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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표면 젖음 특성을 이용한 풀비등 열 달 증진에 한 연구

기존 실험  연구를 바탕으로 보면 비등 상은 가열표면 조건의 특성에 큰 

향을 받는 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가열표면의 복합 인자  표면 젖음성은 비등 

상황에서 주요 인자인 임계열유속과 비등열 달 모두에 향을 미치는 요 인자이

다. 지 까지 표면 젖음성을 이요한 비등 조건 개선에 한 연구는 한가지 물질의 

표면 구조를 개질하는데 국한되었다. 이러한 기법은 비등열 달과 임계열유속 모두

를 증가시키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임계열유속과 비등열 달을 모

두 증진시킬 수 있는 최 화된 가열 표면 조건을 찾기 한 기 연구의 일환으로 

서로 다른 표면 젖음성 물질을 하나의 가열 표면에 구 시키는 새로운 기법을 시도

하 다. 사용된 물질은 표면 각 123
o
의 소수성 물질 테 론과 표면 각 54

o

의 친수성 물질 SiO2가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특성 물질을 하나의 

가열표면에 마이크로크기의 구조 없이 구 하기 하여 새로운 표면개질 기법을 개

발하 으며, 성능 평가를 한 풀 비등 실험 장치를 구 하 다. 이를 통하여 새롭

게 개질된 가열 표면조건을 이용하여 풀 비등 성능 평가 실험을 진행하 다. 그 결

과 소수성 을 친수성 표면 에 patterning한 가열 표면이 순수 소수성 표면에 비

하여 300% 가까이 인상된 임계열유속을 보 으며, 순수 친수성 표면에 비해 최  

57.4% 높은 비등 열 달 성능을 보 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서로 다른 표면 젖

음 특성 물질을 이용한다면 비등 상을 활용하는 산업장치에서 높은 효율을 보여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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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Development of surface wettability characteristics for 

enhancing pool boiling heat transfer

For several centuries, many boiling experiments have been conducted. 

Based on literature survey, the characteristic of heating surface in boiling 

condition played as an important role which mainly influenced to boiling 

performance. Among many surface factor, the fact that wettability effect is 

significant to not only the enhancement of critical heat flux(CHF) but also the 

nucleate boiling heat transfer is also supported by other kinds of boiling 

experiments. In this regard, the excellent boiling performance (a high CHF and 

heat transfer performance) in pool boiling could be achieved through some 

favorable surface modification which satisfies the optimized wettability condition. 

To find the optimized boiling condition, we design the special heaters to 

examine how two materials, which have different wettability (e.g. hydrophilic 

and hydrophobic), affect the boiling phenomena. The special heaters have 

hydrophobic dots on hydrophilic surface. The contact angle of hydrophobic 

surface is 120
o
 to water at the room temperature. The contact angle of 

hydrophilic surface is 60
o
 at same conditions. To conduct the experiment with 

new surface condition, we developed new fabrication method and design the pool 

boiling experimental apparatus. Through this facility, we can the higher CHF on 

pattern surface than that on hydrophobic surface, and the higher boiling heat 

transfer performance on pattern surface than that on hydrophilic surface. Based 

on this experimental results, we concluded that we proposed new heating 

surface condition and surface fabrication method to realize the best boiling 

condition by modified heating surface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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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연구 배경  목

1. 연구 배경  필요성

이상유동을 이용한 비등열 달은 높은 열 달 성능 때문에 많은 열의 해소를 

필요로 하는 가 제품, 발 소 등의 열교환 기기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상유동

을 이용한 비등 상에서 가장 요한 효율성과 안 성을 결정짓는 것이 임계열유

속과 비등 열 달율이다. 임계열유속이란 특정 열유속에서 열유속이 증가하지 않았

음에도 불구하고 작스럽게 표면도가 상승하는 상으로 가열 표면에 형성되는 기

포구름에 의해 작동유체가 가열 표면으로 수 되지 않아 생기는 상이다. 동일 열

유속에서 가열표면의 온도가 작스럽게 상승하기에 임계열유속을 지나면 열 달 

효율이 감하며 상승된 가열표면 온도에 의해 작동기기가 손상될 험이 있다. 만

약 원자력 발 소의 운  조건이 임계열유속을 과한다면 주어진 열유속에서 열이 

빠져 나가지 못하여 물질 온도가 상승하며 열 달 효율이 크게 떨어져 기기를 구

성하는 물질이 녹아내려 체르노빌 사고와 같은 끔 한 재해를 야기 시킬 수 있으며 

체 기기 효율 역시 크게 떨어지게 된다. 비등 열 달 능력은 주어진 열유속에서 

열을 가열표면으로부터 작동유체로 잘 빼내는 능력을 의미한다. 비등 열 달율은 

같은 운  조건에서의 기기 체의 효율성을 직 으로 결정짓는 가장 요한 요

소이다. 이러한 임계열유속과 비등 열 달율이 가열표면의 조건에 따라 향을 받

는다는 실험  연구가 지난 50년동안 꾸 히 보고되었다. 그  최근 많은 연구 결

과가 보고된 나노 유체를 이용한 임계열유속 증진 등의 실험을 살펴보면, 소량의 

나노유체를 작동유체로 사용하면 임계열유속이 1.5배에서 3배 이상 증진되는 결과

들이 보고되었다. 그 이유에 해서는 아직 연구가 진행 이지만, 나노유체 속 나

노입자가 비등 상 동안 가열 표면에 증착되어 표면 특성을 변화시켜 임계열유속을 

2배 이상 증가시킨 결과가 보고되었다. 이는 약간의 표면 특성 변화가 비등 성능을 

비약 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좋은 라고 할 수 있다.[1-4]

표면의 여러 인자  가장 향력 있는 것으로 보고된 인자는 표면젖음 특성

을 변하는 인자인 가열표면과 작동유체간의 각이다. 일반 으로 낮은 각

은 임계열유속을 증진시키지만 활성화 핵비등 도를 감소시켜 비등열 달은 감소

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5-7] 기존의 각 련 연구는 각의 범 가 20도 

이상에서 80도 이하의 한정된 범 에서만이 진행되었다. 한 측정 각은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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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갖는 순수 표면 각과 표면 거칠기의 함수로 나타나기 때문에 표면 거칠기가 

정확히 제어되지 못하 던 기존의 연구를 통해서는 순수 표면 각에 의한 비등

상을 연구하는 가열 표면 가공 기법에 한계가 있었다.

최근 이루어진 각 연구  뛰어난 결과를 낸 Y. Takata 등[8] 은 기존에 

연구가 미치지 못하 던 소수성 표면에서의 비등 상에 해서 연구했다. 그 결

과 각 150°를 갖는 소수성 표면에서는 핵 비등 시작이 열을 가함과 거의 동

시에 발생되며 빠르게 막 비등 역으로 천이하는 것을 확인하 다. Y. Takata 등

[9]은 이러한 연구결과와 소수성 표면을 만드는 개질 기법을 바탕으로 소수성 물

질의 patterning을 시도하 다. 그 결과 구리와 테 론 물질을 혼합하여 만든 가열

표면을 이용한 풀 비등 실험을 수행하 고 이에 한 비등 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 

그 결과 테 론 물질에서 빠른 핵 비등 시작을 볼 수 있었으며 열유속 구간에서 

높은 비등열 달 결과를 보 다. 그러나 고열유속으로 올라갈수록 비등열 달 능력

이 감소는 하는 결과를 보 다. 더욱이 기  표면에 비해 patterning된 가열표면에

서 임계열유속 값이 감소하 다. 이 실험은 비등성능을 최종 으로 개선할 수 는 

없었다. 이러한 비등성능 개선의 실패는 표면 개질 기법의 한계 과 가열표면 설계 

시에 수력학  향이 비등 상에 미치는 이해가 부족하여 발생한 것으로 단된

다. 하지만 서로 다른 표면 젖음 특성 물질을 하나의 가열표면에 개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 으며 그 동안 연구 결과가 부족하 던 소수성 물질에서의 비등

상을 보고함으로써 그 빠른 핵 비등 시작을 하게 활용할 경우 비등열 달을 증

가시킬 가능성을 제시하 다.

앞선 연구에서 보고된 표면 소수성에 의한 빠른 핵 비등 시작과 친수성물질

과 소수성물질 경계에 의해 생성되는 기포 거동을 기존 임계열유속 모델들을 바탕

으로 히 활용한다면 비등 열 달과 임계열유속 상 모두를 증진하는 것이 가

능할 것으로 기 된다. 물론 이러한 시도는 재 개발된 표면 개질 기술들과 임계

열유속, 비등열 달 측 모델들에 한 충분한 문헌 조사들을 기반으로, 새롭게 진

보된 개질 기술을 이용하여 표면 인자에 한 설계가 효율 으로 이루어져야만 한

다. 이러한 문헌조사 과정과 설계과정을 거쳐 최 화된 표면 젖음 특성을 갖는 가

열 표면을 설계한다면 임계열유속과 비등 열 달을 통시에 증가 시킬 수 있는 최상

의 가열 표면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본 연구를 통한 표면 젖음 특성을 이용한 열 달 표면 개발은 비등 열 달을 

향상시켜 열 달 기기의 운용 효율을 직 으로 향상시킬 것이다. 한 그동안의 

연구에서 한계를 보여주었던 표면 젖음 특성 변화를 통하여 열 달 성능 향상되면 

상반되게 감소 상하는 임계열유속과의 계를 동시에 증진하는 최 화된 가열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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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년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연구범위

1차년도 2008 선행연구조사

-표면 젖음 특성을 변화시킴에 따른 열

전달 및 임계열유속 측정 실험에 대한 

선행 연구조사

-표면 물질 변화에 따른 표면 젖음 특

자료 수집

면 조건을 찾기 한 기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기 된다. 이는 시스템 체의 운

용 안 성을 증 시켜 경제 이고 안 한 발 소  기기설비의 설계에 큰 거름

이 될 것이다. 한 기기설비에서 얻는 직  효율성외에도 높은 안 성 확보를 

통한 사회  산업 반에 한 신뢰도 개선, 향상된 열 달 효율과 임계열유속 증진

을 통한 시스템의 간소화가 가능하여 에 지 약이나 폐기물 감소에 기여하며 이

로 인한 사회  친화도 제고등과 같이 산업외 인 효과도 클 것으로 기 된다.

