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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초 록 

 

본 연구는 기체로 가득 찬 압력 용기의 액체 발생하는 경우에 한 감압 

혹은 블로우다운 현상을 예측하는 수치 모델을 개발하였다. 화재 발생과 

같이 급격한 열 유입이 없는 경우, 빠른 감압 시 용기 내부 유체의 급격

한 온도하락이 벽면 온도 하락으로 이어진다. 특히, 감압 중 액체가 발

생하는 경우 상 간 비 평형 현상이 발생하여 액체와 맞닿은 벽면의 온도

의 변화가 크게 발생한다. 이때 용기 벽면 저온 취성 문제가 발생하여 

파괴(rupture)를 유발할 수 있어 저온 해석이 설계 반영에 필요한 실정

이다. 만약 정적 평형 가정 시 온도가 지나치게 높게 예측이 되어 정밀

한 해석이 불가능하므로 감압 중 시간 변화에 따른 비 평형 현상을 예측

하여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열역학적 현상을 고려하였다. 용기 내부 열 

유입을 반영한 현실적인 팽창 경로 반영하였으며, 액체와 기체의 온도가 

다른 비 평형 가정을 위해 에너지 및 물질 수지를 고려하였다. 용기 내

부는 강제 류, 용기 외부는 자연 류를 고려하였고 용기 벽면에는 비

정상 열전도를 적용하여 현실적인 열 전달을 고려하였다. 밸브를 통과하

는 배출유량 산정을 위해 밸브 후단에서 액체가 발생하는 경우도 고려하

였다. 액체 발생시 벽면의 온도가 급격히 하락하는 현상을 반영하기 위

하여 비정상 전도를 고려하였다. 물성 계산은 EOS를 이용하여 계산하였

으며 상평형 계산을 위해 깁스 에너지 최소화를 고려한 플래시 계산, 헬

름홀츠 에너지를 고려한 임계점 계산을 수행하였다. 최종적으로 감압 단

계 간 물질 이동 단계를 가정하여 다상 발생 경우에 한 전체 알고리즘

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모델은 시간 변화에 따른 압력, 유체의 온도, 각 

상과 맞닿은 벽면의 온도, 배출유량을 예측하였다. 해석 결과를 3가지 



II 

경우에 해 문헌의 블로우다운 실험 결과와 비교하였으며 기체 온도, 

기체 접촉 벽면, 압력 변화에 한 높은 일치를 보였고, 액체 온도, 액체 

접촉 벽면에 해 작은 오차를 보이는 경향성을 가지는 결과를 보였다. 

또, 선행연구의 수치 모델의 결과 및 상용 프로그램의 검증 결과와도 함

께 비교하였다. 

주요어 : 감압, 블로우다운, 압력용기, 비정상 해석, 수치 모델  

학  번 : 2015-2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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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１장 서론 

제１절 연구 배경 

제１항 플레어 시스템 최적화 필요성 

 

그림 1. Overview of flare system 

최근 내륙 및 근해뿐 아니라 심해에서의 석유 및 가스 시추가 증가하

고 있다. 이때 시추된 원유를 파이프라인으로 이송하거나 LNG carrier

와 같은 수송선에 싣기 위해서 해양플랜트 탑사이드에는 처리하여 가공

하는 과정을 수행하는 공정 시스템이 탑재된다. 이러한 공정 과정 중에 

발생하는 생산가치가 없는 탄화수소 혼합물이나 제품에서 제거되어야 할 

가스와 같이 불필요한 가스를 제거하기 위하여 플레어 시스템(fl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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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이 설치된다.  

그림 1과 같이 플레어 시스템은 압력용기(pressure vessel), 파이핑 

시스템(piping system), KO drum, Seal drum, 플레어 스텍(flare stack), 

플레어 팁(flare tip) 등으로 구성된다. 압력용기로부터 기체가 배출되면 

용기에 부착된 tail pipe로 우선 배출된 후, tail pipe가 모인 header pipe

에 배출된 가스가 모인다. 이 가스는 Knock-Out drum에서 mist가 제

거되어 기체만을 seal drum으로 보낸다. Seal drum은 플레어스텍 전단

에 설치되며, 플레어스텍의 화염이 플레어시스템으로 전파되는 것을 방

지하거나 또는 플레어헤더에 약간의 진공이 형성되는 경우 플레어스텍으

로 공기가 빨려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다. 최종적으로 

플레어스텍 상단에 탑재된 플레어 팁에서 태워서 제거된다. 

 

그림 2. KO drum and workers ("VASIDA," 2016) 

플레어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가스가 전부 처리되지 못하고 기로 방

출이 되면 환경문제는 물론, 화재나 폭발과 같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처리 용량을 가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

문에 기존의 플레어 시스템은 모든 압력용기에서 동시에 최  용량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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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된다고 가정하고 이때의 배출 유량을 설계 인자로 사용하여 장치를 사

이즈를 결정하는 보수적 방법으로 설계되어 왔다. 그림 2에서 인부 비 

KO drum의 사이즈에서도 확인 할 수 있듯이 플레어 시스템은 공정 내 

최  길이와 직경을 가지는 header pipe나 플레어 스텍 등을 포함하고 

있어 CAPEX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플레어 시스템은 제

품 생산에 기여하지 않는 시스템임에도 안전을 위하여 24시간 항상 가

동될 수 있어야 하는 특성 때문에 보수적인 설계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계 방식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최근 

플레어 시스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최적화와 관련된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선박과 관련해서는 최근 선박에서 석유 및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이동하는 FPSO나 FLNG의 수주가 증가하는 상황이므로 탑사

이드 공정에서 상당한 무게를 차지하는 플레어 시스템은 선박의 안전 및 

복원 성능에 영향을 미치므로 플레어 시스템 최적화의 중요성이 더욱 커

지고 있다. 

 

제２항 감압 및 블로우다운의 필요성 

플레어 시스템에서 가스를 배출하는 개별 장비 중 하나인 압력 용기

에는 장비 고장, 밸브 오작동, 정전(power failure), 공정 변화, 화재 발

생과 같은 원인에 의하여 최  허용 운전 압력(MAWP; Maximum 

Allowable Working Pressure) 이상의 압력인 과압(overpressure)이 

발생하게 된다. 과압을 방치하면 장비 오작동을 비롯하여 심각한 경우 

용기에 금이 가 내용물이 유출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공정에서 다루는 

유체의 일부는 인화성, 유독성 물질이므로 안전 문제에 큰 위협을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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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압력용기 내부의 과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용기에 부착된 밸

브를 열어 파이프를 통해 배출하여 압력을 낮추는 과정을 수행한다. 이

를 감압(depressurization)이라고 하며 급격한 감압을 수행할 때 산업

에서는 블로우다운(blowdown)이라고 부른다. 

감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API Standard 521 (API, 

2007)에 의해서 1 in 두께의 carbon steel 용기의 rupture를 고려한 경

우에, 15분 내에 MAWP의 50% 이하 혹은 690 kPa 이하로 낮추어야 

한다. 

 

제３항 감압 설계 시 파괴(rupture) 고려 

 

그림 3. Impact energy density of brittle vs ductile (Callister & 

Rethwisch, 2007) 

감압 설계를 할 때에는 용기의 파괴(rupture) 여부에 한 고려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를 설계 시 반영하게 된다.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용기 내부에는 압력과 열 응력(thermal stress)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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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진다. 만약 이 전체 응력(total stress)이 UTL(Ultimate Tensile 

Strength)보다 높아지면 곧 rupture가 발생하게 된다. 용기의 주 재료

인 철(steel)은 온도가 높아지면 UTL이 낮아지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

하는 경우 전체 응력과 UTL 계산이 필요하다. 

한편, 화재가 발생하지 않지만 감압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용기 벽면

의 저온 취성에 한 고려가 필요하다. 용기에 부착된 밸브를 개방하면 

용기 내부와 밸브 후단의 back pressure와의 압차에 의하여 용기 내부 

유체가 배출된다. 이때 용기 내부 유체는 급격한 팽창이 발생하며 온도 

역시 떨어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 벽면의 온도 역시 하락하게 된다. 그

림 3에서 곡선의 면적을 impact energy density인데, 심한 경우 벽면의 

온도가 연성취성천이온도(DBTT; Ductile to Brittle Transition 

Temperature)1로 떨어지면, 충격에너지를 흡수 할 수 있는 양이 급격

하게 떨어지며 용기는 쉽게 rupture에 이르게 된다. 특히, 감압 중 액체

가 발생하는 경우 벽면 온도가 더욱 떨어지므로 이에 한 고려가 필요

하다. 

 

제４항 비 화재 시 감압 현상 

열 유입이 부족한 경우, 기체로 채워진 용기 내부에서 감압 중 액체

                                         

1 온도에 따라 흡수 할 수 있는 충격에너지의 양이 변하게 되는데 이 변

화가 급격하게 발생하는 온도 (한국원자력산업회의, 2011), 예) 

Stainless Steel : 90 에서 80  (Sutar, Kale, & Merad, 2014) 



6 

가 발생하는 경우는 액체가 발생되지 않는 경우보다 복잡한 열역학적 현

상이 발생한다. 

 

그림 4. Depressurization phenomenon in the pressure vessel 

과압이 감지되면 용기 상단에 부착된 밸브를 개방하고, 밸브 후단의 

낮은 압력으로 인해 빠른 속도로 기체가 배출된다. 밸브 개방 직후에는 

용기 내부의 기체는 급격하게 팽창을 하며, 외부로 열 유입이 거의 없어 

등엔트로피 팽창 경로와 유사한 경로를 따른다. 이로 인해 용기 내부는 

단열 상태와 유사한 상태가 되어 용기 내부 유체의 온도는 급격하게 떨

어진다. 배출 시 밸브 주위의 기체 중 가벼운 물질이 상 적으로 더 많

이 배출이 되어 용기 내부는 무거운 성분이 바닥 쪽에 가라앉게 되고, 

이로 인해 용기 내부는 류가 발생한다. 류 시 용기 벽면에서 기체로

의 열 유입으로 인해 기체는 등엔트로피 팽창에서 폴리트로픽

(polytropic) 팽창 경로를 따르게 된다. 감압 중에 팽창으로 인한 기체 

온도 저하로 기체 중 무거운 성분이 응축하여 액체를 형성한다(그림 4

의 a). 형성된 액체는 용기 바닥으로 떨어져 고이게 되나, 상 적으로 

기와 맞닿아 높은 온도인 용기 벽면 온도로 액체는 끓게 된다(그림 4

의 b). 기체보다 상 적으로 매우 높은 열전달률로 인해 액체 내부는 낮

은 온도 구배를 보이며 잘 섞이며, 증발이 발생한다(그림 4의 c). 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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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액체는 기체에 섞이게 된다. 그러나 감압 초기에는 높은 압력으로 인

한 빠른 배출 속도로 기화와 응축 속도가 느리고, 용기 내부의 유체가 

평형을 이룰 시간이 부족하여 기체와 액체는 긴 시간 동안 비평형 상태

가 되어 상이한 온도를 갖게 된다. 이 온도차이로 기체의 무거운 성분은 

계속해서 응축하고, 액체의 가벼운 성분은 계속해서 기화하게 된다(그림 

4의 d). 또, 이 온도차이로 기체는 상 적으로 높은 액체 온도로 류로 

인한 열이 유입되며 액체는 같은 양의 열을 빼앗기게 된다. 감압이 진행

되면 감압 속도가 저하되어 류로 인한 영향은 작아지고 기체와 벽면의 

높은 온도차이로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열의 영향이 커지면서 기체의 온

도가 오르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런 기체 온도의 변화로 인해 기체 접촉 

벽면은 빼앗긴 열만큼 온도가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기체의 열전달률에 

비해 용기의 열용량이 커서 기체 접촉 벽면의 온도는 소폭 하락한다. 한

편, 액체는 액체 온도와 액체 접촉 벽면 온도의 차이에 따라서 natural 

boiling과 nucleate boiling을 주로 겪게 된다. 이로 인해 높은 열전달률

로 액체 접촉 벽면 온도는 빠른 속도로 온도가 하락한다. 외기는 강한 

바람이 부는 경우를 제외하면 류가 지배적인 현상이다. 그러므로 액체

와 액체 접촉 벽면의 낮은 온도차이에도 높은 열전달률 때문에 기체인 

외부와 벽면의 높은 온도차이로 인한 열 유입에도 상 적으로 열전달률

이 매우 낮기 때문에 액체 온도는 기체 온도처럼 다시 높아지지 않고 계

속해서 낮아진다. 한편, 유체는 밸브를 통과할 때 밸브 전후의 높은 압

력차이로 음속으로 지나가며 밸브 오리피스를 지날 때 빠르게 팽창하여 

응축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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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５항 블로우다운 실험 

제1목 실험 종류 요약 

블로우다운 실험 결과가 공개된 논문 중에서 탄화수소 혼합물에 한 

결과를 제시한 논문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논문이 있다. 

