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l
l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l
l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
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공학석사 학위논문

열교환기 성능 향상을 위한
winglet형 핀 설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sign of a winglet-type fin to
enhance heat transfer in heat exchangers

2013 년 2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기계항공공학부

최 재 혁

열교환기 성능 향상을 위한
winglet형 핀 설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sign of a winglet-type fin to
enhance heat transfer in heat exchangers
지도교수 김 찬 중

이 논문을 공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 년 2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기계항공공학부

최 재 혁
최재혁의 공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 년 2 월

위 원 장

고 상 근

(인)

부위원장

김 찬 중

(인)

위

송 한 호

(인)

원

초

록

열교환기에 winglet형 핀을 설치하는 것은 열교환기의 열전달 성
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한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핀-튜브 열교환
기에 설치되는 삼각 winglet형 핀 설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핀-튜브 열교환기에 설치되는 삼각 winglet
형 핀은 배치 방법에 따라 TODWVG(toe-out and delta winglettype vortex generator)와 TIDWVG(toe-in and delta winglettype vortex generator)로 분류될 수 있다. 삼각 winglet형 핀의
일반적인 설계 형태는 TIDWVG이었다. 그리고 TODWVG에 대한
연구로는 2002년에 한 연구단의 성능평가 실험이 있었지만, 이후
추가 연구들이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성능평가 실험
에서 사용된 TODWVG 형상 제원을 설계의 시작점으로 하여 개선
설계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 개선 설계된 TODWVG와 기존 연구
에서 제시된 TIDWVG와 성능 비교를 통해 TODWVG의 실효성을
검증하였다.
성능 비교 결과, TODWVG 열교환기의 열전달 성능이 TIDWVG
열교환기의 열전달 성능보다 더 우수하였다.

주요어 : 핀-튜브 열교환기, TODWVG(toe-out and deltawinglet type vortex generator), TIDWVG(toe-in and deltawinglet type vortex generator), JF-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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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enclature
TODWVG: toe-out and delta winglet type vortex generator
TIDWVG: toe-in and delta winglet type vortex generator
D: tube diameter
W: channel width
L: channel length
FP: fin pitch
TP: tube pitch
H: height of vortex generators
SL: span length of vortex generators
AOA: angle of attack of vortex generators
TD: transverse distance for defining the position of the trailing
edge of vortex generators
LD: longitudinal distance for defining the position of the trailing
edge of vortex generators
q: wall heat flux
k: thermal conductivity of the fluid
T: temperature
Pr: Prandtl number
Re: Reynolds number

Nu z : local spanwsie-average Nusselt number

Nu : global spanwsie-average Nusselt number
v

f z : local spanwsie-average friction factor
f : global spanwsie-average friction factor
j: j-factor
JF: JF-factor
U: velocity of uniform flow

Greek symbols
 : density of air

 : spanwise-average wall shear stress

Subscripts
in: inlet
w: wall
F: fluid
1: bottom-fin plate
2: top-fin plate
ref: without vortex generators
ref, v: reference velocity
z: z-direction
vi

1 장 서

론

1.1 연구 배경
가공기술의 발전에 따라 유동의 혼합을 촉진하고 열전달면적을
증가시킬 수 있는 특수한 형태의 핀 형상을 제작하여 열교환기의
열전달 성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얻고 있다. 열교환기 열전달 성능
향상을 위한 특수한 형태의 핀 형상에는 딤플을 가지는 형상, 미세
돌기를 가지는 형상 등 다양한 형상들이 있다. 열교환기에 Winglet
형 핀을 부착하는 방법도 열전달 성능 향상을 위한 방법 중의 하나
이다.
1980년 이후부터, 삼각 winglet형 핀을 핀-튜브 열교환기에 설
치하여 열전달을 향상시키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 왔다. 열교환
기에 설치되는 winglet형 핀은 유동의 혼합과 섭동을 증가시켜 열
전달을 촉진시킨다.[1-8] 핀-튜브 열교환기에 설치되는 winglet형
핀은 설치 방식에 따라 TIDWVG(toe-in and delta winglet type
vortex generator)와 TODWVG(toe-out and delta winglet type
vortex generator)로 분류될 수 있다. Fig1.1(a)와 같이 한 쌍의
삼각 winglet형 핀 상에서 후연(trailing edge)의 횡방향 간격이 전
연(leading edge)의 횡방향 간격보다 더 긴 형태가 TIDWVG, 이와
반대의 Fig1.1(b) 형태가 TODWV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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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IDWVG

