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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eliminary thermal performance of a plastic coated

aluminum material(PCAM) plate heat exchanger. Plastic coating which has high corrosion resistivity

and thermal conductivity can overcome corrosive weakness of aluminum material. The heat exchangers

are modeled for STS316, Titanium and PCAM materials, and analyzed numerically using HTRI and

ANSYS Fluent CFD softwares. The results show that PCAM heat exchanger is superior in heat transfer

performance compared to existing materials. For chevron angle of 60°, thermal performances of

Titanium and PCAM are higher by 12.2% and 48.9% when compared to STS316, respectively.

Key words: PCAM(플라스틱 코팅 알루미늄), Plate heat exchanger(판형 열교환기), Turbulent flow(

난류 유동), Numerical analysis(수치해석), Heat transfer(열전달)

기호 설명

D : 지름, m

ReD : Reynolds 수, ρUD/μ

U : 속도, m/s

k : 열전도율 [W/m·K]

ρ : 밀도 [kg/m3]

μ : 점성계수 [kg/m·s]

σ : 난류 Prandtl 수

1. 서 론

판형 열교환기의 재질은 주로 Stainless, Hastelloy

alloys, Titanium, 흑연 그리고, Nickel Alloys 등이 사

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Stainless

계열의 재질은 열전도율이 작고, 내식성 및 내화학

성이 불리하기 때문에 이를 향상시켜 내구성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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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위해서는 고가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알

루미늄 재질은 열전도율이 우수하고 경량이면서 원

가도 저렴하지만 내부식성이 약하므로 내부식성이

강한 열전도성 플라스틱 소재를 표면에 코팅하여

내식성, 내화학성을 개선시킨 열교환기의 개발이 필

요하다.

판형 열교환기의 선행연구는 주로 쉐브론, 딤플

등 다양한 형상에 대하여 쉐브론의 각도나 딤플 등

의 구성에 따른 열교환 성능, 압력강하 그리고 성능

평가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먼저 형상과 관

련한 연구로는 Oh et al.[1]은 쉐브론 각도와 딤플이

있는 원뿔형상 등 다양한 형상의 판에서 질량유량

비의 변화에 따른 열교환기의 열전달 효율과 압력

강하를 SSG Reynolds Stress 난류모델을 이용한 수

치해석과 이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통해 비교 분

석하였다. 그 결과 60°의 쉐브론 형상이 열전달 효

율은 가장 좋으면서 높은 압력강하를 나타냈으며

원뿔형상에서는 딤플이 지그재그로 구성된 형상이

열전달 성능이 가장 높지만 원뿔의 산과 산이 접촉

하는 곳에서는 열교환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확인

하였다. 또한 형상과 관련하여 딤플형 판형 열교환

기 연구에서 Kim[2]은 딤플의 종, 횡의 거리가 짧을

수록 그리고 딤플의 높이가 높을수록 전열면적의

향상과 유동을 교란시켜 열전달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연구하였으며 딤플의 종, 횡의 거리보다 높이

에 영향을 더 받는 것을 확인하였다.

형상과 같이 판의 개수와 관련한 연구도 많이 수

행되었다. Jang et al.[3]은 역시 쉐브론 각도와 함께

판의 매수에 따른 열전달 성능과 압력강하를 실험

을 통해서 연구하였는데 120°의 쉐브론 각도에서

난류를 형성하는 조건이 크므로 열전달 성능은 높

아지며 매수가 증가할수록, 유량이 많을수록 성능은

높아지고 반면에 압력강하는 커진다는 결론을 얻었

다. 그리고 Kwak et al.[4]은 가스켓이 설치된 판형

이 아니라 용접형 판형 열교환기에서 판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Re 수가 증가면서 유량분배가 불균

형해지고 이로 인해 압력강하가 더욱 커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최근에는 공동주택의 환기시설에서 배기열을 회

수하여 에너지를 절감시키는 용도로도 판형 열교환

기가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로

Park[5]은 알루미늄 판형 열교환기를 사용하여 환기

장치 내의 온도, 습도 등의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열교환 효율을 평가하고자 시뮬레이

션과 축소된 실물을 가지고 실험을 병행하여 연구

하였다. 또한 Yoo et al.[6]은 배기열 회수용 플라스

틱 판형 열교환기 성능 실험을 위하여 열전달 촉진

의 방안으로 형상에 착안하였다. 기존의 평판형 열

교환기를 기준으로 평판-핀형, 난류촉진형, 물결형,

딤플형의 5가지 형상을 제작하여 성능 실험한 결과

물결형, 딤플형, 난류촉진형, 평판-핀형 순으로 풍속

의 증가와 함께 성능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압력손실은 물결형이 가장 높았다.

