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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numerical study has been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ube 

arrangement on the heat transfer and the pressure loss for cross flow heat exchangers. By 

defining a transverse deviation factor, εt=lT/ST, the flow pattern and the heat transfer 

characteristics are compared for selected εt  values of 0.0(in-lined), 0.1, 0.2, 0.3, 0.4, 

0.5(staggered) by using a commercial software. Computational domain includes 1 pitch in the 

transverse direction and 5 pitches in the flow direction with due periodic boundary conditions. 

Key words: Heat exchanger(열교환기), Tube bank( 군), Circular tubes(원형 ), Heat 

transfer(열 달), Pressure loss(압력손실), Numerical simulation(수치모사)

 기 호 설 명 

 D :  직경 [mm]

 lT    :  횡방향 이격거리 [mm]

 P    :  압력 [Pa]

 ST  :  횡방향  피치 [mm]

 SL   :  흐름방향  피치 [mm]

ReD,m :  Reynolds 수, 



 T  :  온도 [K]

 U∞  :  자유유속 [m/s] 

 Umax :  최 평균유속, ∞


 (aligned) 

 그리스 문자

 εT  :  횡방향 이격도, 



 ν :  동 성 계수

 하첨자

 ∞ :  자유유동상태

1. 서 론

핀-  열교환기들은 원형 군 형태로 많은 산

업분야에 응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열교환기에

서  배열의 형식은 정열배열(aligned)과 엇갈림

배열(staggered)로 별되며, 배열에 있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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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자로는 직경(D), 길이방향  간격(SL)  

횡방향  간격(ST)들이다. 군 외부의 흐름이 

군을 가로지르는 경우 열특성은 온도차와 압

력강하로 별되는데 이를 지배하는 유동특성으

로 표면에서 발생하는 경계층의 박리와 군에 

있어 다른 에 의한 ‘shading', 그리고 다른 

에 의한 후류와의 간섭 등이 요한 것으로 알려

져 있다.
(1)
 이와 같은 군의 열 달 특성은 유동

특성에 크게 지배되므로 련된 유동특성을 이해

하기 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2-5)
, 거의 

부분 통 인 배열 방식에 한 것들이다. 

일반 으로 정열배열의 경우에는 'shading'효과

로 인하여 압력손실이 은 반면, 열성능이 낮

고, 엇갈림배열의 경우에는 압력손실이 크지만 

열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그 

밖의 배열에 한 연구결과는 보고된 내용이 거

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열교환기 열

성능 개선을 한 방안으로서 주어진 설계조건하

에서 열  배열의 변화에 따른 열특성을 수

치모사를 통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2. 해석모델  근방법

2.1 물리  모델

본 수치모사를 하여 선정한 열교환기는 핀이 

없는 5열의 원형  튜  뱅크 (Figure 1)로서 입

구로부터의 자유공기는 온도 160℃, 속도 5 m/s

로 튜  뱅크로 근하며, 원 의 내부로는 냉각

수가 통과한다. 튜 뱅크를 가로지르는 유동의 

이놀즈수, ReD,m, 는 군을 통과하는 최 평균

유속, Umax 와 직경에 의하여 결정되며 본 연

구 상의 경우 Umax = 9.43 m/s, ReD,m = 13,074  

Tube material
Carbon 
steel

Number of tube rows(N) 5

Longitudinal spacing(SL/D) 2.13

Transverse spacing(ST/D) 2.13

Free stream air velocity(U∞) 5 m/s

Free stream air temperature(T∞) 160 ℃

Table 1 Geometric parameters and selected 

inlet conditions for the present study

Fig. 1  An illustration of tube bank 

(aligned)

이다. 설정된 기하학  변수와 입구조건 등은 

Table 1에 정리하 다. 

2.2 설계변수 - 튜 배열 이격도

Fig. 2 은 군배열특성을 나타내기 한 군

배열형식을 나타내고 있다. 정열배열을 기 으로 

짝수열이 홀수열에 하여 횡방향으로 이격된 정

도를 횡방향 이격도, εT=


로 정의한다. 이 게 

함으로써 흐름방향에 한 짝수열의 홀수열에 

한 이격 정도를 체계 으로 표 할 수 있으며, 

정열배열은 εT=0.0 그리고 엇갈림배열은 εT=0.5로 

나타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횡방향 이격도를 

0부터 0.5까지 변화시켜 가면서 열성능(△T)과 

압력강하(△P)를 비교 검토하 다.

