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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노내 노심용융물의 냉각해석 코드 LILAC-Meltpool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의 목적은 중대사고 시에 하반구에 재배치된 노심 용융물의 열수력 거

동과 하반구의 열적 거동을 해석할 수 있는 코드를 개발하고 간극 냉각을 모델

링하여 LAVA 실험 해석을 통해 검증하는 것이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다차원 열유동 해석 코드 LILAC-meltpool은 Reynolds 평균 Navier-Stokes 방

정식과 에너지 방정식을 지배방정식으로 사용하고 2-방정식 난류모델을 이용하

여 난류 유동을 모의한다. 그리고 용융물의 피막층 형성은 enthalpy-porosity 고

화 모델을 이용하여 해석한다. 용융물 풀의 해석 역은 복잡하지는 않지만 경계

면의 비직교성이 심하기 때문에(특히 풀의 깊이가 vessel의 반지름보다 작은 경

우) 일반적인 직각격자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LILAC-meltpool은 비정렬 격자를 

기반으로 한다. LILAC-meltpool에서는 성층화된 유체층을 모델링하기 위하여 

역분할법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2 유체(two-fluid) 유동은 VOF(Volume Of 

Fluid)법을 사용하여 유체 경계를 수치적으로 포획(capturing)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성층화된 corium의 자연대류는 유동에 의한 동압이 작기 때문

에 유체간의 경계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LILAC-meltpool은 각각의 

유체를 역분할을 이용하여 운동량과 에너지의 전달을 고려함으로써 여러 층으

로 분리되는 성층유동도 해석이 가능하며 VOF 함수를 풀지 않기 때문에 계산량

을 줄일 수 있다. 용융물 피막층과 하반구 사이에 형성된 간극 내에서의 열전달

은 인터페이스(thin-interface) 모델을 사용한다. 이 모델은 간극 내에 수치 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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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생성하지 않고 단지 간극내 열전달 계수를 수정하여 처리하는 방법이다. 간극

내 열전달 도구로는 냉각수가 없는 경우에는 전도와 복사가 있으며 냉각수가 존

재하는 경우에는 냉각수의 비등에 의한 열제거가 포함된다. 냉각수의 침투 깊이

는 CHFG 실험에서 얻은 상관식을 이용하여 구한다.

Ⅳ. 연구개발결과

  중대사고 시에 하반구에 재배치된 노심 용융물의 열수력 거동과 하반구의 열

적 거동을 해석하기 위한 코드를 개발하 다.

LILAC-meltpool의 검증을 위하여 2차원 및 3차원의 열수력 문제를 선정하여 해

석하고 그 결과를 실험값이나 다른 계산 결과와 비교하 다. 여기서 해석한 문제

들은 이미 실험 결과가 있거나 매우 정확한 수치결과가 존재하는 문제들로서 

LILAC-meltpool 코드를 디버깅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 다. 이 검증

을 통하여 LILAC-meltpool 코드의 정확도와 여러 수치적 물리적 모델의 타당성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층화된 유동의 열전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반구형 용

기내에 두 개의 층으로 나뉘어진 풀의 자연대류 열전달을 해석하 으며 산화알

루미늄/철 용융물을 이용한 실험을 계산하고 실험결과와 비교하 다. 산화알루미

늄과 철로 구성된 용융물의 자연냉각 과정은 용융물의 성층화에 의해 크게 향

을 받으며, 용융물의 인터페이스 바로 아래에서 가장 높은 온도분포를 보여주었

다. 그리고 용융물은 상부 표면과 용기 내벽과 인접한 지역에서 먼저 고화되나, 

용융물의 자연대류와 인터페이스의 향으로 용기 내벽의 인터페이스 바로 아래 

부분에서는 다른 부분보다 더 오랫동안 용융 상태로 남아 있음을 확인하 다. 

CCFL 현상에 기초한 간극 냉각 모델을 이용하여 LAVA 실험을 해석하고 실험

결과와 비교하 다. LAVA 실험에서 산화알루미늄 용융물이 반구형 용기에 재배

치된 후 용기의 초기 온도상승 곡선은 간극 형성 메커니즘에 주로 향을 받는

다. 간극 형성 시기와 간극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는 모델이 개발되면 초기 온도

상승을 좀 더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LAVA 실험과 같이 내부 열원이 

없는 경우에는 냉각수가  짧은 시간 안에 바닥까지 침투하며 간극을 통한 냉각

이 매우 효율적인 반면, 실제 원전은 중대사고시 노심 용융물의 붕괴열이 지속적

으로 발생할 것이며 이로 인해 냉각수의 침투도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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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및 건의사항

  원자로 하반구에 재배치된 core debris가 붕괴열로 인해 용융이 일어나면 도

차에 의해 성층화가 발생하며 이 성층화는 단일층의 유동과는 다른 유동 구조와 

열속 분포를 보여준다. 특히 층간의 인터페이스 바로 아래지점에서는 열속이 집

중되는 focusing 효과가 나타나며 이것에 의한 열속의 크기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Vessel의 건전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LILAC-meltpool을 이용한 실제 원전의 중대사고 시 노심 용융물의 성층 유동의 

해석은 vessel 건전성 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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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 문요약문)

Ⅰ.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LILAC-Meltpool for the Thermo-Hydraulic Analysis of 

Core melt Relocated in a Reactor Vessel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development of LILAC-meltpool to 

simulate thermo-hydraulic behavior of core melt relocated in the lower vessel 

during severe accident. Gap-cooling is modeled and verified by comparing 

with LAVA experiment.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Multi-dimensional thermo-hydraulic analysis code LILAC-meltpool uses the 

Reynolds-averaged Navier-Stokes and energy equations as governing 

equations. Turbulent flows are modeled by two-equation turbulence models, 

and molten pool crust is modeled using enthalpy-porosity method. 

LILAC-meltpool is based on the unstructured mesh technology to discretise 

solution domain of vessel and molten pool because pool shape is very 

non-orthogonal on the boundary especially when pool depth is lower than 

vessel radius. To model stratified pool LILAC-meltpool uses multi-domain 

method instead of VOF(Volume of Fluid) which is a kind of interface 

capturing method. The reason of not to use VOF in current LILAC-meltpool 

code is that dynamic pressure of the pool convection is not large to distu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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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erface shape because stratified corium pool circulates by natural 

convection. In a multi-domain method heat and viscous friction transfers are 

modeled by boundary conditions on the interface. LILAC-meltpool with 

multi-domain method can solve multi-layered pool with efficiency because 

VOF function is not solved. A gap formed between crust outer surface of 

molten pool and inner wall of vessel is modeled by thin-interface. 

Computational control volumes are not generated in a gap and heat transfer 

is treated similar to conjugate heat transfer. The heat transfer mechanism in 

a gap is conduction and radiation when coolant does not penetrate through 

gap. But heat flux is removed by boiling when coolant penetrates into the 

gap. The penetration depth of coolant is calculated by using 

CCFL(Count-Current Flow Limitation) and CHFG(Critical Heat Flux in Gap) 

correlation.

Ⅳ. Result of Project

  LILAC-meltpool has been developed to study thermo-hydraulic behavior of 

molten pool and thermal behavior of vessel wall during severe accident. 

To validate LILAC-meltpool code several two and three dimensional thermo- 

hydraulic problems were selected and solved. The benchmark problems have 

experimental results or verified numerical results. Through the validation it 

was found that LILAC-meltpool reproduces very accurate numerical results. 

Two-layered semicircular pool was solved to study thermal and hydraulic  

characteristics of pool stratification. The LAVA experiment using alumina/ 

ferrite molten pool was calculated and compared with computed results. 

Cooling of alumina/ferrite two-layered pool was affected by stratification. In 

the numerical results temperature of vessel inner wall was highest at a little 

lower than layer-interface. Crust developed from upper surface and lower 

outer surface, but in the area near the interface corium simulant existed as 

molten state for long time. LAVA-4 experiment was studied using 

gap-cooling model in LILAC-meltpool code. Temperature increase of LA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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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ssel after alumina melt relocation was strongly dependent on gap formation 

mechanism, but calculated cooling rates of the vessel were very similar to 

experimental results. For LAVA experiments which do not have heat 

generation coolant penetrates easily into a gap and it is found that 

gap-cooling is very effective for cooling of vessel, but it is thought that 

coolant penetration could be limited near upper part of gap because of decay 

heat and high temperature of corium crust. 

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After melting of core debris relocated in a reactor lower vessel the melt is 

stratified by density variation. This stratified pool is very different from 

single-layered one in thermo-hydraulic behavior. And heat flux from melt to 

the vessel is maximized near the point below the interface. Study of heat 

focusing effect is very important for the evaluation of vessel survivability . 

LILAC-meltpool can be used to study the stratified melt pool during severe 

accident of nuclear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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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동향

핵 분열시 발생하는 고 도 에너지를 이용하는 원자력발전은 열수력학과 매우 

접한 관계가 있다. 열수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원자로의 설계, 안전운전 및 

중대사고 해석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지금까지 원자력 분야에서의 열수력학

은 실험과 이론 해석을 통하여 많은 발전을 이루었으며 특히 해석은 실험을 통

해 얻은 물리적 현상의 이해 및 상관식 등을 이용해 활용 역을 넓혀가고 있다. 

TMI-2 사고와 같은 원자로 사고시 용융물은 하반구에 재배된 뒤 도 차에 의

하여 금속층과 산화물층으로 분리되며 핵연료 산화물에서 발생하는 붕괴열에 의

해 높은 Rayleigh수의 자연대류를 발생시킨다. 그리고 원자로 하반구에 남아 있

는 냉각수에 의해 용융물의 상부표면은 비등 및 복사열전달로 열을 방출하고 하

부로는 원자로 용기 벽을 통해 열을 전달시킨다. 원자로 용기로 전달되는 열유속

은 용기의 건전성 평가에 중요한 요소이며 이것의 정확한 계산을 위해 현재 열

수력 코드 LILAC-meltpool[1]을 개발하고 있다. Aksenova등[2]은 RASPLAV 

Salt 실험을 해석하기 위하여 CONV 코드를 개발하 다. 현재 MASCA 프로젝

트에서 CONV 코드를 확장하여 성층유동을 해석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원자로 노심 용융사고로 대표되는 TMI-2 사고의 해석결과 노심 용융물과 하부 

반구 사이에 생성된 간극을 통한 냉각이 용융물의 중요한 냉각기구로 인식되었

다. 고온의 용융물이 냉각수가 존재하는 용기 내부로 주입될 때 간극이 형성되는 

것은 FAI[3], FARO[4], ALPHA[5], LAVA[6] 등의 실험에서 확인되었다. 간극의 

형성 메커니즘은 고온 용융물의 고화와 수축, 하반구의 열적 기계적 부하에 의한 

팽창, 그리고 냉각수의 존재 등 복합적인 인자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Suh등[7]은 원자로 사고 해석 코드인 MAAP4에 Monde등[8]의 임계 열속

을 이용한 간극 냉각 모델을 도입하 다. Kohriyama등[9]은 MAAP4 코드를 활

용하여 여러 가지 임계 열속 상관식을 비교하 다. 특히 Koizumi[10]의 CCFL 

실험 결과에서 유도된 임계 열속을 사용한 것은 간극에 의한 냉각이  대향류 유

동제한 현상인 CCFL에 의해 지배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Park등[11]은 중대사고 

해석 코드인 MELCOR에 간극냉각 모델을 도입하 다. 이와 같은 모델의 특징은 

간극 내부에 냉각수가 충분히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임계 열속점에서 비등 열전

달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Maruyama등[12]은 다차원 열수력 해석 코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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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에 간극냉각 모델을 도입하여  ALPHA 실험을 해석하고 실험 결과와 비

교하 다. 이 모델은 간극 내 냉각수 침투 깊이를 예측하기 위하여 수직 환상관

에서 실험한 CCFL 상관식과 상향 평판에 대한 수조비등 곡선을 사용하 다.  

한국원자력연구소 중대사고 실험실에서는 노심용융물 냉각기구를 규명하기 위한 

LAVA실험[13]을 수행하 다. 이 실험을 통해 간극의 형성을 확인하고 간극 내 

냉각수의 비등으로 인한 냉각효과를 파악하 다. K형 열전대를 사용하여 반구 

외벽의 온도를 시간에 따라 측정하 으며, 반구의 변형은 선형 변위 측정기로 실

시간으로 계측하 다. 이와 함께 반구형 간극 내에서 임계 열속을 측정하기 위한 

CHFG 실험을 수행하여 간극의 크기와 반구 내부 압력에 따른 임계 열속의 상관

식을 개발하 다[14]. 본 연구에서는 CHFG 실험에서 얻은 상관식을 이용하여 

LAVA 실험을 모의하고 간극에 의한 냉각특성을 고찰하 다. 

 단일 유체로 채워진 용기내의 자연대류 현상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실험과 수치

해석을 통해 많이 연구되어져 왔으나 유체가 층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 다. 원자력 발전소의 중대사고시에 원자로 노심의 용융으로 인하여 

그 용융물은 원자로 압력용기의 하반구에 재배치된 상태에서 자연대류를 포함하

는 냉각과정을 거치게 된다.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연구는 용융물을 하나의 혼합

된 물질로 간주하고 단일 유체의 자연대류현상으로 모의하 다. 그러나 

RASPLAV 관련 실험연구[15]에서 corium 용융물은 우라늄이 많은 층과 지르코

늄이  많은 층으로 나뉘어지는 성층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관찰되었다. 그리고 최

근의 MASCA 실험[16]에서는 (U,Zr)Fe의 금속층이 산화물층(UO2, ZrO2등)보다 

아래에 위치할 수 있음을 보 다. 이 성층화된 용융 풀은 자연대류에 의한 열단

달 현상에 큰 향을 미친다. Schramm, Reineke[17] 등은 내부에 열원이 있는 

서로 다른 유체가 사각 용기 내에서 수평층을 이루고 있을 때 자연대류현상에 

대해 실험과 계산을 수행하 다. 최근에 Gubaidullin, Sehgal 등[18]은 CFX 상용

코드를 활용하여 2차원 반구 내에서 두 개의 층으로 나뉘어진 유체의 열원에 의

한 자연대류 현상을 해석하고 단일유체의 열전달 특성과 비교하 다.  

제 2 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원자로 하반구에 재배치된 용융물의 열수력 거동과 하반구의 열적 거동을 해

석적인 방법으로 모의하기 위해서는 많은 물리적 모델과 정교한 수치적 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용융물 풀의 깊이는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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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를 고려할 수 있는 수치기법이 필요하다. 용융물이 하반구에 충만하지 않은 

경우 풀의 형상은 통나무 배 모양으로 하부 곡면과 상부 평면이 만나는 곳은 예

각을 이룬다. 수치해석을 위한 격자는 비직교격자를 사용하거나 비정렬의 격자를 

사용할 수 있다. 2차원 축대칭으로 용융물 풀을 모델링하는 경우 그 해석 역의 

경계면은 대칭면, 하부곡면, 상부평면 등 3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특이점을 제

거하기 위해서는 다 역으로 역을 분할하거나 비정렬격자를 사용해야한다. 비

정렬격자 기법을 이용하는 LILAC-meltpool은  2차원에서는 삼각형 및 사각형의 

셀을 사용하고 3차원에서는 사면체, 오면체, 육면체를 혼합해서 사용함으로써 격

자 생성의 어려움을 극복하 다. 

 그리고 도차에 의해 corium은 성층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유체층(multi- 

layered pool)을 고려한 모델링 기능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2 유체(two-fluid) 

유동은 VOF(Volume Of Fluid)법을 사용하여 유체 경계를 수치적으로 포획

(capturing)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성층화된 corium의 자연대류는 유

동에 의한 동압이 작기 때문에 유체간의 경계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할 수 있

다. 현재 LILAC-meltpool은 각각의 유체를 역분할을 이용하여 운동량과 에너

지의 전달을 고려함으로써 여러 층으로 분리되는 성층유동도 해석이 가능하며 

VOF 함수를 풀지 않기 때문에 계산량을 줄일 수 있다.

 용융물의 자연대류는 Boussinesq 가정을 이용하여 부력항의 도를 제외한 다

른 항들에서 도변화를 무시하고 비압축성으로 해석한다. 용융물에서 발생하는 

붕괴열(decay heat)은 높은 Rayleigh수의 자연대류를 발생하며 이를 위해 2-방정

식의 난류모델을 사용한다. 그리고 용융물은 상부와 하부의 표면에서부터 냉각에 

의해 피막층이 형성되며 이 피막층은 낮은 열전도계수에 의해 높은 온도구배를 

형성하며 하반구를 열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용융물의 고화현상

(solidificaion)을 모의하기 위하여 enthalpy-porosity법을 사용하 다.  

 용융물 피막층과 하반구 사이에 형성된 간극 내에서의 열전달은 인터페이스

(thin-interface) 모델을 사용한다. 이 모델은 간극 내에 수치 격자를 생성하지 않

고 단지 간극내 열전달 계수를 수정하여 처리하는 방법이다. 간극내 열전달 도구

로는 냉각수가 없는 경우에는 전도와 복사가 있으며 냉각수가 존재하는 경우에

는 냉각수의 비등에 의한 열제거가 포함된다. 냉각수의 침투 깊이는 CHFG 실험

에서 얻은 상관식을 이용하여 구한다. 

 

 본 연구의 내용을 각 장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 2 장에서는 LILAC-meltpool의 지배방정식과 고화 및 난류 모델을 서술하

다.

 제 3 장에서는 지배방정식과 물리 모델을 수치적으로 풀기 위한 기법을 설명하

다. 제 1절에서는 비정렬격자 유한체적법에 대하여 논하 고 제 2절에서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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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수송방정식의 각 항들에 대한 이산화기법을, 그리고 제 3절에서는 비압축성 

유동 해석 알고리즘을 기술하 다. 제 4절에서는 용융물 풀을 해석하기 위한 경

계조건을 기술하 다.  제 5 절에서는 간극 냉각 모델을 다루었으며, 내용으로는 

간극내 냉각수의 침투깊이를 계산하는 방법과 간극내 열전달 모델 등이다.  제 6 

절은 lumped-pool 모델 부분으로 다차원 열수력 코드인 LILAC-meltpool에 

lumped-pool 모델을 도입하여 용융풀의 자연대류에 의한 열속을 실험이나 수치

계산에서 얻은 상관식을 사용하면서 원자로 하반구의 열적 거동을 계산할 수 있

게 하 다. 

 제 4 장에서는 개발된 LILAC-meltpool 코드를 검증하기 위하여 2차원 및 3차

원 열유동 문제를 해석하고 실험값 혹은 다른 계산결과들과 비교하 다.

 제 5 장에서는 성층유동 및 높은 Rayleigh수의 자연대류 해석을 통하여 용융 

풀의 열전달 특성을 고찰하 고, 제 2절에서는 LAVA 실험 해석 부분으로 산화

알루미늄/철 용융물을 이용한 실험을 계산하고 실험결과와 비교하 으며  

LAVA4의 간극 냉각 실험을 해석하 다. 그리고 제 3절에서는 lumped-pool 모

델을 이용하여 노심 용융물에 의한 원자로 하부 vessel의 열적 거동을 고찰 하

다.    

   



5

제 2 장 LILAC-meltpool의 지배방정식 

제 1 절 지배방정식

 질량, 운동량 그리고 에너지의 보존방정식을 적분형 일반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t
⌠
⌡Ω
ρCφrdΩ+ ⌠⌡○ρCφV‧rdA = 

⌠
⌡○Γφ∇φ‧ rdA+

⌠
⌡Ω
SφrdΩ    (2.1)

      

Sφ =

ꀎ

ꀚ

︳︳︳︳︳︳︳︳︳︳︳︳︳︳︳︳︳︳︳︳︳︳︳︳︳︳︳︳︳︳︳︳︳︳︳

ꀏ

ꀛ

︳︳︳︳︳︳︳︳︳︳︳︳︳︳︳︳︳︳︳︳︳︳︳︳︳︳︳︳︳︳︳︳︳︳︳

0

-
∂p
∂x
+(ρ-ρ ref)gx

-
∂p
∂y
+(ρ-ρ ref)gy

-
∂p
∂z
+(ρ-ρ ref)gz

Qv
Sk
S ε,ω

+

ꀎ

ꀚ

︳︳︳︳︳︳︳︳︳︳︳︳︳︳︳︳︳︳︳︳︳︳︳︳︳︳︳︳︳︳︳︳︳︳

ꀏ

ꀛ

︳︳︳︳︳︳︳︳︳︳︳︳︳︳︳︳︳︳︳︳︳︳︳︳︳︳︳︳︳︳︳︳︳︳

0
∂
∂x
(μ eff

∂u
∂x
)+

∂
∂y
(μ eff

∂v
∂x
)+

∂
∂z
(μ eff

∂w
∂x
)

∂
∂x
(μ eff

∂u
∂y
)+

∂
∂y
(μ eff

∂v
∂y
)+

∂
∂z
(μ eff

∂w
∂y
)

∂
∂x
(μ eff

∂u
∂z
)+

∂
∂y
(μ eff

∂v
∂z
)+

∂
∂z
(μ eff

∂w
∂z
)

0
0
0

-

ꀎ

ꀚ

︳︳︳︳︳︳︳︳︳︳︳︳︳︳︳︳︳︳︳︳︳︳︳︳︳︳︳

ꀏ

ꀛ

︳︳︳︳︳︳︳︳︳︳︳︳︳︳︳︳︳︳︳︳︳︳︳︳︳︳︳

0
Asu
Asv
Asw

∂ρΔH
∂t

+∇(ρΔHu)

0
0

  

변수 φ는 [1,u,v,w,T,k,φε,ω]이며, C는 변수가 온도 T인 경우만 비열 Cp를 나

타내고 그 외에는 1의 값을 갖는다. 운동량방정식은 직각좌표 속도(cartesian 

velocity)를 종속변수로 사용하며 엔탈피(enthalpy)로 표현된 에너지방정식은 온

도에 대해 현시적(explicit)으로 표현되었다. 난류방정식은 2-방정식 모델을 기본

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k-ε을 사용하는 경우는 φε,ω=ε  이고  k-ω  모델에서

는 φε,ω=ω  이다.

