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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 the environment protection, carbon dioxide as a natural 

refrigerant has been studied to use in an automotive air 

conditioning system. Hence, a numerical model has been 

developed to describe the evaporation phenomena of carbon 

dioxide flowing through very small diameter tubes. The 

two dimensional low-Reynolds k-ε model was used to 

predict the flow phenomena of carbon dioxide in the two 

phase during its evaporation. Furthermore, the results 

obtained from the model were compared with the 

experiments for the validation. The heat transfer coefficient 

is lower, as the tube inner diameter becomes smaller. 

However, the amount of heat absorbed by a unit mass of 

carbon dioxide is greater due to more surface area. 

Therefore, the small diameter tube has advantage in terms 

of compact design of evaporator. When the inlet condition 

of pressure and temperature is low, the heat transfer 

coefficient is slightly high at the same size of tube because 

of the thermal properties of carbon diox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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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 론

  오존층 괴에 자극을 받은 세계는 1985년 

비엔나 약을 시작으로 체물질 개발을 추진

하고 있다. 냉동  공기조화 분야에 있어서도 

자동차, 냉장고용 냉매 등으로서 리 사용되고 

있던 CFC(R12)계의 냉매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폐되었고, 염소를 포함하지 않는 HCFC계가 

체냉매로서 사용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한 합성품이기 때문에 장래 오존 괴 문제와 



천연냉매인 이산화탄소의 세  유동시 발생하는 증발 유동 상에 한 수치해석 연구

- 90 -

700

600

125 125

10 50 1050 50

970
(차압측정구간)

700

600

125 125

10 50 1050 50

970

혼합실 혼합실

절연체 절연체

(가열구간)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test section.

같은 상하지 못한 문제 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자연계에 존재하면서 생물 환경

에 미치는 향이 명확하게 규명된 자연계의 

냉매에 한 개발이 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연계의 냉매로는 CO2, 암모니아, 

로 , 공기, 부탄 등이 있으나 이 에서 안정

된 화학  성질을 가진 CO2 (R744)가 세계 으

로 주목받고 있다.

  이산화탄소를 사용한 냉동사이클은 1930년

에 이미 사용된 이 있으나, 작동압력이 매우 

높아 CFC  HCFC계열의 냉매가 개발되면서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최근 냉매의 지

구온실효과 문제가 두되면서 1990년  이후 

냉매로서의 이산화탄소에 한 연구들이 새롭

게 이루어지고 있다.
(1)

  냉동장치에서는 본 연구 범 와 유사한 모세

 내에서의 CFC, HCFC  혼합냉매들의 압

력강하 특성에 국한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하지만 순수냉매인 이산화탄소의 경우는 아직 

다양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존냉매에 

비하여 포화압력이 매우 높고 임계온도가 낮은 

열물성 특성 때문에 열 달  압력강하 특성

이 히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2)

  기존 발표 문헌들을 보면 CO2의 증발에 의한 

열 달계수는 기존 HCFC 냉매에 비하여 2배  

정도 높고,(3) 압력손실은 1/3～1/5정도 되는 것

으로 나타내었다.(4) 그러므로 이산화탄소를 냉

매로 사용하는 냉동  공기조화 시스템은 새

로운 설계가 필요하다. CO2는 단  체 당 용

량이 다른 냉매에 비하여 월등히 크고, 이는 열

교환기의 소형화를 추구하기 한 증발기의 세

경화에도 유리하다. 즉, 성이 낮기 때문에 매

우 작은 직경의 이나 채 에서는 압력강하량

이 작고 작동압력이 높으므로 시스템의 크기를 

크게 일 수 있다.

  하지만 시스템의 요소기기로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열교환기의 열 달 특성을 비롯한 마찰손

실 등에 한 세 내의 CO2의 증발 유동 양상

에 한 연구결과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세  유동시 발생하는 증발

상을 고찰하기 하여 CO2의 수평 세 내의 

강제 류 열 달 특성을 수치계산과 실험 으

로 수행, 규명하여 CO2를 사용하는 열교환기의 

설계에 활용하고자 한다.

