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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두 개의 원자로공동냉각계통 시험장치 비교 연구를 통한 척도해석 방법론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자연순환 공기냉각 원자로공동냉각계통은 사고 시 추가적인 냉각수나 전력공급 없이 

원자로의 잔열을 제거할 수 있는 고온가스로의 완전피동형 안전계통이다. 원자로공동냉

각계통의 높이는 50m 이상으로 매우 높아, 축소된 실험 수행을 위한 척도해석방법론이 

필요하다. 원자로공동냉각계통의 열제거 현상에는 공기 자연순환 뿐만 아니라 복사 열전

달이 포함되어 있어  때문에, 기존 경수로나 액체금속로의 자연순환 척도해석방법론의 

직접적인 적용이 어렵다. 본 과제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아르곤국립연구소는 각각 

1/4와 1/2 크기로 구축된 원자로공동냉각계통 실험결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원자로공동

냉각계통 실증을 위한 척도해석방법론을 개선 및 검증하고자 한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공기냉각 원자로공동냉각계통 실험장치 및 척도해석방법론을 상호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척도해석방법론 개선에 적합한 양 국의 실험계획을 수립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아르곤국립연구소, 위스콘신대학교는 계획된 원자로공동냉각계통 실험을 

수행하고 관련 실험결과를 공유한다.

세 가지 실험결과 비교와 실험장치 차이점 분석을 통해 척도해석방법론 개선에 필요한 핵심 

상사성 유지 인자를 도출한다.

서울대학교는 상승관 대류 열전달 현상 규명을 위한 개별효과 실험을 수행하고, 실험결과를 

활용하여 상승관 대류 열전달 상관식을 개발한다.

원자로공동냉각계통 실험 후 해석을 통해 실험결과를 모사한다. 이를 통해 실험장치 내 열

전달 현상에 미치는 척도효과를 상세하게 분석한다.

모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척도해석방법론 개선안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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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개발결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공동 내 복사열전달의 상사성을 유지하는 척도해석방법론과 상승관 내 

공기의 자연순환의 상사성을 유지하는 척도해석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세 기관은 제시된 척도

해석방법론에 따라 가열 상승관의 높이가 미치는 전체적인 열제거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하는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실험을 수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GAMMA+ 예비해석은 혼합대류열전달이 척도효과 분석에 매우 중요한 인자가 될 것임을 보

였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아르곤국립연구소, 위스콘신대학교는 계획된 실험을 수행하였고, 위스콘

신대학교의 PlR=1.0 실험을 제외하고 모든 실험이 완료되었다. 세 실험장치로부터 도출된 실

험결과는 모든 기관이 공유하였다. 세 실험결과를 비교한 결과 복사열전달 상사성 유지를 위

해서는 수평방향 크기를 실제 크기와 동일하게 유지시켜야함을 보였다. PlR=1.0 실험결과 비

교로 혼합대류효과가 실험결과로부터 실제 현상 외삽에 중요한 인자임이 확인되었다.

서울대학교는 단일 상승관 혼합대류 현상을 위한 열전달실험장치를 설계 및 건조하였다. 세 

기관의 실험조건을 포함한 총 47회의 실험을 수행하여 특정 조건에서 부력효과가 커짐에 따라 

열전달계수가 낮아지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수직 직사각유로에서 두 개의 난류혼합열전달 상

관식이 실험결과 예측을 위해 온도차와 열속을 기반으로 각각 개발되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GAMMA+를 활용하여 ANL과 KAERI의 실험결과 해석을 수행하였다. 

상승관 내 혼합대류가 실험결과 모사에 가장 중요한 인자가 되는 것을 보였고, 서울대학교에

서 개발된 혼합대류상관식을 이용하여 모든 실험조건에서 가열면온도를 10% 이내에서 예측하

였다. GAMMA+ 해석을 바탕으로 전산유체해석은 상승관 내 열전달 현상을 모사하는 적절한 

난류모델을 선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아르곤국립연

구소는 실험결과 전체를 모사하는 전산유체해석을 수행하였다. 아르곤국립연구소는 

Realizable two layer k-ε 모델을 활용하여 RiR=1.0 실험결과를 예측하였고, algebric heat 

flux model을 활용하여 PlR=1.0 실험결과의 경향을 예측하였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경우 전

산유체해석결과가 실험결과와 경향성은 일치하나, 상승관의 온도차가 그대로 가열면의 온도차

로 전이되었다.

실험과정에서 상승관 내 열전달계수가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작단계에서 

제안된 단순한 척도해석방법론은 적용할 수 없다. 혼합대류열전달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열속 

기반의 Gr수와 Re수가 고려된 Boq가 고려되어야 한다. Boq는 RiR=1.0의 경우 lr-2에 비례하

고, PlR=1.0의 경우 lr-3에 비례한다. Boq는 부가적인 계산 없이 실험조건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다. 실제 크기에서 상승관 내 Re수가 축소실험 시 강제대류를 가정하기에 충분히 크지 않을 

경우에는, Boq를 이용한 혼합대류가 고려되어야 실험결과로부터 실제 현상을 예측할 수 있다.



- 7 -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이 연구를 통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원자로공동냉각계통 실험장치 해석을 위한 GAMMA+ 

해석코드의 관련 모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해석방법론은 향후 초고온가스로 설계 및 건설 시, 원자로 공동냉

각계통의 실증 실험 수행에 적용 가능하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결과는 제4세대 원전 중 하나인 초고온가스로의 피동안전성 평가 및 제

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 8 -

SUMMARY

Ⅰ. Project Title

Comparative Study on Scaling Analysis between Two Reduced Scale Test for 

Reactor Cavity Cooling System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naturally-circulated air-cooled Reactor Cavity Cooling System(RCCS) is a 

key passive safety system of HTGR which can remove the residual heat without 

additional electricity and coolant supply during any accidents. Since its height is 

over 50 m, a difficulty in the full scale testing of the RCCS requires a scaling 

analysis methodology for the reduced scale test.  The earlier scaling analysis for 

the natural circulation of the water cooled reactor and the liquid metal cooled 

reactor cannot be directly used for the RCCS system, since the key heat removal 

behaviors include not only the natural circulation of the air but also the 

radiation across the cavity. The main objective of this project is to develop and 

confirm the scaling criteria selected for RCCS coolability demonstration.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All the organization mutually reviewed the RCCS test facilities and the scaling 

analysis methodologies, and the suitable test conditions was  planned to improve 

the scaling analysis methodology.

KAERI, ANL, and UW performed the planned tests and shared the test results 

among all the organizations.

Key parameters for the RCCS scaling analysis were obtained from the 

comparison with the test results and the analysis on the differences amont the 

RCCS test facilit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performed the separate tests for the riser convection, 

and developed the new correlation for the convective heat transfer coefficients in 

the riser 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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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st-test analysis were performed to simulate the RCCS test results. The 

scale effect on the heat transfer behavior in the RCCS test facility was analyzed 

to improve the scaling analysis methodology. 

The improved scaling analysis methodology for RCCS was derived, based on the 

project results.  

Ⅳ. Result of Project

KAERI suggested the scaling analysis methodologies, simulating the radiation 

across the cavity and the buoyancy-driven flow in the riser, respectively. The test 

matrix was focused on the scale effect of the heated riser height. All the 

organization agreed with the test plan. KAERI’s pre-test analysis using GAMMA+ 

showed that the mixed convection was very important in the scaling analysis.

KAERI, ANL, UW performed the planned tests and all the tests were completed 

except the PlR=1.0 case of UW. All the test results from KAERI, ANL, and UW 

were shared among all the organizations. Comparison with RiR=1.0 test results 

showed that the horizontal dimension was the same as the full scale to maintain 

the radiatio similarity. The comparison with PlR=1.0 test results confirmed that 

the mixed convection was very important factor to extrapolate the full scale 

behavior from the scale-down test results.

Seoul National University designed and constructed the facility for the heat 

transfer experiments inside the single riser for the mixed convection. 47 

experimental runs including the planned test for RCCS facilities were conducted 

and the tendency that heat trasnfer decreased with increasing the buoyancy 

effect at the specific conditions was observed. Two correlations for turbulent 

mixed convection inside the vertical rectangular duct were developed based on 

the temperature difference and the heat flux to fit the experimental data.

KAERI conducted the post-test analysis using GAMMA+ to simulate KAERI and 

ANL test results. The mixed convection in the riser duct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to simulate the integral test results. Using the developed correlation based 

on SNU’s experimental data, the heated plate temperatures were predicted within 

±10% at all the test conditions. Based on the GAMMA+ analysis results, the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analysis was focused on the suitable turbulence 

model for simulating the riser convection. KAERI and ANL simulated the ent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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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using their commercial CFD codes. ANL successfully simulated the RiR=1.0 

test using the Realizable two layer k-ε model. In the case of PlR=1.0, the algebric 

heat flux model was used to match the trend of the measured temperatures. 

KAERI’s CFD analysis results showed good agreement with the trend of the test 

results, but the temperature difference of the riser duct wall transferred to a 

heatd surface temperature.

Since the comparison with the test results showed that the Nusselt number in 

the riser duct did not have the monotonic trend, the proposed scaling analysis in 

the beginning of this project could not be used to extrapolate the full scale 

behavior. Boq with the heat flux-based Grashof number and the riser duct 

Reynolds number. The ratio of Boq was proportional to lr-2 and lr-3 in the cases 

of RiR=1.0 and PlR=1.0, respectively. The ratio of Boq can be computed from the 

only test condition without any other efforts. When the Reynolds number in the 

full scale is not enough large to assume the forced convection in the scale-down 

tests, it is recommended that an extrapolation from model to prototype should 

be made with the consideration of mixed convection using Boq. 

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The experimental data will be used for tuning the GAMMA+ model for the 

RCCS heat removal mechanisms. The developed scaling analysis methodology can 

be applied for the VHTR RCCS coolablity demonstration tests. Finally, the results 

of this project can serve the evaluation and improvement of the passive safety of 

VH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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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원자로공동냉각계통은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전원 및 냉각수 공급 없이 

원자로의 잔열을 자연현상만으로 제거하는 초고온가스로의 핵심 피동안전계통이다[Kroeger, 

1990]. 원자로공동냉각계통은 자연순환 공기와 원자로용기 벽면으로부터의 복사열전달로 원자

로의 잔열을 제거하는 것이 특징이다. 벽면으로부터의 복사열전달 때문에 초고온가스로의 원

자로용기는 기존 경수로와 달리 용기 주변에 단열재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원자로공동냉각계

통은 정상상태에서는 원자로용기로부터의 복사열로 인해 콘크리트가 열화되지 않도록 원자로

공동을 냉각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원자로공동냉각계통의 상승관은 원자로용기 벽면으로부터 

복사열을 흡수하고, 외부의 자연순환 공기를 원자로공동으로부터 차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

다. 상승관은 원자로용기와 원자로 건물 사이의 원자로공동에 위치해 있으며, 그림1은 공기 

자연순환 원자로공동냉각계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자연순환 공랭식 원자로공동냉각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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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순환 공랭식 원자로공동냉각계통은 충분한 자연순환 유량 확보를 위해 50 m 이상의 높

이의 굴뚝을 가지고 있다. 개념설계 검증 단계에서 50 m 이상의 실험장치를 제작하여 원자로

공동냉각계통의 피동안전성을 검증하는 것은 큰 무리가 있으므로 축소설계된 실험장치를 제작

하여 피동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 기존의 경수로 및 액체금속로 자연순환 척도해석방법론은 

원자로공동냉각계통의 주요 열전달 현상인 복사열전달을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자로공

동냉각계통에 적합한 척도해석방법론이 필요하다. 본 과제에서는 그림 2와 같은 높이가 다른 

세 원자로공동냉각계통 실험장치로부터 얻어진 실험결과 비교 연구를 통해 실험결과로부터 실

제 현상을 외삽할 수 있는 원자로공동냉각계통 척도해석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과제는 척도해석방법론 개선을 위해 아래와 같은 5가지의 연구항목이 있다.

� 실험장치/척도해석방법론 상호검토 및 시험계획 수립

� 원자로공동냉각계통 실험결과 해석

� 원자로공동냉각계통 실험결과 비교

� 상승관대류현상 개별효과 시험

� 척도해석방법론 개선방안 도출

그림 2 아르곤국립연구소/한국원자력연구원/위스콘신대학교 RCCS실험장치 높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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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국내에는 고온가스로의 적용을 전제로 수행한 공기의 피동냉각계통에 대한 실험적 연

구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자연냉각시험장치(Natural Air Cooilng Experimental Facility, 

NACEF)가 유일하다. 이 시험장치는 원자로공동냉각계통 설계 개념 및 코드 모델 검증을 

위한 시험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국내 원자로공동냉각계통 연구는 서울대학교에서 2000

년대 중후반에 공기-수냉각 원자로공동냉각계통 설계개념 검증을 위한 시험연구를 수행

한 바 있다(Cho et al, 2007). 

해외의 경우 중국 칭화대학교 주도로 HTR-10 및 HTR-PM의 수냉각원자로공동냉각계통 

실증 연구를 수행한 바 있고, 일본의 JAEA가 HTTR 건설 과정에서 물 및 공기 자연냉각 시

험을 통해 HTTR 원자로공동냉각계통 실증 연구(Takeda, 2004)를 수행한 바 있다.

최근 연구로는 미국 아르곤국립연구소(Lisowski et al., 2016)와 위스콘신대학교

(Corradini et al., 2016)가 자연순환 공기를 이용한 원자로공동냉각계통 실험연구를 수

행한 바 있고, 현재 자연순환 수냉각 원자로공동냉각계통 실험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텍

사스 A&M 대학교는 원자로공동냉각계통의 출구 플레넘 제트류 관련 개별효과 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국내외적으로 고온가스로 본격적인 실증 연구에 앞서, 다양한 원자로공동냉각계통 

설계 개념 입증 및 전산해석코드 검증을 위한 시험자료가 활발하게 생산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원자로공동냉각계통 실험연구를 주도하는 아르곤국립연구소의 최신 연구 자

료와 동향을 입수하고, 실험결과 비교 연구를 통해 원자로공동냉각계통 실험에 적합한 

척도해석방법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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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1절 척도해석방법론 및 시험계획

1. 척도해석 방법론

원형의 물리적인 현상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축소된 모델을 이용해 실험을 수행할 

때는 우선 모델실험장치(이하 모델)와 원형 사이에 세 가지의 상사성(기하학적, 운동학

적, 역학적)을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인 경우 모델이 이 세 가지의 상사성을 동시에 갖기

는 매우 어려우므로 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상사성을 만족하도록 모델을 설계한다. 

이 때 상사성은 모델과 원형의 선정된 무차원수의 값이 같을 때 만족된다.

모델의 원형에 대한 축소척도(  )에 따른 제반 물리량의 이론적인 비율(  )

을 산정하기 위해 척도해석을 수행한다. 이 때 선정된 않은 무차원 수와 관련된 변수들은 어

느 정도의 왜곡을 피할 수 없다.

원자로공동냉각계통의 열제거 주요 현상은 원자로 공동(reactor cavity) 내 복사열전달과 

상승관 내 자연순환 공기 유동의 대류열전달이다. 복사열전달은 기본적으로 척도효과가 존재

하지 않고, 상승관 내 대류열전달은 척도효과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두 현상의 상사성을 동시

에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두 영역 각각에서 척도해석을 수행한다.

척도해석은 모델을 구성하는 구조재와 모델 안에서 움직이는 유체가 원형과 같다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가정을 바탕으로 수행한다.

         수식 1     

실험장치는 수직 방향으로만 축소되며 수평방향으로는 원형과 같은 치수를 유지한다. 

이 보고서는 참고문헌 [배윤영, 2014]의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가. 원자로 공동

 적절한 무차원 변수로 표시된 운동량보존방정식과 에너지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




 


∇


∇∙


수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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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식 3 

상첨자 “*”는 무차원 변수를 나타낸다. 

상승관 안에서는 부력에 의해 유동장이 형성되므로 식 (2)에서 오른쪽 첫 번째 항이 유동을 

지배하므로 리차드슨 수 (Richardson number,  )가 상사성을 만족해야  하는 무

차원수이다. 원자로 공동에서는 복사로 대부분의 열전달이 이루어지므로 식 (3)의 오른쪽 마지

막 항이 지배적이며 이 중 플랑크 수(Planck number,   
)가 상사성을 만족

해야 하는 무차원 수이다. 원자로 공동 내 지배적인 열전달 현상은 복사열전달이 대부분이므

로 플랑크 수의 상사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된다.

여기서 강조할 점은 모델에서 얻은 정보를 원형의 정보로 가능하면 쉽게 외삽하기 위해 상

승관 안에서 일어나는 온도상승을 같게 하였다. 즉,  .  ,  이고 
은 

복사열   이므로  에서 원자로 공동의 열속비는 다음과 같다. 

                             수식 4 

나. 상승관

상승관은 원자로 공동과 달리 수직방향의 길이가 만면의 수력직경에 비해 매우 크므로 일차

원 운동량 방정식을 적용한다. 무차원 일차원 운동량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수식 5 



















 
 

 수식 6 

여기서 i와 r은 각각 i번째 부분과 참고치를 나타낸다.

식 (6)와 (7)에서 다음과 같은 무차원수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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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7 

  




수식 8 

  
 



수식 9 

위의 세 가지 무차원 수의 상사성을 모두 유지할 수는 없다. 원자로 공동 마찰계수 수 F와 리

차드슨 수 Ri의 상사성을 유지한다. 

다. 척도해석 방법론

원자로공동냉각계통의 두 가지 주요 열전달 현상인 원자로 공동 내 복사열전달과 상승관 내 

자연순환 공기 유동이다. 복사열전달의 상사성 유지를 위해서는 상승관 높이의 영향을 받지 

않는 무차원수 Pl가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하고, 상승관 내 자연순환의 상사성은 상승관 높이

의 영향을 받는 Ri가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두 가지 무차원수가 동시에 동일하게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각각의 수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두가지 척도해석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상승관 내 대류열전달 현상은 상승관 내부 유동에 의한 대류열전달 현상이기 때문에 관련 

무차원수의 특성길이는 상승관의 수력직경을 사용한다. 두 가지 경우에 대해 상승관 자연순환 

유동 관련 일차원 운동량 방정식을 적용한다. 무차원 일차원 운동량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 리차드슨 수에 기초한 척도해석

 마찰계수 수의 상사성은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 유지한다.

 

















수식 10 

실험을 수행할 때 의 값을 적절히 조절하여  을 유지한다.

기본 가정, 식 (1),에서  ,    이므로 리차드슨 수의 상사성 

 에서 상승과 안의 속도비를 다음과 같이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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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식 11 

상승관 표면에서 유체로 전달되는 에너지와 상승관을 흐르는 유체가 실어나르는 에너지가 

같다는 에너지 보존식은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수식 12 

여기서 d는 열속 방향, D는 유동단면에서 열속방향과 수직인 방향의 길이이다. 식 (1)에서 

 이므로 식 (13)에서 열속비는 다음과 같다.

  
 

수식 13 

스탠튼 수와 벽면과 유동장 중심의 온도차의 비는 각각 다음과 같다.

  
 



 
 



 


수식 14 

∞  
 








 

 
 수식 15 

위의 두 식은 강제대류의 열전달 상관식 Dittus-Boelter의 식을 이용해 유도한 것으로 열전달

의 유형이 강제대류가 아니면 적용할 수 없다. 실제 원자력연구원의 실험장치 NACEF에서 수

행한 실험에서 상승관 안의 열전달 유형은 혼합대류에 가까웠다. 이에 대한 분석은 5절에서 

기술할 것이다.

열전달 형태가 강제대류인 경우 열전달계수비는 각각 다음과 같다.

  
  

 수식 16 

시간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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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식 17 

� 플랑크 수에 기초한 척도해석

상승관 내 자연순환 상사성보다 원자로공동 내 복사열전달의 상사성을 중시할 경우, 리차드

슨 수보다는 플랑크 수에 기초한 상사성을 유지해야 한다.    에서 열속

비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시된다.

  수식 18 

은 참조 길이의 선택에 따라 또는 주요 무차원 수에 따라 1, 
 , 

 과 같이 세 개

의 값을 보였다. 실제 실험에서는 식 (14)와 (21)를 사용하였다.

기본 가정, 식 (1),에서  ,    이므로 플랑크 수의 상사성  

에서 상승과 안의 속도비를 다음과 같이 얻는다.

상승관 표면에서 유체로 전달되는 에너지와 상승관을 흐르는 유체가 실어나르는 에너지가 

같다는 에너지 보존식은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수식 19 

여기서 d는 열속 방향, D는 유동단면에서 열속방향과 수직인 방향의 길이이다. 식 (1)에서 

 이므로 식 (13)의 열속비를 고려하면, 유속비는 다음과 같다.

   수식 20 

스탠튼 수와 벽면과 유동장 중심의 온도차의 비는 각각 다음과 같다.

  
 



 
 



 


수식 21 

∞  
 








 

 수식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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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두 식은 강제대류의 열전달 상관식 Dittus-Boelter의 식을 이용해 유도한 것으로 열전달

의 유형이 강제대류가 아니면 적용할 수 없다. 실제 원자력연구원의 실험장치 NACEF에서 수

행한 실험에서 상승관 안의 열전달 유형은 혼합대류에 가까웠다. 이에 대한 분석은 5절에서 

기술할 것이다.

열전달 형태가 강제대류 또는 자연대류인 경우 열전달계수비는 각각 다음과 같다.

  
  

 수식 23 

시간비는 다음과 같다.

 


 수식 24 

� 상승관 출구 혼합공간

 상승관 출구에서 고온으로 방출되는 제트류는 연결된 덕트 표면을 허용범위 이상으로 가열할 

수 있다. 초기속도와 부력을 가지는 연기기둥 (buoyant starting plume)의 길이는 다음과 같

다. (Sangras et al., 1999)













 






수식 25 

여기서  
∞∞, 는 체적속도, 는 노즐 수력직경, 는 상수이다. 하첨자 

“o”는 노즐 출구의 상태를 의미한다.  


,  , ∞ , ∞ , 

  
이므로 상승관과 연결된 혼합공간의 높이는 다음의 척도비에 따라 설계한다. 

  



수식 26 

위와 같이 수행한 척도해석 결과는 표 1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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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길이비로 표시한 척도비 근거

 1 가정  

 1 가정  

   

원자로공동  
  1 참조길이: W 

상승관

 
 

 
  1 참조길이: 

 
  

∞ 
 

 ∞ 
h from Dittus-Boelter

 
 

 Forced convection

 
 1   

 
 

 From jet theory

표 1 척도해석 결과

2. 시험장치 및 시험계획

그림 2와 같이 본 과제에서 원자로공동냉각계통 시험결과 비교 연구를 위해 활용한 시험장

치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NACEF(Natural Air Cooilng Experimental Facility), 아르곤국립

연구소의 NSTF(Natural convection Shutdown heat removal Test Facility), 위스콘신대

학교의 시험장치이다. 

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시험장치

PMR200의 RCCS 개념도는 그림 1에 나타나 있다. 이 그림은 원자로 사고 시에 원자로 외

벽으로 전달된 열이 복사열전달에 의해 상승관(Riser)으로 전달되고, 전달된 열에 의해 가열된 

상승관 내부의 공기가 자연대류에 의해 상승하여 침니(Chimney)를 통해 배출되는 과정을 보

여준다. PMR200 RCCS를 1/4 (실제로는 4/17)로 축소한 NACEF 시험장치는 구조부분, 전

기부분 및 계측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조부분은 원자로 공동을 모사하는 히터 박스, 상승

관에서 데워진 공기가 배출되는 통로인 침니, 그리고 상하부 공기 출입부로 구성되며, 전기부

분은 세라믹 히터와 거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직류전원공급장치로 구성된다. 그리고 계측부분

은 각종 시험변수를 측정하는 열전대, 차압계 및 유량계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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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ACEF 구조 및 전기 설비

NACEF의 구조부분은 원자로용기 및 상승관을 모사하는 히터 박스 부위와 침니, 그리고 상

하부 공기 출입부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3는 구조부분의 3차원 개략도를 보여준다. 

