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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열렌즈 효과를 이용한 나노 유체들의
광학적 열적 특성 측정

울 산 대 학 교  대 학 원
물 리 학 과

박 현 우

 본 연구에서는 열렌즈 효과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나노 유체들의 광학적 열적 특성
을 측정하였다. 사용한 나노 유체는 rhodamine 6G, 탄소나노튜브, 이산화바나듐 분
산액을 사용하였다.
 Rhodamine 6G의 경우 마이컬슨 간섭계를 구성하여 펌프레이저를 이용해 열렌즈 
효과를 주는 방법으로 발생된 간섭무늬의 위상 변화를 분석하여 굴절률, 온도변화, 레
일리 수를 구하였고, 탄소나노튜브와 이산화바나듐 분산액은 z-scan 실험 방법을 통
해 비선형 광학계수인 비선형 흡수계수와 비선형 굴절률을 측정하였다. 또한 열렌즈 
신호가 에너지 소멸 과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z-scan실험에서 시료의 위치를 고
정시킨 다음 열렌즈 신호를 측정하여 열확산도도 함께 구하였다. 
 마이켈슨 간섭계를 이용한 실험에서 펌프레이저의 세기가 38.2 mW와 77.0 mW일 
때 간섭무늬의 위상이 최대로 변하는 시간은 각각 0.80 s와 0.88 s로 측정되었으며 
이 시간동안 위상변화는 각각 3.14 ~ 12.56 rad과 6.25 ~ 25.12 rad이였으며 이 시

간동안 굴절률 변화는 각각 ×  ~ ×와 × ~ × 였고, 

온도변화가 0.20 ~ 0.81 K와 0.40 ~ 1.62 K일 때 레일리 수는 각각 × ~ 

×와 × ~ ×이였다.
 탄소나노튜브 분산액 실험은 농도에 중점을 두어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농도가 
9.99, 11.10, 16.65, 19.98 mM 일 때 비선형 흡수 계수는 각각 0.046, 0.051, 

0.136, 0.169 mW이고, 비선형 굴절률은 각각 0.20, 0.51, 1.25, 1.32× mW



이다. 이산화바나듐 분산액 실험은 온도에 중점을 두어 실험을 진행하였고, 상온에서

의 비선형 흡수계수와 비선형 굴절계수는 각각 0.0068 m/W, 3.56×  mW이다.
 열렌즈 신호를 이론값에 피팅하여 탄소나노튜브와 이산화바나듐 분산액의 열확산도 
역시 측정할 수 있었다. 탄소나노튜브 분산액의 경우 4가지 농도에서 의 변화가 미

세했는데 이것은 유동시료에서의 열렌즈 효과는 cell에 존재하는 간섭이나 대류현상
으로 인한 불균일성 때문에 가 짧아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료 농도에 

따른 변화가 미미하여 의 평균치를 측정한 결과 0.0078 s이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계산된 열확산도는 1.33× ms임을 확인하였다. 이산화바나듐 분산액의 경우 상
온에서 65 ℃까지 온도를 증가 시켰을 때 이산화바나듐 분산액의 열확산도는 

×에서 ×ms로 감소하였으나, 65 ℃에서 75 ℃로 온도를 증가 

시켰을 때 열확산도는 × ms로 증가하였다. 이 결과로부터 VO2 분산액의 
MIT현상이 확인되었다고 생각한다.
 본 실험으로 나노유체의 비선형 광학적 열적 특성은 농도, 온도, 용매, 초점으로부터
의 시료 위치 등의 영향을 많이 받음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실험 방법을 통해 다양한 
나노유체의 광학적 열적 특성을 측정하는데 사용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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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는 나노미터 크기의 미세영역 연구에서 미국특허건수 세계 3위, SCI 논문 
수 세계 4위 등을 기록 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나노연구 투자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
졌고, 제조업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나노 과학 기술은 전자, 정보통신, 의약, 소재 제
조공정, 환경 및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미래의 기술로 부각되고 있다. 나노 유체역학
은 분자 크기의 시스템을 다루는 과학적/공간적 연구 분야에 응용되며, 최근 그 중요
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또한 나노 수준의 시스템은 예전에는 다룰 수 없던 부분이 
많아 새로이 생겨나는 현상에 대한 관심도 증폭되고 있다.
 간섭계는 광원에서 나온 광파를 둘로 나누고 그 사이에 광로차를 준 후, 함께 간섭
시키는 2광선속 간섭계와 다수의 광파로 나눈 후 간섭시키는 다광 선속 간섭계로 분
류된다. 2광선속 간섭계에는 마이컬슨(Michelson) 간섭계 [1], 자맹(Jamin) 간섭계 [2], 
마하-젠더(Mach-Zehnder)[3] 간섭계가 있고, 패브리-페로(Fabry-Perot) 간섭계 [4]와 루
머-게르케판(Plates of Lummer-Gehrcke) [5]은 다광선속 간섭계이다. 간섭계는 보통 파
장의 측정, 길이의 정밀한 비교, 굴절률, 표면의 거칠기 등을 측정하는데 이용되며 기
존 연구들은 열확산도[6]를 측정하거나 열광학계수[7] 및 온도에 의존하는 굴절률 등
을 측정하는데 간섭계를 많이 사용해 왔다.
 최근에 광 정보처리 구현을 위해 비선형 광학 매질의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특히 비선형 굴절률(nonlinear refractive index)이나 비선형 흡수계수(nonlinear 

absorbtion coefficient)등과 같은 비선형 광학 상수는 빛에 반응하는 물질의 여러 비선
형 광학 현상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광학 물질의 비선형 광학적 특성은 z-scan 

방법에 의해 많이 측정되어지고 있다 [8,9].

