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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세정장치가 장착된 판형 열교환기 파울링 제거에 관한 실험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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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공조기나 냉동기에 사용되는 열교환기는 사용용도나 설치조건, 유체종류 등에 따라 구조가 각각 다른 

여러 종류가 개발되어 있지만, 그 중 가장 일반적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것은 다관식(shell & tube)과 판형

(plate) 열교환기이다. 이들 열교환기는 성능저하의 가장 큰 원인은 열교환기 전열관(tube) 또는 전열판(plate)의 

오염(fouling)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열교환기 세정 시 장치운전을 정지해야 함으로 산업용의 경우 제품 공정의 

중단이나 교체 등이 필요하고, 열교환기를 분해하여 전열판(plate)을 세정하고 다시 조립해야 한다는 불편한 점이 있

다. 또한, 수작업이나 화학적 세정작업은 작업 후 초기에는 전열효율이 높게 유지되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오염

원이 축적되면 전열효율은 급격히 저하되는 단점이 있어 상기의 수작업에 의한 불편이나,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 해결 

및 지속적으로 높은 전열효율을 유지할 수 있는 자동 오염제거장치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자동세정

장치가 장착된 시제품의 개발하였으며, 시제품 테스트를 위하여 테스트 장소로는 양어장으로 선정하였다. 양어장은 

여름과 겨울을 포함하여 4계절을 항상 설정된 일정한 온도로 유지 하여야 한다. 양어장에 투입 사용되는 해수는 히트

펌프를 이용하여 해수의 온도를 가열 또는 냉각하여 양어장으로 공급이 되게 된다. 양어장에 사용되는 해수용 히트펌

프에 사용되는 열교환기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는 열교환기내의 미생물의 기생 및 증식과 슬러지의 완벽제거가 어려

움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림 1의 그래프와 같이 시제품 가동 10일 경과 후는 시제품

을 장착하여 세정을 하였을 경우는 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2.9% 열교환량이 뛰어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30일 경

과 후는 9.6%, 60일 경과 후에는 18.9% 정도 시제품을 장착하여 세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세정을 하는 경우 열교

환량이 뛰어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를 통하여 시제품을 장착하여 세정을 하는 경우 판형 열교환기의 세정을 통한 

열교환 하락 방지 효과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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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자동세정장치를 사용했을 경우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판형 열교환기의 열교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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