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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액체금속로에서의 유로 막힘 현상을 해석하기 위해 부수로 해석 코드인

MATRA-LMR 의 양해법을 개발하였다. 집합체 내에서의 유로 막힘 현상은 국부적인 

소듐 비등 발생으로 인해 피복재의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설계 및 안전해석 

측면에서 정확한 해석이 요구된다. MATRA-LMR 코드는 음해법 (Implicit scheme)과 

양해법 (Explicit Scheme)의 두 가지 방법으로 해를 얻을 수 있다. 이 중 음해법은 정

상 상태 노심의 유동 및 온도 분포 계산을 위해 성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음해법은 막힌 유로 근처에서의 순환 유동을 모사할 수 없는 제한으로 인해 부수로 

단면적이 100% 막히는 완전 유로 폐쇄 현상을 해석할 수 없었다. 반면 양해법은 개

발 단계에서 확실한 검증을 거치지 않음으로 인해 계산이 수행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MATRA-LMR 코드의 양해법의 구조를 분석하여 코드의 오류

를 파악하고 수정하였으며, 유로 막힘 현상을 해석하기에 적합하도록 코드를 개선하

였다. 이 과정에서 양해법 계산을 위해 필요한 추가 입력의 구조를 확립하였으며, 

유로 막힘 해석을 위해서 별도의 입력을 포함하도록 수정하였다. 시험계산 결과 개

발된 MATRA-LMR 의 양해법은 기존의 해법인 음해법에 비해 동일하거나 약간 큰 

오차를 가지고 소듐 냉각재 부수로 내에서의 온도 분포를 성공적으로 계산하고 있

다. 또한 유로폐쇄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유동 분포와 온도 분포를 타당하게 예측

하고 있다. 보다 향상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Wire-wrap 에 의해 유발되는 Cross-

flow 를 자세하게 고려하는 모델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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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he local blockage in a subassembly of a liquid metal reactor is of particular importance 

because local sodium boiling could occur at the downstream of the blockage and integrity of the 

fuel clad could be threatened. The explicit solution scheme of MATRA-LMR code is developed 

to analyze the flow blockage in a subassembly of a liquid metal cooled reactor. In the present 

study, the capability of the code is extended to the analysis of complete blockage of one or more 

subchannels. The results of the developed solution scheme shows very good agreement with the 

results obtained from the implicit scheme for the experiments of flow channel without any 

blockage. The applicability of the code is also evaluated for two typical flow conditions in a 

blocked channel. Through the sensitivity study, it is shown that the explicit scheme of MATRA-

LMR predicts the flow and temperature profile after blockage reasonably if the effect of wire is 

suitably modeled. The simple assumption in wire-forcing function is effective for the un-blocked 

case or for the case of blockage with lower velocity. A different type of wire-forcing function 

describing the velocity reduction after blockage or an accurate distributed resistance model is 

required for more improved predi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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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액체금속로는 가압경수로 등에 비해 연료봉 배치가 조밀하고 노심의 냉각재 유로 또한 

작게 구성되며 높은 출력 밀도를 가진다. 그렇지만 냉각재로 사용되는 소듐 등의 액체 금속

은 열전도도가 물의 약 100 배 정도로 우수하므로 연료봉에서 발생하는 열을 중간열교환기 

(IHX)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액체금속로는 냉각재 유로

의 기하학적 형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연료봉의 축방향을 따라 나선형의 Wire-wrap

을 설치하여 연료봉 간의 직접적인 접촉을 방지하고 있다. Wire-wrap 은 또한 부수로 사이

의 횡방향 유동 (Cross flow)을 발생시킴으로써 부수로 간의 혼합 효과를 증가시키고 집합

체의 가장자리를 따라 와류 (Swirl flow)를 형성시켜 효과적인 냉각 기능을 제공한다.  

액체금속로의 밀집된 노심 배치와 높은 출력 밀도로 인해 냉각재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

애물이 형성될 경우 고출력 노심 영역에서 국부적인 냉각능력의 저하에 의하여 핵연료봉 온

도가 설계제한치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다. 과도한 온도 상승은 피복재의 손상과 이로 인한 

핵분열 생성물의 방출을 유발한다. 실제로 1966 년 Fermi 원자로 내에서 파손된 지르코늄 

박편이 노심 입구에 유입되어 부분적인 유로 폐쇄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핵연료가 손상되

었으며 더 위험한 사고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후 일차계통내의 잔류물이 노심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Core Assembly Receptable, 적층 오리피스 (Orifice Stack 

Plate) 등의 설계가 채택되어 외부 물질의 유입에 의한 유로 폐쇄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 

그렇지만 여전히 유로 폐쇄물의 형성 과정과 사고 전개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영역이 

많으므로 유로폐쇄 발생 여부를 효과적으로 검출하여 원자로를 조기에 정지시키고 심각한 

사고로의 진행을 방지하기 위한 연구가 액체금속로 개발 초기부터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유로 폐쇄 해석의 기본적인 목적은 안전성 관점에서 최대 손상도를 평가하고 안전 한계

를 초과하지 않음을 정량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로폐쇄 해석 결과가 안전허용기

준에 도달할 때의 크기, 다공도 (Porosity), 생성율과 같은 장애물의 특성들에 대한 실험 

및 해석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원자로 감시 계통의 설계에 반영되어 사고 

결과가 안전허용기준에 도달하기 전에 유로 폐쇄가 검출되어야 하며, 특히 외부 물질에 의

한 큰 유로장애물의 존재는 노심온도 감시계통에 의해 검출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유로 

폐쇄가 발생한 유로 내의 온도 분포와 같은 열수력 현상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전산 

코드를 개발하여 액체금속로 집합체의 설계 및 감시 계통의 설계에 활용하고 이러한 사건에 

대한 액체금속로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유로 폐쇄 연구의 해석적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는 부수로 모델 

(Subchannel analysis)을 사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공질 모델 (Porous medium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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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는 것이다. 부수로 방법은 이웃한 부수로 간의 횡방향 유동의 방향 성분을 세분화

하지 않고 횡방향 전달량을 간략화한다. 이러한 방법은 연료봉의 배치에 따라 형성되는 사

각 유로 또는 육각 유로 내의 기하학적, 열수력학적 기술에 편리한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부수로 방법은 기본적으로 반경 방향 속도에 비해 축방향 속도가 상대적으로 충분히 크다는 

가정을 토대로 수립되었기 때문에 축방향 속도가 작아지는 경우 수치적 불안전성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다공질 모델은 증기발생기 쉘 측이나 연료봉 다발 등의 고체 집합체 사

이로 흐르는 연속체를 효과적으로 모의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가정이 부수로 방법과는 다른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입력 작성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3 차원 방정식을 풀게 되

므로 계산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단점을 가진다.  

현재 핵연료 집합체의 열수력 해석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대부분의 방법은 부수로 모델

을 채택하고 있다. 부수로 해석 코드의 원래 목적은 온도나 유량 분포 등의 열수력 설계에 

사용하는 것이지만 지속적인 모델 개발을 통해 안전해석용으로까지 적용범위를 확장하여 유

로폐쇄 현상의 해석에 성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는 1970 년대 후

반부터 현재까지 THI3D [Lin and Sha, 1978], SABRE [Macdougall and Lillington, 1984], 

ASFRE [Ninokata, 1987] 등의 단상유동 해석용 부수로 코드를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

켜오고 있다. 국내에서는 COBRA-IV [Stewart, 1977] 코드를 근간으로 경수로에 적용할 수 

있는 MATRA [Yoo and Hwang, 1997] 코드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확장하여 KALIMER 의 노심열

수력 설계용으로 MATRA-LMR [김원석, 2000] 코드를 개발한 바 있다. KALIMER 의 안전성 검

증을 위해서는 SABRE 코드의 일부를 도입하여 유로 폐쇄 해석에 필요한 분석 기법을 확보하

고 유로 폐쇄에 따라 나타나는 주요 현상을 파악하였으며 KALIMER 노심 유로 내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 대한 예비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유로 폐쇄 해석이 가능한 부수로 해석 코드

는 액체금속로 설계 기술의 일부로서 완전한 기술 이전을 꺼리는 부분 중의 하나이며, 국내

에서 개발된 MATRA-LMR 코드는 현재 유로 폐쇄 해석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도 유로폐쇄를 해석할 수 있는 부수로 코드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표는 100% 유로 막힘 현상을 해석할 수 있는 코드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

를 위해 일차적으로 TRAC, COBRA-TF, MATRA-LM 의 음해법 및 양해법 등의 수치해법을 

비교 검토하였다. 그 결과 MATRA-LMR 의 양해법은 100% 유로 막힘 현상을 해석하는데 수

치해법 상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MATRA-LMR 코드의 양해법을 보다 

상세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코드의 성공적인 개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에 대한 평가 계산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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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ATRA-LMR 양해법 분석 

2.1  수치해석 모델 선정  

액체금속로 집합체 내에서의 유로 막힘 현상은 국부적인 온도 상승으로 인해 피복재의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설계 및 안전해석 측면에서 정확한 해석이 요구된다. 유로폐

쇄 현상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현상을 모의하기에 적절한 수치해법이 포함된 코드의 개발

이 요구된다. 단일 집합체 내에서 유로 폐쇄가 발생하면 폐쇄 지점에서부터 일정한 하류영

역까지는 유량이 현저하게 감소하면서 재순환 유동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의 핵연

료 온도와 피복재의 온도가 상승한다. 그러므로 유로 폐쇄에 따라 나타나는 가장 특징적인 

현상은 재순환 유동 (Recirculation flow, 또는 Recirculating wake)의 형성에 따른 국부적

인 유체의 온도 상승이다. 따라서 유로 폐쇄 현상을 모의하기 위해서는 재순환 유동을 모의

할 수 있는 타당한 수치해법과 열수력 모델을 포함하는 코드가 필요하다. 

