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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이중관 지중열교환기의 내부에 삽입되는 유로의 외벽에 설치된 핀 형상에 따른 유

동 및 열전달 특성의 변화를 수치해석적으로 분석하였다. 해석에는 상용 CFD 소프트웨어인 Ansys 
Fluent를 이용하였으며, SST k-ω 난류 모델을 적용하였다. 지중열교환기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핀의 형

상을 찾기 위하여 핀의 각도(15°, 30°, 45°, 60°), 높이비(0.1, 0.3, 0.5), 그리고 핀 간의 간격비(1, 3, 5)를 

변화시키며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핀의 각도와 높이가 증가하면서 대부분의 핀 형상에서 외각유

로의 외벽과 내벽에서 Nusselt 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하지만 핀 각도 15°, 높이 비 0.3 이하의 

형상에서 핀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보다 외벽의 열전달계수는 증가하며 내벽의 열전달 계수가 감소하는 

결과를 관찰하였다. 또한 핀 간의 간격이 감소할 경우 외벽의 열전달계수는 큰 변화가 없으나 내벽의 

열전달계수는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Abstract: In this study, the flow and heat transfer characteristics of the finned annular passage were investigated 
numerically. The annular passage simulates co-axial geothermal heat exchanger, and fins are installed on its inner 
wall to reduce heat loss from the production passage (annulus) to injection passage (inner pipe). A commercial 
CFD program, Ansys Fluent, was used with SST k-ω turbulence model. The effects of the geometric parameters 
of the fin on the inner tube were analyzed under the periodic boundary condition. The result indicated that most 
parameters had a tendency to increase with an increase in the height and angle of the fin. However, it was 
confirmed that the Nusselt number of the inner tube on the coaxial 15, 5, 0.3 was lower than that of the smooth 
tube. Additionally, the Nusselt number of the inner tube exhibited a tendency of decreasing with a decrease in 
the spacing in Coaxial 15, Sf,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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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설명 -

 : 핀의 충돌각 [°]
hf  : 핀 높이 [m]
Hc  : 유로의 높이 = (Do-Di)/2 [m]

sf  : 핀의 끝에서 다음 핀 시작까지 길이 [m]
p  : 핀의 설치주기 [m]
Di  : 내측 관 외경 [m]
Do  : 외측 관 내경 [m]
Nu : Nusselt 수
Re : Reynolds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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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Heat flow diagram for the concentric heat 
exchanger under the ground

Fig. 2 Model & parameter for finned concentric heat 
exchanger

1. 서 론

지열에너지는 다른 재생에너지와 달리 계절에 

상관없이 사용가능하며, 기저부하를 담당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 외에도 지열은 

에너지원이 풍부하고 장래에도 지속적으로 공급

될 수 있는 매력적인 에너지원이다.(1)

지열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 중 

하나가 지중열교환기이다. 여러 종류의 지중 열교

환기 중 이중관 열교환기의 경우 하나의 시추공

으로 지열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으며, 대수층이 

필요한 개방형 타입 지중열교환기와 비교해 환경

적 영향이 적고 심부지열 영역까지 적용 가능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외부유로를 통해 주

입된 순환수가 중앙에 위치한 내부관을 통하여 

회수되는 과정에서 외부의 유로로 열손실이 발생

한다는 단점이 있다. Fig. 1은 지중 이중관 열교환

기의 열흐름도를 나타내었다.
Koji Morita 등(2)은 최대로 열을 추출하기 위해 

단열된 내측관을 사용한 지중 이중관 열교환기 성

능을 해석하였다. 내측관의 열전도도, 순환수 유

량, 지열경사도와 순환수의 주입 온도에 따른 영향

을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고, 내측관 단열을 통해 

추출온도가 상당히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조홍기 등(3)은 내측튜브 핀 형상에 따른 이중

관 열교환기 성능을 해석하였다. 이중관 열교환

기의 전열성능 및 압력강하는 Trade off 관계를 

갖기 때문에 사용 목적과 조건에 맞게 선정하여

야한다고 보고하였다.
신용한 등(4)은 이중관 열교환기와 형상이 유사

한 Shell & Tube형 열교환기의 열전달 및 유동에 

대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으며, baffle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열전달양이 증가하지만 개수가 일

