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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 냉각제 상실 사고시의 노심 열수력 현상규명 실험
○ 노심 냉각능력 평가 실험
○ 노심 유동 거동 첨단 측정기술 응용

2. 연구결과
노심 열수력 안전현안을 해소하기 위한 재관수 실험, 임계열유속 실험, Post-CHF 실험,
핵연료집합체 부수로 난류혼합 측정 실험등을 수행하였다. 단일봉 재관수 실험 및 5x5 봉
다발 Freon 임계열유속 실험을 통하여 국내 개발 지지격자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실험자료
를 얻었다. 또한 국내 개발 지지격자가 장착된 6x6 봉다발 재관수 실험을 하기 위한 실험
장치가 마련되었다. 임계열유속, Post-CHF에 대한 국내 독자 Database을 구축하였으며, 이
를 활용하여 원전 사고시 Return-to-power 조건에 대한 기존 안전 평가방법의 타당성을 입
증하였다. 5x5 봉다발 내 부수로 난류혼합 특성을 LDV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지지격
자에 따른 난류혼합 특성 자료의 Database를 구축하였다.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상기 실험에서 생산된 실험 자료의 Database는 노심의 현안 문제 해소, 안전성 확보 및
안전해석코드개선, 개발에 활용될 것이다.

요

약

문

Ⅰ. 제 목
핵심 노심 열수력 안전특성 실험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개발의 목적
본 연구는 원전 노심에서의 열수력 안전현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냉각제 상
실 사고시의 노심 열수력 현상규명 실험” 및 “노심 냉각능력 평가 실험” 뿐만 아
니라 “노심 유동 거동을 첨단 열수력 측정기술을 응용”하여 노심의 안전성과 핵연
료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핵연료의 설계, 개발에 필요한 실험 자료를 생산하는 것이
목적이다.
(2) 연구개발의 필요성
국내 원전 가동 기수의 증가에 따라 우리나라 고유의 노심 안전 현안 문제나 쟁
점이 발생하는 경우, 원자력 선진국의 도움은 기대할 수 없으며, 우리나라 독자기
술로 국내 원전의 노심 및 국내 개발된 핵연료봉다발에 대한 사고시 냉각성능 및
안전성에 대한 신뢰성을 입증하여야한다. 따라서 노심 열수력 안전 관심사 규며, 노
심 안전성 현안 문제 해소 및 노심 설계 개선을 위해서는 냉각재 상실시의 노심 열수
력 현상 규명 실험, 노심 냉각능력 평가 실험이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원자력 선진국
과 대동한 입장에서 상호 기술교환을 통한 국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첨단 열
수력 측정기술을 응용하여 노심의 열수력 현상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획득함으로써
연구 성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야한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당해 단계에서는 냉각재 상실 사고시의 노심 열수력 현상 규명 실험, 노심 냉각
능력 평가 실험 및 노심 유동 거동 첨단 측정기술 응용이 수행되었으며 연구개발
주요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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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냉각재 상실 사고시의 노심 열수력 현상 규명 실험
◦재관수(Reflood) 열수력 현상 지지격자 효과실험
◦국내 개발 지지격자 장착 6x6 봉다발 재관수 실험장치 설계, 제작
◦3x3 봉다발 Post-CHF 실험
(2) 노심 냉각 능력 평가 실험
◦원전 사고시 Return-to-Power 조건에서의 임계열유속(CHF) 실험
◦3x3 봉다발 Water 및 5x5 봉다발 Freon 임계열유속 실험
◦나노유체 비등 열전달 실험(위탁연구)
(3) 노심 유동 거동 첨단 측정기술 응용
◦5x5 봉다발 지지격자에 따른 부수로 난류혼합 특성 자료 생산
◦부수로 난류혼합 상세 측정을 위한 5x5 봉다발 확대 봉다발
실험장치 제작, 설치

Ⅳ. 연구개발 결과
냉각재 상실 사고시의 노심 열수력 현상을 규명하기 위해 단일봉 재관수 실험을
수행하고 지지격자가 열수력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으며 국내 개발 지지
격자가 장착된 6x6 봉다발 재관수 실험장치를 설계, 제작하였다. 또한 3x3 봉다발
Water 및 5x5 봉다발 Freon Post-CHF 열전달에 대해 약 8000개의 실험자료 생산하
고 KAERI 실험 자료를 포함한 23800개 Database 확보하였다.
노심 냉각 능력 평가 실험에서는 3x3 봉다발 Water 및 5x5 봉다발 Freon CHF 실
험 자료를 약 1400개 생산하였으며 Return-to-Power 영역에 대한 기존 및 KAERI
상관식을 적용 비교, 분석함으로써 기존 안전성 평가방법의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나노유체 비동 열전달 및 CHF 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실험이 수행되었고 일반 유
체(물)와 나노유체 열전달 및 CHF 실험자료를 비교함으로써 나노유체의 활용성을
분석, 평가하였다.
봉다발 부수로 유동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첨단 측정기술인 LDV를 활용하여 5x5
봉다발 지지격자에 따른 부수로 난류혼합 특성 자료의 Database를 구축하였다. 봉
다발 내 부수로 난류혼합을 상세 측정하기 위하여 5x5 확대 봉다발 실험대 제작,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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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원전 사고시 노심에서 가장 중요한 현상인 재관수 및 Post-CHF에 대한 실험 자
료의 Database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보다 진보한 열수력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열
수력 안전 해석코드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노심 열수력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원전의 안전 여유도 및 성능을 향상시키고, 우리나라 고유의 열수
력 안전 해석코드를 보유함으로써 국제적 위상을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노심의 열수력 거동에 대한 체계적인 실험 자료의 Database를 확보함으로써 관련
지식기반을 확충하고 안전성 향상 기술 개발, 핵연료 개발 및 노심 개발에 필요한
실험 자료를 적기에 효율적으로 제공할 것이다.
당해 단계에서 확보된 노심 열수력 실험자료의 Database는 향후 대등한 입장에서
국제협력을 통한 기술 자료의 교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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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Title
Thermal-Hydraulic Tests for Reactor Core Safety
II. Objectives and Necessity
(1) Objectives
The main objectives of the present research are to carry out reactor core
thermal-hydraulic and core coolability experiments under accident conditions such as
LOCA to solve the outstanding problems for reactor core safety, and hydraulic tests for
various nuclear fuel bundle to ensure the safety of the core and integrity of the fuel
applying the advanced measurement techniques.
(2) Necessity
When an outstanding problem and issue in Korean nuclear power plants happens, it
should be solved by our own technology without a technical cooperation of advanced
countries. The safety and integrity for the reactor core and nuclear fuel developed in
the country should be verified with domestic technology. Therefore, the reactor core
thermal-hydraulic and core coolability experiments under accident conditions such as
LOCA, and hydraulic tests for various nuclear fuel bundle are required in order to
resolve the outstanding issues for thermal-hydraulic safety of reactor core,.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The major contents and scope of the present research are as follows:
(1) Thermal-hydraulic experiments for core safety during LOCA
- Experimental study on effect of spacer grid under reflood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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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t transfer experiments at Post-CHF conditions in 3x3 rod bundle
- Preparation of reflood experimental loop for 6x6 rod bundle with a spacer grid
developed in Korea
(2) Reactor core coolability tests
- Low flow CHF tests under return-to-power conditions
- CHF tests for 3x3 Water and 5x5 Freon rod bundles
- Heat transfer experiments for nano-fluid
(3) Application of an advanced technique to measure the core flow behavior
- Hydraulic tests for turbulence mixing characteristics in subchannel of 5x5 rod
bundle with various spacer grids
- Preparation of hydraulic loop with a magnified 5x5 rod bundle for detailed
measurements of turbulence mixing characteristics in subchannel
IV. Results
The reflood experiments for single rod annulus geometry have been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pacer grid on thermal-hydraulics

under reflood conditions. the

reflood experimental loop for 6x6 rod bundle with a spacer grid developed in Korea
has been provided. About 8000 data points for Post-CHF heat transfer have been
obtained from the experiments and the Post-CHF database with 23800 data points
including KAERI data has been provided.
About 1400 CHF data points for 3x3 Water and 5x5 Freon rod bundles have been
obtained. The existing evaluation methodology for core safety under return-to-power
conditions has been investigated using KAERI low flow CHF database. The heat
transfer experiments for nano-fluid have been performed and the applicability of
nono-fluid to industry is evaluated from comparing with water heat transfer data.
The hydraulic tests for turbulence mixing characteristics in subchannel of 5x5 rod
bundle have been carried out using advanced measurement technique, LVD and the
database for various spacer grids have been provided. In order to measure the
turbulence mixing characteristics in details, the hydraulic loop with a magnified 5x5 r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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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ndle has been prepared.
V. Application of the research results
The database which was constructed through a systematic thermal hydraulic tests for
the reflood phenomenon, CHF, Post-CHF is surely to be useful to the industry field
and the regulation body.
The CHF and Post-CHF database obtained at high temperature and pressure is
expected to be used to clear safety issues, to mitigate regulation, to develop advanced
fuels, and to enhance and develop safety analysis codes. In the future, it also will help
to make us exchange the obtained technical information with developed counties
through international collaboration on equal terms.
The high standard measurement techniques in the current research stepped up from
the development stage to the application stage. They are expected to be useful to get
more detail and reliable data in a nex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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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절 연구개발의 목표 및 필요성
1. 최종 목표
○ 냉각제 상실 사고시의 노심 열수력 현상규명 실험
○ 노심 냉각능력 평가 실험
○ 노심 유동 거동 첨단 측정기술 응용

2. 필요성
지금까지 노심 열수력 안전성 향상 및 노심, 핵연료 개발과 관련된 기술은 선
진국의 연구 성과를 기술 도입이라는 형태로 취득하여왔다. 그러나 선진 기술을 입
수하기 위해서는 실험 자료의 상호 교환 또는 막대한 비용지불을 통해서만 가능하
고, 특히 핵심 기술의 입수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며, 따라서 우리나라 독자기술
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국내 원전 가동 기수의 증가에 따라 우리나라 고유의 노심 안전 현안 문제나
쟁점이 발생하는 경우, 원자력 선진국의 도움은 기대할 수 없으며,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노심 열수력 안전 관심사 규며, 노심 안전성
현안 문제 해소 및 노심 설계 개선을 위해는 냉각재 상실시의 노심 열수력 현상
규명 실험, 노심 냉각능력 평가 실험이 필요하다.
원전의

냉각재

상실사고시

노심은

Blowdown,

임계열유속(CHF)

발생,

Post-CHF, 재관수(Reflood) 등 일련의 과도 과정을 거치게 되는 데 이 때 핵연료봉
의 최대 Cladding 온도(PCT)는 기준치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제되고 있으며 사고시
노심 열수력 거동은 PCT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원전계통 전체의 열수력 거
동을 좌우함으로 노심 열수력 연구는 원전의 안전성 확보에 필수적이다.
핵연료 개발과정에서는 설계된 핵연료에 대한 안전해석을 통하여 임계열유속
의 발생 유무를 분석하게 되는 데 원전의 사고 유형이나 원자로형에 따라 임계열
유속의 발생 가능성이 야기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기존의 실험 자료들을
적용하면 해석의 신뢰성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사고 유형에 따른 열수력
조건 하에서 임계열유속 실험이 필요하게 된다.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지금까지의 노심 열수력 안전성에 대한 보수적인 해석
및 평가방법에서 탈피하고 실제 열수력 현상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최적평가
(Best-Estimate) 방법론을 채택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실험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사고시 노심 열수력 현상에 대한 신뢰성 있는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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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는 최적 안전해석 계산코드의 성능검증 및 국산화에 기여함으로써 원자력 선
진국과 대동한 입장에서 상호 기술교환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된다. 나아가서 국내 원전의 노심 및 국내 개발된 핵연료 봉다발에 대한 사고시 냉
각성능을 입증하고 안전성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원자력 산업 수출의 길
이 열리게 될 것이며, 우리나라 고유의 노심 열수력 안전성 현안 문제를 해소함으
로써 핵연료 개선, 개발비용 및 규제 비용의 절감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

제 2 절 연구개발 목적 및 범위
본 연구는 원자로 노심의 열수력 안전성 관련 현안 문제 및 쟁점 사항을 해
소하기 위한 냉각제 상실 사고시의 노심 열수력 현상규명 실험, 노심 냉각능력 평
가 실험 및 첨단 측정기술을 응용한 노심 및 핵연료집합체 내에서의 유동 거동을
규명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고 노심 열수력 관련 실험 Database를 구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원자력 중․장기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로써 원전 1차계통의 열수력 특성을 실
험하기 위한 최고 운전압력 16 MPa의 고온, 고압 물 순환 장치인 RCS(Reactor
Coolant System) 열수력 Loop장치, Freon 유체를 사용하는 핵연료 봉다발 임계열유
속 Loop 장치 및 열수력 관련 상온, 상압 실험장치 등의 열수력 안전성 관련 실험
기반이 구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고온, 고압 실험장치와 기존 열수력 실험
시설 기반을 활용하고 국내 고유의 열수력 안전 현안 해소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열수력 실험 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1) 냉각제 상실 사고시의 노심 열수력 현상규명 실험
◦3x3 봉다발 Water 및 5x5 봉다발 Freon Post-CHF 실험을 수행하여 독자
Database 구축
◦단일봉 재관수 지지격자 효과 실험
◦국내 개발 지지격자 장착 6x6 봉다발 재관수 실험장치 설계, 제작
(2) 노심 냉각능력 평가 실험
◦3x3 봉다발 Water 및 5x5 봉다발 Freon Post-CHF 실험을 수행하여 독자
Database 구축
- 국내 개발 지지격자의 CHF 향상효과에 대한 정량적 실험자료 생산
- 봉다발 CHF 봉다발 비가열벽 효과를 정량적 파악
◦원전 사고시 Return-to-Power 조건에 대한 CHF 실험 Database 구축
- Return-to-Power 조건 저유량 CHF 상관식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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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turn-to-Power 조건에 대한 기존 및 KAERI 상관식을 적용하여 비교, 분석
함으로써 기존 안전성 평가방법의 타당성을 조사
◦나노유체를 이용한 열전달 향상기술 개발
- 나노유체 비동 열전달 및 CHF 특성자료 생산
- 일반 유체(물)와 나노유체 열전달 및 CHF 실험자료를 비교함으로서 나노유
체의 활용성을 분석, 평가
(3) 첨단 측정기술을 응용한 봉다발 부수로 유동특성 실험
◦5x5 봉다발 지지격자에 따른 부수로 난류혼합 특성 자료 생산
◦부수로 난류혼합 상세 측정을 위한 5x5 확대 봉다발 실험대 제작
본 보고서는 상기 실험들의 내용, 실험결과 및 실험에서 얻은 새로운 지식을
자세히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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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1단계 중장기 과제를 통하여 고온, 고압 실험을 포함한 원전 안전 계통 관련
실험 연구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노심 및 핵연료의 안전성과 관련한 임계열유
속(CHF) 실험, 상온, 상압에서의 수력실험 등은 실험기술 및 실험 자료의 품질면에
서 선진국과 거의 대동한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원전의 냉각재 상실사고시 노심은 Blowdown, CHF 발생, Post-CHF, Reflood
등 일련의 과도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국내에서 이러한 열수력 현상 중 CHF에 대한
실험연구는 중장기 과제를 통하여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Reflood 현상에 대
하여는 과거 1980년대 초에 소규모로 기초적인 실험이 수행된 바 있다. 그러나 사
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현상인 Post-CHF 및 봉다발 Reflood에 대한 실험 연구는
아직 수행된 바가 없어 이들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외국의 경우 Post-CHF 및 봉다발 Reflood에 대한 실험 및 해석 연구는 1980년
대 말까지 아주 활발하게 수행되었다. 세계적으로 재관수 동안의 열수력학적 거동
에 대한 많은 이론 및 실험 연구가 수행되어져 왔다. 재관수에 대한 소형 실험은
미국의 FLECHT, Semiscale, 독일의 PKL 및 일본원자력연구소 등에서 1970년대와
1980년대에 활동적으로 수행되었다. 1980년대 이후에는 일본의 CCTF, SCTF 및 독
일의 UPTF 등의 대형실험장치를 이용한 재관수 실험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러한
재관수 열수력 실험과 병행하여 재관수시 열수력 거동을 예측하기 위해 TRAC,
RELAP5, CATHARE, REFLUX 등 수 많은 전산 해석 코드가 개발되었으나,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실험 데이터의 부족 및 열수력 현상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보
수적인 가정을 바탕으로 한 해석적 추정에 의한 안전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
이다. 이러한 보수적인 해석은 원자로 설계에 많은 영향을 주어 때로는 필요 이상
의 투자를 강요하고 있다. 따라서 가압경수로의 재관수시 신뢰할 만한 최적의 안전
해석을 위해서는 재관수 현상에 대한 물리적 이해와 각종 열수력 현상에 대한 실
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상관식 혹은 모델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연구성과를 도입하여 열수력 안전성 평가 및 관련 전
산 해석 코드의 개발, 검증에 사용되어 왔다.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지금까지의 노
심 열수력 안전성에 대한 보수적인 해석 및 평가 방법에서 탈피하고 실제 열수력
현상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방법 즉 최적평가(Best- Estimate) 방법론을 채택하고 안
전해석에서의 신뢰성을 높이고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산업
체의 부담 및 규제 비용을 절감하려고 하는 추세에 있다.
최근에 Reflood시 지지격자의 효과를 고려할 때 상당한 열전달율의 향상, 즉
핵연료봉의

PCT가

낮아지는

것이

실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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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었으며,

또한

MARS,

COBRA-TF 등 최적계산 해석코드로 사고시 열수력 현상들을 상세하게 해석하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해석코드를 검증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지격자
전후에서의 Post-CHF 및 Reflood 현상에 대한 상세한 지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 Pennsylvania State 대학이 미국 NRC의 주관 아래 대규모 Reflood 실험을 수행하
고 있다. ABB-Atom사 (Sweden)에서도 러시아 IPPE의 실험시설을 이용하여 Reflood
에 대한 지지격자 효과 실험을 수행한 바 있으며 또한 독일 Karlsrule 연구소(FZK)
에서도 실험, 해석을 통하여 기존 Reflood 열전달 모델의 개선작업을 수행하고 있
다. 국내에서도 Reflood시의 열전달 현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상기
Pennsylvania State 대학에서 수행중인 Reflood 실험과제에 KNFC 및 KINS가 참여를
추진중에 있다.
임계열유속 연구는 크게 학계의 임계열유속 메카니즘 연구와 연구소/산업계
의 원자로열적여유도 향상(핵연료성능향상)이 주류를 이루었다. TMI사고, 체르노빌
사고 이후에 원자력안전이 중심 이슈가 되면서 SLB, LOCA사고에 임계열유속의
관심도가 높아졌으나 연구비의 삭감 등으로 최근까지 사고조건에서의 실험이 용이
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단순한 기하형상인 원형관과 환형관에 대한 CHF실험자료
는 국내의 KAIST 및 국외의 영국, 캐나다, 러시아, 미국 등에서 상당한 자료를 확
보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조건에서의 봉다발 실험 자료는 국내의 한국원자력연구
소에 3x3 봉다발 실험자료를 일부 보유하고있고 국외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프레온 임계열유속 실험은 비용 절감, 실험의 용이성, 가시화실험 가능 등 유
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국외에서는 1950년대부터 많은 나라들이 실험장치를 만들
어 운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98년에 원자력연구소에서 처음으로 실험장비를 갖
추고 오존층에 무해한 신냉매를 사용하여 원형관 및 환영관에 대한 기초자료를 생
산하였다. 최근에는 KAIST에서 소규모의 시설을 완성하고 2x2봉다발에서 가시화실
험을 수행하고 있다. 봉다발급 프레온 실험은 SLB사고, LOCA시 임계열유속 연구
및 핵연료개발을 목적으로 수행하고 소규모시설은 유동가시화, 유동양식지도연구
및 임계열유속 메커니즘연구 등 학문적인 연구가 주목적이다.
최근 봉다발내 비가열봉이 냉각능력에 미치는 영향, 사고시 Return-to -Power
조건에서의 저유속 CHF 등 국내 원전에 고유한 현안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나, 실
험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정확한 노심 냉각능력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핵연료의 DNB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핵연료의 지지격자 변경, 혼합
날개 설치등의 방안이 연구되고 있으며 많은 성과가 있으나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
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핵연료의 DNB 향상을 위한 연구에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필요가 있다.
최근

신기술인

나노

기술과

플라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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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

처리

기술

(Plasma

Ion

Implantation)이 등장하면서, 이 기술이 물의 물성치 변화, 금속 표면의 개질을 통해
비등 열전달 및 임계열유속 성능향상을 위해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
라서, 이 기술들을 도입하여 경제성과 기술성을 갖춘 비등 열전달 및 임계열유속
향상 가능성 및 이 기술의 적용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핵연료부수로에 대한 유동가시화는 복잡한 형상으로 인해 어려운 문제이지만,
최근 유동가시화 관련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유동장 측정기술의 세계적 추세는 유
동가시화이며, 최근의 첨단 유동가시화 기법은 PIV 및 LDV를 적용하여, 부수로에
서의 복잡한 국소 열수력 현상을 정량화 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첨
단 유동가시화 기법을 이용하여 핵연료부수로에서 지지격자에 따른 유동형태, 압력
손실 등의 데이터를 획득하여 지지격자의 설계 및 최적화를 이룩할 수 있다.
원자력 선진국의 경우 지금까지 축적된 풍부한 실험 자료의 Database와 실험
시설 기반으로 노심 열수력 안전성 현안 문제의 발생시 쉽게 그 해결 방안을 도출
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기술 기반은 차세대 원자로의 개발에 있어서 상
당히 유리한 입지를 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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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노심 냉각 능력 평가 실험
제 1 절 3x3 봉다발 Water 저유량 임계열유속(CHF) 실험
1. RCS 열수력 실험장치
가. RCS 열수력 실험장치
봉다발을 이용한 임계열유속(CHF) 실험과 Post-CHF 실험은 한국원자력연구소
(KAERI)의 RCS 열수력 Loop를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RCS 열수력 Loop의 주요 운
전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운전압력: 0.5 ~ 16 MPa
- 실험대 유량: 0.03 ~ 3 kg/s
o

- 최대 유체 온도: 347 C
- 실험대 최대 출력: DC 450 kW, AC 970 kW
그림 3.1-1과 3.1-2는 봉다발을 사용한 CHF 실험과 Post-CHF 실험이 수행된
RCS 열수력 Loop 장치를 보여준다. 실험장치는 임계열유속 및 2상 유동 실험을 수
행하기 위하여 순환펌프(Circulating pump), 오리피스 유량계(Orifice flowmeter), 예열
기(Preheater), CHF 실험대(Test section), 기수 분리기(Steam water separator), 응축기
(Condenser), 가압기(Pressurizer), 열교환기(Heat exchanger)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
Loop를 구성하는 모든 기계장치, 압력용기, 배관 및 각종 측정부는 부식을 방지하
기 위하여 Stainless Steel 304로 만들어졌으며, ASME Section VIII,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 및 ANSI B31.1.0, Power Piping Code에 따라 제작되었다.
순환펌프로부터 배출된 순환용수인 단상 물은 예열기를 거쳐 Test Section을
지나가는 사이 Heater Rod에 의해 가열되어 수증기-물의 2상 유동 상태로 Test
Section을 나와 수증기/물의 기수 분리기에 들어간다. 여기서 수증기는 응축기에서
응축되어 가열수와 함께 열교환기를 거쳐 주어진 온도까지 냉각된 후 순환펌프로
되돌아온다. 실험대에 유입되는 유량의 측정은 3종류의 오리피스 유량계 중에서 실
험유량의 범위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유량은 순환펌프의 회전속도 조
절, 유량제어 밸브 및 우회밸브의 조절을 조합하여 제어된다. 저유량 영역에서 흔
히 관찰되는 유량의 진동은 실험대 입구 측에 설치된 밸브를 충분히 Throttling하여
제거하였다. 40 kW의 출력을 갖는 예열기는 실험대 입구의 용수 온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으며, 실험대에서 가열된 순환용수는 수증기-물의 2상 유동 상
태로 실험대를 나와 기수 분리기 및 응축기에서 완전히 단상의 물이 되어, U-Tube
형 열교환기에서 설정된 온도까지 냉각된다. 실험장치의 압력은 내부에 40 kW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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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을 갖는 가열기가 설치된 가압기에 의해 조절된다.
나. Test Sections
(1) 3x3 Test Section With Uniform Axial Heat Flux
실험대는 그림 3.1-3에 보여준 바와 같이 축방향 출력분포가 균일한 6개 가열
봉과 3개의 비가열봉으로 구성된 3x3 봉다발이 압력용기내에 설치된 Flow Housing
내부에 장전되어 있다. 실험대 내부 유로 및 가열봉의 기하학적 형상은 가압경수로
의 원자로심과 동일하며, 가열봉 및 비가열봉은 직경 9.52 mm, 가열길이 3670 mm,
봉사이의 피치 12.6 mm를 갖는다. 가열봉은 SCR(Silicon Controlled Rectifier) 출력제
어기를 사용하여 AC 전원에 의해 간접적으로 가열된다. 가열봉에는 그 표면 온도
를 측정하고 CHF를 검출하기 위해 Sheath 직경이 0.5 mm인 K-Type 비접지형 열전
대 6개 혹은 4개가 부착되어 있다. 또한 같은 형태의 열전대가 가열 구간 입구 및
출구에서의 부수로에서의 유체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각각 16개씩이 설치되어 있
다. 이러한 부수로 유체 온도의 측정은 부수로 코드 등을 사용한 국부조건의 예측
에 필수적인 중요 데이터이다. 그림 3.1-4와 3.1-5는 설치된 봉다발과 지지격자 및
부수로 측정용 열전대를 보여준다.
(2) 3x3 Test Section With Cosine Axial Heat Flux
그림 3.1-6에 나타난 것처럼 수직방향 코사인 출력분포를 갖는 3x3 봉다발 실
2
험대는 39.8 x 39.8 mm 의 압력용기 내부에 가열길이 3672.67를 갖는 9개의 가열봉

이 설치되어 있다. 가열봉은 핵연료봉을 모의하기 위하여 대칭 코사인 수직 방향
출력분포를 가지며, 외경과 피치는 각각 9.52 mm와 12.60 mm이다. 표 3.1-1은 실험
대에 대한 자세한 기하학적 형상 데이터를 보여준다. 가열봉은 AC(Alternating
current) 출력에 의해 간접적으로 가열되며, 가열봉의 Sheath와 Heating element는 각
각 Inconel 600과 Nicrome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1-2에 나타난 것처럼 혼합날개
가 없는 단순한 형상을 갖는 11개의 지지격자가 가열봉을 지지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CHF에 미치는 지지격자의 영향은 무시할 수 있다. 가열봉 표면 온도
를 측정하여 CHF 발생을 검출하기 위하여 Sheath diameter가 0.5 mm인 K-type 비접
지형 열전대가 6개 혹은 4개씩 가열봉의 표면에 설치되어 있다. 가열봉 표면 온도
측정용 열전대의 온도 측정 위치는 지지격자의 바로 전단에 설치되어 있으며, 열전
대의 위치는 가열구간 끝으로부터 10, 225, 625, 1025, 1425, 1825 mm이다. 또한
0.5 mm Sheath diameter를 갖는 K-type 비접지형 열전대가 실험대 입구 및 가열구
간 끝점에 16개씩 설치되어 부수로에서의 유체온도를 측정하도록 하였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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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에 나타난 것처럼 가열봉은 15개의 Step으로 균등하게 나뉘어져 대칭 코사인
수직 방향 열유속 분포를 모의하고 있으며, 평균 열유속에 대한 최대, 최소 열유속
비는 각각 1.40과 0.45이다.
다. 실험방법
실험은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법으로 수행된다. 먼저 실험대 입구의 유량, 온
도 및 압력을 설정된 조건에 맞춘 다음, 실험대 가열봉다발에 전원을 공급하고 서
서히 가열전력을 증가시킨다. CHF 근방에서 공급 전력을 미세하게 Step 상태로 증
가시켜 수 분 동안 유지하여 정상상태를 확인한 후 다음 Step으로 증가시킨다.
CHF가 발생하면 CHF 검출기에 의해 전력공급을 감소시키거나 정지시킨다. CHF의
발생 판단조건은 가열봉 표면 온도가 갑자기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으로 판단
하며, 본 실험에서는 표면 온도가 포화온도 보다 100 K 이상 상승하면 CHF가 발
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예비실험 결과 이러한 CHF 정의는 최종적인 CHF 값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주요 측정변수 불확실도
본 실험의 주요 측정변수는 실험대 입구 및 출구 플레넘 압력, 실험대 입구
유량, 가열봉다발의 가열 구간 입구 및 출구의 물 온도, 가열봉 표면 온도, 가열봉
다발에 투입한 전력, 가열구간 입구 및 출구에서의 부수로 유체 온도, 실험대에서
의 차압 등이며 측정된 신호는 모두 Workstation급 자료처리장치에서 자동적으로
수집, 처리된다. 이들 측정 변수의 불확실도는 Sensor 및 계측기기의 정밀도와 교정
결과로부터 ANSI/ASME PTC 19.1(1985) 코드의 방법으로 평가하였으며, 관찰된 불
확실도는 압력, 유량 및 온도에 대하여 각각 자료처리장치 지시치의 ±0.3 %, ±1.5
% 및 0.7 K 이하였다. 가열봉다발 전력 측정에 대한 불확실도는 1.8 % 이하였다.
일련의 실험 수행 전에 열평형에 대한 예비 실험이 수행되어, 계측기 측정의 오차
여부 및 열손실이 평가되었다. 각 압력 조건에서 수행된 예비 실험 결과에 따르면
실험대에서의 열손실은 실험대 인가된 총출력의 약 2% 이하로 나타났다.

2. Return-to-Power 영역을 포함한 저유량 CHF
Return-to-power 영역을 포함한 저유량에서의 CHF 실험은 대칭 코사인 수직방
향 열유속 분포를 갖는 3x3 가열봉다발에서 수행되었다. Return-to-power 조건에서
의 93개의 CHF 데이터를 포함하여 총 299개의 CHF 데이터가 생산되었으며,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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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실험 영역은 표 3.1-3과 같다. 여기서 Return-to-power 조건은 Lee 등(1996)의 해
2
석 결과를 참조하여, 250 kg/m s 이하의 저유속, 6.0 ~ 12.0 MPa의 중간 압력 및

200 kJ/kg이상의 높은 입구과냉도로 정의하였다.
일반적으로 균일하게 가열되는 수직관에서의 CHF는 가열구간 끝에서 발생하
는

반면,

비균일하게

가열되는

수직관에서의

CHF는

가열구간

끝보다

상류

(Upstream) 영역에서 발생한다. 본 실험에서도 CHF가 발생하는 가열봉은 R1, R2,
R7과 R5에서 주로 발생하며, 열전대 3과 2에서 각각 약 60%와 32%의 CHF가 발생
하였다(그림 3.1-6 참조). 본 실험결과는 CHF가 중앙영역의 가열봉보다는 Corner 영
역에 위치한 가열봉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가열면이 존재하
는 Corner 영역에서는 유체의 속도가 낮아지기 때문이며, 이러한 현상은 "Cold wall
effect"라고 알려져 있다. Corner 영역에서는 환상류 액막(Liquid film in annular
flow)이 가열봉 표면뿐만 아니라 비가열 벽면(사각관)에도 존재한다. 따라서 비가열
벽면에 액막이 존재하지만, 가열봉 표면에 존재하는 액막만이 증발 과정, 즉 CHF
2
에 영향을 미친다. 7.0 MPa 이하의 압력과 350 kg/m s 이하의 질량유속 조건에서

CHF는 열전대 2와 3에서 균등하게 발생하였다. 이 이상의 압력 및 질량유속 조건
에서는 대부분의 CHF가 열전대 3의 수직 위치에서 발생하였다.
그림 3.1-8은 질량유속이 CHF 발생시 실험대 전체에 대한 평균 CHF에 미치
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평균 CHF는 질량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며, 평균 CHF의 증가율은 압력이 감소함에 따라 커져서 평균 CHF에
대한 질량유속의 영향은 낮은 압력에서 커진다. 낮은 질량유속 혹은 높은 입구 과
냉도 조건에서는 평균 CHF는 급격한 기울기를 가지면서 질량유속에 따라 선형적
으로 증가한다. 하지만 질량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CHF의 증가율은 작아지면
서, 평균 CHF는 질량유속에 따라 서서히 증가한다. 매우 낮은 질량유속 조건에서
는 평균 CHF에 미치는 입구 과냉도의 영향은 작아지며, 이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Chun et al., 2001; Chun et al., 2003).
그림 3.1-9에 나타난 것처럼 높은 질량유속 조건에서는 약 3 MPa에서 Peak
CHF 값이 존재하지만, 매우 낮은 질량유속 조건에서는 압력의 영향이 작으며 Peak
CHF 값을 관찰하기가 어렵다. 3 MPa 이상의 압력에서는 평균 CHF가 압력에 따라
단순하게 감소하거나, 거의 일정한 값을 나타낸다.
그림 3.1-10은 CHF 발생 위치에서의 임계건도(Critical quality)와 국부 CHF 값
의 관계를 보여준다.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국부 CHF 값은 임계건도에 따라 감소
하고 있다. 매우 낮은 질량유속과 임계건도가 1이상이 되는 조건에서는 CHF는 대
향류(Counter-current flow)에서의 플러딩(Flooding) 현상 등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국부 CHF 값은 임계건도에 관계없이 거의 일정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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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은 환상류에서의 CHF 기구(Mechanism)를 결정하는 인자의 영향이 서로 달라지
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Return-to-power 조건에서 기존 CHF 상관식들의 적용 가능성 및 예측성을 조
사하기 위하여, 1995 CHF look-up table (Groeneveld et al., 1996), EPRI 봉다발 상관식
(Reddy et al., 1983), Macbeth 상관식 (1963)과 Moon 등(2002)의 KAERI CHF 상관식과
CHF 실험 데이터를 비교하였다. 그림 3.1-11은 전체 실험 조건과 Return-to-power 조건에
대한 위의 상관식들의 예측 결과를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look-up table과 KAERI CHF 상
관식은 평균 CHF 값을 비교적 잘 예측하고 있다. Macbeth 상관식은 Return-to-power 조건
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예측하고 있지만, 질량유속이 커짐에 따라 Overestimate하고 있
다. 그러나 위의 상관식들조차 약 100 kg/m2s 이하의 아주 낮은 질량유속 조건에서는 예
측 성능이 떨어진다. 따라서 Return-to-power 조건에서의 기존 상관식들의 CHF 예측 성
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우 낮은 질량유속 조건에서 CHF 실험 데이터들이 좀 더 생산
되어야 하며, 생산된 실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존 상관식들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3. 3x3 봉다발 Water CHF 비가열봉 효과
수직방향 열유속 분포가 균일하고 3x3 봉다발에서 3개의 봉다발이 비가열 되
는 조건에서 비가열봉이 CHF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163개의 CHF 실험자료를 얻었다.
- 계통 압력

: 0.48 ～ 15.07 MPa

- 질량유속

: 44 ～ 652 kg/m2s

- 입구 과냉도 : 23 ～ 354 kJ/kg
가열구간 출구에서의 건도가 커짐에 따라 출구 플레넘의 압력은 약간 불안전
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실험대 입구 플레넘의 압력을 계통 압력으로 사
용한다. 입구 과냉도는 압력 조건에 다른 증발잠열과 가열구간 입구 엔탈피의 차이
다.
일반적으로 수직 상향류 균일 가열봉의 경우 CHF는 가열구간 상단부에서 발
생한다. 본 실험에서도 CHF는 가열봉 R1 또는 R2의 가열구간 상단부로부터 10 혹
은 30 mm(T/C 1 및 2)의 위치에서 발생하였다 (그림 3.1-3 참조). 그림 3.1-12는 질
량유속과 CHF의 관계를 보여준다. CHF는 질량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며, 저
압에서의 CHF는 그 기울기가 고압에 비해 크고 CHF에 대한 질량유속의 영향은
저압에서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1-13은 유량을 고정한 경우 CHF가 입구
과냉도의 증가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함을 보여준다. 본 실험범위에서 CHF는 입
구 과냉도의 증가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였다. 일반적으로 입구 과냉도를 고정
하여 유량을 증가시키면 CHF는 증가한다. 본 실험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CHF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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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림 3.1-13과 같이 CHF는 입구 과냉도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질량유속이 작아질수록 CHF에 대한 입구 과냉도의 영향은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CHF 조건에서 CHF가 발생한 축방향 위치의 단면 평균 건도를 열역학적 평
형을 가정하여 구한 값으로 정의한 임계건도(Critical quality)와 질량유속과의 관계
를 나타내면 그림 3.1-14와 같다. 본 실험조건에서 임계건도 범위는 0.25 ～ 1.28로
나타났다. CHF 현상은 2상유동의 양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CHF의 발생기구
는 기포류 ～ 슬럭류(Slug flow) 영역에서는 핵비등 이탈(DNB), 환상류에서는 액막
의 건조(Dryout)로 크게 구분된다. 저유량 조건에서의 CHF 발생기구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El-Genk et al., 1988; Kumamaru et al., 1990; Mishima and Ishii,
1982; Regers et al., 1982)
- 매우 낮은 유량 조건에서 플러딩(Flooding)에

의한 CHF 발생

- 슬럭류 또는 처언(Churn)류에서 환상류로 유동양식이 천이 조건에서 CHF가
발생
- 환상류에서 액막의 건조(Liquid film dryout)
- 액상의 완전한 증발, 즉 출구건도가 약 100 %가 될 때.
그림 3.1-15는 임계건도에 대한 압력의 영향을 보여준다. 그림 3.1-14 및
2
3.1-15에서 3 MPa 이상의 압력 및 50 또는 150 kg/m s의 아주 낮은 유량에서는 임

계건도가 100 %를 넘어서고 있다. 이는 가열구간에서 발생한 수증기가 실험대 상
부 Plenum에서 응축되어 생성된 포화수가 주로 비가열봉부를 통하여 가열봉다발의
가열구간에 하향류로 공급되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그림 3.1-16은 CHF에 대한 계통 압력의 영향을 보여준다. 질량유속이 650 및
2
350 kg/m s의 경우, CHF는 압력의 증가에 따라 단조롭게 감소하고 질량유속이 낮
2

아질수록 CHF에 대한 압력의 영향은 작아져 질량유속 50 kg/m s에서는 압력의 영
향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CHF는 압력이 변해도 거의 일정한 값을 보여주고 있다.
Bowditch 등(1987)의 5x5 가열봉다발에서의 CHF 실험 및 Chun 등(2001)의 환상유
2
로에서의 CHF 실험에 의하면 유량이 클 경우(300 kg/m s 이상) CHF는 압력이 증

가하여 2 ～ 4 MPa 근방에서 최대치가 된 후 15.0 MPa 까지 천천히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실험의 경우 비가열봉 영역에서 가열봉다발 영
역에 계속적인 물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어, 그 결과 저압 영역에서 CHF의 최대
치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4. 봉다발 Zero Flow CHF 실험
가. 연구배경 및 목적

- 12 -

Countercurrent flow limited 임계열유속은 냉각재 상실사고 (LOCA)와 같은
실용적인 관심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실험 및 이론연구가 진행되어져 왔다.
(Barnard, et al., 1974; Chang, et al., 1991; Katto, et al., 1991; Nejat, 1981; Tien,
et al., 1979). 대항류 제한 임계열유속 혹은 플러딩 임계열유속은 기체상의 빠른 유
속으로 인하여 액체상의 유체가 가열표면에 접근하지 못함으로서 열전달에 영향을
주고 결국 임계열유속 자체가 플러딩 현상에 의해 지배 받는 것으로서(Khabensky
et al., 1998) 수조비등에 의한 임계열유속에 비해 작기 때문에, 원자로의 안전에 매
우 중요하다.
플러딩 현상은 Wallis (1969)에 의해 제안된 다음의 식에 의해 설명된다.
j*g

1/ 2

+ mj l*

1/ 2

= Cw

(3-1-1)

여기서 jg* 와 jl* 증기와 액체의 무차원 겉보기 속도이고, Cw는 상수이다. 무차원
겉보기 속도는 다음의 두식으로 표현된다.
j*g = j g ρ g
jl* = jl ρ l

1/ 2

1/ 2

( gD∆ρ )−1 / 2

(3-1-2)

( gD∆ρ )−1 / 2

(3-1-3)

jg 와 jl 은 증기와 액체상의 겉보기 속도(superficial velocity)이고,

D 는 관내경,

그리고 Δρ 는 액상과 기상의 밀도차이다.. 플러딩을 설명하는 또다른 상관식은
Kutateladze에 의해 제한된 다음식이다.
Kg

1/ 2

+ mK l

1/ 2

= Ck

(3-1-4)

1/2
-1/4
and Kl =jlρl1/2(gσΔρ)-1/4 이고, Ck는
여기서 Kg 와 Kl 은 각각 Kg =jgρg (gσΔρ)

상수로서, Pushkina와 Sorokin은 m = 0, Ck = 3.2를 제안한바 있다. (Bankoff and
Lee, 1983).
Chun 등(2001)은 환형 유동채널에서의 zero flow 임계열유속 실험을 통해 얻
어진 자료를 기존의 플러딩 상관식을 기초로한 임계열유속 상관식과 비교하였다.
그는 플러딩 임계열유속 상관식은 가열봉의 열유속분포와 깊은 관계가 있다고 주
장하였다. Imura 등(1983)도 비슷한 실험을 수행하여 상관관계식을 제시하였고,
Mishima와 Nishihara(1987)는 플러딩 임계열유속은 직경과 비례하여 증가하고, 가
열부 길이와 반비례하여 증가한다고 주장과 함께, 유동채널의 형상이 원관, 환상관,
사각관으로 변화함에 따라서 식(3-1-1)의 상수 Cw 가 1.66, 0.98, 0.73 로 변화한다고
주장하였다. Khabensky 등(1998)도 유동채널의 형상이 플러딩 임계열유속에 미치
는 영향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많은 연구는 주로 원형관, 환형관, 사각관관 같은 단순형태에서 수행
되었고, 봉다발과 형상에서의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가열봉에서의 열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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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 고압조건 등에 대한 실험연구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3x3
배열의 비균일 출력분포를 가진 봉다발에서의 플러딩 임계열유속에 관한 실험에
대하여 설명한다.
나. 실험장치 및 방법
(1)

실험장치

실험은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설치된 RCS (Reactor Coolant System) 실험장치
에서 이루어졌다. 실험장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Chun 등(2000)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는 시험대에 대하여 설명한다.
그림 3.1-6에 시험대를 표시하였다. 시험대는 3x3 봉다발과 이를 감싸는 사각
형 외벽, 그리고 입․출구 플레넘으로 구성된다. 가열봉은 외경은 9.52mm, 길이는
3,673mm이다. 가열봉 사이의 pitch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같이 12.6mm이고 재질은
Inconel 600의 외벽과 Nichrome 및 단열재로 구성된다. 가열봉의 축방향 열출력은
코사인으로 설계되었다. 임계열유속의 감지와 외벽온도측정을 위하여 각각의 가열
봉에는 6개씩의 K-형 열전대가 설치되었다. (외벽 열전대의 총 수는 44개이다.) 그
림 3.1-17와 -18에는 압력 탭과 외벽 열전대의 위치를 표시하였다. 그림 3.1-19는 가
열봉의 열출력을 보여주고 있다. 외벽 열전대는 상부끝 가열부로부터 각각10, 225,
625, 1025, 1425, and 1825mm의 위치에 있다.
주요 측정변수로는 입.출구 플레넘 온도, 압력, 입,출구 부수로 유체 온도, 가
열봉 벽온도, 차압, 전력량 등이 있으며, 모든 계측기로부터의 신호는 자료처리 및
저장장치로 연결되어 처리된 후 저장된다. 계측관련 신호의 불확실도 해석을 위하
여 ANSI/ASME PTC 19.1 (1985)를 사용하였으며, 불확실도는 온도 및 압력의 경
우 +/-0.3%와 +/-0.7% K이고, 전력량의 경우 +/-1.8%이다.
(2) 실험방법 및 조건
순환펌프를 가동하여 장치를 통해 냉각재를 순환하고, 동시에 냉각재의 온도
와 압력 등을 원하는 수준까지 설정한 후에 시험대전단의 격리밸브를 닫아 계통을
격리시킨 후, 봉다발 출력을 점점 높인다. 이러한 출력상승은 임계열유속이 발생할
때까지 계속된다. 본 실험에서 임계열유속은 가열봉의 최고온도가 실험압력의 포화
온도보다 110 K 높을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하였다. 임계열유속이 가열봉 외벽 열
전대에 의해 검지되면 자동으로 봉다발 출력은 trip되어 손상을 막고자 하였다.
총 56 셋트의 실험자료가 얻어졌으며, 실험범위는 입구 과냉각도 67.5～351.5
kJ/kg, 압력 0.5～15.0 MP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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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험결과 및 토의
(1) 임계열유속 관찰
그림 3.1-5에는 실험중 측정한 가열봉 벽온도 거동을 표시하였다. 그림에서
보듯이 전력량이 임계열유속 근처에 도달하면, 상부 끝 가열부분으로부터 625 and
1025mm (T/C 3 과 4) 아래에 설치된 열전대는 별다른 흔들림 없이 선형적으로
온도가 증가하였고, 225mm 아해에 설치된 T/C 2 및 T/C 1, 5, 6은 포화온도 부
근에서 일정값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온도거동은 Katto와 Hirao (1991), Chun 등
(2001)에 의해 관찰된 것과 유사하다.
본 실험에서는 임계열유속 발생장소는 시스템 압력에 따라 크게 3 부류로 구
분된다.

1.0 MPa 이하의 저압력 조건에서 임계열유속의 주로 T/C 1과 2에서 발

생하였고, 12.0 MPa 이상의 고압력에서는 T/C 4에서 임계열유속이 발생되었다. 또
한 압력이 6.0 MPa 이상의 조건에서는 임계열유속이 항상 가운데 전열봉(그림
3.1-6의 R5)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런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하여는 Cho 등 (2005)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고, 이를 위해 그림 3.1-21이 사용되
었다.

(2)

자료처리

임계열유속 발생시 시험부 하부에는 과냉각 상태의 냉각수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시험대 내부에서 발생한 증기의 양은 단순히 질량 및 에너지 평형관계식으
로부터 얻을 수 없다. 따라서 포화비등이 발생하는 위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그림
3.1-22에서와 같은 모델을 사용하였다.
그림에서 표시된 차압(ΔP)은 가열부 최하부로부터 Z 위치까지의 정압을 의미
하므로, 이 구간에서의 평균 기공율은

α=

ρ l ,sat gZ + ( ρ l,sub − ρ l,sat ) gZ sat − ∆P
( ρ l,sat − ρ g ) g ( Z − Z sat )

(3.1-5)

로 표시할 수 있고, 여기서 g 는 중력가속도를 의미한다.
본 장치에서의 ΔP와 시험대 하부에서의 과냉각도(ΔTsub)의 관계를 그림 3.1-23에
표시하였다. ΔTsub = 0 (즉, Zsat = 0) 경우 차압은 그림에 표시된 관계식으로부터
각각 계산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 Z = 1,101 m) 위의 값을 식(3.1-5)에 대입하면
시험대 하부에서 포화생태시 각 압력조건에서의 평균 기공율(a0)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포화비등이 발생하는 지점으로부터 Z 까지의 평균 기공율은 다음의 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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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할 수 있다.

⎛

Z sat ⎞
⎟
Z ⎠

α = α0 ⎜1 −
⎝

(3.1-6)

위의 두 식으로부터 포화비등위치를 계산할 수 있고, 따라서 임계열유속 조건에서
의 비등길이(LB)는 다음의 식으로 구한다.

LB = Lh − Z sat

(3.1-7)

비등구간에서의 평균 임계열유속 (qC,B)는 다음의 결과식으로 표시된다.

q C ,B =

1
LB

∫

Lh

Z sat

q( z )dz

(3.1-8)

여기서 q(z) 는 가열봉 축방향에서의 열유속분포이고, 식 (3.1-8)로부터 계산된 qC,B
를 그림 3.1-24에 표시하였다.
(3)

기존 플러딩 임계열유속 상관식

현재까지

플러딩

발생시점의

예측을

위해

Wallis

플러딩

상관식과

Kutateladze의 상관식이 주로 사용되었고, 이러한 상관식들은 플러딩에 의한 임계
열유속 예측 상관식에도 여전히 사용될 수 있다. 그림 3.1-22과 같은 모델에서 정
상상태에 대한 다음의 열-물질 상관식을 유도할 수 있다.

j g ρ g A f = jl ρ l A f =

qC ,B AB
hlg

(3.1-9)

식 (3.1-9)를 식 (3.1-1)에 대입하고, 수력등가직경(hydraulic equivalent diameter,
Dhy)를 식 (3.1-2) 및 식 (3.1-3)에 사용하면, 플러딩에 의한 임계열유속은 다음의
식으로 표시된다.
qC ,B
hlg ( gDhy ρ g ∆ρ )1 / 2

C
= w
4

1/ 4
⎛ Dhe ⎞ ⎡ ⎛ ρ g ⎞ ⎤
⎟⎟ ⎥
⎟⎟ ⎢1 + ⎜⎜
⎜⎜
⎝ LB ⎠ ⎢⎣ ⎝ ρ l ⎠ ⎥⎦

−2

(3.1-10)

Mishima와 Nishihara (1987)는 윗 식을 다음과 같이 표시하였다.
qC ,B
hl g ( gλρ g ∆ρ )1 / 2

C
= w
4

2

⎛ Dhe ⎞ ∗ 1 / 2 ⎡ ⎛ ρ g ⎞
⎟⎟ D
⎜⎜
⎢1 + ⎜⎜ ⎟⎟
L
⎢⎣ ⎝ ρ l ⎠
⎝ B ⎠

1/ 4

⎤
⎥
⎥⎦

−2

(3.1-11)

여기서 사용된 D*는 Bond 수(Bo)와 일치한다. (Bo=Dhy(gΔρ/σ)1/2). Nejat (1981)는
식 (3.1-10)에 근거하여 다음의 플러딩 임계열유속 상관식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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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C ,B
Cw
=
hl g ρ g ( gDhy )1 / 2
4

⎛ ∆ρ ⎞
⎟
⎜
⎜ρ ⎟
g
⎠
⎝

⎛ Dhe ⎞
⎟⎟
⎜⎜
⎝ LB ⎠

1/ 2

⎡ ⎛ ρ g ⎞1 / 4 ⎤
⎟⎟ ⎥
⎢1 + ⎜⎜
⎢⎣ ⎝ ρ l ⎠ ⎥⎦

−2

(3.1-12)

0.1
2
여기서 Cw 은 0.36(LB/Dhe) 이다. Tien 등(1979)도 Kutateladze's criterion을 바탕으

로 상관식을 제시한 바 있다.
2

q C ,B
hl g ( gσρ g ∆ρ )1 / 4
2

C ⎛D
= k ⎜⎜ he
4 ⎝ LB

⎞
⎟⎟
⎠

⎡ ⎛ ρg
⎢1 + ⎜⎜
⎢⎣ ⎝ ρ l

⎞
⎟⎟
⎠

1/ 4

⎤
⎥
⎥⎦

−2

(3.1-13)

여기서 Ck2 = 3.2[tanh(Bo1/4/2)]2. Imura 등(1983)에 의해 발표된 상관식은 다음과
같다.
q C ,B
hl g ( gσρ g ∆ρ )1 / 4
2

C
= k
4

2

⎛ Dhe
⎜⎜
⎝ LB

⎞
⎟⎟
⎠

⎛ ρg
⎜⎜
⎝ ρl

⎞
⎟⎟
⎠

−0.13

(3.1-14)

위에서 제시된 식에서 Cw and Ck는 원래의 의미와는 달리 상수가 아니며, 열
수력학적 상태량과 기하학적 형상에 따라 변화하는 변수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2

Park 등(1997)은 LB/Dhe, Bo, and ρg/ρl등의 변수가 Cw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다음의 상관식을 제시하였다.

