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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xperiment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a coolant circuit 

arrangement on the heat transfer and air pressure drop of a fin-tube sensible heat exchanger 

with the corrugated fin surface. The air inlet temperature was set to 23℃,the relative 

humidity to 50% and the air inlet flow rate to 20, 22, 25  , respectively. while the 

coolant temperature was set to 7℃,and the coolant mass flow rate to 10, 16, 22kg/min, 

respectively. Experiment showed that the exchanger having a diameter of 12.7mm with 

parallel circuit does better performance in sensible heat transfer and air pressure drop than 

those three of diameter of 12.7mm with a series circuit and that with diameter of 15.88mm 

with a parallel circuit.

Key w ords: Corrugate fin(코류게이트휜), Sensible heat exchanger( 열 열교환기), Pressure 

Drop(압력 강하), Circuit arrangement section(유로배열), Sensible heat exchanger

( 열 열교환)

                기호설명

 :  정압비열[kJ/kg․K]

h :  비엔탈피[kJ/kg]

T :  온도[℃]

Q :  열 달량[kcal/h]

D :  외경[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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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열수[-]

m :  유량[kg/s]

 :  튜  단간격[m]

 :  튜  열간격[m]

S :  휜 간격[m]

t :  휜 두께[m]

 :  습도 차[kg/kg] 

 :  평균 열 달량[kca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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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ation type D[mm] S[mm]  [mm]  [mm] t[mm] N step

sample1 corrugate 12.7 2.54 29.6 32.4 0.14 2 12

samole2 corrugate 12.7 2.54 29.6 32.4 0.14 2 12

sample3 corrugate 15.88 2.54 35 38.3 0.14 2 10

Table 1 Geometric dimensions if the fin tube heat exchangers 

a :  공기

w :  물

fg :  잠열

sen :  열

lat :  잠열

i :  입구

o :  출구

1. 서 론

  

반도체/LCD 클린룸에 용되는 공조시스템은 메

인 넘의 공기가 하부 넘의 드라이 코일

을 통과하면서 냉각이 되고 상부 넘의 FFU

가 냉각된 공기를 흡입/여과하여 메인 넘으

로 보낸다. 기존의 이와같은 공조시스템에서  드

라이코일을 지날 때 공기의 유동면 이 어들어 

입구와 출구 사이에서 압력강하가 발생한다. 이

를 보상하기 해 상부 넘의 FFU에 장착된 

홴의 소비동력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반도체

/LCD 클린룸의 에 지 소비가 큰 이유가 된다.

 그러나 FCU를 반도체 클린룸에 사용하게 되면 

공기가 드라이 코일보다 작은 유동면 을 통과하

게 되어 FFU에서 홴 소비 동력이 감되어 소비

에 지의 감이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지역별 

냉방이 가능하게 되어 부분부하에 따른 냉방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FCU의 개발에 있어서 

요한 요소는 FCU내부에 장착되는 열교환기의 설

계이다. 반도체 클린룸에서 발생하는 발열은 

열 발열이 부분이므로 공기 의 수증기량의 변

화가 없이 냉각이 되어야 하는 열 냉각이 이루

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냉각수의 온도

가 공기의 노 온도 보다 높을 경우 냉방능력이 

떨어져 FCU의 설치 수가 많아지게 되므로 노

온도 이하의 냉각수를 사용하여 열 냉각이 가

능한 열교환기의 제작기술이 요하게 요구되고 

있다.  

