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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가압경수로(PWR)의 핵연료 집합체는 봉다발 형태로 연료봉과 상/하단 고정체 및 

지지격자로 구성된다 (그림 1). 냉각수는 연료봉 사이의 유로, 즉 부수로를 따라 연료

봉과 평행하게 흐른다. 경수로 핵연료 다발의 지지격자는 그림 2와 같이 가로판과 세

로판이 직교하는 벌집모양이며 연료봉 지지를 위해 스프링(spring)과 딤플(dimple)이 

고안되었다. 근래에는 냉각수의 혼합을 향상시켜 핵연료다발의 임계열유속(critical 

heat flux)을 증가시키기 위해 유동혼합 날개가 있는 지지격자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핵연료다발 부수로 내부와 부수로 사이의 냉각수의 강제혼합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금까지 많은 유동혼합 증진장치가 제안되었다. 이들 중에서 상업화가 이루어진 대표

적인 유동혼합 증진장치는 분리형 날개(split vane)와 측면지지 날개(side-supported 

vane)이다. 분리형 날개는 지지격자 교차점에 일체형으로 한 쌍(2 개)의 유동혼합 날

개를 고안하여 날개 밑면을 기준으로 각각의 날개를 반대방향으로 구부린 것이다. 이

러한 유동혼합 날개는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된 봉 사이의 인접 부수로간 횡류혼합과 

부수로 내부의 회전유동에 의한 냉각수 혼합을 증진시킨다. 이러한 분리형 날개가 부

착된 핵연료다발 지지격자는 Westinghouse와 CE에 의해 개발되었다. 미국특허  

4803043[1]은 Westinghouse가 개발한 분리형 날개가 있는 지지격자의 특허이며 개량 

핵연료인 Vantage5H에 적용되었다. 지지격자의 용접을 위해 전향날개 일부를 잘라 낸 

것으로 보인다. 날개의 구부림 각도는 주 유동방향으로부터 약 30
o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CE의 분리형 날개(미국특허 4879090[2])는 Westinghouse 의 분리형 날개

와 비슷한 형상이지만 지지격자의 용접을 위해 날개 일부를 오려내지 않고 격자 판의 

교차 부분에 용접자리를 만들어 전향날개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 다. 따라서 유체 접

촉 유효 날개면적을 극대화시키고 날개의 강도를 증가시킨 형상이다. CE 분리형 날개 

크기와 구부림 각도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주 유동방향으로부터 20
o
 - 30

o
 인 것으로 

추정된다. 측면지지 날개는 지지격자 판과 일체형의 전향날개로 한 세트의 격자 판이 

일체형의 동일평면 탭 부분으로 구성되고 탭 부분의 가장자리가 구부러져 있는 형상

이다(미국특허 5440599[3]). 탭 부분의 가장자리를 측면으로부터 부수로 안쪽으로 90
o
 

구부려 유동 전향날개를 구성하 다. 전향날개의 크기는 알려져 있지 않다.

한국원자력연구소(핵연료성능향상개발과제)에서도 이미 네(4)종의 유동혼합 날개

(회전유동 발생날개, 덕트형 날개, 바가지형 날개 및 딤플형 날개)를 고안하 다. 회전

유동 발생날개(미국특허 6236702[4])는 각 격자 셀마다 네 개의 전향날개를 바람개비 

모양으로 측면 지지대로부터 같은 회전방향으로 구부린 것이다. 각 날개 평면은 삼각

형으로 한 쪽 면은 날개 지지대와 연결되어 있으며 유체 접촉 부분이 날개 아래쪽은 

작고 날개 위쪽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형상이다. 전산유체역학(CFD)에 의한 부수로 유

동혼합 특성을 분석한 결과(In 등[5]) 전향날개의 최적 구부림 각도는 약  35
o
-40

o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덕트형 날개[6]는 수평으로 배열된 다수의 팔각단면 덕트형 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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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상부에 서로 높이가 다른 한 쌍의 일체형 회전유동 발생날개가 있는 형상이다. 

바가지형 날개[7]는 연료봉을 지지하는 지지격자 스프링이 냉각수의 회전유동을 발생

시킬수 있도록 고안된 유동혼합 날개이다. 연료봉을 지지하는 바가지 형태의 전향날개

를 각 격자 셀마다 아래 쪽에 4개와 위쪽에 4개씩 배열하는 구조이다.  딤플형 날개[8]

는 격자체내에 냉각수 혼합이 발생되도록 격자 판 벽면에 축방향으로 서로 엇갈리도

록 볼록하게 돌출된 한 쌍의 전향날개 형상이다. 상기 4종의 유동혼합 날개의 유동혼

합 특성은 별도의 보고서[9]에 기술되어 있다.

