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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ll-and-Tube 열교환기의 열전달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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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n improved performance of heat transfer for shell-and-tube and thermal analysis 
based on the Bell-Delaware method for single tube. Heat transfer has been compared for a smooth 
tube, helical tube and surface-coated tube. In general, the results showed that properly designed helical 
tube and surface-coated tube offer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heat transfer. The numerical results 
derived from the Bell-Delaware method for the shell-side heat transfer coefficient were verified with 
experimental results. The thermal analysis aids significantly in the solution of the design problem.

기호설명

A : 면적(m2)
D : 직경(m)
k : 튜브의 열전도도(W/m·K)
L : 길이(m)
NTU : 전달단위의 수

Nu : Nusselt number
Pr : 프란틀수

q'' : 질량유속(kg/m2s)
r : 반경(m)

T : 온도(℃)
U : 총괄열전달계수(W/m2·K)

그리스 문자

δ : 두께(m)
ε : 거칠기

하첨자

D : 직경(m)
i : 내측

lam : 층류

o : 외측

s : 쉘

t : 튜브

turb : 난류



1. 서 론

환경문제를 고려한 이산화탄소 저감과 관련하

여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와 회수·처리의 두 가

지 방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후자는 현재까

지 개발된 기술수준과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제약이 따르므로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을 통

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원천적으로 저감하는 방

법이 현실적인 대응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가정과 산업에서 사용하는 연료량은 2,625만 

TOE이며 폐열량은 40%에 이른다. 이중에서 8%
만 회수할 경우에도 84만 TOE에 달한다.(1) 열교

환 기술은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산업, 수송, 
가정 등 많은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다양한 열

교환기 중에서 Shell-and-Tube 열교환기는 가격이 

저렴하고 유지보수가 간편하며 고온·고압에서도 

적용가능하다는 이점 때문에 이용분야가 넓다.(2,3) 
이러한 Shell-and-Tube 열교환기에 관한 실험 및 

해석적 연구(4,5)가 많이 수행되어져 왔으나 Head
의 형상, 열교환 유체의 입·출구 위치, Baffle의 

크기 및 간격 등 고려해야 할 인자가 많고 유동 

및 열전달 특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일 튜브를 갖는 Shell-and- 

Tube 열교환기의 튜브변화에 따른 열전달 특성을 

비교하고 수치적 기법을 통해 열교환 유체의 열

전달량 및 열전달에 유효하게 영향을 미치는 인

자를 확인함으로써 효율적인 열교환기의 선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2. 수치적 방법

Shell-and-Tube 단상 열교환기 해석모델은 시스

템의 사양에 따른 열교환기 선정에 필요하며, 최
적 및 고효율화를 위하여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접근이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

존의 상관식을 이용하여 쉘과 튜브의 열전달 계

수를 구하고 쉘과 튜브의 입구 측 온도를 통해 

출구온도를 예측하기 위하여 유효성-NTU방법을 

적용하였다. Fig. 1은 수치해석 방법의 순서도를 

나타낸 것이다.

 2.1 튜브 측 열전달계수

 단상영역의 완전발달 난류 및 천이흐름에 대

하여 Gnielinski 관계식(6)은 매끈한 도관에서 뿐만  

Fig. 1 Logic flow of shell-and-tube heat exchanger

아니라 거친 도관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단, 0.6 < Pr < 2000, ReD > 2,300 )
(1)

여기서, f는 다음과 같다.

 







 



(2)

(단, 5000< ReD <108, 100 < D/ε< 106)

ε은 거칠기로 튜브 내측 표면의 작은 돌출부

와 융기의 평균높이로 하며 유체의 물성치는 입

구 측 온도를 기준으로 한다.
적절한 경계조건을 통하여 관내의 완전발달 층

류에서의 열전달계수를 구할 수 있다. Shah와 

London(7)을 참고하여 관내 완전발달 층류에 대한 

누셀수는 다음과 같다.

   (단, Re<2300) (3)

 2.2 쉘 측 열전달계수

기존에 연구된 쉘 측의 열전달계수를 구하는 

상관식은 대부분 여러 개의 튜브가 모인 튜브군

에 관한 상관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단일 튜브를 

갖는 Sell 측의 보정된 Stehlik 등(8)의 식을 사용하

였다. 



