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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판 표면에서 HFC32/HFC152a 혼합냉매의 풀 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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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ucleate pool boiling heat transfer coefficients (HTCs) are measured with HFC32/HFC152a mixture at several 
compositions. All data are taken at the liquid pool temperature of 7°C, on a horizontal plain square surface of 9.53×9.53
mm, with heat fluxes of 10 kW/m2 to 100 kW/m2 with an interval of 10 kW/m2, in the increasing order of heat flux. Test
results show that the HTCs of these mixtures are up to 45% lower than those of the ideal HTCs calculated by a linear
mixing rule with pure fluids’ HTCs, due to the mass transfer resistance associated with non-azeotropic refrigerant mixtures.
Pool boiling data show the deduction in HTCs with an increase in GTD of the mixture. The present mixture data agree 
well with five well known correlations, within 20%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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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설명

A : 열전달 면적 [m2]
Ao : 식(8)의 실험상수

Bo : 식(14)의 비율계수

C : 상수 혹은 지수

D : 직경 [m]
GTD : 온도구배 [K 혹은 °C]
GWP : 지구 온난화 지수

g : 중력가속도 [m/s2]
h : 열전달계수 [W/m2·K]
hfg : 증발잠열 [kJ/kg]
I : 전류량 [A]
k : 열전도도 [W/m·K]
K : 식(7)의 감소인자

L : 길이 [m]
P : 압력 [kPa]
P0 : 기압 [kPa]
Q : 열유속 [W/m2]
q : 열량 [W]
T : 온도 [K 혹은 °C]

△T : 온도차 [K 혹은 °C]
U : 불확실성

V : 전압 강하 [V]
X : 액체 상태 질량분율

Y : 기체 상태 질량분율

그리스 문자

β : 접촉각 [°]
βf : 질량전달계수 [m/s]
μ : 점성계수 [Pa·s]
ν : 동점성계수 [m2/s]
ρ : 밀도 [kg/m3]
σ : 표면장력 [N/m]
Φ : 상 증발비

하첨자

b : 벌크

bl : 기포

bp : 비등범위

eff :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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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emperature and composition profiles for the 
nucleation of a nonazeotropic binary mixture.

epf : 등가 순수냉매 값

exp : 실험

f : 포화액체상태

g : 포화기체상태

i : 계면

id : 이상

pre : 예측

r : 환원 값

sat : 포화상태

th : 열전

w : 열전달 표면

1, 2 : 증기압이 높은, 낮은 매체

 

1. 서  론 

증기 압축식 사이클에 의해 작동되는 냉동/공조기들

은 열원(Heat source)과 열방출구(Heat sink)로서 공기나 

물 등의 ‘2차 열전달 매체’(Heat transfer fluid)를 필요

로 한다. 카르노 사이클에서 작동되는 순수냉매의 경

우 반드시 열교환기의 한쪽 끝에 핀치 포인트가 생기

게 되고 따라서 핀치 포인트가 생기지 않는 다른 쪽에

는 냉매와 열전달 매체간의 온도차가 필요 이상으로 

커지게 되므로 결국 열 교환 시에 많은 양의 엔트로피

가 형성된다. 그러나 비공비 혼합매체의 경우에는 냉

매의 온도구배와 열전달 매체의 온도구배를 이용하여 

두 개가 평행이 되게 할 수 있다(온도구배 매칭). 따라

서 비공비 혼합냉매를 사용하면 냉매와 2차 열전달 매

체간의 온도차가 줄어들므로 열역학적인 비가역성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 열역학적 효율 증 가 이루어진

다. 그러나 이렇게 유체들의 온도가 평행이 되도록 하

려면 반드시 ‘ 향류 열교환기’를 사용해야만 하고 동

시에 온도구배 매칭을 해야 한다. 비공비 혼합냉매의 

경우 열교환 효율의 증 뿐만 아니고 압축기에서 필요

로 하는 동력 역시 카르노 사이클에 비해 줄어들게 되

며 따라서 냉동/공조기의 성능계수(COP)가 크게 향상

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1)

2012년에 Lee et al.(1)
은

 
수열원 공조기 및 히트펌프

에서 HFC32/HFC152a 혼합냉매를 실험하고 이 냉매의 

성능계수가 기존의 HCFC22에 비해 16% 정도까지 증

가하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그러나 이 혼합냉매에 

한 체계적인 비등 열전달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혼합냉매의 풀 비등 열전달은 증발기 설계를 