최근에는 본 과제에서 새로운 2종의 유동혼합 날개, 즉 엇갈림 전향날개(twisted 

vane)와 복합 유동혼합 날개(hybrid vane)를 고안하 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새

로운 유동혼합 날개의 특징을 간략히 기술하고 CFD 방법을 이용하여 각각의 최적형

상을 도출하기 위한 유동혼합 및 압력강하 특성을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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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가압경수로 핵연료 집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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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가압경수로 중간 지지격자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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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복합 유동혼합 날개(Hybrid vane)

부수로 내부 회전유동혼합과 부수로 사이의 횡류혼합을 동시에 증진시키기 위해 

서로 다른 두 쌍의 전향날개를 조합한 것이 복합 유동혼합 날개이다. 즉 회전유동 발

생날개 2개와 횡류 발생날개 2개를 합성한 형태로 모두 4개의 전향날개가 각 지지격

자 교차점에 위치한다(그림 4). 회전유동 발생날개는 부수로 내부 회전유동혼합을 증

진시키고 횡류 발생날개는 부수로 사이의 횡류혼합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형상이다. 서

로 다른 두 쌍의 전향날개를 합성한 것이므로 유동혼합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각 

날개 지지대의 크기 및 날개의 모양과 구부림 각도 등에 대한 최적화가 필요하다.

그림 5는 최적화를 위해 이 연구에서 고려한 다섯(5)가지(HMV1-5) 형태의 복합 

유동혼합 날개를 보여주고 있다. HMV1은 두 쌍의 날개 지지대의 폭과 높이, 날개의 

구부림 각도는 동일하지만 전향날개이 모양은 각각 직각삼각형과 사각형이다. 날개 지

지대의 중앙 위쪽에 격자체 조립시 용접을 위한 공간도 있다. 직각삼각형 날개는 회전

유동을 사각형 날개는 횡류를 발생시키는 역할을 한다. HMV2는 삼각형 날개와 오각

형 날개의 복합형으로 날개의 구부림 각도는 동일하다. HMV2의 삼각형 날개는 둔각 

삼각형이이며 오각형 날개의 한쪽 끝 부분은 모따기하 다. 오각형 날개 지지대의 모

양을 조절하여 지지대의 경사각이 작아지도록 하 다. HMV3는 동일한 두 쌍의 오각

형 전향날개를 조합한 형태로 엇갈림 전향날개가 4개인 것과 유사한 모양이다. HMV4

는 사각형 날개와 오각형 날개의 조합으로 각 날개의 구부림 각도는 같다. 그러나 사

각형 날개 지지대의 폭은 오각형 날개의 경우보다 작고 날개 아래쪽에서 유체와의 접

촉면적이 크도록 고안되었다. 따라서 사각형 날개는 회전유동을 유도하고 오각형 날개

는 주로 횡류를 발생시키는 역할을 한다. HMV5는 HMV4와 매우 유사한 형태로 오각

형 날개의 끝 모서리를 따내지 않고 폭은 약간 작은 특징이 있으며 용접을 위한 중앙 

부분의 공간도 다소 넓게 하여 제작이 용이하도록 설계하 다. 즉 오각형 날개는 엇갈

림 전향날개와 유사한 모양으로 회전유동과 횡류를 발생시킴으로써 폭이 좁은 사각형 

날개에 의한 회전유동과 더불어 유동혼합 효과를 높이려고 고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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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엇갈림 전향날개의 주요 형상 인자

Case ID 날개 지지대 높이, h(mm) 날개 각도, θ(deg)

TWh1a35

TWh2a35

TWh3a35

TWh4a35

1.0

2.0

3.0

4.0

35

TWh3a25

TWh3a30

TWh3a40

3.0

25

30

40

표 2 복합 유동혼합 날개의 최적화 후보모형 인자

Case ID
날개 지지대 폭

(mm)

날개 지지대 높이

(mm)

날개 각도 

θ(deg)
날개 형상

HMV1

HMV2

HMV3

HMV4

HMV5

0.5P / 0.5P

0.5P / 0.5P

0.5P / 0.5P

4.0 / 0.5P

4.0 / 0.5P

4.5 / 4.5

4.5 / 3.5

4.5 / 4.5

4.5 / 4.5

4.5 / 4.5

30o / 30o

30
o 
/ 30

o

30
o 
/ 30

o

35o / 35o

35
o 
/ 35

o

직각삼각형/사각형

삼각형/오각형(모따기)

오각형/오각형(모따기)

사각형/오각형(모따기)

사각형/오각형

주) P : 연료봉 간격(P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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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엇갈림 전향날개의 지지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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θ=30 ο θ=30 ο

θ=30 ο θ=30 ο

θ=30 ο θ=30 ο

θ=35ο
θ=35ο

그림 5 복합 유동혼합 날개의 최적화 

후보모형 (위로부터 HMV1, HMV2, 

HMV3, HMV4, HMV5)

