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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설명 - 
 

D  : 가열튜브 외경, m 
g  : 중력가속도, m/s2 

bh  : 비등열전달계수, W/m2°C 

I  : 공급전류, A 
L  : 가열튜브 길이, m 
P  : 피치, m 

Lq ¢¢  : 주변(하부)튜브 열유속, W/m2 

Tq ¢¢  : 시편튜브 열유속, W/m2 

satT  : 포화온도, °C 

WT  : 튜브표면온도, °C 

V  : 공급전압, V 

satTD  : 과열도( satW TT -= ), °C 

f  : 경사각, ° 

q  : 방위각, ° 

1. 서 론 

전세계적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신형원자로 
(ALWR, advanced light water reactor)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피동형 잔열 제거 설비들을 새롭게 추가하
는 것이다.(1~3) 이러한 설비가 추구하는 최종 목표

Key Words: Pool Boiling(풀비등), Tube Array(튜브 배열), Horizontal Direction(수평 방향), Pitch(피치) 

초록: 튜브 피치와 주변 튜브의 열유속이 수평으로 설치된 튜브 배열의 풀비등 열전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실험을 위하여 외경이 19 mm인 두 개의 스테인리스강 튜브
와 대기압 상태인 물을 사용하였다. 튜브간 피치는 18.5~95 mm이며, 주변 튜브의 열유속은 0~90 kW/m2

이다. 열전달 향상은 주변 튜브의 열유속이 크고 시편의 열유속이 40 kW/m2보다 낮은 경우에 분명하게 
관찰되었다. 피치가 튜브 지름의 4배 보다 크면 피치 변화가 열전달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이다. 순환유동, 대류유동, 액체교란은 열전달을 향상시키며 유동간섭과 기포군집은 열전달을 둔화
시킨다.  

Abstract: An experimental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combined effects of the pitch and heat flux of 
nearby tubes on boiling in a pool as well as the heat transfer from a horizontally-installed tube bundle. For this test, two 
smooth stainless steel tubes (19 mm outside diameter) were used, and the water was at atmospheric pressure. The pitch 
of these tubes was varied between 28.5 mm and 95 mm, and the heat flux of the nearby tube altered between 0 and 90 
kW/m2. Enhancements in heat transfer were clearly observed when the heat flux of the nearby tube increased while the 
heat flux of the test section remained below 40 kW/m2. The tube pitch was found to have a negligible effect on heat 
transfer when the pitch was greater than four times larger than the tube diameter. The circulating flow, convective flow, 
and liquid agitation were all seen to enhance heat transfer; however, the interaction between the flow and coalescence 
of bubbles was detrimental to heat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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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원자로 내부에 장전된 핵연료 표면에서의 냉각
재 비등과 그에 따른 핵비등이탈(DNB, departure 
from nucleate boiling) 발생 문제를 사전에 제거하여 
핵연료의 용융과 중대사고로의 전파를 예방하는 
것이다.  
피동형 설비들을 이용하여 1차 계통의 열을 제

거하는 것은 계통 내부의 자연순환 유량을 증가시
키는 것으로 귀착된다. 자연순환 유량을 증가시키
는 데에는 두 가지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4) 회로
내부에 자연순환 유량을 형성하는 구동력은 (1) 
순환 회로의 고온부와 저온부의 온도 차이에 의한 
부력과 (2) 열원과 열제거원 사이의 높이 차이에 
따른 중력 효과이다. 중력 효과에 의하여 자연순
환 유량을 증가하고자 하는 시도는 설비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므로 변경 폭이 좁은 범위
로 한정된다. 따라서 보다 현실적인 대안은 피동
형 열교환기에서의 열전달 량을 증가함으로써 순
환 회로의 온도 차이를 크게 하여 부력을 증가하
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피동형 열교환기는 튜브 형식을 채택
하는데,(1~3) 열 제거 성능은 총괄열전달계수(overall 
heat transfer coefficient)에 달려 있다. 계통 작동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열 교환 튜브 표면은 포화 
풀비등 조건이 된다.(5,6) 따라서, 튜브 표면에서 발
생하는 비등열전달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총괄
열전달계수의 결정에 매우 중요하며 설계 단계에
서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다. 
열교환기는 튜브들의 집합체로 구성되어 있으므