 본 연구에서는 마이컬슨 간섭계를 구성하고 한 쪽의 거울 앞에 rhodamine 6G 분산
액을 두고 또 다른 광원으로 열을 가하여 열렌즈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고 변화하는 
간섭무늬를 관측하여 위상변화, 온도 변화, 굴절률 변화 그리고 액체시료의 온도 변화
에 따른 대류현상을 나타내는 레일리 수에 대해 분석하고, z-scan 방법을 이용해 열
렌즈 효과가 발생한 탄소나노튜브 분산액의 비선형 흡수 계수와 비선형 굴절률을 농
도에 따라 측정하였으며 여러 가지 광학적 특성을 관찰하였다. 같은 방법으로 상온에
서 이산화바나듐(VO2) 분산액의 비선형 흡수 계수와 비선형 굴절률을 구하고, 온도를 
변화시키면서 고체가 아닌 액체에서도 이산화바나듐의 특성인 MIT(Metal-insulator 

transition)현상이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열렌즈 신호를 이용하여 탄소나노튜브

와 이산화바나듐 분산액의 열확산도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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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 론

2-1. 나노유체 

 나노 크기의 입자를 기존 유체에 분산하는 기술은 아르곤 연구소의 최웅소박사에 의
하여 1990년대 중반 최초로 연구되었고, 나노입자가 분산된 유체를 나노유체
(nanofluid)라고 명명하였다. 나노유체의 도입 시 높은 열전도도로 인해 높은 열전달률
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현재 나노유체에서 목표로 하는 것은 최소한의 

나노입자 농도에서 열 특성을 최대한 향상 시키도록 하는 것이다[10].

액체 기반의 나노 유체는 ‘액체’를 기본으로 한 유체의 열 특성을 향상 시키는데 사
용된다. 열 전달 특성은 그 유체의 열전도도, 열확산도, 점도, 밀도, 비열등의 물리적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 열전도도나 열확산도는 열을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
이므로 이 측면에서 많은 실험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나노 유체는 전통적인 유체보다 
아주 낮은 입자 농도에서 매우 높고 강한 온도 의존 열전도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나노 유체의 많은 이용에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 이전의 문헌에 
따르면 산화물, 나노 튜브, 금속 및 탄화물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상이한 
유형의 나노입자가 존재한다 [11]. 최근 연구에서 나노유체의 특별한 이용은 엔진 냉
각, 태양열 물 난방, 전자장치 냉각, 발전기 효율 향상, 열교환장치의 열전달 효율 등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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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Rhodamine 6G

 로다민 6G는 고 형광성 로다민 계열 염료이고 레이저용 색소의 하나이다. 높은 흡수
율로 인해 형광 감지 프로브, 형광상관 분석법 및 ELISA(Enzyme-Linked Immunosorbe

nt Assay)와 같은 생명 공학 응용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12].
파장 560 ~ 600 nm인 적색을 띠며 그림 1을 보면 흡수 피크가 532 nm 부근에 있
으며, 에탄올이나 메탄올 등을 용매로 사용한다.

2-1-2. 탄소나노튜브

 탄소 나노튜브(carbon nanotube, CNT)는 육각형 벌집 모양의 원기둥 형태가 서로 연
결된 고분자 탄소동소체로서, 열전도도 및 기계적, 전기적 특성이 매우 특이하며, 특
히 다중 벽일 경우 3000 W·m ·K  , 단일 벽일 경우 6000 W·m ·K    정도로 매
우 높은 열전도도를 보인다 [13,14]. 이러한 특성을 가진 탄소 나노튜브 파우더를 사
용하여 만든 탄소 나노튜브 분산액의 비선형 광학계수, 투과율, 열확산도를 측정함으
로써 반도체나 조명등의 열전달 소자를 제작하거나, 광전도성과 비선형 광학 성질을 
이용하여 정보처리의 고속화 및 고밀도 소자의 제작에 이용하는 등 나노기술, 전기공
학, 광학 및 재료 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광학적 응용에 활용할 수 있다.

2-1-3. 이산화바나듐

 바나듐 원자는 V   , V   , V   , V  등 다양한 상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VO, 
VO, VO, VO  등 다양한 산화물로 존재한다. 이 중 이산화바나듐(vanadium 

dioxide, VO)은 V    이온 한 개와 O    이온 두 개가 결합하는 산화물이다. 1959년 
이산화바나듐에 MIT(metal-insulator transition) 특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한 이후로, 
이산화바나듐의 기본적인 물성과 상전이 메커니즘을 밝히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
행 되었고 [15], Mott [16]와 Ladd 등 [17]은 이산화바나듐 단결정에서 MIT특성을 보
고 하였다. 이산화바나듐은 온도, 압력 등이 변화함에 따라 결정구조가 변하여, 절연
체 혹은 반도체에서 금속으로 상전이가 일어나는 MIT 특성을 가진다. 상전이 온도인 
68 ℃부근에서, 단사성 결정구조에서 정방형 결정구조로 변화하며, 이러한 특성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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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온도센서, 정보기록매체, 열전이 필름 등으로 응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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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bsorption spectrum of Rhodamine 6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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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열렌즈 효과

 열렌즈 효과는 Gordon에 의해 레이저 공진기에서 투명 흡수체인 액체와 몇몇 고체

를 둠에 따라 발견되었고 [18], 열렌즈 효과가 발견된 이후로 레이저 검사 시스템에서 
열렌즈 효과가 중요한 역할을 함을 확인하고, 공기 중에서 열렌즈 효과의 기본이론을 
정립하기 위한 몇몇 노력들이 적용되었다 [19,20]. 반대로, 서로 다른 빔 단면과 조리
개 형태의 사용을 통해 대기 중에서 높은 강도 레이저 빔의 진행에서 열렌즈 효과를 
줄이기 위한 방법도 고안되었다 [19,20,21]. 본 연구에서 열렌즈 효과는 물질이 흡수
한 빛 에너지가 열로 방출되는 과정에서 주변의 온도구배가 형성되어 나타나는 현상
으로 물질의 굴절률 변화를 발생시킨다. 이는 마치 렌즈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광학적 
특성을 나타내며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물질의 농도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광학
적으로 투명한 매질의 온도 변화는 굴절률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가능하고 온도 변화
에 따른 위상 변화도 측정이 가능하다 [22]. 이러한 변화를 측정하는 방법은 간섭계를 
이용하는 것과 z-scan 등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림 2는 매질을 통과하는 빔의 열렌즈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2(a)는 매질이 
없는 경우 렌즈를 통과하는 빔의 경로를 나타낸 것으로, 매질이 없는 상태에서 굴절 
없이 진행하는 빔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2(b)와 (c)의 경우, 강한 세기의 레이저 빔
이 매질을 통과하면 매질을 가열하게 되어 빔에서 흡수된 열은 매질의 일부분의 온도
를 변화시킨다. 레이저 빔은 중심으로 갈수록 세기가 강해지므로 통과하는 빔의 중심
으로 갈수록 매질의 온도는 높아진다. 대부분의 매질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팽창하
게 되어 굴절률이 감소한다 [23].