θ=35 ο θ=35 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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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치해석 방법

3.1 CFD 모델 및 경계조건

효율적인 CFD 계산을 위해 유동의 대칭성을 고려하여 한(1) 개의 지지격자를 포

함하는 단일 부수로 형상을 수치해석 역으로 설정하 다. 핵연료다발의 지지격자(높

이 35 mm) 간격이 약 600 mm 이므로 특정 지지격자 상류 30 mm 지점으로부터 다

음 지지격자 직전까지를 전체 CFD 모델 역으로 선정하 다. 연료봉 지지를 위한 다

른 지지격자 부착물(스프링, 딤플 등)은 유동에 미치는 향이 크지 않으므로 여기서

는 CFD 모델의 단순성을 위해 무시하 다. 또한 지지격자 판과 유동혼합 날개의 두께

도 무시하 다. 연료봉 직경(D)은 9.5 mm이고 봉 간격(P)은 12.6 mm이다. 부수로의 

수력직경(Dh)은 약 12 mm 이다.

엇갈림 전향날개의 CFD 모델은 96개의 다중블록(multi-block)으로 구성되었으며 

지지격자와 전향날개의 모델은 그림 6과 같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지격자 판

과 유동혼합 날개만을 포함한 3차원 수치해석 모델이다. 그림 7은 부수로 단면의 전산

격자를 보여주는 것으로 정렬격자이며 셀(cell) 수는 992개이다. 축(주 유동)방향의 격

자 셀 수는 245개이며 3차원 CFD 모델의 격자 셀 수는 약 243000개이다. 

그림 8은 다섯가지 복합 유동혼합 날개(HMV1-5) 지지격자의 CFD 모델을 보여주

고 있다. 모두 다중블록으로 구성되었으며 블록의 수는 각각 112개(HMV1), 144개

(HMV2), 144개(HMV3), 144개(HMV4)와 136개(HMV5)이다. 그림 9는 각 복합 유동혼

합 날개가 부착된 지지격자 CFD 모델의 부수로 단면에서의 전산격자를 나타낸다. 모

두 정렬격자로 구성되었으며 3차원 격자 셀 수는 약 220000개이다.

CFD 모델의 입구경계에서는 균일유동 조건을 가정하고 출구경계에서는 일정압력 

조건을 설정하 다. 입구경계의 균일유동 조건은 완전발달유동 조건과 수치해석 결과

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부수로 측면경계에서는 인접 부수로와의 횡류혼합을 

고려한 특별한 연속 경계조건을 설정하 다. 즉 핵연료다발의 부수로 배열과 유동 혼

합 날개에 의한 횡류 방향을 고려하여 두(2) 개의 부수로 측면경계가 각각 연결된 조

건으로 한쪽에서 나온 유체는 다른 한쪽으로 들어가게 된다. 연료봉 및 지지격자 벽면

에서는 no slip 경계조건을 사용하 다.

3.2 수치해석

유동혼합 날개를 포함하는 3차원 부수로 난류 유동을 수치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CFD 코드인 CFX-4[11]를 이용하 다. 난류모델은 공학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Launder와 Spalding의 표준 k-ε  모델[12]을 사용하 다. 표준 k-ε  모델은 벽함수를 

이용한 고 레이놀즈 수 에디 점성계수 모델로 회전유동의 예측에는 다소 부정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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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알려져 있으나 복잡한 유동 문제의 경우 수렴성이 뛰어나고 계산시간도 단축되

므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유한 차분도식은 Hybrid 차분도식을 이용하 으며 보다 안

정된 해를 얻기 위해서 압력방정식은 AMG(algebraic multi-grid) 해법을 이용하 다. 

반복 수치계산은 질량보존 방정식의 잉여 값(residual)이 10
-3
 이하가 될 때까지 수행

하 으며 수렴 해를 얻기 위해서는 약 5000회의 반복계산이 이루어졌다. 이 계산은 워

크스테이션  HP9000 C200과 C180(PA8000 CPU, 512 MB RAM)에서 수행되었다. 작

동유체는 상온의 물이며 부수로 평균 유속(Vbulk)은 원자로 정상운전 조건과 비슷한 

6.79 m/s (Re=8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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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엇갈림 전향날개 지

지격자의 CFD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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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엇갈림 전향날개 CFD 모델의 전산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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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복합 유동혼합 날개 지지격자의 CFD 모델: (왼쪽부터) HMV1, HMV2, 

HMV3, HMV4, HMV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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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복합 유동혼합 날개 부수로 단면의 전산격자: (첫째줄) HMV1, HMV2, 

(둘째줄) HMV3, HMV4, (세째줄) HMV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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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고찰

4.1 엇갈림 전향날개의 최적화

엇갈림 전향날개의 주요 형상인자는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날개 지지대의 높이와 

전향날개의 구부림 각도이다. 최적형상을 결정하기 위해 표 1과 같은 경우에 대해 부

수로 유동분석을 수행하 다. 날개의 구부림 각도가 일정한 경우( θ=35
o
) 날개 지지대

의 높이를 변화시켰고 날개 지지대의 높이가 일정한 경우 (h=3 mm) 날개 각도를 25
o
, 

30
o
, 35

o
, 40

o
로 각각 변화시켰다.

