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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임계압 강제 류 열 달 실험 - 내경 6.32 mm 튜  

Ⅱ. 연구의 목   필요성

재 KAERI가 연구 인 임계압수냉각로(SCWR)의 노심개념은 기존 경수로보다 

더 집한 핵연료집합체 개념을 채택하고 있어 부수로의 수력직경이 6.5 mm 정도

로 매우 작다. 이 크기의 부수로에서 임계압 열 달계수를 측할 수 있는 상

식을 평가하기 해 내경 6.32 mm의 Inconel 625 튜  안에서 임계압 열 달 실

험을 수행하 다.  

Ⅲ. 연구의 내용  범

실험은 임계압력 7.38 MPa의 105%와 110%에서 질량유속 285～1200 kg/m2sec와 

열유속 30～170 kW/m2의 범 에서 수행하 다. 입구온도가 5℃인 경우 입구 

Reynolds 수는 1.8 x 104～7.5 x 104이다.

Ⅳ. 연구결과 

질량유속과 열유속은 열 달계수와 열 달열화에 큰 향을 미쳤다. 이에 비해 압

력은 큰 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번 실험결과와 비교한 열 달상 식  Bishop의 

상 식이 이번 실험을 가장 잘 측하 으며 Bae와 Kim이 제안한 식과 Jackson의 

상 식이 그 뒤를 이었다. 열 달열화는 
  ×일 때 일어났으며 열

화가 일어난 후에는 
이 × 이하로 감소해도 정상열 달로 회복되지 

않았다. 따라서 정상열 달 역과 열화열 달 역에는 각각 별도의 상 식이 

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Ⅴ.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건의사항

본 연구결과는 임계압수냉각로의 노심개념을 정립하는 데 필수 인 노심열수력 

계산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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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Experiments on a forced convection heat transfer at 

supercritical pressures - 6.32 mm ID tube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size of a sub-channel of the conceptual SCWR core design studied at KAERI 

is 6.5 mm. In order to provide heat transfer information in such a narrow 

sub-channel at supercritical pressure, an experiment was performed with a test 

section made of Inconel 625 tube of 6.32 mm ID.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The test pressures were 7.75 and 8.12 MPa corresponding to 1.05 and 1.1 times 

the critical pressure of CO2, respectively. The mass flux and heat flux, which 

were in the range of 285~1200 kg/m
2
s and 30~170 kW/m

2
, were changed at a 

given system pressure. The corresponding Reynolds numbers range is 1.8 x 104～

7.5 x 10
4
. 

Ⅳ. Result of Project

The effect of mass flux and heat flux was dominant factor in the supercritical 

pressure heat transfer while the effect of pressure was negligible. The Bishop's 

correlation predicted the test result most closely and Bae and Kim's recent 

correlation was the next. The heat transfer deterioration occurred when 


  × . As soon as the heat transfer was deteriorated, it entered a 

new regime and did not recover the normal heat transfer nevertheless 
 

reduced below ×. It may mean that the correlation must be developed 

for the normal and deterioration regime separately.

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The test result may be used in the core thermal-hydraulics calculation to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core concept with narrow sub-chann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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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1950년 에 화력발 소의 열효율을 극 화하기 해 보일러의 압력을 임계압 (22.1 

MPa) 이상으로 올리고 이에 따라 온도도 올리기 해 보일러 튜  안의 임계압 

열 달에 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후 이를 원자력발 에도 용하기 한 

연구가 1950 - 60년 에 미국과 러시아에서 수행되었으나 고온내부식성 재료의 확

보 문제를 포함한 제반 사정으로 연구가 단되었다. 1990년   일본의 도쿄 학

에서 임계압수냉각로(SCWR)에 한 개념연구가 재개되어 열 성자 임계압수냉

각로와 고속 성자 임계압수냉각로에 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U와 캐나다와 

국도 일본과 함께 GEN IV International Forum (GIF)을 심으로 SCWR에 한 

연구를 본격 으로 수행하고 있다.1

노심에 련되는 열수력 상은 임계압열 달과 임계압유동불안정성과 임

계유속 등이며 이에 한 정확한 이해와 측능력의 확보는 SCWR의 개념을 완성

하기 해 매우 요하다. 이 에서 노심에서 일어나는 열 달의 정확한 측은 노

심핵연료의 건 성을 담보하기 해 무엇보다도 요하다. 아임계압에서 용되는 

기존의 열 달 상 식은 도를 제외하고는 온도에 무 한 일정한 물성을 가정하고 

있고 무차원 수도 벌크온도나 벌크와 벽면온도의 평균을 기 으로 하고 있으므로 

임계압에서와 같이 모든 물성이 온도에 따라 격하게 변화하는 경우(그림 1)의 

열 달량을 정확히 측할 수 없다. 임계압에서는 벽면온도에서의 물성이 유동장

에 지배 인 향을 미치며 이에 따라 열 달도 향을 받게 된다. 격한 물성의 

변화로 임계열유속과 유사하지만 정도는 매우 약한 열 달열화 상(heat transfer 

deterioration or impairment)이 일어나기도 한다. 기존의 임계압 열 달에 한 

논문들은 부분 임계압 화력발 소의 보일러 튜 를 다루고 있으므로 내경이 10 

mm를 넘는 비교  구경인 튜 에 한 열 달에 한 것이며 이를 기존 경수로

의 부수로보다 매우 좁은* SCWR 노심의 부수로의 열 달 측에 그 로 용할 

수 있는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좁은 유로에서 임계압열 달에 한 연

구가 요구되었다.1

* 유체의 정압비열은 임계압 부근에서 매우 크고 노심에서의 온도(엔탈피) 변화도 크다. 따라서 로 표

시되는 노심에서 달되는 열량은 은 유량으로도 동일한 열량을 운반할 수 있다. 그러므로 효과 인 류 열

달량을 확보하기 해서 한 유속이 필요하므로 부수로는 좁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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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도쿄 학에서 연구 인 열 성자 SCWR인 Super LWR 핵연료집합체 

개념2(그림 1) 부수로의 수력직경은 약 4.4 mm이며 한국의 SCWR 핵연료집합체 개

념3,4(그림 2)의 부수로의 수력직경은 6.5 mm이다. 

수력직경 6.5 mm 튜 에서 열 달 데이터를 확보하기 해 내경이 이와 가장 

유사하고 시장에서 바로 구입할 수 있는 내경 6.32 mm 튜 에 해 상향 유동실험

을 수행하 다. 사각형 격자 핵연료집합체의 부수로를 모사하기 해서는 어도 4

의 가열 이 요구되지만 보 인 단계에서는 튜  는 튜  안에 단일 가열

이 들어 있는 유동장 한 실험을 수행하여 기 인 열 달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일반 이다. 이번 연구에서도 제반 여건을 고려해 부수로를 가장 실험이 용이한 튜

로 모사했으며 매질은 물 신에 임계압 상태에서 물과 매우 유사한 성질을 보

이는 이산화탄소를 사용하 다. 

그림 1 Core design concept of Super 

LWR (Yamaji et al.1)

       
그림 2 Core design concept 

of KAERI (Bae et al.3)

2. 임계압 유체의 특성

임계압에서 일어나는 열 달의 주요한 특성 의 하나는 유사임계 

(pseudo-critical) 온도 부근에서 임계압 유체의 물성치가 크게 변화한다는 것이다. 

그림 3은 압력  온도에 따른 물의 비열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물은 주어진 압력

에서 비열이 최 값을 갖는 온도가 존재한다. 임계압력 이하의 역에서 비열의 최

값은 포화선 상에 치한다. 임계압 역에서는 비열의 최 값은 유사임계 에

서 나타난다. 임계압 역에서 비열의 최 값을 나타내는 온도를 압력의 함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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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나타낸 선을 유사임계선(PCL: Pseudo-Critical Line)이라고 한다. 그림 4(a)와 

(b)는 각각 물과 CO2의 유사임계선을 나타낸다. 물과 CO2의 비열이 최 값을 가지

는 임계압력과 임계온도가 만나는 임계 (critical point)도 같이 표시하 다. 그림에

서 알 수 있듯이, 두 유체의 유사임계온도는 유사임계압력이 증가할수록 증가한다.

그림 3 Specific heat of water.

 

(a) (b)

그림 4 Pseudo-critical line in a P-T diagram: (a) water; (b) CO2 .

그림 5는 물성치 로그램(REFPROP 7.1)을 이용하여 계산한 온도에 따른 물의 

물성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임계압력과 임계압력의 1.05배, 1.1배, 그리고 1.2배의 

압력에 한 물성치 변화를 각각의 물성에 따라 나타내었다. 그림 5(a)와 (b)는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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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비열과 도의 변화를 나타낸다. 비열은 임계압력과 임계온도에서 가장 큰 

값을 가지며 정해진 압력에서는 그 압력에 해당하는 유사임계온도에서 최 값을 갖

는다. 그리고 압력이 증가할수록 이 최 값은 감소한다. 도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

라 감소하다가 유사임계온도 근처에서 격하게 감소한 후 다시 완만하게 감소한

다. 유사임계온도 근처에서 도가 감소하는 정도는 압력이 높아질수록 완만해진다.

온도에 따른 엔탈피의 변화를 그림 5(c)에 나타내었다. 엔탈피는 온도가 증가할

수록 증가하며 유사임계온도 부근에서 두드러지게 증가한다. 엔탈피 역시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변화의 정도가 감소한다. 그림 5(d)에서와 같이, 열 도계수는 온도

가 증가함에 따라 완만하게 감소하다가 유사임계온도 부근에서 격히 감소한다. 

