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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urbulent flow and heat transfer to water at supercritical pressure flowing in vertical pipes is investigated 
using direct numerical simulation (DNS). A conservative space-time discretization scheme for variable-
density flows at low Mach numbers is adopted in the present study to treat steep variations of fluid properties 
at supercritical pressure just above the thermodynamic critical point. The fluid properties at these conditions 
are obtained using PROPATH and used in the form of tables in the simulations. The buoyancy influence 
induced by strong variation of density across the pseudo-critical temperature prov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turbulent flow and heat transfer at supercritical state. Depending on the degree of buoyancy influence, 
turbulent heat transfer may be enhanced or significantly deteriorated, resulting in local hot spots along the 
heated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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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원자력 발전기관의 성능 및 효율 향상, 안
전성 및 신뢰성 도모를 통해 타 동력기관과의 경
쟁력 확보를 위한 제 4세대 원자로 개발계획이 한
국 및 일본을 비롯하여 몇몇 선진국에서 추진중에 
있다. 이의 일환으로 초임계 원자로 개발에 관한 
연구가 이들 국가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초임계 원자로는 열역학적 임계점 이상의 고온 및 
고압 유체를 원자로내 연료봉 냉각을 위한 냉매 
및 터어빈의 작동유체로 사용하기 때문에 시스템

의 효율증대 및 소형화가 가능하고, 또한 작동유

체의 가시적인 상변화 과정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

에 시스템 설계가 간결해 지는 장점이 있다. 그러

나 초임계 유체는 가상임계점을 전후로 액체특성

을 갖던 유체가 기체특성을 나타내는 유체로 특성

천이가 발생할 때 유체의 물성치가 매우 좁은 온
도범위에서 급격하게 변화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제반 열설계문제는 관련된 현
상의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매우 복잡한 문제(1) 중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초
임계 유체는 등압·가열과정을 거쳐 유체의 온도가 

가상임계점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면 유체의 밀도, 
점성계수 및 열전도계수등은 매우 가파르게 감소

하며, 정압비열은 가상임계점에서 최대값을 나타

내면서 국부적으로 매우 급격하게 증가했다 감소

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러한 초임계 유체의 특
성천이는 아임계 유체의 비등(Boiling)현상과는 달
리 연속적으로 발생하며,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가상임계온도의 상승과 함께 각종 물성치의 온도

에 대한 변화율도 점차적으로 완화되는 경향을 나
타낸다. 결과적으로 초임계 유체의 열전달 실험결

과에서 흔히 발견되는 특이현상들은 이러한 유체

의 열물리학적 물성치의 온도 및 압력에 대한 강
한 의존도를 감안하면 그리 놀랄만한 사실은 아니

다. 따라서 일반유체의 경우보다 훨씬 복잡한 현
상들이 유동장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실험이 결코 용이하지 않은 고온·고

압 초임계 유동의 난류통계량 획득 및 보다 상세

한 유동구조 파악을 위한 목적으로 DNS를 수행하

였다. 해석은 일정 열유속조건에서 열적으로 발달

하는 수직원형관내 초임계 상승유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작동유체로 입구압력 26 MPa의 H2O를 
선정하였다. 가열관 유입유동의 평균 레이놀즈수

는 5400으로 선택하였고, 관의 지름은 2mm로 설
정하였으며 벽으로부터 열유속 Q+가 1.2로 일정하

게 유입되도록 하였다. 서로 다른 두 가지 입구유

체의 온도에 관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초임계압 
물의 거동 및 열전달 특성을 살펴보았다. 참고로 
H2O의 열역학적 임계점은  = 22.06 MPa,  = 

641.1 K이며, 압력( ) 26 MPa에서의 가상임계온도

( )는 661.36 K로 알려져 있다. 

