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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천연가스 액화 공정이나 LNG 증발 가스의 재액화 공정과 같이 

초저온 수준의 냉각이 필요한 System 은 높은 수준의 냉각 효율을 

얻기 위해 복잡한 열전달 Network 를 가지고 있다. Multi-Stream 열 

교환기는 다중 매체 간의 열교환을 하나의 장비에서 수행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와 같은 System 에서 설비 복잡도와 장비의 설치공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Plate fin 열교환기(Plate Fin Heat Exchanger, PFHE)는 Multi-

Stream 열 교환기 중 하나로 평판과 평판 사이에 특정 형상의 Fin 을 

깔아 형성한 유로를 Layer 라고 부르며, 이를 겹겹이 쌓아 

Furnace 에 넣은 뒤 용융 접합시켜(Brazing) 제작하며, 주 재질과 

제작 방식을 따서 Brazed Aluminum Heat Exchanger (BAHX)라고 

불리기도 한다. 

열교환 Stream 의 개수에 따라 다양한 형상의 Layer 들이 적층되며 

그 양식을 Layer Stacking Pattern 이라고 부른다. Layer Stacking 

Pattern 에 따라 열 교환기 수평단면의 온도 Profile 이 결정되며, 

유로를 분할하고 있는 평판 간의 온도 차가 없을 때 가장 이상적인 

열전달이 이루어진다. 잘못된 Layer Stacking Pattern 결정으로 인해 

발생된 평판 간 온도 차의 증가는 열응력을 증가시켜 장비의 손상 

위험을 높일 수 있다. 

Plate fin 열교환기의 설계에 있어 상용 Software 로는 열교환기의 

형상 및 Stream 당 필요 Layer 의 개수 정보를 얻어 낼 수는 있으나 

Layer Stacking Pattern 의 결정은 전문가의 경험과 시행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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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Trial & Error)을 통해 도출해내야 하는 상태이며, 근래에 들어 

Layer Stacking Pattern 최적화와 관련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으나 

정상 운전 상태만이 설계 조건으로 고려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Layer Stacking Pattern 에 따른 온도 Profile 을 

계산해 낼 수 있는 상용 Software 인 Aspen-EDR, PFIN 의 Layer 

by Layer Mode 를 통해 Plate Fin 열 교환기의 성능을 평가하고, 

Genetic Algorithm 을 기본으로 한 최적화 방법을 도식화하여 

수평단면의 Plate 간 온도 차가 최소인 최적 Layer Stacking 

Pattern 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이 논문에서 제시된 

Layer Stacking Pattern 최적화 방법론은 Fitness Function 에 

비정상 운전 상태에서의 Plate 간 온도 차를 가중법(Weight 

method)을 이용하여 반영함으로써 설계 조건에서의 높은 열전달 

성능을 가지면서도 비정상 운전 조건에서 열응력 발생으로 인한 장비 

손상 우려가 낮은 최적의 Layer Stacking Pattern 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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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천연가스 액화 공정이나 LNG 증발 가스(Boil Off Gas)의 재 액화 

공정은 메탄(CH4)이 주성분인 천연가스를 LNG 로 만들기 위해서 약 

-160℃까지 냉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초저온 냉각 사이클은 

일반적인 냉동 시스템이 약 3 의 성적계수(COP)를 가지는데 비하여 

1 이하로 낮은 수준의 냉각 효율을 가지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냉매간에 자체적으로 열교환을 하거나 남는 냉열을 회수하기 위해 

복잡한 열전달 Network 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System 에서 Multi-

Stream 열교환기는 다중 매체 간의 열교환이 하나의 장비에서 

이루어지므로 동일한 System 에서 Shell & Tube Heat Exchanger 와 

같은 Two Stream 열교환기에 비해 설비의 복잡도와 장비의 

설치공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림 1 천연가스 액화 공정
①
의 Process Schematic Diagram [1] 

 

                                            
①
 Single Mixed Refrigerant Process(SMR), licensed by Black & Veatch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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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e Fin 열교환기②는 Multi-Stream 열교환기의 일종으로 평판과 

평판 사이에 특정 형상의 Fin 을 깔아 형성한 유로를 Layer 라고 

부르며, 이를 겹겹이 쌓아 로(Furnace)에 넣은 뒤 열을 가하여 용융 

접합(Brazing) 시킴으로써 제작된다. 주 재질과 제작 방식을 따서 

Brazed Aluminum Heat Exchanger (BAHX)라고 불리기도 한다.  

Plate Fin 열교환기는 열교환이 이루어질 Stream 의 개수에 따라 

다양한 형상의 Layer 들이 적층되며 그 양식을 Layer Stacking 

Pattern 이라고 부른다. Layer Stacking Pattern 에 따라 Plate 를 

사이에 두고 인접할 Stream 의 종류가 결정되고 그에 따라 열전달 

양상이 달라지게 된다. 이상적으로는 동일 Stream 에 할당된 

Layer 간에 전달된 열량이 일정하게 고른 열교환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열전달의 불균형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열교환기의 

수평단면에서 평판간의 온도 구배 (이하 Metal Temperature 

Profile)가 형성된다. 만약 잘못된 Layer Stacking Pattern 결정으로 

인해 평판 간 온도 차가 커지면 열전달 효율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System Shutdown 등의 비정상 운전 상황에서 장비에 작용되는 

열응력을 증가시켜 장비의 손상 위험을 높일 수 있다. 

Plate fin 열교환기의 설계에 있어 기존 연구 내용이나 상용 

Software 로 열교환기의 형상 및 Stream 당 필요 Layer 의 개수 등의 

Sizing 정보를 얻어 낼 수 있고 결정된 Layer Stacking Pattern 에 

따른 Plate fin 열교환기의 성능과 Metal 의 온도 구배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Layer Stacking Pattern 의 결정은 전문가의 경험과 

시행착오 법(Trial & Error)을 통해 도출해내야 하는 상태이다. 

                                            
②
 Plate Fin Heat Exchanger (PF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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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동기 
 

선박 및 해양플랜트는 장비 집약적인 산업으로 주요 기자재에 대한 

설계 기술 확보와 국산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실선에 적용되는 Plate Fin type 열 교환기는 Chart, 

Kobelco, Linde, Nordon 및 Sumitomo 社 등의 해외 업체로부터 공급 

받고 있으며, 국내업체로는 동화엔텍에서 국책과제를 통해 

개발하였으나 적용 실적은 제한적이다.  

현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Vendor 로부터 Plate Fin 열교환기의 

Datasheet 을 접수 받아 보면 장비의 치수 정보, 열교환 Stream 당 

Layer 개수, 각 Layer 에 적용된 Fin Type 그리고 Weight 정보 등을 

확인 할 수 있으나 Layer Stacking Pattern 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 동일한 Size 의 열교환기라 하더라도 Layer Stacking 

Pattern 에 따라 열교환기 성능에 큰 차이를 보일 수 있고 Process 

Dynamic Simulation 을 수행하려고 할 때에도 필요한 정보이나 

Vendor 고유의 기술로 인식되어 쉽게 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실정이다. 과거 업무 진행 과정에서 Reverse Engineering 을 통해 

Layer Stacking Pattern 을 유추하고자 하였으나, 일일이 가정된 

Pattern 에 대한 Metal Temperature Profile 을 Estimation 하고 그 

온도 차를 줄이기 위해 시행착오 법을 통해 결과를 얻을 수 밖에 

없었고 열교환 양상이 복잡해 질수록 한계를 느끼게 되었다. 

또한 Plate Fin 열교환기는 Spiral Wound 열교환기③에 비하여 단위 

                                            
③
 Spiral Wound Heat Exchanger(SWHE), Multi-Stream 열교환기의 일종으로 Base 

Load LNG 액화 플랜트에 적용된 다수의 실적이 있으며, 공급 업체에 따라 Coil 

Wound Heat Exchanger(CWHE)로 불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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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피당 가용한 열전달 면적이 크기 때문에 저렴하고 설치공간도 작게 

차지하는 장점이 있지만 재질과 제작방법의 특성상 열응력에 

취약하다는 단점 때문에 Baseload 액화 플랜트에서는 적용 실적이 

적다.  

