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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기압 상태인 물의 내부에 설치된 튜브의 경사각이 풀비등 열전달계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

기 위하여 새로운 실험식을 개발하였다. 실험과 기존에 발표된 결과들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431개의 

실험값을 결정하였으며, 회귀분석 기법으로 비선형 최소자승법을 사용하였다. 열유속(0~120 kW/m2), 경
사각(0 ° ~ 90 °), 튜브 길이를 직경으로 나눈 값(18~42.52)을 주요 매개변수로 선정하였다. 새롭게 개발된 

상관식은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면 실험값을 ±18% 범위 내에서 잘 예측한다. 

Abstract: A new empirical correlation was developed to identify the effect of an inclination angle on pool 
boiling heat transfer coefficient of a tube submerged in the saturated water at atmospheric pressure. Through 
the experiments and the survey of published results 431 data points were obtained and the nonlinear least 
square method was used as a regression technique. The heat flux of the tube(0~120kW/m2), inclination 
angle(0°~90°), and the length divided by the diameter of a tube(18~42.52) were selected as major parameters. 
The newly developed correlation well predicts the experimental data within ±18%, with some exce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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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설명 -

   : 가열튜브 외경, m
 : 비등열전달계수, W/m2℃

   : 공급전류, A
   : 가열 튜브 길이, m
″   : 열유속, W/m2

  : 포화온도, ℃

   : 튜브표면온도, ℃

   : 공급전압, V
 : 과열도(=  ), ℃

 : 경사각, ° (deg)

1. 서 론

튜브의 기하학적 형상이 풀비등 열전달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

어져 왔다. 풀비등 열전달은 신형원자력발전소(1)

나 마이크로전자칩(microelectronic chip)(2)을 비롯

한 다양한 산업체 설비에서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튜브 형식의 열교환기 설계 시 

가장 중요한 변수들 중 하나는 가열면의 경사각

()이다. 경사각이 풀비등 열전달에 미치는 영향

은 가열부의 형상 및 주변 유체와 밀접하게 관련

이 있다.(3) 기존 연구자들은 Table 1에 나타낸 것

과 같이 다양한 형상과 유체의 조합에 대하여 연

구를 수행하여 왔다. 
Stralen과 Slyuter(4)는 백금선을 사용한 실험을 

통해 수평구조가 수직구조에 비해 열전달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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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mmary of previous studies

Author Geometry Liquid Parameters

El-Genk & 
Bostanci(2) Flat plate HFE-7100 -φ=0°~180°

Kang(3) Tube inside Water -φ =0°~90°

Stralen & Sluyter(4) Wire Water -φ =0°, 90°

Nishikawa et al.(5) Flat plate Water -φ =0°~175°

Jung et al.(6) Flat plate R-11 -φ =0°~180°
-Enhanced surface

Fujita et al.(7) Parallel 
plates Water

-φ =0°~175°
-Gap size
-Flow confinement

Sateesh et al.(8) Single tube
Water
Ethanol
Acetone

-φ =0°~90°
-Diameter
-Surface roughness

Narayan et al.(9) Single tube Nano fluid
-φ =0°~90°
-Particle 
concentration

Kang(10) Single tube
Annulus Water -φ =0°~90°

-Flow confinement

Fig. 1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apparatus

잘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큰 기포덩어리의 형

성이 수직구조에서 열전달을 저해되는 주요 원인

이라고 분석했다. 평판을 사용한 Nishikawa 등(5)

은 경사각이 증가하면 열전달계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런 현상은 낮은 열유속(″) 
영역에서 분명하게 관찰되었다. Fugita 등(7)은 서

로 나란히 배열된 평판의 경사각과 틈새 간격이 

열전달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으

며, 틈새 간격이 경사각에 따른 경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Narayan 등(9)은 유체 

