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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수력 안전해석코드 개발을 위한 이상유동 형태 맵 조사

요 약 문

본 기술보고서는 원전 안전해석 코드 개발을 위해 수행한 이상유동 유동 맵 문헌조사에 관한 보

고서이다. 이상유동 형태를 결정하는 유동 맵은 계면/벽면 마찰, 계면/벽면 열전달, 액적의 점착/

이탈 등의 물리적인 값을 얻는데 기본이 된다. 기존의 최적코드(RELAP5-3D, TRAC-M, MARS,

TRACE, CATHARE 등)에서 이상유동 형태를 결정하기 위해 어떠한 모델을 사용하였는지 살펴

보았으며, 최신 논문에 대한 문헌조사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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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gation of Two-Phase Flow Regime Maps for Development of

Thermal-Hydraulic Analysis Codes

Summary

This reports is a literature survey on models and correlations for determining flow pattern

that are used to simulate thermal-hydraulics in nuclear reactors. Determination of flow

patterns are a basis for obtaining physical values of wall/interfacial friction, wall/interfacial

heat transfer, and droplet entrainment/de-entrainment. Not only existing system codes, such

as RELAP5-3D, TRAC-M, MARS, TRACE, CATHARE) but also up-to-date researches were

reviewed to find models and cor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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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는 1980년대 영광 3,4호기 기술전수를 기점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중심으로 하

여 다양한 코드개선,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코드관련 기술개발은 대부분 선진

국으로부터 도입된 코드를 운용하거나 이를 개선하는 연구였고 독자적인 코드개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간의 연구개발 노력으로 국내 기술능력이 충분히 성숙되었고 원전 수출에 필수적

인 국내 고유의 코드를 개발 할 수 있는 실정에 도달하였다. 이에 2006년 산업자원부 중장기과제

로, 가압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의 안전해석 및 성능해석이 가능한 전산코드 개발 프로그램이 시

작되었다. 이 프로그램에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

전원자력연료(주), 한전전력연구원, 미래와도전(주)이 참여하고 있다.
본 기술보고서는 원전 안전해석 코드의 보조방정식에 필요한 이상 유동유동 형태 맵을 개

발하기 위하여 이상유동 형태 상관식 개발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계면/벽면 열물질전달 상관

식, 계면/벽면 마찰 상관식 등을 계산할 때 이상유동 형태에 따라 크게 좌우되므로 이상유동 형태

를 잘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이들의 상관식과 서로 호환관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 최적열수력 코드인 RELAP5-3D, TRAC-M, CATHARE, MARS 3D Vessel 
module 등에서 이상 유동양상 맵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이상 유동 형태에 관하여 발간된 최

근 논문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 9 -

2. 기존 코드 상관식 조사

2.1. RELAP5-3D

RELAP5/MOD2에서 모든 물리적 상관식은 제어체적 중심의 조건에 따라 결정하였다. 계면 

마찰계수와 같은 페이스 관련 변수는 페이스의 양편에 위치한 제어체적의 중심 값을 적절히 평균

값을 사용하여 구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은 해당 페이스의 양편에 위치한 제어체적의 유동영역이 

동일할 경우나 양편의 제어체적이 같은 유동 맵을 사용하는 경우(해당 제어체적이 모두 수평관이

거나 수직관일 경우)에는 유효한 방법이지만 두 체적의 유동영역이 상이하거나 수직방향 체적이 

수평방향 체적과 만나는 페이스에서는 문제가 된다.
이와 같은 문제는 RELAP5-3D에서는 페이스의 계면 마찰계수를 구할 때 페이스의 특성을 

사용함으로 해결하였다. 이는 TRAC-B 코드에서 적용하여 성공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결과적으로 

RELAP5-3D에서는 제어체적과 페이스의 유동 맵을 별도로 정의한다. 
RELAP5-3D에서는 체적과 페이스에 대해 4개의 유동영역 맵 (a) 수평 파이프 유동영역 맵, 

(b) 파이프, 환형 고리관, 봉다발에서의 수평 유동 맵, (c) 펌프 통과 유동의 혼합 유동 맵, (d) 비

상 노심냉각(ECC)수 주입지역의 수평관에서의 ECC 혼합유동 영역 맵을 사용한다. 계면 열.물질 

전달과 벽면 마찰을 계산하기 위한 체적 유동영역 맵은 부프로그램 PHANTV에서 계산되고 계면 

마찰, 가상질량 계수를 계산하기 위한 페이스 유동영역 맵은 부프로그램 PHANTJ에서 구한다. 벽

면 열전달은 간접적으로 유동영역 맵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기포율과 질량유속이 유동영역에 

영향을 준다. RELAP5-3D에서 벽면 열전달은 유동현상을 구하기 전에 계산되기 때문에 이전 계산

시간 단계의 유동정보를 사용한다.
이상유동 영역의 기하학적 구성은 기포율과 계면면적농도의 조합과 배치에 의해 결정된다 

(Ishii, Mishina, 1980). 전통적으로 유동영역 맵은 superficial velocity에 의해 결정되었다 (Mandhane, 
Gregory, Aziz, 1974, Weisman, Duncan, Gibson, Crawford, 1979). 하지만 Ishii, Mishima (1980)은 

superficial velocity가 정상상태 혹은 완전히 발달된 유동조건에서 유동영역을 정하기에 적합할 수

도 있지만, 원자로의 열수력 현상과 같이 과도 및 발달 중인 유동현상이 빈번히 일어나는 경우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들은 기포율과 같이 직접적인 기하학적 변수를 비정상 및 발달 중인 

유동의 유동영역을 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것을 권장하였다. 따라서 RELAP5-3D는 기포율을 이상 

유동 영역을 정하는데 사용한다.

2.1.1. 수평관 이상유동 형태 맵

수평 체적의 이상 유동영역 맵은 기울기가  ≤ ≤ 인 체적에 적용한다. 기울기가 

 ≤ ≤   인 체적은 수직과 수평 유동영역 맵 사이의 내삽 영역이다. 
수평 유동영역 맵의 개략도는 그림 (2-1)과 같다. 맵은 bubbly, slug, annular mist, dispersed 

(droplet or mist), 수평 층류영역으로 나누어진다. 그림에는 코드에서 사용된 천이 영역을 표시한

다. 천이영역은 유동영역의 변화에 따라 계면 마찰이나 열․물질 전달을 구할 때 사용되는 상관식

이 변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불연속을 배제하기 위해 유동영역 맵에 포함한다. 천이 영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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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값을 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내삽 함수는 상관식에 따라 달리 처리하기 때문에 유동 맵에서

는 다루지 않는다. 
Taitel, Dukler (1976)는 비록 모든 유동영역 경계의 최소 기포율을 계산하기 위해 비현실적

인 가정을 포함하고 있지만 해석적인 방법으로 수평관의 유동영역 맵을 개발하였다. 이후에 이들

은 과도 이상 수평유동의 유동영역 경계를 결정하는데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였다 (Taitel, Lee, 
Dukler, 1978). 기포율이 유동영역 맵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니지만 RELAP5-3D에서 사용하

기 타당한 기준이며 현재 기술수준과도 부합한다.

그림 2-1 수평 유동영역 맵의 개략도 [RELAP5-3D manual 중에서] 

(1) Bubbly-to-slug 경계

고유속 유동(      )인 경우, 수평관의 유동영역 맵은 참조 문헌 Taitel, Bornea, 

Dukler (1980)를 기반으로 한 수직관 유동 맵을 변형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그대로 사용하기 보

다는 수평관에서의 유동 맵을 연구한 다른 참고문헌을 조사해 보는 것이 좋을듯하다. Bubbly 영

역과 slug 영역의 경계는 다음과 같이 체적의 기포율에 의해 결정되며 질량유속에 따라 0.25에서 

0.5까지 그림 (2-2)과 같이 적용한다. 낮은 경계 값인 0.25는 기포간격이 기포반지름 절반정도로 

감소하게 될 때, 기포율이 약 25%정도일 때 기포가 서로 합쳐지는 현상이 빠르게 증가한다는 

Taitel, Bornea, Dukler (1980)의 가정에 기초한다. 이들은 이 값의 근거로 3가지 참고문헌을 참조했

다. 첫 번째 참고문헌인 Griffith, Wallis (1961)는 다른 논문을 참조로   일 경우는 slug 유동

으로 반전될 경향이 없다고 하나 참조한 논문은 발표되지 않은 논문을 근거로 한다. Taitel, 
Bornea, Dukler는 bubbly-to-slug의 변환이 0.25에서 0.3사이에 일어난다는 Griffith, Snyder (1964)도 

참조한다. 세 번째 참조문헌 (Radovcich and Moissis, 1962)은 기포의 충돌 빈도를 이용한 

semi-theoretical 방법을 사용하여 영역의 경계가   ∼ 로 예측한다. 이들 참고문헌으로부터 

낮은 경계 값은 0.25로 정한 것은 참조한 참고문헌에서 제시한 범위 내에 있기는 하지만 약간 자

의적이다.
Taitel, Bornea, Dukler는 bubbly flow의 기포율은 사각격자내의 이웃한 기포가 서로 부딪칠 

수 있는 0.52까지 가능하다. 그들은 0.52가 강한 난류확산이 존재할 때 bubbly flow를 얻을 수 있

는 최대라고 가정하였다. RELAP5-3D는 고유속 유동에서 이 조건을 간략하게 0.5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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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ubly-to-slug transition을 기포율 0.25에서 0.5사이로 내삽 값을 취한 것은 난류 때문에 최대 

bubbly 유동조건을 갖는 기포율이 증가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평균유속이 2000에

서 3000   에 bubbly-to-slug 경계를 결정하는 기포율은 질량 유량이 약 2700   일 

때 bubbly와 slug 유동 사이에 전환하는 것을 보인 Choe, Weinberg, Weisman (1978)의 연구를 이용

하여 결정하였다. RELAP5-3D에서 평균 유속에 따른 bubbly-to-slug 경계는 그림 (2-3) (Taitel, 
Bornea, Dukler, 1980)에 평균 유속을 그려보면 이 경우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일치하고 있다. 이 

결과에 따르면 평균 유속에 의한 bubbly-to-slug 유동 경계가 타당한 것 같지만 모든 원자로 운전

조건에서 타당하다는 가정은 부적절하다. bubbly-to-slug 유동 경계 예측은 무차원 변수를 기반으

로 하는 것이 잠재력이 있을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림 (2-3)에서 는 liquid superficial 

velocity ()이고 는 vapor/gas superficial velocity ()을 나타낸다.

그림 2-2 수평관에서 bubbly-to-slug void transition
[RELAP5-3D manual 중에서]

    (2-1)

여기서 는 질량유속 ( ) 이고, 아래 첨자   : mixture를 나타낸다.

    ≤ 

             

       ≥  (2-2)

   
여기서   는 기포율이고, 아래 첨자  : bubbly-to-slug flow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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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수직관 유동형태 맵 (air/water at 25oC, 0.1MPa, 직경 5.0cm 수직관) [RELAP5-3D manual 중에서]

(2) Slug-to-annular 유동 경계

Slug 유동에서 annular mist 유동의 변화는 기포율이 0.75~0.8사이에서 일어난다고 하였다. 이

는 annular 유동이   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Barnea (1986)에 근거하였다. Barnea에 따르면 

대기압에서 직경이 2.5와 5.1cm인 수직관에 물-공기실험, 2.5cm 직경의 Freon-113 실험 결과와 타

당한 결과를 얻었다.

      (2-3)

여기서 아래 첨자 DE : slug-to-slug/annular transition void transition 이고, SA : slug/annular 
transition-to-annular void transition 이다.

(3) Annular-to-dispersed 유동 경계

Annular 유동에서 dispersed 유동의 경계는 간단히 매우 높은 기포율 (0.9999)로 결정하였다. 
이는 단상 기체유동 영역과 경계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한 값이다.

   (2-4)

여기서 아래 첨자 AM : annular-to-dispersed void transition 이다.

(4) Horizontal  층류 유동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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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 성층과 비성층 유동의 경계는 Kelvin-Helmholtz instability를 적용한 Taitel, Dukler (1976)
논문으로부터 유도되었다.   가  보다 크면 유동의 성층은 일어나지 않고 작으면 완전히 

성층이 되기 전단계인 과도영역이 된다.       이면 유체 표면에 미세한 물결이 커져서 

물결이 관의 상부에 닫게 되면 성층 유동으로부터 비성층유동이 된다. Taitel, Dukler는     대

신에  를 사용했으나 Kukita, Anoda, Nakamura, Tasaka (1987)가 TPTF 실험과 비교한 결과 

   가 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코드에 적용하였다. 또 유량이 많은 경우 성층류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속이 3000   보다 많은 경우는 성층류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정했다. 
성층 영역경계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Taitel, Dukler는 Mandhane, Gregory, Aziz (1974)의 유동 맵과 비

교한 결과 공기-물의  25oC, 대기압, 직경 2.5cm 관에서 아주 잘 예측했다. 또 Choe, Weinberg,  Weisman  
(1978)은 Taitel, Dukler의 조건이 평균이하 점성을 갖는 액체에 대해 간헐류나 성층류에서 잘 예측

함을 증명하였다. 결론적으로 Taitel, Dukler의 조건은 물을 포함한 평균이하 점성을 갖는 액체에 

대해 5cm 미만의 작은 직경의 수평관에서 성층조건을 잘 예측한다. Kukita, Anoda, Nakamura, 
Tasaka (1987)는 직경이 18cm이고 고압(3~9 MPa)인 JAERI TPTF 독립실험장치에서 RELAP5/MOD2가 

잘 예측하지 못한다는 실험적 증거를 보였다. 이는 RELAP5/MOD2가 기체의 속도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

한 문제이며 상대속도     를 사용하는 RELAP5-3D에서 훨씬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그림 2-4 수평관에서 성층 유동

    
 






  
 







 cos                                (2-5)

여기서  : 밀도,
  : 중력가속도,
D : 관의 지름,
  : 그림 2-4에서 나타난 관 중심에서 수직선과 수면사이의 각도이고, 
아래 첨자   : 각각 액상과 기상을 나타낸다. 

2.1.2. 수직관 이상유동 형태 맵 

수직관의 이상 유동영역 맵은 기울기가  ≤ ≤ 인 체적에서 상승류, 하강류, 상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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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향이 반대일 경우에 적용한다. 기울기가  ≤ ≤   인 수직과 수평 유동영역사이는 내삽 

영역이다. 
수직관의 유동영역 맵은 Ishii, Mishima (1980)의 추천에 따라 비성층, wetted-wall 조건에서는 

기포율로 영역을 정한다. post-dryout 열전달 영역을 고려하기 위해 dry-wall 유동영역 (inverted 
annular and inverted slug)을 포함하였다. 수직 유동영역 맵의 개략도는 그림 (2-5)과 같다. 수직 유

동영역 맵은 3차원으로 구성되고 기포율  , 혼합유체속도  , 비등영역 (pre-CHF, 과도영역, 

post-CHF)의 함수로 이루어진다. 

그림 2-5 수직 유동영역 맵의 개략도

*MPR: pre-CHF mist flow
*MPO: post-CHF mist flow

 

 (2-6)

    (2-7)

맵은 pre-CHF영역을 bubbly, slug, annular mist, dispersed (droplet or mist); post-CHF영역을 

inverted annular, inverted slug, dispersed (droplet or mist)으로 나누고, 충분히 낮은 혼합유속에서 수

직 성층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동영역이 바뀜에 따른 급격한 변수 값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

해 각 영역 사이에 과도영역을 택하고 있다. 
파이프 직경이 어느 이상이 되면 연속 유체 내에 개개에 불연속적인 기포나 액적만이 있고 

Slug 유동이 일어날 수 없게 된다. Kocamustafaogullari, Chen, lshii (1984)는 액적과 기포의 최대 크

기를 예측하기 위한 이론을 유도하였다. 그들은 분산상/연속상 계면의 변화의 증가율이 계면 주위

로 확산율보다 빠르면 유체의 입자는 깨진다는 가정에 기초한 간단한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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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은 액체 중에 기포, 기체 중에 액적에 적용 가능하고 많은 실험치와 비교 결과 타당한 결과를 

얻었다. 이 이론은 기포가 서로 합쳐져서 파이프 직경만큼 큰 slug로 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

는 것을 암시한다. 이는 bubbly 영역에서 slug 영역으로의 변환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직경이 

0.08m보다 큰 경우 slug 유동 상관식은 사용되지 않는다. 

