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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present study, performance characteristics on environment change of 

A/C applied fin-tube and PF heat exchangers were experimentally investigated. Capacity and 

COP changing an outlet air velocity, an indoor/outdoor temperature and a relative humidity 

were obtained. Air－enthalpy calorimeter was used. As the air velocity, indoor temperature 

and relative humidity increase, capacity and COP increase. PF A/C has smaller refrigerant 

weight than the fin－tube A/C. The performance of PF－2 A/C with the squarer fin was 

more excellent than that of PF－1 A/C with the triangler f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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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론

공조기의 효율을 향상을 해서는 시스템 요소

부품의 고성능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열교

환기는 시스템의 크기  성능에 크게 향을 미

치는 핵심 구성요소로, 공조용 열교환기에는 핀-

 열교환기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핀-  열교

환기는 냉매가 흐르는 원형의 구리 과 공기측의 

알루미늄핀이 기계 인 확 에 의해 합되어 제

작된다. 이 경우 열 항은 구리 의 도 항을 

무시하면 공기측, 냉매측, 그리고 열 항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공기측의 열 항이 상

으로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그 

동안 공기측의 열 달성능을 향상시키기 해 

형핀, 루버핀, 슬릿핀의 우수하고 다양한 핀 형상

이 개발되었으며, 냉매측도 마이크로핀, 그로 핀

의 가공기술 목과 직경의 소구경화가 이루어

지는 등 열교환기의 체성능을 향상시키기 한 

연구가 상당히 진 되어 더 이상의 목할 만한 

성능향상은 기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자동차 응축기로 사용되는 평행류(Parallel 

flow; PF) 열교환기는 내측의 수력직경이 작고 

공기측의 열유동 특성이 기존의 핀-  열교환기

보다 우수할 뿐 아니라, 핀과 평 을 이징

하기 때문에 열 항을 무시할 수 있다. 한 

열교환기가 알루미늄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열교

환기 량도 크게 일 수 있고, 재활용 측면도 

우수하여 친환경의 소형 고성능 열교환기 개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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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calorimeter used 

in the present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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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 diagram of outdoor/indoor 

unit of A/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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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chematic diagram of PF-1, PF-2 

heat exchanger.

PF 열교환기의 공조기 용에 한 연구는 최

근에 수행되기 시작하 으며(1~3), 일반 으로 PF 

열교환기를 기존 핀-  열교환기 신 공조용 응

축기로 사용할 경우에 약 30% 체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용 공조기의 응축기

로 리 용되고 있는 핀-  열교환기와 최근 

용되고 있는 알루미늄 PF 열교환기를 용한 

공조기의 성능을 상  평가하고자 하 으며, 특

히 실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공조기의 성능특성을 

비교하 다. 이를 해 동일 면면 의 핀-  

열교환기, 그리고 삼각형  사각형 형태의 2종

의 PF 열교환기의 형상에 따른 3종의 공조기 성

능을 측정하 다.

2. 실험장비  방법

2.1 실험장치

본 실험연구는 핀-   2종류의 PF 열교환기

를 가정용 공조기의 실외 열교환기에 용한 후

에, 실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공조기의 성능을 비

교하기 해 온습도조 이 가능한 칼로리미터를 

사용하 다(Fig 1). 공조기의 성능은 풍량측정장

치에 의해 실내기 입구측 공기온도, 토출부 풍량

과 온도를 측정한 다음에 KS C 9306에 규정된 

방법으로 산출하 다.
(5)
 칼로리미터의 건/습구온

도는 설정값의 허용범 (±0.2℃) 내에서 유지되도

록 제어되었다.

본 연구를 해 8kW  정격 냉방능력의 공조

기(정속형 압축기)를 구성하 다(Fig. 2). 실외기

에 용된 열교환기 면면 은 동일하며 PF 열

교환기 체 은 핀-  열교환기에 비해 약 35% 

정도 다. Fig. 3은 PF 열교환기의 핀과 평  

형상을 Table 1은 본 연구에 사용된 열교환기의 

사양을 보여 다.

