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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KALIMER-600과 PDRC 성능입증 실험장치의 원자로 풀 내부 국부 유

동장 해석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Gen IV 원전 중 하나인 소듐냉각 고속로는 6가지 노형 중 가장 실현 

가능성이 큰 원전으로 판단된다. 그동안 침체기였던 소듐냉각 고속로 연

구개발은 200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재개되었으며 현재 개념

설계 및 실증실험이 진행 중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독자적인 소듐냉각 

고속로인 KALIMER-600을 설계하였으며 이에 대한 열수력 소듐시험시설

을 설계 중에 있다. 소듐시험시설은 실제 원자로의 1/5 크기를 가진다. 한

국원자력연구원에서 수행한 상사 척도비에 의해 설계된 소듐시험시설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CFD 해석을 통한 설계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

은 매우 합리적인 방법론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KALIMER-600의 

실제 모형 및 1/5 스케일 모형에 대한 3차원 CFD 열수력 해석을 바탕으

로 원자로 풀 내부 냉각재의 열수력 거동을 평가한다. 또한 1/5 스케일 

모형 내 냉각재 거동 특성이 실제모형과 유사함을 보여 소듐시험시설 설

계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상용 CFD 코드인 STAR-CD를 사용하여 KALIMER-600 실제모형 및 

1/5 스케일 모형의 3차원 비압축성 정상상태 열유동 해석을 수행하였다.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KALIMER-600 3차원 CAD 데이터

를 CFD 해석에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하였으며 수정된 CAD 데이터를 활

용하여 유동해석 도메인을 생성하였다. KALIMER-600의 열수력 거동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공성 매질 모델 및 heat source, sink 모델과 같은 

부가적인 수치모델을 사용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모델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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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값을 이론적 수계산, 설계문서 활용 및 한국원자력연구원을 통하여 제

공받아 해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입력 값은 CFD 반복계산을 통하여 

KALIMER-600 설계문서 상의 냉각재 유속, 온도, 압력강하 등의 값과 

CFD 해석결과가 가장 유사한 값을 보이도록 수정∙보완 되었다. 또한 

80% 유량∙출력 조건에 대한 검증해석을 수행하여 해석에 사용된 다공성 

매질 및 heat source, sink 모델 입력 값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1/5 스

케일 모형의 해석은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상사 척도비를 

근거로 기하학적으로 동일한 모형을 1/5로 축소하여 해석하였다.

Ⅳ. 연구개발결과 

KALIMER-600 CFD 해석결과, 노심 및 IHX 내 압력강하는 설계문서 

상의 값과 1% 이내의 오차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공성 매질 파라미터

가 원자로 풀 내 압력분포를 해석하기에 타당하게 선정되었음을 알 수 있

다. 또한 80% 유량조건에 대하여 수행한 다공성 매질 파라미터 검증해석

결과, 압력강하는 100% 유량조건보다 0.64배 작게 나와 물리적으로 합리

적인 결과를 보였다. 열유동 해석결과 또한 설계문서 상의 고온풀 및 저

온풀의 평균온도인 545 °C, 390 °C를 매우 유사하게 예측하고 있으며 

80% 유량∙출력에 대하여 수행한 검증해석결과 또한 원자로 풀 내 온도분

포가 동일하여 heat source, sink 모형이 타당하게 모델링되었음을 확인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KALIMER-600의 3차원 CFD 해석 방법론이 

확립 및 검증되었다. 이러한 방법론에 따라 실제 모형 및 1/5 스케일 모

형에 대한 해석을 수행, 원자로 풀 내 유속, 온도, 압력분포를 정규화하여 

해석결과를 비교·검토 하였다. 그 결과, 실제모형 및 스케일 모형의 원자

로 풀 내 열수력 특성은 매우 유사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소듐시험시설 

상사 척도비가 합리적으로 계산되었음이 입증되었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및 건의사항

본 연구를 통하여 KALIMER-600의 3차원 CFD 해석 방법론 확립 및 

소듐시험시설 설계의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본 연구는 정상상태 유동조건

에 대하여 수행된 연구결과로 향후 설계기준사고 해석과 같은 과도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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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예상된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는 소듐의 물성치를 저온풀 온도를 기준으로 한 상수 값으로 입력하

였고 고체-유체 간의 conjugate heat transfer 해석을 수행하지 않았다. 

KALIMER-600은 원자로 풀 내부 고온풀과 저온풀 사이의 buffer region

을 통한 전도, 대류 열전달 및 고온풀과 DHX 사이의 전도, 대류 열전달 

현상이 존재한다. 이러한 열전달 해석을 위하여 conjugate heat transfer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바탕으로 KALIMER-600 원자로 

풀 내 냉각재 열수력 거동 특성이 명확하게 평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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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Local flow distribution analysis inside the reactor pools of 

KALIMER-600 and PDRC performance test facility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A sodium cooled fast reactor, which is one of Gen IV nuclear 

reactor power plants, has been known as the most promising next 

generation NPP among six under-developing reactor types. The 

development of the sodium fast cooled reactor that had been in a 

recession was resumed since 2000 and has been actively 

developed with not only a conceptual design but also its test 

facility to prove the actual sized plant. KAERI has developed 

KALIMER-600 on it own way and now is designing a thermal 

hydraulic test facility for KALIMER-600. The thermal hydraulic test 

facility was scaled down to one-fifth size of KALIMER-600. It was 

very reasonable that the computational fluid dynamic analysis was 

selected in proving the capability of the scaled sodium test facility 

designed with a similarity scaling law. In the study, 3-dimensional 

thermal hydraulic analysis was carried out focusing on the thermal 

hydraulic behavior inside the reactor pools for both KALIMER-600 

and one-fifth scale-down test facility. The ultimate goal of the 

study is to validate the performance of the test facility design by 

comparing with the thermal hydraulic characteristics analyzed in 

the actual-sized design, KALIMER-600, by using the CFD 

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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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STAR-CD, one of the commercial CFD codes, was used to 

analyze 3-dimensional incompressible steady-state thermal 

hydraulic behavior in both designs of KALIMER-600 and the 

scale-down test facility. Three-dimensional CAD design of 

KALIMER which was provided by KAERI was corrected and 

modified to generate a fluid domain for the CFD analysis. In 

addition to the CAD information, several additional input models 

were considered, such as porous media, heat source and heat sink, 

into the CFD analysis modeling. Given a flow rate of 100% 

operating condition specified in the design document prepared by 

KAERI, resistance coefficients through the porous media modeled 

for the core and IHX were theoretically calculated by adjusting the 

calculated pressure drop through the porous media with a designed 

pressure drop. Repeated the CFD analysis with a change of these 

input values, the CFD input parameters were made to give similar 

results to the design values in terms of flow velocity, temperature, 

pressure drop and so on. Also, the validation of the CFD modeling 

related to porous media, heat source and sink was confirmed in the 

80% flow rate and power conditions. In the CFD analysis on 

one-fifth scale-down model, the geometry data were calculated 

based on the KAERI's similarity scaling law.

Ⅳ. Result of Project

In the KALIMER-600 CFD analysis, the pressure drops in the 

core and IHX gave a good agreement within 1% error range. It 

was found that the porous media model was appropriate to analyze 

the pressure distribution inside reactor core and IHX. Also, a 

validation analysis showed the pressure drop through the porous 

media under the condition of 80% flow rate and thermal power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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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ulated 64% less than in 100% condition giving a physically 

resonable analytic result. Since the temperatures in the hot-side 

pool and cold-side pool were estimated to be very close to 540 

and 390 °C specified on the design values respectively, the CFD 

models of heat source and sink was confirmed. Through the study, 

the methodology of 3-dimensional CFD analysis about 

KALIMER-600 has been established and proven. Performed with 

the methodology, the analysis data such as flow velocity, 

temperature and pressure distribution were compared by 

normalizing those data for the actual sized modeling and 

scale-down modeling. As a result, the characteristics of thermal 

hydraulic behavior were almost identical for the actual sized 

modeling and scale-down modeling and the similarity scaling law 

used in the design of the sodium test facility by KAERI was found 

to be correct.

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In the study, 3-dimensional CFD analysis methodology for 

KALIMER-600 was determined and the validation of the test 

facility scaled down was proven. Therefore, the methodology 

developed under the steady-state condition is expected to play in 

an important role of an applicable methodology on system 

transients of design basis accident for future studies. In the 

present study, however, the material properties for sodium were 

used as constant for the cold-side pool temperature and a 

conjugate heat transfer between solid and fluid was not considered. 

It is definite that there are heat conduction and convection through 

buffer region between hot-side and cold-side pools inside reactor 

pool and another region between hot-side pool and DHX as well. 