유로 막힘 현상은 주로 집합체 내의 유동 및 온도 계산에 사용되는 부수로 해석 코드를 

사용하여 수행된다. 현재 국내에는 부수로 해석을 위하여 MATRA-LMR 코드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MATRA-LMR 코드는 집합체의 유로 막힘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제한성을 

가진다. MATRA-LMR 코드는 음해법 (Implicit scheme)과 양해법 (Explicit Scheme)의 두 

가지 방법으로 해를 얻을 수 있다. 음해법은 marching scheme 을 사용하며, 기본적으로 상

향 유동을 가정하여 차분화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음해법으로는 재순환 유동 시 발생하는 

하향 유동을 계산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하향 속도가 형성되고 반경방향 속도가 증가하는 

특정 부수로의 100% 유로 막힘 현상을 해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ATRA-LMR 코드를 이용하여 유로폐쇄 현상을 모의한 결과, 이 

해법으로는 유로 면적 감소가 70%인 경우까지 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70% 이상 

유로 막힘의 경우에는 수치적 불안정성에 의해 계산이 진행되지 못한다. 즉 70% 정도 유로

가 막힐 경우는 재순환 유동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계산이 가능하며, 70% 이상 유로가 

막힐 경우는 하향 유동이 형성됨을 의미한다. 반면에 MATRA-LMR 의 두가지 수치해법 중 

하나인 양해법 (explicit scheme)은 축방향 유동 방향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개발 단계에서 

확실한 검증을 거치지 않음으로 인해 계산이 수행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음해법에 대한 시험 계산은 두가지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먼저 유로 폐쇄가 없는 경우

와 일부 부수로의 유로 면적을 약 50% 정도로 감소시킨 경우에 대해 유로 면적 감소가 어

느 정도로 집합체 내의 유체 온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았다. 세부적인 입력 

Nodalization 과 입력 자료 계산 과정은 이전에 수행한 보고서인 ‘ MATRA-LMR 코드의 

액체금속로 집합체 유로 막힘 현상 해석 가능성 검토’ 를 참조하였다. 

유로 폐쇄가 없는 경우에 대한 계산 결과는 참고 문헌 [김영태, 1999]에서 이미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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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던 계산 결과 및 실험결과와 거의 유사하다. 반면에 유로 폐쇄의 경우는 정성적으로 다음 

그림과 같이 유로 폐쇄의 경우나 유로가 폐쇄되지 않는 경우나 거의 같은 결과를 산출한다. 

이는 50%의 유로가 막히더라도 속도가 빨라지면서 유량 감소는 거의 없다. 따라서 냉각재

의 온도 변화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그림 2-1). 이 그림에서 계산 결과가 실험 결과를 제대

로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음해법을 이용하여 부분적인 폐쇄가 있는 것으로 모델하는  

방법으로는 유로 폐쇄 해석이 근본적으로 가능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350

355

360

365

370

 No Blockage
 50 % Blockage
 Experiment

42      34      21      20        5        4        3       14      13      29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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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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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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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Exit Position (Subchannel #)

 

그림 2-1  50 %유로 폐쇄 영향 평가 

 

본 연구의 목표는 100% 유로 막힘 현상을 해석할 수 있는 코드를 개발하는 것이다. 사

전 연구를 통하여 MATRA-LMR 의 음해법 및 양해법을 포함하여 TRAC, COBRA-TF 등의 

수치해법을 비교 검토하였다.  비교 결과는 다음의 표에서 기술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그 결과를 보면 MATRA-LMR 의 양해법은 100% 유로 막힘 현상을 해석하는데 

수치해법 상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MATRA-LMR 은 이미 액체금속로 부수로 

해석에 필요한 다양한 모델 및 입력 구조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양해법을 성공적으로 개선하

는 것은 연구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따라서 MATRA-LMR 코드의 

양해법을 보다 상세히 분석하고 개선함으로써 완전 유로 막힘 현상을 해석하는 가능성을 확

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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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Time Scheme/ 

Solution Techniq 

유로폐쇄 

모델 가능성 

구현성 기타 

TRAC Semi-Implicit/ 

Newton-Raphson 

가능 어려움 - 

SABRE Semi-Implicit/ 

Newton-Raphson 

가능 쉬움 Source Program 

미 보유 

MATRA-

LMR 

Fully Impli./Marching

(Explicit/NR) 

Imxplicit:불가능

Explicit : 가능 

쉬움 보유 

COBRA-WC Explicit 

Newton-Raphson 

가능 쉬움 Source Program 

미 보유 

 

 

2.2  지배방정식 구성 

수치해법에서 차분식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변수를 정의하는 기준점이 명확히 정의되어

야 한다. 이것은 미분방정식에서의 미분항을 차분방정식에서의 차분항으로 기술할 때 정의

된 격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양해법에서의 기본 변수는 축방향 유량, m , 단

위 축방향 길이 당 횡방향 유량, w , 엔탈피, h , 밀도, ρ , 압력, p 의 다섯 변수이다. 그림 

2-2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상태변수 ρ , p , h 는 제어체적의 중심에서 정의되고, 유량변수인 

m , w는 각각 축방향 및 횡방향 경계면에서 정의된다. 
 

 

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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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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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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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양해법에서의 변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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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RA-LMR 의 양해법에 사용된 차분화 방법은 일반적인 차분화 식의 구성과 약간 

차이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수치해를 얻기 위해서는 미분식을 구성하고 이를 차분화한 차분

식을 통해서 해를 얻는 과정을 거친다. MATRA-LMR 의 양해법은 이와 달리 미분식을 구성

하기 이전 단계인 제어체적에 대한 보존 방정식 (cell balance equations)으로부터 직접 해

를 얻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수로 해석 코드의 특성을 보다 잘 살릴 수 

있고 변수들의 물리적인 의미를 보다 잘 유지할 수 있다. 

그림 2-2 의 제어체적에 대해 구성된 질량, 에너지, 축방향 및 횡방향 운동량 보존식은 

다음과 같다 : 

 

질량 보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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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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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방향 운동량 보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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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방향 운동량 보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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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jG wvK
l

⋅⋅
1

2
1

 - βθρ cossinjS         (4) 

 

위 식들에서 첨자 *로 표시된 변수는 그 변수가 Donor-cell  방법에 의해 지정됨을 의

미한다. 특히, 대류항을 정의할 때에는 유량의 방향에 따라 상태변수를 지정하는 Donor-

cell 방법을 항상 사용한다. 즉, 에너지방정식에서 축방향 유량 jm 에 의한 엔탈피량은 다음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jj hh =*   if  0>jm                                     (5a) 

1
*

+= jj hh  if  0<jm                                   (5b) 

 

횡방향 대류항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유량의 방향에 따라 이웃한 부수로의 값을 선택하

게 된다. 

kj hh =*   if  0>jw                                   (6a) 

lj hh =*   if  0<jw                                   (6b) 

 
여기에서 k 와 l 은 이웃한 부수로를 나타내며, 유량의 양(+) 방향은 k 에서 l 로 흐른다. 

운동량 보존식에서 대류향 속도를 정의하기 위해서 적절한 평균값을 취하고 있는데, 그 이
전에 Donor-cell 방법을 적용시킨다.  

 

 
2.3  양해법 절차 

 
MATRA-LMR 의 양해법은 PNL 에서 개발한 ACE 방법을 기초로 구성되었다. 이 해법의 

특징은 에너지 보존식의 대류항을 implicit 로 처리하고 에너지 보존식을 질량 보존식 및 상

태방정식과 결합하여 처리하는 데 있다. 해의 기초가 되는 차분식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질량 차분식 

)(ˆ n
jjj t

XA ρρ −
∆
∆

 + 1−− jj mm  + }]{[ j
T
C wDX∆  = 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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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차분식 

)(ˆ n
jjj h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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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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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1

*
−−− jjjj hmhm  + }]{[ *

jj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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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방향 운동량 차분식 

계산 시간 간격의 지나친 제한을 피하기 위해 유동 저항이 포함된 항을 implicit 로 처

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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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방향 운동량 차분식 

j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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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0) 

 

상태 방정식과 질량 보존식이 결합된 에너지 보존식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아래 식

에서 *v 는 비체적을 의미한다. 

*
jmv  - *

1−jmv  + }]{[ *
j

T
C wvDX∆  - n

j
p

Q
h
v
∂
∂

 = 0      (11) 

위 식은 열전달에 의한 부피 팽창과 유체의 전달에 따른 부피의 변화를 기술하고 있다. 

이 식과 운동량 보존식에 대한 비선형 해법을 통해 계산 오차를 최소화하는 압력과 유량을 

찾아 해로 채택한다. 구체적인 수치해법 절차는 다음과 같다.  