(b) TODWVG

Fig 1.1 Configuration of winglet type vortex generators

일반적인 winglet 핀 형태는 TIDWVG이다. 이와 관련된 기존 연
구들로는 먼저 Russel 등[1]이 처음으로 transient melt line 방법
을 이용한 실험을 통해 winglet형 핀에 의해 생성된 종방향 와류의
영향으로 열전달이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이후 Fiebig등[2, 3]이 실
험적 연구를 통해 Reynolds 수가 2000~5000 범위에서 winglet형
핀의 위치에 따른 열교환기 성능 변화를 조사하였고, 엇갈림형 관
배열에서보다 직렬형 관 배열에서 winglet형 핀에 의한 열전달 향
상과 유동 압력 손실이 더 크다는 것을 보였다. BISWAS 등[4]은
전산 해석을 통해 TIDWVG에 의해 생성된 와류 유동이 튜브 후류
영역을 저감시켜 튜브 후류 지점에서 Nusselt 수가 크게 증가함을
보였고, Leu 등[5]은 열전달 향상을 위한 최적의 TIDWVG 받음각
은 45  임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몇몇 연구들[6, 7]은 핀-튜브 냉각
장치 또는 라디에이터에 winglet 핀을 설치할 때 열전달 성능이 크
게 향상됨을 보였다.
TODWVG에 관한 연구로는 Torii 등[8]이 2002년에 성능평가
실험을 수행한 바 있다.

２

1.2 연구 목적
Torii 등[8]의 성능평가 실험 이후, TODWVG에 대한 추가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Torii 등[8]이
수행한 성능평가 실험에서 사용된 TODWVG 형상 제원을 설계의
시작점으로 하여 개선 설계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 개선 설계된
TODWVG와 Fiebig 등[3]의 연구에서 제시된 TIDWVG의 성능
비교를 통해 TODWVG의 실효성을 검증하였다. TODWVG의 개선
설계는 전산해석을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개선 설계 과정에서
TODWVG의 설계 시 고려되어야 되는 사항들 및 설계 인자들의
영향력에 대해 조사할 수 있었다.

３

2 장 설계 관련 사항

2.1형상 제원
TODWVG 개선 설계 상에서 초기 형상 및 설계된 TODWVG와
비교 대상의 TIDWVG 형상은 Fig2.1, Table2.1과 같다.

(a) Initial design of TODWVG

(b) TIDWVG design
Fig2.1 Geometries of TIDWVG and initial TODWVG
４

Table2.1 Summary on geometric detail of TIDWVG and initial design
of TODWVG

Design
variables

Initial
TODWVG[8]
(Fig2.(a))

TIDWVG[3]
(Fig2.(b))

D

30 mm

30 mm

W/D

5

5

L/D

10

10

TD/D

0.48

0.485

LD/D

1.421

2.014

FP/D

0.187

0.187

TP/D

2.50

2.50

SL/D

1.00

0.37

H/FP

0.9

1.0

AOA

15°

45°

2.2 전산 해석
설계를 위한 전산해석에서 전산유체역학 상용코드 FLUENT를
이용하였다. 공기, 3차원 정상상태 난류 유동으로 Standard wall
function의 standard k-epsilon 난류 모델을 사용하였다.

(2.1)
: Mean velocity components
: Fluctuating velocity components

５

Continuity equation
(2.2)
Momentum equation

(2.3)
k transport equation

(2.4)

ε transport equation

(2.5)
: The generation of turbulence kinetic energy due to the mean
velocity gradients

: The generation of turbulence kinetic energy due to
buoyancy
: The contribution of the fluctuating dilation in compressible
turbulence to the overall dissipation rate

: The turbulent viscosity(

)

The model constants(default value):

(1.0),

(1.3)

６

(1.44),

(1.92),

(0.09),

Energy equation

(2.6)

k: Thermal conductivity
E: Total energy
: deviatoric tress tensor

경계조건은 Fig2.2와 Table2.2, 격자생성 형식은 Fig2.3과 같다.

