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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Design Factor and Design-code Development for Plate Type Heat 
Exchan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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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열교환기는 에 지 달을 필요로 하는 산업분야에 리 사용되고 있으며 효율이 좋은 형 열교

환기의 비 이 크게 증가되고 있다. 본 연구는 형열교환기의 최 설계를 하여 주요설계인자를 분석

하고 방정식을 유도하 으며 상용코드와 비교 분석하 다. 의 쉐 론각에 따른 열 달계수와 압력강하 

설계식을 도입하 으며 각각의 설계식은 이놀즈 수의 함수로 표 되었다. 이 설계식을 이용해 쉐 론

각이 동일한 을 사용하 을 경우와 쉐 론각이 다른 두 을 교차한 경우에 하여  성능 해석하 으

며 상용 로그램의 결과와 비교분석하 다. 성능해석을 한 결과 류열 달계수는 8%이내, 압력강하는 

5%이내의 오차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나타냈다.
주제어: 류열 달계수, 총 열 달계수, 압력강하, 쉐 론각

Abstract: Heat exchanger has been widely used in the industry which needs energy transport, and the 
application of the plate type heat exchanger having high efficiency has been greatly increased. In this study
main design parameters are analyzed and new equations are induced. The induced formulation was 
compared with a commercial program in order to design an optimal heat exchanger. The equations of heat 
transfer coefficient and pressure drop for Chevron angles are introduced as functions of Reynolds number.
The program implemented the equations is tested with Chevron angle variation. The results show that the
convective heat transfer coefficients take errors within 8% and  the pressure drops have errors within 5%
in the analysis conditions.
Key w ords: Convective heat transfer coefficient , Overall heat transfer coefficient, Pressure drop, Chevron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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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enclature 
  : surface area enlargement factor
A1 : 의 면 [m2]
A1P : 의 투 면 [m2]
GC : 채 당 질량유량[kg/m2 s]
h : 류열 달계수[W/m2 K]
k : 도열 달계수[W/m K]

Subscripts

h : hot side
c : cold side
I : inlet
o : outlet
cal : calculation
ch :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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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식품, 화학, 섬유, 기, 자, 랜트, 조선, 원자

력 등 에 지 달을 필요로 하는 산업분야가 매

우 범 해짐에 따라 열교환기의 요성이 크게 

인식되고 있다. 열교환기  물결모양의 형 열교

환기는 기존의 Shell & Tube 열교환기에 비해 높

은 열교환 성능을 갖기 때문에 설치면 과 무게를 

일 수 있으며 오염과 분해조립 등의 이 이 많

아 여러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1].
형 열교환기는 효과 인 열 달에 비해 압력

강하 한 크기 때문에 압력강하를 결정짓는 마찰

계수를 구하기 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 Shah의 논문에서는 폭경비를 다항함수로 정의

해서 체유로에 해 마찰계수를 구하 다[3].
형열교환기는 국내의 자체 설계 기술이 부족

한 실정이고 부분 국외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본 

연구는 상용 로그램과 견 만한 기술을 확보하기 

해 Taborek[4]에 의한 실험식을 분석하고 더 정

확하게 방정식화하여 설계 로그램을 개선하고자 

한다.

2. 설계식의 유도
2.1 형 열교환기 형상  기본설계식

형열교환기는 물리 인 없이 주름형상의 

 사이에서 향류로 흐르는 고온과 온의 유체

간에 열을 달하며 유체가 새어나가지 못하게 특

수 가스켓으로  주변을 둘러싸고 을 여러장 

겹쳐 여러 유로를 설정한 열교환기이다. 은 V자 

형태의 쉐 론 각을 형성하여 앞뒤 교 로 교차시

켜 유체가 지나가는 면 을 넓히고 주름형상으로 

인해 난류가 발생하여 큰 열 달을 발생시킨다

[5-6].
주름진 형상의 비는 식 (1)과 같이 같은 주름길

이와 의 수평길이의 비로 정의할 수 있다.

