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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초고온가스로 노심 우회유량에 관한 실험 및 해석 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노심우회유량 평가는 노심 열 여유도 산정에 필수이나 관련 연구 부족으로 정량화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블록형 노심의 우회유량 산정을 위한 실험을 수행하
여 노심 열유체 해석코드 검증을 위한 실험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첫 번째 목적이 있다. 그
리고 노심 유동 분포 평가를 위한 계통 열유체 코드를 검증하고 모델을 개선함으로써 노심 
열유체 해석 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며, 노심 열 여유도를 확보하기 위한 우
회유량 저감방안을 도출하고 실험으로 성능을 검증하는 것이 마지막 목적이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초고온가스로 노심유동분포 최적화에 사용되어 950℃ 노심출구온
도 목표를 달성하고 경제적인 수소생산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원자력 선진국인 미국과 국
제협력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함으로써 국내 연구/개발 능력을 세계 수준에 근접시키고 국
내 연구기술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것이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우회유량 실험으로 노심 열유체 코드 검증 및 개선을 위한 실험데이터를 확보한다. 블

록 간의 갭 크기와 핵연료블록의 다양한 조합에 대한 실험을 수행한다. 우회유량 뿐만 아
니라 상세한 압력분포를 측정하여 코드 검증에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한다. 계통 열유체 코
드와 전산유체해석 코드를 사용한 예비해석을 수행하여 시험 장치를 설계하고 시험 장치에 
대한 사전 분석을 통하여 갭 크기와 블록조합에 따른 다양한 실험조건을 결정한다. 미국은 
MIR 시험장치에서 우회유량 관련 실험을 수행하여 전산유체해석 코드의 검증용 상세 유동 
데이터를 제공한다.

우회유량평가용 열유체 해석 체계를 구축한다. 해석체계에는 핵설계 코드의 조사량분
포 결과와 연계한 우회유로 간극분포 평가 모델과 다차원 노심 열유체 평가 모델 개발이 
포함된다. 구축된 코드는 노심유동분포 및 핵연료 최대온도의 민감도 분석에 활용된다. 실
험데이터와 비교를 통하여 해석코드를 검증하고 해석모델을 개선한다. 전산유체해석을 수
행하여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미국과 함께 벤치마크 해석을 수행하고 결과를 비교/검
토하고 해석모델 개선에 활용한다.

문헌조사를 통하여 기술현황을 분석하고 실험 및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회유량 저감 
방안을 제시한다. 제시된 방안에 대한 시험장치를 설계하여 그 성능을 확인한다. 이때 확보
된 실험데이터도 열유체 해석 코드 평가에 활용된다.

Ⅳ. 연구개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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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심우회유량 정량화를 위한 시험데이터 확보
노심 열유체 해석 코드의 검증에 사용될 시험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시험장치를 설

계, 제작하였다. 먼저 시험요건서를 작성하였으며 시험장치에 대한 예비해석을 수행하여 주
요기기의 사이징을 완료하였다. 또한 시험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 업무를 
진행함으로서 과제기간 내에 목표했던 시험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었다. 시험부 설계에서는 
우회유량 간극 조절 방법, 유량 및 압력 측정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시험장
치에 대한 특허 출원을 완료하였다. 완성된 다중-다층 블록 우회유량 시험장치를 이용하여 
균일한 우회 간극 분포와 비균일한 우회 간극 분포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여 노심 열유체 
해석 코드 검증을 위한 데이터를 생산하였다. 국제공동연구로 미국은 MIR 시험장치에서 
전산유체해석 코드 검증을 위한 상세 우회유량 실험을 수행 중이며 시험이 완료되면 한국
의 시험 데이터와 교환하기로 되어있다.

2) 열유체 해석 모델 개발 및 검증
한국은 GAMMA+ 코드, 미국은 GAS-NET 코드를 계통-열유체 해석코드로 선택하고 

우회유량 시험에 대한 독자적인 해석모델을 만들고 해석을 수행하여 코드의 성능을 비교, 
평가하였다. 양측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모델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CFD 
코드도 한미 양측이 각자의 코드, 즉 한국은 CFX 코드, 미국은 STARCCM+코드를 사용하
여 INL의 MIR 실험에 대한 벤치마크 해석을 수행하여 모델의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노심우회유량 해석을 위한 열유체 해석 모델 개발을 위하여 먼저 우회유로 간극 예측 
모델을 개발하였다. 노심해석코드에서 핵연료블록의 조사량분포를 입력으로 받아 핵연료 
블록의 수축과 팽창에 따른 국부적인 우회간극 분포를 계산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GAMMA+ 계통-열유체 코드를 사용하여 우회간극 분포를 반영할 수 있는 3차원 노심 열
유체 모델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3차원 모델을 KAERI에서 개발 중인 NHDD 실증로 노심
에 적용하여 유동분포와 핵연료 최대온도를 예측하였다. 원자로 용기와 노심 지지구조물의 
열팽창에 의해 발생되는 우회유로 간극을 최소화하는 노심구속장치(core restraint 
mechanism)의 영향을 평가한 결과, 노심구속장치가 없을 경우 우회간극이 너무 커져서 노
심의 열적여유도를 확보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시험에 대한 검증해석을 GAMMA+ 코드와 CFD 코드로 수행한 후 두 결과를 비교분
석 한 후 GAMMA+ 코드의 해석 모델을 개선하였다. 특히 우회유동과 횡류유동이 만나는 
곳의 압력강하 모델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며 모델 추가를 통하여 예측 성능을 개선하였
다. CFD 코드는 시험장치 설계를 위한 예비해석, 시험 결과 타당성 확인 및 계통-열유체 
코드 비교 평가에 사용되었으며 미국 MIR 시험에 대한 코드 간 벤치마크 계산을 수행하여 
해석 모델을 비교 평가하였다.

 3) 우회유량 저감방안 도출 및 성능평가
문헌조사를 통하여 우회유량 관련 연구에 대한 기술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기초로 두 가지 우회유량 저감방안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방안은 노심 하부에 위치한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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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블록이 엇갈리게 설치되도록 설계 변경한 것으로 블록의 엇갈림 배치가 우회유로를 차단
하여 노심 하부에서 우회유량 발생을 막도록 하였다. 두 번째 방안은 다수의 홈을 반사체 
블록 벽면에 만들어 반사체 블록 사이의 우회유로에서 압력강하를 증가시킴으로서 우회유
량 발생을 줄이는 방안이다. 저감방안 시험을 위하여 우회유량 시험장치의 설계를 변경하
였다. 반사체 벽면의 홈 형상은 CFD 해석을 이용한 최적설계를 통하여 적절한 형상과 개
수가 결정되었다.

설계 변경된 시험 장치를 이용하여 저감방안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저감방안의 유무에 
따른 우회유량을 측정하였다. 시험 결과로부터 엇갈림 배치 천이블록은 노심 하부에서 우
회유량을 대부분 차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사체 벽면의 홈은 총 우회유량을 22%에서 
14%로 줄이는 성능을 보여주었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가) 노심우회유량 정량화를 위한 시험 데이터
본 연구를 통하여 확보된 우회유량 시험 데이터는 향후 초고온가스로의 노심 열유체 

해석 코드의 검증에 사용되어 노심 열유체 설계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국제공동연구를 통
하여 확보된 데이터는 CFD 코드 검증에 활용되어 초고온가스로 노심 열유체 설계에서 
CFD 코드의 역할을 증진시킬 것이다.

나) 다차원 노심 열유체 해석 모델
   노심 출구온도가 높은 초고온가스로는 노심 열 여유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상세한 열유
체 해석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다차원 노심 열유체 해석 모델은 향후 
초고온가스로 노심 열유체 설계에 적용되어 노심 열 여유도를 확보하는데 활용될 것이다. 
노심 열 여유도 확보는 초과 설계를 최소화하여 목표한 노심 출구온도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원자로의 효율을 증대시키며 경제성 향상에도 기여한다.

다) 우회유량 저감방안
본 연구에서 개발된 우회유량 저감방안은 노심 하부의 우회유량을 방지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노심 주위의 반사체 블록에서 발생하는 우회유량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 측
면에서 우수하다. 특히 원자로 내부 구조물인 천이블록, 반사체 블록을 있는 그대로 수정하
여 활용하기 때문에 실제 원자로 노심 설계에 적용 가능하다.  따라서 향후 초고온가스로 
원자로 노심 열유체 설계에 본 저감방안이 사용될 경우 목표한 노심 출구온도 달성과 경제
적인 수소생산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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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Title

Experimental and Analytic Study on the Core Bypass Flow in a Very High 
Temperature Reactor

II. Objectives and Needs
Assessment of core bypass flow in very high temperature reactors (VHTR) is 

certainly necessary to estimate core thermal margins which have not been assessed 
quantitatively due to the lack of researches related. Therefore, the objectives of this 
research and development lie on not only securing experimental data for the validation of 
core thermo-fluid analysis code but also establishing core thermo-fluid analysis system. 
In addition, measures for bypass flow reduction to secure core thermal margin are to be 
developed and verified by performance tests, which contribute the safety and economical 
efficiency of VHTR. 

The R&D results will be used for optimization of core flow distribution of VHTR 
which makes core outlet temperature of 950℃ achieved for efficient hydrogen production. 
Moreover, performing international collaboration with the US, a developed country in 
nuclear energy research, makes domestic research and development reach to a highest 
level in the world. 

III. Contents and Scopes

Data for the verification and improvement of thermo-fluid analysis tools  are 
secured from bypass flow experiment. The experiment is performed for various bypass 
gap sizes and block combinations, which measures not only bypass flow but also pressure 
and velocity to obtain sufficient data for the code validation. Experimental  facility is 
designed based on analyses by using both system thermo-fluid codes  and 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 codes. Experimental conditions are selected based on the 
pre-calculational result for the test model. The US will perform a bypass flow 
experiment in MIR(Matched-Index-of-Refraction) test facility to provide detailed flow 
data for the validation of CFD codes.

Methodology for the bypass flow assessment is established, which considers core 
physics and thermo-fluid linked analysis, dimensional change of graphite blocks, flow 
area change, and multi-dimensional core model. The methodology is utilized for the 
analysis of bypass and core flow distribution. The analysis code is validated by 
comparing its results against the experiment through which analysis models are improved. 
CFD analysis is used for the validation of the analysis models. The improvement of C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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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model is obtained from benchmark calculations with the US. 
Measures for bypass flow reduction are suggested based on the experiment and 

analysis. Suggested measures are studied and designed by using thermo-fluid analysis 
tools. The performance test of the selected measure is conducted by using the air test 
facility from which the data is expected to be used for the assessment of thermo-fluid 
analysis codes.

IV. Results

1) Experimental data for the quantification of core bypass flow
An experimental facility for securing data to be used for the validation of core 

thermo-fluid analysis was designed and constructed. First, a document of experimental 
requirements was prepared, in parallel with preliminary analysis of the test section for 
the sizing of main components. After that, by preparing a test plan report and performing 
experiments according to the plan, the experimental data was obtained within an aimed 
period. New ideas were developed for bypass gap control between test blocks and flow 
and pressure measurement. An application of domestic patent was completed for the 
developed experimental facility. Experiments using the developed multi-block and 
multi-layer bypass flow test facility were carried out for uniform and non-uniform gap 
distributions of test blocks to produce data for the validation of core thermo-fluid 
analysis codes. As an international collaboration, the US is under experiment for 
measuring detailed flow characteristics of bypass flow and will exchange their data with 
Korea.

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rmo-fluid analysis model

Using independent models developed for GAMMA+ code in Korea and GAS-NET 
code in the US, analyses for the bypass experiment were performed and the results were 
compared each other to discuss the direction of model improvement. In addition, CFD 
benchmark calculations by using CFX code in Korea and STARCCM+ in the US were 
carried out for MIR experiments and the validity of CFD models were assessed.

A model for the estimation of bypass flow gap in VHTR core was developed for 
the core bypass flow analysis, in which local distribution of bypass gap sizes is 
calculated by considering shrinkage of graphite blocks during the core cycles depending 
on the fast neutron fluence obtained from the core design analysis. Three dimensional 
core thermo-fluid analysis model considering the bypass gap distribution was developed 
by using the GAMMA+ code, which was applied to a prismatic core, developed in nuclear 
hydrogen project in KAERI, to predict core flow distribution and maximum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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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ature. According to a sensitivity analysis for the bypass flow distribution, core 
restraint mechanism is very important to secure a core thermal margin because it 
reduces bypass gap, occurring at the initial hot core state due to the thermal expansion 
of core support structure, by preventing outward movement of reflector blocks.

Validation analysis were carried out by using both the GAMMA+ and CFD codes 
and the results were compared with each other to improve the analysis model of 
GAMMA+ code. In particular, it is identified that pressure drop model is necessary for 
the region where cross flow and bypass flow encounter. An addition of a proper pressure 
drop model results in an improvement of bypass flow prediction. CFD codes were used 
for preliminary design analysis of experimental facility, identification of the validity of 
experimental data, comparative evaluation of core thermo-fluid analysis code, and 
code-to-code benchmark calculation for MIR experiment. 

3) Development of measures for bypass flow reduction and its performance test
The state-of-the-art for bypass flow reduction was investigated via literature 

survey. Two measures of bypass flow reduction were suggested based on the review of 
the state of the art. The first measure is a staggered arrangement of transition blocks in 
the core bottom region. The transition blocks are divided into two layers of which the 
blocks are installed in a staggered way to make the bypass flow from the upper 
transition blocks blocked by the top surface of the second transition blocks. The second 
one is grooved reflector blocks to increase the flow resistance to reduce the bypass 
flow. The air test facility was redesigned to test the performance of the bypass flow 
reduction measures. The shape of groove on the surface of reflector block was 
determined by optimization design method with CFD analysis. 

The performance of the bypass flow reduction measures were assessed by using 
the modified experimental facility. The bypass flow and pressure distribution according to 
the measures were measur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erformance of the staggered 
arrangement of transition blocks was equivalent to the seal elements developed by JAEA 
that almost of the bypass flow at the bottom was blocked and directed into the coolant 
channels. The grooved reflectors also showed good performance that total bypass flow is 
reduced from 22% to 14%.

V. Application plan of the results

The experimental data secured from the present study will be used for the 
validation of core thermo-fluid analysis codes and contribute the core thermo-fluid 
design of VHTR. The data obtained from the international collaboration will be utilized for 
the CFD code validation and enhance the role of CFD analysis in the core thermo-fluid 



12

design.
The VHTR core requires detailed thermo-fluid analysis because the high core 

outlet temperature reduces the core thermal margins. The multi-dimensional analysis 
model for the VHTR core developed in this research will be practically used for securing 
core thermal margin which minimizes the excess design of core, obtaining the target core 
outlet temperature at the same time, and resulting in increase of VHTR efficiency.

The developed measure of bypass flow reduction is outstanding in a technical 
aspect because it prevents bypass flow not only in the bottom region of the core but 
also in the reflector region. It can be applied to a practical core design because it simply 
modifies and uses the core structures as it is. Therefore,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he 
achievement of target outlet temperature of the VHTR core and efficient hydrogen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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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흑연블록을 노심구조물로 사용하는 초고온가스로는 블록 간의 갭을 통하여 우회유량이 발

생한다. 흑연블록은 원자로 운전 중 방사선 조사량에 따라 수축과 팽창이 발행하여 블록 간의 
갭 크기가 변하게 되고 이와 관련하여 우회유량도 변하게 된다. 우회유량은 노심 연소도에 따
라 달라지지만 총 노심 유량의 20% 정도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초고온가스로는 기존의 고온가스로보다 노심출구온도가 높기 때문에 노심 열 여유도가 감
소한다. 따라서 초고온가스로에서는 열 여유도 확보를 위한 노심 유동분포 최적화가 중요한 설
계 현안으로 대두되었으며 노심 유동분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우회유량 평가가 중요하게 되었
다. 기존의 가스로에서 노심유동분포는 유동 네트워크 코드에 기반을 두고 예측되어왔지만 상
대적으로 낮은 노심출구온도 때문에 노심 열 여유도가 충분하여 우회유량 예측과 관련된 연구
는 많이 수행되지 않았다. 일부 우회유량 예측을 위한 실험적 연구가 있었지만 해석코드의 검
증에 필요한 수준의 연구는 되지 못하였다.

노심우회유량 평가는 초고온가스로의 노심 열 여유도 산정에 필수이나 관련 연구 부족으로 
정량화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블록형 노심의 우회유량 산
정을 위한 실험을 수행하여 노심 열유체 해석 코드의 검증에 사용될 실험 데이터를 획득하고, 
노심 유동 분포 평가를 위한 열유체 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개선함으로써 노심 열유체 해석 체
계를 확보하고, 그리고 노심 열 여유도를 확보하기 위한 우회유량 저감방안을 도출하고 실험으
로 성능을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회유량 관련 실험 데이터 확보를 위하여 미국과 I-NERI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한다. 한국
은 공기를 작동유체로 사용한 Air 시험을 기반으로 노심 열유체 해석코드의 검증을 위한 실험
을 수행하고 미국은 작동유체와 구조물의 굴절률을 같도록 만든 MIR 시험으로 CFD 코드 검
증을 위한 상세 데이터를 생산하여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서 각국의 코드 평가와 해석 모델 개
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노심 유동분포 평가를 위한 열유체 모델 개발을 위하여 핵설계 코드의 조사량분포 결과와 
연계한 우회유로 간극분포 평가 모델과 다차원 노심 열유체 평가 모델을 개발한다. 개발된 코
드는 노심유동분포 및 핵연료 최대온도의 민감도 분석에 활용된다. 실험데이터와 비교를 통하
여 해석코드를 검증하고 해석모델을 개선한다. CFD 해석을 병행하여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한
다. 미국과 함께 벤치마크 해석을 수행하고 결과를 비교/검토하고 해석모델 개선에 활용한다.

우회유량 저감방안 개발을 위하여 먼저 문헌조사를 통하여 노심우회유량 기술현황을 분석
한다. 기술현황 분석결과와 앞서 수행한 실험 및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회유량 저감 방안을 
제시한다. 제시된 방안에 대한 시험장치를 설계하여 그 성능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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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현황
흑연블록으로 적층된 초고온가스로의 노심은 우회유량의 발생을 피할 수 없다. 노심으로 

공급된 유량의 대부분은 흑연블록 내의 냉각재 채널을 지나면서 핵연료를 냉각시키는데 사용
되지만 일부는 흑연블록 간에 생성된 갭으로 공급되어 핵연료 냉각에 기여하지 못하는데 이것
을 우회유량이라고 부른다. 우회유량은 노심 유동분포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인자로서 이와 관
련된 연구는 일본에서 활발하게 수행되었으며, 미국과 독일에서 초기 원자로 개발 단계에서 일
부 연구가 존재했다.

미국 GA사는 가스로 설계개발 초기인 60년대에 우회유량에 관련하여 횡류유동(cross 
flow)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으나 간단한 손실계수만 측정하고 구체적인 코드 검증 업
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독일 Julich 연구소에서도 80년대 초 횡류유동에 대한 기초연구를 잠
시 수행한 적이 있지만 80년대 이후로 국가 원자력 정책과 맞물려 가스로에 관련된 연구를 수
행하지 않고 있다. 미국과 독일의 연구개발은 80년대 이전의 가스로에 대한 것으로 이때는 노
심출구온도가 800℃ 미만으로 950℃ 이상의 출구온도를 요구하는 초고온가스로에 비해서는 
노심의 열적여유도가 충분하여 우회유량의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지 못하였다.

최근 초고온가스로의 열적여유도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미국 DOE의 지원으로 
ANL에서 우회유량평가를 위한 GAS-NET 코드를 구축하였다. 하지만 실험 데이터의 부족으
로 구체적인 검증 및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일본은 1980년대에 HTTR (High 
Temperature Test Reactor)를 개발하면서부터 노심 유량분포의 불확실도에 대한 중요성을 인
식하고 약 5년에 걸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하여 우회유량 모델에 필요한 실험데이터를 확보하
여 노심 열유체 해석에 적용하였다. 또한 우회유량저감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실험을 통하여 성
능을 확인하였다. 비록 일본이 우회유량 관련 실험 기술을 개발하였지만 대상 노심이 HTTR에 
사용하는 pin-in 블록형 노심에 한정되어 국내에서 고려하는 multi-hole 블록형 노심에 직접 
연계하여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

한국은 2007년부터 원자력연구원 주관으로 초고온가스로 핵심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우회유량에 대한 기초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하지만 간단한 시험모델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코
드 검증 및 평가에 활용할 정도의 정량적인 데이터를 얻지 못하였다.

상기 기술현황과 같이 기존 우회유량 관련 연구는 국부적인 형상에 국한되었으며 실제 노
심에서 발생하는 위치에 따른 갭 크기 변화는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갭 분포를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 각광받고 있는 전산유체해석 코드를 우회유량 평가에 적용한 예가 
없기 때문에 추후 전산유체해석 기술의 활용도를 고려할 때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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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1절 우회유량 시험장치 설계 및 구축
1. 시험요건
가. 실험 시 고려인자
∙ 우회유량 평가 해석 코드의 검증을 위하여 다음 실험 인자들이 우회유량에 미치는 영향

을 평가하고, 정량화하여 해석 코드 검증에 필요한 실험 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 시험장치로 구현한 블록 칼럼의 수는 7개이고, 가능한 블록 간 조합은 그림 3.1-1과 같

다. 시험장치의 블록 조합은 전부 핵연료인 F조합뿐만 아니라 반사체와 핵연료 블록이 
함께 있는 조합을 1개 이상 고려해야 한다. 제어봉 홀을 고려한 경우 블록 조합의 수가 
너무 많아지므로 본 시험에서는 배제하였다.