정 이상 증가하였을 때 박리현상이 발생하여 열

전달양이 감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권재 등(5)은 이중관형 열교환기의 증발 열전

달 특성에 관한 실험을 진행하여 나선형태 내관

의 열전달 특성을 연구하였다. 
박상협 등(6)은 다양한 형상의 파이프에 대한 

압력강하와 열전달 특성을 수치적으로 해석하여 

열전달 성능을 향상시키고 유동의 손실은 최소화

하는 최적 형상에 대한 연구 발표하였다. 
Z.X. Yuan 등(7)은 평판에 기울기를 갖는 핀의 

형상에 각도 변화를 주어 실험 및 2차원 수치해

석을 수행하였다. 핀 기울기가 증가함에 따라 핀

과 벽 사이 공간으로 유체가 이동하여 핀 이후 

영역에서 Nusselt 수가 증가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처럼 대부분의 문헌 조사 결과, 내측관의 열

전도도를 통한 열손실 억제(2)는 지열경사도로 인

한 깊이에 따른 온도 및 압력 증가로 소재의 물성 

제한이 있고, 이중관의 내측 열전달을 증가시키기 

위한 나선형 내관,(5) 파형관(8)과 finned 튜브(9)에 

관한 연구가 논문으로 존재하였지만, 이중관 열교

환기의 내측관의 열전달을 억제하므로 외각유로

로 발생하는 열 손실을 줄이기 위한 열전달 억제

에 관한 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중관 열교환기의 외벽

의 열전달을 촉진하고 내벽의 열전달을 최소화하

는 핀의 형상을 찾고자 하였다. 열전달 및 유동 

해석에는 상용 수치해석 프로그램인 ANSYS 
Fluent 16.1를 이용하였다.

2. 수치해석 모델

2.1 모델 및 파라메타

본 연구에서 사용된 내측 관에 핀이 부착된 이

중관 열교환기의 기본적인 단면 형상과 내부 핀 

형상 변수를 Fig. 2에 개략적으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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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in design variables 

Variables Value

 Fin incidence angle,  15°, 30°, 45°, 60°

 Fin height ratio, hf /Hc 0.1, 0.3, 0.5

 Spacing ratio, sf /hf 1, 3, 5

Fig. 3 Computational grids generation

Table 2 Boundary conditions

 Inlet temp. 300 K
 Inner wall heat flux

10000 W/m2

 Outer wall heat flux
 Mass flow rate 3, 5, 9 kg/s
 Working fluid Water

내측과 외측 관의 지름은 0.125, 0.25 m로 고정

하였으며, 핀의 형상 변수는 각도(), 높이 비

(hf/Hc )와 간격 비(sf /hf)로 구성하였다. Table 1과 

같이 내부 핀의 형상을 변화시켜 모델링하였다. 
해석 조건은 Coaxial  , sf /hf, hf /Hc의 형태로 표

기하였다. 
유동은 z 방향으로 흘러가며, 유로의 전체 길

이는 유로의 수력직경(Dh) 대비 수천 배에 달하

므로 입구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완전발달 난류 

유동(fully developed turbulent flow)으로 가정하였

으며, 계산에 사용된 영역은 단일 pitch로 Fig. 3
과 같이 주기조건(Periodic Condition)을 이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이중관을 4분등하여 단

면에 대칭조건(Symmetric condition)을 주어 단순

화하므로 해석시간을 단축하였다. 
완전발달 유동장으로 가정한 상태에서 유체의 

프로퍼티가 상수이고 경계조건에 일정 열유속 조

건을 부여한다면, 열전달계수는 상수값을 가진

다.(10) Table 2와 같은 일정한 열유속 경계조건에

서 해석을 수행하였다. 
 
