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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effect of operating conditions of fan-coil unit with an oval tube type heat exchanger

on its non-dimensional performance coefficient has been investigated. Pressure drops and heat transfer

rates were measured under heating condition for various water flow rates, inlet temperatures and wind

speeds. As a non-dimensional performance coefficient, Colburn j-factor was evaluated. The results show

that the most sensitive parameter on heat flux is the inlet temperature, which affects the heat flux 4.7

and 7.2 times more than the wind speed and water flow rate, respectively. On the other hand, the

Colburn j-factor as a non-dimensionalized index decreases with the wind speed, and has an maximum

when the wind speed is about 1 m/s. the Colburn j-factor increases slowly with the water flow rate

and inlet temperature but at a certain range of inlet temperature, the opposite phenomenon is found.

Key words: Fan coil unit (팬코일 유닛), Oval tube (타원관), Heat exchanger (열교환기), Performance

coefficient (성능 계수), Colburn j-factor (콜번 j 지수)

기호 설명

Cp : 정압비열 [kJ/kgK]

d : 수력직경 [m]

fw : 관마찰계수

ha : 공기측 열전달계수 [W/m2K]

hw : 물측 열전달계수 [W/m2K]

j : Colburn j factor

k : 열전도계수 [W/m2K]

: 질량유량 [kg/s]

Nuw : Nusselt 수

Pr : Prandtl 수

Q : 열전달량 [kW]

Re : Reynolds 수

T : 온도 [℃] 

U : 총괄열전달계수 [W/m2K]

Va : 공기풍속 [m/s]

η : 핀효율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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ρ  : 밀도 [kg/m3]

1. 서 론

팬코일 유닛은 냉온수를 열매유로 하여 업무용 빌

딩의 냉난방에 주로 사용된다. 팬코일 유닛은 물을

열원으로 열교환기를 통해 팬으로 공급되는 실내

공기와 열교환을 한다. 열교환기는 핀-관(fin-tube)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팬코일 유닛의 운전 조건

은 공급되는 물의 유량과 온도, 그리고 팬의 풍속이

주된 변수이다. 이에 따라 수측 관의 압력강하, 공기

측 압력강하, 열교환기를 통한 열전달량 등이 달라

지기 때문에 최적 효율의 팬코일 유닛 운전 조건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팬코일 유닛에서 열교환기가 핵심부품이며, 핀-관

열교환기는 관의 모양과 재질, 핀의 형태, 관 회로변

경 등 다양한 변수들로 설계될 수 있다. 열교환기의

최적설계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핀-관 열교환기의 고효율화에 관한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 왔다. Brauer[1]는 타원관과 원형관의 열

전달 특성 비교를 통해 타원관이 15%의 열전달 향

상과 25% 정도의 압력손실 감소를 가져온다고 하였

다. 이후로도 핀-타원관에 대한 기본적인 열전달 및

핀 내부 유동 특성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었

으며, Shin et al. [2]은 핀-타원관 열교환기의 평판

핀에 델타윙(delta wing) 형태의 와류 발생기를 부착

하여 열전달을 촉진시키는 실험적 연구 결과를 제

시하였다. 수치해석적 방법으로 Kim et al.[3]과 Yoo

& Yoon[4]은 핀-타원관 열교환기는 공기측 압력강

하가 감소하며, 타원관의 형상비(aspect ratio) 및 세

로피치가 작을수록 열전달률이 향상된다고 하였다.

