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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인쇄기판형 열교환기는 금속박판에 유체의 유로를 형성하여 고온고압 환경에서 금속분자의 확산

을 이용하여 접합하는 방식으로 제작하므로 고온고압 유체의 열교환에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
한 금속박판에 유로를 미세하게 식각하여 형성시킬 수 있으므로 단위체적당 전열면적을 크게 할 수 있

어 열교환 집적도가 향상되어 고효율의 열전달 효과를 낼 수 있다. 집적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금속

부분을 줄일수록 유리하나 미세채널 내에 고압 유체가 흐르게 되면 압력에 의한 변형이 발생할 수 있

으므로 채널간 금속박판의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채널 형상 및 구조를 설계하여야 한다. 또한 미세 

채널이 모여서 배관으로 연결되는 헤더 부분의 내압설계도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내압규격을 

이용하여 운전 조건에 따라 인쇄기판형 열교환기를 설계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유동조건에 따

른 전산해석을 통하여 설계 결과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Printed Circuit Heat Exchanger (PCHE) has an advantage for exchanging thermal energy between 
high-pressure and high-temperature fluids because its core is made by diffusion bonding method of accumulated 
metal thin-plates which are engraved of flow channel. Moreover, because it is possible that the flow channel can 
be micro-size hydraulic diameter, the heat transfer area per unit volume can be made larger than traditional heat 
exchanger. Therefore, PCHE can have higher efficiency of heat transfer. The smaller channel size can make the 
larger heat transfer area per unit volume. But if high pressure fluid flows inside the channel, the channel wall 
can be deformed, the structure and shape of flow channel and header have to be designed appropriately. In this 
study, the design methodology of PCHE channel in high pressure environment based on pressure vessel codes 
was investigated. And this methodology was validated by computation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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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설명 -

S : 응력 (MPa)
E : 이음계수

I : 관성 모멘트 (m3)
P : 압력 (bar)
T : 온도 (℃)
t : 구조의 두께 (m)

h : 채널의 높이 (m)
w : 채널의 폭 (m)
R : 헤더의 내부반지름 (m) 
N,M,Q : 점의 위치

첨자

b : 굽힘 효과에 근거

m : 막에 근거

t : 전체(막과 굽힘 효과 모두)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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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wo different types of channel, (a) I–type 
(b) N-type

Fig. 2 Schematics of cross sections at the channel 
part (a) and the header part (b)

1. 서 론

인쇄기판형 열교환기(Printed Circuit Heat 
Exchanger, PCHE)는 화학적 식각 등의 방식으로 

금속박판에 유체의 유로를 형성하고 이렇게 생성

된 전열판을 적층하여 고온고압 환경에서 이종 

용가제 없이 모재의 금속분자 확산만을 이용하여 

접합하는 확산접합(diffusion bonding)방식으로 제

작되므로 초고온, 극저온, 초고압 등의 극한환경

에서 높은 기계적 강도와 내구성을 가진다.(1) 또
한 금속박판에 유로를 미세하게 식각하여 형성시

킬 수 있으므로 유로의 수력직경을 미세채널 또

는 마이크로 채널로 형성시킬 수 있어 단위체적

당 전열면적을 크게 할 수 있으므로 열교환 집적

도를 1,000 m2/m3 이상으로 향상시킬 수 있어 열

전달의 고효율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집적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유로부분을 늘이고 유로의 

벽에 해당하는 금속부분을 줄일수록 유리하나 미

세채널로 이루어진 유로 내부에 고압 유체가 흐

르게 되면 유로 벽에 압력으로 의한 변형이 발생

하거나 크랙(crack)이 발생하여 고압유체의 누설

이 생길 수 있으므로 채널 간 금속박판의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채널 구조 및 두께를 설계하여

야 한다. 따라서 좁고 긴 채널의 벽면에 걸리는 

압력 강하에 대한 연구가 수차례 수행되었고,(2,3,4) 
유체 주입구의 위치에 따른 유동의 변화 및 관성

의 영향력도 여러 차례 수행되었다.(5,6) 본 연구에

서는 기존 압력용기 내압규격(7,8)을 이용하여 유

체의 상태에 따라 인쇄기판형 열교환기 전열판과 

유로를 설계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동일 

유동조건에 따른 전산해석을 통하여 설계 결과를 

검증하였다. 

