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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전산유체역학(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해석코드를 사용하여 마스트집합체의 열수
력적 안전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자연대류 벤치마크 문제를 선정하여 CFD 코드의 물리모델을 
선정 및 해석 능력을 검증하고 이를 이용하여 마스트집합체에 대한 자연대류 열전달 해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Betts et al.의 사각 수직공동에서 난류 자연대류 실험결과를 대상으로 CFD 해석을 수행하여 자연대류 조건에 
적용하기 위한 난류 모델로 표준 k-ω 모델을 선정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난류모델을 CFD코드에 적용하여 Bates 
et al.에 의해 수행된 PNL(Pacific Northwest Laboratory)의 2x6 번들 실험과 이에 대한 Kwon et al.의 MATRA, 
Fluent 코드의 해석과 비교 계산을 수행하여 CFD코드의 부수로조건 자연대류 열전달 해석 능력을 검증하였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k-ω 난류 모델을 사용하여 마스트집합체 및 핵연료 집합체에 대한 자연대류 해석을 수행하였
다. 해석 결과 수조 내부 및 부수로 내에서 안정적인 자연대류 유동이 발생함을 확인하였으며, 본 유동 조건에서 
핵비등이탈비를 계산함으로써 열수력적 안전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주요어 : 마스트집합체, 핵연료 집합체, 전산유체역학, 자연대류, 핵비등이탈비율

Abstract - In this study, we conducted study on the confirmation of thermal-hydraulic safety for Mast 
assembly with Computational Fluid Dynamics(CFD) analysis. Before performing the natural convection 
analysis for the Mast assembly by using CFD code, we validated the CFD code against two benchmark 
natural convection data for the evaluation of turbulence models and confirmation of its applicability to 
the natural convection flow. From the first benchmark test which was performed by Betts et al. in the 
simple rectangular channel, we selected standard k-omega turbulence model for natural convection. And 
then, calculation performance of CFD code was also investigated in the sub-channel of rod bundle by 
comparing with PNL(Pacific Northwest Laboratory) experimental data and prediction results by MATRA 
and Fluent 12.0 which were performed by Kwon et al.. Finally, we performed main natural convection 
analysis for fuel assembly inside the Mast assembly by using validated turbulence model. From the 
calculation, we observed stable natural circulation flow between the mast assembly and pool side and 
evaluated the thermal-hydraulic safety by calculating the departure from nucleate boiling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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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 가동 중인 원자력 발전소는 통상 18개월 주기

로 전체 노심의 1/3에 해당하는 핵연료를 연소도에 따

라 교체한다. 핵연료 교체는 원자로를 저온 정지 시킨 

후 핵연료 취급계통(fuel handling system)으로 원자로 

노심 내에 설치된 핵연료 번들을 제거하고 새로운 핵연

료를 설치함으로써 완료된다. 핵연료 취급계통은 Fig. 
1에서와 같이 마스트집합체(Mast assembly)와 원자로 

격납용기 내에 설치된 연료 재장전기(refueling machine), 
연료 이송장치(fuel transfer system), 연료 이송승강기

(fuel elevator), 대형수조, 그리고 별도의 독립된 핵연료 
저장건물(fuel storage building)에 설치된 신연료 승강

기(new fuel elevator) 및 사용 후 핵연료 취급기(spent 
fuel handling machine)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에서 마

스트집합체는 Fig. 2와 같이 호이스트 박스(hoist box)
와 마스트(Mast)로 구성되어있으며, 핵연료 재장전 과

정 중 사용후 핵연료를 보관하고 이송하는데 사용되는 

핵연료 교체 계통의 핵심 장비이다. 핵연료 취급계통은 

현재 미국 기업에 의해 독점적으로 공급되고 있기 때

문에, 국내 기업에서는 핵연료 취급계통의 국산화를 추

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마스트집합체의 열수력적 

안전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핵연료 집합체가 보

관되는 마스트 집합체는 핵연료 교체 시에 냉각수로 가

득 찬 수조 내에서 수직으로 세워져 냉각수에 잠긴 상태

로 이동되며, 이 때 핵연료에서 발성된 잔열(decay heat)
은 자연대류 열전달에 의해 수조 내의 냉각수로 전달

된다. 그러나 이때 마스트집합체 내 사용후 핵연료의 

잔열 제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마스트집합

체 내부의 핵연료집합체가 손상되는 핵연료용융 사고

가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가상적인 사고 조건에서 봉

다발 핵연료가 장착된 마스트집합체의 열수력적 건전

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용후 핵연료와 관

련된 안전요건으로 국내 원자력 발전소 인허가 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
fety, KINS)의 사용후 핵연료 저장 건물에 대한 규제