- Haque et al., “Blowdown of pressure vessels Ⅱ. Experimental 

Validation of Computer Model and Case Studies,” Institution of 

Chemical Engineers, 1992. 

- Szczepanski, R. "Simulation programs for blowdown of pressure 

vessels." IChemE SONG Meeting. Vol. 12. 1994. 

이 중에서 감압 중 응축이 발생하는 경우의 실험은 다음 표 1와 같

이 3가지 case가 있다.  

표 1. Initial fluid condition in the pressure vessel 

Case 
No.2 

Component Composition 
(mole basis) 

Initial  
Temperature 

[K] 

Initial  
Pressure 

[bar] 

Vessel 
Type 

case 
1 

C1, C2, C3 0.665, 0.035, 0.3 293 120 Type 
1 

case 
2 

C1, C2, C3, nC4 0.64, 0.06, 0.28, 0.02 293 117.508 Type 
2 

case 
3 

C1, C2, C3 0.855, 0.045, 0.10 303 120 Type 
1 

 

                                         

2 case 1, 3 (M. Haque, Richardson, Saville, Chamberlain, & Shirvill, 1992), 

case 2 (Mahgerefteh & Wong,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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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Spadeadam의 the British Gas test site에서 실제 사용되는 

사이즈의 용기를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사용된 용기의 크기는 각각 다음 

그림 5과 같다. 

 

그림 5. Vessel dimensions 

Wong(Wong, 1998)에 의하면 Haque의 논문(M. Haque, 

Richardson, Saville, et al., 1992)에서 수행된 실험 자료의 일부가 

Szczepanski(Szczepanski, 1994)에서 공개되었다고 다음과 같이 언급

하고 있다. 

Szczepanski [1994] presented a selection of Haque et al. 's 

blowdown data (both measured and predicted data) with the exact 

fluid compositions for a two-phase mixture, condensable and non-

condensable g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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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용기의 사이즈가 그림 5에서와 같이 tan-to-tan 길이가 

Type 1과 Type 2에서 각각 2.25 m와 2.75 m로 다르게 표기되어 있으

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Haque에 의하면 실험은 수직용기로 수행되었으며, 밸브의 위치는 용

기 상단이다. 유체 온도 측정에는 120개의 thermocouple을 사용하였고, 

중앙부터 뻗어나가도록 설치하여 용기 내부 유체 온도 측정의 정확성을 

높이려 하였고 최  0.5 K의 오차범위를 가진다고 언급하였다. 또, 벽면 

온도 측정을 위해서 36개의 thermocouple을 4 mm 간격으로 설치하였

다. 측정 후 응답속도는 0.1s로 무시할만한 범위이다. 

 

제2목 Case 1 

실험 case 1의 실험 결과는 그림 6-그림 8과 같다. 실험 중 액체가 

1.9 m가량 발생하였다고 언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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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Pressure-time graph of case 1  

 

그림 7. Fluid temperature-time graph of c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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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Inner wall temperature-time graph of case 1 

 

제3목 Case 2 

실험 case 2의 결과는 다음 그림 9-그림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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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Pressure-time graph of case 2 

 

그림 10. Vapor temperature-time graph of 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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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Vapor-side inner wall temperature-time graph of case 2 

 

그림 12. Liquid temperature-time graph of 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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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Liquid-side inner wall temperature-time graph of case 2 

 

제4목 Case 3 

실험 case 3의 결과는 다음 그림 14-그림 16과 같다. 실험 중 액체

는 0.1 m 가량 발생하였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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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Pressure-time graph of case 3 

 

그림 15. Fluid temperature-time graph of cas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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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Inner wall temperature-time graph of case 3 

 

제２절 선행 연구 

제１항 공개된 감압 현상 시뮬레이션 종류 

공개된 감압 모사 모델 중 기체와 액체 간 비평형 현상으로 인한 온도차

이를 예측하는 모델에는 다음과 같이 4가지 수치 모델이 있다. 각각의 

모델에서 사용되는 가정은 다음 표 2와 같으며 자세한 특징은 아래에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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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Major assumption of previous works 

Major Assumption BLOWDOWN(1990) BLOWSIM(1999) BLOW(2005) VBsim(2015) 

Equilibrium Condition Non-equilibrium : between phases / equilibrium : at each phase 

Fluid Property Same at the each zone 

Expansion Path Polytropic expansion path by using heat influx 

Simulation Step Quasi-steady-state simulation with pressure 
discretization method 

Dynamic simulation by using time derivatives 

Phase Separation Vapor 
Liquid 

Vapor /  Condensed Vapor 
Liquid / Evaporated Liquid 

Discharge Rate Calculation - Vapor only is discharged, but phase 
transition at the valve is considered 

- Isentropic path 
- Energy conservation 

- Chocked flow is assumed at the valve  

Usage of chemical potential difference between 
vapor and liquid 

Convection in the Vessel Combined convection Natural convection Natural convection Natural convection 

Heat transfer between 
Phases 

Latent heat 
Determination of heat 
fluxes is considered 

Ignore Natural convection Convective heat transfer 
is considered 

Convection outside the 
Vessel 

Natural convection Ignore Ignore Combined convection 

Conduction at the Wall  Transient conduction Steady-state 
conduction 

Transient conduction Transient con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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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목 BLOWDOWN 

BLOWDOWN(A. Haque, Richardson, Saville, & Chamberlain, 1990; 

M. Haque, Richardson, & Saville, 1992; M. Haque, Richardson, Saville, 

et al., 1992)은 처음으로 비평형 현상을 예측하는 모델이며 직접 실험을 

수행하여 비교 검증하였다. 총 3개의 논문에 걸쳐서 모델링 방법과 실험 

결과를 공개하였고, 이 실험 내용이 최근까지도 여러 관련 연구에서 인

용되고 있다. 

물성 예측 방법 및 플래시 계산은 extended principle of 

corresponding states를 기반으로 개발된 상용 프로그램 PREPROP을 

사용하였다. 팽창 방법 예측은 식 1과 같이 정의하였으며, C값을 바꿔가

며 수렴을 결정한다. 

 
 

식 1 

여기서 

  T = Temperature, K  

S = Entropy, J/K  

C = Polytropic constant 

또, 영역을 단순히 기체와 액체만 나눈 것이 아니라 물이 생기는 경

우도 고려하였다. 계산 수행 시 팽창 과정을 시간으로 결정하는 경우 열

역학적 물성과 직접 연관이 없어 수렴에 많은 시간을 소모하므로 미소 

압력으로 계산 단계를 나누어 시간변화량과 온도를 계산하였다. 배출 유

량은 표 2에서과 같이 4가지 가정을 통해서 계산하였다. 열전달 현상에 

해서는 용기 내부 류, 외부 류, 상간 열교환 그리고 벽면 열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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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고려하였다. 상간 교환 시, 액체의 응축 시간을 식 2와 같이 액체의 

가라앉는 시간을 식 3으로 반영하였다. 

 1
 

식 2 

여기서 

  τ = Nucleation time, s 

x = Liquid fraction 

 0.03 3  식 3 

여기서 

 v = The settling velocity, m/s 

BLOWDOWN은 실험 case 1-3에 하여 검증하였고, 그 결과는 그

림 6-그림 1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2목 BLOWSIM 

BLOWSIM(Mahgerefteh & Wong, 1999; Wong, 1998)은 EOS를 기

반으로 물성을 예측하며, 플래시 계산은 상용프로그램 THSFLASH를 

이용하였다. 팽창 방법은 식과 같은 방법을 제시하였다. 

 
,

, , , , , ,

, , ,
 

식 4 

여기서 

  ,  = Entropy of zone 1 at step  

  ,  = Entropy of vapor at step 1 

 ,  = Entropy of evaporated liquid a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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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Temperature of zone 1 at step  

 ,  = Number of moles of zone 1 at step 1 

 ,  = Number of moles of evaporated liquid at step  

 ,  = Heat transfer to zone 1 at step  

 
,

, , , , , ,

, , ,
 

식 5 

여기서 

 ,  = Temperature, K 

 ,  = Entropy of liquid at step 1 

 ,  = Entropy of condensed vapor at step 1 

 ,  = Temperature of zone 2 at step  

 ,  = Number of moles of liquid at step 1 

 ,  = Number of moles of condensed vapor at step 1 

 ,  = Heat transfer to zone 2 at step  

감압은 BLOWDOWN과 같이 압력을 낮추어 예측하는 방법을 사용하

였으며, 이 전 압력에서 5%씩 낮추어 감압하였다. 열전달 계산에서는 

용기 내부는 자연 류만 고려하고 외부 류는 무시하는 것으로 가정하

였다. 용기 벽면에 전도를 적용할 때는 다음과 같이 식을 이용하여, 용

기 벽면이 뺏기는 열량만큼 벽면의 온도 변화가 일어난다고 가정하며, 

벽면 layer를 단일로 가정하였다. 

 , , Δ  

M , , , ,  

식 6 

여기서 

 ,  = Temperature,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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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Wall temperature of zone x at step 1 

  = Temperature of zone x 

  = Overall heat transfer coefficient of zone x 

  = Contact area of zone x 

 Δ  = Time interval 

 M ,  = 
Mass of section of vessel wall in contact with zone 

x 

 ,  = 
Specific heat capacity of vessel wall at constant 

pressure 

BLOWSIM의 검증 결과는 그림 9-그림 13과 같다. 

 

제3목 BLOW 

BLOW(Speranza & Terenzi, 2005)는 시간에 한 미분방정식을 세

워 각 시간에 하여 온도, 압력을 직접 예측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감압 중 생성되는 기체와 액체를 분리하여 총 4개의 영역으로 분리하였

다. 식과 미지수는 총 2M+7개로 구성된다. M은 물질(component)의 

개수이다. 각 식은 다음 식 7-식 11과 같다. 

- Variables (2M+7 개) 

n ⋯ , n ⋯ , v , v , v , v , , ,  

여기서 

 n ⋯  = Number of moles of each component in gas phase 

 n ⋯  = Number of moles of each component in liquid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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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v , v , v  = 
Volume of gas(G), liquid(L), condensed vapor(l), 

evaporated liquid(g) 

  = Pressure 

 ,  = Temperature of gas and liquid 

- Mass Balance (2M개) 

  (for 1	. . ) 식 7 

  (for 1	. . ) 식 8 

여기서 

  ψ  = 
Function describing the discharge of component , 

mol/time 

,  = 
Function describing the rate of vaporization and 

condensation of component 	 , mol/time 

- Energy Balance (2개) 

 

 

식 9 

 

 

식 10 

여기서 

 ,  = Internal energy at gas and liquid 

, , ,  = 
Enthalpy at gas, liquid, condensed vapor, 

evaporated liq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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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Thermal exchange coefficient between liquid and 

gas, wall and gas, wall and liquid 

, ,  = 
Area of the interface between liquid and gas, wall 

and gas, wall and liquid 

- Total volume conservation (1개) 

  식 11 

여기서 

  = Total volume 

- Equation of State (4개) 

특정 EOS에 하여 언급하지는 않았으며 L, G, l, g에 하여 각각 

한 개씩 계산한다. 

열전달 계산은 기체와 기체와 액체의 열전달을 Prandtl수 보정식을 

이용하여 구하였으며, 용기 헤드(head)는 평판(flat)으로 가정하고 계산

하였다. 배출 유량과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식을 사용하여 계산하

였다. 

  식 12 

여기서 

  = Total discharge rate 

  = n /∑   

  = phase 

 x  = Mole fraction of species  in the phase  

BLOW의 검증 결과는 case 3과 비교 검증하여 다음 그림 17-그림 

2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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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Pressure-time graph of case 3 by model BLOW 

 

그림 18. Fluid temperature-time graph of case 3 by model B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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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Inner wall temperature-time graph of case 3 by model 

BLOW 

 

그림 20. Pressure-fluid temperature graph of case 3 by model 

B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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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목 VBsim 

VBsim(D’Alessandro, Giacchetta, Leporini, Marchetti, & Terenzi, 

2015)은 BLOW의 시간에 한 미분방정식 개념을 참고하였으며, 물성

예측 방법으로는 내부 에너지, 열 용량, 엔탈피 계산 방법을 기술하였다. 

플래시 계산 방법에 tangent plane distant 이론을 적용한 방법을 적용하

였다. 전체 알고리즘의 수렴성 향상을 위하여 4th accurate explicit 

Adams-Bashfort scheme을 사용하였다. 모델 형상은 평판으로 가정하

고 접촉 면적을 계산하였다. 실험 case 1, 3과 비교하였으며 실험 case 

1과 비교 결과는 그림 21-그림 25과 같고 실험 case 3과 비교 결과는 

그림 26-그림 29과 같다. 

