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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설명- -

D 나선코일의 직경: (m)

d 튜브의 직경: (m)

f 마찰계수: ( 
)

h 비엔탈피: (kJ/kg)

htot 총엔탈피: (KJ/kg)

L 튜브의 길이: (m)

Nu 수: Nusselt

Pr 수: Prandtl

P 압력: (Pa)

p 나선코일의 피치: (m)

qw 벽열유석: (Wm
-2
)

R 튜브의 반경: (m)

Re 수: Reynolds ( )

r 반경방향 좌표: (m)

s 튜브 축방향 좌표: (m)

T 온도: (K)

T0 입구온도: (K)

Tb 체적평균온도: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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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나선형 튜브내의 난류 열전달 및 하중 특성을 수치해석 방법을 이용하여 파악하였다 열교환기.

와 같은 공학적 설비에서 관내 열전달을 향상시키기 위해 튜브의 형상을 나선형으로 설계한다 이에 나선형 튜브내.

의 열전달 및 난류 특성에 대한 많은 실험적 연구가 이루어 졌으나 대부분의 연구가 압력 강하 및 열전달 상관관계,

에 초점이 맞추어 진행되었다 나선형 튜브내의 유동은 원심력에 의해 튜브 바깥쪽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열전달.

및 전단응력이 발생하지만 안쪽에서는 낮은 열전달 및 전단응력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튜브의 원, .

주방향으로 발생하는 전단 응력 및 수의 변화를 수와 나선 코일의 지름을 변경하며 정량적으로 살Nusselt Reynolds

펴보았다 나선 코일 안쪽에서 국부적인 전단응력과 열전달율이 크게 낮게 특정되었으며 이는 튜브 재질의 안정성. ,

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마찰계수와 수에 대한 기존 상관관계식을 검증하였. Nusselt

으며 직관에서의 마찰계수와 수의 상관관계식이 나선형 튜브의 형상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관측하였다 본, Nusselt .

연구의 결과는 열교환기나 증기발생기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 중요한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In this study, turbulent flow and heat transfer characteristics in a helically coiled tube have been numerically

investigated. Helically coiled tubes are commonly used in heat exchange systems to enhance the heat transfer rate.

Accordingly, they have been widely studied experimentally; however, most studies have focused on the pressure drop and

heat transfer correlations. The centrifugal force caused by a helical tube increases the wall shear stress and heat transfer rate

on the outer side of the helical tube while decreasing those on the inner side of the tube. Therefore, this study

quantitatively shows the variation of the local Nusselt number and friction factor along the circumference at the wall of a

helical tube by varying the coil diameter and Reynolds number. It is seen that the local heat transfer rate and wall shear

stress greatly decrease near the inner side of the tube, which can affect the safety of the tube materials. Moreover, this

study verifies the previous experimental correlations for the friction factor and Nusselt number, and it shows that the

correlation between the two in a straight tube can be applied to a helical tube.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important data for the safety evaluation of heat exchangers and steam gener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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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 체적평균속도: (m/s)

Ui 속도벡터: Reynolds-averaged (m/s)

ui 섭동속도벡터: (m/s)

xi 직교좌표계: (m)

 밀도: (kg/m
3
)

λ 열전도율: (Wm
-1
K

-1
)

 벽전단응력: (Pa)

 점성계수: (Pa s⦁ )

서 론1.

열교환기와 같은 공학적 설비에서 흔히 사용되는

원형 튜브의 경우 내부 유동에서의 열전달을 향상,

시키기 위해 열전달 단면적을 증가시키거나 유동,

교란을 발생시켜 난류 유동에 의한 열전달 증가 효

과를 이용하게 된다 이 외에 튜브의 열전달 증가.

를 위해 사용되는 방법으로 튜브의 형상을 나선형

으로 설계하여 나선형 튜브를 따라 나선 회전 운동

하는 유체에 작용하는 원심력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나선형 튜브에서 발생하는 원심력은.