요건[2]을 들 수 있다. 본 규제요건에서는 1) 사용 후 

핵연료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물속에 잠겨 냉각되어야 

하며, 2) 저장조의 입출구, 배관설비의 고장 시에도 핵

연료 최상부는 3 m이상의 수위를 유지해야 하며, 3) 
수조 내 냉각수 온도는 60℃이하를 유지할 것을 요구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마스트집합체가 사용후 핵연료 이송

과정 중 기기결함 또는 정전으로 인해 수조에서 수직

으로 냉각수에 잠긴 채 정지 되는 가상적인 고착사고 

상태를 가정하여 핵연료 안전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상용 전산유체역학(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코드인 STAR -CCM+ Ver. 9. 02.으로 상

세 열전달 해석을 수행하여 마스트집합체 및 사용후 

핵연료가 잠긴 수조 내부에서 1) 핵연료 냉각을 위한 

Fig. 1. 3-D schematic diagram of fuel handling system [1]

Key words : Mast assembly, Fuel assembly,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Natural convection, Departure 
from Nucleate Boiling Ratio(DN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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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자연대류 발생유무를 확인하고 2) 자연대류 

유동조건에서 핵비등이탈비율(DNBR-Departure from 
Nucleate Boiling Ratio)[3]을 계산하여 핵연료의 열수

력적 안전성을 정량화하고자 하였다. 

2. 자연대류 벤치마크 문제해석

상용 CFD 코드에서는 난류 모델로 RANS(Reynolds-
averaged Navier-Stokes)에 기반한 방정식인 DES(De-
tached Eddy Simulation), k-ε, k-ω, RSM(Reynolds 
Stress Model)등이 사용된다. 이러한 난류 모델들은 해

석하려는 대상에 따라 적합한 난류 모델이 선정되지 

않는 경우, 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결과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마스트 집합체 및 핵연료 

집합체의 자연대류 해석을 수행하기에 앞서 2 가지의 

자연대류 유동에 관한 벤치마크 문제를 선정하여 마스

트집합체 자연대류 해석에 적합한 난류 모델을 선정하

고, 검증하고자 한다. 

2-1. Betts et al.[4]
먼저 자연대류 현상을 모의하기에 적합한 난류모델

을 선정하기 위해 단순 사각 수직공동에서의 자연대류 

현상에 관한 Betts et al.(2000)의 실험 연구를 첫 번째 

벤치마크 해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1-1. 실험장치

Betts et al.은 Fig. 3에서와 같이 닫혀있는 사각 수

직공동 유로에서 마주보고 있는 두 벽면에 각각 가열

이 이루어지는 고온부(hot wall)와 냉각이 이루어지는 

저온부(cold wall)를 설치하고, 이때 수직 공동 내부에

서 발생되는 공기의 자연대류 유동현상에 관한 실험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림에서 H, W, D의 값은 각각 

2.18 m, 0.076 m 그리고 0.52 m이다. 고온부와 저온부

는 각각 Fig. 3의 우측과 좌측에 위치해 있으며, 그 외 

벽면은 단열처리 되었다. 고온부와 저온부에서의 벽면 

온도는 워터 재킷(water jacket)을 통해 제어되었다. 
실험에서 측정한 주요변수는 유로 내 온도와 속도 분

포이며 이 값들은 Fig. 3의 좌표계를 기준으로 주어진 

높이에 해당하는 y좌표에서 x-방향으로 이송하며 측정

되었다. 또한 측정영역의 대칭적인 구조를 고려하여 z-
방향에 대해서는 유로 중앙에서만 실험변수가 측정되었

다. 온도는 열전대를 통해 측정되었으며, 속도는 LDA
(Laser Doppler Anemometry)를 통해 계측되었다. 

