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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U-6 감속재 탱크 모형의 유동장 전산해석 및 예비측정

차재은†·최화림·이보욱·김형태

Computational Flow Analysis and Preliminary Measurement for the

CANDU-6 Moderator Tank Model

Jae Eun Cha, Hwa Lim Choi, Bo Wook Rhee and Hyoung Tae Kim

Abstract. We are planning to construct a scaled-down moderator facility to simulate the CANDU-6 moderator

circulation phenomena during steady state operating and accident conditions. In the present work a preliminary

experiment using a 1/40 scaled-down moderator tank has been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anticipated prob-

lems of the flow visualization and measurement in the planning scaled-down moderator facility. We shortly

describe CFD analysis result for the 1/40 scaled-down test model and the flow measurement techniques used

for this test facility under isothermal flow conditions. The Particle Image Velocimetry (PIV) method is used

to visualize and measure the velocity field of water in a transparent Plexiglas tank. Planar Laser Induced Flu-

orescence (PLIF) technique is used to evaluate the feasibility of temperature field measurement in the range

of 20-40oC of water temperature using an one-color method.

Key Words: Flow Visualization(유동가시화), Scaled-down Model(축소모형), PIV(입자화상유속계), PLIF(평면레

이저유도형광법), PHWR(가압중수로)

1. 서 론

CANDU-6 원자로에서는 천연우랴늄으로 이루어진

핵연료 다발들이 고압의 냉각수가 흐르는 380개의 수

평핵연료 채널안에 위치해 있다. 이들 핵연료 채널은

대기압 조건의 중수 감속재로 채워진 칼란드리아

(Calandria) 라고 일컬어지는 감속재 탱크에 담겨져 있

다. 중수 감속재는 냉각순환회로에 의해 감속재 탱크

에 유출입되어 정상운전시에는 핵분열에 의해 생성된

중성자운동에너지와 감마선붕괴열을 제거하게 된다.

이러한 중수 감속재의 순환유동은 비상시에는 원자로

정지열을 제거하는 열침원 역할도 하게되는데, 이때 감

속재 탱크내 감속재 3차원 열유동장 분포의 예측을 통

해서 감속재 열침원 기능의 유효성을 평가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감속재 탱크 내 감속

재의 순환유동의 특성을 재현할 수 있는 실험장치를

설계/제작하여 내부 열유동장을 가시화하여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생산된 실험자료

는 감속재 열유동 특성을 분석하고 관련된 안전해석

코드의 검증에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원에서는 1/4

축소 규모의 검증실험장치를 구축할 예정이며, 그 이

전에 설계/제작 및 측정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전 문

제점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1/40 및 1/8 축소 규모의

예비 실험장치를 제작하여 입자화상유속계(PIV) 및 레

이저유도형광법(LIF)을 이용하여 유동장 및 온도장을

측정하고 있다.

실제 CANDU-6 원자로의 감속재탱크는 약 6.0 m 길

이에, 최대 7.6 m 직경의 누운 모양의 원통형이다. 안

에는 380개의 칼란드리아 관들이 축방향으로 늘어서

있고, 이 관들은 칼란드리아 용기 전체 체적의 약 12%

를 차지하고 있다. 감속재탱크 벽면과 관다발 사이의

공간은 중수인 감속재가 채워지게 되며, 감속재는 탱

크원통의 양 옆에 각각 4개씩 위치해 있는 주입노즐을

통해 들어가고 아래쪽에 비대칭적으로 놓여있는 두 개

의 방출구를 통해 나가서, 열교환기를 거치는 폐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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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회로를 구성하게 된다

앞으로 구축할 1/4축소 규모의 본 실험장치는 내부

직경이 1.9 m, 길이는 1.5 m이고, 내부에 약 500 kW의

전기히터를 설치하여 각종 열유동 실험을 수행할 예정

이다.

본 논문에서는 1/40 축소 투명실험장치에 대한 CFD

예비해석 결과와 PIV와 LIF를 이용하여 유동장 및 온

도장을 측정한 예비 실험결과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2. 실험장치

Fig. 1과 Fig. 2는 본 연구에서 제작한 CANDU-6감

속재 탱크의 1/40축소모형 열유동 실험장치와 그 측정

부를 나타낸 것이다.