상기와 같은 이유에서 정상 운전시에 균일한 Metal Temperature 

Profile 을 가져서 좋은 열전달 성능을 보이면서 열응력이 걸릴 수 있는 

비정상 운전 상황에서도 온도 차가 크지 않아 열응력으로 인한 장비 

손상 Risk 가 적은 Layer Stacking Pattern 을 얻어 낼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표 1 Comparison Table of PFHE and CWH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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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 현황 
 

과거 대부분의 Plate Fin 열교환기와 관련된 연구는 Fin type 에 따른 

Heat Transfer Coefficient 와 Fanning Friction Factor 에 관한 

Correlation 을 찾아내는데 목적이 있었으며, 이후 Layer Stacking 

Pattern 을 고려하지 않고 이상적인 열전달 상황으로 가정한 후 최적 

Size 를 도출하기 위한 최적화 알고리즘과 관련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1991 년 S.V. PRASAD 에 의해 Layer Stacking Pattern 에 따른 

Plate Fin 열교환기의 성능 예측에 대한 Article 이 발표되었으며, 이후 

Layer Stacking Pattern 을 고려하여 Plate Fin 열교환기의 Metal 

Temperature Profile 을 계산하기 위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에 의해 현재는 Aspentech 社의 Exchanger 

Design and Rating –Platefin (이하 Aspen EDR-PFIN), HTRI 社의 

Xchanger Suite – Xpfe 그리고 Honeywell 社의 Unisim Heat 

Exchangers – Plate-Fin Exchanger Modeler 등과 같은 상용 

Software 를 통하여 Plate Fin 열교환기의 Sizing 을 쉽게 수행할 수 

있다. 

Layer Stacking Pattern 결정을 위한 방법론들도 꾸준하게 연구되어 

왔으나 대부분 시행착오 법에 기반을 두고 있었으며, 근래에 들어서 

인도(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등) 와 중국(Xi’an Jiaotong 

University 등)의 연구집단을 중심으로 최적화 알고리즘을 통해 Layer 

Stacking Pattern 결정하기 위한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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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구 목적 
 

본 연구를 통해 Plate Fin 열교환기의 구성 및 설계 방법론을 

정리하고 Layer Stacking Pattern 의 결정에 있어 최적화 알고리즘을 

통해 종래의 시행착오 법을 탈피하여 정상 운전상태에서 열전달 성능이 

높으면서도 예상되는 비정상 운전 상태에서 열응력으로 인한 장비 손상 

위험이 낮은 Layer Stacking Pattern 을 도출하는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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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Plate Fin 열교환기 소개 
    

 

제 1 절 Plate Fin 열교환기 구성 
 

Plate Fin 열교환기 는 Multi-Stream 열교환기의 일종으로 평판과 

평판 사이에 특정 형상의 Fin 을 깔아 형성한 유로를 Layer 라고 

부르며, 이를 겹겹이 쌓아 로(Furnace)에 넣은 뒤 열을 가하여 용융 

접합(Brazing) 시킴으로써 제작된다.  

최 외측의 Plate 를 Cover sheet 또는 Cap sheet 이라고 부르며 

유로를 분할하고 있는 Plate 는 Parting Sheet 이라고 한다. Heat 

transfer fin 은 열교환기의 중앙부에 위치하여 실제 열전달이 일어나는 

구간이며 각 Stream 은 Header 를 통해 열교환기에 공급되어 각각의 

할당된 Layer 들로 분배 된다. 각 Layer 들의 Fin 외곽 측은 Header 

부분을 제외하고 End bar 와 Side bar 로 봉해져 있다. Layer 로 

공급된 Stream 들은 Distribution fin 에 의해 전체 열전달 면적에 

고르게 분배되며, 일반적으로 Distribution fin 이 차지하고 있는 구간은 

열설계에 있어서 전열 면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열교환기의 실제 설치 방향에 따라 실제 넓이(Width), 길이(Length), 

높이(Height)는 가르게 표현할 수 있으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Plate 

Fin 열교환기의 Three Dimension 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 Length : 유체 흐름 방향 또는 반대 방향 

- Width :  유체 흐름의 교차 방향 

- Height: Layer 가 적층되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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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Schematic Drawing of PFH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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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e Fin 열교환기는 Furnace 에서 Brazing 되어 제작되기 때문에 

최대 Size 에 제약을 받게 되며 일반적인 최대 치수는 알루미늄 재질일 

경우 6.2m(  ) X 1.2m(  ) X 1.2m(  )이며,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경우 1.5m(  ) X 1.0m(  ) X 1.0m(  )이다[4]. 상기와 같이 구성된 

하나의 Plate Fin 열교환기를 Plate Fin 열교환기 Core 또는 

Block 이라고 부르며, 실제 Plate Fin 열교환기 설치 시에는 그림 3 과 

같이 Manifold 에 병렬로 연결된다. 

 

 

그림 3 Typical Assembly of PFHE in Parallel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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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Plate Fin 열교환기 사용 영역 
 

Plate Fin 열교환기는 일반적으로 100barg 이하의 사용 압력을 

가지며 -269℃ ~ 65℃(저압의 경우+204℃ 까지)의 사용 온도 

영역을 가진 공정에서 최대 15 개의 열교환 Stream 을 가질 수 있다. 

선박 System 의 경우 BOG)재액화 장치나 Fuel Gas 공급 장치 등과 

같은 BOG Handling System 에, 해양 System 의 경우 NGL 

Extraction 공정이나 LNG 액화공정에서 주 열교환기④ 또는 냉열 회수 

용 열교환기로 적용된다. 육상에서는 대형 LNG 액화 플랜트에 적용된 

실적은 적으나 다수의 Air Separation Unit 과 소형 Peak Shaving 용 

LNG 액화 공정에서 MCHE 로써 사용되고 있다. 

표 2 Plant Types and Applications [5] 

 
                                            
④
 Main Cryogenic Heat Exchanger (M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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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Plate Fin 열교환기 제작 과정 
 

Plate Fin 열교환기는 그림 4 와 같이 평판과 평판 사이에 특정 

형상의 Fin 을 깔아 형성한 유로를 Layer 라고 부르며, 이를 겹겹이 

쌓아 진공 로(Vacuum Furnace)에 넣은 뒤 열을 가하여 용융 

접합(Brazing) 시킴으로써 제작된다. 

 

 

그림 4 Manufacturing Process of PFH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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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Plate Fin 열교환기 Specification Sheet 
 

Plate Fin 열교환기의 설계를 Vendor 에게 의뢰하게 되면 아래 표 

3 과 같은 Specification Sheet 을 받을 수 있으며, 열교환기의 각부 

치수 정보와 Stream 당 할당된 Layer 의 개수, 적용된 Fin 의 형상 

정보와 같은 기본 정보는 제공되나 일반적으로 Layer Stacking 

Pattern 에 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 

 

표 3 Example Specification Sheet (Courtesy of Fives Cry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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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Plate Fin 열교환기의 설계 
 

 

제 1 절 Heat Transfer Mechanism  
 

아래 그림 5 와 같이 3 개의 stream 이 열교환을 하고자 할 때 Shell 

& Tube 열교환기는 하나의 Stream 을 분할하여 2 개의 열교환기를 

이용하여야 하지만 Multi Stream 열교환기는 하나의 열교환기에서 

다중 유체간의 열전달이 동시에 진행된다. Plate Fin 열교환기의 경우 

유로를 분할하고 있는 Parting Sheet(Plate)을 사이에 두고 유체간의 

열전달이 이루어지게 되며 Layer Stacking Pattern 에 따라 인접하여 

열전달이 이루어질 유체의 종류가 결정되기 때문에 열전달 양상이 

상대적으로 복잡하다.  