그러나 임계압력과 가까운 압력의 조건에서는 국부 으로 peak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국부 인 peak는 압력이 임계압력에서 멀어질수록 감소하는 경향

을 보인다. 동 성계수의 온도에 따른 변화는 그림 5(e)에 나타내었다. 도와 마찬

가지로 동 성계수도 온도에 따라 감소하다가 유사임계온도 부근에서 격하게 감

소한다. 그림 5(f)는 온도에 따른 란틀 수(Prandtl number)를 나타낸 것으로, 유사

임계온도에서 최 값을 보이며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낮아진다. 이 지 에서 최

값이 존재하는 이유는 열 도계수나 동 성계수가 변화하는 정도에 비하여 비열이 

변화하는 정도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림 6은 온도에 따른 CO2의 물성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CO2의 비열은 유

사임계온도에서 최 값이 존재하며, 이 최 값은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 

CO2의 도, 열 도 계수  동 성 계수는 물과 마찬가지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완만하게 감소하다가 유사임계온도 부근에서 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물의 

물성변화와 비슷하게 CO2의 엔탈피는 유사임계온도 부근에서 증가하며 란틀 수

는 유사임계온도에서 최 값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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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pecific heat (b) Density

(c) Enthalpy (d)Thermal conductivity

(e) Dynamic viscosity (f) Prandtl number

그림 5 Property variations of supercritical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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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pecific heat (b) Density

(c) Enthalpy (d) Thermal conductivity

(f) Prandtl number(e) Dynamic Viscosity

그림 6 Property variations of supercritical 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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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설명하 듯이, 임계압 유체의 비열, 도, 엔탈피, 열 도계수, 그리고 동

성계수 등의 물성은 임계온도와 유사임계온도 부근에서 격히 변화한다. 이러한 

물성의 변화로 인해 임계압에서의 열 달은 아임계압(sub-critical)에서와 같은 일

반 인 이상(二相) 유동의 열 달과는 크게 다른 상을 보인다. 그러므로 임계압

에서의 열 달에서는 이러한 물성 변화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임계압수냉각로에서는 냉각재로 물이 사용되지만 실제 임계압 열 달과 

련된 실험에서는 물의 체유체로 CO2나 Freon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는 이러한 

체유체가 물보다 임계압력과 온도가 낮아 실험 조건 유지가 쉽고, 이 두 유체의 

유사임계온도 근처에서의 열 달 특성이 물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체유체

를 사용한 실험결과를 무차원 수로 표 한 식을 물에 용했을 때 비교  잘 맞기 

때문이다.† 를 들어 Krasnoshchekov와 Protopopov5는 임계압 CO2의 실험결과

를 기 로 열 달 상 식을 제안하 고, 이것을 Jackson6이 임계압에서 물의 열

달에 용가능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임계압수냉각로(SCWR: Super-Critical Pressure Water-Cooled Reactor)는 냉

각재인 물의 압력을 임계압인 약 25 MPa로 운 하는 원자로이며 이에 해당하는  

운 온도는 290~550℃이다. 운 압력은 임계압력의 약 1.1배이다. 본 실험에서는 물

의 체유체로 CO2를 사용하여 CO2의 임계압력의 1.05배와 1.1배가 되는 7.75 MPa

과 8.12 MPa의 압력 조건에서 수행하 다. 그림 7에 1.1Pcr의 압력에서 온도에 따

른 물의 물성 변화를 나타내었고, 그림 8에 1.1Pcr의 압력에서 온도에 따른 CO2의 

물성 변화를 나타내었다. 이 두 그림을 통하여, 두 유체의 물성의 변화가 상당히 유

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임계압력의 1.1배가 되는 압력에서 물, CO2, 그리고 Freon

의 비열을 그림 9에 나타내었다. 그림을 통해, 물과 CO2는 비열의 변화가 매우 비

슷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 과거의 실험논문을 분석해보면 CO2를 이용한 실험결과는 물의 실험결과와 거의 동일하게 취 하고 있다. 그러

나 Freon의 경우는 이와 같이 취 된 경우가 없다. 이는 임계열유속(CHF) 실험결과를 물에 용할 때 fluid-to 

fluid modeling parameter를 개입시키는 것과 무 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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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Property variation of water at a pressure of 1.1Pcr.

그림 8 Property variation of CO2 at a pressure of 1.1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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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Specific heat variation of different fluids at a 

pressure of 1.1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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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실험에 의한 임계압 열 달 연구는 1950년  말부터 1970년  까지 수행되다가 

거의 단된 후, 최근에 Gen  IV의 하나로 SCWR이 주목을 받음에 따라 CO2  

Freon과 같은 체유체를 사용한 실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열 달 실험의 

주요 심사는 임계압에서의 열 달계수를 측하는 것과 열 달 열화 상을 규

명하는 것이다. 

Goldmann7은 원형  내부를 흐르는 임계 상태의 물에 한 실험결과를 강제 

류 상 식인 와 비교하 다. 

Vikhrev 등8은 수직으로 설치된 원형 에서 임계압수에 한 실험을 수행하

다. 이들은 질량유속이 495 kg/m
2
s 조건의 실험결과를 통하여 두 종류의 열 달 

열화 상이 존재한다고 주장하 다. 첫 번째는 원형 의 입구 역(

≤  )에

서만 찰이 되는 열화 상으로서, 주로 낮은 질량유속과 높은 열유속 조건에서 

일어났다가 질량유속이 높아지면 사라진다고 보고하 다. 두 번째는 원형 의 치

에 구애받지 않고 특정한 엔탈피 역에 해 원형 의 모든 역에서 열화 상이 

찰이 되었으며, 이러한 열화 상은 원형 의 벽면 온도가 유사임계온도를 과

할 때 생긴다고 주장하 다.

Shiralkar와 Griffith9,10는 원형 에서의 임계압 CO2 열 달 실험을 다양한 유

동 조건에서 수행하 다. 실험 결과를 통해 열 달 열화는 열유속과 질량유속의 임

의의 비율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발견하 고, 한 입구온도와 유동방향에 의해서도 

향을 받는다고 주장하 다.

Ackerman11은 실험을 통해 열 달 열화 상이 시작되는 곳에서 비등으로 인

한 것과 유사한 소음이 발생되는 것을 찰하여, 이것을 아임계압에서 발생하는 비

등 기(boiling crisis)와 같은 상으로 간주하 다. 실험결과에 따르면 열 달 열

화 상이 발생되는 곳에서의 임계열유속은 압력과 질량유속이 증가할수록 커지며, 

경이 작아질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ishop12,13과 Swenson14의 실험은 임계압수냉각로의 설계를 해 수행되었다. 

양측의 실험에서 사용한 질량유속, 열유속  냉각재 평균온도는 재 계획하고 있

는 임계압수냉각로의 설계값들과 거의 일치한다. Bishop의 실험에서는 2.5 - 5.1 

mm의 매우 작은 이 사용된 반면 Swenson의 실험에서는 크기가 9.4 mm인 원형

이 용되었다. 실험결과를 근거로 각각 상 식이 유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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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urke15는 임계온도 부근에서의 열 달계수에 한 고찰을 해 CO2를 사용한 

강제 류 실험장치에 튜 입구온도, 압력, 열유속, 질량유량  흐름방향 등을 변화

시켜 가면서 실험을 수행하 다. 벽면 국부온도의 최 값은 유체가 상방향으로 흐

르는 경우에만 발생하 고, 유사임계 역에서의 열 달 진 상은 상방향  하

방향 흐름 모두에서 측되었다.

Tanaka16는 원형 튜  내부를 흐르고 있는 CO2에 외부로부터 매우 큰 열유속을 

가해 과냉각 상태에서 임계 상태로 변화시킬 경우의 류 열 달 특성, 특히 유

사임계 부근에서의 열 달 열화 상을 으로 연구하 다. 임계조건에서 일어

나는 상에 한 이론 인 고찰을 통해 임계 유체에 한 열 달 해석을 유체 

물성치가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수행한 기존의 “turbulent mode convection" 이론

 해석에 유체 물성치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방법으로 수행하여 만족할만한 성과

를 얻었다.

Silin17은 수직 과 수평 에서 임계압 CO2의 강제 류 열 달 실험을 수행하

다. 유체의 벌크온도(bulk temperature)가 유사임계 온도보다 낮거나 같고 벽면온

도가 유사임계온도보다 크거나 같은 역에서 열 달이 증가한다는 실험결과를 발

표하 다.

Watts와 Chou18는 수직원형 에서 25 MPa의 임계수에 한 혼합 류열 달 

실험을 수행하 다. 상향유동  하향유동에 한 실험을 통해, 상향유동일 때 부력

변수가 임의의 값 이상인 조건에서 열 달 열화가 발생함을 확인하 다. 이러한 부

력변수의 값을 기 으로 정상열 달과 열화열 달의 두 역으로 나 어, 각 역

에 한 상 식을 분류하여 제시하 다.

Okawa 등19은 동경 학에서 개념설계 인 임계압수냉각로인 SCLWR-H에서 

열 달을 모사할 수 있는 Freon(R-22) 루 에서 열 달 상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특히 내경 4.4 mm의 작은 직경의 원형 에서 일어나는 열 달 특성이 13.0 

mm의 큰 직경의 원형 에서 일어나는 특성과 유사함을 보 고, 큰 직경의 원형

에서 유도한 열 달 열화 개시 기 을 작은 직경의 원형 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Komita 등20과 Mori 등21,22도 원형 , 환형 , 가열  bundle에 해 

Freon을 매질로 한 실험결과를 계속 발표하고 있다.

Pioro와 Duffey23는 임계압 조건에서 여러 연구자에 의해 제시된 열 달계수

를 정리하 고, AECL의 CO2 루 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여러 열 달계수 상 식으

로 나타내어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 다.

Fewster와 Jackson24은 수직원형 에서 임계상태의 CO2에 한 난류유동에 

한 열 달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의 주된 목 은 임계 상태에서 열 달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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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MPa) ″(kW/m2)  (kg/m2s) Fluid and Flow geometry

Goldman(1961) 34.5 310-9400 2034-5424 Water, Tubes(D=1.27-1.9mm, 

L=160mm)

Swenson(1965) 23-41 200-1800 542-2150 Water, vertical st. st. 

tube(D=9.42mm, L=1.83m)

Bishop(1965) 22.6-27.5 310-3500 680-3600 Water, tubes (D=2.5-5.1mm, 

L/D=30-565)

Krasnoshchekov

and Protopopov(1966)

7.9, 9.8 430-2520 1135-7520 CO2, st. st. tube (D=4.08mm, 

L=208mm)

Vikhrev(1967) 24.5, 26.5 230-1250 485-1900 Water, vertical st. st. tube(D=7.85, 

20.4mm, L=1.515, 6m)

Shiralkar and 

Griffith(1969)

7.6, 7.9 125-190 680-2710 CO2, st. st. tube (ID=6.35mm, t=1.6 

mm, L=1.52m)

Shiralkar and 

Griffith(1970)

7.6, 7.9 50-453 Re=(267-835)x103 CO2, st. st. tube (ID=3.18, 6.35mm, 

t=1.6 mm, L=1.52m)

upward and downward flow, 

including tube with twisted tape

표 1 Range of investigated parameters for heat transfer experiments at 

supercritical pressure.

