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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conducted a study by computational simulation about the effects of frost thickness on the pressure drop and heat 

transfer characteristics as whole heat exchanger configuration changes. In order to perform the analysis for validation, 

we assumed that frost properties have constant values and the frost layers that are formed on the fin and tube surfaces 

are uniform. In order to find the constant thermal conductivity of frost layer, a variety of frost thermal conductivities are 

performed in our work and compared with the results by Lee et al. [4] and Yang et al. [5] proposed many experimental 

data about the 2-rows and 2-columns finned tube heat exchanger. The numerical results agreed well with the 

experimental data when frost conductivity is 0.07W/mK. After the validation had performed, we applied this procedure 

to the finned tube heat exchanger of domestic refrigeration and investigated the thermo-hydraulic characteristic of the 

heat exchanger affected by frost thickness according to the inlet velocities and temperatures of air considering the 

configuration change such as fin pitch. 

 

기호설명 
Dt : 튜브 지름 (mm) 
Df : 핀 두께 (mm) 
Dfr : 서리두께 (mm) 
P : 압력 (Pa) 
Pf : 핀피치(mm) 
Kfr : 서리 열전도도 (W/mK) 
Q : 열전달율 (W) 

1. 서 론 

최근 유가의 급등과 지구 온난화와 같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냉동공조기의 효율에 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열교환기의 효율 

향상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가정용 

냉장고 또는 에어컨 등에 주로 사용되는 핀-튜브 

열교환기의 성능은 핀 형상, 핀과 튜브 피치, 

튜브 열 수와 같은 설계 변수와 속도, 온도, 

습도와 같은 다양한 유동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특히 열교환기가 빙점 이하 온도에서 

작동하는 증발기에서는 열교환기 성능이 서리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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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서 큰 영향을 받는다. 열교환기 튜브 및 핀 

표면에 형성된 서리층은 열교환기의 열저항과 

압력강하를 증가시켜 열교환기 전체 성능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기 떄문에, 증발기에서 

착상된 서리층을 고려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예전부터 착상조건을 

고려한 다양한 열교환기에 대해 많은 연구가 

수치적 혹은 실험적으로 수행되어 왔다.[1-12] 

그러나 열교환기 성능 해석과 관련된 많은 연구 

중에서 전산해석을 이용한 핀튜브 열교환기 

성능에 관한 연구[13-16]는 극히 드물다. 

Jang[13] 등은 다양한 튜브 열을 가지는 평판 핀-

튜브 열교환기의 열전달과 유동에 대해 전산 및 

실험 해석을 수행했다. Romero-Mendez[14] 등은 

1 열 핀-튜브 열교환기에서 핀 간격의 영향에 

관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Leu[15] 등은 3 차원 

난류 해석에 의한 전산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Huang[16] 등을 제외하고는 착상조건을 

고려한 핀-튜브 열교환기의 성능에 대해 

전산해석을 수행한 논문은 거의 없다. Huang[16] 

등은 4 열 핀-튜브 열교환기에서 서리 두께 

효과를 고려하여 일정한 공기 체적과 변하는 공기 

체적 조건에서 열적 특성에 대한 전산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들은 단일 채널 유동 면적의 

절반이 서리에 의해 막히기 전에 제상이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Huang 등은 열교환기의 일정 부분의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열교환기의 전체 형상 해석은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체 

열교환기 형상을 고려하여, 서리 두께가 열교환기 

성능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열교환기 전체 형상에 대하여 

전산해석하여 서리층 착상을 고려한 핀-튜브 

열교환기 열전달 성능 감소 및 압력강하 특성을 

연구함으로써, 핀-튜브 열교환기의 착상에 의한 

성능 변화를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수치기법 

Fig. 1 에서 보여지는 핀-튜브 열교환기는 주로 

양문형 냉장고에 사용되는 증발기중의 하나로 

튜브는 엇갈림 배열로 되어있으며 튜브 직경과  

 

 

(a) 
 

(b) 
 

(c) 

Fig. 1 Drawing for a finned tube heat exchanger (a) Left 

view, (b) Front view, (c) Used mesh 

 

튜브 종방향 피치는 각각 8mm 와 30mm 로 길이가 

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특성을 가진다. 

착상된 열교환기의 전체 형상에 대하여 

수치적으로 온도장 및 유동장을 해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정은 다음과 같다.[16] 

 

1. 유동은 일정 물성치를 가지는 비압축성 

유동이며 부력은 무시한다.  

2, 서리층이 매우 천천히 성장하기 때문에 

준정상상태 과정을 가정한다. 

3. 핀과 튜브 표면에 형성되는 서리층들은 

균일하며 준정상상태에서 일정한 두께를 가진다. 

