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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로 디버터 다중충돌제트 냉각시스템의 형상변화가 

열수력학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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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umerical study has been performed to evaluate thermal-hydraulic performance of a finger type cooling 
module with multiple-jet impingement in a divertor of nuclear fusion reactor. To analyze conjugate heat transfer 
in both solid and fluid domains, numerical analysis of the flow using three-dimensional Reynolds-averaged 
Navier-Stokes equations has been performed with shear stress transport turbulence model. The computational 
domain for the cooling module consisted of a single fluid domain and three solid domains; tile, thimble, and 
cartridge. The numerical results for the temperature variation on the tile were validated in comparison with 
experimental data under the same conditions. A parametric study was performed with four geometric 
parameters, i.e., angles between x-axis and centerlines of hole 1, 2, 3 and 4.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heat 
transfer rate was increased by 2.7% and 0.7% by the angle and angle  , respectively, and that the pressure 
drop was decreased by up to 1.8% by the ang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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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핵융합 에너지는 그 자원이 바닷물로부터 얻어져 무한하며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으므로 환경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다.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의 고갈과 가격상승, 그리고 이로 

인한 환경문제에 직면하여, 증가하고 있는 에너지 수요를 대

체하기 위해 태양에너지의 원리를 적용한 핵융합 기술이 촉

망받고 있다. 디버터는 핵융합로의 정상작동을 위한 주요 부

품으로 발전 과정 중 10 ~ 15 MW/m2 의 높은 열유속 조건에 

노출되며[1], 이러한 작동환경에서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냉각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다.

디버터의 냉각방식은 냉각재에 따라 크게 수냉식

(water-cooled), 액체금속 냉각방식(liquid metal-cooled), 헬륨 냉

각방식(He-cooled)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냉식 디버터는 

그 기술이 잘 알려져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액체금속 냉각방

식의 경우 다른 냉각재에 비해 더 높은 열유속에 견딜 수 있

는 반면, 액체금속이 다른 소재와 적합성과 반응성에 있어 문

제가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헬륨 냉각방식의 경우 디

버터 냉각장치의 냉각재로 헬륨을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문제

를 해소하고 안정성을 높인 냉각방식으로 알려져 있다[2,3].

이러한 헬륨을 냉각유체로 사용하는 디버터 냉각시스템은 

그 형태에 따라 크게 판형(plate type), 티튜브형(T-tube type), 

그리고 핑거형 모듈(finger type module) 등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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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late type

(b) T-tube type

(c) Finger type

Fig. 1 Cooling devices in He-cooling system[4]

(Fig. 1)[4]. 판형의 디버터 냉각시스템의 경우, 제트유동을 통

해 벽면을 냉각하며 Fig. 1(a)에 나타난 유닛(unit)이 지면에 

수직하는 방향으로 최대 1 m의 길이를 가질 수 있어 유닛의 

개수와 압력손실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위 표면과 

아래표면 사이의 응력차이로 인한 불안정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티튜브형의 디버터 냉각시스템은 슬릿에 의해 발생되는 

제트유동을 통해 벽면을 냉각하며, 희생층(sacrificial layer)의 

두께를 감소시킴으로써 그 냉각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으나, 

두께를 감소시키는 데 한계가 있어 냉각성능 향상에 한계가 

있다. 핑거형 모듈의 경우 원형의 카트리지의 노즐을 통해 열

전달 성능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핑거형 모듈의 냉각방식은 크게 슬롯 배열을 이용한 헬륨 

냉각방식(HEMS: He-cooled Modular divertor with Slot array)과 

다중 충돌제트를 이용한 헬륨 냉각방식(HEMJ: He-cooled 

Modular divertor with Multiple Jet impingement)으로 나눌 수 

있다[2]. 두 가지 방식 모두 육각 텅스텐 타일과 텅스텐 합금

의 씸블(thimble)을 사용하며, HEMS는 냉각모듈 내 열전달을 

증진시키기 위해 텅스텐 슬롯을 이용한다. 이러한 HEMS의 

텅스텐 슬롯은 유동을 복잡하게 만들며, 제작의 어려움을 야

기하고 그 비용을 증가시키는 반면, HEMJ는 단순히 카트리

지(cartridge)의 위 표면의 노즐을 통해 충돌제트를 분사함으로

써 디버터 냉각모듈의 성능을 향상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다

양한 디버터 냉각시스템 중 다중 충돌제트유동을 활용한 헬

륨 냉각방식 핑거형 모듈(HEMJ)이 고려되었다.