 

그림 21. Pressure-time graph of case 1 by model VB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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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Vapor temperature-time graph of case 1 by model VBsim 

 

그림 23. Liquid temperature-time graph of case 1 by model VB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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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Vapor-side inner wall temperature-time graph of case 1 

by model VBsim 

 

그림 25. Liquid-side inner wall temperature-time graph of c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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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odel VBsim 

 

 

그림 26. Liquid formation points of case 3 by model VBsim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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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al data 

 

그림 27. Pressure-time graph of case 3 by model VBsim 

 

그림 28. Vapor temperature-time graph of case 3 by model VB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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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Liquid temperature-time graph of case 3 by model VBsim 

 

제２항 선행 연구 모델의 한계점 

선행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몇 가지 한계점이 관찰되었다. 아래에서 

각각에 하여 정리하였다. 

제1목 다상 감압 모델 개발 정보 부족 

감압 중 액체가 생기는 경우, 기체만 있는 경우에 비해 고려할 열역

학적 변수가 2배 이상으로 증가하게 된다. 예를 들면, 유체의 온도, 조성, 

엔트로피, 엔탈피를 비롯한 유체의 물성정보는 물론, 각 상의 유체와 맞

닿은 용기 벽면의 온도, 열전도도 등 용기 벽면의 물성정보에 한 고려

가 추가로 필요하다. 특히, 기체만 있는 경우 기체와 벽의 열 전달만을 

고려하면 되지만, 액체가 발생하면, 기체와 액체간의 열교환, 액체와 벽

의 열 전달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단순 변수의 증가가 2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어려움보다는 각 변수의 계산 순서와, 열 전달 계산 순서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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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수렴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한 알고리즘의 명시가 중

요하다. 특히, 기체에서 액체가 처음으로 발생하는 순간 용기 내부 에너

지 균형이 급변하여 특히 자세한 언급이 필요하다. Haque의 논문(M. 

Haque, Richardson, & Saville, 1992)에서는 다음 그림 30과 같이 

BLOWDOWN의 알고리즘에 해서 언급하고 있으나, 각 단계에 한 

자세한 서술이 없고 사용된 식을 일부만 공개하였고 이에 한 문제점을 

이 후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또, 액체가 발생하

는 시점에 한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Wong의 학위논문(Wong, 1998)

에서는 그림 31과 같이 BLOWSIM의 알고리즘을 공개하였다. 마찬가지

로 액체가 생성되는 시점에 한 계산 방법에 한 언급이 없었다. 

BLOW는 위에서 언급한 식 7-식 11을 이용하여 계산한다고 공개하였

으나, 각 변수의 계산 방법에 한 명시가 없으며, 이론적인 방법만을 

제안하고 있다(Speranza & Terenzi, 2005).  D’Alessandro 

(D’Alessandro et al., 2015)는 VBsim의 자세한 계산 방법을 언급하고 

있으며 시간 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한 자세한 CFD 기법을 언급하고 있

지만, 압력을 계산 단계로 선정하는 방법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지는 단

점이 있다. 종합적으로 각 모델에 사용된 시뮬레이션 방법에 한 알고

리즘 정보가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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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Algorithm of BLOWDOWN for simulation of blowdown 

 

 

그림 31. Algorithm of BLOWSIM for simulation of blow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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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목 초기 액체 온도 예측 방법 개발의 필요성 

위에서 언급하였듯, 액체가 발생하는 시기에 용기 내부 열역학적 물

성이 크게 변화한다. 그 중에서 액체와 맞닿은 벽면의 온도 역시 기체 

비 높은 액체의 열전달률로 인하여 떨어지게 된다. 그림 32은 실험 

케이스 2의 시간변화에 따른 내벽면 온도의 실험 결과와 타 모델의 계

산 결과이다. 그림에서 빨간색 원이 액체가 발생하는 시점에서의 액체와 

맞닿은 내벽면의 온도인데, 기체와 맞닿은 내벽면 온도에 비해서 떨어진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BLOWDOWN의 경우, 이때의 액체와 맞

닿은 벽면의 온도를 예측하고 있으나 예측 방법에 한 언급이 전혀 없

고, BLOWSIM은 액체가 생기기 전부터 벽면의 온도를 예측할 뿐 아니

라 초기값 설정에 한 언급이 전무하다. 또 그림 33에서는 실험 케이

스 1에 한 시간 변화에 따른 내벽면 온도의 결과를 각각 실험과 타 

모델에 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초임계유체에서 빨간색 원이 생기는 

부분에서 액체가 발생하지만, BLOWDOWN은 초임계영역의 유체에서도 

액체 온도를 예측하고 있으나 예측 방법에 한 언급이 전혀 없고, 

VBsim과 같은 경우에는 액체 발생 시점에서 액체와 맞닿은 벽면의 온

도를 기체와 맞닿은 벽면의 온도와 같다고 가정하였으나, 이에 한 영

향이 이후 계산 결과에 영향을 미쳐 1500s에서 실험값과 큰 차이를 보

였다. 그림 34에서는 실험 케이스 3에 한 시간 변화에 따른 내벽면 

온도의 결과를 각각 실험과 타 모델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BLOWDOWN은 위와 마찬가지로 초임계영역에서부터 예측을 하고 있으

며, BLOW는 액체 생성 시점에서의 기체와 액체와 맞닿은 벽면의 온도

가 같게 예측되었으나 기체 벽면 온도가 실험값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

다. 요약하자면, 각 모델은 액체 생성 시점에서의 벽면 온도 예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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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어떤 방법에 한 언급이 없으나 이 온도의 예측이 이후 벽면 온도 

예측에 영향을 미치므로 개발이 필요하다. 

 

그림 32. Blowdown simulation results of previous models for wall 

temperature-time graph for experimental case 2 

 

그림 33. Blowdown simulation results of previous models for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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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ature-time graph for experimental case 1 

 

 

그림 34. Blowdown simulation results of previous models for wall 

temperature-time graph for experimental case 3 

 

제3목 상평형 계산 검증 필요성 

탄화수소 혼합물은 조성에 따라서 임계점과 상평형 곡선의 형태가 변

화한다. 이에 한 정확한 예측이 다른 물성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데 혼

합물의 경우에는 단순히 액상과 기상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온도와 압

력에 따라서 서로 다른 조성을 가지는 기체와 액체 생태가 되므로 플래

시 계산을 통해 각 조성와 기체와 액체의 비율(phase fraction)을 결정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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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Phase envelope of 66.5 mol% C1, 3.5 mol% C2 and 30 

mol% C3 mixture (a) from 1 bar to 100 bar (b) near critical point 

선행연구의 수치 모델의 검증에 참조된 실험(M. Haque, Richardson, 

Saville, et al., 1992; Mahgerefteh & Wong, 1999)에서 초기 유체의 상

태는 실험 case 1과 3은 초임계유체, case 2는 기체 상태이나 임계점 보

다 높은 온도와 압력 상태의 유체이다. 또한, 감압 중 유체의 온도 압력 

변화 곡선이 임계점 부근을 지나거나, 이슬점(dew point) 선을 지나는 

데 이 때의 상평형 계산의 연속적인 결과가 연속적인 시뮬레이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BLOWDOWN은 플래시 계산을 위해서 상용프로그램인 

PREPROP을 사용하며, BLOWSIM은 상용프로그램인 THSFLASH를 사

용하고 있다. 한편, BLOW는 상평형 계산에 한 언급이 이론적으로만 

언급되어 있다. 상용프로그램과 연동의 문제점은 다음 그림 35에서 확

인 할 수 있다. 그림은 실험 case 1의 초기 유체의 탄화수소 혼합물에 

한 공정 시뮬레이션에 널리 사용되는 상용프로그램인 Aspen HYSYS 

version 9의 flash 계산 결과를 통해 도시한 그래프이다. 그래프 (a)에

서는 기압부터 임계압력까지 상평형 곡선인데 연속적인 계산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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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래프 (b)에서 임계 압력 부근을 확

해서 관찰해보면 임계점부근에서 불연속점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단순 상용프로그램과 연동하는 것이 전체 계산의 정확도

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한 계산의 정확한 개발과 검증이 필

요하다. 

 

제３항 상용 프로그램 종류와 한계점 

감압 중 액체가 발생하는 용기의 블로우다운 해석이 가능한 상용프로

그램은 다음과 같이 3가지 모델이 있다. 

- gFLARE (Process Systems Enterprise) 

Marriot et al., "High Fidelity Dynamic Modeling of Depressurizing 

Vessels and Flare Networks to Improve Safety and Reduce CAPEX," 

7th Global Congress on Process Safety, AIChE Spring Meeting, 2011. 

- VessFire v1.2 (VESSFIRE) 

VESSFIRE. “Validation of VessFire Report No.: RP-VessFire-

03," Retrieved from http://petrell.no/wp-

content/uploads/2014/07/Verification-of-VessFire.pdf, 2014 

- HYSYS v9 (Aspen HYSYS) 

Benjamin, F., and Souvik, B. “Validation of BLOWDOWN™ 

Technology in V9 of Aspen HYSYS," Retrieved from 

https://www.aspentech.com/White-Paper-BLOW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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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Aspen-HYSYS.pdf, 2016 

각각의 모델은 공통적으로 어떠한 이론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는지에 

한 언급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제1목 gFlare 

gFlare(Marriott, Urban, & Spatenka, 2011)는 gPROMS사에서 개

발된 모델로 플래시 계산을 자사의 모델인 Multiflash를 사용하고 있다. 

공개된 검증 자료는 실험 case 3에 한 시간에 따른 액체 접촉 벽면 

온도와 압력이 있는데, 다른 변수에 한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모

델 검증의 정확도를 확인 할 수 없다. 

 

제2목 VessFire 

VessFire(VESSFIRE, 2009)는 실험 case 2에 한 검증 자료를 공

개하였다. 기체 접촉 벽면 온도와 액체 접촉 벽면 온도는 밀접한 연관성

이 있으나 그림 36에서 보는 것과 같이, 다른 모델에서 예측하고 있는 

기체 접촉 벽면 온도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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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Blowdown simulation results of case 2 from VessFire v.1.2 

 

제3목 HYSYS 

Aspen 사의 공정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HYSYS는 version 9 이전

까지 비평형 현상을 고려하지 않은 감압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탑재하

고 있었으나, version 9(Benjamin & Souvik, 2016)에서 BLOWDOWN 

모델을 인수하였다. 그러나 그림에서 액체가 생성되는 원 안을 보면, 액

체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수렴의 불안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확인된

다. 심한 경우 액체 생성 지점에서 계산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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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Blowdown simulation results of case 3 from HYSYS v9 

BLOWDOWN package 

 

제３절 연구 목적 

제１항 압력 용기 내 감압 현상 시뮬레이션의 필요성 

감압 시 용기 벽면의 저온 취성으로 인한 파괴(rupture) 문제를 위

한 저온해석의 필요성과, 플레어 시스템 최적화를 위한 배출 유량 산정

을 위하여 압력 용기의 감압 현상을 모사하는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감압 시 최저온도 예측을 위하여, 시간 변화에 따른 온도 예측을 

위한 비정상상태 해석이 필요하다. 또, 기체와 액체의 최저 온도가 서로 

다르므로 용기 내 상 간의 비평형현상 고려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유

체 뿐 아니라 각 상과 맞닿은 서로 다른 벽면 온도에 한 해석이 필요

하다. 마지막으로 기화와 응축이 반복되는 열 및 물질 교환에 한 고려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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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항 선행 연구의 한계점을 반영한 세부 목적 

선행 연구의 가정과 한계점 분석을 통해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

은 세부 목적을 가진다. 