특히 플라스틱 재질과 관련한 연구로 Kim et

al.[7]은 Stainless 재질로 되어 있는 기존의 판형 열

교환기를 플라스틱 복합소재로 제작하여 경량화를

추구하고 Re 수가 증가함에 따라 총괄열전달계수

값이 비례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

고 Jeong et al.[8]은 고내식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해

수용 열교환기에서 낮은 열전도율과 고가의 티타늄

재질에 대비하여 SPCC 강, 그리고 표면 처리된 재

료 등에 대해서 열전달 특성을 수치해석 하였다.

본 연구는 플라스틱 코팅 알루미늄 판형 열교환기

(PCAM PHE)의 예비성능을 검토하는데 있다. 이 열

교환기의 특징은 우수한 열전도율을 가지고 있어서

열교환 성능이 높고, 도포한 열전도성 플라스틱 수

지는 내식성, 내화학성이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

여 세계적으로 공인된 열교환 성능 검증 프로그램

인 HTRI[9]와 CFD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비교 검토

하였다. 

2. 이론적 고찰

2.1 이론적 고찰

판형 열교환기란 전열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대향류 형태로 열교환하며 Plate에 난류를 형성하도

록 물결무늬를 성형한 열교환기이다. 그 중에서도

내식성, 내화학성이 있으면서 내구성이 강한 열교환

기 재질로는 고가의 금속류인 니켈, 티타늄, 몰리브

덴, 흑연 등이 있으며, 또한 코팅 재질로는 테프론

코팅, 세라믹 코팅 등이 있으나 역시 고가의 재질이

다. 이에 높은 열전도, 내식성,내화학성이 있으며 경

량이면서 원가가 저렴한 열교환기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해석하고자 하는 플라스틱 코팅 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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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늄 판형 열교환기, 즉 PCAM은 열전도성 플라스

틱 수지를 Aluminium plate 양쪽으로 80 µm씩 도포

한 판형 열교환기이다. 이 열교환기의 특징은 우수

한 열전도율의 플라스틱 수지를 도포하여 열전달

성능은 높이고, 내식성, 내화학성을 갖도록 한다.

Table 1은 판형 열교환기 재질의 물성 값과 특성이

다[11, 12].

2.2 연구방법

본 연구는 STS316, Titanium, PCAM 재질로 된 열

교환기의 성능을 연구하기 위해서 먼저 상용 표준

제품인 먼저 상용 표준제품인 제조사 APV[10]의

T4 모델 기준으로 STS316, Titanium, PCAM 재질에

대하여 세계적으로 공인된 열교환기 설계 프로그램

인 HTRI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량 0.301 kg/s을 기

준으로 50%씩 축소 및 증가시켜 총괄열전달계수와

압력강하를 산출하였다. 그 다음 동일한 크기의 열

교환기를 Solidworks [1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3차

원 모델링하고, STS316, Titanium, PCAM 재질에 대

하여 HTRI 프로그램과 동일한 조건에서 ANSYS

Fluent[12] 상용 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치해

석을 한 후 그 결과 값을 비교 분석하였다.

2.3 해석 모델링

본 연구에서 해석하고자 하는 판형 열교환기 모델

은 APV사 상용 모델인 T4로 판의 단위전열면적은

0.04 m2/장, 쉐브론 각도는 HTRI 프로그램은 60o,

45o, 30o으로 해석하였으며, 수치해석에서는 60o, 30o

만 해석하였다. 판의 크기는 449 mm(H) × 138

mm(W), 판의 두께는 STS316, Titanium은 0.6 mm,

PCAM 재질은 코팅으로 인해 0.76 mm이다. 유체의

입출구의 직경은 32 mm이고 판의 개수는 3장으로

온수와 냉수가 교대로 흐르는 구조이다. 해석 모델

의 사양을 Table 2에 나타내었고, Fig. 1은 해석 형

상이다.