지난 몇 년간 다중 충돌제트를 활용한 핑거형 모듈에 대한 

수치 및 실험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Ovchinnikov 

등[5]은 실험을 통해 핑거형 냉각모듈에서 카트리지의 형상과 

유동장 내부의 질량유량이 변화함에 따라 압력강하, 표면 열

전달계수, 펌프 및 냉각 효율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모든 카트리지 형상은 5 ~ 15 g/s 범위의 질량유량에서 수용 

가능한 열전달 효율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Ihli 등[6]은 기존 

다중 충돌제트 방식의 냉각시스템에 대해 시험과 삼차원 수

치해석 방법으로 비교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

에서는 표면 열전달계수와 씸블의 최대 온도의 수치해석 값

이 실험값과 잘 일치하는 경향을 보여주었으며, 수치해석 값

의 타당성을 보여주고 있다. Weathers 등[7]과 Krussmann 등[8]

은 각각 공기순환과 헬륨순환 장치에서 열전달계수, 온도 및 

압력강하 특성을 보고하였다. 그 결과 두 다중 충돌제트 냉각

시스템의 수치해석적 연구는 열수력학적 특징을 잘 예측함을 

밝혔다. Norajitra 등[9]은 냉각모듈의 슬롯 배열을 이용한 헬

륨 냉각방식(HEMS: He-cooled Modular divertor with integrated 

Slot array)과 다중 충돌제트를 이용한 헬륨 냉각방식의 열유

동 특성을 실험을 통해 비교분석 하였다. 이때 HEMS와 

HEMJ의 열전달 성능은 재료의 파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 있으나, HEMS의 경우 HEMJ 보다 압력 강하가 크게 변

화함을 보고하였다.

앞에서 언급된 연구들과 함께 다양한 노즐 형상을 갖는 냉

각모듈의 열수력학적 성능에 대한 여러 연구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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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D view

(b) 2-D view

Fig. 2 Finger type cooling module geometry

Koncar 등[10]은 수치해석을 이용하여 카트리지의 충돌제트가 

분사되는 노즐들의 직경과 면적 변화에 따른 냉각모듈의 열

전달과 압력강하 성능을 연구하였다. 이에 따르면, 중앙 노즐

의 직경이 커질수록 열전달 성능은 감소하고, 중앙 노즐과 나

머지 노즐의 직경이 동일한 경우 가장 높은 효율을 가진다. 

Koncar 등[11]은 수치해석을 통해 카트리지 노즐의 직경과 갯

수가 열전달 성능, 압력 손실, 온도 및 열응력 등 여러 가지 

열수력학적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연구결과에 따

르면 Norajitra 등[12]에 의해 제시된 형상에서 네 번째 열의 

노즐이 없는 형상의 경우 씸블의 최대온도가 감소하고, 네 번

째 열의 노즐이 없고 노즐의 단면적이 동일한 형상의 경우 

열응력이 감소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지금까지 진행된 다중충돌을 이용한 핑거형 카트리지 노즐

의 연구는 노즐의 단면적 변화에 관해 진행되었으나, 중앙 노

즐에 대한 주변 노즐의 위치 변화가 열수력학적 성능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상세한 연구 내용은 보고되고 있지 않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디버터 핑거형 냉각모듈이 난류열전달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삼차원 레이놀즈 평균 나비어-스톡스 

방정식(RANS: Reynolds-averaged Navier-Stokes equations)을 통

해 해석하고, 카트리지 노즐의 네 가지 형상변수, 즉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및 네 번째 열의 위치 변화가 열전달 및 압

력강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2. 수치해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핑거형 다중충돌제트 냉각시스템에서 카트

리지 노즐의 위치 변화가 유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

해 ANSYS CFX-15.0[13] 상용 CFD 코드를 이용하였다. 핑거

형 냉각모듈의 내부 유동해석을 위해 정상상태 압축성 삼차

원 RANS 방정식을 사용하여 유동 및 열전달 해석을 수행하

였다. 난류 해석을 위한 난류 모델로는 SST 모델[14]을 사용

하였다. SST 모델은 k-ε과 k-ω 모델을 결합하여 두 모델의 장

점을 취해 만들어진 모델로써, 벽면 근처에서의 k-ω 모델과 

그 이외의 영역에서의 k-ε 모델이 복합적으로 사용된다. 

