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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열수력 종합실험장치는 모의 대상 원전을 실험장치 설계기준에 따라 축소 모의

하게 되며, 이때 대상원전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주요 열수력 현상들을 동일하게 재

현할 수 있도록 제반 상사성(similarity)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사성은 종합

실험장치에 대한 척도해석(scaling analysis)에 의해 평가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가압경수로 모의 열수력 종합실험을 위한 실험요건서의 내용

을 바탕으로 실험장치의 초기 설계과정에서 수행된 척도해석 결과에 대해 기술한

다. 실험장치의 척도해석은 실험요건서에서 제시된 핵심 실험매트릭스의 우선순위

에 따라 실험장치 척도해석시 적용상의 순위를 설정하 다. 또한 다음과 같은 실험

장치의 일반적인 설계기준(Design Basis)을 따라 수행되었다 :

○ 대상 원전 : 한국형 표준원전 (KSNP) 및 차세대원전 (KNGR)

○ 축척 기준 : 표준원전 대비

- 체적 척도비 : 1/200

- 높이 척도비 : 1/1

- 모의노심 출력 : 체적척도비의 최대 15%

○ 실제 운전조건(작동유체, 온도, 압력)의 모의

척도해석은 이러한 설계기준을 바탕으로 ‘수정된 체적척도법’ (Modified Volume 

Scaling)을 적용하여 수행되었다. 먼저 1단계 척도해석에서는 체적척도법을 적용한 

척도해석 (global scaling 단계) 결과로부터 실험장치를 구성하는 주요 계통의 제원 

및 용량을 결정하 다. 그리고 2단계 척도해석에서는 각 계통의 구성요소별로 중요

시되어야 하는 주요 열수력 현상들에 대해 국소 현상 척도해석(local phenomena 

scaling 단계)을 수행함으로써 주요 국소 열수력 현상의 재현여부를 검토하 으며, 

이에 따라 실험장치의 일부 계통 및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국소 현상 척도해석 결과

를 적용하여 실험장치의 제원 및 용량을 수정하 다. 그리고 이러한 척도해석 결과

를 바탕으로 하여, 실험장치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척도왜곡(scaling distortion)의 정

도를 예비 분석하 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척도해석 결과는 향후 수행되는 실험장치의 상세설계 과정

에서 수정될 수 있으며, 또한 최종적인 제작 사양 및 성능확인 시험결과를 바탕으

로 실험장치에 대한 정확한 척도왜곡 정도가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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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he integral test loop should be properly scaled down to simulate, as closely 

as possible, thermal-hydraulic behavior expected to occur in a reference plant 

based on the design basis of the test loop. General similarity to be satisfied can 

be evaluated by applying an appropriate scaling methodology and a proper 

scaling analysis should be performed so as to have the same thermal hydraulic 

behavior in the scaled down test loop as in the plant. 

This report presents the results of scaling analysis on the integral test loop 

and provides the scaling methodology, scaling priority and scaling distortion to 

simulate Korean PWR plants.  

Based on the priority of the key test matrices, the scaling priority is drawn 

to apply to the design of the integral test loop. General design basis of the 

integral test loop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Reference Plant : KSNP and KNGR

○ Scale : in comparison with KSNP

- Volume scaling : 1/200

- Height scaling : 1/1

- Core power  : Maximum 15% of volume scaling

○ The prototypic operating conditions(working fluid, temperature, pressure)

Scaling analysis of the integral test loop is done based on the above design 

basis and performed by applying the so-called "Modified Volume Scaling" 

methodology. In the first stage of scaling analysis (global system scaling), the 

specifications and capacity of the components in the major systems are 

determined by the volume scaling methodology. In the second stage of scaling, 

local phenomena scaling is performed on major thermal hydraulic phenomena in 

each component and the reproduction of local thermal hydraulic phenomena is 

checked. According to the local phenomena scaling results, specifications and 

capacity of the components in a system are modified. Finally, scaling distortion, 

which might occur in a certain system, is analyzed.

Scaling results in this report might be modified in the stage of detailed 

design of the integral test loop. And more comprehensive analysis on scaling 

distortion shall be carried out based on manufacturing specifications and 

performance verification test results of the integral test 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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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설명

A non-dimensional area (= a / ao)

Af flow area

a flow area or cross-sectional area

(a o)R 단면적 축척비

Bi Biot number 

Bo boiling number

C constant

Co Shah's parameter

Co distribution parameter

Cp specific heat

d diameter

DH hydraulic diameter

drod outer diameter of heater rod

F friction number for single-phase flow

Fd pump characteristic number 

f friction factor

G mass flux

g gravitational acceleration

h heat transfer coefficient

hTP two-phase flow heat transfer coefficient

K pressure loss coefficient

k thermal conductivity

i enthalpy

ifg latent heat of vaporization

j superficial velocity

L non-dimensional length (= l / lo)

l axial length

lR height ratio

n constant or number of heater rod

Ndi drift-flux number 

NFr Froude number 

Nf friction number for two-phase flow 

No orifice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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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ch phase change number (Zuber number)  

Nsub subcooling number 

Nth thermal inertia ratio 

Nu Nusselt number

N μf
viscosity number

Qs heat source number 

q'' heat flux

q''' volumetric heat generation rate

R Richardson number

Re Reynolds number

Pr Prandtl number

St modified Stanton number 

T* time ratio number 

u velocity

ugj drift velocity

Wx
mass velocity

x flow quality 

xe thermodynamic equilibrium quality

Z axial location

Greek Symbols

α void fraction

αs thermal diffusion coefficient of solid (α s = k s/ ρ sCps )

β volumetric expansion coefficient

δ conduction depth

ΔHd pump head

Δisub enthalpy subcooling

Δμ viscosity difference  (= μf - μg)

Δρ density difference (= ρf - ρg)

ΔT temperature difference

μ dynamic viscosity

ν kinematic viscosity (= μ/ρ)

ρ density

ρfg density difference (= ρf - ρ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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σ surface tension

ζ wetted perimeter

μx phase viscosity

Superscripts

* dimensionless parameter

crit critical for onset of entrainment

f saturated liquid or frictional loss

g saturated vapor

i i-th component

l single phase

o reference component (generally reactor core)

R model-to-prototype quantity ratio

s solid

TP two-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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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개 요

본 보고서에서는 실험의 목적, 실험장치의 설계기준 및 요건 등을 기술한 실험

요건서 [1.1]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행된 열수력 종합실험장치의 척도해석 결과에 대

해 기술한다. 

종합실험의 대상이 되는 원자력 발전소는 표준형 원자로(KSNP)인 UCN 3&4호

기를 기준으로 하며, 여기에 한국형 차세대 원자로(KNGR)에서 새롭게 채택하는 안

전계통을 반 할 예정이다. 차세대원자로와 표준형 원자로의 설계 차이점은 표 1.1

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 또한 표 1.2에는 이들의 주요 특성 및 기술사양이 비교되어 

나타나 있다. [1.1]

열수력 종합실험장치는 대상 원전의 가상적인 사건/사고 발생시 예상되는 열수

력 현상을 종합적으로 모의함으로써, 계통을 구성하는 구성요소들 사이의 상호 반

응 효과로 인하여 나타나는 계통 전체의 종합적인 열수력 거동을 파악하기 위한 목

적으로 수행된다. 이에 따라 계통 전체를 종합적으로 모의하나, 각 구성요소들의 국

소 부분은 단순화하여 모의하게 된다.

원전의 열수력 현상을 종합적으로 모의하는 열수력 종합실험장치는 그림 1.1에 

나타낸 바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활용될 수 있도록 구축될 예정이다. [1.1]

(1) 열수력 안전현안의 실증 : 

        - 주요 안전 현안의 실증적 평가

        - 안전 현안의 해소 및 대안 제시

(2) 원전 설계 최적화 실증 :

        - 계통설계의 보수성 및 설계 마진을 확인

        - 설계 최적화 방안 도출 : 설계기술 고도화에 따라 개선된 설계개념의 

성능평가용 실험자료 생산 

(3) 열수력/안전해석 전산코드의 개발검증 및 평가 :

        - 전산코드의 개발검증 (developmental assessment)

        - 전산코드의 열수력적 불확실성 정량화 평가

이로부터 궁극적으로 국내 개발 가압경수로의 안전성을 실증적으로 입증하는 것을 

열수력 종합실험의 최종 목표로 설정하 다. 

그림 1.2에 요약되어 있는 바와 같이 열수력 종합실험장치의 설계요건 설정 및 

척도해석 수행을 위해서는 실험 대상으로서 고려하고 있는 예비 실험매트릭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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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열수력적 특성의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로부터 실험장치를 구성하는 각 계

통의 구성요소별로 지배적인 주요 열수력 현상들이 선정되어야 한다. 이때 만일 동

일 구성요소에 대해 상충되는 요건들이 도출될 경우에는 설정된 실험매트릭스의 우

선순위에 따라 적용순위를 설정해야 한다.  실험요건서[1.1]에 나타나 있는 실험매

트릭스 내용들을 세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주요 설계기준사건의 열수력적 특성 규명 및 관련 EOP 분석 :

      (1) 1차계통 압력경계면에서 발생하는 소형, 중형의 LOCA 사고 

      (2) 증기발생기 세관 파단사고 (SGTR)

      (3) 급수 상실사고 (LOFW)

      (4) 증기관 파단사고 (SLB)

      (5) 급수관 파단사고 (FLB)

  나. 설계기준 초과사고의 열수력적 특성 규명 및 관련 EOP 분석 :

      (1) 급수 완전상실사고 (TLOFW)

      (2) Loss of RHR Function with/without RCS openings

      (3) 소내외 전원 완전상실사고 (SBO : Station Blackout)

      (4) Multiple SGTR

  다. 다중고장 사고의 특성 규명 및 비상운전절차(SO-EOP)의 개발 :

      (1) 설계기준사건 및 관련 계통의 작동불능이 결합되는 경우 :

       (가) Single SGTR combined with another SGTR at a different stage of 

the transient

       (나) Single SGTR without HPSI and AFWS

       (다) SLB Combined with SGTR

       (라) IB-LOCA with incorrect application of pump trip procedure

       (마) SBLOCA or SGTR with additional system failures :

① IB-LOCA with complete failure of HPSI

② SGTR combined with a failure of both HPSI and AFWS

      (2) 설계기준 초과사고 및 관련 계통의 작동불능이 결합되는 경우 :

       (가) TLOFW with partial failure of PORV or SI

       (나) SBO combined with loss of AFWS

       (다) SBO Followed by TLOFW

  라. 기존의 사건/실험 재현 (Counterpart Test)

      (1) 기 발생된 원전의 사고 모의를 통하여 사고의 재현성을 검증하고, 이로부

터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며, 비상운전 조치사항의 적정성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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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 수행된 다른 종합실험결과와의 비교 실험을 통하여 열수력 현상에 

향을 미치는 scale effect를 고찰함.

열수력 종합실험장치의 설계를 위해서는 전술한 각종 사건/사고 시나리오의 특

성을 분석함으로써 실험매트릭스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로부터 실험장치 설계

요건을 도출해야 한다. 실험장치 각 계통 및 기기들의 설계요건 도출시 서로 다른 

실험매트릭스에서 요구되는 사항들이 서로 상충될 경우에는 설정된 실험매트릭스의 

우선순위에 따라 그의 적용순위를 설정해야 한다. 

실험장치의 유체계통 설계요건의 도출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주요 예비 실

험매트릭스의 기본이 되는 핵심 사건/사고들의 우선 순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1.1].

     가. SBLOCA : 

(1) 1차계통 주요 구성요소의 설계요건 및 계측요건 설정시 최우선 적용

(2) 증기발생기의 설계요건 및 계측요건 설정시 최우선 적용

     나. SGTR : 

(1) 2차계통의 설계요건 및 계측요건 설정시 우선 적용

     다. SLB :  

(1) 2차계통의 증기계통 설계요건 및 계측요건 설정시 우선 적용

(2) 1차계통 배관 및 강수부의  설계요건 및 계측요건 설정시 적용

     라. FLB : 

(1) 2차계통의 급수계통 설계요건 및 계측요건 설정시 우선 적용

(2) 1,2차 계통 설계조건 설정시 고려

     마. TLOFW : 

(1) 안전감압계통의 설계요건 및 계측요건 설정시 우선 적용

(2) 2차계통의 설계요건 및 계측요건 설정시 우선 적용

     바. LPS 

(1) 모의노심 출력조건 (0~15%) 선정시 우선 적용

핵심 실험매트릭스로 선정된 사건/사고들의 주요 열수력 특성들은 실험요건서

[1.1]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사고 시나리오에 따른 계통별 주요 현상은 

표 1.3에 요약되어 나타나 있다. 실험장치의 각 계통별 설계요건 및 계측변수는 각 

실험매트릭스의 분석으로부터 도출된 주요 현상으로부터 설정될 수 있으며, 이들은 

실험장치의 설계요건 설정 및 실험장치 구성요소들의 척도해석 수행시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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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수력 종합실험이란 원전의 주요 계통을 종합적으로 모의함으로써, 대상원전에

서 발생이 예상되는 다양한 사건/사고들에 대해 원전의 계통 일부에서 발생하는 천

이상태 또는 사고상황이 계통 전반의 열수력적 거동에 미치는 향을 실증적으로 

모의하기 위한 실험이다. 따라서 종합실험장치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해야 한

다.

(1) 종합적인 설비 (1,2차 계통 및 주요 안전계통 모의)

  (2) 정상상태 및 사고 모의 

   (3) 고온, 고압 운전조건 모의

   (4) 기하학적 요건 (높이, 유로 단면적 등) 모의

   (5) 특정한 주요 현상의 상세 모의 가능성

   (6) Component/system의 추가, 변경 용이성

제 2 절 척도해석 방법론의 선정

1. 척도해석 방법론의 분석

열수력 실험장치에서는 원형에서 발생하는 주요 열수력 현상들이 축소모의

(scaled-down)된 실험장치에서도 동일하게 재현될 수 있도록 제반 상사성

(similarity)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원형과 실험장치 사이에 기하학적

(geometric), 운동학적(kinematic), 역학적(dynamic) 및 열역학적(energetic) 상사성

이 보존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상사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개발된 척도법(scaling 

law)으로는 체적척도법(volume scaling), 선형척도법 (linear scaling) 및 3단계 척도

법 등이 있다. 이들 척도해석 방법론의 특성은 표 1.4에 비교되어 있다. 

가. 체적 척도법

체적척도법(volume scaling)에 따라 실험장치를 설계하면 실험장치의 높이가 원

형과 같아져 작동유체의 속도 및 중력의 효과를 보존할 수 있으며, 따라서 현재까

지 건설되었던 대부분의 중, 대형 실험장치들은 체적척도법에 따라 축소되었다 (표 

1.5 참고). 그러나 크기가 비교적 작은 실험장치에 체적척도법을 적용하면 계통의 

압력강하 및 열손실, 그리고 실험장치 구조물의 축척열이 과도해짐에 따라 주요 열

수력 현상의 왜곡(scaling distortion)이 발생될 수 있다.  표 1.6에는 동일 유체, 동

일 운전조건(압력, 온도)에서의 체적척도법의 상사화 요건이 나타나 있다. 

체척척도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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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elocity Scale  :  1/1

(2) Time Scale  :  1/1 (Real Time or Time-Preservation Scaling)

(3) Heat Flux Scale :  1/1

(4) Power-to-Volume Scale :  1/1

나. 선형 척도법

선형척도법은 aspect ratio (loR/doR)가 1로서, 반경에 대한 길이비가 1인 원형의 

축소판(Xerox Copy)인 모델을 나타낸다. 동일 유체, 동일 운전조건에서의 선형척도

법에 의한 주요 변수들의 상사화 요건이 표 1.6에 나타나 있다. 

선형척도법은 시간이 축소되고(reduced time scale), 속도가 보존되므로 가속도

는 증폭되는 결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상 분리(phase separation)가 발생하거나 

중력의 향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다. 3단계 척도법

이 척도법은 다음과 같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단계는 거시적 척도 

(integral scaling 또는 global scaling)방법으로서, 이는 단상과 2상 유체의 자연순환 

유동에 대해 주요 변수의 적분 반응함수(integral response function)로부터 유도된

다. 이러한 척도법은 정상상태와 과도상태 조건하에서 계통 전체의 거시적인 거동

에 관한 제반 상사변수들이 실험장치와 원형에서 보존될 수 있도록 하며, 이 과정

을 통하여 주요 기하학적 조건, 시간척도 및 여러 열수력 변수들을 결정하게 된다. 

표 1.6에는 동일 유체 및 동일 운전조건일 경우에 대한 단상유동 및 2상유동에 

대한 1단계 척도법에 따른 상사화 조건이 나타나 있다. 표에 나타난 것처럼 시간비 

τR은 loR
0.5
과 같으며, 따라서 loR = 1이 아닌 경우에는 원형과 실험장치에서의 시간비

가 달라질 수 있다. 만일 loR이 1보다 작은 reduced-height인 경우에는 실험장치의 

시간이 축소되며, 따라서 비교적 느린 과도기 모의시에는 실험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지만, LBLOCA와 같은 급격한 사고 모의 실험에서는 각종 안전계통의 

주입 시점 또는 주요 보호/제어 설정치의 작동시점 등과 관련된 불확실도를 높일 

수 있다.  표 1.6에 나타난 상사화 조건을 full-height인 경우에 적용하면 체적척도

법에 의한 결과와 동일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boundary flow & inventory scaling로서, 계통을 구성하는 여러 

기기에서 척도된 질량과 에너지 총량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 각 기기의 열역학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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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성을 위해 유지되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는 각 계통사이의 유동 및 각 

계통의 질량과 에너지 재고량(mass and energy inventory)을 모사하기 위하여 주로 

파단부, 안전주입계통, 그리고 각종 충전 및 유출 계통 등에 적용된다. 

마지막 단계는 계통을 구성하는 각 부품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국부적인 열수력 

현상들이 보존되도록 하는 local phenomena scaling이다. 1단계 척도법 (global 

scaling)은 전체적인 계통 반응의 상사화를 만족하지만 특정 기기 내부의 국부적인 

열수력 현상은 만족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따라서 국부적인 주요 열수력 현상에 

대한 상사화 해석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이때 3단계(국부현상) 척도법에 

의해 도출된 특정 기기의 상사화 요건이 1단계 척도법에 의한 상사화 요건과 달라

질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특정 기기내의 물리적 현상을 보존하기 위해 해당 기기

의 기하학적 요건을 국부현상 척도법에 의한 요건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일

반적으로 특정 기기내의 물리적 현상을 보존하면서도 가능한 범위에서 1단계 척도

법에 부합하는 주요 변수들의 상사성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게 된다.  

2. 척도해석 방법론의 선정

본 실험장치의 설계는 '수정된 체적척도법’ (Modified Volume Scaling)을 적용

하여 수행되었다. 먼저 제1단계 척도과정 (Top-Down Approach)에서는 체적척도법

을 적용한 척도해석 결과로부터 실험장치를 구성하는 주요 계통의 제원 및 용량을 

결정한다. 다음에는 제2단계 척도과정(Bottom-Up Approach)에서는 각 계통의 구성

요소별로 중요시되어야 하는 주요 열수력 현상들에 대해 국소 현상 척도해석을 수

행함으로써 주요 국소 열수력 현상의 재현여부를 검토하며, 이 결과에 따라 실험장

치의 일부 계통 및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국소 현상의 척도해석 결과를 적용하여 실

험장치의 제원을 수정하게 된다.

표 1.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수정된 체적척도법은 기본적으로 체적척도법과 주요 

특성이 동일하게 되나, 각 계통의 구성요소별로 중요시되어야 하는 주요 열수력 현

상들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들 통하여 척도해석을 수행함으로써, 특정 부위에서의 

국소 열수력 현상이 계통 전체의 거동에 미치는 향을 반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척도과정은 그림 1.3에 요약되어 나타나 있다.

제 3 절 실험장치 설계시의 고려사항

1. Full-Height와 Reduced-Height 실험장치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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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수력 실험장치의 설계에 있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 점은 실험장치의 

높이 보존 여부이다. 따라서 척도법 및 척도기준의 선택에 따른 특성들이 검토되어

야 한다.

  가. Full-height 실험장치

      (1) 냉각재 체적(inventory)과 열생성원의 비율이 1:1로 보존되고, 또한 시간

척도가 보존된다.

      (2) 상사화 조건이 단면적에만 적용되므로 상사화 해석이 간단하다.

      (3) 실험데이터의 분석이 비교적 간단하고, 원형에의 적용이 간단하다. 

      (4) 원형에서 일어나는 계통의 거동 또는 물리적 현상을 실시간으로 모사할 

수 있다.

      (5) 냉각재의 단위체적당 표면적비(surface area-to-volume ratio)가 원형보다 

커지므로, 열생성원(heat source)과 열침원(heat sink)에 관계되는 척도왜

곡 현상이 커지게 된다. 

      (6) 실험장치의 축소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단점들이 발생될 수 

있다 :

       (가) 다차원 열수력현상의 거동을 관찰하는 것이 어렵다. 이는 loR/doR로 정

의되는 aspect ratio가 원형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나) 또한 각 부분에서의 압력강하 특성을 원형과 동일하게 보존하는 것이 

어렵다. 이는 모델에서의 li/di가 매우 커져 모델의 압력강하가 원형보

다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작아진 유동면적으로 인해 표면장력 효과 등 2상유

동 관련 변수에 향을 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유동양식의 천이 경계 

등이 왜곡될 수 있다. 

  나. Reduced-height 실험장치

      (1) Full-height 실험장치들이 가지는 단점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

      (2) Aspect ratio가 상대적으로 원형에 가깝게 유지될 수 있으므로, full- 

height 실험장치에 비해 다차원적 열수력 현상의 구현이 용이하다.

      (3) 그러나 유속 및 중력효과가 보존되지 않으므로 상사화 해석이 상대적으

로 복잡하며, 또한 중력효과가 감소함에 따라 여러 가지 물리적 현상들

에 대한 왜곡이 발생될 수 있다. 

      (4) 원형에 대한 실험장치의 시간척도비가 길이비의 제곱근(loR
0.5
)이 되어 매

우 빨리 일어나는 과도기 현상의 모의에 부적합하다. 특히 각종 계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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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시간, 작동시간 등이 아주 짧은 시간내 그리고 동시에 발생되는 경

우 이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 

2. 실험장치의 최소 크기에 대한 기준

 일반적으로 열수력 실험장치는 그 크기가 충분히 커서 축소된 규모에서도 원

형의 열수력적 현상이 잘 보존될 수 있어야 한다. 소규모 실험장치의 설계에서 벽

면효과 (wall effect) 및 표면장력 효과는 주요 열수력 현상의 왜곡에 가장 크게 

향을 줄 수 있다. Bankoff & Lee [1.2]는 아래와 같이 정의된 Bond Number(Bo) 무

차원수를 제시하여 직경의 축소에 따른 벽면효과 및 표면장력 효과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 다. 

D* = [gd 2Δρ/σ]
1/2
 ≡ Bo . (1.1)

이 결과에 의하면 무차원 직경이 40인 값을 경계로 표면장력의 향이 달라진

다. 즉, 원형의 무차원 직경이 40보다 크면 실험장치의 표면장력 효과를 감소시키시 

위해 실험장치의 무차원 직경도 40 보다 크게 설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식 (1.1)

은 실험장치의 계통 최소 크기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원자

로용기 강수부의 갭 크기 등을 결정하는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3. 압력강하 특성 보존

실험장치의 압력 상사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효과가 고려되어야 한

다. 첫 번째 요소는 액체 및 증기의 유동, 그리고 이들의 상변화에 관련된 모든 열

수력적 물성치에 향을 주는 계통의 전체 압력이며, 두 번째는 각 계통요소에서의 

압력분포이다. 여기서 압력강하 특성을 모의하기 위한 무차원수 (friction number)의 

보존 여부는 실험장치의 최소 크기를 결정하는 또다른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다.

계통의 전체 압력이 변화하는 과도상태의 주요 열수력 현상을 보존하기 위해서

는 실험장치의 압력이 식(1.2)와 같이 원형과 동일해야 한다. 이는 실험장치의 계통

압력은 원형과 같도록 설계함으로써 모든 열수력적 물성치가 원형과 같아져 계통의 

상사화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pR = 1  (1.2)

그리고 계통의 전체 압력이 보존되어도 계통 구성요소간의 압력분포는 원형과 

다를 수 있다. 계통 내의 천이현상 발생시 각 구성요소 사이의 유동은 압력차에 의

존하므로, 구성요소간의 압력차는 동일한 높이에서 원형과 같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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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Δp ij)R = 1   at ZR = l oR. (1.3)

Full-height 실험장치에서는 길이는 보존되는 반면에 직경은 작아져서 (fl/d)i가 

원형에 비해 매우 커지므로 압력강하를 맞추는데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다. 그리고 

reduced-height 실험장치에서는 압력강하비가 길이비와 같아져야 하는데, 이 경우에

는 길이가 원형에 비해 작으므로 (fl/d)i 값이 full-height에 비해 작아져 상대적으로 

압력강하의 모사에 따른 제약이 작다. 만일 압력강하의 상사성을 보존하기 위해 원

형의 체적은 보존하면서 유로의 직경 또는 갭의 크기 등이 면적 척도기준에 의해 

요구되는 값보다 커질 경우 국부 속도 등의 척도왜곡 현상은 피할 수 없다. 

단상유동에서와 마찬가지로 2상유동에서의 압력강하 특성 모의도 유사하게 이

루어질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마찰에 의한 압력강하, 형상손실(form loss)에 의한 압

력강하 및 가속에 의한 압력강하 특성을 보존해야 하는데, 2상유동 압력강하 배정

계수(multiplier) φ2lo는 유체의 물성치와 관계가 있고, 다른 변수들과의 의존성이 약

하므로, 결국 마찰 압력강하와 형상손실 압력강하는 척도법에 의한 friction number

와 orifice number를 보존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Δp) iR = 
G
2
m

G2p
 = l oR. (1.4)

이때 기공률(void fraction)이 보존되면 중력에 의한 압력강하도 식 (1.4)와 같이 

상사화될 수 있으므로, 단상유동에서의 압력강하 상사화 조건이 만족되면 2상유동

에서 압력강하도 잘 보존됨을 알 수 있다. 

    

4. 열손실 및 열첨가의 상사화 왜곡 

척도왜곡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중 하나는 유체와 구조물간의 열전달 현상이다. 

유체의 체적에 대한 구조물의 표면적비 또는 체적비율은 벽면에서 외부로의 열손실

(heat loss) 또는 유체로의 열첨가(heat addition)를 나타내는 변수이다. 구조물은 

LBLOCA와 같은 급격한 과도기 사고와 SBLOCA와 같은 비교적 느린 과도기 사고

에 따라 각각 달리 열원(heat source)과 열침원(heat sink)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

다. 급격한 과도사고를 모의하는 실험장치에서는 유체에 대한 구조물의 증가된 체

적비로 인해 축적에너지 역시 증가되어 구조물에서 유체로 열전달이 과도하게 발생

된다. 

축적에너지의 변화는 감소된 구조물의 두께와 증가된 열전달 면적으로 인한 에

너지방출에 대한 시간상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발생하며, 느린 과도사고에서는 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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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실험장치의 축적에너지 차이는 큰 왜곡을 일으키지 않는다. 벽면에서의 증기의 

응축 또는 생성은 유동양식의 변화 및 파단유량에 향을 미치고, 이는 결과적으로 

노심에서의 냉각수 재고량에 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실험장치의 상세설계 과정에

서 주요 부분의 열손실량 및 열첨가량을 평가해야 하고, 실험장치의 제작후에는 적

절한 보상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 4 절  주요 척도해석 기준

1. 실험장치 설계기준

 종합실험장치는 대상 원전의 운전 및 사고 발생시 예상되는 각종 열수력 현상

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장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기준원전의 

설계, 운전 및 사고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험장치의 규모를 선정한 후, 

척도해석(scaling analysis)을 수행하여 실험장치의 건전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실험장치에서 모의해야 하는 주요 사건/사고 시나리오의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주요 열수력 현상 및 우선 순위, 그리고 소요 예산규모에 합당한 장치 규모 선정기

준을 종합하여 종합실험장치의 일반적인 설계기준(Design Basis)을 다음과 같이 설

정하 다. [1.1]

○ 대상 원전 : 한국형 표준원전 (KSNP) 및 차세대원전 (KNGR)

○ 축척 기준 : 표준원전 대비

- 체적 척도비 : 1/200

- 높이 척도비 : 1/1

- 모의노심 출력 : 최대 15%

○ 실제 운전조건(작동유체, 온도, 압력)의 모의

먼저 실험장치 모의대상 원전으로는 표준형 원전 및 차세대 원전을 선정하 다. 

차세대 원전은 표준형 원전에 비해 원전의 설계특성이 유사하나, 다만 일부 안전계

통의 설계개념이 다르다. 따라서 실험장치에서는 표준형 원전의 모든 특성을 만족

하면서도, 차세대원전에서 새롭게 채택하는 안전계통을 추가적으로 모의할 수 있도

록 하 다. 

실험장치의 척도기준으로서의 높이비는 1/1로 선정하 는데, 그 이유로는 선정

된 6가지의 핵심 실험매트릭스에서 공통적으로 중요시 되어야 하는 1차계통에

서의 자연순환 현상을 잘 보존하기 위함이며, 또한 주요 열생성원 및 열침원에서의 

국소 열수력 현상을 잘 보존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reduced-height 경우에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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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들이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험장치의 체적 척도비로는 표준형 원전 대비 1/200로 설정하 으며, 그 이유

는 다음과 같다. 먼저 체적 척도비가 매우 작은 경우에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험장치 압력경계면에서의 과도한 열손실, 그리고 실험장치 내부의 냉각재 재고량 

대비 고체구조물의 상대적인 체적 증가로 인해 발생되는 과도한 열첨가 현상으로 

인하여 실험장치에서 발생되는 각종 열수력 현상들이 매우 왜곡되게 된다. 일례로 

SPES-2 장치 (체적비 1/395)의 경우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생산된 실험결과의 활

용성이 매우 제한된 바 있다. 따라서 실험장치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가능한 한 최

소화될 수 있는 적절한 규모이어야 하며, 또한 소요 예산을 고려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표 1.5에 요약되어 있는 바와 같은 기존의 실험장치 규모 및 

특성들을 검토한 결과로부터, 실험장치의 체적비는 예상되는 척도왜곡 정도 및 예

산규모를 고려하여 표준형 원전 대비 1/200로 선정하 다.

그리고 모의노심의 출력규모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사건/사고 발생시 초기의 

급격한 천이현상을 배제한 대부분의 천이과정에서 모의되어야 하는 노심의 잔열 

(decay heat)을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저출력 운전중의 제반 열수력 현상을 추가적

으로 모의할 수 있도록 노심의 최대출력 기준은 체적척도 기준의 15%로 설정하

다. 

실험장치의 운전조건으로는 대상 원전의 실제 운전조건 즉, 작동유체, 작동 온

도 및 압력을 동일하게 모의하도록 선정함으로써, reduced-pressure 경우에 예상되

는 각종 척도해석의 난해성 및 실험결과 분석 측면에서의 문제점 등을 제거하 다.

2. 척도해석 수행범위 

열수력 종합실험장치의 척도해석은 이와 같은 척도기준을 바탕으로 전술한 바

와 같은 ‘수정된 체적척도법’을 대상원전 (표준형 및 차세대 원전)에 적용하여, 다음

과 같은 순서에 따라 수행한다. 

먼저 1단계 (Top-Down Approach)에서는 체적척도법을 적용한 척도해석 결과

로부터 실험장치를 구성하는 주요 계통의 제원 및 용량을 결정한다. 다음에는 2

단계 (Bottob-Up Approach)로서, 각 계통의 구성요소별로 발생이 예상되는 주요 

열수력 현상들을 선정하고, 이들 국소 열수력 현상에 대해 척도해석을 수행함으로

써, 주요 국소 현상의 재현여부를 검토한다. 이와 같은 두가지 과정에서 서로 상충

되는 요건들이 발생될 경우에는 국소 현상 척도과정에서 도출된 요건을 적용함으로

써, 계통의 국소 부위의 제원을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척도왜곡(scaling distortion)

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왜곡의 정도를 예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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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에서는 열손실 및 열첨가 관점에서의 척도왜곡 분석을 제외한 모든 

측면에 대한 열수력 종합실험장치의 척도해석 결과를 제시하며, 이 결과를 바탕으

로 실험장치의 기본설계를 수행하게 된다. 그리고 열손실 및 열저장 관점에서의 척

도왜곡 분석은 실험장치의 세부 설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평가됨으로써, 이 결과를 

바탕으로 실험장치의 열손실 보상계통에 대한 기본설계 방안을 도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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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표준형 원전 및 차세대 원전의 설계특성

항 목 KNGR KSNP (UCN3&4)

노심 출력, [MWt] 3,914 2,815

1차계통 압력,        psia 2,250 <-

1차계통 유량 (x 106),  lbm/sec 165.8 121.5

고온관 온도, oF 615 621

저온관 온도, 
o
F 555.8 564.5

증기발생기 압력, psia 1,000 1,070

1차계통 재고량, lbm 624,930 465,170

증기발생기 재고량, lbm 196,841 147,485

1차계통 체적, ft3 15,405 11,618

가압기 체적, ft3 2,400 1,815

SIAS point, psia 1,825 1,762

HPSI Pump shutoff head, psia 1,834.7 <-

HPSI Pump 특성 same <-

HPSI Pump 갯수 4 2

LPSI Pump 갯수 No Yes

주입방식 DVI C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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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a)  표준형 원전 및 차세대 원전의 주요 기술사양 비교

YGN 3&4 UCN 3&4 KNGR System 80+

fuel assemblies

rod bundle arrangement 16*16 16*16 16*16 16*16

design CEA CEA CEA CEA

pitch, in 0.506 0.506 0.506 0.506

fuel rod

number of locations 41772 41772 56876 56876

outside diameter, in 0.382 0.382 0.382 0.382

cladding thickness, in 0.025 0.025 0.025 0.025

cladding material Zircaloy-4 Zircaloy-4 Zircaloy-4 Zircaloy-4

nuclear design data

core diameter, in 123 123 143.6 143.6

core height, in(active fuel) 150 150 150 150

number of fuel assemblies 177 177 241 241

thermal hydraulic design data

core thermal output, MWt 2815 2815 3983 3914

system pressure, psia 2250 2250 2250 2250

DNBR 2.06 2.07 2.06 2.00

total RCS flow, lb/hr 121500000 121500000 166600000 165800000

core flow area, ft² 44.83 44.83 60.8 60.8

avg. core velocity, ft/sec 16.7 16.7 16.7 16.7

reactor vessel design data

design pressure, psia 2500 2500 2500 2500

design temp. F 650 650 650 650

shell inside diameter, in 162 162 182.25 182.25

RCS piping design data

hot leg I.D. in 42 42 42 42

cold leg  I.D. in 30 30 30 30

design pressure,psia 2500 2500 2500 2500

RCS design data

reactor inlet temp. F 564.5 564.5 555 556

reactor outlet temp. F 621.2 621.2 615 615

number of loops 2 2 2 2

total coolant volume, ft3 10035.4 10023 16019.7 15825.5

total reactor flow, gal/min 330000 446300 44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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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b)  표준형 원전 및 차세대 원전의 주요 기술사양 비교 (계속)

YGN 3&4 UCN 3&4 KNGR System 80+

RCP design data

motor type
AC 

induction 
single speed

AC 
induction 

single speed

AC 
induction 

single speed

AC induction 
single speed

motor rating , horse power 8800 8800 12000 12000

design capacity, gal/min 82500 82500 111575 111160

design head, ft 345 337 360 374

steam generator

type
vertical 

U-tube w/ 
economizer

vertical 
U-tube w/ 
economizer

vertical 
U-tube w/ 
economizer

vertical 
U-tube w/ 
economizer

tube material inconel 600 inconel 600 inconel 690 inconel 690

steam pressure, psia 1070 1070 1000 1000

steam temp. F(full power) 552.9 552.9 545 545

no. of tubes 8214 12596

main steam supply

total steam flow, lb/hr 12720000 12720000 17950000 17640000

safety injection system

HPSI pump, no. 2 2 4 4

LPSI pump, no. 2 2 0 0

SIT, no. 4 4 4 4

auxiliary feedwater system

pump prime motors 2-turbine
2-motor

2-turbine
2-motor

2-turbine
2-motor

2-turbine
2-motor

rated flow rate, gal/min 500 500 55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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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사고 시나리오에 따른 계통별 주요 현상

Component SBLOCA SGTR SLB FLB TLOFW LPS

RPV

Fuel

-PCT

-DNB

-Decay

 Heat

-MDNBR

-Decay

 Heat

-Decay

 Heat

-MTC

 Feedback

-Temp. 

 Increase

Core

-Water

 Level

-Flow

 Distrib.

-Boiling

-Subcool

. Margin

-2-φ 
 Mixture

 Level

-Asymme-

 tric Flow

-DNBR

-Mass 

 Flow Rate

-Subcool. 

 Margin

-Flashing

-Subcool. 

 Margin

-Two-

 Phase 

 Mixture

 Level

-Boiling

-Natural

 Circul.

-Level

Upper

Plenum

-Phase

 Separat.

-Entrain-

 ment/De-

-Flashing

-Mixture

 Level

-Voiding

-Flow  

 Distrib.

-CCFL

-Natural

 Circul.

Upper

Head

-Voiding -Voiding
-Mixture

 Level

-Voiding

-Bypass

 Flow

-Bypass 

Flow

-Voiding

-Bypass

 Flow

Lower

Plenum

-Flow

 Distrib.

-Flow

 Distribut.

-Level

-Loop

 Asymm.

-Asym-

 metric 

 Flow

-Natural 

 Circulation

-Condensa-

 tion

Down-

comer

-Mano-

 metric

 Oscill.

-Liquid

 Entrain.

-Conden-

 sation

-Flow

 Distribut.

-Conden-

 sation

-Non-

condensible

-Flow  

 Distrib.

-Water

 Level

 

-Conden-

 sation

-Natural

 Circul.

 



- 17 -

표 1.3 사고 시나리오에 따른 계통별 주요 현상 (계속)

Component SBLOCA SGTR SLB FLB TLOFW LPS

SG 

1ry

U-tube

-Reflux

 Conden-

 sation

-Heat

 Transfer

-1ry-to-

 2ry Break

-Asymm. 

 Behavior

-Conden-

 sation

-Heat

 Transfer

-Voiding

-1ry-to-

 2ry Break

-Heat

 Transfer

-Dryout

-Asymm. 

 Behavior

-Conden-

 sation

-Non-

 condensible 

 Gas Effect

-Heat

 Transfer

-Heat

 Transfer

-Conden-

 sation

-Asymm.c 

 Behavior

-Noncon-

 densible

 Effect

-Natural 

 Circul.

Inlet 

Plenum
-CCF

Outlet

Plenum

-Conden-

 sation

SG 

2ry 

D/C
-Swelling

-Flashing

Econo-

mizer

-Subcooled

 Boiling

Riser

-Nucleate

 Boiling 

-Flashing

-Flow

 Mixing

-Flashing

-Mixture

 Level 

 Swelling

-Level

 Swelling

-Mixture

 Level

-Reverse

 Flow

-Pressure 

 Oscillation

-Flashing

-Level

 Swelling

-Mass

 Depletion

Steam

Sepa-

ra

-Carry

 Over/Under

-Phase

 Separation

-Recircul. 

 Ratio

-Broken 

 SG 

 Overf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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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사고 시나리오에 따른 계통별 주요 현상 (계속)

Component SBLOCA SGTR SLB FLB TLOFW LPS

1ry

Loop 

Piping

Hot

Leg

-Voiding

-Phase

 Separation

-Natural

 Circulation

-Loop

 Asymm.

-Flashing

-CCF &

 CCFL

-Conden-

 sation

-Flow

 Stratificat.

-Entrainment

-Loop

 Asymm. 

 Cooldown

-CCFL

-Phase

 Separat. 

 in Tees

-Entrainment

-Loop

 Asymm.

-Natural

 Circul.

- P h a s e   

Sepa rat.

-Level

-CCFL

-Entrainment

-Loop

 Asymm.

-Phase

 Separat.

Cold 

Leg

-Voiding

-Phase

 Separation

-Break Flow

-Natural

 Circulation

-Loop

 Asymm.

-Flashing

-Conden-

 sation

-Thermal

 Strat.

-Conden-

 sation

-Flashing

-Loop

 Asymm.

-Thermal

 Strat.

-Loop

 Asymm.

-Natural

 Circul.

-Level

-Conden-

 sation

Inter-

mediate 

Leg

-Voiding

-Loop Seal

 Clearing

-Phase

 Separation

-Natural

 Circulation

-Level

-Loop Seal 

 Clearing

-Inventory

PZR

PZR 

Surge 

Line

-CCF -Outsurge

-CCFL

-Entrain-

 ment/De

-CCFL

-Entrainment

-Flow

-CCFL

-Intermit.

 Flow

-Flooding

-Liquid

 Holdup

PZR 

Tank

-Flashing

-Empty

-Drain &

 Refilling

-Conden-

 sation

-Level

-Level

 Decrease

-Conden-

 sation

-Level Swell

-Flashing

-Water

 Level

-Water

 Level

Safety

Valve

-Critical

 Flow

-Vent Valve 

 Discharge

-Critical

 Flow 

PORV
-Dis-

 charge

Spray/

Heater

-Conden-

 sation/Pool

 Boiling

RCP
-Coast Down

-2-φ Flow

-Coast Down -Coast Down
-Coast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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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사고 시나리오에 따른 계통별 주요 현상 (계속)

Component SBLOCA SGTR SLB FLB TLOFW LPS

Main

Steam

Supply 

System 

Main Steam Line

Atmospheric

Dump Valve

Main Steam

Safety Valve

-Mass Release

-Energy Release

Main steam

Isolation Valve

Turbine Stop

Valve

Turbine Bypass

Dump Valve

Main

Feed

Water 

System

Main Feed

Water Line

-Critical

 Flow

Main Feed

Water Pump

Main Feed Water

Isolation Valve

Main Feed Water

Control Valve

Aux.

Feed

Water 

System

Auxiliary Feed

Water Line

Auxiliary Feed

Water Pump

Auxiliary Feed

Water Isolation

Valve

Auxiliary Feed

Water

Modul. Valve

Condensate 

Storage Tank

Conden-

sation

System

Condenser

Air-fan

Cooler-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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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사고 시나리오에 따른 계통별 주요 현상 (계속)

Component SBLOCA SGTR SLB FLB TLOFW LPS

Safety

Depres-

surization

System

SDS Valve

Sparger

-Chocking

-Energy

 Release

-Non-con

 densible 

 Effect

-Mass

 Flow

-Energy

 Release

-Mass

 Flow

Safety

Injection

System

SIT -Injection -Flow

HPSI -Working

LPSI

RWT(Refuel.

Water Tank)

-Flow 

-Level

-Level

Contain-

ment

System

Electrical

Heater

Sparger

Spray

Shutdown 

Cooling 

System

Heat

Exchanger

Control 

Volume

System

-Charg.