측정부는 축소 비율에 따라 결정된 내경 180 mm-

길이 200 mm의 투명아크릴을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감속재 탱크 내부의 칼란드리아관은 직경 17.3 mm-

220 V-250 W의 출력을 갖는 전기히터봉 12개를 이용

하여 3000 W의 출력을 갖도록 제작하였다. 12개의 히

터 가열봉 중심사이의 거리를 37 mm으로 하여 실제

감속재 탱크내에서 수평핵연료 채널과 유체가 차지하

는 비율(기공율로써 약 0.83)을 유지시켰다. 전기히터

의 출력은 표면에 심어놓은 K-type 열전대에 의하여

조절한다. 모의히터표면에는 빛의 산란을 줄이기 위하

여 검은색 무광도장을 도포하였으며, 히터와 접촉하는

양측면 플랜지는 열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폴리카보

네이트 재질을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실제 원자로에서의 중수 감속재 대신 끓여서 식힌

일반 물을 사용하였고, DC 정량펌프를 이용하여 물을

순환시켰으며, 히터에 의해 측정부에서 가열된 물은

최대 10 kW용량을 갖는 판형 열교환기에서 항온조에 의

하여 온도를 제어하여 측정부로 주입된다. 측정부로 주입

되는 물의 유량을 정확도 ±1%의 로타메타(Rotameter)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밸브를 이용하여 양측 유량을

동일하도록 조절하였다.

감속재는 탱크의 양측면에 설치한 슬릿노즐(slit

nozzle)에 의하여 탱크의 상부로 강제로 주입되며, 탱크

하부에 설치한 1개의 배수구를 통하여 열교환기로 1/2

인치 튜브를 통하여 배출된다.

탱크 내부의 온도는 탱크의 길이방향으로 3가지 위

치 (길이방향 중심, 중심에서 양끝으로 각각 65.4 mm

떨어진 두곳) 에 대해서 각각 3가지의 다른 높이 (탱크

중심 높이, 탱크 바닥에서 5 mm 상부, 탱크 천정에서

5 mm 하부)에 위치해 있는 총 9개의 T-type sheath열

전대를 통해서 측정된다. 

또한, 입출구 감속재의 온도는 입구부 2개소와 출구

부 1개소에서 측정된다.

Fig. 1. 1/40 scaled-down TH test apparatus for the CANDU-

6 moderator tank.

Fig. 2. Test section of the 1/40 scaled-down CANDU-6

moderator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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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FD 예비 해석

일반적으로 감속재 탱크내 열유동 패턴은 주입 노즐

로 부터의 유입량에 의한 관성력과 내부 발열에 의한

부력의 균형에 따라 관성주도형, 혼합형, 부력주도형

의 3가지 유동 패턴이 예상된다(Fig. 3). 1/40 축소 감

속재 실험에서 이러한 3가지 유동 패턴을 모사하기 위

해서 필요한 발열 및 유동조건을 도출하기 위해서

CFX 코드를 이용하여 예비 전산해석을 수행하였다.

사용된 CFX 코드버전은 13.0이고 난류로는 κ-ε 모델

이 사용되었다. 벽면에서는 no slip 조건을 사용하였다.

척도해석에서 감속재 탱크내 유동 패턴을 결정짓는

무차원 수, Archimedes 수 (Ar) 는 관성에 대한 부력

의 영향 비율로 나타내는데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기서,

g = 중력상수 (m/s2), β =열팽창 계수

Q =발열량 (W),    D =탱크 직경 (m)

ρ =유체밀도 (kg/m2),  Cp=비열 (J/kgoC)

A =입구 면적 (m2),  u =입구 속도 (m/s)

히터 가열 용량을 1.84 kW로 하였을 때, 각각

0.8 LPM, 1.3 LPM, 2.0 LPM의 3가지 유량 조건은 식

(1) 으로부터 Ar 수가 각각 0.9, 0.21, 0.06 이 된다. Ar

수, 0.21은 실제 원자로 유동조건에서 얻을 수 있는 값

이며 혼합유동으로 알려져 있고, 이보다 큰 0.9의 경우

는 부력주도형에, 이보다 작은 0.06의 경우에는 관성주

도형에 가깝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부력주도형, 혼합형, 관성주도형의 유동패

턴을 나타낼 수 있는 각각의 0.8 LPM, 1.3 LPM,

2.0 LPM의 유동 조건에 대해 CFX 계산을 수행하였다.

본 해석에서 사용되는 1/40 축소 실험장치에 대한

격자는 기존의 다공성매질 해석방법에서 사용되는 단

순한 격자가 아닌 실제 봉다발 주변의 유체영역을 상

세하게 모델링한 격자 구조(Fig. 4)를 가진다. CFX 해

석에서는 탱크와 입출구 영역만 모사하였고, 여기에

총 671,400개의 노드가 소요되었다. 입구 노즐면에서

는 각 유량조건에 맞추어서 균일한 속도 경계조건을

주었고, 가열봉 표면에 균일한 열유속 경계조건으로

총 발열량이 1.84 kW가 되도록 하였다.

