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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work experimentally explored the influence of nano-fouling on CHF, flow boiling heat transfer

coefficient, contact angle, and surface roughness. In this study, the flow velocity conditions are

established at 0.5, 1.0, and 1.5 m/s. Also, the nanoparticles of oxidized MWCNT were deposited on

a heat transfer surface for 0, 120, 180, and 240 sec. As the results, it was found that CHF and

superheated temperature were increased in case of nano fouling on the heat transfer surface in oxidized

MWCNT fluid. Also, the contact angle and surface roughness decreased when flow velocity and nano

coating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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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CHF(임계열유속), Heat transfer(열전달), Heat Exchanger(열교환기)

1. 서 론

열에너지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열교환기의 효율

을 높이기 위한 수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특히

현재는 열교환기 재질보다는 새로운 작동유체의 개

발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우수

한 열 및 열전달 특성을 지니고 있는 나노유체가 차

세대 열전달 매체로 주목을 받고 있다. Peng et al.[1]

과 Henderson et al.[2]는 냉매에 나노입자를 분산시

켜 비등 열전달실험을 수행하였다. Kim et al.[3]과

Shahmoradi et al.[4]은 SiO2, ZnO, Al2O3 등의 나노

유체를 이용하여 비등열전달 실험 후 가열표면에서

나노입자의 침전을 확인하였으며, 나노입자의 침전

은 가열표면의 젖음성을 개선시켜 CHF(Critical Heat

Flux)가 향상된다고 설명하였다. Taylor and Phelan

[5]은 Al2O3 나노유체의 비등실험에서 25~40% 비등

열전달계수가 향상되었으며, Salari et al.[6]는 나노

유체의 농도가 0.3 wt%에서 CHF은 최대 30%, 비등

열전달계수가 최대 약 20% 까지 향상되며, 과냉도

가 증가함에 따라 비등 열전달계수는 감소함을 보

고하였다. Jeon et al.[7]은 열전달 표면에 3D 패턴의

구조체를 만들었을 때 열전달 성능이 증가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열전달 성능에 있어서 열교

환기 표면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열교환 성능에 대한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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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나노유체사용시 열전달시편

표면에 발생하는 나노침착과 열전달성능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OMWCNT(Oxidated Multi Wall

Carbon Nano Tube)를 이용하여 나노물질 코팅시간

과 나노유체 유속에 따른 CHF을 측정하고 실험 후

시편표면의 변화를 비교분석 하고자 한다.

2. 실험장치 및 방법

2.1 실험장치

Fig. 1은 본 연구에서 사용되어진 실험장치의 개

략도이다. 반응용기는 알루미늄합금 재질의 밀폐형

으로 제작되었으며, 2대의 환류냉각기와 저온순환

항온수조를 연결하였다. 또한 반응용기 내부에는 2

개의 K-type 온도센서와 시즈히터를 설치하여 반응

용기 내부유체의 온도를 일정하게 제어하였다. 유체

가 순환되는 배관은 1/2인치 SUS 316 재질의 파이

프와 마그네틱 펌프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반응용기

전단에는 질량유량계를 설치하였으며, 실험시편은

지르코늄과 PEEK로 구성되어 있고, 지르코늄시편

에는 직경 1 mm의 K-type 온도센서가 삽입되어 있

다. 실험시편에 열을 공급하기 위해서 히터부는 구

리블럭과 알루미늄 단열판, 서포트잭으로 구성되었

다. 구리블럭에는 8개의 500W급 카트리지 히터와

직경 1 mm의 K-type 온도센서가 7 mm 간격으로 삽

입되었다.

2.2 나노유체 제조 및 코팅

본 연구에서 사용한 나노유체는 0.001 vol%의

OMWCNT로 2시간 동안 초음파로 분산시켜 제조하

였다. 그리고 시편 표면에 나노물질을 코팅시키기

위해서 0.3 mm 노즐이 설치되어 있는 중력식 에어

분사기를 이용하여 120, 180, 240 sec 동안 나노유체

를 분사한 후 100℃의 건조기에서 수분을 증발시키

고 나노입자만 코팅시켰다.

