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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olver for icing and condensation of water has been developed. The phase change process was 
solved by the enthalpy method. For the code validation, the temperature and the phase change from 
water to ice of the driven cavity were calculated. Also, the melting process of the frost on the 
windshield glass of an automobile has been simulated. The calculation showed a good agreement with 
analytical solution and other numerical results. Using the present validated code, the condensation of 
water vapor has been first tried. The computed results provided some physical features of condensation 
phenomena even though experimental data and other numerical data were not available. For future 
work, it is recommended to throughly investigate the effects of boundary conditions on the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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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설명

   : convective term


  : diffusion term

  : enthalpy()
 : heat conductivity(℃ )
  : latent heat()
  : peclet number(∙ )
  : temperature(℃ )
  : melting temperature (℃ )

1. 서 론

물질간의 열교환으로 인한 상변화 현상은 이슬

의 맺힘이나 결빙 등과 같은 자연적인 경우로부

터 냉장고나 에어컨 등의 냉동공조 시스템 같은 

인위적인 경우까지 매우 다양하며 인간생활과 밀

접하다. 특히, 냉동공조 기술의 발달은 인간을 보

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앞
으로도 점점 중요하게 여겨지는 추세이다. 그러나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냉동공조 기술개발을 위

해서는 상변화 메커니즘을 정확히 해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하나 현재까지는 실험적인 결과에만 

의존하여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많은 비용이 

드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변화 메커니즘

을 규명하기 위해 기간 단축과 효율성 측면에서 

최근에는 전산유체해석 기법에 관심을 가지게 되

었으며, 본 연구에서도 전산유체해석 기법을 이

용하여 물의 결빙과정 및 습공기의 응축과정과 

같은 상변화 현상을 해석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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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결빙과정이나 습공기의 응축과정에 대한 

해석을 위해서는 상변화 문제를 수치적으로 해석

하여야 하는데, 보통 엔탈피방법(Enthalpy Method)
을 이용하며, 본 연구에서도 엔탈피 방법을 이용

하여 프로그램 모듈을 개발하고 이를 2차원 단순

형상에서 물의 결빙현상에 대한 검증을 거친 후, 
습공기의 응축과정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2. 지배방정식과 수치해석

2.1 유동해석 방정식

상변화면 근처의 유동장 해석을 위해 3차원 비

압축성 Navier-stokes 방정식을 풀었다.



 
 

  

 
  

            (1)

여기서, 는 유동벡터,  는 대류 항이며, 


는 점성 항을 의미한다. 식 (1)을 전산

방법으로 풀기 위하여 반복시간 행진법(Iterative 
time marching method)을 사용하였다.

2.2 에너지 방정식

상변화면 근처의 온도장을 풀기 위한 비압축성 

에너지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            (2)

여기서,  , , 는 각각 엔탈피, 밀도, 열전도를 

의미하고, 는 속도벡터를 나타내며 식 (1)의 유

동방정식에서 구한 속도장을 대입하여 푼다. 위 

에너지 방정식은 온도에 대해 포물선형 편미분 방

정식(Parabolic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이므로 수

치해석 방법으로 AF(Approximate Factorization)방법

을 이용하여 풀게 되며 대류 항은 2차 정확도를 

가지는 중앙차분을 이용하였다.

2.3 엔탈피방법

물질의 상변화를 계산하기 위해 다음의 엔탈피

방법을 이용하였다.



∇∙∇                    (3)

는 생성항을 의미하며, 상변화를 고려한 총 

엔탈피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4)

∆는 잠열을 의미하며 온도의 함수로 다음 

조건을 가진다.

∆ 





 ∆  



  일 때
  일 때
  일 때





        (5)

여기서, 은 상변화 시 잠열, 은 상변화 시 

온도를 나타낸다. 잠열을 고려하기 위해 식 (3)을 

총 엔탈피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는다.



