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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피동 원자로건물 냉각계통 (PCCS: Passive Containment 

Cooling System)은 간단한 구성으로 별도의 구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중력 등의 자연력만을 이용하는 피

동설계로, 운영 시 운전원의 실수나 기계적인 작동 오

류를 줄일 수 있어 건설비 및 유지보수비가 감소되는 

원자력 발전분야에서 매우 유망한 기술이다. 원자력발

전소 내 사고 시, 주증기 배관 등 고에너지 배관이 파

단되어 분출된 수증기가 PCCS의 수직관 외부표면에서 

응축되면서 원자로건물 내 열이 제거된다. 원자로건물 

내의 공기 또는 다른 비응축기체가 존재할 경우에는 

PCCS의 수직관에서의 응축효율이 감소할 수 있어 이

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1-4). 이에 반하

여 PCCS 내부의 자연순환은 원자로건물 건전성 유지 

및 내부 열 제거에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주목받지 못하였다. PCCS 내부의 냉각수를 순환

시키는 구동력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사고 시 원자로

건물 내의 열을 제거하지 못하고 원자로건물의 건전성

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특히 PCCS에 설치된 다수의 

평행한 수직관 간에 냉각수의 분배가 불균형해지거나 

일부 수직관만을 포함하는 폐회로 내에서 국부적인 순

환이 발생하면 원자로건물 내의 열을 제거하는데 필요

한 구동력을 확보하기 어렵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PCCS 내 냉각수의 자연순환을 비롯

한 내부유동을 조사하기 위하여 유한체적법 (FVM: 

Finite Volume Method)기반의 상용 전산유체역학 소프

트웨어인 ANSYS-CFX5)를 사용하여 PCCS 내부의 과

냉 비등 유동 (subcooled boiling flow)을 해석하였다. 현

재 한국수력원자력 및 관계기관이 개발 중인 PCCS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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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flow of cooling water in a passive containment cooling system (PCCS), used to remove heat released in design basis 
accidents from a concrete containment of light water nuclear power plant, was conducted in order to investigate the thermo-fluid 
equilibrium among many parallel tubes of PCCS. Numerical simulations of the subcooled boiling flow within a coolant loop of a PCCS, 
which will be installed in innovative pressurized-water reactor (PWR), were conducted using the commercially available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software ANSYS-CFX. Shear stress transport (SST) and the RPI model were used for turbulence closure and 
subcooled flow boiling, respectively. As the first step, the simplified geometry of PCCS with 36 tubes was modeled in order to reduce 
computational resource. Even and uneven thermal loading conditions were applied at the outer walls of parallel tubes for the simulation 
of the coolant flow in the PCCS at the initial phase of accident. It was observed that the natural circulation maintained in single-phase for 
all even and uneven thermal loading cases. For uneven thermal loading cases, coolant velocity in each tube were increased according to 
the applied heat flux. However, the flows were mixed well in the header and natural circulation of the whole cooling loop was not affected 
by uneven thermal loading significa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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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단계이고 한 계열 당 사용하는 수직관이 1,000 여

개에 달하는 등 해석 시 매우 큰 전산자원이 필요하여,

현 단계에서는 전후로 3개씩의 수직관이 교차되어 배

열된 시스템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36개의 수직관

을 가진 단순화된 PCCS형상을 해석하고 향후 전체 형

상에 대한 해석을 수행할 계획이다. 

2. 수치해석 

이 연구에서는 이전에 수행한 ULPU-V 시험장치 내

의 냉각수 자연순환의 모사6)와 동일한 지배방정식 및 

수치해법을 사용하였다. 상세한 내용은 이를 참조하기 

바라며, 여기서는 생략한다. 이 연구에서 적용한 RPI 

과냉비등 모형을 사용한 냉각수 자연순환 수치모사 방

법론의 타당성도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한다. 

Fig. 1은 36개의 수직관을 가진 단순화된 PCCS와 냉

각수조를 연결하는 냉각배관 폐회로를 나타낸다. 

PCCS의 열교환기 상부와 하부에 위치한 직경 738 mm 

원기둥 형태의 두 수평 헤더에 직경 25.7 mm의 수직관 

36개가 연결되어 있다. 두 수평 헤더 중심축 간의 거리

는 4,136.5 mm이며, 헤더 사이의 수직관들은 3개를 한 

묶음으로 교차된 형태로 배열되어 있고 그 간격은 변

의 길이가 52 mm인 정삼각형 형태를 이루고 있다. 상

부 헤더의 4,000 mm 위로 냉각수조가 위치하고, 이와 

상부 헤더가 연결되는 직경 80 mm의 상승부 배관, 그

Fig. 1. Geometry of simplified PCCS.