2. 실 험

  Fig. 1은 이산화탄소의 증발 특성을 시험하기 

한 장치를 개략 으로 나타낸 그림이다. 시험

은 내경 0.99mm, 외경 1.59mm의 SUS316 평

활 을 사용하 고,  양쪽 외벽에 원 탭을 

설치하여 시험부에 기를 직  가열하는 방법

을 채택하여 열손실을 이고 정확한 가열량을 

산출하도록 하 다.

   외벽에는 K형 열 를 50mm 간격으로 

12군데 용 하 고, 냉매온도는 입구와 출구

에 시스 K형 열 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그리고 시험  출구에 10MPa까지 측정 가능한 

압력계 (Kyowa, PGR-100KA)를 설치하

고, 로 압력강하량 측정을 해 고압용 차압

계 (Gurone, DP15-30N)을 사용하 다. 한 이

산화탄소의 유량은 Oval형 유량계 (E010S)를 

사용하여 직  질량유량을 측정하 다.

  매우 가는 을 사용하 고, 유량이 기 때

문에 시험구간의 냉매온도   내벽의 온도

를 직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 다. 따라서 

 외부는 단열이고 내부 유동은 정상상태의 

균일한 열유속 조건으로 가정하 고, 1차원 반

경방향 열 도 방정식을 사용하여  내벽온도

를 구하는 식을 유도하여  내벽온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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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별 냉매온도, 냉매압력  열 달계수를 산

출하 다.

3. 수치해석

  외벽이 가열되고 수평 내를 흐르는 유체는 

3차원 유동일 것으로 상되나, 모세 과 같이 

세 내의 유동양상은 2차원으로 해석하여도 근

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따

라서 작동유체인 액체 이산화탄소가 각 계산 

셀에서 균질하다고 간주하여 2차원 증발유동으

로 해석하 고, 연속방정식, 에 지방정식, 난류

에 지방정식  난류에 지 소멸율 방정식들

을 식 (1)의 기본방정식에 용하 고, 정상상

태에 있어서 기본방정식은 류항, 확산항 그리

고 원천항으로 나타낼 수 있다.

 

div (ρ uφ ) = div ( Γφ grad φ ) + Sφ (1)

  수치해석 모델은 유한체 법을 기 로 하여 

FORTRAN 언어로 로그램하 고, 식 (1)을 

유동의 2가지 속도성분 운동량  에 지에 

하여 각각 SIMPLE방법(5)으로 연산하 다. 

한 액상의 이산화탄소 난류유동은 k-ε모델(6)을 

사용하 으며, 표  난류모델의 벽면 경계조건

의 수정을 하여 Chang 등의 이놀드수 

난류모형
(7)
을 사용하 다. 아울러 이산화탄소의 

물성치는 PROPATH Version. 12.1(8)의 계산함

수를 본 모델의 부 로그램으로 포함시켜 계산

하 다.

  하지만 난류에 지 소멸율(ε)의 원천항으로  

Chang 등[7]이 제안한 모델상수와 함수들은 단

상 유동에는 합하나, 2상 유동의 경우는 난류

에 지 소멸율이 과다하게 측되어 류열

달계수가 실험치에 비하여 무 작았다. 따라서 

식 (2)와 같이 벽면과의 거리( y )에 따라 변화하

는 난류 이놀드수( R t)를 계산하는데,  직경

( d i)  건도( x)에 따른 함수를 식 (3)과 같이 

추가하 다.    

  수치해석모델의 검증을 하여 실험결과와 

동일한 조건에서 계산한 결과와 의 각 치

에서 냉매의 압력  온도 값들의 비교가 필요

하 다. 그러므로 2차원 모델로 얻은 결과를 각 

y * = y (1 + 0.0344 x 0.84 (1-x)
0.3026/d i) (3) 

  치에서 압력의 경우에는 단  질량당 평균

값 그리고 온도의 경우는 단  정압비열당 엔

탈피의 평균값으로 계산하여 1차원 실험결과와 

비교를 한 값들을 산출하 다.

