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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초임계압 원자로(SCWR: Super-Critical Water cooled Reactor)는 경제성 

있고 안전한 새로운 개념의 원자로를 개발하고자 추진중인 Generation IV 

(Gen-IV) 프로젝트에서 선정된 6개 노형 중의 하나이며, 기존의 LWR 기술

의 바탕에 화석연료 발전소의 초임계압 설계기술을 접목하고 재료, 수화학 

및 안전 등의 몇 가지 분야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다면 국내에 확보된 기술

을 바탕으로 충분히 설계할 수 있는 개념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Gen-IV 프로젝트를 위한 GIF(Generation IV Forum)에 참여

하게 되면서부터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초임계압 원자로의 개발

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계통개념을 확보하는 노력과 함께 이와 

관련되는 핵심 분야에 대한 실험적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초임계압 상태

에서의 열전달 현상에 대한 연구는 초임계압 원자로 노심의 열수력 설계에 

필수적인 열수력 현상을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험을 국내에서 수행한 경험이 없다.

   본 보고서에서는 초임계압 원자로의 노심의 열수력 설계에 필수적인 열

전달 특성 파악을 위해 수행하여야 할 열전달 실험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조사하 다. 유사임계 조건 부근에서 물과 CO2의 물성치에 대한 자료 조사

를 수행하여, 이 부근에서 도, 비열, 점성계수, 열전도 계수 등의 물성치 

변화가 급격히 일어남을 확인하 다. 열전달 열화(heat transfer 

deterioration) 및 열전달 계수와 관련한 열전달 특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현

황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하 다. 아울러, 초임계압 상태의 물과 대체 유체로

서 많이 사용되는 CO2 및 Freon에 대한 기존의 주요 열전달 실험에 대해 조

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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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he SCWR(Super-Critical Water cooled Rreactor) is one of the six 

reactor candidates selected in the Gen-IV project which aims at the 

development of new reactors with enhanced economy and safety. The 

SCWR is considered to be a feasible concept of new nuclear power plant 

if the existing technologies developed in fossil fuel fired plant and LWR 

technologies together with additional research on several disciplines such 

as materials, water chemistry and safety.

   As KAERI takes part in the GIF(Generation IV Forum) for the 

Gen-IV project, domestic concerns about the SCWR have been recently 

increased. In order to establish a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SCWR, efforts should be concentrated on the conceptual design of 

systems and the associated key experiments as well. Heat transfer 

experiments, among others, under supercritical condition are required for 

the proper prediction of thermal hydraulic phenomena, which are essential 

for the thermal hydraulic designs of reactor core. Nevertheless, the 

experiments have not been performed in Korea yet.

   This report deals with fundamental surveys on the heat transfer 

experiments under supercritical conditions, which are required for the 

understanding of heat transfer characteristics for the thermal hydraulic 

designs of supercritical reactor core. Investigations on the physical 

properties of water and CO2 showed that the physical properties such as 

density, specific heat, viscosity and thermal conductivity are significantly changed 

near the pseudo-critical points. The state of the art on the heat transfer 

characteristics in relation with heat transfer deterioration and heat 

transfer coefficient is briefly described. In addition, previous experiments 

with supercritical water as well as supercritical CO2 and Freon used for 

an alternating fluid a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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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경제성 있고 안전하며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경쟁력 있는 새로운 개념의 원

자로를 개발하고자 추진중인 Generation IV(Gen-IV) 프로젝트는 2030년에 원자로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Gen-IV 프로젝트는 미국의 주도하에 세계 각국의 

원자력 연구 기관으로부터 개발이 가능한 원자로 노형에 대한 많은 제안서를 접수

받아, 핵연료의 효율적인 이용 (sustainable nuclear energy), 경제성 (competitive 

nuclear energy), 안전성과 신뢰성 (safe and reliable systems) 및 핵확산 방지 

(proliferation resistance and physical protection)의 네 가지 주요한 평가지침에 따

라 정량적으로 평가되었다. 평가 결과 다음과 같은 6개의 원자로 개념이 Gen- IV

의 대상으로 결정되었다.

- Gas-Cooled Fast reactor System (GFR)

- Pb or Pb-Bi alloy-Cooled reactor System (LFR)

- Molten Salt Reactor System (MSR)

- Sodium Liquid-metal-Cooled Reactor System (SFR)

- Supercritical Water-Cooled Reactor System (SCWR)

- Very High Temperature Reactor System (VHTR)

  초임계압 경수로(supercritical water cooled reactor)는 선정된 6개 노형 중

의 하나이며, 냉각재의 압력을 임계상태 이상으로 가압시켜 운전하는 원자로이다. 

이러한 초임계 상태에서의 물은 상변화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이점이 있다. 

물론 유사임계점(psuedo-critical point)에서 어느 정도의 물성치의 변화는 보이지만 

상변화를 겪는 것과 같이 급격하지는 않다. SCWR에서 냉각재를 초임계 상태로 유

지하며 운전함으로써 얻는 이점은 다음과 같다.

- 기존의 LWR 들의 33 - 34%에 비해 월등히 높은 45% 정도의 열효율을 얻

을 수 있다.

- 냉각재가 노심을 통과하면서 도가 10 배정도 변화하지만 상변화는 일어나

지 않아 CHF의 우려는 없다. 단 CHF와 유사한 열전달 열화(heat transfer 

deterioration) 현상이 일어나지만 이는 CHF에 비하면 미미한 향만을 끼

치며 열유속과 질량유속을 조절하면 방지할 수 있다.

- 노심을 통과하면서 냉각재의 온도가 300℃에서 500℃으로 비교적 크게 변화

함과 동시에 psuedo-critical point를 통과하면서 엔탈피가 급격하게 증가하

므로 냉각재의 엔탈피가 높아 단위 노심출력 대비 냉각재 유량이 작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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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냉각재 펌프의 크기가 대폭 작아지고 이에 관련된 기기들의 크기도 

작아져 건설단가가 낮아진다. 주요 기기들의 크기가 작아짐에 따라 전체 격

납용기도 작아진다. 

- BWR과 비교하면 SCWR에서는 노심 내에서 냉각재의 순환이 없고 냉각재

가 노심을 직접 통과하며 가열되므로 노심의 크기가 작아진다. 

- 초임계 상태에서는 도가 매우 작아(약 200 kg/m
3
) fast-spectrum 노심을 

구성하기 쉽다.

- 냉각재의 온도와 압력이 높아지는 것을 제외하면 초임계압 경수로는 기존의 

경수로와 개념이 동일하므로, 기존 경수로에 축적된 설계기술에 재료, 수화

학 및 안전에 관한 기술을 추가하면 설계가 가능하다.

또한, SCWR의 예상되는 단점은 다음과 같다.

 

-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재료의 부식과 응력부식균열(stress corrosion 

cracking)이 증가할 수 있다. 또한 방사화학분해에 의해 부식을 촉진하는 

radical들이 발생하며 부식을 촉진할 수 있다.

- 핵연료 피복관과 노심 재료가 hard neutron spectrum에 의해 손상을 입을 

수 있다.

- 냉각재의 재고량이 작아 사고시 노심을 냉각시키기 위해 외부에서 많은 량

의 냉각재를 공급해야 한다.

- BWR을 바탕으로 할 경우 2차계통이 매우 복잡해진다.

- 냉각재의 압력이 올라감에 따라 압력용기 재료의 두께가 증가하므로 이로 

인해 냉각재 재고량이 작음으로 인한 이점을 일부 상쇄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동경대학을 중심으로 BWR에 기초한 초임계압 경수로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SCLWR-H, SCFR-H의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노심 구성과 

안전해석 방법론도 확립하는 등 가장 적극적으로 초임계압 경수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원전사업자인 Tokyo Electric Co.에서도 초임계압 경수로에 대

한 계통개념 구성과 경제성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는 등 학계나 연구소에서의 개념

연구의 단계를 넘어 매우 깊이 있는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에

서는 1950∼1960년대에 SCR-WH, SCR-GE, SCOTT-R 등의 초임계압 경수로가 

개발되었으나 개념설계 단계에서 연구가 중단되었으며 최근 Gen-IV를 통해 이 개

념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되자 NERI 프로그램을 통해 계통설계에 대한 타당성 연구

를 재개하 다. 캐나다의 AECL도 CANDU 설계를 바탕으로, CANDU-X Mark1, 

CANDU-X NC, CANDUal-X1, CANDUal-X2 등의 초임계압 원자로에 대한 개념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러시아의 Kurchatov 연구소에서도 최근 B-500 SKDI라는 

자연대류 냉각방식의 일체형 초임계압 원자로 개념을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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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는 초임계압 경수로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 으나 Gen-IV 프로젝트

를 위한 GIF(Generation IV Forum)에 참여하게 되면서부터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고 있다. 초임계압 원자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계통개념을 개발하는 노

력과 함께 이와 관련되는 핵심 분야에 대한 실험적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의 하나로 초임계압 상태에서의 열전달 현상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초

임계압에서 열전달의 주요 특성중의 하나는 유사임계(pseudo-critical) 조건 부근에

서 물성치의 변화가 크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열전달 열화(deterioration)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 기존의 초임계압 상태에서의 열전달 실험은 화석연료 발전소에의 

응용을 목적으로 하는 주로 소형 튜브 내에서의 실험이 대부분이었으며 이 결과로 

많은 열전달계수 상관식이 제시되어 있으나 실험조건에 따른 편차가 매우 커서 일

반적으로 적용되는 상관식은 없는 실정이다. 초임계압 원자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심의 열수력 설계에 필수적인 열수력 현상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어야 

하며, 이때 fuel rod bundle 주위의 sub-channel에서의 열전달에 대한 데이터의 확

보가 핵심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데이터가 국내에는 전무한 상태로 이에 대한 실

험이 시급히 요구된다.

   제 2 절 목적 및 범위

  이 보고서에서는 초임계압 경수로의 노심 열수력 설계에 필수적인 열수력 

현상 파악을 위해 수행하여야 할 열전달 실험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조사하 다. 

유사임계 부근에서 발생하는 물성치의 변화가 열전달에 많은 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물과 CO2의 물성치에 대한 자료 조사를 하 고, 열전달 열화(heat 

transfer deterioration) 및 열전달계수와 관련한 열전달 특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현

황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하 다. 아울러, 초임계압 상태의 물과 대체 유체로서 많이 

사용되는 CO2 및 Freon에 대한 기존의 주요 열전달 실험에 대해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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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초임계압에서 물성치 변화 및 열전달 특성

   제 1 절 물 및 CO2의 물성치 변화

초임계압에서 열전달의 주요 특성 중의 하나는 유사임계(pseudo-critical) 

부근에서 물성치의 변화가 크다는 것이다. 그림 2-1은 압력 및 온도에 따른 물의 

비열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주어진 압력에서 온도가 변함에 따라 비열의 최대점이 

존재한다. 임계압력 이하의 역에서 비열의 최대값은 포화선 상에 위치한다. 그러

나, 초임계압 역에서 비열의 최대값은 임계점(압력: 22.1 MPa, 온도: 374 
o
C)에서 

나타나며 이 값은 모든 압력, 온도 역에서 가장 크다. 초임계압 역에서 비열의 

최대값을 나타내는 압력과 온도를 그린 선을 유사임계선(PCL: Psedo-Critical Line)

이라고 한다. 