Cw

2

⎛ L ⎞
= 1.22⎜⎜ B ⎟⎟
⎝ Dhe ⎠

0.12

⎛ ρg ⎞
⎟⎟
⎜⎜
ρ
⎝ l ⎠

0.064
2

( 1 + 0.055 Bo − 4.08 × 10 − 3 Bo )

(3.1-15)

Chun 등(2001)은 또한 좀 더 넓은 실험범위에서의 실험결과를 토대로 Park 등
(1997)의 상관식과 같은 형태의 다음의 식을 제시하였다.

Cw

2

⎛ L ⎞
= 1.22⎜⎜ B ⎟⎟
⎝ Dhe ⎠

0.12

⎛ ρg ⎞
⎟⎟
⎜⎜
⎝ ρl ⎠

−0.032
2

( 1 + 0.055 Bo − 4.08 × 10 − 3 Bo )

(3.1-16)

표 3.1-4 은 Park 등(1997)과 Chun 등(2001)에 의해 제시된 적용범위를 정리
하여 표시하였다.
(4)

기존상관식과의 비교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제시된 여러 상관관계식(식 (3.1-10～14))을 비교하기
위하여, 다음의 변수를 추가로 정의하였다.

qC* ,w =

qC ,B
hlg ( gDhy ρ g ∆ρ )

1/ 2

,

qC* ,N =

q C ,B
hlg ρ g ( gDhy )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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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 ,k =

qC ,B
hlg ( gσρ g2 ∆ρ )1 / 4 , and

⎡ ⎛ ρ g ⎞1 / 4 ⎤
ξ = ⎢1 + ⎜⎜ ⎟⎟ ⎥
⎢⎣ ⎝ ρ l ⎠ ⎥⎦

−2

그림 3.1-10～14에 본 실험자료와 기존 상관식들의 비교결과를 표시하였다. 그림에
서 보듯이 본 실험자료는 기존식들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특히 고압력영역
에서 이러한 차이는 두르러진다. Wallis 형 상관관계식과 비교한 그림 3.1-25, -26,
*
그리고 -27에서 관찰할 수 있듯이 식 (3.1-10, -11, 12)의 관계식에서 제시된 C w를

사용했을 경우보다, Park 등(1997)에 의해 제시된 값을 사용했을 경우가 본 실험결
과와 더욱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6 MPa의 압력조건에서는 기존관계식과 본 결
과가 거의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저압 혹은 고압조건에서는 차이가 점점 커지
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Chun 등(2001) 에 의해 제시된 상관식 식 (3.1-16)을 사용
한 경우가 Park 등(1997)의 결과를 사용할 때보다 좀 더 큰 차이를 보였다. 식
(3.1-13, -14)와 같은 Kutateladze 형 상관식을 사용한 비교결과는 그림 3.1-28 및
-29에 표시하였다.
그림 3.1-30 와 -31에 Chun 등(2001)에 의해 수행된 단일봉 플러딩 임계열유
속 결과와의 비교결과를 표시하였다. 그림상에 나타나는 단일봉 자료와 3x3 봉다발
자료와의 grouping은 LB/Dhe의 차이 때문에 기인한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 Chun 등(2001)의 단일봉 실험자료와 본 실험자료에는 뚜렸한 일관성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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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5x5 봉다발 Freon 임계열유속 및 열전달 실험
1. Freon 열수력 실험장치
가. 서론
프레온 유체는 기화열과 임계압력이 물보다 월등히 낮아 실험이 용이하면
서 전력소모가 매우 적고, 실험장치 규모가 작아 실험장치 제작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든다. 또한 물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CHF 현상의 가시화, 실험수행의 용이성
등 유리한 점이 많으면서 열전달 및 열역학적 성질이 잘 알려져 있어 해석의 신뢰
성도 높다. 핵연료 개발과정에서 수행되는 임계열유속(CHF: Critical Heat Flux) 임
계열유속 실험은 원자력발전소 생산전력의 1～2%를 차지하는 20MW의 전력과 고
온 고압에 견딜 수 있는 대규모 실험장비 및 고가의 운영비가 요구된다. 프레온 모
의유체는 고가의

실험비용을 1/10이하로 줄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핵연료 개발

과정은 다음과 같이 크게 3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 개념설계
원자로 형태와 용량에 맞는 핵연료의 크기, 개수 선정
보통 원자로의 개념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2단계: 핵연료 최적화 (열적여유도 향상)
봉직경, 피치, 간격체 거리, 혼합날개 형상 결정.
핵연료 최적화는 원자로를 가동하는 한 계속되며, 일반적으로
간격체의 혼합날개 개발에 중점을 둔다.
3단계: 핵연료 인허가를 위한 물 CHF 실험
규제기관에서 인증한 실험시설에서 임계열유속실험을 수행하고
최적화된 핵연료의 개발하고 인․허가를 받는다.
프레온 유체의 역할은 핵연료를 최적화하는 2단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
러나 현재 기술수준으로는 프레온 실험자료로 물의 비등현상을 완벽하게 모의할
수 없으므로 핵연료 개발 마지막 단계인 핵연료의 인․허가를 얻어낼 수 없다. 그러
므로 여러 가지 후보핵연료 중에서 우수핵연료를 선별하는데 프레온 실험의 의미
를 부여할 수 있다. 즉 핵연료 개발 2단계에서는 경제적인 프레온 실험장치를 이용
하고, 마지막 단계인 3단계에서 인․허가용 최종실험은 선별된 핵연료에 대하여 대
규모 물 CHF 실험장치에서 수행한다. 지금까지는 국내 핵연료 개발수준은 핵연료

- 19 -

설계기술은 높으나 실험시설이 부족하여 핵연료 개발 작업이 유연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핵연료 개발의 대부분의 노력은 핵연료를 최적화하는 핵연료 개발 즉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어 혼합날개 형상을 만들고 특허를 내기도하는 2단계에
집중되어있다. 프레온 실험장치는 핵연료 개발이 주목적이나 부수적으로,
○ SLB 사고시 임계열유속 실험연구,
○ 부수로 열전달 연구,
○ 초임계원자로의 열수력현상 연구
○ 봉다발의 유체간 모의모형연구
○ 핵연료 성능 비교
등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어 활용도가 매우 높다. 본 절에서는 최근에 개발되어 대
체 냉매로 확산되고 있는 프레온 R-134a를 작동유체로 사용하는 5X5 혹은 6X6 다
발급 프레온열수력실험장치에 대하여 기술하였다(그림 3.2.1).
나. 시험대
(1) 가열봉
핵연료를 모의한 5X5 봉다발에 필요한 25개의 가열 봉들을 직접가열방식으
로 표 3.2.1의 제원에 따라 제작하였다. 직접가열방식은 상용전기를 정류한 직류전
원을 핵연료를 모의하는 인코넬 601 재질의 가열 봉에 직접 인가하여 인코넬 601
가열 봉의 자체저항으로 열을 발생시킨다. 가열봉은 가열관 상․하부에 그림 3.2.2
와 같이 구리 봉 혹은 튜브를 통해서 가열된다. 5X5 봉다발의 반경방향 출력분포
를 형성하도록 가열부의 저항이 바뀌면 출력이 변화하는 성질을 응용하여 가열봉
의 튜브 두께를 Type A 와 Type B 2가지로 조정하였다. 가열봉에 임계열유속을
감지는 출력분포가 1.12인 Type A의 경우 0.5mm 직경의 K-type 열전대를 그림
3.2.3와 같이 가열구간 최상부에서 10mm 하단으로 90도 간격으로 4개를 설치하였
다.
(2) 5X5 봉다발 (Reference T/S)
5X5 봉다발 기준시험대는 한국형 원자로의 부수로 형상에 Bare spacer grid
를 장착하고 중앙 9개와 외곽 16개 봉 간에 반경방향전력분포가 20% 차이가 있으
며 가열 길이는 2m이다. 5X5 봉다발의 반경방향 출력분포를 형성하도록 가열부분
의 저항이 바뀌면 출력이 변화하는 성질을 응용하여 가열봉의 튜브 두께를 2가지
로 조정하고, 그림 3.2.4-(a)와 같이 반경방향출력분포를 형성하였다. 가열봉에 임계
열유속을 감지는 평균출력분포가 1.12인 가운데 9개 가열봉은 sheath 직경 0.5mm
인 K-type 열전대를 가열구간 최상부에서 10mm 하단으로 90도 간격으로 4개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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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고, 평균출력분포가 0.93인 외과 16개 가열봉의 경우 임계열유속이 거의 감지
되지 않으므로 열전대를 180도 간격으로 2개만 설치하였다 (그림 3.2.5). 위와 같은
가열봉으로 5X5 봉다발을 혼합날개가 없는 간격체 6개를 가지고 511mm 간격으로
조립하였다 (그림 3.2.6). 유동채널과 형성된 부수로에 대한 열수력특성자료를 표
3.2.3에 수록하였다.
(3) 4-unheated rods 봉다발
5X5 비가열봉시험대에 필요한 25개의 봉들 중에서 21개는 인코넬 601 튜브
로 직접가열방식의 가열봉이며, 나머지 4개는 비가열봉을 모의한 Fiber glass 봉으
로 구성하였다. 비가열봉시험대는 기준실험에 사용한 시험대의 중간에 있는 4개의
가열봉을 4개의 비가열봉으로 교체하여 설치하였다. 기준실험의 반경방향출력분포
는 4개의 비가열봉실험을 위한 출력분포로 3.2.4-(b)와 같이 normalized 출력분포로
재 계산하여 얻어 내었다.
(4) 압력용기
6인치 Sch. 600파운드 파이프로 제작한 압력용기는 몸체, 상부 플레넘, 하부
플레넘 3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3.2.8). 몸체의 단면인 그림 3.2.7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유동채널을 이루기 위해서 4인치 크기의 배럴를 두고 내부에 세라믹
으로 하우징을 만들었다. 하부플레넘에는 유체입구노즐이 있고, 하부에 오링블럭
(플랜지)을 두어 가열봉이 열팽창으로 늘어날 때 바닥쪽으로 늘어나도록 하였다.
상부플레넘에는 유체출구노즐이 있고 상부에는 가열봉을 연결하는 Tie Plate가 있
다. Tie Plate는 그림 3.2.8-(b)와 같이 직류전원공급을 받도록 상부에 단자대 기능
도 병행한다. 전기절연을 위하여 상․하부 플레넘의 안쪽 벽면에 테프론 코팅을 하
였다. 그림 3.28-(c)는 25개 가열봉마다 전기단자대를 연결한 사진을 나타내고 있다.

다. 기계계통
(1) 실험루프
스테인레스 스틸로 제작된 프레온 임계열유속 실험장치의 구성도를 그림
3.2.1에 도시하였다. 작동유체는 신 냉매인 R-134a (CH2 FCF3) 이며, 실험장치의 최
O
대운전 압력 및 온도는 각각 40 기압, 100 C이다. 주요 실험장치는 유체 이송장

비인 펌프와 가열장비인 예열기 및 그밖에 가압기, 시험대, 세퍼레이터, 컨덴서, 열
교환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치의 사양은 표 3.2.2에 수록하였다.
(2) 가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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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온은 끊는 점이 매우 낮아서 (R-134a는 끊는 점이 영하 26℃이다) 히터
로 가열하게 되면 곧바로 기포가 발생하여 히터의 수명이 짧아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고안된 방식이 질소가스를 이용한 가압방식이다. 질소가 프레온 유
체에 녹아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프레온과 질소사이에 얇은 막이 있는
아큐므레이터(accumulator)를 가압기로 사용한다. 아큐므레이터에 질소가스를 주입
하면 프레온 유체와 질소가스 사이에 있는 Buna-N(탄소중합체의 일종) 막이 팽창
되면서 시스템압력은 증가된다. 압력은 아큐므레이터 상단에 있는 질소가스 배출밸
브를 설치하여 감소시킬 수 있다. 프레온 루프에 적용된 아큐므레이터는 크롬 몰리
브덴 재질의 블라더 타입으로, 50리터용 2개를 그림 3.2.9-(a)와 같이 병렬로 연결하
였다. 가압기의 설계 압력은 70기압, 설계온도는 80℃이다. 온도에 약한 블라더는
프레온 R-134a와 부식특성이 좋은 Buna-N 재질을 설치하고 아큐므레이터의 Shell
내부는 테프론으로 코팅하였다.
(3) 예열기
예열기는 시험대의 입구온도를 조절하는 장치로 25kW급 예열기 2대를 그림
3.2.9-(b)와 같이 설치하였다. 2대의 예열기는 SCR (silicon controlled rectifier) 조절
장치로 동시 제어를 하도록 제작하고, PID (proportional integral differential) 조절
혹은 가변저항기를 이용하여 시험대 입구의 온도조절을 한다. 온도 피드백은 시험
대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열전대 신호를 받는다. 전원은 440V 3상이고, U-튜브 형
태의 SUS 316 히터의 표면전력 밀도는 4W/cm²이며, 과열방지기가 내장되어있다.
예열기의 내부 지름은 19cm, 전체길이는 115cm인 원통형으로 설계압력은 70기압
이다.
(4) 컨덴서
컨덴서는 증기를 응축하는 장치로 그림 3.2.9-(c)와 같이 수평으로 설치하였
다. 쉘튜브 형의 SUS 304로 제작된 컨덴서 한대의 용량은 40kW로 총 용량은
80kW이다, 내부 지름은 19cm, 전체길이는 150cm인 원통형으로 설계압력은 70기압
이다.
(5) 열교환기
시험대의 입구온도조건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므로, 시험대로 흘러가는
유체에 인가된 열량은 대부분 열교환기에서 모두 흡수한다. 예열기는 냉각수의 양
을 밸브로 조절하여 2차측으로 빠져나가는 열전달양을 조정함으로써 시험대로 흐
르는 유체의 온도를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다. 프레온 실험장치에 그림 3.2.9-(d)와
같이 병렬로 설치된 2대의 열교환기는 컨덴서와 같이 쉘튜브 형의 SUS 304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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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된 것으로, 각각의 용량은 150 kW 급이며, 내부 지름은 30.5cm, 전체 길이는
143cm인 원통형으로 설계압력은 70기압이다.
(6) 펌프
프레온 이송용 펌프는 캔드모터펌프로 50m 수두에 12kg/s의 유량을 흘려보
낼 수 있는 것으로 두 대를 직렬로 설치하였다 (그림 3.2.10). 직렬연결으로 인하여
수두가 100m로 증대되었으며, 최대 3500RPM의 회전속도를 낼 수 있다. 유량조절
을 위하여 펌프모터에 RPM 조절용 인버터 2대를 설치하고, 유량의 미세 조절은
우회밸브 및 입구 throttling 밸브를 설치하여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7) 배관
프레온 루프의 주 배관은 모두 3 인치 seamless SUS304 파이프이고 2대씩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각 컴포넌트의 입․출구는 2인치 파이프로 구성하였다. 우회
배관은 펌프에서 토출되는 유량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안정된 실험여건을 유지하
는데 유용하다. 펌프의 유량 조절용 우회 배관은 열교환기 쪽으로 연결하였다.

라. 계측제어계통
(1) 측정센서
프레온 실험은 실험조건이 scale down된 상태이므로 오차를 물 실험 조건으
로 환산하게되면 압력은 약 6배, 온도는 약 4배 가량 확대된다. 그러므로, 센서는
정밀급 센서를 선정하였으며, 센서 신호를 수송하는 모든 전선은 노이즈 차폐용 쉴
드선을 사용하였다. 실험시 측정되는 것은 온도, 압력, 유량, 전압 및 전류이다. 프
레온의 임계온도는 100℃이므로 이 부근에서 잘 맞는 구리-콘스탄탄 재질의 1/4인
치 스페셜급 T-type을 루프 온도측정에 적용하였다. 측정범위가 -200～350℃ 인
T-type은 이 범위에서 온도에 대한 선형성이 뛰어나 실험에 많이 사용되는 K-type
보다 두 배 이상 정확하다. 직경 1/4인치인 입구온도 측정용 열전대는 T-type으로
허용오차는 ±0.4%이다. 대기온도교정은 HP-3852a 자료획득시스템의 열전대용 멀티
플렉서에 내장되어있는 Isothermal block에서 측정 시 자동으로 교정된다. 다이아
프레임 형태의 압력센서에서 검출한 물리량은 변환기를 거쳐서 수신 측에 1～5V
전압신호로 변환하여 측정시스템에 전송된다. 시험대의 입․출구 및 루프의 압력 측
정용 압력계는 오차가 ±0.5%인 로즈마운트사의 스마트타입 압력트랜스미터를 사용
하였다. 유량측정에 사용된 센서는 마이크로모션사의 U-튜브형 질량유량계로 허용
오차는 ±0.5% 이내이다. 전기단자대 양단에 전선을 내어 받아낸 전압은 HP3852a
자료획득시스템에서 5-½ digit의 디지털볼트미터로 직접 측정하였다. 전류측정용 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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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15000암페어용 션트를 직류전원장치 내부에 설치하였다. 션트는 내부저항과
분류기의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고 전류가 흐르면 분류기의 저항에 의해 전압강하
량이 변화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전류를 측정한다. 15000암페어 측정용 션트의 정확
도는 ±1.0%이며 1～5V의 전압신호를 HP3852a 자료획득시스템에 송신한다.
(2) 계측계통
센서로부터 최종출력까지 과정을 구성하는 자료획득시스템에서 하드웨어 구
성요소를

자료

흐름에

따라

나열하면

센서,

변환기

(Transmitter),

분배기

(Distributor), 멀티플랙서(Multiplexor), ADC (Analog-to-Digital Converter),
DA/CU (Data acquisition and Control Unit), 컨트롤 컴퓨터, 프린터, 디스크 드라
이버 순으로 자료가 이동된다. 표 3.2.4와 표 3.2.5는 각각 프레온 열수력실험장치의
자료획득시스템에 연결된 멀티플렉서와 측정채널수를 측정변수에 따라 구분한 것
이다. 전기단자대 양단에 전선을 내어 받아낸 전압은 HP3852a 자료획득시스템에서
5-½ digit의 디지털볼트미터로 직접 측정하였다. 전류측정용 센서로 15000암페어용
션트를 직류전원장치 내부에 설치하였다. HP-3852a 자료획득시스템은 비쥬얼 프로
그래밍 언어인 HP-VEE로 측정프로그램을 작성하여 구동하였으며, 측정사이클은
1.5초이다.
(3) 제어계통
계통의 주요제어 항목은 전력, 입구온도, 압력, 1․2차측 유량이다. 전력은 가
변저항기를 사용하여 조절하고 부가적으로 시험대와 전력공급장치를 보호하는 보
호회로를 갖추었다. 시험대 입구온도는 예열기에 SCR과 컨트롤러를 결합하여 PID
조절방식으로 조절하거나 수동으로 할 수 있도록 계통을 구성하였으며, 유량은 인
버터 2대를 2대의 펌프에 연결하고 가변저항기를 사용하여 수동으로 펌프 RPM를
조절하여 맞추도록 구성하였다. 자동유량조절밸브는 1차측 시험대 입구와 우회배관
에 각각 1개를 두고 펌프속도와 병행하여 유량을 안정시켰다. 2차측에 유량자동조
절밸브를 2개두어 냉각능력을 변화시켰다. 모든 제어항목은 그림 3.2.11에 제시한
제어판넬에서 제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마. 직류전원공급장치
프레온 CHF 실험장치의 전기에너지 인가방식은 열 출력을 내는데 제한이
없고 시험대 제작 및 변경이 용이한 직접가열방식을 채택하였다. 직류전원장치는
교류입력을 적절한 전압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 변압기를 사용한다. 감소된 전압은
정류되고, 커패시터나 LC 필터 회로에 의해서 리플(ripple)이 제거되는데, 보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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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직류 출력 전압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전압 조정기 회로를 첨가한다. 프레온
열수력 실험장치의 전원공급장치는 전압이 최고 60V까지 공급되고 전류는 최고
12000 암페어까지 제공되는 직류전원장치이다. 리플안정도는 1% 이내로 6상 반파
정류방식이 적용되어 실질적으로 440V AC전원을 12상으로 정류한 효과를 내며 정
류 후단에 컨덴서를 설치하여 리플을 1% 이내로 줄였다 (그림 3.2.12).

2. 5X5 봉다발 Freon CHF 비가열봉 효과
가. 서론
원자로운전 중에 안내관 속에 제어봉 대신 차가운 냉각수가 차 있어 열중
성자의 밀도가 높아져 안내관 주변의 핵연료는 상대적으로 출력이 높게 된다. 그러
므로 원자로열수력설계를 위한 CHF해석을 수행할 때에 guide tube subchannel이
원자로심에서 CHF 발생 확률이 가장 높은 부수로로 선정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한
다. 과거에 핵연료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수행한 안내관을 모사한 다발급 비가열봉
CHF 실험이 CHF 데이터베이스에 상당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으나 비가열봉 효과
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그리 많이 수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비가열봉이
없는 5x5 봉다발 시험대에서 수행한 matrix subchannel 에 해당하는 CHF 실험 자
료를 비가열봉 효과 연구를 위한 기준 자료로 설정하였다. 기준시험대에 4개의 비
가열봉를 가열봉과 교체 설치하여 guide tube subchannel 를 형성하였으며, 같은
압력, 유량, 입구온도 조건에서 CHF실험을 수행하고 비가열봉 효과를 비교 관찰하
였다.

나. 시험대
(1) 기준 시험대
5X5 봉다발 기준시험대는 한국형 원자로의 부수로 형상에 Bare spacer grid
를 장착하고 중앙 9개와 외곽 16개 봉 간에 반경방향전력분포가 20% 차이가 있으
며 가열 길이는 2m이다. 5X5 봉다발의 반경방향 출력분포를 형성하도록 가열부분
의 저항이 바뀌면 출력이 변화하는 성질을 응용하여 가열봉의 튜브 두께를 2가지
로 조정하고, 그림 3.2.4-(a)와 같이 반경방향출력분포를 형성하였다. 가열봉에 임계
열유속을 감지는 평균출력분포가 1.12인 가운데 9개 가열봉은 sheath 직경 0.5mm
인 K-type 열전대를 가열구간 최상부에서 10mm 하단으로 90도 간격으로 4개를 설
치하고, 평균출력분포가 0.93인 외과 16개 가열봉의 경우 임계열유속이 거의 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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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으므로 열전대를 180도 간격으로 2개만 설치하였다 (그림 3.2.5). 위와 같은
가열봉으로 5X5 봉다발을 혼합날개가 없는 간격체 6개를 가지고 511mm 간격으로
조립하였다 (그림 3.2.6). 유동채널과 형성된 부수로에 대한 열수력특성자료를 표
3.2.3에 수록하였다.

(2) 비가열봉 시험대
5X5 비가열봉시험대에 필요한 25개의 봉들 중에서 21개는 인코넬 601 튜브
로 직접가열방식의 가열봉이며, 나머지 4개는 비가열봉을 모의한 Fiber Glass 봉으
로 구성하였다. 비가열봉시험대는 기준실험에 사용한 시험대의 중간에 있는 4개의
가열봉을 4개의 비가열봉으로 교체하여 설치하였다. 기준실험의 반경방향출력분포
는 4개의 비가열봉실험을 위한 출력분포로 3.2.4-(b)와 같이 Normalized 출력분포
로 재 계산하여 얻어 내었다. 유동채널과 형성된 부수로에 대한 열수력특성자료를
표 3.2.6에 수록하였다.

다. 5x5 비가열봉다발 실험
실험 시작 전에 시험대의 Heat Balance Test를 수행하고 전원에서 인가된
열과 루프에서 측정된 열의 차이가 3% 이내에 있으면 실험을 수행하였다. 압력,
유량 및 입구 과냉도에 대한 5x5 봉다발의 실험범위는 아래와 같다.
압력,

1500 ～ 3000 kPa,

유량,

50 ～ 4000 kg/m²-s,

과냉도,

10 ～

70 kJ/kg

비가열봉 실험은 프레온 R-134a 유체를 사용하여 표 3.2.7에 제시한 바와 같이 단
순지지격자를 설치한 기준실험 및 비가열봉 실험과 혼합날개가 달린 기준실험에
대하여 총 717개의 실험자료를 생산하였다.

라. 실험결과 및 논의
CHF가 일어나는 총 출력은 그림 3.2.13에 도시한 바와 같이 기준실험이 높게
나타났으나 CHF자체는 비가열 봉실험이 높았다. 시험대 중간에 위치한 고온부수
로 관점에서 바라보면 비가열봉이 있는 부수로는 상대적으로 기준 시험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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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rix Subchannel 보다 같은 열속에서 부수로의 엔탈피가 작다. 즉 차가운 냉각
수로 인하여 열전달이 잘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실제 실험결과도 이런 이유
로 CHF가 커진 것이나 기준실험의 총 출력까지는 따라가지 못하고 그 전에 CHF
를 허용하고 있다. 그림 3.2.14는 압력 3000 kPa에서 입구과냉도를 변화시키며 유
량에 대한 CHF 경향을 나타낸 것이다. CHF는 기준실험과 마찬가지로 입구과냉도
가 커질수록 커지고 유량이 증가할 수록 증가하고 있다. 유량이 약 500 kg/m²-s
이하인 낮은 유량에서 CHF는 유량에 매우 민감하여 그림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
선형적인 경향을 보이나 유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영역에서는 거의 선형적인 경향
을 보인다. 비가열봉실험에서 얻은 한가지 특이한 현상은, 유량 1000에서 2000
kg/m²-s 사이의 일부 구간에서 유량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던 경향에 제동이
걸려 잠시 주춤하는 현상이다. 이 구간이 지나면 CHF는 다시 유량에 따라 선형적
으로 증가하는데 그 기울기는 유량이 낮을 때보다 더 커진다. 이 현상은 압력이 높
을수록 입구 과냉도가 클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 구간에서 임계건도는
포화상태에서 과냉 상태로 천이되는 공통점이 있음을 관찰하였다. 임계건도가 항상
포화상태에 있는 과냉도 10 kJ/kg실험의 경우는 이 현상이 보이지 않으며, CHF가
주춤하는 현상은 비가열봉실험보다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비가열봉이 없는 기준실
험에서도 압력이 높고 입구과냉도가 큰 경우에도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3. 5x5 봉다발 Freon CHF 지지격자 효과
경수로용 핵연료 집합체에는 핵연료의 봉간 간격을 유지시키고, 유체유동에 의
한 진동을 방지하기 위한 지지격자체가 장착된다. 이러한 지지격자는 난류유동을
유발하고, 인접한 부수로간의 혼합을 증가시키는 등의 역할을 하므로 임계열유속
(CHF)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roeneveld & Yousef, 1980). 또한 최근 개
발된 지지격자는 이러한 열적 성능을 최대한 향상시키기 위해 지지격자상단에 혼
합날개(Mixing Vane)를 부착하고 있다.
지지격자체에서 혼합날개는 일반적으로 부수로내에서 회전유동을 유발시켜, 난
류유동의 증대, 인접 부수로간 및 연료봉 표면의 횡방향 유동의 증대를 통해 연료
봉표면에서의 임계열유속을 증가시켜, 주어진 노심조건에서 원자로의 안전성과 운
전의 유연성을 높이는 열적여유도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혼합날개는 다양
한 형태로 개발되고 있으며, 각각의 혼합날개는 열수력적 특성을 가지게 된다. 이
러한 혼합날개에 의한 임계열유속의 증진은 핵연료의 건전성 확보에 있어서 중요
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지지격자 및

유동혼합장치의 설계는 핵연료의 성능을 좌

우하는 중요한 기술 중의 하나이다. 혼합날개의 개발단계에서는 유동의 거동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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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압력강하특성, 임계열유속 증진효과 등의 종합적인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봉다발 형상에서 지지격자와 혼합날개에 의한 임계열유속 증진에 관한 실험적
연구는 Rosal 외(1974), Nissely & Knott(1984) 등 제한적인 연구만이 이루어졌다. 또
한 지지격자 및 혼합날개는 그 형상에 따라 고유의 유동과 열전달 특성을 가지므
로, 지지격자와 혼합날개의 개발단계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한다. 가압
경수로와 같은 조건의 임계열유속 실험을 위해서는 고온, 고압의 조건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고가의 실험시설과 시험대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하의
실험데이타들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비용적인 면을 보완하기 위
한 방안으로 임계압과 온도가 낮은 대체냉매를 사용한 실험이 수행되었으며, 이를
수력조건하의 실험결과와 비교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개발단계에서는 대체 냉매를 사용한 임계열유속 실험은 비용면에서 상당한
잇점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개발중인 복합유동 혼합날개를 갖는 지지
격자에 의한 임계열유속 증진의 효과를 동일한 지지격자에 혼합날개를 갖지 않는
5x5 봉다발의 실험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소의 프레온(R-134a) 임계
열유속 실험 시설인 FTHEL(Freon Thermal Hydraulic Experimental Loop)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은 평균유동조건인 입구과냉도, 질량유속 그리고 압력 등의 유동
조건을 변화시키며, 임계열유속에 혼합날개가 미치는 영향을 비교, 검토하였다. 특
히 저유량에서 고유량에 이르는 넓은 범위의 질량유속에 대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가. 복합유동 혼합날개 지지격자
복합유동 혼합날개 지지격자는 그림 3.2.1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인접한 부수로
사이의 횡류를 증가시키기 위한 엇갈림 전향날개와 부수로 내부의 회전유동의 증
진을 위한 회전유동 발생날개의 조합으로 각 지지격자 교차점에서 4개의 전향날개
로 구성된다. 혼합날개는 인접한 부수로 간에 반대방향의 회전유동이 발생하도록
배치되었다. 전체 봉 길이 3.5 m에 총 6개의 지지격자가 설치되었으며, 최상단의
지지격자는 혼합날개를 갖지 않는다. 실제 가열구간내에 설치된 지지격자의 수는 3
개이다. 지지격자간의 간격은 563 mm로 하였으며, 최상단의 지지격자는 가열면 온
도를 측정하기 위한 가열구간 상단의 열전대보다 300mm 위쪽에 위치시켜 임계열
유속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였다.

나. 유량에 따른 임계열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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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압력하에 유량에 따른 임계열유속의 변화를 그림 3.2.16에 표시하였다.
실험은 입구압력을 기준으로 1500, 2000, 2500, 3000 kPa에 대해서, 유량은 50 ~
4000 kg/m²s에 이르는 넓은 영역에 대해 수행하였다. 각 압력에서 현재 실험장치
에서 가능한 범위내의 입구과냉도에 대해 10 ~ 70 kJ/kg까지 변화시켰다. 실험에
서 가장 낮은 압력인 1500 kPa에서는 10, 25 kJ/kg 두개의 과냉도에 대해 실험을
수행하였고, 여기서 25 kJ/kg의 경우 큰 유량의 경우는 실험이 이루어지지 못하였
다. 유량이 낮은 영역에서는 혼합날개의 존재가 임계열유속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미미하였으며, 유량이 커질수록 혼합날개의 존재는 임계열유속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높은 압력의 큰 유량에서는 혼합날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임계열유속은
유량에 거의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혼합날개가 존재하는 경우 유량이 증가함
에 따라 임계열유속은 증가폭이 감소하여, 압력 3000 kPa, 유량 4000 kg/m²s에서
는 혼합날개가 존재하는 경우의 임계열유속의 증가비는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혼합날개에 의해 생성되는 횡류와 부수로간의 혼합이 큰 유량에서는
축방향의 유동에 비해 그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다. 입구 과냉도의 영향
입구과냉도의 영향을 보기 위해서 입구압력 3000 kPa에 대해서 그림 3.2.17에
나타내었다. 유량을 저유량과 고유량 영역으로 분리하여 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임계열유속은 입구과냉도의 증가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며, 동일한 입구과냉도
에서 유량의 증가는 임계열유속의 증가를 가져온다. 본 실험의 결과에서도 이러한
일반적 경향을 잘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저유량인 50 kg/m²s에서는 입
구과냉도의 증가에 따라 임계열유속의 증가는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미미하게 증
가하고 있다. 혼합날개의 효과는 유량이 1000 kg/m²s 이상인 경우에 확연히 나타
나고 있다. 입구과냉도가 가장 낮은 10 kJ/kg에서는 유량이 커짐에 따라 혼합날개
의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입구과냉도에 대한 임계열유속의 증가비는 유량이
증가할수록 큰 기울기를 보여준다. 또한 입구과냉도가 커짐에 따라 혼합날개가 존
재하는 경우에는 단순 지지격자에서 선형적으로 임계열유속이 증가하는 것에 비해
큰 과냉도에서는 임계열유속의 증가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유량 750 kg/m²s의
경우 입구과냉도가 증가함에 따라 혼합날개의 존재가 임계열유속의 증가를 가져오
고 있다.

라. 출구건도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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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계열유속 실험에서의 출구건도는 종속변수이므로, 정확하게 제어하기는 어렵
고, 변수의 영향도 입구조건 관점에 비해 복잡하게 나타난다. 실험에서 얻어진 유
량에 따른 출구 건도에 대해 그림 3.2.18에 나타내었다. 출구건도가 낮은 경은 경우
혼합날개에 의한 임계열유속의 증가가 확연히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저건도
영역에서 보다 큰 임계열유속의 증진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유속이 낮
은 고건도 영역에서 혼합날개의 효과는 임계열유속을 증가 혹은 감소시킨다. 압력
3000 kPa, 유량 3000 kg/m²s 미만의 경우에는 건도가 증가함에 따라 혼합날개에
의한 임계열유속의 증가효과는 25% 근처의 건도에서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
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과냉상태에서는 임계열유속이 증가하고 포화상태를 넘
어선 높은 건도에서는 임계열유속이 감소하는 경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유량
550 kg/m²s에서 압력에 따른 임계열유속의 영향을 나타낸 네 번째 그림에서 압력
2500 kPa의 경우 전체적으로 혼합날개의 효과는 임계열유속을 감소시키고 있다.

4. 임계압력 근처에서의 Freon CHF 및 열전달 특성
가. 단일봉 환상류로 실험
(1) 서론
임계압력 이상에서 운전하는 SCWR(초임계원자로, supercritical pressure
light

water

reactor)의

냉각방식은

초임계화력발전소의

냉각방식과

유사한

once-through-boiler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이 once-through-boiler 방식은 화력발
전을 위한 시스템의 압력을 초임계까지 상승시키는 기동운전 과정에서 보일러 관
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동운전 중에 최저유량을 설정하고 보일러 관의 열유속을 가
급적 낮게 유지한다. 보일러 관이나 원자로심에서 기포가 발생하여 국부적으로 열
전달이 급격히 줄어들어 연료가 녹는 DNB (Departure from Nucleate Boiling) 현
상이나 연료표면에 있는 액막이 열에 의해 제거되면서 국부적으로 열전달이 급격
히 줄어들어 연료가 녹는 dryout 현상은 모두 CHF (critical Heat Flux) 현상의 일
종으로 원자로에서 꼭 피해야 하는 중요한 열수력 설계인자이다. 원자로는 기동운
전 중에 CHF가 발생하여서는 안되므로 임계압력 근처에서의 CHF 연구는 SCWR
의 열수력 설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1960년대부터 초임계화력발전소 개발하기 위한 보일러 관 구조에서의 열전달 현상
연구자료는 많으나, 이 자료들을 노심구조가 다른 SCWR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한 면이 많다. SCWR의 노심조건은 보일러 관과 달리 핵연료 다발 자체가
열원이고 Open Channel이며 핵연료 핀의 직경도 작기 때문이다. 임계압력 근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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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CHF 연구는 Yin 외(1988)가 원형관에서 물을 냉각수로 유량 2030 kg/m²s에
서 대기압부터 임계압력까지 광범위한 압력 조건에서 CHF 실험을 수행한 중에서
일부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주 관심사는 광범위한 압력에서 CHF의 경

향분석이어서 임계압력 근처에서의 충분한 논의가 없다. 그 밖에 많은 연구자들이
광범위한 압력에서 원형관에 적용할 수 있는 CHF 상관식, 그래프분석법, CHF
Look-up table 등을 개발하였으나 임계압력 근처에 대한 CHF 실험 정보가 미진하
여, 임계압력 근처에서의 CHF 경향을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R-134a 유체를 활용하여 아직까지 연구되지 않은 임계압력 근처 조
건에서 환상유로에 대한 CHF 실험과 압력천이 실험을 수행하고, 임계압력 근처에
서의 CHF 현상과 초임계 압력 조건에서 아임계로 압력이 천이 될 때에 환상유로
의 열전달 거동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2) 실험장치
(가) 실험루프
프레온열수력실험장치는 유체 이송장비인 펌프와 가열장비인 예열기
및 그밖에 가압기, 시험대, 세퍼레이터, 컨덴서, 열교환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2.19). 실험루프의 작동유체는 임계압력 4.059 MPa, 입계온도 374.2 K인
R-134a 유체이며, 최대운전 압력 및 온도는 각각 4.5 MPa, 423 K이다. 펌프는 최대
2.5kg/s의 유량을 시험대에 보낼 수 있으며, 인버터로 펌프의 회전속도와 시험대
입구의 Throttling 밸브를 여닫아 유량조건을 조절한다. 압력조건은 질소통과 가압
기 역할을 하는 아큐므레이터 (Accumulator)를 연결하여 조절한다. 시험대 입구온
도를 조절하는 예열기는SCR 제어방식으로 가변저항기를 사용하여 최대 25kW까지
전력을 조정하면서 시험대 입구의 온도를 유지한다. 시험대에서 받은 유체의 열은
컨덴서와 열교환기를 통하여 대기로 방출하도록 냉각탑으로 보낸다.

(나) 환상관 시험대
환상관 시험대의 Vessel은 1 1/2" 사이즈의 튜브피팅을 사용하여 조
립하였다. 직류전원공급을 받도록 상부에 단자대 역할을 하는 25mm 두께의 고정
판 중앙에 홈을 내어 외경 9.54mm의 히터를 고정시키고, 하부는 Blind 플랜지에
오링 홈을 내어 열팽창으로 인한 히터의 휨을 피하였다 (그림 3.2.20). 가열봉과
Vessel사이에 환상유동채널과 전기절연 기능을 동시에 만족하는 테프론 하우징을
길이 100mm 내경 19.4mm의 실린더로 제작하여 삽입하였다. 가열봉은 가열구간과
전기 연결부 그리고 CHF 감지열전대로 구성되어 있다. 길이 1842mm의 인코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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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 가열구간 상부에 2개의 0.5mm 굵기의 K-type 열전대를 가열구간의 상부 끝에
서부터 10mm 및 30mm 하단에 설치하였다. 시험대 입· 출구 온도 및 압력을 측정
하도록 T-type 열전대와 압력트랜스미터를 설치하였다.

(다) 측정장치
시험대의 입·출구 온도는 직경 4mm, 허용오차 ±0.4%인 T-type열전대로
측정한다. 대기온도 왜곡은 열전대용 멀티플렉서에서 보정하고, 열전대 는 열전대
교정기로 교정하였다. 입·출구 압력은 오차가 ±0.5%인 스마트타입 압력트랜스미터
로 측정하였다. 유량측정 센서는 U-튜브 형 질량유량계로 허용오차는 ±0.5% 이내
이다. 시험대에 인가되는 전압은 Vessel 상부 고정판과 가열봉 하부 연결용 단자대
에 전선을 내어 HP3852 DAS 시스템의 Integral Voltmeter로 측정하고, DC 전류는
0.2% 정확도의 션트로 측정한다. CHF 감지는 가열봉에 설치되어 있는 2개의
K-type 열전대로 한다. 전압신호로 변환된 모든 측정신호는 HP3852 자료획득시스
템으로 집약되어 컴퓨터에 저장한다.

(3) 환상관 실험
실험 시작 전에 시험대의 Heat Balance Test를 수행하고 전원에서 인가된
열과 루프에서 측정된 열의 차이가 3% 이내에 있으면 실험을 수행하였다. 압력,
유량 및 입구 과냉도에 환상관의 실험범위는 아래와 같다.
- 압력

0.63 ~ 3.98 MPa
(water equivalent P, 4.03 ~ 21.71 MPa)

- 유량

501, 1002 and 1502 kg/m²s

- 과냉도

14.5, 24.8, 34.5 and 44.3 K

환상관 실험은 프레온 R-134a 유체를 사용하여 임계압력 근처에서 정상상태 CHF
실험 104개 및 압력천이실험 5개를 합하여 총 109개의 실험자료를 생산하였다.

(4) 실험결과 및 논의
(가) 정상상태의 CHF 실험
임계압력 근처에서의 CHF 경향은 일반적인 CHF 경향과 같이 압력이 증
가하면 감소하고 유량이 증가하면 증가하며, 입구과냉도가 커지면 커지는 결과를

- 32 -

나타내었다. 그러나 임계압력에 가까워지자 CHF는 0에 수렴하는 방향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그림 3.2.21). CHF가 급격히 줄어드는 경향은 유량 또는 입구과냉도가
커질 수록, 보다 낮은 압력에서 일찍 나타났다. 이 현상은 Yin 외(1988)의 원형관
실험에서도 관측된 것으로, 그 원인은 유체의 열역학적인 성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
다. 그림 3.2.2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압력 3.7 MPa과 임계압력 사이에서 유체의 밀
도, 기화의 잠열, 정압비열 등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열역학변수 중 기화의 잠열
이 CHF의 감소 경향과 매우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임계건도 (CHF 위치의 열역학적 건도) 분포를 압력에 따라 나타낸 그림 3.2.22를
보면 임계건도는 임계압력에 근접할수록 음의 값을 가지며 그 크기가 매우 커지고
있다. 그러므로 임계압력 근처의 CHF 메커니즘은 미포화 비등 조건에서 일어나는
DNB 메커니즘임을 알 수 있다. Dryout 또는 DNB가 발생하는 순간의 벽면온도의
거동을 그림 3.2.23에 도시하였다. 압력0.66 MPa이고 임계건도가 0.156에서 발생한
Dryout 인 경우 벽면온도 상승 폭이 작은 반면에 임계건도가 음의 값을 갖는 상태
에서 DNB가 발생한 경우는 벽면온도 상승폭이 크고 선명하다. 그러나 압력이 임
계압력에 가까운 3.84 및3.98 MPa인 곡선을 보면, 온도 상승이 완만하고 온도 상승
폭이 크지도 않다. 이것은 일반 DNB현상에 비교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작은 CHF
값으로 말미암아 벽면온도의 급격한 상승을 유발하지 않는 것이 주요인이다. 임계
압력에 도달하면 CHF 현상은 사라지고 전력을 증가함에 따라 가열봉의 벽면온도
는 선형적으로 서서히 증가한다.

(나) 압력천이 실험
SCWR의 정상운전조건은 25 MPa의 시스템압력 상태에서 냉각수의 입출
구 온도를 각각 553K, 773K로 유지한다. 냉각수누출사고와 같은 압력천이 사고가
발생하여 시스템압력이 아임계로 떨어지면 초임계온도(647 K)보다 높은 SCWR의
출구영역에서는 냉각수가 과열증기로 바뀌고, SCWR의 입구영역은 냉각수온도가
초임계온도보다 낮아서 이상유동으로 전환 된다. SCWR의 입구 영역에서 상대적으
로 복잡한 열전달 현상이 예측되어 표 3.2.8과 같이 5가지의 압력천이 실험을 수행
하였다. 초임계압력에서 아임계로 천이되는 동안 가열봉의 벽면온도를 측정한 결과
를 그림 3.2.24에 도시하였다. 초기 압력은 4.14 MPa (Pc = 4.059 MPa)으로 설정하
고 가압기에 있는 질소를 배출하여 시험대의 압력을 감소시켰다. 실험 중에 유량,
입·출구 온도, 전력 등의 초기조건을 임의로 조정하지 않았으나 압력천이와 함께
초기조건이 조금씩 달라졌다. 초임계압력 구간에서 Twall 은 압력이 감소하여도
거의 바뀌지 않는다. 이런 경향은 5가지 천이실험에서 모두 동일하다. 그러나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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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임계압력 아래로 내려가자마자 급격한 온도상승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DNB로
인한 것으로 그림 3.2.2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임계건도가 급격한 온도상승 지역
에서 음의 값, 즉 미포화 비등 영역에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가)절에서 임계압
력 근처에서는 DNB로 인한 온도상승이 급격하지 않다는 논의를 하였는데, 이와
같이 급격히 상승한 이유는 실험초기전력을 압력 3.98MPa에서 얻은 CHF의 2배가
되는 전력을 설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3.2.25의 Run 3 실험에서 질소가 계속 배
출되어도 시스템의 압력이 감소하지 않고 일정하게 수렴하고 있는 구간이 있는데,
이것은 압력이 감소하다가 시험대 출구 온도에 해당하는 포화압력에 도달하여 액
체가 받는 열이 모두 증발로 사용되면서 포화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포
화압력 하에서 Twall 의 거동 그래프를 보면 더욱 확실해지며, 질소가 계속 배출
되어도 압력이 감소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플래싱(Flasing)현상이 일시적으로 가세
하였기 때문이다. 유량과 입구과냉도가 높아 전력이 가장 큰 Run 5 실험의 경우
압력이 아임계로 떨어지면서 면서 Twall 이 가열봉 보호 온도인 573K 이상으로 급
속히 상승하였다 (그림 3.2.26).

(5) 결론
R-134a 유체가 흐르는 환상유로에서 임계압력 근처에서의 정상상태 CHF 실
험과 압력천이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자료로 가지고 CHF 및 열전달 현상을 분석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 CHF는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완만하게 감소하였으며 임계압력에 가까워지
자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 급격한 감소 경향은 유량 및 입구과냉도가 커질 수록 빨
리 나타났다.
○ 임계압력 근처의 CHF 현상은 미포화 비등 조건에서 일어나는 DNB 현상이
며, 가열봉의 벽면온도 상승폭은 일반 압력 구간의 온도상승폭보다 작았다.
○ 압력천이 실험에서 압력이 아임계로 감소하자마자 가열봉의 벽면온도가 급
격히 상승하였다.
○ 시스템압력이 시험대 출구 온도에 해당하는 포화압력까지 감소하면 환상유
로 내의 유체가 Evaporation과 Flashing으로 시스템의 압력이 더 이상 감소하지 않
았으며, 이때의 벽면온도는 최대 온도까지 상승한 후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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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5x5 봉다발 열전달 실험
(1) 서론
본 연구에서는 KAERI의 Freon Thermal Hydraulic Experimental Loop 을
활용하여 아직까지 연구되지 않은 임계압력 근처 조건에서 5x5 봉다발에 대한
CHF 실험을 수행하였다. 임계압력 근처에서의 CHF 현상을 자세히 관찰하기 위하
여 유량과 압력를 조밀하게 설정하고 입구과냉도를 변화시키면서 실험을 수행하였
다. 또한 초임계 상태에서 CHF를 넘는 열속에 대한 히터의 벽면온도 변화를 조사
하였다. 현재 개발 중인 초임계원자로는 냉각수누출사고와 같은 압력천이 사고가
발생하여 시스템압력이 아임계로 떨어지면 임계온도보다 높은 노심의 출구영역에
서는 냉각수가 과열증기로 바뀌고, 입구영역은 냉각수온도가 초임계온도보다 낮아
서 이상유동으로 전환 된다. 본 연구에서는 아직까지 5X5 봉다발 기하형상에서 연
구되지 않은 임계압력 근처에서의 압력천이 실험을 수행하고, 아임계에서 초임계
압력으로 압력이 증가되는 조건과 초임계에서 아임계 압력으로 압력이 감소되는
봉다발의 벽면온도(Twall)를 측정하고 거동을 분석하였다.

(2) 실험장치
실험루프와 시험대 및 측정장치는 3.2.1절 “Freon 열수력 실험장치” 절에
기술하였다.

(3) 임계압력 근처의 봉다발 CHF
(가) CHF 실험
프레온 R-134a(임계압력=4059 kPa, 임계온도=101.2℃)의 임계압력 근처에
서 수행한 압력, 유량 및 입구과냉도에 대한 5x5 봉다발의 실험범위는 아래와 같
다.
압력
유량 (mass flux)
입구과냉도

3200 ～ 4030 kPa,
50 ～ 1500 kg/m²-s,
40 ～

85 kJ/kg,

실험 중에 CHF 근처가 되면 전력은 가열봉당 10W 미만으로 미세하게 증가시키고
루프의 열수력조건이 일정하게 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 온도가 급하게 증가하지 않
으면 다시 전력을 올리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CHF 실험을 수행하였다. 측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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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F 값은 CHF가 발생한 부수로와 봉의 위치 정보와 함께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였
다.

(나) 실험결과 및 논의
임계압력 근처에서의 CHF 경향은 일반적인 CHF 경향과 같이 압력이 증
가하면 감소하고 유량이 증가하면 증가하며, 입구 과냉도가 커지면 커지는 전반적
으로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임계압력 바로 앞에 도달하자 CHF는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완만하게 감소하였으며 임계압력에 가까워지자 급격히 줄어들었다
(그림 3.2.27). CHF가 급격히 줄어드는 경향은 Yin 외(1988)]의 원형관 실험에서나
3.2.4.가 절의 환상관 실험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그 원인은 그림 3.2.28 도시한 바와
같이 임계압력에 도달할 때 급격히 감소하는 기화의 잠열이 주요인이다. 또한 유량
50, 150, 250 kg/m²s에서는 압력 4030 kPa에서 CHF 현상이 관측되었으나 유량
550 kg/m²s이후부터는 압력 4030 kPa에서 CHF 현상이 관측되지 않았고, 가열봉
의 전력을 높일 수 록 가열봉의 벽면온도는 급격한 상승이 없이 선형적으로 증가
하였다. 유량이 증가하면 CHF 현상이 관측되는 최대압력이 임계압에서 점점 멀어
져서 그림 3.2.27과 같이 유량이 1500 kg/m²s일 때 3950 kPa까지 압력이 줄어들었
다. 이 현상은 원형관과 환형관 실험에서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것이므로 부수
로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4) 압력천이 실험
(가) 압력천이용 가압기 설계
가압기는 질소가스를 이용한 가압방식이다. 질소가 프레온 유체에
녹아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프레온과 질소사이에 얇은 막이 있는 아큐므
레이터(Accumulator)를 가압기로 사용한다. 가압기에 질소가스를 주입하면 프레온
유체와 질소가스 사이에 있는 막이 팽창되면서 시스템압력은 증가된다. 압력은 가
압기 상단에 있는 질소가스 배출밸브를 설치하여 감소시킬 수 있다. 막의 재질은
프레온 R-134a와 부식특성이 좋은 탄소중합체인 Buna-N 재질이며 가압기 내벽은
테프론으로 코팅하였다.

