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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sket 방식 형 열교환기의 고· 온부 유량  압력차에 

따른 압력강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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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a gas engine based cogeneration system, heat is recovered from two parts, 

which are jacket water and exhaust gas. The heat from the jacket water is often recovered 

by a plate type heat exchanger and used for the room heating and/or hot water supply. 

Depending on the operating conditions of engine and heat recovery system, there should be 

imbalance in the flow rate and supply pressure between engine and heat recovery side of 

the heat exchanger. The imbalance cause the deformation of the plate, which affects the 

pressure drop characteristics. In the present study, the pressure drop inside the heat 

exchanger has been investigated in a 1/5 scaled test rig and compare with the experimental 

correlations, which are used for th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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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호  설  명 

 Dh :  채 의 수력 직경 [m]

 f :  마찰계수

 Gp :  포트 내의 질량 유속 [kg/m
2
 s]

 Re : Reynolds 수, uch Dh / ν
 uch :  채  내의 벌크 속도 [m/s]

 그 리 스  문 자

 ΔP : 압력강하 [Pa]

 ΔPp : 포트에서의 압력강하 [Pa]

 ΔPc : 채 에서의 압력강하 [Pa]

 ν : 동 성 계수 [m2/s]

 ρ : 도 [kg/m3] 

1. 서 론

재 우리나라는 제2차 력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7년까지 2,700 MW의 력을 소형

열병합발 을 통해 공 할 계획을 갖고 있다. 지

까지 소형열병합발 은 주로 아 트 단지 등에 

보 되어 왔고 부분 200~500kW의 작은 용량 

수 으로서 이들만으로 2,700MW의 목표를 달성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목표를 달성하기 

해서는 1~5MW 의 가스엔진 열병합발  시스

템이나 5~10MW 의 소형가스터빈 열병합발  

시스템이 극 으로 보 되어야 한다.(1) 



- 190 -

(a)

(b)

Jacket water HX

HRSG

Gas E/G

Getset

Scope of the present study

Hot side
Cold side

Gas E/G PHX Heating Hot water

(c)

Plate Assembly

Fig. 1 Gas engine CHP system; (a) system 

composition; (b) jacket water heat 

recovery system; (c) heat exchanger 

for jacket water heat recovery

(a)

(b)

Fig. 2 Experimental setup; (a) Schematic 

diagram; (b) Photograph

본 연구에서는 1MW 의 가스엔진을 기반으로 

열병합시스템을 구성하는 데 가장 핵심이 되는 

기술인 배열회수 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1MW

에서 10MW 에 해당하는 소형 열병합 시스템이 

주로 활용되는 형 병원, 자립형 공장, 온천 리

조트 등의 경우에는 온수를 이용한 탕, 난방 

수요 이외에 증기 형태의 열수요가 있는 경우가 

많아지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ig. 1(a)

에 보인 바와 같이 가스엔진의 엔진 냉각수의 열

은 온수로 배가스는 증기의 형태로 배열을 회수

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 다.(1) 

엔진 냉각수의 열을 온수로 활용할 때에는 

형 열교환기가 리 이용된다. 형 열교환기는 

여러 장의 주름진 을 포개어 유로를 형성하여 

열교환을 이루도록 한다. 과 을 체결할 때에

는 사용압력에 따라 Gasket, 용 , 납땜 등의 방

식을 용한다.(2) 본 연구에는 Gasket 방식으로 

체결한 형 열교환기를 채택하 다.

엔진 냉각수에서 열을 회수하는 시스템은 

탕, 환수 온도 설정  배  등 설치 환경에 따

라 열회수 측의 유량  압력이 달라지게 된다. 

한 운  에서도 기  열 부하에 따라 고

온부와 온부 작동유체의 유량  압력에 변화

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Gasket 방

식으로 체결한 형 열교환기의 경우 에 미세

한 변형이 생기게 되고 이는 압력강하에 큰 향

을  수 있다.(3) 

 이에 본 연구에서는 1MW  가스엔진 열병합 

발  시스템의 엔진 냉각수 열회수 장치의 1/5 

스 일 모형을 제작하고 압력강하를 측정하 다. 