- 복잡한 다상 유체의 감압 현상을 모사하는 알고리즘 개발 

- 상용프로그램에서 벗어난 독자적 코드로 상평형 계산을 수행 

- 벽면 온도 예측 방법 모색을 통해 정확도 향상 

- 다양한 조건의 감압 실험과의 비교를 통해 본 모델의 유효성 확보 

 

제２장 압력용기 내 준정상 상태 감압 현상 모델링 

본 연구 모델의 개발은 다음 그림 38과 같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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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Process of modeling for blowdown 

 

제１절 가정 

제１항 모델의 특징 

본 모델은 감압 시 압력용기 내부 탄화수소 혼합물의 준정상상태

(quasi-steady-state) 다상 비평형 상태에 하여 고려하였다. 본 모

델은 주어진 감압 조건, 용기 상태를 반영하여 압력 변화에 따른 시간 

변화, 각 상의 온도 그리고 각 상과 맞닿은 벽면의 온도를 예측한다. 감

압 현상 모델링은 유체 특성, 감압 경로 선정, 평형/비평형 현상 반영, 

영역 분리, 물질 수지, 상 간 flux 교환을 반영한 엔트로피 증가 반영, 

열전달 현상, 벽면 온도 예측, 유체 배출, 용기 특성 순으로 구성되며 아

래에서 각각의 가정도 함께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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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항 유체 특성 

제1목 상 내 일치 가정 

실제 블로우다운 실험 결과(A. Haque et al., 1990; M. Haque, 

Richardson, Saville, et al., 1992)에 따르면 용기 내부 유체는 압력 구

배를 가지고 분포하나, 계산 시 영향력이 무시할 만하다고 판단하고, 편

의를 위하여 용기 내부 유체의 압력은 각 상 내부에서 일정하다고 가정

한다. 또, 유체는 각 상 내에서 균일하게 분포하여 온도, 조성 및 기타 

물성은 높이나 위치에 관계없이 같은 값을 갖는다고 가정한다. 

 

제2목 물성 계산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물성(property)은 부피, 엔트로피, 엔탈피, 열용

량, 음속, 점성, 열전도도가 있다. 방법론은 선행 연구자의 논문(류시진, 

2016)과 같다. 요약하면, 부피는 PR CEOS를 풀어 구하지만 EOS의 단

점 중 하나인 액체 부피 예측의 부정확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액체 부피

는 COSTALD 법(Hankinson & Thomson, 1979; Thomson, Brobst, & 

Hankinson, 1982)을 사용하여 구한다. 엔탈피와 엔트로피는 PR EOS로 

departure function을 구성하여 계산하였다. 이상 열용량(ideal heat 

capacity)는 Aly and Lee(Ely & Hanley, 1981)가 제안한 방법을 이용

하였으며 음속은 유체역학 책(Cimbala, 2006)을 참고하여 계산하였다. 

이동 물성인 점성과 열전도도는 Ely and Hanley(Ely & Hanley, 1981, 

1983)가 제시한 법을 사용하였다. 각 물성을 이용한 방법을 

NIST(Younglove & Ely, 1987)의 데이터와 비교한 평균 오차는 다음과 



46 

같다. 몰 부피는 1.06 %, 엔탈피 차이는 7.76 %, 엔트로피 차이는 

6.43 %, 정압 열용량은 7.19 %, 음속은 0.99 %, 점성은 4.67 %, 열전도

도는 7.35 %의 평균 오차를 보였다. 

 

제３항 감압 경로 선정 

유체가 팽창하는 경로는 팽창 시 유체의 일을 고려하여 등엔트로피 

및 등엔탈피 경로가 아닌 폴리트로픽 경로를 따른다. 팽창은 열역학 제2

법칙을 고려하여 열량 변화를 엔트로피 증가분으로 다음 식 13과 같이 

반영한다. 이때 온도는 압력 단계 내에서 변화하지 않는 다고 가정하고 

해당 단계의 유체의 온도를 사용하며, 시스템 내 엔트로피 변화에 영향

을 미치는 열량을 현 단계에 계산된 열량, 계산된 시간 변화량을 기준으

로 하되, 이전 단계의 유체가 영향을 받는 다고 가정하여 이전 단계의 

몰 수를 사용하였다. 

 Δ
 

식 13 

여기서 

 ,  = Molar entropy at this step or previous step, .⁄  

  = Heat transfer at this step,  

 Δ  = Time interval at this step,  

  = Fluid temperature at this step,  

  = The number of mole of fluid at previous step,  

감압 과정은 시간과 압력을 변수인 방정식을 사용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유한요소법을 사용하여 각 단계

마다 일정 압력을 감소하여 다른 물성을 예측하는 준정상상태(qua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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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dy-state) 방법을 사용한다. 압력은 시간에 따라 지수 감소하므로 

일정 압력을 감소하지 않고 비례 상수 을 두어 비례 감소하여 예측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Wong, 1998)를 참조하여 은 0.05를 사용하였으나, 

여러 번의 테스트 결과 0.03~0.07의 값을 사용하여도 계산 결과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1  식 14 

여기서 

 ,  = Pressure at this step or previous step,  

 

제４항 평형 및 비평형 현상 가정 

제1목 임계점 계산 

순물질의 임계점이란 상평형 곡선의 끝점에 위치한 점을 말하며 다음

과 같이 식으로 정의한다. 

 
0, 0 

식 15 

여기서 

  = Molar volume, /  

  = Temperature,  

임계점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현상이 발생한다. 

- 각 상간 밀도  / 	 차이가 없다. 

  식 16 

- 압력에 한 부피 변화율이 무한 로 접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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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히 작은 온도 구배만으로 100% 액체에서 100% 기체로 변화

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압력-부피 그래프에서 액체와 기체의 dome의 가장 높은 곳에 위

치한다. 

- 임계점에서 기체와 액체의 부피는 서로 같다. 

- 임계점은 기체영역과 액체영역을 더 이상 구분할 수 없는 곳과 같

다. 

그러나 혼합물의 임계점은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특정 온도 압력에

서 각 상의 모든 물성값이 같은 점을 말한다. 주요현상은 동일하나, 상

평형 곡선에서 임계점은 순물질과 다른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 임계점은 이슬점과 기포점이 만나는 점이다. 

- 조성에 따라 임계점 및 상평형 곡선이 변한다. 

한편, 혼합물의 조성에 따라 임계점의 변화를 이은 곡선을 critical 

locus라고 하며 다음 그림 39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는 ethane과 

n-heptane의 조성에 따른 상평형 곡선과, 각 곡선의 임계점을 연결한 

locus를 도시한 그래프이다. (b)는 이원 혼합물에 하여 locus를 도시

한 그래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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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Locus of critical points (a) for ethane-n-heptane (b) for 

binary mixtures (Danesh, 2003) 

표 3. Molecular weight of hydrocarbons 

Hydrocarbon MW [g/mol] 

Methane 16.042 

Ethane 30.069 

Propane 44.096 

Isobutane 58.122 

n-Butane 58.122 

Isopentane 72.149 

n-Pentane 72.149 

Neopentane 72.149 

n-Hexane 86.175 

 

이러한 locus 모양의 차이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따라 다른 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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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다. 

- 분자량(molecular weight)의 상  크기 

- 분자 구조 

- Chemical nature or chemical family 

특히 메탄이나 에탄이 혼합된 경우는 표 3처럼 상 적으로 매우 작

은 메탄과 에탄의 분자량으로 그림 39 (b) 처럼 높은 임계 압력을 갖는

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임계점은 위처럼 조성에 따라서 다른 값을 가질 

뿐만 아니라 단순 선형 계산으로 예측이 어렵다. 그러므로 열역학적 이

론을 도입하여 예측이 필요하다. 

깁스의 저서(Gibbs, 1961)의 식 (142)에 의하면, 평형의 조건(the 

condition of stability)은 다음과 같다. 

 	 0 식 17 

여기서 

 U = Internal Energy 

 T = Temperature 

 S = Entropy 

 V = Volume 

  = Chemical potential of component  

  = The number of mole of component  

위 식을 다시 쓰면 깁스 저서의 식 (150), 즉 다음 식과 같이 전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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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식 18 

여기서 

  = Helmholtz energy 

이때, 압력과 부피가 일정한 경우,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0 식 19 

여기서 

  = Helmholtz energy at the state 0 

식 19에서 좌변을 Taylor 급수 전개 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2!

∆ ∆

1
3!

∆ ∆ ∆  

식 20 

여기서 

 , ,  = Component 

식 20이 항상 postitive-difinite인 경우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

는데, 위 식 20이 positivie-semidifinite이 되면 바로 이 점이 안정성

의 한계점(the limit of stability)이 된다. 그러므로 이때의 로 구성

된 행렬이 determinant가 0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안정성의 한계점

을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The limit of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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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식 21 

임계점은 이 안정성의 한계의 한계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 The limit of the limit of stability 

 
∆ ∆ ∆ 0 

식 22 

위 식 20과 식 21의 내 항을 다음 식 23과 식 24와 같이 EOS로 

계산의 용이성을 위하여 바꿔서 전개한다. 

 ln
 

식 23 

 ln
 

식 24 

여기서 

  = Fugacity of component  

이에 추가로 몰 수에 하여 다음과 같은 식 25을 추가하여 다음 그

림 39과 같이 풀이한다. 그림은 Dimitrakopoulos(Dimitrakopoulos, Jia, 

& Li, 2014)의 알고리즘을 재구성하였다. 

 Δ 1 0 식 25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알고리즘을 토 로 임계압력을 계산하였다. 그

러나, 임계온도의 경우 API technical data book(Daubert & Danner, 

1997)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추가로 검토하였다. 제시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 	 , 	  식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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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 ∑ , 	
	

  

  = True critical temperature of mixture,  

  = Volumetric fraction of component  

  = Critical temperature of component ,  

  = Mole fraction of component  

  = Molar critical volume of compon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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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Algorithm for calculation of critical point 

 

제2목 플래시 계산 

상 평형(phase equilibrium)이란 특정 온도와 압력에서 주어진 혼합

물 내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상과 화학적 조성을 가지는 상태로 변화하

려는 경향성이 없는 상태이다. 특정 온도와 압력, 그리고 닫힌 계에서 

혼합물의 상 평형이 이뤄지면 다음 식과 같이 모든 물질의 상간 화학 퍼

텐셜(chemical potential)이 같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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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27 

  식 28 

여기서 

   = Chemical potential of component  

   = , ,
  

Partial molar gibbs energy of component  

또, 같은 조건에서 열역학 제 1법칙과 열역학 제 1법칙에 의하여 다

음 식 31과 같이 시스템의 깁스에너지는 자발적으로 낮아지며 증가하지 

않고, 더 이상 감소하지 않는 사장 낮은 상태에 도달하면 평형을 이룬다. 

  식 29 

 
 

식 30 

 0  식 31 

여기서 

  = Heat 

  = Enthalpy 

 G = Gibbs free energy 

그러므로 상 평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Mass balance를 만족한다. 

- 모든 상에서 화학 퍼텐셜이 같아서, 상 변화를 하려는 경향이 없

어야 한다. 

- 시스템의 온도와 압력에서 가능한 가장 낮은 깁스 에너지를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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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정확한 플래시 계산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깁스 에너지가 가장 

낮은 값을 가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압력-온도 플

래시 계산을 수행하기 위해 선행 연구(Neto, Ribeiro, Aznar, & 

Bannwart, 2015)를 참조하여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으로 계산을 수행하

였다. 

 

그림 41. Algorithm of PT flash calculation 

한편, 압력-엔트로피 플래시 계산은 압력-온도 플래시 계산을 반복 

수행하여 예측하였으며, 수렴성능 향상을 위해서 golden section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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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를 다음과 같이 적용하였다. 

 

그림 42. Algorithm of Ps flash calculation 

 

제3목 상 내 평형 및 상 간 비평형 현상 가정 

팽창 시 기체와 액체의 각 벽면 간 액체 열전달 차이로 기체와 액체 

온도가 다른 비 평형 현상이 발생하고 두 상간의 평형이 이루어질 충분

한 시간이 압력 단계 간 없다고 가정한다. 이때 기체와 액체는 비평형 

상태에 놓이지만 기체 내부와 액체 내부는 평형상태에 놓인다고 가정하

여 압력 변화에 따른 증발과 액화 발생의 모델링이 가능하도록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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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５항 영역 분리 

비평형 현상으로 인한 지속적인 응축과 증발로 상간 flux 교환 반영

을 위하여 영역을 정의한다. 우선 용기 내 기체(vapor)는 V, 액체

(liquid)는 L, 기체에서 응축분(condensed vapor)는 CV, 액체에서 증발

분(evaporated liquid)는 EL로 표현한다. 이때, zone 1은 기존 기체 V와 

zone 2로부터 증발된 기체 EL로 구성하고 zone 2는 기존 액체 L와 

zone 1으로부터 응축된 액체 CV로 구성한다. 그림 43은 위에서 정의한 

영역 분리를 이용하여 본 연구 모델의 가상의 물질 교환 단계를 나타내

었다. 각 압력 단계마다 응축분 CV가 막 형성된 상태에서 시작하여, 감

압이 되는 동안 떨어져 zone 2를 이루고, zone 2에의 증발분 EL이 zone 

1에 반영되고 최종적으로 팽창 후 배출 되는 순서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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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Phase distribution in thi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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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６항 물질 수지 

선행연구(Wong, 1998)를 참조하여 각 영역에 한 material 

balance를 구성하여 zone 1의 조성 와 zone 2의 조성 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y  

식 32 

 
x  

식 33 

여기서 

   = Molar composition of liquid 

  = Molar composition of vapor 

  = The number of mole,  

 

제７항 상간 flux 교환을 반영한 엔트로피 증가 반영 

액체와 기체 간 지속적 증발과 팽창으로 인한 물질 교환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zone 1의 엔트로피 s , zone 2의 엔트로피 s 를 계산하여 

고려한다. 

 
s

Δ
 

식 34 

 
s

Δ
 

식 35 

여기서 

 ,  = Molar entropy of zone 1, zone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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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lar entropy of vapor, liquid at previous step, 

.⁄  

  = 
Molar entropy of condensed vapor at previous step, 

.⁄  

  = 
Molar entropy of evaporated liquid at this step, 

.⁄  

 ,  = Temperature of zone 1, zone 2 at this step,  

,  = 
The number of mole of vapor, liquid at previous 

step,  

 = 
The number of mole of condensed vapor at previous 

step,  

 = 
The number of mole of evaporated liquid at this 

step,  

,  = Heat transfer rate of zone 1, zone 2 at this step,  

  = Estimated time interval at this step,  

 

제８항 열전달 현상 

용기에서 발생되는 열전달 현상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하여 계

산하고 위 식 34, 식 35의 열량 계산에 반영한다. 

