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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sent study was investigated the local heat transfer characteristics and 

temperature distribution on the louver fin by using the expansion model. Heat transfer rate, 

frost mass and temperature distribution of the louver fin under frosting condition were 

experimentally investigated. Local heat transfer rate and heat flux on the louver were 

analyzed by the conduction heat transfer between top and lower part of the louver. The 

experimental key parameter was brine inlet temperature(-5, -10, -15℃). The heat transfer 

performance and frost mass at brine temperature of -15℃ were increased by maximum 3 

time than the brine temperature of -5℃. At all experimental case, local heat transfer rate and 

heat flux of the louver were almost symmetry at the louver number of 6. Especially, local 

heat transfer rate and heat flux were maximum increased on the louver number of 4 and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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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ut : 입/출구

1. 서 론

최근 주거 환경의 개선에 따른 에 지 소비 증

가로 인해 지구온난화에 책에 한 심이 높

아지고 있으며, 국제 으로 에 지 감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에 지 소비 감

의 방안으로 주거/사무 공간의 냉/난방을 겸용할 

수 있는 히트펌 형 시스템 에어컨의 성능향상과 

시스템 성능향상에 큰 향을 주는 주요 요소인 

열교환기와 용 휜에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

어지고 있다(1).

하지만, 히트펌 의 경우 겨울철 실외 열교환

기의 표면 착상 상에 의한 성능 하가 주요 문

제로 두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한 히트펌  성

능향상에 한 다양한 연구가 국내/외에서 진행

되고 있다(2).

특히, 기존 연구들에서 루버휜의 경우 일반 평

휜에 비해 열 달 성능이 매우 우수하며, 시스

템 콤펙트화에 유리한 장 들이 확인되었으나, 

휜 표면 착상에 의한 열 항 증가와 열교환 성능

하의 단 이 두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한 

착상 메커니즘  휜 형상 특성에 한 연구로서 

Xia et al(3)은 루버형 휜을 가진 편평  마이크로

채 형 열교환기에서 착상, 제상, 재착상에 의한 

열교환 특성을 실험 으로 찰하고, 실험에 근

거한 서리층 두께 측식을 제시하 으며, Yan 

et al(4)은 평 휜과 다양한 휜 형 열교환기의 휜 

피치, 열수, 냉매온도, 공기유량, 습도 변화에 따

른 열 달/압력변화특성을 실험 으로 찰한 바 

있다. 착상량과 공기유속에 한 기 연구로서 

Kondepudi et al(5)은 공기 유속 증가에 따라 착상

량도 함께 증가되는 결과를 제시한 반면, Yan et 

al(4)은 공기유속이 감소할수록 착상량이 증가되는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기도 하 으며, Koyama et 

al(6)은 평 형 확  휜군을 이용해 공기온도, 공기

유속, 냉각부 온도에 따른 각 평 휜의 국부열 달 

 착상두께에 한 실험  결과를 제시하 다. 

앞서 수행된 연구(7) 결과에서 보듯이 루버휜의 

경우, 평 휜에 비해 휜 표면 착상 상이 크게 발

생되고, 휜 앙에 빠르게 착상이 발생됨에 따라 

공기 유로가 폐쇄되어 열 달 성능이 크게 하되

는 단 이 확인되었으나, 이를 개선하기 한 루

버휜의 국부 열 달특성에 한 연구는 아직 부족

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루버휜 열교환기의 표면 

착상 특성  루버에 의한 국부열 달 특성변화를 

검토하기 해 실용 모델을 5배로 확 한 루버휜 

확 모델을 제작, 라인 유입 온도(-5℃, -10℃, 

-15℃)에 따른 각 루버의 온도 분포를 측정하고, 

분석 모델을 통해 국부열 달 특성을 측/고찰하

다.

2. 실험장치  결과처리

2.1 실험장치  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존 수행연구(7)와 동일한 실험

장치를 용해 냉각부 라인 조건  공기측 유

속 조건에 따른 루버휜의 국부 열 달 특성변화

를 측정하 으며, 루버휜 확  모델은 기존 수행

연구에서 용된 루버휜을 5배 확 한 모델이다. 

