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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주요 원자력 선진국에서 개발되고 있는 4세대 원자로들은 

우라늄의 안정적인 공급, 경제성, 핵의 비확산성, 계통의 안정

성 등에 있어 기존의 원자로들과 구별된다. 4세대 원자로들 

가운데 상용화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평가되는 노형의 하나

로 소듐냉각고속로(SFR)를 들 수 있다. 소듐냉각고속로는 대

기압 수준에서 운전되고 액체소듐을 냉각재로 사용하며 이에 

따라 주요 열전달계통 및 보조계통, 운전로직이 경수로와는 

다르다[1].

소듐냉각고속로 핵증기공급계통의 유체계통은 크게 노심을 

포함하는 일차열전달계통(PHTS), 노심의 열을 증기발생기로 

전달하는 중간열전달계통(IHTS), 사고 시 노심의 잔열을 제거

하는 잔열제거계통(DHRS), 증기발생기 전열관에서 물누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소듐-물 반응을 완화시키는 소듐-물 반응 압

력완화계통(SWRPRS)으로 나눌 수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서 개발되고 있는 150 MWe급 원형로(PGSFR)의 유체계통 개

념도를 Fig. 1에 도시하였다.

소듐냉각고속로는 일차열전달계통 펌프 및 중간열교환기

(IHX)가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 원자로 용기 내부에 설치되는 

풀형과 원자로 용기 외부에 설치되는 루프형으로 나뉜다. 풀

형은 큰 열용량으로 인해 안전성이 뛰어나고, 일차열전달계통

에서의 소듐 누설이 원자로 용기 내로 제한되며 배관길이의 

단축으로 경제성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루프형은 일차

열전달계통 펌프와 중간열교환기, 일차열전달계통 배관의 검

사 및 보수성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의 세계적인 

개발추세는 풀형이 우세하며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150 MWe급 원형로도 이에 속한다.

일차열전달계통의 소듐풀은 노심을 통과한 고온의 소듐을 

수용하는 고온풀, 중간열교환기를 통과해 온도가 낮아진 저온

풀로 나뉘며 정상운전 시 소듐의 온도는 각각 545 , 39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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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uid systems in the PGSFR

다. 소듐풀에는 노심에서 발생되는 열을 다른 계통으로 전달

하기 위해 두 종류의 열교환기가 설치된다. 이들 열교환기는 

중간열교환기와 잔열열교환기(DHX)로 명명되는 관-통형 대향

류 열교환기로 구조와 형태가 유사하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서는 이들 소듐-소듐 열교환기 설계를 위해 1차원 설계 및 성

능해석 코드인 SHXSA를 개발한 바 있다[2,3]. 본 연구에서는 

시험시설을 통한 SHXSA 코드의 검증에 앞서 CFD 해석을 통

해 SHXSA 코드의 정확성을 예비적으로 검증하고 1차원 코드

의 불확실도 및 개선방향에 대하여 논의 하였다.

2. 열교환기 설계코드

2.1 중간열교환기(IHX)와 잔열열교환기(DHX)

원형로의 주요기기인 중간열교환기와 잔열열교환기는 소듐

을 작동유체로 열교환을 수행하는 열교환기로 원자로 용기 

내부에 설치된다. 중간열교환기는 발전소 정상운전 기간 중 

노심에서 발생한 열을 중간열전달계통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잔열열교환기는 원자로 정지 후 주증기 및 급수계

통을 이용한 정상적인 열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노심에서 발

생한 열을 잔열제거계통으로 전달하여 제거하는 기능을 수행

한다. 원자로 용기 내 소듐풀은 Fig. 1과 같이 분리판을 경계

로 상부의 고온풀과 하부의 저온풀로 나뉜다. 중간열교환기는 

고온풀에서 저온풀에 걸쳐 4대가 설치되고 잔열열교환기는 

저온풀에 4대가 설치된다. Fig. 2와 3는 중간열교환기와 잔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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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 of the IHX in the PGS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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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chematic of the DHX in the PGSFR

열교환기의 모형을 나타낸다. 두 열교환기는 유사하나 열적 

크기에 따른 외형의 크기와 전열관 수 및 외경, 피치, 길이가 

다르고 쉘측 출구의 모양이 서로 다르다. 쉘측 소듐은 열교환

기 원통의 위쪽에 설치된 윈도우를 통해 유입되고 전열관 측 

소듐과 대향류 열교환을 한 후 아래쪽에 위치한 윈도우나 노

즐을 통해서 배출된다. 전열관측 소듐은 원통의 중심에 위치

한 내부배관을 통해 내려와서 하부 소듐챔버에 모인 뒤 튜브

시트를 통해 각 전열관으로 분기되고 열교환을 한 후 상부 

소듐챔버에서 모여 상부의 환형 공간을 통해서 루프를 돌게 

된다. 내부배관의 루프소듐과 쉘측 일차소듐 사이에 좁은 공

간을 설치하고 아르곤 가스를 채워 전열이 전열관 다발영역

에서만 일어나도록 설계한다.

