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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SMART 원자로시험장치 열유동 CFD 해석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SMART 원자로는 다양한 형태의 유로가 복합되어 있어 일반적인 경험상관식 또는 시험

데이터의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한편,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열수력 설계에 대한 기술 검

증을 위해 원자로유동분포 시험, 유동혼합헤더집합체 특성시험, 내장형가압기 특성시험

등이 진행 중이나 시험에서는 제한적인 범위에서 변수들을 측정하므로 시험만으로는 실

측정위치 이외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렵고 획득된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 등을 도출하거

나, 냉각재 계통의 문제점을 인식하기가 어려워 개선사항을 확보하는데 난항이 예상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해석 대상 모든 지점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확보하고, 원자로유

동분포시험장치의 전반적인 열유동적 흐름을 관찰하여 노심을 포함해 원자로유동분포시

험장치 내의 냉각수 흐름을 체계적이고 정량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해석기술을 SMART 원자로시험장치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는 수출용 중소형원전 개발을 위한 SMART 표준설계 인가 획득을 위한 원자로

유동분포 시험장치, 유동혼합헤더집합체 특성시험장치 그리고 내장형가압기 특성시험장

치에 대해 실험 및 경험상관식과의 비교검증을 통해 확립된 CFD 해석기술을 확장적용

하여 노심을 포함한 원자로유동분포시험장치과 원자로유동분포 시험장치, 유동혼합헤더

집합체 특성시험장치 및 내장형 증기 가압기 특성시험장치에 대한 CFD 해석 자료의 확

보와 표준설계와의 상사성 검토를 통해 설계 기술 확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

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개발의 최종목표는 원자로유동분포시험 장치와 유동혼합헤더집합체 특성시험장치

및 내장형증기가압기 특성시험장치에 대한 CFD 예비해석을 수행하여 표준설계와 검증

시험의 유동현상의 차이점 및 상사성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계측기 설치위치 등

시험장치 구성의 적절성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개발을 통해 각 시험장치의

주요 부분별 압력, 온도 및 유동 분포 등 시험에서 제시하기 힘든 유동현상 정보에 대한

해석 자료를 도출하였고, 각 시험모형 상세분석과 표준설계와의 비교를 통해 표준설계와

검증시험의 차이점 및 상사성을 비교분석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기본 유동현상에 대한 격자조밀도 및 난류모형 분석을 위해 경험상관식과 해석결과를 비

교하였다. 이를 통해 SMART의 원자로냉각재계통을 구성하는 기본형상인 오리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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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ct bend, 급확대관(sudden exapansion), 급축소관(sudden contraction) 및 혼합날개

(mixing vane)에 대한 격자조밀도와 난류모델의 정확도 및 적용범위를 확정하였다.

원자로 유동분포 시험장치는 표준설계의 1/5크기로 제작되었으며 형상이 복잡하여 축소

모형으로 제작하기 어려운 핵연료집합체와 증기발생기는 압력손실을 모사할 수 있는 모

의기로 대체하였다. 이에 증기발생기 모의기에 대한 유동해석을 수행하여 증기발생기 모

의기의 압력손실과 측정위치의 선정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핵연료집합체 모의기에 대한

유동해석을 수행하여 압력손실을 평가하고 유량이 불균일한 비정상 조건에서의 모의기의

cross flow 상사성을 실제 핵연료집합체 모델의 유동해석결과와 비교 평가하였다.

원자로냉각재펌프(RCP) 및 증기발생기(SG) 모의기 주변부의 해석을 통해 정상 및 비정

상 조건에서의 증기발생기 출구의 유량편차가 표준설계와 유사한 것을 확인하였다. 정량

적인 평가 외에 유속과 압력분포에 대한 무차원화를 통해 표준설계와 시험장치 사이의

정성적인 상사성을 파악하였다.

유동혼합헤더 시험모형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여 최적화된 압력강하가 큰 경우의 시험장

치의 유동분포를 표준설계와 비교하여 상사성을 검토하였다.

노심 입구부는 유동분배통(Flow skirt)과 하부노심지지판(LCSP)로 구성되어 있으며

FMHA에서 배출되는 냉각재가 노심으로 유입되기 전에 추가적인 유동균일화를 위한 장

비이다. 이에 대한 정상상황과 10% 이내의 유량편차를 보이는 경우, 그리고 1개유로가

막힌 상황에 대한 유동해석을 수행하여 시험장치의 Flow Skirt를 통과한 냉각재의 유량

균일화를 파악하였다. 마찬가지로 정량적인 수치 외에 압력과 속도장에 대한 무차원화를

통해 유동분포 및 압력분포의 비교를 통해 서로 상사성을 검토하였다.

노심출구의 핵연료정렬판(FAP)을 포함한 노심상부구조물(UGS)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여

복잡한 유로를 지나는 냉각재의 유량분배 및 압력편차 등을 파악한 해석자료를 제공하였

다.

앞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원자로유동분포시험장치 전체계통에 대한 유동해석을 수행하

여 정상유량 상황시에 유동분포 및 업력손실에 대한 해석자료를 확보하였다. 또한, 1 펌

프 정지 상황에 대한 유동해석을 수행하여 정지된 펌프로의 우회 유량을 확인하였다.

유동혼합헤더집합체 특성시험 장치에 대한 열유동해석을 수행하여 표준설계와의 상사성

을 검토하였다. 특성시험장치의 정상 조건과 증기발생기가 고장 난 비정상 조건의 고온,

저온 냉각재의 열혼합과정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여 무차원화된 압력과 속도 및 온도장에

대한 비교평가를 통해 상사성을 검토하였다.

원자로 상부에 있는 내장형 증기가압기 특성시험장치의 다상유동현상을 해석하여 bubble

rising에 의한 내부구조를 분석하고Vaporization에 의한 자연대류 현상을 표준설계와 비

교하여 서로 비슷한 유동분포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Ⅳ. 연구개발결과 

   

본 연구개발에서 원자로유동분포시험 장치와 유동혼합헤더집합체 특성시험장치 및 내장

형증기가압기 특성시험장치에 대한 CFD 예비해석을 수행하여 표준설계와 검증시험의

유동현상의 차이점 및 상사성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계측기 설치위치 등 시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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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구성의 적절성을 파악하였다.

○ 원자로유동분포시험 장치

기본 유동현상에 대한 격자조밀도 및 난류모형 분석과정에서 RNG k-ε 난류모델,

Realizable k-ε 난류모델, SST 난류모델과 tetra/prism, hexa 격자를 조밀도를 바꾸어 가

며 실험상관식과 비교한 결과 SST모델의 정확도가 비교적 뛰어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

으나, SST 모델을 실제 SMART 해석에 적용한 경우 수렴성에 문제가 있어, 수렴성 및

정확도에서 양호한 결과를 보인 Realizable k-ε 난류모델을 기반으로 SMART 원자로

냉각재계통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증기발생기 모의기에 대한 유동해석을 수행하여 증기발생기 모의기가 계획된 70.3kPa의

압력손실과 유사한 68.7kPa 압력손실을 보이고 있으며, 압력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위치

의 선정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핵연료집합체 모의기에 대한 유동해

석을 수행하여 압력손실이 30.4kPa로 계획된 37.9kPa보다 20%정도 작게 나오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유량이 불균일한 비정상 조건에서의 모의기의 cross flow 상사성을 실

제 핵연료집합체 모델의 유동해석결과와 비교 평가한 결과, 현재 핵연료집합체 모의기에

서 발생하는 횡방향유동은 실제 집합체의 개방된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판

단된다.

원자로냉각재펌프(RCP) 및 증기발생기(SG) 모의기 주변부의 해석을 통해 정상 및 비정

상 조건에서의 증기발생기 출구의 유량편차가 표준설계와 유사한 것을 확인하였다. 펌프

의 유량불균일이 발생하는 비정상 조건의 해석을 통해 유량불균일이 발생하여도 증기발

생기 모의기의 출구에서는 1.3%이내의 유량편차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표준설

계의 1％의 결과와 유사하다. 더하여, 1 pump 정지상황의 극한상태에서도 2 %이내의 유

량편차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여 표준설계의 1％ 이내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파악하였

다. 따라서 증기발생기 모의기 후류의 조건이 동일하면, 증기발생기 모의기를 통과하는

냉각재의 유량은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작동조건에 무관하게 균일한 유동분포를 보일 것으

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정량적인 평가 외에 유속과 압력분포에 대한 무차원화를 통해

표준설계와 시험장치 사이에 정성적인 상사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유동혼합헤더 시험모형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여 예비 최적화된 압력강하가 큰 경우의 시

험장치의 유동분포를 표준설계와 비교하여 상사성을 검토하였다. 해석결과 1/5로 스케일

된 유동분포시험장치의 FMHA에서도 2%이내의 유량분포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또한, 최대값과 최소값으로 무차원화한 속도와 압력분포가 거의 같은 분포를 보

이는 것으로 실제형상 FMHA와 시험형상 FMHA의 상사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동분배통(Flow skirt)과 하부노심지지판(LCSP)로 구성된 노심입구부에 대한 유동해석

결과 시험장치의 Flow Skirt를 통과한 냉각재는 노심입구에서 균일한 유동분포를 보이

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표준설계와 유사하다. 10%이내의 유량편차가 입구부에 부여된

상황에서도 시험장치의 노심입구부의 유량편차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

으며, 1개유로가 막힌 상황에서도 유량균일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찬가지

로 압력과 속도장에 대한 무차원화를 통해 유동분포 및 압력분포의 비교를 통해 서로 상

사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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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출구의 핵연료정렬판(FAP)을 포함한 노심상부구조물(UGS)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여

복잡한 유로를 지나는 냉각재의 유량분배 및 압력편차 등을 파악한 해석자료를 제공하였

다. 노심상부구조물의 속도와 압력에 대한 표준설계와의 상사성을 비교한 결과 속도의

경우 명확하게 상사성이 드러났으며, 압력의 경우는 편차가 크지는 않지만 서로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원자로유동분포시험장치 전체계통에 대한 유동해석을 수행하여 정상유량 상황시에 유동

분포 및 압력손실에 대한 해석자료를 확보하였다. 또한, 1 펌프 정지 상황에 대한 유동해

석을 수행하여 정지된 펌프로의 우회 유량이 25.05 kg/s로 펌프 1대의 토출량과 비슷하

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근거로 1 펌프 정지 조건에서의 원자로냉각재계통 순환 유

량이 59.7kg/s로 113kg/s인 정상상황 유량의 약 50%, 84.75kg/s인 비정상상황 유량의 약

70%가 원자로를 순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상과 같은 원자로유동분포시험장치 전

체계통해석을 통해 원자로유동분포시험장치 전체시스템을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유동혼합헤더집합체 특성시험장치

유동혼합헤더집합체 특성시험 장치에 대한 열유동해석을 수행하여 표준설계와의 상사성

을 검토하였다. 특성시험장치의 정상 조건과 증기발생기가 고장 난 비정상 조건의 고온,

저온 냉각재의 열혼합과정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여 무차원화된 압력과 속도 및 온도장에

대한 비교평가를 통해 서로 상사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Re수가 작아서 무차원화된 속

도값을 직접비교할 수는 없었으나 유동분포는 서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온도의 경우

는 무차원화하여 값을 직접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상사성이 있었다. 다만 유동분배통과

노심입구부에서 저온영역이 표준설계와 특성시험장치 사이에서 차이를 보이며 이는

FMHA에서의 열혼합이 표준설계와 특성시험장치에서 약간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표

준설계에서는 증기발생기가 1기 고장난 경우와 2기 고장난 경우가 노심입구에서의 온도

차가 4도 이내로 서로 비슷한 반면, 특성시험장치는 1기 고장난 경우 7.5도, 2기 고장난

경우 12.5도의 편차가 발생한다.

내장형증기가압기 특성시험장치

원자로 상부에 있는 내장형 증기가압기 특성시험장치의 복잡한 2상 유동현상에 대한 모

델링 및 해석을 수행하여 증기가압기 내에서 발생하는 vapour에 의한 자연대류현상을

분석하였다. 내장형 증기가압기와 1/6로 축소된 특성시험장치의 단면에서의 냉각재 유속

분포 및 자유표면에서의 냉각재 유속분포가 서로 매우 유사하므로 상사성이 있다고 판단

되며. 이와 같은 수치해석방법론을 적용하여 증기가압기 특성시험장치 내의 보다 복잡한

유동현상을 분석함으로써 일반 가압기 형상과 다르기 때문에 추가적인 분석과 시험이 필

요한 SMART의 내장형 증기가압기 특성시험장치의 검토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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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개발결과의 기여도

    

본 연구를 통해 시험장치 CFD 해석에 있어, 격자조밀도 및 난류모델 표준 제시 등의 해

석 방법론을 정립하였다. 이를 통해 시험장치 구성에 있어 표준설계와의 상사성 및 대표

성 확인하였으며, 시험결과와 CFD 해석결과와의 상세 비교를 통해 표준설계에 대한 신

뢰성을 증대하고 시험장치 구성에 따른 계측기의 위치선정의 적절성을 확인하였다.

추후 유사 원자로 개발에 본 연구에서 정립된 CFD 해석 방법론을 적용함으로써 전체 

개발기간의 단축 및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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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Thermo-hydraulic CFD Analysis of SMART Reactor Test Model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Due to the complex flow path and phenomena of SMART Reactor,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method is used to get detailed information of

SMART Reactor Test Model, FMHA Characteristics Test Module and Characteristics

test of an integral-type steam pressurizer. And the similarity is examined between

the real SMART RCS and the SMART Test Model.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Grid dependency test and turbulent model comparison is done for the basic flow

phenomena of SMART RCS.

Steam generator simulator and core flow simulator is examined to get pressure loss

and evaluate the suitability.

Part of SMART test Model and whole SMART Test Model is simulated to get

detailed information of the flow and examine the similarity.

FMHA Characteristics Test Module and Characteristics test of an integral-type

steam pressurizer are simulated to examine the similarity.

Ⅳ. Result of Project

According to grid dependency test and turbulent model comparison between the

numerical simulation results and the empirical correlation, the SST turbulent model is

more accurate than RNG k-ε model and Realizable k-ε model. But due to numerical

stability, the SST model cannot be used. So Realizable k-ε model is used due to

numerical stability and the accetable accuracy.

According to simulation results for the SMART Test model, there are similarity

between the real SMART Reactor. When one of four reactor coolant pump is

stopped, about 70% of the coolant is circulated and 30% coolant is bypassed.

The FMHA Characteristics Test Module has similarity between the real SMART

FMHA.

According to multiphase simulation for the 1/6th model of the Characteristics tes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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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ntegral-type steam pressurizer, there are similarity between the Real model.

Ⅴ. Contribution for Applications

This research set up the numerical method for the SMART Test Model. With the

method, we examine the SMART Test Model, then get detailed information of the

inside flow phenomena.

In the future, we apply this method to reactor development then we expect the cost

saving and reduce the length of developmen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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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세계 원자력 발전의 주 공급시장은 대용량 발전로 중심으로 형성되었지만, 2000년대 이

후 비발전분야에 활용되는 중소형원자로도 주요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다. 중소형원자로

는 분산전원 지역이나 전력 그리드 용량이 작은 개도국, 또는 원자력을 이용한 해수 담

수화를 고려하는 물 부족 국가 등을 중심으로 관심과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 중인 중소형원자로 SMART는 지난 10년간의 기술개발로 수출에 필

수적인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브랜드 인지도가 높고, IAEA 등으로부

터 중소형원자로 중 개발 정도가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용량 원전 도입이 

불가능한 인프라 부족국가 (전력망 크기, 국가 기반시설, GDP 규모 등의 제약) 혹은 개

도국에서의 중소형 원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고유의 중소형 원전 모델 개발이 

필요하며,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국제적 인지도가 높은 SMART의 표준설계인가 획득을 

통해 수출 기반을 확보하여야 한다.

SMART 원자로는 다양한 형태의 유로가 복합되어 있어 일반적인 경험상관식 또는 시험

데이터의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한편,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열수력 설계에 대한 기술 검

증을 위해 원자로유동분포 시험, 유동혼합헤더집합체 특성시험, 내장형가압기 특성시험 

등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시험에서는 제한적인 범위에서 변수들을 측정하므로 시험만으

로는 실 측정위치 이외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렵고 획득된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 등을 

도출하거나, 냉각재 계통의 문제점을 인식하기가 어려워 개선사항을 확보하는데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복잡한 유동현상을 분석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는 해석 대상 모든 지점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고, 원자로

유동분포시험장치의 전반적인 열유동적 흐름을 관찰할 수 있어 노심을 포함해 원자로유

동분포시험장치 내의 냉각수 흐름을 체계적이고 정량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본 연구는 수출용 중소형원전 개발을 위한 SMART 표준설계 인가 획득을 위한 원자로

유동분포 시험장치, 유동혼합헤더집합체 특성시험장치 그리고 내장형가압기 특성시험장

치에 대한 CFD 해석 자료의 확보와 표준설계와의 상사성 검토가  목적이다. 따라서, 실

험 및 경험상관식과의 비교검증을 통해 확립된 CFD 해석기술을 SMART 표준설계에 확

장적용하여 노심을 포함한 원자로유동분포시험장치과 원자로유동분포 시험장치, 유동혼

합헤더집합체 특성시험장치 및 내장형 증기 가압기 특성시험장치에 대한 열수력 해석을 

통해 설계 기술 확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내용 및 범위

본 연구개발의 최종목표는 원자로유동분포시험 장치와 유동혼합헤더집합체 특성시험장치 

및 내장형증기가압기 특성시험장치에 대한 CFD 예비해석을 수행하여 표준설계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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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의 유동현상의 차이점 및 상사성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계측기 설치위치 등 

시험장치 구성의 적절성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개발을 통해 각 시험장치의 

주요 부분별 압력, 온도 및 유동 분포 등 시험에서 제시하기 힘든 유동현상 정보에 대한 

해석 자료를 도출하였고, 각 시험모형 상세분석과 표준설계와의 비교를 통해 표준설계와 

검증시험의 차이점 및 상사성을 비교분석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기본 유동현상에 대한 격자조밀도 및 난류모형 분석을 위해 경험상관식과 해석결과를 제

3장 2절에서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SMART의 원자로냉각재계통을 구성하는 기본형상

인 오리피스, duct bend, 급확대관(sudden exapansion), 급축소관(sudden contraction)  

및 혼합날개(mixing vane)에 대한 격자조밀도와 난류모델의 정확도 및 적용범위를 확정

하였다. 일반적으로 SST k-ω 난류모델(SST)이 우수한 결과를 보였으며, Realizable k-

ε 난류모델(RKE)도 수렴성 및 정확도에서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 위의 기본유동현상 결

과를 바탕으로 SST 모델을 실제 SMART 해석에 적용한 경우 수렴성에 문제가 있어, 수

렴성 및 정확도에서 양호한 결과를 보인 RKE 모델을 기반으로 SMART 원자로냉각재계

통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SMART의 원자로 유동분포 시험장치는 원자로냉각재펌프(RCP : Reactor Coolant 

Pump)를 거쳐 증기발생기(SG : Steam Generator) 모의기를 지나고, 각각의 증기발생

기 모의기에서 배출되는 냉각재의 유동혼합을 위한 유동혼합헤더집합체(FMHA : Flow 

Mixing Header Assembly)를 지나게 된다. FMHA에서 혼합된 냉각재는 유동분배통(FS 

: Flow Skirt)와 하부노심지지판 (LCSP : Lower Core Support Plate)를 거쳐 핵연료

집합체 모의기를 지나고, 노심출구의 구조물인 핵연료정렬판(FAP : Fuel Alignment 

Plate)와 상부안내구조물(UGS : Upper Guide Structure)을 거쳐 다시 냉각재 펌프로 

유입된다. 본 연구개발에서 위의 시험장치의 냉각재 계통과 FMHA 특성시험장치 및 내

장형 증기가압기 특성시험장치에 대한 CFD해석을 수행하여 유동분포와 압력 및 온도분

포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표준설계와의 비교를 통해 각 시험장치의 상사성을 비

교하였다.

원자로 유동분포 시험장치는 표준설계의 1/5크기로 제작되었으며 형상이 복잡하여 축소

모형으로 제작하기 어려운 핵연료집합체와 증기발생기는 압력손실을 모사할 수 있는 모

의기로 대체하였다. 3장 3절에서는 증기발생기 모의기에 대한 유동해석을 수행하여 증기

발생기 모의기의 압력손실과 측정위치의 선정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3장 4절에서는 핵연

료집합체 모의기에 대한 유동해석을 수행하여 압력손실을 평가하고 유량이 불균일한 비

정상 조건에서의 모의기의 cross flow 상사성을 실제 핵연료집합체 모델의 유동해석결

과와 비교 평가하였다.

3장 5절에서는 원자로냉각재펌프(RCP) 및 증기발생기(SG) 모의기 주변부의 해석을 통

해 정상 및 비정상 조건에서의 증기발생기 출구의 유량편차가 표준설계와 유사한 것을 

확인하였다. 더하여, 1 pump 정지상황의 유량편차를 평가하여 극한상황에서의 유량불균

형을 평가하였다. 이와 같은 정량적인 평가 외에 유속과 압력분포에 대한 무차원화를 통

해 표준설계와 시험장치 사이의 정성적인 상사성을 파악하였다.

3장 6절에서는 유동혼합헤더 시험모형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여 최적화된 압력강하가 큰 

경우의 시험장치의 유동분포를 표준설계와 비교하여 상사성을 검토하였다.

노심 입구부는 유동분배통(Flow skirt)과 하부노심지지판(LCSP)로 구성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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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HA에서 배출되는 냉각재가 노심으로 유입되기 전에 추가적인 유동균일화를 위한 장

비이다. 3장 7절에서 정상상황과 10% 이내의 유량편차를 보이는 경우, 그리고 1개유로

가 막힌 상황에 대한 유동해석을 수행하여 시험장치의 Flow Skirt를 통과한 냉각재의 

유량균일화를 파악하였다. 마찬가지로 정량적인 수치 외에 압력과 속도장에 대한 무차원

화를 통해 유동분포 및 압력분포의 비교를 통해 서로 상사성을 검토하였다.

3장 8절에서 노심출구의 핵연료정렬판(FAP)을 포함한 노심상부구조물(UGS)에 대한 해

석을 수행하여 복잡한 유로를 지나는 냉각재의 유량분배 및 압력편차 등을 파악한 해석

자료를 제공하였다.

3장 9절 원자로유동분포시험장치 전체계통에 대한 유동해석을 수행하여 정상유량 상황

시에 유동분포 및 업력손실에 대한 해석자료를 확보하였다. 또한, 1 펌프 정지 상황에 

대한 유동해석을 수행하여 정지된 펌프로의 우회 유량을 확인하였다. 

3장 10절에서는 서울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동혼합헤더집합체 특성시험 장치에 대한 

열유동해석을 수행하여 표준설계와의 상사성을 검토하였다. 특성시험장치의 정상 조건과 

증기발생기가 고장 난 비정상 조건의 고온, 저온 냉각재의 열혼합과정에 대한 해석을 수

행하여 무차원화된 압력과 속도 및 온도장에 대한 비교평가를 통해 상사성을 검토하였

다.

마지막으로 3장 11절에서 원자로 상부에 있는 내장형 증기가압기 특성시험장치의 다상

유동현상을 해석하여 bubble rising에 의한 내부구조를 분석하고Vaporization에 의한 자

연대류 현상을 표준설계와 비교하여 서로 비슷한 유동분포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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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1절 국외 기술개발 현황

미국은 웨스팅하우스사 주도의 다국간 협력으로 중소형 일체형 원자로인 IRIS(350

MWe)를 개발 중임. 초장주기 설계, 핵확산 저항성 제고, 경제성 향상, 피동안전개념 도

입, 모듈개념 확장, 및 폐기물 생성량 최소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이다호 국립연구

소, 오레곤 주립대, 벡텔 등 원자력 기관의 협력으로 다목적 중소형 일체형 원자로인

MASLWR를 개발 중이며, 모듈 한개는 35 MWe로 30개를 한 부지에 설치하여 1,050

MWe를 발전하며 모듈별로도 사용할 수 있게 개발하고 있다. 로스 알라모스(Los

Alamos) 국립 연구소는 직경 1미터 크기의 가정용 소형 분리형 원자로인 Hyperion을 개

발 중이며, 이 같은 소형 원자로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아 핵확산

위험이 현저히 줄어드는 데다, 판매 시 이미 봉인된 상태로 지하에 매장하는 방법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도난 우려도 없다고 연구소 측은 설명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최근 뉴

멕시코 주에 위치한 하이페리온(Hyperion)사에 이 기술개발에 대한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의 경우 미쓰비시중공업 주도 하에 교토대학, 전력중앙연구소의 협력으로 일체형 원

자로인 IMR을 개발 중이며, 산업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용량의 신 개념 중소형원자로 기

술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JAEA)는 최근 도심 지하에 건설하여

냉난방, 온수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동형 일체형 원자로인 PSRD를 연구하고 있으며

해안 지역에 건설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일본원자력연구개발

기구는 비전력 분야 활용을 위한 선박 추진동력원으로 100/200/300 MWt급 일체형 원자

로인 MRX와 심해탐사정 동력원으로 150 kWe급 일체형 원자로인 DRX 개발을 집중적

으로 추진하여 현재 기술검증 일체형 고 개발 완료된 상태이다. 고효율 연안전는 방높은

100만kWt급 신형 원자로최근상용단계에 들어가고 있지만 출력이 10만kWt 이하인 소형

원자로에 대해괜하고개발을 진형 고 있고, 현재 도시바가 주체가 되어 개발하는 ‘4S

로’(Super Safe, Small and Simple reactor)인 나트륨냉각 소형 분리형 원자로는 연료 교

환도 없이 30년간 장기 운전할 수 있으며 제조공장에서 미리 조립하여 해상 수송하기 때

문에 공기도 크게 단축시키는 이점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는 중소규모 원자로 개발과 이의 활용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이며, 지형적 특성으

로 인해 중소규모 지역난방 및 전력생산용 원자로 개발이 특징적인 것으로 주목받고 있

다. 최근에는 신기술이 접목된 지역난방용 일체형 원자로인 AST의 건설 재개를 예정하

고 있고, 열병합용 분리형 원자로인 VBER를 개발 중이다. 현재 바지선 탑재 목적의 분

리형 원자로인 KLT-40S(30 MWe)가 건설 허가된 상태이다.

