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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xperiments of boiling heat transfer were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boiling enhancement in 
saturated water by using multi-stage electroplated surface. In order to optimize the boiling performance, 
current flux and duration in multi-stage electroplating were varied. Current flux, 2 A/12cm2 and 0.33 A/cm2, 
and duration ranging from 15 second to 50 second are considered. The results showed that multi-stage electro
plated surfaces generate enhancement of boiling parameters such as boiling incipient superheat, boiling heat 
transfer coefficient, and critical heat flux compared to plain surface. The SEM images of the coated surfaces 
were captured to examine the structure of porous surface, which provides the enhancement of boiling heat 
transfer.

기호설명 
 

h  열전달계수, [W/m2∙K] 

h  평균 열전달계수, [W/m2∙K] 
h′  열전달계수′, [W/m2∙K] 

h ′  평균 열전달계수′, [W/m2∙K] 
q ′′  열유속, [W/m2] 
superheat′ 과열도′, [K] 

surfaceblockT _  블록 표면의 온도, [℃] 

bulkliquidT _  액체 온도, [℃] 

BIS 비등 시작 과열도, [K] 
BIS′ 비등 시작 과열도′, [K] 
 

1. 서 론 

과거 수십년 동안 반도체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

하여 왔고 마이크로 제작 기술의 발달로 인해 앞
으로도 이러한 경향은 계속될 것이다. 반도체 기
술은 고성능화와 소형화라는 두 가지 경향을 가지

고 발전해 가고 있다. 이러한 경향으로의 발전은 
기존의 공랭식 냉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고열유

속의 발생과 방출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Mudawar [1]는 고열유속 발생장치의 냉각방식으로 
풀비등열전달, thermosyphon, 마이크로 채널 냉각, 
제트 분사냉각, 스프레이 냉각 등의 상변화 열전

달이 적용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 중 주목 받고 
있는 기술이 바로 핵비등 열전달을 이용한 냉각 
기술이다.   † 서울대학교 대학원 기계항공공학부 

E-mail : chod@dreamwiz.com 
TEL : (02)880-7123  FAX : (02)883-0179 

  *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 
**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비등 열전달의 촉진 기술들은 다양하게 연구되

고 있는데 그 중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방법이 표면에 작은 크기의 cavity 를 많이 생성하

는 것이다. Cavity 의 생성방식은 크게 표면에 금속

과 같은 입자를 부착하는 방식 [2, 3, 4, 5, 6]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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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인 가공을 이용한 방식 [7, 8, 9, 10]으로 나눌 
수 있다. 최근의 연구 결과로는 FC-72 를 작동유

체로 한 Chang 과 You [11]의 연구가 있다.  
표면의 cavity 생성을 통해 비등 열전달을 촉진

시키는 기술은 FC-72 나 다른 냉매에 대해서는 여
러 가지 기술이 개발되었으나 잠열이 크다는 장점

을 가진 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뛰어난 성능을 
가진 기술이 개발된 것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인
해 물을 작동 유체로 이용한 비등 열전달의 촉진 
기술을 개발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그 해결책으로 
다단 전기 도금법을 이용한 표면처리 방법을 제안

하고 다단 전기 도금 과정의 전류유속과 도금시간

을 변화시키며 실험하여 핵비등 열전달을 촉진시

키는 최적화된 조합을 찾고 그 결과를 기준표면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2. 실험장치 및 방법 

2.1 풀비등 실험 
실험을 위해서 두 가지 실험 장치를 제작하였다. 

풀비등 실험을 실제 행하여 결과를 확인한 풀비등 
실험 장치와 다단 전기도금을 원하는 시편에 할 
수 있게 하는 전기도금 장치가 그 두 가지이다. 

