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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a numerical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performance improvement when CuO

nanofluid was used in the plate heat exchanger. As a result, the heat transfer amount is increased by

5.45% when 2 vol% CuO nanofluid is used. The influence on the CuO nanofluid on the performance

of heat exchanger is decreased by increasing the flow rate of working fluid. In addition, the overall

heat transfer coefficient using 2 vol% CuO nanofluid decreased compared to the base fluid. However,

the pressure drop and the consumption of the pump power is increased as the concentration of CuO

nanofluid increased because the increase of the viscosity. These are increased up to 15.4% compared

to those of the base fluid. Moreover, the performance index of CuO nanofluid is decreased by 12.6%

compared to that of the base fluid.

Key words: CuO nanofluid(산화구리 나노유체), Plate heat exchanger(판형열교환기), Heat transfer

amount(열전달량), Pressure drop(압력강하), Performance index(성능지표) 

기호 설명

A : 면적 [m2]

C : 열용량 [kW/oC]

c : 용량률

cp : 비열 [kJ/kg·oC]

Dh : 수력직경 [m]

df : 모유체 분자직경 [m]

dp : 나노입자 직경 [m]

f : 마찰계수

G : 질량유속 [kW/m2]

h : 열전달계수 [kW/m2·oC]

k : 열전도도 [W/m·oC]

L : 길이 [m]

N : 아보가드로 수 

M : 모유체의 물질량 [kmol/kg]

m : 질량유량 [kg/s]

NTU : 전달 단위수

Nu : 누셀트 수

Ppp : 펌프 소비동력 [W]

Q : 유량 [lpm] 또는 열전달량 [kW]

Re : 레이놀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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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온도 [oC]

Tlm : 대수평균온도차 [oC]

U : 총괄열전달계수 [kW/m2·oC]

 : 전열판 확장계수

 : 점도 [Pa·sec]

ξ : 성능지표

 : 밀도 [kg/m3]

하첨자

bf : 모유체

c : 저온측

cal : 계산

h : 고온측

i : 입구

nf : 나노유체

np : 나노입자

m : 평균

max : 최대

min : 최대

o : 출구

t : 전열판

1. 서 론

현대사회는 화석연료의 의존에 탈피하여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의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하지만 현

대사회의 높은 에너지 소비량과 신재생에너지의 낮

은 보급률로 인해 산업현장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열교환기의 효율증대는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1, 2]. 여러 가지 열교환기 중 판형열교환기는

낮은 유속에서도 쉽게 난류를 유발 할 수 있도록 전

열판을 다수 적층시켜 제조된 열교환기로 관류형

열교환기에 비해 우수한 열교환 성능을 가지면서

소형화가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판형열교환기는 건

물공조, 식품산업, 선박, 플랜트, 발전소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판형열교환기의 성

능 개선을 위해 두 가지 방향성 하에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첫 번째로는 전열판 형상 개선이다. 현재 판형열

교환기의 전열판은 쉐브론, 딤플, 헤링본 링 등 다양

한 형상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제조 및

가공 기술의 발달로 인해 기존 전열판 형상을 기반

으로 새로운 형태의 전열판 형상이 제시되고 있다.

Doo et al. [3, 4]은 정현파 판 표면에 2차 주름을 도

입하여 에어로 엔진 인터쿨러용 판형열교환기의 성

능 개선을 시도하였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정현

파 판 표면에 2차 주름의 도입은 1차 정현파 주름만

갖는 판형열교환기에 비해 높은 열 및 유체역학적

성능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Zhang et al. [5]은

캡슐형 전열판을 갖는 판형열교환기의 단상 유동 및

열전달에 대한 수치해석을 진행하였다. 그들은 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해석을 기반으로

Re 수가 500에서 12470까지 마찰계수와 Nu 수의 상

관관계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캡슐형 전열판은 쉐브

론 전열판에 비해 높은 Nu 수와 낮은 마찰계수를 가

져 캡슐형 전열판의 우수성을 언급하였다. Abadi et

al. [6, 7]은 금속 발포제가 채워진 채널을 갖는 판형

열교환기에서 금속 발포제의 기공밀도를 변화시켜

R245fa의 단상 및 이상유동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단상 유동의 경우 기공밀도가 20 PPI에서 60 PPI로

