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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목

차세대원자로 계통해석 및 평가기술개발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1. 목적

   원자력 선진국들의 신형원자로(Advanced Reactors) 개발은 미국, 일

본, 프랑스 등 주요국가들을 중심으로 경쟁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원자

력 선진국 진입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도 원자력 기술의 고도화와 선진화

로 가까운 장래에 원자력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하기 위하여 1992년 말에 

차세대원자로 APR1400의 개발을 시작하 다. 본 연구는 APR1400의 성공

적인 개발을 위해서 새로이 채택되는 핵심기술의 실증실험에 대한 해석과 

평가기술을 개발하기 의해 수행되었다. 

2. 필요성

   차세대원자로 개발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새로이 도입된 설

계개념에 대하여는 실증실험 및 분석을 통하여 성능을 평가하고 안전성에 

미치는 향을 정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원자로계통에 대한 해석 및 평가 기술은 광 3,4 호기 건설시 

ABB-CE사로부터 전수 받았으며 한국형 표준원전(1000MWe급)에 대해서

는 기술자립이 거의 되어 있는 상태이나, 새로운 설계개념이 도입된 일부 

계통에 대한 해석 및 평가는 지금까지 수행해 본 바가 없었다. 새로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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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개념이 도입된 차세대원자로의 일부 계통과 관련한 해석 및 평가를 수

행하며 축적된 관련 기술은 앞으로 새로운 개념의 원자로를 개발할 때 독

자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각 계통의 성능에 대한 해석 및 평가를 수행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특히 본 과제에서 수행한 4개 분야, DVI 성능분석, Fluidic Device 개

발, Sparger 개발, CEDM 성능시험 등은 이 분야에 대한 독자적인 개발

경험과 이에 따른 기술축적을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 분야들에 대

한 경험은 해외의 원전사업자 몇몇만이 보유한 기술로서 현재까지 접근이 

되지 않았던 분야이며 이에 대한 실험자료와 개발기술을 국내에서 보유하

게 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원자력 선진국 진입에 토대가 될 것이다.

III.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1. DVI ECCS 성능평가

• DVI LBLOCA PIRT 

• DVI 성능실험요건서 

• DVI 성능실험 해석 보고서

• KNGR LBLOCA 3D 최적해석 보고서 

• DVI 열수력 현상모델 개발 및 LBLOCA EM 모델 개선방향 도출 

보고서

2. IRWST 내 Sparger 방출 유체거동 분석

• 차세대원자로 증기분사기 개발 방향 설정

• SDS 배관 열수력 현상 분석

• 증기응축제트 해석 모델

• Pressure forcing function 생산

3. Fluidic Device 성능평가

• FD 성능평가방법 개발

• 실 규모 실증실험 결과분석 및 turndown ratio 3:1의 FD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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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rtex chamber 내에서의 high swirl 유동장 전산해석 방법론 개발

4. 차세대원자로 CEDM 성능시험결과 분석 및 평가

• CEDM 수명 평가시험 

• CEDM 제어계통 Tech. Manual 개발

• CEDM 제어계통 제어 logic 및 software 개발

IV. 연구개발 결과

   본 연구에서는 CEDM과 새로이 도입된 3개의 신 안전설계개념인 DVI, 

Fluidic Device, Sparger에 대한 해석 및 성능평가를 수행하 으며 

Sparger와 관련된 IRWST에서 증기의 직접 접촉응축과 공기기포의 진동

현상은 위탁과제로 수행되었다. 본 과제의 모든 해석업무가 실증실험과 직

결되어 있으므로 실험분야와 수시로 연계업무를 협의하여 필요한 입력자

료를 주고받으며 과제를 수행하 다. 특히 Fluidic device는 이 기술의 원

천인 국의 AEA Technology Inc.와의 2단계에서의 국제협력을 바탕으로 

개발업무가 수행되었으며 Sparger의 개발은 ABB-Atom의 sparger를 채

택하여 APR1400의 조건 하에서 성능검증이 수행되었으며 이의 분석에도 

일부 지원을 받았다. 또한 전산해석에는 국내의 전산전문가의 지원을 수시

로 받으며 연구를 수행하 다. 각 분야에 대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DVI ECCS 성능평가

   차세대원자로의 신 안전설계개념인 DVI ECCS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1

차년도에는 DVI 성능 실험요건서를 작성하여 실험분야에 제출하 다. 이를 

위하여 차세대원자로의 가상적인 저온관 대형냉각재상실사고(LBLOCA)시 

DVI 안전주입의 열수력현상 중요도(PIRT : Phenomena Identification 

Ranking Table)를 도출하고, 실험 Matrix 및 계측변수의 초기조건과 경계조

건을 규정하기 위하여 MARS를 이용한 예비해석이 수행되었다. 

   2차년도에는 DVI LBLOCA ECCS 성능실험 장치에 대한 실험 전 예비

해석을 수행하여 실험 결과를 사전에 예측하고, 이를 실험분야에 제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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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운전 및 본 실험 수행의 초기/경계 조건 및 실험 절차의 확립에 활용하

도록 하 다. 

   3차년도에는 차세대원자로 및 DVI ECCS 성능실험 장치에 대한 

MARS 3D 최적해석을 수행하 다. DVI 성능 실험 결과에 대한 평가 해

석을 수행하여 DVI 열수력 현상 모델을 개선/개발하 다. 

   실험 결과 평가를 통하여 검증된 MARS 코드를 이용하여 차세대원자로

의 LBLOCA를 최적해석하고 해석 결과를 EM 해석 결과와 비교 검토함

으로써 LBLOCA EM의 보수성 및 모델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 다.

2) IRWST 내 Sparger 방출 유체거동 성능분석

   하중저감링이 달린 증기분사기가 부착된 증기 방출 배관으로 고온 고

압의 증기가 방출될 때 일어나는 이상 유체의 열수력 현상에 대한 해석을 

특성기법을 사용하여 수행하 다. 배관 내부에서 일어나는 응축열전달 효

과를 고려하 고 배관 내 유체의 압력, 도, 음속 등의 시간 및 위치에 

따른 변화와 증기/공기 및 공기/물 경계면의 시간에 따른 위치 등도 계산

하 다. 계산결과를 ABB-Atom에서 실시하 던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배

관 내의 각 위치에서 압력의 시간 이력이 비교적 잘 일치함을 확인하 다. 

   수평 배관을 통해 과냉각수조로 방출되는 고온 고압의 증기제트 형상

을 예측하는 해석 모델을 제시하 다. 축대칭 좌표계에서 질량, 운동량 및 

에너지 방정식과 증기/물 경계면에서의 응축 특성을 고려한 열평형 방정

식을 사용하 고 증기/물 경계에서의 매우 큰 열전달율은 기존의 실험을 

근거로 한 유효열전도계수에 의해 반 되었다. 해석결과를 기존의 실험결

과를 비교하여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  

   APR-1400 원형 sparger를 장착한 unit cell 규모의 실험을 통해 얻어

진 벽면 동압 자료를 바탕으로, APR-1400 설계에 사용되는 기포의 압력

하중함수와 기포반경변화를 구하 다. 기포 최대 압력에 향을 주는 여러 

열수력학적 변수에 대한 수치를 unit cell 실험조건과 APR-1400 설계자료

를 비교하여 도출하 고, 이를 근거로 APR-1400 기포 최대 압력을 산정

하 다. 또한, Rayleigh-Plesset 방정식에 mirror image를 이용한 다중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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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해석 방법을 적용한 해석적 방법으로 unit cell 실험의 벽면이 압력하

중함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 다. 

   증기분사기를 통해 과냉각 수조로 방출되는 기포의 거동에 대한 수치

해석을  상용코드인 FLUENT 4.52를 사용하여 수행하 다. 증기분사기를 

통해 방출되는 물, 공기, 및 증기에 대한 천이해석을 수행하여 수조 벽면 

압력을 포함한 제반 열수력 변수를 계산하 다. 계산결과를 ABB-Atom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었다. 배관내 공기량, 증기분사

기 저항계수, 및 입구조건 변화가 기포거동에 미치는 향도 분석하 다. 

증기분사기 주변의 IRWST 수조수 온도가 방출된 증기에 의하여 국부적

으로 상승하여 200oF를 초과하면 불안정한 응축진동현상이 발생할 수 있

다. 따라서 APR-1400 일차계통 열제거 관점에서 가장 보수적인 사고인 

급수완전상실사고에 대하여 범용 전산유체코드인 CFX4.4를 사용하여 

IRWST 수조내의 열유동 현상을 해석하여 국부온도 요건을 만족하는 지

와 국부온도 위치를 평가하 다. 가압기 안전밸브 개방 후 15초까지 계산

한 결과 증기분사기 주변의 IRWST 수조수 온도가 국부온도인 200
oF를 

초과하지 않았고 국부온도 위치는 증기분사기 방출구 헤드의 윗 부분 및 

밑 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3) Fluidic Device 성능평가

   실 규모 실험의 수행을 위해 핵증기공급계통 설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성능실험요건서를 작성하 다. 또한 성능실험용 FD의 구조 및 SIT내 설

치 방안에 대한 개념설계를 수행하여 test loop 및 실험용 FD의 제작을 

지원하 으며 실험분야의 실험절차서 및 설비 및 FD 상세 제작도를 검토

하 다. 실험을 위해 설계된 두 가지의 FD 기본 형상으로 현재까지 수행

된 7가지의 실험에 대한 실험 raw data를 분석/평가하 다. 실험 결과를 

평가한 결과 FD-1은 계통 안전해석에서 요구하는 최대유량 950 kg/s 이

상, 고유량 방출 30초 이상 유지 및 최소유량 214.5 kg/s의 요건을 만족하

고 있으며 FD-2는 유량전환비 3:1 이상, 유량방출 시간 150초 이상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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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표 성능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모델실험에서 사용한 FD 형상에 대해 상용 CFD 코드인 FLUENT로

서 실험에서 측정된 압력 값을 입, 출구의 경계조건으로 하여 FD 와류실 

유동장에 대한 예비계산을 수행하여 해석방법론을 검증하 다. 실 규모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입, 출구의 경계조건을 사용하여 유동장 계산을 수행

하고 그 결과를 실험 값과 비교하여 약 10% 내외의 오차로 계산됨이 확

인되었다. 사용된 격자는 약 50만개로 구성, 약 15,000회의 반복계산

(iteration)을 통해 질량보존 오차 1×10- 3  이하, 속도 등 기타 유동변수들

에 대해서는 1×10- 4  이하가 되어 FD 와류실의 매우 복잡한 3차원 high 

swirl 유동장을 비교적 정확하게 계산이 가능함을 확인하 다.  또한, 실

험을 지원하기 위해 FD의 입구형상 등을 변화시켜 FD의 와류실 내 유동

특성을 평가하 다.

4) 차세대원자로 CEDM 성능시험결과 분석 및 평가

   본 연구를 통해 차세대 제어봉구동장치에 대한 성능시험 4종이 수행되

었다. 수명시험은 원래 설계수명의 2.2배인 220,000 ft까지 수행되었으나 

그때까지 오작동이나 고장에 의한 작동불능 상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

나, 핀 및 래치면의 상태를 살펴 볼 때 모터는 수명 말기에 이르고 있음을 

판단할 수 있었고 이는 제어봉(모의 추)의 무게를 선형적으로 보상한 값

과 근사함을 알게 되었다. 낙하시험은 450회를 모두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으며 낙하로 인한 기계적 하중의 증가 등은 발견할 수 없었다. 냉각능

력시험과 전력시험을 통해서는 현재까지의 설계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시험결과를 살펴볼 때 현재 설계의 제어봉구동장치 수명은 12 finger 제어

봉을 구동할 경우 약 100,000 ft이고, 4 finger 제어봉을 사용할 경우 약 

250,000 ft정도일 것으로 판단된다. 

   차세대 원전이 부하추종운전을 할 경우는 대략 500,000 ft 이상의 제어

봉 이송거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재 설계를 개량 없이 사용하

기 위해서는 수명기간 중에 교체가 불가피하며 체계적인 교체계획이 필요



- vii -

하다. 또한 각 제어봉의 이송거리를 줄이기 위하여 제어군을 순환하는 등

의 운전방식 채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설계개량을 통한 수명연장방안으로는 재질 개선은 별다른 이득이 없을 

것이며, 링크기구의 최적화와 래치 접촉면의 개선, 그리고 래치의 접촉면

을 넓히기 위한 double/multiple 래치의 도입 등을 제안하 다. 

한편 시험을 위한 장치를 설계하면서 개선된 성능을 갖는 제어봉구동장치 

제어계통을 설계, 개발하여 시험기간 동안 실증시험 함으로써 실제 사용에 

문제가 없음을 입증하 다. 

   성능시험의 부산물로 제어봉구동장치의 시험자료와 성능시험 경험으로

부터 제어봉구동에 필요한 timing sequence의 구성방법을 이해할 수 있었

으며, 전자-기계적 해석을 통해 래치의 운동을 시험 없이 모의할 방법을 

개발하 다. 이 방법은 전자기 해석과 운동기구 해석을 확장 발전하면 완

벽한 전산기원용 설계로 발전이 가능하다.

5) IRWST 내 증기응축 및 공기기포와 응축에 의한 진동현상 해석 방법 

개발 

   IRWST에서 증기의 직접접촉 응축과 공기기포에 의한 압력 진동의 특

성을 파악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쳐깅 역에서는 압력파의 

발생수가 low frequency 역에 해당하는 수 십 Hz를 보이므로 안전을 

위하여 조심스러운 검토가 필요함을 제시하 다. 한편으로 응축 역과 안

정 응축 역에서는 냉각수의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진동수가 감소하 고 

노즐의 지름이 클수록 진동수는 감소하 다. 공기 기포의 경우 방출되는 

공기의 양이 많을수록 진동수는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V.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본 과제에서 수행한 4개 분야는 모두 실용화를 전제로 수행되었으며 

연구결과는 바로 APR1400의 설계에 활용되었다.

   Sparger, Fluidic device, CEDM은 실 규모의 실증실험을 통해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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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안전성이 입증되어 원자로계통설계에 바로 활용되었으며, MARS를 

이용한 DVI ECCS 성능해석 국내 독자적인 안전해석코드를 활용한 연

구로서 안전해석능력을 확인함과 동시에 MARS code의 적용성을 확인

함으로써 APR1400의 국제적인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새로운 설계개념인 Sparger와 Fluidic device의 개발을 통해 확보된 

기반기술과 CEDM성능시험에 대한 경험은 앞으로 유사 분야에 대한 

연구의 토대가 될 것이며 이 분야에 대한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원자력

발전설비 공급자 중 일부만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로써 우리나라의 원자

력 위상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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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future.

   The four items, performance evaluation of DVI, development of 

Fluidic device. development of Sparger, and performance test of CEDM 

will contribute the experience of independent development and 

technology intensification. The experiences on the above mentioned 

items are held by several nuclear system suppliers abroad and the 

access has not been easy since they kept the technologies as 

proprietory information. The experiences and information obtained 

through this project will surely be the firm basis on the entry into the 

group of advance nuclear power.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1. Evaluation of DVI ECCS performance

- Preparation of DVI LBLOCA PIRT

- Preparation of DVI performance test specification

- Performance test analysis of DVI 

- Optimization analysis of LBLOCA 3D

- Development of thermal-hydraulic phenomena and method of 

LBLOCA EM model modification

2. Analyses of sparger performance and related thermal hydraulic 

phenomena during operation of safety depressurization system

- Establishment of strategy of developing APR1400 sparger

- Analysis of thermal-hydraulics in SDS piping

- Development of modeling steam condensation jet

- Generation of pressure forcing function

3. Performance analysis of Fluidic Device

- Establishment of evaluation methodology for FD performance

- Analysis of prototype test result and development of FD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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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ndown 3:1

- Development of CFD methodology on high-swirl flow field in 

vortex chamber of FD

4. Analysis and evaluation of APR1400 CEDM performance test result

- CEDM life test

- Development of CEDM control system technical manual

- Development of CEDM control logic and related software

IV. Results

1. Performance evaluation of DVI ECCS

   The test specification was prepared and submitted to test group. 

The PIRT(Phenomena Identification Ranking Table) for DVI ECCS in 

case of LBLOCA was generated and preliminary analysis for the 

prescription of initial and boundary conditions of measuring parameters 

was performed.

   By performing preliminary analysis on the test facility for the DVI 

ECCS performance the result of the test was estimated and the it was 

used for the setting of initial and boundary conditions of test.

   Using the MARS 3D best estimate analysis on the DVI ECCS 

performance test facility was performed and the result of it was used 

in the modification of thermal-hydraulic models associated with DVI 

   The MARS code verified through the evaluation of test result was 

used for the best-estimate analysis of APR1400 LBLOCA and 

suggested was the directions for the modification of model and  

conservativeness of LBLOCA EM by comparing best-estimate analysis 

and EM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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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nalyses of sparger behavior and related thermal hydraulic 

phenomena during operation of safety depressurization system 

   High-pressure steam flow phenomena through a pipe including a 

sparger with load reduction ring is analyzed by MOC(Method of 

Characteristics) with the consideration of condensation heat transfer. 

The spatial variation as well as the temporal variation of pressure, 

density and acoustical speed are calculated. The locus of interfaces of 

steam/air and air/water are also calculated. The numerical results of 

temporal histories of pressure at several locations agree with the 

ABB-Atoms experimental results fairly well. 

   An analysis model is proposed to predict the configuration of 

condensing steam jet discharging into a quenching tank with subcooled 

water from a single horizontal pipe. For an axi-symmetric coordinate 

the mass, momentum and energy equations as well as a thermal 

balance equation with condensing characteristics at the steam/water 

interface are used. The extremely large heat transfer rate at the 

steam/water interface is reflected in the effective thermal conductivity 

estimated from the conventional experimental results. The analysis 

results are compared with the conventional experimental ones and the 

results are in good agreement. 

   A pressure forcing function of bubble cloud and a bubble radius 

time history for APR-1400 are obtained based on the wall dynamic 

pressures measured in the unit cell test with a APR-1400 sparger. The 

thermal hydraulic parameters affecting the maximum bubble cloud 

pressure are compared between the unit cell test conditions and the 

APR-1400 design data and the maximum bubble cloud pressure of 

APR-1400 is calculated. The wall effects of the unit cell test on the 

pressure forcing function are  analyzed using a Rayleigh-Ples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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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ation with a mirror image method of multiple bubbles.

   A numerical analysis on the behavior of air bubble cloud 

discharging into a subcooled water pool through a sparger is performed 

using a commercial CFD code, FLUENT Version 4.52. The CFD model 

predicts various thermal hydraulic parameters together with pressures 

at the wall due to the air bubble cloud oscillation by simulating the 

transient flows of water, air and steam through a sparger. The 

computational results is compared with the ABB-Atom test ones and 

the results are in good agreement. The effect of trapped air mass, 

resistance coefficient of sparger and inlet boundary conditions on the 

bubble cloud behavior is also analysed.

   If the local water temperature around the sparger in the IRWST 

rises above 200oF due to the discharged steam, unstable steam 

condensation may occur. To investigate whether this condition could be 

avoided for Total Loss of Feed Water (TLOFW) event which is the 

most conservative event in the viewpoint of heat removal for APR 

1400 and to find the local temperature location in the IRWST, the flow 

and temperature distributions of water in the IRWST are calculated by 

using a commercial CFD code, CFX 4.4.  The calculation is performed 

up to 15 seconds after the opening of POSRVs. The calc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IRWST water temperature does not exceed the 

temperature limit of 200
oF and the location of the local temperature is 

above and below of the sparger discharge head.

3. Performance analysis of Fluidic Device

Specification for performance test of FD(Fluidic Device) was prepared. 

The conceptual design for the FD geometry and installation scheme 

was done to support construction of test loop and fabrication of FD. 

Test specification and detail drawing of FD was reviewed.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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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valuation of 7 test results were performed. As a result of 

evaluation FD-1 satisfied the requirement of system designer, 

maximum flow rate no less than 950 kg/s, high flow longer than 30 s, 

and minimum flow rate no less than 214.5 kg/s, and FD-2 satisfied 

turndown ration 3 : 1 and injection duration no less than 150 s.

   The result of numerical simulation of flow field in vortex chamber 

of reduced-scale mode was performed using commercial code Fluent 

with measured pressures as boundary conditions showed reasonably 

acceptable when it is compared with the model test result. Similar 

numerical calculation for the prototype agrees with the test result 

within 10% error. The number of grids was about 500,000 and 

minimum iteration number  15,000 was required for the converged 

solution with for mass conservation and 1 x 10
-4 error for the other 

variables as a result of numerical calculation it was conformed 

methodology developed in this project simulates high-swirl flow field 

with reasonable accuracy.

   In order to support the test numerical simulation for the several 

geometries different from the FD-1 or FD-2.

4. Performance test, analysis, and evaluation of CEDM

   Through this project four kinds of performance tests have been 

performed for the KNGR control element drive mechanism(CEDM) 

motor. Travel test runs are recorded up to 220,000 ft which is 2.2 

times design life and no evidence of malfunction and/or breaks of 

motor components are found.

However inspection to wear on the pins and the latch surfaces tells us 

that it reaches almost to the limit. And the number 220,000 ft is 

thought reasonable by applying well-known Archard wear equation to 

this case. Drop test is performed successfully for the entire 450 dr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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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no impact of drops to the performance is found. Through the air 

cooling test and power measurement of CEDM existing design data 

have been confirmed. From the test results the life of CEDM of 

current design is determined to be 100,000 ft for 12 finger control 

element assembly (CEA), and about 250,000ft for 4 finger CEA. 

   When they adopt the load following operation for the KNGR plant, 

they need over 500,000 ft of CEA travel. Hence current design can not 

be used without replacement during 60 year of life.  Furthermore 

efforts to reduce travel on a specific group of CEA such as rotation of 

control group should be necessary. 

   For life extension of CEDM motor improvement of latch material is 

less effective than the other suggestions including optimization of link 

mechanism, improvement of latch contact surface, and use of 

double/multiple latch mechanism which enlarges the contact surface 

area.

Besides the development for the CEDM test facility, CEDM control 

system having more stable characteristics is developed and qualified 

during the entire test period under in-situ conditions, hence proved to 

be used in real plant.

   As by-products technique for building a timing sequence is well 

understood, and a simulation technique of the latch motion using 

electro-mechanical theory has been developed. By this technique latch 

characteristics can be achieved without testing. For the complete 

computer aided design this technique shall be improved by adding 

finite element electro magnetic analysis and kinematic analysis for a 

lin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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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evelopment of analysis method for steam condensation and 

pressure oscillation induced by air and steam condensation in IRWST

   Characteristics of pressure oscillation induced from steam direct 

contact condensation and air bubble in IRWST was studied. From the 

research we have concluded as followings. 

   In chugging region, the pressure pulse generation rate is in low 

frequency region. We may ,therefore, be careful to design IRWST at 

this range. In the region of condensation and stable condensation, the 

frequency of pressure oscillation decreased with increasing of the 

subcooling temperature. The amplitude of pressure oscillation was 

maximum at the boundary between these two region, and remarkably 

decreased in the stable condensation region. Additionally, the frequency 

decreased with increasing of nozzle diameter.

