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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the thermal characteristics for micro heat exchanger with different micro-channel 
shapes. The shapes of micro-channel has been manufactured sheet metal by chemical etching for the I 
shape of straight channel and V and W shapes of chevron feature and fabricated micro plated heat 
exchangers using the vacuum brazing of bonding technology. The experimental study has been 
performed on heat transfer and pressure drop characteristics with various Reynolds number for water to 
water at the counter flows. The average heat transfer rate of V and W shapes has been showed about 
1.5~1.6 times large than those of I shape. For the comparison of Nusselt number, it is known that the 
convective heat transfer of V and W shapes represent more effect than I shape. The pressure drops of 
V and W shapes are about 1.2~1.7 times lager than those of I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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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설명

 A :  열교환 전열면적 [mm2]
 Tc :  저온순환부 온도 [oC]
 Th :  고온순환부 온도 [oC]
 Cp :  정압비열 [kJ/kg․K]
 Dh :  수력직경 [mm]
 k :  열전도계수 [W/m․K]
 Nu :  Nussel number 
 ∆P :  압력강하 [Pa]
 Q :  열전달량 [W]
 

 U :  총괄 열전달계수 [W/m2․K]
 Re :  레이놀즈 수

 m :  질량유량 [kg/s]

 LMTDTΔ :  대수평균온도차 [oC]

 

1. 서 론

판형열교환기는 우유를 살균하는 것에서부터 

개발되어 현재에는 고효율의 성능을 갖는 열교환 

장치로서 산업전반에 걸쳐 활용되고 있다. 특히 

판형열교환기가 갖는 전열면적 대비 공간의 활용

도가 높아 기존의 열교환기를 대체하여 이용되고 

있다. 최근 고도의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전자 

및 기계장치들의 크기가 더욱 소형화되면서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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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hotos of the micro-channel plate with each 
channel shapes : (a) I type (b) V type (c) 
W type.

Characteristics I V W
Dimensions
(W×L×H), mm 40×40×0.3 40×40×0.2

Total plate 25 + 2 (end plate)
Number of 
thermal plate 12

Plate material STS-304
Thermal plate
(W×L), mm 20.1×20.1

Channel width 300μm
Channel height 200μm
Chevron angle Straight 80o 80o

Table 1  Specifications of the micro plate heat 
exchangers.

면적당 발열량이 매우 커지고 있는 실정이고 공

간의 제약성에 따른 문제가 계속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MEMS (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 기술을 이용한 마이크

로 채널(Micro channel) 가공공정이 발전하여 기

존 판형열교환기를 더욱 소형화하는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 마이크로 판형열교환기는 단

위 부피 대비 전열면적의 비가 기존 판형열교환

기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에 장치의 무게를 줄이

는데 효율적이고 고효율 열교환 성능을 가진다. 
판형열교환기는 전열판 내에 채널 및 유로 구

성을 바꾸는 방법을 통해 전열면적의 조절하였고 

전열판의 표면은 전체적으로 요철구조로 되어 있

어 유로내에서 유동이 강한 난류를 형성하여 열

적성능이 다른 열교환기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같이 기존의 판형열교환기에서

는 난류 유동을 유도하여 열전달을 향상시켰으

나, 마이크로 채널내에서 유체흐름은 층류로 이

루어졌기 때문에 기존 판형열교환기와 달라 마이

크로 채널의 높이, 길이, 단면의 모양과 개수 등

과 유체를 각 채널에 균일하게 분배하기 위한 방

법 등 다양한 설계기술 및 연구가 필요하다. 또
한 미세채널을 적용한 마이크로 판형열교환기 제

작에 있어서 수십~수백장의 박판 적층 접합시 열

변형 및 접합 불량을 최소화하여 고신뢰성 정밀

접합 하는 것이 제조공정 핵심기술이다. 
마이크로 열교환기에 관한 기존 연구는 다음과 

같다. Gromoll(1)은 작동유체로 압축공기를 사용하

여 마이크로 채널을 이용한 냉각기에 관한 실험

을 수행하였으며 마이크로 채널 열교환기의 열전

달 계수를 제시하였다. Harris(2)등은 마이크로 직

교류 열교환기에 대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최적

의 열교환기 형상을 도출한 후 폴리머와 금속의 

두 가지 재질을 사용하여 공기 대 물 실험을 통

해 압력강하 특성을 비교하였다. Rachkovskij(3)등

은 마이크로 채널의 종횡비, 적층 개수에 대한 

열교환 성능 및 압력강하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

였다. Kang과 Tseng(4)은 마이크로 직교류 열교환

기에 대해 실험을 수행하였고 이론적 모델을 제

시하여 유용도와 압력강하를 비교하여 타당성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마이크로 판형열교환기의 열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마이크로 채널로 구성된 

박판을 적층하였고 진공 브레이징 접합방식의 마

이크로 판형열교환기를 제작하여 실험하였다. 마
이크로 채널 형상은 직관 채널과 세브론 형상을 

가지는 V 형상과 W 형상을 제작하였다. 대향류

의 물 대 물 실험을 수행하여 채널 형상에 따른 

마이크로 판형열교환기의 열전달 및 압력 강하 

특성을 분석하였다.