- 7 -

Fig. 2. Schematic of thermal lens effect. (a) beam focusing and path in air, 

(b) negative thermal lens effect and (c) positive thermal lens effect by 

thermal absorption of me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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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열렌즈 신호
 
 그림 3은 시료의 위치가 변할 때 열렌즈 효과에 의해 변화하는 레이저빔의 세기를 
나타낸다. 신호는 열렌즈 효과에 의해 영향을 받고 결과적으로 시간에 따라 감소한다.  
열렌즈 신호 분석을 통해 시료의 열렌즈 효과와 광학적 특성을 이용하여 열적특성을 
구할 수 있다. 쵸퍼에 의해 발생한 시간적 변화와, 농도에 따른 열렌즈 신호를 분석
하며 또한 열렌즈 신호가 에너지의 소멸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열전달 
상수를 비롯한 관련 물리량 측정에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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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 of intensity according to nanofluid sample position due to thermal lens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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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열확산도

 열확산도는 비정상적인 열전도특성에 대한 물질의 고유 열물성이다. 단위 시간에 대
한 면적의 차원으로 표시되는 물질의 열과 관련된 특성으로서 먼 거리에서 열적 변화
가 얼마나 오래 걸려서 현 위치에서의 온도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가에 관한 물리량이
며, 열확산도는 온도 변화에 대하여 물질이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는지 나타낸다. 열확
산도는 2계 미분방정식의 계수로 존재하기 때문에 신호 변동 곡선의 곡률에 직접적으
로 연관이 있다. 시료에 레이저 빔이 통과하게 되면 주변의 온도 변화를 발생시키고 
이러한 온도 변화는 열전도에 의해 주위로 에너지를 잃으면서 확산된다. 즉, 나타나는 
그래프에서 보여지는 곡선의 기울기를 분석함으로써 열확산도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
다. 레이저빔의 세기 는 식 (1)과 같이 표현된다.

  




 

tan 





     


   

 











             (1)

여기서 는 식 (1)에 의해 주어진 정상 상태에 도달하기까지의 응답시간이다. 그림 4
에서의 시료가 고정된 위치에서의 열렌즈 신호를 식(1)의 피팅식을 사용하면 를 계
산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측정되는 열확산 신호의 구간에 대한 정확한 열확산도 값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식 (2)로부터 열확산도인 를 계산할 수 있다 [24]. 

 




                                   (2)

또한  
로 주어지는데 는 여기 레이저빔의 스팟 크기 이고, 는 시료 

위치에서 빔 반지름이다. 그리고   로 주어지는데 은 빔 허리와 시료 위치 

사이의 거리이고, 는 공 초점 거리이다. 또  



 는 빔이 시료를 통과할 때 

빔에 유도된 위상변화의 차이인데, 는 입사하는 빔의 세기, 는 시료의 흡수계수, 
는 탐사빔의 파장, 은 셀의 두께 그리고 는 열전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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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thermal lens signal at the fixed position of the sample and fitting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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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Z-scan 이론

  Z-scan 방법은 렌즈효과를 이용한 간단한 실험장치로 비선형 흡수와 비선형 굴절에 
의한 영향을 확인할 수 있으며 비선형 광학 계수(비선형 흡수계수, 비선형 굴절률)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다. Z-scan 방법은 그림 5와 같이 렌즈에 의해 집속된 빔의 초점 
앞뒤(z 방향)로 시료를 이동시키면서 광 검출기를 사용하여 시료를 투과한 빔의 세기
를 측정하여 비선형 흡수계수와 비선형 굴절률을 측정하고, 측정하여 규격화 시킨 곡
선으로부터 비선형 계수들의 크기와 부호를 구할 수 있다.  Z-scan 실험은 열린 구경
(open aperture) 실험과 닫힌 구경(closed aperture) 실험으로 이루어진다. 열린 구경 실
험으로는 비선형 흡수계수를 구하며 닫힌 구경 실험으로는 비선형 굴절률을 구한다 
[25]. 비선형 계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간섭계, 4광파 혼합법, 빔 왜곡 측정법 등과 
같이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비교적 복잡한 실험 장치와 세밀하고 정밀한 측정이 필요
하다. 이에 비해 z-scan 방법은 실험장치가 간단하지만 단일 빔을 사용하여 높은 정밀
도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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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Open aperture z-scan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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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비선형 흡수

 그림 5와 같이 열린 구경 실험에서는 광 검출기 앞에 구경을 두지 않고 시료를 투과
한 에너지를 측정하고 다음의 식(3)으로 정의되는 총 흡수율 α로 비선형 흡수 효과를 
설명한다.

                                    (3)

여기서 는 선형 흡수계수이고, 는 비선형 흡수계수, 는 초점에서의 레이저빔
의 세기이다. 빔의 진행 방향을 z축 방향으로 하고 렌즈의 초점 위치를 0으로 잡는
다. 이때는 모든 광속이 광 검출기에 입사하게 되어 비선형 흡수계수의 영향에 의해
서만 광 검출기의 광 입사량이 달라지게 된다. 이를 이용하여 비선형 흡수 계수를 구
할 수 있다. 투과율은 다음의 식 (4)로 나타낸다 [26,27].

   

log                                  (4)

이때 는 다음의 식 (5)로 주어진다.