(1) Bubbly-to-slug 유동 경계

Bubbly와 slug 유동의 경계는 Taitel, Bornea, Dukler (1980)의 논문을 기초로 하였다. 이 경계

는 수평관의 유동 맵과 동일하며, 단지 작은 관 지름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한 추가적인 기준을 

포함한다. 다음은 통상적인 지름을 갖는 수직관에 대한 bubbly-to-slug의 경계를 나타낸다. 

  
  ≤ 

     
 

 
 

       

       ≥  (2-8)

여기서,


  maxmin      

  






   




    

작은 직경 파이프 bubbly영역에서 Taitel, Bornea, Dukler (1980)에 의해 주어진 기포의 상승

속도가 Taylor bubble 상승속도보다 빠른 경우에는 bubbly flow가 존재할 수 없다. 이는 기포가 

Taylor bubble의 후방 edge에 접근하게 되어 기포가 합쳐지기 때문이다.

작은 기포(small bubble) 상승속도는,

  








   





(2-9)

Taylor bubble 상승 속도는 

  




   





(2-10)

식에서 볼 수 있듯이 Taylor bubble 속도는 충분히 직경이 작을 때   가 되어 bubbly 

flow를 배제하기에 충분하게 관 직경에 의해 제한된다. Bubbly flow가 일어날 수 없는 이론적인 

임계 관 직경은 다음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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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RELAP5-3D에서는 위 식보다 임계 관 직경을 16%크게 하기 위해 1/0.045=22.22로 변경하였

다. 이 기준은 기포율이 0.001까지 낮아질 수 있다. Slug flow가 존재할 수 있는 최소 기포율를  

m in  로 정하고 22.22를 사용하도록 변경함으로써 실험값을 더 잘 예측할 수 있었다 

(Ransom, et al., 1987). Bundle 지역에 적용하기 위해 bubbly와 slug 유동의 경계 ( )는 0.25보다 

작도록 제한되었다. 이는 계산 예측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정한 값이다.

그림 2-6 RELAP5-3D에서 사용된 수직관 유동영역의 변환 변수

(2) Slug-to-Annular Mist 유동 경계

RELAP5-3D의 수직관 유동 맵은 slug와 churn 유동영역을 합쳐 slug 영역으로 부르고, 
droplet 없이 annular 유동만 존재하는 annulus를 제외하고는 annular와 annular mist 영역을 모아 

annular mist 영역이라고 하였다. Slug와 annular mist 영역의 경계는 Taitel, Bornea, Dukler (1980)와 

Mishima-Ishii (1984)의 churn과 annular 유동 경계로부터 구하였다. Taitel, Bornea, Dukler (1980)와  

Mishima-Ishii (1983)의 해석결과에 따르면 annular 유동은 다음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 17 -


 





   






≥   

 (2-12)

 








   






≥   (2-13)


는 작은 직경의 관에서 영역 경계를 조절하는 조건 (flow reversal)이고 는 Kutateladze 

number로 직경이 큰 관에 적용되는 조건 (droplet entrainment)이다.  
 와   의 값은 

McQuillan, Whalley (1983,1985)가 1.0~10.5cm 직경의 수직관에서 다양한 유동조건을 커버하는 실

험적 유동 형태 값과 비교해서 얻었다. 그들은 이들 기준 값을 다음과 같이하여 annular 유동 경

계를 잘 예측할 수 있었다.

 
   (2-14)

    (2-15)

이 후 Putney (1989)는 위 두 가지 기준 중 어느 쪽이든 만족하여도 annular flow로 천이가 

일어난다고 하였다. 관의 직경이 식 (2-16)보다 작을 경우는 식 (2-14)의 조건에 의해 결정되고 직

경이 식 (2-16)보다 클 경우는 식 (2-15)의 조건에 의해 결정할 것을 추천하였다.
  

 lim 



  

 





(21-16)

이는 Mishima, Ishii의 이론적 해석결과와 일치하고 직경 변화에 연속성을 보장한다. 1~100 
bar의 증기-물 조건에서  lim은 2.6~1.4cm의 값을 갖는다. 따라서 위 모델은 관에서 annular flow

를 예측하는데 가장 신뢰성이 있다. 위 모델의 검증은 지름이 10.5cm 이하에서만 이루어졌지만 

이론적인 근거가 직경이 큰 관에서의 적용에 타당성을 더해 준다. 또한 이 모델이 rod bundle 영

역에 정확히 예측하지 못할 근거는 없지만 이에 대한 타당하다는 증거도 없다. 위의 두 가지 기

준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min

 



 





  for upflow, (2-17)


  for downflow and countercurrent flow,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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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







 



 





 








. (2-19)

최소치 함수는 기준 값이 1보다 낮아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Upflow에 대한  
 는 식 

(2-12)와 (2-14)로부터 얻어지고,  
 는 식(2-13)과 (21-15)로부터 얻어진다. Cocurrent upflow에서는 

위의 기준이 이론적 근거를 갖고 있고 많은 실험 결과로 입증되었다. 하지만 downflow나 

countercurrent flow에서는 검증을 위한 충분한 데이터가 없다. Annular 유동 경계는 Putney (1989) 

해석을 기초로  
 과 

  최소값을 취한다. 두개의 
 는 페이스 유동영역 맵에서 mixture 

superficial velocity에 기초한 weighting function, 을 계수 값만 0.465에서 0.3으로 바꾸어 동일하게 

적용하여 연속적으로 변하게 하였다.

  (mixture superficial velocity) (2-20)

 

 (2-21)

 











  


 ≤ ≤

   

(2-22)


 ·

 ·


여기서 언급한 annular 영역 경계의 약점은 기체유속이 낮을 때 annular flow로 전환되기 위

해서는 기포율이 비현실적으로 높거나 혹은 아주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유사하게 기체 속도

가 높을 때는 annular flow로의 전환이 비현실적으로 낮은 기포율에서 일어나게 된다. 이를 방지하

기 위해서 annular flow로의 전환은 기포율이 다음 범위에 있을 때만 있어난다는 추가적인 요건이 

설정되었다.


m in ≤  ≤ 

m ax (2-23)

여기서 
m in은 annular flow가 일어날 수 있는 최소 기포율을, 

m ax은 bubbly-slug flow가 일

어날 수 있는 최대 기포율을 나타내고 그 값은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각각의 값은 이론적 근거

에 의한 것은 아니고 평가를 통해 결과를 잘 맞힐 수 있는 값을 임의로 정하였다.


m in    

 
(2-24)


m ax   (2-25)

코드에 사용된 최종적인 경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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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x 
m in min 

  
  

m ax  (2-26)

slug와 annular mist 영역 사이의 과도영역은 = 0.05로 경험적으로 결정하였다.

  max     (2-27)

(3) Annular Mist-to-Dispersed 유동 경계

Annular 유동에서 dispersed 유동의 경계는 간단히 매우 높은 기포율 (0.9999)로 결정하였다. 
이는 단상 기체유동 영역과 경계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한 값이다.

   (2-28)

(4) Post-Dryout Flow 영역 (Inverted Annular, Inverted Slug, Dispersed Droplet)

Confined boiling 열전달 환경에서 벽면의 온도와 열속이 너무 높아 벽면에 액체나 남아있을 

수 없게 되면 inverted 유동영역이 나타나게 된다. Inverted 유동영역은 환형 기체 blanket 에 의해 

싸여 있는 액체 응어리로 나타난다. De Jarlais, Ishii (1985)를 포함해서 많은 연구가 inverted 유동 

영역의 본질과 지배하는 변수를 찾기 위해 이루어졌다. 그 결과에 따르면 CHF에 도달하면 bubbly 
유동은 inverted annular로 slug/plug 유동은 inverted slug로 annular/annular-mist는 dispersed droplet 
flow로 전환 된다.

그림 2-7 CHF 전후의 유동영역 변화

 
 De Jarlais, Ishii (1985)는 initially-inverted annular/initially-inverted slug/ initially-droplet 유동의 

경계는 pre-CHF의 대응 유동영역 (각각 bubbly-slug, slug-annular)과 같은 기준을 사용할 것을 권장

한다. Inverted annular와 inverted slug 영역 사이의 과도 영역의 상부 값은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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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관 유동영역 맵에는 벽면이 완전히 젖어있지도 완전히 말라있지도 않은 pre-CHF와 

dryout 사이의 과도 영역이 있다.

(5) 수직 성층 유동

수직 성층 유동 영역은 수직관에 유동이 너무 늦어 기체와 액체의 경계가 있는 경우에 적

용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평균 혼합유체의 속도 이 Taylor 기포 상승 속도 보다 작아야 한다

는 것이 첫째 조건이다. 이는 큰 기포가 성층 조건을 유지하면서 기체-액체 경계로 상승할 수 있

어야 하기 때문이다.

 ≺   혹은



  <





   





(2-30)

둘째 조건은 3개의 연속된 제어체적의 축방향 기포분포에 대한 두 가지 조건으로 다음과 

같다. 각 연속 체적의 체적 index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2-8 가운데 체적에서 수직 성층이 일어난 3개의 연속 수직 체적

    

     혹은       (2-31)

위의 두 가지 조건은 TRAC-B (Weaver et al., 1986, Rouhani et al., 1992)에서 수위를 찾기 

위한 logic이다. 3번째 조건은 

     (2-32)

이들 3가지 조건에 추가하여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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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33)

      (2-34)

위의 다섯가지 조건과 더불어 수직으로 쌓여있는 체적 중에 하나의 체적에서 수직 성층이 

일어날 수 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수직으로 쌓여 있는 체적의 상부부터 위 조건을 조사하여 성층

조건이 발견되면 그 하부 체적에서는 성층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만약 상부 체적(L)이 

막혀있어 실제 체적(L)이 없다면 식 (2-33)에서 상부 체적(L)의 기포율은 1.0으로 사용된다. 식 

(2-34)은 단상 유동을 제외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상부에 하나이상의 체적이 연결되어 있으면 가장 낮은 기포율을 갖는 체적을 상부체적으로 

간주하고, 하부에 하나 이상의 체적이 연결되어 있으면 가장 높은 기포율을 갖는 체적을 하부체

적으로 간주한다.

2.1.3. 페이스 이상 유동영역 맵 

페이스 이상 유동맵은 페이스와 제어체적의 값을 기초로 한다. 페이스 이상 유동맵은 계면 

마찰, shear, virtual mass의 계수를 구할 때 사용된다. 페이스에 사용되는 유동 맵은 체적에 사용되

는 것과 동일하고 Taitel, Dukler (1976), Taitel, Lee, Dukler (1978), Ishii, Mishima (1980), Tandon et 
al. (1982) 의 연구 결과를 기본으로 한다.

맵의 영역을 결정하기 위한 페이스의 값은 페이스의 상 속도, donored phasic density (상 속

도에 의한), donored surface tension (superficial mixture velocity에 의한)이 있다. 페이스의 기포율 

( 
 )은 mixture superficial velocity ( )에 의한 donor 방향에 따라 인접한 체적의 기포율을 기초로 

구한다. 페이스에서 기포율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 일 경우에는 cubic spline 

weighting function을 사용한다. 이는 정확한 페이스의 기포율을 구하기 위해서다.

 
  ·    · (2-35)

여기서  

 










  


 ≤ ≤

   

(2-36)

 

 
(2-37)

    
  (2-38)

여기서,  , 는 각각 face(j)에서 vapor, continuous liquid의 donor cell의 비율이며   ,  는 각

각 face(j)에서의 vapor, continuous liquid의 속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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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관 성층유동일 경우, 기포율은 entrainment/pullthrough (or offtake)모델로부터 구한다. 수

직관 성층유동의 경우의 기포율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

 
  ·

    · (21-39)

수직 성층유동에서의 기포율은 식 (2-35)과 유사하지만   대신에 
 을 사용한다. 

 는 다음

과 같이 주어진다.


  ·   · (2-40)

여기서 strat 는 0~1 값을 갖는다. 수직 성층 체적에서는 strat = 1, 
   ,  

  이 되고 

비성층 체적에서는 strat = 0, 
  가 되어 식 (2-35)과 동일하게 된다. strat는 기포율의 값이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2-41)
여기서,

   
   (2-42)

  
  (2-43)

하지만 위와 같이 적용하면 수직성층 체적에서     일 경우 strat1 = 0이므로 strat = 0이 되어 

성층시 페이스의 기포율을 잘못 계산하게 된다. 따라서 strat1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야 한다.

  
   (2-44)

이와 같이 수정하면 strat1, strat2는 0과 1사이의 값을 갖고 식 (2-44)의 strat1는 상부체적(L)의 기

체가 증가함에 따라 strat1의 성층영향은 지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수직 성층체적 아래 페이스

(  )의 기포율은 다른 방식을 사용하여 구한다. 식 (2-39), (2.-40), (2-41), (2-43)은 같은 식을 사

용하지만 strat1은 다음 식으로 구한다.

     (2-45)

여기서,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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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체적 K (성층이 일어나는 체적)의 무차원 혼합 수위이다. 코드에서는 하향유로에 대해서

도 일반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수직 성층모델은 혼합수위를 예측하기 위한 모델이 아니고 기계

적인 수위 추적모델은 별도로 취급한다. 상부에 하나이상의 페이스가 연결되어 있으면 가장 낮은 

기포율을 갖는 체적을 상부체적으로 간주하고, 하부에 하나 이상의 페이스가 연결되어 있으면 가

장 높은 기포율을 갖는 체적을 하부체적으로 간주한다.

2.2. TRAC-M

유체 장방정식에 필요한 계면 열 및 운동량전달 상관식을 구현하기 위해서 유동양상 맵을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유동양상 맵을 사용하는 것은 전 영역에 적용되는 모델을 이

용하여 계면 물리량을 구하는 것보다 정확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언급되는 유동영역은 계면의 물

리량을 정하기 위해 정의되었고 벽면에서의 에너지 및 운동량 전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TRAC
코드는 수직관과 수평관에 모두 적용하는 아주 간단한 유동 맵을 채택한다. 기본적인 유동 영역 

맵은 bubbly flow, bubbly slug flow, bubbly slug transition, churn flow, annular-mist flow 영역으로 

구성되며 그림 (2-9)와 같다. 이들 유동 영역은 질량유속 및 기포율에 따라 정해진다. 이와 병행해 

성층류(stratified flow), plug flow, 노심 재관수 조건에서 post-CHF 영역으로 구성된 특수 유동 영

역은 기본적인 유동영역 맵에 겹쳐서 사용된다. 표 (2-1)은 기본적 유동양상 맵과 특수 유동양상 

맵을 나타내었다. Rouhani, Sohal (1983)와 Dukler 와 Taitel (1986) 은 2상 유동양상 맵과 유동양식 

천이에 관해서 TRAC-M 코드를 개발하는데 훌륭한 검토를 제공해 주었다.
TRAC-M 코드에 사용된 유동양상 맵은 필요에 의해 개발되었기 때문에 유동양상 맵의 근

원이 되는 참고문헌이 존재하지 않는다.
TRAC코드는 처음 개발한 P1 버전에 간단한 유동양상 맵을 적용하였으며 그 후 계속 발전

하면서 성층유동을 추가한 것 이외에 기본 유동 맵은 그대로 사용하였다. 기본 유동 맵은 기포류 

(bubbly flow), 기포-슬러그류 (bubbly-slug flow), 처언류 (churn flow) 또는 천이 (transition), 환상분

무류 (annular mist flow)로 구성되며 간단한 유동 맵으로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부분의 유동

영역 간의 경계 값은 개발자의 직관으로 정하였다.