2.3 수치 모델

본 수치해석을 하여 상용해석 software인

ANSYS CFX V.11가 사용되었다. 이 software는 

열 달을 포함하는 유동장 해석을 한 지배방정

식으로 일련의 보존형 비정상 Navier-Stokes 방

Fig. 2  Tube arrangement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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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emperature distribution

(b) Pressure distribution

    (a) Computational domain 

  (b) Grid system around tubes

        (c) Boundary conditions

Fig. 3  Tube bank model

정식을 사용하며, 특히 유동의 박리와 경계층해

석에 안정 인 SST(Shear stress transport) 난

류모델과 scalable wall function이 용되었다.
(6)

계산 역은 유동방향으로 5열의 을 포함하

여 군의 상류  충분한 길이의 하류를 포함하

으며, 횡방향 배열의 1 피치를 포함하는 공간

으로 하 다. 체 으로 계산 역의 크기는 600 

mm x 54 mm x 3.6 mm (LxHxW)이다. Figure 

3은 본 계산에 사용된 계산 역(a)과 형 인 

격자계(b)로서 4면체격자(tetra)를 기본으로 하고 

벽면을 따라서 리즘 격자를 5겹 사용하여 구성

하 다. 경계조건으로 입구 경계조건으로는 속도

(5m/s)와 온도(160℃)를, 출구 경계조건으로는 

기압을 각각 지정하 다. 튜 길이 방향의 단면

(c) Velocity distribution 

Fig. 4 Flow field (ReD,m  = 13,074, εT  = 0.0)

은 칭경계조건, 그리고 상하면에는 주기  경

계조건을 용하 으며, 튜  내면에는 일정온도

조건을 용하 다. 격자계의 성을 단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격자 개수 30만개, 60만개 

 120만개 수 의 격자계를 각각 사용하여 얻어

진 결과를 분석하 으며, 그 결과 60만개 수 의 

격자계로 신뢰성있는 모사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결과  고찰

3.1 정열배열 유동장

Fig. 4는 정열배열(εT = 0.0)의 경우에 한 수

치계산 결과이다. 계산에 사용된 격자요소는 약 

65만개이며, 비정상모사를 수행하 다. 

Fig. 4에 나타난 유동의 경우에 제 1열을 제외

한 후열 튜 들은 열면의 상당부분이 후류 역

에 덮여 주유동과의 이 제한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Fig. 5는 계산시 미리 설정해 놓은 찰

에서의 시간에 따른 압력변화를 나타내고 있으

며, monitor point 1은 튜 뱅크의 상류 입구조건

을 나타내고 있다. 정상상태 도달 후 입구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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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onitored pressure variations

평균압력은 20.65 Pa로 나타났으며, 압력의 떨림

상은 유동장의 불안정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단된다.

3.2 이격도에 따른 열성능  압력강하

본 연구에서는 흐름 방향의 짝수열이 정열된 

상태로부터 이탈 정도에 따라 이격도(εT=


)를 

0.1 씩 (일부 구간은 0.05 씩) 변화시켜 가며 수

치모사를 수행하여 유동장 정보를 확보하 다. 

Fig. 6은 엇갈림배열(εT=0.5)에 한 유동장 해석 

결과이다. 본 모사조건에서 각 열들은 상류로부

터의 고온공기와 면이 충분히 확보되어 정열

배열의 경우에 비해 열성능의 향상을 기 할 

수 있다. 그러나 빠른 속도의 기류 심에 열

이 놓이게 됨으로써 정체  유동이 형성되고, 

 표면과의 간섭면 이 넓어져 압력손실이 증가

하게 된다. 이와 같은 성능변수의 변화특성은 이

격도 변화에 따른 수치모사 분석 결과로부터 보

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Fig. 7  Table 2는 횡방향 이격도(εT)에 따른 