 

 

그림 5 Comparison of Heat Transfer Mechanism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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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Stream 열교환기의 경우 동일 Size 에서 최대의 열전달 효율을 

얻어내거나 지정된 열전달량을 얻기 위한 최소한의 Size 를 구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되지만 Multi Stream 열교환기의 경우 이뿐만 아니라 

각 Stream 별로 설계 시 지정된 출구 온도를 얻기 위해서는 각 

Stream 간의 전달되는 열의 분배 비율이 일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A 는 열을 빼앗길 Hot Stream 이고 B, C 는 열을 받을 

Cold Stream 이며 각 Stream 의 온도는 TA > TB > TC 일 때, Layer 

Stacking Pattern 을 잘못 결정하게 되면 아래 그림 6 과 같이 일부 

열전달 구간에서 Cold Stream 의 온도가 Hot Stream 의 온도보다 

높아져서 열전달이 이루어 지지 않는 Temperature Cross 현상이 

발생하거나, 열을 받아야 할 Cold Stream 이 자신 보다 더 낮은 

온도의 Cold Stream 과 인접하여 오히려 열을 빼앗기게 되는 Internal 

Heat Loss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열전달 효율을 

낮추어 전체 열전달량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Stream 간의 열전달 

균형을 무너뜨려 각 Stream 의 출구온도가 설계 수치와 달라지게 된다. 

  

 

그림 6 Internal heat loss of PFH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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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Temperature - Heat Content diagram ⑤ 
 

T-Q 선도는 Hot(또는 Warm) Stream 과 Cold Stream 의 열전달 

양상을 나타낼 수 있는 Graphical Tool 로써 열전달 Network 에서 

Pinch Analysis 와 같은 열역학적 분석을 위해 주로 사용된다. 

Shell & Tube 열교환기와 같은 Two Stream 열교환기와는 달리 

Multi Stream 열교환기의 Minimum Approach Temperature 와 

LMTD ⑥ 를 단순하게 계산할 수 없다. T-Q 선도 내에서 열교환이 

이루어질 Stream 들을 열교환 양상에 따라 Hot Stream 과 Cold 

Stream 으로 구분하고 각각 온도 구간 별로 Stream 들의 Heat 

Content 들을 합함으로써 Hot Composite Curve 와 Cold Composite 

Curve 를 그릴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다중 유체간의 열교환이지만 마치 Hot / Cold 두 

Stream 만의 열교환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는 초기 Plate Fin 

열교환기 설계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Plate Fin 열교환기는 열전달 성능(열전달 면적/단위 부피)이 좋아 

비교적 작은 온도 차만 있어도 적정 Size 로 설계가 가능하여 

Minimum Approach Temperature 는 열교환이 단일 상에서만 일어날 

경우 1℃까지, 상(Phase) 변화가 있는 경우는 3℃까지 낮게 설계될 수 

있으며 LMTD 는 일반적으로 3~6℃이다[4].  

LNG 액화 공정은 열교환 유체간의 온도 차가 클수록 Cycle 의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게 되므로 Plate Fin 열교환기 는 효율 향상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⑤
 이하 T-Q Diagram 또는 T-Q 선도 

⑥
 Logarithmic Mean Temperature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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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Composite Curve of Multi Stream Heat Excha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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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Fin Type의 선택 
 

Layer 와 Layer 사이에 열전달을 돕기 위해 설치되는 Fin 은 크게 

Plain, Perforated, Serrated 그리고 Herringbone 의 4 가지 Type 이 

있으며 그 형상과 특성은 그림 8 과 표 4 에서 각각 확인 할 수 있다. 

유로를 흐르게 될 유체의 종류와 필요한 Heat Transfer Rate 그리고 

설계 단계에서 결정된 압력강하 허용치를 참고하여 적용될 Fin 을 

결정하게 된다.  

Plain Fin 은 삼각 또는 사각 형태의 직관 형태로 내부를 흐르는 

유체의 Reynolds Number 가 낮거나 압력강하 허용치가 아주 낮은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Condensation 이 일어나는 

Stream 이 이에 해당된다. [4] 

 

그림 8 Principal type of fin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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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ated Fin 은 Plain Fin 에 전체 면적의 5~25% 수준으로 작은 

구멍이 뚫려있는 형태로 열전달 면적이 일부 감소하게 되지만 난류를 

촉진시켜 열전달 효율을 높아진다. 단 소음과 진동을 커지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4] 

Serrated Fin 은 Offset Strip Fin 이라고도 불리며 Plate Fin 

열교환기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Fin 형태이다. 열교환기의 단위 부피당 

가장 많은 전열 면적을 확보 할 수 있으며 높은 열전달 효율을 가지고 

있다. 단 Flow Channel 이 상대적으로 작고, 흐름 방향에 직각으로 

겹치는 부분의 Fin Area 가 있기 때문에 압력강하가 크다는 단점이 

있다. [4] 

Herringbone Fin 은 Fin 이 유로 방향으로 물결 진 형태로 wavy 

Fin 이라고도 불린다. Flow Channel 방향으로 직각 단면이 없기 때문에 

Serrated Fin 에 비해 상대적으로 압력강하가 적고 구부러진 유로가 

와류를 형성하여 열전달 효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4] 

 

표 4 Common applications for each type of fin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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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Distributer 
 

Manifold 를 통해 Plate Fin 열교환기 Core 로 유입되는 Stream 의 

방향이 모두 다르고 작은 Header 부분으로 들어와서 Layer 전체에 

고른 유량을 형성하기 위해서 Distributer 가 사용된다. 그림 9 는 

일반적인 Distributer 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9 Examples of the principal distributor type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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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Flow Arrangement 
 

아래 그림 10 은 단일 Layer 내의 유체 흐름에 대해 도시하고 있다. 

(a)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유체 흐름이며 (b)와 같이 내부에 

Distributer 가 존재하여 일부 Stream 을 중간에서 따로 빼낼 수도 

있다. 인접하고 있는 Layer 의 흐름 방향에 따라 열전달이 Co-

current Flow 인지 Counter 또는 Cross-counter Flow 로 

일어나는지가 결정된다. 

 

그림 10 Structure of individual layers and flow arrangement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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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Thermal and Hydraulic 설계 
 

 

제 1 절 Basic Heat Transfer Relations 
 

Plate Fin 열교환기는 Plate 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유체가 

흐르면서 열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림 11 과 같이 Parting 

Sheet 의 전도와 Layer 내부의 강제대류로 열전달 구간을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Parting Sheet 의 두께가 작고 알루미늄의 특성상 

열전도율이 높기 때문에 전도는 Plate Fin 열교환기의 열전달 계산에서 

고려되지 않는다. 두 개의 Layer 를 대상으로 Overall Heat Transfer 

Coefficient 에 대한 식을 세우면 아래 식 4.1 과 같다. 

 

그림 11 Heat Transfer Mechanism of PFHE 
 

1

𝑈𝐴𝑑
=

1

∑(𝛼0𝐴)𝑤𝑖
+

1

∑(𝛼0𝐴)𝑐𝑖
            (4.1) 

- 𝛼0 : Convection heat transfer coefficient            (W/m2K) 

- 𝐴  : Heat transfer surface of a passage                 (m2) 

- 𝐴𝑑 : Designed overall effective heat transfer surface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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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Colburn j Factor & Fanning Friction Factor 
 

일반적으로 대류 열전달 계수를 구할 때 유체와 고체 표면 사이에서 

열을 주고 받는 비율에 관한 무차원 수인 Nusselt 수(식 4.2)를 주로 

사용하며 대표적인 Dittus & boelter Correlation(식 4.3)을 이용하여 

구한다. 

