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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해양 플랜트와 같이 탄화수소를 생산하는 설비에서 장비에 발생할 

수 있는 과압의 적절한 처리는 안전에 직결되는 요소이다. 장비에 

발생한 과압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방치할 경우 장비의 기능 저하 

또는 균열 발생으로 인한 유독성, 가연성 유체 유출, 나아가 비등 액체 

증기 팽창 폭발과 같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육상 플랜트에 

비해 그 구조가 조밀하고 공간에 제약이 있는 해양 플랜트에서는 이런 

과압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과압이 

발생하였거나 과압의 가능성이 감지되는 경우 급속한 감압 과정인 

블로우다운을 실시한다. 탄화수소 생산 설비의 특성상 고압으로 

운전되던 압력 용기에서 블로우다운을 실시하는 경우 단시간 내 압력이 

급속히 제거되며, 이에 따라 장비 내부 유체의 급격한 팽창이 일어난다. 

그 결과 외부에서 유입되는 열량이 작은 비 화재 시 블로우다운과 같은 

경우에 압력 감소와 함께 일어나는 유체의 팽창으로 유체의 온도가 

급격히 하강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블로우다운을 수행하기 위해 이런 동적인 물성의 변화를 설계 단계에서 

사전에 확인하여 밸브 규격 선정 및 용기와 배관의 재질 선정에 

반영한다. 설계 단계에서 수행하는 블로우다운 관련 해석은 크게 배출 

유량 계산과 최저 온도 계산이 있으며, 이는 모두 용기 내부 유체의 

물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 해석이다. 이 때 블로우다운 수행 시 내부 

유체의 물성 역시 시간에 따라 급격히 변화하므로 일반적인 평형 기반의 

정상 상태 해석 방법을 사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압력과 시간의 변화에 

따른 물성 변화를 반영할 동적 모델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감소하는 압력에 따라 계산 단계를 나누어 감압 과정의 비 정상 성을 

반영하였다. 또한 용기 내부 유체는 열역학 제 2법칙에 의하여 

외부에서의 열 유입으로 인한 엔트로피 증가분을 반영한 폴리트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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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창 경로를 따르도록 하였다. 모든 열역학적 물성은 탄화수소 계에 

널리 사용되는 Peng-Robinson 상태방정식을 도입하여 계산하였으며, 

점성과 열 전도도 등 이동 물성 역시 탄화수소 계에 적합한 이론을 

적용하였다. 모든 물성 계산은 문헌 자료와 비교하여 그 결과를 

검증하였고, 본 해석 계산에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각 압력 

단계에서 배출 유량의 계산은 블로우다운 밸브 오리피스에서 등 

엔트로피 팽창 경로를 가정하여 수행하였으며, 블로우다운 밸브 후단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음에 기인하여 유동이 임계류이며, 유속은 

음속임을 가정하였다. 이어 배출 유량과 용기 내부 질량을 바탕으로 

질량 보존에 의해 해당 압력 단계에서의 시간 단계를 계산하였다. 용기 

내벽과 유체 간의 열 전달은 자연 대류와 강제 대류를 모두 반영한 복합 

대류 계수를 반영하였으며, 각 계수는 용기의 형상에 따라 적합한 

관계식을 도입하였다. 용기 외벽과 외부 대기 간의 열 전달은 자연 대류 

현상으로 반영하였으며, 이 역시 용기의 형상에 따라 적합한 관계식을 

도입하였다. 용기 벽면의 온도를 보다 사실적으로 예측하기 위해 용기 

벽면 내의 비 정상 열 전도 현상 역시 반영하였다. 이는 용기 내벽을 

2개의 층으로 나누어 중심 온도로부터 내벽과 외벽의 온도를 비 정상 

열 전도 온도 개형 계산을 통해 구현되었다. 본 모델의 계산 결과는 

공개된 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검증하였으며, 시간에 따른 유체의 온도 

변화는 물론 용기 내벽의 온도 변화 역시 잘 예측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 블로우다운, 감압, 압력 용기, 저온 현상 

학  번 : 2014-2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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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석유 자원의 지속적인 개발과 함께 해양 석유 및 가스 개발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해양 플랜트는 이런 해양 석유 및 가스 개발을 

담당하는 설비로, 기존 육상 플랜트의 기능을 해상에서 수행하는 

시설이다. 석유 및 가스를 개발하는 시설은 시추한 유정에서 추출한 

원유를 분리 및 정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원유의 분리와 정제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압력 용기가 사용된다. 또한 추출한 원유는 

일반적으로 고온 고압의 상태이며, 효율을 위해 다단 분리(Multi-stage 

Separation)를 수행한다. 따라서 석유 및 가스 개발 시설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그림 1과 같은 여러 기의 압력 용기이다. 

 

 

그림 1. 3-phase Low Pressure Separator (3D-Engineering, 
2014) 

 

이런 압력 용기는 고압의 탄화수소를 포함하고 있으나, 설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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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허용 운전 압력(Maximum Allowable Working Pressure)이 

정해지며, 이 압력을 초과하는 압력을 과압(Overpressure)이라 한다. 

압력 용기에 과압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대표적으로 화재의 발생이나 밸브의 오작동 등의 경우가 있다. 이런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과압을 적절히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압력 

용기의 기능 저하는 물론 파괴로 인한 사고를 수반할 가능성이 있다. 

과압으로 인해 용기의 일부가 파괴되어 내부 유체가 유출된 경우, 

유독성 유체로 인한 인명 사고를 비롯하여 가연성 탄화수소로 인한 개방 

계 증기 운 폭발(Unconfined Vapor Cloud Explosion)의 위험 역시 

존재할 수 있다. 특히 화재와 같은 경우에는 비등 액체 증기 팽창 

폭발(Boiling Liquid Expansion Vapor Explosion)과 같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따라서 과압이 발생하였거나 과압이 발생할 위험이 감지되는 경우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하여 압력 용기에는 안전 

밸브(Pressure Safety Valve)와 블로우다운 밸브(Blowdown Valve)가 

설치된다. 안전 밸브는 그림 2와 같이 스프링으로 작동하는 자동 밸브로, 

정해진 압력을 초과하는 압력만을 제거할 수 있는 수동적인 밸브이다. 

따라서 신속한 압력의 제거 용도로 사용하기는 한계가 있으며, 비상시 

과압을 제거하는 용도로 장치된다. 이에 비해 블로우다운 밸브는 

운전원이 직접 작동시킬 수 있는 개폐 형(On-Off Type) 밸브이다. 

따라서 화재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블로우다운 밸브를 열어 신속한 

감압을 수행하며, 이를 블로우다운이라 한다. 

블로우다운은 일반적으로 안전을 위해 수행하는 감압으로 시간 및 

목표 압력의 제한이 있으며, 일례로 API (2007)에서는 화재 시에 대해 

1 in. 이상 두께를 가지는 탄소강 압력 용기에서 15분 내에 최대 허용 

운전 압력의 50%까지 압력을 제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블로우다운은 단시간 내에 많은 압력 변화가 따르는 과정이다. 압력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배출 유량 및 내부 온도 역시 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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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Conventional Pressure Safety Valve (API, 2000) 

 

이와 같은 급격한 변화로 인해 블로우다운에 대해서는 설계 

단계에서 동적 해석을 미리 수행하여 안전성 확보라는 블로우다운의 

목적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블로우다운의 동적 해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으며, 배출 유량을 바탕으로 한 밸브 규격 선정과 

용기 내벽의 최저 온도 계산이 그것이다. 

블로우다운은 그 목적이 빠른 감압을 통한 안전의 확보에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목표 시간 내에 목표 압력에 

도달할 수 있는 압력 배출 능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압력을 배출하는 

것은 곧 내부 유체의 배출을 통해 이루어지며, 압력 용기 내부 압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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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에서도 목표 시간 내 목표 압력에 도달하기 위한 배출 유량을 

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최대 배출 유량을 원활히 배출할 수 있는 

규격의 블로우다운 밸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최대 배출 유량 및 그에 

상응하는 블로우다운 밸브 규격 선정을 배출 유량 계산(Relief Load 

Calculation)이라 한다. 최대 배출 유량은 블로우다운을 실시하는 모든 

상황 중 가장 큰 배출 유량을 일컬으며, 일반적으로 화재의 경우에 

나타난다. 

배출 유량 계산을 통해 밸브 규격이 정해지게 되면 화재와 같은 

외부에서의 열 유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수행하는 블로우다운의 

경우에는 압력이 보다 빨리 감소할 수 있다. 이 때 압력의 보다 급격한 

감소로 인한 유체의 팽창과 심한 온도 저하가 수반될 수 있으며, 내부 

유체와 접촉하고 있는 용기 벽면의 온도 역시 동반하여 감소할 수 있다. 

용기 재질은 일반적으로 그 연성(Ductility)으로 인해 탄소강과 같은 

금속을 사용하나, 저온에서는 취성(Brittleness)이 두드러지게 되어 

적은 에너지로도 쉽게 파괴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탄소강과 같은 경우에는 -46℃ 이하에서는 취성을 띨 수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으며, 벽면 온도가 이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 저온에도 견딜 

수 있는 합금강을 사용하여야 한다.(Moss & Basic, 2013) 따라서 

블로우다운을 수행할 때 용기 벽면의 온도 변화를 예측하는 것 역시 

안전에 직결되는 해석이며, 이를 저온 현상 해석(Low Temperature 

Analysis)라 한다. 

특히 해양 플랜트에서는 공사 비용과 배수량 등의 한계로 인해 모든 

설비가 넓은 면적을 바탕으로 설계 및 시공이 이루어져온 기존 육상 

플랜트에 비해 매우 조밀하게 설계 및 시공된다. 또한 해상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비상 시 작업 인원의 대피 장소 역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육상에 비해 그 인적, 물적 피해 및 환경에 

대한 영향 역시 심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1988년 북해 Piper Alpha나 

2010년 멕시코만 Deepwater Horizon 등 몇 차례의 사고를 통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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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을 확인한 바 있으며, 이후 해양 플랜트는 기존 육상 플랜트에 

비해 특히 안전에 만전을 기해 설계 및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최근 발주되는 해양 플랜트는 과압과 같은 위험에 대해 더욱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특히 원활하고 안전한 블로우다운을 위해 

동적 해석을 기본으로 요구하는 추세이다. 블로우다운 해석은 감압 과정 

중의 급격한 물성 변화로 인해 일반적인 정상 상태 기반의 계산으로는 

수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비 정상 상태에 대한 동적 모델을 통한 

계산이 필요하며, 넓은 압력과 온도 범위에 대해 내부 유체의 물성을 잘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 

 

 

제 2 장 감압 과정 중 현상 분석 
 

 

제 1 절 감압 과정 개요 
 

 

그림 3. Discharge of Fluid through Blowdown Val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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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상황에서 운전원의 판단을 통해 블로우다운 밸브를 작동시키게 

되면 그 시점에서 그림 3과 같이 유체의 배출과 함께 감압이 시작된다. 

상대적으로 높은 압력 용기 내부의 유체가 블로우다운 밸브를 통해 낮은 

압력을 지니는 후단 배관을 통해 배출되며 팽창이 일어나고, 용기 

내부는 압력이 감소하기 시작한다. 용기 내부의 유체가 배출 및 

팽창함에 따라 유체의 온도 역시 감소한다. 유체의 온도가 감소하여 

용기 벽면과 온도 차를 가지게 되면 유체와 벽면 간 열 전달이 일어나 

유체로의 열 유입이 발생한다. 이 열 전달에 의해 벽면의 온도 역시 

감소하기 시작하며, 외부 대기와 온도 차를 가지게 되어 외부 대기와 

벽면 간 열 전달이 일어나 벽면으로의 열 유입 역시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진행되던 감압은 용기 내부 압력이 목표 압력에 도달하게 되면 

종료된다. 

 

 

제 2 절 용기 내부 유체의 팽창 경로 
 

제 1 절에서 서술한 과정을 따 감압 과정이 진행되는 중에 압력에 

따른 물성의 변화가 나타나는 원인 중 하나가 온도의 감소 현상이다. 