그림 2-1 Specific heat of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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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Pseudo-critical line of water in a P-T diagram

그림 2-3 Specific heat of water at the pseudo-critical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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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는 물의 유사임계선을 나타낸다. 그림에서 보여지듯 유사임계 온도

는 유사임계 압력이 증가할수록 증가한다. 그림 2-3은 유사임계선에서 비열을 나타

낸다. 임계점에서 물의 비열은 5600 kJ/kg K 로, 20 
o
C 의 대기압에서 물의 비열인 

4.2 kJ/kg K 보다 1000배 이상 크다. 그림 2-4에서 2-7은 몇개의 주어진 초임계압

에서 온도에 따른 물의 물성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2-4에서 보여지듯 같이 

유사임계선 부근에서 물의 도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매우 감소한다. 그림 2-5

에서 보여지듯 유사임계선 부근에서 물의 열전도 계수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

소하며, 특히 23 MPa과 24 MPa에서는 유사임계점에서 국부적인 최대값이 존재한

다. 그림 2-6은 유사임계선 부근에서 물의 동점성계수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

소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2-7은 물의 Prandtl 수를 나타낸 것으로, 유사임계점에

서 Prandtl 수는 최대가 됨을 보여주는데, 이는 이 지점에서 비열이 매우 커지기 때

문이다.

그림 2-4 Density of supercritical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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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Thermal conductivity of supercritical water

   

그림 2-6 Dynamic viscosity of supercritical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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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Prandtl number of supercritical water

그림 2-8은 CO2의 유사임계선을 나타낸다. 유사임계 온도는 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사임계 압력이 증가할수록 증가한다. 그림 2-9는 유사임계선에서 비

열을 나타낸다. 그림 2-10에서 2-13은 몇개의 주어진 초임계압에서 온도에 따른 

CO2의 물성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유사임계선 부근에서 CO2의 도, 열전도 계

수 및 동점성 계수 등의 물성치는 물의 경우와 유사하게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

소하는 것을 보여준다. CO2의 열전도 계수는 물의 경우와 다르게 국부적인 최대값 

없이 온도에 따라 단조 감소한다. CO2의 Prandtl 수 역시 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사임계점에서 최대가 됨을 보여주는데 이는 이 지점에서 비열이 매우 커지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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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Pseudo-critical line of CO2 in a P-T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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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Specific heat of CO2 at the pseudo-critical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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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Density of supercritical CO2

그림 2-11 Thermal conductivity of supercritical 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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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Dynamic viscosity of supercritical CO2

그림 2-13 Prandtl number of supercritical 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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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절 열전달 열화

그림 2-14는 원형관에서의 열전달 특성을 나타내는 벽면온도의 분포를 bulk 

온도와 비교하여 보여준다. 그림에는 저 열유속 조건과 고 열유속 조건의 온도분포

가 각각 표시되었다. 저 열유속 조건에서는 벽면온도가 bulk 온도의 증가에 따라 

완만하게 증가하는 거동을 하며 bulk 온도와 관 벽면 온도의 차는 크지 않다. 반면, 

고 열유속 조건에서는 유사임계 값 근처를 제외한 곳에서는 고 열유속 조건의 온도

분포와 거의 비슷하나, bulk 온도가 유사임계 값 근처에 도달하면 관 벽면 온도는 

급상승하고 bulk 온도가 이 점을 통과한 다음에는 다시 감소되는 것이 관찰되고 있

다. 이러한 관 벽면 온도의 급격한 상승을 “열전달 열화(heat transfer 

deterioration)” 현상이라고 한다. 문헌상에서 아직까지는 이러한 열전달 열화의 발

생 시점에 대한 하나의 명확한 정의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초임계압에서 

발생되는 열전달계수의 감소 또는 관 벽면온도의 상승 현상은 “boiling crisis”에서 

벽면온도의 급상승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거동하기 때문이

다. 문헌에서 여러 가지 정의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다음과 같이 열

전달계수를 참조 값에 대한 비로 표시하여 사용하고 있다. 

c=
α
α0                               (2-1)

Yamagata(1972)와 Koshizuka(1994)는 참조 값인 α0는 열유속이 0이거나 0으로 

접근되는 때의 열전달계수를 사용하 다. 이들은 열전달계수의 비, c=0.3을 열전달 

열화 발생의 판정기준으로 정의하 다. 질량유속이 커질수록 열전달 열화가 발생하

는 곳에서 임계 열유속이 커진다. 10mm 원형관의 실험 데이터를 이용하여 

Yamagata (1972)는 열전달 열화가 발생하는 시점을 판정하는데 다음과 같은 식을 

사용하 다.

q ≥ 200 × G
1.2                            (2-2)

이 때 단위는 q: W/m
2
, Q: kg/m

2
s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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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Wall temperature behavior at different heat fluxes

열전달 열화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열전달 열화는 bulk 온도가 유사임계 값 이하인 곳에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

고, 이때의 벽면온도는 유사임계 온도를 초과하게 된다. 모든 상관식에서는 

이러한 한계사항이 고려되어 있지 않다. 

- 초임계압 조건에서는 벽면온도의 거동이 상대적으로 완만하므로 열전달 열화

의 발생을 의미하는 명확한 정의가 없다. 이것이 각 상관식 사이에 편차가 크

게 발생하는 하나의 이유가 된다. 

- 열전달 열화가 발생하여도 이로 인한 벽면 온도는 너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으며, 증가하는데 있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SCWR에서도 이러할 것으

로 예측한다. 따라서 어떤 초임계 원자로에서는 열전달 열화를 설계요건으로 

채택하지 않고 있다. 

열전달 열화 현상을 설명하는데 단상 유동과 이상 유동에 기초한 모델 등이 

도입되어 사용된다. 단상 유동에 기초한 모델에서는 열전달 열화의 주된 원인을 유

체 물성치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난류량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설명한다. 이상 유

동에 기초한 모델에서는 열전달 열화의 주된 원인을 유사 비등(pseudo-boiling)의 

향에 의한 것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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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초임계압에서 열전달 연구현황

   제 1 절 열전달 연구현황 개요

초임계압 상태에서 열전달에 관한 최초의 연구는 비교적 이른 1930년대에 

수행되었다. 이후 Schmidt 등(1946, 1960)은 제트 엔진에서 터어빈 블레이드를 효율

적으로 냉각시키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임계상태에서 유체의 열전달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 다. 그들은 임계조건 부근에서 자연대류 열전달계수가 크게 증가하

는 것을 발견하 고, 이러한 현상을 단상의 열 사이폰 장치를 만드는데 사용하 다. 

1950년대에 화력 발전소의 열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증기발생기에 초임계압 상태

의 물을 사용하는 개념을 도입하 다. 초임계압 상태에서는 액체-기체의 전환이 일

어나지 않기 때문에 임계열유속(CHF)이나 드라이아웃(dryout)과 같은 현상이 발생

하지 않는다. 다만 여러 변수의 어느 특정한 범위에서 열전달 열화 현상이 일어나

지만, 이는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서 드라이 아웃과 같은 급격한 열전달 저

하를 초래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연구는 1950년대부터 1980년대 사이에 구 소련과 

미국에서 많이 수행되었다. 

1950년대 말에서 1960년대 초에 초임계압 유체를 원자로의 냉각재로 사용가

능한 지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헬륨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원자로에 대한 연구

가 미국, 국, 프랑스 및 구 소련 등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초임계압 수 원자

로 개념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

고 거의 30년 동안 수행되지 않다가 1990년대에 들어 원자로 효율을 높이는 차원에

서 다시 연구가 진행되었다. 대부분의 연구는 원형 튜브에 대한 것이며 단일봉 및 

봉다발에 대한 연구도 일부 제한적으로 수행되었다.

SCWR를 설계하려면 우선 초임계압 상태의 열전달 특성을 잘 알아야 하고, 

SCWR 운전조건에서의 열전달 거동을 잘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

해서는 열전달 실험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열전달 실험 이외에도 초임계 상태에서

의 critical flow와 thermally induced flow instability에 대한 연구도 필수적으로 요

구되는 분야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LWR의 경우 많이 이루어졌으나 초임계압 상태

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여기에서는 열전달 실험을 중심으로 연구현황

을 살펴보았다. 

표 3-1은 초임계압 유체에 대한 실험현황을 보여준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실험연구는 195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까지 수행되었다가, 최근에 CO2 및 Freon

과 같은 대체유체를 사용한 실험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열전달 실험의 주요 관심

사는 초임계압에서의 열전달계수를 예측하는 것과 열전달 열화 현상을 규명하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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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Selected experimental studies

 

Author Fluid Subject

 Dickinson(1958) H2O  Heat transfer

 Shitsman(1959, 1963) H2O
 Heat transfer, heat transfer deterioration,  

 oscillation

 Domin(1963) H2O  Heat transfer, oscillation

 Bishop(1962, 1965) H2O  Heat transfer

 Swenson(1965) H2O  Heat transfer, heat transfer deterioration

 Ackermann(1970) H2O  Heat transfer, pseudo-boiling phenomena

 Yamagata(1972) H2O  Heat transfer, heat transfer deterioration

 Griem(1999) H2O  Heat transfer

 Sabersky(1967) CO2  Visualization, turbulence

 Jackson(1968, 1979) CO2  Heat transfer, buoyancy effect

 Bourke(1970) CO2  Heat transfer

 Tanaka(1971) CO2  Heat transfer

 Petuhkov(1980) CO2  Heat transfer, pressure drop

 Kurganov(1985, 1993) CO2  Flow structure

 Sakurai(2000) CO2  Flow visualization

 Pioro(2003) CO2  Heat transfer

 Okawa(2002) R22  Heat transfer, heat transfer deteri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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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Comparison of experimental conditions (H2O test) 

 

Test Conditions 

Author 
Pressure, 

(Mpa) 
Mass Flux,
(kg/m2s) 

Heat 
Flux, 

(kW/m2) 

Tube 
Dia., 
(mm) 

Tube 
Length, 
(mm) 

Bulk 
Temp., 

(℃) 

Remarks 

Dickinson(1958) 25.0-32.1 2100-3400 880-1800 7.6 1600 - - 

Shitman(1963) 22.0-25.0 300-1500 <1160 8.0 1500 ≤450 - 

Bishop(1965) 22.6-27.5 680-3600 310-3500 2.5-5.1 30-565 
(L/D) 294-525 ∆T=16-216 

Domin(1963) 22.0-26.0 600-5100 580-4500 2.0, 4.0 1075, 1233 ≤450 - 

Swenson(1965),  22.7-41.3 200-2000 200-2000 9.4 1830 70-575 ∆T=6-285 

Ackermann(1970), 22.7-44.1 135-2170 120-1700 9.4-24.4 - 77-482 Smooth/Ribbed 
tube 

Yamagata(1972),. 22.6-29.4 310-1830 116-930 7.5, 10.0 1500-2000 230-540 Vert./Hori. Tubes 

Griem(1999) 22.0-27.0 300-2500 200-700 10-24 - - - 

 

표 3-2는 초임계압 물에 대한 실험조건을 보여준다. Dickinson (1958), 

Ackermann(1970), Yamagata(1972) 및 Griem(1999)의 실험은 주로 초임계압 화석연

료발전소의 설계와 관련된 것으로 이들의 실험에 사용된 관은 직경이 7.5mm에서 

24mm의 범위에 있었다. Dickinson(1958)의 실험결과에서는 벽면온도 350℃ 이하 

역에서는 Dittus-Boelter 식과 잘 맞았으나, 벽면온도가 350℃에서 430℃인 구간

에서는 큰 차이가 나는 결과를 보 다. Domin(1963)과 Dickinson(1958)의 실험에서

는 모두 열전달 성능열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 반면에 Ackermann(1970)

과 Yamagata(1972)의 실험에서는 열전달 성능열화 현상이 발생하 다. 

