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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미세 열 유체 실험 연구
실은 2016년에 설립되어, 마이크로(micro) 스케일을
포함한 다양한 열 및 유동 현상에 대한 연구를 진
행하고 있다. 기술은 계속 고도화, 정밀화 되어 그
속도 역시 빨라지고 있다. 이에 공학적인 접근법과
해결법은 끊임없는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열 및 유동 현상에 대한 이해와 응용은
산업 및 건강 관리 기술의 고도화, 보편화를 위한
방안을 새로운 시각에서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본 연구실에서는 이와 같이 산업과 의료
현장을 포함한 다양한 범주에 적용될 수 있는 열
및 유동해석과 관련된 여러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
다. 특히 광학 및 초음파 등의 장치를 이용하여 계
측 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물리적 현상을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 주제들은 열 및
유동에 대한 물리적 이해를 기반으로, 입자 영상 속
도계(PIV; particle image velocimetry)를 이용한 유동
가시화, 상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CFD 시뮬레이
션, 온도감응 인광물질(Thermographic phosphor)을
이용한 온도장 측정과 같은 실험적 기법과 이론적
해석을 시스템에 맞추어 종합적으로 사용한다.
본문에서는 최근 중점적으로 다루는 연구 주제
를 간단히 소개하려 한다. 구체적으로는 진단용
3D 프린팅 칩, 생체 유동 계측, 마이크로 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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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라이덴프로스트 현상(Leidenfrost effect) 억
제, 곡면 충돌 제트의 과도 열전달, 산학 연계 연구
(냉장고 설계를 위한 유동해석) 등이 있다.

2. 연구 내용 소개
2.1 진단용 장치 개발
2.1.1 3D 프린팅 칩
일반적으로 난류가 쉽게 발생하는 대형(Macro)
스케일의 유로와 달리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폭을
갖는 미세채널(Micro-channel)의 유로에서는 유체
의 표면 힘(Surface force)이 체적 힘(Volumetric
force)보다도 큰 영향력을 가진다. 따라서 내부를
흐르는 유체는 층류로 간주할 수 있을 만큼 유동
특성이 비교적 분명하고 해석하기 유용하다.
미세채널을 활용하여 채널 내부를 흐르는 유체
에 대한 거동 특성 측정, 유체 내부에 포함된 고체
입자의 유동 관찰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1-3) 또한 산업적인 측면의 생화학 및 의약품 분
야의 경우, 미세채널을 활용한 물질의 혼합 및 반
응 시간, 혼합 비율, 유량 등을 정확히 제어해야 하
는 처리 등에 사용된다. 이 외에도 의료 목적의 진
단 행위에 사용되기도 한다.(4-5) 한편 CAD (Computer
Aided Design) 프로그램을 활용한 3D 모델 제작 기
술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더불어 3D 프린터 기술
의 발달과 대중화로 인해 보다 복잡하고 자유도 높
은 형태의 채널을 미세 크기로 제작하는 것이 가능
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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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op) Simulation of mixed flow comparison
in two-dimensional and three-dimensional
serpentine channels. (Bottom) Optical
measurement of alcohol concentration in
3D printed channel using chemical reaction.
본 실험실에서는 미세채널 제작이 가능한 고정
밀 3D 프린터를 활용하여, 리소그래피 등 기존 제
작 방식에서 제한되었던 채널의 형태를 다양화하
고 반복적인 수정, 제작 과정을 통해 최적화된 3D
printed chip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미세채
널은 유체를 혼합하는 데 있어서 주된 작용을 하는
난류가 생성되기 힘들기 때문에 채널 내로 주입된
서로 다른 유체를 혼합할 때 일반적으로 낮은 효율
을 나타낸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미세혼합
기(Micro-mixer)가 제안되었으며, 대표적인 형태로
서 구불구불한 형태가 반복되는 Serpentine channel
이 있다. 기존에는 2차원 평면상 Serpentine channel
에 다양한 형상 변화를 가하여 효율을 개선하는 방
법이 제안되어왔으며, 3차원 형태의 실험적 연구
는 제작의 한계로 인해 그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
다. 본 연구실에서는 3차원 Serpentine channel을 설
계하고 2차원 형상과의 시뮬레이션 결과 비교를
통하여 혼합 효율의 개선을 확인하고, 3D 프린팅
을 활용하여 채널을 제작, 실험을 통한 검증을 수
행하였다.