-Letdown

Auxiliary 

Feedwater 

System

Makeup

Tank

Component 

Cooling 

Water 

System

Water Storage

Tank

Cooling Tower

Cooling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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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척도해석 방법론의 특성 비교

AppliedN/AN/A3) Local Phenomena

AppliedN/A
Applied

N/A2) Boundary/Inventory

AppliedAppliedAppliedApplied1) Global (System)

3-Level ScalingLinear Scaling
Modified

Volume Scaling
Volume 
ScalingScaling Item

AppliedN/AN/A3) Local Phenomena

AppliedN/A
Applied

N/A2) Boundary/Inventory

AppliedAppliedAppliedApplied1) Global (System)

3-Level ScalingLinear Scaling
Modified

Volume Scaling
Volume 
ScalingScaling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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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a)  주요 열수력 실험장치의 척도기준 비교

시설명
국가/

기관

축소 규모

(체적/높이비)
기준 원자로 주요 실험 매트릭스

실험

착수시기

LSTF

ROSA-IV

Japan
/JAERI

1/48 : 1/1
WH, 4-loop 
(3423 MWt)

SBLOCA, SGTR 1985

ROSA-V 사고관리전략 개발 1997

ROSA/
AP600 1/30 : 1/1 WH, AP600

(600 MWe)

SBLOCA, CMT, 
PRHR, ADS, 

IRWST

1993
(~1997)

BETHSY France
/CENG

1/100 : 1/1 Framatome LOCA, Transients
AMS 개발

1986

LOBI

Mod-1
CEC/
JRC 1/712 : 1/1 KWU 4-loop

(1300 MWe)

LBLOCA(Blowdown, 
Refill), SBLOCA

1979
(~1982)

Mod-2
(A,B)

SB/IB-LOCA, FLB, 
SLB, SBO, 
LOFW, N/C

1984 ~,
89~'91

PUMA USA
/Purdue 1/400 : 1/4 GE-SBWR

LOCA, ADS, 
Suppress. pool, 

PCCS
1995

GIRAFFE
Japan

/Toshiba 1/400 : 1/1 GE-SBWR
PCCS, Passive 
phenomena 1993

PANDA Swiss
/PSI

1/25 : 1/1 GE-SBWR
(SBWR, ESBWR)

PCCS 1995

APEX USA
/OSU 1/192 : 1/4 WH, AP600 SBLOCA, ADS,

AMS 개발 1994

LOFT
USA
/INEL 1/50 : 1/2 WH, 4-loop LBLOCA

1976
(~1985)

Semi-
scale

Mod-1

USA
/INEL

(?) : 1/1 LOFT
counterpart test

LBLOCA, Reflood 
H/T, SGTR, SBO

1974
(~1979)

Mod-3

1/1705 : 1/1 WH, 4-loop
(3411MWe)

LBLOCA, SBLOCA,
SBO, N/C

1978
(~1979)

Mod-2A
SB/IB-LOCA, N/C,

FLB, SLB
1980

(~1982)

Mod-2B
LOOP, SGTR,
Core Boil-off

1982
(~1984)

Mod-2C FLB, SLB, SBLOCA 1985
(~1986)

PKL

I

Germany
/Siemens

1/134 : 1/1

KWU, 4-loop
(1300MWe)

LBLOCA (Refill, 
Reflood), SBLOCA 1977

II 1/145 : 1/1 LOCA (EOB) 1980

III 1/145 : 1/1 Cooldown of PCS,
사고관리전략 개발

1986

PSB-VVER Russia
/EREC 1/300 : 1/1 VVER-1000 LOCA 1995~

ISB-VVER
Russia
/EREC 1/3000 : 1/1 VVER-1000 ECCS 성능 1992

IIST Taiwan
/INER

1/400 : 1/4 WH, 3-loop 
(2775 MWt)

SBLOCA 1991

SPES
2

Italy/
SIET

1/395 : 1/1 AP-600
SBLOCA, SGTR, 

SLB 1992

3 1/386 : 1/1 EPP (1000MWe)
SBLOCA, Long-term 

transients
(설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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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b)  주요 열수력 실험장치의 척도기준 비교

PKL-III BETHSY LOBI LOFT LSTF

루프 수 [원자로/장치]
4 / 3

1+1+(2)

3 / 3

1+1+1

4 / 2

1+(3)

4 / 2

1+(2)

4 / 2

(2)+(2)

축소비
체적 및 출력 1 : 145 1 : 100 1 : 712 1 : 50 1 : 48

높이 1 : 1 1 : 1 1 : 1 1 : 2 1 : 1

노심 

전원(MW/%NP) 1.25 / 5 3.0 / 10 5.3 / 100 50. / 100 10. / 14

연료봉 수 340 428
64

(8x8)
1300 1080

가열방법 간접가열 간접가열 직접가열 실제노심 간접가열

압력 (MPa) 4 16. 16. 16. 16.

하강유로부 
형상

External

Pipe

External

Pipe

INTERNAL

(Annulus)

INTERNAL

(Annulus)

INTERNAL

(Annulus)

갭 크기

(cm)
N/A N/A 50/12 50

고온관 직경 (mm)
Double 113

Single 80.8
118

Triple 73.7

Single 46.1
280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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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척도법에 따른 축소 비율 비교 

Parameter Symbol
Parameter ratios (model/prototype)

Volume scaling Linear scaling Ishii & Kataoka 

Length loR 　　1 loR loR

Diameter doR doR loR doR

Area aoR doR
2 loR

2 doR
2

Volume VoR doR
2 loR

3 loR aoR

Core ΔΤ ΔΤoR 1 - 1

Velocity uoR 1 1 loR
1/2

Time tR 1 loR loR
1/2

Gravity gR 1 1/loR 1

Power / volume qoR
''' 1 1/loR loR

-1/2

Heat Flux qoR
'' 1 1/loR loR

-1/2

Core power qoR VoR loR
2 aoR loR

1/2

Rod diameter RDR 1 1 1

Number of rods nR VoR loR
2 aoR

Flow rate m'oR VoR loR
2 aoR loR

1/2

Δi  subcooling Δisub R 1 1 1

ΔΤ subcooling ΔΤsub R 1 1 1



- 25 -

그림 1.1  열수력 종합실험 목적 

-
-
-
-

-
-
-
-

Data Base 
Public Acceptance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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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실험장치 설계절차

S etu p  o f P re lim . T est M a tr ix

A n a ly s is  o f P r e lim . T est M a tr ix

• S e lec tio n  o f K e y  T est M a 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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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in . T /H  R eq u irem e n 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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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h en o m en a

D esig n  B a 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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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p o rtan t L o ca l T /H  

P h en o m e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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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y stem  D e sig nS y stem  D esig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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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실험장치 척도해석 절차

Prelim. Test Matrix

Scaling Methodology
Setup

Scaling Methodology
Setup

Scaling Analysis (1) :
Top-Down Approach
Scaling Analysis (1) :
Top-Down Approach

Scaling Analysis (2) :
Bottom-Up Approach
Scaling Analysis (2) :
Bottom-Up Approach

Analysis of 
Scaling Distortion

Analysis of 
Scaling Distortion

Design Criteria/
Requirements

Scoping/Pre-Test
Analysis

Design Data

Prelim. Test Matrix

Scaling Methodology
Setup

Scaling Methodology
Setup

Scaling Analysis (1) :
Top-Down Approach
Scaling Analysis (1) :
Top-Down Approach

Scaling Analysis (2) :
Bottom-Up Approach
Scaling Analysis (2) :
Bottom-Up Approach

Analysis of 
Scaling Distortion

Analysis of 
Scaling Distortion

Design Criteria/
Requirements

Scoping/Pre-Test
Analysis

Design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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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원자로 용기

제 1 절 원전의 특성

1. 계통의 기능 및 구성요소

원자로용기는 노심에 위치한 핵연료봉에 의해 차가운 1차계통 냉각수를 가열하

는 역할을 담당한다. 1차계통 냉각수는 원자로용기의 입구노즐을 통해 들어가, 원자

로용기의 내벽과 노심지지동체 사이의 강수관을 통해 흘러 내려간 다음, 유량분포

를 균일하게 하기 위한 유량분배환 부분을 통과하여 하부 플레넘으로 들어간다. 그

리고, 냉각수는 핵연료봉으로부터 생성된 열을 제거하면서 노심을 통해 상부로 올

라간다. 이렇게 가열된 냉각수는 노심의 출구 역에 도달한 후 제어봉 보호관의 

외부 주위를 돌아 원자로용기의 출구 노즐을 통과한다. 제어봉 보호관은 노심의 상

반부 위를 흐르는 냉각수의 횡방향 유동으로부터 제어봉의 중성자 흡수 물질을 보

호한다. 

원자로 내부구조물은 핵연료집합체, 제어봉집합체, 노내계측기를 지지하고 위치

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한편, 원자로용기를 통한 냉각재의 흐름을 유도한다. 원자

로 내부구조물은 또한 정적 및 동적 하중을 흡수하여 원자로용기 플렌지로 그 하중

을 전달한다. 원자로 내부구조물은 자중, 취급, 온도 및 압력구배, 냉각재 흐름에 의

한 충격, 진동, 지지가속력에 기인한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원자로

의 정상, 이상, 비상 및 사고 조건 하에서도 안전하게 그 기능을 수행한다. 

기준원전의 노심에는 U-235의 핵연료가 16 x 16의 핵연료집합체에 장착되어 

있다. 핵연료집합체에는 5개의 노심 제어봉 안내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가운데 위치

한 제어봉 안내관에는 노심 하부 플레넘으로부터 각종 노심 계측기가 삽입된다. 나

머지 4개의 안내관에는 노심 상부로부터 제어봉이 삽입된다. 

실험장치의 원자로용기는 기준원전의 원자로용기를 척도비에 따라 상사화한 것

이다. 그림 2.1에 나타난 것과 같이 원자로용기는 크게 내부의 실린더형 구조물과 

척도왜곡을 줄이기 위해 외부에 단일관으로 모사된 강수관(Downcomer)으로 구성

되어 있다. 내부 실린더형 구조물에는 하부 플레넘, 노심, 출구 플레넘, 상부 제어봉 

집합체 구조물(Guide Structure Assembly) 및 상부헤드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고

려되고 있는 강수관 설계는 척도왜곡을 줄이기 위해 외부에 단일관으로 설계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차세대원전의 DVI(Direct Vessel Injection)을 모사하기 

위해 기준원전과 동일한 형상을 가진 환상관으로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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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에는 원자로용기 및 강수관에서 주유로와 실험장치에서 모사하는 각종 

노심 우회유로(bypass)를 보여주고 있다. 실험장치에서 모의하는 노심 우회유로는 

기준원전과 동일하게 모의하며, 다음과 같다.

(1) 출구 노즐 틈을 통한 입구 노즐에서 출구 노즐로의 우회 유로

(2) 정렬홈을 통한 강수관과 상부 헤드사이의 우회 유로

(3) 노심 지지벽 공간유로를 통한 노심 우회 유로

(4) 노심내의 각종 안내관을 통한 노심 우회 유로

노심에는 기준원전의 핵연료봉을 모사하는 전기가열봉이 설치된다. 전기가열봉

은 기준원전의 핵연료봉과 동일한 외경, 가열 길이, 피치 및 배치를 갖는다. 또한 

노심에는 기준원전에서와 동일한 지지격자(Spacer Grid) 및 혼합날개(Mixing Vane)

가 기준원전과 동일한 수직 위치에 설치된다. 전기가열봉은 실린더형 구조물의 하

부를 통해 전기가 유입되며, 노심 상부에서 Core Shroud 모사물에 접지되어 있다. 

노심에는 제어봉 안내관(Guide Tube)이 설치되어, 노심 우회유량을 모사하고, 각종 

계측기의 연결 통로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부 플레넘은 기준원전과는 달리 반구형이 아닌 실린더형태를 이루며, 냉각수 

체적이 척도비에 따라 설계된다. 상부 제어봉 집합체 구조물에는 제어봉 집합체 안

내관(CEA Shroud Tube)이 설치되어 있어, 출구플레넘에서 상부 헤드로의 우회 유

로를 형성한다. 상부헤드는 기준원전과는 다르게 실린더 모양으로 설계된다. 

실험장치의 크기가 1/200인 Full Height 실험장치이기 때문에 강수관을 기준원

전과 같은 형상인 환상관으로 하 을 경우, 강수관의 간극의 크기가 매우 작아져 

강수관에서의 압력강하가 기준원전보다 훨씬 크게 되어, 강수관에서의 열수력 현상

들이 왜곡될 수 있다. 따라서 강수관은 외부에 단일관으로 설계하 으며, 상부 헤드 

및 하부 플레넘과 연결되는 부분은 유동의 혼합(Flow Mixing)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상형으로 설계하 다. 강수관과 상부헤드 사이에는 노심 우회유량을 모사

하기 위한 오리피스가 설치되어 있다. 이 오리피스는 기준원전과 동일한 Form 

Loss 및 압력강하를 갖도록 설계된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차세대 원전의 DVI를 모사하기 위해서는 단

일관보다는 환상관으로 강수관을 설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강수관을 단일관으로 하 을 경우에 대하여 척도해석을 수행하 으며, 추후 환상형 

강수관에 대한 척도해석을 수행할 예정이다. 

원자로용기 내부 구조물에는 두 개의 고온관 노즐이 설치되어 있으며, 외부 강

수관에는 네 개의 저온관 노즐이 설치되어 있다. 저온관 노즐 부위의 강수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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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관 사이의 유동을 억제하기 위해 Baffle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강수관 상부에

는 차세대원자로의 DVI(Direct Vessel Injection)를 모사하기 위해 DVI 노즐이 설치

되어 있다. 표 2.1은 원자로용기에 설치된 각종 노즐의 위치와 개수를 보여준다. 추

후 안전계통의 주입위치를 변화시켜 실험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안전계통 주

입 노즐이 추가될 수 있다. 

원자로용기 외부 벽에는 열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Heat Tracing System이 설

치된다. 특히 증기가 생성되는 부위인 상부헤드에서 열손실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

에 상부헤드에 Heat Tracing이 설치된다. 

2. 주요 열수력 현상의 분석

핵심 실험매트릭스의 전개 과정, 해석 결과 및 PIRT (Phenomena Identification 

and Ranking Table)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참고문헌 [2.1]에 설명되어 있다. 주요 

사고에서 원자로용기 내부에서 발생하는 주요 물리적 현상 및 실험장치에서의 모사 

가능성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Steam Line Break

      (1) Asymmetric temperature and flow mixing in downcomer, lower/upper 

plenum : 3D 현상 모사 필요

      (2) Reactivity feedback : 모사 불가능

      (3) Void formation in upper head (metal heat transfer & non-equilibrium)

      (4) Upper head/downcomer bypass flow

  나. Loss of Feed Water

      (1) RCS mass & energy balance

      (2) Core stored energy

      (3) Downcomer asymmetry effect : 단일관일 경우 모사 불가

      (4) Upper head/downcomer bypass flow

      (5) Void formation in upper head (metal heat transfer & non-equilibrium)

   다. Large Break LOCA

      (1) Fuel rod stored energy/decay heat

      (2) Core : DNB, post CHF heat transfer, rewet, entrainment/deentrainment, 

flow reversal and stag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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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Upper plenum : phase separation, CCFL, two-phase convection, 

entrainment/deentrainment

      (4) Downcomer : 3D counter-current flow, condensation, entrainment 

/deentrainment 

-> 3D counter-current flow는 모사 필요

   라. Steam Generator Tube Rupture

      (1) Fuel rod decay heat

      (2) Void formation in upper head

   마. Small Break LOCA

      (1) Fuel rod kinetic power increase/decrease

      (2) Void formation and phase separation in core, upper plenum, and upper 

head

      (3) Mixture level in upper plenum and core

      (4) Fuel rod clad : DNB, two-phase heat transfer

   바. Total Loss of Feed Water

      (1) Core boiling, two-phase mixture level, flow resistance and power

      (2) Downcomer/lower plenum : condensation, coolant level

      (3) Upper plenum/upper head : two-phase mixture level, voiding, vapor 

space compression

   사. Low Power Shutdown

      (1) RCS level swelling

      (2) Mass/energy release

실증실험장치에서 사용하는 노심 가열봉은 실제 핵연료봉이 아닌 전기가열봉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준원전에서 발생하는 냉각수의 온도 변화, 도 변화 등과 관련

되는 반응도 효과를 모의할 수 없다. 또한 실제 핵연료봉과 다른 재질을 가진 전기

가열봉을 사용하기 때문에 PCT(Peak Cladding Temperature)와 관련된 전기가열봉

의 온도 값이 실제 기준원전의 값을 정확하게 모의한다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실

험장치에서는 전기가열봉의 온도 경향이 중요하게 다루어질 예정이며, 전기가열봉

의 실제 온도 값은 큰 의미를 지니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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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실험장치는 기준원전에 비해 매우 작은 체적 및 직경을 지니고 있기 때문

에 노심에서 냉각수의 비대칭 온도분포 등을 모의하기 힘들어진다. 따라서 증기관

파단사고와 같이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냉각수 온도분포가 비균일해지더라도, 원자로

용기의 출구 노즐을 통해 원자로냉각재계통에 유입되는 냉각수는 균일한 온도 분포

를 갖을 것이다. 같은 이유로 원자로용기 상부 및 강수관에서의 다차원 효과를 모

의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실증실험장치에서는 반응도와 관련된 현상, 다차

원 및 비대칭 열수력 현상을 모의하지 않기로 한다. 

위에서 살펴본 주요 열수력 현상을 계통별로 실험장치에서 구현 가능한 주요 

열수력 현상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국소 척도해석에서는 이러한 주요 열수력 

현상에 대해 척도해석을 수행하고, 척도왜곡의 정도가 평가될 예정이다.

      Core

- Stored energy and decay heat

- DNB, post CHF heat transfer, rewet, entrainment/deentrainment, 

  two-phase heat transfer

- Flow reversal and stagnation

- Void formation

- Phase separation

- Mixture level

- Flow resistance

- Level swelling

      Downcomer

- Upper head/downcomer bypass flow

- CCFL

- Condensation

- Entrainment/deentrainment

- Coolant level

      Upper Head

- Upper head/downcomer bypass flow

- Void formation

- Metal heat transfer and non-equilibrium

- Two-phase mixture level

- Vapor space com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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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per Plenum

- Phase separation

- CCFL

- Two-phase convection

- Entrainment/deentrainment

- Mixture level

- Void formation

- Phase separation

- Vapor space compression

      Lower Plenum

- Condensation

- Coolant level

제 2 절 설계요건

1. 기하학적 요구사항

열수력 종합실험장치는 한국형 표준원전인 울진 3/4호기(기준원전)를 다음과 같

은 척도비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 높이, 유동길이 및 고도 척도비 : 1/1

- 유동면적 척도비 : 1/200

- 냉각수 체적 척도비 : 1/200

따라서 실험장치의 모든 기하학적 형상은 위에 언급된 척도비에 따라야 한다. 

만일 기하학적 형상이 위의 척도비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척도왜곡의 정도가 

평가되어야 한다. 또 하나의 중요한 기하학적 요구사항은 각종 부위에서 수력학적 

직경이 1/1이 되어야 한다. 수력학적 직경은 주요 열수력 현상을 결정하는 주요한 

변수이므로, 노심과 같은 주요 부위에서는 수력학적 직경이 기준원전과 동일하여야 

한다.

2. 열수력적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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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열수력 현상이 기준원전과 동일하도록 척도법에 의한 주요 무차원수들이 

기준원전과 실험장치에서 동일하여야 한다. 주요 열수력 변수들에 대한 척도비는 

체적척도법에 의해 다음과 같다.

- 노심 출력 : 1/200

- 유량 : 1/200

- 열유속 : 1/1

- 질량유속 : 1/1

- 압력강하, Form Loss : 1/1

체적척도법에 따라 정상상태 노심 출력은 기준원전의 1/200이 되어야 한다. 이

러한 노심 출력값은 약 14 MW로 노심 전원공급계통의 구입 비용이 매우 크다. 그

러나 대부분의 사고에서 노심 출력은 사고 시작후 불과 몇 초만에 붕괴열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과도한 노심 출력의 모의는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본 실험

장치의 설계에서는 노심 출력을 정상상태값의 약 15%(척도비 = 1/1333, 2.112 MW)

의 붕괴열만을 모의하 다. 노심 출력의 최대값은 15%의 여유도를 고려한 2.43 

MW이다. 대형 파단사고에서는 초기 노심의 출력이 전반적인 사고 시나리오에 큰 

향을 미치기 때문에 본 실험장치에서는 대형 파단사고 발생시 초기상태의 모의는 

불가능하게 된다. 

열수력학적 관점에서 실험장치의 설계는 앞 절에 나타난 주요 열수력 현상들이 

실험장치에서 기준원전과 동일하도록 하는 데 있다. 주요한 열수력 현상들에 대한 

척도해석 결과가 다음 절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제 3 절 척도해석 결과

1. 설계 기준

가. 일반적인 설계요건

실험장치의 설계압력 및 온도는 기준원전보다 높은 값을 가지며, 실험장치의 설

계조건 및 정상 운전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설계 압력 및 온도 : 18.7 MPa, 370 
o
C

- 정상 운전 조건 : 15.51 MPa

- 기타 설계 조건 : 표 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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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장치는 앞 절에서 언급한 설계 요구사항에 따라 설계되며, 다음과 같이 요

약할 수 있다.

    (1) 주요 부분에서의 냉각수 재고량(혹은 냉각수 체적)은 체적비에 따라 설계

    (2) 주요 부분에서의 유로길이 및 고도가 기준원전과 동일하도록 설계

    (3) 가능한 주요 부분에서의 유동면적을 면적비(1/200)에 의해 설계

    (4) 주요 부분에서 압력강하 및 Form Loss가 기준원전과 동일하도록 설계

    (5) 주요 부분에서의 온도 분포 및 압력 분포가 기준원전과 동일하도록 설계

    (6) 유동, 열유속 등 기타 열수력 변수들이 척도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

나. 노심 설계요건

노심에 대한 설계요건은 다음과 같다. 

    (1) 핵연료봉을 모사하는 노심 전기가열봉은 기준원전의 핵연료봉과 동일한 기

하학적 구조(외경, 가열길이 및 피치)로 설계한다.

    (2) 노심의 정격출력은 Scaled Nominal Core Power의 15 %로 노심 붕괴열 수

준만을 모의한다. 또한 노심 최대출력은 정격출력에 15 %의 여유도를 준다.

    (3) 노심의 수직방향 출력분포는 기준원전과 동일하게 모의하며, 수직방향으로 

균일한 15개의 Step으로 Symmetric Chopped Cosine 출력분포를 모의한다.

    (4) 노심의 반경방향 출력분포는 현재 단계에서는 고려하지 않으나, 전력공급계

통의 설계시 필요한 경우 노심의 반경방향 출력분포를 모의할 수 있도록 전

기가열봉에 대한 전력공급계통을 적어도 3개의 반경방향으로 그룹화한다.

2. 기술사양

가. 원자로용기

 원자로용기의 설계는 척도법에 따라 기하학적 형상과 열수력변수들이 결정되

었다. 그림 2.1은 원자로용기의 계통도를 보여준다. 원자로용기는 하부 플레넘, 노

심, 노심 상부 비가열 역, 출구 플레넘, 상부 플레넘 및 상부 헤드로 구성되어 있

다. 또한 기준원전의 강수관을 모사하기 위해 외부에 단일관으로 강수관을 설치하

다. 강수관은 외부 단일관과 참조원전의 DVI를 모사하기 위한 환상형 강수관의 

두 가지 Option으로 한다. 그림에는 단일관으로 구성된 강수관이 나타나 있다. 

환상형 강수관은 아직 설계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독일의 PKL-III 장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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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구조는 환상형으로 하고, 저온관 아래에서부터는 2중관으로 설계하는 방안을 

고려중에 있다. 

원자로용기에는 기준원전과 동일한 노심 우회유로들이 모사되었다. 그림 2.2는 

원자로용기 및 강수관에서 주요 유로와 노심 우회유로들이 나타나 있다. 저온관 노

즐을 통해 강수관에 유입된 1차계통 냉각수는 강수관을 따라 하부 플레넘에 유입된

다. 하부 플레넘에서 균일하게 혼합된 냉각수는 노심에서 가열되며, 노심 상부의 출

구 플레넘을 통해 고온관 노즐로 흘러간다. 저온관을 통해 유입된 냉각수의 일부는 

강수관 상부를 통해 원자로용기 상부 헤드로 유입되며, 또 다른 일부의 냉각수는 

저온관 노즐 하부에 설치된 출구 노즐틈 우회 유로를 통하여 고온관으로 직접 흘러

간다. 상부 헤드로의 우회유로에는 오리피스가 설치되어 있어, 압력강하의 모사 및 

유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출구 노즐틈 우회유로에는 압력강하를 모사

하며, 유량을 측정하기 위한 오리피스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출구 노즐틈 우회유로

에는 기준원전과 동일한 압력강하를 모사하며, 척도화된 질량유량를 갖도록 밸브가 

설치되어 있다. 출구 노즐틈 우회유로는 두 개가 모의되며, 저온관 노즐 하부의 강

수관에 두 개가 설치되어 있다. 

원자로용기내의 각종 구조물의 수직 위치(고도)는 기준원전과 동일하게 설계되

었다. 표 2.3과 그림 2.3에는 원자로용기내의 각종 구조물의 수직 위치를 기준원전

과 실험장치에서 비교하 다. 여기서 고도의 기준점은 노심의 하부를 기준으로 하

다.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강수관이 외부에 단일관으로 모사되기 때문에 고온관

과 저온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고온관 노즐은 중심위치를, 저온관 노즐은 하부 

위치를 기준원전과 동일하게 보존하 다. 참고로 LSTF의 경우에는 고온관 및 저온

관 노즐의 상부를 기준원전과 동일하게 유지시켰으며, BETHSY 실험장치는 본 실

험장치와 동일한 기준으로 고온관 및 저온관의 위치를 모사하 다. BETHSY 실험

장치에서는 이렇게 할 경우에 강수관에서의 수두를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저온관

의 하부를 보존하 다. 따라서 본 실험장치에서도 고온관 노즐은 중심 위치를, 저온

관 노즐은 하부 위치를 보존하여 설계하 다. 

그림 2.4는 원자로용기 주요 부분의 높이, 내경 등을 보여준다. 표 2.4는 원자로

용기 주요 부분에 대한 설계 데이터를 보여준다. 원자로용기의 재질은 기준원전과

는 다르게, 부식성 등을 고려하여 SUS 316으로 하 다. 노심 가열봉을 제외한 모든 

원자로용기 내부 구조물은 304 SUS: 18 Cr-8 Ni을 사용한다. 

표 2.5는 실험 초기 상태시 원자로용기내의 온도분포와 엔탈피 분포를 보여준

다. 실험장치의 정격출력이 붕괴열 수준만을 모의하기 때문에 실험의 초기조건은 

유량을 노심출력에 맞게 설정하여, 1차계통내에서 온도분포와 압력분포가 기준원전

과 동일하게 형성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에 따라 2차계통의 운전도 동일하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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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어야 한다. 또한 원자로냉각재펌프는 실험 초기조건에서의 낮은 유량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표 2.6은 정상상태시 유량척도비 1/200에 의한 실험장치의 원자로용기내 유량분

포를 보여준다. 이러한 유량분포를 실험장치에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종 유로에서

의 압력강하 및 유효형상손실계수의 보존이 중요하며, 상세설계에서 이에 대한 평

가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원자로용기내에는 노심을 우회하는 다양한 우회유로가 형

성되어 있다. 실험장치에서는 강수관과 상부헤드사이의 정렬홈을 통한 우회유로, 노

심 안내관을 통한 우회 유로, 출구 노즐틈을 통한 고온관으로 우회 유로 및 노심 

지지벽 공간을 통한 우회유로 등 총 4개의 우회유로를 모사한다. 이러한 우회유로

로의 유량은 척도비에 따라 보존되어야 하며, 이러한 우회유로에서 압력강하 및 유

효형상손실계수 등이 적절하게 모사되어야 한다. 각종 노심 우회유로가 그림 2.2에 

나타나 있으며, 표 2.7에 노심 우회유로에 대한 설계 데이터가 나타나 있다. 

원자로용기 주요 부분에서 냉각수 체적 혹은 냉각수 재고량은 사고 전개 과정

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표 2.8에 나타난 것과 같이 원자로용기 주요 부분에서 

냉각수 체적이 기준원전의 1/200이 되도록 설계하 다. 본 표에서는 원자로용기 내

부에서의 냉각수 체적을 크게 12개로 나누었다. 또한 저온관 및 고온관 노즐에 해

당하는 냉각수 체적은 1차계통 배관에서 흡수하는 것으로 하 기 때문에 본 표에서

는 생략하 다. 먼저 강수관을 제외한 원자로용기 실린더 부분에서의 각 부분의 체

적이 기준원전의 1/200이 되도록 설계하 다. 

그러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이러한 체적을 맞추기 힘든 경우가 있

었다. 특히 노심 외부의 Core Shroud 부분은 제작 가능성을 고려하여, 외경이 척도

화된 값보다 커져서 냉각수의 체적이 크게 설계되었다. 또한 노심에서는 노심유동

면적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노심 지지격자 등

을 설치를 위해서는 노심 외부에 여유 공간이 필요하며, 이러한 여유 공간으로 인

해 노심에서의 유동면적이 척도화된 값보다 커졌다. 원자로용기 실린더 부분에서의 

냉각수 체적을 계산하여, 전체 원자로용기내에서의 냉각수 체적이 기준원전의 1/200

이 되도록 강수관을 설계하 다. 표에 나타난 것처럼 강수관에서의 체적은 척도화

된 값보다 약 19 % 작게 설계되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냉각수 체적에 대한 척도

왜곡 정도는 작기 때문에 사고 시나리오에 미치는 향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

다. 위의 표에 나타난 냉각수 체적은 추후 상세 설계가 진행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원자로용기 주요 부분에서 압력강하 분포는 기준원전과 동일하여야 한다. 이러

한 압력강하 분포 혹은 형상손실계수(Form Loss Factor)는 원자로냉각재펌프가 정

지되어 있는 자연순환시 자연순환 유량형성에 매우 중요하다. 표 2.9는 정격조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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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압력강하 데이터가 나타나 있다. 추후 상세설계 과정에서 이러한 압력강하 및 

Form Loss Factor가 기준원전과 동일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대부

분의 1차계통 압력강하는 노심과 증기발생기에서 발생한다. 또한 실험장치의 노심

은 기준원전과 동일한 기하학적 구조 및 지지격자 등을 사용하므로, 노심에서의 압

력강하는 보존될 것으로 판단된다. 마찬가지로 원자로용기내의 노심 우회유로에서 

압력강하 및 Form Loss Factor는 우회유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이므로, 기준원

전과 동일한 값을 가져야 한다. 표 2.10은 100 % Scaled Nominal Flow에서 노심 

우회유로에서의 압력강하 데이터를 보여준다. 추후 상세 설계 과정에서 상세한 압

력강하 및 유효형상손실계수가 기준원전과 달라질 경우 기본설계 자체의 변경 혹은 

오리피스 등을 삽입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우회유로에 삽입되는 오리피스는 위의 

압력강하 및 유효형상손실계수를 보존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위

의 오리피스를 교정하기 위한 교정 실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실험장치가 제작/설치

된 이후에 수행될 예정인 압력강하 특성 실험에서 위의 압력강하가 보존되어야 한

다. 

그림 2.5와 2.6은 고온관, 저온관, DVI 노즐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 나

타난 것처럼 강수관이 외부에 설치되기 때문에, 충돌을 피하기 위해 고온관과 저온

관은 서로 다른 수직 위치에 설치되어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고온관은 중심

축을 보존하고, 저온관은 하부의 고도를 기준원전과 동일하게 설계하 다. DVI 노

즐은 차세대원전의 안전주입수의 원자로용기 직접 주입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안전

계통과 서로 연관되어 있다. 차세대원전과 기준원전의 원자로용기 수직 설계 데이

터는 동일하기 때문에 DVI 노즐의 수직 위치는 차세대원전과 동일한 수직 위치에 

설계하 다. 

나. 노심

 노심의 출력은 Scaled Nominal Power의 15 % (2.112 MWt)의 붕괴열 수준만

을 모의하고, 최대 출력은 여기에 15 %의 여유도를 주어 2.43 MWt이다. 핵연료봉

을 모사하는 전기 가열봉은 기준원전의 핵연료봉과 동일한 가열 길이, 외경, 피치 

및 배치를 갖는다. 전기가열봉은 수직방향 열출력 분포를 모사하기 위해 15개의 균

일한 간격으로 열출력이 조절되어 Symmetric Chopped Cosine 분포를 갖도록 설계

하 다. 전기가열봉의 최대 Peaking Factor는 1.468이다. 표 2.11과 그림 2.7은 가열

길이에 따른 Normalized Axial Power를 보여준다. 

노심가열봉의 수는 기준원전의 1/200으로 209개이다. 또한 노심에는 기준원전과 

동일한 외경을 갖는 안내관이 4개 설치되어 있다. 안내관 내부에는 냉각수 유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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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되고, 각종 노심 계측기의 통로 역할을 한다. 안내관의 내경은 냉각수 체적을 

보존하기 위해 기준원전보다 작게 설계하 다. 안내관의 피치는 전체적인 노심 배

치를 고려하여 기준원전보다 작게 설계하 다. 노심의 외곽에는 노심의 유동면적이 

기준원전의 1/200이 되도록 Dummy Rod가 4개 설치되었다. Dummy Rod는 노심에

서의 유동면적을 척도값에 맞추기 위한 주목적 외에, 노심내의 지지격자 등을 고정

하기 위해 사용된다. 표 2.12는 노심가열봉과 핵연료집합체의 설계 데이터를 보여준

다. 그림 2.8은 노심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9는 노심가열봉의 배치를 보여준

다.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노심가열봉은 기준원전과 동일한 외경, 피치, 수력학적 

직경을 갖도록 설계하 다. 그림 2.10은 노심내 안내관의 단면도를 보여준다. 그림 

2.11은 노심내 지지격자의 수직 위치를 보여준다. 노심내 지지격자는 기준원전과 동

일한 기하학적 형상을 가지며, 기준원전과 동일한 수직 위치에 설치된다. 기준원전

에서 사용하는 상부의 10개의 지지격자는 Zircaloy-4로 제작되며, 하부의 1개의 지

지격자는 Inconel 재질이다. 그림 2.12는 노심가열봉, Dummy Rod 및 노심 안내관

의 수직 형상을 보여준다. 노심 안내관은 노심 상부의 제어봉 안내관에 용접 연결

되어 있다. Dummy Rod는 하부 플레넘에 설치된 하부판 구조물에 용접되어 있으

며, 노심내 지지격자를 고정한다. 노심 가열봉은 상부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어, 전

원이 중성점을 형성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림 2.13은 각각 노심의 단면도와 노심가열봉 그룹화를 보여준다. 그림에 나타

난 바와 같이 노심가열봉은 반경방향으로 세 개로 그룹화 되어 있어, 반경방향의 

출력분포를 모사할 수 있도록 하 다. 대부분의 실험에서 노심가열봉의 그룹은 각

각 서로 동기화 되어 균일 노심 출력분포를 형성하도록 설계되었다. 실험장치의 크

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노심에서의 반경방향 비균일 출력분포 모사는 큰 의미를 지

니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그룹화에 따라 노심의 전원공급계통의 설계가 수

행되어야 한다. 

그림 2.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자로용기와 노심 사이에는 Core Shroud가 위치

해 있다. Core Shroud의 목적은 노심의 제작/조립 상의 편이성 및 Core Shroud를 

통한 노심 우회유로를 모사하는 데 있다. 그림 2.14와 2.15는 Core Shroud의 단면도 

및 수직도를 보여준다. Core Shroud는 기준원전과 동일한 수직 고도를 가지지만, 

유동면적은 척도화된 값보다 크게 설계되었다. Core Shroud의 상하부에는 2mm의 

직경을 갖는 유동구멍이 8개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유동구멍의 설계는 추후 상세

설계 과정에서 Core Shroud를 통한 노심 우회유량이 척도화된 값을 가지도록 설계 

검토되어야 한다. 

다. 원자로용기 하부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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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원전의 하부플레넘은 반구형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실험장치에서는 밑면이 

평평한 실린더형으로 설계하 다. 강수관과 하부플레넘사이의 Flow Skirt Hole은 

노심으로 유입되는 냉각수가 잘 혼합되도록 하는 작용을 한다. Flow Skirt Hole의 

상부 및 하부 고도가 기준원전과 동일하도록 설계하 다. 그러나, 유동면적을 척도

화된 값으로 설계할 경우, 유동구멍의 크기가 매우 작아져 Flow Skirt Hole에서의 

압력강하가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Flow Skirt Hole의 설계시 유동면적

은 보존하지 않고, 단지 수력학적 직경을 보존하 다. 그림 2.16은 Flow Skirt(혹은 

Flow Baffle)의 설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Flow Skirt Hole은 두 

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강수관과 90
o
의 배치를 이루고 있다. 

 원자로용기 하부 구조물에 대한 기하학적 설계 데이터는 그림 2.4에 나타나 있

다. 하부 플레넘의 설계는 노심가열봉 등의 하부 비가열부위의 형상에 따라 하부 

플레넘에서의 냉각수 체적이 보존되도록 하 다. 기준원전과는 달리 노심가열봉이 

하부 플레넘을 통하여 원자로용기 외부로 연결되기 때문에 하부 플레넘의 길이가 

크게 설계되었다. 그림 2.17은 하부 플레넘에 위치한 하부 구조물 바닥판(Lower 

Support Structure Bottom Plate)와 계측기 노즐 지지판(Instrument Nozzle Support 

Plate)를 보여준다. 위의 두 판은 기준원전과 동일한 두께를 갖도록 설계하 으며, 

Flow Baffle에 용접되어 있다. 두 판에는 수 많은 유동구멍이 위치해 있어, 냉각수

가 통과할 수 있다. 현 설계에서는 두 유동 판에 대한 설계는 수행하지 않았다. 이

는 노심 가열봉의 하부 비가열부에 대한 상세설계가 수행된 후에 두 판의 유동 구

멍에 대한 설계가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상부에 위치한 하부 구조물 바닥판은 

Flow Skirt Hole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원전보다 높은 고도에 위치해 있

다. 계측기 노즐 지지판은 기준원전과 동일한 고도에 위치해 있으며, 설치목적은 강

수관을 통해 유입된 냉각수가 원자로용기와 노심가열봉의 용접부위에 직접 접촉하

여 용접부위가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부차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다. 

라. 원자로용기 상부 구조물

 노심 상부는 출구플레넘(Outlet Plenum), 상부플레넘(Upper Plenum) 및 상부

헤드(Upper Head)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18과 2.19는 노심 상부의 비가열 역 

및 출구 플레넘을 보여주고 있다. 노심 상부에는 그림 2.20에 나타난 Fuel 

Alignment Plate(FAP)가 위치해 있으며, FAP는 유동면적이 척도화된 값을 가지며, 

수력학적 직경이 기준원전값의 약 83 %를 갖는다. FAP의 두께 및 수직 위치는 기

준원전과 동일하도록 하 다. 출구 플레넘에는 CEA 안내관이 4개 설치되어 있으며, 

노심내 안내관의 배치에 따라 기준원전보다 작은 피치를 갖도록 설계하 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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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은 고온관 노즐 위치에서의 CEA 안내관의 배치를 보여준다.

상부플레넘에는 CEA Shroud Assembly(혹은 CEA Shroud Tube)가 설치되어 

있다. CEA Shroud Assembly의 측면에는 유동 구멍이 있으며, 기준원전과 동일한 

배치를 갖는다. 또한 유동구멍의 상부 및 하부의 위치는 기준원전과 동일하게 보존

하 다. 그림 2.22는 CEA Shroud Assembly를 보여준다. 기준원전과는 달리 CEA 

Shroud Assembly는 상부플레넘 하부의 UGSSP(Upper Guide Structure Support 

Plate)에 용접되어 있으며, 상부플레넘의 상부판에 용접되어 있다. 

상부플레넘의 상부판에는 그림 2.23과 같이 유로가 형성되어 있다. 상부플레넘

의 측면 벽에는 상부헤드와 상부플레넘사이의 유로가 형성되어 있다. 그림 2.24와 

2.25는 이러한 유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유로에서 상부 및 하부의 고도는 기준

원전과 동일하도록 설계하 다. 

그림 2.26은 상부헤드를 보여주고 있다. 상부헤드의 외곽에는 강수관과 상부헤

드 사이의 우회유로를 모사하는 오리피스가 설치되어 있다. 현재 오리피스에 대한 

상세설계는 수행되지 않았지만, 압력강하 및 유효형상손실계수를 보존하도록 상세

설계 과정에서 설계될 예정이다. 상부헤드에는 Reactor Vessel Vent Valve 노즐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노즐을 통해 원자로용기내의 가스 제거 혹은 가압기와 연결되

어 차세대원자로에서 채택하고 있는 Feed-and-Bleed 기능을 수행한다. 

마. 강수관

기준원전의 강수관은 환상형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척도비에 따라 환상형으로 

설계할 경우 강수관의 간극의 크기는 약 16 mm가 된다. 이러한 간극의 크기는 너

무 작아 강수관에서의 열수력 현상이 세 가지 측면에서 크게 왜곡될 가능성이 있

다. 첫째 간극의 크기가 너무 작아 강수관에서 과도한 압력강하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기준원전의 강수관에서는 표면장력의 향이 없지만, 실험장치에서는 표면장

력의 향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평가는 Bond Number의 크기를 비교하면 알 

수 있다. 셋째 강수관을 환상형으로 할 경우 노심과 강수관사이의 열전달을 억제하

기 위해 노심과 강수관사이에 절연물질을 첨가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절연물질

로 말미암아 강수관의 간극은 더욱 작아질 것이다. 

따라서 본 실험장치에서는 이러한 척도왜곡 현상을 줄이기 위해 강수관을 외부

에 장착된 단일관으로 설계하 다. 그러나 강수관의 상부(강수관과 상부헤드사이의 

유로) 및 하부(원자로용기 하부 플레넘으로의 유로)는 냉각수의 혼합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환상형으로 제작하 다. 그림 2.27과 2.28은 강수관의 설계를 보여준다. 



- 42 -

강수관의 중앙 부위는 저온관 노즐의 부착을 위해 임의로 강수관의 내경을 크

게 제작하 다. 강수관의 설계는 원자로용기의 전체 체적이 기준원전의 1/200이 되

도록 하 다. 따라서 강수관에서 냉각수 체적은 이상적인 값보다 작게 설계되었다. 

강수관내에서의 냉각수 수위에 대한 평가는 추후 이루어질 것이다. 저온관 노즐과 

DVI 노즐이 부착된 강수관 역에는 노즐간의 직접적인 유동을 방지하도록 Baffle

이 설치되어 있다. 강수관의 상부에는 원자로용기와 강수관 사이의 열팽창차이를 

흡수하기 위해 Flexible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강수관 상부에는 상부헤드로의 우회

유량을 측정하기 위해 유량계가 삽입될 예정이다. 강수관 하부에는 노심으로의 유

량을 측정하기 위한 유량계 및 각종 계측기가 장착된 Spool Piece가 설치될 예정이

다. 

저온관 노즐의 하부에는 기준원전의 노즐틈을 통한 노심 우회유로를 모사하기 

위한 노즐이 설치되어 있다. 노즐틈을 통한 우회유로는 두 개가 설치되어 있어, 강

수관에서 고온관으로 직접 냉각수 유로를 형성한다. 우회유로에는 유량 측정을 위

한 오리피스 유량계가 설치되어 있으며, 요구되는 압력강하를 모사하기 위한 수동

밸브가 부착되어 있다. 

3. 척도해석 결과

가. 노심

 노심에서 발생하는 각종 주요 열수력 현상에 대한 국소 척도해석을 수행하

다. 먼저 단상 및 2상유동하에서 Global Scaling에 의해 만족되어야 하는 무차원변

수들이 Ishii 등에 의한 척도법을 만족시키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본 평가에서는 Global Scaling 및 국소 현상 척도해석에 의해 나타난 척도왜곡

의 평가와 아울러 실험장치의 설계에서 만족되어야 하는 설계기준들이 나타나 있

다. 척도해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문헌 2.2 ~ 2.7에 나타나 있다. 

