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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eries of experiments have been performed in a vertical tube of 9.4 mm inner diameter using the Freon, 
HFC-134a as working fluid medium under the supercritical pressure range. Two kinds of experiments, i.e. 
steady-state and pressure transient, have been carried out. As for the steady-state heat transfer experiment, the 
mass flux was in the range between 600 and 2000 kg/m2s and the maximum heat flux was 160 kW/m2. The 
selected pressures were 4.1, 4.3 and 4.5 MPa which correspond to 1.01, 1.06 and 1.11 times the critical 
pressure, respectively. In the pressure transient experiments, the inlet pressures were varied from 3.8 to 4.5 
MPa and vice versa in the pressure transient simulations. In this study, heat transfer correlation and criterion 
for the heat transfer deterioration are suggested under the supercritical pressures. And also heat transfer 
characteristics during the pressure transient are examined.  

기호설명 
h  : 열전달 계수 (W/m2K) 

"q  : 열유속 (W/m2) 

Q  : 전력 (W) 

iD  : 튜브 내경 (m) 

HL  : 가열 길이 (m) 

V  : 전압 (V) 
I  : 전류 (A) 

bH  : 유체 엔탈피 (J/kg) 

m  : 질량 유량 (kg/s) 

bT  : 유체 온도 (oC) 

inP  : 입구 압력 (Pa) 

 

wT  : 튜브 벽면 온도 (oC) 

Nu  : Nusselt 수 (-) 
Re  : Reynolds 수 (-) 

Pr  : Integrated Prandtl 수 (-) 
ρ  : 밀도 (kg/m3) 
  

1. 서 론 

초임계압 경수로(SCWR: Super-Critical Water 
cooled Reactor)는 제 4 세대 미래형 원자로의 후보 

중 하나로 채택되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 

초임계압 경수로는 냉각재로 사용되는 물의 임계 

압력 이상의 조건에서 운전되며 계통이 단순하고 

열효율이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초임계압 

유체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 열물성이 급격하게 

변하는 특성을 갖는다. 특히, 주어진 압력에서 

비열이 최대값을 나타내는 온도 (Tpc: pseudo-
critical temperature)가 정해져 있으며, 이 온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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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로 유체의 열물성이 급격하게 변한다. 

초임계압 경수로의 운전조건은 유사 

임계온도(pseudo-critical temperature)를 넘나들므로 

급격한 열물성의 변화를 동반하는 초임계압 

조건에 대한 열전달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아임계압 (sub-critical 
pressure) 유체에 적용되는 열전달 상관식은 

유체의 체적평균온도(bulk fluid temperature)에 

기반한 무차원 수로 표현된다. 그러나, 초임계압 

유체의 경우, 온도에 따라 열물성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므로 가열이 이루어지는 벽면 근처와 유로 

중심 영역에서 열전달 특성이 달라진다. 따라서, 

아임계압 유체에 대해 개발된 열전달 상관식을 

초임계압 유체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며, 가열 벽면과 유체 사이의 열전달율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벽면 근처에서 

열물성의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형태의 열전달 

상관식 개발이 요구된다. 

초임계압 경수로는 상변화가 존재하지 않는 

초임계압 조건에서 운전이 이루어지지만, sliding 
pressure start-up mode 로 운전이 진행되는 경우 

아임계압에서 초임계압으로 압력 천이 조건을 

거치게 된다. 또한, 냉각재 상실 사고와 같은 

비정상적인 압력 감소가 발생하는 천이 조건이 

발생할 수도 있다. 초임계압 압력 천이 조건에 

대한 안전 해석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아임계압과 초임계압 사이에서 압력 천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열전달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직접 전기 가열한 수직 원형관 

내부에 HFC-134a 유체를 사용하여 다양한 압력 

및 유동 조건에 대해 초임계압 열전달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아임계압과 초임계압 

사이에서 압력 천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열전달 특성을 규명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2. 실험의 개요 

2.1 실험장치 
본 연구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설치, 운영 중인

프레온 열수력 실험장치(FTHEL: Freon Thermal 
Hydraulics Experimental Loop)를 이용하여 수행하였

다[2]. FTHEL 실험장치는 그림 1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냉각펌프, 가압기, 예열기, 유량계, 시험

