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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Recently, Heat-ESS, one of the key technologies to develop the energy storage and distribution
system, is attracting attention because of its capability and usages in greenhouse gas reduction and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In this study, transient numerical analysis was carried out on the thermal behavior
of PCM in plain and internally finned tubes, which are the primary components of Heat-ESS system. The
results show that the heat transfer via conduction is dominant initially and a thin layer of molten PCM
was formed along the tube wall. As the layer expanded, circulating flow of the molten PCM occurred between
the solid PCM and the tube wall, and natural convection plays important roles in the heat transfer. In order
to evaluate the effects of the fin on the melting process, different length and number of fins were investigated.
With increasing the length, the melting rate and heat flux increased, and showed maximum values of 0.0024
sec-1 and 7.14 kW/m2 at the length to radius ratio of 0.5, respectively. In addition, the melting rate increased
with increasing the fin number. However, at the number of fins more than 8, heat flux began to decline,
resulting in a decrease in heat transfer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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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하며, 상변화 온도에서 많은 열을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열화학적으로 안정

1. 서 론

하여 다수의 용융/응고 반복운전에도 변형되지
않고 운전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세계적으로 에너지 수요 증가 및 화석연료 사
용에 따른 환경 영향에 대한 우려로 신재생에너
지 보급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 중에 있다[1]. 이
는 에너지 이용 기술과 더불어 에너지 저장과 분
배 시스템에서의 기술 개발이 중요한 역할을 하
며, 최근 관련 분야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2]. 국내
의 경우, 총 에너지 소비의 62% 가량이 산업부분
에 치중해 있고, 이 중 약 12%가 배가스(73%),
배증기(10%), 배온수(17%)의 형태로 활용되지 못
한 채 버려지고 있다[1,3]. 이러한 폐열은 시간적,
질적 변동이 심하고 분산된 저급 에너지로써 안
정화 및 균일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요구된다.
열에너지저장시스템(Heat-Energy

Storage

System, Heat-ESS)는 에너지 저장 및 분배 시스
템 개발의 주요 기술 중 하나로써, 열 발생처와
수요처의 공간적, 시간적, 질적 불일치에 따른 문
제를 완화 또는 해소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더불어 최근에는 이동식 열저장
시스템에 대한 기술 개발이 보고되었으며, 이를
통해 열배관 등 인프라 구축 없이 열 공급이 가능
하다[4]. Heat-ESS는 크게 직접 폐열 및 여열을
저장하는 열저장시스템과 열의 공급 및 배분을
위한 열교환기 등의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또한
열저장시스템은 저장 방식에 따라 대상 물질의
온도 차를 이용하는 현열저장시스템과 상변화에
의한 잠열저장시스템 그리고 가역반응에 의한
열화학적 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상변
화 물질(Phase Change Material, PCM)을 이용하
는 잠열저장시스템은 열의 출입이 비교적 일정

외 높은 열용량 및 열전도도가 요구되나, 현재까
지 알려진 PCM의 경우, 일반적으로 낮은 열전도
도로 인해 열전달 제약이 발생한다. 즉, 열을 저
장하거나 방출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이로 인해
열 회수율 및 에너지 효율이 낮아지게 된다. 열전
달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 개발은 열저장
시스템 개발에 있어 주요 과제 중 하나로써, Fin
또는 다층 구조를 통한 비표면적 확장과 더불어,
대상

PCM에

Graphite,

Graphene,

Carbon

Nanotube 등 탄소계열 또는 금속계열 나노입자
등 전도도가 큰 물질을 혼합하거나, Micro-캡슐
화, 금속 격자 구조 및 Heat Pipe 삽입 등 다양한
방법이 제안되어 왔다

[2, 5-10]

.