Fig. 1과 Fig. 2는 시험모듈  루버휜 확 모

델을 나타낸다. 

Fig. 1은  확대 모델 시험 모듈의 사진으로서 확

대 루버휜은 총 10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시험부 상

/하단 내측에 삼각형 덕트를 설치함으로서 입구측 

흡입 공기의 유입각도가 휜 각도와 동일하도록 조

절하였다. 이는 휜 각도와 동일 각도로 공기를 유입

해 입구측에서 발생되는 공기의 난류 활성화를 최

소화 하고 루버휜과 흡입공기의 평행 유동을 유도

해 루버휜과 공기간 열전달 성능을 국부적으로 보

다 세밀하게 측정하기 위함이다. 확대 모델 시험부

는 실험용 덕트 내부에 설치되며, 실험 종료 후 시

험부에 발생된 착상량 측정이 용이하도록 덕트 구

조물과 착탈이 가능한 분리형으로 구성하였다. 

Fig. 1  Test module of the expans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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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 of the expansion lou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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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chematic view of the test section. 

확  루버휜 내 국부 열 달량  온도 분포를 

측정하기 해 시험부 심에 치한 6번 휜의 

각 루버에 Fig. 2와 같이 세 곳씩 총 33개의 K- 

type 소선 열 (직경 0.076mm)를 설치하 다.

Fig. 3은 확대모델 시험부의 설치 구성을 나타낸 

것으로, 공기측의 압력강하를 측정하기 위해 시험

부 전후 하단에 압력탭(직경 0.5mm)을 설치하였고, 

Toyo컨트롤사의 차압계(모델 TC-3300D, 측정범

위 0-300 mmAq)를 사용하여 압력 강하를 측정하

였다. 입구 공기의 건습구온도/상 습도는 T형 시

스열 (±0.1℃)와 습도계(±0.2%RH)로 측정하

다. 착상량은 자 울(측정단  0.001 g)을 사용

해, 실험 /후 시험부 량을 측정해 계산하 다.

Table 1은 각 실험조건 및 주요변수를 나타내

며, 공기유속은 기존 수행연구(7)의 결과를 참고하

여 1.3 m/s로 고정하였다.

2.2 실험결과의 처리

Fig.4는 휜의 계산 모델을 나타낸다. 휜 표면 온

도 측에서 일반 으로 많이 용되는 식(1)에  

Condition &
Parameter

Range

Coolant 
(Brine 
55wt%)

Temperature [℃] -5.0, -10.0, -15.0

Flow rate [m
3
/h] 0.065 ～ 0.068

Air

DB / WB [℃]
(Relative humidity(%))

2.0 / 1.0 (83.8)

Flow velocity [m/s] 1.3

System Running time [min] 50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s & parameters

각 루버휜의 측정값을 입해 온도분포를 측하

으며, 전체 루버휜 길이(L)에 대한 임의지점(x)의 

길이비(x/L)에 따른 휜 표면 온도는 식 (2)와 같다.

  
                 (1)

  
    

  
 

          (2)

식(2)에서  
 ,  

 ,  
 ,   로 각

각 치환하면 온도식은 식 (3)과 같이 표현되며, 각 

항의 계수 a, b, c는 루버휜의 실험 계측치를 대입

해 유도하였다. 

    

 

          (3)

각 루버에서 식(3)을 대입한 x방향 전도 열전달

량(Qw,x) 및 y방향 열유속(qw,y)의 예측식은 식

(4),(5)와 같다.

     

  


       (4)

  





   


      (5)

여기서, Tw 는 휜 표면 온도, kw 는 휜 열전도계

수, Af 는 휜 전단면적, Pf 는 휜 외부 길이, x 는 휜 

베이스와 임의 지점간의 거리, L 은 전체 휜 길이

를 각각 나타내며, Af 와 Pf 는 Fig. 4와 같이 

휜 폭(W)과 휜 두께(t)를 이용해 구할 수 있다.    