위한 흐름 비등 열전달 상관식 개발에 중요하기 때문

에 풀 비등 열전달계수를 체계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1996년에 Thome(2)

은 새로운 냉매들의 풀 비등 열전

달 현상에 한 분석을 하면서 증발기 설계를 할 때 

원하는 수준의 정확도를 얻기 위해서는 기존의 상관식

들에 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2001년에 

Gorenflo(3)
는 혼합냉매의 풀 비등 열전달에 한 분석

을 하면서 최근에 빈번하게 사용되는 혼합냉매의 비등 

상관식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Collier와 Thome(6) 
그리고 Balakrishnan(6)

은 여러 혼합물

의 비등 현상을 이론과 함께 잘 정리하였다. 그러므로 

관심 있는 독자들은 순수 및 혼합냉매의 풀 비등 열전

달 현상에 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이들의 논문을 참조

하기 바란다.
2003년에 Jung et al.(6)

은 HFC32/HFC134a, HFC125/ 
HFC134a 등의 혼합냉매를 사용하여 평판에서 풀 비등 

열전달계수를 측정하고 4종류의 상관식과 비교한 뒤 

10%의 오차를 갖는 상관식을 도출하였다.
NARMs는 등압상태에서 증발이 일어날 때 순수냉

매와는 달리 증발 온도가 올라가며 반 로 응축 시에

는 응축 온도가 감소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온도구배 

현상’이라고 부르며 증발이 시작되는 점과 끝나는 점

간의 온도 차이를 ‘온도구배’(Gliding temperature differ-
ence, GTD, Fig. 1에서 ΔTbp)라고 하는데 이 온도구배는 
선택된 혼합냉매와 조성에 따라 다르다. 

Fig. 1은 비공비 혼합냉매에서 기포가 발생할 때 기포 

주변의 현상을 보여 준다. 벌크 상태 액체 조성이 Xb인 

비공비 혼합냉매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Tb에서 기포가 발

생하지만 실제로 기포 주변의 액체 영역에서는 증기압

이 높은 물질이 곧바로 증발하므로 액체의 조성은 Xi(A
점)로 또 이에 상응하는 기체의 조성은 Yi(B점)로 바뀌며 

증발 온도는 Ti로 올라간다. 이런 특이한 현상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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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 diagram of the experimental apparatus.

Fig. 1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실제로 기포의 형성에 이용 

가능한 벽면과열도는 (Tw-Tb)에서 (Tw-Ti)로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벽면과열도손실(Loss of available wall su-
perheat)이라 하며 열전달을 일으키는 벽면 과열도의 감

소로 인해 비공비 혼합냉매의 열전달계수는 감소하게 

된다. 한편 기포 주변의 액체영역에서는 조성의 구배가 

생기며 혼합냉매를 구성하는 성분 중에서 증기압이 높

은 성분은 이 같은 조성구배를 극복하고 기포를 형성해

야 한다. 이와 같은 조성구배는 비등 열전달을 방해하는 

인자로 작용하게 되며 이를 물질전달저항(Mass transfer 
resistance)이라고 한다.(4, 7-9)

본 연구에서는 평판 형상의 열전달 표면을 사용하

여 수열원 히트펌프에서 크게 효율을 증 시킬 수 있

는 비공비 혼합냉매인 HFC32/HFC152a를 여러 조성으

로 혼합하여 풀 비등 열전달계수를 측정하고 물질전달

저항에 의한 열전달계수를 살펴보며 또 결과를 비교하

여 기존 냉매에 맞게 설계된 증발기에 적용 가능한 산

업계가 필요로 하는 증발기 설계의 기초 자료로 제시

하고자 한다.

2. 실험장치 및 방법

2.1 실험장치 및 실험과정

Fig. 2는 다양한 증기압의 작동유체에서 저열유속에

서부터 임계 열유속까지의 비등 열전달계수를 측정할 

수 있는 실험장치의 개략도이다. 실험 장치는 크게 비

등 용기와 응축용 열교환기로 구성되어 있다. 실험 장

치는 고압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스테인리스 스틸 재

질의 관들과 플랜지 그리고 철 재질의 볼트와 너트로 

제작되었다.