Yamagata(1972)의 실험에서는 저 열유속 조건의 유사임계선 근방에서 열전달이 촉

진되었고, 고 열유속 조건에서는 열전달 성능열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명확히 나

타났다. 일본 Kyushu 대학의 Yamagata(1972)의 실험은 상대적인 저 열유속에서 유

로방향(수평 또는 수직)에 따른 열전달 특성을 연구한 것이다. 실험에서는 하나의 

관류형 원형관을 사용하 고, 전단부에 이단 가열기를 설치하고 후단 가열기로 60

0℃까지 가열하 으며 트로틀 밸브로 압력을 제어하 다. 실험은 고압, 고온에서 수

행되므로 수처리 시설을 보조설비로 갖추었다. 



- 17 -

Ackermann(1970)은 실험을 통해 열전달 성능열화 현상이 시작되는 곳에서 

비등으로 인한 것과 유사한 소음이 발생되는 것을 관찰하여, 이것을 sub-critical 압

력 이하에서 발생하는 boiling crisis와 같은 현상으로 간주하 다. 실험결과에 따르

면 열전달 성능열화 현상이 발생되는 곳에서의 pseudo-critical heat flux(CHF)가 

압력과 질량유속이 증가할수록 커지며, 관경이 작아질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ishop(1962)과 Swenson(1965)의 실험은 초임계수 원자로의 설계를 위해 

수행되었다. 양측의 실험에서 사용한 질량유속, 열유속 및 냉각재 평균온도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SCWR의 설계 값들과 거의 일치된다. Bishop의 실험에서는 매우 작

은 관이 사용된 반면 Swenson의 실험에서는 크기가 9.4mm인 원형 관이 적용되었

다. Bishop은 매끈한 원형관 외에도 턱진 원형관(whistled circular tube)과 환상 채

널에 대한 실험도 수행하 다. 그러나 환상 채널에 대한 실험결과는 공개된 문헌상

에 나타나 있지 않다. 상기의 두 실험은 열전달계수에 대한 입구형상의 향을 보

고자 한 것이었다. Swenson(1965)의 실험에서도 열전달 성능열화 현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실험결과를 근거로 각각 상관식이 유도되었다.

러시아에서 초임계 조건의 물, CO2 및 O2에 대한 수많은 실험들이 수행되

었다. 열전달 성능열화 현상은 Shitsman(1959)에 의해 저 질량유속 조건에서 처음

으로 관찰되었다. 실험 중에 유체의 평균온도가 유사임계 값에 도달할 때에 압력의 

맥동이 발생되었다. 실험결과를 근거로 열전달계수, 열전달 성능열화 발생 및 마찰 

압력강하 예측에 대한 많은 상관식이 유도되었다. 

상기의 초임계압의 물에 대한 열전달 실험 현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요

약, 정리된다.

(1) 기존의 실험연구에서 수행된 개략적인 실험변수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압력(p) : 22.0 ∼ 44.1 MPa

   - 질량유속(m) : 100 ∼ 5100 kg/m
2
s

   - 열유속(q) : 0 ∼ 4500 kW/m
2

   - 관경(d) : 2.0 ∼ 32.0 mm

   - 평균온도(Tb) : ≤575 ℃

(2) 열전달 성능열화 현상은 질량유속이 작고 열유속이 큰 경우로써 다음의 온

도조건에서만 관찰되었다.   

   TB(유체 평균온도) ≤ TPC(유사임계 온도) ≤TW(관 벽면온도) 

(3) 열유속이 작을 때 열전달을 촉진시키는 방법은 유체의 평균온도가 유사임계 

온도에 가까워지도록 하는 것이다.

(4) 열전달 실험은 주로 원형관 형상으로 수행되었다. 원형관 이외에 유로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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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에 대해서는 실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5) 입구의 향, 채널 삽입, 유동채널의 향 및 열유속 분포 등과 같은 특수조

건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6) 유사임계 값의 근처에서 유체의 평균온도 또는 관 벽면온도를 실험 데이터

는 Dittus-Boelter 식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7) 실험결과를 이용한 많은 실험 상관식이 유도되었다. 

표 3-3은 물의 대체유체로 주로 사용되는 초임계압 CO2 및 Freon에 대한 

실험조건을 보여준다. 초임계압 조건의 CO2 임계압력과 온도는 각각 7.4 MPa과 31 

℃ 이며, Freon의 임계압력과 온도는 각각 4.9 MPa과 96 ℃ 이다. CO2 나 Freon과 

같은 대체 유체를 사용하면 물을 사용하는 실험보다 압력과 온도를  낮게 할 수 있

으므로 실험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인 부담이 훨씬 작다. 대체유체를 사용한 실험결

과는 이에 상당하는 물의 조건으로 외삽할 때 비교적 잘 맞는다. 

Krasnoshchekov(1966)는 초임계압 CO2의 실험결과를 기초로 열전달 상관

식을 제안하 고, 이것은 초임계압수의 열전달(Jackson, 1966)에 성공적으로 적용되

었다. 

표 3-3  Comparison of experimental conditions (CO2, Freon test)  

Test Conditions 

Author 
Pressure, 

(Mpa) 
Mass Flux, 

(kg/m2s) 

Heat 
Flux, 

(kW/m2) 

Tube 
Dia., 
(mm) 

Tube 
Length, 
(mm) 

Bulk 
Temp., 

(℃) 

Remarks 

Bourke(1970) 7.4 – 10.3 311 - 1703 500 22.8 4560 15 - 70 - 

Tanaka(1971) 8.0 1179 - 2358 467 - 817 6 1000 - - 

Sakurai(2000) 7.4 – 9.0 75 - 250 43 - 210 - 600 31 - 42 
Rectangular test 
section (10mm x 

20mm) 

Pioro(2003) 8.2 1978 189 8 2208 33 - 42 - 

Okawa(2002),  5 200 - 2000 10 - 190 4.4 2000 - R22 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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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urke(1970)은 임계온도 부근에서의 열전달계수에 대한 고찰을 위해 CO2

를 사용한 강제대류 loop에서 튜브입구온도, 압력, 벽면 열유속, 질량유량 및 흐름방

향 등을 변화시켜 가면서 실험을 수행하 다. 벽면 국부온도의 최고값은 유체가 상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에만 발생하 고, 유사임계 역에서의 열전달 촉진 현상은 상

방향 및 하방향 흐름에서 모두에서 관측되었다. 

Tanaka(1971)는 원형 튜브 내부를 흐르고 있는 CO2에 외부로부터 매우 큰 

열유속을 가해 과냉각 상태에서 초임계 상태로 변화시킬 경우의 대류 열전달 특성, 

특히 유사임계 부근에서의 열전달 열화 현상을 중점적으로 연구하 다. 임계조건에

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을 통해 초임계 유체에 대한 열전달 해석을 

유체 물성치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수행한 기존의 “turbulent mode convection" 

이론적 해석에 유체 물성치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방법으로 수행하여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었다.

Sakurai(2000)는 수직 사각 채널에서 CO2 강제대류 유동에 대해 shadow 

graph 및 schlieren 간섭계를 사용한 가시화 연구를 수행하 다. 흐름을 관찰한 결

과, 아임계 유체에서 핵비등 및 막비등이 일어나는 것처럼 임계압력 부근에서 유사 

비등 현상이 발생함을 보 고, 아울러 임계점을 크게 벗어난 초임계압 유체에서는 

유사비등 현상이 일어나지 않음을 보 다. 

Pioro(2003)는 초임계압 조건에서 여러 연구자에 의해 제시된 열전달계수를 

정리하 고, AECL의 CO2 loop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여러 열전달계수 상관식으로 

나타내어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 다.

Okawa(2002)는 동경대학에서 개념설계중인 SCLWR-H에서의 열전달을 모

사할 수 있는 Freon(R22) loop에서 열전달 현상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다. 특히 

4.4mm의 작은 직경의 튜브에서 일어나는 열전달 특성이 13mm의 큰 직경의 튜브

에서 일어나는 특성과 유사함을 보 고, 큰 직경의 튜브에서 유도한 열전달 열화 

개시 기준을 작은 튜브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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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절 열전달 실험 상관식

문헌에서 발견되는 대부분의 상관식은 실험결과에 근거한 경험식(empirical 

correlation)의 형태로 유도된다. 표 3-4는 원형관에서의 초임계수에 대해 유도하거

나 검증한 열전달계수의 여러 상관식을 보여준다. 현재까지 발표된 연구결과는 대

부분이 원형관에 대한 것이며, 이 이외의 rod 및 rod bundle에 대해서는 매우 제한

적으로 상관식이 유도되었다. 

 Swenson(1965)과 Griem(1999)을 제외한 모든 연구자는 유체의 물성치 계산

에 bulk 온도를 사용하 다. Swenson(1965)의 상관식에서는 참조온도로써 벽면온도

가 사용되었고, Griem(1999)은 참조온도를 열전달계수가 급변하지 않도록 여러 가

지 온도에서 선별하여 사용하 다.

Bringer and Smith(1957)은 P=34.5 MPa 까지의 초임계압 물과 CO2에서의 

열전달계수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 다.

Ν x=C Re
0.77
x  Pr

0.55
w                              (3-1)

여기에서 C=0.0266이며, tx는 
t pc- t b
tw-t b

 <  0  이면 tb, 0 ≤ 
t pc- t b
tw-t b

 ≤ 1.0  이면 

tpc, 
t pc- t b
tw-t b

 >  1.0  이면 tw를 사용한다. 그러나 유사임계 부근에서 열전도 계수 변

화는 고려하지 않았다.

 Shitsman(1959)는 튜브 내부를 흐르는 초임계압 물의 열전달 실험 데이터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상관식을 제안하 다.

Nub=0.023 Re
0.8
b  Pr

0.8
min                          (3-2)

여기에서 “min"은 유체의 bulk 온도와 벽면 온도에서 산정한 Pr 수 중에서 더 

작은 Pr 수를 의미한다. 그러나, 열전도 계수는 임계점 및 유사임계점에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단조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Krasnoshchekov and Protopopov(1959)는 초임계압에서 물과 CO2에 대한 

열전달계수 상관식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 다.

Nu=Nuo (
μ b
μw )

0.11

 (
k b
kw )

- 0.33

 (
c p
c pb )

0.35

              (3-3)

여기에서, Nuo=
ξ/8 Reb Pr

12.7 ξ/8 (Pr 2/3-1)+1.07 , 
ξ=

1

(1.82 log 10 Reb-1.6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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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
(Hw-Hb)

(Tw-Tb)
 
μ b
k b , 

cp=
Hw-Hb
Tw-Tb  이다.

식 (3-3)은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유효하다.

2 × 10
4
 <  Reb  <  8.6 × 10

5, 0.90 <  (
μ b
μw ) <  3.60, 1.00 <  (

k b
kw ) <  6.00

0.07 <  (
cp
cpb ) <  4.50

Jackson(1966)은 물에 대한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상관식을 서로 

비교하 는데, 사용된 실험 데이터는 Krasnoshchekov and Protopopov(1959)의 상

관식이 가장 잘 맞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는 Krasnoshchekov and 

Protopopov(1959)의 상관식을 다음 변수 범위에서 사용할 것을 추천하 다.