내부에 혼합된 나노입자가 풀비등에 미치는 영향

을 경사각과 함께 살펴보았으며, 최대 열전달은 

수평구조에서, 최소 열전달은 45° 경사진 가열면

에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Kang(10)은 환상공간의 

경사각이 풀비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으며, 
하부유로가 개방된 경우 경사각의 영향이 분명하

게 나타남을 밝혀냈다. 경사각이 튜브 내부표면

의 열전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

도 Kang(3)에 의하여 수행된 바 있다. 
풀비등열전달을 평가하기 위한 상관식은 매우 

다양하게 연구되어져 왔다.(11) 그렇지만, 이들 상

관식들은 경사각의 영향을 평가할 수 없는 형태

이다.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경사각에 

따라 열전달계수의 값이 큰 폭으로 바뀌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ang(10)은 열전달계수를 계산하기 위해 경사각을 

하나의 매개변수로 포함하는 상관식을 제안하였

다. 경사각이 수평이 아닌 경우 발생한 기포는 

튜브 길이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주변 기포와 서

로 간섭을 일으키게 되며, 수평구조에 비해 표면

에 체류하는 시간도 길어지게 된다. 가열면이 수

평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길이에 의한 영향을 고

려하는 것이 열전달계수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방

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길이 영

향을 포함하는 개선된 상관식을 제안함으로서, 
풀비등을 수반하는 열교환기를 설계할 때 그 정

확도를 향상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한다. 

2. 실 험

실험 장치에 대한 대략적인 형상은 Fig. 1과 같

다. 물 저장용 수조의 치수는 가로×세로×높이

(내부길이)가 각각 1300×950×1400mm이다 . 균일

한 온도 유지를 위하여 2중벽 구조로 구성하였

다. 안쪽과 바깥쪽 수조 사이의 공간에 용량이 

5kW인 예열용 히터 4개를 설치하였다. 
시편에 전달되는 열전달량을 조절/측정하기 위

하여 공급되는 전압(V)과 전류(I)가 숫자로 표시

되는 출력 조절장치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시
편은 내부에 전기저항선을 갖는 스테인리스강 튜

브로 제작하였으며, 지름( , mm)×길이( , mm)는 

각각 19×400과 25.4×540이다. 튜브 표면은 버핑

(buffing)가공을 통해 표면을 매끈하게 만들었으

며, 중심선평균거칠기 값은 0.15m이다.
시편의 한 쪽 끝에는 플랜지를 부착하여 Fig. 1

의 수조 내부에 설치된 지지대에 너트 및 볼트를 

이용하여 고정하였다. 지지대를 회전시켜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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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lots of ″  versus   data

경사각을 맞출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사각은 수

평(=0°)에서 시작하여 15° 간격으로 수직(90°)까
지 변화시키면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튜브 표면과 수조 내부 물의 온도는 T-형식(지
름=1.5mm)열전대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튜브 

표면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3~6개의 열전대를 가

열 표면에 길이 방향으로 접합하였다. 정밀한 온

도 측정을 위하여 열전대 끝 부분을 10mm 정도 

튜브 표면에 접합하였다. 접합에 사용한 금속은 

황동의 한 종류이며, 접합부분 두께는 0.1mm 보
다 얇다. 접합부에 의한 온도 감소는 1차원 전도 

열전달 식(12)을 사용하여 보정을 하였다. 110℃ 

부근에서 황동의 열전도율은 대략 130W/m-℃ 정

도(12)이므로 접합부에 의한 최대 온도 감소는 ″= 
110kW/m2에서 0.08℃이다. 이 값은 열전달량과 

열저항을 곱하여 계산하였으며, 온도 측정기 프

로그램 상 보정 방법을 이용해 0.1℃ 보정하였다. 
물 온도는 표면에 등 간격으로 열전대를 접합한 

튜브를 수조 구석에 수직으로 세워 측정하였다. 
실험은 대기압 상태 하에 있는 수조 내부에 일

정 높이(1.1m)로 물을 채운 후 예열히터를 이용

해 포화상태(100℃)까지 가열하였다. 포화상태에 

도달 후 공기 등을 제거할 목적으로 약 30분 정

도 추가적인 가열을 수행한 후 시편의 열유속을 

변화시키면서 표면 온도를 측정하였다. 하나의 

조건에 대한 실험이 완료되면 경사각을 바꾼 후 

실험을 수행하였다. 
전기적으로 가열한 튜브 표면에서의 열유속은 

공급전력을 열전달면적으로 나눈 것이며,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

            (1)