비등 용기는 직경 114 mm, 길이 220 mm의 파이프

의 양쪽에 플랜지를 용접하여 밀폐시켰다. 기화한 작

동유체는 Fig. 2의 왼쪽 플랜지 상단을 통해 열교환기

로 들어가 독립된 정밀 항온조에 의해 응축되어 비등

용기로 순환되게 하였고 보조 파이프를 통해서는 열전

달 시험부가 삽입되어 설치되었다.
실험 중 유체의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T-type 

열전  2개를 유체가 있는 공간에 설치하였다. 또 실

험에 사용한 유체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고정밀 압

력 변환계를 용기 상단에 설치하였다. 실험을 하면서 

용기 내의 작동 유체는 열전달 시험부에서 최소 50 mm 
정도 위까지 차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열전달 히터는 매우 작기 때문

에 외부로의 미세한 열손실도 비등 열전달계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비등 용기와 외부 응축기 등에 
20 mm 두께의 단열재를 붙여 철저하게 단열하였다.

2.2 열전달 시험부 제작

본 연구에서는 임계점 부근의 높은 열유속에서도 

비등 열전달계수를 측정할 수 있도록 작은 크기의 고

열유속 평면 열전달 시험부를 제작하였다. Fig. 3은 본 

연구에서 제작한 열전달 시험부(9.53 mm×9.53 mm)를 

보여 준다. 열전달 시험부는 비등이 일어나는 표면과 

그 표면에 열을 공급하는 히터로 구성되어 있다. 열전

달 히터는 내부에 20옴의 니크롬선이 삽입되어 있어 약 

3,800 kW/m2
의 열유속까지 낼 수 있다(CGI사, CCR-375-1 

모델). 히터를 직접 액체 냉매에 접촉시킬 수 없기 때

문에 본 실험에서는 히터와 같은 크기의 구리판(9.53 
mm×9.53 mm×4 mm)을 제작하였다. 이렇게 열전달 시

험부를 만들기 위해 구리판과 히터를 선정한 뒤 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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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est heater specifications.

Refrigerants Symbol Mass fraction Mole fraction GTD(°C) GWP
HCFC22 1700
HFC32 550

HFC152a 140

HFC32/HFC152a
mixture

A 0.20/0.80 0.24/0.76 5.63 222
B 0.45/0.55 0.51/0.49 7.63 325
C 0.70/0.30 0.75/0.25 6.00 427
D 0.87/0.13 0.89/0.11 3.18 497

Table 1  Refrigerants tested in this study

Refrigerant Psat

(kPa) Pr Tr
kf

(W/m·K)
kg

(W/m·K)
μf×10-6

(Pa·s)
μg×10-6

(Pa·s)
σ

(N/m)
HCFC22 621.51 0.1246 0.7586 0.0916 0.00989 200.13 11.665 0.01066
HFC32 1011.5 0.1749 0.7976 0.1398 0.01245 139.21 11.849 0.00977

HFC152a 337.1 0.0746 0.7250 0.1058 0.01269 201.34 9.4045 0.01221

Table 2  Some properties of pure refrigerants at 7°C

표면에 은 납을 고 가열하여 히터와 구리판을 직접 

접합하였다.
열전달계수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열전달 표

면에서의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해야 한다. 용접이나 

전기 도금 방법 등으로 열전달 표면에 직접 열전 를 

부착시키는 경우에는 표면 조건의 변화로 인해 실제 

매끈한 표면에서의 비등 열전달계수를 측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Fig. 3에서 볼 수 있듯이, 본 연구에서는 열전

달 표면에 변화를 주지 않고 표면 온도를 정확하게 측

정하기 위해서 히터 위에 접합된 구리판에 드릴을 이

용하여 직경 1.0 mm, 깊이 5.0 mm의 구멍 네 개를 동

일한 간격으로 냈고 그 안에 T-type 열전 를 넣었다. 
이렇게 4개의 열전 를 각각 구멍 안에 넣고 구멍을 

은 납으로 채워 넣어 빈 공간이 생기지 않게 하였다.
열전달 히터에서 발생하는 열이 구리판 쪽으로만 

가도록 하기 위해서 열전도도가 매우 낮은 MC 나일론

으로 단열 블록(40 mm×40 mm×20 mm)을 제작하였다. 
MC 나일론 블록의 위쪽에는 가로 18 mm, 세로 15 mm, 
깊이 6 mm의 사각형 부위를 만들어 열전달 시험부를 