중국은 원자력기술의 자립화에 매우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가이다. 발전용 원자로

의 독자설계, 건설뿐만 아니라 연구용 원자로, 지역난방용 원자로를 독자기술로 개발하고

있으며, 건설, 운영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한 설계, 제작 기술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일찍이 독일과 협력하여 연구 목적의 지역난방용 일체형 원자로인

NHR-5(5 MWt)를 개발, 건설하여 3년간에 걸친 실증시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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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기술을 확보하였으며, 또한 1990년대 후반 모로코와 NHR-10(10 MWt)을 공동 개발

하고 이를 8,000 톤/일 담수생산에 활용하는 플랜트 건설 타당성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

한 바 있다. 이러한 확보된 기술을 바탕으로 용량이 격상된 지역난방용 일체형 원자로인

NHR-200을 개발하고 건설 준비 중에 있이며, NHR 원자로는 지역난방뿐만 아니라 해수

담수화 에너지원으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제2절 국내 기술개발 현황

국내에서는 원자력 해수담수화 에너지원으로 활용과 소규모 전력생산을 병행할 수 있는

중소형 일체형원자로에 관한 연구개발을 정부 주도로 '96년 11월부터 시작하여, 중장기

계획 사업으로 연결시켜 '97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SMART 개념설계에 착수하여 '99년

3월 개념설계를 완료하였고, 이후 '02년 3월 원자로계통에 대한 기본설계를 완료하였다.

일체형원자로는 열출력 330 MWt로 개발되었으며 인구 10만 도시에 물과 전기를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인 전기출력 90 MWe 및 담수 생산용량 40,000 톤/일로 개발되었다.

'02년 7월부터 '06년 2월까지 SMART의 종합적인 기술 실증을 위한 1/5 sca의 종

SMART-P(65 MWt) 개발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이 기발 중에 개별효과시험, 축소모델

고온·고압열수력 검증시험, 핵심기기(증기발생기, 제어봉구동장치, 원자로 냉각재펌프)의

축소규모 시제품을 제작하고 성능시험을 수행하였다.

'06년 7월부터 '07년 6월까지 'SMART 원자로계통 설계 PPS(사전실시용역) 연구'를 수

행하였고,. 이 연구는 기 수행된 기본설계 개발 및 SMART-P의 인허가시 도출된 제반

기술현안 및 인허가 현안의 해결 방안을 평가하고, 원자로계통의 설계최적화 방안을 도

출하며, 관련 기기 제작성 및 유지보수 가능성을 평가하고 보완함으로써 기술 구현성, 인

허가성 및 경제성을 증진하였다.

이상과 같이 지난 10년간의 기술개발을 통해 원천기술을 확보하였으나, 향후 기술검증을

통해 표준설계 인가에 필수적인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본 연구에

서는 전산유체역학(Comfutational Fluid Dynamics)를 이용하여 표준설계 인가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자 한다. 전산유체역학에서는 유체 입자 하나하나를 추적하면서 푸는

Lagrangian 관점으로는 유동해석이 어려운 때가 많으므로 보통 관심이 있는 영역을 정

하고서 그 영역에 대해서 질량, 운동량, 에너지 등의 보존 법칙을 적용함으로써 밀도, 속

도, 압력, 온도 등의 물리량들을 얻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Eulerian 관점에 의해 방정식

을 유도하면서 나타나는 비선형(nonlinear)항 때문에, 형상이 아주 간단한 문제를 제외하

고서는 해석적인 해(analytic solution)를 얻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산유체역학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방법에서는 관심 영역을 수많은 작은 영역으로 나누고,

각각의 작은 영역에 보존법칙들을 적용하여 근사적인 수치적인 해를 얻는 방법을 적용하

고 있는데, 최근 컴퓨터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특히 비정렬 격자계(unstructured grid)의

도입으로 인하여 산업체 현장에서의 적용이 매우 활발해지고 있는 분야이다.

본 연구는 SMART 표준설계 인가 획득을 위해 실시되는 유동분포 시험, 유동혼합헤더

집합체 특성시험장치 및 내장형증기가압기 특성시험장치에 대한 CFD 해석자료 및 표준

설계와의 상사성평가를 제공함으로써, 10년간의 연구개발성과를 밑바탕으로 한 수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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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원전 개발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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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제1절 수치기법

1. 전산유체역학 일반 및 지배방정식

유체 및 에너지의 이동현상의 해석에 필요한 방정식은 질량, 운동량, 에너지 보존법칙을

미소의 체적에 적용하여 얻어진 비선형 연립 편미분방정식이다. 운동량 해석에 있어서는

난류 유동의 해석을 위한 방정식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질량 보존방정식

∂ρ
∂t

+
∂
∂xi

(ρu i) =Sm

Sm ; 화학반응에 의한 질량 Source항

● 운동량 보존방정식

∂
∂t

(ρu i) +
∂
∂xi

(ρu iu j) = -
∂p
∂xi

+
∂τij

∂xj

+ρgi +Fi

p ; 정압

τ ij ; 응력 텐서 (stress tensor)

τij = [μ (
∂u i

∂xj

+
∂u j

∂xi

)] -
2
3

μ
∂u l

∂xl
δij

gi, Fi ; 중력과 Body force

● 에너지 보존방정식

∂
∂t

(ρh) +
∂
∂xi

(ρu ih) =
∂
∂xi

(K
∂T
∂xi

)

-
∂
∂xi

∑
j'
h

j 'J j ' +
∂p
∂t

+ u i
∂p
∂xi

+ τij

∂u i

∂xj

+ Sh

h = ∑
i'

mih i ' = ⌠
⌡

T

Tref

C
p, i ' dT

Tref ; (기준온도) reference temperature

T ; 온도

τ ij ; 점성 응력 텐서 (viscous stress tensor)

J
j ' ; j' 번째 화학종의 유속



- 8 -

K ; 혼합물의 열전도 계수

Sh ; 화학반응이나 복사에 의한 엔탈피 증가

● 난류 모델 (Standard k-ε 모델)

∂
∂t

(ρk) +
∂
∂xi

(ρu ik) =
∂
∂xi

(
μt

σk

∂k
∂xi

) + Gk + Gb - ρε

∂
∂t

(ρε) +
∂
∂xi

(ρu iε) =
∂
∂xi

(
mt

σε

∂ε
∂xi

)

+ C 1ε
ε
k
(Gk+ (1 -C 3ε)Gb) -C 2ερ

ε2

k

C 1ε = 1.44, C 2ε = 1.92, σk = 1.0, σε = 1.3

Gk = μt (
∂u j

∂xi

+
∂u i

∂xj

)
∂u j

∂xi

Gb = -gi (
μt

ρσh

⋅
∂ρ
∂xi

)

2. 유한체적법

위의 방정식에 대하여,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계산 영역은 여러 개의 작은 영역으로 분할

된다. 이 분할된 모양을 격자라고 하며 각각의 작은 영역을 제어체적(control volume 또

는 cell)이라고 한다. 3차원일 경우 제어체적들은 보통 육면체이거나 사면체의 형상을 가

진다. 모든 물리량들은 이 제어체적들의 중심에 저장된다. 이렇게 각 제어체적에 보존법

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유한체적법이라고 한다. 여기에서는 아래의 개략도와

같은 1차원 제어체적에 대하여 유한체적법을 이용해 방정식을 이산화하는 과정을 보이고

자 한다.

W P E

● ● ●

w e

1차원 제어체적

위에서 보듯이 각 제어체적의 중심은 W, P, E이며 제어체적 사이의 인접면는 w와 e 이

다. 1차원, 정상상태(steady state)일 경우 스칼라 φ의 보존식은 다음과 같으며 질량, 

운동량 등의 보존방정식은 모두 이 형태로 볼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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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ρuφ)
∂x

=
∂
∂x (Γ ∂φ

∂x )+Sφ

이식을 제어체적 P에 적용하여 적분하고 divergence theorem을 적용한다. 왼쪽의 

convection term의 경우는 

⌠
⌡Volume V

∂(ρuφ)
∂x

dV = ⌠
⌡surface A

ρuφ dA

                  = (ρuφA)e - (ρuφA)w

오른쪽의 diffusion term과 source term은 

⌠
⌡Volume V

[ ∂
∂x (Γ ∂φ

∂x )+Sφ ] dV = (Γ
∂φ
∂x

A)e-(Γ
∂φ
∂x

A)w + Sφ △V

모든 변수는 제어체적의 중심인 P, W, 그리고 E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φ와
∂φ
∂x
의 e

와 w에서의 값은 center 값으로부터 계산해야만 한다. 이 값들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1)

first order upwind scheme, 2) power-low scheme, 3) second order upwind scheme 등

이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적분식을 각 제어체적에 대해 계산하고서 조합하면 다음과 같은 대수방

정식으로 표현된다. 즉, 컴퓨터 또는 matrix solver가 인식할 없는 편미분방정식에서,

matrix solver를 이용할 수 있는 대수방정식으로 변환된 것이다.

aPφP=∑
nb
anbφnb+b

여기서 nb는 제어체적 P의 이웃 제어체적들을 나타낸다. 이차원 사각형 격자의 경우 P

의 이웃 셀은 모두 4개이며 3차원 육면체의 경우는 6개가 된다. 그리고 a P와 a nb가 φ

의 함수이므로, 즉 비선형 방정식이므로 반복계산법에 의해서 해를 얻어야만 한다.

3. 계산 알고리즘

본 연구에서 사용된 FLUENT 코드에서 제공하는 여러 알고리듬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SIMPLE 계열의 알고리즘을 채택하였으며 속도항과 압력항에서 각각의 성분을 따로 푸

는 Segregated solver를 이용하였다. 수치해석은 아래의 순서 및 개략도와 같은 순서로

계산된다.

• u, v, w 방향의 운동량 보전방정식을 각각 계산한다.

• 위에서 얻어진 속도는 질량보존을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어, 연속방정식으

로부터 질량보존에 대한 계산을 수행한 후 속도성분을 update한다.

• 엔탈피와 각각의 species를 계산한다.

• 난류(turbulence kinetic energy, eddy dissipation rate)에 대한 계산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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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속도 성분을 update한다.

• 유체의 property를 update한다.

• 수렴성을 판단하여 수렴하였으면 계산을 끝내고, 수렴하지 않았으면 다시

상기에서 반복 계산한다.

 Update Properties

Repeat

Check convergence

Solve Turbulence

Kinetic Energy

Solve Mass 

Conservation ;

Solve Enthalpy

Solve 

Solve Species

Solve 

Solve Eddy Diss. 

Begin Loop

Solve 

Exit Loop

Segregated Solver 알고리즘 개략도

4. 난류 모델 (Turbulence Models)

가. 난류모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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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류는 공간과 시간에 대한 유동의 교란으로 발생하며, 주로 3차원 비정상 유동이고 많

은 유동 scale을 갖는다. 난류는 유동의 특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유동에서 관성력이

점성력에 비해서 두드러지게 클 때, 즉 레이놀즈수가 큰 경우 발생한다.

Navier-Stokes 방정식은 부가적인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난류와 층류를 모두 기술

한다. 그러나 실제 레이놀즈수에서 난류의 길이와 시간 scale은 매우 다양하며 일반적으

로 수치해석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제어체적보다 작은 길이 scale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유동을 직접 수치 모사(DNS)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컴퓨터 성능이

필요하므로 이것은 미래에나 가능할 것이다.

난류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난류모델을 이용하는 많은 CFD 기법들이 개발되어 왔다.

특히, 난류모델은 불가능할 정도의 조밀격자를 이용한 계산이나 DNS에 의존하지 않고도

난류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개발되어 왔다.

CFD해석코드는 Reynolds-Averaged Navier-Stokes(RANS) 방정식에 기초한 다양한 난

류모델을 개발해 왔다. 이 중 일부는 특정한 유동현상에 적합한 것도 있으며 적정한 신

뢰수준 하에 다양한 유동현상에 적용 가능한 모델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 RANS 모델은

다음과 같이 Eddy-viscosity 모델과 Reynolds-Stress 모델로 크게 구분 된다.

Eddy-viscosity Model

- Zero Equation Model

- Standard k-ε Model

- RNG k-ε Model

- Standard k-ω Model

- Realizable k-ε Model

- SST k-ω Based Model

Reynolds-Stress Model (RSM)

- Launder, Reece and Rodi Isotropisation of Production Model (LRR Reynolds

Stress)

- Launder, Reece and Rodi Quasi-Isotropisation Model (QI LRR Reynolds Stress)

- Speziable, Sarkar and Gatski (SSG Reynolds Stress)

또한, RANS 방정식에 기초하지 않은 난류모델로 Large Eddy Simulation(LES) 모델과

Detached Eddy Simulation(DES) 모델도 제공한다.

나. 주요 난류모델 비교

유동해석을 할 때 가장 큰 에러의 원인 중에 하나가 난류모델의 부적절한 사용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벽 근처의 격자생성에 있어 모든 영역에 y+를 맞춘다는 것은 3차원

유동해석에서는 상당히 힘든 일이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standard wall function

을 사용하는 k-ε모델의 경우 y+가 로그영역에 있을 경우에만 정확도를 보장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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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층류저층영역으로 들어올 정도로 y+가 작아지면 에러가 커지게 된다. 그러나 경계층

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벽 근처에 격자를 조밀하게 생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y+

가 상당히 작아서 standard wall function은 문제가 발생한다.

저 레이놀즈 수 k-ε 모델은 복잡한 damping term 때문에 수렴성에 문제가 많으므로, 저

레이놀즈 유동을 해석할 경우 벽 근처에서의 해석이 용이한 ω-방정식을 권장하고 있다.

Wilcox 모델의 벽 근처 공식에서는 부가적인 viscous sublayer damping 함수가 필요하

지 않고, 유체 해석에서 중요한 거친 벽면 효과와 표면 질량 분사(surface mass

injection)를 반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Wilcox모델의 단점으로 free stream 에 민감한

결과를 보이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모델로 k-ε모델과 k-ω모델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려 벽 근처에서는 k-ω모델을 사용하고 바깥쪽은 k-ε모델을 사용하는

SST(shear stress transport) 모델을 지원하고 있다.

ω-방정식의 또 다른 장점은 “자동 벽 처리법(automatic wall treatment)”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동 벽 처리법”의 목표는 가능한 grid의 y+에 무관하게 해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표준 viscous sublayer모델들이 벽 전단응력과 벽 열전달을 정확

히 해석하기 위해 y+~1의 격자를 요구하는데 반하여 “자동 벽 처리법”은 아주 성긴 벽

grid(y+)도 지원할 수 있다. 유체 내의 유동은 복잡한 3차원 유동으로 모든 벽의 y+를

동일한 수준으로 격자를 생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위의 기능은 특히 중요하다.

현재 주로 사용되고 있는 eddy-viscosity 난류 모델은 해를 구하는데 요구되는 수치적

비용이 적당하다는데 장점이 있다. two-equation의 경우에서 CPU 시간의 증가는 층류

해와 비교 시 10% 정도이며, 와점성 모델들은 수치적으로 robust하며 이런 특징은 CFD

엔지니어에게 가장 중요한 난류 모델 특성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two-equation 모델들은 난류 전단 응력의 수송이 고려되지 않을 때, 역압력 구배

하에서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단응력의 수송을 고려하

지 않을 경우 와점성을 과도하게 예측하며 이의 가장 간단한 해결방법은 와점성 공식에

제한자(limiter)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k-ε모델 비해 SST 모델의 박리

예측이 뛰어나며, 역 압력 구배 해석에 있어서 SST limiter 이상의 난류모델을 사용하는

데 따른 장점은 거의 없다.

그러나 모든 유동이 와점성 모델만으로 계산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으며,

Reynolds Stress Model(RSM)과 Explicit Algebraic Reynolds Stress Model(EARSM)은

표준 와점성 모델에 의해 모사 될 수 없는 추가적인 물리 효과들을 고려할 수 있다. 즉,

corner에서의 이차 유동, streamline curvature, 시스템 회전 효과와 정체점 취급의 향상

등이다.

LES의 부가적인 이점의 하나는 LES 에 의해서 천이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

나 EU 프로젝트 LESFOIL의 결과 중간정도의 레이놀즈수의 유동에서조차 LES로 계산

을 하기가 어렵고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이 밝혀졌다. Spalart에 의하면 LES의 주요

계산 비용이 벽 경계층을 해석하기 위해 요구되는 높은 해상도로부터 발생한다. 그러나,

free shear flow에 같은 경우에는 LES 시뮬레이션을 RANS 방정식에 사용하는 것과 유

사한 resolution의 격자에서 수행될 수 있다. 이런 결과에 근거하여 Spalart는 Detached

Eddy Simulation(DESn(개념을 제안하였다. DES는 attached 된 영역이나 박리가 약한

영역에는 RANS를 적다. 이박리가 심한 후류 등의 영역에는 LES를 적용하는 hybrid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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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다. 일반적인 DES의 문제점은 attached 경계조건에서 DES 모드의 활성화에 의해

실제와 다른 artificial(또는 grid-induced) separation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

은 격자를 조밀하게 할 경우 언제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표준 형태의 DES는 산업

현장에서의 복잡한 유동에 적합하지 않다.

다. 통계적 난류 모델과 닫힘 문제

난류에 의한 교란의 시간 scale보다 훨씬 큰 시간 scale에 대해 난류를 평균하면 시간에

따라 변하는 부가적인 교란성분이 생긴다. 예를 들어, 속도 성분은 평균 성분과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성분으로 나눌 수 있다. 원래의 unsteady Navier-Stokes 방정식을 평균성

분과 변동성분을 이용해 시간 평균하면 Reynolds Averaged Navier-Stokes (RANS) 방

정식을 얻을 수 있는데, 난류모델은 변동성분을 모델링함으로써 평균성분 만으로 방정식

이 표현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모든 난류 scale이 모델링에 포함되며, RANS에 근거

한 난류모델은 그 방정식을 얻기 위해 통계학적으로 평균화하는 과정을 거치므로 통계학

적 난류모델(statistical turbulence model) 알려져 있다.

RANS 방정식을 이용한 해석은 DNS에 비해 계산시간이 훨씬 절감되므로 실제 공학문

제 해석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평균화 과정에서 부가적인 미지항이 발생하는데

이 미지항은 변동 성분의 곱으로 표현되며 유체에 부가적인 응력항과 같이 작용한다. 따

라서 이 항을 ‘turbulent’ 혹은 ‘Reynolds’ 응력(stress)이라고 부르는데, 이 항은 직접 결

정하기 어려우며 새로운 미지항이 된다. 결과적으로 미지수의 개수가 방정식의 개수보다

많아지게 되고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부가적인 방정식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닫힘 (closure)’ 문제라고 한다. 닫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레이놀즈 응력항을 평균성분

으로 모델링하는 과정이 난류모델이며 사용된 식의 형태에 따라 난류모델이 분류된다.

라. RANS 방정식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난류 모델은 평균성분과 변동성분을 도입하여 수정된 수송방정

식의 해를 구하기 위한 수단이다. 예를 들어 속도 U는 평균성분 Ū와 시간에 따른 변동

성분 u로 나눌 수 있다.

uUU +=
-

 ,  여기서 

 
ò
D+-

D
=

tt

t

Udt
t

U 1

                              

Δt는 난류의 변동 scale보다 상대적으로 큰 시간 scale이지만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전체

시간보다는 작은 시간 scale이다. 원래 수송방정식에 시간 평균된 물리량을 대입하면 아

래와 같은 RANS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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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τ 는 분자 응력 텐서(molecular stress tensor)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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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방정식은 변화가 없으나 운동량과 스칼라 수송방정식은 레이놀즈 응력항인

uuÄr , 레이놀즈 유속 fru 등 분자 확산 유속에 난류 유속항을 더한 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항은 비평균화 방정식의 비선형 대류항으로부터 생성된다. 이 항들은 난류의

속도 교란에 의한 대류는, 분자 수준에서 열적 교란에 의한 것 보다 혼합을 증가시킨다

는 사실을 의미한다. 높은 레이놀즈수에서 난류의 속도 교란은 열적 교란의 평균자유경

로(mean free path)보다 훨씬 큰 길이 scale을 갖는다. 따라서, 난류 유속은 분자 유속보

다 훨씬 크게 된다.

레이놀즈 평균 에너지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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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평균된 전체 엔탈피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kUhhtot ++= 2

2
1

                                            

총엔탈피는 평균윤동에너지(mean kinetic energy)와 난류운동에너지 (turbulent kinetic

energy)를 포함한다. 난류운동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2

2
1 uk =

                                                    

난류 모델은 레이놀즈 응력과 레이놀즈 유속의 계산을 위한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레이놀

즈 평균방정식을 닫아주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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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기본 유동현상 ref 검토를 통한 격자조밀도 및 난류

모형 분석과 경험상관식과의 비교

본 연구에서 SMART 원자로유동분포시험장치를 수치해석을 이용하여 평가하기 위해서

는 원자로냉각재계통(RCS, Reactor Coolant System) 해석에 적합한 난류모델과 격자 조

밀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SMART 유동분포시험장치 전체에 대해 격자조밀

도와 난류모델을 평가하기에는 필요한 컴퓨터자원과 연구기간이 과다하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유동분포시험장치를 구성하는 기본요소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여 난류모델

과 격자 조밀도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SMART 유동분포시험

장치에 대한 수치해석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컴퓨터자원의 부족으로 필요수준의 격자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에러의 범위 등을 가늠할 수 있다.

SMART 유동분포시험장치의 원자로냉각재계통은 원자로냉각재펌프(RCP, Reactor

Coolant Pump)로부터 배출된 냉각재가 orifice로 형성된 증기발생기 상부를 지나, 복잡한

관로로 이루어진 증기발생기를 거쳐 냉각된다. 온도가 감소된 냉각재는 열혼합을 위한

장치인 유동혼합헤더집합체(FMHA)를 통과한 후 유동분배통(Flow Skirt)을 지나 노심으

로 유입된다. 유동혼합헤더집합체와 유동분배통은 냉각재의 혼합과 유동 안정화를 위해

무수히 많은 오리피스로 구성되어 있다. 노심을 통과하면서 가열된 냉각재는 노심상부구

조물(Upper Guide Structure)를 통과해 다시 펌프로 유입되게 된다. 노심의 핵연료집합

체는 혼합날개(mixing vane)와 좁은 채널을 가지는 유로로 구성되어 있으며, 냉각재는

하부노심지지판(LCSP), 핵연료정렬판(FAP) 등의 오리피스와 채널로 구성된 유로를 통과

한다. UGS 또한 오리피스와 채널로 구성되어 있으며 SMART 원자로냉각재계통은 위와

같은 복잡한 형태의 유로를 지나면서 급격히 확대되거나 축소되는 유로를 경험하게 된

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이 SMART 원자로냉각재계통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형상에

대한 격자 및 난류모델 검토를 통해 수치해석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SMART 유동분포시험장치의 원자로냉각재계통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리피스,

duct bend, 급확대관(sudden exapansion), 급축소관(sudden contraction) 및 혼합날개

(mixing vane)와 같은 기본형상의 유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에 대한 난류모델과 격

자조밀도를 검토하였다. 수치해석에 적용하기 위해 개발된 난류모델의 종류는 다양하나,

LES나 Reynolds Stress model 등은 해석시간과 효율성면에서 본 연구와 같은 Reynolds

수가 큰 유동해석에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공학문제에 많이 사용되

는 2방정식 난류모델을 평가하였다. 예비해석 단계에서는 2방정식 난류모델 중에서도

비교적 정확성과 효율성에서 우수하다고 알려진, RNG k- 모델과 Realizable k- 모델

및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SST모델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각각의 기본 유동형상에 대해 위의 3개의 난류모델과 tetra/prism, hexa 격자를 조밀도를

바꾸어 가며 테스트한 결과 SST모델의 정확도가 비교적 뛰어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

나, 복잡한 유동에서의 수렴성 및 정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SST와 Realizable k-

모델이 본 연구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SMART 원자로냉각재계통해석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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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리피스에 대한 격자조밀도 및 난류모형 분석

SMART 원자로냉각재계통을 구성하는 주요요소인 유동혼합헤더집합체(FMHA), 하부노

심지지판(LCSP), 핵연료정렬판(FAP), 상부안내구조물(UGS), 증기발생기(SG) cap과 유

동분배통(flow skirt) 등은 기본적으로 오리피스(orifice)가 많이 장착된 구조물이다. 그러

므로 본 연구에서는 우선 오리피스에 대한 난류모델과 격자조밀도의 평가를 수행하였다.

SMART 원자로냉각재계통에 존재하는 오리피스는 직경과 두께 등이 다양하므로 모든

오리피스형상에 대해 난류모델과 격자모델을 평가하는 것은 주어진 연구기간에 성과를

내기에는 비효율적이다. 그러므로 SMART 원자로냉각재계통에서 중요도가 높고 가장

많은 오리피스형상을 가지고 있는 유동혼합헤더집합체(FMHA)의 오리피스를 기본형상으

로 설정하였다. 유동혼합헤더집합체의 오리피스도 일정한 직경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유

동의 균일화를 위해 오리피스 홀의 직경이 다양하므로 대체적으로 평균적인 직경의 오리

피스에 대해 평가를 수행하였다.

<그림 3-1>은 평가대상으로 선정한 오리피스 형상이며, 유동혼합헤더집합체에 존재하는

오리피스의 직경이 50mm에서 100mm 정도의 크기로 다양하게 변경될 수 있으므로 평균

직경인 75mm를 대표직경으로 선정하였다. 오리피스의 두께는 외부원통 두께인 50mm를

선정하였으며 외부 관경은 유동혼합헤더집합체의 전체유로를 오리피스의 개수로 나누어

평균적인 수력직경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위와 같이 선정된 <그림 3-1>의 기본형상에

대해 tetra/prism 격자와 hexa 격자를 생성하여 난류모델과 격자조밀도 검사를 수행하였

으며, 생성된 hexahedral 격자의 입력변수와 형상은 각각 <표 3-1>과 <그림 3-2>에 나

타내었다. tetra/prism 격자의 입력변수와 형상은 각각 <표 3-2>와 <그림 3-3>에 나타

내었다.