로 인접한 튜브가 열전달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정확한 열설계를 위해 중요하다. 열
전달은 튜브 표면 조건, 다발 형상, 액체 종류 등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므로 이러한 변수들의 조합이 
풀비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오랫동안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7,8) 튜브 다발에 대한 연
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어 온 변수는 튜브간 
피치( P )이다. 열교환기의 배열 형상이 달라지면 열
전달 특성이 서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9) 배열에 따
른 열교환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열교환기 설계 시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튜브의 

배열은 Fig. 1에 나타낸 것과 같이 경사각(f )과 방
위각( q )의 크기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
다. 배열 방식은 (1) case1: 수직면에 수평으로 배
열 ( f =0°, q =90°), (2) case2: 수직면에 수직으로 

배열(f =90°, q =90°), (3) case3: 수평면에 수평으로 
배열( f =0°, q =0°)된 경우이다. 기존 연구자들의 

주요 연구 결과는 Table 1에 나타낸 것과 같다. 표

에서 Lq ¢¢ 은 주변 또는 하부 튜브의 열유속을, Tq ¢¢

는 시편의 열유속을 나타내며, D 는 시편으로 사
용된 튜브의 외경이다. 
튜브가 case1과 같이 배열된 경우는 선행 연구

자들에 의하여 다양한 조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졌다.(11,13,16~19) 탠덤튜브의 풀비등에서 상부와 하부
의 튜브가 동일한 열유속인 경우 튜브 피치를 증
가하면 상부 튜브의 최대 열전달계수는 감소하거
나,(16) 증가하거나,(17) 거의 변화가 없거나,(10) 감소
하다가 증가하는(14) 경향을 나타낸다. 피치에 따른 
열전달 특성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액체와 가열장
치 및 시편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14) 
튜브가 case2와 같은 조건으로 배열된 경우는 

Venne(6)와 Kang(15)의 연구를 들 수 있다. Venne의 
연구는 AP600에 적용하기 위한 실증시험으로, 상
부영역에서 관찰되는 기포군집의 원인 등으로 인
해 Rohsenow상관식보다 열전달이 감소하는 경향
을 보여주고 있다. Kang(15)은 피치를 튜브 외경으
로 나눈 DP / 의 값이 4 이하인 경우 열전달 향상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며, 주변 튜브의 열유속이 

Table 1 Summary of previous studies 

Author DP /  q f Lq ¢¢ , kW/m2 
Ribatski  
et al.(10) 

1.32,1.53,2.0 90° 0° 0, Tq ¢¢  

Gupta  
et al.(11) 

1.5,3.0,4.5,6.0 90° 0° 0, Tq ¢¢  

Hahne  
Et al.(12) 

1.05,1.3,3.0 90° 0° 0, Tq ¢¢  

Ustinov  
et al.(13) 

1.5 90° 0° 0, 8, 32,50,125, Tq ¢¢  

Kang(14) 1.5,2, 2.5,3,4,5,6 90° 0° 0,30,60,90, Tq ¢¢  

Kang(15) 1.5,2,2.5,3,4,5 0° 90° 0,30,60,90, Tq ¢¢  

 

P

  
Fig. 1 Arrangement of tub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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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고, 시편의 열유속이 작을수록 분명하게 관찰되
는 것을 확인하였다.  
풀비등에 영향을 미치는 대류 유동의 원천은 주

변에 설치된 튜브이므로 주변 튜브의 열유속은 매
우 중요하다. Kumar 등(20,21)은 증류수와 오목한 홈
(reentrant cavity)을 가지는 두 개의 구리 튜브를 사
용하여 DP / =1.5인 튜브 다발에 대해 실험을 수
행하고 하부 튜브의 열유속을 포함하는 열전달 평
가 모델을 제시하였다. Ustinov 등(13)도 정해진 피
치에 대해 하부 튜브의 열유속이 상부 튜브의 풀
비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최근 들
어 Kang은 수직 평면상에서 수평으로 배열된 튜
브 다발(14)과 수직으로 배열된 튜브 다발(15)에 대
해 튜브 사이의 피치와 인접한 튜브의 열유속이 
열전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튜브가 상, 하 수직으로 배열되지 않고, 동일한 

높이에서 수평 형태로 배열되는 경우에 대한 풀
비등 열전달 연구는 필자가 아는 한 전무하다. 
튜브가 수평으로 배열된 경우 열교환기 적용을 
위해서는 상, 하 구조에 대한 해석은 물론, 수평
으로 인접한 튜브의 영향도 규명되어야 열적 해
석 및 설계에 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영
향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평으로 인접한 튜브군들 사이의 
열전달 특성을 몇 가지 배열에 대하여 실험적으
로 확인해 봄으로서 튜브 형 열교환기의 정확한 
해석 및 설계를 위한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하고
자 한다. 

