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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Rod를 가지는 열교환기에 대한 수치해석적 연구

김상윤* · 이영호† · 김희동** · 김준호* · 손석우*

Computational Study on a Heat Exchanger with Impingement Rods

S.Y.Kim*, Y.H.Lee†, H.D.Kim**, J.H.Kim* and S.W.Son*

Abstract The rapid increase in the usage of energy in the fast-changing industries has led to resource 
depletion and environmental conflicts. Many types of research are available on heat exchangers that 
undergo simple energy conversion processes. The impingement rods discussed in this study improves 
the durability of the heat exchanger and ensure the stability of the operation. However, it is uncertain 
about selecting the installation location of the impingement rods. The commercially available CFD 
code, ANSYS CFX, is used for the impingement rods installation. 

Key Words : Typical Heat Exchanger Design(열교환기 설계), TEMA Standard(TEMA 규격), CFD
(전산유체역학), Impingement Rods(충돌 봉)

1. 서 론

빠르게 급변하는 산업군에서 에너지 사용량의 

급증은 자원 고갈과 환경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

다. 여기서 간단한 에너지 변환과정을 통한 열에너

지의 사용 방안은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1). 
이는 발전, 플랜트, CDA, 제조 등 산업계 전반에 

걸쳐 적용하게 되며, 열교환기는 전형적이며, 표

적인 에너지 변환 장치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충돌(Impingement) Rod는 

Shell & Tube 혹은 Fin-Tube 형태의 전형적 열교환

기의 내구성을 향상함과 동시에 운전 안정성을 확

보하는 방안으로 열교환기의 흡입 배관에 봉(Rod) 
혹은 판(Plate) 형태의 1차 저감 장치를 설치함으로

써 흡입 노즐을 통과한 유체가 Tube side에 직접적

으로 닿는 것을 막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Shell & Tube 열교환기는 설계 규격인 

TEMA(Standard of Tubular Exchanger Manufacturers 
Association)(2) 를 통해 설계함이 당연시하는데, 해
당 규격에서는 충돌 Rod의 설치 위치는 명확히 명

시되지 않은 상태로 산업계의 경험에 의존해 왔다.
“Fig. 1”은 열교환기 구조설계 표준서(3)에서 추

천하는 충돌 Rod 형상 및 그 배열의 예시를 나타

낸다. 충돌 Rod는 흡입 노즐 하단에 설치하며 노즐

의 ID보다 넓은 면적으로 배열하며, 최소 2열 이상

으로 구성된 형상을 한다. 여기서 흡입 노즐의 직

경 비 충돌 Rod 구성의 폭, 배열 등에 한 설계



     충돌 Rod를 가지는 열교환기에 대한 수치해석적 연구                           27

Fig. 1. Example set-up of impingement rods

는 각 EPC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별로 상이하며, 또한 추천하는 충돌 Rod의 위치, 
형상 등 설계에 한 정보가 규격화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TEMA 규격은 열교환기 자체

의 성능을 확보함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하
지만 내구성 역시 모든 장비의 설계에서 우선 시 

해야 할 사안이다. 본 연구는 충돌 Rod의 채용 유

무에 및 설치 위치에 따른 내부 유동 변화에 해 

상용 CFD Code로써 ANSYS CFX ver. 19.2를 이용

하여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EPC 및 End User에게 

열교환기의 충돌 Rod 설치에 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열교환기와 충돌 Rod의 설계

전형적 열교환기 설계는 TEMA Standard를 따르

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내 열교환기 역시 이 

TEMA 규격에 의해 설계하며, 상용 설계 소프트웨

어인 HTRI가 주로 사용된다. 설계 프로세스는 

Shell 영역의 Hot-side와 Cold-side의 흡입, 토출 노

즐의 온도와 압력을 지정한다. 이 후 작동 유체의 

Fig. 2. Designed Shell&Tube Heat Exchanger

조건을 선정하는 과정과 Shell과 Baffle, Tube의 형

상을 선정을 통해 기초설계를 진행하며, 제작 용이

성 검토를 위해 튜브의 배열 및 도면화 작업을 통

해 Shell 형상 적합성을 검토한다. 최종적으로 목

표한 온도, 압력 손실 비 제작 가능성 등을 종합

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을 거친다.
소개될 열교환기는 Shell-side의 길이 3,110mm, 

내경 1,000A, 흡입 및 토출 노즐의 내경은 400A이
며, Baffle은 Shell 내경의 70%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Shell과 Baffle의 간극(Clearance)은 본 연구

에서 고려하지 않기 위해 0mm로 설정하였다. 
Tube-side는 일반적인 설계 비 해석 자원과 시간

의 간소화를 위해 기존 상용 열교환기 비 

Tube-side의 주 유동 단면적을 변경함으로써, 실제 

형상과 유사하게 모사하고자 하였다. 해당 모델의  

치수 세부 사항은 Table 1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체 형상은 “Fig. 2”와 같다.

