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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investigate the variation on a heat transfer coefficient during evaporation of CO2, basic 
experiment on the evaporation heat transfer characteristics in a horizontal micro-channel tube was 
performed. Hydraulic diameters of micro-channels were 0.68 and 1.46 mm. The experiment apparatus 
consisted of a test section, a DC power supply, a heater, a chiller, a mass flow meter, a pump and a 
measurement system. Experiments were conducted for various mass fluxes of 300 to 800 kg/m2s, heat 
fluxes of 10 to 40 kW/m2 and saturation temperatures of -5 to 5 . With the increase heat flux, the 
evaporation heat transfer coefficient increased. And the significantly change of the heat transfer 
coefficient was observed at any heat flux and mass flux. As the saturation temperature increased and 
the hydraulic diameter decreased, the heat transfer coefficient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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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환경 문제로 인한 차세대 대체냉매로서 이산화

탄소(CO2, R-744)가 주목을 받고 있다. CO2를 사

용한 시스템은 19세기 중반에 개발되었으나 시스

템 작동 압력이 높고 낮은 임계온도로 인한 고온 

환경에서의 효율감소와 같은 단점으로 인해 1930
년대 후반부터 성능면에서 우수하고 사용하기 쉬

운 CFC계 및 HCFC계 냉매가 사용되었다. 프레

온계 냉매가 오존층 파괴 및 지구온난화 같은 환

경문제를 일으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냉

매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대체냉매로써 HFC
계 냉매와 혼합냉매를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지만 높은 GWP로 인해 온실효과 가스로 지정

되면서 지속적인 사용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체냉매로써 자연냉매의 회귀는 필연적

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CO2는 천연

냉매로서의 장점과 더불어 독성과 인화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성 측면에서도 큰 장점을 지니

고 있으며, 또한 기존 냉매에 비하여 단위체적당 

냉각능력이 크고 응용온도 범위에서 압력비가 작

으므로 냉매 사이클에 적용 시 보다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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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apparatus.

CO2 시스템의 연구는 Lorentzen과 Pettersen에 

의해 발표되고 난 이후 많은 연구가 활발히 이루

어지고 있다(1,2). Petterson et al.(3)은 수력직경 0.79 
mm의 원형 다채널관을 이용하여 열전달과 압력

강하에 대해 실험을 수행하여 고건도 영역이 되

면 증발온도와 질량유속이 높을 경우, 열전달계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밝혔다. Zhao et 
al.(4)은 수력직경 0.86 mm의 삼각 채널관으로 

CO2와 R134a의 열전달 특성을 비교하였으며, 
CO2의 경우 열유속과 질량유속에 독립적이고 단

지 채널의 형상과 크기에 대해 다채널관의 열전

달 메커니즘이 의존하다고 보고하였다. 최 et 
al.(5)은 CO2로 수력직경 1.54와 1.36 mm의 수평다

채널관을 이용하여 증발열전달과 압력강하에 관

하여 연구하였다. 증발 열전달계수는 열유속과 

포화온도가 증가할수록 수력직경이 작을수록 증

가하고 질량유속에는 영향이 적다고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6)는 수력직경 1.29 mm인 알류미

늄관을 이용하여 증발열전달과 압력강하에 대해 

조사하여, 증발열전달은 열유속과 증발온도에 민

감하고 질량유속에 대한 영향은 적다고 하였으며 

압력강하는 질량유속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

인이라고 하였다.
다채널관은 높은 작동압력을 견딜 수 있고 단

위 면적당 접촉면적의 증가로 인해 전열특성이 

우수하다. 또한 시스템 적용 시 효율증대와 소형

화, 냉매량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열전달 특성이 우수한 다채널관의 열

전달 특성을 파악하고자 질량유속, 열유속, 포화

온도, 수력직경을 변화시켜 실험을 수행하고자 

한다. 따라서 수력직경 0.68와 1.46 mm의 수평 

다채널관으로 질량유속 300∼800 kg/m2s, 열유속 

10∼40 kW/m2 포화온도 -5∼5℃의 실험범위에서 

증발 열전달 특성을 연구하였다.