2. 본 론

본 연구에서는 스테인리스 스틸 316L을 이용하

여 PCHE를 설계하고자 한다. Fig. 1과 같이 각 

판에 수많은 평행한 채널을 (I 형 또는 N 형) wet 
etching 방식으로 식각하고, 이 판들을 나란히 쌓

아 올린 후 확산 접합하여 채널 부분을 제작한

다. 본 연구에서 목표로 하는 판의 사이즈는 600 
×400×1.5 mm이고, 저온부 및 고온부 각각 150장 

식 쌓도록 설계한다. 저온부 및 고온부 작동 유

체의 입, 출구 역할을 하는 헤더의 위치는 채널

의 종류에 (I 형 또는 N 형) 따라 달라지는데, 반

원통 형태로 설계하여 확산 접합 방식을 통하여 

열교환기에 부착시키도록 한다. 작동 유체는 초

임계 이산화탄소이고, 목표로 하는 최대 압력 및 

최고 온도는 각각 200 bar와 200℃ 정도이다. 채
널 내에 고압이 작용하게 되므로 내구성 있는 구

조 설계가 중요하다.(9)

2.1 막응력 및 전체 응력

구조 설계 시, 특정 압력이 가해진 채널을 둘

러싸고 있는 벽(고체) 파트는 막응력(membrane 
stress)을 받거나 굽힘 응력을 받게 된다. Fig. 2는 

PCHE 판형 채널의 단위 구조 및 헤더의 단면을 

나타낸 것인데, 코너 부분, 채널의 상하, 좌우 부

분 및 헤더의 외곽 부분에 가해지는 막응력 및 

굽힘 응력은 각 벽 부분의 두께에 따라 달라진



유체 내압을 고려한 인쇄기판형 열교환기의 채널구조 및 헤더 설계 769

다. 이 응력들이 채널의 벽 부분이 견딜 수 있는 

응력보다 크게 되면 채널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이 값보다 작게 설계를 해야 한다. 최대 허용 응

력을 S라 하고, 이음 계수를 E라 할 때,(E=0.7) 
막응력( )은 SE보다 작아야 한다.(10) ( ≤  ) 

각 부분에 걸리는 전체 응력 ( )은 막응력과 굽

힘 응력의 합으로 계산되는데, 이 값은 1.5SE 보
다 작아야 한다.(10) ( ≤  )

 2.1.1 판 내부의 채널 부분

특정 압력( )이 채널 내부에 가해졌을 때, 막
응력과 전체 응력은 각 부분에 걸리는 힘 및 모

멘트를 바탕으로 구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 사

용한 식들은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 division 8의 부록 13장에 근거한 것으로, 


 ≫ 

의 조건에 해당되는 결과식이다.(7) 

Fig. 2(a)에서 두께가 인 측면의 막응력 ( ) 

및 굽힘 응력 ( )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은   에 대한 관성모멘트로서 

이다.)

 

            (1)

 


    (점 N)

 

  (점 Q)

따라서 점 N과 Q에서의 전체 응력 ( )은 각각

 





    (점 N)     (2)

 




  (점 Q)              (3)

이 된다. 
두께가 인 측면의 막응력( ) 및 굽힘 응력

( )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는 에 대한 

관성모멘트로서 
 이다.)

 

                               (4)

   

  (점 M, Q)

따라서 점 M과 Q에서의 전체 응력( )은

   




  (점 M, Q)    (5)

이 된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두께가 인 지지대의 막응

력( ) 및 굽힘 응력( )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6)

  

따라서 전체 응력( )은

 

                                (7)

이 된다.

 2.1.2 헤더 부분

Fig. 2(b)와 같이 헤더의 단면은 한쪽 면이 고

정되어 있는 반원통 형상으로 도식화할 수 있다.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압력( )이 가해

졌을 때, 헤더의 원형 둘레부분에 걸리는 막응력

과 전체 응력을 도출하였다.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 division 8의 부록 13장 참

조) Fig. 2(b)를 참조하여, 헤더의 둘레에 걸리는 

막응력( ) 및 굽힘 응력( )은 다음과 같이 표

현된다.(10) (는 에 대한 관성모멘트로서 
  

이다.)

