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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dimensionless correlations of frost properties (i.e. the thickness 

and surface temperature of frost) on heat exchanger fin with nonuniform temperature 

distribution are proposed from frosting experiments. We analyzed the local fin temperature 

distribution, frost thickness and frost surface temperature on a 2D fin; in the airflow 

direction and the direction perpendicular to airflow. As a result, the frost growth on the fin 

had a close relation with fin heat conduction. The dimensionless correlations for the average 

frost properties were expressed as a function of dimensionless temperature, humidity ratio, 

Reynolds number, and Fourier number. These correlations agreed well with experimental 

data with the error less than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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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냉장  냉동고 등 온 조건에서 운 되는 열

교환기의 휜(Fin)표면에 수증기가 하면 서리가 

냉각면에 형성된다. 열교환기는 운  시간이 경

과함에 따라 냉각 표면에 형성되는 서리층으로 

인해 공기 유로가 차단되어, 열교환기의 열 성

능이 하된다. 착상 상은 온용 열교환기의 

열  성능에 가장 지배 인 요소이므로 열교환기 

휜에 형성되는 서리 성장을 정확하게 측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요하다.

원   평 에서 서리 물성치 변화를 측하

기 한 실험상 식들은 많은 연구자들(1-6)에 의

해 보고되었다. 원 (tube)에서 착상 실험을 통

해, Schneider(1)는 서리층 두께에 한 실험상

식을 제안하 고, Kim et al.(2)은 서리 물성치에 

한 무차원 상 식을 무차원 변수들의 함수로 

정의하 다. 이에 반해, 평 에서 서리 물성치의 

실험상 식을 살펴보면(3-6), Lee et al.(3)는 서리층 

유효 열 도계수를 서리층 도만의 함수로 표

하 다. Mao et al.(4)은 실내 온도(room 

temperature), 층류 유동 조건에서 서리 물성치에 

한 실험상 식을 유도하 고, Tokura et al.(5)

은 자연 류에서 수직 냉각 평 에 한 서리층 

두께  도에 한 실험상 식을 제시하 다. 

Yang and Lee(6)은 다양한 착상 인자에 따른 서

리층 두께, 도, 표면온도  서리층의 유효 열

도계수, 열  물질 달 계수의 실험상 식을 

제안하 다. 이러한 연구들(3-6)은 열교환기의 휜

을 평 으로 단순 모사하고, 그 평 을 일정 표면

온도(constant surface temperature)로 간주하 기 

때문에 불균일한 온도분포(non-uniform temperature 

distribution)를 갖는 실제 열교환기 휜에서의 착상 

거동 특성과는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지 까지의 착상 연구는 휜을 일정 

표면온도로 간주한 평 에서의 착상 상에 

을 맞추고 있어, 실제 열교환기 휜에서의 착상 

데이터가 으로 부족한 상태이다. 최근 들

어, 소수의 연구자들(7-10)은 불균일한 온도분포를 

갖는 평 에서의 착상 상에 한 연구를 수행

하고 있다. Chen et al.(7)은 국소 체  평균기법

(local volume averaging technique)에 근거하여 

열교환기 휜의 열 도를 고려한 휜에서의 착상 

상을 해석하고, Chen et al.(8)의 실험  데이터

와 비교하 다. Tso et al.
(9)
은 직선 휜을 환형 

휜(angular fin)으로 등가하여 불균일한(uneven) 

서리 성장을 갖는 휜-  열교환기의 성능 측을 

한 수학  모델을 제시하 다. Kim et al.
(10)
은 

착상 조건하에서 휜의 열 도를 고려하여 유동 

방향(1차원  해석)으로의 착상 거동 측을 

한 수학  모델을 제시하 다. 이상에서 살펴보

았듯이, 불균일한 온도분포를 갖는 열교환기 휜

에 한 착상 연구는 기 단계에 있으며, 이로 

인해 열교환기 휜에서의 착상 데이터는 여 히 

부족한 상태에 있다. 그 결과, 불균일한 온도분포

를 갖는 열교환기 휜에서 서리 물성치에 한 실

험 상 식은 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착상 실험을 통해 불균

일한 온도분포를 갖는 열교환기 휜에서 서리 물

성치(서리층 두께  서리층 표면온도)에 한 

실험 상 식을 제시한다. 이를 해 유동 방향 

 유동에 수직한 방향으로 휜에서의 국소 온도

분포  착상 특성을 악한다. 열교환기 휜에서 

서리 물성치의 무차원 상 식은 무차원 온도, 

 습도, Re수  Fo수의 함수로 표 된다.

