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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sent study measured frost pattern on a cylinder to propose empirical 

correlation equations for the local and average frost thickness, frost density and frost mass. 

The key parameters were diameter of the cylinders (7mm, 20mm), cooling surface 

temperature of the circular tube, absolute humidity of air, air temperature and air velocity. A 

50% ethylene glycol aqueous solution was applied as a coolant.

The frost thicknesses at both front and rear were larger than those at the other parts, while 

they were increased as diameter of the cylinder was increased. The local frost thicknesses at 

high air velocity were more uniform than those at low air velocity. The values predicted by 

Kim et al.(4) under the freezer condition showed larger by the maximum of 30~50% than the 

measured data under heat pump condition. The empirical correlations for the local and 

average frost thickness and frost mass were proposed. The correlation equations for the 

frost thickness and frost mass under the heat pump condition in the present study might 

predict more accurate than the other correlation equations. The proposed correlations might 

be applied for the freezer condition within the maximum 15% deviation from the previous 

correlations under freezer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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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rea (m2)
D diameter of circular tube (m)
FoD Fourier number (αat/D2)
L length of duct (mm)
mf frost mass (g)
ReD Reynolds number (VaD/νa)

T temperature (℃)
t time (min)
Va air velocity (m/s)
wa absolute   humidity (g/kg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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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ir
al aluminium
f frost
ice ice condition at Tf

i inlet
tp triple point of water
w wall of cooling surface

 local frost density (kg /m3)
θ angle of circular tube (˚)
Φ relative humidity (%)

* dimensionless
- average

상 첨 자

 

하 첨 자

1. 서 론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쾌적한 생활공간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냉동 및 공기조화 관

련 산업 발달 및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히트펌프는 열을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동시키는 

것으로서 에너지 이용 효율이 높고, 환경 문제의 

발생이 적어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주위에 

풍부한 열원을 이용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외기 온도가 저온으로 갈수록 효율은 급격히 떨

어지고 실외 열교환기에 생기는 서리로 인한 효

율감소 및 제상을 하기 위한 에너지 소비는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히트 펌프 관련 연구(1~3)에서 살펴

볼 수 있듯이, 서리층 두께와 밀도가 서리의 열 

저항이나 열전도 계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운전 

인자에 따른 서리 물성치 변화는 열교환기를 설

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서리

층 두께와 서리층 밀도에 관한 예측이 필요하다. 
하지만, Kim et al.(4)의 상관식은 냉장고에서의 착

상 위주로 모사되었기 때문에 가정용 공조기의 

히트펌프 증발기에 적용하는 경우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 히트 펌프 실외기에서의 착상은 주로 

겨울철 외기의 온도가 물의 어는점에 가깝고, 냉
각면 표면이 냉장고보다 높은 영역이기 때문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용 열펌프용 증발

기 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착상 특성 

및 전열 성능 자료를 획득하고 기존 연구 결과와

의 상관식을 비교 평가하고자 한다.

2. 실험장치  방법

2.1 실험장치

 Fig. 1은 실험장치의 개략도이다. Table 1은 본 

연구의 실험 조건을 나타내고 있으며, 보다 자세

한 실험 장치 구조 및 실험조건은 Yoon 등(5)에서 

제시한 바 있다. 원형관에서 착상 실험을 위한 

시험부는 Fig. 2와 같다. 항온 항습실내 아크릴 

덕트를 설치하였고, 실험부 관찰을 위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단열처리하였다. 아크릴 덕트 

중앙에 수평으로 설치된 원형관은 바깥지름 7mm
와 20mm이고, 균일한 냉각면 온도를 얻기 위해 

열전도율이 좋은 구리로 제작되었다. 서리 두께

를 카메라로 측정하기 위해 외팔보 형태로 구성

하였다. 서리층 표면 온도 측정을 위해 시험부 

하단에 열전대를 시험부 상단에 IR thermometer를 

설치하였다. data acquisition system에서 실험 데이

터는 실험 시간 120분 동안 2초 간격으로 PC로 

수집하였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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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s and parameters

Experimental 

conditions

Refrigerant flow 

rate (kg/min)
2.0

Refrigerant
Ethylene glycol 

(50 wt %)