알코올 수용액과 산화 효소의 반응으로 과산화
수소가 발생하고, 이와 반응하여 붉은색 리소루핀
(Resorufin)을 형성하는 과산화효소 및 AmplifluTM
Red 용액을 사용하였다. 산화환원 반응은 시간에
따라 더욱 진행되어 용액의 색상이 진해지고, 이에
따라 영상의 Normalized intensity 값이 감소한다. 3
차원 혼합 채널에 주입하여 반응시킨 경우,
Normalized intensity 값이 대조군 대비 감소한 것을
관찰하였으며, 이는 혼합 효율이 향상됨에 따라 화
학 반응이 더욱 활성화된 결과를 보여준다 (Fig. 1).
또한 해당 채널에서 유량에 따른 Normalized
intensity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채널의 형상과 더불
어 혼합 시간 또한 화학 반응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관찰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소량의 샘플 내
화학물의 반응 향상과 효율적 혼합 장치 개발에 기
여할 것이다.
3D 프린팅이 기존 제작방식 대비 설계 변경이
유용한 점을 활용하여 적혈구의 변형성(RBC
Deformability)을 측정하기 위한 채널을 최적화하고
적용하는 연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6) 적혈구 변
형성은 혈액의 점도를 결정하는 주된 인자 중 하나
로서, 말초혈관의 혈액순환 장애와 관련성이 보고
되어 진단 및 병리학적 인자로 지목된다.
해당 실험은 적혈구의 변형성으로 인해 발생하
는 전단 박화 현상(Shear thinning effect)을 관찰하
는 실험으로써, 채널 내 혈액의 점도 변화를
Bypass의 유량 변화를 통해 측정하였다. 적혈구가
전단 박화 현상을 일으키는 약 10 s-1 이상의 전단
변형률(Shear rate)을 형성하는 채널을 설계하고 적
절한 압력 측정점을 찾기 위해 시뮬레이션이 활용
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유체 분사식 3D 프린터로
채널을 제작하였다 (Fig. 2a). 성인 혈액 샘플을
30%의 헤마토크릿(Hematocrit) 농도로 인산완충생
리식염수 용액과 재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적혈구
의 변형성을 감소시키는 글루타르알데히드
(Glutaraldehyde)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HPB
(High pressure bypass)에서 발생하는 액적의 주기
를 LPB(Low pressure bypass)의 액적 발생 주기로
나눈 액적 발생의 주파수 비(Frequency rate)가 증
가한 것을 관찰하였다 (Fig. 2b). 글루타르알데히드
에 의해 적혈구의 표면 멤브레인이 경화되어 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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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emporal variation of sedimentation
sequence and resampling.

Fig. 2. (a) 3D printed chips for measuring red
blood cell deformability. (b) Changes in
the frequency rate of droplet generation
with glutaraldehyde concentration.
전단박화 현상이 약화된다. 이는 HPB와 LPB 사이
의 좁은 구간에서 발생하는 혈액 점도를 증가시켜
최종적으로 HPB와 LPB에서 발생하는 유량 차이
를 증가시켜 액적 발생의 주파수 비가 경화정도에
따라 변하게 된다.
2.1.2 AI 기반의 적혈구 침강속도 예측 기술
적혈구 침강속도(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
ESR)는 수직 시험관내 혈액의 적혈구가 1 시간 동
안 혈장으로부터 분리되어 침강한 거리를 의미한
다. ESR 검사법은 ESR값을 통해 적혈구 응집도의
정도를 추정하여 염증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나타
내는 검사법이다. 하지만 가장 보편적인 ESR 검사
법인 Westergren 방법은 측정을 위해 1시간이 소요
된다. 따라서 빠르고 정확하게 결과를 도출하는 예
측 모델은 측정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소위 딥러닝이라 불리우는 신경망(Artificial
intelligence; AI) 모델은 주로 영상 및 음성 신호와