(1) 단상유동에 대한 Global Scaling

  단상유동의 경우 1차원 단면적 평균의 연속방정식, 유동회로에 대한 적분 운

동량방정식, 에너지방정식, 경계조건, 벽면에서의 에너지방정식을 사용한다. 

Boussinesq 가정을 이용하여 도변화는 열팽창계수와 온도변화의 곱으로 정의하

고, 다른 모든 물성치는 상수라고 가정한다. 대표적인 변수들을 사용하여 위의 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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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들을 무차원화하면 기하학적(Geometric), 운동학적(Kinematic), 역학적(Dynamic) 

및 에너지 상사변수(Similarity Parameters)들이 유도된다. 

단상유동에 대한 무차원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Richardson Number :

R ≡ 
gβΔTolo

u
2
o

≡
Buoyancy
Inertia force

 (2.1)

   Friction Number :

Fi ≡ ( fld +K) i ≡
Friction

Inertia force
 (2.2)

   Modified Stanton Number :

St i ≡ (
4hlo

ρ fCpfuod ) i ≡ 
Wall convection
Axial convection

 (2.3)

   Time Ratio Number :

T
*
i ≡ (

l o/uo

δ
2
/α s ) i ≡ 

Transport time
Conduction time

 (2.4)

   Biot Number :

Bii ≡ ( hδks ) i ≡ 
Wall convection
Conduction

 (2.5)

   Heat Source Number :

Qsi ≡ (
q
'''
s l o

ρ sCpsuoΔTo ) i ≡ 
Heat source

Axial energy change
 (2.6)

   Pump Characteristic Number :

Fd ≡ 
gΔHd

u
2
o

 ≡ 
Pump head
Inertia

 (2.7)

   Axial Length Scale :

Li ≡ l i/l o, (Lh ≡ l h/l o)  (2.8)

   Flow Area Scale :

Ai ≡ ai/ao  (2.9)

위에서 Pump Characteristic Number는 강제순환의 경우에 추가되는 무차원변

수이다. 수력학적 직경 di와 Conduction Depth δ i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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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 = 4ai/ζ i  (2.10)

δ i = asi/ζ i  (2.11)

여기서 ai, asi와 ζ i는 각각 i번째 부분의 유동 단면적, 고체구조물의 단면적과 

Wetted Perimeter이다. 

위의 무차원수에서 길이비와 면적비에 대한 무차원수는 1이 되도록 설계되었다. 

상사화를 위해서는 먼저 Friction Number와 Pump Characteristic Number가 기준

원전과 실험장치에서 동일하여야 한다. 이로부터 유도되는 설계기준은 다음과 같다.

FiR = ( f i
l i
d i
+Ki)

R

 ≡1  (2.12)

ΔHdR ≡ 1  (2.13)

노심 전기가열봉의 기하학적 형상 및 사용되는 지지격자 등이 기준원전과 동일

한 것으로 사용하고, 노심에서 발생하는 압력강하는 이러한 지지격자 등에 의해 발

생하는 Form Loss가 지배적이므로 Form Loss 및 압력강하는 1/1로 유지된다. 노

심에서의 유동면적이 척도비에 따라 설계되었고, 정상상태시 실험장치의 온도, 압력

이 기준원전과 동일하므로 강제순환 유동에서는 원자로냉각재펌프에 제공되는 유량

에 의해 속도비 uR = 1이 된다. 강제순환과 자연순환시 속도는 다음과 같이 계

산할 수 있다.

   자연순환 :

uo=
ꀎ

ꀚ

︳︳︳

2βg(q
'''
o l o/ρCp)l h(aso/ao)

∑
i
(Fi/A

2
i )

ꀏ

ꀛ

︳︳︳

1/3

 (2.14)

   강제순환 :

uo =  
2gΔHd

∑
i
(Fi/A

2
i )

 (2.15)

위의 두 식으로부터 자연순환 및 강제순환시 노심에서 속도비는 1이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노심에서의 온도 증가값 ΔToR  의 값도 1이 된다. 따라서 

Richardson Number는 기준원전과 실험장치에서 동일하게 된다. 

노심가열봉과 유체사이의 열전달에 관계되는 나머지 무차원변수의 상사화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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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심가열봉과 유체와의 열전달계수를 비교하여야 한다. 층류 

및 난류 단상유동에서 열전달계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단상 층류 :

Nu = 4.36  (2.16)

   단상 난류 :

Nu = CRe
0.8
Pr

n  (2.17)

여기서 C와 n은 상수이다. 실험장치의 압력 및 온도 조건이 기준원전과 동일하

고 질량유속의 비가 1이므로 Reynolds Number와 Pr Number는 비가 1이 된다. 따

라서 위의 두 식에서 Nusselt Number의 비가 자동으로 1이 된다. Nu Number는 

hd/k로 정의되므로, 단상에서 노심가열봉과 유체사이의 열전달계수가 기준원전과 

실험장치에서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노심에서의 Modified Stanton 

Number의 비가 1이 된다. 

열전달에 관계되는 나머지 무차원변수들인 Time Ratio Number, Biot Number 

및 Heat Source Number가 기준원전과 실험장치에서 동일하기 위해서는 노심가열

봉의 물성치가 다음과 같아야 한다.

(ρ siC psi)R ≡ 1
 (2.18)

k siR ≡ 1  (2.19)

그러나, 기준원전의 핵연료봉과 실험장치의 노심 전기가열봉의 재질이 다르므

로, 위의 설계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전기가열봉의 물성

치인 ρ sCps의 값에 따라 노심출력을 변경시켜 Heat Source Number가 기준원전과 

실험장치에서 상사화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Time Ratio Number와 Biot Number

는 노심가열봉과 유체사이의 경계층(Boundary Layer)에서의 온도감소를 결정하므

로, 자연순환이나 소형파단사고처럼 느린 과도기에서는 전체적인 실험장치의 거동

에 큰 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추후 전기가열봉의 상세설계가 완료

된 후, 열전달에 관계되는 위의 무차원수들에 대한 정확한 척도왜곡 평가가 이루어

질 예정이다. 

(2) 2상유동에 대한 Global Scaling

  Drift-Flux 모델을 이용한 2상유동의 상사변수들은 Ishii & Zuber[2.3]와 Ishii 

& Jones[2.4]에 의해 서로 다른 두 가지 방법에 의해 개발되었다. 첫 번째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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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입구에서의 작은 섭동(Perturbation)에 의한 전체계통의 반응을 고려한다. 주요 

변수들의 국부적인 반응은 미분방정식의 해로부터 얻어지며, 이를 통해 적분효과

(Integral Effects)가 구해진다. 이때 나타나는 전달함수(Transfer Function)를 무차

원화하면 지배적인 상사변수들을 구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에서는 적절한 대표변

수들을 선정하여 1차원 Drift-Flux 모델을 무차원화한 국부적 성격을 갖는 상사변

수들이 얻어진다. Ishii & Kataoka[2.5]는 위의 두 가지 방법으로부터 얻어진 결과

들을 결합하여 2상유동에 대한 척도법을 개발하 다. 

이렇게 얻어진 2상유동에 대한 무차원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Phase Change Number (Zuber Number) : 

Npch = (
4q'''o δl o
duoρ fi fg )(

ρ fg
ρ g )  (2.20)

   Subcooling Number :

N sub = (
Δi sub
i fg )(

ρ fg
ρg )  (2.21)

   Froude Number :

NFr = (
u2o
g l oα o )(

ρ f
ρ fg )  (2.22)

   Drift-Flux Number :

Ndi = (
ugj
uo ) i  (or Void-Quality Relation)       (2.23)

   Time Ratio Number :

T
*
i = (

l o/uo

δ2/α s ) i  (2.24)

   Thermal Inertia Ratio :

Nthi = (
ρ sCpsδ

ρ fCpfd ) i  (2.25)

   Friction Number :

Nfi = ( f ld ) i [
1+x(ρ fg/ρ g)

(1+xΔμ/μg)
0.25 ](

ao
a i )

2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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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ifice Number :

Noi = Ki [1+x
3/2(ρ fg/ρ g)](

ao
a i )

2

 (2.27)

실험장치의 운전 온도 및 압력이 기준원전과 동일하므로 Phase Change 

Number는 실험장치와 기준원전에서 동일하다. 또한 Subcooling Number의 상사화

로부터 노심 입구 과냉도는 다음과 같은 척도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Δi sub)R ≡ 1
 (2.28)

기공률과 유량건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주요한 변수인 Drift-Flux Number

의 상사화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열평형식으로부터 입구로부터 수직거리 Z에서의 

국부건도는 다음과 같다.

xe = 
nq
''
πdrodZ

GAfi fg
-
Δi sub
i fg

 (2.29)

여기서 n, drod 및 Af는 노심 가열봉의 총 개수, 외경 및 노심의 총유동면적을 

나타낸다. 노심 가열봉에서 열유속비 및 노심에서의 질량유속비가 1이므로, 열역학

적 건도의 비가 1이 된다. 2상유동 조건에서 국부건도가 아주 작은 Subcooled 

Boiling 역을 제외한 비등 역에서 열역학적인 평형을 가정한다면, 유량건도(Flow 

Quality) x는 열역학적 건도 xe와 같아진다. 따라서 Subcooled Boiling이 지배적이

지 않는 사고 시나리오 모사에서는 유동건도의 비가 1이 됨을 가정할 수 있다.

Drift-Flux Number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Nd = 
ugj
uo
 = 

≪ugj≫

uo
+(Co-1)< j>  (2.30)

위 식에 나타난 Void-Fraction-Weighted Mean Drift Velocity와 Distribution 

Parameter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ugj≫ ≡ 
<αugj>

< α>
 (2.31)

Co ≡ 
<α j>
< α>< j>

 (2.32)

여기서 < >는 유동 단면적에 대한 평균값을 의미한다. 참고로 2상유동에 대한 

무차원수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대부분은 이러한 단면적에 대한 평균값이지만, 편의



- 48 -

상 여기서는 < > 기호를 생략하 다. Distribution Parameter Co는 일반적으로 압

력 및 기하학적 형상의 함수로서 실험장치 노심의 경우 동일한 운전 압력 및 기하

학적 형상을 가지므로 CoR = 1이 된다. 혼합물의 겉보기 속도 j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j = (1 + Δρx/ρ g)uo  (2.33)

유량건도와 속도의 비가 1이므로 겉보기 속도 j의 비는 1이 된다. Void- 

Fraction Weighted Mean Drift Velocity에 대한 상관식은 다음과 같다[2.8].

Bubbly-Slug Flow Region

≪ugj≫ = 2[
σgΔρ

ρ
2
f ]

1/4

 (2.34)

Turbulent Slug Flow

≪ugj≫ = 0.35[ gΔρdρ f ]
1/2

 (2.35)

Zuber 등의 유동양식 무관 상관식

≪ugj≫ = 2[
σgΔρ

ρ
2
f ]

1/4

 (2.36)

위 식들에 따라 실험장치의 노심에서 수력학적 직경이 기준원전의 값과 동일하

므로 Void-Fraction Weighted Mean Drift Velocity의 비는 1이 되고, 따라서 식 

(2.30)의 Drift-Flux Number는 기준원전과 실험장치에서 동일하게 된다. 

물과 증기의 각상의 겉보기 속도와 기공률은 다음과 같으며, 상사성을 만족한

다.

j f = (1-α)uf = 
G(1-x)
ρ f

 (2.37)

j g = αug = 
Gx
ρg

 (2.38)

위 식에서 질량유속 G와 유동건도 x가 기준원전과 실험장치에서 동일하므로, 

물과 증기의 각상의 겉보기 속도가 기준원전과 실험장치에서 동일하게 된다. 

Drift-Flux Model에 의해 기공률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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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 =  
j g

Coj+≪ugj≫
 (2.39)

따라서 기공률의 비는 1과 같아, 기준원전과 실험장치의 노심에서 동일해진다. 

또한 기공률, 유동건도 및 Form Loss 및 Friction Loss가 기준원전과 동일하므로 

Froude Number, Friction Number 및 Orifice Number의 비가 1이 된다. 

노심가열봉과 유체사이의 열전달에 관계되는 무차원수의 상사성을 평가하기 위

해서는 2상유동에서의 열전달계수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Shah는 Graphical 

Approach를 사용하여 수직 및 수평관에서 발생하는 비등열전달계수 상관식을 만들

었다[2.8]. 특히 수직관에서의 비등열전달은 다음과 같이 단상에 대한 2상 비등 열

전달계수의 비로서 변수 Co와 Boiling Number의 함수로서 제시하 다. 

hTP
hl
 = f(Co, Bo)  (2.40)

Co = ( 1-xx )
0.8

(
ρg
ρ f )

0.5

 (2.41)

Bo = ( q
''

Gi fg )  (2.42)

단상에서의 열전달계수 hl은 Dittus-Boelter의 상관식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h l = 0.023Re
0.8
l Pr

0.4
l k/d  (2.43)

여기서 Reynolds Number Rel = 
G(1-x)d
μ l

이며, (Rel)R = 1
이므로 단상

에 대한 열전달계수 hl의 값은 기준원전과 실험장치에서 동일하게 된다. 또한 변수 

Co와 Boiling Number의 비도 1이 되므로, 2상 비등 열전달계수 hTP의 값이 기준원

전과 실험장치에서 동일하여진다. 2상유동에서 열전달에 관계되는 무차원변수들은 

단상에 대한 Global Scaling 결과와 마찬가지의 결과를 나타내므로 여기서는 생략

하기로 한다. 

(3) 국소 척도해석

(가) 2상유동 양식

 노심에서 2상유동 양식은 각종 열수력학적 물리적 현상을 결정하는 주요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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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이므로, 2상유동 양식이 보존되어야 한다. 2상유동시 노심에서 발생하는 유동양식

의 상사성을 평가하기 위해 Mishima와 Ishii[2.9]의 2상유동 양식 천이요건을 평가

하 다. 2상유동 양식 천이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Bubble-to-Slug Flow Transition

α = 0.3  or  (2.44)

j f = ( 3.33Co -1)j g-
0.76
Co (

σgΔρ

ρ
2
f )

1/4

 (2.45)

② Slug-to-Churn Flow Transition

α = 1-0.813[
(Co-1)j+ 0.35 Δρgd/ρ f

j+0.75 Δρgd/ρ f (Δρgd
3
/ρ fν

2
f)
1/18 ]

0.75

 (2.46)

③ Churn-to-Annular Flow Transition

j g = 
Δρgd
ρ g

(α-0.11)  (2.47)

④ Annular-to-Annular Mist Flow Transition

j g = (
σgΔρ

ρ
2
g )N-0.2μf

 (2.48)

N μf = μ f/[ρ fσ σ/gΔρ]
1/2  (2.49)

노심에서 각종 물성치의 비, 겉보기 속도비, 수력학적 직경 등의 비가 모두 1이 

되므로, 노심에서의 유동양식 천이조건 식 (2.44) - 식 (2.48)이 실험장치와 기준원

전에서 동일해진다. 따라서 노심에서의 유동양식은 보존됨을 알 수 있다. 

(나) Flow Reversal

    Flow Reversal Point는 환상류에서 수직벽면을 따라 하향으로 흐르는 액막

(Liquid Film)이 상향으로 흐르는 증기의 속도가 어느 한계값 이상이 됨에 따라 방

향이 역전되어 상향으로 흐르게 되는 조건을 말한다. 이러한 Flow Reversal Point

는 수직관에서 간헐류(Intermittent (Churn) Flow)에서 환상류로의 천이조건과 관계

가 있으며, 환상류의 발생에 대한 하한값(Lower Limit)을 나타낸다. Wallis[2.10]와 

Ishii[2.11]의 Flow Reversal Point에 대한 상관식은 다음과 같다.

① Wallis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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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g = 0.9  (2.50)

where

j*g= j gρ
0.5
g [gdΔρ]

-0.5  (2.51)

② Ishii [2.11]

j
*
g = α-0.11  (2.52)

where

 α = 
j g

Coj+ 2(σgΔρ/ρ
2
f)
1/4

 (2.53)

Wallis나 Ishii의 Flow Reversal Point의 상관식을 살펴보면 물성치의 비, 기공

률의 비, 수력학적 직경의 비, 겉보기 속도의 비 등이 1이 되므로, 실험장치에서의 

Flow Reversal Point가 보존됨을 알 수 있다. 

(다) Onset of Entrainment Criteria for Film Flow

    환상류에서 액막으로부터의 Entrainment는 증기/물의 상의 경계면에서 발

생하는 Disturbance Wave의 발생과 관련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물과 증기의 유

량에 의존한다. 액막의 Reynolds Number가 약 200이하인 낮은 액체 유량일 경우에

는 “Smooth" 혹은 ”Rippled" 액막 역으로서, 매우 높은 증기의 유량의 경우에도 

액막으로부터 Entrainment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액막에서의 Entrainment의 발

생에 대한 Ishii[2.11]와 Ishii & Grolmes[2.12]의 상관식과 Govan 등의 상관식[2.13]

은 다음과 같다. 

① Ishii[2.11] or Ishii & Grolmes[2.12]

for Ref <  1635

   
μ fj g
σ (

ρ g
ρ f )

0.5

 ≥ 11.78N
0.8
μfRe

-1/3
f

 (2.54)

for Ref ≥ 1635

   
μ fj g
σ (

ρ g
ρ f )

0.5

 ≥ N
0.8
μf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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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N μf
 는 식 (2.49)와 같고, Ref = ρ f j fd/μ f  이다.

② Govan et al.[2.13]

for Ref <  200  (Laminar, Smooth or Rippled Film)

Re f crit=
G f critd

μ f
= exp [5.8504+0.4249(

μg
μ f )(

ρ f
ρg )

1/2

]  (2.56)

for Ref ≥ 3000   (Fully Turbulent Film)

j g =  1.5×10
-4(ρ f/ρ g)

1/2σ/μ g  (2.57)

위 식들을 살펴보면 환상류에서 액막에서의 Entrainment 발생 조건을 나타내는 

식 (2.54) - 식 (2.57)의 좌변이 실험장치와 기준원전에서 동일하므로, Entrainment 

발생 조건은 실험장치에서 보존된다. 

(라) Flooding Phenomena

     플러딩 현상은 원자로의 안전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열수력 현상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플러딩 현상은 입출구의 형상, 응축효과의 향, 시험관의 기하학

적 형상 등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신뢰성있는 일반화된 상관식을 얻기 힘들다. 

플러딩 현상에 대한 상관식은 많이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상관식

은 Wallis 형식과 Kutateladze 형식의 상관식으로 다음과 같다[2.14]. 

① Wallis Type Correlation

j
* 1/2
g  + mj

* 1/2
f  = C  (2.58)

where, m = 0.8 ~ 1, C = 0.7 ~ 1.0

Wallis Type Correlation에서 사용된 무차원변수 jg
*
는 식 (2.51)에 정의된 것과 

같으며, 일반적으로 원형관과 환상관의 경우 각각 수력학적 직경 및 환상관의 평균 

원주길이(Average Circumference of the Annulus)가 사용된다. 상수 m이나 C는 시

험관의 출구 형상에 의존하는 값으로, 일반적으로 상수로 취급된다.

② Kutateladze Type Correlation

Kug = 3.2  for large pipes  (2.59)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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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2g  + mK
1/2
f  = C  (2.60)

Kuk = 
ρ
1/2
g j g

[gσΔρ] 1/4
,   where k = f or g  (2.61)

위의 식에서 C나 m은 주로 시험관의 형상에 의존하며, 일반적으로 상수로 취급

하거나 다음과 같이 무차원수 D
*
의 함수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C = f(D
*
)  (2.62)

D
*
 = D[ gΔρσ ]

1/2

 (2.63)

노심에서 수력학적 직경 등이 보존되므로, Wallis나 Kutateladze Type의 상관식

을 평가하면 노심에서 플러딩 현상은 상사화가 보존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플러

딩 현상은 증기와 물의 2상류일 경우 증기의 응축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 이

에 대한 자세한 척도왜곡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 기타 구조물

 노심을 제외한 원자로용기내의 기타 구조물은 열원(Heat Source) 및 Heat 

Sink를 지니지 않는다. 따라서 단상유동에 대한 Global Scaling 관점에서는 이러한 

기타 구조물에서는 Friction Number와 압력강하가 1차적으로 보존되어야 한다. 이

러한 두 개의 변수는 상세설계에서 기준원전과 동일하게 보존되도록 할 예정이므

로, 본 척도해석에서는 제외한다. 또한 길이비 및 유동면적비 등도 기준원전과 거의 

비슷하게 설계되었으므로, 단상유동에서 Global Scaling 관점에서의 척도왜곡은 크

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심에서 2상류 조건에서 건도 및 기공률의 비가 1과 

같다. 만일 증기발생기에서 열전달 현상이 이상적으로 척도화되고, 외부로의 열손실 

및 구조물에 의한 열축적이 적절하게 척도화되면 강수관과 같은 부분에서의 건도는 

보존된다. 또한 강제순환 혹은 자연순환시 계통의 질량유량은 척도화된 값을 가진

다. 이상적으로 척도화된 실험장치의 경우 강수관의 평균 유동면적은 약 0.014 m
2
을 

가져야 한다. 현재 설계된 저온관 노즐 하부에서의 평균 유동면적은 약 0.0136 m
2
이

므로, 강수관에서의 평균 유동면적은 척도화된 이상적인 값에 근접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강수관에서의 물 및 증기의 겉보기 속도는 식 (2.37)과 (2.38)로부터 다음과 

같아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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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f)R = [ m(1-x)ρ fA ]
R

 = 0.97  (2.64)

( j g)R = [ mxρgA ]R = 0.97
 (2.65)

또한 Zuber 등의 Drift Velocity에 대한 식 (2.36)으로부터 Drift Velocity는 기준원

전과 동일해진다. 식 (2.39)에 의해 강수관에서의 기공률의 비는 거의 1에 가까움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강수관에서 Drift Number는 거의 1에 가까움을 알 수 있다. 

그림 2.29에는 이상적인 강수관에서의 냉각수 체적과 실제 설계된 냉각수 체적을 

강수관의 고도에 따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강수관의 냉각수 

체적은 이상적인 값에 근접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공률이 보존되고, 냉각수 체

적이 이상적인 값에 근접하기 때문에 강수관에서의 2상류의 냉각수 수위는 기준원

전에 근접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준원전과 실험장치의 강수관에서의 수력학적 

직경은 각각 0.459 m와 0.13 m이므로, 식 (2.35)를 이용하면 Turbulent Slug Flow

에서는 실험장치에서의 Drift Velocity가 기준원전의 약 0.53배가 된다. 따라서 

Turbulent Slug Flow에서 기공률과 2상류의 냉각재 수위가 왜곡될 수 있다. 

강수관에서의 2상유동 양식은 식 (2.44) ~ 식 (2.49)로부터 기포류에서 슬럭류로

의 천이와 환상류에서 Annular Mist 유동으로의 천이조건은 물성치만의 함수이기 

때문에 강수관에서 2상유동 천이조건이 보존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슬럭류에서 

처언류로의 천이와 처언류에서 환상류로의 천이조건에는 수력학적 직경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2.30은 슬럭류에서 처언류로의 천이조건에서 기공률의 비를 보여주고 있

다.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압력 및 혼합물의 겉보기 속도와 거의 무관하게 기준원

전과 실험장치에서 천이조건에서의 기공률이 거의 같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슬럭

류에서 처언류로의 천이조건은 척도왜곡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Onset of Entrainment 조건은 식 (2.54) ~ 식 (2.57)에 의해 난류 역에서는 척

도왜곡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층류 역에서는 척도왜곡이 발생하며, 식 (2.54)

에 의해 Onset of Entrainment에서의 기체의 겉보기 속도비는 약 1.523이다. 따라서 

실험장치에서 층류 조건일 경우에 Onset of Entrainment가 기준원전에 비해 더 큰 

기체 겉보기 속도에서 발생함을 알 수 있다. 

플러딩과 같은 열수력 현상에 대해서는 추후에 국소 척도해석을 수행할 예정이

다. 그러나, 현재 예비 해석결과 실험장치에서 플러딩이 기준원전보다 더 낮은 증기

의 겉보기 속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추후 자세한 국소 척도해석

을 수행하여, 현 기본설계를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 55 -

표 2.1 Nozzles of Reactor Pressure Vessel

노즐 

ID 
Descriptions 크기 수량 기타

N-1 고온관 노즐 ID 127.99 mm 2

N-2 저온관 노즐 ID 91.44 mm 4

N-3 DVI 노즐 1" Sch. 160 4

N-4 원자로용기 하부 Drain 노즐 1/2“ Sch. 160 2 수동밸브

N-5 상부 Vent 노즐
1/2“ Sch. 160 2500 lb, Globe, 

Air-Driven, Steam
1 자동밸브

N-6 안전밸브 노즐
1-1/2“ Sch. 160,

2500 lb, Steam/Water
1 안전밸브

N-7
상부헤드 질소 가스 

주입 노즐

1/2“ Sch. 160, 2500 lb, 

Globe, Air-Driven, N2
1 자동밸브

N-8
냉각수 주입 노즐 (Makup

 Nozzle; 하부 플레넘 측면)

1/2“ Sch. 160, 2500 lb, Globe, 

Air-Driven, Water
1 자동밸브

N-9 안전주입 노즐 (상부 헤드)
1" Sch.160, 2500 lb, Globe, 

Air-Driven, Water
1

자동밸브

(예비) 

N-10 안전주입 노즐 (하부 플레넘)
1" Sch.160, 2500 lb, Globe, 

Air-Driven, Water
1

자동밸브

(예비)

N-11
계측기 통로

(원자로용기 중간집합체)
추후 2

N-12 계측기 통로 (상부 플레넘) 추후 2

N-13
안내관 노즐 (계측기 통로)

(원자로용기 하부)
추후 4

N-14
Reactor Coolant Gas Vent

System (원자로용기 상부)

1/2" Sch. 160, Globe, 

2500 lb, Steam/water
1 자동밸브

* 모든 노즐 및 밸브는 SUS 316재질을 사용하며, 2500 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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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Design Conditions of Reactor Pressure Vessel

Parameter Description (P)  (M) Units Ratio (P/M) Reference No
Nominal thermal core power 2815 2.112 MWt 1332.86 IET-RE-DD1, App. II, p.6
Maximum core power - 2.500 MWt
Primary system pressure 15.51 15.51 MPa 1.00 IET-RE-DD1, App. II, p.48
Primary system design pressure 17.24 18.70 MPa 0.92 FSAR p.1.3-8
Primary system design temperature 343.33 370.00 oC 0.93 FSAR p.1.3-5
Primary system total coolant volume (excluding pressurizer) 282.96 1.415 m3 200.00 FSAR p.1.3-5

표 2.3 Comparisons of various reactor pressure vessel elevations

Parameter Description Prototype(P) ITL (M) Units Ratio (P/M)
Top of active core 3810 3810.000 mm 1.00
Bottom of active core EL 0.0 EL 0.0 mm 1.00
Bottom of core shroud -144.86 -144.86 mm 1.00
Top of core shroud 4306.49 4306.49 mm 1.00
Bottom of FAP 4601.74 4601.74 mm 1.00
Top of FAP 4716.04 4716.04 mm 1.00
Center of hot leg nozzle 5392.31 5392.31 mm 1.00
Bottom of cold leg nozzle 5011.31 5011.31 mm 1.00
Bottom of CEA guide tube 2751.56 2751.56 mm 1.00
Top of CEA guide tube 4135.86 4135.86 mm 1.00
Bottom of UGSSP 4135.86 4135.86 mm 1.00
Top of UGSSP 4237.46 4237.46 mm 1.00
Top of upper guide structure 8488.79 8488.79 mm 1.00
Top of reactor pressure vessel 9466.69 8916.53 mm 1.06
Bottom of reactor pressure vessel -1532.34 -1652.16 mm 0.93
Top of downcomer 7510.89 7510.89 mm 1.00
Bottom of downcomer -1534.63 -1652.16 mm 0.93
* Elevation reference : bottom of active 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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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Principal design data of reactor pressure vessel

Parameter Description (P) (M) Units Ratio (M/P) Reference No

Reactor vessel code requirement
ASME Code Sec. III.

1
ASME Code Sec. VIII.

(ASME Stamp) FSARp.1.3-5
Core equivalent diameter 3124.20 225.25 mm 13.87 FSARp.1.3-5

3302.00 NA mm FSARp.4.2-12
Core support barrel ID 3505.20 NA mm
Core support barrel OD 3657.60 NA mm
Reactor vessel ID( ) 4114.80 NA mm FSARp.1.3-8
Reactor vessel OD( ) 4572.00 306.43 mm 14.92
Core active height 3810.00 3810.00 mm 1.00 FSARp.1.3-5

 H2O/UO2 ( ) 2.04 NA FSARp.1.3-5

Material
SA-508  1, 2  3
( ) SUS 316

FSARp.1.3-5
Reactor vessel internals materials 304 SUS: 18Cr-8Ni 304 SUS: 18Cr-8Ni IET-ME-DD2,p. 15
Reactor vessel internals materials, properties IET-ME-DD2,p. 15
Reactor vessel designpressure 17.24 18.70 MPa 0.92 FSARp.1.3-8
Operatingpressure 15.51 15.51 MPa 1.00 FSARp.1.3-8
Reactor vessel design temperature 343.33 370.00 oC 0.93 FSARp.1.3-8

3.175 later mm FSARp.1.3-8
1066.80 127.99 mm 8.34 FSARp.1.3-11
762.00 91.44 mm 8.33 FSARp.1.3-11

Reactor coolant gas vent system(RCGVS), vent nozzle 3/4" SCH 160 pipe 1/2" SCH 160 IET-ME-DS1,p.15
Reactor coolant gas vent system(RCGVS), vent nozzle, ID 15.58 11.84 mm 1.32
Reactor coolant gas vent system (RCGVS), vent nozzle,
flow area 190.645 110 mm2 1.73

RCGVS, orifice at the inlet end (inside the closure head)
0.21" dia x 1.0" length later IET-ME-DS1,p.16

RCGVS, vent pipe 3/4" SCH 160 pipe 1/2" SCH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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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Temperature and enthalpy distributions at reactor pressure vessel

Parameter Description (P) (M) Units Ratio (M/P) Reference No
Coolant temperature at core inlet 295.83 295.83 oC 1.00 IET-RE-DD1, App. II,p.6
Coolant temperature at reactor vessel outlet 327.33 327.33 oC 1.00 FSAR p.1.3-8
Avg. temperature at core 312.22 312.22 oC 1.00 FSAR p.1.3-3
Avg. temperature in reactor vessel 311.67 311.67 oC 1.00 FSAR p.1.3-3
Avg. temperature rise in reactor vessel 31.39 31.39 oC 1.00 FSAR p.1.3-3
Avg. temperature rise in core 32.50 32.50 oC 1.00 FSAR p.1.3-3
Nominal temperature of hot channel exit 341.11 341.11 oC 1.00 FSAR p.1.3-3
Avg. enthalpy rise in core 189.57 189.57 kJ/kg 1.00 FSAR p.4.4-51
Avg. enthalpy at reactor vessel inlet 1314.19 1314.19 kJ/kg 1.00 FSAR p.4.4-67
Avg. enthalpy at reactor vessel outlet 1500.27 1500.27 kJ/kg 1.00 FSAR p.4.4-67
Avg. coolant density at reactor vessel inlet 735.25 735.25 kg/m3 1.00 FSAR p.4.4-67
Avg. coolant density at reactor vessel outlet 659.96 659.96 kg/m3 1.00 FSAR p.4.4-67
Avg. coolant density at core 697.60 697.60 kg/m3 1.00

표 2.6 Flow distributions at reactor pressure vessel

Parameter Description (P) (M) Units Ratio (M/P) Reference No
System flow rate 15309.00 76.55 kg/s 200.00 IET-RE-DD1, App. II,p.6
Core flow rate 14849.10 74.25 kg/s 200.00 IET-RE-DD1, App. II,p.6
Total bypass flow rate 459.90 2.299 kg/s 200.00 IET-RE-DD1, App. II,p.6
Total core flow area ( ) 4.165 0.0220 m2 189.23 IET-RE-DD1, App. II,p.6
Flow area, interior assembly flow area 2.3286E-02 - m2 IET-RE-DD1, App. II,p.6
Hot channel flow area 9.1240E-05 - m2 IET-RE-DD1, App. II,p.6
Core avg. mass flux 3565.26 3373.26 kg/m2-s 1.06 FSARp.4.4-52
Core avg. coolant velocity 5.09 4.84 m/s 1.05 FSARp.1.3-2

표 2.7 Core bypass flow ratio and flow rate

Parameter Description (P) (M) Units Ratio (M/P) Reference No
1.46 1.46 % 1.00 FSARp.4.4-56
0.39 0.39 % 1.00 FSARp.4.4-56
0.30 0.30 % 1.00 FSARp.4.4-56

( ) 0.85 0.85 % 1.00
3.00 3.00 % 1.00 FSARp.4.4-56

15309.00 76.55 kg/s 200.00 FSARp.4.4-64
( ) 459.90 2.30 kg/s 200.00 FSARp.4.4-64

14849.10 74.25 kg/s 200.00 FSARp.4.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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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Coolant volume distributions at reactor pressure vessel

Parameter Description Prototype (P)
(m3)

ITL (M) (m3) Ratio (M/P) Scaling distortion
(M/I)

Downcomer 29.5973 0.1210 244.67 0.817
Lower head and lower inactive core 14.1944 0.0714 198.94 1.005

Active core (spacer grid volume included) 15.6167 0.0839 186.22 1.074

From bottom of active core to top of active core
inside guide tubes

1.3705 6.8535E-03 199.97 1.000

From bottom of core shroud to top of core
shroud between CSB and core shroud

6.4817 0.0505 128.27 1.559

Top inactive region 4.6411 0.0234 198.17 1.009
Inside CEA guide tubes from bottom of CEA
guide tubes to bottom of FAP

0.2594 9.6004E-04 270.20 0.740

From bottom of FAP to top of FAP excluding
volume inside CEA guide tubes

0.1359 6.7956E-04 199.98 1.000

From top of FAP to top of UGSSP excluding
volume inside CEA guide tubes

9.6340 0.0482 200.00 1.000

Inside CEA guide tube from bottom of FAP to
bottom of UGSSP

0.9968 4.9831E-03 200.04 1.000

From bottom of UGSSP to top of CEA shroud
assembly

34.4616 0.1762 195.64 1.022

Top head 8.5772 0.0429 199.98 1.000
Total reactor vessel and downcomer volume* 125.9666 0.6308 199.69 1.002
* Excluding cold leg nozzles and hot leg nozzles

표 2.9 Pressure drop distributions at reactor pressure vessel

Parameter Description (P) (M) Units Ratio (M/P) Reference No
- 44.13 / 295.83 44.13 / 295.83 kPa / oC 1.00 FSAR p.4.4-57

- 79.97 / 295.83 79.97 / 295.83 kPa / oC 1.00 FSAR p.4.4-57
122.04 / 312.22 122.04 / 312.22 kPa / oC 1.00 FSAR p.4.4-57

- 120.66 / 328.67 120.66 / 328.67 kPa / oC 1.00 FSAR p.4.4-57
366.80 366.80 kPa 1.00 FSAR p.4.4-57

표 2.10 Pressure drop data at core bypass flow lines

CORE BYPASS FLOW FOR LEAKAGE
PATHS

Pressure Drop
(kPa)

Bypass Flow Rate
(kg/s)

Alignment keys 46.75 0.67
Outlet nozzle gaps 127.55 0.91
Core shroud 50.33 0.18
Guide tubes (from LEF to FAP) 111.01 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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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Axial power distributions of core 
heater

Heated Length (in) Power Factor (-)

0 - 10 0.346

10 - 20 0.610

20 - 30 0.851

30 - 40 1.062

40 - 50 1.235

50 - 60 1.363

60 - 70 1.441

70 - 80 1.468

80 - 90 1.441

90 - 100 1.363

100 - 110 1.235

110 - 120 1.062

120 - 130 0.851

130 - 140 0.610

140 - 150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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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Design data of core heater and fuel assembly

Parameter Description (P)  (M) Units Ratio (M/P) Reference No
Design CE type (16 x 16) square array
Total no. of active fuel rods 41772 209 199.87 IET-RE-DD1, App. II, p.14
Fuel rod diameter 9.70 9.70 mm 1.00 IET-RE-DD1, App. II, p.14
Length of active core 3810 3810 mm 1.00 IET-RE-DD1, App. II, p.15
Fuel assembly pitch 207.77 NA mm IET-RE-DD1, App. II, p.7

(
) 5.2832 NA mm FSAR  4.1-2

236 NA FSAR p.1.3-5
5.44 - mm FSAR p.4.2-112

Hydraulic diameters, hot channel ( ) 0.0120 0.0120 m 1.00 FSAR p.4.2-112
 (cross-sectional area) 7.674 0.03985 m2 192.57 FSAR p.4.2-12

Guide tube (center), ID 0.02286 0.02090 m 1.09 IET-RE-DD1, App. II, p.7
Guide tube (center), OD 0.02490 0.02490 m 1.00 IET-RE-DD1, App. II, p.7
No. of guide tube per fuel assembly 5 NA
Total no. of guide tube 885 4 221.25
Total guide tube flow area 0.363 0.00137 m2 264.69
No. of spacer grids in active core 10 10 1.00 IET-RE-DD1, App. II, p.48
Total no. of spacer grids 11 11 1.00

236 NA FSAR p.1.3-5
Cladding material Zircaloy-4 Inconel 600 FSAR p.1.3-4
Maximum cladding surface temperature 347.06 1200.00 oC 0.29 FSAR p.1.3-3
Maximum fuel center temperature 1721.67 1200.00 oC 1.43 FSAR p.1.3-3
Nominal heater power per rod (avg.) 67.39 10.11 kW 6.67
Max. heater power per rod (avg.) NA 11.96 k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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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Schematic diagram of reactor pressure v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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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Flow paths of reactor pressure 

vessel

Normal Main Flow

Bypass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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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Comparison of various reactor pressure vessel 

elevations

(a) UCN 3/4 (b) I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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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Major design data of reactor 

pressure v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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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Arrangement of cold and hot leg nozz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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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Arrangement of cold and hot leg nozzles (axial 

sche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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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Axial power distributions of core h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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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Cross-sectional diagram of 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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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Core heater arrangement

그림 2.10 Core guide tube 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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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Core spacer grid arrangement

Core support surface

Inconel spacer grid
(1 EA)

Zircaloy spacer grid
(10 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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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Core heater rod, guide tube and dummy rod sche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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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Radial grouping of core heater

Center Zone
45 rods

Middle Zone
76 Rods

Outer Zone
88 R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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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Cross-sectional diagram of core shr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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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Axial diagram of core shr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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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Flow skirt schematics

Flow skirt hole

core support surface

Flow skirt hole

Flow baff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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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Lower plenum sche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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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Top inactive cor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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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 Outlet plenum and upper plenum sche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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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0 Fuel alignment plate

그림 2.21 Cross-sectional diagram at hot leg nozz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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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 CEA shroud assembly

Flow hole
4 EA - ID 20.34

CEA Shroud Tube
ID 122.04
OD 127.04

Flow hole
ID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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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 Upper guide structure top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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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 Upper guide structure barrel

그림 2.25 Upper guide structure barrel (cross-sectional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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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 Upper 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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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7 External downcomer sche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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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8 External downcomer design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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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9 Coolant level against elevation at downco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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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0 Slug-to-churn flow regime transition at downco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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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증기 발생기

제 1 절 원전의 특성

종합실험장치에 설치되는 증기발생기는 각 구성부위별 높이 차이로 인한 자연

대류 열수력 현상이 지배적이므로, 수평관 부피 축소와는 다른 설계개념이 적용된

다. 특히 환형의 유로면적이 줄어서 발생하는 벽면마찰 왜곡 또는 증기발생기 강수

부 하부나 1차측 lower head에서 발생하는 3차원적 유체흐름의 왜곡 등 다차원적인 

축소설계는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증기발생기의 척도해석은 기준원전의 증기발생기에 대하여 높이는 1:1, 체적과 

열출력은 1:200의 축소비로 수행되었다. 두 대의 증기발생기는 232.2℃(450 F)의 

급수가 공급될 때 기준원전 최대 열출력(2825MWt)의 1:200인 14.125MWt의 열을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되며, 최대 운전압력/온도는 10.0MPa/327℃, 증기 유량은 증

기발생기 당 4 kg/sec가 가능하도록 2대의 증기발생기가 원자로 양쪽에 대칭으로 

설치된다. 

1. 계통의 구성요소 

증기발생기의 구성은 1차 냉각재가 흐르는 1차측(튜브측)과 전열관 외부의 2차

측(쉘측)으로 구분된다. 1차측은 고온 및 저온측 lower plenum과 전열관으로 구성

되어 있고, 2차측은 외부용기를 포함한 riser, downcomer, shroud, separator, steam 

outlet nozzle, feedwater nozzle등으로 구성되며, 자세한 사항은 그림 3.1에 나타내

었다.

가. 증기발생기 1차측

  1차측 증기발생기의 압력경계는 증기발생기 용기의 lower head, tube sheet, 

및 U자형 tube로 구성되어 있으며  lower head 에는 하나의 고온관 nozzle , 두 개

의 저온관 nozzle이 있다(그림 3.1). lower head는 2장의 격리판(divider plate)에 의

하여 입구와 출구가 격리된다. 

U-tube는 41개의 Ni-Cr-Fe합금관(또는 stainless steel)으로 19mm(0.75 inch)의 

외경, 16.8mm(0.66inch)의 내경, 19.37m(63.55ft)의 평균길이를 가진다. 수직배열을 

가지는 부분은 정삼각형으로 배치되고, 간격은 25.4mm(1 inch) 이다. 수평 배열을 

가지는 tube 상단 부분은 정사각형 배열에 간격은 31.24mm(1.23 inch)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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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be의 높이는 최대 6.31m(297.88 inch)에서 최소 10.59m(417 inch)이다. 

나. 증기발생기 2차측

Tubesheet 상부와 용기의 lower shell로 부터 upper shell, top head로 싸여 있

는 2차측은 2개의 economizer feedwater nozzle, 1개의 downcomer feedwater  

nozzle, pipe로 모사한 2개의 economizer downcomer, 2개의 main downcomer, 1개

의 steam nozzle로 구성된다. 

2차측의 내부는 economizer, evaporator, steam drum으로 구성된다. economizer

는 divider plate로 저온과 고온측으로 나뉘어지고, tube sheet 상부 표면으로부터 

economizer feedwater nozzle까지 이어진다. evaporator 부분은 관다발을 둘러싸는 

lower shell로부터 top shroud까지의 내측 역을 말하며, 이는 고온관측의 tube 

sheet 상부 표면과 저온관측의 economizer 상단부터 관다발 상단까지 지속되며, 증

기발생기내에서 대부분의 열전달이 일어나는 부분이고, 실제 증기가 발생하는 곳이

다. 

Steam drum부분은 shroud 상부로부터 steam nozzle까지이며, 여기에는 습분제

거를 위하여 separator가 shroud 상부와 연결된다. 유로의 형성은 급수로부터 시작

되며, 적절한 유량 분포를 위해 tube sheet위에 있는 flow distribution plate에 의해 

일정유량이 구멍을 통하여 공급된다. Flow distribution plate를 통과한 2차측 물은 

evaporator에서 가열되어 비등이 일어나고, separator에서 증기와 물이 분리되어 증

기는 steam nozzle을 통하여 나가며, 분리된 물은 급수와 downcomer에서 혼합되어 

내려가서 다시 가열되는 순환 유동을 한다.

