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원자력 발전소에서 고에너지 배관 파단 등의 사고 

발생 시 파단부를 통해서 대량의 증기가 방출되고 이

로 인해 온도와 압력이 상승하게 된다. 이 상황이 지속

되면 결국 원자로건물 균열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

문에 이를 적절하게 제어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발

전소에서는 스프링클러와 유사한 펌프 등의 능동 장치

를 사용하는 살수 계통을 설치하여 사고 상황을 대비

하고 있다. 그러나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설계되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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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numerical simulations were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thermal-fluid 
phenomena occurred inside the experimental apparatus during a PCCS, used to remove 
heat released in accidents from a containment of light water nuclear power plant, 
operation. Numerical simulations of the flow and heat transfer caused by wall 
condensation inside the containment simulation vessel (CSV), which equipped with 18 
vertical heat exchanger tubes, were conducted using the commercial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software ANSYS-CFX. Shear stress transport (SST) and the wall 
condensation model were used for turbulence closure and wall condensation, 
respectively. The simulation using the actual size of the apparatus. However, rather than 
simulating the whole experimental apparatus in consideration of the experimental 
cases, calculation resources, and calculation time, the simulation model was prepared 
only in CSV. Selective simulation was conducted to verify the effects of non-condensable 
gas(NC gas) concentration, CSV internal pressure, and wall sub-cooling conditions. 
First, as a result of the internal flow of CSV, it was observed that downward flow due to 
condensation occurred surface of the vertical tube and upward flow occurred in the 
distant place. Natural convection occurred actively around the heat exchanger tube. Due 
to this rising and falling internal flow, natural circulation occurred actively around the 
heat exchanger tubes. Next, in order to check the performance of built-in condensation 
model using according to the non-condensable gas concentration, CSV internal flow and 
wall sub-cooling, the heat flux values were compared with the experimental results. On 
average, the results were underestimated with and error of about 25%. In addition, the 
influence of CSV internal pressure and wall sub-cooling was small, but when the 
condensate was highly generated due to the low non-condensable gas concentration, 
the error was large compared to the experimental values. This is considered to be due 
to the nature of the condensation model of the CFX code. However, in spite of the 
limitations of CFD, it is valid to use the built-in condensation model of CFD for PCCS 
performance prediction from a conservative perspective.

Key Words : passive containment cooling system (PCCS), forced circulation, 
computational fluid dDynamics (CFD), wall cond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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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원전은 발전소 내부 또는 외부 전원 상실을 고려하

여 전원을 필요로 하는 능동안전계통을 배제하고 자연

력으로 구동되는 다양한 피동안전계통을 적용하고 있다. 

피동 원자로건물 냉각계통(PCCS: Passive Containment 

Cooling System)은 외부 전원, 펌프 등의 별도의 외부 

구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부력, 중력 등의 자연력만

을 이용하는 피동안전계통으로 기존의 원자로건물 살

수계통을 대체하여 원자력 발전소 안전성을 향상 시킬 

수 있어 소형원전에서 대형원전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노형에서 활용되고 있는 매우 유망한 기술이다. 해당 

계통은 열교환기와 이와 연결된 냉각수 탱크로 이루어

져있으며, Fig. 1과 같이 원자력 발전소 내 고에너지 배

관 파단 등의 사고 발생 시 방출되는 수증기를 원자로

건물 내부에 있는 열교환기(HX, Heat eXchanger)를 이

용하여 응축시켜 열에너지를 제거하고 압력을 감소시

키게 된다. 열교환기는 원자로건물 외부에 위치한 냉

각수 탱크와 연결되어 있고 냉각수는 열교환기에서 뜨

거워진 후 부력에 의해 상승하여 냉각수 탱크로 들어

가고 냉각수 탱크내의 상대적으로 차가운 냉각수가 열

교환기로 들어가면서 계통내부에서 냉각수 순환이 이

루어진다. 이러한 작동 과정에서 열교환기와 원자로건

물 내부 대기 환경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로

써 열교환기 수직관 형상 및 원자로건물 내의 공기 등

의 비응축기체의 조성비에 따라 열교환기 수직관 표면

에서의 응축효율이 변할 수 있어 관련 연구가 다수 수

행되었다1-4,11). 국내에서도 PCCS 연구개발의 일환으로 

상용코드를 활용한 복잡한 실규모 계통모델을 대상으

로 열교환기 표면에 가해지는 균일 열유속 조건하에서 

계통 내 자연순환 가능여부와 불균일 열유속 조건하에

서 유동불안정성 여부등을 확인하기 위한 해석적 연구5)

