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크로 소결 구조 채널에서의 흐름 비등 열전달 특성 연구 

김영환1⋅신동환1⋅김진섭1⋅문우용2⋅허재훈2⋅이정호1,† 
1한국기계연구원 에너지변환기계연구실, 2한화시스템 기구설계팀

Flow Boiling Heat Transfer Characteristics on Sintered Microporous 
Surfaces in a Mini-channel 
YEONGHWAN KIM1, DONG HWAN SHIN1, JIN SUB KIM1, YOOYONG MOON2, JAEHUN HEO2, JUNGHO LEE1,†

1Department of Energy Conversion Systems, Korea Institute of Machinery & Materials, 156 Gajeongbuk-ro, Yuseong-gu, 
Daejeon 34103, Korea
2Mechanical Design Group, Hanwha Systems, 491-23, Gyeonggidong-ro, Namsa-myun, Gheoin-gu, Yongin 17121, Korea

†Corresponding author :
jungho@kimm.re.kr

Received 10 January, 2018
Revised 14 February, 2018
Accepted 28 February, 2018

Abstract >> The flow boiling heat transfer of water was experimentally inves-
tigated on plain and sintered microporous surfaces in a mini-channel. The ef-
fects of microporous coating on flow boiling heat transfer of subcooled water were 
investigated in a 300 mm long mini-channel with a cross section of 20×10 mm2.
The test section has sufficiently long entrance length of 300 mm which provides 
a fully-developed flow before the channel inlet. The bottom side of the channel 
was heated by a copper block assembled with a high-density cartridge heater 
and other sides of the channel were insulated. The microporous surface was fab-
ricated by sintering copper particles with the average particle size of 50 μm on 
the top side of the copper block. Heat transfer measurement was conducted at 
the mass flux of 208 kg/m2s and the heat flux up to 500 kW/m2. Microporous 
coated surface showed an earlier boiling incipience compared with plain surface
regardless of the mass flux. Microporous coating were significantly attributed to 
local wall temperature and local heat transfer coefficient for flow boiling.

Key words : Flow boiling(흐름 비등), Microporous coating(마이크로다공질 코팅), Two-
phase flow(이상 유동), Local heat transfer coefficient(국소 열전달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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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열 관리(thermal man-

agement)에 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보다 효율적

으로 열을 제거할 수 있는 냉각기술이 요구된다1-6). 

특히, 전자장비 냉각, 모바일 기기(휴대폰, 태블릿 

PC 등) 냉각, 고출력 LED 냉각, 전기자동차 배터리 

냉각, 군사용 장비(전자식 레이더, 군용 전자장비) 냉

각과 같은 응용분야에 있어서, 냉각 부하가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어 냉각 효율이 높은 새로운 냉각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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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present study

Fig. 2. Details of test section

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에너지 밀도가 높은 장비

들의 등장과 이에 대한 기술 개발 속도에 비해 냉각

기술의 발전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린 상황이며, 열 

관리 기술이 발전함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에너지 

효율 향상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한다. 

비교적 간단한 냉각기술은 단상 유동이 흐르는 냉

각채널을 이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단상 유동은 냉각

채널 내부에 온도 편차가 발생하여 냉각수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고, 그로 인해 장치의 성능 및 내구성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반면, 이상 유동은 냉각수

의 상변화, 즉, 액상에서 기상으로 변할 때 발생하는 

증발 잠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냉각채널 

내부를 균일한 온도로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

Tran 등1)은 R-12와 R-113가 각각 흐르는 채널의 형

상, 열유속, 질량유속 및 건도가 열전달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연구하였다. Bao 등2)은 내부 지름이 1.95 mm

인 구리관 내부에 흐르는 Freon R11과 HCFC123의 

비등열전달에 관해 연구하였고, 열전달계수는 열유

속과 내부 압력과 관계있으며, 질량유속과 건도의 영

향은 매우 작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Zhang 등7)은 

Chen8)의 경험식을 수정하여 냉각채널에서 유동 조건

에 따른 경험식을 만들고, 실험 결과들과 잘 일치함을 

보였다. Rainey 등4)은 비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표면에 

마이크로 다공질코팅을 하였고, 다공질표면에서 더 향

상된 비등 특성이 나타나는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

였다. 이와 같이 많은 연구자들이 냉각채널에서 단상 

및 이상 유동의 냉각성능에 관해 연구하였지만9-11), 냉

각 균일도에 대해 보고한 결과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열유속, 과냉(subcooling) 

및 질량유속에 따른 냉각 성능과 냉각 균일도를 실

험적으로 연구하였다. 냉각 균일도는 냉각채널 내부

의 국소 벽면온도를 측정하여 파악할 수 있고, 유동

가시화를 통해 냉각채널 내부에서의 상변화에 따른 

유동 특성을 확인하였다.

