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2011년 3월, 일본 동북부 대지진과 지진해일로 인해 

외부 전원공급이 차단되면서 원자로의 냉각기능을 상

실한 후쿠시마 원전에서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외부

로 방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 이후 방사성 물

질의 대규모 환경 방출을 막는 최후의 방벽인 격납건

물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으며, 특별한 외부 전원 

없이도 사고 시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피동

안전계통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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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신형 원전의 피동격납건물냉각계통(PCCS: Passive Containment Cooling System)을 구성하는 단일 전열관의 
열제거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비응축성 기체 존재 시 수직 튜브 외벽에서 발생하는 증기의 응축 열전달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외경 40 mm, 길이 1.0 m의 전열관 외벽에서 증기-공기 혼합물의 평균 열전달계수를 측정하였
으며, 압력 2-4 bar, 공기의 질량분율 0.1-0.7의 범위에서 실험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이를 통해 압력과 비응축성 
기체의 농도가 응축 열전달계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실험결과를 기존의 열전달모델인 Uchida와 Dehbi의 
상관식과 비교하였으며, 이들 상관식은 실험결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전달계수를 낮게 예측함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피동격납건물냉각계통, 수직 튜브, 응축 열전달, 비응축성 기체, 증기-공기 혼합물,열전달계수

Abstract - To evaluate the heat removal capability of a condenser tube in the PCCS of an advanced nuclear 
power plant, a steam condensation experiment in the presence of noncondensable gas on a vertical tube 
is performed. The average heat transfer coefficient is measured on a vertical tube of 40 mm in O.D. and 
1.0 m in length. The experiments covers the pressures of 2-4 bar, and the mass fraction of air ranges 
from 0.1 up to 0.7. From the experimental results, the effects of the total pressure and the concentration 
of air on the condensation heat transfer coefficient are investigated. The measured data are compared with 
the predictions by Uchida’s and Tagami’s correlations, and it is revealed that these models underestimate 
the condensation heat transfer coefficient of the steam-air mixture.

Key words : Passive Containment Cooling System (PCCS), vertical tube, condensation heat transfer, noncon-
densable gas, heat transfer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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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차세대 원전에서 채택할 예정인 피동격납건물

냉각계통(PCCS: Passive Containment Cooling System)
은 냉각재상실사고나 주증기관파단사고 등의 사고 발

생 시 응축 열전달을 통해 격납건물로 방출되는 에너

지를 제거하고 원전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피동

안전계통이다. 콘크리트 격납용기를 채택하고 있는 한

국형 원전에서는 Fig. 1과 같이 격납용기 내부에 수직 

튜브다발로 구성된 열교환기를 설치하고 격납건물 외

부에 냉각수 탱크를 설치함으로써, 자연순환을 이용해 

노심의 붕괴열을 외부의 열침원으로 전달한다. 원자로 

사고 시 증기는 격납건물 내부에 존재하고 있던 공기와 

혼합되어 기체혼합물을 형성하며, 수직 전열관 외벽에

서 응축된다. 격납건물 내부에서는 하부에서 증기가 방

출되고 상부의 피동격납건물냉각계통 전열관 외벽에

서 응축․냉각되면서 기체혼합물의 자연순환 유동이 형

성된다.
따라서 PCCS 열교환기의 설계와 성능분석을 수행

하기 위해서는 비응축성 기체 존재 시 수직 튜브 외벽

에서 발생하는 응축 열전달에 대한 실험데이터와 해석

모델이 요구된다. 공기나 수소와 같은 비응축성 기체

가 증기와 혼합될 경우, 이들이 전열관 주변에 높은 분

율로 축적되면서 큰 열저항으로 작용하여 응축 열전

달을 감소시킨다[1]. 기존의 응축 열전달에 대한 실험

연구는 대부분 수직관 내벽에서 발생하는 응축[2-4]이
나 수평관의 내․외벽에서 발생하는 응축 현상에 집

중되어 있다. 반면 한국형 원전의 PCCS 전열관과 같

이 수직 전열관 외벽에서 발생하는 증기-공기 혼합물

의 응축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Uchida[5]와 Tagami[6]의 실험연구는 그동안 냉각

재상실사고 발생 시 격납건물 내의 응축 현상을 예측

하고 안전해석을 수행하는 데에 가장 널리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이 제안한 열전달계수 상관식은 단