양한 상에 해 알아내는 것이었다. 실험을 통해 이들은 임계압에서 열 달은 

일반 으로 세 가지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주장하 다. 우선 정상 열 달(normal 

heat transfer)과 이 정상 열 달에서보다 열 달 계수가 더 높아지게 되는 열 달

진(improved heat transfer), 그리고 정상 열 달에서보다 열 달계수가 더 낮아지게 

되는 열 달열화(deteriorated heat transfer)의 세 가지로 구분을 하 다. 이러한 결

과는 일반 으로 임계상태의 물 실험에서도 찰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Pis'menny25는 물을 매체로 내경 6.28 mm와 9.50 mm 원형 에 해 상향  

하향유동 실험을 수행하 다.  ≤    ≤ ℃와  ≤ 의 

조건에서 정상 인 열 달이 일어났으며 열화는 상향유동에서는 하향유동에서보다 

이 작을 때 발생하기 시작함을 보 다. 

특히 이산화탄소를 매질로 한 실험은 러시아에서 많이 수행되었으며26,27,28 국내

에서도 KAERI에 설치되어 있는 이산화탄소를 매체로 이용하는 임계압 열 달 실

험장치 SPHINX를 활용하여 다양한 크기의 튜 와 환형유로에 해 실험이 수행되

었다.29,30,31,32,33,34 

임계압 유체의 열 달과 련된 주요 실험을 표 1에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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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MPa) ″(kW/m2)  (kg/m2s) Fluid and Flow geometry

Hall and Jackson(1969) 7.58 40-57 Rein=113×103 CO2, tubes, upward and downward

Ackermann(1970) 22.8-41.3 126-1730 136-2170 Water, vertical smooth(D=9.4, 11.9, 

24.4,L=1.83m ;D=18.5mm, L=2.74m) 

and ribbed(D=18mm, L=1.83m)

Bourke(1970) 7.44-10.32 8-350 311-1702 CO2, st. st. tube(D=22.8mm, 

L=4.56m), upward and downward

Tanaka(1971) 8.1 488,640 120-240 CO2, tubes(D=6mm, L=1m, surface 

roughness 0.2 and 14μm)

Yamagata(1972) 22.6-29.4 120-9300 310-1830 Water, vertical and horizontal 

tubes(D/L=7.5,1.5)

Silin(1973) 7.9, 9.8 <1100 200-2600 CO2, vertical and horizontal 

tube(D=2.05,4.28mm)

Fewster(1976) 7.6 10-300 180-2000 CO2, vertical st. st. tube(D=8,19mm, 

L=1m)

Watts and Chou(1982) 25 175-440 106-1060 Water, vertical tubes(D=25,32.2mm, 

L=2m), upward and downward

Kugarnov and 

Kaptil'ny(1992)

9 40-460 800-2100 CO2, tube(D=22.7mm, L=5.22m)

Fewster and 

Jackson(2004)

7.6 50-460 300-3300 CO2, vertical st. st. 

tube(D=5.08,7.88mm, L=up to 1.2m), 

upward and downward

Kim et al. (2007) 7.75, 8.12, 

8.85

30-150 400-1200 CO2, vertical, Inconel 625 tube 

(D=4.4mm, L=3m)

Kim et al. (2008a) 7.75, 8.12 30-150 400-1200 CO2, vertical annulus passage 

between st. st. tube and st. st. 

heater (Dh=4.4mm, L=2.4m, heated 

length 1.8 m)

Bae et al. (2008d) 7.75, 8.12 30-150 400-1200 CO2, tube (4.4, 9.0 mm) vertical 

annulus passage (Dh=4.4mm)

Pis'menny et al. 

(2006)

23.5 360-1170 250-2200 Water tube 6.28, 9.50 mm) vertical 

upward and down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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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실험의 장치와 차  범

1. 실험장치

그림 10은 임계압 CO2 (임계압력 7.38 MPa, 임계온도 31.06℃) 열 달 실험장치

(SPHINX) 개략도이다. SPHINX의 설계압력은 12.0 MPa이며, 루  내의 CO2는 공

기로 작동하는 압축기를 통하여 실험에 필요한 압력까지 가압이 된다. 열교환기 출

구에서 test section까지 CO2는 액체와 유사한 임계 유체상태를 유지하고 test 

section의 가열 역을 지나면서 기체와 유사한 임계 유체상태로 변하게 된다. 그 

후로부터 CO2는 열교환기 입구까지 기체와 유사한 임계 유체상태를 유지한다. 

력공 을 해 용량 6 kW  12 kW의 두 개의 DC power supply가 사용되었다. 

가열된 CO2는 총 열제거 능력이 80 kW인 나선형 열교환기에 의해 냉각된다. 용량 

250 kg/hr의 기어식 순환 펌 가 필요한 유량으로 CO2를 순환시킨다. 펌  출구에 

설치된 질소 충 식 어큐뮬 이터는 루  내 압력변활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Test section으로 들어가는 CO2의 온도는 용량이 20 kW인 열기에 의해 일정한 

온도로 유지된다. 열기와 test section 사이에는 Corioli type 질량유량계를 설치하

다. 실험장치의 가로 x 폭 x 높이는 5.5m x 4m x 6m이다. 그림 11은 실험장치의 

경 사진이다.

Test section에서 측정된 자료는 PC-based DAS를 통해 가공하여 장하 다. 

DAS는 VXI-based multiplexer와 multimeters로 구성되어 있으며 64 channel로 

3000 Hz의 속도로 자료를 받을 수 있다.

표 2에는 설계기  운  조건과 이에 따른 주요 구성품의 용량을 정리하 다. 

CO2 순환펌 는 기계 (mechanical seal) 형태의 자기식 구동 기어(magnetic 

drive gear) 펌 로서 총 2 가 설치되었다. 유량 조건에서 운 되는 펌 는 단일

(single tube)  단일  실험에 사용되며, 고유량 조건에서 운 되는 펌 는 다

발 실험에 사용하기 하여 설치되었다. 펌  운  에 압력손실에 의한 운 조건

의 변동이 발생해도 일정한 토출 유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높은 펌  수두

가 확보되어야 한다. 실험장치에 설치된 펌 의 형상을 그림 12(a)에 나타내었으며, 

주요 변수는 다음과 같다.

  - 유량 : 5.2 L/min@2850rpm, 22.0 L/m@2850rpm

  - 최  차압 : 8.7 bar

  - 최  시스템 압력 : 103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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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Schematic diagram of the test facility SPHINX

그림 11 Picture of the test facility SPHINX



- 16 -

 Design condition(working fluid : CO2)

 Pressure  ~12 MPa

 Temperature  ~80 ℃

 Capacities of the installed components

 Circulation pump  5.2(low)/22.0(high) L/min

 Main heater power supply  6(DC)/12(DC)/64(AC) kW

 Pre-heater  3/17 kW

 Spiral heat exchanger  80 kW

 Chiller  87600 kcal/hr

표 2 Design condition and capacity of the SPHINX.

  - 온도 범  : -46~177℃

  - 성 범  : 0.2~1500 cps

  

실험부와 순환펌  사이에 설치된 열교환기는 주순환 루 에서 실험부를 통과한 기

체와 유사한 임계압 상태의 CO2를 냉각하여 액체와 유사한 임계압 상태의 CO2

로 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열교환기에 공 되는 냉각수는 온(Freon R-22)을 

냉매로 쓰는 냉각기(chiller unit)로 냉각한다. 그림 12(b)에 실험장치에 설치된 열교

환기의 형상을 나타내었으며, 주요 변수는 다음과 같다.

  - 열용량 : 80 kW

  - 튜  크기(mm) : 9.53(OD) × 0.889(T)

  - 쉘 크기(mm) : 457.2(OD) × 444.5(ID)

액체 CO2 장 용기에서 기화한 CO2는 압력이 40 bar 미만으로서 주순환 루 에 

충진 시 실험에 요구되는 고압을 유지할 수 없다. 공기작동 가압 펌 (Air-driven 

boosting pump)는 주순환 루  내의 압력을 고압으로 만들기 하여 설치되는 압

축기로 구동을 하여 6 bar 정도의 압축공기가 사용된다. 실험장치에 설치된 CO2 

가압 펌 의 형상을 그림 12(c)에 나타내었다.

순환펌  후단에 설치된 축압기는 주순환 루 의 온도변화에 의해 압력 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실험조건에 따라 충분히 반응을 할 수 있

도록 용량과 압력이 선정되었다. 특히 펌 에서 발생하는 유체요동을 흡수하여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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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2 circulation 

pump

(c) Air-driven boosting 

pump

(b) Heat exchanger

( d ) 

accumulator

그림 12 Shape of installed components.

정 으로 유체가 순환되도록 하 다. 그림 12(d)는 축압기의 형상을 나타낸 것이며, 

주요 변수는 다음과 같다.

  - 총 용량 : 10 liters

  - N2 가스 충진 압력 : 50~75 bar

  - 운  압력 : 70~100 bar

  - 설계 온도  압력 : 120℃, 210 bar

CO2 순환펌 를 통과한 임계압 CO2는 열기에서 열되어 실험부로 공 된다. 

이때 실험부로 유입되는 CO2의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는데, 열기가 이 

역할을 수행한다. 열기의 주요 변수는 다음과 같다.

  - 설계압력  온도 : 120 bar, 80℃

  - 최 순환 CO2 운 유량 : 1.9 m
2
/hr(1500 kg/hr)

  - 용량 : 17 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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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 : AC 440V, 3∅, 60Hz

주가열기(main heater)는 실험부를 가열하기 하여 설치되었다. 원형  실험에는 

직류 력공 장치(DC power supply)를 통해 직 가열(direct heating) 방식이 용

되며, 단일   다발 실험에는 교류 력공 장치(AC power supply)를 통하여 

간 가열(indirect heating) 방식이 용된다. 력공 장치의 주요 변수는 다음과 같

다.