2-1-2. 실험조건

본 실험은 작동 유체로 공기를 사용하였으며, Table 
1에서와 같이 2가지의 레일리 수(Rayleigh number, 
Ra)의 조건에 대해 실험이 수행되었다. 일반적으로 수

직 직사각형 공동에 있어서 층류에서 난류로 천이되는 

임계 레일리 수 값은 ≈ ×이며, 이 보다 큰 

값을 가지는 경우를 난류 자연대류로 정의한다. 따라서 

Fig. 3. Schematic diagram of the enclosed tall cavity 

Insertion Insertion

Fuel assembly Hoist box Mast

Mast assembly

Fig. 2. Composition of Mast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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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의 두 가지 실험 항목은 모두 완전 발달된 난류 

자연대류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낮은 레일

리 수 조건에 대한 CFD 해석을 수행하였다.

2-1-3. 수치 계산

사각 수직공동 내부의 자연대류 예측을 위해서 비압

축성 유체의 정상상태 RANS(Rey- nolds averaged Na-
vier Stokes)방정식을 사용하였다. 해석에서 유체의 부

력효과(buoyancy effect)는 에너지 방정식과 부시네스크 
근사(Boussinesq approximation)를 적용하여 모의하였

다. 해석에 사용된 격자는 격자 민감도 분석을 통해 결정

하였으며, 생성된 격자의 총 수는 약 170만 개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용 CFD 코드인 STAR-CCM+에서 이용 

가능한 난류 모델의 예측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표준 k-
ε Low-Re[5,6], realizable k-ε Two-Layer[6,7], 그리

고 표준 k-ω 모델[8]을 사용하여 민감도 해석을 수행하

였다. realizable k-ε 모델을 사용하여 난류를 모의하는 

경우는 벽함수(wall function)로 모든 y+수 처리기법(all 
y+ treatment)을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난류 모델들에서

는 낮은 y+수 처리기법(low y+ treatment)을 사용하였다. 
Fig. 4는 k-ω 난류 모델을 사용하여 얻은 z-방향 중

심에서의 온도 및 속도 분포이다. 난류모델에 따른 민

감도 해석에서 모든 계산 결과는 난류 모델에 무관하

게 실험결과와 동일한 경향성을 보인다. 즉, 유체의 유

동은 유체가 고온 벽면을 따라 상승하고 저온벽면을 

따라 하강하는 재순환(recirculation) 유동을 나타내었

다. 이러한 현상은 수직면이 가열되거나 냉각되는 수직 

직사각형 공동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자연대류 유

동 현상으로 CFD 해석코드가 거시적인 유동 특성을 

잘 예측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Fig. 5는 3가지 난류 모델을 통해 계산된 예측 값과 

실험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를 나타낸다. y/H = 0.05, 

Lower Ra Higher Ra

Cold wall temperature(℃) 15.1 15.6

Hot wall temperature(℃) 34.7 54.7

Rayleigh number(-) 0.86 × 106 1.43 × 106

Table 1. Test conditions

Fig. 4. Temperature and Velocity distributions at the center of x-y 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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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0.95인 위치에서 각각의 해석 결과와 실험 데이터

를 비교하였다. 3가지 난류 모델은 x-방향으로 온도와 

속도 분포의 경향성을 유사하게 예측하였다. 그러나 k-
ε 계열의 2가지 난류 모델은 벽면 부근에서의 온도, 속
도의 급격한 변화를 예측하는데 있어 큰 오차를 나타

내었다. 특히 y/H=0.5에서 속도 분포를 예측하는데 있

어 높은 오차를 나타내었다. 반면, 표준 k-ω 모델의 해

석결과는 실험데이터를 전반적으로 낮게 예측하지만 

벽면 부근에서의 급격한 온도 및 속도의 변화를 잘 예

측하고 있으며, y/H=0.5에서도 실험 데이터를 잘 예측

하였다. 이를 통해 표준 k-ω 난류 모델이 자연대류 현

상을 모의하는데 적합한 난류 모델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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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mparison of velocity(a) and temperature(b) along the x-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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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Kwon et al.[9]
첫 번째 벤치마크 해석을 통해 자연대류 유동현상을 