순히 비응축성 기체의 질량분율에 대한 함수로 표현

되어 실제 증기-공기 혼합물의 응축에 대한 물리적 현

상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며, 보수적인 예측값을 제

공한다. 
Dehbi[7]는 높이 3.5 m, 외경 38 mm의 수직관이 

설치된 실험장치를 구성하여 1.5, 3.0, 4.5 기압에서 응

축 열전달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공기의 분율과 더

불어 전열관의 길이, 압력, wall subcooling(증기의 포

화온도와 벽면 온도 차)의 영향을 고려하는 열전달 상

관식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Dehbi의 실험에서는 전열

관 내 냉각수의 유량을 매우 작게 유지하면서 높이에 

따른 벽면온도의 차이가 커 등온조건이 형성되지 못

하였고, 응축영역의 길이가 길어 증기의 축방향 분포

가 불균일한 것으로 관측되었다. 이후 Liu[8], Kawa-
kubo[9] 등이 비응축성 기체 존재 시 응축 열전달에 

대한 실험연구를 수행하였으나, 물리적 현상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실제 격납건물의 해석에 적용할 수 

있는 열전달모델이 제시되지는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PCCS를 구성하는 단일 전열관의 열

제거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비응축성 기체 존재 시 수

직 튜브 외벽에서 발생하는 증기의 응축 열전달에 대

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외경 40 mm, 길이 1.0 m의 전

열관 외벽에서 증기-공기 혼합물의 평균 열전달계수를 
측정하였으며, 압력 2-4 bar, 공기의 질량분율 0.1-0.7
의 범위에서 실험데이터를 수집하였다. PCCS의 열수

력 해석과 성능평가에 필요한 열전달 데이터를 생산

함에 있어 균일한 벽면온도 조건을 형성하고, 압력용

기 내부 기체혼합물의 국부적인 분포를 파악함으로써 

보다 정교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실험을 통

해 압력과 비응축성 기체의 분율이 총 열전달율과 응

축 열전달계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Fig. 1. Passive Containment Cooling System and its condenser tub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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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장치 및 계측

2-1. 응축 열전달 실험장치
제주대학교에 구축된 단일 전열관 응축 실험장치는 

Fig. 2와 같이 내부에 수직 전열관이 설치된 시험부를 

비롯하여 증기발생기, 냉각계통, 재순환계통으로 구성

된다. 시험부는 원자력발전소의 격납건물의 조건을 모

의하기 위한 설계압력 10 bar의 원통형 용기로서, 직경

은 609 mm, 높이는 1950 mm이다. 압력용기 내부에

는 외경 40 mm, 두께 3 mm, 유효 열전달 길이 1000 
mm의 수직 전열관이 중심부에 설치되었으며, 스테인

리스강 304로 제작되었다. 증기발생기에서 생산된 증

기는 압력용기의 하단에서 공급되며, 전열관의 내부로

는 냉각계통에서 공급되는 냉각수를 흘려주어 전열관

의 외벽 온도를 증기의 온도보다 낮게 유지함으로써 

응축현상을 모의한다.
증기발생기는 내부의 물을 가열하여 증기를 생산하

며, 하부에는 최대 출력 120 kW의 전열기(30 kW × 
4)가 설치되어 시험부로의 증기 공급과 계통의 가압이 

이루어진다. 증기발생기 상부에는 건조기를 설치하여 

시험부로 공급되는 증기에 포함된 습분을 최소화하였

으며, 전열기의 출력을 조절함으로써 시험부로 공급하

는 증기의 유량을 제어할 수 있다. 압력용기와 증기발

생기 사이의 재순환계통은 전열관 외벽에서 생성된 

응축액을 수집하여 증기발생기로 재순환함으로써 실

험장치의 물 재고량을 보존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응축기와 응축액 탱크, 재순환 펌프로 구성된다. 각 

시험부에 설치된 전열관의 내부로 일정한 온도와 유

량의 냉각수를 공급해주는 냉각계통은 냉각수 탱크와 

냉각수 펌프, 그리고 열교환기로 구성되는 폐회로이

다. Fig. 3은 본 실험장치의 구성도이다.