압력(MPa) : 22.5 ∼ 26.5

질량유속(kg/m
2
s) : 0.7 ∼3.6

열유속(W/m
2
) : ≤602 x G

관경(mm) : 1.6 ∼ 20

Bishop(1965)은 튜브 내부를 수직 상방향으로 초임계압 물이 흐르는 경우, 

압력 22.8 ∼ 27.6 MPa, bulk 온도 282 ∼ 527 
o
C, 질량유속 651 ∼ 3662 kg/m

2
s, 

열유속 0.31 ∼ 3.46 MW/m
2
의 범위에서 열전달 실험을 수행하 다. 제시된 열전달

계수 상관식은 다음과 같다.

Nux=0.0069 Re
0.9
x  Prx

0.66
 (
ρw
ρ b )

0.43

x

 (1+2.4 Dx )            (3-4)

여기에서, Pr x= (
Hw-Hb
Tw-Tb

μ b
k b ) x  이며 x는 가열되는 튜브의 길이방향 위치이

다.

Kondrat'ev(1969)는 내경 12.02 mm, 압력 22.8 ∼ 30.4 MPa, bulk 온도 260 

∼ 560 
o
C 인 수직 튜브와 내경 7.62 mm, 압력 25.2, 32.0 MPa, bulk 온도 105 ∼ 

537 
o
C 인 수평 튜브 그리고 내경비 9.73/6.35 mm, 압력 24.3 MPa 이하, bulk 온도 

220 ∼ 545 
o
C 인 수직 환상채널 유동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열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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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 상관식을 제안하 다.

Nub=0.020 Re
0.8
b                              (3-5)

이 식은 10 4 <  Re <  4 x 105  과 t b=130∼600 
o
C  에서 유효하며, 유사임계 부

근에서는 잘 맞지 않는다.

Ornatsky(1970)은 다섯 개의 평행 튜브에서 강제대류 열전달 실험 데이터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열전달계수 상관식을 제안하 다.

Nub=0.023 Re
0.8
b  Pr

0.8
min  (

ρw
ρ b )

0.3

                  (3-6)

여기에서 Prmin 은 Prw와 Prb 중에서 작은 Pr 수를 뜻한다.

Dyadyakin and Popov(1977)은 나선형 휜(Fin)을 갖는 7 rod bundle을 초임

계압 물로 냉각하는 실험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열전달계수 상관식을 제안하

다.

Nux=0.021 Re
0.8
x  Pr x

0.7 (
ρw
ρ b )

0.45

x

 (
μ b
μ in )

0.2

 (1+2.5
Dhy
x )          (3-7)

여기에서, Pr=
(Hw-Hb)

(Tw-Tb)

μ b
k b  이며, x는 가열되는 튜브의 길이방향 위치이고,  

Dhy는 부수로(subchannel)의 열수력 직경이다.

Gorban(1990)은 튜브 내부를 흐르는 초임계압 물에 대한 열전달 실험을 수

행하여 다음과 같은 열전달 상관식을 제안하 다.

Nub=0.0059 Re
0.90
b  Pr

-0.12
b                    (3-8)

표 3-4에서는 이상에서 기술한 초임계수의 열전달계수에 대한 상관식을 다

음과 같이 Dittus-Boelter 식을 수정한 형태로 나타내었다. 

Ν t, x=C 1 Re
m 1  
t,x Pr

m 2 
t,x (

ρ t
ρ t )

m 3  

(
μ t
μ t )

m 4  

(
k t
k t )

m 5  

(
c p
c p, t )

m 4  

x
(1+C 2

Dhy
L )

m 7

    (3-9)

식에서 하첨자 x는 참조온도로서 물성치를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기준온도이며,  

주로 bulk 온도가 사용된다. 식에서 상수 C1과 지수인 m1 ∼  m7은 실험 데이터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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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결정된다. Dittus-Boelter의 보정계수에 해당되는 부분은 주로 도, 점성계수,비

열, 열전도계수 및 기하학적 형상 등이다. 

평균 열용량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c p = 
Hw-Hb
Tw-Tb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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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Comparison of correlations of heat transfer coefficient  

Reference
Flow

geometry
C1 m1 m2 m3 m4 m5 m6 m7

 Dittus-Boelter

 (1930)
Tube 0.023 0.8 0.33 0 0 0 0 0

 Bringer and 

 Smith (1957)
Tube 0.0226 0.77 0.55 0 0 0 0 0

 Shitsman

 (1959)
Tube 0.023 0.8 0.8 0 0 0 0 0

 Krasnoshchekov 

 Protopopov (1959)
Tube 0.023 ~0.8 ~0.33 0 0.11 -0.33 0.35 0

 Swenson et al. 

 (1965)
Tube 0.0459 0.923 0.613 -0.231 0.231 0 0 0

 Bishop et al.

 (1965)
Tube 0.0069 0.9 0.66 0.23 0 0 0.61 1

 Kondrat'ev

 (1969)

Tube

Annulus
0.020 0.8 0 0 0 0 0 0

 Ornatsky et al.

 (1970)
Tube 0.023 0.8 0.8 -0.3 0 0 0 0

 Ornatsky et al.

 (1972)
Annulus 0.023 0.8 0.4 0 0 0 0 0

 Yamagata et al.

 (1972)
Tube 0.0135 0.85 0.8 0 0 0 0 0

 Dyadyakin and

 Popov (1977)
Bundle 0.021 0.8 0.7 -0.45 0.2 0 0 1

 Kirillov (1990) Tube ~0.8
~0.33

or 0.4
-n1 0 0 n2 0

 Gorban' et al.

 (1990)
Tube 0.0059 0.9 -0.12 0 0 0 0 0

 Griem et al.

 (1995)
Tube 0.0169 0.83 0.43 0.23 0 0 0.4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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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주요 연구자의 열전달 실험 내용

   제 1 절 Yamagata 등(1972)에 의한 물 열전달 실험

초임계압 조건하에서 열전달계수는 일반적으로 매우 크며, 비열이 최대가 

되는 유사임계 부근에서 최대가 된다. 열유속이 증가할수록 열전달계수 최대값은 

감소하며, 고 열유속인 경우 유사임계 부근에서 열전달계수가 작아지게 되는 이른

바 ‘열전달 열화’ 현상도 발생한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현상은 유사임계 부근에서 

열 물성치의 변화가 매우 크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Yamagata 등(1972)에 

의한 본 연구는 초임계압 하에서 튜브 내를 흐르는 물의 열전달 실험에 대한 것이

다.

실험장치는 그림 4-1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다. 실험장치의 최대 압력과 유

량은 300 bar와 300 kg/h 이다. 순환 펌프로 가압된 물은 1차 및 2차 전열기에 의

해 가열되어 test section으로 간다. Test section을 통과한 물은 후 전열기(rear 

heater)에 의해 600 
o
C로 가열되며, throttling 밸브를 통과하면서 감압되어 증기로 

된다. 이 증기는 냉각기와 응축기를 거쳐 물이 되며, 이 물은 수처리 및 배기 과정

을 거친 후 다시 순환 펌프로 간다. 순환 펌프는 삼중 연결 플런저를 가지고 있어 

회전 속도를 제어하여 토출되는 양을 1/3까지 연속적으로 조절한다. 압력 변동을 줄

이기 위해 펌프 출구에 accumulator가 설치되었다. 

Test section은 그림 4-2에 나타낸 바와 같이 내경 10 mm, 가열 길이가 

2000 mm인 AISI 316형 스테인리스 강으로 되어 있으며, 전원이 공급되어 가열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아울러 실험의 다양성을 위해 내경 7.5 mm, 가열 길이가 1500 

mm인 test section도 제작되었다. Test section에는 80 kW의 전원이 공급된다. 

Test section의 입, 출구에는 mixing chamber가 설치되어 유체의 입, 출구 온도와 

압력을 측정한다. 튜브 벽면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내경 10 mm 튜브에는 총 17개의 

chromel-alumel 열전대가 설치되었고, 내경 7.5 mm 튜브에는 총 15개의 

chromel-alumel 열전대가 설치되었다.

실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압력 : 226, 245, 294 bar

- 유체 bulk 온도 : 230 - 540 
o
C

- 열유속 : 116 - 930 kW/m
2

- 질량유속 : 310 - 1830 kg/m
2
s

- 유체 흐름방향 : 수직 상방, 수직 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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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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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Test section

벽면 온도 측정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test section 입구 온도는 주어진 

열유속과 질량유량에 따라 적절하게 변화시켜 가면서 실험을 수행하 다. 압력이 

일정할 때 주어진 질량유속과 입구 온도에 따라서 튜브 벽면온도가 700 
o
C 이상 되

지 않도록 몇 가지 열유속이 선정되었다.   

Test section 입, 출구에서의 압력과 온도는 mixing chamber에 설치된 

Bourdon 게이지와 chromel-alumel 열전대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축방향 임의 지

점의 유체 bulk 온도는 입구 (또는 출구) 엔탈피와 그 지점까지 가해진 열량으로 

유체 엔탈피를 계산하여 산정하 다. 튜브 내부 벽면온도는 측정된 외부 벽면온도

에 열전도 이론을 적용하여 산정하 다. 유량은 응축기 출구에서 3면 전자기 밸브

가 있는 유량계로 측정하 다. Test section으로 가해지는 열량은 전압계와 전류계

를 사용하여 측정된 전기 동력으로 산정하 으며, 외부로의 열손실은 무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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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Wall temperature vs. bulk enthalpy for 

horizontal flow

        

그림 4-4 Wall temperature vs. bulk enthalpy for 

vertically upward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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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Heat transfer coefficient for horizontal flow 

in relation to bulk temperature

           

그림 4-6 Heat transfer coefficient for horizontal 

flow in relation to wall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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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Heat transfer coefficient vs. bulk enthalpy for vertically upward flow 

(1. q=233 kW/m
2
, 2. q=465 kW/m

2
, 3. q=698 kW/m

2
, 4. q=930 kW/m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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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Comparison of heat transfer coefficients for 

flows in various directions at low heat flux

그림 4-9 Comparison of heat transfer coefficients for flows in 

various directions at high heat fl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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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및 4-4는 압력 245 bar에서 질량유속 1260 kg/m
2
s에 대해 열유속

이 233, 465, 698, 930 kW/m
2
인 경우 유체가 수평으로 흐를 때와 수직 상방향으로 

흐를 때 유체 bulk 엔탈피에 대한 튜브 벽면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유체가 수평으

로 흐를 때 튜브 위쪽과 아래쪽의 온도 차이가 발생하 고, 이 온도 차이는 열유속

이 증가할수록 커지는 경향을 보 다. 그러나 유체가 수직 상방향으로 흐를 때에는 

온도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림 4-5 및 4-6은 압력 245 bar에서 질량유속 1830 kg/m
2
s으로 유체가 수

평으로 흐를 때 233, 465, 698, 930 kW/m
2
의 열유속에 대해 유체 bulk 온도 및 벽

면 온도에 대한 열전달계수를 도시한 것이다. 유체의 bulk 온도가 유사임계점 

(382.9 
o
C at 245 bar) 근처에 도달할 때 열전달계수는 갑자기 증가하며, 유사임계 

온도보다 약간 낮은 온도에서 최대값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열전달계수

가 최대가 되는 벽면온도는 유사임계 온도보다 높은 것으로 관측되었으며, 열유속

이 증가할수록 열전달계수가 최대가 되는 벽면온도와 유사임계 온도의 차이는 커졌

다. 열전달계수는 열유속이 변함에 따라 특히 유사임계점 부근에서는 크게 변화하

며, 열유속이 증가할수록 열전달계수는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그림 4-7은 압력이 226, 245, 294 bar 인 경우 내경 10 mm 튜브 내부로 수

직 상방향으로 유체가 흐를 때 열전달계수를 나타낸 것이다. 유체가 수평으로 흐를 

때와 유사하게 열전달계수의 최대값은 유사임계 엔탈피보다 약간 낮은 지점에서 발

생하 고, 열유속이 증가할수록 최대값은 감소하 다. 유사임계 엔탈피는 226, 245, 

294 bar에서 각각 2116, 2135, 2206 kJ/kg 이다. 아울러 열전달계수는 압력이 유사

임계점에 가까울수록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4-8 및 4-9는 7.5 mm 튜브에 대해 유체의 흐름방향에 따른 열전달계

수를 나타낸 것이다. 열유속이 작을 경우에는 유체의 흐름방향에 따른 열전달계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열유속이 큰 경우에는 수평 흐름에서 튜브 아래면 

온도로 산정한 열전달계수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수평 흐름에서 튜브 위면 온도

로 산정한 열전달계수가 가장 작게 나타났다. 유체 흐름방향에 의한 열전달계수는 

질량유속이 작을수록 그리고 열유속이 클수록 더 큰 차이를 보 다.