(나) 압력감소실험
상대적으로 복잡한 열전달 현상이 예측되는 SCWR의 입구 영역에서 2가
지의 압력천이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초기에 유량, 출력, 입구온도, 출구온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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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9의 RUN08과 RUN09와 같이 일정하게 고정시키고 압력을 초임계압력에서
아임계압력까지 감소시키면서 가열봉의 벽면온도를 측정한 하였다. 이때 초기출구
온도는 임계온도 101.2℃가 되도록 설정하였다. 시스템의 압력은 가압기의 질소방
출 밸브를 1회전 개방하는 방식으로 가압기 내의 질소를 배출하여 감소시켰다.

(다) 압력증가실험
실험 초기에 유량, 출력, 입구온도, 출구온도를 일정하게 고정시키고 압력
을 아임계압력에서 초임계압력까지 증가시키면서 가열봉의 벽면온도를 측정하였다.
시스템의 압력은 가압기와 10MPa 용량의 질소용기 사이에 연결한 압력레귤레이터
로 가압기에 일정한 질소를 공급하여 증가시켰다. 출력효과를 조사하기위해서 유량
이 250 kg/m²-s인 경우 출력을 12kW에서 30kW까지 3kW씩 증가시키면서 실험을
수행하고 가열봉의 벽면온도를 측정하였다. 가열봉이 CHF로 인하여 타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하여 유체의 포화온도보다 가열봉의 벽면온도가 80℃이상 높게 되면 자
료획득시스템에서 트립시그널을 전력공급장치에 보내어 전력공급을 중단시키도록
전력트립시스템을 구성하였다. 측정한 압력천이실험 수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라) 실험결과 및 논의
초임계압력에서 아임계로 천이되는 동안 5x5 배열의 중앙에 위치한 가열
봉의 벽면온도 측정 결과(그림 3.2.5의 Tc.65, Tc.66, Tc.67, Tc.68)를 그림 3.2.29에
도시하였다. 초임계압력 구간에서 가열봉의 벽온도 Twall 은 압력이 감소하여도
거의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압력이 임계압력 아래로 내려가자마자 120℃까지 급격
한 온도상승이 발생하였다. 이는 압력이 아임계에 도달하자마자 CHF가 발생하였
기 때문이다. 온도상승 이후에 Twall은 부수로에서 Post-CHF 조건이 형성되어 일
정한 온도로 유지하다 실험시작 160초에서 출구유체온도 근처로 급감하였다. 그림
3.2.29-b는 출력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Run08과 동일한 조건에서 출력만 두 배로
증가시키고 실험을 수행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Run08의 경향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압력이 아임계에 도달하자 Twall의 온도상승의 폭이 Run08 보다
훨씬 큰 139℃까지(Tc.66) 증가하였으며, 실험종료시점까지 출구온도의 감소가 나타
나지 않았다. 또한 실험진행 150초부터 질소가 계속 배출되어도 시스템의 압력이
감소하지 않고 일정하게 수렴하고 있는 구간이 발생하는데, 이는 시스템의 압력이
포화압력에 도달하여 액체가 받는 열이 모두 Evaporation에 사용되면서 안정된 상
태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그 이후 질소가 계속 배출되는데도 압력이 감소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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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플래싱(Flasing)현상이 일시적으로 가세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압력감소실험과 반대로 압력을 아임계압력에서 초임계압력까지 증가시키면서
Twall의 거동을 관찰하고자 하였다. 그림 3.2.30은 출력 18kW 및 30kW에서 초기
조건을 일정하게 고정시키고 압력을 증가시키면서 가열봉의 벽면온도 Twall를 측
정한 것이다. 출구압력이 임계압력에 근접하자 CHF가 발생하여 Tc.66번의 Twall은
102℃에서 116℃까지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출구압력이 임계압력을 넘어서자 Tc.66
번의 Twall은 감소하기 시작하여 109℃까지 하락하고, 압력이 초임계압력에서 서서
히 증가하자 벽온도도 조금씩 증가하다가 압력이 일정하여지자 벽온도도 일정하게
머무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2.30-b는 같은 조건에서 출력만
30kW로 증가시키고 실험한 결과를 나타낸 그림이다. 출력이 크기 때문에 CHF는
임계압력에 도달하기 훨씬 전인 3700kPa 근처에서 발생하고 Tc.66번의 Twall은
101℃에서 136℃까지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압력이 임계압력에 도달할 때까지
Twall은 135~138℃사이에서 Post-CHF 거동을 보이고 있으며, 초임계압력 조건이
되자 119℃까지 급격히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임계압력에 도달하게 되면
유체는 열전달 특성이 Post-CHF 상태보다 매우 좋아져서 Twall의 온도가 하강하
였다.

(5) 결론
임계압력 전 후 압력에서 5X5 봉다발 시험대를 가지고 임계열속실험 및 압
력천이실험을 수행하고 임계압력 주변에서의 열전달 거동을 실험적으로 고찰하고
실험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 CHF는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완만하게 감소하였으며 임계압력에 가까워
지자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 급격한 감소 경향은 유량 및 입구과냉도가 커질 수 록
빨리 나타났다.
○ 유량이 250 kg/m²s 인 경우 압력이 최대 4030 kPa까지 CHF 현상이 관
측되었으나 유량이 커질수록 CHF 최대관측압력이 점점 작아져서 유량이 1500
kg/m²s일 때 3950 kPa로 최대관측압력이 줄어들었다. 입구과냉도도 크지는 않지
만 CHF 최대관측압력에 영향을 주었다.
○ 임계압력보다 낮으나 CHF가 관측되지 않는 압력에서는 가열 봉의 전력
을 CHF가 관측된 압력에서의 값보다 높게 인가하여도 가열봉의 내벽온도는 급격
한 상승이 없이 선형적으로 증가하였다.
○ 압력감소실험 중 초임계압력 구간에서 가열봉의 벽온도 Twall은 압력이

- 38 -

감소하여도 큰 변화가 없으나

압력이 아임계로 감소하자 CHF가 발생으로 급격한

온도상승이 일어난다. 온도의 급격한 상승이후에 Twall은 부수로에서 Post-CHF 조
건이 형성되어 일정한 온도로 유지하고 압력이 충분히 감소하자 Twall은 출구유체
온도 근처로 떨어진다.
○ 압력증가실험 중 출구압력이 아임계에서 임계압력에 근접하면 CHF가 발
생하여 Twall은 급격하게 상승하며 임계압력을 넘어서자 열전달이 증가되어 Twall
은 하락한다. 초임계압력에서 는 Twall 거동이 압력에 비교적 둔감하고 선형적인
경향을 나타낸다.
○ 압력증가실험에서는 출력이 클수록 CHF 발생압력이 작아지는 반면에 온
도상승폭은 커지며, 출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15kW 및 12kW에서는 압력이 임계압
력을 넘어서도 Twall은 감소하지 않았다.

다. 5x5 봉다발 열전달 비가열봉 효과
(1) 실험방법
본 실험은 비가열봉이 존재하는 경우 5x5 모의 핵연료집합체에서 초임계압
의 근처에서 임계열유속을 실험하고, 아임계압에서 초임계압으로 증가하거나 감소
하는 압력천이과정에서 가열면 온도의 분포를 측정하였다. 임계열유속 실험은 기존
의 5x5 가열봉 집합체의 실험결과를 기준실험으로 압력 3200~4000 kPa, 과냉도 40,
70 kJ/kg에 대해 수행하였으며, 압력천이 실험의 경우 가열봉에 인가되는 출력을
설정한 값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압력증가 실험은 입구 온도를 91℃로, 출구압력을
3800 kPa로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가압기내에 질소가스를 공급하여 출구압력
을 4200 kPa 이상 도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열면 온도가 안정적 양상을 보이면
질소가스를 배출하여 압력을 3000 kPa까지 감소시켜 압력감소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때 출구 온도는 인가된 출력에 따라 임계온도 이상 도달하는 경우와 그렇지 못
한 경우가 발생하였다.

(2) 임계압력 근처에서의 CHF
임계압 근처에서의 CHF에 관한 실험결과를 그림 3.2.31에 나타내었다. 여기
서 기존의 5x5 봉다발 시험결과를 기준실험으로 사용하였으며, 비가열봉이 존재하
는 경우 가열면적이 감소하게 된다. 그림에서는 이를 열유속과 총출력의 값으로 각
각 표시하였다. 열유속관점에서 비가열봉이 존재하는 경우 임계열유속은 기준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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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마찬가지로 임계압 근처에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기준실험과 비교하면 전체
적으로 약간 높은 임계열유속을 가지며 저유량에서는 전 압력에 대해 일정하게 약
간 높게 나타나고, 고유량에서는 임계열유속의 증가폭이 감소하여, 기준실험과 거
의 유사한 임계열유속 값을 보인 후 다시 그 차이가 커진다. 출력의 관점에서 살펴
보면 저유량인 150 kg/m²s에서는 거의 유사한 출력에서 CHF가 발생하며, 이후 유
량이 증가함에 따라 임계열유속이 발생하는 출력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과냉도
가 다른 두 가지의 실험 결과는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3) 압력천이 실험
(가) 압력 증가 실험
실험은 과도조건하의 실험으로 시간에 따라 압력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
키며 실험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시간에 따른 압력의 증가비(kPa/sec)에 대한 영향
을 평가하여 그림 3.2.32에 중심의 가열봉, Rod #25에 대해 나타내었다. 그림
3.2.32는 유량, G = 250 kg/m²s, 입구온도, Tin = 91 ℃로 출력, Q = 24 kW로 일
정하게 유지한 채 출구 압력을 3925 kPa에서 4250 kPa까지 증가시키며 실험을 수
행하였으며, 시간에 대한 압력의 증가비는 각각 0.52와 1.39가 되도록 조정하여 증
가비가 약 2.5배정도의 큰 차이가 나게 하였다. 두 경우에 대한 시간에 대한 벽면
온도의 경향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증가비가 큰 경우 벽면의 온도는 50초 가량
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이후 급격히 감소한 후 125초 근처에서 일정하게 증가한다.
증가비가 낮은 경우 벽면온도는 200초 근처에서 급격히 증가한 후 일정하게 감소
하는 경향을 보인후 300초 근처에서는 급격히 감소하여 이후 앞선 경우와 마찬가
지로 일정하게 증가 하고 있다. 하지만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점의 두 경우에
대한 출구압력은 모두 3975 kPa 근처이며, 이는 임계열유속에 해당하며, 이후
Post-CHF 영역이 존재하게 되고, 출구의 압력이 임계압을 초과하는 경우 가열면
온도는 감소하기 시작하여 출구의 온도가 임계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온도의 하강
은 멈추고 유체는 초임계조건에 도달하여 입구온도에 따라 서서히 증가하는 경향
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두 경우 모두에 잘 적용되고 있으며, 두 경우의
Post-CHF영역에서 온도특성의 차이만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두 경우를 시
간에 대한 압력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출구압력에 대한 벽면온도로 표현하여 그림
3.2.32에 나타내었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출구압력에 대해 가열면온도는 두
경우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증가비가 큰 경우 실험에 사용된 출력의 평균
이 약 0.35 kW정도 크며, 이로 인해 임계열유속 지점이 보다 낮은 압력에서 나타
나고, 최대온도 또한 약간 높게 나타난다. 하지만 압력증가비가 큰 경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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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CHF이후 온도강하가 좀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압력이 증가
하는 천이 조건의 실험이지만 가열면의 온도는 시간에 보다는 압력과 온도에 더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량, G=150, 250 kg/m²s인 경우 출력을 변화시키며 얻어진 가열면 온도
를 가열봉 #25에 대해 그림 3.2.33에 표시하였다. 앞서 출구압력과 온도에 의해 가
열면온도의 특성이 결정됨을 보였으므로 여기서도 출구압력에 대해 표현하였다. 이
때 시간에 따른 압력증가비는 최소 0.42에서 최대 1.08이며, 이러한 증가비는 앞서
증가비에 따른 비교에서보다는 적은 차이이다. 출력이 증가함에 따라 임계열유속으
로 정의되는 가열면 온도의 급격한 상승지점은 낮은 압력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
온도 상승폭 또한 크게 나타난다. 출력이 적은 경우 출구온도는 임계온도에 도달하
지 못하였으며, 이때 가열면의 온도는 일정 압력 조건에서 급격히 온도가 상승하고
이후에는 안정적인 온도 분포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높은 출력에서는 압력이 보다
낮은 지점에서 가열면 온도가 상승하기 시작하여 임계압력에 도달한 이후 서서히
온도가 감소한 이후 출구온도가 임계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전체 출구유동장의 조
건이 초임계조건에 도달하게 되고 가열면 온도는 안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유
량 250 kg/m²s의 경우 가장 낮은 출력조건인 8.1 kW에서는 임계열유속으로 정의
될만한 가열면 온도의 상승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압력의 증가에 따라 서서히 가
열면 온도가 상승하는 안정적 온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그림 3.2.34에는 유량을
150~250 kg/m²s까지 변화시키며 얻어진 중심가열봉의 가열면 온도를 표시하였다.
이때 가열봉에 인가된 출력은 21 kW로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유량이 증가함에 따
라 임계열유속이 발생하는 출구압력도 높아진다. 또한 큰 유량에 의해 온도의 상승
폭 또한 감소하고 있다. 모든 유량조건에 대해 임계압근처에서 벽면의 온도가 감소
하기 시작하여 출구온도가 임계온도에 거의 도달하게 되면 가열면 온도는 다시 일
정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동일한 유량조건하에서 출력이 다른 경
우와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큰 유량영역에서는 가열봉의 보호를 위해
높은 출력에 대한 실험은 수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큰 유량의 경우 본 실험에서
인가한 최대 출력에서 출구온도는 임계온도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유량이 1000
kg/m²s이고, 인가된 출력이 60 kW인 경우 중심의 Rod #25에 설치된 4개의 열전
대에서 측정된 가열면 온도의 분포를 그림 3.2.35에 나타내었다. 유량이 커짐에 따
라 부수로 간의 온도 차이는 커지게 되고, 중심 가열봉에서 얻어진 가열면 온도분
포에서 4개의 열전대에서 온도상승은 거의 유사한 시점에 시작되지만 그 상승폭은
열전대의 위치에 따라 최대 15℃정도까지 차이가 나고 있다. TW65, TW68의 경우
온도가 소폭 상승한 후에도 서서히 증가한 뒤 출구온도가 임계압에 도달하면 서서
히 감소하여 안정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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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압력 감소 실험
시간에 대한 압력감소비(kPa/sec)에 따른 중심 가열봉의 평균온도분포를
그림 3.2.36에 나타내었다. 앞선 압력증가에서는 압력증가비에 2.5배 이상 차이가
나는 두 경우에서도 출력압력에 대해서는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실험에서 압
력증가비의 조절은 쉽지 않은 반면 감소실험의 경우 가압기에 채워진 질소가스의
배출량에 따라 압력감소비를 상당히 큰 값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유량이 250
kg/m²s이고, 출력이 21 kW인 경우엔 압력감소비를 약 10배 정도 차이가 나게 하
였고, 24 kW 출력에서는 압력감소비를 약 1.5배정도 되도록 하였다. 압력의 감소
비를 1.5배 정도 차이가 나게 한 경우 가열면의 온도는 압력이 감소함에 따라 약간
감소한 후 임계압 근처의 조건에서 급격히 상승한다. 이 경우 온도의 상승은 초임
계상태의 조건에서 아임계조건으로 천이되는 과정이며 온도상승 이후는 Post-CHF
조건에 도달한 것으로 생각된다. 압력감소비를 10배정도 큰 차이를 둔 경우엔 급격
하게 압력을 감소시킨 경우는 앞선 24 kW와 비슷한 감소비를 보이며 그 온도분포
도 유사하게 보여진다. 하지만 압력 감소를 느리게 진행한 경우 가열면의 온도는
서서히 증가한 후 임계압 근처의 압력조건하에서 온도는 감소비가 큰 경우해 비해
서는 다소 천천히 상승하고, 온도가 아임계압 조건의 CHF전 온도로 회복하기 이
전에 일시적인 급상승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압력 감소 실험의 경우 압
력감소비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 가열면 온도는 시간의 효과를 고려하여야한다.
그림 3.2.37에는 유량을 150, 250 kg/m²s로 하고, 다양한 출력조건하에서
얻어진 결과를 나타내었다. 온도감소비가 가열면 온도변화에 영향을 미치므로 가능
한 비슷한 온도 감소비를 갖는 경우에 대해서만 비교하였다. 출력이 낮은 경우 압
력증가실험에서도 작은 온도상승만이 존재하였으며, 감소실험에서도 상대적으로 작
은 온도하강이 존재하며 그 하강폭은 출력이 클수록 큰 값을 갖는다. 온도하강후의
가열면 온도는 이상유동의 높은 열전달효과에 의해 실험한 전체 출력에 대해 거의
일정한 값을 보여주고 있다. 온도강하가 이루어지는 지점은 출력의 증가에 따라 낮
은 압력에서 이루어지다가 높은 출력에서는 다시 높은 압력에서 이루어진다. 출력
의 증가에 따라 2차 온도상승이 이루어지고, 그 상승폭 또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유량의 효과를 보기 위해 150~250 kg/m²s에 대해 그림 3.2.38에 나타내었다. 유량
이 작을수록 압력감소에 따른 온도상승은 크게 나타나며, 150 kg/m²s에 대해서는
2차의 온도상승이 나타나지 않으며, 온도강하도 상당히 느린 속도로 진행된다. 이
러한 온도 특성을 가열봉에 설치된 각 열전대에 대하여 그림 3.2.39에 나타내었다.
가열봉, Rod #25에 설치된 4개의 열전대에서는 측정된 모든 온도가 유사한 경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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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동일한 조건하의 최외곽 가열봉 중 하나인 Rod #13에서의
온도곡선을 보면 큰 유량에서 중심가열봉에 나타나는 온도분포 곡선과 유사한 경
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유량과 출력분포에 의해 압력감소에 의한 가열면 온도
분포의 양상이 결정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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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3x3 코사인 출력분포 봉다발 실험대 형상
Parameter

Parameter value
2

Test section flow housing, mm

39.8 x 39.8

Heater rod outer diameter, mm

9.52

Heater rod pitch, mm

12.60

Heated length, mm

3672.67

Hydraulic diameter, mm

11.71

Axial heat flux distribution

symmetric chopped cosine

No. of thermocouple

6

Wall thermocouple location from
top of heated length, mm

10, 225, 625, 1025, 142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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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3x3 코사인 봉다발 지지격자 위치
Spacer grid number

Location (mm)1)

1

-144

2

257

3

657

4

1057

5

1458

6

1858

7

2258

8

2659

9

3058

10

3458

11

3857

1)

기준 위치: 가열봉 가열 구간 시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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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3x3 봉다발 임계열유속 실험조건(코사인 출력 분포)
Parameter

Total database

Return-to-power conditions

0.47 ~ 15.06

5.97 ~ 12.08

Mass flux (kg/m2s)

49.66 ~ 654.44

49.66 ~ 250.58

Inlet subcooling (kJ/kg)

67.90 ~ 729.76

206.59 ~ 722.70

0.34 ~ 1.29

0.68 ~ 1.27

2
Average CHF (kW/m )

77.02 ~ 834.62

88.81 ~ 470.29

Total critical power (kW)

76.69 ~ 828.36

88.37 ~ 466.78

299

93

Pressure (MPa)

Critical quality (-)

No. of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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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Present test conditions and applicable ranges of the correlations of Park
et al. (1997) and Chun et al. (2001)

Test section geometry

Present

Park et al.

Chun et al.

Work

(1997)
Round tubes,

(2001)

3x3 rod bundle

annuli,
rectangular

Annulus

channel
Fluid
Hydraulic equivalent
diameter (mm), (Dhy)
Length to diameter
ratio, (LB/Dhe)
Liquid to vapor density
ratio, (ρl/ρg)
Bond number, (Bo)

water

water & freon

water

8.81

4.8~17.2

9.86

219.8~250.9

8.1~120.0

48.0~59.8

6.2~348.4

200~1600

6.2~335.6

4.5~8.6

1.79~17.3

4.2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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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Design Specification of the Heater Rods
A) Heater Rods (Inconel 601)
1) Outer Diameter:

Type A & B

9.50mm ±0.05mm

2) Heated Length:

Type A & B

2000mm ±1mm

B) Power Characteristics
1) Axial Power Distribution:

Uniform

2) Radial Power Distribution:
Peak of center 9 rods:

1.120 ±0.03

Peak of Peripheral 16 rods:

0.933 ±0.03

C). Thermocouple for CHF detection
1) Type:

K-type, ungrounded

2) Sheath OD/Material:

0.5mm/Inconel

3) Number of the T/C
Type A (1.120 peak)

4ea (S,E,N,W)

Type B (0.933 peak)

2ea (E, W)

표 3.2.2. Design Specification of Freon Thermal Hydraulic Test Loop
A. Main Loop
○ Working fluid

Freon R-134a

○ Max. operating P/T
○ Max. flow rate

o
4.0 MPa/100 C

12

kg/sec

B. Equipment
○ Power Supply

720

kW

○ Two Preheaters

50

kW

○ Two Condensers

80

kW

○ Two Heat Exchangers

300

kW

○ Two Pressurizers

100

liters

○ Two Pumps
Head

100 m

Flow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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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sec

표 3.2.3. T/H Data of the 5X5 Bundle T/S
Parameter

Bundle

Parameter

Bundle

564
Distance between S/G (mm)
Bundle geometry data
66.0
Length of one-side (mm)
2578.6
2
Flow area (mm )
12.63
Hydraulic D. of central ch.
8.31
Hydraulic D. of side ch.
Unifor
Axial power distribution
m

Number of heated rods
25
Number of unheated rods
0
Rod pitch (mm)
12.85
Rod dia. (mm)
9.5
Heated length (mm)
2000
Rod to wall gap (mm)
2.55
Corner radius (mm)
2.5

표 3.2.4. HP-3852a DAS Mainframe Multiflexer 구성
항목

채널

설치카드(모델)
채널수 총수

Slot 0

DVM(44701A)

DAS

Slot 1

Mux.(44705A)

Slot

사용

여분

20

20

15

5

Slot 2 T/C Mux.(44708A)

20

20

9

11

번호 Slot 3-5 T/C Mux.(44713A)

24

72

71

0

4

4

3

1

Slot 6

D/A conve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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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ch.33 fail

표 3.2.5. Channel Number for Measurement
항목

1. 온도

2. 압력

3. 전원

카드종류

측정수

1차루프

T/C Mux.

9

하부단자대

T/C Mux.

3

시험대
게이지압력
차압
션트(전류)
전압
전력
유량

4. 유량
5. 제어

T/C Mux.
68
합계 T/C Mux. 80채널
Mux.
6
Mux.
2
합계 Mux. 8채널
Mux.
3
Mux.
2
Mux.
1
합계 Mux. 6채널
Mux.
1

전원차단A,B
펌프보호

Note

9X4+16X2

Mux.
2
Mux.
1
합계 Mux. 3채널

표 3.2.6. T/H Data of the 4-unheated Bundle
Parameter

Bundle

Number of heated rods
21
Number of unheated rods
4
Rod pitch (mm)
12.85
Rod dia. (mm)
9.5
Heated length (mm)
2000
Rod to wall gap (mm)
2.55
Corner radius (mm)
2.5

Parameter

Bundle

564
Distance between S/G (mm)
Bundle geometry data
66.0
Length of one-side (mm)
2578.6
Flow area (mm2)
12.63
Hydraulic D. of central ch.
8.31
Hydraulic D. of side ch.
Unifor
Axial power distribution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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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7. Number of CHF Data for the 5X5 bundle
실험

총봉수/가열봉수

지지격자 종류

측정자료 수

기준 실험

25/25

단순 지지격자

419

비가열봉 실험

25/21

단순 지지격자

241

기준 실험

25/25

혼합 날개

57

측정자료 총 수

717

표 3.2.8. The Conditions of the Pressure Transient Experiments (Annulus)
Parameter

Unit

Mass flux

2

Run1

Run2

Run3

Run4

Run5

kg/m s

500

982

1452

1475

1504

2

Heat flux

69.6

110.0

126.3

169.9

239.0

2

kW/m

*

CHF

kW/m

33.5

48.4

58.0

82.0

119.5

Tin

K

359.5

359.9

360.1

350.2

329.2

Tout

K

371.6

369.8

367.2

363.7

351.5

∆Tsub-i**

K

14.9

14.7

14.6

24.0

44.7

Pi

MPa

4.12

4.14

4.17

4.16

4.13

Note *: Steady-state CHF at 3.98 MPa (Pr = 0.98),

**: ∆Tsub-i= Tc - Tin

표 3.2.9. The Conditions of the Pressure Transient Experiments (Bundle)
Run

G
2

POWER

Tin

Tout

Pout

Transient

(℃)

(kPa)

Time(sec)

Pressure

Number

(kg/m -s)

(kW)

(℃)

RUN01

250

12

92～92

97～98 3806～4226

670

increase

RUN02

250

15

92～92

97～99 3785～4225

558

increase

RUN03

250

18

92～92

96～100 3692～4232

702

increase

RUN04

250

21

92～92

96～101 3683～4164

642

increase

RUN05

250

24

86～93

96～102 3754～4263

1113

increase

RUN06

250

27

90～92

95～102 3609～4200

1271

increase

RUN07

250

30

88～88

95～103 3636～4326

707

increase

RUN08

250

18

93～93

101～96 4270～3697

223

decrease

RUN09

250

33

85～85

102～95 4280～3623

187

de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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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0. Number of Pressure Transient Experiment for the 5X5 Bundle
실험
기준 실험
비가열봉 실험

천이방향

총봉수/가열봉수

지지격자 종류

측정자료 수

압력증가

25/25

단순 지지격자

21

압력감소

25/25

단순 지지격자

21

압력증가

25/21

단순 지지격자

21

압력감소

25/21

단순 지지격자

21

측정자료 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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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Condenser

Heat Exchanger

Steam/Water
Separator

Cooling
Water
Pressurizer
( 40 kW )

Test
Section

Mixer
De-Ionizer

Preheater
( 40 kW )

Strainer

Flow
Meter

Feed Pump
Cirulation
Pump

그림 3.1-1 KAERI RCS thermal hydraulic loop sche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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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age
Tank

그림 3.1-2 KAERI RCS thermal hydraulic 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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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3x3 test section with uniform axial heat flux

- 55 -

그림 3.1-4 봉다발 및 지지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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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부수로 측정용 열전대

- 57 -

그림 3.1-6 3x3 test section with cosine axial heat fl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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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Axial heat flux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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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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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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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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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 = 6.0 MPa

800

P = 12.0 MPa

700

2

q"C, avg, T (kW/m )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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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hi (kJ/kg)

81
340

200
1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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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7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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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500

600

2

G (kg/m s)
12.0 MPa
그림 3.1-8 평균 CHF에 미치는 질량유속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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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P =

∆hi = 211 kJ/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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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 (kg/m s)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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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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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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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 avg, T (kW/m )

6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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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2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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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P (MPa)
그림 3.1-9 평균 CHF에 미치는 압력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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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P = 12.01 MPa
그림 3.1-10 국부 CHF에 미치는 국부 임계건도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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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400

Look-Up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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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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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체 실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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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ERI
Macbeth

50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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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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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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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Return-to-power 조건
그림 3.1-11 기존 상관식 예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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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 = 1.04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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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P = 6.03 MPa
그림 3.1-12 임계열유속에 대한 질량유속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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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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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 임계열유속에 대한 입구과냉도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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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Inlet Subcooling (kJ/kg)

600

80

G (kg/m 2s)

500

143

211

400

342

300
200
100
0
0.2

0.4

0.6

0.8

1.0

1.2

XCHF (-)
그림 3.1-14 질량유속과 임계건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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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hin = 212 kJ/k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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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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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CHF (-)

1.0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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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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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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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MPa)

그림 3.1-15 임계건도에 미치는 계통압력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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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입구과냉도 = 211 kJ/kg
그림 3.1-16 임계열유속에 미치는 계통압력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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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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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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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DP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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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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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01

Effective heated length 3660

367

401

399

400

399

DP12

DP Tap

Spacer Grid

그림 3.1-17 Tap locations in the test section for differential pressure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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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of Heated
Length

10

T/C 2

1025

1425

1825

625

225

T/C 1

T/C 3

T/C 5

T/C 6

Effective heated length 3660

T/C 4

Heater rod
Start of Heated
Length

그림 3.1-18 Thermocouple locations along heater r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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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4

q(z) / qave

1.2
1.0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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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alized heat flux distribution
f(z)=1.3690 cos{π(z-1.8365)/4.3398]

0.4
0.2

Thermocouple location

0.0
0.0

0.5

1.0

1.5

2.0

2.5

3.0

3.5

Distance from the bottom of the heated section, Z(m)

그림 3.1-19 Heat flux distribution of heater r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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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0 Typical behavior of surface temperature of h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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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 The trend of the applied electrical power with the variation of the
pressure and the inlet water subcooling enthalpy at the CHF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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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ular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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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phase
mixture region

ρl,sat

Z=Lh

Z

ρg
UTsub=0

Z=Zsat

Subcoo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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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

ρl,sub

∆Tsub

Z=0

그림 3.1-22 Physical model of the present boil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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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3 Variation of pressure drop with subcooling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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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4 Flooding CHF as a function of boiling length to heated equivalent
diameter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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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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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Eq. (15) for C w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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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C,w x 10

3

Using Eq. (16) for C w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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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5 Comparison of the present data with Eq.(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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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Eq. (16) for C w

2

q * C,k x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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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6 Comparison of the present data with Mishima and Nishihara's equation
(Eq.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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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7 Comparison of the present data with Nejat's equation (Eq.(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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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8 Comparison of the present data with Tien & Chung's equation (Eq.(13))

- 75 -

q*C,k x 10 3

10.0
9.0

Present Data

8.0

UsingC w as C k and Eq. (15) for C w

7.0

UsingC w as C k and Eq. (16) for C w

2

2

2

2

2

2

6.0
5.0
4.0
3.0

3.0 M Pa

2.0
1.0

2

C w /4 = 0.16

0.0
4.6

5.0

5.4

5.8

6.2

6.6

7.0

-0.13

(D he /L B )(ρ g / ρ l )

ξ x 10

7.4

7.8

8.2

3

그림 3.1-29 Comparison of the present data with Imura et al.'s equation (Eq.(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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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0 Comparison of the present data with Chun et al.'s single-rod data(2001) on
the basis of the Wallis' type flooding CHF correlation, Eq.(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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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1 Comparison of the present data with Chun et al.'s single-rod data(2001) on
the basis of the Kutateladze's type flooding CHF correlation, Eq.(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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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Freon Thermal Hydraulic Test 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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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Heater R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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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T/C Locations of the Heater r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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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Radial Power Distrib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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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Map of T/C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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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Pressure Taps, Wall T/C and Spacer Grid Lo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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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Cross Section View of the Pressure Vessel Inte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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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essure Vessel

(b) Tie Plate

(c) Connectors of Electrodes
그림 3.2.8. Pressure V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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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essurizers

(b) Preheaters

(c) Condensers

(d) Heat Exchangers

그림 3.2.9. Experimental Components
( Pressurizers, Preheaters, Condensers, Heat Exchan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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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0. Pumps

그림 3.2.11. Control Panel

그림 3.2.12. Power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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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3. Total Power and CHF Comparison between the 4-unheated
Rods T/S and the Reference T/S (P=2500 kPa, ∆h=25 kJ/kg)

그림 3.2.14. T/S Average CHF and Corresponding Critical Quality
Distribution on G for the 4-unheated Rods T/S (P=3000 k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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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x5 array

(b) Vanes
그림 3.2.15. 혼합날개의 배치와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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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P = 2000 k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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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P = 3000 kPa
그림 3.2.16. 유량에 따른 임계열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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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7. 입구과냉도의 영향 (P = 3000 k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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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P = 2500 k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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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8. 출구건도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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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그림 3.2.19. Schematic Diagram of Freon Experimental Loop

그림 3.2.20. Annulus Test Section Details

- 91 -

300
2

G = 1502 [kg/m s]

2

CHF [kW/m ]

250
200
150

∆Tsub [K]

14.5
24.8
34.5
44.3

100
50
0

0

1

Pc

2
3
Pressure [MPa]

4

그림 3.2.21. The Effect of Inlet Subcooling on CHF near the Critical Pressure

그림 3.2.22. Variation of Thermodynamic Properties with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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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그림 3.2.23. Wall Temperature Variations of the Heater Rod at CHF Conditions

그림 3.2.24. Wall Temperature and Pressure Variations - Ru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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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5. Wall Temperature and Pressure Variations - Run 3

그림 3.2.26. Wall Temperature and Pressure Variations - Run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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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7. Critical Power Trend on the Outlet Pressure and Inlet Mass
Flux at the Inlet Subcooling of 70 kJ/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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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8. The Latent Heat of Vaporization Trend on Pressure (R-13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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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Q = 18kW

(b) Q = 33kW
그림 3.2.29. The Results of Pressure Release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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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Q = 18kW

(b) Q = 30kW
그림 3.2.30. The Results of Pressure Increase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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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1. 임계압근처에서의 임계열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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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2. 압력 천이 실험에서 압력증가비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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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3. 압력증가 실험에서 출력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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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4. 압력증가 실험에서 유량의 영향

그림 3.2.35. 압력증가시 가열봉의 온도분포
(G = 1000 kg/m²s, Q = 60 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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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 = 250 kg/m²s, Q = 24 kW

(b) G = 250 kg/m²s, Q = 21 kW
그림 3.2.36. 압력 천이 실험에서 압력증가비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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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7. 압력감소 실험에서 출력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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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8. 압력증가 실험에서 유량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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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9. 압력감소시 가열봉의 온도분포
(G = 150 kg/m²s, Q = 21 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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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냉각재 상실 사고시의 노심 열수력 현상 규명실험
제 1 절 3x3 봉다발 Water Post-CHF 실험
1. 서 론
Post-CHF 열전달은 경수로의 LOCA(Loss-of-coolant accident) 사고 동안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Blowdown, Refill, Reflood로 구분되는 LOCA 사고시 핵연료봉
에서는 증기로의 Post-CHF 열전달이 발생한다. 따라서 LOCA 사고시 핵연료봉 피
복재의 온도를 신뢰성 있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Post-CHF 열전달 기구에 대한 정확
한 이해와 Post-CHF 열전달을 예측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상관식 혹은 모델이 필
요하다. Post-CHF 열전달이 중요해지는 LOCA 사고 조건은 저유속 이상 유동이며,
기존의 Post-CHF 열전달 실험 연구는 주로 저압 조건에서 단순한 형상을 지닌 원
형관 혹은 환상관을 이용하여 수행되어 왔다(Groeneveld, 1975; Andreani and
Yadigaroglu, 1994; Chen, 1986). 따라서 봉다발을 이용한 고압 상태에서의 Post-CHF
에 대한 기존 실험 연구는 빈약한 실정이다(Groeneveld, 1975; Kumamaru et al.
1987). 특히 경수로의 경우 핵연료봉은 비균일 수직 방향 출력 분포를 지니고 있지
만, 기존의 Post-CHF 실험 연구들은 대부분 균일한 수직 방향 출력 분포를 갖는 실
험대를 이용하여 실험이 수행되어져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유속 조건에서 비균일한 수직 방향 출력 분포를 갖
는 3x3 봉다발을 이용하여 수직 상향류인 물-증기에서의 Post-CHF 열전달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저유속 및 광범위한 압력 조건하에서 Post-CHF
열전달 현상에 대한 변수 경향을 분석하고, 기존 Post-CHF 열전달 상관식들이 적용
가능성을 파악하였다. 실험에서 얻어진 Post-CHF 열전달 계수를 기존 상관식들과
비교하였으며, 이러한 상관식들이 저유속 및 고압 조건에서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2. 실험장치, 실험방법 및 데이터 변환 방법
Post-CHF 열전달 실험은 한국원자력연구소의 RCS 열수력 Loop를 사용하여
수행되었으며, 실험장치 및 실험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3장 제 1절의 대칭 코
사인 수직 방향 열유속 분포를 갖는 3x3 봉다발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Post-CHF 열전달 실험은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먼저 실험
대 입구에서의 유체 온도, 질량유속과 입구 압력을 설정된 실험 조건에 맞춘 다음,
실험대 가열봉다발에 전원을 공급하고 서서히 가열 전력을 증가시킨다. 본 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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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행하였던 3x3 봉다발에서의 임계열유속 값 근처에서 공급 전력을 미세하게
Step 상태로 증가시키면서 임계열유속 값이 기존에서 측정되었던 값과 일치하는지
를 확인 한다(Moon et al., 2003). 임계열유속이 발생한 후 실험대 입구에서의 유체
온도, 질량유속, 압력과 함께 실험대로의 총출력을 일정하게 수분 동안 유지하여
정상상태를 확인한 후 가열봉 벽면 온도 등을 측정한다. 실험 변수의 측정이 완료
되면 실험대 총출력을 증가시켜 동일한 방법으로 가열봉 벽면 온도를 측정하였다.
o
가열봉을 보호하기 위하여 Post-CHF 실험은 가열봉의 최대 온도가 약 700 C가 될

때까지만 수행하였다. 임계열유속의 발생 판단조건은 가열봉 표면 온도가 갑자기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으로 판단하며, 본 실험에서는 가열봉 표면의 온도가 유
체 포화 온도보다 110 K 이상 초과하면 임계열유속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표 4.1-1에 나타난 것처럼 182개 시리즈(입구 과냉도, 압력, 질량유
속, 가열봉 출력)의 Post-CHF 열전달 실험 데이터를 얻었다.
봉다발에서는 비가열 벽면이 존재하고, 부수로간의 유량, 엔탈피의 차이가 존
재하기 때문에 각 가열봉에서의 국부 조건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부수로 코드
의 해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부수로 코드를 통한 국부 조건을 계산
하지 않고, 실험대 단면에서의 평균적인 건도, 유량, 온도 등의 값을 사용하여
Post-CHF 열전달계수를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Post-CHF 조건에서는 증기의 온도
가 포화온도보다 높고 평형 건도가 실제 증기의 건도와 다른 열적 비평형 상태를
보인다(Groeneveld, 1975; Andreani and Yadigaroglu, 1994; Chen, 1986). 그러나 증기
의 과열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포화 액적 등의 영향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열평형식에 의해 증기의 과열도 혹은 온도를
유추하였다.
실험대의 특정 위치 Z에서의 평형 건도(Equilibrium Qaulity) Xe는 열적 평형
상태를 가정하여 실험대 입구 온도, 질량유속, 압력 및 Z까지의 총출력을 사용한
열평형식(Heat Balance Equation)에 의해 구하였다(Kumamaru et al., 1987). 평형 건도
가 0에서 1사이인 경우에 증기 온도(Tv)와 물의 온도(Tl)는 포화온도 Tsat와 같다고
가정하였다. 평형 건도가 1이상이면, 열평형식에 의해 과열 증기의 온도를 구하였
다.
Post-CHF 영역에서의 열전달계수는 국부 열유속과 벽면 과열도에 따라 다음
의 식으로부터 구해진다.
  ″    
  ″    

for Xe < 1
for Xe < 1

(4.1-1)
(4.1-2)

여기서 q"con은 가열봉 표면으로부터 증기로의 복사 열전달을 제외한 순수한 대류
열전달 열유속을 의미한다. 봉다발과 같은 복잡한 형상을 갖는 실험대에서 복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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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모델도 부족하며, 가열봉 표면, 액적, 증기 등의
복사 열전달과 관련된 물성치들에 대한 정보도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열봉과 증기 사이의 복사열전달만을 고려하였으며, 가열봉으로부터 증기로의 복
사 열전달 계산 과정은 참고문헌에 자세히 나와 있다(Moon et al., 2005).
복사열전달을 계산한 결과 총열유속에서 복사 열전달이 차지하는 비율(대부
분의 경우 약 7% 이하)은 매우 작고, 사용하는 물성치들에 따라 복사 열전달량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또한 매우 낮은 질량유속과 높은 벽면온도 조건을 제외하고
는 복사 열전달량은 매우 작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가열봉다발에서는 가열봉의 위치 즉 부수로의 위치에 따라 유량,
엔탈피 및 복사열전달 등의 차이가 발생하여 가열봉의 위치에 따라 가열봉 벽면온
도 혹은 열전달계수가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험대 중앙에 위치
한 가열봉 5번에 대한 Post-CHF 열전달계수를 평가하였다. 일반적으로 가열봉 5번
의 벽면 온도는 실험대 구석 위치를 제외한 가열봉들의 벽면 온도보다 약간 작은
값을 보였다. 이는 저유속 조건에서 봉다발 Post-CHF 열전달 현상의 특이한 점으로
판단된다(Kumamaru et al. 1987).

3. 실험결과 및 논의
그림 4.1-1은 중앙에 위치한 가열봉 5번의 열전대 2번에서의 벽면온도 및 열
전달계수 거동을 보여준다. 본 그림은 압력, 질량유속 및 입구 과냉도가 일정한 조
건에서 실험대로의 출력을 미세하게 증가시키면서 Pre-CHF, CHF 및 Post-CHF 열
전달 과정을 관찰한 결과이다. 그림 4.1-1의 (a)에 나타난 것처럼 대부분의 국부 열
유속은 대류 열전달에 의해 전달되어 복사열전달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시할 수 있
다. 그림 4.1-1의 (b)와 (c)에서 CHF 이전의 Pre-CHF 영역에서는 열전달계수가 매우
커서 벽면온도는 포화온도에 가깝다. CHF 영역에서는 벽면이 Dryout 되고, 다시
Rewetting 되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벽면온도와 포화온도의 차가 커지면서 벽면온도
는 진동을 보인다. Post-CHF 영역에서는 벽면온도의 과열도가 매우 증가하지만, 상
대적으로 벽면온도의 진동은 작아진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CHF 조건에서의 유동
양식은 대부분 환상류로 판단되기 때문에, Post-CHF 조건에서 유로의 대부분이 증
기로 차 있고, 연속된 증기상에 포화 액적이 존재하는 Dispersed Flow Film Boiling
영역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Post-CHF에서 벽면에서의 열전달은 대부분 증기로의 대
류 열전달에 의해 발생하며, 벽면온도는 안정된 거동을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본 실험 조건(출구에서의 최대 건도는 약 1.05)에서 열적 평형으로 구한 증기
의 온도 Tv는 포화온도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림 4.1-1의 (d)에 보
인 것처럼 출구에서 측정한 5번 가열봉 근처의 부수로에서의 유체온도는 열유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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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함에 따라 포화온도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봉다발에서는 유량
및 엔탈피 차이에 의해 부수로의 유체온도가 동일하지 않지만, Post-CHF 영역에서
의 실제 증기 온도는 포화온도와 다르다는 열적 비평형 상태를 간접적으로 보여주
고 있다. 현재까지 Post-CHF 영역에서의 열적 비평형 상태, 즉 증기 온도가 포화온
도보다 높고, 실제 증기의 건도는 평형 건도보다 작다는 사실은 일부 실험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증기의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Groeneveld, 1975; Andreani and Yadigaroglu, 1994; Chen, 1986). 본 실험에서 측정한
부수로의 유체온도는 증기와 액적의 반복적인 접촉으로 인하여 진동하여 측정된
부수로 유체온도를 증기만의 온도로 정의하기 힘들지만, Post-CHF 영역에서의 증기
의 온도가 포화 온도보다 높은 열적 비평형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4.1-2는 반경방향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가열봉들의 평균 벽면 온도 및
부수로 출구 온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1-6 참조). 6 MPa 이상의 높은 압력에
서는 CHF 근처에서 Cold wall effect에 의해 Corner Rod의 평균 벽면온도가 중앙부
(Central rod)의 평균 온도보다 높게 나타난다. 하지만 Post-CHF 영역에서는 중앙부
의 가열봉의 평균 온도 및 부수로 온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CHF와 Post-CHF
열전달 영역에서의 벽면온도 분포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부수로 온도는
CHF 출력 QC에 대한 실험대 출력 QT가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
실험에서 얻어진 열전달계수를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Post-CHF 열전달계수 상관식과 비교하였다.
- Dougall-Rohsenow(Dougall and Rohsenow, 1963)
- Groeneveld 5.9 correlation(Groeneveld, 1969)
- Condie-Bengston(1983)
- Groeneveld and Delrome(1976)
- Film boiling heat transfer look-up table(Groeneveld and Leung et al., 2003)
그림

4.1-4와

표

4.1-2에

나타난

것처럼

Groeneveld

5.9

상관식과

Condie-Bengston 상관식은 넓은 범위에 대해 비교적 잘 예측하고 있지만, 본 실험
조건인 저유속 조건에서는 예측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

4. 결론
저유속 조건에서 3x3 봉다발을 이용하여 광범위한 압력 조건하에서 물-증기
의 Post-CHF 열전달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Pre-CHF, CHF를 거쳐 Post-CHF 열전달 영역에 도달함에 따라 벽면온도의
과열도가 크게 증가하여 Post-CHF에서의 열전달계수가 크게 감소하였다.
(2) 평형건도가 1이하인 경우에도 실험대 출구 근처에서의 부수로 유체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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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값은 포화온도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벽면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부수로 유체온
도의 과열도는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Post-CHF 열전달 과정이 열적 비평형 상태에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3) 열전달계수에 미치는 압력과 입구 과냉도의 영향은 관찰하기 힘들었다.
그러나 열전달계수는 기존에 알려져 있는 것처럼 증기의 레이놀즈수에 따라 증가
하였다.
(4) 기존에 널리 사용하고 있는 Post-CHF 열전달 상관식들은 실험 데이터를
신뢰성 있게 예측하지 못하였다.

제 2 절 단일봉 환상유로에서의 재관수 지지격자 영향 평가 실험
1.

연구배경 및 목적
원자로 안전에 대한 그 중요성 때문에 재관수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부터

활발하게 많은 연구자에 의해 실험 및 이론연구가 수행되었다. (Chung, 1983
Coney, 1974; Henry, 1974; Koszela, 1998, Martini and Premoli, 1973; Murao, 1978;)
하지만 재관수시 지지격자의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연구는 매우 드문 현실이다.
(Yao et al., 1982) 지지격자는 연료봉을 지지하고,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
록 연료봉을 고정시키는 구조물의 일종이다. 지지격자는 수력학적으로 유로에 장애
물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큰 압력손실을 유도할 수 있으나, 열전달 측면에서는 재관
수시 지지격자에 의한 예냉각(Precooling)을 촉진시키는 등 열수력학적으로 장.단점
의 역할을 가지게 된다. 또한 재관수시 재수착온도에 대한 예측은 안전해석 코드의
검증 및 성능향상 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하겠다.
Yao 등(1982)은 지지격자에 의한 열전달량 증가는 주로 열경계층의 두께의
감소와 난류강도의 증가에 기인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Sugimoto와 Murao (1984)는
지지격자에 의한 액적의 분쇄를 통한 물-증기의 계면면적증가에 의해 열전달이 증
진된다고 주장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지지격자의 역할은 액적의 분쇄와 난류에 의한 열경
계층 혼합의 주요기능 측면에서 볼 때 혼합날개가 붙어있는 지지격자와 그렇지안
은 지지격자 사이에는 성능의 차이가 예상된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에서는 혼합날
개의 영향을 규명을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발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지격자의 형상이 재수착온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위한 실험
연구 및 연구결과에 대하여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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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장치 및 방법
가. 실험장치
단일봉 재관수 실험장치는 순환펌프, 시험대, 우회로, 냉각재 저장탱크, 그리

고 각종 계측기와 자료처리장치로 구성되었다. 그림 4.2-1에 시험대의 상세구조를
표시하였다. 시험대는 외경 9.5 mm의 전열봉, 내경 20 mm, 총 길이 2,100 mm의
가시화부, 그리고 온도 및 압력탭 등으로 구성되었다. 가열봉에는 총 6개의 K-형
열전대가 외벽에 설치되었고, 가열부 최하부로부터의 거리는 각각 920, 1,320,
1,520, 1,720, 1,800, 그리고 1,820 mm 이다. 총 가열부의 길이는 1,830 mm이다. 가
시화부는 열충격에 견디기 위하여 Pyrex 재질의 투명 튜브를 연결하여 재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혼합날개가 없는 지지격자와 혼합날개를 가진 지지격자의 두
가지를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4.2-2에 두 종류의 지지격자를 표시하였
다.
나. 실험방법 및 조건
본 실험은 대기압조건에서 수행되었다. 실험은 우선 순환펌프를 작동하여 냉
각수를 지정된 유량을 순환시키면서, 응축수 저장탱크의 히터를 사용하여 냉각수의
온도를 원하는 정도로 조절한다. 유량과 온도가 실험요구에 맞도록 설정된 후 냉각
수를 우회배관을 통해 우회시키고, 시험대의 냉각수를 배수밸브를 통하여 배수시킨
다. 이후 전열봉의 벽온도를 원하는 조건으로 설정하게 된다. 유량, 온도, 초기벽온
도 등의 초기조건이 모두 만족하면 우회로로 흐르던 냉각수를 다시 시험대 쪽으로
전환하면서 자료처리장치의 저장을 시작한다. 냉각수가 가열구간의 최상단에 도달
하면 자료처리장치를 정지하고 실험을 정지한다.
실험중 모든 계측기로부터의 신호는 자료처리장치에 저장되며, 재관수 현상은
고속카메라에 의해 500 frames/sec의 속도로 저장된다. 실험변수로는 재관수속도,
입구냉각수 과냉각도, 초기 전열봉 벽온도, 등이 있고, 표 4.2-1에 실험 메트릭스를
표시하였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가. 재관수 현상 관찰
그림 4.2-3에 재관수시 측정된 시험대를 통한 차압, 재수착전선(quench front)
의

위치와

함께

가열봉에

열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재관수율에

따른

hydrostatic head를 표시하였다. 재관수 초기상태에서는 측정된 차압의 hydrost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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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 보다 약간 크게 관찰되었으나, 재관수가 진행됨에 따라서 차압은 hydrostatic
head 보다 작은 값을 보였다.
실험중 측정된 전형적인 가열봉 벽온도 거동을 그림 4.2-4에 표시하였다. 재
관수의 시작과 함께 액적등의 영향, 즉 이상 분무류의 영향으로 벽온도는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고, 재수착전선이 열전대 위치에 닿으면 온도가 급격히 감소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급격한 온도감소가 시작하는 지점의 온도를 재수착온도로
정의 하였고, 재수착시간은 차압이 상승하기 시작하는 시점으로부터 벽온도의 급격
한 온도감소 시간의 차이로 정의 하였다. 이러한 정의는 Kim과 Lee (1979),
Yamanouchi (1968), Piggott와 Porthouse (1975), 그리고 Yu 등(1977)의 연구에서도 채
택된 바 있다.
그림 4.2-4에서 관찰할 수 있는 바와같이 가열부 상부에 위치한 열전대
(TW06)가 이보다 아래 위치한 열전대의 온도보다 빨리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 데, 이것을 주로 상부로 부터의 재관수(Top flooding)에 의한 것이다. Martini와
Premoli (1973)는 재관수시 나타나는 이러한 여러개의 재수착전선에 대하여 언급하
고 있는 데, 상부재관수의 영향은 혼합날개를 가진 지지격자의 경우가 더욱 뚜렸히
관찰된다.
그림 4.2-5에 상부재관수에 의한 재수착시간을 초기벽온도 및 재관수율의 함
수로 표시하였다. Lee등(1978)에 의해 주장된 바와같이 재수착속도는 후류쪽의 벽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잘알려진 사실인바, 그림에서와 같이 상부재관수 시
간이 벽온도와 깊은 관계가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더욱이 초기 벽온도가 상승함
에 따라서 혼합날개가 있는 지지격자를 사용한 경우의 재수착시간이 그렇지 않을
경우에 비하여 월등히 빠름을 알 수 있다. 분무류의 경우 증기에 포함된 액적은 혼
합날개에 의해 잘게 분쇄되기 쉽고, 작은 액적은 좀 더 쉽게 증발하게 된다.
Sugimoto와

Murao

(1984),

Koszela

(1998)

등은

액적은

지지격자의

후류

(down-stream)에서 지지격자 전보다 더욱 작게 관찰되었으며, 결국 이러한 영향이
냉각을 촉진 시킨다고 주장하였다.
나. 지지격자 영향
그림 4.2-6은 본 실험에서 사용한 두 종류의 지지격자 전후에서의 유동패턴
변화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보듯이 혼합날개가 없는 지지격자의 경우에는 지지격자
전후에서 유동패턴이 변하지 않는 반면, 혼합날개가 있는 경우는 전후에서 유동이
상당히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같이 이러한 유동 패턴
의 변화는 지지격자에 의한 열전달 촉진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4.2-7은
재수착전선의 거동을 표시하였다. 혼합날개가 없는 경우는 지지격자 전후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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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재수착전선이 하나뿐인 데 반해, 혼합날개가 있는 경우는 지지격자 전후에서
여러개의 재수착전선이 동시에 발달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그림 4.2-8에는 재관수 시작 후 각 시각별 가열봉 벽온도거동을 지지격자의
종류에 따라서 비교하였다. 재관수 시작 후 5초와 50초의 경우는 TW06을 제외한
모든 온도가 일정한 경향을 보였고, 지지격자의 영향도 관찰되지 않았다. 하지만
재관수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서 벽온도는 서서히 차이를 보이기 시작하여 재관수
시작 후 125초 후에는 지지격자의 종류에 따라서 지지겨자 보다 후류(TW03)에서의
온도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결과로부터 혼합날개의 기능을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다.
다. 재수착 온도에 대한 변수영향

지금까지의 재관수에 대한 해석시에는 재수착온도를 조건에 따른 변수로 하
지않고

일정

상수로서

가정하여

사용하였다.