     
  (4)

단일 튜브에 대한 누셀수는 층류와 난류항으로 

나뉘며 각각 다음과 같다. 

   
 (5)

  
   

 (6)

식 (4)에서 Xtot는 열교환기 설계의 Delaware 방
법(9,10)이 적용된 보정인자들이다. 각 인자들은 

baffle의 절단정도와 baffle 간의 거리, 쉘 측 유체

의 누수효과, 입·출구에서 baffle의 기하학적 효과 

및 유체 입·출구 형태 등을 고려한 것이다. 

 2.3 총 열전달계수 및 유효성-NTU 방법

 해석구간에서 총괄열전달계수는 식 (7)과 같이 

표현되며 튜브 측의 열전달계수, 쉘 측의 열전달

계수, 튜브의 열전도도의 항으로 표현된다. 본 연

구에서는 오염에 의한 전열저항은 포함시키지 않

았다.

 






    
 

 




 (7)

본 연구에서는 향류의 흐름을 갖는 이중관의 

관계식을 적용하였으며 아래와 같다.

   
    (8)

여기서, 열용량 속도의 비, C와 NTU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2.4 계산결과 및 검토

본 연구에서 개발한 수치해석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Table 1과 같은 형상을 갖는 각

각 직관과 나선관의 다관형 열교환기와 비교하였

으며 직관에 대한 유입조건은 Table 2와 같다. 직
관의 실험결과와 수치해석 결과를 Fig. 2에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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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ube side outlet temperature for smooth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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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ube side outlet temperature for spiral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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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hell side outlet temperature for smooth tube

내었으며 평균오차는 약 1.8%의 크기를 갖는다. 
Fig. 3은 나선관에 대한 실험결과와 비교한 것이

며 약 0.5%의 오차를 보인다. 본 수치해석방법에

서 쉘 외측은 잘 단열되어져 있다는 가정 하에 

수행되어졌으나, 실험에서 쉘 외벽을 통한 열손

실은 피할 수 없으며 Fig. 4에서 보여지는바와 같

이 쉘의 출구온도가 약 0.6~0.9℃의 차이를 나타

낸다. 쉘 외부로의 열손실은 Churchill 등(11)의 수

평실린더에 대한 평균 누셀수 식을 통해 구할 수 

있으며 shell-and-tube 양 측면에서 발생하는 열손



Tube
Do,t 15.88e-3
δt 0.9e-3
Lt 1.0

Shell
Do,s 113.6e-3
δs 2.8e-3
Ls 1.0

Baffle
Spacing 0.18

Cut 0.025
Tube k 111

Table 1 Shell-and-tube configuration

Table 2 inlet conditions

No. Tt Ts q''t q''s
1 17.4 69.4 219.48 21.38 
2 16.1 70.8 220.39 21.37 
3 14.9 70.9 221.53 21.36 
4 12.7 70.9 404.57 21.36 
5 11.0 70.8 482.68 21.37 
6 10.6 70.4 531.75 21.37 
7 9.8 70.6 560.62 21.37 
8 9.1 70.4 689.41 21.37 
9 8.9 69.1 1179.54 21.39 

실 또한, 수직판에 대한 누셀수 식을 통해 근사

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3. 실험장치 및 방법

기초 전열 성능 실험장치는 Fig. 5와 같다. 직
경 104 mm(100A) 원통형 쉘에 각각의 튜브를 삽

입하고 튜브 내부로 냉각수가 흐를 수 있도록 하

였다. 튜브 측에는 유량을 측정하기 위한 유량계

와 입·출구에 냉각수 온도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열전대(K-type, 3.2 mm)를 설치하였다. 히터로 가

열된 온수탱크로부터 온수가 쉘로 유입되어 튜브 

내의 냉각수와 열교환 할 수 있게 하였다. 쉘에

도 유량을 측정하기 위한 유량계와 입·출구에 온

도를 측정하기 위한 열전대를 설치하여 각각의 

온도차를 측정하였다. 실험은 온수의 온도를 일

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온수탱크에 온수를 80℃
로 상승하여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PID
제어를 하고 유량은 일정하게 유지하였고 튜브 