그림 4-10은 실험 데이터를 잘 알려진 무차원 수인 Nusselt 수, Reynolds 

수, Prandtl 수로 나타낸 것이다.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표시되는 Eckert 수에 따라 

세 개의 범주로 구분되었다.

E = 
tm-t b
tw-t b                               (4-1)

그림에서 ①과 ②는 기울기가 각각 0.8과 0.4인 직선이다. Eckert 수가 1보다 큰 경

우 즉, 튜브 단면의 유체가 액체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와 Eckert 수가 음인 경우 

즉, 튜브 단면의 유체가 기체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의 데이터는 직선 ①과 ②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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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나타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Eckert 수가 0과 1사이인 경우 즉 튜브 

단면의 유체가 벽면 근처에서는 기체이고 단면 중심 부근에서는 액체로 추정되는 

경우는 Prandtl 수가 증가하는 것만큼 열전달계수가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Styrikowitsch et al. (1959)은 유체의 bulk 온도와 벽면온도로 산정한 

Prandtl 수 중에서 더 작은 값, Prmin을 사용한 상관식을 제안하 다. 그림 4-11은 

이를 나타낸 것으로, Prandtl 수가 커지는 경우 잘 맞지 않는다.

그림 4-12는 Deissler (1959)이 제안한 바와 같이 Nusselt 수와 Reynolds 

수를 산정하는 기준 온도를 Eckert 수가 1보다 큰 경우는 벽면 온도 tw로, 0과 1사

이인 경우는 유사임계 온도 tm으로, 음인 경우는 bulk 온도 tb로 하고, Prandtl 수 

산정은 벽면 온도 tw로 하여 나타낸 것이다. 데이터는 매우 산만하게 흩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10 Data plotted in terms of the conventional dimensionless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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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Correlation of data by the method of 

Styrikowitsch(1959)

그림 4-12 Correlation of data based on reference 

temperature suggested by Deissler(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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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열전달계수의 상관식을 구하는 데에는 기존의 

여러 무차원수에 다른 요소를 추가시킬 필요가 있다.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cp/cpb  표시되는 비열비를 사용하면 열전달 상관식을 구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기에서 cp  는 다음과 같이 표시되는 적분 평균비열이다.

cp = 
hw-hb
tw-t b                              (4-2)

그림 4-13은 cp/cpb를 사용하여 구한 열전달계수 상관식을 나타낸 것이다. 

Eckert 수의 범위에 따라 데이터가 분포되는 역이 3가지로 확연히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같은 Eckert 수 범위에서도 압력에 따라 분포되는 데이터가 달라

짐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유사임계 부근에서 압력에 따라 비열이 크게 달라지기 때

문이다. 따라서 다음의 식 (4-3)과 같이 유사임계점에서 산정한 Prandtl 수 Prm을 

고려한 열전달계수 상관식을 구하 다.

그림 4-13 Dimensionless correlation of heat transfer coefficients for 

supercritical water in tubes



- 36 -

그림 4-14 Experimental data compared with equation (4-3)

Ν b=0.0135Re
0.85
b Pr

0.8
b Fc                            (4-3)

Fc = 1.0  for E >  1

Fc = 0.67Pr
-0.05
m ( c p/c pb)

n1
 for 0 ≤ E ≤ 1

Fc = ( c p/cpb)
n2 for E <  0

n1 = -0.77(1+1/Prm) + 1.49

n2 = 1.44(1+1/Prm) - 0.53

그림 4-14는 실험으로 구한 Nusselt 수와 식 (4-3)에 의해 구한 Nusselt 수

를 나타낸 것으로, ±20%의 오차 범위에 거의 모든 데이터가 위치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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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Wall temperature vs. bulk enthalpy in the deteriorated 

heat transfer region

그림 4-15는 압력 245 bar에서 질량유속 403 kg/m
2
s에 대해 열유속이 465 

kW/m
2
인 경우 유체가 수직 상방향으로 흐를 때 유체 bulk 엔탈피에 대한 튜브 벽

면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일점쇄선은 식 (4-3)에 의해 계산된 열전달계수이다. 고열

유속에서 열전달 특성은 다음과 같다.

   (i) 벽면온도는 유량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열유속에서 구한 상관식에 의

해 예측된 값보다 크다.

   (ii) 열전달 열화가 어느 시점에서부터 시작되는 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열유속이 

크거나 질량유속이 작을 때 인 것으로 판단된다.

   (iii) 유체의 bulk 엔탈피가 유사임계점보다 약간 낮은 1700 kJ/kg 부근에서 벽면 

온도의 급격한 증가가 관찰되었다.

   (iv) 유체의 bulk 엔탈피가 유사임계점 이상에서는 벽면온도의 급격한 증가가 관

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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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Limit heat flux vs. mass velocity for deterioration 

in heat transfer

그림 4-16은 내경이 10mm인 튜브에서 유체가 수직 상방향으로 흐를 때 열

전달 열화가 일어나는 한계 열유속과 질량유속을 나타낸 것이다. 내경이 10mm인 

튜브에서 유체가 수직 상방향으로 흐를 때 226-294 bar의 압력 범위에서 한계 열유

속 qc  (kW/m
2
)와 질량유속 G  (kg/m

2
s)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q c=0.2 × G
1.2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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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절 Bourke 등(1970)에 의한 CO2 열전달 실험

초임계압 조건하에 있는 유체가 긴 튜브를 통과하면서 가열되어 온도가 아

임계에서 초임계로 변할 때, 열적 물성치 변화가 심한 임계온도 부근에서의 열전달

계수는 일정하지 않다. 이와 같은 현상은 도구배에 의한 부력 향, 반경방향으로 

점성계수 차이에 의한 향 및 흐름방향으로 도 변화에 의한 향 등에 의한 것

으로 해석된다. 

Bourke등(1970)은 임계온도 부근에서의 열전달계수에 대한 고찰을 위해 

CO2를 사용한 강제대류 loop에서 튜브 입구온도, 압력, 벽면 열유속, 질량유량 및 

흐름방향 등을 변화시켜 가면서 실험을 수행하 다. 튜브 입구온도는 아임계에서 

초임계까지 변화시키고, 흐름방향은 부력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수직 상방향 및 하

방향으로 변화시켰다. 열전달 열화현상은 수직 상방향으로 유체가 흐르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험에서 test section은 길이 4.56m, 내경 22.8mm, 두께 1.27mm인 스테인

리스 튜브로 이루어져 있다. Test section으로 150 kW의 전력이 공급되어 튜브 표

면으로 500 kW/m
2
의 일정 열유속을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Test section 길

이 방향으로 50개의 열전대를 설치하 고, 열전대 보정은 등온조건에서 증기를 튜

브에 흘려가면서 실시하 다. 실험설비는 CO2 냉각기, 유량측정용 오리피스, 펌프 

및 예열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CO2는 상업용 실린더 용기로부터 공급하는데, 실

린더 용기 주위의 jacket를 가열하여 실린더 용기의 압력을 임계압력 이상으로 유

지시겼다. 

실험의 독립변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압력 : 7.444 x 10
6
 - 10.32 x 10

6
 N/m

2

- 입구온도 : 15 - 35 
o
C

- 열유속 : 0.8 x 10
4
 - 35 x 10

4
 W/m

2

- 유량 : 0.127 - 0.695 kg/s

이와 같은 조건에서 종속변수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출구온도 : 18 - 70 
o
C

- 벽면온도 : 20 - 300 
o
C

- 입구에서 Reynolds 수 : 0.09 x 10
6 
- 0.57 x 10

6
 

- 출구에서 Reynolds 수 : 0.3 x 10
6 
- 1.65 x 10

6

이와 같은 실험조건은 CO2 열물성치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임계온도 범위인 

30 - 40 
o
C를 test section에서 충분히 유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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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Wall and bulk temperature vs. bulk enthalpy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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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Wall and bulk temperature vs. bulk enthalpy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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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Wall and bulk temperature vs. bulk enthalpy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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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 Wall and bulk temperature vs. bulk enthalpy (IV)



- 44 -

실험에서 test section으로 가해지는 전기에너지율과 CO2 가열율에 대한 비

교를 수행하 다. CO2 가열율은 유량과 입,출구에서의 엔탈피 차이로 계산된다. 입, 

출구 온도가 임계온도보다 매우 낮은 경우에는 전기에너지율과 CO2 가열율은 5% 

이내의 오차를 보 으나, 임계온도 부근에서는 온도에 따른 엔탈피 변화가 크기 때

문에 오차는 증가하 다.

Test section에 따른 CO2 bulk 엔탈피는 튜브에 가해지는 균일한 열유속, 

유량, 그리고 입구 또는 출구에서의 bulk 온도를 가지고 계산하 다. 국부 bulk 온

도는 열역학적 데이터에서 구해진다. Test section에 가해지는 열량이 충분하여 

subcritical 온도상태인 test section 입구로부터 supercritical 온도상태인 test 

section 출구까지 전 enthalpy 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단 하나의 고 열유

속 조건에서 실험 데이터를 구할 수 있었지만, test section에 가해지는 열량이 충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열유속, 압력 및 유량을 일정한 상태로 유지시키고 pre-heater

를 사용하여 test section 입구 온도를 증가시켜 가면서 실험 데이터를 구하 다(그

림 4-17 - 4-20).

그림 4-18은 supercritical 압력인 7.44 x 10
6
 N/m

2
 상태에서 0.504 kg/s의 

유량이 상방향으로 흐르는 경우 열유속에 따른 튜브 벽면온도를 측정한 것이다. 유

사임계 역이 아닌 곳에서 저 열유속의 경우 열전달 상관식으로 예측한 벽면온도는 

측정값과 잘 일치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고 열유속에서는 bulk 온도가 70oC 까지는 

예측값이 측정값보다 조금 작았으나, bulk 온도가 커질수록 차이는 커지는 경향을 

보 다.