2. 연구 범   목표

본 연구의 범 는 다양한 표면개질 기법  비등열 달과 임계열유속 모두에 

효과 으로 향을 미치는 표면 각의 제어를 통한 비등 향상에 있다. 구체 인 

표면 개질 기법의 기본 방식  목 은 서로 다른 표면 젖음 특성을 갖는 물질을 

가열 표면 에 표면 거칠기 없이 개질하는 것이며, 물질 고유의 표면 젖음 특성 

 표면 젖음 특성 경계를 이용한 비등 조건 개선에 있다. 

가.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

-서로 다른 표면 젖음 특성을 동시에 가지는 비등 표면의 제작  풀      

비등 특성 악

-제작 표면을 통한 상압 100℃ 풀 비등 조건에서 15%의 비등열 달 효율 

향상  15% 임계열유속 증진 구

나.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내용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와 내용 그리고 연구 범 는 ‘표.1.1.1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내용’에 기술하 다.

표 1.1.1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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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변화에 대한 선행 연구 조사

-표면 물질의 젖음 특성 변형 기법에 

대한 선행 연구 조사

친․소수성을 이용하

여 표면 젖음 특성

을 변화시키는 기

법 제안 및 실험장

치 제작 착수

-친수성과 소수성 물질에 대한 기존 연

구를 바탕으로 혼합 가열 표면 제작 기

법 제안

-제안한 기법에 대한 모형을 통해 가능

성 타진

-풀 비등 상황에서 열전달 및 임계열유

속 측정을 위한 실험장치 제작 착수

기법 제안 

및 

시작품 제작

2차년도 2009

표면 젖음 특성 변

화에 따른 열전달 

및 임계 열 유속 

데이터 확보

-선행 연구 조사를 통하여 열전달 및 

임계열유속에 영향을 미치는 표면 인자 

선정

-표면 젖음 특성을 변화시킨 가열 표면

을 이용할 때의 열전달 및 임계열유속에 

관한 데이터 확보 및 분석

실험 및

데이터 분석

친수성과 소수성 

경계표면에서의 기

포 유동 관찰

-선행 연구 조사를 통하여 친수성 물질

과 소수성 물질 경계를 분명히 하기 위

한 인자 선정

-경계 표면에서의 기포 유동을 관찰 및 

분석

실험 및 

데이터 분석

표 1.1.1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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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국내 최근 연구 동향  치 평가

1. 국내 최근 연구 동향

가. 김형 , 김무환 (2007)

기존 나노유체를 이용하 을 때 순수물의 임계열유속의 2배를 넘는 상을 

설명하기 하여 나노유체가 비등 상 에 가열 표면에 증착되는 상에 집 하

다. 강제로 가열 표면을 나노 유체 속에서 비등 상을 경험하여 표면 특성이 변

화된 가열 표면(나노유체 속에 가열표면을 넣고 임계열유속의 90%까지 열유속을 

인가하 다가 가열표면을 분리해 내면, 나노유체속의 나노입자가 가열 표면에 증착

되어 가열 표면의 특성을 변화시킨다.)과 순수물을 이용하여 비등 실험을 진행하

다. 그 결과 변형된 가열 표면과 순수물의 임계열유속은 나노유체와 순수기 표면

을 이용하 던 실험의 임계열유속과 유사한 값을 얻었다. 이때 나노입자 증착에 의

하여 변형된 가열 표면의 특성을 측정하여 본 결과 강한 모세 상으로 물 수 이 

뛰어났으며 낮은 각을 보 다. 이를 통하여 나노입자의 증착에 의해 변형된 가

열표면의 강한 표면 젖음성과 모세 상을 임계열유속을 증진한다고 설명하

다.[10]

나. 김선태, 김무환(2008)

나노유체 비등 상에서 나노입자가 증착되어 개질된 가열표면의 비등 특성

을 MEMs(Microelectromechanical Systems)기술을 활용하여 인 으로 모사한 가

열 표면을 만들어 비등 실험을 시행하 다. 이 가열 표면은 마이크로 구조, 나노 구

조, 마이크로/나노 복합 구조 형상을 표면에 가지고 있으며 그  마이크로/나노 복

합 구조의 가열 표면은 나노유체의 임계열유속 증진정도와 유사한 증진을 보 다. 

이 때 표면 특성을 측정하여 본 결과 낮은 각을 보일수록 높은 임계열유속 증

진을 보 으며, 이와는 별개 인자로써  강한 액체퍼짐성(liquid spreading effect)을 

가질수록 임계열유속의 증진을 보 다. 이에 따라 표면 젖음 특성과 액체퍼짐성이 

임계열유속에 향을 미치며 이에 한 임계열유속 분석을 수행하 다.[11]

다. 안호선, 김무환(200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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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유체의 연구를 풀 비등 평 형 가열표면에서부터 수행하여 상압유동비

등 조건까지 연장하여 진행하 다. 그 결과 유동비등 조건에서도 임계열유속 증진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유동비등 조건에서도 비등 상을 경험한 가열 표면에는 나

노입자 증착이 확인 되었고 개질된 가열 표면의 표면 특성을 측정한 결과 좋은 표

면 젖음 특성을 가지는 경우 높은 임계열유속 증진을 찰 할 수 있었다. 

한 나노유체를 통해 개질된 표면 특성 변화에 따른 비등 상 증진에 집

하여 실제 핵 연료  재료인 zircaloy를 양극산화 조건을 조 하는 방법을 통하여 

개질하 다. 그 결과 양극산화를 통하여 개질된 표면은 높은 임계열유속 증진을 보

다.[12-13]

2. 국내 연구 동향 평가

국내에서 비등상황에 용하기 한 표면 개질 연구는 아직 활발히 이루어지

지 않았다. 이는 활발하게 다양한 표면 개질 기법과 그에 따른 성능 평가 연구가 

이루어지는 외국과는 비되는 상황이다. 국내의 표면 개질 기법 연구는 최근 몇 

년 동안 국내외 으로 활발히 연구된 나노 유체를 이용한 비등 조건 개선의 연장으

로 비등 상황에서의 표면 개질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앞서 보고된 연구에 의

하여 나노 유체의 비등 조건 개선의 이유는 개질된 표면 조건에 있다는 것이 밝

졌다. 이에 따라 나노유체 비등에 의하여 개질된 표면의 특성을 인공 으로 모사하

는 방식의 표면 개질 기법 연구가 진행되었다. 모사 기법으로는 정량  연구가 용

이한 소형 기계가공 기술(MEMs)을 이용한 방법으로부터 시작하여 량 생산이 

용이하도록 기법이 단순화된 양극 산화 기법을 이용한 표면 개질 기법까지 개발되

었다. 그리고 개질된 표면의 성능평가가 비등 기  실험인 풀 비등 실험 조건에서 

유동비등 조건으로 그 범 를 넓 가고 있다. 하지만  진행된 연구들은 나노유체

를 이용하 을 때 임계열유속을 증진시키는 표면을 모사한 것이기에 임계열유속 증

진에는 그 효과를 보 지만 비등열 달 증진에는 효과가 없었다. 이에 따라 비등 

열 달 증진을 한 표면 개질 기법에 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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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국외 최근 연구 동향  치 평가

1. 국외 최근 연구 동향

가. Y. Takata group(2002, 2006)

기존의 표면 각에 한 연구가 통상 20˚ 이상 80˚ 이하에서 이루어 졌다. 

이에 따라 표면 젖음성의 효과를 좀 더 극단 으로 보기 하여 Y. Takata는 친

수성 표면( 각: 0～20˚)과 소수성 표면( 각: 150～170˚)을 인 으로 만들

어 내어 풀 비등 상에 해 연구하 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서로 다른 각

을 갖는 구리표면과 소수성 표면을 바둑 무늬 와  모양으로 만들어 섞은 후 

비등 상과 비등성능을 검증하 다. 소수성 물질에 의해 비등열 달은 좋아지나 임

계열유속의 감소를 확인하 다. 이러한 시도는 서로 다른 표면 젖음 특성 물질을 

동시에 개질하여 그 효과를 가열표면으로 활용하여 비등조건을 개선하려 한 첫 시

도라는 에서 높은 가치를 갖는다. 하지만 이 실험에는 2가지 한계 이 있다. 먼  

서로 다른 두 물질을 하나의 가열 표면에 올리는 과정에서 구리표면과 소수성 물

질 간 높이차가 10μm이다. 이는 비등 상에 향을 미칠 정도의 표면 거칠기로, 기

포거동 상에서 두 물질의 경계가 화학  성격인 표면 젖음 특성 외에 물리  높

이  구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소수성 pattern의 크기이다. 

이 실험에서 pattern의 크기는 최소 3mm에서 최  5mm까지의 소수성 무늬를 이용

한 비등 실험을 진행하 다. 이는 가열표면에서 발생하는 기포 크기가 수μm 사이즈

임을 가능하 을 때 비등 성능을 개선할 여지가 많은 실험 범 에 해서는 수행치 

않았음을 알 수 있다.[8], [9], [14]

나. Kaviany group(2001,  2006, 2009)

표면의 다공성 물질을 코 하여 비등 상을 찰하 다. 다공성 물질을 단순 

코 , 2D, 3D 구조 코 하여 풀 비등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 다. 그 결과 다공성 

물질의 입자들이 핵 비등 지 으로 역할을 하여 비등열 달을 높이고 강제 으로 

생긴 핵 비등 지 이 임계열유속에 도달하는 순간의 수력학  불안 성에 향을 

미쳐 임계열유속도 증진시킨다는 것을 제시하 다.[15-17]

다. Buongjorno group(2009, 2010)

나노유체의 효과를 유동비등 상과 담 질(quenching) 상황에서도 효과가 

있는 부분에 해 실험 으로 증명하 다. 이 때 표면이 나노입자에 의해 개질되어

야만 그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나노유체 속 나노입자에 의한 표면 개질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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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변화하는 표면 거칠기를 갖는 가열 표면 에서는  어떤 향이 있는지도 연

구하 다. 최근 정  각은 높지만 동  각이 매우 낮은 신물질을 이용하여 

풀 비등 실험을 한 결과 풀 비등의 비등 열 달이 좋아지고, 임계열유속이 증가하

는 것을 실험 으로 경험하 다. 이는 표면 각 에서도 동  각이 임계열

유속을 증진시킨다는 kandlikar의 임계열유속 측 모델을 기반으로 수행되었

다.[18-20]

라. B. Palm group(2008)

발 된 MEMs 기술과 다공성물질 표면 코  기법을 복합 으로 사용한 

B.Palm group의 실험은 다음과 같다. 다공성물질의 구멍크기를 조 하여 인공공동

의 효과를 내도록 만들고, 인공공동 주 의 표면을 나노/마이크로 복합 구조로 구

하여 표면 젖음성과 가열표면으로의 물 수 을 원활하도록 가열표면을 설계하 다. 

