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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주요 관심분야로 에너지와 환경 정,

보통신 그리고 생명공학이 대두되는 가운데 특, ,

히 에너지소비는 국가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필

연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국제에너지기구. (IEA 의)

한국의 에너지 전망 이라는 보고서‘ ’ (2002.09 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세계, 2위의 석탄 및 액화천

연가스 수입국이며 석유는 세계, 4번째 수입국으

로서 이와 같은 의존도는 계속 될 것 이라고 보

고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편한하고 쾌적한

생활을 추구함에 따라 전열 시스템의 보급률과

수요는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으며 에너지 절약,

문제는 더욱 중요하게 대두되어왔다 이러한 문.

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냉동공조기기의 소형화,․
고효율화 경량화 그리고 저가격화가 요구되고, ,

있다.

냉장고의 용량의 증가로 일반적인 가정용 냉장

고에서 사용되던 응축기의 형태인 wire&tube형

냉장고용 롤 플레이트형 휜 관 열교환기의 성능에 관한 연구- -

안성준†․김종수*․권오붕*․박영종**․하영주**․최상조**
A Study of Performance of Roll-plate type fin-tube

Heat Exchanger for the Refrigerator

Sung-Jun Ahn, Jong-Su Kim, Oh-Boong Kwon, Yong-Jong Park, Young-Ju Ha and

Sang-Jo Choi

Key Words: 열교환기 응축기 냉장고Heat Exchanger( ), Condenser( ), Refrigerator( ), Overall Heat

총괄 열전달 계수 시뮬레이션Transfer Coefficient( ), Simulation( )

Abstract

Recently, a study on condensers for refrigerators has focused on new model which will cost less

and will be more efficient. Some widely used condensers for domestic refrigerators are wire-and-tube

type condenser, hot-wall type condenser, and spiral type condenser. Some companies which use the

spiral type condenser at the moment try to develop a new type condenser which will cost less and

will be as efficient as the spiral type. The new type condenser consists of a steel tube, steel plates

and louver fins attached to the tube. The tube and the plate are bent into a single-passage serpentine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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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축기
1)
나 hot-wall형 응축기

2)
로는 압축기의 용량

을 담당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현재.

spiral 형 응축기를 사용하지 있지만 성능 및 경

쟁력 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고 실제적 방열량,

만을 고려하여 제작 되어있는 실정이다.

가정용 냉장고의 경우 기존의 가정용 냉장고,

의 경우 뒷면의 냉장고 벽부분에 긴 관형태의 응

축기를 장착하여 자연대류를 통한 응축이 이루어

지는 방식이 사용되어왔다 하지만 현재 주로 생.

산되는 냉장고에는 각종 부가 기능 장착 및 용량

의 증가로 냉장고의 하부 또는 상부에 기계실을

따로 두어 그 내에 압축기와 응축기 그리고 팬

(fan 을 두는 형태로 바뀌었다 반면 냉장고의 기) . ,

계실은 협소한 형태로 일반적인 형태의 열교환기

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 에,

어컨과 같이 큰 동력을 사용하는 팬을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효율 향상만을 위해서 응축기

의 휜과 전열면의 형상을 개선 할 경우 가격 경

쟁력을 갖출 수 없는 문제점이 생기므로 보다 효

율적인 응축기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국내의 냉장고 산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spiral형 응축기는 응축기의 관에 나선형의 휜을

부착한 형태로 Fig.1 (a) 와 같은 형상이다 이 응.

축기는 관과 휜을 용접으로 부착한 것으로 접촉

부에 간격이 생기는 문제가 있으며 가공비가 높,

고 원자재가 불필요하게 많이 들어가는 문제점,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용 냉장고의 고효율

화 및 경량화 그리고 가격 경쟁력을 갖춘 응축기

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새로운 응축기를

제시하고자한다 새로운 형태의. roll-plate형 응축

기는 철(steel 재질의 관) (tube 에 같은 재질의 판)

(plate 이 부착되어 있는 형태이다 그리고 서로) .

부착된 관과 판은 한 방향으로 감겨있다 관의.

내부에는 냉매가 흐르며 외부로는 팬을 이용하,

여 공기를 강제 유동시켜 유체가 함유하고 있는

열을 냉각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는 공랭식 응축

기(air condenser 이다 본 연구에서 냉장고용으로) .

개발 중인 열교환기를 Fig. 1 (b)에 나타내었다.

위를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의 응축기의 성능을

검토 분석하여 가정용 냉장고의 응축기 모델로,

의 상용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a) spiral type (b) roll-plate type

Fig. 1 Photograph of roll-plate type and

spiral type heat exchanger

실험장치 및 방법2.