3. 실험결과 및 토론

3.1 열유속 및 열전달 계수 

Fig. 2~4는 열전달시편 표면에 각각 120, 180, 240

초 동안 OMWCNT를 인위적으로 코팅시킨 후 0.001

vol%의 OMWCNT 나노유체의 유속에 따른 열유속

곡선을 나타낸 그래프이며, 순수물에서 깨끗한 표면

상태의 지르코늄 CHF(Critical Heat Flux)와 비교하

였다. 120초동안 OMWCNT를 코팅시킨 상태에서

유속 0.5, 1.0, 1.5 m/s의 CHF는 0 m/s보다 11.96,

36.80, 58.19%, 180초에서는 12.06, 39.51, 56.78, 240

초에서는 10.49, 37.74, 56.29 증가하였으며, Table 1

에 결과를 정리하였다. 즉 Kim et al.[8]의 결과와 마

찬가지로 나노코팅 시간과 유속이 증가할수록 CHF

도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나노유체의

포화온도에서 과열도가 상당히 증가함을 알 수 있

다. 이와 같은 현상은 열전달시편 표면에 과도한 온

도상승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유동 비등 CHF 그래프

Fig. 1. Schematic diagram of CHF experimental apparatus

and test section.

Table 1. Change of CHF

Deposition 

Time (s)

CHF (W/m2K)

0 m/s 0.5 m/s 1.0 m/s 1.5 m/s

Pure water 1,130 - - -

120 1,538
1,722

(11.96%)

2,104

(36.80%)

2,433

(58.19%)

180 1,592
1,784

(12.06%)

2,221

(39.51%)

2,496

(56.78%)

240 1,677
1,853

(10.49%)

2,310

(37.74%)

2,621

(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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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정하게 상승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와 같이 CHF에 가까워질 때 열유속이 증가함에도

온도가 떨어지는 현상을 역전 CHF라고 하며, 비등

표면에 다공성층의 코팅을 한 경우 종종 발견되는

현상이다. 이처럼 나노입자 코팅상태에서 역전

CHF현상이 발생하였고, OMWCNT의 다공성으로

인한 실험시편 표면, 열전달과정에서 일정하지 않은

비등패턴, 유체유동 등이 열전달시편 표면의 비등생

성을 방해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Fig. 5는 순수물에서 나노코팅이 되지 않은 시편

과 나노유체에서 OMWCNT를 120, 180, 240초 동

안 코팅한 열전달시편의 유속에 따른 CHF을 비교

하여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림에 표시하였듯이 순수

물보다 OMWCNT가 코팅된 상태에서의 CHF이 매

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순수물의 유속 0.5,

1.0, 1.5 m/s에서 측정된 CHF의 증가율은 7.61,

37.43, 75.39%이지만, OMWCNT를 120초 코팅한

상태에서의 CHF 증가율은 순수물보다 52.38, 86.19,

115.30%, 180초는 57.87, 96.54, 120.88%, 240초는

63.98, 104.42, 131.94%로 순수물의 CHF 증가율보

다 높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Zuber의 예측식[9]과

Katto and Kurata의 예측식[10]과 비교한 결과

OMWCNT 코팅상태에서의 CHF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었다.

Fig. 6~8은 코팅이 되지 않은 열전달시편을 순수

물 속에서 측정한 풀비등 열전달계수와 OMW-

CNT를 120, 180, 240초 동안 코팅시킨 열전달시편

을 0.001 vol%의 나노유체 속에서 유속에 따른 유동

Fig. 2. Flow boiling CHF data (120s).

Fig. 3. Flow boiling CHF data (180s).

Fig. 4. Flow boiling CHF data (240s).

Fig. 5. Comparisons of flow boiling CHF data.



4 김우중·김남진

한국지열에너지학회논문집

비등 열전달계수를 측정하여 비교한 그래프이다. 그

림에서 순수물 0 m/s의 풀비등 열전달계수와 비교

하면 각 유속에서 120초는 –2.29, 1.08, 5.67, 6.75,

180초는 –5.06, 5.20, 7.56, 7.96, 240초는 –0.74,

1.69, 16.26, 14.37%로 감소하였으며, Table 2에

결과를 정리하였다. 