cP cT

0P

pcT

2. 수치해석방법 

2.1 지배방정식 
본 연구에서는 소위 Anelastic 가정 또는 낮은 

마하수 가정을 통해 얻어진 Navier-Stokes 방정식

을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방정식은 일반적인 압축

성 Navier-Stokes 방정식에서 음향학적 상호작용 
및 유체의 압축성 효과를 적절한 가정을 통해 무
시하고 얻어진 방정식이다. 일반적으로 유체의 밀
도는 압력과 온도의 함수로 주어지지만 만약 압력

의 변화량이 매우 작아 이에 대한 밀도의 변화량

을 무시할 수 있다면 유체의 밀도는 온도만의 함
수로 구할 수 있다. 매우 속도가 낮은 유동장에서 
유체의 밀도변화가 주로 열전달 또는 화학반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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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성분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에 이와 같은 
방정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주로 화학반응을 수
반하는 난류연소문제 해석에서 자주 이용되고 있
다. 본 연구의 대상인 초임계 유체의 열전달 문제

에 이와 같은 가정을 적용하면 결국 비압축성 유
체의 대류 열전달 문제와 같이 열역학적 등압과정

하에서 발생하는 열전달 문제로 생각할 수 있으며, 
따라서 압력을 열열학적 압력( 0P )과 수력학적 압
력( P )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열역학적 
압력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다. 실제로 본 해석의 
경우에 관내 유체 유동을 드라이브하는 수력학적 
압력은 대략 몇 백 Pa정도의 범위에서 변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가정의 타당성을 간접적으로 확
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압축성 에너지방정

식에 나타나는 압력의 물질미분항이 자동 소거됨

으로써 에너지방정식의 간략화가 가능해 진다. 또
한 속도가 매우 낮은 유동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에
너지방정식상에 나타나는 유체의 마찰에 의한 점
성소산항 및 중력에 의한 일항 또한 상대적으로 
매우 작기 때문에 이를 추가적으로 무시할 수 있
다. 다음은 이와 같은 가정을 통해 간략화된 지배

방정식을 각각의 해당 입구값을 기준으로 무차원

화하여 텐서표기법으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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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초임계 유체의 열역학적 상태방정식과 물

성치 관계식은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함수식으로 
표시되며, 본 연구에서는 초임계압 CO2에 대한 열
물리학적 물성치 데이터를 PROPATH(2)를 통해 구
하였다. 이와 같은 물성치 데이터는 테이블의 형
태로 정리하여 실제 계산에 사용하였다. 
 
열열학적 상태방정식: 
 

 0( , ), ( , )T T P H P T0ρ ρ= =   (7) 

 
점성계수, 열전도계수 및 정압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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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치적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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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량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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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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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지배방정식에 나타난 각 방향 응력성분 및 무
차원 엔탈피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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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2.1절에 정리한 보존형 지배방정

식을 2차 공간정확도를 갖도록 엇갈림 격자계를 
사용하여 이산화한 후 유한체적법을 이용하여 수
치적분하였다. 다만 시간적분을 수행할 때 밀도 
처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이는 비
압축성 유체의 경우와는 달리 연속방정식에 밀도

의 시간에 대한 미분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별히 밀도변화를 고려한 유동장

에 대한 효율적인 수치해석을 위해 개발된 보존적 
공간-시간 이산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2001년 Pierce(3)에 의해 제안된 방법으로 밀도를 
포함한 유체의 열역학적 상태변수를 속도성분이 
정의된 시간에 대해 엇갈린 시간에서 정의함으로

써 밀도변화가 큰 유동장을 일반적인 비압축성 유
동에 대한 수치해석 방법으로 풀고자 할 때 발생

할 수 있는 수치적인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방법이다. 따라서 밀도와 속도가 서로 엇갈린 
시간에 대해 정의되어 있으므로 차분하게 되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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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flow region and 

boundary conditions for the present DNS 
 

과적으로 시간에 대해 완전하게 내재적인 이산 화
방정식이 얻어지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완전내재적 이산화방정식을 Newton-Raphson 반복

계산법을 이용하여 준내재적(Semi-Implicit)으로 구
하였다. 여기서 준내재적이라함은 지배방정식상에 
나타나는 주유동방향의 미분항은 외재적으로 처리