유사임계 역의 경우 저 열유속에서 약 10배 정도 열전달계수 증진효과가 

있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예를 들어 열유속이 1.68 x 10
4
 W/m

2
인 경우 subcritical 

및 supercritical 역에서 벽면 온도와 bulk 온도와의 차이가 약 5
o
C 지만, 유사임

계 역에서는 0.5
o
C에 불과하 다. 이러한 열전달계수 증진효과는 test section의 국

부적인 곳에 한정되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입구 조건을 다르게 하면 전체 test 

section에서 bulk enthalpy 범위가 1.7 x 10
5
 - 2.7 x 10

5
 J/kg 사이에서 발생하 다. 

열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두 가지 효과가 발생하 다. 첫째는 앞에서 언급한 

전반적인 열전달계수 증진효과가 사라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입구의 bulk 엔탈피

가 2.1 x 10
5
 J/kg에서 열유속을 1.68 x 10

4
 W/m

2
로 부터 13.5 x 10

4
 W/m

2
로 약 8

배 증가시키면 벽면과 유체의 온도 차이는 0.5
o
C 에서 30

o
C 로 60배 정도로 증가하

다. 이와 같이 열유속을 증가시키면 유사임계 역에서 벽면과 유체의 온도 차이

는 유사임계 이외의 역에서의 온도 차이와 거의 같게 됨을 알 수 있다. 열유속 

증가의 두 번째 효과는 벽면 국부온도의 최고값이 튜브의 0.3 - 0.6m 부근에서 발

생되며, 최고값은 열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커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열유속이 27.0 

x 10
4
 W/m

2
인 경우 벽면 국부온도의 최고값은 벽면온도와 유체의 온도 차이의 두 

배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벽면 국부온도의 최고값이 일어나는 조건은 쉽게 

알 수 없고, 다만 벽면 국부온도의 최고값이 test section 가열부에서 그리 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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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곳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국부 bulk 유체 엔탈피와는 무관한 입구효과인 것으로 

추정된다. 벽면 국부온도의 최고값이 발생하는 지점 이후에는 벽면온도는 열유속과 

국부 bulk 유체 엔탈피에 따라 달라진다. 

유량을 0.22 kg에서 0.695 kg까지 변화시켜 가면서 측정한 벽면온도 추이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림 4-17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3.4 x 10
4
 - 

5.1 x 10
4
 W/m

2
의 중간 열유속에서는 특이하게 벽면 국부온도의 최고값이 두 군데

에서 발생하 다. 

벽면 국부온도의 최고값은 유체가 상방향으로 흐르는 경우에만 발생하 고, 

유사임계 역에서의 열전달 촉진 현상은 상방향 및 하방향 흐름에서 모두에서 관측

되었다. 

CO2 압력 효과는 0.505 kg/s 인 경우에 대해 그림 4-18과 4-20에 잘 나타

나있다. 압력을 10.32 x 10
6
 N/m

2
으로 증가시켰을 경우 저 열유속에서 열전달계수 

증진 효과 및 고 열유속에서 국부 온도의 최고값이 모두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임계압력보다 약간 큰 압력상태에서 즉, 임계점을 너무 벗어나지 않은 초임계 

상태에서 물성치 변화 폭이 크기 때문에 이로 인한 열전달에 미치는 효가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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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절 Tanaka 등(1970)에 의한 CO2 열전달 실험

원형 튜브 내부를 흐르고 있는 CO2에 외부로부터 매우 큰 열유속을 가해 

과냉각 상태에서 초임계 상태로 변화시킬 경우의 대류 열전달 특성에 관한 실험을 

수행한 논문으로, 특히 유사임계(pseudo-critical) 부근에서의 열전달 열화 현상을 

중점적으로 연구하 다. 열전달 열화 현상은 고 열유속, 저 유량 하에서 잘 발생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원인 규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벽면에서의 속도 및 온도 profile이 suppression되어 turbulent 특성보다는 laminar 

특성을 보이는 소위 turbulent suppression 또는 re-laminarization에 기인하는 것으

로 추정하고 있다. 

많은 초임계 유체 실험에서 작동유체를 CO2 또는 H2를 사용하는 이유는 

CO2의 임계점이 Pc = 75.3 kg/cm
2
 Tc = 31.04 

o
C 이고, H2의 임계점이 Pc = 13.2 

kg/cm
2
 Tc = 32.98 

o
C로서, 물의 임계점인 Pc = 225.7 kg/cm

2
 Tc = 374.2 

o
C보다 

매우 낮아 쉽게 임계상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저 열유속으로 원형 튜브 내부를 흐르고 있는 유체를 가열할 경우에는 유사

임계(pseudo-critical) 부근에서의 열전달계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이 부근에서 비열이 급격하게 증가하므로 이에 따라 난류열전도도 ρ c pε t  가 증가

하기 때문이다. 유사임계(psedocritical) 온도가 난류 경계층의 buffer zone에 있을 

때 열전달계수는 최대가 된다.

고 열유속으로 원형 튜브 내부를 흐르고 있는 유체를 가열할 경우에는 고 

열유속이기 때문에 벽면에서의 온도구배가 커지며, 이에 따라 경계층에서 유사임계

(pseudo-critical) 온도가 차지하는 두께가 작아지게 된다. 따라서 이 부근에서 비열

이 급격하게 증가하므로써 야기되는 열전달 증가 효과는 미미하게 되며, 배관 내부

의 유체는 벽면 가까이에는 gas-like 유체가, 그리고 배관 중심부는 liquid-like 유체

가 형성된다. 배관 입구에서 유체의 bulk 온도가 유사임계(pseudo-critical) 온도보

다 낮은 경우에 배관에 고 열유속을 가하면 배관 내부의 유체는 벽면 가까이에 형

성된 gas-like 유체에 의해 열전달이 잘 일어나지 않게 되어 배관 입구 근처에서는 

유체의 흐름방향에 따라 열전달계수가 감소하게 된다. 배관 입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bulk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도가 감소하여 배관 내부의 속도가 증가하

므로 열전달계수가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이론적인 고찰을 통해 초임계 유체에 대한 열전달 해석을 유체 

물성치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수행한 기존의 “turbulent mode convection" 이론적 

해석에 유체 물성치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방법으로 수행하 다. 계산 역의 어느 

지점에서 난류혼합 과정은 그 지점에서의 유체 물성치에 함수로 가정하 다. 

난류 속도분포를 나타내는 식(4-5)에 식(4-6) - (4-8)와 같이 물성치 변화

를 고려한 속도 및 거리 변수를 도입하여 유동장 계산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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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은 열유속이 2.4 x 10
5
 kcal/m

2
h 일 때 여러 질량유속에서 유체의 

bulk 엔탈피와 벽면 온도를 계산한 것이다. 

그림 4-21 Calculated wall temperature profiles 

for forced convection to supercritical 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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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 Location of pseudo-critical temperature zone 

in boundary layer

그림 4-22는 난류 경계층에서 유사임계 온도 역(32.6 
o
C - 35.2 

o
C)을 도

시한 것이다. 유사임계 온도가 난류 코아 역 바닥 근처에서 나타날 때 열전달계

수가 가장 작아지며, 이러한 조건에서 벽면 근처의 gas-like 유체에 의한 열전달계

수 감소와 평균유속 증가에 의한 열전달계수 증가가 균형을 이룬다. 벽면의 전단응

력은 열전달계수가 감소하는 역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내경이 6mm이고 매끈한 표면 및 거친 표면을 갖는 두 가지 원형 튜브에서 

수직 상방향으로 CO2가 흐를 때 강제대류 열전달 실험장치를 제작하 다. 그림 

4-23은 실험장치 개략도이다. CO2는 gear 펌프로 순환되며, 유량은 오리피스와 물

-CO2 manometer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Test section은 그림 4-24에 나타나 있다. 

길이는 1000mm이고 9 개의 열전대가 바깥 벽면에 설치되어 있으며, 교류 전원으로 

직접 가열한다. 아울러 test section 입, 출구의 온도도 측정한다. 벽면 내부의 온도

는 측정된 외부 온도를 가지고 튜브의 균일 열 생성을 가정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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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 Schematic drawing of experimental loop

그림 4-24 Test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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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 표면을 갖는 원형튜브로 일정한 열유속을 가할 때 질량유속을 변화

시키면서 벽면온도를 측정하 다. 그림 4-25는 5.5 x 10
5
 kcal/m

2
h의 열유속에서 측

정한 벽면온도를 유체의 bulk 엔탈피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그림 4-26은 4.2 x 10
5
 

kcal/m
2
h의 열유속에서 측정한 벽면온도를 유체의 bulk 엔탈피에 따라 나타낸 것이

다. 각각의 질량유속에 따른 벽면의 온도분포를 살펴보면, 모든 질량유속에서 공통

적으로 입구 부근에서 벽면온도는 급격히 증가하다가 최대값을 가진 후 다시 감소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벽면 최고 온도에 상응하는 유체 bulk 엔탈피는 test 

section 입구 엔탈피가 증가할수록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초임계압 유체로 강제대류 열전달의 경우 test section 축방향을 따라 유체

의 bulk 물성치가 급격하게 변한다. 긴 test section의 경우 100d 에 해당하는 구역

에서 입구효과가 나타나며, 큰 도변화에 의한 부력 효과도 나타난다. 열유속이 

5.5 x 10
5
 kcal/m

2
h이고 질량유속이 205 kg/h인 경우 Reynolds 수는 1.5 x 10

5
 이며 

(유체의 bulk 엔탈피가 40 kcal/kg에서 100 kcal/kg까지 변할 때 Reynolds 수는 5 

x 10
4
 에서 2.5 x 10

5
 까지 변함), 열유속이 4.2 x 10

5
 kcal/m

2
h이고 질량유속이 155 

kg/h인 경우 Reynolds 수는 1.1 x 10
5
 이다. 아울러 각각의 질량유속에 대해 이론적

으로 계산한 벽면온도를 나타내었다. 전반적으로 이론적으로 계산한 벽면온도가 실

험으로 측정한 값보다 크게 나타났다. 

그림 4-25 Experimental results for forced convection to supercritical

 CO2 flowing in smooth tube (q=5.5 x 10
5
 kcal/m

2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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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6 Experimental results for forced convection to supercritical

 CO2 flowing in smooth tube(q=4.2 x 10
5
 kcal/m

2
 h)

   

그림 4-27 Experimental results for forced convection to supercritical

 CO2 flowing in rough tube(q=6.0 x 10
5
 kcal/m

2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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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7은 매끈한 표면을 갖는 원형튜브로 6.0 x 10
5
 kcal/m

2
h의 일정한 

열유속을 가할 때 질량유속을 변화시키면서 벽면온도를 측정하 다. 매끈한 표면을 

갖는 튜브에 비해 가한 열유속이 크지만 동일한 질량유속에서 측정된 벽면온도는 

오히려 낮았다. 이는 표면의 조도가 클수록 열전달이 증가하는 잘 알려진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Hendricks(1966)은 원형 튜브에서 수직 상방향으로 흘러가는 초임계압 수소

에 대한 강제대류 열전달 실험을 수행하 다. 수소의 임계점에서 압력, 온도 및 

도는 각각 13.2 kg/cm
2
, 32.98 

o
C 및 0.0308 g/cm

3
이다. 그림 4-28은 내경이 8.5 mm

이고 압력이 30.94 kg/cm
2
인 원형 튜브로 1.45 x 10

6
 kcal/m

2
h의 일정 열유속이 가

해질 때 여러 가지 질량유속에서 벽면온도에 대해 실험결과와 해석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실험에서 측정된 온도는 입구 부근에서 급격하게 증가하 다. 해석결과 입

구 부근에서 측정된 급격한 온도증가는 보여주지 못하며, 완전히 발달된 역에서

도 벽면온도를 2배 가량 크게 예측하 다.

