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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튜브형 핵연료의 냉각유로 유속분포 및 압력강하와 같은 유동 특성을 실험할 수 

있는 루프를 설계 및 제작/설치하고, 기본적인 성능시험과 유량계 및 pitot-tube를 

이용한 유속측정의 정확도 검증을 하 었다. 본 보고서는 그 후속으로 튜브형 핵연

료에서의 유속분포 및 압력강하 측정 시험과 CFD분석에 대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

다. 

Pitot-tube를 사용하여 핵연료 내 냉각유로에서 유속이 측정되었으며, 다양한 유

량에서 시험을 수행함으로서 유량 변화에 의한 핵연료 내부 유속 분포의 변화를 살

펴보았다. 또한 튜브형 핵연료의 압력강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1kg/s이하의 저유

량에서 21kg/s까지 유량을 약간씩 변화시켜가면서 압력강하를 측정하고, 측정된 자

료로부터 유량에 대한 압력강하 관계식을 얻었다.

실험적 방법과 더불어 전산유체해석(CFD)방법을 사용한 연구도 병행되었다. CFD 

해석을 통한 연구는 관심 대상인 역내의 유동장 구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튜브형 핵연료 내부의 유동현상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활용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CFD해석을 위해 상용코드인 CFX-10을 사용하 다.

CFD 해석으로부터 얻어진 튜브형 핵연료 내의 유속분포와 압력강하량을 실험에

서 얻은 결과와 비교 분석하 다. 전체적인 유속분포는 실험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

이기는 했지만 측정 불확실도를 고려할 때 허용 가능한 범위를 크게 벗어나진 않았

다. 압력강하에 대한 계산값은 실험으로 얻은 결과와 8.2%정도의 비교적 근소한 차

이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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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test facility had been established for the experiment of velocity distribution and 

pressure drop in a tubular fuel. A basic test had been conducted to examine the 

performance of the test loop and to verify the accuracy of measurement by 

pitot-tube. In this report, test results and CFD analysis for the hydraulic 

characteristics of a tubular fuel, following the previous tests, are described.

Coolant velocities in all channels were measured using pitot-tube and the effect 

of flow rate change on the velocity distribution was also examined. The pressure drop 

through the tubular fuel was measured for various flow rates in range of 1 kg/s to 

21 kg/s to obtain a correlation of pressure drop with variation of flow rate.

In addition, a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analysis was also done to find 

out the hydraulic characteristics of tubular fuel such as velocity distribution and 

pressure drop. As the results of CFD analysis can give us a detail insight on coolant 

flow in the tubular fuel, the CFD method is a very useful tool to understand the flow 

structure and phenomena induced by fluid flow. The CFX-10, a commercial CFD code, 

was used in this study.

The two results by the experiment and the CFD analysis were investigated and 

compared with each other. Overall trend of velocity distribution by CFD analysis was 

somewhat different from that of experiment, but it would be reasonable considering 

measurement uncertainties. The CFD prediction for pressure drop of a tubular fuel 

shows a tolerably good agreement with experiment within 8%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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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일반적으로 연구로용 핵연료로 많이 사용되는 판형 핵연료는 봉형 핵연료에 비

해 단위체적당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냉각이 용이하여 핵연료의 온도가 높게 상승

하지 않으므로 열수력적 안전성 측면에서 보면 더 많은 여유를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평판형 핵연료는 핵연료 판에 횡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에 취약하기 때

문에 인접한 냉각유로 간에 유속차이가 발생하면 냉각유로 간의 압력차로 인해 핵

연료가 휘어져 인접 핵연료들끼리 맞닿게 되거나 그 반대로 벌어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여 열적인 안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 그러나 수출 전략형 연구로에 

적용할 후보 핵연료들 중 한가지인 튜브형 핵연료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횡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에 상대적으로 강한 저항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 평판형 핵연

료를 일정한 곡률로 휘도록 제작하여 동심원으로 일정 간격을 두고 배열한 구조를 

갖는다. 따라서 튜브형 핵연료는 열적 및 구조적 측면에서는 평판형의 장점을 가지

면서도 그 약점을 보완한 형태가 된다. 