   In case of air injection, the frequency decreased with increasing the 

quantity of injected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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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원자력 선진국들의 신형원자로(Advanced Reactors) 개발은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원자력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경쟁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원자력 선진국 진입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도 1992년 말에 착수된 차세대

원자로개발을 수행하고 있어 원자력 기술의 고도화와 선진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가까운 장래에 원자력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차세대원자로 개발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설계 기본요건 및 

설계 개념을 제대로 정립하고,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개념설계를 수행한 후 

각 계통들간의 연계항목들이 종합적으로 구성되었는지를 확인하면서 기본

설계를 수행하여 원전 전체의 기본 틀을 완성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설계된 원전이 운전될 경우 각 계통이 정상적으로 운

전될 것인지를 확인 검증하는 일은 다음 단계인 상세설계를 수행하는데 

필수적이며, 원전 건설을 위한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고 중요

한 일이다. 특히, 새로 도입된 신설계개념에 대하여는 실증실험 및 실험결

과의 분석을 통하여 성능을 평가하고 안전성에 미치는 향을 심도있게 

평가하여야 한다.

   본 과제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실증실험 관련 예비, 최종 

해석을 수행하고, 실험 장치 설계와 관련하여 NSSS 설계자들과 협의하여 

요건들을 확정하고 실험 종료 후 결과를 분석하며, 성능이 확인되어야 할 

계통들에 대하여 각종 전산 코드 및 방법론을 활용하여 해석 및 평가를 

수행한 후 NSSS 설계자에게 그 결과를 제공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NSSS 설계자가 최종적으로 설계를 확정

하도록 지원하고, 차세대원자로 표준설계인증 획득을 위한 인허가지원 업

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원자로계통에 대한 해석 및 평가 기술은 광 3,4 호기 건설 시 

ABB-CE사로부터 기술전수 받아서 한국형 표준원전(1000MWe급)에 대해

서는 기술자립이 거의 되어 있는 상태이나, 새로운 설계개념이 도입된 일

부 계통에 대한 해석 및 평가는 지금까지 수행해 본 적이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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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제를 통하여 새로운 설계개념이 도입된 차세대원자로의 일부 계통과 

관련한 해석 및 평가를 수행하여 축적된 기술은 향후 새로운 원자로의 개

발 시 우리의 기술로 해석 및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데 믿

거름이 될 것이다.

   차세대원자로에 도입된 새로운 설계개념에 대한 실증실험의 결과를 분

석하고, 원자로계통 해석 전산코드를 사용하여 동 설계개념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실험 결과와 비교, 분석, 평가하는 업무는 새로운 설

계개념의 검증에 꼭 필요한 내용으로서 국내에서 독자 기술을 확보함으로

써 원자력 기술의 고도화를 달성할 수 있고, 나아가 향후 원자력기술의 해

외 수출에 기여하게 되어 국내 원자력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

게 된다.

   독자적인 원자로 계통해석 및 평가기술을 확립하여 원자력 기술 수출

국으로 부상할 수 있게 되어 우리나라의 국위를 선양하게 되며, 우리의 기

술로 우리가 개발한 차세대원자로의 신설계개념을 검증, 해석, 평가함으로

써 우리의 원자력 기술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원자력 안

전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증진에 기여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원자력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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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DVI 성능평가

   DVI ECCS의 성능평가는 국제 열수력 2D/3D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TRAC-PF1/MOD1과 TRAC-PF1/MOD2를 사용하여 CCTF와 UPTF 

실험자료를 예측하 다. CCTF와 UPTF 실험은 미국 B&W 회사와 독

일 KWU 회사의 DVI 안전주입 ECCS 경우의 원자로 배럴과 강수관 사

이의 방출밸브가 대형냉각재상실사고 재관수 단계에 미치는 개별효과를 

연구하기 위하여 미국, 독일 및 일본의 공동연구로 수행되었다. DVI 열

수력 현상의 TRAC-PF1 모델개발은 수행되지 않았으나 실험결과의 예

측과 방출밸브 개별효과 평가에 활용되었다. 

   국내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차세대원자로의 가상적인 대형 냉각

재상실사고시 DVI ECCS의 강수관 열수력 현상을 모의하고 안전여유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차원 계통해석이 MARS 코드를 활용하여 수행되었다.  

예비해석 결과 1차원 코드인 RELAP5/MOD3 해석결과에 비하여 안전여

유도를 확보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MARS나 RELAP5/MOD3 코드가 검

증된 DVI 열수력 현상모델을 내장하고 있지않기 때문에 DVI 열수력 실증

실험을 통한 DVI 열수력 현상 모델개발과 이를 이용한 DVI ECCS 다차

원 최적 성능평가가 요망된다. 

   미국, 독일 및 일본은 국제 2D/3D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CCTF 

및 UPTF 실험결과를 TRAC-PF1 코드를 활용하여 예측하 으나 DVI 

열수력 현상모델 개발은 수행하지 않았으며, 한국원자력 연구소에서 차

세대원자로 DVI ECCS 성능평가를 위한 SBLOCA 및 LBLOCA 다차원 

최적해석을 MARS 코드를 활용하여 수행하 으나 DVI 열수력 현상모

델 개발은 수행하지 않았다. 

제 2 절 Sparger 방출 유체거동 성능분석

   스웨덴의 ABB-Atom은 이미 1970년대에 BWR의 sparger 개발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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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출된 증기가공기와 섞여 suppression pool로 주입되면서 일어나는 물리

적 현상을 규명하고 air bubble이 저주파 진동을 하면서 pool 내부 구조물

에 미치는 하중을 구하기 위한 Studsvik의 full scale unit cell test와 

Forsmark 1의 in-plant test 등 광범위한 실험을 수행하여 많은 실험자료

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ABB-Atom은 이러한 수많은 실험자료를 바탕

으로 PWR인 미국 ABB-CE가 개발한 System 80+의 IRWST에 설치되는 

sparger를 개발한 바가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소는 본 과제의 2단계에서 ABB-Atom에서 수행하 던 

Studsvik 및 Forsmark 1 실험 등 여러 가지 sparger 실험결과를 분석하

고 ABB-Atom이 System 80+ sparger 개발에 사용하 던 방법론을 바탕

으로 ABB-Atom sparger를 차세대원자로에 적용하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자 하 다. 또한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하여 air bubble cloud 최대압력에 

향을 주는 여러 가지 열수력학적 변수를 도출하 으며 이를 차세대 원

자로의 air bubble cloud 최대압력 산정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도출

하 고 AE가 차세대원자로 IRWST를 설계하는 데 필요한 설계입력 자료

를 생산한 바가 있다.  

   경수로의 운전조건이 BWR과 다르기 때문에, 사고시 sparger를 통해 

배출되는 증기의 질량 유속 및 압력은 BWR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축적되어 사용되었던 BWR의 설계자료는 그 적용범위 

및 hole pattern에서 큰 차이가 있으며, 기존의  소규모 실험 등도 실제 

scale과는 다른 범위에서 실시되었다. Sparger에 뚫려있는 많은 구멍으

로 방출되는 증기방울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응축되는 현상은 매우 복잡

하여 해석적인 방법에만 의존하기가 어려워 실증실험을 통해 분석방법

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SDS, Sparger 및 IRWST로 구성되는 

관련 계통들은 원자로의 설계조건 및 설비의 크기 등에 따라 발전소마

다 다를 수 있으며, 이들은 아직 PWR 발전소에 적용되어 운전된 예가 

없다. IRWST/Sparger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소규모 실험에서의 

연구결과를 제외하면 그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공개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실험조건 또는 운전조건이 차세대원자로용 Sparger의 운전

조건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직접설계에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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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Fluidic Device 성능평가

   국의 BNFL, UKAEA 및 몇 개의 대학은 공동으로 Vortex를 응용한 

다양한 형태의Fluidic Device를 개발하여 1977년 BNFL의 Dounreay 재처

리 공장에 설치하 다. 이후 현재까지 UKAEA가 민 화된 AEA 

Technology는 핵연료처리 공정 등의 화공 플랜트에 사용되는 Fluidic 

Device 응용기술에 많은 경험과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일본의 미쓰비시

사는 그들이 개발 중인 신형원자로 MS 300/600과 1400 MWe 급 

APWR(Advanced PWR)에서 축압기에 피동형 vortex 밸브를 설치한 안전

주입계통을 채택하여 저압안전주입 펌프를 제거하는 장점을 얻고 있다.  

여기에 사용된 기기(Fluidic Device)의 성능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

초적 실험을 길이기준 1/5 축소, 저압조건에서 실험을 수행하 고 성능의 

확인 및 평가를 위한 실험을 1/3 축소모델로 원형과 같은 압력조건으로 

실험 그 결과를 검증한 바가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소는 본 과제의 2단계에서 Fluidic Device에 대한 기술

과 다양한 응용 경험을 갖고 있는 국의 AEA Technology의 경험과 시

설을 활용하여 실제 높이와 실제 압력의 조건으로 유량기준 1/7로 축소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 다. 이 실험에서는 차세대원자로에 

맞는 Fluidic Device 개발 가능성을 실험적인 방법으로 확인하고 Fluidic 

Device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자료를 생산하는데 주력하 다.

   기존에 수행되었던 실험이나 축적된 기술 등은 주로 사용 유체가 기

체이거나 공급구와 제어구의 압력차가 큰 조건으로 제한이 있었다. 미쓰

비시다 개발하고 있는 유량제어기기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유량이 작

다. 2단계에서 수행한 1/7 축소모델 실험은 사용 유체가 물이고, 대유량

의 낮은 압력차 조건에서 작동되는 물을 사용한 최초의 실험이므로 주

로 유량특성을 찾아내는 데 중점을 두어 실험을 하 다. 이 모델실험에

서는 실험조건의 폭이 상당히 컸으며 다양한 형태의 Fluidic Device 내

부 형태를 이용하여 실험이 수행되었다. 따라서 이 실험에서 얻은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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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바로 scale-up하여 실 규모의 Fluidic Device의 성능을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실규모의 실증실험이 계획되었다. 

제 4 절 CEDM 성능평가

   ABB-CE는 System 80에 사용할 CEDM 개발을 위하여 1970년대에 시

험시설(TF-7)을 건설하고 수 회에 걸친 CEDM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성

능평가를 위하여 여러 번에 걸친 원형 성능시험을 수행한 바 있다. 

Framatome의 경우, 초기에는 Westinghouse의 CEDM 설계를 도입하여 

사용하 으나 N4 원전의 설계개선사항을 만족할 수 있도록 수명과 성능

이 향상된 CEDM을 고유의 시험시설과 시험기법을 통해 개발하 고 유럽

형 신형경수로의 개발에 따라 더욱 성능이 향상된 CEDM을 개발 중에 있

다.

   국내에서는 한국중공업이 광 5,6호기용 CEDM 제작을 국산화하는 

과정에서 제작품 성능시험을 ABB-CE에 의뢰하여 수행하 으나, 시험이 

간략한 성능확인(production qualification)에 목표를 두었기 때문에 성능/

수명을 평가하기 위한 기본적인 측정자료의 확보는 불가능하 다. 한편 차

세대원전의 경우 용량의 증가와 부하추종운전기법의 도입으로 인해 

CEDM의 구동거리가 광 3,4호기/울진 3,4호기에 비해 현저히 증가할 것

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97.5.22 ∼99.2.28 기간 중 필요한 성능시험의 종류

파악, 시험시설에 대한 개념설계, 계통요건 개발 및 절차개발업무가 수행

되었고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시험시설을 구축이 거의 완료된 상태에 

있다.

   CEDM의 설계개선은 기기설계 및 제작기술과 재료기술, 작동기구개

발 등의 업무가 과거의 설계자료를 바탕으로 평가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제작기술은 한국형 표준 원전의 기술도입과정에서 전수된 것으

로 그간에 ABB-CE가 수행한 수명평가의 기술자료와 know-how의 확

보가 미미한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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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IRWST내 증기응축 및 공기기포와 응축에 의한 진동 

현상 해석 방법개발

   DCC 현상에 대한 근간의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미진한 상태에 있다. 

70년대를 기점으로 DCC현상에 대한 여러 연구가 행하여져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실험을 이용한 현상의 분석에 그칠 뿐 해석적인 방법을 

이용한 분석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다만 노즐에서 분출되는 수증기가 제

트의 형태로 분사되는 경우에는 실험과 거의 일치하는 모델이 알려져 있

으나 이 모델 또한 많은 가정이 주어져 있다. 반면에 유동양식선도에서 나

타나는 다른 형태의 모델은 이 현상들이 매우 복잡한 형태로 발생하기 때

문에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들 현상에 대한 분석은 비교적 

쉬운 제트 형태에 비해서 알려진 바가 매우 적다. 국내에서   의 연구 또

한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IRWST의 설계자료를 위한 실험이 행하여져서 

노즐 직경과 수증기의 질량 유속 및 풀의 과냉도에 따른 실험이 수행되어 

졌다. 또한 한국과학기술원에서도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행하여진 바와 비

슷한 실험변수의 실험을 통한 풀 벽면에서의 압력변화를 측정한 실험이 

수행되어졌다. 이들 모두는 실험변수에 대한 결과분석에만 관심이 있다. 

반면 본 수행 과정에서 이루려고 하는 수치해석적 기법과 관련된 연구는 

행하여지지 않고 있다. DCC 현상에 대한 기존 연구는 다음과 같은 4개의 

분류로 크게 나눌 수 있다.

  1. 무차원화된 제트 길이

 DCC현상과 관련 처음 시도된 연구로서 근래까지도 이와 관련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이는 응축 시 필요한 공간의 예상을 위해서 필요한 연구이

다. 해석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무차원화 된 인자들 간의 관계를 예측한다. 

이에 관련된 인자는 노즐에서 분사되는 수증기의 질량유속, 수증기와 풀의 

온도차이, 수증기와 풀의 도비, 경계면에서의 열전달 계수 등이 예측되

고 있으나, 이를 실험적으로 증명해 보았을 때, 수증기의 질량유속, 수증기

와 풀의 온도차이, 노즐의 직경 등이 가장 중요한 인자로 입증되었다. 이

와 관련된 상관관계식은 그래프 끼워 맞춤을 통하여 계수와 차수를 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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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분사된 수증기의 형태가 제트의 형태이므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분사된 제트의 형태를 직접 촬 하여 무차원화된 길이를 측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트의 소멸위치에서의 기포의 형성 때문에 전체 길이의 판별에 

측정자 간의 차이를 보이게 하고 있다.

 2. 유동양식선도의 작성

   유동양식선도의 작성은 수증기의 질량유속이 제트 역보다 작은 역

의 연구에서 많이 행하여졌다. 이 역은 경계면의 형상이 매우 불규칙적

이기 때문에 이를 분류하기 위하여 유동양식 선도가 작성되고 있다. 국내 

연구 논문의 경우 수증기 질량 유속의 범위를 매우 넓게 잡아서 전 역

에서의 유동 특성을 보고 있다. 이의 분류는 다음과 같은 여섯가지 역으

로 분류된다. 쳐깅, 쳐깅과 맥동응축사이의 과도기, 맥동응축, 버블링 맥동

응축, 안정응축, 그리고 경계면 맥동응축이다. 관심 역을 더 좁히게 될 

경우 더 세 한 분류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대체로 위의 분류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3. 경계면에서 직접접촉에 의한 열전달 계수 측정

   열전달 계수는 여러 실험에서 측정되었다. 노즐에서 분사된 수증기의 

유량을 이용하여 경계면의 모양이 사진 측정된 경우 평균적인 응축면적이 

구해질 수 있으므로, 두 값을 이용하여 평균적인 열전달 계수를 구하고 있

다. 열전달 계수는 난류강도, 표면쇄신 그리고 전단응력에 기초한 몇 가지 

경계면 전달 모형과 정량적으로 비교되어, 난류강도 모형이 실험과 가장 

근접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목표를 보았을 경우 평균적인 열전

달 계수보다는 경계면의 임의의 지점에서의 열전달계수가 더 의미를 가지

기 때문에 이의 측정이 요구되고 있다. 시뮬레이션을 통한 분석의 경우 열

전달 계수의 획득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열 경계

층의 두께 측정도 필요하다. 특히 쳐깅이나 맥동응축의 경우 안정응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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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트와는 다르게 경계면이 심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이 경계면이 변화와 

관련된 열 경계층의 두께의 변화는 열전달 계수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4. 동압력펄스 측정

   동압력은 수증기의 응축과 관련하여 경계면의 운동과 매우 깊은 관련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실험이 대기압 하에서 진행되었

을 때 최대 동압력 진폭의 차이는 0.5기압까지 나타나고, 이는 유동양식 

선도에 나타낼 경우 맥동응축의 역에서 최대값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경계면의 운동은 세 가지 서로 다른 주파수의 특성을 나타

내고 있다. 저주파의 2-8 ㎐의 성분은 경계면의 큰 변화와 관련이 있다. 

이 성분은 쳐깅 역을 대표하는 성분이다. 중간주파수는 대략 15 ㎐의 값

으로서 쳐깅에서 맥동응축으로의 과도기적 값이다. 경계면이 쳐깅에서처럼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지만 상당한 변화를 보인다. 고주파 성분은 

100-200 ㎐ 정도의 값을 나타낸다. 이런 고주파는 쳐깅 및 쳐깅과 맥동응

축의 과도기에서도 측정되기도 하지만, 맥동응축의 경우 이 성분이 주를 

이룬다. 이 고주파 성분의 경우 경계면의 진동이 측정된 동압력펄스의 변

화와 비슷한 진동수를 갖고 있는 것으로 측정된다. 여러 다른 경계면의 운

동형태에서 유사한 크기의 고주파가 나타나는 현상은 직접접촉 응축에서 

활발한 응축이 발생할 경우 경계면의 진동과 관련된 주파수가 위 고주파

와 관련되어 발생함을 나타낸다. 동압력은 노즐이 크기가 증가할수록 더욱 

크게 측정되는 것으로 나타나도 있다. 또한 풀의 온도가 60-80 ℃에서 최

대값을 보인다. 이는 큰 동압력이 발생하기 위하여 경계면이 커지기 위하

여서는 수증기와 풀의 온도차가 작아야 하지만 수증기와 풀의 온도차가 

커야 수증기의 응축이 많아져서 두 효과가 함께 작용하는 위 온도 역에

서 최대의 동압력펄스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증기 질량유속

이 보다 큰 안정 역의 제트의 경우 경계면이 안정화되어 동압력펄스의 

차이가 다시 작아 진다.

   위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동압력변화는 수증기의 응축 량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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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면의 변화와 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제트 

을 제외하고는 경계면의 형상이 정확히 측정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투명 노즐을 사용하여 경계면의 변화를 고속비디오 카메라를 

사용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실험장치를 구성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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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DVI ECCS 성능평가

  본 과제의 DVI(Direct Vessel Injection) ECCS(Emergency Core 

Cooling System) 성능평가는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원자력 중장기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하고 있는 다차원 최적계통분석 코드인 MARS (Multi- 

dimensional Advanced Reactor Safety)를 활용하여 차세대원자로

(APR1400)의 대형냉각재상실사고(LBLOCA)시 DVI 열수력 현상을 모의

하고 재관수(Reflood) 단계에서의 DVI ECCS 성능 평가를 위하여 수행하

다.

  본 연구는 “차세대원자로 계통성능 검증기술개발” 과제에서 수행하는 

DVI 안전주입수 주입성능실험과 접하게 연계하여 수행하 으며 추진 

체계도는 그림 3.1.1과 같다. 

1999 2000 2001

Scaling 해석

실험장치설계

DVI 성능실험 예비해석

실험장치

제작/설치/시운전

DVI   ECCS

3차원 최적

LBLOCA  해석

입력작성

DVI 성능 실험

수행

3차원 최적

LBLOCA 해석

DVI 열수력

현상모델

개발

• PIRT 작성

• LBLOCA  실험

요건설정

• 예비해석
DVI ECCS
성능평가

인허가 지원

및

보고서 작성

LBLOCA EM

모델 개선방향 도출

예비실험 수행 실험결과분석 및 평가

그림 3.1.1 DVI ECCS 성능평가 추진체계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차년도(1999년도)에는 DVI LBLOCA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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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요건서를 작성하여 실험분야에 제출하 다. 이를 위하여 APR1400의 가

상적인 저온관 LBLOCA시 DVI 안전주입의 열수력현상 중요도(PIRT : 

Phenomena Identification Ranking Table)를 도출하고, 실험 Matrix 및 계측

변수의 초기조건과 경계조건을 규정하기 위하여 MARS 1D를 이용한 예비해

석이 수행되었다. 2차년도(2000년도)에는 DVI LBLOCA ECCS 성능실험 장

치에 대한 실험 전 예비해석을 수행하여 실험 결과를 사전에 예측하고, 이

를 실험분야에 제출하여 시운전 및 본 실험 수행의 초기/경계조건 및 실험 

절차의 확립에 활용하도록 하 다. 3차년도(2001년도)에는 APR1400 및 

DVI ECCS 성능실험 장치에 대한 MARS 3D 최적해석을 수행하 다. 

DVI 성능실험 결과에 대한 평가 해석을 수행하면서 DVI 열수력 현상 모

델을 개선․개발하 다. 실험 결과 평가를 통하여 검증된 MARS 코드를 이

용하여 APR1400의 LBLOCA를 최적해석하고 해석 결과를 EM 해석 결과

와 비교 검토함으로써 LBLOCA EM의 보수성 및 모델의 개선 방향을 도

출하여 인허가를 지원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1. DVI LBLOCA 실험요건 개발

가. DVI LBLOCA PIRT 작성

(1) 주요 열수력 현상

  이 절에서는 DVI 주입 형태의 저온관 파단 LBLOCA시 원자로용기 내

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주요 열수력 현상을 사고 경과 순서에 따라 

기술한다. 

(가) Blowdown/Refill 단계

  펌프 출구쪽 저온관에서 양단순시 파단 (Double ended guillotine break)

이 일어나면 원자로 냉각재는 격납용기로 급격히 방출되고 이로 인한 일

차계통의 압력 강하로 Flashing/Voiding 현상이 수초 내에 발생한다. 이러

한 초기의 급속한 냉각재 방출을 Blowdown이라 하고 이 기간동안 계통

의 압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일차계통의 압력이 안전주입탱크 

(SIT)의 압력보다 낮아지게 되면 많은 량의 안전주입수 (ECC)가 강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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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comer)으로 주입된다. 과냉각 정도가 매우 높은 ECC가 강수관에 

존재하는 증기 및 기포를 응축시킴에 따라 계통의 감압은 더욱 빠르게 진

행된다. 그러나 Blowdown 초기에 대부분의 ECC는 강수관 하부로부터 올

라오는 고속 증기에 견인되어 파단부로 빠져나가게 된다. 강수관의 압력이 

격납용기의 압력과 거의 같아지게 되면 Blowdown 기간이 끝나고 Refill 

단계가 시작된다.

  Refill 단계에서는 파단부에서 멀리 떨어진 DVI 노즐로 주입된 ECC의 

일부가 역방향으로 진행하는 상향 증기유동 (Counter-current steam 

up-flow)의 Momentum을 극복하여  하부공동(Lower plenum)으로 스며들

게 된다. Refill 단계는 하부공동의 수위가 노심 바닥까지 차게되면 끝난

다. 이 기간동안 원자로 용기 벽에 축적된 에너지에 의하여 발생되는 증기

는 강수관에서의 상향 증기유속의 증가에 기여하게된다. 하부공동으로 유

입된 ECC가 노심 내로 서서히 주입되면 과열된 핵연료봉에 물이 직접 접

촉하면서 냉각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나) 초기 Reflood 단계

  Reflood 단계는 원자로용기의 수위가 노심 바닥 높이까지 찼을 때 시작

된다. SIT가 다량의 ECC를 공급하기 때문에 강수관의 혼합체 수위는 급

속히 증가하고 짧은 시간 안에 저온관 노즐 바닥 높이까지 도달한다. 