증가함에 따라 열전달계수는 최대 3.5에서 5.1배 증

가하며 압력강하는 최대 3.2배 증가되었다. 반면 이

상유동의 경우 단상유동과 반대로 금속 발포제의

밀도가 60 PPI에서 20 PPI로 감소함에 증발열전달

계수는 향상되었으며, 금속 발포제의 밀도가 20 PPI

일 때 열전달계수와 압력강하는 1.3배와 1.5배 증가

됨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나노유체의 활용이다. 나노유

체는 나노크기의 입자를 기존 물, 오일, 부동액 등의

열매체에 안정적으로 분산시킨 혼합물로써, 열전도

도와 열전달계수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Khairul

et al. [8]은 CuO 나노유체의 적용에 따른 판형열교

환기의 특성에 대해 실험적으로 조사하였다. 그들은

CuO 나노유체의 농도를 0.5 vol%에서 1.5 vol%로

증가 시 열전달계수는 18.5%에서 27.2%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모유체와 1.5vol% CuO 나노유체

와 비교 시 엑서지 손실이 24% 감소하고 열전달 효

율이 34%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Pourhoseini et al.

[9]은 열매체로 Ag 나노유체 사용 시 판형열교환기

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이들은 나노유체 농도와 열

매체의 유량 증가는 판형열교환기의 성능을 향상시

키며 Ag 나노유체 농도가 2.5 mg/L 일 때 Ag 나노

유체 적용에 대한 최대 성능을 보였으며, 이는

2.5 mg/L 이상의 농도에서는 나노입자의 응집에 의

한 열전도도 감소 때문이라 언급하였다. Kabeel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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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은 Al2O3 나노유체 사용 시 판형열교환기의 열

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그들은 Al2O3 나노유체의 농

도가 4%까지 증가됨에 따라 열전달계수는 13% 증

가했지만 펌프 소비동력은 95% 증가됨을 확인하여

판형열교환기에 나노유체 적용성에 대해 검토의 필

요성을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판형열교환기에 나노유체의 활용은

열전달성능을 향상시키지만 나노유체의 농도가 증

가함에 따라 점도 또한 증가하여 차압 및 펌프 소비

동력을 증가시키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기존연구에

서 보여 주듯이 나노입자의 종류와 농도에 따라 판

형열교환기의 열성능 및 압력강하 특성은 상이하게

나타나며, 아직도 판형열교환기에 나노유체의 적용

에 대한 연구와 활용성에 대한 논의는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작동유체로 CuO 나

노유체를 활용 시 판형열교환기의 성능 개선 효과

를 수치해석적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판형열

교환기에 CuO 나노유체를 적용하는 경우 열교환기

의 열적 특성과 압력강하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

찰하였다.

2. 해석 방법

2.1 판형열교환기 성능 해석 모델링

본 연구에서는 CuO 나노유체 적용에 따른 판형열

교환기 성능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판형열교환기 성

능예측 모델을 설계하였다. 해석에 사용된 판형열교

환기는 Ham et al. [11]에 사용된 판형열교환기 제원

을 참고하였다. Table 1은 본 연구에서 적용된 판형

열교환기의 제원을 보여주며 Fig. 1은 전열판의 개

략도를 보여준다. 판형열교환기의 성능예측 모델은

-NTU 방법을 기반으로 설계되었다. Fig. 2는 판형

열교환기의 성능예측에 대한 순서도를 보여준다. 열

교환기의 성능은 고온측 출구를 가정 하에 -NTU

방법을 통해 고온측 입구 온도를 계산하여 계산된

고온측 입구와 실제 고온측 입구의 온도가 일치할

때까지 반복 연산하였다. Khan et al. [12]은 쉐브론

형상 전열판의 형상학적 특성을 반영한 Nu 수 상관

식인 식 (1)을 제안하였고, 본 연구에서도 판형열교

환기의 열전달계수 예측에 이를 사용하였다. 열전달

계수는 Nu 수의 정의인 식 (2)에 의해 계산된다.

(1)

Nu 0.0161



max

------------ 0.1298+ 
 Re

0.198



max

----------- 0.3698+ 
 

=

           Pr
0.35 

w

------
 
  0.14

Table 1. Specifications of the plate heat exchanger [11] 

Specifications Value

Chevron angle 60o

Chevron pitch 14 mm

Chevron depth 2.4 mm

Plate thickness 0.6 mm

Plate numbers 38 EA

Plate material SUS 304

Plate size 280(L)  990(W) mm

Heat transfer area 10.53 m2

Fig. 1. Schematics of a chevron plate [11].

Fig. 2. Flow chart of PHX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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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괄열전달계수는 나노유체에 의한 파울링이 없

다는 가정하에 식 (3)에 의해 계산된다. 