휘어진 핵연료 판의 양단은 stiffener에 고정되고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기 때문에 

튜브형 핵연료 내에는 여러 개의 독립적인 냉각유로가 만들어진다. 핵연료 내부의 

모든 냉각유로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 이웃한 부수로 간에 냉각수의 혼합이 자유롭

게 이루어지는 봉형 핵연료와는 달리 튜브형 핵연료는 형상적인 특징으로 인해 냉

각 유로 간에 냉각수의 혼합이 일어나지 못한다. 그러므로 튜브형 핵연료는 냉각유

로 입구에서 유로에 따라 유속 차이가 발생되면 냉각유로를 통과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이러한 냉각유로에서의 유속 불균형은 자칫 핵연료의 열수력적 측면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튜브형 핵연료 각 냉각유로에서의 

유속 분포를 알아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며, 또한 이러한 결과들은 튜브형 핵연료의 

열수력 설계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본 연구의 선행작업으로 튜브형 핵연료에서의 유속분포 및 압력강하와 같은 유

동 특성을 실험할 수 있는 루프를 설계/제작하여 설치하고, 시험장치의 기본적인 성

능시험과 유량계 및 pitot-tube를 이용한 유속측정의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해 예비

시험이 수행되었다[1]. 뒤이어 본 연구에서 튜브형 핵연료에서의 유속분포 측정 시

험이 수행되었다. Pitot-tube를 사용하여 모든 냉각유로에서 유속이 측정되었으며, 

다양한 유량에서 시험을 수행함으로서 유량변화에 의한 핵연료 내부 유속분포의 변

화를 살펴보았다. 또한 튜브형 핵연료의 압력강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1kg/s이하

의 저유량에서 21kg/s까지 유량을 약간씩 변화시켜가면서 압력강하를 측정하고, 측

정된 자료로부터 유량에 대한 압력강하 관계식을 얻었다.

실험적 방법과 더불어 전산유체해석(Computational Fluid Dynamics : CFD)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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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한 연구도 병행되었다. CFD 해석을 통한 연구는 관심 대상인 역내의 유

동장 구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튜브형 핵연료 내부의 유동

현상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CFD해석을 위해 

상용코드인 CFX-10을 사용하 다.

CFD 해석으로부터 얻어진 튜브형 핵연료 내의 유속분포와 압력강하량을 실험에

서 얻은 결과와 비교 분석하 다. 전체적인 유속분포는 실험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

이기는 했지만 측정 불확실도를 고려할 때 허용 가능한 범위를 크게 벗어나진 않았

다. 압력강하에 대한 계산값은 실험으로 얻은 결과와 8.2%정도의 비교적 근소한 차

이를 보 다.

(a) 튜브형 핵연료 단면

(b) mock-up

그림 1. 튜브형 핵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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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튜브형 핵연료 유속측정 

튜브형 핵연료의 중요한 열수력적 변수인 냉각유로 내 유동특성을 알아보기 위

해서, Pitot-tube를 사용하여 튜브형 핵연료의 각 유로별 유속을 측정하 다. 질량유

량을 5kg/s, 10kg/s 14.2kg/s, 17kg/s 로 변화시켜가면서 유속측정을 수행하여 튜브

형 핵연료 냉각유로에서 유속분포 경향을 알아보고, 유속의 변화가 튜브형 핵연료 

내부 유속분포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2.1. 불확실도 분석

유속 측정값에 대한 전체오차(systematic error)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2, 3].

Uv

V
=
1
2

√
(
U∆P

∆P
)2 + (

U ρ

ρ
)2 (1)

이 식에서 좌변 두 번째 항 물의 도에 대한 불확실도는 ±0.2%(= 2/998)로 추

정되며, 제작사가 보장하는 실험에 사용된 차압계의 측정오차는 ±0.025%이므로, 유

속측정에서 전체오차는 ±0.2%이다. 

하지만 순환수를 구동하는 펌프의 모터에 완벽하게 일정한 전원을 공급하는 것

은 불가능하고 기타 배관 요소들 때문에 loop 내에서의 순간적인 유량맥동

(fluctuation)은 피할 수 없다. 따라서 pitot-tube를 이용하여 동압(전압-정압)을 측

정하면 유량맥동에 따라 측정되는 동압 역시 맥동하게 된다. 이 향은 식 (1)에 측

정압력 맥동에 대한 항을 포함시킴으로서 불확실도 해석에 반 할 수 있다. 또한 

피토관이 유선과 일직선으로 정렬되지 않았을 때의 향도 반 되어야 한다. 식 (2)

는 측정압력 맥동에 대한 향과 피토관이 유선과 일직선상에 정렬되지 않았을 때

의 향을 포함한 식이다. 

Uv

V
=
1
2

√
(
U ∆P

∆P
)2 + (

U∆Pflu ctuation

∆P
)2 + (

U∆Pd is− al ignme nt

∆P
)2 + (

Uρ

ρ
)2  (2)

새로 추가된 식(2) 우변 두 번째 항의 분자는 pitot-tube로 측정된 동압의 표준

편차이며, 식 (3)로부터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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σ x=
(x 1-x)

2
+(x 2-x)

2
+......  x n-x)

2

n-1 (3)