(Yamanouchi,

(1968);

Martini와

Premoli, (1973); Dua와 Tien, (1976); Elias와 Yadigaroglu, (1978)). Lee 등(1978)과
Groeneveld와 Stewart (1982) 등은 재수착온도가 상수가 아니며 열수력조건에 따른
변수라고 주장하였다.
그림 4.2-9, -10, 그리고 -11에 재수착온도와 속도를 실험변수의 함수로 표시하
였다. 이들로부터 혼합날개가 있는 지지격자의 열수력적 성능이 그렇지 않은 경우
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우수성은 특히, 재관수율이 낮고,
입구냉각수의 과냉각도가 작은 경우에 분명히 관찰할 수 있다. 그림 4.2-9(a)에서
볼 수 있듯이 재관수율이 재수착온도에 미치는 영향은 입구 냉각수온도가 감소함
에 따라서 커지고 있다. Koizumi 등(1990)은 실험적 연구를 통해 입구 냉각수가 포
화상태일 경우 재수착온도에 미치는 재관수율의 영향은 거의 없다고 주장한 바 있
다.
재수착온도에 관한 연구는 크기 두가지로 진행되었다. 한가지는 재수착온도가
유동의 직접적인 함수라는 것이고, 다른 한가지는 가열봉표면의 함수라는 것이다.
(Getsroni, 1982) Berenson (1961)은 Taylor 불안정성 이론을 Bromley model에 접목하
여 재수착온도에 관한 다음의 관계식을 제시하였다.

       




              
                   

(4.2-1)
여기서       . Berenson (1961)의 관계식에 가열봉 벽온도와 유체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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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온도차이를 고려하기 위하여 Henry (1974)는 다음의 식을 제시하였다.

 
  ′  


 

  
′    
     







(4.2-2)

여기서 ′        , 이고   는 식 (4.2-1)에서 구할 수 있다. 또
한 Kim과 Lee (1979)는 원형 유동관에 대한 무차원해석을 통해 다음의 식을 제시
하였다.
 
       
   


 
    




   
     





(4.2-3)
여기서          , 이고 δ는 원관의 벽두께를 의미한다.
Berenson의 관계식에는 냉각수의 상태량만을 고려하였으나, Henry는 가열봉의
값도 고려하였고, Kim과 Lee의 관계식에는 가열면의 두께 및 위치까지도 포함하였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험대의 기하학적 모양은 Kim과 Lee의 연구에서 사용한
것과 상이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하학적 형상차이를 극복하고 가열봉의
두께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의 관계식을 사용하였다.




  

 
  
 



 



(4.2-4)



그림 4.2-12에 상기 언급한 관계식과 본 연구결과를 비교하였다.

4. 요약
본 연구에서는 균일 및 비균일 출력분포를 가진 전열봉을 사용한 환형유동채
널에서의 재관수시 발생하는 열수력특성을 지지격자와 각종변수의 영향을 통해 고
찰하였다. 본 실험을 통하여 다음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지지격자 전․후에서는 혼합날개의 유․무에 따라서 유동패턴 및 열전달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관찰/분석됨.
(2) 혼합날개가 있는 지지격자의 경우 없는 경우에 비하여 지지격자 후류(downstream)에서 더욱 강한 유동혼합(flow disturbance)을 유도하여 액적에 의한 예냉각
(pre-cooling)을 촉진하게 되므로, 재수착전선이 지지격자부근에서 급진전 됨.
(3) 재수착온도의 경우는 혼합날개가 있는 지지격자의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하여
높게(약 50℃ 정도) 관찰됨.
(4) 재수착온도에 대한 혼합날개의 영향은 재관수율(UF)이 낮거나, 주입 냉각수 온
도가 높은 경우에 특히 크게 관찰되었고, 초기 전열봉 온도에는 미미한 영향을 보
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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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존의 재수착온도 상관식과 본 실험자료를 비교해본 결과 전열봉의 초기 온
도, 위치, 냉각수 및 전열봉의 상태량을 모두 감안한 Kim & Lee (1979) 상관식과
좋은 일치를 보임.
(6) 압력강하량은 혼합날개가 있는 경우나 없는 경우나 비슷하게 관찰됨.
(7) 환상형 유동채널내 단일 지지격자에 의한 영향은 전체적으로 작게 관찰되었으
며, 다중 전열봉 형상에 의한 영향을 보기 위해서는 2x2 정도의 재관수 가시화 실
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8) 전열봉 출력 형태의 영향은 크게 관찰되지 않았으며, 비균일 출력봉의 경우 상
부 재관수율이 균일봉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됨.

제 3 절 6x6 봉다발 재관수 실험
1. 실험장치설계 및 제작
실험장치는 기존의 RCS 장치(Reactor Coolant Simulation Facility)의 예열기 후
단과 물-증기 분리기 전단에서 6x6 봉다발 재관수 장치로의 입,출력단을 각각 연결
하여 건설되었다. 그림 4.3-1에서 보는 바와같이 실험장치는 시험대, 증기분리기
(Separator), 액적측정탱크(Carry over tank), 압력조절탱크(Pressure oscillation damping
tank), 주입탱크(Injection), 각종 밸브, 그리고 계측기로 구성된다.
시험대는 입,출구 플레넘, 5개의 사각유동채널로 구성되는 외부 지지대
(Shroud)와 6x6 전열봉다발로 구성된다. 4개의 사각유동채널에는 가시화를 위한
pyrex 가시화창이 각각 설치되었다. 시험대의 총 길이는 6 m이며, 봉다발의 가열부
길이는 3.8 m이다. 계측기는 봉다발 표면 온도측정을 위한 열전대, 부수로를 흐르
는 유체의 온도측정을 위하여 열전대, 시험대를 통한 압력손실 측정을 위한 차압
계, 이 밖에 계통의 운전을 위한 계측기가 설치되었다. 열전대는 K-형으로 통일하
였다. 시험대, 각 탱크의 하단, 그리고 최하단 배관에는 배수를 위한 배수밸브가 장
착되었으며, 시험대 출구플레넘의 상단에는 배기밸브가 설치되었다.
가. 6 x 6 전열봉다발
봉다발은 총 30개의 가열봉과 2개의 비가열봉, 1개의 guide tube, 11개의 혼합
날개 지지격자, 2개의 일반 지지격자(입,출구 플레넘에 설치), 하부연결 플랜지 및
총 102개의 cladding 온도측정용 열전대로 구성된다. 그림 4.3-2에 봉다발의 상세도
를 표시하였다. 가열봉은 축방향으로 그림 4.3-3에 표시한 바와같이 가열부를 15구
간으로 나누어 각각의 구간마다 다른 출력을 발생하도록 설계, 제작되었다. 각 전
열봉은 3상, 440VAC 전원 인가시 10 kW의 출력을 발휘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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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에서 보듯이 가열봉은 Inconel 600 재질의 cladding, 니크롬 가열부, BN 재질의
절연부, 및 Al2O3로 채워진 중앙부로 구성된다.
전열봉 외벽에 장착된 열전대의 위치를 그림 4.3-5와 -6에 각각 표시하였다.
열전대는 16개의 가열봉과 guide tube에 각각 6개씩이 장착되었으며, 각 전열봉의
반경방향에 따른 열전봉의 위치, 축방향위치 등을 표시하였다. 가열봉은 열전대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서 세 개의 그룹으로 구별되었다. 그림 4.3-7에는 지지격자의
위치 및 가시화창의 위치와 비교하여 각 그룹별 전열봉에서의 열전대위치를 표시
하였고 표 4.3-1에 봉다발내 cladding 온도측정용 열전대위치를 정리하였다.
나. 시험대 외부지지대(Test section shroud)
앞서 설명한 바와같이 시험대 외부지지대는 입,출구 플레넘과 5개의 사각 지
지대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4.3-8에 시험대의 전체 조립도 및 계측기 설치
를 위한 각종 tap의 위치를 표시하였다. 설치된 계측기는 부수로 유체 온도측정용
열전대 (17EA), 외부지지대 벽온도 내부 벽온도 측정용 열전대 (3EA), 그리고 시험
대를 통한 압력손실을 측정하기 위한 차압계 (9EA) 등으로 구성된다. 부수로 온도
측정 및 외부지지대 벽온도 측정을 위한 열전대의 위치를 표 4.3-2에 표시하였고,
표 4.3-3 및 그림 4.3-9에 차압측정용 계측기의 측정범위를 표시하였다.
그림 4.3-10에 입,출구 플레넘의 모습을 표시하였고, 그림 4.3-11, -12, 그리고
-13에 각각의 사각채널 지지대의 상세도를 표시하였다.

그림 4.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②~⑤번 사각채널에는 재관수중 발생하는 여러현상의 관찰을 위해 지지격자
를 중심으로 pyrex 재질의 가시화창이 각각 1세트씩 설치되었으며, 가시화창의 크
기는 길이 280 mm, 폭 100 mm, 높이 40 mm이다. 그림 4.3-14, -15에 가시화창의
장착을 위한 조립체 몸체를 표시하였다.
다. 기타 탱크류
그림 4.3-16에 증기분리기, 압력조절탱크, 액적측정탱크, 주입탱크 등의 탱크
에 대한 제작도를 표시하였다. 증기분리기에는 시험대로부터 유입되는 습증기로부
터 액적을 효과적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깔대기 모양의 유동채널을 설치하여 원심
력의 차이 및 중력에 의해 액적이 증기로부터 분리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압력조절
탱크의 상단에는 압력조절밸브와 연결되어 있어 재관수시 일정압력으로 실험장치
를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액적측정탱크는 증기분리기로부터 분리되어진 액적
의 양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하단에 수위 및 열전대용 tap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 120 -

표 4.1-1 Post-CHF 열전달 실험 조건
실험 변수

실험 조건

실험대 입구 압력, P (MPa)
2

1, 3, 6, 9

질량유속, G (kg/m s)

50 ~ 453

입구 과냉도, Dii (kJ/kg)

71 ~ 347

국부 건도, Xe (-)

0.46 ~ 1.60

o
가열봉 과열도 DTw (= Tw - Tsat) ( C)

50 ~ 512

2
평균 열유속, q"avg (kW/m )

92 ~ 706

가열봉 총출력, QT (kW)

90 ~ 698

No. of data series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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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기존 상관식 예측 결과
Heat transfer coefficient
1)
RMS
Average
error
error

Correlation

Wall temperature
Average
RMS
error
error

Dougall-Rohsenow

0.511

0.768

-0.202

0.238

Groeneveld 5.9

-0.257

0.396

0.045

0.115

Condie-Bengston

0.042

0.370

-0.109

0.158

Look-up table

-0.044

0.417

0.060

0.232

Groeneveld and Delrome

-0.143

0.365

1)

0.424

0.361
(0.065)

2

(0.151)

2

Error  = (predicted value/measured value - 1)

Average error =  





 

RMS error = 




  
 ,









N = no. of data
2)

Predicted by the vapor temperature calculated from a heat balance eq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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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단일봉 재관수 실험조건
Parameters
Flooding Velocity
Inlet coolant
temperature
Initial wall
temperature
Type of spacer
grid
Power shape

Symbol

Unit

Value

UF

cm/s

2, 5, 8

Tin

℃

20, 50, 75

Tw

℃

500, 600, 70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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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swirl-vane,
w/o swirl vane
Uniform, Cosine

표 4.3-1 봉다발내 cladding 온도 측정용 열전대 위치
Thermocouple location from the Bottom of
Heater
Radial Direction of Thermocouple (degree)
Heater
Heated Length (mm)
Rod
Group
Index
T/C-1 T/C-2 T/C-3 T/C-4 T/C-5 T/C-6 T/C-1 T/C-2 T/C-3 T/C-4 T/C-5 T/C-6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7
18
19
20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Guide
Tube

G1
G3
G2
G1
G3
G2
G1
G3
G3
G1
G2
G2
G2
G3
G1
G2
-

Remarks

Unheated Rod
Uninstrumented
Uninstrumented
Uninstrumented

180
2550
1520

390
2945
1850

480
3120
1985

950
3445
2080

1350
3581
2250

1750
3675
2650

135
90
0

90
135
60

45
180
120

225
270
180

270
315
240

315
0
300

Wall Temp.

180
2550
1520
180

390
2945
1850
390

480
3120
1985
480

950
3445
2080
950

1350
3581
2250
1350

1750
3675
2650
1750

0
315
315
90

60
0
45
135

120
45
90
180

180
135
135
270

240
180
225
315

300
225
270
0

Wall Temp.

2550
2550

2945
2945

3120
3120

3445
3445

3581
3581

3675
3675

315
135

0
180

45
225

135
315

180
0

225
45

Wall Temp.

180
1520
1520

390
1850
1850

480
1985
1985

950
2080
2080

1350
2250
2250

1750
2650
2650

315
45
135

0
90
180

45
135
225

135
225
315

180
270
0

225
315
45

Wall Temp.

Wall Temp.
Wall Temp.
Uninstrumented

Wall Temp.
Wall Temp.
Wall Temp.
Uninstrumented

Wall Temp.
Uninstrumented

Wall Temp.
Wall Temp.
Uninstrumented
Uninstrumented
Uninstrumented

1520
2550
180

1850
2945
390

1985
3120
480

2080
3445
950

2250
3581
1350

2650
3675
1750

0
135
45

60
180
90

120
225
135

180
315
225

240
0
270

300
45
315

Wall Temp.
Wall Temp.
Wall Temp.
Uninstrumented
Uninstrumented
Uninstrumented
Uninstrumented
Uninstrumented

1520

1850

1985

2080

2250

2650

0

60

120

180

240

300

Wall Temp.
Unheated Rod

390

950

1520

2250

2945

3445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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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135

225

270

315

Guide tube

표 4.3-2 열전대 위치- 부수로 및 벽온도
1) SUBCHANNEL FLUID TEMPERATURE
Location
SubAxial
No.
Tagging
channel
level
I.D.
(mm)
1 TF-TS-01
S5
-380
S1
180
2 TF-TS-02
S4
180
3 TF-TS-03
S5
180
4 TF-TS-04
S3
397
5 TF-TS-05
S2
1050
6 TF-TS-06
S2
1450
7 TF-TS-07
S4
1450
8 TF-TS-08
S5
1450
9 TF-TS-09
S1
1850
10 TF-TS-10
S1
2250
11 TF-TS-11
S3
2300
12 TF-TS-12
S2
3045
13 TF-TS-13
S3
3445
14 TF-TS-14
S4
3445
15 TF-TS-15
S5
3445
16 TF-TS-16
4100
17 TF-TS-17
S5
2) SHROUD WALL TEMPERATURE
Location
Axial
No.
Wall
level
I.D.
(mm)
1
W1
480
2
W2
1850
3
W3
3415

Depth
from wall
(mm)
67.5
80.4
80.4
67.5
67.5
67.5
67.5
80.4
67.5
80.4
80.4
67.5
67.5
67.5
80.4
67.5
67.5

Etc.
inlet temp

outlet temp

Remark
Tagging

표 4.3-3 차압계 측정범위 및 위치
No.
1
2
3
4
5
6
7
8
9

Axial Location (mm)
High Tap
Low Tap
-30
-729.5
620
-30
1050
620
1450
1050
1850
1450
2250
1850
2650
2250
3450
2650
3930
-30

Full range
250 inH20
25 inH20
"
"
"
"
"
"
250 inH20

* All dimensions are based on the Bottom
End of Heated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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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조달요
구매완료
"
"
"
"
"
"
실험실조달요

(a) 열유속

(b) 벽면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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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열전달계수

(d) 부수로 유체온도
그림 4.1-1 대표적인 벽면온도 및 열전달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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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

550

P = 6.0 MPa
2
G = 50 kg/m s
∆ii = 203 kJ/kg

500

QT/QC = 1.26

o

Average TW ( C)

600

450

All
Center
Peripherial
Corner

400
350

CHF
region

Tsat

300
250
1.5

2.0

2.5

Z (m)

3.0

3.5

4.0

0.6

0.8

1.0

Xe (-) 1.2

1.4

1.6

o

Average subchannel fluid temperature ( C)

(a) 평균 벽면 온도

450

P = 6.0 MPa
2
G = 50 kg/m s
∆ii = 203 kJ/kg

400

350

300

250
1.00

All
Center
Peripherial
Corner

Tsat
1.05

1.10

1.15

1.20

1.25

1.30

QT/QC (-)
(b) 평균 부수로 온도
그림 4.1-2 반경방향 분포에 따른 벽면 온도 및 부수로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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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ougall-Rohsenow
Condie-Bengston
Groeneveld-Delrome

3

2 o

hp (kW/m C)

4

Groeneveld 5.9
Look-up table

2

1

0

0

1

2

3

4

5

2 o

hm (kW/m C)
(a) 열전달계수

800

600
Dougall-Rohsenow
Groeneveld 5.9
Condie-Bengston
Look-up table
Groeneveld-Delrome

o

Twp ( C)

700

500
400
300
300

400

500

600

700

o

Twm ( C)
(b) 벽면온도
그림 4.1-3 기존 상관식 예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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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Heater Rod

450mm

TF04

Pyrex Glass for Visualization, L=210cm

PT02

82mm
TF01

PT01

DP02 (666mm)

DP04 (2066mm)

DP03 (700mm)

298
mm

DP01 (700mm)

TW01 (920mm)
TW02 (1320mm)
TW03 (1520mm)
TW04 (1720mm)
TW05 (1800mm)
TW06 (1820mm)

1443mm
798mm

1830mm (Heated Length)

387mm

40mm

120mm

Distance from
TW01 to TW02 : 400mm
TW02 to TW03 : 200mm
TW03 to TW04 : 200mm
TW04 to TW05 : 80mm
TW05 to TW06 : 20mm

450mm

Distance from the top of
heated section
TW01 : 910mm
TW02 : 500mm
TW03 : 300mm
TW04 : 100mm
TW05 : 30mm
TW06 : 10mm

그림 4.2-1 재관수 시험대 및 계측기 위치

- 130 -

(a) Flat grid

(b) Swirl-vane grid

그림 4.2-2 Photographic image of two types of spacer grids used in the present study

2.5
Hydrostatic Head

∆P (m H2O)

2.0
1.5
1.0
0.5
0.0

start of reflood

0

20

Measured ∆P (DP04)
Swirl vane grid
Flat grid
Quench Front location
Swirl vane grid
Flat grid

40
60
Time (sec)

80

100

그림 4.2-3 Differential pressure transients of two spacer grids (UF = 5 cm/s, Twall =
600 oC, Tin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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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swirl-vane grid

750
600

o

Temperature ( C)

450
UF : 5cm/s

300

o

Twall : 700 C

150

o

750
600
450
300
150
0

Tin: 20 C

0
TW01
TW02
TW03
TW04
TW05
TW06

swirl-vane grid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Time (sec)

그림 4.2-4 Cladding temperature behavior of heater rod between two investigated
spacer grid (UF = 5 cm/s, Twall = 700 oC, Tin = 20 ℃)

Rewetting Time (s)

140
120
100

Swirl vane grid
UF = 2 cm/s

UF = 5 cm/s

UF = 8 cm/s
No swirl vane grid
UF = 2 cm/s

UF = 5 cm/s

UF = 8 cm/s

80
60
40
20

500

550

600

650

700
o

Initial Wall Temperature ( C)
그림 4.2-5 벽면온도에 따른 상부재관수 소요시간비교(냉각수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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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Plain Grid

Plus7 Grid

Flow
direction

그림 4.2-6 재관수시 지지격자에 따른 유동패턴 가시화 (재관수율: 2 cm/s, 전열봉
초기벽온도: 600℃, 냉각수온도: 50℃)

Plain Grid

Plus7 Grid

QF

QF

그림 4.2-7 지지격자에 따른 재수착전선의 움직임(재관수율: 8 cm/s, 전열봉
초기벽온도: 700℃, 냉각수온도: 75℃, QF: 재수착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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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rl vane grid
Flat grid

1.8
1.7

Heated height (m)

1.6
1.5
1.4

Grid location

1.3
1.2
1.1
90 sec
125 sec

1.0

50 sec 5 sec

175 sec

0.9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o

Wall temperature ( C)

그림 4.2-8 지지격자 전후에서의 벽면온도거동비교(재관수율: 8 cm/s, 전열봉
초기벽온도: 600℃, 냉각수온도: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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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Rewetting Temperature ( C)

450

Swirl vane grid
o
Tin = 20 C

Tin = 50 C

No swirl vane grid
o
Tin = 20 C

Tin = 50 C

o

Tin = 70 C

o

o

Tin = 70 C

o

400

350

300

250

2

3

4
5
6
7
8
Flooding Velocity, UF (cm/s)

9

(a)

250

Swirl vane grid
o
Tin = 20 C

o

Tin = 50 C

Rewetting Time (s)

o

Tin = 70 C

200

No swirl vane grid
o
Tin = 20 C

o

Tin = 50 C

o

Tin = 70 C

150
100
50
2

3

4

5

6

7

8

9

Flooding Velocity, UF (cm/s)

(b)

그림 4.2-9 Rewetting behavior with the variation of the parameters (1) (Twall = 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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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Rewetting Temperature ( C)

450

Swirl vane grid
FV = 2 cm/s
No swirl vane grid
FV = 2 cm/s

FV = 5 cm/s

FV = 8 cm/s

FV = 5 cm/s

FV = 8 cm/s

400

350

300

250

500

550
600
650
o
Initial wall temperature ( C)

700

(a)

Rewetting Time (s)

250
200

Swirl vane grid
FV = 2 cm/s
FV = 8 cm/s
No swirl vane grid
FV = 2 cm/s
FV = 8 cm/s

FV = 5 cm/s

FV = 5 cm/s

150
100
50
500

550

600

650

700

o

Initial wall temperature ( C)

(b)

그림 4.2-10 Rewetting behavior with the variation of the parameters (2) (Tin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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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Rewetting Temperature ( C)

450

Swirl vane grid
o
Tw = 500 C
No swirl vane grid
o
Tw = 500 C

o

Tw = 700 C

o

Tw = 700 C

Tw = 600 C
Tw = 600 C

o

o

400

350

300

250

20

30
40
50
60 o 70
Inlet water temperature, Tin ( C)

80

(a)

Rewetting Time (s)

220
200
180
160
140
120

Swirl vane grid
o
Tw = 500 C
o
Tw = 600 C
o
Tw = 700 C
No swirl vane grid
o
Tw = 500 C
o
Tw = 600 C
o
Tw = 700 C

100
80
60
40
20

30
40
50
60 o 70
Inlet water temperature, Tin ( C)

80

(b)

그림 4.2-11 Rewetting behavior with the variation of the parameters (3) (UF = 5 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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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Rewetting Temperature ( C)

500

Swirl vane grid
o
Twall=500 C

Twall=600 C

450

Flat grid
o
Twall=500 C

Twall=600 C

o

o

Twall=700 C

o

Twall=700 C

o

400
350
300
250

o

Twall= 500 C
o

Twall= 700 C

150
100

Kim & Lee correlation
Henry correlation
Berenson correlation

o

Twall= 600 C

200

20

30

40

50

60

70

80

o

Inlet water temperature ( C)
그림 4.2-12 재수착온도 상관관계식과 실험자료의 비교 (재관수율: 2 cm/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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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 6x6 재관수 실험장치 입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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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2 6x6 봉다발 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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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3 전열봉 축방향 출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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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4 가열봉 상세도 및 내부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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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channel fluid
temperature
: Shroud wall
temperature

W1

270o

5
6

4

23
G2
1

0o

90o

Rod No.
Heater Group No.

3

Axial locations of T/C

180o

그림 4.3-5 전열봉배치와 봉다발내 열전대의 위치

- 143 -

W3

그림 4.3-6 Cladding 온도측정용 축방향 열전대 위치

- 144 -

4100

Top of 4000
heated length
(3810)
3500

3930
3450
3050
2650

2650

2250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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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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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ted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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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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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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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466
t

Window : Visualization Window

그림 4.3-7 시험대 계측기 위치 및 지지격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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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8 시험대 조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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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ible lead wire

Tie plate

Outlet Plenum
6" Sch 40s
Coolant
Outlet

PT02

EL +3930

EL +3450

DP07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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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9 시험대 차압 계측기 장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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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0 입,출구 플레넘 제작도

- 148 -

그림 4.3-11 사각 유동지지대 (1) 제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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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2 사각 유동지지대 (2), (3) 제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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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3 사각 유동지지대 (4), (5) 제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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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4 가시화창 장착도 및 지지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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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5 가시화창 지지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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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6 압력 탱크류 제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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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비등 열전달 향상 기술개발
제 1 절 핵비등 현상에 미치는 압력 영향 가시화 실험
1. 서 론
과냉 유동비등 현상은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상유동에
비해 열전달 효율이 높아 원자력 발전의 비등경수로, 보일러, 증기발생기, 열교환
기, 다양한 에너지 변환시스템 등에서 적용되고 있다. 또한 비등현상에 대한 기존
연구는 실험 측정값을 이용하여 열전달 계수를 예측하는 실험식 개발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시된 실험식들은 비교적 정확한 열전달 계수를 예측할
수 있지만 대부분 그 적용범위가 좁고 특정 형상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단점을 갖
는다. 이는 과냉 유동비등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과냉 유동비등 현상에 관한 가시화 실험들이
195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수행되어 왔다(Gunther et al., 1951; Tong et al., 1966;
Del Valle et al., 1985; Bibeau and Salcudean, 1994; Zeitoun and Shoukri, 1996; Yin et
al., 2000; Maurus et al., 2002; Warrier et al., 2002; Prodanovic et al., 2002; 임창하,
2002; Celata et al., 2000).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기포의 성장과 붕괴 과정을 조사
하고, 각종 변수가 기포의 반경, 수명, 단위 면적당 기포의 수, 기포의 면적비 등에
미치는 영향들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행되어져 왔다. 하지만 이와 같이 많은 가시화
실험 연구에도 불구하고, 높은 압력조건에서 가시화 촬영기술의 어려움과 실험장치
의 설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주로 대기압이나 2.0 MPa를 넘지 못하는 압력조건에서
수행되었기 때문에 복잡한 비등현상을 보다 정확하게 관찰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
라서 본 논문에서는 수직 사각채널 상향유동에서 물을 이용해 0.40 - 5.00 MPa의
다양한 압력 조건에서 가시화 장치와 Image Processing 프로그램을 이용해 과냉 유
동비등 현상을 관찰하고, 압력이 기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2. 실험장치 및 실험방법
본 실험은 한국원자력연구소의 HHF(High Heat Flux) 열수력 루프를 이용하였
다. 본 실험 장치의 최고 운전 압력은 10.0 MPa이고 최고 운전 온도는 310 oC를
갖는 순환형 폐 루프이다. 실험 장치의 개략도는 그림 5.1-1에 나타나 있다. 실험
장치는 순환펌프, 오리피스 유량계, 예열기, 실험대, 혼합기, 냉각기 및 가압기 등의
주요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순환용수가 펌프로부터 배출되어 오리피스 유량계의
밸브와 펌프의 회전수를 조절하여 유량이 제어되고, 예열기에서 실험조건에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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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대 입구 온도로 가열된다. 실험대의 압력은 고압 질소를 이용한 가압기를 통해
조절한다. Data Acquisition System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처리, 저장은
HP-VEE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그림 5.1-2는 본 실험에서 사용된 실험대를 자세히 보여준다. 실험대의 주요
구성 부품은 본체, 가시화 창, 가열부(히터, 절연체, 부스바)로 구성되었다. 실험대
의 유로는 10 × 10 mm의 수직 상향유동 사각 채널로 제작되었다. 실험대에서 완
전 발달된 유동을 얻기 위해 실험대 앞단에 실험대와 같은 크기를 갖는 수력학적
등가 길이의 40배인 400 mm의 유로를 설치하였다. 실험대 입구와 출구에서 온도,
압력 그리고 차압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시화 창은 고온에서 사용할 수 있
는 Pyrex로 제작되었고, 그림 5.1-2에 나타난 것처럼 가열면을 마주보는 면과 양쪽
측면에 가시화 창이 설치되었고, 빛이 투과할 수 있는 면적은 10 × 100 mm이다.
본체와 가시화 창 사이의 누수와 Pyrex의 파손을 막기 위해 안쪽과 바깥쪽에 그라
파이트와 테프론 재질의 개스킷을 제작하여 삽입하였다.
가열부는 히터, 절연체, 부스바로 구성되어 있다. 히터의 재질은 Inconel 600이
며 가열면적은 3 × 100 mm이며 두께는 2.5 mm이다. 히터의 가열은 Joule 효과를
2
이용한 직접 가열방식으로 최대 15 MW/m 의 열유속을 공급할 수 있다. 히터 뒷면

에는 Mica(운모) 재질의 절연체가 설치되어 있다. 부스바는 구리로 제작되었으며
히터의 열팽창을 흡수하기 위해 Flexible Joint를 설치하였다. 히터의 가열표면 온도
측정을 위해 0.5 mm K-type 열전대를 가열표면의 가운데에 설치하였다. 또한 가열
표면에 부착된 열전대는 전력공급기의 한계 설정온도 제어용으로도 사용한다. 유체
의 온도 분포를 측정하기 위해 가열표면 출구 부분에 가열표면으로부터 1.5 mm
간격으로 0.5 mm 열전대를 네 개를 설치하였다.
그림 5.1-3은 본 실험에서 사용된 가시화 실험 장치의 개략도를 보여준다. 가
시화 장치는 Digital Still Camera를 사용하였다. Digital Still Camera는 KODAK
DCS460C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본 카메라의 최대 해상도는 3060 × 2036(6.23
Mpixels)이고 최대 노출 속도는 1/8700초이다. 렌즈는 105 mm MICRO NIKKOR 렌
즈를 사용하였고, 조금 더 확대된 영상을 얻기 위해 Nikon PK-12 mm Extension 튜
브를 추가 장착하여 사용하였다. 사진 촬영은 가열면의 정면과 양쪽 측면을 통해
이루어졌다.

유동비등은

유속이

빨라 Flash Duration은

1/28,000 sec인 Nikon

Speedlight SB-28 플래시를 사용하여 촬영하였다. 카메라를 통한 영상은 노트북의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하였다.
유동 비등 가시화 실험은 다양한 압력조건에서 국부 건도, 열유속, 질량유속
을 실험변수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은 압력 0.40 ∼ 5.00 MPa, 열유속 1.5 ～
2
2
3.0 MW/m , 질량유속 500 ～ 2000 kg/m s, 국부 건도 -0.101 ～ -0.060의 조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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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되었다. 본 실험조건에서 불확실도는 압력 ± 0.5 %, 전력(power) ± 0.3 %, 유량
± 1.8 %, 입구온도 ± 0.7 %이하 이다.
각각의 가시화 사진들을 Image Processing 소프트웨어인 Image-Pro(plus)를 이
용하여 기포변수를 측정하였고 측정변수 중 Deq, 기포면적비 그리고 기포 밀도는
다음 식들로 정의된다.

 ×기포 투사 단면적



(5.1-1)

각 기포 투사 단면적의 합
기포면적비  
사진 촬영된 가열 면적

(5.1-2)

기포 수
기포 밀도  
사진 촬영된 가열 면적

(5.1-3)

 



3. 실험결과 및 논의
유동비등 실험 가시화 사진은 각 조건에 따라 정면과 측면에서의 기포 거동
을 촬영되었다. 사진의 위치는 가열표면 온도측정을 위해 설치된 열전대를 중심으
로 하였고, 각 사진의 크기는 정면 3 × 7.7 mm이고 측면은 2.1 × 7.7 mm이다.
그림 5.1-4는 일정 압력, 열유속, 질량유속 조건 하에서 국부 건도를 변경하면
서 정면과 측면에서 촬영한 사진이다. 국부 건도가 증가함에 따라 기포 크기와 핵
생성지점의 수가 증가된다. 국부 건도가 커질수록 기포 뭉쳐짐에 의해 생성된 큰
기포들이 가열표면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고, 유동방향으로 길게 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1-5는 일정 압력, 열유속, 국부 건도 조건 하에서 질량 유속을 변경하
면서 정면과 측면에서 촬영한 사진이다. 질량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기포 크기와 핵
생성지점의 수가 감소된다.
그림 5.1-6은 일정 압력, 질량 유속, 국부 건도 조건 하에서 열유속을 변경하
면서 정면과 측면에서 촬영한 사진이다. 열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기포 크기와 핵
생성지점의 수가 증가된다. 높은 열유속 조건에서는 작은 기포들과 함께 큰 기포들
이 관찰되었다.
기존 가시화 실험(Gunther et al., 1951; Yin et al., 2000; Prodanovic et al.,
2002; 임창하, 2002)에서 제시되었듯이 다양한 압력조건에서도 국부건도와 열유속
이 증가할수록 핵 생성지점과 기포크기가 증가되어 기포 뭉쳐짐이 활발해 지고 질
량유속이 증가할수록 핵 생성지점과 기포크기가 감소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5.1-7은 일정 질량 유속, 국부 건도, 열유속 조건 하에서 압력을 변경하
면서 정면에서 촬영한 사진이다.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기포 크기는 감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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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핵 생성지점은 증가된다. 실험의 3.02, 3.51, 4.03 MPa 조건에서 큰 기포가 생성
되었고 압력이 4.03 MPa 이상이 되면서 큰 기포들이 사라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
다. 압력이 증가할수록 평균기포크기는 감소되고 최대 기포직경의 크기는 증가한
다. 이는 3.51 MPa 이하의 압력조건에서는 압력이 증가할수록 증기밀도의 증가와
핵 생성지점이 크게 증가되어 뭉쳐짐과 성장에 의해 큰 기포가 형성된다. 압력이
3.02, 3.51, 4.03 MPa에서 기포수는 감소하다 증가되고, 최고 기포직경 크기는 감소
하다 증가되고 다시 감소된다. 또한 압력이 4.03 MPa 이상 조건에서는 큰 기포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포가 가열표면으로부터 떨어지는 최대기포
직경은 유체의 표면장력에 비례하고, 유체와 증기의 밀도차에는 반비례하기 때문에
압력이 4.03 MPa을 초과하면서 유체와 증기의 밀도차는 거의 일정해 지지만 유체
의 표면 장력은 계속 감소되어 기포가 일정 크기가 되면 부력과 유동의 영향에 의
해 가열 표면으로부터 일찍 떨어지기 때문이다. 유동비등에서 기포수와최대 기포직
경의 크기의 변화가 일정하지 않지만 압력이 증가할수록 평균기포크기가 감소하는
이유는 그림 5.1-8 (a), (b)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압력이 증가하면서 기포직경의
크기가 0.03 ～ 0.08 mm의 크기를 갖는 기포가 더욱 증가되기 때문이다.

4. 결론
본 실험 연구에서는 기존 가시화 실험과 달리 보다 다양한 압력조건 P =
0.40 ∼ 5.00 MPa에서 물을 이용해 열유속, 과냉도, 질량유속, 국부 건도 조건에 따
른 유동비등현상을 가시화 실험장치를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가시화 장치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Image Processing을 통해 여러 기포변수를 측정 분석하였고, 그 결과
는 다음과 같다.
(1) 기존 가시화 실험에서 제시되었듯이 다양한 압력조건에서도 국부건도와
열유속이 증가할수록 핵 생성지점과 기포크기가 증가되어 기포 뭉쳐짐이 활발해
지고 질량유속이 증가할수록 핵 생성지점과 기포크기가 감소된다.
(2) 압력이 증가하면서 0.03 ~ 0.08 mm의 기포직경 크기를 갖는 기포수의 증
가로 인해 최고 기포직경 크기가 증가되지만 평균 기포직경 크기가 감소된다.
2
(3) 열유속이 2.5 MW/m 이상의 조건에서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유체밀도는

감소되고 증기밀도는 증가되어 유동이나 부력의 영향보다 표면 장력의 영향을 많
이 받아서 뭉쳐짐과 성장에 의해 큰 기포가 생성되어도 가열표면으로부터 떨어지
지 못해 표면온도의 상승으로 인해 압력이 대략 1.50 ∼ 4.00 MPa 범위에서 가열
표면과 유체의 온도차가 증가된다. 압력이 4.00 MPa 이상이 되면 유체와 증기의
밀도차는 거의 일정해지고 유체의 표면 장력이 계속 감소하여 표면으로부터 일찍
떨어지는 기포가 증가되고, 작은 크기의 기포수가 크게 증가되어 가열표면과 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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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온도차를 감소시킨다.

제 2 절 표면개질 비등 열전달 향상 기술
표면의 상태에 따른 강제대류 비등열전달양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2
2x5mm 의 유로크기를 가지는 시험부를 구성하였다. 시험부의 바닥면은 전도블럭

(conducting block)이다. 구리(Copper, Cu)로 이루어진 전도 블럭은 110 mm 길이로써
800W 의 발열량을 가지는 히터의 열을 유체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R113이 유
동하는 시험부에 열이 전달되는 통로는 2 mm의 두께로써 이차방향 전도를 최대한
억제하여 열이 전도되는 방향으로만 온도구배가 형성되도록 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FLUENT를 이용하여 전도블락 내의 온도장을 모의하여 보았다. 그림 5.2-1은
2
100W/cm 의 열이 R113으로 전달되고, 발열부의 히터표면 온도가 400K로 유지된다

는 가정하에 모의된 것이다.

그림 5.2-2는 K type 열전대의 배치를 전도부의 측면

단면에서 보여주고 있다. 열전도 방향으로 3개의 열전대가 각각 2 mm와 3 mm 씩
떨어져 설치되었다. 3개의 열전대는 전도블락의 온도구배를 측정하고 블락의 열전
도도(376W/mK)와 곱해져 해당 위치의 열유속을 나타낸다. 사용된 열전대는 sheath
의 지름이 0.25 mm이다. 그림1에서, 전도부의 온도구배가 고르게 분포되어 나타나
고 있으며 각 열전대의 위치에 대하여 온도차이는 6~8K 정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온도구배를 측정하기 위한 열전대 그룹을 R113의 유로방향으로 3개소에 배치
하였다. R113 순환계통에 설치된 실험부가 그림 5.2-3이다. 실험부는 Lexan으로 제
작되었다. 실험의 주요변수는 R113의 유속으로 정하였다. 각 유속에 대하여 27 K
의 일정한 과냉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입구 전단에 예열기를 설치하였다. 총 4단계
의 R113 유속에 대하여 구리 전도블락에서의 온도구배를 측정하여 열유속을 계산
하고, 전도블락의 표면온도를 외삽방법으로 구한다. 입구에서 측정된 R113의 온도
와 외삽으로 구해진 전도블락의 표면온도와의 차이가 가열면의 과열도이다. 그림
5.2-4는 가열면 과열도와 열유속을 R113의 속도로 구분하여 도시한 대류비등곡선이
다. 표면 과열도가 30K에 이르러 대류비등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고 50K 이하에 이
르면

임계열유속에 도달하고 있다. 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임계시점의 열유속 값은

2
점차 커지고 있으나 표면의 과열도는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대체로 70W/cm

의 영역에서 임계현상이 시작되었다. 이 결과는 일반적 기계공작표면의 대류비등특
성을 거시적 관점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제 3 절 나노유체 비등 열전달 연구(위탁과제)
1. 연구 배경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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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및 화력 발전소, 자동차, 선박, 냉동 공학 등의 분야에서 열교환기들의
냉각수로 꾸준히 사용되어 온 물과 냉매들은 그 낮은 열전도도 특성으로 인해, 다
양한 외부적 열전달 증진 장치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여왔다. 한편으로, 액체보다는
고체의 열전도도가 좋다는 점에 착안하여 액체-고체 혼합물로 기존 냉각수(열매체
유)를 대신하려는 노력이 꾸준히 시도되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혼합물은 고체 입자
들의 침전 및 침식 특성으로 인하여 실제로 적용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고체 입자들을 침전이나 침식 특성 없이 액체 속에 안정적으로 부유
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인 100 nm 이하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나오면서, 이 액체
-고체 혼합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나노 입자들이 기존
유체의 열전도도를 크게 증진 시킨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열수송 능력이 중요한 원
자력 발전소의 경제성 및 안전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핵연료 DNB 성능 향상과 원자로 중대사고 시 원자로 외벽 냉
각의 성공을 위한 CHF 증진 전략으로 이러한 나노 유체의 사용이 가능한지 조사
하기 위해 나노 유체 열전달에 관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1차년 도에서는 최적 나노 입자 선정 및 나노 유체 물성치를 파악
하고, 열전달 실험 범위 및 조건을 결정하여, 이것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나노 유체
수조 비등 열전달 실험 장치를 설계하였으며, 2차년 도에서는 설계된 수조 비등 열
전달 실험 장치를 제작하였으며, 선정된 최적의 나노 입자로 함유량에 따른 열전달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 실험 결과를 토대로, 물과 나노 유체의 비등 열전달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3차년 도에서는 임계 열유속 실험을 수행하여 물과 나노 유체
의 임계 열유속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2. 연구 현황
일반적으로, (비등) 열전달 시스템에서의 주요관심사는 다음의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1) 계통의 전체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열전달 증진 능력을 키우는 것, (2)
운전비용을 줄이는 것, 그리고 (3) 최대 열유속(임계 열유속)을 증가시켜 보다 큰
열적 여유도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하여, 외벽
냉각을 통한 노내 용융물 보유전략이 APR 1400 신형 원자로의 설계에서 중대사고
완화 전략으로서 채택되었다.
이러한 전략의 성공을 위해, 충분한 임계 열유속 여유도가 필요하며, 최근, 나
노 입자를 냉각수에 첨가하는 것이 냉각수의 열전도도를 크게 증가시키는 것(Choi,
1995)이 알려지면서, 기존의 물을 사용한 냉각 방법 대신에 나노유체의 사용이 제
안되고 있다. 하지만, 이전의 연구 결과물들로는 나노유체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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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예측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Das 외(2003)는 Al2O3 나노 유체를 사용 비등 열전달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그 원인은 나노 입자들이 열전달 표면 특성을 변화시켜 활성 핵 형
성을 오히려 방해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You 외(2003)는 Al2O3 나노 유체를 사용
하였는데, 비등 열전달에 대해서는 눈에 띄는 변화를 관찰하지 못했으나, 임계 열
유속에 대해 200 %의 증진효과를 관찰하였다. 이러한 변화 원인에 대해, 그들은
다만 나노유체의 열전도도 증진 효과와 관련 없다고만 주장할 뿐, 구체적 변화 원
인을 설명하지는 못하였다.
Vassallo 외(2004)는 SiO2 나노 유체를 사용하였는데, 그들 역시 비등 열전달에
대한 주목할 만한 변화를 관찰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60%의 임계 열유속 증진이
이루어짐을 관찰하였으며, 이러한 변화가 역시 유체 특성 보다는 표면 특성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 현황을 토대로 나노 유체의 장, 단점을
보다 분명하게 관찰하고 혁신 유체로서의 가능성을 진단하였다.

3. 수조 비등 열전달 실험장치 제작
그림 5.3-1과 같이 수조 비등 열전달 실험장치는 전체 부피가 약 20 liter이며,
약 15 liter 기본 직육면체 수조와 5 liter의 수직 시험부 및 0.25 liter의 수평 시험부
로 구성된다. 두개의 시험부는 각각의 수평 및 수직 열전달 실험을 위한 것이다.
여기에 비등 현상의 관찰을 위한 가시화 창이 설치된다. 기본 직육면체 수조에는
시험 유체들의 실험 온도 조건을 맞추기 위한 1 kW의 예열기가 설치되었으며, 유
체의 균일한 혼합을 위한 혼합날개 및 모터가 장착되었다. 열손실을 막기 위해 장
치 전체에 단열재를 덮었으며, 특히, 수평부의 경우에는 1.5 kW의 예열기가 장착된
외곽 단열 수조를 두어 단열 효과를 극대화시켰다. 각 시험부의 비등 열전달은
3
Joule heating을 이용한 직접 가열 방식으로 4x8x2 mm 의 부피를 갖는 히터의 표면

(4x8)에서 발생한다. 히팅은 4.375 kW(5V, 875A)의 HP6680a DC power supply에 의
해 공급된 직류에 의해 이루어진다. 비등 표면 온도를 계산하기 위한 히터 온도 측
정은 4개의 K-type 열전대를 이용하여 20 mm 간격으로 히터 뒷 표면으로부터 깊
이 1 mm에서 이루어진다. 측정된 온도로부터 실질 표면 온도는 Heat diffusion
equation을 이용하여 계산된다.
열전달 계수를 얻기 위한 Data deduction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식 (5.3-1)
은 비등 표면 열유속이다.
q=

VI
A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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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등 표면 온도 분포는 공간적으로 균일하지 않으며, 또한 시간적으로도 일정
하지 않다. 따라서 다음 식 (5.3-2)와 같이 시공간 평균 온도가 사용되어야 한다.
T=

1
TdAdt
At ∫A ∫t

(5.3-2)

열확산 방정식으로 다음 식 (5.3-3) 이 적용된다.
ql ⎛ x 2 ⎞
Tw = T ( x) − ⎜ 1 − 2 ⎟
2k ⎝ l ⎠

(5.3-3)

따라서 평균 비등 열전달 계수는 다음처럼 계산되어질 수 있다.

h = q / ∆Tw ,

(5.3-4)

∆Tw = Tw − Tsat

(5.3-5)

4. 나노 입자 종류 및 함유량에 따른 열전달 실험
가. 나노 유체의 제조 및 특성
본 연구의 알루미나 나노 유체는 기본 유체로 물을 사용하여, 알루미나 나노
입자들을 분산시켜 제조되었다(그림 5.3-2(a)). 이러한 알루미나를 이용한 나노 유체
는 현재, 나노 유체의 기본 요건인 입자들의 (1) 부유 안정성, (2) 균일성, (3) 지속
적인 분산상태 유지에 최적으로 고려되어, 나노 유체 연구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그 결과 상대적으로 더 많은 물성 치 들이 알려져 있다. 실제로 마이크로
입자들의 알루미나 파우더나 파우더 분산 액은 재료 분야에서 Polishing을 위해 많
이 사용되어 왔으며, 이 파우더는 전기절연재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알루미나

나노

입자로는

Nanophase

Technologies

Corporation(USA) 의 patented Physical Vapor Synthesis (PVS) 공정에 의해 생산된 제
품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나노 입자들은 그림 5.3-2(b)에서처럼 KAIST TEM 분석을
통해 구형의 모양과 직경 15~124 nm에 걸쳐 크기 분포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평균 47 nm의 구형 입자- 제조사 제공자료)
기본 유체인 물에 나노 입자들을 혼합한 후, 안정되고, 균일하며 지속적인 분
산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초음파로 분산 액을 약 8시간 동안 진동 시켰다. 이
o
o
러한 준비 과정을 통해, 유체 온도는 20 C에서 55 C까지 상승하였다. 입자들의

혼합비를 조절하여 4개의 다른 나노 유체가 제조 되었으며, 그 물성치는 표 5.3-1
에서와 같다.
일반적으로 액체-고체 혼합액의 유동 현상은 고체 입자의 표면에 작용하는
수력학적 힘에 의존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용액의 부피 농도가 질량

- 165 -

농도보다 실제적으로 더 중요한 인자로 간주된다. 실제로 정확한 나노 입자들의 부
피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질량농도를 부피농도로 전환하여 사용한다. 따라서 질량
농도를 부피 농도비로 전환하는 다음의 식 (5.3-6)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φv =

1
⎛ 1 − φm ⎞ ρ p
+1
⎜
⎟
⎝ φm ⎠ ρ f

(5.3-6)

이러한 식으로부터 식 (5.3-7)과 같이 혼합액의 밀도에 대한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다.

ρ = ρ f (1 − φv ) + ρ pφv

(5.3-7)

또한 이식으로부터 비열에 대한 관계식 (5.3-8)도 얻을 수 있다.

ρ c p = ρ f c pf (1 − φv ) + ρ p c ppφv

(5.3-8)

용액의 열전도도는 식 (5.3-9)의 단순화된 Hamiton & Crosser model (Lee 외,

1999)로부터 쉽게 계산될 수 있다.
k / k f ≈ 1 + nφv

(5.3-9)

일반적으로 유체에서, 점성과 표면 장력은 매우 중요한 특성이다. 점성의 경
우 Brinkman (1952)의 모델을 사용하였다.

µ = µ f (1 + 2.5φv )

(5.3-10)

알루미나 분산 액의 표면 장력 및 포화온도는 물에 비해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나. 비등 열전달 실험
모든 실험은 대기압, 포화온도 조건에서 이루어졌다. 열전달 실험 결과, 나노
유체에서 자연 대류 및 비등 열전달 계수들은 물에서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등 열전달 성능 저하의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Kodak motion coder

SR-1000 고속카메라와 Nikon D1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 비등 현상 가시화 실험이
수행되었으며, 추가로 시험부의 비등 표면과 동일 처리된 샘플 표면의 거칠기를 나
노유체 처리 후 Intekplus(Korea) 사의 비접촉식 좌표 측정 장치인 NanoScan에 의해
측정해보았다.