압력이 감소하면 유체의 팽창이 일어나고, 유체의 팽창에 따라 유체의 

온도가 감소한다. 이 때 온도의 감소 폭은 유체의 팽창이 따르는 

열역학적 경로에 의존한다. 그림 4는 질소(냉매 기호 R728)의 온도-

엔트로피 다이어그램이다. 만약 14℃, 10 bar의 질소를 그 절반인 5 

bar까지 감압할 때, 등 엔트로피 경로(실선)를 따르는 경우와 등 엔탈피 

경로(점선)를 따르는 경우의 최종 온도는 각각 약 -38℃와 12℃로 약 

50℃ 가량 차이가 존재한다. 이와 같이 팽창하는 유체의 온도는 팽창의 

경로에 큰 영향을 받는다. 간단한 열역학적 문제 구성에서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 등 엔트로피 혹은 등 엔탈피 등의 가정을 할 수 있으나, 

실제 자연 현상은 진정한 등 엔트로피 혹은 등 엔탈피 경로를 따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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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따라서 보다 사실적인 모사를 위해서는 유체 팽창 경로 선정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림 4. T-s Diagram of Nitrogen (R728) (Eichler, 2009) and 
Isentropic, Isenthalpic Expansion Path from 10 bar to 
5 bar 

 

감압 현상은 그 과정을 잘게 쪼개어 보면 연속된 압력 강하 과정의 

집합이며, 이런 특성에 비추어보아 가역 과정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유체의 낮은 온도로 인해 벽면으로부터 열 유입이 생기게 되며, 

이로 인해 등 엔트로피 경로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따라서 유체의 

팽창은 열 유입으로 인한 폴리트로픽 경로를 따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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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용기 내부 유체와 용기 내벽 간 열 전달 
 

용기 내부 유체의 온도가 하강하며 용기 내벽과 온도 차가 발생하면 

이를 근원으로 열 전달 현상이 일어난다. 이 때 일어나는 열 전달 

현상은 실험을 바탕으로 그림 5, 그림 6과 같이 자연 대류가 

지배적임이 알려져 있다. (Haque, Richardson, Saville, & Chamberlain, 

1990) 하지만 유체의 빠른 배출로 인해 용기 내부에 유동이 발생하게 

되며, 이로 인한 강제 대류 역시 발생한다. 따라서 용기 내부 유체와 

용기 내벽 간 열 전달은 자연 대류와 강제 대류의 복합 대류 현상을 

통해 일어남을 알 수 있다. 

 

 

그림 5. Isotherms and Schematic Streamlines induced by 
Convection in a Horizontal Vessel (Haque et al.,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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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Isotherms and Schematic Streamlines induced by 
Convection in a Vertical Vessel (Haque, Richardson, 
Saville, Chamberlain, & Shirvill, 1992b) 

 

 

제 4 절 용기 벽면 내부 및 외벽과 외부 대기 간 열 전달 
 

용기 내벽의 온도가 내부 유체와 열 교환을 하며 감소하게 되면 

용기 벽면을 가로지르는 열 전달이 전도를 통해 일어난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용기 외벽의 온도 역시 감소하게 되며, 외부 대기와 용기 

외벽의 온도 차가 발생함에 따라 외부 대기로부터 용기 외벽으로 열 

전달 역시 발생한다. 이 때 용기 외부에 바람이 있다면 열 전달은 강제 

대류의 양상을 띨 것이나, 용기 외벽은 내벽에 비해 그 온도의 감소 

폭이 작아 대류 양상의 차이가 모델에 반영할 만큼 크지 않음을 가정할 

수 있다. 또한 풍속은 항상 변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모사 모델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용기 외벽과 외부 대기의 열 교환은 

기본적으로 자연 대류로 모사할 수 있으며, 풍속이 강하여 필요한 경우 

강제 대류를 고려하여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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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배출 유체의 팽창 경로 
 

압력 용기 내부 유체는 블로우다운 밸브를 통과하여 후단 파이프로 

배출된다. 이 때 용기 내부의 압력은 후단 파이프에 비해 매우 높으므로 

밸브를 통과하는 유체의 흐름은 임계류(Choked Flow)의 양상을 띤다. 

따라서 밸브 오리피스를 통과하는 유체의 속도는 오리피스의 온도 압력 

조건에서 주어지는 음속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밸브와 같은 오리피스는 

노즐의 축약 형태로, 노즐을 빠른 속도로 통과하는 점성이 낮은 유체는 

등 엔트로피 경로를 따라 그림 7과 같이 팽창하며 이동한다. 실제 

밸브는 물론 이상적인 노즐과는 다르게 되므로 배출 계수(Discharge 

Coefficient)의 도입을 통해 현실성을 반영할 수 있다. 

 

 

그림 7. Streamlines of Fluid through Orifice of a Converging-
Diverging Nozzle 

 

 

제 3 장 선행 감압 모델 연구 
 

 

제 1 절 Byrnes, Reid, and Ruccia (1964) 
 

석유 및 가스 생산 산업의 발전과 함께 감압 중 용기 내부를 

모사하기 위한 모델들이 제시되었다. 비교적 단순한 열역학적 팽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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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교환 모델을 사용한 모사 연구로 시작된 감압 모델 연구는 감압 과정 

중의 물성 변화를 보다 세밀하게 모사할 수 있는 모델로 발전하여 왔다. 

Byrnes et al. (1964)는 질소와 수소를 채운 수직 압력 용기의 

감압 실험을 수행하고, 이를 모사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열 전달을 반영한 유체의 팽창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시간을 반영한 

미분 방정식을 통해 식 1과 같이 모델을 구성하였다. 

 

 ℎ𝐴(𝑇𝑤 − 𝑇) = 𝑚𝑐𝑃
𝑑𝑇
𝑑𝑑

− 𝑉
𝑑𝑑
𝑑𝑑

 (1) 

 

이 때 압력은 시간에 따른 함수로, 임계류 가정에 따라 지수 형태로 

감소한다 가정하여 식 2와 같이 표현하였다. 

 

 
𝑑
𝑑0

= 𝑒−𝑎𝑎 (2) 

 

여기서, ℎ = 벽면과 유체 간 열 전달 계수 

 𝐴 = 벽면 열 전달 면적 

 𝑇𝑤 = 벽면 온도 

 𝑇 = 내부 유체 온도 

 𝑚 = 내부 유체 질량 

 𝑐𝑃 = 내부 유체의 질량 정압 비열 

 𝑉 = 용기 내부 부피 

 𝑑 = 용기 내부 압력 

 𝑑0 = 용기 내부 초기 압력 

 𝑎 = 시간 계수 

 𝑑 = 시간 

 

Byrnes et al. (1964)의 모델은 이와 같이 시간 계수가 주어지는 경우 

현재 단계의 압력을 알 수 있고, 이로부터 배출되는 유체의 양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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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로부터 질량을 구해 열 교환을 통한 온도 변화를 예측한다. 열 

교환 모델은 단순 자연 대류 모델을 적용하였다. 

 

 
ℎ𝐿
𝑘

= 𝐶(𝐺𝐺𝑑𝐺)𝑛 (3) 

 

여기서, ℎ = 벽면과 유체 간 열 전달 계수 

 𝐿 = 용기 길이 

 𝑘 = 내부 유체의 열 전도도 

 𝐺𝐺 = Grashof 수  

 𝑑𝐺 = Prandtl 수 

 𝐶 = 열 전달 무 차원 계수 

 𝑛 = 열 전달 무 차원 계수 

 

같은 연구 내에서 저자들은 세 경우의 감압 실험 결과와 계산 

결과를 비교 검증하였다. 각각의 감압 실험은 동일한 실험 장비로 동일 

초기 압력에서 초기 온도를 달리 하여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각각 

그림 8, 그림 9, 그림 10과 같다. 비교적 간단한 모델의 도입에 비해 

압력의 변화와 온도 변화 경향성 예측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림 9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를 초기 

조건으로 가지는 경우, 감압 시간이 길어지고 그에 따라 유체의 온도 

예측에서 크게 벗어나는 구간이 생기는 것 역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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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Experimental Variations of Pressure and 
Temperature (Byrnes et al., 1964) 

 

그림 9. Experimental Variations of Pressure and 
Temperature (Byrnes et al.,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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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Experimental Variations of Pressure and 
Temperature (Byrnes et al., 1964) 

 

 

제 2 절 Haque, Richardson, Saville, & Chamberlain 
(1990) 

 

단순한 유체의 팽창과 열 전달만으로는 사실적 감압 현상의 모사가 

어려움이 알려지고, Haque et al. (1990)는 BLOWDOWN이라 이름 

붙인 컴퓨터를 통한 보다 정밀한 계산 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저자들은 감소하는 압력 단계를 나누어 각 압력 단계 별로 계산을 

수행하였다. 또한 용기 내부 유체의 팽창을 폴리트로픽 경로로 설정하고, 

등 엔트로피 팽창을 이용하여 배출 유량을 계산하였으며 자연 대류와 

강제 대류를 모두 반영한 열 전달 모델을 도입하였다. 저자들은 질소를 

이용한 수평 용기의 감압 실험을 수행하여 모델의 계산 결과를 그림 

11과 같이 비교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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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Variation of Temperature with Time during 
Blowdown of Nitrogen (Haque et al., 1990) 

 

상세한 모사 모델 도입을 통하여 Byrnes et al. (1964)의 결과 

검증에 비해 유체 온도 계산에서도 상당한 정확도를 확보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벽면 온도의 계산을 도입하여 벽면 온도 역시도 실험값과 잘 

맞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저자들은 전체 모사 

과정에 대해 간략히 계산 순서를 기술하였으나, 그에 수반되는 세부 

계산의 방법 혹은 이론 등을 밝히지 않고 있어 재현에 한계가 있다. 

 

 

제 3 절 Haque, Richardson, and Saville (1992a) 
 

Haque et al. (1992a)은 이전 연구에 이어 보다 상세한 내용을 

담은 연구를 공개하였다. 기존 연구에 이어 열 교환 모델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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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에서는 상대적으로 점성이 밀도 차에 비해 미치는 영향이 작으므로 

자연 대류가 지배적이나 여전히 강제 대류 역시 반영하는 것을 유지하고 

있다. 열 교환 계산에 사용한 관계식은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벽면 

내의 열 전달 현상은 비 정상 열 전도를 수치적으로 풀었으며, 다음 

단계의 벽면 온도를 바탕으로 현재 단계의 벽면 온도를 예측하는 음 

함수 형태의 전도 방정식을 구성하였다. 배출 유체의 경우에도 등 

엔트로피 경로를 따르는 임계류 현상을 반영하였고, 배출 계수는 

일반적으로 0.8을 취한다 기술한 바 있다. 

유체의 팽창은 식 4와 같이 폴리트로픽 경로를 가정하였다. 

 

 𝑇
𝑑𝑑
𝑑𝑇

= 𝐶 (4) 

 

여기서, 𝑇 = 유체의 온도 

 𝑑 = 유체의 엔트로피 

 𝐶 = 폴리트로픽 상수 

 

계산 과정은 먼저 폴리트로픽 상수를 가정하고 그로부터 폴리트로픽 

팽창을 수행하여 유입되어야 하는 열량을 계산한다. 이후 시간 단계를 

계산하고 배출 유량을 계산하며, 열 교환 계산을 수행한다. 계산한 열 

유입량이 폴리트로픽 팽창으로부터 구해진 열 유입량과 같아질 때까지 

반복 계산을 수행하여 압력 단계에 대한 계산을 종료한다. 

BLOWDOWN은 물성 계산을 상용 소프트웨어인 PREPROP을 통해 

수행하며, 이는 엔탈피와 밀도 계산에 약점이 있는 상태 방정식에 비해 

좋은 결과를 보여준다고 기술하였다. PREPROP의 경우 상태 방정식을 

사용하지 않고 메탄을 기준 물질로 삼는 대응 상태 이론(Principle of 

Corresponding States)을 사용하는 계산 방식을 사용한다. 그러나 대응 

상태 이론은 기준 물질과 다루는 물질의 차이를 형상 계수(Shape 

Factor)를 통해 반영하며, 이는 이론적 배경보다는 실험을 통한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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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의 결정에 크게 의존하는 한계가 있다. 

 

 

제 4 절 Haque, Richardson, Saville, Chamberlain, & 
Shirvill (1992b) 

 

같은 해에 공개된 연구에서 Haque et al. (1992b)은 다른 실험 

결과를 보고하였다. Haque et al. (1990)의 실험은 수평 용기의 감압 

실험이었다면, 이 연구에서는 수직 용기에 대해 감압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장비는 동일한 것으로, 길이 1.524 m, 내경 0.273 m, 벽 두께 25 

mm인 용기에서 오리피스 직경 6.35 mm의 밸브를 통해 용기 상부로 

유체 배출을 수행하였다. 용기의 초기 조건은 온도 290 K, 압력 150 

bar였으며 내부 유체는 100% 질소였다. 감압은 용기 내부 압력이 

대기압까지 내려가 더 이상 배출이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 지속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12, 그림 13에 나타낸 바와 같으며, 본 실험 이외에도 

용기의 방향과 감압 방향, 배출 오리피스 직경에 따라 9가지의 실험이 

더 수행되었으나 그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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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Variation with Time of Bulk Gas and Inside Wall 
Temperatures (Haque et al., 1992b) 

 

 

그림 13. Variation with Time of Pressure in Vessel  
(Haque et al., 199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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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Mahgerefteh and Wong (1999) 
 

Mahgerefteh and Wong (1999)은 BLOWSIM이라는 이름의 감압 

해석 모델을 공개하였다. 본 연구는 Haque et al. (1990) 및 Haque et 

al. (1992a)의 연구에서 사용한 대응 상태 이론의 부 정확성을 한계로 

짚으며 세 가지 상태 방정식을 도입하였다. 유체의 팽창 과정은 식 5와 

같이 열역학 제 2 법칙에 따른 엔트로피의 상승을 도입하여 폴리트로픽 

경로를 따라 모사하였다. 