Pitot-tube를 이용한 유속 측정은 다양한 조건에서 수행되었으므로, pitot-tube의 측

정위치와 유속조건에 따라 측정된 동압의 표준편차는 평균 측정값의 ±1.3% ∼ 

±2.2% 범위 내에 있었다. 불확실도 해석에는 최대 표준편차 값을 사용하 다. 우변 

세 번째 항은 유선과 pitot tube가 정렬되지 않아 발생되는 오차의 향을 고려한 

항이다. 실제로 pitot-tube의 측정부분이 유로 내로 삽입되었을 때 정렬상태를 확인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측정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향을 알아

보기 위해 pitot tube를 유로 내에 삽입하고 유선방향으로부터 최대한 이탈시킬 수 

있을 만큼 기울여서 그 향을 살펴보았다(유로가 좁고 휘어져 있기 때문에 

pitot-tube를 기울일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 임). 이 때 측정된 압력값의 변화는 최

대 10% 정도 다. 이들을 모두 고려한 유속측정 실험에서의 최종적인 불확실도는 

±5.12% 수준이다.

2.2. 유속측정

Pitot-tube를 이용한 튜브형 핵연료 냉각유로에서 유속측정 방법에 대해서는 이

미 선행연구과 참고문헌에서 자세히 논의되었다[2, 4, 5, 6, 7]. 

튜브형 핵연료는 두께 1.4mm인 6개의 곡판 핵연료가 반경방향으로 2.5mm 간격

으로 배열되므로 총 7개의 냉각유로가 생기게 된다. 이 때 최외곽 핵연료와 핵연료 

유동관 사이에 형성되는 유로 간격은 2.3mm로 다른 유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

다. 7개의 냉각유로는 stiffener에 의해 3등분 되므로 튜브형 핵연료 전체적으로는 

총 21개의 독립적인 냉각유로가 존재한다. 3등분된 각 section마다 각각 1개의 

pitot-tube를 설치하 다. 이 pitot-tube는 반경방향으로 이동 가능하므로 안쪽에서 

바깥쪽까지 모든 유로의 유속측정이 가능하다. Pitot-tube의 이동시에는 펌프가동을 

정지하 다가 이동하여 측정할 위치에 삽입하여 고정하고 난 후 펌프를 재가동하

다. 이때는 순환루프 내의 유동이 정상상태에 도달하도록 펌프가동 후 최소 5분 정

도를 기다렸다가 측정을 시작하 다.

Pitot-tube를 사용하여 동압을 측정할 때, pitot-tube 측정부에 작용하는 전압

(total pressure)과 정압(static pressure)은 각각 압력도관을 통해 differential 

pressure transmitter로 전달된다 이 때 압력도관 내에는 공기층이 존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약 압력도관 내에서 공기층이 존재하게 되면 압축성 유체인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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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댐핑효과로 인해 측정된 압력이 differential pressure transmitter로 정확히 전달

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압력도관의 공기를 빼내기 위해 

pitot-tube에 압력이 작용하도록 시험 loop를 가동하면서 differential pressure 

transmitter에 장착된 배기밸브를 개방하여, 관내의 공기가 모두 제거될 때까지 공

기와 물을 함께 배출되도록 하 다.

압력도관은 일반적으로 fitting에 사용하는 tube를 사용하지만 본 실험에서는 

pitot-tube가 고정되지 않고 이동하면서 측정하기 때문에 고정배관을 사용할 수 없

어 공기방울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한 우레탄관을 사용하 다. 우레탄관은 

압력이 작용하면 팽창할 수 있지만 본 실험에서는 differential pressure transmitter

와 pitot-tube간의 거리가 짧고 압력도관에 작용하는 압력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무시하 다. 

유로의 번호는 안쪽 유로를 ch-1번으로 정하고 바깥쪽으로 순차적인 번호를 부

여했다. 가장 바깥쪽에 7번째 냉각유로가 존재하지만 시험에 사용된 튜브형 핵연료 

모형이 도면과 일치되도록 정 하게 제작되지 않아, pitot-tube가 삽입되기에는 유

로 두께가 너무 작아 유속측정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실험에서는 ch-1번부터 ch-6

번까지만 유속을 측정하 다. 유속측정 시 pitot-tube는 각 유로의 중심에 위치하도

록 하 다[그림 2].

Pitot-tube를 이용하여 동압을 측정할 때, 한 측정 위치에서 1초 간격으로 총 30

초를 측정하여 얻어진 30개의 값들을 산술평균한 값을 측정값으로 하 으며, 이 측

정값(동압)으로부터 유속이 환산되었다.

2.3. 측정결과 및 토의

2.3.1 측정유속의 보정

Pitot-tube를 이용한 유속측정에서 한 가지 문제점은 튜브형 핵연료 냉각유로와 

같이 매우 좁은 유로에서 측정한 유속이 실제 유속보다 과장되게 나타난다는 것이

다. 그 원인은 좁은 유로에 피토관이 삽입됨으로서 blockage 효과를 일으켜 피토관 

주변 유동속도를 국부적으로 증가시켜 피토관을 통해 측정되는 동압이 실제보다 증

폭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되었다[6].

