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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원자로 내부는 연료집합체, 제어봉집합체, 노내

계측기, 내부 구조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복잡

Key Words: Computational Fluid Dynamics(전산유체역학), Flow Similarity(유동 상사성), Porous Model(다공성 

모델), Reactor Internal Flow(원자로 내부유동), Turbulent Flow(난류 유동) 

초록: 전산유체역학 소프트웨어의 일부 개발자 및 사용자는 최신 전산유체역학 소프트웨어가 최소한 단

상 원자로 안전문제는 타당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계산 결과에는 여전히 제한성 및 불

확실도가 존재한다. 현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는 규제관점에서 원자로 안전문제에 대한 상용 전산

유체역학 소프트웨어의 성능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축소 APR+ 원자로 내부유동 해석시 

다공성 모델을 적용한 상용 전산유체역학 소프트웨어의 예측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ANSYS CFX R.14 

및 FLUENT R.14에 탑재된 수치모델을 이용하여 계산을 수행하였다. 결론적으로 전산유체역학 소프트웨

어에 따라 축소 APR+ 원자로 내부유동 분포는 국부적으로 차이가 발생하였다. 비록 제한된 수의 측정

치로 인해 상용 전산유체역학 소프트웨어간 예측성능을 평가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으나 CFX R.14 가 

FLUENT R.14에 비해 상대적으로 타당한 예측결과를 제시하였다. 한편 적용된 차분법의 차이로 인해 동

일한 격자에 대해 FLUENT R.14가 CFX R.14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계산 메모리를 필요로 하였다. 따

라서 대용량 병렬 계산시 가용한 계산 자원에 적합한 전산유체역학 소프트웨어가 선정되어야 한다. 

Abstract: Even if some CFD software developers and its users think that a state-of-the-art CFD software can be used to 

reasonably solve at least single-phase nuclear reactor safety problems, there remain limitations and uncertainties in the 

calculation result. From a regulatory perspective, the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KINS) is presently conducting 

the performance assessment of commercial CFD software for nuclear reactor safety problems. In this study, to examine 

the prediction performance of commercial CFD software with the porous model in the analysis of the scale-down APR 

(Advanced Power Reactor Plus) internal flow, a simulation was conducted with the on-board numerical models in 

ANSYS CFX R.14 and FLUENT R.14. It was concluded that depending on the CFD software, the internal flow 

distribution of the scale-down APR was locally somewhat different. Although there was a limitation in estimating the 

prediction performance of the commercial CFD software owing to the limited amount of measured data, CFX R.14 

showed more reasonable prediction results in comparison with FLUENT R.14. Meanwhile, owing to the difference in 

discretization methodology, FLUENT R.14 required more computational memory than CFX R.14 for the same grid 

system. Therefore, the CFD software suitable to the available computational resource should be selected for massively 

parallel computations. 

§ 이 논문은 대한기계학회 유체공학부문 2013년도 춘계학술

대회 (2013. 5. 9.-10., 제주대) 발표논문임. 

† Corresponding Author, ghlee@kins.re.kr 

Ⓒ 2013 The Kore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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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열수력학적 특성이 존재한다. 원자로 설계 변

경은 원자로 내부의 열수력학적 특성 변화에 영향

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인허가 신청자는 설계 변경

된 원자로에 대한 유동분포 시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예: 노심입구 유량 분포)를 노심 열적여유도 

분석 프로그램의 입력자료로 활용한다. 

APR+ 원자로는 기존의 APR1400 형 원자로 대

비 장전 연료집합체 다발수 증가(241 다발→257 다

발)를 비롯하여 주요 설계치수 및 일부 원자로 내

부 구조물의 설계가 변경되었으므로 실제 APR+ 

원자로 대비 1/5 로 축소된 시험장치에서 원자로 

내부유동 분포를 측정하였다.(1) 이와 유사하게 Lee 

등(2)은 ABB-CE 사의 System 80 과 영광 3,4 호기의 

상대적인 원자로 크기 차이가 원자로 내부유동 특

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영광 3,4 호기 

원자로 대비 1/5 축소된 원자로 모형에 대한 유동

분포 시험을 수행하였다.  