(3)

기존연구[13, 14]에 따르면 나노유체의 파울링은

증발 및 비등현상 시에 주로 나타나며, 적절한 분산

안정제를 선택 시 나노유체의 분산성은 유지되기 때

문에 파울링은 고려하지 않았다. 

NUT와 유용도는 식 (4)와 식 (5)에 의해 계산된다.

(4)

(5)

해석에 의해 계산된 고온측 입구온도가 수렴 후

판형열교환기의 특성인 열교환량, 압력강하, 펌프

소비동력, 성능지표를 계산하였다. 열교환량과 대수

평균 온도차는 식 (6)과 식 (7)에 의해 계산된다.

(6)

(7)

판형열교환기의 마찰계수[15]와 압력강하는 식

(8)과 식 (9)에 의해 계산된다.

(8)

(9)

이때, 펌프의 효율이 80%라고 가정하면 펌프의

소비동력은 식 (10)에 의해 계산할 수 있고, 열교환

기 성능지표는 식 (11)에 의해 계산된다. 

(10)

(11)

판형열교환기 성능예측 모델의 정확성을 평가하

기 위해 Ham et al. [11]의 실험결과와 해석결과를

비교하였다. Fig. 3은 Ham et al. [11] 실험결과와 판

형열교환기 성능예측 모델의 열교환량을 비교를 보

여준다. 해석 결과 열교환량의 경우 최대 12% 오차

를 보였으며 낮은 유량에서는 오차가 크지 않았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본 성능예측 모델을 신뢰성이 있

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 CuO 나노유체를 적

용한 판형열교환기 성능예측에 대한 해석 조건은

Table 2와 같다.

2.2 CuO 나노유체 물성 해석

나노유체는 나노입자의 종류, 모양과 크기, 농도

에 따라 상이하다. 일반적으로 나노유체 농도가 증

가함에 따라 열전도도, 밀도, 점도는 증가하지만 비

열은 감소한다. Table 3은 CuO 나노유체 열물성 모

델에 사용되는 CuO 나노입자의 주요 제원을 보여

준다. CuO 나노유체의 밀도와 비열은 식 (12)와 식

(13)에 의해 계산된다.

h
Nkn f

Dh

-------------=

U
1

1

hh
-----

t

kt
----

1

hc
-----+ +

----------------------------=

NTU
UA

C
min

------------=


1 NTU 1 C– – exp–

1 C NTU 1 C– – exp–
-------------------------------------------------------------=

Qh Qc m· cp T UA Tm= = =

Tlm
Th i Tc o–  Th o Tc i– – 

Th i Tc o–  Th o Tc i–  ln
---------------------------------------------------------------------------=

f 0.49  
1.1814

Re
0.1814–

=

P f
2LG

2

n f  Dh

------------------=

Ppp

m· h Ph

0.8h
-----------------=


Q

Ppp

--------=

Fig. 3. Comparison of measured and calculated heat transfer

capacity.

Table 2. Simulation condition of plate heat exchanger

performance

Item Value

Hot side

(Nanofluid)

Inlet temp. (oC) 30

Flow rate (lpm) 100-400

Volumetric concentration (%) 0-2

Cold side
Inlet temp. (oC) 10

Flow rate (lpm)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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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3)

Khanafer와 Vafai [16]는 Al2O3와 CuO 나노유체의

열전도도에 대해 나노입자의 크기와 농도를 고려한

열전도도 모델인 식 (14)를 제안하였고, 해당 모델

을 해석에 적용하였다. 

(14)

Khanafer와 Vafai [16]의 열전도도 모델은 체적농

도 15% 이하, 나노입자 크기는 13-80 nm 이내에서

유효하다. 나노유체의 점도는 나노입자의 크기와 체

적농도를 고려한 Corcione 모델[17]을 적용하였고,

이는 식 (15)과 같다.

(15)

식 (15)에서 df는 모유체의 분자직경으로 식 (16)

에 의해 계산된다.

(16)

Fig. 4는 CuO 나노유체의 온도가 20도일 때 농도

변화에 따른 열확산도와 점도 변화를 보여준다.

CuO 나노유체는 나노유체의 농도가 0에서 2 vol%

로 증가함에 따라 열확산율은 0.14에서 0.136 mm2/

s로 감소하는 반면 점도는 0.98에서 1.37 mPa·s로 증

가하는 특징을 갖는다. 

