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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비정상 열전도 역산문제의 해석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온도측정의 시간간

격, 측정위치가 분무냉각 열유속의 측정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CHF 부근에서는 온도측정의 시간간격이 커질수록 비정상 열전도 역산법

을 이용하여 계산한 열유속은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CHF 부근에서는 열유속이 매우 빠

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시간간격을 일정 값 이하로 작게 측정하여 열유속을 계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온도측정위치는 비정상 열전도 역산법을 이용한 CHF 부근의 계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실험결과로부터 CHF 과열도는 열전대의 측정위치가 전열면 표면에 가

까울수록 약간 고온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A study on the measurement of critical heat flux using the transient inverse heat conduction method in 
spray cooling was performed. The inverse heat conduction method estimates the surface heat flux or temperature 
using a measured interior temperature history. The effects of the measuring time interval and location of 
temperature measurement on the measurement of critical heat flux were primarily investigated.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The estimated critical heat flux decreased as the time interval of temperature measurement 
increased. Meanwhile, the effect of measurement location on critical heat flux was not significant. It was also 
found, from the experimental results, that the critical superheat increased as the measurement location of 
thermocouple neared the heat transfer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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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설명 -

cp   : 비열 [kJ/kg℃]
E   : 측정위치 [mm]
k   : 열전도계수 [W/m℃]
L   : 전열면의 두께 [mm]
qCHF : 임계열유속 [W/㎡]
qw  : 표면열유속 [W/㎡]

Ti   : 초기온도 [℃]
△t  : 시간간격 [sec]
△Tsat : 과열도 [K]

1. 서 론

액체를 미립화(atomization)하여 물체를 냉각시

키는 분무냉각(spray cooling) 기술은 종래의 금속

재료의 열처리, 원자로의 긴급냉각장치, 소형열교

환기 등은 물론이고 고밀도 전자장비, 극저온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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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Boiling curve of spray coo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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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Geometry of heat transfer surface

료장비 등 새로운 분야에의 활용을 목표로 활발

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5) 미립화된 액적의 크

기, 유량, 충돌속도 등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냉

각속도의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요

소들이 냉각속도 또는 표면 열유속에 미치는 영

향을 주로 연구하였다. 분무냉각 열전달특성은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액체의 비등곡선과 마

찬가지로 ①대류영역, ②핵비등영역, ③천이영

역, ④막비등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핵비등

영역과 천이영역의 경계에 임계열유속(CHF, 
Critical Heat Flux), 그리고 천이영역과 막비등영

역의 경계에 최소열유속(MHF, Minimum Heat 
Flux)이 각각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표면 온도에 따라 열전달 특성이 다르게 나

타나는 복잡한 현상으로 인해 분무냉각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에도 불구하고 불분명한 점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대부분의 열전달 실험에 있어서 물체가 가열되

거나 냉각될 때 물체 표면에서의 온도 또는 열유

속을 정확히 산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물체

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정상상태 열전달 

실험의 경우, 고체내부 두 점의 온도를 측정하고 

이 실험결과를 Fourier 열전도법칙에 대입하면 비

교적 간단히 표면온도와 열유속을 구할 수 있다. 
물체의 온도가 연속적으로 변하는 비정상 열전달 

실험의 경우, 고체내부 한 점의 온도를 측정한 

후 이를 열전도 역산법(inverse conduction method)
을 이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

다. 열전도 역산법은 Fig.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물체 내부의 위치 E에서의 온도이력을 측정하고, 
이 온도이력을 이용하여 표면온도 및 열유속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Stolz(6)와 Beck(7)은 적분법을 

이용하여 열전도 역산법에 대한 수치해(numerical 
solution)를 구하였으며, Burggraf(8)는 열전도 역산

문제에 대한 엄밀해(exact solution)를 제시하였다. 
또한 물체의 물성치가 온도에 따라 변할 경우 열

전도 역산문제는 비선형으로 되며 Beck(9)는 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저자는 Beck(9)이 제