자연어 처리에 사용되며, 유동 제어나 난류 모델링
등 유체역학 분야에도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비
선형 활성화 함수가 있는 충분히 깊은 신경망은 어
떠한 연속 함수도 근사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신경망 모델은 복잡한 시공간 영역에서 정의되는
유체의 물리법칙을 적절하게 근사할 수 있는 이점
을 가진다.
본 실험실에서는 실시간 적혈구 침강 데이터를
획득하고 게이트 순환 유닛(Gated Recurrent Unit)
신경망 등을 사용함으로써 낮은 오차와 진단 시간
을 줄인 ESR 예측 모델을 개발 중이다.
실시간 계측 장치로 획득한 200명 환자의 적혈
구의 침강 데이터를 정규화 및 다운 샘플링(Down
sampling)과 같은 전처리 과정을 통해 시계열 데이
터로 변환한다 (Fig. 3). 시계열 데이터는 추가적인
생물학적 데이터와 함께 모델에 입력된다. 데이터
에 내재된 선후 관계를 학습할 수 있는 게이트 순
환 유닛 신경망이 다른 신경망에 비해 높은 것을
검증하였다. 30분 동안의 침강 경향을 통해 1시간
후의 ESR 값을 예측할 경우, Mean absolute error 값
이 평균 0.0143 정도로 낮은 값을 가지는 것을 확
인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30분의 측정을 통해
ESR 값을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을
의미 한다. 이러한 AI 적용을 통해 ESR 측정 시간
을 30분 내로 줄일 수 있는 기법을 개발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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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바이오 유동 계측
2.2.1 양악수술 환자의 기도 내 유동
사람의 몸은 순환계, 호흡계, 소화계 등 많은 부
분에서 복잡한 유동 메커니즘을 통해 작동한다. 신
체 내부의 유동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꾸준히 시도
되어왔다. 신체 내부 유동의 경우에 직접 측정이
어려운 경우, 유동 시뮬레이션을 활용할 수 있다.
전산 유체역학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는 유동에 대한 지배 방정식인 나비에-스토크 방정
식(Navier-Stokes equation)을 이산화하여 수치 해석
기법을 통해 유동장을 해석하는 도구로서 실험 결
과와의 비교를 통해 인체를 모사한 형상 내의 유동
에 대한 전산 수치해석의 정당성이 증명된 바 있
다. 본 실험실에서는 의료용 CT이미지를 활용하여
신체 일부를 재구성하고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유동장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양악
수술 환자의 수술 전과 후 기도 내 공기 유동을 해
석하는 연구를 한 바 있다.(7)
양악 수술이란 아래턱과 위턱의 위치나 모양을
교정하는 수술로, 최근에는 의료상의 목적뿐만 아
니라 미용상의 목적으로도 시행됨에 따라 관심을
받는 수술이다. 양 턱뼈의 모양이나 위치가 변하면
기도의 형상에 영향을 미쳐 호흡 패턴에 변화를 주
는데, 이는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 등의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시뮬레이션을 위해 실제 양악 수술을
진행한 환자의 수술 전후의 CT 영상을 기반으로 3
차원 상기도 형상을 재구성했다. 이렇게 재구성된
3차원 형상에 대하여 유동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Fig. 4는 CT영상을 기반으로 재구성된 3차원 상
기도 (Upper Airway) 형상과, 공기 유동장의 유선
을 속도 값으로 나타낸 결과이다. Fig. 4에서의 CT
영상과 3차원 형상을 보면 양악 수술 후 기도 면적
과 부피가 수술 후 눈에 띄게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유동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을 때, 줄어든
기도는 유동의 평균적인 속도를 증가시키며 가장
협착된 부분에서는 유속이 수술 전에 비해 3배가
량 증가했다. 이러한 유속의 증가는 벽면 전단응력
등을 증가시켜 기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높
은 압력 강화로 인해 호흡이 힘들게 된다는 점을