그림 3.1-1 시험 장치에서 구현 가능한 블록 조합

∙ 우회 간극(BG)의 경우 균일한 간극뿐만 아니라 노심 열유체 해석 결과에서 예상되는 층 
높이에 따라 달라지는 간극도 모사하여야한다. BG는 유동 상사성 유지를 위해 모델 축
적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횡류 간극(CG)의 크기는 근거가 부족하고 기존 시험의 경우 대략 0 ~ 2 mm 사이에 있
다. 따라서 본 시험에서도 CG 크기를 0~2 mm 범위 안에서 결정하고, 다차원 효과에 
대한 해석 코드 검증을 위해 횡류간극의 일부를 막는 방법도 실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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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험 장치 요건
∙ 원칙적으로 노심블록의 실제 크기를 모사한 시험장치를 설계한다. 단, 시험장치의 설치 

공간 및 송풍기 최대 유량 등을 고려하여 축소할 수 있으나 최소 실제 크기의 1/2 이상
으로 한다. 블록은 7칼럼/4층으로 구성한다.

∙ 축소 모델을 사용할 경우, 블록 형상은 실제 형상과 상사성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유동 상사성을 미리 평가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시험장치 설계 시 근
거로 적용한다.

 참조 
초고온가스로[3.1-1] 시험 장치 조건 비율

블록 크기 및 길이 높이: 0.793 m 
폭: 0.36 m

높이: 0.4 m 
폭: 0.18 m 0.5

작동 유체 헬륨 공기 N/A
운전 조건 7기압, 490℃~950℃ 상압, 상온 N/A
블록 칼럼 당 냉각재 유량 
블록 칼럼 당 우회유량

1.1228 kg/s
2.196e-2 kg/s

 2.239e-1 kg/s
1.667e-3 kg/s N/A

블록 당 냉각재 홀 수 및 
크기

총108개
102개(Φ15.9mm)
6개(Φ12.7mm)

총 90 개
90개(Φ 8mm) 0.5

냉각재 홀 Re 18489 22793 ~1.23
우회간극(BG) Re
(우회 간극 2mm) 1500 2411 ~1.6
냉각재 Leakage Perimeter ~1.0
우회간극 면적 비율

5.62 % (BG 2 mm)
10.6 % (BG 4 mm)
19.2 % (BG 8 mm)

22.58 % (BG 2 mm)
36.85 % (BG 4 mm)
46.67 % (BG 6 mm)

 
냉각재홀 압력 강하 51.1 kPa 7.0 kPa  

표 3.1-1 시험장치 설계에 대한 상사성 평가

∙ 냉각재 홀 및 간극 사이의 압력강하 차이가 충분하도록 하여 횡류 효과를 확인할 수 있
도록 시험 장치를 설계한다. 필요한 경우 출구에 오리피스를 설치할 수 있다.

∙ 추후 우회유량 저감 방안에 대한 시험을 고려하여 시험장치의 수정이 최소가 되는 구조
로 설계되어야 한다.

다. 시험 요건
∙ 시험은 상온, 상압의 공기 분위기에서 수행한다.
∙ 물성치 계산을 위해 시험장치 입구와 출구 온도를 측정한다.
∙ 유량 측정 요건은 다음과 같다.
  - 각 블록 칼럼에서 입구와 출구의 유량을 측정한다.
  - 우회유량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 유량 측정이 완전발달 영역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유량 측정 왜곡을 보정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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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마련해야한다. 보정 결과는 ‘시험장치 측정 장비 교정 보고서’에 기술한다.
∙ 압력 측정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최소 블록 중심부의 냉각재 홀, 블록 외곽의 냉각재 홀, 우회간극에서 입구와 출구 

압력을 각각 1개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 압력계는 입․출구 차압으로 냉각재 채널에서 유량을 계산할 수 있을 정도의 정확도를 

가져야 한다.
∙ 온도 측정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온도 측정 위치는 블록 칼럼 입출구와 송풍구 출구로 유속 측정 위치와 같다. 이는 

공기 밀도 계산을 통해 질량 유량을 계산하기 위함이다.
   - 온도계는 상온에서 정확한 T-type 열전대를 사용한다.
   - 각 온도계는 자료 획득 장치와 함께 보정되어야 한다.
   - 보정 결과는 ‘시험 장치 측정 장비 교정보고서’에 포함시킨다.

2. 다중블록 우회유량 실험장치 설계

가. 시험장치 개요
∙ 다중블록 우회유량 정량화 실험 장치는 블록형 초고온가스로 노심을 모사하여 노심 내 

유동 분포를 계측하고, 초고온가스로 열유체 해석 코드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 데이터를 
생산하기 위한 것이다. 

∙ 다중블록 실험 장치는 실제 노심의 유동방향과 동일하게 시험부 상단에서 하단으로 유동
이 흐르도록 설계되었다, 작동 유체는 상온 상압의 공기이고, 개방형 구조(Opened 
-Loop)로 설계되었으며, 실제 노심을 1/2 크기로 축소하여 제작되었다.

∙ 본 실험 장치는 7개의 블록 칼럼을 4층으로 쌓아 총 28개의 블록을 이용하여 노심을 모
사하였고, 노심부 하단에는 유동을 재분배해주는 천이블록(Transition Block)을 설치하
고 그 하단에는 각 칼럼 별 유량을 측정해주기 위한 하부 플레넘(Lower Plenum 
Block)을 설치하였다.

∙ 그림 3.1-2는 실험장치의 구성도로서, 시험장치의 전체적인 구성 및 블록의 배열, 시험
부 내의 각 유로를 보여준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험장치의 시험부는 노심 영역, 
천이 영역 및 하부 플레넘 영역으로 구성된다. 그림 3.1-3은 실제 제작, 구성된 실험장
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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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다중블록 우회유량 정량화 시험장치 구성도

그림 3.1-3 실제 구축된 다중블록 실험장치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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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험 블록의 설계

1) 핵연료형 시험 블록
∙ 시험블록의 크기는 실제 노심 블록을 1/2로 축소하였다. 따라서 그림 3.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험 블록의 면대면 길이는 180 mm이며 높이는 약 400 mm이다. 블록 내에
는 총 90개의 냉각재 홀이 존재하며 내경은 8 mm이다.

∙ 핵연료형 시험 블록 중앙에는 외경 60 mm의 압력튜브 유도 배관이 존재하며 이 배관은 
냉각재 홀과 우회간극의 압력 측정을 위해 설치된 압력튜브를 시험부 하단으로 빼내기 
위한 통로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림 3.1-4 핵연료형 시험 블록의 설계도

2) 반사체형 시험 블록
∙ 반사체형 시험 블록의 설계는 핵연료형 시험 블록과 동일하며, 다만 냉각재 홀이 포함되

지 않는다.(그림 3.1-5)
∙ 반사체형 시험블록의 경우에도 우회간극 내 압력 분포를 측정하기 위해 내부에 압력 탭

과 압력 튜브를 설치하므로 이를 시험부 하단의 튜브연결단자에 연결시키기 위해 핵연
료형 시험 블록과 마찬가지로 블록 중앙에 배관을 설치하였다.

그림 3.1-5 반사체형 시험 블록의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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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극 조절 블록
∙ 간극 조절 블록은 서로 다른 두께의 옆면을 가진 블록을 제작하되 블록 내부의 크기는 

핵연료형 및 반사체형 시험블록의 크기에 맞추어 제작한다.
∙ 간극 조절 블록과 핵연료형 및 반사체형 시험 블록은 그림 3.1-6과 같은 형태로 결합되

며, 결합체의 면대면 너비가 간극 조절 블록 벽면의 두께 만큼 증가하여 우회간극의 크
기를 감소시킨다.

∙ 그림 3.1-7과 같이 간극 조절 블록의 중앙에는 내경 60 mm의 홀이 있어 핵연료 및 반
사체형 시험 블록 중앙에 설치된 압력튜브 유도 배관을 통해 빠져나오는 압력튜브가 하
부 플레넘의 튜브 연결 단자까지 연결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설계되어있다.

그림 3.1-6 간극조절 블록을 이용한 우회간극 조절 방안

그림 3.1-7 간극 조절 블록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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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천이블록
∙ 천이블록은 노심 하단부의 하부플레넘 블록과 노심블록의 유로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

는 블록이다. 천이블록의 상단면은 핵연료 블록과 동일하나, 블록 내부에서 각 냉각재 
홀 유로들은 6개의 큰 하부 유로로 모아지게 된다.

∙ 다중블록 실험에서는 시험부의 핵연료 블록을 통해 흐르는 유량을 하부 플레넘 블록과 
연결하기 위하여 그림 3.1-8과 같은 천이블록을 설계, 제작하였다.

그림 3.1-8 천이블록의 설계도

5) 하부플레넘 블록
∙ 하부플레넘 블록은 초고온가스로 노심 하부플레넘을 모사한 것이다.
∙ 본 실험에서 하부플레넘 블록은 천이블록 및 노심 블록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각 블록 

칼럼 별 출구 유량을 측정하도록 설계되었다.
∙ 그림 3.1-9는 하부플레넘 블록의 설계도로서 하부플레넘 후단에 길이 1.0 m의 유량 측

정용 배관을 설치하고 배관 출구에서 0.3 m 떨어진 위치에 평균 Pitot관 유량계를 설치
하여 유량을 측정하였다.

∙ 하부플레넘 블록의 헤드 측면에는 노심 블록으로부터의 압력 튜브를 시험장치 하부플레
넘의 튜브 연결 단자로 연결할 수 있도록 압력튜브 유도 배관의 출구를 설치하였다. 

그림 3.1-9 하부플레넘 블록의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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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하부 지지대
∙ 하부지지대는 다중블록 시험장치 하부플레넘에 설치되며, 하부플레넘 블록을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 그림 3.1-10과 은 하부플레넘의 설계도 및 실제 설치된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하

부플레넘 블록의 위치가 고정되도록 설계되었다. 이를 통해 각 블록 칼럼의 중심 위치가 
고정되므로 간극조절 블록을 설치하여 각 블록 칼럼 별 우회간극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게 된다.

그림 3.1-10 하부 지지대 설계도 및 설치 예시

3. 시험 매트릭스

∙ 다중 블록 우회유량 정량화 실험은 크게 우회간극 및 횡류 간극의 효과를 조사하기 위한 
유동 특성 실험과 우회유량 저감방안에 대한 성능 시험으로 나뉜다. 

∙ 시험 매트릭스는 우회간극의 크기 및 분포, 횡류간극의 고려 여부에 따라서 구분되며 표 
3.1-2에 정리하였다.

Case 블록조합  우회간극(BG) 횡류간극(CG) Note
R2-BG2-CG0

R2

Uniform 
(2 mm) None (0 mm) -

R2-BG6-CG0 Uniform (6 mm) None (0 mm) -
R2-BG6242-CG2

Axial 
Distribution
[6,2,4,2]

2 mm
-

STB-R2-BG6242
-CG2

Staggered Transition 
Block Method

GRW-R2-BG6242
-CG2

Grooved Reflector Wall 
Method

표 3.1-2 시험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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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시험조건 선정 및 측정 방법 개발
1. 우회유로 간극크기 평가

블록형 초고온가스로의 노심유동분포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회유로 간극크기 변화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우회유로 간극은 노심 핵연료 블록과 반사체 블록이 고속중성자 조사량에 따
라 수축과 팽창을 하면서 노심 주기 동안 변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회유로 간극 
크기를 평가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참조노심에 적용하여 간극분포를 평가하였다. 

가. 간극크기 평가 방법론
우회유로 간극은 노심을 구성하는 흑연블록의 체적변화에 의존한다. 흑연블록은 중성자 감

속재 역할 뿐만 아니라 초고온가스로 노심의 고온 구조물로 사용된다. 흑연 재료의 특성은 
1950년대 이후 상용 가스로 운전과 관련 실험 연구로 조사화된 흑연에 대한 많은 데이터가 축
적되었다.[3.2-1] 본 연구에서는 이 데이터 중의 일부를 사용하여 간극 크기 평가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1) 조사량에 따른 체적변화
중성자 조사량에 따른 흑연의 체적변화 특성은 원자로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림 

3.2-1은 흑연 결정구조와 체적변화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낮은 조사량에서 흑연은 체적이 감
소하기 시작한다. 중성자 조사에 따라 흑연 결정의 a축은 축소하고 c축은 팽창하는데 초기 
흑연에 존재하는 작은 구멍과 크랙이 c축의 팽창을 흡수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흑연의 체적
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임계 조사량을 지나면 더 이상 c축의 팽창을 흡수할 공간이 
부족하게 되고 이후 흑연은 팽창하게 된다. 온도가 높을수록 임계 조사량이 낮아지는데 그 이
유는 고온 조건에서 c축의 팽창을 흡수하는 공간이 저온 조건보다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림 3.2-1 흑연 결정 구조 형태와 체적변화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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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연 블록의 체적변화는 고속중성자 조사량과 온도의 함수로 표현된다. 제작 방법과 원재
료에 따라 흑연은 비등방성 또는 등방성을 띄게 된다. 비등방성은 체적변화가 방향에 따라 다
르게 나타나지만 등방성은 방향에 상관없는 일정한 체적변화 특성을 갖는다. 기존 원자로에서 
획득한 흑연 데이터는 다양한 흑연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데이터가 산란된 분포를 갖는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그림 3.2-2에 나타난 바와 같이 흑연은 등방성이며 일정 온도에서 하나의 
곡선으로 체적변화가 표현된다고 가정하였다. 관련 데이터는 참고문헌 [3.2-2]와 [3.2-3]을 
참고하였다. 따라서 조사량과 온도가 주어지면 흑연의 체적변화를 그림 3.2-2의 곡선으로부터 
선형보간법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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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조사량과 온도에 따른 흑연의 체적변화

2) 온도에 대한 체적변화
우회유로 간극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인자는 흑연의 열팽창 계수이다. 열팽창 계수

(CTE: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도 체적변화와 마찬가지로 고속중성자 조사량과 조
사 온도에 따라 변한다. Tsang 등[3.2-4]은 흑연의 열팽창계수를 식 (3.2-1)로 나타내었다. 
먼저 20-120℃ 온도범위에 대해 평균 열팽창계수가 정의되고 나머지 온도에 대해서는 선형적
으로 결정된다.

  
 
 (3.2-1)

여기서 
×  

　　　　　　×  × 
  Marsden 등[3.2-5]은 조사 조건에서 그들의 측정 데이터가 Tsang의 선형 관계식과 잘 

상응하는 것을 그림 3.2-3에 보여주었다. 따라서 식 (3.2-1)은 조사된 흑연의 열팽창 계수를 
계산하는데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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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Marsden의 열팽창 계수 비교(기호: 측정값, 실선: 계산값)

3) 우회유로 간극분포 평가 방법
우회유로 간극분포에 영향을 주는 주요인자로 다음 4개가 고려될 수 있다. 첫째는 흑연블

록 설치를 위한 허용공차, 둘째는 금속재 노심 지지판과 압력용기의 열팽창, 셋째는 흑연블록 
자체의 열팽창, 마지막은 흑연블록의 조사량에 따른 수축과 팽창이다. 

설치 허용공차와 금속구조물 열팽창에 기인한 간극은 흑연블록 사이에 균일하게 분포되는 
간극이다. 본 연구에서는 1mm의 설치 허용공차를 가정하였다. 노심지지판과 압력용기의 열팽
창은 지지판 위에 설치된 흑연블록 간의 상대적 위치를 증가시켜 결국 우회유로 간극을 증가
시킨다. 노심 지지판의 팽창에 의해 발생하는 균일 간극은 평균 온도 상승, 노심 지지판의 열
팽창 계수, 반경방향의 크기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하지만 노심 지지판의 팽창에 의한 흑연
블록의 상대거리 증가는 노심구속기구(core restraint mechanism: CRM)에 의해 방지할 수 있
다. 노심구속기구는 열팽창 계수가 작은 재료를 사용하여 노심 외곽에 위치한 영구반사체의 움
직임을 바깥에서 제한시킨다.

국부 우회유로 간극은 앞서 설명한 설치허용 공차와 노심 지지판의 팽창에 의한 균일 간극
에 흑연블록의 열팽창과 조사량에 의한 간극변화를 더하여 결정된다. 흑연블록의 열팽창과 조
사량에 의한 우회유로 간극변화는 온도와 조사량이 주어지면 그림 3.2-2와 식(3.2-1)을 이용
하여 계산할 수 있다. 중성자 조사에 의한 흑연블록의 수축은 우회유로 간극을 증가시키지만 
흑연블록의 열팽창은 우회유로 간극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 절차를 바탕으
로 노심설계코드에서 구한 고속중성자 조사량을 입력으로 주어지면 자동으로 우회유량 분포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3.2-6]

나. 참조노심 간극분포 평가
초고온가스로 우회유로 간극분포를 평가하기 위한 참조 노형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

발하고 있는 NHDD PMR-200 원자로[3.2-7]를 선택하였다. 노심은 총 66개의 핵연료 블록 
칼럼으로 구성되며 각 블록 칼럼은 6층의 핵연료 블록으로 되어있다. 노심 입구와 출구온도는 
각각 490℃와 950℃이며 3-batch axial shuffling scheme으로 노심 주기를 형성한다. 노심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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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따른 7번의 재장전이 지나면 평형 노심에 이른다. 그림 3.2-4는 NHDD PMR-200 원자
로의 1/6 노심 모델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3.2-4 NHDD PMR-200 원자로의 1/6 노심 모델

그림 3.2-5 노심해석 결과로 주어진 조사량분포 입력의 예

그림 3.2-5와 같이 노심해석으로 구한 중성자 조사량과 노심온도 분포를 입력으로 사용하
여 우회유량 간극분포를 계산하였다. 계산에 사용된 노심 조건은 초기노심(IC: initial core), 7
번째 재장전 노심(최초 평형노심, EC: equlibrium core), 14번째 재장전 노심이다. 14번째 노
심 이후에는 반사체 블록이 수명을 다하여 교체된다고 가정하였다.

그림 3.2-6는 초기노심의 EOC(end of cycle) 조건에서 우회유로 간극 크기의 합산을 나
타낸 것이다. 노심구속기구(CRM)가 없는 경우는 BOC(beginning of cycle) 조건에서 저온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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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서 설치허용공차에 더하여 노심지지판의 열팽창에 기인한 갭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설치
허용공차는 위치에 무관하게 일정하지만 노심지지판의 열팽창에 의한 갭은 위치에 따라 다르
게 분포한다. 하지만 CRM이 있는 경우 반사체의 반경방향 이동을 제한하기 때문에 BOC 조건
에서 갭은 거의 없다. 설치허용공차에 의한 갭은 블록 자체의 열팽창으로 사라진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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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RM이 없는 경우                     (b) CRM이 있는 경우
 그림 3.2-6 초기노심에서 CRM의 유무에 따른 총 간극 크기 분포

Core 

Cycle

Maximum gap size (mm) location of maximum gap: 

i, j, k (그림 3-2.4)With CRM Without CRM

BOC MOC EOC BOC MOC EOC BOC MOC EOC

IC(Cy01) 3.9 4.9 7.3 0.2 1.2 3.6 9,1,2 4,1,5 4,1,5

EC1(Cy07) 9.5 9.9 11.4 5.8 6.2 7.6 5,3,5 5,3,5 5,3,7

EC2(Cy08) 9.5 9.9 11.4 5.8 6.2 7.6 5,3,5 5,3,5 5,3,7

EC3(Cy09) 9.5 9.9 11.4 5.8 6.2 7.6 5,3,5 5,3,5 5,3,7

EC4(Cy10) 9.5 9.9 11.4 5.8 6.2 7.6 5,3,5 5,3,5 5,3,7

EC5(Cy11) 10.0 10.9 11.7 6.3 7.2 7.9 3,1,6 3,1,7 3,1,7

EC6(Cy12) 10.9 11.8 12.5 7.2 8.1 8.7 3,1,7 3,1,7 3,1,7

EC7(Cy13) 11.3 11.9 12.5 7.5 8.2 8.8 6,1,7 6,1,7 6,1,7

EC8(Cy14) 11.4 11.9 12.4 7.7 8.2 8.7 6,1,7 6,1,7 6,1,7

표 3.2-1 각 노심 주기에서 최대 우회유로 간극의 크기와 위치 비교

표 3.2-1은 최대 우회유로 간극 크기와 위치를 비교한 것이다. 평형노심(EC)의 간극이 초
기노심(IC)의 간극보다 크게 나타난다. 그 이유는 평형노심의 경우, 3-batch 사이클이 가동되
고 있기 때문에 각 층에 1번 또는 2번 연소된 핵연료 블록이 존재하며 이들 블록이 고속중성
자 조사에 의해 보다 많이 수축되었기 때문이다. 노심구속기구가 초기노심의 BOC에 존재하는 
간극을 거의 줄였지만 최대 간극 크기가 발생하는 위치를 바꾸지는 못하고 있다. 4번째 평형
노심까지는 최대 우회유로 간극이 핵연료 블록 영역에서 발생한다. 한편 반사체 영역에서 간극
은 점점 증가하기 시작하여 5번째 평형 노심에 이르면 그 동안 축적된 조사량에 의한 수축으
로 핵연료 영역의 크기를 초과한다. 5번째와 6번째의 평형노심에서 최대 간극은 내부 반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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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처에서 발생하지만 7번째 노심부터 외부 반사체 영역으로 그 위치가 옮겨진다. 가장 큰 우
회유로 간극은 노심구속기구가 없을 경우 12.5mm에 달한다. 비록 노심구속기구가 있을 경우 
8.8mm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노심유동분포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큰 간극이 형성된다.

