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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채널 내부 흐름비등 현상에 대한 이론과  

열전달계수 예측 상관식에 대한 문헌고찰

서 론

에너지 시스템의 고효율화 및 경량화에 대한 

기술적 요구는 지속적으로 존재하여 왔으며, 이러

한 요구에 부응하는 기술 중 하나인 미소유로 내부

의 상변화 유동 응용에 관한 연구는 약 20년 넘게 

계속되어 왔다. 고효율 열교환기의 설계와 응용에

서 고려해야 하는 핵심현상 중 하나인 흐름을 동반

한 비등현상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또한 흐름비

등 열전달계수는 물질의 상태량, 건도, 열유속, 질

량유속, 압력 등에 따라 달라지고 미소유로 내부의 

열전달계수 변화 경향이 기존 대구경 관 내부의 경

향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다양한 조건에

서 열전달계수를 실험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기반

으로 한 상관식의 개발에 관한 연구가 많이 존재한

다. 따라서 이에 관한 문헌고찰의 결과가 많은 논문

으로 발표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문헌고찰이 현

상학적 고찰이나 상관식의 체계적 분류를 생략한 채 

기존의 상관식을 요약, 제시하고 있다. 본 문헌고찰

에서는 미소유로 내부의 현상에 대한 설명과 상관식

의 분류, 기존 데이터와의 비교를 통한 상관식의 예

측정확도 평가 그리고 건도 변화에 따른 열전달계수

의 변화 경향에 따른 적절한 상관식의 제시를 통해 

관련 연구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미소채널의 분류 기준

미소채널의 직경에 대한 분류기준은 정확하게 

정해진 크기는 없으며 몇몇 선행 연구에 의해 제안

된 분류기준만 존재한다. 이러한 분류를 위해 주로 

Co(Confinement number)라는 무차원수가 사용되

고 있으며 그 정의는 식 (1)과 같다. 

(1)

본 고찰에서는 Co를 활용하여 기존에 제시된 

기준에 근거한 미소채널의 최대 수력직경을 다양

한 냉매에 대해 적용하였고 그 결과는 표 1에 요약

해 두었다.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를 제외한 냉매

에서 수력직경의 범위는 1.53 mm에서 2.40 mm 사

<표 1>  다양한 기준에 근거한 최대 미소유로의 수력직경 
           (포화온도 5℃, 질량유속 400 kg/m2·s, 포화액체 상태 조건)

Refrigerants

Threshold diameter(mm)

Kew and 
Cornwell1

Ong and 
Thome2 Li and Wu3

R22 1.91 1.65 1.74

R32 2.02 1.75 1.73

R134a 1.87 1.62 1.81

R245fa 2.21 1.91 2.40

R407C 1.84 1.59 1.69

R410A 1.77 1.53 1.57

R717(NH3) 3.97 3.44 3.02

R744(CO2) 1.35 1.17 1.14

R1234yf 1.76 1.53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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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을 확인하였으며 본 원고에서는 편의상 2 mm

를 기준으로 하여 수력직경이 2 mm 이하인 연구결

과 및 상관식에 대한 고찰을 수행하였다. 

미소채널 내부의 흐름비등 열전달 메커니즘

일반적인 대구경 관에서는 질량유속이 정해진 

경우 건도의 증가에 따라 흐름비등 열전달계수가 

커지다가 액체상태의 냉매가 관 표면에서 사라지

는 dryout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하지만 
4가 그림 1에서 요약한 것과 

같이 미소유로 내부에서는 기존의 대구경 관에서 열

전달계수의 변화 경향과 유사한 그림 1(a)뿐만 아니

라 질량유속에 변화 없이 거의 일정한 값을 보여주는 

그림 1(b), 열전달계수가 감소하다 다시 약간 증가

하는 그림 1(c),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값이 감소하

는 그림 1(d)의 경향도 존재한다. 미소채널 내부의 

흐름비등 특성이 대구경 관의 그것과 다른 이유는 관

내 유동패턴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이다. 그림 2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저건도 영역에서는 표면에서 생

성된 미소한 기포가 모여 기포 덩어리를 이루게 되

는데 미소채널의 유동공간이 작아 유로 전체 단면이 

기체로 채워진 confined bubble이 나타나게 된다. 이

러한 유동패턴은 미소채널에서 발생하는 독특한 특

성이며 이러한 현상이 다양한 열전달계수 변화 경향

의 한 요인임에는 명백하다. 이러한 유동패턴의 차

이에 근거하여 Ong and Thome5는 미소유로 내부의 

흐름비등 열전달 현상에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메커

니즘이 존재한다고 언급하였다 : (i) 열유속에 따라 

달라지는 핵비등 열전달, (ii) 질량유속과 건도에 따

라 좌우되는 대류비등 열전달, (iii) 핵비등과 대류비

등이 동시에 존재하는 열전달, (iv) 버블의 흐름빈도

와 액체 막의 전도 열전달이 영향을 미치는 확장된 

버블 유동패턴에서 막증발 열전달.