그 결과 비등열 달을 기  표면에 비해 17배의 증진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임

계열유속은 큰 변화가 없었다.[21]

마. Shoji Mori and Kunito Okuyama(2009)

다공성물질의 코 은 가열표면으로의 물 수 을 높여 임계열유속을 증진시

키지만 오히려 가열표면에서 생성된 기포를 제거하지 못하여 임계열유속을 감소시

키는 상이 찰되었다. 이에 따라 honeycomb porous 물질을 이용하여 비등성능

을 개선하려 하 다. Honeycomb porous 물질은 porous 통로들로는 물이 모세 효

과에 물이 원활히 수 되며 발생된 기포는 honeycomb의 큰 유도통로를 통하여 나

가도록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이 때 임계열유속은 물이 수 되는 능력과 기포가 

빠져나가는 능력에 향을 주는  기포 채 의 크기  구조, 다공성 구조, 

honeycomb의 높이에 향을 받았다.[22]

바. Ju Y. Sungtaek group(2008)

실리콘웨이퍼 에 MEMs 기술을 이용하여 Teflon을 수nm로 pattern하여 핵 

비등이 시작되는 지 에 한 연구를 진행하 다. Takata 실험의 한계를 넘어서며 

동시에 본 연구과제와 유사한 시도라 할 수 있겠다. 표면 개질 기법은 AF Teflon, 

FC40, 그리고 재는 매되지 않는 FSM660을 이용하 다. 각기 AF Teflon은 소

수성 물질로써, FC40은 Teflon을 액체 상태로 유지토록 하는 용매, FSM660은 

Teflon pattern을 하여 이 실험에서 제시된 표면 개질 기법을 가능토록 하는 표면 

착력을 높여주는 화학물질로써의 역할을 수행하 다. 소수성 pattern표면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는 에서 높게 평가되지만 핵 비등 시작 에 한 연구만 진행



9

되었을 뿐, 비등성능에 한 분석이 진행되지 못하 다. 연구 결과 소수성 pattern

의 핵비등 시작 온도는 pattern 크기에 향을 받지만 상압 순수물 기 으로 10

5℃～110℃에서 시작되었다.[23]

2. 국외 연구 동향 평가

국외의 연구 동향은 국내에 비하여 다양한 근방식을 보이며 진행되고 있다. 

사용된 표면 개질 기법을 살펴보면 비등 상에 직 으로 큰 향을 다고 보고

되었던 표면 거칠기와 각을 극한 조건까지 조 한 연구와 다공성 물질을 표면

에 배치함으로써 표면조건을 변화시키는 연구들이 최근 진행되었다. 표면 거칠기 

변화에 따른 연구는 거칠기 증가에 따른 비등열 달 증진이 되지만 임계열유속에는 

큰 향을 미치지 못하 다. 표면 각의 경우 임계열유속과 비등열 달 모두에 

큰 향을 미치는 표면 인자이지만 낮은 각에서는 높은 임계열유속을 보이는 

반면 비등열 달이 감소하 고, 높은 각에서는 낮은 임계열유속을 보이는 반면 

비등열 달이 증진하는 서로 상반되는 결과를 보 다. 이를 개선하기 하여 가열 

표면 체가 하나의 표면 젖음성을 갖지 않도록 가열 표면 일부를 다른 표면 젖음

성을 갖는 물질로 patterning하거나 새로운 동  젖음 특성을 갖는 물질을 개발하는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그 향상된 결과를 얻기에는 표면 개질 기법 혹은 성능 평가 

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다공성 물질을 이용한 비등 성능 개선에 한 연구도 다각

으로 이루어졌다. 다공성 물질의 경우 활성화 핵 비등 지 을 증가시킴에 따라 

비등열 달 증진에 한 효과가 탁월하나 다공성물질의 배치  치에 따라 임계

열유속이 달라져 이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인자들에 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

다. 한 실제 산업  활용을 해서는 다공성 물질을 표면에 증착시키는 기법의 

단순화가 필요하며 다공성물질과 가열 표면 간에 착성을 유지시켜  기법의 개발

도 필요한 상황이다.

정리하자면 비등 상황을 개선하기 한 표면 개질 기법 연구는 국외의 연구

는 국내보다 다각 으로 근되고 있다. 하지만 비등 상이 표면의 복합  인자에 

의하여 향을 받기 때문에 비등 성능을 최 화하는 가열 표면 조건을 찾고 기법을 

개발하기 해서는 보다 많은 실험  보고가 필요한 것으로 단된다.



10

제 3 장 연구 개발 수행 내용  결과

제 1  연구 개발 수행 내용  결과

1. 연구인자 설정

본 연구 내용은 상압 풀 비등 상황에서 서로 다른 표면 젖음 특성을 가진 물

질을 이용하여 개질된 표면을 통하여 비등 열 달 증진과 임계열유속 증진을 구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비등 열 달 능력과 임계열유속에 향을 미치는 표면 인

자들에 한 조사를 시행하 다. 그 결과 비등 상에 결정 으로 향을 미치는 표

면 인자(표면 각, 표면 구조  거칠기, 표면 물성치)를 선정하 다. 본 실험에

서는 아래와 같은 조사 결과에 바탕으로 표면 각만의 효과를 보기 하여 나머

지 인자를 제한하 다.

가. 표면 각

표면 각에 한 연구는 과거 표면을 강제 산화시켜 각을 낮추는 기

법, 작동유체를 바꾸는 기법, 같은 작동 유체에서 다른 물질의 가열 표면을 이용하

는 기법 등을 통하여 각 변화에 따른 비등 상을 실험 으로 확인하는 방법들

이 연구되었다.[15], [16], [24], [25] 기존 연구들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낮은 

각에서는 비등열 달 능력이 감소되는 반면 임계열유속은 증가된다.  높은 각

에서는 이와는 반 의 상이 보고되었다. 하지만 그동안의 표면 각에 한 연

구는 그 각의 변화 범 가 20°～80°에 하여 주로 이루어 졌기에 연구 범 에 

한계가 있었으며, R.N. wenzel [26]의 연구 보고에 따르면 측정 각은 순수 표면

의 각과 표면 거칠기의 인자이기 때문에 기존 표면 거칠기를 제한하지 못하

던 가열표면 에서의 표면 각연구는 한계가 있었다 하겠다. 아래 식은 측정 

각과 순수표면에서의 각 그리고 표면 거칠기에 한 계를 나타낸 식이

다. R은 실제 표면 거칠기와 순수표면 거칠기의 비를 뜻하며, 는 순수 표면의 

각, 는 실제 표면에서 측정된 각을 의미한다.

   (3.1.1)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면 각의 효과가 비등 성능 반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는 것이 지속 으로 실험  기법을 통하여 보고되었고, 이런 실험결과들을 기

반으로 최근 발표되는 임계열유속 측 모델과 비등 열 달 측 모델에서는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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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을 요한 인자로 고려하여 측 모델에 제안하고 있다.[27-29]

나. 표면 구조  거칠기

표면 구조  거칠기에 의한 비등 상 연구는 거칠기가 다른 사포를 이용한 

기법, sanding machine을 이용한 기법, 화학  반응을 이용한 기법 ,  기계 으로 

가열표면을 개질하는 기법 등을 통하여 다양한 형태의 구조[30-31]와 높낮이를 가

지는 표면구조와 그 거칠기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24], [32-33]) 기존 연구에 

따르면 표면 구조 형태는 기포를 잘 잡고 있는 형태가 빠른 핵 비등 시작을 일으켜 

비등열 달을 증진시켰다. 한 표면의 거칠기는 그 값이 크면 클수록 비등 열 달

이 증진되는 결과가 실험 으로 보고되었다. 거칠기 한 임계열유속에 향을 미

친다는 실험  보고가 있으나 그 증진 정도는 표면 각 변화에 따른 임계열유속 

변화에 비해 미비한 걸로 보고된다.[33-34]

다. 표면 물성치

표면 물성치의 경우 워낙 많은 인자를 포함하고 있다. 표면 물성치의 여러 인

자  표면 각을 결정하는 젖음 특성 부분을 제외한 성격을 살펴본다면 표면 

물질의 thermal effusivity에 의한 비등성능 변화 효과를 볼 수 있다. thermal 

effusivity의 정의는 열 도도와 물질 도 그리고 물질의 비열의 곱의 제곱근으로 

정의된다. 아래 식은 thermal effusivity의 정의를 뜻한다. 각각 e는 thermal 

effusivity를 k는 열 도도를 는 물질 도를 는 물질의 비열을 뜻한다.

  (3.1.2)

기존 연구에 따르면 thermal effusivity의 증가 일정 역까지 임계열유속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진다.[35] 한 thermal effusivity의 한 부분인 열 도도 같

은 경우는 가열표면의 열유속 분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기포생성  거동에도 

향을 미친다.[36]

2. 표면 개질 기법 개발

에서 조사된 표면인자  표면 젖음 특성을 변하는 각외의 변수를 

제한하기 해서는 뛰어난 표면 개질 기법이 필요로 하다. 특히 표면 거칠기의 경

우 측정되는 각에 향을 미치기에 이에 해 더욱 정 한 작업이 필요로 하

다. 더욱이 두 가지 다른 표면 젖음 특성을 가진 물질들은 각 물질 간에는 화학  

결합 계를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해서도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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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기존의 표면 젖음 특성을 변화시키는 기존 기법들에 한 문헌 조사를 진행하

고, 이를 기반으로 표면 구조와 거칠기를 비등 상에 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제한하고 표면 물성치를 같이 유지하는 동시에 상반된 표면 젖음 특성을 구 하

기 한 새로운 표면 개질 기법을 제시하 다. 