모의하기에 가장 적합한 난류 모델로 표준 k-ω 모델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첫 번째 벤치마크 문제는 단순 사

각유로 형상에서 수행된 자연대류 실험으로, 본 연구의 

해석대상인 봉다발 해석을 위해서는 봉다발 효과에 대

한 CFD 코드 모델의 예측능력 평가가 필요하다. 따라

서 선정된 난류 모델의 부수로(sub-channel) 유동 예측 

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부수로 실험에 

대한 벤치마크 해석을 수행하였다.
Kwon et al.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한 부수

로 해석코드인 MATRA 코드의 저유속 조건 해석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상용 CFD 코드인 Fluent 12.0(ANSYS, 
2011)을 사용하여 PNL(Pacific Northwest Laboratory)
의 Bates et al.[10]에 의해 수행된 2x6 번들 유동실험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Bates et al.의 

Fig. 7. Test section [9]

Fig. 6. Schematic diagram of test facility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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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중 Kwon et al.과 동일한 2가지 실험에 대해 CFD 
해석을 수행하여, 실험결과 및 타 CFD 해석코드의 예

측결과와 비교하고자 하였다.

2-2-1. 실험 장치

PNL 2x6 번들 실험은 액체금속 고속증식로(liquid 
metal fast breeder reactor)에서 소듐(sodium) 펌프의 코

스트 다운(coast down) 및 정지 사고를 모의한 것으로, 
부수로 코드(COBRA-WC)의 저유속 조건 예측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된 실험이다. Fig. 6 은 실험장치의 개

략도이며, Fig. 7은 시험부(test section)를 나타낸다. 시
험부의 크기는 가로 90.805 mm, 세로 32.385 mm 그리

고 높이 1524 mm이다. 그리고 시험부 내 가열봉의 직경

은 12.065 mm, 봉사이의 간격(pitch)은 14.605 mm 그리

고 유효 열전달 길이는 1219.2 mm 이다. 그림에서와 같

이 시험부에는 유동가시화 및 국소 유속을 측정하기 위한 

9개의 가시창이 설치되었으며, 번들 단면(bundle cross 
section) 그림에서 1 ∼ 7번 가열봉이 위치한 부수로에 

열전대를 설치하여 유체 온도를 측정하였다.

2-2-2. 실험 조건

PNL의 실험은 총 38가지의 실험 항목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 중 Table 2에서와 같이 1)
가열이 이루어지지 않는 단열 유동실험(Num. 1)과 2) 
가열이 이루어지는 비대칭 열전달 실험(Num. 2)에 대해 

과도상태 해석을 수행하였다. 실험에서 유량은 Fig. 8과 

같이 시간에 따라 선형적으로 변화하며, 표에서 와 
는 각각 과도상태 초기와 마지막의 질량 유량이다. 비대

칭 열전달 실험에서는 총 12개의 모의 가열봉 중 1 ∼ 6 
번에 해당하는 6개의 모의 가열봉에서만 발열이 이루

어 졌다. 

2-2-3. 수치 계산

본 실험은 과도상태(transient) 실험이기 때문에 수

치 계산에서도 동일하게 Implicit unsteady RANS 방
정식으로 계산하였다. 계산에서 과도 해석의 시간 간격

(time step)은 0.1 초로 설정하였으며, 각 시간 간격에 

대한 기준 잔차(residual)는 모든 방정식에 대해 10-4 
이하를 만족하도록 설정하였다. 계산에 사용된 격자수

는 약 200만개 이다. 해석결과를 Kwon et al.의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모든 변수는 CFD 계산 종료 후 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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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Mass flow coast-down 

Num.


(kg/s)


(kg/s)
Time
(sec)


(kW/rod)


(kW/rod)

Re
(Initial
/Final)

Gr*x104
(Initial
/Final)

∆T
(Initial
/Final)

1 0.193 0.0679 150 0 0.0 1200/420 0.0/0.0 0.0/0.0

2 0.193 0.0679 150 0.91 0.0 1290/520 1.65/7.04 12.1/34.5

Table 2. Test conditions for transient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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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평균값으로 계산되었다. 
Fig. 9 는 단열 유동실험의 속도와 계산값을 비교한 

그림이다. 여기에서 무차원 속도값()은 Bates et al.
의 연구에서와 동일하게 식 (1)과 같이 계산하였다.