- 24 -

그림 2-9 TRAC 코드의 기본 유동영역 맵

TRAC의 기본유동 맵은 실험데이터보다는 물리적 직관에 의존하여 개발되었으나, 다양한 

과도현상 조건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나타낸다. TRAC 개발자는 복잡하고 코딩하기도 어렵고 일

반적으로 실험에 근거한 기존 맵은 오히려 간단한 맵보다 수치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

하고 있음.
문헌에는 평가에 사용될 수 있는 많은 유동영역 맵이 존재한다. 많은 수의 문헌은 물리적인 

배경 없이 단순히 실험치를 상간 체적유속 등의 함수로 한 상관식이다. TRAC의 계면 마찰 혹은 

상대속도 계산을 위해서는 이런 유동 맵을 유속과 기포율의 함수로 바꾸어야 한다. TRAC에서는 

유속과 기포율에 의한 유동 맵에 대한 광범위한 평가를 하진 않았다. TRAC에서는 이와 같이 광

범위한 평가를 하지 않은 이유로 유동 맵이 지배방정식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지배방정식은 계면 

변수의 값을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중요한 평가는 계면 마찰과 계면 열전달을 

포함하는 비교이어야 한다. 또한 일반적인 원자로 계통의 파이프 계통은 많은 부분이 굽어져 있

어 길이 대 직경의 비가 큰 파이프에서 예상되는 유동형태가 아니라 등속에 가깝다.

기본 유동양상 맵 특수 유동양상 맵

기포류 성층류

기포-슬러그류 플러그류

churn-flow (천이) 재관수에서의 post-CHF

환형-분무류

표 2-1 유동양상 맵의 분류

● 단상 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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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기체는 기포율이 >0.999999 일 때, 단상액체는 기포율이 <1.0×10-6 일 때 단상 유동

으로 가정한다. 이러한 한계는 코드에서 필요한 계면마찰 값을 구할 때 존재하지 않는 상의 속도

를 다른 상의 속도로 연결해주고, 처음 기포나 액적이 발생할 때 ‘0’ 속도로부터 가속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 Bubbly 유동

Bubbly flow는 연속적인 액상에 기상이 각각의 기포형태로 분포되어 있는 유동조건으로 규

정된다. Bubbly flow는 모든 유속에서 기포율이 0.3보다 적은 경우 존재하고, 유속이 2700 kg/m2-s

보다 큰 경우에는 기포율이 0.5 이하에서 존재한다. 하지만 기포율이 × 인 경우는 단상 액

체라고 가정한다. 

- 기포류 (bubbly flow)

  ㆍ×  ≤ ≤   모든 유량조건에서

  ㆍ ≤ ≤   for  ≥     

● Bubbly slug 유동

Bubbly slug flow 혹은 slug flow는 얇은 액체 film에 의해 벽면과 분리된 큰 가스 기포가 존

재하는 유동형태이다. 큰 기포는 서로 작은 기포를 포함하기도 하는 액체 slug에 의해 분리되어 

있다. TRAC에서는 bubbly slug 영역은 0.3 <   ≤ 0.5이고 유속이 2000 kg/m2-s보다 같거나 작은 

경우에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 기포-슬러그류 

  0.3 <   ≤ 0.5       for G ≤2000 kg/m2-s

Bubbly-slug 유동은 질량유동이 2700 kg/m2-s를 초과하면 발생할 수 없다. 이 제한치는 수평

관에 대한 Choe, Weinberg, Weisman (1976)에서 참조하였으나 이와 같이 높은 유량조건에서는 관

의 수평각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들은 1/2, 1, 2 inch 파이프에서 air/water 실험을 통해 유동의 

천이경계선과 일치하는 것을 보여주며 작은 직경의 파이프에서 다른 실험결과와도 잘 일치한다.
Bubbly slug transition flow 는 기포율이 0.3 <   ≤ 0.5이고 유속이 2000 kg/m2-s < G < 2700 

kg/m2-s 일 경우에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이 영역은 bubbly와 slug flow 사이의 내삽영역으로 취급

한다.

- 기포-슬러그 천이영역

  0.3 <   ≤ 0.5       for 2000 kg/m2-s < G < 2700 kg/m2-s

Hydraulic diameter가 임계 직경보다 크면 slug는 cap bubble이 된다. Bubbly-slug 영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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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por slug와 기포가 같이 존재한다. 계면마찰을 구할 때, 기포의 등가직경 ( )은 선형 가중을 통

해 계산된다. 

                                                             (2-47) 

여기서, 가중치( )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i f ≥   

i f       

i f ≤   

그리고 0.0≤≤1.0의 값을 갖는다. 는 bubble의 직경이고, 는 bubbly slug interfacial 

drag model에서 사용하는 maximum bubble의 직경이다.  

계면 열전달 계산에 사용되는 액체 슬러그내의 평균 기포율( )은 다음과 같다.

 












 
  


i f ≥   

i f  ≤     

i f ≤   










                        

● Churn 유동 (Transition flow)

Churn flow는 기포율이 0.5 <   ≤ 0.75 사이에 있을 때 일어난다. 물리적으로 churn flow 영

역에서는 slug flow의 큰 기포가 깨지는 영역이다. 그러나 TRAC에서는 churn 유동영역에 해당하

는 물리적 상관식을 포함하지 않는다. Churn 영역은 내삽영역으로 취급한다. Churn 영역의 상간 

마찰 및 열전달 상관식은 적합한 bubbly slug와 annular-mist 값의 weighted average로 구한다. 

- Churn-flow
  0.5 <   ≤0.75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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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계면 마찰 또는 계면 열전달에서 요구되는 보조방정식을 나타낸다. 가중치 

(weighting factor)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                                                          (2-49)

● Annular Mist 유동

기포율이 0.75 <   ≤ 0.9999999 사이에 annular mist 유동영역이 있다고 가정한다. 
Annular-mist 유동은 벽면에 액체 필름이 있고 유동채널 가운데 가스가 흐르며, 가스에 액적이 

entrain 되어 있다. TRAC에서는 기포율이 0.999999보다 큰 경우는 단상 기체로 가정한다. 이 영역

에서는 액상을 액체필름과 액적으로 나누어 취급한다.

- 환상-분무류

  0.75 <   ≤ 0.999999

● Mist 유동

환상-분무류에서 액상이나 기상중 하나의 상 속도가 아주 빠르면 모든 액체는 액적으로 유

입이 된다. 완전 액적 유동으로 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max  ≥ 








   





                                                 (2-50)  

● 수평 성층 유동

액체와 기체의 속도가 낮을 때 각 상은 분리(stratify)될 수 있고 비교적 유연한 계면이 형성

된다. 임계속도 기준에 따라 TRAC은 성층유동 영역에 기존 유동영역 맵을 중첩하여 사용한다. 
성층유동의 천이영역에서는 적합한 유동영역 맵에서 얻은 값과 성층 유동 모델로 구한 값 사이 

값의 가중 평균을 취하여 사용한다. 

(가) 1D Component

수평 성층류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수평 기울기가 ±10 도 이내이어야 한다. 성층유동 영역에 

다음과 같이 기존 유동영역 맵을 중첩하여 사용한다. 

    

여기서 X는 구하고자 하는 물리적 변수이며 는 성층 유동 가중치이다. 성층유동 가중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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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율에 함수로 가정한다. 

Bubbly-slug 유동과 성층유동의 천이영역에서 가중치

 ≤   

   

  ≤  .

여기서  은 액체의 속도이고   은 액체의 임계속도이며 다음과 같다.

    


액체의 속도가 임계액체속도의 1에서 10배 사이에서는 가중치가 ‘0’과 ‘1’사의 값을 갖는다. 
반면에 액체의 속도가 임계액체속도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성층유동이라고 가정한다. 

Annular-mist 유동과 성층유동의 천이영역 (  ) 가중치

 ≤   

  

 ≤ ,

여기서 은 기체의 속도이고  은 기체의 임계속도이며 다음과 같다.

   
 


   

 





식에서 볼 수 있듯이 기체의 속도가 임계기체속도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성층유동이

라고 가정한다.

 Churn 유동과 성층유동의 천이영역 (   ≤ )에서 가중치

처언류(0.5<≤0.75)의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2-51)  

다음 그림은 결과적으로 나타난 TRAC의 유동영역 맵이다.



- 29 -

그림 2-10 수평 유동양상 맵의 도식도

(나) 3D Vessel Component

축방향으로 기포율 변화가 급격할 경우 수직 방향에 대한 성층이 일어날 수 있다. 이를 확

인하기 위해 2개의 연속 체적의 수위를 조사해야 한다. 만약 하부 체적의 기포율이 0.1 이하이고 

상부체적의 기포율이 0.9 이상일 경우 성층류는 발생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수평방향 기체속도

는 임계속도보다 작어야 한다. 수평 기체속도는 평균벡터속도로 정의하며 다음과 같다.

 
  

                                                          (2-52)

여기서,  과  는 반경 및 원주반향의 속도이다. 성층류는 1D 컴포넌트의 기본 맵과 중

첩해서 사용하지만 가중치는 다르게 정의한다. 

    

 ≤   


≤               

Mishima, Ishii (1980)는 wave의 크기에 대한 분석을 통해 수평성층이 불가능한 임계 상대속도 

(   )를 구하였다. Mishima, Ishii (1980) 논문에 따르면 임계 상대속도 모델은 많은 실험 데이터

나 다른 실험 상관식과 잘 일치한다. 코드에서는 원래 상관식에서 수력직경과 수위의 차인 

   을 로 대치한 다음 식으로 부터 상대 임계속도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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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2개 연속 수위에 대한 평균 값이다.

●수직 성층 유동

액체와 기체의 속도가 낮을 때 각 상은 분리(stratify)될 수 있고 비교적 유연한 계면이 형성

된다. 임계속도 기준에 따라 TRAC은 성층유동 영역에 기존 유동영역 맵을 중첩하여 사용한다. 
성층유동의 천이영역에서는 적합한 유동영역 맵에서 얻은 값과 성층 유동 모델로 구한 값 사이 

값의 가중 평균을 취하여 사용한다. 

(가) 1D Component

액체가 하향 유동일 경우는 수직 성층이 발생한다. 또한 유체의 속도가 임계속도보다 작거

나 같은 경우에는 성층유동이 발생한다. 임계속도와 천이영역에서의 가중치는 수평성층 유동에서

와 동일하므로, 수평 성층유동을 참조한다. 

(나) 3D Vessel Component

수직 성층류 조건은 말단기포 상승속도(terminal bubble rise velocity)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

이 계산한다.

  











   





(2-53)

여기서,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기포율 는 0.3 으로 설정된다. 는 액상의 밀도이며 는 

기상의 밀도를 나타낸다.

   




 (2-54)

성층류의 가중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  

위의 가중치는 (i) subcooled boiling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ii) 해당 체적의 기포율이 0.1보다 적거

나, (iii) 2개의 연속 체적의 수위가 각각 0.1보다 작고 0.9보다 클 경우에 계산된다. 그렇지 않으면 

는 ‘0’으로 한다. , 상.하부의 연속 체적이 수평축 방향의 성층조건과 같이 기포율을 만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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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다. 축방향의 성층유동 가중치는 아래 식과 비교하여 최대 값을 택한다.

 ≤   


≤               

● Plug 유동

수평관의 plug 유동은 수직관의 slug 유동과 유사하다. TRAC에서는 plug 유동 영역은 계면 

열전달 계산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다른 물리적 상관식은 기본 유동영역 및 성층유동 맵을 기반

으로 계산한다. 액상의 온도가 포화온도보다 낮은 Plug 유동에서 액체는 응축되어야 한다 

(   ). 여기서 은 bulk liquid 온도이고 은 vapor의 saturation 온도를 나타낸다. 또한, plug 

유동 조건은 3개의 연속 체적의 기포율에 따라 정해진다. 코드는 3개의 연속된 체적의 기포율 중 

최소한 한개 체적의 기포율이 인지 조사한다. 만약 응축조건과 기포율의 조건이 만

족되면 TRAC은 기존의 기본 유동 및 성층유동 맵과 plug 유동을 중첩하여 가중치를 사용한다.

2.3. CATHARE

CATHARE 코드의 유동 형태 맵에 대한 기술은 있지만 각 수식의 출처를 기술하고 있지 않

고 있으며 성층유동 및 entrainment 조건이외 별도의 유동 맵을 사용하지 않는다. 

CATHARE의 유동양상은 RELAP5 와 마찬가지로 기포율과 유량, 중력방향 등의 인자로 결

정되며, 이들 각 인자에 따라 간략하게 정의된다. 유동양상 맵에 따라 성층화도(R)와 액적율(E)을 

적절히 계산한다. CATHARE 코드의 유동형태 맵은 그림 (2-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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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CATHARE코드의 유동영역 맵

2.3.1. 성층화도

성층화도(stratification ratio, R)는 계면압력과 평균 압력간의 관계에서 구해진다. 즉,

    (2-55)

여기서,  는 성층류에서 계면과 평균 압력의 차를 나타내며, 유동방향이 수평관과 가까운 

⊥  인 경우 성층유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 i f ⊥   ⇔     

 i f ⊥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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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CATHARE코드의 유동맵 좌표

는 물리적인 의미는 없으며 성층 유동조건에서 항상 hyperbolic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정

해진다.

     

    
        ⊥ (2-57)

X를 계산할 때, 의 값이 0인 상태의 수치적인 처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X=1은 성층류가 되기 

위한 linear stability 이론적 한계이고 이 이상의 값을 가지면 성층유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X=0.25는 성층유동 불안정성이 시작하는 실험적 한계 값 이다. X를 정의하면 다음의 식에 따라 

을 구한다.

 










 for  





  



for     

for  

(2-58)

또한 아래의 식에서 V*를 구하여 를 얻는다. 여기서 V*는 혼합유동(bubbly, churn)의 turbulence 

mixing force와 buoyancy stratifying force의 비를 나타낸다.

  
∆ 

 

(2-59)

 










 for  



   

  



for     

for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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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과 를 구하면 아래의 식으로 최종적인 성층화도 R을 얻는다.

   × (2-61)

2.3.2. 액적이탈율

Steen-Wallis의 액적이탈 시작점 관계식을 이용하여 와 를 얻는다. 

  × 



 (2-62)

의 값은 열전달과 벽면 마찰식을 구할 때는 

  ′  
 ′ ′  maxmin  (2-63)

이고, 계면 마찰을 구할 경우는 

 
′


′

′  min  (2-64)

를 사용한다. 최종적으로 액적이탈율(rate of entrainment) E는

 



min 

 


 (2-65)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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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fα 함수 값

2.4. MARS 3D vessel 모듈

MARS 3D vessel 모듈에 사용되는 유동양상 맵은 크게 2부분으로 나누어진다. 
● 젖어있지 않은 뜨거운 표면(예: 핵연료봉)의 부재일 때 물리적 모델을 선택하기 위해 사

용되는 논리

● 뜨거운 표면이 존재할 때 사용되는 논리

첫 번째 논리에 의해 기술된 유동양상은 “정상(normal)” 유동양상이라 하고, 두 번째 논리에 

의해 기술된 유동양상은 “뜨거운 벽면(hot wall)” 유동양상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vessel module은 

수직 2상 유동에 관해서 개발되었다. 수평 유동양상은 고려하지 않는다.

수치해법에 사용된 물리적 모델은 각 셀(mesh cell)에 대하여 정의를 해야 한다. 그러므로, 
유동양상은 각 셀 안에서의 유체 물성치와 유동 조건으로부터 결정을 지어야 한다. 

2.4.1. 정상 유동양상

만약 하나의 셀(mesh cell) 이 750 ℉보다 뜨거운 온도를 가지는 어떠한 고체 표면을 포함하

지 않는다면 정상 유동양상 논리가 선택된다. 정상 유동양상의 개략도는 그림 (2-14)에 나타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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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정상 2상 유동양상

이 유동양상은 분산기포류(dispersed bubbly flow), 슬러그류(slug flow), 처언-난류 유동

(churn-turbulent flow), 액막 유동(film flow), 액막분무류(film mist flow)로 구성되어 있다. 적절한 유

동 양상을 결정하기 위한 논리와 유동양상간의 천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 (2-15)에 개략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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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정상 유동양상의 선택논리

만약 국부 기포율이 0.2보다 작으면 분산기포류로 가정된다. 분산기포는 증기의 양이 많을 

경우 기포간의 충돌 및 합착에 의해서 좀 더 큰 기포가 형성되며 (Dukler, 1977) 기포율이 0.2에서 

슬러그류로의 천이를 시작한다. 기포율이 0.2보다 커지면 연속적인 액체는 기포율이 0.2로 작고 

비연속적인 기포를 포함하고 나머지 기포는 큰 기포를 형성한다고 가정한다. 큰 기포는 증기의 

양이 많아짐에 따라 기포크기가 최대 크기에 도달할 때까지 성장한다. 