Thus, it is recommended that future study include the conju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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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t transfer model in the CFD analysis in order to predict an 

accurate heat transfer behavior. The modified CFD modeling will be 

able to evaluate precise thermal hydraulic characteristics in 

KALIMER-600 react or p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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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세계는 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 에 기여하면서 안 성과 경제성 그리고 핵

확산 항성을 구비한 제4세  원자력 시스템 개발에 힘을 모으고 있다.  세계

으로 3억 7천만 kWe에 가까운 시설 용량의 원자력 발 소가 운 되고 있고 이들보

다 안 성과 경제성을 더 향상시킨 제3세  러스 원 이 건설되고 있다. 재의 

원 은 자원 확보 경쟁을 유발하고 있는 우라늄을 량으로 소비하고 처분장을 확

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량으로 배출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는 

량생산, 다단계이용, 풍부하고 흔한 자원으로의 체를 통한 고효율, 자원 약

형 경제∙사회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와 제4세  원자력 시스템 

국제포럼에서 공모된 27개의 새로운 원  개념 가운데 2030년에는 실용화가 가능하

며 지속성, 안 성, 경제성  핵확산 항성을 구비한 제4세  원자력 시스템으로 

소듐냉각 고속로(Sodium cooled Fast Reactor, SFR)를 비롯한 6개 시스템이 선정

되었다.

우리나라는 1980년  후반부터 미국의 아이다호국립연구소, 아르곤국립연구소, 

제 럴 일 트릭, 일본의 력 앙연구소  러시아의 국립물리에 지연구소와 

력하여 속핵연료 사용 소듐냉각 고속로인 KALIMER(Korea Advanced LIquid 

MEtal Reactor)와 이로(pyro) 로세싱을 연구∙개발하여 왔다. 이러한 연구결과

는 제4세  원자력 시스템 개발을 한 국제포럼에서 KALIMER-600이 참조노형으

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룩하 다. 기존의 KALIMER-150이 미국의 PRISM 원자로에

서 출발한 개념인데 반해 KALIMER-600은 우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완성한 원자로

이다. KALIMER-600은 사용후핵연료를 이로 건식처리를 통해 재가공한 후 연료

로 재활용하는 순환형 원자력 시스템이다. 이러한 설계개념을 완성하면 연료의 효

율성을 높이면서 고  폐기물을 일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28년까지 소듐냉각 고속실증로 건설  운 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용후핵연료

를 처리하는 이로 건식처리 기술은 2011년까지 핵심시술 개발  검증을 마치고 

이로 건식처리 실용화 시스템은 2030년까지 개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소듐냉각 고속로의 연구개발에 발맞추어 설계의 타당성  안정성에 

한 검증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설계검증  안 해석에는 RELAP, MARS, 

TRACE code와 같은 1차원 시스템 코드들이 주로 활용되었다. 기존의 1차원 시스

템 코드는 빠른 계산시간을 보장하지만 해석결과의 불확실성(uncertainty)이 크며 

국부 인 유동특성  3차원 거동을 측할 수 없다는 단 을 가지고 있다. 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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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거동의 해석이 가능한 시스템 코드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이는 기본 으로 1차

원 시스템 코드를 근간으로 발 한 형태이므로 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최근 컴퓨

 환경의 발 에 의하여 이러한 원자로 설계 검증  안 해석에 3차원 CFD 해석

을 도입하는 사례는 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1차원 코드가 가진 단 을 보완하

여 주므로 향후 원 의 설계  안 해석에는 1차원 시스템 코드  CFD 코드를 

통한 연구들이 병행될 것으로 상된다. 본 연구에서도 상용 CFD 코드인 

STAR-CD를 이용하여 KALIMER-600의 원자로 풀 내부 냉각재 거동에 한 3차

원 CFD 해석 방법론을 확립하고 해석 시 사용된 다공성 매질  heat source, sink 

수치모델(numerical model)  그 입력 값에 한 검증해석을 수행하 다. 검증해석

결과, 3차원 CFD 해석에 사용된 입력 값들은 물리 으로 타당하게 선정되었음이 

입증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KALIMER-600 실제 모형  1/5 스 일 모형에 열유동 

해석을 수행하여 소듐시험시설 설계를 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상사 척도비가 타

당하게 선정되었음을 확인하 다. 본 연구결과는 과도상태 원자로 내부 냉각재 거

동해석과 같이 향후 진행될 KALIMER-600의 다양한 CFD 해석에 참고자료로 활용

되어 KALIMER-600의 안 성  설계타당성을 입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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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소듐냉각 고속로는 1950년  후반 연구개발이 시작되었다. 그 후, 1960 - 70년

에  세계 으로 많은 원자력 선진국들이 우라늄 자원의 효율  이용과 경수로  

농축기술의 미국 의존 탈피를 하여 소듐냉각 고속로 연구개발에 참여하 다. 그

러나 원자력 발 량 증가율 둔화  우라늄 자원의 추가 개발로 인하여 우라늄 가

격이 안정되면서 경수로에 비하여 상 으로 경제성이 불리한 소듐냉각 고속로의 

상용화를 한 기술발 은 크지 않았다. 1980년 에는 소듐냉각 고속로의 경제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연구개발이 주를 이루었으며 TMI  체르노빌 원 사고 

이후에는 고유안 성을 강조하는 노형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러나 여 히 

상용화를 한 경제성 제고  안 성 입증에 한 문제가 남아있어 소듐냉각 고속

로에 한 연구개발은 침제기를 맞이하 다. 2000년 에 들어서면서 교토 기후 약

에 따른 청정에 지원 확보와 안정 인 에 지 공 원 확보 필요성이 강하게 두

됨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을 통한 처분 폐기물량의 획기 인 감소와 장수명 

핵종의 핵변환을 통한 방사성 독성의 감소가 가능한 소듐냉각 고속로 기술개발의 

요성이 재인식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원자력 기술선진국을 심으로 소듐냉각 

고속로의 기술 안인 경제성 제고  안 성 입증을 한 연구가 제4세  원자력시

스템 국제공동연구를 통하여 새로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주요 국가의 소듐냉각 고속로 개발 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은 1999년 DOE 

NERI 로그램을 시작으로 2000년부터는 소듐냉각 고속로 개발계획수립 공동의장

국으로 Gen IV 로그램을 추진하여 소듐냉각 고속로의 신개념  신기술에 한

연구개발[1]을 재개하 다. 2006년에는 세계원자력 트 십(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 GNEP) 계획을 발표하 는데 여기서는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소듐냉각 

신형연소로 기술을 개발하여 2014년에 소듐냉각 신형연소로 개발을 한 실험로를 

건설  운 하고 2023년까지는 상용규모의 실증로를 가동할 계획이다. 이를 해 

미국 DOE는 2007 회계년도에 2억5천만 달러의 산을 요구하 다. 일본은 2005년 

자원에 지청이 몬주의 조속한 재개, 2030년 실증로 가동, 2050년경 상용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핵연료주기 실 을 한 기본 시나리오를 제시하 다. 랑스는 2005

년 미래 원자력시스템 연구개발 략을 승인하여 소듐냉각 고속로  가스  냉각 

고속로 개발을 병행 추진한다는 결정을 하 으며 2006년에는 시라크 통령이 2020

년에 Gen IV 고속 실증로의 가동을 천명하 는데  기술개발 수 에 비추어 볼 

때 소듐냉각 고속로가 유력하다는 것이 문가들의 지배 인 의견이었다. 인도는 

2020년까지 4기의 소듐냉각 고속로를 건설할 계획이며 국 한 2020년까지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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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30기를 건설하여 총 원자력 발  용량을 40 GWe로 증가시킨다는 계획을 세

워놓고 있으며 2050년에는 원자력 발  용량이 240 GWe에 달할 것으로 상하고 

있다. 따라서 우라늄 공  측면에서 경수로만으로는 이를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다

음 단계로 핵연료물질 증식이 가능한 소듐냉각 고속로의 운 을 고려하고 있다. 이

에 따라 재 소듐냉각 실험로를 건설 이며 후속 원형로에 한 설계도 진행 

이다.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다소 늦은 1972년부터 소규모로 소듐냉각 고속로에 한 

기 기술 연구를 수행해왔다. 1997년부터는 국가 원자력 장기계획사업으로 본격

으로 연구개발에 착수해 2001년, 소형 소듐냉각 고속로인 KALIMER-150 개념설계

를 개발하 다. KALIMER-150은 국내 최 의 소듐냉각 고속로 개념설계이며 해외 

참조노형에서 출발한 개념이다. 이를 바탕으로 2002년부터는 형 소듐냉각 고속로

인 KALIMER-600 개념설계를 개발하고 있다. KALIMER-600은 우리 기술력을 바

탕으로 한 우리 고유의 독창  개념으로 Gen IV 소듐냉각 고속로의 참조노형으로 

선정되어 기술력을 국제 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소듐냉각 고속로는 Gen IV 6 가지 노형  가장 실  가능성이 높아 원자력 선

진국을 필두로 하여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컴퓨  환경의 비약 인 발

과 더불어 이러한 Gen IV 원자로 연구개발  개념설계에는 기존의 1차원 시스

템 코드를 신하여 CFD 코드를 활용하는 사례가 차 증가하고 있다. IAEA는 최

근 3차원 CFD 코드를 시스템 코드와 연동시키거나 는 시스템 코드의 경계조건을 

결정하는데 사용하는 방안에 한 검토를 하여 미 을 주최한 바가 있으며 실제

로 미국의 INEEL에서는 ATES  General Atomics 사와 력하여 

RELAP5-3D/ATHENA와 Fluent 코드를 결합하여 핵증기공 계통(Nuclear Steam 

Supply System, NSSS) 설계에 활용하는 연구를 시작하 다. 이들은 구조가 복잡한 

원자로 내부 유동은 Fluent를 사용하여 해석하고 배  등은 RELAP5를 사용하여 

해석하는데 두 코드 사이의 경계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protocol을 개발하

다. 한 남아 리카공화국에서는 고온가스로 개발에 상용 CFD 코드를 이용하여 

체 핵증기공 계통의 열수력 거동을 해석하 다. 우리나라의 부산 학교에서도 

한국표 원 (Korea Standard Nuclear Power Plant, KSNP) 원자로 용기의 실제 

형상의 단순화 없는 유동도메인에 하여 3차원 CFD 해석을 수행하 으며 이를 통

하여 시스템 코드의 입력 값인 압력손실계수(pressure loss coefficient)를 제안하

다. 그러나 상사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연구에 CFD 해석을 활용한 경우는 드물다. 