고온부와 온부의 유량  압력이 같은 조건에

서 실험을 수행하여 설계를 해 제안된 실험식 

들(4, 5)과 비교하고 리 이용되는 Kumar 상 식
(4)에 하여 보정계수를 제시한다. 고온부,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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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 Pressure loss prediction by correlation 
(4); (a) pressure drop; (b) portion of 

port loss over the total pressure drop

부의 운  조건 변화에 따른 향을 찰하기 

해 각각의 유량  압력을 변화하여 압력 강하를 

측정하 고 이를 설계에 사용되는 상 식과 비교

한다. 

2. 실험 장치  방법

가스엔진을 이용한 열병합 발 에서 엔진 냉각

수의 에 지는 형열교환기를 이용하여 온수의 

형태로 탕 는 난방에 활용하게 된다 (Fig. 

1(b)). 결과 으로 배열회수 시스템은 Fig. 1(c)와 

같이 운  조건에 따라  형 열교환기의 경우 

같은 형태의 을 여러 장 겹쳐 반복 사용하는 

구조(Fig. 1(c))로 되어(2) 난방  탕 목 을 

해 설계할 경우 고온부, 온부의 유량, 온도차에 

따른 열교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탕 는 난방 조건을 모사하

여 형 열교환기의 성능을 악하기 하여 

Fig. 2(a)와 같이 고온부  온부에 각각 폐회

로를 구성하도록 실험장치를 고안, 제작하 다. 

가스엔진의 냉각수는 약 10 t/h의 유량으로 98℃

로 배출되고
(6)
 본 실험에서는 1/5 용량에 맞추어 

2 t/h의 유량으로 공 되도록 설계를 수행하 다. 

본 논문에서는 압력강하를 다루지만 실험장치는 

열 달 실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가

스엔진 냉각수에 해당하는 고온의 물은 해당 온

도의 온수가 공 되도록 제어 장치를 수정한 온

수 보일러(경동 나비엔 GTG1035)를 통해 공 하

다. 열병합 시스템에서 수용가에 해당하는 

온부의 경우에는 온수를 사용하는 조건을 열교환

기 출구에서 일부 온수를 배출하는 것으로 구

하 고 배출량은 열교환기 입구 온도와 연계가 

되도록 설계하 다. 보일러의 버 에 별도의 밸

를 설치하여 부분부하 조건에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하 다.

엔진  수용가 측의 물은 인버터로 제어되는 

별도의 펌 로 공 하 고 배수량과 보충수량을 

조 함으로써 작동유체의 압력을 제어하 다.  

고온부와 온부의 유량은 각각 열교환기의 고온

부 출구  온부 입구에서 자식 유량계를 이

용하여 측정하 다. 열교환기의 입구  출구에

서 압력을 측정하여 실험 조건을 설정하 다. 고

온부, 온부 입출구의 차압은 해당 범 에서 교

정한 별도의 차압계를 설치하여 측정하 다.

3. 결과  토의

3.1 압력강하 설계  검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열교환기는 100 kW의 열

량을 달하기 하여 열 달 면  1.89 m2의  

23개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고온부, 온부 각

각 11개의 채 을 형성하게 된다. 가스엔진 원동

기에 내장된 펌 의 최  외부 허용 압력강하는 

약 100 kPa이며(6), 1/5 스 일의 모형으로 진행한 

본 연구에서는 배 에서의 압력강하를 고려하여 

형 열교환기에서의 압력강하를 10 kPa로 설정

하 다. 열 달 면  여유분을 10%로 설계한 형

상  운 조건에 하여 Kumar의 계식(4)으로 

측한 압력강하는 최  유량 조건에서 약 5 

kPa이 발생할 것으로 측된다 (Fig. 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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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 Modification of Kumar's correlation(4) to 

be matched with the experimental data 

; (a) hot side; (b) cold side

(a)

(b)

Fig. 5 Friction factor compared with 

correlations; (a) hot side; (b) cold side

형 열교환기에서의 압력 손실은 작동 유체가 

포트  과 사이에 형성된 채 을 거치면서 

발생하게 된다. 포트에서의 압력손실을 식(1)에 

의해 계산하여 채 에서의 압력손실 측값과 비

교하여 Fig. 3에 제시하 다.  

    

 
(1)

본 연구에서 채택한 형 열교환기의 경우 부

분의 압력강하가 채 에서 발생하여 포트에서 발

생하는 압력강하는 체의 1.2% 이내일 것으로 

측되었다 (Fig. 3(b)).