그림 3 NACEF 구조부분의 3차원 개략도

그림 4는 히터 박스 부분의 개략도를 보여준다. 왼쪽 그림은 3차원 도면이고, 오른쪽 두 그

림은 입면도와 측면도이다. 또한 그림 5는 히터 박스의 평면도를 보여준다. 히터 박스는 높이 

2 m의 두 판을 상하로 연결하여 총 4 m의 높이로 제작하였고, 양 판 사이의 거리는 1.36 

m로 제작하였다. 이는 실제 RCCS와 비교하여 높이는 1/4(실제로는 4/17)이고, 원자로 표면

과 원자로공동 내벽 사이의 거리는 원형과 같이 유지하였다. 공동 내부에 수직으로 설치된 상

승관은 원형에서 총 220개이며, 이 장치에서는 6개만을 모사하였다. 이에 따라 가열판 및 냉

각판의 폭은 0.65 m로 결정되었다. 가열판과 25 mm 떨어진 평면상에 세라믹 히터를 장착하

여 복사열에 의해 가열판이 고온으로 가열되고, 이 고온 열판으로부터 열이 복사와 대류 열전

달을 통해 상승관으로 전달되어, 상승관 내부의 공기를 가열한다. 또한 상승관 뒤에 위치하는 

냉각판은 반사판 역할을 하여, 열판으로부터 전달된 열을 다시 상승관으로 되돌리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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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NACEF 히터 박스의 3차원 개략도와 입면도 및 측면도

그림 5 NSTF 히터 박스의 평면도

이 장치에서 열전달은 주로 복사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복사 열전달을 돕기 위해, 가열판과 

상승관은 방사율이 높아야 하고, 반사판은 방사율이 낮아야 한다. 가열판은 시운전을 통해 

400℃ 이상으로 가열하여 흑색으로 산화시켜 복사율을 높였으며(방사율 : 0.8), 상승관은 고복

사율의 흑색 페인트를 칠해 방사율을 높였다(방사율 : ∼ 0.8)[김찬수 외, 2013]. 반사판은 크

롬 도금을 하여 거울같은 표면을 유지하여 복사율을 낮추었다(방사율 : 0.1). 또한 내부의 좌

우 벽면은 알루미늄 박막(방사율 : 0.05)으로 마감하였고, 상하부는 흑색 산화된 탄소강판(방

사율 : 0.8)을 이용하여 마감하였다. 상승관은 원형 RCCS와 같이 외부 제원이 250 mm × 

50 mm이며, 두께 5 mm의 탄소강으로 제작되었다.

원자로를 모사하는 열원으로는 319 mm × 390 mm 크기의 세라믹 히터 20개를 가로로 

2개씩 상하로 10줄로 배치하여 가열판의 면적인 650 mm × 4000 mm를 덮을 수 있게 하

였다. 각 히터의 용량은 2.6 kW며, 이로써 총 52 kW의 열을 가열판에 제공할 수 있게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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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히터에 전원을 공급하는 직류 전원 공급기는 총 10개를 준비하였으며, 각각의 용량은 직

류 130 V에서 40 A의 출력을 제공할 수 있게 제작하였다. 상기의 히터 두 개씩을 병렬로 연

결하여 각 전원공급기의 출력에 연결하였으며 최고 출력 52 kW를 얻을 수 있었다.

이 히터 박스의 하부에는 상승관에 공기가 균일하게 유입되도록 하부 챔버가 설치되었으며, 

상부에는 상승관에서 데워진 공기가 모여 침니로 배출되는 상부 챔버가 설치되었다. 상부 챔

버는 상승관에서 데워진 공기에 의해 고온부가 생기지 않도록 설계하였다. 상부 챔버 및 히터 

박스의 외부는 열손실을 억제하기 위해 단열재로 마감하였다. 또한 플랜지를 통한 열손실을 

줄이기 위해 상중하 세 개의 플랜지 부분도 단열하였다.

그림 6는 굴뚝부위를 포함한 NACEF 장치 전체를 보여준다. 굴뚝은 직경 400 mm인 원형 

덕트를 사용하여 제작되었고, 2 개로 구성되어 있다. 굴뚝이 시작되는 부분은 히터 박스 상부

에 위치한 상부 챔버 측면에 연결되어 있으며, 그 끝은 실험실 건물 외부에 상부 챔버보다 약 

8 m 높게 솟아 올라있다. 그림 7과 8은 각각 히터 박스와 굴뚝 설치한 이후의 정면 사진과 

실험실 외부의 굴뚝 출구 사진을 보여준다. 외부 굴뚝의 하부는 약 5 m 정도 길이의 콜드 트

랩을 설치하여, 외부 찬 공기의 유입으로 인한 역류를 방지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는 추후 시

험에 사용될 것으로 현재는 그 입구가 막혀있다.

그림 6 NACEF 굴뚝 및 구조물의 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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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NACEF 히터 박스와 굴뚝 입구 정면 사진

 

그림 8 굴뚝 출구 외부 사진

(2) NACEF 계측 기기

NACEF 계측부분은 히터 박스의 가열판과 반사판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열전대, 상승관

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관의 내외부와 측면에 설치한 열전대, 또한 자연대류에 의한 공기유

량을 측정하기 위해 양쪽 침니에 설치된 유량계와 상승관 양끝에서의 차압을 측정하기 위한 

차압계 및 시험장치 전체의 차압을 측정하기 위한 차압계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공기 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열전대가 각 부위에 설치되어 있다. 또한 상승관 하부에 공기 유속 측정을 위

한 피토(Pitot) 튜브가 1개 설치되어 있다.

그림 9는 상하부 가열판의 열전대 배치도를 보여 준다. 각 판에 26개 씩 총 52개의 직경 

0.5 mm의 K-형 열전대가 일정 간격으로 설치되었다. 그림 10은 각 판에 설치되는 열전대의 

설치 방법이다. 열전대는 스테인리스 스틸 박막을 점용접(spot welding)하여 벽면에 밀착시키

고, 세라믹 본드로 고정시켰다. 그림 11은 반사판에 부착된 열전대 배치도를 보여준다. 그 개

수는 32개로 가열판에 설치된 열전대와 거울에 비치듯이 대응하도록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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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  100 mm

EL  200 mm

EL  400 mm

EL  600 mm

EL  800 mm

EL 1000 mm

EL 1200 mm

EL 1400 mm

EL 1600 mm

EL 1800 mm

EL 1900 mm

EL 2100 mm

EL 2200 mm

EL 2400 mm

EL 2600 mm

EL  2800 mm

EL 3000 mm

EL 3200 mm

EL 3400 mm

EL 3600 mm

EL 3800 mm

EL 3900 mm

275 mm 275 mm

160160

1010

275 mm 275 mm

160160

1010

650 mm

T/C Position T/C for heater temperature control

 4               3     2               1 

          6                  5         

          10                  9         

          14                 13         

          18                 17         

          22                 21         

 26             25  24             23  68             67  66             65 

 46             45  44             43 

          48                 47         

          52                 51         

          56                 55         

          60                 59         

          64                 63         

                8     7                

                12  11                

                16  15                

                20  19                

                50  49                

                54  53                

                58  57                

                62  61                

100 100

EL  0 mm

EL 2000- mm

EL 2000+ mm

EL 4000 mm

Flanges + Gasket : 55 mm

그림 9 가열판 열전대 배치도 (왼쪽 : 하부, 오른쪽 : 상부)

Heated 
Wall

Reactor
Cavity

Ceramic 
Bond

0.5 mm
K - T/C

From 
Heater

 x   x      x   x  

Spot
Welding

그림 10 열전대 설치 방법



- 43 -

EL  100 mm

EL  400 mm

EL  800 mm

EL 1200 mm

EL 1600 mm

EL 1900 mm

EL 2100 mm

EL 2400 mm

EL  2800 mm

EL 3200 mm

EL 3600 mm

EL 3900 mm

275 mm 275 mm

160160

1010

275 mm 275 mm

160160

1010

650 mm

T/C Position 

100 100

 30             29  28             27 

 42             41  40             39  84             83  82             81 

 72             71  70             69 

                32  31                

                34  33                

                36  35                

                38  37                

                74  73                

                76  75                

                78  77                

                80  79                

EL  0 mm

EL 2000- mm EL 4000 mm

EL 2000+ mm
Flanges + Gasket : 55 mm

그림 11 반사판 열전대 배치도 (왼쪽 : 하부, 오른쪽 : 상부) 

6개의 상승관 중 남쪽에서 3번째 상승관에 총 74개의 열전대를 가열판과 반사판을 마주보

는 면의 내외부에 설치하고 또 측면 내부에도 설치하여 상승관의 온도를 측정하였다. 그림 12

는 상승관에 설치된 열전대의 배치도를 보여준다. 여기서 가열판을 향한 평면은 그림의 A 평

면이고, 반사판을 향한 평면은 C 평면이다. 그리고 각 번호에서 앞에 위치한 홀수로 표시된 

번호가 외벽에 설치된 열전대 번호이다. 또한 이 열전대들은 가열판과 반사판에 설치된 열전

대들과 같은 높이에 설치되어 그 수평 단면의 온도분포를 알 수 있게 하였다.

기타 부위의 계측기는 표 2와 그림 13와 14에 나타나있다. 자연대류에 의한 공기유량을 측

정하기 위해 두 개의 열질량 유량계(SAGE SRP-07, 최대공기유량 : 1500 Nm3/hr)를 양쪽 

침니에 각각 설치하였다. 그리고 유로 전체의 압력강하와 상승관에서의 압력강하를 측정하기 

위해 차압계(Rosemount 3051S)를 각각 설치하였다. 그리고 상승관 내에서의 자연대류에 의

한 공기 유속을 측정하기 위해 피토 튜브(DWYER 160F)를 장착하고 차압계(D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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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121-LCD)를 연결하여 유속을 측정하였다. 또한 공기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열전대를 

침니 출구 근처에 설치된 유량계 상단에 설치하였다. 이외에도 상승관 입출구의 공기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그 부분에 열전대를 그림 14와 같이 설치하였다. 또한 시험장치내의 전체 정

압을 측정하기 위해 정압계(KELLER PR-23RY)도 1개 설치하였다. 상기의 모든 계측인자들은 

VXI 1413C 자료획득장치(DAS : Data Acquisition System)를 통해 수집되었다. 이 VXI 자

료획득장치를 제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로는 Ex-Lab을 사용하였다.

Flanges + Gasket : 55 mm

EL 100 mm

EL 3600 mm

EL 3200 mm

EL 2800 mm

EL 2400 mm

EL 2100 mm

EL 1900 mm

EL 1600 mm

EL 1200 mm

EL 800 mm

EL 400 mm

EL 3900 mm

A
(In & Outside)

C
(In & Outside)

B
(Inside)

D
(Inside)

5
0

5
05

0

5
05

0

2
5 2

5

5
0

5
05

0

5
05

0

2
5 2

5

1    2    3    4    5

   6         7   

24  25  26  27  28

   23        22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Cold Side

Cold Side

Cold Side

Hot Side

Hot Side

Hot Side

Hot Side

Hot Side

Hot Side

39(o)
40(i)        

41(o)
42(i)        

43(o)
44(i)        

45(o)
46(i)        

47(o)
48(i)        

63(o)
64(i)        

29(o)
30(i)        

31(o)
32(i)        

33(o)
34(i)        

35(o)
36(i)        

37(o)
38(i)        

65(o)
66(i)        

67(o)
68(i)        

69(o)
70(i)        

71(o)
72(i)        

73(o)
74(i)        

75(o)
76(i)        

49(o)
50(i)        

51(o)
52(i)        

53(o)
54(i)        

55(o)
56(i)        

57(o)
58(i)        

59(o)
60(i)        

61(o)
62(i)        

EL 2000- mm
EL 2000+ mm

그림 12 상승관 열전대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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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기 제원 제조사 모델 수량 Tag

차압계 0 ∼ 625 Pa Rosemount 3051S 2 S3, S4

열전대 0 ∼ 1200℃ OMEGA K-type 174 T

정압계 0 ∼ 1 barg KELLER PR-23RY 1 S1

공기 유량계 0 ∼ 1500 Nm3/hr SAGE SRP-07 2 S7, S8

유속계

(피토 튜브)
0 ∼ 44 m/s DWYER 160F 1

S2

차압계 0 ∼ 25 Pa DWYER MS-121-LCD 1

표 2 NACEF 계측기 목록 및 사양

South North

TL5
TL6

TU5 TU6

TU7 TU8

TU1

TU2

TU3

TU4

TL1

TL2

TL3 TL4 x

x

S1

S2

x

S4

S3

S7 S8

TL, TU : 
Thermocouples

S : Sensors

그림 13 기타 각 부위의 계측기 배치도

그림 14 상승관 입출구의 온도 센서 배치도 

(상: 출구, 하: 입구)



- 46 -

나. 아르곤국립연구소 시험장치

아르곤국립연구소(ANL)에서는 GA-MHTGR RCCS의 1/2-척도로 축소된 Natural 

convection Shutdown heat removal Test Facility (NSTF)를 이용하여 자연냉각시험을 수

행하였다. 이 장치의 총 높이는 26 m이고, 상승관은 12개를 모사하였으며 가열되는 상승관의 

높이는 6.7 m이며, 최대 공급전력은 220 kW로 제작되었다. 그림 15는 NSTF 장치의 3차원 

개념도를 보여준다(Lomperski et al., 2011, Lisowski et al., 2016).

그림 15 NSTF 장치의 3차원 개념도 

NSTF 장치는 열유체 현상을 측정하기 위하여 많은 계측기기를 설치하였다. 가장 근본적인 

통신으로는, 시험자료 획득을 위한 자료획득장치(DAQ)와 LabVIEW로 운영되는 중앙제어 PC

를 연결하기 위한 CAT5 이더넷 LAN을 사용하였다. 아날로그 신호를 수집하기 위해 

National Instruments (NI) 사의 A/D 컨버터인 cDAQ 9188 모델을 사용하였다. 기상조건

과 침니측 대기온도를 알기 위해 실험실의 지붕에 설치된 계측기를 설치하고 무선통신 장비를 

이용하여 자료를 획득하였다. NSTF 장치의 개략적인 계측망이 그림 16에 나타나 있다.

NSTF의 자료수집장치는 총 430개의 열전대와 12개의 유량계 및 차압계, 16개의 열속계, 

40개의 전력공급장치, 13개의 LUNA 광섬유 케이블 그리고 기상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LUNA 광섬유 온도계는 10분 간격으로 기상 자료는 1분 간격으로 그리고 나머지 자료는 4초 

간격으로 수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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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NSTF 장치의 개략적인 계측망 

다. 위스콘신대학교 시험장치

위스콘신주립대학교(UW)는 GA-MHTGR RCCS의 1/4-척도 모의시험장치를 구축하였다

(Corradini et al., 2014). 이 장치(A-RCCS)는 ANL의 1/2-척도 장치인 NSTF와 상사성을 

유지하게 설계되었다. 그림 17과 같이 사일로 안의 지지구조물에 설치되고 있는 시험장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7 사일로, 지지구조물, 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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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치는 총 높이 26 m이며, 6개의 상승관을 채택하고, 상승관 가열부 높이는 3.51m이

다. 이 장치는 8×4개의 히터를 장착하여 원자로용기를 모사하였다. 각 히터는 1.25 kW의 용

량을 지닌다. 이 시험장치는 그림 18과 같이 입구 플레넘, 가열 공동, 출구 플레넘 및 배출 

침니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9는 굴뚝이 설치된 시험장치 사일로의 외부전경이다.

그림 18 위스콘신대학교 시험장치

 

그림 19 위스콘신대학교 시험장치 굴뚝 및 사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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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험계획

위에서 설명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시험장치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 중 이었던 

PMR200의 원자로공동냉각계통을 기준으로 설계되었고, 미국의 두 시험장치는 MHTGR()의 

원자로공동냉각계통을 기준으로 설계되었다. 아래의 표는 MHTGR과 PMR200의 원자로공동

냉각계통 설계조건을 보여주고 있다. 두 계통의 상승관은 직사각유로이고 크기는 매우 유사하

다. PMR200의 설계기준은 Jun et al.(2007)의 PMR200 저압전도냉각사고(LPCC) 시 원자로

공동냉각계통 최대 잔열제거 조건이다. 

원자로 열제거량
자연순환

공기유량

상승관

입출구온도차
상승관 개수

전체 

높이
상승관 높이

MHTGR 1.5 MW 12.2 kg/s 121 K 227 55.2 m 11.3 m
PMR200 1.0 MW 10.4 kg/s 98 K 220 55.2 m 17.0 m

표 3 MHTGR과 PMR200 원자로공동냉각계통 설계조건 비교

표 4는 앞에서 설명한 세 개의 실험장치의 기하학적 크기를 보여주고 있다. 모든 실험장치

가 크기가 유사한 직사각유로의 상승관을 가지고 있다. 기준 원자로공동냉각계통 차이 때문에 

상승관과 계통 전체 높이의 비가 다르다. NSTF와 NACEF는 상승관 개수 대비 가열판의 폭이 

거의 같으나, 위스콘신 대학교는 원자로용기를 모사하는 가열판이 없다. 가열판과 상승관 앞면 

사이의 거리가 NACEF가 0.89m로 제일 멀고, NSTF가 0.71m, 위스콘신대학교가 0.2 m로 

가장 좁다. 이는 원자로공동 내 복사조건이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지만, 상대적으로 NACEF와 

NSTF의 차이는 위스콘신대학교에 비해 그 차이가 작음을 알 수 있다.

ANL (NSTF) KAERI (NACEF) 위스콘신대학교

전체 높이 26.2 m 14 m 13 m

전체 상승관 높이 7.5 m 4.5 m 3.76 m

가열 상승관 높이 6.82 m 4.05 m 3.51 m

상승관 수 12 6 6

상승관 유로면적 44.1mm × 244.7mm 40mm × 240mm 44.1mm × 244.7mm

상승관 두께 4.41 mm 5.0 mm 4.41mm

가열판 면적 8.82 m2 2.6 m2 -

공동 폭 1.29 m 0.64 m 0.86 m

단위 상승관 당 가열판 0.108 m 0.107 m -

가열판과 상승관 거리 0.71 m 0.89 m 0.2 m

표 4 공랭식 원자로공동냉각계통 시험장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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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 알 수 있는 시험장치 간들의 차이점 및 바람이 강한 미국과 상대적으로 바람이 

적은 한국의 날씨 차이로 인해, 본 과제를 위한 시험계획은 표 3의 PMR200 원자로공동냉각

계통 설계를 기준으로 균일열속 조건에서 가열상승관 길이 효과를 평가하도록 수립되었다. 표 

는 각 실험장치들을 위한 실험계획을 보여주고 있다. 각 실험계획은 표1의 두 가지 척도해석

에 따라 결정되었다. 시험 완료 기준은 목표 열량, 유량 및 입출구온도차를 2시간 이상 유지

하는 것이 기준이다. 해석에 적용시킬 목표 열량은 히터의 출력이 아닌 상승관 내 공기 유동

의 열제거량 기준이다. 주요 열전달 현상이 복사열전달과 공기 대류열전달이므로, 히터 출력의 

상당비율이 열손실로 소비되기 때문이다. 

ANL (NSTF) KAERI (NACEF) 위스콘신대학교

가열상승관 높이비 0.401 0.238 0.206

상승관입출구온도차 98 K 98 K 98 K

척도해석 기준 RiR=1.0 PlR=1.0 RiR=1.0 PlR=1.0 RiR=1.0 PlR=1.0

상승관 1개당 유량 30 g/s 19 g/s 23 g/s 11 g/s 21 g/s 11 g/s

전체 유량 359 g/s 227 g/s 138 g/s 68 g/s 129 g/s 59 g/s

상승관 열제거량 35.5 kW 22.5 kW 13.7 kW 6.68 kW 12.7 kW 5.79 kW

표 5 시험계획

3. 예비해석

가. GAMMA+ 예비해석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고온가스로용 계통해석코드인 GAMMA+를 활용하여 원자로공동냉각계

통 열제거현상의 척도해석 방법론 적절성 평가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20은 GAMMA+의 

입력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NACEF 실험장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다양한 가열상승관 

높이에 따라 계산이 수행되었다. 상승관 공기 유동 입력모델은 상승관 계통 입구 경계, 두 개

의 입구 배관, 입구플레넘, 6개의 상승관, 출구플레넘, 2개의 굴뚝, 대기압 출구 경계로 이루

어졌다. 공동 내 대류현상은 대기압 조건에서 2차원 열유동 해석 모델로 평가된다. 공동은 가

열판, 상승관 기준 왼쪽 반사면, 오른쪽 반사면, 뒷반사면, 윗면, 아랫면으로 둘러쌓여 있다. 

각 면들은 2차원 열전도가 모델링되어 있다. 가열판은 열속 조건이고, 나머지 면은 단열조건

으로 설정되었다. 상승관 직사각유로는 내외면 면적이 직사각유로와 동일한 원형유로로 가정

되었다. 이로 인해 두께가 5mm 보다 두껍게 계산된다. 상승관 6개 내 유동은 동일하다고 가

정하였다. 그림 21과 같이 상승관 6개는 복사 형상 계수 계산을 위해 2개의 외부 상승관과 4

개의 내부 상승관으로 분류되었다. 계산의 단순화를 위해 복사열전달은 오로지 수평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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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였다. 이에 따라 공동의 윗면과 아래면에서의 복사열전달은 고려되지 

않았다.

 

그림 20 예비해석을 위한 GAMMA+ 입력 모델

그림 21 NACEF 형상계수 계산을 위한 입력모델

상승관 공기유동의 대류열전달계수는 GAMMA+의 표 6과 같이 혼합대류열전달이 고려된 

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GAMMA+의 내부 1차원 유동의 기본 열전달 계수 상관식

이다. Churchill and Chu (1975)의 수직 평판 자연대류 상관식이 원자로 공동 내 가열판, 

반사판, 상승관 외벽 등의 대류 열전달계수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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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류 

열전달 

영역

층류 천이 난류

강제 대류 Constant Nu

층류열전달계수와 

난류열전달계수 사이 내삽

(2300<Re<5000)

Modified

Dittus & Boelter

천이 기준 Aicher   Pr  >

혼합대류  for
 ±

 


층류열전달계수와 

난류열전달계수 사이 내삽

(200<Re<400)

 for
 ±

 


천이영역 Aicher>0.2 & Gurmeister (Gr/Re2) >1.0

자연대류 Churchill and Chu (1975)

표 6 GAMMA+ 파이프 유동 열전달계수 상관식

표 7은 표 2에서 언급된 PMR200 조건을 바탕으로 표 1의 척도해석 방법론에 맞추어 1/2 

크기, 1/4 크기 시 GAMMA+ 계산 조건을 보여주고 있다. 본 예비계산은 원자로공동냉각계통

열전달 현상의 척도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계산되었다.

변수 실제크기 1/2 크기 1/4 크기

RiR=1.0 PlR=1.0 RiR=1.0 PlR=1.0

가열상승관 높이 16 m 8 m 8 m 4 m 4 m

상승관 입출구온도차 98 K 98 K 98 K 98 K 98 K

입구온도 44℃ 44℃ 44℃ 44℃ 44℃

상승관 총 유량 0.249 kg/s 0.176 kg/s 0.124 kg/s 0.124 kg/s 0.063 kg/s

가열판 표면 열속 2.4 kW/m2 3.4 kW/m2 2.4 kW/m2 4.8 kW/m2 2.4 kW/m2

표 7 GAMMA+ 척도효과 평가 예비해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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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와 23은 상대적인 높이에 따른 가열판과 상승관 표면 온도의 온도본포를 보여주고 

있다.  RiR=1.0의 경우 1/4 크기의 가열판과 상승관의 온도가 1/2 크기의 상승관의 온도보다 

훨씬 큼을 알 수 있다. 이는 표1의 척도해석방법론의 온도에 척도 효과와 미치는 영향과 비슷

하다. 그러나 PlR=1.0의 경우 1/2크기 가열판과 상승관 온도가 1/4크기 가열판과 상승관 온

도보다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22에 따르면, PlR=1.0의 1/4크기 가열판 온도가 실

제 조건에 가장 근접하게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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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GAMMA+ 예비해석 가열판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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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GAMMA+ 예비해석 상승관 표면 온도



- 54 -

일반적으로 축소된 높이가 작을수록 상승관 내 질량유동이 작아지고, 대류열전달계수도 작

아지게 된다. 그러나 PlR=1.0의 경우 그림 23은 같은 유체온도 조건에서 1/2크기 상승관 온

도가 1/4크기 상승관 온도보다 높게 예측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로 인해 1/2크기 가열판 

온도가 1/4크기 가열판 온도보다 높게 평가된다. 

그림 와 는 상대적인 높이에 따라 RiR=1.0과 PlR=1.0 계산조건에서 상승관 온도와 상승관 

내부 기체유동 온도차의 실제온도차와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만약 상승관 내 대류열전달이 

완전발달된 강제대류조건이면, 표에서 보여준 길이비에 따라 일정하게 나타나야한다. 1/2크기 

RiR=1.0의 경우 표의 비율에 거의 근접하지만, 1/4크기 RiR=1.0과 1/2크기 PlR=1.0의 경우 

표 1의 비율보다 훨씬 큰 것을 볼 수 있다. 1/4크기 PlR=1.0의 경우에는 상승관 표면과 상승

관 공기유동의 온도차가 강제대류에 의한 척도효과보다 훨씬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실제 

조건의 Re수는 대략 10000~13000 사이로, 축소된 실험장치에서 강제대류 조건을 가정하기

에는 충분히 크기 않다. 혼합대류 열전달 현상이 1/4크기 RiR=1.0과 1/2크기 PlR=1.0의 경우 

대류열전달계수를 감소시키고, 반대로 1/4크기 PlR=1.0의 경우 대류열전달계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 GAMMA+ 예비해석은 원형관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개발된 상관식을 사용하

였으므로, 실제 실험결과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지 반드시 평가해보아야 한다.