많은 공학 분야
[2],[3]
에 사용되어 그 정확성이 입증된 CFD 해석을 KALIMER-600 

원자로 풀 내 냉각재 열수력 거동 해석에 사용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 단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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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스 일 모형 상사의 타당성을 검증하는데 활용하는 것은 독자 인 검증 방법론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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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결과

제 1  3차원 CFD 해석 방법론

KALIMER-600은 풀형 소듐냉각 고속로로 출력이 600MWe인 형 원자로이다. 

KALIMER-600의 핵증기공 계통은 그림 1과 같이 일차계통(Primary Heat 

Transport System, IHTR), 간계통(Intermediate Heat Transport System, IHTR), 

그리고 증기발생계통(Steam Generation System, SGS)의 3 가지 열계통으로 구

성되어 있다. 원자로 내에는 4개의 IHX(Internal Heat eXchanger),  2개의 

DHX(Decay Heat eXchanger),  2개의 펌 가 있으며 펌 로 유입된 온풀의 냉

각재는 각각의 펌 에 연결된 두 개의 배 을 통하여 노심 유입부(core inlet 

plenum)  노심을 거쳐 고온풀로 유동한다. KALIMER-600은 기존의 산화연료와 

달리 속연료를 사용함으로써 원자로가 높은 부반응도계수를 가지며 사고 시 핵연

료 용융에 의한 재임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고유 안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한 일

차계통이 용량 소듐 풀로 구성되어 있어 사고 시 온도 상승을 최 한 지연시켜 

주고 피동 잔열제거회로계통(Passive Decay heat Removal Circuit, PDRC)과 같은 

신뢰성 높은 피동 안 개념을 토 로 하고 있어 설계기 사고 시 별도의 능동기기 

 운 원의 개입이 없어도 계통의 안 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
[4],[5]
되

어있다.

이러한 설계개념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KALIMER-600의 열수력 거동에 

한 실증실험을 수행하기 하여 1/5 스 일의 소듐시험시설 구축을 비하고 있

다. 소듐시험시설의 설계에는 상사법을 활용하여 형상학  길이, 넓이, 부피  냉

각재의 유량, 히터의 발열량과 같은 설계 라미터들이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KALIMER-600의 실제모형  1/5 스 일 모형에 한 3차원 CFD 해석을 통하여 

상사법에 따라 선정된 척도비의 타당성을 검증하는데 그 목 이 있으며 수행 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실제 모형에 한 100% 유량조건에서의 3차원 CFD 유동해석을 수행한다. 

이 때 다공성 매질(porous media)로 체되는 노심  IHX의 특성 값을 히 선

정하는 것이 원자로 풀 내부 냉각재의 거동을 해석하는데 매우 요하다. 그 후 동

일한 모형에서 80% 유량조건에 하여 검증해석을 수행한다. 노심  IHX의 압력

강하는 유속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노심  IHX의 압력강하가 0.64 배로 어들어야 

선정된 다공성 매질 라미터의 타당성을 입증될 수 있다. 실제 모형 100% 유량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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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80% 유량조건의 해석결과를 분석하여 3차원 CFD 해석의 타당성이 입증되면 

이를 바탕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제공된 상사 척도비에 따른 1/5 스 일 모형

에 한 100% 유량조건 해석  80% 유량조건 해석을 반복하여 스 일 모형 해석

의 타당성을 입증한다. 실제 모형과 스 일 모형의 해석결과는 유속분포  압력분

포와 같은 유동 특성을 정규화(Normalization) 시켰을 때 유사한 특성을 보여야 한

다. 유동해석을 통하여 해석결과  척도비의 타당성이 확보되면 이를 기 으로 열

유동 해석을 수행한다. 열유동 해석 시, 다공성 매질 모델  그 입력 값인 공극률

(porosity), 항계수(resistance coefficient)와 같이 유동특성을 해석하기 한 수치

모델  입력 값들은 동일한 값을 사용한다. 그리고 열  특성을 평가하기 한 열

유속(heat flux)과 같은 부가 인 기(initial condition)  경계조건(boundary 

condition)을 선정해 주어야 하며 노심  IHX, DHX의 발열, 열제거를 모사하기 

하여 이를 heat source, sink 모델로 각각 체한다. 열유동해석 한 실제모형  

1/5 스 일 모형에 하여 100% 유량∙출력조건  80% 유량∙출력조건 해석을 

수행한다. 이때 노심  IHX, DHX의 열출력  열제거량도 80%로 어든다. 그러

므로 열유동 해석 시에는 이러한 구성요소의 압력강하는 유동해석과 동일하게 0.64 

배로 어들어야 하며 반면 원자로 용기 내 온도분포는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heat 

source, sink 모델의 타당성을 입증될 수 있다. 열유동 해석 시에는 노심, IHX, 

DHX의 발열량  열제거량이 80%로 지만 원자로 내 총유량 한 80 %로 어

들기 때문에 원자로 풀 내 온도분포는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유동해석 

 실제모형 유동해석 수행

 노심  IHX를 다공성 매질 모형으로 체 100 % 유량 해석 수행

 80 % 유량 해석 수행을 통한 다공성 매질 입력 값 검증

 1/5 모형 유동해석 수행

 노심  IHX를 다공성 매질 모형으로 체 100 % 유량 해석 수행

 80 % 유량 해석 수행을 통한 다공성 매질 입력 값 검증

 실제모형  1/5 모형 유동특성 비교∙검토

 유속  압력분포에 한 정규화 특성 값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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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유동해석 

 실제모형 열유동해석 수행

 유동해석을 통하여 검증된 다공성 매질 모형 반

 노심, IHX  DHX에 heat source  sink 모형 추가

 80 % 유량 해석 수행을 통한 heat source  sink 모형 입력 값 검증

 1/5 모형 열유동해석 수행

 유동해석을 통하여 검증된 다공성 매질 모형 반

 노심, IHX  DHX에 heat source  sink 모형 추가

 80 % 유량 해석 수행을 통한 heat source  sink 모형 입력 값 검증

 실제모형  1/5 모형 열유동특성 비교∙검토

 온도분포에 한 정규화 특성 값 비교

3차원 CFD 해석에는 상용 CFD 코드인 STAR-CD 4.06을 사용하 다. 해석 상

은 KALIMER-600으로 원자로 용기 바닥부터 수직 상 방향으로 15150 mm까지를 

해석 역으로 선정하 으며 원주방향 1/2만을 해석하 다. 그러므로 해석 역에는 2

개의 IHX  1개의 DHX, 원주방향 1/2 모형의 2개의 펌 가 포함된다. CFD 해석

에 사용된 KALIMER-600의 실제모형과 1/5 스 일 모형의 형상  해석 역은 동

일하며 기하학 인 크기만 1/5로 축소된 형태이다. 노심  IHX는 실제 형상이 매

우 복잡하여 격자생성  해석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그 특성을 반 하여 다공성 매

질 모형으로 체하 으며 DHX의 경우, 유동이 자유로운 빈 공간으로 모사하 다. 

이는  해석조건에서 DHX가 노심  IHX와는 달리 유동 방향으로 압력강하를 유

발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열유동 해석 시에는 STAR-CD가 지원하는 UDF(User 

Define Function)을 사용하여 노심은 heat source로 IHX  DHX는 heat sink로 모

델링하 다. 

본 연구에서는 해석 상에 약 600 - 1200만개의 격자를 생성하여 CFD 해석을 

수행하 으며 계산 시, 일반 인 유동해석과 달리 다공성 매질 처리에 필요한 수치

해석  heat source, sink 모델에 한 부가 인 수치해석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일반 인 PC 환경에서 이러한 해석을 수행하는 것은 실 으로 불가능하다 단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CFD 해석은 2.4 GHz CPU 8 개와 42 Gbyte 메모리를 

확보한 워크스테이션(workstation)을 이용하여 병렬계산을 통해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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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KALIMER-600 계통  기기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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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수치해석모형 생성

KALIMER-600의 3차원 CAD 데이터는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제공되었다. 

CAD 데이터로부터 CFD 해석을 한 유동도메인을 생성하기 해서는 기존 CAD 

데이터의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기존의 CAD 데이터를 직  사용하면 격자생성

을 한 노드(node)  면(surface) 생성 시 많은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므

로 본 연구에서는 원자로 풀 내 열유동 해석 시 냉각재의 열수력 거동에 지배 인 

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에 하여 간소화 작업  보완작업을 수행하 다. 그림 

2와 3에 KALIMER-600의 3차원 CAD 데이터의 원본을 나타내었다. 펌 의 입구 

 펌 와 노심 유입부의 형상(1)  DHX 형상(2)이 불분명하게 모델링되어있다. 그

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상의 후, 본 역을 수정  보완하 다. 