가. 기존 표면 개질 기법

(1) 다공성 물질 코  기법

다공성 물질 코  기법은 그 기법이 간단하고 풀 비등 상황에서의 용 사례

가 많은 기법이다.([15-17], [37]) 그러나 임계열유속과 비등열 달 상을 변화시키

는 과정이 표면 구조 변화에 따른 비등 변화를 활용한 방안이기에 표면 젖음 특성

만을 연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통해서는 기존 다공성 표면 개질 기법들

이 갖는 비등 성능 향상에 있어서의 한계 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단되었다. 

이에 따라 다공성 물질은 본 연구에 합하지 않다.

(2) 표면 산화 기법

표면 산화 기법은 수분과 강한 열을 통제하여 강제로 표면을 산화시키는 기

법으로 50년 부터 표면 젖음 특성을 변화시키는 개질 기법으로 많이 활용되었

다.([5], [25]) 지 까지도 이 기법은 그 편의성과 확실한 효과 때문에 많이 활용되

고 있다. 하지만 표면의 산화로 도달할 수 있는 각은 한계가 있으며 산화시키

는 정도를 일정하게 하기 하여 주변 조건(수분 량, 내부 온도,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 시켜 주어야 한다. 

(3) 자외선 조사를 이용한 기법

TiO2에 자외선을 조사 시켜주면 산화계열 물질인 TiO2에 의해 친수성( 각 

20도)이던 표면이 친수성( 각 3도)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 기법은 TiO2와 같이 

자외선에 hydroxyl group의 화학 기가 형성되는 물질들에 한한 기법이며 그 

친수성 성질이 지속되는 시간이 6시간 이내라는 단 이 있다. ([14], [38])

(4) Lotus paint를 이용한 기법

Lotus paint는 표면의 소수성을 유지하는 paint물질을 표면에 바르는 기법이

다. 이는 상용화된 paint를 이용한다는 면에서 활용이 간단하다. 이 기법을 풀 비등

에 활용한 가 없기에 본 연구에 앞서 비 실험을 해본 결과 지속되는 비등 속에

서 표면 성질을 유지하는 견고성에 있어서 합하지 않은 것으로 명되었다.

(5) 자가분립 단분자막(Self-assembled monolayer)를 이용한 기법

자가분립 단분자막(Self-assembled monolayer)은 소수성 부분과 친수성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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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두 존재하는 양쪽 친매성 유기화합물로써 친수성 트가 표면에 착될 경우 

표면 반 편은 소수성 물질이 되어 더 이상 화학  결합이 생기지 않아 자동 으로 

단분자막만이 형성되며 표면의 소수성 물질을 코 할 수 있는 기법이다. 자가분립 

단분자막 물질은 그 종류가 다양하며 실제 비등에 용한 가능한 표면 개질 기법이 

보고되고 있다.[39] 이에 따라 열과 작동유체와 만나는 특수 상황에 해서도 높은 

활용 가능성이 기 된다. 하지만 자가분립 단분자막 물질의 경우 표면 체를 코

하는 기법은 이미 알려진 기법을 가지고 가능하나 부분 인 무늬를 만드는 

patterning 기법에는 정 기법이 필요하며 각 용 사례에 맞는 기법 방안이 따로 

연구되어야 한다.

(6) 테 론 물질을 이용한 기법

테 론은 기존에 소수성 물질로 리 알려져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여러 형태가 제공되고 있다. 기존 소수성 물질 patterning에 활용된 가 있는 물질

도 테 론이다. 하지만 Y.Takata 등([1.1.9])의 실험 경우 테 론의 경우 그 표면 젖

음 특성이 소수성으로 획기 인 표면 성질을 보여주었으나 teflon patterning 과정 

에 테 론과 구리 표면 물질 간에 10μm의 높이차를 만들어 표면 젖음 특성을 연

구하기 합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주목한 테 론 종류는 Dupon사의 AF series

로 액화 상태의 테 론으로 특정 용매와 섞어 사용하면 patterning이 가능할 것으로 

명된다. 실제 UCLA의 Y. Sungtaek Ju 등[23]은 이를 핵 비등의 시작을 보기 

하여 실제 용하 다. 이때 사용한 물질은 AF series, FC40, FSM660을 사용하여 

patterning하 다. 이  AF series와 FC40은 서로를 용해상태로 유지한 후 코 을 

해 생산 매되는 물질이며, FSM660은 주성택교수 에서 개발한 teflon 

patterning을 진행하기 한 착강화 화학물질이다. 하지만 FSM660의 경우 되

어 더 이상의 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미 개발된 표면 개질 기법을 본 연구에서 

바로 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비 실험과정을 통하여 확인하 다. 이

에 따라 테 론 물질을 이용하는 표면 개질 기법을 사용하기 해서는 자가분립 단

분자막 물질처럼 사례에 맞는 정  공정기법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나. 새로운 표면 개질 기법

기존 표면 개질 기법들을 바탕으로 실제 비 실험을 통하여 풀 비등 조건에

서 사용가능한 기법에 한 연구를 진행하 다. 그 결과, 표면 산화기법과 Dupon사

의 AF series를 이용한 테 론 patterning을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 본 연구 목 에 

가장 효율 일 것이라는 단을 하 다. 

표면 산화 기법은 아주 낮은 각의 도달은 어렵지만 강제 산화의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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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조 한다면 모든 기  표면들에 해서 동일한 표면 젖음 특성을 가지도록 

생산할 수 있기에 선택하 다. 한 표면 산화기법은 자연산화에 의하여 비등 운

상황 간에 변하는 표면 젖음 특성을 비등에 들어가기 에 미리 변화시켜 놓았기 

때문에 자연 산화에 의한 비등 변화를 방지할 수 있다. 공정은 항온항습이 유지되

는 청정실 내의 furnace기기를 통하 으며, 표면 산화 조건은 furnace 기기의 자

 제어를 통하여 철 히 통제되었다. 

AF teflon patterning 기법은 기존 소수성 물질을 친수성 물질과 결합시키는데 

겪는 어려움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공정을 비실험을 통하여 평가한 후 결정되

었다. 세부 공정 사항은 테 론의 pattern은 MEMs 기술의 한 종류인 lift off 기법

을 테 론에 변형하여 응용하는 방식을 택하 다. 

체 개질 과정을 살펴보면 먼  표면을 개질할 상인 silicon wafer표면을 

furnace를 통하여 500nm의 산화막이 생기도록 furnace에 넣는다. 산화막 표면에 

photoresist의 일종인 AZ5214를 spin coating한 후 착력을 하여 105℃에서 1분

간 soft baking한다. 그 후 연구자가 설계한 patterning mask와 UV exposer를 이용

하여 AZ5214에 자외선을 노 한다. 이 후 5% AF1600과 FC40의 혼합 용매를 표면 

에 spin coating한다. spin coating 후 FC40을 증발시키고 테 론 물질인 AF1600

만을 표면에 남기기 하여 160℃에서 1분간 가열한다. 이 후 테 론의 표면 착

력을 높이기 하여 110℃에서 10분간 가열한다. 이후 표면에 불필요한 AZ5214의 

제거를 하여 아세톤에 10분간 넣는다. 필요시 60℃에서 80℃로 아세톤을 탕한 

후 음  진동기를 이용하여 AZ5214를 표면으로부터 제거한다. 이후 표면을 메탄

올과 순수물을 이용하여 세척해 낸다. 개발된 표면 개발 기법의 순서는 ‘그림 3.1.1 

소수성 pattern 개질 기법 순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1 소수성 pattern 개질 기법 순서도

3. 성능 검증을 한 인자 설정

본 연구의 목 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개질된 표면의 임계열유속과 비등

열 달이 기 표면의 임계열유속과 비등열 달 비 15%의 증진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능 검진 인자는 무늬(pattern)가 없는 깨끗한 표면 이산화규소표면

(silicon wafer를 강제 산화시켜 얻은 표면, SiO2)의 임계열유속과 비등 열 달율을 

기 으로 하고 개질 된 표면의 성능을 평가하 다. 실험상에서 임계열유속의 인가

된 력 워가 일정하거나 거의 동등한 상황에서(heat flux변화가 10kw/m
2
내외)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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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격히 증가(이  수집 데이터 비 10℃증가)하기 시작하여 감소하지 않는 

상이 시작하는 지 (이  수집 데이터의 표면 온도 비 10도 이상 증가하 을 

때 이  측정한 데이터 지 )을 기 으로 잡았으며 비등 열 도율은 체 열 달율

(overall heat transfer)을 기 으로 하 으며 newton's cooling law에 따라 다음의 

식으로 정의하 다.

  


 (3.1.3)

는 체 열 달율을 의미하며 는 인가된 열유속, 은 가열 표면의 온

도, 는 상압 물의 포화온도를 의미한다.

4. 성능 검증을 한 실험장치 개발

개질 표면의 비등 성능을 검증하기 하여 상압 풀 비등이 가능한 실험 장치

와 가열 표면에 열을 가할 박막 히터의 가공이 진행되었다.

가. 상압 풀 비등 실험장치 개발

본 실험은 상압 풀 비등 상황에서 순수물을 작동유체로 사용하며 력공 기

를 통하여 기를 직  히터에 달해주는 joule 가열 방식을 이용한다. 실험 풀은 

8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2mm 두께의 알루미늄 커버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방

향에서 기포유동 찰을 하여 사면에 가시화 창이 설치되어 있다. 체 풀의 높

이는 165mm이며 8각의 한 변의 길이는 87mm이다. 풀의 뚜껑에는 물을 상압 포화

상태를 만들기 하여 이멀젼 열히터와 풀에 담긴 물의 온도를 PID제어를 한 

K-type의 열 , 상압을 유지해주며 증발된 물을 식 주기 한 reflux응축기가 

장착되어 있다. 팔각 풀 한가운데는 알루미늄 원통을 삽입할 수 있는 구멍이 있으

며 이를 통하여 알루미늄 원통과 시편, 시편지지 의 삽입이 가능하다. 알루미늄 원

통과 시편지지 는 고정을 하여 나사로 연결되어 있다. 알루미늄 원통 높이는 

45mm이며 지름은 80mm이다. 단열  지지 역할을 하는 시편 지지 의 재료는 

PEEK(polyetheretherketone, 열 도도: 0.25w/(K․m))이며 높이는 10mm, 지름은 

80mm이다. 알루미늄원통과 시편 지지  사이 물의 설을 막기 하여 바이톤 오

링(viton O-ring)이 사용되었다. 시편과 시편지지 간의 고정은 투명실리콘 고무

(Permatex, Clear RTV silicone)로 틈새를 채우고 2-tone epoxy(Duralco
TM
 4538)를 

이용하여 마감하 다. 이는 시편의 고정뿐만 아니라 가열 표면이 아닌 시편 지지

와 시편간의 경계선상에서의 비등 상을 막기 함이기도 하다.