유동해석결과와 비교하기 위한 값으로 상관식[1]에서 얻은 수식에 의해 평가된 압력손실

을 사용하였으며, <그림 3-4>의 오리피스 실험상관식에 의한 값을 사용하였다. 오리피스

실험상관식에 의해 평가된 압력손실은 <표 3-3>과 같으며 선정된 오리피스에서 발생하

는 압력손실은 815.6 Pa 정도의 전압손실일 것으로 판단된다. 실험상관식에 의해 예측된

압력손실이 각각의 격자와 난류모델에서 어느 정도 정확도로 평가되는지를 파악하기 위

해 유동해석을 수행하였으며 <표 3-4>에 hexahedral 격자에 의한 결과와 <표 3-5>에

tetra/prism 격자에 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각각의 결과를 검토하면, hexahedral 격자가

tetra/prism 격자보다 높은 정밀도를 나타내고 있다. hexahedral 격자는 SST 모델의 경

우 조밀한 격자에서 2%정도의 오차를 보이는 반면, tetra/prism 격자는 9% 정도의 오차

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tetra/prism 격자는 elements의 수는 hexahedral 격

자에 비해 많지만 node의 개념으로는 오히려 적다. 그러나 격자를 조밀하게 할수록 압력

손실이 실험상관식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격자를 늘리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오리피스 형상과 같은 기본형상에는 hexahedral 격자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난류모델의 경우 SST k-ω 모델이 비교적 일관되고 정확도가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Realizable k- 모델의 결과는 약 6%정도의 오차를 보이고 있고, RNG k- 모델의 경우

해석이 불안정한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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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Orifice 형상

<표 3-1> Orifice hexa meshing parameter ( n : number of nodes, r : ratio, s : spacing(mm))

<그림 3-2> Orifice hexahedral 격자

<표 3-2> Orifice tetra/prism meshing parameter ( n : number of nodes, r :

ratio, s : spacing(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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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Orifice tetra/prism 격자

<그림 3-4 > Orifice 실험상관식



- 19 -

<표 3-4 > 난류모델과 격자밀도에 의한 Orifice의 압력손실 비교 - hexa

<표 3-3 > 실험상관식에 의한 Orifice 압력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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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 난류모델과 격자밀도에 의한 Orifice의 압력손실 비교 - tetra/prism

2. Duct bend에 대한 격자조밀도 및 난류모형 분석

SMART의 원자로냉각재계통에서 가장 복잡한 형태를 보이는 것이 핵연료정렬판(Fuel

Alignment Plate)를 포함한 노심상부구조물(Upper Structure Guide)이다. 노심상부구조물

은 제어봉, ICI 등의 복잡한 구조물과 더불어 우회유로 및 여러 개의 채널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유로를 연결하는 구멍과 원통관 등의 복합체로 이루어져 있다. 기본형상

으로 선정된 duct bend는 이런 구조물 중에 있는 곡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것

이다. <그림 3-5>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circular duct bend의 개략도이며, <표 3-6>와

<그림 3-6>은 해석에 사용된 hexa격자의 파라미터와 형상을 나타낸 것이고 <표 3-7>

과 <그림 3-7>은 tetra/prism 격자에 대한 파라미터와 형상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3-8>에 표현된 실험상관식에 의해 압력손실을 계산하면 <표 3-8>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예측된 실험상관식에 의한 압력손실은 51.7 Pa이다.

계산결과로 얻어진 각각의 난류모델과 격자에 의한 압력손실을 <표 3-9>와 <표 3-10>

에 나타내었다. circular duct의 경우 SST모델의 예측이 다른 모델에 비해 뛰어난 것으

로 보이며, SST모델의 hexa 격자를 사용한 경우 2%정도의 오차를 보이는 반면

Realizable k-경우 13%정도의 오차를 보이고 있다. tetra/prism 격자를 사용한 경우 각

모델의 차이가 크지 않으며 모두 15%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

에서 circular duct bend의 경우 hexahedral 격자를 사용한 SST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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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 Circular duct bend 형상

<표 3-6> Duct bend hexa meshing parameter ( n : number of nodes, r :

ratio, s : spacing(mm))

<그림 3-6 > Circular duct bend hexa 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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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Duct bend tetra/prism meshing parameter ( n : number of nodes, r

: ratio, s : spacing(mm))

<그림 3-7 > Circular duct bend tetra/prism 격자

<그림 3-8 > Circular duct bend

실험상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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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실험상관식에 의한 circular duct bend 압력

손실

<표 3-9> 난류모델과 격자밀도에 의한 duct bend의 압력손실 비교 - he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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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난류모델과 격자밀도에 의한 duct bend의 압력손실 비교 -

tetra/prism

3. 급축소관에 대한 격자조밀도 및 난류모형 분석

급축소관(sudden contraction)은 SMART 냉각재 계통에서 유동분배통을 지나 노심으로

유입되는 유동이나 노심상부구조물(UGS)에서 주로 발생한다. <그림 3-9>에 해석에 적

용한 급축소관의 형상을 나타내었으며, <표 3-11>과 <그림 3-10>에는 각각 hexahedral

격자의 입력변수와 형상을 <표 3-12>과 <그림 3-11>에는 각각 tetra/prsim 격자의 입

력변수와 형상을 나타내었다. 해석결과와 비교하기 위한 실험상관식은 <그림 3-12>에

나타내었으며, 이의 결과는 <표 3-13>에서 1445.3 Pa의 압력손실을 보이고 있다. 실험상

관식과 비교검증하기 위해 각각의 난류모델과 격자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여 <표 3-14>

에는 hexahedral 격자의 결과를 <표 3-15>에는 tetra/prism격자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검토에서 급축소관의 경우 실험상관식과 상당한 오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된다. hexahedral격자 뿐 아니라 tetra/prism격자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난류모델별 결

과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급축소관의 경우 유동박리의 예측이 뛰어난

SST모델의 장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험값과의 차이가 켜서 특정 난류모델

이 우수하다고 판단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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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 Sudden contraction 형상

<표 3-11> Sudden contraction hexa meshing parameter ( n : number of

nodes, r : ratio, s : spacing(mm))

<그림 3-10 > Sudden contraction hexa 격자

<표 3-12> Sudden contraction tetra/prism meshing parameter ( n :

number of nodes, r : ratio, s : spacing(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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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 Sudden contraction tetra/prism 격자

<그림 3-12 > Sudden contraction 실험상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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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실험상관식에 의한 sudden contraction 압력손실

<표 3-14> 난류모델과 격자밀도에 의한 sudden contraction의 압력손실 비교 -

he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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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난류모델과 격자밀도에 의한 sudden contraction의 압력손실 비교 -

tetra/prism

4. 급확대관에 대한 격자조밀도 및 난류모형 분석

<그림 3-13>은 해석에 적용한 급확대관의 형상을 나타낸 것이다. 급확대관은 냉각재유

로에서 채널을 통과한 후 노심상부구조물 등으로 유입되거나, 노심상부구조물의 지지구

조를 통과하는 냉각재가 경험할 수 있는 유동현상이다. <그림 3-14>와 <표 3-16>은 해

석에 적용한 hexahedral 격자의 입력변수와 형상을 나타내고 <표 3-17>과 <그림 3-15>

는 tetra/prism 격자의 입력변수와 형상을 나타낸 것이다. 각각의 격자를 이용하여 해석

한 결과를 비교하기 위한 실험상관식은 <그림 3-16>에 나타내었으며, <표 3-18>의 결

과와 같이 2168 Pa의 압력손실이 예측된다. 실험상관식과 비교하기 위한 각각의 격자와

난류모델의 압력손실데이터를 <표 3-19>와 <표 3-20> 에 나타내었다. 급확대관의 해석

결과는 난류모델과 격자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4~6% 정도의 오차를

보이고 있다. RNG k-는 다른 형상에 대한 테스트에서와 같이 수렴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Realizable k-나 SST는 결과의 정확도와 수렴성에 서로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림 3-13 > Sudden expansion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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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Sudden expansion hexa meshing parameter (n : number of nodes,

r : ratio, s : spacing(mm))

<그림 3-14 > Sudden expansion hexa 격자

<표 3-17> Sudden expansion tetra/prism meshing parameter (n : number of

nodes, r : ratio, s : spacing(mm))

<그림 3-15 > Sudden expansion tetra/prism 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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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 Sudden expansion 실험상관식



- 31 -

<표 3-18> 실험상관식에 의한 sudden expansion 압력손실

<표 3-19> 난류모델과 격자밀도에 의한 sudden expansion의 압력손실 비교 -

he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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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0> 난류모델과 격자밀도에 의한 sudden expansion의 압력손실 비교 -

tetra/prism

5. 혼합날개에 대한 격자조밀도 및 난류모형 분석

마지막으로 검토한 기본형상은 혼합날개(mixing vane)이다. 혼합날개는 핵연료집합체를

구성하는 주요인자이며, SMART 원자로냉각계통유로에서 앞 절에서 평가한 기본형상에

포함되지 않는 날개모양의 형상이다. 혼합날개의 경우 hexa 격자를 이용하여 해석한 사

례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접근방법에서는 tetra/prism 격자만을 사용하

므로 tetra/prism 격자만을 평가하였다. <그림 3-17>은 혼합날개의 형상을 나타내는 데,

참고한 혼합날개의 패턴은 4개의 개별유로로 묶을 경우 translational 주기조건의 적용이

가능하므로, 4개의 개별유로는 묶어서 해석을 진행하였다. 경계조건은 참고논문에 적용된

값을 적용하였으며, 실험상관식이 없으므로 해석결과와 비교하기 위한 압력손실 자료도

참고논문에 제시된 값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림 3-18>은 해석된 결과에서 혼합날개 후

류의 속도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혼합날개에 의한 swirling 현상이 잘 나타나고 있다.

<표 3-21>은 해석에 적용된 tetra/prism 격자의 개수와 각각의 격자에서 적용한 난류모

델에 의해 예측된 압력손실을 나타낸 것이다. 격자가 적은 경우 기준값인 49000Pa에 비

해 작은 값이 예측되지만, 격자가 조밀한 경우 상당히 근접한 결과는 모든 난류모델에서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격자 조밀도에 따른 격자의존성을 검토하면 SST 모델이 비교적

성긴 격자에서도 예측되는 압력의 편차가 작아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파

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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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Mixing vane 형상 및 입구조건

<그림 3-18> Vane 후류의 속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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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난류모델과 격자밀도에 의한 Mixing vane 압력손실 비교

6. 기본 형상에 대한 난류모델 및 격자조밀도 비교분석결과

본 절에서는 SMART 냉각유로계통에서 파악할 수 있는 기본유동현상에 대한 난류모델

의 적합성과 격자조밀도에 의한 의존성을 파악하였다.

기본 형상 중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오리피스의 경우 SST모델이 비교적 일관되고 정

확도가 높으며 2%이내의 오차를 보이고 있으며, Realizable k-의 결과는 약 6%정도의

오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모든 난류모델에서 hexahedral 격자의 오차가 작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Circular duct bend의 경우도 SST난류모델이 2%정도의 오차를

보이는 반면 Realizable k- 모델은 13%의 오차를 보이고 있어 SST 난류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급축소관의 경우 실험값과의 오차가 커 특정난류모델이 장점을 보이지 않았으며,

급확대관의 경우 난류모델과 격자의 차이에 무관하게 모두 4∼6%정도의 오차를 보인다.

급확대, 급축소관에서는 격자 및 난류모델의 의존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혼합

날개의 경우는 tetra/prism 격자만을 검토하였으며, 난류모델의 차이를 구분할 수 없었

다.

위와 같은 기본유동현상에 대한 분석에서는 SST모델이 다른 난류모델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훨씬 복잡한 SMART의 실제유로에서는 수렴성 등의 문제로 오차

가 좀더 크지만 수렴성이 보다 양호한 Realizable k- 모델을 이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

으며, 수치기법은 2nd order Upwind로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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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증기발생기 모의기 시험모형 유동해석

1. SG 모의기 형상 및 격자

SMART의 증기발생기는 나선형의 전열관의 집합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차냉각재는

전열관 외부를 흐르게 된다. 증기발생기의 실제형상을 모형으로 만들어 시험하기에는 구

조가 매우 복잡하므로, 원자로유동분포시험에서는 증기발생기 내부전열관은 직접모의하

지 않고 SMART 증기발생기의 급수, 증기헤더 및 튜브 영역의 유로저항을 벤트리

(venturi) 등을 사용하여 단순화하여 모사한다. 이와 같이 모사된 증기발생기 모의기를

SMART 원자로의 증기발생기와 동일한 개수로 대칭형태로 배치하여 시험을 수행한다.

위와 같이 증기발생기의 모의기를 실제형상을 대신하여 시험장치에 사용하므로 모의기의

압력강하 특성 및 압력을 계측하기 위한 측정위치가 적절한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

다. 이를 위해 증기발생기 모의기에 대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압력강하의 적절성 및 측

정위치에서의 유동분포를 분석하였다.

가. SG 모의기 형상

<그림 3-19>에 단일 증기발생기 모의기의 해석형상을 나타내었다. 이는 <그림 3-20>의

증기발생기 모의기 도면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 냉각재 펌프에서 토출된 냉각재가 증

기발생기로 유입될 때 거치는 증기발생기 Cap에서부터 유동혼합헤더집합체로 유입되는

증기발생기 출구까지 모델링 되어있다. 증기발생기 Cap의 형상은 실제형상을 1/5로 축소

하여 생성하였으나, 필요한 압력손실을 발생시키기 위한 벤트리 및 오리피스의 직경이

작으므로 깔데기 모양의 덕트를 거쳐 벤트리로 유입된다.

나. SG 모의기 격자

모델링 된 증기발생기 모의기의 격자는 <그림 3-21>과 같다. hexahedral 격자를 이용하

여 생성하였으며, 증기발생기 Cap의 복잡한 격자와 단순한 벤트리의 격자사이에

non-conformal 격자를 사용하였다.



- 36 -

<그림 3-19> 증기발생기 모의기 해석형상

<그림 3-20> 증기발생기

모의기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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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SG 모의기 격자

2. 단일 SG 모의기 유동해석 및 측정지점 근처 유동분석

단일 증기발생시 모의기에 대한 유동해석을 수행하여 압력손실 및 측정지점에서의 유동

특성을 검토하였다.

<그림 3-22>는 단일 증기발생기 모의기의 압력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압력강하가 주로

오리피스에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증기발생기 모의부의 압력손실이 약

68.7kPa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표 3-22>의 압력강하 분석 주요 결과에서 제시

된 70.3kPa의 벤트리와 오리피스부에서의 총 압력강화와 비슷한 값을 보인다. 그러므로

증기발생기 모의기는 계획된 압력손실을 나타내고 있고, 설계상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23>은 단일 증기발생기모의기의 속도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유로가 넓은 입구

와 출구부분에서는 유속이 작고, 벤트리와 오리피스 부위에서 유속이 빠르게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증기발생기 모의기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압력계측장소가 적절한지 여부이다. 증기발생기

상부와 하부헤더의 크기는 보존되지만 중간의 벤트리와 오리피스는 직경이 작아지기 떄

문에 깔데기 모양의 입구형상이가 필요하다. 이 입구영향으로 발생하는 유동박리 등에

의해 측정위치에서 비정상적인 압력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입구덕트 주위에서의 유동분

포를 분석하였다. <그림 3-24>는 모의기의 속도벡터를 나타낸 것으로 오리피스와 벤트

리를 제외하면 속도가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25>는 벤트리 입구부분을 확대한

그림으로 우려했던 유동박리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림 3-20>

에서 표시된 압력측정위치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 38 -

<그림 3-22> 단일 SG 모의기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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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 압력강하 분석 주요 결과 (증기발생기 모의부)

<그림 3-23> 단일 SG 모의기 속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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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단일 SG모의기 속도벡터

<그림 3-25> 단일 SG모의기 속도벡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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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핵연료집합체 모의기 형상

제4절 핵연료집합체 모의기 시험모형 유동해석

원자로의 노심의 핵연료집합체를 간접적으로 모사하기 위한 핵연료집합체 모사체는

SMART 핵연료집합체의 유로저항 및 유량 재분배 특성을 근사적으로 모사할 수 있어야

하며, 개방된 노심 특성을 가져야 한다. 핵연료집합체 각각의 모사체는 SMART원자로의

핵연료집합체 개수와 동일한 개수로 구성하고, 핵연료집합체와 유사한 특성을 유지해야

하며, 집합체 상호간의 횡방향 유동(cross flow)을 모사할 수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요구조건을 평가하기 위해 단일 핵연료집합체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여 축방향

압력손실을 비교하였다. 횡방향 유동을 모사할 수 있는 지 평가하기 위해 dual 핵연료집

합체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여 표준설계에서 수행된 실제형상 핵연료집합체의 결과와 비

교하였다.

1. 핵연료집합체 모의기 형상 및 격자

<그림 3-26에> 핵연료집합체 모의기의 형상을 나타내었다. 압력강하를 위한 벤트리와

오리피스 및 횡방향 유동을 모사하기 위한 유로구 등이 모델링 되어 있으며, 57개의 모

의기를 집합체 형태로 운영하기 위해 4개의 모든 방향으로 유로구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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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핵연료집합체 모의기 격자

<그림 3-27>은 핵연료집합체 모의기의 격자를 나타낸 것이다 모두 hexahedral 격자를

사용하였고 약 300만 개의 격자를 사용하였다..

2. 정상운전 상황 시 단일 핵연료집합체 모의기 유동해석

정상운전상황 시는 모든 핵연료에 균일한 유량이 유입되는 경우로 핵연료집합체 모의기

의 압력손실을 평가하여 예측되는 값과 일치하는 지를 평가하기 위해 해석을 수행하였

다. <그림 3-28>은 핵연료집합체 모의기의 속도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오리피스와 벤트

리에서 속도가 빠르게 형성된다. <그림 3-29>는 핵연료집합체 모의기의 압력분포를 나

타낸 것으로 속도가 빠른 벤트리에서 작게 나타나며, 오리피스에서 압력손실에 의해 압

력강하가 발생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표 3-23>은 핵연료집합체 모의기 압력강하분석 주요결과로 시험장치는 37.9kPa의 압력

손실을 나타내야 한다. 그러나, <표 3-24>의 해석결과와 비교하면 30.4 kPa로 약 20%

작게 예측되고 있다. 요구되는 압력손실이 되기 위해서는 오리피스의 직경을 작게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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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핵연료집합체 모의기 속도분포

<그림 3-29> 핵연료집합체 모의기 압력분포

<표 3-23> 핵연료집합체 모의기 압력강하분석 주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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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 핵연료집합체 모의기

압력손실

3. 비정상 상황 시 핵연료집합체 Cross flow 상사성 해석

<그림 3-30>에 비정상 조건에서의 dual 핵연료집합체 모의기의 불균일 유량조건을 나타

내었다. Inlet 1과 Inlet 2의 편차가 평균값을 기준으로 각각 20%씩 편차를 주어 해석을

진행하였다.

<그림 3-31>은 dual 핵연료집합체 모의기의 속도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유량이 많은 오

른쪽 유로에서 속도가 빠르게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오리피스를 지나면서 속

도분포의 편차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오리피스에서 속도가 빠른 쪽이 압

력손실이 더 크고 이에 의해 유량균일화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림 3-31>에서

오리피스 상류를 보면 오리피스 바로 전의 cross flow 유로구를 통해 유량이 많은 유로

에서 작은 유로로 냉각재가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32>는 압력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벤트리를 지나면서 압력차가 줄고 오리피스

를 지나면 압력편차가 상당히 개선되는 결과를 보인다.

<그림 3-33>은 수평단면의 유동분석을 위한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3-34>에서

<그림 3-43>은 각각의 단면에서 속도와 압력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3-34>와

<그림 3-35>에서는 벤트리 전이라 유량과 압력이 유속이 많은 오른쪽이 높게 형성된다.

벤트리를 지난 첫 번째 유로구에서의 속도와 압력을 나타낸 <그림 3-36>과 <그림

3-37>에서는 횡방향유동성분이 관찰되지 않는다. 유속분포의 차이도 크지만 압력의 편

차가 크지 않아 횡방향 유동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오리피스 바로전의 Plane

3에서의 속도와 압력을 나타낸 <그림 3-38>과 <그림 3-39>에서 보면 속도분포가 오른

쪽에서 왼쪽으로 횡방향 유동을 나타내고 있다. 압력의 편차가 오른쪽보다 왼쪽이 크게

형성되기 때문에 횡방향 유동이 유발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오리피스 후류의 유로구에

대한 압력과 속도를 <그림 3-40>에서 <그림 3-43>에 나타내었다. 속도 및 압력편차가

크지 않아 횡방향 유동이 작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그림 3-44>에서 표시된 유량측

정용 단면에서의 유량편차를 평가하면 확실해 진다. <그림 3-44>에 표시된 단면에서 측

정한 유량을 <표 3-25>에 나타내었다. 표에 의하면 오리피스 전인 Plane 5 에서의 유량

편차가 급격히 작아지고 이후 Plane 7 과 Plane 8은 편차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핵연료집합체 모의기에서는 횡방향으로 유동분배가 이루어져 편차가 해소되기는 하지만

후류에서도 입구의 유량불균형에 의한 편차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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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와 실제 핵연료집합체 2기를 해석한 결과와 비교하여 표준설계의 핵연료집합체와

시험장치의 모의기 사이의 cross flow 상사성을 검토하였다. <그림 3-45>는 실제 핵연

료집합체의 유량편차를 측정하기 위한 단면을 나타낸 것이고, 측정된 유량편차는 <표

3-26>에 나타내었다. 실제핵연료집합체도 동일하게 20% 씩 입구부에서 유량편차를 적용

한 결과 핵연료집합체의 첫 번째 단면인 Plane 1에서부터 급격한 유량균일화가 이루어지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핵연료집합체는 사방이 개방되어 있고, 압력손실이 크게

발생하는 집합체를 냉각재가 통과해야 하므로 유량편차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

된다. 이는 표준설계의 유동해석을 수행한 결과에서도 유동불균일의 대부분이 유동분배

통과 핵연료집합체의 저항에 의해 사라지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의 결과에서 현재 핵연료집합체 모의기에서 발생하는 횡방향유동은 실제 집합체의 개

방된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30> Dual 핵연료집합체 모의기 불균일

입구유량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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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Dual 핵연료집합체 모의기 속도분포

<그림 3-32> Dual 핵연료집합체 모의기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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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 Dual 핵연료집합체

모의기 유동분석용 수평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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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 Dual 핵연료집합체

모의기 Plane 1 속도분포

<그림 3-35> Dual 핵연료집합체

모의기 Plane 1 압력분포

<그림 3-36> Dual 핵연료집합체

모의기 Plane 2 속도분포

<그림 3-37> Dual 핵연료집합체

모의기 Plane 2 압력분포

<그림 3-38> Dual 핵연료집합체

모의기 Plane 3 속도분포

<그림 3-39> Dual 핵연료집합체

모의기 Plane 3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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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0> Dual 핵연료집합체

모의기 Plane 4 속도분포

<그림 3-41> Dual 핵연료집합체

모의기 Plane 4 압력분포

<그림 3-42> Dual 핵연료집합체

모의기 Plane 5 속도분포

<그림 3-43> Dual 핵연료집합체

모의기 Plane 5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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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 Dual

핵연료집합체 모의기

유량편차 측정 위치

<표 3-25> Dual 핵연료집합체 모의기 유량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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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5> Real 핵연료집합체

유량편차 측정 위치

<표 3-26> Real 핵연료집합체 유량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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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원자로냉각재펌프(RCP) 및 증기발생기(SG) 주변

시험모형 유동해석

원자로유동분포시험장치의 원자로냉각재펌프 출구에서 토출되는 냉각재가 증기발생기모

의기를 거쳐 흐르는 유동현상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SMART 원자로냉각재계통유

로는 냉각재를 순환시키기 위해 원자로냉각재펌프를 가동한다. 원자로냉각재펌프에 의해

원자로내벽과 외벽사이에 있는 환형수로로 냉각재가 강제순환하게 되며, 펌프에서 배출

된 냉각재는 증기발생기를 통과하면서 냉각되게 된다. SMART의 증기발생기는 나선형

의 전열관의 집합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차냉각재는 전열관 외부를 흐르게 된다. 증기

발생기를 통과한 냉각재는 냉각재의 열혼합(비정상적인 SG 조건)을 위하여 유동혼합헤

더집합체로 유입된다. 형상이 복잡한 증기발생기의 실제형상을 시험모형으로 만들어 시

험하기에는 구조가 매우 복잡하므로, 시험모형의 증기발생기 내부전열관은 직접모의하지

않고 SMART 증기발생기의 급수, 증기헤더 및 튜브 영역의 유로저항을 벤트리(venturi)

등을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모사한다. 이와 같이 모사된 증기발생기 모의기를 SMART

원자로의 증기발생기와 동일한 개수로 대칭형태로 배치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각각의 펌프가 동일한 유량을 토출하는 정상운전 상황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유동구조 및 증기발생기 상부에 유량균일화를 위해 설치된 cap은 증기발생기 내부에 균

일한 유량이 흐르도록 하기 위해 설치되는 다공판 형상으로, 펌프에서 유입되는 유동의

불균일을 일차적으로 완화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펌프에서 토출된 유동은 cap에 의해

완화되고, 핵연료집합체에 대한 불균일 조건에 대한 유동해석에서와 같이, 증기발생기 전

열관 외부로 유입되면서 전열관의 큰 저항에 의해 유동 불균일이 해소되게 된다. 본 연

구에서 평가하는 원자로 유동분포시험장치의 증기발생기 모의기 cap에 대한 유동해석은

cap을 지난 유동의 불균일 정도가 표준설계와 유사한지 상사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

므로 본 연구에서는 유량불균일 시 증기발생기 모의기 출구에서의 유량편차가 표준설계

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지에 대한 평가에 집중하였다. 따라서 원자로냉각재펌프가 동일

한 유량을 토출하지 못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5~10%의 유량편차를 보이는 경우와 펌프 1

대가 정지된 비정상 조건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본 절에서 펌프가 정지된 상황은

정지된 펌프의 유로로 냉각재가 bypass하는 경우가 아닌 펌프의 유로가 완전히 막힌 상

황으로 가정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비정상 조건일 경우의 증기발생기 모의기 출구에서

의 유량을 비교분석한 결과 펌프의 유량편차가 5~10%정도와 펌프 1대가 정지되어 막힌

경우 모두 증기발생기 모의기 출구에서의 유량편차가 1~2% 이내로 매우 균일한 유동분

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준설계에서도 증기발생기 출구의 편차가 1%

이내의 결과를 보이므로, 유동분포시험장치가 표준설계의 특성을 잘 따르는 것으로 판단

되며, 표준설계에서와 같이 1/5로 축소된 원자로냉각재펌프와 증기발생기 상부의 유로가

상사성을 갖고 있으며, 원자로냉각재펌프에 의해 토출된 냉각재가 증기발생기로 유입되

기 이전에 증기발생기의 유로저항에 의해 충분히 균일하게 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1. RCP 및 SG 시험모형 형상 및 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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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RCP 및 증기발생기 모의부 해석형상

해석에 적용된 원자로냉각재펌프 토출구로부터 증기발생기 모의기 출구까지의 형상을

<그림 3-46>에 나타내었다. 원자로냉각재펌프는 <그림 3-46>에서와 같이 45도 방향으

로 4대가 존재하며, 증기발생기모의기는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옆으로 각각 2대씩 존재하

여 총 8대가 배치되어 있다. 정상운전 조건에 대한 해석에서는 대칭조건을 적용하여 1/8

만 해석을 수행해도 되나, 본 절에서 적용하려는 비정상 조건해석을 위해서는 1/2모델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1/2 모델에 대한 형상을 구현하였다. 그림은 1/2

만 모델링된 형상을 mirror하여 전체 형상을 표현한 것이다. RCP 및 SG 영역은 323°C

의 고온부에 속한다. 그러나, 유도분포 시험장치는 60°C, 0.2 MPa의 온도와 압력조건하

에 시험이 수행되므로 밀도와 점도를 각각 983.2 kg/㎥, 4.67e-5 kg/m·s 설정하였으며,

모든 해석에서 난류모델은 Realizable k- , 그리고 수치기법은 2nd order upwind 기법을

적용하였다.