Shell & Tube 열교환기의 설계 과정(4)에서 HTRI
는 충돌 Rod 등의 설치 필요 유무에 한 사실을 

소개한다. 이 충돌 Rod의 설치 여부를 고려하기 위

해 “식 (1), (2)”와 같이 Shell-side의 작동 유체의 종

류 및 상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며, 이 외의 경우에

는 설치함을 추천한다.

부식이나 마모를 유발하지 않는 단상 유체

 ≤                            (1)

기타 액체(끓는점에서의 액상 포함)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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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A SECTION 10은 열교환기 성능 설계 이후

의 “RECOMMENDED GOOD PRACTICE”에 한 

소개로써 RGP-RCB-4.625(2)에서 충돌 Rod의 설치

에 한 규격을 제시하였는데, “충돌 방지 장치는 

모든 튜브에 직접 충돌하지 않고, 최  번들 입구 

영역이 제공되도록 배치된 최소 2열의 Rod를 설치

하는 것으로 추천한다. 이러한 충돌 Rod는 Shell 
입구 영역 및 번들 입구 영역을 확보할 수 있는 수

준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소개된다.

Table 1. The geometric details of basic case
Table legend

Shell Inlet diameter ≒ 400 mm
Shell Outlet diameter ≒ 400 mm
Shell inner diameter ≒ 1,000 A
Baffle ratio ≒ 70 %
Baffle to baffle length ≒ 750 mm
First baffle location from end ≒ 700 mm
Shell cylinder length ≒ 3,200 mm
Baffle-tube clearance ≒ 0 mm
Number of tubes ≒ 184 EA
Tube diameter ≒ 40 mm
Tube pitch ≒ 50 mm

3. 수치해석 모델

수치해석에 앞서 상 모델의 간소화를 진행하

였는데, 본 연구의 주안점 인 흡입 노즐, 충돌 Rod, 
Shell-side(Tube의 외부)에서 발생하는 내부 유동은 

변화하지 않으나, 해석 자원 및 소요 시간의 최소

화를 위한 방안으로 진행되었다.
“Fig. 3”은 그 상 모델에 해 나타내었는데, 

이는 Tube-side는 실재 유체가 지나가지 않는 No 
slip wall로 간주하였으며, Baffle은 흡입 노즐을 기

준으로 2EA만 해석 모델에 포함하였는데, 이는 후

단의 Baffle에서 발생하는 유동 장은 본 연구에서 

포함하지 않고자 함이다.
상용 CFD 코드인 ANSYS CFX 19.2로 수치해석

을 진행하였다. CFX는 해석 영역을 선정하고, 질
량, 운동량, 에너지 등의 보존 법칙을 적용하여 밀

도, 속도, 압력 등 물리량들을 계산하는 Navier-stokes 
방정식을 유도하면서 나타나는 비선형 항을 도출

하기 위한 Mesh화 한 극소의 영역을 보존법칙들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근사적인 해를 얻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정상상태(Steady state), 난류 유동 

해석을 진행하였다.
난류 모델은 “식(3), (4)”와 같이 모델과 

모델을 결합한 SST(Shear Stress Transport) 
모델(5)을 사용하였는데, 이 난류 모델은 박리 유

동 계산에서 우수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해석의 수

렴성은  모든 Residual Equation이  이하로 설정

하였다.







  





        (3)







  





    (4)

Table 2는 수치해석의 격자 및 경계조건에 하

여 정리한 것으로 약 769만개의 해석 Node 설정을 

위해 격자 민감도 검사를 하였다. 해석 결과는 흡

입 노즐 하단의 충돌 Rod 상단에서 발생하는 전압

력을 민감도 검사 최  격자 수인 1,545만 개를 기

준으로 하였다. Table 3과 같이 기준 격자 수 비 

약 769만 해석 결과 오차는 1% 이내였으며, 최소 

격자 수인 약 212만 개와의 차이는 9%였다. 이러

한 결과를 바탕으로 약 769만 개로 해석 격자 수를 

선정하였다.