각각의 3가지 유동조건인 0.8 LPM, 1.3 LPM,

2.0 LPM의 경우들에 대해 정상상태에 도달한 열유동장

해석결과를 Fig. 5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척도해석으로

부터 가정한 위 3가지 유동조건에 대해서 노즐 중심위

치에서의 온도장 및 속도장 분포를 볼 수 있다.

0.8 LPM 유동 조건의 경우에는 양 입구 노즐로부터

Ar
gβQD

ρCpAu
3

-------------------=

Fig. 3. Flow pattern of moderator tank.

Fig. 4. CFD Grid for the 1/40 Tank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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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입 제트가 탱크 중심선 상부의 고온영역을 뚫지

못하고 하부로 내려가고 온도분포가 성층화되어서 전

형적인 부력주도형 유동양식을 보인다.

1.3 LPM 유동 조건의 경우에는 양쪽의 주입 제트가

탱크 상부 벽면 쪽을 따라 흐르다가 중심선에서 한쪽

으로 치우친 곳에서 서로 만나고 하부로 내려간다. 주

입 제트에 의한 관성력과 가열에 의한 부력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비대칭적인 온도 및 속도 분포를

보이고 고온점이 상부가 아닌 좌우 한편의 중간 영역

에 위치하는 혼합형 유동양식을 보인다.

2.0 LPM 유동 조건의 경우에는 양쪽의 주입 제트가

상대적으로 커서 탱크 벽면을 따라 상부로 올라가며

중심선에서 서로 만나게 된다. 상부 벽면을 따라 흘러

가는 차가운 주입온도를 가진 제트와 하부 에서 가열

된 고온의 유체가 맞닿은 부분에서 온도 구배가 높게

형성된다. 양쪽의 제트가 만나서 충돌한 후 중심선을

따라 제트가 흘러내려 가면서 좌우 대칭의 온도/속도

장 분포를 보이는 관성주도형 유동양식이 나타난다.

1/40 축소실험장치에 대한 CFD 예비해석의 결과로

부터, 열출력이 1.84 kW으로 주어질 때, CANDU-6 정

상운전에서의 혼합유동 패턴을 상사화 할 수 있는 1.3

LPM의 유동조건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보다 상대적

으로 낮은 0.8 LPM 및 이보다 높은 2.0 LPM 유동조

건은 각각 부력주도형 및 관성주도형의 유동 패턴을

보일 것이라 예측된다.

4. 예비 측정 실험

4.1 유동장 측정

본 연구에서는 모형탱크내부의 유동장 측정을 위하

여 PIV와 LDA (레이저도플러유속계) 또는 UVP (초

음파도플러유속계) 를 고려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PIV를 이용하여 축소모형 탱크내부의 거시적인

유동장을 관찰하였다.

Fig. 6은 유동장 및 온도장 측정을 위하여 측정부,

CCD 카메라 및 레이저 시스템을 배치한 모습을 보여준

다. 측정을 위한 광원으로는 200 mJ 용량의 Dual Nd-

Fig. 5. CFD analysis result with flow condition.

Fig. 6. PIV and LIF system arrangement for the TH test

of 1/40 scaled-down CANDU-6 moderator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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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g 레이저를 이용하였다. 화상측정 및 해석은 TSI사의

POWERVIEWTM Plus 2MP CCD카메라와 INSIGHT

3G를 이용하였다. PIV 측정을 위한 산란 입자로는

10 µm 크기를 갖는 Silver coated hollow sphere 입자

를 사용하였다. 온도장 측정을 위한 염료로는 온도에

따라 파장을 다르게 방출하는 특성을 지닌 Rhodamine

B를 사용하였다. LIF온도장 측정은 Rhodamine B 염

료만을 사용한 one-color method로써 수행하였으며,

610 nm(±10 nm) Band Pass Filter를 사용하여 특정 파

장대의 영역만을 CCD 카메라로 측정하여 레이저 광

원에 의한 산란 및 주변 환경 빛의 영향을 제거하였다.

Fig. 7과 Fig. 8은 감속재 탱크내 입구노즐의 중심단

면과 중심에서 약 40 mm 떨어진 단면의 유동장을 PIV

로 측정한 결과이다.

그림의 실험조건은 본 1/40 실험장치의 측정부에 물순

환루프를 통해서 공급해주는 최대의 유량인 2.2 LPM에

서 측정한 것이다. 예비 CFD 해석을 통하여 설정한 조

건에서 실험에 앞서, 본 실험장치의 순환루프의 밸브

를 최대한 개방한 상태에서, 양측 주입노즐의 유량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서, PIV와 LIF를 통한 측정의 가능

성과 문제점을 타진하였다.