튜브의 나선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압력구배를 발생

시키며 쌍의 차 유동 을 형성시1 2 (Secondary flow)

킨다 이러한 차 유동은 튜브 내 유동 교란을 증. 2

가시키고 튜브 바깥쪽의 유속을 증가시키게 된다, .

이러한 효과로 튜브내의 열전달이 크게 향상된다.

이러한 나선형 튜브의 장점 때문에 많은 산업용 열

교환기에서 나선형 튜브가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에는 일체형 원자로인 SMART (System- integrated

의 관류형 증기발생기에Modular Advanced ReacTor)

도 채용되고 있다.

나선형 튜브에서 원심력에 의해 생성되는 차2

유동은 튜브 바깥쪽 벽부분의 주유동 속도를 증가

시키고 관 안쪽의 주유동 속도를 감소시키며 관내, ,

마찰계수를 증가시키게 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지금까지 압력강하와 마찰계수의 변화에 대한 실험

적 연구(1~5)가 많이 이루어져 왔으며 이와 관련된,

많은 상관관계식이 여러 유동조건에서 제시되어 왔

다.
(6) 최근에는 및DNS(Direct Numerical Simulation)

기법을 이용한 수치해LES (Large Eddy Simulation)

석을 통해 나선형 관내에서의 차 유동특성과 난류2

특성에 대한 연구(7~9)가 진행되고 있으며 열교환기,

의 효율과 관련하여 나선형 튜브에서의 열전달에

관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단상 유동.

에서 실험적 방법으로(single-phase flow) Re 수와 Pr

수 그리고 코일의 반경비, , (d/D 변화에 따라)

(a)

(b)

Fig. 1 (a) Grid system of the helically coiled tube,
(b) Grid at any cross-section of the helical
tube

p

D/2

d

Fig. 2 Geometry of a helically coiled tube

열전달 상관관계식을 제시한 연구가 많이 이루

어 졌다.
(6,10~12)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튜브 내

에서 평균된 수의 변화에 초점이 맞추어Nusselt

진 실험적 연구가 대부분이며 튜브내의 국부적,

인 열전달 특성에 대한 연구는 실제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일체형 원자로의 증기발생기와 같이 엄격한 안

전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공학적 설계에서 국

부적인 영역에서의 열전달 특성 및 하중은 안전

성 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나선형 튜브내의 난류 열전달 특성에

대하여 Re 수와 코일의 반경비(d/D 가 튜브의 국)

부적인 난류 열전달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상용

전산유체코드인 ANSYS-CFX-13
(13)을 이용하여 살

펴보았다 특히 튜브의 원주방향으로 발생하는.

전단응력과 열전달 계수의 변화를 관측하였으며,

이는 튜브내의 마모도 및 원자로 증기발생기 전

열관의 건정성 평가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 원자력 안전해석에

사용되는 차원 계통 해석 코드 등1 (Relap, MARS )

의 해석 모델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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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arison of normalized axial velocity along
a horizontal cut (the inner wall at r/R=-1
and the outer wall at r/R=1); p/d=0,
d/D=0.1, Reτ=230

수치해석 방법2.

지배 방정식과 수치해석 방법2.1

균일한 열유속이 있는 나선형 튜브의 정상상태

난류 열전달 해석을 위하여 사용된 비압축성 지

배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범용 전산해석 코드인 CFX
(13)

를 이용하여 위 지배방정식을 수치해석하였다 경계.

조건으로 입구에서는 균일한 입구 속도와 온도조건

(T0 을 사용하였으며 튜브 벽에서는 점착조건) ,

과 균일한 열유속(no-slip condition) (constant heat

flux, qw 을 사용하였다 수치해석을 위한 격자는) .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육면체의 정렬격자계Fig. 1

를 사용하였으며 사용된 격자수는(structured grid) ,

튜브의 단면에서 개의 로 격자를 구성하였6555 cell

으며 유동방향으로 개의 격자를 사용하여 총, 320

개의 격자가 사용되었다 벽 근처 영역에서2,097,600 .