Ilbrahim & Gomaa[5]는 수치해석을 통하여 다수의

타원관 배열에 대해 대항류의 입사각에 따른 대류

열전달 특성을 고찰하였고, Choi et al.[6]은 분할된

핀-타원관 열교환기의 유동 및 열전달 시뮬레이션

을 수행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핀-타원관 열교환기를 적용함에

있어 열교환기 내부의 국소 유동 및 열전달 계수를

파악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었다. 열교환기를 포함한

전체 시스템에 대한 연구로는 Yun & Lee[7]가 가정

용 에어컨에 사용되는 핀-타원관 열교환기를 기존

의 원형관과 비교함으로써 동일한 전열면적에서 열

전달과 공기측 압력강하 성능이 훨씬 우수하다는

것을 보였다. 또한, 열풍 건조기에 들어가는 대구경

핀-타원관 열교환기에 대해 Lee et al.[8]과 Bae et

al.[9]은 공기측 유량, 타원관 직경, 관에 흐르는 작

동유체(에틸렌글리콜, 오일)의 유량에 따른 열교환

기 성능 특성을 실험 및 수치해석적 방법으로 연구

하였다.

한편, 온수 또는 냉수를 작동유체로 사용하는 팬

코일 유닛에 핀-타원관 열교환기를 적용한 사례는

본 연구의 이전 연구[10]에서 처음 고찰되었으며,

기존의 핀-원형관 열교환기를 채택한 팬코일 유닛

과 열전달 성능을 실험적으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동일 조건에서 핀-타원관 열교환기를 적용한 팬코

일 유닛의 성능이 난방의 경우 40-60%, 냉방의 경우

Fig. 1. Experimental setup to measure the performance of a fan coil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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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8% 향상됨을 보였다. 또한, 후속 연구[11]로 핀

-타원관 열교환기를 적용한 팬코일 유닛에 대해 최

적 팬모터 풍속 조건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러나 팬

코일 유닛의 최적 효율 운전 조건을 찾기 위해서는

풍속, 냉난방수의 유량, 온도 등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다. 이를 위해서는 운전 조건에 따른 최적 효율점

을 규정할 수 있는 무차원화된 성능지표가 필요하

다. Kim[12]는 사인 웨이브(sine wave) 핀과 타원관

으로 구성된 핀-타원관 열교환기에 대해 핀 피치(fin

pitch)와 열 수에 따른 공기측 습표면 성능을 측정하

고, 무차원 성능지표로 Colburn j-factor 값을 제시하

였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핀-타원관 열교환기 형

상 자체의 설계 최적화보다는 주어진 열교환기를

팬코일 유닛에 적용하였을 때, 전체 시스템의 최적

효율 운전 조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핀-타원관 열교환기를 적

용한 팬코일 유닛의 무차원 성능계수로 Colburn j-

factor를 채택하고, 팬코일 유닛의 운전 조건이 그 성

능계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팬

코일 유닛을 난방운전 모드로 작동하고, 난방수의

온도와 유량 조건, 그리고 공기 풍속 조건을 변화시

키면서 그에 따른 열전달량을 측정하고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Colburn j-factor 값을 구하고, 각 운

전 변수가 Colburn j-factor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고자 한다.

2. 실험장치 및 방법

2.1 실험장치 및 실험조건

성능시험을 위한 실험 장치는 Fig. 1과 같고, 본

연구의 이전 연구[11]에서 사용한 실험 장치를 이용

하였다. 자세한 실험 데이터의 획득 방법은 이전 연

구를 참고하기 바라며, 간략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실험 장치는 순환수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수 공급장치(chiller/heater), 유량

을 측정하는 터빈유량계(turbine flowmeter)와 유량

조절을 위한 바이패스 밸브(bypass valve), 유체의

압력과 온도를 측정하는 압력센서(pressure sensor)

와 열전대(thermocouple), 풍속측정을 위한 공기 덕

트(air duct)와 열선유속계(hot-wire anemometer)로

구성되어 있다. 충분한 유량과 온수 온도를 갖기 위

해 3마력의 펌프와 4 kW의 난방능력을 갖춘 냉온수

공급장치를 사용했다. 유량계 상류에 200 mm 길이

의 직선 관로를 두어 유량의 급변을 최소화하였다.