Table 1. Materials of plate heat exchanger

Material STS316 Titanium Hastelloy Aluminium PCAM

k [W/m·K] 16.3 17.0 9.4 220 232

Density [g/cc] 8.00 4.50 8.89 2.71 2.7

Cp [J/g·℃] 0.500 0.528 0.427 0.904 0.904

Corrosion resistance B A B C AAA

Chemical resistance B A B C AAA

Cost A C C AA AA

Fouling C C C C A

Thermal resistance 

(Melting Point)

AAA

(1370~1400℃)

AAA

(1650~1670℃)

AAA

(1323~ 1371℃)

A

(643~657℃)

C

(250℃)

*Note : AAA, AA, A-Very Good, B-Good, C-Poor

Fig. 1. Modeling for 3D analysis.

Table 2. Specification of modeling for analysis

Specific heat area [m2/sheet] 0.04

Chevron angle [°] 60°, 45°, 30°

Plate dimension [mm] 449(H)×138(W)

Plate thickness [mm]
0.6 (STS316, Titanium)

0.76 (PCAM)

Port diameter [mm] 32

Plate quantity [EA] 3



플라스틱 코팅 알루미늄 판형 열교환기의 성능에 관한 수치해석적 연구 25

Korea Society of Geothermal Energy Engineers

3. 수치해석 방법

3.1 지배방정식

열교환기 수치해석에서는 작동유체의 유동장과

대류열전달 해석을 위한 유체영역, 판의 전도해석을

위한 고체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유체영역의 지

배 방정식은 Navier-Stokes 방정식, 연속 방정식과

에너지 방정식으로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뉴턴유체,

정상유동 비압축성 유동으로 가정하여 연속방정식

(1)과 비압축성 Navier-Stokes 방정식 (2)을 나타내었

으며, ρ는 유체의 밀도, νe는 동점성계수를 나타낸

다. 식 (3)은 유체영역과 고체영역의 열전달 해석을

위한 에너지방정식이며, cp는 비열, k는 열전도율

그리고 각 하첨자 s와 f는 고체와 유체를 뜻한다

(Ωf : region of fluid, Ωs : region of Solid).

연속방정식

 - on Ωf (1)

운동량 방정식

x 방향 : 

y방향 :

z방향 :

 - on Ωf (2)

에너지 방정식

 - on Ωf

 - on Ωf (3)

Realizable k−ε 난류모델은 난류 소산률 ε과 평균

흐름과 난류 특성의 함수로 표현된 새로운 수송방

정식을 적용시킨 모델이다. Standard k−ε 난류 모델

에 비해 실제 물리적인 현상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

측한다고 알려져 있다.

Realizable k−ε 난류모델에서 난류운동에너지 k 및

난류운동에너지의 소산률 ε에 대한 모델 방정식은

각각 다음과 같은 형태로 주어진다. 

여기서, C1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Pk는 평균 속도 구배에 의한 난류운동에너지 생

성, Pb는 부력에 의한 난류운동에너지의 생성을 의

미하며, C1ε, C2는 상수, σk, σε은 난류 Prandtl 수를

나타낸다. 수렴판정 조건은 운동량 및 연속방정식의

Residual은 10−5, 에너지방정식은 10−3 이하일 때로

정하였다.

3.2 격자계

판형 열교환기의 복잡한 유동 패턴을 정확이 예측

하기 위해 많은 격자와 높은 품질의 격자가 필요하

다. Tetrahedral형의 격자에 비하여 Polyhedral형 격

자는 비슷한 정확도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메모리가

적고 수렴성이 좋다고 알려져 있다. 격자는 ANSYS

Fluent Meshing을 사용하여 생성하였다. 

3.3 경계조건

본 연구의 해석 목적은 유량변화와 열교환기 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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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주요 변수로 하여 각각에 대해서 열전달 성

능과 압력강하를 예측하는데 있다. 해석시 격자수를

줄이기 위하여 1쌍의 유로를 가지는 3개의 열판을

사용하였으며 정상유동에서 유로의 흐름은 대향류

로 설정하였다. 온수의 질량유량 조건은 0.301 kg/s

을 기준으로 50% 축소된 유량인 0.1505 kg/s 그리고

50% 증가된 유량 0.4515 kg/s이며 입구온도는 33oC

이다. 냉수의 유량은 온수 조건과 동일하며 입구온

도는 7oC이다. 작동유체는 밀도 998.2 kg/㎥, 점성계

수 0.001003 kg/m·s인 물을 사용하였다. Table 3은

열교환기 재질의 물성 값이다. Fig. 2는 대향류 열교

환 흐름의 기본적 구조이다.

