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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new method is presented for developing a simulation program which can analyze the heat transfer 
characteristics of fin-tube heat exchanger. This method is able to describe several types of refrigerant circuit 
arrangement. The delivery path of air and refrigerant properties is simplified by transforming three-
dimensional array into one-dimensional array. By comparing simulated results with experiment results, the 
deviation was 8.2%. Several fin-tube heat exchangers of different design factors and operating conditions 
were simulated using this program. It was shown that this program could be used for designing practical 
fin-tube heat exchangers. 

1. 서 론 

가정용 공조기에 널리 쓰이는 R-22(HCFC)가 오
존을 파괴하지 않는 HFC 로 대체되거나 GWP 150
이하의 신냉매로 대체됨에 따라 새로운 공조기기

의 설계가 요구되고 있다. 신냉매가 적용된 열교

환기 제작을 위해서는 다양한 유로형상 열교환기

에서의 열적 성능특성 실험이 요구되나 그러한 실
험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훌륭한 수단으로 열
교환기의 열적 성능 시뮬레이션이 활용 될 수 있
으며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Domanski [1] 는 휜-관 열교환기에서 각각의 파이

프를 하나의 구간으로 보고, 파이프 순서대로 열
적 성능특성을 해석하는 tube-by-tube 법을 도입하

였다. 이로써 열교환기를 하나의 해석단위로 보는 
것보다 계산결과가 정확해졌고, 각 파이프에서의 

냉매 및 공기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Lee et al. [2] 은 각 파이프를 여러 개의 소구간으로 
나누어 연산을 하는 section-by-section 법을 도입하

여 이를 더 발전시켰고, 실험값과의 오차수준이 
10% 수준임을 보였다. 이 방법은 보다 정확하며 
세부적인 위치에서 냉매 및 공기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열적 성능 시뮬레이션에 적용되는 해석방법에 관
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실제 열교환기를 
해석하기에는 부족하다. 소개된 방법들은 공통적

으로 냉매측과 공기측 각각 3 차원 배열을 형성해

야 하며 계산된 냉매 및 공기물성치의 전달경로를 
지정해주어야 한다. 실제로 이 과정이 복잡하여 
프로그램 상 오류가 많이 발생한다. 또한 다양한 
국소 해석방법은 소개되었으나 전체 열교환기의 
연산순서를 일반화시킨 알고리즘이 없어 냉매유로

를 쉽게 구현하고 변경하기 어렵다.  
최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되었는데, 대표적으로 Liu et al. [3] 은 그래프 이론

을 적용한 알고리즘을 소개하였다. 이 방법은 합
지와 분지가 포함된 열교환기 냉매유로 전체를 일
반화시켜 간단히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

은 합지와 분지를 제외한 부분의 알고리즘이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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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고, 공기물성치 계산결과의 전달경로가 명
확하지 않아 활용성이 떨어진다. 이처럼 실제의 
열교환기 냉매유로를 단순화하고, 연산순서를 일

반화하는 부분은 아직 불완전하여 더 많은 연구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열교환기 냉매유로의 생성 
및 변경이 용이한 열적 성능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새로운 해석방법을 소개하고자 한
다. 전체 열교환기를 미소구간으로 나누어 형성된 
공기와 냉매의 3 차원 배열을 1 차원 배열로 변환

시켜 각 미소구간에서의 냉매 및 공기 계산결과의 
전달경로를 단순화한다. 또한 열적 성능 시뮬레이

션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기존의 실험결과와 비교

함으로써 해석방법으로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2. 해석방법 

Fig. 1 의 (a)와 (b)는 휜-관 열교환기의 열적성능 
시뮬레이션에 적용되는 해석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휜-관 열교환기의 개략도이다. 예를 든 열
교환기는 3 열, 2 단이고 6 개의 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냉매의 흐름 순서에 따라 번호가 부여되어 
있다. Fig. 1 의 (a)는 열교환기에서의 냉매의 흐름

을 나타내고, Fig. 1 의 (b)는 공기의 흐름을 나타내

는데 냉매의 흐름은 관 방향과 동일하고, 공기의 
흐름은 관 방향과 직교한다.  
Fig. 1 의 열교환기 해석을 위해 section-by-section 
법을 사용하면 관을 여러 개의 소구간으로 나누고, 
각 소구간의 계산을 반복 수행함으로써 열전달량 
및 공기와 냉매의 출구 상태를 계산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나의 관을 3 개의 소구간으로 나누면 
열교환기의 공기와 냉매의 상태가 3 차원 배열화