2.1.1 풀미등 실험장치 
Fig.1 은 풀비등 실험장치의 개략도이다. 실험 

장치는 중량과 산화 문제를 고려하여 알루미늄으

로 제작하였고 앞면과 뒷면에는 내부 가시화를 위

해 열처리된 강화유리를 장착하였다. 실험 수행 
시 내부 유체를 급속하게 가열하여 실험에 필요한 
상태로 온도를 상승시키는데 소모되는 시간을 줄
이고, 강한 비등 현상을 일으켜 빠른 시간 내에 
유체 내의 기체를 제거하기 위해 실험 장치 내부

에는 500 W 의 발열량을 가진 카트리지 히터를 두
개 장착하였다.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유체의 온
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실험 장치의 옆면과 
아래면에는 200 W 발열량의 band heater 2 개와 
100 W 발열량의 band heater 1 개를 장착하였다. 실
험 장치의 윗면에는 기체의 출입을 위한 하나의 
밸브를 장착하였고 아래면에는 실험 유체의 배출

을 위한 밸브를 장착하였다. 실험이 진행되는 동
안 물과 수증기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두개의 
T 형 열전대를 장착하였다. 윗면에 장착한 절대압

력계 (Druck PTX-1200, 0~2.5bar, 0.25% F.S.)로 실험 
장치 내부의 압력을 측정하였다.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내부 유체의 양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는 
실험인 경우는 윗면의 기체출입 밸브에 유리로 된 
코일형의 응축기를 설치하여 실험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히터는 Fig.2 와 같이 두 가지 형
태로 제작하였다. 두 가지 형태 모두 25 Ω의 저
항 (Component General Co.)을 발열체로 사용하였고, 
그 위에 10 mm × 10 mm × 3 mm 크기의 구리 블록

을 땜납을 이용하여 붙인 다음 옆면을 에폭시 
(3M 1838 L B/A)로 채워 단열하여 위쪽 10 mm × 10 

Fig. 1 Schematic diagram of pool boiling test section

a) Type A 

b) Type B 
Fig. 2 Schematics of heaters,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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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 면적으로만 대부분의 열전달이 일어나도록 
하였다. 구리 블록의 위쪽면에서 1.5 mm 아래 지
점에 지름 1 mm, 깊이 5 mm 의 구멍을 2 개 뚫고 
T 형의 열전대를 심어 온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두 지점의 온도를 평균해서 구리 블록 윗
면에서 1.5 mm 아래의 온도를 구하고 일차원 열
전도 계산을 이용해 구리 블록 윗면의 온도를 계
산하였다. A 형 히터는 이 구리 블록 윗면에서 비
등열전달이 일어나게 된다. B 형 히터는 다양한 표
면 조건을 빠르고 간편하게 실험하고 간접 접촉냉

각방식을 모사하기 위해 탈착이 가능한 1/25 in 두
께의 구리판을 구리 블록 위에 부착하였다. 이 구
리판과 구리 블록 사이에는 접촉열저항을 줄이기 
위해 접촉열저항 값이 실험에 의해 0.05 × 10-4 m2∙

K/W 로 알려진 interface material 인 TPMA 를 삽입

하였다.  

2.1.2 풀비등 실험방법 
실험장치에 실험할 히터를 장착하고 물을 채운 

뒤, data acquisition (HP 3852A DATA Acquisition/ 
controll Unit)을 작동시키고 카트리지 히터와 밴드 
히터를 이용하여 물을 가열한다. 장치 내의 물이 
끓는점까지 가열되면 그 상태로 1 시간 가량 유지

하여 물 속에 녹아 있는 기체와 실험장치 내의 기
체를 제거한다. 기체가 모두 제거되면 카트리지 
히터를 끄고 밴드히터를 작동유체의 대기압의 포
화온도로 설정하고 장치 내부의 상태가 정상상태

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 
히터에 가해지는 열유속은 입력되는 전압값에 

의해 조절된다. 열유속이 증가할 때마다 15 초의 
대기 시간을 둔 다음 데이터를 수집한다. 모든 열
전대에서 구해진 온도값의 차가 0.2 K 이하가 될 
때까지 온도값을 수집하여 비교한다. 이 조건을 
만족할 경우 히터가 정상상태에 도달했다고 가정

하고 히터와 물의 온도를 측정하고 열유속을 계산

한다. 대류열전달의 영역에서는 10,000 W/m2 씩 열
유속을 증가시키고 그 이후의 구간에서는 50,000 
W/m2 씩 열유속을 증가시켰다. 열유속이 예상한 
CHF (critical heat flux) 값을 넘게 되면 열유속을 
20,000 W/m2 씩 증가시켜 급격한 CHF 를 방지하고 
정확한 CHF 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히터에 공급되는 열유속이 예상한 CHF 값의 
80 %를 넘게 되면 CHF 로 인해 히터의 온도가 급
격히 상승하여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열유속을 
증가시킨 다음 45 초 동안 히터의 온도를 측정한