그림 3.2-7과 3.2-8은 EOC 조건에서 1번째와 8번째 평형노심의 간극분포를 등고선 형태
로 표시한 것이다. 각 블록 층을 따라 불규칙한 간극 분포가 나타나고 있다. 신연료 블록이 장
전된 층은 조사량에 의한 수축이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은 간극이 존재한다. 신연료 블록 
층에서도 상부의 간극이 크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부에서 높은 출력 분포를 갖도록 노
심이 설계되어 이 영역에서 조사량이 많기 때문이다. 첫 번째 평형노심의 상층부를 보면 1번 
연소된 핵연료 블록이 2번 연소된 핵연료 블록보다 큰 간극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2번 연
소된 핵연료 블록이 이미 임계량 이상의 조사를 받아 팽창하기 시작한 것을 의미한다. 8번째 
평형 노심의 간극분포는 1번째 평형 노심의 간극분포와 많이 다르게 나타난다. 핵연료블록 근
처에 위치한 반사체는 노심주기에 걸쳐서 상당한 조사량을 받게 되고 어떤 부분은 핵연료 영
역보다 큰 우회유로 간극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2-7 첫 번째 평형노심(EC1 또는 Cy07)에서 우회유로 간극 분포

위에 설명된 우회유량 간극 분포 결과는 8번의 노심주기 동안 반사체 블록을 교체하지 않
는다는 가정 하에 계산된 결과이다. 하지만 흑연으로 만들어진 반사체 블록은 노심 구조물의 
일부로 구조적 건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기적 교체가 필요하다. 반사체 블록의 교체주기는 
조사량에 따른 구조 건전성을 확인하여 결정되어야 하지만 구조 건전성 평가는 본 연구 범위
가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반사체 블록의 교체주기의 영향 평가를 위하여 2번의 노심 
주기에 맞춰 반사체 블록을 교환한다는 가정 하에 간극 분포를 평가하였으며 그림 3.2-9에 
결과를 도시하였다. 8번째 평형노심의 결과이며 그림 3.2-8과 비교하면 2 주기마다 반사체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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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을 교체함으로서 반사체 블록의 과도한 수축이 감소하고 대부분의 간극이 핵연료 영역 내에
서 형성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주기적인 반사체 블록 교환으로 반사체 영역의 우회유로 
간극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회유량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2-8 8번째 평형노심(EC8 또는 Cy14)에서 우회유로 간극 분포

그림 3.2-9 반사체 교환할 경우 8번째 평형노심에서 우회유로 간극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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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요건 평가

가. 시험부 해석
송풍기의 출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실험장치에서 발생하는 압력강하의 크기에 대한 정보

가 요구된다. 시험부는 실험장치에서 가장 큰 압력강하가 발생하는 곳으로서 이에 대한 압력 
강하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CFD 예비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3.2-10는 시험부 예비해석을 위한 CFD 모델 및 해석 결과를 보여준다. 예비해석 결
과 시험부에서 약 6 kPa의 압력강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부에 설치된 유량 
측정용 파이프에서 발생하는 압력 강하는 상대적으로 작아 유량 분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하부플레넘
하부 플레넘의 출구는 곡관을 통해 송풍기와 연결된다. 이러한 하부 플레넘의 구조가 유동 

분포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하부플레넘 구조의 영향을 평가하고, 필요 시 설계를 개선
할 필요가 있다.

그림 3.2-11은 하부플레넘 설계에 대한 CFD 모델 및 해석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3.2-
11 및 표 3.2-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하부 플레넘 구조가 각 블록 칼럼 별 유동의 균질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실험장치의 하부 플레넘 설계가 적절함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3.2-10 시험부 예비해석을 위한 CFD 모델 및 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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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 하부 플레넘 설계의 CFD 모델 및 해석 결과

Block index Flow rate ratio of block column to total flow [%]
1 14.28
2 14.25
3 14.30
4 14.29
5 14.29
6 14.28
7 14.28

average 14.28

표 3.2-2 하부 플레넘 유동 분포에 대한 CFD 해석 결과

3. 우회유량 및 압력분포 측정 방법

가. 우회유량 측정 방법
각 블록 칼럼의 입․출구에 설치된 유량계를 통하여 블록 칼럼 별 유량을 측정하고 시험장

치 출구에 설치된 유량계를 통해 총 유량을 측정하게 된다. 우회유량은 총 유량과 각 블록 칼
럼 별 유량의 총합의 차이로부터 간접적으로 계산한다.

나. 압력분포 측정 방법
1) 시험부 내부 압력 분포 측정 방법
∙ 시험부 내부의 압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핵연료 블록 및 반사체 블록에 압력 측정용 탭을 

설치한다. 
∙ 그림 3.2-12은 핵연료형 시험 블록의 설계도로서 그림에 나타난 위치에 압력 측정용 탭

을 설치하였다. 블록 외곽에 위치한 4개의 냉각재 홀 및 안쪽에 위치한 1개의 냉각재 
홀에 압력측정 탭을 설치하였다.



48

∙ 우회 간극 내 압력강하를 측정하기 위하여 블록 측면 3면에 압력측정 탭을 설치하였다.
∙ 각 압력 탭은 블록 입구와 출구부에 설치되어 유동방향으로의 압력강하를 측정하도록 하

였다.
∙ 압력 탭에 압력 튜브를 연결하며, 압력튜브는 블록 중앙에 설치된 배관을 통하여 시험부 

하부 플레넘에 있는 튜브 연결단자에 연결된다. 튜브 연결단자는 내부의 압력을 외부의 
정압계와 연결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림 3.2-12 핵연료 시험 블록의 설계 및 압력 측정 위치

2) 압력 측정 위치
∙ 시험장치의 대칭성을 이용하여 그림 3.2-13와 같이 압력측정 위치를 선정하였다. 특히 

우회간극의 경우 각 블록 당 3 면의 압력을 측정할 경우, 대다수의 우회간극의 압력이 측정 
가능하다. 

∙ 또한 시험부 벽면에는 총 14개의 압력측정 탭을 설치하되, 횡류간극 주변에는 측정 간극
을 좁게 하여 횡류 간극 주변의 압력 분포를 좀 더 자세히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3.2-13 시험부 내부 압력 측정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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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시험 수행 및 결과 분석
1. 균일 간극(Uniform gap)
가. 실험 개요
∙ 균일간극 시험은 반경방향 및 축방향에 대해 모두 균일한 우회간극 분포에 대하여 우회

간극 크기에 따른 유량분포 특성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 우회간극 2 mm와 6 mm에 대하여 유량 및 압력 분포를 측정하였으며, 우회간극에 의한 

변화를 평가하기 위하여 횡류 유동의 효과는 배제하였다. 즉, 횡류간극의 크기는 0 mm
로 유지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 블록 배열은 그림 3.1-1에 나타난 블록 조합 중 R2 조합으로서 반사체 블록 2개를 시
험부 좌측에 배열하고 나머지 5개의 블록 칼럼은 핵연료 블록을 배열하여 반사체 블록 
영역과 핵연료 블록 영역의 경계부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모사하고자 하였다.

∙ 실험 케이스는 각각 R2-BG2-CG0 와 R2-BG6-CG0로 구분된다.

나. 실험 결과
1) 우회간극의 분포
∙ 표 3.3-1와 3.3-2는 각각 각 R2-BG2-CG0와 R2-BG6-CG0 실험에 대한 우회간극 

측정 결과를 나타낸다.
∙ 4층의 블록 층을 쌓으면서 각 층 별로 우회간극을 측정하였으며, 측정 위치는 각 층의 

상단에서 이루어졌다.
∙ 시험부 및 시험블록의 제작오차로 인하여 우회간극의 오차가 발생하였으며, 실험 결과의 

정확성을 위하여 시험부 중앙부의 우회간극의 크기가 정확하게 형성되도록 우회간극을 
조절하였다. 이로 인해 최외곽 우회간극의 크기는 설정치보다 크게 형성되었다.

Layer Average Bypass Gap Size (mm) Average Bypass Gap Size Around 
Central Column (mm)

1 2.35 2.04
2 2.37 2.23
3 2.45 2.20
4 2.36 2.09

Transition 2.76 2.31

표 3.3-1 R2-BG2-CG0 실험의 우회간극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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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er Average Bypass Gap Size (mm) Average Bypass Gap Size Around 
Central Column (mm)

1 6.01 6.00
2 5.87 5.73
3 5.90 5.98
4 5.98 5.91

Transition 5.99 5.99

표 3.3-2 R2-BG6-CG0 실험의 우회간극 측정 결과

2) 우회유량 분포 특성
∙ 표 3.3-3와 3.3-4는 각각 R2-BG2-CG0와 R2-BG6-CG0 실험에 대한 우회유량 측정 

결과 및 CFD 해석 결과를 보여준다.
∙ 실험 결과 우회간극이 2 mm 인 경우, 전체 유량(입구 유량)의 약 16~19%에 해당하는 

우회유량이 발생하였고, 우회간극이 6 mm인 경우 약 50% 의 우회유량이 발생하였다.

블록 칼럼 번호 Experiment(kg/s) CFD Analysis(kg/s)
입구 출구 입․출구 동일

1 1.972 e-1 2.024 e-1 2.09768 e-1
2 1.975 e-1 2.081 e-1 2.09811 e-1
3 1.966 e-1 2.060 e-1 2.09729 e-1
4 2.045 e-1 2.058 e-1 2.09695 e-1
5 　 　 　
6 　 　 　
7 1.957 e-1 2.045 e-1 0.209672

입구 유량 1.234 1.234 1.234
우회유량 비(%) 19.68 16.82 15.018

표 3.3-3 R2-BG2-CG0 실험의 유량 분포

블록 칼럼 번호 Experiment(kg/s) CFD Analysis (kg/s)
입구 출구 입․출구 동일

1 1.186 e-1 1.192 e-1 1.1811 e-1
2 1.231 e-1 1.216 e-1 1.18037 e-1
3 1.167 e-1 1.208 e-1 1.18035 e-1
4 1.186 e-1 1.201 e-1 1.18106 e-1
5 　 　 　
6 　 　 　
7 1.163 e-1 1.216 e-1 1.18198 e-1

입구 유량 1.197 1.197 1.197
우회유량 비(%) 50.44 49.61 50.67

표 3.3-4 R2-BG6-CG0 실험의 유량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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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 압력강하 특성
우회간극 2 mm 의 경우 그림 3.3-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냉각재 홀(CH)의 수력 직경

(hydraulic diameter)이 8.0 mm로 우회간극(BG)의 수력 직경 3.93 mm 보다 상대적으로 크
기 때문에 시험부 입구의 냉각재 홀 입구유로에서 더 큰 급격 수축 압력 손실이 발생하였다. 

유로 내에서의 압력 손실은 주로 마찰 손실에 의한 것으로서 각 유로를 통해 흐르는 유량
과 벽면 마찰 계수에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좁은 평판 사이에서의 유동은 벽면효과가 크
기 때문에 동일한 단면적을 가진 유로에 대해서 마찰 손실이 더 크게 발생한다. 우회간극 2 
mm 실험의 경우, 우회간극과 냉각재 홀의 압력강하 크기가 유사한 것은 우회간극의 수력학적 
지름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각 유로로 흐르는 유량이 다르기 때문에 마찰 손실에 의한 압력강
하 크기가 유사하게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그림 3.3-1 유로 별 압력 강하 특성 (R2-BG2-CG0 Case)

우회간극 6 mm의 경우 우회간극 2 mm 인 경우와는 달리 그림 3.3-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시험부 입구에서 발생하는 유로의 급격 수축 압력 손실이 두 유로에서 서로 비슷하게 발
생하였다. 우회간극의 수력 직경이 약 11.379 mm 로 냉각재 홀의 내경과의 차이가 우회간극 
2 mm 실험에 비해 작고, 유로 면적 비의 변화에 따라 유량 분포가 달라짐에 따라 냉각재 홀
과 우회간극 입구에서 발생하는 압력 강하의 크기가 서로 비슷하게 형성되었다.

유로 내 압력 강하의 경우 우회간극 2 mm와는 달리 우회간극의 수력 직경이 크기 때문에 
압력 강하 기울기는 우회간극보다 냉각재 홀에서 더 크게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
과로부터 우회간극의 압력 강하 기울기가 냉각재 홀보다 작게 나타날 경우, 상대적으로 우회유
량이 많이 발생했음을 판단할 수 있다. 압력분포에 대한 해석 결과의 데이터는 표 3.3-5 ~ 
표 3.3-8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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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 유로 별 압력 강하 특성 (R2-BG6-CG0 Case)

Distance  from the Inlet Pressure  Drop from the Inlet (kPa)
(m) CH_avg BG_avg
1.23 -1.011 -0.355

1.5715 -1.539 -0.641
1.6315 -2.173 -1.228
1.973 -2.879 -2.796
2.033 -3.012 -2.813
2.3745 -3.619 -3.119
2.4345 -4.212 -3.235
2.776 -4.962 -4.142

표 3.3-5 R2-BG2-CG0 내부 압력 분포(실험)

Distance  from the Inlet Pressure  Drop from the Inlet (kPa)
(m) CH_avg BG_avg
1.23 -0.673 -0.639

1.5715 -1.040 -0.970
1.6315 -1.199 -1.113
1.973 -1.544 -1.428
2.033 -1.678 -1.482
2.3745 -2.022 -1.858
2.4345 -2.180 -1.948
2.776 -2.518 -2.293

표 3.3-6 R2-BG6-CG0 내부 압력 분포(실험)



53

Distance  from the Inlet Pressure  Drop from the Inlet (kPa)
(m) BG_wall
1.23 -0.382

1.40075 -0.507
1.5715 -0.643
1.6015 -0.701
1.6315 -1.413
1.80225 -1.988
1.973 -2.921
2.003 -3.121
2.033 -2.924

2.20375 -2.996
2.3745 -3.147
2.4045 -3.135
2.4345 -3.402
2.60525 -3.842

표 3.3-7 R2-BG2-CG0 최외곽 우회간극 내 압력 분포(실험)

 

Distance  from the Inlet Pressure  Drop from the Inlet (kPa)
(m) BG_wall
1.23 -0.690

1.40075 -0.851
1.5715 -1.042
1.6015 -1.076
1.6315 -1.114
1.80225 -1.267
1.973 -1.490
2.003 -1.545
2.033 -1.566

2.20375 -1.719
2.3745 -1.910
2.4045 -1.942
2.4345 -1.941
2.60525 -2.142

표 3.3-8 R2-BG6-CG0 최외곽 우회간극 내 압력 분포(실험)

2. 비균일 간극(Non-Uniform gap)
가. 실험 개요
∙ 제 2 절에 기술된 바와 같이 실제 노심의 우회간극은 축방향 분포를 가지게 된다. 따라

서 실제 노심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정확하게 모사하기 위해서는 비균일 간극에 의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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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분포 특성을 분석해야만 한다.
∙ 비균일 간극 실험은 4층의 우회간극 유로에 대하여 각각 상단에서 하단으로 6 mm, 2 

mm, 4 mm, 2 mm의 크기로 각각 설정하여 유량 및 압력 분포를 계측하였다.
∙ 비균일 간극일 경우 블록 층 간 경계에서 우회간극이 좁아지거나 넓어지기 때문에 횡류 

유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횡류 유동의 세기 또한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비균일 간극의 경우 횡류 간극을 2mm 로 설정하여 횡류 유동에 의한 영향을 평가하였
다.

나. 실험 결과
1) 우회간극의 분포
∙ 축방향으로 균일하지 않게 분포하는 우회간극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4층부터 1층까

지 각각 6 mm(4 층), 2 mm(3 층), 4 mm(2 층), 2 mm(1 층)의 우회간극 분포에 대
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 표 3.3-9는 R2-BG6242-CG2 실험의 우회간극 측정 결과로서 우회간극 크기의 경우 
3층의 평균값이 약 4.89 mm 로 설정 값인 4 mm보다 크게 형성되었으나, 관심 영역인 
중앙 블록 칼럼 주변에서의 우회간극 값은 4.16 mm로 우회간극의 오차가 작음을 알 수 
있다.

Layer Average Bypass Gap Size (mm) Average Bypass Gap Size Around 
Central Column (mm)

1 6.07 6.00
2 2.56 2.11
3 4.89 4.16
4 2.43 2.12

Transition 2.64 2.31

표 3.3-9 R2-BG6242-CG2 실험의 우회간극 측정 결과

2) 우회유량 분포 특성
∙ 표 3.3-10은 R2-BG6242-CG2 실험의 유량분포 결과로서 축방향으로 비균일한 우회

간극과 횡류간극의 존재로 인하여 입구부와 출구부에서의 우회유량의 분포가 달라졌음
을 확인할 수 있다.

∙ 입구에서 전체유량의 약 39%에 달하는 우회유량이 발생하였으나, 출구에서는 22% 정도
로 전체 유량의 17%에 달하는 유량이 횡류유동으로 발생하여 내부 유동 분포를 변화시
킨 것을 알 수 있다.

∙ 실험 결과에서 블록칼럼 별 유량의 차이는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각 블록 칼럼 별 
유량의 차이는 상당히 작게 발생하였다.



55

블록 칼럼 번호 Experiment (kg/s) CFD Analysis (kg/s)
입구 출구 입구 출구

1 1.500 e-1 1.760 e-1 1.53129 e-1 2.09641 e-1
2 1.487 e-1 1.951 e-1 1.53566 e-1 2.09348 e-1
3 1.492 e-1 1.922 e-1 1.53563 e-1 2.09311 e-1
4 1.516 e-1 1.911 e-1 1.53104 e-1 2.09605 e-1
5 - - - -
6 - - - -
7 1.441 e-1 1.925 e-1 1.5355 e-1 2.09327 e-1

입구 유량 1.221 1.221 1.22094 1.22094
우회유량 비(%) 39.09 22.44 37.18676 14.2274

표 3.3-10 R2-BG6242-CG2 실험의 유량 분포

그림 3.3-3 R2-BG6242-CG2 실험의 압력분포 특성

3) 내부 압력 강하 특성
∙ 그림 3.3-3은 R2-BG6242-CG2 실험의 내부 압력강하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비균

일 우회간극 실험의 경우 층 별 우회간극에 따라 압력강하 기울기가 다르게 나타났다.
∙ 우회간극이 넓은 4층과 2층에서는 압력강하 기울기가 완만하게 형성된데 반해 우회간극

이 좁은 3층과 1층에서는 가파른 기울기를 보이고 있다. 동일한 우회간극 크기인 3층과 
1층을 비교했을 때, 1층에 비해 3층의 기울기가 큰 것은 3층 우회간극을 지나는 유량이 
1층에 비해 많은 것을 의미한다. 각 층을 지날 때 형성된 횡류유동으로 인해 우회유동
이 감소했음을 압력 분포 결과로부터 알 수 있다.

∙ 냉각재 홀의 압력이 횡류간극을 지날 때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은 우회간극에서 냉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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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횡류 유동이 유입되면서 냉각재 홀의 유속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최상단(CG3) 및 
최하단(CG1) 횡류간극에서의 냉각재 홀 압력으로부터 횡류유동의 발생을 확인할 수 있
으며 중앙부 횡류간극에서는 횡류유동이 매우 작게 형성됨을 알 수 있다.

∙ 최하단 횡류간극에서 우회간극의 위치에 따라 압력강하 특성이 다르게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사체블록과 핵연료블록 사이에 위치한 우회간극과 핵연료블록들 사이에 위
치한 우회간극에서의 압력 특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반사체 블록 쪽 우회간극에서 형성
된 횡류 유동이 핵연료 블록 방향으로 흐르면서 반사체 블록과 핵연료 블록 사이의 우
회간극에서는 반사체블록 측에서 유동이 유입됨과 동시에 핵연료블록 측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 이에 반해 핵연료 블록들 사이에 위치한 우회간극에서는 
양쪽 핵연료블록으로 횡류유동이 유출되므로 우회간극 내 유속이 낮아져 압력이 소폭 
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 상세 압력분포 데이터는 표 3.3-11과 표 3.3-12에 나타내었다.