그림 24 RiR=1.0 실제 온도차 대비 계산조건에 따른 상승관표면과 상승관 기체유동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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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PlR=1.0 실제 온도차 대비 계산조건에 따른 상승관표면과 상승관 기체유동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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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원자로공동냉각계통 시험결과 비교 연구

제1절에서 설명된 세 가지 실험장치를 활용하여 축소모형에서 원자로공동냉각계통 시험을 

수행하였다. 소모형에서의 자연냉각시험은 여러 무차원수의 상사성을 일치시킨 척도해석에 기

반하여 수행되지만, 축소된 시험장치에서는 모든 무차원수를 동시에 일치시킬 수는 없으므로, 

척도해석과 시험결과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고 왜곡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이 왜곡은 

원형 RCCS의 해석을 시험결과와 직접 비교하기 어렵게 한다. 따라서 이 왜곡과 시험장치의 

축소의 관계를 척도효과(scaling effect)라고 하며 이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척도효

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이 척도효과로 보정된 시험결과는 원형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전산해석코드를 검증하는데 직접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I-NERI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척도해석에 의거하여 두 경우의 시험조건을 도출하

고 시험을 수행하였다. 첫째 경우(Case-1)는 상승관 내에서 공기의 부력과 관성력의 비율인 

Richardson number가 시험장치와 원형원자로에서 동일한 경우(RiR=1)이고, 둘째 경우

(Case-2)는 원자로 공동 내에서 전도에 의한 열전달과 복사에 의한 열전달의 비인 Planck 

number가 시험장치와 원형원자로에서 동일한 경우(PlR=1)이다. 상기의 두 경우에 NACEF와 

NSTF 그리고 위스콘신대학교 실험장치의 시험조건은 표 1에 나타나 있다. NACEF와 NSTF

는 계획된 실험을 완료하였다. 위스콘신대학교의 경우, RiR=1.0 시험은 완료되었다. PlR=1.0의 

경우 계획된 유량이 위스콘신대학교 실험장치에 설치된 열식유량계로 측정되기에는 너무 작은 

유량이었다. 또한, 유량이 낮은 실험이라 바람에 의한 역류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여서 PlR=1.0 

워스콘신대학교 실험장치의 실험은 이루어지지 못 하였다. 표 는 실험장치별 시험계획과 시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ANL (NSTF) KAERI (NACEF) 위스콘신대학교

가열상승관 높이비 0.401 0.238 0.206

척도해석 기준 RiR=1.0 PlR=1.0 RiR=1.0 PlR=1.0 RiR=1.0 PlR=1.0

상승관 1개당 

유량

시험계획 30 g/s 19 g/s 23 g/s 11 g/s 21 g/s 11 g/s

시험결과 29.8 g/s 18.9 g/s 22.5 g/s 18.9 g/s 23.5 g/s -

상승관 

입출구온도차

시혐계획 98 K 98 K 98 K 98 K 98 K 98 K

시험결과 94.3 K 97.2 K 99 K 100 K 98 K -

상승관 1개당 

열제거량

시험계획 2.96 kW 1.87 kW 2.28 kW 1.11 kW 2.12 kW 0.97 kW

시험결과 2.84 kW 1.85 kW 2.24 kW 1.14 kW 2.32 kW -

표 8 시험계획 및 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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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원자력연구원 시험결과

가. RiR=1.0 시험결과

NACEF 시험장치를 이용하여 RiR=1.0(Case-1) 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조건으로는 

PMR200 원자로에서 LPCC(Low Pressure Conduction Cooling) 사고 상황을 1차원 시스

템 코드인 GAMMA+를 이용하여 해석한 결과를 이용하였다[Jun et al, 2007]. 이 시험에서는 

척도 해석에서 NACEF와 원형 RCCS의 Richardson number (Ri)가 동일할 경우를 가정하였

다. 이때 속도비는 척도비의 제곱근과 같아야 한다. 따라서 이번 시험은 상승관을 흐르는 공기

의 속도 혹은 질량 유량의 비가 척도비의 제곱근(= lR
1/2)인 0.485에 맞춰 수행하였다. 또 다

른 중요한 시험조건으로는 시험장치와 원형원자로에서 상승관을 지날 때의 공기온도 증가분이 

같아야 한다. GAMMA+ 계산 결과에 의하면 상승관을 지난 공기의 온도 증가분은 약 98℃였

다. 위의 시험조건은 NACEF 장치의 침니 부분에 설치된 댐퍼를 개폐하여 유로의 손실계수를 

원형원자로와 같은 7.96에 맞추고, 동시에 입력전원을 조절함으로써 공기유량과 공기온도 상

승분을 조절할 수 있었다. 이 조건에서 척도해석에 의하면 4/17-척도 시험장치에서 상승관 내 

공기의 부력과 관성력의 비인 Richardson number (Ri)를 원형과 일치시켰을 때, 상승관에서 

제거되는 열속은 원형원자로의 2.062(= lR
-1/2)배인 5.31 kW/m2가 되어야 한다.

(1) 가열판 공급 전력과 가열판 및 냉각판 온도

그림 26는 가열판에 부착된 20개의 히터에 공급한 총 입력 전력을 보여 준다. 이 시험에서 

공급하려한 열유속은, 원형 원자로 사고 (LPCC) 시 GAMMA+ 계산에서 구한 상승관에서 제

거되는 열유속(2.57 kW/m2)의 2.062배인 5.31 kW/m2에 가열판을 가열할 때 주위로 손실되

는, 예비시험에서 환산된 약 37%의 열손실을 보정한 열유속인 8.30 kW/m2이었다. 이 열유

속을 면적이 2.6 m2인 가열판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총 21.6 kW (10 × 2.16 kW)의 전력을 

공급하여야 원하는 시험조건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빠른 시험 수행을 위해 전력

을 조금 빠르게 투입하여 약 6,600 초에 총 21.3 kW의 전력을 가열판에 공급하였다. 이후 

시험장치 전체의 손실계수(상승관 면적 환산 손실계수)를 원형의 값인 7.96으로 맞추기 위해 

28,000 초에 댐퍼를 조절하였다. 이때 자연대류에 의해 상승관을 흐르는 공기온도 증가분이 

GAMMA+ 코드에서 계산된 값인 약 98℃에 도달할 때까지를 기다렸다. 

그림 27는 상승관을 지난 공기의 온도 증가분을 보여 준다. 28,000 초에 댐퍼를 닫음에 따

라 그 수치가 조금 증가하였다. 시험이 진행되면서 가열판의 온도가 상승하고 그 영향으로 상

승관의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공기온도 상승분도 증가하였다. 준정상 상태에 도달한 시험 종

료 직전에 공기 온도 증가분은 99℃ 정도였다. 이 시험을 시작할 때 양쪽 침니 중 남쪽 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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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댐퍼를 완전히 막고, 북쪽 침니만 개방하여 공기의 유로를 한쪽으로만 유도하였다. 시험 초

기에는 실험 건물 외부에 설치된 침니로 외부의 찬 공기가 역류하여 건물 내부에 설치된 상승

관 입구의 공기 온도보다 온도가 더 낮아서 음수 값을 보였다.

그림 26 Case-1 시험에서 총 입력 전력

그림 27 Case-1 시험에서 상승관 속의 공기온도 증가분

그림 28과 29는 가열판과 반사판의 온도이력을 보여 준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시험 종

료 전에 가열판의 온도는 준정상상태에 도달하였으며, 반사판의 온도 또한 거의 준정상상태에 

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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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Case-1 시험에서 가열판의 온도 이력

그림 29 Case-1 시험에서 반사판의 온도 이력

(2) 상승관 벽면 온도

그림 30은 상승관에서 공기온도 상승분을 GAMMA+ 계산에서 구한 원형 원자로에서 공기

온도 상승분과 맞추었을 때(그림 27 참조, 68,730 초에서 99℃) 각 벽면의 온도를 보여 준다. 

상승관의 온도는 가열판 방향 벽면과 반사판 방향 벽면 그리고 양쪽 측벽면에서 상승관의 길

이 방향으로 여러 곳에서 측정하였다. 이 그림은 가열판(T-HWall)과 냉각판(T-CWall), 가열

판 방향 상승관 내벽면(T-riser-ho-68730)과 반사판 방향 상승관 내벽면(T-riser-co-68730)



- 60 -

에서 측정한 온도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상승관 양쪽 측벽면에서 온도는 이 두 온도의 중간 

값으로 측정되었다. 가열판 방향 상승관 내벽의 온도는 최고 284℃, 그리고 반사판 방향 상승

관 내벽의 온도는 최고 244℃로 약 40℃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 가열판의 온도와 반사판의 

온도는 그 최대치가 각각 426℃와 253℃로 나타났다. 가열판의 온도에서 높이 2 m되는 곳의 

온도가 그 주위 부위의 온도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그 부분에 상하부의 가열판을 연결하

는 플랜지가 설치되어 그 플랜지로 열손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 상승관 벽면 온도와 

상승관의 입출구에서 측정된 공기의 온도 및 침니에서 측정된 공기 유량을 이용하여 상승관 

내부에서 열전달 계수를 추정할 수 있다. 이는 뒤에 다시 설명할 것이다.

그림 30 Case-1 시험에서 각 벽면의 온도 분포 (t = 68,730 초)

(3) 공기 유량

그림 31은 북쪽 침니에서 측정된 공기 유량을 보여준다. 이 시험에서 남쪽 침니는 시험을 

시작할 때부터 잠궈 놓았으므로 공기 흐름은 댐퍼를 완전 개방한 북쪽 침니로만 생성되었다. 

자연대류에 의한 공기 유량은 10,000 초가 지날 때까지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나, 그 이후 침

니에서 열질량 유량계에 의한 유량이 관측되었다. 약 28,000 초에 손실계수를 원형과 동일(상

승관 면적 기준으로 K = 7.96)하게 하기 위해 댐퍼를 많이 잠금에 따라 공기 유량이 감소하

였다. 손실계수 조절은 댐퍼의 개폐에 따른 유로 전체의 차압과 유량을 비교하여 맞출 수 있

었는데, 이에 대해서 다음 항목에 설명하였다. 이후 상승관의 온도 상승으로 공기의 자연대류

가 증가하여 공기의 질량유량이 좀 더 늘어나 약 500 kg/hr이 되었다. 이로부터 1개의 상승

관 당 공기의 질량 유량 약 83 kg/hr을 얻었으며, 이는 시험조건인 82.47 kg/hr과 거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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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수치이다.

그림 31 Case-1 시험에서 북쪽 침니의 공기유량 (남쪽 침니 폐쇄)

그림 32는 상부 챔버 출구에서의 공기 온도(TU-5와 TU-6)와 양쪽 침니 상부에서의 공기 

온도(TU-7과 TU-8)를 보여 준다(그림 14참조). 시험 중 남쪽 침니를 막아 놓았으므로 그 쪽

으로 향하는 가열된 공기가 없으므로 남쪽 침니의 끝단에서의 온도인 TU-7은 바깥 대기의 온

도를 지시하고 있으며, 공기 유동이 없는 상부 챔버의 남쪽 출구인 TU-5의 온도도 북쪽 출구

인 TU-6의 온도보다 낮게 나타나 있다. TU-6를 통과한 공기는 북쪽 침니를 따라 흐르면서 

그 끝인 TU-8의 값으로 약간 냉각되어 흘러나간다. 그리고 TU-3는 세 번째 상승관의 출구 

중앙 부위의 온도를 지시하는데, 상승관이 바깥쪽으로부터 가열되므로 이 부위의 온도는 가장 

낮은 공기의 온도와 유사하다. 시험을 진행함에 따라 가열판의 온도가 상승하고, 공기온도 증

가분도 시험 말기의 준정상상태에서 99℃로 증가하였다(그림 27참조). 이는 원형 원자로의 9

8℃와 거의 같은 수치이다. TU-5의 온도가 TU-6의 온도보다 낮은 것은 TU-5쪽(남쪽)의 침

니가 막혀있어 유동이 정체되어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이 시험에서 측정한 공기유량과 상승관에서의 온도상승을 이용하여 상승관에서 제거되는 열

량을 아래의 식로부터 구하였다. 여기서, 아래 첨자 o는 정상상태(1기압, 273 K)에서의 수치

를 의미한다.

             수식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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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Case-1 시험에서 각 부위의 공기 온도

여기서 구한 열량은 그림 33에 나타나 있는데, 준정상상태인 68,730 초에서 입력전력인 

21.3 kW의 약 65.1%인 13.8 kW가 상승관에서 제거됨을 보여 주었다. 이 수치는 면적이 

0.65 m × 4 m인 가열판에서의 열속 5.32 kW/m2에 상응한다. 이는 이 시험에서 구현하고

자 했던, Richardson number (Ri)의 비가 1이 되는 경우, 즉 상승관 속의 공기온도 증가분

을 원형원자로와 같이 일치시키고, 그때의 공기 질량유량은 원형의 0.485배가 되며, RCCS에 

의해 제거되는 열속이 원형의 2.062배인 5.31 kW/m2인 조건을 거의 만족한다. 

그림 33 입력전력(P-PS)과 침니를 통해 제거되는 열량(P-FM)

65.1%를 제외한 입력전력의 나머지 34.9%는 전도와 복사에 의한 히터박스 외부로의 열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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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이다. 이와 같이 열손실이 큰 것은 상승관을 통해 제거되는 열량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

다. 극단적인 경우로 상승관이 폐쇄되었을 경우를 가정하면 주어지는 열량은 모두 전도와 복

사에 의해 주위로 빠져나갈 것임을 상상하면 될 것이다. 

(4) 차압 및 유속

그림 34는 상승관과 시험장치 전체의 차압을 보여준다. 상승관의 가열로 인해 자연대류에 

의한 공기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차압도 증가하였다. 중간에 약간의 댐퍼 개폐 조절이 있었지

만 전체 차압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 이 시험에서는 손실계수를 원형 원자로의 손실계수

(상승관 면적을 기준으로 한 전체 손실계수, K = 7.96)과 동일하게 맞추었다.

그림 34 상승관과 전체 유로의 차압

그림 31의 유량과 그림 34의 차압의 관계에서 손실계수를 계산할 수 있으므로 시험장치의 

손실계수가 원형과 일치하도록 댐퍼를 조정할 수 있었다. 즉, 손실계수는   

  

로 표현되므로 차압과 질량유량을 알면 그 값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는 

압력강하, 는 공기 밀도, 는 공기 속도, 는 상승관 유로 단면적, 그리고 은 공기의 질량 

유량이다.

그림 35는 이러한 방법으로 계산한 상승관 단면적으로 환산된 손실계수를 보여준다. 

36,000 초 정도에 그 수치를 원하는 값(7.96) 부근인 8 정도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시험 

말기에는 공기의 가열로 인한 밀도 변화와 유량의 변화로 인해 손실 계수는 약 7.4가 되어 원

형보다 약간 낮아졌다. 이후 원형 원자로와 이 시험장치의 Richardson number (Ri)의 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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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때, 즉 한 개의 상승관을 흐르는 공기 유량이 원형 RCCS에 비해 0.485배인 82.47 

kg/hr 정도가 되고 그때의 공기 온도 증가분이 원형 RCCS와 같이 98°C가 될 때까지 시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35 전체 차압과 유량으로 계산한 손실계수

그림 36은 상승관 내 공기의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설치한 피토 튜브(피토 튜브 방출 계수, 

discharge coefficient,  )에서 얻어진 차압이다. 그림 37는 상승관 입구 온도(21℃) 

조건에서 피토튜브에서 얻어진 차압을 기반으로 구한 공기 속도(  
 )와 유량계에

서 얻어진 유량을 기반으로 구한 공기 속도(   )이며, 그 수치는 약 

2.0 ∼ 2.1 m/s였다. 

그림 36 피토 튜브로 측정한 차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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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피토 튜브(PT)와 유량계(FM)로 측정한 공기 속도

(5) 상승관에서 열전달 계수 평가

상승관 내에서 열전달 계수를 상승관 내벽온도, 공기온도, 유량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식

으로 산출하였다. 이 시험에서 사각형 상승관은 4개의 벽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각각의 벽

면에서의 열전달을 고려하여 평균하였다.

상승관 안의 두 단면에서 열평형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는다.    

       
  



  
 

  



   수식 28   

따라서, 평균열전달계수는 다음과 같다.

      

  



   

 

수식 29 
                            

여기서,  : 공기 질량유속, 

        : 공기 열용량,

         : 상승관 온도 측정 간격(  )사이의 온도 변화,

        : 상승관 i-벽면 폭,

        : 상승관 i-벽면 온도와 상승관 중앙부 공기 온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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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식을 이용하여 준정상상태인 68,730 초에서 구한 열전달 계수와 기존의 관류에 대한 

Dittus-Boelter 상관식 및 혼합대류(mixed convection)를 비교적 잘 예측한다고 알려진 

Symolon 상관식에서 구한 열전달계수가 그림 38에 비교되어 있다. 비교에 사용한 

Dittus-Boelter 상관식과 Symolon 상관식은 아래와 같다[Mills, 1999, Symolon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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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

수식 30 

    




 
  










수식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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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g  
 

여기서, k는 열전도도, D는 등가 직경, Nu는 Nusselt number, Pr은 Prandtl number, 

Re는 Reynolds number이다.

그림 38 Case-1 시험에서 상승관 열전달 계수 (t = 68,730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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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관의 상부에서는 시험치가 Symolon의 혼합대류 상관식에 가깝게 나타났다. 상승관 하

부에서는 시험에서 구한 값이 상관식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상승관 하부에서는 시험장치의 

구조상 상승관이 복사열을 받는 부분보다 더 아래까지 연장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른 하부로

의 전도에 의한 열전달과 입구 부분에서의 입구 효과(entrance effect)로 인해 열전달 계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나. PlR=1.0 시험결과

NACEF 시험장치를 이용하여 PlR=1.0(Case-2) 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조건은 앞 항목에서 

기술한 Case-1 시험처럼  PMR200 원자로에서 LPCC(Low Pressure Conduction 

Cooling) 사고 상황을 1차원 시스템 코드인 GAMMA+를 이용하여 해석한 결과를 이용하였

다. 이 시험에서는 척도 해석에서 NACEF와 원형 RCCS의 Planck number (Pl)가 동일할 경

우를 가정하였다. 이 경우 시험장치와 원형원자로에서 열속과 상승관을 지날 때의 공기온도 

증가분이 같아야 한다. 또한 속도비는 척도비와 같아야 한다. 따라서 이번 시험은 상승관을 흐

르는 공기의 속도 혹은 질량 유량의 비가 척도비(= lR)인 0.235에 맞춰 수행하였다. 위의 시험

조건은 NACEF 장치의 침니 부분에 설치된 댐퍼를 개폐하여 유로의 손실계수를 원형원자로의 

척도비의 역수(lR
-1= 4.25)배인 같은 33.83에 맞추고, 동시에 입력전원을 조절함으로써 공기유

량과 공기온도 상승분을 조절할 수 있었다. 이 조건에서 척도해석에 의하면 4/17-척도 시험장

치에서 원자로공동 내 공기의 열전도와 열복사의 비인 Planck number (Pl)를 원형과 일치시

켰을 때, 상승관에서 제거되는 열속은 원형원자로와 동일한 2.57 kW/m2가 되어야 한다.

(1) 가열판 공급 전력과 가열판 및 냉각판 온도

그림 39는 가열판에 부착된 20개의 히터에 공급한 총 입력 전력을 보여 준다. 이 시험에서 

공급하려한 열유속은, 원형 원자로 사고 (LPCC) 시 GAMMA+ 계산에서 구한 상승관에서 제

거되는 열유속과 같은 2.57 kW/m2로 가열판을 가열할 때 주위로 손실되는, 예비시험에서 환

산된 약 37%의 열손실을 보정한 열유속인 4.03 kW/m2이었다. 이 열유속을 면적이 2.6 m2

인 가열판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총 10.5 kW (10 × 1.05 kW)의 전력을 공급하여야 원하는 

시험조건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기에는 가열판에 총 10.9 kW의 전력을 공급

하였으나, 빠른 시험 수행을 위해서 23,800초부터는 전력을 13.6 kW로 증가시켜 가열판의 

온도를 빨리 증가시키려 하였다. 이후 시험장치 전체의 손실계수(상승관 면적 환산 손실계수)

를 원형의 값인 7.96의 17/4배인 33.8로 맞추기 위해 댐퍼의 개폐 조절을 2 ∼ 3 차례 수행

하였다. 이때 상승관을 흐르는 공기 온도 증가분을 GAMMA+ 코드에서 계산된 값인 약 98℃

로 맞추기 위해 히터에 투입하는 전력을 감소시켰고, 53,300 초 이후에 원하는 수치를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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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퍼 개폐 정도와 입력 전력을 고정할 수 있었다. 그때의 총 입력 전력은 약 10.1 kW였다.

그림 39 Case-2 시험에서 총 입력 전력

그림 40은 상승관을 지난 공기의 온도 증가분을 보여 준다. 댐퍼의 개폐와 입력전력의 변화

에 따라 그 수치도 변화하였으며 시험 말기 100℃에 도달하였다. 이 시험을 시작할 때 양쪽 

침니 중 남쪽 침니의 댐퍼를 완전히 막고, 북쪽 침니만 개방하여 공기의 유로를 한쪽으로만 

유도하였다. 가열판의 온도 상승에 따른 상승관의 온도 상승에 따라 공기 온도 상승분도 증가

하였으며, 댐퍼의 개폐에 따라 그 상승분도 감소 또는 증가하였다. 시험 초기에는 실험 건물 

외부에 설치된 침니로 외부의 찬 공기가 역류하여 건물 내부에 설치된 상승관 입구의 공기 온

도보다 온도가 더 낮아서 음수 값을 보였다.

그림 40 Case-2 시험에서 상승관 속의 공기 온도 증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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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와 42는 가열판과 반사판의 온도이력을 보여 준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시험 종

료 전에 가열판의 온도는 정상상태에 도달하였으며, 반사판의 온도 또한 거의 정상상태에 도

달하였다. 약 65,000초에 나타난 벽면 온도의 갑작스런 증감은 DAS에 내장된 실내온도 보정 

장치인 thermistor가 난방기에 의해 갑작스런 온도 변화가 생겨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1 Case-2 시험에서 가열판의 온도 이력

그림 42 Case-2 시험에서 반사판의 온도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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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승관 벽면 온도

그림 43은 상승관에서 공기온도 상승분을 GAMMA+ 계산에서 구한 원형 원자로에서 공기

온도 상승분과 맞추었을 때(그림 40 참조, 69,000 초에서 100℃) 각 벽면의 온도를 보여 준

다. 이 그림은 가열판 (T-HWall)과 냉각판 (T-CWall), 가열판 방향 상승관 내벽면 

(T-riser-ho-69000)과 반사판 방향 상승관 내벽면(T-riser-co-69000)에서 측정한 온도분포

를 보여주고 있다. 상승관 양쪽 측벽면에서 온도는 이 두 온도의 중간 값으로 측정되었다. 가

열판 방향 상승관 내벽의 온도는 최고 190℃, 그리고 반사판 방향 상승관 내벽의 온도는 최고 

171℃로 약 19℃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 가열판의 온도와 반사판의 온도는 그 최대치가 각각 

301℃와 178℃로 나타났다.

그림 43 Case-2 시험에서 각 벽면의 온도 분포 (t = 69,000 초)

(3) 공기 유량

그림 44 는 북쪽 침니에서 측정된 공기 유량을 보여준다. 이 시험에서 남쪽 침니는 시험을 

시작할 때부터 잠궈 놓았으므로 공기 흐름은 댐퍼를 완전 개방한 북쪽 침니로만 생성되었다. 

자연대류에 의한 공기 유량은 10,000 초가 지날 때까지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나, 그 이후 침

니에서 열질량 유량계에 의한 유량이 관측되었다. 약 26,600 초에 댐퍼를 많이 폐쇄함에 따

라 공기 유량이 감소하였다. 이후 상승관의 온도 상승으로 공기의 자연대류가 증가하여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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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량유량이 늘어났다. 이후 공기 유로의 총 손실계수를 시험조건과 맞추기 위해 (상승관 기

준으로 K = 33.8) 댐퍼를 조절하였고, 60,000 초 정도에 그 수치에 맞춰 댐퍼를 고정하였다. 

손실계수 조절은 댐퍼를 조절함에 따른 유로 전체의 차압과 유량을 비교하여 맞출 수 있었다. 

이후 공기의 질량유량이 약 245 kg/hr이 되었다. 이로부터 1개의 상승관 당 공기의 질량 유

량 약 41 kg/hr을 얻었으며, 이는 시험조건인 40 kg/hr과 거의 동일한 수치이다.