2. 실험장치 및 방법

2.1 마이크로 판형열교환기

Fig. 1은 본 실험에서 사용한 마이크로 채널 형

상을 가진 박판과 채널형상을 확대하여 나타내었

다. 마이크로 채널 가공은 습식의 등방성 식각방

법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직관 채널을 I 형상, 세
브론 모양의 채널을 V 형상, W 형상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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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icro heat exchanger.

Fig. 2 The stack structures for micro heat 
exchanger with I, V and W type.

Fig. 4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apparatus.

Characteristics I V W
Operating fluid DI-water

Temperature of Cold fluid  20 oC
 Temperature of Hot fluid 50 oC

Reynolds number of Cold fluid 200
Reynolds number of Hot fluid 150 ~ 300

Table 2  Operating conditions of micro plate heat 
exchangers.

I 형상은 단면식각, V, W 형상은 양면식각을 통

해 마이크로 채널 박판을 제작하였다. V, W 형상

은 고온과 저온유체가 열교환 할 수 있도록 두께 

100μm의 중간판을 교대로 배열하였다. 마이크로  

판형열교환기 상세한 제원은 Table 1에 제시하였

다. 각 박판과 엔드프레이트, 매뉴폴드을 진공로

에서 용가재(Filter metal)와 함께 브레이징

(Brazing)되어 접합하여 일체형인 마이크로 판형

열교환기가 제작된다. Fig. 2와 Fig. 3에 적층 및 

배열구조와 마이크로 판형열교환기를 나타내었

다.

2.2 실험장치 

Fig. 4은 본 연구에 사용된 실험장치를 나타내

고 있다. 실험장치는 고온 순환부, 냉각수의 저온 

순환부, 그리고 고온 유체와 저온 유체가 열교환

하는 시험부로 구성된다. 고온 및 저온 순환부에

서는 작동유체의 일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항

온조, 일정 유량을 보내는 정량펌프, 맥동 방지를 

위한 댐퍼(Damper), 작동유체 내에 이물질을 여과

하기 위한 마이크로 필터를 사용하였다. 외부와

의 열교환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험장치 전구간에 

걸쳐 단열처리를 하였다. 시험부에서는 작동 유

체의 온도, 압력, 유량을 측정하기위해 유입/유출

부에 질량유량계, 열전대, 압력계 및 차압계를 설

치하였다. 각 계측 장치들에 대해 보정

(Calibration)을 수행한 후 이를 통하여 유량, 온도, 
차압 등을 측정하였으며 모든 결과 데이터는 

DAQ 시스템을 이용하여 저장하였다. 

2.3 실험조건 및 결과처리

마이크로 판형열교환기의 열전달 및 압력강하

량을 측정하기 위해 작동유체는 DI-water를 사용

하였으며 대향류 조건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마이크로채널 형상별 실험 온도조건은 저온 순환

부 입구측 20oC, 고온순환부 입구측 50oC로 설정

하였다. 유량조건은 마이크로 채녈의 수력직경을 

계산하여 레이놀즈수로 계산하여 저온 순환부는 

레이놀즈수 200에 해당하는 유량이 흐르도록 고

정하였다. 고온 순환부는 레이놀즈수 150~300에 

해당하는 유량이 흐르도록 설정하였다. Table 2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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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 of reynolds number on overall heat 
transfer coefficient with I, V and W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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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ffect of reynolds number on heat transfer 
rate with I, V and W type.

본 실험에서 수행한 실험범위를 나타내었다.
마이크로 판형 열교환기의 수력직경과 레이놀

즈수는 식(1)과 식(2)에 의해 구할 수 있다.

4 c
h

A
D

P
×

= (1)

Re h h

c

VD D m
A

ρ
μ μ

= = (2)

시험부의 저온 측과 고온 측의 열전달율은 식

(3)과 식(4)를 이용하여 구하였다.

( ), , ,c c p c c o c iQ m C T T= − (3)

( ), , ,h h p h h i h oQ m C T T= − (4)

총괄 열전달계수는 대수평균 온도차(LMTD)방
법에 의해 식(5)으로부터 결정되고 Nusselt 
Number는 식(6)을 의해 사용하여 구한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3.1 열전달 특성

대향류의 물 대 물 실험조건으로 마이크로 채

널 형상의 I, V와 W에 대해 레이놀즈수와 총괄 

열전달계수를 Fig. 5에 나타내었다. 총괄 열전달 

계수는 I 형상과 비교하여 V 형상은 약 1.87~1.92
배 정도 향상되었으며, W 형상은 약 1.96~2.11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Fig. 6은 마이크로 채널 형