본 연구에서는 열저장장치의 기본 구성으로
내부에 Fin을 가지는 Tube에서의 PCM의 열적 거
동 및 열전달 특성에 대하여 수치해석 연구를 수
행하였다. 열에너지저장시스템은 다양한 변수와
복잡한 구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석을
위해 단위 Tube에서의 PCM 열적 거동 및 변수
해석을 우선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에
Ansys Fluent를 이용하였으며, Ansys Fluent에서
제공하는 용융/응고 모델을 통해 용융, 결빙, 결
정성장 그리고 연속 주물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할 수 있다

[11]

. PCM 용융 특성에 대한 Fin 길이

및 개수에 따른 과도 해석을 통해 용융 PCM 분
율, 온도 및 속도 분포 그리고 자연대류 효과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
는 Fin Tube 및 열저장장치 설계에 활용할 목적
이며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위한 주요 자료가 된
다.

한 온도에서 이루어지며, 현열 시스템에 비해 높
은 열저장 밀도를 제공하여 장치의 체적을 크게
줄일 수 있고, 5~14배의 열을 저장할 수 있다[2].
PCM의 선정은 상변화 온도가 운전 조건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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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에너지의 출입은 일정 온도에서 이루어지며,

2. 해석 대상 및 방법

온도 변화를 수반하는 현열 효과에 비해 큰 에너
지를 저장 및 방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변화

2.1 상변화 물질

물질은 크게 유기계 및 무기계, 그리고 두 물질의
상변화 물질은 일정 온도 이상 조건에서 열을
흡수하여 용융(또는 기화)되고, 이하의 온도에서
주변으로 열을 내놓고 다시 결정화(또는 액화)하
는 물질로써 상변화를 통해 열을 저장하거나 방

혼합계로 분류할 수 있으며, 유기계 및 무기계
상변화 물질은 세부적으로 각각 파라핀계와 비
파라핀계 그리고 금속계와 염수화물계로 구분된
다(Fig. 1).

출할 수 있는 열에너지 저장물질을 말한다. 이때

Fig. 1. Classification of PCM

무기계 상변화 물질은 열전도도와 잠열이 크다

상변화 온도의 폭이 넓어 이용 가능한 범위가 다
[12]

는 장점이 있으나, 상분리 현상과 저장용기 등

양하다는 장점이 있다

부식성이 크다는 단점을 가진다. 이에 반해 유기

유기계 상변화 물질의 물성을 비교하였으며, 본

. Table 1에 무기계 및

계 상변화 물질의 경우 무기계 물질에 비해 가격

연구에서는 유기계 상변화 물질을 대상 물질로

이 비싸고 단위 체적당 잠열이 작은 단점이 있으

선정하여, 상변화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나, 열이나 화학적으로 안정적이고 물질에 따른
Table 1. Physical characteristics of inorganic and organic PCMs
Classification

Inorganic

Organic

Phase change temperature (℃)

89

68~71

Density (kg/m )

1,550

802.1

Specific heat capacity (kJ/kg·K)

2.48

2.50

Thermal conductivity (W/m·K)

0.670

0.508

Latent heat capacity (MJ/m )

234.1

214.2

Max. operating temperature (℃)

120

195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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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내부의 PCM 용융 특성에 대한 해석을 수행

2.1 대상 시스템

하였다. 대상 시스템의 격자 구성과 Fin 길이 및
본 연구에서는 Fin Tube 타입 PCM 저장장치를

설치 개수 조건은 각각 Fig. 2 및 Table 2와 같다.

활용한 열저장시스템 개발을 위해 단위 Tube에

외부 열 공급은 대상 시스템에 일정 온도의 열전

서 Fin의 기하학적 특성이 PCM 용융에 미치는

달 매체가 공급되는 조건을 가정할 수 있으며,

영향을 해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외경 50.8 mm,

Tube 외벽 온도를 373K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조

내경 46.6 mm의 Aluminium Tube를 대상으로 내

건에서 진행되었다.