Fig2.2 Boundary conditions

７

Table2.2 Boundary conditions

Boundary name

Boundary condition

Inlet

Uniform velocity, Constant Temperature

Top plain fin

No slip condition, Constant heat flux

Bottom plain fin

No slip condition, Constant heat flux

Vortex generator fin

No slip condition, Adiabatic wall

Tube

No slip condition, Adiabatic wall

Symmetry plane

Symmetry

outlet

Constant pressure

Fig2.3 Grid system

2.3 무차원수 정의
열교환기 성능 평가를 위해 정의된 무차원 수는 다음과 같이 정
의 되었다. j-factor는 열교환기의 열전달 성능 특성, f-factor는 열
교환기의 유동 마찰 특성, JF-factor는 열교환기의 열수력학적 특
８

성을 나타내는 무차원수이다.
(1) j-factor
(2.7)

여기서

(2.8)

(2.9)

(2) f-factor

(2.10)

(2.11)
(3) JF-factor

(2.12)

９

3 장 개선 설계
3.1 설계 변수 정의
설계 영역은 Fig3.1과 같이 중심은 튜브 중심과 동일하고 한 변의
길이가 튜브 피치(75 cm)인 정사각형 영역으로 하였다. 설계 변수
는 Fig3.1의 DF1, DF2, DF3, DF4과 같이 정의하였다. DF1(튜브
직경보다 일정 배 더 큰 붉은 2점 쇄선의 원)과 DF2(회전축으로부
터 각 DF2 방향으로 향하는 붉은 2점 쇄선의 직선)의 교점이
TODWVG의 후연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DF3(회전축(원 DF1상의
후연에서 접선)으로부터 각DF3방향으로 향하는 붉은 2점 쇄선의
직선)과 DF4(경계로부터 DF4 거리만큼 오프셋 된 붉은 2점 쇄선
의 직선)의 교점이 TODWVG의 전연으로 정의되어 TODWVG가
형성된다.

Fig3.1 Design constraint and design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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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설계 변수들의 영향
TODWVG가 존재할 경우, Fig3.2와 같이 TODWVG 외측에 와류
가 생성되어 유동의 혼합이 증대되며, TODWVG와 튜브 사이를 지
나는 유동과 TODWVG 외측 와류 사이를 지나는 주방향 유동이 가
속된다.
초기 형상의 TODWVG 후연에서 팁(tip) 간극이 존재하였는데
(H/FP=0.9), 설계에 앞서 이 팁 간극이 열교환기 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전산해석 결과는 Fig3.3와 같다. Fig3.3
에서 팁 간극이 존재함에 따라 열교환기의 열전달 성능을 다소 감
소되었고, 팁 간극 유동에 의해 후연부 주위에서 유동의 벽면마찰이
더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문에 JF-factor는 다소 감소
되었다. 따라서 설계는 팁 간극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되었
다.

Fig3.2 Flow pattern around TODWVG and tube
１１

(a)

Nu z / Nu ref , z

(b) f z / f ref , z
Fig3.3 Comparison of

Nu z / Nu ref , z and

f z / f ref , z

for the existence of

the tip space at the trailing edge of TODWVG
１２

설계를 위해 먼저 Taguchi 방법을 이용하였다. 4인자 3수준의 직
교배열을 이용하였고 제어인자들은 설계 변수들(DF1, DF2, DF3,
DF4)로, 잡음인자는 레이놀즈수(1000, 1500, 2000)로 정의하였다.