4. HTRI 프로그램 결과 및 고찰

4.1 쉐브론 각도에 따른 열전달 비교

HTRI 프로그램 해석 결과는 Table 3과 같이 쉐브

론 각도 30o, 45o, 60o 모두 열전달 성능은 PCAM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Titanium, STS316 순서이다.

다만 30o일 경우 그 격차가 가장 작고 45o, 60o로 각

도가 증가할수록 그 격차가 커지면서 60o일 때 열전

달 효율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Fig. 3과 같이 동일 쉐브론 각도에서는 열전도

율이 가장 큰 PCAM 재질의 효율이 가장 좋으며,

60o에서는 유체 흐름의 난류 강도가 커지므로 열전

도가 좋은 재질이 그에 비례하여 열교환 성능이 증

가하였다. 

4.2 쉐브론 각도 30°에서 질량유량에 따른 열전달

비교

Table 4와 같이 모든 유량 조건에서 열전달 효율

은 PCAM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Titanium이고

STS316 재질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

준 유량 100% 대비 50%로 감소되었을 때 그 격차

는 작아지고 반대로 150%로 증가했을 때 격차가 크

게 나타난다. 즉 유로의 단면은 동일한데 비해 유량

이 많아지면 저항으로 인해 압력강하는 커지고, 유

체 속도는 증가하여 난류 강도가 커지면서 열교환

Table 3. Heat transfer rate by Chevron angle

Chevron 

angle

STS316

[W]

Titanium

[W]

PCAM

[W]

30o 4,380 4,672 5,430

45o 5,867 6,461 8,191

60o 7,353 8,249 10,952

Fig. 2. Geometry of counterflow heat transfer.

Fig. 3. Comparison of heat transfer rate by Chevron angle.

Table 4. Heat transfer rate according to mass flow rate at

Chevron angle 30°

Flow Rate
STS316

[W]

Titanium

[W]

PCAM

[W]

50% 2,938 3,070 3,373

100% 4,380 4,672 5,430

150% 5,429 5,893 7,114

Percentage increase 

compared to STS316
- 6.7%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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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만큼 열전도계수가 가장

높은 PCAM 재질의 열교환 효율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3 쉐브론 각도 60° 및 30°에서 질량유량에 따른

열전달 비교

쉐브론 각도 30° 및 60°에 대한 열전달율을 Fig. 4

에 나타내었다. 유량에 관계없이 열전달률은 PCAM

이 가장 높으며, 각도 60°에서의 격차가 30°에 비하

여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유는 60°일 때 압

력강하가 크고 난류 강도가 커지면서 열전달율 격

차도 커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열전달율

도 수치적으로 30°보다 높으며 그 결과를 Table 5에

정리하였다.

5. 수치해석 결과 및 고찰

5.1 질량유량비에 따른 압력강하

수치해석 연구에서는 Fig. 5에 나타낸 것처럼 유

량 0.301 kg/s를 100% 기준으로 하여 50% 축소된

0.1505 kg/s와 50% 증가된 0.4515 kg/s를 유량 조건

으로 하여 해석하였으며, 유량과 쉐브론 각도에 따

라 판의 압력강하가 다르므로 쉐브론 각도 60°일 경

우 유량 50%일 때는 30.3 kPa, 100%일 때는 107.5

kPa 그리고, 150%일 때는 229.5 kPa로 유량이 증가

하면서 압력강하도 크게 나타났고, 쉐브론 각도 30°

일 경우 유량 50%일 때는 7.9 kPa, 100%일 때는

28.9 kPa 그리고, 150%일 때는 62.6 kPa로 유량이

증가하면서 압력강하도 증가 되었지만, 쉐브론 각

60°보다는 쉐브론 각도 30°가 적게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쉐브론 각도가 증가하면 압력손실이 증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4. Comparison of heat transfer rate according to

Chevron angle 30o and 60o. 

Table 5. Heat transfer rate according to mass flow rate at

Chevron angle 60°

Flow Rate
STS316

[W]

Titanium

[W]

PCAM

[W]

50% 5,238 5,706 6,812

100% 7,353 8,249 10,952

150% 8,747 10,028 14,166

Percentage increase 

compared to STS316
- 12.2% 48.9%

Fig. 5. Comparison of pressure drop according to Chevron

angle 30o and 60o. 