실제보다 과장되어 측정된 유속을 실제 유속으로 보정하기 위해서, 측정된 모든 

유속에 대해 산술 평균한 유속을 구하 다. 측정된 유속을 산술평균 유속으로 나누

어 주면 평균 유속에 대한 상대 속도비를 얻게 된다. 측정된 유량을 핵연료 유로단

면적으로 나누어주면 핵연료 유로 내를 흐르는 실제 평균 유속을 얻을 수 있는데, 

이 값을 상대속도 비에 곱해 주면 보정된 유속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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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튜브형 핵연료 유속측정 위치

2.3.2 측정결과 및 토의

튜브형 핵연료는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곡판형 핵연료가 동심원 모양으로 여

러겹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부수로 간에 유동혼합이 일어나는 봉형 핵연료 집합체

와는 달리 튜브형 핵연료 냉각유로 간에는 혼합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로와 

같은 봉형 핵연료의 경우에는 핵연료 입구에서 각 부수로 별로 유속편차가 존재하

더라도 하류로 가면서 유동혼합에 의해 평균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부수로 간 유속

편차가 감소하거나 사라지지만, 튜브형 핵연료는 냉각유로 입구에서 발생된 유속편

차가 핵연료를 통과하면서 그대로 유지된다. 

그림 3은 세 section에서 얻은 유속분포를 유량별로 정리한 것으로 불규칙적인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각 section마다의 유속분포 경향은 유량이 증가하여도 그대

로 유지되지만, 유량이 점점 증가할수록 유속편차도 증폭되면서 유속분포 경향이 

더 뚜렷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유량증가에 따른 유속편차의 증폭은 그림 4의 각 section별 유속증가에 따른 유

속분포 비교자료에서 명확히 나타난다. 적은 유량에서는 유속편차가 작아 유속분포

경향 곡선이 뚜렷하지 않지만 유량이 증가하면서 유속편차가 증가하기 때문에 유속 

분포 곡선의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게 된다.

Section 1에서는 가장 안쪽 유로(ch-1)에서 가장 높은 유속을 보이다가 ch-2부

터 ch-4까지 거의 비슷한 유속을 보인다. Ch-5에서 약간 유속이 상승하지만 벽면

에 가까운 ch-6에서 다시 감소한다. Section 2에서는 가장 안쪽 유로인 ch-1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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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가장 높은 유속을 보이지만 ch-2, ch-3으로 가면서 유속이 감소하다가 ch-4에

서 다시 유속이 증가하고 ch-5와 ch-6으로 가면서 다시 감소한다. Section 3에서는 

ch-1, ch-2가 비슷한 유속을 보이면서 가장 높은 유속을 보이다가 ch-3에서 감소한

다. Ch-4에서 ch-5로 가면서 유속이 증가하지만 ch-6은 벽면의 향으로 다시 감

소한다. 

세 section에서 나타난 유속분포는 저마다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모든 

section에서 가장 유속이 빠른 유로는 가장 안쪽에 위치한 ch-1이었다. ch-1 유로는 

입구의 크기가 가장 작아 유동저항이 크고 중심봉에 인접하여 벽면의 향을 받아 

가장 낮은 유속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실험결과에서는 정반대의 결과를 나타

냈다. 뿐만 아니라 벽면효과가 인접한 ch-7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ch-6에까지도 

향을 미치는 나타났다. 이러한 예상 밖의 결과는 튜브형 핵연료 유로 입구 역

에서의 유속 분포와 냉각 유로 형상 및 그 상대적인 크기에 의해 절대적으로 좌우

된다고 생각된다.

특히 이러한 측정결과에 무엇보다 많은 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요인은 실험

에 사용된 핵연료 모형 냉각유로 크기의 부정확성이다. 튜브형 핵연료는 판형 핵연

료를 일정 곡률로 굽혀서 제작하게 되는데, 시험에 사용된 모델의 핵연료 부분은 

판의 절곡이 제대로 가공되지 못해 제작도면에서 제시한 칫수와는 차이가 많고, 입

구 형상도 차이가 많다. 실제로 핵연료 유로들의 입구와 출구에서 유로 간격을 측

정해 보면 3.0mm에서 2.0mm사이로 나타나며 부분적으로 최대 3.3mm 최소 1.9mm

로 측정된 부분도 나타난다. 설계상의 정상적인 유로간격이 2.5mm이므로 이러한 

차이는 상대적으로 큰 값이다. 튜브형 핵연료와 거의 같은 형상을 가진 핵연료에 

대해 유속측정 실험을 수행했던 이전의 연구결과[8]에서도 측정된 유속들 중 일부

가 전체적인 경향을 따르지 않고 벗어난 경우가 나타났는데, 이들 역시 실험에 사

용된 모형의 부정확함에 의한 향을 언급하 다. 