넣을 수 있게 하였고, 블록의 옆면에 직경 13 mm, 깊이 
15 mm의 구멍을 내서 스테인리스 스틸 관을 꽂을 수 

있게 하였다. 그 뒤에 열전달 히터/구리판 어셈블리를 

MC 나일론 블록 안의 사각형 부위에 넣고 어셈블리 

양 끝단에 전선을 단 뒤 은 납을 이용하여 이것을 직

류 전원 공급기와 연결하였다. 이렇게 연결된 전선과 

4개의 열전 는 MC 나일론 블록의 옆면에 연결된 스

테인리스 스틸관을 통해 MC 나일론 블록 밖으로 빼내

어 비등 용기 내의 실험 유체와 닿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전선과 열전  등을 밖으로 빼내는 작업을 마친 

뒤 MC 나일론 블록의 사각형 부위와 스테인리스 스틸 관 

주변을 냉매와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에폭시를 이용하

여 막음으로써 작동 유체가 스며들지 못하게 하였다.
실험에서 요구되는 고열유속을 균일하게 내기 위해 

열전달 시험부 내에 삽입된 히터에 직류 전원 공급기

(Agilent 6030A, 200 V, 17 A)를 연결하였고 이 공급기를 

통해 열유속을 조절하였다. 열전달 시험부에 들어가는 

열량은 션트 저항(Yokogawa 221509, 50 mV, 20 A)을 장

착하여 전류와 전압 강하를 측정하여 계산하였다.

                       (1)

식(1)에서 , , 는 각각 직류 전원 공급기에서 열

전달 히터에 공급한 열(W), 션트 저항을 통해 측정한 

전류(A), 열전달 히터의 전압 강하(V)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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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실험방법

비등 실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등 용기의 

밀폐성 확보와 증발온도 유지이다. 본 실험에서는 질

소와 냉매로 비등 용기를 20기압까지 충전한 뒤에 할

로겐 디텍터로 가스의 누출을 확인하였다. 문제가 없

음이 확인되면 약 두 시간 동안 진공 펌프를 구동한 

뒤 실험할 유체를 충전하였다. 충전이 다 된 뒤 정밀

온도 제어 항온조를 사용하여 풀 온도를 7°C로 유지한 

채 열유속 10 kW/m2
에서부터 실험을 수행하였다. 주

어진 열유속에서 정상 상태가 유지되면 비등 열전달계

수를 측정하고 다시 열유속을 10 kW/m2
씩 증가시키면

서 높은 열유속까지 데이터를 측정하였다.
실험이 끝난 뒤에는 작동 유체를 빈 용기에 회수한 

후 열전달 시험부를 비등 용기에서 분리하고 비등 용

기를 분해해서 아세톤 등의 세정제를 이용해 깨끗이 

닦아낸 후 유체를 바꾸어 다시 위의 과정을 반복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비등 열전달계수가 표면 불결 
효과의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유체를 

교체할 때마다 열전달 시험관의 표면을 동일한 2000번 

사포로 균일하게 닦고 아세톤으로 세척하여 표면 조건

을 항상 균일하게 유지하면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2.4 혼합냉매

본 연구에서는 HFC32/HFC152a 이원 혼합냉매를 작

동유체로 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HFC32/HFC152a는 

비공비 혼합냉매로서 HFC32의 질량 조성이 45%일 때 

최  온도구배(GTD)가 7.6°C이었다. Table 1은 데이터를 

취한 조성에서의 온도구배를 나타내고 있으며, Table 2
는 실험에 쓰인 순수냉매들의 몇 가지 물성치를 보여주

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온도구배를 비롯한 모든 

열역학적 물성치는 REFPROP 9.0(10)
에서 계산된 값이며, 

모든 조성은 다른 언급이 없으면 질량분율 값이다.

2.5 실험 데이터 처리

본 실험에서 열전달계수는 에너지 방정식을 사용하

여 구하였다. 열전 가 설치된 열전달 표면에서의 국

부 열전달계수는 식(2)에 의해서 결정된다.

