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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hell & Tube type Oil Cooler is widely used for hydraulic presses, die casting machines, 
generation equipments, machine tools and construction heavy machinery. Temperature of oil in the 
hydraulic system changes viscosity and thickness of oil film. They have a bad effect to performance 
and lubrication of hydraulic machinery, so it is important to know exactly the heat exchanging 
efficiency of oil cooler for controlling oil temperature. But most Korean manufacturers do not have 
test equipment for oil cooler, so they cannot carry out the efficiency test of oil cooler and it is 
impossible to verify its performance. This paper includes information of construction of necessary 
utilities for oil cooler test and design and manufacture of test equipment. One can select the optimum 
product by obtaining performance data through tests of various kinds of oil coolers. And also the 
paper developed a program which can be easily used for design of 2D and 3D drawings of oil cooler. 

기호 설명 

 A : 열면  [m 2]

 : 오일 정압 비열 [ J/kg⋅℃]
 : 냉각수 정압 비열 [ J/kg⋅℃]

G 0
 : 오일 유량 [ kg/h]

G a
 : 냉각수 유량 [ kg/h]

t 01 : 오일 입구온도 [℃]

t 02 : 오일 출구온도 [℃]

t a1 : 냉각수 입구온도 [℃]

t a2 : 냉각수 출구온도 [℃]

 †한국기계연구원, 기계시스템신뢰성연구센터

   E-mail : Lyb662@kimm.re.kr
   TEL : (042)868-7151 FAX : (042)868-7186
 * 한국기계연구원 

 

 U : 총 열 달계수 [W/m 2⋅℃]

(Δt) m : 양 유체의 수평균온도차 [℃]

1. 서 론

 원통다  형 오일냉각기(shell & tube type oil 

cooler)는 유압작동유와 윤활유를 냉각하기 해 

사용되는 열 교환성능이 우수하고 제작이 용이하

여 산업기계, 방산장비, 발 설비, 선박  건설

기계 등에서 범 하게 응용되고 있다. 

 유압시스템에서 오일의 온도는 성을 변화시켜 

유막의 두께가 변화함으로서 유압기기의 성능  

윤활에 미치는 향이 높기 때문에 오일의 온도

를 제어하는 오일냉각기의 열 교환성능을 정확하

게 악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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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figuration of cooler

 그러나 국내 생산기업들은 오일냉각기의 시험 

장비를 보유하지 못하여 오일냉각기의 성능시험

을 못하고 있고, 제품의 성능입증이 불가능한 상

태이다. 

 원통 다 식 오일 냉각기의 열교환 성능은 

Tube의 크기, 형상, 개수, 길이, 피치, 패스 수와 

Shell 지름, 배 (baffle plate)의 간격, 면 , 형

태 등에 의해서 차이가 발생한다. H
1)
는 배 을 

가진 shell & tube 열교환기의 shell측 압력강하

와 국소 열 달을 배  간격을 변화시키면서 

측정하 고, G
2)
는 배 을 가진 shell & tube 열

교환기에서 shell측 압력 강하를 회복시키기 한 

방법을 연구하 다. A3)은 감압된 공기와 증기를 

응축하는 shell & tube 열교환기에 서의 천이 거

동에 한 실험 데이터를 제시하 는데 그들은 

응축을 발생시키는 입구압력, 증기유량, 공기유

량, 냉매유량, 냉매입구온도 등을 단계 으로 변

화시키면서 실험하 다. S4)는 열교환기 설계 핸

드북에 따른 모든 종류의 원통다  식 열교환기

에 해 실링, stripe의 개수와 최  배 의 간

격을 계산하기 한 로그램을 연구하 다.  

 재까지는 오일냉각기의 성능시험에서 많은 양

(약 1000 )의 오일을 연속 으로 시험온도

(60～70 ℃)까지 올려서 작동 범   구간을 실

험하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열 도도가 낮은 오일을 순간 으로 시험 

온도까지 가열시키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Fig. 1의 오일냉각기 시험에 필요한 

Utility( 용량 수조, cooling tower, 300,000 

kcal/h 이상의 오일 가열용 보일러 등)의 구축과 

시험 장치를 설계  제작하여 여러 종류의 오일

냉각기를 시험하 고, 제품별 성능 DATA를 확

보함으로서, 시스템 설계자가 최 제품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 고, 선정된 오일냉각기의 2D  

3D 도면을 CAD 일로 출력 받아 설계에 쉽게 

사용 할 수 있는 로그램을 개발하 다.