 

2. 실험 방법

Fig. 1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장치의 개략도이다. 

실험 장치는 냉각채널, 기어펌프(MCP-Z Standard Gear 

Pump, REVODIX), 코리올리 질량유량계(TRICOR), 

물탱크, 판형 열교환기 및 데이터 획득 장치로 구성

하였다. 작동유체는 탈이온수(Deionized water)를 사

용하였고, 물탱크 내부에는 카트리지히터를 설치하

여 작동유체의 온도를 조절하였다. 물은 기어펌프를 

이용하여 일정한 유량으로 송출하여, 코리올리 질량

유량계를 통해 실험에 사용한 정확한 유량을 측정하

였다. 냉각채널을 지난 물은 물탱크로 다시 유입되어 

순환하는 폐회로로 장치를 구성하였다.

Fig. 2는 냉각채널의 상세도이며, 단면과 길이는 

각각 20×10 mm, 300 mm이다. 냉각채널의 상부는 

유체의 유동을 관찰하기 위해 파이렉스유리(pyrex 

glass), 하부는 구리로 제작하였다. 본 실험은 완전발

달유동 상태를 구현하기 위하여 300 mm의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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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EM image of the porous surface

(a)

(b)

(c)

Fig. 4. Effect of subcooling on heat transfer characteristics on 
plain surface; (a) local heat transfer coefficient, (b) local wall 
temperature, and (c) boiling curve

긴 입구 길이를 설정하였고, 실험측정영역인 냉각채

널의 구리 블록이 시작하는 위치를 X=0으로 선정하

였다. 하부 구리 블럭에는 카트리지 히터(6 kW)를 

설치하여 냉각채널에 일정한 열유속을 공급하였다. 

냉각채널 아래 5 mm, 15 mm 지점에 25 mm 간격으

로 11개, 입구와 출구에 각각 1개의 열전대(T-type, 

OMEGA)를 설치하여 국소 온도 및 입구와 출구의 

온도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입구의 압력 및 출구와의 

차압을 차압계(OMEGA)를 설치하여 측정하였다.

냉각채널의 온도 균일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채널 

하부 구리에 다공질코팅을 하였다. 다공질코팅에 사

용된 구리입자(AVENTION)의 평균 지름은 50 μm이

고, 다공질코팅의 두께는 평균 300 μm이다. 다공질 

표면의 공극률(porosity)은 약 41%로, 코팅에 사용한 

구리 분말의 질량과 코팅된 체적에 대한 구리 질량

의 비로 계산하였다. Fig. 3은 실험에 사용한 다공질

코팅의 SEM 사진이다.

냉각채널의 유동가시화는 초고속 카메라(M320S, 

PHANTOM)와 K2 렌즈(Long-distance infinity K2 

lens, CF-2 objective lens)를 이용하여 냉각채널의 시

작점에서 약 150 mm 위치에서 2,000 fps로 촬영하였

다. 본 실험의 측정 오차(온도, 압력)는 1.20%, 시스

템 오차(Gear pump, Flowmeter, DAQ pressure, and 

DAQ temperature)는 1.03%이다.

3. 결과 및 고찰

Fig. 4는 과냉에 따른 일반 구리표면에서의 국소 

열전달계수, 국소 벽면온도 및 비등곡선을 각각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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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5. Effect of mass flux on heat transfer characteristics on 
plain surface (subcooled temperature: 40℃); (a) local heat 
transfer coefficient, (b) local wall temperature, and (c) boiling 
curve

낸 것이다. Fig. 4(a)는 열유속이 200 kW/m2일 때, 과

냉에 따른 국소 벽면온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과냉 

조건 40℃ 및 60℃ 조건에서는 비등이 발생하지 않

고, 본 경우 냉각채널 내의 온도 편차가 비교적 크게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과냉 정도가 20℃ 
이하에서는 비등이 원활하게 발생하였으며 냉각채널

의 길이 방향을 따라 온도 균일도가 향상된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즉, 비등이 발생하게 되면 상변화가 진

행되면서 잠열의 작용으로 벽면에서의 냉각작용이 

원활함을 알 수 있다. 