Bardina 등[15]은 SST 모델이 다른 난류 모델보다 벽면 근처

에서의 난류 유동을 더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Norajitra 등[12]에 의해 제시된 Fig. 2와 같

은 핑거형 냉각모듈 형상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Table 1에 모듈 기준형상의 치수 정보를 제시하였다. 계산영

역은 Fig. 2(a)와 같이 타일(tile), 씸블, 카트리지 세 개의 부분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육각 텅스텐 타일은 높은 열유속을 받

는 상단에 위치하고 열 차폐체(thermal shield)의 역할을 한다. 

텅스텐 합금으로 구성된 씸블은 타일에 용접되어 있으며, 카

Parameters Values
Cartridge center hole diameter 1.04 mm

Cartridge inner diameter 10.54 mm
Cartridge outer diameter 11.20 mm

Cartridge remaining hole diameter(D) 0.60 mm
Distance from jet exit to target plate 0.90 mm

Thimble outer diameter 15.00 mm
Thimble thickness 1.03 mm

Tile width 17.20 mm

Table 1 Dimensions of the reference geometry of finger type 
cooling module[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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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utational domain and boundary conditions

(a) Temperature distributions along the impinging surface

(b) Coordinate along impinging surface

Fig. 4 Results of grid-dependency test[18]

트리지는 씸블 내부에 동심으로 0.9 mm 공간을 두고 설치되

어 있다. Fig. 2(b)와 같이 카트리지 입구로 냉각유체가 유입

되며, 카트리지 노즐을 통과하여 다중 충돌제트 유동을 만들

고 충돌면에서의 열교환 후 카트리지와 씸블 사이의 환상형 

유로로 유출된다.

Fig. 2(a)와 Fig. 3는 기준형상에 대한 각각 본 연구의 계산

영역과 경계조건을 나타내고 있다. 계산영역으로는 전체 360° 

Fig. 5 Example of grid system

중에서 원주방향으로 60°에 해당되는 영역으로 설정하여 고

체와 유체영역에서 복합열전달(conjugate heat transfer) 해석을 

수행하였다. 타당성 검증을 수행하기 위해 경계조건으로는 

Koncar 등[16]에 의해 수행된 실험에서 사용된 조건들을 동일

하게 적용하였다. 유체영역에서는 작동유체는 이상기체(헬륨)

로 가정하였고, 입구에 540℃의 온도조건과 2.25 g/s의 질량유

량 조건을 부여하였다. 노즐의 수력직경을 바탕으로 한 입구

에서의 레이놀즈수는 28,451이며 출구에는 정압조건을 부여하

였다. 모든 벽면에는 점착조건(no-slip condition)을 부여하였다. 

고체영역에서의 타일, 씸블, 그리고 카트리지의 재료는 각각 

텅스텐, 텅스텐 합금(WL10), 그리고 강철이고, 재료와 헬륨의 

물성치에는 온도에 따른 변화 식을 사용하였다[17]. 타일의 

윗면에는 11.6 MW/m2의 열유속조건을 부여하였으며, 타일의 

측면에 해당되는 벽면에는 단열조건을 주었다. 계산영역으로 

설정된 60° 영역의 열유동현상이 전체영역에서 원주방향으로 

반복될 것이므로 원주방향에 수직한 측면 경계면에서는 주기

조건을 적용하였다.

저자들의 선행 연구에서 수행된 격자 의존성 시험 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다[18]. 그래프의 가로축은 Fig. 4(b)에 나타

낸 바와 같이 충돌면 상의 위치를 나타내며, 세로축은 충돌면

상의 씸블온도를 나타낸다. Fig. 4(a)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1,190,000 ~ 3,900,000개의 격자수 범위에서 수행된 시험에서, 

3,140,000개의 격자수에서 격자의존성이 사라짐을 알 수 있다. 