는 저 레이놀즈수 모델(Low- Reynolds-Number

을 적용하기 위하여 벽에서 가까운 첫 번째Model)

격자점에서의 r△ + 값을 이하로 하였다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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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arison of friction factors with experimental
correlations; (a) d/D=0.08333, (b) d/D=0.04167,
(c) d/D=0.02078, (d) d/D=0.00925

유동조건2.2

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나선형 튜브의 형Fig. 2

상을 보여준다 나선형 튜브에서 차 유동과 열. 2

전달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연구와 같이 유체의 물성치가 일정하

다고 가정한 경우 수 나선 피치 나선, Reynolds , ,

곡률비가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나선.

피치(p 를) p/d 로 고정하고=1.667 , Re 와 d/D의 변

화에 따른 열전달 및 유동 특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의10000, 25000, 50000, 100000 Re

수에서 나선의 곡률비(d/D를) 0.08333, 0.04167,

로 변경하며 관내 원심력의 영향이0.02078, 0.00925

열전달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튜브의 축방향.

길이(L는 유동이 완전 발달되는 영역을 고려하여)

L/d 을 사용하였으며 사용된 유체의 수=150 , Prandtl

는 이다0.91 .

난류 모델2.3

난류 유동의 해석에서 적절한 난류 모델의CFD

선정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에서 흔히 사. CFD

용되는 모델에는 k-ε모델, second order Reynolds

stress-ω(RSM-ω 모델 벽 근처에서) , k-ω모델을 사

용하고 그 외 영역에서, k-ε모델을 사용하는 SST

모델(14,15) 등이 있다 나선형 튜브의 경우 곡률에. ,

의한 원심력이 난류 특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Spalart and Shur
(16)는 two-equation

계열의 난류 모델에서 유동 형상에서 곡률과 유동

회전이 난류 모델에 미치는 영향을 난류 생성항

의 수정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으(production term)

며 본 연구에서도, 에서 제공하는CFX Spalart and




    , i=1, 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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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Normalized axial velocity along a horizontal
cut (the inner wall at r/R=-1 and the outer
wall at r/R=1); (a) Re=10,000, (b)
Re=25,000, (c) Re=50,000, (d) Re=100,000

Fig. 6 Normalized axial velocity contours; Re=25,000,
d/D=0.08333

Shur
(16)의 모델도 함께 비교하였다.

난류 모델을 검증하기 위하여 에서 제공하는, CFX

난류 모델들을 나선 피치가 이고 곡률비가0 ,

d/D 인 환형관 에서 적용하고 원심=0.1 (toroidal pipe) ,

력이 난류 모델이 미치는 영향을 결과DNS
(8,9)와 비

교하였다 은 각각의 모델에 대하여 튜브의 수. Fig. 3

평방향으로 축방향 속도 분포를 결과와 비교한DNS

결과를 보여준다. Boersma
(8)의 경우와case A Hüttl

and Friedrich
(9)의 결과는 초기조건으로 난수DNS

를 이용하여 유동 교란을 가한 경우(random number)

이며, case B
(8) 경우는 교란 없이 난류를 생성시킨

경우이다 완전 발달한 난류 유동의 경우 초기 조건.

에 독립이어야 하나, Bosersma
(8)에 의하면 난류 강

도가 충분히 크지 않은 범위의 계산이기에 초기 난

수에 의한 유동 교란에 의하여 높은 난류 강도가

속도분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였다. SST 모

델과 RSM-ω모델의 경우 속도 분포가 계산와, DNS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SST 모델

에 Spalart and Shur
(16)가 제시한 난류 모델 수정

(SST-CC을 적용한 결과 소폭으로 결과에 접) DNS

근하는 양상을 볼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

SST-CC 모델을 적용하여 나선형 튜브내의 난류 열

전달 특성을 살펴보았다.

결과 및 토론3.

압력 손실 및 마찰계수3.1

나선형 튜브 또는 곡률을 가지는 튜브 내에서

압력 손실 및 마찰계수에 관한 연구는 그 공학적

중요성에 의해 기존에 많은 실험(1-5)이 이루어져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실험 결과와의.

