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는 선박에 대한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황 함유량을 기존 허용치 3.5%에서 0.5%로 낮추는 규제를 시행하였고, 해
양환경보호위원회(Maritime Emission Protection Committee, MEPC)는 27차 회의(2018년 4월)에서 전체 선박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2008년 배출량 대비 50% 이상 감축하기로 합의하였다(Jeong, 2019; Park, 2019; Ji and El-Halwagi, 2020). 이에 따라 LNG와 수

소 등의 대체 에너지들이 각광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LNG 추진선은 여전히 온실가스를 배출하므로, 당장 현재 운용되는 선박 전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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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mand for eco-friendly energy is expected to increase due to the recently strengthened environmental regulations. In 
particular, the flow inside the pipe used in a cargo handling system (CHS) or fuel gas supply system (FGSS) of hydrogen transport ships and 
hydrogen-powered ships exhibits a very complex pattern of multiphase-thermal flow, including the boiling phenomenon and high accuracy 
analysis is required concerning safety. In this study, a feasibility study applying the boiling model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multiphase-thermal flow in the pipe considering the phase change. Two types of boiling models were employed and compared to implement the 
subcooled boiling phenomenon in nucleate boiling numerically. One was the "Rohsenow boiling model", which is the most commonly used one 
among the VOF (Volume-of-Fluid) boiling models under the Eulerian-Eulerian framework. The other was the "wall boiling model", which is 
suitable for nucleate boiling among the Eulerian multiphase models. Moreover, a comparative study was conducted by combining the nucleate 
site density and bubble departure diameter model that could influence the accuracy of the wall boiling model. A comparison of the Rohsenow 
boiling and the wall boiling models showed that the wall boiling model relatively well represented the process of bubble formation and 
development, even though more computation time was consumed. Among the combination of models used in the wall boiling model, the 
simulation results were affected significantly by the bubble departure diameter model, which had a very close relationship with the grid size. 
The present results are expected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identifying the characteristics of various parameters of the boiling model 
used in CFD simulations of multiphase-thermalflow, including phase change and selecting the appropriate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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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선박으로 교체된다 하더라도 MEPC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LNG와 비슷한 장점을 

공유하며 추가적으로 낮은 소음과 진동, 단순한 구동체계, 그리고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등의 장점을 갖는 수소 추진 선박이 주목받

고 있다(Lee et al., 2019). 
수소는 LNG와 같이 운송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극저온 액체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단열 및 비등(Boiling)이 고려된 적

하역 시스템(Cargo handling system, CHS) 및 연료 공급 시스템(Fuel gas supply system, FGSS)의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스템의 

기자재 관련 제원을 결정짓고 안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극저온 액체 상태의 특성 대한 정밀한 해석 능력이 필요하다.
극저온 액체가 흐르는 배관 내 열 유동을 해석할 때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물리적 현상은 “비등”이다. 배관 내에 극저온 액체가 

흐를 때, 벽면과 액체의 온도차에 의한 열전달로 발생한 비등 현상에 의해 증발 가스(Boil-off gas, BOG) 또는 증기(Vapor)가 생성된다. 
BOG의 양이 증가하면 관내 압력에 변동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BOG와 관련된 극저온 액체의 수송과 문

제는 수소 추진 선박의 상용화를 위해 해결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전부터 보일러, 원자로, 혹은 극저온 유체 시스템과 같은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장비들의 열적 성능을 다루는데 있어서  열전달 성

능 향상 및  임계 열 유속이 장비 및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 의존적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Krepper et al., 2007). 
Bartolemei and Chanturiya(1967)은 실험을 통해 유동 엔탈피와 온도, 공극률(Void fraction)의 관계를 나타내었고, Tolubinsky and 
Kostanchuck(1970)은 실험을 통해 과냉각(Subcooled) 온도와 기포 이탈 직경, 빈도 간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최근 다양한 공학적 설계 분야의 최전선에서는 전산유체역학(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를 이용하여 유체 관련 문제

를 해석하는 것이 각광받고 있다. 비등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는 주로 원자력 공학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되었다. Krepper et al.(2007)
은 CFD를 수행하여 Bartolemei and Chanturiya(1967)의 실험값과 시뮬레이션 값을 비교하였다. Sontireddy and Hari(2016)는 Rohsenow 비
등 모델과 벽면 비등 모델(Wall boiling model)을 Bartolemei and Chanturiya의 실험과의 비교 연구를 수행했으며, Gu et al.(2017)은 벽면 비

등 모델을 사용하여 여러 상관관계식을 조합해 과냉각 액체의 비등 현상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극저온 액체 수송을 위한 배관 내 비등을 고려한 다상열유동의 CFD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해 상용 CFD 해석 프로

그램인 STAR-CCM+ (ver. 15.02.007)을 사용하여 Bartolemei and Chanturiya(1967)의 실험 케이스 중 하나를 다상 및 상변화 모델을 고려하

여 구현하였다. 상변화 모델 내 계수와 시간 간격 및 격자 크기 등을 조정하여 각 파라미터 간 민감성(Sensitivity) 및 수렴성(Convergence)
을 비교·분석하였다.

