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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INFO ABSTRACT
Article histor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validate the performance of the current  

turbulence model for a single-phase turbulent natural convection, which has 
been considered an important phenomenon in nuclear safety. As a result, the 
natural convection problems in the 2D and 3D cavities previously studied are 
calculated by using the ANSYS Fluent software. The present results show that 
the current  turbulent model accounting for the buoyancy effect is in good 
agreement with the previous results for the natural convection problems in the 
2D and 3D cavities although some improvements should be required to get better 
pre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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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로, 전력 공급이 차단된

상황에서 원자로를 냉각시킬 수 있는 피동안전계통(passive safety 
system)에 대한 연구는 원자력 열수력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피동안전계통의 하나인 수조(pool)에서의 자연대류 열혼합

현상은 일반적으로 단상(single-phase) 유동에서 시작하여 2상 유

동으로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수조에서의 자연대류 열혼합 현상은 전통적인 원자

로 열수력안전해석 프로그램인 RELAP5, TRACE, MARS, 
CATHARE 등과 같은 1차원 열수력 프로그램으로 해석이 어려

운 다차원 현상이다. 그런 이유로 현재 원자력 열수력 분야에서는

다차원 해석을 해석할 수 있는 코드를 개발하고자 노력중이며, 우
리나라에서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CUPID 코드를 개발하고 있

다[1-3].
본 논문에서는 3차원 기기해석 코드인 CUPID 코드를 이용하여

수조 내 단상 난류 자연대류 현상을 정확히 예측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단상 난류 자연대류 현상을 해석할 수 있는 난류모델링

성능을 상용 코드인 ANSYS Fluent를 이용하여 점검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하는자연대류 현상은일반적으로 많이고려

되는 강제대류 현상과 달리, 구동력이 작은 관계로 계산 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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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Validation cases of turbulent natural convection

Working 
fluids Dimension Aspect

ratio Ra Reference

Air 2 1:1 104 Barakos et al.[5] [Num]

Air 3 1:5 ~1,010 Lau et al.[6] [Num]
Cheeswright et al.[7] [Exp]

*Num and Exp denotes numerical and experimental studies, respec-  
tively.

(a)

(b)
Fig. 1 Computational domain considered in the present study: 

(a) two-dimensional case, (b) three-dimensional case

2. 본 론
2.1 수치해석 
본연구에서는단상난류 자연대류 문제를난류모델링으로계산

하였다.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지배방정식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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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xi는 좌표계 방향이며, ui는 각 방향 속도 성분이다. 또한, 

p는 압력이다. 는 Reynolds 평균된 값들을 의미하며, 는 난류

응력항이다. 본 논문에서는 난류응력항 를 모델링하는데, 많이

고려되는 k-ε 방법을 고려하였다.
단상 난류 자연대류 검증을 위해서, 기존 문헌 조사를 통하여

Table 1과 같이 검증대상을 선정하였다. Table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차원, 종횡비, Ra수에따라 다양한검증을할수 있도록

대상을 선정하였다.
시간에 대한 차분 방법은 1차 정확도의 implicit Euler 방법을

적용하였다. 공간적으로는 1차 정확도의 상류도식법을 선택하였

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연대류를 고려하기 위하여 유동장과 함

께 온도장도 계산하였다. 온도장을 계산하기 위한 시간 차분 방법

은 유동장의 경우와 같게 하였다. 
Table 1에서 볼수 있듯이, 본 연구에서는 공기를매질로 고려하

였다. 자연대류에서는 온도에 따른 물성치 변화가 중요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온도에 따른 물성치 변화를 표 형태로 주는 방식을 추

가로 채택하였다. 또한 그 결과를 Boussinesq 방식과 서로 상호비

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력 영향을 고려한  모델을 적용하여 난류

자연대류현상을 해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k, ε 방정식에

부력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항 (  Pr )이

추가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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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는 평균 속도 구배로 인한 난류

운동에너지의 생성항이다. 또한,   와  는 모델링

상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모델 해석을 위하여 ANSYS 
Fluent를 이용하였다

[4]. Fig. 1은 본 연구에서 고려한 2차원 사각

공동 또는 3차원 사각 공동에 대한 계산 영역을 간략히 보여주고

있다.

2.2 수치결과
Table 1에서 제시된 검증 대상 중 2차원 사각공동 내 자연대

류 현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 많은 문

헌을 통해 검증 또는 기초 연구를 위해 고려된 경우이다. Table 
2에 Barakos et al.[5] 검증을 위한 계산 조건을 간략히 제시되

었다.
Fig. 2는 Ra=1010에서의 2차원 온도장과 속도장을 보여준다. 