   





                                (5)

여기서    exp 는 유효시료길이 이며   
는 레이저 빔의 회

절길이이다. 앞의 표현들에서 은 시료의 두께이고,   

log는 시료의 선형 

흡수계수이며, 는 빔 허리, 그리고 는 레이저 빔의 파장이다. 그림 6을 보면 비선
형 흡수 계수가 양인 시료는 초점으로 다가갈수록 빛의 세기가 커지므로 흡수율이 커
져서 투과율이 작아지게 되어 곡선이 아래로 향하고 초점에 대해 대칭적인 결과를 얻
는다. 반대로 비선형 흡수계수가 음인 시료는 초점 부근에서 곡선이 위로 향한 결과
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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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Open aperture z-scan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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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비선형 굴절

 그림 7과 같이 닫힌 구경 실험에서는 광 검출기 앞에 구경을 두고 투과한 레이저빔
의 에너지를 측정한다. 총 굴절률 은 다음 식(6)으로 정의한다.

                               (6)

시료를 z < 0인 위치에 두면 빛의 경로가 원래의 경우보다 더 퍼지게 되어 시료가 
없을 때 그림 5(a)처럼 초점 f가 멀어져 f´에 형성되고 구경에서의 빔이 덜 퍼지게 
되어 더 큰 에너지를 얻게 된다. 시료가 z > 0인 위치에 있으면 구경에서의 빔이 더
욱 퍼지게 되어 더 작은 에너지를 얻게 된다. 
 따라서 그림 8과 같이 시료를 레이저의 진행 방향(z)으로 이동시키며 광 검출기에서 
에너지를 측정하면 분산 곡선을 얻을 수 있다. 비선형 굴절률 가 양인 시료의 경우
에는 골-마루(valley-peak)형태의 분산 곡선이 나타나고, 음인 시료의 경우 마루-골
(peak-valley)형태의 분산 곡선이 나타난다.
 peak와 valley 사이의 투과율 간격 ∆    으로부터 다음의 식 (7)과 같이 비선형 굴
절률을 구할 수 있다 [28].

 

∆                                  (7)

∆는 빛이 시료를 통과할 때의 위상 변화이다. ∆는 식 ∆     ∆

를 이용하여 얻을 수 있고 는 선형 구경 투과율이고 식    exp 


 로 구

하며 여기서 는 구경의 반지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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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losed aperture z-scan technique. (a) at z < 0, (b) at z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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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losed aperture z-scan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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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마이컬슨 간섭계

 마이컬슨 간섭계는 A. Michelson이 고안한 2광선속 간섭계의 하나이고, 그림 9와 같
은 광학계에서 광원 S에서 나온 단색광은 렌즈 L에서 평행으로 되어 반투명 겨울 
M에서 둘로 나뉘어 한 쪽은 반사거울 M에서 반사되어 M로 돌아가고, 다른 한 쪽
은 M와 같은 두께의 보정기 C를 투과하여 M에서 반사되어 M로 돌아가고, M에
서 반사된 빛과 함께 렌즈 L에서 광원 S의 상을 맺는다. 이때 2개의 광속의 경로차
에 의해 동심원 모양의 간섭무늬가 생겨 M을 이동시키면 그 간섭무늬는 원의 중심
에서 솟아나거나 중심에 빨려 들어가는 것같이 이동한다. 이 이동한 무늬 개수로부터 
광원의 파장을 결정할 수 있고 간섭무늬의 선명도의 측정으로부터 스펙트럼선의 폭이
나 형상을 결정할 수 있다.
 마이컬슨 간섭계의 간섭무늬가 변하는 과정에서 간섭계의 두 팔을 지나온 빛의 위상
차 ∆는 식(8)로 정의한다.

∆ 

                               (8)

여기서 , 는 간섭무늬의 평면 좌표, 는 시간, 는 시료 셀의 두께이고 는 간섭계
의 광파장, 은 가열되었을 때의 굴절률, 는 가열되지 않은 상태의 굴절률이며 
    ∆으로 나타 낼 수 있고 식을 굴절률에 대한 식으로 변환하면 다음과 같
이 식 (9)로 나타낼 수 있다 [29,30].

∆ 

∆                                  (9)

실험적으로 위상차 ∆를 얻으면 식 (9)에 의해 굴절률 변화를 구할 수 있다. ∆을 
다시 온도와 관련된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  









                           (10)

여기서 는 시료온도 이며 는 온도에 따라 굴절률 변화를 나타내는 열광학계수
이다. 식 (10)은 3차원일 때의 식이고, 평면에서의 간섭무늬에서는 ∆의 표현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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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간단해진다.

∆  
 ∆                               (11)

식 (9)와 식 (11)을 이용하여 ∆를 구하고, 온도변화를 이용하여 레일리 수(Rayleigh 

number,  )을 구할 수 있다. 레일리 수는 액체에서 대류를 나타내는 수치이며 다음
과 같이 정의한다 [31].

  ∆                              (12)

여기서 는 중력가속도, 는 액체의 부피팽창계수, 은 뜨거운 중심과 주변의 차가운 
지점사이의 거리, 는 액체의 점성도, 는 액체의 열확산도이다. 레일리 수가 특정한 
값을 초과하면 대류가 발생하며 이때 전도보다는 대류에 의한 열 이동이 더 커진다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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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chematic of the Michelson interfer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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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실험 및 결과

3-1. 마이컬슨 간섭계를 이용한 실험

 액체에서의 열렌즈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마이컬슨 간섭계 장치를 그림 10과 같이 
구성하였다. 탐사레이저를 이용하여 마이컬슨 간섭계를 구성한 후 간섭무늬를 만들고 
액체시료가 들어있는 셀에 펌프레이저를 조사하여 열렌즈 효과를 발생시키고 편광판
으로 세기를 조절하며 변화하는 간섭무늬를 PC에 연결된 CCD카메라로 분석하였다. 
CCD카메라로 얻은 간섭무늬 변화를 0.01 s 간격으로 나누어 위상차를 구하고, 식 
(9)를 이용하여 얻어진 위상차로부터 굴절률 변화를 구하였다. 열광학계수인 와 
식 (11)을 이용하여 위상이 변할 때의 온도차를 구하고, 얻어진 온도차와 식 (12)를 
이용해 레일리 수를 구하였다. 탐사레이저로는 파장 633 nm, 세기 4.7 mW의 He-Ne 
레이저를 사용하고, 펌프레이저로는 파장 532 nm이며 최대 세기가 77.0 mW인 
Nd:YVO4 레이저를 사용하였다. 시료는 Rhodamine 6G를 에탄올에 분산시켜 농도가 
0.167 M가 되게 하였고, 액체 셀 크기는 10 mm × 2 mm × 40 mm가 되게 하였
다. 그림 1에 보이는 것처럼 Rhodamine 6G는 에탄올에서 용해되어 파장 560 ~ 600 
nm인 적색을 띠며 흡수 파장의 피크가 530 nm 부근에 있기 때문에 실험에서 펌프
레이저 파장을 532 nm로 이용하였다. 532 nm에서 몰당 흡수계수가 1.135 cm M