2. 실험

본 연구에서는 불균일한 온도분포를 갖는 휜에

서 서리 물성치의 실험상 식을 제안하기 해 

열교환기 휜에서의 착상 실험을 수행하 다. 실

험장치는 크게 항온항습실, 시험부, 냉각부  순

환부로 구성되어 있으며(11), 시험부의 앙에 열

교환 기가 놓여 있다.

Fig. 1은 시험부의 개략도를 나타낸 것이다. 휜

의 재질은 열 도성이 우수한 알루미늄 합 이

고, 휜의 두께는 1 mm이며, 2개의 휜은 열교환

기(HEX)의 폭(W)을 3등분하는 치에 하나씩 

W=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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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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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m

L=30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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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ment hole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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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of test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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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여 있다. 서리층 두께와 서리층 표면온도를 측

정하기 하여 시험부의 측면에 측정 구멍

(measurement hole)을 내었다.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측정 구멍을 막아두었으며, 측정 시 아

크릴 구멍을 통한 외부 공기의 유입에 따른 측정 

오차를 최소화하기 해 가능한 한 측정 구멍을 

작게 만들었다.

Fig. 2은 휜의 표면온도  서리 물성치의 측

정 을 나타낸 것이다. 휜의 표면온도, 서리층 두

께  서리층 표면온도는 z=35 mm 치에서 휜

의 선단(x=0)으로부터 15, 30  45 mm의 치

(유동 방향)와 x=30  mm 치에서 휜의 바탕

(z=0)으로부터 17.5, 35  52.5 mm의 치(유동 

수직 방향)에서 각각 측정하 다. 휜의 표면온도

는 5곳 측정 에 해당하는 휜의 반 편에 T형 

열 (thermocouple)를 부착하여 측정하 다. 이

는 열  설치에 따른 표면 조도의 변화와 그로

인한 측정 오차를 피하기 한 조치이다. 서리층 

두께는 마이크로미터 게이지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이 때, 마이크로미터 탐침(probe)이 서리에

닿을 때 얇은 서리층의 액화 상을 막기 해 

열 도계수가 낮은 아크릴 막 를 이용하 다. 

서리층 표면온도는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측

정하 으며, 측정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하여 

카메라의 모니터에 5곳의 측정 을 미리 선정해

두었다.

휜의 표면온도, 서리층 두께  서리층 표면온

도의 불확실도(uncertainty)는 각각 0.49℃, 0.03

mm  0.31℃ 이다
(12)
. 

15 mm

z

17
.5

 m
m

Fin

: Measurement points

x

Moist air

Fin tip

Fin base (z=0)

H
   

 =
 7

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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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easurement points of the fin temperature 

and frost measure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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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emperature distribution on 2D fin surface 

with frost growth

3. 결과  고찰

본 연구에서는 불균일한 온도분포를 갖는 열교

환기 휜에서 서리 물성치에 한 실험상 식을 

유도하기 해 착상 실험을 수행하 다. 착상 조

건들은 실험계획법(Design of Experiment)에 의

해 25가지 후보 을 선정하 다. 실험의 재 성

을 구 하기 해 각각 5회의 실험을 수행하

다.

3.1 휜의 온도 분포  착상 특성 

Fig. 3는 서리 성장에 따른 휜에서의 온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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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Frost thickness on 2D fin surface 

with frosting time

를 도시한 것이다. 2차원 휜의 온도는 착상 기

(t=30 min) 얇은 서리 성장과 강제 류에 의한 

휜 표면과 습공기와의 활발한 열 달로 인해 높

게 나타났다. 착상이 진행됨에 따라 열 항 증가

와 휜의 열 성(thermal inertia) 효과로 인해 휜

의 표면온도는 서서히 하강하 다. 특히, z=35 

mm 치에서 유동 방향(a)으로 휜의 온도구배는 

상 으로 작은 반면, x=30 mm 치에서 유동

에 수직한 방향(b)으로 휜의 온도구배는 휜의 열

도(fin heat conduction)로 인해 크게 나타났다.