수치해법의 첫 단계로서 연료봉 모델과 explicit 항인 Q, F, G 를 계산한다. 그리고 초기 

조건과 이전 시간 단계에서의 압력과 유량을 사용하여 운동량 보존식으로부터 그 시간 단계

의 초기 축방향 유량과 횡방향 유량, m~ 와 w~ 을 계산한다. 이 유량은 식 (11)을 완전히 만

족시키지 못하므로 계산 오차 (Residual Error)를 가진다. 

*~
jvm  - *

1
~

−jvm  + }~]{[ *
j

T
C vwDX∆  - n

j
p

Q
h
v
∂
∂

 = jE       (12) 

반복적인 방법으로 각 cell 에서의 압력과 유량을 조절하여 계산 오차가 0 이 되도록 조

정한다. 즉, jE 를 0 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압력차, p∆ 는 다음과 같이 평가된다. 

jp∆  = 












−
j

j dp
dEE          (13) 

비체적이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위 식의 분모는 다음과 같이 기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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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p
dE

 = 
j

j

j dp
md

m
E ~
~∂
∂

 + 
j

j

j dp
md

m
E 1

1

~
~

−

−∂
∂

 + 
j

j

j dp
wd

w
E ~
~∂
∂

      (14) 

압력 변화에 따른 유량의 도함수는 식 (9), (10)의 운동량 차분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j

j

dp
md ~

 = jA
X
t ˆ̂

∆
∆

jh A
m

X
K

D
f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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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5)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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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
md 1
~

−
 =  - 1

ˆ̂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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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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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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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h A

m
X

K
D
ft

ρ
      (16) 

j

j

dp
wd~

 = 
j

C dp
pdD

l
St }{][∆          (17) 

유량에 대한 계산 오차의 변화는 식 (12)로부터 직접 구할 수 있다. 

dp
dE

 = jj Av
X
t ˆ̂*

∆
∆

jh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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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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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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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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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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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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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tvD

l
StX 1

2
11][ *  

j
C dp

pdD }{][      (18) 

식 (13)으로부터 압력 변화를 구하면 이 값을 이용하여 주어진 위치에서의 새로운 축방

향 및 횡방향 유량, 밀도, 엔탈피를 재평가한다. 유량은 식 (15), (16) 및 (17)을 이용하여 

평가하고, 새로운 밀도 (또는 비체적)는 식 (7)의 질량 차분식에서 구한다. 그리고 새로운 

엔탈피는 새로운 밀도와 기준 압력에서의 상태 방정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앞에서 기술된 절차에 따라서 최대 계산오차가 지정된 값 이하로 낮아질 때까지 각 단

위 체적에서의 계산을 수행한다. 계산이 충분히 수렴된 조건에 이르면 다음 시간 간격에 대

한 계산을 수행하게 된다. 양해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수렴 조건은 다음과 같다. 

ε<
∆

∆

XA

tE

j

j

ˆmax           (19) 

위의 계산 과정은 그림 2-3 에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본 보고서에서 이미 다른 참고 

문헌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정식과 계산 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한 것은 기존의 오류를 

고쳐서 앞으로의 연구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여기에 포함된 계산식은 현재 코드에서 프

로그램된 내용을 기준으로 기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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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gin

Read and
list input

T=0

Set forcing
function and

boundary condition

N=1

Yes

No

Solve fuel
model for

TR, Q

J=1

Compute initial
estimates of
m and w and
explicit terms

Calculate energy error and 
dE/dP. Then compute pressure

change and update
P, m, w, ρ, h

Determine next
time step

and print output

End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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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rged ? N=Nmax ?

Stop

T=T+△T

J=J+1
N=N+1

YesNo

J=1

J=J+1

No

No

Yes

Iterative
fuel model

Transient
complete ?

End of
channel ?

 

그림 2-3  양해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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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개발 방법 

MATRA-LMR 의 양해법을 이용한 계산이 수행되지 않는 원인을 파악하고 유로폐쇄 

현상을 타당하게 모델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코드의 지침서에 기술된 지배방정식과 차분방정

식을 기준으로 계산 절차 및 각 항에 대한 정의가 옳게 구현되어 있는지 검토하였다.  

MATRA-LMR 코드의 양해법의 지배 방정식들은 xcheme.f 에 구현되어 있다. 앞서 수

치해석 기법 비교 분석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먼저 축 방향과 횡 방향의 운동량 방정식의 

Explicit 항들을 계산하여 축 방향과 횡 방향의 유량을 계산한다.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 결과 벽면 마찰 계산 부분에서 일부 모델에 대한 오류가 있었다.  

MATRA-LMR 은 운동량 방정식을 계산한 후, 질량 및 에너지 방정식을 이용하여 압력, 

밀도, 엔탈피 등을 계산하고, 새로운 시간 구간에서의 유량을 재 계산한다. 이 부분의 세부

적인 검토 결과, 양해법을 이용한 계산의 근본적인 실패 원인은 에너지 유출입 계산 시 

Donor 항에 관한 오류임이 판명되었다.  

유로 폐쇄 현상을 모의하기 위해서는 부수로의 유로가 '0'이 되는 경우도 추가로 고려

해야 한다. 그러나 MATRA-LMR 의 경우는 지배 방정식의 각 항들을 유로 면적으로 나누

었기 때문에, 유로가 완전히 막혀서 유로 면적이 0 이  될 때 특별한 처리를 필요로 한다. 

또한 음해법에서 고려한 Wire-wrap 에 의한 유동 분포 모델(예 : Wire forcing function)이 

양해법에서는 고려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wire-wrap 에 의한 Swirl flow 가 형성되지 않으

므로 이러한 효과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검토를 통해서 MATRA-LMR 의 양해법으로 유로폐쇄 현상을 모의하기 

위해서는 다음 부분에 대한 연구 및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정리되었다. 

 

∙ 에너지 방정식의 대류항 처리 프로그램 수정 필요 

∙ 유로폐쇄 모델 추가 필요 

∙ 압력손실 모델 개선 필요 

∙ Wire-wrap 에 의한 유동분포 모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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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ATRA-LMR 수치해석 기법 개발 

앞에서 정리된 사항들을 토대로 유로 폐쇄를 해석할 수 있는 MATRA-LMR 코드가 개발되

었다. 먼저 에너지 방정식의 대류항 처리를 옳게 구현함으로써 양해법에 의한 계산이 수행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MATRA-LMR 코드는 유로 폐쇄 현상을 모의하는 기능을 

가지지 못한다. 그러므로 유로 폐쇄 모델을 추가하여 원하는 부수로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하

였다. 또한 현재의 사용자 지침서는 음해법을 중심으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양해법 계산

에 충분한 입력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입력 routine 을 분석하여 양해법 계

산에 필요한 입력 사항을 파악하고 양해법으로 유로 막힘을 적절히 모의할 수 있도록 추가 

입력을 제공함으로써 이 입력을 사용한 계산이 이루어지도록 프로그램하였다. 

 

3.1  에너지 방정식 대류항 처리 

 

MATRA-LMR 코드의 양해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는 xschem.f 부프로그램에 

포함된 에너지 방정식의 에너지 유출입 양을 계산할 때 Donor-cell 처리의 오류 때문인 것

으로 밝혀 졌다. 즉, 그림과 같이 아래에서 위로의 유동을 정방향으로 정의할 경우, 다음의 

DUMY Statement 는 j 번째 운동량 제어체적의 정방향 유동에 대해서는 UPWIND 함수 정의에 

따르면, 위 체적의 엔탈피를 적용하고, 역방향 유동에 대해서는 아래의 엔탈피를 적용하게 

되므로 원래 Upwind scheme 과는 반대의 엔탈피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부호가 반대로 되어 

항상 반대 부호의 엔탈피 값이 제공되고 있다. 

 

 

오류를 포함하는 대류항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DUMY = UPWIND(DSIGN(1.D0,FJ),HJ,-HOLD(I,JP1)*ZERON-(1.D0-ZERON)/ABAR(I)) 

 

따라서 위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바로잡을 수 있다. 

 

DUMY = UPWIND(DSIGN(1.D0,FJ),-HOLD(I,JP1)*ZERON-(1.D0-ZERON)/ABAR(I), HJ) 

FJ 

FM

J+1

j-1 

j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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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프로그램 수정 결과 성공적으로 변수 값이 제공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계산 

오차도 줄어드는 방향으로 수렴하였다. MATRA-LMR 코드에서 Upwind scheme 을 적용할 경우

에는 대단히 주의를 요한다. 이는 모 코드인 MATRA 에서 각 subroutine 마다 다르게 Upwind 

항을 정의하는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를 MATRA-LMR 에서도 그대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

다.  

 

3.2  유로 폐쇄 모델 개발 

 
MATRA-LMR 코드에서 유로 면적의 변화는 Group 5 와 Group 6 에서 면적 변화율을 

입력함으로써 모의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코드의 여러 부분에서 물성치 계산이나 평균값

을 취하는 경우에 유동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근본적으로는 지배 방정식을 정

리할 때 유로 면적으로 각 항들을 나누었기 때문에 유로 면적이 줄어들수록 계산 결과의 정

확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유로 면적이 `0`이  되어 한 부수로가 완전히 막히는 경우는 고

려할 수 없다. 