Fig. 4(b)는 국소 열전달계수를 측정한 결과이며, 

Fig. 4(c)는 이에 대한 비등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일

반적으로 국소 열전달계수는 작동유체의 과냉 정도

에 관계 없이 열유속의 증가에 따라 열전달계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과냉이 40℃인 경우

가 20℃일 때보다 작동유체의 온도가 더 낮지만, Fig. 

4(c)의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과냉이 20℃인 경우

에서 비등이 먼저 발생하여 열전달계수가 크게 나타

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5의 (a), (b), (c)는 일반 구리표면에서 과냉 정

도가 40℃인 경우, 질량유속이 국소 벽면온도, 국소 

열전달계수 그리고 비등곡선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

낸 결과이다. Fig. 5(a)를 보면 질량유속이 125 kg/m2s

인 경우가 208 kg/m2s인 경우보다 온도 균일도가 좋

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Fig. 5(b)와 Fig. 5(c)에 

나타나듯이 상대적으로 유속이 느린 125 kg/m2s에서 

비등이 먼저 발생하였고, 그 결과 국소열전달이 다소 

향상되어 온도균일도가 208 kg/m2s인 경우보다 좋은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질량유속의 증가가 국소열

전달 및 비등곡선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다고 볼 수 

있다.

Fig. 6(a)은 표면에 대한 다공질코팅이 국소 벽면

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나타낸 그래프이다. 열유

속이 200 kW/m2인 경우, 다공질표면의 온도균일도

가 평면보다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코팅 

표면의 경우 cavity 증가에 따른 비등 현상이 촉진되

어 표면의 온도구배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열유속이 증가한 500 kW/m2인 경우, 평면의 국소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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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6. The effect of porous coating on (a) streamwise varia-
tion of local wall temperature, (b) boiling curve, and (c) local 
heat transfer coefficient

Fig. 7. Flow visualization for plain and porous surfaces

면온도는 평균 약 8℃ 상승한 것에 비해 다공질표면

의 국소 벽면온도는 열유속이 증가하여도 거의 증가

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본 결과는 다공질표면이 비등

을 촉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결과로, 열유

속이 높아지면서 Fig. 6(b)의 결과와 같이 비등 현상

이 빠르고 나타나고 활발한 비등의 결과로 Fig. 6(c)

와 같이 국소 열전달계수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Fig. 7은 냉각채널의 시작점에서 150 mm 떨어진 

지점에서 다공질표면과 평면에 대한 유동가시화 사

진을 나타낸 것이다. 작동유체는 사진의 왼쪽에서 오

른쪽으로 흐르고 있다. 이미지 내의 bubble은 비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열유속이 100 kW/m2인 경우와 

200 kW/m2인 경우 모두 다공질표면에서 다수의 

bubble이 흐르고 있음을 가시화하였다. 이는 냉각채

널의 상류에서 흘러온 bubble을 포함한 것으로 다공

질표면이 평면에 비해 비등이 활발히 일어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본 결과는 Fig. 6(b)

에 나타낸 비등곡선 결과와도 잘 일치한다. 또한, 초

고속 이미징을 통해 다공질 코팅을 한 표면에서 각

각의 bubble이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관찰하였고, 열

유속이 큰 경우 bubble의 평균 크기가 다소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작동유체의 과냉, 질량유속, 열유

속 및 다공질코팅 유무에 따른 냉각채널에서의 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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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및 냉각 균일도에 대해 실험 및 초고속 카메라

를 이용한 유동가시화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일반적으로 열유속이 증가하면 열전달계수가 

증가하지만, 과냉이 낮을수록 비등이 먼저 발생하여 

온도 균일도는 향상된다.

2) 질량유속이 증가할수록 열전달계수 및 온도 균

일도는 다소 향상되지만, 이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

은 것으로 사료된다.

3) 다공질코팅을 한 표면의 경우 평면에 비해 열

전달계수가 최대 56% 상승하고, 온도 균일도 역시 

크게 향상되었다. 이는 다공질표면에서 비등이 빠르

고 활발하게 발생한 결과이며, 유동가시화를 통해 확

인하였다.

후 기

이 논문은 2017년도 한화시스템(주)의 재원을 지

원 받아 수행된 연구로 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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