제1목 용기 내부 기체 류 현상 

선행연구(류시진, 2016)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유체의 밀도 차이에 의한 자연 류와 용기 내부와 외부의 압력차이

로 인한 강제 류 모두 고려의 필요성에 하여 선행연구(A. Haque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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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1990)에서 언급하였다. 본 모델에서는 기체와 맞닿은 벽면 사이 열

교환은 자연 류와 강제 류를 반영한 복합 류를 고려하였다. 

자연 류는 류 방향과 그에 따른 접촉 면적에 따라서 각기 다른 

Nusselt 수를 사용한다. 열 교환이 많은 원통에는 다음과 같이 

Churchill & Chu’s Correlation(Cengel, Ghajar, & Ma, 2011)을 사용한

다. 

 
0.825

0.387

1
0.492

 
식 36 

여기서 

  = Nusselt number of natural convection 

   = 
Rayleigh number, product of Grashof number  

and Prandtl number  

한편, 수직 용기의 뚜껑(head)은 MaAdams’ Correlation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구한다. 

- 수직 용기 뚜껑 상부: 

 0.27 	 10 	 	 	 	 10  식 37 

- 수직 용기 뚜껑 하부: 

 0.54 	 10 	 	 	 	 10  식 38 

 0.15 	 10 	 	 	 	 10  식 39 

한편, 강제 류의 경우 용기 내부에 있던 유체가 빠져나가는 속도가 

강제 류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배출 속도를 계산한다. 배출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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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음과 같이 구하며 다음을 이용하여 Reynolds 수를 구한다. 

 
 

식 40 

여기서 

  = Velocity of discharged fluid, /  

  = Volume of discharged fluid,  

  = Sectional area of the vessel cylinder,  

구한 Reynolds 수를 이용하여 강제 류의 Nusselt 수 를 구하

면 다음과 같다. 

- 원통 부분(Petukhov’s Correlation) 

 
8 1000

1.07 12.7 8

.
. 1

 

식 41 

- 용기 뚜껑 부분(Churchill and Ozoe’s Correlation) 

 1.128 . . 	
1 0.0468/ . .  

식 42 

여기서 

   = Friction coefficient, 1.79 log 1.64  

위에서 구한 Nusselt 수는 다음과 같이 합성한다. 

 
 

식 43 

최종적으로 아래 식으로 기체와 벽 사이의 열전달률  W 를 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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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44 

여기서 

  = Thermal conductivity of zone 1, .⁄  

  = Characteristic length,  

  = 
The Area of contact between zone 1 and vessel 

inside,  

 ,  = Inner wall temperature of zone 1 at this step,  

  = Temperature of zone 1 at this step,  

 

제2목 용기 내부 액체 비등 현상 

Mahgerefteh(Mahgerefteh & Wong, 1999)에서는 탄화수소 혼합물

의 액체의 열전달계수의 여러 번의 실험 끝에 1000 3000 .⁄ 의 

값을 얻었다고 언급하고 상수로 열전달계수를 계산하였으며, 본 연구에

서는 1500 .⁄ 을 사용하여 액체와 벽사이의 열전달률  W 을 계

산하였다. 

 ,  식 45 

여기서 

   = Heat transfer coefficient of zone 2, .⁄  

  = 
The Area of contact between zone 2 and vessel 

inside,  

 ,  = Inner wall temperature of zone 2 at this step,  

  = Temperature of zone 2 at this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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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목 용기 외부 기체 류 현상 

본 모델의 용기는 기에 뒤덮여 있으며 바람과 같은 외부의 영향이 

없다고 가정한다. 그러므로 자연 류만을 고려하며 방법은 제1목의 식 

36-식 39을 식 44에 입하여 기와 기체 쪽 용기 외벽면 

,  열전달률  W 과 기와 기체 쪽 용기 외벽면 

,  열전달률  W 를 구한다. 

 

제4목 각 영역의 열전달률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토 로 zone 1 열량  W 과 zone 2의 열

량  W 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식 46 

  식 47 

 

제９항 용기 벽면 온도 예측 

제1목 과도 전도(transient conduction) 적용 

벽면의 온도는 용기 내부와 용기 외부의 온도 차이로 인하여 두께방

향으로 온도 구배를 띄게 된다. 용기의 최저 온도 예측에 한 본 연구

의 목적에 따라 비정상 전도를 반영하여 벽면의 온도를 예측한다. 비정

상 전도를 위하여 시간 변화량이 정확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음함수

(implicit)법을 이용하였고 다음의 Fourier equation 식 48식를 역행렬

을 통해 식 49과 같이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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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48 

  식 49 

위 식에서 행렬 와  그리고 는 다음과 같다. 

 1 2

0
0
0

2
1 2

⋱
0
0

0

⋱

0

0
0
⋱

1 2
2

0
0
0

1 2

 

식 50 

 2 ,

0
⋮
0

2 , ,

 

식 51 

 ,

,
⋮

,

,

 

식 52 

여기서 

 ,  = 
Heat transfer coefficient between the wall and the 

outside, .⁄  

  = Thickness of the vessel wall,  

  = The number of layers of the wall 

  = Thermal conductivity of the vessel wall, .⁄  

 ,  = The wall temperature in contact with zone 1 

  = Fourier number, Δ ⁄  

  = Thermal diffusivity, /  

그리고 , 는 가 0인 경우는 내 벽면을 가 1인 경우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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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을 뜻한다. 

한편, 액체 벽면의 전도는 Mahgerefteh(Mahgerefteh & Wong, 

1999)가 제안한 방식을 사용하여 용기 벽면에서 빼앗긴 열량만큼 용기

의 온도가 줄어들었다고 가정하고 다음과 같이 구한다. 

 
	 	 	 	 , Δt

,
 

식 53 

여기서 

 ,  = 
Weight of the vessel wall in contact with zone 2 at 

this pressure step,  

  = Isobaric heat capacity of the vessel wall, / ∙  

 

제2목 초기 액체 벽면 온도 예측 방법 제시 

초기 액체 벽면 온도는 위에서 언급된 Fourier equation을 이용하여 

음함수법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최종 수렴된 , 의 값을 초기 액체 

벽면 온도로 계산한다. 

 

제１０항 유체 배출 

본 연구에서는 배출 유량을 두 번 계산한다. 기체의 강제 류의 

Nusselt 수 계산을 위해서 첫 번째 배출 유량을 제２장 제１절 제１０

항 제1목 을 통해 수행한다. 이를 통해 구한 엔트로피로 제２장 제１절 

제１０항 제2목 를 통해 두 번째 배출 유량을 계산한다. 두 번째 배출 

유량으로 계산된 시간 변화량과 초기에 가정된 시간 변화량의 비교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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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각 압력 단계의 수렴 여부를 판단한다. 

제1목 유체의 팽창 부피를 이용한 배출 유량 계산 

압력-엔트로피 플래시 계산을 통해 각 영역의 부피 계산을 통해서 

팽창된 부피에서 용기 부피를 빼 다음과 같이 배출된 부피 를 구한다. 

  식 54 

여기서 

  = Molar volume, /  

  = The number of mole,  

  = Volume inside the vessel,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이 첫 번째 배출 유량  / 을 구한다. 

 
Δ

 
식 55 

 

제2목 배출 유량 계산 

본 연구에서는 Haque(A. Haque et al., 1990)가 제안한 배출 유량 

계산 가정을 따라 계산하였다.  상 단 밸브를 통해 기체만 배출된다고 

가정한다. 단, 밸브 오리피스(orifice)를 지나 팽창할 때 액체로 응축되

는 현상은 반영하였다. 용기 내부와 초크에서 빠른 팽창으로 가역 경로

를 따른다고 가정하여 등엔트로피라고 가정하고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식 56 

여기서 

  = Molar entropy of vapor in the vess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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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lar entropy of fluid at the choke, 	 .⁄  

한편, 용기 내부 기체와 초크에서의 유체 간 에너지보존법칙을 적용

하되 초크에서의 속도에 비해 기체의 속도를 무시한다고 가정하고 다음

과 같은 식을 얻었다. 

 1
2

 
식 57 

여기서 

  = Molar enthalpy of vapor inside the vessel, ⁄  

  = Molar enthalpy of fluid at the choke, ⁄  

  = Velocity of fluid at the choke,  

여기서 높은 압력차이로 초크에서의 속도는 음속임을 추가로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식 58 

여기서 

  = Sonic speed at the choke, ⁄  

단상에서 음속을 계산할 때는 정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한다. 

 
 

식 59 

여기서 

  = Isochoric heat capacity, .⁄  

한편, 선행연구에서 다상 음속은 수치적 방식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

이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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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60 

최종적으로 식 56-식 58을 사용하면 초크에서의 압력과 온도를 구

할 수 있고, 이때의 밀도 를 구하면 다음과 같이 두 번째 배출 유

량  / 을 구한다. 

  식 61 

여기서 

  = Sectional area of the choke,  

위의 배출 유량을 이용하여 최종 수렴 여부 판단을 위해 시간 변화량

	Δ 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Δ  
식 62 

 

제１１항 용기 특성 

유체의 열 전달 계산 시 용기 head의 면적계산이 필요하며, 액체 높

이 계산을 위해 고인 액체가 차지하는 부피를 계산해야 한다. 본 연구에

서는 다음과 같은 문헌(Doane, 2007; Ludwig, 1997; Wiencke, 2010). 

을 참조하였고, 유체와 head의 벽면 접촉 면적 	A 은 다음 식과 같이 계

산하였다. 

 2  식 63 

여기서 

  = Inner diameter of the vessel,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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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ight from the lowest point of the bottom head, m 

고인 액체가 차지하는 부피 V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The bottom head 

 
V

πH
3

3  
식 64 

- The top head 

 V
π
3
2 2  식 65 

 

제２절 감압 현상 알고리즘 

 

 

그림 44. Diagram of variables for convergence of algorithm 

위에서 설명한 가정 및 계산 방법을 이용하여 그림 44과 그림 4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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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본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우선 압력을 식 14

에 따라서 낮춘 후, 시간 변화량과 각 영역의 엔트로피를 예측한다. 액

체 여부를 확인 한 후 액체가 존재하는 경우 zone 2의 해석을 수행한다. 

우선 zone 2의 조성을 식 32와 같이 구한 후 압력-엔트로피 플래시를 

통해 zone 2의 온도를 예측한다. 예측된 온도로 zone 2의 열량을 구하

여 벽면의 온도를 구하고 최종적으로 zone 2의 엔트로피 증가분에 반영

하여 zone 2의 엔트로피를 구한다. 이 때 그림 43림에서와 같이 평형 

계산을 통해 증발분 EL의 물성(property)을 구한다. 그런 다음 zone 1

의 조성을 구하고 압력-엔트로피 플래시를 통해 zone 1의 온도를 구한

다. zone 2와는 다르게 구해진 각 영역의 부피를 통해 배출된 부피와 배

출 유량을 제１절 제１０항 제1목 에서와 같이 구한다. 배출 유량을 강

제 류 계산에 반영하여 zone 1의 열량을 구한 후 zone 1의 벽면의 온

도와 엔트로피를 계산한다. 계산된 엔트로피를 통해 제１절 제１０항 제

2목 와 같이 시간 변화량을 구하여 최종적으로 수렴을 판정한다. 만약 

예측한 시간 변화량과 각 영역의 엔트로피가 일치하는 경우 목표 압력에 

도달할 때까지 압력을 낮추며 반복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변수를 업

데이트하여 반복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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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Algorithm for simulation of rapid depressu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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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３장 결과 

제１절 주요 세부 계산 모듈 검토 

제１항 임계점 계산 검토 

본 연구에서 사용된 방법의 검증을 위하여 N2 및 C1~C7을 혼합한 

표 4의 44개(Dimitrakopoulos et al., 2014; Hanson & Brown, 1945; 

Yarborough & Smith, 1970)의 서로 다른 실험데이터와 비교하였다. 표 

4의 조성 및 표 5의 임계온도, 표 6의 임계압력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 A 

Dimitrakopoulos, Panagiotis, Wenlong Jia, and Changjun Li. "An Improved 

Computational Method for the Calculation of Mixture Liquid–Vapor Critical 

Points." International Journal of Thermophysics 35.5 (2014): 865-889. 

