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한국산학기술학회 추계 학술발표논문집

- 893 -

PF 열교환기 적용 공조기 성능특성에 관한 
실험연구 

박경만
*
, 엄유식, 권영철

1
, 장근선

1
, 이상재

2

선문대학교 대학원, 1선문대학교 기계공학과, 2한국생산기술연구원

Experimental Study on Performance Characteristics of

Air-Conditioner with PF Heat Exchanger

K.M. Park
*
, U.S. Um, Y.C. Kwon

1
, K.S, Chang

1
, S.J. Lee

2

Graduate school, Sunmoon University, Chungnam
1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Sunmoon University, Chungnam

2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Chungnam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공조용 실외기의 고효율화 및 소형화를 위해 응축기로 사용되고 있는 핀-관 열교환기를

동일한 전면면적의 PF 열교환기로 변경하여 성능변화 및 특성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3종의 PF 열교환

기를 적용하여 공조기의 성능을 비교평가 하였다. 실험은 공기 엔탈피식 칼로리미터에서 공조기의 냉방능

력과 소비전력을 측정하여 COP를 계산하였다. PF 열교환기를 적용한 경우에 핀-관 열교환기보다 냉방능

력은 증가하고 소비전력은 감소하여 COP가 향상되었다. PF 열교환기의 핀 피치가 클수록 냉방능력과

COP는 감소하였다.

1. 서론

최근 공조기의 에너지소비효율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업계는 공조기의 성능 및 에너지 소비효율 향

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1] 현재 대부분의 공조기

에 사용되고 있는 핀－관 열교환기는 원형관 후단의

후류형성으로 유동저항이 발생하며, 또한 확관 공정

으로 인해 접촉 열저항이 존재하여 열전달성능의 감

소를 유발한다. 또한 열교환기의 고효율화와 소형화

에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

용 공조기에 사용되고 있는 PF(parallel flow) 열교

환기를 가정용 공조기에 적용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2] PF 열교환기는 평판관을 사용하

여 원관의 후류형성에의한 저항을 감소시킬 수 있으

며 핀과 관을 브레이징 용접하므로 접촉저항을 감소

할 수 있다. 또한 평판관 내부에는 여러 개의 미세

유로가 형성되어 있어 관내측 단위면적당 열전달 향

상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열전달 효율 증대에 따

른 PF 열교환기의 체적감소 효과를 이용하면 공조

기의 냉매량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관과 핀 모두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어 무게와 제작단가를 핀－관

열교환기에 비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Bae 등[3]은 핀－관 열교환기에 비해 PF 열교환기

의 체적이 40% 축소되어도 동일 능력을 가지며, 이

때 냉매량도 22%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Cho 등

[4]은 공조기에 PF 열교환기를 적용한 결과, 핀－관

열교환기에 비해 PF 열교환기의 체적이 40－50%

정도 감소하여도 동등수준의 성능을 나타내며 적정

냉매량도 35－45% 감소함을 보고하였다. Yun[5]은

핀－관 열교환기에 비해 PF 열교환기를 적용한 공

조기의 적정 냉매량은 10% 감소, 응축압력은 6.5%

감소, 그리고 COP는 6% 증가함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조용 실외기의 고효율화 및 소형

화를 위해 공조기의 응축 열교환기로 사용되고 있는

핀-관 열교환기를 동일한 전면면적의 PF 열교환기

로 변경하여 성능평가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3종의 PF 열교환기를 적용하여 핀 피치에 따

른 공조기의 성능을 조사하였다.

2. 실험장치 및 실험방법

2.1. 실험장치

본 실험연구에서는 핀-관 및 PF 열교환기가 적용

된 가정용 공조기의 성능평가를 위해 공기 엔탈피식

칼로리미터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공조기

는 약 2.5RT급의 정속형 압축기를 사용한 냉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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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실내, 실외 시스템 개념도