특히 DHX의 경우, 기존 CAD 데이터 상으로는 온풀에 잠겨있지 않지만 수정 작

업을 통하여 온풀에 잠겨있는 형태로 리모델링하 다. 그리고 원자로 풀 앙에 

수직으로 배치된 각종 제어 (3)을 제거 하 다. 한 해석 역을 원자로 용기 바닥

으로부터 15150 mm까지로 선정하 으므로 15150 mm 이상에 치한 구조물들(4)

은 모두 제거하 으며 노심(5)의 형상을 간소화하 다. 노심의 높이는 총 4.6 m로 

바닥으로부터 1.1 m 높이까지의 역은 비활성 역(inactive core)이며 1.1 m - 2.1 

m까지의 높이 1 m 역이 활성 역(active core)으로 열출력이 발생되는 부분이다. 

나머지 2.1 m - 4.6 m 역 한 비활성 역으로 노심은 해석 시 모두 동일한 특

성 값을 가진 다공성 매질로 체되며 출력부는 추가 으로 heat source로 할당된

다. 수정된 KALIMER-600의 CAD 모형을 그림 4와 5에 나타내었다.

수정된 CAD 모형을 바탕으로 CFD 해석에 필요한 유동도메인을 생성하 다. 

CAD 모형은 고체(solid)모형이므로 실제 해석에 필요한 냉각재 유동 역인 유체

(fluid)모형을 생성하기 하여 부가 인 작업이 필요하다. CAD 모형을 완 히 감

싸는 내부가 꽉 찬 볼륨(volume)을 만든다. 만들어진 볼륨으로부터 CAD 모형을 빼

내고 남은 부분이 유체가 흐르는 유동도메인이 된다. 본 과정을 통하여 생성된 유

동도메인을 그림 6, 7, 8 ,9에 나타내었다. 노심(No. 2, 3), IHX(No. 4), DHX(No. 5)

의 경우, 다공성 매질  heat source, sink 모형을 용해야하므로 별도의 역으

로 나 었다. 특히 노심은 발열부( 란색)  비발열부(빨간색)가 공존하므로 2개의 

유동 역으로 구분하 다. 그러므로 총 유동도메인은 5개가 된다. 이는 격자생성 이

후, 하나의 볼륨으로 매칭될 것이다.

생성된 유동도메인을 STAR-CD의 격자생성 도구를 불러와 비정렬 다면체격자

(unstructured polyhedral mesh)를 생성하 다. 5개로 구분된 유동도메인에 각각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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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생성한 후 매칭을 시켜 하나의 유동 볼륨으로 만들었으며 매칭 시, 노드 의 

불일치로 인한 해석 오차를 이기 하여 STAR-CD의 arbitrary matching 기법을 

활용하 다. 이와 같이 각각의 구성요소를 별도로 생성한 것은 노심  IHX, DHX

를 각각 다른 part로 선정하여 해석 시 다공성 매질, heat source, sink 라미터를 

용하기 함이다. 난류유동 시 벽면 근처 성 층에는 유속의 구배가 큰 유동이 

형성된다. 그러므로 벽면 주 에는 매우 많은 격자를 집 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는 

계산시간의 증가  수렴성의 문제로 인하여 효율 인 석 수치해석 방법이 아니다. 

그러므로 일반 으로 RANS 모델을 사용하여 난류를 모의할 경우, 벽법칙(law of 

the wall)에 근거한 wall function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벽면 근처의 유동 모

사를 해 CFD 해석 시, 가장 리 사용되고 있는 standard wall function을 사용

하 으며 이를 하여 벽면 근처 유동 역에는 3층의 얇은 sub layer을 생성하 다. 

해석결과, y+ 값은 100 이하로 벽면 근처의 격자는 유동을 모의하기에 하게 생

성된 것으로 단된다. 생성된 격자는 그림 10에 나타내었다. 본 과정을 통하여 약 

600 만개의 격자가 생성되었으며 600 만개의 격자수를 확보한 해석결과를 바탕으로 

유속의 구배가 빠른 역을 상으로 격자 재생성(mesh refinement) 작업을 수행하

다. 격자 재생성 작업결과, 격자수는 약 800 만개  1200 만개로 증가하 다. 

600, 800 그리고 1200 만개의 격자수를 확보한 유동도메인에 한 해석결과, 약 800

만개의 격자를 확보하면 격자에 따른 해석결과의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 고 본 연

구의 모든 해석에서 800 만개의 격자수를 확보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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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KALIMER-600 CAD 데이터 원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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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KALIMER-600 CAD 데이터 원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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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KALIMER-600 CAD 데이터 수정본-1

그림 5. KALIMER-600 CAD 데이터 수정본-2



- 15 -

그림 6. KALIMER-600 유동도메인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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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KALIMER-600 유동도메인 No. 2, 3 (노심)

그림 8. KALIMER-600 유동도메인 No. 4 (IHX)

그림 9. KALIMER-600 유동도메인 No. 5 (DH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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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생성된 비정렬 다면체 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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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지배방정식  수치해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KALIMER-600 원자로 풀 내 냉각재 열수력 거동에 한 정상상

태 RANS(Reynold Average Navier-Stokes) 해석을 수행하 다. 비압축성 난류유동

에 한 지배 방정식(governing equation)인 연속방정식(continuity equation)과 운

동량 방정식(momentum equation)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 , , , , ,   그리고   는 각각 시간, 직교좌표,   방향으로의 

속도성분, 압력, 도, 응력텐서성분, 질량 소스(source)  운동량 소스성분을 나타

낸다. 열유동 해석 시에는 연속 방정식, 운동량 방정식  에 지 방석(energy 

equation)을 풀었으며 에 지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는 엔탈피(static enthalpy)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 , 
 , 

, , ,  는 각각 온도, 질량분율, 열, 온도 의 정압비

열, 온도 의 기  정압비열, 확산 에 지 유속, 에 지 소스  엔탈피를 나타낸

다. 연속 방정식  운동량 방정식을 해석할 시 압력  유속의 연계는 

SIMPLE(Semi Implicit Method for Pressure Linked Equations) algorithm을 사용

하 고 운동량 보존 방정식의 류항에 해서는 2차 정확도를 가지는 앙차분법

(Central Difference scheme, CD)을 사용하 다.

원자로 풀 내 난류의 모사는 RANS 모델을 사용하 다. RANS 모델은 난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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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놀즈 응력(Reynolds stress)이 분자 성에 의하여 발생하는 단응력과 유사하

게 응력의 크기가 평균속도에 비례한다는 Boussineq 이론에 근거하여 수립되었다. 

Boussineq 이론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RANS 모델은 1 단계종결모델이라고도 불리 우며 크게 0 방정식모델, 1 

방정식모델, 2 방정식모델로 나뉜다. 이  공학 으로 가장 리 사용되는 모델은 

2 방정식모델로 standard k-ε 모델, standard k-ω 모델 등이 이에 속한다. 본 연구

에서는 다양한 RANS 모델  RNG(Re-Normalization Group) k-ε 모델을 선정하

여 KALIMER-600 열유동 해석을 수행하 다. RNG k-ε 모델은 기존의 standard 

k-ε 모델과 난류운동에 지(turbulence kinetic energy) 방정식은 동일하지만 소산

율(turbulence dissipation rate)방정식은 다르며 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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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에 사용된 난류운동에 지 방정식  소산율 방정식의 각 경험  계수는 표 

1에 나타내었다. 기존의 standard k-ε 모델이 난류의 이방성 모사에 수학  한계
[6]

를 가지고 있는 반면 RNG k-ε 모델은 standard k-ε 모델에 RNG 이론을 목하여 

난류 소산율 계산 시 난류의 이방성에 의한 유동 특성을 보다 정확히 측한다. 그

러므로 RNG k-ε 모델은 강한 유속곡률을 수반하는 난류, 강한 선회 난류, 비등방

성 난류유동이 상되는 해석에 리 활용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력 로젝트

인 I-NERI 로그램으로 수행된 “Numerical Reactor" 연구과제에서는 상용 CFD 

코드인 STAR-CD, CFX, CFD-ACE가 제공하는 난류 모델의 핵연료  배치에 따

른 냉각재 유동 측성에 하여 평가하 다. 이 연구에서는 standard k-ε 모델, 

quadratic and cubic k-ε 모델, RNG k-ε 모델을 포함하는 1 단계종결모델  2 단

계종결모델인 RSM(Reynold Stress Model)을 평가 상으로 선정하 다. 평가 결

과, RSM이 가장 뛰어난 난류 측성을 보이며 1 단계종결모델 에는 RNG k-ε 

모델이 가장 우수한 결과를 보 다. Chun
[7]
 한 RSM이 가장 뛰어난 난류 측성

을 보이며 RNG k-ε 모델은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고 하 다. RSM은 많은 연

구결과들을 통하여 난류의 특성 측에 매우 뛰어나다 알려져 있으나 많은 계산시

간이 필요하며 수렴성도 1 단계종결모델에 비해 히 떨어진다. 그러므로 본 연

구에서도 난류의 모사를 해 RNG k-ε 모델을 선정하 으며 이는 타당하다 단

된다. 난류의 모사에서 벽면에 인 한 경계층(boundary layer) 유동 계산에는 

standard wall function을 사용하 으며 해석결과, 벽면에서 가장 인 한 격자의 

심까지의 무차원 거리인 y+ 값이 100 이하로 경계층 유동을 모사하기에 하게 

격자가 배치되었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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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5 0.719 0.719 0.9 0.9 1.42 1.68 1.42 -0.387 0.4 9.0 4.38 0.012

표 1. KALIMER-600 CFD 해석에 사용된 RNG k-ε 모델의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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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3차원 유동해석

1. 실제모형 유동해석

1.1 기  경계조건

KALIMER-600의 냉각재는 소듐으로 물성치(property)는 표 2와 같다. 소듐의 

물성치는 유동해석  열유동해석 모두 동일하게 용되었으며 실제모형  1/5 

스 일 모형 해석 시에도 동일하게 용되었다. 펌   노심 유입부를 연결하는 

2개의 배 에 각각 입구(inlet) 경계조건을 선정하 다. 입구의 유량은 펌  1개

의 총 유량인 3856.65 kg/s의 1/2 값인 1932.825 kg/s를 각각 용하 다. 이는 

하나의  펌 로부터 두개의 배 을 통하여 노심 유입부로 유동하기 때문이다. 