HPSI 펌프도 이 기간에 작동을 시작하여 강수관의 수위를 높게 유지시킴

으로써 노심 재관수에 충분한 구동력을 제공하게 된다. ECC가 노심으로 

유입되면 과열된 핵연료봉에 물이 직접 접촉하면서 냉각이 이루어지고 이

때 발생된 증기는 노심을 빠져나간다. 이와 같은 현상을 Reflood라 한다. 

고온관을 거쳐 증기발생기 세관으로 유입된 증기는 이차 측으로부터의 열 

전달에 의하여 과열증기로 바뀐 후 파단 저온관으로 배출되거나 건전 저

온관을 거쳐 강수관으로 유입된다.

  이 기간동안 ECC는 DVI 노즐을 통해 고속으로 노심 배럴 외벽으로 분

사되고 액막 (Liquid film) 및 액적 (Liquid droplet)유동을 형성하며 하강

하게 된다. 이중 액적은 노심 배럴 또는 원자로용기의 벽면에 재수착하여 

액막을 형성하게 되거나 또는 강수관 내부에 존재하는 과열 증기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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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발된다. 이러한 과냉의 ECC가 상부 강수관 역을 하강하는 동안 건전 

저온관을 통해 고속으로 주입되는 과열증기와 접촉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액막 파괴, 증기에 의한 액적 견인, 직접접촉 증기응축 등의 매우 복잡한 

현상이 발생한다. 또한, 이 기간 동안 강수관의 수위는 저온관 노즐 근처

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고속의 증기가 저온관 노즐 하부 근처의 냉각수를 

파단부로 Sweep-out시키는 현상도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여러 현상들

이 복합적으로 발생되면서 강수관 역에서는 다차원적인 유동 분포가 형

성되고 이는 노심으로의 냉각수 유입에 지대한 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원자로용기 벽에 축적된 잔열도 강수관 하부로 유입되는 ECC를 가열시키

게 되고 이는 노심 입구로 들어가는 냉각수의 과냉각 여유도를 줄이는 역

할을 한다. 

(다) 후기 Reflood 단계

  SIT가 고갈되면 강수관의 혼합체 수위는 갑자기 줄어들고 그 후로는 

HPSI 펌프가 장시간의 Reflood 기간 동안 냉각수를 공급하게 된다. 이 기

간 동안은 초기 Reflood 기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ECC가 노심 배럴

로 분사되므로 ECC는 배럴 벽면을 따라 액막을 형성하며 하강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때 HPSI 펌프의 작동 개수에 따라 상부 강수관에서는 원주 

방향으로 비 균일한  유동 분포를 형성할 수 있고 저온관 노즐 부위까지 

넓게 퍼지며 하강한 ECC는 건전 저온관으로부터 유입되는 고속의 과열증

기와 접촉하게 된다. 이때 발생하는 증기 응축 및 계면 마찰의 향으로 

ECC는 과냉각도를 상당히 많이 잃게 되고 파단부로 쏠리어 우회 방출하

게 된다. 강수관을 관통하는 고온관 노즐도 원주 방향의 증기 유동 및 액

막 유동 분포에 상당히 많은 향을 미친다. 이로 인하여 저온관 높이 부

근의 강수관에서는 매우 복잡한 다차원 유동 역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

된다. 또한, 건전 저온관에서 파단 저온관 쪽으로 노심 배럴의 원주 방향

으로 진행하는 고속의 증기는 저온관 하부 근처의 강수관에 존재하는 냉

각수를 Sweep-out 시켜 강수관의 수위를 감소시킨다. 이러한 증기와의 접

촉으로 인하여 이 기간동안 40∼50%의 ECC가 파단부로 우회 방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1, 3.1-2]. Reflood 기간 동안 노심 재관수율은 강수

관과 노심의 수위 차에 의한 수두 및 Loop resistance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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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냉의 ECC가 과열증기와 접촉하면 응축요동 (Condensation oscillation)

의 발생으로 인하여 강수관의 수위 요동이 일어난다. 이는 노심의 재관수

율을 변화시키게 되고, 이에 따라 노심 내의 증기 발생량 및 노심 상부의 

압력이 변화하고 이는 다시 강수관의 수위에 향을 주는 Feedback 효과

를 발생시킴으로써 노심과 강수관 사이에서 Manometric level oscillation

이 일어나게 된다.

결과적으로 강수관의 혼합체 수위와 하부공동에서의 과냉각 정도가 전체 

Reflood 기간 동안 충분히 유지되면 노심을 재관수할수 있는 충분한 구동

력을 제공하게 되고 노심은 완전히 Quenching이 이루어져 Reflood 기간은 

끝나게 된다.

(2) 주요 열수력 현상 중요도 순위

  저온관 안전주입과 DVI 안전주입시 사고전개 과정에 따른 주요 열수력 

현상 중요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 내의 관련 전문가 

Panel이 구성되었다. 각각의 Panel member는 사고 기간 중 강수관 및 저

온관에서 예측되는 주요 열수력 현상들에 대하여 아래의 Principal safety 

criteria에 의한 상대적 중요도를 정하고 그 결과가 취합 및 종합되었다 

[3.1-3]. 

Principal safety criteria

  - Blowdown phase : Mass depletion to break

  - Refill phase : Mass depletion to break

  - Reflood phase : Reflood rate 

  표 3.1.1과 3.1.2는 저온관 양단파단 LBLOCA시의 Blowdown, Refill과 

Reflood 기간 중 CLI(Cold Leg Injection) 방식과 DVI 방식에 따른 열수

력 현상의 중요도를 각각 보여주고 있다. 이 표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

한 현상을 10으로 하고, 중요도가 가장 작은 것을 1로 명기하 다. 이 표

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DVI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에 Blowdown과 

Refill 과정에서의 열수력 현상은 CLI 방식의 경우에 비해 큰 차이가 없으

나, Reflood 과정에서는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DVI 안

전주입의 경우 Reflood 기간 동안 강수관에서의 다차원 열수력 현상이 가

장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APR1400 D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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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수력 실험의 주요 연구 대상을 결정하 다.

표 3.1.1 APR1400 저온관 LBLOCA CLI PIRT

Component Phenomena 
Blow- 

down
Refill Reflood Description

Downcomer Flashing/Voiding

Jet Impingement

3D Flow Distribution

ECC Flow Pattern

DC ECC Condensation

CCFL

Wall Heat

Entrainment

DC Water Sweep-out

DC Level Oscillation

10

2

8

4

3

10

3

2

4

4

3

10

3

4

5

4

7

6

Level swell

Jet breakup/Steam interaction

ECC bypass, LP penetration

ECC flow regime

Condensation heat transfer

LP penetration

Stored energy release

DC level reduction

DC level reduction

Manometric level oscillation

Cold Leg CL ECC Condensation ECC mixing/condensation

표 3.1.2 APR1400 저온관 LBLOCA DVI PIRT

Component Phenomena 
Blow- 

down
Refill Reflood Description

Downcomer Flashing/Voiding

Jet Impingement

3D Flow Distribution

ECC Flow Pattern

DC ECC Condensation

CCFL

Wall Heat

Entrainment

DC Water Sweep-out

DC Level Oscillation

10

2

8

4

3

10

3

2

4

4

3

10

3

4

5

4

7

6

Level swell

Jet breakup/Steam interaction

ECC bypass, LP penetration

ECC flow regime

Condensation heat transfer

LP penetration

Stored energy release

DC level reduction

DC level reduction

Manometric level osci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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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DVI 성능실험요건서 작성

(1) DVI 성능실험 실험 Matrix

  앞 절에서 수행한 열수력 현상의 중요도를 기초로 하여 저온관 양단 파

단 LBLOCA시 Reflood 기간 동안 강수관에서 발생하는 주요 열수력 현상

을 규명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Test matrix가 선정되었다[3.1-3]. 이 실

험들은 안전주입수의 주입 위치 및 안전 주입수량에 따른 ECC bypass 민

감도를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정상상태 뿐만 아니라 과도상태 실험도 포

함한다.  

  ① Test 1: ECC 주입 위치에 따른 ECC Bypass 민감도 실험  

     Test 1A: 파단 저온관에서 제일 가까운 노즐에서 ECC가 주입될 때 

 ECC bypass

     Test 1B:  파단 저온관에서 제일 먼 노즐에서 ECC가 주입될 때 

  ECC bypass

     Test 1C:  파단 저온관에서 두 번째로 가까운 노즐에서 ECC가 주입

 될 때  ECC bypass

     Test 1D: Test 1C 노즐 반대편 노즐에서 ECC가 주입될 때 ECC 

  bypass

  ② Test 2: 인허가 모델 (EM : Evaluation Model) 분석 방법론 관점에

서의 ECC 주입시 ECC bypass 실험: 4 SITs & 2 HPSIPs

  ③ Test 3: 최적 분석 (BE : Best Estimate) 방법론 관점에서의 ECC 

주입시 ECC bypass 실험: 4 SITs & 4 HPSIPs

  ④ Test 4: UPTF DVI Test 21D (271-I) Counterpart 실험

(2) 실험 초기 및 경계요건

  상기 실험 Matrix에 대한 초기/경계조건과 계측변수의 측정 역을 규정하

기 위하여 최적 분석 코드인 MARS 1.4 [3.1-4]를 이용하여 APR1400의 

LBLOCA를 해석하 다. 해석을 위한 Basedeck은 차세대원자로개발 2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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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수행한 3914 MWt의 RELAP5/MOD3 입력 자료 [3.1-5]를 기초로 하

여 정격 출력 3983 MWt의 원자로에 대한 설계변경 사항을 반 하여 작

성하 다. 또한, 강수관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다 상세히 분석하기 위하

여 강수관의 원주 방향을 기존의 4개에서 6개로 분리하여 모델하 다. 그

리고 LBLOCA 발생시 초기 파단유량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격납용기 압력

은 MARS 1.4에 내장되어 있는 CONTEMPT4 코드를 이용하여 계산하

다. 

  해석 결과에서 얻은 주요 변수들의 Reflood Phase 초기 조건은 표 

3.1-3에 안전주입 유량 및 격납용기 압력에 대한 경계조건들은 표 3.1-4∼

3.1-6에 정리되어 있다. 

(3) 측정 자료 및 계측기 측정 역

   실험장치의 계측기기는 고장을 대비하여 Redundancy 및 계측기기의 

계측 역이 Overlapping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강수관에서 다차

원  열수력 현상을 계측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리고 APR1400

의 저온관 양단 파단  LBLOCA의 Reflood phase 시 나타나는 열수력 현

상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정 변수와 계측 기기의 측정 역

이 요구된다.  

․ Intact Cold Leg

   - Steam Flowrates, kg/sec: Nom./Min./Max. = 30.0/0.0/50.0     

   - Pressure, MPa: Nom./Min./Max. = 0.42/0.10/0.50 

   - Coolant Temperature, K: Nom./Min./Max. = 520/300/600

   - Wall Temperature, K: Nom./Min./Max. = 562/500/600

․ Broken Cold Leg

   - Void Fraction, -: Nom./Min./Max. = 0.95/0.0/1.0

   - Steam Flowrate, kg/sec: Nom./Min./Max. = 30.0/0.0/150. 

   - Water Flowrate, kg/sec: Nom./Min./Max. = 4300/0.0/4500

   - Pressure, MPa: Nom./Min./Max. = 0.42/0.10/0.50

   - Coolant Temperature, K: Nom./Min./Max. = 347/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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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all Temperature, K: Nom./Min./Max. = 560/500/600

․ Break

   - Break Flow Void Fraction, -: Nom./Min./Max. = 1.0/0.0/1.0

   - Break Flowrate, kg/sec: Nom./Min./Max. = 4300/0.0/4500

   - Break flow Liquid Velocity, m/sec: Nom./Min./Max. = 200/0.0/300

   - Pressure, MPa: Nom./Min./Max. = 0.42/0.10/0.50 

   - Temperature, K: Nom./Min./Max. = 347/300/600 

   - Liquid Density, kg/m3: Nom./Min./Max. = 930/900/1000  

․ Downcomer (at least 4 Symmetric Circumferential Measurements at  

   Axial Locations)

   - Collapsed Level, m: Nom./Min./Max. = 1.0/0.0/1.0 

   - Pressure, MPa: Nom./Min./Max. = 0.42/0.1/0.50

   - Axial Differential Pressure, Pa: Nom.=0.0/0.0/5600

   - Axial Coolant Temperatures, K: Nom./Min./Max. = 430/300/500 

   - Liquid Velocity, m/sec: Nom./Min./Max. = 3.5/0.0/5.0 

   - Void Fraction, -: Nom./Min./Max. = 0.0/0.0/1.0 

   - Wall Heat Transfer, MW: Nom./Min./Max. = 43/30/60

   - Wall Temperature, K: Nom./Min./Max. = 540/390/570

   - Wall Liquid Film Thickness, m:

   - Viewport 

․ DVI ECC Nozzle

   - ECC Water Jet Velocity, m/sec: Nom./Min./Max. = 18/0.0/20

   - Pressure, MPa: Nom./Min./Max. = 0.45/0.1/0.5

   - Coolant Temperature, K: Nom./Min./Max. = 322/30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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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APR1400 저온관 LBLOCA Reflood Phase 초기 조건

Parameter Reflood

Number of SITs & HPSIPs 4 & 2

Initial Time 30 sec

Core power, % of nominal power 0.059

Intact CL-a2 mass flow, kg/s 23.0

Intact CL-a2 equi. Quality 1.0

Intact CL-a2 liquid temp, K 419

Intact CL-a2 steam temp, K 519

Intact CL-b1 mass flow, kg/s 23.0

Intact CL-b1 equi. Quality 1.0

Intact CL-b1 liquid temp, K 419

Intact CL-b1 steam temp, K 519

Intact CL-b2 mass flow, kg/s 23.0

Intact CL-b2 equi. Quality 1.0

Intact CL-b2 liquid temp, K 419

Intact CL-b2 steam temp, K 519

Core collapsed level, m 0.7*

Downcomer collapsed level, m 1.4*

Lower plenum collapsed level, m 0.4*

Core upper part pressure, Pa 4.3e5

Downcomer upper part pressure, Pa 4.2e5

Containment Pressure, Pa 3.5e5

Intact RPV wall-1 upper temp, K 561

Intact RPV wall-3 upper temp, K 561

Intact RPV wall-1 lower temp, K 561

Intact RPV wall-3 lower temp, K 561

Intact barrel wall-1 upper temp, K 555

Intact barrel wall-3 upper temp, K 555

Intact barrel wall-1 middle temp, K 542

Intact barrel wall-3 middle temp, K 542

Intact barrel wall-1 lower temp, K 528

Intact barrel wall-3 lower temp, K 528

Pump side break flow, kg/s 94.5

Vessel side break flow, kg/s 302.4

Pump side equilibrium Quality 1.0

Vessel side equilibrium Quality 0.0

Broken CL-a1 mass flow, kg/s 3030

Broken CL-a1 equilibrium Quality 0.0

Broken CL-a1 liquid temp, K 347

Broken CL-a1 steam temp, K 410

       Note : Reference elevation is the bottom of the reactor pressure v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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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APR1400 저온관 LBLOCA Reflood Phase 초기조건(계속)

Parameter Reflood

Number of SITs & HPSIPs 4 & 2

Initial Time 30 sec

HPSI-a1 flow, kg/s 0.0

HPSI-a2 flow, kg/s 0.0

HPSI-b1 flow, kg/s 0.0

HPSI-b2 flow, kg/s 0.0

HPSI-a1 temp, K 322

HPSI-a2 temp, K 322

HPSI-b1 temp, K 322

HPSI-b2 temp, K 322

SIT-a1 flow, kg/s 902.9

SIT-a2 flow, kg/s 902.9

SIT-b1 flow, kg/s 902.3

SIT-b2 flow, kg/s 902.3

SIT-a1 temp, K 322

SIT-a2 temp, K 322

SIT-b1 temp, K 322

SIT-b2 temp, K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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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APR1400 저온관 LBLOCA HPSI Flow Curve (1 HPSIP)

RCS Pressure

x 105 Pa

Average

kg/s

Maximum

kg/s

Minimum*

kg/s
1.014 71.285 81.451 61.120
2.392 70.911 80.952 60.870
3.771 70.537 80.453 60.621
5.150 70.038 79.954 60.122
6.529 69.664 79.456 59.872
7.908 69.290 78.957 59.623
9.287 69.916 78.458 59.373
10.67 68.261 77.896 58.625
12.05 67.831 77.397 58.265
13.08 67.478 77.023 57.932
15.84 66.857 76.337 57.378
16.87 66.605 75.963 57.247
21.70 66.352 75.589 57.116
28.59 65.111 73.718 56.504
42.38 63.271 70.911 55.631
56.17 50.632 65.298 48.896
63.07 818.7 59.103 42.160
69.96 47.274 56.006 38.543
83.75 43.730 52.534 34.926
97.54 36.266 45.590 26.943
104.40 27.909 37.358 18.461
107.10 21.185 33.242 9.128
111.30 18.343 31.198 5.488
125.90 14.001 28.003 0
135.50 0 16.733 0
140.40 0 6.736 0
2055 0 0 0

        Note : 1) DVI 위치 : 저온관 중심선 보다 2.1 m 상부

               2) MARS 해석시 Minimum 유량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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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APR1400 저온관 LBLOCA SIT Flow Curve (1 SIT)

Time

sec

RCS Pressure

 Pa

Flow rate

kg/s
1.520E+01

1.680E+01

1.840E+01

2.000E+01

2.160E+01

2.320E+01

2.480E+01

2.700E+01

3.100E+01

3.500E+01

3.900E+01

4.300E+01

4.700E+01

5.100E+01

5.500E+01

5.900E+01

6.300E+01

6.700E+01

7.100E+01

7.500E+01

7.700E+01

7.900E+01

4.395E+06

3.731E+06

3.052E+06

2.407E+06

1.884E+06

1.598E+06

1.115E+06

6.521E+05

4.167E+05

3.225E+05

3.119E+05

3.231E+05

3.516E+05

3.545E+05

3.598E+05

3.388E+05

3.441E+05

3.508E+05

3.290E+05

3.283E+05

3.341E+05

3.304E+05

0.000E+00

2.821E+02

5.859E+02

7.244E+02

8.052E+02

8.413E+02

8.841E+02

9.351E+02

9.029E+02

8.583E+02

8.100E+02

7.677E+02

7.273E+02

6.982E+02

6.733E+02

6.557E+02

6.396E+02

6.212E+02

6.131E+02

6.015E+02

5.920E+02

0.000E+00

               Note : 위 값은 MARS1.4에 의한 계산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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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APR1400 저온관 LBLOCA Containment Pressure Curve

Time

sec

 Pressure

EM case (Pa)

Pressure

BE case (Pa)

Time

sec

Pressure

EM case (Pa)

Pressure

BE case (Pa)

  0.000 

  1.601 

  3.201 

  4.801 

  6.401 

  8.001 

  9.601 

  11.20 

  14.40 

  17.60 

  20.80 

  24.80 

  27.00 

  35.00 

  43.00 

  51.00 

  63.00 

  75.00 

  87.00 

  99.00 

  107.0 

  115.0 

  127.0 

  135.0

  143.0

  155.0

  160.0

1.000E+05

1.616E+05

1.991E+05

2.279E+05

2.515E+05

2.708E+05

2.864E+05

3.003E+05

3.252E+05

3.413E+05

3.511E+05

3.562E+05

3.566E+05

3.477E+05

3.342E+05

3.250E+05

3.125E+05

3.008E+05

2.910E+05

2.815E+05

2.750E+05

2.686E+05

2.598E+05

2.542E+05

2.490E+05

2.417E+05

2.388E+05

1.000E+05

1.617E+05

1.991E+05

2.282E+05

2.519E+05

2.711E+05

2.868E+05

3.008E+05

3.245E+05

3.415E+05

3.507E+05

3.557E+05

3.571E+05

3.477E+05

3.342E+05

3.250E+05

3.125E+05

3.005E+05

2.889E+05

2.787E+05

2.727E+05

2.672E+05

2.587E+05

2.529E+05

2.475E+05

2.402E+05

2.372E+05

165.0

173.0

181.0

191.0

201.0

210.0

220.0

232.0

240.0

250.0

260.0

270.0

280.0

290.0

300.0

320.0

340.0

360.0

380.0

400.0

420.0

440.0

460.0

480.0

499.0

2.359E+05

2.314E+05

2.271E+05

2.221E+05

2.176E+05

2.139E+05

2.099E+05

2.055E+05

2.027E+05

1.995E+05

1.964E+05

1.934E+05

1.905E+05

1.877E+05

1.850E+05

1.797E+05

1.748E+05

1.705E+05

1.664E+05

1.626E+05

1.593E+05

1.564E+05

1.539E+05

1.520E+05

1.504E+05

2.344E+05

2.302E+05

2.262E+05

2.215E+05

2.172E+05

2.133E+05

2.093E+05

2.049E+05

2.023E+05

1.993E+05

1.966E+05

1.941E+05

1.918E+05

1.896E+05

1.876E+05

1.839E+05

1.805E+05

1.774E+05

1.747E+05

1.725E+05

1.703E+05

1.684E+05

    Note : 위 값은 MARS1.4에 의한 계산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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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세대원자로 DVI LBLOCA 예비해석

가. DVI ECCS 성능실험 장치에 대한 실험 전 예비해석

  APR1400 DVI 실험장치의 강수관 역에서 발생하는 주요 열수력 현상

을 예측하기 위하여 최적 분석 코드인 MARS 2.0의 1D module을 이용하

여 다양한 민감도 분석이 수행되었다. 본 보고서에는 여러 실험 Matrix에 

대한 후기 Reflood 상태에서의 정상상태 해석 결과가 기술되어 있다. 본 

해석에서 얻어진 ECC bypass, 증기 응축 및 Downcomer water level 

sweep-out 등의 주요 열수력 현상의 발생정도에 대한 정량화된 결과들은 

시운전 및 본 실험 수행의 참고자료로 활용되었다.

(1) 해석 모델

  본 해석에 사용된 MARS 코드는 1D module인 RELAP5 

MOD3.2.1[3.1-6]과 3D module인 COBRA-TF[3.1-7] 코드를 통합/재구성

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개발한 것으로서 1D 혹은 3D 계통분석 및 핵

연료 온도 거동을 계산하는 최적분석 코드이다. 코드를 개발하면서 코드의 

모사능력을 확장하고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많은 개선 사항들

이 반 되어 왔다. MARS의 최신 버전에는 RELAP5/MOD3.2.2 γ

-version[3.1-8]의 새로운 개선 사항들도 반 되어 있다.

  본 보고서에 기술된 예비 실험 해석은 MARS의 1D module을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강수관에서의 다차원 효과를 근사적으로 모사하기 위하여 1D 

module의 Extended 3D feature인 x-, y-, 및 z-축 방향의 유로 형상을 입

력하여 각 축 방향으로의 1D 운동량 방정식을 고려하 다. 이 방법은 각 

방향의 운동량이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유체 속도에 의하여 전달되는 

효과를 반 할 수 있게 한다.

  그림 3.1.2는 실험장치의 예비 실험 해석에 사용된 MARS 1D 노드 다

이아그램이다. 강수관의 Annular section은 원주 방향으로 60˚씩 분할하여 

6개의 Column으로 모델하 다. 각 Column은 축 방향으로 19개의 노드로 

나누었으며 각 노드 사이는 다차원 유동을 모사하기 위하여 Cross flow로 

연결하 다. 첫째, 셋째, 넷째 및 여섯째 Column은 4개의 저온관 및 D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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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즐에 연결된 강수관 역을 모사한 것이고, 둘째 및 다섯째 Column은 

고온관이 지나가는 강수관 역을 모사한 것이다. 저온관 및 DVI 배관은 

강수관 외벽의 수직 방향으로 연결하 다. 노심 배럴 모사기는 Pipe로 모

사하고 바닥에 연결된 Drain line은 Time dependent junction으로 모사하

다. 정상상태의 개별효과 실험에 대한 본 해석에서는 ECC, 증기 및 

Drain 유량은 일정하게 유지하 다. Drain 유량은 강수관의 수위가 일정

하게 유지되도록 조절하 다.