그림 44 Case-2 시험에서 북쪽 침니의 공기유량 (남쪽 침니 폐쇄)

그림 45은 상부 챔버 출구에서의 공기 온도(TU-5와 TU-6)와 양쪽 침니 상부에서의 공기 

온도(TU-7과 TU-8)를 보여 준다(그림 13 참조). 시험 중 남쪽 침니를 막아 놓았으므로 그 쪽

으로 향하는 가열된 공기가 없으므로 남쪽 침니의 끝단에서의 온도인 TU-7은 바깥 대기의 온

도를 지시하고 있으며, 공기 유동이 없는 상부 챔버의 남쪽 출구인 TU-5의 온도도 북쪽 출구

인 TU-6의 온도보다 낮게 나타나 있다. TU-6를 통과한 공기는 북쪽 침니를 따라 흐르면서 

그 끝인 TU-8의 값으로 약간 냉각되어 흘러나간다. 그리고 TU-3는 세 번째 상승관의 출구 

중앙 부위의 온도를 지시하는데, 상승관이 바깥쪽으로부터 가열되므로 이 부위의 온도는 가장 

낮은 공기의 온도와 유사하다. 시험을 진행함에 따라 가열판의 온도가 상승하고, 공기온도 증

가분도 시험 말기의 준정상상태에서 100℃로 증가하였다(그림 40 참조). 이는 원형 원자로의 

98℃와 비슷한 수치이다. TU-5의 온도가 TU-6의 온도보다 낮은 것은 TU-5쪽(남쪽)의 침니

가 막혀있어 유동이 정체되어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이 시험에서 측정한 공기유량과 상승관에서의 온도상승을 이용하여 상승관에서 제거되는 열

량을 앞에 기술한 수식 27로부터 구하였다. 여기서 구한 열량은 그림 46에 나타나 있는데, 준

정상상태인 69,000 초에서 입력전력인 10.1 kW의 약 67%인 6.8 kW가 상승관에서 제거됨

을 보여 주었다. 이 수치는 면적이 0.65 m × 4 m인 가열판에서의 열속 2.61 kW/m2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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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한다. 이는 이 시험에서 구현하고자 했던, Planck number (Pl)의 비가 1이 되는 경우, 즉 

상승관 속의 공기온도 증가분을 원형원자로와 같이 일치시키고, 그때의 공기 질량유량은 원형

의 4/17배가 되며, RCCS에 의해 제거되는 열속이 원형과 같은 조건인 2.57 kW/m2를 거의 

만족한다.

그림 45 Case-2 시험에서 각 부위의 공기 온도

그림 46 입력전력(P-PS)과 침니를 통해 제거되는 열량(P-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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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차압 및 유속

그림 47는 상승관과 시험장치 전체의 차압을 보여준다. 상승관의 가열로 인해 자연대류에 

의한 공기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차압도 증가하였다. 중간에 약간의 댐퍼 개폐 조절이 있었지

만 전체 차압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 이 시험에서는 손실계수를 원형 원자로의 손실계수

(상승관 면적을 기준으로 한 전체 손실계수, K = 7.96)의 17/4배인 33.8로 맞추었다.

그림 44의 유량과 그림 48의 차압의 관계에서 Case-1 시험 결과분석처럼 손실계수를 계산

할 수 있으므로 시험장치의 손실계수가 원형과 일치하게 댐퍼를 조정할 수 있었다. 

그림 48은 이러한 방법으로 계산한 상승관 단면적으로 환산된 손실계수를 보여준다. 

60,000 초 정도에 그 수치를 원하는 값(33.8) 부근인 31 정도를 얻을 수 있었다. 이후 원형 

원자로와 이 시험장치의 Planck number (Pl)의 비가 1일 때, 즉 상승관을 흐르는 공기 속

도, 즉 공기 유량이 원형 RCCS에 비해 4/17이 되고 그때의 공기 온도 증가분이 원형 RCCS

와 같이 98°C가 되게 맞추기 위해 입력전원을 조절하였다. 

그림 49는 상승관 내 공기의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설치한 피토 튜브(피토 튜브 방출 계수, 

discharge coefficient,  )에서 얻어진 차압이다. 그림 50은 상승관 입구 온도(15℃) 

조건에서 피토튜브에서 얻어진 차압을 기반으로 구한 공기 속도(  
 )와 유량계에

서 얻어진 유량을 기반으로 구한 공기 속도(   )이며, 그 수치는 약 

0.90 ∼ 0.95 m/s였다. 

그림 47 상승관과 전체 유로의 차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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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전체 차압과 유량으로 계산한 손실계수

그림 49 피토 튜브로 측정한 차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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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 피토 튜브(PT)와 유량계(FM)로 측정한 공기 속도

(5) 상승관에서 열전달 계수 평가

상승관 내에서 열전달 계수를 상승관 내벽온도, 공기온도, 유량을 이용하여 전술한 식 (2)를 

산출하였다. 이 시험에서 사각형 상승관은 4개의 벽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각각의 벽면에

서의 열전달을 고려하여 평균하였다. 앞에 기술한 Case-1 시험의 결과분석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준정상상태인 69,000 초에서 구한 열전달 계수와 기존의 관류에 대한 Dittus-Boelter 

상관식 및 혼합대류(mixed convection)를 비교적 잘 예측한다고 알려진 Symolon 상관식에

서 구한 열전달계수가 그림 51에 비교되어 있다. 상승관의 상부에서는 시험치가 

Dittus-Boelter의 강제대류 상관식에 가깝게 나타났다. 이전에 수행한 Richardson number 

(Ri)의 비가 1인 시험(원형과의 열속비 : 2.062), 즉 자연대류에 의한 공기유량이 원형의 

0.485 정도인 Case-1 시험에서는 열전달 계수가 Symolon의 혼합대류 상관식과 비슷하게 나

타났으나, 공기유량이 더 적은 경우인, 즉 공기 속도가 더 낮은 경우인 이번 Case-2 시험(원

형과의 열속비 : 1)에서는 열전달 계수가 강제대류 상관식에 더 가까웠다.

열속이 높아 상승관 벽면의 온도가 중심부보다 상당히 높은 Case-1 시험에서는 고온 벽면 

근처의 공기 속도가 중심부보다 빨라져서 강제대류 안에서 부력에 의한 자연대류가 추가적으

로 발생하여 혼합대류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척도에 따라 유동 영역이 달라지므로 원형 척도를 이용하여 시험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유의해서 분석해야할 부분이다. 이러한 

현상은 CFD 해석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하부에서는 시험에서 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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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이 상관식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상승관 하부에서는 입구 부분에서의 입구 효과

(entrance effect)로 인해 열전달 계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림 51 열전달 계수 (t = 69,000 초)

2. 미국 시험결과

가. 아르곤국립연구소 시험결과

ANL에서는 NSTF 시험장치를 이용하여 표 5에 제시한 Richardson number (Ri)와 

Planck number (Pl)가 원형원자로와 동일한 두 경우에 대해 시험을 수행하였다. 두 시험은 

순차적으로 수행되었으며, 낮은 열속에서 수행되는 PlR=1.0(Case-2) 시험을 먼저 수행하고 뒤

이어 높은 열속이 제공되어야 하는 RiR=1.0(Case-1) 시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3.2-42는 시간

에 따른 시험장치 내부의 열에너지를 보여준다. Case-2와 Case-1 시험의 정상상태가 대시 

라인으로 표시되어 있다. 시험 시작 후 42 hr 정도에 나타난 스파이크는 Case-2 시험의 정

상상태를 너무 성급하게 예단하여 입력전원을 증가시켜 나타난 것으로, 곧 Case-2 상태로 복

귀시켜 정상상태를 기다렸다. 정상상태에 도달하였음을 확인한 후, 실험 시작 후 68 hr에 

Case-1 시험을 수행하였다. 입력전원을 증가시고 10여 시간을 기다린 다음에, Case-1 조건

에서 정상상태를 얻을 수 있었다. 다른 시험인자들인 여러 벽면과 공기의 온도 등이 그림 52

∼55에 나타나 있으며, 그들의 목표치와의 차이가 표 8에 나타나 있다.

이 시험에서 원하는 열출력을 얻기 위해 투입되는 입력전력을 지난 예비 시험을 토대로 추

정하였다. 지난 예비 시험에서 얻어진 열출력 대비 투입전력의 효율이 약 65%였으므로, 

Case-1 시험에서 필요한 열출력 22.2 kWt를 얻기 위해 34.17 kWe의 전력을 공급하였고, 

Case-2 시험에서 필요한 열출력 34.1 kWt를 얻기 위해 52.49 kWe의 전력을 공급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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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질량유량과 온도 상승분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제약으로 인해, Case-2 시험에서 

42.7%의 효율과 Case-1 시험에서 52%의 효율 밖에 얻지 못했다. 이러한 낮은 열효율의 원

인으로는 감소한 질량유량, 높은 시험 계통의 온도와 증가된 열손실 뿐만 아니라 상승관에서

의 열전달 감소 현상 때문이었다. 그림 56은 LUNA 광섬유로 측정한 상승관 출구에서의 공기

온도 분포를 보여준다. Case-2 시험의 경우, 상승관 중앙부의 공기온도는 편평하게 낮게 나타

났고, 상승관 벽면 근처의 온도는 가파르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Case-1 시험의 경우에는 

상승관 중앙부에서 양 벽면으로 공기온도가 보다 점진적으로 상승하였다.

그림 52 시간에 따른 시험장치 내부의 열에너지 

그림 53 가열판의 온도 (Case-1과 Cas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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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상승관 벽면 온도 (Case-1과 Case-2)

그림 55 상승관 입출구 공기온도 (Case-1과 Cas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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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LUNA로 측정한 상승관 출구 공기온도 분포 (Case-1과 Case-2)

이 시험에서 얻은 공기의 속도와 온도 결과를 이용하여 여러 실험 상관식에서 얻은 Nusselt 

number (Nu)와 열전달 계수가 표 9에 나타나 있다. 

Elenbaas Churchill-Chu Dittus-Boelter Bar-Cohen

Nu, - h, W/m2-K Nu, - h, W/m2-K Nu, - h, W/m2-K Nu, - h, W/m2-K

Case-1 6.91 4.79 14.08 5.85 29.70 12.34 4.35 3.01

Case-2 6.13 4.28 14.97 6.27 20.66 8.65 3.92 2.73

표 9 상관식에 따른 Nu와 열전달 계수 (Case-1 과 Case-2)

나. 위스콘신대학교 시험결과

위스콘신주립대학(UW)의 공랭식 RCCS 모의시험장치(A-RCCS)를 이용하여 표5에 제시한 

Richardson number (Ri)와 Planck number (Pl)가 원형원자로와 동일한 두 경우에 대해 

시험을 수행하려 하였다. RiR=1인 경우의 Case-1 시험에서 시험 시작 후 8.9 hr부터 2 시간 

동안의 정상상태를 유지하였다. 평균 질량유속은 0.141 kg/s로서 목표치인 0.129 kg/s 보다 

약간 컸다. 입출구 공기온도의 상승분은 97.73 K로써 목표치인 98 K에 거의 근접하였다. 그

러나 PlR=1인 Case-2 시험은 수행하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 시험의 질량유량 목표치가 

시험장치에 부착된 질량 유량계의 최소 측정 가능값보다 더 작았기 때문이다. 

그림 57~59는 Case-1 시험에서 측정된 여러 온도를 보여준다. 이 수치는 KAERI, A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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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W 시험 결과 비교에 이용될 것이다. 여기서, 그림 3.2-51은 열전대가 많이 설치된 4번째 

상승관의 각 벽면온도를 나타낸다.

그림 57 입출구 공기온도

그림 58 히터 쪽 상승관 벽면온도

그림 59 4번째 상승관 각 벽면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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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결과 비교

표 8과 같이 이루어진 실험으로부터 도출된 상승관 온도분포와 가열판 온도분포를 Case-1

과 Case-2를 나누어 비교하였다.

그림 60는 Case-1의 경우 NSTF, NACEF, 위스콘신대학교 실험장치로부터 측정된 상승관 

온도분포를 상대적인 높이에 따라 비교하였다. 세 실험결과 중 위스콘신대학교 실험장치로부

터 측정된 상승관 앞면온도와 뒷면온도의 차이가 다른 두 실험장치에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NSTF와 NACEF는 상승관 온도분포의 경향이 비슷함을 보였다. 이는 위스콘

신대학교 실험장치와 다른 두 실험장치의 세가지 근본적인 차이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위스콘신대학교의 실험장치는 가열판 없이 세라믹히터로부터 직접적으로 상승관이 복사

열을 받는다. 둘째, 위스콘신대학교의 실험장치는 다른 두 실험장치보다 훨씬 좁은 가열부와 

상승관 사이의 폭을 가지고 있다. 이는 다른 두 실험장치에 비해 상승관 앞면에 열속이 집중

된다는 뜻이다. 셋째, 위스콘신대학교의 실험장치는 공동이 반사판 없이 단열재에 의해 둘러쌓

여있다. 이를 통해 형상계수와 방사율을 포함한 복사조건의 상사성이 훼손되지 않아야 축소된 

원자로공동냉갂계통 실험으로부터 실제 크기의 열전달 거동을 외삽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NACEF와 NSTF는 높이비가 0.58배이므로, 두 실험 모두 완전발달 강제대류라면 상승

관과 관 내 유동의 온도차의 비가 약 1.3배 정도 되어야 하지만 실험결과 1.8배 정도로 측정

되었다. 이는 NACEF Case-1 실험조건이 혼합대류에 의해 열전달계수가 강제대류에 비해 크

게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60 Case-1 측정된 상승관 온도 분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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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는 Case-2의 경우 NSTF와 NACEF 실험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같은 열속 조건임

에도 불구하고, 유량이 높은 NSTF의 상승관 온도가 유량이 낮은 NACEF의 상승관온도보다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예비해석에도 나타난 현상으로 NSTF 상승관 내 혼합대류가 열전

달계수를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1 Case-2 측정된 상승관 온도 분포 비교

그림 62은 NSTF와 NACEF의 4가지 실험의 가열면 온도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의 예

비해석결과에 따르면 Case-2의 경우 1/2크기의 가열면온도가 1/2크기의 가열면온도보다 높

지만, 실제 실험결과는 NSTF와 NACEF의 가열면 온도가 거의 비슷함을 볼 수 있다. 측정된 

열전달계수 감소 효과가 예비해석에서 예측된 만큼 크지 않다는 뜻이다. 이는 예비해석에서 

사용된 상승관 내부 유동의 대류열전달 상관식이 원형유로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

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63는 원형유로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대류열전달 영역지도에 NSTF와 NACEF 

실험영역을 표시한 것으로, NSTF Case-1을 제외한 모든 실험에서 혼합대류열전달의 영향을 

받는다. 이는 척도해석방법론에 상승관 내 기체유동 대류열전달에 혼합대류효과가 평가되어야 

하고, 실험결과 예측을 위해서도 상승관 직사각유로에 맞는 혼합대류이 고려된 열전달계수 상

관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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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NSTF와 NACEF 가열면 온도분포 비교

그림 63 NACEF와 NSTF 상승관 내부 유동의 대류유동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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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상승관 대류 현상 개별효과 시험

 서울대학교에서는 원자로 공동 냉각 계통 상승관 내에서의 대류열전달 현상 실험을 위한 

실험장치가 건설되었고, 이 실험장치를 통해 개별효과 실험이 수행되었다. 상승관 내 자연대류 

열전달은 유로의 높이 등 형상에 따라 크게 달라지나, 실제 원자로의 상승관 높이는 15.5m이

고, 굴뚝을 포함한 전체 높이는 57m로 이와 동일한 실험장치의 제작은 현실적으로 어렵

다.[Bae et al., 2015] 따라서 실험장치와 실제 원자로공동냉각계통 간의 상사성을 유지하기 

위한 계통 고유의 척도해석방법이 요구되고, 이 척도해석방법 개발을 위해서는 실제 원자로와 

실험장치의 상승관 내 열전달 현상에 대한 이해와 정량적 평가가 필요하다. 상승관의 경우 원

자로 용기로부터 복사 및 대류열전달에 의해 전달되는 열이 상승관 면에 따라 불균일하게 전

달되므로 균일 열속 조건과는 다른 열전달 특성이 발생할 수 있다. 정확한 열전달 모델 개발

을 위해서는 비균일 열속 분포를 고려한 실험의 수행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실험장치와 실

제 원자로의 상승관은 다른 높이에 따른 굴뚝효과의 차이로 열전달 기제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실험장치와 실제 원자로의 상승관 내 열전달 현상에 대해 실험과 해

석을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1. 실험 조건 설정 및 실험장치 제작

가. 시험 조건의 설정

본 연구에서는 상승관 하나를 모사한 실험장치를 구축하여 상승관 대류열전달 개별효과실험

을 수행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원자로와 두 개의 RCCS 실험장치 조건에서의 상승관 대류 

열전달 현상을 분석하는데, 대상 원자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중인 PMR200 이고, 대

상 실험장치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 구축되어 있는 1/4 척도의 자연냉각시험장치 (NAtural 

Cooling Experimental Facility, NACEF)와 미국 아르곤국립연구소에 구축되어 있는 1/2 

척도의 Natural convection Shutdown heat removal Test Facility (NSTF)이다.

본 실험장치의 시험부 형상은 대상 원자로인 PMR200의 RCCS 상승관의 높이만 1/4 척도

로 축소된 4.0 m이고, 나머지 형상은 모두 같다. 내부 너비와 길이는 각각 240 mm, 40 

mm이다. 본 연구에서 구축된 실험 장치의 실험 조건은 대상 원자로와 대상 RCCS 실험장치

의 열 및 유동 조건을 만족 시키도록 구축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 RCCS 실험장치의 실험조건

을 검토하였다.

우선 실제 PMR 200 원자로에서 RCCS 상승관의 열 및 유동 조건은 상승관 전체 가열 높

이에 따라 내부 유동 온도가 98도 상승하고, 상승관 개당 유량은 170.04 kg/hr로 유지된다

고 가정되었다. 이때 한 개의 상승관에 가해지는 총 열량은 4.67 kW이다. 실제 원자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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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두 가지 척도해석법에 따라 RCCS 실험장치에 적용된다. 첫 번째 방법은 Richardson 수

를 보존한 조건이고, 두 번째는 Planck 수를 보존한 방법에 따른 실험 조건이다. 각각의 척도

해석법에 따른 RCCS 실험장치의 실험 조건은 표 85에 표기되어 있다.

RCCS 실험장치의 실험 조건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수행된 상승관 개별효과 실험의 실험

조건이 결정 되었다. 상승관 내 유량은 RCCS 실험장치의 실험 조건과 동일하게 결정 되었다. 

RCCS 실험장치의 경우 여러 개의 상승관과 원자로 압력용기를 모사한 가열벽면을 가지고 있

는데, 본 상승관 개별효과 실험에서 적용한 열속은 RCCS 실험장치의 가열 벽면에서 나오는 

모든 열이 상승관으로 균일하게 전해진다고 가정하여 얻은 열속을 사용했다. ANL 실험장치와 

실제 원자로의 경우 상승관 개별효과 실험장치와 다른 높이를 가지고 있어, 같은 열속 하에서

도 가열되는 높이가 달라 다른 출구 온도를 갖게된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실험에

서는 입구 유동을 가열하는 예열기를 설치하여 입구온도를 변화시켜가며 실험을 수행했다. 이

렇게 결정된 실험 조건은 표 11과 표 12에 표기되어 있다.

ANL (NSTF) KAERI (NACEF)

전체 상승관 길이 (m) 7.5 4.5

  상승관 가열부 길이 (m) 6.82 4.05

실험장치 내 상승관 개수 (#) 12 6

CASE1  RiR=1.0

  실험장치 상승관 개당 유량 (kg/s) 0.030 0.023

실험장치 총 유량 (kg/hr) 1291.5 497.6

실험장치 가열량 (W) 35473.8 13668.3

가열면 면적 (m2) 8.820 2.600

가열면 열속 (kW/m2) 4.022 5.257

CASE2 - PlR=1.0

  실험장치 상승관 개당 유량 (kg/s) 0.019 0.011

실험장치 총 유량 (kg/hr) 818.0 242.9

실험장치 가열량 (W) 22468.6 6671.4

가열면 면적 (m2) 8.820 2.600

가열면 열속 (kW/m2) 2.547 2.566

표 10.  RCCS 실험장치 주요 변수 및 실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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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L (NSTF) KAERI (NACEF)

CASE1  RiR=1.0

입구 질량 유량 (kg/s)   0.02990   0.02304

 입구 부피 유량 (L/m)   1489.09 1147.51

입구 온도 (°C)   20 ~ 80   20

가열면 면적 (m2)   2.24   2.24

균일 열속 (W/m2)   766.96   1004.43

총 가열량 (W)   1717.98   2249.92

입구 q+   0.00095 ~ 0.00079   0.00142

 입구 Re   11668 ~ 10133   9075

CASE2  PlR=1.0

입구 질량 유량 (kg/s) 0.01894 0.01124

 입구 부피 유량 (L/m) 943.17 560.09

입구 온도 (°C) 20 ~ 80 20

가열면 면적 (m2) 2.24 2.24

균일 열속 (W/m2) 485.78 490.26

총 가열량 (W) 1088.14 1098.17

입구 q+ 0.00095 ~ 0.00079 0.00142

 입구 Re 7390 ~ 6418 4429

표 11. 서울대학교 상승관 개별효과 실험 조건 (RCCS 실험장치 대상)

Prototype conditions

입구 질량 유량 (kg/s) 0.04498

 입구 부피 유량 (L/m) 2240.37

입구 온도 (°C) 20 ~ 93.5

가열면 면적 (m2) 2.24

균일 열속 (W/m2) 490.26

총 가열량 (W) 1098.17

입구 q+ 0.00036~0.00028

 입구 Re 17723~14927

표 12  서울대학교 상승관 개별효과 실험 조건 (PMR 200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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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원자로에서 RCCS 상승관에 가해지는 열속은 균일하지 않다. 상승관에 전달되는 열은 

대부분 복사열전달의 형태로 전달되기 때문에 원자로 압력용기를 마주하고 있는 면의 열속이 

다른 면들에 비해 훨씬 크다. 이에 본 실험에서도 상승관이 받는 총 열량은 종전의 실험조건

과 동일하게 고정하고, 다양한 열속의 비로 상승관을 가열하여 각 면별로 불균일한 열속이 열

전달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다. 본 실험에서 적용한 각 면별 열속 비와 그에 따른 각 

면별 실제 열속은 각각 표 13과 표 14과 같다. 표 13과 표 14에서 전면이 원자로 압력용기

를 마주하는 면이고 후면은 그 반대쪽 면이다. 표 1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연구

에서는 총 3개의 열속비와 5개의 유동조건으로 실험을 수행했다.

열속비 전면 좌측면 우측면 후면

균일 1 1 1 1

불균일-1 1 2 2 1

불균일-2 3 1 1 1

표 13. 서울대학교 상승관 개별효과 실험 각 면별 열속비

전면 열속 
(W/m2)

좌측면 열속
(W/m2)

우측면 열속 
(W/m2)

후면 
(W/m2)

  CASE1-ANL   / 총 열량:1718 W

균일 767 767 767 767

불균일-1 413 826 826 413

불균일-2 2013 671 671 671

CASE1-KAERI   / 총 열량: 2250 W

균일 1004 1004 1004 1004

불균일-1 541 1082 1082 541 

불균일-2 2637 879 879 879 

CASE2-ANL   / 총 열량: 1088 W

균일 486 486 486 486 

불균일-1 262 523 523 262 

불균일-2 1275 425 425 425 

CASE2-KAERI   / 총 열량: 1098 W

균일 490 490 490 490 

불균일-1 264 528 528 264 

불균일-2 1287 429 429 429 

CASE3-PMR200   / 총 열량: 1098 W

균일 490 490 490 490

불균일-1 264 528 528 264

불균일-2 1287 429 429 429

표 14. 서울대학교 상승관 개별효과 실험 각 면별 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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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험장치 설계 및 제작

본 연구에서 수행된 상승관 개별효과실험의 실험 조건은 문헌조사와 사전 전산유체해석계산

을 통해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실험장치가 설계되었다. 그림 64, 그림 65는 각각 서울대학교 

상승관 개별효과실험 실험장치의 개략도와 실험장치 사진을 나타낸다.