비록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

해 전산유체역학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원자로 내부유동을 정확하게 예측하는데 

있어 컴퓨터 성능은 여전히 주요한 제한 사항 중

의 하나이다. 제한된 컴퓨터 성능으로 인해 단순

화된 기하 형상 및 난류모델이 사용되어야 하고 

공간 및 시간 정확도가 낮아져 계산 오차가 발생

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Rhode 등(3)은 상용 전

산유체역학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1/5 로 축소된 

Rossendorf 냉각재 혼합 모형, Vattenfall 시험설비, 

VVER-1000 형 원자로의 금속 모형(mock-up)에 대

해 계산을 수행하였고 전산유체역학 우수사례지침
(4)에 근거한 권고사항들을 제시하였다. 한편 현재 

국내의 경우 원자력 규제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상용 전산유체역학 소프트웨어는 없다. 또한 

전산유체역학 소프트웨어의 종합적인 평가를 위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표준설계인가 심사가 진행

중인 APR+에 대한 원자로 내부유동 분포 계산에

서 다공성 모델을 적용한 상용 전산유체역학 소프

트웨어의 예측 성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ANSYS CFX R.14(5) 및 FLUENT R.14(6)에 탑재된 

수치모델을 이용하여 계산을 수행하였고 계산결과

를 비교하였다. 

2. 해석모델 

2.1 APR+ 원자로 유동분포 시험장치 

APR+ 원자로 유동분포 시험장치(APR+ Core 

Flow & Pressure Test Facility, ACOP)는 실제 APR+ 

대비 1/5 로 축소된 모형으로서 원자로, 4 개의 저

온관, 2 개의 고온관 등으로 구성되었다. 시험장치

에 적용된 척도비는 Table 1에서 요약하였다. 축소 

원자로 모형의 내부 구조물들, 예를 들어 유동 덮

개(flow skirt), 노심 상부 및 하부 지지구조물 등은 

원형과 거의 동일한 형태를 가지며 기하학적인 상

사성이 만족된다.(1) 노심 입구 유량분포 및 노심 

출구 압력분포는 차압계를 사용해서 측정하였다. 

시험 장치 및 계측기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참고

문헌(1)에서 확인할 수 있다.  

2.2 시험조건 

시험조건은 펌프 4 대 운전에 대한 대칭/비대칭 

유량 조건과 펌프 3 대 운전 조건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펌프 4 대 운전에 대한 대칭 유량 

조건에 대해서 계산을 수행하였다. 상기 대칭 유

량 조건의 경우 강수관(downcomer)에서의 수력직

경, 평균 유속, 작동유체 물성치로 계산된 레이놀

즈수는 약 8.6×105 이다. 

2.3 형상모델링 

노심 입구 상류에 위치한 원자로 내부 구조물은 

노심 입구 유량분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따라서 원자로 내부유동 계산시 이러한 구조

물에 대한 기하 형상을 정확하게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은 상당한 계

산 자원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Fig. 1 에

서 볼 수 있듯이 노심 입구 상류에 위치한 원자로 

내부 구조물 중에서 유동 덮개 및 하부지지 구조

물의 빔(beam)의 실제 형상을 고려하였고 계산 자

원의 제한으로 인해 연료 집합체, 계측기 노즐 지

지대(instrument nozzle support), 연료 정렬판(fuel 

alignment plate) 및 상부 플레넘(upper plenum) 등은 

단순 체적형상(다공성 영역)으로 처리하고 다공성 

모델을 적용하였다. 

 
Table 1 Summary of the scaling parameters (1) 

Parameters APR+ ACOP Parameters APR+ ACOP 

Temperature, ℃ 310 60 Volume ratio 1 1/125 

Pressure, MPa 15 0.375 Aspect ratio 1 1 

Density, kg/m
3
 704 983.2 Velocity ratio 1 1/2.16 

Viscosity, Ns/m
2
 

8.43 

×10
-5
 

4.66 

×10
-4
 

Mass flow 

ratio 
1 1/39 

Length ratio 1 1/5 
Core exit Re 

ratio 
1 1/40.9 

Area ratio 1 1/25 △P ratio 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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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ull geometry 

 

(b) Flow skirt 

 

(c) Lower support structure 

Fig. 1 The computational domain 

  

실제 형상에서 발생하는 속도장 및 압력 강하를 

고려하기 위해 다공성 영역에 기공률(porosity) 및 

등방성(isotropic) 손실모델(7)을 적용하였다. 기공률

은 유체 영역 및 고체 구조물 영역을 포함하는 전

체 체적에 대한 유체 영역 체적의 비로 정의되며, 

다공성 영역에서 유동 가속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노심 내부구조물의 실제 형상을 반영

하여 기공률을 결정하였으며, 0.5∼0.75 의 크기를 

가진다.  

한편 APR+ 축소 원자로 모형에서 측정된 실제 

압력 강하와 다공성 영역에서의 압력 강하를 일치

시키기 위해 등방성 손실모델에서 압력손실계수를 

조정하였다. 일례로 연료 집합체 영역에서 계산된 

압력 강하는 측정값 대비 약 0.13% 범위내에서 

일치하였다.  