나노유체에서의 유동비등 열전달계수는 순수물

에서의 풀비등 열전달계수보다 증가한 것은 사실이

나, 같은 열유속일 경우에는 오히려 낮은 향상을 보

이고 있다. 코팅후 나노유체상태에서의 유동비등 열

전달은 열전달 측면에서 순수물의 풀비등 열전달보

다 성능이 떨어짐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열전달시

편 표면의 부분 막저항과 나노입자의 응집, 또는 나

노유체가 안정된 분산을 얻기 힘들어 열전달계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나노입자의 분산이 일정

하지 않으면 중력때문에 나노입자가 침전되어 표면

코팅의 원인이 되며, 이는 나노유체의 입자가 시편

표면에 코팅되어 열전달을 촉진시키는 활성 핵기공

을 감소시키므로 유동비등 열전달계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Fig. 9는 Fig. 6~8에서 CHF이 발생하는 지점에 해

당하는 열전달계수를 유속에 따라 정리한 그래프이

다. 0 m/s에서는 각각 15.75, 16.14, 15.51, 15.78 kW/

m2K이며, 순수물의 열유속 14.82 kW/m2K과 비교하

면 6.28, 8.91, 4.66, 6.49%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

나 1.5 m/s에서는 21.13, 18.82, 20.48, 18.20 kW/m2K

로 순수물의 열전달계수 22.63 kW/m2K 대비 6.63,

16.84, 9.50, 19.58% 감소하였다. 또한 1.5 m/s에서는

나노코팅시간이 길어질수록 열전달 계수가 감소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CHF는 증

가하나 열전달계수가 감소할 경우 열교환기 표면에

Table 2. Change of boiling heat transfer coefficient

Deposition 

Time (s)

Boiling heat transfer coefficient (kW/m2)

0 m/s 0.5 m/s 1.0 m/s 1.5 m/s

Pure water 1,130 - - -

120 1,538
1,722

(11.96%)

2,104

(36.80%)

2,433

(58.19%)

180 1,592
1,784

(12.06%)

2,221

(39.51%)

2,496

(56.78%)

240 1,677
1,853

(10.49%)

2,310

(37.74%)

2,621

(56.29%)

Fig. 6. Boiling heat transfer coefficient (120s).

Fig. 7. Boiling heat transfer coefficient (180s).

Fig. 8. Boiling heat transfer coefficient (24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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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온도상승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열전달 시

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2 열유속 실험 후 시편의 표면 관찰 

Fig. 10~12는 코팅상태에서 CHF 실험종료 후 측

정된 열전달 실험시편 표면의 접촉각,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3D 형상을 보여준다. 또한 측

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Table 3과 4에 접촉각과 거칠

기를 정리하였다. Table 2는 열전달시편의 표면을

OMWCNT로 코팅시킨 상태에서 나노유체의 유속

을 변화시키면서 열유속 측정실험 후 실험시편 표

면의 접촉각을 나타낸 표이다. Table에서 OMWCNT

의 CHF 발생 후 실험시편의 접촉각은 유속이 증가

할수록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실험시편 표면에서 나노입자의 침착

이 비례하여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3은

OMWCNT 코팅상태에서 유속변화에 따른 열유속

Fig. 9. Flow heat transfer coefficient with varying velocity

at the occurrence of CHF.

Table 3. Change of contact angle

Deposition 

Time (s)

Contact angle (°)

0 m/s 0.5 m/s 1.0 m/s 1.5 m/s

120 18.2 16.3 13.3 10.1

180 11.2 10.0 8.2 7.3

240 0 0 0 0

Table 4. Change of surface roughness

Deposition 

Time (s)

Roughness (m)

0 m/s 0.5 m/s 1.0 m/s 1.5 m/s

120 0.198 0.192 0.168 0.142

180 0.244 0.236 0.222 0.187

240 0.343 0.313 0.284 0.261

Fig. 10. Change of contact angle at 1.5 m/sec.

Fig. 11. SEM photograph at 1.5 m/sec.

Fig. 12. 3D photograph at 1.5 m/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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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실험 후 시편표면의 거칠기를 나타낸 표이다.

OMWCNT CHF 발생 후 비등 열전달 실험시편 표

면거칠기는 유속이 증가할수록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표면에서 높게 침착되어있던 나노입

자가 유동에 의해 이탈하거나, 반응 표면의 틈 사이

로 새로 침착되는 나노입자가 많아진다. 즉, 표면 상

태의 나노입자가 균일하게 침착됨으로서 거칠기 차

가 줄어들어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OMWCNT를 이용하여 나노유체

를 제조하고 열전달시편 표면에 코팅하여 유속에

따른 유동비등 CHF을 측정 비교 수행하였다. 나노

코팅 시간과 유속이 증가할수록 CHF이 증가하지만,

동시에 과열도도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와 같은 현상은 열전달시편 표면에 과도한 온도상

승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열전달 시스템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열전달성능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나노유체를 사용할 경우 열교환기

표면의 침착현상을 반드시 고려해야 됨을 알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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