2. 실험장치

2.1 실험장치

CO2의 증발열전달과 압력강하 특성을 확인하

기 위한 실험장치를 Fig. 1과 같이 구성하였다. 
CO2는 마그네트 기어펌프에 의해 실험장치를 순

환하며 CO2의 순환량을 관찰하기 위해 질량유량

계를 주냉각기 후단에 설치하였다. 실험부의 입

구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부냉각기(sub-chiller)와 

예열기(pre-heater)를 설치하였으며, 증발열전달계

수를 측정하기 위해 수평 다채널관의 외부에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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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를 부착하였다. 또한, 실험부에 직접 가열 방

식으로 열량을 공급하기 위해 500 A, 30 V의 대

용량 직류 전원 공급 장치를 설치하였으며, 실험

부를 지난 이상상태의 CO2는 주냉각기(main 
chiller)에서 과냉각 상태로 환원된다. 

Fig. 2에 도시한 실험부는 길이 680 mm에 따른 

외벽면 온도 측정을 위한 T형 열전대는 실험부 

입구를 기준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관 외벽에 5지
점에 부착되었으며, 이때 한 지점에서의 온도는 

관의 상부와 하부에 각각 두 곳에서 측정된다. 
Fig. 2의 단면도에서 보듯이 수력직경 0.68 mm 
관은 홀이 12개이고 1.46 mm 관은 홀이 8개이다.

2.2 실험방법 및 조건

CO2는 진공펌프를 이용하여 실험장치 내부를 

진공한 후 충전하였다. CO2가 실험부에 유입된 

후 주냉각기를 가동하여 CO2를 안정시킨 다음, 
입구온도 ±0.1℃이내, 설정된 질량유량은 ±3%이

내로 일정할 경우 정상상태로 간주하고 정상상태 

후 1시간 예비운전을 통해 실험조건의 재현성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CO2의 물성치를 NIST에서 개발

한 냉매 물성계산 프로그램 REFPROP(Ver 6.02)(7)

를 사용하였다. 데이터는 정상상태에서 20분 동

안 다채널 기록계로 GPIB 통신을 통해 컴퓨터에 

기록된다. 실험부에서 측정된 4 지점의 외벽면 

온도와 1치원 전도 방정식을 이용하여 내벽면 온

도를 구하고 증발 열전달계수를 산정하였다. CO2

의 증발 열전달계수를 확인하기 위해 질량유속, 
열유속, 포화온도를 각각 변화시켜 다음의 실험

조건을 Table 1과 같이 나타내었다.

3. 실험 결과

3.1 수력직경의 영향

Fig. 3은 수력직경 변화에 대한 CO2 증발 열전

달계수를 나타낸다. 포화온도 0℃, 질량유속 400, 
800 kg/m2s의 조건에서 열유속 20 kW/m2 일 때 

관내 건도변화에 대한 증발 열전달계수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수력직경이 작아지면 높은 증발 열

전달계수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는 수력직경이 작

을수록 일정면적당 넓은 접촉면적을 갖게 되므로 

열전달이 향상되게 된다.(5)

3.2 열유속에 의한 영향

Fig. 4는 열유속 변화에 대한 CO2 증발 열전달

계수를 나타낸다. 포화온도 0℃, 질량유속 800 
kg/m2s의 조건에서 열유속 10∼40 kW/m2 로 10 
kW/m2씩 증가시켜가면서 관내 건도변화에 대한

증발 열전달계수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수력직경이 1.46 mm의 경우에 열유속이 증가

할수록 높은 증발 열전달계수를 보여준다. 건도

가 증가할수록 증발 열전달계수는 약간 증가하거

나 일정한 영역에서 변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수
력직경 0.68 mm의 경우는 수력직경 1.46 mm의 

경우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지만 열유속이 30, 40  
 kW/m2의 경우는 건도 0.3부근에서 증발 열전달