안한 비정상 열전도 역산법을 이용하여 막비등이 

발생하는 고온영역의 분무냉각 열전달 특성에 대

한 연구를 수행하였다.(10~12) 분무냉각 열전달에 

있어서 막비등영역과는 다르게 핵비등영역의 경

우 급격히 열유속이 변하는 CHF를 포함하고 있

기 때문에 온도측정 시간간격, 열전대의 위치와 

응답성 등이 열전도 역산법을 이용한 계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Beck(9)이 제안한 비정상 열전도 

역산문제의 계산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온도측정의 시간간격과 측정위치가 CHF를 포함

한 분무냉각 열유속의 측정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2. 계산모델 및 방법 

Fig.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비정상 1차원 열전

도를 가정할 경우 열전도방정식 (1), 경계조건 

(2), (3) 및 초기조건 (4)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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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ssumed surface heat flux for calculation

Fig. 4 Temperature history of location E=2 mm

                              (4)

비정상 열전도 역산문제는 물체 내부 임의의 

위치 E에서 온도이력 T(E, t)와 초기조건 Ti (x)를 

를 이용하여 표면에서의 열유속 q(0, t)와 표면온

도 T(0, t)를 계산하는 것이다. 주어진 온도이력 

T(E, t)는 실험에 의한 측정값 Y(t)를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비정

상 열전도 역산문제에 대한 오차를 추정하였다. 
(1) 전열면의 초기온도를 일정하게 설정하고 임의

의 표면열유속을 가정하여 전열면의 내부온도이

력 T(E, t)를 계산한다. 전열면의 내부온도이력은 

유한차분법(finite difference method)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임의의 표면열유속은 기존의 분무

냉각에 관한 연구결과(10) 등을 참고하여 Fig.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3가지 경우의 표면열유속을 계

산에 활용하였다. (2) 유한차분법을 이용하여 계

산한 전열면 내부의 온도이력 T(E, t)를 비정상 

열전도 역산문제 해석을 위한 프로그램에 적용하

여 전열면 표면에서의 열유속 및 온도를 계산하

여 최초 가정한 열유속과 비교하였다. 이때에 주

로 온도측정의 시간간격 △t와 온도측정위치 E가 

계산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3. 계산결과 및 고찰 

Fig. 4에는 전열면의 길이 L=10 mm, 초기온도 

Ti(x)=800℃로 설정하고 Fig. 3에 나타낸 것과 같

은 3종류의 표면열유속을 가정하여 전열면의 내

부(E=2mm) 온도변화를 계산한 결과를 나타내었

다. Fig. 4로부터 표면열유속이 증가할수록 전열면

의 냉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5에는 Fig. 4에 나타낸 계산결과를 비정상 

열전도 역산법 프로그램에 적용하여 표면열유속

을 다시 계산한 결과를 나태내었다. Fig. 5에는 

온도데이터의 시간간격 △t를 0.2~2.0sec의 범위에

서 변화시켜 표면열유속을 계산한 결과를 나타내

었으며, 이 결과들을 최초 가정한 표면열유속과 

비교하였다. Fig. 5에서 알 수 있듯이 MHF를 포

함한 막비등영역에서는 온도테이터의 시간간격에 

상관없이 열전도 역산법을 이용하여 계산한 열유

속과 최초 가정한 열유속이 아주 잘 일치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CHF 부근에서는 온도

데이터의 시간간격이 커질수록 열전도 역산법을 

이용하여 계산한 열유속은 최초 가정한 열유속보

다 점차 작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6에는 온도데이터의 시간간격과 CHF 계산

결과와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위에서 언급한 바

와 같이 시간간격이 증가할수록 비정상 열전도 

역산법을 이용하여 계산한 CHF는 최초 가정한 

CHF보다 점차 작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냉
각실험에 있어서 CHF 부근에서는 온도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측정오차를 줄이기 위해

서는 온도데이터를 적절한 시간간격 이하로 작게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6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10% 이내의 정확도

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case 1의 열유속에 대해서

는 최소 1.5sec, case 3의 열유속은 최소 0.5sec 간
격의 온도데이터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7에는 온도데이터의 측정위치 E를 1~4 mm
의 범위에서 변화시켜 표면열유속을 계산한 결과

를 나타내었다. Fig. 7에는 case 2의 열유속에 대

하여 시간간격을 0.5sec로 설정하여 계산한 결과

를 나타내었으며, Fig. 7로부터 알 수 있듯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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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1 (qCHF=4.0×105 W/m2)