격자계는 Fig.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비정렬 사면체 격자로 

구성되었다. 다중 충돌제트의 복잡한 유동구조를 정확하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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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y-z plane

(b) x-a plane

(c) x-y plane

Fig. 6 Schematic diagrams of finger type cooling module

석하고 벽 근처에서 높은 온도구배를 계산하기 위해 프리즘 

격자를 구성하였으며, 저레이놀즈수 SST 모델을 적용하기 위

해 벽면으로부터 첫 번째 격자에서 무차원화 거리인 y+ 값을 

1.0 이하로 유지시켰다.

수렴조건을 위해 RMS residual reduction factor는 모멘텀 방

정식과 에너지방정식의 경우 각각 1.00E-04와 1.00E-06로 설정

하였으며, 하나의 형상을 계산하는데 Intel Core i7 CPU 2.94 

GHz를 통해 약 12 ~ 18시간이 소요되었으나, 계산시간은 냉

각모듈 노즐의 위치 그리고 격자의 수 등에 의해 약간의 차

이를 보였다. 다중 충돌이 간섭을 일으키는 복잡한 유동구조

로 인해 계산을 수렴시키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3. 형상변수 및 목적함수

Fig.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카트리지 노즐의 형상변화가 

열전달 및 압력강하 성능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4개의 형상변수로 x축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열 노즐들의 중심선 사이의 각도(, , , )를 

선정하였으며, 각 형상변수의 변화 범위를 Table 2에 나타내

었다. 기준점을 고정한 상태에서 각도만 변경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형상변수에 따른 열전달과 압력강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두 개의 성능함수를 정의하였다. 열전달과 

관련된 성능함수인 면적평균 누셀트(Nusselt)수는 다음과 같다.

 
  (1)

여기서 A는 충돌면의 면적을 나타내며, 누셀트수(Nu)는 다음

과 같이 정의된다.

 


(2)

여기서 k는 유체의 열전도율이고 D는 일반 노즐의 직경이다 

(Table 1 참조). h는 충돌면에서의 열전달계수이며 다음과 같

이 정의하였다.

 


(3)

위 식에서 는 충돌면에서의 열유속, 와 은 각각  

충돌면에서의 국부적 온도와 입구에서의 면적평균 유체 온도

를 나타낸다. 열전달 성능은 충돌제트가 부딪히는 충돌면에 

대해 평가되었다.

압력강하와 관련된 성능함수인 압력손실계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Lower limit Upper limit Reference
 8.0 deg 10.0 deg 9.0 deg
 13.0 deg 17.0 deg 14.0 deg
 17.1 deg 18.6 deg 19.1 dge
 48.0 deg 50.0 deg 48.0 deg

Table 2 Ranges of geometric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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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Validation of the numerical results with experimental data 
[19] for variations of the maximum temperature at the tile 
with heat fluxes[18]

 




 
(4)

여기서 과 은 각각 입구와 출구에서의 정압이며, 

와 는 각각 입구에서의 평균 헬륨밀도와 유체 속도를 의

미한다.

4.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수치해석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기준 냉각모듈 형상으로 수행한 실험값과 수치해석 결과를 

비교하였다[19]. 선행연구에서 수행된 수치해의 타당성 검증 

결과를 Fig. 7에 나타내었다[18]. 다양한 열유속 조건에서 측

정된 디버터 타일의 최대온도에 대해 수치해와 실험값을 비

교하였다. 열유속이 증가할수록 오차가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계산결과와 실험값 사이의 평균 오차는 2.7 %로 본 

연구에서 계산된 수치해는 실험값과 좋은 일치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8은 4개의 형상변수 변화에 따른 면적평균 누셀트수 

값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 의 경우 각도변화에 따라 

각각 최소치와 최대치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가 증가할 경

우 누셀트수는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변화의 폭은 과 보다 1/2 정도로 작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의 경우에도 변화의 폭은 작게 나타나고 있다. 기준

형상과  = 9.5°인 형상에서의 누셀트수는 각각 92.6과 95.1

Fig. 8 Area-averaged Nusselt numbers on the impinging surface 
for the geometric parameters