Fig. 4. (Top) Reconstructed upper airway.
(Bottom) Simulation results.
시사한다. CT영상을 사용하여 실제와 가까운 모델
링을 획득하면 수술 전후의 기도 형상 변화에 대한
파악이 용이해질 뿐만 아니라, 향후 유동 시뮬레이
션을 통해 환자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임상 판
단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2.2 협착 혈관의 맥동 유동
심혈관계 질환은 전 세계 사망원인의 1위를 차
지하며, 국내에서는 악성신생물(암) 다음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주요 사망원인이다. 심혈관계 질
환 하위 질환으로 혈관 협착증이 있으며, 본 연구
실에서는 협착된 혈관 내부를 흐르는 유체 거동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혈류역학적 관점에서 서술하
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혈관의 기하학적 구조 내 맥동 유동의 흐름에
따라 혈류역학적 특성들은 공간적 시간적으로 변
화한다. 이와 같이 교란된 흐름은 벽면 전단응력에
영향을 주며, 죽종 형성 및 혈전증을 일으키는 내
피 세포의 기능장애를 야기할 수 있다.(8-9) 따라서
죽상동맥경화의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병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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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고온 평판 및 격자 구조 위 액적 충돌

Fig. 5. Simulation results of 3D pulsatile flows in
curved stenosed vessels with different
angle. (0°, 10°, 20°)
적 관점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굽은 협착 채널에서
의 혈류역학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
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3차원의 굽은 협착 혈관에서 3 가지
의 다른 Reynolds 수에 따른 맥동 유동을 실험 및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채널의 직경은
20 mm이며, 채널의 중심부에 형성된 협착은 50 %
협착도를 가진다. 채널의 굽은 정도는 채널의 협착
부를 중심으로 0, 10, 20°로 3 가지로 이루어져 있
다. 실험은 입자 영상 속도계를 이용하여 수행하였
으며, 유동 시뮬레이션은 CFX 16.1 (ANSYS, Inc.,
USA) 을 사용하여 유동해석을 수행하였다. 채널의
출구 조건은 0 Pa이며, no-slip 조건으로 설정하였
다. 작동 유체는 실험에 사용된 glycerol-water 혼합
액체와 동일한 물성을 사용하였다 (ρ = 1150 kg/m3,
μ = 1.11×10-2 Pa·s). 채널의 굽은 정도는 유체 흐름
의 왜도(skewness)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Fig.
5), 원심력에 의해 협착 곡률부의 바깥쪽 벽면에서
전단응력이 심화되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
다.(10) 이러한 결과는 실험 결과와 잘 일치 하였으
며, 이는 혈관 플라크(plaque)의 파열이나 심각한
순환기 질병에 대한 기하학적 요소의 영향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고체 표면과 액적 사이의 충돌 거동은 자연환경
과 산업 현장에서 널리 관찰되는 현상이다. 산업
현장에서 가열된 표면에 액적이 충돌하는 경우는
자주 일어나고 있으며 냉각 시에도 분무 냉각 등의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산업에 있어서 냉각
성능은 효율성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냉각 대상이 고온인 경우에 라이덴프로스트
(Leidenfrost) 효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액체의 비등온도보다 높은 라이덴프로스트 온도
(TL)의 고체 표면에 액체가 부딪히면 액체가 증기
로 빠르게 변하여 액적과 고체 표면 사이에 증기층
을 형성한다. 증기층의 현저히 낮은 열전도 계수로
인해 열전달 성능이 저하된다. 따라서, TL을 높여
라이덴프로스트 효과를 억제하고, 열전달율을 높
이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 중 레이저 가
공으로 표면의 마이크로 구조를 형성하여 TL을 제
어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실험실에서는 고온 표면 위 물 및 에탄올 액
적 충돌 거동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11,12) 이
러한 거동에는 표면장력과 관성력의 비인 웨버 수
(We), 고온 표면의 온도 (Tw), 그리고 표면 형상이
중요한 인자이다. 레이저로 가공한 격자 알루미늄
표면 구조에서 액적 충돌 거동과 비등 영역에 대한
분석 또한 수행 중이다.(13) 가공된 표면에서는 증가
한 젖음성과 줄어든 증기압으로 인해 라이덴프로
스트 현상을 억제할 수 있으며, 가공되지 않은 표
면에서는 볼 수 없었던 액적 충돌 거동과 영역 변
화를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액적 충돌 영역은 핵 비등의 여부와 성장에 따
라 비 비등, 접촉 비등, 그리고 막 비등 영역으로
나뉜다. 막 비등 영역은 액적과 표면의 접촉이 없
기에 표면 가공에 따른 충돌 거동의 차이가 미미하
다. 하지만 그림 6a와 같이 접촉 비등 영역에서 가
공된 표면 위의 액적이 퍼지는 동안 마이크로 구조
물로 인한 강한 핵 비등이 발생하여 수직 방향으로
의 제트(jet)와 미세 액적들을 분출하는 splashing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가공되지 않은 표면에서는
관찰되지 않는 거동이다. 또한 온도에 따른 충돌
영역 또한 달라졌다. 평판에서는 We가 90일 때 TL