 

  (8)

 
  







따라서 전체 응력 ( ) 은

 




  







 (9)

이 된다.
일반적으로 지름이   이고, 두께가 인 원통

에 동일한 압력이 가해졌을 때, 전체 응력은 

′ 


   으로 계산된다. 식 (9)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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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aximum allowable stress about the 
temperature based on the data (blue circles) 
from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 
division 2 with the fitting lines.(black curves)

Table 1 Specific lengths of the structure for COMSOL　
simulation work

w 
(mm)

h 
(mm)

d 
(mm)

t1 
(mm)

t2 
(mm)

t3 
(mm)

2 1 10 1.5 0.43 0.30

 


 임을 고려할 때, 헤더와 같이 

한쪽이 고정되어 있을 경우, 완전한 원통보다 더

욱 큰 응력이 걸림을 알 수 있다. (  ′)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식 (1), (4), (6), (8)의 막

응력은 모두 SE 보다 작아야 하고, 식 (2), (3), (5), 
(7), (9)의 전체 응력은 1.5 SE보다 작아야 한다.

2.2 온도 및 압력에 따른 최소 두께의 변화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 간의 인력이 변하면서 

허용 응력도 변하게 된다. 식 (10)은 스테인리스 

316L의 온도에 따른 허용 응력의 관계식이다.

 ≤     [MPa],

           
  [MPa] (10)

위 식은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 
division 2를 참조하여 구한 데이터를 사용하였으

며, 판형 구조의 스테인리스 316L을 참고하였

다.(8) 최소자승법 fitting을 이용하여 2차식으로 나

타내었고, Fig. 3에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식 (1-9) 
및 식 (10)을 이용하면 일정한 압력 조건에서 온

도에 따른 최소 두께를 구할 수 있다. 즉, 각 조

건에서  ≤   및  ≤ 을 이용하면 최

소 두께값을 도출할 수 있다. Fig. 4(a-d)는 w = 2 
mm, h = 1 mm 및 R = 25 mm일 때의 최소 두께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각 온도대별로 최소 두

께의 변화를 보여줌으로써, 어떤 응력을 고려해

야 하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온도가 

올라갈수록 최소 두께는 커지게 되는데, 이는 온

도가 올라갈수록 허용응력이 작아지면서 더 큰 

두께의 벽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림에 의하면 

채널부의 외곽 벽( )이나 채널 위벽( )은 전체 

응력을 고려하는 것이 안전하지만, 채널 사이의 

벽( )이나 헤더 부분의 외벽( )은 막응력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특히, 헤더 외벽의 경

우에는 온도에 따라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응력의 종류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두 가지 응력

을 다 고려해보아야 한다. 다만 본론 2.1의 관계

식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 

  조건이 전제되어

야 하므로 실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본 조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같은 방법으로 특정 온도에

서 압력을 변화시킬 때 필요한 벽의 두께도 구할 

수 있다. (Fig. 5(a-d)) 마찬가지로 헤더 외벽의 경

우에는 압력에 따라서 주로 고려해야하는 응력의 

종류가 달라지므로 두 가지 응력을 모두 고려해

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온도 및 압력에 의한 고

체 자체의 팽창 및 수축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

2.3 전산해석 결과

앞선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COMSOL 전산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해석을 수행하였다. 전
산해석은 채널 부분에 한해서 수행하였고, 온도

와 압력 조건은 각각 100 ℃와 100 bar였다. 전산

해석을 위한 구조체는 Fig. 2(a)를 10 mm의 깊이

가 ( d ) 주어진 3D의 형태로 그려졌고, 조건은 

Table 1과 같다. 본 전산 해석에서 는 앞서 구

한 이론상의 최소 두께로 설정하였고, 는 최소 

두께보다 약 20 % 정도 크게 하였으며, 는 


 ≫ 

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전산해석에서는 각 채널 안에서 각각의 면에 

대해 100 bar의 등압이 가해지고, 블록 전체에 

100 ℃의 온도가 정상상태로 가해진다고 가정하였

다. 채널은 3 by 3, 총 9개로 한정하여 전산해석

을 수행하였다. 금속은 SUS 316L이고, 금속의 물

성치들(density, heat capacity, conductivity, Young’s 
modulus, Poisson’s ratio,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은 COMSOL에 내재된 값으로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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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inimum wall thickness about the temperature 
variation for (a)  , (b)  , (c)  , and (d)   
for P=150 bar. Red and blue curves denote the 
corresponding values from membrane stress and 
total stress, respectively. Also, in (a), the 
dash-dotted and the solid blue curves indicate at 
N and Q, respectively