∇∙


∇                    (6)

여기서, 는 비열을 의미하며, 식 (4)를 식(6)에 

대입하고 식 (3)과 비교하면 생성항 는 아래와 

같아진다.

  

∆                            (7)

식 (3)은 식 (7)과 같이 반복 계산이 필요한데 

계산 순서는 먼저 에너지 방정식인 식 (2)를 풀어 

온도를 구하고 이온도를 통하여 식 (5)와 식 (7)
의 잠열을 수정하며 식 (3)을 계산하고 다시 식 

(2)의 온도변화에 따라서 같은 계산을 반복한다. 
그런데 잠열 수정과정에서 식 (5)를 바로 쓰면 수

치적 진동현상이 발생하여 수렴된 해를 얻기가 

어려우므로 다음과 같이 제안된 수정 방법을 사

용한다.

∆   ∆               (8)

여기서 는 반복횟수, 는 보정계수이다. 식 

(8)을 통해서 잠열은 상변화 온도 차이에 의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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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므로 융해 시 잠열의 증가는 열원으로 작용

하여 해빙 시 상변화 온도를 고정시켜 주며, 상
변화가 끝나면 잠열의 변화는 없으므로 그 값을 

다음과 같이 고정시킨다.

∆   일 때
∆   일 때

∆   ∆              (9)

3. 해석 프로그램 검증

3.1 온도장 해석 프로그램 검증

식 (2)의 에너지 방정식 코드를 검증하기 위해 

driven cavity 유동을 계산하여 선행된 수치해석 

결과와 비교하였다. 계산에 사용된 격자는 

×로서 Fig. 1은 driven cavity 유동의 격자 

형상이다. Peclet 수가 50일 때와 1000일 때의 온

도분포 계산결과를 Leonard의 계산결과와 Fig. 2
와 Fig. 3에서 각각 비교하였는데, 등온선이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Fig. 1 Geometry of the driven cavity

 

(a) Leonard             (b) Present
Fig. 2 Isotherms at   

 

(a) Leonard             (b) Present
Fig. 3 Isotherms at   

3.2 상변화 프로그램의 결빙현상에 대한 검증

본 프로그램의 엔탈피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

기위해 결빙 현상을 수치해석하여 Voller의 수치

해석 결과와 비교하였다. 본 프로그램과 Voller의 

알고리즘은 거의 동일하나 잠열이 발생하는 부분

에 있어 ∆의 정의와 계산이 본 프로그램이 간

편하고 계산 량이 적어서 효율적이다. 형상과 부

과된 경계조건은 Fig. 4와 같으며 계산에 사용된 

물성치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온도는 무차원으

로 표현하였으며, 여기서 무차원 온도( )와 무

차원 시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     ∙



    

  : 실차원 온도,     : 용융온도

  : 오른편 경계의 온도,   : 왼편 경계의 온도 

 : 대표길이,    : 실 차원 시간

Fig. 5는 시간에 따른 온도분포를 보여주는데, 
결빙점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서서히 이동함을 

알 수 있다. Fig. 6은   일 때 온도분포이며 

본 연구 결과와 Voller의 계산 결과가 매우 잘 일

치함을 보여주고 있고 해석적 결과와도 비교적 

잘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Fig. 4에서   인 

우측 경계면에서 Dirichet 경계조건으로 주어져 

있는   를 현재 계산결과와 Voller의 계산 

결과는 정확히 만족하고 있는데 비해, 해석적 결

과는 만족하고 있지 않음을 볼 수 있는데, 이것

은 있을 수 없는 해석적 결과로서 해석적 해를 

어떻게 구하였는지 전혀 밝혀져 있지 않아 원인

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어 아쉽다. Fig. 6에 의하

면   ∼ 까지 무차원 온도가 이하로서 

이 영역에서는 결빙되어 있음을 알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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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서는 무차원 온도가 이상이므로 

여전히 액체 상태임을 알 수 있다.