 2. 이론적 고찰

 오일 냉각기의 냉각성능은 오일 냉각기에 공

되는 오일  냉각수의 유량과 온도를 변화시켜 

각 해당 조건에서 오일  냉각수 입․출구에서

의 온도와 각각의 유량을 측정하여 평가한다. 오

일냉각기의 냉각효율()은 열교환기에서 계측된 

냉각 능력( )을 이론냉각 능력( )으로 나  

것으로서 다음 식(1)에 의하여 산출한다.

    

×                     (1)

 여기서
      

           
            이다.

 ΔT m
은 수평균온도차를 나타내며 향류를 

가정했을 때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2)

3. 시험장치 및 방법

3.1 시험장치 

 오일냉각기의 성능시험을 해서는 오일을 시험

온도(약 60～70 ℃)까지 가열하여 연속 으로 공

해야 한다. 그러나 오일의 비열(열 도도)이 낮

아 기존의 기 Heater로 많은 량을 가열하기가 

어렵고, 특히 기히터가 고온을 사용함으로써 

오일이 검게 탄화되어서 첨가제의 손상과 성차

가 발생되는 문제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해 Fig. 2 유압회로도와 

Fig. 3 설치 Layout  Fig.  4의 사진에 보인 

바와 같이 300,000 kcal/h 용량의 온수보일러와 

동 의 형열교환기를 이용하여 오일냉각기시험 

후 출구에서 냉각되어 연속 으로 나오는 오일을 

고온(85 ℃)의 온수로 가열함으로써 실시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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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조건의 온도를 유지 할 수 있도록 하 다.   

 오일의 시험온도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해서 

오일 장탱크(storage tank)에 50 kw  기 항 

히터를 보조 으로 설치하 으며, 고정용량형 기

어펌 의 회 수를 인버터 기모터에 의해 가변

함으로써 유량을 제어했다. 냉각수 유량은 오일

냉각기의 출구 측에 동식 비례제어밸 (MOV: 

motor operation valve)를 사용하여 제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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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ircuit for oil cooler performance t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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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Layout of oil cooler testing system

 오일냉각기 입․출구에 온도와 압력  유량센

서를 장착하 고, 냉각수 입․출구 부분에도 동

일하게 온도와 압력  유량센서를 장착하 다. 

Table 1과 Table 2에 유량  압력센서에 한 사

양과 같다. 

Fig. 4 Oil heating & supply equipment

Table 1 Specifications of flow sensor

Item
Specifications

Oil Side Water Side

Sensor Type Turbine Turbine 

Measuring Range 
( ) 0∼500 0∼600

Accuracy (%) ±1.0 ±1.0

Reliability (%) ±0.2 ±0.1

Max. Pressure 
(MPa) 34.5 34.5

Item
Specifications

Oil Side Water Side

Sensor Type Strain gage Strain gage

Measuring Range  
(MPa)  0∼3 0∼3

Accuracy (%) ±0.5 ±0.5 

Linearity (%) ±0.35 ±0.35

Max. Pressure (MPa) 0.1 0.1

Table 2 Specifications of Pressure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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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pecification of test model

Model 100A 125A 150A 200A
Shell

out side
diameter

114.3 139.8 165.2 216.3

Shell
in side

diameter
109.5 134.8 156.3 204.3

Tube
length 257 546 636 546 636 726 616 706 796 680 770

Tube
out side
diameter

16.6

Tube
in side

diameter
12.4

Number 
of tube 22 30 48 84

Number 
of baffle 5 9 11 9 11 13 11 11 1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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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 Performance test ranges

(a) 100A (b) 125A

(c) 150A (d) 200A

Fig. 6 Performance results of oil coolers

 

(a) 100A (b) 125A

(c) 150A (d) 200A

Fig. 7 Pressure drop of oil coolers

Fig. 8 Performance test of oil coolers

3.2 시험방법

 성능 시험은 Table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Shell 
지름 100A 3개, 125A 3개, 150A 3개, 200A 2개 

총 11개의 오일 냉각기를 시료로 선정 하 다. 