 

 𝑠𝑖 = 𝑠𝑖−1 +
𝑄𝑖

𝑇𝑖𝑛𝑖−1
 (5) 

 

여기서, 𝑠 = 몰 엔트로피 

 𝑄 = 열 전달 량 

 𝑇 = 유체의 온도 

 𝑛 = 유체의 몰 수 

 

열 전달은 Haque et al. (1990)의 연구에서 자연 대류가 

지배적이라고 언급했던 것에 착안하여 강제 대류를 무시한 자연 대류 

유일 가정을 사용하였다. 배출 유량은 Haque et al. (1990)의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과 같이 등 엔트로피 팽창과 임계류 가정을 통해 

모사하였으며, 감압 모사 단계 역시 감소하는 압력을 기준으로 삼았다. 

벽면 온도 계산에 있어서는 보다 간략한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전달되는 열량에 비해 벽면의 두께가 충분히 얇아 전도 현상을 무시할 

수 있으며, 따라서 벽면 두께 내에서 온도가 균일하다고 가정하였다. 

이에 현 단계에서의 열 전달 량을 바탕으로 이전 단계의 벽면 

온도로부터 현 단계의 벽면 온도를 식 6과 같이 간략히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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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𝑄𝑖 = 𝑚𝑤𝑐𝑃,𝑤�𝑇𝑤𝑖−1 − 𝑇𝑤𝑖 � (6) 

 

여기서, 𝑄 = 열 전달 량 

 𝑚𝑤 = 용기 벽면 질량 

 𝑐𝑝,𝑤 = 용기 벽면 정압 비열 

 𝑇𝑤 = 용기 벽면 온도 

 

Mahgerefteh and Wong (1999)의 연구에서는 열역학적 물성 

예측을 상태 방정식을 사용하여 직접 수행하였고, 이동 물성의 예측 및 

열 전달 계산 등에 사용한 이론과 관계식을 자세히 기술하였다. 단상 

유체에 대한 모델 계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상태 방정식의 

종류에 따라 모델 계산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점을 확인하였다. 

 

 

제 6 절 Speranza and Terenzi (2005) 
 

Speranza and Terenzi (2005)는 또 다른 감압 해석 모델인 

BLOW를 발표하였다. 이는 Haque et al. (1990)와 Mahgerefteh and 

Wong (1999)의 연구와 달리 독자적인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에서는 에너지 균형 식을 식 7과 같이 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기존 연구에서 미분 방정식을 피하기 위해 압력 

단계를 차분하여 모사를 진행하던 것과 특히 다른 점이다. 

 

 
𝑑𝑑
𝑑𝑑

= −ℎ
𝑑𝑛
𝑑𝑑

+ 𝑘𝐴(𝑇𝑤 − 𝑇) (7) 

 

여기서, 𝑑 = 유체 내부 에너지 

 ℎ = 유체 엔탈피 

 𝑛 = 유체 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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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𝑘 = 유체 열 전도도 

 𝐴 = 벽면 열 전달 면적 

 𝑇𝑤 = 벽면 온도 

 𝑇 = 유체 온도 

 𝑑 = 시간 

 

 계산 단계를 차분하지 않고 직접 에너지 균형 식을 구성하여 풀기 

위해 이 모델에서는 유체와 벽면 간 열 전달 현상을 오직 전도로만 

모사하였다. 저자들은 감압이 진행 중인 과정에는 빠른 유체의 배출로 

인해 용기 내부 유체의 거동이 매우 급격하며, 따라서 전도로 모사를 

하여도 큰 무리가 없다고 가정하였다. 하지만 실제 용기 내 유체의 

거동은 오직 전도로만 해석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심하지 않고, 압력이 

감소하며 유체의 밀도가 낮아짐에 따라 대류 현상이 더욱 강해진다는 

점에서 이 가정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 연구에서는 물성 계산 

방식이나 배출 유량의 제한 등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모델의 

검증으로는 Haque et al. (1992b)의 수직 용기에 대한 감압 실험 

결과와 저자들의 계산 결과를 그림 14, 그림 15와 같이 비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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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Temperature of the Gas and the Wall in Contact with 
It (Speranza & Terenzi, 2005) 

 

 

그림 15. Pressure Behavior during Blowdown of Nitrogen 
(Speranza & Terenzi,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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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물성의 예측 및 검증 
 

 

제 1 절 물성 예측 개요 
 

감압 현상 모사를 위해 구성하는 열역학 모델은 유체의 팽창 경로는 

물론 열 전달 량과 배출 유량의 결정 등의 계산에서 모두 내부 유체의 

물성을 이용하므로 감압 현상 모사 모델의 구성에 앞서 열역학적 물성 

및 수송 물성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다. 따라서 믿을 수 있는 사실적인 

모델 계산 결과를 위해서는 정확한 물성 계산이 선행되어야 한다. 물성 

계산을 위해서는 각 물질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며, 

물성 계산 이론에 따라 필요한 정보는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석유 및 

가스 생산 산업에서 다루는 탄화수소 등의 유기물과 질소 등의 무기물에 

대해 임계 점 정보 등의 필요한 자료를 먼저 구축하여 정확한 물성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 중 특히 대표적이며 물성 예측이 중요한 

메탄, 에탄, 프로판, 노말 부탄에 대해 물성 예측 결과를 미국 국립 표준 

기술 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에서 발표한 실험 결과(Younglove & Ely, 1987) 등과 비교하여 

그 정확도를 검증하였다. 초 임계 상태 고압인 50 MPa에서 대기압에 

걸쳐 넓은 영역에서의 등압 물성은 물론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포화 

곡선 상의 물성에 대해서도 검증을 수행하였다. 

 

 

제 2 절 상태 방정식 및 부피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석유 및 가스 생산 산업에서 주로 

다루는 무 극성 물질인 탄화수소 등의 유기물과 질소 등의 무기물에 

대한 감압 현상 모사를 목적으로 한다. 이에 해양 석유 및 가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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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에서 현재 주로 사용하며, 무 극성 물질에 대해 비교적 정확한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Peng-Robinson 3차 상태 방정식(Peng-

Robinson Cubic Equation of State, PRCEOS)(Peng & Robinson, 

1976)을 도입하였다. (식 8) 상태 방정식은 대응 상태 이론과 달리 

기준 물질이 특별히 필요치 않으며, 물질 자체적으로 갖는 고유 특성인 

임계 점 정보와 분자의 복잡도를 반영하는 비 중심 인자(Acentric 

Factor)의 정보만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𝑑 =
𝑅𝑇
𝑣 − 𝑏

−
𝑎𝑎

𝑣(𝑣 + 𝑏) + 𝑏(𝑣 − 𝑏) (8) 

 

여기서, 𝑎 = 0.457235𝑅2𝑇𝑐2 𝑑𝑐⁄   

 𝑎 = �1 + 𝜅(1 − 𝑇𝑟0.5)�
2
  

 𝜅 =  �0.37464 + 1.54226𝜔 − 0.26692𝜔2,                             𝜔 ≤ 0.49
0.37964 + (1.4850− (0.16442− 1.0167𝜔)𝜔)𝜔,    𝜔 > 0.49  

 𝑏 = 0.077796𝑅𝑇𝑐 𝑑𝑐⁄   

 𝑇𝑟 = 𝑇/𝑇𝑐  

 𝑑 = 압력 

 𝑇 = 온도 

 𝑣 = 몰 부피 

 𝑅 = 기체 상수 

 𝜔 = 비 중심 인자 

 𝑑𝑐 = 임계 점 압력 

 𝑇𝑐 = 임계 점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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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태 방정식을 통하여 가장 기본적인 물성인 압력과 온도, 

부피 간의 관계를 정립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압력과 온도는 측정할 수 

있는 값이므로 상태 방정식은 주로 압력과 온도가 주어진 경우 부피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며, 이렇게 구한 부피는 다른 물성 계산의 바탕이 

된다. 혼합물의 계산에는 Peng and Robinson (1976)이 PRCEOS와 

함께 제안한 계수 혼합법(Mixing Rule)을 식 9와 식 10과 같이 을 

사용하였고, 이원 상호 작용 계수(Binary Interaction Coefficient)는 식 

11와 같이 임계 점의 부피를 이용하여 예측하였다. 

 

 𝑎 = ��𝑥𝑖𝑥𝑗𝑎𝑖𝑗
𝑗𝑖

 (9) 

 

여기서, 𝑎𝑖𝑗 = �1 − 𝑘𝑖𝑗��𝑎𝑖𝑎𝑗  

 𝑥 = 몰 분율 

 𝑘𝑖𝑗 = 이원 상호 작용 계수 

 

 𝑏 = �𝑥𝑖𝑏𝑖
𝑖

 (10) 

 

여기서, 𝑥 = 몰 분율 

 

 𝑘𝑖𝑗 = 1 −
2�𝑣𝑐,𝑖𝑣𝑐,𝑗�

1 6⁄

𝑣𝑐,𝑖
1 3⁄ + 𝑣𝑐,𝑗

1 3⁄  (11) 

 

여기서, 𝑣𝑐 = 임계 점 몰 부피 

 

그러나 상태 방정식은 식 12로 주어지는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에 

근간을 두고 있으므로 기체 상의 부피는 잘 예측하나 액체 상의 부피에 

있어서는 비교적 예측이 어려운 한계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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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𝑑𝑣 = 𝑅𝑇 (12) 

 

그림 16은 메탄의 압력-부피 그래프로, 실험값(Younglove & Ely, 

1987)과 PRCEOS로 계산한 결과 중 액체 상의 부피에 오차가 생김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6. A Log Scale Pressure-Volume Diagram of Methane 
on Saturation Line with Experimental Data 
(Younglove & Ely, 1987) and PRCEOS 

 

이에 액체 상의 부피를 보다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포화 곡선 상의 액체 부피를 예측하는 기법 

중 하나인 Corresponding State Liquid Density (COSTALD) 식 

(Hankinson & Thomson, 1979)을 사용하여 포화 액체의 부피를 

예측하였다. COSTALD 식은 SRK 비 중심 인자와 특성 부피를 

사용하는 대응 상태 이론의 관계식으로, 간단하며 그 계산 결과가 

정확하여 널리 사용된다. 그림 16에 도시한 압력-부피 그래프 중 액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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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만을 확대하여 그림 17에 나타내었으며, PRCEOS에 비해 

COSTALD 식이 포화 액체의 부피를 매우 잘 예측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7. A Pressure-Volume Diagram of Liquid Methane on 
Saturation Line with Experimental Data (Younglove & 
Ely, 1987), PRCEOS, and COSTALD 

 

COSTALD 식은 전술한 바와 같이 포화 액체의 부피를 구하는 

관계식으로 포화 곡선 상의 부피만을 구하며, 따라서 압력을 변수로 

지니지 않는 장점이 있다. 이는 액체의 비압축성을 가정하는 경우 

장점이 될 수 있지만, 감압 모델은 넓은 범위의 압력 조건에서 물성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므로 액체를 순수 비압축성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포화 액체의 부피를 바탕으로 압력을 반영한 보정 식이 필요하고, 

본 연구에서는 Thomson and Hankinson 식(Thomson, Brobst, & 

Hankinson, 1982)을 사용하여 액체의 부피를 예측하였다. 

Younglove and Ely (1987)의 실험 결과와 비교해보았을 때 포화 

곡선 상에서 예측한 기체와 액체의 부피는 물론 여러 압력에 대한 등압 

물성 계산에서도 역시 부피 예측이 정확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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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대한 평균 오차를 표 1, 표 2에 정리하였다. 