열교환기 형상에 따른 성능 실험 과 이 실( )Ⅰ

험 을 바탕으로 공기 분배판을 설치하여 공기( )Ⅰ

유동에 대하여 수치해석 을 하고 이를 실험적( ) ,Ⅱ

으로 검증 하였다( ) .Ⅲ

형상에 따른 성능 실험2.1

실험 장치2.1.1 Ι

열교환기는 외경 4.76 내경mm, 3.76 로 제mm

작된 강관에 spiral 형태의 휜을 부착한 spiral type

과 동일한 강관에 plate를 부착하고 plate를 휜으

로 제작한 형태, plate에 루버 휜(louver fin 을 관)

의 위아래에 중으로 부착한 열교환기의 가1, 2 4․
지 형상을 실험하였으며 그 형상은 Fig. 2 와 같

다.

(a)

(b)

(c)

Fig. 2 Schematic diagram of spiral type and

roll-plate type fin(a, b, c)



Fig. 3은 본 연구에 사용되어진 실험장치의 개

략도이다 실험 장치는 외기온도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항온실내에 설치하였으며 항시 설정온,

도와 내부온도를 모니터를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실험을 위하여 작동유체는.

브라인과 물을 1:1로 섞어서 제작하였으며 풍동,

의 경우 실제 가정용 냉장고의 기계실을 제작하

여 내부의 압축기 팬 등을 배치 및 사용하였다, .

Fig. 3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apparatus

열원부로는 60 의 열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항℃

온조(HMT-300-CBN-28-30 가 사용되었다 제어부) .

는 정밀한 유량을 공급하기 위한 질량 유량계를

사용하였고 인버터로 팬 회전수를 조정하여 공,

기 풍량을 제어하였다 또한 계측부는. T-type 열

전대를 사용하여 온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Datalogue (yokogawa, DR-230)를 사용하였으며 열,

교환기의 입출구의 압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차압․
계 이것과 인터페이스를 위한, PC로 구성되어 있

다.

실험 방법2.2.2 Ι

공기 입구 온도를 30 로 일정하게 유지한 후℃

열 교환이 정상상태에 도달한 후 120분간의 특성

을 파악하였다 열교환기의 성능과 온도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열교환기의 입출구 측에․ T형 열

전대와 차압계를 설치하였고 휜의 표면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plate의 휜에 T형 열전대를 부착하

였다 또한 공기의 입출구 온도를 측정하기 위. , ․
해 T형 열전대를 기계실의 입구와 출구 측에 각

각 개씩 설치하였으며 항온실내의 온도는 실험1 ,

장치의 주위로 곳에4 T형 열전대를 설치하여 측

정하였다 열전대 및 차압계로부터 얻어진 데이.

터의 처리는 DR230 계측 시스템과 컴퓨터를 이

용하여 매, 2초 간격으로 120분간 측정하여 PC에

모든 측정값을 받아 프로그램 상에서 평균온도를

구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열.

전대는 항온조에서 표준온도계로 보정하였으며,

온도측정에서의 편차는 보정 값에서 ±0.2 정도℃

로 나타났다.

냉매 순환은 항온 순환 수조를 이용하여 입구

온도 50 ~ 70 유량은,℃ 150 ~ 300 의 상/ s㎏ ㎡

태로 실험하였다 기계실에 일정 풍량을 공급하.

기 위하여 인버터로 팬 회전수를 조정하여 0.15

~ 0.45 의 공기 풍량을 제어하였다m/s .

수치해석을 통한 분석2.2 Ⅱ

수치 시뮬레이션을 위한 계산을 간략화하기 위

해 계산 영역으로는 열교환기의 한 단면을 사용

하였고 또한, 3차원화 해석을 하기 위해

axi-symmetric조건을 사용하였다.

해석에 사용된 열교환기의 단면을 Fig. 4에 나

타내었다. Table 1은 해석영역의 각 치수를 보여

준다. Fig. 4에서 AB구간은 입구(inlet 이고 구) BC

간은 axi-symmetric조건의 해석을 위한 축(axis),

그리고 CD구간은 출구(outlet 영역을 나타낸다) .

또한, AE와 ED구간은 단열경계조건을 적용하였

다 계산 영역 내부에는 관과 휜이 위치하고 있.

다 관의 내부직경은. 3.76 이다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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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ometrical data used for the

simulation

Section Length Section Length

AB EF

BC FG

CD 
DE 

수치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한 CFD 코드로는

상용 프로그램인 FLUENT를 사용하였다.

압력 차이에 의한 유동상태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입출구에서는 압력경계조건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온도에 대한 입구 경계 조건으로는 공기

의 온도인 30 를 사용하였다 열교환기 내를 흐.℃

르는 공기의 속도 압력 온도의 계산은 관과 판, ,

의 온도와 연관되므로 이를 위해 관의 내부에,

아래의 대류 경계 조건식 이 적용되었다 식에(1) .

서 는 번째 관의 열i (column 내의 냉매온도이)

다.