다. 매번 측정한 온도는 앞서 측정한 온도와 비교

하여 증가된 온도가 20 K 가 넘을 경우 CHF 라 가
정하고 power supply (HP 6030A System Power Supply, 

0-200V, 0-17A, 1000W)의 작동을 중지시킨다. 
실험과정에서 히터와 물, 수증기의 온도, 히터에 

공급되는 전압은 데이터 수집기를 통해 바로 측정

하였고 히터에 공급되는 전류와 압력계에서 내보

내는 전류는 션트저항 (10 Amp, 50MV)을 이용하여 
전압을 통해 간접적으로 측정하였다. 

이러한 실험은 Microsoft Windows for Workgroups 
Version 3.11 을 운영체제로 사용한 486 컴퓨터를 
통해 제어하였다. 측정과 제어에 사용한 프로그램

은 HP Basic 을 이용하여 작성하였다. 

2.2 전기 도금 실험 
다단 전기 도금법을 이용하여 A 형 히터의 구리 

블록 윗면이나 B 형 히터에 사용될 구리판에 코팅

을 하여 풀비등 실험을 수행하였다.  

2.2.1 전기 도금 실험장치 
전기 도금 실험 장치의 bath 는 증류수와 황산구

리, 황산, 염산의 혼합액으로 이루어져 있다.각 요
소의 혼합 비율은 다음과 같다. 황산구리는 증류

수 1 liter 당 190 g 의 비율로 섞고 황산은 20 ml 
넣는다. 2 %의 염산을 증류수 1 liter 에 10 ml 비율

로 첨가해 준다. Bath 의 바닥에는 magnetic stirrer
가 있어서 실험 도중 용액 내의 이온 농도를 균일

하게 유지시켜 준다.   
이 실험 장치에는 power supply (HP 6030A System 

Power Supply (0-200V, 0-17A, 1000W))가 연결되어 
있다. Power supply 의 – 단자에는 코팅을 할 시편

이 연결되고 + 단자에는 구리 이온을 방출하는 
역할을 해줄 구리판이 연결되어 bath 에 잠기게 된
다. 이 power supply 에는 제어용 컴퓨터가 연결되

어 시편에 흐르는 전류의 양을 조절하게 된다. 시
편에 흐르는 전류는 power supply 와 시편 사이에 
연결된 전류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2.2.2 전기 도금 실험방법 
실험에 사용될 시편 (A 형 히터나 B 형 히터에 

사용될 구리판)의 코팅할 표면을 1500 grit 의 사포

로 연마한다. 표면에 연마에 의한 자국보다 큰 
scratch 가 없어질 때까지 사포를 이용하여 다듬고 
마지막으로 표면의 scratch 가 일정한 방향을 가지

도록 한 방향으로 (구리판의 경우 가로 방향) 다
듬어 준다. 만약 1500 grit 의 사포로 다듬기에 큰 
scratch 가 있다면 먼저 400 grit 의 사포로 연마하여 
큰 scratch 를 제거한 후 1500 grit 의 사포로 연마한

다. 코팅할 표면의 연마가 끝나면 2 %의 염산을 
이용하여 닦아준다. 

표면의 전처리가 끝난 시편을 power supply 의 –
단자에 연결하고 bath 의 용액에 담근 다음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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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y 를 켠다. 이 power supply 에는 컴퓨터가 연
결되어 전류와 도금시간을 제어한다. 실험에 필요

한 전류유속과 도금 시간 하에서 코팅이 진행되는 
동안 bath 바닥에 있는 magnetic stirrer 를 작동시켜 
시편 주위 용액의 이온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도

록 한다. 코팅이 끝나면 시편을 꺼내고 물로 헹궈 
시편에 묻어 있는 도금 용액을 제거한다.  