하고, 반경방향 및 원주방향 미분항에 대해서는 
시간에 대해 내재적으로 처리하였음을 의미한다. 
또한 운동량방정식에 포함된 수력학적 압력( )은 
Poisson 방정식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P

 

2.3 경계조건 

2.4 입구난류 생성 
공간상으로 진화하는 난류유동장에 대한 DNS는 

3차원 비정상 난류유동 특성을 갖는 입구경계조건

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완전발

달된 난류유동장에 대한 섭동량을 입구경계면에 
설정해 주는데,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완전 
발달된 난류유동을 생성하기 위한 입구난류 생성 
프로그램을 Fig. 1의 아래부분과 같이 별도로 사용

하였다. 

3. 결과 및 토의 

3.1 코드 검증 
초임계 유체의 난류 유동 해석에 앞서 수치해석

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층류에서 혼합대류 수치

해석 결과를 최근의 2차원 수치해석 결과(4)와 Fig. 
2에 비교하였다. 작동유체로는 H2O가 사용되었으

며, 주유동방향 속도분포가 2차원 수치해석 결과

와 매우 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 벽면 온도 분포 
본 연구에서는 입구유체의 온도 T0가 640.15K인 

Case A, 553.15K인 Case B 두 가지 경우에 관한 수
치해석을 수행하여 초임계압 물의 거동 및 열전달 
특성을 살펴보았다. 부력외에 유체의 가열에 의한 
밀도감소는 주유동방향으로의 유동가속효과를 초
래하는데 이것은 보통 유동가속계수( vK )를 사용

하여 정량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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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계산영역 및 경계

조건을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유체는 완전발

달된 속도분포와 균일한 온도분포를 갖고 가열관 
입구경계면을 통해 유입되며(열적 발달유동), 입구

경계면에서 속도성분에 대한 난류량은 실제적인 
난류조건을 설정하기 위해 완전발달된 유동장을 
모사하여 지정하였다. 이를 위해 별도의 입구난류 
생성프로그램(Inflow Generator)을 사용하였다. 열경

계조건으로는 일정 열유속조건을 사용하였으며, 
벽면에서의 속도경계조건은 통상적인 점착조건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비정상 출구경계면 처리를 위
해 대류경계조건을 사용하였고, 대류속도는 출구

면에서의 평균속도로 지정하였다. 또한 전 계산영

역에 대한 질량보존이 성립하도록 출구속도성분을 
매 시간간격마다 적절히 보정하였는데, 이것은 출
구에서 계산영역 밖으로 유출되는 질량유량이 입
구에서 유입되는 질량유량과 밀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에 의해 계산영역 내부에 저장되는 질량유량

의 변화량 합과 같도록 설정해 준 것이다. 계산격

자는 주유동방향, 반경방향 및 원주방향으로 각각 
1537 x 69 x 129 격자를 사용하였다. 

Fig. 2 Velocity profile for laminar pipe flows of water at 
P0 = 24MPa, T0 = 648.15K, Re0 = 1000, Q+ = 3.23
×10-4. Symbols, fully compressible N-S 
equations; Lines, the present data with low Mach 
number assu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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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Wall temperature distribution along the 

streamwise direction at P0 = 26MPa, Re0 = 5400, 
Q+ = 1.20. Case A, T0 = 640.15K; Case B, T0 = 
553.15K 

 
vK 의 경우 T0가 640.15K인 관에서 1.342 x 10-6

로 계산되었으며, 이 값이 T0가 553.15K인 관에서

는 0.465 x 10-6로 감소하였다. Chambers(5)등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vK  ~ 1.5 x 10-6 이하에서는 유동가