3. 수치모델링 

3.1 수치해법 

본 연구에서는 상용 유동해석 소프트웨어인

ANSYS CFX R.14(5) 및 FLUENT R.14(6)를 이용하여 

비압축성, 정상 상태, 등온 조건하에서 축소 APR+ 

원자로 모형 내부의 유동장을 계산하였다.  

공간 차분 오차는 차분법의 정확도 및 격자 크

기에 기인한다. 일반적으로 2 차 정확도 이상의 공

간 차분법이 고품질의 계산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유동이 격자선과 나란

하지 않거나 복잡한 유동에 대해서는 1 차 정확도

의 차분법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

다(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운동량 방정식의 대류

항에 대한 차분 정확도로 CFX 에서는 고해상도

(high resolution) 차분법을, FLUENT에서는 2차 풍

상차분법을 적용하여 계산을 수행하였다. 고해상

도 차분법은 구배가 작은 유동 영역에서는 해의 

정확도를 위해 조합계수(blend factor)가 1 에 근접

하면서 2 차 정확도를 나타내는 반면 구배가 급격

하게 변하는 유동 영역에서는 해의 견고함을 유지

하기 위해 조합계수가 0 에 근접하면서 1 차 정확

도를 나타낸다.(7) 

한편 저자는 선행 연구(8)를 통해 운동량 방정식

의 대류항을 고차 정확도로 처리하면 난류 방정식

의 대류항 차분 정확도는 해석 결과에 거의 영향

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계산의 수렴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로 난

류 방정식의 대류항에 대한 차분 정확도로 1 차 

풍상차분법을 적용하여 계산을 수행하였다.  

개별 방정식들의 제곱평균(root mean square) 오

차가 4×10-4 이하이고 주요 변수들의 변화가 매우 

작은 경우에 계산이 수렴된 것으로 판정하였다.  

 

3.2 난류모델 

축소 APR+ 원자로 모형 내부의 난류 유동을 계

산하기 위해 레이놀즈 평균 Navier-Stokes 방정식

에 기반한 표준 k-ε 모델을 사용하였다. 상기 난류

모델은 공학분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며 다른 난

류모델에 비해 수렴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저자는 선행연구(9)에서 축소 APR+ 원자로 모형 

내부의 난류 유동해석에 적합한 난류모델을 선정

하기 위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CFX R.14 에 포함된 2 방정식 난류모델 중에서 표

준 k-ε 모델은 원자로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동 충돌 및 재부착, 재순환 유동, 곡률의 영향을 

받는 유동에 대해 잠재적으로 우수한 예측성능을 

가지고 있는 Shear Stress Transport 모델과 거의 동

등한 예측 성능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3.3 격자계 

Fig. 2 는 시험장치와 동일한 크기의 계산 영역

에 대한 격자계를 나타낸다. 격자 형태는 사면체

와 프리즘으로 구성된 혼합 격자이다. 벽 근처에

서 격자 해상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프리즘 격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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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owncomer 

 
(b) Flow skirt 

 
(c) Lower support structure 

Fig. 2 Grid system 
 

배치하였다. 계산에 사용된 총 격자수는 6.3×107

이며, 강수관에서 최대 y+는 약 305 이다. 상기의 

격자계는 선행연구(10)에서 격자 민감도 평가를 통

해 결정된 것이다. 

 

3.4 경계조건 

축소 원자로 모형 유동분포 시험장치에 설치된 

냉각재펌프 토출구 위치에서 저온관 1 개당 135 

kg/s 의 유량을 입구 경계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적

용하였다. 또한 난류 유동 계산을 위해 입구에서 

난류 강도와 난류 점도비를 각각 5.0% 및 10 으로 

가정하였다. 작동 유체로는 60℃의 물을 적용하였

다. 출구경계면에서는 평균 정압(static pressure) 조

건을 적용하였다. 원자로 용기를 포함한 모든 벽 

경계면에서는 점착(no-slip) 조건을 적용하였다. 벽 

근처의 유동을 계산하기 위해 CFX 에서는 가변

(scalable) 벽함수를, FLUENT에서는 표준 벽함수를 

적용하였다.  

4. 결 과 

Fig. 3은 저온관에서 원자로 입구까지 3개 단면

에서의 속도 분포를 나타낸다. 저온관의 곡관 부

분을 통과한 유동은 저온관의 안쪽 부분에서 가속

된 후(단면 1) 직관 부분의 중심부분에서 거의 균

일한 속도 분포를 나타내었다(단면 2). 이는 원자

로로 유입되는 유동의 속도 분포에 저온관의 곡관 

부분이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을 의미한다. 한

편 CFX 계산 결과에서는 단면 2 의 외곽 경계에

서 국부적으로 저속 영역이 나타난 반면 FLUENT

에서는 유사한 현상이 확인되지 않았다. 