FT PF-1 PF-2 PF-3

핀 형상 Slit Louver

열교환기의 크기
(W×H×D)(mm) 805×750×25 805×750×16

패스 수 4 2

튜브 크기(mm) ∅7 16 × 1.8

튜브 간격(mm) 21 9.4

튜브 수 72 76

핀 간격(mm) 1.25 2.22 2.35 2.5

핀 수 613 77

열 수 2 1

[표 1] 열교환기의 사양

[그림 2] 각 열교환기 적용 시 공조기의 적정 냉매량

공조기로 그림 1에 개략도를 나타내었다. 공조기 내

의 응축압력과 증발압력 측정을 위해 압축기의 입구

측과 출구 측에 압력계를 부착하였다. 각부의 온도

측정을 위해 응축기와 증발기의 각 패스와 입․출구

부 그리고 압축기와 수동팽창밸브의 입․출구부에

열전대를 부착하였다. 공조기 운전 시, 응축기 출구

와 증발기 출구의 냉매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가시창

을 부착하였으며 과열도 조정을 위해 수동팽창밸브

를 부착하였다.

표 1은 본 연구에 사용된 핀-관 및 PF 열교환기

의 사양을 나타낸다. PF 열교환기는 핀-관 열교환

기와 동일한 전면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핀 피치가

다른 3종으로 구성하였다. PF-1 열교환기의 핀 피

치는 2.22 mm, PF-2는 2.35 mm 그리고 PF-3은

2.5 mm이다. PF 열교환기의 폭은 16 mm이며 PF

열교환기는 핀-관 열교환기에 비해 35% 작은 체적

을 가진다.

2.2. 실험조건 및 실험방법

동일 공조기에서 핀-관 열교환기 대신에 3종의

PF 열교환기로 교체하여 동일 실험조건에서 반복

실험을 수행하였다. 공조기의 과열도는 수동팽창밸

브의 개도조절을 통해 제어하였고, 과열도가 약 4℃

일 때에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공조기의 각부 온도

측정을 위해 압축기 입․출구, 실내기 입․출구, 실

외기 입․출구 그리고 팽창밸브 입․출구에 T형 열

전대를 관 외벽에 부착한 후 그 외부는 단열처리한

후에 측정하였다. 공조기의 압력 측정을 위해 압축

기의 입․출구에 디지털 압력계를 부착하여 측정하

였다. 증발압력과 응축압력은 압축기 입․출구의 냉

매배관에 구멍을 뚫어 관을 연결하고 그 끝에 디지

털 압력계를 부착하여 측정하였으며 압력계의 오차

범위는 ±1% 이내이다. 실험은 냉방표준온도(실내

27℃/19.5℃, 실외 35℃/24℃) 조건에서 수행되었

다.[6]

3. 실험결과 및 고찰

3.1. 적정 냉매량 선정

그림 2에 핀-관 및 PF 열교환기 3종을 적용한 공

조기의 적정 냉매량을 나타내었다. 냉매량은 핀-관

열교환기가 적용된 공조기에 비해 PF-1의 경우

25.0%, PF-2의 경우 22.2% 그리고 PF-3의 경우

19.4% 감소함을 보였다. 이렇게 핀-관 열교환기를

적용한 공조기에 비해 PF 열교환기를 적용한 공조

기의 냉매량이 감소하는 것은 PF 열교환기의 체적

이 핀-관 열교환기에 비해 약 35% 작아 상대적으로

내부체적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공조기 운전 시

응축기측을 포함한 고압단의 비체적이 저압단에 비

해 작기 때문에 냉매의 상당부분이 고압단의 응축기

에 존재하게 되므로 응축기내의 체적이 감소하면 냉

매량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되는데, 본 연구에 사용된

PF 열교환기는 냉매측의 수력직경은 약 0.8 mm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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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PF 열교환기의 핀 피치 변화에 따른 공조기의

냉방능력과 COP [그림 4] 열교환기 적용에 따른 공조기의 P-h 선도

[그림 5] 실내기 토출공기 속도변화에 따른 냉방능력

도로 핀-관 열교환기에 직경 7 mm에 비해 상대적

으로 작아 냉매량이 감소한 것으로 공조기의 실험에

서 핀-관 열교환기에 대비 22% 냉매량이 감소한다

고 보고한 바 있다.