Distance  from the Inlet Pressure  Drop from the Inlet (kPa)
(m) CH_avg BG_avg
1.23 -1.012 -0.355

1.5715 -1.539 -0.641
1.6315 -2.173 -1.228
1.973 -2.879 -2.796
2.033 -3.012 -2.813
2.3745 -3.619 -3.119
2.4345 -4.212 -3.235
2.776 -4.962 -4.142

표 3.3-11 R2-BG6242-CG2 실험의 내부 압력 분포(실험)

Distance  from the Inlet Pressure  Drop from the Inlet (kPa)
(m) BG_wall
1.23 -0.382

1.40075 -0.507
1.5715 -0.643
1.6015 -0.702
1.6315 -1.413
1.80225 -1.988
1.973 -2.921
2.003 -3.121
2.033 -2.924

2.20375 -2.996
2.3745 -3.147
2.4045 -3.135
2.4345 -3.402
2.60525 -3.842

표 3.3-12 R2-BG6242-CG2 최외곽 우회간극 내 압력 분포(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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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열유체 해석코드 검증 및 개선

1. GAMMA+ 코드 개선

가. 흑연블록 열전도 모델
흑연 블록내 온도 분포를 보다 세밀하게 모사하기 위해 기존의 열전도 보존식의 확산항을 

아래 식과 같이 일반화하였다. 그림 3.4-1에서처럼 흑연 블록은 세부 노드를 가지며 또한 각 
세부 노드는 각각의 핵연료봉(Red Circle)과 냉각재 채널(White Circle) 및 표면에서의 접촉 
유체(GC #, GA #)와 열교환을 한다. 

( )( )

( )

''' '''

1

1

1 face

w w
p eff sfw

i i

N
ham

w c i
eff eff i

ii i i

T T
C q q

t x x

T T T
A

x x V x

ϕ ρ λ

λ λ
=

 ∂ ∂ ∂ − −   ∂ ∂ ∂ 

   ∂ ∂ −
→   ∂ ∂ ∆   

= +

∑

& &

  (a) 반사체 블록          (b) 핵연료 블록        (c) 반사체/핵연료 블록
그림 3.4-1 흑연블록 열전도 및 유체 열전달 모델

나. 다중채널 유로 모델
흑연 블록간의 우회 간극(Bypass gap)을 흐르는 냉각재 유동은 기본적으로 2차원 유동 특

성을 가진다. 이를 위해 기존의 일차원 운동량 보존식에 대류항과 점성항을 추가하여 2차원 
유동 분포를 모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Normal Junction은 우회 간극에서 축방향 유동에 
적용되고 Cross Junction은 우회 간극에서 측면방향 유동(Lateral Flow)에 적용된다. 

  :

2z z z z x z
x z z z z

Normal Junction Momentm

V V V P V V V
V V f V V g

t x z z x x z z z
ρ ρ ρ µ µ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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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x x x x z x
x z x x

Cross Junction Momentum

V V V P V V V
V V f V V

t x z x x x z x z
ρ ρ µ µ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림 3.4-2는 2차원 유동 개념문제에 대해 시험 계산한 결과를 보여 준다. 다중채널 유로 
모델이 기존의 1차원 유로 모델보다 개선되었으며, GAMMA+ 3차원 계산결과에 근접한다. 우
회간극 내의 유동은 흑연 벽면에 의해 갇혀진 좁은 유로이므로 마찰항이 없는 일반적인 2차원 
계산으로는 모사될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4-2 다중채널 유로 모델의 시험 계산

다. Converging/diverging Wye 형상손실 계수
흑연 블록층간의 간극에 의해 횡류 유량(Cross Flow)이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 냉각재 채

널과 제어봉 채널의 유량은 축방향 위치별로 변한다. 이 경우 유량의 Converging과 Diverging
에 의해 발생하는 형상 손실(Form Loss)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3.4-1]. 

1) Converging Wye

( )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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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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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iverging Wye
( )

,2 ,1

,2 ,2

,

,     and  

loss rat rat

side side
rat side st st rat

st st

K fcn Q A

where

Q A
Q Q Q Q A

Q A

=

= = − =


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0 0.004 0.016 0.036 0.064 0.1 0.144 0.196 0.256 0.324 0.4
 

0 -0.016 -0.048 -0.070 -0.064 0 0.21 0.059 0.115 0.194 0.30

표 3.4-1 Diverging Wye에 대한 형상손실 계수

라. 우회 유로 형상손실 계수
흑연 블록층간의 간극에 의해 횡류 유량(Cross Flow)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형상손실 

계수는 흑연블록 형상과 간극 형상에 따라 변한다. 그림 3.4-3는 Kaburaki의 실험[3.4-2]에
서 고려한 흑연블록 형상으로 이에 대한 형상손실 측정값을 본 연구에서 이용한다. 

그림 3.4-3 우회 유로의 형상손실 계수에 대한 실험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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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buraki 실험에서 얻은 결과를 무차원화 하여 아래의 형상손실 계수 상관식을 얻는다. 
( )1 2/ RelossK C Cδ= +

표 3.4-2 우회 유로에 대한 형상손실 계수

2. 참조노심 우회유량 및 핵연료 온도 평가

가. 참조노심 GAMMA+ 계산 모델
Hot spot 해석은 참조노심으로 선정된 PMR200에 대해 수행한다[3.4-3]. PMR200의 열

출력은 200 MWth 이고 운전 압력은 70 bar이다. 헬륨 냉각재의 노심 입구 온도는 490oC이고 
피동냉각계통으로의 2.34 MW 열손실을 고려하여 출구 온도 950oC를 얻기 위한 헬륨 유량은 
13.8 kg/s이다. 

그림 3.4-4은 노심 hot spot 해석을 위한 1/6-노심 GAMMA+ 계산 모델을 보여 준다. 
노심 영역은 66개 핵연료블록 기둥(column)으로 구성되며 각 기둥은 블록이 6층으로 쌓여 있
다. 노심의 상하부에는 각각 2층씩의 상하부 반사체 영역이 존재한다. 노심 영역의 안쪽에는 3
링의 내부반사체가 있고, 바깥쪽에는 2링의 외부반사체와 1링의 영구반사체가 있다. 피동냉각
계통으로의 열손실은 영구반사체의 외면에 적용된다. 냉각재 유로로는 우회간극 채널, 핵연료 
냉각재 채널, RSC/CR 제어봉 채널, 저온냉각재 상승 채널로 구성된다. 우회간극 채널들은 유
체노드 중심에서 Lateral Flow Network로 연결되고, 우회간극 채널과 핵연료 냉각재 채널 그
리고 RSC/CR 제어봉 채널은 흑연 블록층 사이에서 Cross Flow Network 로 연결된다. 핵연료 
블록에는 108개의 냉각재 채널과 210개의 핵연료봉이 있지만 각각을 모두 모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룹핑(grouping)하여 단순화한다. 따라서 그림 3.4-4에 보인 바와 같이 고체 노드에 
일치하게끔 7개의 핵연료봉 그룹과 7개의 냉각재 채널 그룹으로 모사한다. 

우회유로 간극에 대한 입력 자료는 제 2.1절에서 참조노심에 대해 계산된 우회유로 간극크
기 분포를 적용한다. 노심 출력 분포에 대한 입력 자료는 핵연료블록 재장전시 반경방향 및 축
방향 셔플링을 고려하여 평탄화된 것으로 그림 3.4-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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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 노심 hot spot 해석을 위한 GAMMA+ 계산 모델

그림 3.4-5 노심 hot spot 해석을 위한 출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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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심 Hot Spot 해석
표 3.4-3은 노심 우회유량과 hot spot 해석에 대한 계산 결과를 보여 준다. 노심구속장치

(Core Restraint Mechanism)가 없는 경우(EC1) 우회유량은 총 유량의 31%에 달하고 이중 
26%가 우회 간극으로 그리고 5%가 제어봉 채널로 흐른다. 노심 재장전 횟수가 많아질수록
(EC8) 우회유량은 증가하여 35%에 도달한다. 이는 반사체 흑연블록의 중성자조사 수축에 의
한 우회간극 증가에 기인한다. 이 때 핵연료 최고 온도는 1342℃에 도달한다. 노심구속장치가 
있는 경우 우회 간극 크기를 작게 유지함으로써 우회유량을 15%까지 줄일 수 있다. 이로 인
해 유효 냉각재 유로 면적이 증가하여 핵연료 최고 온도는 약 130℃ 감소한다. 

균일 간극(Uniform Gap) 방식은 우회유량이 12%로 유사하지만 핵연료 최고 온도를 약 
40oC 정도나 과대 예측함으로 현재의 비균일 간극(Variable Gap)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Core Life  

Cycle 

Cross 

Gap Size 

(mm) 

Core-

average 

Total 

Bypass Gap 

(mm) 

Max. Kernel 

Temp.  

in Core (oC) 

Bypass Flow 

Fraction (%) 

Gap Total 

EC1(Cy07) 

without CRM 
2.0 52 1333 26 31 

EC1(Cy07)  
with CRM 

2.0 17 1214 6 12 

1.0 17 1197 4.8 8.4 

0.5 17 1190 3.0 4.8 

EC8(Cy14) 

without CRM 
2.0 63 1342 30 35 

EC8(Cy14)  

with CRM 
2.0 27 1214 10 15 

Uniform  
2mm Gap 

2.0 19 1252 6 12 

 

표 3.4-3 노심 hot spot 해석의 주요 결과 

출력 셔플링(shuffling)과 횡류유로 간극크기가 우회 유량에 미치는 영향은 그림 3.4-6에
서 보여준다. 축방향 노드 7과 5에는 새 핵연료블록이 장전되어 있어 우회간극 유로가 상대적
으로 작다. 따라서 우회간극으로 흐르는 우회 유량이 작게 된다. 제어봉(RSC/CR) 채널을 통한 
우회유량은 횡류유량의 영향으로 상부에서 중간부로 갈수록 증가하는데 이는 유동저항이 상대
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제어봉 하부가 막혀 있으므로 제어봉 우회유량은 하부로 갈수록 감소한
다. 이러한 우회유량 분포 특성은 횡류간극(Cross Gap) 유로크기가 작아질수록 횡류유량의 영
향을 덜 받게 되어 점차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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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6 노심 hot spot 해석시 우회유량 분포의 계산 결과

그림 3.4-7 노심 hot spot 해석시 핵연료 최고 온도분포의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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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 최고 온도는 MOC 노심조건에서 발생하며, 그 온도분포는 그림 3.4-7에서와 같이 
얻어진다. 제어봉 채널을 가지는 핵연료블록에서 온도가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제어봉 우회유
량이 유효 냉각재 유량을 감소시켜 핵연료 냉각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특히 항상 텅 비어있는 
RSC 채널을 가지는 핵연료블록(IFR_2와 IFR_3)에서 핵연료 온도가 높다. 

그림에서 핵연료 최고 온도분포는 출력대유량비에 비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핵연료블
록 출력과 핵연료블록으로 유입되는 냉각재 유량이 핵연료 최고 온도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우
회유량을 포함한 노심내 유동분포가 노심 hot spot 해석에서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노심구속장치의 존재 여부는 핵연료 최고 온도분포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고 핵연료 최고 
온도크기를 변화시키다. 노심구속장치에 의해 핵연료 최고 온도는 약 130℃ 감소하여 큰 열적
여유도 향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단순블록 우회유량 실험 벤치마크
가. 단순블록 우회유량 실험장치 
서울대에서는 블록형 초고온가스로 노심에서의 우회유량을 평가하고 초고온가스로 열유체 

해석 코드에 대한 검증을 목적으로 단순블록 우회유량 실험을 수행한 바 있다 [3.4-4]. 그림 
3.4-8은 서울대에서 수행한 실험장치의 형상과 테스트 블록의 배열을 보여준다. 핵연료 및 반
사체 블록 칼럼으로 이루어진 11개의 칼럼을 모의하였는데 횡류유동(cross flow)의 영향을 평
가하기 위하여 칼럼 중간 두 군데에 횡류 간극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11개 전부가 핵연료 
칼럼으로 이루어진 F3 Case와 4개의 핵연료 칼럼과 7개의 반사체 칼럼으로 이루이진 F1 
Case로 나누어 실험을 수행하였다. 육각형 블록은 반경 방향 및 수직방향 모두 실제 블록의 
1/3로 축소한 크기로 제작되었으며 재질은 아크릴이다. 실제 핵연료 블록에 존재하는 108개의 
냉각재 채널은 그림 3.4-8(b)에 보이는 바와 같이 6개 내외의 채널로 단순화 하였다. 작동 유
체는 공기이며 대기압 조건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우회간극의 크기는 2mm로 고정하였으며 
횡류간극의 크기는 0, 1, 2 mm의 3가지로 변화시켜가면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주요 측정 변
수는 우회간극에서의 국부 압력 분포와 칼럼 출구에서의 냉각재 유량이다.

              (a)  실험장치 형상                      (b) 테스트 블록 배열
그림 3.4-8 단순블록 우회유량 실험장치 형상 및 테스트 블록 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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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GAMMA+ 해석 모델
초고온가스로 열유체 및 안전해석을 위해 개발된 GAMMA+ 코드의 유회유동 해석 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그림 3.4-8에 보인 단순블록 우회유량 실험을 GAMMA+ 코드로 해석하였
다. 그림 3.4-9는 GAMMA+ 해석 모델을 보여준다. 입구/출구 덕트, 냉각재 채널, 우회간극, 
횡류간극을 모두 일차원 유동으로 모의하였다. 핵연료 블록내 냉각재 채널들은 모두 개별적으
로 모델링하였다. 냉각재 채널, 우회 간극, 횡류 간극 유동은 그림 3.4-10에 보인 바와 같은 
일차원 유동 네트워크 개념으로 모의하였다. 표 3.4-4은 GAMMA+가 우회유량 해석에 사용
하는 주요 모델 및 상관식을 보여준다. 채널에서의 마찰계수는 Haaland 상관식을 사용하며 유
로 면적이 급격히 변화는 지역에는 형상손실 계수를 적용하였다. 우회간극을 통한 횡방향 유동
에 대해서는 K=0.38이라는 형상손실계수를 부여하였고 횡류 유동에 대한 압력 손실 모델은 
Kaburaki 상관식 [3.4-5]을 이용하였다.

그림 3.4-9 단순블록 우회유량 실험 GAMMA+ 해석 모델
   

그림 3.4-10 단순블록 우회유량 GAMMA+ 해석을 위한 일차원 유체 네트워크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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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4 GAMMA+가 우회유량 해석에 사용하는 주요 모델 및 상관식

다. GAMMA+ 해석 결과 및 비교
GAMMA+ 계산 결과 얻은 우회간극에서의 압력 분포를 실험에 의해 측정된 값과 비교해

보았다. 그림 3.4-11~3.4-14는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그림 3.4-4~3.4-7은 GAMMA+
가 서울대 실험결과를 비교적 잘 예측함을 알 수 있다. 

       (a) 입구유량 = 0.4226 kg/s              (b) 입구유량 = 0.5867 kg/s
그림 3.4-11 우회간극 압력분포 GAMMA+ 계산 결과와 실험결과의 비교 (F3CG0 Case)

  

         (a) 입구유량 = 0.4179 kg/s          (b) 입구유량 = 0.5828 kg/s
그림 3.4-12 우회간극 압력분포 GAMMA+ 계산 결과와 실험결과의 비교 (F3CG2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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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핵연료 블록면 우회간극         (b) 반사체 블록면 우회간극
그림 3.4-13 우회간극 압력분포 GAMMA+ 계산 결과와 실험결과의 비교(F1CG2 Case, 입구
유량 = 0.1775 kg/s)

  

           (a) 핵연료 블록면 우회간극         (b) 반사체 블록면 우회간극
그림 3.4-14 우회간극 압력분포 GAMMA+ 계산 결과와 실험결과의 비교(F1CG2 Case, 입구
유량 = 0.2502 kg/s)

  

그림 3.4-15 단순블록 실험에 대한 GAMMA+와 GAS-NET 계산결과 비교 (F3CG0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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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6 단순블록 실험에 대한 GAMMA+와 GAS-NET의 계산결과 비교 (F3CG2 Case)

그림 3.4-15와 3.4-16은 서울대 단순블록 우회유량 실험에 대하여 GAMMA+ 코드와 
GAS-NET 코드의 계산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두 코드 모두 실험 결과를 매우 잘 예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단순블록 우회유량 실험에 대한 두 코드의 예측 성능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징 GAS-NET CORONA

고체해석
해석 격자 1-D 원통형 3-D 비정렬
열전도방정식 yes yes
복사열전달 yes under development
열전달 모델링 analytic method 유한체적법

유체해석

해석 격자 1-D 1-D
운동량방정식 yes yes
에너지방정식 yes yes
유체 유동 모델링 flow network flow network
압력손실 모델 실험상관식 실험상관식
우회유동 모델 yes yes
교차유동 모델 yes under development
대류열전달 모델 실험상관식 실험상관식

해석성능
전노심 계산속도 매우 빠름 비교적 빠름
병렬계산능 no yes
노물리 연계계산능 no yes

표 3.4-5 ANL의 GAS-NET 코드와 KAERI의 CORONA 코드 특징 비교

KAERI에서는 ANL에서 개발 중인 GAS-NET 코드와 유사한 종류인 CORONA 코드를 노
심 열유체 코드로서 개발하고 있다. 표 3.4-5는 GAS-NET 코드와 CORONA 코드의 특징을 
비교한 것이다. GAS-NET과 CORONA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고체 영역 열전달 해석 격자에 있
다. GAS-NET은 핵연료 및 반사체 블록 고체 영역을 1차원 차분 방법으로 간단하게 해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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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반면 CORONA는 3차원 유한체적법을 이용하여 정밀하게 해석한다. 즉 GAS-NET 코드는 
그림 3.4-17에 나타낸 바와 같이 핵연료 블록 단위셀을 냉각재 채널을 중심으로 한 1차원 원
통형 격자로써 단순하게 모델링한다. 반면에 3.4-18에 나타낸 바와 같이 CORONA 코드는 기
초단위셀의 조합을 이용하여 핵연료 블록의 형상을 비정렬격자를 이용하여 정밀하게 모델링한
다. 그러므로 GAS-NET 코드와 CORONA 코드는 고체영역 열전달 해석에 있어서 격자 수와 
정밀도 면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고체영역과는 달리 유체영역에 대해서는 GAS-NET 코드와 CORONA 코드가 1차원 유동 
네트워크 모델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CORONA 코드의 횡류 유동 모델 개발이 완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GAMMA+ 코드를 우회유량 및 노심 유동분포 해석에 사
용하였다. 하지만 향후에는 CORONA 코드에 GAMMA+ 코드의 우회유량 모델을 적용하여 노
심 열유동 해석 전용 코드로 사용할 계획이다.

그림 3.4-17 GAS-NET 코드의 핵연료 블록 고체영역 열전달 모델 및 해석 격자

            (a) 고체영역 해석 단위셀                (b) 핵연료 블록 해석 격자의 예
그림 3.4-18 CORONA 코드의 핵연료 블록 고체영역 열전달 해석용 기초 단위셀 및 해석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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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중블록 우회유량 실험 벤치마크
가. 개요 
GAMMA+ 코드 검증을 위해 서울대에서 본 I-NERI 과제를 통해 수행한 다중블록 우회

유량 실험결과를 분석하였다. 다중블록 우회유량 실험장치에 대한 설명 및 실험결과는 본보고
서 2절 ~ 3절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나. GAMMA+ 해석 모델 
그림 3.4-19은 다중블록 우회유량 실험을 GAMMA+ 해석하기 위한 격자 및 모델을 보여

준다. 입/출구 유량 측정용 덕트, 테스트 블록 냉각재 채널, 우회 간극, 횡류 간극, 천이 블록, 
출구 플레넘 및 출구 파이프 등 실험장치를 구성하는 모든 영역을 모델링하였다. 육각형 블록 
사이 우회 간극을 따라 횡방향으로 흐르는 유동과 횡류 간극을 통해 흐르는 횡류 유동(cross 
flow)은 일차원 유동 네트워크 개념으로 모델링하였다. 실제 핵연료 블록에 존재하는 108개의 
냉각재 채널은 6개의 채널로 묶어서 단순화하였다. 사용된 총 유체 셀 수는 580개이며 65개의 
유체 junction이 사용되었다.