Fig. 4 는 저온관을 통해 원자로로 유입된 유동

의 속도 벡터를 나타낸다. 저온관을 통해 유입된 

유동은 비상노심냉각관(emergency core cooling barrel 
  

 
(a) CFX 

 

 
(b) FLUENT 

 

Fig. 3 Velocity contour along the cold leg 1A 

 

 

(a) CFX 

 

(b) FLUENT 

Fig. 4 Velocity vector near the reactor entranc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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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efinition of angle 

 

 

(b) Velocity(y-direction) distribution 
 

Fig. 5 Circumferential distribution of velocity (y- 
direction) in the downcomer (-0.6m from the 
center of a cold leg) 

 

duct)을 지나면서 가속되었으며 고온관 하부 부분

에서 이차 유동이 발생하였다. 비상노심냉각관 부

근에서 유속 분포가 국부적으로 차이나는 것을 제

외하고 CFX 와 FLUENT 는 유동형태를 전체적으

로 유사하게 예측하였다. 

Fig. 5는 강수관(저온관 중심으로부터 아래 방향으

로 -0.6m 떨어진 지점)에서 y 방향 속도의 원주방향 

분포를 나타낸다. 속도 분포는 저온관 하부 및 저온

관 사이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유사하였다. 

Fig. 6 은 방진기 돌출부(snubber lug) 부근에서 속

도 벡터를 나타낸다. 강수관을 따라 아래 방향으

로 진행한 유동은 비균일한 속도 분포를 나타내었

으며 방진기 돌출부 후단에서 이차 유동을 형성하

였다. 이차 유동의 형태는 사용된 상용 유동해석 

소프트웨어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하였다. 

Fig. 7 은 원자로 하부 플레넘에서의 유선을 나타

낸다. 유동 덮개를 통과한 유동은 하부 플레넘에

서 혼합되며, 이 영역에서 유속은 상대적으로 낮

았다. CFX 가 원자로 하부에서 FLUENT 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혼합된 유동 형태를 나타내었다. 

 
(a) CFX 

 
(b) FLUENT 

Fig. 6 Velocity vector near the snubber lug 
 

 
(a) CFX 

 
(b) FLUENT 

Fig. 7 Streamlines at the lower plenum region. 

 

Fig. 8은 유동 덮개 단면들(FS1~FS4)에서 y 방향 

속도 분포를 나타낸다. 

유동이 유동 덮개 하부(FS4)에서 상부(FS1)로 

진행하면서 노심 중심부에서의 속도 분포가 점차 

균일해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유동 덮개를 

통과한 유동이 노심 입구로 진행하면서 혼합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유동 덮개 하부 영역

(FS3, FS4)의 내부 경계부근에서 FLUENT 가 CF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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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elected cross sections 

  

(b) FS1 

  

(c) FS2 

  

(d) FS3 

  

(e) FS4 

Fig. 8 Velocity (y-direction) contour at several cross 
sections of a flow skirt (left; CFX, right; 
FLUENT) 

 

에 비해 유속을 상대적으로 크게 예측하였다. 

Fig. 9 는 유동 덮개 단면들(Fig. 8(a) 참조)에서 

난류 운동에너지 분포를 나타낸다. 강수관 유동은 

유동 덮개 구멍을 통과하면서 가속되므로 유동 덮

개 구멍 부근에서는 국부적으로 난류 운동에너지

가 크게 나타났다. FLUENT 가 CFX 에 비해 특히 

유동 덮개 구멍 부근에서 난류 운동에너지를 크게  

  

(a) FS1 

  

(b) FS2 

  

(c) FS3 

  

(d) FS4 
 

Fig. 9 Turbulent kinetic energy contour at several cross 
sections of a flow skirt (left; CFX, right; 
FLUENT) 

 
예측하였다. 

Fig. 10 은 유동 덮개를 통과한 유동의 속도 벡

터를 나타낸다. 유동 덮개는 다양한 구멍 크기를 

가지며 하부 플레넘에서 난류 혼합을 증가시키기 

위해 강수관과 노심 입구 사이에 설치된다. 참고

문헌(11)의 설명과 유사하게 상부 열에서 작은 구

멍을 통과한 유동은 노심 중앙에 도달하기 위한 

충분한 운동량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부 

플레넘 부근의 유동과 혼합되고 노심 주변에서 상

부로 진행하였다. 

