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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구 치에 따른 배 을 갖는 원통내 유동특성에 한 수치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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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A numerical simulation on the flow field was carried out on the cylindrical shell with baffles. The 
steady incompressible 3-D Navier-Stokes solution is obtained with the actual operational condition and geometry of 
the heat exchanger. The effect of the location of inlet and outlet on the cylindrical shell with baffle is investigated 
by varying flow rate. The angle between the location of In/Outlet and baffle cutting part is 0°, 30°, 60°, 90°,
120°, 150° and 180°.  The present results show that the pressure drop is dependent on Reynolds number in the 
inlet area and position of inlet and outlet; i.e., the pressure drop increases with increasing Reynolds number and 
the pressure drop decreases with increasing angle between baffle cutting part and position of inlet and out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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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채널 내의 유동은 오래전부터 많은 학자들에 의해 

공학적인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배플이 존재하는 채

널은 유체유동의 흐름을 막아 우회토록 함으로써 유

체가 채널 내에 머무르는 시간을 길게 한다. 채널내

에서 배플을 따라 흐르는 유동은 수리학적으로 중요

한 부분이며, shell and tube 열교환기의 설계 시 

shell측의 기초자료로써 활용되며, 유동의 형상은 유

사하다. Shell-and-Tube 열교환기는 가격이 저렴하

고 유지 보수가 간편하며, 다양한 크기의 제작이 가

능하며, 내압성이 좋으므로 공기조화설비, 화학플랜

트 및 발전설비 등 산업공정용 열교환기로 널리 사

용되고 있다. 전체 산업공정용 열교환기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1)

따라서 shell-and-tube 열교환기에 대한 많은 연

구가 수행하고 있으나 유체의 입·출구 위치 및 형상, 

Head의 형식, 배플의 형상 및 간격 등 고려해야 할 

설계 인자들이 다양하고 shell 내 유동 및 열전달 현

상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 특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Tinker
2)는 압력 강하와 열교환기의 성능에 대한 

연구에 있어 열교환기 내부의 유동을 처음으로 교차 

유동, 배플-셀 누수, 배플-튜브 누수, 측면 유동의 부

분적인 유동으로 나누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Stehlik3)은 배플에 부과되는 압력이 shell and tube 

열교환기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

에 착안, 전열효과를 유지하면서 열교환기에 걸쳐 압

력손실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서 배플에 경사를 주

었을 때의 효과를 실험하였다.

Huadong Li 등4)은 배플 간격에 따른 열전달과 압

력강하의 관계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완전하게 발달

된 배플 구획 내에서 각 튜브 표면의 국소 열전달 계

수를 나타내었으며, 같은 레이놀즈 수에서 압력 강하

와 평균 열전달 계수를 통해서 배플 간격이 주는 영

향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Shah 등5)도 배플 수에 

따라 열전달량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이상천 등6)은 실험을 통해 다양한 값의 배플 간격

과 배플수에 대하여 유동 조건을 변화시킬 때 열전

달량과 열전달계수를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를  

Bell-Delaware법에 따라 계산한 열전달량과 열전달

계수와 비교하여 비균등 배플간격 교정계수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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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찰하여 새로운 상관식을 제안하였다. 박명관 등
7)은 관(tube) 길이에 따른 최적의 가로막 수를 

TEMA (Tubular Exchanger Manufacturers 

Association) E 형태의 열교환기의 실험을 통하여 연

구하였다.

설계인자 중 배플의 형상 및 간격, 관군의 배치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지고 있다. 상대적

으로 shell-and-tube 열교환기의 설계인자중 유체의 

입·출구 위치 및 형상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치해석을 통해 shell 입·출

구 위치 및 입구 유량을 변화시켜 내부의 유동 및 압

력강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최적 입출구 

위치를 구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자 한다.