  - DC 출구 압 : 0V~30V(6kW , 12kW)

  - DC 출구 류 : 0A~200A(6kW), 0A~400A(12kW)

  - 운  온도 : 0℃~45℃

  - 크기(mm) : 600(W) × 680(D) × 1260(H)

2. Test section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념 으로 제시한 1400 MWe 출력의 임계압수냉각로의 

노심 부수로의 수력직경 6.5 mm와 유사한 내경이 6.32 mm인 Inconel 튜 에 해 

실험을 수행하 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념 으로 제시한 임계압수냉각로의 

핵연료집합체의 단면을 그림 13에 나타내었다. 6.32 mm 원형  이외에도 4.4 mm 

원형 과 9.0 mm 원형 에 한 실험이 이미 수행되었는데, 이 실험에 한 결과

는 실험 의 직경이 열 달에 미치는 향을 보기 하여 사용되었다. 표 3에 각 

원형 의 직경  길이를 표시하 다. 

  6.32 mm 원형 의 설치 상태와 측정 의 치를 그림 14에 나타내었다. 실험

에 사용되는 원형 들은 모두 Inconel 625로 제작되었는데, 이는 Inconel 625가 낮

은 열팽창률과 높은 기 항을 가져 벽에 직  직류를 흘려 가열하는 방식에 

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에 직류를 흘려 가열하므로 루 와 실험 이 연결되는 

상하 랜지(flange)에는 두께 10 mm의 테 론(Teflon) 을 넣어 기  연이 유

지되도록 하 다. 원형 은 총 길이가 3000  mm로 상하 랜지 사이에 들어가게 

된다. 원형 의 외벽온도를 측정하기 하여 총 41개의 착식 K형 열

(Adhesive K-type thermocouple)가 하부 랜지로부터 700 mm인 지 부터 50 mm 

간격으로 부착되었다. 그리고 직류 원공 장치와 연결되는 직류공 단자는 첫 번

째 열 의 하부 500 mm인 지 과 41번째 열 의 상부 150 mm인 지 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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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section Material
Inner dia.

(mm)

Outside dia.

(mm)

Thickness

(mm)

Length

(m)

 4.4mm tube  Inconel 625    4.4     6.18     0.89       3

 6.32mm tube  Inconel 625    6.32     9.52     1.60       3

 9.0mm tube  Inconel 625    9.0     10.86     0.93       3

표 3 Geometry of test sections.

그림 13 Cross section of the fuel assembly

되어 실험 의 총 가열 길이는 2650 mm가 된다. 유동이 완 히 발달된 난류 조건

이 형성된 이후부터의 열 달에 한 정보를 얻기 해 직류공 단자는 가열이 시

작되는 지 부터 첫 번째 열 까지의 길이가 500 mm가 되도록 설치하 다.

3. 실험 차와 범

실험장치의 설계압력은 12.0 MPa이며, 실험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루  내의 

CO2를 공기작동 압축기(Air-driven boosting pump)를 통하여 원하는 압력까지 가

압한다. 순환펌  부근의 CO2의 압력을 유사임계압력보다 높은 압력까지 가압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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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Test section and measuring lo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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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순환펌 를 작동하여 루  내의 CO2가 유동하도록 하 다. 이는 액체 상태의 

CO2로 인해 펌 에 충격이 가해지는 것을 피하기 함이다. CO2의 순환을 하여 

고유량과 유량의 기어식 순환펌 (Gear-type circulation pump)가 각각 1 씩 설

치되어 있으므로, 실험 조건에 알맞은 펌 를 선택하여 순환을 시켰다. 펌 의 분당 

회 수(RPM: Revolution Per Minute)와 그림 10의 주 제어밸 (main control valve) 

 우회 제어밸 (bypass control valve)를 조 하여 실험조건에 맞는 질량유속을 

유지하게 하 다.

  열교환기 출구에서 실험부의 입구까지 CO2는 액체와 유사한 임계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실험에 필요한 유량에 따라 선택된 펌 에 의해 순환되며, 펌  출

구에는 질소 충 식 축압기가 설치되어 루  내 CO2의 압력 섭동을 완충시키는 역

할을 한다. CO2는 축압기 후단에 설치된 열기에 의해 실험 조건에 맞는 온도까지 

열되어 일정한 온도로 실험부로 공 된다. 열기로부터 실험부 입구까지 도달하

는 동안 CO2의 온도는 약간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열기의 설정 온도를 

조 하 다. 열기와 실험부 사이에는 코리올리식 질량유량계(corioli-type 

flowmeter)가 설치되어 있어 루  내를 흐르는 CO2의 유량을 측정하게 된다. 실험 

조건에 따라 열된 CO2는 실험부를 지나면서 실험부의 상단과 하단에 연결된 직

류 력공 장치에 의해 일정한 열유속으로 가열된다. 이 직류 력공 장치를 조

하여 실험 조건에 맞는 열유속이 가해지도록 하 다. 실험부를 거치면서 가열된 

CO2는 기체와 유사한 임계 상태가 되며, 열교환기를 통과하면서 온도가 떨어져 

액체와 유사한 임계 상태가 되어 다시 펌 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 그림 10에서 

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액체와 유사한 임계 상태의 CO2이며, 주황색으로 표시

된 부분은 기체와 유사한 임계 상태의 CO2이다. 루  내 CO2의 유동은 와 같

이 이루어지며 원형 의 벽면온도는 실험부에 설치된 41개의 착식 K형 열 에 

의해 측정된다. 실험부의 입구와 출구 등 실험장치에 설치된 계측기들을 통하여 각 

지 에서의 압력  온도가 측정되었다.

  실험은 운 압력을 정하고, 주어진 압력에서 질량유속과 열유속을 변경하며 

수행되었다. 운 압력은 임계압력의 1.05, 1.1배에 해당하는 압력으로 정하 다. 실

험부로 들어가는 CO2의 입구온도는 우선 낮은 온도로 설정하여 실험을 한 후, 이 

때 실험부 출구의 벌크온도 이후의 범 를 포함할 수 있도록 입구온도를 설정하여 

다시 실험을 하 다. 이는 실험 의 길이가 정해져 있기에 한 번의 실험으로 원하

는 엔탈피 역의 모든 데이터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입구온도를 

달리하며 각 실험조건에서 실험을 수행하여 원하는 엔탈피 역의 원형  외벽온도

를 얻고자 하 다. 질량유속  열유속 등의 실험조건을 표 4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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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id CO2

Flow direction Vertical, Upward

Pressure P MPa (P/Pcr) 7.75 (1.05) and 8.12 (1.1)

Inlet Temperature, ℃ 5 ~ 37

Mass flux G, kg/m
2
sec 285, 400, 500, 600, 750, 854, 1000, 1200

Heat flux q, kW/m
2

30 ~ 170

Inlet Reynolds number 1.8 x 10
4
  ~ 7.5 x 10

4 
(inlet temp. 5℃의 경우)

표 4 Test matrix

 Measuring instrument  Range  Accuracy

 K-type thermocouple

 (adhesive)

 0~1260℃

 (max. temp. 175℃continuous)
 ±0.75% or 2.2℃

 Pressure transmitter  0~160bar(0~16MPa)  ±0.25% of full scale

 Differential pressure

 transmitter
 -623~623mbar  ±0.055% of span

 mass flow meter  0~680kg/hr  ±0.15%

표 5 Range and accuracy of instruments.

4. 계측  데이터 해석

  실험 의 표면온도는 실험 의 외벽면에 50 mm 간격으로 부착된 41개의 

착식 K형 열 (Adhesive K-type thermocouple)로 측정한다. 유체의 실험  입구

온도와 출구온도는 루  내에 삽입된 K형 열 로 각각 측정된다. 실험 을 통

과하면서 일어나는 총 압력강하는 입구  출구에 설치된 혼합조(mixing chamber)

에서 측정되며, 이 혼합조에 설치된 압력계에 의해 실험부의 입구압력과 출구압력

이 측정된다. 루  내를 흐르는 유체의 유량은 열기와 실험부 사이에 설치된 코

리올리식 질량유량계(corioli-type flowmeter)에 의해 측정된다. 그림 10에 각각의 측

정계기가 설치된 치를 표시하 으며, 계측에 사용된 측정계기의 정 도  측정

범 를 표 5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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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수집시스템은 그림 15와 같이 구성하 다. 데이터수집시스템은 데이터

의 표시와 장을 한 PC와 샘 링(sampling)을 한 멀티 서-디지털멀티미터

(Multiplexer-Multimeter)로 이루어진다. 멀티 서-디지털멀티미터 시스템은 64채

의 신호를 300샘 / 의 속도로 수집할 수 있다. 실험루 와 실험 에서 측정되

는 공정변수는 52개로, 정상상태 실험에 충분한 속도의 데이터수집이 가능하다.

그림 15 Data acquisition system.

실험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정보는 실험  내로 흐르는 임계압 상태의 CO2

와 실험  벽면 사이에 열 달 상이므로 몇 가지의 계산을 통하여 열 달계수를 

구하 다. 이 열 달계수는 실험장치로부터 측정이 가능한 질량유속, 열유속, 입구

온도, 압력 그리고 실험  외부 표면온도 값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데이터 정리에 

필요한 CO2의 물성은 NIST REFPROP 패키지35에서 제공하는 값을 사용하 다. 튜

에 가해지는 열유속은 식 (1)과 같이 DC power supply에서 튜 로 공 되는 

power를 열면 으로 나  값이다.







  (1)

 CO2의 벌크온도는 입구와 출구에서 측정된 온도로 비엔탈피를 계산한 후 균일열

유속 조건을 용하여 계산하 다. 균일열유속 조건에 따라 CO2의 비엔탈피는 시험

 내 유동방향을 따라 선형 으로 변한다고 가정을 하 다. 치에 따른 비엔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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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식 (2)에서 구한 후, 이 비엔탈피와 압력을 이용해 식 (3)과 같이 물성함수로부터 

벌크온도를 추정하 다. 식 (3)에서의 압력은 실험  입구압력을 사용하 다. 이는 

실험 을 따라 생기는 정  압력강하가 0.5 bar 정도로 실험  치에 따른 압력이 

비엔탈피의 변화 정도에 비하면 그 정도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


                               (2)

                                     (3)

설치된 41개의 열 는 튜  외벽온도를 측정한다. 열 달계수를 산정하는데 필요

한 튜  내벽온도는 균일체 가열을 가정하여 식 (4)로 계산된다.