Table 1에 본 연구에 사용된 핀-타원관 열교환기에

대한 상세 제원을 나타내었고, Fig. 2는 팬코일 유닛

에 적용된 핀-타원관 열교환기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공기는 열교환기 깊이 방향으로 흐르도록 가

이드 베인(guide vain)이 상류에 설치되었고, 공기

흐름 방향과 타원관의 장축 방향이 일치하도록 하

였다.

Table 2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험 조건이다. 수

측 유량은 바이패스 밸브(bypass valve)를 통해 6, 8,

10, 12, 14 lpm으로 제어하였다. 수측 온도는 항온수

공급장치(chiller/heater)를 통해 50, 60, 70, 80℃로

제어하였다. 또한 풍량은 전압조절기(slidacs)를 통

Fig. 2. Photo of the oval tube type heat exchanger applied

to the fan coil unit.

Table 1. Geometrical parameters of the oval tube type heat

exchanger

Items Values

Aspect ratio (AR) 1.53

Tube diameter (mm) 12×7.8

Width of heat exchanger (mm) 500

Fin thickness (mm) 0.07

Fin height (mm) 17.27

Fin pitch (mm) 1.95

Transverse tube spacing (mm) 21.53

Longitudinal tube spacing (mm) 24.96

Tube numbers 18

Pass numbers 2

Table 2. Experimental conditions.

Fan motor speed (rpm) 500, 600, 700, 800, 900

Water flow rate (lpm) 6, 8, 10, 12, 14

Water temperature (℃) 50, 60, 7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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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팬코일 유닛의 팬모터 전압을 조절하여 팬의 회

전수를 500, 600, 700, 800, 900 rpm으로 제어하였다.

풍속 측정 시 높이 700 mm의 공기 덕트를 팬코일

유닛 상부에 설치하고 열선유속계를 사용하여 각

회전수에 따른 풍속을 측정하였다. 총 12개 지점의

풍속을 열선유속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열선유

속계로 측정된 12점의 풍속을 평균으로 팬코일 유

닛의 평균풍속을 계산하였다. Fig. 3은 팬의 각 회전

수에 따른 평균풍속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팬의 회

전속도가 증가할수록 토출풍속이 비선형적으로 증

가하였다.

2.2 팬코일 유닛의 성능평가 방법

팬코일 유닛의 열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본

연구에서는 물측 열량과 공기측 열량의 차이가 미

미하여 물측의 열량만을 다루었다. 물측의 열량 Q

를 구하는 식은 질량유량 과 비열 Cp, 온도차

ΔT에 의해 다음과 같다.

 (1)

팬코일 유닛 내 열교환기에서 열저항은 크게 대류

열저항, 전도열저항, 접촉열저항으로 나눌수 있다.

열교환기의 전체 열저항에 비해 전도열저항과 접촉

열저항이 충분히 작기 때문에 그 영향을 무시하였

다. 공기측 열전달계수는 다음과 같다.

 (2)

여기서, η는 핀효율이고, 하첨자 a는 공기측, w는

물측에서의 값을 나타낸다. U는 총괄열전달계수이

며, A는 전열면적이다. 이 식에서 물측 열전달계수

hw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3)

여기서 d는 수력직경이며, 누셀 수 Nuw는 Gnielinski

의 상관식[13]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4)

 (5)

여기서 fw는 관마찰계수이며, Prw는 Prandtl 수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Reynolds 수 Re의 범위는1.9 ×

104 < Re < 8.2 × 104 이므로 fw는 Blasius 방정식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6)

또한, Q = UAΔTlm로부터 를 구하였다. 여기서

ΔTlm은 대수평균온도차이다. 식 (2)의 공기측 열전

달계수를 알고, 공기 풍속 Va가 주어지면 Colburn j-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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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Wind speed according to the fan motor speed.

Fig. 4. Pressure loss of water flow according to the

Reynolds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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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으며, 무차원화된 열

교환기의 성능 지표로 사용하였다.