위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때, 측정된 유속분포가 어떤 경향성을 보이지 않고 

임의적인 분포를 보이는 것은 이러한 제작상의 오류로 인한 튜브형 핵연료의 냉각

유로 형상의 부정확함, 핵연료 test section으로 유입되는 유동의 불균일, 핵연료 지

지구조물 형상의 향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각 유량조건마다 측정된 유속을 산술 평균한 평균 유속으로 나누어 주어, 평균 

유속에 대한 상대속도 비를 얻고 이를 그림 5에 나타내었다. 유량변화가 유속 분포

에 향을 주게 되면 상대속도 비의 곡선이 유량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 하지만 그

림 5에서 보듯이 유량이 변화하더라도 상대속도 비 곡선의 분포는 거의 변하지 않

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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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은 그림 5의 결과를 각 section별로 정리한 것으로, 모든 그래프가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 결과를 볼 때 튜브형 핵연료 내 냉각 유로에서의 

유속분포는 유량이 변화하더라도 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험 결과에서 얻은 개별적인 유로에서의 유속은 각 유로에 대한 향을 그대로 

반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핵연료 모형 제작상의 부정확함에 의한 

향도 포함되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개별적인 유로에 대한 결과를 평

균화함으로서 좀 더 종합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각 section에서 동일한 위치의 

유로들끼리 유속을 산술 평균하여 유로에서의 평균 유속 분포를 구하 다. 그림 7

은 튜브형 핵연료 냉각 유로에서의 평균 유속분포와 상대유속 비를 보여주고 있는

데, 이들은 개별적인 결과들의 향을 모두 반 한 것으로서 어떤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상대유속 비를 나타낸 그림에서 첫 번째 유로와 6번째를 제외하고 나머

지 유로들에서의 유속은 평균 유속과 근접한 값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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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튜브형 핵연료 유로에서 상대속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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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튜브형 핵연료 유로에서 상대속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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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평균 유속 및 평균유속 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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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튜브형 핵연료 압력손실 측정[9]

핵연료에서 발생되는 압력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receptacle이 시작되는 부분과 

test-section이 끝나는 부분에 정압탭을 설치하고 두 지점 간에 differential pressure 

transmitter를 연결하 다. Test-section을 흐르는 유동은 같은 유동단면에서도 국부

적으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설치된 압력탭의 위치에 따라 다른 값을 나타낼 수 

있어 한 개의 압력탭에서 측정된 정압이 대표값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iezometer ring을 사용하 다.

그림 8 Piezometer ring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piezometer ring은 원주방향으로 여러 개의 압력탭을 

설치하고 이들을 서로 연결함으로서 다수의 압력탭에 걸리는 정압이 평균화되어 나

타나게 된다[6]. 따라서 측정되는 압력의 fluctuation도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보다 

안정된 측정값을 얻을 수 있다. 

3.1. 압력손실 측정 결과 및 토의

유량변화에 따른 핵연료에서의 압력손실이 그림 9(a)에 나타나 있다. 유량은 

2kg/s에서 23kg/s까지의 범위에서 변화하 다. 유량과 압력손실과의 관계는 그림 

9(a)에 보여지는 측정값들의 분포처럼 일반적으로 2차 함수형태로 나타난다.

그림 9(a)의 좌표축을 log-log scale로 변환하면 그림 9(b)와 같은 그래프를 얻으

며, 이를 linear fitting하여 유량에 대한 압력손실을 나타내는 관계식을 얻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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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Linear fitting으로 얻은 관계식은 다음의 식(4)와 같으며, 측정된 값과 linear 

fitting으로 얻은 식으로부터 그려진 그래프가 매우 잘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P = 731.14 ṁ 1.7645 (4)

이 식에 하나로 36봉 핵연료의 정격유량인 19.6kg/s를 대입하면 139.4kPa을 얻는

다. 정격유량에서 36봉 핵연료의 발생차압이 209kPa±5%[10]인 점을 생각하면 튜브

형 핵연료에서 발생되는 압력손실은 하나로 36봉 핵연료의 67% 수준에 불과한 것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가늘고 긴 봉형의 하나로 핵연료들 간격을 유지하고 

핵연료의 진동을 방지하기 위해 장착된 spacer들의 blockage효과 때문인 것으로 판

단된다.

실험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튜브형 핵연료는 하나로의 봉형 핵연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압력손실을 보이므로, 수출 전략형 연구로에 튜브형 핵연료를 사

용하게 되면 적은 동력으로도 하나로 봉형 핵연료와 동일한 유량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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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튜브형 핵연료 CFD 해석

튜브형 핵연료 집합체 내부에서의 유속 및 압력측정 시험과 병행하여, CFD기법

을 이용하여 튜브형 핵연료 내부에서의 보다 자세한 유동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목

적으로 CFD해석이 수행되었다. 유동해석에는 상용 CFD코드인 CFX-10이 사용되었

다.