  Fig. 2는  내경이 1.794mm이고 출구 건도

가 0.53인 Ikeda의 실험결과
(9)
를 이용하여 CO2

의 온도와  외벽의 온도를 비교한 그림이다. 

CO2의 온도는 실험치와 매우 잘 일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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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arison of CO2 and wall temperatures    

(di = 1.794mm, Pin = 4.61MPa, Q = 61.8W,   

G = 208.0kg/m
2
s, Rein = 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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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arison of CO2 and wall temperatures   

(di = 0.988mm, Pin = 3.91MPa, Q = 50.0W,   

G = 588.9kg/m
2
s, Rein  = 5546.1).



천연냉매인 이산화탄소의 세  유동시 발생하는 증발 유동 상에 한 수치해석 연구

- 92 -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278

280

282

284

286

288

290

292

 Numerical, CO2

 Numerical, Wall
 Experiment, CO2

 Experiment, Wall

 

 

Te
m

pe
ra

tu
re

 (K
)

Distance ftom the entrance (m) 

Fig. 4 Comparison of CO2 and wall temperatures   

(di = 0.988mm, Pin = 5.03MPa, Q = 65.5W,   

G = 526.2kg/m
2
s, Rein = 5596.7).

외벽의 온도는 출구측에서 계산치가 실험치보

다 다소 높게 측되었다. 이는 실험에서 발생

된 열손실에 기한 것으로 사료된다.

  Fig. 3은  내경이 0.988mm이고 출구 건도

가 0.41 그리고 Fig. 4는 출구 건도가 0.73인 경

우의 온도 결과를 비교한 그림들이다. 냉매온도

는 잘 일치하지만,  외벽의 온도는 실험치보

다 다소 높게 계산되었다. 이는 실험에서 완벽

한 단열이 부족한 원인으로 야기되었다고 사료

되지만, 건도가 높아짐에 따라 벽면에 한 유

동층의 와 성계수의 측에도 다소간의 오차

는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반 으로 2

상 유동의 불균일성  편차를 고려하면 만족

스러운 결과의 일치로 단된다.

4. 결과  고찰

  의 외벽은 단열조건으로 가정하 고, 의 

내경, 냉매(CO2)의 질량유속  입구 압력, 온

도 조건을 달리하여 계산을 수행하 다. 이 때 

 길이는 모두 650mm로  체 길이에 걸쳐 

가열되는 것으로 가정하에 냉매가 세 을 유동

시 증발 특성을 살펴보았다.

4.1  직경의 향

  Table 1은 입구 압력  온도 조건이 각각

4.1MPa  1℃, 질량유속은 5500kg/m2s이고 가

열량을 CO2의 단  질량유량당 160kW로 동일

하게 주었을 때,  직경에 따른 각 단면에서 

의 계산결과를 요약한 결과이다. 냉매의 단  

질량유량당 가열량이 일정하므로 출구의 냉매 

건도는 0.7로 모두 같다. 그러나  직경이 증

가함에 따라 질량유량이 많아지면서 이놀드

수  열유속은 증가한다. 아울러 압력강하의 

경우  내경이 1mm이상에서는 비슷한 수 을 

보이는 은 유체의 로 유동 특성과 다르지 

않다.