Table 3.1 Level of each control factor

Level

Control
Factor

1

2

3

DF1
DF2
DF3

1)Transverse limitation-0.0125W, 0.025W, 0.0375W, longitudinal limitation0.0125L, 0.025L, 0.0375L

Table 3.2

Orthogonal array

Control factor

Number
of Test

DF1

DF2

DF3

DF4

Test 1

1

1

1

1

Test 2

1

2

2

2

Test 3

1

3

3

3

Test 4

2

1

3

2

Test 5

2

2

1

3

Test6

2

3

2

1

Test7

3

1

2

3

Test8

3

2

3

1

Test9

3

3

1

2

１３

Fig3.4 Designs of TODWVG corresponding to each test number

SN ratio는 식(3.1) 및 (3.2)와 같이 정의되었다.

(3.1)

(3.2)

SN 1 과 SN 2 는 모두 망대특성 함수로써, SN 1 은 열교환기의 열

전달 성능 향상을, SN 2 는 열전달 및 압력강하를 동시에 고려한
１４

열교환기의 열수력학적 성능 향상을 의미한다.
전산 실험 결과로부터 계산된 SN ratio 결과는 Table3.3과 같다.

Table3.3 SN ratio on each test

SN ratio
Number of Test
Test 1

0.299

0.029

Test 2

0.403

0.088

Test 3

0.309

0.044

Test 4

0.325

0.118

Test 5

0.282

0.095

Test6

0.396

0.112

Test7

0.325

0.152

Test8

0.354

0.127

Test9

0.276

0.128

9가지 경우의 SN ratio와 유동장 변화를 비교함으로써 설계 변
수들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열전달 성능 향상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설계 변수는 DF3이었다. 각 DF3이 증가하면 TODWVG
의 받음각이 증가하게 되는데, 받음각 증가에 의해 유동의 혼합과
TODWVG와 튜브 사이를 나가는 유동의 가속 효과가 더 증대되
었다. 그리고 TODWVG 외측에 형성되는 와류의 횡방향 와류강
도의 증대에 의해 TODWVG 외측 와류 사이를 지나는 유동 또한
더 가속되었다. TODWVG에 의해 가속된 유동의 최대 유속과
SN 1 은 비례하였는데, 이는 열전달 향상에서 TODWVG에 의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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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장 가속이 큰 영향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받음각 증가에 의해
유동 가속효과는 증대되지만, 받음각이 증가하더라도 각 DF3이
음의 각인 경우, TODWVG와 튜브 사이의 유로는 축소-확대 유
로가 되는데, 이 유로의 확대 유로에 의해 유동이 감속된다.
Test1, Test5, Test9의 경우, 각 DF3은 -15。이며 TODWVG
와 튜브 사이 유로에 확대 유로가 존재한다. 이로 인해 유동의 가
속효과가 저하되어 SN 1 값이 다른 경우들에 비해 현저히 작았다.
반면 각 DF3이 15。인 Test2, Test6의 경우, 이와 반대 양상을
보였다. Fig3.5와 Table3.3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TODWVG 설계에서 DF3은 양의 각이 되어야 한다.

(a) Test1

(b) Test5

(c) Test2

(d) Test6

Fig3.5 Comparison of velocity distribution between Test1,5 and Test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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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7의 경우, 각 DF3은 15。이고 받음각이 9가지 경우 중 가
장 큰 경우였지만 유동장 가속과 열전달 성능 향상은 받음각 크기
에 상응되지 않았다. Test7에서는 각 DF2가 30。인데, DF2 각이
작을수록 TODWVG와 튜브 사이 축소 유로는 더욱 튜브와 거리가
먼 튜브 후방 지점에 위치하게 된다. 이 경우, 튜브 후류 영역은 더
저감될 수 있었지만, 튜브와 TODWVG 사이의 축소 유로에 유입되
는 유입류의 모멘텀 손실은 더욱 증가하였다. 유입류가 축소유로에
유입되기 전 모멘텀 손실이 증가할수록 축소 유로에 의한 주방향
유동 및 후류 유동 가속 효과는 저하되었다. 따라서 열전달 성능
향상을 위해서 각 DF2는 주방향상에서 튜브의 중심 근처에 위치
하여야 한다.