 2.2 지배방정식

본 연구에서는 3차원 정상상태 비압축성 난류 

유동을 해석하였으며, 지배방정식은 기본적인 연

속 방정식과 Navier-Stokes 방정식을 사용하였고, 
난류 모델은 k-ε모델과 k-ω모델의 장점과 박리

(separation)유동 계산에 강점을 가지는 Shear 
Stress Transport(SST) 모델(11)을 이용하였다. 속도 

압력 연성에 대해서는 SIMPLE 알고리즘을 사용

하였으며, 모든 변수에 대해서 Residual 값이 10-6 
이하가 되어야 수렴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연속방정식




∇·                          (1)

운동량 방정식




∇·  ∇∇·   (2)

에너지 방정식




∇ ∇·∇·

(3)

여기서, 

  ∇∇ 

∇·            (4)

   


 

                         (5)

Shear-Stress Transport(SST) k-ω Model







 





     (6)







  





 (7)

2.3 수치해석 관계식

본 연구에서 Nusselt 수의 경우에는 수치해석 

결과로 확인되는 유체 평균온도(Bulk mean 
temperature, Tb)와 벽면 온도(Wall temperature, Tw)
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식 (8)에 평균온도와 내

벽면 또는 외벽면온도를 적용하면 유체 대류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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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Nu variation with y+ in Coaxial 30, 5, 0.5

전달계수를 구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식 (9)를 

통해 유체의 Nusselt 수를 구할 수 있다.

                           (8)

 

                           (9)

수치해석을 통해 얻어진 유체의 유동장 결과로

부터 식 (10)의 Darcy friction factor를 계산하였다.

 


∆                         (10)

2.4 격자 및 격자 의존성

본 연구에 사용할 수치해석의 계산영역의 격자

에 대한 민감도를 확인하기 위해 각각 505,428 ~ 
1,700,000 격자수에서 이중관 열교환기 수치해석

을 수행하였다.
SST 난류 모델의 경우 강한 열유속이 존재하

는 유동에서는 y+가 1 정도의 값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8)

Fig. 4는 y+ 0.5~5의 값으로 격자를 구성한 격

자 민감도 테스트 결과이며, y+ 2 이하에서 값의 

변화가 거의 없었고 그 이상에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y+가 2 이하가 되

도록 격자를 생성하였다. 
수치해석결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실험결과와 

비교하여야 하나 기존 문헌에서 적절한 실험결과

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는 해석을 통하여 최적 

형상을 도출한 후 해당 형상에 대한 실험을 통하

여 보완할 계획이다.

Fig. 5 Velocity contour with Re in Coaxial 15,5,0.3

Fig. 6 Pressure contour with Re in Coaxial 15,5,0.3

3. 해석 결과 및 고찰

 3.1 레이놀즈 수의 영향

 Fig. 5와 6은 각 Coaxial 15, 5, 0.3의 핀 형상을 

가지는 이중관 열교환기 조건에서 레이놀즈 수에 

따른 속도와 압력 등고선을 도시한 그림이다. 
Fig. 7은 속도 벡터를 나타내며, 이를 통해 유동 

흐름을 확인한 결과 핀 아래쪽에는 정체영역이 

형성되고 핀 하류에서는 재순환영역이 형성되며, 
하류핀에 충돌한 유동의 일부가 핀을 타고 상류

방향으로 흘러 내벽에 충돌하게 된다. 이 같은 

유동 패턴은 이후 수치해석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Fig. 8은 레이놀즈 수에 따른 내벽과 외벽의 평

균 Nu 수를 핀의 설치 유, 무에 따라 비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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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Velocity vectors with Re in Coaxial 15,5,0.3

Fig. 8 Average Nu variation with ReDh in the 
Smooth tube and the Finned tube 

Fig. 9 Distribution of Nu as a function of z/p for 
fin angle and height ratio on the inner wall

위해 나타내었다. 핀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내

측 관에서 Nu수가 54.6~63.3% 증가하며 외측 관

에서 55.6~63.9% 증가하여 내․외벽의 증가율 차

이가 적었다. 하지만 핀을 설치한 이중관 열교환

기에선 내벽에서는 Nu수가 30.2~52.5% 증가하였

으나, 외벽의 Nu수는 40.3~87.7% 향상되어 내벽

과 외벽의 증가율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중관을 적용한 지중열교환기의 성능을 높이