실험 시편에 기 공 은 력공 기(HP Agilent 6575A DC power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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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V/18A)로부터 가열 표면 뒤에 소형 미세가공을 통하여 만든 Pt히터에 선을 

연결하여 직  공 한다. 력공 기에 의해 인가된 압에서 회로에 흐르는 류 

값을 알기 해서 항을 알고 있는 기 항을 이용하 다. 기  항은 항온으로 

유지되는 비커 속에 담긴 냉매 R-113에 의해 일정온도(10℃)로 실험 에 계속 유

지된다. 기  항 값은 1.022이다. 실험장치 구성도와 시편부의 상세도는 ‘그림 

3.1.2 실험장치 구성도’와 ‘그림 3.1.3 시편부 상세도’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3.1.2 실험장치 구성도

그림 3.1.3 시편부 상세도

나. 가열 박막 히터 개발

표면 젖음 특성 외의 표면 거칠기 등 비등 상에 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제

한하고 새롭게 제시한 표면 개질 기법을 시행하기 해서는 MEMS 기술이 꼭 필

요하다고 단하여, MEMS기술의 활용이 편한 silicon wafer를 가열 표면의 기  

물질로 선정하 다. 이에 따라 silicon wafer에서 효과 으로 가열함과 동시에 가열

표면의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하여 가열표면 뒤에 소형미세가공을 통하여 

Pt 박막히터를 만들었다. 박막히터의 재질로 사용된 백 은 산화가 고 기  화

학 으로 안정된 물질로써 silicon wafer에 증착시키기 하여 간 adhesion layer

로써 Ti를 20nm 증착하 고, 그 에 Pt를 150nm 증착하 다. Pt와 Ti는 각각 lift 

off기법을 이용하여 patterning 하 다. 실험 시편 하나의 크기는 가로 25mm, 세로 

20mm이며 실제 가열면 은 15mm x 10mm이다. 완성된 박막히터는 ‘그림 3.1.4 박

막히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4 박막히터

비등 곡선을 그리기 하여 표면 온도의 측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은 항과 

온도간의 보정표(calibration chart)를 이용하 다. 이 방식은 열 를 통한 직  온

도 측정에 비해서 항을 배제할 수 있기에 더 높은 신뢰성을 갖는다. 상세 과

정은 다음과 같다.

먼  류 챔버(convection chamber)의 온도를 100도에서 150도까지 바꾸어 

가며 그 동안의 항 값을 측정하여 놓는다. 그 후 온도와 항간의 계식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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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 때 계는 아래 식과 같이 1차 선형 방정식으로 표 된다.

    (3.1.4)

즉 보정표를 이용하여  방정식의 a값과 b값을 각 실험 시편에 하여 얻는

다. 이 게 결정한 a값과 b값 그리고 실험  측정한 히터의 항을 통하여 가열 

표면의 온도를 알 수 있다. 이로써 가열 표면의 온도  열유속에 한 정보를 모

두 얻게 된다. 히터의 항은 아래 식을 통한다.

 


 (3.1.5)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비등 성능을 평가하기 한 열유속과 가열표면 온도의 

측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로써 상압에서의 풀 비등 성능 평가를 한 실험장치 

 박막히터의 비가 완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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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소수성 pattern 개질 기법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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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실헝장치 구성도 : (a)실험시편부, (b)실험풀, (c)이멀젼 열히터, 

(d)reflux응축기, (e)냉각수, (f)K-type 열 , (g)PID제어부, (h)T-type 열 , 

(i)데이터수집장치, (j)기 항, (k)항온조, (l) 력공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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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시편부 상세도 : (a)시편, (b)PEEK, (c)O-ring, (d)2-tone epoxy, (e)RTV 

silicone, (f)볼트, (g)강제 산화 처리된 알루미늄 지그, (h) 력 공 선, (i) 압 

측정선, (j) 선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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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박막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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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 내용  결과

1. 비등 가시화를 통한 내용  결과

비등 가시화를 하기 하여 고속 카메라(Redlake MotionXtra HG-100K)와 

long distance microscope(Infinity InFocusTM Model KC)를 사용하 다. 표면 젖음 

특성에 의해 기포거동의 차이 이 확연히 들어내는 핵 비등 시작 지 에서 촬 이 

이루어졌다. 

가. 기  표면에서의 비등 가시화

아무런 무늬가 없는 기  표면인 이산화규소표면의 핵비등 시작지 에서의 

비등을 가시화하 다. 가시화 결과 기존에 리 알려진 기포 거동 상과 거의 일치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산화규소표면에서의 기포는 기포의 핵이 형성되면 

핵을 심으로 부피가  팽창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찰되었다. 이 게 일정 부

피이상으로 팽창한 기포는 가열 표면과 기포 경계상면인 삼 (triple point)에서 

표면장력과 부력 사이의 힘 균형에 의해 기포가 늘어지는 형상을 보이다가 기포의 

부피가 더 커져 부력이 표면 장력보다 강해지면 기포가 가열 표면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 이런 핵 비등의 시작은 표면 온도 115℃ 부근이었으며 기포가 생성되고 가

열 표면을 떠날 때 까지 걸린 시간은 15～20ms 다. 핵 비등 시작 치는 핵 비등

이 시작되기 까지는 측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한 지 에서 핵 비등이 시작되면 

같은 치에서 반복 으로 기포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가시화 사진

은 ‘그림 3.2.1 이산화규소 표면에서의 기포거동’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3.2.1 이산화규소 표면에서의 기포거동

나. 소수성 표면에서의 비등 가시화

이산화규소 표면 에 테 론으로 체 코 한 가열표면 에서의 기포 거동

을 핵 비등 시작 지 에서 고속카메라를 이용하여 가시화하 다. 에서 언 된 

바와 같이 소수성 표면의 각은 120°이며 가열면  0.15mm
2
이 모두 소수성 물

질인 테 론으로 코 된 상황에서 촬 하 다. 기 이 되는 이산화규소표면에서의 

가시화결과와 크게 다른 3가지 부분을 기 으로 특성을 분석하여 보 다. 첫 번째

는 핵 비등 시작지 의 온도이다. 기  표면의 핵 비등 시작 온도가 115℃인 반면

에 소수성 표면의 핵 비등 시작 온도는 101℃～102℃로 상 으로 엄청나게 이른 

핵 비등 시작을 가시화를 통하여 확인 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기포의 생성크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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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주기이다. 기포 크기는 기  표면에서의 기포 크기가 수백μm 사이즈인 반면에 

소수성 표면에서의 기포 크기는 2～3mm에 육박할 정도로 큰 기포를 생성하 다. 

기포의 생성 주기 역시 3s로 이산화규소표면에서 기포의 생성주기에 비해 비약 으

로 증가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발생한 기포의 크기가 이산화규

소표면 보다 월등히 크며, 핵 비등 시작 온도가 이산화규소표면 보다 월등히 낮아

서 생긴 상으로 해석된다. 세 번째는 핵 비등 시작 치이다. 기  표면의 경우 

핵 비등이 한번 시작 되면 그 치에서 지속 인 핵 비등이 시작되었던 반면 표면

이 소수성으로 코 된 가열 표면에서는 가열표면의 체에서 임의 으로 기포가 생

성되었다. 한 치에서만의 핵 비등이 지속되지 않고 가열표면 면  체에서 기포

가 발생하 으며, 핵 비등 시작 온도의 낮은 온도에서도 두개의 기포가 동시에 생

성되는 상도 찰되었다. 한 발생된 기포가 가열표면을 떠나지 않고 가열표면 

를 미끄러지며 움직이는 상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는 가열 표면 체가 

기포와 화학 으로 안정된 소수성 물질이기에 가열표면 체가 핵 비등 시작 치가 

될 수 있는 잠재  가능성을 가졌기 때문으로 단된다. 가시화 사진은 ‘그림 3.2.2 

소수성 표면에서의 기포거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2.2 소수성 표면에서의 기포거동

다. 친/소수성 pattern 표면에서의 비등 가시화

이산화규소 표면 에 테 론 을 patterning한 후 가시화를 진행하 다. 그 

결과를 소수성 표면이 기 표면과는 다른 특성을 보 던 세 가지 부분에 해서 기

으로 결과를 분석하여 보았다. 첫 번째 핵 비등 시 이다. 핵 비등 시 의 온도는 

102℃～108℃로 기 표면에 비해서는 시작 온도가 낮지만 소수성으로 체를 코

한 표면에 비해서는 높은 온도에서 핵 비등이 시작되는 것을 확인하 다. 두 번째 

기포의 크기와 기포 생성주기 부분이다. 가시화 결과 기포의 크기는 소수성 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기포 생성 주기는 ～20ms로 소수성표면이 체를 코

하 을 때 보다는 빠른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기포의 크기가 소수성 체

코 인 경우보다 작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세 번째 핵 비등 시작 치이다. 이

산화규소 표면의 경우 핵 비등 시작 치를 측할 수 없었으며, 한번 발생한 치

에서 지속 인 비등이 발생하 다. 반면 소수성 표면의 경우 표면 체가 핵 비등

시작 치가 되는 것을 측하 다. 이에 반해 pattern 표면 에서의 핵 비등 시작 

치는 소수성 물질이 patterning된 소수성 이 핵 비등의 시작 지 이 되는 것을 

가시화를 통하여 확인하 다. 이는 기포와 화학 으로 안정되는 계에 있는 소수



24

성 물질이 기 표면에 비해 핵 비등을 잘 유도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가시

화 사진은 지름 1.25mm의 소수성 에서의 비등 상을 고속 카메라로 촬 한 가

시화 결과이다. ‘그림 3.2.3. 소수성 에서의 기포거동’에서 확인 가능하다.