2. 이론  배경  해석 모델

2.1 수치해석 모델

본 연구에 사용된 모델은 Table 1과 같은 형상을 

갖는 실린더 형상의 원통을 사용하였고, 입출구의 직

경은 11.4 mm이며, 수치해석을 위해 사용한 유속은 

0.88 m/s ∼ 1.76 m/s 이며 이를 모델의 입구 수력직

경을 기초로 한 Reynolds 수로 표시하면 Table 2와 

같다. (Fig.1 참조) 원통내의 입구 측으로부터 유입되

는 유량은 출구 측으로 모두 유출되어 전체 해석영

역을 통하여 질량보존법칙이 만족 되도록 적용하였

다. 배플을 갖는 원통을 수치해석하기 위한 격자수는 

약 25만개의 Polyhedral을 사용하였다.

Shell size Ds 169   mm

Shell length L 344.6   mm

Baffle cut Bc 15    %

Baffle thickness Bt 3   mm

Central baffle   spacing B 50   mm

Number of baffles Nb 5

Table 1 Fixed geometric parameters

Inlet   (Velocity-inlet)

Re = 10000

Re = 12500

Re = 15000

Re = 17500

Re = 20000

Outlet   (Pressure 
outlet)

Atmospheric 
pressure

Table 2 Boundary conditions

2.2 입·출구 치

Fig. 2에서와 같이 입·출구의 위치는 창(배플의 절

단부분)에 대해 0°, 30°, 60°, 90°, 120°, 150° 그리고 

180° 각각 위치하며, 그 위치에 따라 수치해석을 수

행하였다.

Fig. 1 Geometry of the model

 

Fig. 2 The position of the inlet and outlet

2.3 지배방정식

수치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유한체적법(FVM)에 

근거한 범용 프로그램인 FLUENT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3차원 정상상태 비압축성 점성유동을 고

려하였다. 이에 대응하는 지배방정식의 연속방정식, 

운동량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연속방정식:




 

 
운동량방정식:




 


 


  


 




난류모델은 이미 공학적으로 타당성을 검증 받은 

표준 κ-ε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벽 근처에서는 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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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treamline in the shell with Re=15000

(separation)를 잘 모사하는 Non-Equilibrium Wall 

Function을 사용하였다. 기본 방정식의 대류 항과 확

산 항은 2차 상류차분법으로 이산화 하였다. 속도 압

력 연성에 대해서는 Patankar에 의하여 제시된 

SIMPLE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수렴판정은 모든 

잔차 값이 10-3이하가 되고, 입·출구 측의 질량유량이 

일정하게 되면 수렴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3. 결과  고찰

3.1 유동 상

Fig. 3은 입·출구의 위치 변화에 따른 유선을 나타

낸 것이다. 배플은 채널 내부에서 유동을 우회시킴으

로 유체가 채널 내에서 오래 있으므로 열전달 현상

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와 함께 창(배플 절단

부)에 대한 입·출구의 위치는 shell 내부 유동의 흐름

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나 Sec_1과 Sec_6

(입·출구의 부분)에서 입·출구의 위치에 따라 상이한 

유동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유동의 흐름이 입구를 

통해 처음 원통내로 들어오면 Sec_1에서는 혼란된 

모습을 보이나 한 단계씩 배플을 거쳐 흐르고 배플

에 따라 주 흐름의 방향으로 유동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적절한 위치를 가질 경우 원통 내

부 유동에서 정체영역을 생성하여 낮은 전열효과와 

재순환 영역을 발생시키며 또한 배플의 모서리에서 

박리를 생성시켜 압력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3.2 압력강하  난류운동에 지

시스템효율에서 압력강하 및 열전달률은 중요한 

준이 된다. 압력강하는 그 시스템의 부하이며, 손실

인 반면 열전달률은 시스템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최적의 시스템이란 압력강하가 낮고 열전달률이 

높은 값을 가지는 시스템이다. 본 연구는 수리학적인 

면에서만 수행 되어졌으며, 열전달률을 대신해 난류

운동에너지의 값을 측정하였다. 난류운동에너지의 값

이 높다는 것은 그 지역 내에서 유동의 흐름이 활발

하다는 것이며, 그로인해 두 유체간의 열교환량이 증

가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7개의 입·출구 위치에 대한 압력강하 및 난류운동

에너지(TKE, turbulent Kinetic Energy)를 수치해석

으로 구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5, Fig. 6과 Fig. 7

에서 보여주고 있다.