비교 검증을 위해 에서 마찰계수Fig. 4 (Darcy

를 완전 발달한 영friction factor) (fully developed)

역에서 기존 실험 상관관계식들과 비교하였다.

에서 볼 수 있듯이Fig. 4 Re 및 나선 곡률비(d/D)

변화에 따른 마찰계수의 변화가 기존 실험 관계

식들과 잘 일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또한,

d/D가 감소함에 따라 원심력에 의한 차 와류의2

영향이 감소하므로 마찰 계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잘 일치하고 있다.

는 완전 발달된 영역에서 튜브의 수평방Fig. 5

향으로의 축방향 속도 분포를 나타낸다 각. Re

수에서 d/D가 증가함에 따라 원심력의 영향이 커

지고 이에 따라 관 바깥쪽의 속도가 증가하게,

되며 관 안쪽의 속도가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Re 수가 증가하게 되면서 축방향 모,

멘텀이 증가하게 되고 원심력의 상대적 효과가,

작아지는 것이 관측된다.

은 나선 축방향Fig. 6 (s 의 각 단면에서 축방향)

속도(Us/Ub 의 등고선을 나타내었다 입구에서 유) .

동방향으로 2.36d 떨어진 경우 균일한 입구유동,

에 의해 관내 원심력의 미약하며 벽쪽에서 유동,

경계층이 점차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후.

s/d가 증가함에 따라 원심력이 발달하게 되고 이,

에 따라 튜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서로 반대 방

향으로 회전하는 한 쌍의 차 와류가 점차 형성2

되며 축방향 유동 속도 분포에 큰 영향을 미치,

는 것이 관측된다. s/d가 약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40

면 원심력이 완전히 발달하여 축방향 모멘텀과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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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Variation of the local wall shear stress
around the circumference, Re=25,000

을 이루어 축방향 유동 분포가 거의 변하지 않고 완

전 발달한 유동으로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은Fig. 7 Re 에서 완전 발달한 영역의 벽=25,000

전단응력 분포를 나타내었다. d/D가 큰 경우 즉,

원심력의 영향이 큰 경우 튜브 전반에서 벽 전,

단응력이 원형 직관 의 경우보다 크(straight tube)

게 증가하는 것이 관측된다 나선 곡률비가.

d/D=0.02078, d/D 으로 작은 경우 코일 안=0.00925 ,

쪽과 바깥쪽에서 d/D 변화에 따른 벽 전단응력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직관보다 낮은 전단,

응력을 보이는 영역이 점차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전단응력의 평균값은. d/D가 작아짐에 따라

점차 직관에서의 전단응력으로 수렴하게 된다.

열전달 특성3.2

나선형 튜브에 의한 원심력은 관내 차 와류를2

형성하고 나선 코일 바깥쪽에서의 유동 속도를,

증가시키면서 관내 열전달을 증가시키게 된다.

이에 단상 및 상 유동에서 실험을 통한 열전달2

상관관계식에 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된바 있다.
(6)

은 기존 실험적 연구를 통한 상관관계식과Fig. 8

본 연구에서의 평균 수를 비교하였다 각Nusselt .

각의 나선 곡률비에서 Re 수의 변화에 따라 완전

발달한 영역에서 튜브 원주방향으로 평균된 Nu

수 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여기서(Nusselt number) .

Nu 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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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mparison of the mean Nusselt number with
experimental correlation; (a) d/D=0.08333, (b)
d/D=0.04167, (c) d/D=0.02078, (d) d/D=0.00925

Fig. 9 Non-dimensional temperature contours; Re=25,000,
d/D=0.08333

각각의 d/D에서 평균 수가 식 의Nusselt (6)

상관식Roger and Mayhew
(10)과 잘 일치하고 있음

을 볼 수 있다.

  
 

 


(6)

는 나선 축방향의 각 단면에서 무차원된Fig. 9

온도장(=  을 나타내었다 의) . Fig. 6

축방향 유동분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튜브 입

구에서 s/d가 증가함에 따라 원심력의 영향이 증

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바깥쪽의 유속이 빨라지,

고 차 와류가 형성된다 이로 인해 튜브 바깥쪽2 .

