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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브레이징 판형열교환기의 2중판 성형에 관한 연구
Research of double plate forming for small size brazed plate in heat excha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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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각종 산업분야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고밀도 열교환기

중의 하나인 판형열교환기는 19C 중엽에 기본 이론이 발표되었

고 Dr. Richard Seiman에 의해 1923년 실용화된 제품이 선보이게

되어 현재까지 최적의 세브론각도(chevron angle)와 낮은 압력손

실, 높은 열전달계수 등을 달성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오고 있으며 오늘날에는 브레이징 용접식 판형열교환기 등 다양

한 형태의 구조를 가진 열교환기가 개발되고 있다.
현재까지 판형열교환기에 대하여 많은 선행연구가 수행되어

오고 있으나 대부분 열교환기의 종횡비, 세브론 각도, 판의 간격

등의 기하학적 설계변수에 대한 열역학적 성능을 실험 및 해석적

으로 분석하는데 집중되고 있다.  
소형 브레이징 판형열교환기 경우 성능 향상 및 소형화를

위해 열판의 주름형상이 더욱더 조밀해지고 판의 두께가 얇아짐

에 따라 판의 성형 및 브레이징 접합공정 등 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점들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브레이징 판형 열교환기의 경우 각 열판이 브레이징 용가제인

동판과 겹쳐져 함께 성형된 후 엇갈린 방향으로 적층되어 진공브

레이징로에서 약 1090℃ 이상의 고온으로 가열되어 브레이징

용가제가 용융, 모세관 현상에 의해 열판의 접점으로 유동하여

표면 확산에 의해 접합되어 제조된다. 
소형, 고효율 판형 열교환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전열면적을

넓히기 위해 더욱 조밀한 주름 형상을 가진 전열판을 설계하게

된다. 이때 이러한 조밀한 구조의 열판을 성형할 때 브레이징을

위한 용가재로서 0.1 mm 두께의 동판을 겹쳐 동시성형하게 된다.
이 때, 판재를 성형하기 위해 프레스공정을 이용하게 되며

판의 성형에서 가장 중요한 인자는 성형 후 판의 두께와 탄성회복

에 의한 탄성회복(spring back)이다.  따라서 탄성회복 및 판의

성형 후 두께의 변화를 미리 예측하여 초기금형에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형 판형열교환기의 3가지 골형상에 대하여

브레이징 용가재인 동판과 겹쳐진 스테인리스판재의 압축 성형

공정을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탄성회복량을 예측하고 이를 반영

한 금형을 제작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2. 전열판 성형해석

2.1 인장시험

Fig. 1 S-S curve and specimen

전열판에 사용되는 소재는 두께 0.4mm 정도의 매우 얇은

판재로 일반적인 동일 재료의 물성치와는 상이한 특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실제 사용될 두께의 소재를 이용하여 실험적 데이터를

구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성형해석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로서

개발에 사용될 0.4 mm 두께의 압연강판에 대하여 인장실험을

수행하였다. 시편은 판재의 압연방향과 압연방향에 수직한 방향, 
두 가지로 채취하여 시험하였다. 시험은 Instron사의 만능시험기

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그림 1은 인장시험 후 재료의 각 방향별

파단 된 시편의 형상과 인장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그린 각 재료별

응력-변형률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2.2 성형해석
0.4 mm 두께의 스테인리스강판과 0.1 mm 두께의 구리 용가재

2중판의 피치변화에 따른 성형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2차원

FEM 성형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은 골간격이 4.8 mm, 5.0 mm, 
5.2 mm의 3종류 형상에 대하여 상용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은

ANSYS 10.0을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해석을 위해 사용된 물성치

는 앞선 인장시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입력되었다. 스테인리스강

판과 구리판은 실제로 접촉경계조건을 사용하여야 하나 성형

간에 두 층이 분리될 가능성이 낮고 얇은 소재의 특성상 두께방향

전단력의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해석의 편의성을 고려하

여 서로 접착되어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결과 골간격이 클수록 탄성회복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