Fig. 6. Temperature contour of cold water for 100% mass

flow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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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쉐브론 각도 60°에서 질량유량에 따른 열전달

성능 비교

Table 6에는 쉐브론 각도 60°에서 질량유량 비가

각각 50%, 100%, 150%인 조건일 때 열전달율을 나

타내었다. 100% 질량유량을 기준으로 STS316 대비

Titanium은 3.5%, PCAM은 14.8% 열전달율이 증가

한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6은 질량유량 비가 100%

일 때 냉수가 흐르는 판에서의 온도 등고선을 나타

내었다. STS316, Titanium, PCAM 순으로 냉수입구

에서 파란색 부분이 빨리 없어지고 빨간색 부분이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분포됨을 볼 수 있으며, 이

것은 바로 열교환이 그만큼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7의 온수가 흐르는 판에서도

PCAM 재질의 열교환기가 온수 입구의 빨간색 부분

이 빨리 없어지고 출구 쪽의 파란색 부분이 더 빨리,

더 많이 분포됨을 보여준다. Fig. 6, 7에 나타난 바

와 같이 질량유량 비가 50%, 150%에서도 유사한 현

상을 보이며 유량이 많을수록 열교환 정도가 더 잘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Fig. 8에 그래프로 나타내었듯이, 열판 각도 60°에서

의 유량 50%, 100%, 150%로 갈수록, PCAM 재질이

STS316보다, Titanium보다 열전달률이 월등하게 높

아짐을 알 수 있다. 즉, 질량유량 비가 100%를 기준

으로 기존의 STS316 재질의 판형 열교환기 대비 쉐

브론 각이 60°일 때는 각각 Titanium이 12.2%, 개발

하고자 하는 PCAM 재질이 48.9%의 열전달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STS316 재질의 판형 열교

환기 보다 경량이면서 내식성, 내화학성 등 내구성

이 향상되고 경제성이 높은 알루미늄 재질에 플라

스틱 수지가 코팅된 PCAM 판형 열교환기의 열전

달 및 압력강하 성능에 대해서 상용 Software와 수

치해석을 병행하여 비교 분석 하였으며, 다음과 같

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세계적으로 공인된 검증 프로그램인 HTRI 분

석 결과 질량유량 비가 100%를 기준으로 기존의

STS316 재질의 판형 열교환기 대비 쉐브론 각이

30°일 때는 Titanium이 6.7%, PCAM이 24.0% 열교

환 성능이 우수했으며, 쉐브론 각이 60°일 때는 각

각 12.2%, 48.9%의 열전달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나

타났다.

(2) HTRI 분석 결과 질량유량 비가 100%를 기준

으로 쉐브론 각도가 30°일 때는 28.9 kPa, 쉐브론 각

Table 6. Heat transfer rate by CFD analysis at Chevron

angle 60°

Flow Rate
STS316

[W]

Titanium

[W]

PCAM

[W]

50% 3,695 3.780 4,091

100% 6,501 6,727 7,465

150% 8,997 9,414 10,649

Percentage increase 

respect to STS316 
- 3.5% 14.8%

Fig. 7. Temperature contour of hot water for 100% mass

flow rate.

Fig. 8. Comparison of heat transfer rate according to mass

flow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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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60°일 때는 107.5 kPa로 쉐브론 각도가 클수록

더 많은 압력손실이 발생되었지만 열전달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전산수치해석에서는 판의 물결형상이 복잡하

기 때문에 모델링의 단순화와 3차원 해석이므로 계

산량을 줄이기 위하여 3개의 열판만 사용하였기 때

문에 해석 결과가 실무 검증 프로그램과 다소 차이

는 있지만 CFD 해석에서도 PCAM 열교환기가 성

능이 가장 우수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Titanium,

STS316 순으로 열교환 성능을 보였다. ANSYS와

HTRI의 결과값 차이를 만드는 요인은 3D 모델링

작업의 정밀성이 낮아 부분적으로 유량분배가 불균

형화 되어 분석 결과의 차이를 나타내었지만, 실무

검증 프로그램인 HTRI의 결과 값과 CFD 해석의 결

과 값이 둘 다 유사한 열전달 및 압력강하 특성을 보

인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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