4.1. CFD 계산모델

튜브형 핵연료는 굽은 판형 핵연료의 고정을 위해 120도마다 stiffener가 설치되

기 때문에 원주방향으로 3등분 된다. 따라서 120도마다 반복되는 축대칭 모델로 계

산모델을 만들 수 있다. 유동해석 모델은 stiffener를 중심으로 이웃하는 양쪽 

section들을 각각 절반씩 포함하게 되며, 모델의 양 단면은 대칭면(symmetry)으로 

처리하 다. 계산모델의 입구조건은 질량유량으로 주어졌으며, 주어진 질량유량으로

부터 속도로 환산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균일유속조건이 된다.

튜브형 핵연료 집합체는 복잡한 형상을 갖고 있어 계산격자 생성이 쉽지 않다. 

격자생성이 용이하도록 핵연료부와 inlet, receptacle, flow straightener, spider 등을 

포함하는 하부와 grapple head, top guide 등을 포함하는 상부를 따로 분리하여 각

각에 대해 적절한 격자를 생성한 후, GGI(General Grid Interface) 기능을 이용하여 

이들 세부분을 하나의 계산모델로 결합하 다. 그림 10은 튜브형 핵연료 집합체 유

동해석을 위한 하부와 상부의 계산격자를 보여주고 있다. 사용된 격자들은 계산모

델의 형상을 고려하여 tetra mesh와 hexahedral mesh를 사용하 다. 

계산과정에서 질량보존식과 운동량 방정식에 대한 잔류항이 10
-4
이하에 도달하

고, 출구에서의 평균압력 값에 변화가 없으면 계산결과가 수렴한 것으로 판단하

다.  

유동해석에 난류유동의 향을 고려하기 위해 대표적인 난류모델인 standard k-

ε 모델과 k-ω SST 모델을 적용하 다. Standard k-ε 모델은 CFD해석에서 공학적 

측면이 강조될 때 가장 많이 사용되지만 유동박리(separation) 현상이 일어나는 경

우에는 예측 결과의 정확도를 보장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는 여러 

가지 난류모델들 중 유동박리 현상을 비교적 잘 예측한다고 알려진[11] k-ω SST 

모델을 적용하여 그 차이를 비교하여 보았다. 

벽면 근처에서는 속도구배가 크기 때문에 많은 계산 격자가 집중되어야만 한다. 

또한 정확한 계산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적용되는 난류모델에 따라 벽면 근처에서

의 격자처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여기서는 standard k-ε 모델을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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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scalable wall function을 사용하고, k-ω SST 모델을 적용한 경우에는 

automatic wall treatment를 사용하 다. Scalable wall function은 조 한 격자로 

인해 첫 번째 격자점이 점성저층 내에 위치하게 되어 오류가 발생되는 것을 막기 

해 y+ 값이 11.63이하가 되지 않도록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이다. Automatic 

near wall treatment는 1 ≤ y+ ≤ 100 구간에서는 벽법칙을 만족하도록 wall 

function을 사용하거나 low Reynolds number formulation을 자동적으로 선택하여 

계산하게 된다[12]. 

유량변화에 따른 유동분포 및 압력강하 특성을 예측하기 위해 유량조건을 

1.2kg/s부터 24kg/s사이에 구간에서 6가지 유량에 대해 해석을 수행하고 실험결과

와 비교하 다.

4.2. 계산결과

그림 11은 튜브형 핵연료 내부에서의 유동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핵연료 

receptacle 부분에서의 속도분포와 유선을 보여주고 있다. 튜브형 핵연료 하부에서 

유입된 유동은 핵연료 냉각유로 입구까지 도달하는 동안 receptacle에서 유로가 좁

아지면서 유속이 빨라지는 것 이외에는 특이한 유동현상 없이 비교적 매끄러운 흐

름을 보이다가, 냉각유로 입구 부근에 도달하면 stiffener와 인접한 역에서 재순환 

유동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재순환 유동은 vena contracta를 형성하

여 유로가 좁아지게 되어 유동이 냉각유로 입구의 중심부에 집중되도록 만든다. 그

림 12에 그 향이 나타나 있다. 이 그림은 냉각유로 내에서 유동발달을 알아보기 

위해 축방향 위치에 따라 유동단면에서의 유속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가장 하부 그

림이 냉각유로 입구에서의 유속분포이고 두 번째와 가장 상부에 위치한 그림은 각

각 중심부 및 출구에서의 유속분포를 나타낸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로 입구 

부분에서는 유속이 빠른 부분이 원주방향으로 중심부에 위치함을 볼 수 있다. 하지

만 이러한 현상은 하류로 가면서 유동이 발달함에 따라 빠르게 평균화되면서 사라

지는 것을 볼 수 있다.