그림 64. 서울대학교 상승관 개별효과실험 실험장치 개략도



- 89 -

그림 65. 서울대학교 상승관 개별효과실험 실험장치 사진: (a) 출구부, (b) 시험부, (c)입구부, 

(d)시험장치 전경, (e) 전원공급장치 및 데이터수집장치

실험 장치는 입구부에 설치된 송풍기를 통해 시험부에 공기를 공급하며, 공급 가능한 최대 

유량은 최대 실험조건인 2240 L/min 이다. RCCS 실험장치나 실제 원자로는 상승관과 연결

된 긴 굴뚝에 의해 유동의 구동력이 발생하지만, 본 실험장치에서는 굴뚝을 모사하지 않고 입

구에 송풍기를 설치하여 구동력을 발생시켰다. 유량은 송풍기의 후단에 열속 질량 유량계

(Goldenrule, KC-2600)와 볼텍스 유량계(Vortex instruments, Pro-V Vortex Flow 

meter)로 측정하여 유량을 두 개의 유량계로 상호 검증한다. 송풍기와 질량 유량계 사이에는 

예열기가 설치되어 있어 입구 공기의 온도를 100°C까지 가열 가능하다. 예열기는 ANL 실험

장치 및 실제 상승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열 높이의 실험 조건을 보상하고자 설치되었

다. 예열기를 지난 공기는 하부 공동에 모이게 되며, 유동 분포를 균일하게 하는 다공판과 허

니콤을 통과해 시험부로 연결된다. 공급된 공기는 시험부 벽면을 통해 전달되는 열을 받아 가

열되며 상승한다. 시험부은 직사각관의 형태로 내부 길이, 내부 너비, 높이가 각각 40 mm, 

240 mm, 4000 mm이다. 시험부는 4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었으며, 서로 플랜지를 통해 연결

되었고, 플랜지 사이에는 얇은 판형 단열재가 설치되어 있어 높이방향으로 판과 판사이의 열

전달을 최소화했다. 이는 각 면별로 독립적인 열속을 유지하고 열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다. 그림 66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하나의 1m 높이 시험부 부분은 각각 두 개의 240 mm 

너비 평판과 40 mm 너비의 평판으로 구성되어있다. 평판은 3 mm 두께의 스테인리스강으로 

제작되었다. 평판 사이에도 연결부에 단열재가 존재하여, 가열체에서 발생하는 열속이 각 면 

별로 독립적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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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1m 길이 시험부 조립 구성

시험부를 구성하는 평판에는 그림 67에서 볼 수 있듯이, 평판에 구멍을 뚫어 열전대를 외벽

에서 내벽에 삽입하고 내벽의 홈에 맞춰 열전대를 구부리고 은납하였다. 설치된 열전대는 시

험부의 내부 벽온도를 측정하였다.

그림 67. 열전대 설치 도식 및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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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는 시험부 내에서 8개의 높이에서 측정되었고, 각 높이에서 네 면의 각각의 온도가 측

정되었다. 높이 1.75 m, 2.75 m, 3.75 m에서는 240mm 너비 평판에 같은 높이의 열전대 

3개를 설치하여, 중앙에서 측면으로의 온도 변화를 측정하고 정밀한 열전달 계수를 계산하고

자 하였다. 상세한 열전대 설치 위치는 그림 68과 같다. 

그림 68. 열전대 설치 상세 위치

서울대학교 상승관 개별효과 실험장치에는 시험부를 구성하는 한 개의 평판마다 한 개의 가

열체가 설치되어 있고, 총 4개의 직류전원 공급기가 설치되어 각 면 별로 한 개의 직류전원 

공급기가 4개의 가열체에 전원을 공급한다. 한 개의 직류전원공급기에 연결되어 있는 네 개의 

가열체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이로써 네 면에서의 열속을 독립적으로 조절하여 비균일 열

속 조건으로 실험이 가능하다.   

설치된 직류전원공급기의 용량은 측면에 연결된 두 개의 경우 150V-30A의 용량이고, 전면

과 후면에 연결된 두 개는 100V-20A의 용량이다. 가열체의 전기저항은 20Ω다. 이에 따라 

측면의 경우 한 개의 가열체당 약 1.1kW의 출력을 가지고, 전면과 후면의 경우 가열체 하나 

당 500W의 열출력을 갖는다. 총 가능한 가열량은 13kW로, 열손실을 고려하여 실제 실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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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다 여유를 주어 설치했다. 또한, 각 가열체마다 최대 5Ω의 가변저항을 설치하여 각 면의 

열속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림69는 가열기와 전원 공급기의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열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험부는 150mm 두께의 세라믹 섬유계열 (KCC Cerakwool) 

단열재로 둘러싸여 있고 단열재 표면 위에 항온 보조 히터를 설치하였다. 시험부에서 손실되

는 열량을 측정하기 위해 단열재 표면에 면별로 네 개 씩 열전대가 설치되어있고, 시험부 아

래 입구부, 시험부 상단 출구부 덕트 표면에 열전대가 6개씩 설치되었다.  

시험부를 지난 공기는 최종적으로 상부 공동에 모여 외부 대기로 배출되게 된다. 출구 온도

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출구 공동 영역에 9개의 열전대가 설치되어 출구부 공동에서의 온도

분포가 계측되며, 최종 출구에는 유동방향과 수직하게 5개의 열전대가 설치되어, 5개 열전대

에서 측정하는 평균온도가 최종 출구온도로 결정된다. 

그림 69. 전원 공급기 및 히터 구성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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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결과 및 상관식 개발

상승관 대류현상 개별효과 실험에서 얻은 실험 자료를 기반으로 실험부 높이별 열전달 계수

가 계산되었다. 150 mm 두께의 단열재와 항온 보조 히터에도 불구하고, 대형 실험장치의 특

성상 열손실은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열손실을 평가하기 위해 가열체에 들어간 총 전력량과 

유체의 엔탈피 증가량을 비교하여 수식 (32)과 같이 열손실율을 계산했다. 

,

,

heater total air

heatloss

heater total

Q Q
F

Q

−
= 수식 (32) 

여기서 Qheater,total은 전체 가열체에 들어간 전력량이고, Qair는 아래와 같이 계산되는 시험부를 

흐르는 공기의 엔탈피 증가량이다.

( )air p out inQ mC T T= −& 수식 (33) 

이 때, 은 실험장치 시험부 출구에서 측정되는 출구 공기의 평균 온도이고 은 입구 공

기 온도, 는 공기의 열용량, 은 공기의 질량유량이다. 이와 같은 열손실율이 실험장치 실

험부에 균일하다고 가정했고, 이를 통해 수식 (34)와 같이 높이별 국부 영역에서의 열속을 평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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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z

− ×
= 수식 (34) 

여기서, z는 시험부에서의 높이 위치이고, Qheater,local은 16개의 가열체 중 해당 높이와 위치에 

해당하는 가열체에 공급된 열량, Alocal은 해당 가열체의 면적이다. 공기의 시험부 높이별 온도

는 다음 식(35)와 같이 선형적으로 계산된다.

( ) ( )fluid in out in

axial

z
T z T T T

L
= + − 수식 (35) 

위와 같이 얻어진 열속, 공기온도, 그리고 네 면의 면적 평균으로 구해지는 벽온도를 이용하

여, 최종적으로 시험부 높이별 국부 열전달 계수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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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local

wall fluid

q z
h z

T z T z
=

−
수식 (36) 

실험적으로 얻은 열전달 계수의 오차를 평가하기 위해, 열전달 계수를 계산하는 데 사용된 

각 변수들의 오차를 먼저 평가했고, 그 결과는 표 15에 요약되어있다. 온도의 경우 실험에 사

용된 열전대를 항온조(Omega, CL780A)로 425 °C까지 변경해가며 열전대의 오차를 측정하

였고,  열전대의 최대 오차는 범위의 0.92%로 평가되었다. 전압과 전류는 교정기(Fluke, 

Documenting Process calibrator 754)로 그 오차를 평가했다. 실험에서 얻어진 모든 열전

달 계수에 대하여 열전달 계수를 계산하는 데 반영된 변수의 오차가 열전달계수에 최종적으로 

전파되는 양을 수식 (37)으로 계산하여 열전달 계수의 오차를 평가했다.

, ,

2 22

2

2 22

, ,

in out

wall heater local heater total

h m T T

in out

T Q Q

wall heater local heater total

h h h
U U U U

m T T

h h h
U U U

T Q Q

   ∂ ∂ ∂ = + +    ∂ ∂ ∂     

    ∂ ∂ ∂
+ + +        ∂ ∂ ∂     

&

&

수식 (37) 

측정 변수   계측기 오차

유량
  Vortex flow meter 범위의 1.00%

  Thermal mass flow meter 범위의 1.58%

온도   K-type thermocouple 범위의 0.92%

전압   Hanyoung Nux, NX-04   ± 2.20 V

전류   Hanyoung Nux, NX-04   ± 34.1 mA

표 15. 실험 측정 변수 별 오차

가. 상승관 개별효과 실험 조건에 따른 실험 결과

상기와 같이 설정된 상승관 개별효과 실험 조건에 따른 실험은 크게 균일 열속 조건과 비균

일 열속 조건으로 나누어진다. 실험 결과 균일 열속 실험의 경우, 유속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

한 열속에 의해 부력의 효과가 중요해지고, 이에 따라 대류열전달 방식이 강제대류에서 혼합

대류로 전환됐다. 따라서 열전달 계수도 강제대류보다 크게 감소되는 경우가 있었다. 불균일 

열속 실험의 경우 평균 열전달 계수에서 균일 열속의 실험과 큰 차이가 없었다. 즉, 상승관 

대류열전달 현상에서 중요한 현상은 불균일한 열속의 분포보다는, 부력의 효과로 인한 혼합대

류 열전달의 발생과 열전달 계수의 감소임을 확인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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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균일 열속 조건 실험

상기와 같이 설정된 상승관 개별효과 실험 조건에 따른 실험은 크게 균일 열속 조건과 비균

일 열속 조건으로 나누어지며, 균일 열속 조건으로 수행된 실험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16

은 실제 실험이 수행되어 계측된 실험 조건이 요약되어 있다. 입구 질량 유량과 열속을 기준

으로 목표 실험 조건과 실제 실험 조건의 평균 차이는 1.65%로 목표 조건에 매우 근접하여 

실험이 수행되었다. 그림 70-73에 각 조건에 따른 실험 결과가 도시되어 있다. 열전달 계수는 

천이 영역까지 포함하는 난류 강제 대류 열전달 계수 상관식인 Gnielinski 상관식의 결과와 

비교되었다. Gnielinski 상관식[Gnielinski, 1976]은 아래 수식 (38)과 같다.

( ) ( )
( ) ( )1/2 2/3

/ 8 Re 1000 Pr

1 12.7 / 8 Pr 1
F

f
Nu

f

−
=

+ −
수식 (38) 

여기서 f는 마찰 계수로 본 연구에서는 Petukhov 상관식[Petukhov, 1970]사용하여 그 값

을 얻었다. 일반적으로 입구에서 가까운 영역은 유동의 발달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입구

효과 때문에 열전달률이 높다. 따라서 입구효과를 제외하기 위해 1.75m 이상에서 얻어진 열

전달 계수를 강제대류 상관식에서 얻어진 열전달 계수와 비교했다. 

CASE1-ANL CASE1-KAERI CASE2-ANL CASE2-KAERI

 입구질량 유량 
(kg/s) 0.02985 0.02301 0.01901 0.01145

 입구 레이놀즈수 11999 9038 7756 4563

균일 열속
(W/m2) 763.99 1067.07 501.70 494.57

  총 열량
(W) 1709.90   2390.48   1123.88  1103.66

표 16 . 균일 열속 실제 실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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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0. CASE1-ANL 균일열속 

실험 결과

그림 71. CASE1-KAERI 균일열속 

실험 결과

 그림 72. CASE2-ANL 균일열속 

실험 결과

그림 73. CASE2-KAERI 균일열속 

실험 결과

비교 결과, 모든 실험 조건에서 실험으로 얻은 열전달 계수가 Gnielinski 상관식의 결과보

다 낮았다. CASE1-ANL 조건 실험의 경우에는 1.75 m 이상의 열전달계수 평균은 

11.85W/m2K이었는데, 이는 Gnielinski 상관식보다 9.4% 낮은 결과이다. 열전달 계수의 감

소는 CASE1-KAERI 조건과 CASE2-ANL 조건에서 더욱 두드러졌는데, 열전달계수가 강제대

류 상관식보다 각각 48.6%와 47.0%로 크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CASE2-KAERI 조건의 실험은 상관식보다 24.0% 감소했다. 

위와 같은 열전달의 감소는 유속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열속으로 인해 대류열전달 방식이 

혼합대류 열전달로 전환 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문헌에 따르면 난류 혼합대류 열전달에서는 

가열면 근처의 부력 효과로 인해 난류발생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열전달이 감소된다고 알려져 

있다.[Aicher, 1994] 따라서 RCCS 상승관 내부 열전달현상의 분석을 위해서는 Gnielinski 

상관식과 같은 강제대류 열전달 상관식은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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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균일 열속 조건 실험

앞서 기술된 균일 열속 조건과 총 열량과 유량은 같지만 열속 분포를 면별로 다르게 가한 

분균일 열속 조건의 실험이 수행되었다. 실제 실험 조건은 표 17에 기술 되어 있고, 각 면의 

벽 온도, 유체 온도, 그리고 평균 열전달 계수는 그림 74-81에 도시된 바와 같다. 그림 74의 

CASE1-ANL 조건에서 열속비 3:1:1:1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열속을 다른 면에 비해 3배 

많이 받는 40 mm 너비의 좁은 면의 온도가 다른 면의 온도보다 약 20도 정도 높은 것을 확

인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때 평균 열전달 계수는 11.67 W/m2K로, 균일 실험에서의 열전달 

계수 11.85 W/m2K와 1.5 %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즉, 열속이 균일하게 주어질 때와 불

균일하게 주어질 때, 두 경우 사이에 상승관이 제거하는 총 열량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좁은 면으로 강한 열속이 주어져도 면적이 작기 때문에 총 열량은 크지 않고, 상승관 덕

트를 통한 전도효과로 인해 유체로 전달되는 실제 덕트 내부 열속 분포는 상대적으로 균일해

지기 때문이다. 이는 열속비가 1:2:2:1일 때와 다른 열유속 조건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열속 (W/m2)
입구유량
(kg/s)

총 열량
(W)

전면 우측면 좌측면 후면

3: 1:1: 1 
열속비

CASE1-A
NL 1996.93 665.85 666.22 664.89 0.027654 1704.68 

CASE1-K
AERI 2318.79 770.91 772.69 771.94 0.021989 1975.77 

CASE2-A
NL 1268.24 422.81 421.78 423.39 0.018200 1081.47 

CASE2-K
AERI 878.34 445.06 443.00 291.05 0.011314 1039.64 

1:2:2:1 
열속비

CASE1-A
NL 412.21 828.80 826.78 413.29 0.029635 1721.43 

CASE1-K
AERI 533.01 1068.63 1066.97 535.24 0.023009 2221.10 

CASE2-A
NL 278.81 561.26 562.61 280.04 0.019040 1168.33 

CASE2-K
AERI 283.61 569.38 569.77 284.33 0.011728 1184.46 

표 17 . 불균일 열속 실제 실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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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 CASE1-ANL 열속비 3:1:1:1 실험 

결과

그림 75. CASE1-ANL 열속비 1:2:2:1 실험 

결과

그림 76. CASE1-KAERI 열속비 3:1:1:1 실

험 결과

그림 77. CASE1-KAERI 열속비 1:2:2:1 실

험 결과

그림 78. CASE2-ANL 열속비 3:1:1:1 실험 

결과

그림 79. CASE2-ANL 열속비 1:2:2:1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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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0. CASE2-KAERI 열속비 3:1:1:1 실

험 결과

그림 81. CASE2-KAERI 열속비 1:2:2:1 실

험 결과

나. 상관식 개발을 위한 추가 실험 결과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상승관 대류열전달에서 중요한 현상은 불균일한 열속 조건보다는 

특정 열속과 유속 조건에서 혼합대류 발생으로 인한 열전달의 감소였다. 따라서 상승관 내 혼

합대류열전달 발생시 열전달량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에 알맞은 상관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승관 혼합대류열전달 현상에 적합한 상관식을 개발하기 위해 균일 열

속 조건에서 더 넓은 범위의 열속과 유속조건을 갖는 43개의 추가적인 실험을 수행했다. 그림 

82는 실험이 수행된 조건을 레이놀즈수와 열속에 대하여 나타내고 있다. 실험 범위는 레이놀

즈수 기준으로 3,113부터 16,147이고, 열속은 318 W/m2부터 1752 W/m2까지 이다. 

추가적인 실험 결과는 그림 23에 표시되어있다. 가로축은 Buoyancy(Bo) 수이고, 그 정의

는 Symolon 상관식[4]에서의 Grashof 수, Reynolds 수, 그리고 Prandtl 수로 계산되는 Bo 

수와 같다. 세로축은 Gnielinski 상관식으로 계산되는 강제대류 열전달 계수와 실험에서 얻어

진 열전달 계수의 비로 나타내었다. 앞서 비교한 열전달 계수와 마찬가지로, 실험장치에서 높

이 기준으로 1.75m 이상에서 얻은 열전달 계수만 도시했다.

반복된 실험결과는 넓은 범위의 Bo 수에서 열전달계수의 명백한 경향을 보여준다. 그림 83

에서 볼 수 있듯, Bo 수가 증가하며 열전달계수는 감소하기 시작하여 Bo 수 8.0×10-6 부근

에서 가장 낮은 열전달계수를 갖는다. 그리고는 다시 열전달 계수는 강제대류의 열전달 계수

에 근접한다. 이러한 경향은 기존의 혼합대류 상관식의 경향과 부합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상

승관 혼합대류 열전달에 적합한 상관식을 찾기위해 Bo 수에 따른 열전달계수 비를 이용하여 

기존의 혼합대류 열전달 상관식을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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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 균일 열속 추가 실험 조건

  

그림 83. 상승관 대류열전달 현상 추가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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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존 혼합대류 열전달 상관식 비교 및 상관식 개발

(1) 시험 결과의 기존 상관식과 비교

기존의 문헌에서 제안된 혼합대류 열전달 상관식 중 세가지 상관식을 선정하여 서울대학교 

상승관 대류열전달 실험장치에서 얻은 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평가했다. 비교 평가를 위해 선

정된 상관식은 1989년 Jackson의 논문[Jackson, 1989]에서 제시된 Jackson(A) 상관식과 

Jackson (B) 상관식, 그리고 Symolon 상관식[Symolon, 2004]이다. 해당 식들의 형태는 수

식(39-41)과 같다. 식의 형태를 보면 공통적으로 강제대류 열전달 계수 대비 혼합대류 열전달 

계수의 비를 함수의 결과 값으로 갖고, Grashof 수, Reynolds 수, 그리고 Prandtl 수의 조

합으로 도출되는 Bo 수를 함수의 입력값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Jackson(A) 상관식의 경우 

결과 값인 Nu/NuF가 우변에도 지수함수 형태로 있어 implicit 형태를 지닌다.

Jackson(A) 상관식:

( )

0.46
2

41 8 10
J A

F F

Nu Nu
Bo

Nu Nu

−  
 = ± ×  
   

수식 (39) 

Jackson(B) 상관식:

0.46

4

2.7 0.5
1 10

Re Pr

film

F film

GrNu

Nu

 
= ± 
  

수식 (40) 

Symolon 상관식:

( )

1/5
5

2.174
6

5
0.426

2.174
6

5.9 10

76.08
5.9 10

1
F

BoNu
Bo

Nu

Bo

−

−

   ×      = +   ×  +       

수식 (41) 

여기서 Jackson(A) 상관식에서 사용하는  Buoyancy 수인 BoJ(A) 수와 Symolon 상관식에서 

사용하는 Bo 수는 다음 식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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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425 0.8Re Pr
J A

Gr
Bo = 수식 (42) 

3 0.5Re Pr

Gr
Bo = 수식 (43) 

여기서 Gr*( 
)은 열속을 이용한 Grashof 수이고, Gr은 기존의 정의와 같은 

Grashof 수이다. Jackson(B) 상관식에서 Grfilm(   
)와 Prfilm

( )은 유체와 벽면의 평균온도로 정의되는 film 온도, Tfilm으로 결정되는 무차원수

이다.  

상기 상관식과 서울대학교 상승관 대류열전달 실험을 비교한 결과는 그림 84-89와 같다. 

Jackson(A) 상관식의 경우, 평균적으로 실험 결과와 잘 일치하지만 열전달이 가장 악화되기 

시작하는 지점이 다소 큰 Bo 수로 예측하여 해당 부분에서 큰 오차를 보인다. 따라서 실험과 

상관식의 평균차이는 9.90%이지만 최대 오차는 47.37%로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상관식이 

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95% 신뢰도를 갖는 구간은 20.54%였다.

그림 84. Jackson(A) 상관식과 실험결과 비교 

결과

그림 85. Jackson(A) 상관식과 실험결과 비교 

오차 분석

Jackson(B) 상관식의 경우 explicit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실험과는 매우 큰 차이를 보였

다. 우선 열전달이 가장 악화되는 지점도 실험과 큰 차이가 나고, 악화 지점 이후에도 실험 

결과는 완만한 상승을 보이는 반면 상관식은 매우 급격한 상승을 보이며 두 결과 간에는 매우 

큰 차이가 났다. 두 결과의 평균 차이는 21.29%이고, 최대 오차는 211.41%로 두 배가 넘는 

차이를 보였다. 95% 신뢰도를 갖는 구간은 50.82%로 역시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상관식이 기초한 데이터가 수은을 포함한 다양한 유체의 실험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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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비록 Pr 수를 통해 유체간의 차이가 보상되었다 하더라도 대기압

의 수직 사각채널에서 공기 혼합대류 열전달과 잘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였다.

그림 86. Jackson(B) 상관식과 실험결과 비교 

결과

그림 87. Jackson(B) 상관식과 실험결과 비교 

오차 분석

Symolon 상관식은 그 차이가 Jasckson(B) 상관식만큼 크지는 않았으나, Bo 수를 기준으로 

1000 이상의 영역에서 실험 결과는 완만한 열전달계수 비의 증가를 보이지만, 상관식은 급격

한 열전달계수 비의 증가를 보이며 실험 결과와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따라 평균오차

가 14.99%이고, 최대 오차는 38.14%, 95% 신뢰구간은 23.70% 이었다. Symolon 상관식이 

이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해당 상관식이 수직 원형 파이프에서 수행된 실험을 기초로 하고 

있는 반면 상승관은 수직 직사각 채널이기 때문에 시험부 형상에 따른 차이로 판단된다. 

그림 88. Symolon 상관식과 실험결과 

비교 결과

그림 89. Symolon 상관식과 실험결과 

비교 오차 분석

각 상관식과 실험간의 오차는 표 18에 요약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혼합류 열전달 상

관식 중 전 영역에 걸쳐 상승관 대류열전달 실험결과와 충분히 일치하는 상관식은 없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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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상승관 내 혼합대류 열전달에 적합한 새로운 상관식 개발이 요구된다.

  평균 오차 최대 오차 95% 신뢰구간

Jackson(A) 상관식 9.90 % 47.37 % 20.54 %

Jackson(B) 상관식 21.29 % 211.41 % 50.92 %

Symolon 상관식 14.99 % 38.14 % 23.70 %

표 18. 각 상관식 별 실험 데이터와의 오차 요약

(2) 수직 상승관 사각 채널에 대한 혼합대류 열전달 상관식 개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혼합대류열전달 상관식 중 전체 Bo 수 영역에서 상승관 혼합대류열

전달 현상에 적합한 상관식을 찾지 못해, 상승관 대류열전달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상

관식을 개발했다. 이전의 검토에서 Symolon 상관식이 Bo 수 1000 이상에서 기울기의 차이

로 값의 차이는 있었으나, 최소 열전달계수 지점 및 경향성에서 실험 결과와 비교적 잘 일치

하였기 때문에 기본 상관식의 형태는 Symolon 상관식의 형태를 참고했다. 두 가지의 상관식

을 개발했는데, 첫 번째는 벽온도와 유체온도 차이로 계산한 Grdt(  
) 수를 

쓰는 Bodt( 
Pr) 수를 기반으로 하는 상관식이다. 이 상관식의 형태는 다음 수식 

(44)와 같다. 

( )

0.387
2.581

2
6

2.581
0.3336

2
6

6.0 10

21.81
6.0 10

1

dt

dt

F

dt

BoNu
Bo

Nu

Bo

−

−

   ×      = + ×  
 ×  +        

수식 (44) 

위 식을 실험결과와 비교한 결과는 그림 90-91에 도시되어 있다. 상관식과 실험결과는 매

우 잘 일치하며, 최소 열전달계수 지점도 정확히 예측하고 있다. 평균 차이는 4.34%로 기존의 

상관식보다 크게 낮은 수치이고, 95% 신뢰구간은 7.9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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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0. Bodt를 사용한 서울대학교 상관식과 

실험결과 비교 결과

그림 91. Bodt를 사용한 서울대학교 상관식과 

실험결과 비교 오차 분석

두 번째 식은 열속을 이용해 계산한 Grq(   ) 수를 쓰는 Boq( 
Pr) 수

를 기반으로 하는 상관식이다. 일반적으로 열전달 계수의 예측이 필요한 문제에서 경계조건으

로 벽면의 온도와 유체의 온도가 주어지기보다는 열속으로 경계조건이 주어진다. 따라서 열속

을 이용한 열전달계수의 예측이 더 실용적이기 때문에 두 번째 형태의 상관식을 개발했다. 해

당 상관식은 아래 식(45)와 같다.