시험기  온도로는 오일의 입구온도를 60℃가 되

도록 하 으며, 냉각수의 입구온도는 30℃가 되

도록 하 다. 오일의 유량은 Fig. 5와 같이 오일
과 냉각수의 최  유량을 각각 5%～100%로 분

할하는 약 20지 에서의 시험을 실시하 다. 각 

구간에서 5분 이상 충분히 안정화 시킨 후 온도, 

압력, 유량을 계측하 다.

4. 시험 및 결과 분석

 Fig. 6은 Table 3에 나타낸 100A, 125A, 150A 
 200A 오일 냉각기들의 大, 中,  길이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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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과 같이 성능시험을 한 후 시험데이터를 분
석한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성능시험결과 100A 

257 mm의 경우 25000 kcal/h 이 고,  200A 770 

mm의 경우 140000 kcal/h 이 다. 한 Fig. 7은 
오일 냉각기의 오일유량 변화에 따른 압력강하를 

실험한 데이터로, 시험 상 오일냉각기는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내에서의 유동 항이 증가하기 

때문에 압력강하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최  

압력차를 0.3 MPa로 설정 할 경우 100A는 약 

300  , 125A는 400  , 150A는 420 

와 200A는 460   수 이었다.

5. 냉각기의 최적선정 및 도면 출력

 시험결과(test data base)와 이론을 기반으로 오

일냉각기의 용량을 로그램으로 계산한 후 최

용량의 오일냉각기를 선정하고, 엔지니어링 Data

를 출력과, 2D 도면(Auto CAD)과 3D Model 

(Iron CAD)을 링크시켜 으로서 사용자(설계자)

가 시스템을 설계할 때 제품을 다시 그리지 않고 

바로 도면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 다. 

 이 로그램(soft ware)은 사용자의 편의를 

해서 화방식(export type)으로 개발되었고, 국

내는 물론 수출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한 과 

문 버 으로 개발하 다. 

 로그램의 구성은 Fig. 9의 9-1과 같이 로그

램 소개  한  는 문을 선택하도록 하

고, 단 선정과 냉각기의 배 형식  오일 종류

를 선정하도록 하 다. 열량계산을 한 사용조

건 입력과 연산을 한 기본 인 오일  냉각수

의 물리  특성이 출력되고, 9-7과 같이 정한 

용량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때 지름이 100A로 작고 튜 의 길이가 긴 경

우와 지름이 150A로 간이고 튜 의 길이가 

간인 경우와 지름이 200A로 크고 튜 의 길이가 

짧은 경우로 제공되기 때문에 설계자가 시스템의 

허용 공간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하 다. 9-9와 

같이 선정된 오일냉각기의 용량을 계산하여 엔지

니어링 데이터시트를 제공하고, 선택제품에 하

여 2D 도면 는 3D 모델링의 실 제품 도면을 

9-11과 9-12와 같이 출력되도록 하 다. 

9-1 9-2

9-3 9-4

9-5 9-6

9-7 9-8

9-9 9-10

9-11 9-12

Fig. 9 The optimum selection and drawing 
        output program of oil coo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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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오일냉각기의 성능시험을 할 때 

요구되는 고온의 오일을 연속 으로 공 하는 방

법을 제시하 고,  서로 다른 크기를 갖는 11개의 
제품에 하여 유량변화에 따른 열 교환 성능과 

오일  냉각수 측의 압력강하를 실험하여 제품

별 성능 DB를 구축하 으며, 화방식으로 용량

선정  도면 출력 로그램을 개발하 다.

1) 연속 으로 공 되는 용량(0～500 )

의 오일을 고온으로 가열하는 방법은 열면 이 

큰 형열교환기를 이용하여 85 ℃의 온수로 가

열하 을 때 오일성분의 화학  변화(탄화)를 

래하지 않고 시험에 합한 오일의 온도(60～70 

℃)를 확보 할 수 있었다.

2) 최  냉각수의 통과 유량은 최 오일유량의 

50 %가 통과 할 때 최 압력차는 약 0.3 MPa 

이하가 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 다.

3) 사용자(설계자)의 편의를 해 사용자 화방식

(user export type)으로 오일냉각기의 최  용량

선정과 선정된 것에 하여 2D 도면  3D 모델

링을 출력 할 수 있는 로그램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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