상의 I, V와 W에 대해 레이놀즈수에 따른 저온

측과 고온측의 평균 열전달율을 보여준다. V나 

W 형상의 경우 I 형상보다 약 1.5~1.6배정도 열

전달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W 형상은 V 형상보

다 약간의 열전달이 증가한 결과를 나타낸다. 레
이놀즈수가 증가할수록 V나 W 형상의 열전달율

과 I 형상의 열전달율의 차이가 커짐을 보인다. 
결과와 같이 V, W 형상의 경우, I 형상보다 채널 

내 지그재그 유동이 이루어지면서 유체의 혼합이 

활발하고 열교환기 접수면적이 증가하여 열전달

의 상승효과를 볼 수 있다. 레이놀즈수의 증가는 

V, W 채널 형상에 의해 활발한 유체의 섞임이 

더욱 크게 나타난다. W 형상은 유체의 지그재그 

유동을 더욱 활발하기 위해 설계를 하였지만 V 
형상과 비교하여 큰 열전달 향상을 나타나지 않

았다. 이는 V 형상과 열전달 접촉면적이 거의 같

으며 지그재그 유동도 유사하여 큰 상승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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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ffect of reynolds number on overall heat 
transfer coefficient with I, V and W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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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Variation of pressure drop with reyn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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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Fig. 7은 레이놀즈수에 따른 Nu 수를 나타내

었다. I 형상의 경우 레이놀즈수에 따라 큰 변화

가 없음을 볼 수 있으며 그 크기가 1.0에 가깝게 

나타난다. Nu 수의 경우 유체와 고체 표면 사이

에서 열을 주고받은 비율을 나타내는 무차원수로 

1.0에 가까울수록 대류에 의한 열전달만큼 전도

에 의한 열전달이 주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I 형상은 레이놀즈수에 따른 열전달 향상이 크지 

않으며 이는 열교환기 내 대류에 의한 열전달 향

상이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V, W의 형상의 

경우 Nu 수가 약 2.6 ~ 3.3정도 나타나므로 대류

에 의한 열전달이 크게 나타나 열전달 향상이 이

루어진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기존의 열교환기 

내에서는 레이놀즈수에 따른 큰 상승효과가 나타

나는데 이는 매크로(Macro)한 상태에서 난류 촉

진효과로 인한 영향이지만 본 실험에서는 마이크

로 채널 내 층류 유동에 의한 영향이 크기 때문

에 열전달의 큰 상승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

된다. 
 마이크로 판형열교환기의 경우 전열판 내의 

마이크로 채널형상 변경에 의해 전열면적 상승이 

커지며 유체의 활발한 섞임 현상이 열전달 성능

향상에 큰 영향인자로 확인할 수 있다.

3.2 압력강하 특성

Fig. 8은 마이크로 채널의 I, V와 W형상에 대

해 레이놀즈수에 따른 압력강하를 나타내었다. 
모든 형상에 대해 레이놀즈수가 증가함에 따라 

압력강하량이 증가하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다.  
  V, W 형상의 경우 레이놀즈수가 증가할수록 

압력강하가 크게 증가하며 I 형상과 비교하여 레

이놀즈수 150에서 약 1.2배, 레이놀즈수 300에서 

약 1.7배정도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직관

채널에 비하여 V, W 형상이 서로 뒤집어져 맞붙

어있어 유동이 지그재그 형태로 흘러 압력차가 

더욱 크게 발생한다. V 형상과 W 형상의 압력강

하량을 비교하여 열전달율과 마찬가지로 큰 차이

가 없음을 보인다. 이는 채널 내 세브론각이 80
도로 동일하며 지그재그 유동이 유사하여 압력손

실이 V형상과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마이크로 채널형상 변경에 따른 

마이크로 열교환기의 열적 특성인 열전달과 압력

강하를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직관 채널의 I 형상과 세브론 형상의 V와 

W 형상의 박판을 제작하고 진공 브레이징 접합

기술을 사용하여 3가지 채널형상의 마이크로 판

형열교환기를 제작하였다.
(2) 대향류인 물 대 물 실험을 비교한 결과 V, 

W 형상이 I 형상보다 총괄 열전달계수가 

1.87~2.11배정도 높았고, 평균 열전달율의 경우 

약 1.5~1.6배정도 높은 성능을 나타내었다.
(3) I, V와 W 형상의 Nu 수를 통해 I 형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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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에 의한 열전달이 영향이 크며, V, W의 형상

은 대류에 의한 열전달이 크기 때문에 열전달 성

능이 우수하였다.
(4) V, W 형상은 서로 뒤집어져 맞붙어있어 유

동이 지그재그 형태로 흘러 압력차가 더욱 크게 

발생하여 I 형상보다 약 1.2~1.7배정도 높은 압력

강하량을 나타내었다.

마이크로 판형열교환기의 진공 브레이징 기술

을 이용하여 마이크로 채널 형상별 제작을 실시

하여 실험을 통해 열적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차
후에는 구체적인 유동 특성과 다양한 조건에서의 

실험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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