( )( )

0.2109
4.7420

4.0330
5

4.7420
0.3326

4

4.0330
5

9.2320 10

0.4756 10

9.2320 10
1

q

q

F

q

BoNu
Bo

Nu

Bo

−

−

   ×        = + 
   ×

+        

수식 (45) 

그림 92-93의 그래프는 위 상관식을 실험결과와 비교한 결과는 보여준다. Grdt를 이용한 상

관식보다는 Bo 수의 분포범위가 짧고, 이에 따라 상관식과의 편차가 조금 더 컸다. 평균 차이

는 5.69%였으며, 최대오차는 36.32%, 95% 신뢰구간은 7.91%로 기존의 상관식보다는 신뢰도 

높은 열전달 계수를 예측할 수 있었다. 서울대학교에서 개발한 상관식과 실험결과의 차이는 

표 19에 정리되어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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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2. Boq를 사용한 서울대학교 상관식과 

실험결과 비교 결과

그림 93. Boq를 사용한 서울대학교 상관식과 

실험결과 비교 오차 분석

  평균 오차 최대 오차 95% 신뢰구간

Bodt 서울대학교 상관식 4.34 % 20.98 % 7.91 %

Boq 서울대학교 상관식 5.69 % 36.32 % 12.19 %

표 19. 각 상관식 별 실험 데이터와의 오차 요약

3. 개별효과 실험결과 모사를 위한 전산유체해석

원자로공동냉각계통 상승관 내부 열전달 기제에 대한 분석을 위해, 열전달 계수를 측정하는 

실험 외에 전산유체해석이 수행되었다. 전산유체해석은 Large Eddy Simulation (LES)과 

Reynolds Averaged Navier-Stokes(RANS)　해석이 수행되었으며, LES 해석과 RANS v2-f 

모델을 해석은 상용 전산유체해석 코드인 STAR-CCM+ [CD-Adapco, 2015]을 사용하였으며 

RANS RNG k-ε 모델을 이용한 해석은 Fluent [ANSYS, 2015]를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해석 

형상은 실험장치의 시험부와 동일한 너비, 길이, 높이가 각각 240 mm, 40 mm, 4,000 mm

인 수직 직사각 덕트 형상의 유체 영역이다. 해석 격자는 184만개의 직육면체 격자를 사용하

고, 벽면에 대한 y+값은 약 0.5로 low-y+ wall treatment 모델을 사용했다. 

가. Reynolds Averaged Navier-Stokes(RANS) 방정식 해석

상승관 내부 대류열전달 현상을 모사하기 위해 두 가지 난류 모델을 사용하여 RANS 해석

을 수행했다. 첫 번째 난류 모델은 v2-f 모델로서, 기존의 문헌에 따르면 혼합대류 열전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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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달 계수를 잘 예측한다고 알려져 있다.[Keshmiri, 2012] 두 번째 모델은 RNG k-ε 모델

로 일반적으로 관내 유동에 대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모델이다. 해석에 사용된 열유속 경계

조건은 CASE2-KAERI 조건과 유사한 조건으로 수행된 실험 조건을 그대로 사용했다. 열속은 

541 W/m2의 균일 열속이고 질량 유량은 0.01258 kg/s 이다. 이에 해당하는 입구 레이놀즈

수는 4847이고, 입구온도는 26.78 도였다.

그림 94-95는 RANS 해석 결과를 보여준다. 우선 그림 94는 실험, RNG k-ε 모델, v2-f 

모델에서의 벽온도, 유체온도를 보여준다. 열속과 유량을 일치 시켰기 때문에 유체의 온도는 

세 경우 모두 동일했다. 하지만 벽 온도는 실험과 v2-f 모델은 잘 일치했지만, RNG k-ε 모

델의 경우에는 잘 일치하지 않았다. RNG k-ε 모델의 경우 낮은 벽온도를 예측했는데 이는 

더 높은 열전달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높이에 따른 열전달계수를 보여주는 그림 95에서도 

RNG k-ε 모델은 강제 대류 열전달 상관식인 Gnielinski 상관식의 결과보다도 높은 열전달 

계수를 예측하며 실험과 v2-f 모델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반면, v2-f 모델은 실험결과와 잘 

일치하며 강제대류에 비해 낮아진 열전달계수를 예측했다. 

그림 94. RNG k-ε 모델과 v2-f모델의 비교: 

높이에 따른 유체 및 벽온도

그림 95. RNG k-ε 모델과 v2-f모델의 비교: 

열전달계수 비교

이렇게 두 난류모델 간의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벽면 근처에서의 난류 생성

량의 차이 때문이다. 그림 96-97는 40mm 좁은 면의 중앙에서 240mm 넓은 면과 평행한 

방향을 따라 높이별 속도 분포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v2-f 모델은 벽면 근처에서만 높은 유속을 보이고 중앙부는 오히려 처음 유속보다 낮은 유속

의 결과를 보였다. 이는 벽면 근처의 유동이 가열되어 부력에 의해 가속되는데, 중앙부의 유동

은 가열되지 않아 충분한 부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벽면근처에서의 난류 유동

은 내부 유동을 혼합하며 열전달을 증진시키나, v2-f 모델을 이용한 해석에서는 이와 같은 난

류 유동이 충분히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RNG k-ε 모델도 벽면 근처에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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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되어 높은 유속을 보이긴 하지만, 덕트 중앙부도 비교적 균일하게 가열되며 속도가 증가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벽면 근처에서 난류 유동이 충분히 형성되어 벽면 근처의 가열

된 공기가 중앙부의 공기와 섞여 충분히 열을 전달해주고, 이에 따른 부력이 형성되기 때문이

다. 그림 98-99는 240 mm 면의 중앙에서 40 mm 면과 평행한 방향에 따른 높이별 속도 

분포다. 이 결과 역시 v2-f 모델은 양단의 벽면 근에서 높은 봉우리 형태의 유속을 보이고, 

RNG k-ε 모델은 좁은 면의 특성상 벽 근처에서도 봉우리 형태의 유속 없이 일반적인 난류 

강제대류의 유속 형태를 보였다. 

그림 96. v2-f 모델의 장축 중앙선을 따른 유

체 속도 분포

그림 97. RNG k-ε 모델의 장축 중앙선을 따

른 유체 속도 분포

그림 98. v2-f 모델의 단축 중앙선을 따른 유

체 속도 분포

그림 99. RNG k-ε 모델의 단축 중앙선을 따

른 유체 속도 분포

 

그림 100과 그림 102은 각각 v2-f 모델로 계산된 넓은 면 길이 방향에 따른 중앙에서의 높

이별 온도분포와 좁은 면 길이 방향에 따른 넓은 면 중앙에서의 온도분포를 보여준다. 그림 

101과 그림 103은 그에 상응하는 RNG　k-ε 모델로 계산된 온도 분포를 보여준다. v2-f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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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의 경우 벽근처에서만 높은 온도를 보이고 중앙으로 올수록 온도가 급격히 내려간다. 이는 

속도 분포 결과에서 양단 벽면근처에서만 높은 봉우리 형태의 속도분포를 갖는 결과와 부합한

다. 반면, RNG k-ε 모델의 경우 v2-f모델의 결과보다 완만한 기울기를 보이며 내부 유동도 

높은 온도를 보인다. 이로 인해 유동 내부도 충분한 부력을 받아 속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RANS 해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동일한 경계 조건으로도 난류 모델에 따라 벽온도와 

유동 속도 및 온도 분포까지 크게 차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v2-f 모델이 열전달계수의 

경우 실험과 잘 일치하긴 하지만, 난류 모델에 따라 유동 분포 결과에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

에 이 결과를 확신할 수 없다. 따라서 상승관 대류열전달 현상을 적절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RANS 모델의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그림 100. v2-f 모델의 장축 중앙선을 따른 유

체 온도 분포

그림 101. RNG k-ε 모델의 장축 중앙선을 

따른 유체 속도 분포

그림 102. v2-f 모델의 단축 중앙선을 따른 유

체 온도 분포

그림 103. RNG k-ε 모델의 단축 중앙선을 

따른 유체 속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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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Large Eddy Simulation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RANS 해석의 경우 난류모델에 따른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

에 추가적으로 LES 해석을 수행했다. LES 해석의 경우, 큰 와류 유동은 직접 계산하고, 작은 

와류 유동만 아격자 모델(Sub-grid scale model)로 계산하기 때문에, 난류 모델이 해석하는 

범위가 RANS 해석보다 훨씬 좁아 그 영향이 작다. 그림 104에서 볼 수 있듯이 LES 해석 형

상도 마찬가지로 실험장치 시험부의 크기와 같은 너비, 길이, 높이가 각각 240 mm, 40 

mm, 4000 mm인 유체 영역이었고, 추가로 3mm 두께의 고체 덕트 영역도 추가로 모사했

다. 유체 영역의 경우 총 1,610만개의 격자가 사용되었고, 고체 영역의 경우 614만개의 격자

가 사용되었다. 경계조건은 CASE2-KAERI 조건의 열유속 조건을 사용되어 입구 질량유량은 

0.01124 kg/s이고, 열속은 490.26 W/m2이다. 아격자 모델은 Wall-adapting local 

eddy-viscosity(WALE) 모델을 사용했고, 물리적으로 20초 동안의 과도 계산을 수행하여 그 

평균값을 결과값으로 사용했다.

그림 104. LES 해석 형상 

그림 105-106은 LES 해석 결과로 나온 높이별 유체 속도 분포 및 온도 분포를 보여준다. 

입구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낮은 영역에서는 v2-f 모델의 결과처럼 벽면 근처에서만 높은 유

속의 봉우리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유동이 위로 진행하며 RNG k-ε 모델의 결과

처럼 점점 내부의 유속도 빨라져 벽면에서의 중앙으로부터의 속도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온도 분포를 보아도 마찬가지인데, 높이가 낮은 영역에서 벽면 

근처 매우 급격했던 온도 분포는 유동이 위로 진행되며 내부 유동의 온도도 높아지고 이에 따

라 벽면에서의 기울기도 완만하게 변한다. 그림 107은 높이별 단면에서 속도 분포와 온도 분

포를 색으로 도시했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높이 2.75m까지 벽 근처에서만 높은 온도

와 속도를 보이다가, 그 이후, 유동 내부로 급격히 온도와 유속이 전파되어 증가하는 것을 확

인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직사각 덕트 형상의 특성상 좁은 면에서 열속이 집중되는 유동 속

도 분포와 온도 분포를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는 원형 파이프와는 다른 현상이고. 기존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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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파이프에서 개발된 상관식과 실험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로 볼 수 있다. 그림 108에서

는 LES 해석으로 얻은 벽온도와 유체온도를 이용해 열전달계수를 구하고, 이를 서울대학교에

서 개발한 혼합대류열전달 상관식과 비교했다. 비교 결과 평균 차이는 5.9%로 두 결과 간에 

매우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간접적으로 실험결과와 LES 해석결과가 잘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105. LES 장축 중앙선을 따른 유체 속도 

분포

그림 106. LES 장축 중앙선을 따른 유체 온도 

분포

그림 107. LES 해석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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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8. LES 해석 결과 및 상관식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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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원자로공동냉각계통 실험결과 해석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아르곤국립연구소는 원자로공동냉각계통 실험결과 해석을 위해 각자의 

기관이 보유한 코드를 활용하였다. 위스콘신대학교의 실험결과는 다른 두 시험장치와 차이가 

크기 때문에 공동 내 실험결과 해석에 큰 어려움이 있어서 제외하였다.

계통해석의 경우, 한국원자력연구원은 GAMMA+로 원자로공동냉각계통 실험결과를 해석하

였고, 아르곤국립연구소는 예비해석단계에서 자연순환 분석을 위해 RELAP5를 활용하였으나 

다차원 모델 미비로 원자로공동냉각계통 실험결과 해석에는 활용하지 않았다. 전산유체해석의 

경우, 두 기관은 각 기관이 보유한 전산해석코드를 활용하여 원자로공동냉각계통 해석을 위한 

난류모델 평가를 수행하였다.

1. GAMMA+를 이용한 NACEF/NSTF 실험결과 계통해석

가. NACEF 실험결과를 활용한 GAMMA+ 입력모델 및 기존 상관식 적용성 평가

GAMMA+는 NACEF 입력모델은 예비해석의 그림20과 같은 모델을 활용하였다. 가열판은 

균일 열속 조건을 사용하였고, 상승관 유동 경계조건은 표8의 실험결과를 사용하였다. 그림 

109는 NACEF PlR=1.0(Case-2) 실험결과를 GAMMA+ 기본모델을 활용하여 모사한 실험결

과이다. 상승관 온도 분포의 경우, 입구영역을 제외하고 실험결과와 기본적으로 성향이 유사하

다. 상승관 뒤의 반사판 온도의 경우, 실험결과는 상승관 뒷면 온도와 비슷하지만 해석결과는 

상승관 앞면온도보다 높다. 가열판 온도의 경우 해석결과는 완만하게 높이를 따라 증가하지만, 

실험결과는 가열판의 밑, 중간, 위에서 급격한 온도구배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예측된 온도가 실험결과보다 높게 측정된다. 이는 가열판 열속분포, 공동 자연대류, 상승관 내

부유동 대류상관식, 입구 발달영역 관련 부분이 개선되어야 한다.

가열판 온도의 급격한 구배는 가열판과 실험장치 구조물인 플랜지의 직접적인 접촉에 따른 

열전도 열손실로 인해 생기는 것으로 보인다. 원자로공동냉각계통의 주요 열제거현상이 복사

열전달과 공기유동의 대류열전달이므로, 총 유효열전달계수가 매우 작다. NACEF의 전열기들

이의 전력이 균일하게 유지되더라도, 플랜지와의 직접 접촉에 의한 열손실이 가열판 유속 분

포를 균일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험장치 내 공동을 가로지르는 열전달현상은 

복사열전달 현상과 폐쇄공동 자연대류 현상으로 나뉜다. 공동 내 열전달이 높이 방향에 영향

을 받지 않고, 오로지 수평방향으로만 전달된다면 다음과 같은 수식을 통해 가열판 내 열속분

포를 평가할 수 있다. 가열판 내 열속분포를 가열판의 온도(Th)와 상승관 앞면 온도(TRF)를 통

해 계산하게 된다.



- 114 -

   





 


 

 


 
수식 46 

.

그림 109 GAMMA+ 기본 모델을 이용한 NACEF Case-2 실험결과 예측

수식46의 대류열전달 계수는 Hsieh and Wang(1994)의 폐쇄 공동 자연대류 상관식을 활

용하여 예측하였다. 위 식은 Ra수 8.7×102~2.0×109 영역의 직사각 폐쇠 공동에서 개발된 

자연대류 상관식으로 관련 실험결과를 ±10%에서 예측한다. Heo and Jeong(2010)은 이 상

관식을 NSTF와 NACEF 실험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관식으로 평가하였다. Hsieh and 

Wang (1994) 상관식을 활용한 NACEF의 Case-1과 Case-2의 열속분포를 평가하였다. 아래

의 그림은 NACEF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수식 46으로 평가된 열속분포이다.

그림 110 NACEF 가열면 열속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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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0과 같은 열속분포 조건으로 Case-2 실험결과를 GAMMA+로 모사하면, 아래의 그

림 111과 같은 해석결과가 나온다. 그림 109에 비교하면 가열판 온도 분포가 유사한 경향울 

보이지만, 측정온도보다 계산온도가 높은 경향을 보인다. 계산된 상승관 온도는 항상 측정된 

상승관 온도보다 높고, 그 크기는 입구영역에서 매우 높다. 실험결과를 보다 정교하게 예측하

기 위해서는 상승관 대류현상을 적절하게 모사해야한다. 

그림 111 NACEF Case-2 GAMMA+ 해석결과와 실험결과 비교

(열속분포, 공동자연대류 상관식 고려)

현재 직사각덕트에서 발달영역을 위한 열전달계수 상관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본 계산에서

는 Bhatti and Shah(1987)의 상관식을 사용하여 아래와 식과 같은 형태로 발달영역에 따른 

국부적인 열전달계수 증가분을 고려하였다. 본 식은 유동이 완전발달된 조건에서 온도경계층

이 발달하는 조건에서 개발된 것으로 작동유체의 Pr수는 공기와 동일한 0.7이다.

 
  수식 47 

민감도 해석을 통해 표6의 기존 GAMMA+ 파이프유동 상관식에 1.3배를 해주면, 실험결과

를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12는 NACEF Case-2 시험조건에서 1.3배의 열전달

계수와 발달영역을 고려했을 때, 뒷반사면을 제외하고 GAMMA+로 계산된 온도분포와 실험에

서 측정한 온도분포가 비교적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GAMMA+ 해석결과에 따르면, 뒷반사면의 온도는 공동 내 공기로부터의 대류열전달과 반사

면에서 상승관으로의 복사열전달의 에너지 평형에 의해 결정된다. 반사면에서의 교환되는 에

너지량은 전체 에너지의 1% 밑이다. 외부로의 약간의 열손실만 있어도, 반사판의 온도는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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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뒷면의 온도에 근접하게 된다. 

그림 112 NACEF Case-2 GAMMA+ 해석결과와 실험결과 비교

(열속분포, 공동자연대류 상관식, 상승관열전달계수X1.3, 발달영역)

그림 113은 NACEF Case-1 시험조건을 그림 112와 같은 조건에서 계산한 결과이다. 제3

절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NACEF Case-2는 대류열전달계수가 혼합대류효과 때문에 열전달계

수가 크게 떨어지는 영역이다. 따라서 열전달계수가 크게 바뀌는 영역으로 실험결과를 맞추기 

위해서 NACEF와 같이 열전달계수를 일괄적으로 높여주는 방법은 쓸 수 없다. 상승관 중간 

영역의 GAMMA+ 계산온도가 NACEF에서 측정된 상승관 온도보다 높다. 기존 상관식을 그대

로 쓴다면, GAMMA+ 해석온도와 측정된 상승관 온도의 차이는 더욱 더 커질 것이다. 

그림 113 NACEF Case-1 GAMMA+ 해석결과와 실험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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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계산을 통해 상승관 온도의 정확한 예측이 원자로공동냉각계통 실험결과 예측에 

가장 중요한 인자임을 도출하였고, NACEF 및 NSTF 실험결과 해석 시 다양한 혼합대류상관

식을 실험결과 예측을 위해 사용하였다. 

나. NACEF 및 NSTF 실험결과 해석

NACEF를 위한 GAMMA+ 입력모델은 예비해석과 기존 GAMMA+ 상관식 평가에서 사용한  

그림20과 같은 모델을 활용하였다. NSTF의 경우, NACEF와 달리 상승관이 출구플레넘에도 

돌출되어 있다. 그러므로 NSTF를 위한 GAMMA+ 입력모델은 그림 와 같다. 다른 부분은 

NACEF 입력모델과 동일하고, 12개의 상승관이 모델링되었다. 그림 과 같이 상승관 12개는 

복사 형상 계수 계산을 위해 2개의 외부 상승관과 10개의 내부 상승관으로 분류되었다. 

NACEF와 마찬가지로 계산의 단순화를 위해 복사열전달은 오로지 수평방향으로만 이루어진다

고 가정하였다. 이에 따라 공동의 윗면과 아래면에서의 복사열전달은 고려되지 않았다. 복사열

전달 계산을 위한 형상계수는 SINDA-FLUINT를 사용하였다.

그림 114 NSTF를 위한 GAMMA+ 입력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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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5 NSTF 형상계수 평가를 위한 입력 모델

아래의 표는 원자로공동냉각계통 실험결과 해석에 사용한 상승관 내부 유동 혼합대류 상관

식을 보여주고 있다. Jackson et al.(1988) 상관식과 Symolon et al. (2005) 상관식은 

Dittus&Boelter 상관식로 강제대류 NuF 를 계산하고, Shin et al.(2017) 상관식은 

Glinenski 상관식을 사용한다.

저자 상관식 Gr & 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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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GAMMA+에서 사용한 혼합대류 열전달계수 상관식

공동 내 대류열전달계수 계산을 위해서는 Churchill and Chu(1974)의 수직평판 자연대류 

상관식과 Hsieh and Wang (1994), Catton (1978), Jacob(1949)의 폐쇄 직사각공동 자연

대류 상관식을 사용하였다. 아래의 표는 공동 내 대류열전달계수 상관식을 보여주고 있다. W

는 가열판과 상승관 앞면 사이의 거리이고, L은 가열 상승관 높이를 뜻한다. 폐쇄 직사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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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자연대류 상관식의 특성길이 X는 원문에는 W이지만, NACEF나 NSTF 해석조건에서는 W

가 충분히 길기 때문에 가열 상승관 높이인 L을 사용할 수도 있다. NACEF, NSTF 실험결과

와의 비교를 통해 공동 내 자연대류의 특성길이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저자 상관식 R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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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GAMMA+에서 사용한 공동 내 자연대류열전달계수 상관식

앞에서 언급했던 GAMMA+ 열전달 모델 적용성 평가에서 측정된 가열판 온도과 상승관 앞

면 온도를 바탕으로 수식 (46)을 통해 NSTF 실험조건에서도 가열판 열속 분포를 평가하였다. 

NACEF의 경우 플랜지와 가열판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열손실로 균일하지 않은 열속분포를 

보였지만, NSTF는 플랜지와 가열판 사이에 단열재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의 그림과 같

이 균일한 열속을 가정해도 무방할 정도의 열속분포를 보였다(95~102%). 그러므로, NSTF 

GAMMA+ 해석에는 가열판 내 열속을 균일열속으로 가정하여 실험결과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116 GAMMA+ 해석을 위한 NACEF 및 NSTF 열속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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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해석의 상승관 공기 유동 경계조건은 표 8의 시험조건이고, 가열판 열속 경계조건은 위

의 그림을 통해 구해졌다. GAMMA+ 해석결과와 실험결과 중 상승관 내 전체 유량과 입출구

온도는 실험결과와 동일하다. 

그림 120은 표 20의 혼합대류열전달계수 상관식에 따른 NACEF, NSTF 실험결과와 

GAMMA+ 해석결과를 비교하고 있다. NSTF의 경우, 강제대류조건에 가까운 RiR=1.0 경우는 

상관식에 관계없이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혼합대류열전달효과가 있는 PlR=1.0 경우 

GAMMA+ 상관식이 실험결과에 가장 근접하고 본 과제에서 개발한 Shin et al.(2017) 상관

식도 실험결과를 비교적 잘 예측하는 것으로 보인다. NACEF의 경우 Symolon et al.(2005) 

식이 두 실험결과를 잘 예측하고 있고, GAMMA+ 상관식과 Jackson et al.(1988) 상관식은 

NACEF RiR=1.0 실험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서울대학교 상승관 대류 실험

결과로 개발된 Shin et al.(2017) 상관식은 NACEF PlR=1.0을 제외한 모든 실험결과를 예측

할 수 있다. NACEF PlR=1.0의 경우, 경향은 비슷하나 전반적으로 상승관 온도를 과도하게 

예측하고 있다.

PlR=1.0,NACEF RiR=1.0,NACEF

PlR=1.0,NSTF RiR=1.0,NSTF

그림 117 혼합대류상관식에 따른 GAMMA+ 상승관 온도분포 해석결과와 실험결과 비교

그림 118은 혼합대류상관식에 따라 계산된 가열면의 온도분포와 실험결과의 비교를 보여주

고 있다. 아래 해석에서 사용된 공동 내 자연대류상관식은 Churchill and Chu (1974) 상관

식이다. 혼합대류 상관식들로부터 계산된 상승관 온도분포가 차이가 없을 경우에는 가열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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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분포 계산결과도 차이가 별로 없다. 계산된 상승관 온도분포가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 

온도 차이만큼 가열면온도 분포 계산 결과에 반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PlR=1.0,NACEF RiR=1.0,NACEF

PlR=1.0,NSTF RiR=1.0,NSTF

그림 118 혼합대류상관식에 따른 GAMMA+ 가열면 온도분포 해석결과와 실험결과 비교

그림 119는 표 21의 공동 내 자연대류 상관식에 따른 상승관 내 온도분포를 보여주고 있

다. 공동 내 자연대류현상의 특성길이 평가를 위해 같은 상관식에 가열면과 상승관 사이의 폭

이나 가열면의 높이를 적용시켜 실험결과를 해석해 보았다. PlR=1.0과 RiR=1.0 두 시험조건을 

동시에 잘 예측하는 혼합대류열전달 상관식을 공동 내 자연대류 상관식 영향 평가에 사용하였

다. NACEF의 경우에는 Symolon et al. (2005) 상관식을 사용하였고, NSTF의 경우에는 

GAMMA+ 기존 상관식을 사용하였다. 