  

 


                    (1)

Figure 1은 열 달 의 형상을 나타내며 포트사

이의 거리가 L이며 의 폭은 w이다. 확 된 그림

은 두장의 을 겹친 경우 단면을 나타내며 두  

사이에 유체가 흘러간다. t는 의 두께이며 p는 

과 사이의 피치를 나타낸다.

Figure 1: Plate geometry with Chevron angles.

유체가 지나가는 유효직경은 다음과 같다.      

  
 




≈

  (2)

패스당 채 수는 다음과 같다.

 

   (3)  

  는 총 장수, 는 패스 수이다. 채 당 유속

은 다음과 같다.

 

       (4)

은 질량유량 는 의 깊이 이다.무차원수인 

이놀즈수는 아래 식 (5)와 같다

 

        (5)  

고온부와 온부의 열 달률식을 식 (6)과 식 
(7)을 이용하여 구하 다.

 
           (6) 

 
         (7)

온도차는 달면 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평균온

도차(LMTD)를 이용한다.



형 열교환기의 주요 설계인자와 설계 로그램 개발에 한 고찰  55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지 제36권 제8호, 2012. 11 / 1005

∆ ln∆∆ 
∆ ∆       (8)

향유동이라 가정하면 온도차는 다음과 같다.

∆                             (9)

∆         (10)

총 열 달계수는 식 (11)로 나타낼 수 있다.

 ∆
                 (11)











                 (12)

형 열교환기의 성능을 좌우하는 넛셀수는 다음

과 같다.

 
∙       (13)

채 과 포트에서의 압력강하는 다음과 같다.

∆ ∆ ∆            (14)

∆ 




                         (15)

LV는 의 포트와 포트사이의 수직거리이다. 포트

에서의 압력강하는 체 압력강하에 큰 향을 미

치지 않으므로 배제하 다. 
Figure 2는 형열교환기의 성능을 해석하기 

한 flow chart 이다. 조건입력으로는 고온측과 온

측의 유량, 입출구 온도, 패스  유로를 결정한다. 
기면 을 구하기 해서 기 총 열 달계수을 

입력하고 온도차효과를 크게 하기 해 향류의 

수평균온도차를 이용한다. 그리하여 두 유로의 

사이에서 열 달과 압력강하가 일어나며 압력강

하는 설계시의 허용압력을 넘지 않는다. 만약 압력

강하가 허용압력 가한다면 기총 열 달계수

를 감소시켜  면 을 증가하고 채 당 유속이 

어들어 압력강하가 허용압력을 과하지 않게 

반복계산을 수행하며 총 열 달계수와 압력강하

는 다시 계산된다. 즉 형 열교환기에서 제한된 

설계조건에서는 면 을 여 채 당 유속을 증가

시키면 류열 달계수가 높아지는 반면 압력강하

가 크며, 상 으로 큰 압력강하를 이기 해서

는 의 면 을 늘려야 한다.

    

Figure 2: Flow chart

2.2 쉐 론각에 따른 설계식 유도

형 열교환기에서는 작은 유효직경과 주름 형

상에 의해 난류가 쉽게 생성되며 유동에서의 일

반 인 난류생성 기 인 이놀즈 수 2100 과 달

리 이놀즈 수 1000에서 생성된다. 많은 선행연구

자들에 의해 이놀즈수와 쉐 론 각에 한 다양

한 열 달계수와 마찰계수의 수식을 제시하 다.
Taborek가 제시한 난류 역 내에서의 넛셀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Pr                  (16)

는 채 앙에서의 작동유체 성계수이다.
식 (16)은 쉐 론각에 따른 넛셀수를 정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설계시에 쉐 론각에 한 수식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Figure 3 은 Taborek의 실험

그래 이며 각각의 쉐 론각에 한 함수를 Curve 
Fitting Method을 이용하여 새롭게 정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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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Experimental graph by Taborek

 Pr 




Figure 3 에서 주어진 실험치를 Curve Fitting 

Method를 사용하여 쉐 론 각에 따라  ∙  의 

수식으로 표 하 다..
쉐 론 각이 30°인 경우는 식 (17) 과 같다.