대, 응축기 및 열교환기로 구성되어 있다. 실험장

치는 스테인레스 스틸로 제작되었으며, 최대 운전 

압력 및 온도는 각각 4.5MPa, 150 oC 이다. 실험은 

내경 9.4 mm 의 수직 원형관 내부에 HFC-134a 유
체를 윗 방향으로 흘려보내면서 수행하였다. 수직 
원형관은 직접 전기 가열 방식으로 가열되며 최대 
전력은 DC(direct current) 720 kW 이다. 수직 원형관

은 수직 방향으로 균일 가열되며, 가열 길이는 2 
m 이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FTHEL facility 
 
 

2.2 실험 계측 및 데이터 처리 
수직 원형관의 가열 벽면과 유체 사이의 열전달

을 정량화하기 위해서는 수직 원형관의 벽면 온도

와 유체의 온도를 측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K 형 열전대를 수직 원형관 외벽에 장착하여 벽
면 온도를 측정하였다. K 형 열전대의 외경은 0.5 
mm 이며, 50 mm 의 간격을 유지하여 수직 원형관 
외벽에 은납으로 고정하였다. 수직원형관의 외부

는 실험 중 열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열 처
리 하였다. 그림 2 는 열전대가 장착된 수직 원형

관의 개략도와 사진을 보여준다.  
 

 
 
Fig. 2 Schematic diagram and photograph of the test 

section 



수직 원형관의 입, 출구 유체 온도는 백금저항

온도계 (platinum resistive thermometer)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입, 출구의 압력은 Smart-type 압력측

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수직 원형관 입구 
전단에 U-tube 형 질량 유량계를 설치하여 유체 
유량을 측정하였다. 모든 계측기는 검교정을 수행

한 후 실험에 적용하였다. 표 1 은 본 연구에서 사
용한 개별 계측 인자의 불확도를 정리한 것이다. 
ISO GUM 불확도 분석 방법[3]을 적용하여 불확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표 1 에 정리한 값은 
coverage factor 1.96 에 신뢰수준 95%에 해당하는 
불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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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 원형관의 내벽 온도는 외벽 온도와 수직 

원형관의 규격 및 전력 값을 이용하여 아래 식 
(5)에서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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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Uncertainty evaluation of measurements 

Items Nominal 
Value 

Relative 
Uncertainty (%)

Tube outer wall 
temperature 200 oC 0.88 

Inlet and outlet 
fluid temperature 150 oC 0.37 

Pressure 4500 kPa 0.18 

Mass flux 1250 kg/m
2
s 1.52 

Heat flux 160 kW/m
2
 1.20 

Heat transfer 
coefficient 5 kW/m

2
K 3.68 

식 (2) ~ (5)에서 구한 열유속과 수직 원형관의 
내벽 온도 및 유체의 국부 온도를 식 (1)에 대입

하면 국부 위치에서 열전달 계수를 구할 수 있다.  
 

2.3 실험 방법 및 조건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실험은 정상상태 열전달 실

험과 압력 천이 열전달 실험으로 구분된다. 정상

상태 열전달 실험은 초임계압 압력 조건에서 열전

달 특성의 규명 및 열전달 상관식의 개발을 목적

으로 수행하였고, 압력 천이 열전달 실험은 아임

계압에서 초임계압 사이의 압력 천이 조건에 대한 
열전달 특성 규명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정상상태 열전달 실험은 입구 압력을 4.1, 4.3, 

4.5 MPa 로 각각 고정시킨 후 입구 유체 온도, 유
체의 질량 유속 및 열유속을 변화시키면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다양한 열전달 영역에 대해 약 
8300 개의 데이터를 생산하였다. 압력천이 열전달 
실험은 3.8 ~ 4.5 MPa 의 압력 범위에서 압력 감소

와 압력 증가의 두 가지 천이 조건을 실험하였다. 
압력 변화율이 열전달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하기 위하여 압력 변화율을 1.1 kPa/s 에서 13.6 
kPa/s 까지 변화시키면서 총 62 case 에 대해 실험

을 수행하였다. 표 2 는 구체적인 실험 조건을 정
리한 것이다.  

 
 
열전달 상관식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직 원형

관 내벽과 유체 사이의 열전달율을 정량화해야 한
다. 수직 원형관의 길이 방향으로 국부적인 열전

달 계수는 다음 식 (1)과 같이 정의된다.  
 