 (1)

그림에서와 같이 Kwon et al.에 수행된 MATRA와 

Fluent 수치 계산결과는 전체적으로 실험결과를 낮게 

예측하고 있으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차이는 더

욱 커진다. Kwon et al.은 150초가 지난 후에는 오차가 

약 10%로 초기에 비해 오차가 약 2배 증가하는 것을 

보고하였다. 반면, STAR-CCM+의 표준 k-omega 모
델의 수치계산 결과는 Fig. 9 (b)의 초기 100초 이내에

는 타 해석 코드의 결과와 유사하게 실험결과보다 낮

게 예측하는 경향성을 보이나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예측 오차가 감소하였다. 또한, 이를 제외한 높이에서

는 다른 해석코드에 비해 낮은 오차를 보이며 실험결

과를 비교적 잘 예측하였다.

비대칭 열전달 실험(Num. 2)에 대한 속도와 온도 해

석 결과는 각각 Fig. 10, 11에 나타내었다. 본 실험은 

단열 유동실험과 달리 열원이 있어 냉각재 온도가 함

께 비교되었으며, 이 때 온도는 실험데이터와의 비교를 

위해 다음의 식과 같이 무차원화 되었다.

   

 (2)

먼저 각 부수로에서의 속도 분포는 Fig. 10에서와 

같이 시간에 따라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

고 있으며 CFD 해석은 이러한 경향성을 잘 예측하고 

있다. Fig. 10(d)에서 발견되는 음의 속도는 주 유동방

향에 반대되는 속도를 의미하며, 이는 시험부에서 재순

환 유동이 발생됨을 의미한다. 비교 결과에서 볼 수 있

듯이 해석결과는 실험과 유사하게 재순환 유동을 잘 

예측하였다. 온도는 Fig. 11에서와 같이 온도가 계측된 

모든 높이에서 실험값을 비교적 높게 예측하고 있으나, 
시간에 따라 온도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성을 합

리적으로 예측하고 있다. 온도 해석결과에서는 실험 후

(a) (b)

(c) (d)

Fig. 9. Velocity histories of num. 1 during 150-sec flow coast down 

(a) 152.4 mm, (b) 457.2 mm, (c) 762.0 mm, (d) 1066.8 mm



수치해석을 이용한 마스트집합체 내 핵연료 집합체의 열수력적 안전성 연구

Journal of Energy Engineering, Vol. 24, No. 1 (2015)

157

(a) (b)

(d)(c)

Fig. 10. Velocity histories of num. 2 during 150-sec flow coast down 

(a) 152.4 mm, (b) 457.2 mm, (c) 914.4 mm, (d) 1219.2 mm

(a) (b)

(d)(c)

Fig. 11. Temperature histories of num. 2 during 150-sec flow coast down 

(a) 152.4 mm, (b) 457.2 mm, (c) 914.4 mm, (d) 1219.2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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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 재순환의 결과로 고온의 유체와 저온의 유체가 

혼합되어 2번 부수로에서 온도가 증가하는 현상을 예

측하였다. 
따라서 본 해석코드의 표준 k-ω 난류 모델이 번들 

형상 내부에서 발생하는 자연대류 예측에 적합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3. 마스트집합체 자연대류 유동해석

3-1. 기하학적 형상 모델링
해석대상은 Fig. 2에서와 같이 내부에 APR1400 원

자로에 설치되는 16x16 배열의 핵연료 집합체가 설치

된 마스트집합체이다. 이중 핵연료 집합체는 지지격자

(spacer grid) 및 기타지지 구조물 등 다수의 부품으로 

구성 되어있어 복잡한 형상을 갖는다. 그러나 CFD 해
석 코드로 이를 상세히 모의하는 경우 다수의 정밀 격

자가 필요하다. 또한 정밀 격자는 3차원 유동 수치 계

산의 안정성을 저하시키며, 격자 수의 증가는 계산 시

간의 과도한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Fig. 12와 같이 핵연료 집합체가 단순 핵연료 봉