그림 4-28 Comparison between computed and experimental

 wall temperature profiles for forced 

convection to supercritical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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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midt(1959)는 원형 튜브에서 수직 상방향으로 흘러가는 물에 대한 강제

대류 열전달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에서 test section의 물은 주로 아임계 상태이

며 일부만이 초임계압 상태이다. 물의 임계점에서 압력, 온도 및 도는 각각 225.7 

kg/cm
2
, 374.2 

o
C 및 0.32 g/cm

3
이다. 그림 4-29는 내경이 5 mm이고 압력이 30.94 

kg/cm
2
인 원형 튜브로 49.5 kg/h의 일정 질량유속으로 물이 흐를 때 여러 가지 열

유속에서 벽면온도에 대해 실험결과와 해석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해석결과는 실험

결과를 비교적 잘 모의하고 있으며, 임계 엔탈피보다 약간 작은 엔탈피에서 발생하

는 열전달 열화 현상을 잘 나타내준다.

그림 4-29 Comparison between computed and experimental wall temperature 

profiles for forced convection to supercritical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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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절 Sakurai 등(2000)에 의한 CO2 열전달 실험

초임계압 유체는 비록 상변화를 겪지 않지만 유사임계 부근에서 물성치 변

화가 크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유체의 열전달 특성이 많이 변한다. 특히 유사임계 

부근에서 고 열유속인 경우 발생하는 열전달 열화 현상에 대한 논의는 각각 단상 

및 이상 유동 모델을 바탕으로 수 년간 지속되어 왔다. 단상유동 모델에서는 물성

치의 급격한 변화가 난류 유동에 향을 주기 때문에 열전달 열화 현상이 발생한다

고 설명한다. 이상유동 모델에서는 열전달 열화 현상이 비등 효과에 의해 발생한다

고 설명하고 있으며, 실제로는 상변화를 겪지 않기 때문에 이를 유사 비등

(Pseudo-Boiling)으로 말한다. 

자연대류 유동에서 폐된 창에 많은 가시화 기법이 도입되어 관찰한 결과

에 따르면, 아임계 유체에서 핵비등 및 막비등이 일어나는 것처럼 임계압력 부근에

서 유사비등 현상이 발생함을 보 고 아울러 임계점을 크게 벗어난 초임계압 유체

에서는 유사비등 현상이 일어나지 않음을 보 다. 강제 대류는 유동구조가 자연대

류와는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강제대류 유동에서 가시화 실험은 초임계압 유체의 

유사비등 현상에 대한 많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수직 사각채널에서 CO2 강제대류 유동을 shadow-graph와 Schlieren 간섭계를 사용

한 가시화 연구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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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0 Schematic view of main 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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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0은 실험장치의 개략도이다. CO2는 초기에 상온에서 5 MPa의 압

력으로 CO2 탱크(4)로 공급된다. 냉각장치(5)는 CO2 온도를 5
o
C로 낮춰 액체상태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이중 다이아프램 펌프(6)는 압력을 15 MPa 까지 올릴 

수 있도록 되어있다. 펌프 최대유량은 155 l/hr(3.4 x 10
-5
 m

3
/s)이다. 펌프 출구에 

설치된 buffer 탱크(7)는 유량 변동을 줄이기 위해 설치되었다. 예열기(8)는 80 
o
C까

지 CO2 온도를 올릴 수 있게 되어있다. 압력제어는 PID 제어기를 사용하여 밸브

(12)를 조절함으로써 수행된다. 압력변동은 무시할 만 했지만 유량 변동은 buffer 

탱크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이었다. 유량은 Coriolis 유량계

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그림 4-31 Top view of test section

그림 4-32 Side view of test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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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section은 그림 4-31 및 4-32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길이가 600mm 

이고 단면이 10mm x 20mm인 사각 채널이다. 10mm 벽면은 1.6 kW의 micro- 

heater가 장착되어 최대 0.27 MW/m
2
의 열유속을 낼 수 있는 copper block으로 가

열한다. Test section 입, 출구 및 중간에는 열전대가 설치되어 있다.

그림 4-33 Shadow graph image (P=7.4MPa, Tbulk=31 
o
C, q=43 kW/m

2
)

그림 4-34 Shadow graph image (P=7.4MPa, Tbulk=31 
o
C, q=96 kW/m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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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임계압 유동의 가시화를 위해 shadow-graph 기법이 사용되었다. CO2의 

임계압력과 온도가 각각 7.38 MPa과 31.1 
o
C 이므로, 가시화 실험중 압력은 7.4 

MPa로 고정하 다. Test section 입구에서 유체 온도는 31 
o
C 로 하 고, 유량은 

250 kg/m
2
s로 일정하게 유지하 으며, 이때 입구에서의 Re 수는 3.0 x 10

3
 이었다. 

그림 4-33과 4-34는 heater에 256 W (43 kW/m
2
)과 576 W (96kW/m

2
)를 공급하

을 때 shadow-graph 상을 보여준다. 공급된 열량이 작은 경우 유동장이 선명하

으며, 이는 도 변화가 크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열량이 큰 경우 가열 벽면 

부근에서 어두운 역이 형성되는 것이 관찰되었으며, 이는 도 변화가 큼을 의미

한다. 

Shadow-graph 기법에서는 경계층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열 벽면에서 유동특성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Schlieren 기법이 사용되

었다. 임계압력 근처에서 도 변화가 너무 크기 때문에 도 변화가 비교적 작은 

9 Mpa에서 실험을 수행하 다. 9 MPa에서 유사임계 온도는 40 
o
C이므로 입구 

bulk 온도를 38 - 42 
o
C까지 변화시켰다. Test section으로 공급된 열량을 400 W 

(67 kW/m
2
)에서 1260 W (210kW/m

2
)까지 변화시켰다. 유량은 140 kg/m

2
s으로 고

정시켰으며, 이 때의 입구 Re 수는 3.0 - 5.0 x 10
4
 이었다.

그림 4-35 Visualized image at supercritical pressure (P=6.5MPa, Tbulk=20 
o
C, 

q=28 kW/m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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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6 Visualized image at supercritical pressure (P=9.0MPa, Tbulk=42 
o
C, 

q=210 kW/m
2
)

그림 4-37 Visualized image at supercritical pressure (P=9.0MPa, Tbulk=40 
o
C, 

q=170 kW/m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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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이 6.5 MPa이고, bulk 온도가 20
o
C, 열유속이 28kW/m

2
인 아임계 조건

에서 bubble 이미지를 촬 한 결과를 그림 4-35에 나타내었다. Bubble 들은 검은 

점과 같은 형태로 나타났으며, bubble 직경은 0.2 - 0.6 mm 정도이었다.

그림 4-36은 bulk 온도가 42 
o
C이고 열유속이 210 kW/m

2
인 경우의 

Schlieren 이미지를 보여준다. Schlieren 이미지는 조리개 속도가 0.00001초인 고속 

카메라로 얻어진 것이다. 벽면 근처는 어두운 상으로 나타났으며, 벽면 근처에 경계

층이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임계 조건에서는 아임계 조건에 비해 열유속

이 8배나 많았지만 bubble 등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검은 부분이 벽 근처에 

형성되는 것으로 보아 도가 주위 유체와 다름을 알 수 있다. 벽 근처의 검은 부

분은 온도는 더 높고 도는 더 낮은 thermal plume으로 판단된다. 이 plume의 폭

은 1.5mm 높이는 2.5mm이며, 생성 주기는 0.1 - 0.3초로서 다이아프램 펌프 변동 

주기보다 매우 짧다. Plume은 열유속이 170 kW/m
2 
이상인 경우에 관찰되었다. 낮

은 열유속에서 어두운 부분의 두께는 증가하 지만 plume은 관찰되지 않았다. 

그림 4-37은 bulk 온도가 40 
o
C이고 열유속이 170 kW/m

2
인 경우에 촬 한 

이미지로서, plume의 폭은 1.0mm 높이는 2.2mm이다. 이와 같이 초임계압 유체에서 

나타나는 plume은 아임계 강제 대류인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는 초임계 유동의 고

유한 특성으로 판단된다.



- 61 -

   제 5 절 Pioro 등(2003)에 의한 CO2 열전달 실험

본 연구에서는 Shitsman(1963)과 AECL의 CO2 loop의 실험 데이터를 기존

의 여러 열전달계수 상관식과 비교하여 분석하 다(열전달계수 상관식은 제 3장 제 

2절 참조).

그림 4-38 및 2-39는 Shitsman(1963)의 실험 데이터를 각각의 열전달 상관

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실험 데이터는 열유속과 질량유속의 비 (q/G)가 0.72에서 

0.86 사이인 열전달 열화(q/G ≥ 0.4에서 발생)가 일어나는 범위에서 얻어졌다. 대

부분의 상관식은 열전달 열화가 일어나거나 열전달 촉진이 일어나는 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실험 데이터를 잘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Dittus-Boelter(1930), 

Shitsman(1959) 및 Ornatsky et al.(1969) 등과 같이 유사임계에서 매우 큰 물성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간단한 상관식은 실험 데이터에서 나타난 열전달계수 요동 

현상을 나타내지 못하며, Bringer and Smith(1957)와 Ornatsky(1970)에 의해 제시

된 상관식도 실험 데이터에서 나타난 열전달계수 요동 현상을 잘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그림 4-40 및 4-41은 AECL에서 CO2 loop에서 구한 실험 데이터를 각각의 

열전달 상관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실험 데이터는 열유속과 질량유속의 비 (q/G)가 

0.096으로 열전달 열화가 일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얻어졌다. 여러 상관식 중에서 

Gorban' (1990), Dyadyakin and Popov (1977) 및 Bringer and Smith (1957) 등이 

제시한 상관식이 실험 데이터와 근접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4-42와 4-43은 CANDU-X의 bundle string에서의 열전달계수와 벽면 

온도를 여러 연구자의 상관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정성적인 경향은 유사하지만 정

량적인 면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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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8 Comparison of various correlations 

with the experimental data (I)

그림 4-39 Comparison of various correlations 

with the experimental data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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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0 Comparison of various correlations with the experimental data: 
vertically upward flow of CO2 in tube, D=8mm, L=2.208m, P=8.2MPa, 

Tin=33.4 
o
C, Tout=41.5 

o
C, G=1978 kg/m

2
s, qavg=189.2 kW/m

2

그림 4-41 Comparison of various correlations with the experimental 
data(temperature profile): vertically upward flow of CO2 in tube, D=8mm, 
L=2.208m, P=8.2MPa, Tin=33.4 

o
C, Tout=41.5 

o
C, G=1978 kg/m

2
s, qavg=189.2 kW/m

2



- 64 -

그림 4-42 Calculated HTC along the CANDU-X bundle string-water

그림 4-43 Calculated sheath temperature 

along the CANDU-X bundle string-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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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Okawa 등(2002)에 의한 Freon(R22) 열전달 실험

초임계압수에 대한 열수력 현상은 초임계압 화력발전소 보일러에서 30년 이

상의 운전 경험을 바탕으로 광범위하게 연구되어 왔다. 초임계압 원자로에서 일어

나는 열수력 현상과 화력 발전소 보일러에서 일어나는 열수력 현상 간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이점이 있다. 