여기서, ″는 튜브 표면의 열유속이다. 와 는 

각각 공급한 전압과 전류이며, 와 은 각각 가

열튜브의 외경과 길이를 나타낸다. 그리고 와 

는 각각 튜브 표면 온도와 물의 포화온도이

며, 는 과열도이다. 식 (1)에 사용된 온도는 

측정된 온도를 산술평균한 것이며, 는 튜브 전

체 길이에 걸쳐 계산된 평균열전달계수이다. 
측정값에 대해 오차확산법칙(error propagation 

law)(13)을 사용하여 불확실도를 분석했다. 데이터 

수집 오차(±0.05℃) 및 정밀도 한계(±0.1℃)를 불

확실도 분석 시 고려했다. 95% 신뢰도 범위에서 

측정한 온도에 대한 불확실도는 ±0.11℃ 이며, 열
유속에 대한 불확실도는 ±0.7% 이다. 비등열전달

계수는 ″로 계산되며, 그 값을 통계분석

해 오차확산법칙을 적용한 불확실도는 ±6%이다.

3. 결 과

Fig. 2는 실험 결과와 기존의 연구 결과(14,15)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에서 속이 꽉 찬 심벌은 

본 실험에서 얻은 결과이며, 비어 있는 것은 기

존에 발표된 결과이다. 외경이 동일함에도 불구

하고 경사각에 따른 특성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

는 것을 알 수 있다. 튜브가 수평상태(=0°)에 있

을 때는 직경이 동일하면 열유속 대비 과열도에 

대한 곡선이 거의 일치한다. 그렇지만, 경사각이 

증가하면 의 값에 따라 두 결과들이 서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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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ata for correlation development

Author 
deg

″
kW/m2


mm


mm 

Number 
of data

Kang(14)

0 7-68 12.7 540 42.52 9
15 7-68 12.7 540 42.52 9
30 7-68 12.7 540 42.52 9
45 7-68 12.7 540 42.52 9
60 7-68 12.7 540 42.52 9
75 7-68 12.7 540 42.52 9
90 7-68 12.7 540 42.52 9
0 7-90 19.1 540 28.27 12

15 7-90 19.1 540 28.27 12
30 7-90 19.1 540 28.27 9
45 7-90 19.1 540 28.27 10
60 7-90 19.1 540 28.27 11
75 7-90 19.1 540 28.27 11
90 7-90 19.1 540 28.27 10

Kang(15)

0 10-120 25.4 500 19.69 12
15 10-120 25.4 500 19.69 12
30 10-120 25.4 500 19.69 12
45 10-120 25.4 500 19.69 12
60 10-120 25.4 500 19.69 12
75 10-120 25.4 500 19.69 12
90 10-120 25.4 500 19.69 12
0 10-120 30 540 18 12

15 10-120 30 540 18 12
30 10-120 30 540 18 12
45 10-120 30 540 18 12
60 10-120 30 540 18 12
75 10-120 30 540 18 12
90 10-120 30 540 18 12

Present

0 7-101 25.4 540 21.26 13
15 7-101 25.4 540 21.26 13
30 7-101 25.4 540 21.26 13
45 7-101 25.4 540 21.26 13
60 7-101 25.4 540 21.26 13
75 7-101 25.4 540 21.26 13
90 7-101 25.4 540 21.26 13
0 10-120 19 400 21.05 12

15 10-120 19 400 21.05 12
30 10-120 19 400 21.05 12
45 10-120 19 400 21.05 12
60 10-120 19 400 21.05 12
75 10-120 19 400 21.05 12
90 10-120 19 400 21.05 12