8

임유진 · 홍현지 · 이수환 · 서희림 · 김동우 · 이재진 · 염은섭

Fig. 6. Consequence images of droplet impact
behavior on (top) flat and (bottom) 50 μm
groove surface. (a) TW = 100 °C and (b)
TW = 150 °C at We ∼ 90.
이 150 °C 로 관측 되나, 유사한 We와 TL조건에서
레이저 가공된 표면은 접촉 비등 영역에 위치한다
(Fig. 6b). 마이크로 격자 구조 위 나노 구조로 인해
보다 높은 온도에서 라이덴프로스트 효과가 발생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격자 표면에서도 막비등 특성이 보인다. 액적의 퍼
지는 과정에서 액적의 외부 고리는 선명한 원 모양
을 형성하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
구는 액적 충돌로 인한 열전달을 예측하고 개선하
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4 곡면 충돌 제트의 과도 열전달
열전달과 유동의 상관성은 오래 전부터 꾸준히
우리 생활에 이용되어 왔다. 특히, 기계 장치가 더
욱 빠른 추세로 개발되고 장치가 소형화, 내재화
되면서 열-유동 특성을 파악하고 적용하는 것은 필
수적인 요소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온도
및 열전달 측정 기법 개발 및 적용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충돌제트는 고온의 표면에 유체를 분사시켜 국
소적으로 높은 열전달 효과를 내고 많은 열을 제거
할 수 있다. 이 특성 때문에 충돌 제트는 터빈 날개
의 냉각, 금속의 열처리, 유리의 건식 공정 등 다양
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된다. 대부분의 경우 제트는
기계 및 각종 부품의 곡면에 충돌하지만, 사전 연
구는 주로 제트가 평면에 충돌하는 경우에서 수행
되었다.(14)
본 연구실에서는 충돌제트에 의해 냉각되는 실
린더 표면의 과도(transient) 열전달 특성을 평판과
비교 분석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열감지 인광체를
이용하여 과도 상태의 온도장 측정 실험을 진행하
였다.(15) 인광물질에 강력한 자외선을 비추면 인광
(phosphorescence)이 나오고, 이 인광은 산소 농도
와 온도 변화에 따라 소광 특성이 달라진다. 열감
지 인광체는 이러한 온도에 따른 인광 수명 시간
(lifetime) 변화의 특성을 이용하는 물질이다. 다른
온도장 측정법에 비해 적용성 및 정확도가 우수하
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광학적 측정 기법을 활용
하므로 비접촉 방식의 측정이 가능하며 연구에 필
요한 공간 범위에서 온도장을 높은 해상도로 측정
할 수 있다. 열감지 인광체를 실린더 표면에 코팅
하여 시간-분해(time-resolved) 표면 온도장을 일정
한 열유속(heat flux) 조건에서 정량적으로 가시화
하였다 (Fig. 7). 제트가 실린더에 충돌한 후 대부분
의 유체는 Coanda 효과로 인해 곡면을 따라 이동
하며, 3차원 곡면 제트(curved wall jet)가 횡방향
(spanwise)과 유선방향(streamwise)으로 발달하는
것을 PIV 실험과 CFD 시뮬레이션을 통한 유동장
분석으로 확인하였다.(16,17) 그리고 노즐의 각도에
따라 발달방향이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각도가 90°에서 45°로 변경됨에 따라, 제트가
곡면에 충돌하고 더 넓은 범위에 퍼져 높은 열전달
의 영역이 유선 방향으로 길어지게 된다. 또한 벽
면 제트에 대한 곡률의 안정화 효과로 인해 열전달
의 2차 피크는 평면에서의 열전달과는 달리 명확
하게 관찰되지 않았다.
제트가 충돌한 후 초기에는 열 경계층이 얇아
열전달이 큰 값을 지니고 시간이 지날수록 경계층
이 두꺼워져 열전달이 감소하는 평판과는 달리, 곡