2. 계통의 기능 

기준원전의 증기발생기는 232.2℃(450℉)의 급수가 공급될 때 노심에서 공급되

는 최대 열출력 2825MWt을 2차측에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되며, 최대 운전압력은 

10.0 MPa이고, 증기 유량은 한대 당 801.54 kg/s(1767 lb/s)가 가능하도록 2대의 증

기발생기가 원자로 양쪽에 대칭으로 설치된다. 증기발생기에서 발생하는 습분은 습

분분리기와 건조기에 의하여 0.25% 이하로 유지된다. 전열관을 포함한 증기발생기

는 원자로 냉각계통의 과도상태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진동 cycle 

수에 대한 ASME code Sec. III의 허용응력 한계를 넘지 않도록 설계된다. 

종합실험장치의 체적은 기준원전의 1:200로 축소 설계되나, 노심의 출력은 약 

2.1 MWt로 설계되어 완전한 정격 노심 열출력 모의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로 인하여 열수력 종합실험장지는 원자로 정지 후 잔열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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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 열출력 발생 이후를 주요 실험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격 노심출력 운전 중 사

고로 인하여 원자로가 정지되는 경우, 2차측의 열수력적 거동은 정격 노심출력 운

전상태의 조건과 동일하고, 원자로 정지와 동시에 증기방출을 서서히 감소시켜 노

심 출력감소에 따른 열평형을 유지하도록 제어함으로써 적절한 사고 모의가 가능하

다. 

노심의 적절한 열제거를 위하여 기준원전 증기발생기 정격출력의 최대 1:200을 

담당하도록 증기 출구노즐 크기가 설계되거나, 또는 정격압력보다 높은 압력을 유

지하고 노즐의 크기는 1:200축소보다 작게 설계하는 2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선

택기준은 상세설계가 완성된 후 경제적인 면과 사고모의 조건에 따라서 결정된다.

정상운전 조건은 모든 사고 모의시에 필수적으로 초기에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

한 운전상태로서, 특히 노심에서 발생하는 열출력과 증기발생기 2차측의 열방출 간

의 열평형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본 실험장치의 증기발생기는 기준원전 정격출

력의 1:200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정상운전 상태에서 열평형 유지에 별다른 

기능이 추가되지 않는다.

증기발생기 1차측과 2차측의 열수력적 거동에 따라 사고 유형을 대별하면 1차

측 열제거원 상실과 2차측 열제거원 상실사고로 구별된다. 각 사고 유형에 따른 증

기발생기 요구기능은 아래와 같다.

1차측의 열제거원 상실사고는 냉각재 상실에 의한 LBLOCA나 SBLOCA이다. 

이때 증기발생기 1차측은 단상 및 2상유동에 의한 자연대류 현상이 발생하여 노심

의 잔열을 제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로 인하여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높

이는 1차측 유속과 열전달량을 결정하게 되므로 기준원전의 것과 같이 유지하여야 

하며, 전열관의 수는 1:200비에 따라야 한다. 전열관의 직경은 관 내부에서 발생하

는 응축과 CCFL현상과 같은 주요 열수력 형상을 보존하기 위하여 동일한 크기로 

하여야 한다. 증기발생기 2차측은 1차측의 노심의 열을 적절하게 제거하는 것이 가

장 큰 역할이므로 열전달 계수를 기준원전과 일치시켜야하며, 이를 위하여 2차계통

의 downcomer와 riser에서의 유량과 유속을 역시 기준원전과 동일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2차측 열제거원 상실사고는 주급수 또는 주증기관 파단사고시 발생하며, 위에서 

언급한 1차측 열제거원 상실사고 특성과는 열수력 현상이 다르다. 우선 증기발생기 

1차측에서는 단상의 자연대류 또는 강제대류가 일어나며, 증기는 발생되지 않는다. 

반면에 증기발생기 2차측에서는 과도한 냉각재 상실로 인하여 열전달 현상의 변화

와 더불어 수위, 재순환율 등이 급격하게 변한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실험장치에

서 재현하기 위해서는 2차측 각 순환유로에서의 압력강하와 속도를 보존해야 되므

로, 2차측 체적은 1:200, 높이는 1:1로 설계되어야 한다. Downcomer를 내려와 ri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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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하여 가열된 냉각재가 다시 습분 분리기를 거쳐 downcomer를 순환하는 2차 

냉각재 유로에서의 압력강하는 각각의 유로에서의 압력강하 보다는 유로 전체에서

의 압력강하가 더욱 중요하여,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별도의 밸브가 고려되어야 한

다.

제 2 절 설계요건 

1. 주요 열수력 현상 

증기발생기에서 발생하는 열수력 현상은 전열관 내부의 1차측과 shell 측의 2차

측으로 구별하여 설명될 수 있다. 우선 전열관 내부에서는 노심의 열을 2차계통으

로 방출하거나 또는 과도 상태에 따라 역으로 열을 전달받을 수 있다. 모든 사고시 

발생 가능한 열수력 현상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차냉각재가 서서히 상실되는 

SBLOCA의 경우는 단상의 강제대류로부터 자연대류 현상이 발생하고, 그 이후 물

과 증기가 혼합된 2상상태의 자연대류가 발생한다. 냉각재가 과도하게 상실되어 고

온 및 저온관에서 분리유동 현상이 발생하면 전열관 내부는 포화상태의 증기로 채

워지게 되며, 이때 전열관 내부 벽에서는 응축이 발생하고, 응축된 물은 중력에 의

하여 하부로 흘러 내려가 올라오는 증기와 서로 반대방향의 유로를 형성하는 CCF

가 발생한다. 

LOCA사고 이외의 경우에는 대부분 단상의 자연대류가 발생한다. 증기발생기 2

차측의 경우는 1차계통의 열수력 변화보다는 주증기 또는 주급수 파단사고와 같은 

2차계통 사고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2차측의 냉각재가 급격히 감소하는 사

고 시에는 riser 부분의 과도한 기포발생으로 급격한 수위 증가를 발생시키고, 이에 

따라 재순환 유량과 downcomer 유량증가로 결국 2차측으로의 열전달율이 증가하

여 1차계통 온도와 압력이 감소하게 된다. 2차측에서의 열수력 현상은 핵비등 열전

달과 재순환율로 대표된다.

2. 열수력적 요구사항 

증기발생기 설계시 열수력적으로 요구되는 전열관 내부는 기준원전과 동일한 

조건을 유지한다. 따라서 전열관 직경은 동일하고, 갯수는 1:200로 된다. 면적이 

1:200으로 축소됨에 따라 동일한 냉각재 속도를 유지하게 되며, 열전달율도 1:200비

를 유지한다. 2차측의 경우도 기준원전과의 체적비는 1:200이고, 높이는 1:1로 설계

되어 면적만이 축소된 형태이다. 따라서 전열관과 downcomer를 통과하는 냉각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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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는 동일하다. 

그러나 실제로 축소된 증기발생기 lower head는 높이를 보존하기 위하여 실제

보다 직경이 늘어났고, 이에 따라 저온관 및 고온관의 위치변화가 불가피하다. 이로 

인하여 lower head에서 전열관으로 유입되는 유량이 고르게 분포되지 않을 수 있

다. 이 경우 각 전열관에서의 열전달이 고르게 발생되지 않아 출력의 저하를 나타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열관의 심한 온도차이로 인하여 2차측의 유동왜곡 현상

이 발생될 수 있다. 저온관 노즐의 각도와 상세한 lower head의 설계는 3차원 해석

코드에 의한 해석이나 분리실험을 통하여 보강되어야 한다. 

2차측 설계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항은 유로의 압력 손실계수와 riser부

분에서의 열전달 현상이다. 따라서 전열관 지지대나 습분 분리기 또는 downcomer 

입/출구에서의 압력손실을 기준원전과 가능한 한 동일하게 유지하여야한다.

3. 기하학적 요구사항 

증기발생기의 기하학적 특징은 기준원전과 동일한 높이에 직경만이 축소된 형

태를 취하고 있다. 전열관 내부의 1차계통은 전열관 수가 41개로서, 실제의1:200이

다. 2차측의 경우는 직경이 축소될 때 downcomer의 환상 간격이 수 mm정도로 상

당히 좁아져서 벽 마찰에 의한 압력손실 증가로 인하여 상사성을 상실하므로, 별도

의 파이프를 외부에 구성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Dome의 형태는 실제보다 높이는 줄어든 반면 직경은 늘어나, 전체 체적비는 

1:200을 유지하게 한다. 이는 dome부분이 항상 증기로 채워진 상태로 중력에 의한 

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 열수력 현상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함이다. 1차측 하부 

plenum은 고온 및 저온 nozzle로부터 tube sheet까지의 높이를 보존해야 하므로, 실

제 형태보다 약간 직경이 늘어났다.

4. 기타 고려사항 

증기발생기에서 가장 중요한 열수력 요소는 2차계통으로의 열전달량이다. 또한 

열전달량은 재순환 유량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재순환 유량을 결정하는 유로의 

압력손실을 정확히 구하는 것이 증기발생기 설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압력손

실을 주도적으로 유발하는 부분은 downcomer 입구, flow distribution plate, 

economizer등이다. 특히 economizer는 저온관측에만 설치되어 있어서 유동의 비대

칭을 유발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유동 왜곡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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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한 열수력 측면에서의 설계 요구사항 이외에도 증기발생기는 고온 

고압상태에서 비교적 저온의 급수를 항상 공급받고 있게 되므로, 열충격의 위험이 

존재한다. 열충격 방지를 위해 증기발생기 내부 급수공급 파이프와 급수 노즐에는 

충격흡수 구조를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며, RCS계통의 열팽창으로 인한 증기발생

기 위치 변동을 고려하여 지지구조물이 특수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이 밖에 진동에 

의한 피로, 내부정비를 위한 편리한 구조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제 3 절 척도해석 결과

증기발생기 척도해석 수행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열수력 현상은 제1절에서

와 같이 1차측 냉각재 상실사고보다는 2차 냉각재 상실사고에 의하여 더 큰 향을 

받는다. 특히 증기발생기 2차측의 냉각재 유량은 FLB나  SLB사고의 경우 수위, 강

수부 유량 또는 dry-out 현상을 모의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

여 2차측의 총 부피는 1/200의 비를 유지하 다. 1:200비로 축소 설계된 증기발생기

의 전반적인 설계사양은 표 3.1에 기준원전의 설계자료와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그리고 재질은 용기 및 내부구조물은 기준원전과 동일한 것으로 사용하 으며, 

전열관은 일본 ROSA[3.1]실험과 같이 기준원전과 동일한 Inconel 600과 프랑스의 

BETHSY[3.2]실험장치와 같이 stainless steel로 사용하는 두가지 경우가 있으나 두

가지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전열관 재질 결정은 상세설계 단계에서 결정한

다. 그밖의 부분에 사용된 재질은 표 3.2에 나타내었다. 축소 설계된 계통의 기술적

인 사양은 그림 3.2에 나타내었다(증기발생기 척도해석 상세 계산결과는 부록-1 참

조, [3.3~3.12]).

1. 증기발생기 1차측 척도해석

증기발생기 1차측 척도해석에서는 자연대류를 정확하게 모사하기 위하여 U 튜

브의 최대 및 최소 높이 그리고 U 튜브의 평균길이를 1:200의 비로 정확히 맞추는 

것이다(그림 3.3). 그 다음 증기발생기 고온관과 저온관 노즐입구에서 튜브바닥까지

의 높이를 1:1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설계된 증기발생기 하부 공동은 정확한 

척도비를 따르지 않았다. 이는 전열관의 길이와 높이를 우선적으로 1:1비를 적용하

여 설계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하 다. 그러나 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저온관 

및 고온관에서 이를 보상하여 설계하 기 때문에 전체적인 척도 왜곡은 제거되었으

며, 이에 따라 열수력 상사성은 축소설계된 증기발생기에서도 보존되었다 [3.2]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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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4, 3.5 참고).

2. 증기발생기 2차측 척도해석

증기발생기 2차측 축소결과에 따른 특징은 Downcomer가 외부 2개의 독립된 

관으로 분리, Steam Dryer 제거, Steam Dome의 단순화로 요약되며, 이로 인한 왜

곡은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열수력 조건이 원형의 기준발전소와 거의 동일하게 설

계되었다(표 3.6, 3.7 참조).

가. 증기발생기 dome

증기건조기가 고려되지 않고 중력의 향이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에 비하여 적

기 때문에 높이에 대한 설계 제한이 없다. 따라서 실제보다 약 2.3m 정도 짧고, 직

경은 상대적으로 늘어났으나 증기발생기 dome 전체 체적은 1:200비를 유지한다.

나. Downcomer

Downcomer상부는 실제 증기발생기의 구조를 단순화 시켰다.  그러나 체적비는 

그대로 유지하여 열수력 현상의 차이는 발생되지 않는다. 단지 각각의 수위 위치에 

따른 물의 체적이 실제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이는 실험결과에서 얻은 자료

를 정해진 형상 보정 함수로 보정하면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이다. Downcomer 하부

는 직접 축소할 경우 설계된 환상의 간격이 수 mm정도로 좁아지게 되므로 2개의 

외부 pipe로 구성하여 downcomer를 모사하 다.

다. Economizer/Downcomer Nozzle 입구면적

Economizer/Downcomer nozzle의 크기는 설계상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nozzle이후 전열관 외벽으로 유입되는 유로의 면적은 전체 순환유량을 결정하는 중

요한 요소이다. 이로서 면적비를 1:200으로 단순하게 할 경우 유속과 압력손실 값에

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 현재의 설계단계에서는 기하학

적 구조와 개념적인 설계를 수행하여 그림 3.4와 같은 구조로 설계하 다.

라. Lower Plenum

증기발생기 lower plenum을 단순하게 축소 설계하면 tube sheet하부와 고온 및 

저온관 nozzle의 높이가 변경되고, 따라서 RCS의 기하학적 배열이 바뀌게 되는 문

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lower plenum의 일부 체적

을 고온관과 저온관으로 포함시킨 다음 lower plenum 전체 체적비를 유지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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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filler box를 lower plenum내부에 설치하 다. 

마. 증기발생기 세관 파단계통

증기발생기 파단계통은 1차측의 냉각재가 증기발생기 2차측으로 누출되는 사고

를 모의하기 위한 계통으로 파단시에는 고온 고압의 1차냉각재가 임계유속으로 방

출된다. 파단 계통의 전체적인 계통 개념은 증기발생기 Lower Head의 1차계통에서 

냉각재를 공급받고 증기발생기 Riser상단과 하단부 두곳에 파단유량을 공급하게 설

계되어있다(그림 3.5). 

파단 부위는 기준원전에서 발생 확률이 높은 전열관 2차측의 하단부위와 2차측 

증기의 방사능 오염에 향을 줄 수 있는 전열관 상단 부 두 곳으로 하 다. 파단 

면적은 안전해석 사고시 선택 기준이 되는 전열관 8214가운데 최대 10개의 면적에 

해당하는 4mm 내경의 파이프 단면적이다. 파단계통의 1차측 연결부위 입구에는 이

러한 4mm 내경의 노즐을 장착하고 파단유량의 계측을 위한 Spool Piece에는 

Orifice를 설치한다. 파단계통의 1,2차측 연결관 내경 크기는 1 inch로 하여 입구노

즐의 임계유량을 측정 가능한 속도로 줄일 수 있도록 하 다.

바. 기타 요소 척도해석

위에서 언급한 기술사양 이외에 상부 shroud의 cone부분이 단순히 원통형으로 

바뀌었다. 이는 전열관 다발을 둘러싼 riser부분의 체적이 약 10%정도 늘어나 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축소 모델에서는 cone부분을 제거하 다. 증기 nozzle은 2개에서 1

개로 top head 중앙에 설치하 고, 습분 분리기는 144개에서 1개로, 전열관은 8214

개에서 41로 설계하 다. 

전열관 수가 줄어서 발생하는 각각의 전열관 높이 차이는 우선 최대 높이와 최

소 높이를 맞춘 다음 평균 전열관 길이가 1:200비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각각의 

전열관 길이를 설정한다. 전열관의 배열은 수직부분은 정삼각형이고, 수평부분은 일

정간격이 보장되는 형태로 설계되며, 전열관 간격은 실제의 것과 동일하다. 

사. 타 계통과의 주요 연계사항 

증기발생기와 다른 계통과의 관련성은 기하학적인 면과 열수력적인 면이 있다. 

우선 기하학적으로는 1차측과는 1개의 고온관, 2개의 저온관과 연결되어 있고, 2차

측에는 2개의 economizer 급수관, 1개의 downcomer 급수관, 1개의 주증기관과 연

결된다. 축소 설계된 증기발생기와 다른 계통과의 연결시 연결부의 설계변경은 단

지 고온관 및 저온관의 길이가 실제보다 약간씩 길어져 증기발생기 lower plenum

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고온관 및 저온관설계시에는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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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열수력 측면에서는 증기발생기가 열방출 계통으로써 RCS의 열발생 계통과 직

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나, 1차측과의 열평형을 유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설계요구

사항은 필요하지 않고, 단지 주증기와 주급수 계통에서의 유량제어와 관련된다. 증

기발생기에 설치될 계측계통은 고온 고압에서도 신뢰성 있는 측정과 신호전달이 보

장되도록 견고하여야 하며, 용기 벽을 통과하는 계측 nozzle에서의 누출을 완전히 

방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제 4 절 척도왜곡 예비분석

종합실험장치의 증기발생기 설계시 발생되는 척도왜곡은 주로 2차측의 열전달

과 관련된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밖에 전반적인 척도왜곡은 발생하지 않는

다. 다음에서 설명된 내용은 국부적인 척도왜곡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과 분석 결과

를 기술하 다.

1. 1차측 척도왜곡 분석

증기발생기 1차측 축소설계에서의 문제점은 증기발생기 lower plenum의 높이의 

변화와 유동면적의 변화로 발생하 다.  Lower plenum의 높이의 변화는 기존의 고

온관 및 저온관으로부터 체적을 주고 받아 기준원전과 일치시키도록 하 다. 그러

나 lower plenum 유로 단면적 변화로 인한 고온관에서 증기발생기 전열관으로 흐

르는 1차측 유량 분포변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상태이다. 이는 상세설계 

단계에서는 3D 코드를 사용하거나 분리실험을 통하여 개략적인 유동분포를 예측하

여야 할 것이다. 이 밖에 전열관의 평균길이가 tube sheet 두께 변화로 인하여 약간

(1%) 짧아졌으나, 열전달에는 별다를 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 2차측 척도왜곡 분석

증기발생기 2차측의 높이 변화는 steam dome을 제외한 부분에서는 높이 축소

비 1:1을 모두 만족하도록 하여, 전체 2차측 체적비는 1:200을 유지하도록 하 다. 

steam dome의 높이는 약 2.44(m)감소하 으나, 증기의 도가 물의 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미함으로 인하여 이로 인한 열수력 현상의 왜곡은 발생되지 않을 것

이다. 단지 steam dome의 길이가 짧아져 습분 분리기의 높이가 제한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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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이 있다. 과도현상 모의 시에 증기발생기 체적-수위의 변화는 실제 기준원전

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원인은 증기발생기 강수부 상단의 체적이 약

간 변형되어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간단한 변환식으로 보상

하면 실제 열수력 현상을 충분히 모사할 수 있다. 

현 단계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왜곡현상으로는 전열관의 재질이 Inconel에서 

stainless steel로 변경될 경우 열전달계수의 변화(2~3%)와 비열의 차이(6~7%) 그리

고 riser 부분에서 축소 설계된 증기 발생기의 유속이(Riser 상부 10%, Economizer 

20%) 적어 열전달율이 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로 인하여 전열관의 1차측과 2차측

의 온도차가 변하게 된다. 이는 과도적인 열수력 현상에는 직접적인 향을 주지 

않으나 과도기의 시간상수를 변화시켜 과도현상이 느려지거나 빠르게 진행될 수 있

어 실험결과의 분석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왜곡현상 분석에서 고려되는 것은 축소 설계값에서 정격출력의 15%

의 노심 열출력으로 인하여 정상상태를 모의할 경우 증기발생기 2차측 조건이 실제

의 열수력 조건과 다르다(정격출력의 15% 급수 및 증기유량).  이로 인하여 사고모

의 초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더욱 중요한 열수력 현상왜곡 요소이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의 안전해석 열수력 코드를 이용하여 1차측은 물론 2차측 

전체 유로도 포함된 scoping 해석이 이루어진 후 실험조건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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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기준원전과 종합실험장치의 증기발생기 설계자료 비교

Items KSNP ITL KSNP/ITL

Number of SGs 2 2 1

Max. Heat Transfer Rate(MW)/SG 1414 7.09 200

Number of U Tubes 8214 41 1

Steam/Feedwater Flow Rate/SG (kg/s) 801 4 200

Saturated Steam Pressure(MPa) 7.38 7.38 1

Saturated Steam Temperature(℃) 289 289 1

Primary Flow Rate(kg/s)/Loop 2.75 later

Primary Pressure(MPa) 15.5 later

SG Inlet Temperature(℃) 327.3 327.3 1

SG Outlet Temperature(℃) 295.8 later

Temp. Difference between SG Inlet/Outlet(℃) 31.5 later

U Tube Inner Diameter(mm) 16.92 16.92 1

U Tube Outer Diameter(mm) 19.01 19.01 1

Total Inner S. Area of U Tubes(㎡) 8457.4 42.2 200

Total Outer S. Area of U Tubes(㎡) 9502 47.4 200

Averaged U Tube Length(m) 19.37 19.37 1

Wall Thickness of U Tube(mm) 1.07 1.07 1

U Tube Pitch(mm) 25.4 25.4 1

Feedwater Temperature(℃) 232.2 later

Econ./Downcomer Flow Split(%)

Econ.(0-20 %Power) 0 0 1

Down(0-20%Power) 0/20 0/20 1

Econ.(20-100 %Power) 10/90 10/9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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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Steam Generator Component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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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증기발생기의 요소별 길이 및 높이 비교

Items KSNP ITL KSNP/ITL

Length(m)

Upper Downcomer 4.94 3.16 1.56

Lower Downcomer 7.11 8.86 .8

Lower Downcomer Cross Flow Region .41

Tube Sheet .53

Hot Side Lower Plenum 1.91 .66 2.9

Cold Side Lower Plenum 1.91 .63 2.9

Economizer Region 2.84 2.84 1.

Total Riser Section 12.05 12.02 1.

Steam Dome 4.24 1.8 2.4

Total SG Length 19.14 15.33 1.25

Averaged U Tube Length 19.37 19.12 .99

Height(m) (Reference : top of tube sheet)

Economizer Section 3.25 3.25 1.

Top of Riser Section 12.58 12.58 1.

Econ. Downcomer Nozzle 3.28 3.28 1.

Econ. Feedwaer Nozzle .77 .77 1.

Downcomer Feedwater Nozzle 10.43 10.43 1.

Min. U Tube Height 7.57 7.57 1.

Max. U Tube Height 10.58 10.58 1.

Steam Outlet Nozzle 16.82 14.38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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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증기발생기의 요소별 부피 및 유로 면적

(습분 분리기, 건조기 및 내부구조물에 대한 체적은 고려하지 않았음)

Items KSNP ITL KSNP/ITL

Volume(㎥)

Inlet Plenum with Nozzle 7.13 .036 200.

Outlet Plenum with Nozzle 7.50 .038 200.

Inside Tubes 33.74 .17 198.5

Inside Tube Sheet and Filler Box 2.02 .00828 241.5

Total Riser Section 102.5 .51 200.

Economizer Section 18.24 .385 170.

Downcomer 44.1 .22 200.

Downcomer Cross Flow Section 3.1 .016 200.

Steam Dome 76.7 .383 200.

Total Primary Side 49.85 .249 200.2

Separator, Dryer and Internal Structures 5.77 later

Total Secondary Side/(Int. Structures 포함)
226.3/

220.53
1.141 1.01

Flow Area(㎡)

Downcomer 1.165 .00583 199.9

Economizer 6.141 .0344 179

Middle Section of Riser 6.54 .0344 190

Top of Riser 19.92 .0699 285

Inlet of Separator 2.63 .0132 200

Steam Dome 22.83 .223 102

Feedwater Nozzle(Econ.) .131 .00066 200

Feedwater Nozzle(Downcomer) .0168 .000084

Primary SG Inlet Nozzle .894 .013 68.8

Primary SG Outlet Nozzle .912 .013 70.2

U Tube Primary Side 1.946 .0092 200.7

Steam Outlet Nozzle .175 .00087 200.

Flow Distributor later

Tube Support Grid(Vertical U Tubes) later

Tube Support Grid(Horizontal U Tubes) later

* Note Separator Inlet Inside Diameter : 130 (I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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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Steam Generator Primary Side Pressure Drops

Component
Forward/Reverse 

K

Flow Area(m2)

KSNP/ITL

Velocity(m/s)

KSNP/ITL

P. Drop(psi)

BE/ITL

Warranted

(psi)

Inlet Nozzle 0.64/0.37 1.06/0.013 10.9/4.44 2.92/1.86 3.07

Tube 

Entrance
0.28/0.47 1.84/0.0092 6.3/6.3 0.46/.46 0.48

Tube 

Friction
16.7/16.58 1.84/0.0092 5.9/6.3 27.06/27.06 28.4

Tube Bend 0.5/.5 1.84/0.0092 5.9/6.3 0.72/.72 0.75

Tube Exit 0.43/0.3 1.84/0.0092 5.7/6.3 0.59/.59 0.62

Outlet 

Nozzle
0.04/0.84 0.46/0.0066 11.4/3.97 0.22/0.13 0.23

Total 32/31 33.55

* BE : Best Estimate

표 3.6 Steam Generator Secondary Side 

Geometric K-Factor

DC to Tube Bundle 1.85

Tube Support Grid(Total) 2.52

Tube Region to Bundle Exit 0.08

Top of Bundle to Can Deck 0.2

Steam separator 3.35

Feedwater Region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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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Steam Generator Secondary Side Flow 

Rate(kg/s) and Void Fraction

Hot Side Downcomer 1532(1.91) -

Cold Side Downcomer 674(0.84) -

Economizer 721(0.9) .11

Straight Tube 2927(3.65) .19

Tube Bend 2927(3.65) .25

Riser 2927(3.65) .27

Separator 2927(3.65) .27(Inlet)

Dryer 1767(1) .9975

Total DC Flow 2205(2.75)

() : Recirculation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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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ITL Steam Gen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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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Design Concept of Scaled Steam Generator

3.3. External DowncomerExternal Downcomer
    Pipes (2)    Pipes (2)

1. 1. Reduced SteamReduced Steam
    Drum Height, 2.3 m    Drum Height, 2.3 m

2.2. Local Change of Local Change of 
Downcomer Volumes Downcomer Volumes 

   (Conserved Total DC   (Conserved Total DC
         Volume) Volume)
        

4.4. Reduced DowncomerReduced Downcomer
    / Economizer Area    / Economizer Area

5.5. Filler Box Filler Box 
 to Compensate SG  to Compensate SG 

    Lower Head Volume    Lower Head Volume

6.6. No Steam Dryer No Steam Dryer 
7. Single Separator7. Single Separator
8. 41 U-tubes8. 41 U-tubes
9. One Steam Nozzle 9. One Steam Nozzle 

KSNP I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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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Steam Generator U Tube Bundle and 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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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Scaled Steam Generator Components



- 108 -

그림 3.5 Steam Generator Break Unit

Break Valve

Venturi Flow Meter

Break Orifice

Spool Piece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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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1차계통 배관

제 1 절 계통 개요

    표준원전의 1차계통 배관은 4개의 저온관, 2개의 고온관 그리고 4개의 중간

관으로 구성된다. 저온관은 강수부와 1차계통 펌프를 연결하며, 내경 30" 배관으로 

구성된다. 고온관은 원자로 용기와 증기발생기를 연결하는 내경 42"의 배관으로 구

성된다. 각 저온관에는 내경 12.25"의 안전주입 노즐이 1개씩 설치되어, 냉각재 상실 

사고시 안전주입수의 주입을 담당한다. 중간관은 내경 30"의 배관으로 증기발생기와 

펌프를 각각 연결하는 2개의 수직관과 각 수직관을 연결하는 수평관으로 구성된다. 

제 2 절 설계요건

1차계통 배관의 설계 조건이 도출되기 위한 주요 사고는 다음과 같다[4.1].

○ 소형 냉각재 상실사고 (SBLOCA)

○ 증기발생기 세관 파단사고 (SGTR)

○ 증기관 파단사고 (SLB)

○ 급수관 파단사고 (FLB)

○ 급수 완전상실사고 (TLOFW)

○ 저출력/정지운전 사고 (LPS)

이러한 사고 발생시 1차계통 배관에서 발생될 주요 현상은 송철화 외[4.1] 및 

윤병조 외[4.2]에 분석 정리되었다. 이중 설계에 반 된 주요 국소 현상은 표 4.1에 

정리되었다. 표에 정리된 현상들은 각 실험 matrix에서 발생되는 주요 공통현상들

로 다음절에서는 이러한 각 현상에 대한 국소 척도 해석을 시도하 다. 

제 3 절 척도해석 결과

실험장치 1차계통 배관은 배관에서 발생되는 국소 현상을 재현할 수 있도록 척

도 되어야 한다. 본 실험장치의 설계에서는 고온관 및 저온관의 주요 현상인 유동 

양식을 보존하기 위해 Froude 무차원수를 보존하 으며, 저온관에서는 유동양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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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oding에 관한 국소 현상 척도법을 적용하여 loop seal clearing 현상을 보존하

다. 이러한 척도해석을 토대로 1차계통 배관의 척도해석을 수행하 으며, 주요 현상

에 대한 척도왜곡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고온관에서의 flooding 현상 및 각 배관

에서의 압력강하 특성을 평가하 다.

1. 고온관/저온관 척도해석

가. Froude 무차원수 척도해석

수평관에서의 2상류 유동은 유동의 조건에 따라 물과 증기의 상분리가 발생되

는 성층류 유동 및 slug 유동이 발생될 수 있다. Taitel[4.3]은 이러한 수평관에서의 

유동양식을 Kelvin-Helmholtz instability 이론을 도입하여 유도하 다. Taitel에 의

하면 수평관에서의 유동양식은 다음에 정의된 Froude 무차원수에 의해 보존된다. 

Fr =  
ρg

ρ f-ρg

j g
gD
 =  

ρg
ρ f-ρg

Wg

ρgA gD
 (4.1)

Froude 무차원수가 보존되면 수평배관내에서 배관직경에 대한 물의 높이비

(Hl/D)가 다음과 같이 보존된다[4.4].

(
Hl
D
)p = (

Hl
D
)m  (4.2)

이때, 수평배관에서의  기포계수는 수평배관의 기하학적 구조 및  물의 높이를 

이용하여  다음 식과 같이 유도할 수 있다. 이때, 각 θ  는 그림 4.1에 정의되었다.

             α π = θ- sinθcosθ  (4.3)

식(4.3)을 이용하여 기포 계수를  배관직경대 물의 깊이비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α = 
1
π
[ cos -1(

2Hl
D
-1)-(

2Hl
D
-1) sin(cos -1(

2Hl
D
-1))]  (4.4)

식(4.4)은 수평배관에서 Froude수가 보존되어 배관내 물의 높이비가(Hl/D) 보존

되면 기포 계수가 보존됨을 보여준다. 

실험장치의 척도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식(4.1)을 원형과 모형에 대하여 무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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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면 다음 식 (4.5)와 같아진다. 이때 원형과 모형의 압력은 동일하다고 가정하

으며, 따라서 원형과 모형의 도는 서로 같다. 

(Fr)R = 
(Fr)m
(Fr)p

 = 
(wg)m
(wg)p

⋅
Ap
Am

⋅
(DH)

1/2
p

(DH)
1/2
m

 = 1  (4.5)

이때, 원형과 모형간의 증기 질량속도 및 면적 비는 체적척도법에 의해 다음과 

같다.

(Wg)m
(Wg)p

 = (ao)R l
1/2
R
 (4.6)

 
(A)m
(A)p

 = (DH)
2
R
 (4.7)

식(4.6), (4.7)을 식(4.5)에 대입하여 얻어진 Froude 수의 비는 다음의 조건을 만

족해야 원형과 모델에서 유동양식이 보존된다.

(Fr)R = (ao)R l
1/2
R (DH)

-5/2
R  = 1  (4.8)

따라서 모형의 수평관 직경은 다음 식에 의해 설계되어야 한다.

(DH)R = (ao)
2/5 
R l

1/5
R
 (4.9)

이때 수평관에서의 체적은 이상적으로 결정된 직경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계산된

다. 

 VH = π D
2
H LH  (4.10)

원형과 모델간의 체적간의 상사 조건을 도출하기 위해 수평관내 유체의 체적을 

다음과 같이 무차원화 할 수 있다. 

(VH)R = 
(VH)m
(VH)p

 = 
(DH)

2
m

(DH)
2
p

(LH)m
(LH)p

 = (ao)R lR  (4.11)

식 (4.9)를 식 (4.11)에 대입하면 모형에서 수평관의 길이는 다음의 식과 같이 

얻어진다.  

 (LH)R = (ao)
1/5 
R l

3/5
R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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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장치 실제 설계에서는 vessel에 부착된 노즐 등의 체적으로 식(4.12)에서 계

산된 길이로 배관을 설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본 실험장치의 유로의 길이는 노즐

의 체적을 고려하여 총체적이 축소 보존 되게 결정되었다. 대상 원전에 대하여 이

상적으로 수행된 척도해석 결과는 부록-2의 표 A2.1에 정리되었다.

나. 고온관 Flooding 현상

고온관에서 flooding 현상은 다음의 상관식에 의해 지배된다[4.5]. 

   j*g = 0.5 α
3/2 (4.13)

여기에서

         j*g  =
jgρ

1/2
g

[ gD(ρ l-ρg)]
1/2

Froude 무차원수에 의해 배관의 직경이 설계되면 배관 내 기포 계수는 보존된

다. 이때, Wallis 수의 정의는 식(4.1)의 Froude 수와 그 정의가 동일하여  원형과 

모형의 Wallis수의 비는 다음과 같이 1:1로 보존된다. 

  
j
*m
g

j* pg
 = 1    (4.14)

식(4.14)의 결과를  (4.13)에 대입하면 실험장치 고온관에서의 flooding 상관식은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원형과 같아진다.

   j
m*
g  = 0.5 (α

m
)
2/3 (4.15)

 식(4.15)는 본 실험장치의 고온관에서 발생될 flooding 현상은 원형과 동일하게 

1:1로 잘 보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중간관 Loop Seal Clearing 척도해석

SBLOCA 발생에서는 증기발생기와 펌프 사이에 설치된 중간관에 물/2상류의 

냉각재가 증기발생기 Lower Plenum과 펌프사이에 설치된 중간관에 형성되어 파단 

부위로의 증기 경로가 형성되지 않는 Loop Seal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 이때 노심

에서 생성된 증기가 유입되어 증기의 속도가 증가하게 되면 중간관 내의 수평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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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성층류 유동이 발생되고 이때, 유입된 증기에 의해 Annular/Droplet 유동으로 바

뀌어 증기의 완전한 출입 경로가 확보되는 Loop Seal Clearing 현상이 발생된다. 이

러한 Loop Seal Clearing 현상의 발생 유무는 노심내 압력의 감압에 향을 주게 

되어 1차유로 내 각 계통의 냉각재 잔존량에 큰 향을 주게된다. 

 Tuomisto[4.6]는 Full Scale Geometry 및 축소된 크기의 air/water 실험장치에

서, Liebert[4.7]는 Reduced Pressure, Full Scale Geometry실험장치인 UPTF에서  

다음의 사항을 도출하 다. 

○ 증기유동에 의해 수평관에서 성층류가 발생되고, 이때 수평관에서 Entrain- 

ment된 Droplet이 수직관에 흡착되어 Film을 형성한다. 형성된  Film은 

Flooding현상에 의해 RCP를 통해 나간다.  

○ Tuomisto에 의하면 직경이 작은 배관에서 loop seal clearing은 dispersed 

flow regime에서 발생되는 droplet entrainment보다 stratified water level이 

shear force에 의해 inclination되어 vertical pipe에서 flooding에 도달되어 

RCP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지배적이다. Horizontal pipe에서 entrainment 

drop이 발생되는 속도는 1기압의 경우 약 20 m/sec로 수직부의 flooding 속

도보다 크다.

○ Liebert에 의하면 수평관에서 loop seal clearing 동안 water level은 Froude

무차원수에 의해 척도 될 수 있다.

이러한 고찰은 실험장치의 중간관에서 Loop Seal Clearing현상을 보존하기 위

해  중간관의 수평관과 수직관에 서로 다른 국소 척도해석이 적용되어야 됨을 보여

준다. 

본 실험장치 설계에는 중간관의 수평관에서는 성층류시 유동양식 및 물의 높이

비를 보존하기 위해 Froude 무차원수를 보존하여 식(4.9)에 의해 배관의 직경을 결

정하 으며, 수직 배관에서는 Flooding 현상에 관한 척도법을 적용하 다. 

수직 배관에서 Flooding 현상은 통상 직경이 작은 배관의 경우 Wallis 무차원수

에 의해, 직경이 큰 경우에는 Kutadelaze 수에 의해 지배된다. 본 척도 해석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 RELAP5/MOD3 UK version의 CCFL 상관식을 이용하여 척도 

해석을 수행하 다[4.8].

       | Kg|
1/2
 + m| Kf |

1/2
  = | Kcrit |

1/2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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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m=1

       Kx  =
jxρ

1/2
x

[ gσ(ρ l-ρg)]
1/4

 (4.17)

이때, 우변의 임계값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  Bond수에 의해 결정된다. 

      D
*
  =D [

g(ρf-ρg)

σ
]
1/2

 (4.18)

표 4.2 는 Bond 수에 대한 Kcrit  값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실험장치 중간관의 수직 배관 직경을 결정하기 위해 식(4.17)을 원형과 모형에 

대하여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Kpx  =
j
p
xρ
1/2
x

[ gσ(ρ l-ρg)]
1/4  =  KC1        (4.19)

 Kmx   =
j
m
xρ

1/2
x

[ gσ(ρ l-ρg)]
1/4  =  KC2   (4.20)

식 (4.19)와 식(4.20) 에 의해 실험장치의 압력이 같다고 가정하면 flooding이 발

생되는 실험장치의 직경은 다음과 같이 결정되어야 된다.  

   d
m
h   = (

KC2
KC1

)
1/2
 a
1/2
oR  l oR

1/4
 d

p
h
 (4.21)

소형 냉각재상실사고 발생후 loop seal clearing이 발생되는 시점에서 원자로내 

압력을 80기압으로 가정하면 KSNP의 1/200 면적비를 가지는 본 실험장치의 중간

관 수직부 직경은 약 0.054 m가 되어야 수직부 배관에서의 flooding 현상이 보존된

다. 이는 체척척도법에 의해 결정된 직경과 동일하며, 본 실험장치 중간관의 수직부

는 내경  0.054 m 로 설계되었다.   

3. 1차계통 배관 압력강하 해석

   실험장치 1차계통 배관 설계안은 부록-4에 수록되었다. 원형과 실험장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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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강하는 다음과 같이 높이비의 함수로 결정된다.

   (Δp)R = lR  (4.22)

본 실험장치는 높이가 1:1로 보존되어 각 배관 및 계통에서의 압력강하가 1:1로 

보존되어야된다. 그러나 축소된 실험장치에서는 일반적으로 배관의 압력강하가 증

가되어 자연대류 현상 및 계통간 압력분포의 척도왜곡 현상이 불가피하다. 본 절에

서는 이러한 압력강하 척도왜곡 정도를 정량적으로 분석 하고자 하 다. 

배관내 압력강하는 다음 식에 의해 계산된다.

    △P = (
fL
D
+k)

ρu
2

2
 = (

fL
D
+k)

1
2ρ
(
w
A
)
2   (4.22)

    여기에서

   △P : Pa

    ρ  : density(kg/m3)

    w : flow rate(kg/ sec )

    A : cross sectional area(m2)

     f : dimensionless frictional loss coefficient

     k : dimensionless pressure loss coefficient

 압력강하 계산은 실험이 수행될 자연대류 유동조건 등 실험 test matrix 별로 

발생될 유동조건에서 수행되어야 하나, 수행될 실험 test matrix가 다양하고, test 

matrix별로 원형의 압력강하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아 발전소 정상운전 상태에서의 

압력강하 계산만을 수행하 다. 실험장치 friction loss coefficient 계산에 사용된 상

관식은 다음과 같다[4.9]. 

   Turbulent Region 

   f = 0.286 Re
-0.23     for  2" & smaller pipe

   f = 0.273 Re-0.23     for  2
1
2
 - 4 " 

   f = 0.26 Re
-0.23      for  6" & larger pipe

   Zero Viscosity Bound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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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 
0.25

( log 103.7D/k)
2
  

    여기에서 

      k = 0.0018"  

원형과 실험장치의 압력강하 분포는 표 4.3에 정리/비교되었다. 압력강하의 계

산에 사용된 1차계통 배관 노딩(Noding)은 그림 4.2에 표시되어 있다. 표 4.3에서와 

같이 실험장치에서는 (L/D)가 크게 증가되나, Froude 무차원수에 의해 척도된 고온

관, 저온관 및 중간관의 수평부에서는 원형에 비해 감소된 속도에 의해 마찰에 의

한 압력강하가 감소된다. 이때, 총 압력강하는 실험장치의 고온관과 저온관에서 1/4

로 감소되고 중간관에서는 중간관의 수직부 압력강하 증가에 의해 원형의 4배로 증

가된다. 이러한 압력강하 특성은 마찰에 의한 압력강하 특성에 기인하며, 자연대류

등이 지배적인 실험에서는 추후 재평가 되어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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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국소 척도 해석을 위한  1차계통 배관 주요 열수력 현상

배관 주요 국소 현상

저온관 Flow Regime, Pressure Drop

고온관 Flow Regime, Pressure Drop, CCFL

중간관 Loop Seal Clearing, Pressure Drop

표 4.2 Bond 수에 대한 임계 역류유동제한 상수

D
* Kcrit

≤2 0

4 1.0

10 2.1

14 2.5

20 2.8

28 3.0

≥50 3.2

표 4.3 정상상태 유동시 원형 및 실험장치의 압력강하 특성 비교

위치

KSNP ITL Ratio

fL
D

k
Re

(x106)

Δptot

(psid)

fL
D

k
Re

(x103)

Δptot

(psid)

(
fL
D
)m

(
fL
D
)p

km
kp

Δptotm
Δptotp

1 0.0278 0.0 120 0.260
0.243 0.06 600 0.299 4.31 0.63 0.25

2 0.0286 0.09567 120 1.017

3
0.0802 0.3119 71 2.758

2.0
*

1.0955
*
1025

*
21.74

*

14.85 2.18 4.78
4

0.136 0.0 355 0.0001
5

0.0636 0.1915 71 1.791
6 - - - -

7 0.0664 0.0
71

0.467
0.380 0.1 355 0.473 2.94 0.83 0.27

8 0.0627 0.1207 1.290

* 
: (위치3 + 위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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θ

그림 4.1 Relation between Angle and Liquid Depth in Horizontal Pipe

그림 4.2 압력강하 계산을 위한 1차계통 배관 넘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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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가압기

제 1 절 개요

1. 가압기의 기능

가압기는 원자로 냉각재 1차계통의 압력을 제어하고, 출력 변동시 또는 가열 및 

냉각시의 원자로 냉각재 체적변화를 보상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전출력 운전시 가

압기의 상부의 약 절반 정도가 포화증기로 차 있다. 계통의 압력은 가압기 유체의 

온도를 계통내 필요한 압력에 상응하는 포화온도로 유지함으로써 제어가 가능하게 

된다. 가압기는 운전상태에 따라 변화하는 냉각재의 체적 팽창을 흡수 및 제어할 

수 있는 충분한 체적을 보유하여야 한다. 