와 수직관에 대한 냉각수 자연대류 상황에서의 열제거 

성능에 대한 실험적 연구6)가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열교환기 외부 표면에서 발생하는 상

변화에 의한 열전달 현상을 모의하지 않고 임의의 열

유속을 부여하여 수행된 해석적 연구5)와는 달리 한국

원자력연구원에서 수행된 실험 중 냉각수 강제대류 상

황에서 다발 수직관 실험에 대해 PCCS 작동 시 수직

관 부근의 국부 유동을 포함한 원자로건물 모의 압력

용기(CSV: Containment Simulation Vessel) 내부유동 확

인 및 상용코드에 내장된 벽면응축 모델의 열제거성능 

예측 수준 조사하여 향후 수행되는 해석적 연구의 결

과를 보완하고 궁극적으로는 전산유체해석을 활용한 

실규모 원자로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PCCS 작동시의 

내부 상세 유동 해석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유한체적법

(FVM: Finite Volume Method)기반의 상용 열유체 해석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PCCS operation.

코드인 ANSYS-CFX7)를 사용하여 PCCS 외부의 벽면 

응축(wall condensation)을 해석하였다. CSV 내부 유동

에 의한 영향을 온전히 반영하기 위하여 실제 크기를 

반영하여 해석하였다. 다만, 계산 영역은 실험 조건, 계

산 자원 및 계산 시간을 고려하여 실험장치 전체를 해

석하기 보다는 수직관이 위치한 CSV 내부에 한정하여 

계산을 수행하였다. 

2. 수치해석

2.1 수치해석 모델

본 연구에서는 벽면응축 현상의 해석을 위해 CFX에 

내장된 wall condensation model8)이 적용되었다. 이 모

델은 응축 및 비응축성 물질(component)로 이루어진 혼

합기체(multi-component gaseous fluid)에 대해 질량 흡

입(mass sink)을 적용하게 된다. 이와 같은 질량 흡입은 

과냉각 표면에서의 응축 가능한 물질(증기 등)들이 제

거되는 것을 모의하기 위해 벽면 경계와 conjugate h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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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er(CHT) 경계면에서 정의된다. CHT 경계면의 경

우 잠열에 의한 응축을 추가 계산하기 위해 에너지 용

출항(energy source term)이 추가 된다. 

Wall condensation model의 추가 가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유체는 하나의 응축 물질과 최소한 하나 이상의 

비응축성 물질의 혼합물로 구성된다.

•응축율은 농축 경계층에 의해 결정된다.

•벽면에서의 응축 물질의 분압은 경계 온도에서의 

포화압력과 동일하다.

•액막은 모델링 되지 않고 응축된 질량만큼 계산 

계(system)에서 제거된다. 특히, 재증발, 응축수의 

축적 및 이동 등이 고려되지 않는다. 

•벽면에서의 주요 열전달 저항은 응축 물질의 벽

면 농도 구배로부터 발생하고, 액막은 충분히 얇

아 열전달 저항이 무시된다고 가정한다.

•벽 함수(wall function)는 벽 흡입(wall suction)에 

의해 영향 받지 않는다.

• CHT 경계면에서 응축에 의해 방출된 잠열은 경

계면에서 물질에 의해 흡수된다고 가정한다.

CSV 내부 유동이 난류 유동으로 예상 되므로 wall 

condensation model중 turbulent boundary layer model을 

사용한다. 난류 유동의 경우 농축 경계층은 난류 벽 함

수(turbulent wall functions)를 사용하여 모델링 한다. 난

류 경계층 내에서 비응축성 물질(A)과 응축성 물질(B)

의 질량속(mass flux)은 다음과 같다. 

  ∙ ∙∙    (1)

  ∙ ∙∙  (2)

여기서, 는 질량 분율, 늘 밀도 그리고 는 난류 

질량 수송계수이고, 와 molecular Schmidt number의 

함수이다. 아래 첨자 는 near wall mesh points, 는 

wall quantities를 각각 의미 한다. 식 (1)과 (2)를 더하

고,    을 이용하면,  이다. 따라서 

이를 식 (2)에 넣고 재배열 하면 응축에 의한 질량속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3)

주의할 사항은 난류 벽함수 배열은 no-slip wall에서

는 정의된다는 것이다. free-slip wall, specified stress 

wall 및 non-overlap 경계조건 등에서는 정의되지 않는

다. 따라서 wall condensation은 난류 유동의 경우 이런 

형태의 벽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응축 열전달의 경우, 2가지 조건(등온벽면 및 고체-

유체 경계면)에 대해 condensation model이 허용된다. 