2. 실 험 

실험을 위해 단면이 0.95´1.3m의 사각형이고 높
이가 1.4m인 수조(Fig. 2) 내부에 조립된 시편을 설
치하였다. 수조의 전면은 관찰 및 사진 촬영을 위
해 유리로 되어 있으며 가로×세로는 1m×1m이다. 
수조는 이중 벽 구조로 되어 있다. 안쪽 수조크기
는 0.8m×1m×1m(깊이×폭×높이)이며, 벽면에는 외
부 수조로부터 유체가 유입되도록 하기 위해 여러 
개의 구멍(직경 28mm)을 가지고 있다. 내부와 외
부 수조의 바닥면 사이 공간에는 물을 예열하기 
위해 히터당 용량이 5kW인 4개의 보조히터를 설
치했다. 열 손실을 줄이기 위해 수조의 좌, 우, 뒷
면은 50mm 두께의 유리섬유로 단열처리하였다. 
시편(Fig. 3)은 표면을 매끈하게 처리한 스테인리

스강 재질이며 외경이 19mm이고 길이( L )는 0.4m
이다. 가열을 위하여 튜브 내부에 높은 전기 저항
을 가지는 니크롬선을 배열하였다. 니크롬선과 외

부 튜브와의 절연을 위하여 공간을 산화마그네슘
(MgO)으로 충전하였다. 튜브 표면은 버핑가공을 
통하여 매끈하게 처리하였다. 표면 거칠기는 스타
일러스 프로파일러(stylus profiler)를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 튜브 표면에 대한 중심선평균거칠기 값은 
0.15 mm이다. 전기는 220V 교류를 사용했으며, 튜
브의 한쪽 면을 통해 공급하였다. 
튜브는 Fig. 3에 나타낸 것과 같이 외경이 19mm

인 두 개의 튜브를 수평면 상에 배열하였으며, 피
치는 28.5~95mm 내에서 조절하였다. 두 개의 튜
브 중 하나의 튜브를 시편으로 사용하고, 다른 튜
브는 열유속 조절용으로 활용하였다. 주변 튜브의 
열유속( Lq ¢¢ )은 (1) 0, 30, 60, 90kW/m2의 값을 가지도

록 고정하거나, (2) 시편과 동일한 값을 가지도록 
조절하였다. 실험을 위한 변수 값들은 Table 2에 
나타낸 것과 같다.  
필터로 정수한 수도물을 1.1m 높이로 수조에 충

전한 후, 4개의 예열히터를 사용하여 가열하였다. 
물 온도가 본 실험에서 사용한 대기압 상태의 포
화온도(100°C)에 도달하면 공기 등을 제거하기 위
해 약 30분 정도 추가적인 가열을 수행한 후 주변 
튜브와 시편의 열유속을 변화시키면서 표면 온도

Table 2 Test matrix 

P , mm DP /  ''
Lq , kW/m² ''

Tq , kW/m² 
28.5 1.5 0,30,60,90, ''

Tq  0-120 
38 2 0,30,60,90, ''

Tq  0-120 
47.5 2.5 0,30,60,90, ''

Tq  0-120 

57 3 0,30,60,90, ''
Tq  0-120 

76 4 0,30,60,90, ''
Tq  0-120 

95 5 0,30,60,90, ''
Tq  0-120 

 
Un it : mm

Inner tank
Outer tank

1300

950
Water
supply
l ine

Power
supply

T/C 
l ines

Heaters

Filter

Wa ter d rainRe inforced glass

Test section and supporter

14
00

F low
holes

 
Fig. 2 Schematic of experimental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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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 )를 측정하였다. 표면 온도는 정상상태에 도달

하였을 때, 그 값을 채택하였다. 하나의 조건에 대
한 실험이 완료되면 피치를 바꾼 후 새로운 실험
을 수행하였다.  
튜브 표면의 온도는 모두 6개의 T-형식 열전대