Fig. 5 Minimum wall thickness about the pressure 
variation for (a)  , (b)  , (c)  , and (d)   
for T=300 ℃. Red and blue curves denote the 
corresponding values from membrane stress 
and total stress, respectively. Also, in (a), the 
dash-dotted and the solid blue curves indicate 
at N and Q,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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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otal displacement of the 3 by 3 structure

Fig. 7 Stress distribution of 3 by 3 structure

였다.
전산해석의 결과는 Fig. 6에 나타나는데, 각 채

널은 주어진 압력과 온도에 따라 변형을 보였다. 
블록의 옆 부분도 변형도 변형되었지만, 주로 블

록의 밑의 줄, 그 중에서도 가운데 채널의 바닥

이 가장 큰 변형을 가져왔고, 변형의 크기는 최

대 수백 마이크론이었다. Fig. 7은 전산해석으로 

나타난 local stress의 분포를 보여준다. 채널과 채

널 사이의 벽에서의 값이 다른 곳에서의 stress 
값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사각 채

널의 모서리 부분에 stress가 집중되고 있음을 보

여준다. 본 연구 결과로서 구한 최소 두께의 구

조에서의 최대 stress 값은 실제 SUS 316L의 100 
℃ 에서의 허용 응력과 joint factor의 곱인 80.5 
MPa 보다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코너 

부분은 stress가 국부적으로 매우 크게 계산되어 

80.5 MPa 보다 더 높은 점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시뮬레이션의 성격상 코너의 

좁은 한 점에 stress가 몰리면서 값이 크게 계산

되는 것으로서, mesh의 크기에 따라 해당 값이 

변하게 된다. 이는 코너에 round를 주게 되면 해

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채널과 

채널 사이의 얇은 벽에도 허용치에 거의 근접한 

80.3 MPa 등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본 논문의 

Section 2.1 계산 값들이 특정 지점에서의 평균 

stress를 대상으로 하는데 반해, 시뮬레이션은 

local stress를 모두 나타내기 때문에 생기는 차이

이다. Fig. 7에서 허용치에 근접한 부분이 매우 

협소한 것을 감안했을 때, 평균치를 비교하게 되

면 결과적으로 본 계산 값보다 더 작은 값이 나

올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Section 2.1과 2.2에서 주어진 제시한 최소한의 벽

두께의 결과가 적절함을 보여 보여준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얇은 판에 채널을 식각하여 쌓

아 올린 인쇄기판형 열교환기의 두께 조건에 대

하여 이론적으로 접근하고, 이를 전산해석을 통

하여 검증하였다. 우선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를 이용하여 각 채널 벽에 걸리는 응

력을 도출하였고, 이를 최대 허용 응력과 비교하

여 각 부분의 최소 두께를 도출하였다. 또한 온

도에 따른 최대허용응력의 크기를 고려하여 각 

온도 및 압력 대 별 고려해야 하는 응력 및 수식

의 종류를 구하였다. 그리고 각 부분 별 최소 두

께를 이용하여 COMSOL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산

해석을 수행하여 그 구조 변화 및 부분 응력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구조의 변화는 매우 미비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각 지점에서의 응력은 허용 

응력보다 작아서, 앞선 이론적 접근을 신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쇄기판형 열교환기는 고온고압 환경에서 사

용될 수 있도록 채널 벽이 고압에 견딜 수 있도

록 두꺼워야 하는데, 그 두께가 너무 크면 채널

의 개수가 줄어들어서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와 같은 최소 두께에 대한 연구는 

실험적으로도 수행되어 보다 실질적인 두께 도출

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본 열교환기에서 채널 

벽은 채널과 외부의 압력 차이를 견디는 것 이외

에도 제작 시 필요한 외압 등도 견뎌야 하므로, 
보다 현실적인 설계를 위해서는 제작 외압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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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추가적으로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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