이다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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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Experimental set up for the measuremnet of thermal lens effect using 
interference  fri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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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a)와 (b)는 각각 펌프레이저의 세기가 38.2 mW와 77.0 mW일 때의 간섭무
늬의 변화이며 붉은 점선으로 표시된 원 내부에서 간섭무늬의 변화를 확인 할 수 있
고 열렌즈 효과에 의해 중심에 열이 집중되어 중심에서의 간섭무늬 간격이 매우 촘촘
함을 보여주고 있다. 간섭무늬의 위상이 최대로 변하는 시간은 각각 0.80 s와 0.88 s
로 측정되었으며 이 시간동안 위상변화는 각각 3.14 ~ 12.56 rad과 6.25 ~ 25.12 

rad이였으며 이 시간동안 식 (9)에 의해 계산된 굴절률 변화는 각각 ×  ~ 

× 와 ×  ~ × 였다. 본 연구와 유사한 기존의 열렌즈 효과 연
구에서는 633 nm의 파장과 30 mW의 세기를 가진 레이저로 이루어진 마하-젠더 간

섭계에서 액체시료의 굴절률 변화가  정도이며 [34], 본 연구에서의 액체시료의 

굴절률 변화가 정도이므로 열렌즈 효과가 충분히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Fig. 12 (a)와 (b)는 펌프레이저의 세기가 38.2 mW와 77.0 mW일 때의 시간이 지

남에 따라 간섭무늬의 위치가 변하는 것을 보여준다. 식 (11)을 이용해 온도 변화수치
를 계산하여 레일리 수를 구하였으며, 파장이 633 nm일 때 에탄올에서 열광학계수는 

≅× K-1이다 [35]. 온도변화가 0.20 ~ 0.81 K와 0.40 ~ 1.62 K일 때 

식 (12)를 이용하여 계산된 레일리 수는 각각 × ~ ×와 × ~ 

×이였다. 이때 와 ,   그리고  값으로는 각각 ×  K-1, 

×  m2s-1, ×  m3, ×  m2s-1을 대입하였다 [30]. 위상이 변하는 
도중에도 직선으로 표시된 바와 같이 간섭무늬가 점점 위쪽으로 올라가는 대류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간섭무늬이 이동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의 시간은 각각 

4.10 s와 2.98 s이다. 대류가 발생하는 보통 임계 레일리 수는 이고 이상일 때 
난류가 발생하게 된다. 유체에서 대류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열렌즈의 변위를 일으키
는 부력이 점성도와 열확산의 크기보다 커야 한다 [36]. 대류현상은 위상이 변하는 동
안 계속해서 발생하지만 위상변화가 끝나는 시간인 0.80 s와 0.88 s이후에 뚜렷하게 

나타났다.

 표 1과 표 2는 펌프레이저의 세기가 각각 38.2 mW와 77.0 mW일 때 실험을 통해 

얻은 수치적인 값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며 오차범위는 ∆ 경우 ±×  rad, ∆

은 ±, ∆는 ± K이며 보다 정밀한 실험을 위해서는 패브리-페로 간섭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두 개의 결과표 모두 위상변화가 커짐에 따라 굴절률 변화와 
온도 변화가 커졌으며 레일리 수 역시 커졌다. 본 측정결과를 광선의 파장과 시료가 
다른 유사한 방법으로 측정된 기존연구 결과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굴절
률 변화, 온도변화 그리고 레일리 수 등의 범위가 유사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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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수 있었다 [30]. 보통 레일리 수는 임계값 정도를 가지며 ×부근에서 규

칙성을 잃고 불규칙적인 대류가 일어나며, 이상에서는 완전히 난류가 된다. 임계값 
아래에서는 흐름이 정지하여 대류가 생기지 않는다. 임계값을 넘으면 이른바 베나드 
대류(Benard convection)라고도 하는 규칙적인 자연대류(free convection)가 일어난다 
[37]. 대부분의 열렌즈 효과 연구는 그림 2와 같은 장치에서 발생하는 레이저 빔의 
굴절에 의한 광세기 변화를 측정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마이컬슨 간섭계를 이용하여 
굴절률변화 뿐만 아니라 온도구배에 따른 액체시료의 대류도 동시에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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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b)

Fig. 12. The movement of the interference fringe by convection effect, when the laser 
intensity is (a) 38.2 mW, (b) 77.0 mW.

(b)

Fig. 11. (a) Variation of interference fringe when pump laser intensity is (a) 38.2 mW, 
(b) 77.0 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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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Numerical results of experimental measurement when the intensity of pump 

beam is 38.2 mW.

Table 2. Numerical results of experimental measurement when the intensity of pump 

beam is 77.0 mW.

