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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flow field measurement of the Pebble Bed Reactor(PBR) for the High Temperature Gas-
cooled Reactor(HTGR) was performed. Large number of pebbles in the core of PBR provides complicated 
flow channel. Due to the complicated geometries, numerical analysis has been intensively made rather than 
experimental observation. However, the justification of computational simulation by the experimental study is 
crucial to develop solid analysis of design method. In the present study, a wind tunnel installed with pebbles 
stacked was constructed and equipped with the Particle Image Velocimetry(PIV). We designed the system 
scaled up to realize the room temperature condition according to the similarity. The PIV observation gave us 
stagnation points, low speed region so that the suspected high temperature region can be identified. With the 
further supplementary experimental works, the present system may produce valuable data to justify the 
Computational Fluid Dynamics(CFD) simulation method. 

기호설명 
Dh: 수력 직경 

μ : 점성 계수 

m : 기체 몰수 

d : 기체 분자 반지름 

k : 볼츠만 상수 

T : 기체 절대 온도(K) 

n : Power-law exponent 

s : Surtherland-law exponent 

1. 서 론 

페블 베드 원자로(Pebble Bed Reactor, PBR)는 
4 세대(Gen-IV) 원자로 노심(Reactor core)를 위한 
초고온 원자로(Very High Temperature Reactor, 
VHTR)의 종류 중 하나이다.(1) 고온 원자로(High 
temperature reactor, HTR)의 안전성은 수동 
개념(Passive concept)으로 설명되며 최초의 수동 
안전 시스템(Passive safety system) 개념은 
Lohnert 와 Reulter(2)에 의해 제시되었다. HTR 에서 
사용되는 PBR 의 연료는 3 중 코팅된 입자(Triso-
coated particle)가 탄화 페블(Graphite pebble) 안에서 
핵반응을 일으킨다. 이것은 낮은 출력 밀도(Low 
power density)를 가지며 어떠한 사고에서도 연료 
구성 요소들의 온도가 1600oC 를 넘지 않도록 
설계되어 사고 발생 시에도 고유 안정성(Inherent 
safety)의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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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PBR 은 4 세대 원자로 노심의 
유망한 후보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 
안전 관점에서 볼 때, 고유 안정성을 가지더라도 
운행 중 모니터링이나 사고 예측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며, 노심의 운전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은 
정확한 예측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페블 베드 원자로 노심 내부의 유동장에 대한 
해석적 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특별히 사고 
예측을 위해서는 국지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이 
분야의 연구를 위해서는 복잡한 유로를 럼프하여 
계산하는 다공성 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해석이 
가능하나 이런 경우에 국지적인 특징을 파악하기 
어렵다. 해석에 있어서도 코드의 메쉬 생성 또한 
전지역을 다룰 수가 없고, 국지적일 수밖에 없어 
국지적인 실험이 이루어 져야 하며, 설혹 
컴퓨터의 파워를 증대하여 전체를 계산하도록 
한다 하여도 일차적으로는 국지적 계산이 
검증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지적 해석과 그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에 비하여 본격적인 실험은 
많지 않고 실험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이것은 PBR 의 구조가 가지는 
복잡성에서 기인한다. PBR 은 통상 8.5MPa 이상의 
압력에서 900oC 이상의 냉각제 출구 온도를 
가지며, 내부 구조는 수많은 페블로 이루어져 
매우 복잡한 유로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복잡한 
구조와 고온, 고압에 때문에 페블 사이의 국지 
유동장 측정이 어렵다. 국지 유동장 측정을 위한 
이전 연구자들의 실험을 살펴보면 Lee et al.(4)의 
연구에서 2 차원적인 내부 구조를 가진 풍동에서 
실험이 있었으며, Hassan(5)의 연구에서는 액체를 
이용한 축소 충전상 반응로(Packed bed 
reactor)장치에 대해 입자 추적 유속계(Particle 
Tracking Velocimetry, PTV)를 이용한 국소 유동 
해석 실험이 있었다. 하지만 이런 연구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지 유동장이 
실험적으로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험적인 결과를 
얻는데 초점을 두고 이전 연구자들의 실험적 접근 
방법을 바탕으로 좀 더 합리적인 실험이 될 수 
있도록 실험을 설계하였다. 면심 입방 구조의 
3 차원 페블 격자 모형이 삽입 가능한 풍동을 
제작하고 비슷한 스케일의 페블 격자 모형을 
이용하였다. 또한 페블 격자의 간극 사이에 
삽입형 센서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좁은 유동장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비삽입형 계측 