부에 동일 소재의 두께 1~2 mm Fin을 길이 및
개수를 달리하여 설치하였으며, 외부 열 공급에

Fig. 2. Meshing of plain (left) and finned (right) tubes.

Table 2. Calculating conditions of PCM melting
Ratio of
Fin Length
[   ]

Number of
Fins
[-]

1

0.00

2

Ratio of
Surface
[   ]

Temperature of
a Outer Wall
[K]

Mesh Elements
[-]

0

1.000

373

28,832

0.10

4

1.102

373

28,832

3

0.25

4

1.291

373

29,132

4

0.50

4

1.609

373

29,132

5

0.75

4

1.928

373

30,332

6

0.90

4

2.121

373

27,738

7

0.50

3

1.457

373

29,132

8

0.50

6

1.914

373

29,132

9

0.50

8

2.219

373

29,132

10

0.50

10

2.523

373

29,132

Cas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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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10 (Standard of Ansys

2.3 전산해석 모델

Fluent)으로 정의하였으며, 이 보다 큰 경우 계산
Tube 내부의 PCM 상변화는 2차원의 층류 및

결과는 일정 값들의 진동을 야기할 수 있다. 이와

비압축성 유체로 가정하여, 비정상상태 해석으

더불어, 임의의 상수      를 분모 항에

로

포함하여 PCM이 고상인 조건에서도 0이 되는 것

진행하였으며,

대상

물질의

상변화는

Enthalpy-porosity Method를 이용하여 모사하였

을 방지한다[11].

다[9,11]. 이는 용융상과 고상의 계면(Liquid-solid

자연대류는 밀도 차에 의해 발생하나, 밀도 차

Interface)을 명시적으로 계산하는 대신 대상 영

가 크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온도 차에 의해

역 내 액상으로 존재하는 Cell의 부피 분율로 액

자연대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온

상 분율을 계산한다. 용융 액상과 고상이 혼재된

도 변화에 따른 밀도 차가 작은 경우, Boussinesq

Mushy 영역은 가상의 다공질 매체로 간주된다.

근사법을 적용하여 해석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

이때 매체의 다공성은 0~1의 값을 가지며 이는

이 밀도는 온도에 대해 열팽창계수(  =0.00091)

액상 분율과 같다. 고상 Cell의 경우 다공성은 0

에 따른 선형 관계로 계산할 수 있다[11,13,14]. 이때

에 해당하며 유속 역시 0으로 계산한다. PCM 상

계산된 밀도는 운동량 방정식의 부력 항에서만

변화 전산해석을 위한 지배 방정식은 아래의 연

사용되고, 부력 항을 제외한 모든 방정식에서 일

속 방정식, 운동량 및 에너지 방정식을 사용하였

정한 값으로 계산한다.

다.

   ≈     
      ∆ 

- Continuity Equation

 ∇ ∙    



(1)
- Energy Equation

  ∇ ∙    ∇ ∙ ∇  



- Momentum Equation

  ∇ ∙   ∇   ∇     


(2)
여기서,

대상

kg/m·s이다.

PCM의

운동량

점도(μ)는

방정식의

0.0075

Momentum

관한 Darcy 법칙의 감쇠 항으로 Mushy 영역에서

합으로 계산되며 아래 식과 같다.

    ∆

   

고상 Cell에 의한 Momentum Sink는 아래의 식과
같다.

∆   
  
   

  
   


(3)

여기서,  는 Mushy 영역 상수로서 감쇠 효
과의 크기를 반영하며, 일반적으로 104~107의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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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상 물질의 엔탈피는 현열()과 잠열(∆ )의

Source (  )는 다공성 매질을 통과하는 유동에

34

(4)

(6)





 

 

(7)

(8)

액상 분율(  )은 대상 물질의 온도에 따라 지렛
대 원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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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if       







   
    if          
       



회전유체, 그리고 급하게 꺾인 영역에 대한 해석
[11]

의 경우 사용된다 . 그 외 운동량 및 에너지 식
의 경우 Power Law Scheme을 이용하였다.