한 입구 경계에 압력 계산에 필요한 기  압력으로 227 kPa의 정압(static 

pressure) 선정하 다. 이는 유동도메인의 액면을 기압으로 기 하여 입구 역

까지의 수두압(hydraulic pressure)을 더하여 선정한 값이다.

      
 

온풀과 펌 를 연결하는 2개의 배 에 각각 출구(outlet) 경계조건을 선정하

으며 각각 입구를 통하여 유동도메인으로 들어오는 총 유량의 50% 씩 유출되

도록 선정하 다. 원주방향 1/2 모형의 칭면은 칭(symmetry) 경계조건을 선

정하 으며 액면은 slip wall 경계조건을 선정하 다. 실제 액면의 경우, 공기와 

하고 있는 자유표면이나 이를 VOF(Volume Of Fluid) 방법론 등을 활용하여 

실제와 유사하게 해석하기 해서는 많은 계산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근사

인 근으로 slip wall 경계조건을 사용하여 액면에서 속도가 착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미끄러(free slip) 질 수 있도록 선정하 다. 이러한 수치해석 방법론은 

NEI 04-07  US SER on NEI 04-07의 냉각재상실사고(Loss Of Coolant 

Accident, LOCA) 재순환이동해석(recirculation transport mode) 시에도 용되

어 근사 해석의 타당성이 입증
[8],[9]
되었다. 그 외 벽면은 no-slip wall 경계조건을 

사용하여 벽면에서의 유속이 0이 되도록 하 다. 유동도메인에 할당된 각 경계조

건은 그림 11에 나타내었다.

노심  IHX는 형상이 매우 복잡하여 CFD 해석을 한 격자 생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다공성 매질 모형으로 체하 다. 

다공성 매질은 매질 내 유속이 평균값을 가지며 항계수에 따른 압력강하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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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는 항체 개념이다. KALIMER-600의 노심은 냉각재가 흐르는 채   유

동이 없는 구조체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를 하여 확보된 자료를 통하여 

체 단면  비 유동 단면 의 비(공극률)를 알 수 없었다. 그러므로 다공성 매

질 모형으로 체된 노심의 공극률을 다음 차를 통하여 계산하 다. CAD 데

이터에 근거한 노심의 체 단면 은 약 16.384 m
2
이며 노심을 빈 공간으로 가

정할 시 노심 내 유속은 다음 식에 의해 약 0.549 m/s가 된다.








 

KALIMER-600의 설계문서 상 노심의 평균유속은 3.2 m/s이므로 해석 시 이

를 만족하려면 CFD 해석에서 노심의 공극률은 약 0.2가 되어야한다. 노심을 다

공성 매질 모형으로 체하기 한  하나의 라미터인 항계수의 기 계산

은 다음의 차를 통하여 계산되었다. 계산 시 노심 내 압력강하는 형상에 의한 

손실(local loss, form loss)이 지배 이며 마찰에 의한 압력강하는 무시할 정도로 

작다고 가정하 다. 형상에 의한 압력강하는 그 상이 매우 복잡하여 반 경험

으로 다음과 같이 표 되며 여기서, k는 압력손실계수(pressure loss coefficient)

로 이는 난류유동일 경우 이놀즈수(Reynold number)에 무 하며 오직 유동 

단면변화  유로 변화에 따른 기하학  형상만의 함수
[10]
이다.

∆


 



계산결과, 노심의 항계수는 약 48이 나왔으며 CFD 반복계산을 통하여 

KALIMER-600 설계문서 상의 압력강하 값  CFD 계산결과 값이 일치하도록 

약 49.3으로 수정∙보완하 다. IHX 한 다수의 열   baffle로 구성되어 

있다. IHX의 공극률은 설계문서를 참고하여 계산하 으며 그 값은 약 0.9로 선

정되었다. IHX의 항계수는 노심 계산과 동일한 차를 통하여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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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X 내 평균유속은 질량 보존법칙에 따라 약 0.838 m/s로 계산되었으며 이를 

기 으로 계산한 항계수는 약 85로 측되었다. IHX의 항계수 한 반복

인 CFD 해석을 통하여 압력강하가 설계문서와 유사한 값을 가지도록 수정되었

으며 이 값은 약 85.8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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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sity 858.8 kg/m
3

Molecular viscosity 0.0002823 kg/m∙s

Specific heat 1284.3 J/kg∙K

Conductivity 73.59 W/m∙K

Molecular weight 23

표 2. KALIMER-600 CFD 해석에 사용된 소듐의 물성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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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KALIMER-600 유동해석 경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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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해석결과

그림 12와 13에 KALIMER-600 노심  IHX 역의 유동해석결과를 나타내

었다. 해석결과, 노심 내 압력강하는 약 211.3 kPa로 설계문서 상의 압력강하인 

213 kPa와 약 1%의 오차를 가지고 있어 노심의 다공성 매질 모형이 히 모

델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IHX 한 CFD 해석결과가 측한 압력강하는 

25.63 kPa로 설계문서 상의 값인 25.73 kPa와 유사한 값을 보인다. 선정된 다공

성 매질 모형 라미터를 검증하기 하여 80 % 유량조건에 한 해석을 수행

하 다. 노심  IHX 내 압력강하는 유속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80% 유량조건에

서는 100% 유량조건에 비하여 0.64 배의 값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각각의 압

력강하는 이론 으로 136.3 kPa  16.47 kPa가 된다. CFD 해석결과, 노심  

IHX의 압력강하는 그림 14  15와 같이 각각 135.1 kPa, 16.37 kPa로 측되었

다. 이는 이론 인 값과 매우 유사한 값을 보인다. 이러한 검증해석결과로 보아 

본 연구에 선정된 다공성 매질의 입력 값은 매우 히 선정되었다고 단된다. 

그림 16  17에는 노심  IHX의 심을 지나는 단면에 하여 원자로 용기 

내 압력  유속분포를 나타내었다. 원자로 풀 내 압력강하는 노심 내 압력강하

가 IHX 내 압력강하에 비하여 약 8배로 크다. KALIMER-600 원자로 풀 내 압

력강하는 노심을 통한 압력강하가 지배 이므로 본 그림 상의 contour로 IHX의 

압력강하는 별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는 정규화 결과 분석에서 제시하 다. 

그림 16, 17에 나타낸 것과 같이 노심 내 평균 유속  IHX 출구의 평균유속은 

각각 약 3.2 m/s, 6.67 m/s로 설계문서 상의 값과 매우 유사하다. 그림 18  19

는 IHX 입구  출구 역의 속도 벡터를 나타낸다. 펌  서 노심  고온풀을 

거쳐 유동한 냉각재는 IHX 입구로 이동하며 이때의 유속 벡터를 나타내었다. 입

구 역 의 공간에는 재순환류가 발생하며 본 역은 유동 특이 (singularity)

에 해당하므로 이는 물리 으로 타당한 해석결과라 단되며 출구 역은 유동 

단면 이 속히 어듦으로 상 으로 빠른 유동장이 형성된다. 그림 20  21

에는 고온풀 내 UIS(Upper Internal Structure)  DHX 주 의 유속 벡터를 나

타내었다. UIS의 hole을 유동할 시 빠른 유속의 속도장이 모사되는 등, 각각의 

유동특성이 물리 으로 타당하게 해석되었다 단되며  해석 상태에서 DHX 

역은 속도벡터의 크기가 매우 작으므로 유동이 거의 없는 정체 역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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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KALIMER-600 노심 내 압력강하 (100% 유량)

그림 13. KALIMER-600 IHX 내 압력강하 (100% 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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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KALIMER-600 노심 내 압력강하 (80% 유량)

그림 15. KALIMER-600 IHX 내 압력강하 (80% 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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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KALIMER-600 원자로 풀 내 압력분포 (100% 유량)

그림 17. KALIMER-600 원자로 풀 내 유속분포 (100% 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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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IHX 입구 역 속도 벡터 (100% 유량)

그림 19. IHX 출구 역 속도 벡터 (100% 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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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UIS 주  속도 벡터 (100% 유량)

그림 21. DHX 입구 역 속도 벡터 (100% 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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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5 모형 유동해석

2.1 기  경계조건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KALIMER-600 소듐시험시설의 척도비

는 표 3과 같다. 이에 따라 유동도메인의 기하학 인 형상을 1/5로 축소하 으며 

그 외 CFD 해석을 한 입구유량과 같은 입력 값들은 척도비에 근거하여 수정

하 다. 입구 경계는 실제 모형 해석과 동일한 치에 선정하 으며 입구의 유량

은 실제 모형 해석 시 용한 유량인 1932.825 kg/s를 척도비에 따라 1/55.9 배

하여 약 34.576 kg/s로 선정하 다. 한 입구 경계에 압력 계산에 필요한 기

압력으로 126 kPa를 선정하 다. 이는 액면을 기압으로 기 하여 입구 역까

지의 수두압을 더하여 선정한 값이다. 입구 역은 실제 모형 해석 시에는 액면으

로부터 약 15 m아래에 치하고 있었으나 1/5 스 일 모형은 길이 척도비인 1/5 

스 일을 용하여 약 3 m 아래 치하고 있다.