(b) Case 2 (qCHF=8.0×105 W/m2)

(c) Case 3 (qCHF=1.2×106 W/m2)

Fig. 5 Effect of time interval △t on calculated result 
using transient inverse conduction method

Fig. 6 Effect of time interval △t on CHF 

Fig. 7 Effect of location E on calculated result 
using transient inverse conduction method

도데이터의 측정위치는 열전도 역산법을 이용한 

CHF 부근의 계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4. 분무냉각 실험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분무냉

각실험을 수행하여 비정상 열전도 역산문제에 대

한 계산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Fig. 8에는 본 실험에서 사용한 전열면의 개략

도를 나타내었다. 전열면은 직경×높이가 10×10 mm
의 원통형 스테인리스강(SUS304)으로 제작하였

다. 전열면 후면에는 외경 1.0 mm의 열전대를 삽입

하였으며, 측정위치(표면으로부터의 거리) E=1~3 
mm의 범위에서 변화시켜 실험을 수행하였다. 외
경 1.0 mm의 K type sheath형 열전대를 사용하였

으며, 지정된 위치에 밀착되어 온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스프링을 장착하였다. 또한 산화방지와 

열적접촉을 보존하기 위해 고온용 윤활유를 열전

대 주위에 충전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전열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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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surface 
(Φ=10mm, H=10mm)

1~3mm

9.9mm

Test surface
 holder

Thermocouple

Spring

Ceramic bond

Fig. 8 Schematic of heat transfer surface
 (a) Effect of measuring time interval △t 

(b) Effect of thermocouple location E 
Fig. 9 Experimental results of spray cooling

적외선히터를 이용하여 약 800℃까지 가열 한 

후, 약 25℃의 물을 분사시켜 냉각시키는 비정상 

실험을 수행하였다. 냉각과정에 있어서 측정된 

전열면 내부의 온도이력을 비정상 열전도 역산법

에 적용하여 전열면 표면의 온도와 열유속을 계

산하였다. 이때에 열전대에 의한 온도측정 시간

간격을 다르게 설정하여 산출한 열유속 결과들을 

상호 비교하였다. 전열면에 공급되는 액적의 유

량은 분무냉각 열유속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며, 본 실험에서는 전열면의 직경과 

동일한 내경 10 mm의 유리관을 이용하여 측정하

였다. 이 값을 전열면의 단위면적당 액적유량밀

도(㎥/㎡s)로 나타내었다. Fig. 9에는 액적유량밀도

를 0.00021㎥/㎡s 로 설정하여 분무냉각실험을 수

행하여 표면열유속을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었

다. 본 실험에 있어서 열전대 위치의 측정오차, 
온도측정오차 등을 고려한 실험결과의 불확도

(uncertainty)는 약 4% 이하이다.(13) Fig. 9의 (a)에
는 온도측정위치 E=2 mm로 설정하고, 온도측정 

시간간격 △t를 0.2~2.0sec로 변화시켜 실험한 결

과를 나타내었다. Fig. 9의 (a)로부터 알 수 있듯

이 계산결과와 마찬가지로 시간간격이 증가할수

록 CHF 부근의 열유속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온도측정 시간간격이 0.2sec
와 0.5sec의 계산결과는 CHF 부근에서도 열유속

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실험

결과로부터 Fig. 9(a)에 나타낸 실험조건의 경우 

최소 0.5sec 이하의 온도측정 시간간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9(b)에는 온도측정 시간간

격 △t=0.5sec로 설정하고, 온도측정위치 E=1~3 
mm의 범위에서 변화시켜 실험한 결과를 나타내

었다. 계산결과와 마찬가지로 온도측정위치는 

CHF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다. 다만, CHF 과열도는 E가 작을수록 약간 고온

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측정위치가 표면에 가까워질수록 열전대가 위치

한 표면의 두께가 얇아져 급냉(quenching)이 비교

적 고온에서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비정상 열전도 역산문제의 해석

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온도측정의 시간

간격, 측정위치가 분무냉각 열유속의 측정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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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CHF 부근에서는 온도측정의 시간간격이 커