Table 1. Grid parameters and temperature at downcomer for 
20 kW/m2 case.

Grid Nodes Elements
Temperature at 

downcomer

C 270,525 260,121 358.13 K

F 694,755 743,774 365.96 K

Fig. 2. Grid system of simplified PCCS (Grid F).

리고 하부헤더와 연결되는 같은 직경의 강하부 배관이 

존재하면서 냉각수 폐회로를 구성한다. 

Table 1에 정리한 매개변수를 가진 두 개의 비정렬

격자계를 사용하여 격자계에 의한 해석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고, 강하부 중간 위치에서의 냉각수 온도를 비

교하였다. 두 격자계를 사용한 해석에서 강하부의 냉

각수 온도는 약 2%의 상대오차를 보여, 격자계에 의한 

해석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 2는 두 격자계 중 조밀한 F격자계를 나타낸 것이

다. C격자계도 사용된 격자계의 전체적인 분포는 유사

하나, 격자 크기의 차이로 F격자계가 C격자계의 약 3

배수의 격자를 사용한다. 

PCCS 수직관에 적용되는 열유속 조건은 현재 계통이 

개발 중이므로, 사고 시 유사한 역할을 하는 기존 원전 

AES-2006의 P-CHRS (Passive-Containment Heat Removal 

System)의 설계제원7)을 참조하여 정하였다. P-CHRS의 

열교환기 총 유효면적이 1,200 m2이고 사고 시 제거될 

열량이 최대 30 MWth이므로 단위 면적 당 열제거량은 

25 kWth/m2이 된다. 이 연구에서도 사고 시 원자로건물

에서 PCCS 수직관에 적용되는 열유속을 이 값을 기준

으로 해석하고, 10, 20 kWth/m2인 경우를 추가하였다.

원자로건물 내부에 비응축기체가 존재하거나 수직관

의 다중배치에 따른 묶음효과로 인하여 PCCS 수직관에 

적용되는 외부열유속이 불균일할 경우, 냉각수의 분배

가 불균형해지고 국부적인 순환이 발생할 위험이 커진

다. 앞의 균일 열유속조건에 추가하여 총 36개의 수직

관 중 9개의 수직관마다 각각 10, 15, 20, 25 kW/m2으로 

열부하가 달라질 경우를 해석하였다. 또한, 사고 후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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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CS 냉각수 자연순환 분석을 위하여, 냉각수 온도는 

368 K로 상승하였지만 수직관 외벽의 열유속은 12.5 

kW/m2로 감소한 경우도 추가적으로 수행하였다. PCCS

수직관을 제외한 배관의 다른 부분은 모두 단열조건을 

사용하였고, 냉각수조 표면은 대기압의 Opening 경계조

건을 사용하고 냉각수가 재진입할 경우는 액체상태만 

가능하도록 하였다.

냉각수의 물성치는 IAPWS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Properties of Water and Steam) IF (Industrial 

Formulation) 97의 수증기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2차의 

Euler backward scheme을 이용하여 시간간격 0.01 s의 

비정상 (Unsteady) 유동해석을 진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3은 PCCS 전체 수직관에 25 kW/m2의 열유속이 

균일하게 적용된 경우, 수직관과 헤더의 수직단면에서

의 온도와 수직방향 속도 성분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전 구간에서 단상(액체)을 유지하였으며, 온도 및 속

도 분포에서 수직관 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아 다수의 

수직관 사용에 따른 묶음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판단된

다. Fig. 4는 수직단면에서의 PCCS 냉각수 폐회로 내 

온도 및 수직방향 속도 성분을 나타낸 것이다. 수직관 

상부에 위치한 상승부 배관과 냉각수조 하부의 하강부 

배관에서 수직방향 속도성분의 부호가 각각 양과 음으

(a) (b)

Fig. 3. Thermal and flow field of tubes of PCCS; Heat flux=25kW/m2. (a) Temperature contours; (b) Vertical velocity.