3. 해석 결과

3.1 열전달 성능 고찰

Fig. 5는 CuO 나노유체 농도변화에 따른 열교환

량을 보여준다. 판형열교환기에서 CuO 나노유체의

농도와 Re 수의 증가는 열교환량을 증가시킨다. 0.5

vol% CuO 나노유체의 경우 Re 수가 609에서 2688

로 증가함에 따라 열교환량은 130.7 kW에서 279.4

kW로 증가되었고, 2 vol% CuO 나노유체의 경우 Re

수가 504에서 2230으로 증가함에 열교환량은 135.7

kW에서 280.9 kW로 증가된다. 판형열교환기의 열

교환량은 유량증가가 CuO 나노유체의 농도 증가에

비해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유량이 증가함에 따

라 CuO 나노유체의 적용에 따른 열교환량의 향상

효과는 줄어든다. 2 vol%의 CuO 나노유체 유량이

100 lpm의 경우 모유체 대비 열교환량의 향상률은

5.45%인 반면 400 lpm의 경우 0.83%로 농도의 증가

에 따른 열교환량의 증가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nf np 1 – bf+=

cpnf
cpnp

1 – cpbf=

knf

kbf
------ 1 1.0112

47 nm 
dp

------------------
 
  0.0248

knp

0.613
-------------
 
 –+=

nf

bf

-------
1

1 34.87 dp df  0.3–

1.03

–
--------------------------------------------------------------=

df
6M

Nb f
-----------------

1 3
=

Table 3. Specifications of CuO nanoparticle 

Item Value

Shape Sphere

Size (nm) 50

Density (kg/m3) 6310

Specific heat (J/kg·oC) 525

Thermal conductivity (W/m·oC) 17.65

Fig. 4. Thermal diffusivity and viscosity of CuO nanofluid

(T=20oC) with various volumetric concentrations 

Fig. 5. Overall heat transfer coefficient of CuO nanofluid

with Reynolds number of hot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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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은 CuO 나노유체 농도변화에 따른 총괄열

전달계수를 보여준다. CuO 나노유체의 Re 수 증가

는 총괄열전달계수를 증가시키지만 CuO 나노유체

의 농도증가는 오히려 총괄열전달계수를 감소시키

는 것으로 나타났다. 0.5 vol% CuO 나노유체의 Re

수가 609에서 2688로 증가함에 따라 총괄열전달계

수는 2.29 kW/m2·oC에서 3.38 kW/m2·oC로 증가된다.

하지만 2 vol% CuO 나노유체의 경우 Re 수가 505

에서 2230로 0.5 vol% CuO 나노유체에 비해 낮게

형성된다. 판형열교환기의 열전달계수는 열매체의

운동량과 열확산에 의해 결정된다. CuO 나노유체의

농도증가는 Fig. 4에서 보여주듯이 점도를 증가시키

는 반면 열확산율은 감소한다. 나노유체 농도 증가

에 의한 열확산률의 감소와 점도 증가에 의한 운동

량을 감소시킨다. 판형열교환기는 작은 유속에도 난

류를 유발할 수 있어 열매체의 운동량에 대한 의존

성이 크기 때문에 열전달계수는 감소하며, 이로 인

해 총괄열전달계수는 감소한다. 하지만 Re수가 감

소시 나노유체 농도증가에 의한 열용량 감소로 모

유체에 비해 높은 열교환량을 얻을 수 있다. 반면 유

량이 증가함에 따라 운동량의 영향성이 커짐으로

열용량 감소효과는 작아져 열교환량 증가 효과는

미약해진다.

Fig. 7은 CuO 나노유체 농도 변화에 따른 열교환

기의 유용도를 보여준다. CuO 나노유체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유용도는 증가한다. 하지만 Re 수가

증가함에 따라 유용도의 증가효과는 줄어든다. 유량

이 100 lpm에서 300 lpm으로 증가함에 따라 유용도

는 감소하고, 400 lpm으로 증가 시 유용도는 증가한

다. 이는 고온측 유량과 저온측 유량이 동일한 비율

이기 때문에 열용량률이 최대화되기 때문이다. CuO

나노유체의 농도의 증가는 열용량을 증가시켜 유용

도는 감소하며 보다 많은 열교환량을 확보할 수 있

다. 하지만 유량의 증가는 CuO 나노유체의 비열 및

밀도 증가에 의한 열용량 증가효과에 비해 유량의

증가에 보다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Re 수가 증가함

에 따라 CuO 나노유체의 농도 증가에 따른 유용도

는 오히려 증가하며, 열교환량 향상 효과 또한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 미루어 볼 때 판형열교

환기에서 CuO 나노유체를 활용은 낮은 Re 수인 층

류영역에서 활용 시 열교환 성능 향상에 크게 도움

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3.2 압력강하 고찰

Fig. 8은 CuO 나노유체 농도변화에 따른 압력강

하의 변화를 보여준다. 압력강하는 Re 수 증가와

CuO 나노유체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다.