그림 10은 지지격자의 가까운 하류(z=2Dh)에서 날개의 구부림 각도가 35
o
인 경우 

날개 지지대의 높이에 따른 부수로의 속도벡터를 나타낸다. 모든 경우에서 부수로 내

부에 타원형의 회전유동과 인접한 부수로 사이의 횡류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날개 지지대의 높이가 증가할수록 타원 회전유동의 장축은 다소 수평(횡)방향으로 변

하고 횡류 속도분포도 균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부수로의 수평방향의 

중심선에서 기울어진 형태의 회전유동이 지지대의 높이가 증가함에 따라 기울기가 다

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횡류 속도분포도 날개 지지대의 높이가 낮은 경우 

(h=1, 2 mm) 부수로 측면경계(gap)의 한쪽으로 치우쳐져 크게 나타났으나 지지대가 

높아질수록 부수로 측면경계에 수직한 방향으로 균일하게 나타났다.

그림 11-13은 각각 지지격자의 하류 세 곳(z=5Dh, z=10Dh, z=20Dh)에서의 날개 지

지대의 높이에 따른 속도벡터를 비교한 것이다. 지지격자의 하류 z=5Dh에서 모든 경우 

타원형 회전유동과 횡류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회전유동과 횡류 속도의 크기는 

z=2Dh에서의 경우보다 다소 작지만 비교적 크게 유지되고 있다(그림 11). 지지격자에 

다소 떨어진 z=10Dh에서는 그림 12에 나타난바와 같이 횡류속도는 현저히 감소하 고  

동심원 형태의 회전유동으로 변하 다. 회전유동 속도의 크기도 상류에 비해 뚜렷하게 

감소하 다. 지지격자의 하류 z=5Dh와 z=10Dh 사이에서 부수로 측면경계의 일부에 횡

류의 방향이 바뀌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지격자의 먼 하류(z=20Dh)에서는 그림 13과 

같이 횡류는 거의 사라지고 동심원 모양의 회전유동만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회전유동의 크기도 더욱 감소하 고 이후에는 축방향 중심의 유동으로 변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날개 지지대의 높이에 따른 뚜렷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4-15는 지지격자의 하류 두 곳(z=2Dh, z=10Dh)에서 날개의 구부림 각도( θ)

에 따른 속도벡터를 비교한 것이다. 날개 지지대의 높이는 3 mm로 고정하 다. 지지

격자 근처(z=2Dh)에서는 모든 경우 부수로의 중심선에 기울어진 타원형 회전유동과 인

접한 부수로 사이의 횡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4). 날개의 각도가 증가

함에 따라 회전유동과 횡류의 크기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θ=35
o
 이상에서

는 뚜렷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지격자에 다소 떨어진 위치(z=10Dh)에서는 

그림 15에 나타난바와 같이 횡류가 현저히 감소하 으며 θ=40
o의 경우 횡류의 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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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부수로 내부 회전유동의 크기도 모든 경우 감소하 으며 

날개의 구부림 각도가 증가함에 따라 타원형의 회전유동이 동심원 형태로 바뀌는 것

을 알 수 있다.

회전유동과 횡류의 크기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회전유동혼합 인자(SM)와 횡

류혼합 인자(FCM)를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하 다.

S M=

⌠
⌡ r

2 V lateralUdr

R s
⌠
⌡r U

2
dr (1)

F CM=
1
s
⌠
⌡
| V cross |

V bulk
dr. (2)

여기서 변수 U와 r은 각각 부수로 중심선상의 국소 축방향 속도와 부수로 중앙으로부

터의 거리를 나타낸다. 변수 RS는 유효 회전유동 반경으로 부수로 중앙으로부터 연료

봉 벽면까지의 수직거리를 의미한다. 식 (2)의 변수 s는 부수로 측면경계의 간격을 나

타낸다.