증기의 양이 많아짐에 따라 큰 기포는 다시 합착을 시작하고 기포율이 0.5에서 

churn-turbulent로 천이하고 그 후 액막류가 발전한다. Churn-turbulent 영역은 안정된 액막이 형성될 

때까지로 가정한다. 안정된 액막 조건의 기포율은 유동관의 크기와 기포의 속도의 함수이다. 임계 

기포율은 물결의 물마루에 미치는 압력 차에 의한 붕괴 힘과 표면장력에 의해 유지시키고자 하는 

힘의 평형으로부터 결정된다. 따라서 임계 액막 두께(critical film thickness)는 식 (2-66)과 같이 표

현한다.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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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 은 파형 및 표면장력 크기, 압력 차의 영향과 진폭과 액막두께 사이의 관계를 포함

한다. 만약 파 진폭이 액막두께의 4배가 되면 의 값은 0.5가 된다. Dukler, Smith, (1979)의 

entrainment 시초의 실험치와 비교했을 때  = 0.5는 적절하다. 유동 채널에서의 액막두께는 식 

(2-67)과 같이 표현한다 (Lovell, 1977). 

 

 (2-67)

식 (2-67)을 식 (2-66)에 대입하면 안정한 액막류에 대하여 식 (2-68)과 같이 임계기포율로 

표현할 수 있다.

 
 

 

 

 (2-68)

임계기포율은 최소값 0.8로 제한되어 있다. Churn-turbulent 유동의 계면 기하학은 기포류와 

액막류 사이에서 선형내삽하여 처리한다. 이 유동양상에서는 연속적인 액체장(continuous liquid 
field)에서 액적장(droplet field)으로 액적이탈이 가능하다. 액적 이탈율은 기포율이 0.5일 때 0의 값

을 갖고 임계기포율일 때 전체 값을 갖도록 선형내삽 값을 취하여 액막류 혹은 film-mist 유동으

로 부드럽게 천이되도록 한다. 기체의 속도가 액적을 이송시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빠르면 

film-mist 유동은 유지된다. 이는 film유동으로 천이에 대한 Dukler의 설명과 일치한다. 이 천이는 

액적 이탈율과 기체와 액적 사이의 계면 마찰을 사용하여 코드에서 결정한다.

추가적인 검사로 국부적인 유동 양상이 전체적인 유동 양상과 일치하는 것을 보장하는 검

사가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2개의 셀 사이에서 큰 기포율과 두 셀 사이 기포율 차를 체크한다. 
만약 하나의 셀이 기포율 0.6보다 크고 2개의 셀 사이의 기포율 차가 0.4보다 크면, 액체수조

(liquid pool) 또는 froth front가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큰 기포율을 유동양상과 물리적 모델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만약 하나의 셀이 기포율 0.6보다 크고 그 셀과 그 위의 셀 사이의 기포율 

차이가 0.4보다 크면 역 수조(inverted pool)로 가정하고 작은 기포율이 유동양상과 물리적 모델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 역 수조 양상은 비상노심냉각 주입 시 가압경수로의 강수관

(downcomer)에서 일어날 수 있다. 역 수조 경계를 통과하는 증기에 의해 형성된 기포의 크기는 

Weber 수에 의한 기포반경과 불안전성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계산된 기포반경 중에 큰 것으로 가

정한다. 여기서 은 경계면 아래의 증기 수직속도에서 경계면에서의 액체 수직속도를 뺀 값이

다.         

 




                                                                    (2-69)

가로 방향으로도 같은 종류의 검사가 이루어진다. 이 경우는 낮은 기포율이 유동양상과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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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모델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다른 모든 경우는 staggered momentum mesh cell의 기포율

이 유동양상과 물리적 모델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한다. Continuity mesh cell에 요구되는 물리적 모

델(즉, 계면열전달계수와 면적)은 2개의 근접한 momentum cell 값의 평균으로 처리된다. 

2.4.2. 뜨거운 벽면 유동양상

경수로에서 냉각재 상실사고의 blowdown 단계 동안에 노심은 효과적으로 냉각되지 않는다. 
그리고 노심은 거의 단열 열상승 하게 된다. 핵연료봉 주위의 증기 환경은 연료 펠렛(fuel pellets)
에서의 저장 에너지와 핵분열생성물 붕괴열로부터 더해진 열을 피복재로부터 제거하기 위한 충분

한 열전달을 제공하지 않는다. 온도 폭주는 원자로 압력용기로 비상냉각주입수(emergency core 
cooling water)가 주입되어 멈추게 된다.

노심에 냉각수가 주입됨에 따라 노심의 효과적인 냉각이 시작된다. 이 기간 동안에 피복재

의 온도 폭주는 사라진다. 높은 온도의 피폭재에 포화 또는 과냉각수가 접촉하게 되어 복잡한 유

체역학 현상과 열전달 현상이 발생한다. 피복재온도가 표면 rewetting 온도보다 높으면 막비등 열

전달 현상이 발생된다. 이 현상은 유체 내의 액체 함유량과 증기속도에 따라 분산유동(dispersed 
flow) 영역 혹은 역-환상(inverted annular) 2상 유동영역이 된다. 막비등에 의한 냉각 때문에 피복

재 온도는 감소하게 되고 피복재는 천이비등 영역이 되었다가 핵비등 영역이 된다. 핵연료 온도

가 표면 rewet 온도 아래로 떨어지면 표면은 냉각(quenching)된다. 그 이후 핵연료봉의 열전달은 

노심으로 유입되는 과냉각의 액체 유량에 따라 핵비등 또는 단상액체 열전달 형태로 된다. 하부 

재관수 기간 동안에 노심으로 들어가는 액체 유량은 강수관의 액체 수두와 파단 고온관을 통한 

유동 저항에 의해 제한된다. 상부 재관수 기간 동안에 노심으로 들어가는 액체 유량은 대향류유

동제한(countercurrent flow limitation)에 의해 제어된다. 

핵연료봉 냉각(quenching)으로 증기가 발생하여 높은 속도의 superheated 증기의 유동이 생긴

다. 증기의 속도는 충분한 액적을 끌고 가기에 충분하다. 액적 이탈은 superheated 증기를 포화상

태로 만들고 액적이 증발됨에 따라 증기 유량을 증가시켜 quenching front 하류의 열전달이 향상

되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제어체적이 750 ℉보다 높은 고체 표면과 접해 있으면 “뜨거운 벽면” 유동양상을 선택하게 

된다. 이 유동양상은 재관수동안 나타나는 비균질적이고, 열적으로 비평형인 2상 유동영역이다. 
뜨거운 벽면 (hot wall) 유동양상은 과냉역환상류(subcooled inverted annular flow), 포화액체청크 유

동(saturated liquid chunk flow), 분산 액적-증기 유동(dispersed drop-vapor flow), 하강액막(falling 
film) 유동, top deluge로 구성되어 있다. 

통상적으로 재관수의 방향은 노심 바닥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hot wall을 갖는 제어체적의 

상부 체적이 Tsat+75oF보다 높은 벽면과 접하고 있지 않은 경우 top quench front가 있을 수 있다. 
top quench front에서 제어체적의 기포율이 0.8보다 큰 경우는 falling film flow로 가정한다. Deluge 
영역은 유로의 관직경과 동일한 직경을 갖은 큰 액체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로 가정한다. 
액적의 이탈과 축적은 falling film 영역에서 허용된다.

Inverted annular 유동영역은 연속 액상이 아냉 상태인 하부 재관수 기간에 일어난다. 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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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은 액체 핵이 기체 film에 싸여 있는 유동영역이다. 액체가 포화상태이면 액적이 기체에 싸여있

는 liquid chunk 유동 영역으로 간주한다. 이탈된 액체가 액적영역으로 전환되며, 액적이탈율 및 

액적/기체간의 마찰 물리적 상관식에 의해 dispersed 유동 영역으로 전환될 수 있다. Spacer grid에

서 액적의 축적 및 분열(breakup)도 고려한다. 뜨거운 벽면 유동양상과 선택논리의 개략도는 그림 

(2-16)과 그림 (2-17)에 나타내었다.

그림 2-16 Hot wall 유동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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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Hot wall 유동양상의 선택논리



- 42 -

3. 이상유동 형태 논문 조사

대부분의 이상유동 영역 맵은 superficial velocity에 의해 결정하지만 앞에서 조사한 모든 코

드의 이상유동맵은 기포율과 계면면적농도의 조합과 배치에 의해 결정된다. 이와 같이 이상 유동 

맵을 기포율과 계면면적농도의 조합과 배치에 의해 결정하는 이유에 대해 Ishii, Mishima (1980)은 

superficial velocity가 정상상태 혹은 완전히 발달된 유동조건에서 유동영역을 정하기에 적합할 수

도 있지만, 원자로에서 열수력 현상과 같이 과도 및 발달 중인 유동현상이 빈번히 일어나는 경우

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들은 기포율과 같이 직접적인 기하학적 변수를 비정상 및 발달 

중인 유동의 유동영역을 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것을 권장하였다. 따라서 모든 코드의 이상유동 

맵은 기포율을 이상 유동 영역을 정하는데 사용한다.
따라서 조사한 논문 중 이상 유동 영역을 superficial velocity를 기준으로 결정한 대부분의 

논문은 자세한 검토에서 배제하였다. 

3.1. Mishima and Ishii (1980)

이 논문은 수평관에서 수평성층류가 slug 형성을 위한 조건을 이론적으로 유도한 논문이다. 
이 조건을 구하기 위해 stability analysis에 wave가 변형되는 제한치와 “most dangerous wave" 개념

을 도입하여 구하였다. 또한 구해진 slug 형성 조건은 많은 실험 값 및 실험 상관식과 비교하여 

잘 예측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그림 3-1 수평관에서의 Finite wave

수평관에서 성층의 액체표면에  가스가 큰 상대속도로 흐르면, 계면이 흔들리게 되고 마침

내는 slug가 형성된다.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은 Kelvin-Helmholtz instability이다. 작은 크기의 긴 

파장인 경우, Kelvin-Helmholtz instability의 이론적 유도 과정으로 얻은 slug 형성 조건은 다음 식

으로 나타내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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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식은 slug 형성을 위한 가스의 속도를 두 배 이상 과도하게 예측한다. 
Wallis와 Dobson은 실험치를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아래 식은 

이론적 배경이 약해서 신뢰도가 의심된다.

   ≥   

1976년 Taitel과 Dukler는 Bernoulli 효과에 의해 wavy 표면에 압력차를 고려하여, 압력차가 

wave에 작용하는 중력을 극복하기에 충분하면 slug가 형성된다는 가정으로 이론적인 모델을 제시

하였다.

 ≥




 

  · cos 





여기서  ,   : 기체 및 액체 단면적

       ≃   

Kordyban은 wave 표면에서의 압력차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이 압력차가 중력보다 클 경

우 slug가 형성된다고 가정하였다.

  

 

  
 

여기서 는 힘의 평형 조건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




 

실험 관찰을 통해 K는 1.35로 정하여 를 구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slug 형성 조건은 근본적으로 동일하며 계수 값을 실험치에 의해 구하고 있

다. 이 논문에서도 동일한 형태의 slug 형성 조건 상관식을 사용하지만 계수 값을 이론적으로 구

하도록 시도하였다. Kordyban과 Ranov 식에서 “most dangerous wave"의 파장을 도입하여 계수를 

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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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는 고전적인 Kelvin-Helmholtz instability analysis와 유사하다.

3.2. Rouhani, et al., (1983)

이 논문은 비교적 최근에 발표된 review paper로 이상 유동영역 맵에 관련된 약 70편에 달

하는 논문을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논문으로 내용도 40페이지에 달한다. 여기서 참조된 논

문은 이미 논문에서 체계적으로 분리하여 정리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사는 하지 않았다. 또한 

이 논문은 유동 영역의 정의, 유동 영역을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실험 기술, 실

험적 혹은 이론적인 방법의 유동 영역 경계 결정을 기술한다. 

3.2.1. 이상 유동 영역 설명

● 수평 유동

수평관에서 가스와 액체의 cocurrent 유동은 그림 (3-2)에서 볼 수 있는 한개 혹은 여러개 영

역의 조합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수평관에서의 유동영역은 각 상의 밀도에 인한 중력차로 비

대칭으로 나타난다. 이로 인해 수직방향으로 성층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특히 액체는 surface 
tension, viscosity, body force에 지배를 받는다. 따라서 높은 기체 유동 속도에서는 기체의 frictional 
force와 dynamic force의 영향이 높아진다. 따라서 유체에 가해지는 여러 가지 힘의 상호작용에 의

해 여러 가지 유동영역이 나타난다. 

(가) 성층유동

비교적 낮은 속도의 유동조건에서 성층면이 매끈한 성층유동이 나타난다. 기체의 유동속도

가 증가되면 매끈하던 유동경계면은 wave가 생기고 wavy 성층유동이 된다.

(나) Plug 유동

만약 기체의 속도는 낮게 유지되고 액체의 속도가 커지면 액체 유동에 기체의 포켓이나 

plug가 갇히는 intermittent 유동 형태로 발전하게 되며 plug 유동이라 부른다. 

(다) Slug 유동

기체와 액체의 속도가 같이 증가하면 slug 유동이 형성된다. Plug 유동과 slug 유동의 주된 

차이는 slug 유동이 더 큰 기포에 의해 액체가 분리되는 현상이 뚜렷하다는 것이다. 

(라) Annular 유동

기체만 속도가 더 높아지면 액체는 주로 벽면에 막을 이루고 기체가 관의 가운데 모이게 

되는 annular 유동이 나타난다. 이때 수평관의 중심에 형성된 기체 응어리는 액적을 포함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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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있으며 액막에 기포가 있는 경우도 있다. 

(마) Dispersed bubble 유동

액체의 유속이 높고 기포율이 낮을 경우는 연속적인 액체와 분산된 기포 형태의 기체로 이

루어진 dispersed bubble 유동이 나타난다.

그림 3-2 수평 유동 영역의 개념도

● 수직 유동

수직관에서 가스와 액체의 cocurrent 유동은 성층유동을 제외하고는 수평유동과 유사하다. 
일반적으로 수직유동은 중력이 유동방향과 수평이 되기 때문에 수평유동에 비해 유동 축에 대해 

대칭성을 갖는다. 그림 (3-3)은 수직유동의 일반적인 형태를 보여준다.

(가) Bubble 유동

비교적 적은 기체가 적당한 액체 유속 조건에서 일어난다. 

(나) Plug/slug 유동

기체 유동이 증가하면 plug flow (Taylor bubble 유동)가 형성되고 기체 유동이 더 증가하면 

큰 기포가 서로 연결되어 slug 유동이 된다. 각 slug 기포는 벽면의 얇은 액막을 제외한 대부분의 

단면을 차지하고 길이는 관 지름의 몇 배가 된다.

(다) Churn-turbulent 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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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와 액체의 유동이 증가하면 기포가 서로 엉켜져 있는 형태의 유동형태인 churn-turbulent 
유동이 된다.

(라) Annular 유동

높은 기체 유동과 낮은 액체의 유동은 액체와 기체가 모두 연속적인 유동 형태인 annular 
형태가 된다. 아주 높은 기체 유동이나 밀도가 높은 기체 유동 경우는 액체가 액막으로부터 이탈

되어 기체에 액적 형태로 있게 된다. 이를 annular-mist 유동이라 한다.