(row 의 위치, step 의 위치, section 의 위치)된다. 각 
구간 냉매 및 공기 연산 결과의 전달경로를 단순

화하기 위하여 Fig. 2 처럼 파이프를 길게 펼치면 
공기와 냉매의 상태를 1 차원 배열로 만들 수 있
다. 공기와 냉매의 상태가 1 차원 배열화되면 각 
소구간의 위치 정보를 표현하는 항목이 3 가지

(row, step, section)에서 1 가지(냉매흐름방향)로 줄어

든다. 이러한 1 차원 배열을 이용하여 열적성능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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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schematic of fin-tube heat exchanger 

 
성을 수치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냉매 및 공기

물성 계산결과의 전달경로를 알아야 한다.  

Fig. 1 의 (a)와 Fig. 2 를 참조하면 관의 순서가 
냉매의 흐름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냉매물성 
계산결과의 전달경로와 관 순서가 일치한다. 따라

서 냉매물성 계산결과의 전달경로를 별도로 지정

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Fig. 2 에서 관 4 번 냉
매물성 계산결과는 관의 순서와 동일하게 관 5 번

으로 전달된다. 그러나 Fig. 1 의 (b)와 Fig. 2 를 참
조하면 공기의 흐름 순서는 관의 순서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기측의 경우 물성 계산결과의 
전달경로를 별로도 지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Fig. 2 에서 관 4 번 공기물성의 계산결과는 관 2
번으로 전달된다. 이러한 공기계산결과의 전달특

성을 고려하면 다음의 과정을 통하여 1 차원 배열

화된 열교환기의 열전달량, 공기 및 냉매의 출구 
물성을 계산할 수 있다. 
 

Step 1 : 냉매흐름 순으로 각 관에 번호를 부여

한다. 

Step 2 : 각 관을 여러 개의 소구간으로 나눈다. 

Step 3 : 열교환기의 관을 일렬로 펼쳐 1 차원

화 한다. 

Step 4 : 소구간 1 번부터 소구간내의 열전달량 

및 공기와 냉매의 물성을 계산하고,마

지막 소구간까지 순차적으로 이러한 

계산을 진행한다. 

Step 5 : 각 소구간의 열전달량이 수렴할 때 

까지 step 4 를 반복한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열적성능특성을 수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 각 소구간 공기물성 계산결과의 전
달경로를 모두 지정하여야 한다. Fig. 1 열교환기의 
각 관을 3 개의 소구간으로 나누면 12 개 Section
의 공기 전달경로를 지정하여야 한다. 열교환기의 
관 개수가 더 늘어나는 경우 지정해야 하는 공기  

 

Pipe 1 Pipe 2 Pipe 3 Pipe 4 Pipe 5 Pipe 6Ref - in Ref - out

: Refrigerant flow direction
: Air flow direction

 
Fig. 2 One-dimensionalized fin-tube heat exchanger with each pipe considered as one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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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elivery paths of calculated air properties 

 
전달경로가 많아져 이에 따른 많은 시간과 주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공
기 전달과정의 규칙성을 찾아내어 이를 단순화 시
켜야 하고 평행배열과 엇갈림 배열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해석대상 관의 우측에 인접한 관 배열은 평행배

열과 엇갈림 배열로 구분할 수 있다. Fig.3 의 (a)처
럼 3 번 관의 우측에 인접한 1 번 관의 냉매 흐름

이 3 번 관의 냉매 흐름과 동일한 방향이면 3 번관

을 기준으로 평행배열이고, Fig.3 의 (b)처럼 5 번 
관의 우측에 인접한 4 번 관의 냉매 흐름이 5 번 
관의 냉매 흐름과 엇갈린 방향이면 5 번관을 기준

으로 엇갈림 배열이다. 평행 배열의 경우 해석대

상 관 내부 소구간 위치순서가 우측 인접관 내부

구간 위치순서와 동일하다. 예를들어 Fig.3 의 (a)
에서 관 3 번의 첫번째 소구간(Section 3-1)과 두번

째 소구간 (Section 3-2)의 공기 계산결과는 관 1 번

의 첫번째 소구간(Section 1-1)과 두번째 소구간

(Section 3-2)으로 전달된다. 엇갈림 배열의 경우는 
해석대상 관 내부의 소구간 위치순서가 우측 인접

관 내부 소구간 위치순서의 역순이다. 예를들어 
Fig.3 의 (b)에서 관 5 번의 첫번째 소구간(Section 
5-1)과 두번째 소구간(Section 5-2)의 공기 계산결과

