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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통형 펌프 흡입정 벽면에서 발생하는 수중 보텍스 제어

박영규* · 전준호** · 이연원**,†

Control of Subsurface Vortex on Cylindrical Sump Wall

Young Kyu Park*, Joon Ho Jeon** and Yoen Won Lee**,†

Abstract The subsurface vortex – which occurs inside the cylindrical sump – was visualized through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and experiment. The analysis of subsurface vortex inside the 
cylindrical sump was already carried out using CFD techniques by the first author. To understand the 
subsurface vortex more clearly, an experimental analysis was carried out with a 1/5th scale model; 
and the flow rate was calculated according to the similarity law. The experimental results of vortex 
visualization matches well with the CFD results. The surface roughness model and Anti Vortex Device 
(AVD) model have been investigated to control the subsurface vortex. For the case of average surface 
roughness of 1mm and 5mm, the subsurface vortex appears and the vorticity is higher when compared 
to that of a smooth surface condition. However, for the AVD model, the subsurface vortex is 
completely removed and the internal flow is stabilized.

Key Words : CFD(전산유체역학), Cylindrical Sump(원통형 흡입정), Subsurface Vortex(수중 보텍
스), Vorticity(와도), AVD(보텍스 제거 구조물)

1. 서 론
 

원통형 흡입정은 단일 원통 용기 내에 다수의 

흡입파이프를 삽입하여 용기 내 저장되어 있는 

유체를 흡입하는 시설물로서, 형 단일 흡입파

이프만 사용하는 다른 흡입정들에 비해 시스템 

용량과 크기가 작은 소형 흡입정으로 취급된다. 

주로 지하수나 우물과 같이 지하에 고여 있는 

물을 취득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나 예외적으

로 원자력 발전과 같은 특수한 용도로 활용되기

도 하며, 이 경우 물을 흡입하는 용도가 아닌 열

교환을 위한 순환 시스템의 일부로서 작동 한다. 

원자력 발전에 사용되는 원통형 흡입정은 취수

용으로 사용될 때 보다 흡입 용량이 훨씬 커지

게 되며 이로 인해 흡입정 용기 내에 수중 보텍

스(subsurface vortex)가 발생하게 된다.

수중 보텍스란 흡입파이프 주변 벽면으로부터 

흡입파이프 입구까지 원기둥 형태로 발생하는 

회전 난류 유동을 말하며, 이 현상은 흡입정 내

부에 난류 유동을 촉발시켜 균일한 흡입 작업을 

방해하며 펌프의 성능 및 내구성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보장하

기 위해 수중 보텍스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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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보편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흡입정 규격인

ANSI/HI 9.8(1) 에서 원통형 흡입정의 수중 보텍

스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

다. 그러나 이 규격에서 소개하는 보텍스 방지법

은 유량이 적은 취수 시스템(5,000 GPM 이하) 

기준에서의 규정이며, 원자력 발전과 같이 유량

이 큰 경우(5,000 GPM 이상)에 한 기준이나 

해결방안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고 관련 연구도 

미비한 상황이다. 

Anwar(2), Rajendran(3) 및 Park(4) 등이 흡입정 내

부 유동에 해서 실험적/수치적 분석을 통하여 

수중 보텍스의 거동을 연구 하였다. 그리고 원자

력 발전에 사용되는 원자로 및 원통형 흡입정에

해 지금까지 여러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었는

데, Dury(5) 는 CFD를 활용하여 고속 반응로(ADS)

의 형상 최적화 설계를 진행하였고 Lee(6) 는 원

자로 내부 열전달 증가를 위해 연료봉의 배열을 

바꾸고 난류 흐름을 조정하였다. Mochizuki(7) 는 

1차원 원전 해석 코드인 NETFLOW를 사용하여 

소듐(sodium) 고속 반응로의 연료봉 모듈에 한 

유동해석을 수행하였다. Rogozhkin(8) 은 고속 반

응로에 한 내부 열유동 해석으로 시스템 내부 

온도 분포를 살펴보았고, ParthaSarathy(9) 은 중간

열교환기(IHX)를 다공면(porous) 조건을 통해 해

석하였으며, Jeong(10) 은 PWR(pressured water 

reactor)의 내부 압력강하에 해 연구하였다. 