      
 

온풀과 펌 를 연결하는 2개의 배 에 각각 출구 경계조건을 선정하 으며 

각각 입구를 통하여 유동도메인으로 들어오는 유량의 50% 씩 유출되도록 선정

하 다. 원주방향 1/2 모형의 칭면은 칭 경계조건을 선정하 으며 액면은 

slip wall 경계조건을 선정하 으며 그 외 벽면은 no-slip wall 경계조건을 사용

하여 벽면에서의 유속이 0이 되도록 하 다. 이러한 경계조건은 실제 모형 해석

과 모두 동일하다.

다공성 매질로 체된 노심  IHX의 공극률은 실제 모형 해석과 동일하게 

각각 0.2, 0.9로 선정하 으며 항계수는 5배로 선정하 다. 척도비에 따르면 노

심  IHX의 길이는 실제의 1/5이며 압력손실 한 실제 모형의 1/5이다. 척도

비에 따라 원자로 용기 내 유속은 1/2.24로 어듦으로 다공성 매질 내 단 길이 

당 압력강하는 5배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1/5 스 일 모형 해석 시 손실계수

는 실제 모형 해석 시 용되었던 값을 5배하여 노심  IHX에 각각 246.5  

429.0을 선정해 주었다.



- 34 -

표 3. 유동해석 일반 상사요건

변수 기호
척도비 (M/P)

표현식 수치

길이   1/5

직경   1/5

면적   1/25

속도   1/2.24

중력가속도   1

질량유량   1/55.9

압력손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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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해석결과

그림 22와 23에 1/5 스 일 모형 노심  IHX 역의 유동해석결과를 나타내

었다. 해석결과, 노심 내 압력강하는 약 41.8 kPa로 척도비에 따른 압력강하(실

제모형 압력강하의 1/5 값)인 42.6 kPa와 유사하여 노심의 다공성 매질 모형이 

히 모델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IHX 한 CFD 해석결과가 측한 압력

강하는 5.090 kPa로 척도비에 따른 1/5 값인 5.146 kPa와 유사한 값을 보인다. 

스 일 모형 해석 한 선정된 다공성 매질 모형 라미터를 검증하기 하여 

80% 유량조건에 한 해석을 수행하 다. 노심  IHX 내 압력강하는 유속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80% 유량조건에서는 100% 유량조건에 비하여 0.64 배의 값

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각각의 압력강하는 이론 으로 27.26 kPa  3.29 kPa

가 된다. CFD 해석결과, 노심  IHX의 압력강하는 그림 24  25와 같이 각각 

27.0 kPa, 3.25 kPa로 측되었다. 이는 이론 인 값과 매우 유사한 값을 보인다. 

그러므로 1/5 스 일 모형 해석에 선정된 다공성 매질의 입력 값 한 매우 

히 선정되었다고 단된다. 그림 26  27에는 노심  IHX의 심을 지나는 

단면에 하여 원자로 용기 내 유속  압력분포를 나타내었다. 노심 내 평균 유

속  IHX 출구의 평균유속은 각각 약 1.43 m/s, 2.94 m/s로 척도비를 용한 

1/2.24 배의 값인 1.429 m/s, 2.988 m/s와 매우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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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1/5 모형 노심 내 압력강하 (100% 유량)

그림 23. 1/5 모형 IHX 내 압력강하 (100% 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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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1/5 모형 노심 내 압력강하 (80% 유량)

그림 25. 1/5 모형 IHX 내 압력강하 (80% 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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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1/5 모형 원자로 풀 내 압력분포 (100% 유량)

그림 27. 1/5 모형 원자로 풀 내 유속분포 (100% 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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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제모형  1/5 모형 유동해석결과 비교∙검토

3차원 CFD 유동해석결과를 바탕으로 KALIMER-600 1/5 모형의 상사 척도

비의 타당성을 검토하 다. 실제모형  1/5 스 일 모형의 유동해석 결과 값인 

유속  압력분포를 기 으로 평가를 수행하 으며 유동도메인 상의 두 인자의 

local value의 최 값을 1로 치환하고 최소값은 0으로 치환하여 정규화 시켰다. 

그림 28은 실제모형  1/5 모형의 원자로 풀 내 압력분포의 정규화를 보여 다. 

실제모형  스 일 모형은 체 으로 매우 유사한 압력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온풀에서 CFD 해석 상 출구 경계로 이어지는 펌  입구 배  주 에 국부

으로 미소한 정규화 분포 값의 차이를 보이나 이는 무시할 만큼 작은 값이라 

단된다. 그림 29  30은 각각 노심과 DHX를 포함하는 단면  IHX를 포함한 

단면에서의 압력분포의 정규화를 보여 다. 본 유동 단면에서 실제모형  스

일 모형의 압력 정규화 분포 한 체 으로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그

림 29의 노심 입구부 역인 노심 유입부에 국부 으로 미소한 차이가 있다. 

IHX 주  압력 정규화 분포 한 두 모형의 해석결과가 거의 동일하게 나왔다. 

그림 31, 32는 그림 29, 30과 각각 응되는 노심과 DHX를 포함하는 단면  

IHX 단면에서의 속도분포 정규화 값을 나타내었다. IHX의 출구는 유동 단면

이 격히 어드는 노즐 형상을 가지므로 출구부터 원자로 용기 바닥까지 유속

의 분포는 제트의 형상을 가진다. 제트형상을 가지는 냉각재의 속도분포는 오른

쪽으로 미세하게 기울어져 있는데 이는 온풀의 기하학  형상에 의해 나타나

는 유동 패턴으로 단된다. 그림 31, 32에 나타난 원자로 풀 내 냉각재의 속도 

정규화 분포도 실제모형  1/5 스 일 모형의 해석결과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3차원 CFD 해석을 이용한 KALIMER-600 유동해석결과를 바탕으로 수행한 

유속  압력분포에 한 정규화 분석결과, 실제 모형  척도비에 따라 1/5로 

축소된 스 일 모형의 냉각재 속도, 압력의 정규화 분포는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이는 1/5 스 일 모형이 실제모형의 유동특성을 상당히 잘 반 하고 있

음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KALIMER-600 소듐시험시설 설계를 해 한국원자력

연구원에서 수행한 상사해석의 결과는 매우 타당하다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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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실제모형 ( )  1/5 모형 (아래) 원자로 풀 내 압력 정규화 분포



- 41 -

그림 29 실제모형 ( )  1/5 모형 (아래) 노심 주  압력 정규화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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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실제모형  1/5 모형 IHX 주  압력 정규화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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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실제모형  1/5 모형 노심 주  유속 정규화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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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실제모형  1/5 모형 IHX 주  유속 정규화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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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3차원 열유동해석

1. 실제모형 유동해석

1.1 기  경계조건

유동해석과 동일한 소듐의 물성치를 용하여 열유동 해석을 수행하 다. 본 

연구에서는 온도변화에 따른 냉각재 물성치 변화  부피 변화는 고려하지 않았

다. KALIMER-600의 열유동 해석은 유동해석과 동일한 기  경계조건에 열

 특성을 평가하기 한 에 지 방정식을 풀기 하여 부가 인 기  경계

조건을 선정하 다. 그림 33에 열유동 해석의 경계조건을 나타내었다. 유동해석

과 동일하게 입구 역에 227 kPa의 기  압력을 설정하 으며 에 지 방정식을 

풀기 한 기  온도로 온풀의 온도인 663 K(390 °C)를 선정하 다. 액면은 

유동해석과 동일하게 slip wall로 선정하 다. 설계문서에 따르면 액면으로는 노

심의 출력의 0.1%인 1.5236 MW의 열량이 외부로 유출되므로 이를 액면의 면

으로 나 어 -38555 W/m
2
의 열유속을 선정하 다. 그리고 원자로 용기 원주방

향 벽면으로 노심의 출력의 0.2 %인 3.047 MW의 열량이 외부로 유출되므로 이

를 원주방향 면 으로 나 어 -11148 W/m
2
의 열유속을 선정하 다.

유동해석에서 다공성 매질로 체된 노심  IHX 그리고 DHX 역에 추가

으로 heat source  heat sink 모델을 선정하 다. 노심은 출력부와 비출력부

로 나뉘며 설계문서 상 출력부에서는 1523.6 MW의 열량이 발생한다. 본 연구에

서는 노심의 출력부인 1 m 높이의 발열 역에 1523.6 MW 값을 노심의 출력부

의 부피로 나 어 93027231 W/m
3
의 값을 가지는 heat source로 모델링하 다. 

