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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length and position of the inlet port on the double tube heat exchanger is analyzed by CFX 
ver.11 for studying the characteristic of its flow distribution. When the boundary conditions of the inlet 
temperature and mass flow rate were each 20 ℃ and 10 ~ 50 kg/min, 3 models that are based on the 
distance between the inlet port and the center of the heat exchanger(0, 5.025, 10.05 mm) were analyzed to 
find the uniformity of the flow rate. Based on the flow rate, 4 lengths (23.723, 33.890, 44.057, 57.274 
mm) were used to study the flow distribution according to Reynolds Number. The results show that, when 
the distance from the inlet to the position of the center of the heat exchanger is 10.05 mm and the length 
is 57.274 mm, the flow distribution is the most un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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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호 설 명 ―

  : 지름 [mm]
FR : 유량비 [%]
  : 길이 [mm]
  : 질량유량 [kg/min]
  : 개수

  : 거리 [mm]
  : 유량균일도

 

하첨자

 
Al-fin  : 알루미늄 핀

ch  : 채널

Cu  : 동관

header  : 이중관 열교환기 헤더부

i  : i번째 채널

Ti : 티타늄

rotating  : 유체의　회전구간

welding : 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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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rawing of the double heat exchanger

1. 서  론

양식어가에서는 일정한 온도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 겨울에는 보일러를 사용하여 수온을 상승시

키고, 여름에는 액체질소, 얼음 및 지하수 등을 이

용하여 일시적으로 수온을 저하시키고 있다. 이는 

양식어가의 경제적 부담과 석유에너지 수입 증가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공해 및 환경오염 등의 문

제점으로 직결된다. 따라서 적정 수온을 유지하고 

기존의 유류보일러보다 에너지 비용이 저렴한 폐

열 및 미활용 에너지를 이용한 다목적 고성능 히

트펌프 개발이 대안이 될 수 있다.1, 2)

히트펌프의 경우 양식장 수조의 물이 폐열 회수

기를 거쳐 해수용 히트펌프로 들어가게 되면 양식

어의 배설물, 사료 찌꺼기 등이 함께 히트펌프로 

유입되어 열교환기를 오염시킨다. 양식장에서 사

용되는 히트펌프는 오염속도가 매우 빨라 양식장 

급수 설정온도로 가열 및 냉각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시스템 작동이 불가능하게 된다. 히트펌프

에 사용되는 열교환기 종류로는 이중관형과 판형 

열교환기를 들 수 있다. 특히 판형 열교환기의 경

우, 이중관형에 비해 성능은 우수하나 판과 판 사

이의 간격이 매우 좁아 오염속도가 상대적으로 더 

빨라서 히트펌프 시스템의 성능이 급격하게 저하

된다. 또한 이중관형 열교환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내부에는 냉매가 흐르고 환상공간으로는 물이 

흐르는 것이 일반적이다.3, 4)   
본 연구에서는 열교환기 세정을 위해서 일반적

인 이중관형 열교환기와는 형태가 다르게 관내부

로는 물이 흐르고 환상공간으로는 냉매가 흐르는 

열교환기 세정장치를 고안하였다.5-7)  
본 연구에서 고안한 이중관형 열교환기는 Fig. 

1과 같이 동관, 알루미늄 핀, 티타늄튜브가 혼합된 

형태이며, 알루미늄 핀을 사용하여 전열면적을 넓

게 한 티타늄 이중관 열교환기 내관에 특수재질의 

스펀지 볼을 넣어 히트펌프 운전 중에도 자동적으

로 순환하면서 오염을 제거하는 기능을 갖는 자동

세정 시스템이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automatic tube 
cleaning apparatus for double heat exchanger

이중관형 열교환기는 Fig. 2와 같이 유입된 유

체(Winlet)는 헤더부에서 분지하고(Lheader) 일정구간 

회전을 한 후(Lroating) 알루미늄 핀 내부로 흐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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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안된 구조이다. 이 때 알루미늄 핀 내 유체의 분