등온 벽면 경계조건의 경우, 벽은 응축에 의한 열원

(condensation heat source)의 효과를 무시하는 무한한 

저장소(reservoir)로 가정된다. 따라서 벽면은 항상 일정

한 온도를 유지한다.

고체-유체 경계면의 경우, 응축에 의해 액막으로 방

출된 잠열은 경계면에서 고체상이 흡수하는 것으로 가

정한다. 이것이 고체상 측면에서는 다음식과 같이 열

원(heat source)으로 작용한다.

∙ (4) 

여기서 은 증발에 의한 잠열(Latent heat of vaporization)

이다.

2.2 실험장치 및 절차

2.2.1 실험장치

본 연구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수행된 냉각

수 자연대류 실험6)에 사용된 장치와 동일한 장치를 사

용하여 수행된 다발 수직관 강제대류 실험을 모사하였

다. CSV 내부 장치 구성은 CSV 하부에 증기 생성에 

사용되는 물이 일정 높이로 있으며 수면아래에 증기 

생성을 위한 전열기가 위치한다. 전열기에 의해 증기

가 생성되면 이를 응축시키기 위해 수면위에 다발 수

직관이 위치한다. PCCS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수직관

Fig. 2. Geometry of PCCS test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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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Layout of the bundle heat exchanger tube.

의 직관부 만을 유효한 열제거 표면으로 보고 성능평

가를 하는 것이 보수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실험에

서도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직관부를 제외한 부분은 

단열 처리하였다. 전체 실험장치 구성에 대한 상세 내

용은 이를 참조하기 바라며, 여기서는 생략한다. 

Fig. 2와 Fig. 3은 본 연구에서 해석 대상으로 삼고 

있는 실험장치의 다발 수직관을 포함한 CSV 내부 형

상과 수직관 배열을 각 각 나타낸다. 내경 2,400 mm, 

높이 8,900 mm인 CSV 중앙에 내경 25.7 mm, 두께 

3.05 mm, 높이 5,000 mm인 18개의 수직관이 위치해 

있다. 강제 대류 실험이기 때문에 냉각수가 아래에서 

각 수직관별로 일정유량 주입되고 위로 방출되는 개회

로를 구성한다. 

2.2.2 실험절차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수행된 냉각수 강제대류 실험은 불응축성 가스 농도 

조절 → CSV 압력 조절 → 측정자료 획득의 순서로 진

행된다. 측정 자료 획득 단계의 경우 CSV압력 및 온

도, 다발 수직관 내부 냉각수 유량 등이 정상상태에 도

달 했을 때 수행된다. 

2.3 형상 및 격자계

해석에 사용된 모델의 3차원 형상은 Fig. 2와 같다. 

계산영역에서 수조영역은 제외하고 수면에서부터 용기 

상부까지를 해석대상에 포함하였다. 해당 형상을 활용

하여 튜브내부에 흐르는 냉각수 영역과 CSV 대기 영역

에 해당하는 19개의 유체 도메인과 열교환기 튜브에 해

당하는 18개의 고체(stainless steel) 도메인에 대해 3D 

tetrahedron 격자 생성 방법을 이용하여 격자를 생성하

였다. 이때 벽면 효과를 고려하기 위하여 CSV 내벽

Table 1. Grid parameters and average heat flux at outer wall 
for P04-N05-T40 case

Grid Nodes Elements y+ Average heat 
flux (kW/m2)

C 7,624,470 29,825,553 20.9 20.504

M 8,438,276 34,381,646 16.8 17.079

F 9,296,686 37,769,588 12.9 17.315

(a) (b)

Fig. 4. Grid system for analysis model (M-grid). (a) Vertical 
section; (b) Horizontal section.

(5-layer), 수직관 내/외벽(2-layer) 및 유체 표면(4-layer)

에 프리즘(prism) 격자를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

로 Table 1과 같이 3가지 서로 다른 격자를 ANSYS 

workbench의 meshing component를 이용하여 생성하였다. 