 (7)

3. 결과 및 고찰

Fig. 4는 난방수의 Re 수에 따른 압력강하를 나타

낸 그래프이다. Fig. 1의 실험장치에서 난방수의 유

량을 변화시켰을 때 나타나는 입출구 압력차를 측

정하고, 수력직경을 기준으로 한 Re 수에 대해 그

변화를 나타내었다. 원형관 열교환기를 적용한 경우

와 비교 분석한 결과는 이전 연구[10]를 참고하기

바라며, 본 연구는 핀-타원관 열교환기를 적용한 팬

코일 유닛에 대해 최적운전 조건을 찾기 위한 무차

원 열전달 성능지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그래프

에서 Re 수가 증가하면 배관의 압력손실이 비선형

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Fig. 5-7에서 난방수 온도, 유량 및 공기 풍속에 따

른 열전달량과 무차원 성능지표인 Colurn j-factor의

값을 비교 분석하였다. Fig. 5는 난방수 유량이 6

lpm으로 고정된 상태에서 난방수 온도와 풍속에 따

른 열전달 특성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Fig. 5(a)는 공

기 풍속에 따른 총 열전달량을 보여주고 있으며, 난

방수 온도가 동일한 상태에서 공기 풍속이 증가하

면 열전달량은 선형적으로 증가한다. Fig. 5(b)는 무

차원 성능계수인 Colburn j-factor의 값을 보여주고

있으며, 동일한 난방수 온도에서 공기 풍속에 따른

무차원 성능계수는 공기 풍속이 증가하면 낮은 풍

속에서는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는 풍속이 0.93 m/s일 때 Colburn

j-factor의 값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공급되는 난방

수 온도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면, Fig. 5(a)에서 총

열전달량은 난방수 온도 증가와 함께 확실하게 증

가한다. 그러나 Fig. 5(b)의 Colburn j-factor는 대체

로 증가하는 경향은 비슷하나 난방수 온도가 60℃

일 때의 값이 70℃일 때의 값보다 크게 나타나 역전

되는 현상도 생긴다.

Fig. 6은 공기 풍속이 1.08 m/s일 때, 난방수 온도

와 유량에 따른 열전달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Fig.

6(a)의 총 열전달량 값을 보면 동일한 난방수 온도

에서 유량이 증가할수록 열전달량이 증가하나, 공기

풍속 증가에 따른 열전달량 증가량에 비해 완만함

을 알 수 있다. 참고로 Fig. 5(a)에서 풍속에 따른 열

전달량 증가 곡선의 평균 기울기는 2.25로 풍속이 1

m/s에서 2 m/s로 2배 증가하면 총 열전달량은 2.25

kW 증가한다. 반면, Fig. 6(a)에서의 평균 기울기는

0.081로 유량이 6 lpm에서 12 lpm으로 2배 증가하

면 열전달량은 0.48 kW 증가한다. 즉, 유량에 비해

풍속 증가가 열전달량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4.7배

정도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6(b)는 Colburn

j-factor의 값을 보여주고 있으며, 난방수 유량이 증

가할수록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난방

 j = 
h
a

ρ
a
V
a
C
p a,

------------------------Pr

2

3
---

Fig. 5. Heat flux and Colburn j-factor according to the

wind speed at the water flow rate of 6 l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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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온도에 따른 Colburn j-factor의 값은 Fig. 5(b)에

서 확인하였듯이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이나 온도가

60℃와 70℃에서 역전되는 현상을 보인다.