림관내에서는 운전상태에 따라 In/Out-surge 유량이 형성된다. In/Out-surge 

Flow는 림관의 압력강하에 따라 유량이 향을 받게 되며, 열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열성층화를 방지하여야 한다. 

가압기 살수계통은 가압기내의 붕소농도의 성층화 현상 및 림관에서의 열성

층화를 방지하기 위한 저유량의 연속살수(Continuous Spray), 과도운전시 체적 변

화와 압력제어를 위한 비례살수(Proportional Spray), 기동 및 정지시의 가압기의 증

기응축을 위한 보조살수(Auxiliary Spray) 등으로 기능이 구분된다. 보조살수는 원

자로 기동시 충전펌프를 이용하여 가압기 살수를 시행하게 하고, 원자로 냉각재 펌

프가 정지하는 경우는 가압기를 냉각시키는 기능도 담당하게 된다.  

원자로계통에서 가압기의 주요 기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차 냉각재 계통의 압력 유지 및 감시 기능

○ 1차 냉각재 계통의 체적 유지 및 감시기능

○ Feed/Bleed 운전시 SDS에 의한 Bleed 기능

 

2. 가압기의 구성

가압기 계통의 주요 구성은 다음과 같다.

○ 가압기 압력용기(Pressurizer Vessel)

○ 림관(Surge Line)

○ 가압기 살수계통(Pressurizer Spra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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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열기(Proportional/Backup Heaters)

○ 안전 밸브(Safety Valve)

○ 안전감압계통(Safety Depressurization System)관련 등

가압기 전열기는 압력제어를 위하여 증기를 생성하기 위한 수단이며, 정상운전

시에 사용하는 비례전열기(Proportional Heater)와 과도한 압력변화에 대비한 예비

전열기(Backup Heater)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총 열용량은 1800 kWt 이

다. 소외전원(Off Site Power) 상실시 디젤발전기가 담당할 수 있는 범위의 Heater 

열용량은 300 kWt 이다. 따라서 소외전원이 상실되었을 경우 Backup Heater의 열

공급 용량도 300 kWt 이다 [5.1]. 전열기는 다양한 운전 조건에 노출되므로 고진폭 

열수력적 진동에 견디는 설계조건이 적용된다.

가압기의 안전밸브는 최악의 운전상태인 부하상실 및 원자로 정지 지연 등에 

대비하기에 충분한 용량을 갖추어야 하며, 설계압력의 110 % 이하로 운전압력을 제

한 시킬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실험장치의 기준원전인 KSNP에서는 초고압 상

태의 냉각수 배출을 위한 Power Operated Relief Valve(PORV)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 Pressurizer Safety Valve(PSV)만 장착되어 있다.  KNGR에서는 PORV와 

PSV의 기능을 하나로 묶어 POSRV를 채택하고, 동시에 가압기의 체적을 늘여주는 

설계방식을 취하고 있다.  

안전감압계통은 안전밸브의 설정압력 이하에서 냉각재를 방출시켜 계통의 압력

을 제어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Feed/Bleed 수행시 Bleed 제어를 위해 수동으로 제

어될 수 있는 Motor Operated Control Valve에 의해 냉각재를 RDT로 방출시키는 

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3. 가압기 운전 특성

 가압기와 관련된 주요 압력설정치는 표 5.1과 같다. 가압기 운전의 각 압력 설

정치는 실험장치에서도 동일하게 보존되어야 한다. ESFAS 신호에 의해 비상노심 

안전 주입수 작동신호가 발생하며, 가압기 고압신호에 의해 원자로 정지신호등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표 5.1에 기술된 압력 설정치는 계통의 사고전개 방향을 결

정짓는 주요한 요소가 된다. 가압기의 압력에 따른 주요 운전제어 설정치 및 관련 

조치 사항은 표 5.2, 표 5.3 그리고 그림 5.1 과 같다.  

KNGR의 경우 가압기 직경은 KSNP 와 같고, 체적이 1800 ft3에서 2400 ft3으

로 증가하 다.  따라서 KNGR의 경우 수위제어 설정치의 폭은 KSNP 보다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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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pan 증가, 이는 보정을 통해 재설정 해야 함).  정상운전 및 과도/사고 운전

시의 가압기 관련 주요 열수력 현상은 다음과 같다.

가. 정상운전 및 출력과도 운전

가압기 체적대비 수위는 그림 5.2와 같으며, 원자로 출력 대비 가압기 수위는 

그림 5.3과 같다.  출력 18.9 % 에서 100% 출력 범위에서는 가압기 수위는 33 % 

에서 52.6% 까지 선형적으로 변화하는 제어범위 내에 있게 된다.  가압기 수위의 

변화에 따른 각 계통의 운전 관련 설정치 및 관련 신호는 표 5.2와 같으며, 그림 

5.1은 압력에 따른 운전 설정치를 도식화한 그림이다. 고압력 신호와 저압력 신호 

사이의 가변 역이 가압기 운전의 과도 범위에 해당한다. 가압기의 수위 및 압력

계기의 오차는 다음과 같다([5.1]의 Appendix A II.I.1-2).

- 압력 계기 오차 범위 : + 26 psia

- 수위계기 오차 : + 3 %

나. 사고시의 과도 운전

파단의 위치가 가압기 부위가 아닌 LOCA의 경우 사고 전개과정에서 가압기가 

노출되면 가압기 내의 유체는 증기화되므로 더이상 가압기의 체적 및 압력 제어 기

능은 유지할 수 없게 되어 가압기의 기능이 상실된다. 가압기 상부의 안전밸브 파

손이나 살수관 파손, SDS 계통 파손인 경우에 가압기는 파단 유동에 직접 향을 

미치게 된다. 저출력 사고시 고려되는 가압기 Manway 개방에 따른 사고 진행과정

에서는 가압기 림관에서의 CCFL 현상이 중요한 변수가 된다. 

Feed/Bleed Function 의 사용시는 HPSI를 통해 주입된 냉각수를 가압기를 통

해 배출하는 SDS계통의 Bleed 기능이 중요한 열수력적 고려사항이 된다. 림관에

서의 In/Out-surge 유량은 림관의 압력 강하에 의해 결정된다. 각 사고 시나리오

를 종합한 가압기관련 주요 사건은 표 5.4와 같다.  

사고시와 과도운전시의 가압기 관련  주요 열수력 현상은 다음과 같다.

(1) 가압기 열 성층화

(2) 림관 In/Out Surge Flow

(3) 림관 CCFL

(4) 가압기 수위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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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 밸브 임계유동

(6) SDS Bleed Function

(7) 살수에 의한 증기응축

제 2 절 설계요건

1. 열수력적 요구사항

가압기의 수위 및 압력의 제어특성은 계통의 압력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가 

된다. 사고나 사고관리 전략의 수립을 위한 가압기의 압력거동과 수위거동은 기준

원전의 거동과 직접 대응되는 설정치 및 거동이 보다 해석적으로 용이하다.  이러

한 측면에서 가압기의 설계시 보존해야 할 열수력적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 가압기 운전압력 설정치 보존

- 가압기 운전수위 설정치 보존

- 가압기 전열기 특성 보존

- 가압기 살수 특성 보존

- Charging/Letdown 특성 보존

- 림관 압력강하 보존

- 림관 CCFL 특성 보존 등.

이외의 기타 고려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림관 대 고온관 직경비 (Dsurge-line/DHotleg)

- 길이와 직경(L/D) 비

- 가압기 외벽 열손실

- 안전밸브 임계유동 특성 보존

저출력운전 사고시 증기의 방출은 가압기 림관 및 개방된 가압기 상부 

Manway를 경유하여 방출된다. 이때, 가압기 림관에서는 원자로에서 발생한 증기

의 방출과 가압기내에서 응축되거나 증기에 실려온 유체가 중력에 의해 다시 원자

로로 하향류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교차류를 형성한다. 따라서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는 상대적으로 유로가 작은 림관 또는 가압기 하부에서의 CCFL현상이 중요한 

열수력적 설계변수가 된다. 가압기의 림관의 직경을 설계하는데 Wallis 

Parameter를 맞추는 설계방법을 채택하 다.  림관에서의 CCFL를 적용하 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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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압기 압력용기 하부에서의 CCFL은 가압기 압력용기의 직경과 림관의 직경

차를 고려하여 적용하지 않았다. 

가압기 림관의 L/D 설계 제한치는 125(노즐, Flow Screen, 림관 직선부위 

제외시), 또는 210(노즐, Flow Screen만 배제시)이다. 가압기 림관의 실제 길이에 

기준을 둔 L/D 제한치는 210이 된다. L/D 의 Nominal Value는 161.5 이다 ([5.1]의 

Appendix A II.H.8 참조). 형상압력강하는 보존하는 것으로 설계한다. 따라서 림

관의 직경과 길이 변화에 따른 향을 먼저 평가한다. 림관의 설계시 적용 우선

순위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CCFL Criteria

- 림관 압력강하(K + fL/D)

2. 기하학적 요구사항

가압기의 직경을 축소하면 가압기 살수에 의한 증기응축 특성이 변화하나, 여기

서는 정량화 시키지 못하 다. 체적 축소비가 큰(Full Height, Volume Scaled 경우) 

가압기 모델에서는 1차원적 가압기 거동만을 모사하게 되나, 가압기의 수위거동에 

따른 각종 설정치는 실제 발전소와 일치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가압기 설계의 기하학적 주요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고온관 중심축선으로부터의 기하학적 상대고도 보존

- 수직-실린더형 가압기

- 림관의 L/D 유지 

- 림관 CCFL 직경비 고려

3. 기타 고려 사항

KNGR에서는 PORV와 PSV의 기능을 통합한 POSRV를 채택하여 안전 밸브를 

자동 개폐기능과 수동개폐기능을 동시에 보유하도록 설계가 변경되었다. 실험의 관

점에서 보면 PORV의 모사를 위한 제어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순수 안전밸브의 

설정 압력을 2500 psia 보다 높이고, 2500 psia 에서 작동되는 수동 제어밸브를 별

도로 설치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높이를 보존하고 체적 축소비에 따라 장치를 설계를 하게되면, 표면적은 체적비

의 제곱근에 따라 축소되게 되므로 열전달면적 축소비는 체적 축소비보다 작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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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은 증가하게 된다. 증가된 열손실을 가압기 전열기의 열용량을 증가시켜 보상

하는 운전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체적축소비에 따라 가압기의 전열기를 설계하고, 계통의 

열손실을 적절하게 보상하는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경우 실험장치의 가압기 전열량

으로는 가압기의 제어가 불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열손실을 고려한 가압기 전열

량의 증대(약 2 배 이상)를 고려한다.  또한 가압기에 전열기를 설치하는 방법도 기

준원전의 가압기에서와 같이 수직형으로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는, 가압기의 전열기

를 측면에서 지지하는 방식을 아울러 고려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밖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이 설계시 고려되어야 한다.

- Drain과 열팽창을 고려한 림관 기울기 확보

- 가압기의 증기 응축에 향을 주는 Heat Loss의 최소화를 위한 단열

- 가압기 직경 축소비에 따른 살수 응축도 변화정도

가압기의 림관은 계통의 열팽창을 고려하여, 수직부 및 경사부(준 수평부) 로 

구성되어 열팽창을 흡수하도록 설계 배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 3 절 척도해석 결과

척도해석에 적용된 척도법은 체적 척도법과 국소 척도법이다. 주요 척도비는 표 

5.5와 같다. 체적척도법은 "Full Height Volume Scale Law"이 적용되었으며, 국소 

척도법은 해당 현상의 지배 상관식이 적용되었다.

1. 체적척도법에 의한 척도해석

체적 척도해석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적용된 체적 척도비 : 1/200 체적비, Full Height

- 높이 척도비 : 1/1

- 체적 척도비(면적) : 1/200

- 열 출력척도비 : 1/200

- 압력 척도비 : 1/1 (2250 psia)

척도해석에 적용된 척도법은 체적 척도법과 국소 척도법이다. 주요 척도비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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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와 같다.

 각 기준 수직고도를 보존하고, 단면적을 체적 축소비에 따라 축소한 가압기의 

척도비에 따른 주요 체적(단면적)축소안은 표 5.6(a), 5.6(b) 와 같다.  수직길이를 

보존하면 단면적의 축소비는 체적축소비와 같고, 직경의 축소비는 (체적축소비)1/2

와 같게 된다. 체적 축소에 따른 가압기 림관의 직경은 다음과 같다.

d m
l

v

d

d m inch

d
d

h

R

R

HR R

M

R

M

=
=
=

=
∴ = =

=
∴ =
=

0 2566
1
1 200

1 200
0 2566 1 8 3255 0 0308 1213

1 200
0 2566 1 14 142

2 5

1 2

.
,
/

( / )
. * / . . ( . )

( / )
. * / .

/

/

Hydraulic Diameter Ratio:  by Froude Number

Hydraulic Diameter Ratio:  by Volume Scaling

0.01814m(0.7143inch)

       (5.1)

상용 배관중에서는 3/4“ Pipe를 선택할 수 있다

2. 국소현상 척도법에 의한 척도 해석

 가압기의 국소 척도법에 의한 가압기 림관 직경의 결정은 아래의 모든 경우

에 대한 직경을 각각 산출하고 직경의 결정은 적용 우선 순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현재 고려되고 있는 실험매트릭스상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순서부터 나

열하여 국소 척도해석 계산결과를 나열한다. 열수력적 현상의 재현성에 바탕을 두

고 판단하면 (1) CCFL, (2) Foude Number, (3) Off-take에 따른 림관의 직경 선

정은 같은 정도의 중요도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며, 그 밖의 국소 척도법에 의한 

사항은 이들 보다는 중요도가 작다. 림관에 대한 척도해석 결과는 표 5.7에 요약

되어 있다.

가. CCFL 적용에 따른 림관 직경

    아래의 두 경우에 대한 열수력적 조건에 대한 림관의 수력직경은 다음과 

같다.([5.3] Vol. 7.2 , p. 1049, 1999.2)

             

by Eg. 4.60, p.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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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Model
h = (

C 2
C 1 )

2/5

a
2/5 
OR l

2/5 
OR D

Plant 4/5
h [ σ

g(ρ l-ρ g) ]
1/10

= ( 3.20.8 )
2/5

(
1
200
)
2/5 
(1)

2/5 
(0.2566)

4/5( σ
9.81(ρ l-ρ g) )

1/10

  (5.2)

where a
l LengthScale

Dh ft m

C

C

SurfaceTension

Density

oR

oR

, /
( )
. ( . )
( , . ~ )
. ( )

=
=
=
=
=
=
=

1 200
1
0844 0 2566

1 1 08 1

2 32
Wallis Number

Kutadeteladze Number
σ
ρ

 

(1) 3 Bar 포화조건 적용시 림관 직경

열수력 조건:

p

T

kg m

kg m

Sat

=

=

=

=

3 bar

133.5 oC
= 0.05221[N / m]

l

g

σ

ρ

ρ

93153 3

165 3

. /

. /     

림관 직경:

D
Model
h = ( 3.20.8 )

2/5

(
1
200
)
2/5 
(1)

2/5 
(0.2566)

4/5( 0.05221
9.81(931.53-1.65) )

1/10

= 0.070439*0.29906
= 0.021[m]

D
Model
h = 0.0192[m]     for     C 1=1

 (5.3)

(2) 150 bar 포화조건 적용시 림관 직경

  

p

T

kg m

kg m

Sat

=

=

=

=

150 bar

342.13 oC
= 0.052069[N / m]

l

g

σ

ρ

ρ

60317 3

96 71 3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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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Model
h = ( 3.20.8 )

2/5

(
1
200
)
2/5 
(1)

2/5 
(0.2566)

4/5( 0.052069
9.81(603.17-96.71) )

1/10

= 0.070439*0.3177
= 0.02238[m] (=0.88 inch)

D
Model
h = 0.0204[m]     for     C 1=1

 (5.4)

따라서 상용 Pipe를 이용하는 경우 림관의 직경은 내경이 1 inch 정도가 되어

야 림관의 CCFL 현상을 보존한다. 

나. 수평관 Froude 무차원 수에 의한 림관 직경

Froude 무차원 수에 의해 수평배관 직경을 설계하면, (DH)R=(ao )
2/5
R

 이다.

   
Fr

j

gDg
g

h

g

fg

=
2 ρ

ρ

Volume ratio

vR=aR lR=aHRlHR= dHRlHR

m '
gR=aR uR= aRl

1/2
R

Thus, Fr=
m '
gR

a
2 
HRdHR

=
a2R lR

a
2
HR dHR

=
vR aR

d
5
HR

=
v2R

d
5 
HRlR

FrR=1

d
5
HR= v

2
Rl
-1
R

∴ dHR= v
2/5
R l

-1/5
R

   ∴ lHR=
vR

d2HR
= vRv

-4/5
R l2/5R = v

-1/5
R l2/5R        (5.5)

Frode Numer 보존에 따른 림관 수평부의 내경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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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v

d
d I D inch

l v
l l

R

R

HR R

M

HR R R

H m H R

=
=

∴ =
= = =

∴ = =
=

− −

1
1 200

1 200
0 2566 1 8 3255 0 0308 1213

1 200
1 2 8854

2 5

1 5 1 5

,

/

( / )
. * / . . ( . . . )

( / )
* / .

/

/ /

, ,
           (5.6)

상용 배관중에서는 1.5 inch Pipe를 선택할 수 있다.

다.  Off-Take에 따른 림관 직경

상향분기관에 대한 액체견인의 발생 조건을 2차원적 흡입유량의 세기를 적용하

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각 상수 값은 압력, 분기관의 직경에 따라 다르다)

hb
d
=K 1[

W
2
g

gρ g(ρ l-ρ g)d
2 ]
1/3

1
d
 (5.7)

ref. KAERI/AR-450/96, eq (4-9)            

압력 및 분기관의 직경비에 따라 다르다.

(
hb
d
)OR=

(
W
 2/3
g

d
 5/3 )

m

(
W
 2/3
g

d
 5/3 )

R

=(
W  2/3g,m

W
 2/3
g,R ) (

d  5/3g,R

d
 5/3
g,m )=1

∴ (
W
 2/3
g,m

W  2/3g,R ) = a
2/3
R =(

d
 5/3
g,m

d  5/3g,R )  (5.8)

dg,m=dg,R*a
2/5
R
 (by Froude Scale)

l

v

d

d I D inch

R

R

HR R

M

=
=

∴ =
= = =

1
1 200

1 200
0 2566 1 8 3255 0 0308 1213

2 5

,

/

( / )

. * / . . ( . . . )

/

by Froude Number

라. L/D 설계 제한치에 따른 림관 직경

림관의 최소길이는 수직으로 고온관에서 가압기 하부까지의 길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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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직부 100%, 수평부 0 % 림관

 가압기의 림관의 최소길이는 림관이 수직(수직부 길이= 림관의 최소길

이의 100%)으로 연결된 경우이다. 현실적으로는 열팽창 등을 고려하여 림관을 구

부려 놓아야 하지만, 여기서는 최소길이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이에 대해 평가한

다.

(
LSurge,Min
DSurge )

R

=210,  Design Limit

R=
(
LSurge,Min
DSurge )

R

(
LSurge,Min
DSurge )

M

=1

  ∴ DSurge=
21.24
210

=0.10114 ft(1.2137") (5.9)

(2) 수직부 100%, 수평부 100 % 림관

가압기의 하부로부터 고온관 중심까지의 높이(수직부 100%)와 이 길이와 동일

한 수평 길이(수평부 100%)를 갖는 림관에 대해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LSurge,Min=LSurge,Min*2=42.48 ft

(
LSurge,Min
DSurge )

R

=210,  Design Limit

R=
(
LSurge,Min
DSurge )

R

(
LSurge,Min
DSurge )

M

=1

∴ DSurge=
42.48
210

=0.11657 ft(1.399") (5.10)

위의 식 (5.10)의 결과와 같이 설계 제한치 L/D=210을 만족하는 림관 설치를 

가정시 림관 내경은 약 1.4 inch 정도이다.  L/D를 보존하면서도 림관의 직경을 

크게 하려면 림관의 길이를 길게 하면된다(이때, 림관의 유체 체적비는 증가).

림관의 마찰압력강하는 L/D에 비례한다. 마찰압력 강하에 의한 계통의 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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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적 거동의 변화 정도는 정상운전시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고시의 

In/Out surge flow에 미치는 향은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L/D 비를 최대한 기

준원전의 비에 근접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설계방향이다. 

마. 림관 및 고온관의 직경비에 따른 림관 직경

림관 직경 대비 고온관 직경비는 In/Out Surge Flow의 형상압력강하(Form 

Loss)를 결정하는 요소이다. 림관과 고온관의 직경비를 동일하게 설계하면 

Off-take 시, 또는 Branch Flow의 Form Loss Factor를 같게 할 수 있다.

(
DSurgeLine
DHotleg )

R

=
0.844ft
3.5ft

=0.2411, for Reference plant

(
DSurgeLine
DHotleg )

M

=
DSurgeLine
5.309''

=0.2411, for Model

∴ DSurge=0.2411*5.309=1.215''  (5.11)

위 결과는 림관 직경 대비 고온관직경 비를 보존하는 림관의 직경이다.

바. 림관 직경 선정

림관에서 발생하는 현상중에서 림관의 L/D에 의한 마찰압력강하에 의한 

향은 현상을 다소 왜곡시키는 정도로 나타나는 반면, CCFL등은 현상 자체가 발생

하거나 아예 재현되지 않는 설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설계시 우선 고려 대상으로 

판단된다.  림관의 내경은 CCFL, Off-take, Froude Number에 의한 척도해석 결

과로부터 도출하 다.  상용 Pipe 범주내에서 결정하는 경우, 그 내경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파이프호칭 1.5 inch 파이프가 된다.(1.5 inch, Sch160 인 파이프의 내경은 

33.9 mm(1.33")-ANSI Standard)

제 4 절 척도왜곡 예비분석

가압기의 주요 척도에 따른 설계시 척도왜곡을 초래하는 요소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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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ssurizer Spray

- In/Out Surge flow

- CCFL

- SDS Nozzle

- Proportional/Backup Heater

- Pressurizer Heat Loss

가압기 살수는 사고시 보다 정상운전시에 주로 작동하며, 가압기 운전에 따른 

시간지연으로 가압기 살수 효율이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척도 왜곡으로 취

급하지 않아도 된다.  In/Out Surge flow는 유동형태가 동일한 경우 가압기 림관

의 압력강하 특성에 좌우된다. 이는 정량적 평가가 가능하다. SDS 노즐은 위치 및 

임계노즐 직경에 좌우되며 이는 설치위치의 보존 및 임계단면적의 보존에 의해 해

소될 수 있다. Proportional/Backup Heater는 주로 정상운전시에 작동하며, 정상값

에 도달되는 속도의 차이를 유발할 수 있으나 사고시 고려되는 요소는 아니다. 가

압기 열손실은 체적 축소에 따른 정량적 평가가 가능하다.

1. 가압기 림관 압력강하

L/D 효과는 가압기 관련 사건/사고시의 In/Out Surge Flow의 L/D에 의한 마

찰 압력 강하로 판단하 다. L/D에 의한 마찰 압력 강하에 의한 현상왜곡정도는 총 

압력강하량 K+fL/D 가 3.5364 일때 마찰압력 강하분인 fL/D는 다음과 같다.

- L/D=70.4 일 때 , fL/D= 0.8448(총 압력 강하분의 23%)

- L/D=125 일 때 , fL/D= 1.6875(총 압력 강하분의 47%)

- L/D=210 일 때 , fL/D= 2.835(총 압력 강하분의 80%)

(단, 여기서, f=0.0135 의 설계값 적용 평가시 기준임)

이상과 같이 L/D가 증가하면 총 압력강하에서 마찰압력 강하가 차지하는 비중

이 커짐을 알 수 있다. 고온관의 중심선에서 가압기 용기의 바닥까지의 고도(Hmin)

는 21.24 ft 이며, 이를 가압기 림관의 최소 길이로 가정한다. 직경은 1.5 인치관

이다. 

수직고도(Hmin)에 해당하는 림관 길이 설정시:

- 림관 길이 =Hmin*100 % : L/D = 21.24/(1.5/12)= 169.92

수평길이, 수직길이를 각각 고도(Hmin)의 100 %로 설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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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관 길이 =Hmin*200 % : L/D = 2*21.24/(1.5/12)= 339.84

Skin Friction Ratio=
(L/D)M
(L/D)R

=
339.84
210

=1.618  (5.12)

마찰압력이 기준설계 제한치에 비해 약 62% 증가한다.  또한 총 압력강하는 

Total Pressure Drop=
5.289
3.5364

=1.4956  (5.13)

약 50% 총 압력강하가 증가한다.  이의 해소 방안으로는 림관의 배치를 단순

하게 연결하여 엘보의 사용과 스크린등 형상압력을 유발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방법

이 강구될 수 있다.

2. 가압기 살수시 응축도

 가압기의 살수시 살수 유량과 노즐 및 가압기 본체의 L/D는 살수에 의한 증기 

응축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정상상태시의 가압기 압력 및 수위제어는 수위 

설정치 및 압력 설정치로 제어되므로 반응시간으로 인한 다소의 왜곡은 예상되지

만, 사건 사고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초기조건에 불과하므로 사건 사고의 전개 방

향을 좌우하는 왜곡을 초래하지는 않는다. 

3. 가압기 가열기

 가압기 및 계통전체의 열손실은 높이를 보존하고 동시에 체적 축소시 표면적

의 증가로 인해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단열과 표면 열손실 보상히터의 적절한 설

치에 따라 열손실 정도는 다르다. 대체로 열손실에 의한 운전 여유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가압기의 가열기는 척도축소비 이상으로 증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로 인한 다소의 수치적 왜곡은 예상되지만 사건 사고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초기조

건에 불과하므로 사건 사고의 전개 방향을 좌우하는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다.  여

기서는 가압기의 전열용량을 척도비로만 표시하 다.

4. 가압기 열손실 보상

설계안에 따른 가압기 열손실 비교(Bethsy의 Heat Transfer Rate 적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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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참조원자로(비단열 조건)

110 F ambient temperature, no spray 조건적용시 열 손실은 다음과 같다.

Heat loss = 408000 BTU/hr 

          = 119 kWt  ................(Ref. N0291-FS-DD012, II.D)

이로부터 역산한 열전달계수는 다음과 같다.

O D ft m

Height ft m

SurfaceArea DH m

T C

HeatLoss hA T

h
W

W m C

O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83 2 68
60 06 2124 38 82 118

314 2 68 118 99 3
310 43 267

119000
99 3 267

4 48

2

2

π
∆

∆
      (5.14)

Bethsy의 열전달계수는 2.1 W/m2-oC 를 적용했음.

 

실험장치의 경우 체적 축소비가 1/200 이므로, 이상적인 경우 실험장치의 열손

실은 참조원자로의 1/200 이 발생하는 조건이다. 따라서 실험장치의 가압기에서 발

생하는 열손실은 119* 1/200 = 0.959 kWt 이다.  동일 열수력조건이라해도 높이를 

보존한 실험장치의 가압기는 체적축소비에 따라 약 14.14 배의 표면적이 증가하므

로 표면열손실이 증가한다. 이러한 표면적증가에 의한 열손실의 증가 여부에 관계

없이 본 실험장치의 표면 열손실은 0.959 kWt가 기준 표면 열손실량이다. 즉 이로

부터 열손실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이는 모두 열손실 왜곡에 해당한다.

(1) 실험장치의 최대 열손실(비단열시): 발전소(h = 4.48 W/m
2
-
o
C)값 적용시

가정: 최대계통온도, 최저외기온도(-15 
o
C)

O D m
Height ft m

SurfaceArea DH m

T C
HeatLoss hA T
Q W kW

O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7 01 0 27
60 06 2124 38 82 118

314 0 27 118 10 0
310 15 325

4 48 10 325 14565 14 565

2π
∆

∆
      (5.15)

(2) 실험장치의 최대 열손실(비단열시): BETHSY (h=2.1 W/m2-oC)값 적용시

가정: 최대계통온도, 최저외기온도(-15 oC): 위 발전소계산과정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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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W kW= = =21 10 325 6827 6827. * * .

(3) 비단열 조건시 최대 열손실 범위

비단열, 최대 열손실 조건을 가정한 실험장치 가압기의 최대열손실 범위는 다음

과 같다.

비단열 가압기 최대열손실 =  6.827 ~ 14.565 KWt

따라서, 비단열 가압기형의 Tracing Heater 설계는 

Tracing Heater 용량 = 최대열손실 범위 * 설계마진이 된다.  

단열형 가압기라면 열손실은 이보다 대폭 줄게 된다

나. Tracing Heater 왜곡 분석

최적 단열조건은 단열후 자연 열손실이 0.959 kWt 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즉,

    (단열후열손실)-(TracingHeater 용량) =  0.959 kWt                (5.16)

이 조건이 실제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자연 열손실을 실험장치에서도 체적 축소

비 만큼 유발시키는 설계 조건이다. 따라서, 보상 열손실이 0.959 kWt 보다 크거나 

작은 경우는 모두 열손실/보상 왜곡에 해당된다.  현재 단열재에 따른 최적 설계가 

않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왜곡 평가는 추후 업무로 남겨 놓는다.

5. Bleed Valve, Safety Valve의 특성 차

 가압기 관련 척도왜곡이 예상되는 제어 관련 오차 및 시정수(Time Constant), 

제어기기 특성 등을 보다 면 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사건 사고의 전개과정에

서 작동되는 기기의 왜곡은 사건 사고의 전개방향을 왜곡시키거나, 전개과정을 가

속 또는 지연시키게 된다.  이들 항목은 실제 제어요소의 설계가 종료되는 시점에

서 평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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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Set Points by Pressurizer Water Level Error[5.1, 5.2]

Pressurizer 

Level Error, 

Inches

Action Blank

+38 ↑  High Level Error Alarm

Design 

Considered

 

 

+36 ↑   Stop Normally Running Charging Pump

+34 ↑   Clear High Level Error Alarm

+13
↑   Energize Backup Heater

↓   Start Normally Running Charging Pump

+11 ↓   Backup Heater Off

-11 ↑   Clear Low Level Error Alarm

-15 ↓   Low Level Error Alarm 

-60 ↑   Stop Standby Charging Pump

-100 ↓   Stop Standby Charging Pump 

표 5.1 Pressure Set Points for ESFAS and RPS [5.1, 5.2]

Pressure
Set Point

System Class. Reference 
Plant

Test Facility

High

ESFAS
Min - -

Max - -

RPS
Min 2311 psia 2311 psia

Max 2460 psia 2460 psia

Low

ESFAS
Min 1555 psia 1550 psia

Max 1870 psia 1870 psia

RPS
Min 1555 psia 1555 psia

Max 1870 psia 1870 psia

RPS    : Reactor Protection System
ESFAS : Emergengcy Safety Feature Actuation Sig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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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Set Points by Pressurizer Water Level [5.1, 5.2]

Pressurizer 

Level,  %
Action Remarks

60 High Level Alarm
Adjustable Range 

of 55 ~ 80%

57 Clear High Level Alarm

Design Considered

27
Clear Low-Low Level Alarm

Clear Low Level Heater Cutoff

25

Low Level Heater Cutoff

All Pressurizer Heaters Off

Low-Low Level Alarm On

표 5.4 Pressurizer Related Accidents 

Accident Pressurizer Behavior/Design Considered

Main Steam Line Break Loss of Control Function Below Set Points

Feedwater Line Break

Reactor Trip by High-Pressure

Safety Valve Open

Maximum Surge Flow

Safety Valve Close

Steam Generator Tube 

Rupture 

Heater on

Low Water Level

Charging Pump on

Total Loss of Feedwater
Safety Valve Open & SDS Valve Open

Feed/Bleed Function

SBLOCA

PZR Flashing

CCFL in the Surge Line

Critical Flow in the Safety Valve

Low Power & Shutdown

Surge Line L/D

CCFL in the Surge Line

Phase Separation at Hotleg Near Surge Nozz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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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Pressurizer Scaling [5.1]

Item Unit
 Reference 

Plant
Test Facility Ratio

Pressure psia 2250 2250 1/1

Average Temperature F 592.85 592.85 1/1

Pressure Drop

K+fL/D
Coefficient 3.5364 ~ 3.5364 1/1

Vessel Height ft 38.82 38.82 1/1

Average Liquid Level 

From Hotleg C.L.
ft 52.6 52.6 1/1

Vessel Volume ft3 1815 9.075 1/200

Vessel Diameter ft 8.021 0.5672 (1/200)
0.5

Vessel Area ft2 50.53 0.2526 (1/200)0.5

Proportional Heater kWt  300  2 1/150

Backup Heater kWt  1500  18 1/83

Proportional Spray gpm 750 3.75 1/200

Auxiliary Spray gpm 132 0.66 1/200

Safety Valve Flow lb/hr 630000*3 945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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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a) Summary of Scaling (Sheet 1 of 2)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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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b) Summary of Scaling (Sheet 2 of 2)

        - Enthalpy at 2350 psig, 496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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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Summary of Surge Line Scaling

Scaling Law Surge Line Dia., inch
Priority

Applying

Volume Scale 0.7143 2

CCFL Criteria 0.8811 1

Foude Number Criteria 1.213 1

Off-Take Criteria 1.213 1

L/D Limit Criteria

(Vertical 100 %, H. 100%)
1.39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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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Pressurizer operational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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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Pressurizer Volume vs. Water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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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3 Reactor Power vs. Pressurizer Water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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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냉각재 순환펌프

제 1 절 원전의 특성

기준원전의 원자로냉각재펌프는 정상운전동안 원자로 노심으로부터 발생하는 

열을 적절하게 제거하기 위하여 원자로냉각재계통에 충분한 강제순환 유량을 제공

하는 역할을 지니고 있다.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설계유량의 하한값은 허용 핵연료설

계제한치가 초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설정된다. 관성바퀴를 부착

한 원자로냉각재펌프와 전동기는 공급전원이 상실될 때에 노심을 적절하게 냉각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관성서행(Coastdown) 유량을 제공한다. 

기준원전의 저온관에는 총 4대의 원자로냉각재펌프가 설치되어 있으며, 직립, 

단단(Single Stage), 하부흡입, 수평토출, 전동기 구동의 원심펌프이다. 펌프 임펠러

는 축에 결합되고, 펌프축의 정렬은 펌프내의 물윤활방식의 레이디얼 베어링과 전

동기 지지대의 레이디얼 및 쓰러스트 베어링에 의하여 유지된다. 원자로냉각재펌프

와 전동기 축은 커플링에 의하여 직접 연결된다. 

실험장치에서 사용될 원자로냉각재펌프는 정상운전동안 노심으로부터 발생하는 

열을 적절하게 제거하기 위해 원자로냉각재계통에 충분한 강제순환 유량을 제공한

다. 또한 실험 초기조건 형성시 노심출력에 맞는 유량을 제공하여 1차계통에서의 

온도분포가 기준원전과 동일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기준원전 펌프를 척

도비에 따라 상사화한 것으로, 기하학적 및 열수력적 상사성을 만족하여야 하며 

Canned Motor Pump를 사용한다. 

원자로냉각재펌프는 하부 수직 흡입, 수평 토출 형식이다. 원자로냉각재펌프는 

기준원전펌프를 기하학적으로 축소한 것으로, 입출구의 형상, 펌프 임펠러 등의 구

조는 가능한 기준원전의 원자로냉각재펌프와 유사하게 설계된다. 펌프 입구와 출구 

노즐은 저온관 및 중간관과 동일한 크기를 갖는다. 펌프내에는 역방향 회전을 방지

하는 역회전 방지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냉각재순환펌프의 모든 재질은 SUS 316을 

사용한다. 

기준원전펌프에 대한 척도비는 다음과 같다. 

- Hydraulic Head Scale : 1/1

- Area Scale : 1/200

- Liquid Volume Scale : 1/200

- Flow Rate Scale :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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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mp Pressure Loss Scale : 1/1

- Specific Speed Scale : 1/4.67

- Hydraulic Torque Scale : 1/200

- Brake horse power Scale : 1/200

제 2 절 설계요건

1. 주요 열수력 현상

각종 주요 사고에서 원자로냉각재펌프내에서 발생하는 주요 열수력 현상은 다

음과 같다. 

Steam Line Break

- Coastdown Performance

- Flow Resistance (정지시)

Loss of Feed Water

- Coastdown Performance

- Flow Resistance (정지시)

LB LOCA

- Two-Phase Performance

- Flow Resistance (정지시)

Total Loss of Feed Water

- Coastdown Performance

- Flow Resistance (정지시)

Lower Power Shutdown

- Pressure Drop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자로냉각재펌프에서 고려되어야 할 주요 열수력 현

상은 Coast-down 특성, 유동저항 (Pressure Drop 및 Form Loss) 그리고 2상유동 

조건하에서의 거동 등이다. 이중 2상유동에서 펌프 운전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예

상된다.

2. 원자로냉각재펌프의 기술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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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성요소

실험장치에서 사용될 원자로냉각재펌프는 정상운전동안 원자로 노심으로부터 

발생하는 열을 적절하게 제거하기 위해 원자로냉각재계통에 충분한 강제순환 유량

을 제공하고, 실험 초기 조건 형성시 노심출력에 맞는 유량을 제공하여 1차계통에

서의 온도분포가 기준원전과 동일하게 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실험장치에서 

사용될 원자로냉각재펌프는 기준원전펌프를 척도비에 따라 상사화한 것으로, 기하

학적 및 열수력학적 상사성을 만족하여야 하며 Canned Motor Pump를 사용한다. 

원자로냉각재펌프는 하부 수직 흡입, 수평 토출 형식이다. 원자로냉각재펌프는 기준

원전펌프를 기하학적으로 축소한 것으로, 입출구의 형상, 펌프 임펠러 등의 구조는 

기준원전과 비슷하게 설계된다. 입구와 출구 노즐은 저온관과 동일한 크기를 갖는

다. 펌프내에는 역방향 회전을 방지하는 역회전 방지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나. 설계기준

 (1) 일반 설계요건

원자로냉각재펌프에 대한 일반적인 설계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기본적으로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설계는 원자로용기의 일반적인 설계 조건 

및 성능 및 규격 등을 만족하여야 한다. 

(나) 척도법에 의해 주요한 열수력 현상이 보존되도록 원자로냉각재펌프가 설계

되어야 한다. 

(다) 노심에서 발생하는 열을 2차계통으로 전달하기 위해 1차계통냉각수를 강제

순환에 의해 충분히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실험의 초기조건을 맞추

기 위해서 정상상태 100 % 유량의 약 5 - 10 % 정도의 저유량 역에서

도 충분한 냉각수를 공급할 수 있어, 실험의 초기조건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라) 펌프로부터 냉각수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마) 펌프 임펠러가 역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바) 펌프는 2상유동에서 작동 가능하여야 한다. 특히 초기 Blowdown Phase에

서는 펌프가 노심유동에 미치는 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Blowdown 

Phase에서 운전가능하여야 한다.

(사) Reflood Phase 등 펌프 운전이 어렵거나 펌프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Mockup을 이용한다. 이 Mockup은 체적, 유동 저항 등이 척도기준을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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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아) 원자로냉각재펌프에 대해 수행되어야 할 시험은 다음과 같다. 

① 단상유동에서 호몰로고스 특성 시험 (헤드, 유량, 토크 등)

② Cavitation Test

③ 2상유동에서 펌프 특성 시험 (추후 기술)

(자) 원자로냉각재펌프는 사고 전개 과정중 Restart Operation이 가능하도록 충

분한 수두를 가져야 한다.

위의 설계 요구 조건에서 (바), (사)의 요구 조건은 추후 상세설계시 펌프 제작

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2) 상세 설계요건

실험장치에서 사용될 원자로냉각재펌프에 대한 상세 설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펌프의 형태가 기준원전 펌프와 유사하고, 펌프의 날개(Blade)수, 입출구의 

날개 각도, 입출구의 구조 등의 기하학적 구조가 기준원전 펌프와 동일하

게 설계되어야 한다. 

(나) 냉각수 유로상의 주요 부분의 높이는 기준원전 펌프와 동일하도록 설계한

다. 또한 펌프내 냉각수의 체적이 가능한 기준원전의 1/200이여야 한다. 

(다) 체적 척도법에 따라 펌프의 주요 변수들을 상사화하여 설계한다.

(라) 수두, 질량유량, 펌프의 관성 및 토크가 상사화 조건에 의해 결정된 값을 

만족하도록 설계한다.

(마) 정규화된 호몰로고스 곡선이 기준원전과 동일하도록 설계한다. 

(바) 펌프의 비속도가 보존되도록 설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기준원

전 펌프와 모델펌프를 상사화시킨 변수들이 기존의 상용펌프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펌프의 속도와 크기 등을 적절하게 변형시켜 가능한 펌프의 수

두, 유량, 출력 등을 유지하는 범위안에서 펌프를 설계한다. 이런 경우 선

정된 펌프의 사양에 맞는 회전속도를 정하는데 이 값에 따라 비속도나 다

른 기본 변수들이 달라질 수 있다.

(사) 각 사고 시나리오에 따라 펌프 특성의 보존 여부가 예비 해석을 통해 평가

되어야 하며, 펌프의 비속도가 보존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펌프의 회전 속도를 사고 전개에 따

라 조절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아) 가능한 모델펌프의 2상유동 특성이 기준원전 펌프의 특성과 같도록 설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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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위해 기준원전의 기공률에 대한 Head Degradation Multiplier 등

을 제공하여 이것에 맞게 설계한다. 

(자) 원자로냉각재펌프는 기준원전에서 발생하는 Coastdown을 모사할 수 있도

록 회전속도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필요시 Coastdown을 모사하기 위

해 펌프내에 Flywheel을 장착한다. 원자로냉각재펌프의 Coastdown을 모사

하기 위해 Pump의 회전속도 제어에 사용되는 VVVF Invertor는 Response 

Time 및 Start Time이 매우 짧아야 한다. 

다. 기술 사양

원자로냉각재펌프에 대한 주요 설계 데이터는 표 6.1에 나타나 있다. 본 표에 

나타난 설계 데이터는 추후 펌프 제작업체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수정/보완될 

수 있다. 

- 모델 펌프는 기준원전 펌프와 같은 하부흡입, 수평 토출, 단단 원심형 펌프이

며, 일반 사양에 맞는 Canned Motor Type Pump를 선정한다.

- 임펠러가 6개인 대칭구조의 펌프날개를 가진다.

- 원자로냉각재펌프의 비속도는 4421이다. 단 모델 펌프에서 비속도를 4421에 맞

추기 위해서는 기존 제작가능한 펌프보다 훨씬 높은 펌프회전속도가 요구되어 

제작이 불가능 경우, 가능한 펌프의 운전속도를 최대한 크게 하여야 한다.

- 냉각수의 누설을 방지하고 Head Degradation, Cavitation을 방지하기 위해 

봉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 냉각수가 역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 역회전방지기구를 설치한다.

- 기준원전 펌프의 운전특성은 표 6.2와 그림 6.1에 나타나 있고 시스템의 최고, 

최저 저항에 따른 Operating Point는 그림 6.2에 나타나 있다. 사고 전개에 따

라 속도범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저항 한계값과 유량에 대한 펌프의 수

두값의 변화값을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펌프의 회전속도를 정하지 않은 상태

이기 때문에 회전속도에 무관한 기준원전인 울진 3,4호기의 성능곡선을 표 6.3

과 그림 6.3에 나타내었다.

-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정확한 상사화를 위해서는 호모로고스 곡선이 기준원전의 

원자로냉각재펌프와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 울진 3,4호기의 원자로냉각재펌프

에 대한 호모로고스 곡선과 그래프는 표 6.4와 그림 6.4에 나타나 있다.

