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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improve the flow distribution at channel locations in the welded plate heat exchanger with “L”-

type inflow, the flow visualization of Model 1 was carried out. Besides, the characteristics of flow

distribution was investigated experimentally according to the header shape. The inlet flow rate for each

channel location was increased at the side channels but decreased at the central channels. In the case

of Model 2, which has a slant structure added to the basic header of Model 1, the unevenness of inlet

flow increased by 23% from 0.019 to 0.023 as compared to Model 1. On the other hand, Model 3,

which has a baffle structure added to Model 2, showed 0.064 unevenness in inlet flow, which was a

36% reduction one compared to Model 1. To improve the distribution at each channel in the welded

plate heat exchanger with “L”-type flow,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header external shape for the

guide of flow as well as the baffle structure for reduction of vortex flow.

Key words: Welded plate heat exchanger(용접식 판형열교환기), Flow visualization(유동가시화),

Header shape(헤더 형상), Distribution of flow(유량 분배), Jet flow(제트류)

기호 설명

N : 채널 총 개수

Q : 병합된 채널 구역의 평균 유량 [lpm]

T : 온도 [℃]

 : 병합된 채널 구역의 평균 유량비

 : 유입 유량 불균일도

하첨자

i : i 번째

1. 서 론

유량 분배 구조는 태양열 집열기, 컴팩트 열교환

기, 마이크로 채널 반응기 및 마이크로 히트싱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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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열장치 및 화학 반응기, 흡수기, 연료 전지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구조이다. 특히 열장치에서

균일한 작동유체의 유량 분배는 열기기의 열전달,

온도 제어, 압력손실, 유동에 의해 발생되는 성능 및

진동에 영향을 주며, 화학기기의 경우 유량비의 불

균일성은 반응비의 불균일성에 의한 제품 신뢰성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작동유체의 유량

분배 균일성은 열, 유체 및 화학 분야의 설비에 중

요한 요소이다[1-3]. 

최근 지구온난화가 심해짐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저감을 위한 규제가 강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산업분야에서 발생되는

고온의 폐열은 난방, 냉방 및 타 생산 공정에서 활

용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열교환기

성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기존에 산업현장에

서 주요 사용되고 있는 Shell&Tube 열교환기는 다

수의 전열관을 원통형 구조물에 삽입된 구조로 단

순한 구조로 구성된다. Shell&Tube 열교환기는 재

료의 허용사용 범위 내에서 고온, 고압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가열, 냉각, 증발, 응축 등의 다양한 목적

으로 사용이 가능하여 산업분야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열교환기이다. 하지만 Shell&Tube 열교환기는

낮은 열전달 효율과 큰 점유 면적을 갖는 단점을 가

지기 때문에 Shell&Tube 열교환기 대비 단위체적당

넓은 전열면적을 갖고, 낮은 유량에서도 우수한 열

전달 성능을 갖는 판형열교환기로 대체하기 위해

꾸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가스켓 및 브

레이징 판형열교환기는 작동유체의 한계성, 고온고

압 조건에서의 사용 제약성에 의해 Shell&Tube 열

교환기의 완전한 대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판형

열교환기 중 용접식 판형열교환기는 내구성, 고온·

고압의 활용성, 높은 열전달성능 등의 장점을 가지

고 있어 차세대 열교환기로 각광받고 있다. 또한 기

존 가스켓 및 브레이징 판형열교환기에 비해 대형

화 및 고압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다목적으로 활용

이 가능한 장점을 가진다[4,5]. 하지만 다른 열교환

기에 비해 최근에 개발되어 열교환기 구조의 최적

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다양한 조건에서

내구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다. 

열교환기의 유량분배의 불량은 불균일한 열부하,

파울링, 부식 등의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컴팩트

열교환기를 중심으로 유량 분배의 개선에 대한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 Zhou et al. [6]은 원통형 헤더

와 원형 튜브를 갖는 캠팩트 열교환기의 단상 유동

분포를 수치적으로 조사하였다. 그들은 입구 측 T-

형상 유로에서의 와류가 입구 근처의 압력 분포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하학적 파라미터는

튜브에서의 유동 분포에 대한 영향에 서로 영향을

준다고 언급하였으며 해당 열교환기에 대한 3가지

유형의 유동분포에 대한 설계안을 제안하였다.