는 관 4 번의 세번째 소구간(Section 4-3)과 두번째 
소구간(Section 4-2)으로 전달된다. 공기전달경로의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면 우측 인접관 번호와 배열

형태만으로 모든 소구간 공기계산결과의 전달경로

를 규칙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지금까지 언급한 해석방법을 이용하여 휜-관 열
교환기의 열적성능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제작하

기 위해서는 이를 일반화시켜야 한다. 이는 Table 
1 과 같이 각각의 관에 4 가지 정보를 부여하여 냉
매 및 공기상태의 계산에 관한 정보를 담는 형식

으로 만들 수 있다. 가장 좌측에는 관의 번호를 
표시하고, 그 우측으로 해당 관의 4 가지 정보를  

Table 1  Generalized matrix of refrigerant circuits 

Pipe Air 
transfer 

Arrangement 
type 

Ref- 
in 

Ref-
out 

1  0 0   1 0 
2 0 0 0 0 
3 1 1 0 0 
4 2 1 0 0 
5 4 -1 0 0 
6 3 -1 0 1 

 
 
표시한다. 
 

1. 공기전달위치 : 공기물성치 계산결과가 전달

되는 우측 인접관의 번호 (공기출구 열:0) 
2. 우측관 배열 : 우측 인접관 냉매흐름의 엇갈

림 여부 확인  
(평행 배열:1, 엇갈림 배열:-1, 
공기출구 열:0) 

3. 냉매입구 여부 : 해당 관이 냉매 입구에 해
당하는지 확인 (입구:1, 입구 아님:0) 

4. 냉매출구 여부 : 해당 관이 냉매 출구에 해
당하는지 확인 (출구:1, 출구 아님:0) 

 

3. Section 의 열전달 해석 

열교환기를 해석하기 위한 분할법으로 section-
by-section 법을 사용하였으므로 전체 열교환기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각 section 에서의 열전달량과 
냉매의 압력강하량을 계산하여야 한다. 각 section
의 열적 성능특성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공기 및 
냉매의 상태, 열교환기의 형상에 적합한 상관식들

을 사용하였고, 이를 Table 2 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각 section 의 열전달량을 계산하

기 위하여 ε - NTU 법을 적용하였다. 계산된 열전

달량을 이용하여 공기의 출구온도와 냉매의 출구 
엔탈피를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air,out air,in air/T T Q C= +           (1) 
 

ref,out ref,in ref/h h Q m= −           (2) 
 
공기의 경우는 상변화가 없기 때문에 온도를 변

수로 하여 계산하였고, 냉매의 경우는 상변화가 
있기 때문에 엔탈피를 변수로 하여 계산하였다. 
냉매의 온도, 건도 및 물성치는 계산된 엔탈피와  
냉매의 압력을 바탕으로 NIST Refprof v7.0[4] 을 활
용하여 보간 된 값을 사용하였다. 공기 물성치의 
경우도 계산된 공기의 출구온도 및 압력을 바탕으

로 하여 ASHRAE Handbook[5]의 자료를 보간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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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ist of correlations used for heat transfer coefficient and pressure drop 

Items Applied region Correlations 

Heat transfer coefficient Air side Wang et al. [6] – Louver fin 
  Seshimo & Fujii [7] – Slit fin 
 Single phase in refrigerant side Copetti et al. [8] 
 Two phase in refrigerant side Goto et al. [9] 

Pressure drop Single phase in refrigerant side Carnavos [10] – Vapor 
                  Kuo & Wang [11] – Liquid 
 Two phase in refrigerant side Haraguchi et al. [12] 
 Return bend in single phase region Ito [13] 
  Return bend in two phase region Pierre [14] 

 

4. 해석방법의 검증 

개발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검증을 위하여 Kim 
and Lee [15] 의 휜-관 열교환기 실험결과를 활용하

였다. R410a 응축기의 실험 조건을 시뮬레이션에 
입력하고 실험에서의 열전달량과 시뮬레이션에서

의 열전달량을 비교하였다. 공기유속은 0.8 m/s  ~ 
1.6 m/s 의 범위에서, R410a 냉매의 질량유속은 
150 2kg/m s  ~ 250 2kg/m s  의 범위에서  변화시켜가 
며 총 15 회에 걸쳐 측정된 데이터를 검증에 사용 
하였다. Fig. 4 에 Kim and Lee [15] 의 실험에 적용된  
 