(9)

3. 결과 및 토의

여기서  ,  는 각각 대상 물질이
고상 및 액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최대 및 최소

3.1 Plain Tube에서의 PCM 용융 특성

온도이다.
압력-속도

관계는

SIMPLE

(Semi-Implicit

Method for Pressure-Linked Equations) 알고리

Fig. 3에 Tube 외벽 온도 373K 조건에서 시간

즘을 이용하였으며, 압력 식은 PRESTO Scheme

에 따른 Plain Tube에서의 PCM 용융 액상 분율

을 이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자연대류 현상 또는

그리고 온도 및 속도 분포를 나타내었다.

Fig. 3. PCM melting in a plain tube.

최초 Tube 외벽을 통해 공급된 열의 전달은

경계면의 상대적으로 저온 용융물은 하부로 이

Tube 안벽과 맞닿은 고상 PCM과의 열전도 현상

동하는 순환 흐름을 형성하면서 온도 차에 의한

에 의해 주로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해 용융 액

자연대류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열전도와 더불

상 분율 및 온도 분포는 Tube 면과 평행한 얇은

어 대류에 의한 열전달이 동시에 작용하게 된다

환형 층을 형성하고, 열전달이 진행됨에 따라 환

(time=105s). 이후 용융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대

형 용융 층은 Tube 중심방향으로 성장하였다

류 흐름의 세기 역시 증가하였으며, 특히 온도

(time=15s). 용융물의 속도 및 속도장 분포에서

차가 큰 Tube 벽면과 고상 PCM 경계면에서 빠른

알 수 있듯이, 일정 영역 이상의 용융 층 조건에

유동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용융 PCM의 자연대

서 벽면에 인접한 고온의 용융 PCM은 Tube 면을

류 현상으로 인해 Tube 상부의 경우 하부와 측면

따라 상승 흐름을 형성하는데 반해, 고상 PCM

에 비해 용융 영역이 크게 형성되었으며,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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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하부에 용융물의 와류 흐름이 추가적으로

에 잘 부합하였으며, 이를 통해 본 해석 모델의

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다(time=195s). 용융 PCM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의 자연대류로 인해 Tube 상부는 Tube와 열평형

경우 열전달 420초 경과 후 액상 분율 및 PCM

상태의 고온 용융 PCM으로 채워져 온도 구배 및

평균 온도는 각각 0.47 및 346K으로 나타났다.

[9,13,15,16]

. Plain Tube의

유동이 거의 없는 영역을 형성하였으며, 온도 구
배 및 대류 흐름은 Tube 측면과 하부에 치중하여

3.2 Fin 길이의 영향

발생하였다(time=420s). 이와 같은 열전달 초기
고상 PCM의 열전도에 의한 환형 용융 층 형성

내부에 4개의 Fin을 가지는 Tube에서 Tube 반

및 용융 PCM의 자연대류에 의한 액상 분율 및

경 대비 Fin 길이 비에 따른 PCM 용융 특성을

온도 분포는 기존 보고된 실험결과 및 해석결과

Fig. 4~8에 나타내었다.

Fig. 4. PCM melting in a finned tube (Ratio of fin length=0.1, Number of fins=4).

Fig. 5. PCM melting in a finned tube (Ratio of fin length=0.25, Number of fin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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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CM melting in a finned tube (Ratio of fin length=0.5, Number of fins=4).

Fig. 7. PCM melting in a finned tube (Ratio of fin length=0.75, Number of fins=4).

Fig. 8. PCM melting in a finned tube (Ratio of fin length=0.9, Number of fin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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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 Tube에서의 용융 역시 Plain Tube에서의

해 열전달을 개선하는 반면, 용융물의 유동을 방

용융과 마찬가지로 열전달 초기 Tube 벽면과 고

해하여 대류에 의한 열전달을 감소시킬 수 있다.