그림 3-3 수직 유동형태 개념도

(3) 기울어진 관의 유동

Taitel과 Dukler (1977), Barnea et al., (1980), Weisman과 Kang (1981) 들은 air/water 실험을 

통해 0.5~7o 기운 관에서 freon을 이용하여 30o, 45o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들 실험 결과로부터 

Weisman과 Kang(1981)은 기울기는 annular와 분산유동 사이의 변이에 거의 영향이 없고 churn 유

동형태가 없어지고 slug영역으로 대체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bubble 유동은 낮은 기체유동으로 

한정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기운 관에서의 유동 형태는 churn turbulent 영역이 사라진다는 것

을 제외하고는 수직관과 동일한 유동형태를 갖는다.

3.2.2. 이상 유동 영역 경계 설정을 위한 좌표계

수평관에서 가스와 액화된 석유의 cocurrent 유동에 대해 관찰한 결과를 기초로 수평관의 유

동맵을 거의 처음으로 제안하였다. Baker map의 좌표계은 그림 (3-4)과 같이 ·와 으

로 나타내었다. 여기서 액체와 기체의 질량유속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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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림 3-4 Baker의 수평유동 영역 맵

무차원 변수  는 실험값에 맞추기 위한 보정 값으로 사용한다. Baker의 유동맵은 다양한 

조건의 scale 효과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변수를 좌표축으로 사용하였지만, 이 후 연구에서 

Baker의 유동맵이 모든 조건에서 수평관의 유동영역을 적절히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Choe, Weisman, 1974). 여러 연구자에 의해 표 (3-1)와 같이 다양한 좌표계가 제시되었다.

Abscissas Ordinates Suggested/Used by

 
 

 

  


   Griffth and Wallis (1961)


  
 Hewitt and Robers (1969)

    Bergles et al. (1968)

표 3-1 유동영역 맵을 위한 다양한 좌표계

비교적 최근에 발표되었고 가장 발전한 연구 결과는 Taitel, Dukler (1976)에 의해 제시된 좌표계이

다. 이들이 제시한 좌표계는 약간의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며 그림 (3-5)과 같이 수평 혹은 기울어

진 관에 대한 유동영역의 경계마다 별도의 좌표계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좌표계에 사용된 변수들

은 인접한 유동영역 경계를 정의하는데 중요하게 나타나는 그룹을 좌표계로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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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Taitel, Dukler (1976) 수평 유동 맵

하지만 Weisman et al. (1979)는 Taitel과 Dukler의 유동영역 경계 설정 방법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

가하였고 좌표계의 일반성이 대부분 잘못되었다고 반박하였다. 그들은 그림 (3-6)과 같이 수평관

에 대한 유동맵에 새로운 좌표계를 사용하였다. 그들이 사용한 좌표계는 superficial velocity의 

scale된 값인  ,  를 각 좌표계로 사용한다. 여기서    보정변수로 유동영역 경계마다 

다르게 사용하며 각각 표 (3-2)와 같다.

 

Transition to dispersed flow 1.0 
 





 



 




 



Transition to annular flow 
 



∆

∆ 



 





 


1.0

Intermittent-separated transition 1.0 

 


Wavy-stratified transition 

 



 




 



∆

∆ 



 



1.0

표 3-2 Weisman et al. (1979) 수평 유동 맵의 φ1, φ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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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Weisman et al.(1979) 수평 유동 맵

Jone와 Zuber (1975)는 그림 (3-7)과 같이 액체의 superficial velocity  와 기포율 를 좌표

계로 사용하였다. Lekach (1975)는 질량유량 과 기포율 를 좌표계로 사용하였다. 이 좌표계는 

이상유동의 열수력 과도현상 모의를 위한 TRAC-P1 (1978)과 Ransom et al. (1982)의 RELAP5와 같

은 최적 전산코드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이와 같이 많은 죄표계가 여러 연구자에 의해 제

시되었지만 Dukler와 Taitel (1977)은 유동맵의 좌표계 선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i) 수

직 및 수평관에서 가스와 액체 혼합유동의 유동영역을 예측하는 것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임. ii) 좌표계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임의로 설정되어 왔고, 선택된 좌표계의 물리적 기반의 부

족은 일반성과 정확성을 제한함. iii) 특정 관 크기와 특정 유체에 의한 실험 결과에 근거한 유동

맵은 다른 관 크기나 다른 유체에 대해서도 유효하다고 할 수 없음. iv) 최근에 개발된 유동맵은 

과거에 추천된 유동맵과 거의 일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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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Jones, Zuber (1975)의 수평 유동맵

3.2.3. 이상 유동 영역 경계 설정 기준

한 유동영역에서 다른 유동영역으로 전환을 예측하는 다양한 기준이 제시되었다. 여기에서

는 수평 및 수직관에 대해 그들이 제시한 기준을 검토한다.

● 수평 유동

Mandhane et al. (1974)은 5935개의 실험을 조사하고 새로운 유동맵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그

들은 실험적 혹은 이론적 근거에 의한 유동영역 경계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Taitel, Dukler 
(1976)이 최초로 실험적, 이론적 논리에 근거한 유동영역 경계 기준을 제시하였다. Weisman (Choe 
et al., 1978)은 과거의 실험 자료를 근거로 유동영역 맵의 경계곡선에 대한 상관식을 제시하였다. 
그 후 Weisman et al. (1979)은 이전 상관식에 유체의 특성과 유동관의 직경의 영향을 포함하였다.

(가) smooth 성층유동과 wavy 성층유동 경계 기준

오직 Taitel, Dukler (1976)의 연구에서만 이 경계에 대한 이론적 기준을 제안하였다. 그들은 

Jeffrey(1925,1926)에 의해 소개한 가정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Weisman et al. (1979)는 Taitel, Dukler 
의 상관식이 실험적으로 증명된 wavy 성층유동의 표면장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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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가스의 Reynolds number가 감소함에 따라 wave의 frequency가 ‘0’이 된다는 Baryshev et al. 
(1978)의 연구를 인용하였다. Weisman et al.은 성층과 wavy 성층유동 경계를 다음 기준으로 제시

하였다.





   

 






 



  

 


.

이 식이 표면장력과 다른 물리적 성질을 포함하기 때문에 성층유동과 wavy 성층유동의 경계 기

준을 좀 더 일반적으로 제시한다.  

(나) 성층유동과 천이 혹은 annular-mist 영역 경계 기준

이 영역에 대한 연구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실험적, 이론적 설정은 Kordyban, Ranov 
(1970), Wallis, Dobson (1973)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론적 유도는 Taitel, Dukler (1976), Kubie 
(1979), Gardner (1979), Mishima, Ishii (1980)에 수행되었다. 대부분의 연구는 Kelvin-Helmholtz 
instability의 slug 형성을 위한 기준에 근거한다. 즉 작은 크기의 긴 파장을 갖는 wave가 있을 경

우, wave의 돌출부를 지나는 기체는 가속되고 기체의 압력이 낮아지게 된다. 이는 wave를 빨아들

이는 힘을 발생시킨다. 그래서 wave의 돌출부는 빨아들이는 힘이 중력보다 작아질 때까지 계속 

증가한다.
고전적인 Kelvin-Helmholtz instability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여기서 는 wave의 높이이다.

Kordyban, Ranov (1970)은 Bernoulli 효과에 의해서 상부 벽에 근접하면 suction 효과가 급격

히 증가한다고 지적하였다. Kordyban, Ranov (1970)는 그들이 수행한 실험결과로부터 얻은 wave 
number를 이용하여 slug 형성을 위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Wallis, Dobson (1973)은 실

험결과와 Kordyban, Ranov (1970)의 성층유동과 천이 (plug 혹은 slug) 유동 경계의 기준에 따라 

상관식을 만들었다.

   ≥   

 이 식은  이   에 비해 아주 작다고 가정하면 ( ≫  ) 다음 형태로 간략화 할 수 있다.


 ≥  .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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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이며

  

  이다.

Wallis와 Dobson은 상기의 상관식을 설명하기 위해 slug 형성과 Benjamin (1968)이 제시한 

정체된 기체 기포 주위에서의 무점성 액체 유동과의 유사성을 가정하였다. 하지만 Taitel, Dukler 
(1976), Gardner (1979), Mishima, Ishii (1980)은 이론적 배경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Taitel, Dukler (1976)는 wave 형성조건을 유도하기 위해 Kelvin-Helmholtz stability 이론을 

사용하였다.

 









 

 


≥ .

여기서 F는 Froude number의 변형이다.

 : nondimensional gas velocity ( )

 : gas superfacial velocity
 : nondimensional liquid area ( 

)
 .: nondimensional gas area (

)
: nondimensional liquid height ( )

  


 cos   

 .

Taitel과 Dukler의 유도는 액체의 wave motion에 동적영향을 완전히 무시하였다. Kubie (1979)와 

Gardner (1979), Hewitt (1981)은 Taitel과 Dukler의 기준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Gardner는 기체

와 액체의 에너지보존을 기본으로 하고 혼합유동의 운동량 방정식으로 보완하여 성층유동과 

wavy 성층유동의 경계를 정하였고, 각 상의 에너지 차가 제한치를 초과하면 성층유동에서 천이유

동으로 전환된다고 제시하였다. 하지만 Kubie와 Gardner가 제시한 기준도 다양한 실험값을 이용한 

검증이 없어 일반적인 응용에 사용하기 어렵다. Weisman et al. (1979)는 방대한 실험데이터의 커

브 fitting으로 경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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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천이유동과 annular-mist 영역 경계 기준

Taitel과 Dukler (1976)은 성층유동에서 천이영역이나 annular-mist 영역으로 발전하는 것은 성

층유동의 수위에 따라 정해진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수위가 관직경의 반 이상 이면 천이영역으

로, 반 이하 이면 annular-mist 영역으로 발전된다. 하지만 Weisman et al. (1979)는 Taitel과 Dukler
의 기준이 Choe et al. (1978)와 Simpson et al. (1977)의 실험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하

고, 실험 데이터를 Froude number (Fr)와 Kutateladze number (Ku)의 함수로 커브 fitting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

 (라) 천이유동과 비연속 bubbly 영역 경계 기준

Taitel과 Dukler (1976)은 천이영역에서 비연속 bubble 유동으로의 전환은 turbulent 힘(T)이 

기포를 수평관 상부에 모여있게 하는 buoyancy 힘을 극복하기에 충분한 경우 발생하는 물리적 조

건을 사용하였다. 

≥



 

 


 








,

여기서

 

  ,

 : wetted perimeter by liquid
  ,

n= 0.2 for turbulent flow, 1.0 for laminar flow.

Weisman et al. (1979)는 가용한 모든 실험 데이터를 fitting하고, 표면장력 효과를 포함하기 

위해 약간 변형된 관계식을 제안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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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들은 Taitel, Dukler에 의해 주어진 경계 기준과 비교하지 않아 Weisman et al.의 상관식

이 더 잘 예측함을 증명하지 않았다.
Barnea et al. (1980)는 수평관과 약간 기운 (10도 이하) 관에서 액체와 기체의 유동영역 경계

에 대한 실험 데이터를 생산하고, 기울어진 관일 경우를 제외하면 Taitel, Dukler (1976)의 이론이 

상당히 잘 일치함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성층유동과 wavy 성층유동의 경계의 예측은 적절하지 않

다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Taitel, Dukler의 상관식이 약간은 이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으나 모든 

조건에서 유동영역의 경계를 잘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Mandhane et al. 
(1974)와 Weisman et al. (1979)는 실험 데이터를 fitting해서 상관식을 만들었으나 이론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모든 유동 맵이 유동영역의 경계를 어느 정도 예측하지만, Vince, Lahey (1980)은 시각적 관

찰로 얻은 실험 데이터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신뢰할 수 있는 유동영역 맵을 개

발하기 위해 아직도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한다. 

● 수직 유동

수직관에서 유동영역 경계에 대한 연구는 Taitel et al. (1980), Weisman et al. (1979), Ishii, 
Mishima (1980) 등에 의해 최근에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Taitel et al. (1980)은 이론적으로 유동영

역 경계 기준을 수립하였고, Weisman, Kang (1981)은 실험적 상관식을 기본으로 개발한 수평 유

동  맵 (Weisman et al. 1979)의 연구를 확장해서 수직 유동에 적용하였다. 그들은 수직 유동 영역 

경계 기준을 만들기 위해 다른 연구자에 의한 결과를 사용하였고, Taitel, Dukler (1976)이 제시한 

것과 같이 plug, slug, churn 유동을 하나의 유동 영역인 intermittent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Ishii, 
Mishima (1980)은 입구영역에서 빠른 과도 유동의 경우 경계 기준을 제시하였다.

(가) Bubbly 유동과 slug 유동 경계 기준

Taitel et al. (1980)은 bubbly 유동에서 기체유량이 증가하면 기포 밀도가 증가하고, 마침내 

비연속적인 기포가 서로 엉켜서 큰 기포로 합치게 되고, 이는 slug 영역으로 전환되는 경계라고 

주장했다. 여러 논문에 따르면 bubbly 유동은 기포율이 0.35를 초과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Griffith, Wallis (1961)는 기포율이 0.2이하인 경우 기포가 합쳐지는 현상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Taitel et al. (1980)은 bubbly에서 slug 영역으로 전환은 기포율이 0.25에 도

달할 때 일어난다고 정하였다. 큰 기포의 상승속도 관계를 사용하여, bubbly에서 slug 유동으로 전

환되는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Weisman과 Kang (1981)은 bubbly와 intermittent 유동의 전환 기준의 실험 상관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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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s .

여기서 는 수평선을 기준으로 기울어진 각이다. Weisman과 Kang은 동일한 좌표계에서 Taitel et 
al.의 경계 기준과 비교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어느 상관식이 더 우수한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나) Fine bubbly 유동과 churn-slug 유동 경계 기준

Taitel et al. (1980)은 높은 유량조건에서 bubbly 유동으로부터 churn-slug 유동으로 전환되는 

이론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Turbulent force는 기포율이 0.25이상이 되더라도 기포를 작은 기포로 

분리한다. Taitel et al.은 Hinze (1955)에 의해 제시되고 Sevik, Park (1973)가 확인한 이론을 사용하

였다. 

    













 








     












.

그림 3-8 Taitel et al. (1980) 수직 유동영역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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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계 커브는 그림 (3-8)에 나타나 있으며, 최대 기포율은 정사각형 체적에 구형 기포를 

배치할 수 있는 최대 기포율인 0.52 이다. 이 영역의 경계는 대다수 연구자는 다루지 않았다. 
Taitel et al. (1980)은 bubble 유동은 이리 저리 움직이면서 상부로 올라가는 변형된 기포와 소수의 

Taylor 기포가 있고, finely dispersed bubbly 유동은 Taylor 기포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들은 Taylor 
기포가 존재할 수 없는 기준도 정하였다. 관 직경이 5cm 보다 적은 경우에는 다음 기준을 제시하

였다. 

  


   





≤ .

하지만 Jones, Zuber (1975)는 모든 유속에서 기포율이 0.23정도가 되면 bubbly에서 slug로 전

환된다고 주장하였다. 
Ishii, Mishima (1980)은 작은 기포가 서로 합쳐지는 효과가 bubble-slug 전환의 주된 과정이

라는 Radovcich, Moissis (1962)와 다른 연구자들의 주장을 수용하였다. 그들은 Taitel, Dukler (1977)
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기포율이 0.3정도에서 이 전환이 이루어진다고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기포율이 bubbly-slug 전환에 주된 요소이다. Bubbly-slug 경계를 0.25, 0.3, 0.52로 

제안한 내용의 결점은 액체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다. Hewitt (1981)가 

지적하였듯이 액체 첨가제가 기포가 합쳐지는 현상을 방해할 수 있다. 또한 Hewitt는 실험 장치의 

길이가 많은 기포가 서로 결합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다) Slug 유동과 churn 유동 경계 기준

Churn 유동의 정의가 서로 달라 이 유동경계를 정하기 매우 어렵다. 일부 연구자들은 churn 
유동을 액체와 기체가 turbulent mixing에 의해 기포가 서로 엉킨 형태의 froth 상태로 정의한다. 
따라서 이 유동형태를 froth 유동이라 부르기도 한다. churn과 froth 유동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명

확한 정의가 아직 없기 때문에 slug-churn 경계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Golan, Stenning (1970)은 자신들이 수행한 소수의 air/water 실험 데이터를 기본으로 Griffith 

(1964)가 제시한 기준과 유사한 아래 상관식을 제시하였다. 