(1) 수조 비등 곡선
그림 5.3-3은 열유속의 변화에 따른 표면 온도 과열도를 보여준다. 이 그림에
서 나노 유체에서 비등 표면은 동일 열유속에서 물보다 더 높은 과열도를 갖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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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 이는 열전달이 상대적으로 저하되었음을 의미한다. 나노 유체의 입
자 농도를 증가시킴에 따라 이러한 경향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0.5% 부피농도를 지
닌 나노유체와 4% 부피농도를 지닌 나노유체간의 차이는 물 대 0.5% 나노 유체에
비해 크지 않았다. 또한 고열유속으로 가면서 그 차이는 더욱 감소하는 것이 보여
진다. 이러한 그림은 또한, 자연 순환 영역과 핵비등 영역의 분명한 구분을 보여준
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열전달의 감소가 자연 대류 영역과 핵비등 영역 모두에서
감소되었다는 것이다. 그림 5.3-4는 저열유속에서 추가로 조사된 결과이며,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를 국외 연구결과와도 비교해 본 결과, 보다 분명
히 자연 대류와 핵비등 사이의 구분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핵비등 영역에서 더 많은 열전달 강하가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일반 유체와 나노 유체의 비등 열전달 특성 비교 분석
물과 나노 유체의 비등 열전달 특성 비교는 3가지로 나뉘어 이루어진다. 먼
저, 비등 표면 온도로부터 열전달 계수를 구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에 비등 열전
달 상관식으로 잘 알려져 있는 Rhosenow의 상관식과 비교될 수 있다.
Nu =

1
Re(1− n ) Pr f− m
Csf

(5.3-11)

두 번째는 비등 현상의 가시화를 통한 기포 거동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표면 특성의 변화를 비교해 보는 것이다. 이는 표면 거칠기 값의 측정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림 5.3-5는 첫 번째로 비등 표면 온도로부터 계산된 열전달 계수와 기존 열
전달 상관식으로 구한 값들의 비교를 나타낸다. 먼저, 증류수의 경우 기존 상관식
과 근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나노유체의 경우에는 열전달 계수가 확연히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핵비등 영역에서 더욱 감소함을 보여준다. 추가로 입자 농도
에 따라 열전달 계수는 고농도의 경우, 더 낮은 열전달율을 보인다.

Rhosenow 상관식은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다. 하나는 순수 물에 대한
수조 비등 특성이 타당한 지를 확인 하는 것이며, 이는 이미 타당함을 그림 5.3-5
에서 입증하였다. 두 번째는 나노 유체의 효과를 예측하는 것이다. 이미 나노 유체
의 대부분의 물성치는 표 5.3-1에서 예측되었다. 이러한 값들이 열전달 계수를 계
산하기위해 사용된다면 그 값은 그림 5.3-6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다. 물성치들을
변화시키면서 상관식을 다양하게 적용해보았다. 그 결과, 본 실험의 나노 유체 효
과는 변화된 열전도도 또는 변화된 다른 물성치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다. 그것은
그림에서도 보여지 듯 이 변화된 표면 특성 즉, 액체-고체 접촉 특성 계수 값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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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음을 보인다. 결국 나노유체의 수조 비등 열전달 변화 효과
는 비등 표면의 특성에 의존한다.
두 번째로 그림 5.3-7은 비등 현상의 차이를 보여준다. 알루미나 나노 유체는
알루미나 입자들과 동일한 흰 색을 띤다. 입자 농도가 진해질 수 록 색은 더욱 진
해 진다. 따라서 비등 실험에서 기포들은 분명하게 관찰 될 수 없었다. 나노유체
2
비등 현상의 가시화는 0.5% 부피 농도의 나노유체에서 열유속 500 kW/m 이상의

고열유속에 대해 성공적이었다. 전체적인 비등 현상은 유사하게 보이나, 기포 수
즉 기공율의 차이가 보여 진다. 이것은 외적으로, 나노 유체의 가시화가 보다 불분
명한 것 때문으로 보여 진다. 하지만 실제로, 증류수에서보다 덜 활발한 핵비등에
기인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것은 나노유체의 비등 곡선 경향과 일치한다.
이러한 설명으로 볼 때, 나노 유체 효과가 표면 특성과 관련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게 되었다. 참고로, 여기서 사용된 비등 표면은 sandpaper grade

#2000을 사용하여 처리되었다. 그림 5.3-8은 증류수와 0.5% 그리고 4%의 나노유체
에 적셔진 비등 표면 샘플에 대한 표면 거칠기 값(Ra)을 보여준다. Ra의 정의는 다
음과 같다.

Ra =

1 l
f ( x) dx
l ∫0

(5.3-12)

네 번째 그림은 0.5% 샘플의 국부적인 표면 거칠기 값을 보여준다. 먼저, 전
체적으로 표면 거칠기 값은 유체 농도가 증가 할 수 록 더욱 거칠어졌다. 나노 유
체의 평균 직경이 47 nm로 순수한 샘플의 표면 거칠기 37 nm 보다 큰데, 이러한
입자들의 표면 침착의 결과로 평균 거칠기 값 Ra는 증가하게 된 것이다. 네 번째
그림에서 국부적으로 측정된 표면 거칠기는 순수한 샘플의 거칠기보다 오히려 작
게 나타났다. 이것은 10-30 nm 직경 범위의 입자들이 거친 표면을 메우면서 나타
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즉, 나노 입자들은 크기에 따라 다르게 표면을 덮으면
서 거칠기 값에 영향을 주게 되며, 표면위에 하나의 알루미나 입자 층의 형성 즉
표면 코팅 효과를 발생시킨다. 알루미나 나노 입자는 표면 금속보다 상대적으로 낮
은 열전도도 특성을 가짐으로, 일반적으로 많은 열교환기에서 열전달 저하의 원인
으로 알려진 일종의 파울링(fouling) 효과를 일으키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림

5.3-9는 표면 거칠기 값으로부터 재구성된 3차원 표면 영상을 보여준다. 이 그림에
서 보다 분명하게 표면 코팅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추가로, 그림 5.3-10에서 다양한 표면 거칠기 조건을 가진 시편들을 나노 유
체에 담가서 보다 분명히, 표면 코팅 효과를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다. 임계 열유속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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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우리는 비등 열전달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 영역에서는 임계
열유속에 대한 나노 유체의 효과를 수평 및 수직 가열 면에 대하여 확인해 보았다.
일반적으로 수조비등의 임계 열유속을 예측하는 상관식은 (5.3-13)과 같다.

     

    




           

(5.3-13)
(5.3-14)

본 실험에서 사용된 가열면은 폭이 좁은 평판에 해당하며, 위의 상관식에서
얻어진 예측 값보다 큰 값을 갖는다. 표 5.3-2는 위 상관식의 예측 값 및 증류수와
나노유체들에 대한 임계 열유속 값들을 보여준다. 수평 가열면에 대해 약 32%의
임계 열유속 값이 증진되었으며, 수직 가열면에 대해서는 약 13%의 값이 증진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러한 증가는 역시 표면 코팅에 의해 핵형성이 방해를 받고 이로 인해 핵비
등 지연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전체적인 비등 곡선이 과열도가 더 높은
쪽으로 이동하면서 임계 열유속 발생에서 주요하게 관찰되는 응집된 증기 덩어리
들의 형성이 지연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5.3-11은 나노유체에서 임계 열유속의 90% 열유속의 비등 현상을 관찰
한 것이다. 증기 덩어리에 의해 특징 지워지는 유동양식은 동일하며, 하나의 가능
성으로서, 나노 유체의 입자들이 이러한 증기 덩어리를 쉽게 파괴하여 벽면 유체
공급을 상대적으로 원활하게 하는 영향을 고려해 볼 수 있다.

5. 결론
이러한 나노 유체 비등 열전달 성능을 확인해 볼 결과 알루미나 나노 입자로
제조된 나노 유체의 경우 농도에 따라 23-43% 열전달율이 저하되었다. 이는 표면
코팅에 기인한 파울링 및 그로 인한 active nucleation site의 수의 감소에 기인한 것
으로 보여 진다. 이와는 반대로, 임계 열유속 값은 13.3-51.7 % 향상 되었다. 이러
한 증가는 역시 표면 코팅에 의해 핵비등의 지연으로 인하여 전체적인 비등 곡선
이 과열도가 더 높은 쪽으로 이동하면서 임계 열유속 발생의 주요 요인인 응집된
증기 덩어리들의 형성이 지연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동안, 나노 유체는 나노
입자의 부유 운동 및 보다 많은 표면 분자들의 에너지 수송 참여에 기인하여 비등
열전달의 긍정적인 성능 향상이 기대되어왔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는 이러한 기대
와 상반된 결과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표면 특성이 지배적인 수조 비등 열전달 적
용에 대해선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며, 이와는 반대로 고 임계 열유속이 요구
되는 조건(높은 임계 열유속 여유도가 필요한 경우)에서나 유동 비등에서는 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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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동 비등 영역에서 이러한
나노 유체의 성능을 확인하는 연구와 표면 특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나노 유체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표 5.3-1 제조된 알루미나 나노 유체의 주요 특성

Al2O3 nanofluid

#1

#2

#3

#4

Φm (%)

2.06

3.88

7.5

14.19

Φv (%)

0.5

1

2

4

ρ /ρf0

1.01

1.03

1.06

1.12

Cp/Cp0

0.98

0.97

0.94

0.88

k/k0

1.13

1.15

1.18

1.25

μ/μ0

1.01

1.03

1.05

1.1

표 5.3-2 임계 열유속 증진

임계열유속
2

물

증류수

0.5% NF

1% NF

2% NF

4% NF

1.22

1.74

2.30

2.64

2.57

2.4

0.88

1.2

1.36

1.36

1.36

1.36

(MW/m )

예상값

수평히터
수직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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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um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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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heater

Air
Cooler

Regulator

N2 Tank

Orifice Flow Meter
Pump
그림 5.1-1 Schematics of the high heat flux experimental 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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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 : Differential
Pressure
T/C: Thermocouple

T/C

Visual Window
(Pyrex)

T/C

100

10

T/C

Flexible Joint

10

Flow Channel
Insulator(Mica)

T/C

Flow

그림 5.1-2 Schematics of the high heat flux test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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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Copper Busbar

DP

470

3
50

2.5

Heater

그림 5.1-3 Illustrations of the photographi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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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0.101

x = -0.076

x = -0.060

o
Tin = 114.0 C

Tin = 126.4oC

Tin = 134.0oC

Twall = 266.0oC

Twall = 272.7oC

Twall = 274.9oC

2
2
Pressure: 0.70 MPa, Heat flux: 3.0 MW/m , Mass flux: 507 kg/m s

그림 5.1-4 Effect of local quality in flow boi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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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 512 kg/m2s

G = 997 kg/m2s G = 1500 kg/m2s G = 2001 kg/m2s

Tin = 126.4 oC

Tin = 127.4 oC

Tin = 127.8 oC

Tin = 127.9 oC

Twall = 203.1 oC

Twall = 187.3 oC

Twall = 181.1 oC

Twall = 174.5 oC

2
Pressure: 0.71 MPa, Heat flux: 2.5 MW/m , Local quality: -0.077

그림 5.1-5 Effect of mass flux in flow boi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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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1.5 MW/m2 q" = 2.0 MW/m2 q" = 2.5 MW/m2 q" = 3.0 MW/m2
Tin = 127.3 oC

Tin = 126.7 oC

Tin = 126.4 oC

Tin = 126.3 oC

Twall = 171.9oC

Twall = 173.8 oC

Twall=203.1 oC

Twall = 272.7 oC

Pressure: 0.70 MPa, Mass flux: 508 kg/m2s, Local quality: -0.077
그림 5.1-6 Effect of heat flux in flow boi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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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0.41 MPa

P = 1.01 MPa

P = 2.01 MPa

P = 3.02 MPa

o
Tin=103.4 C

Tin = 143.1 oC

Tin = 178.7 oC

Tin = 201.8 oC

Twall = 154.9 oC

Twall = 251.7 oC

Twall = 298.7 oC

Twall = 279.0 oC

P = 3.51 MPa

P = 4.03 MPa

P = 4.54 MPa

P = 5.03 MPa

o

o

o

Tin = 211.8 C

Tin = 221.3 C

Tin = 229.6 C

Tin = 235.6o C

o
Twall = 276.5 C

Twall = 254.6 oC

Twall = 260.9 oC

Twall = 266.2 oC

Heat flux: 2.51 MW/m2, Mass flux: 504 kg/m2s, Local quality: -0.077
그림 5.1-7 Effect of pressure in flow boi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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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P=0.41 MPa, Bubble Number=150 EA
P=3.02 MPa, Bubble Number=1119 EA
P=5.03 MPa, Bubble Number=1456 EA

60
50

Percent [%]

2

2

G=500 kg/m s, q"=2.5 MW/m , x=-0.077

40
30
20
10
0
0.0

0.2

0.4

0.6

0.8

1.0

Bubble Deq [mm]
70

P=0.70 MPa, Bubble Number=127 EA
P=3.02 MPa, Bubble Number=1024 EA
P=5.03 MPa, Bubble Number=898 EA

60

Percent [%]

50

2

2

G=1000 kg/m s, q"=2.5 MW/m , x=-0.077

40
30
20
10
0
0.0

0.2

0.4

0.6

0.8

1.0

Bubble Deq [mm]
그림 5.1-8 Precent and bubble equivalent diameter, Deq, in flow boi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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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류열전달
전도부
발열부

그림 5.2-1. FLUENT를 이용한 열전도 블락의 온도장 모의결과(100 W/cm2 and

400K heater surface)

그림 5.2-2. 전도부의 온도구배 측정용 K Type 열전대의 위치 (측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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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3. R113순환 루프와 표면개질 대류열전달 실험부

100

27K subcool
CHF

Heat Flux (W/cm2)

V=1.6 m/s
V=2.4 m/s
V=3.6 m/s
V=4.2 m/s

10
10

100

Tw - Tb (K)

그림 5.2-4. R113의 대류비등곡선; 입구과냉도=27K 압력분포: 1.25~2.3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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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5.3-1 나노 유체 실험 장치 (사진 및 설계 도면)

(a)

(b)

그림 5.3-2 알루미나-물 나노 유체 및 알루미나 입자 KAIST TE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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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Pure Water
0.5 % nano-fluid
1 % nano-fluid
2 % nano-fluid
4 % nano-fluid

2

Heat Flux(kW/m )

500

400

300

200

100

0
5

10

15

20

o

Superheat( C)

그림 5.3-3 입자 농도에 따른 나노 유체 비등 곡선 변화

140

Pure water
w-Das et al.(2003)
1% nano-fluid
1%-Das et al.(2003)

120

2

Heat Flux(kW/m )

100
80
60
40
20
0
0

2

4

6

8

10

12

o

Superheat( C)

그림 5.3-4 자연 순환 단계에서 핵비등 단계로의 전환 특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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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

Pure Water
0.5% nano-fluid
1% nano-fluid
2% nano-fluid
4% nano-fluid
Rhosenow(1952)

2

Heat Transfer Coefficient(W/m K)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0

100

200

300

400

500

600

2

Heat Flux (kW/m )

그림 5.3-5 입자 농도에 따른 나노 유체의 비등 열전달 계수 변화

4% nano-fluid
Rhosenow(1952)
Rhosenow with 4 % nano-fluid properties
Rhosenow with only increased thermal conductivity in 4% nano-fluid
Rhosenow with modified Csf
Rhosenow with 4 % nano-fluid properties and modified Csf

Heat Transfer Coefficient (W/m2K)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0
0

100

200

300

400

500

2

Heat Flux (kW/m )

그림 5.3-6 Rhosenow 상관식의 적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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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NF-1

#PW-1 /t=0.004 sec.

#NF-2

#PW-2 /t=0.008 sec.

#NF-3

#PW-3 /t=0.012 sec.

#NF-4

#PW-4 /t=0.016 sec.

#NF-5

#PW-5 /t=0.020 sec.

#NF-6

#PW-6 /t=0.024 sec.

0.5 % vol. water-Al2O3 nanofluid(#NF), q=550 kW/m2
Pure water(#PW), q=500 kW/m2
그림 5.3-7 나노유체와 증류수의 비등 현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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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8 나노 유체에 젖은 비등 표면 거칠기 값의 변화

(processed by NanoScan image processing software)
그림 5.3-9 고농도 나노 유체에 젖은 비등 표면의 3차원 확대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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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4 mm x 0.48 mm

0.64 mm x 0.48 mm
#2000

2 mm x 2 mm

0.64 mm x 0.48 mm

0.64 mm x 0.48 mm
#2000/after CHF

2 mm x 2 mm

0.64 mm x 0.48 mm

0.64 mm x 0.48 mm
#300

2 mm x 2 mm

0.64 mm x 0.48 mm

0.64 mm x 0.48 mm
#300/4NF

2 mm x 2 mm

0.64 mm x 0.48 mm

0.48 x 0.64 mm
#100

2 mm x 2 mm

0.64 mm x 0.48 mm

0.64 mm x 0.48 mm
#100/4NF

그림 5.3-10 표면 거칠기의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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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mm

그림 5.3-11 0.5% 부피농도의 나노유체에서 고열유속 비등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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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노심 유동거동 첨단 측정기술 응용
제 1 절 5x5 봉다발 수력 및 부수로 유동거동 측정 실험
1. 연구 배경
노심에서의 기본적인 유로인 핵연료 부수로에서의 유동거동에 관한 연구는
핵연료의 열수력 설계와 안전해석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핵연료 부수로 내의
유동거동은 유속분포 및 난류특성 그리고 압력손실 정보를 획득하고 분석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

핵연료집합체의 부수로는 여러 가지의 형태, 즉, 내부부수로, 벽

면부수로, 모서리 부수로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부수로 내로 흐르는 냉각재 난
류유동현상은 상황에 따라 복잡한 양상을 띤다. 난류혼합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
는 영역은 유체의 주 유동방향으로 볼 때 지지격자의 직 후방이고 그 다음 하류방
향으로 빠르게 감소하여 어떤 일정한 수준의 난류혼합을 유지한다. 봉의 기하학적
형상과 열발생율이 같은 조건이라면 전체적 냉각효율은 지지격자의 유동혼합에 좌
우될 것이다. 오늘날 핵연료의 개발은 열전달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력으로 더
욱 강한 난류혼합을 유발시키기 위해 지지격자 설계 분야에서 지지격자의 형상을
여러 가지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시도되어지고 있다.
지지격자가 있는 봉다발 난류유동의 실험적인 연구들은 (Rehme, 1973)와

(Chapman, 1973)와 (Trippe, 1980), (Shen, 1991)등이다. (Rehme, 1973)는 여러가지 형
태의 지지격자에 대한 압력강하를 측정하여 지지격자에 관련된 압력강하 특성관계
식을 제시하였다. 그 후 (Rehme, 1973)와 (Trippe, 1980)는 지지격자가 있을 때 Pitot

tube를 이용하여 속도분포를 측정하여 지지격자로 인한 질량유량 재분포 현상에 대
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Chapman, 1973)은 지지격자의 상. 하류에서 난류구조를

LDV로 측정하여 지지격자가 난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Shen, 1991)은
LDV를 사용하여 mixing blade가 있는 지지격자를 포함한 봉다발 부수로에서 횡류
속도 및 난류강도를 측정하여 혼합율이 mixing blade의 각도에 크게 좌우됨을 관찰
하였다. 근래에 들어서는 전산코드를 이용한 지지격자의 열전달 성능검증 및 최적
설계 기술개발을 위하여 FLOW3D 상용코드를 이용하여 LDV 측정실험 자료와 비
교(Karoutas, 1995) 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유동단면을 한 순간에 2-D로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법인 PIV 장비를 이용하여 부수로 유동장을 가시화하였으며 이를 상용
코드인 STAR-CD의 해석결과와 비교하여 전산해석 성능을 검증 (Langford 외,

2001; Smith 외, 2002)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지격자가 있는 5×5 핵연료 봉다발 부수로에서 LDV로 축방
향속도, 횡방향속도, 난류강도 등을 측정하였다. 특히 지지격자근처에서 자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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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여 지지격자가 난류유동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또한 각 부분에
대한 압력강하를 측정하여 지지격자의 손실계수, 봉다발의 마찰계수 등을 구하였
다. 봉다발 난류유동실험에 활용된 LDV측정기술은 한국원자력연구소, 열유동 실험
분야에서 1988년부터 개발하여 여러 가지 열수력 실험 연구에 활용하고 있는 기술
이다.

측정된 자료로부터 난류혼합계수를 구하여 지지격자로 인한 난류혼합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2. 이론적 배경
봉다발

부수로

내의

난류유동현상은

크게

부수로간

횡류혼합(cross-flow

mixing between subchannels), 난류확산의 비등방성(anisotropy of turbulent diffusion),
2차 유동(secondary flow)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부수로 간 난류 횡류혼합현
상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언급하고자한다. 왜냐하면 부수로 해석 코드의 난류혼합
계수에 관련된 것이며, 본 실험 자료로부터 난류혼합계수의 정량적인 값을 구하고
자 하였기 때문이다. 부수로의 control volume, V에서의 energy balance식을 (Stewart,

1977)의 표시방법을 그대로 인용하여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A △ ≪ρh≫ v +
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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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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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ρvh > S S } =

Qcv

{

D

T
r

}

T
[ PφH ] [ D r ] { T } + { D W } [ LH ] [ D w ] { T }

Qr

+

Qw

△
△T
△x A < x △x > A -

{

T
C

D

}

[

SC < x >
LC

] [ DC ] { T }

Qc

-

{

D

T
C

}

'

'

[ w ] [ DC ] { x }

Qt

(6.1-1)

이식의 부호설명은 (Stewart, 1977)에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관점을 두고 있는 것
은 난류열전달항인 Qt이다. 이항은 유동이 확립중인 영역이나 확립된 영역에서 중
요한 항이고, 확립된 영역에서 이항이 energy balance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대화
된다. 부수로 해석코드에서 이항을 계산시 혼합계수라는 입력상수로 계산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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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일반성이 결여된 것이다. 또한 혼합계수가 국부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를 계
산에 고려해야한다. 식 (6.1-1)의 Qt에 포함된 단위길이당 요동 횡류, w ' ,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w

'

(6.1-2)

= ρw eff s

여기서 w eff , s는 각각 유효 평균 혼합속도(effective mean mixing velocity), 봉간격

(rod gap spacing)이다. 만약 서로 인접한 부수로에서 enthalpy와 속도가 서로 다르다
면 에너지와 운동량은 서로 교환 될 것이다 부수로간 총 열에너지 유동율, F h 와
운동량 유동율, F m , 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F h = ρw eff △h

(6.1-3)

F m = F t ρw eff △U

(6.1-4)

그리고

여기서 △h 와 △U 는 각각 부수로간 평균 enthalpy, 평균속도의 차이이고, F t 는
열에너지와 운동량에너지운동의 차이와 관련된 수정계수이다. 열에너지 유동율,
F h 는 혼합계수(mixing factor), Y를 도입하여(Rehme, 1992), (Yang, 1992)
△h
F h = εYρ △
y

로 표현 할 수 있고, 여기서

(6.1-5)

ε 과

△y 는 기준 난류확산계수, 혼합거리이다.

(Ingesson, 1970)는 기준 난류확산계수를 원통형 튜브 중앙에서의 난류확산계수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구하였다.
ε = ν ( f c/8) 0.5Re/20

(6.1-6)

여기서 f c 는 원통형튜브의 마찰계수이다. 식 (6.1-5)와 (6.1-3)에서

(6.1-7)

Y = w eff △y/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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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식을 구할 수 있다. 결국 혼합계수, Y는 △y 와 ε 이 일정한 영역에서는
w eff 에 의존한다고 할 수 있다.

3. 실험
가. Test Loop
실험장치(Cold Test Loop-I)는 냉각수 저장탱크(water storage tank), 순환 펌프

(circulation pump), 시험대(test rig) 그리고 loop 조건을 감시하는 유량계, 온도, 압력
센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냉각수 저장탱크에는 냉각수 온도를 설정온도
로 맞추기 위하여 heater와 cooler가 장착되어 있으며 이들을 제어하기 위하여

heater controller와 flow control valve가 설치되어 있다. 실험장치에 대한 개략도는
그림 6.1-1과 같으며 각 component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Water Storage Tank
냉각수 저장탱크의 형상은 직립원통형(직경 750, 높이 1950 mm)이며 전체용
량은 900 liter, 정격용량은 700～800 liter정도이다. 탱크의 하단에

출구배관(4˝)이

외부의 순환펌프와 연결되고 상부 측면에 입구배관(4˝)이 연결되어 있다. 탱크내부
에는 냉각수를 식히기 위하여 cooler가 직경 5/8˝, 총길이 6 m의 tube가 코일형상으
로 내장되어 있다. 또한 냉각수의 온도를 높이기 위하여 탱크 하단에 10 KW 용량
의 heater 2개를 장착하였다. 그 외 탱크에 장착된 배관의 사양은 다음과 같다.

-

탱크

상단

윗면

:

시약

및

입자

투입구(2˝ball

valve),

demi-water

주입구 (1/2˝), 수위 측정 및 over flow 배관 (1-1/2˝)

- 탱크 상단 측면 : 냉각수 입구 (4˝), 2차측 냉각수 출구 (3/4˝)
- 탱크 중간 측면 : 온도측정구 (1/2˝)
- 탱크 하단 측면 : 2차측 냉각수 입구 (3/4˝)
- 탱크 하단 아랫면 : 냉각수 출구 (4˝), heater 삽입구 2개 (2˝),
drain 배관 (1˝)

(2) Heater & Cooler
실험 중 냉각수를 실험온도로 맞추기 위하여 heater와 cooler를 사용한다. 이들
은 냉각수 저장탱크 내부에 장착되어 냉각수 온도의 측정값과 설정온도를 비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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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heater와 2차측 냉각수 공급밸브의 제어에 의하여 작동됨으로써 냉각수의 온도
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각 제어 시스템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Heater의 제어 시스템 구성
- Heater : 10kWx2ea
- 전원공급 : AC 220 Volt
- Controller : AC Zero Crossing 전력제어 Unit (WYU-PH150T, 유영)
Flow Control Valve 제어 시스템 구성
- Valve : Globe Valve
- Actuator : Diaphragm, Pneumatic
- Controller : Motoyama, E/T603
(3) Circulation Pump
순환 펌프는 저장탱크의 냉각수를 순환시켜 loop 내에 유량을 형성한다. Loop
의 유량은 펌프의 회전속도를 조절함으로써 변화시키는데 펌프속도는 inverter를 사
용한다. 펌프의 기술 사양은 아래와 같다.

- 용량 : 2 m3/min, 75HP
- 양정 : 100 m
- 모델 : IHV65-10, 신한
(4) Loop Instrument
실험장치의 실험조건을 감시, 제어하기 위하여 loop의 상태를 정확하게 측정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유량, 시스템 온도, 압력을 측정하기 위한 계측기를 설치
하였다. 사용된 계측기들의 기술사양은 표 6.1-1과 같다. 유량계의 교정자료는 표

6.1-2, 압력계의 교정자료는 표 6.1-3과 같다. 이에 따른 유량계 및 압력계의 교정식
은 그림 6.1-2와 3에 나타나 있다.
나. Test Section

(1) Test Channel
Test channel은 5x5 핵연료 다발이 장착될 수 있도록 사각 채널형상이며 재질
은 아크릴을 사용하였다. Test channel의 길이는 하단에서의 입구 효과와 상단의 출
구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하단과 상단 지지격자를 장착하고 중간에 지지격자를
둠으로써 두 구간의 span과 입, 출구 구간을 고려하여 제작하였다. 자세한 test

channel의 사양은 그림 6.1-4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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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pacer Grid
실험에 사용된 지지격자(spacer grid)는 다음의 세 종류이며 기하학적 사양은
표 6.1-4와 같다.
분리형 날개 지지격자-1 (Focus)
그림 6.1-5 참조
분리형 날개 지지격자-2 (Plus-7)
그림 6.1-6 참조
복합유동 날개 지지격자 (Hybrid)
그림 6.1-7 참조
날개 없는 지지격자 (Plain)
그림 6.1-8 참조

(3) Instruments
Test section에서의 지지격자 및 핵연료 다발의 수력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간별 압력강하를 측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계측기로 6개의 차압측정기를 사용
하였다. 이들 측정기들의 기술사양은 표 6.1-1에 나타나 있다.
다. Data Acquisition System

(1) 실험자료 획득
실험 중 loop와 test section의 센서로부터 발생하는 유량, 압력, 온도의 실험자
료는 signal conditioner를 거쳐 data acquisition unit (Agilent 34670A)에서 처리된다.
이들의 기술사양은 다음과 같다.

Signal Conditioner
- Model : M8BS-16U0 (Dual Output Signal Conditioner, Pico-M
- Capacity : 16 Positions
- Power : AC 100～240 Volt, DC 24 Volt
- Response Time : ≤ 0.5 sec. (typical), 25 mS (op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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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ilent 34970A
- 6-1/2 multimeter accuracy
- up to 60 channels per instrument
- Scanning rate : 250 channels per second
- GPIB, RS-232 interface
- HP 34901A 20 ch. Multiplexer 사용
(2) 실험자료 수집
Data logger로부터 처리된 실험자료는 PC의 모니터 상에 표시되고 파일로 저
장된다. PC의 정상 작동을 위해서는 data logger의 driver를 PC에 설치해야 한다.

PC로부터 실험자료 획득/처리를 통제하기 위해서 HP-VEE를 PC에 설치하고 data
logger와 계측기들의 정보(그림 6.1-2, 3 참조)를 설정하였다.
라. LDV 시스템

LDV를 이용한 유속측정의 원리는 움직이는 물체에 조사된 레이저광이 도플
러(Doppler) 효과에 의해 레이저광의 운동 속도에 비례하는 도플러 주파수 편이

(Doppler frequency shift)를 일으키며 산란되는데 이 편이된 주파수를 측정하여 운동
하는 물체의 속도를 계산한다. 이러한 LDV 시스템의 구성은 레이저 소스, 광학계,

controller, 제어 컴퓨터 그리고 probe를 이송하는 traverse 등으로 구성된다.
(1) 레이저 시스템 및 광학계
실험에 사용된 레이저 시스템 및 광학계는 다음과 같다.

Laser Type
- Source : Argon-ion Laser
- Frequency : 514.5 nm (Green), 488.0 nm (Blue)
- Power : 450 mW
Optics (그림 3.1-9 참조)
- Focal Length (F) :

500 mm

- Beam Spacing (D) :

38 mm

- Beam Dia. (DL) :

1.3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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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ander Ratio :

1.98

- Beam Intersection Angle (θ) :

0.076 rad

- Measurement Volume (δx, δy, δz) : 0.075, 0.99, 0.075 mm
- Manufacturer : Dantec, FiberFlow
(2) Controller 및 운영체재
레이저 시스템과 광학계의 작동, 측정신호의 수집 및 처리를 담당하는 시스템
제어기는 각 레이저 component에 따라 가각의 제어기가 할당되며 이를 운영하는

S/W는 BSA S/W를 사용하였다. 또한 레이저 probe의 이송은 정확한 좌표를 설정하
고 위치 제현성이 뛰어난 traverse를 사용하였다.
마. 측정 위치
그림 6.1-10의 왼쪽 그림은 test section의 횡단면을 나타낸 것으로 LDV를 이
용한 유속의 측정 위치를 보여주고 있다. 횡단면의 내면은 68x68 mm의 크기이며
채널의 길이는 그림 6.1-4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1660 mm에 지지격자간의 스팬
은 640 mm이다. 사각 채널 내에 5x5의 봉다발이 배열되어 있는데 봉 직경(D)은

9.5, 봉 피치(P)는 12.8, 벽면 피치(W)는 8.4 mm이다. LDV시스템을 이용한 부수로
내 유속을 측정하기 위하여 x-좌표는 두 번째 지지격자의 직상방향에서부터 시작
하고 z-좌표는 사각채널의 내벽면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림 6.4-10의 오른쪽 그림은
측정 궤적상의 혼합날개 패턴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4. 실험결과 및 고찰
가. 봉다발 압력강하 실험

(1) 실험절차
(가) 실험대 조립
1) 실험 대상 지지격자와 모의 핵연료봉 조립
2) 실험대에 Test Section 장착
(나) 실험장치 가동
1) Loop Valve 개폐 조정/확인
2) Storage Tank, Loop 충수
3) 냉각수 온도조절장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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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ump 가동
5) Loop DAS 가동
6) Pressure Transmitter Vent
7) 실험 준비
(다) 실험수행
저유량 실험

1) 1.5“ 배관, 배선 전환/확인
2) 저유량 Setting
3) Data Acquisition 실시
고유량 실험

1) 3.0“ 배관, 배선 전환/확인
2) 고유량 Setting
3) Data Acquisition 실시
(라) 실험장치 가동 종료
1) Pump 정지
2) 냉각수 온도조절장치 정지
3) Loop DAS 정지

(2) Test Matrix
지지격자의 성능 실험은 전술한 바와 같이 세 가지에 대하여 수행하였다. 각
지지격자의 실험경우(test case)에 대해서는 표 6.2-1과 같이 유량을 변화해가며 압
력손실을 측정하였다. 실험경우(test case)의 명칭은 예를 들어 "DP-VFA-Hybrid-1.5"
로 하였을 경우, 압력강하(DP)실험을 수직 5x5핵연료다발 test section(VFA)에서

Hybrid형 지지격자를 장착하고 1.5″유량계를 사용하여 표 6.2-1의 1～10번 유량조
건에 대해 수행한 실험을 의미한다.
수행된 실험의 경우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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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Case

Run No.

DP-VFA-Hybrid-1.5

1～10

DP-VFA-Hybrid-3.0

10～21

DP-VFA-Plain-1.5

1～10

DP-VFA-Plain-3.0

10～21

DP-VFA-Focus-1.5

1～10

DP-VFA-Focus-3.0

10～21

S/G Type
Hybrid

Plain

Focus

Flow Range
(kg/s)
2.554～7.193
7.216～25.565
2.543～7.223
7.223～25.605
2.553～7.208
7.209～25.514

Date
2002. 2. 28.

2002. 3. 2.

2002. 3. 4.

위 2002년도에 수행된 실험 외에 2003년도 9월 1일에 분리형 지지격자의 또
다른 형태인 Plus-7 지지격자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 실험도
위 실험절차 및 실험 matrix에 준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3) 실험결과 분석
각 test case에 대한 압력강하 실험자료는 지지격자에 대하여 세 가지(DP-1(입
구), DP-3(중간), DP-5(출구)), 핵연료봉 구간에 대하여 두 가지(DP-2(하단), DP-4(상
단)) 그리고 중간 지지격자와 상단 핵연료봉 구간의 압력강하(DP-6=DP-3+DP-4) 등

6개이다. 앞서 언급한 test matrix에 근거한 실험자료의 정리는 부록에 나타나 있다.
지지격자의 압력강하 실험자료는 입구와 출구에서 배관 곡면부의 기하형상으로 인
한 유동 왜곡으로 인하여 오차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신뢰할
만한 자료로 중간 지지격자의 압력강하 값을 사용하였다. 그림 6.1-11은 DP1과

DP3에서 측정한 압력손실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두 구간의 길이는 315 mm로
동일하며 지지격자 하나를 각각 포함하고 있다. DP1이 DP3에 비해 +2 %에서 -6

%까지 크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시험부 입구 구간이 중간 구간에 비해 압력강하가
작게 나타났다. Reynolds 수가 증가함에 따라 차이는 선형적으로 커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림 6.1-12는 DP2와 DP4에서 측정한 마찰 압력손실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두 구간의 마찰 길이는 234 mm로 동일하다. DP2가 DP4에 비해 0 %에서 10

%까지 크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시험부 입구 구간이 중간 구간에 비해 압력강하가
크게 나타났다. Reynolds 수가 증가함에 따라 차이는 선형적으로 커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림 6.1-13은 하부지지격자 구간 (DP1+DP2) 압력손실과 중간지지격자 구
간 (DP2+DP3) 압력손실과의 차이를 보여주고있다. 두 구간의 길이는 640 mm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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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며 지지격자 하나를 각각 포함하고 있다. 압력손실은 ± 2% 차이를 보이고 있
다. 그림 6.1-14는 DP3과 DP4의 측정치 합과 DP6 사이의 압력손실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저유량 조건에서는 압력손실 차이가 15%로 비교적 크나 Reynolds 수 30,000
이상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수행 중 측정범위를 달리하는 두
개의 유량계를 사용하였는데 유량의 중복범위에서 약간의 유량값 불일치가 발생하
였다. 이는 유량계 측정 한계 영역 부근에서 오차가 커지는 것과 두 유량계의 bias
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생긴 것으로 보여진다. 이로 인한 압력손실 및 마찰계수의
오차는 1 % 이내로 무시할 만하다.

Test section에 대한 6개의 압력강하 실험자료로부터 지지격자의 압력손실계수
와 핵연료봉의 마찰손실계수를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Test section의 유로면적은
다음과 같다.

A = AT/S - Arods
A = 68*68 - 25*(3.14/4*9.52)
A = 2852 mm2
P = PT/S - Prods
A = 4*68 + 25*(3.14*9.5)
A = 1018 mm
Dh = 4*A/P
A = 4*2852/1018
A = 11.2 mm
여기서,
2

A

봉다발 유로면적, mm

Dh

수력직경, m

P

수력길이, m

레이놀즈수는 test section 내 봉다발 유로면적과 수력직경을 토대로 하여 식

(1)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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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V Dh
ν

(6.1-8)

여기서 동점성계수는 1 bar 25℃에서 다음과 같다.
ν = 0.8933 x 10-6 m2/s
ρ = 997.2 kg/m3
여기서,

Re

레이놀즈수

V

봉다발에서 유속, m/s

ν

동점성계수, m2/s

ρ

유체밀도, kg/m3

본 실험에서 최종적으로 생산되는 압력손실계수 및 마찰손실계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지지격자 구간 압력손실계수 :

K=

△P span
ρV 2
)
(
2

(6.1-9)

여기서 △Pspan은 지지격자에서 지지격자까지의 한 구간의 압력손실이며 실험자료
로는 DP-1과 DP-2를 합한 압력손실과 DP-2와 DP-3를 합한 압력손실이다. 지지격자
압력손실계수 :

K=

△P span -△P fric
ρV 2
(
)
2

(6.1-10)

여기서 △Pspan에 해당되는 실험자료는 DP-1. DP-3의 측정값이고 △Pfric은 DP-1,

DP-3 봉다발 마찰 압력손실이다. DP-1, DP-3 봉다발 마찰 압력손실은 DP-2, DP-4
의 측정값으로부터 DP-2, DP-4 마찰길이 224 mm를 나누어 단위 길이 당 압력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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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하고 DP-1, DP-3 마찰길이 316mm를 곱해 구해진다. 핵연료봉 마찰손실계수 :

f = (

d
)
l

△P
ρ V2
)
(
2

(3.1-11)

여기서,
△P

차압, bar

f

마찰손실계수

K

압력손실계수

l

마찰길이, m

여기서 △P에 해당되는 실험자료는 DP-2, DP-4의 측정값이다. 그림 6.1-15는 지지
격자 한 구간에서 압력손실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6.1-15 (a)는 DP1과 DP2의
합으로 구해진 구간 압력손실계수이며 그림 6.1-15 (b)는 DP3과 DP4의 합으로부터
구해진 구간 압력손실계수이다. 두 그래프는 레이놀즈 수의 변화에 따라 동일한 경
향을 보이고 있다. 정량적으로 Hybrid와 PLUS-7 지지격자의 압력손실계수는 서로
유사한 크기를 보이고 있으나 FOCUS 지지격자의 경우 시험부 입구 구간이 중간
구간에 비해 압력손실계수가 작게 나타났다. Reynolds 수 100,000에서 Hybrid 지지
격자는 Plain 지지격자에 비해 압력손실계수가 8～9 % 크게 나타났으며 Hybrid 지
지격자는 PLUS-7 지지격자에 비해 압력손실계수가 3.6 % 크게 나타났다.
그림 6.1-16은 봉다발 마찰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6.1-17 (a)와 (b)는 DP2
와 DP4로부터 구해진 각각의 마찰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두 그래프는 Reynolds 수
의 변화에 따라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Hybrid와 FOCUS 지지격자를 갖는 봉
다발 마찰계수의 시험부 입구와 중간에서의 값은 서로 유사한 크기를 보이고 있으
나, PLUS-7 지지격자를 갖는 봉다발 마찰계수는 시험부 입구 구간이 중간 구간에
비해 작게 나타났다. Reynolds 수 100,000에서 시험부 중간 Hybrid 지지격자를 갖는
봉다발 마찰손실계수는 Plain 지지격자를 갖는 봉다발 압력손실계수에 비해 9 %
크게 나타났다. Hybrid 지지격자를 갖는 봉다발 마찰계수는 PLUS-7 지지격자를 갖
는 봉다발 마찰계수에 비해 3.3 % 크게 나타났다.
그림 6.1-17은 지지격자 압력손실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6.1-17 (a)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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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DP1와 DP3로부터 구해진 각각의 지지격자 압력손실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두
그래프는 Reynolds 수의 변화에 따라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Reynolds 수

100,000에서 시험부 중간 Hybrid 압력손실계수는 Plain

압력손실계수에 비해 10 %

크게 나타났으며 Hybrid 지지격자 압력손실계수는 PLUS-7 지지격자에 비해 3 %
크게 나타났다.
나. 봉다발 부수로 유속측정 실험

(1) 실험절차
봉다발 부수로 유속측정 실험에 있어서의 실험절차는 실험대 조립 및

loop

의 가동은 전술한 압력강하 실험에서와 동일하며 여기에 추가되는 LDV 시스템 가
동 등의 실험절차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가) 실험대 조립 및 실험장치 가동
(나) LDV 시스템 가동
1) BSA processor 및 제어 PC 가동
2) Traverse 가동
3) Laser 광원 가동
(다) 측정 준비
1) 측정위치에 Traverse 정열
2) 측정점 좌표 생성 및 입력
(라) 실험수행
1) Loop 운전조건(온도, 유량) Setting 및 정상상태 확인
2) Loop 조건의 Data Acquisition 실시
3) LDV 유속 측정 실시
(마) 실험장치 가동 종료
1) LDV 시스템 정지
2) Pump 및 냉각수 온도조절장치 정지
3) Loop DAS 정지

(2) Test Matrix
부수로의 유속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 matrix는 표 6.1-5에 나타나 있다. 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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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나타난 숫자는 측정점들을 나타낸 것으로 2002년에서 2003년에 걸쳐 실험이 수
행되었다.

(3) 실험결과 분석
가. 단순지지격자를 갖는 봉다발 부수로에서의 유동형태
지지격자 형태에 따른 부수로내 유동패턴을 알기 위하여 우선 지지격자에 혼
합날개가 달려있지 않은 경우의 유동 형태를 알 필요가 있다. 봉다발 부수로를 거
쳐 확립된 유동분포를 가지고 지지격자에 도달한 유체는 지지격자를 거치면서 지
지격자의 strap에 의하여 유동형태가 깨지고 지지격자를 통과한 후 유동형태를 재
배열한다. 지지격자의 기하학적 모양은 단순한 strap의 조합이므로 지지격자 통과
후 특별한 횡류는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단지 strap에 의한 속도결함(velocity defect)
만 발생한다. 이후 유동은 부수로의 봉다발 구조를 따라 진행하면서 다시 확립된
유동형태를 되찾게 된다. 그림 6.1-18은 봉간, 부수로 중심에서의 축방향 및 횡방향
유속을 축방향을 따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6.1-18의 (a)에서 지지
격자 직후방에서 흩어진 유동이 x/Dh 까지 급격하게 발달하며 이후 점진적으로 확
립된 유동에 접근함을 알 수 있다. 그림 6.1-18 (b)는 횡류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축
방향을 따라 일정 범위의 값으로 분산된 횡류분포를 나타낸다. 이상에서 보듯이 혼
합날개가 없는 단순 지지격자에서의 유동은 뚜렷한 횡류성분을 유발하지 못하며
따라서 축방향 유동분포에서 봉간과 부수로 중심에서의 큰 유속차이를 갖는 특성
을 나타낸다.
그림 6.1-19는 축방향 및 횡방향 유속을 부수로의 중간선을 따라 축방향의 위치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림 6.1-19 (a)에서 x/Dh = 50에서 확립된 속도분포를 가짐을
알 수 있다. Sine파의 정점은 WG1, CC3, CC5 측정점으로 부수로의 중심을 나타내
며 최소점들은 RG2, RG4, RG6 측정점으로 봉간 중간점의 속도값을 나타낸다. 지
지격자의 직후방 x/Dh = 2에서 유동분포는 CC3, CC5 위치에서 strap에 의하여 유
동분리가 생겨 이로 인한 속도결함을 나타낸다. 그림 6.1-19 (b)에서 부수로 중심보
다 벽면에서 횡류유동이 활발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6.1-20은 축방
향에 따른 축방향 및 횡방향 난류강도를 나타낸 그림이다. 여기서 단순 지지격자는
난류강도의 생성에 거의 기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나. 혼합날개 지지격자를 갖는 봉다발 부수로에서의 유동형태
분리형 지지격자를 갖는 봉다발 부수로에서의 유동형태를 관측하기 위한 기
준조건은 부수로 평균유속 5.0 m/s (Re = 65500)로 정하였다. 그림 6.1-21 주유동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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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따라 축방향 유동속도를 부수로 중심 및 봉간 중심 위치에 대하여 측정한 결
과를 나타낸 그림이다. 분리형 지지격자에 의한 혼합유동은 지지격자 직후방에서
급격하게 발생한 후 신속하게 유동 재배치를 거쳐 x/Dh = 8 이후에 거의 일정한
속도로 접근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지지격자 직후방에서 형성된 복잡
한 형태의 유동분포는 봉다발 배열의 형상에 적응하여 일정 패턴의 유동분포를 형
성하고 결과적으로 완전 확립된 유동분포에 근접한다. 이러한 사실은 그림 6.1-22
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즉, 단순지지격자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수로 중심
과 봉간 중심에서의 뚜렷한 속도 차이를 볼 수 있다. 그림 6.1-22는 주유동방향을
따라 부수로 중심선의 축방향 유동분포를 나타낸다. 단순지지격자의 경우에서와 마
찬가지로 x/Dh = 50에서의 유동분포의 각 첨점들은 부수로의 중심과 봉간 중심의
위치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지지격자 직후방, x/Dh = 2에서의 유동분포는 지지격자
의 strap 뿐만 아니라 날개의 휨 등에 의한 유로의 차단으로 단순지지격자의 경우
보다 훨씬 더 유동이 복잡하다. 또한 그림 6.1-21 및 22로부터 부수로 중심과 봉간
중심에서의 유속 차이는 Reynolds 수에 따라 변함을 알 수 있다. 그림 6.1-23에서
그 밖의 다른 경우의 실험자료와 함께 Reynolds 수에 따른 부수로 및 봉간 중심에
서의 유속 차이를 RG4와 CC5 측정점에 대하여 나타내었다. 이 결과로부터 유속
편차는 Reynolds 수에 따라 단순 감소하는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
은 단순지지격자에서 보다 혼합날개가 달린 지지격자에서 더욱 뚜렷함을 명백하개
알 수 있다. 이상의 논의에서 분리형 지지격자는 유동의 부수로 중심으로 집중된
유동 momentum을 부수로 외곽 및 봉간 영역으로 퍼뜨리는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
로 유동분포를 고르게 분포시켜 열전달을 촉진시키는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1-24는 주유동방향을 따라 부수로 중심과 봉간 중심에서의 횡방
향 속도분포룰 나타낸 그림이다. 지지격자의 혼합날개에 의하여 발생되는 횡류는
지지격자 직후방에서 주유동 평균속도의 10%에 해당되는 크기를 가지며 이후

x/Dh = 20까지 급격하게 감쇄한다. 이러한 유동 성질은 다음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1-25는 주유동 방향을 따라 부수로 중심선에서의 횡류속도 분포를
나타낸 그림이다. x/Dh=2에서의 횡류의 유동패턴은 정확하게 지지격자 혼합날개의
회전패턴과 일치하고 있다. 첫 번째 sine파는 WG1 위치에서의 혼합날개 회전 패턴
을 나타내며 두 번째 sine파는 시계방향 회전패턴을 나타내는 CC3와 회전방향이
일치한다. 마지막 반대 회전방향의 sine파는 반시계방향의 회전패턴을 가지는 CC5
위치에서의 혼합날개 패턴과 일치한다. 혼합날개에 의한 횡류 유동의 진폭은

Reynolds 수의 증가에 따라 뚜렷하게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횡류의
유동분포는 x/Dh=20 이후에 거의 변하지 않고 일정한 값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혼합날개에 의한 와유동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와류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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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rl factor)를 정의 (Karoutas, 1995) 하였다.

 


 
 



(6.1-12)

적분은 각 주유동방향의 다양한 높이에 대하여 횡단면의 측정 라인을 따라
이루어졌다. 그림 6.1-26은 위 방법으로 구해진 와유동 계수의 분포를 나타낸 그림
이다. 횡류의 유동 감쇄현상과 비슷하게 와유동 계수도 x/Dh=20까지 급격하게 감
쇄하며 이후 일정한 값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와유동 계수가 Reynolds 수
의 증가에 따라 의미있게 변화하는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 축방향 및 횡방향에
서의 상대 난류강도(relative turbulence intensity)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1-13)



축방향 유속의 난류강도는 그림 6.1-27과 같다. 여기서 난류강도는 x/Dh=16까
지 급격하게 감쇄하다가 이후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이는 단순지지격자에서의 경우
와 유사하다. 그림 6.1-27의 (a)에서 저 Reynolds 수의 경우 (Re=9177) 부수로 중심
과 봉간 중심에서의 난류강도 분포에서 특이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난
류강도의 차이는 부수로 중심보다 봉간 중심에서 난류강도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
으로 Renksizbulut (1986)의 연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이러한 경향은 Reynolds 수
가 증가하면서 점차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1-28은 주유동 방향에 따른
횡류 속도의 난류강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횡류의 난류강도의 감쇄는 축방향 유
동의 난류강도 감쇄와 정확하게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수로 중심과 봉간 중
심에서의 난류강도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다. 이상의 논의에서 혼합날개에 의하여
생성되는 난류강도는 난류혼합이 국부적(x/Dh=16)으로 열전달 측면에서 제한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격자를 지난 유동의 난류강도의 감쇠를 이
해하기

위해

mesh나

screen을

지난

난류의

감쇠이론을

이용하여

설명하면,

Sreenivasan등(1980)의 난류강도의 감쇠함수는
2

u'
2
U

= α

(

x0
x
M
M

)

-n

(6.1-14)

의 형태이고, 여기서 α와 M 값은 격자의 형상에 따른 값인데, 이 경우의 M은

Yang과 Chung(1998)과 같이 피치 P로 쓸 수 있다. 지지격자에 의한 두 방향의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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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감쇠를 곡선적합하여 위와 유사한 형태로 얻어보면 다음과 같고, 이는 그림

6.1-2 a)와 b)에 나타나 있다.

u'
2
U

2

= 0.03

( )

2

v'
2
U

x
P

= 0.028

x
P

- 0.82

( )

- 1.78

(6.1-15)
(6.1-16)

앞의 그림 6.1-22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축방향의 난류감쇠가 횡방향에 비해 완
만한 경향을 함수의 지수 크기로부터 비교가능하며, 이 값은 Yang과 Chung(1998)의

-1.2와 유사한 정도의 크기를 가지며 이는 유동의 레이놀즈수가 유사하기 때문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빠르게 감쇠하며 상사성이 성립하는 높은 파동수(wave

number)를 가지는 난류 특성이다.(Hinze(1975)11)), 초기값에 해당하는 상수 값은 양
방향이 비슷하지만, 혼합날개를 가지는 경우의 값보다 33%이상 작은데 이것은 파
동수가 낮으며 초기조건에 의존하는 난류인 혼합날개에 의한 지지격자 하류의 난
류강도가 단순지지격자의 경우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또, 지지격자 하류의 난류감
쇠도 연료봉 다발의 영향이 크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격자를 지나는 난류감쇠
와 유사한 물리적인 특성을 가진다고 이해할 수 있다.