그림 3.2.3 소수성 에서의 기포거동

2. 비등 성능 검증 실험 내용  결과

가. 개질 표면 특성 측정

앞서 소개된 본 연구를 통하여 제안된 표면 개질 기법을 통하여 표면 특성이 

변화한 가열표면의 특성을 측정하 다. 같은 물질을 이용하 고 소수성물질과 친수

성물질의 비가 크지 않다는 에서 볼 때, 가열표면끼리의 thermal effusivity의 차

이는 무시할만하다고 가정하 다. 이에 따라 표면 물성치를 제외한 표면 인자인 표

면 각과 표면 구조  거칠기에 한 인자 측정을 진행하 다.

(1) 표면 각 측정 결과

표면 각 측정은 CCD카메라와 자동 피펫이 연결되어 있는 각 문 

측정 장비를 통하여 측정하 다. 물의 양은 3μl로 일정하게 표면에 주사하 다. 한 

표면에 해서 6번의 각 촬 이 이루어졌으며 측정된 각의 편차는 ±2°내외

다. 각 촬 에 사용된 유체는 본 실험에서 사용된 작동유체와 동일한 1차 증

류수 으며 상압 상온(～18℃)에서 촬 되었다. 그 결과 기  표면으로 활용된 

silicon wafer를 강제 산화시켜 얻은 이산화규소 표면의 경우 표면 각이 54°를 

보 다. 이산화규소에 teflon을 코 한 소수성 표면의 경우 표면 각이 123.1°를 

보 다. Pattern을 진행한 후의 각 표면에 한 각은 앞의 이산화규소에서의 

각 54°와 teflon 표면의 123.1° 각과 편차 범 에서 일치하는 값을 보 다. 측

정한 표면 각 사진 데이터는 ‘그림 3.2.4 표면 각’에 있다.

그림 3.2.4 표면 각

(2) 표면 구조  거칠기 측정 결과

표면 구조  거칠기의 측정은 비 식 3차원 구조분석이 가능한 학 측정 

장비 3D profiler를 사용하 으며 측정가능 분해능은 0.5nm로 고분해능을 갖는다. 

소수성 표면과 친수성 표면에 해서 6회 이상의 측정을 시행하 다. 그 결과 기  

표면인 이산화규소 표면의 거칠기는 1.75nm, 소수성 표면의 경우 1.57nm,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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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물질간의 높이차는 9.0nm로 비등 성능에 미치는 효과가 무시할 만 값이었다. 3D 

profiler의 teflon pattern 촬  데이터를 ‘그림 3.2.5 3D-profiler 촬  사진’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3.2.5 3D-profiler 촬 사진

나. 개질 표면의 비등성능 평가

개진된 가열표면의 성능 평가에 앞서 설계된 실험장치의 신뢰성 확보와 실험 

샘 의 재생산성을 확인하기 같은 공정을 거쳐 제작되었지만 다른 가열표면을 상

압 풀 비등에 넣어 실험결과가 반복 으로 재 되는지 실험을 진행하 다. 그 결과 

실험결과가 동일한 경향을 보이며 반복성이 뛰어난 것을 확인하 다. 반복성 실험

결과는 ‘그림 3.2.6. 기 표면의 반복성 실험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2.6 기 표면의 반복성 실험결과

반복성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가열표면의 재생산성과 실험장치의 비등 성능 

재 성을 확인하 다. 이를 기반으로 기 표면 이산화규소 가열표면과 소수성 표면

이 가열표면 체를 코 한 소수성 표면, 그리고 소수성 물질인 teflon이 가열 표면

에 일부 pattern되어 있는 경우에 한 비등 평가 실험을 진행하 다. 소수성 

pattern은 모두 원형으로 pattern되었으며 그 크기는 500um, 700um, 1mm로 세 종

류이다. 각 pattern간 거리는 문헌조사를 통하여 각 pattern이 서로 간섭효과 없이 

독립 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리로 설정하 다. 소수성 pattern 표면에 한 연구가 

없기에, 소수성 표면이 핵 비등을 유도한다는 에 착안하여 핵 비등시 표면 공동

간의 간섭효과가 없는 최소거리 그 이상으로 pattern간 거리를 설정하 다. 500um

와 1mm pattern 의 경우 소수성 물질 면 과 가열표면 면 의 비가 같다. 이는 

소수성 물질 면 이 일정한 상황에서 소수성 pattern의 크기에 비등 상황이 향을 

받는지 알기 하여 설계한 인자이다. 반면 700um와 1mm는 의 개수는 갖지만 

소수성 물질 면 과 가열표면 면  비는 다르다. 이는 핵 비등을 유도하는 소수성 

물질의 개수를 갖게 하여 소수성 물질 면  변화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기 함이

다. 총 실험 가열표면의 종류는 기 이 되는 이산화규소 표면을 제외하고, 소수성 

표면이 가열표면 체를 코 한 경우까지 포함하여 총 4가지이다. ‘표 3.2.1 시편 정

보  임계열유속 증진도’에서 각 실험 시편에 한 정보  임계열유속 증진을 확

인 할 수 있다. ‘그림 3.2.7 비등 성능 곡선 - 1’과 ‘그림 3.2.8 비등 성능 곡선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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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각기 다른 4가지 표면 조건과 기 표면에 한 비등 성능 곡선을 linear scale

과 log scale로 확인할 수 있다.

표 3.2.1 시편 정보  임계열유속 증진도

그림 3. 2. 7 비등 성능 곡선 - 1

그림 3. 2. 8 비등 성능 곡선 - 2

각 개질된 가열표면과 기 표면에 한 비등 성능을 살펴보면 기 표면이 되

는 이산화규소 표면에 비해 소수성 이 힌 가열표면이 비등열 달과 임계열유속 

모두에서  증진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증진은 바로 앞의 항목 ‘1. 비등 

가시화를 통한 내용  결과’에서 언 된 가시화 결과를 이용하여 해석이 가능하다. 

앞서 언 되었듯이 기포와의 화학  결합이 더 안정한 소수성 표면은 낮은 

온도에서 핵 비등 시작을 일으킨다. 이러한 빠른 핵 비등은 비등열 달에서 열 달 

효율이 떨어지는 자연 류 역을 여주고 열 달 효율이 높은 핵 비등 역을 더 

넓히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소수성 이 있는 가열표면이 기 표면에 해 더 높

은 열 달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은 소수성 체표면에서도 

나타난다. 101℃라는 빠른 핵 비등 시작으로 인해 열유속에서 소수성 들보다도 

훨씬 높은 열 달 능력을 보인다. 하지만 소수성 표면이 체를 감싸고 있어 가열

표면 체에서 기포가 발생하게 되어 발생된 기포들이 쉽게 합쳐져 아주 빠른 임계

열유속에 도달하게 된다. 소수성 체표면의 임계열유속은 이산화규소 표면의 임계

열유속에 비해 3분의 1 수 이었다.

소수성 물질이 표면에 친수성 표면 에 일부 patterning된 실험 샘 간의 임

계열유속은 소수성 물질이 표면을 모두 감싼 경우보다 300%가까운 증진을 보 다. 

이는 친수성물질의 임계열유속과 증진 혹은 동등한 값이다. 본 연구에서 실험된 실

험 샘 이 나노스 일의 표면 거칠기를 갖는 샘 이며 나노 두께의 박막 히터를 이

용한 실험이기에 복합 으로 표면 조건과 히터의 조건에 아주 민감한 임계열유속 

특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친수성 표면의 비한 patterning된 표면의 임계열유속 증진

은 그 정도 크지 않은 것으로 단되며 보다 안정된 많은 수의 실험데이터를 바탕

으로 이에 한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기존 소수성 

patterning에서도 친수성 물질 특성이 아닌 소수성물질과 거의 동등한 낮은 임계열

유속을 보 던 기존의 실험들과는 큰 특이사항이라 할 수 있다. 기존 소수성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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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을 구리표면 에 patterning한 Takata 실험결과에서도 patterning 표면의 임계열

유속이 매우 낮아 낮은 열유속에서는 높은 비등열 달을 보이다 높은 열유속에서는 

순수 구리표면보다 낮은 열 달 성능을 보 었다. 그러나 본 실험에서는 순수소수

성 표면에 비하여 높으며 친수성 표면과 거의 동등한 임계열유속 증진 결과가 보고

되었으며 열 달 성능도 특정 열유속에서 감소하는 상이 측되지 않았다. 이

듯 순수소수성 표면에 비하여 소수성 patterning 표면의 임계열유속이 높게 형성된 

것에 해서는 소수성 의 배치, 소수성 의 크기, 체 가열 면 과 소수성 물질 

면  간의 비에 따른 결과로 추정된다.

이제 개질된 표면간의 비등성능을 비교하여 보겠다. 소수성 을 가진 개질 

가열표면 에서도 500um의 경우가 가장 뛰어난 비등열 달 성능을 보 다. 500um

의 비등열 달 능력은 기  표면 비 최소 15.3%에서 최  57.4%의 증진을 보

다. 비등열 달이 다른 개질 표면에 비해 뛰어났던 이유를 분석하여 보면, 앞의 가

시화 결과를 통하여 밝 진 바와 같이 개질된 표면에서 핵 비등 시작 부근에서 뜨

는 기포의 크기에 향을 받는다. 즉 소수성 면 이 넓으면 넓을수록 많은 기포가 

뜰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열유속에서도 기포의 크기가 작으면 표면에서 

잡는 표면장력이 더 작기 때문에 기포가 가열표면으로부터 떠나기가 쉬워진다. 이

러한 이유에 의해서 소수성 면 이 은 700um pattern과 pattern 크기가 2배 큰 

1mm pattern에 비해 500um pattern이 좋은 비등열 달 성능을 보인 것으로 평가된

다. 임계열유속의 증진은 앞에서 언 된바와 같이 간 거리가 가장 가깝기 때문에 

가장 높은 증진을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500um pattern을 제외한 700um pattern과 1mm pattern의 경우 거의 동일한 

비등열 달 능력을 보 는데 이는 소수성 면 은 1mm pattern이 넓지만,  700um 

pattern에서는 동일 열유속에서 1mm pattern보다 빠른 기포발생주기를 갖기 때문에 

두 효과가 서로 상쇄된 것으로 평가된다. 