1) 작은 열수력 직경 대 큰 열수력 직경

2) 핵연료 봉 밖으로의 열전달 대 튜브 안으로의 열전달

3) 스페이서/그리드를 갖는 핵연료 봉다발 대 열전달 증진 기구를 갖는 단

일 튜브 

초임계압 원자로에서는 아임계압 하에서 일어나는 dry-out과는 다르게 어느 

제한된 조건에서 열전달 열화라는 비정상 현상이 발생하여 핵연료봉 표면온도가 증

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Freon(R22)을 사용한 열전달 실험결과를 가지고 열전달 상

관 관계식을 구하 다. 구한 상관식은 가지고 초임계압 수의 열전달계수 상관식을 

예측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그림 2-44는 R22를 사용한 실험 장치를 나타낸다. 실험범위는 동경대학에서  

개념 설계중인 초임계압 원자로 SCLWR-H를 모사할 수 있도록 결정되었다. 실험

과 원형의 열수력학적 조건을 아래 표 4-1에 나타나 있다.

표 4-1 Major experimental conditions

Item Experiment SCLWR-H

 Fluid

      PC, MPa

      TC, K

R22

5

369

Water

22

647

 System pressure, MPa 5.5 25

 Mass flux, kg/m
2
s 200 - 2000 1200(rated)

 Heat flux, kW/m
2

10 - 190 620(rated)

 Geometry

      LH, m

      DH, mm

tube/rod/rod bundle

2

4.4

rod bundle

3.7

4.4

 Non-dimensional parameter

      Re    

      Pr

2 - 5 x10
4
(at inlet)

2.3(at inlet)

5 x10
4
(rated, at inlet)

0.8(at in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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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4 Supercritical pressure R22 test loop

그림 4-45 Cross-sectional view of test s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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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2 실험장치의 계통압력은 SCLWR-H와 마찬가지로 유사임계 압력의 

110%가 되도록 결정하 다. 질량유속은 입구에서의 유동특성이 SCLWR-H와 유사

하도록 입구 Re 수를 같도록 하 으며, SCLWR-H의 열유속을 모사할 수 있도록 

결정하 다. 단일 튜브에 대한 실험의 목적은 수력 직경 변화에 따른 열전달 특성

을 비교하는 것이다. 실험에서 열유속을 10 kW/m
2
에서 29.8 kW/m

2 
까지 변화시켰

고, 질량유속은 200 kg/m
2
s, 400 kg/m

2
s 및 1000 kg/m

2
s으로 변화시켰다. 튜브 벽

면 온도는 그림 4-45와 같이 축방향으로 열전대를 장착하여 측정하 다. 금속 튜브

에 전류를 직접 흘려 열유속을 가하 고, 질량유속은 loop에 있는 밸브로 조절하

다.

그림 4-46은 질량유속이 400 kg/m
2
s 인 경우 열유속을 변화시키면서 직경 

4.4mm 튜브의 온도를 측정한 것이다. 열유속이 17 kW/m
2 
보다 작을 때 벽면온도

는 bulk 엔탈피에 따라 매끄럽게 변화하 으나, 열유속이 17 kW/m
2
 보다 클 때 

bulk 엔탈피의 임계점 (371 kJ/kg) 이하에서 벽면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곳

이 있음이 관찰되었다.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벽면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열전달 

열화 현상으로 부르며, 열유속이 커 질수록 비정상 범위가 커짐을 알 수 있다. 또

한, 작은 직경의 튜브에서 일어나는 열전달 특성은 13mm 직경을 갖는 보일러에서 

일어나는 특성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열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열전달계수 최대값이 작아진다(그림 4-46). 열유속

이 10 kW//m
2
일 때

 
열전달계수는 Dittus-Boelter 상관식으로 잘 표시된다. 열유속

이 10 kW//m
2 
보다 큰 경우에는 bulk 엔탈피의 임계점 (371 kJ/kg) 이하에서 열전

달계수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는 곳이 있음이 관찰되었다. 열유속이 커 질수록 열

전달계수가 비정상적으로 나타나는 범위가 커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작은 직경의 

튜브에서 일어나는 열전달계수 특성은 13mm 직경을 갖는 보일러에서 일어나는 열

전달계수 특성(그림 4-47)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초임계압 수 및 CO2에 대해 부력효과에 의해 벽면 근처에서 전단응력이 작

아지는 것을 고려한 이론에서 유도된 열전달 열화 개시 기준은 다음 식과 같다.

Grb

Reb 
2.7  >  10

-5

                           (4-9)

여기에서 Grb=
ρ b(ρ b-ρ)gD

3

μ b 
2 ,  Reb=

GD
μ b
,  ρ b=

⌠
⌡

Tw

Tb
ρdT

Tw-Tb  이다.

아울러 직경이 9mm와 13mm인 보일러에 대한 실험으로 구한 열전달 열화 개시 기

준은 다음 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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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6 Wall temperatures measured in the small tube tests using 

supercritical pressure

그림 4-47 Wall temperatures measured in the boiler tube tests using 

supercritical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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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8 Criterion for onset of heat transfer 

deterioration

Grb

Reb 
2.7  >  C  ,                                    (4-10)

C = 5.0 × 10
-5
 for G ≤ G 0

C = (G/G 0)
-2.7
 for G ⋎ G 0.

그림 4-48은 본 실험에서 4.4mm 튜브로 구한 결과와 9mm 및 13mm 보일

러 튜브에 대한 실험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서, 보일러 튜브에 대한 열전달 열화 개

시 기준을 4.4mm 튜브에 적용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초임계압 유체에 대해 수 많은 열전달계수 상관식 중에서 본 R22 실험 결

과를 가장 잘 나타내는 상관식이 어느 것인지 알아보았다. 그림 4-49에서 보여지듯

이 Watt의 상관식과 Kransnoshchekov 상관식이 본 실험 결과를 잘 나타내주는 상

관식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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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9 Heat transfer coefficients calculated with 

existing correlations and R22 tes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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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향후 연구방향의 제안

초임계압 원자로의 개발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계통에 대한 개

념을 확보하는 노력과 함께 이와 관련되는 핵심 분야에 대한 실험적 연구가 병행되

어야 한다. 초임계압 원자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심의 열수력설계에 필

수적인 열수력 현상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어야 하며 이때 fuel rod bundle 주위의 

부수로에서의 핵연료 봉에서 물로의 열전달에 대한 데이터의 확보가 핵심이나 이에 

대한 데이터가 현재 국내에는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실제 노심 열수력 설계에 

사용될 5-rod 또는 7-rod에 대한 열전달 실험이 궁극적으로 요구된다. 그렇지만 현

재 국내에서 초임계압 원자로에 대한 설계가 깊이 진행되어 있지 않아 노심의 기하

학적 형상 및 실험에 필요한 관련 자료가 아직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

한 실험을 당장 수행할 수 없고, 우선적으로 경제성을 고려하여 단일 튜브 또는 단

일 rod에서의 CO2나 Freon과 같은 대체유체를 사용한 초임계압 열전달 실험을 수

행하여 기존의 국외 실험 결과와 비교, 분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대

체 유체를 사용한 실험 결과를 물을 사용하 을 경우의 실험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상사성 분석, 초임계압 유체에서의 열전달 모델링 등의 이론적 

연구도 필요한 분야라고 판단된다. 또한, 열전달 실험 이외에도 초임계 상태에서의 

critical flow와 thermally induced flow instability에 대한 연구도 향후 연구해야 할 

분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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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초임계압 원자로(SCWR: Super-Critical Water cooled Reactor)는 경제성 있고 

안전한 새로운 개념의 원자로를 개발하고자 추진 중인 Generation-IV(Gen-IV) 프

로젝트에서 선정된 6개 노형 중의 하나이며, 열효율이 기존 경수로의 33∼34%에 비

해 월등히 높은 44∼45%에 달해 경제성에서 큰 장점을 갖고 있다. 아울러 기존의 

LWR 기술의 바탕에 화석연료 발전소의 초임계압 설계기술을 접목하고 재료, 수화

학 및 안전 등의 몇 가지 분야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다면 국내에 확보된 기술을 바

탕으로 충분히 설계할 수 있는 개념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초임계압 원자로 노심의 열수력 설계에 필수적인 열수력 현상

을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 필요한 열전달 실험을 위한 기초 조사를 수행하 다. 유

사임계 부근에서 물과 CO2의 물성치에 대한 자료 조사를 수행하여 이 부근에서 

도, 비열, 점성계수, 열전도 계수 등의 물성치 변화가 급격히 일어남을 확인하 다. 

열전달 열화 현상은 유사임계 부근에서 고 열유속, 저 질량유속인 경우 잘 발생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 년간 지속되어 온 열전달 열화 메커니즘에 대한 논의는 

각각 단상 및 이상 유동 모델을 바탕으로 설명될 수 있다. 단상 유동 모델에서는 

물성치의 급격한 변화가 난류 유동에 향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상 유동 모델에

서는 열전달 열화 현상이 유사비등 효과에 의해 발생한다고 각각 주장하고 있다. 

    1950년대 말에서 1960년대 초에 초임계압 유체를 원자로의 냉각재로 사용가능

한 지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고, 헬륨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원자로에 대한 연구가 

미국, 국, 프랑스 및 구 소련 등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초임계압 수 원자로 

개념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 고 

거의 30년 동안 수행되지 않다가 1990년대에 들어 원자로 효율을 높이는 차원에서 

다시 연구가 진행되었다. 대부분의 연구는 원형 튜브에 대한 것이며 단일봉 및 봉

다발에 대한 연구도 일부 제한적으로 수행되었다.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제시된 열

전달계수 상관식은 실험 유체 및 실험 조건 등에 따라 많은 편차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원자로 노심 열수력 설계에 필요한 fuel rod bundle 주위의 부수로에서의 

열전달에 관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초임계압 물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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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5-20 Lines)

   The SCWR(Super-Critical Water cooled Rreactor) is one of the six reactor 

candidates selected in the Gen-IV project which aims at the development of new 

reactors with enhanced economy and safety. The SCWR is considered to be a 

feasible concept of new nuclear power plant if the existing technologies developed in 

fossil fuel fired plant and LWR technologies together with additional research on 

several disciplines such as materials, water chemistry and safety.

   As KAERI takes part in the GIF(Generation IV Forum) for the Gen-IV project, 

domestic concerns about the SCWR have been recently increased. In order to 

establish a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SCWR, efforts should be concentrated 

on the conceptual design of systems and the associated key experiments as well. 

Heat transfer experiments, among others, under supercritical condition are required 

for the proper prediction of thermal hydraulic phenomena, which are essential for the 

thermal hydraulic designs of reactor core. Nevertheless, the experiments have not 

been performed in Korea yet.

   This report deals with fundamental surveys on the heat transfer experiments 

under supercritical conditions, which are required for the understanding of heat 

transfer characteristics for the thermal hydraulic designs of supercritical reactor core. 

Investigations on the physical properties of water and CO2 showed that the physical 

properties such as density, specific heat, viscosity and thermal conductivity are significantly 

changed near the pseudo-critical points. The state of the art on the heat transfer 

characteristics in relation with heat transfer deterioration and heat transfer coefficient 

is briefly described. In addition, previous experiments with supercritical water as 

well as supercritical CO2 and Freon used for an alternating fluid are presented.

  Subject Key Words

  (About 10 words)

 Supercritical water cooled reactor, Generation IV reactor, Heat 

transfer experiment, Heat transfer deterioration, Heat transfer 

coefficient, Pseudo-critical, Property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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