질수록 비정상 열전도 역산법을 이용하여 계산한 

열유속은 최초 가정한 열유속보다 점차 작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CHF 부근에서는 열유속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정확한 CHF를 얻

기 위해서는 시간간격을 일정 값 이하로 측정하

여 계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MHF를 포함한 막비등영역에서는 온도측

정의 시간간격이 계산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

적 작은 것으로 판단된다. 
(2) 온도측정위치는 비정상 열전도 역산법을 이

용한 CHF 부근의 계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계산결과와는 조금 

다르게 실험결과로부터 CHF가 나타나는 표면온

도(과열도)는 측정위치가 표면에 가까울수록 약간 

고온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측정위치가 표면에 가까울수록 열전대가 위

치한 표면의 두께가 얇아져 급냉(quenching)이 비

교적 고온에서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후 기

이 논문은 2015학년도 안동대학교 연구비 지원

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참고문헌
(References)

(1) Ohkubo, H. and Nishio, S., 1993, “Study on Mist 
Cooling for Heat Treatment of Metals,” J. of 
Materials Processing & Manufacturing Science, 
Vol. 2, pp. 14~27. 

(2) Yang, W. J. and Clark, D. W., 1975, “Spray 
Cooling of Air-cooled Compact Heat Exchangers,” 
Int. J. of Heat & Mass Transfer, Vol. 18-2, pp. 
311~317.

(3) Yamanouchi, A. 1968, “Effect of Core Spray 
Cooling in Transient State After of Coolant 
Accident,” J. of Nuclear Science & Technology, 
Vol. 5-11 pp. 547~558.

(4) Sehmbey, Maninder S., Chow, Louis C., Hahn, 
Ottfried J. and Pais, Martin R., 1995, “Spray Cooling 
of Power Electronics at Cryogenic Temperature,” J. 
of Thermo-physics & Heat Transfer, Vol. 9-1, pp. 
123~128.

(5) Aguilar, G., Majaron, B., Verkruysse, W., Zhou, 
Y., Nelson, J. S. and Lavernia, E. J., 2001, 
“Theoretical and Experimental Analysis of Droplet 
Diameter, Temperature, and Evaporation Rate 
Evolution in Cryogenic Sprays,” Int. J. of Heat & 
Mass Transfer, Vol. 44, pp. 3201~3211.

(6) Stolz, G., 1960, “Numerical Solutions to an 
Inverse Problem of Heat Conduction for Simple 
Shapes,” J. of Heat Transfer, Vol. 82(C), pp. 20~ 
26.

(7) Beck, J. V., 1968, “Surface Heat Flux Deter- 
mination Using an Integral Method, Nuclear 
Engineering Design,” Vol. 1, pp. 170~178.

(8) Burggraf, O. R., 1964, “An Exact Solution of the 
inverse Problem in Heat Conduction Theroy and 
Applications,” J. of Heat Transfer, Vol. 86(C), pp. 
373~382.

(9) Beck, J. V., 1970, “Nonlinear Estimation Applied 
to the Nonlinear Inverse Heat Conduction Problem,” 
Int. J. Heat & Mass Transfer, Vol. 13, pp. 703~716.

(10) Kim, Y. C., Nishio, S. and Ohkubo, H., 1995, 
“Spray Cooling with Formation of Liquid Film 
(Distribution of Heat Transfer Coefficient in High 
Temperature Region),” Trans. of the JSME(B), Vol. 
60-574, pp. 2158~2164.

(11) Kim, Y. C. and Yun, S. M., 2006, “Study on 
Film Boiling Heat Transfer of Spray Cooling in 
Air-Water Full Cone Spray System,” Trans. Korean 
Soc. Mech. Eng. B, Vol. 30, No. 12, pp. 1236~1242.

(12) Kim, Y. C. and Yun, S. M., 2007, “Study on 
Correlation of Droplet Flow rate and Film Boiling 
Heat Transfer in Spray Cooling,” Trans. Korean 
Soc. Mech. Eng. B, Vol. 31, No. 4, pp. 335~340. 

(13) Holman, J. P., 2001, Experimental Methods for 
Engineers (7thed.), McGraw-Hill, pp. 51~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