Wang et al. [7, 8] 컴택트 열교환기에서 직사각형 헤

더를 기반으로 수정된 헤더 적용에 따른 액체 유동

분포를 실험적 조사하였으며, 헤더의 흐름 분포는

헤더 모양과 총 유량에 따라 달라지며 헤더 입구에

서 유도된 제트 스트림을 최소화시면 유량 분포가

개선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 밖에 Li et al. [9]

는 부유 액화 천연가스 시스템에 사용되는 판-핀 열

교환기에서 기체-액체의 분배균일성 향상과 출렁임

에 의한 저항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분배

기를 제안하였다. 

지금까지 열교환기의 최적설계를 위한 유량분배

에 대한 연구는 Shell&Tube 열교환기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최근 가스액체에 사용되는 판-핀 열교

환기에서 수행되고 있지만 용접식 판형열교환기는

열교환기를 이루는 채널의 너비와 높이 비가 매우

큰 차이를 가지며 높이가 작기 때문에 채널 위치별

유량 유입성의 평가가 어려워 용접식 판형열교환기

의 유량 분배에 대한 연구는 진행된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용접식 판형열교환기의 헤더로 사용

되는 사각헤더의 유동 특성을 유동가시화 실험을

통해 조사하여 문제점을 실험적으로 고찰하였다. 또

한 사각 헤더의 문제점을 개선을 위해 헤더의 형상

개선, 배플 추가가 수행된 헤더의 유량 유입성에 대

해 실험적으로 조사하였다.

2. 실험 방법

용접식 판형열교환기 기본 형상에서 헤더의 유동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기본 형상의 헤더에서 헤더

위치별 유동 가시화를 수행하였다. 헤더 내 유동 특

성을 조사하기 위해 초당 2000 fps, 최대 1280×1024

해상도를 갖는 고속카메라(Fastcam Mini UX50,

Photron, USA)를 사용하였고, 광원으로는 532 nm의

파장과 8 W의 출력을 갖는 다이오드 펌프식 고체

연속 레이저(Changchun New Industries Optoelectronics

Technology Co., China)를 사용하였다. 추적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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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직정이 44 μm, 밀도는 500 kg/m3를 갖는 코팅

유리입자를 사용하였다. 작동유체의 순간 속도장을

계산하기 위해 500 fps로 촬영된 이미지를 Matlab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데이터 처리를 수

행하였다. 상관영역크기(Interrogation window size)

는 16×16 pixels의 크기로 50% 겹쳐 해석하여 벡터

해상도를 높였다.

유동 가시화 실험 결과를 기반으로 개선된 헤더

형상에 따른 채널 별 유량 균일성을 비교 및 평가하

였다. Fig. 1은 실험장치의 구성도, 실험에 사용된

용접식 판형열교환기의 실물 사진, 병합된 채널 및

각 분배 구역을 보여준다. 또한 Table 1은 본 실험에

사용된 용접식 판형열교환기의 상세 제원을 보여준

다. 유동 가시화를 위하여 기본 헤더의 측면 벽면과

하단 벽면은 가시화 창을 설치하였다. 실험에 사용

된 용접식 판형열교환기는 고온 및 저온측 채널을

각각 36개씩 가진다. 또한 판형열교환기의 채널 높

이는 4.8 mm로 매우 얇기 때문에 채널 각각의 유량

을 실험적으로 측정하기에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판형열교환기의 채 널별 위치를 Fig. 1(c)와 같이 6

개 구역(Section 1–Section 6)으로 구분하였으며 1개

의 구역은 6개의 채널로 구성하였다. 6개로 구분된

구역의 유량은 ± 0.5%의 측정오차를 가지고 8.83

lpm 에서 293.3 lpm까지 체적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자식 유량계(Electromagnetic flowmeter, Autoflow)