Fig. 3. Numerical Analysi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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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e-process information
Mesh Information

Mesh type Tetrahedral mesh 
with prism

No. of nodes 7,687,421
Boundary condition
Inlet ≒ 15 kg/s

Outlet 0 Pa
(static pressure)

Reference pressure 8 bar
Turbulence model SST
Working fluid Ideal Air
Case information     H(Height)
Case 1 -
Case 2 ≒ 1,050 mm
Case 3 ≒ 1,000 mm
Case 4 ≒ 950 mm

Table 3. Mesh independent test
No. of nodes

2,121,547 ≒ 0.91
5,045,357 ≒ 0.97
7,687,421 ≒ 0.99
15,452,142 ≒ 1

추가로 Table 2에 나타난 것처럼 해석 모델을 

Symmetry로 한정함으로써 해석 모델을 최 한 간

소화하고자 하였으며, 흡입 15kg/s, 토출 0Pa(Static 
pressure), 해석 영역의 기준 압력은 8bar로 Case 별 

동일한 조건에서 해석을 수행하였다.
총 4 Case를 충돌 Rod 유무 및 설치 높이(“H”)에 

따라 해석 모델로 선정하여 Case를 지정하였다. 충
돌 Rod가 존재하지 않는 Case 1부터 기준 위치인 

Case 3과 ± 50mm 위치에 Case 2와 4를 선정하였다.

4. 수치해석 결과

Case 1 ~ 4까지의 수치해석 결과를 속도 유선, 
속도 벡터를 이용하여 나타내었다. “Fig. 4”는 속도 

유선을 이용하여 충돌 Rod의 유무 및 위치에 따른 

속도 변화에 해 도식화한 것이다. Case 2의 경우 

타 Case보다 충돌 Rod (“A”) 위치에서 특징적으로 

속도가 증가함을 확인 할 수 있다. 작동 유체의 관

점에서 충돌 Rod는 압력 손실을 발생토록 하는 장

해물(Distributor)역할을 하며, 그 설치 위치에 따라 
Fig. 4. Results for velocity stream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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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의 양은 변화함을 확인하였다. 충돌 Rod를 스

크린 형태라고 가정할 경우 “식 (5)”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는 Case 3과 4의 충돌 Rod에서 발생

하는 속도 유선의 증가보다 명확하다.

∆  






                        (5)

이러한 결과와 TEMA 규격(2)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충돌 Rod가 흡입 노즐과의 “적합한 높이(may 
be approximated)”에 위치할 경우 압력 손실을 최소

화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의 높이에 설치될 경우에

는 유입되는 유체의 흐름에 방해할 수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이에 한 결과는 “Fig. 5”와 같이 충돌 Rod를 

설치한 Case 2 ~ 4를 상으로 Rod의 하단에서 전

압력을 계측할 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Fig. 5”
는 Line과 Graph 좌표의 위치 정의와 Tube-side 상
단 부와 Shell-side의 중심 위치(Case 1의 계측 위

치) 및 각 충돌 Rod의 하단에서 전압력을 산출 후 

충돌 Rod가 존재하지 않는 Case 1의 결과로부터의 

차압을 계산한 결과 그래프이며, 각 위치에서의 

data를 평균화하여 산출한 결과를 Table 3에 나타

내었다. 그래프의 산출 방식은 “식 (6)” 에 나타내

었다.

∆                         (6)

여기서,
  Case 1의 전압력

   각 Case의 전압력

경계 조건의 설정 시 동일한 유량에서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입구 유량 조건)을 채용하였

기 때문에, 전압력의 증가는 충돌 Rod에 의해 발생

하는 압력 손실의 증가로 볼 수 있다.
Table 4의 결과에서 Case 2의 전압력은 Case 3, 

4보다 각각 1,729, 2,270 Pa 높음을 확인하였다. 이
는 Case 2의 위치에 설치된 충돌 Rod가 유체의 유

입을 방해한다는 결과를 나타낸다. 

Fig. 5. Line data information and Total pressure 
data graph 

Table 4. Average total pressure data
No. of Case
Case 1 10,572 Pa
Case 2 14,816 Pa
Case 3 13,087 Pa
Case 4 12,546 Pa

앞서 충돌 Rod의 설치 위치에 따른 압력 손실 결

과에 해 분석하였다. 추가로 Rod의 설치 위치에 

따른 Tube-side의 상단 부(흡입 노즐 근처)에서 발생 

가능한 현상에 해 수치해석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흡입 노즐의 중심 단면에서 속도 벡터 데이터를 취

득하였으며, 이는 충돌 Rod의 설치에 따른 Tube-side
의 영향에 관해 확인하기 쉬운 결과로 나타난다.