하고, 성형 후 판의 두께가 작게 감소하였다. 판의 두께가 일정하

고 길이가 길어지면 상대적으로 변형률이 작아지므로 이런 현상

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응력과 변형률은 골의 중심부에서

판의 아랫부분과 바깥부분에선 판의 윗부분에서 많이 발생하였

다. 곡률반경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골간격이 클수록 탄성회복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성형 후 판의 두께가 작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골간격 4.8 mm, 
5.0 mm는 반대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는 아래 금형과 윗 금형

사이 폭과 판의 두께와 관련이 있어 반대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스테인리스 판재만 성형 했을 경우 중심 및 바깥부분의 두께가

거의 일정하지만 구리와 스테인리스를 동시에 성형 했을 경우

중심 및 바깥부분의 스테인리스판재의 두께가 거의 일정하지

않았다. 스테인리스판재의 곡률 반경이 중심부위에서 크므로

판의 두께가 상대적으로 얇아지게 됨을 알 수 있다. 스테인리스판

재만 성형 했을 경우보다 구리와 동시에 성형 했을 경우 골

깊이가 더 깊으며 이는 바깥부위에서의 판의 두께 감소가 적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해석결과 계산된 두께감소량과 탄성회복을 고려할 경우 목표

1.6mm를 성형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성형해야하는 성형 깊이

를 Table 1에 표시하였다. 

Fig. 2 FE mesh and analysis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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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nalysis result 

4.8 mm 5.0 mm 5.2 mm
Spring back distance 0.01590 0.01736 0.01843 

Thickness reduction 0.05721 0.05714 0.05646 
Calculated depth 1.52731 1.52591 1.52625 

Required forming depth 1.67268 1.67409 1.67375

3. 성형실험

성형실험은 성형해석과 계산된 탄성회복 및 두께 감소량을

고려하여 금형형상을 설계하였다. 골간격이 4.8 mm 인 모델에

대하여 실험용 금형을 제작하였다. 금형의 구조는 최대 2mm 
의 압하가 가능하도록 골의 높이를 2 mm로 가공하여 골 주변의

높이를 조정하여 최종 압하 깊이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계산된 압하 깊이는 1.68mm 로서 코어 주변을 0.32mm 돌출되도

록 스페이서를 가공, 삽입하여 압하 깊이를 조정하였다.
성형실험은 50톤 만능시험기를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10개

의 시편을 성형하여 제작하였다. 각 시편을 절단하여 단면을

2D scaner를 통해 입력하여 측정화면의 배율을 계산하여 2D 
측정 전용 상용프로그램인 Nex Measure Pro를 이용하여 각 시편

당 6회 치수를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각 시편 당 평균 및 표준편차를 표 20에 정리하였다. 

전체 시편의 평균 골 깊이는 1.609 mm 이며 표준편차는 0.056mm 
이다.  총 60개의 측정결과에 대하여 t분포에 따라 99% 신뢰수준

에서 표준오차는 0.0194 mm 로 평균값 1.609mm 의 1.21% 수준이

다.  즉 압하깊이 1.68 mm로 성형할 경우 목표 골 깊이 1.6 mm를

달성 할 수 있다는 해석결과를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Fig. 3 Test die and specimen

4. 결론

금형의 형상에 따른 제품의 성형성을 검토하고 제품성형 후의

판의 두께변화 및 탄성회복을 예측하기 위해 유한요소법을 이용

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금형설계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정밀한 금형설계를 하였다.  
1. 스테인리스판과 구리판의 2중판 성형 시 탄성회복 및 두께

줄음을 예측하기위해 골의 주름형상을 바꾸어 3종의 골간격을

가진 열판 형상에 대해서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여 탄성회복

량 및 두께감소량을 계산하여 골형상 변화에 따른 결과를 검토

하였다.
2. 앞서 수행한 성형해석의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열판성형 실험

을 수행하였다.  해석결과를 반영하여 탄성회복 및 두께 줄음량

을 추가한 압하깊이로 코어부분을 제작하고 시편을 고정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실험용 금형을 제작하여 실험한 결과 해석

과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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