반면에 하부 열에서 상대적으로 큰 구멍을 통과

하는 유동은 상대적으로 큰 운동량을 가지므로 노

심 중앙으로 진행하였다. 상기와 같은 설계 개념

은 노심 입구에서 유량을 균일하게 분포시킴으로

써 노심냉각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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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FX 

 
(b) FLUENT 

Fig. 10 Velocity vector near the flow skirt 

 

된다. FLUENT는 CFX에 비해 유동 덮개 하부 열

의 구멍을 통과한 유동의 속도를 상대적으로 크게 

예측하였다. 또한 노내계측기 노즐 지지판 하부의 

유동도 사용된 상용 유동해석 소프트웨어에 따라 

다른 형태를 나타내었다. 

Fig. 11 에서 연료집합체 평균 유량으로 무차원

화된 노심입구 유량 측정값과 계산 결과를 비교하

였다. 계산에서는 고유량 영역이 노심 중심부에 

위치한 반면 시험에서는 노심 외곽에 위치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계산에서 일부 원자로 내부 구조물

(예를 들어 하부 지지구조물 집합체)의 실제 형상

을 고려하는 대신 다공성 영역으로 처리하였기 때

문인 것으로 판단된다.(12,13) 따라서 보다 정확한 

원자로 내부유동 예측을 위해서는 유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내부 구조물의 실제 형상을 고려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저자의 칼란드리아 내부의 

감속재 열유동 계산 결과(14)에서 확인된 사항이다.  

한편 측정된 노심입구 유량은 연료집합체 평균 

유량의 86%~126% 범위에 걸쳐 분포하였다. 반면 

CFX 가 예측한 노심입구 유량범위는 41%~ 145% 

 
(a) Measurement 

 
(b) CFX 

 
(c) FLUENT 

Fig. 11 Comparisons of measured and calculated mass 
flow rate at core inlet plane 

 

 
Fig. 12 Frequency distribution of the mass flow rate at 

core inlet plane 

 

이었고 FLUENT 에서는 26%~154%이었다. 비록 

측정치와 다소 차이를 나타내었으나 CFX 로 예측

한 결과가 측정치와 상대적으로 일치함을 확인하

였다. 

Fig. 12는 노심 입구에서의 유량의 도수(frequency) 

분포를 나타낸다. 노심 입구에서 유량의 표준편차(σ)

는 CFX 가 FLUENT 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CFX 가 FLUENT 에 비해 노심 입

구에서의 유량 분포를 상대적으로 균일하게 예측함

을 의미한다. 한편 FLUENT 는 CFX 에 비해 최소/최

대 노심입구 유량 분포를 상대적으로 광범위하게 예

측하였다. 

Fig. 13은 계산에 사용된 메모리 크기를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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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FX 

 
(b) FLUENT 

Fig. 13 Comparison of the required computational memory 

 

다. 동일한 격자에 대해 cell 기반 차분법이 적용

된 FLUENT 가 node 기반 차분법이 적용된 CFX

에 비해 계산시 상대적으로 많은 메모리(약 196%)

를 필요로 하였다. 따라서 대용량 병렬계산시 가

용한 계산 자원에 적합한 전산유체역학 소프트웨

어가 선정되어야 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현재 표준설계인가 심사가 진행

중인 APR+에 대한 원자로 내부유동 분포 계산에

서 다공성 모델을 적용한 상용 전산유체역학 소프

트웨어의 예측 성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ANSYS CFX R.14 및 FLUENT R.14에 탑재된 수치 

모델을 이용하여 계산을 수행하였으며, 다음과 같

은 결론을 얻었다.  

(1) CFX 와 FLUENT 로 계산한 축소 APR+ 원자

로 내부유동은 국부적으로 차이가 발생하였다. 예

를 들어 FLUENT 는 CFX 에 비해 유동덮개 하부 

열의 구멍을 통과한 유속 및 유동 덮개 구멍 부근

에서 난류 운동에너지를 상대적으로 크게 예측하

였다. 

(2) 비록 제한된 수의 측정치로 인해 상용 전산

유체역학 소프트웨어간 예측성능을 평가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으나 노심입구 유량 분포 범위와 

하부 플레넘에서의 유동 혼합 형태 등을 고려해 

볼 때 CFX 가 FLUENT 에 비해 상대적으로 타당

한 예측결과를 제시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3) 적용된 차분법의 차이로 인해 동일한 격자

에 대해 FLUENT 가 CFX 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

은 메모리를 필요로 하였다. 따라서 대용량 병렬

계산시 가용한 계산 자원에 적합한 전산유체역학 

소프트웨어가 선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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