( )z,bz,w
" TTqh −=                        (1) 

 
수직 원형관 내벽에서의 열유속은 아래 식 (2)

와 같이 수직 원형관에 가한 전압과 전류의 곱을 
가열 면적으로 나누면 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국부적인 유체의 온도를 직접 측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유체의 국부 온도는 아래 식 (3)과 (4)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수직 방향으로 균일 가열이 
이루어 지므로 유체의 엔탈피 변화는 식 (3)을 이
용하여 구할 수 있으며, 유체의 국부 온도는 식 
(4)를 이용하여 유체의 엔탈피와 압력의 함수로부

터 계산할 수 있다.  

Table 2 Experimental conditions 

Test 
Inlet 

Pressure
(kPa) 

Inlet 
Temp. 
(oC) 

Heat 
Flux 

(kW/m2) 

Mass 
Flux 

(kg/m2s)
Steady 
State 

4100 ~
4500 

50 ~ 
110 10 ~ 160 600 ~ 

2000 
Pressure 
Transient

3800 ~ 
4500 91 10 ~ 140 600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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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결과 및 분석 

3.1 정상상태 열전달 실험 
정상상태 열전달 실험의 주요 실험 인자는 열유

속, 유체의 입구 온도 및 질량 유속 그리고 입구 
압력이다. 그림 3 과 4 는 질량 유속 600 kg/m2s 와 
1250 kg/m2s 의 경우에 열유속의 변화에 따른 유체 
엔탈피와 수직 원형관의 벽면 온도 및 열전달 계
수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벽면온도는 
식 (5)를 이용하여 계산한 벽면 내벽 온도를 의미

한다. 그림 3 과 4 는 정상상태 열전달 실험에서 
얻어진 전형적인 벽면 온도와 열전달 계수의 변화

를 보여준다. 열유속이 낮은 경우, 벽면 온도는 유
체의 체적 평균 온도와 평행을 이루며 완만한 변
화를 보이며, 열전달 계수는 유사임계점 바로 아
래 엔탈피에서 최대값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열유

속이 높은 경우는 급격한 벽면 온도의 상승과 이
에 따른 열전달 계수의 감소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아임계압 영역에서 발생하는 임계열

유속과 유사한 현상으로 열전달이 현저히 저하되

는 열전달 열화 (heat transfer deterioration) 현상으로 
불린다[4]. 초임계압 조건에서 열전달 열화는 벽면 
근처에서 부력과 가열에 의해 유체가 가속되면서 
난류 생성이 저하되어 벽면과 유체 사이의 열전달 
율이 감소되는 현상으로 알려져 있다. 열유속이 
증가할수록 열전달 열화의 시작점이 빨라지며, 질
량 유속이 낮을수록 벽면 온도의 상승 형태가 국
부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 Variation of wall temperature and heat transfer 

coefficient: P=4300 kPa, G=600 kg/m2s 

 
Fig. 4 Variation of wall temperature and heat transfer 

coefficient: P=4300 kPa, G=1250 kg/m2s 
 
유체의 온도가 유사임계점에 가까워질수록 유체

의 엔탈피는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어 열전달 계수

가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열전달 계수의 변
화는 입구 압력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
림 5 는 열유속 및 질량 유속이 동일한 경우, 입구 
압력에 따른 열전달 계수의 변화를 보여준다. 압
력이 높아질수록 열전달 계수의 최고 값이 작아지

고 변화 폭이 넓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초임계압 
조건에서는 압력이 증가할수록 유사임계온도가 증
가하고 비열의 최대값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와 같은 물성의 특성이 열전달 계수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Fig. 5 Pressure effect on heat transfer coefficients 

 
초임계압 영역에서는 온도에 따른 물성의 변화

가 급격하고, 특히 유사임계온도를 전후로 현저한 

   
 



물성의 변화가 발생하므로 벽면과 유체 사이의 열
전달 율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벽면 근처

에서 열물성의 변화를 고려하여 열전달 상관식을 
개발해야 한다. 온도에 따른 비열의 급격한 변화

를 고려하기 위하여 아래 식 (6)과 (7)의 평균 개
념의 비열과 Prandtl 수를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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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열전달 열화가 발생하지 않는 정