노즐의 중심단면에서는 노즐 출구로부터 분출된 유

동이 탱크벽면을 타고 상부로 올라가서 중심축을 따라

서 크게 순환하여 하부에 설치한 출구로 빠져나감을

볼 수 있다. 중심에서 약 40 mm 떨어진 단면에서는 중

심측의 분출 제트에 의해 상방향으로 entrain 되는 유

동이 생기나 속도는 크게 줄어듦을 볼 수 있다. 본 측

정에서 유동장 측정은 0.15 mm/pixel의 공간해상도를

가지며 화상처리 조사구간(interrogation window)은

32 pixel×32 pixel로 처리하였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레이저 평면광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지나감에 따라, 관

군 우측에 그림자 영역이 생겨 화상처리가 힘든 부분이

Fig. 7. Velocity profile at inlet nozzle center measured

with PIV method (2.2 LPM).

Fig. 8. Velocity profile at 40 mm from the inlet nozzle

center measured with PIV method (2.2 LPM).

Fig. 9. Maximum velocity comparison with flow rate.

Fig. 10. Temperature calibration with LIF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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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고, 또한 곡률효과에 의해 상하부의 영역에서 빛이

굴절되므로 우측영역에서는 화상처리에 많은 오류 데

이터가 발생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PIV에 의해 전체

적인 유동장을 측정하기보다는 일부 영역을 한정하여

측정하거나, 레이저 광원을 측정부 각 영역으로 나누

어서 평면광을 만들어 그림자 영역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이러한 시도는 대형 축소모형 실험에서는 고려

해야 하나, 광학장비의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고 자료

처리에 많은 시간을 드는 요인이 될 것이다.

Fig. 9는 슬릿노즐 출구에서 유량으로 환산한 출구

속도와 PIV로 노즐에서 분출된 제트의 최고 속도를 비

교한 것이다. 측정값은 유량에 따라 일정하게 속도가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으나, 계산값에 비하여 큰 차이

가 남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슬릿에서 분출된 유동이

빠르게 확산되어 속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CFD해

석으로도 확인하였다.

4.2 온도장 측정

본 연구에서는 감속재 탱크내부의 온도분포를 측정

하기 위하여, 열전대를 이용하는 방법과 함께, LIF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열전대를 이용할 경우 수백

또는 수천개의 열전대를 유동장 속에 삽입하여야 하므

로, 열전대 설치 및 자료수집장치 구성에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Fig. 10은 감속재탱크 내부에 Rhodamine B를 일정량

주입하여, 532 nm 파장의 Nd-Yag 레이저 평면광으로

조사하여, 온도에 따라 CCD 카메라로 측정한 빛의 강

도(intensity) 값을 나타낸 것이다. 온도보정을 위하여 감

속재탱크로 유입되는 물의 온도는 ±0.1oC 까지 조절가

능한 항온조를 이용하였으며, 약 20-35oC의 범위에서

Fig. 11. Temperature distribution with LIF measurement.

Fig. 12. Temperature distribution with LIF measurement (calibration with half-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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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을 수행하였다. 온도보정에 사용한 대표적 온도는

항온조의 중심에서 측정한 열전대 측정값이다. 본 실험

에는 T-type 열전대를 이용하였으며 불확도는 ±0.2oC 이

내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온도에 따라 LIF에 의한

유동장의 빛의 강도는 선형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Fig. 11 및 Fig. 12는 온도보정값을 이용하여 측정부

단면의 전체 또는 절반의 온도장을 나타낸 것이다. 물

순환루프에서 항온조의 온도를 일정하게 설정하여 측

정부인 축소모형탱크로 공급하였다. 물의 온도 설정치

가 바뀌면 측정부의 전체적인 빛의 강도가 바뀌어 온

도변화의 효과를 잘 반영하는 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림의 측정화상(Raw image)에서 볼 수 있듯이 관군

뒷면에 그림자가 생겨 단면 전체의 온도장 측정에서,

빛이 입사된 전면부와는 달리 후반부에서는 PIV 측정

과 유사한 문제점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대형 축소모

형에서 온도분포를 얻기 위해서는 부분적인 측정을 정

확히 하여 중첩하거나, 평면광을 여러 곳에서 조사해

주는 방법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CANDU-6 감속재 탱크내의 열유동

장 검증실험장치 구축 및 가시화 측정방법 개발을 위

한 예비 연구로써 1/40 축소모형을 제작하여, PIV 및

LIF 을 이용한 유동장 및 온도장 예비 측정을 수행하

였다. 본 실험으로부터 거시적인 유동장과 온도장 측

정을 위해서는 평면광을 보다 적절히 조사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본 측정들은 CFD

해석 결과와 병행하여 영역을 한정하여 측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CFD 예비해석 결과로부터 얻은 1/40 축소실험

장치에서의 3가지의 전형적인 열유동 패턴을 모사할

수 있는 열출력 및 유동조건을 가시화 측정실험결과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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