Natesan(11)은 고속 반응로 실험 모델을 통해 파이

프 파단 사고 시 내부 유속 및 압력변화를 확인

하였고 Velusamy(12)는 인도에서 제작된 원자로 

실험모델을 통해 실험과 수치해석 결과를 서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처럼 원통형 흡입정 형상의 

고속 원자로에 한 여러 연구사례를 찾아 볼 

수 있지만 흡입정 내부에서 발생하는 수중보텍

스를 고려한 연구는 진행된 바가 없고 수중 보

텍스가 내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잘 알

려져 있지 않아 그 중요성이나 문제점에 한 

인식도 부족한 상황이다. 

본 저자는 지난 연구에서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를 통해 원통형 흡입정 내부의 유

동 상태를 정성적으로 파악하였고, 유동 속도와 

와도(vorticity)와 같은 정량적 데이터를 통해 흡

입정 내부 유동 안정성을 평가하였다(13). 그 결

과 정격유량 조건인 Q 에서 0.4Q 유량까지 흡입

정 벽면에서 수중 보텍스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하였으며 벽면 와도를 분석하여 수중 보텍스 발

생 강도와 변동 패턴을 예측하였다. 또한 흡입정 

내부 유동 안정성 평가를 위해 ANSI/HI의 규정

을 근거로 시간 평균 속도 비와 상  표준 편차

를 구하였으며, 정격 유량 조건에서는 내부 유동

이 매우 불안정하여 수중 보텍스 저감을 위해서

는 시스템 내에 보완 사항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지난 연구의 후속 연구로 원통형 

흡입정에 한 모형 실험을 실시하여 수중 보텍스

를 가시화하고 CFD 해석결과와 비교하여 CFD 해

석이 실제 결과를 얼마나 잘 추종하는지를 확인하

였다. 또한 수중 보텍스를 제어하기 위한 보완 사

항으로 흡입구 주변 벽면에 AVD(Anti Vortex 

Device)를 설치하거나 벽면 거칠기 조건을 부여하

여 이와 같은 구조적 변경이 보텍스 저감 및 내부 

유동 안정에 효과적인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2. 실험 및 수치해석 조건

2.1 실험 조건

원자로에 사용되는 원통형 흡입정은 8 X 12 

[m]정도의 매우 큰 크기를 가지므로 축소 모형

을 통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Fig. 1. 은 모형 실

험의 구조에 한 개념도를 보여주고 있다. 

   

Fig. 1. Schematic design of cylindrical s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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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장치는 Fig. 1. 과 같이 순환 시스템의 

구조를 가진다. 펌프에 의해 흡입정 내부로 물이 

공급됨과 동시에 벨마우스(bell mouth)쪽으로 물

이 흡입되면, 흡입된 물은 배관을 따라 이동한 

후 펌프 쪽으로 이송되어 다시 흡입정으로 공급

되는 순환과정을 가진다. 흡입정 외벽은 수압을 

감당하기 위해 강철 재질로 제작되었고 흡입정 

내부의 수중 보텍스를 가시화 하기 위해 벨마우

스 근처 벽면은 투명 아크릴로 만들어 졌다.

실험 모델은 제작상의 용의성과 유동 가시화

를 위한 최소 크기를 고려하여 1/5의 스케일로 

제작되었다. 유량은 정격유량 Q와 정격유량의 

20% 유량인 0.2Q 2가지 조건을 사용하였으며, 

상사법칙을 적용하여 크기 축소에 따른 펌프 작

동유량을 산정하였다. 본 실험 모델은 자유표면

을 가지고 있으므로 중력과 관성력에 한 변수

를 모두 포함하는 Froude 상사를 적용하였다. 여

기서 Froude 수는 다음과 같다.




              (1)

 

여기서 은 프루드 수, v는 유속, g는 중력

가속도 h는 수위를 나타낸다. Froude 상사를 기

반으로 유량에 관한 스케일은 다음과 같이 나타

난다.

 


  

         (2)

여기서  m, p, r은 각각 실험모델, 실물모델, 

실험모델과 실물모델 간의 비를 나타내며 이에 

따라 유량 스케일은 실물모델 유량의 1/52.5으로 

적용된다.