 
열교환기의 냉매유로와 이를 일반화한 matrix 를 
나타내었다. 3 차원 형상의 냉매유로가 1 차원화되

고 matrix 로 표현되어 냉매유로의 구현 및 section 
개수의 조절이 자유로웠다. 본 연구에서는 열교환

기를 해석하는데 있어 하나의 관을 20 개의 
section 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Fig. 5 에서 측정된 열전달량과 시뮬레이션 열전

달량을 비교하였고, 오차는 8.2 %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응축기의 열적성능을 잘 예측하고 있
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오차는 Lee et al. [2], Liu et 
al. [3] 등 본 연구와는 다른 해석방법을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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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chematic of refrigerant circuit and its corresponding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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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mparison of heat transfer rate between 

simulated data and Kim and Lee’s experimental 
data 

 
최근의 연구결과와도 비슷한 수준이다. 시뮬레이

션 결과 공기속도가 느린 영역에서 오차가 크고, 
공기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오차가 감소하였다. 특
히 공기유속이 1.0 m/s 이 이상인 구간에서는 오차

가 4.5 %로 나타나 보다 정확하였다. 
 

5. 시뮬레이션 결과 및 토론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응
축기 해석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 Fig. 4
의 열교환기 형상을 적용하여 다양한 조건하에서 
열적 성능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6 은 응축기에서 공기유속의 변화에 따라 냉
매측 입구압력이 열전달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시
뮬레이션 결과 각 공기유속에 따라 열전달량이 최
대인 냉매 압력의 차이가 있었다. 이는 냉매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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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ffect of inlet refrigerant pressure on heat 

transfer rate on heat exchanger according to inlet 
air velocity 

    ( ref,in air,in refT = 90 C, T = 35 C, M = 0.02 kg/s ) 

에 따른 응축온도 및 잠열구간의 길이와 관련있다. 
냉매 입구압력이 3.4 MPa 인 경우 응축온도가 
54.5℃로 가장 높아 공기와의 큰 온도차로 공기유

속이 느린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열교환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잠열구간이 짧아( latent = 123.3 kJ/kgh ) 일정 
공기유속 이상에서는 더 이상 열전달량이 증가하

지 않았다. 냉매 입구압력이 3.0 MPa 인 경우에는 
응축온도가 49.5℃로 가장 낮아 공기유속이 느린 
경우 열교환량이 적었으나 2 상영역이 길어

( latent= 138.4 kJ/kgh ) 공기유속의 증가에 따라 모든영역

에서 열전달량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열교환기 설
계 시 공기유속과 목표 열전달량을 고려하여 이에 
적합한 냉매 입구압력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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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Four different types of fin-tube heat exchanger 
refrigerant circuits (a) vertical type 
(b) horizontal type (c) step type (d) oblique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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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Heat transfer rate for four different refrigerant      

circuits 
( ref,in air,in air ref,inT = 97 C, T = 35 C, V = 2.5 m/s, P = 2.93 MPa) 

 

2015



  

본 연구에서는 냉매유로의 배열형태가 열교환기

의 열전달량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Fig. 7 과 같은 네가지 이상적인 형태의 열교환기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Fig. 8 에서 냉매유로의 
형상에 따른 열전달량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열전달량은 크기는 (a)세로형-(c)계단형-(b)가로형-
(d)사선형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선형 열교환기

의 경우 세로형 열교환기의 비해 열전달량이 
20.9 % 적었다. 네가지 열교환기의 시뮬레이션 결
과를 검토한 결과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상대적

으로 고온인 과열영역의 관이 공기 출구영역에 위
치하는 Cross-type 의 냉매유로가 가장 우수한 열
적 성능을 구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열교환기 냉매유로의 생성 및 변
경이 용이한 열적성능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개발 
을 위하여 새로운 해석방법을 소개하였다. 새로운 
해석방법에서는 3 차원의 냉매유로와 공기유로를 
1 차원 배열화하여 열적성능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Section-by-section 법에서 1 차원 배열화 방
법이 적용 가능하게 하여 이를 일반화된 Matrix 로 
표현하였다. 소개된 해석방법은 모든 연구자가 쉽
게 적용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정리하였다. 

R410a 응축기에 대한 열적성능 시뮬레이션 결
과와 기존의 실험결과와의 오차는 8.2%로 해석방

법으로서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양한 설계조건 및 운전

조건하에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고, 개발된 프

로그램이 응축기 해석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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