나. RCP 및 증기발생기 모의부 해석격자

<그림 3-47>은 RCP와 증기발생기 모의부 해석모델의 격자를 나타낸 것이며 입구와 증

기발생기 모의기의 상부를 확대하여 표현한 것이다. 증기발생기 모의기 상부의 공간이

실제형상의 1/5로 모델링 되고 모의기는 벤트리로 구성되어 있는 형상을 확인할 수 있

다.

전체영역의 격자에 대해 입구부와 증기발생기의 상부를 확대하여 그림에 나타내었으며,

모든 영역에 hexahedral 격자를 사용하였다. 사용된 격자는 1/2 모델을 구현하는데 약

1000만 elements가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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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6> RCP와 SG주변부 시험모형장치 형상

<그림 3-47> RCP와 SG주변부 시험모형장치 격자

2. 정상운전조건에 대한 RCP 및 SG 시험모형 해석

가. 해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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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냉각재펌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정상운전 상황에 대한 RCP 및 SG 시험모형의

유동해석을 수행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림 3-48>은 정상운전상황에서 각각의 시험

장치 원자로냉각재펌프의 토출구와 증기발생기 모의부 출구를 나타낸 것이다. 총 113.6

kg/s를 4등분하여 각각의 펌프출구의 유량조건으로 적용하였다. 1/2 모델이므로 Inlet 1

과 Inlet 3은 반만 모델되어 있으며, Inlet 2는 완전한 형상이 구현되어 있다. Inlet 4는 해

석모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실제 적용된 유량은 대칭조건을 적용하였으므

로 Inlet 1과 Inlet 3은 유량의 반만 유입된다. 실제 구현된 형상은 1/2이지만 mirror로

해석결과 및 형상을 복사하여 나타내어 시현성을 높였다.

<그림 3-48> RCP와 SG 주변부 시험모형장치 경계조건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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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석결과

(1) 수직 단면 유동분포

정상운전 시 원자로냉각재펌프와 증기발생기 모의기 주변부의 수직단면의 유동분석을 위

해 <그림 3-49>와 같이 Xd단면과 Yd단면을 정의하였다. 원자로냉각재펌프는 평면에서

보면 45도, 135, 225, 315도의 단면에 위치하므로 그림과 같은 사선으로 정의된 단면에서

유동구조를 분석하였다.

<그림 3-50>과 <그림 3-51>은 원자로냉각재펌프와 증기발생기모의기 주변부의 Xd단면

에서의 유속과 압력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원자로냉각재펌프에서 토출되는 냉각재가 빠

른 속도로 외벽에 충돌하는 유동패턴을 속도분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정압분포에서

원자로냉각재펌프 토출구 주위에서 유동박리에 의해 저압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림 3-52>와 <그림 3-53>은 Yd 단면에 대한 유동및 압력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대칭조건이므로 Xd단면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

수직단면 분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원자로냉각재펌프에서 토출되는 고속의 냉

각재가 외벽에 충돌함으로써 과도한 압력손실을 유발한다는 것과 원자로냉각재펌프와 증

기발생기 상부의 공간에서는 정압이 큰 편차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표준설계 모델의 실

제 사이즈의 RCP와 SG 주변부 해석시에도 같은 결과를 얻었으므로 스케일이 달라도 서

로 비슷한 유동분포를 보여 상사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3-49> 정상운전 시 RCP와 SG

주변부 시험모형 분석을 위한 수직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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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0> 정상운전 시 RCP와 SG 주변부 Xd 단면

속도분포

<그림 3-51> 정상운전 시 RCP와 SG 주변부 Xd 단면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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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 정상운전 시 RCP와 SG 주변부 Yd 단면

속도분포

<그림 3-53> 정상운전 시 RCP와 SG 주변부 Yd 단면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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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평 단면 유동분포

<그림 3-54>는 원자로냉각재펌프와 증기발생기 모의기 유동분석을 위한 수평단면을 나

타낸 것이다. 원자로냉각재펌프 상부부터 증기발생기 모의기 출구까지 총 7개의 단면에

대한 속도와 압력분포를 <그림 3-55>에서 <그림 3-68>에 나타내었다.

<그림 3-55>의 원자로냉각재펌프 상부의 유속분포를 보면 내벽면에 빠른 유속이 관측

되는데 이는 원자로냉각재펌프에서 토출된 냉각재가 외벽에 충격한 후 내벽을 타고 올라

가기 때문이다. <그림 3-57>은 원자로냉각재펌프 단면에서의 속도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펌프 토출구에서 좌우로 배출되는 유동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63>과 <그림 3-64>에서는 홀을 지난 유동이 불균일하고 유동의 재분배가 진

행중이며, 이후의 단면에서 나타나는 속도와 압력분포를 보면 벤트리와 오리피스로 구성

된 모의기 내부의 유속과 압력분포의 편차가 보인다. 그러나 모의기의 직경이 작기 때문

에 출구단면에서 보여지는 8개의 모의기 전체적인 분포는 비슷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유량편차의 경우 추후 기술되는 5절 5의 <표 3-27>에서와 같이 1%정도이다.

<그림 3-54> 정상운전 시 RCP와 SG

주변부 시험모형 분석을 위한 수평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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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5> 정상운전 시 RCP와 SG 주변부 Plane 1 단면

속도분포

<그림 3-56> 정상운전 시 RCP와 SG 주변부 Plane 1 단면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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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7> 정상운전 시 RCP와 SG 주변부 Plane 2 단면

속도분포

<그림 3-58> 정상운전 시 RCP와 SG 주변부 Plane 2 단면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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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9> 정상운전 시 RCP와 SG 주변부 Plane 3 단면

속도분포

<그림 3-60> 정상운전 시 RCP와 SG 주변부 Plane 3 단면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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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 정상운전 시 RCP와 SG 주변부 Plane 4 단면

속도분포

<그림 3-62> 정상운전 시 RCP와 SG 주변부 Plane 4 단면

압력분포



- 64 -

<그림 3-63> 정상운전 시 RCP와 SG 주변부 Plane 5 단면

속도분포

<그림 3-64> 정상운전 시 RCP와 SG 주변부 Plane 5 단면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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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5> 정상운전 시 RCP와 SG 주변부 Plane 6 단면

속도분포

<그림 3-66> 정상운전 시 RCP와 SG 주변부 Plane 6 단면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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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7> 정상운전 시 RCP와 SG 주변부 Plane 7 단면

속도분포

<그림 3-68> 정상운전 시 RCP와 SG 주변부 Plane 7 단면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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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0% 이내 유량편차 존재시 RCP 및 SG 시험모형 해석

가. 해석조건

원자로냉각재펌프에서 불균일한 유량이 토출되는 경우에 대한 비정상 상황으로 <그림

3-69>와 같이 입구경계조건을 설정하였다. 경계조건은 SMART 원자로유동분포(모형)

시험요건서의 표 3. 여러 운전 상황에서의 펌프유량을 참고한 것으로, 펌프 4개가 작동하

나 각각의 펌프에서 불균일 유동이 유입되는 비정상 조건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입

력된 유량은 왼쪽의 1번 입구를 기준으로 반 시계 방향으로 각각 정상운전 유량의

100%, 95%, 90%, 그리고 95%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해석에 사용된 격자와 물성치는 정

상 상황에서와 모두 동일하다..

<그림 3-69> 10% 이내 유량편차 존재 시 RCP와 SG 주변부 입구조건

나. 해석결과

(1) 수직 단면 유동분포

<그림 3-70>은 10%이내 유량편차 시 RCP와 증기발생기 모의부 시험모형 분석을 위한

수직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원자로냉각재펌프의 단면을 나타내기 위해 45도와 135도 면

에 각각 Xd와 Yd 단면을 정의하였다.

<그림 3-71>에서 <그림 3-74>는 Xd와 Yd 수직단면에서의 유속과 압력분포를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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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림 3-71>은 유량이 100%인 Inlet 1과 유량이 90%인 Inlet 3이 나타난 Xd단

면으로, 두 입구의 유량편차에 의해 속도분포가 다르게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72>와 <그림 3-74>의 압력분포를 분석하면 증기발생기로 유입되기 전의 상부

공간에서 압력손실이 크지 않고, 증기발생기에서 발생하는 압력손실이 크기 때문에 앞으

로 설명되는 원자로냉각재펌프에서 배출되는 유량이 불균일한 비정상 조건에서도 상부공

간을 거쳐 증기발생기로 유입되는 냉각재의 유량분포가 균일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3-70> 10%이내 유량편차 시 RCP와 SG 주변부

시험모형 분석을 위한 수직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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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1> 10% 유량편차 시 xd 단면 속도분포

<그림 3-72> 10% 유량편차 시 xd 단면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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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3> 10% 유량편차 시 yd 단면 속도분포

<그림 3-74> 10% 유량편차 시 yd 단면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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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평 단면 유동분포

<그림 3-75>는 10%이내 유량편차 시 RCP와 증기발생기 모의부 시험모형 분석을 위한

수평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3-76>에서 <그림 3-89>는 원자로냉각재펌프와 증기발생기 모의기 주변부의 수

평단면에서의 유동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정상운전 시의 유동분포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

나 1/4분면에 유량이 100%인 Inlet 1이 위치하므로 압력과 속도장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3-76>에서 <그림 3-81>의 원자로냉각재펌프에서 증기발생기입구까지의 유

동공간에서 유량이 많은 Inlet 1이 위치한 1/4분면의 속도가 다소 높게 형성되고 압력장

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낮게 형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82>에서 <그림 3-87>

의 속도분포와 압력분포를 보면 증기발생기 cap을 지나면서 유동의 편차가 감소하고, 특

히 오리피스를 거친 <그림 3-88>의 속도분포를 보면 차이가 없다.

이상과 같이 펌프에서 다소 편차가 존재하는 유량이 토출된다 하여도 증기발생기 상부의

cap과 벤츄리 및 오리피스의 압력손실에 의해 저항이 작용하므로 증기발생기 모으기에

서 유동혼합헤더집합체로 유입되는 냉각재의 유량편차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75> 10% 유량편차 시 RCP와 SG

주변부 시험모형 분석을 위한 수평단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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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6> 10% 유량편차 시 Plane 1 단면 속도분포

<그림 3-77> 10% 유량편차 시 Plane 1 단면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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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8> 10% 유량편차 시 Plane 2 단면 속도분포

<그림 3-79> 10% 유량편차 시 Plane 2 단면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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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0> 10% 유량편차 시 Plane 3 단면 속도분포

<그림 3-81> 10% 유량편차 시 Plane 3 단면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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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2> 10% 유량편차 시 Plane 4 단면 속도분포

<그림 3-83> 10% 유량편차 시 Plane 4 단면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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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4> 10% 유량편차 시 Plane 5 단면 속도분포

<그림 3-85> 10% 유량편차 시 Plane 5 단면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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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6> 10% 유량편차 시 Plane 6 단면 속도분포

<그림 3-87> 10% 유량편차 시 Plane 6 단면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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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8> 10% 유량편차 시 Plane 7 단면 속도분포

<그림 3-89> 10% 유량편차 시 Plane 7 단면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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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펌프 1대가 정지한 조건에 대한 RCP 및 SG 시험모형 해석

가. 펌프 1대가 정지한 조건 해석 조건

원자로냉각재펌프 4대중 1대가 정지한 상황을 가정하여 유동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3-90>은 Inlet 4가 정지된 펌프인 경우의 유입조건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symmetry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격자를 회전하여 Inlet 2와 Inlet 4를 가로지르는 단면

을 대칭면으로 설정하였다. 실제 원자로냉각재계통에서 펌프가 정지하면 정지된 펌프 유

로가 내부의 상부지지구조와 외부의 환형유로사이의 통로역할을 하여 나머지 펌프에서

토출된 냉각재가 내부로 bypass하는 유로역할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반

영하여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모델링 된 형상 외에 추가적인 형상에 대한 모델링이

필요하므로, 9절의 전체형상의 원자로유동분포시험장치 해석에서 적용하고, 본 절에서는

펌프가 정지하여 유로가 완전히 막혔다고 가정하고 해석을 수행하였다. 펌프 1대가 정지

한 조건에 대한 유동해석을 위해 사용한 격자수와 물성치는 이전의 조건들과 동일하다.

<그림 3-90> 10% 이내 유량편차 존재 시 RCP와 SG 주변부 입구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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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펌프 1대가 정지한 조건 해석 결과

(1) 수직 단면 유동분포

<그림 3-91>부터 <그림 3-94>는 Xd단면과 Yd 단면에서의 유동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3-93>의 Yd 단면속도분포를 보면 Inlet 2에서 냉각재가 토출되고 Inlet 4에서 냉

각재가 토출되지 않는 상황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유량 불균일 조건에서도 증

기발생기의 유로저항에 의해 증기발생기 유입부 상부의 압력분포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

기 때문에 증기발생기로 유입되는 유량이 균일하게 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91> 1 pump 정지 시 xd 단면 속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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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2> 1 pump 정지 시 xd 단면 압력분포

<그림 3-93> 1 pump 정지 시 yd 단면 속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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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4> 1 pump 정지 시 yd 단면 압력분포

(2) 수평 단면 유동분포

<그림 3-95>에서 <그림 3-108>은 펌프 1대가 정지한 조건에 대한 수평단면부의 유속

과 압력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각 단면의 유속분포의 그림을 살펴보면 펌프가 정지한 

4/4분면의 유속분포가 증기발생기 상부 및 외부에서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증

기발생기 모의기의 오리피스를 지난 다음에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

다. legend의 범위를 local로 하여 <그림 3-100>등의 압력분포가 편차가 커 보이지만 

약 700Pa로 외부의 환형유로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다. 또한 <그림 3-104>의 증기발생

기 내부에서도 600Pa의 편차를 보이고 있으나 유량분배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이 증기발생기 외부의 환형유로에서는 냉각재 펌프가 어떤 유량불균형 조건으로 

작동한다고 해도 압력이 거의 편차가 없이 유지되므로, 증기발생기로 유입되는 냉각재의 

유량은 균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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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5> 1 pump 정지 시 Plane 1 단면 속도분포

<그림 3-96> 1 pump 정지 시 Plane 1 단면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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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7> 1 pump 정지 시 Plane 2 단면 속도분포

<그림 3-98> 1 pump 정지 시 Plane 2 단면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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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9> 1 pump 정지 시 Plane 3 단면 속도분포

<그림 3-100> 1 pump 정지 시 Plane 3 단면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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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1> 1 pump 정지 시 Plane 4 단면 속도분포

<그림 3-102> 1 pump 정지 시 Plane 4 단면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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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3> 1 pump 정지 시 Plane 5 단면 속도분포

<그림 3-104> 1 pump 정지 시 Plane 5 단면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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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5> 1 pump 정지 시 Plane 6 단면 속도분포

<그림 3-106> 1 pump 정지 Plane 6 단면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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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7> 1 pump 정지 시 Plane 7 단면 속도분포

<그림 3-108> 1 pump 정지 시 Plane 7 단면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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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9> 유량측정 SG 시험모형 출구 위치

5. 정상운전 및 비정상 운전 시 RCP 및 SG 시험모형 유량 편차

앞에서 살펴본 증기발생기 모으기의 유속 및 압력분포의 결과를 보면 오리피스를 지나면

서 증기발생기 저항에 의해 유량이 균일해 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그림 3-109>에 표시된 증기발생기 모의기의 출구에서 유량을 측정하여 <표 3-27>과 

같이 유량편차를 나타내었다. 정상유량에서는 1%정도의 유량편차가 확인되었고, 10% 

이내의 펌프유량이 차이가 있을 경우 1.3% 정도의 유량편차를 보였다. 1개 펌프가 정지

된 상황에서는 2% 정도의 유량편차를 보인다. 이와 같이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작동조건

에 상관없이 증기발생기 출구의 유량편차가 균일해 지는 것은 표준설계에서 실제형상에 

대한 해석을 수행한 경우와 같은 결과이다. 이는 원자로냉각재펌프가 어떤 조건에서 작

동하더라고, 냉각재 펌프에 의한 압력편차는 증기발생기의 유로저항에 의해 증기발생기

로 유입되기 전의 펌프토출구와 증기발생기 입구사이의 공간에서 균일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기발생기 모의기 후류의 조건이 동일하면, 증기발생기 모의기를 통과하는 냉각

재의 유량은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작동조건에 무관하게 균일한 유동분포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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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7> 정상운전 및 비정상운전 상황 시 RCP 및 SG 시험모형 유량편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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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원자로유동분포시험의 FMHA 유동해석

유동혼합헤더집합체는 각각의 구역 (증기발생기 2대)로부터 토출된 냉각재가 모든 원주

방향으로 유량을 균일하게 재분배하도록 구성된 장치이다. 특히 유동혼합헤더가 장착되

지 않는 경우 증기발생기의 일부가 정지된 조건에서 1/4분면에서 4/4분면까지 각 정지

된 증기발생기 분면에서 방출된 고온의 냉각재가 충분히 혼합되지 않고 유동분배통을 지

나 노심으로 유입된다면 노심의 국부적인 온도상승이 발생할 수 있다. 

증기발생기의 출구는 8개이나 유동혼합헤더집합체는 4단(수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층마다 2대의 증기발생기(한 구역)의 토출유량이 유입되는 구조이다. 1/4분면(0~90도)의 

증기발생기는 1단(위로부터 1단)으로 유입되면, 2/4분면(90~180도)의 증기발생기는 3단

으로 유입된다. 3/4분면(180~270도)의 증기발생기는 2단으로 유입되며, 4/4분면의 증기

발생기는 4단으로 유입된다. 각 단은 내부유로에 난 3개의 입구를 통해 혼합헤더로 유입

되면 360도 방향으로 뚫린 상하 각각 72개의 홀을 통해 배출된다. 서로 다른 각 단에서 

미세한 유동으로 나뉘어 배출된 냉각재는 유동분배통을 지나 노심으로 유입되는 과정에

서 균일하게 혼합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즉 유동혼합헤더집합체는 서로 다른 온도의 

유체가 잘 혼합될 수 있도록 접촉 면적을 대폭적으로 증가시켜 주기 위해 유동을 미세하

게 나누어 주는 기능을 한다.

유동혼합헤더집합체를 거치면서 각 층의 냉각재가 고르게 혼합되기 위해서는 각층의 상

하 2열인 72개의 홀에서 균일한 유량분배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유동혼합헤

더의 구조는 원주방향 중 90도의 일부분에서 냉각재가 유입되는 방식이므로, 출구 홀에

서의 균일한 유량분배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표준설계에서 수행된 CFD 해석

을 통한 예비 유동혼합헤더집합체최적화 결과로 설계요구조건인 각 단당 90도씩의 16개 

구역의 유량편차가 2% 이내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출구 홀 직경을 최적화하였다. 

본 해석에서는 원자로유동분포 시험장치의 FMHA는 표준설계의 FMHA를 1/5로 축소하

여 적용하여, 축소 설계된 FMHA에서도 유량편차 및 유로저항의 조건이 만족되는지 확

인하였다. FMHA 시험장치의 격자는 표준설계에서와 같이 7300만개의 격자를 사용하였

다. 

해석결과 1/5로 스케일된 유동분포시험장치의 FMHA에서도 2%이내의 유량분포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1. 정상운전조건에서의 원자로유동분포 시험 FMHA 유동해석

가. 해석 조건

해석에 적용한 입구유량조건은 <그림 3-110>에 나타낸 것과 같이 균일 유량조건을 적

용하였다. 총 113kg/s의 순환유량을 4등분하여 균일한 유량을 각 inlet에 부여하였다. 

<그림 3-111>은 각 층의 입구부분을 나타낸 것이다. (a)에 표시된 1단의 입구는 45도

지점이 기준점이고, 2단은 225도, 3단은 135도, 4단은 315도가 기준점이며, 이 기준점

에 위치한 홀의 번호를 1번으로 부여하였다. 각 층의 위에 위치한 홀은 1번이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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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점에 위치하나 아래에 위치한 홀은 지그재그형태로 배열되어 있으므로 2.5도 편차를 

두고 번호가 부여된다. 홀은 대칭으로 존재하므로 홀의 직경을 표실할 때 각층의 상열은 

1번부터 37번까지 번호가 부여되고, 하열은 1번부터 36번까지 번호가 부여된다.

<그림 3-110> FMHA 시혐모형 입구유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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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단 (b) 2단

(c) 3단 (d) 4단

<그림 3-111> FMHA 각단 입구방향

나. 해석 결과

(1) 시험장치 FMHA 출구 홀의 유량분포 및 편차

FMHA시험장치에 대한 해석을 수행한 결과 <그림 3-112>와 <그림 3-113>에 나타내

었다. 각 그림에서 Upper는 상열을 Lower는 하열을 의미한다. 즉, 1F Upper는 1단의 

상열이며, 1번은 입구부의 기준점에 위치하고 2번은 5도 반시계방향으로, 72번은 5도 

시계방향으로 돌아간 위치에 존재한다. 1F Lower는 1단의 하열이며 지그재그로 홀을 

배치한 결과 입구의 기준점에선 hole이 없고 2.5도 반시계방향에 1번 홀이 2.5도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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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에 72번 홀이 위치한다. 홀의 직경을 표시하는 경우와는 달리 유량편차는 대칭이 아

니므로 모든 홀의 유량편차를 나타내기 위해 72개 모두 번호를 부여하였다. 

각 홀마다 유량균일화를 위해서 편차가 5%이내의 조건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시험장치

의 경우 기준을 상당히 벗어나는 유량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림 3-112>와 <그림 

3-113>의 수직축에 나타난 유량에서 0.2kg/s가 평균유량이고 5%이내의 조건을 만족하

기 위해서는 바로 위아래선인 0.21kg/s와 0.19kg/s의 조건 내에 들어야 한다. 그러나 

FMHA 시험장치의 결과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편차가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5% 

이내의 조건은 표준설계에서도 벗어나는 홀이 일부있지만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으나, 시

험장치에서는 특히 1번과 가까운 입구부분에서 편차가 크게 발생한다. 

<표 3-28>부터 <표 3-31>에 각 구역별 유량분포와 유량편차를 나타내었다. 각층의 상, 

하열을 각각 90도씩 분배하여 평가한 32구역별 분포와 각층을 90도씩 분배하여 평가한 

16구역별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평균유량 대비 2%의 이내의 유량편차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각 홀별로의 유량편차는 표준설계에 비해 커졌지만, 구역별 유량편차는 

표준설계의 수준과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시험장치의 유량분배가 표준설계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3-32>에서 <표 3-35>에 1단부터 4단까지의 홀 직경을 나타내었다. 표준설계의 홀

직경을 1/5 축소한 것으로 각 단마다 고유의 분포를 가지고 있다. 홀의 직경은 입구의 

기준점을 0도로 하여 대칭되게 분포하며, 상열은 1에서 37번까지 하열은 1에서 36번까

지 분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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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2> 시험장치 FMHA 1단, 2단 출구 홀 유량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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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 시험장치 FMHA 3단, 4단 출구 홀 유량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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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8> 시험장치 FMHA 출구 32 구역별 유량분포

<표 3-29> 시험장치 FMHA 출구 32 구역별 유량편차

<표 3-30> 시험장치 FMHA 출구 16 구역별 유량분포

<표 3-31> 시험장치 FMHA 16 구역별 유량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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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 홀이 작은 경우 FMHA 시험장치 1단 출구 홀 직경분포 : 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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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3> 홀이 작은 경우 FMHA 시험장치 2단 출구 홀 직경분포 : 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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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4> 홀이 작은 경우 FMHA 시험장치 3단 출구 홀 직경분포 : 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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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5> 홀이 작은 경우 FMHA 시험장치 4단 출구 홀 직경분포 : 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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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4> FMHA 시험모형 Total Pressure difference

(2) 원자로유동분포 시험장치의 FMHA 각 단별 압력손실

FMHA 유동시험장치의 압력손실량을 <그림 3-114>에 나타내었다. 표준설계와 마찬가

지로 1단으로 유입되는 Inlet 1의 압력손실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표준설

계보다 압력손실이 2kPa 정도 큰 것을 알 수 있다. 2단, 3단, 4단으로 유입되는 냉각재

가 FMHA를 통과하면서 나타나는 압력손실이 7 kPa전후의 결과를 보이는 반면 1단으로 

유입되는 냉각재는 8.8 kPa로 다른 단보다 1.8 kPa정도 더 큰 손실을 보이고 있다. 이

는 표준설계에서와 같은 현상으로 1단의 입구부 위치와 형상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2단, 3단, 4단으로 유입되는 냉각재는 1단의 상부에 존재하는 90도의 챔버를 완만하게 

통과한 후 다시 하류로 향하는 직선유로를 거친 후 입구부로 45도 정도의 방향전환을 

하면서 유입되며, 전체적인 유동전환각도는 135도 정도이나, 점진적으로 발생한다. 

1단의 경우 챔버를 거치면서 바로 1단 입구로 유입되는 유동패턴을 보여야 한다. 이 경

우 거의 180도의 방향전환이 급격히 발생해야 하므로 1단부의 압력손실이 큰 것은 현 

FMHA 형상의 구조적인 문제인 것으로 파악된다. 1단의 압력손실을 다른 단과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입구유로 면적을 조정하거나 1단 상부의 챔버로부터 급격하게 방향이 

전환되는 입구유로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수직 단면 유동분포 결과

<그림 3-115>는 FMHA의 유동분석을 위한 수직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입구부의 중심

이 45도 135도의 사선에 위치하므로 45도 단면을 Xd면으로 135도 단면을 Yd면으로 정

의하였다. 

<그림 3-116>과 <그림 3-117>은 시험장치 FMHA의 Xd단면의 유속분포와 압력분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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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 것이다. <그림 3-116>을 살펴보면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단으로 유입되는 

유동의 경우 유동 전환각이 커 운동량 손실이 크다. 또한, 입구에서 형성되는 유속도 다

소 빠른데 입구가 아래로 치우쳐 있어 유동박리도 크게 발생하여 실제 유동이 통과할 수 

있는 유동단면적이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유동 전환각이 크고 유

속이 빠르게 형성되기 때문에 1단에서의 압력손실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이의 결과 <그

림 3-117>의 압력분포를 보면 1단의 압력분포가 2단보가 높게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림 3-118>과 <그림 3-119>는 시험장치 FMHA의 Yd단면의 유속분포와 압력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3단과 4단의 경우 각단의 입구부로 유입되기 전에 유동이 발달할 수 있

는 유로가 형성되어 있고 이에 의해 유동 전환각도 작으므로 압력손실이 크지 않다. <그

림 3-119>의 결과를 보면 3단과 4단의 입구부 압력이 서로 편차를 가지고 있으며 1단

에서 4단으로 갈수록 압력손실이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앞의 <그림 3-114>

에 나타난 압력손실의 차가 inlet 1, inlet 3, inlet 2, inlet 4의 순서로 작아지는 것과 

같은 결과이다. inlet 1은 1단의 입구부이고, inlet 3은 2단의 입구부, inlet 2는 3단의 

입구부이며, inlet 4는 4단의 입구부로 유입된다.