Table 1에 정리한 매개변수를 가진 세 개의 비정렬

격자계를 사용하여 격자계에 의한 해석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고, 다발 수직관 표면에서의 평균 열유속을 비

교하였다. 세 격자계를 사용한 해석에서 F격자계 대비 

M격자계의 다발 수직관 표면에서의 평균 열유속은 약 

1%의 상대오차를 보이는 반면, C격자계와의 상대오차

는 18%로 큰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C격자계를 제외한 

격자계 사용이 해석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계산자원의 제약으로 사용되는 

격자수를 줄이기 위해 벽함수를 사용하여  값은 적

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한된 계산 자

원 및 시간을 고려하여 M격자계를 사용한다. M격자계

의 수직과 수평단면은 Fig.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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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해석 설정 및 경계조건 

Table 2에 정리한 다발 수직관 강제대류 실험 case에 

대해 ANSYS CFX 19.0을 사용하여 정상상태 해석을 

수행하였다. 배정도 정밀도 coupled solver를 사용하였

다. SST 난류모델을 사용하고 벽함수(wall function)는 

자동(automatic)으로 설정하고, wall condensation model

이 CSV영역과 다발 수직관 영역의 경계에 부여되었다. 

CSV내부의 유체는 공기와 증기로 이루어진 다중 혼

합기체(multi-component mixture)로 가정하였고, 이때 

공기를 제한(constraint) 유체 물질로 지정하였다. 공기

는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증기는 IAPWS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Properties of Water and Steam) IF 

(Industrial Formulation) 97을 사용하여 물성치를 계산하

고 다발 수직관 내부를 흐르는 냉각수는 일정한 값을 

가지는 물성치를 사용하였다. 

경계조건은 Fig. 5에 나타나있는 것과 같이 부여되

었다. 그림에서는 상세히 표시하지 못했지만 실험조건

과 일치시키기 위해 CSV-HX tube-coolant channel로 연

결되는 경계면에서 다발 수직관의 직관부 5 m를 제

외한 이외의 경계면에서는 열전달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였다. 증기가 유입되는 CSV 하부면과 냉각수 유로 

출구면은 opening 경계조건을 적용하였다. CSV 하부면

은 CSV 초기기압 및 온도와 같은 조건을 적용하였고, 

냉각수 유로 출구면은 실험에서 측정된 조건을 부여하

였다. 이 경계조건에서 entrainment option을 사용하여 

경계면에서의 증기 및 냉각수의 방향은 미리 지정되지 

않고 내부 유동장의 계산으로 결정되게 하였다. 

CSV 압력/온도/공기질량분율, 냉각수 입구 압력/온

도/유량, 냉각수 출구 압력/온도 및 초기조건 등은 실

험에서 측정된 값을 사용하였다.

Fig. 5. Boundary conditions for the analysis model.

난류강도는 1%로 설정하였고, pseudo time-steps는 

auto timescale을 적용하였다. 경계면에서 condensation 

mass/heat flux under relaxation factor는 0.5를 사용하였

다. 1st order upwind scheme을 사용한 난류모델 방정식을 

제외한 모든 수송방정식에 2nd order upwind advection 

scheme을 적용하였다. 수렴조건은 RMS(Root Mean 

Square) 기준으로 1×10-4로 설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CSV 내부 유동

Fig. 6은 P04-N05-T40 실험의 경우, CSV 수직 단면

에서의 수직방향 속도 성분을 나타낸 것이다. 수직 다

발관 표면에서 속도가 음의 부호이고 먼 곳에서 양의 

Case

Total pressure of 
gas mixture

Average 
temperature of 

gas mixture

Mass fraction of 
NC gas

Inlet pressure of 
coolant system

Flow rate of 
coolant system

Fluid temperature 
of tube inlet

Average outer 
wall temperature

kPa ℃ - kPa kg/s ℃ ℃

P02-N05-T40 200.01 105.39 0.5041 304.74 3.7544 52.43 67.94 

P03-N05-T40 299.95 118.17 0.4911 302.63 3.3907 57.40 78.16 

P04-N05-T20 400.00 126.66 0.5060 279.70 0.6201 64.67 107.25 

P04-N02-T40 397.66 137.26 0.2334 303.46 4.0426 55.47 82.61 

P04-N04-T40 400.08 131.21 0.4075 294.66 3.4643 61.34 92.01 

P04-N05-T40 400.17 126.83 0.5030 287.59 2.3634 55.21 86.51 

P04-N07-T40 400.09 114.32 0.6951 272.79 1.7339 49.50 74.76 

P04-N05-T50 400.10 126.79 0.5037 296.91 3.6082 54.00 78.82 

P04-N05-T60 400.26 126.85 0.5027 315.61 5.4188 45.82 67.35 

P05-N05-T40 509.27 135.20 0.4977 276.85 2.3803 61.17 95.53 

Table 2. Boundary and initial conditions for the experiment case 



피동 원자로건물 냉각계통 실험에 관한 수치적 연구

한국안전학회지, 제35권 제3호, 2020년 101

Fig. 6. Vertical velocity of CSV (Vertical section); Case=P04- 
N05-T40.