열교환을 통한 냉각체 라인과 공기의 총열

달률( )은 식(6)과 같이 열교환기 입/출구 온도차

를 이용한 라인의 열량으로 나타낼 수 있다.

Fig. 4  Schematic of the rectangular f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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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Frost distribution of the inlet side by change of the brine temperature.

                    (6)

라인의 총열 달률( )의 오차해석은 식(7)과 

같으며, 총열 달률( )의 오차는 ±3.1～±5.4% 범

다.









  






 
  




  




  



 (7)

3. 실험결과  고찰

3.1 라인 온도조건에 따른 착상특성

Fig. 5는 각 실험 종료후 분리한 시험부의 입구

측 루버휜과 휜 베이스 동관 부분의 착상 현상을 비

교한 것으로, 입구측 브라인 온도가 낮아질수록 루

버휜 전체에 발생된 착상 현상도 크게 증가됨을 관

찰하였다. 

특히, 브라인 온도 -5℃의 경우는 휜 베이스 동

관 및 각 루버휜 하단부 일부를 제외한 휜 전체 온

도가 0℃이상으로 형성되어 각 루버에서 착상현상

이 거의 나타나지 않은데 반해, 상대적으로 브라인 

온도가 낮은 -10, -15℃의 경우는 Fig.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휜 하단부와 동관 부분에서 고르게 착상

이 발생되었다. 각 루버 상단부는 휜 베이스 동관과

의 거리가 멀고 공기 유동이 활발하여 열교환이 원

활히 발생되므로 루버휜 표면 온도가 높게 형성되

어 착상이 거의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입구측 휜 베이스 동관부는 공기 유동과 직

교 방향을 이루며 공기 유동에 저항체로 작용하고, 

일시적인 공기 유동 정체가 발생됨으로서  동관 표

면에 착상이 크게 발생된 것으로 사료된다. 

3.2 루버의 온도분포 특성  착상량 변화

Table 2는 각 브라인 입구 온도 조건에서의 실험

결과를 나타낸다. 브라인 입구 온도가 낮을수록 휜 

베이스 온도, 열전달량, 착상량이 증가되었으나, 변

화폭은 크게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루버

휜 표면과 공기측의 온도차에 따른 전체 열전달 특

성 변화로 사료된다.

Brine temp.(℃) -5 -10 -15

Heat transfer rate(W) 17.71 19.87 23.44

Frost mass(g) 1.94 3.67 4.71

Max. pressure drop(Pa) 11.71 15.41 17.41

Fine base wall temp.(℃) -1.41 -4.56 -7.01

Table 2  Experimental result by Tb

Fig. 6  Temperature distribution on the 

               louver with the brine temperature.

Fig. 6은 라인 입구온도에 따른 각 루버의 

상/ /하단부 온도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브라인  

온도가 높아질수록 각 지점의 온도차는 최대 4℃이

상으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동관과 근접한 4 

~8번 루버에서 큰 온도차가 나타났다. 각 루버의 

온도 분포는 중앙의 6번 루버를 중심으로 좌우 대

칭 형태를 보였으며, 모든 브라인 온도 조건에서 유

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브라인 입구 온도가 가장 높은 -5℃의 경우는 휜 

베이스 동관에 근접된 4~8번 루버 하단부 일부를 

제외한 각 루버 온도가 거의 0℃이상으로 형성되었

으며, 브라인 온도조건에 따른 열전달 특성 및 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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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Heat transfer rate and frost mass 

          with the brine inlet temperature.

량 변화는 Fig. 7과 같다. 브라인 입구 온도가 높아

질수록 루버 표면과 공기측 온도차가 감소되어 전

체 열전달량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한 공기측의 상변화 열전달도 함께 감소되어 루

버 표면 착상량이 크게 감소된 것으로 사료된다. 