<그림 3-115> FMHA 시험모형 유동분석 용 수직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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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6> 정상운전 시 FMHA 시험모형 Xd 단면

속도분포

<그림 3-117> 정상운전 시 FMHA 시험모형 Xd 단면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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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8> 정상운전 시 FMHA 시험모형 Yd 단면

속도분포

<그림 3-119> 정상운전 시 FMHA 시험모형 Yd 단면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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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평 단면 유동분포

<그림 3-120>은 FMHA의 수평단면의 유동분포를 평가하기 위한 단면의 정의이다. 각 

단의 출구 홀의 위치에 맞추어져 있으면 총 8개의 수평단면에서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림 3-121>에서 <그림 3-136>에 각 수평단면에서의 속도와 압력분포를 나타내었다. 

각 단면에서의 압력분포를 보면 1단 입구부의 압력이 높게 형성되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앞에서 설명한 1단 입구부의 형상구조의 문제로 파악된다. 또한 각단면의 유속분포

를 살펴보면 3개의 입구로 유입되는 입구부에 의해 입구부의 유속은 빠르고 복잡하게 

형성되며, 그 이외의 영역 특히 입구부와 180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는 부분인 유속이 

작게 형성된다. 이와 같이 입구부에서 출구홀로 직접 충격하는 냉각재의 유동분포에 의

해 입구부의 유동편차가 보다 크게 발생한다. 이로 인해 1번부터 10번까지의 출구 홀에

서 직경변화가 불규칙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입구부에서 멀어질수록 유속이 

감소하고 압력도 균일하게 유지되므로 출구 홀의 분포도 균일해지게 된다. 이와 같은 불

균일한 유동분포에 따른 불규칙적인 홀 사이즈의 분포는 현재의 FMHA의 구조상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시험장치 FMHA의 각 단면별 유동분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입구부의 형상

에 의해 복잡한 유동패턴이 발생하며, 그럼에도 출구 홀의 직경을 적절히 조절하여 균일

한 유량분포를 형성할 수 있게 홀 사이즈의 분포를 결정하였다.

<그림 3-120> FMHA 시험모형 유동분석을 위한 수평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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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 홀직경이 작은 FMHA 시험모형의 Plane 1

속도분포

<그림 3-122> 홀직경이 작은 FMHA 시험모형의 Plane 1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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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3> 홀직경이 작은 FMHA 시험모형의 Plane 2

속도분포

<그림 3-124> 홀직경이 작은 FMHA 시험모형의 Plane 2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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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5> 홀직경이 작은 FMHA 시험모형의 Plane 3

속도분포

<그림 3-126> 홀직경이 작은 FMHA 시험모형의 Plane 3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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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7> 홀직경이 작은 FMHA 시험모형의 Plane 4

속도분포

<그림 3-128> 홀직경이 작은 FMHA 시험모형의 Plane 4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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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9> 홀직경이 작은 FMHA 시험모형의 Plane 5

속도분포

<그림 3-130> 홀직경이 작은 FMHA 시험모형의 Plane 5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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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1> 홀직경이 작은 FMHA 시험모형의 Plane 6

속도분포

<그림 3-132> 홀직경이 작은 FMHA 시험모형의 Plane 6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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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3> 홀직경이 작은 FMHA 시험모형의 Plane 7

속도분포

<그림 3-134> 홀직경이 작은 FMHA 시험모형의 Plane 7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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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5> 홀직경이 작은 FMHA 시험모형의 Plane 8

속도분포

<그림 3-136> 홀직경이 작은 FMHA 시험모형의 Plane 8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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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자로유동분포 시험모형과 표준설계 FMHA의 상사성 비교

<그림 3-137>과 <그림 3-138>에 각각 표준설계 형상과 시험모형의 45도 단면인 Xd단

면에서의 속도장을 비교하였다. 속도의 절대크기가 서로 다르므로 최대값과 최소값으로 

무차원화한 속도로 상사성을 비교하였다. 즉 아래의 수식과 같이 분모에 최대값과 최소

값의 차를 두고 분자에 해당변수와 최소값을 두어 무차원화한 속도와 온도 등으로 상사

성을 비교하였다. 

maxmin
min

이와 같은 무차원 속도로 실제형상과 시험모형 FMHA의 Xd단면에서의 속도장을 비교하

면 거의 같은 분포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137>과 <그림 3-138>이 거의 

같은 그림처럼보일 정도로 상사성이 맞는 것을 알 수 있으며, 3단과 4단에서 약간의 차

이가 있을 뿐이다. 

<그림 3-139>와 <그림 3-140>은 실제형상과 시험모형의 Xd 단면에서의 압력상사성을 

비교한 것이다. 압력도 마찬가지로 최대값과 최소값으로 무차원화하여 상사성을 비교하

였다. 속도와 마찬가지로 압력도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여 상사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유로저항계수도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141>과 <그림 3-142>는 135도면인 Yd 단면의 속도상사성을 비교한 것이다. 

Xd단면에서와 같이 실제형상과 시험형상의 분포가 거의 유사하다.

<그림 3-143>과 <그림 3-144>는 실제형상과 시험모형의 압력상사성을 비교한 것으로 

Xd단면에서와 같이 거의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으로 무차원화한 속도와 압력분포가 거의 같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실제형상 FMHA와 시험형상 FMHA의 상사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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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7> 실제형상 xd 단면-velocity

<그림 3-138> 시험모형 xd 단면-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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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9> 실제형상 xd 단면-pressure

<그림 3-140> 시험모형 xd 단면-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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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1> 실제형상 yd 단면-velocity

<그림 3-142> 시험모형 yd 단면-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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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3> 실제형상 yd 단면-pressure

<그림 3-144> 시험모형 yd 단면-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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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노심입구(FS 및 LCSP 포함)와 핵연료집합체 주변

부 시험모형 유동해석

노심 아래 반구 형태로 구성된 유동분배통(flow skirt)은 구멍이 많은 다공판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유동혼합헤더집합체에서 토출된 냉각재를 비교적 대칭으로 균일하게 하여 노

심에 유입되게 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SMART에서는 FMHA에 의해 유량균일화가 충

분히 이루어지고, 유동분배통과 원자로하부공동의 유로면적 및 공간이 매우 커 유로저항

이 매우 작아 유동분배통의 유로형상이 노심입구의 유동분포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작

다. 

표준설계에서 작성된 노심입구부 형상을 1/5로 축소하여 시험모형에 적용하였다. 그러므

로 시험모형도 유동분배통의 1668개의 홀이 모두 모델링되어 있으며, 불균일 유량이 유

입될 경우를 가정하여 유량분배통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유동분배통에 10 %이내의 유량

편차 및 1개유로 막힌 상황의 비정상적으로 유량분배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가정하여 해

석을 수행한 결과 이러한 원주방향의 비정상유동분포가 유동분배통과 노심의 저항에 의

해 균일화되어 노심입구의 속도분포는 균일하게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1. FS, LCSP 및 핵연료집합체 주변부 시험모형 형상 및 격자

가. 해석 형상

<그림 3-145>는 유동분배통과 하부노심지지판(Lower Core Support Plate) 그리고 상

부에 핵연료집합체 모의기 57개로 이루어진 핵연료집합체군을 나타낸 그림이다. 유동분

배통은 총 1668 개의 구멍으로 이루어진 다공판을 모델링하였으며, 하부노심지지판은 

57개의 유로채널에 각각 4개씩 총 228개의 구멍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부노심지지판 상

부에는 핵연료집합체가 위치하게 되나 시험모형에서는 핵연료집합체 모의기를 장착하므

로 57개의 모의기를 연결하여 핵연료집합체 모의기 군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현재 모델

은 핵연료집합체 모의기의 압력손실과 횡방향 유동 등이 모두 모사되는 해석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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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5> FS와 LCSP를 포함한 노심주변부 시험모형 형상

나. 해석 격자

<그림 3-146>에 해석에 적용한 격자를 나타내었다. 총 3300만 elements 의 

hexahedral 격자를 사용하였으며, 격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non-conformal 

interface를 적용하였다. 

<그림 3-146> FS와 LCSP를 포함한 노심주변부 시험모형 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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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상운전 조건에서의 FS, LCSP 및 핵연료집합체 시험모형 유동

해석

가. 해석 조건

SMART에서는 증기발생기 유로저항에 의해 유량이 균일화 되고, FMHA에 의해 미세유

동으로 유량재분배가 이루어지므로 유동분배통의 역할은 상용원자로와 같이 크지 않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시험장치 유동분배통의 역할을 평가하기 위해 유동 불균일을 가정

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유동 불균일 정도는 앞에서 해석한 펌프의 유동 불균일과 같은 

조건을 설정하여 최대한 보수적인 결과를 도출하였다. 

먼저 정상 조건에서의 유동분포를 분석하기 위해 <그림 3-147>과 같은 균일유입조건을 

설정하였으며, 사용한 물성치는 앞에서와 동일하다.

<그림 3-147> 정상운전 상황 시 시험모형 FS 입구유량조건

나. 해석 결과

(1) 수직단면 유동해석결과

<그림 3-148>은 유동분배통의 유동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X단면과 Y단면의 수직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3-149>와 <그림 3-150>은 X단면에서의 유속과 압력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또한 

<그림 3-151>과 <그림 3-152>는 Y단면에서의 유속과 압력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균일

한 유량이 유입되므로 대칭적인 유동이 형성되고 각 단면에서의 속도와 압력분포가 거의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유속분포에서는 유동분배통의 1668개의 홀에서 분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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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재의 유동구조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FMHA에서 토출되는 냉각재는 하부반구

의 하향유로를 따라 내려오다 다공판에 의해 균일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림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동분배통 주변에서의 유속이 매우 작아 노심의 유동 불균일 여

부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공판을 지난 유동은 다소의 불균일한 

유동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노심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노심의 유로저항에 의해 균일화

되어 노심으로 유입되는 냉각재의 속도는 거의 균일한 것을 파악할 수 있다. 핵연료집합

체모의기 군에 의한 압력손실이 매우 크므로, <그림 3-150>과 <그림 3-152>의 압력분

포는 legend의 범위를 조절하여 유동분배통에서 압력편차를 확인할 수 있게 나타낸 것

이다.

<그림 3-148> 시험모형 FS와 LCSP 및 노심 유동분석

을 위한 수직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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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9> 정상운전 시 시험모형 FS와 LCSP 주변

X단면 유속분포

<그림 3-150> 정상운전 시 시험모형 FS와 LCSP 주변

X단면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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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1> 정상운전 시 시험모형 FS와 LCSP 주변

Y단면 유속분포

<그림 3-152> 정상운전 시 시험모형 FS와 LCSP 주변

Y단면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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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평단면 유동해석결과

시험모형 유동분배통의 정상상태시의 수평단면에서의 유동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그림 

3-153>과 같이 10개의 단면을 정의하였다.1번부터 FMHA 출구로부터 하향유로를 따라 

단면이 표시되어 있으며 핵연료집합체 군의 유동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6번부터 10번까

지의 단면을 정의하였다.

<그림 3-154>에서 <그림 3-173>은 각 수평단면에서의 유속과 압력분포를 나타낸 것이

다. <그림 3-154>에서 <그림 3-163>은 시험모형 유동분배통의 압력과 속도분포를 나

타낸 것으로 수평단면의 압력분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유동분배통의 압력은 다공판에 

의해 외부의 하향유로와 내부의 노심하부공동이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압력차

에 의해 일부 유동균일화가 발생하며, 노심의 유로저항은 각 단면에서의 노심하부공동의 

속도가 균일하게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3-164>에서 <그림 3-173>은 핵연료집합체 모의기 군에서의 압력과 속도를 나타

낸 것이다. <그림 3-164>의 Plane 6의 속도분포가 거의 균일한 것을 알 수 있으며, 

Plane 7의 벤트리를 통과한 후 중심부분의 유속이 빨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각 핵연료집합체 모의기의 중심부분이 빠른 결과는 하류까지 이어져서 오리피스를 

통과하여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압력분포는 <그림 3-167>과 <그림 

3-169>에서와 같이 반경 안쪽의 중심부와 바깥쪽이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오리피

스를 지난 후 <그림 3-171>과 <그림 3-173>에서와 같이 다소 균일화 되는 것으로 보

인다.

이와 같이 정상유량 상황에서는 시험장치 유동분배통과 핵연료집합체 모의기 군의 압력

손실에 의해 충분히 균일화된 유동이 노심을 통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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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3> 정상운전 시 FS와 LCSP 주변 유동분석을 위한 시험모형 수

평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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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4> 정상운전 시 시험모형 FS와 LCSP 주변

Plane 1 속도분포

<그림 3-155> 정상운전 시 시험모형 FS와 LCSP 주변

Plane 1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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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6> 정상운전 시 시험모형 FS와 LCSP 주변

Plane 2 속도분포

<그림 3-157> 정상운전 시 시험모형 FS와 LCSP 주변

Plane 2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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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8> 정상운전 시 시험모형 FS와 LCSP 주변

Plane 3 속도분포

<그림 3-159> 정상운전 시 시험모형 FS와 LCSP 주변

Plane 3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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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0> 정상운전 시 시험모형 FS와 LCSP 주변

Plane 4 속도분포

<그림 3-161> 정상운전 시 시험모형 FS와 LCSP 주변

Plane 4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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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2> 정상운전 시 시험모형 FS와 LCSP 주변

Plane 5 속도분포

<그림 3-163> 정상운전 시 시험모형 FS와 LCSP 주변

Plane 5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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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4> 정상운전 시 시험모형 FS와 LCSP 주변

Plane 6 속도분포

<그림 3-165> 정상운전 시 시험모형 FS와 LCSP 주변

Plane 6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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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6> 정상운전 시 시험모형 FS와 LCSP 주변

Plane 7 속도분포

<그림 3-167> 정상운전 시 시험모형 FS와 LCSP 주변

Plane 7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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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8> 정상운전 시 시험모형 FS와 LCSP 주변

Plane 8 속도분포

<그림 3-169> 정상운전 시 시험모형 FS와 LCSP 주변

Plane 8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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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0> 정상운전 시 시험모형 FS와 LCSP 주변

Plane 9 속도분포

<그림 3-171> 정상운전 시 시험모형 FS와 LCSP 주변

Plane 9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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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2> 정상운전 시 시험모형 FS와 LCSP 주변

Plane 10 속도분포

<그림 3-173> 정상운전 시 시험모형 FS와 LCSP 주변

Plane 10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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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심입구부 유동분포

<그림 3-174>는 시험장치의 노심 입구부를 나타낸 그림이다. 노심 입구부는 하부노심

지지판을 나태내고 있으며 57개의 핵연료집합체가 유입되는 유로에 4개의 구멍이 뚫려

있는 형상이다. 

<그림 3-175>과 <그림 3-176>은 시험장치 유동분배통을 거쳐 노심입구로 유입되는 속

도분포와 압력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정상운전 조건의 유량편차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원주방향의 유동편차는 원래 존재하지 않으나, 반경방향으로의 유동편차는 유동분배통의 

혼합과 핵연료집합체 모의기 군의 저항체에 의해 균일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core-inlet

<그림 3-174> 정상운전 시 시험모형 노심입구부 유동분포 분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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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5> 정상운전 시 시험모형 노심입구부 속도분포

<그림 3-176> 정상운전 시 시험모형 노심입구부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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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량편차 10%이내의 비정상 조건의 FS, LCSP 및 핵연료집합

체 시험모형 유동해석

가. 해석 조건

냉각재가 시험모형 유동분배통 상류에 있는 유동혼합헤더집합체를 통과한 경우 원주방향

의 유동편차가 거의 사라져 정상운전 시의 유동조건으로 유입된다. 그러나 보수적인 설

계를 확인하기 위해 유동분배통에 유입되는 냉각재의 분포가 편차를 가지는 경우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여 유동분배통의 성능을 확인하였다.

<그림 3-177>은 10 %이내의 유량편차조건을 나타내고 있다. 냉각재 펌프의 비정상 상

황의 유량편차를 참고하여 적용한 조건으로 냉각재 펌프에서는 1/2 형상모델에 적용하

였으나, 시험모형 유동분배통은 전체형상을 모델링 하였다. 앞의 정상 조건 해석에서 원

주방향의 유동편차가 없는 경우 유동분배통이 반경방향의 유동편차를 균일화 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본 해석에서는 원주방향의 유량편차의 감소에 유동분배통이 미치는 영

향을 평가할 수 있다. 해석에 사용된 냉각재의 물성치는 정상 상황일 경우와 동일하다.

<그림 3-177> 10% 이내 유량편차 시 시험모형 FS 입구유량조건

나. 해석 결과

(1) 수직단면 속도 및 압력장 분포

<그림 3-178>은 시험모형의 유동분석을 위한 X단면과 Y단면의 수직단면을 정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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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림 3-179>와 <그림 3-180>은 X 수직단면의 속도분포와 압력분포를 나타내고 있으

며, <그림 3-181>과 <그림 3-182>는 Y 수직단면의 속도분포와 압력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유량편차가 10 % 이내로 크지 않으므로 각 단면별로 유량편차에 의한 유동의 차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정상유량상황과 비슷한 유동분포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78> 시험모형 FS와 LCSP 및 노심 유동분석을 위한 수직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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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9> 10% 이내 유량편차 시 시험모형 FS와

LCSP 주변 X단면 속도분포

<그림 3-180> 10% 이내 유량편차 시 시험모형 FS와

LCSP 주변 X단면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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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1> 10% 이내 유량편차 시 시험모형 FS와

LCSP 주변 Y단면 속도분포

<그림 3-182> 10% 이내 유량편차 시 시험모형 FS와

LCSP 주변 Y단면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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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평단면 해석결과

시험모형 유동분배통의 정상상태시의 수평단면에서의 유동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그림 

3-183>과 같이 10개의 단면을 정의하였다. 1번부터 FMHA 출구로부터 하향유로를 따

라 단면이 표시되어 있으며 핵연료집합체 군의 유동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6번부터 10번

까지의 단면을 정의하였다.

<그림 3-184>에서 <그림 3-203>은 수평단면에서의 유속분포와 압력분포를 나타낸 것

이다. 수직단면 그림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수평단면에서는 작지만 원주방향의 속도

편차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88>과 <그림3-190>을 참고로하면, 수평단면 속도분

포에서 유량이 100%인 inlet1이 위치한 1/4분면과 유량이 90%인 inlet 3이 위치한 3/4

분면의 유속분포가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작은 속도편차는 

시험모형 유동분배통의 다공판을 거쳐 노심하부의 공동부로 유입되면서 속도편차가 감소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평단면의 압력분포 역시 비슷한 경향을 보여 다공판 바깥의 

하향유로에서는 편차가 존재하지만 다공판을 지난 노심하부공동에서는 편차가 크게 감소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유동분배통은 정상운전 조건에서 반경방향의 유동편차를 균일화하는 효과 외

에 비 정상운전 시 원주방향의 유동편차를 균일화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94>에서 <그림 3-203>은 핵연료집합체 모의기 군에서의 압력과 속도를 나타

낸 것이다. <그림 3-194>의 Plane 6의 속도분포가 거의 균일한 것을 알 수 있으며, 

10% 유량편차가 핵연료집합체 모의기 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196>을 보면 냉각재가 Plane 7의 벤트리를 통과한 후 중심부분의 유속이 빨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각 핵연료집합체 모의기의 중심부분이 빠른 결과는 하

류까지 이어져서 오리피스를 통과하여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압력분

포는 벤트리를 지나면서 반경반향의 편차가 심해지고, orifice를 통과하면서 편차가 감소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이 10% 유량편차가 있는 상황에서도 시험장치 유동분배통과 핵연료집합체 모의

기 군의 압력손실에 의해 충분히 균일화된 유동이 노심을 통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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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3> 정상운전 시 FS와 LCSP 주변 유동분석을 위한 시험모형 수평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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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4> 10% 이내 유량편차 시 시험모형 FS와

LCSP 주변 Plane 1 속도분포

<그림 3-185> 10% 이내 유량편차 시 시험모형 FS와

LCSP 주변 Plane 1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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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6> 10% 이내 유량편차 시 시험모형 FS와

LCSP 주변 Plane 2 속도분포

<그림 3-187> 10% 이내 유량편차 시 시험모형 FS와

LCSP 주변 Plane 2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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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8> 10% 이내 유량편차 시 시험모형 FS와

LCSP 주변 Plane 3 속도분포

<그림 3-189> 10% 이내 유량편차 시 시험모형 FS와

LCSP 주변 Plane 3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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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0> 10% 이내 유량편차 시 시험모형 FS와

LCSP 주변 Plane 4 속도분포

<그림 3-191> 10% 이내 유량편차 시 시험모형 FS와

LCSP 주변 Plane 4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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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2> 10% 이내 유량편차 시 시험모형 FS와

LCSP 주변 Plane 5 속도분포

<그림 3-193> 10% 이내 유량편차 시 시험모형 FS와

LCSP 주변 Plane 5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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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4> 10% 이내 유량편차 시 시험모형 FS와

LCSP 주변 Plane 6 속도분포

<그림 3-195> 10% 이내 유량편차 시 시험모형 FS와

LCSP 주변 Plane 6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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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6> 10% 이내 유량편차 시 시험모형 FS와

LCSP 주변 Plane 7 속도분포

<그림 3-197> 10% 이내 유량편차 시 시험모형 FS와

LCSP 주변 Plane 7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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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8> 10% 이내 유량편차 시 시험모형 FS와

LCSP 주변 Plane 8 속도분포

<그림 3-199> 10% 이내 유량편차 시 시험모형 FS와

LCSP 주변 Plane 8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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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0> 10% 이내 유량편차 시 시험모형 FS와

LCSP 주변 Plane 9 속도분포

<그림 3-201> 10% 이내 유량편차 시 시험모형 FS와

LCSP 주변 Plane 9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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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2> 10% 이내 유량편차 시 시험모형 FS와

LCSP 주변 Plane 10 속도분포

<그림 3-203> 10% 이내 유량편차 시 시험모형 FS와

LCSP 주변 Plane 10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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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심입구부 유동분포

<그림 3-204>는 유동분포를 관찰하는 노심입구부를 나타낸 것이다. 10%이내 유량편차 

시 유동분배통을 거쳐 노심입구부로 유입되는 냉각재의 속도와 압력분포를 <그림 

3-205>와 <그림 3-206>에 나타내었다. 유동분배통의 역할에 의해 원주방향의 편차가 

감쇄되어 균일한 유속과 압력분포를 보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core-inlet

<그림 3-204> 10% 이내 유량편차 시 시험모형 노심입구부 유동분포 분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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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5> 10% 이내 유량편차 시 시험모형 노심입구 속도분포

<그림 3-206> 10% 이내 유량편차 시 시험모형 노심입구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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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개유로 막힌 비정상 상황 시 FS, LCSP 및 핵연료집합체 시험

모형 유동해석

가. 해석 조건

시험모형 유동분배통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극단적인 상황인 1개유로가 막힌 상황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3-207>은 1개유로가 막힌 상황의 시험모형 유동분배통

으로 유입되는 유량조건이다. inlet 4가 막히고, 나머지는 100%의 유량이 유입된다고 가

정하였다. 해석을 위해 사용된 냉각재의 물성치는 정상 상황의 경우와 동일하다.

<그림 3-207> 1개 유로 막힌 비정상 상황 시 시험모형 FS 입구유량분포

나. 해석결과

(1) 수직단면 유동해석결과

<그림 3-208>은 시험모형 유동분배통과 핵연료집합체 모의기의 유동분석을 위한 X와 

Y방향 수직단면을 정의한 것이다. 

<그림 3-209>와 <그림 3-210>은 1개 유로가 막힌 상황에서의 X단면 속도분포와 압력

분포를 나타낸 것이고, <그림 3-211>와 <그림 3-212>는 Y단면 속도분포와 압력분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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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 것이다. 1개 유로가 막힌 상황이므로 단면의 속도분포에서 유동편차가 나타나고 

있다. 압력분포 역시 편차가 나타나나, 노심하부공동부에서는 관찰하기 어렵다. 이렇게 

표준설계와 달리 속도와 압력의 편차가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legend를 local range

로 설정한 결과 핵연료집합체 모의기 부분의 속도가 커서 구분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

다. 그러므로, 표준설계와의 비교는 상사성을 근거로 추후 서술하였다.. 

 

<그림 3-208> 시험모형 FS와 LCSP 및 노심 유동분석을 위한 수직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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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9> 1개 유로 막힌 비정상 상황 시 시험모형의

X단면 유속분포

<그림 3-210> 1개 유로 막힌 비정상 상황 시 시험모형의

X단면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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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 1개 유로 막힌 비정상 상황 시 시험모형의

Y단면 유속분포

<그림 3-212> 1개 유로 막힌 비정상 상황 시 시험모형의

Y단면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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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평단면 유동해석결과

시험모형 유동분배통의 정상상태시의 수평단면에서의 유동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그림 

3-213>과 같이 10개의 단면을 정의하였다. 1번부터 FMHA 출구로부터 하향유로를 따

라 단면이 표시되어 있으며 핵연료집합체 군의 유동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6번부터 10번

까지의 단면을 정의하였다.