상관식의 형태

미소유로 내부의 흐름비등 열전달계수를 예측

하기 위한 다양한 상관식이 존재하며 크게 세 가

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식 (2)와 같이 등가 

Nusselt 수의 개념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식은 

유로 내부에 단상유동이 흐른다고 가정한 후 다양한 

무차원수를 적용하여 비등현상을 고려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식 (3)과 같이 핵비등과 대류

비등 현상에 관한 각각의 식을 결합하고 각각의 효

과를 보정하는 형태의 상관식도 존재한다. 마지막으

로 전술한 것과 같이 흐름비등 열전달 현상이 유동

패턴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에 근거하여 먼

저 주어진 조건의 유동패턴을 예측한 후 각 조건에 

맞는 식을 적용하자는 상관식이다. 이론적으로 본다

면 유동패턴에 근거한 상관식을 제시하는 것도 상당

한 설득력이 있지만 유동패턴을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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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미소채널 내부에서 건도증가에 따른 다양한 흐름비
등 열전달계수의 변화 경향

low x high x

lsolated Bubble Confined Bubble

[그림 2]  미소유로 내부의 유동패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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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상관식의 예측 정확도

많은 흐름비등 열전달 예측 상관식 중 미소유로 

내부 열전달 데이터에 근거한 17개의 상관식이 조

사되었고 이에 대한 예측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비

교 대상이 되는 데이터로 많은 문헌에 의해 비교적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졌다고 검증된 실험결과5~9를 

활용하였으며 데이터는 총 536개이다. 17개의 평가

대상 상관식 중 비교적 높은 예측 정확도를 갖는 6

개의 상관식이 갖는 예측절대오차평균(AAPE)과 예

측절대편차평균(AADA)이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6개의 상관식을 활용하여 R134a가 포화온도 15℃, 수

력직경이 1 mm인 미소채널에 대해 다양한 열유속

과 질량유속 조건에서 흐름비등 열전달계수를 예측

한 결과가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a)

는 건도의 증가에 따라 열전달계수가 상승하다

가 dryout 이후 감소하는 전형적인 변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b)는 열전달계수가 일정

하게 유지되는 경향, 일정하게 유지되다 증가하

는 경향 그리고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

음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3(c)는 Vakili-Farahani 

et al.10 상관식의 예측결과이며 이 식은 유동패턴

에 근거한 상관식이다.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열전달계수의 변화가 불연속적인 부분을 확

인할 수 있는데 이는 해당 건도에서 유동패턴의 

변화에 따라 상이한 상관식이 사용되었기 때문이

다. 이러한 불연속적인 열전달계수의 변화는 실

제 현상에서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유동패턴에 

근거한 상관식은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상관식의 선택

그림 3(a)와 3(b)는 상관식의 종류에 따라 열전

달계수의 예측 경향이 크게 달라짐을 보여주며 이러

한 다양한 경향은 그림 1에서 보여준 경향의 종류와 

매우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측정된 

열전달계수의 건도 변화에 따른 경향성을 파악하면 

이를 예측하는 적절한 상관식이나 식의 형태를 유추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에 근

거하여 열전달계수의 변화 경향에 근거한 적절한 상

관식이 표 3에 제시되었다. 

<표 2>  미소채널 내부 흐름비등 열전달계수 상관식 6개에 대한 예측절대오차평균(AAPE)과 예측절대편차평균(AADA)

Correlations
AAPE AADA

Ref

∨

1,300 Ref≥1,300 Ref

∨

1,300 Ref≥1,300

Saitoh et al.7,8 32.1 24.1 73.3 47.9

Bertsch et al.9 40.7 48.2 43.0 25.0

Vakili-Farahani et al.10 62.0 29.5 89.6 78.0

Kew and Cornwell1 53.3 39.8 77.0 64.9

Sun and Mishima11 40.5 34.6 72.3 58.2

Li and Wu12 66.7 27.0 68.3 64.3

<표 3>  미소채널 내부 흐름비등 열전달계수의 변화 경향에 따른 상관식의 선택

Variation of h with respect  
to vapor quality

Related trend in Fig. 1
Related basic 
equation form

Recommendable 
correlations

Noticeable increase of h with the increase 
of vapor quality and significant continuous 

decrease after dryout point
Fig. 1(a) Eq. (3)

Saitoh et al.7,8

Bertsch et al.9

Minor increase and decrease,  
or decrease and increase of h with the 

increased vapor quality
Fig. 1(b) & (c) Eq. (2) Sun and Mishima11

Gradual and continuous decrease of h with 
the increase of vapor quality

Fig. 1(d) Eq. (2) Li and Wu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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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연구에서는 미소유로 내부의 흐름비등 열전

달 현상의 특성을 살펴보고 열전달계수를 예측하는 

상관식의 형태에 따른 분류를 제시하였다. 기존의 

17개 상관식을 검증된 실험 데이터와 비교하여 그 정

확성을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6개의 높은 

정확도를 갖는 상관식을 유추하였다. 상관식의 예측

결과 분석을 통해 건도 변화에 따른 열전달계수의 변

화 경향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근거

로 실험 데이터의 변화 경향에 따른 적절한 상관식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유사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에게 상관식의 선택이나 개발을 위한 식의 기

본적 형태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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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건도 증가에 따른 비등 열전달계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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