Table 3 List of important correlations

Author Correlation

Kang(10)
  cosh  ″ 



Rohsenow(16)

″ 
   





Pr 
 



: liquid viscosity, : enthalpy of vaporization
 : gravitational acceleration,  : surface tension
: density of saturated liquid, : constant
: density of saturated vapor,  : constant
Pr : Prandtl number of saturated liquid

Cornwell 
et al.(17)

  



  


   

″




 : constant,  : tube outer diameter
: thermal conductivity of liquid

Cooper(18)

  
 log log ″

 : surface roughness, : reduced pressure
 : molecular weight

Fig. 3 Plots of experimental data

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튜브가 경사지면 튜브 

길이를 따라 기포가 흘러가게 되며, 이 기포운동

이 열전달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14) 동
일한 외경임에도 서로 다른 경향이 나타나는 것

으로 판단된다. 
튜브 길이와 경사각에 따른 풀비등 열전달 변

화를 평가하기 위하여 기존에 발표된 실험값과 

본 연구를 통하여 취득한 총 481개의 실험값을 

준비하였으며, 그 내역은 Table 2에 나타낸 것과 

같다. 표면 거칠기가 풀비등에 미치는 영향을 방

지하기 위하여 동일한 표면 거칠기를 가지는 튜

브에 대한 결과를 사용하였다.

Fig. 3은 Table 2에 나타낸 실험값들을 열유속 

대비 과열도의 그래프 상에 나타낸 것이다. 동일

한 열유속이라도 경사각과 의 값에 따라 과

열도가 서로 다르다. ″=60kW/m2인 경우, 과열도

의 값은 최소 4.5℃에서 최대 9.3℃까지 되어 2배 

이상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Table 3은 기존에 발표된 주요 상관식들을 정

리한 것이다. Rohsenow(16)식은 풀비등열전달을 수

반하는 각종 열설계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식으로 유체에 따른 물성치 변화를 식에서 고려

할 수 있다. 식에서 는 가열면의 거칠기와 유

체의 조합에 따라 결정되는 값으로 가열면이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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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tatistic analyses of exp data

Correlation Mean Standard deviation
Kang(10) 1.1355 0.2449
Rohsenow(16) 0.8084 0.5708
Cooper(18) 0.3134 0.0668
Cornwell et al.(17) 0.2446 0.2129

Fig. 4 Comparison of heat transfer coefficients with 
calculated values by published correlations

Fig. 5 Variations of heat transfer coefficients with 
heat flux and geometric parameters 

비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다. 이 변수

는 유용하지만, 많은 경우 가장 불확실하면서 오

차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Cornwell 등(17)의 

식은 튜브 외경을 상관식에 포함하여 외경에 따

른 열전달계수의 변화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

다. Cooper(18)의 식은 표면 거칠기, 유체의 분자

량, 그리고 환산압력을 주요 변수로 포함하고 있

으며, 가열면 표면의 거칠기 값을 알고 있는 경

우 다양한 유체에 대해 비교적 잘 맞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가열면이 경사를 가진 경우

에 적용하면 오차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10)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하여 Kang(10)이 경사각을 고

려한 상관식을 제안하였지만 Table 2에 나타낸 

것과 같이 길이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 추가

적인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발표된 상관식들의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

험으로부터 얻은 열전달계수(exp)와 상관식을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

다.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두 열전달계수의 비

(exp)를 통계 분석한 결과를 Table 4에 열

거하였다. 그래프와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Cornwell 등(17)의 상관식과 Cooper(18)의 상관식을 

사용하여 계산한 열전달계수는 실험값의 25~30%
정도이다. Rohsenow(16) 상관식을 사용한 계산값은 

실험값의 80% 정도를 예측하고 있으며, 표준편차

가 0.57정도로 크게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 상관

식들을 사용하여 경사각에 따른 풀비등열전달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한편, 
경사각을 고려한 Kang(10)의 상관식은 본 실험값