Fig. 4와 같이 압력 및 난류운동에너지는 각 배플

을 기준으로 원통의 체적을 등분하여 총 6구간을 만

들고 그 구간에 따른 평균 압력 및 난류운동에너지

를 구하였다. 입·출구도 포함하여 계산하였다.

원통l의 중앙부분에서는 각 변수에 따른 영향이 적

었으나 입·출구 부분에서는 상당한 변화를 볼 수 있

었다. 전체적으로 입구 쪽에서 다음 배플로 넘어갈 

때 압력변화가 크게 나타난다. 배플이 완충 및 흡수 

역할로 인한 유동의 에너지 소모로 인해 압력이 크

게 감소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창과 입·출구 위치의 

각이 클수록 각 부분의 평균 압력차이가 적은 이유 

및 Sec_2에서 압력이 올라가는 이유는 각이 크게 되

면 입구 측에서 나오는 유량의 흐름이 창(배플의 절

단부)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이며, 그로인해 입구로 

통해 들어온 전체 유량 중 많은 부분의 유량이 곧 바

로 창을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이다. 이것은 출구 쪽

에서도 같은 현상을 볼 수 있다.

Fig. 3의 유동의 흐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Sec_6과 Sec_5의 압력 차가 큰 것을 볼 수 있

는데 여기서는 압력평균을 낼 때 출구 측 관까지 포

함하여, 그 값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수치를 나타낸 

것으로 사료된다.

동일한 Reynolds 수하에 Sec_2부터 난류운동에너

지의 변화는 입·출구의 위치를 변화하여도 그 값에

는 큰 변화가 없었다. 다만 다른 위치에 비해 0˚일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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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이 배플을 거치면서 일정한 흐름을 가져 이런 

현상을 나타낸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Sec_1과 

Sec_6 즉, 입·출구 측에서는 상당한 변화를 관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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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verage of pressure in the shell with 
Re=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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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verage of TKE in the shell with Re=15000

Fig. 6은 배플을 가진 원통내의 압력강하와 난류운

동에너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도식한 그래프

이다. 

Fig. 7 Pressure drop in the shell with Ave. TKE 

유동의 흐름에 관해서만 고려한 해석이므로 두 값

을 비교했을 때 값이 그래프상에서 오른쪽으로 치우

친 형상이 수리학적 판단에서 시스템 성능이 우수하

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저 레이놀즈수에서는 비슷한 

값을 보이나 고 레이놀즈수로 갈수록 그 값들의 차

이는 크게 나며, 특히나 60˚일 때 압력강하는 비슷

하나 난류에너지는 다른 경우에 비해 높은 값을 가

진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수치해석을 통해 배플이 있는 원통

의 입·출구 위치를 변화시켜 압력강하 및 난류운동

에너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다음

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입·출구의 위치 변화에 따른 shell 내의 각 부

분의 평균압력변화는 창과 입·출구위치의 각도가 작

을수록 압력손실이 다소 커지고 각도가 클수록 작아

지는 경향을 가진다.

(2) Sec_2에서 Sec_5까지의 평균 난류운동에너지

의 값은 차이나 없었으며, Sec_1과 Sec_6에서 큰 변

화를 확인 하였다. 

(3) 최종적으로 전체 해석 모델의 압력강하와 평균 

난류운동에너지를 비교하면, 고 레이놀즈수일 때 60˚

일 때 효율이 우수하다고 사료된다.

수치해석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입·출구에서의 적

절한 기하학적인 모델은 전체 시스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여기에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후  기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및 

지역전략기획기술개발의 지원과 중소기업청의 중소

기업기술혁신사업의 지원으로 이루어 졌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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