Fig3.6 Velocity distribution at mid-plane(Test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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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1의 영향력은 SN 1 과 SN 2 를 비교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었다.
Test1, 2, 3과 같이 DF1의 직경이 1.2D인 경우, SN 2 은 다른 경
우들에 비해 현저히 작다. Test2의 경우, SN 1 이 최대였지만 SN 2
는 이와 대조적이었다. 이는 1.2D 직경의 DF1에 의해 인해 유동의
벽면 마찰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DF1 직경이 지나
치게 커진다면 열전달 성능 향상이 저하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Test3, 5, 9의 경우, TODWVG 스펜길이가 다른
경우들의 비해 현저하게 길었지만 열전달 성능 향상이 저조하였기
때문에 TODWVG의 스펜길이는 설계상 고려되는 설계 변수에서
배제하였다(DF4의 오프셋 거리를 최소로 하여 고정). TODWVG
개선설계를 위해 Kriging 근사 모델을 이용하였다.

3.3 Kriging 근사모델을 이용한 설계
Taguchi 방법으로부터 조사된 설계 변수들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목적함수와 설계 변수들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Minimize
Subject to

(3.3)
DF1

(3.4)

DF2

(3.5)

DF3

그리고 Kriging 근사모델을 이용하여 설계해를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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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Kriging 근사모델은 1950년대 Krige라는 지질학자가 광물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 전산실험계획법에는 1980년대 후반부터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Kriging 근사모델은 모든 실험점들의 반응을 보간할 수
있고 랜덤오차가 없어 전산실험계획법에 매우 적합하다.
Kriging 근사모델은 식(3.7)와 같이 전역모델을 나타내는
응답 모델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와

로 구성된다.

(3.7)
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점

인 정규분포를 따르며 임의의 두

에 대한 공분산은 식(3.8)과 같이 표현된다.

(3.8)
여기서

은 상관함수(Correlation function)

로 이루어진

상관행렬(Correlation matrix)이다. 가장 일반적인 상관함수의 형태
는 식(3.9)와 같다.

(3.9)

Kriging 근사모델을 형성하기 위한 상관함수에는 Exponential,
Gaussian, Cubic spline, Matern linear function 등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비선형 특성 및 선형특성을 모두 잘 표현해 주는 Gaussian
상관함수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도 Gaussian 상
관함수를 사용하였다. 상관함수가 결정되면 Kriging 근사모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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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

)은 최적 선형불편추정량(Best Linear Unbiased Pre-

dictor) 결정 과정을 거쳐 식(3.10), (3.11)과 같이 완성된다.

(3.10)
: 반응값을 나타내는 벡터
: 주어진 실험점과 예상하고자
하는 점 간의 상관벡터

(3.11)

그리고 Kriging 근사모델의 추정량과 분산을 이용해

값을

추정한다. 값을 추정하기 위해 최대우도추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LE)법이 사용된다.
실험계획법으로는 중심합성계획법(Central Composite Design)을
이용하였고, 중심합성계획법을 기반으로 하여 근사모델 경계 영역에
일부 실험점을 추가 한 후, 순차적 계획법에 따라 나머지 실험점을
배치하였다.
총 25개의 실험점으로 Kriging

근사모델을 형성하였으며 설계해

를 찾기 위해 MATLAB의 fmincon함수를 사용하였다. 설계해는
DF1=43.89 mm, DF2=74.85°, DF3=39.39° 으로 Fig3.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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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7 Contour plots of the kriging metamodel and design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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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8은 TODWVG가 없는 열교환기, 초기 TODWVG 열교환기,
개선 설계된 TODWVG 열교환기의 열전달 및 유동 마찰 양상을 비
교한 결과이다. TODWVG가 존재하는 열교환기의 경우, TODWVG
가 존재하는 지점에서 유동의 혼합, 유동 가속으로 인해 Nu z 가 증
가하였다. 세 경우 모두 튜브를 지나는 유동의 박리 지점 전까지