Fig. 2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Fluent을 이용한  해석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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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Numerical aspects of Barakos et al.[5]



(°C)


(°C)
H/W W Ra Number of grid 

points
30 10 1 1.68 1010 80×80

Fig. 2 Contours of temperature and streamline at Ra=1010 in the 
case of Barakos et al.[5]

Table 3 Variation of properties of air

10°C 20°C 30°C
Cp (J/kgK) 1,007 1,007.1 1,007.4

μ (kg/m3) 1.7792×10-5 1.8308×10-5 1.8815×10-5

k (W/mK) 0.024871 0.025623 0.026361
β (1/K) 0.0035311 0.0034106 0.0032982

ρ (kg/m3) 1.247829 1.205113 1.165232

(a)

(b)

(c)
Fig. 3 Distributions of (a) Temperature (T*=(T-TC)/(TH-TC)) (at 

y=0.5 W); (b) x-directional velocity (at x=0.5 W); (c) 
y-directional velocity (at y=0.5 W) at Ra=1010 in the 
case of Barakos et al.[5]

Barakos et al.[5]의 기존 결과와 전반적으로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론상으로 Fluent와 Barakos et al.에서 고

려한  모델은 거의 유사하며, 다만 벽법칙에서만 약간의 차이

를보인다. 그런이유로 Fig. 1에서볼수있듯이, 벽근처에서현재

계산 결과와 Barakos et al. 결과가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자연대류를 고려할 때, 또 하나 고려해야 할부분은물성치에 대

한 부분이다. ANSYS Fluent와같은상용 코드에서는 Boussinesq 
approximation이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원자력계 분야 코드에서

는 물성치 테이블을 이용하여 물성치를 다루고 있다. 이런 방법론

상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Boussinesq approximation 외에

Table 2와 같이 온도에 따른 물성치 변화를 piecewise linear 방식

을 처리하는 방식을 추가로 고려하였다. Boussinesq approxi- 
mation 고려 시에는 20°C를 기준 온도로 하였다.

Fig. 3은 Ra=1010일 때, 온도 분포와 각 방향 속도 분포를 보여

준다. 여기서 속도는 ∆로 무차원 되었다. Fig. 3에서 볼

수 있듯이, Fluent 내  난류 모델링은 기존 논문과 비교하여

온도 경계층을 얇게 예측하며, 그로 인하여 벽 근처 속도가 작게

나옴을 알 수 있다. 또한 물성치 처리에 대한 영향은 작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음으로 Fig. 1(b)에 제시된 3차원 사각공동 내 자연대류 현상

에 대한 검증하였다. 3차원 사각 공동 내 자연대류 현상은 앞에서

고려한 2차원 사각공동 내 자연대류 문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연구가잘 안 된 부분이다. 2차원과 3차원자연대류에 대한 비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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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Numerical aspects of Lau et al.[6]



(°C)


(°C)
W 
(m)

H 
(m)

D 
(m) Ra Number of grid 

points

77.2 31.4 0.5 2.5 0.25 4.56×1010 75(x)×168(y)×78(z)

Fig. 4 Contours of y-directional velocity and temperature at z= 
0.25 in the case of Lau et al.[6]

(a)

(b)
Fig. 5 Distributions of (a) Temperature (T*=(T-TC)/(TH-TC)); (b) 

y-directional velocity at y=0.5 m, z=0.25 m in the case 
of Lau et al.[6]

Trias et al.[8]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Lau et al.[6] 논문

내용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계산은 Lau et al. 논문과 같이

Boussinesq approximation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Table 4에 Lau 
et al. 검증을 위한 계산 조건을 간략히 제시되었다. Fig. 4는 깊이

방향으로 가운데 지점인 z=0.25 m 평면에서 수직방향 속도와 온

도분포에대한 2차원선도를 보여준다. 2차원과 3차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Ra수가 유사한 관계로 Fig. 2와 정성적으로 유사함을

볼 수 있다.
Fig. 5는 y=0.5 m, z=0.25 m에서 x방향에 따른 온도와 y-방향

속도를 각각 보여준다. 계산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Lau et 
al.[6]

이 참고한 실험 결과(Cheesewright et al.[7]) 및 Lau et al. 
계산 결과를 같이 그렸다. Lau et al.에서는 DVME과 같은 LES
(큰에디모사) 기법에 기반한 방법들을 이용하여 수치해석을 수행

하였다. Fig.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현재 Fluent 내  
난류모델링은 3차원 현상을 정량적으로 잘 예측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온도 분포는 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본 계산 결과를 포

함한 모든 수치해석결과가 약간 높게 예측하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향후 보완해야 할 점으로 생각된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3차원 기기해석 코드인 CUPID 코드를 이용하

여 수조 내 단상 난류자연대류 현상을 정확히 예측하기 위한 노력

의 일환으로, 단상 난류 자연대류 현상을 해석할 수 있는 난류모델

링 성능을 상용 코드인 ANSYS Fluent를 이용하여 점검하고자

하였다. 
단상 난류 자연대류 검증을 위해서, 기존 문헌 조사를 통하여 차

원, 종횡비, Ra수에 따라 다양한 검증을 할 수 있도록 대상을 선정

하였다. 2차원 및 3차원 사각공동 내 자연대류에 대한 검증 계산

결과, 현재 ANSYS Fluent 내 자연대류 효과를 고려하는  난
류 모델링은 몇 가지 보완사항이 있어야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좋

은 예측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하고 있

는 자연대류 현상에 대한 CUPID 코드 예측 성능 향상에기여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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