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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달현상에 대하여 다음을 설명하시오 (35).  
1) 전달현상은 어떤 강도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것이다. 3가지 전달현상 (운동량전달, 열전달 그리고 물질전달) 에 대하여 

공간방향 거리에 따른 강도의 변화를 그래프로 그리시오 (10). 
2) 3가지 전달에 따른 전달 flux 를 식으로 정의하고, 3개 flux 의 단위를 쓰시오 (5).  
3) 3가지 전달현상에 관련된 법칙과 무차원수를 쓰시오. 이들 무차원수의 물리적 의미는 무엇인가 (10)? 
4) 3가지 전달에 따른 전달 flux 식을 바탕으로 3가지 전달현상을 설명하시오 (10). 
 
2. 열교환기에서의 열전달 (25)
다음과 같은 향류 열교환기(counter-current heat exchanger)가 있다고 한다. 뜨거운 유체의 유량은 6000kg/hr이고, 열용
량은 3.0kJ/kg/K이다 뜨거운 유체는 400K에서 360K로 온도가 감소한다. 차가운 유체의 열용량은 5.0kJ/kg/K 이다. 차가
운 유체는 300K 로 유입되어 350K로 온도가 상승된다. 이 열교환기의 열전달면적은 5m2이다. 
1) 이 향류 열교환기에 대하여, 열교환기 길이에 따른 온도변화를 그림으로 표현하시오. 
2) 뜨거운 유체가 잃는 열량(qh)을 계산하시오. 
3) 차가운 유체가 얻은 열량(qc) 은 뜨거운 유체가 잃은 열량(qh) 과 같다. 이러한 에너지보존법칙을 이용하여, 차가운 유

체의 유량을 계산하시오. 
4)  이 열교환기에서의 온도차 ( T)에 대한 대수평균 온도차 (Δ Δ Tlm)는 얼마인가? 단, 대수평균 온도차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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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열전달량은 q=UA TΔ lm 으로 표현된다. 에너지보존법칙에 의해 열전달량 (q)은 차가운 혹은 뜨거운 유체가 얻거나 잃은 
열량 (qc or qh)과 동일하다. 이 열교환기의 총괄열전달계수 (U)를 구하시오. 

 
3. 베르누이식을 이용한 압력계산 (20) 
다음 그림과 같은 파이프내의 속도, 압력 그리고 단면적이 주어져 있다. 

z1, p1, v1, A1

z1, p2, v2, A2

 
 
여기에서, z 는 지상으로부터 관의 높이, p 는 압력, v 는 유체속도, 그리고 A 는 관의 단면적이다. 파이프내 마찰력이 없

다고 가정할 때, 다음과 같은 베르누이식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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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 파이프가 수평으로 위치해 있고, 밀도 , 단면적 , 속도 
, 그리고 압력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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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량보존법칙에 의한 정상상태 물질수지식 ( 21 mm && = ) 을 세우고, 유출구에서의 속도 v2 를 구하시오. 
2) 베르누이식을 이용하여 압력 p2 를 구하시오. 

 
4. 암모니아 기체과 질소기체 사이의 확산량 (20) 
탱크 A 에는 암모니아기체가 탱크 B 에는 질소기체가 있다. 두탱크는 0.1 m 튜브로 연결되어 있다. 두 탱크는 대기압상태
로 놓여있고, 온도는 25 oC 이다. 암모니아의 질소에 대한 확산계수 AB  이고, 암모니아의 부분압은 
탱크 A 에서  이고, 탱크 B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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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pA 1.0= atmpB 05.0=  라고 한다. 두 기체는 이상기체라고 가정한다. 
1)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이용하여 탱크 A 와 B 에서의 암모니아 기체에 대한 몰농도를 구하시오. 단, 기체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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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ick’s law 에 의하면 단위면적당 시간당 확산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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