- B 

Yarborough, Lyman, and L. R. Smith. "Solvent and driving gas 

compositions for miscible slug displacement." Society of Petroleum 

Engineers Journal 10.03 (1970): 298-310. 

- C 

Hanson, George H., and Georg Granger Brown. "Vapor-liquid equilibria 

in mixtures of volatile paraffins." Industrial & Engineering Chemistry 37.9 

(1945): 821-825. 

표 5에서 HYSYS v9, API technical databook, Dimitrakopoulos et 

al.,의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된 임계온도를 실험에서 얻은 임계온도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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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한 표이다. 실험값 비 MAPE(Mean Average Percentage Error)값

이 HYSYS v9 (PR-EOS)는 1.06%, API technical databook은 0.84%, 

Dimitrakopoulos et al.,(PR-EOS)는 1.06%, Dimitrakopoulos et 

al.,(SRK-EOS)는 1.24%의 차이를 보였다. 표 6은 HYSYS v9, API 

technical databook, Dimitrakopoulos et al.,의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된 

임계압력을 실험에서 얻은 임계압력과 비교한 표이다. 실험값 비 

MAPE(Mean Average Percentage Error)값이 HYSYS v9 (PR-EOS)

는 2.12%, API technical databook은 6.02%, Dimitrakopoulos et 

al.,(PR-EOS)는 3.36%, Dimitrakopoulos et al.,(SRK-EOS)는 2.26%

의 차이를 보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가장 작은 오차를 보이는 API 

technical databook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임계온도를 예측하였고, 임

계압력은 Dimitrakopoulos et al.,(SRK-EOS)을 이용하여 구한다. 그림 

46은 표 5과 표 6에서 비교한 실험값에 한 본 연구의 계산 결과를 도

시한 그래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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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Composition of mixtures 

# of  
mixtures 

N2 CH4 C2H6 C3H8 nC4H10 nC5H12 nC6H14 nC7H16 # of  
components 

Reference 

1 0.0000 0.1000 0.9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2 A 
2 0.0000 0.0000 0.4290 0.0000 0.3730 0.0000 0.0000 0.1980 3 A 
3 0.0000 0.0000 0.7260 0.0000 0.1710 0.0000 0.0000 0.1030 3 A 
4 0.0000 0.0000 0.5140 0.0000 0.4120 0.0000 0.0000 0.0740 3 A 
5 0.0000 0.0000 0.8010 0.0000 0.0000 0.0640 0.0000 0.1350 3 A 
6 0.0000 0.0000 0.6120 0.0000 0.0000 0.2710 0.0000 0.1170 3 A 
7 0.0000 0.0000 0.6150 0.0000 0.0000 0.2960 0.0000 0.0890 3 A 
8 0.0465 0.4530 0.0000 0.5005 0.0000 0.0000 0.0000 0.0000 3 A 
9 0.0000 0.1930 0.4700 0.0000 0.3370 0.0000 0.0000 0.0000 3 A 
10 0.0000 0.3910 0.3540 0.0000 0.2550 0.0000 0.0000 0.0000 3 A 

11 0.0000 0.0400 0.8210 0.0000 0.1390 0.0000 0.0000 0.0000 3 A 
12 0.0000 0.0070 0.8790 0.0000 0.1140 0.0000 0.0000 0.0000 3 A 
13 0.0000 0.4610 0.4430 0.0000 0.0000 0.0950 0.0000 0.0000 3 A 
14 0.0000 0.1960 0.7580 0.0000 0.0000 0.0450 0.0000 0.0000 3 A 
15 0.0000 0.0000 0.9960 0.0010 0.0030 0.0000 0.0000 0.0000 3 A 
16 0.0000 0.0000 0.9900 0.0040 0.0060 0.0000 0.0000 0.0000 3 A 
17 0.0000 0.0000 0.9800 0.0160 0.0040 0.0000 0.0000 0.0000 3 A 
18 0.0000 0.0000 0.9700 0.0270 0.0030 0.0000 0.0000 0.0000 3 A 
19 0.0000 0.0000 0.3414 0.3421 0.0000 0.3165 0.0000 0.0000 3 A 
20 0.0000 0.0000 0.0000 0.3276 0.3398 0.3326 0.0000 0.0000 3 A 

21 0.0000 0.0000 0.0000 0.2010 0.3990 0.4000 0.0000 0.0000 3 A 
22 0.0000 0.0000 0.0000 0.2010 0.2980 0.5010 0.0000 0.0000 3 A 
23 0.0000 0.0000 0.0000 0.1980 0.1060 0.6960 0.0000 0.0000 3 A 
24 0.0000 0.0000 0.0000 0.0000 0.6449 0.2359 0.1192 0.0000 3 A 
25 0.0000 0.8330 0.1300 0.0350 0.0000 0.0000 0.0000 0.0000 3 A 
26 0.0000 0.8000 0.0390 0.1610 0.0000 0.0000 0.0000 0.0000 3 A 
27 0.0490 0.4345 0.0835 0.4330 0.0000 0.0000 0.0000 0.0000 4 A 
28 0.0000 0.0000 0.6168 0.0000 0.1376 0.0726 0.0000 0.1730 4 A 
29 0.0000 0.0000 0.2542 0.2547 0.2554 0.2357 0.0000 0.0000 4 A 
30 0.0000 0.0000 0.0000 0.4858 0.3316 0.1213 0.0613 0.0000 4 A 

31 0.0330 0.9100 0.0560 0.0012 0.0000 0.0000 0.0000 0.0000 4 A 
32 0.0150 0.9590 0.0260 0.0001 0.0000 0.0000 0.0000 0.0000 4 A 
33 0.0160 0.9500 0.0260 0.0078 0.0000 0.0000 0.0000 0.0000 4 A 
34 0.0000 0.0000 0.3977 0.2926 0.1997 0.0713 0.0369 0.0000 5 A 
35 0.0000 0.2019 0.2029 0.2033 0.2038 0.1881 0.0000 0.0000 5 A 
36 0.0160 0.9450 0.0260 0.0081 0.0052 0.0000 0.0000 0.0000 5 A 
37 0.0000 0.1015 0.3573 0.2629 0.1794 0.0657 0.0332 0.0000 6 A 
38 0.0220 0.3160 0.3880 0.2230 0.0430 0.0080 0.0000 0.0000 6 A 
39 0.0140 0.9430 0.0270 0.0074 0.0049 0.0010 0.0027 0.0000 7 A 
40 0.0430 0.4150 0.0000 0.5420 0.0000 0.0000 0.0000 0.0000 3 B 

41 0.0950 0.3600 0.0000 0.5450 0.0000 0.0000 0.0000 0.0000 3 B 
42 0.0855 0.4115 0.0000 0.5030 0.0000 0.0000 0.0000 0.0000 3 B 
43 0.0000 0.6626 0.1093 0.1057 0.0000 0.0616 0.0608 0.0000 5 C 
44 0.0000 0.7057 0.0669 0.0413 0.0508 0.1353 0.0000 0.0000 5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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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Comparison between measured critical temperature and calculated critical temperatures of mixtures 

Method Experimental 
Data 

HYSYS v9 
PR-EOS 

Error API technical databook 
2007 

Error Dimitrakopoulos et al. 
2014 

PR-EOS 

Error Dimitrakopoulos et al. 
2014 

SRK-EOS 

Error 

# of 
mixtures 

[K] [K] 
 

[K] 
 

[K] 
 

[K] 
 

1 299  299  0.00% 297  0.57% 299 0.00% 299  0.00% 
2 438  439  0.23% 434  0.82% 438 0.00% 440  0.46% 
3 384  388  1.04% 386  0.47% 382 0.52% 389  1.30% 
4 400  404  1.00% 400  0.02% 403 0.75% 405  1.25% 
5 391  394  0.66% 392  0.39% 382 2.42% 395  0.90% 
6 421  425  0.84% 420  0.11% 421 0.11% 426  1.07% 
7 416  420  0.93% 414  0.02% 417 0.26% 421  1.22% 
8 313  322  2.88% 309  1.16% 321 2.56% 323  3.19% 
9 354  359  1.41% 352  0.53% 359 1.41% 361  1.98% 
10 332  336  1.20% 327  1.50% 337 1.51% 339  2.11% 
11 324  332  2.47% 329  1.61% 332 2.47% 333  2.78% 
12 325  329  1.23% 327  0.59% 329 1.23% 329  1.23% 
13 311  308  0.96% 302  2.90% 307 1.29% 310  0.32% 
14 311  310  0.32% 306  1.75% 310 0.32% 311  0.00% 
15 306  306  0.00% 306  0.01% 306 0.00% 306  0.00% 
16 307  307  0.00% 307  0.02% 307 0.00% 307  0.00% 
17 308  308  0.00% 308  0.14% 308 0.00% 308  0.00% 
18 309  309  0.00% 308  0.22% 309 0.00% 309  0.00% 
19 397  404  1.76% 400  0.69% 404 1.76% 405  2.02% 
20 429  430  0.23% 429  0.10% 430 0.23% 431  0.47% 
21 436  439  0.69% 437  0.29% 439 0.69% 439  0.69% 
22 443  444  0.23% 442  0.20% 444 0.23% 444  0.23% 
23 449  453  0.89% 451  0.48% 453 0.89% 453  0.89% 
24 450  451  0.22% 449  0.11% 450 0.00% 450  0.00% 
25 228  227  0.44% 222  2.51% 226 0.88% 227  0.44% 
26 255  250  1.96% 246  3.66% 244 4.31% 251  1.57% 
27 313  316  0.96% 305  2.67% 316 0.96% 318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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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423  424  0.24% 419  0.86% 418 1.18% 425  0.47% 
29 406  410  0.99% 407  0.27% 410 0.99% 411  1.23% 
30 418  419  0.24% 417  0.15% 419 0.24% 419  0.24% 
31 199  201  1.01% 198  0.32% 201 1.01% 201  1.01% 
32 194  196  1.03% 194  0.04% 195 0.52% 196  1.03% 
33 197  199  1.02% 197  0.12% 199 1.02% 199  1.02% 
34 385  388  0.78% 385  0.07% 387 0.52% 389  1.04% 
35 387  394  1.81% 385  0.40% 394 1.81% 396  2.33% 
36 200  202  1.00% 200  0.06% 202 1.00% 202  1.00% 
37 376  381  1.33% 375  0.17% 379 0.80% 382  1.60% 
38 314  318  1.27% 310  1.32% 318 1.27% 320  1.91% 
39 201  203  1.00% 204  1.28% 202 0.50% 202  0.50% 
40 322  328  1.86% 316  1.89% 328 1.86% 329  2.17% 
41 322  328  1.86% 315  2.23% 328 1.86% 330  2.48% 
42 314  322  2.55% 309  1.73% 322 2.55% 324  3.18% 
43 311  319  2.57% 316  1.52% 316 1.61% 320  2.89% 
44 308  319  3.57% 311  1.12% 318 3.25% 323  4.87% 

MAPE 
  

1.06% 
 

0.84% 
 

1.06% 
 

1.24% 

 

표 6. Comparison between measured critical pressure and calculated critical pressures of mixtures 

Method Experimental 
Data 

HYSYS v9 
PR-EOS 

Error API technical databook 
2007 

Error Dimitrakopoulos et al. 
2014 

PR-EOS 

Error Dimitrakopoulos et al. 
2014 

SRK-EOS 

Error 

# of 
mixtures 

[kPa] [kPa] 
 

[kPa] 
 

[kPa] 
 

[kPa] 
 