그림 16은 지지격자 하류에서 날개 지지대의 높이에 따른 회전유동혼합 인자 SM

의 변화를 나타낸다. 지지격자의 하류로 갈수록 회전유동혼합의 크기가 빠르게 감소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날개 지지대의 높이(h)가 증가함에 따라 지지격자 근처에서

(z<10Dh) 회전유동혼합의 크기가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h=3 mm 

(Case ID=TWh3a35)에서 h=4 mm(Case ID=TWh4a35)로 증가한 경우 다소 큰 감소를 

보이고 있다. 한편, 날개 지지대의 높이가 낮을수록 회전유동혼합 크기는 지지격자의 

하류에서 급격히 감소하여 z=15Dh 이후에는 지지대의 높이에 따른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지지격자 하류에서 계산된 평균 회전유동혼합의 크기는 각각 0.0740(h=4 

mm), 0.0805(h=3 mm), 0.0849(h=2 mm), 0.0864(h=1 mm)이다.

그림 17은 엇갈림 전향날개의 구부림 각도( θ)에 따른 회전유동혼합 인자의 변화

를 보여준다. 전향날개의 각도의 증가에 따라 회전유동혼합의 크기가 점진적으로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날개의 구부림 각도가 클수록 회전유동혼합의 감소율도 

증가하여 약 z=20Dh 이후에는 날개 각도에 따른 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

격자 하류에서 계산된 평균 회전유동혼합의 크기는 각각 0.0600( θ=25
o
), 0.0706( θ

=30
o
), 0.0805( θ=35

o
), 0.0888( θ=40

o
)로 θ=35

o 
이상에서 증가량이 다소 감소하는 경향

을 나타냈다.

엇갈림 전향날개 지지대의 높이에 따른 인접한 부수로 사이의 횡류혼합 인자 FCM

의 축방향 변화는 그림 18에 도시되어 있다. 횡류혼합은 지지격자 가까이서 크게 증가

하 으나 하류로 갈수록 급격히 감소하여 약 z=20Dh 이후에는 미미한 것으로 예측되



- 25 -

었다. 날개 지지대의 높이가 증가할수록 지지격자 근처에서(z<10Dh) 횡류혼합이 다소 

감소하 으나 z=10Dh 이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z=10Dh까지의 평균 횡

류혼합의 크기는 각각 0.0738(h=1 mm), 0.0689(h=2 mm), 0.0633(h=3 mm), 0.0589(h=4 

mm)로 계산되었다.

그림 19는 엇갈림 전향날개의 구부림 각도에 따른 지지격자 하류에서의 횡류혼합 

인자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날개의 각도가 증가함에 따라 지지격자 근처에서 

(z<5Dh) 횡류혼합이 향상되지만 하류로 갈수록 급격히 감소하여 오히려 횡류혼합 효

과가 적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θ=40
o 
의 경우 약 z=10Dh에서 횡류혼합 효과는 

거의 사라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횡류혼합이 현저하게 발생하는 지지격자의 하류지점 

(z=10Dh)까지의 평균 횡류혼합의 크기는 각각 0.0577( θ=25
o), 0.0626( θ=30

o), 0.0633( θ

=35o), 0.0613( θ=40
o)로 θ=35

o 에서 최대값을 나타냈다.

그림 20과 그림 21은 엇갈림 전향날개 지지대의 높이와 구부림 각도에 따른 지지

격자의 상하류에서 CFD 방법으로 예측된 부수로 압력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유동혼합 

날개가 없는 경우의 예측결과도 함께 도시하 다. CFD 방법으로 예측된 압력분포는 

지지격자 역에서 격자 판과 유동혼합 날개의 향으로 압력손실이 크게 발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날개 지지대의 높이가 낮아질수록 또는 날개의 구부림 각

도가 커질수록 압력손실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의 CFD 모델은 이

미 언급한바와 같이 지지격자의 연료봉지지 구조물과 격자 판의 두께를 무시하 으므

로 정확한 압력분포의 예측이 어렵다. 이와 같은 CFD 방법을 이용한 유동혼합 날개 

지지격자의 압력손실은 실험결과에 비해 약 20% 높게 예측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13]. 유동혼합 날개가 없는 경우에 비해 각 경우의 압력손실(CFD 계산 압력손실의 

80%)의 증가는 각각 26.9%(h=1 mm), 22.6%(h=2 mm), 18.2%(h=3 mm), 14.3%(h=4 

mm) 이며 9.4%( θ=25
o
), 13.6%( θ=30

o
), 18.2%( θ=35

o
), 23.6%( θ=40

o
)로 나타났다.

그림 22와 그림 23은 엇갈림 전향날개 지지대의 높이와 구부림 각도에 따른 부수

로 난류에너지의 변화를 나타낸다. 지지격자 역에서 난류에너지가 증가하고 하류에

서는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날개 지지대의 높이가 낮고 날개의 구부림 

각도가 커질수록 가까운 지지격자 하류에서(z<10Dh) 난류에너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격자의 하류 약 z=15Dh 이후에는 유동혼합 날개가 없는 경우와 비슷한 

크기의 난류에너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지지격자 하류의 전체 역에서 난류에너지의 

증가량은 유동혼합 날개가 없는 경우에 비해 각각 85.1%(h=1 mm), 75.3%(h=2 mm), 

61.9%(h=3 mm), 54.4%(h=4 mm) 이며 47.9%( θ=25
o), 51.2%( θ=30

o), 61.9%( θ=35
o), 

82.3%( θ=40
o)로 나타났다.