Sφ는 원천항을 나타내는 것으로 첫 번째 항은 압력구배와 부력 그리고 열원 등

을 포함한다. 두 번째 항은 점도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점성 플럭스로서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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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점도변화, 난류유동의 와점도 등에 의해 발생한다. 그리고 세 번째 항은 

용융물의 고화와 같이 상이 변화할 때 발생하는 잠열과 고화된 부분에서 운동량

에 대한 저항을 의미한다. 2차원 3차원 유동에서는 r이 1이며,  축대칭 유동인 경

우 r은 그 대칭 축(x 혹은 y)을 나타내며 각각에 대한 축대칭 원천항이 발생한

다. 체력항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 ρ refg를 압력구배에 첨가함으로써 p는 압력에 

정수압을 포함한 수정압력이 된다. 비압축성 유체에서 도는 온도만의 함수이며 

온도차가 매우 크지 않으면 Boussinesq 가정을 이용하여 부력항의 도를 제외

한 다른 항들에서 도변화를 무시할 수 있다. 그리고 부력항을 체적팽창계수

( β)를 이용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ρ - ρref)g = -βρref(T-Tref)g               (2.2)

제 2 절 에너지 방정식 및 고화 모델 

  용융물의 고화와 같은 상변화를 수반하는 열전달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Voller[19]의 source-based법을 사용하 다. 이 방법은 고체와 액체가 공존하는 

경우에 고정된 격자를 사용하며 상이 변하면서 발생하는 잠열을 원천항으로 처

리함으로써 상변화를 쉽게 처리하는 방법이다. 상변화가 일어나는 경우 엔탈피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H(T) =
⌠
⌡

T

Tref
CpdT+ f l(T)L= h+ΔH              (2.3)

여기서 f l은 수치 셀의 체적에 대한 액체의 분율(liquid fraction)이고 L은 상변

화 잠열을 나타낸다. 현열( h)과 잠열( ΔH)을 포함한 엔탈피 H로 표현된 에너지 

방정식은 식(2.4)와 같다.

                    
∂
∂t
(ρH)+

∂
∂x i
(ρuiH)=

∂
∂x i
(k
∂T
∂x i
)                (2.4)

 
∂
∂t
(ρCpT)+

∂
∂x i
(ρuiCpT)=

∂
∂x i
(k
∂T
∂x i
)-[ ∂∂t (ρΔH)+

∂
∂x i
(ρuiΔH)]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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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2.5)에서 우변의 중괄호 안에 있는 항이 상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엔탈피 변화

량이다. 

                 f l = {
1                Tl<T

(T-Ts)/(Tl-Ts)   Ts<T<Tl
0                T<Ts

            (2.6)

액분율 f l은 고체상에서 0, 액체상에서 1의 값을 가지며, mushy 역에서는 식

(2.6)과 같이 액상온도( Tl)와 고상온도( Ts)을 이용한 무차원 값으로 표현된다. 

고화된 역에서의 속도 성분은 0이 되며 수치적으로 운동량방정식에서 다공매

질의 운동량 감쇠항으로 처리한다. 

                            
As=C

(1-f l)
2

f
3
l+b                          (2.7) 

상수 C는 morphology와 관련된 값이며 b는 0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막기위한 값

으로 각각 C=1.6×10
6
과 b=1×10

-3
을 사용하 다.  

제 3 절 2-방정식 난류 모델

  2-방정식 모델은 난류 와점성계수를 구하기 위하여 2개의 난류 모델 방정식을 

푼다. Launder, Spalding[20]의 표준 k-ε  방정식, Wilcox[21]의 k-ω  등이 여기

에 속한다. 

난류모델 방정식은 일반적인 수송방정식의 형태로 다음과 같이 적분형으로 표현

할 수 있다.

      
∂
∂t
⌠
⌡Ω
ρφrdΩ+ ⌠⌡○ρφV‧rdA = 

⌠
⌡○Γφ∇φ‧ rdA+

⌠
⌡Ω
SφrdΩ       (2.8)

식(2.8)에서 φ는 표준 k-ε  모델에서는 k와 ε이고, Wilcox의 k-ω모델에서는  

k와 ω이다.  일반적으로 2-방정식 난류모델은 그 형태가 비슷하며 경계조건과 

원천항에서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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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 k-ε  모델

  표준 k-ε에서 변수 φ는 난류유동에너지 k와 난류윤동에너지 소산율 ε이고 난

류 와점성계수 μ t는 식(2.9)로 표현된다.

                             μ t=Cμρk
2
/ε                              (2.9)

그리고 난류확산계수는

                      Γ k= μ+
μ t
σ k , 

Γε = μ+
μ t
σε                    (2.10)

로 주어진다. 대류와 확산을 제외한 난류유동에너지 k와 난류윤동에너지 소산율 

ε의 생성 및 소멸은 원천항에 포함되며 식(2.11)로 표현된다.

       Sk= Pk+Gk- ρε,  S ε =
ε
k
(C ε1Pk+C ε3Gk )-C ε2ρ

ε
2

k         (2.11)

Pk는 난류운동에너지의 생성률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Pk= -ρ ui'u j'
∂ui
∂x j

= μ t(
∂ui
∂x j
+
∂uj
∂x i
)
∂ui
∂x j
-
2
3

∂uk
∂xk
(μ t
∂uk
∂xk
+ρk)δ ij  (2.12)

우변의 두 번째 항은 압축성유동일 때만 첨가한다.

비압축성 3 차원 유동인 경우 위의 생성률을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Pk= μ t[2(u

2
x+v

2
y+w

2
z)+(uy+vx)

2
+(uz+wx)

2
+(vz+wy)

2
]
     (2.13)

참고로 2 차원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Pk=

ꀊ

ꀖ

ꀈ

︳︳︳

︳︳︳

μ t[2(u
2
x+v

2
y)+(uy+vx)

2
],                    forplane

μ t[2(u
2
x+v

2
y+(

v
y
)
2
)+(uy+vx)

2
],  forx-axisymmetric

μ t[2(u
2
x+v

2
y+(

u
x
)
2
)+(uy+vx)

2
],  fory-axisymmetric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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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는 부력에 의하여 발생하는 난류에너지 생성률로 온도구배와 중력가속도의 내

적 표현된다.

                           Gk=β
μ t
Pr t

∇T⋅g                       (2.15)

여기서 Pr t는 난류 Prandtl수로 0.9를 사용한다. 그리고 표준 k-ε  난류모델에서 

사용된 상수 값은 다음과 같다. 

      C ε1=1.44, C ε2=1.92, C ε3=1.44, Cμ=0.09, σ k=1.0, σε=1.3

표준 k-ε  난류모델은 고레이놀즈수 모델(high-Reynolds number model)이라 부

르며 벽면등과 같이 경계층에 의해 레이놀즈수가 낮은 역에서는 벽법칙

(wall-law)을 사용한다. 즉 벽면 근처에서의 무차원 속도분포는 벽함수(wall 

function)로 알려진 다음과 같은 속도분포를 가정한다.

                   
u
+
={

y
+
,           y

+
≤11.6

1
κ
ln (Ey

+
),   y

+
> 11.6                   (2.16)

,여기서  u
+=

u
u τ , 

y
+
=
ρu τy

μ , u τ=
τw
ρ , κ=0.4187  이다.

벽면근처에서 ε방정식의 대류항과 확산항을 무시하면 u τ=C
1/4
μ k

1/2을 얻을 수 있

다. 

운동량방정식과 에너지 방정식은 벽면에서 전단력과 열속을 다음의 식으로 처리

하게된다.

           Tw=μw
V 0-Vw
δn

Aw  ,  qw= kw
T 0-Tw
δn

A             (2.17)

δn은 벽면에 이웃하는 셀의 중심에서 벽면까지 수직거리이다. μw, kw은 벽면에

서 유동조건에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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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성저층(viscous sublayer): y+≤11.6  

                               μw=μ

                               kw= k                                 (2.18)

완전난류 역(fully turbulent layer): y+> 11.6  

                      
μw=

ρu τδn

u
+ =

ρC
1/4
μ k

1/2
δn

1
κ
ln(Ey

+
)                     (2.19)

kw=
μCp
Pr t

y
+

1
κ
ln (Ey

+
)+P(

Pr
Pr t
) , P(

Pr
Pr t
)=0.9(

Pr
Pr t
-1)(

Pr
Pr t
)
-1/4

  (2.20)

벽함수를 이용하여 얻어진 벽면근처의 난류에너지 생성률은 

                               Pk=|τw|
C
1/4
μ k

1/2

κδn                      (2.21)

이고, 벽면에 인접한 셀의 난류윤동에너지 소산율 ε은 다음 값으로 고정된다.

                                ε=
C
3/4
μ k

3/2

κδn                         (2.22)

2. Wilcox의 k-ω  모델(1998년)

  Wilcox의 k-ω에서 변수 φ는 난류유동에너지 k와 ω(= ε/k)이고 난류 와점성계

수 μ t는 식(2.23)으로 표현된다.

                                μ t=ρk/ω                            (2.23)

 

그리고 난류확산계수는

                    Γ k= μ+ σ
*
μ t  ,  Γω= μ+ σμ t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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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주어진다. 대류와 확산을 제외한 난류유동에너지 k와 ε/k인 ω의 생성 및 소

멸은 원천항에 포함되며 식(2.25)로 표현된다.

              Sk= Pk+Gk- ρβ
*
kω  ,  Sω = α

ω
k
G-βρω

2
           (2.25)

 

그리고 Wilcox의 k-ω(1998) 난류모델에서 사용된 상수 값은 다음과 같다. 

   α=
13
25 , β=β0f β,  β

*
=β

*
0f β*, σ=

1
2 , 
σ
*
=
1
2 , 
β
*
=
9
125         (2.26)

                  f β=
1+70χω
1+80χω , 

χω= |
Ω ijΩ jkS ki

(β
*
0ω)

3 |, β*0= 9
100

                  
f β*=

1+680χ
2
k

1+400χ
2
k
, χ k= max[0,

1

ω
3
∂k
∂x j

∂ω
∂x j
]

3. 저 Reynolds수 k-ε  모델

  저 Reynolds수 k-ε  모델은 벽면 근처의 저 Reynolds수 역(점성저층)까지 계

산이 가능하도록 표준 k-ε  모델을 수정한 것으로 대표적인 저 Reynolds수 k-ε

에는 Jones-Launder 모델, Launder-Sharma 모델, Lam-Bremhorst 모델, Chien 

모델 등이 있다. 이 모델의 특징은 벽면까지 적분하여 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난류 열유동 문제를 표준 k-ε  모델보다 더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

으나 여전히 역압력구배의 유동에 대해 취약할 뿐 아니라 원천항의 비선형성으

로 인하여 수치계산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LILAC- meltpool은 벽면의 수직거리

를 사용하지 않는 Launder-Sharma[33] 모델을 사용한다.  

표준 k-ε  모델과 마찬가지로 변수 φ는 난류유동에너지 k와 난류운동에너지 소

산율 ε이고 난류 와점성계수 μ t는 식(2.27)로 표현된다.

                           μ t=C μfμρk
2
/ε                            (2.27)

난류확산계수는 표준 k-ε과 같으며 원천항은 다음과 같다. 

         Sk= Pk+Gk- ρε+Dk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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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ε =
ε
k
( f 1C ε1Pk+C ε1Gk )- f 2C ε2ρ

ε
2

k
+E ε       

         Gk=
μ t
σ t
βg․∇T  , Dk=2μ

∂ k
∂x i

∂ k
∂x i  ,

E ε=2μ
μ t
ρ

∂2ui
∂x j∂x k

∂2u i
∂x j∂x k

Launder-Sharma 모델에서 사용된 상수와 감쇠함수는 아래와 같다.

     C ε1=1.44, C ε2=1.92, C ε3=1.44, Cμ=0.09, σ k=1.0, σε=1.3     (2.29)

     fμ= exp ( 3.4
1+Ret/50 ), f 1=1,  f 2=1-0.3exp (-Re2t )

벽면에서 k,ε의 경계조건은 0이 된다. 한편 벽면에서 용융물의 고화에 의해 피

막층이 형성되면 고화 및 mushy 역에서 난류에 의한 와점성계수를 감쇠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Shyy등[34]이 사용한 방법으로 μ t를 수정한다. 

                            μ t=Cμfμ g lρk
2
/ε                         (2.30)

여기서 gl은 고화모델에서 얻어지는 액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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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수치 해법 

제 1 절  비정렬격자 유한체적법

  편미분 방정식을 이산화하는 방법 중에 보존법칙을 가장 잘 만족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한체적법은 격자의 구성에 따라 정력격자 혹은 비정렬격자 유한체적법 

구분할 수 있다.  

1.  격자의 종류 

  정렬격자(structured grid) : 격자점을 잇는 선이 해석 역 내부에서 끊어짐

이 없이 연속적인 격자로, 2차원에서는 2방향(ξ, η)의 격자선으로 이루어지고 3차

원에서는 3방향(ξ, η, ζ)의 격자선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특이점에서는 2개 혹

은 3개의 격자선이 하나로 합쳐질 수 있다. 결국 2차원에서는 사각형의 셀이 만

들어지고 3차원에서는 육면체의 셀이 만들어진다. 한편 복잡한 역에 대해서 하

나의 블록으로 구성된 격자를 생성하기 힘든 경우에는 역을 여러 개로 나누어 

각각의 역에서 정렬격자를 생성하는 다중블록(multi-block) 격자를 구성할 수 

있다. 이 다중블록 격자는 한 블록 내에서는 정렬격자이지만 블록과 블록은 정렬 

혹은 비정렬로 구성할 수 있다.    

 비정렬 격자(unstructured grid) : 격자점 간의 연결에 특별한 규칙이 없이 생

성된 격자로 삼각격자, 사각격자, 혼합격자, 임의형상 격자 등 격자 생성법에 따

라 여러 모양의 격자가 있을 수 있다. 격자점의 번호메김(numbering) 매우 임의

적이나 이산화방정식의 메트릭스 밴드 폭(band width)을 줄이기 위하여 되메김

(renumbering)으로 격자점을 재정렬할 수 있다.  

       

Fig. 3.1 Node numbering for (a)structured grid, (b)unstructured g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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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Comparison of structured grid and unstructured grid

structured mesh unstructured mesh

cell type quad, hexa
tri, quad, tetra, prism, pyramid, 

hexa, arbitrary cell

node connectivity directionally connected arbitrarily connected

mesh generation TFI, Poisson eq. et al.
Delaunay, advancing- front, 

stacking, quadtri, octri 

2.  유한체적법

  적분형의 지배방정식을 격자의 최소단위인 검사체적에 대해 면적적분(선적분)

을 통해 해를 구하는 유한체적법은 변수의 저장위치에 따라 셀 중심(cell- 

centered), 격자점 중심(vertex-center), 그리고 셀-격자점(cell-vertex)법 등으로 

나뉘어진다.

셀 중심법(cell-centered method) : 격자생성에서 만들어진 기본 셀을 검사체

적으로 사용하고 해를 셀의 도심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유한체적법에서 가장 많

이 사용한다. 셀 적분의 최소단위인 검사면은 그 셀의 면이 되므로 기하학적으로 

매우 단순하다. 그리고 해석 역의 경계는 면요소로 구성되므로 특이점이 존재하

지 않는 장점이 있다.

격자점 중심법(vertex-center method) : 격자점에 해를 저장하고 그 격자점을 

중심으로 새로운 검사체적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검사체적을 구성하는 방법에 따

라 적분법도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셀의 중심과 면의 중심, 모서리의 중심

을 연결하여 검사체적을 구성하는 메디안법이 많이 사용된다. 정렬격자에서는 셀 

중심법과 격자점 중심법의 차이는 단지 경계조건을 처리하는 위치가 달라지는 

것이나, 비정렬격자에서는 검사체적의 수 검사면의 수 등 많은 차이가 있다. 2차

원 삼각격자에서 삼각형 셀의 수는 격자점 수의 2배(경계에서의 향을 무시)이

고 모서리 수는 격자점의 3배이므로 셀 중심법은 격자점 중심법에 비해 2배나 

많은 검사체적을 사용하게 된다. 반면 검사면은 격자점 중심법이 평균 6개로 3개

인 셀 중심법  의 2배나 많아진다.            

셀-격자점법(cell-vertex method) : 셀-격자점법은 셀을 검사체적으로 사용하

되 해를 검사체적의 중심에 저장하지 않고 격자점에 저장하는 방법이다. 셀면이 

바로 검사면이 되기 때문에 격자점에 저장된 해를 이용하여 면 중심으로 내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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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격자의 비직교성과는 무관하게 되므로 매우 정확한 적분이 가능하게된

다. 그러나 이렇게 구한 셀 중심에서의 residual을 셀의 꼭지점으로 재분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a)                                (b)

                  

                  (c)

Fig. 3.2 Construction of control volumes and location of solution variables, 

(a)cell-centered, (b)vertex-centered, (c)cell-vertex method

Table. 3.2 Comparison among cell-centered, vertex-centered and cell-vertex 

methods.

cell-centered vertex-centered cell-vertex

control volume mesh cell dual mesh mesh cell

location of solution 

variables
barycenter of cell vertex vertex

quadrature face cell face face of dual cell cell 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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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격자 연결 자료

  정렬격자에서는 기본적인 정의에 의해 어느 임의의 셀에 대해 이웃하는 셀의 

번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격자의 연결자료에 대한 특별한 정보가 없이도 유한체

적법을 적용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mis-matched periodic 경계조건이 블록간의 

경계에서는 정렬격자에서도 격자 연결자료를 필요로 한다. 반면에 비정렬격자는 

모든 셀에 대해 이웃하는 셀, 꼭지점, 모서리, 면 등의 정보를 필요로 한다. 

격자의 구성 요소는 점(vertex), 선(edge), 면(face), 셀(cell) 등이며 이들은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다. 이 연결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격자 연결 자료이

다. 

vertex-to-vertex : v1,v2,v3,v4,v5,v6,v7        

vertex-to-edge   : e1,e2,e3,e4,e5     

vertex-to-face   : for 3-dimension  

vertex-to-cell    : c1,c2,c3,c4,c5

edge-to-vertex  : v1,v2

edge-to-edge   : e1,e2,e3,e4,e5,e6,e7,e8,e9

edge-to-face    : for 3-dimension

edge-to-cell    : c1,c2

face-to-vertex  : for 3-dimension

face-to-edge    : for 3-dimension

face-to-face    : for 3-dimension

face-to-cell     : for 3-dimension

cell-to-vertex : v1,v2,v3

cell-to-edge   : e1,e2,e3

cell-to-face   : for 3-dimension

cell-to-cell    : c1,c2,c3

Fig. 3.3 Data structures for mesh conne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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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은 2차원에서는 면 요소가 셀이 되기 때문에 면요소를 제거하고 각 요

소간의 연결자료를 설명한 것이다. 3차원에서는 element(혹은 volume)가 셀이 되

며 위의 모든 연결자료를 생성할 수 있다.

그러나 유한체적법이 위의 모든 격자 연결 자료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프

로그램으로 구현된 알고리즘에 따라 필요한 자료만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참

고로 비정렬 격자 생성이나 격자 적응(h-refinement)에서는 유한체적법보다 더 

많은 격자의 연결자료를 필요로 한다. 

4. 셀중심 유한체적법

  셀중심 유한체적법은 모든 종속변수(solution variables)를 셀의 중심에 저장하

고 셀의 면을 따라 적분을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기하학적 자료(geometric 

data)가 필요하다.

ncells = number of cells(control volumes)

nfaces = number of faces

nverts = number of vertices

x(1:nverts), y(1:nverts), z(1:nverts) : coordinates of vertices

volume(1:ncells) : volumes of cells

xc(1:ncells), yc(1:ncells), zc(1:ncells) : coordinates of cell centers

xf(1:nfaces), yf(1:nfaces), zf(1:nfaces) : coordinates of faces 

nx(1:nfaces), ny(1:nfaces), nz(1:nfaces) : unit normal vector of faces

sa(1:nfaces) : areas of faces

셀의 체적과 중심의 좌표 등은 위와 같이 cell-list에 저장되고, 면 중심과 면 벡

터(area vector) 등은 face-list에 저장된다.

일반적인 적분형 수송방정식은 비정상항, 대류항, 확산항, 원천항 등으로 구성되

어 있고 각각의 항에 대해 적분하는 방법과 필요한 격자자료도 달라진다.

            
∂
∂t
⌠
⌡Ω
φρdΩ+⌠⌡○φρV dA=

⌠
⌡○Γ∇φdA+

⌠
⌡Ω
SdΩ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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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항과 원천항은 정렬격자에서 사용하는 알반적인 방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
⌡○φρV dA≈∑f

(φρV⋅n A) f=∑
f
φ fJ fAf                  (3.2)

대류항은 검사면에서 변수 φ의 결정 방법에 따른 많은 수치기법이 존재하며 정

렬격자에서 개발된 이런 대부분 수치기법들은 비정렬격자에 바로 적용이 가능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들이 있다. 낮은 정확도의 기법들은 검사면 죄우의 셀에서 

내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비정렬격자에 적용할 수 있으나 2차의 상류도식

(upwind scheme), QUICK, TVD 등은 비정렬격자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적용

하기도 한다. 

먼저 1차의 상류도식을 비정렬격자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Fig. 3.4 Schematic for flux calculation on a cell face

임의의 검사면에서 1차 상류도식으로 대류 유속은 다음 식으로 표현된다.

                 φ fJ f= max(J f,0)φ0+min(J f,0)φ1                     (3.3)

Cell-list의 Do-loop를 이용해서 플럭스를 적분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cell-to-face cell-to-cell의 격자 연결 자료가 필요하며 한 면에 대하여 두 번씩 

플럭스를 구해야하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 face-list do-loop는 한 면에서 플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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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하여 왼쪽 셀의 residual에는 더하고 오른쪽 셀의 residual에는 빼주는 식으

로 하면 각 검에서 한번의 플럭스 계산으로 충분하다.

! explicit formulation

do iface=1,nfaces

   cell0 = f_cell(1,iface)

   cell1 = f_cell(2,iface)

   Jf = mflux(iface) 

   cflux = max(Jf, 0)*phi(cell0) + min(Jf, 0)*phi(cell1)

   resid(cell0) = resid(cell0) + cflux

   resid(cell1) = resid(cell1) - cflux

end do 

! implicit formulation

do iface=1,nfaces

   cell0 = f_cell(1,iface)

   cell1 = f_cell(2,iface)

   Jf = mflux(iface) 

   Ae(iface) = Ae(iface) + min(Jf, 0)

   Aw(iface) = Aw(iface) - max(Jf, 0)

end do 

Fig. 3.5 Pseudo program of surface integral

제 2 절  지배방정식의 이산화

  수치계산 역은 임의 모양의 셀로 구성되며 각각의 셀이 바로 검사체적이 되

고 압력과 속도성분을 모두 셀의 중심에 저장하는 셀중심 유한체적법을 사용하

다. 각 셀은 여러 개의 면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면의 중심에서 플럭스를 계산

하여 적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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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 Control volume and geometric vectors  for discretisation             

   

1.  대류항의 이산화 

  셀의 각 검사면에서 질량유량 J f를 이용하여 대류항을 다음과 같이 이산화 형

태로 표현할 수 있다.   