2.2 수치해석 조건

수치해석에 사용된 원통형 흡입정은 Fig. 2. 와 

같다(13). 구조 및 형상은 실험 모델과 동일하나 

크기와 유량은 실물 모델과 같은 조건을 적용하

였다. 흡입정 내부는 벨마우스, 순환 펌프, 중간 

열교환기(Intermediate heat exchanger, IHX), 반응

로(reactor)등으로 구성되며 작동 유체는 냉각재

인 소듐으로 채워진다. 원통형 흡입정의 구조상 

좌, 우의 형상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절반인 반

원 형상만 해석모델에 반영되었고 단면에는 

칭조건(symmetry)이 사용되었다.

수치해석 코드는 범용 유체해석 코드인 ANSYS 

CFX 18.2를 사용하였고 내부 격자생성 코드인 

ICEM 18.2를 통해 격자를 제작하였으며 해석 모

델에 따라 원형 모델은 약 170만, AVD 부착 모

델은 약 190만개의 격자가 적용되었다.

입구면은 벨마우스 양 옆에 위치하고 출구면, 

즉 유체를 흡입하는 순환수 펌프는 Fig. 2. 의 

오른쪽 그림과 같이 벨마우스 내부에 존재하며 

붉은 화살표 방향으로 유체가 이동한다. 입구와 

출구면에 한 경계조건은 각각 유량조건과 압

력조건이 사용되었다. 유량은 정격유량 조건인 

Q를 기준으로 하며, 실험과의 비교를 위해 정격

유량의 20% 유량 조건인 0.2Q 조건이 추가되었

다. 모델의 윗면은 미끄럼 면(free slip condition)

으로 설정되어 자유표면 수위를 체하였다. 그

리고 그 외 다른 면들에 해서는 마찰면

(no-slip)이 사용되었다.

난류모델에는 표준 k-ε  난류 모델이 적용되

었다. 그리고 난류 흐름을 시간에 따라 관찰하기 

위해 비정상 해석이 240 [s]간 진행되었다. Table 

1. 은 수치해석에 적용된 여러 해석조건들을 보

여주고 있다.

Fig. 2. Configuration of cylindrical s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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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alculation conditions
Flow rate Q, 0.2 Q

Working Fluid Sodium (liquid, single phase)
Turbulence model Standard k-ε
Simulation type Transient (0~240s)

Fig. 3. Classification of subsurface vortex

3. 실험 및 수치해석 결과 비교

3.1 수중 보텍스 분류

Fig. 3. 은 ANSI/HI 9.8에 기재된 수중 보텍스

의 분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유속이 느리고 

완만한 회전유동이 발생하면 스월(swirl), 염료 

분사를 통해 빠르고 강한 회전유동을 확인 할 

수 있으면 다이 코어(Dye core), 염료 분사 없이 

회전 유동을 확인 할 수 있으면 에어 코어(Air 

core)라고 분류하며 이 중 다이 코어나 에어 코

어의 단계를 일반적으로 수중 보텍스라 정의하

고 있다.

3.2 유동 가시화 실험 결과

흡입정 내부에 유동을 가시화하는 위치는 벨

마우스 입구 주변이다. 벨마우스는 물의 흡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펌프 입구 주변에 설치한 

덮개 형상의 구조물로서, 벨마우스 입구 주변은 

흡입정 내부에서 가장 유속이 빠르며 여러 방향

에서 유동이 모여 들어 난류 흐름이 활발한 지

점이기에 선정되었다. 가시화 방법은 벨마우스 

입구 주변에 물에 희석시킨 액체 염료를 직접 

분사하여 염료가 유동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과

정을 관찰하고 촬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Fig. 4. (a)는 상사법칙으로 산정한 정격유량 

작동조건에서의 표적인 거동을 보여주고 있다. 

(a) Rated flow rate: Q/52.5

(b) Flow rate: 0.2 Q/52.5

Fig. 4. Visualization of subsurface vortex near bell 
mouth

벨마우스 정면 벽면부터 입구까지 길게 연결

된 회전유동 띠가 나타나며, 이 회전유동은 정지

해있지 않고 시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위치와 형

태가 변하고 빈번하게 발생과 소멸을 반복한다. 