<그림 3-214>에서 <그림 3-233>에 1개의 유로가 막힌 상태에서 수평단면 속도와 압

력분포를 비교하였다. 각 수평단면의 속도분포를 평가하면 유로가 막힌 4/4분면의 하향

유로에서 원주방향의 속도편차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불균일한 유동편차는 다공판을 

지나면서 1차로 균일화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압력분포 역시 비슷한 경향을 보여 

다공판 바깥의 하향유로에서는 편차가 존재하지만 다공판을 지난 노심하부공동에서는 편

차가 크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224>에서 <그림 3-233>은 핵연료집합체 모의기 군에서의 압력과 속도를 나타

낸 것이다. <그림 3-224>의 Plane 6의 속도분포가 거의 균일한 것을 알 수 있으며, 1 

개유로가 막힌 상황의 유량편차가 핵연료집합체 모의기 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226>을 보면 냉각재가 Plane 7의 벤트리를 통과한 후 중심부분의 

유속이 빨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각 핵연료집합체 모의기의 중심부분이 

빠른 결과는 하류까지 이어져서 오리피스를 통과하여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

다. 반면 압력분포는 벤츄리를 지나면서 반경방향의 편차가 심해지고, orifice를 통과하

면서 편차가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이 1개 유로가 막힌 상황에서도 시험장치 유동분배통과 핵연료집합체 모의기 군

의 압력손실에 의해 충분히 균일화된 유동이 노심을 통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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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3> 1개 유로 막힌 비정상 상황 시 FS와 LCSP 주변 유동분석을 위한

시험모형 수평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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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4> 1개 유로 막힌 비정상 상황 시 시험모형의

Plane1 유속분포

<그림 3-215> 1개 유로 막힌 비정상 상황 시 시험모형의

Plane1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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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6> 1개 유로 막힌 비정상 상황 시 시험모형의

Plane2 유속분포

<그림 3-217> 1개 유로 막힌 비정상 상황 시 시험모형의

Plane2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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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8> 1개 유로 막힌 비정상 상황 시 시험모형의

Plane3 유속분포

<그림 3-219> 1개 유로 막힌 비정상 상황 시 시험모형의

Plane3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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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0> 1개 유로 막힌 비정상 상황 시 시험모형의

Plane4 유속분포

<그림 3-221> 1개 유로 막힌 비정상 상황 시 시험모형의

Plane4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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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2> 1개 유로 막힌 비정상 상황 시 시험모형의

Plane5 유속분포

<그림 3-223> 1개 유로 막힌 비정상 상황 시 시험모형의

Plane5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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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4> 1개 유로 막힌 비정상 상황 시 시험모형의

Plane6 유속분포

<그림 3-225> 1개 유로 막힌 비정상 상황 시 시험모형의

Plane6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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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6> 1개 유로 막힌 비정상 상황 시 시험모형의

Plane7 유속분포

<그림 3-227> 1개 유로 막힌 비정상 상황 시 시험모형의

Plane7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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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8> 1개 유로 막힌 비정상 상황 시 시험모형의

Plane8 유속분포

<그림 3-229> 1개 유로 막힌 비정상 상황 시 시험모형의

Plane8 압력분포



- 173 -

<그림 3-230> 1개 유로 막힌 비정상 상황 시 시험모형의

Plane9 유속분포

<그림 3-231> 1개 유로 막힌 비정상 상황 시 시험모형의

Plane9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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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2> 1개 유로 막힌 비정상 상황 시 시험모형의

Plane10 유속분포

<그림 3-233> 1개 유로 막힌 비정상 상황 시 시험모형의

Plane10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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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심 입구부 유동분포

<그림 3-234>는 노심입구부의 유동편차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면을 보인것이다. 

<그림 3-235>과 <그림 3-236>은 1개유로가 막힌 상황에서의 노심입구에서의 유속과 

압력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극심한 유량 분균일에도 불구하고 노심으로 유입되는 유속과 

압력은 큰 편차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유량분배통을 거치면서 제거되지 않은 유량편

차는 노심의 큰 압력손실에 의해 유량이 다시 한 번 균일화되고, 노심입구부에 접근하면

서 더욱 급속히  균일화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234> 1개 유로 막힌 비정상 상황 시 시험모형 노심입구부 유동분포 분석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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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5> 1개 유로 막힌 비정상 상황 시 시험모형의 노심입구 속도분포

<그림 3-236> 1개 유로 막힌 비정상 상황 시 시험모형의 노심입구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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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상운전 및 비정상 상황 시 FS, LCSP 및 핵연료집합체 표준

설계와 시험모형 상사성 분석

가. 정상운전 시 상사성 비교

앞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최대값과 최소값으로 무차원화된 속도와 압력을 비교하는 방법

으로 실제형상과 시험모형의 상사성을 비교하였다. <그림 3-237>의 좌측은 실제형상의 

유동분배통과 노심저항체를 나타낸 것이고, 우측은 시험모형의 유동분배통과 핵연료집합

체 모의기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3-238>과 <그림 3-239>에 X단면에서의 정상운전 시의 유동분배통에서의 속도

분포를 실제형상과 시험형상에서 비교하였다. 실제형상의 노심저항체와 시험모형의 핵연

료집합체 모의기는 비교대상이 아니므로 유동분배통에 대해서만 무차원화된 속도분포를 

비교한 결과 하향유로와 노심하부 공동에서의 유동구조가 매우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240>과 <그림 3-241>은 실제형상과 시험모형의 압력을 무차원화하여 비교한 

것이다. 속도와 마찬가지로 압력분포가 유사하다. <그림 3-242>와 <그림 3-243>은 Y

단면에서의 무차원속도를, <그림 3-244>와 <그림 3-245>는 Y단면에서의 무차원압력을 

비교한 것이다. 정상상태로 유량이 균일하므로 X단면에서와 같이 실제형상과 시험모형이 

서로 비슷한 유속과 압력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림 3-246>과 <그림 3-247>은 노심입

구에서의 무차원화된 속도를 비교한 것으로 실제형상의 경우 원주방향으로 annular형태

의 유속이 빠른 부분이 존재한다. 시험모형의 경우 annular형태가 관찰되지는 않으나 중

심부분에서 약간 떨어진 부분에서 최고유속이 형상되는 경향이 유사하다. 

이와같이 무차원화된 속도와 압력이 서로 유사하므로 유동분배통과 노심하부공동은 실제

형상과 시험모형사이에 상사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237> FS와 LCSP 및 노심의 실제형상(좌)과 시험모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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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8> 실제형상 x 단면-velocity

<그림 3-239> 시험모형 x 단면-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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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0> 실제형상 x 단면-pressure

<그림 3-241> 시험모형 x 단면-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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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2> 실제형상 y 단면-velocity

<그림 3-243> 시험모형 y 단면-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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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4> 실제형상 y 단면-pressure

<그림 3-245> 시험모형 y 단면-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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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6> 정상운전 시 실제형상 노심입구 무차원화된

속도분포

<그림 3-247> 정상운전 시 시험모형 노심입구 무차원화된

속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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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량편차 10% 이내 비정상 상황 시 상사성 비교

유량편차가 10%이내 존재하는 계산결과에 앞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최대값과 최소값으

로 무차원화된 속도와 압력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실제형상과 시험모형의 상사성을 비교

하였다.

<그림 3-248>과 <그림 3-249>에 X단면에서의 속도분포를 실제형상과 시험형상에서 

비교하였다. 실제형상의 노심저항체와 시험모형의 핵연료집합체 모의기는 비교대상이 아

니므로 유동분배통에 대해서만 무차원화된 속도분포를 비교한 결과 하향유로와 노심하부 

공동에서의 유동구조가 매우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유량편차에 의해 비대칭 

적인 속도분포가 나타나는데 <그림 3-248>과 <그림 3-249>가 모두 오른쪽 하향유로의 

유속이 빠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림 3-250>과 <그림 3-251>은 실제형상과 시험모형의 압력을 무차원화하여 비교한 

것이다. 속도와 마찬가지로 압력분포가 유사하다. <그림 3-252>와 <그림 3-253>은 Y

단면에서의 무차원속도를, <그림 3-254>와 <그림 3-255>는 Y단면에서의 무차원압력을 

비교한 것이다. X단면에서와 같이 실제형상과 시험모형이 서로 비슷한 유속과 압력분포

를 보이고 있으며 오른쪽 하향유로의 속도가 다소 빠른 것도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3-256>과 <그림 3-257>은 노심입구에서의 무차원화된 속도를 비교한 것으로 실

제형상의 경우 원주방향으로 annular형태의 유속이 빠른 부분이 존재하고 중심부분은 

유속이 느린 부분이 존재한다.. 시험모형의 경우 annular형태가 관찰되지는 않으나 중심

부분에서 약간 떨어진 부분에서 최고유속이 형상되는 경향이 유사하다. 

이와같이 무차원화된 속도와 압력이 서로 유사하므로 10% 유량편차가 있는 상황에서도 

유동분배통과 노심하부공동은 실제형상과 시험모형사이에 상사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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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8> 실제형상 x 단면-velocity

<그림 3-249> 시험모형 x 단면-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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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0> 실제형상 x 단면-pressure

<그림 3-251> 시험모형 x 단면-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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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2> 실제형상 y 단면-velocity

<그림 3-253> 시험모형 y 단면-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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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4> 실제형상 y 단면-pressure

<그림 3-255> 시험모형 y 단면-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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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6> 10%이내 유량편차 시 실제형상 노심입구

무차원화된 속도분포

<그림 3-257> 10%이내 유량편차 시 시험모형 노심입구

무차원화된 속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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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개 유로 막힌 비정상 상황 시 상사성 비교

1개유로 막힌 상황의 계산결과에 앞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최대값과 최소값으로 무차원

화된 속도와 압력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실제형상과 시험모형의 상사성을 비교하였다.

<그림 3-258>과 <그림 3-259>에 X단면에서의 속도분포를 실제형상과 시험형상에서 

비교하였다. 실제형상의 노심저항체와 시험모형의 핵연료집합체 모의기는 비교대상이 아

니므로 유동분배통에 대해서만 무차원화된 속도분포를 비교한 결과 하향유로와 노심하부 

공동에서의 유동구조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유량편차에 의해 비대칭 적인 속

도분포가 나타나는데 <그림 3-258>과 <그림 3-259>가 모두 오른쪽 하향유로에 속도가 

작은 영역의 모양이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림 3-260>과 <그림 3-261>은 실제형상과 시험모형의 압력을 무차원화하여 비교한 

것이다. 압력은 무차원화된 수치는 같지는 않으나 경향은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

다. 두 그림 모두 오른쪽 하향유로와 다공판이 만나는 부분에서 압력이 높게 형성되는 

것과, 왼쪽 하향유로의 압력변동 패턴이 상당히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그림 3-262>와 

<그림 3-263>은 Y단면에서의 무차원속도를, <그림 3-264>와 <그림 3-265>는 Y단면

에서의 무차원압력을 비교한 것이다. X단면에서와 같이 실제형상과 시험모형이 서로 비

슷한 유속과 압력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그림 3-262>와 <그림 3-263>의 무차원화된 

속도를 보면 오른쪽 하향유로에서는 다공판까지 냉각재가 내려오고, 왼쪽하향유로에서는 

중간부분까지만 속도가 유지되는 양상이 서로 같다. 압력의 경우도 <그림 3-264>와 

<그림 3-265>에서 왼쪽하향유로의압력이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같게 나타난다. <그림 

3-266>과 <그림 3-267>은 노심입구에서의 무차원화된 속도를 비교한 것으로 실제형상

의 경우 중심부분에 유속이 빠른 부분이 존재하고 시험모형의 경우도 중심부분에서 속도

가 빠른 부분이 존재한다.

이와같이 무차원화된 속도와 압력이 서로 유사하므로 1개유로가 막힌 상황에서도 유동

분배통과 노심하부공동은 실제형상과 시험모형사이에 상사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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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8> 실제형상 x 단면-velocity

<그림 3-259> 시험모형 x 단면-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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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0> 실제형상 x 단면-pressure

<그림 3-261> 시험모형 x 단면-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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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2> 실제형상 y 단면-velocity

<그림 3-263> 시험모형 y 단면-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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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4> 실제형상 y 단면-pressure

<그림 3-265> 시험모형 y 단면-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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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6> 1개유로 막힌 비정상운전 시 무차원화된

실제형상 노심입구 속도분포

<그림 3-267> 1개유로 막힌 비정상운전 시 무차원화된

시험형상 노심입구 속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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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노심출구(FAP)와 노심상부구조물(UGS) 및 우회

(Bypass)유로 주변 시험모형 유동해석

시험모형의 노심상부구조물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여 냉각재 펌프에 유입되기까지의 전 

냉각재 계통에 대한 해석을 완료하였다. 노심상부구조물을 대칭면으로 나누기 곤란하고, 

추후 해석을 수행할 예정인 원자로 전체모델에 대해 적용하기 위해 full 모델로 해석을 

수행하였다. 표준설계에서 적용한 노심상부구조물의 형상을 1/5로 축소하여 해석을 수행

하였다.

시험모형과 시제형상에 대한 상사성을 검토한 결과 속도와 압력분포가 상사성을 보인다.

1. FAP, UGS와 우회유로 시험모형 형상 및 격자

가. 해석형상

시험모형 노심상부구조물은 FAP 를 포함하여 우회유로와 외부의 환형유로로 연결되는 

직경이 다양한 홀이 존재한다. 형상은 확보된 3차원CAD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대부

분의 형상은 보존하였으나, 제어봉과 제어봉보호관 사이의 유로는 매우 좁은 틈이므로 

격자생성의 용이성을 위해 단순화하여 제거하였다. 또한 FAP 앞부분에 핵연료를 모델링 

한 저항체를 붙여서 해석을 수행하여 FAP부분에서 유동이 안정되게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에 적용한 형상은 <그림 3-268>과 같다. 실제형상과 달리 시험모형 노심상부구조

물 아래쪽에 핵연료집합체 모의기 군을 장착한 것을 볼 수 있다.

나. 해석격자

<그림 3-269>에 노심상부구조물 및 우회유로의 시험모형 격자를 나타내었다. 해석에는 

hexahedral 격자와 tetra/prism 격자를 혼용하였으며, 격자점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

분은 non-conformal mesh로 처리하였다. 사용된 격자는 핵연료집합체 모의기군까지 포

함하여 총 4000만개의 elements를 사용하였다. 표준설계의 형상과 UGS부분은 같지만 

핵연료집합체 모의기 군을 장착하여 해석하므로 격자수가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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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8> UGS 및 유회유로 시험모형 형상

<그림 3-269> UGS 및 우회유로 시험모형 해석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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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AP, UGS 및 우회유로 시험모형 유동해석을 통한 유량분배 및

유로저항 해석

가. 해석 조건

정상운전 조건에서 4개의 원자로냉각재펌프가 100 %의 유량으로 작동하는 상황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3-270>에 표시된 Outlet 1, Outlet 2, Outlet 3, Outlet 4가 

펌프의 입구가 되면, 흡입하는 상황을 모사하기 위해 속도조건을 ‘ - ’로 주어 흡입하게 

하였다. inlet 부위는 압력조건을 설정하여 Outlet에서 흡입되는 유량이 유입되도록 설정

하였다. 

<그림 3-270> UGS 및 우회유로 시험모형 경계조건

나. 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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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재펌프에 의해 노심상부구조물의 우회유로로부터 흡입되는 상황에 대한 해석을 수행

한 결과 <그림 3-364>에 나타낸 것과 같이 노심출구부, 즉 핵연료 정렬판부터 펌프의 

입구가 되는 Outlet까지의 압력손실이 약 17 kPa로 평가되었다. 표준설계와 다른 점은 

표준설계의 실제형상은 출구의 전압이 비슷한 값을 보인 반면, 시험모형의 UGS의 각각

의 출구압력은 6.5kPa까지 편차를 보이고 있다. 

<그림 3-271> UGS 및 우회유로 시험모형 압력손실

(1) 수직 단면 유동분포

<그림 3-272>에 시험모형 노심상부구조물 및 우회유로 주변부를 분석하기 위한 수직단

면을 나타내었다. 원자로냉각재펌프가 45도와 135도 방향으로 위치해 있으므로 45도 방

향의 Xd단면과 135도 방향의 Yd단면을 정의하여 도시하였다.

<그림 3-273>과 <그림 3-274>는 Xd단면에서의 속도와 압력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3-273>의 속도분포에서 시험모형 상부안내구조물 하부원통에 위치한 유로구에 

의해 유동이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입구로 유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274>

의 압력분포를 보면 시험모형 노심상부구조물에서 발생하는 주요압력강하는 주로 제어봉

정렬판과 상부안내구조물 하부지지판 등을 통과하면서 발생하며, 상부안내구조물 하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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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의 유로구를 통해서 펌프로 유입되는 과정에서도 압력손실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원

자로냉각재펌프의 입구유로로 유입된 냉각재는 펌프를 통해 다시 증기발생기로 토출되게 

된다. <그림 3-275>과 <그림 3-278>은 Yd단면에서의 속도와 압력분포를 나타낸 것으

로 Xd단면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며 이를 통해 노심상부구조물내의 유동이 편차가 없이 

대칭적인 형태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림 3-272> UGS 및 우회유로

시험모형 유동분석 용 수직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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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3> UGS 및 우회유로 시험모형 Xd 단면

속도분포

<그림 3-274> UGS 및 우회유로 시험모형 Xd 단면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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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5> UGS 및 우회유로 시험모형 Yd 단면

속도분포

<그림 3-276> UGS 및 우회유로 시험모형 Yd 단면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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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평 단면 유동분포

<그림 3-277>에 시험모형 노심상부구조물 및 우회유로 주변부의 유동을 분석하기 위한 

수평단면을 나타내었다. 핵연료정렬판에서부터 원자로냉각재펌프까지 9개의 수평단면으

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3-278>에서 <그림 3-295>에 각 단면에서의 속도와 압력분포를 나타내었다. <그

림 3-278>과 <그림 3-279>는 노심출구 즉, FAP 앞쪽에서 나타낸 속도와 압력분포이

다. 제어봉관련유로 및 노내계측기관련유로와 수위계관련유로에서 형성되는 속도와 압력

분포가 잘 나타나 있다. <그림 3-280>과 <그림 3-281>은 핵연료정렬판을 지난 유속과 

압력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제어봉관련유로와 ICI관련유로 등에서 형성되는 유속분포가 

나타나고 있다. <그림 3-282>와 <그림 3-283>은 제어봉보호관에 있는 유로구에 의해 

유동이 제어봉보호관 외부의 상부안내구조물 상의 냉각재유로로 방출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284>와 <그림 3-285>는 제어봉보호관 상부의 유속분포와 압력분포

를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이다. 제어봉보호관 하부의 유로구에 의해 상부안내구조물의 공

간으로 대부분의 냉각재가 유출되고 소량의 냉각재만이 제어봉보호관 상부로 유입되므로 

<그림 3-284>와 같이 제어봉보호관 상부에서는 유속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그림 3-286>에서 <그림 3-289>의 속도와 압력분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제어봉보호관 상부의 유속은 작은 반면 제어봉보호관 외부의 상부안내

구조물 공간의 냉각재속도는 높게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제어봉보호

관에서 상부안내구조물의 유로로 배출된 냉각재는 다시 상부안내구조물 하부원통에 위치

한 유로구를 통해 외부의 유로로 배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290>에서 <그림 3-293>은 상부안내구조물 하부지지판 위의 유속분포와 압력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하부원통에 크기가 큰 유로구가 배치되어 있어 냉각재가 외부유

로로 배출되며, 이렇게 배출된 냉각재는 <그림 3-294>와 <그림 3-295>에서와 같이 원

자로냉각재펌프로 흡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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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7> UGS 및

우회유로 시험모형

유동분석용 수평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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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8> UGS 및 우회유로 시험장치 Plane 1

속도분포

<그림 3-279> UGS 및 우회유로 시험장치 Plane 1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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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0> UGS 및 우회유로 시험장치 Plane 2

속도분포

<그림 3-281> UGS 및 우회유로 시험장치 Plane 2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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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2> UGS 및 우회유로 시험장치 Plane 3

속도분포

<그림 3-283> UGS 및 우회유로 시험장치 Plane 3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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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4> UGS 및 우회유로 시험장치 Plane 4

속도분포

<그림 3-285> UGS 및 우회유로 시험장치 Plane 4

압력분포



- 208 -

<그림 3-286> UGS 및 우회유로 시험장치 Plane 5

속도분포

<그림 3-287> UGS 및 우회유로 시험장치 Plane 5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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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8> UGS 및 우회유로 시험장치 Plane 6

속도분포

<그림 3-289> UGS 및 우회유로 시험장치 Plane 6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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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0> UGS 및 우회유로 시험장치 Plane 7

속도분포

<그림 3-291> UGS 및 우회유로 시험장치 Plane 7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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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2> UGS 및 우회유로 시험장치 Plane 8

속도분포

<그림 3-293> UGS 및 우회유로 시험장치 Plane 8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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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4> UGS 및 우회유로 시험장치 Plane 9

속도분포

<그림 3-295> UGS 및 우회유로 시험장치 Plane 9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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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AP, UGS 및 우회유로 시험모형 상사성 분석

최대값과 최소값으로 무차원화하는 방식의 상사성 비교를 시험모형 노심상부구노물에 대

해 수행하였다 

<그림 3-296>과 <그림 3-297>은 실제형상과 시험모형의 노심상부구조물의 속도분포의 

상사성을 Xd 단면에서 비교한 것이다. 무차원화된 속도의 최대값이 커서 legend의 범위

를 0.3까지만 제한하여 비교한 결과 핵연료저항체가 장학된 실제형상과 핵연료집합체 군

이 장착된 시험모형의 속도분포가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298>과 <그림 

3-299>는 Xd단면에서의 압력분포를 비교한 것이다. 압력분포도 서로 비교하기 위해 

legend를 조정하였으며, 실제형상의 legend를 0.4로 제한하여 비교하였다. 압력의 편차

가 크지 않아 명확하게 규명할 수 없으나, 노심상부에서의 압력분포가 서로 유사한 경향

을 보인다. 

<그림 3-300>과 <그림 3-301>은 Yd 단면에서의 속도분포를 비교한 것으로 Xd 단면

에서와 같이 실제형상과 시험모형의 분포가 유사하다. <그림 3-302>와 <그림 3-303>

은 Yd 단면에서의 압력분포를 비교한 것으로 편차가 크지 않아 비교하기가 어려운 부분

이지만 전체적인 경향은 유사하다.

이상과 같이 시험모형 노심상부구조물의 속도와 압력에 대한 상사성을 비교한 결과 속도

의 경우 명확하게 상사성이 드러났으며, 압력의 경우는 편차가 크지는 않지만 서로 유사

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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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6> UGS 및 우회유로 표준설계 Xd 단면

속도분포

<그림 3-297> UGS 및 우회유로 시험모형 Xd 단면

속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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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8> UGS 및 우회유로 표준설계 Xd 단면

압력분포

<그림 3-299> UGS 및 우회유로 시험모형 Xd 단면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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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00> UGS 및 우회유로 표준설계 Yd 단면

속도분포

<그림 3-301> UGS 및 우회유로 시험모형 Yd 단면

속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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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02> UGS 및 우회유로 표준설계 Yd 단면

압력분포

<그림 3-303> UGS 및 우회유로 시험모형 Yd 단면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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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절 원자로유동분포시험장치 전체 계통 유동해석

앞 절에서 증기발생기 모의부, 유동혼합집합체 모의부, 유동분배통 모의부, 핵연료집합체 

모의부 및 노심상부구조물 모의부에 대한 부분별 해석을 수행하였다. 각각의 부분별 해

석에서 시험모형과 실제형상사이에 상사성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해석이 안정적으

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부분별 격자를 취합

하여 원자로유동분포 시험장치의 전체모델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4개의 펌프

에서 유량이 정상적으로 토출되는 상황의 해석을 통해 유동분포시험장치의 전체압력손실

을 평가하여 139.3kPa의 시스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1개 펌프가 정

지된 상황에서 정지된 펌프로 bypass하는 유량을 평가하여 bypass하는 유량이 

25.0kg/s인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원자로를 순환하는 유량이 59.7kg/s로 113kg/s인 정

상운전 유량의 약 50%, 84.75kg/s인 비정상운전 유량의 약 70%가 원자로를 순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상과 같은 원자로유동분포시험장치 전체계통해석을 통해 원자로유동분포시험장치 전체

시스템을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1. 원자로 유동분포 시험장치의 형상 및 격자 생성

<그림 3-304>에 원자로 유동분포 시험장치의 전체형상을 나타내었다. 모의기가 들어가

는 증기발생기 부위와 핵연료집합체 부위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실제형상을 1/5로 

축소하여 사용하였다. 유동혼합헤더 집합체의 시험모형도 최적화가 이루어져 출구홀의 

유량편차가 2%이내의 조건을 만족한다. 다만, FAP부위의 최적화는 반영되지 않았다. 

해석에 사용된 격자는 기존에 만들어진 부분별 격자를 취합하였으며, FMHA 7300만개, 

Flow Skirt 2000만개, UGS 3000만개 등 총 1억 5000만개의 격자를 사용하였다. 

FMHA, Flow Skirt, SG 모의기, 핵연료집합체 모의기 등은 hexahedral 격자가 사용되

었으나, UGS는 hexa와 tetra/prism가 혼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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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04> 원자로 유동분포 시험장치의 형상

2. 정상운전 조건의 원자로 유동분포 시험장치의 유동해석

<그림 3-305>에 정상운전 시 원자로유동분포 시험장치의 경계조건을 나타내었다. 각각 

28.25kg/s의 냉각재가 4개의 펌프에서 토출되어 흐른다. UGS에서의 해석경험을 바탕으

로 냉각재 펌프의 입구에서 흡입하는 속도조건을 부여하고. 원자로냉각재펌프 출구에서 

압력조건을 적용하였다. 핵연료집합체 모의기와 증기발생기 모의기 등이 장학되어 있으

므로 복잡한 형상에 대한 porous 처리 등은 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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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05> 정상 상황 시 원자로 유동분포

시험장치의 경계 조건

<그림 3-306> 정상 상황 시

원자로 유동분포 시험장치

유동분석을 위한 수직단면



가. 수직단면 유동분포

<그림 3-306>에 정상운전 시 원자로 유동분포 시험장치 유동분석을 위한 수직단면을 

나타내었다. 냉각재 펌프가 포함되도록 45도 단면을 Xd단면으로 135도 단면을 Yd 단면

으로 정의하였다. 

<그림 3-307>과 <그림 3-308>에 정상운전 시 원자로 유동분포 시험장치의 Xd단면 유

속분포와 압력분포를 나타내었다. Xd 단면에서는 증기발생기 벤트리 및 오리피스의 단

면을 나타낼 수 없어 증기발생기 상부와 FMHA가 단락된 것처럼 보이나 해석에는 문제

가 없다. <그림 3-307>의 유속분포와 <그림 3-308>압력분포를 보면 냉각재 펌프에서 

배출된 유동이 증기발생기 모의기 상부공간에서 유속이 감소하고 압력이 균일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증기발생기 상부와 FMHA 사이에서 압력손실이 크고, 핵연료집합

체 모의기에서 압력손실이 크게 발생한다. FMHA와 Flow skirt 및 UGS에서 발생하는 

유동분포도 각 부분별 해석에서 규명된 유동패턴이 관찰되고 있다.

<그림 3-309>와 <그림 3-310>에 Yd 단면의 유속분포와 압력분포를 나타내었으며 대

칭구조이므로 Xd 단면에서의 결과와 같은 경향을 보인다. 