이러한 제한을 극복하고 기존 계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완전 유로 폐쇄를 모

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Blockage Index 를 도입하였다. 아래에 보인 바와 같이, 입력 

Group 7 에서 8 번째 숫자를 1 이상으로 줄 경우 그 수만큼의 부수로를 완전 폐쇄함을 의미

한다. 그리고 그 경우 폐쇄 부수로는 아래의 입력에서와 같이 폐쇄되는 해당 부수로 번호와 

축방향 노드 위치를 지정해야 한다.  

 

 

 

이와 같이 지정된 Blockage Index 는 입력 부프로그램에서 FLGBLK 라는  전역 변수에 할

당되어, 해당되는 노드에서 다음과 같이 코드에서 반영되었다. 

 

group    spacer   No. of Gap  ...                        ...   No. of Blockage

    7        1        60         0         0         0         0         7 

    ... 

 7   19   20   21   22   23   24 (Blocked Channel) 

21   21   21   21   21   21   21 (Blocked Axial No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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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된 유로의 유량 지정 

 

 

폐쇄되지 않은 유로에 대한 계산 수행 

 

제공된 index 를 물성치에 대한 평균값 계산 과정 등에 사용하여 그 영향을 평가하였으

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였다. 유로 면적에 대한 평균을 취하는 과정에도 index 의 
영향을 반영해 보았으나 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Blockage Index
를 사용하는 방법은 다른 계산 과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부수로의 완전 유로 폐쇄를 모
사하는 타당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3.3  마찰계수와 Wire-wrap 유동 분포 모델 개선 
 

3.3.1 마찰 계수  
MATRA-LMR 코드에서 마찰계수는 먼저 난류유동을 가정하여 난류에 대한 마찰계수 

상관식 (예, 25.0Re316.0 − )으로부터 평가한 값을 계산하고, 층류유동에 대한 상관식 (예, 
0.1Re64 − )을 사용하여 평가한 값과 비교하여 큰 값을 채택한다. 그런데 prop.f 부프로그램의 

내용은 층류유동 마찰계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항상 마지막 부수로의 Re 수를 사용하여 모

든 부수로에 대한 마찰계수를 구하는 오류를 갖고 있다. 그 결과 마지막 부수로 (예를 들어, 

19 pin Assembly 에서 42 번 부수로)가 막히는 경우의 계산에서는 모든 부수로에서 마찰 계

수가 크게 증가하여 압력 손실이 비현실적으로 증가하고 다른 부분에 그 영향이 전파되는 

결과가 얻어진다. 이러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해당 부수로의 Re 수를 사용하여 층류 유동

에 대한 마찰 계수를 계산하도록 프로그램을 수정하였다. 

DO I=1,NCHANL 

                  P(I,J)=P(I,1)*DFLOAT(NDXP1-JX+1)*FNDXPI 

                  F(I,J)=F(I,1) 

IF(FLGBLK(I,J))F(I,J)=0.D0 

                  H(I,J)=H(I,1) 

RHO(I,J)=RHO(I,1) 

 END DO 

! Corrects flows 
IF(.NOT.FLGBLK(I,J))F(I,J)=FJ+RJ*CHANGP 
IF(.NOT.FLGBLK(I,JM1))F(I,JM1)=FM-RM*CHANG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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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Wire-wrap 유동 분포 모델  

MATRA-LMR 에서 Wire-wrap 으로 인한 수평 방향의 유동(Cross flow)이나 나선형 유동

(Swirl flow)의 효과는 다음의 Wire-forcing-function 으로 강제 할당한다. 이 상관식은 핵

연료봉 집합체 내에서 유동은 항상 Wire-wrap 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Wire-wrap 의 

Pitch 와 핵연료봉의 원주에 의해 결정되는 일정비율 만큼의 축 방향 유동은 나선형 유동을 

형성한다고 가정한다. 

 

A
m

P
SDD

w wr ⋅
+

=
)(π

 

 

여기서 w 는 수평 방향의 유량이며, Dr 과 Dw 는 각각 핵연료봉과 Wire-wrap 의 직경이다. 그

리고 S 는 Gap 의 폭을 나타내고, P 는 Wire-wrap 의 Pitch 이다. m 과 A 는 축 방향 유량과 

축 방향의 유동 면적을 의미한다. 위 식은 다음과 같은 의미와 동일하다. 

 

P
DD

uv wr )( +
⋅=
π

 

 

이 식에서 v 와 u 는 각각 해당 부수로에서의 횡방향 및 축방향 속도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wire-forcing function 은 유체가 v 의 속도로 )( wr DD +π 만큼의 거리를 가는 시간과 u 의 

속도로 P 의 거리를 가는 시간이 동일하다는 가정, 즉 wire-wrap 을 따라 유체가 흐른다는 

것을 가정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은 축방향 속도가 지배적이거나 다른 저항이 없는 환경에서는 비교적 타당

한 결과를 줄 수 있다. 하지만 유로 폐쇄가 있는 경우에서는 횡방향 속도가 크게 나타나는 

부수로도 나타나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부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또한 이와 같이 단

순 가정에 따라 만들어진 위의 식은 앞서 Spacer 압력 손실 모델 개선에서 제시한 상관식들

과 서로 중첩되는 부분을 포함한다. 즉, 횡방향에서의 적절한 압력 손실을 통해서 속도를 

평가하지 않고 횡방향 속도를 임의의 값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운동량 보존에 위배되는 결과

를 가진다. 이를 보다 더 개선하기 위해서는 Wire-wrap 의 영향을 더 분석해서 Ninokata 가 

제시한 Distributed Resistance(Hisashi Ninokata, 1987)와 같은 모델이 적용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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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양해법 입력 개발 

 

MATRA-LMR 코드의 양해법 계산을 위해서는 기존의 음해법 계산의 입력에 추가로 더 

많은 입력을 필요로 한다. 이들은 계산시 Time Step 간격 조절, 수렴 기준 설정, 수렴 속도

를 조정하는 인자 등이다. 추가된 입력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음해법 입력 

 

양해법 입력 

 

group     output ...          sol. algorithm ... 

9         0         0         0         0         0         0 

axial L.  tran.time ...                gap K     S/L 

40.       0.0     0.001                 0.5      0.5     ...  0.5 

axal nodes time steps 

40         0       200      200 

group      

10         0         0         1         0         0         0 

0.01           

0.5 

group    inlet(T or H)  inlet G   P forcing  T forcing  G forcing  Q" forcing ... 

11        1         1         0         0        0         0        0        0 

14.696    600.     4.64      .270 

group     output ...          sol. algorithm ... 
 9         0       100         4         0         0         0 

axial L.  tran.time ...                      gap K     S/L 
 40.      2.0               0.001       0.5    0.3392    ...  0.5 

axal nodes time steps 

 40     10000       200       200 

time step sizes  convergency criteria     2-phase factors  numerical acceleration factors 
0.2     0.001    0.0001    0.0001       0.0       0.0        1.0        1.0 

number of iterations  min. gap  max. axial node 
100       100         1        42 

 group      

10       0         0         1         0         0         0 

0.01           

0.5 

group   inlet(T or H)  inlet G   P forcing  T forcing  G forcing  Q" forcing ... 
11       1         1         3         0         0         3         0         0 

14.696    614.48      4.42     .2884 

 time  p-fraction     time  p-fraction     time  p-fraction  
0.0       1.0       0.5       1.0       3.0       1.0 

 time  q"-fraction   time  q"-fraction     time  q"-fraction  
0.0       0.0      0.01       1.0       3.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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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입력 예에서 굵은 이탤릭체는 양해법에서만 이용되거나 혹은 수정된 부분은 나타

낸다. 첫 번째로 주어진 문제를 푸는 방법을 음해법의 경우 `0`을  입력하고, 양해법의 경

우는 `4`를  입력함으로써 초기의 zero 유량에서 문제에서 주어진 Fully Developed 유량까

지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계산을 수행하게 된다. 두 번째로 Gap 의 폭(Width)과 길이의 비를 

음해법에서는 0.5 이거나 입력에서 주어진 값(S/L)을 모든 Gap 에서 사용한다. 그러나 양해

법에서는 Gap 의 폭과 길이를 계산하여 보다 실질적인 값이 되도록 코드 내에서 수정한다.  