2. 과냉각 비등 모델링

과냉각 비등(Subcooled boiling)은 액체의 온도가 끓는점보다 낮고 벽면의 온도는 끓는점보다 높을 때 발생하는데, 기포가 가열되는 벽

면에서 발생하여 벽면으로부터 이탈되어 액체로 흡수되는 비등 현상을 의미한다. 벽면으로부터 열 유속(Heat flux)이 전달되는 벽면 비

등의 초기 지점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대부분의 관내 유동에서 나타난다. 반면 포화 비등(Saturated boiling)은 액체의 대부분이 포화 온

도와 같아질 때 발생하는 비등 현상을 의미하는데, 포화 온도의 액체가 열 유속이 있는 벽면을 지날 때 발생한다. 포화 비등에서 발생하

는 BOG의 양이 과냉각 비등에서 발생하는 BOG의 양보다 월등히 많으므로, 액체가 관내를 흐를 때 과냉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수송 

효율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Bartolemei and Chanturiya(1967)의 실험에 벽면 비등 모델을 적용시켰을 때의 도식화는 Fig. 1과 같다. 과냉각된 액체가 열 

유속이 있는 벽면에 유입하게 되면, 초기에는 벽면 근처 액체의 온도 상승에만 열 유속이 사용되며, 벽면 근처의 유동과 벽면에서 떨어

진 유동에 대류가 발생하여 온도층을 발달시킨다. 이후 ONB(Onset of nucleate boiling)을 통과하여 포화 온도에 도달한 벽면 근처의 액체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wall boilin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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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포 방울로 형성되는 기화현상이 나타나면서 서서히 비등이 발생하게 되고, NVG(Net vapor generation)을 지나면서 벽면에서 발달한 

기포 방울이 임계 직경에 도달하여 벽면으로부터 분리된다. 이때까지 벽면에서 분리된 일부 액체는 여전히 과냉각 상태이며, 
SNB(Saturated nucleate boiling)을 지나게 되면 관내 액체가 모두 포화 온도에 다다르게 된다.

STAR-CCM+ 내 다상 유동(Multiphase flow)의 수치 시뮬레이션 접근 방법은 크게 Volume-of-fluid(VOF) model, Eulerian mixture model, 
Eulerian multiphase model 등으로 나뉘게 된다. 여기서, VOF 모델은 두 종류 이상의 서로 섞이지 않는 유체가 존재하는 이상유동에 대해 

하나의 운동량 방정식으로 해석영역의 각 유체의 체적율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제트유동, 기포유동, 자유수면유동에 적용가능하다. 
Eulerian mixture model의 경우 VOF 모델과 유사한 방식이며 차이점은 각 상간에 상호침투가 가능함으로 관내 파이프 유동 및 혼합

(Mixing) 유동 문제에 많이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Eulerian multiphase model의 경우 각 상 간의 상호침투가 허용되는 연속체로 이루어지

는 이상유동에 대하여 각 상의 보존법칙이 성립되도록 하기 때문에 상기 두 모델과 비교하여 적용 가능한 다상유동 문제는 많지만 상당

한 계산 시간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VOF model과 Eulerian multiphase model을 이용하여 각각의 모델에 따른 비등 현상을 비교하였

다. 이때, VOF model에서는 Rohsenow 비등 모델을, Eulerian multiphase model에 대해서는 벽면 비등 모델을 각각 적용하였다.