난방수 온도에 따른 열전달량과 Colburn j-factor

의 변화를 고찰하기 위해서 Fig. 6의 조건에서 x 축

을 난방수 온도로 변환하여 그 결과를 Fig. 7에 나

타내었다. Fig. 7(a)에서 총 열전달량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난방수 온도가 증가하면 급격히 증가

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그래프에서 열전달량이 증

가하는 평균 기울기는 0.069로 난방수 온도가 50℃

에서 100℃로 2배 증가한다고 가정할 때, 열전달량

은 3.46 kW 증가한다. 이는 유량이 2배 증가할 때

보다는 약 7.2배 더 큰 증가폭이며, 풍속 증가에 따

른 영향 보다는 약 1.5배 더 큰 증가폭이다. Fig. 7(b)

는 온도에 따른 Colburn j-factor 값을 보여주고 있으

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온도에 따라 완만하게

증가하나 60℃와 70℃ 사이에서는 8 lpm 이상의 유

량에서 이 값이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특정 유

량 조건에서 난방수 온도에 따른 Colburn j-factor의

역전 현상은 본 연구의 결과로는 아직 충분히 설명

할 수 없으며, 추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

Fig. 6. Heat flux and Colburn j-factor according to the

water flow rate at the wind speed of 1.08 m/s.

Fig. 7. Heat flux and Colburn j-factor according to the

temperature at the wind speed of 1.08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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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이상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Colburn j-

factor는 난방수 온도, 유량, 풍속에 대해 열전달량과

달리 선형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다만, 전체적인 변

화의 양상을 고찰하기 위해 Fig. 5(b), 6(b), 7(b)에 제

시된 그래프를 직선으로 curve-fit 하여 평균 기울기

를 구하여 그 변화량을 비교하였다. 기준 풍속(1 m/

s), 유량(6 lpm), 온도(50℃)에서 각각의 값이 2배가

증가하면 Colburn j-factor의 변화량은 풍속에 대해

서는 –0.032(감소), 유량에 대해서는 0.011(증가), 온

도에 대해서는 0.011(증가)로 나타났다. 즉, 유량과

온도 변화에 대해서는 미세하게 증가하고, 풍속 변

화에 대해서는 유량과 온도 변화에 비해 약 3배 정

도 민감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팬코일 유닛의 운전 조건이 변하

면 Colburn j-factor의 값이 비선형적으로 변하고, 특

정 온도 영역에서는 이 값의 거동이 역전되는 현상

도 나타났다. 본 연구의 후속 연구로서 필요한 것은

팬코일 유닛에서 Colburn j-factor의 거동에 대한 실

험식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한 가지의 타원

관 열교환기에 대해서만 고찰되었기 때문에 의미있

는 실험식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원의 열교환

기를 적용했을 경우에 대한 데이터의 축적이 필요

하다. 이를 통해 각각의 운전 변수에 따른 Colburn

j-factor의 실험식을 만든다면 실제 산업현장에서 팬

코일 유닛을 설계하는 엔지니어에게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타원관 열교환기를 채택한 팬코일

유닛의 성능평가 및 최적 운전 조건을 고찰하기 위

해 난방운전 조건에서 공기 풍속과 난방수 온도 및

유량의 변화에 따른 열전달량과 무차원 성능계수로

Colburn j-factor의 값을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팬코일 유닛의 열전달량은 풍속, 난방수

유량, 온도가 증가할수록 모두 선형적으로 증가한다.

열전달량의 평균적인 변화는 난방수 온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다음으로 풍속이 크게 영향

을 주고 난방수 유량의 영향은 미약하다. 유량이 2

배 증가할 때 증가하는 열전달량에 비해 풍속과 난

방수 온도가 2배 증가하면 열전달량은 각각 4.7배,

7.2배 증가한다.

무차원 지표로서 Colburn j-factor는 풍속이 증가

할수록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본 연

구에서 사용한 팬코일 유닛의 경우 풍속이 약 1 m/

s일 때 최대로 나타났다. 반면에 난방수 유량에 대

해서 Colburn j-factor는 선형적이고 완만한 증가를

보이고, 난방수 온도에 대해서는 대체로 증가하나

특정 조건에서는 온도가 증가할 때 오히려 감소하

는 역전 현상이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Colburn j-

factor의 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풍속이

며, 난방수 온도와 유량은 풍속에 비해 그 영향이 1/

3 정도로 적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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