4. 서리층 내부에 열전달은 오직 열전도에 

의해서만 일어나며 질량 전달은 무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착상된 복잡한 형상의 핀-튜브 

열교환기의 유동장과 온도장을 해석하기 위하여 

유한체적법에 기초한 상용 CFD 패키지인 Fluent 

6.3 을 사용하였다. 소산항은 중앙차분법을, 

대류항은 상류차분법을 사용하여 이산화하였으며, 

열교환기 내의 핀 및 튜브 후류 영역의 난류를 

고려하기 위하여 표준 k ε−  난류 방정식을 

사용하였다.  

열교환기 전체 크기에 비해 핀피치와 

서리두께가 너무 작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격자를 

생성시키기 어렵다. 



   
 

   

(a) (b) 

 

(c) (d) 

Fig. 2 The shape of meshed generated (a) in the 

tube, (b) in the fin, (c) in the frost layers of tube, 

(d) in the frost layers of fin 

 

Fig. 2 는 튜브와 핀, 서리층에 생성된 격자 

형태를 나타낸 그림으로,  형상의 복잡성 때문에 

그림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unstructured 격자를 

사용하였다. 모델링과 해석을 수행할 때 

symmetric 경계조건을 사용하여 전체 열교환기의 

절반을 고려하여 모델링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열교환기내 격자 수는 80 만~120 만개 

사이로 격자 수는 서리층 두께에 의존한다. 

서리층 두께가 열교환기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서리층 두께를 

0.0(무착상), 0.8, 1.6, 2.4mm 로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경계조건은 다음과 같다. 

입구에서 속도와 온도는 일정하며, 사용된 수치는 

일반 가정용 냉동실의 일반적인 속도인 1.0, 1.5, 

2.0m/s, 온도는 252, 257, 262K 이다. 핀과 튜브, 

서리층의 표면과 튜브 표면에서는 no-slip 

경계조건을 사용하였으며, 튜브 표면 온도는 

242K 로 고정하였다. 그 외 사용된 공기, 서리, 

핀의 물성치는 표 1 과 같다. 

 
Table 1 The material properties of air, fin and frost 

used in the present computation 

Properties Fin Frost Air 

Density(kg/m3) 2719 200 1.27 

Specific heat 871 1980 1006.4 

Thermal 

conductivity 

(W/m·K) 

202.4 0.07 0.0242 

Dynamic 

viscosity 
- - 1.7×10-5

 

같은 형상)에 대해 계산을 수행하고 실험결과와 

비교하였다.표 2 에서 0.02, 0.07, 0.13 W/m·K 의 

세 가지의  열전도도에 대하여 계산한 결과들을 

서리두께에 대한 공기출구온도를 이용하여 실험결

과[4,5]와 비교하였다.  

 

(a) (b) 

Fig. 3 The Physical model of the Frosted finned tube heat 

exchanger, (a) left view, (b) front view 
 

표 2 에서 서리의 열전도도가 0.07 W/m·K 일 때 

전산 결과가 실험 결과[5,6]와 6.3% 이내에서 

결과가 잘 부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미 표 1 에서 나타낸 것처럼 서리층 

열전도도 0.07 W/m·K 을 사용하였다.   
표 3 은 본 전산해석의 격자 의존성에 관한 

결과로서 Fig.1 에서 나타난 방향에 대하여 격자 

크기를 조절하였을 때의 계산된 열전달율을 

대상으로 비교하였다. 격자 크기가 x 축과 y-z 면 

세 방향 모두 감소할 때 열전달율의 상대오차가 

감소한다. 

3. 결과 및 토론 

본 계산의 유효성 검증과 서리의 열전도율을 결

정하기 위하여 Fig. 3 의 형상(Lee[4] 등과 

Yang[5] 등에 의한 실험에 사용된 열교환기와  



Table 2 The Comparison of the present computation 

result for the outlet temperature of air as a function 

of the frost layer thickness with the experimental data 

using thermal conductivities 

 
Air outlet temperature ( C),  

Relative error with Experiment (%) 

Frost 

thicknes

s (mm) 

Exp. 

by [5] 
0.02frk =

 
0.07frk =

 
0.13frk =

 

0 - 2.21 2.21 2.21 

0.8 2.87 
3.81 

( 32.5%) 

2.91 

( 1.3%) 

2.68 

( 6.7%) 

1.6 3.49 
4.52 

( 29.6%) 

3.27 

( 6.3%) 

2.84 

( 18.6%)

2.4 3.57 
4.95 

( 38.7%) 

3.54 

( 0.9%) 

2.97 

( 16.6%)

   
 

 

 
Table 3 Grid independence test  

X-axis 

Spacing 

Size (mm) 
2 1.5 1.1 0.9 0.8 0.7 

Heat 

Transfer 

rate(W) 

98.6 110.2 122.1 128.1 128.1 133.7 

Relative 

Error (%) 
 10.51 9.76 4.70 2.47 1.77 

 

YZ-Face 

Spacing 

Size (mm) 
4 3.5 3 2.5 2 1.8 

Heat 

Transfer 

rate(W) 

128.6 129.4 133.7 134.6 136.0 138.1

Relative 

Error (%) 
 1.31 1.16 1.12 1.07 0.99 

 

본 연구에서는 계산 비용을 고려하여 x 축에 

0.7mm, y-z 면에 3mm 의 격자 간격을 사용했으며, 

이 때의 열전달율의 오차범위는 2 % 이내이다. 