포도를 확인하기 위해 유체의 유입위치(Winlet) 및 

회전구간 길이(Lrotating)에 따른 유동특성을 CFD 상
용코드인 ANSYS CFX ver.118)을 사용하여 살펴보

았다. 이를 통하여 이중관 열교환기의 유체의 유

입위치와 회전구간에 따른 최적 값을 도출하여 이

를 설계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2. 해석 역  방법

2.1 해석 역

유량분배 및 유동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주요 해

석인자로는 아래의 2가지를 해석대상으로 하였다.  
가. 열교환기의 중심과 유체의 유입위치의 거리

( : 0, 5.025, 10.05 mm), 

  

Fig. 3 Figure of mesh

Table 1 Specifications of the modeling

Parameters Size (mm)

 44.26

 47.10

 44

 19.10

 44

 31.79

 29.11


23.723, 33.890, 
44.057, 57.274

 4.35

 0, 5.025, 10.05

Table 2 Effect of mesh numbers

Node 2,686,641 2,849,099 3,072,374

Pressure  
drop (Pa) 10.592 10.636 10.658

나. 입구로부터 유입된 유체가 회전하는 거리

( : 23.723, 33.890, 44.057, 57.274 mm)이다.

입구로부터 유입된 유체는 알루미늄 핀에 의해 

16개의 채널로 분배가 되어 출구로 나간다. 본 연

구는 외관 유체의 분배 및 유동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므로 해석의 간소화를 위해 이중관 열교

환기의 외관 및 채널의 일정길이(42.87 mm)만 고

려하였다. Table 1은 이중관 열교환기의 상세 치수

를 나타낸 것이다.

2.2 지배방정식

해석 모델의 계산영역은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

다.
가. 이중관 열교환기 내부의 유체 유동은 정상

상태이다.
나. 이중관 열교환기 내부의 유체 유동은 난류 

유동이다.
다. 작동 유체는 비압축성 유체이다.

수치해석에 사용된 지배방정식으로는 식(1) 연
속방정식과 식(2), (3) 운동량 방정식 그리고 식(4), 
(5) 에너지 방정식을 사용하였다. 각각의 방정식은 

CFX에서 제공하는 2차항 이상의 정확도를 가지는 

High resolution scheme을 사용하였다. 또한, 열유동 

해석에 가장 널리 쓰이는 standard k-ε난류모델을 

사용하였다.

The Continuity Equation :




               (1)

The Momentum Equations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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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ion with (Fluid : Water) (Fluid : R410a)

 = 0 mm
 = 33.890 mm

 = 5.025 mm
 = 33.890 mm

 = 10.05 mm
 = 33.890 mm

 = 10.05 mm
 = 57.274 mm

Distribution with (Fluid : Water)

 = 10.05 mm
 = 23.723 mm

 = 10.05 mm
 = 33.890 mm

 = 10.05 mm
 = 44.057, mm

 = 10.05 mm
 = 57.274 mm

Table 4 Velocity distribution of fluid with   and 

 








 









       (3)

The Energy Equation :



 




 


   (4)



 
         (5)

2.3 해석방법

CFX-Mesh를 사용하여 격자를 생성하였고 유체

와 고체간의 점성유동을 고려하여 Inflation을 주어 

해석의 정확도를 높였다. 또한 해석의 정확도를 

위하여 채널 사이에 격자를 3개 이상으로 주었다. 
Fig. 3은 해석영역의 격자계를 나타낸 것이다. 

Table 2는 격자수에 따른 압력강하를 나타낸 것으

로 격자수가 가장 큰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오차

가 0.21%이므로 계산시간, 정확도 등을 고려하여 

2,849,099 개의 격자를 사용하였다. Table 3은 수치

해석에 사용된 조건을 나타낸 것이다.