그림 3.1.2 예비 실험 해석에 사용된 MARS 1D 노드 다이아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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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석 초기/경계조건

  해석에 사용된 주요 초기/경계조건 값들은 표 3.1.7에 정리되어 있다. 이 

값들은 원형인 APR1400의 저온관 양단 순시파단 사고시 후기 Reflood 시

점 (사고 발생 후 300초)에서의 과도 상태 계산 결과이다[3.1-3]. 계통의 

열수력 초기조건 즉, 압력, 온도 및 증기 과열도, 안전주입수 과냉각도 등

은 원형의 해석 결과와 같다. 반면에 건전 저온관을 통한 증기 유량 및 

DVI 노즐을 통한 ECC 주입유량은 면적 축소비인 1/24.3 만큼 줄어든 값

을 사용하고 해석시 그 입력 값들은 경계조건으로 처리하 다. 

표 3.1.7 예비 실험 해석에 사용된 주요 초기/경계조건

Parameter
APR1400 

(Prototype)

Test Facility 

(Model)
Downcomer

 Pressure, MPa

 Temperature, K

0.2

393

0.2

393

Containment Pressure, MPa 0.195 0.195

ECCS Conditions

 1 SIT Flow Rate, kg/s

 1 HPSIP Flow Rate, kg/s

 Temperature/Subcooling, K

0.0

60.75

322/70

0.0

2.5

322/70
Steam Conditions

 1 Intact Cold Leg Flow Rate, kg/s

 Temperature/Superheat, K

18.0

533/140

0.741

533/140

(3) 해석 결과

  ECC 주입 위치, ECC 주입 유량 및 증기 유량 변화에 따른 ECC 

bypass 및 증기 응축 등의 열수력학적 거동에 대한 민감도를 평가하기 위

하여 많은 경우에 대한 정상상태 계산이 수행되었다. 각 정상상태 해석 

Case에서 얻은 주요 결과 및 아래에 기술된 식에서 계산한 결과 값들이 

표 3.1.8에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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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3은 APR1400 DVI 실험시 예상되는 강수관에서의 Mass 

balance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ECC
Nozzle

Intact
Cold Leg

Broken
Cold Leg

Drain
Nozzle

Mcond

Mbf ECC⋅− )1( Mbf cond⋅− )1(

M ECC

M sweep

M break

M drain

M acc

M steam

그림 3.1.3 강수관에서의 Fluid Mass Balance 

  강수관에서의 Overall mass balance equation은 다음과 같다:

   MMMMM accdrainbreaksteamECC
=−−+        (3.1.1)

  파단유량(Mbreak )은 파단부를 통한 물 및 증기의 질량 유량의 합으로 구

성되고, 증기응축 유량(Mcond )은 건전 저온관에서 유입되는 총 증기유량

(M steam )에서 파단부를 통한 증기유량의 차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MMM steambreakliqudbreakbreak ,,
+=        (3.1.2)

   MMM steambreaksteamcond ,
−=        (3.1.3)

  상부 강수관으로 주입된 ECC와 증기응축으로 인하여 생성된 액체는 증

기 유동에 의하여 파단부로 직접 Bypass되거나 강수관 하부로 침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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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현상은 Bypass fraction(bf)을 도입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MMbfM ECCECCECC
bf ⋅−+⋅= )1(       (3.1.4)

  MMbfM condcondcond
bf ⋅−+⋅= )1(       (3.1.5)

  건전 저온관에서 파단 저온관으로 진행하는 고속의 증기 유동은 또한 

저온관 노즐 하부 근처에 존재하는 유체를 파단부로 Sweep-out 시킨다. 

따라서 파단부를 통한 총 방출유량은 다음과 같다:

 MMbfMMbfM sweepcondsteamECCbreak
+⋅−−+= ⋅ ))1((                     

(3.1.6)

  정상상태 조건에서는 강수관에서의 냉각수 축적유량(M acc )은 이고, 강

수관의 수위가 저온관보다 아주 낮게 유지되는 후기 Reflood 시점에서의 

Sweep-out 유량(M sweep ) 또한 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3.1.2)식,(3.1.3)

식,(3.1.4)식과 (3.1.6)식을 조합하면 Bypass fraction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MMM
M

MM
M

steambreaksteamECC

drain

condECC

liquidbreak
bf

,

, 1
−+

−=
+

=
       (3.1.7)

  강수관에서의 증기응축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Condensation fraction 

(cf)과 Condensation efficiency (η cond )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 다. 이들은 

각각 강수관으로 유입되는 총 증기유량이 액체로 응축되는 비율 및 DVI 

노즐 입구에서의 ECC 과냉각도 대비 강수관에서의 과냉각 상실량을 나타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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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M
steam

condcf =
       (3.1.8)

  T
TT
in

outin
cond ∆

∆−∆=η
       (3.1.9)

  DVI 노즐 입구 과냉각도( T in∆ )는 강수관 입구에서의 평균 ECC 과냉각

도이고, 출구 과냉각도( T out∆ )는 강수관 바닥 및 파단 저온관에서의 과냉각

도를 유량 분율로 평균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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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8 예비 실험 해석 Case 및 주요 정상 상태 계산 결과

Case

SI 

flow 

rate

(kg/s)

D/C Initial 

level from 

bottom of 

CL (m) 

Steam 

flow rate

(kg/s)

Steam 

super-

heat

(K)

Inlet ECC 

subcool-

ing

(K)

Drain 

flow 

rate

(kg/s)

Break 

flow 

rate

(kg/s)

Conden- 

sation  

rate

(kg/s)

Exit ECC 

subcool-

ing

(K)

Bypass 

fraction

Conden-

sation 

fraction

Conden- 

sation 

effici-

ency

ECC 주입 위치에  

따른 ECC Bypass  

민감도

1A 1x2.5 1.79 3x0.741 140 70.7 0.3 4.43 0.143 15.88 0.886 0.064 0.775

1B 1x2.5 1.79 3x0.741 140 70.7 2.543 2.21 0.193 5.54 0.056 0.086 0.922

1C 1x2.5 1.79 3x0.741 140 70.7 1.3 3.27 0.193 7.74 0.517 0.086 0.891

1D 1x2.5 1.79 3x0.741 140 70.7 2.25 2.45 0.203 4.78 0.168 0.091 0.932

EM 조건에서의   

ECC Bypass 민감도

2A-1 2x2.5 1.79 3x0.741 140 70.7 2.973 4.25 0.434 9.53 0.453 0.195 0.865

2A-2 2x2.5 1.79 3x0.741 140 70.7 2.873 4.39 0.283 23.5 0.544 0.127 0.668

BE 조건에서의 

ECC Bypass 민감도

3A-1 4x2.5 1.79 3x0.741 140 70.7 7.0 5.21 0.963 12.2 0.361 0.433 0.827

3A-2 4x2.5 1.79 3x1.0 140 70.7 6.0 7.01 0.92 12.1 0.451 0.307 0.829

3A-3 4x2.5 1.79 3x2.0 140 70.7 3.2 12.80 0.86 13.2 0.705 0.143 0.813

3A-4 4x2.5 1.79 3x3.0 140 70.7 2.34 16.74 0.70 16.2 0.781 0.078 0.771

3A-1-1 4x2.5 1.79 3x0.741 0 70.7 8.043 4.185 1.12 13.6 0.277 0.504 0.807

3A-1-2 4x2.5 1.79 3x0.741 10 70.7 8.073 4.145 1.13 12.35 0.275 0.508 0.825

3A-1-3 4x2.5 1.79 3x0.741 100 70.7 7.283 4.93 0.999 12.34 0.338 0.449 0.825

3A-1-4 4x2.5 1.79 3x0.741 170 70.7 6.840 5.33 0.926 12.18 0.374 0.417 0.828

3B-1 4x2.5 0.15 3x0.741 140 70.7 6.86 5.38 0.942 15.88 0.373 0.424 0.775

3B-2 4x2.5 0.15 3x2.0 140 70.7 3.0 13.0 0.8 14.76 0.722 0.133 0.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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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CC 주입 위치에 따른 ECC bypass 민감도

  ECC 주입 위치에 따른 ECC bypass의 민감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네 

가지 경우의 정상상태 계산을 수행하 다. 이 경우 ECC는 원주 방향으로 

90°간격을 두고 설치된 네 곳의 DVI 노즐 중 오직 한곳을 통하여 주입

되는 것으로 하 다.  표 3.1.8에 정리되어 있는 Case 1A, 1B, 1C 및 1D

는 ECC가 파단 저온관에서 제일 가까운 노즐, 파단 저온관에서 제일 먼 

노즐, 파단 저온관에서 두 번째로 가까운 노즐 및 파단 저온관에서 세 번

째로 가까운 노즐에서 각각 주입되는 경우이다. 이는 그림 3.1.2의 A131, 

A146, A141 및 A136 Column의 7번 노드로 각각 주입되는 것으로 모델하

여 해석하 다. 

  Test vessel 및 Containment simulator의 초기 압력은 각각 0.2 MPa 및 

0.195 MPa이고, 강수관에는 포화상태의 물 (393 K)이 저온관 노즐의 바닥

에서 1.79 m 아래까지 채워져 있는 것으로 하 다. 외부 보일러에서 공급

되는 과열 증기 (533 K)는 세 개의 건전저온관을 통하여 강수관으로 주입

되도록 하 다. 표 3.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증기 주입유량은 2.223 

kg/s로 하 으며, 과냉의 ECC (322 K)는 상부 강수관 (저온관 노즐 중심

선에서 2.1 m 위)으로 한 개의 DVI 노즐을 통하여 2.5 kg/s씩 주입되게 

하 다. 노심 배럴의 바닥에서는 강수관에 ECC가 축적되지 않도록 각 

Case에 대하여 일정량 배수되도록 하 다. 

  주요 정상상태 해석 결과는 표 3.1.8에 정리되어 있다. 그림 3.1.4는 

ECC 주입 위치에 따른 ECC bypass율, 증기응축률 및 응축 효율을 그린 

것이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파단 저온관에서 제일 가까운 DVI 

노즐로 주입된 ECC (Case 1A)는 거의 Bypass (약 89%)되는 반면, 파단 

저온관 반대편에 위치한 DVI 노즐로 주입된 ECC (Case 1B)는 강수관 하

부 역으로 거의 침투 (약 94%)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CC 주입이 파단

부에 근접하여 Direct ECC bypass가 많이 일어나는 Case 1A의 경우 응

축 효율은 약 77.5%로 다른 Case들의 89∼93%보다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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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ECC 주입위치에 따른 민감도 (1 HPSIP) 

(나) 단일고장 관점에서의 ECC bypass 민감도

  단일고장 분석 방법론 관점에서 후기 Reflood 기간에 ECC 주입은 2개

의 HPSIP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하나는 파단 저온관에서 제일 가까운 

DVI 노즐을 통하여, 다른 하나는 파단 저온관의 반대편에 위치한 DVI 노

즐을 통하여 ECC를 주입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러한 ECC 주입 조건 

하에서 ECC 주입 높이에 따른 ECC bypass 및 증기 응축 현상의 민감도

를 평가하기 위하여 두 가지 경우의 정상상태 계산을 수행하 다. 표 3.1.8

에 정리되어 있는 Case 2A-1 및 2A-2는 DVI 노즐이 각각 저온관 중심

에서 2.1 m 및 0.35 m 위에 위치할 때의 경우로, 이는 APR1400과 UPTF

의 DVI 노즐 높이를 모사한 것이다.

  해석의 초기/경계조건은 앞 절의 경우와 동일하고, 이 경우 ECC는 두개

의 DVI 노즐을 통하여 각각 2.5 kg/s씩 주입되고 각 경우에 대하여 강수

관의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기 위하여 일정량의 냉각수를 노심 배럴

의 하단부로 배수시킨다.

  주요 정상상태 해석 결과는 표 3.1.8에 정리되어 있다. 이 표에서 양쪽 

DVI 노즐로 주입되는 Case 2A-1의 ECC bypass율은 한쪽 DVI 노즐로 

주입되는 경우인 Case 1A와 1B의 ECC bypass율을 평균한 결과와 아주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Case 2A-1의 경우 양쪽 DVI 노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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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입되는 ECC의 상호 작용으로 증기 응축이 증가하여 증기 속도를 감소

시킴으로써 ECC bypass율은 다소 줄어드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Case 2A-1의 ECC bypass율 45.3%는 같은 주입 조건에서 MARS 1D로 

계산한 원형의 APR1400 해석 결과인 40%[3.1-9]보다 다소 높다. 이는 실

험장치의 Scale 왜곡 현상에 의해 원주 방향의 증기 속도가 다소 증가하

여 빚어지는 것으로 예측된다.

  DVI 노즐을 UPTF의 노즐 설치 높이로 낮춘 Case 2A-2의 경우 Case 

2A-1보다 파단부에 더욱 근접하게 됨에 따라 ECC bypass율은 높게 나타

나고 증기응축률 및 응축 효율은 낮게 예측된다. 이로 인하여 하부 강수관

으로 유입되는 ECC 주입수의 유량은 다소 감소하나 과냉각 여유도는 상

당히 증가되어 노심 재관수 및 노심 냉각에 좋은 향을 미칠 것으로 예

측된다.

  그림 3.1.5는 Case 2A-1의 Annular 강수관 역에서의 과냉각도 분포를 

그린 것이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수관에서 다차원의 유동 분포

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역에서의 기포율 및 Flow regime 결

과로부터 파단 저온관 쪽의 ECC는 얇은 Annular film 유동을 형성하고 

파단부로 휩쓸려 대부분 우회 방출되고 파단 저온관의 반대쪽으로 주입된 

ECC는 다소 두꺼운 Annular film 유동을 형성하며 대부분 하부 강수관으

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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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강수관에서의 과냉각도 분포 (Case 2A-1) 

(다) BE 분석 방법론 관점에서의 ECC bypass 민감도

  최적 분석 (BE : Best Estimate) 방법론 관점에서 후기 Reflood 기간에 

ECC 주입은 4개의 HPSIP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ECC 주입 조건 

하에서 증기 유량, 증기 온도 및 강수관 수위 변화에 따른 ECC bypass 

및 증기 응축 현상의 민감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표 3.1.8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경우의 정상상태 계산을 수행하 다. 

① 증기 유량 변화에 따른 ECC bypass 민감도

  세 개의 건전 저온관에서 강수관으로 유입되는 증기 유량 변화에 따른 

ECC bypass 및 증기 응축 현상의 민감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네 가지 경

우의 정상상태 계산을 수행하 다. 표 3.1.8에 정리되어 있는 Case 3A-1, 

3A-2, 3A-3 및 3A-4는 건전 저온관 한 곳으로 유입되는 증기 유량이 각

각 0.741 kg/s, 1 kg/s, 2 kg/s 및 3 kg/s일 때의 경우이다. 

  앞 절의 경우와 같이 Test vessel 및 Containment simulator의 초기 압

력은 각각 0.2 MPa 및 0.195 MPa이고, 강수관에는 포화상태의 물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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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이 저온관 노즐의 바닥에서 1.79 m 아래까지 채워져 있는 것으로 하

다. 외부 보일러에서 공급되는 과열 증기 (533 K)는 세 개의 건전 저온관

을 통하여 강수관으로 주입되도록 하 다. 과냉의 ECC (322 K)는 상부 

강수관 (저온관 노즐 중심선에서 2.1 m 위)으로 네 개의 DVI 노즐을 통하

여 2.5 kg/s씩 주입되게 하 다. 노심 배럴의 바닥에서는 강수관에 ECC가 

축적되지 않도록 각 Case에 대하여 일정량 배수되도록 하 다.

  주요 정상상태 해석 결과는 표 3.1.8에 정리되어 있다. 앞 절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표에서도 네 곳의 DVI 노즐로 주입되는 Case 3A-1의 ECC 

bypass율은 한쪽 DVI 노즐로만 주입되는 경우인 Case 1A, Case 1B, 

Case 1C와 1D의 ECC bypass 율을 산술 평균한 결과보다 다소 감소된 

ECC bypass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1.6은 증기 유량 변화에 따른 

ECC bypass율, 증기응축률 및 응축 효율을 그린 것이다. 이 그림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증기 유량이 증가하면 ECC bypass가 더 많이 되고, 증기응

축률은 감소한다. 그러나 응축 효율은 증기 속도 변화에 그다지 민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Fr
a c

tio
n

2 3 4 5 6 7 8 9
Steam Flow Rate, kg/s

ECC Bypass Fraction
Steam Condensation Fraction
Steam Condensation Efficiency

그림 3.1.6 증기 유량 변화에 따른 민감도 (4 HPS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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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7은 Case 3A-1의 환형 강수관 역에서의 기포율 분포를 그린 

것이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수관에서 다차원의 유동 분포가 발

생함을 알 수 있다. 상부 강수관 역 (DVI 노즐 하부에서 저온관 노즐 

상부까지)에서의 기포율은 0.95에서 0.98까지의 범위에 분포하고 있다. 이

로써 ECC는 Vessel 벽면을 따라 얇은 액막을 형성하며 넓게 퍼져 내려간

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3.1.7 강수관에서의 기포율 분포 (Case 3A-1) 

② 증기 과열도 변화에 따른 ECC bypass 민감도

  세 개의 건전 저온관에서 강수관으로 유입되는 증기 과열도 변화에 따

른 ECC bypass 및 증기 응축 현상의 민감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네 가지 

경우의 정상상태 계산을 수행하 다. 표 3.1.8에 정리되어 있는 Case 

3A-1-1, 3A-1-2, 3A-1-3 및 3A-1-4는 건전 저온관으로 유입되는 증기 

과열도가 각각 0 K, 10 K, 100 K 및 170K 일 때의 경우이다. 해석의 초

기/경계조건은 증기 과열도가 140 K인 앞 절의 Case 3A-1과 동일하다.

  주요 정상상태 해석 결과는 표 3.1.8에 정리되어 있고 증기 과열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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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ECC bypass율, 증기응축률 및 응축 효율은 그림 3.1.8에 나타나 

있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기 과열도가 증가하면 증기응축률은 

감소하고 ECC bypass율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증기응축량이 줄어들면 

증기 속도가 향을 덜 받게 되고 이에 따라 ECC bypass는 더 많이 일어

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응축 효율은 증기 과열도 변화에 민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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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증기 과열도 변화에 따른 민감도 (4 HPSIP) 

③ 강수관 수위 변화에 따른 ECC bypass 민감도

  강수관의 초기 수위에 따른 ECC bypass 및 증기 응축 현상의 민감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두 가지 경우의 정상상태 계산을 수행하 다. 표 3.1.8에 

정리되어 있는 Case 3B-1 및 3B-2는 강수관의 수위가 저온관 노즐의 바

닥에서 0.15 m 아래까지 채워져 있고 건전 저온관 한 곳으로 유입되는 증

기 유량이 각각 0.741 kg/s 및 2 kg/s 일 때의 경우이다. 그 외 해석의 초

기/경계조건은 앞 절의 Case 3A-1과 동일하다.

  주요 정상상태 해석 결과는 표 3.1.8에 정리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Case 3B-1 및 3B-2의 결과는 각각 같은 증기 유량 유입 조건

이고 강수관의 수위가 저온관 노즐의 바닥에서 1.79 m 아래까지 채워져 

있는 Case 3A-1 및 Case 3A-3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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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그러나 강수관의 수위가 높은 경우에는 파단부로 빠져나가는 원

주 방향의 증기 유로 단면적이 줄어들게 되고 이로 인하여 증기 속도가 

증가하여 ECC bypass가 다소 증가하는 반면, ECC와 과열 증기간의 접촉 

공간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증기응축률은 다소 줄어든 결과를 보여 준다. 

④ 강수관 Water level sweep-out

  강수관의 수위가 저온관 노즐 바닥 근처에 유지되고 있을 때 고속 증기 

유동에 의한 강수관의 Water level sweep-out 현상을 평가하기 위하여 추

가적인 해석을 수행하 다. 해석의 초기/경계조건은 앞 절의 Case 3B-2와 

동일하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정상상태 계산 개시 후 100 초에 ECC 주

입과 배수 유량을 갑자기 중단하고 건전 저온관을 통한 총 증기 유량은 

지속적으로 6 kg/s로 유지하 다. 그림 3.1.9는 강수관의 Collapsed level 

및 파단 유량을 그린 것이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상상태 개시 

100초 후에 고속의 증기가 저온관 바닥 근처의 물을 Sweep-out 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강수관의 Collapsed level은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증기가 더 이상의 물을 강수관 상부로 끌어 올려 파단부로 어 내

지 못하게 되면 강수관의 수위는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최대 Void 

height (저온관 노즐 바닥에서 Collapsed water level까지의 거리)인 0.7 m

에서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APR1400 DVI 실험 장치에 대하여 

MARS 1D module로 계산한 이 Void height는 Scaling이 비슷한 CCTF 

DVI test에서 관측된 결과(0.75 m 이하)[3.1-1]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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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Sweep-out에 의한 강수관 Collapsed Level 및 파단 유량

나. MARS 1D를 이용한 차세대원자로 LBLOCA 예비해석

(1) Fluidic Device 모델

  Fluidic device가 설치된 안전주입탱크를 사용하여 LBLOCA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안전주입탱크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Supply port와 Control port

를 적절히 모델해야 한다. Fluidic device의 개략적인 형태와 MARS 모델

링은 그림 3.1.10과 같다. 안전주입탱크와 DVI 관 사이에 가상의 0.5 m 

Pipe를 모델하여, 이 관을 연결하는 Supply port와 Control port를 

Junction의 단면적으로 모델하고 이들 Junction은 "Trip valve"를 사용하

여 주어진 조건에 도달하면 밸브들이 개폐되도록 하 다. Control port의 

단면적은 시행착오법 (Trial and error method)에 의하여 Control port 작

동시 최대 유량이 약 240 kg/s가 되도록 조절하 으며, 안전주입탱크에서

의 유량이 약 780 kg/s 정도가 되면 Supply port를 통해서는 유체가 공급

되지 않도록 모델하 다. 본 계산에서는 Control port의 단면적이 0.0065 

㎡ 일때 계산된 유량은 약 240 kg/s이었다. 안전주입탱크를 이와 같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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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하므로써 LBLOCA로 인하여 안전주입탱크가 작동할 때 최대 유량은 약 

970 kg/s이고 안전주입탱크내 유체의 수위가 Supply port 이하로 내려갈 

때의 최대 유량은 약 240 kg/s 이다.