Fig.3 은 다단 전기 도금법의 원리를 설명한 그
림이다. 먼저 높은 전류유속을 원하는 표면에 흘
려주어 기본 구조물을 형성한다. 일반적인 도금은 
도금된 표면을 거칠게 만들지 않는다. 그러나 도
금 과정에서 높은 전류유속을 흘려주면 표면에 작
은 구형의 금속입자들이 쌓인 층을 형성하게 된다. 
전류유속과 도금 시간을 조절하면 이 입자의 크기

와 존재 밀도, 층의 두께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 
층은 구형의 금속입자들이 쌓여 있는 구조이기 때
문에 내부에 비등열전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많은 
흠, 통로를 가지고 있지만 급격히 형성되어 구리

입자들 간의 결합이 견고하지 않다. 따라서 다음 
단계로 낮은 전류유속을 표면에 흘려주어 기본 구
조물을 조금 더 성장시키고 형성된 입자들 간의 
결합을 견고하게 한다.  

전기 도금 과정을 통해 표면에 형성된 구조를 
관찰하기 위해 SEM (JSM-IC845A SCANNING 
MICROSCOPE)을 이용하여 표면을 촬영하였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3.1 B형 히터의 풀비등 실험 
B 형 히터는 하나의 히터로 여러 가지 표면의 

풀비등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러한 
장점을 이용하여 다양한 전류유속과 코팅 시간에 
따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B 형 히터는 

간접 접촉 냉각에 다단 전기 도금법이 응용되었을 
경우를 모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히터의 한계 
온도를 고려하여 열유속이 1,200,000 W/m2 이 되면 
실험을 중지하였다. 모든 실험은 1 기압 상태에서 
물을 작동유체로 하여 이루어졌다. High Current Flux

3.1.1 응용기준과 낮은 전류유속에서의 실험 
이번 실험에 사용된 히터의 구조에 따라 발열체

로부터 발생된 열유속은 구리블록을 지날 때는 1
차원적인 열전달과정을 거치지만 구리판을 지날 
때는 2 차원적인 열전달과정을 거치게 된다. 구리

판 윗면에서의 비등열전달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
기 때문에 열확산을 예측할 수 없어 비등열전달이 
일어나고 있는 표면의 온도를 구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비등실험의 결과를 제시하는 그래프에 주로 
사용되는 superheat 은 비등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표면의 온도를 알아야만 구할 수 있다. 이러한 이
유로 비등현상이 일어나는 표면의 온도 대신에 구
리블록의 윗면의 온도를 이용한 새로운 superheat′
을 정의하고 이를 열전달계수에도 적용하여 h′ 를 
정의하였다. 

Low Current Flux

Fig. 3 Mechanism of multi-stage electroplating 

 Superheat′ = Tblock_surface – Tliquid_bulk (1) 
코팅의 효과를 알기 위해서는 코팅을 하지 않

은 경우와 결과를 비교해 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1500 grit 의 사포를 이용하여 표면을 처리한 후 풀
비등 실험을 하여 이 결과를 다단 전기 도금법을 
이용하여 코팅한 히터의 결과들에 대한 응용기준 
(application reference)으로 하였다. 
다단 전기 도금법의 핵심은 높은 전류유속으로 

표면에 구조물을 형성하고 낮은 전류유속을 이용

하여 그 구조물을 견고하게 하는 데 있다. 따라서 
다단 전기 도금법을 실험하기 전에 낮은 전류유속

만을 가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 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구조물을 고정하는 낮은 
전류유속 과정 (1 A/12cm2, 1 시간)만을 구리판에 
시행하여 실험하였다. Fig.4 에서 알 수 있듯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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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Low current flux effect on pool boiling curve of 
heater type B (1 A/12cm2, 1 h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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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cm2 을 1 시간 가하는 것으로는 아무런 풀비

등의 증진 효과를 얻을 수 없었다. 자연대류가 발
생하는 구간에서도 코팅을 한 것과 응용기준 간에 
의미 있는 차이를 찾을 수 없고 핵비등의 시작점

도 일치하였다. 핵비등이 시작된 이후에도 응용기

준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이 코팅

을 한 표면의 SEM 사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구리판의 코팅된 표면에서 어떠한 의미 있
는 구조물도 찾을 수 없다. 이 실험의 결과로 낮
은 전류유속만으로는 핵비등을 촉진할만한 구조물