속에 의한 유동장의 난류특성변화가 거의 발생하

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의 두 가지 경우 모두 유동가속효과는 별로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해석조건의 경우 자연대류와 강제대류의 상
대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2

qGr Re 수는 입구조건

을 기준으로 T0가 640.15K인 관에서는 2.631로 계
산되었으며, 이 값이 T0가 553.15K인 관에서는 
0.445로 감소하였다. Fig. 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두 가지 경우 모두벽면온도가 성장하여 최대값을 
나타내고 그 이후 하류에서는 유체로의 열전달 회
복과 함께 벽면온도도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것은 벽근처 유체입자의 급격한 밀도감소가 부
력에 의한 자연대류 효과를 매우 크게 증폭시키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초임계 유체의 국부적

인 열전달 저하현상을 보인 실험결과(6)와 정성적

으로도 잘 일치한다. Case A와 같이 입구유체 온도

가 높을 경우에는 관내 초임계 유체의 벽면온도가 
Case B의 경우에 비하여 급격히 상승하고 벽면온

도의 최대값도 더 큰 값을 나타낸다. 따라서 동일

한 유동조건에서 입구유체 온도가 높을 경우 자연

대류의 영향이 커져 열전달 저하현상이 더 심해짐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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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평균 유동장 및 부력효과 
Fig. 4는 Case A와 B의 주유동방향 평균속도 분

포를 나타낸 것으로, 두 경우 모두 부력에 의한 
영향으로 벽근처 저밀도 유체입자가 급속히 가속

되어 평균속도분포가 하류방향으로 갈수록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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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A 

 

r/R

U
x

0 0.2 0.4 0.6 0.8 10

0.3

0.6

0.9

1.2

1.5

1.8

x/R = 5.0
x/R = 40.0
x/R = 70.0
x/R = 100.0

 
(b) Case B 

 
Fig. 4 Streamwise mean velocity profile at P0 = 26MPa, 

Re0 = 5400, Q+ = 1.20. (a) Case A, T0 = 640.15K; 
(b) Case B, T0 = 553.15K 

 
M 자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려한 평균속도분포의 변화로 인한 평균속도 변형

률(mean strain rate)의 감소는 국부적으로 난류에너

지 생성률의 감소를 초래하여 난류유동을 층류화

시키는 역할을 한다.  
Case A와 B에서 부력 생성항은 Fig. 5에 나타나

듯이 매우 다른 거동을 보인다. 벽에서 떨어진 부
분에서는 대체로 두 가지 모두의 경우에서 부력 
생성항이 양의 값을 가지지만, Case A의 경우 벽근

처의 부력 생성항이 음의 값을 가져 벽근처 난류

운동에너지의 감소를 야기하는 반면 Case B의 경
우 그렇지 않은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상대적으

로 높은 입구온도를 가질 경우 부력이 난류운동에

너지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감소시키는 비중도 
커지게 된다. 이로 인하여 입구온도에 따라 난류

구조가 소멸 및 재생성되는 현상에 차이가 발생하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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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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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ase B 
 

Fig. 5 Turbulent buoyancy production term along the 
radial diretion at P0 = 26MPa, Re0 = 5400, Q+ = 
1.20. (a) Case A, T0 = 640.15K; (b) Case B, T0 = 
553.15K 

4. 결 론 

직접수치모사(DNS)를 이용한 수직원형관내 초

임계 유체의 난류 열전달 특성에 대한 연구가 수
행되었다. 작동유체로  = 26 MPa의 H2O를 사용

하였으며 입구유동의 평균레이놀즈수는 관지름을 
기준으로 5400으로 설정하였고, 벽면에서의 열경

계조건으로 Q+ = 1.20의 일정 열유속조건을 사용하

였다. 초임계 유체의 경우 가상임계온도를 전후로 
매우 급격한 밀도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밀도차

에 의해 유발되는 부력효과는 국부적으로 난류구

조의 파괴와 함께 유동의 층류화를 촉진시켜 난류

열전달 성능의 급격한 저하현상을 초래하는 한편 
관내 유동장의 평균속도분포를 변화시킴으로써 난
류구조의 재생 및 열전달 회복을 가져오게 하는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입구온도

에 따라 부력 생성항의 거동이 달라져 국부적인 
열전달 감소크기가 달라지며, 난류구조가 소멸 및 
재생성되는 현상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됨을 보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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