상상태 열전달 영역에 대해 아래 식 (8)과 같이 
열전달 상관식을 개발하였다. 그림 6 은 7022 데이

터에 대해 측정한 Nu 수와 상관식으로 계산한 Nu
수를 비교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알 수 있
듯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상관식이 실험 결과를 
± 20% 오차 이내에 전체 데이터 중 94.63 %를 예
측함으로써 예측 성능이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예
측 오차의 RMS(root mean square) 오차는 0.106, 평
균 오차는 0.0006, 평균 절대 오차는 0.089 를 나타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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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rediction performance of correlation 

 
초임계압 조건에서 열전달 열화는 열유속과 질

량 유속의 상관 관계에 의해 발생 여부가 결정된

다. 열전달 열화가 발생하는 경계 조건을 그림 7
과 같이 열유속과 질량 유속의 함수로 결정하였다. 
유체에 따라 열전달 열화의 경계조건에 대한 상관

식이 다르게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

한 유체에 적용 가능한 열전달 열화의 경계조건 
상관식을 도출할 계획이다.  

 

 
Fig. 7 Criterion for onset of heat transfer deterioration 
 

3.2 압력천이 열전달 실험 
아임계압에서 초임계압으로 압력이 천이되는 경

우, 계통 압력이 임계압 (4059 kPa)에 가까워지면

서 열전달 특성이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확인하였

다. 그림 8 과 9 는 압력 상승 천이 조건과 압력 
감소 천이 조건에서 압력 변화에 따른 수직원형관

의 벽면 온도 변화를 보여준다. 아임계압 영역의 
임계열유속과 post-CHF 상황과 비교해서 초임계압 
영역으로 진입하면서 열전달이 증진됨을 알 수 있
다. 동일한 열 유속과 질량 유속 조건 하에서 주
어진 시점에 수직 원형관 내 수직 방향의 압력 분
포에 따라 열전달 특성이 달라지는 경향을 그림 
10 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림 10 에서 수직 원형관

의 하부는 아임계압 영역을 유지한 상태이며 수직 
상부의 초임계압 영역에 비해 열전달이 현저히 저
하되어 벽면 온도가 상승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8 Temperature variation during pressure increase 

   
 



 
Fig. 9 Temperature variation during pressure decrease 
 
 

 

   
 

Fig. 10 Temperature variation according to the pressure 
 
 
압력 천이 과정에서 열전달 특성이 급격하게 변

하는 압력 범위는 압력과 임계압력 비 기준으로 
0.97 에서 0.99 인 영역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임계압을 기준으로 압력 천이 과정 중 열전

달 특성이 전환되는 현상에 대한 상세 분석 및 압
력 변화율이 천이 과정 중 열전달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직접 전기 가열한 수직 원형관 
내부에 HFC-134a 유체를 사용하여 다양한 압력 
및 유동 조건에 대해 초임계압 열전달 특성을 분
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아임계압과 초임계압 사이

에서 압력 천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열전달 
특성을 규명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정상상태 열
전달 실험을 통해 초임계압 조건에 적용 가능한 
열전달 상관식과 열전달 열화의 시작을 결정하는 
상관식을 제시하였다. 벽면 근처에서 물성의 변화

를 고려해서 개발한 열전달 상관식은 실험 데이터

를 ± 20% 오차 이내에 전체 데이터 중 94.63 %를 
예측함으로써 예측 성능이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열 유속과 질량 유속의 함수로 열전달 열화의 시
작 조건에 대한 상관식을 개발하였고, 다른 유체

에도 적용할 수 있는 평가 기법을 연구하고 있다. 
압력 천이 열전달 실험을 통해 아임계압 영역의 
임계열유속과 post-CHF 상황과 비교해서 초임계압 
영역으로 진입하면서 열전달이 증진됨을 확인하였

다. 압력 천이 과정에서 열전달 특성이 급격하게 
변하는 압력 범위는 압력과 임계압력 비 기준으로 
0.97 에서 0.99 인 영역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임계압을 기준으로 압력 천이 과정 중 열전

달 특성이 전환되는 현상에 대한 상세 분석 및 압
력 변화율이 천이 과정 중 열전달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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