 



  

  .

Taitel et al. (1980)은 churn 유동을 2개 기포사이의 액체가 불안정하게 위, 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상태로 정의했다. 액체 slug가 너무 짧아 2개의 연속적인 Taylor 기포 사이에 안정적인 액체

의 연결 다리로 작용하기 어렵다. 최종적으로 액체 slug가 2개의 연속적인 Taylor 기포 사이에 안

정적인 액체의 연결 다리로 작용하기에 충분히 길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churn 유동 형태는 입구

에서의 현상이고 이론적 기준도 입구에서 거리의 함수로 나타내었다.
Ishii, Mishima (1980)은 slug-churn 전환은 액체 slug 부분의 기포율이 slug 유동에서의 기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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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도달할 때 일어난다고 (   ) 가정하였다. 기포율의 제한치,  ,은 Taylor 기포 주위의 액체 

유동조건을 기본으로 계산한다. 

   





    




   








 


    









 

 





    




     



 






.

(라) Slug 유동과 annular 유동 경계 기준

Golan, Stenning (1970)은 자신들의 실험결과를 기본으로 다음과 같은 상관식을 제시하였다.

 



  

  .

Taitel et al. (1980)은 이론적으로 이 경계를 유도하였다. annular 유동은 액체의 관 중심에 

있는 기체의 속도가 이탈된 액적을 들어올리기에 충분해야 존재할 수 있다. 즉, 액적에  대한 계

면 마찰력이 액적에 대한 중력보다 커야한다. 그들은 안정된 액적의 최대크기에 대한 Hinze 
(1955)의 상관식을 사용하였다.

 




 ,

여기서 는 Weber number로 20-30의 값을 갖고 는 표면장력이다. 그들은 Weber number를 30으

로 계면 마찰계수를 0.44로 가정하고 annular 유동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

위 식에서 좌변은 Kutateladze number이며, 이 기준은 액체의 유량과 관 직경과 무관하도록 되어있

다. 
Weisman, Kang (1981)은 수평관 유동에서 intermittent-annular 유동 경계를 예측하기 위한 상

관식을 사용하였다. Ishii, Mishima (1980)은 관 직경에 따라 2개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관직경이 

작은 경우에는 다음 상관식을 사용하였다.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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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관직경이 큰 경우는 

   


 이고 여기서   
이다.

관직경에 대한 기준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작은 관이라 정의하였다.

  
  

   ,

여기서 는 밀도분포변수로 둥근 관인 경우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그림 (3-9)은 Ishii, Mishima (1980)가 그들의 유동영역 경계 기준을 Mandhane et al. (1974)와 

Dukler, Taitel (1977)의 기준과 비교한 그림이다. 그들의 결과는 Dukler, Taitel (1977)과 거의 동일

하다. 

그림 3-9 Ishii, Mishima (1980)과 Dukler, Taitel (1977) 수직유동 맵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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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Mishima & Ishii (1984)

원전 과도해석(transient analysis)에 two-fluid 모델의 실질적인 응용에서 겉보기속도를 기반으

로 개발된 유동양식 천이경계는 two-fluid 모델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변수의 기본적인 정의에 

의하면 기포율은 겉보기속도와 상대속도를 모두 알아야 구할 수 있다. Two-fluid 모델에서 상대속

도는 장방정식으로부터 풀 수 있는 unknown 변수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기하학적 변수인 기포율

은 겉보기 속도만으로는 결정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겉보기 속도를 기반으로 하는 유동양식 맵

은 two-fluid 모델에 적당하지 않다. 이러한 점은 drift-flux 모델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상대속도

를 구하기 위한 물리적 상관식을 이용하여 기포율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Mishima, 
Ishii (1984)는 two-fluid 모델에 기포율과 같은 기하학적인 변수가 유동양식 천이경계에 사용하는 

것이 더 알맞다고 판단하여 수직관(대기압, 25℃, 내부직경 25.4 mm) 가스-액체 상향유동에 대한 

유동양식 천이경계를 개발하였다. 그림 (3-10)은 기존 유동맵과 비교하기 위해 새로 개발한 유동

양식 천이경계를 drift velocity식을 이용해 겉보기 속도 형태로 바꾸어 나타낸 것이다.

그림 3-10 Mishima와 Ishii의 유동양식 맵

● Bubbly flow to slug flow 천이 (선도 A) 
Bubbly-to-slug flow 천이는 식 (3-1)에 의해 천이가 일어난다. 

  
 



 ≃                                                         (3-1)

● Slug flow to churn flow 천이 (선도 B)
Slug-to-churn flow 천이는 식 (3-2)의 경계에서 천이가 일어난다. 여기서 점성이 약한 물일 

경우 다음의 ∆ 


  항은 간단히 상수 3으로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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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3-2)

● Churn flow to annular flow 천이 

Churn-to-annular flow 천이경계는 2가지 메카니즘 (1) 큰 기포를 포함하는 액막 구역의 역류 

(2) 액적유입, 변형에 의해 슬러그의 분쇄 및 큰 파형으로 가정한다. 첫 번째 메카니즘에 의한 천

이는 선도 C로써 식 (3-3)에 의해 계산된다. 

 



∆                                                         (3-3)

두 번째 메카니즘은 높은 액체 및 가스속도에서의 slug flow는 식 (3-4)에 해당하는 선도 D
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 식 (3-4)보다 높은 가스속도에서 slug는 액적으로 유입되고 annular-mist 
flow가 관찰된다. 그러나 Region A에서의 기포율 범위는 0.3에서 0.7 정도로 slug인지 annular flow
인지 구별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유동은 churn flow처럼 보인다.  

 ≥ 
∆ 




                                                           (3-4)

만약 관직경이 커질 때 부등식 (3-5)을 만족하면 선도 C는 더 높은 가스 속도 쪽으로 이동

한다. 

 
   



∆
 

                                                       (3-5)

3.4. McQuillan & Whalley (1985) 

McQuillan, Whalley (1985)는 다음의 4가지 목적을 가지고 논문을 발표하였다. (1) Plug flow와 

churn flow의 천이 모델 및 방정식을 개발하는 것이다. (2) Bubble flow 안전성 결정을 위한 Taitel 
et al. (1980)에 의해 사용된 방정식 수정 및 annular flow 안전성에 대한 간단하고 효과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다. (3) 넓은 범위의 유체 질량유량과 물성치 그리고 관 직경에 대한 유동양식 데이

터를 가진 유동양식 맵과 비교하는 것이다. (4) 이 분야에 더 필요한 연구를 제시하는 것이다.

● The transition from bubble flow

Taitel et al. (1980)은 nondispersed bubble flow가 기포율   일 때 불안정해지고 기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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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때 nondispersed bubble flow가 dispersed bubble flow로 천이하고 기포율   일 때 

dispersed bubble flow가 다른 영역으로 천이한다고 하였다. Mishima & Ishii (1984)는 간단히 기포

율   에서 bubble flow가 불안정해진다고 하였다. McQuillan, Whalley (1985)는 Weisman et al. 
(1979)가 제시한 식 (3-6)을 만족할 때 dispersed bubble flow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




  


 



                                           (3-6) 

● The transition from plug flow

Taitel et al. (1980)은 plug flow가 나타날 수 있는 입구조건으로 관 안 쪽에서 일어나는 

churn flow을 모델 하였다. Mishima & Ishii (1984)는 plug flow에서 churn flow로의 천이에 기포율 

제한치를 사용하였다. 이 모델은 gas plug의 길이가 총알모양의 gas plug 상부에서 액체 액막 

(liquid film) 두께가 일정값 이하로 작아지는 지점사이의 거리라는 비합리적인 가정을 사용한다. 
또한 유동이 불안정할 때 Bernoulli 방정식을 사용하는데, 이는 기포율 계산를 부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McQuillan, Whalley (1985)는 gas plug의 속도가 증가하여 plug 주위에서 아래쪽으로 떨어

지던 액막이 gas plug와 같은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할 때 plug flow에서 churn flow로 천이가 일어

난다고 제안하였다. 식 (3-7)을 사용하여 유동양식을 결정한다.

 

  


                                                           (3-7)

● The transition to annular flow

식 (3-8)은 Annular flow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 식은 관성과 중력간의 비교를 나타내

는 Froude 수를 수정한 것이다.


 ≥                                                                      (3-8)

여기서,  는 modified Froude 수를 나타내며 임계값은 Hewitt & Wallis (1963)와 Bennett et 

al. (1980)에 의해 실험적으로 관찰되었다. 

● Comparison with experiments 

다음의 식은 본 논문에서 기술된 유동양식 경계를 예측하기 위한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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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ndispersed to dispersed bubble :  ≥




  


 



- From nondispersed bubble :   








 


,  ≥








 



- From dispersed bubble :   

- Plug to churn :  

  


   

- To annular :  ≥ 

이 식들은 Taitel et al. (1980), Annunziato & Giradi (1983), Bergles & Suo (1966), Baker 
(1965), Weisman & kang (1979)의 실험적인 유동양식 맵과 데이터에 의해 비교되었다. McQuillan, 
Whalley (1985)는 이들이 제시한 이론적인 유동양식 예측은 실험에 의해 관찰된 유동양식 예측과 

일반적으로 일치한다고 하였다.   

3.5. Dukler & Taitel (1986)

이 논문은 지난 25년간 gas-liquid 2상 유동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왔고 다양한 유동

양식에 대한 모델들이 개발되었고 이들 모델은 특정 유동조건(질량유량, 관 크기, 물성치, 기울기, 
유동방향)에서 유동양식을 예측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적용이 제한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수평관 유동을 성층류(stratified smooth, stratified wavy), 간헐류(elongated bubble, slug), 환상

류(annular/annular-mist, wavy annular), 분산 기포류로, 수직관 유동은 기포류, 슬러그류, 처언류, 환

상류로 구분하였다. 
유동양식을 결정하는 문제는 (a) 유동양식은 불확실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b) 유동양식

의 천이는 점진적인 과정이어서 경계를 정의하는 것이 어렵다. 그럼에도 유동양식은 이상유동을 

모사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증명되었다. Dukler와 Taitel (1986)은 표 (3-3)처럼 특별한 상황에 대한 

유동양식 천이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들을 기술하였다.  

No. 유동양상 천이

1 수평관 및 기울어진 관: 상간의 질량전달이 없는 정상운동
2 수평관에서 transient 유동의 영향

3 수평관에서 비등 및 응축의 영향
4 수직관: 질량전달이 없는 정상운동
5 관 기울기 영향
6 관에서의 천이 메카니즘: 개관
7 수직 핵연료 관다발

표 3-3 특별한 유동양식 천이 분류

수평관에서 유동양상 천이를 결정하기 위해서 주어진 액체 및 기체의 질량유량, 관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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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기에서 관 직경에 대한 액체의 높이(h/D)를 계산하기 위한 변수를 계산한다. 이 변수가 결정

되면 유동양상 천이를 결정할 수 있다. 일단 물성치, 관 직경, 기울기가 정해지면 남아있는 변수

는     2개의 겉보기속도 이다. 그러나 이러한 좌표는 관 크기나 물리적인 성질에 따라 천

이경계가 다양하게 변한다.  

수직관에 대한 액체-기체의 상향류 및 하향류에 대한 유동양상 맵을 소개하고 있으며 여기

서는 대향류(countercurrent)에 대한 연구는 다루지 않았다. 유동양식 천이에 대한 물리적 기초를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메카니즘이 발표되어져 왔고 이러한 메카니즘은 겉보기속도    좌표

에서 천이경계를 찾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

표 (3-4)는 논의된 다양한 메카니즘을 요약한 것이다. 그림 (3-11)은 일련의 유동양식 맵을 

나타낸 것으로 관의 기울기 및 유동방향에 따라 천이경계의 모양 및 위치의 변화를 보여준다. 한

편, TRAC-M 코드는 2상 유동양식 맵과 유동양식 천이에 관해서 이들의 논문을 참조하여 개발하

였다.  

그림 3-11 과도 메커니즘의 상대적인 위치에서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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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이경계 양식 메카니즘 식

A Stratified to nonstratified Kelvin-Helmholtz 
in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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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Intermittent to annular ≥   and
C Stratified smooth to wavy Jeffreys, wind-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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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관 유동에 대한 메커니즘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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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Dempster & Abouhadra (1994)

이 논문은 원전 대형냉각재상실사고 시 재충수(refill phase) 기간 동안 강수관(downcomer)에
서 유동양식 및 유동분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가압경수로 원자로용기의 1/10 크기로 실

험을 수행하였다. 이 실험은 작동유체로 air-water를 사용하는 열수력 조건의 한계를 가지고 있지

만 유동양식의 수학적 모델을 평가 및 개발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저온관의 여러 가지 조

합을 통한 냉각수 non-uniform 주입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강수관에서의 유동양식은 5가지로 분류된다. 유동양식은 가스 질량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논

의 되었다. 
(a) Total liquid penetration : 강수관에 액체유동만 존재하고 가스유동은 없는 조건하에서는 

용기의 기하학적 구조와 중력의 영향에 지배된다. 강수관 및 하부플레넘의 주변에 액체가 

둘러싸고 있다. 
(b) Start of bypass : 이 조건에서는 강수관에서 bypass유량이 생기기 시작한다. 액막이 두꺼

워지면서 평균 액막속도가 대향류 가스유동의 계면전단력 때문에 감소하게된다.  
(c) 15% bypass : 15%의 액체가 우회하는 조건으로 강수관에 4가지 영역이 존재한다. 가장 

큰 영역은 churn flow가 나타나는 곳으로 하강하는 액체에서 동향류로의 천이가 존재한

다. 액체주입구 위쪽의 강수관은 droplet flow와 벽면에 하강하는 liquid rivulet flow가 존

재한다. 
(c) 50% bypass : 50%의 액체가 우회하는 조건으로 15% bypass가 존재하는 영역과 비슷하나 

파단지점과 가까운 위쪽 영역은 빠른 속도를 가지는 wispy annular flow가 존재하며 아

래쪽 영역은 상향 동향류가 존재한다. 
(e) 60% bypass : 60%의 액체가 우회하는 조건으로 파단지점과 가까운 강수관 아랫부분은 

동향류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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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강수관 유동양식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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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Costigan & Whalley (1997)

이들은 수직관 air-water 유동에 대한 기포율의 동적인 변화를 측정하여 6가지 유동양식을 

확인하였다. 6가지 유동양식은 discrete bubble flow, spherical cap bubble flow, stable slug flow, 
unstable slug flow, churn flow 그리고 annular flow로 분류된다. 이들은 특히 기존연구에서 

slug-to-churn 천이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이를 규명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림 (3-13)
은 Costigan, Whalley 의 수직관 유동양식 맵을 나타낸 것이다. 

(1) Discrete bubble flow : 평균 기포율이 0.081 이다. 
(2) Spherical cap bubble flow : 평균 기포율이 0.21 이다. 
(3) Stable slug flow : 평균 기포율이 0.458 이다.  
(4) Unstable slug flow : 평균 기포율이 0.792  이다. 
(5) Churn flow : 평균 기포율이 0.824 이다.
(6) Annular flow : 평균 기포율이 0.951 이다.
  

그림 3-13 Cost igan의 수직관 유동양식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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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Corre, Aldorwish, Kim, Ishii (1999) 

이 논문은 퍼지방법론을 이용하여 2상 유동양식을 확인하였다. 퍼지방법론을 사용한 목적은 

기존에 유동양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된 직접관찰 및 유동양식 맵과는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유동양식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불투명한 관에서의 2상혼합류 또는 겉보기속도가 측정 

불가능할 때 필요하다. 국부 기포율(local void fraction)과 계면면적(interfacial area)은 수직관 유동

양식을 모사하기 위하여 기학학적 변수로써 퍼지알고리즘의 입력으로 사용되었다. 이 두 변수를 

고려하여 퍼지알고리즘을 세우는 기본 개념은 다음과 같다. 작은 기포와 큰 기포를 포함하는 2상 

유동에서 작은 기포는 계면면적의 대부분을 포함하며 큰 기포는 기포율의 대부분을 포함한다. 이

러한 개념에 의하여 기포를 두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 1그룹: 작은 기포와 왜곡된(distorted) 기포를 포함하는 기포들

- 2그룹: 캡(cap) 기포와 슬러그 기포를 포함하는 기포들  

     
슬러그류는 1그룹과 2그룹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2그룹 기포의 기포율은 1그룹 기포의 기포율

보다  크고 1그룹 기포의 계면면적은 2그룹 기포의 계면면적보다 크다. 결과적으로 총 계면면적

이 작아지면 기포류에서 슬러그류로 천이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퍼지알고리즘을 짜

맞추었다. 표 (3-5)는 퍼지알고리즘을 나타내고 표 (3-6)는 기포율, 계면면적, 퍼지시스템의 출력값 

및 유동분포를 보여준다. 