 

𝑁𝑢 =
𝛼×𝐷ℎ

𝑘
=

𝐻𝑒𝑎𝑡 𝑇𝑟𝑎𝑛𝑓𝑒𝑟 𝐶𝑜𝑒𝑓𝑓𝑖𝑐𝑖𝑒𝑛𝑡 ×𝐻𝑦𝑑𝑟𝑎𝑢𝑙𝑖𝑐 𝐷𝑖𝑎𝑚𝑒𝑡𝑒𝑟  

𝑇ℎ𝑒𝑟𝑚𝑎𝑙 𝐶𝑜𝑛𝑑𝑢𝑐𝑡𝑖𝑣𝑖𝑡𝑦
    (4.2) 

 

𝑁𝑢𝑑 = 0.023𝑅𝑒𝑑
4/5

𝑃𝑟𝑛                 (4.3) 

 

𝑅𝑒 =
𝑣𝑚×𝐷ℎ

𝛾
=

𝑉𝑒𝑙𝑜𝑐𝑖𝑡𝑦 ×𝐻𝑦𝑑𝑟𝑎𝑢𝑙𝑖𝑐 𝐷𝑖𝑎𝑚𝑒𝑡𝑒𝑟  

𝑘𝑖𝑛𝑒𝑡𝑖𝑐 𝑉𝑖𝑠𝑐𝑜𝑠𝑖𝑡𝑦
        (4.4) 

 

𝑃𝑟 =
𝛾

𝛼
=

𝐶𝑝×𝜇  

𝑘
=

𝑆𝑝𝑒𝑐𝑖𝑓𝑖𝑐 𝐻𝑒𝑎𝑡×𝑉𝑖𝑠𝑐𝑜𝑠𝑖𝑡𝑦  

𝑇ℎ𝑒𝑟𝑚𝑎𝑙 𝐶𝑜𝑛𝑑𝑢𝑐𝑡𝑖𝑣𝑖𝑡𝑦
          (4.5) 

 

하지만 Plate Fin 열교환기의 열전달 계수를 구할 때에는 Colburn j 

Factor 를 주로 사용한다. Colburn j Factor 는 Chilton-Colburn 에 

의해 도입되어 Nusselt 수를 Re 수와 Prandtl 수의 1/3 승의 곱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하며(식 4.6), 마찰계수의 1/2 과 같다. Colburn j 

Factor 는 계의 물리특성 및 그 온도 변화를 고려한 것이다. 

 

    α =
𝑗𝐺𝑚𝐶𝑝

𝑃𝑟2/3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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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α : Heat transfer coefficient of Stream             (W/m2K) 

- j  : Colburn factor for a finned passage                  (-) 

- Gm : Mass flux of a stream                         (kg/m2s) 

- Cp : Specific heat capacity                          (J/kg*K) 

- Pr : Prandtl number of a stream                         (-) 

 

압력 강하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Fanning Friction 

Factor 를 알아야 하며 Fanning Friction Factors 는 일반적으로 (식 

4.6)과 같이 정의 된다. 

 

f =
𝜏

𝜌
𝜇2

2

                        (4.6) 

 

- f : Fanning friction factor                                (-) 

- τ : Local shear stress                               (N/m2) 

- μ : Local flow velocity                                 (m/s) 

- ρ : Density of stream                               (kg/m2) 

 

Fanning Friction Factor 를 알고 있으면 Single Phase 의 경우 아래 

(식 4.7)을 이용하여 압력 강하를 계산 할 수 있다. 

 

∆p = 4f (
𝐿

𝐷ℎ
) (

𝐺𝑚
2

2𝜌
) + 𝐾 (

𝐺𝑚
2

2𝜌
)             (4.7) 

 

- f : Fanning friction fact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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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 Overall Pressure Drop                             (Pa) 

- L : Passage Length                                     (m) 

- Dh: Hydraulic diameter of passage                       (m) 

- Gm : Mass flux of a stream                         (kg/m2s) 

- ρ : Density of stream                               (kg/m2) 

- K : Expansion coefficient                           (m/mK)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Fin Geometry 에 따른 Colburn j Factor 와 

Fanning Friction Factor 에 관한 실험이 이루어 졌고 그 결과로 

다양한 Correlation 들이 발표 되어 왔다.  

Fin Type 으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Serrated (Offset Strip) Fin 

에 대해 Manglik and Bergles 가 제시한 Correlation 을 예로 소개하면 

아래 (식 4.8)과 같다. [8] 

 

 

j = 0.6522𝑅𝑒−0.5403(𝑠/ℎ)−0.1541(𝑡/𝑙)0.1499(𝑡/𝑠)−0.0678

× [1 + 5.269 × 10−5𝑅𝑒1.340(𝑠/ℎ)0.504(𝑡/𝑙)0.5460.(𝑡/𝑠)−1.055]0.1 

 

 

f = 9.6243𝑅𝑒−0.7422(𝑠/ℎ)−0.1856(𝑡/𝑙)0.3053(𝑡/𝑠)−0.2659

× [1 + 7.669 × 10−8𝑅𝑒4.429(𝑠/ℎ)0.920(𝑡/𝑙)3.767(𝑡/𝑠)0.236]0.1 

 

𝐷ℎ =  
4𝐴𝑐

𝐴/𝑙
=

4𝑠ℎ𝑙

2(𝑠𝑙+ℎ𝑙+𝑡ℎ)+𝑡𝑠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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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Example Diagram of Colburn j factor, Fanning friction factor a function 

of Reynolds Number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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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Fin geometry and Hydraulic Diameter 
 

일반적으로 Fin 의 Dimension 을 정의할 때에는 ALPEMA 

Standard 에서 제시하는 아래 그림 13 와 같이 Fin Height(h), Fin 

Thickness(t) 그리고 Pitch(p) ⑦를 정의한다. 하지만 연구자에 따라 

Fin Height 와 Pitch 를 Fin Thickness 를 포함하지 않는 값으로 

정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Colburn j Factor 와 Fanning Friction 

Factor 를 계산하는 Correlation 을 사용함에 있어 주의를 필요로 한다. 

 

 

그림 13 Definition of Fin dimensions [5] 

 

                                            
⑦
 Pitch = Spac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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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의 유로의 단면이 원형이 아닐 때 수력학적으로 등가인 원통관을 

생각하고, 그 지름을 상당 지름(Equivalent Diameter,  De ) 또는 수력 

지름(Hydraulic Diameter,  Dh )이라고 한다. Fin Dimension 에 대한 

정의와 마찬가지로 아래 표 5 Fin Type 과 연구자들마다 다르게 해석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한다. 

 

표 5 Different Dh definitions for OSF fin core 

 

 

제 4 절 Fin Databank 
 

Fin 의 형상과 Dimension 에 따른 열전달과 압령강하에 대한 

Correlation 들은 Kao 의 연구(Kao, 1961) 를 시작으로 Kays and 

London(Kays et al., 1984)등 다수의 연구 결과들이 존재하며 

최근에는 각 Fin 별 실험 Data 를 기반으로 Reynolds Number 에 

대하여 Colburn j Factor 와 Fanning Friction Factor 를 정리하여 

Table 화한 Fin Databank 를 이용하여 설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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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Example fin geometry data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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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Fin databank for an example fin type 

No. 
Reynolds number 

(Re) 

Friction factor 

(f) 

Colburn j Factor 

(Cj) 

1 100 0.446562 0.05147 

2 200 0.248367 0.03064 

3 500 0.133485 0.02103 

4 1000 0.097739 0.01600 

5 2000 0.081371 0.01229 

6 3000 0.076387 0.01059 

7 4000 0.074043 0.00955 

8 5000 0.072700 0.00882 

9 6000 0.071839 0.00828 

10 7000 0.071243 0.00785 

11 8000 0.070808 0.00749 

12 10000 0.070219 0.00695 

13 20000 0.069133 0.00553 

14 30000 0.068810 0.00486 

15 50000 0.068574 0.00416 

16 100000 0.068416 0.0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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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Layer Stacking Pattern 결정 방법 
 

1966 년 Fan 은 Passage Segregated Method 를 주장하였는데 Fig. 