실험결과에서 구한 고온부와 온부에서의 마

찰계수를 Kumar의 계식과 비교하여 Fig. 4에 

제시하 다. 고온부의 경우 압력 손실값이 계

식으로 비교  잘 측이 되지만 유량이 작은 

Reynolds 수 80에서 150의 범 에서 Reynolds 

수에 따른 마찰계수 변화율이 계식보다 큰 것

을 볼 수 있다. 실험값과 맞추기 한 보정계수

는 0.84로 구해졌다. 온부의 경우 Reynolds 수

가 낮은 경우에도 기울기는 Kumar의 계식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보정계수를 곱할 경우 잘 

일치하지만 마찰계수의 값은 측값보다 훨씬 작

게 측정되어 보정계수는 약 0.35로 구해진다. 

Kumar의 계식이 발표된 이후 Kumar의 

계식에서 고려되지 않은 형 열교환기의 쉐 론 

각도나 확장율 등의 기하학  조건을 반 한 

계식 들이 발표되었다.(5) Kumar이외의 계식을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Fig. 5에 제시하 다. 고온

부에서 얻은 실험결과는 Wanniarachchi의 계

식과 잘 일치하는 경향을 보 고 온부에서 얻

은 결과는 검토한 4가지 계식 모두 보다 50%

이상 작은 것을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한 

운  조건 범 에서 4가지 계식들 사이에도 

50%이상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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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6 Effects of flow rate (Reynolds number) 

of the other side on the frication 

factor; (a) hot side; (b) cold side

(a)

(b)

Fig. 7 Change of friction factor upon the 

supply pressure of working fluid; (a) 

hot side; (b) cold side

3.2 고▪ 온부 운 조건 차이 

엔진의 부분부하 운 이나 탕, 난방 부하의 

변동에 따른 향을 보기 하여 고온부와 온

부의 유량 변화가 압력강하에 미치는 향에 

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Fig. 6). 고온부의 경우 

온부의 유량 (Reynolds 수)이 증가할수록 마찰

계수가 커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온부의 경

우에는 이와 같은 경향을 뚜렷하게 찰할 수는 

없지만 고온부에 물을 공 하지 않은 경우 (Fig. 

6(b)의 •기호) 마찰계수가 5%가량 감소하는 것

을 찰할 수 있다. 

유량에 비해 작동유체의 압력은 압력강하 특성

에 큰 향을 다 (Fig. 7). 고온부의 경우 작동 

유체의 공  압력이 증가할수록 마찰계수가 감소

하는 경향을 보인다. 온부의 경우에는 작동유

체를 1.9 기압으로 공 한 경우와 2.8 기압으로 

공 한 경우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0.1 

기압으로 공 한 경우에는 마찰계수가 유량이 작

은 경우 (1 m3/h) 2배 이상 증가하는 결과를 얻

었다. 

고온부와 온부의 공  압력을 다르게 하여 

압력 손실을 측정한 결과를 Fig. 8에 제시하 다. 

양측의 공  압력이 2기압으로 같은 경우 (Case 

1)에 비하여 온부의 압력을 1기압으로 감소시

킨 경우 (Case 2)에는 고온부의 압력 손실은 

40%이상 크게 감소하고 온부의 압력 손실은 2

배가량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 로 온

부의 압력을 2기압으로 유지하면서 고온부의 압

력을 1기압으로 낮춘 경우(Case 3)에는 Case 2에 

비해 변화폭은 작지만 압력 손실이 고온부에서 

증가하고 온부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4.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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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8 Effects of the pressure of the other side 

on the friction factor; (a) hot side; (b) 

cold side; Descriptions of the cases are 

found in the text.

본 연구에서는 1MW  가스엔진 열병합 발

의 엔진 냉각수 열회수 장치의 1/5 스 일 모형

에 하여 압력강하 실험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

은 결론을 얻었다. 

(1) Gasket 방식의 형 열교환기에서 압력강하

는 열 달에 비해 상 측의 운 조건에 따라 민감

하게 변화한다. 

(2) 상 측의 운 조건 에는 유량보다 압력

이 마찰계수에 큰 향을 다. 

(3) 상 식을 이용하여 압력강하를 측할 경

우에 기하형상 뿐 아니라 운  조건에 따른 보정 

계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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