CFD해석으로 얻은 각 냉각유로에서의 면적 가중 평균된 유속이 그림 13(a)에 

보여지고 있다. 벽면효과로 인해 가장 안쪽에 위치한 유로와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유로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유속을 보일 뿐, 이들을 제외한 다른 유로들은 서로 거

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아주 고른 유속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된 두 가지 난류모델에 따라 두드러진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는 단면형상

이 일정한 냉각유로 내에서는 유동박리 현상과 같이 적용된 난류모델에 따라 결과

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유동현상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차이를 보이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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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

그림 13(b)는 평균유속에 대한 상대속도비를 나타내고 있다. ch-1에서 ch-2, 

ch-3으로 유속이 증가하다가 이후 점점 감소하는 분포를 보인다. 유로간격이 

2.3mm로 다른 유로에 비해 작고 벽면의 향도 받는 ch-7이 가장 낮은 유속을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ch-7을 제외하곤 모두 5%이내인 것

으로 나타났다. CFD해석결과에서 유량이 변화하더라도 유속분포는 향을 받지 않

는 것은 실험결과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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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부

  (b) 하부

그림 10 Computational m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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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elocity contour

(b) streamlines

그림 11 튜브형 핵연료 내부 유동 (14.2 k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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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냉각유로 내에서의 유속변화 (14.2 k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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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험결과와 CFD해석 비교 

CFD기법을 사용하여 얻은 튜브형 핵연료 냉각유로에서의 유속분포 및 압력강하

에 대한 결과를 실험결과와 비교하 다. 

5.1. 유속분포

그림 14는 측정실험에서 얻은 결과와 CFD 해석으로 얻은 결과를 직접 비교한 

것이다. CFD 해석 결과는 가장 안쪽 유로와 가장 바깥쪽 유로에서 벽면 효과에 의

해 상대적으로 낮은 유속을 보이지만,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유로들에서 나타난 유

속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비교적 균일한 유속 분포를 나타냈다. 하지만 실제 유

속 측정결과와 비교해 보면 CFD해석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유속을 보 던 안쪽 

유로에서의 유속이 실험결과에서는 가장 높은 값을 보 다. 또한 CFD해석에 가장 

안쪽 유로와 가장 바깥쪽 유로를 제외한 유로에서는 고른 유속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던 것과는 달리 측정결과에서는 ch-3번에서 유속이 감소했다가 ch-4, 5로 가

면서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두 결과가 서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험 측정 불확실도가 ±5.12%정도인 점을 고려하고, 일부 위치에서 두 

결과간의 차이가 불확실도를 넘어서기도 하지만 실제 물리적인 값으로 고려해 볼 

때 큰 값이라고 볼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실험 측정 불확실도를 제외하더라도 실

험에 사용된 튜브형 핵연료 모형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정 도를 갖지 못함으로서, 

튜브형 핵연료 내의 유동이 실제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

제로 튜브형 핵연료 모형의 냉각유로 입구와 출구에서 유로 간격을 측정해 보면 

2.5mm가 정상이지만 핵연료의 곡률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최대 

3.2mm에서 최소 1.9mm사이의 값을 보이고 있다. 튜브형 핵연료의 냉각유로처럼 하

나의 공간에서 여러 갈래로 나뉘는 분기관 구조에서는 각 유로의 입구 형상과 면적

이 유동 배분에 중요한 향을 미치게 되는데, 실험에 사용된 모형과 같이 정 하

지 못한 모형을 실험에 사용하게 되면, 그 향으로 인해 핵연료 내 유동현상이 왜

곡될 수 있고 측정결과에는 그 왜곡된 현상이 그대로 반 되어 나타나게 될 수 있

다. 

반면에 CFD해석에서 사용된 형상모델은 CAD software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

에 설계도면의 내용을 정확히 반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CFD해석 결과는 

이상적으로 정 하게 제작된 튜브형 핵연료가 이상적인 유동조건 하에 있을 때 나

타날 수 있는 유동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그림 14에서 나타난 실험결과와 CFD해석결과의 차이

는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만족할 만한 수준의 정 도를 갖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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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제작된 핵연료 모형을 사용하고 핵연료 실험시 유동조건을 좀 더 이상적인 조건

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이들 두 결과는 좀 더 근접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5.2. 압력강하

튜브형 핵연료의 압력강하 측정실험에서 얻은 결과와 CFD해석으로부터 얻은 결

과를 표 1에서 비교하 다. 두 결과의 차이는 작게는 0.6%에서 크게는 8.2%까지 나

타났으며, 유량변화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일관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실험 측정 결과와 CFD 해석결과를 비교하고 있는 그림 15에서 보면, CFD 