 : If (  is Small) AND ( is Small) then (Flow is Single Phase) Weight=1

 : If (  is Small) AND ( is Medium) then (Flow is Bubbly) Weight=1

 : If (  is Small) AND ( is Big) then (Flow is Bubbly) Weight=1

 : If (  is Medium) AND ( is Small) then (Flow is Slug) Weight=0.5

 : If (  is Medium) AND ( is Big) then (Flow is Bubbly) Weight=0.5

 : If (  is Big) AND ( is Small) then (Flow is Slug) Weight=1

 : If (  is Big) AND ( is Medium) then (Flow is Churn) Weight=0.5

 : If (  is Big) AND ( is Big) then (Flow is Churn) Weight=1

표 3-5 Fuzzy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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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 Visual 
observation   input  Input Flow 

output Results Single 
Phase

Bubbly 
Flow

Slug 
Flow

Churn 
Flow

1 B/S 0.37 357 0.343 Bubbly 0 0.857 0.215 0

2 C 0.62 478 0.731 Churn 0 0 0.230 0.655

3 B/S 0.46 440 0.376 Bubbly 0 0.747 0.380 0

4 C 0.65 474 0.735 Churn 0 0 0.217 0.675

5 B 0.24 269 0.333 Bubbly 0 0.890 0.165 0

6 B 0.17 216 0.299 Bubbly 0 0.997 0 0

7 C 0.77 431 0.714 Churn 0 0 0.287 0.570

표 3-6 Defuzzied outputs and flow contribution

 

그림 3-14 유동양식 맵

퍼지방법론을 이용한 유동양식 맵은 그림 (3-14)와 같다. Run 6, 5, 1은 bubbly flow 영역에 

존재하며 Run 6에서 Run 1로 가는 과정은 bubbly flow에서 bubbly-slug 천이영역으로 진행되는 과

정과 같다. Run 6에서 Run 4로 가는 과정은 bubbly분포가 줄어들며 churn분포는 증가한다. Run 6
에서 Run 3으로 가는 과정은 slug분포가 증가하며 Run 3에서 Run 4로 가는 과정은 slug분포가 감

소한다. 그러므로 Run 6에서 Run 3을 걸쳐 Run 4로 가는 과정은 bubbly flow에서 slug flow로 천

이되고 slug flow에서 churn flow로 천이되는 과정이다. 
유동양식 천이가 일어날 때 유동특성은 실제적으로 연속적이어서 2상유동 열수력 해석 컴

퓨터 코드에 사용되는 상관식에 고려되지 못한다. 각 유동의 분포는 이러한 상관식에 가중치

(weighting function)로써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절차는 유동양식 상관식간의 불연속면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므로 퍼지방법론을 이용한 각 유동분포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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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Petritsch & Mewes (1999)

원전 냉각재상실사고 시 원자로용기의 상부 플래넘(upper plenum)에서 증기가 발생되고 이 

증기는 큰 기포가 되어 고온관을 거쳐 증기발생기 전열관을 통과하면서 열을 2차 측으로 전달하

게 된다. 자연 순환 지속과 붕괴열 제거는 고온관의 유동양식에 의존하게 되므로 유동양식 결정

과 유동양식 천이는 매우 중요하다. 냉각재상실사고 모의를 위한 유동양식은 완전 발달된 유동에 

대한 작은 크기의 파이프의 실험적 결과를 사용하여 예측하여 왔다. 하지만, 이 유동양식 맵은 원

전의 특수한 기하학적인 구조에 적용 가능하지 않다. 그러므로 Petritsch와 Mewes (1999)는 원전 

고온관에서의 유동양식을 발견하기 위해 1:1.7의 스케일로 실험 장치를 설치하여 연구를 수행하였

다. 실험 장치의 수평관의 직경은 0.441 m 이고 길이는 4.5 m 이다.

● 고온관에 대한 유동양식 맵

고온관에 대한 유동양식 맵은 증기발생기로 향하는 elbow관의 영향이 강하다. 성층류일 때 

액체 층의 상부부분은 증기발생기 쪽으로 흐르고 하부부분은 원자로용기 쪽으로 흐른다. 가스 질

량유량이 10 m/s 이상일 때 액적이 형성되고 액체 질량유량이 상승하면 성층류에서 간헐류로 천

이하고 액적에서 환상류로 유동양식이 변하게 된다. 
슬러그는 가스 질량유량에 의존적이고 가스 질량유량이 증가하면 증기발생기와 가까운 쪽

에서 슬러그가 형성되며 그 이유는 elbow관에서 액체의 backflow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간헐류에

서 환상류로의 천이는 주로 가스 질량유량에 의존한다. Backflow의 길이는 액체 질량유량에 의존

하며 높은 액체 질량유량에서는 관찰되지 않는다. Elbow관에서는 액체와동이 발생하며 이는 액체

의 축적에 의해 생긴다. 액체 질량유량이 증가하면 와동도 증가하며 가스 질량유량이 증가하면 

와동 회전속도가 증가한다.

그림 3-15 고온관에 대한 유동양식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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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에서 보듯이, 고온관에서의 유동양식은 주로 가스 겉보기속도에 의존적이며 간헐

류에서 환상류로의 천이경계를 보여주고 있다.

3.10. Wojtan, Ursenbacher, Thome (2005)

비등 열전달 유동의 예측에서 유동양식간의 천이곡선의 정의는 매우 중요하다. 이 논문의 

목적은 첫 번째로 성층류 동안에 액체-기체 계면의 단면적 위치에서 동적 기포율 측정 및 관찰로

부터 얻은 정보를 기반으로 유동양식 맵을 제시한 Kattan, Thome, Favrat (1998)의 최신 버전을 개

선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로 국부 열전달 측정 및 유동양식 맵 안의 경계를 통합한 것을 기반으

로 환상류에서 분무류로의 천이를 연구하는 것이다.

3.10.1. 유동양식 맵의 현재 개발 상태

수평관에서 단열 2상 유동양식을 예측하기 위하여 Baker (1954), Taitel, Dukler (1976), 
Hashizume (1983), Steiner (1993) 등이 제시한 많은 유동양식 맵이 이용 가능하다. 증발하는 동안 

유동에 대한 중요한 인자는 상변화 때문에 생기는 핵비등, 액막 증발, 유동가속 등이 있다. 유동

양식 천이경계에 대한 열유속 및 드라이아웃(dryout)의 영향을 포함하는 유동양식 맵을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Kattan, Thome, Favrat (1998)은 Steiner (1993)가 제시한 유동양식 맵을 수정하였다. Steiner의 

논문은 Taitel, Dukler (1976)의 유동양식 맵을 수정하였고 비단열 환상류에서 튜브 상부에서의 

dryout 시작을 예측하는 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이 맵은 좌표 값으로 질량속도(mass velocity) Vs 
증기건도(vapor quality) (G vs. x)를 이용하여 질량속도를 고정시키고 증기건도를 증가시키면서 유

동양식 천이의 발달을 관찰하여 나타내었다.

Thome, El Hajal (2002)은 유동 맵이 열전달 모델에 적합하도록 새롭게 구성하였다. Kattan의 

flow boiling 열전달 모델은 수평관 단면적 기포율에 대한 Rouhani-Axelsson drift flux 모델의 

Steiner 버전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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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Kattan 유동양식 맵

  

그림 3-17 Thome-El Hajal 유동양식 맵

3.10.2. 새로운 유동양식 맵

새로운 유동양식 맵은 annular-dryout 과 dryout-mist flow 천이를 정의하기 위해 제시되었다. 
이 맵은 기존 Kattan-Thome-Favrat (1998)이 제시한 유동양식 맵 안에 Thome-El Hajal (2002)이 제

시한 맵을 통합시켰다. 그림 (3-18)에서 보면, 기존 stratified-wavy 영역은 부분적으로 다음과 같이 

slug, slug/stratified-wavy, stratified/stratified-wavy 영역으로 나뉘었다. 주목할 점은 열유속이 증가할

수록 dryout 과 mist flow 영역이 커진다는 것이다. 수정된 유동양식 맵은 좀 더 정확한 예측을 제

공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dryout의 시작점을 증진시킬 것이다. 새로운 유동양식 맵은 반복적인 

계산을 요구하지 않으며 비등 열전달 모델에서 유동양식을 결정하는데 쉽게 사용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림 (3-18)에서 I는 intermittent flow, A는 annular flow, SW는 slug wave flow, 
D는 dryout flow, M은 mist flow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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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새로운 유동양식 맵

3.11. Corre, et al., (2006)

이 논문은 최근에 미국 Purdue 대학에서 기포율과 계면면적을 기본으로 fuzzy 방법으로 유

동 영역을 결정하는 방법을 기술한 논문이다. 하지만 열수력 계통분석코드의 계면 면적은 독립변

수가 아니고 기포율과 질량유량 등으로 유동영역을 정하고 유동영역에 따라 실험적 상관식으로 

계산되는 종속변수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활용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본 논문에는 몇 가지 흥미로

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소개한다. 이들이 기포율과 계면면적을 유동형태를 정하는데 사용한 이

유는 작은 기포가 계면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큰 기포(slug)가 기포율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에 

착안하였다. 즉, 그림 (3-19)과 같이 계통에 작은 기포만 있는 경우는 같은 기포율의 큰 기포를 포

함하는 경우보다 훨씬 큰 계면면적을 가지게 되고, 반대로 큰 기포만 갖는 계통은 같은 계면면적

을 갖는 작은 기포만 갖는 계통에 비해 훨씬 큰 기포율을 갖게 된다. 따라서 기포율이 커짐에 따

라 bubbly에서 slug, slug에서 annular 유동으로 발전되지만 계면면적은 bubbly에서 slug로 가게 되

어도 반드시 커지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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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같은 기포율을 갖는 작은 기포와 큰 기포의 계면면적 비교

이 논문에서는 유동 형태를 그림 (3-20)과 같이 4개로 나누고 영역마다 상당부분 중복되도

록 배치하였다. i) 단상유동 부분은 bubbly 영역과 상당부분 중첩되고 기포가 생기면 기여도가 감

소한다. ii) bubbly 유동은 기포가 생기기 시작하면 기여도가 증가하기 시작한다. iii) slug 유동의 

기여도는 Taylor  기포사이에 작은 기포가 존재하기 때문에 bubbly 유동의 기여도와 상당부분 중

첩된다. 이와 같이 유동 형태의 기여도가 서로 중첩되게 유동 맵을 설정하면 유동영역 사이의 연

속성이 증가되어 계통코드 계산의 robustness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3-20 유동 맵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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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igh Mixing 셀의 유동형태 적용코드 조사

일부 코드는 펌프와 compressor의 유동을 적절히 표현하기 위해 high mixing 셀에서의 유동

형태를 고려하고 있다. RELAP5는 별도의 유동 맵을 채용하고 있으며, TRAC-M은 기존 유동맵에 

고유속의 유동형태를 고려하고 있다. 반면에 CATHARE와 MARS 3D vessel module은 별도로 고 

유속을 갖는 셀의 유동형태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4.1. RELAP5-3D

RELAP5는 high mixing volume에 대하여 bubbly와 dispersed liquid flow영역 및 그 사이의 천

이영역을 갖는 별도의 유동맵을 사용한다. 이 유동맵은 그림 4-1에서 볼 수 있듯이 기포율에 의해

서만 유동영역을 나누며, 기포율 0.0~0.5까지는 bubbly영역으로 0.95 이상은 dispersed flow 영역으

로 구분한다. Bubbly영역의 경계로 기포율 0.5를 택한 것은 Taitel, Bornea, Dukler (1980)을 기준으

로 정하였고, dispersed flow의 경계는 기포율이 약 0.96 이상인 경우에만 dispersed liquid flow가 존

재한다는 실험에 근거한 Wallis (1969) 자료에 기초한다. 또한 slug 유동영역을 포함하지 않고 

bubbly와 dispersed flow 영역 사이를 천이영역으로 구성한 것은 펌프와 compressor처럼 강한 혼합

유동에서 큰 bubble이 형성될 수 없다는 이론에 근거한다. 

그림 4-1 RELAP5-3D의 강한 혼합유동맵

4.2. TRAC-M

TRAC-M은 high mixing volume에 대하여 별도의 유동맵을 사용하지 않지만 그림 4-2와 같이 

기존 유동맵에 강한 혼합유동을 고려하고 있다. 즉, 기포율이 0.5이하에 대한 high mixing 유동의 

영향을 고려하여 혼합 유속이 2700 kg/m2-s보다 큰 high mixing 유동의 경우에는 slug 유동이 존재

하지 않고 기포율이 0.5 이하에서는 bubbly flow만 존재하고, 혼합 유속이 2000 kg/m2-s 이하에서

는 slug 유동이 존재한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상관식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혼합유동이 

2000 kg/m2-s 보다 크고 2700 kg/m2-s 작은 경우는 천이영역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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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TRAC 코드의 기본 유동영역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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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관수 모델 적용코드 조사

5.1. TRACE

벽면온도가 Leidenfrost 온도 (최소안정막비등온도: minimum stable film boiling temperature) 
이상이 되면 액상이 벽면에 직접 접촉할 수 없게 된다. 이때에는 그림 5-1에서 보듯이 기상이 벽

면에 접촉하게 되는 “inverted” 유동영역이 된다. 

그림 5-1 Post-CHF 조건에서 일어나는

inverted 유동영역의 개략도

정상 pre-CHF와 inverted post-CHF 유동영역의 경계는 bottom과 top quench front의 축방향 위

치를 사용하여 결정한다. 예를 들면, 운동량 셀(Momentum cell)이 완전히 quench되면 정상 

pre-CHF 유동영역을 사용하고 반면, 운동량 셀이 top과 bottom quench front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

면 inverted post-CHF 유동영역을 사용한다.

TRACE는 post-CHF 조건에서 3개의 inverted 유동영역이 있으며 그림 5-2에서처럼 inverted 
annular, inverted slug, dispersed flow으로 구분한다. Post-CHF의 유동맵은 entrainment 비율을 조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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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겉보기속도를 가지는 기포율의 함수이다. Post-CHF의 유동맵은 기포율과 entrainment 비율을 결

정하는 기체의 가상속도의 함수이다.

그림 5-2 Post-CHF 유동맵

Inverted Annular

Inverted annular 유동영역은 과냉액체가 quench front를 지날 때 발생된다. Quench front의 

downstream에서 기상의 막은 중심에 있는 액상을 뜨거운 벽면으로부터 분리시킨다. Quench front
의 downstream 입구에서는 기상의 속도가 낮아 유동은 층류(Laminar) 유동이 되고 기상과 액상의 

경계는 매끈하게 된다. Quench front의 downstream으로 더 나아가면, 과냉의 액상 중심(liquid core)
은 줄어들고 기상 분율은 증가하여 초기에는 상간의 경계가 파형(wavy)이 되고 액상이 포화상태

가 되는 지점 근처에서 액상 중심이 깨질 때까지 큰 폭으로 진동한다.

    (5-1)

이 영역에서는 벽면에 기상만 접촉하므로 액상에 대한 벽면 마찰은 “0”이다.

Inverted annular 영역에서 벽면의 열이 전달되는 경로는 그림 5-3과 같다. 벽면으로부터의 

열은 기상의 막에 전달되고 기상 막의 열은 포화상태인 계면에 전달되며, 다시 과냉의 액상 중심

에 전달된다.