그림 120은 표 21의 공동 내 자연대류 상관식에 따른 가열면의 온도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표 21의 자연대류 상관식이 가열면온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작은 것으로 보이며, 특성길이 

조차도 그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의 4개의 그림을 종합하면, 상승관 내 혼합대류열전달계수 예측이 실험결과 예측에 가장 

중요한 인자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공동 내 자연대류 효과는 상관식 간의 열전달계수 차이나 

특성길이가 미치는 영향이 다른 인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게 평가된다. 복사열전달 평가에서 

중요한 방사율과 형상계수가 큰 오차 없이 모사될 수 있고, 상승관 온도 예측만 정확히 하면 

GAMMA+가 모든 실험조건에서 가열면 온도도 잘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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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R=1.0,NACEF RiR=1.0,NACEF

PlR=1.0,NSTF RiR=1.0,NSTF

그림 119 공동 내 자연대류상관식에 따른 GAMMA+ 상승관 온도분포 해석결과와 실험결과 비교

PlR=1.0,NACEF RiR=1.0,NACEF

PlR=1.0,NSTF RiR=1.0,NSTF

그림 120 공동 내 자연대류상관식에 따른 GAMMA+ 가열면 온도분포 해석결과와 실험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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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Shin et al.(2017) 상관식을 사용할 경우 모든 실험조건에서 가열면온도를 10% 이내

에 예측할 수 있다. 열전달계수 상관식과 실험조건의 불확실성, 상승관 내 불균일한 유량 분

포, 단순화된 GAMMA+ 복사열전달 계산 과정을 고려하면 GAMMA+가 실험결과를 비교적 

잘 예측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NACEF/NSTF 상승관 대류 현상 전산유체해석

원자로공동냉각계통의 거동을 이해하기 위해 전산유체해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열 제거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상승관 내부의 공기 유동 및 열전달의 해석을 수행하였다.

가. 지배방정식

지배방정식, 난류 모델 및 수치해석 모델은 다음과 같다. 균일하게 가열되는 사각 수직 상승

관을 고려하였다. 정상 상태를 가정으로 계산 영역은 3차원으로 모사되었다. +X 축 방향이 

상승하는 방향이다. 지배방정식은 연속 방정식, 앙상블 평균 Navier-Stokes 식, 에너지 방정

식 그리고 2-equation 난류 모델을 사용하였다.

수식 48 

수식 49 

수식 50 

에너지 방정식에서 소산항은 무시하였다. 각 변수 항의 물결표는 질량 가중 평균을 의미한

다. Reynolds stress 는 Boussinesq 가정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모델링하였다.

수식 51 

Simple gradient diffusion hypothesis (SGDH)를 이용하여 난류 열속을 온도 구배로 모

델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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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52 

이때 Prt 는 난류 Prandtl number 이다. 대부분의 경우 이 값은 0.9의 상수이거나 이에 

근접한 값이다. 본 연구에서는 0.9로 결정하였다. 난류 열속은 한편 generalized gradient 

diffusion hypothesis (GGDH)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모델링 할 수 있다.

수식 53 

하지만 일반적으로 에너지 방정식에서 난류 열속은 SGDH를 이용하여 모델링을 하고 계산

에서 얻어진 결과는 타당하다. 따라서, 간단한 SGDH 모델을 본 연구에서는 사용하였다. 세 

가지 난류 모델을 우선적으로 시험하였다. RNG k-e 모델, Myong-Kasagi(MK) 모델 그리고 

realizable k-e 모델이다. 

standard k 식은 다음과 같다.

수식 54 

다음은 standard e식이다.

수식 55 

shear stress에 의한 난류 생성항은 다음과 같다.

수식 56 

부력에 의한 난류 생성항은 GGDH 가정을 이용하여 모델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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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57 

난류 점성도는 다음과 같이 얻어진다.

수식 58 

는 RNG k-e 모델에서 1의 값을 가진다. 한편 MK 모델에서는 난류 특성의 함수이다. 

realizable k-e 모델에서 k식은 은 표준식과 동일하고, e 식은 다음과 같다.

수식 59 

나. 계산 방법

계산은 Ferziger와 Peric이 제공한 코드를 기반으로 개발한 in-house 코드를 활용하여 수

행을 하였다. 기본적으로 single pressure correction step을 사용하는 SIMPLE 알고리즘을 

이용한다. 모든 변수는 collocated 그리드에 할당되어 있다. diffusive flux 항은 power law

를 이용하여 이산화하였고 convective flux 항은 선형 내삽을 이용하였다 (upwind 

approximation). 매트릭스 연산은 Stone’s SIP (strongly implicit procedure)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계산 되었다. y+ 값 계산에는 semi-local scaling이 적용되었다.

(1) NACEF 계산

계산 영역은 5 (XL) × 0.04 (YL) × 0.24 (ZL) m 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입구는 x = 0의 

위치에 있다. 벽의 조건은 상수 온도 조건이고 입구로부터 x = 1m 까지는 비가열 조건이다. 

입구의 속도와 난류 조건은 반복 계산을 통해 얻어진 출구의 값을 입구에 적용하였다. 

그림 121 계산 영역을 나타낸 그림 

(NACEF)

 



- 126 -

자세한 경계 조건은 다음 표에 나타내었다.

Conditions NACEF-4 NACEF-5

Inlet 
Velocity, m/s 0.98 1.8

Temperature, K 290 290

Wall, 

z= 0
Temperature, K T = 309.3+67.2-7.8+0.17 T = 334.4+122.0-17.8+0.30

Wall, 

z= ZL
Temperature, K T = 298.2+71.9-14.5+1.47 T = 311.7+106.0-16.1+0.64

Average heat flux at the riser 

surface, W/m2
505 1002

Inlet Reynolds number 4455 8167

표 22 상승관 계산 경계 조건 (NACEF)

 

(2) NSTF 계산

계산 영역은 큰 사각형 박스로 7.4 (XL) × 0.0441 (YL) × 0.2447 (ZL) m 의 형상을 가

지고 있다. 축 방향은 공기가 진입하는 0.17m 와 공기가 빠져나가는 0.4 m 구간에서 비가열 

구간을 가지고 있다. 온도는 시간에 상관없이 고정 값을 가지고 있고 위치에 따라서 값이 변

한다. 입구 온도 조건은 20°C로 고정하였다. 상수 온도 조건을 사용하였으므로 비가열 영역의 

존재는 계산에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입구에서 난류 강도( 






 )는 0.1%로 난류 소산율은 입구 난류 운동 에너지의 

1000배로 결정하였다. 중력은 X 방향으로 적용하였다. 

그림 122 계산 영역을 나타낸 그림 (NS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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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관 내부의 좁은 영역(Y축) 벽 온도는 대류 조건의 fin 의 온도 분포를 고려하여 얻었다.

수식 60 

승수 m 은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수식 61 

h 는 대류 열전달 계수이고 P는 fin의 둘레이다. k는 fin 소재의 열전도도 그리고 Ac 는 

fin의 단면적이다. 이번 계산에서 e-mx 지수항의 값이 양 끝에서 0.01이 될 수 있도록 m 값

은 18.9로 결정하였다. 이 영역에서 유동은 층류로 가정되었다.

경계 조건은 다음 표에 정리되었다. 

Conditions NSTF-1 NSTF-2

Inlet

Average Velocity, m/s 2.3465 1.461

Temperature, K 295.45 290.78

Turbulence intensity, K 0.001

Dissipation rate, 1000k

Outlet
    
    

Wall, z = 0
Temperature, C

  



 

 


 ≤ ≤ 

 A0 = 20.0291
 A1 = 148.93856
 A2 = −66.61726
 A3 = 16.09354
 A4 = −1.81573
 A5 = 0.07555

 A0 = 19.95667
 A1 = 125.28454
 A2 = −47.47675
 A3 = 11.1082
 A4 = −1.22036
 A5 = 0.0476

Wall, z = ZL

 A0 = 20.05338
 A1 = 76.26348
 A2 = −27.34124
 A3 = 6.1229
 A4 = −0.63478
 A5 = 0.02349 

 A0 = 20.1073
 A1 = 63.61287
 A2 = −13.32396
 A3 = 2.34523
 A4 = −0.17061
 A5 = 5.8649E-4

Wall y =0 
 and y = YL

Temperature, K           exp

 


Inlet Reynolds number 11210 7219

표 23 상승관 계산 경계 조건 (NS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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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비 해석 결과

(1) NACEF 계산

이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난류 모델을 RNG k-e 모델과 MK 모델을 선정하였다. 계산 중 

RNG k-e 모델은 NACEF-4 경우의 계산에서 좋은 결과를 보였고 MK 모델은 NACEF-5 계

산에서 실험 결과와 잘 일치를 하였다. 

(2) NSTF 계산

난류 모델의 선택을 위해 세 가지 난류 모델을 이용하여 예비 해석을 수행하였다. MK 모델

과 RNG k-e 모델의 경우 미국 NSTF 실험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일관되게 과대 예측하는 

결과를 얻었다. 한편 two-layer 모델을 이용한 relizable k-e 모델의 경우 실험 결과와 잘 

일치한다. 특히 MK 모델은 상승관 입구에서부터 중간 위치까지의 결과를 매우 다르게 예측한

다. 벽 근처 영역에서 확산을 과대 예측하여 상승관 가운데 부분의 온도를 실험 결과보다 크

게 예측하는 것으로 추측한다. RNG k-e 모델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two-layer realizable k-e 모델이 사용되었다.

난류 모델에 따른 상승관 출구 단면에서 장축의 온도 분포를 다음 그림에 나타내었다. 결과

에서 보이듯 realizable k-e 모델이 실험 결과와 가장 잘 맞는다. 다음으로 two-layer 모델

을 사용한 RNG k-e 모델이 잘 맞으며 MK 모델의 결과가 가장 나쁘다. 세 경우 y+의 최대

값은 220보다 작으며 Rey
* = 200 이다. 대부분의 계산 영역은 k 식에 의해 계산되는 벽 영

역이다. 따라서 RNG k-e 모델과 realizable k-e 모델은 같은 two-layer 모델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계산 결과는 유사할 것으로 생각된다.

(2) 평균 열속 계산

수치해석으로부터 예측되는 평균 상승관 표면의 열속은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하였다. 하나

는 Fourier’s Law의 전도에 따른 열속 계산 방식이다.

수식 62 

한편으로 입출구의 에너지 비교를 통해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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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63 

두 방법으로 얻어진 상승관 표면의 평균 열속을 표 24, 25에 각각 정리하였다.

그림 123 상승관 출구의 장축 방향 온도 분포 비교

Average heat flux on the riser wall NACEF-4 NACEF-5

Experiment Heat flux, W/m2 504 1002

Numerical

Turbulence model RNG k – ε MK

Heat flux, 
W/m2

   496 1143

   452 1011

표 24 수치 해석의 정확도 비교 (NAC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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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치 해석 결과

(1) NACEF 계산

 NACEF-4은 상승관의 열이 복사로 대부분 전달되는 PlR = 1인 경우이고, NACEF-5는 상

승관 내부에서 대류로 인한 열전달이 주로 이루어지는 RiR = 1인 경우이다.

다음 그림은 높이(X)에 따른 장축 방향 속도 분포이다. 그림에서 보이듯 속도 분포가 일반

적인 포물선 형태가 아닌 M자형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강한 혼합 대류에서 보이는 형

태이다. NACEF-5 는 NACEF-4 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NACEF-4 NACEF-5

그림 124 높이에 따른 상승관내 장축 방향 속도 분포

다음 그림은 상승관 내부의 단축 방향으로 그린 속도 분포 그래프이다. 장축 방향 그래프와

는 다르게 포물선 형태의 속도 분포를 보인다. 

Average heat flux on the riser wall NSTF-1 NSTF-2

Control parameter RiR = 1 PlR = 1

Experiment Heat flux, , W/m2 713.7 464.8

Numerical
Heat flux, 

W/m2

   816.9 595.3

   783.3 571.5

표 25 수치 해석의 정확도 비교 (NS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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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CEF-4 NACEF-5

그림 125 높이에 따른 상승관 내 단축 방향 속도 분포

 다음 그림은 무차원 벽 거리(  ) 에 따른 무차원 속도( )의 분포를 나타낸

다. 그림에서 (a)는 무차원 속도가 벽의 법칙 (the law of the wall)보다 높다. 이는 일반적

으로 혼합 대류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장축의 속도 분포가 단축의 속도 분포보다 크

다. 이는 축방향 길이가 짧아짐에 따라 부력의 효과가 억제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림

(b)의 무차원 온도 분포를 보았을 때, 유동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

로 무차원 속도와 무차원 온도는 완전히 발달된 난류 유동에서는 겹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a)

0.1 1 10 100

0

10

20

NACEF-5, x =4.5 m

 y = 0.02 m

 z = 0.12 m

++ = yuu
+

y+

0.5ln44.2 += ++ yu

 (b)

0.1 1 10 100

0

10

20

y+

NACEF-5, x =4.5 m

 y = 0.02 m

 z = 0.12 m

++ = yT Pr

3.9ln2.075 += ++ yT

그림 126 무차원 거리에 따른 무차원 속도 분포

 다음 그림은 상승관 내부의 벌크와 중심선 영역의 높이에 따른 온도 분포를 그래프로 그린 

것이다. 상승관 전면과 측면의 온도가 입력으로 주어졌다. 온도가 초기에 급수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수렴하여 선형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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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CE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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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CE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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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7 벌크 온도와 중심선 온도 분포 비교

(2) NSTF 계산

 NSTF-1는 상승관 내부에서 대류로 인한 열전달이 주로 이루어지는 RiR = 1인 경우이고 

NSTF-2은 상승관의 열이 복사로 대부분 전달되는 PlR = 1인 경우이다. 비교를 위해 계산 결

과는 두 가지 경우를 그래프로 나란히 나타내었다. 실험에서 얻은 상승관 표면의 평균 열속은 

실험에서 각각 NSTF-1은 713.7W/m2, NSTF-2는 464.8 W/m2 이다. 아래 그림은 높이(x 

방향)에 따른 z축 방향 속도 분포이다. y축 위치는 정중앙이다 (y = YL/2). 초기 입구 영역의 

형성된 층류가 빠르게 난류로 발달하는 결과를  볼 수 있다. 온도 분포의 형상은 포물선 형상

이 아니다. 이것은 상승관 내부 좁은 영역(y축)에서 기인했을 수 있다. 상승관 벽의 온도가 입

구의 온도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벽 근처의 속도가 서서히 상승하여 확실한 M자형 분포를 보

인다. 이는 강한 혼합 대류(mixed convection)가 형성되었을 때 나타나는 것이다. 

NSTF-1 NSTF-2

그림 128 높이에 따른 상승관 내 장축 방향 속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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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은 높이에 따른 y축 방향 속도 분포이다. 마찬가지로 z축 위치는 정중앙이다 (z = 

ZL/2). 상승관 내부 좁은 영역의 속도 분포는 앞서와 같이 M자형 속도 분포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y축 방향으로 열의 확산이 더 효과적이어서 그런 것으로 판단한다.

 다음 그림은 무차원 벽 거리(  ) 에 따른 무차원 속도( )의 분포를 나타낸

다. 심볼은 가장 가까운 벽과의 거리이다. NSTF-1 경우, 무차원 속도는 이미 1.08m의 높이

에서 벽의 법칙(the law of the wall)에서 예상되는 값과 일치한다. 입구의 층류에서 난류로 

빠르게 변하였다. 높이 6.56m 에서는 무차원 속도가 벽의 법칙에서 예상되는 값보다 약간 높

다. 이는 부력 혹은 혼합 대류의 영향으로 판단한다.

 

NST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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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0 무차원 거리(y+)에 따른 무차원 속도(u+) 분포 비교

NSTF-1 NSTF-2

그림 129 높이에 따른 상승관 내 단축 방향 속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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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열전달 해석

혼합 대류 유동에서 강제 대류와 자연 대류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유동 방향을 따라 부력

의 강도가 변할 때 이에 의한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 Jackson 초임계 유체의 혼합 대류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Nusselt 상관식을 부력의 함수로 제시하였다. 그 상관식은 다음과 

같다.

수식 64 

 

CB의 계수는 5500이다. 부력에 의한 효과를 잘 나타내기 위해 FVP4의 위의 수식과 같은 

값이 사용되었다. 이는 Grashof 수에서 밀도차에 의한 항은 벽과 자유 흐름 사이의 값(the 

values between the wall and free stream)을 사용하는 것과 같다. 각 항의 바 표시는 벽

의 평균과 중심선의 값을 의미한다. Nub 는 강제 대류를 위한 Dittus-Boelter 상관식,  

, 에서 얻어지는 값이다.  

한편 Symolon 은 다음과 같은 혼합 대류 상관식을 제시하였다.

수식 65 

위의 상관식에서 유체는 물을 이용하였다. 벽 온도는 오직 Grashof 수 계산을 위해 이용된

다. 다른 모든 변수는 벌크 물성을 나타낸다. 경계층이 좁은 관에서 성장을 하면 벌크 영역과 

중심선 영역 값의 차이는 작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경계층이 매우 

두꺼운 경우 그 값이 차이가 상당히 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력에 의한 효과를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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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하기 위해 Grashof 값 계산에 벌크 값 대신 중심선 영역의 값을 사용을 하였다.

국부 및 평균 열전달 계수는 다음 식으로 계산하였다.

수식 66 

 
수식 67 

위의 식에서 아래 첨자 cal 은 수치 해석의 결과로부터 계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Nusselt 수는 다음 식으로 계산하였다.

수식 68 

수식 69 

다음 그림은 수치해석으로부터 얻은 Nusselt 수의 비, Nu/Nub를 나타낸다. NACEF-4 의 

계산 값은 Jacson 식과 잘 일치한다. 하지만 Symolon 식의 값 보다는 크다. 입구 효과를 제

외하고 높이(x) 2m 영역부터 보았을 때, 모든 데이터는 Nusselt 수의 비가 1보다 큰 자연 대

류 영역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 NACEF-5의 경우 계산 값이 두 상관식 보다 큰 값을 가진다. 

비교적 Jackson 상관식이 잘 일치하고 Symolon 상관식보다는 약간 높다. Nusselt 수의 비

가 전 영역에서 1보다 작은 것을 보아, 모든 영역에서 강한 혼합 대류라고 판단한다. 

(a)NACE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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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1 실험과 계산에서 얻은 정상화된 Nusselt 수의 비교 (NAC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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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은 NSTF 계산으로부터 얻은 Nusselt 수의 비, Nu/Nub를 나타낸다. NSTF-1 의 

경우 실험과 수치해석으로부터 얻은 Nusselt 수는 Jacson, Symolon 상관식과 잘 일치한다. 

NSTF-1은 강제 대류와 혼합 대류 초입 부분에 분포해 있다. NSTF-2 경우 수치해석으로 얻

은 Nusselt 수의 비가 상관식보다 약간 높은 값을 가지고 있다. 이는 NSTF-2 경우는 강한 

혼합 대류 혹은 자연 대류가 열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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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2 실험과 계산에서 얻은 정상화된 Nusselt 수의 비교 (NSTF) 

ANL NSTF 시험 장치의 상승관 내 열전달 거동을 파악하기 위해 전산유체 해석을 수행하

였다. 난류 모델의 선택을 위한 예비 해석 결과 realizable k-e 모델이 적합한 모델로 선택이 

되었다. NSTF-1 실험의 경우 내부 대류는 강제 대류 혹은 혼합 대류 초입에 해당한다. 

NSTF-2 실험은 강한 혼합 대류 혹은 자연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현

상에 대한 해석은 차후 실험 혹은 해석에 더욱 깊이를 더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3. NACEF/NSTF 실험결과 전산유체해석

각 기관의 실험에 대한 상용 CFD S/W 해석을 통해 주어진 조건에서의 유동 특성을 파악

하고 CFD 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가. 한국원자력연구원 시험결과 전산유체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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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연구원은 1/4크기의 원자로공동냉각계통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ANSYS에서 개발한 CFX Ver 17.2를 사용하였다. 형상과 격자는 

Design Modeler를 사용하였다. 해석을 위한 시험 장치는 그림 133과 같이 Riser+Cavity, 

Upper plenum, outlet pipe로 구성되었다.

그림 133 시험 장치(Riser+Cavity, Upper plenum, outlet pipe)

완성된 계산 영역은 그림 133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석을 위한 설계 변수를 줄이기 위해 

입구 경계조건으로 유량으로 설정하였다. 실험은 두 가지 조건하에서 수행되었는데 

RiR=1.0(Case-1)과 PlR=1(Case-2) 조건이다. 이는 두 기관의 시험장치 크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사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정한 값이다. 

그림 134 계산 영역(Riser+Cavity, Upper plenum, outlet p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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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만족할 경우 입/출구 온도차이가 약 100도를 만족시켜야 한다. 총 격자수는 

6,900,633, 11,672,380과 16,782,279를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격자 수에 따른 결과는 큰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시험에 사용된 유체는 공기로 계산에 사용된 물성치는 아래와 같다.

Specific heat =  ×× 

Thermal conductivity =  × × 

Viscosity  = ×
 




  

공기는 복사에너지를 흡수, 산란시키지 않기 때문에 복사열전달은 벽면끼리만 이루어진다고 

설정하였다. Heater, riser 그리고 상/하부 벽면의 방사율은 0.8로 측정되었으며 side  / 

reflector 벽면은 0.1을 적용하였다. Pl=1인 경우 입구 유량은 0.068kg/s, Ri=1의 경우 입구 

유량을 0.135kg/s로 설정하였다. 입구 온도는 두 경우 30℃로 가정하였다.

(1) Case-1 해석

 



  
의 항으로 정의되며 부력에 의한 유동 현상을 나타낸다. 에너지 밸런스

와 Ri=1의 상사성을 만족하려면   
을 만족시켜야 한다. Case-1 조건하의 GAMMA+ 

해석에서 사용한 열속분포를 사용하였다.  

① Cavity : BSL Reynols Stress, Riser : RNG 

그림 135는 RiR=1인 조건에서 검증계산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Ri=1 시험조건은 Reynolds 

수 약 7,000의 영역이기 때문에 riser 내부 유동현상을 일반적인 난류 모델을 이용하여 해석

할 수 있다. Riser의 앞면과 뒷면의 경우 시험과 계산이 유사한 결과를 보여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관내 유동이 강제 난류 유동으로 비교적 열전달 현상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전

산유체해석의 타당성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heater와 reflector 벽면의 경우 측정값과 약간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공동내부 부력에 의한 유동현상을 전산유체해석이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36은 높이에 따른 riser 내부 장축방향 온도 분포를 나타낸다. 그래프의 왼쪽이 

heater와 마주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오른쪽보다 온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높이가 낮

은 영역에서는 유동이 완전 발달하지 않아 벽면근처까지 온도 변화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37은 높이 2, 4m에서 riser 내부 온도 변화를 보여준다. 유동이 상승하면서 

thermal boundary layer가 점점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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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5 NACEF(Case-1) 검증 계산

h = 1m,                 h = 2m

h = 3m,                 h = 4m

그림 136 상승관 내부 높이에 따른 반경방향 온도 분포(h = 1, 2, 3, 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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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7 상승관 내부 높이에 따른 온도 contour( h = 2(좌), 4m(우) )

(2) Case-2 해석

 





수는 복사열전달과 관계한 항으로 본 시험에서   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Cavity : BSL Reynols Stress, Riser : RNG 

PlR=1 시험 조건은 Riser 내부 Reynolds 수가 온도에 따라 1,000에서 3,450의 값을 가지

게 된다. 이는 천이유동 영역으로 완전 난류모델을 적용하면 올바른 값을 예측할 수 없다. 그

림 138은 PlR=1 시험조건에서 검증 계산을 보여준다. 공동내부 부력에 의한 유동 회전과 

riser 내부 천이 유동현상을 CFX 모델이 잘 예측하지 못하여 측정된 값이랑 약 50℃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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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8 Case-2 검증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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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9는 PlR=1 조건에서 높이별 Riser 내부 장축방향 온도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높이

가 증가하면서 완전 발달된 유동과 유사한 분포를 보여주지만 낮은 지역의 천이영역 유동은 

복잡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벽면이 가열되어 부력으로 인해 유동이 상승하지만 그 힘이 크

지 않아 다시 하강하면서 온도의 변곡점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RNG 을 이용한 관내 열전달 평가는 실제와 다른 값을 보여주었다.

h = 1m,                 h = 2m

h = 3m,                 h = 4m

그림 139 riser 내부 높이에 따른 반경방향 온도 분포(h = 1, 2, 3, 4m), Case-2

그림 140은 PlR=1 조건에서 2, 4m 높이 Riser 내부 온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2m 높이

에서의 온도 윤곽을 살펴보면 RiR=1 조건과 달리 와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4m 높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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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이 안정화 되면서 Ri=1의 4m에서와 유사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 140 riser 내부 높이에 따른 온도 contour( h = 2(좌), 4m(우) ), Case-2

② Turbulence model 평가

천이영역에서의 난류 모델평가를 위하여 추가 계산이 수행되었다. 아래 그림은 PlR=1 조건

에서 공동 내부와 riser 내부 난류 모델에 따른 온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공동 내부를 

omega reynolds stress 모델을 사용할 경우 가장 측정값과 큰 오차를 보여주었다. riser 내

부 유동은 RNG k-e 가 경향성이 가장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SST( gamma-theta) 모

델 또한 경향성이 비슷했으나 수렴의 문제가 발생하여 온도가 튀는 지역이 나타났다.