                             J f=(ρV⋅A ) f

                   
⌠
⌡φ (ρV⋅dA ) ≈ ∑f

φ fJ f= ∑
f
C f                   (3.4)

적분면 상에서의 φ f를 구하는 방법에 따라 크게 저차(lower-order)와 고차

(higher-order)의 정확도를 가지는 기법으로 나뉘어진다. 저차 정확도 기법에는 1

차 상류(1st-order upwind), power-law, hybrid 등이 있으며, 고차 정확도에는 2

차 상류(2nd-order upwind), 2차 중앙차분(2nd-order central) 등 2차 이상의 기

법들이 포함된다. 저차 정확도의 기법은 수치적으로 매우 안정적이나 수치오차를 

많이 발생시킨다. 반면에 고차의 기법들은 매우 정확한 해를 생산하지만 수치적

으로 불안정하다.  이런 고차의 기법들은 물리적인 불연속점에서 발생하는 해의 

진동 막기 위해 TVD(Total Variation Diminishing), NVF(Normalized Variable 

Formulation) 개념을 도입하기도 한다. 

1차의 상류 기법은 셀면에서 J f의 값에 따라  c0 혹은 c1의 값을 갖는다. 이것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21

                φ f=φU=
1
2
[ (φ0+φ1)- sign( J f )(φ1-φ0)]             (3.5)

1차 상류 기법(1st-order upwind scheme):

                C
FU
f = J fφU= max(J f,0)φ0+ min(J f,0)φ1              (3.6)

식(3.6)으로 표현된 대류항은 φ0와 φ1  만의 식으로 이산화된 산술방정식의 계수

로 처리된다. 즉 그 셀면에 대하여-max(J f,0)는 셀 c1의 계수 Aw에 더해지고 

min(J f,0)는 셀 c0의 계수 Ae에 더해진다.

고차의 대류 수치 기법들은 셀면에 이웃한 두 셀(c0, c1)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더 많은 셀에서 해를 이용하여 셀면의 값으로 내삽을 하게 된다. 이 경우 각 셀

의 이산방정식은 주위의 많은 셀과 연결됨으로 산술 방정식의 매트릭스 해를 구

하기가 매우 어렵다. Peric[22]은 이산방정식의 계수는 저차의 기법으로 처리하고 

고차 대류 플럭스와 저차로 계산된 대류 플럭스의 차이를 원천항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이 방법은 SIMPLE 알고리즘과 같이 반복계산법에서 고차와 

저차의 대류플럭스 차이 즉 수정값(correction)을 전단계 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deferred-correction(지연수정)이라 불린다.

             Cf= C
FU
f + [C

HO
f - C

FU
f ]= J fφU+ J f [φH- φU ]           (3.7)

저차의 첫 번째 항을 계수로, 두 번째 항을 원천항으로 처리함으로써 행렬식의 

계수 매트릭스는 계산에 이로운 대각 지배적(diagonal-dominant) 형태가 된다.

2차 중앙차분법((2nd-order central scheme):

                       φH= φCD= wfφ0+(1-wf )φ1                  (3.8) 

여기서 wf= | dr 1|/( | dr 0|+| dr 1| )로 이웃하는 두 셀의 크기가 다른 경우 거리 

가중 내삽을 위한 가중값이다. 일반적으로 수치해석을 위한 격자는 셀면의 중심

과 그 면에 이웃한 두 셀의 중심을 잇는 선이 일치하지 않는 찌그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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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ewness)이 존재한다. 이런 경우에 두 셀의 중심을 잇는 선과 셀면이 만나는 

점에서 정의되는 식(3.8)의 값을 셀면의 중심 값으로 보정하면 찌그러짐이 있는 

격자에서도 2차 정확도를 보장할 수 있다. LILAC-meltpool에서는 다음과 같은 

식을 사용한다.

           φH= φCD=
1
2
[ (φ0+∇φ0‧dr 0) + (φ1+ ∇φ1‧dr 1)]         (3.9)

2차의 중앙차분법은 수치오차가 dispersive하기 때문에 해가 불안정하게 된다. 이

를 막기 위하여 4차의 인공점성항을 첨가하거나 Peric의 혼합(blended) 차분법을 

사용한다.

                         φH= φU+ γ [φCD-φU ]                     (3.10)

식(3.10)은 혼합차분법을 나타낸 것이며 혼합치 γ가 0이면 1차의 상류차분, 1이

면 2차의 중앙차분이 되고, γ가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면 혼합차분이 된다. 일반

적으로 γ는 0.9∼0.99 사이의 값을 사용한다.

2차 상류 기법(2nd-order upwind scheme):

   

φH= φ2U=
1
2 { [1+ sign(J f)](φ0+∇φ0‧dr 0)+[1- sign(J f)](φ1+ ∇φ1‧dr 1)}  

                                                                     (3.11)

2차의 상류 기법은 셀면에서의 유동 방향에 따라 한쪽에서의 값만을 이용하여 

외삽을 한다. 

van Albada의 제한자(limiter)를 사용한 TVD[23]:

             φH= φTVD=
1
2
{ [1+ sign(J f)]φ l+[1- sign(J f)]φ r }        (3.12)

                

φ l= φ0+
s 0
4
[ (1-ks 0 )Δ

-
+ (1+ks 0 )Δ ]

φ r= φ1-
s 1
4
[ (1-ks 1 )Δ

+
+ (1+ks 1 )Δ ]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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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Δ = φ1- φ0,  Δ
-
= 2∇φ0⋅ds-Δ,  Δ

+
= 2∇φ1⋅ds-Δ    (3.14)

s 0 = max {0, 2Δ
-
Δ+ ε

(Δ
-
)
2
+ (Δ)

2
+ ε }, s 1 = max {0,

2Δ
+
Δ+ ε

(Δ
+
)
2
+ (Δ)

2
+ ε }   (3.15)

식(3.13)의 k는 1/3, 식(3.15)의 ε은 0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작은 값

(1×10
-12
)을 사용한다. 식(3.15)의 s 0, s 1을 제한자(limiter)라 부르며 해의 최대, 최

소점에서 0이 된다. 이 TVD 기법은 해의 불연속점에서 φH=φU가 되어 자동적

으로 진동을 막아준다.

NVF(Normailzed Variable Formulation)[24]:

NVF는 NVD(Normalized Variable Diagram)를 이용하여 셀면에서의 유속이 구

속 조건(boundedness criterion)을 만족시키게끔 제한시키는 방법이다.

  for J f> 0          ;  φd=φ0, φ a=φ1, 
φ=1-

φ1-φ0

2∇φ0⋅ds            (3.16)

  for J f< 0        ;  φd=φ1, φ a=φ0, 
φ=1-

φ0-φ1

2∇φ1⋅ds            (3.17)

  for φ≤0  or φ≥1 ;  φNVF=φd                                     (3.18)

  for βm≤φ<1 ;  φNVF=wfφ0+(1-wf )φ1                        (3.19)

  for 0< φ< βm ;  φNVF=φd+γ [wfφd+(1-wf )φa-φd]            (3.20) 

  

식(3.16), (3.17)은 유동 방향에 따라 상류와 하류의 셀을 정의하고 φ의 값에 따

라 식(3.18-20)에 의해 셀면에서의 값 φH이 결정된다. 식(3.18)은 1차 상류차분이

고 식(3.19)는 2차 중앙차분, 식(3.20)은 혼합차분이다. 혼합차분에서 혼합치 γ는 

φ/βm로 φ에 의해 결정되며 상수 βm은 1/10∼1/2의 값을 갖는다.

식(3.16-20)을 다시 고쳐 쓰면 식(3.21-25)가 된다. 식(3.21-25)는 하나의 혼합차

분으로 표현되며 γ 0, γ1  값에 따라 상류차분, 중앙차분, 혼합차분으로 된다.

           φH= φNVF=
1
2
{ [1+ sign(J f)]φ l+[1- sign(J f)]φ r }          (3.21)

                φ l=φ0+γ0 [wfφ0+(1-wf )φ1-φ0]                   (3.22)

                 φ r=φ1+γ1 [wfφ0+(1-wf )φ1-φ1]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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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γ0= max(0,min(φ0/βm,1))⋅max(0,sign(1/βm-φ0/βm ) )    (3.24)

           γ1= max(0,min(φ1/βm,1))⋅max(0,sign(1/βm-φ1/βm ) )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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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 Blending factor for the NVF scheme

Fig. 3.7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NVF 기법은 βm의 값에 따라 중앙차분의 역

이 증감된다. 

2. 해의 구배

  셀 중심에서 해의 구배(gradient) ∇φ는 고차의 대류항과, 원천항의 계산 등에 

필요하다. 이 구배를 구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 첫째 방법은 

국소 좌표변환(local coordinate transform)과 유한차분법을 통하여 얻는 방법으

로 일반적으로 정렬격자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가우스 정리

(Green-Gauss theorem)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φ0 = [
⌠
⌡∇φ0dΩ ]/Ω0= [ ∑φ fAf ]/Ω0

= {∑i [wfφ0+(1-wf )φ i]Ai } /Ω0              (3.26)

이 방법은 격자의 찌그러짐이 심한 경우 수치오차가 발생하는 반면 보존법칙을 

잘 만족시킨다. 세 번째 방법은 최소자승법(Least-square method)을 이용하는 것

이다.  

최소자승법은 이웃하는 두 셀 사이의 변수값의 차이( dφ)를 그 변수의 구배로 표

현( ds‧∇φ)하고 φ x, φ y, φ z를 이웃하는 셀을 이용하여 최소자승으로 구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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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식(3.27)은 2차원에서 최소자승법을 적용하기 위한 식이며 여기서 ∑i 은 셀 

c0의 이웃하는 모든 셀에 대하여 그 값을 더하는 것이다. 셀 c0와 이웃하는 셀의 

중심을 잇는 변위 벡터는 fig. 6에 나타나 있으며 ds i= dx ii+dy ii+dz ii  이다. L, 

L 11, L 12, L 12  등은 격자의 좌표에만 관련된 값으로 고정 격자에서는 변하지 않

는 일정한 값이다. 

                    φ x=∑
i (
L 11dxi+L 12dy i

L )dφ i                        (3.27)

                    φ y=∑
i (
L 12dxi+L22dy i

L )dφ i

            L 11= (∑i
dy idyi)  L 12=-(∑i

dx idy i)  L 22=(∑i
dx idxi)  

            L =(∑i
dx idx i)(∑

i
dy idy i)-(∑

i
dx idy i)(∑

i
dx idy i)

식(3.28)은 3차원에서 최소자승법을 적용하기 위한 식이다.

                 φ x=∑
i (
L 11dx i+L 12dy i+L 13dz i

L )dφ i      (3.28)

                 φ y=∑
i (
L 12dx i+L22dy i+L23dz i

L )dφ i

                 φ x=∑
i (
L 13dx i+L23dy i+L33dz i

L )dφ i

           L 11= (∑i
dy idy i)(∑

i
dz idz i)-(∑

i
dy idz i)(∑

i
dy idz i)

           L 12=(∑i
dx idz i)(∑

i
dy idz i)-(∑

i
dx idy i)(∑

i
dz idz i)

           L 13=(∑i
dx idy i)(∑

i
dy idz i)-(∑

i
dx idz i)(∑

i
dy idy i)

           L22=(∑i
dx idx i)(∑

i
dz idz i)-(∑

i
dx idz i)(∑

i
dx idz i)

           L23=(∑i
dx idz i)(∑

i
dx idy i)-(∑

i
dx idx i)(∑

i
dy idz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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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33=(∑i
dx idx i)(∑

i
dy idy i)-(∑

i
dx idy i)(∑

i
dx idy i)

           

L =(∑
i
dx idx i)[ (∑

i
dy idyi)(∑

i
dz idz i)-(∑

i
dy idz i)(∑

i
dy idz i)]

-(∑
i
dx idy i)[ (∑

i
dx idyi)(∑

i
dz idz i)-(∑

i
dx idzi)(∑

i
dy idz i)]

+(∑
i
dx idz i)[ (∑

i
dx idyi)(∑

i
dy idz i)-(∑

i
dy idyi)(∑

i
dx idz i)]

    

3.  확산항 

  확산항을 이산화하기 위해서는 적분면(셀면)에서 해의 구배 ∇φ f를 알아야한다. 

                
⌠
⌡Γ∇φ⋅dA ≈ ∑f

Γ f∇φ f⋅Af = ∑
f
D f              (3.29)

셀 면에서 ∇φ f를 구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첫 째

는 셀 중심에서 구한 ∇φ를 셀 면의 중심으로 내삽하는 것이다.

                    ∇φ f= wf∇φ0+(1-wf )∇φ1                     (3.30)

이 방법은 선형화하기가 힘들어 수송방정식의 비정상항을 외재적(explicit)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간혹 사용되기도 하지만 셀의 크기가 일정한 균일 격자에서는 

노드의 연결성이 제거되는 decoupling이 발생하여 해의 수렴을 방해한다. 두 번

째 방법은  셀 중심의 값으로부터 격자점에 φ를 내삽하여 얻으면 한 셀 면에서 

ds  방향과 de 방향으로 해의 변화를 읽을 수 있으며 국소좌표 변환을 통하여 

해의 구배 ∇φ f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3차원에서 한 면은 삼격형 이상의 다각

면이며 여기서 2 개만의 방향 벡터을 설정하기가 어려우며 또한 격자점에서 해

를 내삽하는데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세 번째 방법은 ds  방향의 dφ는 사

용하고 ∇φ f의 나머지 성분은 두 셀 중심에서 구한 ∇φ를 거리 가중평균하여 사

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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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sn ˆˆ α−

ŝα
θ

Fig. 3.8 Splitting of unit face normal vector, s= ds/ds, n= A/A.

Fig. 3.8에서 n은 셀면에 수직한 단위벡터이고 s는 두 셀 c0, c1의 중심을 잇는 

직선의 단위벡터이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n은 αs와 n-αs의 두 성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n-α s  벡터가 셀면과 평행하다면 α=1/s⋅n  이 된다. 

                  ∇φ f ‧n = ∇φ f ‧α s+ ∇φ f ‧( n- α s )              (3.31)

식(3.31)은 ∇φ f ‧n를  αs와 n-α s의 두 성분으로 분리한 것으로 우변의 첫 번

째 항을 φ0, φ1를 이용하여 직접 차분하면 식(3.32)와 같이 표현된다.

                ∇φ f ‧n = ∇φ f‧α s+ ∇φ f‧( n-α s)                (3.32)

                   ∇φ f ‧α s = α
(φ1-φ0)

ds

                   ∇φ f= wf∇φ0+ (1 - wf)∇φ1

α=
1

s‧n
=
n‧n

s‧n
=
dsA

ds‧A
‧n  를 식(3.32)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셀면에서의 ∇φ f  

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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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φ f= (φ1- φ0)
A

ds‧A
+ [ ∇φ f- ( ∇φ f‧ds )

A

ds‧A
]         (3.33)

    

A와 ds의 사잇각이 0인 직각격자에서 식(3.33)은 식(3.34)로 나타내어진다. 이 

경우 확산 플럭스는 식(3.34)의 우변 첫 번째 항으로만 이루어져 직각격자에서 

유한차분으로 이산화된 식과 일치한다.

               ∇φ f =
φ1- φ0
ds

n+ [ ∇φ f- ( ∇φ f‧n ) n ]            (3.34)

일반적인 격자에서는 식(3.33)을 사용하여 확산 플럭스 Df를 구할 수 있으며 식

(3.35)와 같다.

      Df= (φ1- φ0)
ΓA

ds‧n
+Γ [ ∇φ f‧Af- ( ∇φ f‧ds )

A

ds‧n
]       (3.35) 

식(3.35)에서 우변의 첫 번째 항(주확산항, main diffusion)은 내재적으로 처리하

고 두 번째 항(엇확산항, cross diffusion)은 원천항에 첨가한다.

4. 비정상항 

  비정상항을 이산화하는 방법으로, 1차 시간정확도를 갖는 Euler 후방차분법, 2

차 정확도의 Crank-Nicholson법 그리고 MAC, Fractional-Step법 등에서 사용되

는 양해법인 Euler 전방차분법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큰 시간 간격에서도 안

정적이며 2차 정확도를 갖는 2차의 후방차분법을 이용한다.  

              
⌠
⌡
∂(ρφ)
∂t

dΩ =
ρΩ
2Δt
(3φ

n+1
-4φ

n
+φ

n-1
)               (3.36)

여기서 우변의 첫째 항은 내재적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두 항은 원천항에 첨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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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산화 방정식

  일반적인 적분형 수송방정식 (3.1)의 비정상항, 대류항, 확산항, 원천항 등을 이

산화 하면 다음과 같은 이산화 방정식을 얻는다.

                       A piφ i + ∑
nnb

j
Anbjφ j = S i                    (3.37)

식(3.37)은 셀 i에 대한 이산화 방정식이다. j는 셀 i의 이웃하는 nnb(number 

of neighbouring cells) 개의 셀이며 계수 Anbj에 의해 서로 연결된다. 정렬격자

에서 nnb는 2차원에서 4, 3차원에서 6으로 고정되어 있으나 비정렬격자에서는 

셀마다 다른 임의의 값을 갖는다. Si는 i  셀의 원천항으로 선형화되지 않은 모

든 값들을 포함한다. x-운동량 방정식에 대한 계수는 다음과 같다.

                 Anbj= min(J f,0)-μ f
Af

ds‧n                          (3.38)

                 A pi=
1
α [-∑

nb

j
a j+

3
2
ρΩ
Δt
+As]

                 

Si= -
∂p
∂x
Ω-βρ ref(T- Tref)gx

-J f [φH-φU]

+μ f [ ∇φ f‧Af- ( ∇φ f‧ds )
Af

ds‧n
]

+[ ∂∂x (μ i
∂u
∂x
)+

∂
∂y
(μ i
∂v
∂x
)+

∂
∂z
(μ i
∂w
∂x
)]Ω

                     

+
ρΩ
2Δt
(4u

n
- u

n-1
)

+(1-α)A piui

여기서 α는 하향 이완계수로 이산화 방정식의 대각 계수 값을 증가시켜 매트릭

스의 조건을 개선시킨다. 식(3.38)의 원천항은 압력, 체력, 고차 대류항의 수정치, 

점성플럭스의 엇확산항, 점성계수에 의한 확산항, 비정상항, 하향이완계수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압력항을 제외한 다른 모든 항들은 입력 파라미터에 의해 제한되

는 값으로 필요에 따라 첨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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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비압축성 유동 수치해법

  비압축성 유동장의 해를 얻기 위해 SIMPLEC 알고리즘을 사용하 다. 먼저 가

정된 압력장에서 운동량방정식을 푼다. 질량보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연속방정

식에서 유도된 압력수정방정식을 풀어 속도의 수정 성분을 얻는다. 속도성분과 

그 외 모든 스칼라량을 셀의 중심에 저장하는 비엇갈림 격자법을 사용한다.

1. 셀 면에서의 속도 

  Harlow, Welch 등[25]은 비압축성 유동장을 해석하기 위하여 MAC 기법을 개

발하면서 엇갈림 격자를 사용하 다. 엇갈림 격자는 셀의 중심에 압력과 스칼라

량을 저장하고 셀 면에 새로운 검사체적을 구성하고 속도 성분을 저장하여 계산

함으로써 압력장의 진동을 막았다. 이런 엇갈림 격자기법은 압력진동을 원천적으

로 제거하면서 비압축성 유동장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직각 격자계에서는 지금

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비직교 정렬격자 혹은 비정렬 격자에서는 많은 

양의 격자 자료를 저장하여야 하기 때문에 복잡한 3차원 유동장 해석에서는 엇

갈림 격자 기법을 사용하기가 매우 복잡하다. 압력과 속도성분을 같은 곳에 저장

하는 비엇갈림격자 기법은 동일한 검사체적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장해야할 격자 

자료를 많이 줄일 수 있어 매우 효율적이나 압력장의 진동을 막기 위한 특별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비엇갈림 격자 기법에서 압력장의 진동을 막기 위해서 

Rhie, Chow 등[26]은 압력의 3차미분항을 셀면의 중앙차분 속도에 더하는 압력

가중내삽법(PWIM)을 사용하 다. Peric등은 셀 면에 이웃하는 두 셀의 운동량방

정식을 내삽하면서 압력구배 항을 셀 면에서 직접 구하는 운동량가중내삽법

(MWIM)을 사용하 다. Majumdar[27]는 하향이완계수의 향을 고려하여 셀 면

에서의 속도를 구하 다. 이러한 PWIM이나 MWIM 기법은 비압축성 및 압축성 

유동 해석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본 저자는 자연대류등과 같이 압력이 

비선형적으로 변하는 문제에서 PWIM, MWIM 기법은 수렴해를 구하는데 문제

점을 야기시킬 수 있음을 알았다. Gu[28]는 체력을 고려하여 MWIM 기법을 수

정하 으나 자연대류 문제에서 벽면 근처의 속도가 물리적으로 타당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여 3차의 속도 미분항을 첨가하 다. Johansson, Davidson 등[29]

은 PWIM의 3차 압력미분항에 계수를 곱하여 그 항의 크기를 줄임으로써 난류

자연대류 문제를 해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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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량가중내삽법(MWIM) :

               
u 0 = H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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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
p

) 0 (
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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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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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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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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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3.39)

Majumdar는 하향이완계수의 향을 고려하여 셀 면에서의 속도를 구하 다.

하양이완계수를 고려한 MWIM :

             
u 0 = H

u
0 - α(

Ω

Aup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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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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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는 체력을 고려하여 MWIM 기법을 수정하 다.

체력을 고려한 MW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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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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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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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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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x
0) 0+(1-α)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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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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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bunb+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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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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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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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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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3.41)

Rhie등의 압력가중내삽법을 비정렬격자와 같이 임의의 셀 면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Rhie-Chow의 PWIM :

           uf=uCD- (
αΩ
Ap
)[ (p 1-p 0)-∇pds]

nx
dn
=uCD-Dp         (3.42)

           uCD=wfu 0+(wf -1)u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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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3.42)의 압력항은 압력의 3차 미분항으로 이산화된 연속방정식에서는 4차의 

압력 미분항으로 작용한다.  이 Rhie-Chow의 PWIM은 중앙차분에 의한 면 속

도에 수치적 압력감쇠항을 더한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 Miettinen[30]은 비엇갈

림 격자에서 셀 면의 속도에 더해지는 압력감쇠항의 크기를 분석하고 벽면 근처

의 셀에서는 이 압력감쇠항의 크기가 이웃하는 두 셀에서 내삽한 속도보다 더 

커지는 것을 발견하 다. 압력감쇠항 Dp가 uCD보다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압력감쇠항의 크기를 제한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uf=uCD-min(C limit,∥
Dp
UCD

∥)∥UCD∥sign(Dp)          (3.43)

여기서 uCD는 중앙차분으로 구한 면 속도의 크기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uCD

는 면에서 이웃하는 두 셀의 중심 거리를 가중하여 구할 수 있으나 격자의 비직

교성이 큰경우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셀의 속도 구배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

다.

                   uCD=
1
2
[ (u+∇udr) 0+(u+∇udr) 1]             (3.44) 

2. 압력수정 방정식

  도가 일정한 비압축성 유동에서 압력장을 푸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

나 여기서는 SIMPLEC에 기반을 둔 압력수정 방정식을 사용하 다.  비정렬격자

에서 이산화된 u-운동량 방정식은 다음과 같은 이산화방정식의 형태가 된다.