- Void Fraction에 대한 Head값은 펌프의 Two-phase 특성을 이해하는데 기초

자료가 되며, 2상유동에서의 펌프 특성을 결정한다. 표 6.5와 그림 6.5에는 2상

유동시 기공률에 대한 Head Degradation Multiplier 값이 나타나 있다.  



- 148 -

- 표 6.6과 그림 6.6은 펌프 속도에 따른 Torque값을 나타낸다. 

 위에서 기술한 냉각재순환펌프의 기술 사양은 이상적인 것을 바탕으로 기술하

다. 그러나, 펌프의 제작에 요구되는 비용이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 상용

으로 사용되고 있는 펌프들중에서 위의 기술사양을 가장 만족시키는 펌프를 구입하

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원자로냉각재펌프에 대한 최소한의 기술사양 및 특기사항

은 다음과 같다. 

- 펌프내의 유체체적이 표 6.1에서 요구되는 값에 근접하여야 한다.

- 정상운전 조건에서의 헤드, 유량, 토크의 값이 표 6.1의 값을 만족하여야 한

다.

- 단상에서의 펌프 성능곡선 혹은 호몰로고스 곡선인 그림 6.3 혹은 그림 6.4를 

만족하여야 한다. 또한 펌프 제작자는 성능곡선을 제공하여야 한다. 

- 앞절에서 기술한 기본적인 기술사양을 만족하여야 한다. (단 2상유동 조건에

서의 기술사양은 제외한다.)

- 원자로냉각재펌프의 회전수를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Tachometer)가 펌프의 

내부 혹은 외부에 장착되어야 한다. Tachometer의 신호를 전류로 변화하는 

F/I Converter (Frequency to Current Converter)는 펌프의 회전수를 4 - 20 

mA의 전류로 변환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펌프에 인가되는 전류, 전압 

및 출력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원자로냉각재펌프의 냉각을 위하여 적절한 냉각 계통이 구비되어야 한다. 

제 3 절 척도해석 결과

 실험장치에서 사용될 예정인 원자로냉각재펌프에 대한 자세한 설계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아, 국소 현상에 대한 자세한 척도해석은 수행되지 않았다. 또한 원자로

냉각재펌프에서의 국소 현상은 아직까지 크게 알려지지 않아서 국소 현상에 대한 

척도해석은 어려우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추후 원자로냉각재펌프에 대한 설계가 완료되면 국소 현상 척도해석보

다는 예비해석(Scoping Analysis)을 통한 성능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예비

해석을 통하여 실험장치의 초기 조건 형성, 사고 시나리오의 상사성 분석이 이루어

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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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Design data of reactor coolant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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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RCP Performance Curves of UCN 3&4

H = aQ2 + bQ + c

where H : head in ft

Q : flow rate in gpm

a, b, c : constants determined from RCP performance test

Operating RCPs

a) Hot Condition ( 564.5 oF and 500 oF at 2250 psia )

b) Cold Condition ( 200 
o
F and 100 

o
F at 2250 psia )

Inactive RCPs

a) Locked rotor condition

b) Sheared shaft ( rotating rotor )



- 151 -

표 6.3 UCN 3&4 Pump Performance Data

표 6.4 Homologous Pump Data for UCN 3&4 Reactor Coolant Pumps

※ The homologous data provided in this table 
is based on "best-efficiency (b-e)" values 
instead of rated values.

b-e flowrate : 81,144.5 gpm
b-e head : 365 ft
b-e hydraulic torque : 28,883 ft-lbf
b-e speed : 1190 rpm
b-e density : 45.87 lbm/ft

3

※ h= H
HR

, v=
Q
QR

   a=
N
NR
, B= ( TTR )(

ρR
ρ )

    R : b-e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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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Pump Head Degradation Multiplier vs. Void Fraction

표 6.6 Speed Torque Curve Data

All values are for 100% Voltage.

Synchronous Speed = 1200 rpm

Rated Torque = 30013 ft-l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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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RCS Hydraulic Resistance Limits for UCN 3&4

Head (ft) vs. Flow Rate (1000 g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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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a) RCP Performance Curve of UCN 4 for 1A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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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b) RCP Performance Curve of UCN 4 for 1B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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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c) RCP Performance Curve of UCN 4 for 2A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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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d) RCP Performance Curve of UCN 4 for 2B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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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UCN 3&4 Pump Performance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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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Pump Head Degradation Multiplier vs. Void F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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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2차 계통

제 1 절  설계 개념

종합실험장치의 2차계통은 1차계통에서 발생한 열에너지의 열침원(heat sink)의 

역할만을 수행하게 되므로 터빈을 모의하지 않는다. 또한 2차계통은 표준원전

(KSNP)을 기준원전으로 하여 주증기계통, 주급수계통, 보조급수계통, 그리고 응축 

및 냉각계통 등으로 구성된다. 증기발생기 2차측에서 발생된 주증기는 주증기배관

을 통하여 응축 및 냉각계통으로 공급되고, 응축기에서 응축된 후 열교환기에서 설

정온도로 냉각된 급수는 주급수펌프에 의해 주급수계통을 거쳐 증기발생기 2차측으

로 재공급되는 폐쇄회로(closed system)를 형성한다. 2차계통의 필수 구성요소와 설

계 주안점을 표 7.1에 표시하 고, 개념도를 그림 7.1에 나타내었다. 

2차계통은 실험장치의 초기 저온운전 상태로부터 정상운전 상태까지 1차계통의 

노심부하와 연동하여 발생한 열에너지를 충분히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되며, 사고 

모의시 증기발생기 2차측의 열수력 특성을 보존할 수 있도록 각 계통의 배관, 각종 

밸브 및 펌프의 특성을 모의한다. 사고 모의시 2차계통의 기능을 요구하는 주요 사

고유형에는 주증기관 파단사고, 주급수관 파단사고, 급수상실사고 등이 있으며, 초

기 heat-up 과정 및 정상운전과정과 사고모의시 2차계통의 요구기능을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 주증기 안전밸브(MSSV)의 개방 및 방출유량 제어

- 주증기 격리신호(MSIS)에 따른 격리밸브(MSIV)의 계통격리특성

- 보조급수 주입신호(AFAS)에 따른 보조급수 주입성능

- 주요밸브의 동적 특성(반응속도, 임계유량 등) 및 배열

- 1차측과의 열평형 유지를 위한 급수조건(온도, 압력 및 유량) 제어.

따라서 2차계통 자체에 대한 열수력 현상은 중요하지 않으며, 다만 증기발생기 

2차측의 주요 경계조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2차계통에 설치되는 각종 밸브의 동적 

특성과 배열 및 주급수와 보조급수의 조건 및 작동특성 등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도

록 설계/제어 되어야 한다. 특히, 2차계통의 중요 기능인 초기운전 및 정상상태 운

전시 1차측 노심출력에 따른 열에너지 제거능력 확보의 측면에서 응축 및 냉각계통

에 대한 설계 및 제어능력확보가 2차계통의 성능보장에 중요 부분을 차지한다.

제 2 절 설계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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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계통의 설계시 주요 고려사항은 1차측의 출력에 따른 증기발생기 2차측에서

의 열제거 성능과 사고 모의시 주증기 및 주급수 배관에 위치하는 각종밸브의 동적 

특성 등이다. 2차계통은 폐쇄회로 형태로 구성되므로 2차측의 열제거 성능을 보장

하기 위해서는 정격 주증기량을 소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주증기관 내경의 확보와 

더블어 응축 및 냉각계통의 용량 결정과 이에 따른 성능 확보차원에서의 계통설계

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절에서는 주증기량에 따른 주증기 배관의 최소 직경과 응

축 및 냉각 계통의 설계에 관계된 기술사항을 설명한다. 

1. 주증기관 최소직경

증기발생기 2차측에서 발생된 주증기는 주증기관을 통해 응축탱크(direct 

condenser)로 주입된다. 일정 크기의 배관내 압축성 기체의 유동일 경우 해석방법은 

단열(adiabatic)해석 방법과 정온(constant temperature)해석 방법의 두 가지로 요약

할 수 있으며, 2차측 주증기 배관을 통한 증기의 유동은 주증기관 외부의 단열처리

와 주증기관의 길이에 대한 가정(L/D < 300)등으로부터 단열해석방법을 사용하고 

유체를 이상기체로 하여 주증기관의 최소직경을 계산하 다. 

압축성 기체의 유동일 경우 배관내 기체의 유량은 공급측 정체(stagnation) 압

력과 온도와 비열비 및 상태량, 그리고 유동면적의 함수로서 다음의 식(7.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7.1, 7.2]

   
m ToR

PoA
 = γ

1/2
M (1+ γ-1

2
M
2)

( γ+1)
2(1-γ)

 = Φ  (7.1)

여기서

m : steam mass flow rate 4.0 kg/s

 To : stagnation temperature 562.4
o
K

 Po : stagnation pressure 7.38×106 Pa

 R : gas constant 461.5 J/kg K

 A : flow area - m2

γ : specific heat ratio 1.3

 M : Mach number 0.24

또한 윗 식에서 압력비(Pb/Po)는 0.9621, 비열비( γ )는 1.3이고, Mach 수는 

Fanno line 표에 의하여 0.24로 하 다 (정격운전중 기준원전의 증기발생기 유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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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에서의 증기의 Mach 수는 약 0.21임). 식(7.1)은 단열과정, 이상기체 유동조건에 

대하여 유효하다. 식(7.1)을 유동면적에 대하여 정리하면 다음의 식(7.2)를 얻는다.

   A = 
m ToR

PoΦ
 (7.2)

식(7.2)에 의하여 계산된 주증기관의 최소직경은 36.4mm이다. 기준원전의 경우 

증기발생기당 2개의 증기출구(steam outlet nozzle)가 부착되어 있고, 이들이 각각 

주증기배관과 연결되어 있으나 본 실험장치에서는 증기발생기당 1개의 주증기배관

으로 단순 모의하 다. 따라서 실험장치와 기준원전의 주증기배관 면적비는 주증기

배관의 개수에 대한 고려와 위에서 계산된 최소직경을 만족하는 범위에서 결정되었

다. 주증기배관은 2.5inch, Sch80 (I.D. = 2.32in)의 ANSI 상용 배관을 사용한다.

2. 재순환 응축수 유량

그림 7.1에 나타나 있듯이 주증기는 응축탱크에서 재순환 응축수와의 직접접촉 

열전달을 통하여 응축이 이루어진다. 재순환 응축수의 최소유량은 다음의 질량 및 

에너지 보존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이때 주증기는 재순환 응축수와의 직접접촉 

열전달에 의하여 100% 응축된다고 가정하 다.

   MLhL+ MGhG=( ML+ MG)hC  (7.3)

여기서 

ML 
: mass flow rate of recirculated water  - kg/s

MG 
: mass flow rate of steam 1.2 kg/s

 hL : enthalpy of recirculated water 1001.4 kJ/kg

 hG : enthalpy of steam 2768.5 kJ/kg

 hC : enthalpy of condensed water 1272.5 kJ/kg

식(7.3)을 사용하여 계산한 정상운전중 재순환 응축수의 최소유량은 6.62 kg/s이

다. 

3. 응축 및 냉각계통 용량

응축 및 냉각계통은 미세 액적(spray)과 증기의 직접접촉응축에 의해 주증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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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축시키는 응축탱크와 응축수의 온도를 주급수 설정온도까지 낮추기 위한 열교환

기(Shell & tube 형), 및 응축탱크의 수위와 압력을 제어하기 위한 주변장치

(Auto-bleed, Vent, Injection 시스템 등)로 구성된다. 응축탱크에서 증기의 응축성

능은 증기-액적의 직접접촉면적/시간 및 분사된 물입자(droplet)의 크기와 관계가 

있다. 직접접촉응축면적은 분사된 물입자가 증기와 접촉하면서 열전달이 이루어지

는 면적으로서, 응축을 위한 물입자의 사용효율과 증기-액적의 접촉시간과 연관된

다. 따라서 응축탱크의 중요한 설계변수는 물입자의 평균크기(SMD)와 이에 따른 

spray분사기로부터 자유수면까지의 높이(즉, droplet의 총 낙하거리)이다. 

주입되는 주증기를 효율적으로 응축시키기 위해서는 액적의 크기가 충분히 작

아서 증기-액적의 접촉면적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즉, 응축탱크내의 응축효율은 

액적의 크기와 응축탱크 크기(droplet의 총 낙하거리)의 함수로서 95% 응축효율을 

유지하기 위한 탱크의 최소 높이(H)는 다음의 식(7.4)으로 나타낼 수 있다. [7.3, 

7.4]

   H = 0.06
D
1.84
in

Γ (V
0.84
in -V

0.84
)  (7.4)

여기서 

D in : mean diameter (SMD) of entering spray (m)

Γ : =ν0.84G
ρG
ρL 

V in : entering velocity of spray (m/s)

V : drop velocity of spray  (m/s)

ν : kinematic viscosity (m2/s)

물입자의 낙하속도(drop velocity, V)는 다음의 실험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V
-0.16

 = V
-0.16
in +3.23

Γ t

D
1.84
in

  (7.5)

또한 물입자의 잔류시간 (residence time, t)은 식(7.6)으로서 계산할 수 있다.

   Θ = 
T-T in

Tsat-T in
 = [1- exp [-(

4π
2
αLt

D
2
in )]]  (7.6)

여기서 

Θ : thermal utilization of cooling water in the time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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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 condensation efficiency ( 0 ≤ Θ  ≤1 )

T : average temperature of droplet (oK)

T in : entering temperature of droplet (
o
K)

Tsat : saturation temperature of the vapor (
o
K)

αL : thermal diffusivity of liquid (m2/s)

물입자의 SMD를 1.5mm, 분사속도를 5m/s, 그리고 응축효율을 95%라고 하

을 경우 식(7.4) ∼ (7.6)에 의하여 응축탱크의 최소 높이를 구하면 약 3.1m이다. 계

산에 사용된 유체의 상태량 및 조건을 표 7.2에 표시하 다. 응축탱크내에서의 응축

성능은 물입자의 평균직경과 접하게 관계되고, 물입자의 평균 직경이 커질수록 

응축탱크의 높이는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droplet의 크기는 응축탱크의 크기를 결

정하는 중요한 설계변수이며, 본 설계에서는 spray nozzle의 성능을 고려하여 응축

탱크의 용량을 결정하 으며 그 결과를 표 7.3에 표시하 고, 그림 7.2에 응축탱크

의 개념도를 표시하 다. 향후 spray nozzle의 상세설계와 성능검증을 통하여 응축

탱크의 설계치가 변화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

4. 응축수 열교환기 용량

열교환기는 모의노심으로부터 발생되고, 증기발생기를 통하여 2차측으로 전달된 

에너지를 외부로 방출하기 위한 열침원(heat sink)의 역할을 수행한다. 본 실험장치

의 노심출력은 scaled full power의 15% (약 2.1MWt) 정도로서, 열교환기도 이에 

준하는 냉각능력이 요구된다. 열교환기는 shell & tube 형으로 제작되며, shell 측 

냉각은 그림 7.1에 표시한 바와같이 급수조 일체형 냉각탑이 담당한다. 응축수의 출

구 온도는 shell 측 순환유량에 의해 조절된다. 표 7.4에 열교환기의 상세 기술사양

을 표시하 다. 열교환기의 크기 및 tube 직경/배열과 같은 상세 기술사양은 전체 

실험장치의 설치공간 및 2차계통의 운전특성을 고려하여 추후 상세 설계과정에서 

결정된다.

5. 응축 및 냉각계통 제어

2차계통의 제어는 크게 주증기/급수 유량제어와 응축 및 냉각계통의 제어로 구

분할 수 있다. 기준원전에서 주급수 유량은 노심출력, 증기발생기의 수위, 주증기유

량에 따라서 하향유로와 이코노마이저 유량비가 제어된다. 그림 7.3에 기준원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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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수 유량제어 개념을 표시하 다. 실험장치의 노심 출력비를 고려할 때 하향유

로와 이코노마이저 유량제어에 대한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며, 이에 대하여는 증기발

생기의 열전달 효율 및 실험 메트릭스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주급수 유량 

제어개념은 향후 증기발생기 상세 설계 및 운전조건설정과 관련하여 상세설계가 이

루어질 것이다. 

응축 및 냉각계통의 제어는 2차계통의 전반적인 성능제어라는 점에서 매우 중

요하다. 그림 7.4에 응축 및 냉각계통에 대한 각 부분에서의 상태량과 관련된 기기

의 성능을 표시하 다. 그림 7.4에 표시된 각 부분에서의 상태량은 배관과 기기 내

의 마찰과 형상에 의한 압력강하와 외부와의 열전달이 없는 이상적 유동을 가정하

여 계산한 것으로서 시스템의 대략적인 거동 이해를 위해 표시하 다. 응축탱크에

는 압력과 수위를 미세 제어하기 위하여 vent line, auto-bleed line, 그리고 고압주

입라인과 초기 운전에 필요한 냉각수를 주입하기 위한 저압주입라인, 그리고 각종 

계측을 위한 계측관이 설치된다. 재순환 응축수에 의하여 응축된 주증기는 탱크 하

단의 출구노즐을 통하여 냉각기로 전달된다. 냉각기에서 적정 냉각된 응축수는 재

순환 펌프와 주급수 펌프를 통하여 각각 spray nozzle과 증기발생기 2차측으로 보

내진다. 이때 주급수의 온도는 열교환기의 shell 측 유량에 의하여 설정치로 조절된

다. 

제 3 절  척도해석 결과

열수력 종합실험장치는 기준원전(KSNP)의 1/200 체적척도를 기준으로 설계되

고, 노심출력은 체적척도의 15% (15% of scaled full power, 약 2.1MWt) 정도이다. 

따라서 2차계통의 용량(특히, 응축 및 냉각계통의 용량)은 노심출력비(1/1333)를 기

준으로 설계된다. 

표 7.5에 2차계통에 대한 기준원전의 설계자료와 체적척도 해석결과를 표시하

고, 그림 7.5와 그림 7.6에 주증기 안전밸브(MSSV)와 주급수/주증기 격리밸브

(MFIV/MSIV)의 작동특성을 도식화하여 표시하 다. 그림 7.1에 표시된 바와같이 

주증기 및 급수배관에는 기준원전의 격리밸브와 유량조절밸브의 역할을 겸하는 격

리/유량조절밸브가 1개씩 설치된다. 기준원전의 설계자료는 참고문헌 [7.5] ∼ [7.9]

에서 인용하 다. 

제 4 절 척도왜곡 예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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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수력 종합실험장치에서 2차계통의 주요 기능은 1차계통에 대한 경계조건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운전모드별 1차측 운전조건에 따른 주급수의 조건, 주증기 배관 

및 각종 밸브의 동적 특성, 응축 및 냉각계통의 성능보장, 보조급수의 조건 등이 중

요한 설계요소로서, 척도왜곡에 관련된 별도의 해석은 수행하지 않는다. 

본 장에서는 2차계통에 관한 기본적인 설계사항과 설계개념을 설명하 으며, 각

종 계통의 세부설계에 관계된 설계사양은 향후 상세설계 과정을 통하여 변경 및 보

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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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 Main components & design requirements of 2nd system

Main Components Design Requirements

Main Steam 

System

Main steam line

Atmoshperic dump valve

Main steam safety valve

Main steam isolation valve

- Steam flow rate, Pressure drop

- Valve characteristics

Main Feed 

Water System

Main feed water line

Main feed water pump

Main feed water isolation valve

- Main feed water condition : flow 

rate, pressure, temperature

- Pump characteristics

Auxiliary Feed 

Water System

Aux. feed water line

Aux. feed water pump

Aux. feed water isolation valve

- Aux. feed water flow rate

- Pump characteristics

Condensing & 

Cooling System

Condenser

Heat exchanger and

Others (Injection system, Vent 

& Bleed system, etc)

- Condensation capacity

- Controll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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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 Fluid property & condition to calculate the capacity of condenser

 Properties of steam

  Description Symbol Value Unit

  Density ρG 37.12 kg/m
3

  Specific heat CpG 5083.2 J/kg․K

  Latent heat hfg 1.4997×10
6

J/kg

  Viscosity μG 1.9099×10
-5

N-s/m
2

  Kinematic viscosity υG 5.1456×10
-7

m
2
/s

 Properties of water

  Density ρL 828.47 kg/m3

  Specific heat CpL 4897.1 J/kg․K

  Thermal diffusivity αL 1.582×10-7 m2/s

  Prandtl number Pr 0.881 -

  Viscosity μL 1.155×10-4 N-s/m2

  Flow rate ML 7.1 kg/s

 Conditions

  Droplet SMD Din 0.0015 m

  Entering Velocity Vin 5 m/s

  Condensation

  efficiency Θ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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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3 Design value of condenser 

Description Symbol Value Unit

 Inner Diameter D 1.2 m

 Total height Htank 5 m

 Total Volume Vtot 5.66 m3

 Min. length from spray

 nozzle outlet to water level
H 4 m

표 7.4 Design value of condenser heat exchanger

Descriptions Units Value Remarks

Max. operating pressure psia 1,450

Max. operating temperature oF 591.7

Inlet water temperature(Tube side) oF 548.1 286.7℃

Outlet water temperature(Tube side)
o
F 450 232.2℃

Max. water flow rate(Tube side) lbm/hr 72,951.5 9.2kg/s

Normal cooling capacity MWt 2.1

Max. cooling capacity MWt 2.5

Type - Shell & Tube

Inlet water temperature(Shell side)
o
F 89.6 32℃

Outlet water temperature(Shell side) oF 113 45℃

Water flow rate (Shell side) lbm/hr 364,757 46.0kg/s

Pump control VF

2nd Cooling Cooling Tower

Material STS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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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5(a) Global scaling results - Main steam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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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5(b) Global scaling results - Main feed wat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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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5(c) Global scaling results - Auxiliary feed wat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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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P&ID of the Seconda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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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 Schematic diagram of direct conden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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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 Control logic of main feed water system of KS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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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 Schematic Diagram of Condensing and Cool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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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5 Characteristic diagram of MSSV of 

KS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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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안전계통

제 1 절 안전감압계통

1. 계통 개요 

안전감압계통은 발전소 비상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을 안전주입계통이 작

동하는 압력 이하로 낮추어서, 노심의 노출을 억제하고 피복재 온도를 기준치 이하

로 유지시키기 위한 계통이다. 이 계통은 또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을 정지냉

각계통이 작동할 수 있는 압력까지 강제로 강하시키는 기능도 갖는다. 

기준원전 (KSNP)의 안전감압계통은 2 Train 으로 구성되며[8.1], 각 Train 은 

안전감압밸브와 배관, 계측제어기 및 Rupture Disk 로 구성되어 있다. 안전감압계통

을 통하여 배출되는 유체는 그 양이 적을 경우 Reactor Drain Tank (RDT) 에 수

용된다. 그러나 그 양이 많을 경우 Rupture Disk 를 파괴하고 격납용기로 방출된다. 

감압밸브는 운전원에 의하여 수동으로 작동된다.

참조원전 (KNGR)의 안전감압계통은 2 Train 으로 구성되며[8.2], 각 Train 은 

안전감압밸브와 배관, Sparger, 계측제어기 및 Vacuum Breaker 로 구성되어 있다. 

참조원전에서는 안전감압밸브로 POSRV (Pilot Operated Safety Relief Valve)가 사

용된다. 방출유체는 격납용기로 바로 배출되지 않고, 방출배관과 연결된 Sparger를 

통하여 IRWST (In-Containment Refueling Water Storage Tank)에 수용된다. 감

압밸브의 개폐 압력은 미리 설정되어 있어 자동으로 밸브가 개폐된다.

기준원전 및 참조원전에서의 감압계통에 대한 사양과 참고문헌이 표 8.1 및 8.2

에 각각 나타나 있다. 

2. 열수력 현상의 분석 

안전감압계통은 안전주입계통이나 정지냉각계통의 작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원

자로의 압력이 높아 이러한 계통이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하여 설계된다. 예

로 TLOFW (Total Loss of Feed Water) 사고시에는 증기발생기로의 급수 공급이 

완전히 상실되며, 이 경우 1차계통에서 2차계통으로 전달되는 열전달 양이 줄고, 따

라서 원자로는 과압된다. 이에 따라 원자로냉각재는 가압기 안전밸브를 통하여 외

부로 방출된다. 이 사고에서 냉각재가 계속 방출되더라도 원자로 냉각재 압력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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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유지되기 때문에 안전주입계통이 작동하지 않고 냉각재는 계속 상실되며, 이에 

따라서 노심이 노출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1차계통의 압력이 높기 때문에 안

전주입계통은 작동하지 못한다.

기준원전의 경우 운전원은 강제로 안전감압밸브를 개방하여 1차계통의 압력을 

강하시킨다. 안전감압밸브가 열리면 가압기 및 1차계통의 물과 증기는 밸브를 통하

여 격납용기로 방출되며, 이때 밸브에서는 Critical Flow 현상이 발생하여 유체의 

방출량을 제한시킨다. 격납용기로 방출된 유체(물 및 증기)는 격납용기 내부의 대기

와 접촉하여 Steam Mixing 및 Condensation 현상을 발생시키며, 이에 따라 격납용

기의 온도 및 압력은 상승하게 된다.

참조원전의 경우, 안전감압밸브가 열리면 안전감압계통 배관에서의 공기 및 비

응축 개스, 그리고 가압기 및 1차계통의 물과 증기는 밸브와 배관, 그리고 Sparger 

를 통하여 IRWST로 방출되어 냉각된다. 유체가 밸브 및 Sparger 분사구멍을 통과

할 때에는 Critical Flow 현상이 발생한다. 안전감압계통 배관에서의 공기 및 비응

축 개스가 IRWST 내 물과 접촉할 때에는 Air Clearing 현상이 발생하며, 대형공기

방울의 진동으로 인하여 하중이 발생한다. Air Clearing 이 끝난 후에는 가압기와 1

차계통의 물 및 증기가 방출되며, 이 때 증기응축 현상이 발생한다. 유체가 안전감

압밸브를 통하여 계속 방출되면 IRWST 내 물의 온도가 증가하게 된다. 

종합실증실험장치 설계에서 고려하여야 할 주요 열수력 과정 및 현상은 다음과 

같다:

 가. Blowdown 과정

이 과정은 가압기 안전감압밸브를 통해 방출되는 유체 (물과 증기)의 Critical 

및 Subcritical Flow 현상을 포함한다. Blowdown 과정은 원자로 내부의 질량 및 에

너지 Balance 에 심각한 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노심의 노출 및 과열에 최종적

인 기여를 한다. 또한 이 과정은 IRWST 내 물 온도 및 구조물의 건전성에 많은 

향을 준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현상은 Critical Flow 현상이다.

 나. IRWST 

IRWST 내 물은 중요한 Heat Sink 이다. 1차계통의 유체가 IRWST 수조로 방

출될 때에는 Air Clearing 현상과 증기 응축현상이 발생한다. Air Clearing 현상은 

감압계통 운전 초기에 발생하며, IRWST 구조물의 건전성에 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증기응축현상은 Air Clearing 현상이 끝난 후 발생하며, IRWST 내 물

온도가 포화온도에 가까워질 때에 커다란 하중이 발생하여 구조물의 건전성에 향

을 미칠 수 있다. Air Clearing 현상은 순간적인 하중을 IRWST 에 부여하나, 1,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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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의 열수력 현상에 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증기응축에 의한 하중도 IRWST 

에 부과되며, 1,2차계통의 열수력 현상에 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3. 설계요건

 가. 열수력적 요구사항

실험장치에서 안전감압계통이 작동할 때의 Blowdown 과정을 모의하기 위하여

는 실험장치의 감압계통을 통하여 방출되는 유체의 성분이 실제 원전의 경우와 같

아야 하며, 1차계통 내 보유수량 (Water Inventory) 대 방출량 비가 보존되어야 한

다. 또한 안전감압밸브 후단의 압력 분포와 배관에서의 저항치가 보존되어야 하며, 

실험시설에서의 방출 배관 체적 대 실제 원전의 배관 체적비가 보존되어야 한다. 

실험장치에서 격납용기 모의용기로 방출되는 유동이 임계유동으로 지속되기 위

하여는 격납용기 모의용기의 압력이 실제 원전에서의 압력과 같거나 또는 그보다 

작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실험시설의 격납용기 모의용기의 체적은 실제 원전의 격

납용기 체적을 체적비로 나눈 값과 같거나, 또는 보충시설을 통하여 압력을 일정한

도 이하로 유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IRWST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모의하기 위해서는 Air Clearing 현상과 증기 응

축현상이 적절하게 모의되어야 한다. 이러한 현상은 가압기의 유체를 방출하는 

Sparger의 형상과 접한 관계가 있다. 즉 이러한 현상에서 발생하는 하중은 

Sparger 형상과 분사구멍 크기 및 분포의 함수이다. 따라서 실험장치에서의 

Sparger 형상과 구멍 크기 및 분포가 적절하게 선택되어야 한다.

참조원전의 경우 안전감압밸브 전의 배관에는 Loop Seal이 설치될 예정으로 있

다 (현재 설계가 진행중임). 이 설계가 확정될 경우에는 이와 같은 Loop Seal 이 실

험장치에도 설치되어야 한다.   

나. 운전상 요구사항

(1) 계측 측면

안전감압밸브를 통하여 방출되는 유체의 유량과 배관 내 온도 및 압력이 측정

되어야 한다. 유량을 측정하기 위하여는 유체의 도 측정이 필수적이다. 한편 밸브

가 작동하 을 경우 가압기 내 유체는 매우 빠른 속도로 방출되기 때문에 배관내 

압력은 매우 급격하게 변하게 된다. 따라서 배관 내 압력은 일반적인 계측속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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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예, 30 Hz 이상) 계측되어야 한다. 

격납용기 모의용기나 모의 IRWST 내 수위, 유체의 온도, 용기 내부 및 벽에서

의 온도, 압력이 측정되어야 한다. Air Clearing 현상이나 증기응축현상에서의 압력

은 매우 빠른 속도로 변하기 때문에, 이 압력에 대한 계측 속도는 방출배관에서의 

압력과 마찬가지로 매우 빠른 속도로 계측되어야 한다.

(2) 제어 측면

안전감압밸브는 일정압력에서 자동 또는 수동으로 열릴 수 있어야 하며, 작동 

압력은 변경이 가능하여야 한다. 열림시간은 Dead Time 이 0.3 s, 자동개방 시 개

방시간은 1.7 s, 수동시는 0.7 s 가 되어야 한다.

다. 기타 고려사항

실험장치에서의 밸브 위치와 높이는 실제 원전과 동일하여야 한다. 또한 배관의 

설치상황, IRWST 위치 및 Sparger 설치 위치도 실제 원전과 동일하여야 한다. 

4. 척도해석 결과

가. 척도해석 기준

본 계통에서의 주요 척도해석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기준원전: KSNP

- 참조원전: KNGR

- 높이비: 기준원전 1/1

- 체적(면적 축소비): 기준원전의 1/200

- 안전감압밸브 최대운전 온도, 압력: 18.7 MPa, 370 oC

- 안전감압계통 척도해석 시 기준 열수력 현상:

TLOFW 시의 Blowdown 과정

나. 1단계 척도해석

  안전감압계통의 설계에 사용된 척도법은 1,2차 계통의 설계에 사용된 척도법

과 동일하다. 감압계통의 운전압력 및 온도는 기준원전과 동일하며, 주요 부품의 높

이는 보존된다. 따라서 각 부품의 체적은 원형의 1/200 로 축소되어야 하며, 유동 

단면적도 원칙적으로 1/200 로 축소되어야 한다. 또한 각 배관의 체적비가 보존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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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며, 흐름에 대한 저항치 또는 압력손실값이 보존되어야 한다. 이렇게 설계할 

경우 유속, 시간과 보유수량 및 Boundary Flow 가 실험장치에서 보존된다.

다. 2단계 척도해석

(1) Critical Flow 현상

 TLOFW 사고 발생시 1차계통 냉각재가 안전감압밸브와 Sparger 를 통해 방

출되므로 감압된다. 감압 초기에는 원자로용기 내부 압력이 격납용기 대기보다 충

분히 크기 때문에 방출통로 중 제일 단면적이 작은 곳에서 유체속도가 음속에 도달

하게 된다. 이와 같이 Choking이 발생한다면 계통 내 압력과 열적조건이 서로 같기 

때문에, Choking이 발생하는 지점 즉 Sparger 분사구멍 또는 계통 최소 흐름단면적

에서의 유속은 기준원전과 실험장치에서 서로 같도록 실험장치가 설계되어야 한다. 

유로에서 임계질량유속 (Gc: Critical Mass Flux) 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

된다 [8.3].

Gc=Gref* f (ΔT
*
)  (8.1)

여기서 Gref,=Cd*(2ρ(Po-Pb))
0.5   : 20 ℃ 물이 흐를 때의 유속  

       Cd: 방출계수 (Discharge Coefficient)

    ρ: 20 ℃ 물의 도 (kg/m
3
)

    Po: 초기 유체압력 (Pa) 

    Pb: Back Pressure (Pa)

ΔT
*
: ΔT

*
/(Tsat -Tref)

    ΔT: Tsat -To (℃)

    Tsat: 초기 유체압력에 대한 포화압력 (℃)

    To: 초기 유체온도 (℃)

    Tref: 20 ℃ 

따라서 초기 유체의 온도 및 압력이 서로 같은 경우 방출계수가 서로 같다면 

임계질량유속이 서로 같게 된다.  

실험장치의 안전감압계통에서 최소 흐름 단면적을 갖는 곳은 안전감압밸브의 

Throat이며, 이 곳에서 Critical Flow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곳

에서의 유속은 음속에 도달하며 이를 모의하기 위하여는 실험장치의 밸브 Throat 

단면적이 실제밸브의 Throat 단면적의 1/200 이 되어야 하며, 이 곳에서의 방출계

수 (Discharge Coefficient) 가 보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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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Sparger의 분사구멍에서도 Critical Flow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분사구멍에서의 유속이 서로 같도록 실험장치를 설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실험장치에서의 Sparger 분사구멍의 총 면적은 실제 Sparger의 1/200 이 되어야 하

며, Sparger 구멍의 크기는 원형의 구멍 크기와 같아야 한다. Sparger 구멍크기가  

원형과 다를 경우, 구멍에서의 유속을 보존하기 힘든다. 예로, Sparger의 두께는 일

정한 데 비하여 구멍 크기가 축소되면 구멍의 직경 대 두께 비 (L/D) 가 증가하며, 

따라서 이러한 조건에서 방출계수를 같게 유지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차

후 설명될 Air Clearing 현상이나 증기응축현상을 모의하는 데에도 동일 구멍 크기

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2) Air Clearing 및 증기응축현상

참조원전에서 감압계통의 밸브가 개방되면 감압계통에 있던 물과 공기가 먼저 

Sparger 분사구멍을 통하여 순간적으로 IRWST 내 물로 분사되며 (Air Clearing 

현상), 이중 공기는 특히 즉각적으로 응축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커다란 공기방울

을 형성하고, 이 공기방울은 팽창/수축운동을 하며 IRWST 상부로 올라가게 된다. 

이 경우 이러한 공기방울의 팽창/수축운동은 커다란 압력파를 발생시키게 되며, 이 

압력파는 Sparger 형태, 방출되는 공기의 양, 가압기에서의 증기유속 등의 함수이

다. 

배관내 물 및 공기가 방출된 다음에는 가압기 및 1차계통에서의 증기/물이 

Sparger를 통하여 방출된다. 증기나 2상유체가 IRWST 내 물과 접촉하면 증기응축

현상이 발생한다. 증기응축현상은 압력파를 발생하며, 압력파의 크기는 증기유속, 

물 온도, 및 Sparger 형태 등의 함수로 알려져 있다. 

기준원전의 경우 감압밸브가 작동하면 배관내 공기와 1차계통의 증기/물은 격

납용기 대기로 방출되기 때문에, 상기한 바와 같은 공기방울 거동이나 증기응축 현

상이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계통의 설계에 특별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없다. 

참조원전의 경우에는 상기한 현상이 모두 발생한다. Air Clearing 현상은 안전

감압밸브의 개방시간과 접한 관계가 있다. 즉 개방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공기

방울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의 방울로 형성되어, 심각한 하중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에 반하여 개방시간이 길 경우 방출되는 공기는 하나의 공기방울을 형성하기 보

다는 연속적인 형태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하중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조원전에서의 안전감압밸브 열림시간은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0.7-1.7 초) 

공기방울의 거동에 의한 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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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WST 내 구조물에게 하중을 발생시킬 뿐이며, 1차계통이나 2차계통의 열수력학

적 거동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현상에 대한 특별한 척도법은 요구되

지 않는다. 

증기응축 현상은 전술한 바와 같이 증기유속, 물 온도, 및 Sparger 형태 등의 

함수이다. 증기응축현상 축척에 대한 주요 인자는 응축율 (Q‘
'
c: Condensation 

Power) 과 증기 잠열열속 (Eg: Vapor Latent Heat Energy Flux) 이며, 이 두 값의 

비가 서로 같으면 응축현상이 원형과 실험장치에서 서로 보존된다 [8.4].  

Q
'
c=ai*hcond*(Tsat-Tpool)  (8.2)

Eg=ρ g*Qg* i fg  (8.3)

 and 

(Q
'
c/Eg)R=aiR/QgR=1  (8.4)

여기서 ai, hcond,  ρg, Qg, ifg 는 Total Interfacial Area, Condensation Heat Transfer 

Coefficient, 증기 도, Total Vapor Volumetric Flow Rate, 및 증기 잠열이다.  식

(8.4)에서 QgR =(ain  * uin)R 이며, ain  은 분사구멍 총면적, uin 은 분사구멍에서의 유

속이다.  

원형과 실험장치는 동일 압력, 온도 운전조건과 수직길이비가 1 대 1 로 설계되

기 때문에, Sparger 구멍에서의 증기유속이 실제발전소에서의 유속과 같도록 설계

하고, 물온도와 Sparger 형태를 실제와 유사하게 모의할 필요가 있다. Global 

Scaling 방법과 Critical Flow 현상에 대한 요건을 만족하도록 설계하고, 실험시설에

서의 Sparger 분사구멍의 전체 면적을 실제의 1/200으로 축소하면 증기 유속은 원

형과 실험장치에서 서로 같게 된다. 물 온도는 IRWST 체적 및 물의 양이 1/200 로 

축소되어 설치되면, Sparger를 통하여 나오는 유체의 양이 일정비율로 유지되기 때

문에, 원형과 실험시설에서 같게 된다. 

Sparger 형태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분사구멍의 크기와 분포를 원형과 실험장치

에서 보존되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분사구멍의 크기는 유속을 왜곡시킬 수 

있으며, 증기응축현상은 분사구멍의 직경과 그 분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8.5, 

8.6]. 따라서 분사구멍의 크기는 원형과 같게 유지하여야 하며, 분포도 원형 Sparger

의 분포와 같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법을 채택할 경우, 총 유로면적은 체적비와 

비례하기 때문에, 분사구멍의 수는 원형의 1/200 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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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통 설계개념

 실험장치의 안전감압계통은 하나의 안전감압밸브, 및 밸브, 계측기기, 배관 등

으로 구성된다 (그림 8.1 참조). 안전감압밸브 후단 배관은 IRWST 나 격납용기 모

의용기의 Sparger로 연결된다. 기준원전을 모의하는 경우, 안전감압밸브 후단의 방

출배관은 격납용기 모의용기의 Sparger 로 연결되며, 참조원전을 모의할 경우에는 

RWT (Refueling Water Tank) 내부 Sparger 와 연결된다. 

한편 Vacuum Breaker 는 Sparger 전단에 설치된다. Vacuum Breaker 의 크기

는 원형을 체적비로 나눈 값보다 크게 선택하 다. 안전감압밸브 Throat 단면적은 

원형의 1/200 이 되며, 밸브의 작동압력 및 개방시간 등 주요 특징은 원형과 동일하

다. 밸브의 Throat 단면적은 Global Scaling 된 값보다 크다. 그러나 밸브 후단에 

Spool Piece를 설치하고 이 곳에 축척된 Throat 면적을 모의하는 Nozzle 을 별도로 

설치하여 임계질량유속을 보존한다. 안전감압배관의 단면적은 Global Scaling 에 의

한 값과 비슷하도록 적절한 크기의 배관을 사용한다 (표 8.3 참조). 배관은 우선적

으로 상용 배관을 사용한다. 단 배관의 전체 체적은 보존한다.

Sparger는 참조원전에 모두 12 개가 설치되며, 6″Sch. 80S 배관으로 제작된다. 

본 실험장치에서는 격납용기 모의용기와 RWT 에 각각 하나씩 설치된다. 격납용기 

모의용기에 설치되는 Sparger 는 단순히 증기를 응축하는 역할만 하도록 설계된다. 

이에 반하여 RWT 에 설치되는 Sparger 는 상기한 현상 및 축척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Sparger는 1.5″, Sch. 80S Pipe 를 사용한다. 따라서 Sparger 본체를 통한 

흐름 단면적은 축척된 값과 거의 같게 된다 (축척된 값의  90 %). 분사구멍의 직경

은 10 mm 로 원형과 동일하며, 9 개가 원형의 분사구멍 분포와 같은 형식으로 분

포된다. 원형 Sparger 하부의 분사구멍 (25 mm) 도 실험장치에서 1/200 로 축소되

어(구멍 크기 6.1 mm) Sparger 하부에 설치된다. 분사구멍의 두께는 원형과 같도록 

(0.432″) 가공된다. 

안전감압계통의 주요 부품은 다음과 같이 설계된다:

가. 안전감압밸브 : 안전감압밸브의 최대운전 온도 및 압력은 370 ℃, 18.7 MPa 

이다. 이 밸브는 Air Operated Globe Valve 로 ASME Section III, Class 1 과 동급

으로 설계 제작된다. 이 밸브는 2초 (수동인 경우 1 초) 이내에 완전히 개방되어야 

하며,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상세한 사양은 표 8.4에 주어져 있

다.

나. Sparger : Sparger는 가압기에서 방출되는 증기/2상유체를 적절히 응축시키

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RWT 에 설치하는 Sparger는 "I" 형으로 직경 10 mm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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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9 개가 관 표면에 뚫려 있다(표 8.5 참조). 

다. Vacuum Breaker : Vacuum Breaker는 안전감압밸브를 닫을 때 물이 

Sparger 및 배관을 타고 오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다. Vacuum Breaker

의 상세 사양은 표 8.6 에 명시되어 있다. 

라. 방출배관 : 안전감압밸브 전단에는 Loop Seal 이 적절히 설치되어야 한다. 

밸브 후단에는 Spool Piece가 설치되며, 여기에는 Throat 면적 모의 Nozzle, 유량계

가 설치되고, 유체의 온도, 압력, 도가 계측된다. 방출되는 유체는 Sparger 를 통

해 물로 분사된다 (그림 8.1). 

6. 척도왜곡 예비분석

실험장치 설계에서 이상적인 척도해석 요건과 차이가 있는 부분은 감압배관 크

기와 Sparger에서의 공기방울 거동 및 Vacuum Breaker 크기 등이다. 실험장치의 

감압배관 (밸브 하단에서 Sparger 입구까지) 크기는 척도법에서 요구하는 값 

(1/200) 보다 약간 작다 (10 %). 한편 배관의 전체 체적은 척도법에서 요구하는 값

과 같다. 해당 감압배관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현상은 없다. 다만 이 배관의 단면적

은 Critical Flow 현상 관점에서 최소 단면적보다 커야 한다는 제한 사항이 있다. 