Fig. 4은 착상이 진행되는 동안 2차원 휜에서의 

서리층 두께를 나타낸 것이다. 유동 방향(a)으로

의 서리층 두께 성장은 휜 선단효과(l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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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Frost surface temperature on 2D fin  

surface with frosting time

edge effects)의 향을 받아 x=15 mm에서 활발

하나, 그 향은 작았다. 한, 착상 시간에 따른

유동 방향으로의 서리층 두께 구배는 크게 변화

하지 않았다. 반면에, 유동에 수직한 방향의 경

우, 서리층 두께는 휜의 열 도의 향으로 

z=17.5 mm에서 상 으로 활발하게 성장하

고, 서리층 두께 구배는 유동 방향과 달리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다소 커졌다. 

Fig. 5은 착상이 진행되는 동안 2차원 휜 표면

에 형성되는 서리층의 표면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유동 방향으로의 서리층 표면온도는 휜 선단에 

비해 휜 후단(x=45 mm)에서 낮고, 시간에 따른 

유동 방향의 서리층 표면 온도구배는 크게 변하

지 않았다. 이는 서리층 두께 성장과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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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되어 있다. 그러나, 유동에 수직한 방향의 경

우, 서리층 표면온도는 낮은 휜 표면온도의 향

으로 z=17.5 mm에서 낮게 나타나지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서리층 표면 온도구배는 서리층 두께 

구배와 달리  감소하 다. 이는 착상 기에

는 서리층 두께가 얇게 형성되어 휜 표면온도의

향을 크게 받지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서리층 

두께 성장이 열 항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3.2 무차원 상 식

본 연구에서는 불균일한 온도분포를 갖는 열교

환기 휜에서 서리 물성치(서리층 두께  서리층 

표면온도)에 한 무차원 상 식을 제안한다. 이 

무차원 상 식은 차원해석(dimensional analysis)

을 통해 무차원 변수들의 함수로 표 된다. 차원

해석에 사용된 변수들은 착상 인자(공기 온도, 공

기 유속, 공기 습도, 휜 바탕온도  착상 시 

간), 측정 인자(서리층 두께와 서리층 표면온도), 

휜 길이  물성치(공기의 성계수와 열확산계

수  물의 삼  온도) 등이다. 착상 인자에 

한 열교환기 휜에서의 착상 거동을 측하기 

하여 서리물성치의 평균값(mean value)을 이용하

여 상 식을 유도하 다. 여기서, 평균값은 fig. 2 

에서 보듯이 5곳 측정 에 한 서리 물성치의 

평균값을 의미 한다.

열교환기 휜에 한 서리 물성치(F)는 무차원 

온도,  습도,  ReL수  FoL수의 함수로 나타

난다.

                           (1)

여기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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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mparison of the measured and correlated 

data of the average frost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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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용범 는 278.15≤Ta≤284.15K, 1.0≤ua
≤2.0 m/s, 0.00333≤wa≤0.00634 kg/kga, 246.15≤
Tb≤258.15K  0≤t≤90 min 이다.
Fig. 6은 열교환기 휜에서의 평균 서리 물성치

에 한 상 식과 측정 데이터를 비교한 것이다. 

이 상 식은 최  14%의 오차 내에서 측정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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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를 잘 측하 다. 이로부터, 본 연구에서 제시

한 실험상 식을 이용하여 불균일한 온도분포를 

갖는 열교환기 휜에서의 착상 거동을 측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는 착상 실험을 통해 불균일한 온도분

포를 갖는 열교환기 휜에서 서리 물성치(서리층 

두께  서리층 표면온도)에 한 실험상 식을 

제시하 다. 이를 해 유동 방향  유동에 수

직한 방향으로 휜에서의 국소 온도분포, 서리층 

두께  서리층 표면온도를 악하 다. 그 결과, 

2차원 휜에서의 서리 성장은 휜의 열 도와 

하게 연 되어 있다. 착상 인자에 한 열교환기 

휜에서의 착상 거동을 측하기 하여 서리 물

성치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무차원 상 식을 유도

하 다. 열교환기 휜에서 서리층 두께  표면온

도의 무차원 상 식은 무차원 온도,  습도, 

Re수  Fo수의 함수로 표 되며, 이 상 식은 

실험 데이터를 최  14% 오차 내에서 잘 측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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