그림 3.4-19 다중블록 우회유량 실험 해석을 위한 GAMMA+ 격자 및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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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전체유량
(kg/s)

입구 우회유량 비율 (%) 출구 우회유량 비율 (%)
실험 GAMMA+ 실험 GAMMA+

R2BG2-CG0 1.234 19.7 19.3 16.8 19.3
R2BG6-CG0 1.197 50.4 50.1 49.6 50.1
R2BG6242-CG2 1.221 39.1 33.0 22.4 21.8
R2BG62420-CG2 1.109 36.8 31.0 2.2 0

표 3.4-6 우회유량 GAMMA+ 예측 결과와 실험값의 비교

다. GAMMA+ 해석 결과 및 비교 
실험이 수행된 4가지 경우에 대해서 GAMMA+ 계산을 수행하였다. 표 3.4-6의 왼쪽 칼

럼에 GAMMA+ 검증을 위해 본 연구에서 고려한 4가지 경우를 나타내었다. 표 3.4-6의 오른
쪽에는 GAMMA+에 의해 계산된 우회유량과 실험적으로 측정된 우회유량을 나타내었다. 전체
적으로 계산결과와 실험결과가 서로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다만 우회 간극이 존재하는 
R2BG6242-CG2와 R2BG62420-CG2의 경우 GAMMA+가 입구 우회유량을 약 16% 정도 낮
게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본 실험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크다고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R2BG2-CG0와 R2BG6-CG0 실험결과 측정된 우회유량들을 보면 횡류 간극을 없
앴음에도 불구하고 입구와 출구에서의 우회 유량이 최대 약 17%까지 차이가 난다. 이러한 차
이가 유량 측정에 따른 오차 때문인지 실제로 횡류 유동이 존재하기 때문인지는 분명하지 않
다. 아마도 두 경우가 모두 복합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실제 실험에는 다양한 종류의 불확
실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고려해볼 때 GAMMA+는 우회 유량 실험결과를 매우 잘 
예측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4-20~3.4-23는 GAMMA+에 의해 계산된 압력분포와 실험에 의해 측정된 압력
분포를 비교한 것이다. 고려한 4가지 경우에 대해서 GAMMA+가 실험값들을 비교적 잘 예측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GAMMA+는 블록 노심에서 발생하는 우회유동을 합리적으로 모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 냉각재 채널                        (b) 우회유량 갭 채널
그림 3.4-20 GAMMA+ 압력분포 및 실험결과 비교 (R2BG2-CG0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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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냉각재 채널                         (b) 우회유량 갭 채널
그림 3.4-21 GAMMA+ 압력분포 및 실험결과 비교 (R2BG6-CG0 Case)

              (a) 냉각재 채널                         (b) 우회유량 갭 채널
그림 3.4-22 GAMMA+ 압력분포 및 실험결과 비교 (R2BG6242-CG2 Case)

                 (a) 냉각재 채널                         (b) 우회유량 갭 채널
그림 3.4-23 GAMMA+ 압력분포 및 실험결과 비교 (R2BG62420-CG2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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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IR 시험 CFD 해석

가. 연구 목적
고온가스로(HTGR)의 프리즘(육각기둥)형 노심에서 유동 특성을 연구하기 위해, 

INL(Idaho National Laboratory)에서는 MIR(Matched Index of Refraction) 실험시설 내에 우
회유동 실험을 수행 중에 있다. INL이 보유한 MIR 실험설비는 PIV(Particle Image 
Velocimetry)나 LDV(Laser Doppler Velocimetry) 등 레이저 빔을 사용한 광학적 유동계측을 
위해, Quartz(석영) 구조체와 유동 유체인 Mineral Oil의 광학적 굴절률을 일치시키는 특정 온
도에서 운전되는 실험설비로서 그림 3.4-24과 같은 구조를 갖는다. 

시험 구간(Test Section)은 고온가스로 노심 내 세 개의 프리즘-형 블록이 접하는 부위의 
냉각수 채널과 우회유동이 일어나는 간격(Gap)을 적절히 표현하게끔 그림 3.4-25와 같이 설
계되었다. 그림 3.4-25(a)는 노심의 실제 블록배열로부터 시험 구간이 어떻게 선정되었는가를 
보여주고, 그림 3.4-25(b)는 시험 구간의 조립 상태와 유동 양식을 보여준다.

이 연구의 목적은 고온가스로 노심을 흐르는 우회유량을 분석하기 위한 전산유체역학 모델
을 개발하는 것이고, 개발된 모델을 MIR 실험결과를 이용해 검증하는 것이다.

그림 3.4-24 INL MIR 구조도

        (a) Test section 단면 개념도           (b) Test section assembly
그림 3.4-25 INL MIR 실험 Test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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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CFD 모델
1) 격자 구조
그림 3.4-25(b)와 같이 시험 구간은 upper plenum, 프리즘-형 연료 블록의 1.2개에 해당

하는 축-방향 배열을 갖는다. 이 시험 구간이 실제 실험에서 조립될 때는 우회 간극(bypass 
gap)이 2, 4, 그리고 10 mm로 설정되는데, 이는 실제 원자로에서 1, 2, 그리고 5 mm 우회 
간극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시험 구간 조립시 횡류 간극(cross gap)은 2, 10 mm로 설정되
며, 이는 실제 원자로에서 1 그리고 5 mm 횡류 간극에 해당한다.

전산유체역학 해석을 위한 계산 영역(computational domain)은 대칭성을 고려하여 실제 
시험 구간의 1/6 영역을 선정하였다. 그림 3.4-26(a)는 격자구조의 횡단면을 그림 3.4-26(b)
는 종단면을 각각 보여준다. 이 격자구조는 ICEM CFD Version 11.0으로 생성하였으며, 우회 
간극에서 적절한 격자 간격을 조절하기 위해 structured grid 형태를 취하였다. 우회 간극
(bypass gap)에서 층류(laminar) 유동을 해석하기 위해 30개 이상의 격자를 삽입하였으며, 전
체 계산영역은 시험 종류에 따라 총 700만 ~ 1000만 셀로 이루어진다. 

 (a) Inlet plenum의 격자 횡단면        (b) 격자 종단면과 Bevel 영역의 격자
그림 3.4-26 1/6 계산 모델의 격자 구조

  

2) 난류 모델
해당 기하 구조의 특징은 냉각수 채널과 좁은 우회 유로의 입구에서 급격한 유동 면적의 

축소이다. 이전 연구에서 k-ω 난류 모델이 k-ε 난류 모델에 비해 유동 면적의 급격한 변화 
환경에서 계측 값에 가까운 예측을 한다고 보고되었다. 이 연구에 사용된 상용 전산유체역학 
코드 ANSYS CFX release 13.0이 제공하는 몇 가지 k-ω 기반 난류 모델 중에서, SST(Shear 
Stress Transport) k-ω기반 난류 모델이 난류 영역 해석에 사용되었다. SST 난류 모델은 매
끈한 벽면에서 유동 분리(flow separation)의 생성 위치와 크기를 적절히 예측할 수 있다. 

우회 간격(bypass gap)이 2 또는 6 mm인 경우 우회 유동은 반드시 층류이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 난류 강도를 0으로 제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정은 intermittency (γ)가 조절 가
능한 천이(transition)모델을 통해 이루어지며, intermittency (γ) 값이 0일 때 유동은 층류이
고 1일 때 난류가 된다. 그림  3.4-27는 설정된 intermittency (γ) 값 분포를 보여준다. 

k-ω 기반 난류 모델에서, 벽면 최근접 격자는 점성 내부층(viscous sub-layer) 영역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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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가정하는데 2보다 작은 y+ 값을 갖는 촘촘한 격자가 권장된다. 그림 3.4-28는 벽-근처 
첫 번째 격자점(node)에서 y+ 값 분포를 보여준다. 모든 해석 경우에 대해, SST(Shear 
Stress Transport) 난류 모델의 y+ 값은 inlet plenum의 일부 영역을 제외하고는 1 이하를 유
지하였다.

그림 3.4-27 Intermittency 값 설정
  

그림 3.4-28 벽근처 격자점의 y+ 분포

3) 유동 조건
입구 유량은, MIR 실험 설비에 설치된 펌프성능을 기반으로 계산할 때, 시험구간의 1/6 

영역에 대해 2.841 kg/s로 평가된다. 냉각수 채널과 우회 유로의 출구에서 zero 압력 경계조건
이 사용되었다. 유동 유체로 사용된 Mineral Oil의 밀도는 831.1 kg/m3이고 동적 점도는 
0.011685 Pa-sec이다. ANSYS CFX release 13.0을 사용한 정상상태 병렬계산은 INTEL 
Xeon 프로세서에서 수행되었고, 수렴 기준은 RMS(Root Mean Square) residual이 10-6이다.

다. MIR 시험전 모사
다양한 난류 모델을 적용하여 6 mm 우회 간극과 10 mm 횡류 간극의 경우(6-10 mm 경

우)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4-29은 6 mm의 우회 간극의 입구로부터 580L (L = 
bypass gap)에 해당되는 위치에서 축-방향 속도를 비교한다. 평행하는 평판 사이의 완전발달
된(fully-developed) 층류의 해석해 또한 우회유로 내 압력차를 기반으로 계산되어 도시되었
다. 그림에 보인 바와 같이 γ 값이 제어된 천이모델을 포함한 SST 난류모델이 해석해와 가장 
근접한 결과를 낸다. 이는 γ 값을 제어함으로써 난류모델이 층류를 잘 모사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그 외에 k-ω 난류 모델과 천이모델을 포함하지 않은 SST 모델은 채널의 중심부에서 속
도를 과소평가하고, 벽 근처에서 속도를 과대평가함으로 전형적인 난류 유동 해를 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4-30은 2 mm 우회 간극과 2 mm 횡류 간극을 가진 경우(2-2 mm 경우)에, γ-
제어 천이모델을 포함한 SST 난류모델을 사용해서 얻은, 우회 간극에서 축-방향 유속을 보여
준다. 두 전산유체역학 모사결과는 벽근접 격자점의 간격이 각각 0.005 mm와 0.05 mm로 다
를 뿐 나머지 계산 조건은 동일하다. 비교로부터 벽근접 격자점의 간격이 작을수록 해석에 근
접한 결과를 내고 간격의 작은 증가만으로도 해석해와 차이가 생길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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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차이는 난류모델에 장착된 벽처리 방법에 기인한다. 즉, intermittency(γ) 값이 0으로 설
정되어 층류 해석을 행할 때에도 난류모델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벽처리 기능은 여전히 작동하
게 되는 것이다. 난류모델과 층류모델을 같은 계산 영역에서 동시에 제공하지 않는 ANSYS 
CFX에서는, 이의 해결방법은 벽근접 격자점의 간격을 최대한 작게 하는 것이다. 참고로 이 경
우 우회 유동의 레이놀즈(Re) 수는 약 40이다. 

원형관에서 완전발달 유동이 되기 위해서는 지름의 40내지 50배 정도의 길이가 필요하다. 
시험 구간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블록은 각각 냉각수 채널 지름의 약 50배와 10배 길이를 갖
는다. 따라서 시험 구간의 첫 번째 구간에서 냉각수 채널 내 유동은 블록의 끝부분에서 완전발
달이 되게 된다. 반면에 시험구간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블록의 우회 유로 길이는 각각 우회 간
극 크기의 약 776배와 147배가 된다. 즉, 우회 유동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블록 모두에서 완전
발달이 된다. 

 

그림 3.4-29 6-10mm 경우의 우회간극
에서 축-방향 속도 profile

    그림 3.4-30 2-2mm 경우의 우회간극에
서 축-방향 속도 profile

(a) 2-2 mm 경우   (b) 6-10 mm 경우
그림 3.4-31 냉각수 채널의 축-방향 속도 분포



77

그림 3.4-31은 시험 구간에서 첫 번째 블록 내 냉각수 채널에서 입구로부터 0D, 25D, 
45D, 그리고 48D 위치에서 축-방향 속도 분포를 보여준다. 45D와 48D 위치에서 속도 구배
가 동일함으로 채널의 끝부분에서 유동은 완전발달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2 mm 경우
(그림 3.4-31(a))의 중심축에서 최대속도는 6-10 mm 경우(그림 3.4-31(b))의 그것보다 큰
데, 그 이유는 우회 간극의 변화가 냉각수 채널 내 유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림 3.4-32는 6 mm 우회 간극과 10 mm 횡류 간극의 경우에 우회 유로와 냉각 채널에
서 압력 강하를 도시한 것이다. 압력 값은 냉각 채널의 중심축과 우회 간극의 대칭면에서 중심
선을 따라 추출되었다. 보는 바와 같이, 채널 내 압력은 입구에서 급격히 강하하다 다시 회복
되고, 이후 완만히 감소한다. 입구의 급격한 압력강하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우회 유로의 압
력 강하가 냉각 채널에서보다 크다. 우회 유로의 압력 강하는 첫 번째 블록에서가 두 번째 블
록 영역보다 약간 더 급격한데, 이는 두 번째 블록에서 우회 유량이 첫 번째보다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4-32(a)와 그림 3.4-32(b)의 계산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k-ω 기반 난류모
델이 채널 입구의 유동면적 최소부위(vena contracta)에서 압력 강하를 더 잘 예측하는 것을 
알 수 있다.

(a) k-ω 기반 난류 모델 (b) k-ε 난류 모델
그림 3.4-32 6-10 mm 경우의 유동-방향 압력 강하

 

그림 3.4-33과 3.4-34는 각각 2-2 mm 경우와 6-10 mm 경우의 속도와 압력 분포를 
보여준다. 두 그림에서 (a)는 inlet plenum에서 종단면의 속도 분포를 보여주는데, 특이한 점
은 채널 유동이 아래 쪽 우회 유동의 영향으로 인해 중심축을 기준으로 대칭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림 4-10(b)는 2-2 mm 경우의 횡류 간극의 중심단면에서 압력 분포를 
보여준다. 우회 간극 쪽의 높은 압력 분포와 냉각 채널 부위의 낮은 압력 분포 때문에 우회간
극으로부터 냉각 채널 쪽으로 유동이 형성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횡류 유동은 우회 유로와 
냉각 채널 사이의 유동 저항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d)는 우회 유로 출구에서 축-방향 속도 
성분이 세 블록이 만나는 교차점 부근에서 최대임을 보여준다.

표 3.4-7은 모사결과를 정리한다. 우회 유로의 간극이 줄수록 냉각 채널의 레이놀즈(Re) 
수는 증가하며 우회 유로의 레이놀즈수는 감소한다. 시험 구간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블록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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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유량을 비교함으로서, 횡류유로에서 각 유로(냉각 채널과 우회 유로)의 유동 저항 차로 인
한 유량의 재분배가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다. 10-2 mm와 10-10 mm 경우에는 우회유로에
서 레이놀즈수가 1,400 정도로 층류와 난류의 천이 영역에 해당하여 intermittency(γ)가 제어
된 천이 모델을 사용하지 않았다.

라. 결론
INL의 MIR 실험설비에서 수행 중인 우회유량 실험에 대한 예비 전산유체역학 해석이 수

행되었다. 시험구간의 1/6에 해당하는 영역에 대해 정확한 격자점 조정이 가능한 structured 
격자를 생성하였고, 난류와 층류가 공존하는 유동의 해석을 위해 γ-제어 천이모델을 포함한 
SST 난류모델을 사용하여 계산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구축된 전산유체역학 모델은 냉각 
채널의 난류 유동과 우회유로의 층류 유동을 동시에 적절히 모사함을 확인하였다. 실험 자료가 
생성되는 대로 그에 대한 비교 검토 및 개선을 수행할 예정이다.

MIR 우회 간격 
[mm] 2 2 6 6 10 10

MIR 횡류 간격 
[mm] 2 10 2 10 2 10

MHTGR 우회 간격 
[mm] 1 1 3 3 5 5

MHTGR 횡류 간격 
[mm] 1 5 1 5 1 5

유량 [kg/s] 2.841 2.841 2.841 2.841 2.841 2.841
채널 Re 수
/유동 영역

4449
난류

4448
난류

3832
난류

3846
난류

3160
난류

3186
난류

첫번째 블록 우회류  
Re 수/유동 영역

40(27)
층류

46(31)
층류

708(472)
층류

721(481)
층류

1436
(957)

1455
(970)

총 압력 강하 [Pa] 12020 12221 9255 9343 6585 6643
첫번째 블록 우회 

유량 [%] 0.88 1.00 15.4 15.7 30.4 30.8
두번째 블록 우회 

유량 [%] 0.56 0.65 14.4 14.1 29.2 28.9
비고 γ-제어 

SST 모델
γ-제어 

SST 모델
γ-제어 

SST 모델
γ-제어 

SST 모델 SST 모델 SST 모델

표 3.4-7 계산 결과 정리

    * ()안의 수는 effective diameter (Deff=2Dh/3)를 사용한 레이놀즈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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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let plenum 종단면 속도 분포

(b) 횡류간극 중심면의 압력 분포

(c) 횡류간극 중심면의 속도 분포

(d) 우회간극 출구에서 축-방향 속도분포
그림 3.4-33 2-2mm 경우 해석결과: γ
-제어 SST 난류 모델

 

(a) Inlet plenum 종단면 속도 분포

(b) 횡류간극 중심면의 압력 분포

(c) 횡류간극 중심면의 속도 분포

(d) 우회간극 출구에서 축-방향 속도분포
그림 3.4-34 6-10mm 경우 해석결과: γ

-제어 SST 난류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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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CFD 코드 간 벤치마크

KAERI와 INL은 MIR 시험 데이터를 획득하기 전에 MIR 실험에 대한 CFD 해석을 수행하
고 결과를 비교 분석 하였다. KAERI는 ANSYS CFX 코드를 사용하고, INL은 STAR-CCM+ 
코드를 사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1) 해석 모델 비교
그림 3.4-35는 계산 영역에 대해 KAERI와 INL이 생성한 격자계를 나타낸 것이다. 

KAERI는 ICEM-CFD Version 11.0을 사용하여 격자를 생성하였으며 우회 간극과 횡류 간극
에 적절한 격자 조절을 위해 structured grid 형태를 사용하였다. 우회유로에서 층류 유동 해석
을 위해 30개 이상의 격자가 요구되었으며 사용된 격자수는 시험 조건에 따라 총 700만 ~ 
1000만 셀을 사용하였다. INL은 GAMBIT 2.4.6을 사용하여 해석 격자를 구성하였다. 단면부
가 x, y 좌표 평면이며 축방향이 z 좌표를 갖는다. 입구플레넘이 시작되는 곳이 z=0에 해당된
다. 대칭조건 때문에 실제 우회유로 간극의 절반 영역만이 CFD 계산 영역에 포함되어 진다.

그림 3.4-35 KAERI와 INL의 CFD 해석용 격자계

표 3.4-8은 KAERI와 INL의 CFD 해석 방법을 비교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KAERI은 CFD 해석코드로 ANSYS CFX13을 선택하였으며 INL은 STARCCM+를 선택하였다. 
CFD 해석에서 난류모델 선택은 해석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 중의 하나이다. 
KAERI는 k-ω 난류 모델 계열의 SST(shear stress transport)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INL은 
k-ε 모델을 사용하였다. 벽면에서 난류 조건은 KAERI는 Automatic Wall Function Method를 
INL은 Two-Layer Wall Function Method를 사용하였으며 두 방법 모두 벽면에서 격자 크기
에 무관하게 사용될 수 있다. MIR 시험 조건은 채널 영역에서는 난류유동을 형성시키지만 우
회간극에서는 층류유동을 발생시킨다. 해석에서 난류유동과 층류유동을 동시에 구현하기 위하
여 INL은 STARCCM+에서 제공하는 Turbulence Suppression 옵션을 우회간극에 적용하였다. 
KAERI는 CFX 코드가 STARCCM+와 같이 영역별로 난류와 층류를 선택하는 기능을 제공하
지 않기 때문에 난류 Intermittency(γ)를 조절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이를 위해서 난류 천이 
모델을 선택하고 우회 유로 영역에서 γ=0로 설정하여 층류유동을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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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8 CFD 해석 방법 비교표

KAERI가 사용한 CFX 코드는 지배방정식을 Element-based 유한체적법으로 적분한다. 대
류항은 high resolution scheme으로 차분하며 수렴 증진을 위하여 운동량방정식과 연속방정식
을 하나의 매트릭스로 푸는 coupled 방법이 사용된다. 수렴판별은 RMS(root mean square) 
residual이 10-8 이하로 하였다. INL의 STARCCM+는 운동량방정식과 연속방정식을 차례로 
해석하는 segregated solver로 되어있다. 수렴판별은 residual의 최대값이 10-4 이하로 하였다. 
    사용된 격자수는 KAERI가 해석조건에 따라 7백만~천만 개가 사용되었으며 INL은 4백
만~8백만 개가 사용되었다. 두 해석 모두 격자 수렴성을 확인하였다. 그림 3.4-36는 INL의 
격자 수렴도 평가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실선은 4.2백만개의 격자 결과이며 기호는 8백7십만
개의 격자에 해당한다. 냉각재 채널과 우회 간극에서 압력분포를 비교한 결과 두 결과의 차이
가 최대 1% 이내임을 확인하였다. 

그림 3.4-36 격자 수렴도 평가(INL)
(2) 해석결과 비교
벤치마크 해석케이스를 우회 간극과 횡류 간극의 조합으로 선정하였다. 표 3.4-9는 선정

된 해석 케이스를 보여주고 있다. 우회 간극 2mm와 6mm에 대하여 횡류 간극 2mm와 10mm
를 고려하여 총 4개의 해석 케이스가 선정되었다. 실제 MHTGR에서의 우회간극은 1mm와 
3mm에 해당하고 횡류간극은 1mm와 5mm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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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4-9 벤치마크 해석 케이스

  

그림 3.4-37은 냉각재 채널과 우회유로의 압력분포를 비교한 것이다. 비교 위치는 그림 
3.4-37(a)에 나타낸 바와 같이 Full Channel과 우회유로의 중심선이다. 2-2mm 경우를 보면, 
INL 결과가 냉각재 채널과 우회 간극에서의 압력강하 기울기를 크게 예측하고 있지만 냉각재 
채널 입구에서의 압력강하 크기는 두 경우 모두 비슷하게 예측하고 있다. 또 다른 차이는 냉각
재 채널 입구에서 압력변화이다. KAERI 결과는 유로수축에 따른 큰 압력강하 후 Vena 
Contracta 현상 때문에 다시 약간의 압력상승을 보인 후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INL 결과
는 단순히 큰 압력강하 후 바로 선형적 감소를 보이고 있다. Vena Contracta 현상은 유로면적
이 갑자기 감소하는 배관 유동에서 흔히 관측되는 현상으로 역압력 구배 때문에 흔히 국부적
으로 유동박리 현상이 뒤따르게 된다. 2-10mm 결과는 큰 횡류간극 때문에 전체 압력 강하가 
조금 증가 한 것을 제외하고 2-2mm 경우와 유사하다. 특히 냉각재 입구에서 압력강하 크기
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볼 때 냉각재 채널과 우회유로의 유량분배가 거의 같을 것으로 예상된
다. 냉각재 채널과 우회유로 간의 압력차는 KAERI와 INL의 결과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회유로 간극이 6mm로 증가된 경우는 2mm 경우와 다른 압력분포를 보인다. 특히 2mm 
우회 간극에서 관찰되지 않은 압력강하가 우회유로 입구에서 발생한다. 이것은 우회간극이 증
가하면서 우회유량도 함께 증가하고 이에 따라 우회유로 입구에서 유로수축에 따른 압력강하
가 확실히 나타난 것이다. 또한 2mm 우회간극 경우와 비교할 때 횡류간극의 압력변화에도 차
이가 존재한다. 2mm 경우는 횡류간극에서 압력변동이 크지 않았지만 6mm 경우는 횡류유동의 
영향으로 압력변동이 존재한다. 특히 우회유로에서 국부적인 압력증가가 관찰되는데 이는 유동
의 팽창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회유량의 일부가 횡류간극을 지나 냉각재 채널로 유입되고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선 2mm 우회간극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횡류간극의 증가는 전체 압력
강하를 크게 만들지만 그 영향은 크지 않다.