방법인 입자 영상 유속계(PIV)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2. 축소화 연구 

고온 원자로의 온도를 고려하였을 때 실제 
시스템과 동일한 온도에서 실험을 하거나, 폐쇄된 
실험 장치 없이 헬륨 가스를 사용하여 실험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온에서 공기를 통한 실험을 위하여 상사성을 
이용한 축소화 과정을 수행하였다. 실험 조건은 
PBMR 250MWth 를 기준으로 하여 Table 1 에 
작성하였다. 모델의 조건인 500oC, 8.5MPa, 헬륨 
가스를 실험에서는 25oC, 1 기압 공기로 상사하여 
실험하기 위해 레이놀즈 수를 맞추어야 하였으며, 
타당한 실험을 위해서는 실제 모델의 레이놀즈 
수를 구할 때 온도와 압력을 고려한 밀도와 
점성계수 값을 사용해야하며, 이를 고려하여 
상사화 과정을 수행하였다. 점성계수는 기체 
운동학 이론(kinetic gas theory)으로부터 이론적으로 
식(1)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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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식은 이상기체에 대한 식으로 실제 

적용에는 식(2)에 나타난 실험식으로 결정할 수 
있다. 

 

0

3/ 2
0

0

0

: ( : 0.67)

: ' ( : 79.1)

n
T Power law He n
T

T sT Sutherland s law He s
T T s

μ
μ

⎧ ⎛ ⎞
⎪ =⎜ ⎟
⎪ ⎝ ⎠≈ ⎨
⎛ ⎞⎪ +⎛ ⎞ =⎜ ⎟⎪ ⎜ ⎟+⎝ ⎠⎝ ⎠⎩

 (2) 

 
 실험을 통해 Surtherland's law 가 좀 더 정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험에서는 이 값을 
사용하여 PBMR-250MWth 의 입구 온도인 
500oC 일 때의 헬륨가스의 점성 계수를 구하면 
식(3)과 같으며, Fig. 1 과 같이 온도에 따라 
증가한다. 

  
5 2 o3.69 10 ( / ) : 500N s m at Cμ −= × i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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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pecification of PBMR 250MWth 

Thermal Power 250 MWth

Reactor Core Height 9.0 m 
Reactor Core Diameter 3.7 m 
Helium Inlet temperature 500 oC 
Helium Outlet temperature 900 oC 
Total Inlet Mass Flow Rate 120 Kg/s
Primary System Pressure  8.5 MPa
Pebble Bed Packing Fraction 61 % 
Number of Fuel Pebble 380000 EA 
Number of Graphite Pebble 150000 EA 

 
헬륨 가스의 입구 속도는 Table 1 의 밀도, mass-

flow-rate, core-diameter 로 부터 2.48m/s 로 
계산되었다. 실험에서 실제 페블과 같은 크기의 
구를 사용할 경우 유효 직경이 같게 되며 계산된 
값을 바탕으로 레이놀즈 수를 맞추어 실험 
조건에서의 입구 유속을 결정할 수 있다. 

 

5 5

5.36 2.48 1.20
3.69 10 1.80 10

( ) ( )

h h Air hVD D V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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ρ
μ − −

× × × ×
= =

× ×  (4) 

 
유효 직경은 같은 값을 사용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관계식만 을 사용하였다. 25oC, 1 기압 
공기의 밀도와 점성 계수는 Table 2 에 있는 값을 
사용하였으며, 레이놀즈 수를 상사하면 식(4)을 
얻을 수 있다. 계산된 공기의 입구 속도는 
5.4m/s 가 된다. 페블의 크기를 2 배로 할 경우 
유효지름과 레이놀즈 수의 관계에 의해 입구 
속도는 절반인 2.7m/s 가 되며, 이상의 실험 
조건을 Table 2 에 정리하였다.  
 