2.2 실험방법

3종 열교환기는 공조기의 실외 응축 열교환기

로 사용되었으며, 성능비교 실험은 Table 2에 기

술된 냉방표  온도조건 하에서 실내기 토출풍

속, 실내외 온도, 실내외 상 습도를 변화하면서 

수행되었다. 시스템 압력을 측정하기 해 압축

기의 입출구측에 오차범  ±1% 이내의 압력계

를, 과열도 조정을 해 수동팽창밸 를, 응축기

와 증발기의 각 패스와 입출구부 그리고 압축기

와 수동팽창밸 의 입출구부에 열 를 부착하

다. 시스템의 과열도는 수동팽창밸 의 개도조

을 통해 제어하 고, 시스템 과열도가 4℃일 

때 데이터를 수집하 다. 시스템의 정 냉매량

을 확인하기 해 냉매량을 50g씩 증량하면서 능

력과 COP 변화를 확인하 고, 공조기의 정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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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PF-1 PF-2

Fin type slit louver

Fin shape plate triangular square

HX Size 805*75 (W*H) mm

Fin pitch 1.25 mm 2.35 mm

Fin width 25 mm 16 mm

Tube size ∅7 mm 16 × 1.8 mm

Tube pitch 21 mm 7.4 mm

Row 2 1

Table 1  Specification of heat exchanger

 Room
 temperature (℃)

Indoor  27(DB)/19.5(WB)

Outdoor  35(DB)/24(WB)

 Velocity (m/s)   0.55, 0.75, 0.95 

 Temperature (℃)
Indoor  21, 24, 27, 32

Outdoor  21, 29, 35, 43

 Relative 

 humidity (%)

Indoor  40, 50, 60, 70

Outdoor  30, 40, 50, 60

Table 2  Experimental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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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apacities and COPs of fin-tube, PF-1, 

and PF-2 A/C at outlet air velo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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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apacities and COPs of fin-tube, PF-1, 

and PF-2 A/C at indoor temperatures. 

매량은 핀- 의 경우에 1,700g, PF-1과 PF-2의 

경우에 1,450g과 1,350g이었다. 이로부터 PF형 공

조기는 핀-  공조기 비 14.7% (PF-1)와 20% 

(PF-2) 냉매량 감소를 확인하 다. 

3. 실험결과  고찰

Fig. 4는 실내기 토출공기의 유속변화에 따른 

능력과 COP로, 유속이 증가할수록 능력은 핀-  

16.2%, PF-1 19.3%, PF-2 17.9%로 거의 선형

으로 증가하 다. 이는 토출공기 속도가 증가함

에 따라 류 열 달 향이 증가하여 증발 열교

환기를 흐르는 냉매와 실내공기와의 열 달이 활

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유속이 증가할수록 

소비 력도 증가하 으며, PF 열교환기 경우보다 

핀-  열교환기에서 약 7～9% 높았다. 열 달 

향상에 따른 과열도 증가로 압축기 출구온도 증

가와 체 효율 하로 소비 력은 커지게 된다. 

COP는 핀-  11.6%, PF-1과 PF-2는 10.2%와 

7.6% 증가하 다. 실험결과, PF 공조기가 핀-  

공조기보다 열 달 성능면에서 더 유리하며, 사

각형 핀이 용된 PF가 삼각형 핀보다 우수한 

성능을 제공함을 알 수 있었다. 핀－  열교환기

를 용한 공조기에 비해 PF-1과 PF-2 시스템

의 응축압력은 뚜렷히 감소하 으며, 증발온도의 

변화는 미미하 다. 응축압력은 핀－  열교환기 

용 공조기에 비해 각각 6.8%와 7.5% 정도 감

소하 다. 공조기의 응축압력 감소로 시스템 압

력차가 어들어 소비 력이 감소하여 에 지효

율은 향상되게 된다.

Fig. 5는 실내 온도변화에 따른 능력과 COP로, 

온도가 높아질수록 능력은 핀-  37.9%, PF-1 

35.2%, PF-2 33.5% 증가를 COP는 핀-  33.8%, 

PF-1 31.9%, PF-2 30.8% 증가하 다. 이는 실내

온도 변화로 냉매 증발온도와 유입공기의 온도차

가 증가하여 열 달능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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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apacities and COPs of fin-tube, PF-1, 

and PF-2 A/C at outdoor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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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apacities and COPs of fin-tube, PF-1, 

and PF-2 A/C at indoor R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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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apacities and COPs of fin-tube, PF-1, 

and PF-2 A/C at outdoor RHs.