에서의 열전달 효율이 크게 증가하지만 튜브 안,

쪽에서는 열전달율이 감소하게 된다 에서. Fig. 9

볼 수 있듯이 바깥쪽의 온도가 튜브 안쪽 보다

매우 낮고 열전달이 큰 것을 볼 수 있으나 튜브,

안쪽의 국부적인 벽면 온도가 크게 증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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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Variation of Nusselt number along the streamwise
direction, Re=25,000; (a) d/D=0.08333, (b)
d/D=0.04167, (c) d/D=0.02078, (d) d/D=0.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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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Variation of the local Nusselt number around
the circumference, Re=25,000

국부적인 열전달 효율이 크게 떨어지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은 튜브 안쪽과 바깥쪽에서. Fig. 10

의 수와 그리고 유동방향의 각 단면에서Nusselt ,

평균된 수의 변화를 나선 축방향에 따라Nusselt

나타내었다. s/d 이하의 영역에서 튜브내 원심=30

력이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차 유동 및 튜브 바2

깥쪽의 빠른 유속으로 인해 튜브 바깥쪽에서의

열전달이 나선 축방향으로 크게 증가하고 안쪽,

에서의 열전달이 크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

다 비록 관내 평균 열전달이 직관에 비해 높은.

열전달율을 보이는 것은 분명하나 튜브 안쪽에,

서의 열전달은 d/D 인 경우 평균 열전달=0.08333 ,

율의 약 에 불과하게 되며 국부적인 벽면 온1/3 ,

도가 크게 증가하게 된다 은. Fig. 11 Re 의=25,000

완전 발달된 영역에서 수의 변화를 튜브Nusselt

원주방향으로 나타내었다 . d/D가 증가함에 θ

이하의 영역에서 열전달율이 크게 증가하는=140°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튜브 안쪽 영역에서는.

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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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200 400 600

200

400

600

Fig. 12 Comparison of the mean Nusselt number
with the Gnielinski's correlation

(16)

d/D의 증가에 따른 열전달율 감소가 바깥쪽에서

의 증가율 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어 전체 평균 열

전달율이 직관에서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원형 직관에서는 열 및 물질전달과 모멘텀 전

달에 대한 유사성 에 대한 많은(Reynolds analogy)

상관관계가 제시된바 있다. Gnielinski
(17)는 원형

직관에서 완전발달한 난류유동에서의 마찰계수와

열전달율에 대한 실험적 상관관계식을 식 과(7)

같이 제시하였으며 에서 본 연구에서의, Fig. 12

나선형 튜브결과와 비교해 보았다.

 
 Pr  
   

(7)

원형 직관에서의 상관관계식 이 본 연구의 결(7)

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결 론4.

본 연구에서는 기법을 이용하여 나선형RANS

튜브내의 난류 열전달 특성을 나선 곡률비(d/D 와)

Re의 변화에 따라 살펴보았다 튜브의 곡률에 의.

해 발생하는 원심력은 유체의 운동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유동의 마찰저항 및 열전달율을 증가시키

게 된다 그러나 튜브 안쪽에서는 국부적으로 열.

전달율과 벽 전단응력이 크게 감소하게 되고 바,

깥쪽으로는 열전달율과 벽 전단응력이 증가하게

되면서 원주방향으로 벽 온도와 전단응력이 크게

변하게 된다 이는 곧 튜브 재질의 안전성에 영.

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SMART

의 일체형 원자로에 사용되는 관류형 증기발생기

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 튜브 안쪽에서 발생하는

국부적인 열전달 감소 효과와 튜브 바깥쪽에서의



나선형 튜브내의 난류 열전달에 대한 수치적 연구 789

열전달 증가 효과를 정량적으로 파악하였다 또.

한 직관의 난류 유동에서 마찰계수와 열전달계수

와의 유사성에 대한 상관관계식이 나선형 튜브에

도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결과는 열교환기 증기발생기와 같은 공학적 설,

비의 안전성 평가와 원자력 안전해석에 사용되는

계통코드의 모델 개발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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