으로 구성된 것으로 모델링하였다. 계산에 사용된 연료

봉 하나의 직경은 9.5 mm, 유효 열전달 길이는 3810 
mm이며, 연료봉 간의 간격은 12.85 mm이다. 마스트

집합체 역시 다수의 정밀한 부품들로 구성되어 기하학

적 형상이 복잡하다. 따라서 마스트집합체도 핵연료 집

합체 모델링과 같이 단순형상으로 모델링하였다. 이렇

게 실제보다 단순화된 형상으로 자연대류 유동을 모의

할 경우 유동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제거된 정밀 부

품들로 인해 실제보다 높은 자연대류 속도를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열적여유도 지표인 임

계열유속(CHF- Critical Heat Flux) 예측에 사용되는 

유속으로 CFD 해석에서 계산 단계 중 얻어진 최소 속

도값을 사용함으로써 그 영향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다. 
핵연료 집합체의 하부는 마스트집합체의 최하단부와 

동일한 높이에 위치하도록 설계되었다. 조립된 핵연료 

및 마스트집합체에 대해서는 인허가 기관의 규제요건

에 따라서 핵연료 상부로부터 3 m 이내에 위치한 마스

트집합체 만을 모델링하고 이보다 상부에 위치한 형상

은 제거하였다. 따라서 해석에 사용된 핵연료가 포함된 

마스트집합체의 길이는 총 6810 mm이다. Fig. 13은 

형상의 단순화를 통해 모델링된 마스트집합체를 나타

내고 있다. 
해석 대상인 마스트 트집합체의 형상이 단순화 되었

Fig. 13. Simplified model for Mast assembly 

12.85 mm

9.5 mm

Fig. 12. Simplified 16x16 fue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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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여전히 실제 격납용기 내에 위치하는 수조 전체

를 CFD 코드로 모의하는 경우 과도한 계산 자원을 요

구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조의 일부만을 모델링 하고 

적절한 경계조건을 부여함으로써 계산 량의 증가를 최

소화 하고자 하였다. 
Fig. 14는 핵연료 번들이 설치된 마스트집합체가 잠

긴 수조 내부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연대류 

유동 현상을 도시한 그림이다. 그림에 도시된 바와 같

이 수조 내 자연대류 현상 해석을 위해서 마스트집합

체 주변에 위치한 외부 수조 및 마스트집합체로 유입

되는 냉각수 유동 모의를 위하여 마스트집합체 주변의 

수조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해석영역이 고려되어야 함

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마스트집합체 주변에 위

치한 수조 내 유동 모의를 위해 Fig. 15와 같이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500 mm, 1500 mm, 7210 mm인 

사각 수조를 모델링하였다. 

3-2. 수치 계산
3-2-1. 수치 계산 조건

본 해석을 위한 물리 모델은 벤치마크 문제 해석에

서 도출하였던 모델을 적용하였다. 즉, 자연대류 현상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난류 모델은 벤치마크 해석에서 

최고의 계산능력을 보여준 표준 k-ω 모델을 적용하였

다. 본 자연대류 유동 해석에서 경계조건은 열원과 열

침원에 부여되었다. 즉, 열원은 핵연료 집합체이며 주

어진 열속은 원자로 정지 후 150시간 경과한 시점에서

의 열속이 경계조건으로 인가되었으며, 이는 정상 운전 

시의 약 0.316%[11]에 해당하는 1796.7 W/m2이다. 열
침원은 수면으로 모의하였으며, 규제 요건에 따라 60oC 
온도가 경계조건으로 부여되었다. 사각 수조에서 수면

을 제외한 나머지 평면은 대칭 평면(symmetry plane) 
경계 조건과 미끌림(slip) 조건을 부여하여 주위에 가

상적인 유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모의하였다. 열원과 열

침원에 대한 경계 조건은 Table 3에 정리되었다. 
Fig. 16은 번들이 포함된 해석 영역 단면에서의 격

자를 나타낸다. 계산에 사용된 벽면 격자는 벤치마크문

제 해석에 적용된 격자 조건을 부여하여 생산되었으며, 

Component Remarks

Heat source 16 x 16 fuel rods 1796.65 W/m2

Heat sink Water surface 60 ℃

Table 3. Boundary conditions for the natural convection analysis 

Fig. 14. Natural convection flow in the pool with 
submerged Mast assembly and spent fuels

Fig. 15. Computational domain for 
CFD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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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에 사용된 격자는 총 1,500만 개이다. 