 휜-  열교환기의 표면에서 발생하는 응축 상

에 한 연구로는 박상균등
(1)

이 평 과 휜-튜  

사이에서 공 공기의 유속, 온도, 상 습도, 냉각

면의 온도에 따른 습증기의 발생의 기 인 메

카니즘을 악하고자 하 다. 그 결과 공  공기

의 유속이 느릴수록 습증기 발생량이 작고 공

공기의 온도가 놓을수록 습증기 발생량이 작아지

며 냉각면의 온도가 높을수록 습증기 발생량이 

작아짐을 보고하 다. 장근선등
(2)

은 동일한 경

을 가지는 2열, 3열 열교환기를 이용 냉각실험을 

실시하여 열교환기의 열 수가 열 달계수에 미치

는 향이 미미함을 보여주었다. 이상재등
(3)

은 열 

수가 다른 2RT  열교한기의 냉방 성능 실험을 

실시하여 그 가운데서 3열의 열 수를 가지는 열

교환기가 열량, 압력강하, 잠열 효과 측면에서 

가장 효과 임을 보 다. 민창근등
(4)

은 휜 핏치와 

열수가 다른 9종류의 열교환기에 하여 습표면 

열 달 실험을 수행하고 그에 따른 습표면 열

달 계수  압력손실 계수를 도출하여 그 결과값

을 기존의 상 식과 비교 하 다. 조진표등
(5)

은 

휜 형상과 횐 핏치가 다른 3개의 열교환기와 동

일한 휜 핏치에 냉매회로수가 다른 2개의 열교환

기를 이용하여 풍속변화에 따른 습표면 열 성

능을 조사하 다. 술한 연구는 잠열 열교환기

와 련된 연구로서 아직 열 열교환기에서의 

열교환 특성에 한 연구는 재까지 보고된 바

가 없는 것 같다.  

 본 연구에서는 고성능 공기 엔탈피 칼로리미터

를 이용하여 3종의 corrugate휜-  열교환기에서 

열교환기의 경, 회로구성, 공기의 풍량, 냉각수

의 온도  유량에 따른 공기측의 압력 강하량과 

열량 그리고  휜 표면에서의 습증기 발생에 따

른 결로량을 조사하여 열 냉각성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하 다.        

2. 실험장치  실험 방법

2.1 시험 열교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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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apparatus 

(case1) (case2) (case3)

Fig.1 The schematic of 

test heat exchangers 

본 연구에서 사용된 휜-  열교환기는 corrugate

휜을 가지는 열교환기로서 휜 피치는 3개 열교환

기 모두 동일하고 면 크기 역시 3개 열교환기 

모두 높이는 380mm, 비는 480mm로서 동일하

고  열수 역시 2열로서 모두 동일하다. 그러나 

열교환기의 경이 12.7mm, 15.88mm로서 경에 

따라 열교환기의 단수가 다르며 경에 따라서 

의 열 간격과 단 간격이 서로 다르다.

 열교환기의 휜은 동재질에 알루미늄 방청가공이 

되었고 휜매수는 3개 열교환기 모두 181매로서 

동일하다. Fig.1에 본 연구에 사용된 열교환기의 

개략도가 case 별로 나타나 있다. 본 연구에 사

용된 열교환기는 case 별로 구조가 다른데 case1

은 병렬회로의 열교환기로 경이 15.88mm이다.  

Case2역시 병렬회로이나 경이 12.7mm이고 

case3는 직렬회로에 경이 12.7mm인 열교환기

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열교환기의 자세한 제

원은 Table 1 에 나타나 있다.

2.2 실험 장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실험장치는 공기 엔탈피식 

칼로리미터로서 공기-엔탈피법에 근거한 열량 측

정방법을 용하여 산업용  가정용 냉동 공조

기의 성능을 측정하는 장치이다. 이 장치는 KS 

C9306  JIS 9612규격을 기 으로 하여 실외기 

1 와 다수의 실내기로 구성되는 multi-system 

공기조화기의 성능을 측정할 수 있다. 그리고 1

개의 실은 열교환기 단품시험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열교환기 단품 시험이 가능한 1개의 

실에서 실시되었으며 본 실험에서 사용된 FCU 

성능 측정 장치는 홴-코일 유닛의 성능 측정실험

을 목 으로 하는 장치로서 ISO 2417, KS B 

6377, ANSI/ASHRAE 33 등의 규격에 따라 홴-

코일 유닛의 입구 온․습도를 제어하고 냉각수 

상태  유량의 변화에 따른 홴 코일 유닛의 특

성을 분석할 수 있으며 제반 데이터도 측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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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ig. 3 Heat transfer rate against 

       mass flow rate

있다. 