Fig. 2. Schematic diagram of JNU condensation test 
facility

Fig. 3. 3-D configuration of experimental facility

Fig. 4. Temperature measurement of vertical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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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은 압력용기와 수직 전열관에 설치된 열전대

의 위치를 보여준다. 압력용기 내부에서 기체혼합물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시스 직경 1.6 mm의 K형 열전

대가 높이별로 7군데에 설치되었으며, 각 높이에서 원

주방향으로 90˚의 간격으로 두 개의 열전대를 내부로 

삽입하였다(총 14개). 전열관 외벽의 온도를 계측하기 

위해 시스 직경 1.0 mm의 K형 열전대가 벽면에 설치

되었다. 벽면에 홈을 낸 후 시스 끝단을 직각으로 구

부려 위치시키고, 열전대가 벽면에 고정되도록 은납 

가공하였다.
또한 열전달 영역에서의 냉각수 온도 변화를 측정

하기 위해 전열관을 관통하여 내부 냉각수 채널에 열

전대를 설치하였으며, 축방향으로 6군데에서 온도를 

측정하였다. 전열관 내부로 공급되는 냉각수의 체적유

량은 전자유량계를 사용하여 계측하였다. 압력용기의 

상단에는 압력 트랜스미터를 설치하여 내부 기체혼합

물의 압력을 측정하였다.

2-2. 실험절차 및 실험조건
실험의 수행을 위해 증기발생기와 냉각계통에 물을 

충수한 후, 증기발생기의 전열기를 작동시켜 증기를 

생산한다. 시험부를 약 2-3 bar까지 가압한 후 압력용

기의 배기밸브를 개방하여 탈기를 수행한다. 순수 증

기로 채워진 압력용기 내부에 공기를 주입하고, 실험 

조건의 압력까지 계통을 가압한다. 공기의 주입량은 

이상기체의 상태방정식을 기반으로 공기의 질량분율

을 계산하는 다음 식에 의해 근사적으로 결정한다.

 
 

 
  (1)

여기서 는 압력, 은 분자량을 의미한다. 증기는 

해당 분압에서포화 상태에 있으며, 증기와 공기는 열

역학적 평형을 이루고 있다고 가정한다. 설정 압력에 

도달 후 증기발생기의 출력과 냉각수의 유량 및 입구 

온도를 조절하여 정상상태 조건을 형성한다. 정상상태

에서 약 5분 간 데이터를 수집한다.
Table 1은 본 연구의 실험 매트릭스를 나타낸다. 일

반적으로 콘크리트 격납건물의 설계압력은 약 4 bar
이며, 사고 발생 시 증기 방출에 의해 격납건물의 압

력은 대기압으로부터 설계압력까지 상승할 수 있다. 
따라서 실험에서는 격납건물의 과도 거동을 반영할 

수 있도록 2, 3, 4 bar에서 열전달계수를 측정하였으

며, 공기의 질량분율 0.1-0.7 의 범위에서 총 21 케이

스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냉각수의 유량은 0.03-0.27 
kg/s의 범위에서 설정되었으며, 결과적인 wall sub-
cooling은 23-64 K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2-3. 데이터 분석
전열관 외벽에서의 평균 열전달계수를 구하기 위해

서는 증기-공기 기체혼합물의 온도와 전열관 외벽 온

도, 그리고 열속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정상상태 시 
기체혼합물에서 외벽으로의 열전달율은 단위 시간 당 

전열관 내부 냉각수의 열제거 양과 동일하며, 이에 따

라 국부적인 열평형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2)

압력 (bar) 2 3 4

기타
실험
변수

일련
번호

공기
분율

Tb-Tw

(K)
일련
번호

공기
분율

Tb-Tw

(K)
일련
번호

공기
분율

Tb-Tw

(K)

1 0.086 23.3 8 0.120 28.7 15 0.109 42.2 

2 0.207 33.1 9 0.215 42.7 16 0.207 54.8 

3 0.307 40.1 10 0.320 41.7 17 0.289 44.9 

4 0.413 44.2 11 0.414 72.7 18 0.371 45.0 

5 0.506 44.7 12 0.509 49.7 19 0.488 34.4 

6 0.602 45.8 13 0.608 63.9 20 0.605 55.8 

7 0.702 45.2 14 0.705 50.1 21 0.705 56.7 

Table 1. Test matrix of condensation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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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냉각수의 질량유량, 는 정압비열, 
는 냉각수의 온도변화량을 의미한다. 열속의 계산

에 뉴턴의 냉각법칙을 적용하면, 열전달 영역에 대한 

평균 열전달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3)

여기서 는 기체혼합물의 온도, 는 전열관 외

벽 온도, 와 는 각각 냉각수의 전열관 입구 

온도와 출구 온도를 의미한다. 