Fig. 4 Boundary conditions of icing

Table 1 Parameters used in calculation

(열 도도, ∙℃ ) 0.001

( 도, ) 1.

c(비열, ) 1.

(잠열, ) 1.

         

Fig. 5 Temperature profile at      

Fig. 6 Temperature profile at   

4. 응축메커니즘 해석 결과 및 고찰

기존 Voller의 계산결과에 쓰였던 solid(얼음)과 

liquid(물)의 2상이 아니라, liquid(물)과 moist air(습
공기) 사이의 2상에 대해 Enthalpy method를 적용시

킨 프로그램을 2차원 cavity에서 검증하였다. 계산에 

사용된 격자는 41 × 41 이며 시간간격은 0.001이다. 
Fig. 7에서 볼 수 있듯이 Cavity좌측 경계 온도는 3
0℃이고, 초기 cavitiy 내부의 온도는 65℃이며, 상대

습도(Relative humidity)는 90%로 설정하였다. Fig. 8
에서 노점온도(Dew point temperature)가 시간이 지

날수록 전체 평판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되어짐을 알 

수 있다. 노점 온도의 왼쪽은 습공기가 물로 응축된 

영역이며, 노점온도의 오른쪽 영역은 아직 응축되지 

않은 수증기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앞서 검

증한 결빙에 대한 수치해석에서 solid와 liquid의 두 

영역에서 적용한 결과와 동일하며, 응축된 물의 영

역은 앞서 결빙해석에서의 냉각된 얼음의 영역과 

동일하게 보면 된다. 시간에 따른 상대습도변화가 

Fig. 9에 나타나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습도

가 1이 되는 영역, 다시 말해 응축된 물의 영역이 

cavity의 우측으로 진행되어짐을 알 수 있다. 

Fig. 7 Boundary conditions of condensation

Fig. 8 Temperature profile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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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Relative humidity at

      

Fig. 10은 cavity 일정부분의 상대습도가 1.0이 

되면 그 부분의 응축수와 습공기를 격자 외부로 

배출해내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b)와 같이 

  지점부터   지점까지 응축이 진행

되면 (c) 그래프에 나와 있듯이 응축된 부분은 외

부로 배출되고, 아직 응축되지 않은 습공기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 그래프 왼쪽에 변곡점이 있

는데, 이는 배출된 영역만큼 초기조건   ℃ , 
  의 습공기가 변곡점의 오른쪽에서 내부

로 유입됨을 나타낸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

서 시간에 따른 배출된 응축수의 양을 Fig. 11에 

나타내었다.

 

(a) 0.0 sec               (b) 8.8 sec

 

(a) 8.9 sec               (b) 13.8 sec
Fig. 10 Condensation and drain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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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Drain of Condensation-water

Fig. 11에서 왼쪽은 매회 응축수 배출량을 뜻하

고, 오른쪽은 누적되고 있는 응축수의 총량을 나

타낸다. 응축수의 단위는 로 표시되었는데, 
이는 cavity가 2차원이기 때문이다. 첫 회 응축수 

배출 이후 두 번째부터는 응축수 배출 Cycle이 

Stedy-state로 도달하여, 배출량이 거의 일정함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응축수 배출량이 일정함으로 

앞으로 배출될 총량을 예측할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물질의 열교환에 따른 상변화 

메커니즘의 시뮬레이션을 위한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상변화 메커니즘의 수치적 해석을 

위해 엔탈피방법을 적용하였으며 개발된 프로그

램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driven cavity 및 결빙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타 연구자와 일치하는 결과

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본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물과 습공기 사이의 응축메커니즘 시뮬레이

션을 수행하여 비교적 타당한 수치해석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물과 접하는 부분부터 응축되기 

시작하며, 응축수 배출 Cycle이 거의 Steady-state
에 도달함에 따라 시간에 따른 응축수 배출 총량

을 예측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보다 정확한 검

증을 위해 실제 형상에서의 실험 및 수치해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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