2.1 Rohsenow 비등 모델

Rohsenow 비등 모델은 Rohsenow(1952)가 실험을 통해 제시한 자연 대류(Natural convection)에서의 핵 비등(Nucleate boiling) 모델에 대

한 관계식으로, 벽면에서 액체로 전달되는 열 유속을 식 (1)과 같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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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기서 은 점성 계수, 는 비등 잠열, 는 중력 가속도,  은 액체의 밀도 는 증기의 밀도, 는 기체-액체 표면 중 액체의 표면 장력, 
은 액체 비열, 은 벽면의 온도, 는 포화온도, 는 표면-액체 조합에 의한 경험적 계수, Pr은 액체 Prandtl 수, 는  표면-액체 

조합에 영향을 받는 Prandtl 수의 지수를 나타낸다.
한편, 핵형성(Nucleation) 위치 전체를 포괄하는 영역에서 발생하는 증기 질량 생성률 는 식 (2)와 같이 계산된다. 

 

 (2)

여기서 는 식 (1)에서 계산된 열 유속 이 증기 기포 생성에 얼마나 많이 기여하는지를 나타내는 계수이다.

2.2 벽면 비등 모델l
벽면 비등 모델은 Kurul and Podowski(1991)에서 제시된 핵 비등 모델로, 벽면에서 액체로 전달되는 열 유속 은 Fig. 1에서 볼 수 있듯

이 총 세 가지 성분으로 나눠지며 다음과 같다.

    (3)

여기서 는 대류 열 유속(Convective heat flux)으로, 벽면에서 전달된 열 유속이 액체의 대류에 기여하는 부분을 의미하며 식 (4)로 정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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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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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7)

여기서 는 단상 열전달 계수, 은 액체의 평균온도, 는 기포 이탈 직경(Bubble departure diameter)과 핵형성 위치 밀도(Nucleation site 
density)에 의존하는 계수, 는 경험적 계수, 는 핵형성 위치 밀도, 는 기포 이탈 직경, 는 과냉각 Jacob 수, ∆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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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의 과냉 온도, 는 비등 잠열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는 증발 열 유속(Evaporation heat flux)으로, 벽면에서 전달된 열 유속이 액체의 비등에 기여하는 부분을 의미하며 식 (8)과 

같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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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기포 이탈 직경에 대한 기포의 부피, 는 Cole(1960)에서 정의된 기포 이탈 빈도(Bubble departure frequency)이다.
마지막으로 는 급냉 열 유속(Quenching heat flux)으로, 기포 이탈 직후 액체가 빈 공간을 차지할 때 액체로 전달되는 평균 열 유속을 

의미하며 식 (11)과 같다.

 




 (11)

여기서 은 액체의 열전도 계수(Thermal conductivity), 은 액체의 확산성(Diffusivity), 는 평균 기포 이탈 주기이다.
다양한 비등 문제 해석에 적용된 벽면 비등 모델의 정확한 결과 도출에 있어 가장 지배적인 매개변수는  ,  , 이다. 이러한 매개변

수들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하게 되므로 실험을 통해 경험적으로 도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들 매개변수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

구가 진행되었다(Kurul, 1990; Alglart, 1993; Alglart and Nylund, 1996; Tu and Yeoh, 2002; Lee et al., 2002; Koncar et al., 2004; Krepper et al., 
2007; Chen and Cheng, 2009; Krepper and Rzehak, 2011; Nemitallah et al., 2015; Gu et al., 2017). 선행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배관의 특정 압력 

구간에서만 적합한 하위 모델(Nucleation site density, Bubble departure diameter) 조합을 찾는 것에 머물렀다. 또한 Gu et al.(2017)에 의해 

수행된 연구에서는 상용 프로그램인 ANSYS Fluent를 사용하여 5가지 하위 모델 조합을 비교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된 프로그

램인 STAR-CCM+의 경우 기포 이탈 직경 모델 중 Unal(1976)이 제안한 모델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다는 제약점이 있다. 하지만 Gu et 
al.(2017)의 연구에서는 비교에서 누락된 조합이 있기 때문에 STAR-CCM+에서 제공하는 조합들을 이용한 비교가 필요하다고 여겨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TAR-CCM+에서 제공하는 와    모델에 대해 요약하고 이들 간의 조합 및 기포의 최소 이탈 직경에 관한 파라

미터 연구를 진행하였다.

2.2.1 핵형성 위치 밀도, 

Lemmert and Chawla(1977)는 에 대한 경험식을 식 (12)와 같이 제시하였다(LC 모델).

  
 (12)

여기서 와 은 실험에 의한 경험적 계수이며, Kurul and Podowski(1991)에서는 각각 210과 1.805로 조사되었다.
한편, Kocamustafaogullari and Ishii(1983)는 에 대한 경험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KI 모델).