상기 기술한 브라인 입구온도에 따른 루버휜 온

도 분포 및 공기측과 루버휜 표면 온도차 등의 원인

으로 -5℃ 조건에서 착상량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브라인 입구 온도가 -15℃에서 -5℃로 높아질수

록 루버휜과 공기측 온도차 감소로 인해 전체 열전

달량은 각각 3.57 W(15.2%), 2.16 W(10.9%)로 

크게 감소되었으나, 감소율은 조금씩 둔화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착상량의 경우, 브라인 입구 온도가 증

가될수록 감소량은 각각 1.04 g, 1.73 g 정도로 오

히려 급격히 증가되었는데 이는 브라인 온도 상승

에 따라 루버 형성 온도도 함께 높아지고 공기측과

의 온도차 감소로 인해 열전달 성능이 급격히 저하

되므로 휜 표면 온도가 높게 형성되어 착상 여건이 

충족되지 못한 원인으로 판단된다. 특히, -5℃의 

경우 Fig. 6에서 보는바와 루버 표면 온도가 대부

분 0℃ 이상으로 형성되어 착상 현상이 현저히 낮

게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Fig. 5의 입구측 

착상 사진에서도 일부 확인할 수 있다.

3.3 루버휜의 열 달 특성

Fig. 8은 브라인 온도 조건에서 따른 루버 중심

방향 (x방향)에 대한 각 루버의 열전달량을 나타낸

다. 4, 8번 루버에서 열전달량은 최대로 증가하고, 

중앙인 6번 루버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 형태를 이 

루며, 모든 브라인 온도조건에서 유사한 경향을 보

였다. Fig. 6의 각 루버 표면 온도 분포에서 보듯이 

브라인 입구온도 -5℃의 경우 낮은 브라인 온도로 

Fig. 8  x-directional heat transfer rate 

       with the brine inlet temperature.  

인해 냉각부인 휜 베이스 동관을 비롯해 각 루버가 

높은 온도를 형성하며, 각 루버는 휜 하단부의 일부

분(3~9번휜)을 제외한 모든 지점의 온도가 0℃이

상으로 형성되므로 휜 표면의 착상 발생 가능성이 

낮아지므로 착상층에 의한 열저항 증가와 이에 따

른 열전달 성능 저하의 영향은 감소되지만, 공기측/

휜 표면 온도차는 오히려 감소되므로 Fig. 8과 Fig. 

9와 같이 전체 열전달량 및 열유속도 함께 감소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0℃이하로 예측된 부분(3-9번휜 하단부) 

역시 최대 -1℃정도이며, 각 루버휜 상/하단부 온

도차도 2℃정도로 작게 형성되므로 전체적인 열전

달 성능은 감소되었고, -10℃, -15℃조건과 비교

해도 약 1/3정도로 열전달량이 낮게 예측되었다.

Fig. 9에서 보듯이 휜 표면 수직방향(y방향) 열

유속 분포인 입구측 4, 5번 루버는 냉각부인 휜 베

이스 동관 상부에 위치하고, 긴 루버 길이로 인해공

기측 열전달 면적이 크므로 전체 열유속도 높게 나

타났으며, 출구측 후단부 7, 8, 9번 루버의 경우 공

기측 온도가 낮아짐으로 공기/휜 표면 온도차가 감

소되어 열유속도 감소된 것으로 사료된다. -15℃ 

Fig. 9  y-directional heat flux  with the brine

       inlet temperature. 



조건은 낮은 브라인 온도로 인해 냉각체인 휜 베이

스 동관 부분 및 각 루버 표면 온도분포(상/중/하단

부)가 Fig. 6과 같이 대부분 0℃이하로 형성되었고, 

특히 휜 베이스 부분과 가까운 루버 하단부의 경우, 

최대 -5℃정도로 루버 상/하단부 온도차가 비교적 

크게 발생되어 열전달 특성이 크게 나타났으며 -

5℃ 경우와 비교해 최대 3배 이상 열전달량, 열유

속이 크게 예측되었다. 