이며,  = 9.5°에서 누셀트수가 최대치를 나타내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과 의 변화에 따른 영향

을 기준형상과 비교 및 검토하였다. Fig. 9은 기준형상과 각 

형상변수 과 에 대해 최소, 최대의 면적평균 누셀트수를 

갖는 형상에서의 국부 누셀트수 분포를 나타낸다. 각 노즐에

서 분사된 냉각유체는 충돌면에 부딪치며, 충돌점에서의 누셀

트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접한 노즐과의 상호

작용으로 인해 충돌점 주위로 노즐 사이 중간영역에서 띠 모

양의 경계가 생성되며, 열전달은 국부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 증가할수록 충돌면 상에서 전반적으로 누셀트수가 증가

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가 증가하면 두 번째 열 제트의 충

돌점 근처에서 누셀트수가 감소하는 특이한 경향을 보인다. 

 = 9.5°(Fig. 9(c))의 경우 8.5°인 경우와 비교해 충돌면 전체

에서 높은 열전달율을 보이고 있다.  = 13.0°(Fig. 9(e))의 

경우 17.0°인 경우에 비해 두 번째 열 제트의 충돌점 근처에

서 열전달율이 크게 상승함을 알 수 있다.

Fig. 10과 11에서는 각각 과 의 변화에 따른 타일-씸

블 경계면에서의 온도분포를 나타낸다. 타일-씸블 경계면에서

의 온도는 y값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며, 경계면의 중심부에

서 최대치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증가할 경우 타

일-씸블의 경계면에서의 온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 

9.5°의 경우에서 온도가 최소가 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Fig. 

8의 면적평균 누셀트수가 변화하는 경향과 일치한다. 반면 

의 경우  = 13.0°에서 타일-씸블 경계면에서의 온도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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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ference (b) = 8.5 deg(min) (c) = 9.5 deg(max)

                    (d) = 17.0 deg(min)                      (e) = 13.0 deg(max)

Fig. 9 Local Nusselt number distributions on the impinging surface

Fig. 10 Temperature distributions along the tile-thimble interface
for different 

낮으며 가 증가할수록 온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Fig. 12는 x-a 평면(Fig. 6(b))에서 난류운동에너지(turbulent 

kinetic energy)분포를 나타낸다. 난류운동에너지가 증가할수록 

Fig. 11 Temperature distributions along the tile-thimble interface 
for different 

열전달은 촉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x-a 단면은 Fig. 6(a)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첫 번째와 세 번째 열의 제트노즐을 지

나는데, 대체적으로 첫 번째 열 제트의 충돌점 상류측에서 최

대 운동에너지가 나타나고 있다. 이 증가함에 따라 세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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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8.5°

(b)  = 9.0°(ref)

(c)  = 9.5°

Fig. 12 Turbulent kinetic energy distributions on the x-a plane for 
different 

째 열 제트 충돌점 하류에서 난류운동에너지가 증가하고 있

다.

Fig. 13은 x-y 평면에서 온도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제트유

동 및 충돌점 주위에서의 유동은 온도가 낮으며, 벽면을 따라

벽 제트 유동을 형성하면서 온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가 커짐에 따라 높은 온도의 영역이 넓어짐을 볼 수 있으며, 

온도가 높은 영역이 넓어질수록 열교환은 줄어들므로 Fig. 8

에 나타난 가 커질수록 면적평균 누셀트수가 감소하는 경

향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  = 13.0°

(b)  = 14.0°(ref)

(c)  = 17.0°

Fig. 13 Temperature distributions on the x-y plane for different 

Fig. 14과 15에서는 각각 x-a평면, x-y평면에서 과 의 

변화에 따른 유선분포를 나타낸다. 노즐을 통해 분사된 제트

유동은 인접한 노즐에서 분사된 제트유동과 상호작용으로 와

류(vortex)를 형성하게 된다. 특히 이 그림들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 충돌점 상류 벽면에는 작지만 강한 와류(원형 점선 

참조)가 발생하는데 이것이 Fig. 9에 보이는 충돌점 부근의 

띠 모양 영역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Fig. 12에서는 이 

증가함에 따라 이 와류가 다소 커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Fig. 