                    Ap
u
0u 0 + ∑Anbunb= S

u
0 - (

∂p
∂x
Ω )0               (3.45)

식(3.45)를 풀기 위해서는 정확한 압력을 알고 있어야하나, 가정된 압력 혹은 전

단계의 압력을 사용하면 다음 식을 만족하는 u-속도 성분을 얻게 된다.

                     Ap
u
0u
*
0 + ∑Anbu

*
nb= S

u
0 - (

∂p
*

∂x
Ω )0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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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3.45)에서 (3.46)을 빼면 보정속도 u'에 관한 식을 얻는다. 그리고 u' 0 = u'nb  

라는 SIMPLEC의 가정을 도입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속도수정 방정식을 얻

을 수 있다. 

               
u' 0=

-Ω0

Ap
u
0 + ∑Anb

(
∂p'
∂x
) 0=-d

u
0 (
∂p'
∂x
) 0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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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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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 0             

               
w' 0=

-Ω0

Ap
w
0 +∑Anb

(
∂p'
∂z
) 0=-d

w
0 (
∂p'
∂z
) 0

식(3.47)은 셀 c0에 관한 속도 수정식이며, 셀 면에서의 수정속도는 이웃하는 두 

셀의 값을 평균해서 얻을 수 있다. 연속방정식을 셀 면에서의 수정 질량유량을 

이용해 표현하면 식(3.48)이 된다. 

               ∑J f = ∑J
*
f+ ∑J

'
f = 0.                            (3.48)

               

J'f = ρ f(u
'
fAx+ v

'
fAz+w

'
fAz)

= -ρ f [ duf ( ∂p'∂x ) fAx+ d
v
f (
∂p'
∂y
) fAy+ d

w
f (
∂p'
∂z
) fAz ]    (3.49)

식(3.49)는 셀 면에서 ∇p'을 필요로 하며 식(3.33)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그

러나 압력수정방정식을 풀기 전에는 p'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반복 계산을 하지 

않으면 ∇p'을 얻을 수 없다. 

SIMPLEC와 같은 반복 계산법에서는 p'은 아주 작은 값이며 최종적으로 소거되

는 값이므로 식(3.33)의 두 번째 항을 무시할 수 있다. 

                      ∇p' f ≈ (p' 1- p' 0 )
n

ds‧ n                      (3.50)

  J
'
f= -ρ f [duf

n x

ds‧n
Ax+ d

v
f

n y

ds‧n
Ay+ d

w
f

n z

ds‧n
Az ]×(p' 1 - p' 0)   (3.51)

격자의 찌그러짐이 매우 심한 경우 ∇p'  항을 고려함으로써 좀 더 안정된 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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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을 수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거의 향을 받지 않는다.  식(3.48)에 식 

(3.51)을 대입하면 p'에 대한 이산화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3. 수치해석 알고리즘 

  SIMPLE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정상 및 비정상 유동 해석을 하는 순서도를 

Fig. 3.9에 나타내었다. 정상유동해석은 Δt에 무관하게 내부 반복(Niter)만으로 계

산하고 비정상 유동해석은 매 시간 간격마다 내부반복을 수행한다.  

            

           

         

Fig. 3.9 Flowchart for steady and unsteady SIMPLE algorithm

제 4 절 경계조건

  경계조건에는 입구와 출구 조건 그리고 벽면 조건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입

구와 출구에서는 유동의 상태에 따라 그리고 주어진 조건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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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여야 한다. 비압축성 유동인 경우 입구는 압력을 제외한 속도와 스칼라량

을 고정시키는 속도경계조건과 그 반대로 정체 압력을 고정시키고 속도와 압력

을 외삽하는 방법이 있으며, 출구에서는 질량유량 보존법칙을 이용하는 방법과 

압력을 고정하는 방법이 있다. 벽면에서는 속도를 점착조건에 의해 구하고 압력

을 외삽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이렇게 구하여진 물성치들은 셀 중심 유한체적법

을 이용하는 경우 경계에 놓인 셀면의 중심에 저장한다. 여기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방법을 중심으로 비정렬격자에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할 것이다.

1. 입구 조건    

  입구에서 속도와 온도는 Dirichlet 조건을 사용하고 압력은 Neumann 조건을 

사용한다. 

       

                Vb= Vinlet  , Tb=Tinlet  , pb= p 0                    (3.52)

압력수정방정식에서도 입구는 p'b= p
'
0  로 Neumann 조건을 사용한다.

2. 출구 조건

  출구에서는 모든 물성치를 외삽한다. 그러나 해석 역 전체에 대해 질량유량 

보존법칙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속도를 보정해야한다. 

                  Vb
*
= V 0  , Tb=T 0  , pb= p 0                    (3.53)

식(3.54)는 입구에서 들어오는 질량유량만큼 출구로 나가기 위해서 속도보정량 

V
'이 필요한 것을 나타낸다.

 

           ∑(ρAV ) in=∑(ρAV ) out=∑(ρAV
*
+ρAV

'
) out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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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ˆ
*V

bV

V ′*V

 

Fig. 3.10 Exit velocity correction in order to conserve mass flow.

Fig. 3.10에서 V
*는 셀 c0로부터 외삽한 속도이며 V *는 경계면에 수직한 속도

성분으로 체적유량이다. 출구에 접하는 속도성분은 보존되고 수직한 성분만 V'

에 의해 수정된다. 식(3.54)로부터 속도보정량 V'가 출구면에서 균일하다고 가정

하면 식(3.55)를 얻을 수 있다.

                  V
'
=
∑(ρAV ) in-∑(ρAV

*
) out

∑(ρA ) out                  (3.55) 

결국 Fig. 3.10의 Vb는 식(3.56)으로 표현된다. 

                          Vb = V 0+V
'
n                           (3.56)

3. 벽면 조건

속도 경계조건

벽에서는 점착조건에 의해 대류 플럭스는 존재하지 않으며, 벽면에서의 전단력은  

벽에 이웃한 셀에서의 속도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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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 Control volumes adjacent to boundary face

            

Tw = -μ w
Aw

ds 0‧n
[ V 0- (V 0‧n)n- Vb ]

= [-h 0u 0 +h 0(Vn0nx+ u b )] i

+ [-h 0v 0 +h 0(Vn0ny+ v b )] j

+ [-h 0w 0+h 0(Vn0n z+ wb )] k
             (3.57)

h 0는 점성계수와 기하학적 계수를 곱한 값( μwAw/( ds 0‧n))이며 u 0, v 0,w 0로 표

현되는 항은 Ap에 더하고 나머지 항들은 원천항에 더함으로써 이산화방정식의 

행렬 값을 개선하여 좀더 안정적으로 해를 구할 수 있다. 

μw은 벽면에서의 유효 점성계수(effective viscosity)로 유동 특성에 따라 달라진

다. 층류유동 혹은 난류의 점성저층 역에서는 μw=μ l  이며 완전난류 역에서

는 식(2.19)로부터 μw를 구한다.

온도 경계조건

벽면에서 온도가 주어졌을 때 열속은 이웃하는 셀에서의 온도구배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qb = kw
A

ds 0‧n
(Tb-T 0) + kw [∇T 0‧A- (∇T 0‧ds 0 )

A

ds 0‧n
]

= h 0(Tb- T 0) + S 0
    (3.58)

h 0는 식(3.57)과 마찬가지로 열전달계수와 기하학적 계수를 곱한 값

( kwAw/( ds 0‧n))이며 T 0로 표현되는 항은 Ap에 더하고 나머지 항들은 셀 c0의 

원천항에 더한다. 벽면에 인접한 셀 c0가 직각격자( ds 0//A )인 경우 S 0는 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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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kw은 벽면에서의 유효 열전도계수(effective conductivity)로 층류유동 혹은 

난류의 점성저층 역에서는 kw= k l  이며 완전난류 역에서는 식(2.20)으로부터 

kw를 구할 수 있다. 대류나 복사, 비등과 같은 열 경계조건은 다음과 같이 일반

적인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qb= -q
''
outA= C(T

*
b) - D(T

*
b)Tb                  (3.59) 

여기서 q''out은 벽면에서 제거되는 열속을 나타낸다. 식 (3.58)과 (3.59)를 같게 놓

고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벽면에서의 온도와 열 유량을 구할 수 있다.

                qb =  -
Dh 0
h 0+D

T 0 +
Ch 0 + S 0D

h 0 + D                   (3.60)

                Tb = 
h 0

h 0+D
T 0 +

C- S 0
h 0+D                        (3.61)

일반적으로 벽면에서 제거되는 열속은 벽면 온도 Tb에 대하여 비선형 함수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으며 선형화하는 방법에는 해석적인 방법과 수치적인 방법이 

있다. 

                  q
''
out= f(Tb)= f(T

*
b)+

df
dT
(Tb-T

*
b)                 (3.62)

                  
df
dT
=
f(T

*
b+ε)-f(T

*
b)

ε                           (3.63)

식(3.62)는 q''out을 1차 도함수를 이용하여 선형화하는 방법을 표현한 것으로 1차 

도함수 df/dT는 해석적으로 구하기가 힘든 경우 식(3.63)을 이용하여 수치적으

로 구할 수 있다. 여기서 ε은 매우 작은 값으로 10
-8
∼10

-12
 사이의 값을 사용한

다.

압력 경계조건

 비엇갈림 격자에서는 운동량방정식의 압력 구배 항을 구하기 위하여 모든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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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압력을 알아야 한다. 경계에는 유동 입구와 출구, 벽면 그리고 대칭면 등이 

있다. 입구와 출구에서 압력 경계조건을 사용하는 경우 경계 압력은 정의된 값으

로 고정되지만 속도 경계조건에서는 벽면이나 대칭면과 마찬가지로 내부로부터 

외삽하여 사용한다. 경계에서 압력을 구하는 방법으로는 경계에 접하는 셀의 압

력 값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과 선형 및 포물형으로 외삽하는 방법이 있다. 

Zero-gradient extrapolation:  pb= p 0                                   (3.64)

       0sd
n̂

1sd

0sd

(a)                                      (b)

Fig. 3.12 Boundary presure extrapolation,  (a) linear extrapolation with 

variable gradient at c0, (b)locally one-dimensional linear extrapolation.

비정렬 격자에서 경계압력을 선형적으로 외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 다. Fig. 3.12(a)는 셀 c0의 압력구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다음

과 같이 표현된다.

                            pb= p 0+∇p 0ds 0                          (3.65)

셀 c0에서 해의 구배를 구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경계 b의 값을 포함한 c0의 이

웃한 셀 c1, c4의 값을 이용하여 구한다. 그러나 압력 외삽과 같이 경계 b의 값

을 모르는 경우에는 fig. 3.12a와 같이 상류의 셀만을 가지고 최소자승법으로 c0

에서 해의 구배를 구한다. 벽면에서 격자의 직교성이 높은 경우에는 fig. 3.12b와 

같이 1차원적으로 선형 외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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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b=
p 0x 1-p 1x 0
x 1-x 0                           (3.66)

여기서, x 0=∣ds 0⋅n∣, x 1=∣ds 1⋅n∣

셀 c1은 c0의 꼭지점을 공유하는 모든 셀 중에서 벽면 수직 벡터 n에 대해 방

향코사인( cos (θ)= ds 1⋅n/∣ds 1∣)이 가장 큰 셀을 취한다. 

일반적인 유동 문제에서 벽면의 압력은 0차 혹은 1차의 외삽으로 충분하나 자연

대류에서는 압력이 중력 방향에 대하여 포물형 이상으로 변한다. 즉 자연대류 유

동해석을 위해서는 경계에서 포물형 이상의 압력 외삽이 필요하다. 그러나 벽면

에 격자를 집시킴으로써 차 혹은 선형의 외삽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벽면

에서 압력구배를 부력과 같다고 가정하고 압력을 외삽하여 용융물의 자연대류 

유동을 해석할 수 있다. 즉 벽면에 인접한 셀에서 속도의 크기를 무시하고 압력

구배를 부력항과 같다고 가정한다.

                     ∇po = -βρ ref(To-Tref)g                     (3.67)

벽면에서의 압력은 셀에서의 압력구배를 변위벡터 ds0  와 내적으로 구할 수 있

다.

             pb= p 0 + ∇po‧dr 0 = p 0 - βρ ref(To-Tref)g‧dr 0          (3.68)  

4.  인터페이스

층간경계 즉 인터페이스에서는 두 개의 이웃하는 셀에 의해서 속도값이나 전단

력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직각격자에서 인터페이스가 x-축에 평행한 경우 경

계조건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

                  (μ
∂u
∂y
) 0 = (μ

∂u
∂y
) 1  , vb = 0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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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sd

A

1sd

Fig. 3.13 Control volumes adjacent to interface face 

 

경계 착 격자(비직교 격자)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비정렬 격자에서는 인터페이

스에서 두 셀 중심을 잇는 벡터가 엔터페이스와 직교하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

은 단순한 1차원적인 식을 사용할 수 없다.  벽면에서 전단력을 구하는 식을 활

용하면 인터페이스를 기준으로 왼쪽 셀에서 구한 전단력이 오른쪽 셀에서 구한 

전단력과 크기가 같게 놓을 수 있다. 위 식을 수정하여 왼쪽 셀에서의 전단력을 

x-운동량방정식의 성분만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Fx0 = h 0(ub- u 0)+h 0Vn0nx  

                     
h 0 = μ0

A

ds 0‧n                                  (3.70)

마찬가지로 오른쪽 셀에 대하여  x-방향 전단력을 나타내면,

                     Fx1 = h 1(ub- u 1)+h 1Vn1nx

                     
h 1 = -μ1

A

ds 1‧n                               (3.71)

한 면에서 전단력은 서로 반대 방향이므로 Fx0 = -Fx1으로 두고 정리하면 ub와 

Fx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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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x=
h 0h 1
h 0+ h 1

(u 1 - u 0) +
h 1(h 0Vn0nx) - h 0(h 1Vn1nx)

h 0 + h 1        (3.72)

              ub=
h 0u 0+h 1u 1
h 0+h 1

-
h 0Vn0nx-h 1Vn1nx

h 0+h 1                  (3.73) 

인터페이스에서의 전단력을 위 식으로 표현함으로써 인터페이스는 일반적인 내

부의 셀 면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되며 좌우의 두 셀은 계수에 의해 서로 직접 

향을 받는다.   

고체와 유체의 경계 혹은 서로 다른 물질이 만나는 인터페이스에서는 열전도계

수와 비열을 정의할 수 없으며 단지 온도가 한가지 값만을 갖고 열속이 보존된

다는 조건을 사용해야 한다. 1 차원 및 직각격자에서는 조화평균한 열전도계수가 

위의 조건을 만족하지만 일반격자에서는 격자의 비직교에 의한 교차 확산항을 

고려해 주어야한다.     

q b0 = k 0
A

ds 0‧n
(Tb-T 0) + k 0[∇T 0‧A- (∇T 0‧ds 0 )

A

ds 0‧n
]

= h 0(Tb- T 0) + S 0
       (3.74)  

qb1 = k 1
A

ds 1‧(ꠀ n)
(Tb-T 1) + k 1[∇T 1‧(ꠀA) - (∇T 1‧ds 1 )

A

ds 1‧(ꠀ n)
]

= h 1(Tb- T 1) + S 1
    

                                                                     (3.75)

qb0는 인터페이스의 왼쪽 셀에서 A 방향의 열속이며 qb1은 오른쪽 셀에서 ꠀA 

방향의 열속이므로 q b0 = -qb1이 된다. 

                h 0(Tb-T 0) + S 0 = h 1(T 1-Tb) - S 1               (3.76)  

위 식을 정리하면 인터페이스에서의 온도를 구할 수 있다.

                 Tb = 
h 0T 0 + h 1T 1
h 0+ h 1

-
S 0 + S 1
h 0+ h 1                    (3.77)

                  qb = 
h 0h 1
h 0+ h 1

(T 1 -T 0) -
h 0S 1 - h 1S 0
h 0+ h 1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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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간극 냉각 모델

  하반구에 재배치된 용융물은 온도차이에 의한 자연대류와 고화과정을 거치면

서 냉각된다. 용융물은 압력용기 내의 냉각수와 재료적 특성 등으로 인하여 탄소

강으로 이루어진 반구와 완전한 융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용융물이 냉각 수

축되면서 열팽창을 하는 하반구의 내부 표면 사이에 간극이 형성된다. 간극형성 

메커니즘은 현재 해석 코드에 모델링되어 있지 않으며 단순히 입력 시각에 입력

한 크기의 간극이 완성되게 되어있다. 반구 내부면과 용융물 피막층 사이에 간극

이 형성되면 간극 입구로부터 냉각수가 침투되어 고온의 반구 내면과 피막층 표

면으로부터 비등에 의한 냉각이 이루어진다. 

     

gj fj

Fig. 3.14 Schematic for the cooling of molten core in a pressure vessel.

Fig. 3.14는 압력용기 내에서 노심 용융물의 냉각에 대한 개략도를 나타낸다. 용

융물의 가장자리에서 피막층이 형성되어 있으며 간극을 통해 냉각수와 증기가 

유입 유출하고 상부 표면은 냉각수에 의해 냉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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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극내 냉각수 침투깊이

  간극 입구에서 공급되는 냉각수 유량은 배출되는 증기와 상호작용을 하며 냉

각수 침투 깊이는 이 CCFL 현상에 의해 결정된다.

간극 내에서 가열면( Ah)은 압력용기의 안쪽 면과  용융물의 고화된 표면으로 이

루어져있다. 이 가열면에서 비등에 의한 열전달은 다음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q
''
Ah= mhfg= ρ gj gAgaph fg                     (3.79) 

즉 발생된 증기가 배출되는 간극의 입구에서의 증기 속도는 가열면에서 공급되

는 열속으로 표현된다. 간극 입구로 유입되는 냉각수 공급량이 증기 배출량보다 

적으면 간극은 시간에 따라 건조되어 가며, 반대로 냉각수 공급량이 증기 배출량

보다 많으면 간극으로 냉각수가 더 침투한다. 냉각수와 증기의 질량유량이 같은 

점에서 간극내는 질량이 보존되는 준정상상태에 도달한다.

                           ρ gj gAgap= ρ f j fAgap                        (3.80)

간극 입구에서는 냉각수와 증기의 유동방향이 서로 반대인 대향류를 형성하며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된다. 액상과 기상의 유체가 서로 반대방향으로 흐를 때 액

체와 기체의 유속은 상호작용에 의해 제한을 받게되며 Wallis는 실험을 통해 다

음과 같은 식을 제시하 다.

        j*g+m j*f = C  , 
j*g= j g

ρ g
gDΔρ ,  

j*f = j f
ρ f
gDΔρ           (3.81)

Koizumi등은 수직관의 직경을 변화시켜가면서 CCFL을 측정하 으며 그 실험 

값을 Wallis의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간극의 크기에 따른 m과 c 값을 얻

을 수 있다.

      m=0.671/(1000×s+0.917), C=0.6/(1000×s+3.0)+0.2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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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mj fg =+ **

ffgg jj ρρ =

Fig. 3.15 Diagram to show Counter-Current Flow Limited boiling in a gap

Fig. 3.15는 식(3.80)과 (3.81)을 도식적으로 표현한 그림이다.  식(3.80)의 점 O와 

점 A 사이에서는 CCFL이 발생하지 않고 비등에 의해 제거된 양만큼 충분히 간

극 입구로부터 냉각수를 공급받을 수 있다. 점A에서는 식(3.80)과 (3.81)이 만나

는 점으로 CCFL 발생 점이 된다. 만약 가열면에서  점 B만큼 비등이 된다면 간

극내 냉각수가 줄어들지 않으려면 ( j f)B만큼 냉각수가 공급되어져야 하지만 

CCFL에 의하여 점 B는 점 C로 이동하게된다. C 점에서는 증기 발생량만큼 냉

각수가 공급되지 못하여 간극내 냉각수 침투깊이가 줄어들거나 비등열속이 줄어

들어 다시 점 A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A 점에서의 증기 배출속도 j g는 식(3.80)

과 (3.81)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j g=

C
2
ρ ggΔρD

ρ g(1.+m
4
ρ g/ρ f)

2                      (3.83)

Maruyama등은 식(3.83)을 이용하여 간극내 냉각수 침투깊이를 결정하 다. 그러

나 이 식은 수직관에 대한 CCFL 상관식을 이용하 기 때문에 반구형의 용융물 

풀에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한편 Park등은 반구형 간극에서의 임계열속 실험에서 다음과 같은 상관식을 개

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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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CHFG=

ρ gh fg

4 ρ
2
g

gσ(ρ f-ρ g)

0.1042

1.+0.1375(ρ g/ρ f)
0.21
(D/s)

(
π
α
)
-0.332 ln s+1.7

 (3.84)

식(3.79)와 (3.84)를 이용하면 반구형 간극에서 CCFL에 의한 j g를 얻을 수 있다.

             ( j g)CCFL=
Ah

ρ gh fgAgap
q''CHFG=

q
''
CHFG

ρ gh fg
⋅
h
s               (3.85)

용융물의 깊이에 따른 가열면의 면적( Ah)은 2πDh이며 간극 입구의 단면적( Agap)

은 πDs이다.

냉각수의 침투깊이는 가열면의 표면온도와 비등곡선을 이용하여 구한다. 각도 θ

까지 적분한 비등열량이 생성할 수 있는 증기의 배출속도 j g가 ( j g)CCFL과 같아

지면 그 지점이 냉각수의 침투 깊이가 된다. 

                         j g=
∑
θ

i
(q''A) i

ρ gh fgAg
= ( j g)CCFL                   (3.86)

          

θ
α

Fig. 3.16 Definitions of pool geometry for gap cooling model.

현재까지 반구형 간극 내에서 핵비등, 막비등을 포함하는 완전한 비등곡선에 대

한 자료가 없으므로 일반적인 수조비등에서의 상관식을 사용하 다. 핵비등 역



47

에서는 Rohsenow의 상관식을 그리고 막비등 역에서는 Berenson의 상관식을 

사용하 으며, 임계열유속은 Monde의 상관식을 이용하 다. 

 

2.  간극 내에서의 열전달

 간극이 형성되는 초기에는 간극 내에 냉각수가 존재하지 않고 증기가 존재한다

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냉각수가 하반구의 정점까지 완전히 침투하지 못한 경우

에도 그 역에서는 비등은 이루어질 수 없으며 단지 증기층에 의한 전도와 두 

가열면 사이의 복사에 의한 열전달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  

                         q''0        q
''
gap         q

''
1

                   T0       Tb0           Tb1       T1 

                                             

Fig. 3.17 Control volumes for energy conservation at a gap

Fig. 3.17은 간극에서의 열전달을 보여주는 것으로 q''1은 고화층에서의 전도에 의

한 열유속, q''0은 반구 내부에서 간극에 인접한 셀에서의 전도 열속을 나타낸다. 