 2.3 실험조건  방법

 

 본 연구는 공기에 한 냉방시험을 실시하 다. 

실험의 조건으로 열교환기에 유입되는 공기의 건

구온도는 23도, 상 습도 50%를 유지하 다. 풍

량은 20~25CMM의 범 에서 3가지 case를 실험

하 으며 냉각수는 7℃를 유지하면서 유입 냉각

수유량은 10~22kg/min의 범 에서 3가지 case를 

실험하 다. 

 실험 방법은 먼  물을 작동 유체로 하는 항온 

수조의 온도를 PID 제어기를 이용하여 설정온도

로 제어한다. 온도가 일정하게 제어된 물은 시험 

열교환기의 입구와 열교환기 출구부에서 RTD센

서를 이용 각각 온도를 측정한다.

 공기측의 입구 풍량은 ASHRAE Standard41.2 

에 명시된 노즐 차압을 차압계를 이용하여 측정

하 다. 그리고 열교환기 입구와 출구의 공기의 

상태량을 측정하기 해 ASHRAE Standard 41.1

에 명시된 방법 로 샘 링하여 측정하 다.    

 체 3개의 열교환기에 해서 앞에서 언 한 

실험 조건을 이용하여 실험을 실시하 는데 각각

의 실험에서 안정화 상태를 악한 후 공기와 냉

각수의 입․출구 온도의 변화가 ±0.1℃이내에서 

유지될 때 공기의 풍량, 입․출구온도, 건․습구

온도, 차압과 냉각수의 입․출구온도, 유량을 측

정하 다. 

3 자료처리

 

 일반 으로 열교환기의 열 달량은 공기측과 물

측의 열 달량의 평균값을 사용한다. 본 실험에

서는 공기측의 열 달량을 열과 잠열을 구분하

여 구하 으며 아래와 같은 식으로 계산하 다.

                              (1)

                               (2)  

 

                            (3)

                           (4)

 

 
                           (5)

 

본 연구에서는 열교환기 입구와 출구사이에서 발

생하는 공기의 상태량의 차이를 알기 해 열

비를 이용한다. 열비를 이용하면 공기측의 열

달량 에서 열이 차지하는 비율을 알 수 있

어서 열 달량의 차이와는 무 하게 열교환기가 

처리할 수 있는 열량을 알 수 있다. 열비 

SHF는 

  


                       (6)  

으로 계산된다.

4. 실험 결과  고찰

4.1 열 달량

 Fig.3에는 3개의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지는 열교

환기에 해 공기의 풍량과 냉각수 유량에 따른 

열 달량을 보여주고 있다. 열교환기에서 냉각수 

유량이 증가함과 입구공기의 풍량이 증가함에 따

라 열 달량은 증가하게 되는데 case1이 가장 큰 

열 달량을 보이고 case2와 case3 의 순서로 열

달량이 증가하고 있다. case1과 case2의 경우 

열교환기의 경이 case3보다 작아 의 단수가 

많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열 달면 이 크다. 그리

고 case1의 열 달량이 case2보다 큰 이유는 두

개의 열교환기가 동일한 휜 피치와 동일한 경 

그리고 동일한  단수를 가짐에도 두 열교환기

의 냉각수 회로의 배열이 서로 다르며 그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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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ressure drop against water    

           mass flowrate

 F ig. 5  Absolute humidity ratio        

        difference in the heat         

        exchangers

F ig. 6  Sensible heat ratio in the heat   

      exchangers for water mass      

      flowrate

(b) Pressure drop and air flowrate

F ig. 4  Pressure drop in the heat       

        exchangers.