0.5 vol% CuO 나노유체의 경우 Re 수가 609에서

2688로 증가함에 따라 압력강하는 1.23 kPa에서

15.1 kPa로 증가하였다. 동일 유량에서 모유체와 비

교 시 0.5 vol% CuO 나노유체의 차압은 3.4%에서

3.5%로 증가하였다. 2 vol% CuO 나노유체의 경우

Re 수가 504 에서 2230으로 증가함에 따라 압력강

하는 1.38 kPa에서 16.8 kPa로 증가하였고, 모유체

대비 15.3%에서 15.4% 증가하였다. CuO 나노유체

Fig. 6. Effectiveness of CuO nanofluid with Reynolds

number of hot side 

Fig. 7. Effectiveness of heat exchanger with Reynolds

number of hot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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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증가는 나노유체의 점도 증가에 의해 관성력을

증가시켜 마찰계수가 증가한다. 따라서 동일 유량에

서 압력강하는 증가한다. 하지만 나노유체 농도 증

가 시, 작동유체의 유량 증가에 따른 펌프 소비동력

에 대한 부차원적인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Fig. 9는 CuO 나노유체 농도변화에 따른 펌프

소비동력을 보여준다. 펌프 소비동력 또한 Re 수와

CuO 나노유체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다.

모유체의 경우 Re 수가 636에서 2806으로 증가함에

따라 펌프 소비동력은 2.49 W에서 121.4 W로 증가

하였다. 최대의 나노유체 농도인 2 vol% CuO의 경

우 펌프 소비동력은 Re 수가 504에서 2230으로 증

가함에 따라 최대 15.3% 증가하였다.

3.3 성능지표에 대한 고찰

판형열교환기에 CuO 나노유체 적용성에 대한 개

선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열교환량과 펌

프 소비동력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Fig. 10

은 CuO 나노유체 농도변화에 따른 성능지표를 보

여준다. 판형열교환기의 성능 지표는 유량이 증가함

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유체의 경우

유량이 100 lpm에서 400 lpm으로 증가함에 따라 성

능지표는 107.9에서 19.1로 감소하였다. 또한 CuO

나노유체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성능지표는 감소하

였는데 2 vol% CuO 나노유체의 경우 동일 유량에

서 성능지표는 모유체에 비해 8.62%에서 12.6%의

감소한 98.6에서 16.7로 나타났다. 이로 미루어 볼

때 판형열교환기에 CuO 나노유체의 활용은 고려해

야 할 필요가 있다. 판형열교환기에서 열교환 성능

측면으로 볼 때 Fig. 5에서 보여주듯이 낮은 Re 수

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유량 증가에 따라 CuO 나노

유체의 효과는 감소하며, 오히려 압력강하가 증가되

어 성능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가 강해진다. 따라서

CuO 나노유체를 활용 시에는 낮은 Re 수인 층류 영

역에서 사용 시 열교환기의 성능 개선을 이룰 수 있

으며 또한 나노유체의 열물성은 나노유체의 제조

방법(나노유체 종류, 계면활성제 종류, 첨가비, 분산

시간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노유체의 물성 개선에 대한 연구가 함께 진전된

다면 판형열교환기의 성능 개선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CuO 나노유체를 적용한 판형열교

환기의 성능을 고찰하기 위해 수치해석을 진행하였

으며 도출된 결론은 아래와 같다. 

1) CuO 나노유체의 농도와 유량의 증가는 판형열

교환기의 열교환량을 증가시키며, Re 수가 증가함

에 따라 CuO 나노유체의 농도 증가에 따른 열교환

량의 증가효과는 감소한다. 

2) CuO 나노유체의 농도 증가는 총괄열전달계수

를 감소시키지만 밀도와 비열증가에 의해 낮은 Re

수에서는 열용량 증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열교

환량을 증가시킨다. 

3) CuO 나노유체 농도와 유량의 증가는 압력강하

와 펌프 소비동력을 증가시킨다. 특히, CuO 나노유

Fig. 8. Effectiveness of heat exchanger with Reynolds

number of hot side 

Fig. 9. Performance index of CuO nanofluid according to

hot side flow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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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농도 증가는 점도를 증가시켜 압력강하에 큰

영향을 준다.

4) CuO 나노유체 농도와 유량 증가는 판형열교환

기의 성능지표를 감소시킨다. 특히, CuO 나노유체

의 농도 증가는 동일 유량에서 성능지표를 감소시

키기 때문에 열교환량과 차압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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