표 3은 엇갈림 전향날개의 형상에 따른 부수로 유동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날개 

지지대의 높이가 낮아질수록 회전유동혼합과 횡류혼합 및 난류혼합 효과가 증가하는 

반면에 지지격자의 압력손실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13]의 개량핵연료 

지지격자에 대한 측정 압력손실은 유동혼합 날개가 있는 경우 약 15% 증가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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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따라서 새로운 유동혼합 날개에 의한 압력손실의 증가는 CFD 예측방법

의 불확실성을 고려해도 최대 20% 이하인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의 결

과를 살펴보면 지지대의 높이가 3mm인 경우(Case ID=TWh3a35) 예측된 압력손실의 

증가율이 18.2%이고 평균 회전유동혼합(SM,avg)의 증가율도 최대인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날개의 구부림 각도의 증가는 회전유동혼합과 난류혼합을 증가시키지만 지지격

자의 압력손실도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날개의 각도가 40
o
인 경우(Case 

ID=TWh3a40) 횡류혼합은 오히려 감소하고 압력손실은 2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날개의 각도가 35
o
인 경우(Case ID=TWh3a35) 횡류혼합 효과가 최대로 나

타났다. 엇갈림 전향날개의 형상에 따른 부수로 유동특성 인자들의 변화는 그림 24에 

도시하 다. 이상의 CFD 예측결과를 종합하면 엇갈림 전향날개의 경우 최적의 날개 

지지대의 높이는 3mm이고 날개의 구부림 각도는 35
o
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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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지격자 하류 전체 역에서의 평균 회전유동혼합 인자.

(2) 지지격자 하류 z=10Dh까지의 평균 횡류혼합 인자.

(3) 압력손실 증가율 (Re=80000) : 0.8⋅
△P(h,θ)-△P(no vane)

△P(no vane) .

(4) 난류에너지 증가율 : 
k(h,θ)-k(no vane)

k(no vane) .

표 1 엇갈림 전향날개의 형상에 따른 부수로 주요 유동특성

Case ID SM,avg
(1)

FCM,avg
(2)

△P
(3)
 (%) △k

(4)
 (%)

TWh1a35 0.0864 0.0738 26.9 85.1

TWh2a35 0.0849 0.0689 22.6 75.3

TWh3a35 0.0805 0.0633 18.2 61.9

TWh4a35 0.0704 0.0589 14.3 54.4

TWh3a25 0.0600 0.0577 9.4 47.9

TWh3a30 0.0706 0.0626 13.6 51.2

TWh1a40 0.0888 0.0613 23.6 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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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엇갈림 전향날개의 지지대 높이에 따른 부수로 속도벡터

(z=2Dh): (첫째줄) h=1 mm, h=2 mm, (둘째줄) h=3 mm, h=4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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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엇갈림 전향날개의 지지대 높이에 따른 부수로 속도벡터

(z=5Dh): (첫째줄) h=1 mm, h=2 mm, (둘째줄) h=3 mm, h=4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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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엇갈림 전향날개의 지지대 높이에 따른 부수로 속도벡터

(z=10Dh): (첫째줄) h=1 mm, h=2 mm, (둘째줄) h=3 mm, h=4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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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엇갈림 전향날개의 지지대 높이에 따른 부수로 속도벡터

(z=20Dh): (첫째줄) h=1 mm, h=2 mm, (둘째줄) h=3 mm, h=4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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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엇갈림 전향날개의 각도에 따른 부수로 속도벡터(z=2Dh): 

(첫째줄) 25
o
, 30

o
 (둘째줄) 35

o
, 40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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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엇갈림 전향날개의 각도에 따른 부수로 속도벡터(z=10Dh): 

(첫째줄) 25o, 30o (둘째줄) 35o, 40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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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엇갈림 전향날개의 지지대 높이에 따른 

회전유동혼합 인자

0 10 20 30 40
0.0

0.1

0.2

S M

z/Dh

Twisted vane(θ=35o)
       h=1 mm
       h=2 mm
       h=3 mm
       h=4 mm

그림 17 엇갈림 전향날개의 각도에 따른 회전유동혼합 인자

0 10 20 30 40
0.0

0.1

0.2

S M

z/Dh

Twisted vane (h=3 mm)
               θ=25o

               θ=30o

               θ=35o

               θ=40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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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엇갈림 전향날개 지지대의 높이에 따른 횡류혼합 