                  

control pipeControl port

Supply port

'A'

MARS modeling

DVI Line

'B'

main pipe

SIT

그림 3.1.10 Fluidic device가 설치된 안전주입탱크의 MARS 2.0 model

(2) MARS 1D 모델링 및 초기조건 

  차세대원자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은 안전주입탱크 4개와 고압 안전주입 

펌프 4대로 구성되며 이들은 원자로 강수관의 상부에 대칭으로 연결되어 

있다. 고압 안전주입 펌프는 기계적으로는 4대가 독립적으로 작동하나 전

기적으로는 2 Train의 전원공급 장치에 의하여 작동되므로 단일고장은 파

단 Loop의 좌우에 위치한 2대의 고압 안전주입 펌프 (Volume: 386, 485-

그림 3.1.11)가 작동되지 않는 것으로 고려하 다. 격납용기의 압력변화는 

MARS 2.0 코드에 내장된 CONTEMPT 코드를 이용하여 Implicit하게 계

산하 으며 비상노심냉각계통을 포함한 APR1400의 MARS 1D 노드 다이

아그램은 그림 3.1.12와 같다[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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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  ECC 주입 위치 및 MARS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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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2 APR1400 LBLOCA 해석을 위한 MARS 1D 노드 다이아그램 

  사고해석을 위하여 먼저 정상상태 계산을 수행하 다. 정격출력의 102%

인 정상상태를 계산하기 위하여 주 급수유량은 정격출력시 주 급수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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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로 고려하 으며, 일차계통의 압력을 쉽게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가압

기 위쪽에 가상의 "Time dependent volume"을 설치하여 정상상태 계산을 

수행한 후 과도기 계산 시에는 가상의 "Time dependent volume"을 제거

하 다. 계산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주요 변수들은 정상조건에 도달하

으며, 오차가 큰 변수 중에 하나인 증기 방출유량은 급수유량 또는 일차계

통에서 전달된 에너지 양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나, 오차 범위가 0.1% 

이내로써 만족할 만한 수준이므로 더 이상 정상상태 계산을 진행하지 않

았으며 표 3.1.9는 정상상태 계산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표 3.1.9 LBLOCA 해석을 위한 초기상태 계산(MARS 1D) 

변수 설계값 100% 출력
102% 

출력
 노심 출력 (MWt)

 가압기 압력 (MPa)

 저온관 온도 (K)

 고온관 온도 (K)

 Loop 유량 (kg/s)

 우회유량 (kg/s)

    강수관입구에서 상부헤드 

    강수관 입구에서 상부공동

    하부공동에서 노심 shroud 

    하부공동에서 안내관 

 증기발생기 헤드 압력 (MPa)

 주급수 유량 (kg/s)

 주증기 유량 (kg/s)

3983

15.5

563.7

-

10495.6

101.9

288.9

84.2

155.0

6.89

1131.5

1131.5

3983

15.5

564.0

597.7

10496.0

102.1

289.3

86.7

155.0

6.90

1131.5

1129.7

4063

15.5

564.0

597.7

10496.0

102.1

289.2

86.7

155.0

6.90

1154.1

1152.1

(3) LBLOCA 1차원 해석 

  LBLOCA가 발생하면 원자로 정지신호에 의하여 정지봉 (Shutdown 

banks)이 작동하기 전에 이미 원자로의 출력은 도플러와 냉각재 온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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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부 반응도가에 의하여 잔열 수준으로 떨어질 뿐 아니라 정지봉 삽입

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사고 해석에서는 정지봉과 제어봉의 삽입에 

의한 부 반응도가를 고려하지 않았다. 핵연료의 붕괴열 모델은 보수적으로 

알려진 ANS-73 붕괴열 모델을 사용하고, 사고 발생과 동시에 외부전원 

상실을 고려하 으며, 노심의 우회유량은 총 노심 입구 유량의 2% 이하이

다. 그리고 본 해석에서 사용된 주요 설정치와 기기 작동 지연시간 (Delay 

time)은 다음과 같다. 

- 원자로 정지신호: 가압기 압력 10.72 MPa 이하

                         지연시간 - 1.15 초

- 안전주입 탱크작동: 계통압력 3.93 MPa 이하

- 고압 안전주입펌프 작동: 원자로 정지신호 발생 후 작동

                                 지연시간-40 초

  안전주입탱크와 Surge line을 하나로 통합하여 MARS의 Accumulator 

component를 이용하여 모델하 다. 이때 사용된 형상손실계수는 참고문헌 

[3.1-11]의 예비 계산 결과와 최대 유량을 맞추기 위하여 참고문헌 

[3.1-11]에서 제안한 14.5 대신에 7.0을 사용하 으며 안전주입탱크와 DVI 

nozzle 사이의 Surge line은 별도로 모델하지 않았다. 그리고 파단유량은 

Henry-Fauske 임계유량 모델과 방출계수(Cd)=0.6을 사용하 으며, DVI 

nozzle이 연결된 강수관의 개략적인 모델은 그림 3.1.11과 같다.

  이상의 모델링과 가정들을 사용하여 Fluidic device가 설치된 안전주입

탱크에 대한 LBLOCA 해석을 수행하 다. 표 3.1.10은 시간 경과에 따른 

과도기 진행 상황을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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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0  LBLOCA 사고 진행(MARS 1D) 

사고 전개 시간 (초)

저온관 양단 파단 0.0

MCP 정지 0.0

   터빈 정지 0.14

   주급수 격리밸브 닫힘 0.14

가압기 저압에 의한 원자로 정지신호 발생 14.0

안전주입탱크 작동 16.0

   일차 측과 이차 측의 압력 역전 24.0

Refill 시작 28.0

Reflood 시작 38.4

강수관 수위 저온관 위치 도달 43.2

   SIT 유량 turn-down 45.6

HPSI 펌프작동 54.0

안전주입탱크 고갈 138.0

계산 종료 1000

  사고가 발생하면 원자로계통과 격납용기 사이의 큰 압력차이로 인하여 

급격한 과도기가 시작되는데 그림 3.1.13은 가압기 상부와 증기 발생기 상

부에서의 압력변화이고, 그림 3.1.14는 파단면을 통한 방출 유량을 보여준

다. 일차계통의 감압은 사고 시작부터 계통의 압력이 포화압력에 도달할 

때까지 가장 크고 포화압력에 도달한 이후부터는 노심에서 증기의 생성으

로 인하여 감압율이 감소하게 된다. 압력이 급격히 감소하는 Blowdown 

기간 동안 냉각재는 파단부위를 통하여 임계유속으로 방출되고, 일차계통

압력은 안전주입탱크 작동압력인 3.93 MPa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 이차계

통의 압력은 과도 초기에 이미 포화상태에 도달하여 약 4.5 MPa의 일정

한 압력을 유지하는데 이 압력은 약 24초 이후의 일차계통 압력보다 높은 

압력이다. 그림 3.1.15의 격납용기 압력은 사고 초기에 대량의 유체가 방출

되면서 27초에 약 0.35 MPa의 최대 값을 가진 후 격납용기 냉각계통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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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하면서 감소한다. 방출 유량에 의한 에너지 증가가 격납용기 냉각계통

에 의한 냉각과 균형을 이루게 되면 안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일차계통 압력감소에 따라 사고 후 16초에 4개의 안전주입탱크로부터 

안전주입수가 공급되고 28초경에 재충수(Refill)가 시작된다. 43초경에는 

강수관의 수위가 저온관 위치까지 상승하면서 노심에서 재관수(Reflood)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3.1.16은 Fludic device가 설치된 안전주입탱

크에서 DVI 관으로의 유량을 나타낸다. 안전주입탱크에서 공급되는 유량

은 45.6초에 Turn-down되어 약 780 kg/s에서 240 kg/s로 감소하 으며 

안전주입탱크내 냉각수가 완전히 비게되는 시간은 138초이다. 그림 3.1.17

은 강수관에서의 압축 수위를 보여 준다. 안전주입탱크가 고갈된 후에는 

고압안전주입펌프에 의한 냉각수만 공급되는데 이 기간은 강수관의 수위

가 충분한 수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저온관 아래로 내려가고 있으나 

Fluidic device가 작동하는 기간 동안은 재관수에 충분한 안정적인 수위를 

확보하 다. 그림 3.1.18은 각 Node에서 핵연료 피복재 온도를 나타낸다. 

핵 연료봉의 각 노드간 간격은 0.19 m이고 첫 번째 노드는 핵연료 바닥으

로부터 0.095 m인 위치에서 시작된다. MARS 계산 결과에 의하면 고압안

전주입유량은 재관수에 필요한 충분한 강수관의 수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노심의 압축수위도 안전주입탱크의 냉각재가 고갈된 

후에는 안전주입탱크의 냉각재가 주입될 때 보다 낮은 수위를 유지하 다. 

그림 3.1.19는 개략적인 ECC bypass 유량을 나타내는데 이 값은 총 안전

주입유량 (안전주입탱크 유량 + 고압 안전주입펌프 유량)에서 노심으로 

유입된 유량을 뺀 (Total ECC flow-core inlet flow) 것이다. Refill 기간뿐 

아니라 Reflood 기간에도 ECC 유량 중 상당량이 노심으로 유입되지 못하

고 파단면을 통하여 방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전주입 냉각수가 효과

적으로 노심으로 유입되지 못하여 노심의 재관수 속도가 감소하고 재관수 

속도의 감소는 노심 내부 기포율을 증가시켜 상대적으로 노심 상부압력을 

상승시키게 된다. 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재관수는 더욱 서서히 진행

되고 있다.  

  안전주입탱크의 재고량이 고갈되고 고압 안전주입 유량에 의해서만 노

심이 냉각되는 약 138초 이후에는 강수관의 수위가 떨어지는데, 강수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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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가 떨어지게 되면 재관수를 위한 충분한 구동력을 제공하지 못할 뿐 

아니라 ECC 냉각수가 강수관을 따라 중간정도 높이까지 내려오면서 강수

관 주변의 열 구조물 및 파단되지 않은 저온관에서 강수관으로 유입되는 

과열증기가 작용하여 거의 포화상태에 도달한다. 거의 포화상태의 냉각수

가 노심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노심은 기포율이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노

심에서 압력은 노심 입구가 과냉각 상태 (Sub-cooled state)인 경우 보다 

더 높게 된다. 노심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으면서 강수관의 수위가 낮기 

때문에 핵연료의 냉각은 매우 느리게 진행되면서 약 290초부터 핵연료 온

도가 다시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계속적인 ECC 유량의 공급으로 열 

구조물의 잠열이 제거되면서 노심의 잔열도 시간 경과에 따라 감소함으로

써 재 가열된 핵연료는 다시 감소하여 계통은 안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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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 가압기 및 증기발생기 상부압력(MARS 1D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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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4 파단유량(MARS 1D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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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5 격납용기 압력(MARS 1D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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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6 SIT 냉각수 유량(MARS 1D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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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7 노심 및 강수관의 압축수위(MARS 1D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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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8 핵연료 피복재 온도(MARS 1D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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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9 개략적인 ECC Bypass 유량(MARS 1D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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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VI ECCS 성능평가

가. DVI ECCS 성능실험에 대한 MARS 3D 최적해석

  DVI 안전주입계통을 채택하는 APR1400의 LBLOCA시 후기 Reflood 기

간동안 강수관 역에서 발생하는 주요 열수력 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수행된 실험 결과를 다차원 최적 분석 코드인 MARS[3.1-4]를 이용하여 

평가하 다. 본 해석을 통하여 DVI 주입 방식에 대한 MARS 코드의 모델

링 능력을 파악하고 필요시 DVI 현상 관련 모델을 개선 혹은 개발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에는 수정형 선형척도법을 적용한 MIDAS 실험장치에서 현재

까지 수행된 여러 가지의 Void height test 및 Direct bypass test 실험 자

료들에 대한 평가 결과가 기술되어 있다. 실험 결과 평가를 통하여 검증된 

MARS 코드는 APR1400의 최적 LBLOCA 분석에 활용될 것이다. 이렇게 

얻어진 최적해석 결과를 EM 해석 결과와 비교 검토하므로써 LBLOCA 

EM의 보수성 및 모델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실험 항목

  저온관 양단파단 LBLOCA시 후기 Reflood 기간 동안 강수관 역에서 

발생하는 주요 열수력 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국내 유관기관들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실험 Matrix가 선정되었다[3.1-3, 3.1-12]. 수정형 선형척도법

[3.1-13]을 적용한 MIDAS 실험장치에서 현재까지 수행된 실험 항목은 크

게 Void height test와 Direct bypass test로 나뉘어진다. 실험의 주요 관

찰 변수는 비상노심냉각수의 우회율(ECC bypass fraction), 증기응축률

(Steam condensation fraction), 및 강수관 내 ECC의 온도분포 등이다. 

  참고문헌[3.1-14]에 기술된 바와 같이 Void height test는 저온관 노즐 

하부 근처에 축적되어 있는 액주 형태의 ECC가 건전 저온관에서 유입되

는 고속의 원주방향 증기 유동에 의하여 파단 저온관으로 끌려나가는 

Water sweep-out 현상을 관측하고자 수행된 실험이다. 이는 강수관 내 

수위가 저온관 노즐 하부 근처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수행되는 

실험으로, 노심 하부에서 외부로 배출되는 Drain flow rate를 조절하여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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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다. 

  Direct Bypass Test는 강수관의 수위를 충분히 낮게 유지시켜 

Sweep-out에 의한 ECC bypass 현상을 배제시키고 강수관 상단에서 주입

된 ECC가 액적 및 액막 형태로 하강하면서 횡 방향의 고속 증기 유동과 

접촉하여 파단 저온관으로 직접 우회하는 현상만을 모의하고자 수행된 실

험이다[3.1-15, 3.1-16]. 

  Void height test에서는 Water sweep-out 뿐만 아니라 강수관 상부에서

의 Direct bypass도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상기 두 항목의 실험을 통하

여 ECC의 총 우회율에 기여하는 정도를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수정형 선형 척도법을 적용하여 현재 진행이 완료된 실험은 6개의 Void 

height test(Test No.: MIDAS-KM-201, 202, 204, 205, 206, 208)와 17개의 

Direct bypass test(Test No.: MIDAS-KM-203, 207,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이다.

  실험 수행시 ECC는 단일고장을 고려하여 파단 저온관에서 제일 가까운 

노즐(DVI-4)과 파단 저온관에서 제일 먼 노즐(DVI-2)에서 주입되도록 하

다. 그러나, Direct bypass test중 MIDAS-KM-109, 110, 111, 112, 113, 

114는 ECC 주입 위치에 따른 ECC bypass 민감도를 보기 위한 실험으로

서, MIDAS-KM-109는 파단 저온관에서 제일 먼 노즐(DVI-2)에서만 

ECC가 주입이 되고, MIDAS-KM-110, 111, 112, 113, 114는 파단 저온관

에서 제일 가까운 노즐(DVI-4)에서만 ECC가 주입되는 경우이다.

(2) 해석 모델

  본 해석에 사용된 MARS 코드는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1차원 최적 열

수력계통분석코드인 RELAP5[3.1-6]와 다차원 원자로압력용기 해석코드인 

COBRA-TF[3.1-7]를 모듈화 하여 통합/재구성한 최적분석 코드이다. 이

들 두 코드를 통합, 개발하면서 코드의 모사능력을 확장하고 사용자의 편

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Windows graphics 기능 등 많은 개선 사항들이 반

되어 왔다.

  RELAP5 코드는 이상유동을 일차원, 2-유체, 6개의 방정식으로 모델하

고, COBRA-TF 코드는 이상유동을 다차원, 2-유체, 3-유동장, 14개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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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으로 모델하고 있다. 따라서, 다차원적 열수력 현상의 모의가 중요한 

DVI 성능 평가에 MARS 코드는 충분한 모델링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

으로 평가된다. 특히, MARS 코드는 DVI시 ECC bypass에 많은 향을 

미치는 강수관에서의 액적 거동과 관련하여 액적의 질량 및 운동량 방정

식과 액적 계면면적 도 수송방정식을 직접 풀어줌으로써, 액적 및 계면면

적 도의 동적인 거동을 직접 모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간 

KAERI에서 UPTF DVI 실험결과와 KAERI Air-water 실험결과에 대한 

평가 계산[3.1-17, 3.1-18, 3.1-19]을 수행하면서 DVI 열수력 현상 모델을 

개선/개발하여 왔다. 예를 들어, Inverted pool 유동 역에 대한 계면 항

력 상관식과 계면 응축 열전달 상관식을 수정하고 벽면 마찰계수를 

MARS 1D 모듈의 모델로 대치하 으며, 1D/3D 경계 면에서의 액적 모델

을 개선하 다. 또한, 열적 비평형 이상유동에 대한 해석능력 및 

Robustness 향상을 위하여 MARS 3D 모듈의 상변화에 의한 질량 및 에

너지 전달항을 개선하 다. 

  그림 3.1.20은 MIDAS 실험장치의 실험 결과 평가에 사용된 MARS 2.1

코드의 노드 다이아그램이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험장치중 다

차원 현상이 지배적인 강수관 환형 역은 MARS 3D 모듈을 사용하고 

그 외의 역은 MARS 1D 모듈을 사용하여 모델하 다. 그리고 1D 노드

와 연결되는 3D cell은 SDBVOL로 모델하 다. 강수관의 Annular section

은 축방향으로 3개의 섹션으로 나누고 상부 강수관 환형 역(섹션3)은 

강수관에 연결된 노즐들의 위치를 고려하여 원주방향으로 20°씩 분할하

여 18개의 Column으로 모델하 다. 각 Column은 온도계 및 압력계의 배

치를 고려하여 축 방향으로 15개의 노드로 세분하 다. Annulus cone 

역(섹션2) 및 하부 파이프 역(섹션1)은 원주방향으로 각각 3개 및 1개의 

Column으로 나누었다. 

  건전저온관 CL-1, CL-2 및 CL-3는 각각, 상부 강수관 환형 역의 15, 

21, 6번 Column의 13번 Node에 연결되고, 파단저온관 CL-4는 12번 

Column의 13번 Node에 연결되도록 하 다. DVI 배관 DVI-1, DVI-2, 

DVI-3 및 DVI-4는 각 저온관 바로 옆 Column인 16, 20, 7번 및 11번 

Column의 15번 Node에 연결되도록 하 다. Blunt body의 고온관 H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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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Void height test 결과 평가

  3.가.(1)절에 기술된 바와 같이 Void height test는 강수관 상단에서 주

입된 ECC가 액적 및 액막 형태로 하강하면서 횡 방향의 고속 증기 유동

과 접촉하여 파단 저온관으로 직접 우회하는 현상뿐만 아니라 저온관 노

즐 하부 근처에 축적되어 있는 액주 형태의 ECC가 고속의 증기 유동에 

의하여 파단 저온관으로 끌려나가는 Water sweep-out 현상을 관측하고자 

수행된 실험이다. 이는 강수관 내 수위가 저온관 노즐 바닥 근처에서 일정

하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수행되는 실험이다. 

  본 보고서에는 수정형 선형 척도법을 적용하여 수행된 Void height test

중 5개의 Test case(Test No.: MIDAS-KM-201, 204, 205, 206, 208) 결과

에 대한 평가 해석이 기술되어 있다. 표 3.1.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열

증기는 건전저온관 CL-1, CL-2 및 CL-3를 통하여 주입되고, ECC는 단

일고장 관점에서 원주 방향으로 90°간격을 두고 설치된 네 곳의 DVI 노

즐 중 두 곳을 통하여 주입된다. 하나는 파단 저온관에서 제일 가까운 

DVI 노즐(DVI-4)을 통하여, 다른 하나는 파단 저온관의 반대편에 위치한 

DVI 노즐(DVI-2)을 통하여 주입된다. 외부 보일러에서 건전 저온관으로 

공급되는 증기의 과열도 및 펌프를 통하여 DVI 노즐로 주입되는 ECC의 

과냉각도는 각각 대략 80 K 및 70 K 정도이고, 강수관의 초기 압력은 

0.18 ∼ 0.171 MPa이다.

  각 정상상태 실험 결과 평가를 위한 해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강수관은 각 실험의 초기 압력에 해당하는 포화 증기로 채워져 있음

  ② 3개의 건전 저온관(CL-1, CL-2, CL-3) 및 2개의 DVI 노즐(DVI-2, 

DVI-4)을 통하여 각각 과열 증기 및 과냉 액체가 일정 유량/온도 조건으

로 강수관으로 지속 주입되고, 파단 저온관(CL-4)을 통하여 파단 유량 발

생

  ③ 각 실험의 초기 압력에 해당하는 포화상태의 물을 강수관 하부에서 

주입하기 시작하여 강수관의 수위가 강수관 하부의 바닥 압력 탭으로부터 

상부 쪽으로 2.3 m 이상 도달할 때까지 채움

  ④ 실험에서 계측된 일정 유량으로 노심 하부를 통하여 Drain

  Void height test들의 주요 관심 변수들에 대한 정상상태에서의 실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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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와 MARS 코드의 해석 결과는 표 3.1.12에 정리되어 있다. 해석시 건전 

저온관을 통한 증기유량, DVI 노즐을 통한 ECC 유량 및 Lower plenum

을 통한 Drain 유량은 실험에서 계측된 값들을 초기 및 경계조건으로 사

용하 다. 이러한 초기 및 경계조건 하에서 실험과 해석의 정상상태에서 

얻은 파단유량, 증기응축률, ECC bypass율 및 강수관 수위가 비교되어 있

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전 저온관을 통한 증기 유량이 적을수록, 

즉 저온관 노즐을 통한 증기 속도가 낮을수록, 증기응축률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강수관으로 주입된 증기가 강수관 상부에서 하강하는 ECC

와 접촉하며 파단부로 빠져나가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MIDAS-KM-204 및 MIDAS-KM-208 실험은 

MIDAS-KM-201 및 MIDAS-KM-206 실험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ECC 

bypass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자의 두 실험의 경우 Water sweep-out 

현상이 활발히 진행되어 파단부를 통한 액체 유량이 증가하여 발생한 것

으로 생각된다. 

  그림 3.1.21은 실험과 MARS 코드 해석에서 얻은 주요 변수들 중 증기

응축률 및 파단 저온관을 통한 ECC bypass율을 비교하여 그린 것이다.  

이들 표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일고장 가정 하의 ECC가 주입되

는 상황에서 수행된 Void height test들에 대한 주요 실험 결과와 MARS 

코드의 해석 결과는 정량적으로 매우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MARS 코드는 강수관의 수위가 저온관 바닥 근처에서 유지되는 Reflood 

기간 중 강수관 상부에서의 증기응축, 횡방향의 고속 증기 유동에 의한 

ECC의 직접우회 및 Water sweep-out 현상을 잘 모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57 -

표 3.1-11 MIDAS 실험 평가 해석 Case 및 주요 초기/경계 조건

 
C.L. Steam ECC  

Flow rate  
[kg/sec] 

Temperature 
[K] Flow rate [kg/sec] Temperature 

[K] Test Type Test No. 