 



  ∆

 
 

(13)

∆
 ∆ (14)

    ×        (15)

    (16)

여기서 ∆는 벽면의 유효 과열 온도, 그리고 는 Suppression factor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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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기포 이탈 직경, 
Tolubinsky-Kostanchuk(1970)에서는 에 대한 경험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TK 모델).

 min exp
∆  (17)

TK 경험식은 식 (17)과 같이 기포의 직경이 1.4mm 이하로 제한되어있다.
한편, Kocamustafaogullari and Ishii(1983)는 에 대한 경험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KI 모델).

  






 

 


 (18)

여기서 는 기포의 접촉각(Contact angle)을 나타내며, Rogers and Li(1994)에서는 를 80°로 계산하였다.

3. 수치 시뮬레이션

3.1 비등 관내 문제 설정

비등 모델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Bartolemei and Chanturiya(1967)에 의해 수행된 실험을 참고하였다. Fig. 2에 나타낸 것과 같이 실

험에서는 길이(H)가 2.0m이고 직경(d)이 15.4mm인 stainless 1Cr18Ni9Ti steel 재질의 연직 튜브에 470.63K의 온도를 가지는 과냉각수를 

900kg/m2·s의 질량 유속으로 흘려보냈다. 그리고 주변 벽면에 570kW/m2의 일정한 열 유속을 주어 출구에서 물과 증기로 상이 변화하도

록 하고 유동 엔탈피에 따른 온도와 증기의 함량을 측정하였다. 이때 초기 배관 내부 압력은 45bar(=45×105Pa)로 설정하였다.
수치 시뮬레이션의 조건 및 구성은 Fig. 3에 나타낸 것과 같이 실험과 가급적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다만 Wang and Yao(2016)의 연구에

서 확인된 바와 같이 원통 형상 내부 다상 유동 시뮬레이션에서 2차원과 3차원의 해석 결과에 근소한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계산 시간의 

이점을 위해 대칭축을 적용한 2차원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유입구에서는 과냉각수가 완전히 발달된 유동을 갖도록 입구 영

역(Inlet region)의 수직 방향 길이(Linlet)를 0.5m로 설정하고, 출구에서는 유동이 원활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출구 영역(Outlet region)의 수

직 방향 길이(Loutlet)를 0.1m로 추가 설정하였다. 또한 축대칭을 적용하여 Fig. 3의 한쪽 벽면만 실험과 동일한 열 유속으로 가열하고 가열

되는 구간을 제외한 벽면에 대해서는 단열조건으로 설정하였다. 시뮬레이션은 정상상태를 가정하였는데, 이는 Sontireddy and 
Hari(2016)의 연구에 따르면 정상상태와 비정상 상태 간 시뮬레이션 결과의 큰 차이점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Fig. 2 Definition of the problem of flow boiling in a tube Fig. 3 Simulation conditions of flow boiling in a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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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뮬레이션 결과

비등 관내(Boiling tube)의 과냉각 비등 현상에 대해 Rohsenow 비등 모델과 벽면 비등 모델을 적용하여 높이에 따른 void fraction을 구하

고 이를 실험(Bartolemei and Chanturiya, 1967)과 비교하였다. 벽면 비등 모델에 대해서는 Table 1에 정리한 것처럼 핵형성 위치 밀도와 기

포 이탈 직경 모델과 같은 중요한 매개변수의 조합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은 결과값을 비교·분석한 뒤 최

종 선정된 조건으로 핵형성 위치 밀도 모델의 Kocamustafaogullari-Ishii(KI) model을 적용하였다. 그 후 기포 이탈 직경 모델의 KI 모델을 

적용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격자 수렴성을 판단한 뒤 최소 증기 기포의 직경을 변화시켜가며 연구를 진행하였다.

Table 1 Simulation cases with various parameters

Case 
No.

  model   model Grid size
(mm)

Minimum diameter 
of bubble (mm)

1 LC TK 0.6 0.1

2 LC KI 0.6 0.1

3 KI TK 0.6 0.1

4

KI KI

1.0 0.1

5 0.8 0.1

6 0.7 0.1

7

0.6

10
18

0.19
0.0110
0.00111

12 0.5 0.1

13 0.4 0.1

3.2.1 서로 다른 비등 모델의 비교

Fig. 4은 두 가지 다른 비등 모델에 따른 void fraction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Rohsenow 비등 모델의 경우 실험값과 비교하였을 때 초

기 기포의 생성이 다소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벽면 비등 모델의 경우 초기 기포의 생성에서부터 발달하는 과정까지 