Tube 
Diameter
(mm)

Reynolds 
Number
(-)

Pressure 
drop
(kPa)

Vapor 
fraction
(-)

Heat flux

(kW/m
2
)

1.00/1.6 5511.9 16.84 0.70 33.85

1.25/2.0 6889.8 14.90 0.70 42.31

1.50/2.4 8267.8 14.65 0.70 50.77

1.75/2.8 9645.7 14.79 0.70 59.23

Table 1 Summary of result with various tubes

  

  Fig. 5는 Table 1의 조건에서 로의 반부

에서 냉매온도를 비교한 그림이다.  직경이 

작을수록 냉매의 온도 상승은 빨라지며 그에 

따라 비등도 일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의 운행조건과 비슷하게  외부의 공기 

온도가 일정할 경우에는 열유속이 비슷한 수

이 되므로 증발 기의 온도 차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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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Variation of CO2 tempeature with different 

inner diameter of tube (Pin  = 4.1MPa, Tin  = 

274.15K, G  = 550kg/m2s)

  

  하지만 Fig. 6의 증발유동시 열 달계수는  

출구로 갈수록  직경이 커짐에 따라 하

게 증가함을 보이고 있다. 이는 동일한 질량유

속(550kg/m2s)에서 이놀드수  열유속이 커

짐에 따라 열 달량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단



韓國産業應用學 論文誌 제10권 제2호 (2007. 5)

- 93 -

된다. 그리고 건도가 커지면서 난류유동도 심화

되고 그에 따라 열 달이 더욱 진되는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2상 열 달계수는 단순히 비

등수, Bo= q/(Gd i)  는  직경에 선형 인 

계가 아닌 복잡한 계식이 요구되며, 이에 

한 상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Fig. 7의  외벽 온도는  직경이 커지면서 

 출구로 갈수록 낮아지는데, 이는 수치해석에

서 인 으로 의 각부에서 균일한 열유속 

조건으로 설정하 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는 

 외부의 조건이 등온조건에 가깝기 때문에 

 직경이 작을수록 표면 이 커지면서 냉매의 

단  질량유속당 열 달량은 증가할 것으로 사

료된다.

  Fig. 8은 술한 조건과 동일하고  외벽의 

조건을 9℃의 등온조건으로 제한시켰을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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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Variation of heat transfer coefficient with 

different inner diameter of tube (Pin  = 

4.1MPa, Tin  = 274.15K, G = 550kg/m2s).

열 달계수를 비교한 그림이다. Fig. 6에 나타

난 열 달계수와 비교하여 계수의 크기는 작지

만, 그 변화 성향은 유사하다. 그러므로 동일한 

냉매의 질량유속  열유속의 조건인 경우  

직경이 작아짐에 따라 열 달계수는 낮아지지

만,  표면 의 증가로 인하여 체 열 달량

은 많아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동일한 입구조

건일 경우 Fig. 9에서 볼 수 있듯이  직경이 

작아질수록 냉매의 건도는 증가하고, 냉매의 엔

탈피도 더욱 커지므로 열교환기의 소형화에 유

리할 것이다.

4.2 질량유속의 향

  Fig. 10은 Table 1의 조건과 동일한 조건에

서  내경이 1.0mm인 경우 질량유속을 500～

650kg/m2s로 변화시켰을 때 열 달계수를 비교

한 그림이다. 질량유속이 높을수록 열 달계수

는 커지며, 특히 건도 값이 증가할수록 그 차이

는 더욱 뚜렷해진다. 이는 비등 열 달에서 2상

류의 성계수가 커지면서 난류유동이 더욱 심

화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일반 으로 2상유동의 열 달계수 계식은 

Chen(10)이 제안한 상 식을 근간으로 단상류의 

강제 류 열 달계수와 흐름 비등 열 달계수

에 각각 2상유동 열 달 상수와 억제 승수를 

곱하여 나타낸다.

물론 이러한 제안식들이 CO2의 증발 유동에 있

어서는 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2)
, 2상류의 이놀드수와 어느 정도 상 계

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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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ontour plots of vapor fraction with 

different inner diameter of tube (Pin = 

4.1MPa, Tin = 274.15K, G  = 550kg/m
2
s).