Vacuum Breaker 의 경우도 상용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원하는 크기보다 큰 

것을 사용한다. 이 Breaker 는 단순히 배관에 부압이 걸리지 않도록 조절하는 기능

만 만족시키면 되며, 따라서 원래보다 큰 Breaker 를 설치하는 데 따르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실험장치에 대한 배관 및 Breaker의 척도왜곡이 미

치는 향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공기방울의 거동은 배관내 공기 양 및 Sparger 형태의 함수이다. 축척된 배관 

내 공기의 양은 원형의 1/200로 이 정도의 공기를 방출할 때의 거동과 실제로 원형 

Sparger 에서 공기가 방출될 때의 거동에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편 공기가 방출되는 과정 즉, 감압밸브 열림시간은 공기 거동에 매우 중요한 역할

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로 일반 발전소에서의 감압밸브로는 Safety Valve 가 사

용되며, 밸브는 순간적으로 열리게 된다 (≡ 0.01 s). 밸브가 순간적으로 열리면 공

기는 가압기의 압력 때문에 순간적으로 Sparger 밖으로 방출되어 하나의 커다란 공

기방울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하여 참조원전의 경우 최소 열림시간은 

약 0.7 내지 1.7 초 정도이다. 따라서 공기는 비교적 느린 속도로 방출되며, 커다란 

하나의 공기방울을 형성하기 보다는 연속적으로 공기를 방출하는 형태를 유지할 것

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경우 공기방울 거동에 의한 하중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

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실험장치에서 축소된 공기가 방출되어도 실제 발전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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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거동과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1,2차계통의 

열수력현상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7. 결론

기준원전 및 참조원전의 안전감압계통을 모의할 수 있는 종합실험장치의 안전

감압계통의 척도해석에 사용된 기준은 1,2차 계통의 설계에 사용된 기준과 동일하

며, 높이와 운전조건을 보존하고 체적을 1/200로 축소하 다. 이러한 척도법에서 벗

어난 배관 및 Vacuum Breaker 가 실제 상황 모의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 고, 공

기방울 거동과 관련된 Local Phenomena Scaling 에 대하여 논의하 다. 척도왜곡

을 평가한 결과 설계된 안전감압계통은 해당발전소의 안전감압계통 거동을 무리 없

이 모의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 2 절 안전주입계통

1. 계통 개요 

안전주입계통은 발전소 비상시 1차계통에 저온의 냉각수를 주입하여 노심의 노

출을 억제하고, 피복재 온도를 기준치 이하로 유지시키기 위한 계통이다. 이 계통은 

1차계통의 압력이 일정 압력 이하로 강하하 을 때 작동한다.

기준원전 (KSNP)의 안전주입계통은 4 대의 SIT (Safety Injection Tank), 2 대

의 고압주입펌프, 2 대의 저압주입펌프, 격리밸브, Check Valve 와 배관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냉각수는 1차계통 저온관으로 주입된다 [8.1]. SIT 는 저온관 하나에 하

나씩 설치되며, 안전주입펌프는 각각 2 개의 저온관에 냉각수를 공급한다. SIT 는 

질소로 4.5 MPa 까지 가압되어 있어, 1차계통의 압력이 이 보다 작은 경우 자동적

으로 찬 냉각수를 1차계통으로 주입하게 된다. 저압주입펌프는 또한 정지냉각계통

으로도 사용된다. 

기준원전과 달리 참조원전에는 저압주입펌프가 없으며, 모두 4 개의 DVI 관에 

안전주입펌프가 하나씩 할당된다 [8.2]. 또한 SIT 에는 Fluidic Device 가 장착될 예

정이다. 

기준원전 및 참조원전에서의 안전주입계통에 대한 사양과 참고문헌은 표 8.7 및 

8.8 에 각각 주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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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열수력 현상 분석

안전주입계통은 주로 냉각재상실사고시 저온의 냉각수를 고온, 고압 상태의 1차

계통에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냉각재 상실사고시에는 1차계통의 물이 외부로 

방출되며, 이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1차계통의 압력이 안전주입계통이 작동할 

수 있는 정도로 강하하게 된다. 제일 먼저 작동하는 기기는 고압주입펌프이며, 주입 

양은 1차계통의 압력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그 다음 압력이 충분히 낮아지면 SIT 

와 저온주입펌프가 순차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참조원전의 경우, 저압주입펌프의 작

동은 없으며, 고압주입펌프가 계속 냉각수를 공급한다.

실험장치의 안전주입계통 설계에서 고려하여야 할 주요 열수력 과정 및 현상은 

다음과 같다:

가. 안전주입 냉각수 유량 : 주입되는 냉각수 양은 1차계통 압력에 따라 변한다. 

냉각재계통 압력이 높으면 냉각수 주입량이 작으며, 압력이 낮아질수록 냉각수 주

입량이 증가한다. 냉각수 주입량은 주입펌프 성능, SIT 압력, 및 배관 특성의 함수

이다.

나. SIT : 참조원전의 경우 SIT 에 설치된 Fluidic Device 는 냉각수 주입유량

을 자체적으로 조절하는 기능을 갖는다. 즉, SIT 내 수위에 따라서 공급유량이 변

화한다. 이러한 현상은 노심의 냉각에 지대한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3. 설계요건

가. 열수력적 요구사항

실험장치에서 안전주입계통의 작동을 모의하기 위하여는, 실험장치의 안전주입

계통을 통하여 1차계통으로 주입되는 유량이 실제 원전의 경우와 같아야 한다. 주

입 유량은 1차계통의 압력 조건과 주입계통에서의 압력 손실, 및 펌프의 특성에 따

라 변한다. 1차계통의 압력 조건은 실험시설이 적절하게 설계되었다면 실제 원전에

서의 조건과 같게 된다. 따라서 펌프의 1차계통 압력에 따른 펌프의 유량-수두 특

성과 주입계통에서의 압력손실 특성이 실제와 같아야 한다. 또한 실험시설에서의 

주입 배관 체적 대 실제 원전의 배관 체적비가 보존되어야 한다. 

SIT 의 경우 체적은 척도법에 의한 체적과 같아야 하며, Fluidic Device 의 성

능은 원형의 성능과 같아야 한다. 또한 SIT 로 부터 주입점까지의 배관 체적과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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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손실 특성이 보존되어야 한다.

나. 운전상 요구사항

(1) 계측 측면

각 주입점으로의 유량과 배관 내 온도 및 압력이 측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각각의 펌프 후단과 SIT 후단에서의 유량이 측정되어야 하며, 또한 저압 및 저압펌

프 후단에서 배관이 서로 합치는 곳에서의 유량이 측정되어야 한다.

SIT 에서의 수위와 압력 및 온도가 측정되어야 한다. 또한 RWT 에서의 수위

와 압력 및 온도가 측정되어야 한다. RWT 에서 Air Clearing 현상이나 증기응축현

상 발생 시 압력은 매우 빠른 속도로 변하기 때문에, 이 압력에 대한 계측 속도는 

매우 빠른 속도 (> 30 Hz) 로 계측되어야 한다.

(2) 제어 측면

주입점의 격리밸브와 Bypass 관에서의 공기작동밸브의 특성 (예, 개방/닫힘 시

간) 은 실제 원전과 같아야 한다. 배관 Alignment 는 하나의 신호에 의하여 자동적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고압 및 저압 펌프 유량은 계통 압력에 따라 미리 Program 된 양만큼 주입되

도록 제어되어야 한다. 

다. 기타 고려사항

실험장치에서의 SIT 및 RWT 의 위치와 높이는 가능한 한 실제 원전과 동일하

여야 한다.  

4. 척도해석 결과

가. 척도해석 기준

본 계통에서의 주요 척도해석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기준원전: KSNP

- 참조원전: KNGR

- 높이비: 기준원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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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적(면적 축소비): 기준원전의 1/200

나. 1단계 척도해석

안전주입계통의 설계에 사용된 척도법은 1,2차 계통의 설계에 사용된 척도법과 

동일하다. 안전주입계통의 운전압력 및 온도는 기준원전과 동일하다. 따라서 각 부

품의 체적은 원형의 1/200 로 축소되어야 하며, 유동 단면적도 원칙적으로 1/200 로 

축소되어야 한다. 또한 각 배관의 체적비가 보존되어야 하며, 흐름에 대한 저항치 

또는 압력손실값이 보존되어야 한다. 

다. 2단계 척도해석

(1) 안전주입냉각수 유량

  1차계통으로 주입되는 안전주입수 유량은 1차계통 압력에 따라 변한다. 즉, 1

차계통 압력이 높으면 냉각수 주입 유량이 작으며, 계통압력이 낮아질수록 냉각수 

주입 유량이 증가한다. 이러한 현상을 모의하기 위해서는 실험장치의 안전주입펌프

의 성능이 발전소의 펌프 성능과 일치하여야 한다. 안전주입펌프는 저온의 단상유

체를 취급하기 때문에 운전범위에 대한 수두-유량 관계가 원형과 일치하면 주입 유

량은 보존된다. 

  (2) SIT

   참조원전의 경우, SIT 에 설치된 Fluidic Device 는 냉각수 주입 유량을 자

체적으로 조절하는 기능을 갖는다. 즉, SIT 내 수위에 따라서 공급 유량이 변화한

다. 차세대발전소에 사용될 이 Device 는 개발단계에 있다. 원형이 확정될 경우 이 

원형의 냉각수 방출 특성과 같은 장치를 실험장치의 SIT 에 설치하여야 한다.

5. 계통 설계개념

실험장치의 안전주입계통은 기준원전 (KSNP) 의 안전주입계통 성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참조원전 (KNGR) 의 안전주입계통 기능을 동시에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기준원전과 달리 참조원전에는 저압주입펌프가 없으며, 모두 4 개

의 DVI 관에 안전주입펌프가 하나씩 할당된다. 또한 SIT 에는 Fluidic Device 가 

장착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점을 모두 만족시키도록 기기와 배관을 적절

히 배치하여야 한다.

실험장치에서 안전주입계통은 4 대의 SIT, 4 대의 고압주입펌프, 2 대의 저압주

입펌프, 1 기의 RWT (Refueling Water Tank), 및 밸브와 배관으로 구성된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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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참조). 안전주입계통은 2 Train 으로 구성되며, 각 Train 에는 각 2 대의 SIT 

와 고압안전주입펌프, 및 1 대의 저압안전주입펌프가 할당된다. 기준원전과 실증실

험장치의 안전주입계통 부품에 대한 사양이 표 8.9 에 비교되어 있다.

SIT는 기준원전과 동일하게 배치되며, Fluidic Device 가 설치될 수 있는 구조

로 설계된다. 고압 안전주입펌프는 일반적으로 펌프 1 대가 두 곳의 저온관을 담당

하도록 배치한다. 그러나 필요시에는 한 대의 펌프가 하나의 DVI 관을 담당하도록 

기기와 배관을 적절히 배치한다. 저압주입계통은 기준원전과 동일하게 1 대의 펌프

가 두 곳의 저온관을 담당하도록 배치한다. 저압주입펌프는 또한 정지냉각계통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기 및 배관이 배치된다. 안전주입펌프의 냉각수 공급원으로는 

RWT 가 사용된다. 한편 재순환 과정에서 안전주입펌프는 격납용기 모의용기로부

터 냉각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배관이 배치된다.

안전주입계통 주요 부품은 다음과 같이 설계된다:

가. Safety Injection Tank (SIT) : 

    SIT 는 4 대가 설치되며, 최대운전온도 및 압력은 100 ℃, 5.0 MPa 이고, 

용량은 0.34 m
3 
이다. 이 탱크는 하부가 각각 타원형인 Cylinder 형태이며, SUS로 

제작된다. 탱크 내부의 80 %는 물로 채워지고, 질소 개스로 최대 4.5 MPa 까지 가

압된다. SIT 내부에는 내부 유체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전기가열봉이 설치된다. 

SIT 상부에는 질소 및 물이 공급되는 관이 각각 부착되며, 하부로 물이 나가게 된

다. 

SIT 하부는 Fluidic Device 가 용이하게 부착될 수 있도록 Flange 형태로 제작

된다. SIT 에는 질소 압력, 물온도, 및 수위가 측정될 수 있도록 Port 가 설치된다. 

이 SIT 는 보충수계통을 통하여 상온의 물을 공급받으며, 질소공급계통으로부터 질

소를 공급받는다. 상세한 사양은 표 8.10 에 명시되어 있다. 

나. 고압주입펌프 : 

   고압 안전주입펌프는 전부 4 대가 설치되며, 이중 2 대는 참조원전용 실험에

만 사용된다. 펌프의 최대운전온도 및 압력은 177 ℃, 14.3 MPa 이고, 최대 1.3 

m
3
/hr 로 냉각수를 공급할 수 있다. 기타 자료는 표 8.11 에 나타나 있다.

다. 저압주입펌프 : 

   저압 안전주입펌프는 2 대가 설치된다. 펌프의 최대운전온도 및 압력은 205 

℃, 6.3 MPa 이고, 최대 5.7 m
3
/hr 로 냉각수를 공급할 수 있다. 이 펌프 하류에는 

열교환기가 설치되어 있어, 이 펌프를 정지냉각계통으로 사용할 수 있다. 기타 상세

한 사양은 표 8.12 에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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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Refueling Water Tank (RWT) : 

   이 탱크는 냉각재상실사고시 안전주입계통에 냉각수를 공급하는 물 저장수

조로서, 최소한 30 분간 고/저압 안전주입펌프에 물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탱크는 또한 정상상태 운전시 1차계통에서 유출되는 냉각재를 수용하며 충전펌프에 

물을 공급하는 기능도 갖는다. 탱크의 최대운전온도 및 압력은 150 ℃, 0.5 MPa 이

며, 탱크내 수온을 조절하기 위한 전기가열기가 수조 내부에 설치된다. 또한 이 수

조에는 SDS 에서 방출되는 유체를 냉각시키기 위한 Sparger 가 하나 설치된다 

(8.1 절 참조). 기타 상세한 사양은 표 8.13 에 명시되어 있다. 

마. 배관 : 

   이 계통에는 다양한 크기 및 규격의 밸브와 Pipe 가 사용된다. 실험장치에서 

고압 안전주입펌프 출구측은 0.5″, 저압 안전주입펌프 출구측은 3/4″, 기타 1차계

통과 연결된 배관에는 1″ 배관과 밸브가 설치된다.

6. 척도왜곡 예비분석

이 계통에서 중요한 인자는 주입유량이다. 펌프에 의한 주입유량은 수두-유량 

특성이 원형과 같은 펌프를 사용하면 해결된다. 만일 이와 같은 펌프를 구하기 어

려운 경우, 펌프 유량이 계통 압력에 따라 미리 Program 된 양만큼 주입되도록 제

어되면 원하는 유량을 1차계통에 주입할 수 있게 된다.

실험장치 설계에서 Scaling 방법과 차이나는 부분은 배관 크기와 SIT이다. 실험

장치의 배관은 상용배관을 사용하는 원칙 때문에 일반적으로 축척된 배관 크기보다 

훨씬 크다. 안전주입계통 배관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현상은 없다. 다만 이 배관을 

통한 압력손실은 발전소에서의 압력손실과 동일하여야 하는 조건이 있다. 실험장치

에서는 배관 크기를 실제 척도법에서 요구하는 크기보다 큰 배관을 사용할 예정이

다. 한편 배관의 전체 체적은 척도법에서 요구하는 값과 같게 유지하며, 압력손실 

값도 같게 유지할 예정이다. 따라서 배관 크기의 척도왜곡이 미치는 향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실제 발전소의 SIT 높이는 12 m 에 달한다. 따라서 Global Scaling 에 따라 실

험시설에 사용될 SIT 는 직경이 0.2 m 이고 길이가 12 m 인 원통형 탱크가 된다. 

이러한 탱크는 설치에 문제점이 있고, 또한 탱크벽을 통한 마찰로 인한 압력손실이

나 이에 따른 유량 감소가 예상될 수 있다. 실험시설에서 이 탱크의 직경은 늘이면

서 높이를 낮추는 방법을 채택하 다. 이 탱크의 높이를 유지하지 못하는 데 따른 

향은 없는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이에 따른 척도왜곡은 없는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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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기준원전 및 참조원전의 안전주입계통을 모의할 수 있는 종합실증실험장치의 

안전주입계통을 설계하고 척도해석을 수행하 다. 설계에 사용된 기준은 1,2차 계통

의 설계에 사용된 기준과 동일하다. 안전주입계통의 배관 크기는 이러한 축척법에

서 얻어진 값보다 크며, SIT 의 직경과 높이는 축척법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러

한 차이가 실제 상황 모의에 미치는 향은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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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 기준원전(KSNP) SDS 사양

표 8.2 참조원전 (KNGR) SDS 사양

표 8.3 참조원전과 종합실증실험장치 SDS 사양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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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4 안전감압밸브 사양

Items Unit Value

Quantity ea 1

Type
Air Operated Globe Valve

Control Valve

Size 1/2"

Maximum Operating Pressure MPa 18.7

Maximum Operating 
Temperature

oC 370

Rating lb 2500

Max. Flow Rate (Steam) kg/s 0.4 

Opening Time
Dead Time
Full Stroke

s 0.3
1.7 (0.7 s for Manual)

Set Pressure 
Open/Close

MPa 17.1 / 16.3 ± 0.1

End Connection Flange

Material SUS316

Seat Tight ANSI V

Plug Characteristics EQ %

Accessary
Electro-Pneumatic Positioner,

Airset

Time Response 2 Hz 이상

Control Signal 4-20 mA

Valve Position 4-20 mA

Installation Requirement Loop Seal Shall be Insta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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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5 Sparger 사양

Conditions Unit Value

Size inch 1.5 (Sch. 80 Pipe)

Rating 80S

Length m 5

End Connection Flange

Side Hole Diameter mm 10

No. of Side Holes 9

Side Hole Distribution Method Parallel

Bottom Hole Diameter mm 6.1

No. of Bottom Holes 1

표 8.6 Vacuum Breaker 사양

Conditions Unit Value

Type Non Return Check Valve

Diameter inch 1/4

Maximum Operating Pressure MPa 8.0 

Maximum Operating Temperature
o
C 200

Rating lb 900

End Connection Flange

Material SUS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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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7 기준원전 (KSNP) SIS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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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8 참조원전 (KNGR) SIS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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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9 KSNP, KNGR 및 종합실증실험장치 SIS 사양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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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0 Safety Injection Tank 사양

Items Unit Value

No. of SIT ea 4

Type Vertical, Cylindrical

Flange Type 하부 Head

Maximum Operating Temperature oC 95

Maximum Operating Pressure MPa 5.0

Operation Temperature
o
C 10 - 80

Total Volume m3 0.34

Max. Water Volume m
3

0.275

Nominal Volume m
3

0.263

Tank ID m 0.419 (18" Sch. 60 Pipe)

Tank Height m 2.7

Thickness mm 16.66

Nominal Gas Pressure MPa 4.3

Max./Min. Gas Pressure MPa 4.5/4.0

Material SUS316L

Flange

18" Sch. 60 Flange

1" Sch. 60 Flange

1/2" Sch. 60 Flange

ea

ea

ea

1 

1

3

Electric Heater

Type

Capacity, 

Control Type

전원

Material

kW

Submerged, Indirect Heating

10

On/Off

440 V, 3 Phase

SUS316

Thermal Insulation

단열재 상세설계 결과에 따름

지지구조물 상세설계 결과에 따름

기타 Heater 제어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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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1 High Pressure Injection Pump  사양

Conditions Unit Value

Quantity ea 4

Type Plunger Type with a 

Stroke Adjustable

End Connection Flange

Maximum Operating Pressure MPa 14.3

Maximum Operating Temperature 
o
C 177

Max. Flow Rate m3/hr 1.29

Nominal Flow Rate m
3
/hr 0.93

Discharge Head m 870

NPSH Required at Max. Flow m Later

Material SUS316

전원 440 V, 3 Phase

기타 Inverter 및 제어반 포함

표 8.12 Low Pressure Injection Pump 사양

Conditions Unit Value

Quantity ea 2

Type Single Stage, Centrifugal

End Connection Flange

Maximum Operating Pressure MPa 6.3

Maximum Operating Temperature
o
C 205

Maximum Operating Flow Rate m
3
/hr 5.7

Maximum Operating Head m 122

NPSH Required at Max. Flow m Later

Material SUS316

전원 440 V, 3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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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3 Refueling Water Tank 사양

Conditions Unit Value

Quantity ea 1

Type Cylindrical Vertical Vessel

Internal Useful Volume m
3

15.0

Maximum Operating Pressure MPa 0.5

Maximum Operating Temperature
o
C 150

Tank ID m 1.5

Tank Height m 6.8

Operating Temperature,
o
C 5-80

Material SUS316

Flange

1/2" Sch. 10 Flange

3/4" Sch. 10 Flange

1" Sch. 10 Flange

1-1/4" Sch. 10 Flange

ea

ea

ea

ea

1

1

2

1

Penetration for 1.5" Sch. 80 Pipe ea 1

Electric Heater (SIS-Heater-1)

Capacity

Control Type

전원

kW

150

On/Off

440V, 3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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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 종합실증실험장치 안전감압계통 개념도

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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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 종합실증실험장치 안전주입계통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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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보조계통

제 1 절 정지냉각계통

1. 계통 개요 

정지냉각계통은 발전소 정지 시에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물을 냉각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기준 원전(KSNP)의 정지냉각계통은 2 대의 열교환기 및 격리밸브(Isolation 

Valve), Check Valve와 관련 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지냉각펌프로는 안전주

입계통의 저압 안전주입펌프를 사용한다[9.1]. 정지냉각계통은 고온의 1차계통 냉각

수를 1차계통 고온관에서 흡입하여, 이를 냉각시킨 후에 1차계통 저온관으로 주입

한다. 정지냉각계통과 1차계통은 격리밸브로 격리되어 있다. 격리밸브는 정상운전 

시에는 닫혀 있으며, 전기적 신호에 의하여 개방된다. 정지냉각계통 열교환기

(Shutdown Cooling Heat Exchanger)는 정지냉각펌프의 후단에 있으며, 고온관으로

부터 유입된 1차계통의 냉각재를 적절히 냉각시킴으로써 노심의 열을 제거하는 기

능을 갖는다. 정지냉각계통은 주요 배관, 밸브 및 계측기 등을 안전주입계통과 공유

하며, 저압 안전주입펌프가 정지냉각펌프로 사용된다.

참조 원전에는 독립적인 2 Train의 정지냉각계통이 존재한다. 참조 원전의 정지

냉각계통은 2 대의 정지냉각펌프, 열교환기, 격리밸브, Check Valve와 관련 배관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9.2], 기준 원전의 정지냉각계통과 유사한 구성 및 기능을 갖는

다. 즉, 각 Train은 1 개의 1차계통 고온관에서 고온의 냉각수를 흡입하고, 이를 열

교환기를 사용하여 냉각시켜 2 개의 1차계통 저온관으로 주입시킨다.

기준 원전 및 참조 원전의 정지냉각계통에 대한 사양과 참고문헌은 표 9.1 및 

9.2에 각각 주어져 있다. 

2. 열수력 현상의 분석

발전소 정지 시에 1차계통을 냉각시키지 않으면 노심이 노출될 위험이 있다. 발

전소 정지 시에 1차계통의 냉각은 정지냉각계통의 열교환기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정지냉각펌프는 1차계통의 냉각재를 흡입하여 열교환기를 통과시켜 냉각시키고 이

를 다시 1차계통으로 주입함으로써 냉각재를 순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실험장치의 정지냉각계통 설계에서 고려하여야 할 주요 열수력 과정 및 현상은 



- 204 -

다음과 같다.

가. 정지냉각수 유량 

주입되는 냉각수 유량은 1차계통 압력에 따라 변한다. 냉각재계통 압력이 높으

면 정지냉각수의 주입량이 작으며, 압력이 낮아질수록 냉각수의 주입량이 증가한다. 

냉각수의 주입량은 주입펌프의 성능과 배관의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나. 정지냉각 열교환기

 열교환기의 구조, 열교환기 2차측의 냉각수 입구 및 출구 온도와 유량은 1차계

통 냉각수의 냉각에 향을 미칠 수 있다.

3. 설계 요건

가. 열수력적 요구사항

실험장치에서 정지냉각계통의 작동을 모의하기 위해서는 실험장치의 정지냉각

계통 펌프를 통하여 1차계통으로 주입되는 유량과 온도가 실제 원전의 경우와 같아

야 한다. 

주입 유량은 1차계통의 압력 조건과 주입계통에서의 압력 손실 및 펌프의 특성

에 따라 변한다. 1차계통의 압력 조건은 실험 시설이 적절하게 설계되었다면 실제 

원전의 압력조건과 같아야하므로 펌프의 1차계통 압력에 따른 펌프의 유량-수두 특

성과 주입계통에서의 압력손실 특성이 실제 원전과 같아야 한다. 또한 실험장치의 

주입 배관과 실제 원전의 주입 배관의 체적비가 보존되어야 한다. 

한편 주입되는 물의 온도는 열교환기의 특성과 열교환기로 흐르는 2차측 유량 

및 입구 온도에 따라 변한다. 따라서 열교환기 특성이 실제 원전과 같아야 하며, 열

교환기로 흐르는 유량을 적절히 제어하여야 한다.

나. 운전상 요구사항

(1) 계측 측면

  저온관으로 주입되는 유체의 유량, 온도 및 압력이 측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

하여 각 펌프의 후단에서 온도 및 압력이 측정되어야하고, 열교환기의 출구 온도 

및 우회하는 유체와 합하여졌을 때의 유체 온도 및 유량이 측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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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어 측면

  배관의 정렬(Alignment)은 하나의 신호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

다. 정지냉각 펌프의 유량은 계통 압력에 따라 정해지는 양만큼 주입되도록 제어되

어야 한다. 열교환기의 출구 온도가 일정하도록 열교환기로 가는 유량이 제어되어

야 하며, 또한 열교환기의 2차측 유량이 제어되어야 한다. 

다. 기타 고려사항

실험장치의 열교환기의 구조와 설치 높이는 가능한 한 실제 원전과 동일하여야 

한다.  

4. 척도해석 결과

가. 척도해석 기준

정지냉각계통에서의 주요 척도해석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기준 원전: KSNP

- 참조 원전: KNGR

- 높이: 기준 원전과 동일

- 체적(면적) 축소비: 기준 원전의 1/200

나. 1단계 척도해석

정지냉각계통의 설계에 사용된 척도법은 1차 및 2차 계통의 설계에 사용된 척

도법과 동일하다. 정지냉각계통의 운전압력 및 온도는 기준원전과 동일하다. 따라서 

열제거량은 원형의 1/200로 제한되어야 한다. 또한 각 부품의 체적은 원형의 1/200

로 축소되어야 하며, 유동 단면적도 원칙적으로 1/200로 축소되어야 한다. 각 배관

의 체적비가 보존되어야 하며, 흐름에 대한 저항치 또는 압력손실이 보존되어야 한

다. 

다. 2단계 척도해석

(1) 정지냉각계통의 냉각수 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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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계통으로 주입되는 정지냉각수 유량은 1차계통의 압력에 따라 변한다. 즉, 1

차계통 압력이 높으면 주입 유량이 작으며, 계통의 압력이 낮아질수록 냉각수의 주

입 유량이 증가한다. 이러한 현상을 모의하기 위해서는 실험장치의 정지냉각펌프의 

성능이 발전소의 펌프 성능과 일치하여야 한다. 정지냉각펌프는 저온의 단상 유체

를 취급하기 때문에 운전 범위에 대한 수두-유량 관계가 원형과 일치하면 주입 유

량은 보존된다.  

(2) 정지냉각계통 열교환기의 특성

실증실험장치는 주요한 길이의 축척비가 1/1로 설계되며, 운전 온도 및 압력이 

실제 원전과 동일하다. 정지냉각계통 열교환기의 구조 및 냉각 성능이 실제 원전의 

열교환기와 같게 설계된다면 열전달계수가 같게 된다. 따라서 실험장치의 열전달 

면적을 실제 원전의 1/200로 축소하고, 동일 열교환기 튜브를 사용하면 열전달량은 

같게 된다. 이를 위하여 열교환기의 2차측 유량을 1/200로 축소하고, 유체 온도를 

실제발전소와 경우와 같게 유지하여야 한다. 

5. 계통 설계개념

 실증실험장치의 정지냉각계통은 기준 원전(KSNP)의 정지냉각계통 성능을 그

대로 유지하면서 참조 원전(KNGR)의 정지냉각계통의 기능을 동시에 발휘할 수 있

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기준 원전의 정지냉각펌프로는 안전주입계통의 저압 안전주

입펌프가 사용된다. 한편 참조 원전에는 저압 안전주입펌프가 없으며, 독립적인 정

지냉각계통이 존재한다. 참조 원전의 정지냉각계통의 구성 및 기능은 기준 원전의 

정지냉각계통과 유사하다. 따라서 실험장치에서 정지냉각계통을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보다 기존의 안전주입계통의 설비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정지냉각 열교환기를 

추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그림 9.1에 나타난 것처럼 실험장치에서 정지냉각계통은 2 Train으로 구성되며, 

각 Train은 1 대의 저압 안전주입펌프와 정지냉각계통 열교환기로 구성된다. 각 

Train은 실제 원전과 동일하게 1 대의 펌프가 두 곳의 저온관을 담당하도록 배치된

다. 흡입부는 실제 원전과 동일하게 고온관에 설치한다. 실제 원전과 척도해석된 실

증실험장치의 정지냉각계통의 주요 부품에 대한 사양이 표 9.3에 비교되어 있다.

실증실험시설의 정지냉각계통의 주요 부품은 다음과 같이 설계된다.

가. 정지냉각펌프

정지냉각펌프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고, 2 대의 저압 안전주입펌프가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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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의 설계 온도 및 압력은 각각 205 ℃와 6.3 MPa이고, 냉각수의 최대 공급 유량

은 5.7 m
3
/hr이다. 이 펌프 하류에는 정지냉각계통 열교환기가 설치되어 있다. 기타 

상세한 사양은 표 9.3에 명시되어 있다. 

나. 정지냉각계통 열교환기 

이 열교환기는 Shell/Tube 형식으로, 고온의 1차계통 냉각수는 튜브 측으로 흐

르고, 기기냉각수(Component Cooling Water)는 Shell 측으로 흐른다. 이 열교환기

의 튜브 측의 설계 온도 및 압력은 각각 205 ℃와 6.3 MPa이고, Shell 측의 설계 

온도 및 압력은 각각 121 ℃와 1.1 MPa이다. 이 열교환기의 정격 유량은 5.7 m3/hr

이다. 기타 상세한 사양은 표 9.3에 명시되어 있다. 

다. 배관 

이 계통에는 다양한 크기와 규격의 밸브와 파이프가 사용된다. 그러나 고온관 

격리 밸브와 연계 배관 및 열교환기의 입출구 배관을 제외한 모든 밸브, 배관 및 

계측 장치는 안전주입계통의 부품을 공유한다. 실험장치에서 저압 안전주입펌프(정

지냉각펌프)의 입구 측에는 5/4 인치, 저압주입펌프의 출구 측에는 3/4 인치, 1차계

통 저온관과 연결된 배관에는 1 인치 배관과 밸브가 설치된다.

6. 척도 왜곡 및 향

실험장치의 설계에서 이상적인 척도해석 결과와 차이가 나는 부분은 배관 크기

이다. 실험장치의 배관으로 상용 배관을 사용한다는 원칙 때문에 일반적으로 축척

된 배관 크기보다 훨씬 큰 배관이 실험장치에 사용된다. 

정지냉각계통 배관에서 살피게 될 중요한 열수력 현상은 없다. 다만 이 배관을 

통한 압력 손실은 발전소에서의 압력 손실과 동일하다는 조건이 있다. 실험장치에

서는 배관 크기를 척도해석의 결과에서 요구하는 크기보다 큰 배관을 사용할 예정

이다. 한편 배관의 전체 체적은 척도해석의 결과에서 요구하는 값과 같게 유지하며, 

압력 손실도 같게 유지할 예정이다. 따라서 배관 크기의 척도 왜곡이 미치는 향

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7. 결론

 기준 원전 및 참조 원전의 정지냉각계통을 모의할 수 있는 종합실증실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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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지냉각계통을 설계하고 척도해석을 수행하 다. 설계에 사용된 기준은 1차 및 

2차 계통의 설계에 사용된 기준과 동일하다. 정지냉각계통의 배관 크기는 이러한 

척도해석 결과로부터 얻어진 값보다 크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실제 상황 모의에 

미치는 향은 거의 없다고 예상된다.

제 2 절 격납용기 모의계통

1. 계통 개요 

기준 원전(KSNP)의 격납용기계통은 방사성물질을 외부로 누출시키지 않도록 

발전소의 주요 기기를 격리하는 기능을 갖는다. 격납용기는 1차계통과 안전계통 등 

주요 부품을 수용하며[9.1], 냉각재상실사고 등과 같이 고온, 고압의 유체가 격납용

기 안으로 방출될 때 이를 안전하게 수용하고, 또한 격납용기 내부 압력을 일정한

도 이하로 유지시킨다.

참조 원전(KNGR)의 격납용기계통의 기능도 기준 원전의 기능과 유사하다. 다

만 참조 원전의 격납용기는 용기 내부에 IRWST를 수용하고 있다[9.2].

기준 원전 및 참조 원전에서의 격납용기계통에 대한 사양과 참고문헌은 표 9.4

와 9.5에 각각 주어져 있다. 

2. 열수력 현상의 분석

 격납용기는 LOCA 등의 사고가 발생하 을 때 1차계통과 2차계통에서 유출되

는 고온, 고압의 냉각재를 수용한다. LOCA 사고는 1차계통의 물을 방출할 뿐아니

라, 주입된 안전주입계통의 냉각수를 가열하여 계속적으로 고온, 고압의 물이나 증

기를 격납용기 내부로 분출시키며, 이로 인하여 격납용기 대기 중에서 증기 혼합이

나 응축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격납용기의 내부 압력과 온도를 

높여 격납용기의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  

실험장치의 격납용기 모의계통 설계에서 고려하여야 할 주요 과정 및 현상은 

없다. 다만 격납용기 모의계통의 체적이 일반적으로 이상적으로 축척된 체적보다 

상당히 작아지므로, 격납용기가 부적절하게 가압이 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격납용기가 부적절하게 고압으로 유지되면 파단부를 통한 임계 유동(Critical Flow) 

현상에 향을 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실험장치에서 파단부를 통하여 분출되는 

냉각재의 양이 실제와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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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계 요건

가. 열수력적 요구사항

실험장치에서 격납용기를 적절하게 모의하기 위해서는, 실험장치의 격납용기 모

의용기가 유입되는 유체에 의해 가압이 되더라도 용기의 내부 압력이 실제 원전의 

경우와 같거나 작아야 한다. 격납용기 모의용기의 압력이 실제로 예상되는 격납용

기의 압력보다 클 경우, 임계 유동에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모의용기로 방출되는 유체는 적절히 냉각되어 용기를 가열 또는 가압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필요시 모의용기의 압력을 강하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나. 운전상 요구사항

(1) 계측 측면

격납용기 내부의 온도와 압력 및 수위가 계측되어야 한다. 

(2) 제어 측면

격납용기 모의용기의 압력이 일정한 압력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모의용기에 

물을 살수하는 장치가 자동으로 작동되도록 제어되어야 한다. 

다. 기타 고려사항

모의용기는 효과적인 냉각과 재순환(Recirculation) 운전에 대비하도록 물을 적

절히 수용하여야 한다.

4. 척도해석 결과

가. 척도해석 기준

본 계통에서의 주요 척도해석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기준 원전: KSNP

- 참조 원전: KNGR

- 높이: 기준 원전과 동일

- 체적(면적) 축소비: 기준 원전의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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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단계 척도해석

격납용기 모의계통의 설계에 사용된 척도법은 1차 및 2차계통의 설계에 사용된 

척도법과 동일하다. 따라서 격납용기 모의용기의 체적과 표면적은 실제 원전의 격

납용기의 1/200로 축소되어야 한다. 

다. 2단계 척도해석

(1) 증기 혼합 및 응축 현상

고온, 고압의 증기 또는 물이 격납용기로 방출되면 이들은 격납용기 내부에서 

공기와 혼합되고 일부는 응축되어 격납용기 하부로 떨어진다. 이러한 현상은 실제 

발전소의 경우 격납용기의 압력을 상승시켜 격납용기의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으므

로 매우 중요한 열수력적 현상이다.

한편 종합실험장치는 대체로 소형 냉각재상실사고를 취급하기 때문에 격납용기

의 내부 압력이 급격하게 증가할 확률이 적으며, 또한 격납용기의 건전성에 대한 

실험은 실험 매트릭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실험장치의 격납용기 모의

계통에서는 상기한 현상을 모의할 필요가 없다.

5. 계통 설계개념

실험장치의 격납용기 모의계통은 냉각재상실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유출되는 고

온, 고압의 유체를 안전하게 수용하며, 또한 모의계통의 내부 압력이 사고 시에도 

격납용기의 설계 압력 이하로 유지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격납용기 모의계통에서 모의용기의 체적은 참조 원전의 격납용기 체적의 

1/7190이 되도록 설계되었다(표 9.6 참조). 이 체적은 척도해석에 의한 체적비인 

1/200보다 아주 작다. 따라서 방출되는 유체에 의한 압력 상승은 실제의 경우보다 

커질 수 있다. 이러한 과도한 압력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의용기 내부는 물로 

일부 채워져 있으며, 방출되는 유체는 Sparger를 통하여 이 물 속에서 안정적으로 

응축되도록 설계된다. 한편 유입되는 증기에 의하여 용기의 압력이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고 물의 온도를 균일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용기 내부의 물의 일부를 하부에

서 추출하여 용기의 상부에 분사하는 분사기를 용기의 상부 헤드(Upper Head)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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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단부를 통하여 유출되는 유체의 양은 격납용기 모의용기의 수위의 변화로 측

정된다. 한편 모의용기 내부의 물의 양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경우나, 분사에 의한 

압력과 온도의 강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하여 펌프의 후단과 용기의 상부 

헤드에 배수(Drain) 및 배기(Vent)를 위한 유로를 각각 설치한다(그림 9.2 참조). 실

제 원전과 척도해석된 실증실험장치의 격납용기 모의계통의 주요 부품에 대한 사양

이 표 9.6에 비교되어 있다. 

실증실험장치의 격납용기 모의계통의 주요 부품은 다음과 같이 설계된다.

 가. 격납용기 모의용기 

 격납용기 모의용기는 원통형 용기(Cylindrical Vessel)로 체적은 13 m
3
이고, 설

계 온도 및 압력은 각각 200 ℃와 1.5 MPa이다(표 9.6 참조). 모의용기의 체적은 냉

각재상실사고를 모의할 때 1차계통의 전 보유수량(Total Inventory)과 안전주입계통

에 의해 20분 동안 주입된 유체와 20분 동안 발생된 노심 잔열을 모두 수용하면서, 

모의용기 내부의 유체 온도가 100 ℃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되었다. 초기에 모의

용기는 약 50 %가 물로 채워져 있으며, 물 속에 스파저(Sparger)가 설치되어 실험

장치의 유체를 이를 통해 방출시킴으로써 유체의 완전한 응축을 돕는다. 모의용기

의 상부 헤드에는 분사 노즐(Spray Nozzle)이 설치되어 용기 내부의 물을 용기 상

부의 대기로 분사한다. 모의용기의 하부 헤드(Lower Head)에는 용기 내부의 물을 

순환시켜 주기 위하여 분사 펌프(Spray Pump)가 설치된다. 

모의용기에는 내부 유체의 초기 상태를 맞춰주기 위한 전기 히터(Heater)가 설

치되며, 또한 용기의 과도한 압력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밸브가 용기의 상부 헤

드에 설치된다. 파단부를 통하여 방출되는 유체의 양은 모의용기 수위의 변화로 측

정한다. 이때 측정된 유량이 가능한 최소의 오차 범위에서 측정될 수 있어야하기 

때문에 원통형 용기의 높이와 직경은 상세설계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

다. 한편 방출되는 고온의 유체가 격납용기 모의용기의 내부에 있는 차가운 물과 

접촉할 때 급격한 응축작용으로 인한 진동과 소음을 유발할 수 있어 이를 막기 위

한 설비로서 공기 주입계통이 모의용기의 외부에 설치된다.

  나. 전기 히터

  이 히터는 격납용기 내부 물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된다. 

히터의 용량은 20 kW이며, 재질은 Stainless Steel이다. 

  다. 스파저

  스파저는 실험장치에서 방출되는 유체를 효과적으로 물 속으로 분사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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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설치되며, 파이프 외부에 조그마한 분사 구멍을 뚫어 놓은 형태이며, 재질은 

Stainless Steel이다.

  라. 분사기 헤드 구조물(Spray Head Assembly)

  모의용기 하부 헤드로부터 재순환된 물을 분사시키기 위하여 용기의 상부 헤

드에 분사 노즐(Spray Nozzle)이 설치된다.

  마. 분사 펌프

  모의용기 내부의 물을 흡입하여 용기의 상부 헤드에 있는 분사 노즐로 보내

주는 역할을 한다. 펌프의 용량은 3.0 m
3
/hr이며, 설계온도 및 압력은 200 ℃, 1.5 

MPa이다. 유체와 접촉하는 부위의 재질은 Stainless Steel이다.

  바. 배관

  격납용기 모의계통에는 격리 밸브, Check Valve, 안전 밸브와 스트레이너

(Strainer)가 존재한다. 분사용 순환 배관의 크기는 1/2 인치이며, Sch. 40S로 설계

된다. 

6. 척도 왜곡 및 향

실험장치의 설계에서 척도해석의 결과와 차이가 나는 부분은 격납용기 모의용

기의 체적이다. 실험장치의 모의용기 체적은 일반적인 척도해석으로 계산된 용기 

크기보다 훨씬 작다(표 9.6 참조). 

격납용기 모의계통에서 모의하여야 할 중요한 현상은 전술한 바와 같은 이유로 

없다. 다만 격납용기 모의용기에서 발생하는 압력은 실제 상황에서 발생하는 압력

보다 작아야 하는 조건이 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면 격납용기 모의용기의 체

적에 대한 척도왜곡이 미치는 향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기준 원전 및 참조 원전의 격납용기계통을 모의할 수 있는 종합실증실험장치의 

격납용기 모의계통을 설계하고 척도해석을 수행하 다. 설계에 사용된 기준은 1차 

및 2차계통의 설계에 사용된 기준과 동일하다. 격납용기 모의용기의 체적은 이러한 

축척법에서 얻어진 값보다 작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실제 상황의 모의에 미치는 

향은 없다고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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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 기준원전(KSNP)의 정지냉각계통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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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 참조원전(KNGR)의 정지냉각계통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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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3 정지냉각계통의 척도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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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4 기준원전(KSNP)의 격납용기 모의계통 사양 

표 9.5 참조원전(KNGR)의 격납용기 모의계통 사양

표 9.6 격납용기 모의계통의 척도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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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 종합실증실험장치 정지냉각계통 개념도

그림 9.2 종합실증실험장치 격납용기 모의계통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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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파단부 모의계통

제 1 절 파단계통 척도해석

실험장치에서 파단부 모의가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 저온관 

 - 고온관

 - DVI 배관

 - 가압기 상부 파단

 - 증기발생기 세관

 - 증기발생기 2차측 급수배관

 - 증기발생기 2차측 증기배관

 파단부에서 파단이 발생되면 질량 및 에너지가 방출된다. 이때, 실험장치의 질

량 및 에너지 방출량은 척도법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먼저 실험장치의 파단부를 통한 방출유량은 체적척도법에 의해 다음과 같이 척

도되어야 된다.

 
wm
wp
 = 

(ρAu)m
(ρAu)p

 = aR  (10.1)

여기에서

 w : 파단부 질량유속

ρ  : 유체 도

 A : 파단부 면적

 u : 파단부 유체속도

 m, p : 모델, 원형 

체척척도법에서는 실험장치의 압력 및 온도가 원형과 1:1로 보존되고, 평균속도

가 1:1로 보존되므로, 식(10.1)은 다음과 같아진다.