소비 력도 거의 선형증가를 하 으나 온도가 증

가할수록 능력 증가율에 비해 소비 력 증가율이 

다소 크게 나타나 COP의 증가율 차츰 둔화하

다.  

Fig. 6은 실외 온도변화에 따른 능력과 COP로, 

온도가 높아질수록 능력은 핀-  13.4%, PF-1 

13.6%, PF-2 13.5% 감소를 COP는 핀-  36.4%, 

PF-1 40.1%, PF-2 38.8% 감소하 다. 이는 실외

온도 변화로 실외기의 응축온도와 유입공기의 온

도차가 어들어 열 달 능력이 감소되었기 때문

이다. 실내 온도변화 결과와는 달리 소비 력은 

크게 감소하여 실외온도가 증가할수록 능력 증가

율에 비해 소비 력 증가율이 크게 나타나 COP

가 격히 감소하 다. 

Fig. 5와 6으로부터 공조기의 능력과 COP는 

PF-1보다 PF-2를 용한 시스템이 더 우수함을 

알 수 있다. PF가 핀- 보다 열 달량이 우수한 

것은 PF 열교환기의 이 미세채 로 구성되어 

있어 원형 으로 되어 있는 핀-  열교환기보다 

열 달 계수가 높고 단 체 당 핀 면 이 크기

때문이다. 한 PF-1의 핀은 삼각형으로 과 핀

이 선 을 하지만, PF-2 핀은 사각형으로 과 

핀이 면 을 이루고 있어, 상 으로 열 항

이 어들어 시스템의 능력에 향을  것으로 

단된다.  

Fig. 7은 실내 상 습도 변화에 따른 능력과 

COP로, 실내 상 습도가 높아짐에 따라 능력은 

핀-  20.6%, PF-1 16.2%, PF-2 15.3% 그리고 

COP는 핀-  17.9%, PF-1 12.8%, PF-2 14.1% 

증가하 다. 증발 열교환기의 핀표면 온도가 유

입공기의 이슬 온도 이하가 되면 공기의 수분이 

응축되어 핀표면에 얇은 액막을 형성하여 습표면 

상태가 된다. 표면에 맺힌 응축수량은 습도량에 

따라 달라지며 열교환기의 잠열교환 효율에 향

을 주게 된다. 상 습도가 증가함에 따라 열교환

기의 잠열교환 효율이 증가하여 냉방능력은 증가

하 다. 습도가 실내 열교환기 성능에 향을 미

침을 알 수 있으나, 열교환기 표면의 응축 상을 

가시화하지 못하 다. 

Fig. 8은 실외 상 습도 변화에 따른 능력과 

COP로, 상 습도 증가에 따른 능력과 COP는 

±1% 미만의 미비한 변화로 실외 상 습도 변화

는 공조기 성능에 큰 향을 미치지 않았다. 실

외기에 설치된 열교환기의 표면은 건표면 상태에

서 열교환됨에 따라 실외습도 조건 변화 따른 

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1271 -

4. 결 론

본 실험에서는 핀- , PF 열교환기를 공조기의 

실외 열교환기로 용하여 실내기의 토출공기 유

속, 실내외 온도와 상 습도를 변화하면서 공조

기의 성능을 비교하기 하여 능력과 COP를 평

가하여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1) 동일 면면 으로 가진 핀- , PF 열교환기 

용 공조기의 정 냉매량은 PF 열교환기가 핀

-  열교환기보다 약 15～20% 정도 었다.  

(2) 실내기 토출공기의 유속변화에 따른 능력과 

COP로, 유속이 증가할수록 능력은 거의 선형

으로 증가하 다. PF 공조기가 핀-  공조기보다 

열 달 성능면에서 더 유리하며, 사각형 핀이 

용된 PF가 삼각형 핀보다 우수한 성능을 제공하

다.

(3) 공조기의 능력과 COP는 실내온도가 높아질

수록 능력과 COP는 증가하 고, 실외온도가 높

아질수록 능력과 COP는 감소하 다. 한 실내 

상 습도가 높아짐에 따라 능력과 COP는 증가하

나, 실외 상 습도 증가에 따른 능력과 COP의 

변화는 미비하 다. 

후     기

본 연구는 소기업청 산학 력실사업의 지원

에 의해 수행된 연구의 일부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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