를 각 구역의 출구에서 동일하게 1 m 떨어진 지점

에 설치하여 유량을 측정하였다. 각 채널의 유량 데

이터는 데이터수집장치(MX100, Yokogawa)를 통해

500 ms의 수집속도로 10분간 수집하여 평균계산을

수행하였고, 전체 유량은 각각의 구간별 유량을 합

산하여 계산하였다. Fig. 2는 용접식 판형열교환기

에서 적용된 세 가지 형태의 헤더의 3D 설계 형상

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용접식 판형열교

환기는 대항류를 형성하기 위해 헤더로 유입된 작

동유체는 채널로 “L” 흐름을 갖는 특징을 가지며 헤

Fig. 1. Image of experimental setup and merged channel

sections.

Table 1. Specifications of the welded heat exchanger 

Specifications Value

Chevron angle 60°

Chevron pitch 14 mm

Chevron depth 1.6 mm

Plate thickness 0.6 mm

Plate numbers 38 EA

Plate material SUS 304

Plate size 280(L) × 990(W)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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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입구에서 헤더로 유체는 급격한 수력직경의 변

화를 가진다. 기본 형상인 Model 1을 기본으로 하였

으며 기본 형태의 폭(X), 너비(Y), 높이(Z)는 각각

205, 160, 262 mm이며 배관 위치를 동일하게 고정

하여 개선된 Model 2와 Model 3 헤더를 설계하여

적용하였다. Model 2는 기본 형상인 Model 1에서

유입된 작동유체와 충돌각 20도의 경사를 주었으며,

충돌각은 유체 흐름방향을 수정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Model 3은 Model 2를 기준으로 내부에

배플(baffle)을 설치하였으며, 배플을 통해 국부 유

동저항 의한 유체 흐름 균일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하였다. 의해 헤더의 유동가시화 실험은

열교환기에서 물의 유입유량이 150 lpm, 물의 온도

는 20℃에서 진행하였다. 또한 유량 분배 실험에서

는 유입유량을 100 lpm에서 250 lpm 까지 증가시켜

서 유량 분배 특성을 조사하였다. 유량 분배의 균일

성 평가는 채널 위치별 유입 불균일성을 통해 계산

하였으며 유입 유량 불균일도는 식 (1)과 같이 계산

할 수 있다[10].

(1)

식 (1)에서 i는 i번째 채널에서 유량비, 는 평

균 유량비, N는 총 채널개수이다. i와 는 식 (2)

와 (3)으로 계산 할 수 있다.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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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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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mages of distribution header.

Fig. 3. Velocity contour and vector of Model 1 from PIV measuremen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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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결과 및 고찰

3.1 Model 1의 유동특성 및 유량 균일성 평가

Fig. 3은 유입구의 바닥을 기점으로 높이의 비가

1/4 지점, 1/2지점, 3/4 지점에서 유동가시화 기법을

통해 측정된 속도 등고선과 속도 벡터를 보여준다.

높이비가 1에 가까워짐에 따라 열교환기 입구에 근

접함을 의미하며 Section 3과 Section 4에 입구배관

이 위치한다. 헤더의 바닥과 인접한 1/4 지점에서 작

동유체가 헤더의 측면 벽면을 타고 흐르면서 소용

돌이 흐름이 형성되면서 채널쪽으로 유체의 확산이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헤더 내 유

체의 소용돌이 흐름은 헤더의 입구에 가까워짐에

따라 속도는 다소 느려지지만 Section 2와 Section 5

번 위치에서 소용돌이 흐름과 다수의 정체구역이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헤더 내에서 복잡

한 소용돌이 흐름이 형성되는 것은 헤더의 기하학

적 특징과 작동유체의 유입 환경과 관련이 있다. 입

구 측 배관에서 헤더로 유입 시 수력직경은 급격히

증가하여 유입 유체는 제트류의 특징을 가지며 제

트류 주변에서 압력차 로 인한 불균형에 의해 소용

돌이 흐름이 강하게 발생하며 “L” 유로의 형성으로

인해 제트류의 형성은 유체의 흐름에 방해를 준다.