을 형성할 수 없고 높은 전류유속을 가해야 한다

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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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 of time duration at 2 A/12cm2, 1 A/12cm2

and 1 hour for heat type B 

3.1.2 다단 전기 도금법을 이용한 풀비등 실험 
다단 전기 도금법은 높은 전류유속으로 원하는 

구조물을 형성하고 낮은 낮은 전류유속 이용해 형
성된 구조물을 성장시키고 강화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높은 전류유속의 단계를 ‘구조형성 단
계’라 지칭하고 낮은 전류유속의 과정을 ‘고정 단
계’라고 명명한다. 이번 실험에서는 구조형성 단
계에 2 A/12cm2 의 전류유속을 채택하였고 고정단

계에는 1 A/cm2의 전류유속을 이용하였다.  
 Fig.5 는 2 A/12cm2 의 전류유속을 구조형성 단

계에 적용한 실험의 구조 형성 시간에 따른 풀비

등 실험 결과이다. 구조형성 단계를 30 초, 35 초, 
40 초, 45 초, 50 초 동안 행한 결과들을 응용기준

과 비교해 보면 모든 실험의 결과에서 자연대류 
열전달 구간은 일치하지만 핵비등열전달 구간에는 
증진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핵비등열

전달의 촉진이 열전달 면적의 증가가 아닌 다른 
요인, 즉 비등표면에 형성된 구조물에 의한 것이

라는 것을 의미한다. Fig.5 의 그래프에서 다단 전
기 도금된 표면의 핵비등열전달 곡선이 응용기준

의 곡선에 비해 왼쪽으로 이동된 것은 비등 시작 
과열도′ (boiling incipient superheat′)의 감소와 핵비

등 열전달계수′의 증가라는 2 가지 요소에 의한 결
과이다. 5 가지 구조형성 과정 적용 시간의 경우에

서 모두 BIS′가 감소하였고 구조형성 단계를 50 
초간 행한 결과를 제외하고는 모두 핵비등 열전달

계수′가 증가하였다. BIS′가 감소하고 핵비등 열전

달계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열유속이 증가하여 
핵비등열전달이 진행될수록 응용기준의 S′와 이번 
실험 결과의 S′의 차이는 확대된다. 실험시 열유

속이 1,200,000 W/cm2 이상이 될 때 실험을 중지하

였기 때문에 CHF 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모든 
경우에 응용기준의 CHF 보다 높은 열유속에서도 
CHF 가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다단 전기 도금

법의 적용이 핵비등열전달의 촉진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는 모든 요소, 즉 BIS′의 감소, 핵비

등 열전달계수′의 증가, CHF 의 증가에 대해 영향

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응용기준의 BIS′는 8.0 K 이지만 다단 전기 도금

된 표면의 BIS′는 3.3 K, 3.4 K, 3.0 K, 1.8 K, 3.5 K 으

로 4.5 K 에서 최대 6.2 K 까지 낮게 나왔다. 이는 
BIS′가 가장 BIS′의 감소가 적은 50 초의 경우에 
56 % 감소하고 최대의 효과를 보인 45 초에서는 
77 % 이상 줄어든 것이다. 다단 전기 도금된 표면

의 BIS′의 변화를 구조형성 단계 적용 시간에 따
라 관찰하면 하나의 이동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 
30 초 동안 구조형성을 한 경우부터 BIS′는 급격

히 감소한다. 구조형성 시간을 35 초, 40 초로 증
가시키면 BIS′는 조금 더 감소하고 45 초간 구조

형성을 하게 되면 BIS′는 큰 폭으로 감소한다. 여
기서 다시 구조형성 시간을 5 초 더 연장하면 
BIS′는 증가한다. 구조형성 단계 적용 시간이 증
가하면 비등 표면의 구조물의 성장하여 구조물이 
가지는 홈, 통로의 크기가 물의 핵비등 열전달에

서 BIS′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하다가 특정 
적용 시간이 되면 최적화 되고 그 이상의 시간에

서는 오히려 BIS′의 감소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변
화하게 되는 것이다.  