 

 

표 1. Mean Average Percentage Error from Calculated 
Molar Volumes on Saturation Lines Comparing to 
Experimental Data (Younglove & Ely, 1987) 

Component Phase 
Mean Average 

Percentage Error  
(%) 

Number 
of Point 

C1 
Liquid 1.31 50 

Vapor 1.61 50 

C2 
Liquid 0.93 22 

Vapor 0.76 22 

C3 
Liquid 1.17 29 

Vapor 0.91 29 

nC4 
Liquid 1.24 59 

Vapor 0.56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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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Mean Average Percentage Error from Calculated 
Molar Volumes on Isobaric Lines Comparing to 
Experimental Data (Younglove & Ely, 1987) 

Component 
Pressure 
(MPa) 

Mean Average 
Percentage Error  

(%) 

Number 
of Point 

C1 

0.101325 0.0579 86 

4.0 2.34 134 

7.0 2.85 82 

16 2.56 48 

50 5.19 21 

C2 

0.101325 0.0710 29 

4.5 2.93 65 

7.0 3.03 71 

16 1.93 40 

50 5.73 14 

C3 

0.101325 0.103 22 

35. 2.27 53 

7.0 2.89 62 

16 2.23 26 

50 6.57 12 

nC4 

0.101325 0.114 21 

3.0 2.16 46 

7.0 3.01 52 

16 2.48 19 

50 6.5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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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이상 기체 정압 비열 
 

에너지와 연관된 열역학적 물성인 엔탈피, 엔트로피 및 비열, 

그리고 비열을 이용한 음속의 계산에는 물질이 고유하게 포함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이 반영되며, 이상 기체 비열은 그 바탕이 된다.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이상 기체 정압 비열의 계산 식은 식 13(Assael, 

Trusler, & Tsolakis, 1998)과 같은 형태의 간단한 다항식으로 

주어진다. 

 

 𝑐𝑃
𝑖𝑖 = 𝐴 + 𝐵𝑇 + 𝐶𝑇2 + 𝐷𝑇3 (13) 

 

여기서, 𝑐𝑃
𝑖𝑖 = 이상 기체 정압 비열 

 𝑇 = 온도 

 𝐴 = 물질 별 무 차원 계수 

 𝐵 = 물질 별 무 차원 계수 

 𝐶 = 물질 별 무 차원 계수 

 𝐷 = 물질 별 무 차원 계수 

 

이와 같은 간단한 3차 다항식을 보완하기 위해 식 14(Koretsky, 

2013)와 같은 보다 복잡한 다항식 형태의 이상 기체 정압 비열 계산 

역시 널리 사용되고 있다. 

 

 𝑐𝑃
𝑖𝑖

𝑅
= 𝐴 + 𝐵𝑇 + 𝐶𝑇2 + 𝐷𝑇−2 + 𝐸𝑇3 (14) 

 

여기서, 𝑐𝑃
𝑖𝑖 = 이상 기체 정압 비열 

 𝑇 = 온도 

 𝐴 = 물질 별 무 차원 계수 

 𝐵 = 물질 별 무 차원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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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𝐶 = 물질 별 무 차원 계수 

 𝐷 = 물질 별 무 차원 계수 

 𝐸 = 물질 별 무 차원 계수 

 

그러나 이런 이상 기체 정압 비열 계산은 권장 범위가 298 K 

이상(Smith, Van Ness, & Abbott, 1996)인 관계식이다. 이에 저온 

현상을 다루는 본 모사 모델에 적용할 경우, 이를 바탕으로 하는 다른 

물성 예측에 큰 오차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ly and Lee (1981)가 제안한 이상 기체 정압 

비열 계산을 통해 보다 정확한 예측을 수행하였다. Aly and Lee 

(1981)는 분자의 진동과 회전 운동 및 분자 내 전자와 핵에 의한 전기 

에너지를 반영하여 식 15와 같은 형태의 이상 기체 정압 비열 식을 

제안하였다. 

 

 𝑐𝑃
𝑖𝑖 = 𝐵 + 𝐶 �

𝐷 𝑇⁄
sinh(𝐷 𝑇⁄ )�

2

+ 𝐸 �
𝐹 𝑇⁄

cosh(𝐹 𝑇⁄ )�
2

 
(15) 

 

여기서, 𝑐𝑃
𝑖𝑖 = 이상 기체 정압 비열 

 𝑇 = 온도 

 𝐵 = 물질 별 무 차원 계수 

 𝐶 = 물질 별 무 차원 계수 

 𝐷 = 물질 별 무 차원 계수 

 𝐸 = 물질 별 무 차원 계수 

 𝐹 = 물질 별 무 차원 계수 

 

이 때 물질 별 각 무 차원 계수는 Aly and Lee (1981)의 연구에 

제안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후 열역학 물성 계산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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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엔탈피와 엔트로피 
 

대표적 열역학 물성인 엔탈피와 엔트로피는 한 상태에서 절대적인 

값이 존재하여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까지의 

엔탈피와 엔트로피 차이가 유의미한 물성이다. 따라서 기준 상태를 

정의하고 해당 상태로부터 현재 상태가 달라진 정도를 현 상태에서의 

엔탈피와 엔트로피로 정의하여 구할 수 있다. 현재 상태의 엔탈피와 

엔트로피는 이상 기체 상태 엔탈피, 엔트로피와 실제 물질이 이상 기체 

상태와 다른 정도를 반영하는 잉여 엔탈피, 엔트로피의 합으로 구성된다. 

이 때 이상 기체 상태 엔탈피와 엔트로피는 각각 식 16, 식 17와 같이 

나타난다. 

 

 ℎ𝑖𝑖 = ℎ(𝑇0) + � 𝑐𝑃
𝑖𝑖

𝑇

𝑇0
𝑑𝑇 (16) 

 

여기서, ℎ𝑖𝑖 = 이상 기체 상태 엔탈피 

 𝑐𝑃
𝑖𝑖 = 이상 기체 상태 정압 비열 

 𝑇 = 현재 온도 

 𝑇0 = 기준 상태 온도 
 

 𝑠𝑖𝑖 = 𝑠(𝑇0,𝑑0) + � �
𝑐𝑃
𝑖𝑖

𝑇
�𝑑𝑇

𝑇

𝑇0
− 𝑅 ln �

𝑑
𝑑0
� (17) 

 

여기서, 𝑠𝑖𝑖 = 이상 기체 엔탈피 

 𝑐𝑃
𝑖𝑖 = 이상 기체 정압 비열 

 𝑇 = 현재 온도 

 𝑇𝑜 = 기준 상태 온도 

 𝑑 = 현재 압력 

 𝑑𝑜 = 기준 상태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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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상태에서 엔탈피와 엔트로피를 각각 0으로 두면, 엔탈피와 

엔트로피는 이상 기체 정압 비열에 관한 함수가 되며, 식 15의 이상 

기체 정압 비열 식을 대입하여 정리하면 이상 기체 상태 엔탈피와 

엔트로피를 각각 다음과 같이 얻는다. 

 

 ℎ𝑖𝑖 = 𝐴 + 𝐵𝑇 + 𝐶𝑇 �
𝐷
𝑇
� coth�

𝐷
𝑇
� − 𝐸𝑇 �

𝐹
𝑇
� tanh �

𝐹
𝑇
� (18) 

 

 
𝑠𝑖𝑖 = 𝐵 ln𝑇 + 𝐶 �

𝐷
𝑇

coth �
𝐷
𝑇
� − ln �sinh �

𝐷
𝑇
���

− 𝐸 �
𝐹
𝑇

tanh �
𝐹
𝑇
� − ln �cosh �

𝐹
𝑇
��� + 𝐺 − 𝑅 ln �

𝑑
𝑑0
� 

(19) 

 

이상 기체 상태와 실제 상태의 차이를 반영하는 잉여 엔탈피와 

엔트로피는 각각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ℎ𝑟𝑟𝑟 = � �𝑣 �
𝜕𝑑
𝜕𝑣
�
𝑇

+ 𝑇 �
𝜕𝑑
𝜕𝑇
�
𝑣
�𝑑𝑣

𝑣

∞
 (20) 

 

 𝑠𝑟𝑟𝑟 = � ��
𝜕𝑑
𝜕𝑇
�
𝑣
−
𝑅
𝑣
�𝑑𝑣

𝑣

∞
+ 𝑅 ln 𝑧 (21) 

 

여기서, ℎ𝑟𝑟𝑟 = 잉여 엔탈피 

 𝑠𝑟𝑟𝑟 = 잉여 엔트로피 

 𝑣 = 몰 부피 

 𝑧 = 압축성 계수 

 

이 때 압력과 온도, 부피의 관계를 상태 방정식을 사용하여 

정의하였으므로, 상태 방정식을 이용하여 식 20과 식 21을 정리하면 

각각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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ℎ𝑟𝑟𝑟
= 𝑧 − 1

−
𝐴

2.828𝐵�
1 +

∑ ∑ 𝑥𝑖𝑥𝑗𝑛𝑗�1 − 𝑘𝑖𝑗��𝑎𝑖𝑎𝑖𝑎𝑗𝑇𝑟,𝑗𝑗𝑖

𝑎𝑎 � ln �
𝑧 + 2.414𝐵
𝑧 − 0.414𝐵

� 
(22) 

 

 

𝑠𝑟𝑟𝑟
= ln(𝑧 − 𝐵)

− �
𝐵∑ ∑ 𝑥𝑖𝑥𝑗𝑛𝑗�1 − 𝑘𝑖𝑗��𝑎𝑖𝑎𝑖𝑎𝑗𝑇𝑟,𝑗𝑗𝑖

2.828𝑎𝑎𝐴 � ln �
𝑧 + 2.414𝐵
𝑧 − 0.414𝐵

� 
(23) 

 

이상의 식을 통해 예측한 이상 기체 상태 엔탈피, 엔트로피와 잉여 

엔탈피, 엔트로피의 합으로 현재 상태의 엔탈피, 엔트로피를 구할 수 

있다. 혼합물인 경우 잉여 물성에는 계수 혼합법이 이미 적용되어 

있으므로 이상 기체 상태 엔탈피와 엔트로피를 각각 다음과 같이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ℎ𝑖𝑖 = �𝑥𝑖ℎ𝑖
𝑖𝑖

𝑖

 (24) 

 

 𝑠𝑖𝑖 = �𝑥𝑖𝑠𝑖
𝑖𝑖

𝑖

− 𝑅𝑥𝑖 ln𝑥𝑖 (25) 

 

Younglove and Ely (1987)의 실험 결과와 비교해보았을 때 여러 

압력에 대한 등압 물성 계산에서 엔탈피와 엔트로피의 예측이 정확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8과 그림 19는 각각 1 bar와 160 bar에서 

실험값과 비교한 메탄의 엔탈피와 엔트로피 계산 결과이며, 초 임계 

영역과 저압 영역에서 상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를 포함하여 모두 예측이 

정확하게 이루어짐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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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Calculated Temperature-Enthalpy & Temperature-
Entropy Diagram of Methane on Isobaric Line of 1 
bar in This Study with Experimental Data (Younglove 
& Ely, 1987) 

 

그림 19. Calculated Temperature-Enthalpy & Temperature-
Entropy Diagram of Methane on Isobaric Line of 160 
bar in This Study with Experimental Data (Younglove 
& Ely,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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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압력 단계 및 포화 곡선 상의 검증 경우에 대한 엔탈피 계산의 

평균 오차를 표 3, 표 4에, 엔트로피 계산의 평균 오차를 표 5, 표 6에 

정리하였다. 엔탈피의 경우 포화 곡선 상 액체에서 임계 점 부근 몇 

개의 상태에서 오차가 발생하였으나 일반적인 경우의 정확도는 매우 

높았으며, 오차가 발생하는 상의 경우에도 최대 평균 오차가 10%를 

넘지 않았다. 특히 엔트로피의 경우 전 영역에서 매우 정확한 결과를 

보인다. 

 

표 3. Mean Average Percentage Error from Calculated 
Molar Enthalpies on Saturation Lines Comparing to 
Experimental Data (Younglove & Ely, 1987) 

Component Phase 
Mean Average 

Percentage Error  
(%) 

Number 
of Point 

C1 
Liquid 4.14 50 

Vapor 0.970 50 

C2 
Liquid 5.31 22 

Vapor 3.06 22 

C3 
Liquid 8.58 29 

Vapor 3.18 29 

nC4 
Liquid 2.91 59 

Vapor 1.44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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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Mean Average Percentage Error from Calculated 
Molar Enthalpies on Isobaric Lines Comparing to 
Experimental Data (Younglove & Ely, 1987) 

Component 
Pressure 
(MPa) 

Mean Average 
Percentage Error  

(%) 

Number 
of Point 

C1 

0.101325 0.103 86 

4.0 6.76 134 

7.0 5.97 82 

16 1.49 48 

50 2.83 21 

C2 

0.101325 0.171 29 

4.5 9.08 65 

7.0 4.57 71 

16 1.28 40 

50 1.47 14 

C3 

0.101325 0.212 22 

35. 5.21 53 

7.0 1.56 62 

16 1.20 26 

50 7.21 12 

nC4 

0.101325 0.483 21 

3.0 1.46 46 

7.0 1.09 52 

16 0.749 19 

50 1.8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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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Mean Average Percentage Error from Calculated 
Molar Entropies on Saturation Lines Comparing to 
Experimental Data (Younglove & Ely, 1987) 

Component Phase 
Mean Average 

Percentage Error  
(%) 

Number 
of Point 

C1 
Liquid 0.482 50 

Vapor 0.226 50 

C2 
Liquid 0.281 22 

Vapor 0.437 22 

C3 
Liquid 0.460 29 

Vapor 0.419 29 

nC4 
Liquid 0.492 59 

Vapor 0.278 59 

 

 

표 6. Mean Average Percentage Error from Calculated 
Molar Entropies on Isobaric Lines Comparing to 
Experimental Data (Younglove & Ely, 1987) 

Component 
Pressure 
(MPa) 

Mean Average 
Percentage Error  

(%) 

Number 
of Point 

C1 

0.101325 0.0264 86 

4.0 0.246 134 

7.0 0.358 82 

16 0.131 48 

50 0.033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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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 

0.101325 0.0512 29 

4.5 0.324 65 

7.0 0.319 71 

16 0.122 40 

50 0.116 14 

C3 

0.101325 0.0706 22 

35. 0.232 53 

7.0 0.232 62 

16 0.102 26 

50 0.350 12 

nC4 

0.101325 0.152 21 

3.0 0.258 46 

7.0 0.237 52 

16 0.214 19 

50 0.383 7 

 

 

제 5 절 정압, 정적 비열 및 음속 
 

정압 비열의 예측은 엔탈피, 엔트로피의 계산과 같이 이상 기체 

상태 정압 비열과 잉여 정압 비열의 합으로 구성된다. 정압 비열의 정의 

(식 26)로부터 PRCEOS를 사용한 정압 비열 계산(식 27)을 얻을 수 

있다. 