Table 3 Numerical conditions

Domain Surface Setting

Working 
Fluid

(Water,
R410a)

Inlet
Temp. (℃) 20

Flow rate
(kg/min)

10, 20, 30, 
40, 50

Outlet
Static 

pressure 
(Pa)

0

Wall Adiab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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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유량균일도

이중관 열교환기의 유량분배를 정량적으로 파

악하기 위하여 유량비(Flow rate trtio)와 유량균일

도를 정의하였다. 식(6)은 전체 채널 중 각 채널에 

분배되는 유량비이고, 식(7)은 표준 편차를 응용한  

유량균일도이다.9-11) 

 








×   (6)

  






 






 






         (7)

Distance of the inlet port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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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 of distance of the inlet port on flow  
uniformity with mass flow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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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 of Reynolds Number of flow 
uniformity with distance of the inlet port

3. 결과  고찰

Table 4는 이중관 열교환기의 유입위치의 거리

(), 유체가 회전구간(), 작동 유체에 

따른 유체의 속도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유입위치

가 더 멀수록, 유체의 회전구간이 길수록 각각의 

채널에 균일한 속도로 유체가 분배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4는 질량유량을 10 ~ 50 kg/min으로 변화시

킬 때 유체의 유입위치에 대한 유량균일도를나타

낸 것이다. 유입위치가 가장 멀 때( = 10.05 

mm) 유량분배가 더 균일한 경향을 보였다.

Rotating Length of Fluid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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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ffect of rotating length of fluid on flow 
uniformity with mass flow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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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ffect of Reynolds Number of flow uniformity 
with rotating length of fl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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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s Flow Rate (kg/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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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Effect of mass flow rate on flow uniformity 
with working fluid 

Fig. 5는 유체 유입위치를 0 ~ 10.05 mm로 변화

시킬 때 레이놀즈수에 대한 유량균일도를 나타낸 

것이다. 레이놀즈수가 커질수록  유량균일도가 감

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위 두 그래프를 통해 

유입위치가 열교환기 중심으로부터 가장 멀 때

( = 10.05 mm)의 유량분배가 균일함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6은 유입위치를 10.05mm로 고정하고 유량

을 10 ~ 50 kg/min으로 변화시킬 때 유체 회전구

간 ()에 따른 유량균일도를 나타낸 것이다. 

유체의 회전구간이 길수록 유량분배가 균일한 경

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질량유량이 10 kg/min에서 

유체 회전구간이 23.723 mm일 때가 33.890 mm일 

때보다 유량이 더 균일하게 나타난 것은 난류전단

응력이 23.723 mm일 때가 훨씬 적어 마찰속도가 

적어져서 생기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7은 유입 위치를 10.05mm로 고정하고 유체 

회전구간()을 23.723 ~ 57.274 mm로 변화

시킬 때 레이놀즈수에 대한 유량균일도를 나타낸 

것이다. 레이놀즈수가 114,000에서의 유량분배가 

가장 균일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8은 유체의 유입위치가 10.05 mm, 유체 회

전구간이 57.274 mm일 때 동일한 입구 조건에서 
유체가 물과 냉매 R410a인 경우의 유량균일도를 

비교한 것이다. 냉매인 경우가 물보다 유량분배가 

훨씬 더 균일한 경향을 보였으며, 질량유량이 40 

kg/min에서 유량균일도가 약 47% 향상되었다. 이
는 두 유체의 점성계수와 열전도율의 열물성에 대

한 차이로 유량균일도가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때 냉매의 열물성치는 CFX에서 제공

하는 Redich Kwong Wet Refrigerants에 기반을 두

어 계산을 수행하였다.

4. 결  론

이중관 열교환기의 유량분배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중관 열교환기의 유체 유입위치 및 유체 

회전구간에 대한 유량특성을 CFX를 통해 해석하

였으며, 해석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

었다.
(1) 유입위치가 유량분배에 있어서 회전구간보

다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유량균일도는 열교환기의 입구중심과 중심

거리()가 10.05 mm일 때와 유체 회전구간

()이 57.274 mm일 때가 약 0.1376 ~ 0.1638

로 가장 균일함을 확인하였다. 
(3) 질량유량을 10 ~ 50 kg/min으로 변화시킬 때 

작동유체가 냉매 R410a인 경우에 물보다 유량균일

도가 약 27 ~ 46%까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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