2-4. 불확실도 분석
수행된 실험의 오차를 정량화하기 위해, 총 열전달

율과 평균 열전달계수에 대한 불확실도 분석이 수행

되었다. 1.0 m의 전열관에 대한 평균 열전달계수는 식 

(3)과 같이 유체 및 벽면의 온도, 그리고 냉각수의 질

량유량으로부터 계산한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주요 

계측기기들의 측정 오차는 Table 2와 같다.
식 (3)으로부터, 열전달계수의 오차는 다음과 같다.


  





 


 (4)

여기서 는 냉각수의 입․출구 온도차, 는 

기체혼합물의 외벽 간 온도차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열전달계수의 상대 오차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5)

와 의 전체 오차는 정의에 따라 아래와 

같다.


  

  
 (6)


  

 
 (7)

기체혼합물의 온도 와 전열관의 외벽 온도 는 

각각 14개, 4개의 온도 데이터의 평균값이므로, 각 열

전대의 개별적인 오차로부터 평균값의 전체 오차를 

계산한다.
불확실도 분석 결과, 실험에서 구한 열전달계수의 

최대 오차는 35.6%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냉각수 

유량이 너무 큰 경우에는 냉각수의 입․출구 온도차 

의 값이 5 ℃ 이내로 작아지면서 열전달율 계산

의 오차가 크게 발생하였다. 반면 냉각수 유량이 너무 

작은 경우에는 의 값이 커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오차가 유량 측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기
체혼합물의 온도와 전열관 외벽의 온도에는 다수 개

의 열전대가 사용되고 두 온도의 차이가 23 ℃ 이상의 

큰 값을 가지므로, wall subcooling의 측정에 기인한 

오차는 대부분 상대적으로 무시할만한 수준이었다. 

3. 결과 및 토의

3-1. 기체혼합물 및 외벽온도 분포
냉각재상실사고나 주증기관파단사고 등의 사고 발

생 시 격납건물 내부 증기-공기 혼합물의 유동과 분포

는 PCCS 열교환기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친다. 공기

의 밀도가 증기보다 크기 때문에 기체혼합물의 성층화

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격납건물 내부에서 형성되는 자

연대류 유동은 이들이 공간적으로 보다 균일하게 분

포하도록 혼합하는 효과가 있다. 본 연구의 실험장치

에서는 하부에서 증기가 주입되고 내부의 전열관 외

벽에서 응축될 때 압력용기 내부 기체혼합물의 분포

를 파악하기 위해 총 14개의 열전대를 설치하였다.

측정 변수 계측 센서 측정 오차

유체 온도 (냉각수, 기체) K형 열전대 1.1 ℃

벽면 온도 K형 열전대 1.1 ℃

냉각수 유량 전자식 유량계 측정 범위의 0.5%

증기 유량 볼텍스 유량계 측정값의 1.0%

시험부 압력 압력 트랜스미터 측정 범위의 0.075% 

Table 2. Measurements instruments and uncertain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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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는 압력이 4 bar, 공기의 질량분율이 0.289인 

조건에서 높이에 따른 기체혼합물의 온도를 나타낸다. 
실험장치에서는 높이별로 설치된 7개의 열전대가 하

나의 그룹을 구성하며, 두 개 그룹의 열전대가 압력용

기에 설치되었다. 증기는 해당 온도에서 포화상태에 

있다고 가정할 수 있으므로, 증기가 차지하는 분압은 

각 위치에서 측정된 온도의 포화압력과 같다.
실험 결과, 각 열전대 위치에서의 국부적인 온도는 

평균값을 기준으로 ± 0.88 ℃ 이내에 균일하게 분포

하였으며, 높이에 따른 별도의 경향성은 관찰되지 않

았다. 실험에 사용된 열전대의 측정오차가 ± 1.1 ℃인 

점을 감안할 때, 각 열전대 별로 측정값이 소폭 차이

가 나는 것은 실제 기체혼합물의 국부적인 조성의 차

이에 따른 것이 아니라 센서의 측정오차에 기인한 것

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압력용기 내부에서는 축방

향․원주방향으로 기체혼합물의 온도구배와 성층화가 

형성되지 않았으며, 내부 자연대류 유동에 의해 공간

적으로 거의 균일한 분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하였다.
실험을 통해 전열관 외벽온도의 축방향 분포도 확

