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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predicting the critical heat flux (CHF) in pool boiling systems, the contact angle between the boiling 
surface and the liquid and the surface roughness are considered to be the important parameters. From the 
microscopic viewpoint, those are affected by the micro/nano structure of the surface. Several studies have 
been reported on the dependence of CHF on the surface microstructure such as height and width of the 
cavities and distances between them. In this paper, the effects of the boiling surface characteristics on CHF 
are reviewed and the future research issues are discussed for better prediction of CHF. 

기호설명 
 

qc’’ : critical heat flux  (W/m2)
ρf : liquid density (kg/m3)
ρg : vapor density (kg/m3)
hfg : latent heat of vaporization (J/kg)
σ : surface tension (N/m)
G : gravitational acceleration (m/s2)
βr : receding contact angle (rad)
R : RMS roughness (μm)
 

1. 서 론 

IC 소자와 같은 소형 전자 장치에서 발생하는 
높은 열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비전도성 
냉매 등이 개발되면서, 수조 비등에서의 임계 열
유속(CHF) 증대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

다.(1) 특히, 최근 가열면에 마이크로/나노 구조를 
이용하여 가열면과 액체와의 접촉각, 가열면의 조
도와 같은 표면 특성을 변화시킴으로써, CHF 를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2-8) 이
러한 시도는 향상된 CHF 모델의 제시를 가능하게 
한다. 이 논문에서는 표면특성이 CHF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에 대하여 살펴보고, CHF
값을 예측하는 적절한 모델 설립을 위하여 나아가
야 할 방향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2. 가열 표면의 특성의 영향 

수조 비등에서 임계 열유속에 영향을 미치는 인
자는 작동 유체의 물성치, 운전 압력, 운전 온도, 
가열면의 표면 특성 등이 있다. 1958 년 Zuber(9)는 
임계 열유속의 메커니즘을 가열면 부근에서 형성
된 기포 기둥과 액체간의 경계면에서의 수력학적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가열면에서 생성된 기포의 
출구가 막히는 현상으로 설명하였으며 다음과 같
이 유체의 물성치만으로 표현되는 상관식을 제시
하였다. 

25.05.0''
, )]([131.0 gffggZuberc ghq ρρσρ −=  

†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 
E-mail : sj1003@kaist.ac.kr 
TEL : (042)350-3066  FAX : (042)350-5046 

*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 



   
 

Fig. 1 은 다양한 작동 유체와 조건에 대한 기존
의 실험 데이터(10-12)를 Zuber model과 비교한 것이
다. q’’c, Zuber 값이 같은 데이터는 같은 유체를 같은 
실험 조건에서 실험한 것이다. 비교 결과 Zuber 
모델의 예측값이 실험값보다 큰 경향을 보이며 같
은 작동 유체와 실험 조건에서도 실험 값의 차이
가 매우 큼을 확인할 수 있다. Zuber 모델은 이와 
같이 동일한 실험 조건과 물성치에 대한 다른 실
험 결과를 설명할 수 없으며 기존의 연구들(10-12)은 
이러한 결과가 가열면의 특성 차이에서 기인한 것
으로 보고 있다. 가열면의 특성은 크게 가열면과 
작동유체 간의 접촉각과 조도로 분리되며 다음절
에서 각각의 특성이 CHF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
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2.1 접촉각이 CHF에 미치는 영향 

작동 유체와 가열면 사이의 접촉각은 가열면에
서 방출되는 기포의 크기와 비등 과정 중 가열면
의 젖음(Rewetting)에 영향을 준다. 1973 년 
Krishenko 와 Cherniakov(13)는 처음으로 접촉각의 
영향을 고려한 상관식을 제시하였고, 이후 Unal 
등(14)과 Sadasivan 등(15)이 접촉각을 고려한 모델링
과 실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2001 년 
Kandlikar(12)가 CHF 발생을 고체와 액체의 접촉 계
면에서 기포, 액체, 고체의 삼상 계면이 붕괴되어 
기포막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고 수력학적 힘 평형
에 의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은 가열 표면
과 액체 사이의 표면 장력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후진각(Receding contact angle)을 고려하는 상관식으
로 표현되며 다음과 같이 나타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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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관식은 Kandlikar 의 논문에 인용된 데이터
와 ±7%의 오차를 갖는다. 2005 년 Takata 등(16)은 
조도가 거의 없는 표면에 Ti 를 코팅한 후 UV 를 
조사하여 초친수성 표면을 제작하였다. 접촉각이 
작아질수록 CHF 가 증가함을 확인하였고 가열표
면에 액체의 유입이 접촉각의 감소로 인해 원활하
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접촉각의 
감소에 따른 CHF 의 증가는 Kim 등(17) 의 실험에
서도 보고되고 있다.   
 