3. 실험 장치 

3.1 수직 풍동 제작 
풍동 설계에서 우선적으로 결정해야 할 일은 

관측 영역의 크기와 풍속범위이다. 측정부의 
크기와 풍속이 정해지면 이에 근거하여 적절한 
송풍기를 선정할 수 있고, 측정부에서 균일한 
유동을 얻을 수 있도록 축류부, 정체실 그리고 
확산부를 설계하게 된다. 각 요소 세부 설계는 
Mehta and Bradshaw(6)의 디자인 룰을 따라 Fig. 2 와 
같이 설계하였다. 풍동은 페블 격자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측정부 입구에서 최대 23m/s 까지의 

 
Fig. 1 Viscosity of He gas(Sutherland's law) 

 

Table 2 Scaling Results 

Medium Gas Air 
Pressure 0.1 MPa 
Temperature 25 oC 
Density 1.20 Kg/m3 
Viscosity 1.80×10-5 N·s/m2 
Inlet speed 2.7 m/s 
Pebble Diameter 120 mm 

 
유속 범위를 가지며, 페블 격자를 설치할 경우 

최대 5.85m/s 까지 유속 범위를 가진다. 완성된 
풍동 내부 유동의 균일성 검증을 위해 Dwyer -
Instrument Series 477 Digital Manometer 를 이용하여 
유속을 측정한 결과 유속의 최대 편차가 1.64%로 
실험을 수행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3.2 관측 영역 페블 모형 
페블 베드 관측 영역은 Fig. 3(a)와 같이 170 × 

170 × 505(mm)의 사각 덕트에 Fig. 3(b)와 같은 
FCC 격자 구조의 페블 모형을 삽입하였다. 
페블은 직경 120mm 의 투명한 아크릴 구를 
이용하여 쌓았으며, Fig. 4 와 같이 관측부와 
레이저 입사부에 구멍을 내어 내부를 관찰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3.3 PIV 시스템 
본 연구를 위하여 PIV 알고리즘을 개발 

하였으며, 정확한 건전성 분석을 위해 실제 
측정된 유동장에서의 속도 정보와 비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실험해 보았다. 비교 대상은 
Standard images of PIV 로 Okamoto(7)에 의해서 소개 
되었다. 건전성 분석 결과 평균 속도와 속도의 
표준 편차는 1%이내로, 최고 속도는 5%이내의 
차이로 신뢰할만한 수준이라 볼 수 있다. 광원은 
고출력 Power- LED 제품을 이용하여 두께 1mm 의 
슬릿 광원을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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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Wind tunnel design 

 

     
  (a) Test section design     (b) FCC Pebble stack 

Fig. 3 Pebble bed test section geometry 
 

실험에 사용한 Power-LED 는 Photron 사의 3W 
Power-LED 시리즈 (615-645nm)를 14 개 병렬 
연결하여 사용하였다. 고속카메라는 Photron 사의 
FASTCAM Ultima-512 모델로 512×256 의 
해상도로 4000frame/s 까지 촬영 가능하다. 이상의 
장치를 이용하여 Fig. 4 와 같이 PIV 시스템을 
구축 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4.1 PIV 시스템 
속도장의 측정은 Table 3 과 같은 조건에서 

수행하였다. Fig. 5 는 0.01 초간 촬영한 40 장의 
사진을 이용하여 PIV 알고리즘을 통해 얻은 평균 
속 도장이다. 페블 표면으로부터 2.5mm 지점으로 
Fig. 5 에 1 에서 19 번으로 표시된 지점의 유속 
분포를 Fig. 6 과 같이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유동을 살펴보면 1 지점에서부터 유속이 증가하고 
5 지점 에서 급격히 감소한다. 6 지점부터 속도는 
다시 증가하여 13 지점까지 빠른 속도를 유지한 
후 14 지점에서 급격히 감소하여 15 지점에서 매우 

 
Fig. 4 Wind tunnel & Particle image velocimetry(PIV) 

 

Table 3 Measurement condition 

 Inlet Velocity 1.3 m/s 
 Shutter Speed 1/8000 s 
 Frame per second 4000 fps 
 Image Resolution 256×512 pixel×pixel 
 Test Section Size 38.5×77 mm2 

 
느려진다. 이 지점을 지나 유속은 다시 급격히 

빨라진 후 바로 감소하여 19 지점에서 가장 낮은 
속도를 나타낸다. 이러한 양상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 지점에서 유속이 0 에 
가까운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것은 페블 사이의 
공간에 흐르는 유동을 수직으로 받는 면으로 
스테그네이션 포인트로 해석할 수 있다. 유속은 
수직 방향을 벗어날수록 서서히 빨라지다가 
공간이 협소해지는 3 지점에서 급격히 빨라지는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그러나 5 지점으로 갈수록 
유속이 느려지는 것을 관찰 할 수 있는데, 
이것은 5 지점 이후에 있는 접점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6 지점에서 유속이 0 에 
가까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페블간의 
접촉이 유동을 방해하여 접촉점 뒤에서 유동이 
정체 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정체 현상 
지점을 지나면 유속은 다시 빨라지지만, 7 지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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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veraged velocity vector field 
 