인자

0 10 20 30 40
0.00

0.05

0.10

0.15

F C
M

z/Dh

Twisted vane(θ=35o)
       h=1 mm
       h=2 mm
       h=3 mm
       h=4 mm

그림 19 엇갈림 전향날개의 각도에 따른 횡류혼합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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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Dh

Twisted vane (h=3 mm)
               θ=25o

               θ=30o

               θ=35o

               θ=40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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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엇갈림 전향날개 지지대의 높이에 따른 부수로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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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vane

그림 21 엇갈림 전향날개의 각도에 따른 부수로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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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v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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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엇갈림 전향날개 지지대의 높이에 따른 부수로 

난류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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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엇갈림 전향날개의 각도에 따른 부수로 난류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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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엇갈림 전향날개의 형상에 따른 부수로 

유동특성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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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복합 유동혼합 날개의 최적화

다섯 종류의 복합 유동혼합 날개의 후보모형(HMV1-5)에 대한 CFD 해석을 수행

하 다. 그림 25-27은 지지격자 하류에서(z=2Dh, 10Dh ,20Dh) 예측된 부수로 속도벡터

를 비교한 것이다. HMV1과 HMV2의 경우 지지격자의 가까운 하류에서(z=2Dh) 부수

로 내부에 동심원 형태의 회전유동이 강하게 생성되고 인접한 부수로 사이의 횡류는 

부수로 측면경계의 한쪽으로 치우쳐져 발생하 다(그림 25). z=2Dh에서 횡류의 방향이 

바뀌는 속도반전 현상도 예측되었다. HMV1과 HMV2에 의한 회전유동은 하류로 가면

서 타원형 회전유동으로 변하고 횡류는 방향이 바뀌어 미약하게 발생되는 것을 그림 

26-27에서 알 수 있다.

HMV3는 부수로 내부에 동심원 형태의 회전유동을 발생시키지만 횡류 발생은 미

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5-27). 동심원 형태의 부수로 내부 회전유동은 하류에서

도 유지되지만 크기는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HMV4와 HMV5는 지지격자 근처에서(z=2Dh) 모두 부수로 수평 중심선으로부터 

많이 기울어진 타원형 회전유동과 강한 횡류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5). 

지지격자에서 다소 떨어진 하류(z=10Dh)에서도 타원형 회전유동과 횡류가 유지되고 있

으나 크기는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그림 26). 그림 27에 도시한바와 지지격자에서 

먼 하류(z=20Dh)에서는 동심원 모양의 회전유동으로 바뀌고 횡류는 크게 감소하 다. 

특히 부수로 측면경계의 일부분에서 미약하지만 횡류속도의 반전현상이 z=10Dh와 

z=20Dh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 유동혼합 날개의 후보모형에 의한 부수로 회전유동혼합과 횡류혼합의 크기

를 식 (1)과 식 (2)의 정의를 이용하여 평가하 다. 그림 28은 지지격자 하류에서 계산

된 부수로 회전유동혼합 인자(SM)을 비교한 것이다. 지지격자의 가까운 하류 지역에서

는(z<10Dh) HMV1, HMV2와 HMV3에 의한 회전유동혼합이 다소 크게 나타났으나 감

소율이 커서 z>10Dh에서는 HMV4와 HMV5의 경우가 다소 크게 나타났다.  지지격자 

하류 전체 역에서 계산된 평균 회전유동혼합의 크기는 각각 0.0715(HMV1), 

0.0749(HMV2), 0.0809(HMV3), 0.0697(HMV4), 0.0625(HMV5)이다.

그림 29는 인접한 부수로 사이의 횡류혼합 인자를 나타낸 것이다. HMV1은 적지

만 일정한 횡류가 지지격자 하류 전체 역에서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HMV2의 

경우에는 지지격자 근처에서만(z<10Dh) 적은 횡류가 발생하고 급격히 소멸되는 것을 

알 수 있다. HMV3의 경우에는 횡류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HMV4와 HMV5는 지지격자 근처에서 큰 횡류를 발생시키고 하류로 갈수록 횡류는 

감소하여 z=20Dh 이후에는 미미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횡류가 뚜렷하게 유지되는 위

치(z=20Dh)까지의 평균 횡류혼합의 크기는 각각 0.0378(HMV1), 0.0284(HMV2), 

0.0(HMV3), 0.0901(HMV4), 0.0747(HMV5)이다.

그림 30은 복합 유동혼합 날개가 있는 봉다발 부수로의 압력분포를 나타낸다. 