IHX의 경우, 노심과 동일한 출력을 열교환을 통해 제거하므로 노심과 동일한 열

량을 IHX의 부피로 나 어 -25886910 W/m
3
의 값을 가지는 heat sink로 모델링

하 으며 DHX는  해석조건에서 노심 출력의 0.5%인 7.618 MW의 열량을 제

거하므로 이를 DHX의 부피로 나 어 -981448 W/m
3
의 값을 가지는 heat sink로 

모델링하 다. 본 연구에 사용된 heat source, sink 모델의 소스 일의 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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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UBROUTINE SORENT(S1P,S2P)

C     Source-term for enthalpy

C*************************************************************************

C--------------------------------------------------------------------------*

C     STAR-CD VERSION 4.06.000

C--------------------------------------------------------------------------*

      INCLUDE 'comdb.inc'

      COMMON/USR001/INTFLG(100)

      INCLUDE 'usrdat.inc'

      DIMENSION SCALAR(50)

      EQUIVALENCE( UDAT12(001), ICTID )

      EQUIVALENCE( UDAT03(001), CON )

      EQUIVALENCE( UDAT03(019), VOLP )

      EQUIVALENCE( UDAT04(001), CP )

      EQUIVALENCE( UDAT04(002), DEN )

      EQUIVALENCE( UDAT04(003), ED )

      EQUIVALENCE( UDAT04(004), HP )

      EQUIVALENCE( UDAT04(006), P )

      EQUIVALENCE( UDAT04(008), TE )

      EQUIVALENCE( UDAT04(009), SCALAR(01) )

      EQUIVALENCE( UDAT04(059), U )

      EQUIVALENCE( UDAT04(060), V )

      EQUIVALENCE( UDAT04(061), W )

      EQUIVALENCE( UDAT04(062), VISM )

      EQUIVALENCE( UDAT04(063), VIST )

      EQUIVALENCE( UDAT04(007), T )

      EQUIVALENCE( UDAT04(067), X )

      EQUIVALENCE( UDAT04(068), Y )

      EQUIVALENCE( UDAT04(069), Z )

C-----------------------------------------------------------------------

CC    This subroutine enables the user to specify a source term (per unit

C    volume) for enthalpy in linearized form:

CC        Source = S1P-S2P*T, (W/m3)

CC    in an arbitrary manner.

CC    If temperature is to be fixed to a given value T, then the

C    following may be used:

CC        S1P=GREAT*T

C        S2P=GREAT,

CC    where T can be a constant or an arbitrary function of the

C    parameters in the parameter list.

CC    ** Parameters to be returned to STAR:  S1P,S2P

CC-------------------------------------------------------------------------

CC     Sample coding: Fix temperature to the value of 300 K in solid

C                    No 3 (IMAT=-3)

C      IF ((ICTID.EQ.2)) THEN

        S1P=208380997

      ENDIF

      

      IF ((ICTID.EQ.4)) THEN

        S1P=-25886910

      ENDIF

      

      IF ((ICTID.EQ.5)) THEN

        S1P=-981448

      ENDIF

C-------------------------------------------------------------------------

      RETURN

      END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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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KALIMER-600 열유동해석 경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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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해석결과

그림 34와 35에 KALIMER-600 노심  IHX 역의 열유동 해석결과를 나타

내었다. 해석결과, 펌 를 통해 유입된 663 K(390 °C)의 온도를 가진 냉각재는 

원자로 노심 내 출력부를 지나며 평균 819.6 K(546.6 °C)까지 가열된다. 이 때, 

소듐 냉각재는 노심의 앙의 활성화 역인 1 m 구간에서 heat source 모델에 

의한 모든 열량을 받아들여 본 역에서 격한 온도변화를 보이며 고온풀  

온풀 내 온도변화는 매우 작다. 이는 그림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설계문서에 

따르면 고온풀 내 평균온도는 약 545 °C이므로 노심의 heat source 모델은 타당

하게 모델링된 것으로 단된다. 그림 상 가장 높은 온도를 가지는 역(빨간색)

은 819.4 K(546.4 °C)에서 827.6 K(554.6 °C)의 온도를 가지는 역이다. 해석결

과를 정량 으로 분석한 결과, 본 역에 국부 으로 높은 온도를 가지는 격자가 

존재하지만 평균온도는 약 820 K(547 °C)로 계산되어 그림 상 특이 이 있는 것

처럼 보이는 것이다. 한 IHX의 입구온도는 약 820.6 K(547.6 °C)로 고온풀의 

평균온도와 매우 유사하며 출구온도는 약 661 K(388 °C)로 설계문서 상의 온

풀 평균온도인 390 °C와 약 1% 이내의 오차를 가지므로 IHX의 heat sink 모델

도 물리 으로 매우 타당하게 모델링된 것을 알 수 있다. 선정된 heat source  

sink 모델의 라미터를 검증하기 하여 80% 유량  80% 출력조건에 한 해

석을 수행하 다. 검증조건에서의 온도분포는 100% 유량∙출력조건과 동일한 값

을 가져야 한다. 해석결과, 그림 36, 37과 같이 노심 출구 온도는 약 819.4 

K(546.4 °C)로 평가되었으며 IHX의 입∙출구 온도는 각각 820.8 K(547.8 °C)  

661 K(388 °C)로 평가되어 100 % 유량∙출력조건과 온도분포가 동일한 것이 확

인되었다. 그러므로 실제 모형 해석의 노심  IHX heat source, sink 모델을 타

당하게 선정되었다 볼 수 있다. 그림 38에는 노심  IHX의 심을 지나는 단면

에 하여 100% 출력 시 원자로 용기 내 온도분포를 나타내었다. 

KALIMER-600 원자로 풀 내부 냉각재 온도분포는 노심의 출력부  IHX 역

에서 큰 변화가 있으며 그 외, 고온풀  온풀 내의 온도변화는 매우 다.  

이는  해석조건에서 액면  원자로 원주방향 벽면으로의 열손실이 있으나 이

는 노심  IHX의 발열, 열제거량의 각각 0.1, 0.2 %에 해당하는 매우 작은 값을 

가지기 때문이라 단된다. 한 원자로 풀 내부 buffer region의 평균온도는 고

온풀과 유사한 값을 가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해석조건에서 buffer region은 

고온풀에만 연결된 고립된 역으로 열교환기 일어나지 않으므로 물리 으로 타

당한 해석결과라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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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KALIMER-600 노심 내 온도분포 (100% 유량)

그림 35. KALIMER-600 IHX 내 온도분포 (100% 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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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KALIMER-600 노심 내 온도분포 (80% 유량)

그림 37. KALIMER-600 IHX 내 온도분포 (80% 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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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KALIMER-600 원자로 풀 내 온도분포 (100% 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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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5 모형 유동해석

2.1 기  경계조건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KALIMER-600 성능입증 실험장치의 열

유동 해석을 한 척도비는 표 4와 같다. 1/5 스 일 모형 유동해석과 동일하게 

입구 역에 126 kPa의 기  압력을 설정하 으며 에 지 방정식을 풀기 한 기

 온도로 온풀의 온도인 663 K(390 °C)를 선정하 다. 액면은 유동해석과 동

일하게 slip wall로 선정하 다. 실제 모형 열유동해석에서는 액면에 -38555 

W/m
2
의 열유속을 선정하 다. 그러나 1/5 모형 해석에서는 이를 원자력연구원에

서 제공한 척도비에 따라 재계산하여 -17350 W/m
2
의
 
열유속을 선정하 다. 그

리고 동일한 방법론에 근거하여 원자로 용기 원주방향 벽면으로 -5017 W/m
2
의 

열유속을 선정하 다.

유동해석에서 다공성 매질로 체된 노심  IHX 그리고 DHX 역에 추가

으로 heat source  heat sink 모델을 선정하 다. 노심은 출력부와 비출력부로 

나뉘며 실제모형의 경우, 설계문서 상 출력부에서는 1523.6 MW의 열량이 발생

한다. 그러므로 실제모형 해석 시에는 이 값을 노심의 출력부의 부피로 나 어 

93027231 W/m
3
의 값을 가지는 heat source로 모델링하 다. 그러나 1/5 스 일 

모형 해석의 경우, 척도비에 따라 노심의 출력 도가 2.24 배가 되어야 하므로 

208380997 W/m
3
의 값을 노심 발열부에 용하 다. IHX  DHX도 동일한 방

법론에 따라 각각 -57986678 W/m
3 
 -2198444

 
W/m

3
의 값을 선정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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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열유동해석 일반 상사요건

변수 기호
척도비 (M/P)

표현식 수치

열원을 통한 온도 증가 ∆ ∆∆ 1

노심출력밀도   2.24

노심출력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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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해석결과

그림 39와 40에 1/5 스 일 모형 노심  IHX 역의 열유동 해석결과를 나

타내었다. 해석결과, 펌 를 통해 유입된 냉각재는 원자로 노심 내 출력부를 지

나며 평균 819.7 K(546.7 °C)까지 가열된다. 설계문서에 따르면 고온풀 내 평균

온도는 약 545 °C이므로 CFD 해석결과가 측한 온도 값의 오차는 1% 미만이

다. 그러므로 1/5 스 일 모형 노심의 heat source 모델은 타당하게 모델링된 것

으로 단된다. 한 IHX의 입구온도는 약 820.6 K(547.6 °C)로 고온풀의 평균온

도(545 °C)와 매우 유사하며 출구온도는 약 660.1 K(387.1 °C)로 설계문서 상의 

온풀 평균온도인 390 °C와 비교하여 오차가 거의 없으므로 1/5 스 일 모형 

IHX의 heat sink 모델도 물리 으로 매우 타당하게 모델링된 것을 알 수 있다. 