<그림 3-307> 정상 상황 시 원자로 유동분포 시험장치의 Xd단면

유속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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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08> 정상 상황 시 원자로 유동분포 시험장치의 Xd단면

압력분포

<그림 3-309> 정상 상황 시 원자로 유동분포 시험장치의 Yd단면

유속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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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0> 정상 상황 시 원자로 유동분포 시험장치의 Yd단면

압력분포

나. 원자로 유동분포 시험장치의 유로저항 계산

<그림 3-311>에 원자로 유동분포시험장치의 유로저항을 계산하기 위한 영역을 나타내

었다. 각각의 위치에서 계측된 압력은 <그림 3-312>에 나타내었으며, 증기발생기의 압

력손실이 69.7kPa이고 핵연료집합체 모의기의 압력손실이 31.6kPa로 부분별 해석결과

와 일치한다. 노심상부구조물에서의 압력손실은 14.9 kPa이며, 유동분배통은 3.3kPa이 

발생한다. FMHA에서는 19.8kPa로 과다하게 발생하는데, 증기발생기 출구직경이 작아 

유속이 빠르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는 앞의 <그림 3-308>과 <그림 

3-310>의 압력분포에서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출구와 FMHA입구사이의 압력손실이 큰데 

비해 FMHA자체는 압력손실이 크지 않은 것을 보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계산된 전

체 시스템 손실은 139.3kP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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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1> 원자로 유동분포 시험장치의

원자로냉각재계통 유로저항 계산 영역

<그림 3-312> 정상 상황 시 원자로 유동분포 시험장치의 원자로냉각재계통

유로저항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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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pump 정지 시 Bypass 유량평가

펌프 1기가 정지한 상황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여 정지된 펌프로의 bypass 유량을 계산

하였다. <그림 3-313>에 1 펌프정지시의 경계조건을 나타내었다. 4/4분면에 위치한 

inlet 4부위를 interface 처리하여 유동이 자유롭게 흐르게 하고 나머지는 입구와 출구조

건으로 설정하였다.

가. 수직단면 유동분포

<그림 3-314>에 유동분석용 수직단면을 나타내었다. <그림 3-315>와 <그림 3-316>

은 Xd 단면을 나타낸 것으로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펌프가 위치해 있다. <그림 

3-317>과 <그림 3-318>은 Yd 단면을 나타낸 것을 왼쪽에 정지된 펌프가 위치해 있다. 

속도분포에서 정지된 왼쪽 펌프로 유동이 발생하여 유속이 관찰되고 있으며, 오른쪽 정

상상태로 작동하는 펌프의 유속과 같은 레벨의 속도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상당한 

양의 냉각재가 bypass되는 것으로 보인다. 유동의 방향은 vector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그림 3-318>의 압력분포에서 알 수 있다. 압력분포에서 오른쪽의 정상 작동되는 펌프

는 외부의 환형유로로 냉각재를 배출하므로 외벽면에 충격하는 냉각재에 의해 높은 압력

이 형성되나, 왼쪽의 정지된 펌프를 보면 압력이 높은 부분이 내벽면에 보인다. 이는 거

꾸로 유입되어 내벽면에 충격하는 냉각재에 의해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단면에서의 속도분포를 검토하면, 1 펌프 정지가 노심과 UGS 및 FMHA, Flow skirt 등 

주요부위의 유속분포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속이 감소하여 전

체적인 속도는 감소하였으나 각각의 부분에서 발생하는 유동분포는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나. 원자로 유동분포 시험장치의 유로저항 계산

<그림 3-319>에 1 펌프 정지 시 원자로 유동분포시험장치의 유로저항을 계산하기 위한 

영역을 나타내었다. 각각의 위치에서 계측된 압력과 bypass유량은  <그림 3-320>에 나

타내었으며, 증기발생기의 압력손실이 20.7kPa이고 핵연료집합체 모의기의 압력손실이 

8.8kPa로 상당히 감소하였다. 노심상부구조물에서의 압력손실은 6.3 kPa이며, 유동분배

통은 0.9kPa이 발생한다. FMHA에서는 4.8kPa로 이다. 계산된 전체 시스템 손실은 

41.5 kPa이다. 펌프정지에 의해 정상상태 유량의 1/4의 유량이 감소하고, 다시 bypass

에 의해 정상상태 유량의 1/4이 감소하여 정상상태 유량의 50%정도만 흐르므로, 정상상

태 압력손실의 약 30%정도만이 시스템에 작용한다. 이와 같이 정지된 pump로의 

bypass유량은 25.05 kg/s로 펌프 1기의 작동유량인 28.25kg/s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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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3> 1 pump 정지 시 원자로 유동분포

시험장치의 경계 조건

<그림 3-314> 1 pump 정지

시 원자로 유동분포 시험장치

유동분석을 위한 수직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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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5> 1 pump 정지 시 원자로 유동분포 시험장치의

Xd단면 유속분포

<그림 3-316> 1 pump 정지 시 원자로 유동분포 시험장치의

Xd단면 압력분포



- 228 -

<그림 3-317> 1 pump 정지 시 원자로 유동분포 시험장치의

Yd단면 유속분포

<그림 3-318> 1 pump 정지 시 원자로 유동분포 시험장치의

Yd단면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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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9> 원자로 유동분포 시험장치의

원자로냉각재계통 유로저항 계산 영역

<그림 3-320> 1 pump 정지 시 원자로 유동분포 시험장치의

원자로냉각재계통 유로저항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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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절 유동혼합헤더집합체 특성시험 장치 열유동해석

유동혼합헤더집합체의 열혼합 특성을 실험을 통해 평가하기 위해 유동혼합헤더집합체 특

성시험을 실시한다. 유동혼합헤더 집합체 특성시험장치는 1/5.44의 축소비를 가지로 있

고, 실제 Flow Skirt 와 다른 유로구분포를 가지며, 실제 하부노심지지판(LCSP)와 다른 

유로구 분포를 가진다. 또한 노심에 의한 유동균일화가 반영되지 않으므로 실제 FMHA

와 유동혼합헤더집합체 특성시험 장치와의 상사성을 검토하기 위해 유동해석을 수행하였

다. 

유동혼합헤더집합체 특성시험장치의 홀분포는 압력강하가 작은 경우, 즉 hole직경이 큰 

경우이며 표준설계에서의 분석에서 16구역별로 약 5%정도의 유량편차를 보였고, 노심입

구에서의 온도편차는 4도 정도로 6도이하의 기준을 만족한다..

1. FMHA 특성시험장치 형상 및 격자생성

가. 해석 형상

<그림 3-321>에 홀이 큰 경우의 출구홀 분포를 가지는 유동혼합헤더집합체 특성시험장

치의 모델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FMHA 특성시험장치는 FMHA의 홀개수는 표준설계와 

같지만 Flow Skirt및 하부노심지지판(LCSP)의 유로구는 단순화 되어 있다. <그림 

3-322>에 FMHA 특성시험장치 내부형상을 나타내었다. Flow Skirt의 홀 및 LCSP의 

홀이 단순화되어 있는 형상이 잘 나타나 있다. 

나. 해석 격자

해석에 사용된 격자를 <그림 3-323>과 <그림 3-324>에 나타내었다. 총 3800만개 격

자를 사용하였으며, 모두 hexahedral 격자를 사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Flow Skirt부

는 hexahedral 격자의 생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여러 파트로 나누어 격자를 생성한 

후 non-conformal 격자로 해석하였다. 또한 FMHA의 각단을 그림에서와 같이 각기 격

자를 생성한 후 non-conformal 격자로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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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 FMHA 특성시험장치 형상

<그림 3-322> FMHA 특성시험장치 내부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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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3> FMHA 특성시험장치 각 층의 격자

<그림 3-324> FMHA 특성시험장치의 외부 및 내부 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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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상 운전 조건의 특성시험장치와 표준설계의 상사성 검토

가. 유동해석결과

(1) 수직단면 유동분포

<그림 3-325>에 FMHA 특성시험장치의 유동분석을 위한 수직단면을 나타내었다. 입구

기준점에 맞게 45도 단면과 135도 단면을 각각 Xd와 Yd로 정의하였다. <그림 3-326>

과 <그림 3-327>에 Xd단면의 유속과 압력 및 온도분포를 나타내었으며, <그림 

3-328>에서 <그림 3-329>에 Yd단면의 유속과 압력 및 온도분포를 나타내었다. <그림 

3-326>의 Xd 단면의 유속분포에서 1단과 2단으로 유입되는 냉각재의 유동분포와 출구

홀에서 토출되는 유동구조가 잘 나타나고 있다. <그림 3-327>의 압력분포는 기존에 평

가된 FMHA와 마찬가지로 1단의 압력손실이 큰 것을 나타내고 있다. 기존 분석에서 설

명한 바와 같이 1단으로 유입되는 유동의 경우 유동 전환각이 커 운동량 손실이 크다. 

또한, 입구에서 형성되는 유속도 다소 빠른데 입구가 아래로 치우쳐 있어 유동박리도 크

게 발생하여 실제 유동이 통과할 수 있는 유동단면적이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

다. 이와 같이 유동 전환각이 크고 유속이 빠르게 형성되기 때문에 1단에서의 압력손실

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그 결과 <그림 3-327>의 압력분포를 보면 1단의 압력분포가 2

단보다 높게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FMHA를 통과한 냉각재는 Flow Skirt의 하향유로를 거쳐 노심하부공간으로 유입되게 

된다. 노심하부에서의 유동분포도 기존 표준설계의 유동구조와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하부노심지지판(LCSP)를 통과한 냉각재는 노심에 의해 균일한 유동이 형성되는

데 FMHA 특성시험장치에는 노심의 역할을 하는 저항체가 없다. 그러므로 LCSP를 통과

한 냉각재는 빠른 속도로 분사되고 속도의 균일화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그림 3-325> FMHA 특성시험장치 유동분석을 위한 수직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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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6> 정상 상황 시 FMHA 특성시험장치의

Xd단면 유속분포

<그림 3-327> 정상 상황 시 FMHA 특성시험장치의

Xd단면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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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8> 정상 상황 시 FMHA 특성시험장치의

Yd단면 유속분포

<그림 3-329> 정상 상황 시 FMHA 특성시험장치의

Yd단면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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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평단면 유동분포

<그림 3-330>은 홀이 큰 FMHA 특성시험장치의 유동을 분석하기 위한 수평단면을 나

타낸 것이다. Plane 1은 FMHA의 상부를 Plane 2 ～ 9는 각단의 출구홀 위치로 나타내

었으며, 유동분배통에 Plane 10 ～ 13의 수평단면이 위치한다. 

<그림 3-331>에서 <그림3-256>은 각각의 단면에서의 속도분포, 압력분포를 나타낸 것

이다. <그림 3-331>과 <그림 3-332>는 증기발생기에서 토출된 냉각재가 FMHA 특성

시험장치로 유입되는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유속은 차이가 없으나 압력은 1단이 높게 

형성된다. 각 단면에서 FMHA의 입구로 유입되는 복잡한 유동패턴과 출구홀에서 고른 

유속으로 배출되는 유동특성이 잘 나타나고 있다. 

<그림 3-349>에서 <그림 3-356>은 유동분배통의 유동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351>, <그림 3-353>, <그림 3-355>의 유속분포를 보면 유동분배통에 의해 하향유

로를 통과한 냉각재가 홀을 통애 노심하부 공간으로 유입되는 현상이 잘 나타나 있으며, 

외부의 유동분균일이 완화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그림 3-352>, <그림 

3-354>, <그림 3-356>의 압력분포를 보면 균일한 외부의 압력분포가 노심하부 공간에

서는 균일하게 되는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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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0> FMHA 특성시험장치 유동분석을 위한 수평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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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1> 정상 상황 시 FMHA 특성시험장치의 Plane

1 유속분포

<그림 3-332> 정상 상황 시 FMHA 특성시험장치의 Plane

1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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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3> 정상 상황 시 FMHA 특성시험장치의 Plane

2 유속분포

<그림 3-334> 정상 상황 시 FMHA 특성시험장치의 Plane

2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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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5> 정상 상황 시 FMHA 특성시험장치의 Plane

3 유속분포

<그림 3-336> 정상 상황 시 FMHA 특성시험장치의 Plane

3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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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7> 정상 상황 시 FMHA 특성시험장치의 Plane

4 유속분포

<그림 3-338> 정상 상황 시 FMHA 특성시험장치의 Plane

4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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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9> 정상 상황 시 FMHA 특성시험장치의 Plane

5 유속분포

<그림 3-340> 정상 상황 시 FMHA 특성시험장치의 Plane

5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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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1> 정상 상황 시 FMHA 특성시험장치의 Plane

6 유속분포

<그림 3-342> 정상 상황 시 FMHA 특성시험장치의 Plane

6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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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3> 정상 상황 시 FMHA 특성시험장치의 Plane

7 유속분포

<그림 3-344> 정상 상황 시 FMHA 특성시험장치의 Plane

7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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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5> 정상 상황 시 FMHA 특성시험장치의 Plane

8 유속분포

<그림 3-346> 정상 상황 시 FMHA 특성시험장치의 Plane

8 압력분포



- 246 -

<그림 3-347> 정상 상황 시 FMHA 특성시험장치의 Plane

9 유속분포

<그림 3-348> 정상 상황 시 FMHA 특성시험장치의 Plane

9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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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9> 정상 상황 시 FMHA 특성시험장치의 Plane

10 유속분포

<그림 3-350> 정상 상황 시 FMHA 특성시험장치의 Plane

10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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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1> 정상 상황 시 FMHA 특성시험장치의 Plane

11 유속분포

<그림 3-352> 정상 상황 시 FMHA 특성시험장치의 Plane

11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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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3> 정상 상황 시 FMHA 특성시험장치의 Plane

12 유속분포

<그림 3-354> 정상 상황 시 FMHA 특성시험장치의 Plane

12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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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5> 정상 상황 시 FMHA 특성시험장치의 Plane

13 유속분포

<그림 3-356> 정상 상황 시 FMHA 특성시험장치의 Plane

13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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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심입구 유동분포

<그림 3-357>은 FMHA 특성시험장치의 노심입구부의 형상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3-358>은 노심에서의 속도분포를, <그림 3-359>.는 압력분포를 나타내었다. <그림 

3-358>에서 노심입구부의 유속의 전체적인 분포는 균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4

개의 유로구를 하나의 유로구로 합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각각의 구멍에서의 저속영역이 

표준설계의 노심입구 결과에서 보다 커 보인다. <그림 3-359>의 압력분포에서 저압영

역이 발견되고 전체적인 압력분포는 표준설계의 결과보다 커 보인다. 표준설계는 구멍이 

4개인데 반해 특성시험장치의 유로구는 1개여서 입구의 축소관 부위의 저압영역이 더 

커 보이고, 이는 속도분포에서 속도가 작게 나오는 부분과 일치한다. 이에 의해 표준설

계에 비해 노심입구에서의 유속과 압력의 편차가 큰 것으로 보이며, 표준설계 해석 시 

반영되어 있는 핵연료집합체의 저항이 FMHA 특성실험장치에는 작용하고 있지 않은 것

도 노심입구에서의 편차가 큰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3-357> FMHA 특성시험장치의 노심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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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8> FMHA 특성시험장치의 노심 속도

<그림 3-359> FMHA 특성시험장치의 노심 압력



- 253 -

(4) 정상유량 조건 시 FMHA 특성시험장치와 표준설계의 상사성비교

FMHA 특성시험장치와 표준설계의 상사성 분석을 하기 위해 최대값과 최소값으로 무차

원화하여 비교하였다.

<그림 3-360>에서 <그림 3-363>에 Xd단면에서의 속도와 압력을 무차원화 하여 비교

하였다. <그림 3-360>과 <그림 3-361>의 표준설계형상과 특성시험장치의 속도를 비교

한 것으로 유속의 크기는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인 분포는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림 3-362>와 <그림 3-363>은 Xd단면에서 압력분포를 비교한 것이다. 유속이 느리

기 때문에 압력손실도 비교적 작게 형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표준설계에서는 FMHA의 

입구로 들어가면서 압력손실이 큰데 반해 시험장치는 작게 형성되고 있다. 이는 특성시

험장치의 Re가 표준설계의 1/40이므로 형성되는 속도가 작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Re=1/20인 원자로 유동분포 시험장치는 표준설계와 거의 값은 분포를 보인다. 

<그림 3-364>에서 <그림 3-367>은 Yd 단면에서의 속도와 압력을 비교한 것으로 Xd

단면에서와 같이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그림 3-368>과 <그림 3-369>는 각각의 노심

속도의 상사성을 비교한 것이다. 노심에서는 표준설계와 특성시험장치의 속도분포가 전

체적 단면에서 보면 균일한 유동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360> 정상유량 조건 시 표준설계 형상의 Xd

단면-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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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1> 정상유량 조건 시 특성시험장치 형상의 Xd

단면-velocity

<그림 3-362> 정상유량 조건 시 표준설계 형상의 Xd

단면-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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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3> 정상유량 조건 시 특성시험장치 형상의 Xd

단면-pressure

<그림 3-364> 정상유량 조건 시 표준설계 형상의 Yd

단면-velocity



- 256 -

<그림 3-365> 정상유량 조건 시 특성시험장치 형상의 Yd

단면-velocity

<그림 3-366> 정상유량 조건 시 표준설계 형상의 Yd 단면

-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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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7> 정상유량 조건 시 특성시험장치 형상의 Yd

단면-pressure

<그림 3-368> 표준설계 형상의 노심입구 속도 상사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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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9> 특성시험장치 형상의 노심입구 속도 상사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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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기발생기 고장 시 특성시험장치와 표준설계의 상사성 검토

가. 증기발생기 1기 고장 시 상사성 검토

(1) 해석 조건

증기발생기 1기가 고장난 상황에 대한 열유동을 평가하여 FMHA 특성시험장치의 상사

성을 검토하였다. <그림 3-370>은 증기발생기 1기가 고장 난 상황에서 고온의 냉각재

가 유입되는 입구를 나타내고 있다. 증기발생기는 2개가 짝을 이루어 1기의 증기발생기

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증기발생기 1기가 고장 난 것은 2개의 FMHA 유입구에서 60 °C

의 냉각재가 유입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나머지 입구에는 30 °C의 냉각재가 유입된다. 

증기발생기만 고장나고 펌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조건이므로 유입되는 유량은 균일하

다. 그러므로 온도의 편차만이 존재하며, 이를 통해 유동혼합헤더집합체와 유동분배통에 

의한 열 혼합을 평가할 수 있다. 

<그림 3-370> 증기발생기 1기 고장 시 FMHA 특성장치의 입구온도 및 유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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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평단면 온도분포

<그림 3-371>에서 <그림 3-384>은 각각의 단면에서의 온도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유

량이 균일한 정상상태의 유량분포이므로 FMHA와 유동분배통의 유속 및 압력분포는 기

존의 분석결과와 같으므로 온도만 비교하였다.

<그림 3-374>에서 <그림 3-379>의 FMHA출구홀에서의 열혼합을 보면 기존 표준설계

형상에서 관찰된 것과 같이 고온의 냉각재가 들어가는 1/4분면의 반대쪽인 3/4분면의 

냉각재 출구온도가 높게 형성된다. <그림 3-379>와 <그핌 3-380>을 보면 표준설계와

의 차이점도 관찰되는데, FMHA의 출구온도분포가 3/4 분면이 높은 것은 표준설계와 같

지만, 특성시험모형에서는 저온 영역이 1/4분면에 형성되고 있다. 표준설계의 해석결과

는 저온 영역이 180도와 270도 방향으로 형성되었다. 이 차이점이 추후 기술하는 노심

입구온도편차에서 표준설계와 특성시험장치의 차이점의 원인이 된다. <그림 3-380>에

서 <그림 3-383>을 보면 표준설계에서도 밝혀졌듯이 FMHA에서 온도편차가 해소되지 

않은 채 유동분배통으로 유입되면, 유동분배통에서 열혼합이 되지 않고 노심까지 온도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 기존에 언급했듯이 유동분배통은 유속의 불균일을 해소해 주는 

기능은 하지만 온도의 불균일은 그대로 유지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384>

의 온도편차는 7.52°C 를 보이고 있으며 표준설계의 4.7°C 에 비해 큰 값을 보이고 있

다.

(3) 수직단면 온도분포

<그림 3-385>에서 <그림 3-386>에 Xd단면과 Yd단면의 온도분포를 나타내었다. <그림 

3-385>의 Xd 단면의 온도분포를 보면 1단 반대쪽의 하향유로에서 온도가 높은 냉각재

가 Flow Skirt를 그대로 통과하여 노심을 유입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FMHA에서 온도편차가 해소되지 않고 유동분배통까지 유입될 경우 온도편차가 하향유

로와 노심하부 공동부까지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동분배통이 원주방향과 반

경방향의 유동을 균일하게 해주는 효과는 있으나, 이는 저항에 의해 유채의 유속을 균일

하게 해주는 역할에 의한 것이고, 유동분배통에는 유체를 혼합해 줄 수 있는 선회속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주방향의 온도편차가 유지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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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71> 증기발생기 1기 고장 시 FMHA

특성시험장치의 Plane 1 온도분포

<그림 3-372> 증기발생기 1기 고장 시 FMHA

특성시험장치의 Plane 2 온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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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73> 증기발생기 1기 고장 시 FMHA

특성시험장치의 Plane 3 온도분포

<그림 3-374> 증기발생기 1기 고장 시 FMHA

특성시험장치의 Plane 4 온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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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75> 증기발생기 1기 고장 시 FMHA

특성시험장치의 Plane 5 온도분포

<그림 3-376> 증기발생기 1기 고장 시 FMHA

특성시험장치의 Plane 6 온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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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77> 증기발생기 1기 고장 시 FMHA

특성시험장치의 Plane 7 온도분포

<그림 3-378> 증기발생기 1기 고장 시 FMHA

특성시험장치의 Plane 8 온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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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79> 증기발생기 1기 고장 시 FMHA

특성시험장치의 Plane 9 온도분포

<그림 3-380> 증기발생기 1기 고장 시 FMHA

특성시험장치의 Plane 10 온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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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81> 증기발생기 1기 고장 시 FMHA

특성시험장치의 Plane 11 온도분포

<그림 3-382> 증기발생기 1기 고장 시 FMHA

특성시험장치의 Plane 12 온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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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83> 증기발생기 1기 고장 시 FMHA

특성시험장치의 Plane 13 온도분포

<그림 3-384> 증기발생기 1기 고장 시 FMHA

특성시험장치의 노심입구 온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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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85> 증기발생기 1기 고장 시 FMHA

특성시험장치의 Xd 단면의 온도분포

<그림 3-386> 증기발생기 1기 고장 시 FMHA

특성시험장치의 Yd 단면의 온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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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사성 검토

<그림 3-387>에서 <그림 3-392>에 걸쳐 표준설계와 FMHA 특성시험장치의 상사성을 

검토하였다. <그림 3-387>은 표준설계의 Xd단면의 무차원화 된 온도분포를 나타내고 

<그림 3-388>은 FMHA 특성시험장치의 무차원화 된 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유속분포

와는 다르게 온도분포는 서로 비슷한 값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차원화 

된 온도를 비교하면 고온의 냉각재가 4/4 분면인 그림의 좌측에서 유입되어 노심까지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표준설계보다 특성시험장치가 FMHA의 출구와 하향

유로의 온도편차가 심한 것으로 파악된다. 즉, 특성시험장치의 FMHA에서의 열혼합이 

표준설계보다 덜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389>와 <그림 3-390>의 Yd단면에서도 

서로 유사한 무차원화 된 온도범위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단면에서의 온도가 서로 유사하

다. 표준설계와 특성시험장치의 FMHA와 하향유로에서의 온도편차가 Xd면보다는 비슷

하게 형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391>과 <그림 3-392>는 노심입구에서의 온도상사성을 비교한 것이다. 무차원

화된 온도분포가 높은 영역이 표준설계는 노심입구의 일부분에 그치지만 FMHA 특성시

험장치에서는 넓은 영역에 걸쳐 고온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준설계에서는 180도와 270

도 방향에 온도가 낮은 영역이 형성되어 있으나, 특성시험장치는 잘 관찰되지 않는다. 

이는 (2) 수평단면 온도분포에서 분석했듯이 FMHA의 출구온도분포가 3/4 분면이 높은 

것은 표준설계와 같지만, 특성시험모형에서는 저온 영역이 1/4분면에 형성되고, 표준설

계의 해석결과는 저온 영역이 180도와 270도 방향으로 형성되기 떄문이다.. 즉, FMHA

의 출구온도분포가 그대로 노심까지 이어지는데, 표준설계와 시험장치의 FMHA 출구의 

저온영역 위치가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노심에서도 저온영역이 차이를 보이

게 된다.

이상의 결과에서 Re수가 작아서 무차원화된 속도값을 직접비교할 수는 없었으나 유동분

포는 서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온도의 경우는 무차원화하여 값을 직접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수직단면에서는 상사성이 있었다. 다만 유동분배통과 노심입구부에서 저온

영역이 표준설계와 특성시험장치 사이에서 차이를 보이며 이는 FMHA에서의 열혼합이 

표준설계와 특성시험장치에서 약간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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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87> 증기발생기 1기 고장 시 표준설계 형상의

Xd 단면-temperature

<그림 3-388> 증기발생기 1기 고장 시 FMHA

특성시험장치 형상의 Xd 단면-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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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89> 증기발생기 1기 고장 시 표준설계 형상의

Yd 단면-temperature

<그림 3-390> 증기발생기 1기 고장 시 FMHA

특성시험장치 형상의 Yd 단면-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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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91> 증기발생기 1기 고장 시 표준설계 형상의

노심입구 온도상사성 비교

<그림 3-392> 증기발생기 1기 고장 시 FMHA

특성시험장치 형상의 노심입구 온도상사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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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증기발생기 2기 고장 시 상사성 검토

(1) 해석 조건

FMHA로 유입되는 온도편차가 좀 더 과도한 상황으로 인접한 증기발생기 2기가 고장난 

경우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3-393>은 1/4분면과 2/4분면의 증기발생기 2기

가 고장 난 경우로 FMHA에 유입되는 유로는 1단과 3단으로 유입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 해석을 위해 사용된 냉각재의 물성치는 증기발생기 1기가 고장 난 경우와 

동일하다. 

<그림 3-393> 증기발생기 2기 고장 시 FMHA 특성장치의 입구온도 및 유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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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평단면 온도분포

<그림 3-394>는 증기발생기 2기 고장 시 온도분포확인을 위한 수평단면을 나타낸 것이

다. 

<그림 3-395>에서 <그림 3-407>은 각 단면에서의 온도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표준설

계에서 증기발생기 2기가 고장 난 경우와 마찬가지로 3/4분면의 온도가 높게 형성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4분면의 고온의 냉각재는 노심에까지 이르게 되며, 이는 표준

설계에서의 결과와 같다. 다만, 저온 영역이 1/4분면에 형성되는데, 이는 180도와 270도 

방향으로 저온영역이 형성되는 표준설계의 결과와 차이를 보인다.

(3) 노심 입구부에서의 유동 및 온도장 분포

<그림 3-408>은 노심입구에서의 온도를 평가하기 위한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이 단면에서의 온도를 <그림 3-409>에 나타내었다. 노심입구에서의 온도분포는 최고온

도는 320 K이고 최저온도는 307.46 K으로 약 12.5 K의 온도편차를 보이고 있다. 증기

발생기 1기가 고장 난 경우의 온도편차는 7.5 K에 비해 편차가 더 심해진 것을 알 수 

있다. 표준설계형상에서는 증기발생기 1기가 고장난 경우와 증기발생기 2기가 고장 난 

경우가 모두 온도편차가 4K 정도로 차이가 없었다. 