CL-1 CL-2 CL-3 CL-1 CL-2 CL-3 DVI-2 DVI-4 DVI-2 DVI-4 

D/C  
Pressure 

[kPa] 

MIDAS-KM-201 0.2665 0.2718 0.2695 470.75 470.75 470.95 1.3711 1.3593 322.75 322.75 180.0 
MIDAS-KM-204 0.2526 0.2589 0.2576 473.87 474.55 472.55 1.3668 1.3517 322.45 322.45 172.6 
MIDAS-KM-205 0.1942 0.1896 0.1887 468.48 468.07 466.36 1.3703 1.3630 322.35 322.75 172.59 
MIDAS-KM-206 0.1936 0.2008 0.2009 470.78 470.2 468.32 1.3678 1.3603 322.37 322.37 171.80 

Void 
Height 
Test 

MIDAS-KM-208 0.1938 0.1963 0.1960 473.87 473.51 472.59 1.3659 1.3539 322.34 322.34 172.60 
MIDAS-KM-100 0.5980 0.5967 0.5976 476.73 476.75 474.48 1.3805 1.3586 322.5 322.65 169.63 
MIDAS-KM-101 0.5387 0.5372 0.5388 477.52 478.11 476.35 1.3714 1.3616 322.26 322.58 169.20 
MIDAS-KM-102 0.4587 0.4579 0.4588 474.46 475.01 473.95 1.3730 1.3615 322.25 322.48 169.19 
MIDAS-KM-103 0.3918 0.3893 0.3900 473.75 473.98 472.88 1.3630 1.3522 322.3 322.54 169.96 
MIDAS-KM-104 0.3491 0.3496 0.3506 472.77 473.28 472.05 1.3672 1.3614 322.29 322.56 171.12 
MIDAS-KM-105 0.3134 0.3123 0.3122 470.78 471.07 470.26 1.3724 1.3617 322.26 322.48 170.21 
MIDAS-KM-106 0.2881 0.2861 0.2849 480.99 480.33 478.97 1.3752 1.3657 322.32 322.52 169.79 
MIDAS-KM-107 0.2719 0.2695 0.2682 481.48 481.51 479.84 1.3703 1.3631 322.32 322.54 169.58 
MIDAS-KM-108 0.2529 0.2510 0.2501 472.88 472.58 471.44 1.3748 1.3639 322.37 322.53 172.01 
MIDAS-KM-109 0.6030 0.6017 0.6039 482.76 483.53 482.72 1.3599 0 321.98 - 170.19 
MIDAS-KM-110 0.3513 0.3516 0.3526 473.11 473.55 472.36 0 1.3658 - 322.34 169.62 
MIDAS-KM-111 0.3000 0.2996 0.2997 472.2 472.38 471.38 0 1.3752 - 322.26 168.76 
MIDAS-KM-112 0.2671 0.2660 0.2660 473.03 473.3 471.95 0 1.3760 - 322.33 167.91 
MIDAS-KM-113 0.2463 0.2449 0.2449 471.19 472.2 470.33 0 1.3700 - 322.27 169.58 

Direct 
Bypass 

Test 

MIDAS-KM-114 0.2290 0.2291 0.2297 470.97 471.98 469.85 0 1.3663 - 322.21 17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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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2 Void height test 주요 변수들에 대한 실험/해석 결과 비교

Parameter
MIDAS-KM-201 MIDAS-KM-204 MIDAS-KM-205 MIDAS-KM-206 MIDAS-KM-208

Test Code Test Code Test Code Test Code Test Code

Total Cold Leg Steam 

Inflow, kg/s*
0.8079 0.8079 0.76907 0.76907 0.5725 0.5725 0.5861 0.5861 0.5954 0.5954

Total ECC Inflow, kg/s* 2.7308 2.7308 2.71855 2.71855 2.7332 2.7332 2.7308 2.7308 2.7263 2.7263

Lower Plenum Drain Flow, 

kg/s*
2.2496 2.2496 0.52329 0.52329 1.6588 1.6588 2.3844 2.3844 0.5174 0.5174

Break Liquid Flow Rate, 

kg/s
0.7875 0.7785 2.4027 2.4408 1.2567 1.3655 0.6601 0.6168 2.4033 2.4626

Break Steam Flow Rate, 

kg/s
0.5132 0.5291 0.4544 0.4996 0.2999 0.2887 0.3248 0.3046 0.2926 0.3114

Condensation Fraction, % 36.47 34.5 40.92 35.0 47.0 50.1 45.05 48.0 50.853 48.0

Bypass-Lower Plenum

(1-D/C penetration), %
25.64 25.3 82.765 82.5 44.8 45.1 20.238 20.8 82.85 82.8

Bypass Rate Through 

Broken Cold Leg, %
26.03 26.5 79.253 81.7 41.794 44.0 22.051 20.5 79.505 82.0

D/C Water Level, m** 2.295 2.261 2.273 2.355 2.359 2.354 2.340 2.355 2.355 2.346

         *: Measured test values are used as initial & boundary conditions for code analyses.

         **: D/C Level measured at LT-DU-0117B vs. calculated at MARS channel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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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 Void height test에 대한 실험과 해석 결과 비교

  그림 3.1.22 및 3.1.23은 MIDAS-KM-205 test에 대한 MARS 해석 결과 

중 환상형 상부 강수관의 Liquid volume fraction 및 액체 온도 분포를 원

주 방향으로 펼쳐 보인 것이다. 이 Case는 표 3.1.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접 우회와 Water sweep-out 현상 둘 다 ECC bypass에 향을 미치는 

대표적 Case이다. 그림 3.1.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DVI-2 및 DVI-4 노즐

을 통해 상부 강수관으로 주입된 ECC는 저온관 노즐 위치에 도달할 때까

지 액막 (Liquid film) 유동을 형성하며 하강하게 되고, 해당 강수관 채널

의 액체 분율은 0.2 이하에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ECC가 

상부 강수관 역을 하강하는 동안 건전 저온관에서 파단 저온관 쪽으로 

진행하는 고속의 증기 유동과 접촉하게 된다. 이에 따라 파단 저온관 근처

에서 주입되는 대부분의 ECC는 파단부로 치우쳐 직접 우회되고, 파단 저

온관 반대쪽에서 주입되는 ECC는 횡 방향의 증기 유동에 다소 향을 받

으나 파단부와 많이 떨어져 있고 Blunt body의 고온관 HL-1에 제지를 받

아 거의 대부분 강수관 하부로 침투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횡 

방향으로 진행하는 고속의 증기는 저온관 노즐 하부 근처에 존재하는 냉

각수를 파단부로 Sweep-out시킴으로써 강수관의 수위가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강수관의 액체 온도 분포를 그린 그림 3.1.23에서 보는 바와 



- 60 -

같이, DVI 노즐을 통해 주입되는 과냉의 ECC는 강수관의 과열증기와 접

촉하여 증기를 응축시키고 상부 강수관 역을 하강하여 저온관 노즐 근

처에 도달하게되면 과냉각도를 거의 잃게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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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L CL1 CL3 CL2 HL2 HL1 

DVI2 DVI4 

그림 3.1.22 Downcomer liquid volume fraction (MIDAS-KM-205)

BCL CL1 CL3 CL2 HL2 HL1 

DVI2 DVI4 

그림 3.1.23 Downcomer liquid temperature distribution 

(MIDAS-KM-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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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irect bypass test 결과 평가

  3.가.(1)절에 기술된 바와 같이 Direct bypass test는 Sweep-out에 의한 

ECC bypass 현상을 배제시키기 위하여 강수관의 수위를 충분히 낮게 유

지시킨 상황에서 건전 저온관을 통한 증기 유량 변화에 따라 ECC가 파단 

저온관으로 직접 우회하는 정도를 모의하고자 수행된 실험이다.

  이 절에는 수정형 선형 척도법을 적용하여 수행된 Direct bypass test중 

15개의 Test case(Test No.: MIDAS-KM-100∼114) 결과에 대한 평가 해

석이 기술되어 있다. 표 3.1.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Case에서 과열증

기는 건전저온관 CL-1, CL-2 및 CL-3를 통하여 주입되고, Test case중 

MIDAS-KM-100에서 108까지는 DVI-2 및 DVI-4로 ECC가 주입되고, 

MIDAS-KM-109는 파단 저온관에서 제일 먼 노즐(DVI-2)에서만, 그리고, 

MIDAS-KM-110에서 114까지는 파단 저온관에서 제일 가까운 노즐

(DVI-4)에서만 ECC가 주입되는 경우이다. 외부 보일러에서 건전 저온관

으로 공급되는 증기의 과열도 및 펌프를 통하여 DVI 노즐로 주입되는 

ECC의 과냉각도는 각각 대략 80 K 및 70 K 정도이고, 강수관의 초기 압

력은 0.17 MPa 근처에서 유지된다.

  각 정상상태 실험 결과 평가를 위한 해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강수관은 각 실험의 초기 압력에 해당하는 포화 증기로 채워져 있음

  ② 3개의  건전 저온관(CL-1, CL-2, CL-3) 및 2개의 DVI 노즐

(DVI-2/DVI-4) 혹은 1개의 DVI 노즐(DVI-2 or DVI-4)을 통하여 각각 

과열 증기 및 과냉 액체가 일정 유량/온도 조건으로 강수관으로 지속 주

입되고, 파단 저온관(CL-4)을 통하여 파단 유량 발생

  ③ 각 실험의 초기 압력에 해당하는 포화상태의 물을 강수관 하부에서 

주입하기 시작하여 강수관의 수위가 강수관 하부의 바닥 압력 탭으로부터 

상부 쪽으로 0.4 m 근방에 도달할 때까지 채움

  ④ 강수관의 수위가 0.4 m 위치에 유지되도록 노심 하부를 통한 Drain 

flow 조절

  주요 관심 변수들에 대한 실험결과와 MARS 코드의 해석 결과는 표 

3.1.13에 정리되어 있다. 해석시 건전 저온관을 통한 증기유량 및 DVI 노

즐을 통한 ECC 유량은 실험에서 계측된 값들을 초기/경계조건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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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ECC 주입 유량이 비슷한 조건 하에서 실

험과 해석에서 구한 증기응축률 및 ECC bypass율은 증기유량 조건에 따

라 많이 변화함을 알 수 있다. Void height test 결과에서 언급한 바와 같

이 건전 저온관을 통한 증기 유량이 적어질수록 즉, 증기 주입속도가 낮아

질수록 증기응축률은 증가하고, ECC bypass율은 감소하고 있다.

  그림 3.1.24 및 3.1.25는 증기 유량 변화에 따른 실험과 MARS 코드 해

석의 증기응축률 및 파단 저온관을 통한 ECC bypass율을 비교하여 그린 

것이다. 그림 3.1.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Case에 대하여 MARS 코드

는 실험결과에 비해 증기응축률을 과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말미암아 원주 방향으로 진행하는 증기 유동에 향을 적게 미쳐 ECC 

bypass가 더 많이 일어나도록 한다. 그림 3.1.25의 ECC bypass율 비교 그

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파단 저온관에서 제일 가까운 노즐(DVI-4) 한곳에

서만 ECC가 주입되는 경우, 실험과 해석 모두 증기 유량이 증가하면 

ECC bypass율이 증가함을 보이고 있다. 또한, MARS 코드는 실험 결과

에 비해 ECC bypass를 과다 예측하고 증기 유량이 0.25 kg/s∼0.35 kg/s

의 경우에서는 90% 이상이 Bypass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파단 

저온관에서 제일 먼 노즐(DVI-2) 한곳에서만 ECC가 주입되는 경우, 

MARS 코드의 해석 결과는 ECC bypass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험에서는 약 10%의 ECC가 파단저온관으로 Bypass되는 것으

로 계측되었다. 단일고장 가정 하의 ECC가 주입되는 경우(DVI-2 & 

DVI-4)에서는 실험과 MARS 코드의 ECC bypass율은 전반적으로 일치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증기 유량이 0.29 kg/s∼0.35 kg/s의 경우에

서는 MARS 코드의 예측 결과가 다소 높은데, 이는 MARS 코드가 이러

한 증기 유량 조건에서 DVI-4를 통하여 주입되는 ECC를 과다 Bypass시

키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양쪽 DVI 노즐에서 

ECC가 주입될 때는 이들 DVI 주입이 각기 되었을 때의 ECC bypass율을 

산술 평균한 결과와 아주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양쪽 DVI 노즐

에서 ECC가 동시에 주입될 때는 ECC의 상호 작용으로 증기 응축이 증가

하여 횡 방향의 증기 속도를 감소시킴으로써 ECC bypass율은 다소 줄어

드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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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26 및 3.1.27은 MIDAS-KM-102 test에 대한 MARS 해석 결과 

중 환상형 상부 강수관의 Liquid volume fraction 및 액체 온도 분포를 원

주 방향으로 펼쳐 보인 것이다. 이 Case는 표 3.1.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기 유량이 다소 많은 경우로 강수관 상부에서의 직접 우회현상을 볼 수 

있는 대표적 Case이다. 그림 3.1.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DVI-2 및 DVI-4 

노즐을 통해 상부 강수관으로 주입된 ECC는 저온관 노즐 위치에 도달할 

때까지 액막 (Liquid film) 유동을 형성하며 하강하게 되고, 해당 강수관 

채널의 액체 분율은 0.2 이하에서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ECC가 상부 강

수관 역을 하강하는 동안 건전 저온관에서 파단 저온관 쪽으로 진행하

는 고속의 증기 유동과 접촉하게 된다. 이에 따라 파단 저온관 근처에서 

주입되는 대부분의 ECC는 파단부로 치우쳐 직접 우회되고, 파단 저온관 

반대쪽에서 주입되는 ECC는 횡 방향의 증기 유동에 향을 받으나 파단

부와 많이 떨어져 있고 유동에 대하여 Blunt body로 작용하는 고온관 

HL-1의 제지를 받아 거의 대부분 강수관 하부로 침투되고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강수관의 액체 온도 분포를 그린 그림 3.1.27에서 보는 바와 같

이, DVI 노즐을 통해 주입되는 과냉의 ECC는 강수관의 과열증기와 접촉

하여 증기를 응축시키면서 상부 강수관 역을 하강하여 저온관 노즐 근

처에 도달하게되면 과냉각도를 거의 잃게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MIDAS 실험장치에서의 Direct bypass test들을 3.가.(2)절에 

언급한 모델을 사용하여 해석한 결과, MARS 코드는 강수관 상부에서의 

증기응축률을 과소 예측하고, 횡방향의 고속 증기 유동에 의한 ECC의 직

접우회율을 실험에 비해 보수적으로 예측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MIDAS 실험 장치에 대한 Nodalization의 향을 보기 위하여 다차원 유

동이 발생하는 상부 강수관 환형 역(섹션3)을 18개 대신 6개의 Column

으로 모델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이때 강수관은 원주방향으로 60°씩 분

할되고 DVI 주입과 저온관을 통한 증기 주입은 같은 Column에서 이루어

지게 된다. 그 외의 모델링은 3.가.(2)절에 기술한 내용과 같다. 

  그림 3.1.28 및 3.1.29는 Direct bypass test들에 대하여 강수관의 원주 

방향 Column 수에 따른 증기응축률 및 파단 저온관을 통한 ECC bypass

율을 실험 결과와 비교한 것이다. 이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기응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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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은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이나, ECC bypass율은 6개의 Column으로 모

델한 경우가 18개의 Column으로 모델한 경우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강수관을 6개로 분리하여 모델하는 

APR1400 LBLOCA MARS3D 해석 결과는 보수적인 ECC bypass율을 예

측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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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3  Direct bypass test 주요 변수들에 대한 실험/해석 결과 비교

Test No.
Cold Leg Steam Inflow, 

kg/s*

 

ECC Inflow, 

kg/s*

Condensation 

Fraction, 

%

Bypass Fraction

-Lower Plenum 

(1-D/C penetration), 

%

Bypass Fraction 

-Through Broken 

Cold Leg, 

%

CL-1 CL-2 CL-3 DVI-2 DVI-4 Test Code Test Code Test Code

MIDAS-KM-100 0.5980 0.5967 0.5976 1.3805 1.3586 16.79 11.9 55.82 50.9 51.19 50.8

MIDAS-KM-101 0.5387 0.5372 0.5388 1.3714 1.3616 18.81 13.9 51.86 50.0 51.40 50.0

MIDAS-KM-102 0.4587 0.4579 0.4588 1.3730 1.3615 22.44 17.7 49.17 49.3 48.79 49.5

MIDAS-KM-103 0.3918 0.3893 0.3900 1.3630 1.3522 26.48 21.8 44.00 46.1 44.59 46.2

MIDAS-KM-104 0.3491 0.3496 0.3506 1.3672 1.3614 29.98 25.4 38.33 44.6 39.24 44.5

MIDAS-KM-105 0.3134 0.3123 0.3122 1.3724 1.3617 33.77 29.4 28.36 43.3 27.31 43.3

MIDAS-KM-106 0.2881 0.2861 0.2849 1.3752 1.3657 36.64 31.9 18.93 38.0 19.54 38.3

MIDAS-KM-107 0.2719 0.2695 0.2682 1.3703 1.3631 38.77 34.9 8.86 7.2 9.66 7.2

MIDAS-KM-108 0.2529 0.2510 0.2501 1.3748 1.3639 42.30 39.5 4.22 5.1 5.41 5.1

MIDAS-KM-109 0.6030 0.6017 0.6039 1.3599 0 8.66 6.3 14.97 0.7 9.24 0.8

MIDAS-KM-110 0.3513 0.3516 0.3526 0 1.3658 14.58 9.6 86.08 96.0 85.69 97.2

MIDAS-KM-111 0.3000 0.2996 0.2997 0 1.3752 17.35 12.3 79.17 96.7 80.32 96.7

MIDAS-KM-112 0.2671 0.2660 0.2660 0 1.3760 19.65 14.5 67.42 91.3 69.00 91.3

MIDAS-KM-113 0.2463 0.2449 0.2449 0 1.3700 21.52 16.4 50.82 84.4 53.22 84.4

MIDAS-KM-114 0.2290 0.2291 0.2297 0 1.3663 23.11 18.9 13.02 24.8 10.85 24.9

  *: Measured test values are used as initial & boundary conditions for code analy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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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4 Direct bypass test에 대한 증기응축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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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5 Direct bypass test에 대한 ECC bypass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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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L CL1 CL3 CL2 HL2 HL1 

DVI2 DVI4 

그림 3.1.26 Downcomer liquid volume fraction (MIDAS-KM-102)

BCL CL1 CL3 CL2 HL2 HL1 

DVI2 DVI4 

그림 3.1.27 Downcomer liquid temperature distribution 

(MIDAS-KM-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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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8 강수관 원주방향 노드 수에 따른 증기응축률

(Direct bypas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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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9 강수관 원주방향 노드 수에 따른 ECC bypass율

(Direct bypas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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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DVI 열수력 현상모델 개발

(1) 최적 해석 코드 (MARS 3D 모듈) DVI 열수력 현상 모델 검토

  본 절에서는 DVI를 채택하고 있는 APR1400의 LBLOCA시 강수관에서 

발생하는 주요 다차원 열수력 현상을 모사하는 MARS 3D 모듈의 일반적

인 다차원 모델링 및 해석능력에 대한 검토가 기술되어 있다. 

(가) 기본 장 방정식

  MARS 3D 모듈은 기본 지배방정식으로 기상, 연속액상, 액적의 3-유동

장 각각에 대한 보존방정식을 사용한다. 

  APR1400의 LBLOCA시 ECC는 강수관 상단에 연결된 DVI 노즐을 통

하여 주입된다. 주입된 ECC는 강수관의 노심 Barrel에 충돌한 후 액적이

나 액막형태로 하강하면서 건전저온관으로부터 유입되는 횡방향의 고속 

증기유동과 접촉하여 다차원적 열수력 현상을 나타내며 파단부를 통하여 

방출된다. 따라서, DVI 주입시 강수관 내에서 발생하는 열수력 현상을 잘 

예측하기 위해서는 액적의 거동 및 다차원적 열수력 모델링이 요구된다. 

MARS 3D 모듈은 기본 지배방정식으로 3-유동장을 별도의 보존방정식으

로 모의하므로 강수관 내 다차원  열수력 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모델링 

능력은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나) 열전도 방정식

  MARS 3D 모듈의 열전도 방정식은 열 균형 방법을 사용한 미분 방정

식 형태로, 간격이 일정하지 않은 Mesh를 다룰 수 있고 열전도체의 물성

치는 시간과 위치의 함수로 주어질 수 있다. 또한 Gap과 같은 내부 저항

을 모사할 수 있으며 방사 방향 열 생성 분포를 다룰 수 있다.

  APR1400의 LBLOCA시 Refill 및 Reflood 단계에서 강수관 내 고온 벽

면의 잠열에 의하여 저온의 ECC는 과냉각도를 상실하고 심지어는 비등이 

발생할 수 있다. 강수관 내에서 냉각수가 비등하면 강수관의수위를 감소시

키고 ECC bypass를 증가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벽면 가열에 의하여 과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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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도가 상당히 상실된 냉각수가 노심으로 유입되면 노심내에서의 비등이 

증가되고, 이는 건전저온관으로의 증기유량을 증가시킴으로써, ECC 

bypass를 증가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강수관에서의 고온 벽면효과

의 해석능력은 DVI 해석에 매우 중요한 모델이다. MARS 3D 모듈의 열

전도 모델은 강수관 내 고온 벽면효과를 적절히 기술할 수 있는 해석능력

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 유동양식 판별

  이상유동의 형태를 정의하는 각 유동양식에 따라 적용되는 구성방정식

이 달라지므로 유동양식을 적절히 판별하는 것은 이상유동의 해석에서  

매우 중요한 향을 미친다. 

  MARS 3D 모듈은 근본적으로 수직 유동을 모의하므로 수직 이상유동

에 대한 유동양식을 채택하며, 수평 유동양식은 고려하지 않는다. 수직 유

동양식은 국부적 유동조건에 따라 첫째, 어떤 Cell 내부에 750℉ 이상의 

고체 표면이 포함되지 않을 때의 평온 유동양식으로 국소 기포율에 따라 

분산 기포류, 슬러그류, 처언-난류류, 환상류, 환상-분무류로 구분된다. 둘

째, 노심과 같이 어떤 Cell 내부에 750℉ 이상의 고체 표면이 포함될 때의 

고온 가열면 유동양식으로 역 환상류, 포화 천크류, 분산 액적-기포류, 하

강 막류와 상부 범람(top deluge)으로 구성된다. 셋째, 상기의 국부적 유동

조건에 따른 평온 유동양식에 추가적으로 포괄적인 유동양식이 정의된다. 

근접한 두 개 Cell의 기포율 차이에 따라 액상 Pool 또는 역 Pool의 유동

양식으로 정의한다. 유동양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문헌[3.1-7]에 기

술되어 있다. 

  이와 같이, MARS 3D 모듈의 유동양식은 강수관 및 노심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유동양식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DVI를 채택하는 

APR1400의 LBLOCA시 예상되는 유동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으로 평가된다. 



- 72 -

(라) 계면 전달 모델

  MARS 3D 모듈의 계면전달 모델은 참고문헌[3.1-7]에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계면 질량, 에너지, 운동량 전달 구성방정식과 계면면적 구성방

정식으로 구성된다. DVI를 채택하는 차세대원전의 LBLOCA시 노심, 상부

플레넘 및 강수관에서 형성되는 액적은 계면면적을 크게 변화시킨다. 이에 

따라 핵연료의 냉각, Steam binding 및 강수관에서의 ECC bypass현상 등

에 큰 향을 미친다. 

  MARS 3D 모듈은 이상유동시 계면전달 항의 모의를 위하여 유동의 국

부적 조건에 따라 판별된 유동양식에 대하여 각각의 계면 질량, 계면 항력 

및 벽 항력 구성 방정식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액적 거동이 중요한 강

수관에서의 이상유동 해석시 향상된 해석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또한, 노심 내의 액적 거동 모델링 및 Grid에서의 액적 분열에 따

른 계면열전달 향상 모델 등은 최적의 노심 거동을 모의할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마) 액적 이탈 및 점착

  MARS 3D 모듈은 액적의 거동을 액적의 질량 및 운동량 보존식을 사

용하여 직접 모델하며, 액적의 계면면적 도의 수송방정식을 통하여 액적

의 계면면적을 산출한다. 또한, 다양한 유동 조건 및 유로의 형태에 대한 

액적 이탈 및 점착모델을 보유하고 있어 강수관 및 노심에서의 일반적인 

액적 거동을 최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

러나 DVI 노즐을 통하여 강수관으로 고속 주입될 때 노심 Barrel 벽면과

의 충돌에 의한 액적 생성, 건전 저온관으로부터 유입되는 고속 증기와의 

접촉에 의한 액적 생성 및 점착 그리고 강수관 수위 표면에서의 축방향 

증기유동에 의한 액적 이탈 등의 모델 등은 향후 다차원 열수력 실험 등

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를 수행하여 검증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MARS 코드 개선

  본 절에서는 DVI를 채택하고 있는 차세대 원전의 LBLOCA시 강수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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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생하는 주요 다차원 열수력 현상을 보다 현실적으로 모사하기 위하

여 수행된 MARS2.0 코드의 모델 개선 사항을 기술한다. 한국원자력연구

소에서는 그간 MARS 3D 모듈을 이용하여 UPTF DVI 실험결과와 

KAERI Air-water 및 Steam-water 실험결과에 대한 평가 계산을 수행하

면서 DVI 열수력 현상 모델을 개선/개발하여 왔다[3.1-17, 3.1-18, 3.1-19]. 