양해법은 음해법과 다른 변수로 시간 구간 크기를 정하고, 수렴 기준을 정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새로운 입력을 필요로 한다. 마지막으로 양해법은 코드 입력에서 계산이 계속

되는 동안의 압력과 열 유속 변화를 명시할 수 있다. 이는 코드 계산이 처음부터 지나친 과

도기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적절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새로운 양해법 입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특히 Group9 의 여러 변수들에 대한 다양한 민
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Group9 의 N2(NSKIPT)를 100 으로 지정함으로써 출력 파일이 지나

치게 커지지 않도록 매 100 번 계산 수행 시마다 출력되도록 하고 있다. 양해법에서는 계산 
노드를 지나치게 작게 하는 경우 시간 간격 역시 제한될 수 있으므로 노드 수를 적절하게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입력은 40” 길이의 유로를 40 개의 노드로 나누어서 한 노드의 
크기가 1” 가 된다. 민감도 분석 결과 양해법 계산을 위한 노드 크기는 0.5~1.0” 정도가 적
절한 것으로 추천된다. 또한 Setri.9.1 의 N2(TTIME)과 Setri9.2 의 N2(NDT)를 각각 2.0 과 
10000 으로 지정함으로써 최대 계산시간 2.0 초 내에서 10000 번의 시간 간격에 이를 때까지 
계산이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 기존의 음해법 입력은 t = 0.0 sec 에 대한 계산만 수행하고 있
으므로 향후 음해법 계산에서도 수정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Setri.9.2 의 N7(SL)은 기존 계산

에서는 default 값인 0.5 를 사용하고 있으나 본 계산에서는 Gap size(S)와 이웃한 부수로 중심 
간격 ( l )을 이용하여 계산한 값인 0.3392( lS )를 사용하였다. Setri.9.3 과 Setri.9.4 는 양해법 

계산을 위해서만 요구되는 입력이다. 이 입력들은 시간 간격 조절, 수렴 기준, 계산 속도 인
자 (Acceleration factor) 등과 관련된 것이다. Group 11 의 N3(NP)와 N6(NQ), Setri.11.4 와 
Setri.11.7 은 시간에 따른 압력 변화와 열유속 변화를 지정하기 위한 입력이다. 특히 NP 는 
이 값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엔탈피 값이 update 되지 않는 양해법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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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 계산 

 
4.1 정상유로 모의 계산 

 
4.1.1  ORNL FFM 2A 실험  

개선된 MATRA-LMR 코드와 개발된 양해법 입력을 사용하여 유로 폐쇄가 없는 경우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는 기존의 음해법과의 비교를 통해 개발된 양해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평가 대상 실험은 ORNL 에서 19-pin FFM (Fuel Failure Mockup) 

2A bundle 에 대해 수행한 Test 번호 022472-1143 와 020472-1459 이다.  

FFM 2A bundle 의 개략적인 유로 구성은 그림 4-1 에 주어져 있으며, 그림 4-2 에 실

험 장치의 상세 도면이 주어져 있다. Bundle 입구에서부터 12 in.는 가열되지 않는 유로 도

입부이며, 이후 21 in.는 열이 가해지는 부분이다. 가열부에서 3 in. 위에 각 부수로에 대한 

온도를 측정하는 9 개의 열전대로 구성된 갈퀴 모양의 열전대 다발이 위치하고 있다. 평가 

계산에서는 열전대 다발 이후의 유로 3 in.를 포함하여 전체 유로를 39 in.로 모의하였다. 

가열봉의 직경은 0.23 in., wire-wrap 의 직경은 0.056 in.이며 wire-wrap 의 pitch 는 12 

in.이다. 가열봉의 배치는 그림 4-3 과 같은데 이러한 형상을 MATRA-LMR 에서는 그림 

4-4 와 같이 모사하고 있다. 두 그림에서 가열봉에 대한 번호 체계는 동일한 반면 부수로에 

대한 번호 체계는 다르게 주어져 있다. Wire-wrap 은 반시계 방향으로 봉을 따라 위쪽으로 

감겨 있으며, 12 번 가열봉의 경우 가열부 시작점부터 18 in. 지점에서 그림 4-4 의 39 번 부

수로의 코너 방향에 위치한다. Wire-wrap 의 pitch 가 12 in.이므로 bundle 입구에서는 18

번 봉의 경우 42 번 부수로 코너 방향에 위치함을 알 수 있다. 가열봉 사이의 pitch 는 

0.286 in.이며 유로를 감싸고 있는 duct 의 내벽 간의 거리는 1.343 in.이다. 따라서 최외곽 

가열봉과 벽면 사이의 거리는 약 0.0611 in.이다. 

유량이 큰 경우인 Test 번호 022472-1143 에서의 입구 속도는 약 7.16 m/s 이며 유량

이 작은 경우인 020472-1459 Test 에서의 입구 유속은 약 0.096 m/s 이다. 두 경우에 대한 

실험 조건이 표 4-1 에 정리되어 있다.  

 

 

표 4-1  FFM 2A Test 조건 

 

입력변수 022472-1143 020472-1459 

출구 압력 (psia) 14.7 14.7 

입구 온도 (oF) 599 599 

입구 유량 (Mlbm/hr-ft2) 4.6086 0.062 

평균 열속 (Mbtu/hr-ft2) 0.550 0.0085 

축방향 및 반경방향 출력분포 Constant Con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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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FFM 2A Test 의 개략적인 유로 

 

그림 4-2  FFM 2A 실험장치 상세 도면 

12”

6”

21”39”

Inlet

Outlet

He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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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FFM 2A 실험 장치의 가열봉 및 온도 측정 위치 

 

 

 

 

 

 

 

 

 

 

 

 

 

 

 

 

 

 

그림 4-4  MATRA-LMR 의 연료봉 및 부수로 번호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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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ORNL FFM 2A 모의계산  
 

앞에서 설명한 두 경우의 실험 중 유량이 높은 경우에 대해서 MATRA-LMR 코드의 두 수

치해석 방법인 음해법과 양해법을 이용하여 모의 계산한 결과를 그림 4-5 에서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계산 시간은 음해법의 경우 약 8.0 초이며 양해법은 약 7.85 초이다. 그림에

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수치해석 방법을 이용한 계산은 거의 같은 결과를 낳는다. 15 번 부

수로 부분(Subchannel Number : 15)에서는 양해법을 이용한 결과가 음해법을 이용한 결과보

다 높게 예측한다. 그러나 가장자리 부분(Subchannel Number : 40 과 37)의 온도와 최고 온

도(Subchannel Number : 6) 예측에서는 음해법을 이용한 결과 보다 양해법을 이용한 계산 

결과가 실험에 더 근접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용된 열전달 상관식, 압력 손실 상관식 축

방향 노드 크기 등은 동일하므로 이 결과는 수치 해법 자체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

다. 음해법의 경우 평균 계산 시간은 0.001 초이며 양해법에서는 0.00053 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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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perimental Data
 : MATRA-LMR Implicit Scheme
 : MATRA-LMR Explicit Scheme

FFM 2A High Flow, High Power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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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고유량/고출력 경우에 대한 MATRA-LMR 온도 계산 

 

또한 그림 4-6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Wire-forcing-function 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는 

집합체의 가장자리 부수로들을 따라 나타나는 나선형 유동을 예측하지 못한다. 이에 비해 

그림 4-7 은 Wire-forcing 으로 인하여 가장자리에서 형성되는 나선형 유동을 보여 주고 있

다. 두 결과를 비교해 볼 때 Wire-forcing 이 없을 때 가장자리에서의 유동양은 있을 때의 

약 1/10 정도로 그 절대값이 적었으며, 유동도 일정한 방향이 아니고 Hysteresis 한 방향이

었다. 결과적으로 MATRA-LMR 의 코드 양해법 개발은 음해법으로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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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기타 유동 특성을 성공적으로 예측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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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Wire-forcing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gap 유동 형태  

0.0 0.2 0.4 0.6 0.8 1.0
-2.5

-2.0

-1.5

-1.0

-0.5

0.0

0.5

1.0

1.5

2.0

 : Internal gap (1-6)
 : Outer gap (9-26)
 : Edge gap (25-26)

FFM 2A High Flow, High Power Case 
(16.98 kW/rod, 3.027 kg/s)

 

C
ro

ss
 F

lo
w

 R
at

e 
(k

g/
m

 s
ec

)

Axial length (m)

 
 그림 4-7  Wire-forcing 사용한 경우의 gap 유동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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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은 유량이 낮은 경우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양해법과 음해법 

모두 계산 시간은 11 초로 동일하다. 이 계산 시간은 입구 유속을 고려해서 유로 내에서 형

성되는 온도 분포를 얻기 위해 필요한 최소 시간이다. 이 실험은 낮은 유량을 가지므로 냉

각재인 소듐의 높은 열전달 특성에 의해 부수로 간의 온도 분포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양해

법과 음해법 모두 비슷한 정확도를 가지고 실험 결과를 모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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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저유량/저출력 경우에 대한 MATRA-LMR 온도 계산 

 

 

4.2 유로폐쇄 모의 계산 

 
유로 폐쇄에 대한 코드의 적용성 평가를 위해서 FFM 5B 실험 중 고 유속과 저 유속 

등 두가지와 PNC 에서 수행한 실험 TN9410 에 대한 검증 계산을 수행하였다. FFM 계열의 실

험들은 유동 면적의 약 1/3 을 폐쇄하였다. 실험 중 첫 번째 고유속 경우는 입구 유량의 온

도는 323.6 oC 이고, 입구 유속은 6.93 m/s 이다. 전체 가열량은 145 kW 로서 가열봉 한 개

당 90.9 W/cm2 의 열유속이 냉각재에 전달된다. 두 번째 저유속에 대한 모의 실험 조건은 

입구 유속이 0.43 m/s 이고, 전체 출력이 52.8 kW 이다. 