1 5322 5329  0.13% 5180  2.67% 5312 0.19% 5317  0.09% 
2 6612 6314  4.51% 6692  1.21% 6339 4.13% 6367  3.71% 
3 7605 7469  1.79% 7510  1.25% 7908 3.98% 7547  0.76% 
4 6405 6228  2.76% 6363  0.66% 6146 4.04% 6181  3.50% 
5 8101 8319  2.69% 8365  3.26% 9575 18.20% 8541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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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156 7093  0.87% 7502  4.84% 7665 7.11% 7234  1.09% 
7 7060 6984  1.07% 7349  4.09% 7352 4.14% 7097  0.52% 
8 9232 9147  0.92% 7977  13.59% 9103 1.40% 9136  1.04% 
9 7640 7282  4.69% 6901  9.67% 7161 6.27% 7200  5.76% 
10 9720 9176  5.60% 7881  18.92% 9031 7.09% 9105  6.33% 
11 5790 5889  1.71% 5824  0.59% 5854 1.11% 5886  1.66% 
12 5480 5588  1.97% 5581  1.84% 5561 1.48% 5588  1.97% 
13 10340 10179  1.55% 8254  20.17% 10166 1.68% 10314  0.25% 
14 6890 6816  1.08% 6344  7.92% 6816 1.07% 6867  0.33% 
15 4900 4909  0.19% 4898  0.04% 4897 0.06% 4899  0.02% 
16 4930 4937  0.15% 4928  0.04% 4925 0.10% 4928  0.04% 
17 4960 4940  0.40% 4934  0.52% 4928 0.65% 4930  0.60% 
18 4960 4948  0.24% 4946  0.28% 4936 0.48% 4939  0.42% 
19 5602 5555  0.85% 5753  2.70% 5555 0.84% 5578  0.43% 
20 4190 4172  0.42% 4188  0.05% 4118 1.72% 4123  1.60% 
21 3850 3996  3.78% 3999  3.87% 3936 2.23% 3939  2.31% 
22 3900 3962  1.59% 3990  2.31% 3920 0.51% 3924  0.62% 
23 3810 3866  1.46% 3935  3.28% 3859 1.29% 3862  1.36% 
24 3880 3795  2.20% 3782  2.53% 3733 3.79% 3735  3.74% 
25 6890 7023  1.93% 5908  14.25% 7073 2.66% 7060  2.47% 
26 8960 9169  2.33% 7183  19.83% 9889 10.37% 9199  2.67% 
27 8963 9031  0.76% 7907  11.78% 8987 0.27% 9024  0.68% 
28 7412 7412  0.00% 7753  4.60% 8050 8.61% 7567  2.09% 
29 5113 5066  0.92% 5205  1.80% 5013 1.96% 5026  1.70% 
30 4506 4424  1.83% 4449  1.26% 4378 2.84% 4387  2.64% 
31 5341 5530  3.54% 5281  1.12% 5476 2.53% 5489  2.77% 
32 4932 5041  2.22% 4905  0.55% 4994 1.26% 5000  1.38% 
33 5180 5339  3.07% 5094  1.66% 5294 2.20% 5307  2.45% 
34 5620 5572  0.85% 5693  1.30% 5897 4.93% 5588  0.57% 
35 7220 7056  2.27% 6900  4.43% 7000 3.05% 7003  3.01% 
36 5456 5695  4.38% 5349  1.96% 5640 3.37% 5661  3.76% 
37 6536 6460  1.17% 6407  1.97% 6887 5.37% 6442  1.44% 
38 7846 7884  0.49% 7148  8.90% 7840 0.08% 7888  0.54% 
39 5578 5902  5.81% 5669  1.63% 5845 4.79% 5833  4.57% 
40 8674 8671  0.03% 7738  10.79% 8632 0.48% 8657  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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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9204 9221  0.19% 8375  9.01% 9178 0.28% 9189  0.16% 
42 9797 9587  2.14% 8462  13.63% 9539 2.63% 9562  2.40% 
43 13748 14806  7.69% 10466  23.87% 14941 8.68% 15213  10.66% 
44 13700 14910  8.83% 10371  24.30% 14806 8.07% 15047  9.83% 

MAPE 
  

2.12% 
 

6.02% 
 

3.36% 
 

2.26% 

 

 

 

그림 46. Comparison between the experimental data and this study for (a) critical pressure (b) critical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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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항 상평형 곡선을 통한 플래시 계산 검토 

본 연구에서는 플래시 계산 수행 시 임계점 부근에서의 연속적인 계

산 결과를 보이는지 주로 관찰하였다. 비교를 위하여 Aspen HYSYS 

version 9의 플래시 계산 결과를 함께 도시하여 다음 그림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의 원에서 볼 수 있듯, 본 연구의 플래시 계산 결과, 임계점 부

근에서 연속적으로 계산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47. Phase envelope of 66.5 mol% C1, 3.5 mol% C2 and 30 

mol% C3 mixture (a) from 1 bar to 100 bar (b) near critical point 

from this study and HYSYS v9 

 

제２절 전체 감압 현상 시뮬레이션 결과 검토 

제１항 비교 실험 정리 

선행 연구에서는 표 1, 그림 5에서 언급한 실험과 비교를 통해 모델

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다음 표 7에서 각 실험과 각 모델의 비교 여부

를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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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Verifiaction between each model and experimental cases 

Case 
No. 

BLOWDOWN 
(1990) 

BLOWSIM 
(1999) 

BLOW 
(2005) 

gFlare 
(2011) 

VBsim 
(2015) 

VessFire 
v1.2 

(2014) 

HYSYS 
v9 

(2016) 

This 
study 

case 1 0 
   

0 
 

0 0 

case 2 0 0 
   

0 0 0 

case 3 0 
 

0 partial 
0 

0 
 

0 0 

 

제２항 Case 1 

실험 case 1의 초기 유체 온도, 압력, 조성 조건과 용기 수치 조건을 

이용하여 블로우다운 해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 그림 48-그림 53와 

같다. 그림 48은 본 연구의 압력변화에 따른 기체 온도 변화를 실제 실

험 결과 및 수치 모델 BLOWDOWN, HYSYS v9, VBsim과 비교한 그래

프이다. 도시한 점선은 REFPROP의 GERC-2008 EOS로 도시한 초기 

유체의 상 평형 곡선이다. 본 연구 해석 결과 초임계 유체가 빨간 점에

서 액체가 처음 생성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실험 영역 내로 예측하였

다. 그림 49은 본 연구 및 선행 연구 모델의 시간에 따른 압력 변화 그

래프이다. 본 연구 및 타 모델 모두 시간에 따라 지수 감소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실험과 일치하였다. 그림 50는 시간에 따른 기체 온도의 

변화를 본 연구 결과 및 타 모델과 함께 도시하여 실험과 비교한 그래프

이다. 본 연구 모델은 타 모델인 BLOWDOWN, HYSYS v9, VBsim에 비

해 다소 늦게까지 기체 온도가 떨어지다가 상승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는 실험 영역 안으로 예측하였다. 그림 51은 시간변화에 따른 실험, 본 

연구 및 타 모델의 액체 온도 그래프이다. 본 모델과 VBsim은 실험보다 

높은 온도로 예측하였으며, HYSYS v9과 BLOWDOWN은 낮은 온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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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하였다. 본 연구 실험 결과는 실험과 유사한 경향성을 보인다. 그림 

52은 시간 변화에 따른 기체 및 액체 접촉 내벽면의 온도를 본 연구 및 

타 모델의 결과 그리고 실험과 비교한 그래프이다. 상단에 위치한 기체 

접촉 내벽면 온도는 VBsim을 제외한 모델은 모두 실험과 일치하였으며, 

VBsim은 낮게 예측하였다. 하단에 위치한 액체 접촉 내벽면 온도는 

VBsim은 실험보다 높게, 본 연구는 약간 높게, BLOWDOWN과 HYSYS 

v9은 약간 낮게 예측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일치하는 경향성을 보였

다. 그림 53는 그림 52을 확 한 그래프로 네모는 액체가 발생한 시점

이다. 본 연구는 50s 가량 액체가 처음 응축하며 70s에서 초기 액체 접

촉 내벽면 온도를 예측하였고 실험보다 약간 낮은 온도를 예측하였다. 

 

그림 48. Simulated results of pressure and vapor temperature for 

experimental c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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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Pressure with variation of time of experimental data and 

simulation results for this study and other simulators during 

depressurization with condition of experimental case 1 

 

그림 50. Vapor temperature change with time of simulation results 

for this study and other simulators during depressu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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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ng to the experimental case 1 

 

그림 51. Liquid temperature with variation of time of experimental 

data and simulation results for this study and other simulators 

during blowdown with condition of experimental case 1 

 

그림 52. Vapor-side and liquid-side inner wall temperatur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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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ime of the simulation results for this study and other 

simulators during depressurization compared to the experimental 

case 1 

 

 

그림 53. Specific region (zoomed area of Fig. 5) for vapor-side and 

liquid-side inner wall temperature with variation of time of 

experimental data and simulation results for this study and other 

simulators during blowdown with condition of experimental case 1 

 

제３항 Case 2 

실험 case 2의 조건을 사용하여 감압 수행한 결과는 다음 그림 54-

그림 59과 같다. 그림 54은 기체 온도 변화에 따른 압력 변화를 본 연

구, BLOWDOWN, HYSYS v9, BLOWSIM, VessFire 1.2와 실험 결과를 



87 

도시한 그래프이다. 빨간 점에서 본 연구 모델은 액체의 생성을 예측하

였다. 전반적으로 실험 영역 내로 예측되었다. 그림 55는 시간 변화에 

따른 압력을 본 연구 및 타 모델 그리고 실험에 하여 도시하였다. 모

든 모델의 압력이 지수 감소하였으며 실험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그림 56는 시간 변화에 따른 기체 온도의 변화를 본 연구 및 타 연구 

그리고 실험 결과에 하여 도시간 그래프이다. 본 연구는 600s까지 온

도가 떨어지다가 상승하였다. 실험 결과 비 HYSYS v9는 높게 예측하

였고, BLOWDOWN, BLOWSIM, 본 연구는 700s 이후 약간 높게 예측

하였으며 VessFire 1.2는 실험 영역 내로 예측하였다. 그림 57는 시간 

변화에 따른 본 연구, 타 모델 그리고 실험 결과의 액체 온도 변화이다. 

본 연구와 VessFire 1.2는 실험 비 높은 온도를 예측하였고, HYSYS 

v9는 실험과 체로 일치하였으며, BLOWSIM, BLOWDOWN은 다소 낮

게 예측하였다. 그림 58은 본 연구 및 선행 연구 모델, 실험의 시간 변

화에 따른 기체 및 액체의 내벽면 온도이다. 기체 접촉 내벽면의 경우, 

본 연구, BLOWDOWN, HYSYS v9은 실험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고, 

BLOWSIM은 900s 이전을 다소 높게 예측하였으며, VessFire 1.2는 전

체적으로 높게 예측하였다. 액체 내 벽면의 경우 본 연구, VessFire 1.2

는 높은 온도를 예측하였고, HYSYS v9는 낮게 예측하다가 실험값에 일

치하는 영역 안으로 온도를 예측하였으며, BLOWSIM과 BLOWDOWN

은 실험보다 낮은 온도를 예측하였다. 그림 59은 그림 58의 확 한 그

래프로 네모 점은 액체가 발생한 시점의 온도이다. 본 연구는 55s에 초

기 액체 내벽면 온도를 예측하였고 이후 결과가 실험에 근사하는 온도 

예측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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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Simulated results of pressure and vapor 

temperature for experimental case 2 

 

그림 55. Pressure with variation of time of experimental 

data and simulation results for this study and other 

simulators during depressurization with condi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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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al case 2 

 

그림 56. Vapor temperature change with time of simulation 

results for this study and other simulators during 

depressurization comparing to the experimental case 2 

 

그림 57. Liquid temperature with variation of time of experi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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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and simulation results for this study and other simulators during 

blowdown with condition of experimental case 2 

 

그림 58. Vapor-side and liquid-side inner wall temperature 

change with time of the simulation results for this study and 

other simulators during depressurization compared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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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al case 2 

 

그림 59. Specific region (zoomed area of Fig. 5) for vapor-side 

and liquid-side inner wall temperature with variation of time of 

experimental data and simulation results for this study and other 

simulators during blowdown with condition of experimental case 2 

 

제４항 Case 3 

본 연구에서 실험 case 3의 조건으로 해석을 수행한 결과를 타 연구 

모델 및 실험 결과와 비교한 결과를 다음 그림 60-그림 64과 같다. 그

림 60는 기체 온도 변화에 따른 압력의 변화를 상 평형 곡선 및 타 연

구 모델, 실험 결과를 본 연구 결과와 비교한 그래프이다. 초기 유체는 

임계압력보다 높은 기체 상태로 예측되었으며, 빨간 점에서 처음 액체가 

생성된다. 실제 실험 결과와 REFPROP의 GERC-2008 EOS로 그린 상 

평형 곡선과 감압 종료까지 만나지 못하므로, 본 연구는 실제 액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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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검정 점)보다 낮은 온도와 압력(빨간 점)에서 예측하였다. 이와 같

은 문제는 상 평형 곡선 주변에서 첫 액체가 발생한 VBsim과 BLOW에

서도 보이고 있으며, 이들은 EOS 기반 모델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BLOWDOWN과 HYSYS v9는 principle of corresponding state을 기반

으로 예측하므로 이에 따른 차이를 보인다. 그림 61는 본 연구 및 타 

연구 결과를 실험과 비교한 압력-시간 그래프이다. VBsim은 약간 높게 

압력을 예측하고 있으며 본 연구, BLOWDOWN, HYSYS v9, BLOW는 

실험과 일치한다. 그림 62은 시간에 따른 기체 온도의 변화를 본 연구 

및 타 연구 모델 그리고 실험 결과와 비교한 그래프이다. 본 연구, 

BLOW, VBsim은 액체 생성이 낮은 온도 압력에서 발생하므로 실험보다 

낮은 기체 온도를 예측하였다. HYSYS v9과 BLOWDOWN은 전반적으로 

실험 영역 내로 예측하였으나 초반에는 약간 낮은 온도로 예측하였다. 