3-2-2. 수치 계산 결과

마스트집합체 및 수조에서 계산된 X-Z와 Y-Z 평면 

중심에서의 온도, 속도 분포는 각각 Fig. 17(a), (b)에 

나타내었다. 해석결과 수조 상부에 위치한 냉각수에는 

고온이 하부에는 저온이 형성되는 열적 성층화(thermal 
stratification) 현상이 나타났으며, 특히 열원이 위치한 

마스트집합체 내부에서는 핵연료 집합체로부터의 열전

달로 인해 수조 내 냉각수 온도보다 높은 온도 분포를 

보여주었다. 이때, 최고 온도는 약 72℃로 포화온도 보

다 낮은 온도가 형성되어 비등이 발생되지 않음을 확

인 할 수 있다. 이러한 온도 분포로 인해 Fig. 17(b)와 

같이 마스트집합체 내부에서 가장 빠른 냉각재 유속이 

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마스트집합체 내 상부

에서는 고온의 냉각수가 횡(X-Y 평면) 방향으로 흘러

가고, 수조 최상부에서는 하향하는 유동이 발생되는 순

환유동이 발생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보다 명확하

게 고찰하기 위해 Fig. 18에 냉각수의 속도 벡터를 나

타내었다. 그림에서와 같이 마스트집합체 내부에서는 

상향유동이, 외부에서는 하향 유동이 지배적으로 발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Fig. 18의 원형으로 표시

된 마스트집합체 내부에서도 국소적인 자연대류 재순

환 유동이 발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계산 

결과는 핵연료 집합체로부터 제거된 열에너지에 의해 

사용후 핵연료가 위치한 마스트집합체 내부 및 외부 

수조 내에서 안정적인 자연대류 순환 유동이 발생되는 

것을 보여준다. 이때, 핵연료 집합체 내 핵연료 봉의 열

Fig. 16. Typical mesh structure on the arbitrary X-Y plane 

(a) Temperature
X-Z Y-Z

Temperature (℃)
72.143

60.000

69.715

67.286

64.857

62.429

(b) Velocity
X-Z Y-Z

Velocity (m/s)
0.189

0.000

0.152

0.114

0.076

0.038

Fig. 17. Temperature and velocity distributions on the X-Z and Y-Z pla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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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여유도를 정량화하기 위해서는 자연대류에 의해 형

성되는 냉각수 질량 유속 조건에서 CHF를 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CFD 계산에서는 이러한 CHF 계산

에 요구되는 핵연료집합체 내 평균 유속이 얻어졌다. 
계산 결과 마스트집합체 최하단부에 위치한 핵연료 집

합체 입구에서 형성되는 냉각수의 최소 속도는 5.1 
mm/s로 계산되었다.

또한, 핵연료집합체에서 발생되는 잔열이 자연대류 

입구유속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계산에 사용

된 기준 열속을 중심으로 열속을 변화시키며 추가적인 

해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열속에 따른 속도의 민감도 

계산에 사용된 열속은 기준 열속 외 500, 1000, 3000, 
그리고 4000 W/m2이다. Fig. 19는 핵연료에서 발생되

는 열속에 따라 자연대류에 의해 핵연료 집합체 입구

에서 발생되는 최소값 변화를 나타낸다. 그림에서와 같

이 자연대류에 의한 입구 유속은 열속의 증가에 따라 

3.8 ∼ 6.4 mm/s의 범위에서 거의 선형적으로 증가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3. 열적 여유도 정량화

원자력 발전소는 핵연료 집합체의 건전성을 유지하

기 위한 설계 제한 요건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 핵비

등이탈률(DNBR)을 지표로 사용한다[12].