제 2 절 5x5 확대 봉다발 부수로 유동거동 상세측정 실험
1. 연구 배경
노심에서의 기본적인 유로인 핵연료 부수로에서의 유동거동에 관한 연구는
핵연료의 열수력 설계와 안전해석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부수로 유동에
대한 많은 해석 및 실험적 연구가 수행되어 왔고 현재도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가
진행중에 있다. 특히 실험분야에 있어서는 첨단의 계측방법이 속속 등장함으로 인
하여 새로운 실험기법이 도입되고 발전되어 지고 있다. 본 실험과제에서도 전술한
바와 같이 레이저를 이용한 부수로의 실험을 수행하여 왔는바 유용한 실험적 자료
를 축적하여 왔으나 test section의 제한적 사양으로 인하여 보다 광범위한 자료의
생산은 제한적이었다. 이에 실험자료의 진보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하여 test

section을 새로이 구축하였다. 새로이 구축한 test section의 주된 개념은 일단 실험
자료의 정밀성을 위하여 기하학적으로 2.6배 정도의 크기 변화를 꾀하였다. 이러한
사이즈 변화로 인하여 측정자료를 보다 세밀하게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있으나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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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변화로 인하여 유량이 줄고 공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test section을 눕혀야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수평 채널에서의 문제는 중력에 의한 봉의 처짐인데 이는 중공
봉을 사용하여 두께를 조정함으로써 부력과 상쇄되도록 설계함으로써 문제를 해결
하였다. 부수로 횡류의 2차원 동시측정을 위하여 부수로 정면에 관측창을 설치하고
동시에 측면에서도 축방향 유속을 측정하기 위하여 관측창을 설치하였다. 수평채널
에 있어서 유리한 점은 실험장비를 용이하게 이동 및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한 봉다발의 분해 및 조립도 용이하여 다양한 실험조건에 대하여 편리하게 실험을
진행할 수 있다. 한가지 단점은 지지격자 성능 및 검증 실험에 있어 실제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고 기하학적 상사성을 만족하는 2.6배 큰 사이즈의 시편을 제작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로인하여 기하학적 왜곡 등이 생겨 엄밀하게 제품 그 자체의 실
험자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보다 세밀한 정보를 다양하게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실험 시도라 할 수 있다. 또한 이와같은 test section에서는
차후 시도될 PIV 장비에 대한 적용성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것으로 여겨진다.

2. 실험
가. Test Loop
실험장치(Cold Test Loop-I)는 냉각수 저장탱크(water storage tank), 순환 펌프

(circulation pump), 시험대(test rig) 그리고 loop 조건을 감시하는 유량계, 온도, 압력
센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냉각수 저장탱크에는 냉각수 온도를 설정온도
로 맞추기 위하여 heater와 cooler가 장착되어 있으며 이들을 제어하기 위하여

heater controller와 flow control valve가 설치되어 있다. 실험장치에 대한 개략도는
그림 6.2-1과 같으며 각 component에 대한 내용은 제 1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다.
나. Test Section

(1) Test Channel
Test channel은 5x5 핵연료 다발이 장착될 수 있도록 사각 채널형상이며
덕트는 SUS304로 제작하였으며 상판의 재질은 봉조립상태, 실험시 운전상태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아크릴을 사용하였다. SUS 덕트는 5개의 채널로 조립되도록 구성
되었으며 총 길이는 4.6 m, 채널 내면은 170x170 mm, 봉 직경은 25.4 mm, 봉피치
는 33.12 mm의 크기로 제작되었다. 채널 내에는 두개의 지지격자를 장착하도록 되
어 있으며 채널 입구쪽에는 유동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honey comb 형상의

straightener가 장착되었다. 채널 출구쪽에는 전면부에 LDV로 횡류 유동을 2차원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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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가능하도록 드럼에 관측창을 설치하였다. 이곳을 통하여 레이저광이 조사되어
봉다발 부수로의 다양한 위치에서 횡류유동을 측정할 수 있다. 또한 동시에 축방향
유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측면부에 채널을 절개하여 관측창을 설치하였다. 지지격자
의 압력 손실을 측정하기 위하여 채널 하단에 다수의 압력탭을 가공하여 차압측정
기의 장착을 용이하도록 하였다.

(2) Spacer Grid
실험에 사용된 지지격자(spacer grid)는 다음의 세 종류이며 기하학적 사
양은 표 6.1-4와 같다.
분리형 날개 지지격자 (Plus-7)
그림 6.1-5 참조
복합유동 날개 지지격자 (Hybrid)
그림 6.1-7 참조
날개 없는 지지격자 (Plain)
그림 6.1-8 참조

(3) Instruments
Test section에서의 지지격자 및 핵연료 다발의 수력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간별 압력강하를 측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계측기로 3개의 차압측정기와 2개
의 게이지압측정기를 사용하였다. 실험장치의 실험조건을 감시, 제어하기 위하여

loop의 상태를 정확하게 측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유량, 시스템 온도, 압력을
측정하기 위한 계측기를 설치하였다. 사용된 계측기들의 기술사양은 표 6.1-1과 같
다. 유량계의 교정자료는 표 6.1-2, 압력계의 교정자료는 그림 6.2-2와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다. Data Acquisition System

(1) 실험자료 획득
실험 중 loop와 test section의 센서로부터 발생하는 유량, 압력, 온도의 실험자
료는 signal conditioner를 거쳐 data acquisition unit (Agilent 34670A)에서 처리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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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기술사양은 전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2) 실험자료 수집
Data logger로부터 처리된 실험자료는 PC의 모니터 상에 표시되고 파일로 저
장된다. PC의 정상 작동을 위해서는 data logger의 driver를 PC에 설치해야 한다.

PC로부터 실험자료 획득/처리를 통제하기 위해서 HP-VEE를 PC에 설치하고 data
logger와 계측기들의 정보를 설정하였다.
라. LDV 시스템

LDV를 이용한 유속측정의 원리는 움직이는 물체에 조사된 레이저광이 도플
러(Doppler) 효과에 의해 레이저광의 운동 속도에 비례하는 도플러 주파수 편이

(Doppler frequency shift)를 일으키며 산란되는데 이 편이된 주파수를 측정하여 운동
하는 물체의 속도를 계산한다. 이러한 LDV 시스템의 구성은 레이저 소스, 광학계,

controller, 제어 컴퓨터 그리고 probe를 이송하는 traverse 등으로 구성된다.
(1) 레이저 시스템 및 광학계
실험에 사용된 레이저 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Laser Type
- Source : Argon-ion Laser, Spectra Physics
- Frequency : 514.5 nm (Green), 488.0 nm (Blue)
- Power : 5 W, 수냉식
(2) Controller 및 운영체재
레이저 시스템과 광학계의 작동, 측정신호의 수집 및 처리를 담당하는 시스템
제어기는 각 레이저 component에 따라 가각의 제어기가 할당되며 이를 운영하는

S/W는 BSA S/W를 사용하였다. 또한 레이저 probe의 이송은 정확한 좌표를 설정하
고 위치 제현성이 뛰어난 traverse를 사용하였다.
마. 측정 위치
본 실험장치는 봉다발 단면의 어떠한 지점에 대해서도 횡류 측정이 가능하므
로 목적 및 경우에 따라 측정위치를 정할 수 있다. 그림 그림 6.2-4는 단일 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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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횡류 측정을 위한 측정좌표를 도시한 것으로 봉 벽면에서 1.0 mm 떨어진
지점에서부터 측정간격을 0.5 mm로 하여 측정 해상도를 최대로 하였을 경우를 가
정하였다. 이 경우 측정점은 총 2369개이며 측정시간은 한 측정점에 대하여 10초
정도의 data 획득을 가정하였을 경우 probe 이송시 안정화 대기시간까지 고려하여

8시간 정도 소요된다. 그림 6.2-5는 다중 부수로의 경우에 대하여 최대 해상도를
얻기 위한 측정좌표를 도시한 것인데 이를 측정하기 위한 소요 시간은 21시간 정
도로 추정되고 있다. 최적 해상도에서의 측정좌표를 얻기 위해서는 몇가지 경우에
대하여 측정을 시도해 보아야 얻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4. 실험결과 및 고찰
가. 봉다발 압력강하 실험

(1) 실험절차
(가) 실험대 조립
1) 실험 대상 지지격자와 모의 핵연료봉 조립
2) 실험대에 Test Section 장착
(나) 실험장치 가동
1) Loop Valve 개폐 조정/확인
2) Storage Tank, Loop 충수
3) 냉각수 온도조절장치 가동
4) Pump 가동
5) Loop DAS 가동
6) Pressure Transmitter Vent
7) 실험 준비
(다) 실험수행
1) 3.0“ 배관, 배선 전환/확인
2) 고유량 Setting
3) Data Acquisition 실시
(라) 실험장치 가동 종료
1) Pump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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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냉각수 온도조절장치 정지
3) Loop DAS 정지

(2) Test Matrix
지지격자의 수력 성능 실험을 위하여 분리형 지지격자에 대하여 유량을 변화
해가며 압력손실을 측정하였다. 실험에 있어 Reynolds 수의 범위는 실험장치의 제
한 조건에 의하여 대략 10000에서 47500의 범위에서 실시하였다. 실험의 예비결과
에 따라 차압 및 게이지 압력 측정기의 교정을 3번 정도 실시하였다.

(3) 실험결과 분석
일차적 실험에 대한 예비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실험장치의 경우 유로가
크고 유속이 적어 지지격자의 압력손실이 적게 나타나 압력계의 선정 및 교정에
추가적 고려가 필요한 상태이다. 그림 6.2-6은 Reynolds 수에 따른 봉다발 마찰손실
계수의 분포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6.2-7은 Reynolds 수에 따른 봉다발 지지격자
의 형상손실 계수의 분포를 나타낸 그림이다.

나. 봉다발 부수로 유속측정 실험

(1) 실험절차
봉다발 부수로 유속측정 실험에 있어서의 실험절차는 실험대 조립 및

loop

의 가동은 전술한 압력강하 실험에서와 동일하며 여기에 추가되는 LDV 시스템 가
동 등의 실험절차 역시 제 1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2) 실험결과 분석
부수로의 유속측정에 대한 실험장치 set-up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단일
부수로에 대한 유속측정을 실시하였다. 실험의 조건은 x/Dh = 70의 위치에 대하여
측정을 하였으므로 지지격자에 의한 난류혼합 효과를 나타내는 의미있는 횡류분포
는 얻을 수 없었으나 측정의 전반적인 타당성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6.2-8은
단일 부수로의 횡류측정에 대한 2차원 유동분포를 나타낸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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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1 계측기 기술사양

Locatio
n

Tag Name

Variabl
e

FT-1(3.0″)

m

FT-1(1.5″)

m

PT-1

P

TE-1

Calibration

Model

Range

HOX3-40-650-T-1

Error

0～40.899 kg/s

±0.32 %

0～8.188 kg/s

±0.31 %

Rosemount 3051CG

0～600 KPa

±0.05 %

T

Watlow, T-type, Unground

0～200 ℃

±0.4 %

DP-1

P

Rosemount 3051CD

0～60 KPa

±0.05 %

DP-2

P

Rosemount 3051CD

0～60 KPa

±0.05 %

Test

DP-3

P

Rosemount 3051CD

0～60 KPa

±0.05 %

Section

DP-4

P

Rosemount 3051CD

0～60 KPa

±0.05 %

DP-5

P

Rosemount 3051CD

0～60 KPa

±0.05 %

DP-6

P

Rosemount 3051CD

0～150 KPa

±0.05 %

Loop

(RPM51S)X-F1SS-CE
HO11/2X11/2-8-130-T-1
(RPM51S)X-F1SS-CE

표 6.1-2 유량계 교정자료
Flowmeter
Type

FT-1
1.5", SN95181

FT-1
3", SN95182

Voltage

Hertz

GPM

1.248
1.463
1.782
2.084
2.376
2.707
3.186
3.756
4.366
5.005
1.247
1.559
1.867
2.182
2.504
3.112
3.752
4.352
4.608
5

32.54
60.81
102.72
142.56
180.86
223.91
286.82
360.51
439.93
523.25
31.47
71.37
110.62
150.6
191.53
268.45
349.86
425.9
458.51
508.31

8.044
15.033
25.416
35.243
44.713
55.47
71.025
89.568
109.39
130.161
39.998
90.729
140.652
191.893
244.199
342.991
447.014
544.517
586.336
65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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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s Flow
(Kg/s)
0.506
0.946
1.599
2.217
2.813
3.489
4.468
5.634
6.881
8.188
2.516
5.707
8.848
12.071
15.362
21.577
28.120
34.254
36.885
40.899

표 6.1-3 압력계 교정자료

Pressure
(KPa)

PT-1
(Volt)

DP-1
(Volt)

DP-2
(Volt)

DP-3
(Volt)

DP-4
(Volt)

DP-5
(Volt)

DP-6
(Volt)

0
10
20
30
40
50
60
90
120
150
200
300
400
500
600

1
2.334
3.0005
3.667
4.334
5.0005

1.001
1.669
2.336
3.004
3.6725
4.341
5.009
-

1.001
1.6695
2.3375
3.0055
3.6735
4.342
5.01
-

1
1.6685
2.3355
3.0015
3.6685
4.3355
5.003
-

1.001
1.67
2.3385
3.0065
3.6755
4.3445
5.0135
-

1
1.6705
2.3385
3.006
3.6745
4.343
5.0105
-

0.999
1.8005
2.603
3.404
4.2065
5.009
-

Dimension (mm)

Hybrid

Plain

Focus

Rod Array

5 x 5

5 x 5

5 x 5

Rod Diameter

9.5

9.5

9.5

Rod Pitch

12.8

12.8

12.6

Strap Thickness

0.48

0.48

0.43

Strap Width

66.6

66.6

65.86

Vane Angle (°)

35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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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4
지지격
자의
기하학
적 사양

표 6.1-5 부수로 LDV 측정 실험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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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5

DP-4

DP-6

T

Water Storage
Tank

DP-3

Heater

DP-2

Bypass Line

Test Section
(5x5 FA)

DP-1

FT-1
Pump

그림 6.1-1 Cold Test Loop -I 실험장치 개략도

FT-1 (SN95181)

Mass Flowrate (kg/s)

10
y = 2.0446x - 2.0451
R2 = 1

8
6
4
2
0
1

2

3
V ol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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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6

P

PT-1

T

TC-1

FT-1 (SN95182)
50
y = 10.226x - 10.241
R2 = 1

Mass Flowrate (kg/s)

40
30
20
10
0
1

2

3

4

5

6

V oltage

DP-1 CH3

PT-1 CH2

70

700

그림 6.1-2 유량계 교정식

y = 149.98x - 150.02
R2 = 1

600

y = 14.97x - 14.978
R2 = 1

60

500

50

400

40

300

30

200

20

100

10
0

0
0

1

2

3

4

5

0

6

1

2

3

4

5

6

5

6

DP-3 CH5

DP-2 CH4
70

70
y = 14.967x - 14.984
R2 = 1

60

y = 14.993x - 15.004

60

50

50

40

40

30

30

20

20

10

10

0

2

R =1

0
0

1

2

3

4

5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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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DP-4 CH6

DP-5 CH7
70

70
y = 14.954x - 14.969
R2 = 1

60

y = 14.963x - 14.982
R2 = 1

60

50

50

40

40

30

30

20

20

10

10
0

0
0

1

2

3

4

5

0

6

1

2

5

6

DP-6 CH8
160
y = 37.408x - 37.361
R2 = 1

140
120
100
80
60
40
20
0
0

1

2

3

4

그림6.1-3 압력계 교정식 (X축:
Volts, Y축: K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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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5

6

Unit : mm

68

3'rd S/G

640

118

1660

215

50
51

640

2'nd S/G

1'st S/G

그림 6.1-4 Test Section의 기하학적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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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5 Spacer Grid (Focus)

그림 6.1-6 Spacer Grid (Plus-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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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7 Spacer Grid (Hybrid)

그림 6.1-8 Spacer Grid (Pl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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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9 LDV 시스템의 광학계 개략도

W

P

D

z

RG 6

H

CC 5

Z

RG 4
CC 3
RG 2
WG 1

Y

WG = Wall Gap
RG = Rod Gap
CC = Cell Center

M e a s u r in g P a th

그림 6.1-10 LDV 측정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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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CE (%), (DP1-DP3)/DP3*100

10

NO-VANED HYBRID
HYBRID
FOCUS
PLUS-7

5

0

-5

-10
0

50000

100000

Reynolds Number

그림 6.1-11 중간 지지격자에 대한 입구
지지격자의 압력강하 차이 비교

DIFFERENCE (%), (DP2-DP4)/DP2*100

15

10

5

NO-VANED HYBRID
HYBRID
FOCUS
PLUS-7

0

-5
0

50000

100000

Reynolds Number

그림 6.1-12 중간 핵연료봉 마찰손실에 대한 하부
핵연료봉의 마찰손실 차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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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CE (%), (DP1+DP2-DP3-DP4)/(DP3+DP4)*100

15

NO-VANED HYBRID
HYBRID
FOCUS
PLUS-7

10

5

0

-5
0

50000

100000

Reynolds Number

그림 6.1-13 중간 핵연료봉 구간 압력손실에 대한

DIFFERENCE (%), (DP3+DP4-DP6)/DP6*100

하부 핵연료봉 구간 압력손실 차이 비교

15

NO-VANED HYBRID
HYBRID
FOCUS
PLUS-7

10

5

0

-5
0

50000

100000

Reynolds Number

그림 6.1-14 지지격자와 핵연료봉 압력손실에
대한 측정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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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지격자 구간(DP1+DP2) 압력손실계수

(b) 지지격자 구간(DP3+DP4) 압력손실계수

그림 6.1-15 지지격자 구간의 압력손실 계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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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P2 마찰계수

(b) DP4 마찰계수

그림 6.1-16 봉마찰 구간의 마찰계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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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NO-VANED HYBRID
HYBRID
FOCUS
PLUS-7

K1

1.5

1.038

1.006

1.0

0.934

0.5
0

50000

100000

Reynolds Number

(a) 하부지지격자 압력손실계수

2.0

NO-VANED HYBRID
HYBRID
FOCUS
PLUS-7

1.5

K3

1.087

1.054

1.0

0.990

0.5
0

50000

100000

Reynolds Number

(b) 중간지지격자 압력손실계수

그림 6.1-17 지지격자 압력손실계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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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18 주유동방향에 따른 축류 및 횡류의
부수로 및 봉간 중심에서의 속도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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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19 주유동방향에 따른 축류 및 횡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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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로 중심선에 따른 유동분포

그림 6.1-20 주유동방향에 따른 축류 및 횡류의 난류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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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21 주유동방향에 따른 축류의 부수로 및 봉간
중심에서의 속도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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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22 주유동방향에 따른 축류 및 횡류의
부수로 중심선에 따른 유동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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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23 분리형 지지격자인 경우 확립된
유동분포의 속도 진폭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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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24 주유동방향에 따른 부수로 및 봉간
중심선에 따른 횡류 유동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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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25 주유동방향에 따른 부수로 중심선에서의 횡류 유동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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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26 분리형 지지격자인 경우에서의 와류
강도 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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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27 주유동방향에 따른 축방향 속도의
난류강도 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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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28 주유동방향에 따른 횡방향 속도의
난류강도 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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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29 (a) 축방향 난류강도

그림 6.1-29 (b) 축방향 난류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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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5x5 rod bundle
b : spacer grid
c : end supporter
d : straightner
e : storage tank
f : circulation pump
g : bypass line
h : cooler

j

h

i : heater
j : vent
k : drain
l : laser probe
m : turbine flowmeter
n : differential pressure transmitter
o : thermocouple
p : gauge pressure transmitter

e
j

m

f
i

g
b

l

c

a

d
P T

p o
DP

k

DP

DP

n

그림 6.2-1 수평 채널 실험장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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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1 (Local = DP-2)
1.5
1.2

kPa

0.9
0.6
0.3

Y
aX+b

0
0

1

2

3
Volt

4

5

6

DP-2 (Local = DP-1)
5
4

kPa

3
2
1
Y
aX+b
0
0

1

2

3
Volt

4

5

6

DP-3 (Local = DP-3)
6
5

kPa

4
3
2
1

Y
aX+b

0
0

1

2

3
Volt

4

5

그림 6.2-2 차압측정기 교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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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PT-1 (Local = PT-1)
80

kPa

60

40

20
Y
aX+b

0
0

1

2

3
Volt

4

5

6

PT-2 (Local = PT-3)
60
50

kPa

40
30
20
10

Y
aX+b

0
0

1

2

3
Volt

4

5

그림 6.2-3 게이지압측정기 교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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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ingle Sub-Channel

30

25

mm

20

15

10

5

0
0

5

10

15
mm

20

25

그림 6.2-4 단일 부수로 내의 측정점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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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그림 6.2-5 다중 부수로 내의 측정점 분포

f
0.04

Friction Facto

0.03

0.02

0.01

0
0

10000

20000
30000
Renolds Number

그림 6.2-6 봉다발 마찰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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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

50000

K

Form Loss Codfficien

3

2.5

2

1.5
0

10000

20000
30000
Rey nolds Number

40000

그림 6.2-7 지지격자 형상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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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

그림 6.2-8 단일 부수로 내 횡류 유동분포 (x/Dh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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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 기여도
1. 냉각제 상실 사고시의 노심 열수력 현상규명
가. 봉다발 Post-CHF 실험

(1) 3x3 Water 및 5x5 Freon 봉다발 Post-CHF 열전달에 대해 약 8000개의 실
험 자료 생산 및 KAERI 실험 자료를 포함한 23800개 Database 확보함으
로써 국산 열수력 해석코드의 성능향상에 기여하였다.

(2) Post-CHF 열전달 기존 상관식과 실험자료를 비교하여 기존상관식의 예측
성능을 평가하였다.
나. 재관수 지지격자 효과 실험

(1) LOCA시 재관수 열수력 현상에 대한 PIRT 조사
(2) 단일봉 실험을 통하여 국내 개발 지지격자의 열수력 특성 자료를 생산하
고 국내 개발 지지격자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실험 자료 획득하였다.

(3) Scaling 해석을 통한 6x6 가열봉다발 국내 개발 Plus-7 지지격자 재관수
실험 장치를 설계, 제작함으로써 세계 최고수준의 재관수 실험 발판 마련하였다.

2. 노심 냉각능력 평가 실험
가. 봉다발 CHF 현안 해결 실험

(1) 3x3 봉다발 Water 및 5x5 봉다발 Freon CHF 실험 자료를 약 1400개 생
산함으로써 봉다발 CHF 독자 Database를 확보하였다.

(2) Return-to-Power 영역에 대한 실험 자료 Database를 마련하고 저유량 CHF
상관식 개발하여 기존 상관식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기존 안전성 평가방법의 타당
성을 입증하였다.

(3) 봉다발 CHF 비가열벽 효과를 정량적 파악하였다.
(4) 국내 개발 지지격자의 CHF 향상효과에 대한 정량적 실험자료 생산하였
고 국내 개발 지지격자의 우수성을 입증하였다.
나. 나노유체 비등 열전달 실험(위탁)

(1) 나노유체 비동 열전달 및 CHF 특성자료를 생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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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 유체(물)와 나노유체 열전달 및 CHF 실험 자료를 비교함으로써 나
노유체의 활용성을 분석, 평가하고 나노유체 활용상 문제점 정량적 파악하였다.

3. 노심 유동 거동 첨단 측정기술
가. 봉다발 부수로 유동 특성 실험

(1) 5x5 봉다발 지지격자에 따른 부수로 난류혼합 특성 자료를 생산함으로써
국내 개발 지지격자 난류혼합 Database를 확보하였다. 이는 핵연료집합체
설계, 개발에 필수적인 실험자료이다.

(2) 부수로 난류혼합을 상세하게 측정하기 위한 5x5 확대 봉다발 실험 장치를
제작,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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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1. 봉다발 Post-CHF
◦원전 사고시 노심에서 가장 중요한 현상인 재관수 및 Post-CHF에 대한 실험
자료의 Database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보다 진보한 열수력 모델을 개발함
으로써 국내 개발 열수력 안전 해석코드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높일 수 있
다. 이는 원전의 안전 여유도 및 성능을 향상시키고, 우리 나라 고유의 열수
력 안전 해석코드를 보유함으로써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것이다.
◦구축된 Post-CHF 열전달 국내 독자 Database를 바탕으로 원자력 선진국과의 기술
협력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며, Post-CHF에 대한 정량적인 열전달 실험자료 및
열전달 기구 자료는 타 세부과제에서 추진되고 있는 열수력 종합효과 실험
에서의 운전, 실험자료 분석에 불가결한 실험 자료이다.

2. 재관수 지지격자 효과 실험
◦차기단계에서 6x6 봉다발 재관수 실험자료가 본격적으로 생산되면 국내 개발
핵연료집합체의 우수성이 입증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서 국산 열수력 안전
해석코드의 검증, 개선용 Database가 확보될 것이다. 이는 원전의 안전 여유
도 및 성능을 향상시키고 노심 열수력 현안 문제를 해결, 평가하는 데 핵심
적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열수력 안전 해석 전산코드 개발 및 핵연료, 노심
개발 관련 부야, 규제기관 및 사업체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된다. 특히 6x6 봉
다발 재관수 실험장치는 현재 세계최고 수준으로서 실험의 결과는 미국

NRC/ Pennsylvania 대학의 RBHT 실험과 아주 유용한 비교대상이 될 것이며,
국내 독자 실험자료로서 의미가 크다.
◦본 실험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지격자는 Plus-7이며, 타 세부과제에서 추진되고
있는 열수력 종합효과 실험에서도 Plus-7이 장착되어있다. 따라서 생산되는
실험자료는 열수력 종합효과 실험의 실험자료를 분석/해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3. 봉다발 CHF 현안 해결 실험
◦노심 열수력 현안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경제성뿐만 아니라 안전성도 크게 향
상될 것이며, 노심의 열수력 거동에 대한 체계적인 실험자료의 Database를 확
보함으로써 관련 지식기반을 확충하고 안전성 향상 기술 개발, 핵연료 개발
및 노심 개발에 필요한 실험 자료를 적기에 효율적으로 제공할 것이다.
◦국내 원전에 고유한 현안 문제인 Return-to-Power 영역에 대한 기존 안전성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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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법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실험 자료가 생산됨으로써 앞으로 규제기관 및
산업체에서의 안전해석 비용의 절감이 기대된다.

4. 나노유체 비등 열전달 실험(위탁연구)
◦나노유체 비등 열전달의 산업 활용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한
연구는 기초 연구 환경에 적합한 대학교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봉다발 부수로 유동 특성 실험
◦핵연료집합체 부수로 유동특성 실험 자료는 핵연료 개발 및 노심 안전 설계에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최근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부수로 해석코드의 고성능화 및 CFD 코드에 의한
부수로 해석이 시도되고 있으며, 본 실험 자료는 이들 해석코드의 개선/개발
에 직접 활용된다. 특히 국내 개발 지지격자에 대한 난류혼합 효과 실험자료
는 핵연료 개발 산업체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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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정보
◦원자력 선진국의 경우 1980년대 말까지 다양한 열수력 현상을 관찰하기 위
하여 대형 실험장치를 건설/운영하여, 기초적인 열수력 현상 관찰 및 계통 해석 코
드의 모델 검증을 위한 실험을 활발하게 수행하였다. 이러한 대형 실험들은 주로
계통 해석 코드가 전반적인 열수력 거동을 모의할 수 있는지와 계통 해석 코드의
보수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수행되었다.
◦최근에는 새로운 대형 실험장치의 건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1980년대까지 건설되었던 대형 실험장치들이 해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원자력 선진
국의 경우에는 1980년대까지 대형 실험장치를 운영하면서 얻은 수많은 실험

Database를 확보하고 있지만, 원자력 개발국의 경우에는 대형 실험장치를 통한 실
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열수력 연구, 다양한 계통 해석 코드의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근래 일본 NUPEC의 PWR 및 BWR 핵연료집합체 최대열부하 시험장치, 미
국 Columbia 대학의 대형 CHF 실험장치 등, 세계 CHF 연구를 선도하고 있던 대형
실험시설이 노후화로 인해 해체되었다.
◦그러나 NUPEC의 실험자료는 JNES로 이관되며서 Working Group를 형성하
여, 보유하고 있는 CHF 실험자료 일부를 부수로 해석코드의 고성능화, 2상유동에
적용할 수 있는 CFD 코드의 개발을 위한 벤치마킹용 자료로 원자력 선진국에 공
개하고 있다. 미국은 Columbia 대학의 대형 CHF 실험장치 해체에 따라 새로운 대
형 CHF 실험장치 건설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중국 NPIC에서는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 대형 CHF 실험 Loop(10 MW
급)를 건설, 운영중에 있으나, 실험기술 기반의 취약성으로 뚜렷한 연구성과를 내
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앞으로 크게 도약할 수 있는 능력을 잠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고온 가스로, 초임계 원자로 등과 같이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 개념이 도출
되면 원자력 선진국들은 긴밀한 산학연 연구 협조 체계를 갖추고, 수많은 실험장치
의 건설, 운전, 실험자료 해석에서 얻어진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실험장치의 개조
혹은 새로운 실험장치의 조속한 건설을 통해 국제적인 현안 문제에 대한 실험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또한 최근 원자력 선진국들은 과거에 수행된 실험에서 얻어진 실험자료를
자체적으로 상세 해석 혹은 실험 자료를 이용한 새로운 모델 개발을 위한 예산 및
인적 자원이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최근에는 과거 10～20년전에 수행되었던 실험
자료를 재해석 혹은 새로운 상세 모델 개발을 위한 국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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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정이다.
◦따라서 원자력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실험장치의 건설, 운영 등에서 수많
은 경험의 획득과 이에 수반되는 국내의 인적 자원, 관련 기반 산업체의 인프라가
동시에 구축되어 새로운 열수력 안전 문제 해결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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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xperimental study of heat transfer characteristics near the critical pressure has been
performed with an internally-heated vertical annular channel cooled by R-134a fluid. Two series
of tests have been completed: (a) steady-state critical heat flux (CHF) tests, and (b) heat transfer
tests for pressure reduction transients through the critical pressure. In the present experimental
range, the steady-state CHF decreases with increase of the system pressure for fixed inlet mass
flux and subcooling. The CHF falls sharply at about 3.8 MPa and shows a trend towards
converging to zero as the pressure approaches the critical point of 4.059 MPa. The CHF
phenomenon near the critical pressure does not lead to an abrupt temperature rise of the
heated wall, because the CHF occurs at remarkably low power levels. In the pressure reduction
transients, as soon as the pressure passes below the critical pressure from the supercritical
pressure, the wall temperatures rise rapidly up to very high values due to the departure from
nucleate boiling. The wall temperature reaches a maximum at the saturation point of the outlet
temperature, and then tends to decrease gradually.
Key Words：Supercritical pressure water reactor, Critical pressure, Critical heat flux, Heat
transfer, Pressure transient, Annulus, R-134a

1. Introduction

over conventional light water reactors (LWRs) in
terms of thermal efficiency as well as in

Several supercritical-pressure light water reactor

compactness and simplicity. SCWR plants adopt a

(SCWR) concepts have been investigated for the

once-through direct power conversion cycle similar

next generation nuclear reactors by a number of

to that of supercritical fossil fire power plants

research institutes [1, 2]. SCWRs, which are

(FPPs). The coolant flow rate through the reactor

operated above the thermodynamic critical point

core is about 1/10th that of conventional LWRs

of water (647 K, 22.1 MPa), have advantages

of equivalent thermal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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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LWRs, critical heat flux (CHF) is an important

SCWR core ar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FPP

thermal hydraulic parameter that limits the

boiler, where heat is transferred from the tube wall

available power. Meanwhile, there is no criterion

to the supercritical water flowing inside tubes. In

similar to the minimum CHF ratio (which is

the SCWR core, the heat transfer to the

defined as a minimum of the ratio of CHF divided

supercritical fluid occurs on the outside surface of

by the local heat flux) during normal operating

fuel rods in rod bundles with spacers. In addition,

conditions of SCWRs, because of the absence of

the hydraulic diameter of the SCWR core is much

phase change in the supercritical pressure

smaller than that of the boiler tube of the FPP.

conditions. However, fluids near to the

The core design of a SCWR requires a stricter

thermodynamic critical point have the special

thermal-hydraulic analysis than that for an FPP

characteristic that their thermodynamic properties

boiler in order to ensure integrity and safety.

vary rapidly with temperature and pressure. In the

Extensive CHF analyses have been conducted for

supercritical pressure region, the specific heat rises

the design of LWRs. Consequently, most of the

sharply and then falls steeply with fluid

existing CHF correlations are applied for the

temperature for fixed pressure. The temperature

pressure and flow rate conditions corresponding to

at which the specific heat reaches its peak value is

the normal operating ranges of LWRs. Only a few

known as the pseudo-critical temperature. All the

studies of the CHF near the critical pressure (Pr >

other thermodynamic properties vary strongly in

0.90) have been reported [5].

the vicinity of the pseudo-critical temperature.

Experimental studies on heat transfer near the

Heat transfer to fluid at supercritical pressures is

critical pressure with a single heater rod or rod

characterized by such variations of the

bundles have yet to be carried out thus far,

thermodynamic properties with temperature. Near

whereas considerable work has been done on heat

the pseudo-critical condition, an excessive increase

transfer in the boiler tubes of supercritical FPPs.

in heat flux and/or a decrease in coolant flow rate

Therefore, the experimental study has been

can cause "heat transfer deterioration" [3]. When a

performed on steady-state CHF under sub-critical

SCWR is operated with a sliding pressure start-up

pressure conditions near the critical point and heat

scheme (i.e., the nuclear heating starts at sub-

transfer during transition from the supercritical to

critical pressure), the CHF should be avoided

sub-critical pressures with an internally-heated

during the power-increasing phase under sub-

annulus cooled by R-134a (HFC134a) fluid. In this

critical pressure conditions. Moreover, in order to

paper, the results from these experiments are

ensure the reliability of safety analyses with the

presented and the heat transfer characteristics

computer codes for abnormal transients including

near the critical pressure are discussed.

loss of coolant accidents,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heat transfer behavior during

2. Experiments

pressure transients from supercritical to sub-critical
pressure regions [4].

2.1. Experimental Loop

Since the 1960s, many experimental studies
have been performed on heat transfer in the boiler

The experimental work has been performed in

tubes of supercritical FPPs[3]. These efforts will be

the Freon Thermal-Hydraulic Experimental Loop

fully utilized for the development of SCWRs.

at th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However, the thermal-hydraulic conditions of the

(KAERI). This loop uses R-134a (Pc = 4.059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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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Flow Diagram of Freon (R-134a) Experimental Loop

T c = 374.2 K) as a working fluid and can be

adjusts the degree of subcooling of the fluid

operated up to 4.50 MPa (water equivalent

entering the test section. The two-phase flow

pressure, which is determined from the same

mixture from the test section is separated into

reduced pressure, is 24.49 MPa.) and 423 K.

vapor and liquid in the separator. The separated

Figure 1 shows a simplified flow diagram of the
Freon loop,

vapor is condensed while flowing through a

which basically consists of a

condenser attached to the separator. An

circulating pump, a preheater, a pressurizer, a test

accumulator-type pressurizer is used to control the

section, a vapor/liquid separator, a condenser,

loop pressure. The power to the test section is

and a cooler. R-134a fluid is circulated in the main

supplied from a 50 V x 800 A DC source.

loop by a canned motor centrifugal pump. The

Protection of the test section heater rod against

flow rate through the test section inlet is controlled

excessive temperature is provided by an automatic

by adjustment of the circulating pump motor

power run down/trip system that is operated by

speed, the flow control valve, and the bypass

the CHF detection and protection system.

valve. The inlet flow rate is measured by a Coriolis
type mass flow meter. A throttling valve located at

2.2. Test Section

the upstream of the test section inlet is used to
avoid flow fluctuation, which is usually observed

Figure 2 shows details of the test section used in

under low flow rate conditions. The preheater

this experiment. An internally heated ann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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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nnulus Test Section Details

channel (inner diameter of 9.54 mm, outer

experiment, the flow rate, inlet subcooling, and

diameter of 19.4 mm, and heated length of 1842

system pressure (at the test section outlet) are first

mm at room temperature) was used with vertical

set to the desired levels. Power is then applied to

upward flow. The inner heater rod is made of

the heater rod of the test section and increased

Inconel 601 tube and directly heated by a large

gradually in small steps while the test section inlet

DC current passing through the heater wall. For

conditions are kept constant. The CHF condition

measuring the heater rod wall temperatures and

is defined as a sharp and continuous rise of the

detecting the CHF occurrence, two K-type

wall temperatures on the heater rod. The CHF

thermocouples with a sheath outer diameter of

detection and protection system continuously

0.5 mm are attached to the inside surface of the

scans the temperature signals from the two

heater rod wall. The temperature sensing points of

thermocouples. When the wall temperature

these thermocouples are located at 10 and 30 mm

reaches a pre-determined set point, the DC power

from the top end of the heated section.

to the heater rod is automatically decreased or
tripped by the power run down/trip system. The

2.3. Experimental Procedure and Conditions

experimental conditions of the steady-state CHF
experiment are as follows:

Two series of tests have been conducted: a
steady-state CHF experiment and a pressuretransient heat transfer experiment. In the CHF

- system pressure : 0.63 ~ 3.98 MPa
(water equivalent pressure: 4.03 ~ 21.71 MPa)
- mass flux : 501, 1002 and 1502 kg/m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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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let subcooling : 14.5, 24.8, 34.5 and 44.3 K

Taylor's series method [7]. The evaluated

The water equivalent pressures are determined

maximum uncertainties of the pressures, flow

from the same liquid-to-vapor density ratio for the

rates, and temperatures are less than ±0.3 %, ±

sub-critical region and from the same reduced

0.3 %, and ±0.7 K of the readings in the range

pressure for the supercritical region.

of interest, respectively. The uncertainty of the

In the pressure-transient heat transfer

heat flux calculated from the applied power is

experiment, after the flow rate and inlet

always less than ±1.8% of the readings. The heat

subcooling are established at desired levels, the

loss in the test section is taken into account in the

system pressure (at the test section outlet) and the

calculation of heat flux. Before starting a set of

power to the heated section are gradually raised to

experiments, pretests (i.e., heat balance tests) were

establish initial conditions. In this study, the power

carried out to estimate the heat loss from the test

was fixed at approximately two times that of the

section. The heat losses estimated by the pretests

steady-state CHF values obtained at a pressure of

for each pressure condition are less than 1.0% of

3.98 MPa (Pr=0.98), and the pressure transients

the power input.

were started when the system pressure reached
about 4.14 MPa (Pr=1.02). The power was

3. Experimental Results and Discussions

increased carefully in order to preclude the
occurrence of CHF in the sub-critical pressure

3.1. Steady-state CHF tests

region. The system pressure was reduced from the
supercritical pressure (at about 4.14 MPa) to the

Regarding influence of the system pressure on

sub-critical pressure by releasing the nitrogen gas

the CHF at fixed inlet subcooling conditions,

in the accumulator to the atmosphere. The flow

Collier and Thome [8] predicted that the CHF for

rate, inlet subcooling, and the power to the heated

water flow in a tube would pass through a

section were kept constant during the pressure

maximum in the low pressure range (below 3

transient. The experimental conditions of the

MPa) and then decrease monotonously as the

pressure transient experiments are listed in Table 1.

pressure increases, and that a second maximum
would be found in the high pressure range of 10 ~

2.4. Measurement Uncertainties

20 MPa. Two peaks of CHF with pressure were
observed experimentally by Yin et al. [5]. They

The main parameters measured in the present

reported that with water in a tube for fixed inlet

experiments are fluid temperatures and pressures

subcooling conditions a second peak of CHF

at the inlet and outlet of the test section, the

appears around 19.0 MPa.

temperatures of the heater rod, the flow rate, and

Figure 3 shows the CHFs for R-134a fluid. They

the power applied to the heater rod. For

were measured in a pressure range of 0.63 ~

performance of the experiments and analysis of

3.98 MPa for a fixed inlet subcooling ΔTsub of

the experimental data, the thermodynamic

14.5 K, with the mass flux as a parameter. A

properties of R-134a from NIST Chemistry

second CHF peak is not evident in this figure.

WebBook are used [6]. The uncertainties of the

However, the slopes of the CHF curve become

measuring system are estimated from calibration

smaller between 2.0 and 3.7 MPa. This indicates

of the sensors and the accuracy of the equipment,

the possible existence of a second peak on the

according to a propagation error analysis based on

CHF curve for other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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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shows the CHF for R-134a fluid as a
function of pressure with the inlet subcooling as a

accentuate the decrease of the CHF with an
increase of pressure.

parameter. As can be seen from Figs. 3 and 4, the

The sharp decrease of CHF near the critical

CHF values fall sharply at about 3.8 MPa as the

pressure (above 3.8 MPa) is closely related to the

pressure approaches the critical value. The CHF

thermodynamic properties of the R-134a fluid.

values then show a trend towards converging to

Figure 5 shows the critical quality xCHF for R-

zero. Consequently, the effects of the mass flux

134a, which is the thermodynamic quality at the

and inlet subcooling on the CHF become smaller

CHF occurrence location, together with the latent

at a pressure of about 3.98 MPa. This trend was

heat of vaporization hlg, saturated liquid and vapor

also observed in water experiments performed at a

densities ρ, and specific heat of the saturated liquid

constant mass flux by Yin et al. [5]. The sharp

Cp as a function of pressure. In Fig. 5, the scale of

decrease of the CHF above 3.8 MPa is magnified

the y-axis for the latent heat, densities, and

by increasing the inlet subcooling and the mass

specific heat is chosen arbitrarily. The values of

flux, as shown in Figs. 3 and 4. In the present

critical quality show very little variation up to a

study, the inlet subcooling is represented in terms

pressure of 3.0 MPa and then decrease slowly as

of the subcooling temperature (i.e., ΔTsub = Tsat -

the pressure increases. When the pressure nears

Tin) instead of the inlet subcooling enthalpy or

the critical point above 3.7 MPa, the

inlet quality frequently employed in the literature

thermodynamic properties start to change sharply

[9, 10]. If the inlet subcooling enthalpy is held
constant, the inlet subcooling temperature
decreases as the system pressure increases.
Generally, the CHF decreases linearly with
decreasing inlet subcooling for fixed pressure and
mass flux conditions. Figure 4 shows that this
relationship also holds up to a pressure of 3.98
MPa. Therefore, the conditions where the inlet
subcooling enthalpy is held constant may

Fig. 3. CHF Trend for the System Pressure

Fig. 4. The Effect of Inlet Subcooling on CHF
Near the Critical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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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critical qualities decrease suddenly at this

subcooling of 14.5 K, as can be seen from Fig. 5.

pressure. It is especially notable that the sharp

Figure 5 also shows that for pressures above 3.5

decrease of the CHF and the latent heat (which

MPa the heat transfer from the heater rod surface

becomes zero at the critical pressure) commences

to the fluid is due to subcooled boiling.

at almost the same pressure. It can be speculated

Furthermore, the CHFs at a pressure of 3.98 MPa

that the sharp decrease of the CHF might be

occur under very highly subcooled conditions,

caused by the decrease of latent heat. In the

because the range of the critical qualities at 3.98

pressure region where the thermodynamic

MPa is from -1.03 to -2.66. The wall temperature

properties vary sharply, the inlet conditions of the

variations at a location of 30 mm from the top

test section were adjusted very carefully, because a

end of the heated section at CHF conditions for R-

slight change of the conditions could lead to a

134a are shown in Fig. 6. According to the

relatively large change of the CHF value.

conventional view of CHF characteristics noted

The general consensus is that for flow boiling the

above, the temperature variation for the pressure

physical mechanism of the CHF can be classified

of 0.66 MPa in Fig. 6(a) represents a typical

as departure from nucleate boiling (DNB) or liquid

dryout. On the other hand, the temperature

film dryout. DNB occurs when the bulk liquid is

variations for the pressures of 3.18 MPa in Fig.

subcooled or at low vapor quality and is

6(a) and 3.13 MPa in Fig. 6(b) (water equivalent

characterized by a rapid rise in the heated wall
temperature. Liquid film dryout occurs in annular
flow or annular-mist flow under high vapor quality
conditions, and the heated wall temperature rises
comparatively slowly with its oscillations. In the
present experiments, most of the critical qualities
for the pressure conditions above 3.0 MPa have
negative values except for a part of the data for
the mass flux of 501 kg/m 2 s and the inlet

Fig. 5. Critical Quality and Thermodynami
Properties with Pressure

Fig. 6. Wall Temperature Variations of the
Heater Rod at CHF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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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ures

are

18.03

and

17.79

MPa,

In the current conceptual designs of the SCWR,

respectively.) show typical DNB characteristics. At

the coolant enters the reactor core at a

pressures near the critical point, that is, 3.84 MPa

temperature of 553 K and is heated up to

in Fig. 6(a) and 3.98 MPa in Fig. 6(b) (water

temperatures above 773 K while passing through

equivalent pressures are 21.11 and 21.71 MPa,

the core at a system operating pressure of 25 MPa

respectively), the features of the temperature

[1, 2]. During abnormal pressure transients such

variations are regarded as DNB because of the

as loss of coolant accidents, the specific volume of

high subcooled conditions. However, the wall

high temperature coolant above the critical point

temperatures rise slowly, compared to the case of

(647 K) increases continuously as the system

the DNB at normal pressure conditions below

pressure decreases from the supercritical to sub-

3.18 MPa. This implies that the CHF

critical regions. In this case, the process of heat

phenomenon near the critical pressure no longer

transfer is that of a single-phase liquid-like or gas-

leads to an inordinate increase in the heated wall

like fluid, and superheated vapor. On the other

temperature, such as the case of DNB at normal

hand, the thermal-hydraulic behavior of the

pressure conditions, because the occurs at

coolant below the critical temperature may show

remarkably low power levels. The CHF

complicated features, because the liquid-vapor

phenomenon disappears at the critical pressure.

phase change begins when the pressure reaches

The sharp and continuous rise of the wall

the saturation point. Therefore, the pressure

temperature, which indicates CHF occurrence, will

transient experiments with an internally-heated

not be observed at the critical pressure since the

annulus cooled by R-134a fluid were carried out

latent heat and the density ratio ρ
l/ρ
g at saturation

under flow conditions at which the fluid

become zero and unity, respectively, as the

temperatures at the outlet from the test section

pressure approaches the critical pressure.

were below the critical temperature, as shown in
Table 1.

3.2. Heat Transfer Tests During Pressure
Transients

The wall temperature behavior at a location of
30 mm from the top end of the heated section of
the heater rod was observed during the pressure
transients from the supercritical to the sub-critical

Table 1. The Conditions of the Pressure
Transient Experiments

regions, as shown in Figs. 7 ~ 11. The variations
of the outlet fluid temperature of the test section,

Parameter

Unit

Run1 Run2 Run3 Run4 Run5

kg/m2s 500

1452 1475 1504

exit of the heated section are also shown in these

Heat flux

kW/m2 69.6 110.0 126.3 169.9 239.0

figures. The pressure decrease starts at about 4.14

kW/m2 33.5

82.0 119.5

MPa due to nitrogen gas being exhausted from the

CHF*

982

the saturation temperature, and the quality at the

Mass flux

48.4

58.0

Tin

K

359.5 359.9 360.1 350.2 329.2

accumulator. The pressure reducing ratio is

Tout

K

371.6 369.8 367.2 363.7 351.5

adjusted by controlling the amount of exhausted

ΔTsub-initial**

K

14.9

14.7

14.6

24.0

44.7

nitrogen gas. The nitrogen gas is continuously

Pinitial

MPa

4.12

4.14

4.17

4.16

4.13

released until an experimental run is over. During

Note * : Steady-state CHF at 3.98 MPa (Pr = 0.98)
** ΔTsub-initial = Tc - Tin

the pressure transients, the mass flux, the test
section inlet fluid temperature, and the heat flux
were held at constant values. The test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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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let fluid temperatures showed little variation
with decreasing pressure.
In the supercritical pressure region, the wall
temperatures scarcely vary with pressure, as
shown in Figs. 7 ~ 11. As soon as the pressure
passes through the critical pressure, the wall
temperature rises suddenly. This phenomenon is
regarded as the DNB in subcooled boiling, because
the bulk fluid at the starting point of the wall
temperature increase is strongly subcooled (below
a quality of -1.11). In the previous section, it was
Fig. 7. Wall Temperature and Pressure Variations
During Pressure Transient-Run 1

noted that the CHF near the critical pressure no
longer leads to an inordinate increase of the
heated wall temperature. However, the wall
temperatures rise rapidly up to a very high
temperature in this experiment since the heat
fluxes are set at high levels (about two times that
of the values obtained at a pressure of 3.98 MPa).
If heat transfer in two-phase flow is classified as
pre-CHF and post-CHF, the heat transfer of the
post-CHF region after the CHF occurrence in
Figs. 7 ~ 10 is due to inverted annular-flow filmboiling or dispersed flow film-boiling for x < 1 and
a single phase flow of the superheated vapor for x
> 1. It should be noted that film-boiling can occur

Fig. 8. Wall Temperature and Pressure Variations
During Pressure Transient-Run 2

at x > 1 because of non-equilibrium between the

Fig. 9. Wall Temperature and Pressure Variations
During Pressure Transient-Run 3

Fig. 10. Wall Temperature and Pressure Variations
During Pressure Transient-Run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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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s (i.e., liquid can still be present at x > 1).
For the conditions of the present experiments, if
the above consideration for normal pressure
conditions is applicable, the heat transfer pattern
in the post-CHF region may be mainly inverted
annular-flow film-boiling, because the qualities are
very low or negative (x < 0.104) during the
pressure transients.
Figures 3 and 4 referred to in the previous
section show that the steady-state CHF increases
with decreasing pressure. This trend restrains the
wall temperature increase and thus the slopes of

Fig. 11. Wall Temperature and Pressure Variations
During Pressure Transient-Run 5

the wall temperature increase become reduced
with decreasing pressure, as shown in Figs. 7 ~

the pressure decreases slowly.

