰하였고, 기존 연구자들의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관 크기 변
화에 따른 인가자장의 영향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이중원관내 자성유체의 열전달 특성은 인가자장의 방향
에 따라 변화였고, 관찰 시작 후 8분이 경과하면서 열전달
흐름은 정상상태가 되었다.
2. 이중원관의 내부원관을 고온으로 유지하고 하측면에서
자장을 인가하였을 경우, 자성유체의 열유동 현상은 자장을
인가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촉진되었고, 윗방향으로 자장을 인
가하였을 경우 자성유체의 열유동 현상은 억제되었다.
3. 이중원관의 직경변화는 자성유체의 열유동 특성에 영향
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고, 관 직경이 감소할수록 인가자장
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음을 알 수 있다.
Fig. 5. (Color online) Comparisons with the existed research results
(Park, 2002).

빠르게 확산되었고 상대적으로 넓게 확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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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Park의 연구에서는 고온 플럼이 하강하여 좌우 확산
이 본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느리게 이루어진 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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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mal-flow Characteristics of Magnetic Fluid for Concentric Annuli
Under Fixing Magnetic Field Using Visualization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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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is experimentally to investigate thermal-flow characteristics of the magnetic fluid for concentric annuli under externally
fixed magnetic fields using visualization technique. Temperatures of the inner tube and outer tube in the tested concentric annuli were
constantly maintained at both 30 oC and 25 oC and the middle tube was filled with the magnetic fluid. Magnetic field was uniformly
applied using 4 permanent magnets at 4 directions of the concentric annuli. As a result, the thermal-flow characteristics of the
magnetic fluid for concentric annuli could be controlled by directions of the external magnetic fields.
Keywords : fixed magnetic field, visualization technique, concentric annuli, thermal-flow, magnetic flui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