Pr  


        (17)

쉐 론 각이 40°인 경우는 식 (18) 과 같다.

Pr  


        (18)

쉐 론 각이 50°인 경우는 식 (19) 과 같다.

Pr  


        (19)

쉐 론 각이 60°인 경우는 식 (20) 과 같다.

Pr  


   (20)

Figure 3의 수식과 식 (17)-(20)의 수식차이는 약 

10%이내를 나타냈다.  
식 (17)-(20)우항의 식을 종합하여 쉐 론각에 

의한 함수로 정의하면 하나의 식 (21)로 나타낼 수 

있다.  



 

 


 

(21)

 

Figure 4: Re - Friction factor given by Taborek

Figure 4는 쉐 론각에 한 이놀즈에 따른 마

찰계수이다. Taborek는 난류 역 내에서의 마찰계

수 수식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22)

식 (22)은 쉐 론각에 한 설계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 한 Figure 4 를 이용하여 쉐 론 각에 

하여 의 방법과 동일한 Curve Fitting Method

를 이용하여  ∙형식의 수식으로 새롭게 정의

하 다.
쉐 론각이 30℃인 경우는 식 (23) 과 같다.

                  (23)

쉐 론각이 40℃인 경우는 식 (24) 과 같다. 

                  (24)

쉐 론각이 50℃인 경우는 식 (25) 과 같다.

                  (25)

쉐 론각이 60℃인 경우는 식 (26) 과 같다.

                  (26)

식 (23)-(26)를 종합하여  마찰계수 수식을 하나

의 쉐 론각의 함수로 나타내면 다음의 식 (27)과 

같다.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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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고찰
3.1 동일 쉐 론각 평가

Table 1: Test condition of Model 1
Variable Value Unit

Geometry

Material sus316

Chevron angle 30~60 ˚

Channel width 444.7 mm

Channel spacing 2.9 mm

Equivalent diameter 4.79 mm

Port diameter 140 mm

Horizontal length 292 mm

Vertical  length 936 mm

 Elargement factor 1.21 mm

Plate thickness 0.6 mm

Plate area 0.39 m2

Hot side

Temp.in ,Temp.out 80 , 60 ℃

Flow rate 200~600 m3/hr

Press in 20 kg/cm2

No.channel/ pass 40/1

Working fluid water

Cold side

Temp.in ,Temp.out 20 , 40 ℃

Flow rate 200~600 m3/hr

Press in 20 kg/cm2

No.channel/ pass 40/1

Working fluid water

Table 1은 동일한 쉐 론 각을 갖는 경우의 

Model 1에 한 해석조건을 나타낸다. 유량의 범

는 각 모델의 제한 유량까지 용하 으며 압력

은 형열교환기가 견딜 수 있는 압력을 최  약 

50bar로 가정하여 그 이하의 당한 입구압력을 선

정하 다. 새로운 류열 달 수식과 마찰계수 수

식을 용하여 제작한 로그램을 평가하기 하

여 동일한 해석조건을 상용 로그램과 비교하 다.
Figure 5는 고온측의 류열 달계수를 나타내

었으며 범례의 앞 문자 H와T는 각각 상용코드와 

유도된 설계식에의한 계산을 의미하며 뒤의 숫자

는 유량의 단  을 의미한다. 유량을 변화시

켜 쉐 론각에 따른 류열 달계수 값을 비교하

으며 그 결과 선형 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

며 6%이내의 오차를 나타내었다. 

Figure 5: Convective heat transfer coefficient on hot 
side

 

Figure 6: Overall heat transfer coefficient

Figure 6은 쉐 론각에 따른 총 열 달계수를 

나타낸 것이다. 쉐 론각이 증가하면 총 열 달계

수는 류열 달계수와 유사하게 선형 으로 증가

한다. 유량 200 의 경우 3%이하의 작은 오

차를 나타내지만 유량이 증가하면 오차가 커지게 

되고 600 의 유량에서는 8%의 오차를 나타

낸다.