성능변화비율로서 각각 튜 뱅크 후의 온도차

(△T)와 압력차(△P)를 정열배열(aligned)의 경우

에 한 값의 비(  ≡


,  ≡


)

로 나타내었고, 압력변화율에 한 온도변화율

(



)을 나타내었다. 그림에 나타난 결과에 따르

면, 정열배열(εT=0.0)을 기 으로 짝수열을 이격

시킴에 따라 열과 압력강하 거동이 변화하여   

  
(a) Temperature distribution 

(b) Pressure distribution

 
(c) Velocity distribution

Fig. 6 Flow field (ReD,m  = 13,074, εT  = 0.5)

엇갈림배열(εT=0.5)의 경우에는 =1.236,     

=1.452 로서, 압력손실 증가율에 한 열성능증

가율은 



=0.851 로 나타났다. 이것은 엇갈림배

열을 하 을 경우 정열배열에 비하여 열성능만

εT rT rP rT/rP Note

0.00 1 1 1 unsteady

0.05 1.021 1.137 0.898 unsteady

0.10 0.987 0.963 1.025 converged
*

0.15 1.138 1.049 1.084 converged*

0.20 1.182 1.140 1.084 converged
*

0.30 1.193 1.290 0.925 converged
*

0.40 1.225 1.402 0.873 converged*

0.50 1.236 1.452 0.851 converged
*

Table 2  Temperature and pressure changes 

at various εT  values

* 수렴조건 : RMS error ≤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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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ffect of deviation factor on the heat 

transfer performance

 

으로는 23.6%가 증가할 수 있으나, 수반되는 압

력손실의 증가(45.2%)가 커서 그다지 효과 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흥미로운 은 이격도 변화에 따른 온도  압

력의 변화는 유동 상에 의해 지배되며 그 결과

가 선형 이지 않다는 이며, 그림에서 보듯이 

온도변화율이 압력변화율보다 높아지는 역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검

토내용  이격도 0.15와 0.2의 경우가 이에 해당

된다. 이와 같이 열성능이 개선되는 이유는 유

동장 해석 결과로부터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Fig. 8은 εT=0.2인 경우의 유동해석 결과이다. 

고온의 공기는 정열배열의 경우(Fig. 4)와 달리 

제 1열 뿐 아니라 제 2열 이후의  표면과 

하게 됨으로써 유효 열면 이 확 된 반면(Fig. 

4(a)), 짝수열의 이격정도가 크지 않으므로 압력

손실 요소는 정열배열보다 증가했으나 엇갈림배

열에 비하여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상에 한 수치계산  이격도(εT)가 

작은 범 (0∼0.05)에서는 비정상 유동특성을 나

타낸 반면, 그 이상의 이격도 범 에서는 수렴해

(r.m.s. error ≤10-4)를 얻을 수 있었다. 

4. 결론

군 열교환기의 열성능 개선을 한 방안으

로 기존 정열배열과 엇갈림배열의 간 배열의 

(a) Temperature distribution

(b) Pressure distribution

(c) Velocity distribution

Fig. 8  Flow field (ReD,m = 13,074, εT  = 0.2)

열특성을 온도차와 압력강하 측면에서 검토하

다. 간 배열을 정의하기 해 정열배열로부

터 짝수열의 이탈정도를 나타내기 한 횡방향 

이격도를 정의하여 배열특성을 표 하 다. 본 

수치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연구 상 운 조건에 있어 정열배열의 경

우와 엇갈림배열 군 열교환기의 열특성을 횡

방향 이격도로 정의함으로써 체계 인 군 배열

개념을 도입하 다.

(2) 연구 상 조건에 한 수치모사를 통하여 

정열배열과 엇갈림배열의 열특성을 정량 으로 

제시하고 비교하 다.

(3) 흐름 방향에 하여 짝수 열인 군의 횡

방향 이격도에 따른 열성능 수치모사 결과 

열성능이 압력손실효과보다 우월한 역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 상에 한 모사결과에 

따르면 이격도 0.2 일 때에는 약 18%의 열성능 

향상(압력손실 14% 증가) 그리고 0.5 일 때 약 

24%의 열성능이 향상(압력손실 45% 증가)될 

수 있다.

(4) 수치모사 결과에 한 검증을 해서는 실

험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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