열교환기의 전열관을 지지하기 위해 지지판이 쉘측에 설치

되며 중간열교환기의 경우 5개, 잔열열교환기의 경우 2개의 

전열관 지지판이 설치된다. 각 전열관 지지판에는 3개의 전열

관으로 구성되는 모든 삼각형의 중심에 유동홀이 뚫려있어 

쉘측 소듐이 흐르게 된다. 유동홀의 개수는 각 열교환기 전열

관수의 2배 이상이다.

2.2 열교환기 설계코드 물리모델

본 절에서는 SHXSA 코드에 적용된 일차원 해석모형, 지배

방정식, 열전달 상관식, 압력손실 상관식 등에 대해 기술한다.

2.1.1 SHXSA 코드 1차원 해석모형 및 지배방정식

SHXSA 코드는 관-통형 대향류 열교환기를 대상으로, 열제

거용량, 전열관 개수, 전열관 내경 및 두께, 전열관/쉘측 입출구 

유량 및 온도조건 등의 입력에 대해 전열관 길이를 산출하거나 

주어진 전열관 기하조건 및 전열관/쉘측 입구 유량 및 온도조

건으로부터 열제거용량을 계산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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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XSA 코드는 하나의 전열관과 이에 대응되는 쉘측 유체

체적에 대해 계산을 수행하고 이를 총 전열관 개수로 환산하

여 최종 계산결과를 도출하도록 되어있다. 전열관 길이방향으

로 해석영역을 분할하여 분할된 각 노드에서의 열전달 및 압

력손실 계산을 수행하며, 이를 위해 열교환기 쉘측 및 전열관

측 유체 유동의 열전달 및 압력손실에 대한 다양한 실험상관

식을 적용한다.

코드에 사용되는 연속 방정식, 운동 방정식, 에너지 방정식 

등의 기본 지배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1) 연속방정식

1차원 해석모형의 연속 방정식은 정상상태 기준으로 다음

과 같이 단순화하여 나타낼 수 있다.   및 는 각각 열교

환기의 쉘측 및 전열관측 질량유량을 의미한다.

   (1)

   (2)

(2) 운동방정식

각 노드, 의 전압력강하는 Eq. (3)과 같이 가속도 항

(), 마찰저항 항(), 그리고 중력 항()의 

세 가지 차압성분의 합으로 주어지며, 각각의 성분은 Eq. 

(4)-(6)과 같이 표현된다. 식에서        는 

각각 질량유속(mass flux), 밀도, 평균밀도, 마찰계수, 수력직

경, 전열관의 수평대비 각도, 각 제어체적 당 전열관 길이, 중

력가속도를 나타내며 아래첨자 는 노드를 의미한다.

∆  ∆  ∆  ∆  (3)

∆   
 




 



(4)

∆   





(5)

∆   sin (6)

(3) 에너지방정식

각 노드에서의 에너지 방정식은 Fig. 4를 토대로 Eq. (7)-(9)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는 각

각 열전달율, 총합전열계수(overall heat transfer coefficient), 전

열관 바깥면 열전달 면적, 소듐온도, 질량유량, 엔탈피를 나타

내며, 하첨자    은 각각 전열관측, 쉘측, 유입, 

유출을 의미한다.  는 각각 대수(log-mean) 온도

Fig. 4 Energy balance of a control volume in the SHXSA code

차, 전열관 외경을 의미한다.

 (7)

  (8)

  (9)

 
ln  
  

   

(10)

   (11)

기본 지배방정식에 의해 구해지는 각 제어체적에 대한 총

합전열계수, 는 Fig. 4와 같이 쉘 및 전열관측 대류저항, 전

열관 두께방향 전도저항, 그리고 전열관 내/외표면의 파울링

(fouling) 등으로 나타낼 수 있다. 