응용기준의 핵비등열전달의 시작을 관찰해 보면 
S′가 8 K 가 될 때까지 자연대류에 의한 열전달만

이 발생하다가 갑자기 하나의 커다란 기포가 발생

한다. 그리고 다시 기포가 발생할 때까지는 긴 시
간이 필요하다. 기포가 발생하는 시간의 간격은 
열유속이 증가할수록 줄어들어 어느 시점부터는 
연속적으로 기포가 생성된다. 그러나 다단 전기 
도금된 표면의 핵비등열전달의 시작은 이와 다르

다. 2∼3 K 의 S′를 가지는 열유속에서부터 기포가 
발생하기 시작하며 이때의 기포는 응용기준의 기
포와 달리 크기가 매우 작고 발생하는 주기도 매
우 짧다. 기포 발생 초기에는 표면의 특정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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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만 기포가 발생하지만 열유속이 증가하면 곧 전
체면적으로 확대되어 기포가 동시에 발생한다. 이
는 FC-72 에서 microporous coating 을 이용해 실험

한 O’Connor 와 You [12]의 실험결과와 일치한다. 
그들은 마이크로포러스 코팅으로 기포의 크기를 
줄이고 대신에 발생 빈도를 높임으로써 열전달의 
효과를 증진시켰다. 열유속이 계속 증가하면 더 
이상 작은 크기의 기포는 보이지 않게 되고 표면

의 발생한 작은 기포들이 표면에서 채 떨어지기 
전에 결합하여 응용기준의 핵비등에서와 같이 히
터의 전체 면보다 더 큰 버섯 모양의 기포를 형성

한다. 
핵비등이 시작된 이후의 평균 열전달계수′는 구

조형성 단계 적용의 각 경우마다 156,000 W/m2∙K, 
188,000 W/m2∙K, 225,000 W/m2∙K, 548,000 W/m2∙K, 
69,000 W/m2∙K 로 측정되었다. 이 값들은 응용기준

의 핵비등 구간의 평균 열전달계수′인 78,000 
W/m2∙K 의 2.0 배, 2.4 배, 2.9 배, 7.0 배, 0.9 배에 
해당한다. 구조형성 단계 적용 시간의 변화에 따
라 평균 핵비등 열전달계수′의 변화 패턴은 BIS′
의 변화 패턴과 유사하다. 구조형성 단계가 30 초
에서 40 초로 증가하면서 평균 핵비등 열전달계수

는 조금씩 증가하고 45 초에서 급격한 증가를 보
이며 50 초에서 다시 급격히 감소한다. 50 초의 결
과에서 평균 핵비등 열전달계수′가 급격히 저하되

는 것은 다단 전기 도금에 의해 형성된 구조물의 
두께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코팅층의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열전달의 저해 요소로 작용하기 때
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의 여러 실험에서도 
보여졌다 [11]. 전체적으로 평균 핵비등 열전달계

수′의 변화가 BIS′의 변화보다 크게 나타났다. 
Fig.6 을 보면 구조형성 단계의 적용 시간 변화

에 따라 표면의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 지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진은 SEM 을 이용하여 100 배의 배
율로 촬영한 것이다. 구조물을 구성하는 입자와 

홈, 통로의 크기는 100 ㎛ 근처이다. 30 초의 표면 

사진을 보면 표면에서 핵비등 열전달을 촉진시켜 
줄 구조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 구조형성 단
계 적용 시간이 길어질수록 표면에서 차지하는 구
조물의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구조물은 성장해 간
다. 구조물의 성장에 따라 BIS′의 변화와 핵비등 
구간의 평균 열전달계수′의 변화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부터 핵비등열전달에 대한 표면 구
조의 영향과 최적화를 확인할 수 있다. 결과를 보
면 구조물의 성장에 따라 핵비등열전달이 촉진되

어 45 초에서 최고의 결과를 보이며 50 초에서 성
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45 초까지의 구조물 성장은 표면 구조물이 증가하

고 성장하여 홈과 통로의 개수를 증가시키고 홈과 
통로의 크기를 물의 핵비등에 점점 더 최적화시키

는 과정이지만 그 이후에는 코팅층의 두께가 두꺼

워져 오히려 열전달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a) (b) (c) 

(d) (e) 

Fig. 6 SEM images of surfaces (x100) at 2 A/12 cm2, a) 30 
s, b) 35 s, c) 40 s, d) 45 s and e) 50 s at 1A/12cm2 and 

1 hour 

3.2 A형 히터의 풀비등 실험 
B 형 히터의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열확산

이 없는 1 cm2 면적의 A 형 히터를 이용하여 다시 
실험하였다. B 형 히터의 실험결과는 열확산이 존
재하는 간접 접촉냉각모듈을 모사한 것으로 과열