 


                 (2)

여기서 , ,  , 는 각각 열전달계수(W/m2K), 
열전달 면적(m2), 열전달 표면 온도 그리고 실험 유체

의 포화 온도이다. 실제 열전달 표면은 열전  삽입 

구멍으로부터 2 mm 떨어져 있으므로 식(2)의 온도 

는 측정된 온도 를 식(3)에 있는 1차원 열전도 방정

식으로 보정하여 결정하였다.

  
 





 

              (3)

여기서  , , 는 각각 열전 로 측정한 온도(°C), 
열전달 시험부에서 열전  홈까지의 두께(m), 열전달 

시험부의 열전도도(W/m․K)이다.
본 실험에서 발생한 실험 데이터의 불확실성을 결

정하기 위해 Kline and McClintock(11)
이 제안한 오차 전파

(Propagation of error) 방법을 적용하였다. 식(4)는 본 

실험에서 이용한 측정 오차를 구하는 식이다.

 



 

 

 

 

 

         (4)

    



 



여기서  ,  ,  , 는 각각 열전달계수에 영향을 

미치는 전압, 전류, 열전달 면적, 온도의 불확실성을 

나타낸다. 모든 데이터에 해 2% 이하인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한 유체에 해 반복 실험을 한 결과 실험 

데이터의 재현율은 5% 이내로 나타났다.

3. 실험 결과 및 고찰

3.1 타 연구자의 데이터와 비교

Fig. 4는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본 실험

에서 측정한 HCFC22, HFC32, HFC152a의 비등 열전달

계수를 식(5)의 Jung et al.(12)
의 순수냉매 비등 상관식

과 비교한 결과를 보여 준다. Jung et al.(12)
의 상관식은 

평균 오차 10% 이내에서 13개 순수냉매들의 비등 열

전달계수를 가장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

 ×


×




 





              (5)

× 
  ×

 


 

  × 
                   (6)

  ××



  

 





            (7)

Fig. 4에서 볼 수 있듯이 세 냉매의 열전달계수는 평

균 5% 이내에서 Jung et al.(12)
의 상관식과 일치하였다. 

한편 본 실험의 데이터는 Gorenflo(3)
의 상관식과 Park 

et al.(13)
의 실험값과 비교해서도 각각 평균 7.7%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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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arison of Jung et al. correlation against 
experimental data.

Fig. 5  Nucleate boiling HTCs, GTDs, (Y-X) on plain 
surface of HFC32/HFC152a mixture.

에서 일치하였다. 이 같은 비교를 통해 실험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 혼합냉매의 풀 비등 열전달계수

Fig. 5는 평판 표면에서 20, 50, 100 kW/m2
의 세 가

지 열유속에 한 HFC32/HFC152a 혼합냉매의 열전달

계수와 기체/액체에서의 질량분율의 차이(Y-X), 온도

구배(GTD)를 보여 준다. 여기서 이상 열전달계수 hid는 

측정된 순수냉매의 열전달계수들을 측정하고자 하는 

혼합냉매의 질량분율로 가중치를 주어 선형적으로 계

산한 값이다. Fig. 5에서는 복잡함을 피하기 위해 열유

속 100 kW/m2
에 해서만 hid를 표시하였다. 그리고 등

가 순수냉매 열전달계수 hepf는 순수냉매의 풀 비등 상

관식에 혼합냉매의 물성치를 입하여 계산한 값이다. 
이렇게 계산된 열전달계수는 Coilier and Thome(6)

이 설

명했듯이 비선형 변화 효과를 포함하고 있다. hepf의 계

산을 위해서는 Jung et al.(12)
의 상관식을 사용하였다.