기체 액막 두께(Gas film thickness)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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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pipe (5-2)



 







 

 






 for rod bundle (5-3)

여기서, 는 피치-직경 비율(Pitch-to-diameter ratio) 이다.

그림 5-3 Inverted annular film boiling 
유동영역에서 열전달 경로

Inverted Slug

중심의 액상이 포화온도에 가까워지면 기포 발생률이 높아지고, 그림 5-1에서 볼 수 있듯이 

inverted annular 중심이 깨지면서 액상은 긴 연결 끈과 액적의 형태로 나눠진다. 이와 같은 

inverted annular가 깨지기 시작하는 것은 기포율이 60%부터 발생하기 시작해서 90%가 되면 완전

히 나뉜다고 가정한다. 긴 연결 끈은 inverted slug 영역에서 길게 늘어난 타원으로 처리한다. 반면

에 액적은 비교적 작고 거의 구형이지만 코드에서는 구형으로 가정한다.

그림 5-2에서 내삽영역은 inverted annular와 inverted slug영역 사이를 나타낸다. 내삽영역을 

두는 이유는 두 영역 사이(Inverted annular film boiling과 dispersed flow film boiling)의 벽면열전달 

값이 완만하게 변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즉, 내삽영역은 벽면열전달계수를 계산할 때 사용되고 

동일한 내삽 원칙이 상간 마찰에서도 일관성 유지를 위해 동일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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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4)

여기서, 는 inverted annular 유동의 spline weighting factor이며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5-5)

여기서,      이다.

그림 5-4 Post-CHF 벽면열전달 영역 선택 논리도

Dispersed Flow



- 82 -

긴 타원 형태의 액상 slug는 기상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산산이 부서져 큰 액체 파편과 작은 

액적으로 구성된다. 작은 액적의 발생은 Kelvin-Helmholtz 불안정성에 의해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Inverted slug와 dispersed flow영역의 전환은 entrainment fraction이 결정한다. 동반된다고 결정

된 액상의 비율은 액적으로 취급하고 나머지 액상은 inverted slug로 취급한다. 이 천이 영향을 고

려하기 위해서 식 (5-6)과 같이 선형 내삽으로 처리한다. 

  ·   ·  (5-6)

여기서, 는 entrainment fraction을 나타내며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droplet mass flux over total liquid(continuous liquid+droplet) mass flux

Transition between the normal pre-CHF and the inverted post-CHF flow regimes

Pre-CHF 유동영역과 post-CHF 유동영역 사이의 경계는 bottom과 top quench front의 축방향 

위치를 사용한다. 운동량 셀이 완전히 quench된 경우, normal pre-CHF 영역으로 간주한다. 반면에, 
운동량 셀의 열전달표면이 막비등영역일 경우(top과 bottom quench front사이에 있을 때), inverted 
post-CHF 영역으로 간주한다.

운동량 셀이 부분적으로 quench된 경우, pre-와 post-CHF의 계면마찰계수는 식 (5-7)과 같이 

지수 내삽을 사용한다. 

  
 · 

  (5-7)

여기서 는 운동량 셀의 quench된 분율이다. 지수 내삽을 사용하는 이유는 pre-와 post-CHF

의 계면마찰계수 크기의 차가 크기 때문에 quench front가 셀 경계를 가로지를 때 발생하는 불연

속을 줄이기 때문이다. 

벽면 마찰의 경우는 선형 내삽을 이용하여 구한다.

 · (5-8)

   ·   · (5-9)



- 83 -

5.2. MARS

증기의 온도가 1K이상 과열되면서 열역학적 셀이 주위를 둘러싼 벽면에서 수증기로 열전달

하는 상태가 되거나 그 벽면에서 재관수 모델이 켜졌을 때, post-CHF 유동영역이 된다. Post-CHF 
유동영역이면서 post-dryout 유동영역이 될 때까지의 영역을 천이영역으로 한다(그림 5-5). 

그림 5-5 MARS 에서의 수직관 유동맵

먼저 천이 영역과 pre-CHF 유동영역의 경계를 결정하는 
라는 값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

다. 


        노심영역이면서 재관수 옵션이 켜져있는 경우 (5-10)


           그 밖에 경우 (5-11)

여기서  는 총 압력에 대한 포화 온도이고, 식 5-10은 노심영역이면서 재관수 옵션을 선

택한 경우, 이 외의 경우에는 식 5-11이 사용된다. 즉, 다시 말하면 
  라는 값은 노심영역이면

서 재관수 옵션을 선택한 경우 기체의 온도가 포화 온도보다 31 K이상 높으면 양수, 그 밖에  경

우에는 기체의 온도가 포화 온도보다 1 K 이상이어야 양수가 된다.  
 인 경우에, 재관수 

옵션이 켜져 있거나    ( : 벽에서 기체로의 열전달)이면 post-CHF 유동영역이 된다.  

Post-CHF가 아닌 경우에는 항상 pre-CHF 유동영역이 된다. Post-CHF 유동영역인 경우에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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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값을 의 범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 
         (5-12)

여기에서     이다. 재관수 옵션이 켜져 있으면서 노심영역인 경우에 식 5-13와 

같이, 그 외의 post-CHF 유동영역인 경우에는 식 5-14와 같이 라는 값을 정의한다.

 ≤    





≤  , 노심영역이면서 재관수 옵션 ON인 경우 (5-13)

 ≤   
×

≤ ,  그 밖에 경우 (5-14)

여기에서 질량유속이  ≥   인 경우에는 값을 약간 변형 시켜준다.  질량 유

속이  ≥ 인 경우에, 노심영역이거나, 환형관에서 서울대 기포영역 모델을 사용할 경

우(change card의 77번 값이 True)에는   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식 5-18와 같이 을 

결정한다. 그리고 식 15-20과 식 5-21의 조건과 식을 통해 를 구한 후

 ≤   ×   ≤  (5-15)

로 값을 결정한 후에    이면 pre-CHF 유동영역,     이면 천이영역, 

  이면 post-dryout 유동영역이 각각 된다.

이 post-dryout 유동영역은 pre-CHF에서 정의된 유동영역을 그대로 사용한다.  그림 5-6과같

이 는 inverted annular 와 천이영역(inverted annular 와 inverted slug 사이의 천이영역)의 경계, 

는 천이영역과 inverted slug의 경계, 는 inverted slug와 mist 영역 사이의 경계,   은 

mist 와 mist post-dryout 영역의 경계를 각각 결정하는 값이다. 

Post-dryout 유동영역에서 inverted annular 영역과 inverted slug 영역의 경계에 해당하는 

는 pre-CHF 유동영역에서는 bubbly 영역과 slug 영역의 경계에 해당한다. Bubbly 영역은 작은 기

포의 상승 속도가 Taylor 기포의 상승 속도보다 작을 때만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포들

의 상승속도는 관의 직경과 관계가 있고 결국 무차원 관의 직경  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bubbly 영역이 생길 수 있고, 

 ≥  (5-16)

무차원  의 값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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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5-17)

식 5-17은 열역학적 임계 압력 하에서 유체 특성 점근법을 사용하면 극한에서   가 된

다. 질량유속이  ≤ 인 경우, 무차원 직경인  가 식 5-16을 만족하면 기포율 

  에서 기포-slug간의 천이가 일어나고, 무차원  가 줄어들 때 기포-slug간의 천이는 다음

과 같다. 이는 무차원 직경인  가 22.22보다 작을 경우(bubbly 영역이 생기지 않는 경우)에 이 

부드럽게(연속적으로) 변하게 하기 위함이다.(그림 5-6)

  min



 





 (5-18)

0 5 10 15 20 25 30 35 40
0.00

0.05

0.10

0.15

0.20

0.25

0.30

0.35

Slug

0.25*q(D*-22.22)

aL

D*

0.25*q(D*-19.11)

a=0.25*min[1,(D*/22.22)8]

0.075

Bubbly 

그림 5-6 실선은 식 5-18의 함수에 따른 기포-Slug 사이의 천이 경계 이고

 점선과 대쉬선은 식 5-16 에서 D*의 값이 각각 19.11과 22.22일 경우임. 

식 5-18의 경우는 질량유속이 작을 때이고 일반적으로 질량유속에 따라서 가 달라지고 

각각의 질량유속의 범위에 대해서 Taitel, Bornea and Dukler (1980)는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     ≤   인 경우 (5-19)

       ,        인 경우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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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 경우 (5-21)

그러므로 기포율이 각각     일 때는 inverted annular 영역,  ≥   일 때는 inverted 

slug 영역이 된다.2.4.2.2

Post-dryout 유동영역에서 inverted slug와 mist 영역의 구분은 기포율 에 의해서 결정되고 

이는 pre-CHF 유동영역에서의 slug와 annular mist 영역의 경계인 와 같다. Upflow에 대한 

annular flow 전이에 대한 식은 Taitel (1980) 과, Mishima (1984) 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5-22)

 








   






≥   (5-23)

식 5-22은 작은 관에서,  식 5-23은 큰 관에서 각각 사용하고,  McQuillan (1983) 과  

McQuillan (1985)은  두 식의 값들을 다음과 같이 사용하였다.

  
   (5-24)

    (5-25)

각각의 경우에 대해 annular flow 영역의 경계에 대한 예측은 잘 들어맞는데, Putney (1989)
는 양쪽의 조건중 하나만 만족해도 annular flow가 발생하는 것이 더 나은 조건이라는 것을 발견

하였고 결국 slug에서 annular로 가는 기포율 에 대한 최종식은 다음과 사용한다.

  min 
 

  (5-26)


 과

  는 각각 flow reversal과 droplet entrainment의 분율에 해당하고 표현식은 다음과 

같다.


  

 



   





 , upflow   (5-27)

                    , downflow 와 countercurrnet flow (5-28)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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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9)

이다. 최종적으로   면 inverted slug 영역이고  ≥ 면 mist 영역이 된다.

Mist 와 mist post-CHF 영역의 경계에 해당하는 은 다음과 같다.

    (5-301)

그리고 inverted slug flow 와 inverted annular 사이의 천이영역은   와   사이 이고 다

음식과 같다.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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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MARS 코드의 재관수 모델 흐름도

  



- 89 -

5.3. COBRA-TF (MARS 3D Vessel 모듈)

MARS 3D vessel module 컴포넌트로 사용되는 COBRA-TF 코드에서는 제어체적의 벽면 온

도가 705 ℉보다 높거나 인접한 유체의 포화온도보다 75 ℉ 높으면 “뜨거운 벽면(hot wall)” 유동

양식을 사용한다. COBRA-TF의 Hot wall 유동양식은 과냉의 역환상류(subcooled inverted annular 
flow), 포화 액체덩어리 유동(saturated liquid chunk flow), 분산 액적-증기 유동(dispersed drop-vapor 
flow), 하강 액막 유동(falling film), top deluge로 구성되어 있다. COBRA-TF 코드에서의 hot wall 
유동 양상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앞 절인 2.1.4.2에서 설명하였으므로 본 절에서는 실제 소스 

코드 내에서의 유동맵 구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한다.

벽면 온도와 인접한 유체 포화온도를 기준으로 hot wall regime 영역으로 분기하면 액적분산

유동(dispersed droplet flow)에 대한 계산을 수행한다. 여기에는 유로 막힘(flow blockage)에 의한 

droplet breakup 모델도 포함된다. 기본적으로 COBRA-TF는 노심 하부부터 상부 순서로 셀을 검사

하기 때문에 항상 현재 셀과 상위 셀의 유동양상을 판단하여 top quench front를 찾는다. 따라서 

현재 셀보다 상위 셀이 top quench front 또는 hot wall 영역이면 일반적인 hot wall에서의 액적 생

성량을 계산한다. 액적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체상의 상향 속도가 0보다 커야 하며 0보다 

작을 경우(하향류)에는 액적 생성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기체상 상향속도가 0보다 크면 임계속

도를 계산하여 액적 생성률을 계산하는데 계산된 액적 생성률에 다시 연속액체 분율에 비례하는 

가중치가 곱해진다. 가중치는 연속액체상의 분율이 0.2보다 클 경우 최대 1.0의 값을 가지며 이보

다 작은 연속액체 분율에서는 1.0보다 작은 값을 갖는다.
액적 계면면적 이외의 연속액체의 계면면적을 계산하기 위해 연속액체 분율에 따라 과냉 

영역(inverted annular flow)의 계면면적과 포화 영역(liquid chunk flow)에서의 계면면적을 모두 계산

한 후, 아래와 같이 연속액체의 포화도에 비례하는 가중치를 곱하여 구한다. 

       ,  

   (5-32)

여기서, 는 계면면적,  는 과냉영역의 계면면적,  는 포화영역의 계면면적, 는 포

화액체 엔탈피(Btu/lb), 는 연속액체상의 엔탈피(Btu/lb)

만일 현재 셀보다 상위 셀이 hot wall 영역이 아니거나 top quench front를 포함하지 않으면 

현재 셀이 top quench front를 포함하는 셀이 된다. Top quench front에서의 유동 양상은 기포율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되는데 기포율이 0.8보다 클 경우에는 하강액막류(falling film flow)로 구분하며 

0.6 이하일 경우에는 침수 유동(deluge) 영역으로 구분한다. 기포율 0.6 ~ 0.8 사이에서는 하강액막 

유동과 침수 유동 사이의 내삽영역으로 구분한다. 기포율 0.6 이하인 침수영역에서는 액적 생성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하강 액막류 영역에서는 모든 연속액체상이 하강 액막 형태로 존재하므로 액막류의 유량과 

기포 생성량의 차이만큼 액적이 생성된다. 기체상과 액체상 간의 계면 면적은 액막분율을 이용하

여 환상류 형태의 표면적으로 계산하며 연속액상 분율에 따라 0.001 ~ 0.005까지 가중하여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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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면면적을 구한다. 액막과 기체상 간의 계면마찰계수는 Wallis 상관식을 사용한다.
기포율이 0.8보다 작으면 침수영역에서의 계면 면적을 다시 계산하는데 연속액체는 유로직

경과 동일한 직경을 갖는 구 형태라고 가정하여 계면면적을 계산한다. 새롭게 계산된 계면면적을 

이용하여 계면마찰력을 구한 후 기포율이 0.6보다 작으면 침수영역에서 계산된 계면면적과 계면

마찰력를 사용한다. 기포율 0.6 ~ 0.8 사이에서는 하강액막류 영역에서 계산된 계면마찰력과 침수 

영역에서 계산된 계면마찰력을 기포율로 가중 평균한다.
Bottom quench 및 top quench 계산의 분기가 합류한 이후에는 grid spacer 효과를 고려한다.

이상 위에서 설명한 COBRA-TF 코드의 재관수 유동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Hot wall regime 판단 기준은 벽면 온도이다.
2. Top quench 영역은 최상위 hot wall 영역이며 기포율에 따라 하강액막류, 침수 및 내삽 

영역의 3가지로 구분된다.
3. Bottom quench는 별도로 구분하지 않으며 top quench를 제외한 모든 hot wall은 유체 포화

도에 따라 포화 영역인 liquid chunk과 과냉 영역인 inverted annular 영역 2가지로 구분하여 연속액

체상에 대한 고려를 한다.

표 5-1에 COBRA-TF의 재관수 유동맵을 영역 별로 구분하여 요약하였으며 선택논리의 개략

도는 그림 2-17와 같다.

구분

Bottom quench 및 hot wall regime Top quench

top quench 하부의 모든 hot wall

(Twall > 705℉ or Twall > Tsat+75℉)

최상위 hot wall

(Twall > 705℉ or Twall > Tsat+75℉)

유동양상의 

구분 기준
유체 포화도 및 연속액체상의 분율 기포율

종류
포화 연속액체 과냉 연속액체  ≤     ≤    

liquid chunk inverted annular deluge 내삽 영역 하강액막

기타

계면면적 영역별 가중치 :  

  

액적생성은 기체속도가 상향일 경우만 가능

cf. 연속액체상이 존재하지 않으면 

dispersed droplet 영역

액적생성

불가능
액적생성량 내삽

액적생성 

가능

표 5-1 COBRA-TF 코드의 재관수 유동맵 구분 기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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