완전발달된 유동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6-2mm의 경우에 대하여 48D 위치에서 난류 
경계층을 대표하는 Universal Velocity 형상을 비교하여 그림 3.4-38에 도시하였다. 여기서 
Y+와 U+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난류 경계층의 Universal Law는 경계층을 점성저층(viscous sublayer), 대수영역(log 
layer), 후류영역(wake region)으로 나눈다. 점성저층은 유체의 점성효과가 지배하는 곳으로 
U+=Y+ 관계가 만족되는 곳이며 대수영역은 난류유동 혼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으로 대수
법칙 U+ = ln(Y+)/0.41+5.5로 표현된다. 점성저층에서 INL의 해석결과가 U+=Y+ 관계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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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따르고 있지만 KAERI 결과도 대체로 만족한다. 두 결과의 차이는 대수영역에서 크게 나타
난다. 두 결과 모두 대수법칙을 따르지만 점성저층과 대수영역을 연결하는 완충영역의 크기가 
다르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높은 레이놀즈수의 난류유동에서는 대수법칙 영역이 커져 점성저
층과 대수영역의 구분이 확실히 나타나 완충영역의 크기가 작지만 레이놀즈수가 10,000 이하
에서는 난류 경계층의 구분이 모호해져 완충영역의 크기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 2-2mm

 

                   (b) 2-10mm                               (c) 6-2mm

(d) 6-10mm
그림 3.4-37 냉각재 채널과 우회유로의 압력분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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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8 Universal Velocity 형상 비교 (6-2mm, 48D 위치)

그림 3.4-39는 냉각재 채널에서 속도분포를 비교한 것이다. 비교위치는 채널 직경을 기준
으로 0D, 25D, 45D와 48D이다. 입구에서는 벽면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중심에서 속도분포
가 편평한 Potential Core가 관찰되지만 유동이 진행될수록 난류경계층의 Parabolic한 속도분
포를 형성하고 있다. KAERI와 INL의 결과에서 가장 큰 차이는 입구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채널 벽면에서 속도형상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채널을 지나면서 난류경계층이 형성되
고 45D 이후에는 두 결과 모두 완전발달유동(fully developed flow) 형태를 만들고 있지만 속
도 형상에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6-2mm의 경우는 2-2mm의 경우보다 우회유량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축방향 속도 크기가 감소된 것을 제외하고 전반적인 속도분포는 2-2mm의 
경우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4-40은 KAERI 결과에서 6-2mm 경우 냉각재 채널의 위치별 속도분포를 함께 비
교한 것이다. 입구에서 Potential Core 형상이 1D 위치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10D 위치까지 그 
영향이 존재한다. 또한 0.5D의 경우 벽면에서 음의 속도가 나타나는데 이는 유동의 박리가 존
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5D와 45D에서 속도분포를 비교하면 25D 이후에 유동은 난류형상
으로 완전히 발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4-41는 입구플레넘의 z=55mm 위치 단면에서 속도분포를 비교한 것이다. 두 경우 
모두 벽면 근처에서 속도가 높으며 두 대칭면이 만나는 곳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속도분포를 
보인다. 6-2mm 경우에 벽면 구석에서 조금 더 높은 속도가 나타나다. KAERI와 INL 결과에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우회유량 해석에 영향을 줄만큼 큰 차이는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입구영역에서 속도분포를 그림 3.4-42에 비교하였다. 입구플레넘에서 속도분포는 비슷하지
만 냉각재 채널 입구를 지난 후에는 두 결과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KAERI의 결과는 난
류 경계층의 발달이 천천히 진행되는데 반하여 INL의 결과는 유동이 빨리 경계층 형태로 진행
됨을 보인다. 또한 KAERI 결과는 입구에서 속도분포가 비대칭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
나고 있다. 입구 형상과 우회간극을 고려하면 비대칭적인 속도분포가 보다 합리적으로 보인다. 
6mm 우회간극의 경우 우회유량이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 2mm 우회간극과 거의 유사한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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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두 모델의 냉각재채널 입구 영역의 결과 차이는 그림 3.4-43의 난류점성계수 비교를 보면 
더욱 확실히 나타난다. KAERI의 결과는 채널 입구에서 난류경계층이 발달되고 유동이 진행되
면서 크기가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INL의 결과는 입구에서 난류 혼합이 크게 발생하고 있으며 
난류경계층의 발달 과정이 관찰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KAERI가 사용한 SST 모델과 INL이 
선택한 k-ε 모델이 냉각재 입구영역의 유동분포를 전혀 다르게 예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4-44과 3.4-45은 은 횡류간극의 중간 단면에서 압력과 속도분포를 비교한 것이다. 
2-2mm의 경우는 두 결과가 유사한 압력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우회유로 근처에는 높은 압력
이 형성되고 냉각재채널 부근에 낮은 압력이 형성되고 있어 우회유로에서 횡류간극으로 유동
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6-2mm의 경우 KAERI 결과는 2-2mm 경우와 비슷하지만 INL 결
과는 우회간극의 중심영역에서 높은 압력이 형성되고 있다. 2-10mm의 경우는 횡류간극이 커
지면서 출구에서 유동팽창에 따른 압력변동이 나타나고 있지만 냉각재 채널 주위에 국한되어 
우회유로와 상호작용은 별로 없다. 하지만 6-10mm의 경우는 냉각재 채널에서 압력변동이 우
회유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속도는 압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속도분포도 압력분
포와 비슷한 경향을 보일 것이다. 그림 3.4-45의 속도분포를 보면 2-2mm의 경우는 두 결과
의 차이가 거의 없다. 특히 우회유로의 속도가 아주 작기 때문에 횡류 유동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6-2mm의 결과를 보면 우회유로의 속도가 증가되었으며 우회유로에서 냉
각재 채널로 횡류 유동이 발생하고 있다. KAERI 결과는 횡류 유동이 작게 나타나지만 INL 결
과는 상대적으로 큰 횡류 유동을 예측하고 있다. 앞선 냉각재 채널 입구 유동분포와 마찬가지
로 횡류간극의 유동분포도 CFD 모델, 특히 난류모델의 영향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예측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4-10은 벤치마크 해석결과 중에서 주요변수를 비교한 것이다. 냉각재 채널에서 레이
놀즈수는 약 5400~6400이다. 이것은 일반 배관유동에서 난류유동에 해당한다. 우회간극에서 
레이놀즈수는 2mm 우회간극일 때 약 30으로 아주 작다. 이와 같은 레이놀즈수에서는 부력과 
같은 외부요인에 의해 층류유동이 간섭받을 가능성이 크다. 6mm 우회간극일 때 레이놀즈수는 
500이상으로 안정된 층류유동이 형성될 것이다. 테스트 섹션에 거쳐 발생하는 총 압력강하는 
우회간극 크기에 상관없이 INL의 결과가 KAERI 보다 크게 예측하고 있다. 우회간극의 크기가 
작을수록 총 압력강하는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2mm 우회간극에서 우회유량은 1% 이내
로 아주 작지만 6mm 경우에는 15% 이상으로 증가된다. 2번째 블록에서 우회유량은 모두 감
소하고 있으며 이는 우회유로에서 냉각재채널로 횡류 유동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INL의 결과
가 상대적으로 큰 횡류 유동을 예측하고 있다.
   본 벤치마크 해석을 통하여 우회유량해석에서 CFD 모델 선택에 영향을 받는 것은 냉각재 
입구유동과 횡류유동 영역이다. 따라서 이들 영역해석에 적합한 CFD 모델, 특히 난류모델 선
택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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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2mm

(b) 6-2mm
그림 3.4-39 냉각재 채널 속도분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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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0 축방향 속도분포 비교(KAERI, 6-2mm 경우)

그림 3.4-41 입구플레넘에서 속도분포 비교(z=5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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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2mm

(b) 6-2mm
그림 3.4-42 입구영역의 냉각재채널과 우회유로에서 속도분포 비교

(a) 2-2mm

(b) 6-2mm
그림 3.4-43 입구영역의 냉각재채널과 우회유로에서 난류점성계수분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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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4 교차간극 중간단면에서 압력분포 비교



90

그림 3.4-45 교차간극 중간단면에서 속도분포 비교

표 3.4-10 주요변수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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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우회유량 저감방안 개발 및 성능시험

1. 우회유량 저감방안 기술현황 분석
가. 개요
블록형 고온 가스로는 초기 핵연료/반사체 블록의 제작/설계 공차뿐만 아니라 노심 운전 

동안 열팽창, 조사(irradiation) 팽창/수축, 압력 및 중력 등에 기인한 핵연료 블록 column 
bowing 에 의해서 노심 블록 간 수평 및 수직 간격이 크게 발생한다. 이들 간격을 통해 냉각 
헬륨 가스의 누수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우회 유량 및 횡류 유동에 의해 노심 유효 냉각 유량
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 

기술현황 보고서[3.5-1]은 총 10개 참고 문헌을 바탕으로 우회 유량 및 횡류에 대한 기
술 현황을 다음과 같이 네 종류의 관점, "우회 유량 및 횡류 유동의 중요도가 처음 크게 인지
된 사고 자료"[3.5-2], "횡류 유동 시험 및 평가 자료"[3.5-3,4,5,6], "누수 유량 방지 Seal 
Mechanism 유동 시험 및 평가 자료"[3.5-7,8], "원자로 노심의 열유동 해석 및 평가 자료
"[3.5-9,10,11]에 대해서 요약하고 검토하였다.

나. 우회 유량 및 횡류 유동의 중요도 인지 사고 자료
처음으로 노심 우회 유량 및 횡류 유동의 중요도를 인지한 것으로서, 1977년 10월 Fort 

St. Vrain(FSV) 원자로 출력 증가 시험 동안에 원자로의 주 냉각수 출구 온도, 중성자 감지 
신호, 증기 발생기 모듈 가스 입구 온도, 증기 발생기 모듈 주 증기 및 재열 증기 온도 등이 
포함된 총 37개 원자로 운전 신호의 파동 사고 현상을 처음으로 경험하였다. 이후 3년 동안의 
원인 조사를 바탕으로 신호 파동 현상의 명백한 원인은 노심 헬륨 가스 유동에서 우회 유량과 
횡류 유동이 주기적으로 변함에 따라 노심 구조물이 이동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결론지었다. 

그림 3.5-1 RSV에 사용된 Regional Constraint Devices(R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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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동 현상의 원인이 우회 유량 및 횡류 유동의 주기적 변화에 따른 노심 블록 column의 
이동인 것으로 규명되었기 때문에 우회 유량을 균일하게 안정시키기 위한 장치를 고안하였다. 
이를 위해 개별 column의 구속 장치대신에 노심상부에 설치되어 주변 여러 column을 함께 묶
는 영역별 구속 장치(RCD, Regional Constraint Device)를 설계하였다(그림 3.5-1). 1979년 
11월에 84개 RCD를 노심 상부에 설치하였다. RCD는 핵연료 column 뿐만 아니라 노심과 외
부 반사체(side reflector)를 묶는데 사용하였다. RCD를 설치한 후 출력을 100%까지 증가시
키면서 파동 사고를 유발하는 시험을 수행하였는데 시험에서 모두 원자로 성능이 안정된 것을 
확인하였다. 출력 변화가 아주 심한 경우 약간의 유동 재분배를 보여주었지만 파동 사고로 연
계되지 않았다.

다. 횡류 유동 시험 및 평가 자료
다양한 횡류 유동 시험 자료에 대한 평가 결과로서, 주 냉각 유동의 감소 예측은 횡류 유

동을 유발하는 우회 간격내의 횡단 압력 구배에 의해 결정된다. 횡류 유량은 거의 선형적으로 
압력 구배에 비례하지만 접촉 압력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평행(parallel) 및 
쇄기(wedge-shaped) 형태의 다양한 경계 모양에 대한 횡류 시험 자료를 바탕으로 횡류 유동 
손실 계수(Λ)를 얻었고 이는 아래의 상관식으로 잘 표현될 수 있었다. 

   
2 1

2
e

C
C

R
δ

δ
Λ = +

여기서, Re는 수력직경을 사용한 레이놀드 수이고 δ(m) 는 최대 열린 간격 크기이다.  상
관식 계수 C1 및 C2 의 단위는 각각 m-1, m-2 이며 상기 표의 값은 3개의 시험 핵연료 블록
에서 parallel gap인 경우 계수 값을 보여준다. Wedge-shaped 인 경우는 (C1=3.2C1, C2=4C2, 
Type-I), (C1=3C1, C2=4C2, Type-II) 및 (C1=3.1C1, C2=4C2, Type-III) 로 parallel gap 
상관식을 각각 수정하면 된다. 그림 3.5-2 는 wedge-shaped에 대한 횡류 유동 손실 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5-2 Cross Flow Loss Coefficient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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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누수 유량 방지 Seal Mechanism 유동 시험 및 평가 자료
노심 하부 블록에서 seal mechanism 으로서 삼각형 단면적과 V-shaped 모양을 갖는 seal 

element 가 plate-type 형태의 seal element에 비해서 누수 유량을 방지하는데 매우 효과적임
을 알 수 있었다. 시험에 의하면 누수 유량의 대부분은 seal element의 양단 간격(end-gaps)
에서 발생하였다. Seal element의 압력 손실 계수, K-factor(=Λ×A2) 는 양단 간격의 유효 
유동 면적을 사용하며 모든 경우에 거의 1.0 에 근접하였다 (그림 3.5-3).  

그림 3.5-3 K-factor, Dimensionless Pressure Loss Coefficients
    

그림 3.5-4 Coolant Flow Rate Distribution of HT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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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원자로 노심의 열유동 해석 및 평가 자료
원자로 노심 열유동 해석에 의하면, 비록 비균일(non-uniform) 간격의 유량이 국부적으로 

증가할 수 있지만 비균일 간격에서의 우회 유량은 균일 간격에서의 우회 유량과 매우 유사하
였는데, 특히 노심 중앙부 높이에서 거의 유사하였다. 두 경우 모두 높은 국부적 우회 유량은 
제어봉 채널(control rod channel)과 예비 정지 채널(reserved shutdown channel)에서 발생하
였다.  

우회 유량과 횡류 유동 모델을 HTTR 원자로 노심 열유동 해석에 적용한 결과에 의하면, 
최소 유효 노심 유량은 전체 원자로 냉각 유량의 88%이고(그림 3.5-4) 정상 상태 핵연료 최
고온도는 1492 ℃이며 제어봉 인출 후 과도상태 핵연료 최고 온도는 1555 ℃로 평가되었다.  

2. 저감방안 개념

우회유량을 저감시키는 방안은 우회유로 간극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
된다. 앞선 제2절의 우회유로 간극분포 분석 결과를 보면 노심구속장치 설치와 주기적인 반사
체 블록 교환으로 비노심 영역에서의 우회유로 간극을 상당 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었지만 
노심 열여유도 확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저감방안이 필요하다. 

우회유량 저감방안에 대한 연구는 일본 JAEA에서 가장 활발히 수행되었으며 그림 3.5-5
와 같이 프리즘 형태의 실-요소(seal element)를 노심하부에 설치하여 우회유량을 방지하고
자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실-요소는 우회유량을 방지하는 측면에서는 기능이 훌륭하지만 만
약 실-요소가 손상된다면 우회유량 저감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치 추적, 교환
에 어려움이 수반될 수 있다. 

그림 3.5-5 JAEA의 실 요소를 사용한 우회유량 저감방안
본 연구에서는 앞선 기술현황분석과 우회유량 실험 결과를 기초로 2가지 우회유량 저감방

안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방안은 노심 하부에 위치한 천이블록이 엇갈리게 설치되도록 설계 
변경한 것으로 블록의 엇갈림 배치가 우회유로의 진행방향을 차단하여 노심 하부에서 우회유
량 발생을 막도록 하였다. 그림 3.5-6는 엇갈린 배치로 구성된 천이블록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 방안은 JAEA의 실-요소를 설치하는 방안보다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유지보수도 용이
하다. 특히 노심 하부에 위치한 반사체 블록만 수정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노심 및 핵연료 블록 
설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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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6 천이블록의 엇갈림 배치를 이용한 우회유량 저감 방안 개념 

그림 3.5-7 반사체 벽면에 다수의 홈을 마련한 우회유량 저감 방안 개념

앞선 우회유량 실험과 해석 결과에 따르면 반사체 블록이 있는 경우 우회유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노심구속장치를 이용하여 반사체 블록 사이의 간극 줄일 수 있지만 중
성자 조사 수축에 의한 간극은 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반사체 영역에서 발생하는 우회유량을 
줄이기 위하여 다수의 홈을 반사체 블록 벽면에 형성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반사체 블록에 
다수의 홈을 만들게 되면 반사체 블록 사이의 우회유로에서 압력강하를 증가시킴으로서 우회
유량 발생을 줄일 수 있다. 이 방안은 반사체 블록의 형상만 수정하기 때문에 노심과 핵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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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의 설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반사체 블록에서 압력강하가 유효노심유량 증가로 이
어져 노심 전체의 압력강하는 약간 증가할 것이다. 그림 3.5-7은 다수의 홈이 형성된 반사체 
블록을 이용한 우회유량 저감방안 개념을 보여주고 있다.

3. 저감방안 설계

가. 천이블록 엇갈림 배열을 이용한 우회간극 봉쇄방안
일본에서 개발된 우회유량 저감방안의 경우 프리즘 형태의 구조물을 하부 플레넘 우회간극

에 삽입하여 우회유로의 일부를 막는 방법이다. 이 방법의 경우 구조물의 유지보수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천이 블록의 경우 그림 3.5-8에 보이는 바와 같이 노심의 핵연료 블록에 존재하는 108개
의 냉각재 홀을 6개의 큰 홀로 모아서 흐르도록 설계되어 있다. 천이블록의 구조는 대칭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구조적 특성을 이용하여 천이블록을 엇갈리게 배열할 경우 추가적인 
구조물의 삽입이 없이도 우회간극의 출구를 봉쇄할 수 있다.

(a) 플레넘 헤드 조감도 (b) 플레넘 헤드 상단면 (c) 플레넘 헤드 측단면

(d) 천이블록 조감도 (e) 천이블록 단면(상, 하단면 동일)
그림 3.5-8 천이블록 엇갈림 배열을 위한 플레넘 헤드 및 천이블록 구조 설계

천이블록 엇갈림 배열을 위한 시험 장치는 그림 3.5-9에 보인 바와 같다. 천이블록은 상
대적으로 중성자 조사에 의한 변형이 적은 영역이므로 우회간극의 크기를 2 mm 로 가정하여 
제작하였다. 천이블록을 2개 층으로 나눠 각각 200 mm 높이의 블록을 엇갈림 배열하도록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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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하였다. 천이블록 간의 횡류 간극은 고려하지 않았다.

그림 3.5-9 엇갈림 천이 블록 시험 장치 설계

나. 다중 홈을 이용한 반사체 블록 벽면 요철화
1) Labyrinth Seal
다중 홈 형상은 Labyrinth seal의 구조에 착안하여 설계되었다. Labyrinth seal은 유속을 

국부적으로 증가시키거나 혹은 유동박리를 일으킴으로써 맴돌이 현상을 발생시켜 유로의 유동 
저항을 증가키는 방법이다.

우회유로를 하부 플레넘에서 봉쇄하는 방안은 출구 측의 우회유량을 저감시키는 효과가 크
나 노심 전체적인 우회유량을 저감하는 효과는 부족하다.

Labyrinth Seal 형상을 반사체블록 벽면에 적용하여 벽면 구조를 요철 형태로 만들 경우 
우회유로의 저항을 전체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노심 전체에 걸쳐 우회유동 저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림 3.5-10은 벽면 요철 구조로서 이에 대한 유동저항계수 실험 상관식은 다음과 같다.  





∆


(단, z 는 Labyrinth cell의 개수, Kfr는 마찰저항계수, a1 b1은 실험 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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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0 반사체 블록 벽면의 구조 요철화

2) 반사체 블록 벽면 요철 형상의 설계
요철 형상의 구조적 변수는 셀의 깊이 h와 너비 S 및 날의 너비  등이 있다. 요철 형상에 

따라 유동저항계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산유체해석을 이용하여 각 변수에 대한 민감도 해
석을 수행하고, 형상최적화 방법을 이용하여 각 변수를 최적화한 결과 그림 3.5-11에 도시된 
바와 같은 형상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형상의 각 수치는 표 3.5-1에 정리된 바와 같다.