Experimental 

parameters

Diameter of 

circular tube (mm)
7, 20

Tw(℃) -15 ~ -5

wa (g/kgDA) 2.98 ~ 4.16

Ta (℃) 0.32 ~ 7

Va (m/s) 1.0 ~ 2.5

Fig. 2 Schematic diagram of the test section

2.2 실험결과 처리 방법

Fig. 3은 서리량 및 서리두께를 측정하는 방법

을 나타내고 있다. Fig. 3(a)와 같이 서리량은 위

치별(30°간격)로 부착된 알루미늄 테잎을 각 실험 

(30, 60, 90, 120분) 종료 후 미리 부착해 놓은 알

루미늄 테잎을 서리가 떨어지지 않게 떼어낸 후 

0.1mg까지 측정 가능한 정밀 전자저울을 사용하

여 측정하였고, 서리 두께는 Fig. 3(b)와 같이 디

지털 CCD Camera와 moving rail을 이용하여, 10

분 간격으로 원형관 측면을 촬영하여 측정하였

다. 실험에 앞서 시험부 표면을 알코올을 사용하

여 깨끗이 닦아낸 후, 질량이 측정된 알루미늄 

테잎을 각 부분에 부착하였으며, 실험조건이 정

상상태에 이르기 전에 착상이 생기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냉각면에 비닐랲을 부착한 후 칼로리

미터 챔버 및 항온조를 가동하였다. 서리 두께와 

질량으로부터 평판과 원형관에서의 서리 밀도는 

다음과 같이 각각 계산하였다.

  
   

   


           (1)

3. 실험결과  고찰

Fig. 4는 원형관 크기 및 각도에 따른 서리 두

께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지름 

20mm 원형관의 경우는 90° 부근의 서리 두께가 

0° 부근보다 7.3%, 180° 부근보다 7.1% 작았고, 
지름 7mm 원형관의 경우는 90° 부근의 서리 두

께가 0° 부근보다 6.5%, 180° 부근보다 4.2% 작
았다.

Fig. 3 Measuring method of the frost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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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Mago and Sherif(7) and Giedt(8) 논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원형관 전면부는 고습의 공기와 

직접 충돌함에 따라 열 및 물질전달이 촉진되지

만, 박리점 이후 둔화되고 후면부에서는 와류의 

생성 및 성장으로 인해 서리층 두께가 다시 증가

하고 있다는 것과 일치한다. 
원형관 크기가 달라지더라도 동일한 Re 수 에

서는 착상의 패턴과 두께가 거의 달라지지 않았

다. 이러한 현상은 Fig. 5에서 볼 수 있듯이, 공기 

유속이 증가할수록 완화되어, 각도별 차이가 줄

어들었다.

(a) D=7mm

(b) D=20mm
Figure 4 Frost thickness profile around the circular tube 

with different diameters 

또한 공기 유속이 증가할수록 물 분자의 상변

화에 따른 발열량이 쉽게 서리층에 흡수되고, 공
기층과 서리층 경계에서의 습도를 상대적으로 낮

아지므로, 서리 두께 및 질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대부분의 상관식들은 원형관의 각도에 따른 변

화를 반영하지 않았고, 냉장고 조건에서의 서리 

물성치를 다루었으므로, Fig. 6에서 볼 수 있듯이 

히트펌프 조건에서의 물성치와는 40%의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기존의 Kim et al.(4)의 냉장고 상

관식 모델링 기법을 활용해서 히트 펌프 조건에 

맞도록 다음과 같이 변형하였다.


 








  


  

 


              (2)

Figure 5 Effect of the air velocity on the frost thickness

Figure 6 Application range of the proposed cor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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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8은 무 차원 시간의 변화에 따른 평균 

서리량에 대한 실험결과와 실험상관식의 결과를 

비교하여 도시하였다. 착상 초기 서리 두께는 빠

르게 증가하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느려져 포물

선의 성장 곡선을 나타낸다. 제시된 서리 두께에 

대한 상관식은 히트펌프 조건에서의 실험결과와 

최대 5%이내에서 일치하며, 제시된 서리층 두께

에 대한 무 차원 상관식은 상관식 도출을 위해 

착상 인자의 범위를 확장한 영역에서의 실험 결

과와 최대 15%이내에서 일치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Figure 7 Comparison of the measured average frost mass 

with the predicted values by Kim et al.
(4)
 under 

heat pump condition

Figure 8 Comparison of the predicted frost mass by using 

eq.(2) with the values predicted by Kim et 

al.
(4)
and data by Mago and Sherif

(7)
 under 

freezer condition 

(1) 원형관 전면부 및 후면부의 서리 두께는 다

른 부분에 비해 컸고, 원형관 크기가 달라지더라

도 동일한 Re에서는 착상의 패턴과 두께가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원형관 각도에 대한 서리의 두

께는 공기유속이 증가할수록 균일해졌다.
(2) 기존의 냉장고 조건 상관식 예측값과 측정

값은 30~50%차이가 났으며, 히트펌프 착상 조건

의 서리 두께, 질량 및 밀도를 예측할 수 있는 

실험식들을 제시하였다. 실험식의 적용 범위는 

공기 유속 1.0~2.5m/s, 공기 온도 0.32~7℃, 절대

습도 2.98~4.16g/kgDA, 냉각면 온도 -15~-5℃이고, 
본 연구의 데이터와는 5% 내에서 일치하였고, 기
존 냉장고 조건 데이터와는 15% 이내에서 일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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