″ 
″  (3)

상기 식에서 ″는 주어진 유동조건을 경계조건

로 하여 얻은 CHF를 ″  는 현재 핵연료 봉에서 

발생되는 열속을 나타낸다.
CHF 예측하기 위한 많은 상관식들이 존재한다. 그

러나 대부분의 상관식들이 원자로 정상운전 조건인 고

유속 범위( ≥  ×   kg/m2·s)에 적용하기 위해 

개발되어, 본 해석결과에서 얻어진 낮은 질량 유량

(    kg/m2·s)에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실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

로 CHF를 계산하는 Look-up table (LUT)[13] 방법론

을 사용하여 CHF를 계산하였다. LUT는 현존하는 실

험결과를 종합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자연대류 유

동조건을 포함한 다양한 유동 조건에서 얻어진 실험데

이터로 구성되었다. 이때, LUT 방법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압력, 질량 유속, 건도 및 형상정보를 입력하여 국

소적인 CHF 값을 예측하게 된다. 

″      (4)

여기에서, 
   
     
 ≦  ≦  
    

본 계산에 사용된 핵연료 집합체를 구성하는 부수로 

하나의 수력학적 직경(hydraulic diameter)은 12.6 mm
이다. 이때, 기준 열속 조건에서 CFD 계산에서 얻어진 

부수로 내 평균 압력은 0.15 MPa, 평균 건도는 -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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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Inlet velocity according to heat flux on 
the spent fuel r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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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Velocity vector at X-Z and Y-Z pla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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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질량 유속은 4.98 kg/m2·s를 적용하여 CHF를 

계산하였다. 이러한 조건을 LUT 방법론에 적용하여 

얻은 CHF 값은 2579.3 kW/m2이다. 이 값을 식 (3)에 

대입하면 DNBR은 1432.9로 계산된다. 이렇게 얻어진 

DNBR은 일반적인 원자력 발전소의 정상운전 시 인허

가 요건인 1.3에 비해 매우 높은 값으로 마스트집합체 

이송장치의 가상적 고착 사고 시 마스트집합체 내부 

위치한 사용후 핵연료집합체가 안정적인 자연대류 열

전달에 의해 손상 없이 안전하게 유지되는 것을 보여 

준다. 

4. 결 론

핵연료 취급계통의 핵심장비인 마스트집합체 이송

장치의 가상적인 고착 사고 조건에서 사용후 핵연료 

집합체의 열수학력학적 안전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수치해석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3차원 

CFD 해석을 이용하여 핵연료가 설치된 마스트집합체 

및 수조에 대한 자연대류 해석을 수행하였다. 마스트집

합체 CFD 계산에 앞서 해석에 사용될 물리모델의 선

정 및 계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2가지 자연대류 

열전달 벤치마크 문제를 선정하여 평가 계산을 수행하

였다. 첫 번째 벤치마크 문제에서는 단순 사각유로에서 

수행된 Betts et al.의 실험을 대상으로 3가지 난류 모

델인 realizable k-ε Two-Layer, 표준 k-ε Low-Re, 그
리고 표준 k-ω 모델에 대해 예측능력을 평가 하였다. 해
석결과 표준 k-ω 모델이 자연대류 유동을 가장 잘 모

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벤치마크 문제에서

는 Bates et al.의 봉다발 단상 자연대류 유동실험과 이

에 대한 Kwon et al.에 MATRA, Fluent 코드의 해석

결과를 활용하여 표준 k-ω 모델의 부수로 적용성을 검

증하였다. 검증결과 표준 k-ω 모델이 기존 MATRA, 
Fluent 코드 보다 부수로 내 자연대류 유동을 잘 예측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기 벤치마크 문제 해석을 통

해 결정한 난류 모델을 적용하여 마스트집합체 내에 

핵연료 집합체의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결과 수조 내

부에서 열적 성층화가 발생되고, 냉각재의 최대 온도는 

핵연료집합체가 위치한 마스트내부에서 형성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온도분포로 인해 마스트집합체 내부

에서는 상향유동, 외부에서 하향유동이 발생되어 안정

적인 자연대류가 발생됨을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CFD에서 얻어진 유속조건에서 사용후 핵연료의 CHF
를 계산하고 이를 이용 DNBR을 계산하였다. 본 계산

에서 얻어진 DNBR은 1432.9로, 마스트집합체 내 사

용후 핵연료가 열수력적으로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

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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