결과적으로 위의 격자를 이용하여 Fig. 1(a)에서 

보여지는 핀-튜브 열교환기의 격자 분포를 얻을 

수 있다. Fig. 4 는 입구 속도가 2m/s 이고 튜브 

온도가 243 K 일 때 입구온도와 핀 피치가 변화할 

때, 서리층 두께에 대한 열교환기의 열전달율을 

나타낸 그림이다. 서리층 두께가 증가하면, 

서리층 두께 증가에 의해 야기된 전체 열저항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열전달율은 감소한다. 공기 

입구 온도가 증가하면 공기와 튜브사이에 

온도차가 증가하기 때문에 열전달율은 증가한다. 

핀피치가 증가하면, 열전달 표면적의 감소로 

인하여 열교환기의 전체 열전달율은 감소한다.  
 

 
 Fig. 4 The heat transfer rate of a finned tube heat 

exchanger as a function of the thickness of the frost 

layer for different inlet Temperature of 252, 257, 

262K and different fin pitches of 5, 6 and 7mm when 

inlet temperature is 261K 

 

입구 속도와 서리층 두께에 많이 의존한다. 

서리층 두께가 증가하면 감소하는 유동단면과 

더불어 공기 유동 속도는 증가하며 결과적으로 

핀과 튜브에서 증가하는 대류 열전달 계수와 

더불어 Rconv 은 감소한다. 이러한 결합된 Rcond 과 

Rconv 의 효과는 서리층에 의한 열교환기 열전달율 

변화를 결정한다. 공기 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0.1m/s 에서 서리에 의한 열전달율은 변하지 

않는다. 열교환기 입구 속도가 증가하면 Rconv 은 

감소하며 Rcond 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를 

가진다. 
 



 

   
 

 

Fig. 5 The heat transfer rate of a finned tube heat 

exchanger as a function of the thickness of the frost 

layer for different inlet velocity of 1.0, 1.5 and 2.0m/s 

and different fin pitches of 5, 6 and 7mm when inlet 

temperature is 261K 

 

 
Fig. 6 Pressure drops of a finned tube heat exchanger 

as a function of the inlet velocity for different frost 

thickness of 0.0, 0.8, 1.6 and 2.4mm and different fin 

pitch of 5, 6 and 7mm the heat exchanger 

Rconv 은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경우 입구 속도 

및 서리층 사이의 속도의 함수(또는 대류열전달 

계수)로 나타낼 수 있으며, 입구 속도가 클수록 

속도의 증가에 의한 Rconv 감소폭은 작아진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Fig.5 와 같이 입구속도가 

증가하면, 서리두께에 의한 열전달율 감소폭은 

더욱 커진다. 

열교환기의 압력강하는 입구속도와 입구 면적과 

핀과 핀 사이의 면적 비인 차단비에 큰 영향을 

받는다. Fig. 6 은 1.0, 1.5, 2.0m/s 의 다른 입구 

속도에 대하여 서리층의 두께의 함수로써 

열교환기의 압력강하를 나타낸 그림이다. 먼저 

Fig. 6 에서 서리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압력강하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피치에 따른 압력강하 차이도 크게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열교환기의 압력강하량이 

속도 제곱에 비례하는 효과 때문이다. 피치간의 

압력강하 차이는 초기 차단비 차이로 인해 

발생하며 이와 결합하여 서리층 두께가 증가할 때 

차단비는 더욱 커지므로 압력강하량은 더욱 

증가한다.  

 

4. 결론 

본 연구는 착상 조건하에서 열교환기 형상 변화

에 따른 열전달 성능 변화와 서리두께에 따른 성
능 변화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다. 동일한 계산 영
역에서 서리두께를 고려하여 핀 피치의 영향과 서
리 두께의 영향에 대해 계산을 수행하였다. 본 연
구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핀피치가 증
가함에 따라 전열면적과 차단비의 감소로 인해 열
전달율 및 압력강하량은 작아진다. 또한 서리층이 
충분히 두꺼울 때 서리층의 증가는 항상 압력강하

를 증가시키고 열전달율을 감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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