   Fig. 11은 Fig. 10과 동일한 조건에서 질량

유속에 따른 압력강하의 변화를 비교한 그림이

다. 질량유속이 높아질수록 압력강하량은 많아

지는데, 그 특성은 기존의 냉매 특성과 크게 다

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액체와 기체가 혼합

된 2상의 유동에서 마찰손실에 의한 압력강하

량은 단상유동의 압력강하량에 승수를 곱하여 

나타낸다
(11)
.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수 MPa의 

작동압력에 비하여 압력강하량이 수십 kPa로, 

압력강하량이 작동압력의 1%미만이다. 따라서 

실험결과와 정량 인 비교가 힘들었지만, 계산

결과만을 비교하여 볼 때 단  질량유량당 가

열량이 동일하므로 건도 변화는 동일하나, 유속

이 높아짐에 따라 이놀드수가 커지고 아울러 

압력강하량도 증가함을 알 수 있다.

4.3 입구 압력  온도의 향

  Fig. 12는 질량유속  가열량이 각각

650kg/m2s와 47.12W로 동일한 경우, 입구 압력 

 온도가 변화에 따른 열 달계수를 비교한 

그림이다. 그리고 Fig. 13은 동일한 조건에서 

압력강하량을 비교한 그림이다.

  술한 질량유속의 향과 달리 입구 압력 

 온도조건이 높아지면서 입구에서 이놀드

수도 4627에서 5340으로 커지지만 열 달계수  

 압력강하량이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이는 

이놀드수의 변화에 의한 향보다 이산화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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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Variation of heat transfer coefficient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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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s flux (Pin  = 4.1MPa, Tin = 274.15K, di  

= 1.0mm, q  = 160kW/k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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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Variation of heat transfer coefficient at 

different inlet condition (di  = 1.0mm, G  = 

500kg/m
2
s, q  = 120kW/kg/s).

소의 물성치에 의한 향이 크기 때문으로 사

료된다.

  의 각 단면에서 질량 평균으로 계산한 

이놀드수는 입구압력  온도가 높을수록 크지

만, Fig. 13의 성계수는 작아진다. 그러므로 

모세 과 같이 매우 작은 에서는 유체의 유

동시 벽면효과가 상 으로 더욱 크게 되고, 

성계수가 커지면 벽면에 한 층의 열 달계

수  마찰 항이 커지게 된다. 그러므로 성

계수가 상 으로 큰 낮은 압력  온도의 경

우에 각 단면의 평균 열 달계수와 압력강하가 

높아진 것으로 단된다. 2상 유동의 다른 여러 

가지 변수들의 향도 무시할 수 없으나, 이

놀드수와 같은 다른 변수의 향과 상쇄되어 

벽면효과는 어들 것이고, 의 내경이 매우 

작기 때문에 그 차이는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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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different inlet condition (di  = 1.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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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모세 과 같은 매우 가는 을 흐르는 2상류

의 유동을 측할 수 있는 2차원 난류 수치해

석 로그램을 개발하 고, 최근 심이 집 되

고 있는 천연냉매인 이산화탄소의 증발 유동

상을 고찰하여 보았다.

  외부의 가열조건이 동일한 경우 열 달계수

는  직경이 작을수록 크지만,  직경이 작을

수록 표면 이 크므로 냉매의 단  질량유량당 

흡수하는 열량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증발기

의 소형화를 해서는 가는 일수록 유리하다. 

그리고  내벽과의 면 도 커지므로 압력강

하량도 커지게 되나, 작동압력의 1% 미만이다.

  동일한 가열조건에서 질량유속이 증가할수록 

열 달계수  압력강하량도 커지는데, 특히 증

발도가 높을수록 이러한 상은 심화된다. 하지

만 이러한 값을 측할 수 있는 상 식을 제안

하기 해서는 보다 정 한 실험과 고찰이 필

요하다.

  증발 의 입구에서 냉매의 압력과 온도도 증

발 상에 향을 미치나, 그 값은 크지 않

으며, 압력보다는 온도의 향에 따른 이산화탄

소의 물성치가 지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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