인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유효 열전달 영역에 대해 등

온 벽면에 가까운 조건을 형성하기 위해, 냉각수의 유

량을 제어하여 냉각수의 입․출구 온도차를 정해진 

범위 이내로 제한하였다. 실험에서 벽면 온도의 최대

값과 최소값의 차이는 12.1 ℃ 이내였으며, 평균 6.3 
℃로 유지되었다.

상기의 결과분석을 통해 본 실험에서는 응축영역에 

대해 증기의 분포가 거의 균일하고, 등온 벽면에 가까

운 조건에서 실험이 수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 이

는 Dehbi[7]의 실험과는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으로, 
Dehbi의 실험장치는 전열관의 길이가 3.5 m, 압력탱

크의 높이가 4.5 m에 이르러 높이에 따른 증기의 온

도차가 10 ℃ 내외까지 발생하였다. 또한 안정적인 온

도 계측을 위해 냉각수의 유량을 낮게 유지하여 (Re 
수 1500 이하), 벽면의 축방향 온도 차이가 크게 발생

하였다.

3-2. 응축 열전달계수
Fig. 6-8은 각각 2, 3, 4 bar의 압력에서 공기의 질

량분율에 따른 응축 열전달계수의 변화를 보여준다. 
실험결과를 통해 공기의 농도가 높을수록 응축 열전

달계수가 감소하는 경향성을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세 가지 압력에서의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압력

이 높을수록 열전달계수가 높았으며, 공기의 분율이 

높을수록 압력에 따른 차이가 작아졌다. 
증기의 응축현상에 대한 비응축성 기체의 영향은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 Minkowycz
의 해석연구에 따르면 공기의 질량분율이 0.5%만 되

어도 응축 열전달율이 약 5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10]. 공기의 농도에 따른 열전달율의 감소

는 공기의 분율이 낮은 영역에서 더욱 두드러지며, 농
도가 커질수록 감소율은 완만해진다.

비응축성 기체 존재 시, 액막-증기 경계면의 주변에 

비응축성 기체의 농도가 높은 경계층이 형성되면서 

열전달이 크게 감소한다. 응축 현상의 구동력은 벽면

에 형성된 액막과 증기 사이 경계면 온도와 벽면 온도

의 차이에 비례한다. 벌크 영역의 증기는 확산에 의해 

액막으로 이동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공기가 함께 수

Fig. 5. Axial temperature distribution of steam-air 
mix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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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ndensation heat transfer coefficient at 2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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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된다. 공기는 액막에 접촉하더라도 상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액막 주변에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증기의 국

부적인 분압을 크게 감소시킨다. 액막-증기 경계면의 

온도는 경계면 인접 영역에서의 증기 분압에 해당하

는 포화온도와 같기 때문에, 비응축성 기체의 축적에 

의해 증기의 국부적인 온도가 벌크 영역보다 훨씬 작

아진다. 이로 인해 응축의 구동력은 감소하고 액막 인

접 경계층의 열저항은 증가하면서 열전달계수가 감소

하게 된다. 본 실험에서도 관찰되었듯이 비응축성 기

체의 영향은 질량분율에 비례하지 않으며, 소량의 비

응축성 기체가 존재해도 충분히 두꺼운 경계층을 형

성할 수 있다.
비응축성 기체의 분율에만 의존하는 일부 기존의 

열전달계수 모델과는 달리, 실험에서는 압력이 응축 

열전달계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자임을 확인하

였다. 압력에 따른 응축 열전달율의 증가는 최대압력 

20 bar의 범위에서 수행된 Lee[11]의 실험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관찰된다. 압력에 따라 열전달계수가 커지

는 것은 기체혼합물의 밀도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전열관 외벽에서 발생하는 증기-공
기 혼합물의 응축 열전달 모델에서는 이러한 압력 혹

은 기체혼합물의 밀도에 의한 영향이 반영되어야 함

을 확인할 수 있다.
Fig. 9는 압력과 공기의 질량분율에 따른 총 열전달

율을 나타낸다. 열전달계수에 대한 실험결과와 마찬가

지로, 전반적으로 압력이 낮을수록, 그리고 공기의 질

량분율이 높을수록 열전달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명확

하게 보여준다.