그림 63은 시간 변화에 따른 기체 및 액체 접촉 내벽면 온도 그래프로 

본 연구 및 타 연구 결과를 실험과 비교하였다. 상단의 기체 접촉 내벽

면 온도는 낮게 예측한 BLOW와 약간 높게 예측한 BLOWDOWN을 제

외하고는 실험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하단의 액체 접촉 내벽면 온

도는 본 연구는 실험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초반 천천히 온도가 떨어지

다가 600s 이후 빠르게 떨어지는 등 경향성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

다. HYSYS v9은 낮은 온도를 예측하였고, BLOW와 BLOWDOWN은 초

반 낮게 예측하다가 이후 실험 영역 내로 일치하였으며 체로 경향성이 

실험과 유사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64은 그림 63의 확  본으

로 네모 점은 액체가 생성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초기 액체 접촉 내벽

면 온도를 실험 영역 내로 예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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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0. Simulated results of pressure and vapor 

temperature for experimental case 3 

 

그림 61. Pressure with variation of time of experimental 

data and simulation results for this study and other 

simulators during depressurization with condi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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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al case 3 

 

그림 62. Vapor temperature change with time of simulation 

results for this study and other simulators during 

depressurization comparing to the experimental case 3 

 

그림 63. Vapor-side and liquid-side inner wall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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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with time of the simulation results for this study and 

other simulators during depressurization compared to the 

experimental case 3 

 

그림 64. Specific region (zoomed area of Fig. 5) for vapor-

side and liquid-side inner wall temperature with variation 

of time of experimental data and simulation results for this 

study and other simulators during blowdown with condition 

of experimental case 3 

 

제４장 결론 

본 연구는 준정상상태 가정하에 비평형 현상을 반영한 압력 용기 내 

감압 해석 모델을 개발하였다. 본 모델은 Matlab 2015b를 이용하여 

EOS 기반으로 상용 프로그램과 연동 없이 독자적으로 코드를 개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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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및 타 해석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EOS를 이용한 탄화수소 혼합물

의 물성 예측법을 기반으로 수행되었다. 임계 영역을 지나는 감압 경로

를 고려한 상평형 계산 방법을 공개하고 적용하였다. 단상 시 감압 현상 

예측은 물론 액체가 발생하는 경우의 비평형 현상을 예측 할 수 있는 알

고리즘을 구성하였다. 현실적인 감압 경로를 취하기 위하여 열 유입을 

통해 열역학 제 2법칙을 적용하였다. 온도가 가장 많이 떨어지는 내벽면 

예측과 액체 생성 직 후 내벽면 온도 예측을 위해 비정상 전도를 적용하

였다. 밸브 통과 시 액체가 발생하는 경우를 고려한 배출 유량 계산을 

수행하였다. 최종적으로 시간 변화에 따른 압력, 기체 온도, 액체 온도, 

기체 접촉 내벽면 온도, 액체 접촉 내벽면 온도, 배출 유량을 예측하였

으며 3가지 실험과 비교하여 기체 온도 및 기체 접촉 벽면 온도, 압력이 

일치하였으며, 액체 온도 및 액체 접촉 온도는 경향성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모델은 추후 아래와 같은 사항을 반영하면 더욱 정교한 모델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 

- 탄화수소 혼합물의 온도와 압력 변화에 따른 액체 열전달계수 계

산 방법 적용을 통해 실험과 일치하는 액체 온도 및 액체 접촉 내벽면 

온도 예측 

- 압력 단계 간 수렴을 결정하는 변수에 한 수치 해석 적용을 통

한 수렴 속도 및 전체 계산 속도 개선 

- Torisphere 용기 head와 유체간 접촉 면적 계산 방법 개선을 통

해 기체 및 액체 열전달량 계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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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odel in this study developed a numerical model that predicts 

the depressurization or blowdown phenomena applicable to the 

formation of liquid in the pressure vessel initially filled with gas. 

Without a large amount of heat input from the outside, such as a 

fire, a sudden drop in the fluid inside the pressure vessel during 

rapid depressurization leads to a drop in wall temperature. 

Particularly, when a liquid is condensed during the 

depressurization, a non-equilibrium phenomenon between phases 

occurs, and a temperature change of a wall contacting the liquid 

largely occurs. This drop leads to low-temperature brittleness 

problem on the vessel wall and rupture may occur, so that low-

temperature analysis is necessary to reflect the design. With the 

steady-state equilibrium assumption, the temperature is 

predicted to be excessively high and precise analysis is 

impossible. Assuming steady-state equilibrium during the 

depressurization, high fluid temperature is predicted. Therefore, 

the following thermodynamic phenomenon was considered to 

predict the non-equilibrium phenomenon during the 

depressurization. The realistic depressurization path was 

reflected by the heat input into the vessel, and energy and mass 

balance were considered for non-equilibrium phenomena between 

phases. Forced convection inside the vessel and natural 

convection outside the vessel were taken into accoun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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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istic heat transfer was considered by applying unsteady heat 

conduction to the vessel wall. The calculation of the discharge rate 

was carried out by considering the case of two-phase at the 

orifice. Unsteady conduction was considered to reflect the sudden 

drop in the temperature of the first contact surface with the liquid. 

Properties were calculated by using EOS. For the phase 

equilibrium calculation, flash calculation with Gibbs energy 

minimization and critical point calculation with Helmholtz energy 

were performed. Finally, the entire algorithm for two-phase fluid 

is proposed assuming the condensed vapor/evaporated liquid 

transfer path between depressurization steps. This model in this 

study predicted the pressure, fluid temperature, inner wall 

temperature, discharge rate with tim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compared with those of the blowdown experiments in the 

three cases. Vapor temperature, vapor-side inner wall 

temperature and pressure showed a good agreement with 

experimental data. Liquid temperature and liquid-side inner wall 

temperature showed similar tendency to experimental data. We 

also compared the results of the numerical model of the previous 

research and the verification results of the commercial program. 

Keywords : depressurization, blowdown, pressure vessel, unsteady 

analysis, numerical model  

Student number : 2015-21159 


	제１장 서론
	제１절 연구 배경
	제１항 플레어 시스템 최적화 필요성
	제２항 감압 및 블로우다운의 필요성
	제３항 감압 설계 시 파괴(rupture) 고려
	제４항 비 화재 시 감압 현상
	제５항 블로우다운 실험
	제1목 실험 종류 요약
	제2목 Case 1
	제3목 Case 2
	제4목 Case 3


	제２절 선행 연구
	제１항 공개된 감압 현상 시뮬레이션 종류
	제1목 BLOWDOWN
	제2목 BLOWSIM
	제3목 BLOW
	제4목 VBsim

	제２항 선행 연구 모델의 한계점
	제1목 다상 감압 모델 개발 정보 부족
	제2목 초기 액체 온도 예측 방법 개발의 필요성
	제3목 상평형 계산 검증 필요성

	제３항 상용 프로그램 종류와 한계점
	제1목 gFlare
	제2목 VessFire
	제3목 HYSYS


	제３절 연구 목적
	제１항 압력 용기 내 감압 현상 시뮬레이션의 필요성
	제２항 선행 연구의 한계점을 반영한 세부 목적


	제２장 압력용기 내 준정상 상태 감압 현상 모델링
	제１절 가정
	제１항 모델의 특징
	제２항 유체 특성
	제1목 상 내 일치 가정
	제2목 물성 계산 방법

	제３항 감압 경로 선정
	제４항 평형 및 비평형 현상 가정
	제1목 임계점 계산
	제2목 플래시 계산
	제3목 상 내 평형 및 상 간 비평형 현상 가정

	제５항 영역 분리
	제６항 물질 수지
	제７항 상간 flux 교환을 반영한 엔트로피 증가 반영
	제８항 열전달 현상
	제1목 용기 내부 기체 대류 현상
	제2목 용기 내부 액체 비등 현상
	제3목 용기 외부 기체 대류 현상
	제4목 각 영역의 열전달률

	제９항 용기 벽면 온도 예측
	제1목 과도 전도(transient conduction) 적용
	제2목 초기 액체 벽면 온도 예측 방법 제시

	제１０항 유체 배출
	제1목 유체의 팽창 부피를 이용한 배출 유량 계산
	제2목 배출 유량 계산

	제１１항 용기 특성

	제２절 감압 현상 알고리즘

	제３장 결과
	제１절 주요 세부 계산 모듈 검토
	제１항 임계점 계산 검토
	제２항 상평형 곡선을 통한 플래시 계산 검토

	제２절 전체 감압 현상 시뮬레이션 결과 검토
	제１항 비교 실험 정리
	제２항 Case 1
	제３항 Case 2
	제４항 Case 3


	제４장 결론
	참고 문헌
	ABSTRACT


<startpage>17
제１장 서론 1
 제１절 연구 배경 1
  제１항 플레어 시스템 최적화 필요성 1
  제２항 감압 및 블로우다운의 필요성 3
  제３항 감압 설계 시 파괴(rupture) 고려 4
  제４항 비 화재 시 감압 현상 5
  제５항 블로우다운 실험 8
   제1목 실험 종류 요약 8
   제2목 Case 1 10
   제3목 Case 2 12
   제4목 Case 3 15
 제２절 선행 연구 17
  제１항 공개된 감압 현상 시뮬레이션 종류 17
   제1목 BLOWDOWN 19
   제2목 BLOWSIM 20
   제3목 BLOW 22
   제4목 VBsim 27
  제２항 선행 연구 모델의 한계점 32
   제1목 다상 감압 모델 개발 정보 부족 32
   제2목 초기 액체 온도 예측 방법 개발의 필요성 35
   제3목 상평형 계산 검증 필요성 37
  제３항 상용 프로그램 종류와 한계점 39
   제1목 gFlare 40
   제2목 VessFire 40
   제3목 HYSYS 41
 제３절 연구 목적 42
  제１항 압력 용기 내 감압 현상 시뮬레이션의 필요성 42
  제２항 선행 연구의 한계점을 반영한 세부 목적 43
제２장 압력용기 내 준정상 상태 감압 현상 모델링 43
 제１절 가정 44
  제１항 모델의 특징 44
  제２항 유체 특성 45
   제1목 상 내 일치 가정 45
   제2목 물성 계산 방법 45
  제３항 감압 경로 선정 46
  제４항 평형 및 비평형 현상 가정 47
   제1목 임계점 계산 47
   제2목 플래시 계산 54
   제3목 상 내 평형 및 상 간 비평형 현상 가정 57
  제５항 영역 분리 58
  제６항 물질 수지 60
  제７항 상간 flux 교환을 반영한 엔트로피 증가 반영 60
  제８항 열전달 현상 61
   제1목 용기 내부 기체 대류 현상 61
   제2목 용기 내부 액체 비등 현상 64
   제3목 용기 외부 기체 대류 현상 65
   제4목 각 영역의 열전달률 65
  제９항 용기 벽면 온도 예측 65
   제1목 과도 전도(transient conduction) 적용 65
   제2목 초기 액체 벽면 온도 예측 방법 제시 67
  제１０항 유체 배출 67
   제1목 유체의 팽창 부피를 이용한 배출 유량 계산 68
   제2목 배출 유량 계산 68
  제１１항 용기 특성 70
 제２절 감압 현상 알고리즘 71
제３장 결과 74
 제１절 주요 세부 계산 모듈 검토 74
  제１항 임계점 계산 검토 74
  제２항 상평형 곡선을 통한 플래시 계산 검토 81
 제２절 전체 감압 현상 시뮬레이션 결과 검토 81
  제１항 비교 실험 정리 81
  제２항 Case 1 82
  제３항 Case 2 87
  제４항 Case 3 93
제４장 결론 97
참고 문헌 99
ABSTRACT 101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