소용돌이류의 발생은 운동에너지와 압력 손실을 야

기하며 채널별 유체 유입의 불균일성을 유발한다.

이러한 유체의 유동 특성은 매니폴드 구조 또는 판

-핀 열교환기에서 주로 관찰된다. Raul et al. [11] 은

판-핀 열교환기의 입구 헤더의 중심부에서 높은 속

도가 형성되며 주 흐름 표면에서 유체가 분리됨에

따라 소용돌이 흐름이 발달된다고 보고하였다.

Fig. 4는 열교환기 유입유량 변화에 따른 Model 1

의 채널 위치별 유입비를 보여준다. 유량에 무관하

게 용접식 판형열교환기의 측면에 위치한 Section 1,

Section 6과 Section 2에서 평균 유입 유량보다 과유

입되어 최대 3% 높게 나타난 반면 중심부에 위치한

Section 3-Section 5에서는 평균보다 낮은 유입 유량

성을 보이며 평균보다 최대 2.8% 낮게 나타났다. 특

히, 용접식 판형열교환기에 유입되는 유량이 100

lpm에서 250 lpm으로 증가함에 따라 측면에 위치한

Section 1과 Section 2의 경우 과유입량이 증가한 반

면 Section 3-Section 5까지의 구역에서는 오히려 유

입 유량 이 감소함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용접식 판

형열교환기의 측면에 위치한 채널에서 유량의 과유

입이 발생하는 반면 채널 중심부에 위치한 채널로

유입 유량성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에서 보여주듯이 작동유체가 채널입구로 유입

됨에 따라 중심부에서 측면으로 유체의 확산되어

중심부에서 와류가 강해지고 이에 열교환기 중심부

채널에서 유입속도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반면 열교

환기 측면에 위치한 채널에서는 유체가 벽면을 타

고 중심부에 비해 빠르게 흐르며 와류 강도가 약해

져 열교환기 중심부에 위치한 채널에 비해 유입성

이 좋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유동 특징은 열교

환기 유입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강해져 채널 위치

별 유량 불균일성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 

Fig. 5는 Model 1에서 유입되는 물의 유량 변화에

따른 유입 유량의 불균일도를 보여준다. 용접식 판

Fig. 4. Flow rate ratio at channel locations in the Model 1.

Fig. 5. Non-uniformity of Model 1 according to the total

volume flow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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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열교환기에서 물의 유입 유량이 100 lpm에서 250

pm으로 증가함에 따라 불균일도는 0.018에서 0.02

로 소폭 증가하였다. Fig. 4에서 볼 수 있듯이 용접

식 판형열교환기의 유입 유량의 변화에 따라 채널

위치별 유입 유량비는 채널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채널 위치별 유입 유량성은 열교환기

측면에 위치한 Section 1, Section 6과 Section 2에서

과유입이 나타난 반면 나머지 중심부 채널위치에서

유입성 감소하였다. Model 1의 채널 위치별 유입 유

량 불균일성을 개선하고 헤더 내에서 유동 안정성

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체의 주 흐름방향의 제어

와 제트류에 의해 발생되는 소용돌이 흐름의 억제

를 위한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Model

2와 3을 설계하여 분배특성을 고찰하였다. 

3.2 개선된 헤더형상의 적용에 따른 채널별 유량

분배 균일성 평가

Fig. 6은 개선된 헤더를 적용한 판형열교환기의

채널 위치별 유입 유량비를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

다. Model 1을 기반으로 유입 유체의 흐름 방향을

유도하기 위한 경사구조가 추가된 Model 2의 경우

Model 1에 비해 유입 유량성이 더욱 악화되었다. 유

체의 유입 불량성은 유체의 유입성이 균일한

Section 4를 제외한 위치에서 전체적으로 Model 1에

비하여 악화되었다. 특히, 중심부에 위치한 채널구

역인 Section 3의 경우 Model 1인 경우 유입 유량비

가 0.981인 반면 Model 2의 경우 0.967로 1.4% 감소

하였다. 하지만 Model 2에 배플 구조가 추가된

Model 3의 경우 Model 1에 비해 채널 위치별로 유

입 유량비의 균일성이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다.