각 열유속별 비등열 달능력에 한 상세 정보는 ‘표 3.2.2 열유속별 비등 열

달률’과 ‘그림 3.2.9 열유속별 비등 열 달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3.2.2 열유속별 비등 열 달률

그림 3.2.9 열유속별 비등 열 달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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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시편 정보  임계열유속 증진도



29

표 3.2.2 열유속별 비등 열 달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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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이산화규소 표면에서의 기포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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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소수성 표면에서의 기포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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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소수성 에서의 기포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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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표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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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3D-profiler 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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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기 표면의 반복성 실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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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비등 성능 곡선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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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비등 성능 곡선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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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 열유속별 비등 열 달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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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외 기여도

제 1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1. 2008년도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본 연구의 시작 단계에서 제시한 2008년도 세부연구목표는 4가지다. 첫 번째 

세부 연구 목표는 국내외 행 연구조사이며 평가의 척도는 연구 황에 한 조사

의 충실도를 바탕으로 한다. 그에 따른 연구 성과는 국내외  진행되고 있는 표면 

개질 기법에 한 악이 가능하 다. 국내의 부족한 표면 개질 기법 경험, 개질 표

면의 풀 비등에 용한 사례  데이터베이스의 취약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해외

에서 다양한 산업분야를 기반으로 표면 개질 기법을 시도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이에 한 세부 조사 내용은 ‘제 2장 국내외 최근연구동향’에서 기술 하 다. 두 번

째는 세부 목표는 비등 표면 물질 선정이며 이에 따른 평가 착안 은 표면 물질 검

토의 충실도에 있다. 연구 진행을 통하여 SiO2, TiO2, ZnO, , 크롬, lotus paint, 

OTS(Octadecyltrichlorosilane, 자가분립 단분자막 물질의 일종), Teflon AF series 

등이 표면 물질로 고려되었으며 그  최종 비등 표면 물질로써 SiO2와 Teflon AF 

series를 사용하기로 결정하 다. 세부 조사 내용은 ‘제 3장 제 1 의 항목 2의 세부

항목 가. 기존 표면 개질기법’에서 기존 개발된 기법에 한 조사뿐 아니라 그에 따

른 물질에 한 조사내용까지 기술하 다. 세 번째는 표면 젖음 특성 변화 기법 개

발에 한 목표이며, 표면 젖음 특성 변화 기법 검토의 충실도를 바탕으로 평가한

다. 결정된 표면 물질에 하여 stamping 기법, 속 에칭 기법, 속 마스킹 라

즈마 조사 기법, PR을 이용한 마스킹 후 라즈마 조사 기법, lift  off 등이 비 

실험과정에서 수행되었으며 그  lift off 기법이 가장 높은 patterning 정확도와 

patterning 성공률을 갖는 것으로 명하 다. 새롭게 개발된 표면 개질기법에 한 

내용은 ‘제 3장 제 1  항목 2의 세부항목 나. 새로운 표면 개질 기법’에서 소개하

고 있다. 마지막 세부 연구 목표는 비등 열 달 실험용 실험장치 설계/제작이며, 평

가 실험을 한 실험장치 설계의 합성을 기 으로 평가한다. 기 개질된 표면 기

법을 활용하기 한 백  박막히터를 소형기계가공기법을 통하여 제작하 다. 그

리고 joule heating방식으로 상압에서 풀 비등 실험이 가능하도록 실험 장치를 설계 

제작하 으며 이를 실험에 활용하 다. 이에 한 세부 내용은 ‘제 3장 제 1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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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성능 검증을 한 실험장치 개발’에서 언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항목 네 가지에 하여 100%의 목표를 충실하게 달성하 다고 

평가된다. ‘표 4.1.1 2008년도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에는 세부 연구 목표와 각 항목

의 가 치, 그리고 평가의 척도를 제시한 표이며 기에 따른 달성도 평가가 첨부되

어 있다.

표 4.1.1 2008년도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2. 2009년도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본 연구의 시작 단계에서 제시한 2009년도 세부 연구 목표는 3가지이다. 첫 

번째 연구 목표는 비등 열 달 향상을 한 표면 인자 선정이다. 연구 목표를 수행

하기 하여 문헌 조사  문가 의를 진행하 으며, 그 결과, 표면 인자 에서

는 표면 각, 표면 구조  거칠기, 표면의 물성치가 비등 상에 향을 미치는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표면 거칠기와 표면 물성치를 제한하고 각

만을  변화시키며 이에 따른 효과를 연구하 다. 표면인자의 비등 상에 변화에 

한 문헌연구조사 내용은 ‘제 3장 제 1  항목 1.연구인자 설정’에 수록되어 있다. 두 

번째 연구 목표는 표면 인자에 의한 젖음 특성 변화기법 용이다. 2008년에 선택

된 표면 물질과 개질 기법을 기반으로 표면 거칠기와 물성치를 제한하 다. 기존 

발표된 Teflon을 이용한 표면 patterning의 경우 마이크로 구조를 포함하거나 재

는 사용할 수 없는 화학물질을 이용하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표

면 거칠기를 10nm이하로 조 하여 표면 거칠기의 효과를 완벽히 배제하 으며, 표

면산화 기법에서 furnace의 환경 요소를 정확히 조 하여 표면 물성치  각의 

재생산성(reproductivity)을 통제하 다. 새로운 표면 개질기법에 한 내용은 ‘제 3

장 제 1  항목 2의 세부항목 나. 새로운 표면 개질 기법’에서 소개하고 있으며 이

를 통하여 변화된 표면의 특성에 한 연구는 ‘제 3장 제 2  항목 2의 세부항목 

가. 개질 표면 특성 측정’에서 확인하 다. 마지막 연구 목표는 비등 열 달 성능 

평가 실험  분석이다. 개질된 표면에 하여 상압 풀 비등 평가를 수행하 고 실

험결과를 통하여 결과의 재생산성(reproductivity)을 평가하여 본 결과 우수하다고 

평가된다. 한 이를 통하여 향상된 임계열유속과 비등열 달율의 측정이 가능하

다고 평가된다. 향상된 비등 성능에 한 결과는 세부 내용은 ‘제 3장 제 2  항목 

2의 세부항목 나. 개질표면의 비등성능 평가’에서 보고하 다.

이에 따라 2009년도 세부 연구 목표에 해서 충실하게 수행하 으며 뛰어난 

연구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된다. ‘표 4.1.2 2009년도 연구개발 목표달성도’는 세부 



41

연구 목표와 각 항목의 가 치, 그리고 평가의 척도를 제시한 표이며 이에 따른 달

성도 평가가 첨부되어 있다.

표 4.1.2 2009년도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3. 평가 착안 에 따른 총 연구 목표 평가

본 연구의 시작 단계에서 제시된 최종 평가 목표는 표면 젖음 특성 변화에 

한 비등 열 달 성능 향상에 있으며 본 과제를 통하여 국내 2건, 국외 2건의 논

문을 발표하는 것이 평가의 척도 다. 이에 따라 2008년도부터 2009년까지 해외, 국

내 각기 2건의 논문을 발표하 기에 연구 목표를 100% 충실하게 수행하 다고 평

가한다. ‘표 4.1.3 본 과제 발표 논문 목록’에 발표논문의 목록을 수록하 다.

표 4.1.3 본 과제 발표 논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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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세부 연구 목표 가중치 평가의 착안점 및 척도 달성도

2008

국내외 현행 연구조사 15%
연구 현황에 대한 조사의 

충실도
100%

비등 표면 물질 선정 15% 표면 물질 검토의 충실도 100%

표면 젖음 특성 변화 기법 개발 30%
표면 젖음 특성 변화 기법 

검토의 충실도
100%

비등 열전달 실험용 실험장치 

설계 및 제작
40%

평가 실험을 위한 실험 장

치 설계의 적합성
100%

표 4.1.1 2008년도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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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세부 연구 목표 가중치 평가의 착안점 및 척도 달성도

2009

비등 열전달 향상을 위한 표면 

인자 선정
20%

선정된 표면 인자의 적합성 

실도
100%

표면 인자에 의한 젖음 특성 변

화 기법 적용
30%

인자의 표면으로의 적용에 

대한 적합성
100%

비등 열전달 성능 평가 실험 및 

분석
50%

표면 젖음 특성 변화에 대

한 비등 열전달 성능 평가
100%

표 4.1.2 2009년도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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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년도 논문 제목 발표 기관 논문 저자

2008
 평판형 히터를 이용한 나노 유체 

풀비등 임계열유속의 실험적 연구

2008년 대한 기계학회 춘계 학술

대회 논문집

안호선, 김선태, 

조항진, 제준호, 

김무환

2009

 CHF enhancement of a forced 

convective flow boiling in 

nanofluid

2009년 춘계 원자력 학회
안호선, 조항진, 

강순호, 김무환

 The experimental study of 

CHF(Critical Heat Flux) by 

hydrophobic dot on the silicon 

surface in pool boiling

4th Korea-China Workshop on 

Nuclear Reactor Thermal 

hydraulics

조항진, 김형모, 

안호선, 김선태, 

강순호, 김준원, 

김무환

 Experimental study of boiling 

phenomena by micro/milli 

hydrophobic dot on the silicon 

surface in pool boiling

Proceedings of the 7th 

International ASME 

Conference on Nanochannels, 

Microchannels and 

Minichannels, ICNMM2009

조항진, 김형모, 

안호선, 김선태, 

강순호, 김준원, 

김무환

표 4.1.3 본 과제 발표 논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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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본 연구의 성과 평가와 외 기여도

1. 개발된 연구의 성과 평가와 외 기여도 평가

본 과제를 통하여 개발된 연구 내용  결과를 살펴보면 표면 젖음 특성을 

갖는 서로 다른 두 물질의 이용을 통하여 가열 표면을 개질하 고, 이를 통하여 순

수소수성 표면에 비하여 증진된 임계열유속과 순수 친수성 표면보다 증진된 비등열

달 성능을 보이는 성과를 보 다. 이는 핵 비등을 열 달 메카니즘으로 응용하고 

있는 분야에서 높은 활용 가능성이 기 된다. 본 연구 과제를 통하여 개발된 표질 

기법의 특성을 해외에서 연구 개발되고 있는 표면 개질 기법들과 기법의 편이성, 

효율성, 산업 용가능성, 그리고 개질 기법에 의한 비등 성능 등을 바탕으로 비교

하 다. 