0.0 0.5 1.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T
e

m
p
e

ra
tu

re
 (

0
C

)

Length (l/H)

 Exp

 BSL-SST(GAMMA)

 BSL-ke(EARSM)

 Omega-RNG

 BSL-RNG

0.0 0.5 1.0

50

100

150

200

250

300

T
e

m
p

e
ra

tu
re

 (
0
C

)

Length (l/H)

 Exp

 BSL-SST(GAMMA)

 BSL-ke(EARSM)

 Omega-RNG

 BSL-RNG

1) heater,                            2) reflector



- 143 -

0.0 0.5 1.0

50

100

150

200

250

300

T
e

m
p

e
ra

tu
re

 (
0
C

)

Length (l/H)

 Exp

 BSL-SST(GAMMA)

 BSL-ke(EARSM)

 Omega-RNG

 BSL-RNG

0.0 0.5 1.0

0

50

100

150

200

250

T
e

m
p

e
ra

tu
re

 (
0
C

)

Length (l/H)

 Exp

 BSL-SST(GAMMA)

 BSL-ke(EARSM)

 Omega-RNG

 BSL-RNG

3) riser front,                            4) riser rear

그림 141 난류 모델에 따른 비교 계산

나. 아르곤국립연구소 시험결과 전산유체해석

상승관의 대류 현상의 전산유체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원자로공동냉각계통 전체를 모사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기존의 상승관 뿐만 아니라 상승관 외부의 공동과 열을 제공하는 가열벽

을 모사하여 전산유체해석을 수행하였다. 계산 영역은 1.32 (XL) × 1.12 (YL) × 7.37 m 

(ZL) 이다. 전체 12개의 상승관과 공기가 채워진 공동, 가열벽 그리고 반사벽으로 이루어져 있

다. 가열벽은 균일 열속 조건을 가정하여 사용하였다. 가열벽으로부터 상승관으로 열전달 복사 

열전달이 주요하게 이루어진다. 이를 잘 모사하기 위해 각 표면에 방사율을 설정하였다. 가열

벽의 경우 방사율은 0.76 이고 측면의 반사벽은 0.2의 방사율을 설정하였다. 한편 상승관 표

면의 방사율은 0.81로 설정하였다. 중력 방향은 Z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다음 그림은 전체 

계산 영역를 나타낸 그림이다. 

계산에 사용된 코드는 ANSYS FLUENT이다. 상승관 모사에 사용한 것과 같은 SIMPLE 알

고리즘을 사용하였다. 

난류 모델은 앞서, 상승관 해석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two-layer realizable k-e 모델

을 사용하였다. 다만, two-layer realizable k-e 모델은 전체 해석에 적용하기에 요구되는 계

산 능력이 상당하므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standard k-e 모델을 이용하여 일부 결과를 비교하

였다. y+ 값은 two-layer realizable k-e 모델의 경우 첫 번째 층의 두께가 y+ = 1 이 되도

록 설정을 하였다. 한편 standard wall function을 사용하는 standard k-e 모델의 경우 첫 

번째 층의 두께가 y+ = 60이 되도록 설정을 하였다. 첫 번째 층의 두께가 계산을 위한 메시

의 조밀도를 결정한다. 따라서, two-layer realizable k-e 모델을 위한 메시가 상대적으로 

standard k-e 모델을 위한 메시보다 조밀하다. 계산을 위한 메시의 전체 숫자가 요구되는 계

산 능력을 결정한다.



- 144 -

그림 142 계산 영역을 나타낸 그림

복사 모델은 Surface to surface (S2S) 모델과 Discrete Ordinate (DO) 모델을 이용하여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하지만 두 모델 사이에 차이는 없었고 상대적으로 계산 능력을 절감

할 수 있는 S2S 모델을 사용하였다.

다음 표에서 상승관 입구와 가열벽의 경계 조건을 정리하였다. 반사벽은 단열 조건이다.

 

다음 그림은 상승관 출구의 장축 방향의 온도 분포를 계산 결과와 실험 결과를 비교하여 나

계산 NSTF-1 NSTF-2

온도 (°C) 22.3 17.6

유량 (kg/min) 21.5 13.6

가열벽 열속 (kW/m2) 3.5 2.8

속도 분포 균일
난류 변수 Turbulent intensity: 5%

Turbulent viscosity ratio: 10

표 26 상승관 입구 및 공동의 경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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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었다. NSTF-1 의 경우 실험 결과와 two-layer realizable k-e 난류 모델을 이용한 계산 

결과 및 standard k-e 난류 모델을 이용한 계산 결과를 함께 나타내었다. NSTF-1 경우 

realizable k-e 모델을 사용한 계산 결과가 실험 결과의 경향과 잘 일치하였다. 온도 차이는 

대략 10% 수준인데 이는 상승관 해석 당시 계산한 평균 열속이 실험의 가열벽 열속 값보다 

10% 과대 평가한 것과 같은 수준이다. 계산에서는 특성 상 열손실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

다는 점을 고려하면 납득할 수 있는 결과

standard k-e 모델의 경우 해당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계산 능력을 절약을 고

려하였을 때, 수용할 수 있는 결과를 얻었다. 정밀한 계산이 요구되지 않고 빠른 예비 해석이 

필요한 경우라면 standard k-e 모델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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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3 상승관 출구의 장축 방향 온도 분포 비교

다음 그림은 상승관 높이에 따른 가열벽, 상승관 전면 및 후면의 온도 분포 비교이다. 

NSTF-1 경우 마찬가지로 standard k-e 모델 계산 값도 포함하여 나타내었다. 계산 값은 비

교적 실험값과 잘 일치한다. 특히 상승관 내부가 강제 대류인 NSTF-1의 경우 경향을 예측하

는 것에 있어 좀 더 나은 결과를 보인다. 상승관에서의 실험 값과 계산 값의 차이가 가열벽에

서의 온도 차이로 전파되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상승관 내부의 열전달 현상을 명확하게 알

고 예측하는 것이 전체 시스템의 거동 예측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원자로공동냉각계통 전체를 모사하여 전산유체해석을 수행하였다. 얻은 계산 결과는 비교적 

실험 결과와 현상적으로 잘 일치를 하였다. 상승관의 열전달 현상이 계통 전체의 열 전달 능

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상승관의 정확한 현상을 예측하는 것이 원자로

공동냉각계통의 성능 해석이 주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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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4 높이에 따른 원자로공동냉각계통 내부 온도 분포 비교 

 

4. 미국(NSTF) 전산유체해석 결과

ANL에서는 NSTF 시험 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3차원 CFD 코드인 STAR-CCM+을 이용

하여 Case-1과 Case-2에 대한 조건을 계산하였다. Ri=1의 경우 혼합대류와 강제대류의 특성

을 보이며 Pl=1의 조건은 대부분의 영역이 혼합대류 특성을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정확한 예

측을 위해서는 적절한 해석 모델이 적용되어야 한다. RELAP5 코드는 공동내부를 상세하게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본 과제에서는 사용되지 못하였다. 예비해석을 통해 난류모델의 선택

보다 격자 민감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조밀한 격자를 이용하여 계산을 수

행하였다. 그림 145와 그림 146은 계산영역과 공동 중간 평면에서 격자 분포를 보여주고 있

다.

  

그림 145 NSTF 해석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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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6 NSTF 해석 격자 분포

전도, 대류, 복사 열전달 현상이 공동 내부에서 계산되어졌고 riser duct 내부 열전달 현상

도 고려되었다. 대칭조건을 이용하여 계산영역을 간소화 시켰으며 덕트 입구에서는 온도와 속

도를 경계조건으로 주었다. 열전대의 출력은 상수로 설정하였다.

가. Case-1 계산 조건

RiR=1 시험은 URANS, Realizable Two-Layer κ-ε 모델을 이용하여 난류를 해석하였다. 

예비해석을 통해 Ri=1 조건에서는 합리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아래 그림은 

덕트 출구에서 긴축 방향의 속도 분포와 덕트 높이에 따른 속도 변화를 보여준다. ‘E’는 열전

대에 가까운 선을 나타내며 ‘W’는 반사벽면에 가까운 선을 나타낸다. 속도 분포는 가장 자리

에 있는 덕트를 제외하곤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47 NSTF Case-1 해석 결과(좌 : 덕트 출구 속도 변화, 우 : 덕트 축방향 속도 변화)

아래 그림은 최대온도가 나타나는 duct 출구에서의 온도 비교를 나타낸다. 장축을 따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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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지점의 차이가 5K내로 존재하였다. RiR=1 조건에서는 합리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림 149는 공동 내부 속도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예측한바와 같이 열전대 근처

에서 자연순환의 특성인 얇은 속도 경계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48 Case-1 Duct 출구 온도 분포 비교

그림 149 Case-1 duct 내부 속도 분포

나. Case-2 시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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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적인 RANS 모델은 RiR=1 시험 조건의 경우 어렵지 않게 결과를 예측할 수 있지만 

Pl=1 시험조건에서는 혼합대류 특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모델 선정이 중요하다. 

Wolfstein의 two-layer의 모델은 PlR=1 시험 조건에서는 너무 확산적이여서 적당하지 않았

다. PlR=1(Case-2) 조건에서는 Algebraic Heat Flux Model (AHFM, 혹은 Temperature 

flux model)을 적용하여 계산을 수행하였다. 그림 150은 덕트 내부 속도 분포를 보여주고 있

다. Ri=1과 달리 부력에 의한 현상이 지배적이여서 이중 고점 형태를 나타내게 된다. 또한, 

출구 끝까지 완전 발단된 유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반사벽면에 가까운 지점의 속도는 덕트 입

구에서는 가장 낮으나 출구에서는 2번째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점도 Case-1과 다른 경우다. 

그림 151은 덕트출구의 온도분포 비교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다. Case-1 조건과 달리 유동 

현상이 복잡해지면서 다소 온도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50 NSTF Case-2 해석 결과(좌 : 덕트 출구 속도 변화, 우 : 덕트 축방향 속도 변화)

그림 151 Case-2 덕트 출구 온도분포 비교

그림 152는 Case-1, Case-2 시험 조건에서 측정된 덕트 출구 온도를 나타낸다. 덕트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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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온도 양상은 실험과 계산이 비슷한 형태를 보여주었다. 다만 Case-2 조건에서는 값과 

형태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경계조건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열전대의 열유속은 덕트 출

구의 평균온도를 이용하여 역순으로 계산하여 평균값으로 계산하였다. Case-1에서는 출구 평

균 온도가 비슷하지만 Case-2에서는 6, 9번의 출구 온도가 비교적으로 높게 나오기 때문에 

12개의 덕트가 균일한 유량을 가진다는 가정에서 분석된 계산결과와 차이점을 보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52 NSTF에서 측정된 Case-1&Case-2 덕트 출구 중심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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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개선된 원자로공동냉각계통 척도해석방법론

모든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원자로공동냉각계통의 열제거현상을 축소 시험결과로부터 외삽

하려면, 상승관 혼합대류열전달 효과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고, 복사열전달이 실제 조건과 유

사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ANL 실험장치의 RiR=1.0 경우에는 혼합대류열전달을 고려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그 이외의 

실험결과들은 표1과 같이 상승관 벽면과 내부 기체유동 온도 사이의 온도차를 단순히 길이비

로 표현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열전달계수 비에 혼합대류열전달계수 비를 고려해야 한다. 혼합

대류열전달계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Bo수는 벽면온도차를 요구하므로, 척도해석방법론에

서는 적용시킬 수는 없다.

척도해석방법론의 위해서 열속비에 기반한 Bo수를 이용해서 척도해석방법론에 적용하고자 

한다. 사용되는 혼합대류열전달 상관식은 수식(45)이다. 이 식은 앞에서 설명바와 같이 열속을 

이용해 계산한 Grq(   ) 수를 쓰는 Boq( 
Pr) 수를 기반으로 하는 상관식

이다. 일반적으로 열전달 계수의 예측이 필요한 문제에서 경계조건으로 벽면의 온도와 유체의 

온도가 주어지기보다는 열속으로 경계조건이 주어진다. 열속과 Re수가 길이비로 표현가능하기 

때문에 Boq의 비 또한 길이비로 나타낼 수 있다.

  Pr
 







 
수식 70 

표 1의 열속비와 유속비를 위의 식에 대입하면 아래와 같은 비로 표현될 수 있다.

수식 71 

아래의 그림은 수식(45)의 상관식에서 PMR 조건과 NACEF/NSTF의 실험조건들을 도시한 

그래프이다. PMR 조건의 Re수가 축소된 실험장치에서 상승관 대류현상을 강제대류로 가정하

기에 충분히 크지 않기 때문에 혼합대류열전달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을 볼 수 있다. 또한, 

다음의 표는 혼합대류열전달효과가 고려된 척도해석방법론을 보여주고 있다. 수식(45)에서 사

용한 Glinenski 상관식은 난류영역에서 Dittus Boelter 식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강제대류

열전달계수는 Re0.8에 비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도 무방하다. 

공동 내 복사열전달과 대류열전달의 비는 상승관의 벽면온도가 높을수록 전체 열전달에서 

복사열전달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진다. 이는 높이가 축소된 시험장치의 벽면온도가 실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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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벽면온도보다 높기 때문에, 시험장치의 공동 내 열전달현상 중 복사열전달의 비율은 실

제현상 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복사열전달비율이 시험장치와 실제현상이 같다는 가

정은 원자로용기 온도 외삽 측면에서 보수적인 가정으로 볼 수 있다. 아래의 표는 위의 결과

들을 종합한 척도해석 방법론 개선안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53 Boq의 척도효과 및 혼합대류효과

변수 길이비로 표시한 척도비 근거
 1 가정  

 1 가정  

   

원자로공동  
  1 참조길이: W 

상승관

 
 

 
  1 참조길이: 

 
  

 
  

 수식 45

 
 

  Mixed Convection

∞ 
 

  
 

  ∞ 




 



  1

Radiation Dominant

∝

 
 1   

 
 

 From jet theory

표 27 개선된 척도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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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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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 KAERI/ANL/UW 원자로공동냉각계통 실험계획 수립 및 실험결과 확보

� 국내에서 개발 중이었던 PMR200의 자연순환 공랭식 원자로공동냉각계통 설계 조건

을 바탕으로 척도해석방법론 개발을 위한 세 기관의 실험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실험

을 수행함.

� 위스콘신대학교의 PlR=1.0 실험조건을 제외한 세 기관의 실험결과를 확보함.

� RiR=1.0 실험의 경우 세 기관의 실험결과를 비교하여, 원자로공동냉각계통 실험 시 

형상계수가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향후 원자로공동냉각계통 실증 시 수평방향의 

크기를 유지시켜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함.

�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아르곤국립연구소의 실험결과 비교 연구로 척도효과 분석을 수

행하고, 상승관 내 혼합대류현상이 척도해석방법론에 중요한 현안이 될 것임을 양 

기관이 합의함.

� 본 연구에서 확보된 실험자료는 공랭식 원자로공동냉각계통 실험자료 중 가장 크기

가 큰 실험장치에서 수행된 것으로 척도효과 비교연구 시험자료 확보라는 본 과제의 

목표를 100% 달성함.

○ 상승관 대류열전달계수 상관식 개발

� 합의된 원자로공동냉각계통 시험계획을 바탕으로 시험조건과 실제 원자로공동냉각계

통 상승관 유량조건을 만족시키는 상승관 대류현상 개별효과 시험장치를 설계함.

� 총 47건의 실험 수행을 통해 다양한 영역의 혼합대류열전달 실험을 수행하여, 세계 

유일의 원자로공동냉각계통 직사각유로 열전달계수 시험자료를 확보함.

� 확보된 실험자료를 바탕으로 상승관 벽면과 기체 유동사이의 온도차와 상승관 벽면 

평균열속을 이용한 2가지의 혼합대류상관식을 개발함.

� 상승관 벽면과 기체 유동 사이의 온도차를 이용한 상관식은 SCI논문에 게재하여 연

구의 우수성을 입증함.

○ 원자로공동냉각계통 실험결과 해석

� 위스콘신대학교 실험결과는 계통해석코드로 해석에 적합하지 않아, 한국원자력연구원

과 아르곤국립연구소의 원자로공동냉각계통 실험결과를 GAMMA+로 상세해석함.

� 서울대학교에서 개발한 상관식을 활용하여 모든 실험조건에서 가열면의 온도를 10% 

이내로 예측함.

� GAMMA+ 해석결과와 실험결과 비교로 원자로공동냉각계통에서 공동 내 자연대류현

상이 미치는 영향이 작고, 관련 척도효과도 크지 않음을 보임.

� GAMMA+ 실험결과 해석을 통해 상승관 내 혼합대류열전달 현상의 중요성을 재확



- 156 -

인하고, 전산유체해석은 상승관 내 대류열전달 현상 모사에 집중함.

� KAERI와 아르곤국립연구소는 전산유체해석 과정에서 활발한 정보교환으로 실험결과 

모사에 적합한 상용 전산유체해석코드의 난류모델을 도출함.

� 실험결과 상세해석이 척도해석방법론을 위한 핵심인자 도출에 기여하여 과제 목표를 

100% 달성함.

� INERI 과제를 통해 얻은 원자로공동냉각계통 실험결과 해석 경험은 향후 Gen IV 

코드검증 업무에 활용될 예정임. 

�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아르곤국립연구소는 원자로공동냉각계통 해석결과를 바탕으로 2

편의 공동논문을 작성을 합의하고, 연내 제출을 위해 작성 중임.

○ 척도해석방법론 개발

� 실험조건만으로 어떠한 계산조건 없이 혼합대류효과를 고려할 수 있게 척도해석방법

론을 개선함.

� 당초 목표로 제시된 척도해석방법론 개선방안을 도출을 100% 달성함.

� 제시된 척도해석방법론은 향후 공랭식 자연순환 원자로공동냉각계통 실증용 실험장

치 건조 시 활용되어 초고온가스로 피동안전성 입증 및 제고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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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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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초고온가스로 및 고온가스로는 출구온도가 750℃ 이상이므로, 전기생산을 위해 개발된 경수

로와 달리 산업공정에 사용될 수 있는 고온의 열을 생산할 수 있다. 현재 세계에 운전되고 있

는 경수로로 대표되는 원자력은 대부분 대용량 전기 생산에 활용되고 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는 원자력의 비전력분야 활용은 필수적이다. 초고온가스로/고온가스로의 고온열은 고효

율 전력생산 뿐만 아니라, 고온/고압 산업용 증기생산, 천연가스-증기 개질, 대량 물분해 수소

생산 등의 여러 산업공정에 활용될 수 있다. 위에 언급된 산업공정들은 현재 화석연료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으며, 온실가스 획기적인 저감을 위해서는 공정열분야에서 초고온가스로/

고온가스로의 화석연료 대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초고온가스로/고온가스로는 타 노형과 달

리 사고 시 추가적인 냉각수공급이나 전력공급 없이 원자로의 붕괴열을 제거할 수 있는 장점

을 가지고 있다. 본 과제의 주제인 자연순환 공랭식 원자로공동냉각계통은 초고온가스로/고온

가스로의 피동안전성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안전계통이다. 

○ KAERI/ANL/UW 원자로공동냉각계통 실험결과

 기존에는 수냉각 원자로공동냉각계통 실증을 위한 실험연구가 일본, 중국에 있었으나, 공랭

식 원자로공동냉각계통의 경우 관련 실험자료가 미비했다. 본 연구를 통해 원자로공동냉각계

통 척도해석방법론 개발 및 코드 검증을 위한 실험자료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코드 검증 및 원

자로공동냉각계통 실증에 활용될 것이다. 또한, 국제공동연구를 통하여 미국 아르곤국립연구소

의 크기가 거의 2배인 대형실험장치의 실험결과를 확보하였고, 높이는 비슷하지만 폭이 좁은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의 실험결과를 확보하여 척도해석방법론 개발에 활용할 수 있었다. 특히 

크기가 거의 2배인 아르곤국립연구소의 실험결과는 같은 크기의 장치를 국내에 건설하고 실험

할 경우에 비하여 상당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였다. 아르곤국립연구소의 실험결과는 향후 코

드 및 전산유체해석코드 검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상승관 대류열전달계수 상관식 개발

대부분의 파이프유동 대류열전달계수 상관식은 원형유로의 시험자료를 바탕으로 개발된 상

관식이다. 실제 크기에서는 난류 강제대류 열전달 현상이지만, 실증 단계에서 축소실험 수행 

시 혼합대류열전달은 반드시 고려되어야하는 주요 현상이다. 상승관과 같은 직사각유로 혼합

대류열전달 실험자료는 전무하기 때문에, 본 과제를 통해 최초로 직사각유로 혼합대류열전달 

실험자료를 생산하였다. 본 실험장치의 상승관 크기는 실제 상승관 크기와 같기 때문에, 향후 

원자로공동냉각계통 실험장치 및 실제 설계에 활용될 수 있다. 이는 고온가스로 피동안전성 

입증 및 제고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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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공동냉각계통 실험결과 해석

원자로공동냉각계통 실험결과 해석을 위해 GAMMA+ 해석 및 다양한 전산유체해석을 수행

하였다. GAMMA+의 경우 RELAP5가 하지 못 했던 실험장치 공동 내 열전달 현상을 모사하

여 코드의 우수성을 입증하였다.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아르곤국립연구소의 전산유체해석 연구는 

상승관 내 대류현상 모사에 적합한 난류모델 선정에 기여하였고, 관련 연구경험들은 향후 

Gen IV 코드 검증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척도해석방법론 개발

기존의 RiR=1.0 척도해석방법론은 크기가 상대적으로 큰 아르곤국립연구소의 원자로공동냉

각계통 실험장치에 적합하고, 크기가 작은 국내 실험장치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들

을 통해 도출한 혼합대류열전달이 고려된 척도해석방법론은 실험조건만으로 어떠한 추가 분석 

없이 혼합대류효과를 정량화할 수 있고, 실험결과로 실제 현상을 예측할 수 있다. 본 방법론은 

향후 고온가스로 공랭식 원자로공동냉각계통 실증 및 관련 실험장치 설계에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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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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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연구장비의 구축 및 활용 결과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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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 조치 이행 실적

주관연구기관은 내부 규정에 따라 각 실험실에 비치된 고글, 장갑, 안전모, 안전화, 실험복 

등 개인별 안전보호구 착용을 의무화 하여 연구원 개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고, 연구비 간접

비 “연구실안전관리비”를 통해 실험실 안전시설을 지원하고 있고. 또한, 실험실 일상안전점검

을 통해 전기, 가스, 화약약품 등 황재 및 폭발 등 실험실 위험요소를 관리하고 실장급 과제

책임자 혹은 부서장이 매월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일상안전점검 이외에서 정기적으

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개별 실험 및 작업별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관련조치를 수행하여 위

험도를 줄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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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5-20줄 내외)

본 연구는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아르곤국립연구소(ANL)와 위스콘신대학교(UW)의 크기가 다른 

공랭식 원자로공동냉각계통 시험장치 비교 연구를 통해 고온가스로 피동안전성 검증을 위한 척도해석방법

론을 개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실제 현상에 원자로공동높이가 미치는 영향 평가를 위한 시험계획을 수립

하였고, 세 기관은 계획된 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결과 비교 결과, 상승관 내 혼합대류열전달과 복사열전달 

상사성 유지가 척도효과 평가에 매우 중요한 인자임이 도출되었다. 서울대학교는 상승관 개별효과시험을 

수행하여, 실제 설계와 같은 시험장치 상승관을 위한 혼합대류상관식을 개발하였다. KAERI는 개발된 혼합

대류상관식이 추가된 GAMMA+코드를 활용하여, KAERI와 ANL의 모든 시험결과를 10% 이내로 예측하였

다. 서울대학교, KAERI, ANL은 상승관 내 혼합대류열전달 모사에 적합한 난류모델 선정을 위한 전산유체

해석을 수행하였다. 수행된 시험결과와 해석결과를 바탕으로 상승관 내 혼합대류열전달현상이 고려된 척도

해석방법론이 도출되었다. 본 과제를 통해 개발된 척도해석방법론은 향후 고온가스로 공랭식원자로공동냉

각계통의 피동안전성 실증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본 과제를 통해 축적된 계통해석과 전산유체해석 

경험은 향후 제4세대원전 코드검증연구의 RCCS 관련 업무에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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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보완 요구사항 반영내역

전문기관의 
수정 • 보완요구사항

수정 • 보완요구사항 반영내용 요약
적용 

페이지

1.미래형원자로로 VHTR

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
을 제시하면서, 본 연구
가 활용될 수 있는 방안
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연구성과 활용방안의 서두에 VHTR의 미래형원자로 
공정열분야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음.

159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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