그리고 q''gap는 간극에서 전도와 복사에 의한 열속이다.

        

qgap =
k
s
(Tb1-Tb0)+εσ(T

4
b1-T

4
b0)

=
k
s
(Tb1-Tb0)+εσ(T

*
b1+T

*
b0)(T

* 2
b1+T

* 2
b0 )(Tb1-Tb0)

=hb(Tb1-Tb0)
     (3.87)

이 경우에는 q''0 = q
''
gap= q

''
1이므로 간극에서의 에너지 보존식은 다음과 같이 표

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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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0(Tb0-T 0)+S 0=hbTb1-hbTb0=h 1(T 1-Tb1)+S 1           (3.88)

S 0와 S 1은 격자가 간극면에 대해 직각이 아닌 경우에 발생하는 값으로 직각격

자에서는 0이 된다. 식(3.88)을 정리하여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하면 식(3.89)가 되

고 Crammer 정리를 이용하여 간극 표면에서의 온도를 구할 수 있다.

                [ ](h 0+hb) -hb
-hb (h 1+hb) [ ]Tb0

Tb1
= [ ]h 0T 0-S 0
h 1T 1+S 1            (3.89)

               Tb0=T 0+
hbh 1(T 1-T 0)

D
+
hbS 1-(h 1+hb)S 0

D

               Tb1=T 1+
hbh 0(T 0-T 1)

D
+
(h 0+hb)S 1-hbS 0

D              

     q
''
f =h 0(Tb0-T 0)+S 0=

h 0hbh 1
D

(T 1-T 0)+
h 0hbS 1+hbh 1S 0

D     (3.90)

                         D=h 1(hb+h 0)+h 0hb

식(3.89)에서 구한 간극 표면 온도 Tb0, Tb1을 이용하면 식(3.90)과 같이 간극을 

통해 나가는 열속을 구할 수 있으며, 우변의 첫 번째 항은 이산화방정식의 계수

에 포함되고 두 번째 항은 원천항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간극 내에 냉각수가 침투한 경우는 복사와 비등에 의한 열전달이 이루어진다. 

 Fig. 3.18은 간극 내에서 비등이 일어나는 경우 열전달을 도식적으로 나타낸 그

림이다. Qb0과 Qb1는 간극면에서 비등에 의해 제거되는 열속이고, q
''
gap은 복사만

을 고려하 다.  빗금으로 표시된 오른쪽 검사체적에 대해 에너지 보존식을 쓰면 

다음과 같다.

                  εσ(T
4
b1-T

4
b0)=h 1(T 1-Tb1)+S 1-Qb1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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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t removal by boiling

                                    Qb0  Qb1

                           q''0                    q
''
1

                      T0       Tb0           Tb1       T1 

                                      q''gap

Fig. 3.18 Control volumes for energy conservation at a gap with boiling

왼쪽 검사체적에 대해 에너지 보존식은

                  εσ(T
4
b1-T

4
b0)=h 0(Tb0-T 0)+S 0+Qb0              (3.92)

이다. 복사에 의한 열속을 식(3.87)과 같이 전단계 값으로 선형화하여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하면  식(3.93)이 된다. 

     [ ](h 0+hb) -hb
-hb (h 1+Cb) [ ]Tb0

Tb1
= [ ]h 0T 0-S 0-Qb0

h 1T 1+S 1-Qb1
= [ ]h 0T 0-S

'
0

h 1T 1+S
'
1
  (3.93)

여기서 S'0=S 0+Qb0이고 S
'
1=S 1-Qb1이고 식(3.93)은 식(3.89)와 같은 형태가 된

다.  Crammer 정리를 이용하면 간극 표면에서의 온도와 열속을 구할 수 있다.

(q
''
f ) b0=h 0(Tb0-T 0)+S 0=

h 0hbh 1
D

(T 1-T 0)+
h 0hbS

'
1+hbh 1S

'
0

D
-Qb0(3.94)

           

(q
''
f ) b1=h 1(T 1-Tb1)+S 1=

h 0hbh 1
D

(T 1-T 0)+
h 0hbS

'
1+hbh 1S

'
0

D
+Q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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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Lumped-pool model 

  원자로 압력용기 내에서 냉각수 손실사고에 의해 파손된 핵연료는 debris 형태

로 하반구에 재배치되고 붕괴열에 의해 debris는 하반구에서 용융 풀을 형성할 

수 있다. 이 용융 풀에서 발생하는 붕괴열은 계속적으로 풀의 상부와 vessel의 

표면을 통해 열이 방출되면서 vessel의 건전성을 위협한다. 이와 같은 중대사고 

시에 vessel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원자로 용기를 냉각수에 침수시키는 

외벽냉각이 제안되었으며 외벽냉각 시에 vessel의 열적 거동을 평가하기 위한 방

법이 필요하다. 외벽냉각을 하는 경우에 vessel의 열적 거동을 해석적으로 평가

하는 방법으로 용융 풀의 자연대류와 고화 및 vessel의 열전도를 동시에 해석하

는 방법과 실험 혹은 수치해석으로 얻은 용융 풀의 열전달 상관식을 이용하여 

vessel의 열전달만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다. 용융 풀은 붕괴열에 의한 발열량(∼

1MW/m
3
)이 매우 높아서 높은 Rayleigh수(∼1×10

16
) 의 자연대류를 발생시킨다. 

이로 인하여 실험과 수치계산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현재는 낮은 Rayleigh수에

서 얻은 열전달 값(Nusselt수)을 외삽하여 사용한다. 실험이나 수치계산에서 얻

은 열전달 상관식을 이용하여 용융 풀을 lumpd-pool로 가정하고 vessel의 열전

달만을 수치계산하는 방법은 원자로 용기의 열적 거동을 파악할 수 있는 경제적

인 방법이다. 

 

θ

cdδ

Fig. 3.19 Schematic of the molten pool in a reactor lower head vessel. 



51

1. 용융 풀의 자연대류에 의한 열전달

  Lumped-pool 모델에서는 용융 풀의 자연대류는 모의하지 않고 실험이나 계산

에서 얻어진 상관식을 이용하여 용융 풀의 온도를 계산한다. 용융 풀의 Rayleigh

수는 식(3.95)과 같이 정의된다.

                            Ra=
gβρ

2
Cpq

'''
R
5
1

μk
2                       (3.95)

반구형 풀에서 자연대류에 의한 열전달 계수는 하부면에 대해서 Mayinger[31]의 

상관식을, 상부면에 대해서는 Kulacki, Emara 등[32]의 상관식을 사용하 다.

Mayinger의 상관식: hd,av=0.55(Ra)
0.2 kp
R 1                             (3.96)

Kulacki, Emara의 상관식: hu,av=0.345(Ra)
0.226 kp
H                      (3.97)

그리고 반구의 하부 벽면을 따라 국소 열전달 계수는 Park등의 식을 사용하 다.

   hd(θ)= hd,av (b 1sin
2
θ+b 2), 

b 1=
9.12(1- cosθ0)

8-9cosθ0+ cos3θ0 , b 2=0.24   (3.98)

Lumped된 용융 풀의 온도는 위의 열전달 계수를 이용하여 에너지 보존법칙을 

적용하면 구할 수 있다. 여기서 Tp는 용융 풀의 온도를, Tm은 용융물의 녹는 온

도를 나타낸다.

                q
'''
Vp=Adhd,av(Tp-Tm)+Auhu,av(Tp-Tm)               

                Tp=
q
'''
Vp+(Ad hd,av+Auhu,av)Tm

hd,av+Auhu,av                  (3.99)

용융 풀에서 피막층으로 전달되는 열속은 식(3.100)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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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d=hd (Tp-Tm)                      (3.100)

2. 정상상태에서의 피막층 두께(Equilibrium crust thickness)

               

)( mpd TTh −

wiq ′′

Fig. 3.20 Heat transfer through the crust

피막층내에서 발생하는 붕괴열을 고려한 열전달 방정식은 식(3.101)로 표현된다. 

                        q
''
wi = hd(Tp-Tm)+q

'''
cdδ cd                   (3.101)

vessel 내벽을 통해 나가는 열속은 피막층의 전도에 의한 것이며 그 지점에서 온

도 구배를 계산하기 위하여 피막층 두께의 절반에 대하여 다시 열전달 방정식을 

쓰면 식(3.102)과 같이 된다. 

                  q
''
wi= kcd

dTcd
dz

=
q
'''
cd

2
δ cd+

k
δ cd
(Tm-Twi)           (3.102)

여기서 Twi는 vessel의 내벽 온도를 의미한다.

식(3.101)과 식(3.102)를 등치시키면 다음과 같은 피막층 두께에 대한 2차 방정식

이 만들어진다.

                    
q
'''
cd

2
δ cd+hd(Tp-Tm)-

k
δ cd
(Tm-Twi)=0

                    q
'''
cdδ

2
cd+2hd(Tp-Tm)δ cd-2k(Tm-Twi)=0       (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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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3.103)으로부터 피막층의 두께를 얻을 수 있다.

       
δ cd=

-hd(Tp-Tm)+ [hd (Tp-Tm)]
2+2kq'''cd(Tm-Twi)

q
'''
cd

   (3.104)

식(3.104)로부터 얻은 피막층의 두께를 식(3.101) 혹은 식(3.102)에 대입하면 

vessel 내벽을 통해 vessel로 전달되는 열속을 얻을 수 있으며 이 열속은 LILAC 

코드의 경계조건으로 사용된다.

3. Vessel에서의 열전달

Vessel에서의 열전달은 LILAC 코드로 모의하며 열전도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
⌡○k∇T‧rdA=0                         (3.105)

Vessel의 내벽은 피막층과 접하고 있으며 그 피막층으로부터 주어지는 열속은 

식(3.101)로부터 구해진다. 그리고 외벽은 냉각수에 의한 외벽냉각이 있을 때는 

비등곡선을 이용한 냉각조건을 사용한다.

4. Vessel의 외벽냉각

핵비등(Nucleate boiling):

핵비등 열속은 Rohsenow의 상관식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q
''
nb=[

Cpf

h fgC sfPr
m ]

1/n

/

ꀎ

ꀚ

︳︳︳︳︳

σ
g(ρ f-ρ g)

μ fh fg

ꀏ

ꀛ

︳︳︳︳︳×(T-Tsat )
1/n

      (3.106)

여기서 Csf는 0.013, n은 0.33 그리고 m은 1을 사용한다.

임계열유속(Critical heat flux):

Zuber의 임계열속 상관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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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chf=Khfgρ

1/2
g [σg(ρ f-ρ g)]

1/4
                (3.107) 

식(3.107)에서 Zuber는 K를 π/24(=0.131)을 사용하 고, Kutateladze는 K=0.16±

0.03을 Lienhard는 K=0.149를 사용하 다. El-Genk등[33]은 열전달 표면의 기울

기에 따른 임계열속의 차이를 고려하여 Zuber의 임계열속 상관식을 수정하 다.

                     q
‘’
chf=Cchf (θ) hfgρ

1/2
g [σg(ρ f-ρ g)]

1/4

                     Cchf(θ)=0.034+0.0037θ
0.656
                    (3.108)

식(3.108)에서 θ=0은 하향평판(반구 외벽의 정점)을 θ=90은 수직평판(반구의 최상

부)을 나타낸다. 그리고 Ivey, Morris 등은 냉각수의 과냉각도가 증가하면 임계열

속이 증가하는 것을 보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보정식을 사용하 다.

                q
‘’
chf=Cchf (θ) hfgρ

1/2
g [σg(ρ f-ρ g)]

1/4
[1+BΔT sub]       (3.109)

                 B=0.1(
ρ f
ρ g )

0.75

(
Cpf
h fg )

Vessel 외벽의 기울기 효과를 고려한 다른 임계열속 상관식으로 Theofanous등

[34]의 ULPU 실험 결과가 있다.

               q
''
chf={ 500+13.3θ        θ< 15

o

540+10.7θ    15
o
<θ<90

o                     (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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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 Effect of boiling surface inclination on critical heat flux.

막비등(Film boiling): 

막비등에 의한 열유속은 Berenson의 상관식을 사용한다.

 
q''film=0.425[

g (ρ f-ρ g )ρ gk
3
g

μ gΔT σ/g(ρ f-ρ g)
×h fg (1+0.68CpgΔT/h fg )]×ΔT    (3.111)

그리고 최소 막비등 열속은 Zuber의 상관식으로부더 구한다.

            
q
''
mfilm=0.09ρ gh fg[

σg (ρ f-ρ g )

ρ
2
f ]

1/4

[
ρ f

(ρ f+ρ g ) ]
1/2

         (3.112)

외벽에서 막비등이 발생하는 경우 그 표면 온도는 매우 높기 때문에 복사에 의

한 열전달을 무시할 수 없으며 Bromley는 다음과 같은 복사를 고려한 열전달 계

수식을 제안하 다.

               h=hfilm+0.75hrad  , 
hrad=εσ[

T
4
w-T

4
f

Tw-Tf ]              (3.113)



T = 0.0

T = 1.01

T
=
y

T
=
1.
01

×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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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코드의 검증

제 1 절 2차원 열유동 해석

1. 상부 벽면의 온도가 하부 벽면보다 높은 정사각형 공동 내의   

   자연대류

  일반적으로 두 수직 벽면에 온도차가 있는 경우 고온 벽을 따라 유체는 상승

하 다가 저온 벽을 따라 냉각되면서 하강하는 자연대류 유동을 형성하며, 바닥 

면이 고온이고 상부 벽이 저온인 경우에는 버나드 대류 셀을 형성한다. 그러나 

상부 벽이 고온인 경우에는 부력과 압력 구배가 평형을 이루어 자연 대류가 발

생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셀면에서의 속도를 구할 때 압력 감쇠항과 압력 경계조

건이 해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를 사용하 다. 수직

벽은 y에 따라 온도가 변하며 1% 온도차를 가지고 모든 벽면이 등온이다. Fig. 

4.1은 사용된 41×41의 균일 격자와 경계조건을 보여준다. 

               

Fig. 4.1 Computational mesh and boundary conditions for natural convection 

in a cavity.

먼저 MWIM 방법을 사용한 경우 0차의 압력외삽은 속도장을 완전히 오염시켰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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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식(3.66)의 선형외삽은 벽면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셀에서 속도가 매우 크고 

벽면에 수직한 성분을 갖고 있다.  식(3.68)을 사용하여 벽면의 압력을 외삽한 경

우에는 벽면에 인접한 첫 번째 셀에서는 속도의 크기가 매우 작고 벽면에 평행

하지만 벽면에서 두 번째 셀에서는 역시 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물리적으로 타당

한 값을 갖지 않았다.

(a)                                    (b)

Fig. 4.2 Velocity vectors using momentum weighted interpolation method, 

(a)wall pressure is extrapolated by eq.(3.66), (b)by eq.(3.68)   

 

(a)                                   (b)

Fig. 4.3 (a)Velocity vectors using limited pressure damping, (b)comparison of 

u-velocity at center line x=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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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면에서의 속도를 구할 때 압력 감쇠항을 제한하는 방법(식(3.43))을 사용한 경

우에는 선형 및 식(3.68)의 압력 외삽 모두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벽면에서

의 속도도 물리적으로 매우 타당한 값을 보 다. 압력 감쇠항의 제한 값 C limit은 

0.01로 주었다. Fig. 3b는 x=0.5인 수직선을 따라 u 속도 성분을 81×81의 벽면에 

집시킨 격자에서 얻은 값과 비교한 것으로 41×41의 균일 격자에서도 압력 감

쇠항을 제한함으로써 매우 정확한 해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a)                                     (b) 

Fig. 4.4 Computational mesh, (a)81×81 quad cells, (Δx) min =0.001, 

(Δx) max =0.03, (b)41×41 quad cells, (Δx) min =0.001, (Δx) max =0.07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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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Fig. 4.5 Streamlines and velocity vectors, (a)limited pressure damping on 81

×81 quad cells, (b)limited pressure damping on 41×41 stretched quad cells, 

(c)MWIM on 41×41 stretched quad cells.

비엇갈림 격자법에서 압력장의 진동 혹은 odd-even decoupling을 막기 위하여 

셀면에서의 속도를 구할 때 인공적으로 압력감쇠항을 첨가하는 방법은 압력이 

비선형적으로 변하는 유동장에서는 사용한 격자의 스케일에 민감하다. 격자의 

집도에 따른 해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fig. 4.4에서처럼 성긴 격자와 조 한 

격자를 이용하 다. Fig. 4.5의 (a)와 (b)는 압력 감쇠항을 제한하는 식(3.43)으로 

계산한 결과로 조 한 격자와 성긴 격자에서 구한 결과가 거의 비슷하지만 

MWIM을 사용한 경우 fig. 4.5b와 같이 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속도장을 보

이고 있다.   

2.  2차원 공동의 lid-driven 유동

  2차원 비압축성 공동 유동은 기하학적 형상이 단순한 반면 일정속도로 움직이

는 위쪽 벽면에 의해 1차의 큰 와동이 공동의 중심에 형성되고  모퉁이에서 2차

의 와동이 생성되는 복잡한 유동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수

치기법이나 알고리즘의 검증을 위해 해석되어 왔다. 본 수치해법의 정확도를 파

악하기 위하여 직사각형 격자를 사용하여 Reynolds수를 변화시켜가며 계산하

으며 Ghia등[35]의 수치결과와 비교하 다. Fig. 4.6a는 Reynolds수 10000일 때 

속도장과 유선을 보여주는 것으로 세 모퉁이에서 2차의 와동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오른쪽 아래 모퉁이에서는 Reynolds수 5000부터 3차의 와동이 형성되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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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여 Reynolds수가 10000일 때는 매우 크게 발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Fig. 

4.6b는 Reynolds수에 따라 x가 0.5인 공동 중심에서 u속도 분포를 Ghia의 결과

와 비교한 것이다. Ghia는 256×256의 직각격자에서 와도-유량함수법을 이용하

여 계산하 다. Reynolds수가 10000인 경우 50×50 격자에서는 아래 벽면 근처

에서 Ghia의 결과에 비해 약간의 오차를 보이고 있으나 100x100 격자에서는 거

의 일치하는 속도분포를 보여준다. 

          (a)

          

          (b)

Fig. 4.6 (a)Velocity vectors and stream lines at Re=10000, (b)comparison of u 

velocity profiles at x=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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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차원 원주 주위의 비정상 유동

  원형 실린더 주위의 유동은 레이놀즈 수가 40까지는 정상상태의 유동이며 40

을 넘어서면서 와도흘림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정상 유동이 된다. 비정상 수

치해법을  검증하기 위하여 Reynolds수 200의 경우를 해석하 다.  실린더 직경

을 기준으로 외부경계는 30×20의 직사각형으로 하 으며 사용한 격자는 7639 개

의 삼각형과 1769 개의 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Fig. 4.7 Unstructured hybrid mesh around a cir- cular cylinder, npoin=5671, 

ntri=7639, nquad=1769.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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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Fig. 4.8(a)Lift and drag coefficients versus time, (b)Streamlines for flow over a 

circular cylinder at Re=200 in a period, 

Fig. 4.8b는 한 주기 내에서 시간 단계별로 유선을 보여주는 것으로 실린더 벽면

에서 와도가 생성되고 떨어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계산된 항력계수는

Cd= 1.38±0.045 , 양력계수는 C l= ±0.694이며 Strouhal수는 0.196으로 다른 수치결

과[36]와 잘 일치한다.

4. 2차원 공동 내에 놓여 있는 실린더 주위의 자연대류

  Demirdzic등[37]은 비직교 격자를 사용하는 경우 열전달 계산의 정확도를 평가

하기 위하여 2차원 직사각형 덕트 내에 놓인 실린더의 자연대류 열전달을 해석

하 다. 실린더 표면은 TH=1, 덕트의 수직벽은 TC=0으로 등온조건을 주고 상부

와 하부의 수평벽은 단열조건을 사용하 다. 이 문제는 기하학적 및 운동학적 좌

우대칭을 이루며 Rayleigh수 10
6
에서 Prandtl수에 따른 열전달 특성을 비교하

다. Fig. 4.9a는 사용한 격자와 Prandtl수 0.1일 때 온도분포를 보여준다. Fig. 

4.9b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동일한 Rayleigh수에서도 Prandtl수의 향이 매우 

크게 나타난다. Pr=0.1인 좌측의 유선을 보면 고온의 실린더 표면과 저온의 수직

벽에서 유동박리가 일어나고 있지만 Pr=1인 우측의 그림에서는 어느 벽면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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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박리가 일어나지 않는다.  

 

(a)                                      (b)

Fig. 4.9 (a)Left: computational mesh used for natural convection around 

cylinder in a square duct, right: temperature contours at  Pr=0.1, Ra=10
6
, 

(b)streamlines left: Pr=0.1 right: Pr=10 

(a)                                    (b)

Fig. 4.10 Comparison of Nusselt number distributions, (a)along the vertical 

wall, (b) along the surface of circular cylinder, at  Pr=0.1, Ra=10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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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0은 Pr=0.1에서 벽면을 따라 Nusselt수의 분포를 Demirdzic등의 256×128 

격자에서 계산한 결과와 비교하 다. 9787개의 혼합격자에서 얻은 값은 

Demirdzic등의 결과와 매우 일치하고 있다. 

5. 2차원 정사각형 캐비티 내의 층류 자연대류

  2차원 정사각형 캐비티에서 두 수직벽의 온도차에 의한 자연대류는 중요한 

bench-mark 문제로 사용되고 있다. Davis는 와도-유량함수법을 이용하여 계산

하 으며 Hortmann등[38]은 유한체적 SIMPLE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격자수에 

무관한 해를 얻었다. 

Table 4.1. Fluid properties and cavity dimensions used in calculations

사용된 물성치는 table 4.1과 같으며  Rayleigh수에 따른 평균 Nusselt수를 비교

하 다. 평균 Nusselt수는 수직벽을 통해 나가는 열유량을 더하여 (k/LΔT)L로 무

차원화한 값이다. Fig. 4.11은 Rayleigh수에 따라 유선과 온도분포가 변하는 것을 

보여준다. Ra=10
5
인 경우 두 개의 와동은 원형의 모양을 하며 캐비티의 가운데 

위치하는 반면 Ra=10
6
에서는 두 개의 와동이 납작한 모양으로 변하여 두 수직벽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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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d)

Fig. 4.11 Calculated isotherms and streamlines using 40×40 cells, (a,b)Ra=10
5
, 

(b,c)Ra=10
6
. 

근처로 이동하고 가운데 새로운 와동이 형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높은 

Rayleigh수에서는 벽면에 납작한 와동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위의 계

산에서는 Rayleigh수의 증가에 따른 유동형태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Table. 

