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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마이크로채널마이크로채널 열교환기열교환기

인쇄 기판형 열교환기 (Printed Circuit Heat Exchanger, 
PCHE) )
• 컴팩트 설계, 높은 열전달 성능
• 극한환경에서 우수한 기계적인 내구성 및 신뢰성극한환경에서 우수한 기계적인 내구성 및 신뢰성
• 다양한 채널 설계, Multi-stream HX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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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달계수

kNuh ~
A surface

hDV

size
Spiral wound
type HX

Microchannel HX

size
reductionPlate-fin type 

HX

D ~10 mm D ~ 3-10 mm D ~1 mmD 10 mm D  3 10 mm D 1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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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성

확산 접합 (Diffusion Bonding) 과정
최대 전 압력• 최대 운전 압력 500 bars

• 운전 온도 범위 -200 to 900 oC
• 원자력 발전소 LNG 액화 등• 원자력 발전소, LNG 액화 등
극한 환경용 열교환기

(Heat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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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현황

Printed Circuit HX

Oil/ 원자력 극저온
극저온 PCHE 제작용
확산접합 장치 보유Oil/gas, 원자력, 극저온

액화 등 적용 PCHE 생산
확산접합 장치 보유

Microchannel 기술을 이용
한 화학촉매반응기, GTL, 

등의 기술 유SMR 등의 기술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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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절차

Problem specification
유체, 입출구 온도/압력 조건…

유체/소재 물성 분석

• 기존 correlation 사용
기초 설계 (-

열교환기 type 선정
primary surface, plate-fin, corrugated film…

• 유체/소재 물성 분석
• 사용 환경 조건 파악
공간적, 온도와 압력
제약 여부

기초 설계 (
NTU법…)
• CFD 해석으로 기본
열교환 구조 파라미터
스터디

열교환 세부 구조 결정
채널 폭, 수력직경, 유동 방향…

스터디
• 기본 열교환 구조
열전달계수 및 압력
강하 파악

• 주요 설계 인자 결정
Wavy offset Louvered offset Dimpled offset

열교환기 sizing
전열면적, 채널 길이, 열교환기 부피

주요 설계 인자 결정

• 열교환기 상세 도면 제작
• 안전계수 적용

열교환기 제작
금형 제작, 단위 유로 제작, 접합/용접

열교환기 성능/신뢰성 평가
열전달 성능, 압력 강하 특성, 내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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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방향 열전도

Fluid 
flow convectionQ 

conductionQ 

conduction

Q
Q




 • Hard to measure
• Negligible in most HXs

convectionQ 
g g

• Numerical analys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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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제 소개2. 과제 소개

마이크로채널 기반의 열교환 구조 개발

11단계단계 (08.06(08.06--10.04)10.04) 22단계단계 (10.04(10.04--12.04)12.04) 33단계단계 (12.04(12.04--14.06)14.06)

마이크로채널 열교환기
시제품 및 제작 장치 설계
마이크로채널 열교환기

시제품 및 제작 장치 설계
마이크로채널 열교환기 시제품 제작마이크로채널 열교환기 시제품 제작 대용량 시제품 제작대용량 시제품 제작

마이크로채널 열교환기마이크로채널 열교환기 극저온용 대용량 열교환기 성능시험 설비극저온용 대용량 열교환기 성능시험 설비 극저온용 대용량극저온용 대용량마이크로채널 열교환기
Bench –scale 성능시험장치 제작

마이크로채널 열교환기
Bench –scale 성능시험장치 제작

극저온용 대용량 열교환기 성능시험 설비
설계 및 제작

극저온용 대용량 열교환기 성능시험 설비
설계 및 제작

극저온용 대용량
시제품 성능시험
극저온용 대용량
시제품 성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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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단계 연구내용3. 1단계 연구내용

 1단계 – 1 kW급 마이크로채널 열교환기 개발

 1 kW급 마이크로채널 열교환기 설계 및 제작  마이크로채널 열교환기 구조적 평가

- 마이크로채널 형상 설계

- 채널 내 열유동 해석

- 1 kW 급 시제품 설계 및 제작

- 시제품 내압성능시험

 소용량 극저온 성능시험 장치 구축 및 성능시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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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단계 연구내용4. 2단계 연구내용

 2단계 – 100kW급 마이크로채널 열교환기 개발

 100 kW급 마이크로채널 열교환기 설계 및 제작

- 마이크로채널 열교환기 Scale-up 설계

- 시제품 열유동 해석

- 헤더 설계 및 시제품 제작

 대면적 열교환기 제작기술 개발대면적 열교환기 제작기술 개발

- 대면적 확산접합 설비 구축

- 대면적 열교환기 제작능력 확보

 대용량 극저온 성능시험장치 설계 및 구축

- 극저온 열교환 성능시험용극저온 열교환 성능시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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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교환기 재질별 성능비교

CH4 outlet N2 outlet

CH4 inletN2 inlet
SUS k ~ 16 W/mK @ RT Ni k ~ 90 W/mK @ RT

마이크로채널 열교환기 재질에 따른

열교환 단면에서의 온도 분포 변화

Stainless steel vs. Ni vs. Al

Al k ~ 250 W/mK @ RT
13



열교환기 재질별 성능비교

outlet temperature 
유량별 열교환기 성능 및 축방향 열전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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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형상 설계

zigzag angle

Zigzag 채널의 꺾인 각도에 따른 열유동
특성 CFD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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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더 형상 설계