2.2 표면 조도가 CHF에 미치는 영향 

표면 조도의 증가는 접촉각을 변화시킬 뿐 아니
라 유효 공동(Active nucleation site)의 개수를 향상
시킴으로서 CHF 를 증가시킨다. Arik 등(2)은 가열
면을 다공성 코팅하여 CHF 를 코팅 전과 비교하
여 60% 증가시켰으며 이는 유효 공동의 개수의 
증가에서 기인하였다고 설명하였다. Jung 과 
Kwak(18)은 화학적 식각으로 수백 나노의 표면 조
도를 갖는 표면을 제작하여 이 표면에 대한 비등
곡선을 관찰한 결과 조도가 증가할수록 CHF 값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Roy Chowdhury 와 
Winterton(11)은 다양한 표면 가공방법으로 형성한 
조도와 접촉각에 대하여 비등곡선을 제시하였으며, 
조도의 증가에 따른 CHF 의 증가는 물론 동일한 
접촉각에서도 조도가 달라지면 CHF 도 변함을 확
인하였다.   
표면 거칠기에 대한 수많은 실험 결과가 존재하
지만 이를 예측하는 모델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 
Ramilison 등(10)은 기존의 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Zuber 모델에 표면 조도와 접촉각의 영향을 보정
한 다음과 같은 실험 상관식을 제시하였으나 이러
한 경향을 설명할 수 있는 물리적 설명은 하지 못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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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관식은 Ramilison 의 논문에 인용된 데이터와 
±6%의 오차를 갖는다. 
 
2.3 기존 모델과의 비교 

앞서 언급한 표면 특성을 반영한 Kandlikar(12)의 
상관식과 Ramilison(11)의 상관식을 실험값(10-12)과 
비교한 것이 Fig. 2 이다. 기존의 데이터 중 표면 

Fig. 1 Comparison between experimental data(10-

12) and Zube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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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가 나타나 있지 않은 실험 결과에 대해서는 
가열면의 제작 방법을 토대로 일반적인 표면 조도 
값을 이용하였다.(19) 기존 상관식과 실험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편향 오차와 정밀 오차 모두 매우 큼
을 확인 할 수 있다. 즉, 기존 상관식이 CHF 값은 
물론 경향의 예측에도 적합하지 않다. 이는 기존
의 연구는 어느 한가지 영향만을 보거나 실험적인 
접근법만을 가지고 있어 표면 특성을 상관식에 적
절하게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
인다. 그러므로 표면 특성을 적합하게 반영할 수 
있는 실험적 근거와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의 
제시가 중요하다.  

3. 가열 표면의 마이크로 구조가 CHF에 

미치는 영향 

접촉각과 조도(활성 공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
자는 사용하는 액체와 고체의 종류, 작동 온도 등
이 있으나 앞서의 인자들이 고정되었을 경우에는 
가열면에 형성된 마이크로 단위의 표면 구조의 영
향이 매우 크게 나타난다. 

1936 년과 1945 년에 각각 Wenzel 모델과 Cassie
모델을 시작으로 고체 표면 구조와 접촉각을 연관
시키는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1977 년 Barthlott 와 
Neinhuis(20)는  “lotus effect”에 관한 연구를 기점으
로 다시 주목 받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초소수성 
표면의 제작이나 바이오 분야로의 응용을 목적으
로 연구되어 왔다. 최근 Bhushan 과 Jung(21)은 실리
콘 웨이퍼 표면에 규칙적으로 배열된 돌출 구조물
을 제작하여 Cassie 모델에서 Wenzel 모델로의 전

이에 관하여 연구하여 마이크로 구조물로 변화하
는 접촉각의 예측을 시도하였으며, 실험 결과 돌
출 구조의 크기와 돌출 구조 사이의 간격이 클수
록 Wenzel 모델이 지배적임을 확인하였다. 
Nosonovosky 와 Bhushan(22) 또한 Cassi-Wenzel 모델 
전환에 관하여 연구하였으며 돌출구조 사이의 간
격을 돌출구조의 직경으로 나눈 값과 모델 전이 
조건 사이에 선형적인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표면 구조에 따라 접촉각이 
변화함을 확인함은 물론 표면에 형성된 마이크로 
구조를 마크로 스케일에서 관찰되는 표면 특성인 
접촉각과 연관시키는 연구로서 의미를 갖는다.  

 또한 가열면의 형상은 조도를 변화시키며 이는 
활성공동의 형성과 그 개수에 영향을 준다. 가열
면의 표면 구조의 기하학적 형상이 활성 공동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1958 년 
Bankoff(23)가 처음으로 보고하였다. Bankoff는 작동 
유체와 고체 표면 사이의 접촉각을 알고 공동의 
기하학적 형상과 크기를 알 때, 공동이 기포를 포
함하는 활성 공동으로서 작용할지에 대하여 판단
할 수 있는 정량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 1994 년 
Kant 와 Weber(24)는 활성 공동이 안정적으로 형성
되기 위해서는 표면 구조의 종횡비가 2.0 이상 되
어야 활성 공동으로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   
표면의 마이크로 구조를 마크로 스케일에서의 
표면 특성인 접촉각과 조도와 연관짓는 연구와는 
별개로 마이크로 구조물이 직접적으로 CHF 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Nimkar 
등(3)은 Fig. 3 (a)와 같이 실리콘 웨이퍼에 240μm 
의 사각뿔 형태의 공동을 0.5, 0.75, 1mm 간격으로 
제작하여 비등실험을 수행한 결과 공동간의 간격
이 열전달 계수, CHF 와 같은 비등 특성에 영향을 