서 냉각수의 열별 열 달량의 차이의 향을 받

기 때문이다. 1열의 열 달량이 체 열 달량의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1열에서의 온도 상승

이 빨라진다. case2의 경우 냉각수가 1열과 2열

을 번갈아 이동하기 때문에 2열을 지난뒤 1열을 

지나는 case1보다 잠열 열 달량이 어져 체 

열 달량이 작다.

4.2 압력강하량

Fig.4는 3개의 열교환기에 한 압력 강하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a)는 냉각수 유량에 따른 압력 

강하량을 (b)는 입구공기의 풍량에 따른 3개의 

열교환기에서의 압력 강하량을 각각 보여주고 있

다. 먼  (a)의 경우 냉각수 유량이 증가할수록 

압력 강하량이 증가하는데 이는 유량증가에 따른 

열유속의 증가로 휜 표면에서의 결로량이 증가하

기 때문이다. 휜 표면에 부착된 결로는 공기의 

유동을 방해하는 항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입구와 출구에서의 압력 강하량이 커지게 된다. 

그리고 3개의 열교환기 각각의 경우를 비교해 보

면 case1이 가장 크고 case3가 가장 작은 압력 

강하량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술한 내용처럼 

case2의 온도 상승속도가 case1보다 빠르기 때문

이다. (b)의 경우 입구공기의 풍량이 증가함에 따

라 압력 강하량이 증가하나 이는 풍량증가에 따

른 유동 항의 증가로 보인다. 그리고 3개의 열

교환기가 보이는 압력 강하량은 case1과 case2의 

경우 그 차이가 근소했고 case3와 case1의 차이

가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열교환기의 구조

이 차이 때문으로 보인다.   

4.5 습도량

Fig.5는 3개의 열교환기에 한 냉각수 유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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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습도량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체

으로 봤을때 냉각수의 유량이 증가할수록 입․

출구의 습도량의 차이가 커지는데 이는 냉각수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열유속이 증가하여 결로량

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습도량의 차이에서는 

case3가 다른 열교환기보다 큰 결로량을 보이는

데 이는 의 단 간격과 열 간격 그리고 경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열 달면 의 차이로 보인다.

4.4 열비

열비는 공기의 체 열 달량 가운데 열 열

달량이 차지하는 비 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

를 통하여 실험 열교환기의 냉각수 유량에 따른 

열 처리량을 보여 다. Fig.6에 냉각수 유량에 

따른 열비를 나타내고 있다.

 3개의 열교환기에서 유량에 따른 열비의 증감

은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체의 경우를 보면 

유량의 증가에 따른 열비의 감소가 보이는데 

이는 유량증가에 의한 결로량의 증가로 잠열 열

달량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열교환기의 구조에 따라 case3의 열비

가 가장 작은데 이는 결로량이 다른 열교환기들 

보다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case2의 경우 case1

보다 작은 열비를 가지는데 이는 case1보다 작

은 결로량 때문으로 보인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경이 다르고 냉각수 유로가 다

른 3개의 열용 열교환기를 이용하여 냉각수 유

량과 입구공기의 풍량에 따른 열 달량과 압력강

하, 습도차, 열비를 조사하 다. 그 결과 

열교환기의 경이 작고 단수가 많을수록 열 달

량이 크다. 이는 단수가 많아짐에 따라 열 달 

면 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경이 크고 단 간격과 열 간격이 클수록 압력 

강하량이 작은데 이는 공기의 유동면 이 커지기 

때문이다. 단 간격과 열 간격이 작을수록 입․출

구사이의 습도량의 차이도 커지는데 이는 열

달 면 의 증가로 인한 열 달량의 증가 때문

에 냉각수의 온도가 빨리 상승하기 때문이다. 

 유로의 특성상 직렬의 열교환기보다 병렬의 열

교환기가 빠른 온도 상승을 보이는데 이는 냉각

수가 체 열 달량의 부분을 차지하는 1열과 

2열을 번갈아 지나가기 때문이다.

   결로 발생량이 작을수록 열비 한 감소하

는데 이는 결로 발생으로 인한 잠열 열 달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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