3-3. 기존 상관식과의 비교
본 실험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Uchida와 Dehbi의 

열전달계수 상관식 예측값과 비교하였다. 실험결과와 

상관식의 비교 결과가 Fig. 10과 Fig. 11에 나타나있

다. 비응축성 기체 존재 시 응축 열전달계수에 대한 

Uchida의 상관식과 Dehbi의 상관식은 각각 식 (8)과 

(9)와 같다.

 
 



(8)






  

(9)

Fig. 9. Total heat transfer rate of vertical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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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ndensation heat transfer coefficient at 3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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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ndensation heat transfer coefficient at 4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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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결과 Uchida의 상관식은 실험데이터에 비해 

열전달계수를 훨씬 낮게 예측한다. Uchida의 상관식

에 의한 예측값은 실험결과에 비해 평균 31% 가량 열

전달계수를 낮게 예측하였으며, 압력이 높은 조건에서 

오차가 더 크게 발생하였다. Uchida의 상관식은 사고 

시 격납건물 내부 조건에 대해 보수적인 예측값을 제

공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본 실험에서 

관찰된 압력에 의한 열전달계수 상승효과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격납건물의 압력이 크게 상승하였을 경우에

는 PCCS 열교환기를 통한 열전달율의 계산에 정확성

이 저하된다. 
원자력발전소의 안전해석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모

델의 적용을 통해 설계기준사고 시 원전의 안전성을 

평가하나 PCCS와 같은 새로운 피동안전계통의 설계

와 성능평가를 위해서는 최적해석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Uchida의 상관식은 PCCS의 열수력 

해석에 적합하지 않으며, 격납용기 내부 조건에서 증

기-공기 혼합물의 응축 열전달에 대한 주요 물리적 인

자들이 반영된 열전달 모델이 요구된다는 결론을 얻

을 수 있다.
Dehbi의 상관식은 압력, 비응축성 기체의 분율, 

wall subcooling, 전열관의 길이 등을 고려하고 있어 

Uchida의 상관식에 비해 실험결과를 상대적으로 가깝

게 예측하고 있으나, Fig. 11과 같이 평균 21% 가량 

열전달계수를 낮게 예측하였다. Dehbi의 실험은 공기

의 질량분율이 0.25 이상인 영역에서 수행되었고, 전

열관의 축방향으로 증기의 농도 및 외벽온도의 구배

가 다소 크게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본 실험과 차이점

이 있다. 또한 열전달모델 개발 시 열전달계수가 wall 
subcooling의 1/4승에 반비례한다는 Nusselt의 이론을 

그대로 반영하였으나 비응축성 기체 존재 시에는 해당 

경향성이 실험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wall sub-
cooling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비응축성 기체 존재 시 외경 40 mm, 
길이 1.0 m의 수직 튜브 외벽에서 발생하는 증기의 

응축 열전달계수를 측정하였다. 실험결과 공기의 질량

분율이 커질수록 액막 주변 경계층의 열저항이 커져 

응축 열전달율이 저하되며, 압력이 커질수록 열전달계

수가 증가함을 입증하였다. 실험결과를 기존의 열전달

모델인 Uchida와 Dehbi의 상관식과 비교하였으며, 이
들 상관식은 실험결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전달계수

를 낮게 예측함을 확인하였다.
기존의 열전달계수 상관식들이 증기-공기 혼합물의 

응축 열전달에 대한 주요 인자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험데이터를 바탕으로 보다 정

교한 열전달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보다 넓은 실험영역에서 추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고, 
지배방정식의 수립 및 무차원화를 통해 응축 열전달

에 중요한 변수들을 도출해야 한다. 또한 향후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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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omparison with Uchida’s 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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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Comparison with Dehbi’s 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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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cooling의 영향, 전열관의 곡률효과, 기체혼합물의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연구를 수행함으로써 PCCS
의 열수력 해석을 위한 실험데이터와 열전달 모델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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