상대적으로 실험과 잘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러한 차이는 Rohsenow 비등 모델이 강제대류에 의한 비등 과정을 잘 반영하지 못하

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Domalapally et al., 2012). 강제대류에 의한 비등은 유체의 강제적인 운동에 기인하는 것으로 향후 이

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Bergles and Rohsenow(1964)에 의해 제안된 비등 모델을 적용하여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출구 근처에서의 

void fraction 값을 비교해보면 두 모델 모두 실험값과 근소한 차이를에 근접한 결과를 나타낸다. 다만, Table 2에 요약한 것과 같이 수렴하

는 시간을 비교해보면 벽면 비등 모델이 이 Rohsenow 비등 모델에 비해 계산시간이 약 두 배정도 더 걸렸다. 결론적으로 벽면 근처에서 

버블의 생성 및 발달 과정을 포함하는 과냉각 비등 문제에는 벽면 비등 모델이 적합해 보이나, 계산 시간은 두 배가량 소모됨을 알 수 있

었다.

Fig. 4 Comparison of the void fraction distribution through different boiling models



Soh-Myung Chung et al.

Table 2 Total solver elapsed time for different boiling models

Rohsenow boiling model Wall boiling model
Iterations Total solver elapsed time (s)

10000 2,086 4,278
20000 4,165 8,669

3.2.2 핵형성 위치 밀도와 기포 이탈 직경 모델에 따른 비교 해석(Cases 1-3 & 9)
Table 1에 정리한 Case 1-3 및 9에 대해 높이에 따른 Void fraction 분포를 비교하여 Fig. 5에 나타내었다. 이러한 비교 연구는 핵형성 위

치 밀도와 기포 이탈 직경 모델의 조합에 따라 벽면 비등 모델의 정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필수적이다. 모델 조합들에 따른 Void 
fraction 분포를 보면 핵형성 위치 밀도 모델에 따른 변화보다 기포 이탈 직경 모델에 따른 변화가 뚜렷한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기

포 이탈 직경 모델을 KI 모델로 적용한 결과가 실험값에 근접하게 나타났다. 한편, Case 2와  9를 비교해보면 핵형성 위치 밀도 모델을 KI 
모델로 적용하는 Case 9가 실험에서 계측된 Void fraction 분포의 범위에 더 잘 근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핵형성 위치 

밀도 모델을 KI 모델로 사용하고 기포 이탈 직경 모델을 KI 모델로 사용한 경우에 대해 3.2.3절과 3.2.4절에서 격자 수렴성 테스트 및 최

소 기포 크기에 따른 민감도 테스트를 수행하기로 한다.

Fig. 5 Comparison of the void fraction distribution with the combinations of several models

3.2.3 격자 수렴성 테스트(Cases 4–6, 9, 12 & 13)
Fig. 6는 핵형성 위치 밀도 모델을 KI 모델로 적용하고 기포 이탈 직경 모델을 KI 모델로 적용한 경우에서 격자 수렴성 테스트를 수행

하여 얻은한 결과 중 Void fraction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격자가 조밀해질수록 초기 기포가 벽면에서 생성되는 H=1.1~1.7m의 구간

(ONB-SNB 구간)에서 Vid fraction 분포의 차이는 크게 나타났고 실험과 매우 근접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다만 출구 쪽에서 격자 시스

템에 따른 Void fraction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Fig. 6 Distribution of the void fraction with different grid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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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은 격자 시스템에 따른 액체의 온도 분포를 관 내 중앙 대칭축을 따라 나타낸 것인데 유입구에서 ONB(Onset of nucleate boiling) 
구간에 걸쳐 격자 크기에 다른 영향은 거의 미비하였다. 하지만 증기가 내부 유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NVG-SNB(Net vapor generation-Saturated nucleate boiling) 구간(H≈1.3~1.7m)에서는 격자 크기에 따른 차이가 제법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발생된 증기와 액체의 혼합물을 수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격자 해상도와 관계가 있어 보인다. 반면 포화 비등이 주를 이루는 SNB 구간

(H≈1.7~2.0m)에서 격자 해상도와 상관없이 실험값과 비교하여 다소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안정적인 수치 계산을 

위해서 출구 영역을 추가적으로 늘리고 추가된 출구 영역의 온도를 일정하게 설정한 영향 때문 인것으로 판단된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핵형성 위치 밀도와 기포 이탈 직경 모델 조합에 따른 차이로도 볼 수 있다. Gu et al.(2017)의 연구에서 핵형성 위치 밀도를 LC 모델로 적