Fig. 2 Comparison between experimental data (11-13)

and previous models considering surface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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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reviously researched microstructures 

(a) Nimkar et al. (3) (b) Li et al. (4) 

(c) Honda and Wei et al. (5-7) (d) Yu et al. (26) 



   
 

주며 설계된 공동의 개수와는 별개로 공동간의 간
격이 0.75mm 일 때 비등 특성이 가장 좋음을 확
인하였다. Li 등(4)은 Fig. 3 (b)와 같이 구리 표면에 
직경이 40~50nm 이고 높이가 450nm 인 구리 나노
구조물을 형성하였으며 같은 실험 조건에서 구조
물로 인한 접촉각의 감소와 CHF 의 증가를 확인
하였다. Honda 와 Wei(5-7)는 실리콘 웨이퍼에 Fig. 3 
(c)와 같이 직경이 30-50μm, 간격이 60-100μm, 높
이가 60-270μm 인 마이크로 핀을 형성하여 비등곡
선을 얻었으며, 그 결과 핀의 높이가 높을수록, 직
경이 클수록 CHF가 커짐을 확인하였다. Yu 등(8)도 
실리콘 웨이퍼에 Fig. 3 (d)와 같이 원기둥 형태의 
공동을 형성하여 비등곡선을 관찰하였으며, CHF
에 공동의 형상이 미치는 영향을 그래프로 정리하
면 Fig. 4와 같다. CHF는 공동의 크기가 작을수록, 
공동 사이의 간격이 작을수록 증대됨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동 사이의 간격이 작을수록 공동의 깊이
가 미치는 영향이 작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Yu 
등(8)의 결과는 앞서 Honda 와 Wei(5-7)의 결과와는 
반대의 경향을 보이며 이는 표면 구조가 각각 돌
출, 함몰 구조로 역상의 모양은 띄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된다. 이처럼 마이크로 구조가 CHF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아직 정성적인 단계이
며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모델과 뒷받침할 충분한 
실험 데이터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요약하면, 가열 표면의 마이크로 구조가 CHF 를 

변화시키며 이는 접촉각과 표면 조도의 변화로 설
명할 수 있다. 이를 일반화 시키기 위해서는 마이
크로 구조의 영향을 포함한 모델의 제시가 필요하
다.    

4. 결 론 

CHF 에 가열면 특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최
근 연구 동향을 살펴본 결과, 가열면 특성은 크게 
접촉각과 표면 조도로 분리하여 볼 수 있었으며 
접촉각이 작을수록 조도가 클수록 CHF 가 증대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성은 표면의 가열
면의 마이크로 구조의 형상인자에 의해 결정되는 
인자이며 보다 정확한 CHF 예측을 위해서는 가열
면의 마이크로 구조 형상과 CHF 를 연관 지어 연
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1) 공동의 형태는 활성공동이 안정적으로 형성되
는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며 비등과정 
중에도 안정적인 기포 발생이 가능해야 한다.  

2) 가열표면의 규칙적인 마이크로 구조 형상은 접

촉각과 조도를 동시에 변화시키며 변화된 접촉
각과 조도는 CHF 에 영향을 준다. 형상인자가 
CHF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마이크로 구조의 직경은 조도를 변화시켜 활
성 공동으로서의 형성여부와 접촉각에 영향을 
주는 인자이며 함몰 구조의 경우 작을수록 돌
출 구조의 경우 클수록 CHF를 증대시킨다. 

- 마이크로 구조의 깊이는 기포의 입구 직경과 
같이 활성 공동으로서의 형성 여부를 결정하
는 인자이다. 

- 마이크로 구조간의 간격은 형상인자 중 가장 
중요한 인자로 보여진다. 인접한 공동과 상호
작용하여 공동의 활성화를 결정하고 인접한 
공동에서 발생하는 기포의 형성에 영향을 준
다. 함몰 구조인 경우 간격이 작을수록, 돌출 
구조인 경우 간격이 클수록 CHF는 증대된다. 

 지금까지는 마이크로 구조물을 가열면에 설계
함으로써 비등특성의 증대와 관련한 연구에 초점
이 맞추어져 왔지만 표면 특성의 영향을 보정함으
로서 CHF 예측이 보다 정확하고 일반적이기 위해
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추가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 CHF에 공동의 기하학적 형상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적 연구와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모델
에 관한 연구.  

2) 실제 가공 표면과 설계된 표면을 연관시키기 
위한 연구. 

3) 가공 표면의 물리적 특성(접촉각, 표면조도)을 
마이크로 구조의 기하학적 형상과 연관지어 정
량화하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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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effect of cavity geometry on CH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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