(a) (b)

Fig. 4. Thermal and flow field of cooling loop of PCCS; Heat flux=25 kW/m2. (a) Temperature contours; (b) Vertical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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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나 자연순환이 잘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상승부 상단과 하강부 하단의 곡관부에서 재순환

영역이 형성된 것이 관찰되며, 냉각수조 하단에 바로 

연결된 하강부에서도 재순환영역이 보인다. 이 구간은 

주된 냉각수 흐름과 분리되어 형성된 정체영역으로, 

주변 냉각수와 열적 혼합이 잘 되지 않아 온도 차이가 

나는 것이 관찰되었다. Fig. 5는 PCCS 수직관에 적용

되는 열유속을 변경하면서 수행한 해석에서 구한 수직

관과 하강부에서의 온도 및 수직방향 속도성분의 변화

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수직관 외벽의 열유속이 10 

kW/m2에서 25 kW/m2으로 증가할 때 냉각수의 온도 변

화는 약 2 K로 미비하였지만, 냉각수의 속도 변화는 

약 50%의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원자로건물 내부에 비응축기체의 존재나 국부적인 

수증기의 분포, 또는 PCCS 수직관의 다중배치에 의해 

수직관 외벽에 작용하는 열부하가 불균일할 경우 

PCCS 내부 냉각수의 분배가 고르지 않거나 국부적인 

순환이 발생할 수 있어 PCCS를 이용한 열제거를 위한 

자연순환의 형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일부구간

에서 비등이나 flashing현상으로 인하여 기포가 발생하

Fig. 6. Heat flux distribution for uneven heat flux condition 
(Top view).

(a) (b)

Fig. 5. Change of thermal and flow field of PCCS according to heat flux. (a) Temperature; (b) Vertical velocity.

(a) (b)

Fig. 7. Thermal and flow field of tubes of PCCS for uneven heat flux condition. (a) Temperature contours; (b) Vertical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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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냉각수의 분배에 치명적일 수 있다. 이렇게 수직관 

외벽에서의 열부하가 불균일할 경우를 모의하기 위하

여, PCCS를 위에서 본 Fig. 6와 같이 PCCS의 36개의 

수직관 중 9개의 수직관씩 각각 10, 15, 20, 25 kW/m2

으로 다른 열유속 조건이 적용된 경우를 해석하였다. 

Fig. 7과 8은 각각 이 해석에 의한 수직관과 냉각배

관 폐회로에서의 온도 및 수직 방향 속도성분을 나타

낸 것이다. 해석 결과, 불균일 열부하의 경우에도 균일 

열부하의 경우와 동일하게 단상(액체)을 유지하여 기

포 발생으로 인한 냉각수 분배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수직관 외벽에 적용되는 열부하의 

크기에 따라 냉각수의 온도가 상승되었지만 그 차이는 

미비한 것이 관찰되었다. 수직관 내 냉각수의 속도 역

시 외벽에서 작용하는 열유속에 비례하여 상승하였지

만, 국부적인 순환영역이 형성될 정도의 수직관 간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PCCS 수직관 외벽에 불균일한 열유속이 적용된 경

우의 냉각배관 폐회로 내 냉각수 온도 및 속도 분포를 

보면 PCCS 수직관에 열유속이 균일하게 적용한 경우

와 유사하게 관찰되어 불균일한 열부하가 냉각수 분배 

및 자연순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균일 열부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직관 

상부에 위치한 상수부와 냉각수조 하부의 하강부에서 

수직방향 속도 성분의 부호가 각각 양과 음로 확인되

어 원자로건물 내 열제거를 위한 PCCS 내 자연순환이 

잘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9는 PCCS 수직관 외벽에 적용되는 열유속이 불

균일한 경우 각각의 수직관의 온도 및 유속을 그래프

(a) (b)

Fig. 8. Thermal and flow field of cooling loop of PCCS for uneven heat flux. (a) Temperature contours; (b) Vertical velocity. 