용하고 기포 이탈 직경 모델을 KI 모델로 적용하였을 때 동일한 구간(H≈1.7~2.0m)에서 액체의 온도 분포에 대한 수치 결과는 실험 결과

와 잘 일치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Void fraction 분포의 비교 결과에서는 큰 차이를 보임으로써 배관 내 다상 열유동 시뮬레이션

을 수행할 때 어떤 물리량을 기준으로 해석할지에 따라 모델 조합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비등 모델의 조합 및 파라미터에 따

른 연구의 수행을 통해 최적의 비등 모델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Fig. 7 Distribution of liquid temperature with different grid systems

3.2.4 최소 기포 이탈 직경과 격자 크기 사이의 관계(Cases 7–11)
앞선 3.2.3절에서 격자 크기에 따라 초기 기포의 발달 과정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본 절에서는 이를 격자 크기와 기포의 최소 이탈 크기

의 관계로 정리해 보기로 한다. Fig. 8은 격자 크기를 고정하고 기포의 최소 이탈 크기를 변화시켜가며 얻은 Void fraction 분포이다. 그래

프를 보면 기포의 최소 이탈 크기가 1mm를 기준으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Cases 7–11의 경우 격자의 크기가 0.6mm로 

기포의 최소 이탈 크기가 격자의 크기보다 큰 1mm와 10mm일 경우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격자의 크기보다 기

포의 최소 이탈 크기가 작은 경우 결과가 모두 수렴하는 경향을 보인다.

Fig. 8 Comparison of the void fraction distribution by the minimum bubble departure di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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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과냉각 비등 현상의 결과(Case 9)
Fig. 9는 Case 9에 대해 수치 시뮬레이션에서 얻어진 관내 액체의 온도 분포와 증기의 체적분률(Volume fraction)을 나타낸 것이다. 튜

브의 왼쪽 벽면이 가열되고 중앙 대칭축은 오른쪽에 위치하게 Fig. 9에 나타내었다. 액체의 온도 분포를 보면 과냉각된 물Subcooled 
water가 이 가열된 배관으로 유입됨에 따라 벽면 근처에서 온도가 상승하여 높이가 증가할수록 배관 전체의 온도 구배가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증기의 체적분률 분포로부터 벽면 근처에서 액체의 온도가 포화온도보다 커짐에 따라 증기로 변화하여 배관에 액체와 증

기가 혼합되는 매커니즘을 확인할 수 있다.

 

(a) Temperature of liquid (b) Volume fraction of vapor

Fig. 9 Distribution of temperature and volume fraction in a vertical section of the tube during flow boiling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상변화를 포함한 배관 내 다상 열유동 시뮬레이션을 위해 Eulerian-Eulerian 프레임워크에서 상변화를 나타내는 수치 모

델인  VOF model과 Eulerian multiphase model에 대한 적용성을 확인하였다. VOF 비등 모델 중에서 Rohsenow 비등 모델과 Eulerian 
multiphase model 중 벽면 비등 모델에 해당하는 벽면에서 유체로 전달되는 열유속을 정리하였다. Rohsenow 비등 모델과 벽면 비등 모델

의 비교를 통해 Rohsenow 비등 모델이 초기 기포의 발달 과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지만 증기의 비율이 높아지는 완전히 발달된 유동에 대

해서는 실험에 근접해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벽면 비등 모델에 비해 적은 컴퓨팅 파워를 요구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한편, 벽면 비등 모

델에서 사용되는 핵형성 위치 밀도와 기포 이탈 직경 모델들의 조합을 통한 비교 연구에서 기포 이탈 직경 모델에 따른 의존성이 핵형성 

위치 밀도 모델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선정된 모델 조합에서 격자 수렴성 테스트를 통하여 격자 크기에 따라 초기 기포가 발생되는 

ONB 지점이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격자 크기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초기 기포의 발생 지점의 정확

한 예측 및 발달 과정을 현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격자의 크기가 최소 기포의 이탈 직경보다 커야 한다는 결과를 본 연구의 민감도 테

스트를 통해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LNG나 액체수소와 같이 극저온 액체가스를 취급하는 운송선박의 적하역 시스템 및 추

진선박의 연료 공급 시스템을 구성하는 배관 내 동특성을 파악하고 관련 시스템의 제원 산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

해 단열재를 포함하는 다양한 형상의 극저온 배관 내 열유동 해석이 수행될 예정이며, 나아가 시스템의 안전 기준 구축을 위한 고정밀도

의 해석에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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