기 위해서는 외벽의 열전달을 촉진하며, 동시에 

내벽의 열전달을 최소한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

다. Coaxial 15, 5, 0.3의 핀이 설치된 경우 유로 

내벽의 열전달계수는 Re수가 10,155일 때 핀을 설

치하지 않은 경우의 95.6% 수준이나 Re수가 

30,466일 때는 75.1%수준으로 그 차이가 증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핀의 설치에 따른 열전달 억제 효

과는 Re수가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2 핀의 각도와 높이 비 영향

Fig. 9와 10은 핀의 각도와 높이 비에 따른 

내․외벽의 Nusselt 수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

다. Fin-spacing의 정의상 각도가 작아질수록 주기

조건 내 내측 관의 정체영역은 증가하게 된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핀에 충돌한 유체의 일

부가 핀을 따라 상류방향으로 흐르며 내벽에 충

돌하게 되며, 그 영역에서 Nusselt 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벽에서는 핀이 설치된 지역부터 Nusselt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이는 두 관 사이에 

관로가 좁아지면서 속도가 증가하게 되며, 외측 

관에 유체가 충돌하여 외측 벽면에서 경계층의 

발달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Fig. 11은 핀에 형상 변화에 따라 Nusselt 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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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Distribution of Nu as a function of z/p for 
fin angle and height ratio on the outer wall

 

Fig. 11 Nu Avg. variation with angle and height ratio

Fig. 12 Nu Avg. variation with spacing

평균값 변화를 나타내었으며, Smooth tube 데이터

와 비교를 통해 내측 관 열전달 억제와 외측 관 

열전달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았다. 
Coaxial 15,5,0.3의 형상에서 smooth tube에 비해 

내측관의 Nusselt 수가 12.5%가 억제되며, V.I. 
Terekhov 등(12)은 Ribs와 Steps의 형상에 따라 열

전달 향상 및 억제가 가능하다고 보고하였다. 외
측관의  Nusselt 수가 39.7% 향상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외측 관의 Nusselt 수의 변화는 핀의 높

이에 영향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3.3 Fin Spacing의 영향

 기존 수치 해석을 통해 Smooth tube 보다 내측 

관의 Nusselt 수는 낮고 외측 관은 높은 Nusselt 
수를 가지는 조건인 Coaxial 15,x,0.3에서 Fin 
Spacing의 변화에 따라 해석한 결과를 Fig. 12에 

나타내었다. Fin Spacing이 감소하면서 내측 관의 

Nusselt 수는 최대 76.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Spacing의 감소로 하류 핀에 충돌한 후 

핀을 따라 상류로 이동하는 유동의 강도가 감소

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외측 관의 Nusselt 수
는 최대 40% 증가하며 Fin Spacing에 따른 변화

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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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Friction factor variation with angle and height 
at Spacing 5

3.4 Friction factor의 변화

 Fig. 13은 핀의 각도와 높이에 따른 Friction 
factor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핀의 각도와 

높이가 증가하면서 핀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최대 24배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는 높이가 증가하면서 핀과 외벽의 거리

가 축소되면서 압력손실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으

로 사료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SST k-ω모델을 이용하여 내측 

튜브 핀 형상에 따른 유동 특성과 내∙외측 관의 

Nusselt 수 변화를 해석하였다. 
(1) 핀 이후 정체영역과 재순환영역이 발생하는 

유동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대부분의 형상 조건에서 내외측 벽의 열전

달은 향상했지만 Coaxial 15,5,0.3의 형상에서 

smooth tube와 비교해 내측 벽의 Nusselt 수가 

12.5% 억제되며, 외측 벽은 39.7% 향상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3) Fin spacing에 변화를 주어 해석한 결과에서 

내측관의 Nusselt 수가 최대 76.2%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4) 핀 설치로 인해 최대 Friction factor가 24배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내측 벽의 열전달이 

억제되는 조건에선 약 3.7배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처럼 이중관 열교환기 내측 튜브에 핀을 설

치하여 열전달을 억제한다면 지중 열교환기 성능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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