 

 𝑐𝑃 = �
𝜕ℎ
𝜕𝑇
�
𝑃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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𝑐𝑃 = 𝑐𝑃

𝑖𝑖 +
𝑎′′(𝑇)𝑇
2√2𝑏

ln �
𝑧 + 2.414𝐵
𝑧 − 0.414𝐵

� +
𝑅(𝑀 −𝑁)2

𝑀2 − 2𝐴(𝑧 + 𝐵) − 𝑅 

 
(27) 

 

여기서, 𝑀 = (𝑧2 + 2𝐵𝑧 − 𝐵2) (𝑧 − 𝐵)⁄   

 𝑁 = 𝑎′(𝑇)𝐵 𝑏𝑅⁄   

 𝐴 = 𝑎𝑑 𝑅2𝑇2⁄   

 𝐵 = 𝑏𝑑 𝑅𝑇⁄   

 𝑐𝑃 = 정압 비열 

 

정적 비열의 경우 식 28과 같이 표현되며, PRCEOS를 사용한 정적 

비열 계산은 식 29와 같다. 

 

 𝑐𝑣 = 𝑐𝑝 + 𝑇 �
𝜕𝑣
𝜕𝑇
�
𝑃

2

�
𝜕𝑣
𝜕𝑑
�
𝑇

�  (28) 

 

 𝑐𝑣 = 𝑐𝑝 +
𝑅(𝑀−𝑁)2

2𝐴(𝑧 + 𝐵) −𝑀2 (29) 

 

여기서, 𝑐𝑣 = 정적 비열 

 

이 때 음속은 식 30(Cengel & Cimbala, 2006)과 같고, PRCEOS를 

통한 음속은 식 31과 같이 정리된다. 

 

 𝑢𝑟 = �
𝑐𝑃
𝑐𝑣
�
𝜕𝑑
𝜕𝜕
�
𝑇
 (30) 

 

 𝑢𝑟 = 𝑣�
𝑐𝑝

𝑐𝑣𝑀𝑀
�

2𝑎(𝑇)(𝑣 + 𝑏)
(𝑣2 + 2𝑏𝑣 − 𝑏2)2 −

𝑅𝑇
(𝑣 − 𝑏)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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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𝑢𝑟 = 음속 

 𝑀𝑀 = 분자량 

 

그림 20은 160 bar에서 메탄의 정압, 정적 비열 및 음속 계산 

결과이며, 실험값과 역시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0. Calculated Temperature-Isobaric Heat Capacity, 
Temperature-Isochoric Heat Capacity & 
Temperature-Sonic Speed Diagram of Methane on 
Isobaric Line of 160 bar in This Study with 
Experimental Data (Younglove & Ely, 1987) 

 

정압, 정적 비열 및 음속 계산 결과의 실험값 대비 오차를 표 7, 표 

8, 표 9에 각각 나타내었고, 넓은 범위의 조건에서 계산 결과의 

정확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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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Mean Average Percentage Error from Calculated 
Isobaric Molar Heat Capacities on Isobaric Lines 
Comparing to Experimental Data (Younglove & Ely, 
1987) 

Component 
Pressure 
(MPa) 

Mean Average 
Percentage Error  

(%) 

Number 
of Point 

C1 

0.101325 0.462 86 

4.0 4.62 134 

7.0 4.66 82 

16 2.10 48 

50 0.548 21 

C2 

0.101325 0.795 29 

4.5 7.67 65 

7.0 5.55 71 

16 2.04 40 

50 0.611 14 

C3 

0.101325 0.408 22 

35. 5.94 53 

7.0 3.95 62 

16 1.15 26 

50 1.31 12 

nC4 

0.101325 0.737 21 

3.0 5.61 46 

7.0 3.66 52 

16 1.42 19 

50 1.7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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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Mean Average Percentage Error from Calculated 
Isochoric Molar Heat Capacities on Isobaric Lines 
Comparing to Experimental Data (Younglove & Ely, 
1987) 

Component 
Pressure 
(MPa) 

Mean Average 
Percentage Error  

(%) 

Number 
of Point 

C1 

0.101325 0.670 86 

4.0 3.75 134 

7.0 4.95 82 

16 1.16 48 

50 2.41 21 

C2 

0.101325 2.30 29 

4.5 5.46 65 

7.0 5.62 71 

16 1.90 40 

50 3.89 14 

C3 

0.101325 1.01 22 

35. 3.64 53 

7.0 3.03 62 

16 2.53 26 

50 5.52 12 

nC4 

0.101325 1.80 21 

3.0 3.03 46 

7.0 2.93 52 

16 2.95 19 

50 5.3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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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Mean Average Percentage Error from Calculated 
Sonic Speeds on Isobaric Lines Comparing to 
Experimental Data (Younglove & Ely, 1987) 

Component 
Pressure 
(MPa) 

Mean Average 
Percentage Error  

(%) 

Number 
of Point 

C1 

0.101325 0.0961 86 

4.0 0.842 134 

7.0 3.89 82 

16 3.86 48 

50 8.42 21 

C2 

0.101325 0.189 29 

4.5 1.02 65 

7.0 5.05 71 

16 4.61 40 

50 10.1 14 

C3 

0.101325 0.0788 22 

35. 1.20 53 

7.0 5.71 62 

16 7.09 26 

50 11.5 12 

nC4 

0.101325 0.0950 21 

3.0 1.16 46 

7.0 7.33 52 

16 9.92 19 

50 11.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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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점성 및 열 전도도 
 

수송 물성인 점성 및 열 전도도는 열 전달 계산에서 사용되는 

물성으로, 물질의 밀도에 크게 의존하므로 액체와 기체에서 매우 다른 

결과를 보인다. 선행 연구에서는 이에 착안하여 액체와 기체에 대해 

다른 물성 예측 이론을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Ely and Hanley 

(1981)가 제안한 점성 예측 이론 및 Ely and Hanley (1983)가 제안한 

열 전도도 예측 이론을 액체와 기체 상에 대해 검증하고 적용하였다. 

수송 물성의 예측은 희박 기체 상태 물성(Dilute Gas Value), 초과 

물성(Excess Value) 및 임계 증가 물성(Critical Enhancement)로 

구성하여 모사할 수 있다.(Assael et al., 1998) Ely and Hanley 

(1981)의 점성 예측과 Ely and Hanley (1983)의 열 전도도 예측은 

이를 모두 반영하고 있다. 또한 메탄을 기준 물질로 삼아 메탄과 대상 

물질의 특성 차이를 Leach, Chappele, and Leland (1968)이 제안한 

형상 계수의 반영을 통해 대상 물질의 물성을 예측한다. 

그림 21은 노말 부탄의 삼중 점에서 임계 점까지 포화 곡선 상 

액체 상의 점성과 열 전도도 예측 결과를 실험값과 함께 도시한 것이며, 

그림 22는 동일 조건에서 기체 상의 점성과 열 전도도 예측 결과를 

실험값과 함께 도시한 것이다. 밀도에 의존하는 수송 물성의 특성 상 

밀도에 따른 변화를 나타내었으며, 변화가 비교적 작은 액체 상의 

밀도를 제외하고는 로그 스케일로 나타내었다. 표 10과 표 11은 각 

물질의 포화 곡선 상 점성 및 열 전도도 예측의 실험값 대비 오차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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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Calculated Mass Density-Viscosity & Mass Density-
Thermal Conductivity Diagram of Liquid Normal 
Butane on Saturation Line in This Study with 
Experimental Data (Younglove & Ely, 1987) 

 

그림 22. Calculated Mass Density-Viscosity & Mass Density-
Thermal Conductivity Diagram of Liquid Normal 
Butane on Saturation Line in This Study with 
Experimental Data (Younglove & Ely,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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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Mean Average Percentage Error from Calculated 
Viscosities on Saturation Lines Comparing to 
Experimental Data (Younglove & Ely, 1987) 

Component Phase 
Mean Average 

Percentage Error  
(%) 

Number 
of Point 

C1 
Liquid 7.48 50 

Vapor 0.497 50 

C2 
Liquid 9.58 22 

Vapor 3.40 22 

C3 
Liquid 10.7 29 

Vapor 3.41 29 

nC4 
Liquid 6.90 59 

Vapor 5.03 59 

 

 

표 11. Mean Average Percentage Error from Calculated 
Thermal Conductivities on Saturation Lines 
Comparing to Experimental Data (Younglove & Ely, 
1987) 

Component Phase 
Mean Average 

Percentage Error  
(%) 

Number 
of Point 

C1 
Liquid 6.71 50 

Vapor 16.25 50 

C2 
Liquid 3.90 22 

Vapor 9.1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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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 
Liquid 2.46 29 

Vapor 8.06 29 

nC4 
Liquid 9.38 59 

Vapor 4.68 59 

 

 

제 5 장 비 정상 상태 감압 과정 모델 
 

 

제 1 절 모델 구성 개요 
 

감압 현상과 같이 많은 물성 및 열 전달, 평형 등의 계산이 포함된 

동적 과정을 미분 방정식을 통하여 해석적으로 구성할 경우 비교적 

사실에 가까운 결과 취득을 기대할 수 있으나 문제의 구성이 매우 

복잡하며 연산 역시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 정상 상태인 감압 

현상의 모사를 Haque et al. (1990)와 같이 다수의 차분 압력 단계로 

설정하여 준 정상 상태와 같이 구성하였다. 이 때 감압 현상의 차분 

단계는 압력 혹은 시간으로 설정할 수 있으나, 열역학적 물성과 

독립적인 시간을 단계로 설정할 경우 연산 과정이 비 효율적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초기 압력으로부터 한 단계 낮은 압력을 설정하고, 

해당 압력 단계에서 계산을 수행하여 해당 압력에 도달하기 위한 시간과 

그 때의 유체 및 벽면 온도를 얻는다. 이에 본 모델은 감압 과정 중 

압력이 단조 감소함을 전제로 한다. 

유체의 팽창은 Mahgerefteh and Wong (1999)와 같이 열역학 제 

2 법칙에 근거하여 열 유입량을 엔트로피 증가분으로 반영하였다. 이를 

통해 사실적인 폴리트로픽 팽창 경로를 따르도록 하였다. 다수의 압력 

단계로 차분한 준 정상 상태 모사에서, 보다 사실적인 모사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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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많은 압력 단계를 설정하였고 따라서 각 압력 단계는 매우 짧은 

시간 단계를 가진다. 이 매우 짧은 시간에 비해 각 압력 단계의 온도 

변화는 아주 작으므로 한 압력 단계에서는 온도를 상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한 단계에서의 열 유입량을 온도로 나눈 것이 엔트로피 상승 

분이라 설정한다. 

실제 감압 과정 중인 용기 내부의 물질은 용기의 규격이 커짐에 

따라 물질 별 분자량의 차이로 인해 위치에 따라 조성이 다를 수 있으며, 

순 물질의 경우와 같이 조성이 균일하더라도 중력에 의해 용기 

내부에서는 위치에 따라 그 압력과 밀도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용기 내부 물질의 전체 물성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유의미하지 

않으며, 전체 계산 결과에는 더욱 영향이 적다. 따라서 용기 내부 

유체의 공간적 균일성을 가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열역학적 모사에서 

널리 통용되는 방식이며, 본 모델에서도 용기 내부 물질은 그 물성이 

위치에 따라 균일하다 보았다. 또한 용기 벽면의 온도 역시 두께 방향에 

따라서는 내벽과 외벽의 온도가 다를 수 있으나 용기의 길이 방향으로는 

동일함을 가정하였다. 