<그림 3-394> 증기발생기 2기 고장 시 온도 분포를 확인을 위한

FMHA 특성장치의 수평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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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95> 증기발생기 2기 고장 시 FMHA

특성시험장치의 Plane 1 온도분포

<그림 3-396> 증기발생기 2기 고장 시 FMHA

특성시험장치의 Plane 2 온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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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97> 증기발생기 2기 고장 시 FMHA

특성시험장치의 Plane 3 온도분포

<그림 3-398> 증기발생기 2기 고장 시 FMHA

특성시험장치의 Plane 4 온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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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99> 증기발생기 2기 고장 시 FMHA

특성시험장치의 Plane 5 온도분포

<그림 3-400> 증기발생기 2기 고장 시 FMHA

특성시험장치의 Plane 6 온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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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01> 증기발생기 2기 고장 시 FMHA

특성시험장치의 Plane 7 온도분포

<그림 3-402> 증기발생기 2기 고장 시 FMHA

특성시험장치의 Plane 8 온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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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03> 증기발생기 2기 고장 시 FMHA

특성시험장치의 Plane 9 온도분포

<그림 3-404> 증기발생기 2기 고장 시 FMHA

특성시험장치의 Plane 10 온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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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05> 증기발생기 2기 고장 시 FMHA

특성시험장치의 Plane 11 온도분포

<그림 3-406> 증기발생기 2기 고장 시 FMHA

특성시험장치의 Plane 12 온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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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07> 증기발생기 2기 고장 시 FMHA

특성시험장치의 Plane 13 온도분포

<그림 3-408> FMHA 특성시험장치의 노심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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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09> 증기발생기 2기 고장 시 FMHA

특성시험장치의 노심입구 온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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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직단면 온도분포

유량조건은 동일하고 강제대류이기 때문에 부력을 계산하지 않았으므로, 속도장과 압력

장은 증기발생기 1기가 고장 난 경우와 동일하다. 그러므로 수직단면의 온도장만  <그림 

3-410>과 <그림 3-411>에 나타내었다. 수직단면의 온도분포에 의하면 FMHA 특성시

험장치에서 균일화되지 않은 냉각재의 온도편차가 노심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3-410> 증기발생기 2기 고장 시 FMHA

특성시험장치의 Xd 단면의 온도분포

<그림 3-411> 증기발생기 2기 고장 시 FMHA

특성시험장치의 Yd 단면의 온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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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사성 검토

<그림 3-412>와 <그림 3-413>에서 Xd 무차원화된 온도분포로 표준설계와 특성시험장

치의 상사성을 검토하였다. 그림에서 무차원화된 온도의 범위가 서로 비슷하고 전체적인 

경향은 비슷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표준설계에 비해 특성시험장치의 온도편차가 

크고, 이는 증기발생기 1기가 고장 난 상황과 같이 FMHA 출구부분의 온도편차가 표준

설계와 특성시험장치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그림 4-414>와 <그림 4-415>에서 

Yd 단면의 무차원화된 온도분포는 표준설계와 특성시험장치가 유사하다. <그림 4-416>

과 <그림 4-417>에서 노심입구부분의 온도편차를 비교하였다. 온도편차가 표준설계와 

특성시험장치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FMHA에서의 열혼합 특성이 표준설계와 특

성시험장치에서 약간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결과에서 증기발생기 2기가 고장 난 경우도 1기가 고장 난 경우와 온도분포가 

같이 Re수가 작아서 무차원화된 속도값을 직접비교할 수는 없었으나 유동분포는 서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온도의 경우는 무차원화하여 값을 직접비교할 수 있을 정도

로 수직단면에서는 상사성이 있었다. 다만 유동분배통과 노심입구부에서 저온영역이 표

준설계와 특성시험장치 사이에서 차이를 보이며 이는 FMHA에서의 열혼합이 표준설계

와 특성시험장치에서 약간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표준설계에서는 증기발생기가 1기 

고장난 경우와 2기 고장난 경우가 노심입구에서의 온도차가 4도 이내로 서로 비슷한 반

면, 특성시험장치는 1기 고장난 경우 7.5도, 2기 고장난 경우 12.5도의 편차가 발생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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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2> 증기발생기 2기 고장 시 표준설계 형상의

Xd 단면-temperature

<그림 3-413> 증기발생기 2기 고장 시 FMHA

특성시험장치 형상의 Xd 단면-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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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4> 증기발생기 2기 고장 시 표준설계 형상의

Yd 단면-temperature

<그림 3-415> 증기발생기 2기 고장 시 FMHA

특성시험장치 형상의 Yd 단면-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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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6> 증기발생기 2기 고장 시 표준설계 형상의

노심입구부 온도 상사성 비교

<그림 3-417> 증기발생기 2기 고장 시 FMHA

특성시험장치 형상의 노심입구부 온도 상사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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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절 내장형 증기가압기 특성시험장치 유동해석

 가압기는 원자로의 정상상태 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운전압력을 유지하고 과도 상태 시 

원자로냉각재의 체적팽창 및 수축 등의 열수력 현상에 의해 야기되는 원자로냉각재계통

의 냉각재 부피 및 계통압력변동을 수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SMART는 상용로와 마찬

가지로 포화상태의 증기와 물을 이용하여 계통의 압력을 제어하는 증기가압기를 채택하

였다.

SMART의 가압기는 원자로덮개 하부와 상부안내구조물집합체 상부 사이에 형성되는 공

간을 사용하는 내장형 증기가압기이며, 원자로용기의 상부에 위치한다. 원자로냉각재계

통의 주유로와 가압기의 연결부는 노심과 원자로냉각재펌프사이의 유로로써 정확한 위치

는 상부안내구조물 상부이다.

가압기에서 발생하는 열수력 현상은 다양하며 특히 SMART의 경우 추가적으로 고려해

야 할 열수력 현상이 존재한다. 이 중 가압기의 형상이 상용로와 달라 상이한 열전달현

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가압기의 형상이 수직 원통형이 아니며, 대부분의 증기는 

구형의 공간에 존재하므로 벽면열전달, 살수응축, bubble rising, 계면열전달 등의 효과

가 상대적으로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증기가압기에서 발생하는 기본적

인 열수력 현상은 잘 알려져 있으나, 위에서 언급한 추가적인 열수력 경계조건의 차이로 

인해 SMART의 가압기에서 발생하는 열수력 현상이 기존 상용로의 가압기와 차이가 있

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SMART 가압기내의 열수력 현상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압기에서 발생하는 bubble rising에 의한 자연대류현상을 수치해

석을 통해 모사하여 가압기내의 유동를 분석하고, 수치해석의 적용성을 검토하여, 1/6로 

축소된 증기가압기 특성시험장치 다상유동해석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해석을 통해 증기가압기 내의 2상 유동현상을 해석 및 분석하여 기

존 일반적인 가압기와의 차이에 의해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SMART 내장형 증기가압

기 특성시험 장치의 유동분석을 수치해석을 통해 검토할 수 있었다.

1. 내장형 증기가압기 특성시험 장치 형상 및 격자

<그림 3-418>에 내장형증기가압기의 CAD형상을 나타내었다. 해석대상영역은 하부안내

판부터 모델에 포함하였다. 하부안내판에도 제어봉연장축의 틈새유로가 존재하나, 본 연

구에서는 히터에 의해 발생하는 bubble의 자연대류현상을 해석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하

부안내판의 틈새는 무시하였다. 상부안내판의 제어봉연장축과 노내계측기의 내부틈새유

로도 막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림 3-419>에 이와 같이 모델링 된 지지판 형상 및 

내부구조물의 형상을 나타내었다.

해석에 사용한 격자는 tetra/prism 격자를 사용하였으며, 다상유동 해석을 수행해야 하

는 것을 고려하여 1400만 개의 격자로 모델링하였다. 다상유동해석이기 때문에 해석에 

사용되는 컴퓨터의 자원은 1400만개의 두 배에 해당하는 자원을 사용한다. 

<그림 3-420>에 내장형 증기가압기의 해석모델을 나타내었다. 상부가 돔 형태가 아닌 

이유는 자유표면까지 모델링에 포함하고 그 이외의 증기가 충만한 영역은 해석대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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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압기내의 냉각재의 유동에 중점을 두어 해석을 

진행하는 것이고, 자유표면에 대한 관심은 적으므로 자유표면 상부를 제외하였다.

<그림 3-418> 내장형 증기가압기 특성시험

장치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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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9> 내장형 증기가압기 특성시험 장치 내부 형상모델

<그림 3-420> 내장형 증기가압기 특성시험 장치 해석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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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Vapour에 의한 증기가압기 내 유동분포 상사성 검토

가.

해석에 적용한 유체는 냉각재와 증기이며, 15 Mpa의 포화상태(342.2 °C)로 가정하여 

물성치를 입력하였다. 포화상태로 가정하였으므로 온도는 해석에서 제외하고 vapour 

bubble과 냉각재의 운동량교환만 해석에 포함하였다. 해석모델은 Eulerian Multiphase 

model을 이용하여 vapour bubble과 냉각재의 속도장을 각기 해석하고, volume 

fraction으로 양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해석되었다. 운동량교환에 사용된 상관식은 

bubbly flow의 해석에 적합한 Schiller Naumann 상관식을 사용하였으며, 냉각재를 연

속체로 vapour를 dispersed phase로 해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기존의 원자로냉각재계

통 해석과는 다르게 부력에 의한 bubble rising를 고려하기 위해 중력가속도를 적용하였

다. 

내장형 증기가압기 내의 유동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유동은 없으며, 내부에서 가열되는 

히터에 의해 증기가 발생되면서 자연대류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증기가압기 히터의 용량

은 1500 kW이며, 이 열이 모두 증기를 발생시킨다면 1.5 kg/s의 증기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20 % 정도의 증기가 발생하는 조건에 대해 해석을 수행하여 유동분포

를 관찰하였다. 그러므로, 내장형가압기 특성시험장치의 축소비가 1/6이므로 시험기에 

유입되는 증기의 양은 1/6^3 으로 0.00139 kg/s이다.

<그림 3-421>은 내장형 증기가압기 내에서 발생하는 vapour의 volume fraction을 나

타낸 것이며, 히터의 발열에 의해 증발되므로 히터주위에만 몰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히터주위에서 위로 올라가 자유표면에서 외부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다른 부위에서 

분포를 관찰하기는 어렵다. <그림 3-422>는 내장형 증기가압기 특성시험장치의 vapour

의 volume fraction을 나타낸 것이다. 표준설계에서의 분포와 유사하게 히터주위에만 

vapour가 있고,  다른 부위에서는 관찰되지 않는다. 

<그림 3-423>에 표준설계 내장형 증기가압기의 vapour의 속도분포를 나타낸 것이고, 

<그림 3-424>는 내장형 증기가압기 특성시험장치의 증기속도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분

홍색으로 표시된 히터에서 vapour가 발생하므로, 이 부분에서 위로 올라가는 vapour 

bubble의 속도가 나타나고 있다. 최대 속도 값이 차이가나 legend가 달라보이지만 전체

적인 경향은 유사하다. 주의할 점은 증기의 속도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증기가 있는 것

은 아니다. 다상유동해석에 의해 증기의 volume fraction이 거의 없는 지점에서도 증기

의 속도는 계산되기 떄문에 나오는 것이므로, <그림 3-421>과 <그림 3-422>의 

volume fraction과 같이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 <그림 3-421>과 <그림 3-422>의 증

기의 volume fraction이 heater 주위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으므로, <그림 3-423>과 

<그림 3-424>의 증기의 속도분포도 heater에 근접한 부분에서만 의미가 있다.

<그림 3-425>와 <그림 3-426>은 표준설계와 시험모형의 냉각재 속도분포이다. 냉각재

는 가압기내에 충만하고 bubble의 양은 매우 작으므로 증기가압기의 유동분포는 냉각재

에 의해 결정되게 된다. <그림 3-423>과<그림 3-424>와 같이 bubble이 부력에 의해 

속도장이 형성되면 같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냉각재와 운동량교환을 통해 <그림 

3-425>와 <그림 3-426>과 같이 냉각재도 위로 올라가는 유동분포가 발생한다. 이 상

부로 올라가는 유동은 내부 구조물과 유로구조의 영향을 받으며 자유표면까지 도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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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표면에서 vapour는 모델링 되지 않은 증기가압기의 상부로 빠져나가며 냉각재는 관

성에 의해 자유표면을 따라 수평으로 흐르게 된다. 냉각재의 유속분포는 표준설계와 시

험모형이 거의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림 3-427>과 <그림 3-428>에서 자유표면에서의 냉각재의 유속분포를 나타낸 것이

다. 히터를 따라 올라오는 vapour에 의해 냉각재도 상승하다 자유표면에서 히터 좌우로 

흐르는 유동패턴을 관찰 할 수 있으며, 표준설계와 특성시험장치의 유동분포가 매우 유

사하다.

이와 같이 증기가압기내의 복잡한 2상 유동현상에 대한 모델링 및 해석을 수행하여 증

기가압기 내에서 발생하는 vapour에 의한 자연대류현상을 분석하였다. 내장형 증기가압

기와 1/6로 축소된 특성시험장치의 단면에서의 냉각재 유속분포 및 자유표면에서의 냉

각재 유속분포가 서로 매우 유사하므로 상사성이 있다고 판단되아. 이와 같은 수치해석

방법론을 적용하여 증기가압기 특성시험장치 내의 보다 복잡한 유동현상을 분석함으로써 

일반 가압기 형상과 다르기 때문에 추가적인 분석과 시험이 필요한 SMART의 내장형 

증기가압기 특성시험장치의 검토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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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1> 표준 설계 내장형 증기가압기의 수직단면 증기

volume fraction

<그림 3-422> 내장형 증기가압기 특성시험장치의 수직단면

증기 volume f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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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3> 표준 설계 내장형 증기가압기의 수직단면 증기 속도

분포

<그림 3-424> 내장형 증기가압기 특성시험장치의 수직단면

증기 속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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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5> 표준 설계 내장형 증기가압기의 수직단면 냉각재

속도 분포

<그림 3-426> 내장형 증기가압기 특성시험장치의 수직단면

냉각재 속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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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7> 내장형 증기가압기 자유표면에서의 냉각재

속도분포

<그림 3-428> 내장형 증기가압기 특성시험장치의

자유표면에서의 냉각재 속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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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기여도

제1절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

1. 1차년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본 연구는 수출용 중소형원전 개발을 위한 SMART 표준설계 인가 획득을 위한 원자로

유동분포 시험장치, 유동혼합헤더집합체 특성시험장치 그리고 내장형가압기 특성시험장

치에 대한 CFD 해석 자료의 확보와 표준설계와의 상사성 검토가  목적이다. 따라서, 실

험 및 경험상관식과의 비교검증을 통해 확립된 CFD 해석기술을 SMART 표준설계에 확

장적용하여 노심을 포함한 원자로유동분포시험장치과 원자로유동분포 시험장치, 유동혼

합헤더집합체 특성시험장치 및 내장형 증기 가압기 특성시험장치에 대한 열수력 해석을 

통해 설계 기술 확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가. 원자로유동분포시험 장치에 대한 CFD 해석

l 표준설계와 검증시험의 유동현상의 차이점 및 상사성을 비교 분석하고, 시험장

치 구성 및 계측기 설치위치의 적절성을 판단하며, 필요시 시험장치 개선사항

도출하였다.

l 기본형상에 대한 경험상관식과 CFD 해석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적절한 난류모

형 및 격자구성 등의 CFD 해석 방법론을 정립하였다.

l 시험장치 유동현상에 대한 상세정보를 획득하였다.

나. 유동혼합헤더집합체 특성시험 장치에 대한 CFD 해석

l 유동혼합헤더집합체 열유동현상에 대해 표준설계와 검증시험의 차이점 및 상

사성을 비교분석하였다.

l 유동혼합헤더집합체 특성시험장치의 열유동현상에 대한 상세정보를 획득하였

다.

다. 내장형 증기가압기 특성시험 장치에 대한 CFD 해석

l 증기가압기 특성시험 장치와 표준설계와의 상사성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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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및 범위

1차년도

(2009)

1. 원자로유동분포시험 장치 

CFD 예비해석

2. 유동혼합헤더집합체   

특성시험장치 CFD 예비해석

3. 내장형 증기가압기 

특성시험장치 CFD 예비해석

1. 시험장치에 대한 예비평가 및 

시험장치 구성에 대한 개선사항 제시

2. 계측기 설치위치의 적절성 판단

3. 격자조밀도 및 난류모형 예비분석

4. 유사형상에 대한 경험상관식과/또는 

실험 데이터와의 예비비교평가

5. 시험장치 열유동 CFD 예비해석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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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차년도 연구개발 실적

구 분
추  진  일  정(2009.10.5 ~ 2009.12.31)

10 11 12

              
원
자
로
유
동
분
포
시
험
 장

치
에
 대

한
 해

석

RCP/SG 주변 

시험모형 

해석

증기 발생기 모의부 

해석

RCP/SG 시험장치 

정상유량 조건 해석

RCP/SG 시험장치 

비정상조건 해석

FMHA 주변 

시험모형 

해석

홀이 큰 FMHA 

시험장치 해석

정상유량 조건 및 

SG 정지 조건을 

부여한 유동해석

홀이 작게 최적화된 

FMHA 시험장치 

해석

FS/LCSP 

주변 

시험모형 

해석

정상유량 해석을 

통해 유량분배 

균일화 조건 여부 

관찰

유량변화조건 해석을 

통해 유량분배 

균일화 조건 여부 

관찰

SG 정지 조건을 

부여한 유동해석

Core 주변 

시험모형 

해석

핵연료집합체 모의기 

해석

핵연료집합체 모의기 

Cross flow 상사성 

해석

시험장치 목표압력 

및 유량분배조건 

만족 여부 비교

UGS 주변 

시험모형 

해석

FAP 및 UGS 

시험장치  해석 

모델링

목표압력 강하 및 

유량분배 조건 

만족여부 검토

원자로시험장

치 전체 계통 

해석

원자로 시험장치 

전체 계통 모델링 

정상상태해석을 통한 

압력강하 및 

유량분배 조건 검토

1 Pump 정지상황 

해석을 통한 bypass 

유량검토

FMHA 특성시험 

장치 해석

유동혼합헤더 

특성시험장치 

해석모델링

특성시험장치에 대한 

SG 정지상황 부여 

열유동해석

표준설계 및 

시험장치 해석을 

통한 상사성비교

기본유동현상 Ref. 

검토

Orifice, 곡관에 대한 

난류모델 및 

격자조밀도 비교검증

급확대, 급축소관에 

대한 난류모델과 

격자조밀도 비교검증

Mixing vane에 대한 

난류모델 검증

내장형 증기가압기 

특성시험장치 해석

1/6 크기 가압기 

특성시험장치 모델링 

증기가압기 

특성시험장치 내 

bubble rising 

해석을 통한 상사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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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내용의 관련분야 기술발전 기여도

가. 기술적 측면

l 시험장치 구성에 있어 표준설계와의 상사성 및 대표성 확인

l 시험결과와 CFD 해석결과와의 상세 비교를 통해, 표준설계에 대한 검증 및

신뢰성 증대

l 시험장치 CFD 해석에 있어, 격자조밀도 및 난류모델 표준 제시 등의 해석 방

법론 정립

l 시험장치 구성에 따른 계측기의 적정 위치 확보

나. 경제 ․산업적 측면

l 추후 유사 원자로 개발에 정립된 CFD 해석 방법론을 적용함으로써 전체 개발

기간 단축 및 비용절감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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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연구개발에서 원자로유동분포시험 장치와 유동혼합헤더집합체 특성시험장치 및 내장

형증기가압기 특성시험장치에 대한 CFD 예비해석을 수행하여 표준설계와 검증시험의 

유동현상의 차이점 및 상사성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계측기 설치위치 등 시험장

치 구성의 적절성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개발을 통해 각 시험장치의 주요 부분별 압력, 

온도 및 유동 분포 등 시험에서 제시하기 힘든 유동현상 정보에 대한 해석 자료를 도출

하였고, 각 시험모형 상세분석과 표준설계와의 비교를 통해 표준설계와 검증시험의 차이

점 및 상사성을 비교분석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l 원자로유동분포시험 장치

기본 유동현상에 대한 격자조밀도 및 난류모형 분석과정에서 RNG k-ε 난류모델,  

Realizable k-ε 난류모델, SST 난류모델과 tetra/prism, hexa 격자를 조밀도를 바꾸어 

가며 실험상관식과 비교한 결과 SST모델의 정확도가 비교적 뛰어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SST 모델을 실제 SMART 해석에 적용한 경우 수렴성에 문제가 있어, 수렴성 

및 정확도에서 양호한 결과를 보인  Realizable k-ε 난류모델을 기반으로 SMART 원자

로냉각재계통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원자로 유동분포 시험장치는 표준설계의 1/5크기로 제작되었으며 형상이 복잡하여 축소

모형으로 제작하기 어려운 핵연료집합체와 증기발생기는 압력손실을 모사할 수 있는 모

의기로 대체한다. 이를 평가하기위해 증기발생기 모의기에 대한 유동해석을 수행하여 증

기발생기 모의기가 계획된 70.3kPa의 압력손실과 유사한 68.7kPa 압력손실을 보이고 

있으며, 압력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위치의 선정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

고, 핵연료집합체 모의기에 대한 유동해석을 수행하여 압력손실이 30.4kPa로 계획된 

37.9kPa보다 20%정도 작게 나오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유량이 불균일한 비정상 

조건에서의 모의기의 cross flow 상사성을 실제 핵연료집합체 모델의 유동해석결과와 

비교 평가한 결과, 현재 핵연료집합체 모의기에서 발생하는 횡방향유동은 실제 집합체의 

개방된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자로냉각재펌프(RCP) 및 증기발생기(SG) 모의기 주변부의 해석을 통해 정상 및 비정

상 조건에서의 증기발생기 출구의 유량편차가 표준설계와 유사한 것을 확인하였다. 펌프

의 유량불균일이 발생하는 비정상 조건의 해석을 통해 유량불균일이 발생하여도 증기발

생기 모의기의 출구에서는 1.3%이내의 유량편차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표준

설계의 1％의 결과와 유사하다. 더하여, 1 pump 정지상황의 극한상태에서도 2 %이내의 

유량편차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여 표준설계의 1％ 이내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파악하

였다. 따라서 증기발생기 모의기 후류의 조건이 동일하면, 증기발생기 모의기를 통과하

는 냉각재의 유량은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작동조건에 무관하게 균일한 유동분포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정량적인 평가 외에 유속과 압력분포에 대한 무차원화를 통

해 표준설계와 시험장치 사이에 정성적인 상사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유동혼합헤더 시험모형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여 예비 최적화된 압력강하가 큰 경우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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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장치의 유동분포를 표준설계와 비교하여 상사성을 검토하였다. 해석결과 1/5로 스케일

된 유동분포시험장치의 FMHA에서도 2%이내의 유량분포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파악되

었다. 또한, 최대값과 최소값으로 무차원화한 속도와 압력분포가 거의 같은 분포를 보이

는 것으로 실제형상 FMHA와 시험형상 FMHA의 상사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동분배통(Flow skirt)과 하부노심지지판(LCSP)로 구성된 노심입구부에 대한 유동해석

결과 시험장치의 Flow Skirt를 통과한 냉각재는 노심입구에서 균일한 유동분포를 보이

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표준설계와 유사하다. 10%이내의 유량편차가 입구부에 부여

된 상황에서도 시험장치의 노심입구부의 유량편차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

었으며, 1개유로가 막힌 상황에서도 유량균일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찬

가지로 압력과 속도장에 대한 무차원화를 통해 유동분포 및 압력분포의 비교를 통해 서

로 상사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노심출구의 핵연료정렬판(FAP)을 포함한 노심상부구조물(UGS)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여 

복잡한 유로를 지나는 냉각재의 유량분배 및 압력편차 등을 파악한 해석자료를 제공하였

다. 노심상부구조물의 속도와 압력에 대한 표준설계와의 상사성을 비교한 결과 속도의 

경우 명확하게 상사성이 드러났으며, 압력의 경우는 편차가 크지는 않지만 서로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원자로유동분포시험장치 전체계통에 대한 유동해석을 수행하여 정상유량 상황시에 유동

분포 및 압력손실에 대한 해석자료를 확보하였다. 또한, 1 펌프 정지 상황에 대한 유동

해석을 수행하여 정지된 펌프로의 우회 유량이 25.05 kg/s로 펌프 1대의 토출량과 비슷

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근거로 1 펌프 정지 조건에서의 원자로냉각재계통 순환 

유량이 59.7kg/s로 113kg/s인 정상상황 유량의 약 50%, 84.75kg/s인 비정상상황 유량

의 약 70%가 원자로를 순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상과 같은 원자로유동분포시험장

치 전체계통해석을 통해 원자로유동분포시험장치 전체시스템을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기

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l 유동혼합헤더집합체 특성시험장치

유동혼합헤더집합체 특성시험 장치에 대한 열유동해석을 수행하여 표준설계와의 상사성

을 검토하였다. 특성시험장치의 정상 조건과 증기발생기가 고장 난 비정상 조건의 고온, 

저온 냉각재의 열혼합과정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여 무차원화된 압력과 속도 및 온도장에 

대한 비교평가를 통해 서로 상사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Re수가 작아서 무차원화된 속

도값을 직접비교할 수는 없었으나 유동분포는 서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온도의 경우

는 무차원화하여 값을 직접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상사성이 있었다. 다만 유동분배통과 

노심입구부에서 저온영역이 표준설계와 특성시험장치 사이에서 차이를 보이며 이는 

FMHA에서의 열혼합이 표준설계와 특성시험장치에서 약간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표

준설계에서는 증기발생기가 1기 고장난 경우와 2기 고장난 경우가 노심입구에서의 온도

차가 4도 이내로 서로 비슷한 반면, 특성시험장치는 1기 고장난 경우 7.5도, 2기 고장난 

경우 12.5도의 편차가 발생한다.

l  내장형증기가압기 특성시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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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상부에 있는 내장형 증기가압기 특성시험장치의 복잡한 2상 유동현상에 대한 모

델링 및 해석을 수행하여 증기가압기 내에서 발생하는 vapour에 의한 자연대류현상을 

분석하였다. 내장형 증기가압기와 1/6로 축소된 특성시험장치의 단면에서의 냉각재 유속

분포 및 자유표면에서의 냉각재 유속분포가 서로 매우 유사하므로 상사성이 있다고 판단

되며. 이와 같은 수치해석방법론을 적용하여 증기가압기 특성시험장치 내의 보다 복잡한 

유동현상을 분석함으로써 일반 가압기 형상과 다르기 때문에 추가적인 분석과 시험이 필

요한 SMART의 내장형 증기가압기 특성시험장치의 검토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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