Nu z 가 증가하는데 개선 설계된 TODWVG 열교환기의 경우에서
Nu z 는 보다 급격하게 높은 값까지 증가하였다. 이는 개선된 TODWVG에 의해 유동의 혼합과 가속이 보다 증대되었고 유동 박리가
더 지연되었기 때문이다. 유동 박리 지점부터 후류 내 정적 유동의
영향으로 감소하던 Nu z 는 Fig3.11과 같이 튜브 후류 내 vortex
pair의 재순환 유동이 형성됨에 따라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된다.
상승 추세로 전환된 후, 세 경우의 Nu z 차이는 계속 유지되는데 이
는 후류 유동 영역 및 후류 내 vortex pair 재순환 속도의 차이를
의미한다. 튜브와 개선된 TODWVG 사이를 나가면서 보다 더 집중
적으로 가속된 유동의 모멘텀 증가로 유동 튜브 후류 영역 및 후류
내의 정적 유동 영역이 보다 더 감소되었으며 후류 내의 vortex
pair 재순환 속도가 증가하여 후류 영역 유동의 온도가 감소한 것을
Fig3.9, Fig3.10에서 확인할 수 있다.
TODWVG가 존재하지 않는 열교환기에서도 튜브가 시작되는 지
점에서 Nu z 가 소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말굽와류의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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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8 Comparison of

and
between initial TODWVG and
advanced TODWVG
２３

Without VG

Initial TODWVG

Advanced TODWVG

(a) Comparison of velocity distribution at mid-plane

Without VG

Initial TODWVG

Advanced TODWVG

(b) Comparison of temperature distribution at mid-plane
Fig3.9 Changes of velocity and temperature pattern by initial
TODWVG and advanced TODW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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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ison of velocity distribution

(b) Comparison of temperature distribution
Fig3.10 Comparison of velocity and temperature distribution between
initial TODWVG heat exchanger and advanced TODWVG heat
exchanger

２５

(a) Without TODWVG

(b) Initial TODWVG

(c) Advanced TODWVG
Fig3.11 Vortex pair in tube w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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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 성능 비교
TODWVG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의 4가지 열교환기들의
열수력학적 성능을 비교하였다.

CASE1: 본 연구에서 설계된 TODWVG 열교환기

CASE2: 설계 변수 DF1, DF2, DF3은 CASE1과 동일하며, 스펜
길이는 CASE3의 TIDWVG와 동일한 TODWVG가 설치
된 열교환기
(TODWVG 위치(z-dir)(전열배열): 77.37 ~ 80.9mm, 152.37 ~
155.9mm, 227.37 ~ 230.9mm)

CASE3: 이전 연구[3]에서 제시된 TIDWVG 열교환기(Fig2(b))
(TIDWVG 위치(z-dir)(전열배열): 90.3 ~ 98.15mm, 165.3 ~
173.15mm, 240.3 ~ 248.15mm)

CASE4: CASE3의 TIDWVG 보다 스펜길이만 2배 더 증가한
TIDWVG(스펜길이를 제외한 모든 형상 변수는 CASE3
의 TIDWVG와 동일)가 설치된 열교환기
(TIDWVG 위치(z-dir)(전열배열): 90.3 ~ 106mm, 165.3 ~
181mm, 240.3 ~ 256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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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해석 결과 Table4.1 및 Fig4.1와 같이 열교환기의 열전달 성
능 향상면에서 TODWVG이 성능이 더 우수하였다.
Fig4.1 상의 모든 경우, 튜브를 지나는 유동의 박리지점에서

Nu z / Nu z , ref 가 감소하기 시작하며, 후류 내의 vortex pair 유동이
형성됨에 따라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전환된다. TODWVG 열교환기
(CASE1, 2)의 경우, Nu z / Nu z , ref 가 증가 추세로 전환되는 변곡점
에서 Nu z / Nu z , ref 값은 TIDWVG 열교환기의 경우(CASE3, 4)보다
현저히 컸다. 이는 유동 박리 지연의 차이를 의미한다. Fig4.2와 같
이 TODWVG 열교환기에서는 튜브와 TODWVG에 의해 형성되는
축소 유로에 의해 튜브를 지나는 유동의 모멘텀이 크게 증가되어,
유동 박리 지연 효과가 증대된다. 반면 TIDWVG 열교환기에서는
TIDWVG 내측에 형성되는 와류에 의해 와류 사이 주방향 유동이
가속되는데, 이로 인해 이 주방향 유동의 하류로써 튜브를 지나는
유동의 모멘텀이 다소 증가하여 미소한 유동 박리 지연 효과가 발
생된다. 그리고 TODWVG의 경우, Fig4.3과 같이 TODWVG와 튜
브 사이의 축소유로를 지나면서 집중적으로 가속된 유동에 의해 튜
브 후류 내의 정적 유동 영역이 더 저감되고 튜브 후류의 재순환
속도 역시 더 증가하게 되어, 전체적으로 TIDWVG 열교환기에 비
해 열전달 성능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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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4.1 Comparison on the thermal hydraulic performance