Fig. 4에 도시한 전열관 주변 온도표식을 토대로 번째 노드

에 대한 총합열전달계수() 관계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각 열전달 경로에서의 열평형 관계식에서 전열량에 대한 

관계를 수식으로 표시하면 Eq. (1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따

라서, Eq. (12)를 Eq. (7)과 연계하면 총합전열계수()는 Eq. 

(13)과 같이 정의된다. 또한, 전열관 내/외측 벽면 온도 역시 상

기 관계식으로부터 Eq. (14) 및 Eq. (15)와 같이 계산된다.

   
  

 


ln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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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Flow channel of the SHXSA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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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전열관 내/외벽에 존재하는 파울링 계수(fouling 

factor)는 물이나 증기측에 적용하는 값으로, 단상유동만이 이

루어지는 소듐에서는 매우 큰 값을 적용한다. 따라서, 소듐-소

듐 열교환기의 열적 크기 산정에서는 매우 큰 임의의 값을 

적용하여 전열관 내/외부 표면에서의 파울링 현상에 대한 고

려를 생략하였다.

2.1.2 SHXSA 코드 열전달 및 압력손실 상관식

SHXSA 전산코드에서 관-통형 열교환기의 열전달 및 압력

손실 계산은 기본적으로 Fig. 5와 같이 주어진 전열관 외경 

및 피치(pitch) 정보에 의해 배열된 전열관 다발에 대하여 전

열관 내부 유동과 전열관 외부 쉘측의 채널내 유동으로 구분

하여 고려할 수 있다. 열전달 및 압력손실 상관식의 적용 시 

사용되는 레이놀즈(Reynolds) 수, 페클릿(Peclet) 수 등의 무차

원 수는 유로면적에 대한 수력직경(hydraulic diameter)에 대하

여 정의된다. 관내 유동의 경우 전열관 내경을 수력직경으로 

사용하고, 전열관 외부 쉘측 채널 유동의 경우에는 채널의 형

상 및 유동형태에 따라 정의되는 별도의 수력직경을 사용한

다.

전열관측 열전달 상관식

직관형 소듐-소듐 열교환기의 전열관 내부 유동에 대해서

는 페클릿 수의 함수로 주어지는 열전달 상관식이 사용되며, 

중간열교환기와 잔열열교환기 설계에는 Lyon-Martinelli 상관

식[4]을 사용하여 전열관측 열전달계수를 계산한다.

Lyon-Martenelli 상관식[4] :

    ·

쉘측 열전달 상관식

쉘측 전열관 다발 영역의 소듐 유동은 전열관 배열에 의해 

결정되는 유동 채널 면적 및 둘레에 의해 열전달 성능이 영

향을 받게 되므로, 대부분의 열전달 상관식은 전열관의 피치

대 직경비(P/d)의 함수로 표현된다. 중간열교환기와 잔열열교

환기 설계에는 이들 상관식 중 원형로 중간열교환기와 잔열

열교환기의 전열관 피치 정보와 유동특성을 가장 잘 반영할 

것으로 평가되는 Schad-modified 상관식과 Graber & Rieger 상

관식을 유동 조건별로 페클릿 수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여 사

용한다. 평가를 통해 페클릿 수가 150 이하인 잔열열교환기는 

Schad-modified 상관식을 적용하였고 페클릿 수가 500 이상인 

중간열교환기는 Graber & Rieger 상관식을 적용하였다.

Schad-Modified[5] :

      ·
     for ≤ ≤  and ≤ ≤ 
    · 
     for  ≤ 

Graber and Rieger[6] :

    
·

     for ≤ ≤  and ≤ ≤ 

압력손실 상관식

직관형 소듐-소듐 열교환기의 유동 압력손실은 기본적으로 

마찰에 의한 압력손실 항과 입/출구 배관 연결부 또는 노즐에

서의 유로 형상변화에 의한 압력손실 항으로 구분하여 고려

하게 된다. 열교환기에서의 소듐 유동에 의한 압력손실은 레

이놀즈 수의 함수로 주어지는 관내 유체 유동에 대한 실험상

관식을 사용하여 계산된다. 중간열교환기와 잔열열교환기 설

계에서는 Darcy 마찰계수 상관식[7]을 사용하여 설계를 수행

하며, 층류와 난류의 천이영역에서는 주어진 레이놀즈 수의 

내삽을 이용하여 해당 영역의 마찰계수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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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cy friction factor[7] :

    










 for   
log 

 for   

위의 식에서 난류유동 영역에 대한 마찰계수는 원형관 벽

면이 상업적으로 부드럽게 처리된[7] 경우에 적용된다.