“Fig. 6”의 속도 벡터 결과에서 Case 1은 흡입 노

즐을 통해 유입되는 유체가 Tube-side에 직접적으

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장시간 열교

환기를 운전할 시 상단 층에 위치한 Tube 전반의 

데미지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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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Velocity vector in y-z plane 

Case 2 ~ 4는 충돌 Rod를 설치한 경우로서 그 설

치 높이(H)를 각각 1,050, 1,000, 950mm로 다른 경

우인데, Case 2는 앞선 결과에서처럼 충돌 Rod가 

유체의 유입을 방해하는 위치에 선정된 결과로써 

스크린 형태로 배열된 Rod에 의해 압력 손실이 속

도의 증가 형태로 발생한 결과이다. 
Case 4의 속도 벡터 결과와 Case 3의 결과의 비

교 시 Rod의 설치 높이 및 배열에 따른 Tube-side 
외각에 위치한 Tube의 손실 여부에 한 판단이 

필요하다. Case 4의 경우 Rod 배열의 길이가 짧거

나 낮은 설치 위치로 인해 유동 장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Fig. 7”
을 통해 도식화하였다.

“Fig. 7”은 흡입 노즐 중심의 위치에서 Symmetric 
plane으로부터 시작하여 Tube-side 상단부에서 

Points data를 획득하여 위치별 발생한 전압력을 나

타낸 것이다. Point 간 간격은 Tube 배열 pitch의 2
배~2.5배에 해당할 수 있도록 선정하였다.

Fig. 7. Point data information & Total pressure at 
each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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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의 경우 충돌 Rod의 1차 감압 없이 직접

적으로 Point 1 ~ 3의 위치까지 영향을 받는 것으

로 확인되며, 최  압력은 11,867 Pa이다. 충돌 Rod
를 설치함으로써 흡입 노즐로부터 유입되는 유체

가 직접적으로 Tube-side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서는 위 압력 범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data는 

형성되어야 하므로 “Fig. 7”의 결과는 충돌 Rod가 

설치된 전 Case에서의 결과에 한 타당성을 확인

할 수 있다.
앞서 비교된 Case 3과 4의 결과 비교 시, Point 

1에서 3까지의 경향은 비슷하나 Point 4, 5에서 그 

결과가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Case 3의 

경우 충돌 Rod에 의해 분산되어 Point 3, 4의 전압

력의 변화가 급격하지 않았지만 Case 4는 충돌 

Rod에 의한 영향을 받지 못해 전압력이 높게 증가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한 전압력은 

11,681 Pa으로써 최  발생 가능한 11,867Pa(충돌 

Rod를 설치하지 않은 Case 1의 최  전압력)의 

98% 수준의 높은 값으로 Case 4로 Rod의 높이를 

선정할 경우 Point 4의 위치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

으로 예측할 수 있다.

5. 결 론

Shell & Tube 열교환기는 발전, 플랜트, CDA, 제
조 등 산업계 전반에서 활용되며, 이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HTRI(TEMA 규격)를 이용한다. 설계 과

정에서 Tube-side의 내구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열

교환기의 성능을 최 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충돌 Rod의 필요성 및 상세 설치 위치에 한 문

제를 파악하였다.
설계에서 충돌 Rod의 채용 시, 압력 손실 부분

과 열교환기 내구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수치해석을 진행하였다. 이는 TEMA SECTION 
10의 “RECOMMENDED GOOD PRACTICE”에서 

기재된 충돌 Plate / Rod의 설치 규격에서 나타내

지 않은 설치 위치 선정의 중요성을 하였으며, 설
치 위치에 한 가이드를 제공하였다.

충돌 Rod의 유무 및 설치 위치에 따른 내부 유

동 패턴을 파악하고자 수치해석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충돌 Rod의 설치 시 압력 손실이 발생하며, 이
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흡입 노즐 부근이 아

닌 Tube-side의 근처에 설치하여야 함.
2) 설치 위치에 따라 Tube-side에 분포되는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아래 “식(6)”에 의해 설치 

위치를 선정하여야 함.

                           (6)

여기서,
 = Shell의 내경

  = 흡입 노즐의 내경

 = 설치 위치

3) 최적 위치에 설치된 충돌 Rod의 경우 Tube-side
에 분포하는 전압력의 평균은 타 Case보다 12%
가량 적은 것을 확인함.

6. 추후 연구 계획

본 연구에서 진행된 충돌 Rod의 위치 및 배열은 

TEMA 규격에서 나타난 것처럼 최소 2열 이상의 

배열을 유지하도록 하며, Tube-side의 상단부의 

Pitch를 바탕으로 선정하였다. 그 배열의 총 길이

는 흡입 노즐과 동일하게 선정하였다. 하지만 이에 

한 적합성 및 근거는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추가

로 아래의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1) 충돌 Rod의 배열에 따른 내부 유동 검토

2) 충돌 Rod의 배열과 설치 위치에 따른 압력 손

실, Tube-side의 내구성 부분에 한 연구

3) 작동 유체에 따른 충돌 Rod 배열 및 설치 위치

에 한 타당성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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