∆

(± ×  rad)
∆

(×  ± )
∆

(±  K)


(×)

6.25 1.58 0.40 4.79

12.56 3.16 0.81 9.63

18.84 4.74 1.21 14.45

25.12 6.33 1.62 19.26

∆

(± ×  rad)
∆

(×  ± )
∆

(±  K)


(×)

3.14 0.79 0.20 2.41

6.28 1.58 0.40 4.81

11.49 2.89 0.74 8.81

12.56 3.16 0.81 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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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Z-scan을 이용한 실험

 그림 13은 비선형 광학계수를 측정하기 위한 z-scan을 이용하는 실험 장치도이다. 먼
저 그림 13의 장치도에서 빔의 파장이 532 nm이며 세기가 20 mW인 DPSS 레이저
(Laserquantum,  model : venture532)와 온도 컨트롤러, 광검출기(Thorlabs, PDA36A-EC 
350 – 1100 nm), 쵸퍼를 사용하여 90 Hz로 설정하고 단일 빔 z-scan 실험을 하였
다. 실험에 사용된 가우시안 빔은 초점거리 4 cm인 렌즈에 의해 집속되었고, 스테이
지 위의 렌즈의 초점에 시료를 두고 조리개를 사용하지 않고 열린 구경 실험을 진행
하여 비선형 흡수 계수를 측정하고, 조리개를 사용하여 닫힌 구경 실험을 통해 비선
형 굴절률을 측정하였다. 빔의 진행방향인 z-축으로 1 mm씩 이동시키며 신호를 측
정하였다.
 그림 13의 실험장치에서 시료의 위치를 고정시키고 상온에서 탄소나노튜브 분산액의
열확산도를 측정하고, 이산화바나듐 분산액으로는 온도조절기를 이용해서 액체에서의 
MIT현상을 알아보기 위해 상온에서 75 ℃까지 온도를 올려가며 열확산도를 측정하였
다.
 시료는 증류수에 3000 l에 1.5 M 다중벽 탄소 나노튜브 파우더를 분산시켜 시료를 
제작하고, 1 cm × 1 cm × 4 cm의 셀에 담아 농도에 따른 신호를 측정하였다. 또 
SEM으로 크기를 조사한 결과 50 nm 크기의 상용 구형 이산화바나듐 파우더를 에틸
렌글리콜에 분산시켜 0.03 %의 분산액을 만들고 같은 크기의 셀에 넣어 실험을 진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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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Experimental set up of z-scan method using thermal lens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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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탄소나노튜브 분산액

 열린 구경과 닫힌 구경 z-scan 방법을 통해 비선형 흡수 계수  및 비선형 굴절률 

를 구하였다.

  그림 14와 그림 15는 각각 열린 구경과 닫힌 구경 z-scan 실험에서 탄소 나노 튜
브 분산액의 농도와 초점과의 거리에 따른 투과율과 투과도 차이를 보여준다. 탄소 
나노 튜브는 양의 흡수계수와 음의 굴절 계수를 가진다 [38]. 양의 흡수계수 일 때 열
린 구경 실험에서는 투과율 곡선이 아래로 형성되고, 닫힌 구경 실험에서는 초점거리 
앞에서 peak가 형성된다. 반대부호의 경우에는 곡선형태 역시 반대로 형성된다.
  그림 14에 나타난 열린 구경 실험에서는 z = 0를 중심으로 투과율 곡선이 아래로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고, 초점과의 거리에 따라 투과율이 변화하고, 농도가 증가할수
록 투과율이 작아지고, 폭이 넓어졌으며, 선형 흡수계수가 증가 하고, 유효시료길이인 
가 감소하고, 이 커졌다. 이 결과를 식 (3)에 대입하여 구한 비선형 흡수 계수는 

농도가 9.99, 11.10, 16.65, 19.98 mM 일 때 각각 0.046, 0.051, 0.136, 0.169 
mW이였다.  
  그림 15에 나타난 닫힌 구경 실험에서는 투과도 차이(∆ )가 관측된다. 농도가 

증가할수록 peak-valley의 변화가 커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시료의 위치가 레이저 빔의 
허리보다 앞쪽에 있을 때 peak가 관측되고 뒤쪽에 있을 때 valley가 관측되었다. 이 
결과를 식 (7)에 대입하여 비선형 굴절률을 계산하였다. Fig. 4를 보면 초점거리 전후
로 투과도가 대칭이 되지 않는데 이것은 유효 위상 변화 ∆가 큰 경우에는 투과도
의 대칭성이 깨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닫힌 구경 실험은 비선형 굴절 및 비선형 흡수
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닫힌 구경 투과도에 대응하는 열린 구경 투과율로 나누어 이 
둘의 효과를 분리 시켜서 순수한 를 구할 수 있다 [28].

 표 3은 식 (3), (4), (5)을 이용하여 비선형 흡수계수를 계산하기 위한 열린 구경 실
험의 광학계수이고, 표 4는 식 (7)를 이용하여 비선형 굴절계수를 계산하기 위한 열린 
구경 실험의 광학계수들을 각각 농도에 따라 표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16은 시료 위치가 고정된 상태에서 구한 탄소 나노 튜브 분산액의 열렌즈 신호
이다. 시료의 열렌즈 효과와 광학적 특성을 이용하여 열적특성을 구할 수 있다. 
Chopper에 의하여 발생한 시간적 변화와, 농도에 따른 열렌즈 신호를 분석하고 식 (1)
과 (2)를 이용하여 열확산도를 구하였다. 또한 열렌즈 신호가 에너지의 소멸과정을 포
함하고 있으므로 열전달 상수를 비롯한 관련 물리량 측정에 이용될 수 있다. 
 식 (1)을 이용하여 그림 16의 열렌즈 신호를 그림 17처럼 정상상태에 도달하는 짧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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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구간에서 피팅하게 되면 응답시간 를 구할 수 있다. 4가지 농도에서 의 변화

가 미세했는데 이것은 유동시료의 열렌즈 효과는 cell에 존재하는 간섭이나 대류현상
으로 인한 불균일성 때문에 가 짧아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료 농도에 

따른 변화가 미미하여 의 평균치를 측정한 결과 0.0078 s이였으며, 이를 식(2)에 대

입하여 구한 열확산도는 1.33× ms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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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Transmittance change through open aperture experiment according to sample position 
and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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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Transmittance change through close aperture experiment according to sample position 
and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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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centration

(mM)

Effective 
thickness
 (cm)



Linear Absorption 
coefficient

(cm )

Nonlinear 
Absorption 
coefficient
 (mW)

9.99 0.9776 0.228 0.0453 0.046
11.10 0.9756 0.251 0.0495 0.051
16.65 0.9457 0.646 0.1127 0.136
19.98 0.9377 0.796 0.1332 0.169

Table 3. Optical coefficient and nonlinear absorption coefficients measured through 

open aperture experiment.