부호가 나타남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수직 다발관 

표면에서는 하강류가 먼 곳에서는 상승류가 발생함을 

의미하고 내부에서 수직 다발관 표면 응축으로 인해 

내부에서 자연순환이 활발하게 형성됨을 나타낸다. 

Fig. 7은 CVS 높이별 수직 단면에서의 수직방향 속도 

성분을 나타낸 것이다. 차가운 냉각수가 아래에서 들

어와 위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하부로 갈수록 응축수 

생성량이 많고 이에 따라 열교환기 주변에 생성된 하

강류의 속도도 빠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8은 수

직 다발관 표면에서의 응축수 생성량과 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냉각수는 아래에서 위로 흐르므로 수직 다발

관 하단에서는 표면온도가 낮아 열제거율이 높으므로 

응축수 생성량이 많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냉각수 온도

가 상승하여 열제거율이 낮아지며 응축수 생성량도 감

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9는 CSV 압력이 0.2 MPa와 0.4 MPa의 경우에 

대해 18개 수직관 각각의 응축에 의한 열유속 분포를 

나타낸다. 외곽에 위치한 수직관의 가림 효과(shadow 

effect)로 인해 내부에 위치한 수직관에서의 열전달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압력이 

0.4 MPa일 경우일 때 전체적인 열전달 성능이 증가하

고 가림 효과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실험에서도 동일하게 외과에 위치한 수직관에 의한 가

림 효과와 압력 증가에 따른 열제거 성능 증가 및 가림

효과 감소가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CSV 압력이 증가

(a)

(b)

(c)

Fig. 7. Vertical velocity of CSV (Horizontal section); Case=P04- 
N05-T40. (a) Top section (H : +2.5 m) ; (b) Middle section (Middle 

of vertical tubes, H : 0 m); (c) Bottom (section H : -2.5 m)

함에 따라 열전달이 증가하는 이유는 불응축성 가스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CSV 압력의 변화가 열전달 계수를 

얻기 위한 상관식을 구성하는 bulk와 wall 영역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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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8. Thermal field of CSV; Case=P04-N05-T40. (a) 

Condensation mass flux contours; (b) Temperature Contours.

혼합기체의 밀도와 밀도차 및 확산계수 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9). 해당 상관식 내에서 bulk와 wall에서

의 혼합기체의 밀도와 밀도차 및 확산계수는 서로 곱

(a)

(b)

Fig. 9. Condensation heat flux for 18 tubes for the case of 
total pressure by (a) 0.2 MPa (P02-N05-T40); (b) 0.4 MPa 

(P04-N05-T40). 

해지는 형태를 취하는데 높은 압력에서는 확산계수가 

감소하고 bulk와 wall에서의 혼합기체의 밀도와 밀도차

의 곱이 확산계수 대비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게 되

는데 이로 인해 전체적인 열전달 계수가 증가하게 되

어 높은 압력에서는 열속이 증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림 효과 감소의 경우 압력 증가에 따른 열전달 증진

으로 외부에서 내부로의 유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해져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2 열유속 획득 및 비교

3.2.1 열유속 획득

실험에서 열유속은 수직관을 흐르는 냉각수의 유입 

및 유출되는 냉각수의 온도를 활용하여 구해진 총 열

제거량을 활용하여 구하게 된다. 반면, CFD에서는 특

정 표면에서의 열유속을 직접 구할 수 있으므로 후처

리를 활용하여 열유속을 구하였고 다음에서 실험과 해

석의 열유속 결과를 비교하였다. 물론, 열유속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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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비교 가능한 변수는 냉각수 출구 온도 등 몇 가지가 

있으나 본 해석에서 대상으로 한 실험의 결과를 가장 

대표하고 실험을 통해 중점적으로 확인하고자 한 결과

는 열교환기의 열제거 성능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열유속만을 비교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3.2.2 열유속 비교

Fig. 10은 CSV 압력에 변화에 따른 계산과 실험의 

평균 열유속 측정 결과를 비교한 내용을 나타낸다. 해

석결과는 실험 결과 대비 약 20% 내외에서 하향 예측

함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표면 응축에 의한 열

전달에 있어 표면에서 생성되는 응축수의 형태, 응축

수가 뭉쳐져 흐르면서 생성되는 막의 두께, 이동속도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9). 그러나 wall condensation 

model에서는 응축수 막의 생성 및 관련 현상을 모의하

지 않는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하향 예측이 발생하

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험결과 압력이 상승함에 따라 

Fig. 10. Compare of average condensation heat flux for the 
case of total pressure 0.2 MPa~0.5 MPa. 