11 과 같이 Cold 와 Hot Layer 가 교차해야 하며 가능한 동일 

Stream 이 할당된 Layer 들은 인접하게 배치되어야 한다[10]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는 Layer Stacking Pattern 결정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이 될 수는 있지만 Hot layer 와 Cold layer 의 개수가 

항상 같아야 하고, 실제 설계에 있어서는 Hot layer 와 Cold layer 의 

개수 차이에 따라 그림 15 와 같이 Double Banking 과 Mixed 

Banking 도 적용될 수 있으며 최적 Pattern 역시 Passage Segregated 

Method 의 적용 결과와 다른 경우가 많은 등의 단점이 있었다.  

 

그림 15 Type of layer banking [11] 

 

이후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Layer Stacking Pattern 과 Plate 

Fin 열교환기의 성능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대표적으로 국부적 열부하 균형법(Local Heat Load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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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erion), 균일 온도 차 법(Equal Temperature Difference 

Criterion) 그리고 동일 NTU 법(Equal Number of Heat Transfer 

Units Criterion)이 제시되어 있다.  

Local Heat Load Balance Criterion 은 각 Layer 의 열부하를 

계산하여 누적 합산하였을 때, 부하 균형이 짧은 주기에서 

이루어지도록 Layer 를 배치하는 방법이며, 이 누적 합산을 그래프로 

도시한 것이 그림 16 의 ZigZag Diagram 이다. 단위 Layer 당 열 

부하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Furrier series 를 통해 알려져 있듯이 

주기가 짧을수록 진폭이 작아지기 때문에 열부하의 균형이 짧은 Layer 

주기에서 이루어지면 열부하의 편차치가 최소화되어 실제 Metal 

Temperature 의 편차도 최소화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그림 16 ZigZag (Cumulative Heat Load) Analysis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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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al Temperature Difference Criterion 은 Layer Stacking 

Pattern 을 변경해 가면서 Layer 들을 흐르는 각 Stream 의 

Temperature Profile 과 인접 Layer 를 흐르는 Stream 간의 온도 

차를 계산하여 초기 설계 단계에서 계산한 LMTD 와 최대한 일치하는 

Layer Stacking Pattern 을 찾아가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제시된 

Layer Stacking Pattern 에 따른 Temperature Profile 을 알아내기 

위한 복잡한 계산 수행을 전제로 시행착오 법(Trial & Error)을 통해 

결과를 얻어내기 때문에 번거롭기는 하지만 Plate Fin 열교환기의 

성능을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설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이다. 

Equal Number of Heat Transfer Units Criterion 은 Local Heat 

Load Balance Criterion 과 유사한 개념으로 각 Layer 의 NTU 를 

계산하여 초기 설계 단계에서 계산된 Cold Stream 과 Hot Stream 

각각의 이상적인 NTU 와 비교하고 이를 순서대로 누적 합산하여 그 

값이 0 에 가깝도록 설계 되었을 때 Plate Fin 열교환기의 열전달 

효율이 최대이며 이 때를 이상적인 Layer Stacking Pattern 으로 보는 

방법이다. [11] 

하지만 이들은 초기 시작점으로서 유용할 수 있으나 열교환 유체의 

종류가 많고 열전달 양상이 복잡하거나, 각 Stream 별 할당된 

Layer 의 개수에 차이가 많을 때는 적용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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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Metal Temperature Profile의 계산 
 

설계 공정 조건을 기준으로 아래의 과정을 거쳐 Plate 

Fin 열교환기의 기본 설계가 완료된다. 

 

- Fin Type 의 선정 

- Fin Geometry 의 결정 

- Header & Distributer 의 결정 

- Plate fin 열교환기의 치수 

- Stream 당 필요 Layer 개수의 결정 

- Parallel Plate fin 열교환기 Core 의 개수 결정 

 

이러한 기본 설계는 이미 상용 Program 에서 최적 결과를 제시해 

주고 있지만 Layer Stacking Pattern 은 4.5 절에서 언급된 일반적인 

‘Layer Stacking Pattern 결정 방법’만으로는 얻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Temperature Profile 을 평가하여 Parting Sheet 간의 

온도 차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시행착오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 

상태이다. 

기본 설계 단계에서는 그림 17 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Layer 를 

구분하고 있는 Parting Sheet 의 온도를 동일하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Layer Stacking Pattern 에 관계없이 Hot(Warm) side 와 Cold side 의 

열교환이 이루어지는 면이 확장되어 있다고 가정한 뒤, Stream 당 필요 

열전달 면적을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Layer 의 개수를 결정한다. 

또한 임의로 나누어진 Zone 에서 각 Node 의 온도를 계산하여 

Stream 의 Temperature Profile 을 확인할 수 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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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Computational grid used in the numerical model [12] 

 

하지만 Layer Stacking Pattern 을 고려하게 되면 이 개념을 

확장하여 그림 18 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적층된 Layer 의 

개수에 따라 가장 외측의 Layer 부터 시작하여 2 Stream 열교환 

모델과 같이 구획을 분리하여 열전달 모델을 세워야 한다. 초기 가정된 

Node 의 온도를 기준으로 열전달 식과 Energy Balance 를 풀어서 각 

Node 별 Stream 과 Parting Sheet 의 온도를 계산하고 오차가 일정 

범위 안에 들어오도록 반복 계산을 통해 수렴시키면 최종적으로 

Temperature Profile 을 도출해 낼 수 있다.[13]  

 

그림 18 Simplifying multi-stream heat exchanging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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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복잡한 계산에 대한 알고리즘(Algorithm)은 Prasad, 

Ghosh 등의 연구자들에 의해 이미 적립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상용 Software 에서 제공하는 Layer by Layer Simulation Mode 를 

이용하여 Layer Stacking Pattern 에 따른 Metal Temperature 

Profile 을 확인 하였다. 

 

제 7 절 Layer Stacking Pattern 과 Metal Temperature Profile 

 

Prasad 는 3Stream 으로 구성되고 A layer 11 개, B layer 7 개 

그리고 C layer 3 개, 총 21 개의 Layer 가 적층된 Plate 

Fin 열교환기에서 2 가지의 Layer Stacking Pattern 을 가지고 Metal 

Temperature Profile 을 계산하고 이때 각 Stream 의 출구 온도와 

Metal Temperature 를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계산된 이상적인 출구 

온도와의 비교를 통해 Temperature Profile 이 수평단면에서 균일하게 

형성 될 때 가장 설계 조건에 가까우며 Layer Stacking Pattern 이 

적절하게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14] 

또한 Metal Temperature Profile 의 구배가 크면 Process 

Shutdown 과 같은 비정상 운전 상황에서 열 구동력이 사라져 Plate 

Fin 열교환기각부의 온도가 평형을 이루고자 할 때 온도변화율이 

커지고 그에 의한 열팽창/수축으로 인해 용융 접합부와 같은 곳에 

작용하는 열응력이 커지게 되어 극단적으로는 균열을 발생시키는 등 

장비 손상의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본 비교의 경우 그림 19 의 Metal Temperature Profile 을 보면 

강대적으로 Pattern A 가 온도 편차치가 작으므로 더 좋은 Layer 

Stacking Pattern 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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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Metal Temperature Profile for Comparison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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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Layer Stacking Pattern 최적화 
 

 

제 1 절 최적화 알고리즘의 선정 

 

유전 알고리즘은 발견적 귀납법 알고리즘 (Heuristic Algorithm)의 

하나로서 환경에 잘 적응한 개체가 좀 더 많은 자손을 남길 수 있다는 

‘자연선택 과정’과 유전시의 변화를 통해서 개체가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 간다는 ‘자연 진화과정’을 모방하여 컴퓨터로 모의수행을 

하는 최적화 알고리즘으로 선택(Selection), 교차(Crossover), 

변이(Mutation)이라는 세 가지 연산을 이용하여 보다 더 좋은 

적합도(Fitness)를 가지는 염색체(Chromosome)를 찾아낸다. [15] 

 

그림 20 Basic Structure oh Genetic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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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er Stacking Pattern 에 따른 Metal Temperature Profile 의 

거동은 비선형적(Non-linear)이며, Temperature Profile 의 평가를 

상용 Software 인 Aspen EDR-PFIN 를 통해 수행하기 때문에 

목적함수가 Black Box 의 형태를 하고 있어 여타 최적화 알고리즘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재생산 과정에서 전통적인 Layer 

Stacking Pattern 결정 방법론을 Heuristic Rule 로서 반영할 수 있고 

지역 최적이 아닌 전역 최적에 대한 탐색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유전 알고리즘을 Layer Stacking Pattern 최적화 알고리즘의 기본 

바탕으로 결정 하였다.  