Fig. 5에서 볼 수 있듯이 HFC32/HFC152a 혼합냉매

는 HFC32의 조성이 45%일 때 온도구배가 가장 크며 

이때의 열전달계수 값이 이상적인 값으로부터 가장 많

이 감소하였다. 즉 온도구배 혹은 (Y-X)가 증가함에 

따라 열전달계수가 hid에 비해 최  45% 감소했다.
HFC32/HFC152a는 비공비 혼합냉매이기 때문에 혼

합냉매를 구성하는 순수냉매들의 비등점 차이로 인한 

물질전달저항과 벽면 과열도의 손실에 의해 열전달계

수가 모든 질량분율에서 hid의 값보다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선행 연구자들의 다른 혼합

냉매에 한 연구에서 밝힌 바 있다.(4, 5, 14, 15)

3.3 혼합냉매 상관식 비교

Fig. 5에서 알 수 있듯이 실험을 통해 얻은 혼합냉매

의 풀 비등 열전달계수는 순수냉매의 값에 조성의 가

중치를 주어 구한 이상적인 열전달계수(Fig. 5의 실선)
보다 작은 값을 갖는다. 이 같은 열전달계수 감소 현

상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몇 십 년간 많은 연구가 수

행되었고 그 결과로 개발된 부분의 혼합냉매 풀 비

등 상관식은 개 열전달계수의 감소인자로 벽면과열

도의 증가와 상변화 과정 중에서의 조성비 변화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Fig. 1 참조). 부분의 상관식은 다

음과 같은 일반적인 형태로 표현된다.







                 (8)

여기서 K는 열전달계수 감소인자로서 0에서 1사이

의 값을 가지는데 여러 연구자들은 일정한 온도, 압력 

하에서의 조성 차이나 온도구배의 함수 등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혼합냉매의 풀 비등 열전달계수 상관식을 

제시하였다.

(a) Stephan and Körner(14)

           (9)
(b) Thome(7)




                     (10)

(c) Schlünder(16)




    

×  
           (11)

(d) Thome and Shakir(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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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han and 
Körner(14) Thome(7) Schlünder(16) Thome and 

Shakir(8) Jung et al.(6)

Avg. dev. (%) -8.3 -15.5 -12.5 -15.2 22.4

Mean dev. (%)  13.3  15.5  14.2  15.4 22.4

Avg. dev. = 




 



  × 


, Mean dev. = 












 × 




Table 3  Comparison of the present data with various correlations




 

                 (12)

(e) Jung et al.(6)




   

             (13)

     ×



×

 






 



  
                       (14)

Stephan and Körner(14)
가 제시한 상관식은 1~10기압 

범위에서 적용되며 그들은 실험상수 Ao와 조성차이 

(Y1-X1) 그리고 압력비 P/Po에 따라 감소 인자가 결정

됨을 보였다. 또한 Happel and Stephan(15)
도 일정압력과 

열유속에서 조성차이에 의한 함수로 혼합매체의 상관

식을 유도했으며 조성차이가 열전달계수의 감소인자

로서 가장 지배적인 역할을 함을 보였다. 한편 1983년
에 발표된 Thome(7)

의 상관식은 각각의 혼합매체마다 

다양한 실험상수를 갖는 Stephan and Körner(14)
의 상관

식을 보완하여 감소계수를 온도구배 ΔTbp의 함수로 표

현한 것이다. 혼합냉매 상관식 개발에 많이 이용되는 

Schlünder(16)
의 연구 결과는 막이론(film theory)을 통해 

기포 주위의 질량전달과정을 설명한 것으로 그는 열유

속의 효과를 포함한 상관식을 제시하였다. 식(1)에서의 

(T2-T1)는 동일한 압력 하에서 혼합냉매를 구성하는 순

수냉매의 포화온도차이고 Φ는 상 증발비(relative vaporiz-
ation rate)로서 식(15)와 같이 표현된다.

  


                 (15)

여기서 는 증발잠열을 일으키는 데 사용되는 열

유속의 비율을 나타내는 비율계수인데 그는 그 값을 1
로 고정했고 는 질량전달계수로서 0.0002 m/s라고 

가정했다.
Thome and Shakir(8)

는  Schlünder(16)
의 상관식과 기존의 

연구를 토 로 자신들의 수정식(12)을 발표하였다. 기
존의 상관식에서는 hid 값을 구하기 위해 식(16)을 사

용하였으나 Thome and Shakir(8)
는 혼합매체를 ‘동등한 

순수매체’(Equivalent pure fluid, EPF)로 가정하여 hid를 

구하였다. EPF로 가정하여 hid를 구하는 경우에는 순수

냉매의 상관식에 들어가는 모든 물성치 값에 혼합매체

의 물성치를 입하는 것을 뜻하며 이렇게 계산된 hid

는 부분의 혼합냉매 열전달계수를 계산할 때 사용되

는 식(16)에 의해 계산되는 hid와 상당히 다르게 된다. 따
라서 엔지니어들은 특별히 이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Jung et al.(6)
은 Thome and Shakir(8)

와 같이 혼합매체를 

EPF로 가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hid를 구하기 

위해 신냉매들의 물성치를 고려한 Jung et al.(12)
의 순수냉

매 상관식을 사용하였다.