 

 

제 2 절 용기 내부 유체와 용기 내벽 간 열 전달 
 

제 2 장 제 3 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용기 내부 유체와 용기 

내벽 간 열 전달은 자연 대류와 강제 대류를 모두 반영한 것이 보다 

사실적인 모사라 할 수 있다. 블로우다운과 같은 감압 현상은 그 

태생으로부터 고압에서 저압까지 압력이 변하는 과정이며 압력의 감소는 

지수 함수의 형태로 빠르게 일어난다. 감압이 시작되는 고압 영역에서는 

온도 차로 인한 밀도 차이가 유의미하며, 이 밀도 차이로 인해 유체 

내의 유동이 발생하므로 고압 영역에서는 자연 대류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압력이 빠르게 감소하여 저압 저온의 상태가 되어 온도 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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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밀도 차이가 줄어들게 되면, 밀도 차로 인한 유동에 비해 점성의 

영향이 커지므로 강제 대류의 영향이 나타난다. 

열 전달 율의 계산은 식 32와 같이 유체와 벽면의 온도 차, 접촉 

면적, 열 전달 계수의 곱으로 표현된다. 

 

 �̇� = ℎ𝐴�𝑇𝑟 − 𝑇𝑓� (32) 

 

여기서, �̇� = 열 전달 율 

 ℎ = 대류 열 전달 계수 

 𝐴 = 접촉 면적 

 𝑇𝑟 = 벽면 온도 

 𝑇𝑓 = 유체 온도 

 

이 때 대류 열 전달 계수는 열 전달에 관한 무 차원 수인 Nusselt 

수의 정의에 따라 식 33과 같이 표현된다. 

 

 𝑁𝑢 =
ℎ𝐿𝑐
𝑘

 (33) 

 

여기서, 𝑁𝑢 = Nusselt 수 

 ℎ = 대류 열 전달 계수 

 𝐿𝑐 = 접촉 면의 특성장 

 𝑘 = 유체의 열 전도도 

 

접촉 면의 특성장과 유체의 열 전도도는 구할 수 있는 값이므로, 

Nusselt 수를 특정할 경우 대류 열 전달 계수를 쉽게 찾아낼 수 있다. 

따라서 대류 열 전달 모델은 대류의 특성에 따른 무 차원 수를 통해 

Nusselt 수를 구하는 관계식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대류 열 

전달에 관한 무 차원 수를 표 12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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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Dimensionless Numbers Used for Correlations of 
Natural and Forced Convection 

Dimensionless Number Definition 

Nusselt Number, 𝑁𝑢 ℎ𝐿𝑐 𝑘⁄  

Grashof Number, 𝐺𝐺 𝑔𝛽Δ𝑇𝐿𝑐3 𝜈3⁄  

Prandtl Number, 𝑑𝐺 𝜇𝑐𝑃 𝑘⁄  

Rayleigh Number, 𝑅𝑎 𝐺𝐺 ∙ 𝑑𝐺 

Reynolds Number, 𝑅𝑒 𝜕𝑢𝐿𝑐 𝜇⁄  

 

여기서, ℎ = 열 전달 계수 

 𝐿𝑐 = 특성장 

 𝑘 = 열 전도도 

 𝑔 = 중력 가속도 

 𝛽 = 부피 열 팽창 계수 

 Δ𝑇 = 유체와 벽면의 온도 차 

 𝜈 = 동 점성 계수 

 𝜇 = 점성 계수 

 𝜕 = 밀도 

 𝑢 = 속도 

 

대류는 유체의 이동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이므로 유체와 접하는 

벽면의 형상에 따라 적합한 관계식을 차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널리 

통용되는 Nusselt 수 관계식은 복잡한 형상에 대해 특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평판 등에 대해 주어지므로 적용하고자 하는 계의 

형상을 관계식에 따라 나누어 생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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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압력 용기는 압력을 쉽게 버틸 수 있도록 원통형 구조를 

지니며, 이에 압력 용기의 벽면을 크게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수직 용기의 경우 그림 23과 같이 원통 벽면과 위쪽, 아래쪽 

헤드의 세 부분으로 쉽게 나눌 수 있으며, 수평 용기의 경우 그림 24와 

같이 측면 헤드와 원통 벽면의 상단 부, 하단 부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의 경우에 맞는 관계식을 적용한다. 이는 평판에 대한 대류 계수 

관계식을 적용하기 위함으로, 나누어진 각 부는 모두 평판으로 가정한다. 

 

 

 

그림 23. Schematic Divided Parts of a Vertical V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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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Schematic Divided Parts of a Horizontal Vessel 

 

먼저 수직 용기의 경우를 보면 세 부분 중 헤드에 해당하는 부분은 

수평 판이며, 원통 벽면 몸체에 해당하는 부분은 수직 원통이다. 이 때 

수직 원통은 그 직경이 매우 작을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 수직 판으로 

생각할 수 있다.(Cengel & Ghajar, 2010) 수평 판의 자연 대류 

Nusselt 수 관계식은 널리 알려진 McAdams 관계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벽면에 비해 차가운 유체가 벽면 아래에 있을 경우 식 34, 벽면 

위에 있을 경우 식 35와 같이 주어진다.(Cengel & Ghajar, 2010) 

 

 𝑁𝑢 = 0.27𝑅𝑎0.25 (34) 

 

 𝑁𝑢 = �0.54𝑅𝑎1 4⁄ , 104 ≤ 𝑅𝑎 < 107

0.15𝑅𝑎1 3⁄ , 107 ≤ 𝑅𝑎 < 1011
 (35) 

 

수직 판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식 36으로 나타나는 

Churchill and Chu 관계식(Churchill & Chu, 1975)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보다 식이 복잡하지만 Rayleigh 수의 범위에 제한이 없으며 다른 

관계식에 비해 정확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engel & 

Ghajar,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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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𝑁𝑢 = �0.825 +
0.387𝑅𝑎1 6⁄

(1 + (0.492 𝑑𝐺⁄ )9 16⁄ )8 27⁄ �
2

 (36) 

 

수평 용기에서도 같은 관계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측면 

헤드가 수직 판이므로 Churchill and Chu 관계식을, 원통 벽면 몸체가 

수평 판이므로 McAdams 관계식을 사용하였다. 

강제 대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벽면의 형상에 따라 대류 계수를 

나누어 구한다. 강제 대류에 사용되는 관계식에는 원통형 물체 내부에 

적용할 수 있는 Gnielinski 관계식(Gnielinski, 1976)이, 평판에 

대해서는 Churchill and Ozoe 관계식(Churchill & Ozoe, 1973)이 각각 

식 37과 38로 주어진다. 

 

 𝑁𝑢 =
�(𝑓 8⁄ )(𝑅𝑒 − 1000)𝑑𝐺�

1.07 + 12.7(𝑓 8⁄ )0.5(𝑑𝐺0.67 − 1) 
(37) 

 

여기서, 𝑓 = 마찰 인자 

 

 𝑁𝑢 =
1.128𝑑𝐺0.5𝑅𝑒0.5

(1 + (0.0468 𝑑𝐺⁄ )0.67)0.25 (38) 

 

여기서, 𝑅𝑒 = Reynolds 수 

 

따라서 이를 각각 원통 벽면과 헤드에 적용하여 강제 대류 계수를 

구하였다. 이 때 마찰 인자는 식 39로 나타나는 Petukhov (1970)의 

관계식을 사용하였다. 

 

 𝑓 = (1.82 log(𝑅𝑒) − 1.64)−2 (39) 

 

강제 대류의 관계식에 사용되는 Reynolds 수를 구할 때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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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의 속도는 배출 유량을 바탕으로 산정하였다. 배출된 유체의 몰 

수를 알고 있고, 용기 내부 상태를 알고 있으므로 배출된 유체가 용기 

내부에서 차지하고 있던 부피를 알 수 있다. 해당 부피가 현 단계에서는 

제거되었으므로 배출되지 못한 유체가 그 부피를 채우게 된다. 따라서 

이를 용기의 단면적과 경과 시간으로 나누어 용기 내부 유체의 평균 

속도를 얻는다. 

자연 대류와 강제 대류가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복합 대류의 경우, 

자연 대류 계수와 강제 대류 계수를 단순히 더하여 복합 대류 계수를 

구할 수 없다. 복합 대류의 경우에는 자연 대류 Nusselt 수와 강제 대류 

Nusselt 수의 합성을 통해 복합 대류 Nusselt 수를 구하여 대류 계수를 

식 33에 의해 구한다. 이 때 Nusselt 수의 합성은 식 40와 같이 

주어진다.(Churchill, 1977) 

 

 𝑁𝑢𝑐𝑜𝑐𝑐 = �(𝑁𝑢𝑛𝑎𝑎)3 + �𝑁𝑢𝑓𝑜𝑟�3�
1 3⁄

 (40) 

 

 

제 3 절 용기 벽면 내 비 정상 열 전도 
 

감압이 시작되고 용기 내 유체의 온도가 하강하여 벽면과 온도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 제 2 절에서 본 것과 같이 대류 현상을 통해 열 

전달이 일어난다. 일반적으로 용기 벽면의 온도가 내부 유체에 비해 

높으므로 용기 벽면과 내부 유체 간 열 전달이 일어난다는 것은 곧 용기 

벽면이 열을 잃는다는 것이고, 따라서 용기 벽면의 온도 역시 하강한다. 

그러나 감압 중에서 용기 벽면은 내부 유체와 접촉하는 내벽의 온도부터 

떨어지기 시작하고, 내벽과 아직 온도가 떨어지지 않은 벽의 온도 차로 

인한 전도 현상으로 서서히 전체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한다. 

용기 벽면을 가로지르는 온도 개형은 정상 상태일 경우 용기 벽면 

재질의 열 전도도에 따라 직선으로 나타나게 되지만 비 정상 상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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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압 과정에서는 내벽이 먼저 국부적으로 냉각되고 점차 냉각이 

진행되는 비 정상 열 전도 온도 개형이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그림 25와 같이 용기 벽을 두께에 대해 두 층으로 나누어 각 층에 대해 

비 정상 열 전도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25. Cross-section Schematic Temperature Profile on 
Transient Conduction across Vessel Wall Thickness 

 

비 정상 전도 문제는 식 41로 정의되는 무 차원 온도를 식 42로 

정리하여, 식 43과 같이 나타나는 무 차원 온도에 대한 미분 방정식 

정확 해를 통해 구성하였다. 이 때 벽 중앙의 온도는 각 단계에서 용기 

벽면의 질량과 비열을 통해 예측하였다. 

 

 𝜃(𝑥,𝐹𝐹) =
𝑇(𝑥, 𝑑) − 𝑇∞
𝑇𝑖 − 𝑇∞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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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𝑇(𝑥, 𝑑) = 𝑇∞ + 𝜃(𝑇𝑖 − 𝑇∞) (42) 

 

 𝜃 = �
4 𝑠𝑠𝑛 𝜆𝑛

2𝜆𝑛 + 𝑠𝑠𝑛2𝜆𝑛
𝑒−𝜆𝑛2𝐹𝑜 𝑐𝐹𝑠 �

𝜆𝑛𝑥
𝐿
�

∞

𝑛=1

 (43) 

 

여기서, 𝜆𝑛 = 미분 방정식의 고유 값, 𝜆𝑛 tan 𝜆𝑛 = 𝐵𝑠 

 𝐹𝐹 = Fourier Number, 𝑎𝑑 𝐿2⁄  

 𝐵𝑠 = Biot Number, ℎ𝐿 𝑘⁄  

 𝑎 = 벽면 열 확산도 

 𝑘 = 벽면 열 전도도 

 

무 차원 온도는 무 차원 시간을 뜻하는 Fourier 수가 충분히 클 

경우 1차 항만을 해로 차용하는 단 항 근사 해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본 모델은 각 단계 별 시간 간격이 짧아 Fourier 수가 작으므로 단 항 

근사 해법의 적용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무 차원 온도가 수렴할 때까지 

Biot 수를 통해 고유 값을 구하여 내벽과 외벽의 온도를 구하였다. 