(외경 1.5mm)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정밀한 온
도 측정을 위하여 좌, 우측에 각각 3개씩 튜브 표
면에 접합하였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시스열전대
(sheathed thermocouple)의 경우 서로 다른 금속선의 
접합부분(bead)이 시스의 끝 부분에서 떨어져 있
는 경우가 간혹 있다. 이런 경우, 온도 측정 시 오
차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끝부분에서 
10mm정도를 전부 접합하여 오차가 발생하지 않
도록 하였다.  
접합에 사용한 금속은 황동의 한 종류이며, 접

합부분 두께는 0.1 mm 보다 얇다. 접합부에 의한 
온도 감소는 1차원 전도 열전달 식을 사용하여 보
정하였다. 황동의 열전도율은 110℃ 부근에서 대
략 130W/m-°C 정도(22)이므로 접합부에 의한 최대 
온도 감소는 110 kW/m2에서 0.08°C이다. 이 값은 
열전달량과 열저항을 곱하여 계산하였으며, 온도 
측정기 프로그램 상 오프셋(offset)기능을 사용하여 
0.1℃ 보정하였다. 물 온도는 표면에 등 간격으로 
열전대를 접합한 튜브를 수조 구석에 수직으로 세
워 측정하였다.  
시편 표면의 열유속( Tq ¢¢ )은 시편에 공급하는 전

력을 열전달면적으로 나눈 것이며,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 satWbsatbT TThTh
DL
VIq -=D==¢¢
p

           (1) 

여기서, V 와 I 는 각각 공급한 전압과 전류이며, 
D 와 L 은 각각 가열 튜브의 외경과 길이를 나타낸
다. 그리고 WT 와 satT 는 튜브 표면 온도와 물의 
포화온도이며, satTD 는 과열도이다. 식 (1)에서 사

용된 온도는 측정한 온도들을 산술 평균한 것이
며, bh 는 튜브 전체 길이에 걸쳐 계산된 평균열전

달계수이다.  
측정값에 대해 오차확산법칙(error propagation 

law)(23)을 사용하여 불확실도를 분석했다. 데이터 
수집 오차(±0.05°C) 및 정밀도 한계(±0.1°C)를 불
확실도 분석 시 고려했다. 95% 신뢰도 범위에서 

측정한 온도에 대한 불확실도는 22 1.005.0 +± 의 
계산을 통해 ±0.11℃로 결정하였으며, 열유속에 
대한 불확실도는 ±0.7%이다. 비등열전달계수는 

satT Tq D¢¢ / 로 계산되며, 그 값을 통계 분석해 오차

확산법칙을 적용한 불확실도는 ±6%이다. 

3. 결 과 

열유속에 따른 과열도의 변화는 Fig. 4와 같다. 
열유속이 40kW/m2이하인 경우, 열유속이 증가하
면 과열도가 급격하게 증가한다. 열유속이 낮은 
영역에서는 비등핵(nucleation site) 밀도가 낮으므로 
기포의 발생이 많지 않아 기포 운동에 따른 열전
달 향상 효과가 크지 않다. 따라서 비등열전달계
수가 낮은 값을 가지므로 작은 열유속 증가에도 
과열도가 크게 된다. 열유속이 계속 증가하면 기
포 발생량이 증가하면서 열전달계수가 증가한다. 

Tq ¢¢ >80kW/m2인 영역에서는 열유속이 증가해도 과

열도의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주변 튜브
의 존재는 시편 주변의 대류유동과 기포 운동 등
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시편 표면의 열전달에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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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lots of heat flux against wall superh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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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게 된다. Lq ¢¢ 이 증가할수록 열전달이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변 튜브가 시편의 열전달에 미치는 영향을 확

인하기 위하여 주변 튜브의 열유속이 0인 경우의 
열전달계수와 0이 아닌 경우의 열전달계수 사이의  
비율( 0,/ =¢¢Lqbb hh )을 계산한 후 시편의 열유속에 따 
른 변화를 Fig. 5에 나타내었다. 시편의 열유속이  
40kW/m2보다 작은 경우, Lq ¢¢ 이 증가하면 시편의 

열전달계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냄
을 알 수 있다. DP / =1.5에 대해 Tq ¢¢ =10 kW/m2이

고 Lq ¢¢ =90 kW/m2이면, 주변 튜브의 열유속이 0인 

경우와 비교하면 시편의 열전달계수가 대략 40% 
정도 증가한다. 이러한 열전달 향상 효과는 DP /
의 값이 작은 경우 좀 더 분명하게 관찰된다. 그

렇지만 ³¢¢Tq 80kW/m2의 영역에서는 튜브간 피치나 

주변 튜브의 열유속 변화에 무관하게 시편의 열전
달계수가 거의 일정하다. 