4.2에서 계산된 평균 Nusselt수를 Hortmann등
(7)
의 격자에 무관한 값과 비교하

다.

Table. 4.2 Averaged Nusselt number

6. 2차원 캐비티 내에서 낮은 Prandtl수의 비정상 자연대류

  2차원 정사각형 캐비티의 두 수직벽에 온도차가 존재하는 경우 고온벽을 따라 

유체는 상승하 다가 저온벽을 따라 하강하는 자연대류를 형성한다. Mohamad등

[39]은 Prandtl수에 따라 비정상 자연대류가 발생하는 임계 Grashof수가 존재함

을 발견하고 특히 Prandtl수가 낮은 경우에는 임계 Grashof수도  낮아짐을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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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을 통해 알아냈다. 그리고 Choi등[40]은 유동의 대류유속을 처리하는 수치방

법에 따라 비정상 상태의 해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을 알았다.    

Fig. 4.12 Left: Pressure, right: temperature contours at time t=36.5.

Fig. 4.13 Time history of average Nu number at a vertical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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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4 Streamlines in a period of flow oscillation 

계산에 사용된 격자는 81×81의 사각 격자이며 대류항은 2차의 상류차분법을 사

용하 다. 계산에 사용된 유체의 Prandtl수는 0.005이고 Grashof수는 1×10
7
이다. 

Fig. 4.13은 두 수직벽에서 평균 Nusselt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주기적 

진동이 완전히 성장한 뒤에는 죄우 수직벽의 평균 Nusselt수는 일치함을 보이고 

있다. Mohamad등이 계산한 평균 Nusselt수는 2.69±0.031이고 Choi등이 계산한 

평균 Nusselt수는 2.64±0.052 이며 본 계산을 통해 얻은 값은 2.64±0.06으로 평

균값은 비슷한 반면 진폭은 본 계산 결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Fig. 4.14는 한 

주기 내에서 유동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림으로 네 모퉁이에서 와동이 생성되었

다가 다시 소멸되는 것을 볼 수 있다.



k
*

Present House et al.

0.2 4.6286 4.6257

1.0 4.5086 4.5061

5.0 4.3251 4.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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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차원 캐비티 내에 열전도 물체가 존재하는 경우의 자연대류

  고체와 유체가 같이 존재하며 열전달에 향을 미치는 문제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이런 복합 열전달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고체와 유체의 경계에서 열

유속 보존을 만족시켜야한다는 것이다. House등[41]은 2차원 정사각형 캐비티의 

중앙에 위하는 고체 블록이 자연대류에 미치는 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를 풀었다.  정사각형 캐비티는 두 수직벽의 온도차에 의해서 자연대류

가 발생하며 무차원 길이(W/L)가 0.5인 고체 블록의 열전달 계수에 따라 자연대

류의 유동 형태 및 등온 수직벽의 Nusselt수는 변하게 된다. 계산에 사용된 유체

는 Prandtl수가 0.71이고 Rayleigh수는 10
5
이다.  

                       

Table. 4.3 Nusselt numbers, W/L=0.5, Pr=0.71, Ra=10
5
 

Fig. 4.15 Schematic of cavity with centered solid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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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에 대한 고체 블록의 열전도비 k
*
(=ks/k)에 따라 수직벽의 평균 Nusselt수를 

House등의 계산 결과와 비교하여 table. 3에 나타내었다. 고체 블록의 열전도 계

수가 증가할수록 평균 Nusselt수가 감소하는 것은 전도에 의한  열전달이 그만

큼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k
*
=5인 경우의 온도분포(fig. 4.16a)를 보면 고체 

블록의 높은 열전도에 의해 상부의 수평 유로를 지나는 유체는 열을 고체블록에 

전달하게 되어 빨리 냉각된다. 그러나  k
*
=0.2인 경우에는 고체 블록이 단열재와 

같은 역할을 하여 상부의 수평 유로를 흐르는 유체는 고온상태를 유지한다.   

  (a)                                  (b)

Fig. 4.16 Isotherms for W/L=0.5, Pr=0.71, Ra=10
5
, (a)k

*
=5. (b)k

*
=0.2

8. 도반전이 있는 2층 유체의 자연대류

  물은 3.98
o
C 전후에서 도가 증가했다 감소하는 도 반전 현상이 일어난다. 

Koster등[42]은 도 반전을 포함하는 2층 유체의 자연대류 현상을 연구하 다. 

종횡비가 2인 2차원 박스 내에서 위층에는 실리콘 오일이 채워져 있고 아래층에

는 도 반전이 있는 물로 채워져 있다. 오른쪽 벽은 도 반전이 일어나는 온도 

To보다 낮은 Tc=1
oC로 고정되어 있고 왼쪽 벽면은 To보다 높은 Th이며 Rayleigh수

는 두 온도차이 ΔT(=Th-Tc)에 의해 결정된다.

                 Rawater=Ra 1= { gβρ
2
CpΔT

μk }
water
L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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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 silicone oil=Ra 2= { gβρ
2
CpΔT

μk }
silicone oil

L
3

일반적으로 온도차가 있는 두 수직벽 사이의 유체는 고온벽에서 도의 감소로 

상승류를 형성하여 저온벽에서 식으면서 하강하는 회전유동을 형성한다. 위층에 

있는 실리콘 오일은 이와 같은 정규 와동을 형성하지만 도 반전이 존재하는 

물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유동이 형성된다.

  (a)                             (b)

Fig. 4.17 (a)Schematic of two-layered pool model, (b)Local Nusselt number 

profile at Ra1=10
3
, Ra2=4.3×10

4
.   

본 수치기법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50×100의 균일 격자에서 두 수직벽의 

온도차 ΔT가 5K이고 물의 Rayleigh수( Ra 1 )가 10
3인 경우에 대하여 수직벽에서 

Nusselt수 분포를 Koster등의 결과와 비교하 다(fig. 4.17b). Fig. 4.18은 

Rayleigh수에 따른 온도분포와 유선을 보여주고 있다. 위층의 실리콘 오일은 고

온벽에서 상승하여 오른쪽의 저온벽에서 하강하는 유동 형태를 보이며  

Rayleigh수가 증가하면서 하나의 와동이 두 개로 나뉘어진다. 도반전이 일어나

는 아래층에서는 저온벽을 따라 물이 상승하여 인터페이스에서 위층과 같은 방



- 71 -

향으로 흘러 고온벽에서 하강한다.  그러나 도반전의 향으로 하단부에서는 

고온벽을 따라 상승하는 와동을 형성한다.

    (a)

     (b)                                   

Fig. 4.18 Isotherms and streamlines, (a)Ra1=10
3
, Ra2=4.3×10

4
, (b)Ra1=10

4
, 

Ra2=2.4×10
5
.



- 72 -

9. 자연대류를 수반한 금속의 용융

  Gau등[43]은 고체 갈륨의 시간에 따른 용융을 실험하 으며 Brent등[44]은 

enthalpy-porosity법을 이용하여 고정격자에서 자연대류를 수반한 갈륨의 용융을 

해석하 다.

                               

Fig. 4.19 Schematic of the melting of a pure Gallium  

                       

  (a)                                   (b)

Fig. 4.20 (a)experimental melt front at various times by Gau et al., (b)melt 

front positions calculated by Brent et al.  

실험에 사용된 조건은 L=8.89cm, H=6.35cm, Tc=28.3
o
C, Th=38

o
C 등이며, 순수 

Gallium의 물성치는 참고문헌에 있는 것을 사용하 다. Fig. 4.20a는 Gau등이 실

험으로 얻은 용융 갈륨의 경계를 시간에 따라 표시한 것이고 fig. 4.20b는 Brent

등이 enthalpy-porosity법과 멱승 대류항 처리법으로 계산한 것이다. Enthalpy- 

porosity법은 엔탈피 형태의 에너지방정식에 상변화에 의한 잠열을 원천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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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 고화된 부분에서의 운동량은 다공성 매질의 감쇠항으로 소멸시키는 방

법으로 고정격자를 사용하여 상변화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다. Fig. 4.21

의 a,b는 계산된 상변화 경계의 시간에 따른 이동을 보여주고 있다. 2차의 대류

항 도식보다 1차 정확도의 멱승기법이 더 실험치에 근접해 보이는 것은 Brent등

이 멱승기법을 이용하여 enthalpy-porosity법을 만들었기 때문이라 생각되며 앞

으로 좀더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a)                                 (b)                             

                    (c)

Fig. 4.21 Calculated melt front locations at various times, (a)by 2nd-order 

upwind, (b)by power-law scheme, (c)velocity vectors and streamlines at 

time=19min.

  

10. 반구 내에서 열원을 포함한 유체의 자연대류

  열원이 있는 유체의 자연대류는 많이 연구된 분야 중의 하나이며 특히 원자로

의 안전 해석에 있어서도 중요한 분야이다. 반구형 용기 내에서 유체는 열원에 

의해 온도가 상승하고 외부 경계로 열을 방출하면서 자연대류를 형성한다. 반구 

표면을 통해 방출되는 열유속의 크기 및 각도에 따른 분포는 중요한 관심사이다. 

Kelkar등[45]은 축대칭 반구모델을 이용하여 수치계산을 통해 열유속의 크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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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를 파악하고 Rayleigh수에 따른 열유동적 특징을 고찰하 다. 열원이 있는 

자연대류는 열원의 크기로 무차원화된 수정 Rayleigh수를 사용하며 Nusselt수는 

유체의 평균온도와 벽면 온도와의 차를 이용하여 구한다. Fig. 4.22a는 사용한 격

자와 경계조건을 보여주는 그림으로 4767 개의 셀을 사용하 으며 유동장은 y-

축에 대해 축대칭이고 상부와 하부의 경계는 등온조건을 사용하 다. Fig. 4.22b

는 Rayleigh수가 10
8
일 때의 유선과 온도분포를 보여주는 것으로 반구의 벽면 근

처에 와동의 중심이 위치하고 있고 이 벽면을 따라 유체는 하강하면서 냉각되어 

반구 바닥에 도달된 뒤 열원에 의해 다시 가열되면서 상승하는 유동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a)                                     

                 (b)

Fig. 4.22 (a)Computational mesh and boundary conditions, (b)Streamlines and 

temperature contours at Pr=1.0 and Ra=10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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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4.23 Local heat flux distributions at Ra=10
8
, (a)flat surface, (b)curved 

surface.

Fig. 4.23은 상부와 하부 경계면에서 Prandtl수에 따른 열유속의 분포를 보여준

다. Rayleigh수가 10
8
에서 하부 곡면을 통해 나가는 열유속은 Prandtl수에 거의 

향을 받지 않으나 상부 경계면의 열유속은 많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11. 2차원 직사각형 캐비티 내의 난류 자연대류 

  Cheesewright등[46]은 수치해석 코드의 검증을 위하여 가로세로비가 1:5인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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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형 내에서 공기의 난류 자연대류를 실험하 다. 채널 내의 속도분포는 LDA

로 측정하 으며 온도분포는 열전대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Davidson[47]은 저

레이놀즈수 k-ε모델을 수정하여 이 문제를 해석하 으며 Peng등은 k-ω모델을 

사용하여 해석하 다. 채널의 높이 H는 2.5m, 폭 L은 0.5m이고 Tc는 34.2
o
C, Th

는 80
o
C이다. 그리고 Rayleigh수는 4×10

10
이다. Fig. 4.24는 Wilcox의 1998년형 

k-ω모델을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를 보여준다. Fig. 4.25a에서 y/H=0.5에서 구한 

v-속도 분포를 Cheesewright등의 실험결과와 비교하 다. 벽면에서 와점성계수

의 감쇠항을 사용하지 않은 와도를 이용한 산술 모델(zero-eq. 모델)은 벽면 근

처에서의 급격한 속도변화를 잘 예측하지 못하 다. 그리고 x/L=0.5에서 y-방향

으로 온도분포를 실험값 및 Davidson이 구한 값과 비교하 다. Fig. 4.25b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다소 큰 오차를 보임을 알 수 있다.   

 

         (a)               (b)                (c)                (d) 

Fig. 4.24 (a)Schematic of turbulent buoyant flow in a tall cavity, 

(b)streamlines, (c)isotherms, (d)velocity v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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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4.25 (a)Comparison of velocity distributions at y/H=0.5, (b)comparison of 

temperature distributions at x/L=0.5

제 2 절 3차원 열유동 해석

1. 3차원 캐비티 내의 자연대류 

  자연대류에 관한 검증문제로 많이 활용되는 실험들은 단열 경계조건과 2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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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4.26 (a)Sketch defining the cubical cavity benchmark problem, (b)velocity 

plot at the symmetric plane(z=L/2) calculated by Leong et al., φ=0
o
, Ra=10

5
.

유동을 가정한다. 그러나 이런 조건들은 실험실에서 물리적으로 만들어내기가 불

가능하므로 Leong등[48]은 등온조건만을 사용한 3차원 캐비티 내의 자연대류를 

실험하고 이것을 CFD 코드의 검증 문제로 제시하 다. Fig. 4.26a에서 보는 것처

럼 x=0인 평면은 고온(Th=307K), x=L(=0.1272m)인 평면은 저온(Tc=300K)이고 

그 외 다른 네 면은 T=Th-(Th-Tc)x/L으로 모든 면이 등온 조건을 사용하고 

있다. 실험에 사용된 유체는 공기이며 Rayleigh수는 캐비티 압력을 조정하여 설

정하 다. 본 연구에서는 캐비티의 기울기 φ가 0인 경우에 대하여 계산을 수행하

다.    

벽면에 집된 41×41×25의 육면체로 구성된 격자를 사용하 고 z=L/2 평면에 

대해 운동학적 대칭이므로 캐비티의 반을 계산하 다. Fig. 26b(Leong등)와 fig. 

4.27a(계산 결과)는 대칭면에서의 속도벡터를 보여주는 것으로 유동 패턴이 매우 

일치함을 알 수 있다. Fig. 4.27b는 캐비티 표면의 온도 분포를 보여주며 계산된 

평균 Nusselt수는 3.48로 Leong등이 실험에서 얻은 3.474≤Nu≤3.544의 범위 안에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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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4.27 (a)Calculated velocity plot at the symmetric plane(z=L/2), 

(b)temperature distribution on the surfaces of cavity, φ=0
o
, Ra=10

5
.

2. 원형단면을 갖는 90o 곡관 유동 

  Bovendeerd등[49]은 원형 단면을 갖는 90〫곡관내의 비압축성 층류유동을 실

험하 다. 관의 직경(D)과 평균유동속도(V)를 기준으로 한 레이놀즈 수는 700이

며, 관의 곡률반경은 3D이고 90〫곡관부 입구에서 완전히 발달된 유동이 유입하

도록 하기 위하여 직관부의 길이를 50D로 하 다. 이번 수치해석에서는 5D의 직

관부를 곡관부 앞에 두고 입구조건은 완전히 발달된 속도분포를 해석해를 이용

하여 주었다. 유동은 x축 방향으로 유입하여 곡관부를 지나 y축 방향으로 유출

하며 xy평면에 대칭이다. 해석기법이 격자의 비대칭성에 무관하게 대칭유동을 

만들어냄을 보이기 위하여 전체 관에 대하여 해석하 다. Fig. 4.28a는 사용한 격

자를 보여주며, 먼저 입구의 원형단면에서 삼각형과 사각형의 혼합격자를 생성한 

뒤 관의 중심축을 따라 적층하여 33,250개의 프리즘과  39,690개의 육면체로 구

성된 격자를 생성하 다. 정렬격자로 원형곡관 내의 격자를 생성하는 경우 일반

적으로 특이점을 포함하거나 찌그러짐이 큰 격자의 생성을 피할 수 없으나, 비정

렬 혼합격자를 사용함으로써 격자의 찌그러짐을 거의 없앨 수 있었다. Fig. 4.29

에서는 곡관부에서의 주유동방향의 속도성분을 실험값과 비교하 으며, 잘 일치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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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4.28 (a)Hybrid mesh for the 90〫curved pipe, npoin=59427, nhex=39690, 

npri=33250, (b) velocity vectors on the plane at θ=90 o.  

Fig. 4.29 Measured and calculated streamwise velocity profiles on the plane 

of symmetry: o measurements(Bovendeerd et al.), - calculated. 

3. 원형단면을 갖는 180o 곡관 내의 난류유동  

  Azzola등[50]은 180
o
 곡관 내의 난류유동에 대하여 LDV를 이용하여 주유동 방

향과 원주방향의 속도를 측정하 다. 유동 평균속도로 표현한 Reynolds수

( Re=ρUbd/μ)는 57,400과 110,000에 대해 실험을 하 으며 관의 직경에 대한 곡

률반경 Rc/D는 3.375이다. 그리고 곡관부의 앞과 뒤에 54.7D의 직관을 연결하여 

완전발달된 난류유동이 곡관부에 유입되도록 하 다. LILAC 코드의 3차원 난류

유동 해석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Reynolds수 57400에 대하여 계산하 다. 

계산 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곡관부의 앞에는 30D의 직관을 뒤에는 7D의 직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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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모의하 다. 직관 입구에서의 유입속도는 균일하게 주었고 Wilcox

의 1998년형 k-ω모델을 사용하 다. 계산에 사용된 격자는 프리즘 셀이 158080

개, 육면체 셀이 215030개로 총 373120개의 셀로 구성되었다.  Fig. 4.30은 계산

에 사용된 격자계의 표면 격자를 보여주는 그림으로 육면체 격자가 관의 벽면에

서 집된 것을 볼 수 있다. Fig. 4.31a는 대칭 단면에서 등압력선도로 직관부에

서는 유동방향에 따라 압력인 단조감소하다가 곡관부에서 원심력에 의해 복잡한 

압력장을 형성하고 있다. Fig. 4.32a는 곡관부 단면 θ=90
o
에서 주유동 방향 속도

분포이고 fig. 4.32b는 2차 유동의 속도 벡터를 보여준다. 원심력과 경계층의 

향으로 관 중심에서는 안쪽(그림의 오른쪽)에서 바깥쪽으로 흐르는 2차 유동과 

안쪽 벽면 근처에서 작은 와동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4.33에서 주

유동과 원주방향속도 분포를 Azzola등의 실험값과 비교하 다. 

                                       

Fig. 4.30 (a)Computational mesh for 180
o
 curved p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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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31 (a)pressure contours and (b)u-velocity contours at symmetric plane.

  

                                                                            

    

(a)                                       (b)                    

                         

Fig. 4.32 (a)Calculated streamwise velocity contours at θ=90
o
, (b)secondary 

velocity v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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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3 comparisons of velocity profiles, left: streamwise velocity, right: 

circumferential velocity, locations of the data are -2, 3
o
, 45

o
, 90

o
, 135

o
, 177

o
, 

+1, +3, +4 from bottom.

4. 정사각 단면을 갖는 90〫곡관 유동

  정사각 단면 90
o
 덕트 유동은 Humphrey 등[51]이 실험적으로 연구를 한 것으로 수

치해석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많이 선택하는 유동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덕트의 

수력직경과 입구의 평균 유속을 기준으로 무차원화한 레이놀즈 수 790인 층류유동을 

선택하 다. 수치계산을 두 가지의 격자를 사용하 는데 하나는 정렬격자로 34560개

의 육면체 셀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하나는 곡관 입구에서 삼각형 셀로 구성된 2

차원 격자를 관의 중심축을 따라  적층한 총 63600개의 프리즘 셀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의 육면체 셀은 두 개의 프리즘 셀로 분할되기 때문에 사용된 두 격자계의 총 

격자점 수는 각각 38125, 36417개로 비슷하다. Fig. 4.34는 사용된 격자로 곡관부 앞

에 곡률반경(D)의 2배의 직관이 연결되어 있고 출구부에는 10D의 직관이 연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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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4.34 Computational mesh for 90
o
 curved duct, (a)hexahedral, (b)prismatic 

mesh.

입구에서는 완전발달된 층류속도 분포를 White[14]의 해석해를 이용하여 주었고 출

구에서는 유량조건을 주었다. Fig. 4.35는 곡관부 끝( θ=90 o)에서 속도벡터이며, 1쌍

의 완두콩 모양으로 서로 엇회전하는 2차 유동을 볼 수 있다.

Fig. 4.35 Velocity vectors on the plane at θ=90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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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6은 곡관부, θ가 0
o
, 30

o
, 60

o
, 90

o
에서 유선방향의 속도성분을 Humphrey 등의 

실험치와 비교한 것이다. z=0.(대칭면)과 z=0.25인 단면에서 수치결과가 실험치와 비

슷함을 볼 수 있다.

Fig. 4.36 Measured and calculated streamwise velocity profiles: o 

measurements (Humph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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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노내 노심 용융물의 냉각 특성 해석

제 1 절 용융물 풀의 열전달 특성 해석

1. 층상(Stratified) 유동 및 focusing 효과

  단일 유체로 채워진 용기내의 자연대류 현상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실험과 수

치해석을 통해 많이 연구되어져 왔으나 유체가 층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

는 그렇지 못하 다. 중대사고시에 원자로 노심의 용융으로 인하여 그 용융물은 

원자로 압력용기의 하반구에 재배치된 상태에서 자연대류를 포함하는 냉각과정

을 거치게 된다.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연구는 용융물을 하나의 혼합된 물질로 간

주하고 단일 유체의 자연대류현상으로 모의하 다. 그러나 RASPLAV 관련 실험

연구[1]에서 코륨 용융물은 우라늄이 많은 층과 지르코늄이  많은 층으로 나뉘어

지는 성층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관찰되었다. 그리고 이 성층화된 용융 풀은 자연

대류에 의한 열단달 현상에 큰 향을 미친다. 최근에  Gubaidullin, Sehgal[4] 

등은 CFX 상용코드를 활용하여 2차원 반구내에서 두 개의 층으로 나뉘어진 유

체의 열원에 의한 자연대류현상을 해석하고 단일유체의 열전달 특성과 비교하

다. 본 연구에서는 LILAC-mletpool 코드에 도입된 성층화 모델을 검증하기 위하

여 Gubaidullin등이 해석한 성층 자연대류 유동을 해석하 으며 단일층 유동과 2

층의 성층 유동을 비교함으로써 성층화가 자연대류 열전달에 미치는 향을 파

악하 다. 

•2차원 반원 내에서 열원이 존재하는 성층유동

  지름이 0.26m 인 반원 모양의 폐된 용기내에 Prandtl수가 6.7인 물질이 열원

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대하여 수치 해석을 하 다.  유체층의 높이는 상층이

L1, 하층이 L2이며 길이 비는 8:18이다. 위의 편편한 벽과 아래의 반원 모양의 

벽은 등온 조건을 주었으며 유체층의 인터페이스는 고정되어 있으며 단지 전단

력과 열속만이 두 층 사이에 교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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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5.1 (a) Schematic of the 2-dimensional semicircle for a stratified pool, 

(b) Unstructured mesh ( L1:L2 = 8:18 ), upper layer:2250 cells, lower 

layer:2696 cells. 