    

 



 




 






 
 






 (4)

여기에서 체 가열율은 식 (5)와 같다.















 (5)

열 달계수는 측정된 튜 의 내벽온도, 계산된 CO2의 벌크온도, 그리고 튜 에 가

해지는 열유속에 의해 식 (6)으로 계산된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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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험 결과

1. 열유속의 향

열유속이 임계압 유체의 열 달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하여 각 

질량유속 조건에서 열유속을 변화시켜 가면서 실험을 수행하 다. 여기서는 임계압

력의 1.1배인 8.12 MPa에서 수행한 실험결과를 분석한다. 그림 16부터 그림 23에 

285 kg/m
2
s ~ 1200 kg/m

2
s 사이의 8 가지의 질량유속 조건에서 열유속 조건을 다

르게 하면서 실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유체의 벌크 엔탈피에 따른 원형 의 내부 

벽면온도  열 달계수를 실험으로부터 얻은  외부온도로부터 계산하여 표시하

다. 녹색 실선은 CO2의 벌크온도를, 청색 실선은 Dittus-Boelter가 제시한 열 달 

상 식, 식 (7)로 계산한 열 달계수를 나타낸다. 이 Dittus-Boelter 상 식은 아임계

압에서 강제 류열 달에 주로 사용되는 상 식이다. 회색 실선은 유사임계온도와 

그 온도에서의 비엔탈피를 나타낸다.







                         (7)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질량유속이 285 kg/m
2
s이나 400 kg/m

2
s의 실험결과와 같

이 질량유속이 비교  낮은 조건에서는 열유속이 그리 크지 않아도 열 달 열화 

상이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질량유속이 낮은 조건에서도 열유속이 낮으

면 벽면온도가 격히 증가하는 열 달 열화 상이 일어나지 않았다. 질량유속이 

400 kg/m
2
s이고 열유속이 29.3 kW/m

2
인 경우와 같이 열 달 열화가 일어나지 않

는 조건에서는  벽면온도가 유체의 벌크온도와 체로 평행한 모습을 보이며 증

가하지만 유사임계 엔탈피 근처에서 이 벽면온도와 벌크온도의 차는 가장 작은 값

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유사임계온도 근처에서의 큰 물성치 변화로 생기는 이러한 

상으로 인해 열 달계수는 Dittus-Boelter 상 식으로부터 구한 단상 강제 류에

서의 열 달계수 값보다 작은 값을 가지게 되며, 벌크엔탈피가 유사임계 엔탈피보

다 약간 작은 역에서 최 값을 갖는다. 이는 이 때 벽면 가까이의 유체의 온도는 

유사임계온도 부근에 있기 때문이다. 유사임계엔탈피에서 먼 역에서는 물성의 변

화가 크지 않아 단상 강제 류 열 달에서의 열 달계수 값과 비슷한 값을 가지지

만 유사임계 엔탈피 근처에서는 이보다 작은 값을 가짐을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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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반 으로 Dittus-Boelter 상 식은 열 달계수를 과 측하고 있다.

  열유속이 더 커지게 되면 벽면온도가 격히 올라가는 열 달 열화 상이 

발생하 다. 열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유사임계 근처의 벽면온도는 증가하고 열 달

계수는 감소하게 되며, 벽면온도는 열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더 낮은 엔탈피 역에

서 최 값을 가졌다. 질량유속이 400 kg/m
2
s(그림 17)과 500 kg/m

2
s(그림 18)인 경

우에서 알 수 있듯이, 열유속이 어느 정도 높은 조건에서 벽면온도는 매우 국부

인 peak를 가지나 열유속이 더 증가하게 되면 이 국부 인 peak는 더 넓은 엔탈피 

역에 걸쳐 나타났다. 를 들어 그림 18의 질량유속이 500 kg/m
2
s인 실험결과에

서, 열유속이 49.3 kg/m
2
s일 때에는 낮은 엔탈피 역에서 벽면온도가 완만하게 증

가함을 알 수 있다. 열유속이 52.1 kW/m
2
인 조건이 되면 벽면온도가 약 70℃까지 

올라가는 하나의 국부 인 peak가 생겼다. 열유속이 더 54.5 kW/m
2
로 증가하면 벽

면온도가 국부 으로 약 120℃까지 올라가는 peak가 존재하고 이후 감소하 다가 

다시 국부 으로 벽면온도가 60℃ 정도로 증가하는 2차 peak가 약간 높은 엔탈피 

역에서 존재하 다. 열유속이 56.9 kW/m
2
이 되면, 약 120℃ 던 peak는 120℃보

다 더 높아지고, 열유속이 54.5 kW/m
2
이었을 때보다 더 낮은 엔탈피 역에서 존

재함을 확인하 으며, 약간 높은 엔탈피 역에서 벽면온도가 약 90℃까지 증가하

다가 감소하는  다른 국부  peak가 존재함을 확인하 다. 열유속이 더 증가하

여 63.8 kW/m
2
 이상의 값을 가지게 되면 높아진 벽면온도가 상당한 엔탈피 역에 

걸쳐 분포하 다. 이와 같은 열화 역은 열유속이 커짐에 따라 넓어짐을 그림을 통

해 확인할 수 있다.

국부 으로 증가하 다가 다시 감소하는 벽면온도의 peak가 두 개존재하는 실

험결과는 그림 17과 그림 19의 질량유속이 400 kg/m
2
s  600 kg/m

2
s인 조건에서

도 발견할 수 있었으며 다른 연구자도 이러한 상을 실험에서 찰하 다. 

Weinberg36의 실험(Fluid: CO2, Vertical tube, D=19 mm, P=7.6 MPa, Tin=20℃, 

=0.124 kg/s, =50 kW/m
2
)에 의하면 튜  하부에서 약 100℃까지 벽면온도가 증

가하 다가 바로 감소한 후 그 지 보다 약간 높은 치에서 약 85℃까지 벽면온도

가 증가하 다가 감소하는 peak가 존재하여 본 실험결과와 비슷한 상을 보 다.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벽면온도가 격히 증가하는 열화 상이 넓은 엔

탈피 역에 걸쳐 일어나기 에는, 매우 국부 으로 증가하 다가 다시 감소하는 

하나 는 둘 이상의 peak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아임계압에서의 국부 막비

등(partial film boiling)에서 일어나는 상과 흡사하다. 임계압에서는 막비등과 

같이 실제 기포가 생긴 후 모여 막을 형성하여 열 달을 막지는 않는다. 반면에 벽

면온도가 유사임계온도에 도달하면 벽면 부근의 도가 격히 낮아지고 이 낮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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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유동을 가속시켜 튜  단면의 유동속도분포 “M"의 형태를 갖게 된다. 이 때 

”M"의 어깨에 해당하는 지 에서는 단응력이 이 되고 따라서 turbulence의 생

성이 거의 없어지며 열 달도 따라서 해된다.37  

  Ackerman
11
은 임계압 유체가 상의 구분이 없지만 유사임계 보다 낮은 

역의 도가 높은 유체를 액체와 같은 상태로, 유사임계 보다 높은 역의 도가 

낮은 유체를 기체와 같은 상태로 가정하 다.  벽면 근처의 유체의 도가 낮아

지게 되면 이러한 낮은 도의 유체로 인해 유동 심부의 높은 도의 유체가  

벽면을 다시 시는 것을 막아 열 달을 해한다고 주장하 다. Ackerman은 이러

한 상이 아임계압에서의 막비등과 비슷하여 유사 막비등 상(pseudo-film 

boiling phenomenon)이라고 하 다. 이와 같이 국부 으로 열 달을 막는 역이 

열유속이 더 큰 조건이 되면 합쳐져서 더 넓은 역에 걸쳐 이러한 부분이 형성된

다고 할 수 있다.

  Jackson과 Hall38은 에서 설명하 었던 벽면온도의 국부 인 peak는 상향유

동의 혼합 류 조건에서 부력의 향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 주장하 다. 이러한 

peak는 매우 국부 으로 생기며 벌크온도가 유사임계온도 근처가 아닌 역에서도 

생긴다고 하 으며, 앞서 설명하 었던 넓은 역에 걸쳐 peak가 지속되는 것은 열

유속이 높은 조건에서 임계압 유체의 강제 류 열 달에서 나타나는 특성이라고 

하여 국부 인 peak와는 구분하 다.

  벽면온도의 peak가 열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더 낮은 엔탈피 역으로 이동하

는 것과는 반 로 열 달계수의 최 값은 더 높은 엔탈피 역으로 이동한다. 질량

유속이 매우 작은 285 kg/m
2
s인 경우에는 열 달계수의 최 값은 유사임계 엔탈피

보다 더 높은 역에서 최 값을 가지지만 부분의 질량유속 조건에서는 유사임계 

엔탈피보다 낮은 역에서 최 값을 가진다. 이와 같이 열 달 열화가 일어나는 

역에 해서는 Dittus-Boelter 상 식이 유사임계 엔탈피 근처 역뿐만 아니라 유

사임계 엔탈피에서 먼 역에 해서도 잘 측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림 20-23은 질량유속이 비교  큰 조건에 한 실험결과를 나타낸다. 질량

유속이 1200 kg/m
2
s인 그림 23을 보면 열유속을 167 kW/m

2
까지 증가시켜도 격

한 벽면온도의 상승은 찰할 수 없었다. 한 질량유속이 큰 조건에서 열유속이 

낮으면 벽면온도와 유체벌크 온도의 차가 작아 열 달계수는 매우 커지게 되는데, 

이러한 열 달계수는 Dittus-Boelter 상 식으로 구한 값에 비해 상당히 큰 값을 가

진다. 심지어 벽면온도와 벌크온도의 차가 열 의 오차범 보다도 작은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들은 신뢰하기가 어렵다고 단된다. 이러한 데이터들로 인하

여 그림 23에서와 같이 유사임계 엔탈피 역 근처에서 열 달계수의 편차가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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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질량유속이 비교  큰 조건에서도 질량유속이 낮은 조건

에서와 마찬가지로 열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열 달계수의 최 값은 더 높은 엔탈피 

역에 존재하 다. 

질량유속이 1000 kg/m
2
s 이상인 경우에는 열화 상을 찰할 수 없었는데 이는 

원공 장치의 한계로 열유속을 충분히 증가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열유속을 충

분히 증가시키면 열화 상은 당연히 일어날 것이다.