해석으로 얻은 결과들이 실험결과를 fitting하여 얻는 관계식을 나타낸 직선을 잘 

따라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실험에서 얻은 유량에 따른 압력강하 관계식에 CFD해석에서 입력조건으로 사용

된 유량을 대입하여 얻은 값과 CFD해석에 의해 얻어진 압력손실 예측결과는 최대 

8.2%의 차이를 보이기도 했지만, 대부분 5∼7%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수준에서 비

교적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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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Comparison of results for experiment and C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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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실험 및 CFD해석의 압력강하 비교

유량

(kg/s)

Pressure drop(Pa) 비고

(%)Experiment CFD(SST)

1.2 1,009 1,015 -0.6

5 12,512 11,655 7.4

10 42,511 39,274 8.2

14.2 78,925 74,907 5.4

17 108,425 101,509 6.8

24 199,243 188,263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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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Comparison of pressure drop in experiment and C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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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수출 전략형 연구로의 후보 핵연료 중 하나로 고려한 튜브형 핵연료의 각 냉각

유로에 대한 유량 배분 및 유속, 압력강하 특성과 같이 수력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

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실험적 방법과 CFD를 활용한 방법 두 가지를 병

행하 고, 이들로부터 얻은 결과들을 비교 분석하 다. 본 연구로부터 얻은 결론들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Pitot-tube를 사용하여 튜브형 핵연료 냉각유로에서의 유속을 측정하 다. 실험

결과 유속이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했던 가장 안쪽 유로에서 오히려 유속이 가

장 높게 나타났고,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유로는 벽면의 향과 유로간격이 상대

적으로 작아 제일 낮은 유속을 보 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유로들의 유속분포

는 어떤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진 않았다. 이는 실험에 사용된 튜브형 핵연료 모

형이 정 하게 제작되지 않아, 냉각유로의 형상과 간격이 매우 부정확했기 때문

으로 생각된다. 이에 반해 CAD software를 사용하여 튜브형 핵연료를 정 하게 

재현한 형상모델을 사용한 CFD해석에서는 가장 안쪽유로(ch-1)와 가장 바깥 유

로(ch-7)에서 벽면의 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은 유속을 보이며, 다른 유로

들에 비해 간격이 작은 가장 바깥 유로가 가장 안쪽 유로보다도 더 낮은 유속을 

보 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유로들에서는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고 비교적 고

른 유속을 나타냈다. 

2) 튜브형 핵연료나 판형 핵연료와 같이 냉각유로의 간격이 좁고 폭이 넓으며 유로

내부로 접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각 유로에서의 유속을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기 어려웠고 측정 또한 매우 까다로웠다. 이번 연구결과보다 더 자세하

고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어려운 실험조건에 더 적합한 측정방법

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유량 변화가 핵연료 내부 유동 특성에 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여러 가지 

유량 조건에서 유속분포의 변화를 살펴보았지만,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뚜렷한 향을 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실험과 CFD해석 

모두 동일하 다.

  

4) 실험을 통해 튜브형 핵연료에 대해 다양한 유량조건에서 압력강하를 측정하고, 

이 측정 자료를 이용하여 유량과 압력강하의 대한 관계식을 얻었다. 또한 C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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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에서도 6가지 유량조건에 대한 압력손실 값을 계산하 다. 이들로부터 얻은 

값들을 서로 비교해 본 결과, 최대 약 8.2%까지 차이를 보이기도 했지만 대부분

의 경우 5∼7%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수준에서 비교적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5) 압력강하 측면에서 하나로 36봉형 핵연료와 비교해 보면 하나로 정격유량(19.6 

kg/s)에서 튜브형 핵연료가 36봉 핵연료에서 발생하는 압력손실의 약 67%수준

에 지나지 않아 냉각수 순환을 위한 소요동력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

6) 실험과 CFD해석으로부터 얻은 결과들을 비교하여 분석해 볼 때, 튜브형 핵연료

의 개념설계 단계에서 CFD기법을 이용하여 유량배분이나 압력손실과 같은 중요

한 설계변수들을 미리 예측해 보고 이를 설계에 직접 활용하는 것은 충분히 가

능하고 매우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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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 the hydraulic characteristics of tubular fuel such as velocity distribution and 

pressure drop. As the results of CFD analysis can give us a detail insight on coolant 

flow in the tubular fuel, the CFD method is a very useful tool to understand the flow 

structure and phenomena induced by fluid flow. The CFX-10, a commercial CFD code, 

was used in this study.

The two results by the experiment and the CFD analysis were investigated and 

compared with each other. Overall trend of velocity distribution by CFD analysis was 

somewhat different from that of experiment, but it would be reasonable considering 

measurement uncertainties. The CFD prediction for pressure drop of a tubular fuel 

shows a tolerably good agreement with experiment within 8% difference.

  Subject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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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earch Reactor, Tubular type fuel, Pitot-tube, velocity, 
pressure drop,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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