10. The saturation temperature decreases with the

Figures 7 ~ 10 show that thermal equilibrium

decreasing pressure. Therefore, the saturation

conditions hold steadily during the pressure

temperature approaches the fluid temperature of

transients under the present experimental

the test section outlet as the pressure decreases. In

conditions, because the points where the quality is

Figs. 8 and 9, after the saturation temperature

equal to zero accord with the points where the

coincides with the outlet temperature, the

outlet fluid temperature reaches the saturation

pressures do not decrease further, even though

value. In run 5 with the highest heat flux and very

the nitrogen gas is continuously released in order

fast pressure transient (Fig. 11), the features of

to reduce the pressure. The reason why the

wall temperature behavior observed in the other

pressure does not decrease further is because

runs are not found. The wall temperature rises

saturated film-boiling begins and flashing and

abruptly to a high value the moment that the

evaporation occur actively at the outlet of the test

pressure passes through the critical pressure. In

section. When the CHF values for the region

order to protect the heater rod from any damage,

where the pressures scarcely decrease are roughly

the power supply to the heater was cut off early in run 5.

estimated from the steady state CHF data of Figs.

4. Conclusions

3 and 4, they are found to be slightly less than the
heat fluxes of runs 2 and 3 in the transient
experiments. In addition, a higher heat transfer is

Two series of experiments have been performed

obtained for saturated film-boiling with active

with an internally heated, vertical annular channel

evaporation in the liquid core. Thus, the wall

cooled by R-134a fluid: (a) steady-state CHF tests

temperature value reaches a maximum at the

at sub-critical pressure conditions near the critical

point where the outlet fluid temperature becomes

point, and (b) heat transfer tests during pressure

equal to the saturation temperature, and after that,

decrease from supercritical to sub-critical

the wall temperatures tend to decrease gradually

pressures. The following conclusions can be drawn

(Figs. 8 and 9). In Fig. 7 for run 1, the wall

from this study:

temperature is seen to increase slightly and a clear

(a) The steady-state CHF decreases with increase

maximum wall temperature is not observed since

of the system pressure for fixed inlet mass fl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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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ubcooling. The CHF falls sharply at about

Pr

reduced pressure, P/Pc [-]

3.8 MPa and shows a trend towards converging to

q"

heat flux [kW/m2]

zero as the pressure approaches the critical

T

fluid temperature [K]

point of 4.059 MPa.

ΔTsub

inlet subcooling, Tsat - Tin [K]

x

thermodynamic quality at the exit of the

xCHF

critical quality, that is, thermodynamic

(b) When the pressure approaches the critical

heated section [-]

pressure, the critical quality also drops very
sharply and represents subcooled conditions.

quality at CHF occurrence location [-]

(c) The CHF phenomenon near the critical
pressure does not lead to an abrupt

density at saturation [kg/m3]

ρ

temperature rise of the heated wall because
Subscripts

the CHF occurs at remarkably low power
levels.
c

critical condition

the pressure passes from above to below the

CHF

critical heat flux

critical pressure, the wall temperatures rise

g

vapor phase

rapidly up to very high values due to the

in

test section inlet

occurrence of departure from nucleate boiling.

l

liquid phase

(d) In the pressure reduction transients, as soon as

out

test section outlet

temperature reaches a maximum at the

r

reduced

saturation point of the outlet temperature, and

sat

saturation

then tends to decrease gradually. This can be

sub

subcooled

related to the trend of CHF increase with

wall

wall of heater rod

(e) In the pressure reduction transients, the wall

decreasing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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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xperimental study has been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performance of a I-type sparger in view of pressure oscillation and
thermal mixing in a pool. Its pitch-to-hole diameter, P =D, varies from 2 to 5. The test conditions are restricted to the condensation
oscillation regime. In the present study, two diﬀerent hole patterns, staggered and parallel types, are employed under the various test
conditions. The amplitude of the pressure pulse shows a peak at the pool temperature range of around 45–85 C, which depends on
P =D and the steam mass ﬂux. The eﬀect of the hole pattern on the pressure load is relatively smaller than that of P =D. The results
show that the dominant frequency increases with the subcooling temperature of pool water and P =D. A correlation of the dominant
frequency is proposed in terms of the pitch-to-hole diameter ratio and other dimensionless thermal hydraulic parameters.
 2003 Elsevier Inc. All rights reserved.
Keywords: Sparger; Thermal mixing; Pitch-to-hole diameter ratio; Hole pattern; Pressure oscillation

1. Introduction
Direct contact condensation (DCC) phenomena is
encountered in several components of a nuclear power
plant during some transient or accident conditions. For
example, in the loss of coolant accident (LOCA) of a
pressurized water reactor, steam may come into direct
contact with cold water at several locations such as a
cold leg, a downcomer, a hot leg, and upper and lower
plena. DCC phenomena are also expected to occur in
the in-containment refueling water storage tank (IRWST) of the Korea Next Generation Reactor
(APR1400), when the reactor depressurization system
valves or the pressurizer safety valves are open to discharge steam into the quench tank through a steam
discharge device (sparger). Understanding of the DCC
phenomena such as characteristics of the pressure pulse
is very important for an optimal design of the sparger to

*

Corresponding author. Tel.: +82-42-868-2719; fax: +82-42-8688362.
E-mail address: scho@kaeri.re.kr (S.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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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sure structural integrity of the reactor system and
their safe operation.
Although a large number of studies on the DCC
phenomena have been investigated theoretically and/or
experimentally, the phenomena are not yet well understood. The previous works were mainly focused on the
heat transfer coeﬃcient and dimensionless jet length, to
correlate them with the steam mass ﬂux and pool water
temperature. Moreover, in all of these previous works [1–
5] employed a single-hole nozzle for the investigation of
the basic mechanism of the DCC phenomena. Arinobu
[6] experimentally investigated the dynamic phenomena
of chugging and condensation oscillation, which takes
place in relatively low steam mass ﬂux conditions, and
insisted that the dominant frequency of the pressure
pulse decreases with increasing pool temperature and
nozzle diameter, but increases with increasing steam
mass ﬂux. Based on the experimental observations, he
proposed the frequency relation as in Eq. (1).
f ¼ 0:8V =D½ðCp DT Þ=hfg 

1:4

ð1Þ

where f is the dominant frequency in Hz and V means
the steam velocity at the exit of the vent pipe in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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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enclature
a; b; c; d
Cp
D
f
G
hfg
IU
Ja
k
N
P
p
Re
St
T
Tm
Tsat
DT

exponent
speciﬁc heat, kJ/kg K
hole diameter, m
frequency, Hz
steam mass ﬂux, kg/m2 s
latent heat, kJ/kg
shape factor of sparger, dimensionless, P =D
Jacob number, dimensionless, qCpl DT =qs hfg
constant
total number of data
pitch, m
pressure, kPa
Reynolds number, dimensionless, qs VD=l
Strouhal number, dimensionless, fDql =qs V
temperature, C
mean temperature, C
saturation temperature, C
pool subcooling, C

Fukuda [7] also asserted that the dominant frequency is
proportional to the degree of pool water subcooling and
inversely proportional to the nozzle size. In accordance
with this speculation, he suggested the simple frequency
relation as follows:
f ¼ 60:0 DT =D

ð2Þ

where DT is the subcooling temperature of water in C.
Cho et al. [8] insisted that in some operating conditions,
condensation takes place in a very unstable manner such
that the steam jet begins to oscillate with relatively large
pressure pulses. They emphasized that the transition
between unstable and stable regimes depends on the
nozzle diameter, the steam mass ﬂux and the pool water
temperature.
The previous works mentioned above simply presented the characteristics of a single-hole nozzle (or vent
tube). Sparger, however, is a multi-hole device. It is
expecte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pressure pulse of a
multi-hole sparger is diﬀerent from those of the singlehole nozzle due to the interaction of the discharging
steam jets. Therefore, the condensation characteristics
of a multi-hole sparger must be understood. In order to
expand the single-hole relations to a multi-hole sparger,
the interaction of the discharging steam with its neighboring steam jets and the sparger shape factor, which
can be represented by the pitch-to-diameter ratio, P =D,
and the hole distribution pattern must be considered.
The objective of the present study is to provide the
basic understanding of the condensation characteristics
of the multi-hole sparger. One of the objectives of the
present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ynamics of pressure
oscillation in terms of amplitude and dominant fre-

V
We

velocity, m/s
Weber number, dimensionless, qs V 2 D=r

Greek symbols
q
density, kg/m3
l
viscosity, N s/m2
r
surface tension of water at steam temperature, N/m
Subscripts
a
atmospheric condition
exp
experimental value
l
liquid
m
mean value of pool water
pool
pool water
pred
predicted value
rms
root mean square value
s
steam

quency when steam is fed through various kinds of
multi-hole I-type spargers in subcooled water. The other
objectives are not only to investigate the performance of
each sparger tested here with respect to the pressure
behavior and thermal mixing eﬀect in a pool, but also to
compare multi-hole sparger data with those of a singlehole nozzle to clarify the multi-hole eﬀect. These data
will contribute to the construction of a basic database
on the performance of several types of spargers.
2. Experimental method
The experimental facility consists of a steam generator, a quenching tank, steam supply lines, valves and
instruments. A schematic diagram of the sparger and the
locations of the instruments in the quench tank is shown
in Fig. 1. The steam generator with electric heaters of
300 kW produced steam continuously with dryness
higher than 99%. The maximum operating pressure was
1.03 MPa and the maximum steam ﬂow rate was 0.12
kg/s. Subcooled water is contained in the quenching
tank equipped with two plexi-glass windows for visual
observation and video camera imaging. The quenching
tank is a horizontal cylindrical tank open to the atmosphere, in its diameter and length of 1 and 1.5 m,
respectively. The nominal size of the steam supply line
and spargers is 1 in., schedule 40, ANSI standard
stainless pipe. The steam supply line is heated by trace
heaters and insulated in order to maintain the supplied
steam saturated with about 99% dryness during the test.
A vortex type steam ﬂow meter, a manual ﬂow control
valve, a drain valve, an isolation valve, a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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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from
Steam Generator

Water
Level

Sparger

T6

32
T8

T7 36

15

line is discharged ﬁrst. After clearing out the water and
air in the line, steam from the steam generator is continuously discharged into the pool. At the initial stage of
steam discharge, it was observed that some dissolved gas
in the pool changes into a lot of tiny gas bubbles, but
they are disappeared when the pool temperature is increased higher than 30 C. As the steam is continuously
discharged into the pool, the mean temperature of
subcooled water in the quench tank begins to increase
until it reaches the pre-setting value. Test conditions
and technical speciﬁcations of spargers can be seen in
Table 1.

Tank
Wall

Pressure
Transducer

T4

T9
T10

Parallel Staggered
type
type

T1

15

T2

2.7

631

75

T3

3. Experimental results and discussion
DCC phenomena can be classiﬁed mainly in terms of
steam mass ﬂux and water subcooling in the condensation ﬂow regime map [9–11]. Fig. 2 shows typical condensation regime map of single-hole nozzle presented by
Cho et al. [8]. The condensation regime map shown in
Fig. 2 is derived for the steam mass ﬂux in the range of
44–450 kg/m2 s and the pool temperature in the range of
20–95 C. As shown in Fig. 2, it consists of six regimes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sparger and the locations of the
instrumentation in the pool.

transmitter, and a thermocouple are installed in the
steam supply line. Nine thermocouples are also installed
inside the quenching tank to measure the pool temperature, and a piezoelectric type pressure transducer is
installed on the tank wall, 75 cm away from the axis of
the sparger. A data acquisition system, which consists of
an IBM-compatible computer and a 12-bit A/D converter, processes all signals. The sampling rate is 4096
Hz. All the instruments were calibrated before testing.
Eight diﬀerent kinds of spargers with a steamdischarging hole diameter of 5 mm were tested for various combinations of the steam mass ﬂux and the pool
temperature. The manual ﬂow control valve installed in
the steam supply line controls the steam mass ﬂux. The
submergence of the centerline of the vertically distributed injection holes of the sparger is maintained at
about 36 cm below the free surface of the pool water
during the test.
When the steam generator isolation valves are open, a
small amount of water and air inside the steam supply

100

Not Condensate in Water
IOC

Pool Temperature [oC]

BCO
80

TC

60

CO
(Condensation
Oscillation)

SC

40
C
20
0

100

200
300
Steam Mass Flux [kg/m2-s]

400

Fig. 2. Condensation regime map of single-hole nozzle [8] (G ¼ 44–450
kg/m2 s, Tpool ¼ 20–95 C, D ¼ 5–20 mm).

Table 1
Test conditions and technical speciﬁcations of the sparger
Sparger type

Sp1

Sp2

Sp3

Sp4

Sp5

Sp6

Sp7

Sp8

Pattern of hole (S : staggered,
P : parallel)
Total number of holes (EA)
(number of holes per row · number of
rows in sparger)
P =D ratio
Hole diameter (mm)
Nominal size of sparger (mm)
Total hole area/ﬂow area of sparger (%)
Steam mass ﬂux (kg/m2 s)
Pool temperature (C)

S

P

S

P

S

P

S

P

20
(10 · 2)
2

21
(7 · 3)
3

20
(5 · 4)

20
(4 · 5)

4

5

70.7

70.7

5
1 in., schedule 40, ANSI stainless pipe
70.7
74.2
70–215
3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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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 1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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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Variation of pressure amplitude with the condensation mode
for 10 mm single-hole nozzle [8].

such as chugging (C), transient chugging (TC), condensation oscillation (CO), stable condensation (SC),
bubble condensation oscillation (BCO) and interfacial
oscillation condensation (ICO). The condensation
oscillation can be characterized by periodic pressure
pulse induced by oscillatory movement of the steam–
water interface. In Fig. 2, the condensation oscillation
regime ranges from 100 to 260 kg/m2 s at the pool
temperature of 20 C and it widens as the pool temperature increases. In this study, however, the transient
chugging regime is not observed and the condensation
oscillation occurs in the range of steam mass ﬂux from
70 to 220 kg/m2 s.
As mentioned above, the amplitude of the pressure
pulse is quite closely related to the condensation modes.
Fig. 3 compares pressure amplitude corresponding to
the condensation oscillation with that to the stable
condensation for a 10 mm single-hole nozzle of the
previous study [8]. The dotted line in Fig. 3 indicates the
condensation oscillation condition. As can be seen in
Fig. 3, the pressure pulses in the condensation oscillation mode show much larger amplitude than those in the
stable condensation mode, when the pool temperature is
maintained at a constant level. The diﬀerence in the
pressure amplitude between these two condensation
modes, however, becomes smaller as the pool temperature increases. Therefore, the test conditions in the
present study are limited to the condensation oscillation
(CO) mode.
Typical images of steam jets taken in the case of Sp6
at G ¼ 106 kg/m2 s are shown in Fig. 4. As the pool
temperature increases, the length and diameter of the
steam jets become large and the jets are then combined
with neighboring ones.
The typical pressure signals observed in the case of
Sp8 with a mass ﬂux of 141 kg/m2 s are seen in Fig. 5. As
can be seen in Fig. 5, the amplitude of the pressure pulse
at the low temperature condition is very small, but its

Fig. 4. Typical shapes of the steam jet in the case of Sp6 at G ¼ 106 kg/
m2 s: (a) Tm ¼ 35:2 C, (b) Tm ¼ 65:1 C and (c) Tm ¼ 94:9 C.

frequency is relatively high. As the pool temperature
increases, the amplitude reaches its peak and then it
decreases with increasing pool temperature. It is
noticeable that the frequency of pressure oscillation
decreases as the pool temperature increases. The pressure signals shown in Fig. 5 indicate that the pool
temperature has a strong inﬂuence on the amplitude and
frequency of pressure oscillation.
3.1. Amplitude of the pressure pulse
In this section, the inﬂuence of the steam mass ﬂux
and pool temperature on the pressure amplitude will be
discussed. Figs. 6 and 7 show the variation of rootmean-square pressure amplitude with the steam mass
ﬂux and the pool temperature for the eight diﬀerent
spar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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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ressure signal measured at the wall with a variation of pool
temperature in the case of Sp8 at G ¼ 141 kg/m2 s: (a) Tm ¼ 40:1 C,
(b) Tm ¼ 55:3 C, (c) Tm ¼ 75:1 C and (d) Tm ¼ 80:0 C.

In the case of the single nozzle experiments [12–14], it
was observed that, in general, the amplitude of the
pressure pulse initially tends to increase with increasing
the pool temperature. The amplitude reaches a peak
value at a pool temperature of around 60–80 C, which
varies depending on the discharging nozzle size and the
steam mass ﬂux. Sonin [10] suggested the peak may
occur at a ﬁnite subcooling due to the facts that the peak
amplitude requires a low subcooling enough to have a
large bubble and a high subcooling enough to have a
short collapse time. The pressure then decreases steeply
before the water reaches the saturation temperature.
This trend could also be observed in the present study
and shown in Figs. 6 and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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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present study, however, the pressure peaks can
be observed at a relatively lower mean temperature than
those of previous works, especially in the case of low
steam mass ﬂux conditions with Sp1 and Sp2. This
phenomenon can be explained by considering both the
interaction of neighboring steam jets and the diﬀerence
between the water temperature in the vicinity of steam–
water interface and the mean temperature of pool water.
The P =D ratio of Sp1 and Sp2 is 2, which is very small.
Therefore the steam jets tend to become more interactive
with neighboring jets than those of the other spargers.
During the interacting process between the neighboring
jets, steam jets are readily combined with other jets to
build extremely unstable bubbles around the sparger,
which look just like a doughnut. As a result of the
interaction, the kinetic energy of steam jet, i.e. a driving
force of thermal mixing in a pool, is decreased rapidly.
In consequence, the temperature of water in the vicinity
of these steam bubble–water interface increases more
rapidly than the mean temperature of the pool water due
to the weak convective force around the steam jets. The
important factor aﬀecting the dynamics of condensation
is not the mean temperature of subcooled water, but the
local temperature around the steam–water interface.
Considering the descriptions mentioned above, it
could be quite well understood the reason why the peaks
occur at a relatively low mean temperature of pool water
with Sp1 and Sp2. The dynamics of the DCC of steam
discharging through a multi-hole sparger are partially
aﬀected by the interaction of neighboring steam jets.
However, the interaction is also closely related to the
conﬁguration of the sparger, such as the P =D ratio. As
the P =D ratio decreases, the eﬀect of the interaction
becomes stronger. Therefore, in order to characterize
the dynamics of the DCC through a multi-hole sparger,
the eﬀect of the hole conﬁgurations must be considered.
It can be seen from Figs. 6 and 7 that the peaks of
pressure at the speciﬁed steam mass ﬂux are located in
the range of pool temperature about 45–85 C, and the
temperature with the peak pressures increases with the
increment of the steam mass ﬂux. It is also noted that
the peak amplitudes increase with the P =D ratio of the
sparger. However, the amplitude of staggered-type
spargers have nearly the same value as that of paralleltype spargers. With the above-mentioned observations
in mind, it can be said that the hole distribution pattern
is less important than P =D.
Fig. 8 shows the diﬀerence between the mean temperature of pool water and the local temperature, T3 ,
measured in the bottom of the tank (refer to Fig. 1), at a
steam mass ﬂux of 71 kg/m2 s. The mean temperature is
obtained with the three diﬀerent thermocouples located
in the quench tank such as thermocouples-7, 8 and 10
that show constant values during the data-sampling
period. Therefore, the temperature diﬀerence serves as a
potential indicator of the thermal mixing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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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Variation of pressure amplitude of staggered-type spargers: (a) Sp1, (b) Sp3, (c) Sp5 and (d) S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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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Variation of pressure amplitude of parallel-type spargers: (a) Sp2, (b) Sp4, (c) Sp6 and (d) Sp8.

of each sparger. The larger the temperature diﬀerence is,
the poorer the eﬃciency of the thermal mixing is.
As can be seen in Fig. 8, the thermal mixing performance is strongly dependent on the conﬁguration of the
sparger such as the P =D ratio and hole distribution

pattern. The performance of the staggered-type spargers
of Sp1, Sp3 and Sp5 are much poorer than those of the
parallel-type spargers of Sp2, Sp4 and Sp6. Therefore,
the eﬀect of the hole distribution pattern should be
considered as far as the thermal mixing performance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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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emperature diﬀerence between the mean value and T3 with a
variation of the sparger.

concerned in the design of a sparger. The P =D eﬀect on
the thermal mixing performance can be explained by
considering the relation between the interaction of
neighboring steam jets and the discharging velocity of
steam, which acts as a driving force of thermal mixing.
In summary, the thermal mixing performance as well as
the characteristic of the pressure pulse, such as amplitude and frequency, needs to be considered for the
proper design and/or selection of the sparger and
quench tank.
3.2. Frequency of pressure oscillation
As mentioned above, direct contact condensation
events generate pressure loads on the structure. In the
condensation oscillation mode, especially, pressure
ﬂuctuation is characterized by dominant frequency. In
the present study, pressure oscillations in the water pool
are measured at low mass ﬂuxes in the range between
G ¼ 70 and 215 kg/m2 s which correspond to an unstable condensation mode. The location of the pressure
sensor, whose resonant frequency is higher than 60 kHz,
is shown in Fig. 1. The frequency of the pressure oscillation is analyzed with a fast Fourier transformation
(FFT) technique [15]. A typical pressure signal in the
time domain is shown in Fig. 5.
Simpson and Chan [16] investigated the basic mechanism of steam condensation at a relatively low mass
ﬂux, and observe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unstable
jets are quite diﬀerent from those of stable jets. In the
correlation of the frequency data of an unstable jet, they
suggested a relation as Eq. (3),
a1

St ¼ k1 ðJaÞ ðReÞ

b1

b

c

St ¼ k2 ðJaÞ 2 ðReÞ 2 ðWeÞ 2

ð3Þ

where Ja is the Jacob number, which is the ratio of the
speciﬁc energy absorption capability of the liquid to the
energy density of the steam, Re is the Reynolds number

ð4Þ

where the constants are such that k2 ¼ 0:001196,
a2 ¼ 1:0849, b2 ¼ 0:9389, c2 ¼ 0:7670.
In Figs. 9 and 10, the variation of the dominant frequencies is shown with the degree of pool water subcooling. It is evident that the dominant frequency is
nearly proportional to the subcooling of pool water. As
discussed in the previous section, the pressure variation
is closely related to the bubble dynamics such as the size
and movement of individual bubbles. At low pool
temperatures, the discharged steam shows a tendency to
break up into small bubbles whose condensation speed
is relatively fast and their lifetime is quite short. On the
other hand, as the pool temperature increases, the size
and lifetime of these disintegrated bubbles become larger. Accordingly, the dominant frequency increases with
increasing pool subcooling. The dominant frequency
Dominant Frequency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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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the nozzle diameter and St is the density
weighted Strouhal number. The constants in Eq. (3) are
such that k1 ¼ 0:011, a1 ¼ 0:72 and b1 ¼ 0:25. Damasio
et al. [13] proposed an improved correlation of Eq. (4),
which includes the Weber number to take into account
the surface tension eﬀ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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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Variation of the dominant frequency with the steam mass ﬂux
in case of S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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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ases slightly with the steam mass ﬂux as shown in
Fig. 9. Moreover, as the P =D ratio increases, the dominant frequency also increases as can be seen in Fig. 10.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as the P =D ratio decreases, a
discharging steam jet can readily combine with neighboring ones. As a result of this combination, the steam
bubble becomes larger than that of a single jet. For this
relatively large steam bubble, the period of condensation
becomes longer than that for a small bubble. Therefore,
the dominant frequency decreases slightly. Thus, it
seems to be reasonable to summarize that the geometric
conﬁguration of the spargers such as the hole pattern
and P =D ratio, as well as the dimensions of the sparger,
are important factors aﬀecting the frequency of pressure
oscillation.
In Fig. 11, the experimental data of Sp8 are compared
with other correlations. Damasio’s correlation shows a
good agreement with the present data. Since the P =D
ratio of Sp8 is 5, the interaction between neighboring
jets is much smaller than that of the others. As can be
seen in Fig. 12, however, the diﬀerence between the
present data and Damasio’s correlation becomes larger
as the P =D ratio decreases. This discrepancy comes from
the eﬀect of the interaction between the neighboring jets.
Therefore, the shape factors such as the P =D ratio, hole
pattern, and bore size of the spargers should be considered additionally to correlate the frequency data of
various kinds of spargers.
In the present study, by considering the expected role
of the major physical and geometric parameters governing the DCC phenomena, the following correlation
can be suggested, which includes the shape factor of the
sparger:
a

b

c

St ¼ k3 ðJaÞ 3 ðReÞ 3 ðWeÞ 3 ðIU Þ

d3

ð5Þ

The constants in Eq. (5) are such that k3 ¼ 0:00174,
a3 ¼ 1:093, b3 ¼ 0:891, c3 ¼ 0:827 and d3 ¼ 0:298, and
IU is the shape factor of the sparger. In the present study,
the P =D ratio had been used as IU . It is noted that the

Fig. 11. Comparison of the dominant frequency with other correlations in case of Sp8 at G ¼ 141 kg/m2 s.

Fig. 12. Comparison of Strouhal number with Damasio’s correlation,
Eq. (4): (a) staggered type and (b) parallel type.

eﬀects of the other geometric factors are not included in
the shape factor. A comparison of the Strouhal numbers
between the experiments and correlation, Eq. (5) is
shown in Fig. 13. The correlation predicts the experimental data within 20% error bound. The RMS error is
8.9% and was calculated by Eq. (6)
"
2 #1=2
N 
1 X
Stpred  Stexp
RMS error ¼
ð6Þ
N i
Stexp

Fig. 13. Comparison of Strouhal number between the experiment and
correlation, Eq.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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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Uncertainty analysis
The uncertainty analysis has been performed in
accordance with a 95% conﬁdence level. According to
the ASME performance test codes 19.1 [17], the uncertainty interval of the present results is given by the rootmean-square of a bias contribution and a precision
contribution for the case of Sp8 at G ¼ 144 kg/m2 s. The
results show that the uncertainty intervals of the
amplitude of the pressure signal are 0.8% (0.03 kPa).
The uncertainty interval of the steam mass ﬂow rate is
3.6% of the measured value.
4. Practical usefulness/signiﬁcance
The understanding on the DCC phenomena and
investigation into the performance of sparger with respect to the pressure oscillation and thermal mixing in a
pool are of great importance to the design improvement
for the safety of nuclear reactor.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s the interaction eﬀect among the jet from
several spargers and correlates its eﬀect with the oscillation frequency in terms of the P =D ratio and related
dimensionless parameters.
Even though the present results are dependent on the
dimensions of sparger, it is expected that the present
study makes a technical contribution toward classifying
the dynamics of pressure oscillation commonly induced
by DCC of steam discharged through various types of
spargers in a pool of subcooled water.
5. Conclusions
Experimental investigations on the pressure loads
induced by the direct contact condensation (DCC) of
steam discharging into subcooled water have been performed for eight diﬀerent spargers under various conditions of steam mass ﬂux and pool water temperature.
The major parameters aﬀecting the trend of the pressure
load are the conﬁguration of the spargers such as the
P =D ratio, the distribution pattern of the discharging
holes, the steam mass ﬂux and pool water temperature.
The major ﬁ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amplitude of the pressure pulse shows a peak at a
pool temperature of around 45–85 C depending on
P =D and steam mass ﬂux.
2. The dominant frequency increases with the degree of
pool subcooling and the P =D ratio of the sparger. A
new frequency correlation is proposed in terms of
the P =D ratio and other thermal hydraulic dimensionless parameters. The dominant frequencies lie in the
range of 99–759 Hz.
3. The P =D ratio has a strong inﬂuence on pressure
oscillation and thermal mixing. As the P =D ratio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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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ses, the amplitude of the pressure pulse increases
signiﬁcantly.
4. The eﬀect of the distribution pattern of the holes on
the dominant frequency is relatively smaller than that
of the P =D ratio.
5. The thermal mixing eﬀect of the staggered-type spargers is much poorer than that of the parallel-type,
speciﬁcally when the P =D ratio is less than 4.
In the design and/or selection of an optimal sparger
related to the DCC phenomena, the thermal mixing effects as well as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essure pulse,
such as amplitude and frequency, should be considered.
It is noted that the dominant frequencies observed in
this study are dependent on the dimension of the system
such as the hole and the bore size of the spargers.
Accordingly, it is strongly recommended that more
systematic studies with various sizes of spargers must be
carried out and the mechanism regarding steam bubble
oscillation in water has to be studied more precis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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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AERI has performed an experimental study on the critical heat flux (CHF) under zero flow conditions with a non-uniformly
heated 3 × 3 rod bundle. Experimental conditions are in the range of a system pressure from 0.50 to 14.96 MPa and inlet water
subcooling enthalpies from 68 to 352 kJ/kg. The test section used in the present experiments consisted of a vertical flow channel,
upper and lower plenums, and a non-uniformly heated 3 × 3 rod bundle.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CHFs in lowpressure conditions are somewhat scattered within a narrow range. As the system pressure increases, however, the CHFs show a
good parametric trend. The CHFs occur in the upper region of the heated section, but the locations of the detected CHFs move
gradually in a downward direction with the increase of the system pressure. Even though the effects of the inlet water subcooling
enthalpies and system pressure of the flooding CHF are relatively smaller than those of the flow boiling CHF, the CHF increases
by increasing the inlet water subcooling enthalpies. Several existing correlations for the countercurrent flooding CHF based on
Wallis’s flooding correlation and Kutateladze’s criterion for the onset of flooding are compared with the CHF data obtained in
the present experiments to examine the applicability of the correlations.
© 2004 Elsevier B.V. All rights reserved.

1. Introduction
Many investigators have studied critical heat flux
(CHF) under zero inlet flow or very low flow conditions for the practical interests such as the performance
∗ Corresponding author. Tel.: +82 42 868 2719;
fax: +82 42 868 8362.
E-mail address: scho@kaeri.re.kr (S. Cho).

0029-5493/$ – see front matter © 2004 Elsevier B.V. All rights reserved.
doi:10.1016/j.nucengdes.2004.08.036

of closed end thermo-syphon reboilers and nuclear reactor accident situations, including a flow transient in
case of reactor coolant pump failure and flow stagnation and flow reversal characteristics during the loss-ofcoolant accident (LOCA) (Barnard and Stinchcombe,
1974; Chang et al., 1991; Katto and Hirao, 1991; Nejat, 1981; Tien and Chung, 1979). According to the
several types of accident scenarios, the reactor coolant
flow is reduced and the core encounters the stagnant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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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enclature
AB
Af
Bo
Ck
Cw
d
D
Dhe
Dhy
D*
g
G
h
hlg
j
j*
K
LB
LC,B
Lh
LZ
m
P
P
qC,B
∗
qC,k

∗
qC,N
∗
qC,w

q(z)
QT

(m2 )

heated area of the boiling length
cross sectional flow area of a channel
(m2 )
Bond number, Dhy (gρ/σ)1/2
constant in the Kutateladze flooding criterion
constant in the Wallis flooding equation
heater rod diameter (m)
tube inner diameter (m)
heated equivalent diameter (m)
hydraulic equivalent diameter (m)
dimensionless diameter, Dhy /λ
gravitational acceleration (m/s2 )
water mass flux (kg/m2 s)
enthalpy (kJ/kg)
latent heat of evaporation (kJ/kg)
superficial velocity (m/s)
dimensionless superficial velocity,
jρ1/2 (gDρ)−1/2
Kutateladze number, jρ1/2 (gσρ)−1/4
boiling length in the heated section (m)
length from the onset of saturated boiling
to the CHF location (m)
heated length (m)
length from the bottom end of the heated
section to location Z (m)
constant in the Wallis equation and Kutateladze criterion for flooding
pressure (MPa)
differential pressure (kPa)
average critical heat flux over the boiling
length (kW/m2 )
dimensionless CHF parameter in Eqs.
(11), (13) and (14),
1/4
qC,B /[hlg (gσρg2 ∆ρ) ]
dimensionless CHF parameter in Eq.
(12), qC,B /[hlg ρg (gDhy )1/2 ]
dimensionless CHF parameter in Eq.
(10), qC,B /[hlg (gDhy ρg ρ)1/2 ]
axial heat flux profile of the heater rod
(kW/m2 )
total applied electric power at the CHF
condition (kW)

T
Z

temperature (K)
distance from the bottom end of the
heated section (m)

Greek letters
α
average void fraction from the bottom
end of the heated section to location Z
α0
average void fraction for the saturated
condition at the bottom end of the heated
section
λ
length scale of Taylor instability,
(σ/gρ)1/2 (m)
ξ
dimensionless parameter in the flooding
CHF equations, [1 + (ρg /ρl )1/4 ]−2
ρ
density (kg/m3 )
ρ
density difference of liquid and vapor
phase, ρl − ρg (kg/m3 )
σ
surface tension (N/m)
Subscripts
B
boiling length
C
critical heat flux
g
vapor phase
in
inlet condition
k
Kutateladze’s flooding criterion
l
liquid phase
N
Nejat’s correlation
sat
saturation condition
sub
subcooled condition
w
Wallis’s flooding equation

reverse flow. In this condition, the vapor flows up from
the heated section while the liquid falls down from the
upper plenum due to gravity. The increasing vapor flow
causes flooding, which leads to a liquid deficiency in
the heated section and the CHF is limited by flooding.
Hence, this type of CHF is called as flooding-limited
CHF (Mishima and Nishihara, 1987) and important because it gives the minimum CHF and limits the heat
transfer rates.
The previous studies on the flooding limited CHF
might be categorized into two types according to
the test geometry—that is to say a vertical channel
with and without a liquid reservoir at the top of the
heated channel. Imura et al. (1983) carried ou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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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F test for the closed-bottom vertical channels
without a reservoir, and proposed an experimental
correlation, which shows a ±30% error band with their
data. Chun et al. (2001) performed the experimental
study for the zero flow condition with a reservoir
by using an annulus channel and they showed that
the CHF increases up to a medium pressure of about
6–8 MPa and then decreases as the pressure is further
increases. Mishima and Nishihara (1987) maintained
that the CHF due to flooding increases with an
increasing diameter and decreasing heated length until
it reaches the pool-boiling CHF. They also pointed
out that different flow channel geometries could
affect the flooding CHF phenomenon and proposed
that the constant Cw in their flooding limited CHF
correlation is 1.66, 0.98, and 0.73 for tubes, annuli,
and rectangular channels, respectively. Khabensky
et al. (1998) also pointed out that the channel geometry has a strong influence on the flooding CHF
phenomena.
Almost all of the researchers mentioned above had
performed their studies using only simple geometric
channels such as annulus, rectangular ducts and a
single round tube to investigate the fundamental
mechanism of the flooding CHF. Until now, to the
authors’ knowledge, CHF experiments in a multi-rod
bundle with a non-uniformly heated section and also
with a large heated length to equivalent diameter ratio
(LB /Dhe ) have not yet been carried out. Therefor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results
of the flooding CHF experiments carried out with a
non-uniformly heated 3 × 3 rod bundle and with the
water reservoir under extended pressure conditions.
Several existing correlations for the flooding CHF are
compared with the present CHF data to examine the
applicability of the correlations.

2. Experimental descriptions
2.1. Experimental facility
The CHF experiments have been conducted in the
Reactor Coolant System thermal hydraulic loop facility (RCS loop facility) of th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The test section used in
the present experimental work is described here in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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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hows the details of the test section used in
the present experiments. The test section consists of a
vertical flow channel with 3 × 3 rod bundle, upper and
lower plenums. The upper plenum is connected to a
steam/water separator. The 3 × 3 rod bundle is located
in a square shroud whose lateral dimension is 39.8 mm.
The mean outer diameter and length of effective heated
section of heater rod at room temperature are 9.52 and
3.660 mm, respectively. The pitch of the 3 × 3 rod array
is 12.6 mm as depicted in Fig. 1. The heater rods are
heated indirectly by electricity. The sheath and heating element of the heater rods are made of Inconel
600 and Nichrome, respectively. The heater rods with
non-uniform axial power distributions are used in the
present work. For measuring the heater rod surface temperature and detecting the CHF occurrence, six or four
Chromel–Alumel thermocouples with a sheath outer
diameter of 0.5 mm are embedded on the outer surface
of a heater rod. The number of embedded thermocouples of nine heater rods is 46. Fig. 2 shows the axial
power distribution of the heater rods. The power level
is divided into 15 steps with a minimum and maximum
power ratio of 0.440 and 1.369, respectively, to simulate
a symmetric cosine heat flux profile. The temperature
sensing points on the heater surface are located at 10,
225, 625, 1025, 1425, and 1825 mm from the top end
of the heated section. Eleven spacer grids in an identical shape are installed to support the heater rods in
the test section and the locations of nine spacer grids
installed in the heated section are depicted in Fig. 2.
Each spacer grid has a simple latticed geometry without swirl vane to minimize the turbulent mixing and
swirl flow through the spacer grid. In the present study
the spacer grid effect has been ignored.
Overall heat losses, in axial as well as in radial directions, were determined by the long term cooling
heat loss test. The maximum heat loss was observed at
the highest pressure (14.96 MPa) and the highest inlet
water temperature (323.3 ◦ C) condition of the present
experimental range. The observed maximum value is
0.32 kW (0.7% of the total applied power at the CHF
condition). The overall heat loss is gradually decreased
up to 0.13 kW with the decrease of the system pressure
and the inlet water temperature. The heat loss of the
test section was taken into account in the calculation of
the heat flux.
The main parameters measured in the experiments
are the water temperatures and pressures at the in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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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est section geometry and the locations of measuring sensors.

and outlet plenums, and the 32 subchannel temperatures at the bottom and top of the heated section, the
surface temperatures of the heater rod, the differential
pressures in the test section, and the power applied to
the test section. All the electrical signals from the sensors and transmitters are treated and analyzed by a data
acquisition and control system consisting of the A/D
and D/A converter and a workstation computer. The
uncertainties of the measuring system were estimated

from the calibration of sensors and the accuracy of the
equipment, according to a propagation error analysis
based on the Taylor series expansion (ANSI/ASME
PTC 19.1, 1985). The evaluated maximum uncertainties of flow rate, pressures and temperatures were less
than ±3.7%, ±0.3% and ±1.2 K of the readings in the
range of interest, respectively. The uncertainties of the
heat flux calculated from the applied power were always less than ±1.8% of the readings.
2.2. Experimental procedure and conditions

Fig. 2. Heat flux distribution of heater rods.

The present experiments have been performed using
the following procedure. At first, the circulation pump,
preheater and pressurizer are operated to raise the temperature of the loop and establish inlet subcooling and
pressure of the test section at the desired levels, and the
isolation valve located at the upstream of the test section is fully closed. The power is applied to the heater
rod and increased gradually in small steps. The period
between the power steps is chosen to be sufficiently
long (about 5 min) so that the loop could stabiliz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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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eady-state conditions. As the power to the heater
rod increases, the temperatures in the upper plenum and
connecting pipe to the steam/water separator reach the
saturated temperature. A countercurrent flow is then
formed in the heated section. As the loop approaches a
CHF condition, the temperature fluctuation at the surface of the heater rod is detected. The CHF condition in
the present study is determined when the surface temperature of the heater rod continuously rises and then
becomes 110 K higher than the saturated temperature.
Whenever the CHF is detected, the heater power is automatically tripped to prevent any possible damage to
the heater rod.
A total of 56 CHF data were obtained in the experimental ranges of the inlet water subcooling enthalpies
from 68 to 352 kJ/kg at the bottom end of the heated section and the system pressures from 0.50 to 14.96 MPa.

3. Experimental results and discussions
3.1. Observation of CHF behavior
Since a rapid power increase can cause an irregular
event related to an imbalance between the fall of condensed water from the upper plenum and the rise of
evaporated vapor in the heated section, the power input
to the heater rod was carefully increased. If the rapid
power increase or short period between the power steps
was applied to the heater rod, a premature temperature
rise throughout the surface of the heater rod was frequently observed in lower heat flux than the actual CHF.
This phenomenon is due to the sudden evaporation of
water in all the regions of the heated surface area under unstable conditions, while the stable countercurrent
flow does not form yet. This situation is undesirable in
the present work.
Khabensky et al. (1998) maintained that the flooding CHF mechanism is different from that of other
kinds of CHF such as the pool or flow boiling CHF.
This difference of mechanism can be demonstrated by
Fig. 3, which compares the present flooding CHF data
(G = 0 kg/m2 s) with the upflow boiling CHF data (G =
50–650 kg/m2 s) tested in the present 3 × 3 test section
(Moon et al., 2003). Fig. 3 shows that the present flooding CHF values are about 50% higher than those with
net water upflow when extrapolated to zero flow. El
Genk et al. (1988) indicated that this difference 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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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arison between the present flooding CHF data with the
upflow boiling CHF data (Moon et al., 2003).

from the fact that while the forced convective CHF
phenomenon depends on the flow hydrodynamics in
the channel, the flooding CHF phenomenon is dominated by the water flooding at the top of the heated
channel.
Fig. 4 shows the typical local surface temperature
variation of heater rods (R1, R2, and R5) at the CHF
conditions. In this case of experiment, T/C 4 of R5
detected the CHF. When the power level reaches the
CHF condition, even though no more power applied,
the temperatures measured by T/C 3 and 4 of R5 rise
continuously without fluctuations up to the preset CHF
detection temperature. The locations of thermocouples
can be seen in Fig. 1. The T/C 2, however, shows a
nearly constant value, except that there are several fluctuations. The other surface temperatures of R5 such as
T/C 1, 5, and 6 maintain a constant value at some degrees of superheating and the temperature fluctuations
are not observed during a run of the experiments. This
type of continuous temperature increase without fluctuation, especially near the thermocouple where the CHF
was detected, was observed in the entire pressure range
of the present experiments. The continuous temperature rise of T/C 4 of R5 is mainly due to the dryout of
liquid phase near the CHF-detected point. The surface
temperature variations of the heater rods illustrated in
Fig. 4(a) are similar to those observed in the study of
Katto and Hirao (1991). Chun et al. (2001) who performed the flooding CHF experiments in an annulus
flow channel over a pressure range of 0.52–14.96 MPa
also observed the continuous temperature increase with
small fluctuations at high pressure conditions of 12.08
and 14.96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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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ladding temperature of heater rod (P = 14.96 MPa, hsub =
291 kJ/kg, qC,B = 61.5 kW/m2 ).

However the temperatures of R1, presented in
Fig. 4(b), show a different behavior from the CHFdetected rod, R5. Large temperature fluctuations can be
observed in T/C 3 of R1, but the other surface temperatures show a constant value with small fluctuations.
The trend of R2 drawn in Fig. 4(c) is similar to that
of R5. However the temperatures of R2 show larger
fluctuations than those of R5. From the observation
it can be recognized that the temperature behavior of
each rod can be different in rod bundle system. Even
though some of the temperatures of the CHF-detected
rod are gradually increased without fluctuations due to
the liquid film dryout near the CHF-detected point, the
temperatures of the other heater rods at the same elevations with the CHF-detected point show a relatively low
temperature and large fluctuations owing to the effect
of entrainment and deposition of liquid droplets.

In the present experiments, however, the vertical locations of the CHF occurrence can be divided into three
groups in terms of system pressure. At low-pressure regions of 0.50 and 1.01 MPa, the CHFs occurred mainly
at the locations of 225 and 625 mm (T/C 2 and 3),
and sometimes 10 mm (T/C 1) from the top end of the
heated section. On the other hand, the CHFs were detected only by the T/C 3 in the intermediate pressure
ranges such as 3.01, 5.98, and 8.98 MPa. Finally, at
high-pressure conditions of 11.92 and 14.96 MPa, the
CHFs always occurred 1025 mm from the top end of the
heated section (T/C 4). Moreover, at the pressures of
0.50, 1.01, and 3.01 MPa, the CHFs were detected only
at the corner-rod such as R1, R3, R7, and R9 in Fig. 1.
As the system pressure increases more than 5.98 MPa,
however, the CHFs occurred only at the central heating
rod (R5 in Fig. 1).
Local Cladding temperature behavior at the low
pressure condition of 3.01 MPa is shown in Fig. 5.
As mentioned in the previous paragraph, T/C 3 of R9
presents continuous rise in temperature without fluctuation and finally detects the CHF for this case of
experiment. On the other hand, all of the surface temperatures of the central rod, R5, except for T/C 1 and
2 show a constant level. The T/C 1 and 2 of R5 show
minor fluctuations, but the continuous increases are not
observed. For the boundary rod, R6, T/C 1 and 2 show
small fluctuations with a temperature increase.
The reasons why the location of the CHF occurrence moves in a downward direction with the increase
of the system pressure are not interpreted satisfactorily yet, but one of the reasons could be understood
with respect to the upward velocity of the vapor. When
the relative velocity between the upward-flow of vapor
and downward-flow of liquid reaches a critical value,
a flooding phenomenon occurs and the falling liquid
film in the heater rod array reaches a stagnant condition (Wallis and Makkenchery, 1974). If the relative
velocity exceeds the critical value, the liquid is then
blown up in the upward direction somewhere in the
test section by the upward-flow of the vapor. Hwang
and Chang (1994) predicted the flooding CHF locations on the basis of the assumption that the dryout
occurs at the boundary between the two-phase mixture
and the countercurrent annular flow regions, i.e. the location of the minimum liquid film thickness. Since an
amount of water is supplied continuously from the upper plenum into the heated section, the location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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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trend of the applied electrical power with the variation
of the pressure and the inlet water subcooling enthalpy at the CHF
condition.

decreases as the pressure is further increased. From the
results shown in Fig. 6 and the knowledge of thermodynamic relationships, QT and hlg decrease as the system
pressure increases. The increasing rate of steam density, however, is relatively larger than the decreasing
rate of QT and hlg with the increase of the pressure.
Therefore, the steam velocity in the heated channel is
slowed down with the pressure increase due to the large
increasing rate of steam density. Resultantly, the location of the minimum liquid film thickness moves in a
downward direction as the system pressure increases.
However, more systematic studies on the subject are
needed to investigate the phenomena.
Fig. 5. Cladding temperature of heater rod (P = 3.01 MPa, hsub =
287 kJ/kg, qC,B = 90.2 kW/m2 ).

3.2. Data reduction

minimum liquid film thickness could be pushed in an
upward direction as the upward velocity of the vapor
increases.
The rising steam velocity with the system pressure
in the heated channel can be roughly estimated with the
assumption that the heat transfer rate from the heater to
water is relatively larger than that of the heater to vapor
and vapor to liquid droplet. In this condition, the steam
velocity is a function of steam density (ρg ), latent heat
of vaporization (hlg ), and applied critical power (QT ).
The steam velocity is proportionally increased with the
increase of QT and with the decrease of ρg and hlg . The
trend of QT with the variation of the pressure at the CHF
condition can be seen in Fig. 6, which shows that the
critical power level at the fixed inlet subcooling condition increases up to the pressure of 3.01 MPa and then

In the present study, the data reduction scheme used
by Chun et al. (2001) has been adopted to analyze the
experimental data and is presented briefly in this section. Since the water at the bottom part of the heated
section is under a subcooled condition at the instant of
a CHF, the amount of steam generated in the heated
section cannot be evaluated directly from the mass and
energy balances. In order to determine the locations of
the onset of saturated boiling in the present system, it
is assumed that the pressure losses due to the friction
and acceleration can be neglected for the pressure difference P from the bottom end of the heated section
(Z = 0) to the location Z, and that the void fraction in
the subcooled boiling region is negligibly small. Considering the physical model illustrated in Fig. 7, we can
conclude that the P is equal to the static head from

84

S. Cho et al. / Nuclear Engineering and Design 235 (2005) 77–90

Fig. 8. Variation of pressure drop with the subcooling temperature.

tance Zsat , the void fraction α is expressed as follows:


Zsat
α = α0 1 −
(2)
Z

Fig. 7. Physical model of the present boiling system.

the bottom end of the heated section to the location Z.
Consequently, the average void fraction, α, from the
bottom end of the heated section (Z = 0) to the location
Z is given by
ρl,sat gZ + (ρl,sub − ρl,sat )gZsat − P
α=
(ρl,sat − ρg )g(Z − Zsat )

(1)

where ρl and ρg are the liquid and vapor densities, and
g is the gravitational acceleration. The subscripts ‘sub’
and ‘sat’ denote the subcooled and saturation conditions, respectively.
In the present study, the P is set to the sum of the
value measured by DP-03, 04, and 05 in Fig. 1. The
trends of the P as a function of subcooling temperature, Tsub , at the bottom end of the heated section
are given in Fig. 8, which shows the linear relationship
between the P and the Tsub for a fixed system pressure except for 0.5 and 1 MPa. The pressure difference
for the Tsub = 0 (i.e. Zsat = 0) can be calculated from
the extrapolation of the linear relationship of the two
parameters. Substituting the value of the P, Z (in the
present study, Z = 1101 m) and Zsat = 0 into Eq. (1), the
average void fraction, α0 , for the saturated condition
at the bottom end of the heated section is calculated
for each system pressure. When it is assumed that α
decreases linearly in proportion to the increase in dis-

The location of the onset of saturated boiling can be
calculated from Eqs. (1) and (2) and the pressure difference. Subsequently, the boiling length, LB , at CHF
condition is defined by the heated length, Lh , as follows:
LB = Lh − Zsat

(3)

The average CHF, qC,B , over the boiling length is expressed by

1 Lh
qC,B =
q(z) dz
(4)
LB Zsat
where q(z) is the axial heat flux profile of the heater
rod. The qC,B calculated from Eq. (4) are presented in
Fig. 9 as a function of the boiling length to the heated

Fig. 9. Flooding CHF as a function of boiling length to heated equivalent diameter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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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valent diameter ratio, LB /Dhe , calculated by using Eq. (7). The CHFs decrease with the increasing
of LB /Dhe and the system pressure with in the range
of 3.01–14.96 MPa. Katto and Watanabe (1992) indicated that the magnitude of the CHF is approximately
inversely proportional to the heated length of the tube
at a fixed condition of tube diameter.
3.3. Existing correlations for the ﬂooding limited
CHF
In the case of a vertical channel with a large liquid
volume or short heated section, the CHF mechanism
becomes similar to the departure from nucleate boiling
(DNB) in pool boiling. However, the mechanism for a
narrow and long vertical channel under zero flow conditions may be different from that of the pool boiling
CHF. The empirical flooding correlations have been
useful to estimate the CHF in a heated vertical channel
for zero flow or low flow conditions with the assumption of the mass and energy balance. One of the most
frequently used correlations for flooding was given by
Wallis (1969), in the following expression:
∗1/2
jg

∗1/2
+ mjl

= Cw

(5)

where jg∗ and jl∗ are the dimensionless superficial velocities of vapor and liquid, respectively. Cw is a constant, mainly depending upon the channel end conditions. The constant m is set to unity for the turbulent
flow. The dimensionless superficial velocities jg∗ and
jl∗ are defined by
jg∗ = jg ρg 1/2 (gD∆ρ)−1/2

(6)

jl∗ = jl ρl (gD∆ρ)−1/2

(7)

1/2

where jg and jl are the superficial velocities of gas and
liquid, respectively, D is the inner diameter of the tube,
and ρ is the density difference between the liquid
and vapor phases. Several investigators, however, have
employed Kutateladze’s criterion for the onset of flooding, given by the following equation (Bankoff and Lee,
1983):
1/2

Kg

+ mKl1/2 = Ck

(8)
1/2

where Kg and Kl are defined by Kg = jg ρg
1/2
(gσρ)−1/4 and Kl = jl ρl (gσρ)−1/4 ,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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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Ck is a constant. Pushkina and Sorokin (1969) gave
m = 0, Ck = 3.2 for the critical gas velocity, while Chung
et al. (1980) found empirically that m = 0.65–0.80, with
Ck a function of the dimensionless diameter, D∗ .
Up to the present, Wallis’s flooding correlation, Eq.
(5), and Kutateladze’s criterion, Eq. (8), for the onset
of flooding have been widely applied to estimate the
CHF for zero flow or very low flow conditions with
the assumption of mass and energy balance. For the
boiling system shown in Fig. 6, when the heated area,
AB , over the boiling length is employed, the following
mass and energy balance equation holds under steadystate conditions:
jg ρg Af = jl ρl Af =

qC,B AB
hlg

(9)

where Af is the flow area of the channel, and hlg is the
latent heat of vaporization. Substituting Eq. (9) into Eq.
(5) and using a hydraulic equivalent diameter, Dhy , in
Eqs. (6) and (7) for the present channel, the CHF due
to flooding is expressed in a dimensionless form as in
the following equation:
qC,B
hlg (gDhy ρg ∆ρ)1/2

 1/4 −2
2 D 
ρg
Cw
he
=
1+
4
LB
ρl

(10)

In the above equation, the heated equivalent diameter
to the boiling length ratio, Dhe /(4LB ), has been used
instead of the term Af /AB . The CHF, qC,B , and the boiling length, LB , can be calculated from Eqs. (4) and (3),
respectively.
Mishima and Nishihara (1987) rewrote Eq. (10) as
follows:
qC,B
hlg (gλρg ∆ρ)1/2
C2
= w
4



Dhe
LB




D

∗1/2


1+

ρg
ρl

1/4 −2
(11)

where D∗ is the dimensionless diameter, defined by
D∗ = Dhy /λ. The length scale of the Taylor instability
is given by λ = (σ/gρ)1/2 , where σ is the surface tension. Therefore, D∗ used by Mishima is equal to the
Bond number, Bo = Dhy (gρ/σ)1/2 . They reported that
their flooding CHF data was well correlated by Eq.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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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Cw = 0.98 for an annulus. Nejat (1981) proposed
a flooding CHF correlation based on Eq. (10). Nejat
added the correction term (LB /D)−0.1 in the correlation
in order to reduce the scatter of the experimental data
points on the tubes. Using the CHF qC,B in the heated
surface and the heated equivalent diameter, Nejat’s correlation can be rewritten as
qC,B
hlg ρg (gDhy )1/2
C2
= w
4



Dhe
LB



ρ
ρg

1/2 


1+

ρg
ρl

1/4 −2
(12)

2 is 0.36(L /D )0.1 . Tien and Chung (1979)
where Cw
B he
proposed a flooding CHF correlation based on Kutateladze’s criterion, Eq. (8), given by the following expression:

qC,B
1/4

hlg (gσρg2 ρ)

C2
= k
4



Dhe
LB

1/4

 1/4 −2

ρg
1+
ρl
(13)
2

where Ck2 = 3.2[tanh(Bo /2)] . The term on the lefthand side of Eq. (13) is sometimes called the Kutateladze number employed in many CHF correlations for
pool boiling. The empirical correlation with a similar
form to Eq. (13) was derived by Imura et al. (1983).
The correlation is expressed by
qC,B
1/4

hlg (gσρg2 ∆ρ)

C2
= k
4



Dhe
LB



ρg
ρl

−0.13
(14)

Imura et al. reported that Eq. (15) with Ck2 = 0.64 correlated the experimental data within ±30% accuracy.
Mishima and Nishihara (1987) reported that the
flooding CHF is correlated using Eq. (11) with
Cw = 1.66, 0.98 and 0.73 for tubes, annuli and rectangular channels, respectively. In Nejat’s Eq. (11), Cw was
modified with the term of LB /D, and Tien and Chung
(1979) proposed Eq. (14) with a correction term relating to the Bond number, Bo , for Ck . This implies that
the values of Cw and Ck are not constant and vary with
the geometry and thermodynamic conditions. Park et
al. (1997) examined the effects of the terms LB /Dhe ,
2 using Eq. (10) and proposed the
Bo , and ρg /ρl on Cw
2 with a RMS (root mean
empirical correlation for Cw

square) error of 18.8%.