Samples 
concentration

(mM)

Between peak and 
valley of 

transmission
∆ 

Phase distortion
∆

Nonlinear refractive 
index

  (×mW)

9.99 0.875 2.3959 0.20
11.10 2.16 5.9145 0.51
16.65 5.13 14.0471 1.25
19.98 5.36 14.6769 1.32

Table 4. Optical coefficient and the nonlinear refractive index measured through the 

close aperture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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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Thermal lens effect signal.



- 36 -

Fig. 17. Fitting of the data using Eq. (1) with thermal lens effect sig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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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이산화바나듐 분산액

 열린 구경과 닫힌 구경 z-scan 방법을 통해 이산화바나듐(VO2)을 에틸렌글리콜에 분
산시킨 시료의 비선형 흡수계수  및 비선형 굴절률 를 구하였다.

 그림 18과 그림 19는 각각 열린 구경과 닫힌 구경 z-scan 실험에서 이산화바나듐 분
산액의 초점 거리에 따른 투과율과 투과도 차이를 보여준다. 그림 18에 나타난 열린 
구경 실험에서는 z = 0을 중심으로 투과율 곡선이 아래로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고, 
초점과의 거리에 따라 투과율이 변화하였다. 이 결과를 식 (5)에 대입하여 구한 비선
형 흡수 계수는 0.0068 m/W이다.
 그림 19에 나타난 닫힌 구경 실험에서는 투과도 차이(∆ )가 관측된다. 시료의 

위치가 레이저 빔의 허리보다 앞쪽에 있을 때 마루 형태의 곡선이 관측되고 뒤쪽에 
있을 때 골 형태의 곡선이 관측되었다. 이 결과를 식 (7)에 대입하여 구한 비선형 굴

절률은 3.56×  mW이다.
 그림 4는 시료 위치가 고정된 상태에서 구한 이산화바나듐 분산액의 열렌즈 신호이
다. 시료의 열렌즈 효과와 광학적 특성을 이용하여 열적특성을 구할 수 있다. 식 (1)
을 이용하여 그림 4의 열렌즈 신호를  정상상태에 도달하는 짧은 시간 구간에서 피팅
하게 되면 응답시간 를 구할 수 있다. 

이산화바나듐 나노 유체의 열확산도가 온도에 따라 변화하는 주된 원인이 이산화바나
듐의 상전이 때문이라 가정하여 식 (1)에 대입한 열전도도 k는 이산화바나듐 벌크의 
문헌 값이다 [39].
 그림 20은 온도변화에 따른 이산화바나듐 분산액과 LFA(Laser Flash Analysis)방법으
로 측정된 순수한 에틸렌글리콜의 열확산도를 보여준다. 그림 4의 에틸렌글리콜의 열
확산도는 문헌값과 비교해서 오차는 ±이내이다 [40]. 일반적으로 나노유체의 용매
는 증류수이지만 화학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에틸렌글리콜을 용매
로 사용하였다. 상온에서 65 ℃까지 온도를 증가 시켰을 때 이산화바나듐 분산액의 

열확산도는 × 에서 × ms로 감소하였고, 65 ℃에서 75 ℃로 온

도를 증가 시켰을 때 열확산도는 × ms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온도변화 중
에 순수한 에틸렌글리콜의 열확산도는 상온에 비해 조금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보아 이산화바나듐 분산액의 열확산도 변화는 이산화바나듐이 열확산에 큰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특정 온도에서의 열확산도 변화는 이산화바나듐의 MIT현상
에 의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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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Transmittance change through open aperture experiment according to sample 

position.



- 39 -

Fig. 19. Transmittance change through closed aperture experiment according to 

sample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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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Changes in thermal diffusivity of pure ethylene glycol and vanadium dioxide 

dispersion.



- 41 -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비선형 광학계수와 열확산도 측정을 위해 마이컬슨 간섭계와 z-scan 
실험방법을 구성하였다. 먼저 마이컬슨 간섭계를 구성하고 에탄올에 Rhodamine 6G를 
분산시킨 시료를 거울 앞에 두고 시료에 세기를 달리한 레이저를 조사하여 열렌즈 효
과가 발생했을 때 간섭무늬 변화를 관측하였다. 레이저 세기에 따라 열렌즈 효과가 
발생 했을 때 간섭무늬의 위상의 변화와 대류현상을 확인하고, 위상변화를 통해 굴절
률변화, 온도변화를 구할 수 있었고, 온도차를 이용해 레일리 수를 구할 수 있었다. 
펌프레이저의 세기가 38.2 mW와 77.0 mW일 때 간섭무늬의 위상이 최대로 변하는 
시간은 각각 0.80 s와 0.88 s로 측정되었으며 이 시간동안 위상변화는 각각 3.14 ~ 

12.56 rad과 6.25 ~ 25.12 rad이였으며 이 시간동안 굴절률 변화는 각각 ×  

~ × 와 ×  ~ ×였고, 온도변화가 0.20 ~ 0.81 K와 0.40 ~ 

1.62 K일 때 레일리 수는 각각 × ~ ×와 × ~ ×이었
다.
 또 z-scan 방법을 이용하여 탄소나노튜브 분산액의 농도에 따른 비선형 광학적 특성
과 열확산도를 확인하고, 이산화바나듐 분산액의 상온에서의 비선형 광학적 계수와 
온도변화에 따른 열확산도를 측정하였다. Z-scan 측정법은 열렌즈 신호를 시간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열렌즈 효과의 측정뿐만 아니라, 열렌즈 신호가 에너지의 소멸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열전달 상수를 비롯한 관련 물리량 측정에 응용될 수 있다. 단일 
빔으로 열린 구경과 닫힌 구경 z-scan 방법을 이용하여 투과율 및 투과도 차이를 측정
하여 비선형 흡수 계수와, 비선형 굴절 계수를 구하였다. 탄소나노튜브 분산액 실험은 
농도에 중점을 두어 진행하였는데, 농도가 9.99, 11.10, 16.65, 19.98 mM 일 때 비
선형 흡수 계수는 각각 0.046, 0.051, 0.136, 0.169 mW이고, 비선형 굴절 계수는 