 

그림 16 Effect of heat flux on the wall temperature and heat transfer 

coefficient at a mass flux of 285 kg/m
2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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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Effect of heat flux on the wall temperature and heat 

transfer coefficient at a mass flux of 400 kg/m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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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Effect of heat flux on the wall temperature and heat transfer 

coefficient at a mass flux of 500 kg/m
2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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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Effect of heat flux on the wall temperature and heat transfer 

coefficient at a mass flux of 600 kg/m
2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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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Effect of heat flux on the wall temperature and heat transfer 

coefficient at a mass flux of 750 kg/m
2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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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Effect of heat flux on the wall temperature and heat transfer 

coefficient at a mass flux of 854 kg/m
2
s.



- 34 -

그림 22 Effect of heat flux on the wall temperature and heat transfer 

coefficient at a mass flux of 1000 kg/m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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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Effect of heat flux on the wall temperature and heat transfer 

coefficient at a mass flux of 1200 kg/m
2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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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량유속의 향

그림 24는 질량유속의 향을 알아보기 하여 열유속이 50 kW/m2인 조건에서 질

량유속을 변화시키면서  벽면온도와 열 달계수를 표시한 그림이다. 질량유속이 

600 kg/m
2
s 이상인 조건에서 벽면온도는 유체의 벌크온도와 거의 평행한 모습을 

보이며 벽면온도가 상승하는 상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질량유속이 이보다 

작은 500 kg/m
2
s 조건에서 벽면온도가 약간 증가하는 상이 낮은 엔탈피 역에

서 찰되었으며, 400 kg/m
2
s와 285 kg/m

2
s에서의 벽면온도는 격한 상승을 보임

을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질량유속이 감

소함에 따라 벽면온도의 peak는 더 높은 엔탈피 역에서 존재하 고, 열 달계수 

역시 질량유속이 감소함에 따라 그 peak는 더 높은 엔탈피 역으로 이동하 다. 

부분의 질량유속 조건에서 열 달계수는 유사임계 엔탈피보다 낮은 역에서 

peak를 갖지만, 질량유속이 285 kg/m
2
s까지 낮아지면 열 달계수의 peak는 유사임

계 엔탈피보다 더 높은 역에 존재하 다.

  질량유속이 커짐에 따라 유사임계 엔탈피 근처에서의 벽면온도는 벌크온도와 가

까워지는데 이 역에서의 열 달계수는 최 값을 가진다. 벽면온도와 벌크온도의 

차가 가장 작은 질량유속 1200 kg/m
2
s 조건에서의 열 달계수는 유사임계 엔탈피 

근처에서 그 편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이 편차는 질량유속이 감소함에 따라 작

아졌다. 이와 같이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벽면온도와 벌크온도의 차가 열

의 오차범  정도까지 작아지기 때문이다.

  질량유속이 큰 조건, 즉 열 달 열화가 일어나지 않는 조건에서는 열 달계수가 

Dittus-Boelter 상 식으로 계산한 값보다 더 높은데 비해 열 달 열화가 일어난 조

건에서는 상 식으로 계산한 값보다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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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Effect of mass flux on the wall temperature and heat transfer 

coefficient at a heat flux of 50 kW/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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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구압력의 향

입구압력 조건이 열 달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하여 임계압력의 

1.05배인 7.75 MPa과 1.1배인 8.12 MPa에 하여 실험한 결과를 그림 25와 그림 26

에 나타내었다. 그림 25는 400 kg/m
2
s 조건에서 열유속이 각각 30, 50, 70 kW/m

2

에 해 벽면온도와 열 달계수를 표시한 것이다. 그리고 그림 26은 1200 kg/m2s에 

해 열유속이 50 kW/m
2
과 90 kW/m

2
인 조건으로 실험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입구압력이 임계압력에 더 가까울수록, 즉 7.75 MPa에서는 8.12 MPa의 경우보

다 벽면온도는 더 낮게 분포하며 열 달계수는 더 높은 값을 가졌다. 입구압력이 

달라짐에 따라 벽면온도와 열 달계수의 값은 달라지지만 벽면온도와 열 달계수는 

체 으로 비슷한 모양으로 분포하 다. 입구압력이 낮은 조건에서의 벽면온도는 

입구압력이 높은 조건에서보다 낮게 분포하게 되는데 유사임계 엔탈피 부근에서 벌

크 온도와 가까운 값을 가지게 된다. 이 게 벽면온도와 벌크온도의 차가 작아지면

서 열 달계수는 커지는데, 심지어 벽면온도와 벌크온도의 차가 열 의 오차범

보다 더 작은 경우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데이터들로 인하여 열 달계수의 편차가 

심하게 분포하는 것이라고 단된다. 이러한 상은 질량유속이 1200 kg/m
2
s인 조

건에서 더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림 26에서 열유속이 50 kW/m
2
, 입구압력이 7.75 

MPa인 조건에서는 열 달계수가 약 80 kW/m
2
K까지 올라가며 유사임계 엔탈피 부

근에서 그 편차가 크게 나타났지만, 같은 조건에서 입구압력이 8.12 MPa일 때에는 

열 달계수의 편차 정도가 감소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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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Effect of inlet pressure on the wall temperature and heat 

transfer coefficient at a mass flux of 400 kg/m
2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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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Effect of inlet pressure on the wall temperature and heat 

transfer coefficient at a mass flux of 1200 kg/m
2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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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의 향

Test section의 내경이 열 달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이번 실험결과를 

이미 수행한 내경 4.4 mm와 9.0 mm 원형 의 실험결과와 비교를 하 다. 그림 27

은 입구압력 8.12 MPa, 질량유속 400 kg/m2s, 열유속이 각각 30, 50, 그리고 60 

kW/m2인 조건에 해 경에 따른 열 달계수를 비교한 그림이다.

질량유속 400 kg/m2s, 열유속 30 kW/m2는 벽면온도의 상승이 없는 정상 열

달이 이루어지는 조건이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실험 의 내경이 작을수록 열 달

계수는 높은 값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상은 열 달계수와  직경이 ∝

의 계를 가지는 단상 강제 류 열 달의 특성이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실험결과

에서도 내경이 가장 작은 4.4 mm 원형 에서의 열 달계수가 가장 높은 결과를 보

다. 그러나 열 달열화의 발생과 련해서는 경의 차이로 인해 다른 결과를 보

임이 확인되었다. 열유속이 30 kW/m
2
로 같은 조건이지만, 내경 4.4 mm인 원형

과 내경 6.32 mm인 원형 에서는 열 달 열화 상이 일어나지 않았으나, 내경 9.0 

mm 인 원형 에서는 열화 상이 일어났다. 내경 9.0 mm의 원형 에서 나타난 열

화 상은 벽면온도의 peak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부력의 향이 크게 작용하여 

생기는 열 달 열화 상으로 보인다. 경은 특정한 실험 조건에서 열 달 열화 발

생 유무를 결정하는 요한 변수임이 실험을 통해 확인되었다.

열유속 50 kW/m
2
에서는 모든 실험 에서 열 달 열화 상이 찰되었다. 그

림에서 알 수 있듯이, 열 달계수는 유사임계 엔탈피보다 약간 낮은 엔탈피 역에

서 최 값을 가진다. 여기서 특이한 은 엔탈피가 310 kJ/kg보다 작을 때는 열유

속이 30 kW/m
2
인 실험에서와는 달리 경이 클수록 열 달계수가 더 높은 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은 열유속이 60 kW/m
2
에서 더 확실하게 나타났다. 

임의의 엔탈피보다 낮은 역에서 경이 클수록 열 달계수가 더 높은 상이 나

타났지만, 열화가 일어나는 역은 더 넓은 엔탈피에 걸쳐 분포하고 있음이 확인되

었다. 

  Komita 등
20
은 경의 향을 분석하기 하여 온을 작동유체로 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을 통하여 정상열 달에서는 통상 단상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 직경이 작을수록 열 달계수는 높은 값을 가지나, 열 달열화에서는 경에 의

한 차이가 없으므로 큰 직경의 실험 으로 실험한 결과를 작은 직경의 실험 의 실

험에 용가능하다고 주장하 다. 그러나 에서 설명하 듯이, 본 실험에서는 같은 

실험조건에서 경에 따라 열 달 열화 발생유무가 달라졌으며, 한 열 달 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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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Effect of tube diameter on the heat transfer coefficient

((a)q"=30 kW/m
2
, (b)q"=50 kW/m

2
, (c)q"=60 kW/m

2
).

가 발생하는 조건에서도 열화 정도가 경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임계압 유체의 열 달에 있어서 경 역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변

수 의 하나라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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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존 열 달 상 식과의 비교 (정상 열 달)

임계압에서의 열 달은 유사임계온도 근처에서 물성치가 격히 변화하므로 아임

계압에서의 열 달과는 다른 열 달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의 단상유

동을 기본으로 하여 제시된 상 식을 임계압에서의 열 달에 그 로 용시키기

는 어렵다. 따라서 임계압에서의 부분의 상 식은 일반 인 단상유동 상 식에 

물성의 격한 변화를 고려하기 하여 도비, 비열비와 같은 항이 추가된 형태를 

지닌다. 그러나 아직까지 임계상태의 열 달, 특히 열 달 열화와 같은 상에 

한 이론 인 분석이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아 부분의 상 식은 실험결과에 근

거한 경험식(empirical correlation)의 형태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기존

에 제시된 상 식들은 각각의 실험조건과 다른 조건에서 열 달계수를 계산하면 작

지 않은 편차를 보인다.  

  본 에서는 기존의 연구자들이 제시한 상 식들을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수행된 

수직  내에서 상향유동 하는 CO2의 열 달에 한 실험조건으로 계산한 결과와 

실험 데이터를 비교하 다. 비교에 사용된 상 식들은 다음과 같다.

  Krasnoshchekov와 Protopopov39는 임계압 물과 CO2의 강제 류열 달에 하

여 다음과 같은 상 식을 제시하 다. 유사임계온도 부근에서의 격한 물성변화를 

고려하기 해 벌크온도와 벽면온도에 한 성계수, 열 도계수, 그리고 비열의 

비가 도입되었으며, 비열은 평균된 값이 사용되었다.