내부 냉각수의 유량을 증가시켰다. 3RT(냉동톤) 
용량의 냉동기를 가동하여 냉각수의 온도를 냉각

Fig. 5 Shell-and-tube heat excha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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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o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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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ube side outlet temperature for spiral tube 
and sintered tube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튜브

는 직경 15.88mm, 두께 0.8 mm, 길이 1,000 mm
의 동(Copper)으로 된 직관, 나선튜브, 20 ㎛ 크기

의 동(copper)분말이 튜브의 내·외부에 코팅된 튜

브를 사용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쉘 측은 고정하고 각각 직관, 나선관, 코팅된 

튜브를 사용하여 shell-and-tube형 열교환기의 실

험을 수행하였으며 열전달 특성을 비교하였다. 
Fig. 6은 나선관과 내외부가 구리분말로 코팅된 

튜브의 질량유속에 따른 실험결과이다.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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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ube side heat transfer for shell-and-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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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Pressure drop in tube side

경우의 열전달은 비슷하게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직관과 비교하면 튜브의 유량에 따라 약 

10~20%의 향상도를 보인다. 튜브 내의 유량증가

에 따른 열전달량을 Fig. 7에 나타내었다. 상대적

으로 낮은 유입유량에서 나선관과 코팅된 튜브의 

열전달량의 차이는 작으나 중간지점에서 나선관

이 상대적으로 큰 열전달량을 보이고 유입유량 

1600kg/m2s 이후부터 코팅된 튜브의 열전달량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실험구간의 결과를 볼 

때, 낮은 유량에서 나선관과 코팅된 튜브의 열전

달량은 큰 차이가 없으나 높은 유량에서 코팅된 

튜브의 열전달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Fig. 
8은 튜브 내의 압력강하를 유속 900kg/m2s 이하

에서 실험한 결과이다. 본 실험 결과로 볼 때 상

대적으로 낮은 유속에서 나선관과 코팅된 튜브의 

열전달량은 큰 차이가 없으나 압력강하에서는 코

팅된 튜브가 나선관보다 낮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수치방법을 이용하여 튜브

와 쉘측의 열전달 향상인자를 강제적으로 증가시

킨 계산결과를 Fig. 9에 나타내었다. 튜브 측과 

쉘 측의 각각 입구 온도는 27℃, 70℃이며 질량

유속은 500kg/m2s, 20kg/m2s이다. Fig. 9에서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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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ction factor

factor는 튜브 내측의 향상인자를 증가시킨 것이

고 shell factor는 쉘 측 즉, 튜브 외벽면의 열전달 

향상인자를 증가시킨 것이다. 계산결과에서 나타

나는 바와 같이 쉘 측의 열전달 향상인자를 증가

시킨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쉘과 튜브 측 출

구온도를 크게 변화시킨 것을 볼 수 있다. 총괄

열전달계수를 나타내는 식 (7)의 분모부분은 열저

항을 의미하고 세 개의 항 중에서 가장 큰 항이 

열저항에서 지배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쉘과 

튜브의 열전달계수 중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측의 

증가가 전체 열저항을 감소시키는데 유리하게 작

용한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계산의 경우 튜브의 

열전달계수가 쉘 측보다 상당히 높은 값을 나타

내었으며 쉘 측의 열전달계수를 향상시키는 것이 

튜브 측보다 유리한 것을 볼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단일관을 갖는 단상유체에 대한 

shell-and-tube의 실험 및 수치적 방법을 통해 직

관, 나선관, 코팅된 튜브의 열전달 특성을 확인하

였다. 또한,  열교환 성능의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열전달 증가에 상대적으로 유효한 인자를 

언급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나선관과 코팅된 튜브의 열전달량 증가는 

직관과 비교하여 10 ~ 20%의 향상을 보였다.
2. 낮은 질량유속에서 나선관과 코팅된 튜브의 

열전달량의 차이는 작았으나 질량유속이 증가함

에 따라 코팅된 튜브의 열전달량이 증가하였다.
3. 튜브 내의 레이놀즈수가 큰 경우 쉘 측의 

열전달계수를 향상시키는 것이 열전달량을 증가



시키는데 유리하다.

후 기

본 연구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기관고유사

업인 하이브리드 열병합 발전 시스템 배열 이용 

기술 개발 과제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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