• 마이크로 채널 유량분배 CFD 해석
- 입구 유량 조건에 따른 마이크로 채널 유량분배 해석입구 유량 조건에 따른 마이크로 채널 유량분배 해석
- 레이놀즈 수가 증가함에 따라 유량분배 불균일 증가 확인

Static Pressure [Pa]

Velocity Magnitude [m/s]

마이크로 채널 유동분배 해석 결과마이크로 채널 유동분배 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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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교환기 Sizing

• 해석 대상 열교환기에 대하여 j, f factor 구하고, 이로부터 시뮬레이션 수행
- SOFC 시스템의 온도, 유량 값을 이용하여 해석 수행

- 알려진 offset strip fin의 형상을 이용하여 구한 j, f factor를 fitting식으로 하여 시뮬레이션 수행

• 향후 구체적 형상 도출에 따라 상관식 작성 및 사이즈 예측 가능

압력강하에 따른 사이즈 예측 압력강하에 따른 열전달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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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박판 분석

Dektak 150 profiler 이용 표면 조도 및 식각 깊이 측정

금속박판과 식각된 마이크로채널 분석

• Dektak 150 profiler 이용 표면 조도 및 식각 깊이 측정
• 마이크로채널 박판 조도가 확산접합 조건 (온도, 압력)에 주요 인자

RMS roughness ~ 70 nmA

A

BB

B

profiler tip sharpness에 의한 기울기

채널 깊이 측정 ~ 490 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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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합면 분석

열물성 측정을 통한 접합성능 분석

를 이 한 열확산율 측정LFA(Laser Flash Apparatus)를 이용한 열확산율 측정

LFA 시편 채취

LFA 장비

LFA 시편 채취

LFA 장비
SEM 시편 채취

4

5

접합부 시편 채취
0

1

2

3

4

sample. 1

sample. 2

sample. 3

sample. 1
25℃

100℃
200℃

300℃

열확산율 측정 결과Sample 1 Sample 2 Samp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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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량 극저온 실험설비 구축

• 100 kW급 이상 열교환기의 극저온 환경 열적성능 및 압력강하 측정

대용량 극저온 마이크로채널 성능실험 설비 구축

• 100 kW급 이상 열교환기의 극저온 환경 열적성능 및 압력강하 측정
• 1X1X1m3 cold box 내부 마이크로채널 열교환기 극저온 환경 열교환기 성능평가
• LN2, N2 및 CO2 루프로 구성

LN2 tank

LCO2 tank
Vaporizer

극저온 성능실험장치 개략도

Cold box

대용량 극저온 열교환기 성능 실험 장치대용량 극저온 열교환기 성능 실험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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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단계 연구내용5. 3단계 연구내용

 3단계 – 대용량 마이크로채널 열교환기 개발

 마이크로채널 열교환기 접합성능 확인

- 열확산율 측정

- 인장강도 측정

 마이크로채널 열교환기 접합성능 확인

- 열확산율 측정

- 인장강도 측정

- 절단검사, 단면촬영- 절단검사, 단면촬영

 대용량 마이크로채널 열교환기 설계 및 제작

- 대용량 마이크로채널 열교환기 유동 분배 설계

- 열교환기 직/병렬 연결에 따른 모듈 열유동 성능평가

- 시제품 제작 및 극저온 성능실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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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 접합 환경

최적 확산 접합 조건 탐색을 위한 FEM 해석 수행

확산 접합시 마이 채널 열 환기 내 력 해석확산 접합시 마이크로 채널 열교환기 내부 응력 분포 해석

800 oC

접합 온도에 따른 한계 응력 초과 부분 표시

실제 채널 단면 3D 형상화

800 oC

STS316L
80 MPa

확산 접합시
응력 분포

900 oC 1000 oC

100 ton 가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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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더 설계

마이크로채널 열교환기 헤더 설계

열 환기 헤더 체 압력에 따 력 해석열교환기 헤더 부분 유체 압력에 따른 응력 해석

Displacement 
(mm)

헤더 부분 보강 beam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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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량 극저온 열교환 성능평가

대용량 마이크로채널 열교환기 모듈 다중연결 시스템 설계 및 성능평가

Static Pressure [Pa]

Velocity Magnitude [m/s]

대용량 마이크로채널 열교환기 유동 분배 설계

단위 열교환기 직/병렬 연결에
따른 대용량 열교환기 모듈
열유동 성능평가열유동 성능평가

마이크로채널 열교환기 모듈을마이크로채널 열교환기 모듈을
통해 액화된 LN2 배출



6. 연구성과6. 연구성과

확
 100 kW급 이상 대용량 마이크로채널 열교환기 설계기술확보
 400 mm*200 mm 이상 대면적 단위박판 유로패턴 설계

마이크로채널 열교환기 설계기술 확보

마이크로채널 열교환기 헤더 설계

대면적 확산접합 열교환기 제작기술 확보
대면적 접합제작기술 확보

최적 확산접합 조건 도출

절단검사, 열확산율 측정, 인장강도, 단면촬영을 통한 접합성능 분석

B h l 극저온 성능시험기술 확보

절단검사, 열확산율 측정, 인장강 , 단면촬영을 통한 접합성능 분석

극저온 열교환 성능시험기술 확보
Bench-scale 극저온 성능시험기술 확보

극저온 대용량 성능시험기술 확보

마이크로채널 열교환기 시제품 제작 및 성능확인마이크로채널 열교환기 시제품 제작 및 성능확인

1 kW급, 100 kW급, 다중연결 대용량 마이크로채널 열교환기 시제품 제작

시제품 극저온환경 열교환 성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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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 극저온환경 열 환 성능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