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계산값은 열전달계수를 13% 
정도 과대평가하고 있으며, 그 편차폭도 24%로 

약간 크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5는 열유속과 튜브의 기하학적 인자들의 

변화에 따른 열전달계수의 변화 경향을 나타낸 

것이다. 열유속이 증가하면 비등핵밀도(nucleation 
site density)가 증가하므로 열전달계수가 증가한

다. 동일한 =18인 경우, 경사각 증가는 열전

달계수를 증가시킨다. =28.27과 42.52인 경우 

경사각 증가에 따라 열전달계수가 증가하다가 감

소한다. 가 증가하면, 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이러한 특성은 가 증가하면 분명하게 

관찰된다. 그렇지만, 60°<이면 =28.27과 

42.52에 대한 열전달계수가 거의 같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열유속이 증가하면 기포가 증가하며, 
와 가 증가하면 열전달을 향상하는 액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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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mparison of experimental heat transfer 
coefficients to calculated values

란(liquid agitation)과 열전달을 감소하는 기포군집

형성(bubble coalescence)이 함께 촉진된다. 따라서 

변수들의 변화에 따른 열전달 특성은 서로 상충

되는 두 기구인 액체교란과 기포군집형성이 열전

달에서 차지하는 역할에 따른 결과로 이해된다.  
풀비등 열전달에는 아직까지 규명되지 않은 불

확정 인자들이 내재하고 있으므로 열전달계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상관식을 제

시하는 것은 그다지 현실적이지 않지만, 그럼에

도 불구하고 상관식을 개발하는 노력을 지속해오

고 있다. 왜냐하면, 실험에서 취득한 결과를 정량

화 하는 것은 열설계에 대한 적용성을 확장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Fig. 4와 Table 4에서 살펴본 기

존 상관식들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서 경사진 가열

면의 열전달을 좀 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자 가열튜브의 길이를 상관식에 

포함하는 간단한 식을 고려하였다. Table 2에 나

열된 실험값과 비선형최소자승법을 사용하는 회

귀분석기법(regression technique)을 사용하여 다음

과 같은 상관식을 개발하였다.

  ″ 
 ″ ″

 
 

    (2)

여기서, 열전달계수 의 단위는 kW/m2-℃이다. 

열유속 ″는 kW/m2의 단위를 가지며, 수평으로부

터의 기울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경사각 의 단

위는 °(deg)이다. 개발한 상관식은 대기압 포화상

태에 있는 물의 풀비등열전달계수 평가 시 사용

하며, =18~42.52, ″=7~120kW/m2, =0°~90°
의 범위 내에서 적용 가능하다.
실험으로부터 결정된 열전달계수와 식 (2)를 사

용하여 계산된 결과를 Fig. 6에 나타내었다. 두 

열전달계수의 비(exp)에 대한 통계분석을 

수행한 결과 평균값은 1.0269, 표준편차는 0.1854
로 대부분의 값들이 ±18% 내의 범위 내에 들어

오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결 론

튜브의 경사각이 대기압 상태인 물의 포화 풀

비등 열전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19, 25.4mm인 두 개의 튜브에 대한 실험을 수

행한 후, 길이 효과를 포함하는 새로운 상관식을 

제안하였다. 상관식 개발에는 421개의 실험값에 

대해 비선형최소자승법을 사용하는 회귀분석기법

을 활용하였으며, 상관식에 사용된 매개변수의 

범위는 =18~42.52, ″=7~120kW/m2, =0°~90° 
이다. 개발한 상관식은 열전달계수를 ±18% 범위 

내에서 잘 예측하고 있다. 경사각이 동일해도 

가 다르면 액체교란과 기포군집형성 정도가 

달라지면서 열전달 특성이 달라지는 것으로 이해

된다. 이 결과는 신형원자로에 채택되는 주요 안

전계통의 향상된 열설계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제

작 시 참고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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