각각 0.20, 0.51, 1.25, 1.32× mW이다. 이산화바나듐 분산액 실험은 온도에 
중점을 두어 진행하였고, 상온에서의 비선형 흡수계수와 비선형 굴절계수는 각각 

0.0068 m/W, 3.56×  mW이다. 탄소나노튜브와 이산화바나듐 분산액의 얻어진 
비선형 광학적 계수를 비교하면 이산화바나듐 분산액의 광학적 계수들이 낮게 측정되
었는데 이는 재료 구조, 농도 및 특성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열렌즈 신호와 신호의 피팅을 통해 탄소나노튜브와 이산화바나듐 분산액의 열확산도 
역시 측정할 수 있었다. 탄소나노튜브 분산액의 경우 4가지 농도에서 의 변화가 미

세했는데 이것은 유동시료의 열렌즈 효과는 cell에 존재하는 간섭이나 대류현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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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불균일성 때문에 가 짧아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료 농도에 따른 

변화가 미미하여 의 평균치를 측정한 결과 0.0078 s이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계산

된 열확산도는 1.33× ms임을 확인하였다. 이산화바나듐 분산액의 경우 상온에

서 65 ℃까지 온도를 증가시켰을 때 이산화바나듐 분산액의 열확산도는 × 

에서 ×ms로 감소하였고, 65 ℃에서 75 ℃로 온도를 증가시켰을 때 열확

산도는 ×ms로 증가하였다. 사용된 용매인 에틸렌글리콜은 온도가 증가함
에 따라 열확산도가 상온에 비해 조금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에틸렌글리콜이 
분산액의 열확산도 변화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산화바나
듐 분산액의 열확산도 변화는 이산화바나듐이 열확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
인하였다. 이산화바나듐의 가장 큰 특징인 MIT현상을 고체뿐만 아니라 액체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실험으로 나노유체의 비선형 광학적 열적 특성은 농도, 온도, 용매, 초점거리에서
의 시료의 위치 등의 영향을 많이 받음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실험 방법을 통해 다양
한 나노유체의 광학적 열적 특성을 측정하는데 사용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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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summary

Measurement of Optical and Thermal Properties of Nanofluids Using 

Thermal Lens Effect

Hyun Woo Park

Department of Physics, University of Ulsan 44610, Korea

 In this study, the optical and thermal properties of various nanofluids were measured 

using the thermal lens effect. The used nanofluids were rhodamine 6G, carbon 

nanotubes, and vanadium dioxide each dispersed in liquid.

 In the case of Rhodamine 6G, the refractive index, temperature change, and Rayleigh 

number were obtained by analyzing the phase change of the interference fringe 

generated by  causing the thermal lens effect using a pump laser in the composed 

Michelson Interferometer. The nonlinear optical coefficients such as nonlinear absorption 

coefficients and nonlinear refractive indices of carbon nanotube and vanadium dioxide 

dispersion were measured by the z-scan method. In addition, because the thermal lens 

signal includes the energy extinction process, the thermal diffusivity was also obtained 

through the measurement of thermal lens signal with fixing the sample position in the 

z-scan experiment.  

 In the experiments using the Michelson Interferometer, when the pump lasers were 

38.2 mW and 77.0 mW, the peak transition times of the interference fringes were 

measured as 0.80 s and 0.88 s, respectively. From 0 s  till to these times, the phase 

changes from 3.13~12.56 rad and 6.25 to 25.12 rad, respectively and the refractive 

index changes from ×  to ×  and from ×  to × , 

respectively. Also, when the temperature variation were 0.20 to 0.81 K and 0.40 to 1.62 

K, the Rayleigh numbers were changed from × to × and from 

× to ×, respectively.  

 The experiments using carbon nanotube dispersion were conducted with a focus on the 

concentration. When the concentrations were 9.99, 11.10, 16.65, and 19.98 mM, the 

nonlinear absorption coefficients were 0.046, 0.051, 0.136, and 0.169 mW,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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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nonlinear refractive indices were 0.20, 0.51, 1.25 and 1.32×mW 

respectively. The experiments using vanadium dioxide dispersion were conducted with an 

emphasis on temperature, and the nonlinear absorption coefficient and nonlinear 

refractive index at room temperature were 0.0068 mW and 3.56×  mW, 

respectively.

 The thermal diffusivity of carbon nanotube dispersion and vanadium dioxide dispersion 

could also be measured by fitting the thermal lens signal to theoretical value. In the 

case of carbon nanotube dispersion the changes in the four concentrations were minute 

because the thermal lens effect of the flowing sample is characterized by shortening due 

to non-uniformity due to interference or convection in the cell. The change in sample 

concentration was insignificant, and the average value of  was 0.0078 s. The 

calculated thermal diffusivity was 1.33× ms. In the case of the vanadium dioxide 

dispersion, the thermal diffusivity decreased from × to ×ms 

when the temperature was increased from room temperature to 65 ℃. However, it 

increased to × ms when the temperature increased from 65 ℃ to 75 ℃. 

From this result, the MIT(metal-insulator transition) phenomenon of VO2 dispersion was 

thought to be identified. 

 In this experiment, it was confirmed that the nonlinear optical and thermal properties 

of nanofluids were greatly influenced by concentration, temperature, solvent, and position 

of sample from the focal point. This experimental method can be used to measure the 

optical and thermal properties of various nanoflu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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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 그것이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의 인생의 선배이자 후원자이고 못난 아들을 위해 고생하시고, 믿어주시고 묵묵히 
응원해주시는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제멋대로인 아들인데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이 다음도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제는 새로운 시작을 하려합니다. 지금 보다도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베풀며 살아가는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습니다.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좋아하는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Let no one ever 
come to you without leaving better and happier. 당신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과 헤어질 때는 더 나아지고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라.” 마더 테레사의 말입
니다.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낸 모든 분들에게 제가 ‘다시 한 번 만날 수 있었으면‘이라 
생각되는 사람이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모든 이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나날이 더욱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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