그림 3.5-12는 반사체 블록 벽면 요철화의 우회유량 저감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시험블록
의 설계도이다.

(요철 후단 기울기) (날의 너비) S(셀 너비) h(셀의 깊이
60o 5 mm 15 mm 6 mm

표 3.5-1 반사체 블록 요철 형상 변수

그림 3.5-11 반사체 블록 벽면의 요철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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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2 반사체 블록 벽면 요철구조에 대한 시험 블록의 설계도

4 저감방안 성능시험

가. 천이블록 엇갈림 배열을 이용한 우회간극 봉쇄방안
1) 실험개요
 천이블록 엇갈림 배열에 의한 우회유동 저감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

험은 기본적으로 R2-BG6242-CG2 실험을 기반으로 하여 변경된 천이 블록을 적용하여 수행
되었다.

2) 우회간극 분포
기존 비균일 간극 분포에 대한 실험과 마찬가지로 시험부 중앙 블록 칼럼 주변에서 우회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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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의 크기가 목표값에 가깝게 형성되도록 시험 블록을 설치하였다.
표 3.5-2는 시험 시 측정된 각 층별 우회간극의 평균값으로 중앙블록 칼럼 주변의 우회간

극이 비교적 정확하게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Layer Average Bypass Gap Size (mm) Average Bypass Gap Size Around 
Central Column (mm)

1 5.82 6.00
2 2.36 2.02
3 4.46 4.13
4 2.35 2.19

Transition 2.35 2.08

표 3.5-2 STB-R2-BG6242-CG2 실험의 우회간극 측정 결과

3) 유동 분포 특성
표 3.5-3는 STB-R2-BG6242-CG2 실험의 유량 분포 결과이다. 입구에서 발생한 우회

유동의 크기는 R2-BG6242-CG2 실험의 32%보다 약간 높은 36% 정도가 발생하였다. 우회
간극의 출구가 천이블록의 엇갈림 배열로 인해 유로 단면의 99%가 봉쇄되어 출구부 우회유량
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블록 칼럼 번호 Experiment (kg/s) CFD Analysis (kg/s)
입구 출구 입구 출구

1 1.356 e-1 2.005 e-1 1.44526 e-1 2.11522 e-1
2 1.308 e-1 2.121 e-1 1.44953 e-1 2.1801 e-1
3 1.338 e-1 2.146 e-1 1.44925 e-1 2.16695 e-1
4 1.353 e-1 1.821 e-1 1.44551 e-1 2.1199 e-1
5 - 4.706 e-2 0 1.3046 e-2
6 - 4.608 e-2 0 1.3651 e-2
7 1.403 e-1 1.662 e-1 1.43466 e-1 2.0779 e-1

총 유량 1.085 1.084723 1.1 1.1
우회유량 비(%)

(우회유량/총 유량) 37.70 1.482 34.32543 0.66

표 3.5-3 STB-R2-BG6242-CG2 실험의 유량 분포

4) 압력 분포 특성
그림 3.5-13은 STB-R2-BG6242-CG2 실험의 압력강하에 대한 실험과 해석 결과를 보

여준다. 2층과 1층의 우회간극내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부터 우회간극 출구가 봉쇄
되었기 때문에 유동 정지 영역(Stagnant region)이 시험부 내부에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냉각재홀의 압력강하의 경우 모든 횡류간극에서 압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형태를 보이고 있
는데, 이는 모든 횡류간극에 걸쳐 우회간극에서 냉각재 홀 방향으로 횡류유동이 발생하였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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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우회간극내 압력의 경우 핵연료 블록들 사이의 우회간극에서는 소폭의 압력 강하가 
발생하였다, 이는 냉각재홀을 통해 흐르는 유동이 주변의 우회간극내 유동을 흡입하는 효과를 
보인 결과로서 횡류 유동의 효과로 볼 수 있다.

실험에 대한 전산유체해석의 경우 후단부 유동정지 영역에 대한 압력 분포를 정확하게 예
측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나 압력 강하의 경향성은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후단부 압력 분
포에 대한 예측이 부정확한 것은 실제 시험에서 형성된 우회간극의 크기와 해석의 우회간극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5-13 STB-R2-BG6242-CG2 실험의 압력 분포 특성

Distance  from 
the Inlet (m) Pressure  Difference from the Inlet (kPa)

height Col7 CH Avg  Total CH Avg. Col7 Fuelside  
BG

Col7 Reflector  
side BG avg 

1.23 -0.882 -0.816 -0.216 -0.142
1.5715 -1.351 -1.261 -0.836 -0.303
1.6315 -1.828 -1.802 -0.978 -0.992
1.973 -2.424 -2.401 -2.220 -2.107
2.033 -2.700 -2.641 -2.046 -2.111
2.3745 -3.310 -3.242 -2.467 -2.186
2.4345 -4.170 -4.075 -2.234 -2.232
2.776 -5.034 -4.942 -2.302 -2.312

표 3.5-4 STB-R2-BG6242-CG2 실험의 내부 압력 분포(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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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ance  from the Inlet Pressure  Difference from the Inlet (kPa)
(m) BG_wall
1.23 -0.328

1.40075 -0.403
1.5715 -0.510
1.6015 -0.532
1.6315 -1.038
1.80225 -1.473
1.973 -2.168
2.003 -2.264
2.033 -2.161

2.20375 -2.184
2.3745 -2.261
2.4045 -2.268
2.4345 -2.246
2.60525 -2.261

표 3.5-5 STB-R2-BG6242-CG2 최외곽 우회간극내 압력 분포(실험)

나. Labyrinth Seal을 이용한 반사체 블록 벽면 요철화
1) 실험개요
반사체 블록의 벽면 요철화의 우회유동 저감 효과를 시험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

험은 기본적으로 R2-BG6242-CG2 실험을 기반으로 하여 반사체 블록을 요철 구조를 가진 
블록으로 교체하여 수행되었다.

2) 우회간극 분포
표 3.5-6는 반사체 블록 벽면 요철화의 우회유량 저감 효과 성능 시험에 대해 각 층별 우

회간극의 분포를 측정한 결과이다.

Layer Average Bypass Gap Size (mm) Average Bypass Gap Size Around 
Central Column (mm)

1 5.78 6.00
2 2.33 2.18
3 4.34 4.16
4 2.29 2.14

Transition 2.41 2.23

표 3.5-6 GRW-R2-BG6242-CG2 실험의 우회간극 측정 결과

3) 유동 분포 특성
반사체블록 벽면 요철화의 우회유량 저감 성능 시험 결과 표 3.5-7에 정리된 바와 같은 

유동 분포 결과를 도출하였다.
비교 실험인 R2-BG6242-CG2 실험의 경우, 입구와 출구에서 각각 39.08%와 22.44%의 

우회유동이 발생하였으나, 저감방안을 적용한 경우 각각 36.19%와 14.66%로 최대 7.77%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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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우회유동 저감 효과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입구에서의 우회유동이 3% 정도 감소한 것으로부터 반사체 블록 벽면의 요철화가 노

심 전반에 걸쳐 우회유동 저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블록 칼럼 번호 Experiment (kg/s)
입구 출구

1 1.590 e-1 2.112 e-1
2 1.552 e-1 2.165 e-1
3 1.582 e-1 2.121 e-1
4 1.611 e-1 2.088 e-1
5 - -
6 - -
7 1.562 e-1 2.076 e-1

총 유량 1.238 1.238
우회유량 비(%)

(우회유량/총 유량) 36.19 14.66

표 3.5-7 GRW-R2-BG6242-CG2 실험의 유량 분포

4) 압력 분포 특성
그림 3.5-14은 GRW-R2-BG6242-CG2 실험의 압력 강하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R2-BG6242-CG2 실험의 경향성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반사체 블록 벽면의 요철화로 인해 반사체 블록 인근의 우회간극내 유로 저항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유로저항의 증가는 시험부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결과 비교대상인 
R2-BG6242-CG2 실험에 비해 시험부 전체에서 발생한 압력강하의 크기가 약 500 Pa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5-14 GRW-R2-BG6242-CG2 실험의 압력 분포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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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ance  from 
the Inlet (m) Pressure  Difference from the Inlet (kPa)

height CH7 ave hole ave gap ave reflector gap fuel gap ave
1.23 -1.066 -1.103 -0.312 -0.285 -0.323

1.5715 -1.617 -1.671 -0.874 -0.822 -0.894
1.6315 -2.420 -2.476 -1.297 -1.229 -1.323
1.973 -3.220 -3.274 -3.222 -3.298 -3.193
2.033 -3.375 -3.411 -3.349 -3.377 -3.338
2.3745 -4.071 -4.093 -3.765 -3.777 -3.761
2.4345 -4.714 -4.770 -3.918 -3.960 -3.902
2.776 -5.567 -5.633 -5.079 -5.267 -5.007

표 3.5-8 GRW-R2-BG6242-CG2 실험의 내부 압력 분포(실험)

Distance  from the Inlet Pressure  Difference from the Inlet (kPa)
(m) BG_wall
1.23 -0.419

1.40075 -0.561
1.5715 -0.764
1.6015 -1.395
1.6315 -1.552
1.80225 -2.265
1.973 -3.352
2.003 -3.462
2.033 -3.415

2.20375 -3.584
2.3745 -3.768
2.4045 -3.708
2.4345 -4.136
2.60525 -4.579

표 3.5-9 GRW-R2-BG6242-CG2 최외곽 우회간극내 압력 분포(실험)

다. 우회유량 저감방안 성능시험 요약
∙ 천이블록 엇갈림 배열은 우회간극 출구를 봉쇄하는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우회간극 출구를 막은 경우 우회간극 출구 부근에서 유동 정지 영역(Stagnant region)이 

형성되는데, 횡류 간극 때문에 그 영향은 시험부 중간까지로 제한되었다.
∙ Labyrinth seal을 응용한 반사체 블록 벽면 요철화 방안의 경우 출구에서의 우회유량 비

가 22%에서 14%로 약 8% 정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반사체 블록 벽면 요철화로 인하여 우회간극의 유동 저항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시험

부 전반에 걸쳐 압력 강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우회유동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우회간극 출구의 유로를 막을 뿐 아니라 반사체 벽면 요

철화를 이용하여 우회간극내 유동 저항을 노심 전반에 걸쳐 증가시킴으로써 우회유동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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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미국의 우회유량 시험
I-NERI 공동연구의 일환으로 미국은 INL의 MIR(Matched-Index-of-Refraction) 시험

시설을 이용하여 CFD 코드 검증을 위한 우회유량 시험을 수행하고 TAMU(Texas A&M 
University)에서는 축소 모델에 대한 Air 실험을 수행하여 INL 시험을 보완할 데이터를 생산
한다. 본 절에서는 미국의 우회유량 시험의 개요와 주요 결과를 기술하였다.

1. INL의 MIR 시험장치
   MIR(Matched-Index-of-Reflection) 시험설비는 시험부의 구조물과 작동유체의 굴절률을 
맞추어 복잡한 구조물 내의 유동분포를 PIV(Particle Image Velocimetry) 또는 LDV(Laser 
Doppler Velocimetry)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장치이다. 현재 INL에서 보유하고 있는 MIR 시험
장치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알려져 있다. 본 시험의 목적은 MIR 설비를 이용하여 블록형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우회유량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다. 확보된 데이터는 CFD 코드의 
검증에 활용될 예정이다.

그림 3.6-1 MIR 시험장치 개략도

  그림 3.6-1은 INL의 MIR 시험장치의 개략도이며 다음은 주요 장치 설명이다.
∙ 시험부(Test Section): 시험부의 내부 치수는 0.61m×0.61m×2.43m이다. 세 개의 챔버

로 구성되며 각 챔버는 3.8cm의 광학 등급의 polycabonate로 만들어졌으며 스테인레스 
프레임으로 지지된다.

∙ 이송계통(Trasverse System): 시험부는 철로 만든 큰 이송칸을 갖추고 있다. 이송칸은 
LDV 계통의 레이저 또는 3차원 PIV 시스템을 위한 카메라를 지지하는데 사용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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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계통은 3축 방향으로 2㎛ 정확도를 갖고 있다.
∙ 축류펌프(Axial Flow Pump): 유동 순환을 위해 설치된 축류펌프는 회전속도 조절이 가

능한 전동 모터로 구동되며 56kW의 출력을 가진다. 미네랄 오일을 1200L/s 또는 0.63
㎥/s로 시험부에 공급할 수 있다. 이것은 1.7 m/s의 시험부 입구속도에 해당한다.

∙ Settling Chamber: 내부 치수가 1.22m×1.22m이고 총 길이가 1.83m인 구조물로 내부에 
스테인레스 강으로 된 허니콤(honeycomb)과 3개의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다. 유동의 균
질성을 확보하고 1차원 유동을 만들어 준다.

∙ 수축부(Contraction): Settling Chamber와 연결되어 유로면적을 1/4로 줄여준다. 
∙ 주온도조절루프(Main Temperature Control Loop): 루프에서 300L/min의 미네랄 오일을 

순환시켜 주루프의 특정 부위 온도를 유지시켜 준다.
∙ 보조루프(Auxiliary Flow Loop) 및 보조온도조절루프(Auxiliary Temperature Control 

Loop): 시험부에 다른 보조 유동이 필요한 경우에 주유동의 일부를 순환시켜 설정온도
에 맞춘 후에 시험부에 공급한다.  

   MIR 시험장치의 속도측정은 PIV를 이용한다. PIV는 중복펄스 레이저로 형성된 유동장에서 
2차원 순간 속도를 동시다발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그림 3.6-2에 PIV 측정 방법이 간략히 
나타나 있다. 유동에 유선을 잘 쫓는 입자를 띄우고 두 측정 영상의 시간간격과 입자의 이동거
리를 분석하여 순간 속도를 계산하기 때문에 한 번에 측정할 수 있는 속도벡터가 12000개에 
이른다. 이 속도는 순간 속도이므로 보통 750에서 1000개 사이의 영상을 수집하여 평균 속도 
및 난류 분포를 얻는다. 

그림 3.6-2 PIV(Particle Image Velocimetry) 측정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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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NL의 우회유량 시험 모델
그림 3.6-3은 MIR 시험부의 단면 개념도를 나타낸 것이다. MHTGR 노심에서 3개의 핵연

료 블록이 만나서 형성되는 Y자형 우회유로 간극의 일부를 실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시험 
영역은 그림에서 굵은 선으로 둘러싼 곳이다. 각 블록에서 3개의 냉각재 채널이 선택되었으며 
3개의 갭이 모이는 곳이 모델의 중심이다. 시험모델은 실제 형상보다 큰 2.016로 축척되었다. 

그림 3.6-3 MHTGR의 3개 핵연료 블록과 시험모델 영역

그림 3.6-4는 시험모델 영역의 확대도와 MIR 시험부에서 고려한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우회유로 간극과 평행한 선은 실제 연료블록 모서리에 가공되는 빗면(bevel)을 나타낸다. 각 
블록 당 3개의 냉각재 채널이 존재한다. 그림 3.6-5은 MIR 시험 모델의 주요 부위를 보여준 
것이다. 입구 환형공간은 작동유체인 미네랄 오일(mineral oil)이 공급되는 곳이다. 공급된 오
일은 위쪽으로 올라가 반구형상의 공간에서 방향이 아래로 바뀌며 상부 플레넘, 상부 연료 블
록, 횡류 간극(croos gap 또는 horizontal gap), 하부 연료 블록으로 진행한다. 하부 블록의 스
크린은 상부 블록에 비하여 짧은 길이 때문에 감소된 압력 강하를 보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
치된다. 우회 간극(vertical gap)은 2, 6, 10 mm로 조절되며, 횡류 간극은 2 또는 10 mm로 
설정된다. 그림 3.6-6은 실제 제작된 모델과 시험부 설치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 3.6-4 우회유량 모델의 확대도와 시험모델의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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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5 MIR 시험 모델의 주요부품과 유로

그림 3.6-6 제작된 MIR 모델 및 시험부에 설치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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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NL의 MIR 시험계획
MIR 실험의 주요 측정 위치는 그림 3.6-7에 표시되어 있다. 각 위치에서 레이저 막이 

1mm의 간격으로 움직이면서 각 위치에서의 속도 데이터를 수집하게 된다. 이 과정은 갭 크기
와 냉각재 레이놀즈수에 따라 반복되게 된다. 표 3.6-1는 데이터 수집을 위한 시험 매트릭스
이다. PIV 데이터 수집과 함께 압력 측정도 수행된다. 압력 측정은 상부플레넘과 상부블록과 
하부블록 사이 간극에서 이루어진다.

그림 3.6-7 PIV 측정 위치

Reynolds Number
(based on coolant
channel diameter)

Axial 
Gap

(mm)

Radial 
Gap

(mm)
Inlet Planes

(273 files each)
Mid-channel Plane
(111 files each)

Outlet Plane
(273 files each)

Medium 6 6 -136 < z < +136 -55 < z < +55 -136 < z < +136
Low 6 6 -136 < z < +136 -55 < z < +55 -136 < z < +136
High 6 6 -136 < z < +136 -55 < z < +55 -136 < z < +136

Medium 2 2 -136 < z < +136 -55 < z < +55 -136 < z < +136
Low 2 2 -136 < z < +136 -55 < z < +55 -136 < z < +136
High 2 2 -136 < z < +136 -55 < z < +55 -136 < z < +136

Medium 10 10 -136 < z < +136 -55 < z < +55 -136 < z < +136
Low 10 10 -136 < z < +136 -55 < z < +55 -136 < z < +136
High 10 10 -136 < z < +136 -55 < z < +55 -136 < z < +136

표 3.6-1 PIV 측정 위치

   굴절률을 맞추기 위한 미네랄 오일의 온도는 25.1516℃이며 미네랄 오일의 물성치는 부록
으로 첨부된 Budwig와 Weston의 보고서로부터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다.

- 굴절률: 1.458377(±0.0003)
- 밀도: 830.484228kg/㎥(±0.24kg/㎥)
- 점성계수: 1.326785×10-5(±7.5×10-8㎡/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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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장치의 좌표계는 그림 3.6-8와 같다. 좌표 원점은 입구단면에서 볼 때 상부 블록의 꼭
지점(우회유로 간극이 만나는 곳) 벽면에 위치하고 측면에서 볼 때 반구형 상부플레넘과 입구
플레넘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다.

그림 3.6-8 시험모델의 데이터 측정용 좌표계

4. 예비시험 데이터
본 시험에 앞서 참고용 시험 데이터가 측정되었다. 이 데이터는 냉각재 채널을 따라 3곳에서 
측정되었으며 우회유로는 포함되지 않았다. 유량은 580L/min(약 153gpm)에 대해 각 위치마
다 500쌍의 영상을 획득하였다. 이때의 레이놀즈수는 냉각재 채널 직경을 기준으로 2800이다. 
이 데이터는 평균값의 scattering을 최소화하기 위한 영상 개수, 렌즈 f-stop 설정, 입자와 배
경의 명암비, seed 밀도, laser sheet 두께, 영상 측정 시간, sampling frequency, 데이터 후처
리(post processing) 변수와 같은 영상획득변수를 세밀히 분석하는데 사용된다.

그림 3.6-9 하부 채널에서 평균 속도벡터 
    

그림 3.6-10 중간채널에서 평균 속도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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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1 상부채널에서 평균 속도벡터 
 

그림 3.6-12 하부채널에서 평균속도 형상 그림 3.6-13 중간채널에서 평균속도 형상

그림 3.6-14 상부채널에서 평균 속도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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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9, 10과 11은 3곳의 채널에서 측정된 평균속도 벡터로 난류에 가까운 형태를 
띠고 있다. 그림 3.6-12~14은 3개의 속도분포를 비교한 것이다. 특이한 점은 상부와 중간에
서 속도분포는 대칭인데 반해, 하부는 비대칭이다. 모델 설치 위치를 기준으로 볼 때 약간 위
쪽으로 치우친 형태를 갖는다. 시험 모델이 수평으로 설치된 것을 고려하면 하부 채널 유동이 
부력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시험을 통하여 면밀히 분석될 
예정이다.

5. INL 실험의 경과 및 향후 계획
MIR 시험 데이터 획득이 늦어진 이유는 시험모델의 설치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

했기 때문이다. 처음 모델을 설치하고 고유량 실험을 수행하는 도중에 모델의 뒤틀림이 발생했
는데 이는 당시 모델 고정에 사용된 접착제도 굴절률이 시험모델과 같은 것을 선택했지만 접
착력이 약해서 고유량의 유동 관성에 접착 부위의 이탈이 발생하였다. 현재 수정된 모델은 데
이터 측정 영역의 일부가 PIV 측정을 방해하더라고 강한 접착제를 사용하여 조립되었다. 상기 
원인 규명과 문제해결, 실험 모델 수정에 6개월 정도 소요되었다고 한다. 

I-NERI 과제가 2011년 10월에 종료됨에도 CFD 벤치마크에 사용할 미국 측 시험데이터
가 확보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MIR 시험결과는 차후에 전달 받기로 하였으며 일부 데이터는 
I-NERI 영문 보고서에 포함될 것이다. 표 3.6-2은 INL의 MIR 우회유량시험 계획을 보여준
다. 일정에 따르면 2002년 6월경에 완전한 데이터를 전달 받을 수 있을 것이다.