HMV2와 HMV3에 의한 압력손실은 유동혼합 날개가 없는 경우에 비해 20% 이상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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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MV4와 HMV5에 의한 압력손실 증가는 각각 13.2%와 

9.2%이며 HMV1의 경우에는 압력손실의 증가(2.2%)가 크지 않은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림 31은 복합 유동혼합 날개에 의한 난류에너지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유동

혼합 날개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유동혼합 날개가 없는 경우의 예측결과도 함께 도

시하 다. 지지격자의 하류에서 난류에너지는 급격히 감소하여 z=10Dh 이후에는 차이

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격자 하류의 전체 역에서 난류에너지의 증가량은 

유동혼합 날개가 없는 경우에 비해 각각 66.5%(HMV1), 51.1%(HMV2), 

34.4%(HMV3), 33.5%(HMV4), 26.0%(HMV5)이다.

표 4와 그림 32는 위에서 계산된 부수로의 유동특성 인자들을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새로운 유동혼합 날개에 의한 압력손실 증가의 제한치는 앞에서 이미 언급한  

20%로 설정하 다. HMV3는 부수로 내부 회전유동혼합은 크게 증가시키지만 인접 부

수로 사이의 횡류혼합은 거의 발생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HMV1과 HMV2의 

경우에는 회전유동혼합과 난류혼합의 증진효과는 크지만 횡류혼합이 매우 적고 압력

손실의 증가도 목표 제한치보다 다소 큰 것을 알 수 있다. HMV4와 HMV5는 비교적 

강력한 회전유동과 횡류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것으로 예측되며 압력손실의 증가도 목

표 제한치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HMV4는 HMV5에 비해 횡류와 압력손실을 다소 

크게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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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복합 유동혼합 날개의 형상에 따른 부수로 주요 유동특성

Case ID SM,avg FCM,avg △P  (%) △k  (%)

HMV1 0.0715 0.0378 2.2 66.5

HMV2 0.0749 0.0284 21.5 51.1

HMV3 0.0809 ~0.0 21.9 34.4

HMV4 0.0697 0.0901 13.2 33.5

HMV5 0.0625 0.0747 9.2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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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복합 유동혼합 날개 부수로 속도벡터(z=2Dh):

(첫째줄) HMV1, HMV2, (둘째줄) HMV3, HMV4, (세째줄) HMV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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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복합 유동혼합 날개 부수로 속도벡터(z=10Dh):

(첫째줄) HMV1, HMV2, (둘째줄) HMV3, HMV4, (세째줄) HMV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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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복합 유동혼합 날개 부수로 속도벡터(z=20Dh):

(첫째줄) HMV1, HMV2, (둘째줄) HMV3, HMV4, (세째줄) HMV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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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복합 유동혼합 날개의 회전유동혼합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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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복합 유동혼합 날개의 횡류혼합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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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복합 유동혼합 날개 부수로의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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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복합 유동혼합 날개 부수로의 난류에너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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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복합 유동혼합 날개 부수로 유동특성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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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전산유체역학(CFD) 방법을 이용하여 새롭게 고안된 2종의 유동혼합 날개, 즉 엇

갈림 전향날개(twisted vane)와 복합 유동혼합 날개(hybrid vane)의 최적형상을 도출

하기 위한 유동혼합 및 압력강하 특성을 분석하 다. 엇갈림 전향날개의 주요 형상 인

자인 날개 지지대의 높이와 전향날개의 각도에 따른 봉다발 부수로의 유동특성을 비

교하 다. 날개 지지대의 높이가 낮아질수록 회전유동혼합과 횡류혼합 및 난류혼합 효

과가 증가하는 반면에 지지격자의 압력손실도 증가하 다. 지지대의 높이가 3mm인 

경우 예측된 압력손실의 증가(18.2%)는 목표 제한치(20%) 이내이고 평균 회전유동혼

합(SM,avg)의 증가율도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향날개의 구부림 각도의 증가는 회

전유동혼합 및 난류혼합과 함께 지지격자의 압력손실도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날개의 각도가 40
o
인 경우 횡류혼합은 오히려 감소하고 압력손실은 20% 이상 

증가하 으며 날개의 각도가 35
o
인 경우 횡류혼합 효과가 최대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상의 CFD 예측결과를 종합하면 엇갈림 전향날개의 경우 최적의 날개 지지대의 높이

는 3mm이고 날개의 구부림 각도는 35
o
인 것으로 판단된다.

복합 유동혼합 날개의 경우에는 다섯가지 형태의 유동혼합 날개(HMV1-5)의 유

동특성을 분석하 다. HMV4와 HMV5가 비교적 강력한 회전유동과 횡류를 동시에 발

생시키고 압력손실의 증가도 목표 제한치 이내인 것으로 예측되었다. HMV4는 HMV5

에 비해 횡류와 압력손실을 다소 크게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HMV5는 HMV4

에 비해 압력손실의 증가도 작고 제작성이 우수하다. 따라서 최적의 복합 유동혼합 날

개는 HMV5를 기본형상으로 하여 유효 전향날개의 면적을 증가시켜 유동혼합 효과를 

증대시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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