Inlet-Re 2000

Inlet-Re 5000

JF

JF

CASE1

1.100

1.157

1.048

1.135

1.200

1.068

CASE2

1.217

1.251

1.130

1.259

1.304

1.152

CASE3

1.123

1.090

1.091

1.139

1.098

1.104

CASE4

1.168

1.192

1.102

1.189

1.21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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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1 Comparison of

for CASE1~4

３０

Fig4.2 Comparis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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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CASE1~4

CASE1

CASE2

CASE3

CASE4

(a) Comparison of velocity distribution at mid-plane

CASE1

CASE2

CASE3

CASE4

(b) Comparison of temperature distribution at mid-plane
Fig4.3 Comparison of velocity and temperature distribution at midplane for CASE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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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1

CASE4

(a) Comparison of velocity distribution

CASE1

CASE4

(b) Comparison of temperature distribution
Fig4.4 Comparison on velocity and temperature distribution between
CASE1 and CAS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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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 결론

본 연구에서 TODWVG 핀-튜브 열교환기의 실효성을 검증하였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TODWVG와 TIDWVG에 의해 변화되는 유동 특성을 비교하였을
때, 유동 박리 지연 및 유동 가속 면에서 큰 차이가 있었고, 이로
인해 TODWVG 열교환기의 열전달 성능이 TIDWVG 열교환기보다
더 우수하였다.

2. TODWVG 열교환기에서 TODWVG와 튜브에 의해 형상되는 유로
가 축소-확대 유로가 될 경우, 확대 유로 구간에서 유동이 감속
되어 열교환기의 열수력학적 성능이 크게 저하되었다.

3. TODWVG가 튜브 후방에 위치할 경우(주유동 방향상에서의 위치),
TODWVG와 튜브에 사이 축소 유로를 지나는 유동의 가속 효과가
저감되어 열전달 성능이 저하되었다. 열전달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TODWVG를 튜브 중심 주위에 배치하여야 한다.

３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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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design of winglet-type vortex
generators to enhance heat transfer in fintube heat exchangers

Jae-Hyeok Choi
School of mechanical and aerospace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One of the ways to enhance heat transfer performance of
plain fin-tube heat exchangers is to install vortex generators.
Winglet-type vortex generators installed in fin-tube heat
exchangers can be classified into either a toe-in type or a toeout type in accordance with their configuration. In previous
studies, the general configuration type of delta winglet-type
vortex generators was toe-in type. In 2002, one research
group conducted an experimental study on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TODWVG(toe-out and delta winglet-type
vortex generator) heat exchanger for the first time. But after
the experimental study, further studies on TODWVG(toe-out
and delta winglet-type vortex generator) have been rarely
conducted. Therefore, we investigated the performance char３７

acteristics of the TODWVG heat exchangers through numerical
experiments. Firstly, we designed a more advanced TODWVG
than the TODWVG that was used in the first experimental study.
And then, we inspected the effectiveness of the TODWVG
through a performance comparison between the TIDWVG(toein and delta winglet-type vortex generator) heat exchanger
proposed in the previous study and the TODWVG heat exchanger designed in this study. In the process of designing the
advanced TODWVG, we proposed desirable design concepts. In
the results of this study, TODWVG showed better performance
characteristics for heat transfer enhancement.

Keywords : Fin-tube heat exchanger, TODWVG(toe-out and
delta-winglet type vortex generator), TIDWVG(toe-in and
delta-winglet type vortex generator), JF-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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