Fig. 6은 피치 및 열유속 변화에 따른 열전달계
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피치가 열전달에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DP / =1.5~5의 범위 
내에서 변화할 때 그에 따른 열전달계수를 수평 
및 수직구조에 대해 각각 표시하였다. 튜브가 수
직으로 배열된 경우(15) P/D £2.5의 범위에서 DP /
가 감소하면 열전달계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분명
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Tq ¢¢ =20kW/m2이고 

Lq ¢¢ =90kW/m2인 경우에 분명하게 관찰된다. 그러

나, 수평구조인 경우 피치가 열전달에 미치는 영
향은 수직구조 보다는 크지 않다. 두 경우 모두 

DP / >4인 때 튜브 사이의 피치 변화가 열전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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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lots of 0,/ =¢¢Lqbb hh versus T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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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 미치는 영향은 피치가 작은 경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변화가 크지 않다. 그렇지만, 수평구조
의 경우, Tq ¢¢ 나 Lq ¢¢ 이 높은 경우에는 기포의 유동

효과보다 간섭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으로 
인해 열전달계수가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열전달 향상의 주된 요인은 이동 기포에 의해 

발생하는 액체 교란의 증가에 의한 것이다. 가열 
면의 하부에서 생성된 기포는 상부로 이동한다. 
기포가 가열 면으로부터 이탈하여 수면으로 향해 
이동하면 기포가 지나가는 경로를 따라 기포 크기
에 해당하는 액체 체적이 밀려났다가 다시 채우는 
운동을 반복하면서 가열 면 주변에 활발한 액체 
교란을 발생시킨다. 액체 교란 효과는 전 열유속 
영역에 걸쳐 관찰되며, 기포의 발생량과 활발한 
운동 특성에 의존한다. 
주변에 설치된 튜브 때문에 발생하는 대류 유동

(convective flow)도 열전달을 향상시키며, 시편의 
열유속이 낮은 영역에서 특히 중요한 열전달 기구
로 작용한다.(8) 그러나 시편의 열유속이 증가하거
나 DP / 가 증가하면 대류 유동에 의한 영향은 점
점 감소하여 전체 열전달 향상 중에서 대류 유동
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든다. 튜브가 수직 방향
으로 배열된 경우, 튜브를 따라 상부로 이동하는 
유동은 상부로 이동하면서 점차 옆으로 퍼져나가
면서 주변에 있는 다른 튜브들의 열전달에 큰 영
향을 미친다.(15) 따라서, Fig. 6에 나타낸 것과 같이 
저열유속에서 열전달 향상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튜브가 수평으로 배열되면 대류유동에 의한 영향
은 줄어들게 되며, 그 결과 DP / 가 낮은 값을 갖
는 영역에서도 열전달 향상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Fig. 6에서 DP / 가 3 이하
인 영역에서 관찰되는 수평 튜브 구조의 열전달 
향상은 대류 유동에 의한 효과로 이해된다. 저열
유속에서 열전달계수가 증가하는 주요 원인은 기
포 이동 시 발생하는 유체유동이다. 기포가 상부
방향으로 이동하면 인접한 튜브 주변의 유체가 움
직이는 속도가 증가하면서 대류에 의한 열전달효
과가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특성은 열유속이 낮
은 경우에 지배적으로 나타나며 기포의 영향이 크
게 나타나는 고열유속 영역에서는 다른 기구들이 
열전달에 더 큰 영향을 미치므로 대류에 의한 열
전달 향상 효과는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수평구조
는 수직 구조에 비해 주변 튜브가 시편에 미치는 
영향이 작게 나타나는 구조이므로 Fig. 6(b)에 나타
낸 것과 같이 시편의 열유속이 증가하면서 대류 

유동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직구조에서는 DP / 가 2.5에서 수평구조는 3