도가 아닌 과열도′의 개념을 이용하고 있다. 때문

에 이 결과를 통해 간접 냉각모듈에 다단 전기 도
금법이 적용되었을 때의 성능은 예측할 수 있지만 
정확한 학문적인 접근은 어렵게 된다. 다단 전기 
도금된 표면의 정확한 핵비등열전달 곡선을 얻는 
것이 이번 실험의 목적이다. 높은 전류유속으로는 
0.33 A/cm2 을 선택하였고 낮은 전류유속으로는 
0.07 A/cm2을 선택하였다. 동일한 형태의 1,500 grit
으로 연마한 표면을 가진 히터로 실험한 결과를 
비교 대상으로 하였다. 이것은 그래프에 Plain 이

라 정의되어 있으며 앞으로 비교기준이라 칭한다. 
Fig.7 은 0.33 A/cm2의 높은 전류유속으로 15 초, 

20 초, 25 초 동안 구조물을 형성하고 0.07 A/cm2

의 전류유속으로 구조물을 고정시킨 표면의 핵비

등열전달 그래프이다. B 형 히터의 실험결과와 같
이 다단 전기 도금을 적용한 모든 표면의 결과에

서 핵비등열전달이 촉진되었다. 모든 경우에서 
BIS 가 감소하였고 핵비등 열전달계수도 증가하였

다. A 형 히터의 실험에서는 CHF 를 측정하였는데 
모든 경우 비교기준에 비해 높은 CHF 를 가짐을 
알 수 있다.  

비교기준의 BIS 는 9.0 K 이고 다단 전기 도금된 
표면의 BIS 는 3.6 K, 2.8 K, 3.0 K 로 측정되었다. 이
것은 비교기준의 결과에 비해 60 %, 69 %, 67 % 감
소한 것이다.  

평균 핵비등 열전달계수는 152,000 W/m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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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00 W/m2∙K, 179,000 W/m2∙K 로 측정되었고 이
것은 응용기준의 평균 핵비등 열전달계수인 
99,000 W/m2∙K 의 1.5 배, 2.1 배, 1.8 배에 해당하

는 수치이다. B 형 히터의 실험결과와 같이 모든 
경우에서 평균 핵비등 열전달계수가 증가하였고 
20 초의 결과에서 최적화되었다. 

다단 전기 도금된 표면의 CHF 는 Zuber [13]의 
관계식의 결과와 비교기준의 CHF 에 비해 증가된 
모습을 보인다. 일반적인 CHF 의 기준인 CHFzuber

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50 %이상 증가하였고 기준

표면의 CHF 에 비해서는 25 %까지 증가하였다.  

4. 결 론 

물의 핵비등열전달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단 
전기 도금법을 고안하고 실험하였다. 다단 전기 
도금법은 높은 전류유속을 짧은 시간동안 적용하

는 구조형성 단계와 낮은 전류유속을 긴 시간동안 
적용하는 구조형성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구조형

성 단계의 높은 전류유속과 적용 시간의 조합을 
최적화하기 위해 열확산이 존재하는 B 형 히터를 
이용하여 2 A/12cm2의 높은 전류유속을 30 초에서 
50 초 사이의 범위에서 적용하여 실험하였고 낮은 
전류유속으로는 1 A/12cm2 를 1 시간동안 적용하였

다. 또한 10 mm × 10 mm 크기의 A 형 히터를 이
용하여 0.33 A/cm2 의 높은 전류유속을 15 초, 20 
초, 25 초간 적용하고 낮은 전류유속으로는 0.07 
A/cm2 의 전류유속을 선택하여 1 시간 동안 적용

하여 실험하였다. 
1. 다단 전기 도금법을 적용한 표면에 대해 

핵비등 실험을 수행하여 1.8K 에서 3.6K 의 
boiling incipient superheat 을 관찰하였다. 이 
값은 기준표면의 값보다 최대 77 % 낮은 
값이다. 

2. 다단 전기 도금된 표면의 핵비등 구간의 
평균 열전달계수는 열확산이 있는 경우 2 
배에서 최고 7 배까지 증가하였다. 열확산

이 없는 실험의 경우에도 최고 2 배가 넘
는 증가를 보였다. 

3. 다단 전기 도금된 표면의 CHF 는 기준표면

의 CHF 보다 25 %까지 증가하였고 CHFzuber

에 비해서는 50 %이상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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