이와 같은 본 연구에서의 비 정상 상태 전도 모델을 적용할 경우 

용기 벽면의 비열 및 열 전도도, 열 확산도를 사용하여 재질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 압력 용기는 고압에서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지닌 

금속을 사용하여 제작되는데, 많은 경우 금속의 물성은 상수로 가정한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으로 상온에서의 물성 대표 값이며 심한 저온 현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그림 26과 같이 금속의 물성이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인 탄소강의 경우 열 전도도와 확산도가 유의미하게 변하는 

정도에서는 이미 취성에 의해 사용할 수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저온에 주로 사용되는 스테인리스 강에 대해 Marquardt, Le, and 

Radebaugh (2000)가 제안한 열 전도도 및 비열 예측 관계식과 Jensen, 

Tuttle, Stewart, Brenchna, and Prodell (1980) 실험에 근거한 열 

확산도 예측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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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Temperature-Thermal Conductivity Diagram of 
Various Materials (Marquardt et al., 2000) 

 

 

제 4 절 용기 외벽과 외부 대기 간 열 전달 
 

벽면 두께를 가로지르는 전도 현상에 의해 외벽의 온도가 차츰 

내려가기 시작하면 외부 대기와 온도 차가 발생하고, 이로부터 열 

전달이 일어난다. 해양 플랜트의 경우 해풍에 의해 외부 유동이 존재할 

것이나 제 2 장 제 4 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풍속은 일정하지 않으며 

이는 풍속에 대한 정보가 있을 경우 쉽게 반영 가능한 부분이므로 본 

모델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용기 벽면의 열 용량은 내부 및 외부 

유체에 비해 매우 커 그 온도 변화가 미미하므로 외부 대기와의 온도 

차이가 크지 않다. 이에 열 전달 량이 대류의 양상에 관계없이 작아 

전체 계산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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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모델에서는 외부 대기와의 열 전달 현상은 자연 대류로만 

반영하였고, 관계식은 본 장 제 2 절에서 논의한 자연 대류에 대한 

관계식인 McAdams 관계식(Cengel & Ghajar, 2010) 및 Churchill and 

Chu 관계식(Churchill & Chu, 1975)을 적용하였다. 수평 판에 대한 

McAdams 관계식(Cengel & Ghajar, 2010)의 경우 앞서 논의한 것과 

같이 벽면과 유체의 온도와 위치에 영향을 받고, 외부 대기는 감압 시 

용기 벽면에 비해 일반적으로 높은 온도를 지니므로 이를 고려하여 

관계식을 적용하였다. 수직 판의 경우 온도와 위치에 관계 없이 사용 

가능하므로 본 장 제 2 절에서 논의한 바와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하였다. 

 

 

제 5 절 배출 유량 계산 
 

좁은 오리피스를 통과하는 유체는 제 2 장 제 5 절의 그림 7과 

같은 유동을 형성하며, 이 경우 질량 보존에 의해 오리피스에서의 질량 

유량은 전단과 동일하여야 하므로 유속이 빨라지는데, 이 때 유체의 

압력은 Bernoulli의 정리와 같이 감소한다. 감소한 압력만큼 팽창이 

일어나는데, 이상적인 노즐의 경우 에너지의 손실이 없이 부드러운 

유선을 형성하며 유체가 이동하므로 가역 단열 과정인 등 엔트로피 

팽창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 때 에너지의 손실이 없으므로 전단에서 유체의 에너지는 

오리피스에서 유체의 에너지와 동일하여야 하므로, 유동이 거의 없는 

용기 내부 유체의 엔탈피의 일부가 오리피스에서 유속으로 전환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식 44와 같이 열역학 제 1 법칙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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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ℎ0 = ℎ𝑐 +
1
2
𝑢𝑐2 (44) 

 

여기서, ℎ0 = 용기 내부 유체의 질량 엔탈피 

 ℎ𝑐 = 오리피스를 통과하는 유체의 질량 엔탈피 

 𝑢𝑐 = 오리피스에서의 유속 

 

또한 제 2 장 제 5 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용기 내부 압력은 

오리피스 후단 압력에 비해 매우 높으므로 임계류가 형성됨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오리피스에서의 유속은 곧 음속이 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통해 그림 27에 나타낸 알고리즘과 같이 배출 

유량의 계산을 수행할 수 있다. 먼저 등 엔트로피 팽창 과정이므로 용기 

내부의 엔트로피가 곧 오리피스에서의 엔트로피가 된다. 먼저 압력을 

가정한 뒤 이 엔트로피를 이용하여 해당 압력과 엔트로피를 가지는 

온도를 찾고, 그 온도와 가정한 압력에서 엔탈피와 음속을 구한다. 이를 

식 44에 대입하여 등식이 만족하는 지 확인하고, 만족하지 않을 경우 

압력을 갱신하여 반복 계산을 수행한다. 만약 식 44를 만족하는 압력을 

찾은 경우, 해당 압력과 온도 조건에서 유체의 밀도를 구할 수 있다. 이 

때 유속은 이미 음속으로 구했으므로, 오리피스의 단면적과 밀도, 

유속의 곱이 바로 유량이 되어 배출 유량 계산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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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Algorithm of Discharge Rate Calculation 

 

배출 유체가 오리피스에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압력이 

낮아지며 등 엔트로피 팽창을 통해 온도 역시 감소한다. 따라서 저온 

현상이 이미 나타난 용기 내 유체가 오리피스를 통과하며 팽창이 더 

일어날 경우 온도는 더욱 낮아질 수 있고, 이 때문에 오리피스에서 

기체의 응축으로 인한 다상 유동(Multi-phase Flow)이 발생할 수 있다. 

다상 유동이 발생하면 엔탈피 및 음속의 계산이 단상 유체와는 달라진다. 

다상 유동의 발생 여부는 압력과 엔트로피를 통해 온도를 구하는 과정을 

플래시 계산으로 구성하여 확인할 수 있다. 

플래시 계산이란 특정 조성의 물질이 특정 조건에서 상 평형을 이룰 

경우 그 상과 조성을 구하는 것으로, 만약 해당 조건에서 다상 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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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할 경우 액체와 기체의 조성을 각각 구할 수 있다. 압력과 

엔트로피로부터 온도를 구하는 압력-엔트로피 플래시 계산은 그림 

28에 나타낸 것과 같이 압력과 온도를 바탕으로 평형을 계산하는 

압력-온도 플래시 계산의 반복을 통해 수행한다. 

 

 

그림 28. Algorithm of Pressure-Entropy Flash Calculation 

 

이 때 압력-온도 플래시는 일반적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알고리즘을 사용할 경우 그 수렴성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빈번히 

발생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렴 성을 개선하고자 그림 29로 

표현되는 Kandula, Telotte, and Knopfa (2013)의 LSU-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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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이는 먼저 비등점과 응축점을 구한 뒤 이를 

바탕으로 양 경계 온도를 갱신하며 평형 온도를 수렴시키는 방식이다. 

 

 

그림 29. LSU-PR Algorithm for Pressure-Temperature Flash 
Calculation (Kandula et al., 2013) 

 

이런 열역학적 평형 계산을 통해 다상 유동 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때의 엔탈피는 식 45과 같이 기체와 액체의 엔탈피를 합성하여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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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ℎ = ℎ𝑣𝑉 + ℎ𝑙𝐿 (45) 

 

여기서, ℎ = 다상 계 전체 엔탈피 

 ℎ𝑣 = 기체 엔탈피 

 ℎ𝑙 = 액체 엔탈피 

 𝑉 = 기체 분율 

 𝐿 = 액체 분율 (= 1 − 𝑉) 
 

다상 유동의 음속은 기체에 비해 매우 무거운 액체가 생성되며 

급격히 낮아지는데, 식 31과 같이 정확한 미분 식을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icard and Bishnoi (1987)가 제시한 

수치적 계산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식 46과 같다. 

 

 𝑢𝑟 = ��
Δ𝑑
Δ𝜕
�
𝑟
 (46) 

 

다상의 경우 밀도를 식 45에서 엔탈피의 합성과 동일한 방식으로 

합성하여 혼합 밀도를 구할 수 있으며, 압력을 매우 낮게 감소시킨 뒤 

압력-엔트로피 플래시 계산을 통해 그 때의 혼합 밀도를 구한다. 이 

밀도와 압력 값을 식 46에 넣어 밀도 대비 압력의 수치적 변화를 

바탕으로 다상 유동의 음속을 구하였다. 

 

 

제 6 절 압력 단계 별 경과 시간 계산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감압 과정은 시간에 따른 변화가 존재하는 

동적 현상이며, 따라서 각 압력 단계에 대해 경과한 시간을 구할 필요가 

있다. 본 모델에서는 시간 계산을 질량 보존을 통해 구하였는데, 본 장 



 

 
65 

제 5 절에서 구한 배출 유량 계산을 바탕으로 한다. 현재 압력 

단계에서의 온도를 아는 경우, 압력과 온도를 바탕으로 이 상태에서 

용기 내부 유체의 몰 부피를 구할 수 있다. 이 때 용기 내부의 부피는 

이미 주어진 값이므로, 식 47과 같이 용기 내부에 존재하는 유체의 

양을 구할 수 있다. 

 

 𝑛𝑖 = 𝑉𝑣𝑟𝑟 𝑣⁄ 𝑖 (47) 

 

여기서, 𝑛𝑖 = 𝑠 단계 용기 내 유체의 몰 수 

 𝑉𝑣𝑟𝑟 = 용기 내부 부피 

 𝑣𝑖 = 𝑠 단계 용기 내 유체의 몰 부피 

 

이전 단계에서 용기 내 유체의 몰 수를 알고 있으므로, 이전 단계 

유체의 양과 현재 단계 유체의 양 차이를 알 수 있고, 현재 용기에서 

빠져나가는 유동은 한 곳뿐이므로 전 단계와 현 단계의 양 차이가 바로 

배출되었어야 하는 유체의 몰 수이다. 이 때 현 단계에서의 배출 유량을 

알고 있으므로, 배출되었어야 하는 유체의 몰 수를 배출 유량으로 

나누어 현 단계에서 경과한 시간을 식 48과 같이 구할 수 있다.  

 

 Δ𝑑𝑖 = (𝑛𝑖−1 − 𝑛𝑖) 𝑛𝚤̇⁄  (48) 

 

여기서, Δ𝑑𝑖 = 현 단계 경과 시간 

 𝑛𝑖−1 = 이전 단계 용기 내 유체 몰 수 

 𝑛𝑖 = 현재 단계 용기 내 유체 몰 수 

 �̇�𝑖 = 현재 단계 유체 배출 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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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감압 현상 모델 구성 
 

앞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림 30과 같이 비 정상 상태 감압에 

대한 열역학적 모델을 구성할 수 있다. 

 

그림 30. Algorithm for Simulation of Non-steady-state 
Depressu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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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압력과 온도 조건으로부터 엔트로피 및 용기 내 물질의 양을 

구한다. 이후 본 계산을 시작하며 압력을 전 단계 압력의 95%로 낮추고 

전 단계의 엔트로피를 현 단계 엔트로피로 가정한다. 앞서 본 압력-

엔트로피 플래시 계산을 통하여 가정한 엔트로피로부터 온도를 구하고, 

해당 온도로부터 현 단계 용기 내 물질의 양과 배출 유량을 계산한다. 

이로부터 현 단계의 경과 시간을 예측하며, 열 전달 계산을 수행하여 열 

전달 량을 얻는다. 열 전달 량을 바탕으로 현 단계의 엔트로피를 

갱신하여 다시 온도를 예측하고 경과 시간을 구하는 계산을 반복한다. 

이후 만약 갱신한 엔트로피와 경과 시간이 가정한 엔트로피와 시간과 

동일하다면 현 단계에서의 계산을 종료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엔트로피 가정을 갱신하여 반복 계산을 수행한다. 이렇게 한 압력 

단계에서의 계산이 수행되고 나면 현재 압력이 목표 압력에 

도달하였는지 확인한 뒤 그렇다면 전체 계산을 종료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압력에 대해 계산을 수행한다. 

 

 

제 6 장 모델 검증 및 검토 
 

 

제 1 절 수평 용기의 감압 
 

Haque et al. (1990)는 질소를 이용한 감압 실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였다. 초기 조건은 압력 150 bar, 온도 290 K이며 압력 

용기는 그림 31과 같이 내경 0.273 m, 길이 1.524 m, 벽면 두께 25 

mm의 평판 헤드를 가지는 수평 원통 구조이며 배출 밸브의 직경은 

6.35 mm이다. 용기의 재질은 기술되어있지 않으나, 저온 현상에 대한 

실험인 만큼 스테인리스 강으로 추정된다. 감압 실험은 초기 조건에서 

내부 압력이 대기압에 도달할 때까지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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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Dimension and Shape of Vessel and Orifice Used 
Blowdown of Nitrogen Experiment of Haque et al. 
(1990) 

 

해당 실험 결과와 본 모델의 계산 결과는 그림 32와 같다. 

 

 

그림 32. Temperature Profile of Inner Wall and Internal Fluid 
during Blowdown of Nitrogen Filled Horizontal V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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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모델의 계산 결과와 Haque et al. (1990)의 BLOWDOWN 결과 

및 실제 설계 시 널리 사용되는 Aspen HYSYS v7.3의 Steady-state 

PFD Dynamic Depressuring Utility를 이용한 결과를 함께 도시하였다. 