MATRA-LMR 코드의 적용성 평가를 위해 유로 폐쇄 현상을 모의한 결과를 그림 4-9 에서 

4-11 에 나타내었다. 그림 4-9 는 고 유속과 고 출력에 대한 온도 예측 결과로서, W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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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cing-function 과 수평 방향 유동에 대한 마찰 저항 모델의 적용 여부에 따른 비교이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위에서 설명한 Wire-forcing 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의 유동과 온

도는 수평 방향 유동에 대한 마찰 저항 모델에 따라 유로 폐쇄가 존재하는 영역에서 크게 

달라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 경우의 최고 온도 예측은 비록 실험과 유사하지만, 최고 온도

가 발생하는 위치와 온도 분포 경향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Wire-forcing-

function 을 적용할 경우는 실험값과 예측값 사이에 약 10 oC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온도 

분포 경향을 적절하게 예측한다. 이 경우 수평 방향의 유동 마찰 저항은 이미 Wire-

forcing-function 에 그 영향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미미한 효과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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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th wire-forcing and X-flow resistance
 : Experiment

 

그림 4-9  Wire-forcing 과 유동 저항 모델이 냉각재 온도에 미치는 영향 비교 

 
 

그림 4-10 과 4-11 은 Wire-forcing 의 효과에 대한 민감도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4-10 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고 유속, 고 출력 조건에서는 Wire-forcing 을 

원래의 반으로 감소시켜 적용하였을 때 보다 정확하게 온도를 예측하는 것을 보여

준다. 이는 앞 절에서 설명한 Wire-forcing 에 관한 가정이 축 방향 유동이 유로 폐쇄 

부위의 전후에서 많은 차이를 발생할 경우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모델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그림 4-11 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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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속, 저 출력 조건에서의 결과를 보여준다. 이 그림에서 Wire-forcing 의 값을 원래

대로 유지한 값이 보다 정확한 예측을 한다. 이는 유로 폐쇄로 인해 저 유속 조건에

서는 축 방향 유동의 왜곡이 적기 때문이다. 이 결과는 이러한 조건에서는 Wire-

forcing 에 관한 가정이 상대적으로 유효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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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th wire-forcing x 0.5
 : Experiment

 
그림 4-10 고유량/고출력에서 온도 예측에 대한 Wire-forcing 민감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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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저유량/저출력에서 온도 예측에 대한 Wire-forcing 민감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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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C 에서 수행한 실험 TN9410 은 1998 년에 수행한 37-Pin 의 육각덕트에서 유로 폐쇄에 

따른 온도분포 측정 실험으로, 전체 1650 mm 의 육각 덕트에서 가운데 650 mm 부터 가열봉이 

설치되어 있으며, 중간지점에 35 mm 의 Stainless steel 로 된 유로 폐쇄 부위가 있다. 채널 

가장자리 및 중간부분에 유로 폐쇄부를 설치하여 실험을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가장자리 

유로 폐쇄 실험 결과를 모사해 보았다. 그림 4-12 는 실험장치 구성도이며 그림 4-13 은 유

로 폐쇄가 발생한 부분의 단면도이다. 그림 4-14 는 일본 PNC 에서 ASFRE 코드로 계산한 온

도 분포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유로 폐쇄 하류에서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4-15 는 MATRA-LMR 로 모사한 결과로서 ASFRE 보다 최대 온도는 약 10 oC 낮게 예측하지만 

전체적으로 ASFRE 코드 계산 결과와 유사한 온도 분포를 보여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

한 온도 분포 결과는 비교적 큰 유로 장애물이 존재할 경우 나타나는 재순환 유동을 MATRA-

LMR 코드가 성공적으로 모의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러나 MATRA-LMR 코드는 장애

물 자체가 전도체로 작용하여 그 내부에서 온도가 상승하는 영향을 모의하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은 열전달 모델을 개선하여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파악된다. 

 inlet

outlet

 Heating 
Region

Blockage
Plate 

500mm (19.685in)

650mm (25.591in)

500 mm (19.685in)

1650mm (64.961in)

35mm (1.378in)

807.5mm (31.791in)

 

 

그림 4-12  PNC TN9410 실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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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유로 폐쇄 노드에서의 채널 단면도 

 

그림 4-14 TN9410 실험에 대한 ASFRE 코드의 온도분포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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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TN9410 실험에 대한 MATRA-LMR 코드의 온도분포 예측(℃) 

 

4.3 평가 계산 결과 정리 

 

앞에서 수행한 여러 실험에 대한 평가계산의 결과를 보면 현재 MATRA-LMR 코드에 내

장된 Wire-forcing-function 은 정상 유로의 열수력 설계를 위한 단순한 가정을 전제로 생

성된 상관식이므로 유로 폐쇄가 있는 경우에 나타나는 복잡하고 다양한 유동장 효과를 예측

하는데 한계를 지님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Wire-wrap 이 유동에 미치는 영

향을 보다 정확하게 모사하는 방법은 Distributed Resistance 와 같은 모델을 적용하는 것

이다. 이는 핵연료봉과 Wire-wrap 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저항 성분을 모든 좌표 성분으

로 나누어 이를 각각의 운동량 지배방정식에 새로 도입하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고 유속과 저 유속 사이의 경계에서 공간 

차분 방식의 영향 평가이다. Upwind Scheme 의 사용은 특정 유동 영역에서 Numerical 

Diffusion 이 크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Numerical Diffusion 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공간 차분 방식에 대해서 더 많은 검토를 수행한 후, Hybrid 

차분법이나 Vector Upwind 차분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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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액체금속로에서의 유로 막힘 현상을 해석하기 위해 부수로 해석 코드인 MATRA-LMR 의 

양해법을 개발하였다. MATRA-LMR 코드의 양해법은 초기 개발 단계에서 확실한 검증을 거치

지 않음으로 인해 계산이 수행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MATRA-LMR 코드의 

양해법의 구조를 분석하여 코드의 오류를 파악하고 수정하였으며, 유로 막힘 현상을 해석하

기에 적합하도록 코드를 개선하였다. 이 과정에서 양해법 계산을 위해 필요한 추가 입력의 

구조를 확립하였으며, 유로 막힘 해석을 위해서 별도의 입력을 포함하도록 수정하였다. 정

상 유로에 대한 검증 계산은 유량과 열유속 측면에서 두 가지 극단적인 경우에 대해서 수행

하였다. 정상 유로에 대한 시험계산 결과를 보면 개발된 MATRA-LMR 의 양해법은 기존의 해

법인 음해법과 동일한 수준의 오차 내에서 소듐 냉각재 부수로 내에서의 온도 분포를 성공

적으로 계산하고 있으며 Wire-wrap 의 특성인 가장자리의 Swirl flow 도 성공적으로 예측하

고 있다. 또한 유로폐쇄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유동 분포와 온도 분포를 타당하게 예측하

고 있다. 그러나 보다 향상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Wire-wrap 에 의해 유발되는 Cross-

flow 를 자세하게 고려하는 모델이 요구되며, 두꺼운 폐쇄물이 존재하는 경우 그 내부에서

의 온도 상승 효과를 해석할 수 있도록 열전도체 모델을 향후 연구를 통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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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  MATRA-LMR 양해법 및 음해법 입력  
 
1. High Flow/High Power Case (022472-1143) Explicit Scheme Input 

 

5000         0         1         1 

         1         0 ORNL 19-ROD FFM-2A TEST BUNDLE (UNBLOCKED)                            

         1         0         0         0         0         3         2 

         2         0         0         0         0         1         0         0 

     0.316     -0.25       0.0                                                                                           

       64.       -1.                                                                                                     

         3         6 

     0.000     .3076     .3077     .8461     .8462     1.000 

       0.0       0.0       1.0       1.0       0.0       0.0 

         4        42        42        60         0         0         0 

         1     .0146     .3613     .3613         2     .0560     .1651         6     .0560     .1651         8     .0560     .1651  

         2     .0146     .3613     .3613         3     .0560     .1651        11     .0560     .1651 

         3     .0146     .3613     .3613         4     .0560     .1651        14     .0560     .1651 

         4     .0146     .3613     .3613         5     .0560     .1651        17     .0560     .1651 

         5     .0146     .3613     .3613         6     .0560     .1651        20     .0560     .1651 

         6     .0146     .3613     .3613        23     .0560     .1651 

         7     .0146     .3613     .3613         8     .0560     .1651        24     .0560     .1651        25     .0560     .1706 

         8     .0146     .3613     .3613         9     .0560     .1651  

         9     .0146     .3613     .3613        10     .0560     .1651        26     .0560     .1706   

        10     .0146     .3613     .3613        11     .0560     .1651        27     .0560     .1706  

        11     .0146     .3613     .3613        12     .0560     .1651                                

        12     .0146     .3613     .3613        13     .0560     .1651        28     .0560     .1706  

        13     .0146     .3613     .3613        14     .0560     .1651        29     .0560     .1706  

        14     .0146     .3613     .3613        15     .0560     .1651                                

        15     .0146     .3613     .3613        16     .0560     .1651        30     .0560     .1706  

        16     .0146     .3613     .3613        17     .0560     .1651        31     .0560     .1706  

        17     .0146     .3613     .3613        18     .0560     .1651                                

        18     .0146     .3613     .3613        19     .0560     .1651        32     .0560     .1706  

        19     .0146     .3613     .3613        20     .0560     .1651        33     .0560     .1706  

        20     .0146     .3613     .3613        21     .0560     .1651                                

        21     .0146     .3613     .3613        22     .0560     .1651        34     .0560     .1706  

        22     .0146     .3613     .3613        23     .0560     .1651        35     .0560     .1706  