 
 




 

 


 



                      (8a)

 


 


                     (8b)

 
 




                          (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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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8)은 물의 실험인 경우에 압력이 22.3 ~ 32 MPa, CO2의 실험에서는 8.3 MPa에

서 유효하며, 다음과 같은 무차원수의 역에서 상 식을 용하는 것이 권장되었

다: ×   ×
,   , 


 , 


 ,  




 .

의 Krasnoshchekov와 Protopopov의 상 식은 Jackson과 Hall40에 의하여 가 

간단한 Dittus-Boelter 형태로 수정되었으며 비열비의 지수 은 일정치 않고 식 (9b)

와 같이 유사임계온도에 한 벌크온도와 벽면온도의 계에 따라 부분의 조건에

서 0.4 ~ 0.6의 값을 갖도록 수정되었다. 

  



 




 



               (9a)

                

 

            (9b)

 






     

           

Jackson과 Fewster41는 Krasnoshchekov 등의 상 식을 수정하여 다음과 같은 상

식을 제안하 다. 는 간단한 Dittus-Boelter의 형태로 수정되었고 비열비 항이 

없어지는 신에 식 (10b)에서 보는 바와 같이 Prandtl 수에서 평균비열이 이용되었

다.

  



 



                     (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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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b)

   
 




             (10c)

  Bishop 등13은 튜  내부를 수직 상방향으로 임계압 물이 흐르는 경우, 압력은 

22.8 ~ 27.6 MPa, 유체의 벌크온도는 282 ~ 527℃, 질량유속은 651 ~ 3662 kg/m2s, 

열유속은 0.31 ~ 3.46 MW/m2의 범 에서 열 달 실험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상

식을 제시하 다.

  



            (11)

여기에서, 
이며 는 가열되는 의 입구부터 축방향 거리이다.

에 소개한 모든 상 식은 열 달열화를 고려함이 없이 정상열 달의 경우에 

용할 수 있는 상 식이다. Watts와 Chou
18
는 25 MPa의 임계압수에 하여 질

량유속은 106 ~ 1060 kg/m
2
s, 열유속은 0.175 ~ 0.44 MW/m

2
의 역에 하여 실

험을 수행하 다. 실험결과를 토 로 열 달 상 식을 두 조건, 즉 정상 열 달과 

열화 열 달로 나 어 상 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 정상 열 달에서의 상

식을 식 (12b)와 (12c)에, 열화 열 달에 한 상 식을 식 (12d)와 (12e)에 표 하

다.

  
                          (12a)

정상열 달의 경우

   
   

 


 for 






≤×    (1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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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       (12c)

열화열 달의 경우 (온도가 국부 인 상승한 데이터에만 해당함)

 
   

 


 for 






≤×  (12d)

 
    

 


 for 






 ×        (12e)

여기서   



 



, 



 


,  

 





이다.

Jackson42은 최근 식 (9) 신에 앞의 상수만 다른 (0.0183을 0.022로 변경) 다음의 

식을 제안하 다.

 ≡  



 




 



(13)

여기서 지수 n은 식 (9)에서와 같다.

하나의 변수로 정상열 달과 열화열 달을 단하는 것이 상 식을 사용하는 

데 편리할 것이므로 Bae와 Kim
34
은 내경 4.4 mm 튜 와 이에 상응하는 환형유로, 

내경 9.0 mm의 튜 에 한 실험결과를 분석하여 정상열 달과 열화열 달 범 를 

모두 포함하는 다음과 같은 상 식을 제시하 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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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r ×   × (14a)

  for ×   ×  (14b)

  for ×   ×  (14c)

  for ×   ×  (14d)

  for ×   × (14e)

여기서 지수 은 식 (9)에서와 같으며  
‡이다. 이는 다소 복잡한 

식이기는 하지만 정상열 달과 열화열 달을 연속 으로 측할 수 있는 식으로 제

시하 다. 

  실험결과를 와 같은 상 식들  몇 개의 상 식으로 측한 결과와 비교하

다. 실험결과는 무차원수인 Nusselt 수로 환산하여 비교하 으며, 사용된 실험 데이

터의 수는 총 4,838(Normal: 2870, Deterioration: 1968)개이다. 정상 인 열 달이 

일어나는 실험 데이터에 하여 Bishop,
13

 Jackson과 Hall,
38

 Jackson
42

, Bae and 

Kim,34 Watts와 Chou18의 상 식으로 계산한 Nusselt 수를 각각 실험 데이터로 계

산한 Nusselt 수를 비교하여 그림 28-31에 각각 보 다. 그림 28-31에서 선은 

±30%의 오차 한계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들  Bishop의 

상 식이 가장 실험데이터를 잘 측하 다. Jackson과 Hall의 상 식과 Jackson의 

상 식도 Bishop 등의 상 식보다는 못하지만 실험데이터를 비교  잘 측하 다. 

반면에 Watts와 Chou의 상 식은 이번 실험 데이터를  재 하지 못하 다. 그

림 28-31에서 큰 Nusselt 수에서 실험데이터가 상 식들로 측한 값보다 큰 것은 

유사임계온도 부근에서 벽면온도와 벌크온도의 차이가 매우 작을 때 측정오차가 지

배 인 인자로 작용하고 이것이 Nusselt 수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 기 때

문이다. Nusselt 수가 작은 경우에는 세 개의 상 식이 모두 실험데이터를 과  

측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질량유속이 높은 조건에서는 심지어 열 의 오차범

보다 작은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데이터들도 있어 이러한 데이터들로 인하여 와 

같은 비교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단된다. 이러한 경향이 본 실험의 특성에서 기

‡ Reference 33에는 
이 로 정의되어 있다. 여기서는 앞서 정의한 와 혼동을 피하기 해 

로 정의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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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는 결과인지는 앞으로 더 분석해 보아야 할 과제이다.

그림 28 Comparison of Nusselt number from 

experiment against the estimations by Bishop 

correlation.13

그림 29 Comparison of Nusselt number from 

experiment against the estimations by Jackson 

and Hall correlation.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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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Comparison of Nusselt number from 

experiment against the estimations by Jackson 

correlation.
42

그림 31 Comparison of Nusselt number from experiment against 

the estimations by Watts and Chou correlation for normal heat 

transfer.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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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Comparison of Nusselt number from experiment 

against the estimations by Bae and Kim correlation for 

normal heat transfer.34

실험데이터를 각 상 식과 비교하여 얻은 평균오차(mean error :  )와 표

편차(standard deviation : ), 그리고 10%, 20%  30% 오차 안에 분포하는 데이

터의 백분율을 표 6에 나타내었다. 계산에 사용된 평균오차와 표 편차는 각각 식 

(15)와 (16)을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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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relations   10% 20% 30%

 Bishop et al.13 -2.3 21.8 39.0 74.9 91.7

 Bae and Kim34 -5.7 23.2 53.4 76.1 87.6

 Jackson
42

4.0 26.2 40.4 66.2 86.6

 Jackson and Hall
38

-13.5 25.4 43.5 60.2 78.8

 Watts & Chou18 -4.3 49.2 17.0 33.4 48.4

표 6 Mean error and standard deviation of the Nusselt number predicted 

by the correlations from the experimental ones and the percentage of the 

data points within specified error bounds for all cases.










 ×



     (15)


 









 ×




  (16)

비교에 사용된 상 식들 에서 Bishop 등이 제시한 상 식이 Nusselt 수가 큰 

역에 해서는 다른 상 식들과 비교하여 체로 잘 측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Bishop 등의 상 식은 평균오차 -2.3%와 표 편차 21.8%를 보 다.§Bae and Kim의 

상 식은 평균오차와 표 편차가 각각 -5.7%와 23.2%로 Bishop의 상 식과 유사한 

정확도를 보 다.  Jackson and Hall의 상 식은 평균오차는 -13.5%로 크나 표 편

차는 25.4%로 Bishop 등의 상 식과 유사한 경향을 보 다. Jackson의 상 식을 평

균오차가 4.0%, 표 편차가 26.2로 Jackson and Hall의 상 식과 유사한 경향을 보

다. 이와는 조 으로 Watts와 Chou가 제시한 상 식은 평균오차는 -4.3%로 작

으나 표 편차는 49.2%로 가장 큰 값을 나타내었다. 오차 범  안에 들어가는 데이

터의 백분율에서는 각 상 식의 유효성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10%의 오차범 에

는 Bae and Kim의 상 식이 53.4%로 우수한 측성능을 보 으나 30% 이내의 오

차범 에는 Bishop 등의 상 식이 91.7%로 매우 정확한 측성능을 보 고 Bae 

§ 평균오차와 표 편차가 퍼센트로 표시한 것은 식 (15)과 (16)에서 모든 편차가 실험값의 백분율로 표시되었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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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Kim과 Jackson이 그 뒤를 따랐다. Watts와 Chou의 상 식은 30%의 오차범

에도 48.4% 밖에 들지 못할 정도의 열악한 측능력을 보 다.

열화 상을 포함하는 열 달상 식은 Watts와 Chou18가 처음 제시하 다. 

Komita20는 Freon을 이용한 실험 테이터를 바탕으로 열 달 열화를 포함하는 상

식을 제시하 으나 Watts와 Chou의 상 식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Watts와 Chou의 상 식을 사용한다. 그림 33에는 Watts와 Chou의 상 식으로 

측한 값을 실험값과 비교하 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Watts와 Chou의 

상 식은 이번 실험의 테이터를  측하지 못하 다. 이는 이 그림에 사용한 

데이터는 열화가 일어난 경우에 측정한 모든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으나 Watts와 

Chou의 실험에서 유도된 상 식은 열화가 일어나 온도가 상승한 경우의 데이터

만을 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림에서 오차범  ±30% 이내에 들어가는 데

이터는 열화가 일어나기 의 데이터이고 이 밖에 산재하는 데이터는 열화가 얼어

난 후의 데이터로 단된다. 