에서 일시적으로 열전달계수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튜브가 서로 인접한 경우에는 대류유동
에 의한 열전달 향상도 기대할 수 있지만, 튜브 
표면을 이탈한 기포가 다른 튜브에서 발생하는 기
포의 자유로운 운동을 방해하여 기포에 의해 발생
하는 액체 교란 효과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
다. DP / 의 값이 작은 경우에는 대류유동의 효과
가 크므로 기포간 간섭 효과가 크지 않다가 DP /
가 증가하면서 대류유동 효과는 줄어들면서 간섭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그 결과 열전
달계수가 줄어드는 것이다. 수직튜브 구조에서는 
하부에서 발생하는 기포가 상부로 이동하면서 더 
큰 기포로 성장하면서 주변으로 유동 효과가 퍼지
므로 간섭 효과도 수평구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므로 DP / 가 낮은 값에서 이 효과가 부각되는 
것이다. 
수평 튜브구조에서 발생하는 약간의 열전달 향

상은 탱크 내부의 순환유동(circulating flow)에 의해
서 설명될 수 있다. 수평으로 설치된 튜브 구조는 
수직 구조에 비하여 기포의 성장 및 이동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으므로 대류유동이 열전달 향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 대신, 순
환유동이 열전달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고 판단된다. 수평구조는 Fig. 6에 나타낸 것과 같
이 DP /  값이 3보다 증가하면서 열전달계수가 약
간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주요 원인은 
순환유동에 의한 효과라고 분석된다. DP / 가 계
속 증가하면 유동 사이의 간섭이 줄어들면서 순환
유동의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 
열유속이 증가하면 비등핵 밀도의 증가에 의해 

많은 기포가 발생한다. 생성된 기포는 주변의 기
포들과 서로 결합하면서 튜브의 표면에 큰 기포를 
형성한다. 이 기포들은 주변의 액체가 튜브 표면
에 원활하게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며, 그 결과 열
전달의 둔화(deterioration)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고열유속 영역에서 주변 튜브의 영향이 줄어들게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단일 튜브를 사용한 Chun & Kang의 연구(4)에 의

하면, 수직튜브가 수평튜브 보다 열전달이 감소하
는 경향은 가열표면에서 발생하는 기포군집형성과 
표면을 따른 기포이동거리의 증가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본 연구와 같이 튜브가 배열 형
태로 되면 기포의 영향이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되
는데, 단일 튜브의 열전달 저하 특성으로 작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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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포군집형성 및 기포이동거리에 더해 주변 튜브
의 기포 운동 간섭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런 
특성은 기포간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수직구조에
서 더 분명하게 관찰되어 수직구조가 수평구조보
다 열전달이 저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존

에 발표된 상관식(9)을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와 실
험에서 얻은 열전달계수를 Fig. 7에 나타내었다. 
약간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상관식은 실험
값을 ±10% 범위 내에서 잘 예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ornwell과 Houston(24)이 설명한 것과 같
이 풀비등 열전달에는 비등핵 밀도(nucleation site 
density), 튜브 표면의 물리적인 조건의 차이, 그리
고 규명되지 않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서 비롯되
는 다양한 오차들을 본질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인자들이 이론이나 실험을 통한 상관식의 
정확도를 높이는데 장애가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험으로 결정한 열전달계수와 계산한 값 사이의 
비율인 exp,, / bcalb hh 에 대해 통계분석을 수행한 결

과,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1.0782와 0.0927이다. 

4. 결 론 

대기압 상태인 물의 내부에 잠긴 두 개의 수평
튜브에 대해 튜브(D =19mm) 사이의 피치(18.5~ 
95mm)와 주변 튜브의 열유속(0~90 kW/m2)이 포화
풀비등 열전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실
험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를 통해 얻어진 주
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주변 튜브의 열유속이 크고 시편의 열유속
이 40 kW/m2보다 낮은 경우 열전달계수가 향상되
는 경향을 나타낸다.  

(2) DP / 가 4보다 크면 피치 변화가 열전달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있다.  

(3) DP / 가 3 이하인 영역에서 대류유동에 의
한 열전달 향상이 관찰되며, 열유속이 증가하면서 
순환유동에 의한 열전달 향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다.  

(4) 열전달을 향상시키는 기구인 액체교란은 전 
열유속 영역에 걸쳐서 나타나며, 기포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그 영향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5) 튜브 사이에서 발생하는 유동 사이의 간섭
과 튜브 표면의 기포군집 형성은 열전달을 둔화시
킨다. 간섭은 저열유속 영역에서, 기포군집은 고열
유속 영역에서 그 영향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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