Model 3의 경우 중앙부에 위치한 Section 2-Section

5에서의 유입 불량성이 개선되어 채널 위치별 유입

유량비의 차가 현격히 감소하였다. Model 2의 경우

경사 구조로 인해 헤더 입구와 경사의 거리가

Model 1보다 가까워져 경사면을 따라 흐르는 유체

의 속도가 증가하여 Fig. 3과 같은 유체의 소용돌이

흐름이 강화되었으며 이에 유량 분배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Model 3의 경우 Model 2

의 경사구조에 의해 채널 방향으로 유도된 유체 흐

름의 불안정한 유동 박리를 최소화하고 배플로 인

해 순압력 구배를 강화하여 채널 입구 앞에서 소용

돌이 발생을 최소화하여 Model 1과 Model 2에 비해

채널 위치별 유입 유량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판단

된다. Fig. 7은 헤더 형상별 물의 유입 유량의 불균

일도를 보여준다. 기본 형상인 Model 1의 유입 유량

의 불균일도는 0.019이며 경사 구조가 추가된

Model 2의 경우 Model 1에 비해 불균일도가 21%

향상된 0.023으로 나타났다. 반면 Model 2에 배플

구조가 추가된 Model 3의 경우 불균일도가 36% 감

소한 0.0064로 가장 우수한 유량 분배 균일성을 보

였다. 배관의 위치와 채널의 흐름 방향이 교차하는

“L” 구조를 갖는 경우 단순히 헤더의 외형 변경을

통한 유체의 흐름 방향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유량

분배를 개선을 하는 것은 어렵지만 헤더의 외형 개

선과 함께 헤더 내부에 배플을 추가하는 것과 같은

구조변경을 통하여 유체 흐름 안정성을 확보 시 균

일한 유량 분배성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Fig. 6. Flow rate ratio at channel locations according to

the header shape. Fig. 7. Non-uniformity according to the header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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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용접식 판형열교환기에서 헤더 내부에 배

플 구조 추가는 고압 환경에서 내부지지 구조물로

도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Model 3의 형상은 용

접식 판형열교환기의 성능 개선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기본 형상인 Model 1의 경우 단순

한 형상을 갖지만 Model 3의 경우 Model 1의 제조

에 비해 헤더 형상가공과 배플 제조를 위한 공정이

별도로 요구되기 때문에 제조단가가 증가할 가능성

이 있다. 이에 Model 3의 헤더 형상 적용을 통한 열

교환 성능 평가와 용접식 판형열교환기의 차압의

영향성을 평가하여 비교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4. 결 론

본 연구는 용접식 판형열교환기의 채널 위치별 유

량 분배 특성을 조사를 기반으로, 헤더 형상 개선에

따른 영향성을 조사하였다. “L” 흐름을 갖는 용접식

판형열교환기는 입구에서 헤더로 작동유체가 유입

시 급격한 수력직경의 변화로 인해 발생되는 제트

류로 인해 제트류 주변에서 소용돌이 흐름이 발생

하여 채널 위치별 유입 유량이 불량해지는 것을 확

인하였다. 기본 헤더 형상인 Model 1에 경사구조가

추가된 Model 2의 경우 Model 1에 비해 유입 유량

의 불균일도는 0.019에서 0.023으로 23% 증가하였

다. 반면 Model 2에 배플 구조가 추가된 Model 3의

경우 Model 1에 비해 유입 유량 불균일도는 36% 감

소하여 0.064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L”

흐름을 갖는 용접식 판형열교환기의 경우 단순히

헤더의 외형 변경을 통해 유체의 흐름을 유도 하는

것만으로는 채널별 유입 유량 불균일도를 개선하는

것은 어렵지만 외부 형상 개선과 배플형상을 함께

적용 시 채널별 유입 유량의 불균일도를 크게 개선

할 수 있다. 하지만 헤더의 외부 형상 개선과 배플

형상의 가공에 의한 제조단가의 증가를 야기하기

때문에 열교환 성능과 차압의 영향성을 동시에 고

려하여 적용성을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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