또한, 입구측 루버의 경우, 시간이 경과할수록 휜 

표면에 착상량이 증가되므로, 이에 따른 열저항이 

증가되고 공기와의 대류 열전달 영향보다 휜 베이

스로부터의 전도열전달 영향이 증가되어 루버휜 상

/하단부 온도차는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입구측에 

비해 상대적으로 착상량이 적게 발생되는 출구측에

서 공기 측 대류 열전달 영향이 더 크게 발생되고, 

열전달 특성도 Fig. 8와 Fig. 9와 같이 입구측에 비

해 출구측(7, 8, 9번 루버)에서 더 높게 나타난 것

으로 사료된다. 

 

4. 결론

본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냉각체인 라인 온도가 낮을수록 각 루버의 

온도 분포는 낮게 형성되었으며, 모든 실험조

건에서 동관과 근접한 4~8번 루버에서 낮은 

온도 분포를 보였고, 앙 6번 루버를 심으

로 좌우 칭형의 온도분포가 나타났다. 

(2) 라인 온도가 증가될수록 체 열 달량, 착

상량은 차 감소되었으며, 공기와 휜의 온도

차 감소에 따른 열/물질 달 성능 하로 인해 

열 달량은 3.57 W(15.2%), 2.16 W(10.9%)로 

감소율이 차 둔화되었으나, 착상량은 1.04 g, 

1.73 g로 감소폭이 오히려 증가되었다.

(3) 국부 열전달량 및 열유속은 4, 8번 루버에서 최

대로 증가하였으며, 브라인 온도가 낮은 -15℃

의 경우 -5℃조건에 비해 최대  3배 이상 열전

달 특성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4) 시험부 입구측은 공기/휜의 온도차는 크지만, 

착상에 의한 열저항 증가와 휜 베이스에서의 

전도열전달 영향이 증가되어 루버 상/하단 온

도차가 감소한데 반해 출구측(7, 8, 9번 루버)

은 착상이 감소되어 대류 열전달 영향이 크게 

발생됨으로 인해 입구측에 비해 열전달 특성이 

높게 나타났다. 

참 고 문 헌

1. The recent movements of heat exchanger 

development, 2008, Magazine of the SAREK, 

Vol. 37, No. 2., pp. 4-41.

2. Shin, S. H., Im, Y. B., Hayase, G., Park, S. 

K., Kim, J. H. and Cho, K. N., 2006, An 

experimental study on the performance of 

evaporator with plate and slit fin under 

frosting condition, Proceedings of the 

SAREK 2006 Summer Annual Conference, 

pp.657-663.

3. Xia Y., Zhong Y., Hrnjak P. S. and Jacobi 

A. M., 2006, Frost, defrost, and refrost and 

its impact on the air-side thermal hydraulic 

performance of louvered-fin, flat-tube heat 

exchangers, Int. J. of Refrigeration, Vol. 29, 

pp. 1066-1079.

4. Yan, W. M., Li, H. Y. and Tsay, Y. L., 

2005, Thermofluid characteristics of frosted 

finned-tube heat exchangers, Int. J. of Heat 

and Mass Transfer, Vol. 48, pp. 3073-3080.

5. Kondepui, S. N. and O`Neal, D. L., 1989, 

Effect of growth on the performance of 

louvered finned tube heat exchangers, Int. J. 

Refrigeration, Vol. 12, No. 3, pp. 151-158.

6. Koyama, S., Kim, D. H., Kwahara, K. and 

Kondo, C., 2006, An experiment on frosting 

phenomena in a fin bundle, International 

Refrigeration and Air Conditioning Conference 

at Purdue, CD-title.

7. Kim, J. K., Koyama, S., Kuwahara, K., Kim, 

D. H. and Park, B. D., 2008, An experimental 

study on the performance of the louver fin 

type heat exchanger by the change of the 

driving condition, Proceedings of the SAREK 

2008 Summer Annual Conference, pp. 440-445. 

- 23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