이러한 거동은 Fig. 3. 의 분류 중 다이 코어, 즉 

염료의 분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수중 보텍

스로 간주할 수 있다. 반면 Fig. 4. (b)와 같이 정

격 유량의 20% 작동조건 일 때는 정격유량에서

와 같이 회전유동은 관찰되지만, 유속이 느리고 

유동 형태가 염료로 명확히 관찰할 수 있을 정

도로 밀도 있게 형성되지 않으며 그 발생 빈도

도 적게 나타난다. 이것은 Fig. 3. 의 스월과 유

사한 형태이며 다이 코어 이전 단계이기 때문에 

수중 보텍스로 취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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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수치해석 결과

Fig. 5. 는 수치해석을 통해 120 [s] 이후 흡입

정 내부 유동을 나타낸 결과이며, 벨마우스 주변 

유동을 유선을 통해 가시화 하여 보여주고 있다
(13). Fig. 5. (a)와 같이 정격유량 Q에서는 벽면 

근처에서 최고 0.7 [m/s]의 회전 유동이 발생하

여 원기둥 형상으로 흡입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원기둥은 벨마우스 정면에 위치한 벽에서 좌, 

우 쌍으로 발생하며 시간에 따라 회전이 좌, 우

에서 번갈아 가며 강하게 나타난다. 

Fig. 5. (b)는 정격유량 20% 일 때 내부유동으

로, 정격유량일 때에 비해 크게 낮은 약 0.1 

[m/s] 저속 흐름이 발생한다. 정격 유량에서와 

같이 벨마우스 주변에 좌, 우로 회전유동이 발생

하나 그 형태가 불완전하며, 좌, 우로 번갈아 가

며 강하게 발생하는 패턴도 나타나지 않는다. 

Fig. 5. (a)의 경우, 벽면에서 벨마우스 입구까지 

상 적으로 강한 회전유동으로 인해 Fig. 3. 의 

Dye core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Fig. 5. (b)의 

경우는 회전유동이 약하여 Fig. 3. 의 Swirl의 유

동을 보여주고 있다.

Fig. 6. 은 수치해석을 통해 도출된 벨마우스 

정면 벽면에서의 최  와도를 비교한 것이다(13). 

좌, 우 쌍으로 나타나는 (+)회전 유동과 (-)회전

유동으로 인해 벽면의 (+)회전 와도와 (-)회전 와

도가 서로 짝을 이루며 등락을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정격유량 조건인 Fig. 6. (a) 에서는 

최  와도 수치가 크고 주기적으로 강한 거동이 

반복되고 있다. 반면 Fig. 6. (b)의 정격유량 20% 

조건에서는 최  와도가 정격 유량일 때에 비해 

     

 (a) Flow rate: Q      (b) Flow rate: 0.2 Q

Fig. 5. Vortex behavior near bell mouth

(a) Flow rate: Q

(b) Flow rate: 0.2 Q

Fig. 6. Distribution of maximum vorticity at front 
wall

1/4 이하로 크게 감소하며 와도의 변화 폭 또한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4 비교 결과

RANS계 난류모델을 사용한 수치해석 결과와 

달리 실험에서는 흐름의 난류확산으로 인하여 

깨끗한 유선(유맥선)을 만드는 것이 실험 여건상 

매우 어렵다. 실험과 수치해석을 통한 유동 가시

화를 서로 비교해 보았을 때, 벽면 주변에서 발

생하는 회전유동의 발생 위치, 형상, 거동 등의 

결과가 서로 정성적으로 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흡입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함에 있

어 수치해석을 활용하는 것은 충분히 유효한 결

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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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와 5의 가시화 결과와 Fig. 6. 벽면 와

도 분포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수중 보

텍스의 발생 여부와 와도 크기는 서로 연관성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6. (a)와 같이 정격

유량 Q에서 와도가 크고 규칙적으로 발생하면 

Fig. 4. (a)처럼 수중 보텍스가 발생하며, Fig. 6. 

(b)와 같이 정격유량 20% 조건에서 와도가 작고 

변화 또한 크지 않으면 Fig. 4. (b)처럼 수중 보

텍스가 아닌 스월이 발생한다. 

또한 작동유량 변화에 따라 흡입정 내부에 발

생하는 회전유동 강도 역시 달라지게 되는데, 펌

프 작동유량을 정격유량의 1/5 정도로 감소시켜

야 수중 보텍스가 사라지고 펌프 작동에 무해한 

스월로 유동이 약화된다. 그러나 수중 보텍스를 

줄이기 위해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작동유량을 

큰 폭으로 감소시킬 수는 없으므로 수중 보텍스

를 저감하는 다른 방법이 요구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벽면 거칠기 부여나 AVD 설치와 같

은 구조적인 방법을 통해 보텍스 제거 방법을 

연구하였다.