계수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는 CO2가 아임계 

영역에서 증발과정이 이루어지므로 표면장력과 

점성이 감소하여 액막이 부분적으로 파괴되어 나

타나는 드라이아웃 현상 때문으로 이해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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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8). 즉, 동일 열유속 조건에서 수력직경이 다를

경우 드라이아웃이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Fig. 5는 열유속이 증발 열전달계수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증발 열전달계수는 Nu수
로 표현하고 열유속은 Bo수로 나타내었다. Nu/Bo 
기울기는 수력직경 1.46 mm의 경우 1.45이고, 수
력직경 0.68 mm의 경우에 1.07이었다. 이는 열유

속 변화가 증발 열전달계수의 변화에 민감함을 

보여준다. 

3.3 질량유속에 의한 영향

Fig. 6은 질량유속 변화에 대한 CO2 증발 열전

달계수를 나타낸다. 포화온도 0℃, 열유속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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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m2의 조건에서 질량유속 200∼800 kg/m2s 범
위 내에서 관내 건도변화에 대한 CO2 증발 열전

달계수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Fig. 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수력직경의 크기에 관계없이 질량유속

이 증가하여도 증발 열전달계수의 증가는 뚜렷하

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Fig. 7과 같이 포화온도 

0℃, 열유속 20 kW/m2조건에서 건도 0.2를 기준

으로 하여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질량유속을 Re
수로 증발 열전달계수를 Nu수로 표현하여 Nu/Re
수를 비교하였다. Nu/Re 기울기는 수력직경이 

0.68 mm와 1.46 mm일 때 모두 거의 “0”으로 매

우 낮았다. 이는 질량유속이 CO2 증발열전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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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Variation of heat transfer coefficient vs. 
quality on saturation temperature.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

과는 미세관을 이용한 실험결과를 제시하는 

Hihara & Tanaka의 결과와도 일치한다(9).

3.4 포화온도에 의한 영향

Fig. 8은 포화온도 변화에 대한 CO2 증발 열전

달계수를 나타낸다. 질량유속 400, 800 kg/m2s, 열
유속 20 kW/m2, 포화온도 0℃의 조건에서 관내 

건도변화에 대한 증발 열전달계수의 변화를 조사

하였다. Fig. 8(a)는 질량유속 800 kg/m2s일 때 증

발 열전달계수의 분포로 포화온도가 증가할수록 

증발 열전달계수가 향상됨을 알 수 있다. 이는 

포화온도 상승으로 인한 CO2의 점성과 표면장력

의 감소로 기포발생이 용이하여 핵비등 효과가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수력직경 1.46 mm의 경우

는 건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발 열전달계수가 일

정한 영역에서 분포하지만 수력직경 0.68 mm의 

경우 건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발 열전달계수가 

감소하는데 이는 관경이 클 경우 나타나는 CO2

의 열전달 특성과 동일하다. Fig. 8(b)는 질량유속 

800 kg/m2s일 때 증발 열전달계수의 분포로 포화

온도 변화에 대한 증발 열전달계수는 서로 비슷

한 경향을 보이며, Fig. 8(a)에서와 마찬가지로 포

화온도가 상승하면 높은 열전달계수를 가진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질량유속, 열유속 그리고 포화

온도를 변화시키면서 수력직경 0.68, 1.46 mm, 인 

수평 다채널관에서 CO2의 증발 열전달계수를 측

정하여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1) 수력직경이 작을수록 열전달 면적이 증가되

고 Re 수가 감소하여 증발 열전달계수가 증가하

였다.
(2) 건도가 증가하게 되면 증발 열전달계수는 

일정범위 내에서 일정한 경향을 가지며, 질량유

속에 대한 증발 열전달계수의 영향을 확인한 결

과 질량유속이 CO2 증발열전달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3) 증발 열전달계수는 열유속이 증가할수록 큰 

값을 가지며, 열유속 변화에 민감함을 확인하였

고 포화온도가 증가할수록 증발 열전달계수가 향

상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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