전열관 외부인 쉘측 유동에 대해서는 쉘측 유동의 등가직

경을 활용하여 마찰계수를 계산하고, 이 값을 이용하여 쉘측

의 총 마찰손실을 계산한다. 특히 열교환기의 쉘측은 소듐냉

각재 유동의 입/출구, 곡관부, 급속확대/축소부 등에 대한 형

상변화가 많기 때문에 형상변화 계수를 이용하여 압력손실을 

계산한다. 이와 같은 형상변화에 의한 압력손실 항은 전열관 

내부 소듐 유동의 입/출구 및 방향전환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중간열교환기와 잔열열교환기 전열관 내

/외부의 총 압력손실은 Eq. (16)의 관계를 이용하여 각각 계산

하게 된다. 식에서      는 각각 형상손실계수, 

마찰계수, 유동길이, 수력직경, 밀도, 속도를 의미하며, 하첨자 

는 각 계산노드에서의 값을 나타낸다.

 for   
 ․ 


 (16)

SHXSA 전산코드는 열교환기 유로 형상 및 입/출구 노즐, 

연결 배관 등에 의해 유발되는 형상변화에 의한 압력손실을 

계산하기 위해 기하형상에 따라 실험식을 적용하였다[8]. 또

한, 열교환기 전열관 지지를 위해 설치하는 전열관 지지판에 

의해 유발되는 압력손실항을 모의하기 위하여 Rehme's 

model[9]을 사용한다.

3. CFD 해석

3.1 다차원 CFD 해석의 필요성

중간열교환기와 잔열열교환기는 내부 형상이 복잡하고 난

류 및 복합열전달(conjugate heat transfer)을 동반하므로 내부 

열 유동은 복잡한 다차원 현상을 보인다. 원자로 용기 내부 

열교환기의 설계는 1차원 설계방법론을 활용하여 수행되므로 

설계 코드의 검증, 불확실도 평가 및 개선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정량적 평가가 필요하며, 열유동 특성의 평가는 시험 또

는 해석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험에 앞서 

상용 CFD 코드인 STAR-CCM+ V7.04.011[10]을 활용하여, 원

자로 용기 내부의 중간열교환기와 잔열열교환기를 대상으로 

실제 기하구조와 운전조건을 반영한 다차원 열유동 해석을 

Fig. 6 IHX 3D model

Fig. 7 DHX 3D model

수행하여, 설계 코드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3.2 CFD 해석 조건

3.2.1 기하형상 및 격자생성

두 대의 병렬컴퓨터를 이용하여 계산을 수행하였고 각각의

계산자원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원형에 가까운 기하형상을 

고려하여 중간열교환기의 경우 Fig. 6와 같이 1/4 대칭 모델을 

적용하여 전열관 330개를 포함하고 있으며 잔열열교환기의 

경우 Fig. 7과 같이 1/2 대칭 모델을 적용하여 전열관 57개를 

포함하고 있다. 중간열교환기 및 잔열열교환기의 전열관 정보

는 유효전열관 길이가 각각 약 4 m, 1.7 m이며 전열관 외경

은 각각 15.9 mm, 21.7 mm이고 피치대 직경비는 1.5이다. 이 

열교환기의 설계정보는 2012년 자료이며 현재는 수정되었다.

각 열교환기 기하형상에 대해 격자를 생성 시 사용된 격자 

형태는 polyhedral mesh이며 벽면근처로의 밀집을 위해 prism 

layer를 사용하였고 전열관 다발지역과 내부배관 사이의 복사 

열전달 영역(아르곤) 및 고체 영역은 온도에 따른 영향만 해

석하기 때문에 embedded thin mesh를 사용하였고, thin mesh 

layer는 3개를 적용하였다[10]. 중간열교환기는 1/4 대칭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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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IHX mesh at a vertical section

Fig. 9 DHX mesh at a vertical section

에 대해 총 48,793,939개의 격자를 생성하였고 잔열열교환기

는 1/2 대칭 모델에 대해 총 15,817,513개의 격자를 만들었다. 

Fig. 8과 Fig. 9은 생성된 중간열교환기 및 잔열열교환기의 격

자를 도시한 그림으로 격자는 전열관 측에 밀집되어 있다.