4. 표면 거칠기 모델 및 AVD 모델 수치해석

4.1 해석 모델 및 실험 조건

수중 보텍스는 벽면 전단력 구배로 인해 발생

하기 때문에, 수중 보텍스 제어를 위해 벽면 근

처에서의 표면 조건을 변화시키는 것은 의미가 

있다. 여러 표면 조건 중 벽면 거칠기는 벽면에

서의 전단응력과 경계층 내 점성 유동에 영향을 

미치기에 수치해석에 적용되었으며, 다음 수식을 

통해 나타낼 수 있다. 거칠기 형상은 모래알 분

사(sand-grain)를 통해 거칠어진 표면으로 가정한

다(14,15).

                 (3)

여기서 h+는 수력학적 표면조도를 나타내는 

무차원수이며 hs는 평균 표면 거칠기, 는 마찰 

속도, v는 경계층 외부 유속이다. h+가 0≤h+≤5

일 때 벽면 상태는 매끈한 벽면에 가까운 상태로 

간주되며, 이번 연구에서는 표면 거칠기가 이 구

간에 들어가도록 hs를 1 [mm]와 5 [mm] 2가지로 

정하여 해석에 적용하였다. 마찰 속도 는 다

음과 같다.

 




                (4)

여기서 는 벽면 전단응력이고 는 유체 밀

도이다. 

Fig. 7은 흡입정 내부에 설치된 AVD 형상과 

치수를 보여주고 있다. AVD는 흡입정에서 수중 

보텍스가 발생하는 지점에 설치되어 수중 보텍

스의 발생을 억제시키는 구조물로서, 흡입구 쪽

으로 물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흐름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ANSI/HI 9.8 등과 같은 

흡입정 규격에서 다양한 형상의 AVD가 제시되

어 있지만 원통형 흡입정에서 사용하기에 적합

한 모델은 아직 제정되지 못했으므로 본 연구를 

통해 원통형 흡입정의 AVD 설계를 진행하여 수

치해석 모델에 적용하였다.

Fig. 7. The shape of AVD

Table 2. Numerical analysis cases

Average Surface Roughness 
[mm] AVD

Case 1 (Original) 0 X

Case 2 1 X

Case 3 5 X

Case 4 0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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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 거칠기 및 AVD 모델에 사용되는 3D 해

석모델은 기본적으로 Fig. 2. 모델과 내, 외관 형

상, 크기 모두 동일하며, AVD 모델은 이 모델에 

AVD 형상을 적용하여 Fig. 7. 과 같이 제작되었

다. 유량 조건은 정격 유량조건 Q가 적용되었으

며 해석 시간은 0 [s] ~ 60 [s]이다. 작동 유체 

및 난류 모델은 Table 1. 과 동일하며 각 해석모

델에 따른 변화 조건은 Table 2. 에 나타내었다.

4.2 표면 거칠기 모델 및 AVD 모델 해석 결과

Fig. 8. 은 벽면에서의 (+)회전 와도가 최  수

치를 나타낼 때 벨마우스 입구 주변의 유동을 

유선으로 가시화 한 결과이다. 먼저 AVD를 설

치하지 않은 Case 1 ~ 3 모두 벽면으로부터 원

기둥 형태의 회전 유동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Case 1의 회전 유동은 실험과의 비교를 통

해 수중 보텍스로 밝혀졌기 때문에 유사한 형태

의 Case 2와 3 역시 수중 보텍스가 발생한 것으

로 판단된다. 

발생 위치는 세 Case 모두 동일하게 벽면 좌

측에서 나타나며 벨마우스 입구 높이와 동일한 

높이 지점에 위치해 있다. 흡입정 내부 와도는 

Fig. 6. 과 같이 (+)와 (-)회전이 반복하여 강해지

기 때문에, 만약 (-)회전 와도가 최 로 발생하면 

수중 보텍스 위치는 현재 위치에서 우측으로 

칭되는 위치에 발생하게 된다.