1차적으로 역 Pool 유동 역에 대한 계면 항력 상관식과 계면 응축 열전

달 상관식을 수정하고 벽면 마찰계수를 MARS 1D 모듈의 모델로 대치하

으며, 1D/3D 경계 면에서의 액적 모델을 개선하 다. 또한, 2차적으로 

아냉각도가 큰 안전주입수와 과열증기가 접촉하는 열적 비평형 이상유동

에 대한 해석능력 및 Robustness 향상을 위하여, MARS 3D 모듈의 상변

화에 의한 질량 및 에너지 전달 항을 개선하 다. 

(가) 역 Pool 유동 역에 대한 계면 항력 및 계면 응축 열전달 모

델 개선

  LBLOCA시 강수관에서 ECC가 고속의 과열증기와 접촉하여 발생하는 

응축현상 및 우회 현상에 대한 MARS 코드의 예측능력을 평가하기 위하

여 실제 발전소 규모의 UPTF Test 21에 대한 검증계산이 수행되었다

[3.1-17]. 

  본 실험자료에 대한 예비계산 결과, MARS 코드는 직접 접촉 응축으로 

인한 계통의 감압이 실험보다 늦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수

관에서 기포율 분포가 실험과 다르게 나타났다. 실험에서는 ECC가 강수

관의 상부에 넓게 분포한 반면, MARS 코드는 ECC가 횡방향으로 분포하

지 못하고 바로 하부공동을 채웠다. 이로 인하여 노심의 증기가 강수관을 

상승하면서 충분히 응축되지 못하고 ECC가 하부공동을 실험보다 빨리 채

우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ECC가 강수관에서 떨어질 때, 냉각수의 선단 부분과 측면 경계 부분들

은 MARS 3D 모듈에서 역 Pool 유동 역으로 간주하 다. MARS 3D 

모듈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웃한 Cell 들의 평균 기포율로 유동 역을 선택

한다. 그러나 역 Pool 유동 역이나 Pool 유동 역은 위 아래 Cell에서

의 기포율 차이가 0.4보다 클 경우에 선택된다. 이들 두 유동 역의 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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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력과 계면 열전달 계수들을 구하기 위한 기포율은 횡방향과 축방향 모

두에서 이웃한 두 Cell의 기포율 중 작은 값을 이용한다. 이때 계면 항력 

계수는 거의 Bubbly 유동에서의 값과 같다. 이와 같이 구한 큰 계면 항력

은 냉각수가 강수관 상부에 넓게 분포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며, 냉각

수가 바로 하부공동으로 떨어지도록 한다. 

이러한 MARS 코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역 Pool 유동 역에 대

한 계면 항력 및 계면 응축 열전달 모델을 개선하 다. 계면 항력모델은 

기존에 사용되던 상관식을 Donor Cell의 기포율을 사용하여 수정하 다. 

개선된 모델로 해석한 결과는 기존의 MARS 해석결과에 비해 실험과 상

당히 일치함을 보여주었다.

(나) 벽면 마찰 모델 개선

  기존의 MARS 3D 모듈은 벽면 마찰계수를 레이놀드 수를 이용한 상관

식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이 상관식은 벽면의 거칠기를 고려할 수 없기 때

문에 기하학적으로 노심과 다른 벽면에서 마찰에 따른 압력 강하를 적절

히 계산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이 모델을 MARS 1D 모듈에서 이용하는 

Colebrook-White 상관식으로 대치하 다[3.1-17]. 따라서, 새로운 상관식

은 레이놀드 수와 벽면의 거칠기를 근거로 마찰계수를 구한다. 벽면 마찰 

모델의 마찰 계수를 강수관내 DVI 현상의 모사를 위하여 수정하 다. 모

델 개선후의 해석 결과는 기존의 해석결과에 비해 실험결과와 잘 일치함

을 보여주었다. 

(다) 상변화에 의한 질량 및 에너지 전달항 개선

  과냉의 ECC와 과열증기가 접촉하는 열적 비평형 정도가 큰 KAERI 

DVI 실험(MIDAS 실험)결과에 대한 평가 해석을 수행하면서 계산이 실패

하는 경우가 발생하 다. 이와 같이 열적 비평형 이상유동에 대한 MARS 

2.0 코드의 해석능력 및 Robustness 향상을 위하여, MARS 3D 모듈의 상

변화에 의한 질량 및 에너지 전달항을 개선하 다[3.1-19]. 기존의 MARS 

3D 모듈은 상변화시 임의의 상에서 나가거나 들어오는 질량 유동은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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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화 상태의 엔탈피를 갖는다고 가정하 다. 반면에 MARS 1D 모듈은 임

의의 상으로 유입되는 질량 전달량은 포화 상태의 엔탈피를 가지며, 임의

의 상에서 나가는 전달량은 해당 상의 엔탈피를 갖는 것으로 가정한다. 

1D 모듈과 3D 모듈의 모델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3D 모듈의 질량 전

달 및 계면 열전달 항들을 1D 모듈의 형태로 수정하 다. 

  개선된 MARS 코드의 검증을 위하여, FLECHT-SEASET 31805, 

LOFT L2-5 및 MIDAS 실험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여 기존의 계산결과와 

비교한 결과, FLECHT-SEASET 및 LOFT 실험과 같이 상간의 비평형성

이 작은 경우, 개선된 MARS 코드는 기존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생산

함을 알 수 있었다. 상간의 비평형성이 큰 MIDAS 실험의 경우, 코드의 

실험결과에 대한 예측능력 뿐더러 Robustness를 향상시킴을 알 수 있었

다. 결론적으로, 상변화시 MARS 3D 모듈의 질량 및 에너지 전달량의 개

선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열적 비평형 이상유동 현상에 대한 

MARS 코드의 해석능력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라) 그 외의 모델 개선

  이외에도 MARS의 1D/3D 가 연결되는 Cell에서의 액적 동반 모델 개선

과 Gap Loss Coefficient variation Table 수정 및 증기상의 도의 결정

을 위한 Steam Table을 수정하 다.

다. 차세대원자로 MARS 3D 최적해석

  MARS 3D 모듈을 사용하여 DVI를 채택하는 차세대원자로의 저온관 대

대형냉각재 파단사고를 모사하 다. 

(1) 차세대원자로 Nodalization

  MARS 3D 계산을 위한 차세대 원전의 Nodalization은 크게 3D 계산을 

수행한 원자로 압력용기의 3D nodalization과 1D 계산을 수행한 일차계통, 

이차계통, 안전주입계통 등의 Nodalization으로 구분된다. 이는 다차원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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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일어나는 압력용기를 제외한 나머지 계통은 1D 계산을 적용하여도 

충분하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원자로용기의 3D nodalization은 이전의 

MARS 1D 계산[3.1-9]에 사용한 것을 최대한 활용하 으나, 3D 

nodalization은 1D nodalization에 비해 각 요소간의 연결을 유연하게 하지 

못하여 1D와 같은 유로 형성을 구성하지 못하 다. 3D nodalization의 제

약 및 복잡한 입력으로 인해 Nodalization에 있어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

으며 현재의 해석에 사용된 각 세부 Nodalization에 대한 기술은 다음과 

같다.

(가) 원자로 압력용기의 3D nodalization

  원자로 압력용기의 3D nodalization은 그림 3.1.30과 같으며, 원자로 압

력용기는 MARS 3D계산을 수행하는 역으로 고온관과 저온관 연결부위

를 경계로 1D로 모사한 일차계통과 ‘sdbvol' component로 연결되고 DVI 

주입부위를 경계로 안전주입 계통과도 역시 ’sdbvol' component로 연결된

다. 원자로 압력용기는 3D nodalization 요구에 따라 축방향으로 Section으

로 나뉘며 본 Nodalization은 총 6개의 Axial sec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Section은 필요에 따라 다수의 Node로 구성된다.  Nodalization 방법은 

계산 수행시간 및 주요현상의 Capture등에 중점을 두고 수행하 다. 각 

Section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① Section 1

  Section 1은 원자로 압력용기의 Lower head 부위를 모사하며 2개의 

node로 구성된 1개의 3D channel (Channel number 1)로 구성되어 있다. 

② Section 2

  Section 2는 원자로 압력용기 Lower head 역으로부터 노심 입구까지

를 모사하며 2개의 node로 구성된 총 4개의 Channel (Channel number 2, 

3, 4, 5) 과 3개의 Gap (Gap number 1, 2, 3)으로 구성되어 있다.  

Channel 2는 노심 역을 모사하고 Channel 3은 Bypass 역을 모사하며 

Channel 2,3은 Gap 1로 연결된다.  Channel 4 와 5는 강수관을 모사한다.

③ Section 3

  Section 3은 노심 역을 모사하며 10개의 Node로 구성된 총 13개의 

Channel (Channel number 7∼12, 13, 14∼19) 과 15개의 Gap (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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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5∼13, 14∼19)으로 구성되어 있다. Channel 7에서 12까지는 노심

을 Channel 13은 Baffle 쪽 및 Instrument tube를 통한 Lump된 Bypass를 

모사하며 Channel 14에서 19까지는 강수관을 모사한다.  Section 3은 10개

의 Node로 나누었다. 이는 MARS 1D 계산시 사용하 던 20개 Axial 

division을 줄인 것으로 20개 사용시 노심 역을 차지하는 총 13개의 

Channel이 모두 20개의 Node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과다한 Node 개수로 

인해 계산소요시간이 현실적이지 못하고 계산수행도 어려움이 많았기 때

문에 줄인 것이다.  노심은 그림 3.1.31과 같은 형상으로 총 6개의 

Channel로 나누었으며 강수관은 반경방향으로 6개로 나누었다. 노심을 이

루는 6개의 Channel은 Gap 5∼13으로 상호 연결되도록 하 고 Bypass를 

모사하는 channel 13과는 연결되지 않았다. 강수관을 모사하는 Channel 

14∼19는 Gap 14∼19로 연결하 다.

④ Section 4

  Section 4는 노심 상부로부터 Upper head 역까지를 모사하며 5개의 

Node로 구성된 총 9개의 Channel (Channel number 20∼22, 23∼28) 과 9

개의 Gap (Gap number 20∼22, 23∼28)으로 구성되어 있다. Channel 20

에서 22까지는 Upper plenum을 Channel 23에서 28까지는 강수관을 모사

한다. Section 4는 5개의 Node로 나누어져 있으며 Node 3번(2번째 Node)

에는 Hot leg 및 Cold leg이 Node 5번 (4번째 Node)에는 DVI 계통이 

'sdbvol' component를 통해 MARS 1D 계통과 연결되도록 하 다. 노심 

상부에는 노심 및 Baffle의 Bypass 유량 및 CEDM을 통한 Upper head까

지의 유량, Hot leg과 강수관 사이의 Gap 유량 등 다양한  유로가 존재하

나 MARS 3D로 이러한 유로를 모사하기가 어려워서 주유로 이외의 부수

적인 유로는 모사하지 못하 다.  

⑤ Section 5

  Section 5는 원자로 압력용기 Upper head 역으로부터 Upper plenum 

상부까지를 모사하며 2개의 Node로 구성된 총 4개의 Channel (Channel 

number 29∼32) 과 3개의 Gap (Gap number 29∼31)으로 구성되어 있다.  

Channel 29 및 30은 Upper plenum 역을 모사하고 Channel 31과 32는 

강수관을 모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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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Section 6

  Section 6은 원자로 압력용기의 Upper head 부위를 모사하며 2개의 

Node로 구성된 1개의 3D channel (Channel number 34)로 구성되어 있다.

⑦ 핵연료 모델

  핵연료는 MARS-3D의 ‘Rod and unheated conductor' 모델을 이용하여 

모사하 으며 Channel 7∼12에 각각 평균 핵연료봉을 모사하여 노심에 열

을 제공하 으며 첨두피복재온도를 계산하기 위해 고온 핵연료봉을 

Channel 7에 모사하 다. 핵연료봉의 열생성은 노심 동특성을 고려하여 

ANS73x1.2 모델을 사용한 MARS 1D 계산 결과를 Table화하여 모사하

다. 핵연료봉을 제외한 나머지 열 구조물은 MARS 1D ’Heat structure'를 

사용하여 모사하 다.

(나) 일-이차계통 및 안전주입 계통의 1D Nodalization

  원자로 압력용기를 제외한 나머지 계통의 1D 노드 다이아그램은 그림 

3.1.32와 같다. 일차계통은 APR1400의 설계특성에 따라 4개의 Cold leg과 

4개의 RCP, 2개의 Hot leg과 2개의 증기발생기, 1개의 가압기로 구성하여 

모사하 다. 본 노드 다이아그램에서 일차계통은 압력용기와는 Hot leg 및 

Cold leg에서의 sdbvol을 통해 연결되었고 열 구조물을 통한 열전달 경계

로 이차계통과 연결되었으며 저온관 파단시 격납용기를 모사하는 압력경

계와 연결되도록 하 다. 이차계통은 주급수 및 보조급수와 Turbine을 경

계로 하여 이루어졌다.  안전주입 계통은 총 4개의 수력학적 Train으로 

이루어져 각각 1개의 주입 Line을 모사하며 각 Line에는 1개의 SIT와 1개

의 HPSIP가 연결되어 있다. SIT에는 Fluidic device를 모사하 으며 주입

수의 온도는 49oC를 가정하 다. 그러나 SIT nozzle의 면적은 정격치를 

사용하지 못하고 감소된 면적을 사용하 다. 이는 정격치를 사용할 경우 

49oC의 차가운 냉각수가 많이 주입됨으로 인하여 MARS 3D 역에서 지

속적으로 Failure가 발생하여 계산이 수행되지 못하 기 때문이며 이는 추

후 그 원인 규명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일-이차 계통의 주요 열구조물은 

모두 MARS 1D의 Heat structure를 사용하여 모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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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주요 가정 및 Nodalization

  기타 모사한 주요 계통 및 주요 요소로는 격납용기 압력, 파단 모델 등

이 있다. 격납용기의 압력 변화는 최적 계산을 수행하여 얻은 MARS 1D 

계산결과(그림 3.1.33)를 Table화하여 모사하 다. 파단부위에서의 유량 예

측을 위해서 사용하는 임계 유량 모델은 결과에 큰 향을 주게된다.  

MARS 1D 계산의 경우 검증된 Henry-Fauske 모델을 사용하 으나 

MARS 3D 경우 Trapp and Ransom 모델을 적용하 다. 이는 

Henry-Fauske 모델을 적용한 경우 보다 급격한 압력 저하로 인해 계산을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추후 이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해석

시 사용한 주요가정은 다음과 같다.

- 파단유량 계산 모델

   Trapp & Ransom Model

- 안전주입

   SIT

    . Fluidic Device 모사

    . MARS 3D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노즐 면적 감소  

    . 4개 고압안전주입 트레인 작동 (No single failure)

- 격납용기 압력

   MARS 1D 최적해석 결과 사용

- 원자로 출력

   1.2xANS73을 사용한 MARS 1D 해석 결과 사용

(2) 대형냉각재상실사고 해석 및 결과

  Fluidic device를 설치한 SIT 및 DVI를 채택한 4,062 MWt급 APR1400 

설계에 대하여 대형냉각재상실사고를 MARS 3D 모델을 적용하여 수행하

다. MARS 3D는 최신 모델로 3D 계산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계산 

경험의 부족 및 코드 안정성의 문제 등으로 의도한 바의 계산은 수행하지 

못하 다. 따라서, 여기서 제시하는 결과는 그 정당성에 문제가 있음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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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고 해석에 대해 논의하겠다. 

 정상상태 해석 결과는 표 3.1.14와 같다.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정상상

태 계산치는 설계치와 매우 유사한 결과를 보 다. 

표 3.1.14  MARS-3D KNGR 정상상태 계산결과

변수 설계치
MARS 정상상태

계산치
오차

노심 출력 (MWt) 4062.66 4062.65 -0.0002 %

가압기 압력 (MPa) 15.504 15.514 +0.065 %

증기발생기 압력 (MPa) 6.889 6.945 +0.813 %

일차계통 유량 (kg/sec) 21000 (Hot leg) 20642 (Hot leg) -1.705 %

고온관 온도 (K) 597.1 598.67 +0.263 %

저온관 온도 (K) 563.7 564.4 +0.124 %

  그림 3.1.33은 본 해석에서 경계조건으로 사용한 격납용기 압력 변화를 

보여주며 그림 3.1.34는 노심 출력 변화를 보여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파단유량은 모멘텀 장방정식을 사용하여 파단유량을 계산하는 

Trapp and Ransom의 Mechanistic 모델로 계산하 다. 이상의 주요 경계

조건을 사용하여 대형냉각재 상실사고를 계산하여 그림 3.1.35와 같은 Hot 

Rod PCT(Peak Cladding Temperature) 결과를 얻었다. 이 그림에서 보듯

이 단일고장을 고려하여 2개의 HPSIP를 주입할 경우 약 450초 근방에서 

PCT는 허용기준치인 1204 
oC (2200 oF)를 초과하는 결과를 보여주며 SIT 

주입이 종료된 후 감소한 안전주입으로 인해 연료봉의 온도가 재 상승함

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해석에서는 단일고장을 고려하지 않고 4개의 

HPSIP가 모두 작동한 경우를 기본 Case로 선정하 다.  이 경우, 그림 

3.1.35에서 보는바와 같이 PCT는 982 oC(1800 oF)로 허용기준치를 만족하

고 있다. 이후 제시하는 결과는 모두 안전주입에서 단일고장을 고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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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결과들이다. 그림 3.1.36은 파단유량을 보여준다. 파단유량은 200초까

지는 낮은 파단유량을 보이나 이후 높은 파단유량을 보여준다. 이는 

Trapp & Ransom 모델이 Henry-Fauske 모델에 비해 유량을 과소 평가

하는 향으로 초기 파단유량이 적었으나 이후 작은 유량에 따라 계통 압

력 저하가 지연되고 MARS 3D 역에서 압력이 높게 계산되는 향으로 

파단 부위의 압력이 커서 후반부의 파단유량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안전

주입은 그림 3.1.37과 같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안전 주입은 파단으로 인

한 계통압력 저하로 약 15초경부터 주입을 시작하여 주입으로 인한 SIT

의 감압으로 주입량이 감소하다가 고압 안전주입펌프가 작동되는 50초경

에 급격히 상승한 후 다시 감소한다. SIT의 수위가 Stand pipe 이하로 떨

어지게 되는 약 60초경부터 Fluidic device의 특성상 SIT의 유량은 급격히 

감소하여 이후 약 180초간 감소된 주입량을 유지하다가 SIT는 고갈되고 

이후 고압안전주입만 계속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입유량은 코드

의 안정성에 향을 주었으며 코드 계산의 수행을 위해 SIT 주입량은 주

입구 면적을 임의로 조절하여 감소시킨 상태에서 계산을 수행하 다.  그

림 3.1.38은 안전주입수의 우회율을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듯이 안전주입

수의 우회율은 상당히 높게 나왔다. 그림 3.1.39는 원자로용기 강수관의 

Collapsed liquid level을 보여준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강수관에서의 수위

는 초기 Blowdown으로 인한 수위 상실이후 SIT에 의한 안전주입으로 수

위를 회복한 후 SIT 주입이 종료하는 시점부터 감소한 후 고압 안전주입

으로 서서히 수위의 회복을 시작한다. 그러나 단일고장을 고려하여 2개의 

HPSIP만 작동하는 경우 수위 회복은 느려지며 따라서 노심으로의 냉각수 

유입이 지연되어 핵연료가 재 가열되며 결과적으로 PCT의 기준치 초과를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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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0 KNGR RPV Nodalization (MARS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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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1 KNGR CORE Nodalization Scheme (MARS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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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3 Containment Pressure from MARS 1D cal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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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4 Reactor Power from MARS 1D cal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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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5 Peak Clad Temperature (MARS 3D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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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6 Break Flow (MARS 3D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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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7 SI Flow (MARS 3D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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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8 Bypass Fraction (MARS 3D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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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9 Collapsed Downcomer Level (MARS 3D 해석)

라. LBLOCA EM 모델 검토 및 모델 개선방향

(1) EM 모델 검토

  차세대원자로의 LBLOCA 해석을 위한 인허가 모델[3.1-21]은 

Blowdown 열수력 현상을 모의하는 CEFLASH-4A[3.1-22], Refill/Reflood 

열수력 현상을 모의하는 COMPERC-II[3.1-23] 및 핵연료봉 열전달을 계

산하는 STRIKIN-II[3.1-24] 코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코드는 저

온관 주입을 기본으로 개발된 코드로 DVI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DVI관련 

열수력 현상에 대하여 보수적이거나, 이들 현상을 예측할 수 있는 최소한

의 능력이 있는가를 평가하여야 한다. 

  차세대원자로의 PIRT 작성에서 도출된 결과에 의하면 DVI 방식을 채

택하는 경우에 Blowdown과 Refill 과정에서의 열수력 현상은 저온관 주입 

방식의 경우에 비하여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도출되었으나, Reflood 과정

에서는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LBLOC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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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lood 기간 동안 강수관에서의 열수력 현상과 관련된 모델을 중심으로  

COMPERC-II 코드에 내장된 열수력 모델과 해석 방법론을 위주로 기술

한다.

(가) 강수관 및 하부공동에서의 지배방정식

  COMPERC-II 코드는 강수관과 하부공동을 하나의 노드로 모델링하여 

이 노드에서 질량 보존은 강수관과 하부공동으로 주입되는 안전 주입 유

량, 노심 유량, 노심 우회 유량, 강수관에서 파단면으로 방출되는 유량의 

함수로 정의되며, 에너지 변화율은 Wall heat과 안전주입수에 의한 에너지

와 노심으로 유출되는 에너지의 함수로 정의된다. 운동량 방정식인 경우는 

강수관과 하부공동에서 유체를 정상상태로 가정하여 유량의 변화율은 “0”

라고 가정한다. 즉, 강수관/하부공동과 노심 사이의 유량 변화율은 노심과 

강수관 사이의 압력 차이에 기초하여 구하며 이 식을 이용하여 노심 유량

을 강수관과 노심 간의 수위차이와 Annulus/Upper Plenum간의 압력차이

의 함수로 표시한다.  

dMA
dt

=WSI-WAB-WBY-Wspill    (3.1.10)

dhA(MA+MBY)

dt
=Q'A+(WSI+Wspill)hSI-hABWAB  (3.1.11)

dWAB
dt

=0   (3.1.12)

  

WAB=[2 ρAgcA2B 
(PAN-PUP)+(ZA-Zcore)ρA

KD ]
1/2

     if ZA > 0

WAB = 0     if  ZA < 0

  여기서 MA는 강수관 질량, MBY는 노심 우회 노드에서의 질량, WSI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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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주입 유량, WAB는 노심 유량, WBY는 노심 우회 유량, Wspill은 강수관

을 통한 누설 유량이고, hA 강수관에서의 엔탈피, hSI  안전주입 유체의 엔

탈피, hAB는 노심 엔탈피, Q'A는 강수관으로 공급되는 열전달 (Wall heat 

transfer)이다. 그리고 운동량 방정식에서 나타나는 KD는 유동 저항이고, 

ρ는 도, P는 압력, Z는 수두이며, gc는 상수이다.  첨자 A와 B는 강수

관과 노심을 나타내고, AN과 UP은 강수관 및 하부공동과 상부공동을 나

타낸다. 