15이 나타내는 x-y 평면은 두 번째와 네 번째 제트노즐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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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8.5°

(b)  = 9.0°(ref)

(c)  = 9.5°

Fig. 14 Streamlines on the x-a plane for different 

나는데, 가 증가함에 따라 충돌점 인근의 와류는 강화되나 

충돌점 하류의 와류는 약화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Fig. 16은 형상변수 변화에 따른 압력손실계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의 경우 압력손실계수는 감소하다가  = 

9.0°에서 최소값을 갖고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압력손실계수는 가 14.0°인 경우 최소값을 갖는다. 의 경

우 증가할수록 압력손실계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의 경우 압력손실계수의 변화는 의 누셀트수의 변화와 경

향성이 일치하지만 그 변화의 폭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Fig. 16에서 볼 수 있듯이 가 변화했을 때 기준형상보다 낮

은 압력손실계수를 갖는 형상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 17.1°일 때 최소의 압력손실계수를 나타낸다.

(a)  = 13.0°

(b)  = 14.0°(ref)

(c)  = 17.0°

Fig. 15 Streamlines on the x-y plane for different 

Fig. 16 Pressure loss coefficient for the geometric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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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핵융합로 디버터 다중충돌제트 냉각모듈의 

노즐들의 위치가 열전달과 압력강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

기 위해 삼차원 RANS 해석을 수행하였다. 매개변수 연구를 

위해 제트노즐 위치와 관련된  형상변수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및 네 번째 노즐의 중심선과 x축 사이의 각도(, 

, , )를 사용하였다. 계산결과 열전달 성능은 , 의 

경우 각도변화에 따라 최소치와 최대치가 존재하며,  = 

9.5°에서 최대 면적평균 누셀트수와 타일-씸블 경계면에서의 

최대온도가 각각 95.1 K 와 1306.3 K 로 얻어졌고, 이는 기준

형상 대비 각각 2.7% 와 0.3% 향상된 값이다. 가 증가할 

경우 온도가 높은 영역의 증가로 인해 누셀트수는 점진적으

로 감소하였으며, 과 의 경우에 비해 누셀트수의 변화폭

은 1/2 정도로 작은 것을 확인하였다. 의 경우 전체적인 변

화 폭이 0.5%로 가장 작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압력

손실계수는  = 17.1°인 경우 기준형상에 비해 1.8% 감소하

여 최소치를 가짐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추가 연구를 통해 디

버터 냉각시스템의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트노즐의 상대

적 위치를 체계적으로 최적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1] 2006, Norajitra, P., Gervash, A., Giniyatulin, R., Ihli, T., 

Krauss, W., Kruessmann, R., Kuznetsov, V., Makhankov, A., 

Mazul, I. and Ovchinnikov, I., "He-cooled Divertor for 

DEMO: Experimental Verification of the Conceptual 

Modular Design," Fusion Engineering and Design, Vol.81, 

pp.341-346.

[2] 2008, Norajitra, P., Abdel-Khalik, S.I., Giancarli, L.M., Ihli, 

T., Janeschitz, G., Malang, S., Mazul, I.V. and Sardain, P., 

"Divertor Conceptual Designs for a Fusion Power Plant," 

Fusion Engineering and Design, Vol.83, pp.893-902.

[3] 2011, Norajitra, P., "Divertor Development for a Future 

Fusion Power Plant," Karlsruhe Institute of Technology, 

Karlsruhe, Germany.

[4] 2009, Raffray, A.R., Malang, S. and Wang, X., "Optimizing 

the Overall Configuration of a He-cooled W-alloy Divertor 

for a Power Plant," Fusion Engineering and Design, Vol.84, 

pp.1553-1557 with permission from Elsevier.

[5] 2005, Ovchinnikov, I., Giniyatulin, R., Ihli, T., Janeschitz, 

G., Komarov, A., Kruessmann, R., Kuznetsov, V., 

Mikhailov, S., Norajitra, P. and Smirnov, V., "Experimental 

Study of DEMO Helium Cooled Divertor Target Mock-ups 

to Estimate their Thermal and Pumping Efficiencies," Fusion 

Engineering and Design, Vol.73, pp.181-186.