1/5 스 일 모형 열유동 해석에 선정된 heat source  sink 모델의 라미터를 

검증하기 하여 80% 유량  80% 출력조건에 한 해석을 수행하 다. 검증조

건에서의 온도분포는 100% 유량∙출력조건과 동일한 값을 가져야 한다. 해석결

과, 그림 41, 42와 같이 노심 출구 온도는 약 818.7 K(545.7 °C)로 평가되었으며 

IHX의 입∙출구 온도는 각각 820.6 K(547.6 °C)  659.7 K(386.7 °C)로 평가되

어 100 % 유량∙출력조건과 동일한 온도분포를 가짐이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1/5 모형 해석의 노심  IHX에 한 heat source  sink 모델이 타당하게 설

정되었다 단된다. 그림 43에는 노심  IHX의 심을 지나는 단면에 하여 

원자로 용기 내 온도분포를 나타내었다. 원자로 풀 내 온도변화는 냉각재가 노심

의 출력부  IHX를 지날 때 속한 변화를 보이면 고온풀  온풀 내의 온

도변화는 거의 없다. 한 실제 모형 해석과 동일한 이유로 인하여 buffer region

의 평균온도는 고온풀의 평균온도가 동일한 값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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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1/5 모형 노심 내 온도분포 (100% 유량)

그림 40. 1/5 모형 IHX 내 온도분포 (100% 유량)



- 56 -

그림 41. 1/5 모형 노심 내 온도분포 (80% 유량)

그림 42. 1/5 모형 IHX 내 온도분포 (80% 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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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1/5 모형 원자로 풀 내 온도분포 (100% 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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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제모형  1/5 모형 열유동해석결과 비교∙검토

100% 유량  출력조건에 하여 수행한 3차원 CFD 열유동해석 결과를 바

탕으로 KALIMER-600 소듐시험시설 설계를 한 1/5 모형 상사 척도비의 타당

성을 검토하 다. 실제모형  1/5 스 일 모형의 열유동해석 결과 값인 온도분

포를 기 으로 평가를 수행하 으며 유동도메인 상의 local value의 최 값을 1

로 치환하고 최소값은 0으로 치환하여 정규화 시켰다. 그림 44은 실제모형  

1/5 모형의 원자로 풀 내 온도분포 정규화를 보여 다. 실제모형  스 일 모형

은 체 으로 매우 유사한 온도분포를 보이고 있다. 두 모델의 원자로 풀 내부 

온도분포의 특성은 동일하며 다음과 같다.

 CFD 해석 상 입구인 펌 로부터 공 된 390 °C의 냉각재는 1 m 높이의 노

심 활성화 역을 지나며 설계문서 상 고온풀 온도인 약 545 °C까지 온도가 상

승함

 고온풀의 냉각재는 IHX 역을 지나며 설계문서 상 온풀 온도인 약 390 

°C까지 온도가 하락함

 고온풀  온풀 내 온도 변화는 극히 으며 이는 해석조건 상 액면  원

자로 용기 원주방향으로 열손실이 매우 작아 그 효과가 미비하기 때문이라 단

됨

 Buffer region의 평균온도는 고온풀 온도와 유사한 545 °C의 값을 가짐.

그림 45  46은 각각 노심과 DHX를 포함하는 단면  IHX를 포함한 단면

에서의 온도 정규화 분포를 보여 다. 실제모형  스 일 모형의 온도 정규화 

분포 한 그림 44와 같이 체 으로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차원 CFD 해석을 이용한 KALIMER-600 열유동해석결과를 바탕으로 수

행한 온도분포에 한 정규화 분석결과, 실제 모형  척도비에 따라 1/5로 축소

된 스 일 모형의 냉각재 온도 정규화 분포는 상당히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이

는 1/5 스 일 모형이 실제모형의 열유동특성을 상당히 잘 반 하고 있음을 입

증한다. 그러므로 KALIMER-600 소듐시험시설 설계를 해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서 수행한 상사해석의 결과는 매우 타당하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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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실제모형 ( )  1/5 모형 (아래) 원자로 풀 내 온도 정규화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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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실제모형 ( )  1/5 모형 (아래) 노심 주  온도 정규화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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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실제모형 ( )  1/5 모형 (아래) IHX 주  온도 정규화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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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외 기여도

본 연구에서는 3차원 CFD 해석을 통하여 KALIMER-600 원자로 풀 내 열유동 

해석을 수행하 다. KALIMER-600의 3차원 CAD 데이터 원본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으로부터 제공받았으며 토의 과정을 거쳐 열유동 특성에 지배 인 향을 미치지 

않는 구성요소들에 하여 수정  보완을 수행하 다. 수정된 CAD 데이터를 이용

하여 CFD 해석에 필요한 유동도메인을 생성하 으며 해석에 합한 격자형상  

격자수를 확보하 다. 정상상태 비압축성 Navier-Stokes 방정식  에 지 방정식

을 풀어 원자로 내 냉각재 열유동을 모의하 으며 난류의 모사는 RNG k-ε 모델 

 standard wall function을 사용하 다. 열유동 해석을 수행하기 하여 원자로 

용기 내 노심  IHX와 같이 형상이 복잡하여 CFD 해석을 한 격자생성이 어려

운 유동 역은 다공성 매질 모형으로 체하 으며 노심, IHX, DHX와 같은 열발생 

 열제거 특성을 가진 구성요소는 UDF 함수를 활용하여 heat source  sink로 

모델링하 다. 각 수치모델의 입력 값 계산은 이론 인 식을 통하여 직  수계산하

거나 KALIMER-600 설계문서 상의 값을 사용하 으며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제공한 

값을 사용하 다. 그 후, 이와 같은 입력 값은 3차원 CFD 반복 계산을 통하여 해석

결과가 설계문서 상의 열수력 특성 데이터를 가장 잘 반 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 

되었다. 80 % 유량  출력조건에 하여 검증해석을 수행한 결과, 다공성 매질  

heat source, sink 모델의 입력 값들이 원자로 풀 내 열수력 거동을 해석하기에 매

우 히 선정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KALIMER-600 원자로 풀 내 국부 인 열수력 특성이 해석되

었으며 이러한 해석결과를 바탕으로 실증실험을 한 1/5 스 일 모형의 타당성 검

토 해석을 수행하 다. 1/5 스 일 모형의 상사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수행하 으

며 계산된 척도비를 제공받았다. 제공된 척도비를 반 하여 1/5 스 일 모형의 유동

해석  열유동해석을 수행하 으며 해석결과, 실제모형  스 일 모형의 원자로 

풀 내 열수력 거동이 유사함을 확인하 다. 이러한 해석결과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서 수행한 소듐시험시설의 스 일링이 물리 으로 타당함을 입증하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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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KALIMER-600은 원자로 특성으로 인하여 3차원 CFD 해석을 수행하려면 다공

성 매질 모델  heat source, sink 모델과 같은 부가 인 수치모델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KALIMER-600의 CFD 해석을 한 수치모델  모델의 입력 값들

이 확립되었고 타당성 검토가 완료되었다. 그러므로 기본 인 KALIMER-600 열수

력 CFD 해석 방법론이 구축되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해석 시 냉각재인 소듐의 

물성치를 온풀 온도를 기 으로 계산한 상수로 가정하여 온도변화에 한 물성치 

변화를 해석에 반 하여 주진 않았다. 물성치를 온도와 압력의 함수로 입력할 시 

노심의 출력부  HX에서 온도증가  감소로 인하여 소듐이 물성치가 바뀜에 따

라  다공성 매질의 라미터들이 미소하게 변할 것으로 상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을 반 하지는 못하 다. 그러므로 냉각재의 물성치를 온도와 압력의 함

수로 입력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 단된다. 한 본 연구의 열유동 해석만으

로는 고온풀과 온풀 사이의 buffer region에서의 열수력 거동  고온풀  DHX 

사이의 열 달을 측할 수 없다. 이 역은 seperation plate  support barrel을 

경계로 구분되어 실제 열수력 상에서 도  류 열 달을 통하여 열교환을 한

다. 그러므로 유체-고체 간의 연성해석인 conjugate heat transfer 해석이 추가 으

로 수행되어야 KALIMER-600 내의 열수력 특성을 명확히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본 연구를 통해 이미 기본 인 3차원 CFD 해석 방법론이 구축되었으므

로 이러한 황에 한 추가 인 연구를 수행한다면 KALIMER-600 원자로 풀 내 

냉각재의 열수력 거동에 한 명확한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한 본 연

구에서는 정상상태 운 조건에 한 해석을 수행하 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KALIMER-600의 설계기 사고 과도상태 해석에 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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