                (16)

Table 3은 실험에 사용된 혼합냉매의 실험값과 위에

서 언급한 상관식에 적용한 값을 비교한 결과를 보여

준다.
Fig. 6~Fig. 10은 본 실험에서 취한 데이터를 Stephan 

and Körner(14), Thome(7), Schlünder(16), Thome and Shakir(8) 
그리고 Jung et al.(6)

의 상관식과 비교한 결과를 보여 

주며 각각의 혼합냉매 조성에 한 기호는 Table 1을 

참조하기 바란다. 혼합매체를 구성하는 순수매체들의 

열전달계수 값을 이용하여 hid 값을 구한 Stephan and 
Körner(14), Thome(7), Schlünder(16)

와 EPF로 가정하여 hid 

값을 구한 Thome and Shakir(8)
의 상관식 모두 15.5% 

이내의 절 평균오차를 보였고, Jung et al.(6)
의 상관식은 

22%의 절 평균오차를 보였다. Fig. 9를 보면 Thome 
and Shakir(8)

의 상관식은 열전도도에 의한 영향을 제

로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냉매에 비해 약 2배 정

도 높은 열전도도를 갖는 HFC32의 경우 상당한 오차

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HFC32의 질량

분율이 증가할수록 열전달계수가 과소평가되는 경향

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본 연구에서 순수냉

매 열전달계수와 혼합냉매의 등가 순수냉매 열전달계

수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한 Jung et al.(6)
의 상관식은 

Cooper(17)
의 접근방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리고 환

산압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혼합냉매의 각 조성에서

의 임계압력을 알아야만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혼합냉매

의 임계압력을 REFPROP 9.0(10)
으로 계산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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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mparison of Stephan and Körner’s correlation 
against experimental data.

  Fig. 7 Comparison of Thome’s correlation against 
experimental data.

 

Fig. 8 Comparison of Schlüder’s correlation against 
experimental data.

 Fig. 9  Comparison of Thome and Shakir’s correlation 
against experimental data.

Fig. 10 Comparison of Jung et al. correlation against 
experimental data.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이렇게 계산된 혼합냉매의 임

계압력값은 10~15%의 오차를 포함하고 있다.(18) 그렇기 

때문에, Jung et al.(6)
의 상관식은 HFC32/ HFC152a에 

하여 다른 상관식들에 비하여 7%정도 더 큰 절 오

차를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사각 평판 표면에서 비공비 혼합냉

매인 HFC32/HFC152a의 여러 조성에서 풀 비등 열전

달계수를 측정하였고 데이터를 기존의 혼합냉매 열전

달 상관식과 비교, 분석하였다. 모든 실험은 풀 온도 

7°C에서 열유속을 10 kW/m2
부터 100 kW/m2

까지 10 
kW/m2

씩 올려가며 측정하였다. 실험을 통해 얻은 데

이터와 상관식들과의 비교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비공비 혼합냉매인 HFC32/HFC152a의 평판 표면

에서의 열전달계수는 이상 열전달계수와 비교해 

질량분율 0.2/0.8, 0.45/0.55, 0.7/0.3, 0.87/0.13에서 

각각 최  36, 45, 45, 38%까지 감소하였다.
(2) 실험한 모든 혼합냉매는 온도구배가 커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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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달계수가 비례해서 감소함을 보이면서 풀 

비등 열전달계수에 한 비공비 혼합냉매의 물

질전달저항 효과를 나타냈다.
(3) Stephan and Körner(14), Thome(7), Schlünder(16) 그리

고 Thome and Shakir(8)
의 상관식들은 혼합냉매의 

열전달계수를 절 평균오차 15.5%, Jung et al.(6)
의 

상관식은 절 평균오차 22.2% 이내로 본 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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