3.2.2 해석 모델 및 물성치

해석은 3차원 정상상태에 대해서 수행하였고 고체구조물

(9Cr-1Mo-V 강)에서의 복합열전달 및 아르곤 영역에서의 복

사열전달까지 함께 해석하였다. 해석 모델과 관련해서는 아래

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중력 및 복합열전달 고려

2) 소듐, 아르곤, 9Cr-1Mo-V의 물성치는 온도의 함수

3) 난류 모형 : Standard    Model

4) Wall Treatment : Two-Layer All y+

5) 밀도 : Polynomial Density

6) 해석자 : Segregated Flow & Segregated Fluid Temperature

7) 복사 열전달 : S2S Model

3.2.3 경계조건

중간열교환기와 잔열열교환기 해석에 필요한 입/출구 및 

고체 표면의 경계조건을 Table 1과 Table 2에 정리하였다. 유

량의 경우는 전체형상에 대한 경계조건이며 대칭모델이므로 

이를 고려해서 설정하였다. 중간열교환기의 경우 고온풀과 저

온풀에 걸쳐서 설치되고 잔열열교환기는 고온풀에 잠겨있는 

것을 고려해서 해석을 수행하였다. 고온풀의 잔열열교환기 개

념은 2012년의 개념으로 현재는 저온풀에 설치되는 것으로 

설계가 수정되었다.

3.3 CFD 해석 결과

3.3.1 중간열교환기 해석결과

Table 3에서는 SHXSA 코드를 이용한 설계결과와 CFD를 

이용한 해석결과의 영역별 출구 온도를 비교하였다. 전열관측 

출구 온도는 528.1 이며 설계 온도인 527.0 에 비해 1.1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쉘측 출구온도는 389.3 이며 설

계 온도인 390.0 보다 0.7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Boundary Boundary Condition
Inlet(Tube side) 324.4 , 378.98 kg/s
Inlet(Shell side) 545.0 , 497.95 kg/s

Ar layer Radiation
Shroud surface(hot pool) 545.0
Shroud surface(cold pool) 390.0

Outlet(Tube side) Flow-split outlet
Outlet(Shell side) Flow-split outlet

Table 1 Boundary conditions for IHX case

Boundary Boundary Condition
Inlet(Tube side) 345.1 , 24.25 kg/s
Inlet(Shell side) 545.0 , 31.98 kg/s

Ar layer Radiation
Shroud surface(hot pool) 545.0

Outlet(Tube side) Flow-split outlet
Outlet(Shell side) Flow-split outlet

Table 2 Boundary conditions for DHX case

Tube-side Outlet Shell-side Outlet
SHXSA 527.0 390.0

CFD 528.1 389.3
Difference 1.1 (0.21%) 0.7 (0.18%)

Table 3 Temperature comparison between SHXSA and C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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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emperature distributions at vertical s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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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Temperature distributions at horizontal sections

Fig. 10과 Fig. 11은 각각 수직 및 수평 단면에서의 온도분

포를 나타내고 있다. 쉘측 입구에서 유입된 고온 소듐은 아랫

방향으로 흐르면서 윗방향으로 흐르는 전열관측 저온 소듐과

의 대향류 열교환에 의해 온도가 낮아지고 있다. Fig. 11에서 

보면 수평단면에서 전열관 사이에서 온도편차가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고 수직 하방향으로 갈수록 외통과 중심 사이의 

온도편차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12는 수직한 단면에서의 압력 분포를 나타낸다. 전열

관측 하부소듐챔버에서는 와류 발생으로 인한 압력 손실이 

보이고 있으며 전열관으로 유입될 때 유동영역의 갑작스런 

축소로 인해 압력 강하가 크게 발생한다. 쉘측에서는 고온 소

듐이 들어와서 수직하게 방향 전환하는 부분 및 전열관 지지

판 부분에서의 유동단면적 감소로 압력 손실이 큰 것으로 나

Fig. 12 Pressure distributions at vertical sections

Fig. 13 Velocity distributions at vertical sections

타나고 있다.

Fig. 13은 수직한 단면에서의 속도분포를 나타낸다. 하향유

로에서 챔버영역으로 들어갈 때 유동박리에 의한 와류가 형

성되고 있으며 전열관을 통과해서 유동이 합류될 때 난동성

분이 증가함을 볼 수 있다. 쉘측에서는 전열관 지지판 부분에

서 유동면적 감소에 따른 속도 증가가 나타난다.