        23     .0146     .3613     .3613        24     .0560     .1651                                

        24     .0146     .3613     .3613        36     .0560     .1706                                

        25     .0281     .6473     .3613        26     .0611     .2860        37     .0611     .2192 

        26     .0281     .6473     .3613        38     .0611     .2192  

        27     .0281     .6473     .3613        28     .0611     .2860        38     .0611     .2192 

        28     .0281     .6473     .3613        39     .0611     .2192                                

        29     .0281     .6473     .3613        30     .0611     .2860        39     .0611     .2192 

        30     .0281     .6473     .3613        40     .0611     .2192                                

        31     .0281     .6473     .3613        32     .0611     .2860        40     .0611     .2192 

        32     .0281     .6473     .3613        41     .0611     .2192                                

        33     .0281     .6473     .3613        34     .0611     .2860        41     .0611     .2192 

        34     .0281     .6473     .3613        42     .0611     .2192                                

        35     .0281     .6473     .3613        36     .0611     .2860        42     .0611     .2192 

        36     .0281     .6473     .3613        37     .0611     .2192  

        37     .0100     .3179     .1204       

        38     .0100     .3179     .1204       

        39     .0100     .3179     .1204      

        40     .0100     .3179     .1204      

        41     .0100     .3179     .1204      

        42     .0100     .3179     .1204      

         1     240.0         2     120.0         3                   4     180.0         5     300.0 

         6     120.0         7     240.0         8     60.00         9     180.0        10           

        11     120.0        12     60.00        13     240.0        14     120.0        15           

        16     300.0        17     240.0        18                  19     180.0        20     300.0 

        21     240.0        22     180.0        23     300.0        24     120.0        25     240.0 

        26     180.0        27     120.0        28     240.0        29     60.00        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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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120.0        32     60.00        33     180.0        34                  35     120.0 

        36     60.00        37                  38     120.0        39     300.0        40     60.00 

        41                  42     60.00        43     270.0        44     90.00        45     270.0 

        46     210.0        47     30.00        48     210.0        49     150.0        50     330.0 

        51     150.0        52     90.00        53     270.0        54     90.00        55     30.00 

        56     210.0        57     30.00        58     330.0        59     150.0        60     330.0 

         7         1        60         0         0         0         0  

       12.      .230      .056      .286 

         1     .0833     -.917      .417 

         2     .0833     -.584      .084 

         3     .0833     -.250      .750 

         4     .0833     -.750      .250 

         5     .0833     -.084      .584 

         6     .0833     -.584      .084 

         7     .0833     -.917      .417 

         8     .0833     -.417      .917 

         9     .0833     -.750      .250 

        10     .0833     -.250      .750 

        11     .0833     -.584      .084 

        12     .0833     -.417      .917 

        13     .0833     -.917      .417 

        14     .0833     -.584      .084 

        15     .0833     -.250      .750 

        16     .0833     -.084      .584 

        17     .0833     -.917      .417 

        18     .0833     -.250      .750 

        19     .0833     -.750      .250 

        20     .0833     -.084      .584 

        21     .0833     -.917      .417 

        22     .0833     -.750      .250 

        23     .0833     -.084      .584 

        24     .0833     -.584      .084 

        25     .0833     -.917      .417 

        26     .0833     -.750      .250 

        27     .0833     -.584      .084 

        28     .0833     -.917      .417 

        29     .0833     -.417      .917 

        30     .0833     -.750      .250 

        31     .0833     -.584      .084 

        32     .0833     -.417      .917 

        33     .0833     -.750      .250 

        34     .0833     -.250      .750 

        35     .0833     -.584      .084 

        36     .0833     -.417      .917 

        37     .0833     -.250      .750 

        38     .0833     -.584      .084 

        39     .0833     -.084      .584 

        40     .0833     -.417      .917 

        41     .0833     -.250      .750 

        42     .0833     -.417      .917 

        43     .0833     -1.00           

        44     .0833      1.00           

        45     .0833     -1.00           

        46     .0833     -.834           

        47     .0833      .834           

        48     .0833     -.834           

        49     .0833     -.667           

        50     .0833      .667           

        51     .0833     -.667           

        52     .0833     -.500           

        53     .0833      .500           

        54     .0833     -.500           

        55     .0833     -.334           

        56     .0833      .334           

        57     .0833     -.334           

        58     .0833     -.167           

        59     .0833      .167           

        60     .0833     -.167           

         1         0         1         0         1         0         1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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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1         1         1         0         0 

         0         0         0         0         1         1         1         0         0         0 

         0         0 

         8        19        19         0         0         0         0         0         0         0 

         1     .2300     1.000         1     .1667         2     .1667         3     .1667         4     .1667         5     .1667         6     .1667 

         2     .2300     1.000         1     .1667         6     .1667         7     .1667         8     .1667        23     .1667        24     .1667 

         3     .2300     1.000         1     .1667         2     .1667         8     .1667         9     .1667        10     .1667        11     .1667 

         4     .2300     1.000         2     .1667         3     .1667        11     .1667        12     .1667        13     .1667        14     .1667 

         5     .2300     1.000         3     .1667         4     .1667        14     .1667        15     .1667        16     .1667        17     .1667 

         6     .2300     1.000         4     .1667         5     .1667        17     .1667        18     .1667        19     .1667        20     .1667 

         7     .2300     1.000         5     .1667         6     .1667        20     .1667        21     .1667        22     .1667        23     .1667 

         8     .2300     1.000         7     .1667        24     .1667        25     .2500        36     .2500        37     .1667                     

         9     .2300     1.000         7     .1667         8     .1667         9     .1667        25     .2500        26     .2500                     

        10     .2300     1.000         9     .1667        10     .1667        26     .2500        27     .2500        38     .1667                     

        11     .2300     1.000        10     .1667        11     .1667        12     .1667        27     .2500        28     .2500                     

        12     .2300     1.000        12     .1667        13     .1667        28     .2500        29     .2500        39     .1667                     

        13     .2300     1.000        13     .1667        14     .1667        15     .1667        29     .2500        30     .2500                     

        14     .2300     1.000        15     .1667        16     .1667        30     .2500        31     .2500        40     .1667                     

        15     .2300     1.000        16     .1667        17     .1667        18     .1667        31     .2500        32     .2500                     

        16     .2300     1.000        18     .1667        19     .1667        32     .2500        33     .2500        41     .1667                     

        17     .2300     1.000        19     .1667        20     .1667        21     .1667        33     .2500        34     .2500                     

        18     .2300     1.000        21     .1667        22     .1667        34     .2500        35     .2500        42     .1667                     

        19     .2300     1.000        22     .1667        23     .1667        24     .1667        35     .2500        36     .2500           

         9         0       200         4         0         0         0 

       39.       8.0               0.001                 0.5    0.3392                                                                   0.5 

        39     15000       200       200           

       0.2     0.001    0.0001    0.0001       0.0       0.0       1.0       1.0 

       100       100       100       100 

        10         0         0         1         0         0         0 

      0.01           

       0.5 

        11         1         1         3         0         0         3         0         0 

    14.696      599.    4.6086      .550 

       0.0       1.0       0.5       1.0      10.0       1.0 

       0.0       0.0      0.01       1.0      10.0       1.0 

        12         3         0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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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igh Flow/High Power Case (022472-1143) Implicit Scheme Input 

 

 

5000         0         1         1 

         1         0 ORNL 19-ROD FFM-2A TEST BUNDLE (UNBLOCKED)                            

         1         0         0         0         0         3         2 

         2         0         0         0         0         1         0         0 

     0.316     -0.25       0.0                                                                                           

       64.       -1.                                                                                                     

         3         6 

     0.000     .3076     .3077     .8461     .8462     1.000 

       0.0       0.0       1.0       1.0       0.0       0.0 

         4        42        42        60         0         0         0 

         1     .0146     .3613     .3613         2     .0560     .1651         6     .0560     .1651         8     .0560     .1651  

         2     .0146     .3613     .3613         3     .0560     .1651        11     .0560     .1651 

         3     .0146     .3613     .3613         4     .0560     .1651        14     .0560     .1651 

         4     .0146     .3613     .3613         5     .0560     .1651        17     .0560     .1651 

         5     .0146     .3613     .3613         6     .0560     .1651        20     .0560     .1651 

         6     .0146     .3613     .3613        23     .0560     .1651 

         7     .0146     .3613     .3613         8     .0560     .1651        24     .0560     .1651        25     .0560     .1706 

         8     .0146     .3613     .3613         9     .0560     .1651  

         9     .0146     .3613     .3613        10     .0560     .1651        26     .0560     .1706   

        10     .0146     .3613     .3613        11     .0560     .1651        27     .0560     .1706  

        11     .0146     .3613     .3613        12     .0560     .1651                                

        12     .0146     .3613     .3613        13     .0560     .1651        28     .0560     .1706  

        13     .0146     .3613     .3613        14     .0560     .1651        29     .0560     .1706  

        14     .0146     .3613     .3613        15     .0560     .1651                                

        15     .0146     .3613     .3613        16     .0560     .1651        30     .0560     .1706  

        16     .0146     .3613     .3613        17     .0560     .1651        31     .0560     .1706  

        17     .0146     .3613     .3613        18     .0560     .1651                                

        18     .0146     .3613     .3613        19     .0560     .1651        32     .0560     .1706  