Figure 7: Pressure drop on hot side

Figure 7은 각 유량별로 쉐 론 각에 따른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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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 값을 나타낸다. 류열 달계수의 경우와 달

리 수 으로 압력강하 값이 증가한다. 600 

의 유량에서는 부분 으로 오차가 발생하지

만 유량이 은 200 인 경우는 거의오차가 

없다.

3.2 상이한 쉐 론각 평가.

Table 2: Test condition of Model 2 
Variable Value Unit

Geo
metry

Material sus316

Chevron angle 30~60 ˚

Channel width 1259.7 mm

Channel spacing 3.2 mm
Equivalent 
diameter 5.289 mm

Port diameter 510 mm

Horizontal length 737 mm

Vertical  length 2487 mm

 Elargement factor 1.21 mm

Plate thickness 0.6 mm

Plate area 2.96 m2

Hot side

Temp.in ,Temp.out 80 , 60 ℃

Flow rate 1000~5000 m3/hr

Press in 30 kg/cm2

No.channel/ pass 150/1

Working fluid water

Cold side

Temp.in ,Temp.out 20 , 40 ℃

Flow rate 1000~5000 m3/hr

Press in 30 kg/cm2

No.channel/ pass 150/1

Working fluid water

Table 2는 쉐 론각이 서로 다른 을 교차하

을 경우의 Model 2의 해석조건을 나타낸다. 
Figure 8은 교차된 쉐 론각의 변화에 따른 류

열 달계수를 나타낸다. 쉐 론각이 큰 각과 교차

할수록 류열 달계수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Model 1과 비교하여 장수와 유량이 크게 증가하

지만 류열 달계수의 변화는 유사하며 평균오

차도 6% 이내로 동일하 다.

Figure 8: Convective heat transfer coefficient on hot 
side 

Figure 9: Overall heat transfer coefficient

Figure 9는 상이한 쉐 론 교차각의 증가에 따른 

총  열 달계수의 변화를 나타낸다. 류열 달계

수와 유사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지만 오차

는 2% 이내로 크게 어들었다.

Figure 10: Pressure drop on hot side

Figure 10은 유량을 변화시켜 상이한 쉐 론각 

교차에 한 압력강하의 변화를 나타낸다. Model 
1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지만 오차는 3% 이내로 크

게 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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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est conditions of various cases

Model
Working fluid 
temperature 

(High<=>Low)

Number of 
passes

(High-Low)

Total 
number 
of plates

Model 3 60,40<=>20,30 3-2 49

Model 4 70,50<=>20,30 6-4 97

Model 5 80,60<=>20,40 4-4 65

Table 3은 기타 다른 모델에 용한 경우이며 

해석조건은 각 모델마다 임의의 온도, 장수, 유
로를 선정하 다.

Figure 11: Convective heat transfer coefficient on hot 
side

Figure 11은 Model 3, 4, 5에 한 쉐 론각의 

변화에 따른 류열 달계수의 변화를 나타낸다. 
쉐 론 각이 큰 경우, 오차가 증가하고 있지만 평

균 8% 이내의 오차를 나타냈다.

Figure 12: Pressure drop on hot side

Figure 12 는 압력강하의 변화를 나타낸다. 모든 

경우에 하여 낮은 오차를 보인다.

4. 결  론
형열교환기의 최 설계를 하여 주요설계인

자를 분석하여 설계방정식을 유도하 으며 상용코

드와 비교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유도된 설계방정식을 동일 쉐 론각에 용

한 경우 상용코드의 결과와 8% 이내의 평균오차를 

나타냈다.
2) 쉐 론각이 서로 다른 을 교차한 경우 동

일 쉐 론각과 유사한 변화를 나타내지만 오차는 

더욱 어들었다. 그 이유는  상이한 끼리의 오

차 상쇄로 인한 요인으로 단되어 진다.
3) 작동유체의 온도와 패스 수  장 수를 복

합 으로 변화시킨 경우 역시 8% 이내의 오차를 

나타낸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새로 유도된 주요 설계

식은 8%이내의 평균오차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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