Table 4는 중간열교환기 전열관 및 쉘측의 압력손실 계산

Tube Side Shell Side
SHXSA 19.3 kPa 14.5 kPa

CFD 21.4 kPa 47.2 kPa
Difference 2.1 kPa(9.8%) 32.7 kPa(69.3%)

Table 4 Pressure drop comparison between SHXSA and C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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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Single flow channel

Fig. 15 Flow region(left: sharp edge, right: rounded edge)

결과를 비교한 것으로 전열관측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쉘측은 매우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압력강하 계산의 

경우 격자수렴성 테스트를 충분히 수행하여야 하나 본 해석

의 경우 계산자원에 비해 격자의 수가 너무 많아 상세한 격

자 테스트는 진행함에 무리가 있다. 설계코드에서 쉘 측 압력

강하의 80 ~ 90%는 전열관 지지판의 유동홀에서 발생하므로 

단일 유동 채널에 대해서 상세한 격자수렴 테스트를 진행하

였다.

3개의 전열관으로 둘러싸인 쉘측의 단일 유동채널에 대해

서 격자의 밀집도를 증가시켜 계산을 수행하였다. 해석을 위

한 유동영역은 Fig. 14에서 보듯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으

로 3개의 전열관과 접한 부분은 벽면 경계조건, 나머지 부분

은 대칭면으로 처리한다. Fig. 15에 CFD 해석을 위한 유동 영

역을 도시하였다. 전열관 지지판(grid plate)의 두께는 20 mm

이며 유동홀의 직경은 9 mm이다. SHXSA 코드는 Rehme's 

model[9]을 사용하여 유동홀에서의 압력손실을 계산하나 유동

홀 입구의 모따기에 관한 정보는 들어가지 않는다. 유동홀의 

Fig. 16 Grid convergence test

Fig. 17 Grid system (left: sharp edge, right: rounded edge)

크기가 매우 작은 관계로 유동홀 입구에서 모따기 유무에 따

라 압력손실이 달라지므로 유동홀 입구가 날카로운 모서리

(sharp edge)인 경우와 2 mm의 곡률반경을 가지는 부드러운 

모서리(rounded edge)에 대해서 계산을 수행하여 Rehme’s 

model과 비교하고 이에 따라 실제 설계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입구 유량은 0.1886 kg/s로 주며 출구 조건은 출구압력

(pressure outlet) 조건으로 주었다.

해석에 필요한 적절한 격자점의 개수를 정하기 위해 날카

로운 모서리 형상에 대해 격자수렴성 테스트를 수행하였고 

결과를 Fig. 16에 도시하였다. 격자점의 수를 증가시키며 이때 

유동홀에서 발생하는 압력강하량을 계산하였다. 사용된 격자

점의 개수는 2,425, 11,518, 23,212, 126,495, 292,755로 Fig. 16

에 보듯이 격자점의 수가 126,495개 정도에서 격자의 영향이 

없어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해석에서는 126,495개의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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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Velocity and pressure distributions for sharp edge

자계를 사용하였다. 난류모델의 비교를 위해 k-ε, k-ω SST 모

델을 적용할 때의 압력강하량을 계산하였고 4.01 kPa, 4.02 

kPa로 계산되었다. 난류모델에 의한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해석에 사용된 격자계는 Fig. 17에 도시하였다. Fig. 18과 

19에 계산후의 속도와 압력분포를 도시하였다. 날카로운 모서

리의 경우 유동홀 입구에서 벽면을 따라 유동정체 영역이 발

생하고 이로 인해 유로면적이 좁아진다. 따라서 속도가 증가

하고 압력손실도 커지게 된다. 이에 반해 부드러운 모서리의 

경우 유동이 유동홀을 지날 때 속도가 증가하기는 하지만 유

동홀 벽면을 따라 균일하게 흐르는 것을 볼 수 있다.

해석을 통해 날카로운 모서리인 경우 압력강하량은 4.01 

kPa, 부드러운 모서리의 경우는 2.48 kPa이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단일채널과 중간열교환기 1/4 대칭 모델에 대해 해

석한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1/4 대칭 모델 해석 시 사용한 동

일한 조건의 성근격자(base size 30 mm)로 해석을 수행한 결

과 압력강하량이 비슷한 값인 7.57 kPa로 계산된다.