그림 21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Layer Stacking Pattern 은 

Gene(DNA) Sequence 와 매우 흡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Layer Stacking Pattern 을 단일 

Chromosome 으로 보고 선택, 교차, 변이를 통한 재생산 

(Reproduction) 과정을 거쳐 Pattern 을 구성하고 있는 단위 Layer 의 

Type 을 바꾸어 가며 세대(Generation) 반복을 통해 최적 Pattern 을 

찾을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구성하였다. 

 

 

그림 21 Gene sequence and Layer stacking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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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최적화 대상 Model 의 선정 
 

Layer Stacking Pattern 을 최적화하는데 앞서 대상이 될 Plate 

Fin 열교환기의 각부 치수 정보와 Stream 당 할당된 Layer 의 개수, 

적용된 Fin 의 형상 정보와 같은 기본 정보를 먼저 알고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알려진 Sizing 기법에서는 열교환기의 수평단면에서 

평판(Parting Sheet)간의 온도 차가 동일하다고 가정한 뒤 열교환기를 

Stream 이 흐르는 방향에 따라 몇 개의 Zone 으로 나눈다. 각 Zone 

별로 Stream 과 Parting Sheet 간의 온도 차(∆𝑇), Layer 에 적용된 

Fin 의 형상 그리고 Stream 의 유속에 따른 열전달 계수( 𝑈  , Heat 

Transfer Coefficient)를 고려하여 열교환기 치수( 𝐴  , Area)와 

Stream 당 할당된 Layer 개수( 𝑛  )에 따른 Stream 의 출구 

온도(Outlet Temperature)를 계산하고 이를 설계 온도 (Design 

Temperature)와 비교하여 적절한 치수를 얻어내고 있다. 

단일 상(Phase)에서 현열(Sensitive Heat) 열교환을 하는 

System 보다는 열교환 과정에서 상변화를 수반하여 에너지 변화에 

따른 온도 변화율이 전체 열교환 구간에서 균일하지 않을 때, Layer 

Stacking Pattern 에 따른 수평단면에서 평판(Parting Sheet)간의 온도 

차와 성능에 대한 영향을 잘 볼 수 있다. 상기의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서론에서 언급 했던 Plate Fin 열교환기의 적용 대상인 BOG 재액화 

장치, LNG 액화 장치 그리고 Air Separation Unit 중에 Single Mixed 

Refrigerant Process ⑧ 라는 LNG 액화 공정에 적용되는 Plate 

Fin 열교환기를 최적화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⑧
 Single Mixed Refrigerant Process; 이하 SMR 공정, 본 논문에 적용된 공정은 Air 

Product 社의 SMR 을 Plate Fin 열교환기가 적용된 형태로 변형 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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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Schematic Diagram of LNG Liquefaction Process 

 

표 7 In / Out Conditions of Plate-Fin heat exchanger 

Direction ① → ② ③ → ④ ⑤ → ⑥ ⑦ → ⑧ ⑨ → ⑩ 

Description MR Liquid 
MR Liquid 

Return 
MR Vapor 

MR Vapor 

Return 

Natural 

Gas 

Hot /Cold Hot Cold Hot Cold Hot 

Inlet 

P[bara] 43.5 4.1 43.5 4.1 60 

T[℃] 33.7 -83.1 33.7 -159.8 30 

Outlet 

P [bara] 43 3.6 43 3.6 59.5 

T[℃] -80 25 -155 25 -155 

Mass Flow [kg/s] 84.1 93.4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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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 공정은 Reverse Rankine Cycle 을 기본으로 하여 Nitrogen 과 

Methane, Ethane(또는 Ethylene), Propane 그리고 iso Pentane(또는 

Butane)등의 탄화수소 류의 혼합물을 냉매로 사용하며 고압의 

냉매가스를 냉각 응축하여 팽창시킴으로써 저온의 냉매를 얻어내고 

이를 천연가스와 열교환 시켜 최종적으로 상압의 LNG(약 –161℃)를 

생산하는 공정이다. 상기의 고압 냉매가스의 냉각 응축 과정과 

천연가스의 냉각 응축 과정이 모두 Plate Fin 열교환기에서 저온, 저압 

냉매와의 다중 열교환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림 22 은 SMR 공정의 

도시이며, T 은 표 7 상용 공정 모사 Program 을 이용하여 세운 Heat 

& Mass Balance 로부터 추출한 Plate Fin 열교환기의 입출구의 압력, 

온도 그리고 유량 정보로 여기에 각 Stream 의 조성 정보를 추가하여 

Plate Fin 열교환기의 설계를 위한 공정 조건 정보라고 한다.  

 

제 3 절 상용 설계 Program 을 이용한 Sizing 결과 
 

Plate Fin 열교환기 Manufacturer 들은 대부분 자체 설계용 In-

house Program 을 보유하고 있으며, Plate Fin 열교환기 설계를 위한 

상용 Software 로는 Aspentech 社의 Exchanger Design and Rating –

Platefin (이하 Aspen EDR-PFIN), HTRI 社의 Xchanger Suite – 

Xpfe 그리고 Honeywell 社의 Unisim Heat Exchangers – Plate-Fin 

Exchanger Modeler 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Aspen EDR-PFIN 을 이용하여 상기 6.2 절에서 

결정된 Plate Fin 열교환기의 공정 조건을 가지고 설계를 수행하였다. 

대부분의 상용 Program 들은 크게 초기 단계에서 설계를 위한 Design 

Mode, 설계된 Size 정보를 기반으로 Stream 의 Outlet Condition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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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Rating Mode 그리고 임의의 

Layer Stacking Pattern 에 따라 열전달 성능과 양상 및 Metal 

Temperature Profile 을 확인 할 수 있는 Layer by Layer Mode 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23 Exchanger Diagram (EDR-PFIN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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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은 Aspen EDR-PFIN Design Mode 를 이용하여 설계된 

Plate Fin 열교환기의 Size 정보와 In/Out Nozzle 의 위치 그리고 각 

Layer 를 흘러갈 Stream 들의 Configuration 을 도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설계된 Plate Fin 열교환기의 경우 Width 가 1.8m 로 

일반적인 최대 치수에 비하여 크지만 이는 각 Manufacturer 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수치 이내로 판단하였다. 표 8 를 

통해서는 System 에서 요구하는 공정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병렬로 

설치되어야 하는 Plate Fin 열교환기 Core 의 개수와 단일 Core 를 

기준으로 각 Layer 의 개수, 내부 Fin 의 Type 및 그 형상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결국 5 개 Type 의 Layer 가 95 장이 적층 되어 

있는 형태로 1 대의 Plate Fin 열교환기 Core 가 제작되며 14 대의 

Core 가 병렬 연결된 구성으로 주 열교환기가 설계 되었다. 