용기내 초기온도는 외벽과 같이 두었으며, 열원에 의해 열이 외벽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간다. 대표 파라미터는 열원을 기준으로 무차원한 Rayleigh수로 다음과 같

이 표현된다. 

               Ra =
gβρ

2
CpQvL

5

μk
2 , Rad=

gβρ
2
CpQvL

5
2

μk
2                 (5.1)

유체의 성층화가 유동 및 열전달에 미치는 특성을 고찰하기 위하여 두 유체층을 

같은 물질로 채우고 계산하 다. L에 대한 Rayleigh수가 1.3×10
8인 경우에 대하

여 단일 유체층으로 이루어진 경우와 2층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각각 계산하고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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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5.2 Temperature contours in a pool with heat source, (a)single layer, (b) 

double layer, Ra=1.3×10
8
, Rad=2×10

7

Fig. 5.2는 층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대해 온도 분포를 보여주는 것으로 성

층화가 열전달에 크게 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열원을 포함

하는 유체가 반구 내에서 자연대류를 할 때, 반구의 제일 아래 부분은 대류효과

가 매우 작고 열전도가 지배적인 역이다. 이 역에서는 위로 올라가면서 온도

가 증가하는 안정된 온도분포를 하고 있다. 반구의 위 부분은 상부 벽에서 식은 

유체가 하강하고  중심부의 고온 층과 활발히 열교환을 일으키며 Benard 셀을 

형성하기도 한다. 그리고 반구벽을 따라 고온의 유체가 외벽을 통해 열을 발산하

면서 얇은 경계층을 만들어 낸다. Fig. 5.2a를 통해 3 역으로 나뉘어진 것을 짐

작할 수 있으나, 유체가 두 개의 층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fig. 5.2b)에는 가장 

고온의 유체층이 층 경계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위 층에서는 

상부벽에서의 냉각으로 인해 Benard 셀이 형성되어 대류에 의한 활발한 열교환

이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5.2b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온층이 인터페이스 아래

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반구 외벽으로의 열부하가 단일층으로 된 풀에서의 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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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 전혀 다르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된다.    

                                                  

Fig. 5.3 Instantaneous local Nusselt number distribution at the downward 

wall, Ra=1.3×10
8
, Rad=2×10

7

Fig. 5.3은 반구의 외벽을 따라 Nusselt수의 분포를 보여준다. 여기서는 Nusselt

수를 다음과 같이 체적평균 온도를 이용하여 무차원화하 다.

                        Nu =  
qw

k(Tw-Tav)/L                        (5.2)

두 유체층의 인터페이스가 외벽과 만나는 점은 72.1
o
이며 최고의 Nusselt수는 그  

점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단일 층인 경우와 두 개의 층으로 된 경우에 대

해 평균 Nusselt수와  상부와 하부로 전달되는 열량비를 다음의 table. 5.1에 나

타내었다. 두 유체층으로 된 경우가 단일 유체층으로 된 경우에 비해 상부로의 

열속은 감소시키고 하부 반구벽으로 나가는 열속을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계산 결과로 볼 때 Rayleigh수가 1.3×10
8
인 경우에는 성층화가 qup/qdn를 20% 정

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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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1 Comparison of heat transfer characteristics between single-layer 

and double-layer pool 

          

  Pool type     Nuup     Nudn     qup/qdn

 Single-layer      30      18     1.06

 Double-layer      18      23     0.8

•성층유동에서 열원의 존재에 따른 열전달 특성

  용기내에서 두 개의 유체층으로 성층화가 된 경우 열원의 존재에 따라 열전달 

특성을 비교하 다. Rayleigh수가 1.3×10
10
 인 경우에 대하여 상부 유체층에 열

원 Qv1이 없는 경우와 Qv1이 하부 유체층의 열원 Qv2와 같은 경우에 대하여 계

산을 수행하 다. Fig. 5.4는 Qv1이 Qv2와 같은 경우 어느 한순간에 대한 속도장

과 온도장을 보여주고 있다. 높은 Rayleigh수로 인하여  유동장은 시간에 따라   

        

                                                      

Fig. 5.4 (a) Velocity vectors, (b) Temperature contours in a semicircular 

stratified pool, Ra=1.3×10
10
, Rad=2×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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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하는 비정상상태이며 좌우의 비대칭성을 보여주고 있다. 상부 유체층은 

Benard 셀 모양의 유동구조를 보여주고 있으며 인터페이스 바로 아래 부분에서

도 불규칙적인 와도현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반구 벽면에 매우 얇은 경계층이 형

성되어 있다.  상부 유체층에 열원이 있는 경우 그 열은 위쪽 벽면과 인터페이스 

위의 반구벽을 통해 빠져나가게 되며 이는 상부 유체층에 열원이 없는 경우에 

비해 더 큰 열부하를 만들어낸다.  Qv1이 존재하는 경우가 Qv1가 없는 경우에 

비해 인터페이스 전에서 최고 Nusselt수가 작게 나타나는 것은  Nusselt 수의 정

의에서 체적평균 온도를 사용함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Fig. 5.5 Instantaneous local Nusselt number distribution at the downward 

wall, Ra=1.3×10
10
, Rad=2×10

9

2. 높은 Rayleigh수 자연대류

  중대사고시의 노심 용융물은 우라늄과 지르코늄의 산화물을 주로 하는 혼합물

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라늄의 붕괴열로 인하여 1MW/m
3
 정도의 높은 열을 방출

한다. 노심 용융물은 3000K 정도의 고온이며 Prandtl수는 약 1 전후의 값을 갖는

다. 이와 같은 노심 용융물의 자연대류 현상을 파악하는 것은 실험적으로 불가능

한 일이므로 상사물을 이용한 실험과 수치계산이 많이 이루어져 왔다. 대표적인 

실험으로는 Mayinger의 실험, UCLA 실험, COPO 실험, ACOPO 실험, 그리고 

최근의 RASPLAV SALT 실험 등이 있다. 이런 일련의 실험을 통해 하부와 상

부 벽을 통해 나가는 열속을 측정하고 실험결과로부터  상관식을 얻어냈다. 실험

을 통한 용융풀의 자연대류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물이나 프레온을 이용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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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실제 용융물의 Prandtl수를 맞추기가 힘들고 Rayleigh수를 10
16
-10

17
까지 높

이기가 힘들다. 그러나 현재까지 연구되어 온 결과로부터 추정하면 Prandtl수의 

향은 측정 Nusselt수의 10% 오차 범위 내에 들 정도로 작게 나타났으며 

Rayleigh수에 대한 향도 수치해석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실험에서 얻은 상관식

의 적용범위를 확대해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LILAC-meltpool 코드를 이용하여 높은 Rayleigh수의 자연대류 해석

하여 LILAC-meltpool 모델이 기존의 실험 데이터를 재생산해낼 수 있는지를 평

가하는 것이다. 

•Mayinger 실험

  Mayinger등은 물에 나트륨화합물을 용해시켜 전류를 흘려 열을 발생시켰다. 

외벽의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하고 Ra'수에 따라 벽면의 평균 Nusselt수를 얻었

다.

            

wTT =

wTT =

wTT =

wTT =

Fig. 5.6 Geometry and boundary conditions for natural convection in a 

rectangular cavity with volumetric heat source. 

 

실험에 사용된 물의 Prandtl수는 7이며 직사각형 cavity의 가로세로비(L/D)가 0.5

보다 작은 경우에 대하여 실험에서 얻은 평균 Nu수는 다음의 상관식으로 표현된

다.

  Ra'수의 적용범위 : 1×10 7≤Ra'≤1×10 10

Nuup=0.345Ra'
0.233  for upper wall                                     (5.3)

Nusd=0.6Ra'
0.19     for side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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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T =

wTT =

Fig. 5.8 Geometry and boundary conditions for natural convection in a 

semicircular cavity with volumetric heat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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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5.9 Comparison of average Nu number at (a)upper wall, (b)downward 

wall

 (a)                                (b) 

Fig. 5.10 (a)Velocity vectors and (b)temperature contours at Ra'=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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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9와 5.10은 2차원 계산 결과이며 같은 문제를 3차원으로 계산하여 실험결

과와 비교하 다.

               

Fig. 5.11 3-dimensional calculation of natural convection in a semicircular 

cavity with volumetric heat source. Temperature field at Ra'=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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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5.12 3-dimensional results of average Nu number at (a)upper wall, 

(b)downward wall

•mini-ACOPO 실험 해석

  mini-ACOPO[52] 실험은 내부 발열을 모의하는 대신 고온의 풀이 저온 외벽으

로 열을 발산하면서 냉각되는 cool-down 실험이다. Cool-down 실험의 특징은 

다른 실험에서처럼 열원을 모의하기 위한 Joule 가열이나 microwave 가열이 필

요 없고 냉각율로부터 수정 Rayleigh수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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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t
(ρCpT)dΩ+∑q

''
S=0                     (5.5)

식(5.5)는 풀 전체에 대한 에너지 보존방정식을 나타낸 것으로 풀의 경계로 빠져

나가는 열속 q ''의 면적 적분한 열유량은 풀의 냉각율과 같다. 이 냉각율 항을 

우변으로 넘기면 열원이 있는 에너지 방정식이 된다.   

mini-ACOPO 실험은 직경 22cm의 반구형 실험 장치를 사용하 으며 A 실험은 

물을 이용하 으며 B 실험은 프레온을 상사물로 이용하 다. mini-ACOPO 실험

에서 유효 단위 체적당 열량은 다음 식으로 계산된다.

                        q
'''
v =(Supq

''
up+Sdnq

''
dn )/V                       (5.6)

mini-ACOPO B 실험은 Prandtl수의 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약 100
o
C의 물을 

사용하고 외벽의 온도는 3, 26, 66
o
C로 냉각하 다. 이 실험에서 Prandtl수는 물

의 온도에 따라 약 2.5∼11의 값을 갖는다. 

B3 실험에 대하여 LILAC-meltpool로 계산을 하 으며 물의 초기온도는 100
o
C, 

외벽의 온도는 3oC이다. 해석 역은 축대칭 2차원으로 모의하 으며 k-ω  난류

모델을 사용하 다. Fig. 5.13은 계산된 온도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a)는 5분, (b)

는 7분이 지난 시점에서 결과이다. 반구의 벽면을 따라 형성된 경계층에 의하여 

등온도선은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 벽면을 따라 흘러 내려가면서 냉각된 

유체는 다시 반구 바닥에서 풀의 중심부로 상승하면서 온도가 올라간다. Fig. 

5.13의 온도장에서는 수평의 등온도선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으로 매우 안정하게 

성층화가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풀의 상부에서는 수평 벽의 낮은 온도에 

의해 활발한 자연대류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상부벽 근처에서 생성되는 thermal 

spike는 시간에 따라 위치를 바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mini-ACOPO 실험은 초기의 풀과 외벽의 온도차에 의해 자연대류가 발생하고 

서서히 냉각되는 실험이다. 시간에 따라 냉각율의 감소, 풀의 체적평균 온도의 

감소로 인한 풀의 Prandtl수 변화 등으로 풀의 수정 Rayleigh수는 감소한다. Fig. 

5.14는 수정 Rayleigh수에 따른 평균 Nu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mini-ACOPO 실험에서 구한 상관식과 비교하 을 때 계산 결과는 10%의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감을 알 수 있다. 상사물을 이용한 용융 풀의 자연대류 실험의 중

요한 결과는 반구의 벽면을 따라 Nusselt수의 분포를 파악하는 것으로 Fig.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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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반구의 벽면을 따라 Nusselt수의 분포를 계산 값과 mini-ACOPO 실험 결과

를 비교한 것이다. 계산 결과는 2,4, 6, 8분 후의 값으로 서로 상사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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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3 Calculated temperature contours for mini-ACOPO B3 experiment,

(a)T=300s, (b)T=42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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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4 Variation of Averaged downward Nusselt number with modified 

Rayleigh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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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5 Distributions of local Nusselt numbers over the lower boundary.



- 99 -

제 2 절 노내 간극 냉각 실험(LAVA) 해석

1. Al 2O 3/Fe  용융물의 냉각 실험 해석

  중대사고 시 원자로 하부 반구에 재배치된 노심용융물을 원자로 내부에서 냉

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하반구의 외벽냉각은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Kang등[53]은 원자로용기 외벽의 비등 냉각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일련의 실

험을 수행하 다. 반응 용기는 직경 50cm, 두께 2.5cm의 탄소강으로 된 반구이

며 노심용융물을 모의하기 위하여 thermite 반응에 의한 Al2O3/Fe 용융물을 사용

하 다. 알루미늄과 산화철 분말을 용기내에서 반응시켜 2800K 이상 고온의 용

융물을 얻게된다. 산화알루미늄과 철 용융물은 도차에 의해 성층화가 이루어지

고 용기벽면과 용융물의 상부 표면을 통해 냉각된다.  외벽냉각이 없는 경우에 

대한 실험에서 용기는 두 용융물의 경계 바로 아래부분에서 용발에 의해 파손이 

되었다(Fig. 5.16). 

Fig. 5.16 Vessel failure by the thermal attack of the alumina and iron melt.

실험을 통해 고온의 용융물이 냉각되는 과정과 특히 성층면에서 용기가 파손되

는 물리적 현상을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치계산을 통하여 용융물

의 냉각 및 용기의 가열과정을 모의하 다. Fig. 5.17은 Al2O3/Fe 용융물의 냉각 

실험을 해석하기 위하여 사용한 격자를 보여준다. 총 9683 개의 사각형 셀로 구

성되어 있으며, 해석 역은 하부의 용융철, 상부의 산화알루미늄층 그리고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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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한다. Thermite 화학반응 후 산화알루미늄과 철이 완전히 성층화가 이루

어진 시점부터 계산하 으며 초기 용융물의 온도는 2800K로 하 다. 용융물의 

상부 표면과 용기 외벽은 대기에 의한 복사와  자연대류를 고려하 다.

Fig. 5.17 Solution domain and unstructured mesh for Al2O3/Fe melt 

experiment. Alumina layer: 4652, Iron layer:3287, vessel:1744 elements.

Fig. 5.18 Temperature contours at 30 sec.   



Liquid alumina

Liquid iron

Vessel

Solidified region

- 101 -

Fig. 5.19 Calculated melt front at 30 sec.   

Fig. 5.18은 30초 후에 온도분포를 보여주는 것으로, 하부의 철 층은 반구용기와 

접촉면이 넓어서 빨리 냉각되어 산화알루미늄 층보다 낮은 온도분포를 갖고 있

고 반구형 용기는 용융물의 성층면 바로 아래 부분에서 온도가 가장 높게 나타

난다. 용융물은 냉각이 가장 활발한 상부 표면과 용기와 접하는 곳에서부터 고화

가 일어난다. 그러나 Fig. 5.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래에 위치한 철 층은 30초 

후에도 성층면 바로 아래에서 용기와 접하는 부분은 용융상태로 남아 있다. 이것

은 자연대류에 의한 활발한 열전달에 기인하는 것으로 용융철은 고온의 산화알

루미늄과 접하는 성층면에서 열을 받아 외벽을 통해 냉각되면서 그 벽을 따라 

하강한다.  Fig. 5.20에 용기 외벽에서의 온도분포를 나타내었다. 30초 후에 최고 

온도가 성층면 바로 아래에서 위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실험에서는 용기의 정

점에서 위도 15
o 
동심원에서 90

o
 간격으로 네 지점에서 외벽의 2mm 깊이에 K형 

열전대를 설치하여 온도를 측정하 다.  Fig. 5.21에서는 실험값의 최대온도와 최

저온도를 계산한 값과 비교하 다. 위도 15
o
에서 측정한 온도가 서로 다른 것으

로 보아 3차원 특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실험 값이 수치계산 결과와 다

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원인은 수치모델이 축대칭 2차원이고 용기 내에서 

초기 thermite 반응을 모의하지 않았으며 고온에서 용융물의 물성치에 대한 불확

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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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0 Temperature distribution on the outer wall of the vessel at 30 sec. 

Fig. 5.21 Comparison of the temperature history at a point 15
o
 away from the 

apex and 2mm in depth from the outer wall of the v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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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극냉각 해석

  간극 냉각 모델을 검증하기 위하여 LAVA 4 실험을 해석하 다. LAVA 4 실

험은 반응로에서 thermite 반응을 일으켜 고온의 산화알루미늄과 철의 용융물을 

얻고 분리기에서 도차이에 의해 산화알루미늄을 분리해서 냉각수가 있는 반구

형 용기에 자유낙하로 주입시킨다. 용기에 주입된 산화알루미늄의 질량은 30kg

이며 용융물의 초기 온도는 대략 2400 K 정도이며 초기 내부 압력은 17기압이

다. 그리고 냉각수의 온도는 427 K이다. 실험에서 반구의 외벽 온도는 K형 열전

대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측정하며 온도에 의한 반구의 변형을 선형 변위 측정

기로 측정하 다. 실험 종료 후 냉각된 용기를 절단하여 간극의 크기를 측정하

으며 그 값은 1-3 mm 정도 되었다. Fig. 5.22는 반구의 외벽 온도 측정을 위해 

설치한 K형 열전대의 위치를 보여준다.  K형 열전대는 한 동심원에서 90
o
 간격

으로 외벽에서 2mm 깊이에 설치되었다.

   

 (a)                                         (b)

Fig. 5.22 Locations of thermocouples for LAVA experiment, (a) side view, (b) 

top view

 Fig. 5.23은  LAVA 실험을 해석하기 위해 사용한 격자와 경계를 나타낸다. 해

석 역은 축대칭 2차원이며 3502 개의 사각형 셀을 사용하 다. BC1은 대칭축

이며 BC2는 용융물의 상부면으로 복사와 수조비등조건을 사용하 다. BC3, 

BC4, BC5 등은 용기의 벽면으로 복사와 대류 경계조건을 사용하 다. 특히 BC3 

경계는 냉각수가 채워져 있는 부분으로 계산 중에 벽면 온도가 포화온도보다 높

아지면 수조비등조건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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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3 Computational mesh and boundary conditions for LAVA simulation. 

The number of cell is 3502. BC1 is axis, BC2 is upper surface of melt with 

boiling boundary condition. BC3, BC4, and BC5 is vessel walls with radiative 

and convective condition. BC6 is the interface between vessel and crust on 

which gap-cooling model is implemented.

Fig. 5.24 Comparison of temperature histories at the apex and 2mm in depth 

from outer wall of the vessel. The results are for the case of LAVA4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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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5 Comparison of temperature histories at a point 15
o 
away from the 

apex and 2mm in depth from outer wall of the vessel. The results are for the 

case of LAVA4 experiment. 

Fig. 5.26 Comparison of temperature histories at a point 30
o 
away from the 

apex and 2mm in depth from outer wall of the vessel. The results are for the 

case of LAVA4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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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에서는 200초 후에 간극이 2mm 크기로 생성된다고 가정하 다. 그리고 

용융물의 초기 온도는 2400 K이고 반구는 냉각수의 온도를 사용하 다. 용융물

과 반구의 온도차를 기준으로한 초기의 Ra수는 4.4×10
9 
정도로 층류와 난류 자

연대류의 천이 역이라 할 수 있으므로 현재 계산에서는 난류모델을 사용하지 

않았다.  Fig. 5.24, 25, 26은 각각 0
o
, 15

o
, 30

o
 지점에서 시간에 따른 외벽의 온도 

변화를 실험 값과 비교한 것이다.  

Fig. 5.27 Water penetration depth with time 

Fig. 5.27에 시간에 따른 냉각수의 침투 깊이를 각도로 표시하 다. 30 kg의 산

화알루미늄은 직경 0.5 m의 반구에 약 60
o
까지 차게된다. 200 초부터 간극 냉각

을 시작하 으며 이때 약 35
o
까지 냉각수가 침투된다. 더 이상 침투하지 못하는 

것은 간극 입구에서 CCFL 현상에 의해 냉각수 유입 속도에 제한을 받기 때문이

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막층 표면과 반구 내벽이 냉각수 비등에 의해 냉각되

면서 냉각수의 침투깊이도 점점 증가한다. 약 350 초 정도 지나면서 냉각수는 바

닥까지 완전히 침투한 것을 그림에서 알 수 있다.  Fig. 5.28은 300초 후 그리고 

Fig. 5.29는 600초 후의 계산 결과이다. 오른쪽은 등온선을 나타내고 왼쪽은 액상

과 고상의 경계를 의미하는 액상분률등고선(liquid fraction contour)이다. 용융물

은 상부 표면과 하부표면에서부터 고화가 시작되며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 서서

히 내부로 진행된다.  Fig. 5.27에서 300 후에는 냉각수가 17
o
까지 침투하 으며 

Fig. 5.28의 등온선 그림에서도 반구는 냉각수가 침투된 역까지는 내벽이 외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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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온도가 더 낮음을 알 수 있다. 반구의 정점 부근에는 아직 냉각수가 침투하

지 못하여 아직 높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 600 초가 지난 뒤에는 냉각수가 반

구의 정점가지 완전히 침투하여 반구에 거의 온도 구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용융물의 고화층은 여전히 고온상태로 유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Fig. 5.28  Numerical results at Time=300S, LAVA4 experiment.  Right 

:Temperature contours, left : liquid fraction contours  

Fig. 5.29  Numerical results at Time=600S, LAVA4 experiment.  Right 

:Temperature contours, left : liquid fraction cont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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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KNGR에 대한 외벽냉각시 vessel의 열적 거동  

         해석

  KNGR 하반구에 노심 용융물이 가득 찬 경우에 대하여 외벽냉각을 고려한 

vessel의 열적 거동을 계산하 다. KNGR vessel의 내벽 반경은 2.37m, 두께는 

16.5cm이다. 그리고 노심 용융물은 금속층을 제외한 산화물층만을 고려하 다. 

실제 계산에 사용된 용유물의 물성치는 table. 5.2와 같다. Table. 5.2에 제시된 

물성치로부터 계산된 용융 풀의 Rayleigh수는 7.63×10
15
이다.

Mayinger[31]의 상관식(2)과 식(4)를 이용하여 반구형 풀의 하부 벽면에서 열전

달 계수를 구하면 fig. 5.30과 같다. 그리고 용융 풀에서 피막층으로 전달되는 열

속은 식(6)으로부터 구하 으며 fig. 5.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대 열속은 

0.6MW/m
2
 정도이다.