2
Cw

LB
= 1.22
Dhe

0.12 

ρg
ρl

0.064

× (1 + 0.055Bo − 4.08 × 10−3 Bo2 )

(15)

Chun et al. (2001) indicated that the range of the den2 of Park et al.
sity ratio used in the development of Cw
does not cover their experimental conditions and also
2 to enhance
proposed the empirical correlation for Cw
the agreement of the experimental data within a RMS
error of 9.0%.

2
= 1.22
Cw

LB
Dhe

0.12 

ρg
ρl

−0.032

× (1 + 0.055Bo − 4.08 × 10−3 Bo2 )

(16)

Table 1 shows the present test conditions and applicable
ranges of the correlations of Park et al. (1997) and Chun
et al. (2001).
3.4. Comparison with the existing correlations
Katto and Hirao (1991) pointed out that the righthand side of Eq. (13) is nearly equivalent to that of Eq.
2 . They also indicated
(10) except for the value of Cw
1/4
that the use of the Bond number term, tanh(Bo /2),
of Tien and Chung (1979) produces a large difference
from their experimental data and that the form of the
Bond number term may be inappropriate. Actually,
Katto and Watanabe (1992) and Park et al. (1997) discussed and examined the applicability of Eq. (13) with
1/4
tanh(Bo /2) = 1, and used Ck2 = 3.2, to correlate their
CHF data. The correlations of Park et al. and Chun et
al., Eqs. (15) and (16), respectively, were derived on the
basis of the Wallis flooding equation. Therefore, in the
2 and C 2 calculated
present study, the values of 3.2Cw
w
from Eqs. (15) and (16) are used as Ck2 of the correlations of Tien et al., Eq. (13), and Imura et al., Eq. (14),
respectively.
As mentioned above, the Kutateladze number is employed in the left-hand side of Eqs. (13) and (14).
Moreover the left-hand side of Eq. (11) proposed by
Mishima and Nishihara (1987) is also equal to the Kutateladze number. To compare the present data with
Eqs. (11)–(14), the dimensionless parameters are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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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esent test conditions and applicable ranges of the correlations of Park et al. (1997) and Chun et al. (2001)

Test section geometry
Fluid
Hydraulic equivalent diameter (mm), Dhy
Length to diameter ratio, LB /Dhe
Liquid to vapor density ratio, ρl /ρg
Bond number, Bo

Present work

Park et al.

Chun et al.

3 × 3 rod bundle
Water
8.81
219.8–250.9
6.2–348.4
4.5–8.6

Round tubes, annuli and rectangular channels
Water and Freon
4.8–17.2
8.1–120.0
200–1600
1.79–17.3

Annulus
Water
9.86
48.0–59.8
6.2–335.6
4.25–10.0

fined as follows:
qC,B
∗
=
,
qC,N
hlg ρg (gDhy )1/2
qC,B
∗
and qC,k
=
,
1/4
hlg (gσρg2 ∆ρ)

 1/4 −2
ρg
ξ = 1+
ρl
Figs. 10–13 show the results of the comparison between the present data and the existing correlations.
As can be seen in these figures, the present data show a
large scattering, especially in the high-pressure region,
and have noticeable differences with the existing correlations. Figs. 10 and 11 show that the dimensionless
parameters qC∗ calculated from Eqs. (11) and (12) with
∗ suggested by the original investigators show conCw
siderably underestimated values than the present data.
∗ suggested by Park
However, qC∗ calculated by using Cw
et al. (1997), Eq. (15), give somewhat enhanced trends
toward the present data. Especially, at the pressure
condition of 5.98 MPa, the present data show a good

Fig. 10. Comparison of the present data with Mishima and Nishihara’s equation (Eq. (11)).

Fig. 11. Comparison of the present data with Nejat’s equation (Eq.
(12)).

agreement with the correlated values. In the higherand lower-pressure condition, however, the correlated
values are gradually diverging from the present values.
∗ proposed by Chun et al. (2001), Eq. (16), is
When Cw
applied to Eqs. (11) and (12), the correlated value of
qC∗ show a little more difference from the present data
∗ by Park et al. (1997) is applied to the
than when Cw
corresponding equations.

Fig. 12. Comparison of the present data with Tien and Chung’s equation (Eq.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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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Comparison of the present data with Imura et al.’s equation
(Eq. (14)).

The comparisons of the present data with the
Kutateladze-type correlations such as Eqs. (13) and
(14) are made in Figs. 12 and 13. These figures
show the present data lie between the two correlated
lines of Park et al. (1997) and the original investigators. A large scattering can be observed at highpressure regions of 8.98, 11.92, and 14.96 MPa. At
low-pressure regions of 3.01 and 5.98 MPa, however,
the scattering of the present data is reduced considerably, and the experimental data show a linear trend.
∗ and C ∗ calculated by Eq.
When the values of 3.2Cw
w
∗
(16) are used as Ck in Figs. 12 and 13, respectively,
the dimensionless parameter qC∗ shows remarkably
overestimated values than those of the present data.
However, the overall trend of these two data sets is
very similar, i.e. the angle of the slope is nearly the
same.
In order to take into account the effect of the heat
flux distribution on the CHF, the length LC,B from the
location of the onset of saturated boiling to the location of the CHF is introduced. Using Eqs. (15) and
(16) for Cw and the ratio Dhe /LC,B instead of Dhe /LB
in Eqs. (12) and (13), the present data are compared
with Nejat’s and Tien et al.’s correlations in Fig. 14.
This figure indicates that a pertinent use of the term
Dhe /LC,B can reduced the effect of the axial heat flux
distribution on the CHF. In practice, however, the LC,B
is unknown parameter and could be changed to the different functional form with the variation of the axial
heat flux distribution. More systematic studies should
be carried out to predict the location of the flooding
CHF.

Fig. 14. Comparison of the present data with the existing correlations
using the parameter LC,B .

Figs. 15 and 16 compare the present data with the
single-rod flooding CHF data of Chun et al. (2001) on
the basis of the Wallis’s type correlation proposed by
Mishima and Nishihara (1987) and the Kutateladze’s

Fig. 15. Comparison of the present data with Chun et al.’s single-rod
data (2001) on the basis of the Wallis’s type flooding CHF correlation
(Eq.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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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wer level reaches the CHF condition, the surface
temperatures near the CHF location rise almost linearly
without fluctuations to the preset value of CHF detection. In the CHF conditions, temperatures at the lower
part of the heated section maintain a constant value
without the large temperature fluctuations.

Fig. 16. Comparison of the present data with Chun et al.’s singlerod data (2001) on the basis of the Kutateladze’s type flooding CHF
correlation (Eq. (14)).

type correlation by Imura et al. (1983). As can be seen
in Figs. 15 and 16, the present data and Chun et al.’s
data are grouped into two separate regions mainly due
to the effect of LB /Dhe . Table 1 shows that the LB /Dhe
of the present experiments is in a range of 219.8–250.9,
and that of Chun et al.’s is 48.0–59.8, smaller by a factor
of about one fourth than that of the present condition.
Generally, the flooding CHFs are decreased with the
increase of the ratio of heated length to equivalent diameter of test section.
Even though the intermediate values are not avail∗ shows a good parametric trend between
able, the qC,k
the present 3 × 3 bundle CHF data and Chun et al.’s
(2001) single rod CHF data. However, the correlated
∗ by using Eqs. (11) and (16) are good
values of qC,k
agreement with the Chun et al.’s single rod data, but
∗ by Eqs. (11) and (16) overestimate the present
the qC,k
3 × 3 bundle data. The single and multi-rod geometric
dissimilarity can lead this difference.

(1) When the present flooding CHF data (G = 0 kg/
m2 s) are compared with the upflow boiling CHF
data (G = 50–650 kg/m2 s) tested in the present
3 × 3 test section (Moon et al., 2003), the present
data are about 50% higher than those with net water
upflow when extrapolated to zero flow.
(2) The CHFs occur in the upper region of the heated
section, but the locations of the CHF move in a
downward direction and toward the central rod
with the increase of system pressure.
(3) For the Wallis-type correlations, qC∗ calculated us∗ show a
ing the correlation of Park et al. for Cw
reasonable agreement with the present data, especially, at the pressure condition of 5.98 MPa. In
the higher- and lower-pressure condition, however,
the correlated values gradually diverge from the
present data.
(4) The comparisons with the Kutateladze-type correlations show the present data lie between the two
correlated lines of Park et al. (1997) and the origi∗ calculated
nal investigators. When the value of Cw
∗
by Eq. (16) is used as Ck .
(5) In the Kutateladze-type correlations, the magnitude of qC∗ shows remarkably overestimated values
than those of the present data, but the overall trend
of these two data sets is very simi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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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oiling heat transfer characteristics of nano-ﬂuids with nano-particles suspended in water are studied using diﬀerent
volume concentrations of alumina nano-particles. Pool boiling heat transfer coeﬃcients and phenomena of nano-ﬂuids
are compared with those of pure water, which are acquired on a smooth horizontal ﬂat surface (roughness of a few tens
nano-meters).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se nano-ﬂuids have poor heat transfer performance compared to
pure water in natural convection and nucleate boiling. On the other hand, CHF has been enhanced in not only horizontal but also vertical pool boiling. This is related to a change of surface characteristics by the deposition of nano-particles. In addition, comparisons between the heat transfer data and the Rhosenow correlation show that the correlation
can potentially predict the performance with an appropriate modiﬁed liquid-surface combination factor and changed
physical properties of the base liquid.
 2005 Elsevier Ltd. All rights reserved.
Keywords: Nano-ﬂuid; Nano-particle; Boiling; CHF; Visualization

1. Introduction
During the past ﬁve decades rapid advances in engineering technology related to nuclear energy, fossil
energy, electric power generation, ink-jet printers, and
electronic chips cooling have expedited research in a
variety of subjects related to heat transfer. Among the
subjects, many engineering systems include problems related to boiling. In this regard, associated phase change
heat transfer has been used extensively to acquire good
heat transfer performance. Accordingly, various tech*

Corresponding author. Tel.: +82 42 869 3856; fax: +82 42
869 3810.
E-mail addresses: musoyou@kaist.ac.kr (I.C. Bang),
shchang@kaist.ac.kr (S.H. Chang).

niques for enhancement of the boiling heat transfer have
been proposed and studied. Typical approaches that
have been considered to enhance ‘‘pool’’ boiling and
critical heat ﬂux (CHF) in particular include [1]: (a) oxidation or selective fouling of a heater surface to increase
the wettability of the liquid; (b) vibration of heaters to
promote the departure of bubbles from a heater surface;
(c) coating or extended heater surface to increase the
heat transfer area; (d) heater rotation to promote bubble
departure from and liquid deposition onto the heater
surface; (e) ﬂuid vibration to promote bubble departure
and liquid supply; and (f) application of electric ﬁelds to
promote bubble departure from the surface by dielectrophoretic force to increase liquid renewal.
In addition to these methods, nano-ﬂuid technology
has emerged as a new technique in recent years.

0017-9310/$ - see front matter  2005 Elsevier Ltd. All rights reserved.
doi:10.1016/j.ijheatmasstransfer.2004.1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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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enclature
A
Cp
Csf
CCHF
g
f
h
I
ifg
k
l
m
n
NF
Nu
Pr
q
Ra
Re
Rq

heated surface area
speciﬁc heat capacity
liquid-surface combination factor
pool boiling CHF orientation coeﬃcient
gravity
orthogonal position
heat transfer coeﬃcient
electric current
latent heat of vaporization
thermal conductivity
wall thickness of heater
constant
constant
nano-ﬂuid (4NF:4 vol.% alumina nanoﬂuid)
Nusselt number
Prandtl number
heat ﬂux
RL
roughness parameter, Ra ¼ L1 0 j f ðxÞ j dx
Reynolds number
qﬃﬃﬃﬃﬃﬃﬃﬃﬃﬃﬃﬃﬃﬃﬃﬃﬃﬃﬃﬃﬃﬃﬃﬃﬃ
RL
roughness parameter, Rq ¼ L1 0 f ðxÞ2 dx

Nano-ﬂuid was created by Choi [2] as a next-generation ﬂuid that may revolutionize heat transfer. By
adding tiny particles to a conventional ﬂuid, up to
40% of the ﬂuidÕs capability to transfer heat can be
improved. That is, the dispersion solution, (i.e., the
nano-ﬂuid), which is produced by dispersing nano-particles into ﬂuids, is known to signiﬁcantly enhance the
poor thermal conductivity of the water [2,3]. The original concept of nano-ﬂuid is that suspensions that
contain solid particles have eﬀective thermal conductivity by their mixing eﬀects. In the past, particles of
millimeter or micron scale have been added to ﬂuids
to enhance thermal conductivity; however, all of the
studies using the concept have been faced with severe
problems including sedimentation, abrasion and clogging due to the large size of the particles [2,7]. The
nano-particles used in nano-ﬂuids commonly have a
small average size, below 100 nm in diameter Therefore, nano-ﬂuid technology has succeeded in the
enhancement of thermal conductivity without the
aforementioned problems.
Xuan [7] summarized the main factors that enhance
heat transfer as follows: (a) the nano-particlesÕ increased
surface area; (b) increased interaction and collisions
among the particles and ﬂuid; and (c) increased mixing
ﬂuctuation and turbulence of the ﬂuid. Owing to these
attributes, it is expected that the heat transfer performance of water, the most widely used coolant, can be
improved. Naturally, many researchers ﬁrst expected

T
t
V
x

temperature
time
voltage
wall thickness position

Greek symbols
/
particle concentration
l
viscosity
q
density
h
orientation angle
r
surface tension
Subscripts
f
saturated liquid or base liquid
g
saturated vapor
m
mass
v
volume
p
particle
sat
saturation
w
wall or boiling surface

the augmentation of boiling heat transfer performance
and the deterioration of CHF limit due to an earlier
boiling crisis resulting from the coalescences of too
many produced bubbles by enhanced boiling. However,
two recently published papers provided interesting results in relation to boiling heat transfer and CHF. One
work shows that nano-particles of Al2O3 deteriorate
boiling heat transfer performance [4]. In particular,
Das et al. [4] insisted that the degradation of boiling heat
transfer is due to trapped particles on the surface, which
are smaller than the surface roughness. On the other
hand, another recent study shows that nano-particles
of SiO2 outstandingly increase CHF [5]. However, they
could not precisely account for the enhancement of
CHF, conjecturing that the eﬀect was related to the
surface coating of the silica aﬀecting the nucleation site
density of the surface.
In this regard, studies and understanding of the boiling heat transfer characteristics of nano-ﬂuids are very
much in an infant stage. In order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more extensively, the boiling heat transfer
characteristics for Al2O3–water nano-ﬂuids are studied
on a horizontal ﬂat surface with highly smooth roughness in a pool to a higher heat ﬂux level. Their boiling
phenomena are also investigated using a visualization
technique in order to elucidate the mechanisms and
the diﬀerences between the ﬂuids. In addition, CHF
characteristics are investigated for both a horizontal ﬂat
surface and a vertical ﬂat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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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periment

This equation can easily derive the next relation for heat
capacity [6].

The experiment is divided into four sub-tests: preparation of nano-ﬂuids; boiling heat transfer measurement;
visualization of boiling phenomena; and CHF
measurement.

qcp ¼ qf cpf ð1  /v Þ þ qp cpp /v

2.1. Preparation and properties of nano-ﬂuids

The thermal conductivity of the solution can be easily
calculated through a simpliﬁed Hamilton and Crosser
model without considering the temperature eﬀect of
Das et al. [12] as the following equation [2].
k=k f  1 þ n/v

Alumina nano-ﬂuids are prepared by dispersing alumina nano-particles into water as a base ﬂuid. The reasons for using Alumina nano-ﬂuids are that they are
widely used in this research area owing to requirements
such as stable, uniform, and continuous suspension without any outstanding chemical change of the base ﬂuid
and also that the physical properties of alumina nanoﬂuid have been well documented. Alumina nano-particles used in this work are manufactured by the patented
physical vapor synthesis (PVS) Process of Nanophase
Technologies Corporation and have the following properties: bulk density = 260 kg/m3, true density = 3600
kg/m3, speciﬁc heat = 765 J/kg K, melting point =
2046 C.
Generally, the properties of the nano-ﬂuid depend on
the properties of the nano-particles, and the surface molecules taking part in the heat transfer procedure depend
on the size and shape of the particles themselves, which
are also aﬀected by the agglomeration of the particles.
As shown in the photo of Fig. 1(a) taken by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alumina nano-particles have a spherical shape. The size has a normal
distribution in a range from 10 nm to 100 nm (47 nm
avg. diameter is given from the manufacturer). In order
to ensure a stable, uniform, continuous suspension, the
dispersion solutions are vibrated in an ultrasonic bath
for about 8 h just before the boiling test is performed.
Through this preparation, the solution temperatures increase from 20 C to approximately 55 C. Four alumina
nano-ﬂuids with diﬀerent mass concentrations for the
experiment are prepared by controlling the amounts of
the particles.
It is known that the ﬂow phenomenon of a liquid–solid solution depends on the hydrodynamic force acting
upon the surface of solid particles. Therefore, volume
fraction of the solution is considered a more important
factor than mass fraction. Also, the following conversion formula is used conventionally, as it is very diﬃcult
to measure the precise true volume of nano-particles.
/v ¼ 

1/m
/m

1


qp
qf

ð1Þ
þ1

This equation leads to the next density expression for a
solution of liquid–solid.
q ¼ qf ð1  /v Þ þ qp /v

ð2Þ

ð3Þ

ð4Þ

Actually, though a dramatic increase in the enhancement of conductivity takes place with temperature,
rough estimation using the model is meaningful in our
description of Section 3.1 as an indication of enhancement of the thermal conductivity by nano-particles.
Table 1 shows the nano-ﬂuid properties of this work.
In a ﬂuid, viscosity and surface tension are also considered important properties. Das et al. [4] have performed a rheological study on alumina nano-ﬂuids.
With increasing particle volume fraction, viscosity displayed higher values than that of water. Also, the following equation may be applied in the prediction of
viscosity of nano-ﬂuids [8].
l ¼ lf ð1 þ 2:5/v Þ

ð5Þ

Surface tension has only changed slightly in their results.
Therefore, the change of the properties of water should
have a negligible eﬀect on the present heat transfer results.
2.2. Boiling experimental facility and procedure
The pool boiling test facility is shown in Fig. 2. The facility consists of a main vessel, a horizontal test heater component with visualization windows, a vertical test heater
component with visualization windows, an outer isothermal vessel, a pre-heater, a circulator, and a condenser. Pure
water and nano-ﬂuids are ﬁlled in the main vessel.
A test plane heater with copper electrodes is heated
by a DC power supply of HP 6680a with a maximum
capacity of 4.375 kW(5 V, 875 A). The boiling surface
of the test plane heaters is 4 · 100 mm2 rectangular with
a depth of 1.9 mm. At the back of the boiling surface,
four holes are machined where 4 K-type thermocouples
are imbedded at a depth of 1 mm with silver welding
to measure the boiling surface temperature. The surface
roughness of the boiling surface is controlled by sandpaper of grade #2000. The signals of the thermocouples
are acquired by a HP 3852a Data Acquisition System.
All tests were performed under atmospheric pressure.
After being ﬁlled into the vessel, all ﬂuids are preheated
to saturated temperature using a 1 kW pre-heater. In the
case of the horizontal test, water in the outer isothermal
vessel is preheated to saturation temperature using the
1.5 kW pre-heater in order to keep the inner ﬂuid temperature saturated. The exterior of the experimental
facility is insulated by thermal insulating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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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racteristics of nano-ﬂuid: (a) TEM photograph of Al2O3 nano-particles, (b) photograph of Al2O3 nano-ﬂuid, (c) size
distribution of the nano-particles.

Table 1
Major properties of nano-ﬂuids
Al2O3 nano-ﬂuid

#1

#2

#3

#4

/m (%)
/v (%)
q/qf0
Cp/Cp0
k/k0
l /l0

2.06
0.5
1.01
0.98
1.13
1.01

3.88
1
1.03
0.97
1.15
1.03

7.5
2
1.06
0.94
1.18
1.05

14.19
4
1.12
0.88
1.25
1.1

Data from all tests are deducted using the following
equations. The voltage and electric current supplied to
the plain heater are used to compute the heat ﬂux as:
q¼

VI
A

ð6Þ

As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on the boiling surface is
not uniform spatially and not constant with time, the
following time-space averaged temperature is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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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Nano-ﬂuid boiling experimental facility.

T ¼

1
At

Z Z
T dA dt
A

ð7Þ

t

The heat diﬀusion equation is adopted to acquire the
boiling surface temperature, or


ql
x2
ð8Þ
1 2
T w ¼ T ðxÞ 
2k
l
Therefore, the average boiling heat transfer coeﬃcient is
calculated as follows:
h ¼ q=DT w ;
DT w ¼ T w  T sat .

are less than ±5% and ±5.2%, respectively. The uncertainty associated with the temperature is ±0.5 C. The
diﬀerence in the wall superheat attributable to the uncertainties is 2 C at a heat ﬂux of 604 kW/m2, depending
on the heat ﬂux and the embedding distance of thermocouples. The uncertainty for the boiling heat transfer
coeﬃcient is about 7.5%.

3. Results and discussion

ð9Þ
ð10Þ

2.3. Uncertainty analysis
The uncertainties of the measurement parameters are
analyzed by the error propagation method [11]. The
uncertainties of the heated area and the applied heat ﬂux

The results of the heat transfer test show that boiling
heat transfer coeﬃcients in the nano-ﬂuids are lower
than that in pure water.
In order to determine the reasons of the deterioration
of the boiling heat transfer, surface roughness of identical samples as those used in the test heater is measured
using a non-contact coordinate measuring machine,
NanoScan of Intekplus company for pure water and
0.5% and 4% alumina nano-ﬂu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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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o, the boiling phenomena of pure water and the
nano-ﬂuids are compared through a visualization test
using a Kodak motion coder SR-1000 high-speed camera
and a Nikon D1 digital camera. In addition, CHF enhancements are identiﬁed through the performance tests.
3.1. Pool boiling heat transfer coeﬃcient
The measurements of the temperature of the boiling
surface are shown in Fig. 3(a). The addition of alumina
nano-particles caused the water boiling curve to shift
to the right, i.e. a decrease of pool nucleate boiling
heat transfer. Compared with that for low volume concentrations, the temperature of the boiling surface was
increased at the same heat ﬂux for 2% and 4% nano-ﬂuids. This shows that the heat transfer coeﬃcient was
decreased by increasing particle concentration.
Fig. 3(a) also shows clear distinctions between the
natural convection stage and nucleate boiling stage. In
the case of nano-ﬂuids, the natural convection stage continues relatively longer and nucleate boiling is delayed or

higher superheat of the boiling surface is needed for
boiling.
The above results appear inconsistent with the increased thermal conductivity of nano-ﬂuids.
For pool nucleate boiling correlation considering surface characteristics, Rhosenow [9] proposed the following equation
Nu ¼

2


1 cpf q 4 q
h¼
C sf ifg
lf ifg

!1=2 3n
h iðmþ1Þ
5 cp l
k f
ð12Þ

This can be used for two objectives. One use is to determine if our pool boiling characteristics for pure water
are reasonable. Fig. 4(a) shows that the data for pure
water correspond closely with the correlation. The other
use is to predict some eﬀects of nano-ﬂuids. In Section

Heat Transfer Coefficient (W/m2K)

0.5 %nano-fluid

500

Heat Flux (kW/m2)

r
gðqf  qg Þ

40000
Pure Water
1 % nano-fluid
2 % nano-fluid
4 % nano-fluid

400
300
200
100
0

Pure Water

35000

0.5% nano-fluid

1% nano-fluid

30000

2% nano-fluid

4% nano-fluid

25000

Rhosenow(1952)

20000
15000
10000
5000
0

5

10

15

0

20

Heat Transfer Coefficient (W/m2K)

140
Pure water
w-Das et al.(2003)

120

1% nano-fluid
1%-Das et al.(2003)

100
80
60
40
20
0
0

2

4

6

8

10

100

200

(a)

Superheat (oC)

(a)

Heat Flux (kW/m2)

ð11Þ

or

600

(b)

1
Reð1nÞ Prm
f
C sf

12

Superheat (oC)

Fig. 3. Boiling curves of pure water and nanoﬂuids & characteristics at low heat ﬂux of natural conv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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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Boiling heat transfer coeﬃcients and applicability of
RhosenowÕs [9] 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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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almost all properties of the nano-ﬂuids are predicted. If these properties are used for calculation of
the heat transfer coeﬃcient, the value can be acquired
as shown in Fig. 4(b). Various applications for the correlation have been attempted in the present study with
variation of the property values.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thermal conductivity (or the conductivity by
extrapolations from the temperature eﬀect of Das et al.
[12], roughly 20% more increased) or other properties
varied in the nano-ﬂuids does not aﬀect the boiling h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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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er whereas the altered surface characteristics does
impact the heat transfer. Comparisons between the
experimental data and the Rhosenow correlation show
that the correlation can potentially predict the performance with an appropriate modiﬁed liquid-surface combination factor and changed physical properties of the
base liquid. Further discussion of this is provided in Section 3.3.
In addition, Fig. 3(b) shows that the experiment
yielded diﬀerent rates of heat transfer from that of

Fig. 5. General pool boiling phenomena of pure water: (a) with heat ﬂux, (b) near-wall magniﬁ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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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 et al. [4], because of the geometrical features, i.e., a
rectangular channel. The present results show a clear
distinction between natural convection and a nucleate
boiling well.
3.2. Visualization of pool boiling phenomena
In this work, pool boiling phenomena are observed in
order to elucidate the nano-ﬂuid heat transfer mechanism. Fig. 5 shows the main regimes in nucleate boiling,
a discrete bubble regime and a coalesced bubble regime
in pure water. The phenomena correspond to the boiling
curve of Fig. 3(a). The slope of the boiling curve is changed below 100 kW/m2 with the onset of nucleate boiling,
and at higher heat ﬂux, more active nucleate boiling is
shown on the boiling surface.
Fig. 6 shows the results observed by a high speed
camera with an interval of 0.004 s. # denotes the original
record sign from the tests. The water–Al2O3 nano-ﬂuids
have the same color (white) as the nano-particles. With
increasing particle concentration, the color becomes
much deeper. As such, the bubbles cannot be clearly observed in general boiling tests. Visualization of the nanoﬂuid boiling phenomena is only possible at high heat
ﬂux over 500 kW/m2 and at a low particle concentration
of 0.5% volume fraction.
The pictures with #9 signs show the sequential bubble behavior in pure water whereas those with #12 signs
show the sequential bubble behavior in the nano-ﬂuid.
Overall nucleate boiling phenomena are similar in the
two ﬂuids. However, there is a large diﬀerence in the
amount of vapor and the number of bubbles observed.
This is apparently a result of the poor visualization conditions of the nano-ﬂuid. However, it may also be due to
less active nucleate boiling than that in pure water. This
corresponds to the boiling curve characteristics of the
nano-ﬂuids. The surface characteristics are discussed in
this regard in the next section.
3.3. Discussion on changed boiling performance
The unexpected heat transfer performance of nanoﬂuids is opposite to their properties as a ﬂuid. Therefore, the reasons for this conﬂicting performance may
be related to diﬀerences in the surface characteristics
between the boiling surface and nano-ﬂuids. Das
et al. [4] found that the surface roughness considerably
decreased. They contend that the reduction is the cause
of the boiling characteristics.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their smooth heater has a roughness that
is much larger than the size of nano-particles. In the
case of the present study, the test heater has a roughness smaller than the size of nano-particles. The measurement results of the present work show that the
surface roughness values of test heaters submerged in
nano-ﬂuids are increased on average with increasing

Fig. 6. Comparison of boiling behaviors (0.5% vol. water–
Al2O3 nano-ﬂuid(#12), q = 550 kW/m2; pure water(#9), q = 500
kW/m2; using high speed camera).

particle concentration, as shown in Fig. 7. High concentration means that the nano-ﬂuid contains more
nano-particles. Therefore, in higher concentrated
nano-ﬂuid, more particles move around themselves or
heated surface, which is thought as the stocha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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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wnian) motion of the particles [12] and then, more
agglomerates form and attach to the heated surface,
which is considered as a kind of fouling. As actually
an indication of the result, the roughness value was
changed with increasing concentration.
In addition, in order to investigate the surface coating eﬀect, we have performed roughness measurements
before and after submersion in the nanoﬂuid for various
samples with diﬀerently roughened surfaces processed
by diﬀerent sandpapers (#2000, 300, and 100). Fig. 8
shows the roughness changes in various samples. Here,
the measured roughness values are shown with each conﬁdence interval. The coating is not so ﬁrm. However, it
is hard to remove the coating fully by water-jet. The
large change of the roughness after CHF is due to the
burn-out of the heater metal.
The result with increased roughness indicates that
with surface roughness values, the average size of
nano-particles with normal distribution in a range of
10 to 100 nm can be an important factor. Both factors

Surface Roughness (nm)

Fig. 7. Representative surface roughness: (a) clear heater, (b) heater submerged in 0.5% alumina NF, (c) 4% alumina NF, (d) locally
smoothed heater in 0.5% 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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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urface roughness change of samples.

of roughness and particle size are simultaneously considered in the eﬀects. Fig. 7(d) shows the locally
smoothed roughness in the present study. It app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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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agree with the results of Das et al. [4]. In here, our
consideration is that the surface roughness can be increased and decreased by nano-ﬂuid (nano-particles)
depending on both original surface condition and the
size of nano-particles. If the original surface roughness
is smaller than nano-particles, it can be increased as
our results. Reversely, if the original surface roughness
is larger than nano-particles, it can be decreased as
Das et alÕs results and local observation of our results.
Measurement of surface roughness is just one method

for identifying that surface is coated by the nano-particles (fouling eﬀects). On the other hand, for a relatively more roughened surface with higher particle
concentration, less heat transfer is due to the originally poor thermal conduction of alumina in surface
coated or deposited with those, as shown in Fig. 9.
This ﬁgure presents surface images reconstructed by
image software with the roughness values.
In Fig. 9, the ﬁrst image shows a magniﬁed surface of
a sample on which scratched roughness can be identiﬁed.

Fig. 9. Visualization of the surface roughness (#2000/after CHF, #300/submersion, #100/subm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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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rface image for #2000 after CHF is shown, which
indicates that the nano-ﬂuid can have a surface coat.
Conclusively, it is reasonable that the nano-particles
reduce the number of active nucleation sites with variation of surface roughness values in nucleate boiling
heat transfer. Roughness change causes a kind of fouling eﬀect with poor thermal conduction in single phase
heat transfer. This is closely related to the relatively
small heat transfer diﬀerence among the nano-ﬂu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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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diﬀerent particle concentrations, shown in Fig. 3,
because the concentration eﬀect is smaller than the
coating eﬀect.
3.4. CHF performance
In the previous section, boiling heat transfer characteristics of nano-ﬂuids with nano-particles suspended
in water were studied using four diﬀerent volume

Table 2
Critical heat ﬂux enhancement

Horizontal test
Section (h = 90)
Vertical test
Section (h = 0)

Prediction for water

Pure water

0.5% NF

1% NF

2% NF

4% NF

1.22
MW/m2
0.88
MW/m2

1.74
MW/m2
1.2
MW/m2

2.30
MW/m2
1.36
MW/m2

2.64
MW/m2
1.36
MW/m2

2.57
MW/m2
1.36
MW/m2

2.4
MW/m2
1.36
MW/m2

Fig. 10. Flow pattern at a high heat ﬂux in pure water (lateral view from horizontal heater at 90% CH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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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ntrations of alumina nano-particles on a ﬂat surface of a pool. In this section, CHF characteristics are
investigated in both horizontal and vertical pool boiling.
Generally, the following CHF prediction correlation
is used in pool boiling [10]
"
#1=4
rðqf  qg Þg
qm ¼ C CHF;f ðhÞqg ifg
;
ð13Þ
q2g
C CHF;water ðhÞ ¼ 0:034 þ 0:0037ð180  hÞ0:656 ;

ð14Þ

For a heater with narrow width, increase of CHF is reported [13]. Therefore, in this work, CHF data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btained with a ﬂat wide heater.
Table 2 shows the results of the CHF tests. For the horizontal test section, 32% of CHF increased while for a
vertical test section 13% of CHF increased. Each
CHF value is the average value of three repeated
measurements.

Figs. 10 and 11 show boiling phenomena near CHF
of pure water and 0.5% nano-ﬂuid in the horizontal
geometry. Each image with a large growing vapor bubble is acquired by a high speed camera with a time
interval of 0.004 s. A ﬂow pattern characterized by a
vapor mushroom in high heat ﬂux boiling phenomena
is observed commonly in both cases. In the previous
section, the addition of alumina nano-particles caused
a decrease in the pool nucleate boiling heat transfer
of pure water. This is attributed to the coating of the
surface by nano-particle sedimentation. In this regard,
the causes for CHF enhancement are similar to those
of the boiling heat transfer. Otherwise, the change of
CHF is due to a possible surface coating eﬀect that
would change with the nucleation site density. Less active nucleation will generate less bubbles and, in turn,
less coalescence or large vapor blankets to interfere
with the supply of liquid to the surface. In addition,
the nano-coating also can give the causes of the

Fig. 11. Flow pattern at a high heat ﬂux in 0.5% alumina nano-ﬂuid (lateral view from horizontal heater at 90% CH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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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hancement such as trapping of liquid near the surface due to porous characteristics of the coating, breaking up the voids near the surface and preventing
blanketing from occurring as easily.
The enhancement of the critical heat ﬂux observed
are much lower than that observed in Vassallo et al.
[5]. In relation to the reason for this diﬀerence, in pool
boiling CHF, generally CHF conditions are aﬀected
according to various factors such as surface conditions
(roughness or nucleation site density) of the heater,
geometry, geometry orientation, impurities, liquid subcooling and so on. In here, actually, we used alumina
nano-particles diﬀerent from silica nano-particles in
Vassallo et al.Õs work and also used other geometry of
heated surface. We insisted that the reason on CHF performance change might be due to surface coating eﬀect.
We considered that the diﬀerence in surface coating (for
example, coating thickness or eﬀect on nucleation site
density) due to particles with diﬀerent properties and
size between two nano-ﬂuid could give the CHF performance distinction between those ﬂuids.

4. Conclusions
Boiling heat transfer characteristics of nano-ﬂuids
with nano-particles suspended in water were studied
using four diﬀerent volume concentrations of alumina
nano-particles. Pool boiling heat transfer coeﬃcients of
nano-ﬂuids measured on a ﬂat surface in pool were compared to the coeﬃcient of pure water. Alumina-water
nano-ﬂuids show diﬀerent performance and phenomena
compared to pure water in terms of natural convection
and nucleate boiling. The addition of alumina nano-particles caused a decrease of the pool nucleate boiling heat
transfer. The heat transfer coeﬃcient was decreased by
increasing particle concentration. On the other hand,
CHF performance has been enhanced to 32% and
13%, respectively, for both horizontal ﬂat surface
and vertical ﬂat surface in the pool due to delayed boiling activity. A ﬂow pattern characterized by a vapor
mushroom in high heat ﬂux boiling phenomena is observed in both pure water and nano-ﬂuid. Conclusively,
it is reasonable that the nano-particles reduce the number of active nucleation sites with variation of surface
roughness values in nucleate boiling heat transfer.
Roughness change causes a kind of fouling eﬀect with
poor thermal conduction in single phase heat transfer.
Comparisons between the experimental data and the
Rhosenow correlation show that the correlation can
potentially predict the performance with an approp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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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ﬁed liquid-surface combination factor and changed
physical properties of the base liq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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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 observation of a liquid film under a vapor environment
in a pool boiling using a nanofluid
In Cheol Bang and Soon Heung Changa兲
Department of Nuclear and Quantum Engineering,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3731, Guseong-dong Yuseong-gu Daejeon, 305-701, Republic of Korea

Won-Pil Baek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150, Dukjin-dong, Yuseong-gu, Daejeon, 305-353,
Republic of Korea

共Received 22 October 2004; accepted 10 January 2005; published online 24 March 2005兲
The existence of a liquid film separating a vapor bubble from a heated solid surface is confirmed
using a nanofluid. The existence of such a liquid film had been a theoretical premise of the critical
heat flux mechanism, significantly difficult to verify through experimental observations. Here, we
show that a liquid film under a massive vapor bubble adheres to a heated solid surface. The liquid
film comes into being trapped in a dynamic coalescence environment of nucleate bubbles, which
grow and depart continuously from the heated surface. In its dryout process, the liquid film displays
vapor “holes” originating from the rupture of discrete nucleating bubbles. The dryout process of the
liquid film can be understood from the vaporization of rims of the holes and of smooth film
region. © 2005 American Institute of Physics. 关DOI: 10.1063/1.1873053兴
Boiling is a phenomenon of nature whereby the application of heat changes a liquid to a vapor; during the process of
this change, bubbles appear in the hot liquid.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boiling by humans is probably one of the most
ancient arts, dating back to the days of primitive humans,1
and still new applications for boiling are currently being
found. For instance, boiling has important modern applications for macroscopic heat transfer exchangers, such as those
in nuclear and fossil power plants, and for microscopic heat
transfer devices, such as heat pipes and microchannels for
cooling electronic chips. In addition, the core technology that
made a commercial success of thermal ink-jet printers is
based on the application of boiling bubbles, which propel
tiny ink droplets through the openings of an ink cartridge.2
The use of boiling is limited by critical heat flux which is
characterized by both its highest efficient heat transport capability and the initiation of surface damage caused by suddenly deteriorating heat transfer. For instance, damage can
be directly related to the physical burnout of the materials of
a heat exchanger. However, the physical mechanism of this
limitation has not been understood clearly.
To explain the mechanism behind the boiling limitation,
there are two classical hypotheses: one hypothesis considers
the obstructions of heat transfer due to vapor masses anchored on the heated surface, and the other hypothesis postulates that the limitation is due to the existence of a limit in
the state of the fluid system; for example, there are geometrical theories based on critical bubble spacing near the heated
surface and hydrodynamic ones based on the instability of
the interface between liquid and vapor.
However, visual observations have not confirmed either
hypothesis. In relation to the mechanisms, there is a general
consensus that fully developed nucleate boiling on a heated
solid surface is characterized by the existence of a liquid film
on the heated solid surface.3 The occurrence of the boiling
a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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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ation, the so-called critical heat flux 共CHF兲 has been
linked closely to the behavior of the liquid film. This liquid
film is generally referred to as the “thin liquid layer” or the
“macrolayer” to distinguish it from the microlayer that exists
under the base of discrete nucleating bubbles.3 The question
to be answered is whether a stable thin liquid layer under a
vapor boiling environment could actually exist. If so, what
precisely is the role of such a liquid film in relation to the
boiling limitation? Reliable answers will depend on direct
experimental observations.
Currently, there has been no direct observation of the
liquid layer. For example, the investigations of Gaertner and
Westwater4 and Kirby and Westwater5 have supplied only
indirect indications of the existence of such a liquid layer.
Numerous subsequent studies have failed to provide a direct
confirmation of a stable thin liquid layer under a vapor boiling environment. In 1977, Yu and Mesler6 offered a hypothesis of the existence of the layer, as illustrated in Fig. 1共a兲.
Katto and Yokoya7 demonstrated the importance of Yu and
Mesler’s hypothesis; they used it to show that it is possible to
approach the very complex boiling limitation phenomenon
with a relatively simple liquid layer evaporation mechanism,
using a simple energy balance equation, such as

冋 册

qth = ␦ f h fg 1 −

Av
.
Aw

共1兲

As a result, the Katto and Yokoya hypothesis came to be
accepted during the last half century, though actual proof of
the layer has continued to elude many investigators.
The current work proposes a new method to prove the
existence of the layer. Our method involves two new ideas.
The first idea is that a direct observation of the layer can be
achieved under an environment in which the liquid phase is
distinguished clearly from the vapor phase. We use a nanofluid as a colored fluid in order to distinguish between the
liquid phase and the vapor phase in a complex boiling environment. We chose alumina nanofluid with white color nanoparticles for this purpose. The fluids are prepared by dis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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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共Color online兲 Liquid film structure. 共a兲 Conventional illustration of
hypothesis for liquid film structure. 共b兲 New illustration for vapor hole being
formed by spontaneous breakup 共or rupture兲 of a bubble. 共c兲 New ideas for
the direct observation. A nanofluid is used as a dyed-water. Diagonal view is
used for the experimental observation. Dry spot means a dried area below a
discrete bubble during its formation and vapor hole after bubble’s breakup.
共d兲 Evidence of the liquid film. A bubble just before spontaneous breakup is
shown in the liquid film. 共e兲 Liquid drift based on the liquid film into the
vapor environment. Images 共d兲 and 共e兲 in Fig. 1 by a diagonal view show
phenomena confirming the existence of a liquid film under a massive vapor
bubble or vapor environment. Also, the images show a part 共with ⬃60 mm
length兲 of the direct Joule heating plate 共heater兲 measured 4 mm 共width兲
⫻ 100 mm 共length兲.

ing alumina nanoparticles into water as a base fluid.8,9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共TEM兲 reveals alumina
nanoparticles as having a spherical shape, with a normal size
ranging from 15 nm to 124 nm 共a 47 nm average diameter兲.
The second idea is that a direct observation of the layer
can be achieved under a new view of visualization. Actually,
we can divide the experimental observations and hypotheses
into the three traditional groups of a top-down approach, a
bottom-up approach, and a lateral-inside approach. One new
diagonal-inside approach is newly introduced in the present
work. Figure 1共c兲 shows the new two ideas: the white colored fluid and the new view of visualization.
All tests for the direct observation were performed using
a digital camera system in pool boiling under atmospheric
pressure. The pool boiling test facility is shown in Fig. 2. A
test plane heater with copper electrodes is heated by a dc
power supply. The boiling surface of the test plane heaters is
4 ⫻ 100 mm2 rectangular with a depth of 1.9 mm.
Boiling and the boiling limitation are phenomena characterized by periodical processes or intermittent processes. A
typical example of the generation process of a liquid film
共Fig. 3兲 at a high heat flux level shows that the generation
proceeds through the formation of nucleate bubbles resulting
in the growth of a massive vapor bubble. Liquid both internally trapped by means of both lateral and vertical coalescence of nucleate bubbles and externally supplied through
triple phase line spreads on a solid surface while the bubbles
form a massive vapor bubble due to the film itself cons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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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共Color online兲 The schematic of the nanofluid pool boiling test
facility.

tion. In the other words, individual bubbles may lie above a
thin liquid layer on a heater surface and the growth of the
bubbles proceeds through the evaporation of the thin liquid.
While spreading, some vapor holes are displayed inside the
film as decreasing small holes. Vapor holes originate from
the rupture of discrete individual nucleating bubbles. Later,
the thin film is in a typical dryout stage, with evaporation in
the rims of the vapor holes and in the overall liquid film–
vapor interface. The film breaks up into local liquid fragments 关Fig. 4共a兲兴. In particular, the size of each vapor hole
increases to contain a much larger dry area with evaporation
around the rim in dryout process. Also, the vapor holes
merge with neighboring holes, resulting in a large dry area.
After a few msec, the surface is covered by only vapor or
small liquid droplets, in place of the liquid.
With a further increase in heat flux level, the liquid film
dries out completely. Then, in accordance with the periodical
process of boiling, a new liquid film forms, by means of the
aforementioned trapping in the boiling, while the bulk liquid
is again supplied near the surface and so the life and death of
liquid film are repeated.
Although liquid film dried out fully, the boiling limitation does not occur yet. Actually, at the boiling limitation, we
can observe that the local part of the surface wetted by the
liquid film does not rewet, as shown in Fig. 4共c兲. A limiting
boundary between the nonwetting hot surface and the wetting cold surface is shown in a photo. Over time, the boundary expands to the wetting area with evaporation around the
holes. The dryout of the part continues for much longer than
for one of the periodical process. In contrast, in a lower heat
flux level apart from boiling limitation, a liquid film is sufficiently thick. Figure 4共c兲 shows the time reconstruction of
statistically representative dryout processes. The figure
shows that the surface is not rewetted, which leads to burnout of metal failure in boiling limitation, as shown in Fig.
4共c兲.

Downloaded 29 Sep 2005 to 147.43.13.56. Redistribution subject to AIP license or copyright, see http://apl.aip.org/apl/copyright.jsp

134107-3

Appl. Phys. Lett. 86, 134107 共2005兲

Bang, Chang, and Baek

FIG. 3. 共Color online兲 Liquid film formation
process: Liquid trapped by nucleate bubbles
in a expanding vapor environment from
4 vol % Al2O3–water nanofluid at CHF is
shown. Nucleate bubbles disappear little by
little and a liquid region with small holes begins to appear. Liquid disturbed in the process
spreads on the surface. The third image shows
a typical wave interface by Taylor and Helmholtz instability theories. All images are taken
by a single-lens reflex digital camera with a
Macrolens system and ⬃110 s exposure
time.

Special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the vapor holes in
the liquid film. In Fig. 4共b兲, we present a typical hole-liquid
structure. In the vapor environment, large vapor holes are
seen inside the liquid film, whereas nucleate bubbles are seen
just before the rupture for forming liquid film region, as
shown in the lower part of the figure. The liquid dries out
with the expansion of the dried regions or the vapor holes

due to evaporation from the rims of vapor holes. This resembles a dewetting process10 which is characterized by
holes and the motion of liquid rim apparently. The size and
distribution of these vapor holes originally depends on the
distribution of nucleation sites, whereas those of the observed vapor holes depend on the observation time in a period of the process.
Several questions remain concerning the observation:
How thick is the trapped liquid layer? What determines the
thickness of the layer? Why does nonwetting of liquid in
boiling limitation occur?
The typical thickness of this layer is predicted to have a
range from 50 to 500 m for water on a flat horizontal surface, depending on the heat flux. There are many hypotheses
regarding the factors that determine the thickness; such factors could include Helmholtz instability, the contact angle, or
the nucleation site density.3 The mechanism of the boiling
limitation is that periodical wetting and dryout cause the rise
of average temperature, and then the rise of average temperature prevents the wetting during the period of liquid resupply.
Therefore, according to Newton’s cooling law of
q = h共Tw − T f 兲,

共2兲

the sudden falling of the heat transfer coefficient, due to the
conversion of a liquid–solid interface to a vapor–solid interface, causes the sudden rising of the wall temperature, leading to a melt down of the wall or to burn-out.
The experimental observations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ability of heat transfer community to provide actual depictions of the liquid film and th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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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共Color online兲 Liquid film dryout process: 共a兲 Time evolution of
dryout of the liquid film from 4 vol % Al2O3–water nanofluid at CHF. The
liquid spreading occurs after its trapping and the dryout process of a liquid
film proceeds with its evaporation. In the top of an image, there is a nonheating part of the surface resulting in relative thicker interleaved liquid film
without any dried area. 共b兲 Magnification of the liquid film–vapor holes
structure. 共c兲 The burn-out 共critical heat flux兲 phenomenon due to dryout of
the liquid film. Entirely dried and nonwettable surface of the heater glowed
in CHF 共⫹兲. Thus, the surface must not be rewetted despite liquid resupply
as shown in the image in front of the last. The last image of 共c兲 shows a
glowing surface of the heater in the d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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