By Date Actions to be Completed
4 Nov 2011 Data collection at medium gap, medium Re, 3 locations (3 weeks)

18 Nov 2011 Data collection, medium gap, low Re, 3 locations (2 weeks)
2 Dec 2011 Data collection, medium gap, high Re, 3 locations  (2 weeks)

23 Dec 2011 Remove model, change gap, replace model (3 weeks)
6 Jan 2012 Align model (1 week)

20 Jan 2012 Data collection, small gap, medium Re, 3 locations (2 weeks)   (Xmas)
3 Feb 2012 Data collection, small gap, low Re, 3 locations (2 weeks)

17 Feb 2012 Data collection, small gap, high Re, 3 locations  (2 weeks)
9 Mar 2012 Remove model, change gap, replace model (3 weeks)

16 Mar 2012 Align model (1 week)
30 Mar 2012 Data collection, large gap, medium Re, 3 locations  (2 weeks)
13 Apr 2012 Data collection, large gap, low Re, 3 locations  (2 weeks)
27 Apr 2012 Data collection, large gap, high Re, 3 locations  (2 weeks)

1 Jun 2012 All remaining data evaluations (5 weeks)
4 Jun 2012 Deliver complete data set to Richard R. Schultz(INL)

표 3.6-2 MIR 우회유량 실험데이터 생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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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AMU의 우회유량 실험
가. 시험 장치 및 모델

TAMU에서는 블록 노심 모델에서 총 유량, 각 블록의 냉각재 유량 및 우회유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방형 시험장치를 구성하였다. 그림 3.6-15는 주요 구성기기와 속도 및 압력 측정 위
치를 보여주는 시험루프의 개략도이다.

그림 3.6-15 TAMU 시험루프 개략도

두 세트의 Air 유동 실험이 6.1mm, 4.66mm와 3.21mm의 우회유로 갭에 대하여 수행되었
다. 첫 번째 데이터 세트는 유량계가 각 블록 출구에 설치되었기 되었다. 하지만 유량계에서 
발생하는 큰 압력손실 때문에 매우 높은 우회유량이 측정되었다. 따라서 다른 데이터 세트는 
모든 유량계를 제거하고 수행되었다. 이 경우 입구로 공급된 유량이 각 블록에 균일하게 공급
된다는 가정 하에 모든 데이터 계산이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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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블록 노심 모델

실험에서 사용된 블록모델의 형상이 그림 3.6-16에 나타나 있다. 블록의 실제 치수는 블
록 높이(h)가 152mm, 블록 측면 길이(l)가 50mm, 냉각재 채널 직경(d)이 12.7mm이다. 각 
모델 출구에는 그림에 보이지 않지만 유동 수집기(flow collector)가 설치되어 유량계에 연결
되어 있다. 3개의 블록이 노심의 일부를 형성할 경우 추가로 고려될 치수는 그림 3.6-16에 보
인 우회 간극(bypass gap)과 측면 간극(side gap)이다. 우회유량 평가를 위하여 모든 측면 간
극은 각 블록의 4 측면에 얇은 플라스틱판을 부착함으로서 제거되었다. 그림 3.6-17은 실제 
설치된 블록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횡류유동(cross flow)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두 개 
이상의 블록을 쌓아야 하지만 TAMU 실험에서는 오직 하나의 블록만 고려하였기 때문에 횡류
유동의 영향은 평가할 수 없다.

그림 3.6-16 시험장치의 블록 모델과 블록 설치 조합

   

 

             (a) 6.10 mm                                (b) 4.66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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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3.21 mm
그림 3.6-17 시험모델의 우회유량 간극 크기

다. 시험 데이터

(1) 측정 데이터 변환

유량계가 부착된 첫 번째 시험 세트에서 측정된 데이터는 각 온도와 압력과 함께 측정된 
각 블록 출구의 유량, 입구의 flow straightener 앞과 우회유로 출구 사이의 압력강하(), 
flow straightener 직전에서 공기유동의 최대속도(), 우회유로 출구에서 유동 최대속도
()이다. 

블록의 출구유량은 min으로 측정되어 cfm(min)으로 변환되었다. 이때 대응되는 온
도와 압력은 다음과 같이 유량을 보정하는데 사용되었다.

   Volumetric Flow = Std Flow




 



 

여기서 Std Flow는 유량계에서 읽은 표준 유량, 은 섭씨로 측정된 공기 온도, 은 kPa로 
측정된 절대 압력이다.

압력 강하는 mm-H20로 측정된 후 kPa로 변경되었으며 최대 속도는 각 채널의 중심선에
서 측정되어 총 입구 유량과 우회 유량을 예측하는데 사용되었다. 입구 유량은 flow 
straightener 직적에 설치된 8인치 파이프에서 측정되었으며 우회 유량은 모든 우회 간극과 연
결된 3인치 파이프에서 측정되었다.

레이놀즈수는 각 유로에서의 평균 속도()로 계산되었으며 이때 사용된 밀도와 점성계수
는 20℃ 공기에서의 값으로 1.1845 kg/㎥과 1.8444×10-5 Pa․s이다. 초기계산에서 난류 유동
을 가정하였으며 레이놀즈수는 아래에 나타낸 Power Law의 속도분포를 적용하여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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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 거칠기(ε)는 영으로 가정하고 지수 n은 Nunner[3.6-1]이 제안한 관계식을 사용하여 반
복계산으로 결정되었다. 이때 마찰계수(f)는 Colebrook 관계식을 사용하였다. 반복계산이 끝나
면 각 파이프에서 평균속도를 알 수 있으며 이를 기초로 유량을 예측할 수 있다. 만약 계산과
정에서 레이놀즈수가 2300보다 작아지면 층류속도형상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 Reynolds Number:  



  - Velocity Profile (Laminar): max

  

 


  - Average Velocity (Laminar): max

 



  - Velocity Profile (Turbulent): max

 

 


  - Average Velocity (Turbulent): max





  - Relation Proposed by Nunner: 



  - Colebrook Equation: 


log




 

(2) 유량계가 부착된 경우의 실험 결과

우회간극 6.10mm, 4.66mm와 3.21mm에 대한 Air 시험에서 측정된 유량 값들이 표 3.6-
3~5에 나타나 있다. 입구 유량과 출구 총유량의 차이는 유량이 작아질 수 록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레이놀즈수가 천이영역(2300~4000)에 해당하는데 power law 속도 형상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시험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유량은 6.10mm, 4.66mm와 3.21mm의 우회간
극에 대하여 각각 130 cfm, 91 cfm, 55 cfm으로 나타났다. 간극 조정과 블록의 뒤틀림을 방
지하기 위하여 그림 3.6-17에 보인 바와 같이 3개의 separator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실제 우
회유로면적은 90%로 줄어든다. 따라서 모든 실험데이터는 separator가 없는 경우에 대하여 수
정될 필요가 있다. 

# Block 1 Block 2 Block 3 Bypass Total Flow Inlet Flow Difference
 (cfm) (cfm) (cfm) (cfm) (cfm) (cfm) (%)
1 1.122 1.147 1.087 14.780 18.135 21.234 17.088
2 2.528 2.588 2.412 32.121 39.649 43.000 8.452
3 4.049 4.107 3.809 49.488 61.453 65.072 5.889
4 5.707 5.703 5.236 66.603 83.249 86.489 3.891
5 7.377 7.390 6.666 84.952 106.385 108.581 2.063
6 9.181 9.219 8.237 102.994 129.631 132.794 2.440

표 3.6-3 우회간극이 6.10mm일 경우의 유량 분포(유량계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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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ck 1 Block 2 Block 3 Bypass Total Flow Inlet Flow Difference
 (cfm) (cfm) (cfm) (cfm) (cfm) (cfm) (%)
1 1.137 1.159 1.104 10.047 13.446 15.617 16.146
2 2.561 2.607 2.455 20.930 28.554 32.000 12.067
3 4.107 4.132 3.868 32.872 44.978 47.303 5.169
4 5.784 5.735 5.325 44.397 61.241 63.666 3.961
5 7.449 7.413 6.788 54.640 76.290 80.116 5.014
6 9.263 9.235 8.394 63.440 90.332 95.641 5.877

표 3.6-4 우회간극이 4.66mm일 경우의 유량분포(유량계 부착)

# Block 1 Block 2 Block 3 Bypass Total Flow Inlet Flow Difference
 (cfm) (cfm) (cfm) (cfm) (cfm) (cfm) (%)
1 1.162 1.184 1.125 2.215 5.686 4.962 12.735
2 2.597 2.661 2.498 7.486 15.242 16.779 10.081
3 4.145 4.195 3.918 11.988 24.247 25.329 4.463
4 5.824 5.831 5.365 16.910 33.930 33.316 1.811
5 7.491 7.482 6.821 22.458 44.251 42.522 3.909
6 9.279 9.279 8.413 27.827 54.798 50.745 7.396

표 3.6-5 우회간극이 3.21mm일 경우의 유량분포(유량계 부착)

먼저 실험 데이터는 다음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Volume Flow Rate:  
   Pressure Drop:      



손실계수 과 는 우회유로 변화가 마찰계수에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에 
에 비례하여 변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험 데이터는 다음 방정식으로 수정될 수 있다.

   Pressure Drop(Adjusted):  


그림 3.6-18는 총 유량 변화에 따른 우회유량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원본 데이터뿐만 
아니라 separator를 고려하여 예측된 데이터도 우회유량비가 거의 일정하게 나타난다. 우회 간
극 크기가 작아지는 경우도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주어진 우회 간극에서는 우회유량은 
입구 유량 크기에 무관하게 일정한 값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우회유량비는 우회간극이 작을
수록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간극 크기가 작아질수록 우회유량비는 급격히 줄어든다. 
우회간극 3.21mm의 경우 낮은 유량에서 우회유량비가 줄어드는 것은 우회유로에서 유동이 층
류인 것을 의미한다.

우회간극에서 압력강하가 예측된 데이터와 함께 그림 3.6-19에 나타나 있다. 주어진 유량
에서 우회간극 크기가 줄어들수록 압력강하가 증가하고 있다. Separator가 없는 경우에 압력강
하가 실험 데이터보다 작게 나타나는데 이는 우회유로 면적이 증가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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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8 우회유량비 분포(유량계 부착)

그림 3.6-19 우회유로에서 압력강하(유량계 부착)

수력직경을 기준으로 산정한 냉각재 채널의 레이놀즈수(ReC)와 우회유로의 레이놀즈수
(ReB)가 그림 3.6-20과 3.6-21에 각각 나타나 있다. 냉각재 채널의 레이놀즈수 최대값은 원
본 데이터의 경우 2800 정도이며 수정된 값은 2500에서 2600 사이이다. 이것은 우회간극 크
기는 냉각재 채널의 레이놀즈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만약 
냉각재 채널 크기가 변한다면 냉각재 채널의 레이놀즈수는 크게 바뀌게 될 것이다. 한편 우회
유로에서 레이놀즈수의 최대값은 우회유로 간극 크기가 감수할수록 줄어든다. 실제 원자로 노
심 조건에서는 냉각재 채널의 레이놀즈수는 약 35000이고 우회유로의 레이놀즈수는 약 2500
이므로 실험 조건이 실제 조건과 상당히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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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20 냉각재 채널에서 레이놀즈수(유량계 부착)

그림 3.6-21 우회유로에서 레이놀즈수(유량계 부착)

(3) 유량계가 제거된 경우의 실험 결과

유량계를 냉각재 채널 후단에 부착했을 경우에 유량계에서 발생하는 압력손실로 인하여 비
정상적인 우회유량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번에는 유량계를 제거하고 우회유량 실험을 수행하
였다. 이때 총유량은 입구에서 측정된 최대 속도와 난류속도분포를 가정하여 예측되었다. 우회
유량도 출구에서 최대 속도를 측정하여 계산되었다. 각 블록의 냉각재 유량은 입구 총 유량에
서 우회유량을 제외한 유량이 균일하게 분포된다고 가정하였다. 우회간극 6.10mm, 4.66mm, 
3.21mm에 대한 유량측정 결과는 표 3.6-6~8에 나타나 있다. 실험에서 측정된 최대유량은 각 
우회간극에 대하여 262 cfm, 229 cfm, 191 cf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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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ck 1 Block 2 Block 3 Bypass Total Flow Inlet Flow Difference
 (cfm) (cfm) (cfm) (cfm) (cfm) (cfm) (%)
1 9.097 9.097 9.097 13.199 - 40.491 -
2 17.223 17.223 17.223 28.911 - 80.581 -
3 24.732 24.732 24.732 45.347 - 119.543 -
4 34.602 34.602 34.602 61.335 - 165.142 -
5 45.032 45.032 45.032 78.699 - 213.796 -
6 55.328 55.328 55.328 95.460 - 261.446 -

표 3.6-6 우회간극이 6.10mm일 경우의 유량 분포(유량계 제거)

# Block 1 Block 2 Block 3 Bypass Total Flow Inlet Flow Difference
 (cfm) (cfm) (cfm) (cfm) (cfm) (cfm) (%)
1 9.113 9.113 9.113 9.130 - 36.470 -
2 18.490 18.490 18.490 19.286 - 74.757 -
3 26.833 26.833 26.833 30.703 - 111.202 -
4 35.917 35.917 35.917 41.883 - 149.633 -
5 45.921 45.921 45.921 51.777 - 189.540 -
6 56.131 56.131 56.131 60.473 - 228.867 -

표 3.6-7 우회간극이 4.66mm일 경우의 유량 분포(유량계 제거)

# Block 1 Block 2 Block 3 Bypass Total Flow Inlet Flow Difference
 (cfm) (cfm) (cfm) (cfm) (cfm) (cfm) (%)
1 9.530 9.530 9.530 1.773 - 30.364 -
2 18.666 18.666 18.666 6.651 - 62.649 -
3 27.332 27.332 27.332 10.945 - 92.941 -
4 35.770 35.770 35.770 15.478 - 122.787 -
5 45.338 45.338 45.338 20.687 - 156.701 -
6 54.967 54.967 54.967 25.665 - 190.566 -

표 3.6-8 우회간극이 3.21mm일 경우의 유량 분포(유량계 제거)

그림 3.6-22 우회유량비 분포(유량계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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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22는 우회간극 변화에 따른 우회유량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우회유량은 우회간
극 크기에 따라 변하지만 입구 총 유량에는 무관하게 분포된다. 우회유량은 우회간극이 감소할
수록 감소하고 있으며 우회유로에서 발생하는 유동이 난류인지 층류인지도 우회유량 분포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회간극이 3.21mm고 유량이 가장 작은 경우에 우회유동은 층
류인 것을 그림 3.6-25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6-23는 우회간극에서 압력강하를 나타낸 
것이다. 우회간극이 작아지면서 압력강하가 증가하고 있지만 유량계가 부착된 경우와 비교하면 
다소 낮은 값을 보인다. 냉각재 채널과 우회유로에서 레이놀즈수를 그림 3.6-24와 25에 나타
내었다. 냉각재 유동의 최대 레이놀즈수는 약 17000이다. 우회유로의 레이놀즈수는 유량계를 
부착한 경우보다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실제 원자로 조건보다 훨씬 크다.  

그림 3.6-23 우회유로에서 압력강하(유량계 제거)

그림 3.6-24 냉각재채널에서 레이놀즈수(유량계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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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25 우회유로에서 레이놀즈수(유량계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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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 노심우회유량 정량화를 위한 시험 데이터 확보

∙ 우회유량 실험을 위한 시험 요건을 도출하였으며 시험블록의 배치, 우회유량 간극 조절 
방법, 압력 측정 위한 블록 구성, 블록별 입출구 유량 측정 등 실험요건에 부합되는 설
계가 수행됨.

∙ 설계된 시험 장치와 시험부는 먼저 3차원 캐드 모델링으로 구현성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유량 분포 및 국부 압력분포를 상세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제작/구축 완료됨.

∙ 다중 블록 설치 시 우회간극 조절에 난점이 발생했지만 간극조절 탭과 수차례 반복시험
을 통하여 우회유량 간극변동을 3% 이내로 유지하여 국부적인 유동분포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생산함.

∙ 시험계획서에 따라 실험이 수행되었으며 데이터는 해석결과와 비교하여 타당성 확인함.
∙ 이와 같이 노심우회유량 정량화를 위한 시험 데이터 확보라는 목표를 100% 달성함.
∙ 본 연구에서 확보된 실험 데이터는 초고온가스로 노심 열유체 코드의 검증에 기여함.

○ 열유체 해석 모델 개발 및 검증

∙ 노심해석코드와 연계하여 노심 주기 동안 블록의 조사량에 따른 수축/팽창, 열팽창 등에 
기인한 우회유로 간극분포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정립하고 계산용 프로그램 개발

∙ GAMMA+ 계통-열유체 해석 코드를 사용하여 우회유로 간극을 고려한 다차원 노심 열
유동 평가 모델 개발하였으며 NHDD PMR200 노심에 적용하여 노심 주기에 따른 유동
분포와 핵연료 최대온도 평가를 수행

∙ 상기 상세 노심 열유체 평가 방법론을 적용하여 노심 전 주기에 걸쳐 우회유량분포 및 
핵연료 최대온도 변화를 분석한 사례는 SCI 논문에 게재하여 연구의 우수성을 입증함.

∙ 실험에 대한 벤치마크 해석을 계통 열유체 해석 코드인 GAMMA+ 코드로 수행하고 
CFD 해석결과와 비교분석하여 GAMMA+ 열유체 모델을 개선함.

∙ 노심유동분포 해석을 위한 열유체 해석 모델 개발 및 검증 목표를 100% 달성함.
∙ 본 연구에서 개발된 열유체 해석 모델은 원자력수소 실증사업의 노심 열유체 설계에 활

용되어 열 여유도와 경제성이 증진된 설계에 기여할 것임.

○ 우회유량 저감방안 도출 및 성능 평가

∙ 우회유량 관련 연구에 대한 기술현황을 분석하고 보고서 발간함. 
∙ 기술현황과 예비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회유량 저감방안을 도출함. 
∙ 엇갈림 천이블록 배열로 노심 하부 우회유로를 차단하고 다중 홈 벽면을 갖는 반사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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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으로 반사체 블록 사이로 형성되는 우회유량을 저감하는 방안이 제시됨.
∙ 저감방안 시험을 위하여 시험부를 수정/제작하고 성능시험을 수행함.
∙ 제시된 방안의 성능을 시험으로 입증하였으며 국내 특허출원으로 지적재산권을 확보함.
∙ 당초 목표인 우회유량 저감방안 도출 및 성능평가를 100% 달성함.
∙ 개발된 우회유량 저감방안은 원자로수소 실증사업의 원자로 설계에 적용되어 목표 노심

출구온도 달성과 경제성 향상에 기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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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노심우회유량 정량화를 위한 시험 데이터

기존에 미국, 일본, 독일에서 우회유량 예측을 위한 실험적 연구가 있었지만 해석코드 검
증에 필요한 수준의 연구는 수행되지 못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노심 유동분포 및 우회유량 
해석용 코드의 검증을 위한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서 향후 초고온가스로의 노심 열유체 설계에 
활용될 것이다. 또한 국제공동연구를 통하여 미국 INL의 MIR 시험 장치에서 CFD 코드 검증
에 사용될 우회유량 상세 데이터를 확보였으며 같은 장치를 국내에서 건설하고 실험할 경우에 
비하여 상당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였다. 

○ 열유체 해석 모델 
과거 연구는 가스로의 노심유동분포를 1차원 또는 2차원 유동 네트워크 코드에 기반을 두

고 예측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노심출구온도는 노심 열 여유도를 크게 하여 상세 해석의 
중요성이 간과되어 왔다. 하지만 노심 출구온도가 높은 초고온가스로는 노심 열 여유도가 감소
하기 때문에 기존의 단순 해석모델로는 노심 열 여유도를 평가하기 어렵다. 이 관점에서 본 연
구를 통하여 개발된 다차원 노심 열유체 해석 모델은 향후 초고온가스로 노심 열유체 상세해
석에서 노심 열 여유도를 확보하는데 활용될 것이다. 노심 열 여유도 확보는 초과 설계를 최소
화하여 노심 출구온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원자로의 효율을 증대시키며 경제성 향
상에도 기여한다.

○ 우회유량 저감방안
기존에 일본이 제시한 프리즘 막대를 하부 구조물/반사체 블록 사이에 설치하여 우회유량

을 막는 방안은 추가적인 작은 구조물을 원자로 내부에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하부반사체 블
록 교체와 같은 원자로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개발된 우회유량 저
감방안은 원자로 내부 구조물인 천이블록, 반사체 블록을 있는 그대로 수정하여 활용하기 때문
에 일본에서 제시한 방안보다 유지보수가 쉽다. 또한 일본의 경우와 같이 노심 하부의 우회유
량을 방지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노심 주위의 반사체 블록에서 발생하는 우회유량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 측면에서 우수하다. 따라서 실제 원자로 설계에 쉽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
에 향후 초고온가스로 원자로 노심 열유체 설계에 사용될 경우 목표 노심 출구온도 달성과 경
제적인 수소생산에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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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gh M. McIlroy, "Matched-Index-of-Refraction(MIR) Flow System," 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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