 

표 8 Design Results using Aspen EDR-PFIN 

Parallel Exch. 14 

Layer A B C D E 

Stream 1 & 5 2 3 4 5 

No. of Layer / 

Exch. 
10 20 15 25 25 

Fin type Serrated 
Perfor

ated 
Serrated 

Perfor

ated 
Plain 

Fin height [mm] 6.4 6.4 6.4 6.4 6.4 

Fin thickness [mm] 0.41 0.3 0.51 0.61 0.61 

Fin frequency [#/m] 787 787 709 590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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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최적화 문제의 정의 
 

6.2 절에서 설계된 Layer 의 총 개수인 95 장을 모두 고려하여 그 

적층 순서에 대한 최적화를 진행 할 경우 변수의 개수가 과하게 많아 

최적화 알고리즘의 수렴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실제 제작 

시에도 작업성을 높이고 각 Layer 당 유량 분배를 고르게 하기 위해 

전체 Layer 개수를 일정한 Pattern 으로 반복해서 쌓고 있기 때문에 

표 9 와 같이 각 Layer 의 개수들을 최소 공배수로 나누어 19 개의 

Layer 를 가진 Pattern 이 5set 으로 반복되어 적층된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앞서 4.5 절에서 언급된 Furrier series 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최소한의 Layer 주기 내에서 온도가 균일하게 분포하여야 전체 

Plate Fin 열교환기 내의 온도 분포 역시 최대한 균일할 것이기 때문에 

일정 Set 으로 나누어 단위 Set 에 대한 Layer Stacking Pattern 

최적화를 수행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표 9 Number of layer per set 

Layer A B C D E Total 

No. of Layer 

/ Exch. 
10 20 15 25 25 95 

No. of Layer 

/ Set (5sets / Exch.) 
2 4 3 5 5 19 

 

제안하는 최적화 알고리즘과의 비교를 위해 4.5 절에서 언급된 

종래의 Layer Stacking Pattern 결정 방법인 Equal Temperature 

Difference Criterion 을 기준으로 시행착오 법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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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CBEDABCDEBADEBCDE’라는 Pattern 을 도출하였고 Aspen 

EDR-PFIN Layer by Layer Simulation Mode 를 통해 Plate 

Fin 열교환기의 성능과 Metal Temperature Profile 을 Fig. 14 와 같이 

얻어내었다. 이를 길이 방향 별로 최대 온도 차를 정리하면 Fig. 15 와 

같으며 전체 구간에서 최대 온도 차는 11.95℃로 확인 되었다. 

 

그림 24 Estimated cross-sectional metal temperature profile (Base Case) 

 

 

그림 25 Wall temperature maximum range (Bas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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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Layer Stacking Pattern 의 평가 
 

Plate Fin 열교환기는 다중 매체 간의 열교환을 하나의 장비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2 stream 열교환기와는 달리 동일 전열 

면적에서 최대 열전달량을 얻더라도 설계 단계에서 각 Stream 에 

할당된 열전달량을 넘어서거나 모자라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각 

Stream 들의 출구온도가 설계 수치와 틀어지게 되므로 그 성능 평가에 

대한 뚜렷한 지침을 찾기 어렵다. 

ALPEMA⑨ Standard 는 7.6.2 장에서 Metal Temperature 가 거의 

균일 할 때 가장 열적 균형이 좋은 Layer Stacking Pattern 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8.1.2 장을 통해 인접한 Parting Sheet 간의 온도 

차는 비정상 운전상황에서 심각한 Thermal Stress 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표 10 Stream outlet temperature of example case 

Summary 

Max. 

Temp. 

Range 

[℃] 

Total 

Heat  

Exchangi

ng [kW] 

Stream 
 

A B C D E 
 

-80 25 -155 25 -155 [℃] 

Case1. EDC 

BEDABCDEB

ADEBCDE 

16.61 115.21 

-82.11 26.17 -154.1 27.73 -156.5 [℃] 

2.64% 4.68 0.55 10.92 0.97 [%] 

Case2. DEC 

BDEEABEDC

DEBABCD 

11.08 114.84 

-80.55 25.73 -154.0 27.2 -155.8 [℃] 

0.69% 2.92 0.67 8.80 0.51 [%] 

Case3. DCB 

EDCEBDAEE

DBCBADE 

10.51 114.88 

-81.99 25.72 -152.8 27.49 -156.0 [℃] 

2.49 2.88 1.39 9.96 0.61 [%] 

                                            
⑨
 Brazed Aluminum Plate-Fin Heat Exchanger Manufacturer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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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Wall temperature range of example case 

 

서로 다른 3 가지의 Layer Stacking Pattern 을 기준으로 표 10 은 

Plate Fin 열교환기에서 열전달이 이루어지는 각 Stream 의 출구 

온도를 정리하고 설계 시 정한 수치와의 오차를 정리한 것이며, 그림 

26 은 유체 흐름 방향으로 길이 별 Wall Temperature Range 를 정리 

한 것이다.  길이 방향에서 최대 Wall Temperature Range 가 

크더라도 전 구간에서의 Wall Temperature Range 가 작을 수 있고 

그에 따른 출구 온도의 설계 조건과의 오차 크기에 대한 상관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나 이는 많은 Data 가 필요한 관계로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고 최대 Wall Temperature Range 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Layer Stacking Pattern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추가 연구를 통해 검증을 더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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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제안하는 최적화 알고리즘 
 

6.3 절과 6.4 절을 거쳐 설계된 Plate Fin 열교환기의 Layer set 당 각 

Layer Type 별 개수를 기준으로 최초 해집단(Initial Population)을 

Random 으로 생성한다. 이때 해집단 중 일정 부분은 Fan 의 Passage 

Segregated Method 를 따르도록 하여 Random 생성의 효과를 

높이도록 설정하였다. 

생성된 해집단은 각 Chromosome 별로 Aspen EDR-PFIN 을 통해 

Metal Temperature Profile 을 계산하여 최대 온도편차를 계산하고 

가장 온도편차가 작은 Layer Patten 부터 순서대로 Rank 를 메겨 

적합도(Fitness)를 평가 하였다. 

평가된 적합도를 기준으로 Elite 해를 부모해로 선택하여 

교차 ⑩ 하거나 Chromosome(Layer Stacking Patten) 내의 

Gene(Layer Type)의 위치를 상호 교환 ⑪ 함으로써 다음 세대의 

해집단을 재생산한다. 다음 세대 중 일부는 최초 해집단 생성 시와 

마찬가지로 Random 으로 생성되어 해의 다양성을 키우는 변이로서 

역할 한다. 

재생산(Reproduction) 방법에 대한 결정은 보통의 유전 

알고리즘에서는 Roulette Wheel Selection 을 주로 사용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Case Study 를 통해 초기 Generation 에서는 

다양성(Diversity)를 높이기 위해 변이생산의 비중을 키웠고, 최대 

                                            
⑩
 그림 27 의 Order1 Cross Over 참조 

 
⑪
 그림 27 의 Gene Position Swa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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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Maximum Generation)에 다다를수록 교차생산의 비중이 

커지도록 설정하였다, 

생산된 해집단 모두를 Aspen EDR-PFIN 을 통해 Metal 

Temperature Profile 을 계산하려면 최적화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생산 과정마다 이전 세대와의 중복을 찾아서 

제거하고 4.5 절에 언급된 Local Heat Load Balance Criterion 을 

적용하여 Cumulative Heat Load 를 계산했을 때 편차치가 이전 세대의 

Elite 해에 비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계산되는 해들은 버리고 다시 

생산하도록 Checking Module 을 추가 하였다.  

일련의 과정을 거쳐 Elite 해는 Metal Temperature Profile 상의 

최대 온도편차가 낮은 쪽으로 진화되며 세대 반복을 거듭하다가 

적합도의 변화율이 설정치 이하로 내려가거나 최대 반복 횟수를 

달성하게 되면 알고리즘이 수렴하게 된다. 이는 그림 27 에 도시되어 

있다. 

제안된 알고리즘으로 6.4 절에서 정의된 최적화 문제를 풀었을 때 

‘EBADCDEBEDCEBDCDABE’라는 Pattern 이 도출되었고 

시행착오 법으로 결정했던 Pattern 의 Metal Temperature Profile 

상의 최대 온도편차가 11.95℃이었던데 비해 약 30%가량 개선된 

8.3℃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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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Proposed Optimization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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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비정상 운전 상태에 대한 반영 
 

Thermal Stress 의 발생원인은 정상 운전 상태가 아닌 아래와 같은 

비정상 운전 상태이다. 