먼  다공성 물질 코 을 통한 표면 개질 기법과의 비교이다. 다공성 물질을 

이용한 표면 개질 기법은 비등 열 달을 증진시키며 그 구조에 따라 임계열유속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에서 비등 성능 향상에는 고무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

만 그 높은 성능에도 불구하고 산업 분야에 용되기 해서는 많은 한계 이 남아

있다. 그  가장 큰 한계 은 다공성물질과 가열 표면 간 부착 방법과 그 착력

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다공성물질을 실제 용하 을 때 생기는 압력강

하의 문제이다. 다공성물질은 표면 물 수 능력을 높이기 하여 복합 구조가 표면

에 설치되어 있다. 덕분에 물 수  능력을 높일 수는 있지만 더불어 높아지는 압력

강하는 큰 문제 으로 지  되고 있다. 이런 여건 때문에 유동비등이 있는 부분

의 산업 분야에 용하기에는 한계로 지 되고 있다. 한 물 수 을 높이는 구조

는 가열표면에서 발생한 기포가 가열표면을 떠나는 것을 방해하기에 임계열유속을 

감소시키기도 하는 은 해결해야 되는 문제 이다. 하지만 본 과제를 통하여 개발

된 기법은 물리  구조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수십nm이기에 압력강하의 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기 된다. 더욱이 비등 가시화 결과를 살펴보면 소수성 표면에서 

쉽게 기포가 소수성 표면을 미끄러지는 상이 측되었다. 이런 상은 소수성 표

면에서 기포의 유동에 걸리는 압력강하가 크지 않아 유동 압력강하에 향이 을 

것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두 번째 주목할 만한 표면 개질 기법은 다공성 물질 코 기법을 응용하여 인

공공동과 나노/마이크로 복합 가열표면 기법이다. 이 기법은 최근 향상된 MEMs기

술의 목으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표면의 개질자체도 어려움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앞서 비교한 다공성 물질 코 기법의 연장선상에 있기에 압력강하 논의로부터 벗어

나기가 어렵다. 더욱이나  기법은 그 아이디어가 새롭고, 높은 기술력을 동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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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 시도 으나 비등열 달 능력만을 개선하는데 그쳤을 뿐, 임계열유속 증진에

는 소득이 없었다.

표면 젖음 특성을 조 한다는 면에서 비슷한 을 가지고 진행된 MIT의 

2010년도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신물질을 이용하여 동  각을 낮추어 임계열유

속을 높이고, 정  각은 높여 비등열 달을 증진하 다. 이 연구는 표면 각

을 제어함으로써 효율 으로 임계열유속과 비등열 달을 모두 높 다는 면에서 본 

연구와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경우 새롭게 변형되어 개발

된 물질이 아닌 일반화되어 시  매되는 제품을 사용하 다는 면에서 높은 활용 

가능성  경제  효율성이 높게 평가된다.

의 비교에서 알 수 있듯이 연구 개발된 표면 개질 기법을 통한 비등 상 

찰은 기존 개발된 기법들에 비해 큰 장 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가 

지속 으로 연구되어 다양한 비등 조건, 다양한 표면 조건에서의 실험이 진행 된다

면 궁극 으로 발 소  가  기기와 같이 비등 열 달을 열 달 메카니즘으로 응

용하는 많은 분야에 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 된다. 

더불어 산업 , 사회  가치 외에 그동안 한계에 도달하 던 표면 젖음 특성

을 이용한 비등 성능 개선에 한 연구 분야에 하나의 돌 구를 제시할 수 있을 것

으로 기 되어 학문 으로도 그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한 소수성 표면과 

Teflon pattern에서의 기포 거동을 고속 카메라로 촬 한 가시화 결과를 살펴보면 

발생되는 기포를 Teflon pattern의 크기 조 을 통하여 조 가능하며 핵 비등 시작 

치도 pattern 로 일정한 것을 확인하 다. 이런 결과는 그 동안 기포 거동 찰에 

어려움을 겪던 치 상  확  찰에 도움을  것으로 기 된다. 더욱이 기포

의 크기와 발생 주기 계를 정량 으로 연결한다면 비등 상황에서의 기존 모델보

다 더욱 정확한 풀 비등 열 달 측 모델의 제시가 가능할 것이다. 이는 비등 연

구에 매우 고무 인 일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의 수행을 타 기법들과 비교하며 그 산업 , 학문  가치를 

평가하여 보았다. 그 결과 본 연구가 연구 목 을 매우 충실하게 수행되었다고 평

가다. 특히 해외의 연구 기술보다 뛰어난 기법의 개발과 이를 통하여 얻은 뛰어난 

비등 능력을 보인 은 연구 목표를 매우 만족스럽게 이루었으며 국내의 표면 개질 

기법 개발과 핵 비등 능력 향상 연구에 한 기여를 하 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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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결과 활용계획

제 1  연구결과 활용계획

1.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 평가

앞 장에서 언 된 바와 같이 본 과제는 해외의 기존 개발된 연구 기법들에 

비해 그 장 이 뚜렷하며 비등 성능에서도 임계열유속과 비등열 달을 모두 증진시

키는 뛰어난 결과를 얻었다. 특히 임계열유속과 비등열 달을 한 가지 기법으로 모

두 증진시키면서도 표면 구조가 없는 형상은 강제 류가 있는 유체 속에서도 압력

강하에 큰 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기 된다. 이는 비등 성능은 개선하지만 압

력강하를 증진시켜 실제 용에 어려움을 겪던 기존 기법들에 비해 산업 활용 가능

성을 높이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 의 연구가 지속 으로 각 산업 

분야에 맞도록 연계되어 연구되어 표면에 개질하는 기법을 간소화하는 연구까지 진

행된다면 임계열유속과 비등열 달이 장치 체의 효율과 직 으로 연 이 되는 

가 ․ 자  산업 분야  원자력과 같은 발  분야에서 높은 활용이 기 된다. 특

히 사회 , 경제 , 환경 으로  효과가 큰 산업 분야들에 실제 활용 가능성이 

높다는 이 높게 평가된다.

한 그 동안 가열 표면 특성 변화에 따른 비등 특성 변화를 측하기 하

여 실험  근을 진행되어왔던 학문 분야에서도 서로 다른 표면 젖음 특성을 가진 

물질을 목시켜 물질의 경계를 비등 성능 개선에 사용한다는 본 연구 기법의 기본 

개념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그동안의 한계 의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더하여 소수성 표면과 소수성 을 이용한 가시화 결과 느린 기포발생

주기와 기포의 크기를 소수성 의 크기로 조 할 수 있다는 은 기포 거동에 

한 기본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된다. 먼  느린 기포의 발생 주기는 핵

비등이 시작되어 기포가 자라는 과정, 그리고 기포가 가열 표면을 떠나는 과정에 

한 가시화 촬 을 진행하는데 용이하여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느린 기포발생주

기와 더불어 핵비등 기포의 크기를 소수성 의 크기 조 을 통하여 조 할 수 있

다는 은 발생 기포의 크기(혹은 표면 공동 크기 도 분포)와 기포 발생 주기를 

이용한 비등열 달 측 모델을 세우는데 기  인자 연구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것으로 기 된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산업 분야의 활용 가능성과 학문  기  연구로써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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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가능성이 높은 연구 다고 평가된다.

2. 추가 연구의 필요성  타당성 평가

본 과제를 통하여 서로 다른 각을 갖는 소수성 물질과 친수성 물질을 혼

합하여 상압 풀 비등 상황에서 순수소수성 물질에 비하여 높은 임계열유속과 순수

친수성 물질에 비하여 높은 비등열 달 결과를 얻었다. 분명 이런 결과는 상당히 

고무 이며 그 기법이 갖는 장 들은 높게 평가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제 막 시

작 단계로써 제시된 기법과 성능 향상은 Teflon이라는 소수성 물질과 SiO2라는 친

수성 물질에 한정된 연구이다. 그리고 소수성 물질과 친수성 물질의 배치 자체도 

무한한 변수 변한 방법이 가능하나 그  극히 일부분만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에서 비추어 보았을 때 본 연구를 통한 획기 인 비등 성능 향상을 실제 분야에 

용하기 해서는 다양한 각을 갖는 물질 간의 효과에 한 연구가 진행되어

야 한다. 특히 실제 산업 분야에서 용되고 있는 SUS나 속류 등의 경계를 이용

한 연구와 개질 기법의 간소화를 한 연구가 추가 으로 진행된다면 이는 산업 

반에 획기 인 개선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한 앞에서 살펴본 가시화 결과를 이용하여 표면 조건 악을 통한 비등 열

달 측 모델이 가능하게 된다면 이는 근본 으로 열 달기기를 설계하는데 있어 

많은 인력 낭비와 경제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비등 열 달 측 모

델을 만들기 해서는 표면의 각 인자에 한 각각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하

지만 본 연구를 통하여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비등열 달을 측하기에

는 표면 조건 변화에 따른 비등 성능에 한 실험 결과가 많이 부족한 상태이며, 

이를 한 지원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 과제 목표의 충실한 이행과 뛰어난 비등 성능 개선을 제

시함으로써 새로운 연구 분야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하나의 뿌리를 만들어 냈고, 추

가로 본 연구 과제가 진행되었을 때 상되는 이 을 보았을 때 추가 연구의 필요

성은 타당하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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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특성 물질을 하나의 가열표면에 마이크로크기의 구조 

없이 구현하기 위하여 새로운 표면개질 기법을 개발하였으며, 성능 평가를 위한 풀 비등 

실험 장치를 구현하였다. 이를 통하여 새롭게 개질된 가열 표면조건을 이용하여 풀 비등 

성능 평가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소수성 점을 친수성 표면 위에 patterning한 가

열 표면이 순수 소수성 표면에 비하여 300% 가까이 인상된 임계열유속을 보였으며, 순

수 친수성 표면에 비해 최대 57.4% 높은 비등 열전달 성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

하여 서로 다른 표면 젖음 특성 물질을 이용한다면 비등 현상을 활용하는 산업장치에서 

높은 효율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명키워드

 (10단어내외) 
표면 젖음 특성, 비등열전달, 표면 개질, 임계열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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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ters have hydrophobic dots on hydrophilic surface. The contact angl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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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hydrophilic surface is 60o at same conditions. To conduct the experiment with 

new surface condition, we developed new fabrication method and design the pool 

boiling experimental apparatus. Through this facility, we can the higher CHF on 

pattern surface than that on hydrophobic surface, and the higher boiling heat 

transfer performance on pattern surface than that on hydrophilic surface. Based 

on this experimental results, we concluded that we proposed new heating surface 

condition and surface fabrication method to realize the best boiling condition by 

modified heating surface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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