        19     .0146     .3613     .3613        20     .0560     .1651        33     .0560     .1706  

        20     .0146     .3613     .3613        21     .0560     .1651                                

        21     .0146     .3613     .3613        22     .0560     .1651        34     .0560     .1706  

        22     .0146     .3613     .3613        23     .0560     .1651        35     .0560     .1706  

        23     .0146     .3613     .3613        24     .0560     .1651                                

        24     .0146     .3613     .3613        36     .0560     .1706                                

        25     .0281     .6473     .3613        26     .0611     .2860        37     .0611     .2192 

        26     .0281     .6473     .3613        38     .0611     .2192  

        27     .0281     .6473     .3613        28     .0611     .2860        38     .0611     .2192 

        28     .0281     .6473     .3613        39     .0611     .2192                                

        29     .0281     .6473     .3613        30     .0611     .2860        39     .0611     .2192 

        30     .0281     .6473     .3613        40     .0611     .2192                                

        31     .0281     .6473     .3613        32     .0611     .2860        40     .0611     .2192 

        32     .0281     .6473     .3613        41     .0611     .2192                                

        33     .0281     .6473     .3613        34     .0611     .2860        41     .0611     .2192 

        34     .0281     .6473     .3613        42     .0611     .2192                                

        35     .0281     .6473     .3613        36     .0611     .2860        42     .0611     .2192 

        36     .0281     .6473     .3613        37     .0611     .2192  

        37     .0100     .3179     .1204       

        38     .0100     .3179     .1204       

        39     .0100     .3179     .1204      

        40     .0100     .3179     .1204      

        41     .0100     .3179     .1204      

        42     .0100     .3179     .1204      

         1     240.0         2     120.0         3                   4     180.0         5     300.0 

         6     120.0         7     240.0         8     60.00         9     180.0        10           

        11     120.0        12     60.00        13     240.0        14     120.0        15           

        16     300.0        17     240.0        18                  19     180.0        20     300.0 

        21     240.0        22     180.0        23     300.0        24     120.0        25     240.0 

        26     180.0        27     120.0        28     240.0        29     60.00        30     180.0 

        31     120.0        32     60.00        33     180.0        34                  35     120.0 

        36     60.00        37                  38     120.0        39     300.0        40     60.00 

        41                  42     60.00        43     270.0        44     90.00        45     270.0 

        46     210.0        47     30.00        48     210.0        49     150.0        50     330.0 

        51     150.0        52     90.00        53     270.0        54     90.00        55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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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210.0        57     30.00        58     330.0        59     150.0        60     330.0 

         7         1        60         0         0         0         0  

       12.      .230      .056      .286 

         1     .0833     -.917      .417 

         2     .0833     -.584      .084 

         3     .0833     -.250      .750 

         4     .0833     -.750      .250 

         5     .0833     -.084      .584 

         6     .0833     -.584      .084 

         7     .0833     -.917      .417 

         8     .0833     -.417      .917 

         9     .0833     -.750      .250 

        10     .0833     -.250      .750 

        11     .0833     -.584      .084 

        12     .0833     -.417      .917 

        13     .0833     -.917      .417 

        14     .0833     -.584      .084 

        15     .0833     -.250      .750 

        16     .0833     -.084      .584 

        17     .0833     -.917      .417 

        18     .0833     -.250      .750 

        19     .0833     -.750      .250 

        20     .0833     -.084      .584 

        21     .0833     -.917      .417 

        22     .0833     -.750      .250 

        23     .0833     -.084      .584 

        24     .0833     -.584      .084 

        25     .0833     -.917      .417 

        26     .0833     -.750      .250 

        27     .0833     -.584      .084 

        28     .0833     -.917      .417 

        29     .0833     -.417      .917 

        30     .0833     -.750      .250 

        31     .0833     -.584      .084 

        32     .0833     -.417      .917 

        33     .0833     -.750      .250 

        34     .0833     -.250      .750 

        35     .0833     -.584      .084 

        36     .0833     -.417      .917 

        37     .0833     -.250      .750 

        38     .0833     -.584      .084 

        39     .0833     -.084      .584 

        40     .0833     -.417      .917 

        41     .0833     -.250      .750 

        42     .0833     -.417      .917 

        43     .0833     -1.00           

        44     .0833      1.00           

        45     .0833     -1.00           

        46     .0833     -.834           

        47     .0833      .834           

        48     .0833     -.834           

        49     .0833     -.667           

        50     .0833      .667           

        51     .0833     -.667           

        52     .0833     -.500           

        53     .0833      .500           

        54     .0833     -.500           

        55     .0833     -.334           

        56     .0833      .334           

        57     .0833     -.334           

        58     .0833     -.167           

        59     .0833      .167           

        60     .0833     -.167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1         1         1         0         0 

         0         0         0         0         1         1         1         0         0         0 

         0         0 

         8        19        19         0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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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300     1.000         1     .1667         2     .1667         3     .1667         4     .1667         5     .1667         6     .1667 

         2     .2300     1.000         1     .1667         6     .1667         7     .1667         8     .1667        23     .1667        24     .1667 

         3     .2300     1.000         1     .1667         2     .1667         8     .1667         9     .1667        10     .1667        11     .1667 

         4     .2300     1.000         2     .1667         3     .1667        11     .1667        12     .1667        13     .1667        14     .1667 

         5     .2300     1.000         3     .1667         4     .1667        14     .1667        15     .1667        16     .1667        17     .1667 

         6     .2300     1.000         4     .1667         5     .1667        17     .1667        18     .1667        19     .1667        20     .1667 

         7     .2300     1.000         5     .1667         6     .1667        20     .1667        21     .1667        22     .1667        23     .1667 

         8     .2300     1.000         7     .1667        24     .1667        25     .2500        36     .2500        37     .1667                     

         9     .2300     1.000         7     .1667         8     .1667         9     .1667        25     .2500        26     .2500                     

        10     .2300     1.000         9     .1667        10     .1667        26     .2500        27     .2500        38     .1667                     

        11     .2300     1.000        10     .1667        11     .1667        12     .1667        27     .2500        28     .2500                     

        12     .2300     1.000        12     .1667        13     .1667        28     .2500        29     .2500        39     .1667                     

        13     .2300     1.000        13     .1667        14     .1667        15     .1667        29     .2500        30     .2500                     

        14     .2300     1.000        15     .1667        16     .1667        30     .2500        31     .2500        40     .1667                     

        15     .2300     1.000        16     .1667        17     .1667        18     .1667        31     .2500        32     .2500                     

        16     .2300     1.000        18     .1667        19     .1667        32     .2500        33     .2500        41     .1667                     

        17     .2300     1.000        19     .1667        20     .1667        21     .1667        33     .2500        34     .2500                     

        18     .2300     1.000        21     .1667        22     .1667        34     .2500        35     .2500        42     .1667                     

        19     .2300     1.000        22     .1667        23     .1667        24     .1667        35     .2500        36     .2500           

         9         0       200         0         0         0         0 

       39.       8.0               0.001                 0.5    0.3392                                                         0.5 

        39      8000       200       200           

        10         0         0         1         0         0         0 

      0.01           

       0.5 

        11         1         1         3         0         0         3         0         0 

    14.696      599.    4.6086      .550 

       0.0       1.0       0.5       1.0      10.0       1.0 

       0.0       0.0      0.01       1.0      10.0       1.0 

        12         3         0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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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5-20 줄내외)  액체금속로의 노심 집합체 내에서의 유로 막힘 현상은 

국부적인 소듐 비등 발생으로 인해 피복재의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설계
및 안전해석 측면에서 정확한 해석이 요구된다. 원자력연구소에서는 KALIMER 의
노심 열수력 해석 및 유로 폐쇄가 발생하는 조건에서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 부수
로 코드인 MATRA-LMR 을 개발해 오고 있다. MATRA-LMR 코드는 음해법
(Implicit scheme)과 양해법 (Explicit Scheme)의 두 가지 방법으로 해를 얻을 수 있
다. 이 중 음해법은 정상 상태 노심의 유동 및 온도 분포 계산을 위해 성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음해법은 막힌 유로 근처에서의 순환 유동을 모사할 수 없
는 제한으로 인해 부수로 단면적이 100% 막히는 완전 유로 폐쇄 현상을 해석할
수 없었다. 반면 양해법은 개발 단계에서 확실한 검증을 거치지 않음으로 인해 계
산이 수행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액체금속로에서의 유로 막힘
현상을 해석하기 위해 부수로 해석 코드인 MATRA-LMR 의 양해법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MATRA-LMR 코드의 양해법의 구조를 분석하여 코드의 오류를 파악하
고 수정하였으며, 유로 막힘 현상을 해석하기에 적합하도록 코드를 개선하였다. 
이 과정에서 양해법 계산을 위해 필요한 추가 입력의 구조를 확립하였으며, 유로
막힘 해석을 위해서 별도의 입력을 포함하도록 수정하였다. 시험계산 결과 개발된
MATRA-LMR 의 양해법은 기존의 해법인 음해법에 비해 동일하거나 약간 큰 오
차를 가지고 소듐 냉각재 부수로 내에서의 온도 분포를 성공적으로 계산하고 있
다. 또한 wire-wrap 에 의한 유동 분포 효과만 적절히 모델할 경우 유로폐쇄 해
석에도 성공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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