[6] 2005, Ihli, T., Kruessmann, R., Ovchinnikov, I., Norajitra, 

P., Kuznetsov, V. and Giniyatulin, R., "An Advanced 

He-cooled Divertor Concept: Design, Cooling Technology, 

and Thermohydraulic Analyses with CFD," Fusion 

Engineering and Design, Vol.75-79, pp.371-375.

[7] 2008, Weathers, J.B., Crosatti, L., Kruessmann, R., 

Sadowski, D.L. and Abdel-Khalik, S.I., "Development of 

Modular Helium-cooled Divertor for DEMO based on the 

Multi-jet Impingement (HEMJ) Concept: Experimental 

Validation of Thermal Performance," Fusion Engineering and 

Design, Vol.83, pp.1120-1125.

[8] 2009, Krussmann, R., Messemer, G., Zinn, K., Crosatti, L., 

Sadowiski, D.L. and Abdel-Khalik, S.I., "Experimental and 

Numerical Investigation of a Full-scale Helium-cooled 

Divertor Finger Mock-up," Fusion Engineering and Design, 

Vol.84, pp.1119-1124.

[9] 2007, Norajitra, P., Giniyatulin, R., Ihli, T., Janeschitz, G., 

Krauss, W., Kruessmann, R., Kuznetsov, V., Mazul, I., 

Widak, V., Ovchinnikov, I., Ruprecht, R. and Zeep, B., 

"He-cooled Divertor Development for DEMO," Fusion 

Engineering and Design, Vol.82, pp.2740-2744.

[10] 2010, Koncar, B., Norajitra, P. and Oblak, K., "Effect of 

Nozzle Sizes on Jet Impingement Heat Transfer in 

He-cooled Divertor," Applied Thermal Engineering, Vol.30, 

pp.697-705.

[11] 2011, Koncar, B., Simonovski, I. and Draksler, M., 

"Influence of Multiple Jet Cooling on the Heat Transfer and 

Thermal Stresses in DEMO Divertor Cooling Finger," 

Fusion Engineering and Design, Vol.86, pp.167-173.

[12] 2007, Norajitra, P., Giniyatulin, R., Ihli, T., Janeschitz, G., 

Krauss, W., Kruessmann, R., Kuznetsov, V., Mazul, I., 

Widak, V., Ovchinnikov, I., Ruprecht, R. and Zeep, B., 

"He-cooled Divertor Development for DEMO," Fusion 

Engineering and Design, Vol.82, pp.2740-2744.

[13] 2013, ANSYS Inc, "ANSYS CFX-Solver Theory Guide," 

ANSYS CFX-15.0.

[14] 1994, Menter, F.R., "Two-equation Eddy-viscosity Turbulence 

Models for Engineering Applications," AIAA Journal, Vol.32, 

pp.1598-1605.

[15] 1997, Bardina, J.E., Huang, P.G. and Coakley, T., 

"Turbulence Modeling Validation," 28th AIAA Fluid 



36 / J. Comput. Fluids Eng. H.Y. Jung ․ K.Y. Kim

Dynamics Conference, Snow Village, CO, USA, 

pp.1997-2121.

[16] 2008, Koncar, B., Draksler, M., Oblak, K., Norajitra, P. and 

Widak, V., "Numerical Investigation of Multiple-Jet Cooling 

Concept for Helium Cooled Divertor," International 

Conference Nuclear Energy for New Europe 2008, Slovenia.

[17] 2008, Kruessmann, A., Messemer, G. and Zinn, K., 

"Overviews of Thermohydraulic Simul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a Helium-cooled Divertor," Karlsruhe 

Institute of Technology, Internal Report.

[18] 2016, Jung, H.Y. and Kim, K.Y., "Thermal-hydraulic 

Performance of a Multiple Jet Cooling Module with a 

Concave Dimple Array in a Helium-cooled Divertor," Fusion 

Engineering and Design, Submitted.

[19] 2006, Geryash, A., Giniyutulin, R. and Kokoulin, A., 

"Manufacturing and Testing the He-cooled Target Module 

Mock-ups for DEMO Fusion Reactor Divertor," EFREMOV 

Institute, Technical Repo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