본 모델의 계산 결과 내부 유체의 온도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용기 벽면의 온도 역시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BLOWDOWN 역시 유체의 온도와 내벽의 온도를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으나 감압 지속 시간에서 실제 시간에 비해 30% 

짧게 예측하였다. HYSYS Dynamic Depressuring Utility는 감압 지속 

시간과 내부 유체의 온도 계산에서 큰 차이를 보였으며, 벽면 온도 

계산에서도 실제 내벽 온도에 비해 높은 온도로 계산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모델의 계산 결과가 타 모델에 비해 보다 실험 결과와 

잘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 2 절 수직 용기의 감압 
 

Haque et al. (1992b)는 Haque et al. (1990)와 동일한 장비를 

사용하되 용기를 수직으로 세워 감압 실험을 수행한 결과를 공개하였다. 

초기 조건은 동일하게 압력 150 bar, 온도 290 K였으며, 마찬가지로 

초기 조건에서 대기압까지 감압을 수행하였다. 

그림 33에 수직 용기의 감압 실험 결과와 본 모델의 계산 결과, 

BLOWDOWN 결과, BLOW 결과 및 HYSYS Dynamic Depressuring 

Utility 결과를 나타내었다. 수직 용기의 감압 실험 결과 수평 용기에 

비해 열 교환이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 유체의 최저 온도가 수평 용기의 

실험에 비해 더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수직 용기의 상단에서 

감압을 실시한 것으로, 유체의 팽창 정도에 따라 수평 용기에 비해 유체 

및 벽면 온도가 용기 상부와 하부에서 차이가 벌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수직 용기의 감압 실험 결과에서도 본 모델은 유체 온도 변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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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성은 물론 벽면 온도 역시 정확히 예측하고 있으며, BLOWDOWN 

역시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HYSYS Dynamic 

Depressuring Utility로는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기 어려웠으며, 

BLOW의 결과도 최저 온도가 나타나는 시간 및 최종 온도에서 실험 

값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림 33. Temperature Profile of Inner Wall and Internal Fluid 
during Blowdown of Nitrogen Filled Vertical V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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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모델 특징 검토 
 

 

제 1 절 열 교환 현상 검토 
 

본 연구의 모델은 보다 사실적인 모사를 위하여 자연 대류와 강제 

대류를 모두 고려한 복합 대류로 내부 유체와 내벽 간 열 전달 현상을 

모사함을 앞서 논의하였다. 이에 실제로 대류의 양상에 따라 계산 

결과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해보았으며, 이를 수평 용기와 수직 

용기에 대해 그림 34와 그림 35에 나타내었다. 

저온 유체의 자연 대류 열 교환 현상은 같은 조건일 경우 뜨거운 

수평 판의 아래에 유체가 있는 경우, 뜨거운 수직 판, 뜨거운 수평 판 

위에 유체가 있는 경우의 순서로 열 교환이 활발하다. 자연 대류가 

지배적인 감압 현상에서 열 교환이 가장 덜 일어나게 되는 위쪽에 

위치한 뜨거운 수평 판은 수평 용기에서 가장 많고, 따라서 수평 용기가 

수직 용기에 비해 열 교환이 덜 일어나 유체의 온도가 더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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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Temperature Profile of Inner Wall and Internal Fluid 
Using Natural and Combined Convection during 
Blowdown of Nitrogen Filled Horizontal Vessel 

 

그림 35. Temperature Profile of Inner Wall and Internal Fluid 
Using Natural and Combined Convection during 
Blowdown of Nitrogen Filled Vertical V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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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와 벽면의 위치에 무관한 강제 대류가 포함될 경우 원래 열 

교환 량이 많은 수직 용기의 경우 자연 대류만 고려했을 경우와 복합 

대류를 고려한 경우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유체의 최소 온도는 

각각 192.15 K와 194.60 K로 그 차이는 약 2.5 K, 벽면 최소 온도는 

각각 284.02 K와 283. 79 K로 그 차이는 약 0.23 K에 그친다. 그러나 

수평 용기의 경우 원통 벽면 몸체 상부에서 강제 대류로 인한 열 교환이 

고려되어야 비로소 실험 결과와 잘 맞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연 

대류만을 고려한 경우와 복합 대류를 고려한 경우에 유체의 최소 온도는 

각각 168.51 K와 175.33 K로 약 6.8 K, 벽면 최소 온도는 각각 

285.69 K와 285.06 K로 약 0.63 K의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보다 

사실과 가까운 모사를 위해서는 강제 대류를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제 2 절 벽면 내부 비 정상 전도 현상 검토 
 

BLOWSIM(Mahgerefteh & Wong, 1999)은 용기 벽면을 집중 

계로 생각하여 벽면 온도가 두께에 대해서도 균일하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급격한 감압 중에는 내벽의 국부적 냉각이 

두드러지게 되므로 벽면 두께가 열 교환 량에 비해 얇다고 하더라도 

벽면 온도의 균일 가정은 실제 현상에서 벗어난다. 그림 35는 수직 

용기의 감압 실험에 대해 BLOWSIM 방식과 본 연구의 모델 계산을 

통한 벽면 온도 예측 결과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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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Temperature Profile of Inner Wall and Internal Fluid 
Using Lumped System Approach and Transient 
Conduction during Blowdown of Nitrogen Filled 
Vertical Vessel 

 

계산 결과에서 드러나듯이 집중 계 해석을 적용할 경우 용기 벽면의 

열 용량은 열 전달 량에 비해 매우 커 최종 온도 역시 실험값에 비해 

높게 예측하고, 특히 감압 초기 온도 경향성이 실제 내벽 온도 변화 

경향과 다르게 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모델과 같이 

벽면 두께를 가로지르는 비 정상 열 전도 현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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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용기 재질 특성 반영 검토 
 

BLOWSIM(Mahgerefteh & Wong, 1999)의 용기 벽면에 대한 

집중 계 해석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그것은 용기 재질의 특성 중 열 

전도도와 열 확산도를 계산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일반적인 정상 

상태 모사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비 정상 상태 감압 현상 

모사 모델에서는 내벽 온도에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표 13은 대표적인 압력 용기 재질인 스테인리스 강과 탄소강의 

대표 물성 네 가지를 나타낸 것이다. 

 

표 13. Properties of Stainless Steel and Carbon Steel 

  
Stainless Steel 

304 
Carbon Steel 
AISI 1010 

Specific Gravity [−]  7.90 7.87 

Heat Capacity [𝐽 𝑘𝑔 ∙ 𝐾⁄ ]  500 490 

Thermal 
Conductivity 

[𝑀 𝑚 ∙ 𝐾⁄ ]  16.2 49.8 

Thermal 
Diffusivity 

[𝑚2 𝑠⁄ ]  4.2e-6 1.2e-5 

 

표 13에서 볼 수 있듯이 스테인리스 강과 탄소강은 비중과 비열이 

매우 유사하다.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이 열 전도도 인데, BLOWSIM의 

집중 계 해석을 사용할 경우 스테인리스 강과 탄소강을 사용한 해석 

결과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림 37은 본 연구의 모델로 스테인리스 강과 탄소강으로 제작된 

수직 용기의 감압 계산 결과이다. 열 전도도가 낮은 스테인리스 강은 

내벽의 온도가 국부적으로 많이 감소하였다가 시간이 지나며 외벽과 

온도가 비슷해지는 결과를 보이며, 내벽 온도 변화는 실험 결과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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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변화 경향성을 보인다. 그러나 탄소강의 경우 열 전도도가 높아 

내벽의 온도가 국부적으로 많이 변하지 못하고 용기 벽면 전체의 온도가 

비슷한 속도로 감소함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감압 초기에 내벽의 

온도가 스테인리스 강에 비해 천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37. Temperature Profile of Inner Wall and Internal Fluid 
during Blowdown of Nitrogen Filled Vertical Vessel 
Made of Stainless Steel and Carbon Steel 

 

이 결과로부터 벽면 내의 비 정상 열 전도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 

비단 내벽 온도의 정확한 예측뿐만 아니라 용기를 구성하는 재질의 

특성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고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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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압력 용기의 비 정상 상태 감압 현상에 대한 열역학 

모델을 구성하였다. 열 전달을 통한 엔트로피 상승을 적용하여 현실적인 

내부 유체 팽창 경로를 설정하였으며, 자연 대류와 강제 대류를 모두 

고려한 열 전달 계산을 수행하였다. 또한 배출 유량의 계산을 경험 식에 

의존하지 않고 등 엔트로피 팽창 및 음속과 엔탈피를 이용한 에너지 

보존 식을 통해 직접 구성하여 해결하였다. 또한 배출 유체가 

오리피스를 통과하며 다상 유동으로 전환되는 현상 역시 반영하여 보다 

넓은 범위에 대해 감압 현상을 모사할 수 있는 모델을 구성하였다. 용기 

벽면의 온도는 비 정상 상태 전도 현상을 반영하여 내벽과 외벽의 

온도를 다르게 구하였으며, 외벽의 온도 하강에 따른 외부 대기와의 열 

전달 현상 역시 반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감압 현상 모사를 위한 전체 알고리즘을 작성하였고, 

배출 유량 계산, 압력-엔트로피 플래시 계산, 경과 시간 계산, 비 정상 

벽면 온도 계산 등의 세부 계산 역시 직접 작성하였다. 열 전달 

계산에는 용기의 형상을 반영하여 정확성이 알려진 관계식을 자연 

대류와 강제 대류에 대해 각각 차용하였으며 용기 형상을 각 관계식에 

맞추어 분할하여 구성하였다. 또한 넓은 범위에서의 수렴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 발전된 압력-온도 플래시 계산을 적용하였다. 

각 계산 모듈에서 사용되는 열역학적 물성은 탄화수소 계에서 

뛰어난 정확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방정식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상태 방정식을 통하여 열역학적 물성 계산을 그 정의에 

근거하여 이론적으로 유도하였으며, 계산 결과는 알려진 실험값과 비교 

검증하여 그 정확성을 판단하였다. 또한 상태 방정식의 한계로 

지적되었던 밀도 계산을 액체의 부피에 대한 관계식을 적용하여 

극복하였다. 또한 저온 영역에서 용기를 구성하는 금속의 물성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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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에 반영하여, 극심한 저온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계산 결과의 

정확성을 유지하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성한 감압 현상 모사 모델의 계산 결과를 공개된 

감압 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모델의 검증을 수행하였고, 검증 결과 내부 

유체의 온도 변화 및 용기 내벽의 온도 변화를 실험값의 영역 내로 잘 

예측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모델의 특징인 복합 대류와 벽면 비 정상 

전도 현상에 대해 검토하였고 용기의 형상에 따라 내부 유체와 용기 

내벽 간 열 전달을 예측하는 데 강제 대류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벽면 비 정상 전도 현상의 반영을 통하여 보다 정확한 내벽 

온도의 예측이 가능함을 확인한 것은 물론, 용기를 구성하는 재료의 

특성 역시 반영하여 보다 사실적인 모사를 수행할 수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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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ing overpressure of a pressure vessel is critical to the 

safety of a hydrocarbon producing facility. With inappropriate 

handling of overpressure, explosions like boiling liquid expanding 

vapor explosion or spill of hydrocarbon contents due to fracture of a 

vessel could happen. For the sake of the safety, it is important to 

manage these risks from overpressure as low as possible especially 

on offshore platforms. Therefore, rapid depressurization called 

blowdown is performed when overpressure is expected or observed. 

Since blowdown is a rapid depressurization process, fluid properties 

inside a vessel change dynamically. As a result, temperature of the 

pressure vessel wall can be severely decreased along decreasing 

pressure when there is not any heat influx like external fire. For 

these reasons, dynamic behavior of properties, e.g.,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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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and relief load calculation in pressure vessels during 

blowdown have to be analyzed for material selection and design 

process. In this work, an unsteady-state model was developed able 

to simulate the phenomena inside a pressure vessel under 

depressurization. The model was built with discretized pressure 

steps to simulate the unsteady-state, and polytropic expansion was 

introduced. Polytropic expansion path was selected by updating 

entropy based on the 2nd law of thermodynamics. For prediction of 

thermodynamic property, a widely accepted equation of state for 

hydrocarbon systems, Peng-Robinson cubic equation of state was 

used. Thermodynamic and transport property calculation theories 

were used with their verification comparing to data sets from the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that they were 

suitable to describe hydrocarbon systems. Discharge rate of the 

fluid was calculated based on assumptions that outgoing flow 

through the orifice of blowdown valve is isentropic and choked due 

to pressure difference. Heat transfer between internal fluid and 

inner wall surface was considered as combined convection that 

includes the both of natural and forced convection. Heat transfer 

between surroundings and outer vessel wall surfaces was 

considered as natural convection. To predict temperatures of each 

vessel wall surfaces, cross-section of wall was divided into 2 

layers and transient conduction temperature profiles were 

introduced for the both of sides. The result showed good agreement 

to reported experiment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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