(a) (b)

Fig. 9. Thermal and flow field of PCCS tubes according to heat flux. (a) Temperature; (b) Vertical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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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낸 것이다. 온도와 유속 모두 외벽에 적용되는 

열유속에 비례하여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전체 

수직관에 균일한 열유속이 적용된 경우와 비교하면 열

유속의 증가에 따른 변화의 폭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

다. 불균일 열부하가 적용한 경우의 수직관 외벽에 적

용된 열유속 평균은 17.5 kW/m2에 해당되는데, 이 열

유속이 PCCS 전체 수직관 외벽에 균일하게 적용되었

을 경우의 수직관 내부 온도와 유속과 불균일 열부하 

시의 수직관 내 냉각수 온도와 유속의 평균값이 각각 

362 K와 0.34 m/s로 일치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앞의 두 해석은 모두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

고 초기를 기준으로 하여 냉각수 온도는 높지 않지만, 

PCCS가 제거해야할 열은 최대인 상태를 기준으로 하

였다. 최근 수행된 집중매개변수를 이용한 원자로건물 

시스템 해석결과8)에 따르면, 사고 중후반에 냉각수 온

도가 상승한 상태에서 PCCS 외벽에 작용하는 열부하

가 줄어들 경우 PCCS 내부에서 냉각수의 자연순환을 

위해 필요한 구동력을 얻기 어려워지고 상변화가 발생

하면서 유동이 불안정해지는 경향이 커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사고 중후반 시점의 

PCCS 내부유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냉각수의 온도는 

368 K로 상승한 상태에서 PCCS 수직관 외벽에 적용되

는 열유속이 12.5 kW/m2로 최대 열유속 대비 절반수중

으로 감소했을 경우를 해석하였다. 

Fig. 10은 수직단면에서 냉각배관 최상단의 상승부

와 냉각수조 연결부위에서의 냉각수 액체성분 체적분

율을 나타낸다. 이전 해석과 다르게 상변화가 발생하

여 2상유동 상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PCCS 수

직관 외벽에서 부하되는 열유속으로 내벽에서 비등이 

발생하여 기포가 생성되지만, 수두 (hydrostatic head)에 

의해 증가된 압력으로 인해 포화온도가 상승하여 

PCCS 수직관에서는 비등현상이 유지되지 못하고 바로 

응축되어 사라지고, 배관 최상단에서 압력이 낮아지면

서 포화온도도 낮아지면서 flashing현상으로 기포가 재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ULPU-V시험장치 

내의 자연순환6)에서 관찰된 현상과 유사하여, 이 해석

이 실제 현상을 잘 예측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시간이 

진행되면서 배관 상부에서 발생된 기포는 냉각수조 내

의 냉각수와 접촉하면서 바로 응축되면서 사라져서 냉

각수 유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수의 수직관

이 평행하게 배열된 위치에서 기포가 발생하면 수직관 

간의 냉각수 분배에 영향을 미치거나 국부적인 순환을 

형성하여 자연순환을 위한 구동력을 잃어버릴 가능성

도 있으나, 수직관에서는 수두에 의한 압력 증가에 의

해 포화온도가 상승하여 기포가 발생하기 어려워져서 

기포발생으로 인한 유동 불안정의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에는 실제 설계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보다 복

잡한 형상을 고려하고 수직관 외벽에서 발생하는 응축

현상도 모의하는 등, PCCS에 관한 더욱 엄밀한 해석을 

수행할 예정이다. 

4. 결 론

차세대 원전의 원자로 사고 대처를 위해 개발되고 있는 

피동 원자로건물 냉각계통 (PCCS: Passive Containment 

(a) (b)

Fig. 10. Liquid volume fraction at later phase of accident. (a) simulation time 5,000 s; (b) simulation time 6.000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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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ing System) 내 냉각수 자연순환의 분석을 위하여 상

업용 열유동 해석 프로그램인 ANSYS-CFX 코드를 이용

하여 해석하였다.

총 36개의 수직관을 가진 단순화된 PCCS 형상에 대

해 원자력발전소 사고 초기 예상되는 열부하가 수직관 

외벽에 균일 또는 불균일하게 적용될 경우를 대상으로 

해석하여 모두 PCCS 냉각배관 내에서 자연순환이 잘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수두에 의한 포화온도의 

증가로 냉각수는 단상을 유지하여 비등에 의한 유동불

안정의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사고 후반 

PCCS에 적용되는 열부하가 감소한 경우에도 자연순환

을 위한 구동력이 충분할 것을 확인하였다. 사고 후반 

냉각수 온도의 증가로 냉각배관 최상단에서 flashing에 

의한 기포가 발생하지만, 냉각수조 내 냉각수와 접촉

하면서 바로 응축되고 다수의 평행 수직 구간에서는 

수두에 의한 포화온도의 상승으로 기포가 생성되지 않

아 다수의 평행 수직관 내 냉각수의 분배에 미치는 영

향이 적은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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