미세 열유체 측정 실험실

Fig. 7. (a) Instantaneous wall pressure fields and
(b) time-averaged velocity contours for a
CFD. (c) Temperature distributions of jet
impinging using thermographic phosphors
on the surface of a circular cylinder.
면의 경우에 제트가 충돌된 후 곡률을 따라 발달하
므로 시간에 따라 냉각 영역이 확장되었다. 따라서
곡면 충돌 제트의 경우에 평판 조건과 달리 열전달
이 향상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2.5 냉장고 산학 연구
냉동실 내부는 음식물 보관을 위해 -18℃ 정도
로 유지되며, 이를 위해 냉동실 내부에는 증발기가
위치한다. 음식을 꺼내기 위해 냉동실 문을 열었을
때 유입되는 외부 공기에는 수분이 포함되어 있다.
유입된 수분은 고내에서 가장 낮은 온도를 가진 증
발기 주위에 서리를 형성한다. 증발기 주위에 형성
된 서리는 증발기의 냉각 성능을 저하시키므로 서
리를 제거하기 위해 냉동실은 주기적으로 온도를
올리는 제상 과정을 거친다. 냉동실 배수구는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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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되는 제상수를 냉장고 외부로 배출해주는 역
할을 한다. 한편, 냉동실로 유입된 상온의 공기는
문을 닫은 후 영하의 냉동실 내부에서 냉각되면서
수축하여 내부에 음압을 형성한다. 내부에 형성된
음압은 냉동실 외부와의 압력 차이를 크게 만들어
사용자가 냉동실 문을 개방할 때 큰 힘이 필요하게
만든다. 내부 음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공기 유입이 필요하고, 이는 냉동실 배수구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냉동실로 유입되는 외부 공기
는 내부 습도를 높여 냉동실 배수구나 증발기 주위
에 형성되는 서리의 양을 증가시킨다. 이는 더 많
은 제상 과정을 요구하여 냉장고의 에너지 소비량
을 결과적으로 증가시킨다. 냉장고 작동 환경에서
외부 공기의 습도는 변경할 수 없으므로, 냉동실
배수구를 통해 유입되는 외부 공기의 결빙으로 인
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유입되는 공기 유
량 자체를 줄여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배수구를
통한 공기 유입으로 충분히 내부 음압 해소가 가능
하고 제상수도 원활하게 배출 되어야 한다는 점에
서 유동 제어 및 개선을 위한 설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실에서는 냉동실 내부의 음압 해소가 필
요한 순간은 평상시 작동 상황에 비해 냉동실 내부
와 외부의 압력 차이가 크다는 것에 주목하여 배수
관 설계 개선 과제를 LG전자와 진행했다. 이를 위
해 압력 차이에 따라 움직이는 셔터를 배수구 관
내 설치하였다.
다습한 환경에서 냉장고가 작동하는 경우에도
결빙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구 관
의 유동저항이 증가하도록 설계하였다. 압력 차이
로 구동하는 셔터의 위치 변화에 따라 관의 유동
분포가 변화한다. 평소에는 적은 유량이 냉장고에
유입되나 내부 음압 해소가 필요한 순간에만 추가
입구를 통한 공기 유입이 발생한다. 제안된 배수구
의 성능을 CFD와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Fig. 8).
또한, 냉장고 내부에서의 팬 유동으로 인한 공기
유동과 증발기 주변 서리의 발생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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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을 기울인다. 현재 연구실은 박사 후 연구원 2
인, 석·박사통합과정 1인, 석사과정 6인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연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연구
실 홈페이지(https://mtfl.pusan.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FERENCE

Fig. 8. (Top) Structures inside the refrig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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