수중 보텍스 중심부 유속은 Case 1이 약 0.2 

[m/s], Case 2가 약 0.3 [m/s], Case 3이 약 0.5 

[m/s]로 표면 거칠기가 클 수록 중심부 유속이 

빨라짐을 알 수 있다. 이는 벽면이 거칠수록 난

류확산이 촉진되어 속도의 균질화를 기 하였으

나, 오히려 벽면 속도구배와 전단응력이 증가하

여 회전 유동이 보다 강하게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Fig. 8 (d), (e)는 AVD를 설치하였을 경우 벨마

우스 주변 유동을 나타내고 있으며, 흐름을 보다 

다양하게 확인하기 위해 Fig. 8 (e)는 Fig. 8 (d) 

시점에서 90° 회전한 시점을 보여주고 있다. 확

인 결과, 벨마우스 주변 벽면 및 AVD 표면에서 

수중 보텍스를 포함한 모든 회전 유동이 완전히

(a) Case 1; time: 60 [s]

(b) Case 2; time: 41 [s]

(c) Case 3; time: 45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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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Case 4; view point 1, time: 60 [s]

(e) Case 4; view point 2, time: 60 [s]

Fig. 8. Visualization of flow in cylindrical sump

사라짐을 알 수 있다. 이는 Fig. 7. 과 같이 AVD

가 수중 보텍스가 발생되는 높이에 설치되어 있

고 입구를 향해 45° 각도로 경사가 져 있어 유

체가 원활하게 흡입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 때

문이다. 또한 AVD는 아래 쪽에도 45° 각도가 져 

있는데 이는 흡입정 하단에서부터 벨마우스 입

구 쪽으로 이동하는 유체가 저항 손실 없이 흡

입되도록 고려된 것이다. 본 연구의 AVD는 벨

마우스 위, 아래뿐 아니라 좌, 우에서 발생하는 

수중 보텍스를 방지하기 위해 흡입정 중심을 기

준으로 40° 각도로 연장되어 있으며 향후 최적

화 설계를 통해 그 각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Fig. 9. 는 벽면 와도 분포를 등고선으로 보여

주고 있다. 수중 보텍스가 발생하는 Case 1 ~ 3

의 경우 수중 보텍스 중심부와 주변 와도와의 

편차가 크게 발생하여 수중 보텍스의 위치를 쉽

게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표면 거칠기가 커질수

록 와도의 분포는 더욱 원에 가까워 지며 와도 

크기 또한 증가한다. 최  와도는 Case 1은 15.6 

[s-1], Case 2는 20.4 [s-1], Case 3은 24.9 [s-1]로 나

타난다.

Fig. 9. (d)는 AVD를 설치하였을 때의 와도 분

포이며 다른 Case들 과는 달리 수중 보텍스가 

발생하지 않아 와도가 과도하게 높은 부분이 발

생하지 않으며 평균적인 수치 또한 단히 낮음

을 알 수 있다. AVD 설치 시 벽면 최  와도는 

2.5 [s-1]로 Case 3의 약 1/10 수준으로 나타난다.

(a) Case 1; time: 60 [s]

(b) Case 2; time: 41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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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ase 3; time: 45 [s]

(d) Case 4; time: 60 [s]

Fig. 9. Vorticity distribution in cylindrical sump

Fig. 10. Vorticity distribution according to time

Fig. 10. 은 벽면 최  와도 수치 변화를 시간

에 따라서 나타내고 있다. 벽면 거칠기가 가장 

큰 Case 3이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와도를 발생

시키고 있고 매끈한 표면 조건인 Case 1의 경우 

벽면 거칠기 조건이 있는 Case 2와 3에 비해 와

도 크기가 평균적으로 작게 분포됨을 알 수 있

다. AVD가 설치된 Case 4의 경우 시간에 따른 

와도 변동과 그 강도가 매우 작아 벽면 주변에

서의 회전 유동을 거의 발생시킬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5. 결 론

원통형 흡입정에 한 유동 가시화 실험 및 

수치해석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실험과 수치해석을 통한 유동 가시화를 실

시하여 두 결과가 서로 유사함을 확인하였고 수

치해석이 실험 결과를 잘 추종함을 확인하였다.

2. 유동 가시화 결과 및 벽면 와도 분포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정격유량 조건에서 

수중 보텍스가 발생함을 알 수 있으며, 수중 보

텍스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작동유량을 

정격유량의 1/5로 감소시켜야 한다.

3. 표면 거칠기 모델 및 AVD 모델 해석 결과, 

표면 거칠기가 부여된 조건에서도 매끈한 표면

일 때와 동일하게 수중 보텍스가 발생하였으며 

회전 유동 속도 및 벽면 와도는 오히려 더 증가

하였다. 반면 AVD를 설치하였을 경우 수중 보

텍스가 완전히 제거되었으며 흡입정 내부 유동

도 안정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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