 

- Start-Up / Shut down 

- Idle Mode ( = Standby Mode) 

- Inadequate plant control system 

 

Start-up / Shut down 의 경우 Dynamic Operation 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EDR-PFIN 은 Steady state 기반이기 때문에 

Temperature Profile 의 변화를 확인할 수 없다. Idle Mode 는 냉동 

Cycle 은 계속 구동되고 있는 상태에서 냉각될 유체의 유입이 없는 

상태로 LNG 액화 공정의 경우는 초기 Start-up 을 위해 Plate 

Fin 열교환기를 Cooldown 하고 대기하는 상태나, 정상 운전 중 Gas 

Treatment System 과 같은 LNG 액화 공정의 상류 공정에서 

오작동이 발생하여 System 이 Shutdown 되어 Treated Gas 의 공급이 

없어진 상태에서 일정시간 액화 공정의 냉매 Loop 만 가동되어 

대기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Idle Mode 운전에서는 Stream 간의 Heat Load Balance 가 가장 

많이 깨어지며 이로 인해 Parting Sheet 간 온도 차 극대화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Plate Fin 열교환기에 있어 가장 가혹한 

조건으로 보고 대표적인 비정상 운전 상태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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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EMA Standard 에는 5.8 장에 Stream 간의 최대 온도차를 

단상의 경우 50℃, 이상류의 경우 그보다 낮은 30℃로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맥락으로 비정상 운전 상태에서 Parting Sheet 간 온도차가 

커진다면 Thermal Stress 가 발생 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래 그림 28 과 같이 Mixed Refrigerant Cycle 은 

정상운전 조건으로 가동하는 상태에서 액화될 Treated Gas 만 

공급되지 않는 상태를 가정하여 이 때의 Metal Temperature Profile 

상의 최대 온도편차를 그림 29 와 같이 Evaluation Function 에 

반영하였다. 

 

그림 28 Process Schematic (Idle Mode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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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Modified Evaluation Function 

 

 

또한 비정상 운전은 전체 Plate Fin 열교환기의 Lifetime 동안 일부 

시간에 국한되기 때문에 정상운전상태에서의 성능과 동등한 조건으로 

적합도를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가중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적함도 평가에 있어 정상 운전 상태와 비정상 운전 

상태에서의 결과를 4:1, 3:1 그리고 2:1 로 가중치를 바꾸어가며 Case 

Study 를 수행하였다. 적합한 가중치에 대해서는 비정상 운전상태의 

발생 빈도와 비 정상 운전시의 온도차로 인한 Thermal Stress 가 

Plate Fin 설계에 있어 작용하는 Cost Impact 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 작성을 위해 Data 수집을 위해서 초기 세대부터 적합도 

평가에 비정상 운전상태의 결과를 반영하였으나, 현업에 적용 시에는 

정상 운전상태에 대해서만 일정 세대 최적화를 진행 한 후 비정상 운전 

조건에서의 결과를 함께 반영함으로써 최적화 알고리즘의 수렴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54 

제 7 장 최적화 Case Study 결과 검토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Layer Stacking Pattern 최적화 방법을 

이용하여 전 세대에 걸쳐 정상 상태와 비정상 상태에서의 때의 Metal 

Temperature Profile 상의 최대 온도편차를 그림 30 의 상부와 같이 

도시 하고 그 중 좋은 결과를 보이는 Layer Stacking Pattern 4 가지와 

6.4 절에서 최적화 결과와의 비교를 위하여 시행착오 법을 통해 도출한 

Layer Stacking Pattern 을 아래 표 11 에 정리 하였다.  

전체적인 경향에서 정상 상태에서의 최대 온도차와 비정상 상태의 

최대 온도차가 비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그 분포가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비정상 상태에서의 결과값을 따로 확인 

하여야 Layer Stacking Pattern 의 결정에 있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Patter 2 가 비정상 상태에 대한 가중치에 관계 없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이나 그 이외의 Patter 의 경우 가 중치에 따라 

Rank 가 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표 11 Optimization result summary 

 
Pattern 

Case Rank (Weighted) 

Design Abno- 
rmal 

Lean Rich Design  
Only 

4:1 3:1 2:1 

1 EDCBEDABCDEBADEBCDE 11.95 27.54 18.04 10.39  
 

2 ABDECDBECDBEAEDBCDE 9.17  32.49  

 

4 1 1 1 
3 ABEDCDBECDBEEADBCDE 8.62  36.97  2 3 3 3 
4 BCDEADBECDEBEDAEDCB 8.96  36.02  3 4 4 2 
5 EBADCDEBEDCEBDCDABE 8.30  37.90  1 2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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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Evaluation Result and Elite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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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를 통해 Plate Fin 열교환기의 설계 방법론을 정리하고 

Layer Stacking Pattern 의 결정에 있어 종래의 시행착오 법을 통한 

방식에서 벗어나 유전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최적화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용 Program 을 통해 Metal Temperature 

Profile 을 계산 하였을 때 최대 온도편차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Layer 

Stacking Pattern 에 대한 최적화를 수행하였으나, Plate Fin 

열교환기의 성능 평가와 관련하여 최대 온도편차 이외에 다른 요소를 

제시 할 수 있는지 관련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적화 알고리즘의 수렴 시간을 줄이기 위해 다음 세대에 대한 

생산(Reproduction) 방법에 중복 생산 방지 하고 Cumulative Heat 

Load 계산을 통해 최적해와 동떨어진 해들을 미리 제거하는 등의 

Heuristic Rule 을 Checking Module 로서 추가 하여 Layer Stacking 

Pattern 에 따른 Temperature Profile 을 계산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였다.  

본 논문에서 정상운전만을 고려 하였을 때 알고리즘을 통한 개선 

효과는 약 30% 수준이었지만 비교대상인 시행착오 법을 통한 Layer 

Stacking Pattern 이 비 숙련자에 의하여 결정될 경우 개선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적합도 평가 과정에 비정상 운전 상태에서의 Metal 

Temperature Profile 상의 최대 온도편차를 가중법(Weight 

method)을 통하여 추가로 반영함으로써 정상 운전 시에 높은 열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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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을 가지면서도 비 정상 운전 상태에서 Parting Sheet 간의 

온도차로 인한 열응력 발생의 위험성이 적은 Layer Stacking 

Pattern 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가중치의 

결정을 설계자의 선택에 맡기고 있지만 비정상 운전상태의 발생 빈도와 

비 정상 운전시의 온도차로 인한 Thermal Stress 가 Plate Fin 설계에 

있어 작용하는 Cost Impact 에 대한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정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1 최적화 모델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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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ptimization Methodology for Layer Stacking 

Pattern of Plate Fin Heat Exchanger Considering 

Abnormal Operating Condition. 
 

 

Du-Hyeon Cho 

Interdisciplinary program Offshore Plant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Cryogenic Process such as LNG liquefaction or BOG re-liquefaction 

system has complex heat transfer networks for achieving high thermal 

efficiency. Plate fin heat exchanger (PFHE) is a kind of the multi stream 

heat exchangers and it consists of a block (Core) of alternating layers of 

corrugated fins. The layers are separated from each other by metal plate 

and the hot and cold streams flow through these layers and exchange 

heat each other. The PFHE can make the system more simple and 

compact by achieving the complex heat transfer network at single 

equipment. According to the number of heat exchanging streams, several 

type of layer can be stacked at a core and this sequence is called as 

‘layer stacking pattern’. A thermally well balanced layer tacking pattern 

would result in a nearly uniform metal temperature at any cross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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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PFHE. In this study, an optimization methodology for layer stacking 

pattern of PFHE using the genetic algorithm is suggested. 

 

Keywords : Multistream heat exchanger, Plate fin heat exchanger, Brazed 

aluminium heat exchanger, Layer stacking pattern, Optim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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