Table 5에서 압력손실 해석결과를 비교하였다. 계산을 통해 

설계코드가 부드러운 모서리의 압력강하량과 매우 유사한 압

력손실 수치를 도출해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드러운 모

Pressure Drop
SHXSA 2.71 kPa

CFD with sharp edge 4.01 kPa
CFD with rounded edge 2.48 kPa

CFD with sharp edge and coarse grid 7.57 kPa
CFD for 1/4 symmetry model 7.60 kPa

Table 5 Results according to edge shapes and number of grids

Fig. 19 Velocity and pressure distributions for rounded edge

서리에 대한 CFD 해석 압력손실값을 5개의 전열관 지지판에 

적용할 경우 중간열교환기 쉘측에서의 압력손실값은 21.6 kPa

로 계산된다. 이 경우 SHXSA 코드의 압력손실 계산 오차는 

32.9%가 된다. SHXSA 코드에서 관로유동인 전열관측에 비해 

쉘측 유동에서 압력손실 오차가 큰 이유는 1차원 코드가 쉘

측 입구영역, 전열관 다발 사이의 불균일한 유동영역, 쉘측 

출구영역 등에서 정확한 압력손실 모델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영역에서 코드의 압력손실 모델 개

선이 필요하며 시험시설을 통해 중간열교환기 쉘측에서의 압

력손실 모델 검증 및 코드개선 작업이 수행될 예정이다.

3.3.2 잔열열교환기 해석결과

Table 6에서는 설계 조건(SHXSA)과 해석 결과(CFD)의 영

역별 출구 온도를 비교하였다. 전열관 출구온도는 504.4 이

며 설계 조건 온도인 506.1 보다 1.7 낮은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쉘측 출구온도는 417.1 로 설계 조건 온도인 421.

9 보다 4.8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간열교환기의 

결과와 같이 설계코드의 정확도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

다. Fig. 20은 수직 단면에서의 온도분포를 나타내며 Fig. 21

은 수직한 단면에서의 압력분포를 나타낸다. 열유동의 특성은 

열교환기의 유사성으로 인해 중간열교환기와 경향이 비슷하 

Tube-side Outlet Shell-side Outlet
SHXSA 506.1 421.9

CFD 504.4 417.1
Difference 1.7 (0.34%) 4.8 (1.15%)

Table 6 Temperature comparison between SHXSA and C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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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Temperature distributions at vertical sections

다. 다만 전열관의 외경 및 피치, 개수의 차이로 인해 각 절

단면에서의 유동 변수의 편차가 중간열교환기에 비해 증가함

을 볼 수 있다.

압력손실은 Table 7에 비교하였다. 잔열열교환기의 유동홀 

면적은 중간열교환기 대비 2배 이상 크고 유속은 10% 이하이

며 더 조밀한 격자계를 사용하였으므로 압력손실 계산에 있

어 격자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열관측의 경

우는 설계코드와 CFD 결과가 유사하고 쉘측의 경우는 다소 

오차가 큰데 이는 중간열교환기에서와 같이 잔열열교환기 쉘

측 입구영역, 전열관 다발사이의 유동영역, 쉘측 출구영역에

서의 압력손실 모델의 부정확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CFD를 이용해서 소듐냉각고속로의 소듐-소

듐 열교환기인 중간열교환기, 잔열열교환기의 설계 및 성능해

석 코드인 SHXSA를 검증하였다. 상용 CFD 프로그램을 활용

하여 복합열전달을 고려한 다차원 열유동 해석을 수행하여 

쉘 및 전열관측 출구에서의 온도와 쉘 및 전열관측 압력강하

량을 비교하였다.

온도의 경우 설계코드가 CFD 해석과 거의 같은 결과를 도

출하고 있으므로 열교환기내의 3차원 열유동특성을 1차원으

Tube Side Shell Side
SHXSA 1063 Pa 761 Pa

CFD 981 Pa 962 Pa
Difference 82 Pa(8.4%) 201 Pa(20.9%)

Table 7 Pressure drop comparison between SHXSA and CFD

Fig. 21 Pressure distributions at vertical sections

로 모사함에 있어 무리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압력손실의 경

우는 설계코드가 CFD 결과 대비 전열관측의 경우 비슷한 경

향을 보여주나 쉘측의 경우는 20 ~ 30% 정도의 오차를 보인

다. 이는 입구/출구, 전열관 다발영역에서의 압력손실 모델의 

부정확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영역에서 압력손

실 모델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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