상 PCM의 열전도 현상에 의해 Tube 안벽을 따라

이에 Fin 길이 비에 따른 열 유속 및 시간에 따른

얇은 용융 층이 형성되었으며, 열전달이 진행됨

액상 분율의 변화량( )을 Fig. 9에 비교하였

에 따라 용융 영역의 확장 및 용융 PCM의 자연대

다. Fig. 9에서 알 수 있듯이, 액상 분율 증가율은

류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열전달

Fin 길이 비 0.5까지 빠르게 증가한 후 감소하였

및 PCM 용융 특성에 미치는 Fin의 영향은 길이

다. 열유속 또한 길이 비 0.5 조건에서 가장 크게

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Fin 길이 비를

증가하였으며, 길이 비 0.75 및 0.9의 경우 Plain

0.1에서 0.5까지 증가시킬 경우 PCM 평균 온도

Tube에서 보다 낮게 나타났다. 특히, 길이 비 0.9

및 액상 분율은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0.5를 초과

의 Fin Tube는 Plain Tube와 비교하여 전열면적

하여 증가할 경우 내부 온도 및 액상 분율은 감소

은 2.1배 증가하였으나, 평균 열유속은 대략 57%

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길이 비가 0.9의 경우

감소하였다.

Plain Tube에서 보다 느린 열전달을 보였다.
Tube 내부에 설치된 Fin은 전열면적 확장을 통

a) Differential liquid fraction

b) Heat flux

Fig. 9. Effect of length of fins on a differential liquid fraction and heat flux.

3.3 Fin 개수의 영향

른 PCM 용융 특성을 Fig. 6, 10~13을 통해 비교하
였다.

Tube 내부의 Fin (길이 비=0.5) 설치 개수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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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PCM melting in a finned tube (Ratio of fin length=0.5, Number of fins=3).

Fig. 13. PCM melting in a finned tube (Ratio of fin length=0.5, Number of fins=6).

Fig. 14. PCM melting in a finned tube (Ratio of fin length=0.5, Number of fin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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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PCM melting in a finned tube (Ratio of fin length=0.5, Number of fins=10).

Fin 개수에 대한 용융 특성 비교는 Fin 길이

액상 분율은 빠르게 증가하였다. Fin 개수에 따

비를 0.5로 고정하여 Fin에 의한 내부 용융물의

른 액상 분율 증가율 및 열유속 변화는 Fig. 14와

유동 방해 및 열전달 효율 저하를 최소화하는 조

같다.

건에서 진행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모든 조건에
서 Fin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PCM 평균 온도 및

a) Differential liquid fraction

b) Heat flux

Fig. 16. Effect of number of fins on a differential liquid fraction and heat flux.

Fig. 14와 같이 Fin 개수 증가에 따라 액상 분율

Fin을 설치한 경우 열유속은 다소 감소하였음을

증가율은 비교적 일정하게 증가하였다. 이에 반

확인할 수 있었다. 비교적 일정한 전열면적 조건

해 평균 열유속의 경우 3개에서 6개 설치의 경우

에서 Fin 길이 및 개수의 영향을 비교하여 Table

높은 값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8개 및 10개의

3에 나타내었다. Fin 길이 비 및 개수가 0.5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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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인 조건에서 0.75 및 4개의 경우에 비해 액상

에 비해 개수에 의한 전열 개선 효과가 더 크게

분율 증가율 및 열유속은 각각 46% 및 31% 증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하였다. 즉, 동일한 전열면적 조건에서 Fin 길이

Table 6 Comparison of effects of fin length and number
Ratio of Surface
[  ]

Ratio of Fin Length
[    ]

Number of Fins
[-]

Diff. Liquid Fraction
[sec-1]

Mean Heat Flux
[kW/m2]

1.93

0.75

4

0.00208

5.23

1.91

0.50

6

0.00305

6.86

경향을 보이며, 열전달 효율은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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