Bae and Kim34가 하나의 변수로 정상열 달과 열화열 달을 모두 계산할 수 있

도록 식 (14)와 같이 제안한 열 달상 식과 실험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를 그림 34

에 표시하 다. 큰 Nusselt 수와 작은 Nusselt 수의 범 에서 측값은 실험값과 많

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부분의 구간에서 데이터가 ±30% 오차범  안에 

있으며 특히 데이터의 분산이 크지 않으므로 약간의 조정으로 한 상 식을 찾

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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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Comparison of Nusselt number from experiment 

against the estimations by Watts and Chou correlation 

for deteriorated heat transfer.
18

그림 34 Comparison of Nusselt number from 

experiment against the estimations by Bae and Kim's 

correlation for normal and deteriorated heat transfer.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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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Buoyancy parameter

열화 상에 한 이론 인 근이 아직까지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열화 개시

에 한 일치된 기 도 없다. 여기서는 Jackson과 Hall38이 격한 도변화를 수반

하는 경계층에서 shear stress가 10% 감소하는 조건에서 유도한 식 (17)과 같은 열

화 개시 기 을 사용한다.  


  ×                           (17)

아울러 Mikielewicz43가 부력효과의 parameter로 다음과 같이 제시한 acceleration 

parameter 의 향도 살펴본다.

 ∼ × (18)

여기서

 
 (19)

  
″  (20)

실험에서 얻은 Nusselt 수를 Bishop(식 11), Jackson과 Hall(식 9), Jackson(식 13)이 

제시한 상 식으로 각각 계산한 Nusselt 수로 나  값을 이 독립변수 의 함수로 

그림 35 - 37에 보 다. 정상열 달의 경우 Bishop과 Jackson and Hall의 상 식은 

×   ×의 범 에서 체로 정확한 측능력을 보인다. 그러나  

  ×  에서는 약간 과소 측하고 있고   ×의 구간에서는 과

측하고 있다.   × 의 구간에서 Bishop과 Jackson and Hall의 상 식이 

과 측하는 것은 이 상 식들이 열 달열화를 고려하지 않은 상 식들이기 때문

이다. 이들과는 달리 Jackson의 상 식은   ×  구간에서 매우 정확히 실

험값을 측하고 있다.

열화가 일어난 경우, 즉 모든 상 식들이 상 로 실험값을 측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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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 때 은 0.5 정도까지 감소하 다. 이후 

가 감소함에 따라** 약간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한 후 다시 증가한다. 그러나 

1.0까지 회복되지는 못하 다. 열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 ×까지 감소하

는 정상열 달의 경우와는 달리 가 ∼× 까지 밖에 감소하지 않았다. 이는 

입구 부근에서 유동장이 받은 부력의 향은 출구까지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5 - 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열화 발생 기  ∼×은 하다

고 단된다. 그러나 가 × 보다 큰 값으로 증가하여 열화가 발생한 경우

에도 드물게 정상 인 열 달로 회복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림 35 - 37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넓은 범 의  값에 해 두 개의 

열 달계수가 존재한다. 이는 가 열 달 모드를 결정하는 단일한 변수는 아니라

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열화가 발생하기 과 발생한 후에는 각기 다른 열 달

상 식이 용도어야 할 것이다. 

그림 35 Experimental Nusselt number normalized by the Bishop correlation 

versus buoyancy parameter.

** 는 입구에서 얼마간 증가하다가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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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Experimental Nusselt number normalized by the Jackson and Hall 

correlation versus buoyancy parameter.

그림 37 Experimental Nusselt number normalized by the Jackson correlation 

versus buoyancy parameter.

열화기 을 더 상세히 살펴보기 해 그림 38과 그림 39에 와 

와 를 벌크엔탈피의 함수로 표시하 다. 그림 38은 정상열 달의 경우이며 이 

때 와  둘 다 모든 벌크엔탈피에 해 ×을 넘지 않았다. 벌크엔탈피가 

낮은 구간에서 Jackson의 측치는 실험값을 상회하 으며 이는 그림 30에서와 같

은 경향이다. 벌크엔탈피가 증가함에 따라 실험값은 측치를 따라가며 0.9 - 1.0 사

이의 값으로 안정된다. 

열화가 발생한 경우인 그림 39에서는 가  × 보다 큰 구간에서는 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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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행되다가 가  ×(그림에서 선)보다 작아진 후 바로 정상 열 달로 

회복되었다. 이는 열화기 이  × 임을 보여 다. Jackson과 Hall의 열화

기   × 보다 약간 큰 값이나 데이터 자체의 오차범 를 고려할 때 이

는 무시할 만한 차이라고 단된다.  열화가 시작되면 은 0.4 정도까

지 떨어졌다가 가 감소함에 따라 0.8 - 0.9 정도로 회복되었다가 0.7 - 0.8로 다시 

떨어진다. 그림 35 - 37에 따르면 가 작아질수록 이 회복되는 정도는 커질 것이

나 정상열 달과 같은 수 으로 회복되지 않는다. 

Acceleration parameter 는 열화가 진행된 모든 구간에서 Mikielewicz41가 

제시한 열화기  × 보다 작은 값을 보 다. 이로 미루어 보아 에 기 한 

열화기  (식 18)은 이번 실험을 분석하는 도구로 사용하기에 치 않은 것으로 

단된다. 

그림 38 Variation of    with the bulk enthalpy 

for normal heat transfer.

그림 40에는 열 달열화가 일어나는 경우에 의 변화를 buoyancy 

parameter 의 함수로 표시하 다. Buoyancy parameter 는 기에 약간 증가

하 다가 계속 감소한다. 는 열화가 발생하면 0.4 정도의 수 까지 

격히 감소하 다가 가 감소함에 따라 다시 증가하나 상열 달 수 인 1.0까

지는 회복되지 않았다. 이는 일단 열화가 발생하면 열화열 달을 측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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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Variation of    with the bulk 

enthalpy for deteriorated heat transfer.

별도의 상 식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그림 35-37에서도 뚜렷이 

알 수 있듯이 Buoyancy parameter가 ×    ×의 범 에 있을 때

는 하나의 값에 해 두개의 다른 값이 존재한다. 그러나 통상

인 열 달 오차범  30%를 감안하여 이 범 에서 값의 차이를 무시

한다면 Bae and Kim
34
의 상 식의 용도 가능할 것이다.

그림 40 Locus of Jacksonexp Nu/Nu  with the variation of 
7.2

bb Re/Gr in the case of 

heat transfer deteri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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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 론

가열되는 내경 6.32 mm 튜  안을 수직 상향으로 흐르는 임계압(7.38 MPa 이상)

의 이산화탄소로 달되는 열 달량을 측정하여 질량유속, 열유속, 압력 등의 향

을 분석하 다. 질량유속과 열유속은 열 달계수와 열 달열화에 큰 향을 미쳤다. 

질량유속이 클수록 열 달계수는 증가하 고 열유속이 클수록 열 달계수는 감소하

다. 이 두 변수에 비해 임계압력의 105%와 100% 사이에서 압력의 향은 크지 

않았다. 

많은 열 달상 식  Bishop, Jackson, Jackson and Hall, Watts and Chou, 

Bae and Kim 등의 상 식을 이번 실험결과와 비교분석하 다. 이 에서 Bishop의 

상 식이 실험결과를 가장 잘 측하 으며 Jackson의 상 식도 Bishop의 상 식과 

거의 동일한 정확도로 실험결과를 측하 다. 정상열 달 역과 열화열 달 역

은 두 개의 다른 역으로 분석되었으며 각 역에는 한 별개로 상 식이 용

되어야 할 것이다.  

열 달계수에 한 buoyancy parameter, 
의 향을 분석한 결과 

Jackson and Hall이 제시한 기 인 ×과 비슷한 × 일 때 

열 달 열화가 일어났다. 열화가 일어난 뒤에는 가 × 아래로 감소해도 

열화는 지속되었다. 이 때 열화의 정도는 완화되었으나 정상 인 열 달의 수 으

로 회복되지는 않았다.

이번 실험에서 Acceleration parameter,  
의 값은 부

분 ×보다 작은 값을 보 으므로, 이번 실험에서 는 열 달 열화를 반

하는 한 parameter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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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SCWR에 한 연구는 아직 구체 이고 장기 인 계획에 따라 수행되고 있지 

못하며 KAERI를 심으로 산발 인 연구만이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

로 고체감속재를 사용하는 노심개념이 제시되었다. 이 노심개념은 앞으로 계속 개

선해 나가야 하지만 핵연료집합체의 구성이나 부수로의 모양과 크기 등은 크게 변

하지 않을 것으로 상된다. SCWR 노심의 핵연료 배열은 tight square lattice이며 

수력직경은 6.5 mm 정도이다. 수력직경이 기존의 경수로보다 작을 뿐만 아니라 냉

각재도 임계압으로 흐르므로 부수로에서의 열 달계수는 기존의 아임계압 상 식

을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새로운 상 식을 개발하거나 이미 존재하는 임계압 

열 달 상 식의 용성을 검토해야 한다. 기존의 상 식은 부분 임계압화력발

소의 보일러 튜 에 용하기 해 개발 된 것으로 직경이 15 mm 이상의 튜

에 한 것이 부분이며 SCWR과 같이 수력직경이 작은 부수로에 바로 용하기 

어렵다.

이번에 수행한 실험은 산의 제약으로 실제 냉각재인 물 신에 이산화탄소를 

매질로 사용하 고 튜 의 직경도 부수로 수력직경과 유사한 6.32 mm이다. 기존의 

연구결과로 이산화탄소의 실험결과는 바로 물에 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SCWR 노심설계에 수반되는 부수로 해석에서 1차 인 

민감도 해석에는 큰 무리 없이 용이 가능하다고 단된다. 그러나 정확한 해석을 

해서는 물을 매질로 하여 multiple heater (2 x 2 이상)의 부수로에 한 열 달 

실험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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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설명

 acceleration parameter,  



 Jackson buoyancy parameter, 

 





Bu Jackson buoyancy parameter, 
Cp specific heat 




 



    

d, D tube diameter 

G mass flux 

 Grashof number, 



  


 Grashof number based on heat flux 

  




I electric current 

k thermal conductivity 

L length

Nu Nusselt number, 

p pressure 

Pr Prandtl number, 





q heat flux

 volumetric heating rate 

 non-dimensional heat flux,   
″ 

Re Reynolds number, 

T temperature

t thickness 

V voltage 

Greek symbols

 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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ρ average density,  

 





 dynamic viscosity 

Subscripts and superscripts

0 at constant physical properties

b mass averaged value

cr at critical condition

d, D based on diameter

F forced convection

h height

i at the inlet, inner

m spatially averaged quantity

o outer

pc at pseudo-critical temperature

v volumetric

var p at variable physical properties

w at the wall, w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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