Table. 5.2 Thermal properties of corium

      

corium crust unit

pool radius 2.37 [m]

heat source 1.0e6 [W/m
3
]

melting temperature 2800 [K]

latent heat 2.7e5 [J/kg]

thermal expansion 1.4e-4 [1/K]

viscosity 3.28e-2 [kg/ms]

density 8200     8100 [kg/m^3]

specific heat 470      520 [J/kgK]

conductivity 3.6      8 [W/mK]

피막층으로부터 vessel의 내벽으로 전달되는 열속은 피막층 내에서의 붕괴열로 

인해 용융 풀에서 피막층으로 전달되는 열속보다 약간 더 증가했음을 fig. 6에서 

볼 수 있다. 식(10)으로부터 구한 피막층의 두께분포(fig. 5.33)를 보면 vessel의 

하부에서는 9cm 정도로 두꺼운 반면 상부로 갈수록 급격히 얇아짐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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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30 Distribution of local heat transfer coefficients for hemispherical pool 

using Mayinger 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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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31 local heat flux distribution for hemispherical p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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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32 local heat flux from the crust to vessel inner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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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33 Crust thickness distribution on the vessel inner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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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36 Variation of temperature on the vessel outer wall. 

Fig. 5.34는 vessel 내벽의 온도분포를 보여주는 것으로 vessel의 45
o
까지의 내벽 

온도는 용융점보다 높다. 그리고 fig. 5.35에서 vessel의 온도분포를 보면 상부 벽

은 약 1/3 정도가 용발이 일어남을 알 수 있다. Fig. 5.36은 vessel 외벽 온도 분

포를 보여주며 모든 지점에서 핵비등에 의한 열제거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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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과 종합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중대사고 시에 하반구에 재배치된 노심 용융물의 열수력 거

동과 하반구의 열적 거동을 해석할 수 있는 코드를 개발하고 간극 냉각을 모델

링하여 LAVA 실험 해석을 통해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과

를 종합하고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 1 절 결과 종합 및 결론

  본 연구에서 개발된 다차원 열유동 해석 코드 LILAC-meltpool은 Reynolds 평

균 Navier-Stokes 방정식과 에너지 방정식을 지배방정식으로 사용하고 2-방정식 

난류모델을 이용하여 난류 유동을 모의한다. 그리고 용융물의 피막층 형성은 

enthalpy-porosity 고화 모델을 이용하여 해석한다. 

 제 3장에서는 LILAC-meltpool의 수치해법을 다루었으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용융물 풀의 해석 역은 복잡하지는 않지만 경계면의 비직교성이 

심하기 때문에(특히 풀의 깊이가 vessel의 반지름보다 작은 경우) 일반적인 직각

격자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LILAC-meltpool은 비정렬 격자를 기반으로 개발되

었다. LILAC-meltpool은 기본 검사체적(control volume)인 셀의 형상에 무관(임

의 형상의 셀, arbitrary cell)하게 설계되어 있으므로 격자생성만 가능하면 어떤 

형태의 셀도 사용이 가능하다. 현재 격자 형성의 제약으로 인해 2차원 역은 삼

각형과 사각형의 셀로 구성하며 3차원에서는 사면체, 프리즘, 피라미드, 육면체 

등을 이용하여 역을 분할할 수 있다. 유동 해석 방법은 잘 알려진 SIMPLE 알

고리즘과 모든 유동 변수를 셀 중심에 저장하는 비엇갈림 셀중심법을 사용한다. 

엇갈림 격자 기법은 자연적으로 압력장의 진동을 제거하기 때문에 직각격자에서

는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나 일반격자(경계 착 격자)에서는 계산량의 증가와 수

치 정확도의 감소로 인하여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비정렬 격자에서는 

엇갈림 격자 기법을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비엇갈림 격자 기법이 대부

분 사용되고 있다. 비엇갈림 격자 기법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압력장의 진동은  

Rhie-Chow 등이 제안한 압력 감쇠항을 연속방정식에 첨가함으로써 막을 수 있

다. 용융물 풀은 내부의 열원(붕괴열)과 외부 경계에서의 냉각에 의한 온도차가 

발생하며 이 온도차로부터 유도되는 부력이 자연대류를 발생시킨다. 이와 같이 

체력이 지배적인 유동에서는 Rhie-Chow 등이 제안한 압력 감쇠항은 수치해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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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하여 알았으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

여 압력 감쇠항을 제한하는 방법과 벽면에서의 압력을 선형 및 체력을 고려한 

외삽법을 도입하 다. 지배방정식의 대류항은 해의 안정성, 수렴특성, 정확도에 

가장 크게 향을 미치는 부분으로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부분이며 여

전히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는 부분이다. LILAC-meltpool은 deferred-correction

을 기반으로 고차의 기법을 사용한다. 2차의 중앙차분, 2차 상류차분, TVD, 

NVF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동 특성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확산항은 2차 정

확도로 이산화되었으며  셀면에서의 확산 플럭스를 계산하기 위하여 주확산

(main diffusion)과 엇확산(cross diffusion)을 분리하는 방법을 새로운 개념으로 

정리하 고 주확산 플럭스는 내재적으로 처리하고 엇확산 플럭스는 원천항에 참

가하는 외재적인 방법으로 처리하 다. 에너지 방정식은 엔탈피 보존형태를 사용

하면서 온도에 대하여 현시적인 방법으로 이산화하 다. 이렇게 함으로써 

conjugate 열전달 문제 즉 유체와 고체의 경계면에서도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산

화가 가능하다. 용융물의 성층화는 최근에 관심이 증가되고 있으며 실험과 계산

을 통하여 성층화에 의해 용융 풀이 vessel에 전달하는 열속에 미치는 향을 파

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LILAC-meltpool에서는 성층화된 유체층을 모델링하기 

위하여 역분할법을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유체(two-fluid) 유동은 

VOF(Volume Of Fluid)법을 사용하여 유체 경계를 수치적으로 포획(capturing)

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성층화된 corium의 자연대류는 유동에 의한 

동압이 작기 때문에 유체간의 경계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현재 

LILAC-meltpool은 각각의 유체를 역분할을 이용하여 운동량과 에너지의 전달

을 고려함으로써 여러 층으로 분리되는 성층유동도 해석이 가능하며 VOF 함수

를 풀지 않기 때문에 계산량을 줄일 수 있다. 용융물 피막층과 하반구 사이에 형

성된 간극 내에서의 열전달은 인터페이스(thin-interface) 모델을 사용한다. 이 모

델은 간극 내에 수치 격자를 생성하지 않고 단지 간극내 열전달 계수를 수정하

여 처리하는 방법이다. 간극내 열전달 도구로는 냉각수가 없는 경우에는 전도와 

복사가 있으며 냉각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냉각수의 비등에 의한 열제거가 포

함된다. 냉각수의 침투 깊이는 CHFG 실험에서 얻은 상관식을 이용하여 구한다. 

LAVA 실험은 간극의 형성 및 간극으로 침투된 냉각수에 의한 냉각효과를 파악

하는 일련의 실험으로 LILAC-meltpool의 간극 냉각 모델을 이용하여 수치해석

하 으며 그 결과를 5장에서 기술하 다. LILAC-meltpool에 lumped-pool 모델

을 도입하여 용융풀의 자연대류에 의한 열속을 실험이나 수치계산에서 얻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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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식을 사용하면서 원자로 하반구의 열적 거동을 계산할 수 있게 하 다. 반구형 

풀에서 자연대류에 의한 열전달 계수는 하부면에 대해서 Mayinger의 상관식을, 

상부면에 대해서는 Kulacki, Emara 등의 상관식을 사용하 다. 외벽냉각의 CHF

는 vessel 표면의 기울기와 냉각수의 과냉각도를 고려하 다. 

 제 4장에서는 LILAC-meltpool의 검증을 위하여 2차원 및 3차원의 열수력 문제

를 선정하여 해석하고 그 결과를 실험값이나 다른 계산 결과와 비교하 다. 여기

서 해석한 문제들은 이미 실험 결과가 있거나 매우 정확한 수치결과가 존재하는 

문제들로서 LILAC-meltpool 코드를 디버깅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

다. 이 검증을 통하여 LILAC-meltpool 코드의 정확도와 여러 수치적 물리적 모

델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 5장에서는 일반적인 용융물 풀의 열전달 특성과 LAVA 실험해석 그리고 

lumped-pool 모델을 이용한 원자로 하부 열전달을 해석하 다.

제 1절에서는 먼저 성층화된 유동의 열전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반구형 용기

내에 두 개의 층으로 나뉘어진 풀의 자연대류 열전달을 해석하 으며 

mini-ACOPO 실험을 해석하여 높은 Rayleigh수 자연대류 유동의 특성을 파악하

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용기내 단일 층으로 구성된 풀에서는 고온부가 상부벽 바로 아래 위치하며 이

로 인해 하부 반구벽의 가장 윗 부분에서 Nusselt수가 가장 큰 반면, 두 유체층

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유체의 고온부가 유체층 경계 바로 아래 위치하 으며 국

소 Nusselt수의 최고점도 이 인터페이스 바로 아래 부분에서 발생하 다. 그리고 

Rayleigh수가 1.3×10
8
인 경우에는 성층화가 qup/qdn을 20% 정도 감소시키는 것으

로 나타났다.    

․mini-ACOPO실험을 계산한 결과 하반구의 평균 열속은 실험의 10% 오차범위 

내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시간 별 열속 분포는 매우 유사한 분포를 

보여주었다.

제 2절에서는 LAVA 실험을 해석하고 실험결과와 비교하 으며 다음과 같은 결

론을 얻었다. 

․산화알루미늄과 철로 구성된 용융물의 자연냉각 과정은 용융물의 성층화에 의

해 크게 향을 받으며, 용융물의 인터페이스 바로 아래에서 가장 높은 온도분포

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용융물은 상부 표면과 용기 내벽과 인접한 지역에서 먼저 

고화되나, 용융물의 자연대류와 인터페이스의 향으로 용기 내벽의 인터페이스 

바로 아래 부분에서는 다른 부분보다 더 오랫동안 용융 상태로 남아 있음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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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 다.

․LAVA 실험에서 산화알루미늄 용융물이 반구형 용기에 재배치된 후 용기의 

초기 온도상승 곡선은 간극 형성 메커니즘에 주로 향을 받는다. 간극 형성 시

기와 간극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는 모델이 개발되면 초기 온도상승을 좀 더 정

확히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간극 입구에서의 CCFL 현상에 의해 냉각수 유입 속도는 제한을 받으며 이것

으로부터 냉각수의 침투깊이가 결정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막층 표면과 반

구 내벽이 냉각수 비등에 의해 냉각되면서 냉각수의 침투깊이도 점점 증가한다. 

계산 결과 LAVA4 실험의 경우  400초 이후 냉각수가 바닥까지 완전히 침투한 

것으로 나타났다. LAVA 실험과 같이 내부 열원이 없는 경우에는 냉각수가  짧

은 시간 안에 바닥까지 침투하며 간극을 통한 냉각이 매우 효율적인 반면, 실제 

원전은 중대사고시 노심 용융물의 붕괴열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며 이로 인

해 냉각수의 침투도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제 3절에서는 KNGR 하반구에 노심 용융물이 가득 찬 경우에 대하여 외벽냉각

을 고려한 vessel의 열적 거동을 계산하 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Mayinger의 상관식을 사용한 경우 외벽냉각은 용융물로부터 vessel로 전

해지는 열속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었으며 vessel의 상부는 약 반정도가 용융된 

것을 볼 수 있었다. 둘째로 vessel의 열전달 계수가 vessel의 온도 분포에 미치는 

향이 크기 때문에 특히 고온에서 정확한 vessel의 열전달 계수는 계산의 신뢰

도를 높일 수 있다. 셋째로 용융물의 성층화로 인하여 vessel에 전달되는 열속의 

분포에 대한 정확한 상관식을 실험이나 수치해석을 통하여 얻으면 용융물의 성

층화가 vessel에 미치는 향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향후 연구 분야  

  

LES를 이용한 노심 용융물의 자연대류 현상 해석 

  원자로 노심 용융물의 자연대류현상은 높은 Rayleigh수와 내부 발열로 인하여 

실험으로 모의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수치계산에서도 적적할 난류모델의 부재로 

인하여 신뢰성 있는 결과를 내기가 매우 어려웠다. 수치 모델링 분야에서는 현재  

LES(Large Eddy Simulation) 혹은 DNS(Direct Numerical Simulation)등을 통하

여 해석해를 얻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모든 크기의 난류와(eddy)를 직접 모사

하는 DNS 기법은 어떤 난류의 모델링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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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생산할 수 있으나 계산에 필요한 격자의 크기가 방대하기 때문에 현재는 적

용하기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반면, 필터링을 통해 큰 난류와만 직접 계산

하고 격자보다 작은 난류와는 산술 난류 모델등으로 계산하는 LES 기법은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이다. 이 LES를 활용한 노심 용융물의 자연대류현상 해석은 앞

으로 많은 관심을 모을 것이며 신뢰성 있는 결과를 생산해 낼 것이다.       

성층화된 용융 풀의 자연대류에 의해 vessel로 전달되는 열속 계

산

 원자로 하반구에 재배치된 core debris가 붕괴열로 인해 용융이 일어나면 도

차에 의해 산화물층과 금속층으로 혹은 U층과 Zr층 등으로 성층화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성층화는 단일층의 유동과는 다른 

유동 구조와 열속 분포를 보여준다. 특히 층간의 인터페이스 바로 아래지점에서

는 열속이 집중되는 focusing 효과가 나타나며 이것에 의한 열속의 크기를 정확

히 예측하는 것은 Vessel의 건전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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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LILAC-Meltpool 사용 설명서.

LILAC-meltpool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 단계를 거친다.

Fig. 1 The procedure for using LILAC-meltpool

1. 격자 생성 

  LILAC을 이용하여 열전달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석 역에 격자를 생

성하여야 한다. 

단순한 역에 대해서는 간단히 프로그램을 만들어 격자를 생성할 수 있으나 복

잡한 역에 대해서는 상용의 격자 생성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현재 

LILAC이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상용 패키지로는 FLUENT의 GAMBIT과 

CFDRC의 CFD-GEOM 등이 있다. 

GAMBIT으로 격자를 생성한 경우 LILAC이 인식하는 데이터 포맷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이 작업을 하는 프로그램이 gam2hyb이다. 

2.  LILAC

현재 LILAC은 preprocessor, solver, postprocessor 등 3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으

나 앞으로 이 세 부분을 합칠 계획이다. Mesh data는 격자생성기에서 만든 데이

터이며 실제 solver에서 필요로 하는 기하학적 정보(geometric data)를 만들기 위

하여 preprocessor(hybgeof2d, hybgeof3d)를 이용해야한다. 2차원 격자는 

hybgeof2d로 그리고 3차원 격자는 hybgeof3d로 geometric data를 만든다. Solver

는 preprocessor에서 만든 geometric data와 Solver를 제어하는 입력자료를 이용

하여 실행시킨다. Solver는 binary 형태의 계산 값을 만들어 내며 Postprocessor

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얻고 가시화 하게 된다.      



- 124 -

Fig. 2 The system of LILAC-meltpool and data flow

3. Solver

 Solver는 LILAC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실제 이산화방정식의 계산을 하는 부분

이다. Solver는 2개의 데이터를 읽어들여 계산을 하는데 첫째는 기하학적 자료인 

geometric data이고 둘째는 초기조건, 경계조건, solver를 제어하는 파라미터 등

을 포함하는 control data이다.

 

1.4 Control data

 Solver의 control data는 아래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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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Input data format of LILAC-meltpool sol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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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read : Restart 할 때 계산결과를 읽어드리는 파라미터(boolian).

f = Do not read in soltion data and initialize solution domain from input data

t =  Read in soltion data calculated previously

lwrite : 계산 결과를 정장하기 위한 파라미터(boolian).

f = Do not write solution

t = Write out solution which is used for restart

ltest : Solver를 debugging 할 때 사용하는 파라미터(boolian).

f = Stabdard mode

t = Debugging mode

ltime :  정상, 비정상 유동 해석을 결정하는 파라미터(boolian).

f = Steady flow calculation

t = Unsteady flow calculation

laxis : 축대칭 문제를 해석하기 위한 파라미터(boolian).

f = 2, or 3 dimensional domain

t = axisymmetric domain

lphse : 상변화(solidification) 모델을 사용하기 위한 파라미터(boolian).

f = Turn off solidification model

t = Turn on solidification model 

lturb : 난류모델을 사용하기 위한 파라미터(boolian).

f = Turn off turbulence model

t = Turn on turbulence model

lcomp : 압축성 유동을 해석하기 위한 파라미터(boolian).

f = For incompressible flows

t = For compressible flows

lvis : 점성을 고려하기 위한 파라미터(boolian).

f = For inviscid flows

f = For viscous flows

neq : 계산 변수의 개수로 현재 7로 고정

inizon : 유동장을 초기화하기 위한 방법을 선택하는 파라미터로 0이면 이 control data로

부   터 초기화한다.

maxit : 반복회수

nsave :  nsave의 반복회수 마다 계산 결과를 저장.

ileast : 계산에 필요한 solution gradient를 구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파라미터

0 = Using Gauss theorem

1 = Using least square method (recommended)

turb_model : 난류모델을 선택하는 파라미터

0 = Zero equation turbulenc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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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One equation turbulence model

2 = Standard K-e 2-equation turbulence model

3 = RNG 2-equation turbulence model

4 = SST 2-equation turbulence model

sormax : 수렴 판단 기준으로 해의 L2 오차가 sormax보다 작으면 수렴한 것으로 간주.

slarge : 발산 판단 기준으로 해의 L2 오차가 slarge보다 크면 발산한 것으로 간주.

idim : 해석 역의 차원을 나타낸다.

2 = Two-dimensional solution domain

3 = Three-dimensional solution domain

iaxis : 축대칭 유동에서 대칭축을 선택하는 파라미터.

0 = If laxis is false

1 = x-axis symmetric solution domain.  

2 = y-axis symmetric solution domain.  

iext_wp : 벽면에서 압력 외삽 방법을 선택하는 파라미터

0 = Constant extrapolation

1 = Linear extrapolation

2 = Extrapolation with gravitational force ((recommended for natural 

convection)

rho_bdf : 압축성 유동장 계산에서 도에 대한 damping 계수

pref : 기준 압력으로 운동량 방정식에서 압력 p는 pref를 뺀 값이 사용된다. 비압축성 

유동   에서는 어떤 값을 사용해도 관계없다.

lboil : 비등 열전달 경계조건을 사용하기 위한 파라미터(boolian).

f = Do not use boiling boundary condition

t = Use boiling boundary condition with boiling properties prepared

lgap : 간극 냉각 모델을 사용하기 위한 파라미터(boolian).

f = Do not use gap-cooling model

t = Use gap-cooling model. lboil must be true for this case.

lgrav : 중력에 의한 체력을 고려하기 위한 파라미터(boolian).

f = Do not use gravitational force

t = Consider gravitational force

gravx, gravy, gravz : 중력의 크기와 방향을 나타낸다.

nzone : 해석 역에 포함된 물성치가 서로 다른 zone의 개수.   

lfluid : 유체 역과 고체 역을 구분하기 위한 파라미터(boolian).

u_ini : u 속도 성분의 초기 값

v_ini : v 속도 성분의 초기 값

w_ini : w 속도 성분의 초기 값

p_ini : 압력의 초기 값

den_ini : 도의 초기 값

T_ini : 온도의 초기 값

tk_ini : 2방정식 난류모델에서 k의 초기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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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_ini : 2방정식 난류모델에서 e(혹은 omega)의 초기 값

beta : 물질의 열팽창계수

heatso : 붕괴열, 히터 등의 내부 발열량. [W/m3]

Tmelt : 용융온도   

Hlatent : 상변화 잠열

morph :

gl_ini : 액체 분율(liquid fraction)의 초기값

E_young : Young's moduls (Currently not used)

nu_poi : Poisson ratio (Currently not used)

viscosity : 온도에 따른 점성계수로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만들어진다.

n, T 1,μ1,T2,μ2,…Tn,μn

specific_heat : 온도에 따른 비열로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만들어진다.

n, T 1,Cp1,T2,Cp2,…Tn,Cpn

thermal_conductivity : 온도에 따른 열전달 계수로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만들어진다.

n, T 1,K 1,T 2,K2,…Tn,Kn

itst : 비정상 유동 계산 시 반복 계산 회수

timeout : 비정상 유동 계산 시 계산 종료 시각

dtplot : 비정상 유동 계산 시 계산 값을 저장하는 시가 간격

tplot : 비정상 유동 계산 시 계산 값 저장을 시작하는 시각 

dt : 비정상 유동 계산 시 시간 증분

gamt : 시간 정확도. 

0 = First order time accurate calculation

1 = Second order time accurate calculation

imonit : 계산 오차를 모니터링 하는 파라미터

0 = Do not write L2 error on screen

1 = Write L2 error on screen every time step

2 = Write L2 error on screen every iteration

lcal(u) : u 운동량 방정식을 계산하게 하는 파라미터

f = Do not calculate u equation

t = Calculate u equation

urf(u) : u 운동량 방정식의 하향 이완계수

msol(u) : 이산화된 u 운동량 방정식의 matrix solver

1 = Point Gauss-Seidel Matrix Solver

2 = Preconditioned Conjugate Gradient Matrix Solver

3 = Preconditioned Bi-Conjugate Gradient Stabilized Matrix Solver

sor(u) : Matrix Solver의 L2 오차 감소 비율 

nsw(u) : Matrix Solver의 최대 반복 회수

ihi(u) : 대류항의 차분법을 선택하는 파라미터

1 = First order upwind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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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nd order upwind scheme

3 = 2nd order central scheme

4 = TVD scheme with van Alvada limiter

5 = Jasak's NVD scheme

bdf(u) : 대류항에서 1차와 2차를 혼합하는 블랜딩 계수  

zone : 해석 역 경계의 번호

bc-type : 경계조건의 종류

bc-type = 0(zonal interface)

          1(inlet, incomprssible fixed velocity)

          2(inlet, incomprssible fixed stagnation pressure)

          3(inlet, compressible supersonic, all the variables are fixed)

          4(inlet, compressible subsonic, total prssure and total temperature fixed)

          5(  )

          6(outlet, incompressible fixed pressure)

          7(outlet, incompressible mass conservation)

          8(outlet, compressible supersonic, all the variables are extrapolated)

          9(outlet, compressible subsonic, fixed pressure)

         10(symmetric, or slip wall)    

         11(symmetric, or slip wall) 

         12(symmetric, or slip wall) 

         13(symmetric, or slip wall) 

         14(axis)

         15(wall, isothermal)

         16(wall, heat flux)

         17(wall, convection)

         18(wall, radiation)

         19(wall, convection+radiation)   

u-vel : 경계에서 u 속도 값

v-vel : 경계에서 v 속도 값

w-vel : 경계에서 w 속도 값

pres : 경계에서 압력 값

Temp(or q) : bc-type이 15이면 경계에서의 온도  bc-type이 16이면 열속 값을 나타낸

다. 

tk(h_con) : 경계가 유동 입구이면 난류에너지 k를 나타내고 bc-type이 17, 19이면 경계

에서   의 대류 열전달계수를 나타낸다.

te(e_rad) : 경계가 유동 입구이면 난류에너지 소산율 e를 나타내고 bc-type이 18, 19이면  

  경계에서 복사 열전달의 방사계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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