 
Fig. 6 Velocity 1.5mm away from the surface 

 

17 지점을 살펴보면 주변의 유동에도 영향을 
주어 유동의 방향이 우측으로 기우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조상 유로가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면 역유동의 성향을 띄는 
것을 알 수 있다. 역유동 구간이 지나면 18 지점과 
19 지점으로 페블의 하단면 중앙지점에 되는데 이 
부근에서 유동 속도가 매우 느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1 지점에서 5 지점 구간, 6 지점에서 14 
지점 구간, 15 지점에서 19 지점 구간으로 페블 
표면을 나누었을 때, 포인트 15 에서 19 구간의 
평균 유속이 가능 느린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유동 속도는 페블의 구조에서 유동을 
수직으로 받거나 빠져나가는 부분에서 느리며, 
인접한 페블과의 접촉이 발생하는 지점에서 느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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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Velocity along the distance from 

pebble surface 

 

것을 관찰하였다. 유동 속도와 냉각 속도가 
비례하는 것을 감안하면 접촉지점 부근에서 
온도가 가장 높이 올라 가고, 평균적으로는 
유속이 가장 느린 15 지점에서 19 지점 구간의 
온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4.2 2 표면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속도 분석  
Fig. 5 의 점선 a 에서 e 까지 5 개 위치에 대하여 

점선을 따라 페블 표면에서부터 중앙까지 유속의 
분포를 Fig. 7 의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c 그래프를 
제외 하면 표면에서 약 5~10mm 구간까지는 
유속이 증가하다가 중앙부근에서는 속도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15mm 지점을 
기준으로 표면 부근과 중앙 부분을 비교해 보면 
표면 부근에서의 속도가 오히려 더 빠른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표면의 경계층으로 
생각되는 2mm 지점 이후에서는 20mm 지점 
이후보다는 15mm 이전 지점의 속도가 더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FCC 격자 
구조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FCC 격자 구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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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b)와 같이 모든 유동 공간이 공간의 위쪽 
혹은 아래쪽 페블에 의해 막히게 되어 공간 
중앙으로는 똑바로 이어질 수 없다. 따라서 
유체는 공간의 모서리로부터 유입되어 모서리도 
빠져 나감에 따라 공간 중심에서의 유속이 페블 
표면 부근보다 느려지게 된다. 이것은 페블이 
유동을 방해하여 압력강하는 크게 나타나지만 
페블 표면의 균일한 냉각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Hassan(5)의 연구를 살펴보면 
BCC 격자 구조의 경우 페블 사이의 공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공간 중앙에서의 
유속이 표면 부근에서보다 빠르게 관찰된다. 
페블을 중심으로 살펴 보면 두 가지 구조 모두 
상단면과 하단면 부근에서 저속 구간이 
발생하지만 유동 공간 상에서의 속도 분포는 
형태가 다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인 
차이로 열전달의 효율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추후 
연구에서 구조에 대한 비교 분석을 수행해 볼 
필요가 있다. 
 

5. 결론 

실험을 통해 PBR 내부에서의 속도장의 모습을 
육안으로 관찰하였으며, 페블 표면 부근에서의 
유속 분포와 페블 사이의 공간에서의 유속 분포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PBR 의 복잡하고 
좁은 유동 영역에 대하여 속도장을 가시화 
함으로써 국지 유동 분석에 대하여 실험적으로  
접근하였다. 실험 결과에서 페블 표면 부근에서는 
페블의 상단면과 하단면에서 스테그네이션 
포인트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고, 하단면 부근이 
평균적인 유동 속도가 느린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페블들 간의 접점 바로 뒤에서 역유동과 함께 
가장 느린 유속이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유속 관찰을 통해 접점 부근에서 고온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과 페블의 하단면에서 고온 영역이 
발생할 것을 예측하였다. 이후의 연구에서는 
입구속도를 바꾸어 속도장을 측정해 내고, 예측한 
온도 분포의 확인을 위한 온도장의 측정과 
압력장에 대한 데이터 획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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