Fig. 11. Compare of average condensation heat flux for the 
case of non-condensable gas mass fraction 0.2~0.7. 

Fig. 12. Compare of average condensation heat flux for the 
case of wall sub-cooling 20~60℃. 

변화의 폭은 다른 경우대비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열제거율이 상승하는데 해석결과 또한 이를 잘 보여주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11은 불응축성 가스인 공기의 질량 분율 변화에 

따른 계산과 실험의 평균 열유속 측정 결과를 비교한 

내용을 나타낸다. 해석결과는 실험 결과 대비 약 5~40%

까지 경우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며 하향 예측함을 확

인 할 수 있다. 특히, 불응축성 가스의 농도가 낮 아 질

수록 실험결과와의 차이가 커짐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와 관련하여,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불응축성 가스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수직 벽면에 응축이 일어나는 경우 

생기는 응축수에 의해 표면에 액막이 생성되고 중력에 

의해 아래로 흐르게 되는데 이와 같은 액막의 생성과 

유동에서 발생하는 liquid film roughening을 포함한 여

러 현상이 열전달에 영향을 주게 된다10).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코드에 내장된 wall condensation model은 

응축이 발생하면 액막을 모델링하지 않고 생성된 응축

수를 계산 계에서 바로 제거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

로 액막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향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

제가 있다. 이로 인해 불응축성 가스가 적어 응축수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일수록 결과 값의 차이가 커지는 것

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압력 및 불응축성 가스 농

도의 변화에 따른 실험결과에 대한 해석결과의 경향성

은 유사한 조건의 실험11)을 대상으로 한 해석적 연구12)

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Fig. 12는 다발 수직관 벽면과냉도(wall sub-cooling) 

변화에 따른 계산과 실험의 평균 열유속 측정 결과를 

비교한 내용을 나타낸다. 해석결과는 CSV 압력 변화

에 따른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가지며 벽면과냉도가 

상승할수록 열전달율이 상승하며, 실험 결과 대비 약 

25% 내외에서 하향 예측함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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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차세대 원전의 사고 대처를 위해 개발되고 있는 피

동 원자로건물 냉각계통 개발을 위해 수행된 다발 수

직관 강제대류 실험을 대상으로 PCCS 작동시 수직관 

부근의 국부 유동을 포함한 CSV 내부유동 확인 및 상

용코드에 내장된 벽면응축 모델의 열제거성능 예측 

수준을 분석하기 위하여 상용 열유체 해석 코드인 

ANSYS-CFX를 사용하여 해석하였다.

CSV 내부 유동에 의한 영향을 온전히 반영하기 위

하여 성능검증 실험장치의 실제 크기를 반영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다만, 실험 조건, 계산 자원 및 계산 시간

을 고려하여 실험장치 전체를 해석하기 보다는 CSV 

내부에 한정하여 실험 모델을 작성하여 해석하였다. 

수행된 여러 실험 중 불응축성 가스농도, CSV 압력 및 

벽면과냉도에 따른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선택적 해

석을 수행하였다. 열유속 값 기준으로 다발 수직관 실

험에 대비 평균적으로 약 25%내의 오차로 실험결과를 

하향 예측함을 확인하였다.

해석에서 CSV 압력 및 벽면과냉도에 따른 영향은 적

었으나, NC gas 농도가 작아 응축수가 많이 생기는 경

우 실험값 대비 오차가 크게 발생하였는데 이는 CFX 

코드 내장 condensation 모델이 튜브 벽면에 생기는 film

을 모델링하지 않아 film roughening 등의 다량의 응축

수 발생으로 인한 현상을 적절히 모사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런 CFD의 한계에도 불구하

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석결과가 실험값을 평균적

으로 25%내의 오차로 하향 예측하는바 보수적인 관점

에서 PCCS 성능을 예측함에 있어 CFD의 내장모델을 

활용하는 것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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