  
(A) m
(A)p

 = aR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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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실험장치 파단부의 직경이 가장 작은 지점은 식(10.2)에 의해 파단부 직경이 

결정되어야 된다. 

실험장치와 원형 사이에 엔탈피가 보존되므로, 파단부를 통한 방출 에너지는 다

음과 같이 척도된다.

Em
Ep
 = 

(i w)m
(i w)p

 = aR  (10.3)

여기에서

   E : energy 방출률 

   i  : enthalpy

제 2 절 파단부 설계안 

파단부는 파단노즐, quick opening ball valve, 파단 유량 및 에너지 계측을 위

한 break spool, 그리고 확장관으로 구성된다(그림 10.1). 실험장치의 최대 파단면적

은 원형의 원자로에서 발생 가능한 가장 큰 SBLOCA사고의 경우에 해당된다. 이에 

해당되는 원형에서의 파단부 면적은 0.4 ft2(0.03716m2)로 내경 0.21m에 해당된다. 

따라서 실험장치의 최대 파단부 면적은 식(10.2)에 의해 1/200인 0.002 ft2 

(0.0001858 m2)로서, 내경은 0.0154m이다. 

  실험장치 파단 노즐은 SBLOCA 사고 발생시의 최대 크기인 0.0154 m로 설계

되었고, 이때 중간 및 소형 크기의 SBLOCA 사고는 break nozzle의 orifice 크기 조

절에 의해 모의된다. 

  Break 노즐의 형상은 thick-edge orifice 형상을 취하며, 이때 오리피스의 직

경은 식 (10.2)에 따라 결정된다. 오리피스 입구부의 형상은 sharp-edge를 가지며, 

오리피스의 길이는 기준 break에서의 두께 (L) / 오리피스 직경 (d)와 동일하도록 

유지하여, 전체적으로 방출계수 (discharge coefficient)가 원형과 동일하도록 한다. 

  Break spool이 설치된 확장관의 직경은 break 노즐에서 항상 choking이 발생

되도록 충분히 크게 설계되어야 한다. 본 실험장치에서는 3“ 배관으로 설계되어, 확

장부에서 20배의 면적 증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확장관에서 저압을 유

지하게 된다. 

파단부에서의 방출 유량은 파단부의 L/D에 민감하게 향을 받는다. L/D가 큰 

경우 파단부에서의 유체는 열적 평형상태에 도달되어 2상류가 발생된다. 반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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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가 작은 경우에는 파단부에서의 급격한 감압에 의해 유체가 열적 비평형상태가 

되어 단상유동이 발생된다. 이러한 L/D은 차후 상세설계 과정에서 파단부위 및 사

고 시나리오 별로 재검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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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 파단부 개념 설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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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장  결 론

본 보고서에서는 열수력 종합실험을 위한 실험요건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실험

장치의 초기 설계과정에서 수행된 실험장치의 척도해석(scaling analysis) 결과에 대

해 기술하 다. 

원전의 가상적인 사고 발생시 예상되는 열수력 현상을 종합적으로 모의하는 종

합실험장치는 가동중인 표준형 원자로의 안전성 향상기술 개발, 표준형 원전의 기

술 고도화에 따라 개선된 설계개념의 성능평가용 실험자료 생산, 새로운 원자로의 

개발에 따른 안전성 확인, 열수력/안전해석 전산코드의 개발/평가에 필요한 종합적

인 열수력 실험자료 생산, 새로운 안전개념의 도출 및 타당성 평가, 그리고 안전규

제 기준 및 요건의 개선방안 도출 등을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으로 있다.

종합실험장치는 모의대상 원전에서의 원자로 운전 및 사고 발생시 예상되는 각

종 열수력 현상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장치를 설계하기 위해서

는 대상원전의 설계, 운전 및 사고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험장치의 규

모를 선정한 후, 척도해석을 수행하여 실험장치의 건전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열수력 종합실험장치의 각 계통 및 기기들의 설계요건 도출시 서로 다른 실험

매트릭스에서 요구되는 사항들이 서로 상충될 경우에는 설정된 실험매트릭스의 우

선순위에 따라 그의 적용순위를 설정해야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실험매트릭스의 우선순위에 따라 실험장치의 척도해석을 수행하 다 :

1. SBLOCA : 1차계통 주요 구성요소의 설계요건 설정시 최우선 적용

2. SGTR : 2차계통의 설계조건 설정시 우선 적용

3. SLB :  

- 2차계통의 증기계통 설계요건 설정시 우선 적용

- 1차계통 배관 및 강수부 설계요건 설정시 적용

4. FLB : 

- 2차계통의 급수계통 설계요건 설정시 우선 적용, 

- 1,2차 계통 설계조건 설정시 고려

5. TLOFW : 

- 안전감압계통의 설계요건 설정시 우선 적용

- 2차계통의 설계요건 설정시 우선 적용

6. LPS : 모의노심 출력조건 (0~15%) 선정시 우선 적용

실험장치에서 모의해야 하는 주요 사건/사고 시나리오의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주요 열수력 현상 및 우선 순위, 그리고 소요 예산규모에 합당한 장치 규모 선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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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종합하여 종합실험장치의 일반적인 설계기준(Design Basis)을 다음과 같이 설

정하 다.

○ 기준 원전 : 한국형 표준원전 (KSNP)

○ 참조 원전 : 한국형 차세대원전 (KNGR)

○ 축척 기준 : 

- 체적 척도비 : 1/200

- 높이 척도비 : 1/1

- 모의노심 출력 : 최대 15%

○ 실제 운전조건(작동유체, 온도, 압력)의 모의

이와 같은 일반적인 설계기준에 따라 축소 모의되는 열수력 실험장치는 원형에

서 발생하는 주요 열수력 현상들이 실험장치에서도 동일하게 재현될 수 있도록 상

사성(similarity)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원형과 실험장치 사이에 기하학

적(geometric), 운동학적(kinematic), 역학적(dynamic) 및 열역학적(energetic) 상사

성이 보존되어야 한다. 본 실험장치의 설계는 이러한 척도해석 기준을 바탕으로 ‘수

정된 체적척도법’ (Modified Volume Scaling)을 적용하여 수행되었다. 

먼저 1단계 척도해석 (Top-Down Approach)에서는 체적척도법을 적용한 척도

해석 결과로부터 실험장치를 구성하는 주요 계통의 제원 및 용량을 결정하 다. 다

음에는 2단계 척도해석 (Bottom-Up Approach)으로서, 각 계통의 구성요소별로 중

요시되어야 하는 주요 국소 열수력 현상들에 대해 척도해석을 수행함으로써 주요 

국소 현상의 재현여부를 검토하 으며, 이 결과에 따라 실험장치의 일부 계통 및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국소 척도해석 결과를 적용하여 실험장치의 제원을 수정하

다. 또한 이러한 척도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실험장치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척

도왜곡(scaling distortion)의 정도를 예비 분석하 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척도해석 결과는 실험장치의 초기 설계과정에서 도출된 

내용으로서, 향후 기본설계가 완료되고 또한 상세설계가 진행되면서 수정될 가능성

이 있다. 그리고 최종적인 제작사양을 바탕으로 실험장치에 대한 정확한 척도왜곡 

분석이 수행될 예정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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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

증기발생기 척도해석 상세 계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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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NP Steam Generator Volume and Dimension

KSNP Steam Generator

Scale factor S 1
200

Didmeter scale factor S d
1

200

V1

V2

V14

V3

V4

V5

V11

V12

V9

V8

V10

V7

V6

V15

V13 V16

V17

H1

H2

H3

H4

H5

H6

H7

H8 H9

H10

H11

H12

H13

H14

H15

H16

H17

D1

D2

D3

D4

D5

D6

D7

D9

D8

R1

R2

Nozzle Neck
D10

D11 D12

D13

D14

H18 H19

From top tube
sheet

T1 T2L1 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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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NP SG Dimension

Height Angle Radius Length Diameter

H1 12. T2 0.7854 R2 75. L1 104.25 D1 212.25

H2 60.75 T1 0.6109 R1 106.81 L2 98. D2 200.25

H3 41.16 D3 198.25
H4 80.59
H5 280. D4 148.81

H6 16. H11 21.5 D5 158.25
H7 H11 sin T1( ) R2. H7 64.52=

D6 150.81H8 L1 R2( ) sin T1( ). H8 16.778=
D7 D4H9 L2 R2( ) sin T2( ). H9 16.263=
D8 28.H10 R2 sin T2( ). H10 53.033=
D9 23.H12 112.
D10 13.13H13 289.75
D11 42.H14 60.75
D12 30.H15 11. Number of tubes N tube 8214
D13 11.38H16 60.09 Tube inside diameter D tid 0.666 D14 5.76H17 12

Tube outside diameter D tod 0.75H18 298.1

H19 417.975 Tube average length L avg 7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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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NP Steam Generator internal volume 

i 1 17..

V1
π D12 D22. H1.

4
V1 4.665 104=

V2
π D12. H2.

4
π H2.

3
D2
2

2 D6
2

2 D2
2

D6
2

..
V2 6.697 105=

V3
π D12 D62. H3.

4
V3 7.211 105=

V4
π H4.

3
D1
2

2 D5
2

2 D1
2

D5
2

.. π D62. H4.

4
V4 7.48 105=

V5
π D52 D62. H5.

4
V5 5.057 105=

V6
π D52. H6.

4

N tube 2. π. D tod
2. H6.

4
π D82. H6.

4
V6 1.887 105=

V7
π D72. H12.

4

N tube 2. π. D tod
2. H12.

4
π D82 D92. H12.

4
V7 1.113 106=

V8
π D72. H13.

4

N tube 2. π. D tod
2.

L avg
2

H11 H6 H12.

4
V8 3.357 106=

V9
π H14.

3
D3
2

2 D4
2

2 D3
2

D4
2

..
V9 1.446 106=

V10
π D32. H15.

4 V10 3.396 105=

V11
π D12. H16 H17( ).

4
Included Separator Volume V11 2.551 106=

V12

4 π R13

2
..

3
π D12. H17.

4
Included Dryer Volume

V12 2.127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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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leg nozzle volume V13 45221.8

Hot leg lower plenum volume V14 390113.3

Cold leg lower plenum volume V15 390113.3

Cold leg nozzle volume V16 33903.4

Tube Internal Volume V17 2182187.5

1

12

i

Vi

=

1.381 107= Secondary Side Total Volume

3

8

i

Vi

=

6.633 106= Secondary Side Water Volume

SG Internal Strurture Mass and Volume (Approximated)

   Mass(Ibm)

Blowdown pipe 

Divider plate assm.

Recirculation pipe & Internal pipe

Separator support

Separator

DFW support

Dryer support

Dryer

Tube support

M bp 349.

M dpa 15200.

M rpi 1995.

M ss 23846

M s 8669

M df 811

M ds 3538

M d 20900

M ts 26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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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umes (V=M/ ρ ), ρ  (Ibm/in3)

ρ 0.29

V bp
M bp

ρ
V dpa

M dpa
ρ

V rpi
M rpi

ρ

V s
M s

ρ
V ss

M ss
ρ

V df
M df

ρ

V d
M d

ρ
V ds

M ds
ρ

V ts
M ts

ρ

V bp 1.203 103= V df 2.797 103=

V dpa 5.241 104= V d 7.207 104=

V rpi 6.879 103= V ds 1.22 104=

V s 2.989 104= V ts 9.272 104=

V ss 8.223 104=

V bp V dpa V rpi V s V ss V df V d V ds V ts 3.524 105=

Scaled steam generator input parameters

Hot Leg Diameter d hot 5.05

Cold Leg Diameter d cold 3.6

Riser Section  has been increased
from "d7=D7*Sd=10.52" to 12 to remove the wall friction effect 

d7 11.6 d15 d7
Additional Dummy pipe Dia .Tube Pitch P v 1.

n dtube1 4Horizontal Pitch P h 0.866
d dtube1 0.75Hexagonal Length L h 0.5774

Tube Number Reduced from 41.07 to 41 Dummy shroud thickness

Number of tubes n tube 41 d h 0.9

Top Header Diameter d1 17.5

Top Shroud Thickness t s 1.

Upper Dome Height h17 60

Downcomer nozzle h18 79.72

Mininum and Maximum U tube center height L tm 316.6 21.5 L tx 429.5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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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 Lower Head Scaling

ITLKSNP

r2 16
2

l1 10. l2 10.

h113 r2 d7
2

1.8. h113 3.96= h111 h113 h111 3.96=

Hot side Lower Head Volume

v134 V14 V13 S. v134 2.177 103=

v111 π
4

d72. h111
2

. v111 209.253=

v113 π
3

d7
2

2
r22 d7

2
r2.. h113

2
. v113 298.66=

v14
4
3

π. r23

4
. v13

π
4

d hot
2. l1. v13 200.296=

v14 536.165=
h114

v134 v111 v113 v14 v13

π r22

2
.

H11 h112

T1 T2

r2

h111

h113

h114

l1 l2

H7

H8 H9

H10

H11

R2

D11

D12

T1 T2L1 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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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14 9.274=

v114 π r22. h114
2

. v114 932.302=

v hlh v13 v14 v111 v113 v114 v hlh 2.177 103=

v15 v14

Cold side Lower Head Volume

v156 V15 V16 S. v156 2.12 103=

 Coldleg Nozzle Volume

v16
π
4

d cold
2. l2. 2. v16 203.575=

Additional Cold side Volume(Filler Box)

v fb v156 v113 v114 v15 v16 v fb 149.382=

Height of Fliier Box

h112 2 v fb. 4

π d72.
. v112 π

4
d72. h112

2
. v112 149.382=

h112 2.827=

Direct Scaled Primary Side Volume

Vps N tube
π
4

. D tid
2. L avg.

13

16

m

Vm

=

S. Vps 1.521 104=

Modified Primary Side Volume

vps n tube
π
4

. D tid
2. L avg.

13

16

m

vm

=

v111 v112 2 v113 v114( ).

vps 1.519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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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 Tube Sheet 

a t
P v
2

L h. 1
2

. 6. a t 0.866=Effective tube area

One side total tube area a ntube
π
4

D tod
2. n tube.

Dummy tube area(1) a dtube1
π
4

d dtube1
2. n dtube1.

r7 d7
2

Dummy shroud area(2) a ds 4. r72 acos
r7 d h

r7
. r7 d h 2 r7. d h. d h

2..

 Lower Shroud Scaling

h7 H12 H13 H14 H15 h7 473.5=

h5 H3 H4 H5 h5 401.75=

h1 h7 h5 h1 71.75=

Lower shroud volume

v7 1
7

8

i

Vi

=

S. v7 1 2.235 104=

Lower shroud section tube volume

v tube a ntube L avg 2 H6 H11( )..

v dtube1 2 a dtube1. h5.

v ds a ds H18 H6( ).

Pv

Ph

Lh

Effective Tube Area 
allocated single Tube At

D3

D4

D6

D7

KSNP ITL

d7

D3

D4

D6

D7

D8

KSNP ITL

d7

h7

d15
h1

h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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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 scaled riser dia.

d7 1 4
v7 1 v tube

π h5.
. d7 1 10.502=

Scaled Lower Riser section Volume

v7 π d72

4
. h5. v tube v dtube1 v ds

v7 2.431 104=

Distortied Volume in lower riser section

v dv v7 v7 1
v dv 1.963 103=

Lower Shell Inside Area

a LS
π d72.

4 a LS 105.683=

Direct Scale Riser Flow Area

a DS
π D72.

4
2 N tube. π

4
D tod

2.. S. a DS 50.673=

Modified Riser Flow Area 

a7 a LS 2 a ntube. 2 a dtube1. a ds a7 50.779=

 Upper Shroud Scaling

v10
π d72.

4
h1.

v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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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Generator Tube 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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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 U Tube

Horizontal U tube region

DH H19 H18 DH 119.875=

dh DH
6

dh 19.979=

Rt1
9.096

2
Rt2

7.123
2

Rt3
5.171

2
Rt4

3.278
2

Rt5
3.278

2
Rt6

5.171
2

Rt7
7.123

2
Rt8

9.096
2

it 9 17..

Rtit
3.053

2
jt 18 25.. kt 26 32.. lt 33 38.. mt 39 41..

Rtjt
4.785

2
Rtkt

6.517
2

Rtlt
8.249

2
Rtmt

9.982
2

1st level tube height 2nd level tube height

Ht13 H18 2 dh. 0

Ht1 H18 dh 0 Ht8 H18 dh 1 Ht12 H18 2 dh. 2 Ht14 H18 2 dh. 2

Ht2 H18 dh 2 Ht7 H18 dh 3 Ht11 H18 2 dh. 4 Ht15 H18 2 dh. 4

Ht3 H18 dh 4 Ht6 H18 dh 5 Ht10 H18 2 dh. 6 Ht16 H18 2 dh. 6

Ht4 H18 dh 6 Ht5 H18 dh 7 Ht9 H18 2 dh. 8 Ht17 H18 2 dh. 8



- 240 -

3rd level tube height 4th level tube height

Ht21 H18 3 dh. 0 Ht22 H18 3 dh. 0 Ht29 H18 4 dh. 0

Ht20 H18 3 dh. 2 Ht23 H18 3 dh. 2 Ht28 H18 4 dh. 2 Ht30 H18 4 dh. 2

Ht19 H18 3 dh. 4 Ht24 H18 3 dh. 4 Ht27 H18 4 dh. 4 Ht31 H18 4 dh. 4

Ht18 H18 3 dh. 6 Ht25 H18 3 dh. 6 Ht26 H18 4 dh. 6 Ht32 H18 4 dh. 6

5th level tube height 6th level tube height

Ht35 H18 5 dh. 0 Ht36 H18 5 dh. 0 Ht40 H18 6 dh. 0

Ht34 H18 5 dh. 2 Ht37 H18 5 dh. 2 Ht39 H18 6 dh. 2 Ht41 H18 6 dh. 2

Ht33 H18 5 dh. 4 Ht38 H18 5 dh. 4

tube developed length il 1 41.. Ltil Htil Rtil

Ltbil 2 Ltil
. π Rtil

. H11 h112( ) H11 h111( )

Total Length

l total
1

41

k

Ltbk

=

l total 3.084 104=

Average Length l avg
l total
n tube

l avg 752.116=

Length Ratio Lr
l avg
L avg

Lr 0.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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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Tube 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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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be radius tube height(strate region) tube developed length

Rtil
4.548
3.562
2.586
1.639
1.639
2.586
3.562
4.548
1.527
1.527
1.527
1.527
1.527
1.527
1.527
1.527
1.527
2.393
2.393
2.393
2.393
2.393
2.393
2.393
2.393
3.259
3.259
3.259
3.259
3.259
3.259
3.259
4.125
4.125
4.125
4.125
4.125
4.125
4.991
4.991
4.991

Htil
318.079
316.079
314.079
312.079
311.079
313.079
315.079
317.079
330.058
332.058
334.058
336.058
338.058
336.058
334.058
332.058
330.058
352.038
354.038
356.038
358.038
358.038
356.038
354.038
352.038
372.017
374.017
376.017
378.017
376.017
374.017
372.017
393.996
395.996
397.996
397.996
395.996
393.996
415.975
417.975
415.975

Ltil
313.531
312.518
311.494
310.44
309.44
310.494
311.518
312.531
328.532
330.532
332.532
334.532
336.532
334.532
332.532
330.532
328.532
349.645
351.645
353.645
355.645
355.645
353.645
351.645
349.645
368.758
370.758
372.758
374.758
372.758
370.758
368.758
389.871
391.871
393.871
393.871
391.871
389.871
410.984
412.984
410.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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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 Top Head scaling

r1 d1
2

d10 D102 2. S. d10 1.313=

v11
π
4

d12. h17. v11 1.443 104=

v12
4
3

π r13.

2
.

v12 1.403 103=

Upper Downcomer Scaling

Shroud vessel thickness=1 in

d7 out d7 t s 2. d7 out 13.6=

d dn
π
4

D52 D62. S. 4
π 2.

.

d dn 2.398=

Scaled Upper Downcomer Volume

Vud V1 V2 V3 V4

H ud H1 H2 H3 H4

h14
Vud V11 V12 S. v11 v12 π

d12 d7 out
2

4
. H ud.

π
4

2 d dn. 2 d12 d7 out
2 h14 0.584=

d1

r1

h17

d10

KSNP ITL

h15
d7

d7out

ddn

ts

d14 h18

h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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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5 H ud h14
v1

π d12 d7 out
2.

4
h1. v1 6.835 103=

d14 D14 S d. d14 0.407=

d13 D13 S d. d13 0.805=
v4

π d12 d7 out
2.

4
h15 h1( ). v4 1.164 104=

v dn
π
4

d dn
2. h14. 2. v dn 5.276=

total upper downcomer volume

v1 v4 v dn 1.848 104=

Lower Downcomer Scaling

h d H5 v6
π
4

d72. a ntube 2. a dtube1 2. a ds H6.

h d 280= v6 812.468=

v5
π
4

d dn
2. h d. 2.

v5 2.528 103=

Total secondary volume(ITL)

v total v1 v4 v5 v6 v7 v10 v11 v12 v dn

v total 6.955 104=

Secondary Volume Ratio(ITL/KSNP) Primary Volume Ratio

Vrs
v total

1

12

i

Vi

=
200

Vrs 1.007=
Vrp vps

Vps

Vrp 0.999=

ddn

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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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d Steam Generator Data

Diameter

d1 17.5=
d10 1.313=

d7 11.6=
d hot 5.05=

d cold 3.6=

d dn 2.398=

d13 0.805=
d14 0.407=

Height

h17 60= h1 71.75=
h15 193.916= h113 3.96=

h114 9.274=h7 473.5=

H12 112=

h111 3.96=

h112 2.827=

H11 21.5=

H6 16=

Length

l1 10=
l2 10=

Radius Angle

r1 8.75= T2 0.785=
r2 8= T1 0.611=

Total Height

H t r2 h114 h113 H11 H6 h7 h17 r1 H t 600.984=

Total Vessel Suface Area

X π d1 d1( )2.

4
π d1 d7( )2.

4
π d7

2
r2. r2 d7

2

2
h1132.

A s π d1 h17. d1 h15. d7 h5 H6 H11 h1 h15( ). 2 r2. h114.( ). 2 π. r12. 2 π. r22. X

A s 2.709 104=

ddn

d11

d7

r1

r2
T1

T2

l1
l2

h111

h112

H6

d10

h7

h17

h15

H11

d1 d14

2*d13

d15
h1

h113
h114

H12

Ht1

Ht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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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1차계통 배관 설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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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장치 배관계통은 강수부 설계에 따라 길이 및 각도 그리고 체적의 왜곡 정

도가 달라 질 수 있다. 본 문건에서는 실험장치의 강수부를 외부 장착형으로 설계

하는 것을 기준으로  배관계통의 개념설계를 진행하 다. 배관 설계에서 높이는 1:1

로 보존되었으며. 이때 체적을 보존하기 위해 배관의 길이가 조정되었다. 이때, 

Vessel, 강수부, 펌프 그리고 증기발생기 Lower Plenum의 노즐체적 등이 고려되어 

길이가 결정되었다.

그림 A2.1은 외부장착형 Eccentric 강수부 채택시의 배관 배치를 보여준다. 이

때, 고온관 및 중간관의 고도 기준은 각 배관의 중심이나, 저온관의 고도 기준은 고

온관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저온관 바닥을 기준으로 설계하 다. 그림 A2.2는 

이러한 배관의 상대적 고도를 보여준다. 

그림 A2.3은 고온관 설계변수를 보여준다. Eccentric 강수부 설계안의 고온관은 

Concentric 강수부에 비해 수평부의 길이가 증가 되어야한다.  이는 강수부의 위치

가 편향되어 강수부와 증기발생기의 거리가 증가 되기 때문이다. 본 설계안에서는 

증기 발생기 Lower Plenum에 연결된 고온관 배관부를  증기 발생기 쪽으로 35
o
 비

틀어 증기 발생기 Lower Plenum에 연결하 다.

저온관 및 중심관의 설계안은 그림 A2.4와 A2.5에 도시되었다. 배관계통의 고온

관은 증기 발생기 및 Vessel를 연결하고, 중간관은 증기 발생기 및 펌프 그리고 저

온관은 강수부와 펌프를 연결한다. 배관의 설계 수치 및 배열은 추후 수행될  

Vessel, 강수부, 증기 발생기 및 펌프의 상세 설계안에 따라 달라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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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2.1 표준형 발전소와 실험장치 1차계통 배관의 이상적 척도비교

lbm/s

Later
ft
in

lbm/s

Later Later
ft
in

    - Number of Safety Injection Nozzle ea
    - Safety Injection Nozzle Inner Diameter in

lbm/s 1/200

Later Later
ft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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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2.1 실험장치 Loop 배치도(Eccentric Downcomer)

그림 A2.2 실험장치 고도 기준(Eccentric Downco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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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2.3 고온관 설계 변수-건전 고온관 및 파단고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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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2.4 실험장치 배관계통 - Cold L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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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2.5 실험장치 배관계통-Intermediate L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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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

참조원전 모의시 예상되는 척도왜곡의 예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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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개요

한국형 표준원전과 차세대원전은 System 80라는 ABB-CE사의 발전소에 기반

을 두고 설계된 발전소이다. 따라서 두 발전소의 전체적인 배치, 핵연료봉의 구조, 

증기발생기 세관의 기하학적 구조 등이 유사하여, 하나의 실증실험장치를 이용하여 

두 발전소에 대한 실험을 모두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보고서

에서는 한국형 표준원전의 하나인 광 3/4호기에 대한 실증실험장치를 차세대원전 

실험에 사용할 경우에 발생되는 척도왜곡 (Scaling Distortion)을 정량적으로 평가한

다. 

본 보고서에서는 전반적인 척도왜곡을 평가하기 위해 주요 기하학적 구조에 대

해서만 척도왜곡을 평가하 다. 그 이유는 다른 열수력 변수들 즉 압력, 유량, 온도

분포 등은 실험장치의 설계와 거의 무관하게 경계조건 혹은 초기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들에 따른 척도왜곡은 실험에서 제거될 수 있다. 참고

로 본 보고서에 사용된 발전소 설계 데이터는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

로 사용에 주의를 요한다.

제 2 절 척도왜곡 예비분석

1. 원자로용기

차세대원전과 한국형 표준원전은 ABB-CE사의 System 80 발전소에 기반을 두

고 설계된 발전소이다. 따라서 두 발전소의 기하학적 배치, 핵연료봉의 구조, 핵연

료집합체의 구조 및 증기발생기 세관 등 기초적인 설계 데이터는 매우 유사하거나 

동일하다. 즉, 이 두 발전소는 노심출력이 System 80과 달라짐에 따라 주요 계통의 

크기가 적절하게 증가 혹은 감소되어 설계되었다. 

표 A3.1에 나타난 것처럼 두 발전소는 운전압력이 동일하고, 노심 입출구에서의 

온도분포가 차세대원전이 약간 작지만 유사하게 설계되었다. 광 3/4호기와 차세대

원전의 노심출력은 각각 2815 MWt와 3914 MWt로 차세대원전의 노심출력이 약 

1.4배 크다. 그러나 표 A3.2에 나타난 것처럼 두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핵연료봉의 

직경, 피치, 길이가 동일하고, 핵연료집합체의 수력직경, 기하학적 구조가 동일하다.

차세대원전에서의 노심출력 증가는 에너지평형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핵연료

봉의 개수를 증가시켜 노심에서의 유동면적(즉, 질량유량)을 증가시켜 보상하 다. 

표 A3.1 ~ 3에 보인 것처럼 핵연료봉의 개수와 노심 유동면적은 약 1.36배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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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머지 노심출력 증가분은 노심 입출구에서의 엔탈피차를 증가시켜 이루어졌

다. 따라서 광 3/4호기와 차세대원전은 노심의 면적에서 약 1.36배의 차이가 발생

하므로, 광 3/4호기를 모사하기 위해 제작된 실험장치를 차세대원전에서 사용할 

때 전체적인 면적 스케일이 1/1.36배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A3.6에 나타난 것처럼 전체적인 원자로용기 높이는 두 발전소가 동일하므로, 

광 3/4호기를 기준원전으로 하는 종합실증실험장치를 차세대원전에 적용할 때, 면

적 스케일과 체적 스케일이 약 1/1.36배 줄어들고 높이 스케일은 보존된다. 이를 바

탕으로 차세대원전의 면적 스케일은 광 3/4호기에 비해 1/1.36배 줄어드는 것을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하여, 주요 기하학적 변수들에 대한 척도왜곡을 평가하 다. 

참고로 표에 나타난 DF는 Distortion Factor를 의미하며 광 3/4호기에 대해 설계

된 실증실험장치를 차세대원전에 적용할 때 실제 값과 차세대원전에 대한 이상적인 

Scaling 데이터의 비를 나타낸다.

광 3/4호기를 기준원전으로 하는 종합실험장치를 이용해 차세대원전에 대한 

실험을 수행할 경우 발생하는 척도왜곡에 대해 살펴보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동

일한 핵연료봉 및 핵연료집합체를 사용하고 핵연료봉의 길이가 동일하므로 노심 측

면에서는 척도왜곡이 없다. 그러나 표 A3.4에 나타난 것처럼 원자로용기의 내경 및 

노심 지지배럴의 내경이 일관되게 증가되지 않아, 두 원전에서의 강수부 

(Downcomer)의 갭 크기가 거의 같으므로 강수부에서의 열수력 현상 및 냉각수 재

고량에서 척도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실험장치를 차세대원전에 이용할 때 강수

부 갭 크기가 약 11% 증가되어 distortion됨을 알 수 있다. 

표 A3.5와 A3.6은 각각 원자로용기내의 각 부분에서 유동길이와 고도를 나타내

었다. 일부 부분에서 척도왜곡이 크나, 전체적인 Distortion은 그리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추후, 이러한 각 부분에서의 Distortion에 대한 자세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증기발생기 

표 A3.7에는 증기발생기의 주요 변수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노심의 경우와 같

이 높이는 동일하고 면적 Scale이 1/1.36배인 경우에 대한 차세대원전에서의 척도왜

곡을 나타내고 있다. 표에 나타난 것처럼 증기발생기의 전체적인 내경 및 높이는 

거의 이상적인 Scaling 값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차세대원전의 증기발생기 세관의 

수가 약 10%의 Plugging Margin을 포함하고 있어, 증기발생기 세관수 및 열전달면

적이 약 11%정도 적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10% Plugging

을 가정하여 실험을 수행할 경우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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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자로냉각계통

광 3/4호기를 기준원전으로 하는 실험장치를 차세대원전 모의실험에 이용할 

경우 발생하는 가장 큰 척도왜곡은 고온관 및 저온관에서의 유동면적 및 냉각수 재

고량이다. 이는 두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고온관 및 저온관의 내경이 동일하기 때문

이다. Suction Leg의 Top Elevation값의 척도왜곡이 심하지만, 추후 정확한 설계 데

이터의 입수를 통해 재평가되어야 한다. 

4. 가압기

표 A3.8에 나타난 것처럼 차세대원전의 가압기는 광 3/4호기와 같은 내경을 

가지면서 높이가 증가하여 체적이 33% 증가하 다. 따라서 실험장치를 차세대원전

에 적용할 때 가압기의 내경 및 높이가 Distortion된다. 또한 가압기 림관 및 스

프레이관의 크기가 두 발전소에서 동일하므로, 차세대원전에서는 척도왜곡을 줄이

고 압력강하를 보존하기 위해 유동면적이 증가하 으므로, 동일하게 Form Loss 

Factor 값을 증가시켜 모사 해야 한다. 이와 같이 Form Loss Factor의 값을 수정하

을 경우 림관이나 스프레이관에서 발생되는 척도왜곡은 작을 것으로 추정된다. 

5. 주요 계통의 냉각수 재고량

실험장치의 설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중 하나는 냉각수의 재고량이 적절하게 

각 계통에 분포되어 있는지 하는 것이다. 표 A3.10에는 주요 계통에서의 냉각수 체

적을 보여주고 있다. 원자로용기 및 가압기 냉각수 체적, 즉 재고량은 척도왜곡이 

거의 없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증기발생기의 체적이 작아 증기발생기에

서의 냉각수 재고량이 약 9%정도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거의 동일한 기하학적 구

조 및 내경을 갖고 있는 냉각재펌프, 고온관 및 저온관에서 냉각수 재고량이 약 

36% 정도씩 크게 Distortion 되고 있다. 전체적인 1차계통 냉각수 재고량은 약 2% 

차이가 발생해 전체적인 냉각수 재고량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냉각수의 분포에 있

어서 심각한 척도왜곡이 발생한다. 

제 3 절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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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3/4호기를 기준원전으로 하는 종합실험장치를 이용하여 차세대원전에 대

한 실증실험을 수행할 때 발생되는 척도왜곡에 대한 예비분석을 수행하 다.  1차

계통을 중심으로 주요 계통의 기하학적 구조 등을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예비결론

을 도출할 수 있었다.

1) 광 3/4호기를 기준원전으로 하는 종합실험장치를 차세대원전에 사용할 때 

면적 Scale이 약 1/1.36배 감소하고, 높이 Scale은 1/1로 적용될 수 있다.

2) 원자로용기, 증기발생기 등 주요 계통에서 발생하는 척도왜곡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3) 고온관, 저온관 및 펌프에서의 직경에서 척도왜곡이 상대적으로 커서 냉각수 

재고량이 차이를 발생한다. 하지만 1차계통에서의 전체적인 냉각수 재고량

은 거의 동일하 다.

본 연구는 예비연구로서, 앞으로 다음과 같은 일들이 수행되어져야 한다.

1)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발전소 설계데이터는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발전소 설계자료도 서로 상이한 것이 있어, 추후 

정확한 데이터의 입수가 필요하다.

2) 본 연구에서 수행한 척도왜곡 평가는 예비적인 단계로서 주요 계통의 기하

학적 변수들에 대해서만 이루어졌으므로, 추후 모든 계통에서의 무차원수에 

대한 척도왜곡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3) 또한 이러한 척도왜곡에 대한 평가를 완료한 후 이러한 척도왜곡에 대한 대

책을 마련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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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3.1 Operating Conditions

Parameter YGN 3/4 KNGR Ratio
*

Primary system pressure, psia 2250 2250 1.00

Reactor inlet coolant temperature, 
o
F 564.5 556 0.98

Reactor outlet coolant temperature, 
o
F 621.2 615 0.99

Reactor coolant temperature rise, 
o
F 56.7 59 1.04

Core exit avg. coolant temperature, 
o
F 623 617 0.99

Avg. core enthalpy rise, Btu/lbm 81.5 83.054 1.02

Core flow area, ft
2

44.6 60.8 1.36

Core flow rate, lbm/hr 117.85E6 160.8E6 1.36

Core avg. coolant velocity, ft/s 16.8 16.7 0.99

* Ratio of the KNGR variable to that of the YGN 3/4

표 A3.2 핵연료봉 및 핵연료집합체 제원

Parameter YGN 3/4 KNGR Ratio DF
**

 Fuel rod OD, in 0.382 0.382 1.00 1.00

 Fuel rod pitch, in 0.506 0.506 1.00 1.00

 Active fuel rod length, in 150. 150. 1.00 1.00

 Hydraulic dia. of nominal subchannel, in 0.471 0.471 1.00 1.00

 Fuel assembly structure 16 x 16 16 x 16 1.00 1.00

 No. of active fuel rods 41712 56876 1.36 1.00

 Other specifications and geometries - - same 1.00

** DF (distortion factor) is defined as the ratio of the actual value to
           the ideal value for the KNGR integral test 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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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3.3 Core power and related parameters

Parameter YGN 3/4 KNGR Ratio DF

 Total core heat output, MWt 2815 3914  1.39 1.00

 Power density, kW/liter 96.6 95.9  0.99 1.01

 Avg. fuel rod linear heat rate, kW/ft 5.26 5.36  1.02 0.98

 Core avg. fuel rod heat flux, Btu/hr-ft2 179750 183300  1.02 0.98

 Total heat transfer area, ft2 52100 70960  1.36 1.00

표 A3.4 Reactor vessel radial geometry

Parameter YGN 3/4 KNGR Ratio DF

 Core equivalent diameter, in 123 143.6  1.17 1.00

 Reactor vessel ID, in 162 182  1.12 1.04

 Core support barrel OD, in 143 162  1.13 1.03

 Downcomer gap size, in 9.5 10  1.05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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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3.5 Reactor vessel geometry - flow path length (unit: m)

Component YGN 3/4 KNGR Ratio DF

 Inlet nozzle 1.28 1.13 0.88 1.13

 Downcomer 6.07 6.52 1.07 0.93

 Lower plenum 1.77 0.98 0.55 1.81

 Lower support structure and inactive core 0.88 0.85 0.97 1.04

 Active core 3.81 3.81 1.00 1.00

 Upper inactive core 0.79 0.85 1.08 0.93

 Outlet plenum 2.23 1.74 0.78 1.28

 Core shroud bypass 5.00 4.85 0.97 1.03

 CEA shroud assemblies and tie tubes 5.91 5.46 0.92 1.08

 UGS, CEA shroud annulus 3.23 3.23 1.00 1.00

 Top head 0.96 0.98 1.02 0.98

 Outlet nozzle 1.00 1.22 1.22 0.82

표 A3.6 Reactor vessel geometry - top and bottom elevations
*
 (unit: m)

Component YGN 3/4 KNGR Ratio

 Inlet nozzle 0.45, -0.45 0.43, -0.46 0.96, 1.02

 Downcomer 3.26, -6.04 3.57, -6.89 1.10, 1.14

 Lower plenum 6.04, -7.71 6.25, -7.89 1.03, 1.02

 Lower support structure and inactive core -5.55, -6.28 -5.39, -6.25 0.97, 1.00

 Active core -1.58, -5.39 -1.62, -5.43 1.03, 1.01

 Upper inactive core -1.06, -1.58 -0.76, -1.62 0.72, 1.03

 Outlet plenum 0.59, -0.67 0.64, -0.73 1.08, 1.09

 Core shroud bypass -1.10, -5.55 -0.82, -5.97 0.75, 1.08

 CEA shroud assemblies and tie tubes 4.60, -0.70 4.75, -1.07 1.03, 1.53

 UGS, CEA shroud annulus 3.93, -0.70 3.87, -0.64 0.98, 0.91

 Top head 6.07, 3.87 6.07, 3.87 1.00, 1.00

 Outlet nozzle 0.57, -0.57 0.52, -0.55 0.91, 0.96

 Vessel total height (inner part) 13.78 13.96 1.01

* Reactor vessel nozzle centerline is the reference ele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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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3.7 Steam generator

Component YGN 3/4 KNGR Ratio DF

 Primary operating pressure, psia 2250 2250 1.00 -

 Primary inlet temperature, oF 621.2 615 0.99 -

 Primary outlet temperature, 
o
F 564.5 558 0.99 -

 Temperature decrease, oF 56.7 57.0 1.01 -

 Primary tube size ID, in 0.666 0.666 1.00 1.00

 Primary tube thickness, in 0.042 0.042 1.00 1.00

 No. of U tubes 8214 12580 1.53 0.89

 Heat transfer area per SG, ft2 102490 157838 1.54 0.89

 Overall height (bottom plate to steam nozzle), ft 63.55 63.9 1.01 0.99

 SG downcomer region vessel OD, in 168 198 1.18 0.99

 SG dome region vessel OD, in 223 245 1.10 1.06

 Secondary steam pressure (full load), psia 1070 1000 0.93 -

 Secondary steam temperature (full load), oF 552.9 545 0.99 -

표 A3.8 Pressurizer

Component YGN 3/4 KNGR Ratio DF

 Primary operating pressure, psia 2250 2250 1.00 -

 Operating temperature, oF 653 652.7 1.00 -

 Internal volume, ft3 1800 2400 1.33 1.02

 Pressurizer ID, in 96 96 1.00 1.17

 Overall height, ft 38.7 47.75 1.23 0.81

 Heat capacity, kW 1800 2400 1.33 1.02

 Surge line nozzle size, in 12 12 1.00 1.17

 Spray line nozzle size, in 4 4 1.00 1.17



- 262 -

표 A3.9 Reactor coolant system

Component YGN 3/4 KNGR Ratio DF

 Hot leg flow path length, ft 14.32 14.06 0.98 1.02

 RCP suction leg flow path length, ft 24.68 24.32 0.99 1.01

 RCP discharge leg flow path length, ft 19.29 19.30 1.00 1.00

 Hot leg flow rate per loop, lbm/hr 60.75E6 82.9E6 1.36 -

 Cold leg flow rate per loop, lbm/hr 30.38E6 41.45E6 1.36 -

 Hot leg ID, in 42 42 1.00 1.17

 Cold leg ID, in 30 30 1.00 1.17

 Hot leg top/bottom elevation, ft 2.38, -1.75 2.38, -1.75 1.00, 1.00 1.00, 1.00

 Suction leg top/bottom elevation, ft 1.04, -9.96 0.58, -9.97 0.56, 1.00 1.79, 1.00

 Discharge leg top/bottom elevation, ft 1.25, -1.25 1.25, -1.25 1.00, 1.00 1.00, 1.00

 Hot leg volume, ft3 137.77 135.27 0.98 1.39

 Suction leg volume, ft
3

121.1 119.38 0.99 1.38

 Discharge leg volume, ft3 94.69 94.74 1.00 1.36

표 A3.10 Water volume of major component (ft3)

Component YGN 3/4 KNGR Ratio DF

 Reactor vessel volume 4273.07 5732.6 1.34 1.02

 SG primary total volume 3730.1 5600 1.50 0.91

 RCP total volume 531.6 536 1.01 1.35

 Pressurizer volume (water only at 100% power) 900 1200 1.33 1.02

 Hot leg total volume 275.55 270.54 0.98 1.39

 Cold leg total volume 863.16 856.48 0.98 1.37

 Surge line total volume 49 61.25 1.25 1.09

 Primary total volume 10632.79 14256.87 1.34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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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5-20줄내외)

열수력 종합실험장치는 모의 대상 원전을 실험장치 설계기준에 따라 축소 모의하

게 되며, 이때 대상원전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주요 열수력 현상들을 동일하게 재현할 

수 있도록 제반 상사성(similarity)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열수력적 상사성은 종합

실험장치에 대한 척도해석(scaling analysis)에 의해 평가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가압경수로 모의 열수력 종합실험을 위한 실험요건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실험장치의 초기 설계과정에서 수행된 척도해석 결과를 기술한다. 실험장치

의 척도해석은 실험요건서에서 제시된 핵심 실험매트릭스의 우선순위에 따라 실험장

치 척도해석시의 적용상의 순위를 설정하 다.

설정된 설계기준을 바탕으로 ‘수정된 체적척도법’ (Modified Volume Scaling)을 

적용하여 수행되었다. 먼저 1단계 척도해석에서는 체적척도법을 적용한 척도해석 

(global scaling 단계) 결과로부터 실험장치를 구성하는 주요 계통의 제원 및 용량을 

결정하 다. 그리고 2단계 척도해석에서는 각 계통의 구성요소별로 중요시되어야 하는 

주요 열수력 현상들에 대해 국소 현상 척도해석(local phenomena scaling 단계)을 수

행함으로써 주요 국소 열수력 현상의 재현여부를 검토하 으며, 이에 따라 실험장치의 

일부 계통 및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국소 척도해석 결과를 적용하여 실험장치의 제원 

및 용량을 수정하 다. 그리고 이러한 척도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실험장치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척도왜곡(scaling distortion)의 정도를 예비 분석하 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척도해석 결과는 향후 수행 예정인 실험장치의 상세설계 과

정에서 수정될 수 있으며, 또한 최종적인 제작 사양 및 성능확인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실험장치에 대한 정확한 척도왜곡 정도가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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