3.2. 냉방성능 비교

그림 3과 4는 PF 열교환기를 적용한 공조기의 응

축기의 핀 피치에 따른 냉방능력과 COP를 보여준

다. 공조기에 적용된 PF 열교환기의 핀 피치는 각각

2.22 mm, 2.35 mm, 2.50 mm이다. 공조기의 냉방능

력은 PF 열교환기의 핀 피치가 2.22 mm 일 때 냉

방능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핀 피치가

클수록 냉방능력은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핀

피치가 증가함에 따라 핀의 열전달면적이 상대적으

로 감소하므로 열교환기의 열전달효율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COP는 PF 열교환기의 핀 피치가 2.22

mm 일 때 3.77 W/W, 2.35 mm 일 때 3.69 W/W

그리고 2.50 mm 일 때 3.57 W/W 나타나 핀 피치

가 2.22 mm 일 때 공조기의 COP가 가장 크게 나타

났다. PF 열교환기의 핀 피치가 증가함에 따라 공조

기의 냉방능력은 감소하고 소비전력은 증가하여 공

조기의 COP는 감소하였다.

Fig. 3.8에 냉방표준 온도조건에서의 핀-관 열교환

기와 PF 열교환기를 적용한 공조기의 P-h선도를 나

타내었다. 핀-관 열교환기 적용 공조기 대비 PF 열

교환기를 적용한 공조기의 증발압력 감소는 0.5%

이내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응축

압력은 핀-관 열교환기를 적용한 경우와 비교할 때

핀 피치가 2.22 mm인 PF-1 열교환기를 적용할 경

우 5.9%를, 핀 피치가 2.35 mm인 PF-2 열교환기를

적용할 경우 4.9% 그리고 핀 피치가 2.35 mm인

PF-3 열교환기를 적용할 경우 4.3% 증가함을 보였

다. PF 열교환기를 적용한 경우 증발압력은 변화하

지 않고 응축압력이 감소하므로 공조기의 압축비는

낮아지게 된다. 핀-관 열교환기를 적용한 공조기에

비해 PF 열교환기를 적용한 공조기의 압력비는 5.

7～6.4% 감소하였다. 이러한 압축비 감소로 인해 공

조기의 소비전력은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응축압력

이 낮은 PF 열교환기가 공조기에 적용될 경우에 에

너지소비효율이 형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3.3. 토출공기 속도에 따른 성능 비교

그림 5는 냉방표준 온도조건에서 실내기 토출공기

속도변화에 따른 PF-1, PF-2 그리고 PF-3 열교환

기를 적용한 공조기의 냉방능력 변화를 나타낸다.

PF-1 열교환기를 적용한 공조기의 냉방능력은 실내

기의 토출공기 속도가 0.55 m/s에서 0.95 m/s로 증

가함에 따라 6,768 W에서 8,573 W로 약 26.6% 증

가, PF-2 열교환기를 적용한 공조기의 냉방능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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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2 W에서 8,404 W로 약 25.2% 증가 그리고

PF-3 열교환기를 적용한 공조기의 냉방능력은 6,621

W에서 8,246 W로 약 24.5% 증가하였다. 실내기의

설정 토출공기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공조기의 냉방

능력은 거의 선형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실내기

의 토출공기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발 열교환기를

흐르는 냉매와 실내 공기의 열전달이 점차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어 공조기의 냉방능력은 상승되었기

때문이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FP

열교환기를 가정용 공조기에 적용하여 열교환기에

따른 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핀 피치

가 다른 PF 열교환기 3종을 선정하여 기존 핀-관

열교환기가 적용된 공조기의 성능과 비교하였으며,

또한 실내기의 토출공기의 속도에 따른 거동을 파악

하여,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1) 공조기의 적정 냉매량은 핀-관 열교환기를 적

용한 경우보다 PF 열교환기를 적용한 공조기의 경

우에 약 19.4～25.0% 정도 감소하였다.

(2) PF 열교환기를 적용한 공조기의 경우에 핀-

관 열교환기 보다 냉방능력은 0.7%～4.7% 증가, 소

비전력은 2.6～4.6% 감소하여 COP는 3.6～9.7% 향

상되었으며, 핀 피치가 가장 작은 PF-1 열교환기가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이는 핀 피치가 작을수

록 핀의 열전달면적이 늘어나 냉방능력은 증가하고

응축압력의 감소로 소비전력은 감소하여 COP가 증

가하는 것이다.

후기

본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으로 수행된 연구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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