 


  (1)

계산에서 사용된 관내의 냉매온도 는 실험값

으로부터 선형적인 온도 분포를 근거로 하여 계

산에 적용되었다.

실험결과 및 고찰3.

수치해석을 통한 분석 결과3.1

열교환기의 형상이 롤의 형태로 되어 있으므

로 수치해석을 통하여 공기의 유동을 해석하였

다 실험에서와 마찬가지로 열교환기의 중앙부의.

공기 유동이 문제점으로 나타났으며 중앙부의,

bypass 공기를 전열 면적이 큰 외곽부로 분배하

기 위하여 중앙부에서부터 각각 15 mm, 20 mm,

25 mm, 25 와 열mm 1 (column), 25 와mm 1, 2

열(column 부분을 막아서 중앙부의) bypass 공기

유동을 최소화시킴으로써 성능이 보다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분배기(distributor 크기는) 25 를 막았을 때가mm

가장 성능이 좋았으며 이는 중앙부의 공기 유동,

은 많이 억제 되었으나 상부의 전열 면적이 큰

부분에서의 공기 유속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

로 보아 큰 전열 면적이 있는 상부에 공기 유동

을 집중시킴으로써 열 교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 Fig. 5, 6은 각각 분배

판 적용 유무에 따른 수치해석 결과이다.․

Fig. 5 Velocity magnitude distributions of

heat exchanger

Fig. 6 Velocity magnitude distributions of

heat exchanger(distributor)

응축기 형상에 따른 성능 실험 결과3.2

응축기의 형상 변화에 의한 전열면 및 휜의 선

정을 위해 물 브라인을- 300 로 일정하게/ s㎏ ㎡

유지시킨 상태에서 방열량과 압력차를 측정하여

Table 2에 나타내었다 기존의. spiral type 을 기준

으로 정하여 실험한 결과 (a), (b), (c)의 경우 모

두 단품의 압력차는 기존의 spiral type보다 작게

나타나 전체 시스템의 밸런스에 문제가 되지 않

을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관 내부로 공급되는 물의 질량유속과 공기 측

전면풍속이 열전달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

기 위하여 입구 측 수온을 50 ~ 70 ± 0.3 ℃로

변화시키고 관내 측 유체의 질량유속을, 150 ~

300 /m
2
공기 측 전면풍속을s, 0.15 ~ 0.45

로 변화시킨 실험결과를m/s Fig. 7~10에 나타내

었다. Fig. 7은 전면 풍속에 대한 열 전달량을 나

타낸 것이다. 은Fig. 8 각각 질량 유속이 250, 300

일 때 온수 온도 변화에 따른 열 전달량/ s ,㎡

을 나타낸 것이다. Fig. 10 은 전면 풍속 변화에

따른 총괄 열전달계수를 나타내었다 전면 풍속.

이 증가할수록 총괄 열전달계수는 증가하였으며,

질량 유속이 증가할수록 총괄 열전달계수는 증가

하였다 질량 유속이. 300 전면 풍속/ s, 0.4㎡ 5

일 때m/s 19.56 로 최대값을 보였다W/ K .㎡

Fig. 10 은 Air flow maldistribution 에 관한 것으

로 수치해석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공기 유동의

불균일에 따른 열 전달량을 나타내었다.

Table 2 Pressure drop and heat transfer rate of

heat exchanger

Fig. 7 The effect of heat transfer rate on mass

flux and frontal air velocity

(a) mass flux = 250 ㎏/ s㎡

(b) mass flux = 300 ㎏/ s㎡

Fig. 8 The effect of heat transfer rate on water

temperature and frontal air velocity()

Fig. 9 The effect of overall heat transfer

coefficient on mass flux and frontal air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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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he effect of heat transfer rate on air

flow maldistribution and fontal air velocity

결 론4.

새로운 형상의 롤(roll 플레이트형 휜 관 열교)- -

환기를 제안 제작하여 열전달 특성 및 적용성에,

대한 실험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

었다.

냉장고용의 고성능이며 생산성이 우수한1. ,

를 개발하였roll-plate type fin-tube condenser

다.

질량 유속2. 300 ㎏ 전면 풍속/ s,㎡ 3.5 m/s

일 때 열 전달량은, 439 총괄 열전달계수W,

19.56 로 최대값을 보였다W/ K .㎡

휜의 형상에 따른 열 전달량을 측정한 결과3.

공기 측에 루버휜을 설치하여 전열면에 불연속,

표면(interrupted face 을 형성시킨 것이 평판 휜에)

비해 18 크게 나타났다 이는 열 경계층이 두% .

꺼워지는 것을 방지 대류 열전달계수가 증가한,

것 때문으로 보인다.

공기의 유동 불균일에 의한 열전달 저하 량4.

은 최대 였다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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