  식 (3.1.10)에서 WSI는 오리피스 방정식에 의하여 결정되는 값으로 시간

의 함수로 강수관에 주입되는 안전주입 유량이다. 안전주입 유량을 계산할 

때는 관의 마찰 저항, 최소 유로 단면적에 근거한 관의 팽창, 축소 등에 

의한 압력손실 등을 고려한다. 식 (3.1.11)에서 고려되는 Wall heat 

transfer는 초기 온도가 균일한 반 무한 고체와의 열전달로 가정하여 구하

며, 열전달 계수는 CE 실험에 근거하여 300 BTU/hr-ft2-oF를 사용하고 

다음과 같다.

Q'A = hv△TvAA exp ( [
hv α v ( t- t SI )

Kv ]
2

) erfc (
hv α v ( t- t SI )

Kv )
(3.1.13)

여기서 tSI는 안전주입이 시작되는 시간이고, hv는 강수관 벽면과 유체사

이의 열전달 계수, AA는 강수관 및 하부공동에서 유체와 접촉하고 있는 

표면적이다. αv는 열확산도(Thermal diffusivity), Kv는 열전도도이다.

- 증기 응축 진동 및 응축 현상

  강수관에서 안전주입시 나타나는 응축 진동 현상과 관련이 있는 모델은 

응축모델로 강수관 내에서 안전주입의 유입으로 인한 압력 감소 효과가 

있어야 한다. 위의 지배방정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COMPERC-II에서는 

강수관의 열수력 계산을 위하여 강수관을 한 개의 제어체적으로 간주하여 

질량보존식과 에너지보존식을 풀기 때문에 강수관에서의 보존식으로는 응

축에 의한 압력감소와 그에 따른 강수관의 수위 진동을 적절히 예측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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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또한 증기 응축에 의하여 강수관에서 압력이 변하는 모델은 없으며, 

강수관에서의 에너지 보존식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증기가 액체로 응축되

는 것으로 Homogeneous model로 모델한다.

- 비응축성 가스 향

  COMPERC-II 코드에서는 비응축성 가스 향을 안전주입탱크가 고갈

되었을 경우 질소의 주입으로 인하여 응축이 저지됨으로 압력증가를 가져

오게 되는데 압력증가에 해당하는 만큼을 Steam network resistance가 증

가하는 것으로 고려하 다. Subroutine LETGASN에서 이러한 증가분을 

KVAR 변수를 사용하여 계산하는데 저온관 주입인 경우에 대하여 Basic 

momentum equation을 사용하여 도출하 다. 

KB =  
P 1-P 2

(
Ws

2
v g

2gcA
2
p ) (3.1.14)

  여기서 KB는 압력 손실계수이고, P1은 안전주입노즐 상류에서 압력이고 

P2는 노즐에서의 압력이다. 그리고 Ws는 과열 증기의 유량, gc는 중력 가

속도, Ap는 저온관의 단면적이고, vg는 포화 증기의 비체적이다.  DVI인 

경우는 안전 주입이 되는 제어 체적이 저온관이 아니라 강수관 상부이므

로 위 식을 사용하는 Subroutine LETGASN에 내장된 Steam network 

resistance의 KVAR를 이용하는 Network의 수정이 필요하다.

- Liquid Entrainment/De-entrainment

  위의 보존식들에는 강수관에서 나타나는 Liquid Entrainment/De- 

entrainment 모델이 없으며, LBLOCA 안전해석시 Appendix K의 방법론 

상 Refill 기간 동안 주입되는 안전주입수는 모두 파단면으로 방출된다는 

가정의 보수성으로 대체하고 있으나 본 현상으로 인하여 Reflood 기간 동

안에 High steam flow에 의한 강수관 수위가 저온관보다 낮아지는 현상

을 적절히 기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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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COMPERC-II의 모델은 강수관과 노심 사이의 수두차이와 Steam flow 

network로 계산되는 Node pressure로 Mass flow를 결정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1차원적인 흐름이며 Two phase pressure drop안전주

입수가 공급되는 위치에서 고려하기 때문에 3차원적인 유동현상을 나타낼 

수가 없다.

(나) 노심 우회 역에서 지배방정식

  노심 우회 역에서 질량보존은 이 역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유량에 

의하여 결정되며, 에너지는 하부공동의 상태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유량 

변화율은 “0”라고 가정한다. 노심 우회 역에서 유량은 노심과 노심 우회 

역간의 압력차이에 좌우되는데 관련 식들은 다음과 같다.

dMBY
dt

=WBY        (3.1.15)

hBY = hA (3.1.16)

WBY = [
2gcρAA

2
BY

KBY
 (
MB1+MB2
AB

-
MBY
ABY

)]
1/2

 (3.1.17)

  위 식에서 첨자 BY는 노심 우회 역을 나타내고, B는 노심 역을 나

타낸다. 그리고 첨자 B1은 노심의 과냉 역이고, B2는 증기를 생성하는 

포화상태 역을 나타낸다.

(다) 노심 역에서 지배방정식

   노심 역은 크게 연료 모델과 유체 모델의 두 역으로 구분되며, 연

료 모델은 연료부분과 피복재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유체 모델은 과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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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 역, 증기가 생성되는 포화상태의 이상유체 역, 증기가 생성되는 

역 상부의 이상유체 역으로 나누어진다. 연료부분의 에너지 보존식 중 

연료에서 에너지 증가율은 연료에서 생성된 에너지와 피복재로 전달된 에

너지의 차이에 의하여 구하고, 피복재에서의 에너지 변화는 핵연료로부터 

받은 에너지와 피복재에서 냉각재로 전달된 에너지의 차이에 지르칼로이

와 증기간의 반응에 의하여 생성된 에너지에 의하여 결정된다. 

노심 역 중 과냉각 역에서의 지배방정식들은 다음과 같다.

dMB1
dt

=WAB-WB12   (3.1.18)

  노심의 과냉 역에서 질량 변화율은 하부공동에서 유입된 유량과 노심

에서 증기가 생성되는 이상 역으로 빠져나간 유량의 차이로 구하며, 식 

(3.1.18)에서 WB12는 증기를 생성하는 포화 역으로 유출되는 유량이다. 과

냉의 액체가 포화 액체로 변화된 양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WB12 = 
Q'B1MB1

dhB1
dt

hW, sat-hB1
 (3.1.19) 

  위 식에서 Q'B1  연료의 피복재에서 노심의 과냉 역으로 전달된 에너

지량으로 열전달 계수는 피복재의 온도가 연료의 Quench 온도 보다 낮을 

경우는 강제대류인 경우의 열전달계수를 사용하여 100 BTU/hr-ft2-oF이

고, 높을 경우는 Transition 비등 열전달계수를 적용하여 40 

BTU/hr-ft
2-oF의 일정한 값을 사용한다. 

  과냉 역에서의 에너지는 강수관 및 하부공동에서의 에너지와 동일하

다고 가정한다.

hB1 = hA   (3.1.20)

  다음의 식들은 증기를 생성하는 이상 역에서의 연속 및 에너지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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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dMB2
dt

=WB12-WS,B2-WW,B2   (3.1.21)

 
d (MB2hB2)

dt
=Q'B2+WB12hW, sat-WS,B2hS, sat-WW,B2hW, sat  (3.1.22)

  위 식에서 첨자 B2는 노심의 증기를 생성하는 이상 역을 나타내고, 

WB12는 노심의 과냉 역에서 포화 역으로 전달된 포화액의 유량이고, 

WS,B2와 WW,B2는 포화 역에서 과포화증기 역으로 전달된 포화증기와 포

화액의 유량이다. WW,B2는 사용자 입력변수로 주어지는 Entrainment 

fraction과 WS,B2와 함수로 주어진다. 그리고 Q'B2  연료의 피복재에서 노심

의 포화 역으로 전달된 에너지량을 나타낸다.  Q'B2의 열전달을 계산하기 

위한 열전달계수는 식 (3.1.19)에서 사용한 열전달계수와 동일하다. 증기 

생성 역에서의 기포율은 0.9로 일정하다고 가정하며, 과냉 역에서 포화

역으로 견인된 포화 액적은 증기 생성률의 3배로 증기와 함께 과포화

역으로 전달된다고 가정한다.

  끝으로  증기 생성 역 위에서 포화액과 포화증기가 존재하는 역에서

의 연속방정식과 에너지방정식은 식 (3.1.23), (3.1.24)과 같다.  노심 출구

에서의 증기 방출 유량은 포화증기 역에서 생성된 증기량과 이 역에

서 증기로 바뀐 증기 유량의 합이며, 포화액의 방출 유량은 증기 유량과 

사용자 입력으로 주어지는 Entrainment fraction에 의하여 결정된다. 노심

에서 상부공동으로 전달되는 에너지는 포화 증기 엔탈피이다.

WS,CX = WS,B2+ABρS, sat
PUP
PC

dZB2
dt

WW,CX = FENTWS,CX
  (3.1.23)

hS,CX = hS, sat    (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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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첨자 CX는 노심 출구를 나타내고, UP와 C는 각각 원자로 상부공

동과 노심을 나타낸다. 이 역에서 피복재와 증기 사이의 열전달계수는 

층류 유동인 경우 5 BTU/hr-ft2-oF의 일정한 값을 사용한다.

(라) 상부공동 역에서 지배방정식

   상부공동에 대해서는 연속방정식과 에너지보존식을 적용하는데, 상부공

동에서 질량 변화율은 상부공동으로 유입되는 증기 유량과 상부공동에서 

유출되는 증기유량에 의하여 결정되며, 상부공동에서 출구로 빠지는 액체

의 유량은 방출 증기유량의 함수로 표시된다. 그리고 상부공동에서 에너지 

변화율은 노심에서 상부공동으로 유입되는 에너지와 출구에서 방출되는 

유체에 의한 에너지의 차이의 함수로 식 (3.1.25) 및 (3.1.26)과 같다.

VUP
dρS,UP
dt

 = WS,CX-WS,ON

WW,ON = FENTWS,ON
  (3.1.25)

VUP
dρS,UPuS,UP

dt
 = WS,CXhS,CX-WS,ON hS,UP  (3.1.26)

  여기서 첨자 UP는 상부공동, ON은 출구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WS,ON은 상부공동의 출구에서 방출되는 증기 유량이다.  위의 식에 의하

여 구해진 증기의 엔탈피와 도와 증기표를 이용하여 상부공동에서의 압

력을 구할 수 있다. 

(마) 기타

   위에서 기술한 지배방정식에 의하여 원자로용기에서의 열수력 변수를 

계산하고 고온관, 증기발생기, 저온관 및 원자로냉각재펌프는 별도로 모델

하지 않고 Steam flow network에 의한 유동 저항을 이용하여 유량 변화

를 계산하며 그림 3.1.40은 저온관 파단사고인 경우 유동 저항을 계산하기 

위한 Network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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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0 Loop Resistance Network

Reflood 기간 동안 Loop에서의 유동 저항은 다음과 같이 조건들을 고려하

여 계산한다.

- Loop seal이 형성된 경우

- Loop seal이 깨지고 안전주입탱크에서 냉각수를 방출하는 경우

- 안전주입탱크에서 질소를 방출하고 안전주입펌프가 냉각수를 방

출하는 경우

- 안전주입펌프가 냉각수를 방출하는 경우

   직접 안전주입으로 인한 강수관에서의 열수력 현상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나 Reflood 기간 동안 사용되는 COMPERC-II 코드에 내장된 모델인 

금속-물(Zr-H2O)간의 상관식은 Baker-Just에 의하여 제안된 다음과 같은 

상관식을 사용한다.

W
2 = 0.130112 t exp (- 1.8△E

1.987(T+459.69) )  (3.1.27)

여기서 △E : Activation energy for reaction (45500 cal/mole)

  T : Temperature 

 W : Amount of clad reacted (lb-mole/f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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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 (3.1.27)은 Reflood 기간 뿐 아니라 Blowdown 기간에도 동일한 식

을 사용한다. 

   노심의 수위와 질량은 강수관 수위와 노심에서 발생한 증기가 빠져나

갈 때의 저항의 크기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COMPERC-II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강수관 수위는 Blowdown 종료 시점까지 완전히 비어 있

다고 가정하고, Hot wall과 Free fall delay 시간을 고려하여 Refill 기간을 

연장시키도록 모델한다. 또한 노심에서 발생한 증기는 그 보다 3 배의 액

체를 견인하여 증기화한 후 증기발생기에서 과열증기가 되도록 모델하여 

증기가 빠져나가는 유로의 유동 저항을 최대화시킨다. 이와 같이 모델하므

로써 노심 수위와 노심에 존재하는 액체의 질량을 작게 할 수 있기 때문

에 이는 최대 피복재 온도를 보다 보수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LBLOCA 분석을 위해서는 위에서 기술한 COMPERC-II 코드뿐 아니라 

사고 초기의 Blowdown을 계산하기 위하여 CEFLASH-4A코드가 사용된

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모델 중에 하나는 임계유량 모델이다. 임계유량 

모델은 3 역으로 나누어서 모델이 되어 있는데, 과냉 액체인 경우는 

Modified Henry-Fauske, 포화 이상 역인 경우는 Moody 그리고 과열 증

기인 경우는 Murdock-Bauman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데 파단 유량은 방

출계수(Cd)에 따라서 다음 방정식을 사용한다. 

W=Cd*G*A  (3.1.28)

  여기서 Cd는 방출계수, A는 파단면적, G는 임계열속(Critical Mass 

Flux)을 나타낸다. 실제 코드에 적용할 때 Henry-Fauske/Moody Model은 

Stagnation pressure/enthalpy의 함수로 table화하여 사용되며 

Murdock-Bauman모델은 간단한 Sonic Model 방정식인 G=44.0(Po/v)1/2 

을 사용한다. 과냉 액체와 포화액간의 불연속은 Henry-Fauske모델을 

Modification함으로써 해결하 다. 그러나 이상 유체와 과열 증기간의 모

델차이로 인한 Discontinuity는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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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wdown시 안전주입수 우회현상은 Refill 시작 시점에서 Zero Mass 

Inventory를 가정하고 있다. CEFLASH-4A 코드는 HEM(Homogeneous 

Equilibrium Model)을 사용하고 부분적으로 노심, 증기발생기 등에서 

Bubble rise model을 채택하여 증기-물간의 Slip이 있는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 강수관 및 SI 주입에서는 HEM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안전주입수가 

주입되는 즉시 미세한 액적 형태로 증기속도와 같이 배출된다. 

(2) 인허가 해석결과 검토

  인허가를 위한 차세대원자로의 LBLOCA 해석은 다음의 전산코드들을 

이용하여 계산하 다[3.1-21]. Blowdown 기간 동안의 일차계통 열수력현

상은 CEFLASH-4A 코드[3.1-22]를 이용하여 계산하고, Refill 및 Reflood 

기간은 COMPERC-II 코드[3.1-23]를 이용하 다. 이들 두 코드에서 계산

된 노심 유량과 변수들은 핵연료의 피복재 온도를 계산하는 STRIKIN-II 

코드의 입력으로 이용된다. STRIKIN-II 코드[3.1-24]는 최대 피복재 온도

와 피복재의 최대 산화도를 계산하고 HCROSS 코드[3.1-25]와 PARCH 

코드[3.1-26]는 증기에 의한 노심 냉각시 열전달계수를 구하는데 사용한

다. 

  안전주입계통은 4대의 안전주입펌프와 4개의 안전주입탱크로 구성되며, 

강수관의 압력이 안전주입탱크 작동 압력 이하로 내려가면 자동으로 안전

주입탱크의 냉각수가 DVI 관을 통하여 강수관 상부로 공급된다.  

LBLOCA시의 제한조건은 안전주입계통이 모두 작동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가정을 사용하 으며, 안전주입펌프는 안전주입탱크에 의하여 하부공

동과 강수관이 채워진 후에 주입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 안전주입탱크의 초기 재고량은 최대 값을 사용하고 4개가 모두 작동

 - 4대의 안전주입펌프 유량은 최대 유량 사용.

  가장 제한적인 파단은 저온관(Pump discharge leg)에서 양단 파단이 일

어난 방출계수 0.6인 경우이다. 다음의 그림들은 가장 제한적인 조건에서 

계산된 사고해석의 결과들이다.  그림 3.1.41의 노심 출력은 매우 큰 냉각

재 반응도계수의 향으로 사고 초기에 급격히 증가하지만, 파단 발생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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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초 후에는 출력이 잔열 수준으로 감소한다. 노심 고온채널에서 압력은 

노드의 가장 고온 역 (Hot spot)에서 Flashing이 일어 날 때까지 과냉의 

유체가 방출되는 기간에는 급격히 감소한다. 다음은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

의 역에서 Flashing이 일어나면서 압력이 감소하는데 노심의 압력이 감

소함에 따라 약 15초에는 안전주입탱크의 유체가 강수관으로 주입되면서 

압력은 그림 3.1.42와 같이 서서히 감소한다.  그림 3.1.43은 파단유량을 보

여 준다. 사고 초기 파단면을 통한 파단 유량은 일차계통과 격납용기간의 

압력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임계유량이다. 계통의 압력이 감압되어 감에 

따라 파단 유량의 유동 역은 과냉 역에서 이상 역으로 변하면서 임계

유량으로 방출된다. 계통의 압력이 충분히 낮아지면 파단유량은 임계유량

에서 계통과 격납용기간의 압력차이에 의한 운동량에 의하여 결정되는 

역으로 전환된다. Blowdown 종료 시점에는 계통과 격납용기 사이의 압력 

차이가 거의 없게되어 파단 유량도 “0”에 가깝다. 그리고 유로의 유동저항

이 펌프 측보다 원자로 용기 쪽이 더 작기 때문에 원자로 용기로부터 방

출되는 유량이 펌프 측에서 방출되는 유량 보다 더 많다. 그림 3.1.44와 45

의 노심 유량은 파단면을 통하여 냉각재가 방출됨에 따라 감소한다. 노심 

유량의 감소로 인하여 피복재 온도는 증가하여 약 8초경에는 노심에 유동

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피복재 온도가 일시적으로 감소하지만 시간

의 경과와 함께 계통과 격납용기간의 압력 차이의 감소로 인하여 역류하

는 유량이 감소함에 따라 피복재 온도는 그림 3.1.46과 같이 다시 증가한

다. Blowdown 기간 동안 피복재 온도는 원자로 용기내의 재고량의 감소

로 증가하다가 출력 감소와 노심에서 유동의 역류로 인하여 감소한다. 

Blowdown 기간이 종료되면 원자로 용기에는 재고량이 고갈되기 때문에 

노심이 충분히 재관수될 때까지 피복재 온도는 다시 증가한다. 최대 피복

재 온도는 약 300초 부근에 나타났다.  그림 3.1.47은 격납용기 압력 변화

이다. Blowdown 기간 동안 파단면을 통한 많은 질량과 에너지의 유입으

로 인하여 격납용기 압력은 급격히 증가하다가 Refill/Reflood 기간 동안 

피동 및 능동의 격납용기 열제거 계통이 지속적으로 작동함에 따라 감소

한다. 본 해석시  Blowdown 기간에는 격납용기의 열제거계통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가정하 다.  그림 3.1.48은 강수관에서 노심으로 유입된 질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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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심으로 유입된 질량은 재관수율을 계산하는데 사용된다. 재관수율은 

FLECHT 상관식에 근거한 열전달 계수를 계산하기 위하여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Reflood 기간은 Reflood 초기 약 5 초 동안으로 안전주

입탱크로부터 많은 량의 안전주입수가 노심으로 유입되어 신속하게 재관

수가 이루어지는 기간이다. 재관수가 시작되면 노심에서는 증기가 발생하

는데 노심에서 증기의 생성은 노심 상부의 압력을 증가시켜 재관수율을 

감소시킨다. 이 때부터가 두 번째 Reflood 기간이며, 재관수율이 더욱 감

소하여 1 in/sec 이하로 내려가면 세 번째 Reflood 기간이 된다. 

  강수관은 안전주입탱크가 작동하면 약 10초 이내에 물로 채워져서 수위

는 저온관의 바닥과 같은 높이를 유지한다. 과도한 안전주입수는 저온관을 

통하여 파단면으로 방출된다. 안전주입탱크가 고갈된 후에는 안전주입펌프

의 작동으로 강수관의 수위가 저온관 높이까지 유지되며 이것이 노심으로 

냉각수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구동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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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1 노심 출력(EM 계산)

그림 3.1.42 고온채널에서의 압력(EM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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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3 파단 유량(EM 계산)

그림 3.1.44 Hot spot 하부에서의 유량(EM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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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5 Hot spot 상부에서의 유량(EM 계산)

그림 3.1.46 피복재 온도(EM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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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7 격납용기 압력(EM 계산)

그림 3.1.48 Reflood 동안 노심으로 유입된 질량(EM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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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M 모델 개선 방향

  안전주입수의 우회유량은 Blowdown 및 Refill의 종료 시점과 Reflood 

기간동안 재관수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EM 해석코드인 

CEFLASH-4A에서 COMPERC-II 코드로의 전환은 TAD (Time of 

Annulus Downflow)에 의하여 결정된다. TAD는 강수관의 상부에서 

Thermal quality가 “0”이 되는 시점으로 강수관의 상부가 단상 액체로 채

워짐을 의미한다. CEFLASH-4A 코드에서는 10CFR50 Appendix K의 요

구에 따라 TAD 이전까지는 안전주입수가 완전히 우회된다고 가정한다. 

UPTF의 실험결과에 의하면 Blowdown 기간 동안 일부의 안전주입수가 

하부공동으로 유입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CEFLASH-4A는 보

수적인 해석 결과를 내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Refill/Reflood 단계를 

모의하는 COMPERC-II 코드에서는 안전주입수가 하부공동으로 주입되는 

것으로 모의하여 강수관에서 안전주입수와 증기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Refill/Reflood 기간에는 안전주입수의 직접 우회가 전

혀 없는 것으로 해석하지만 실제 DVI 성능실험결과에 의하면 상당량의 

우회유량이 발생하는 것으로 계측되었기 때문에 비보수적이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COMPERC-II 코드 계산 결과는 안전주입수의 공급에 따라 강수

관의 수위가 일정하게 증가하면서 강수관에서의 수위는 안정된 거동을 보

인다. 하지만 강수관의 수위가 저온관 노즐 바닥 근처에서 형성되는 

Reflood 기간 동안은 건전저온관에서 유입되는 빠른 증기 유속에 의하여 

강수관 내의 냉각재 일부를  Entrain시켜 파단부위로 방출시키므로써 강

수관 내의 수위를 감소시키고, 이에 따라 노심에서의 재관수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 저온관 안전주입인 경우에는 주입된 안전주입수가 저온관을 통과

하면서 어느 정도 응축되기 때문에 증기의 유속이 감소하지만, DVI 안전

주입인 경우는 저온관 안전주입인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빠른 유속의 증기

가 건전 Loop을 통하여 강수관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강수관에서 

Entrainment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APR1400의 LBLOCA 해석

시 강수관 내 Entrainment 현상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강수관의 수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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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보다 높게 예측할 가능성이 있어 비 보수적이 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

이 필요하다. 

  Refill/Reflood 기간동안 COMPERC-II 코드는 SIT 주입시 저온관의 증

기는 완전히 응축되는 것으로 Steam Flow Resistance Coefficient를 "0"으

로 설정한다. DVI 안전주입인 경우는 저온관에서 증기 응축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저온관 안전주입에 비하여 강수관으로 유입되는 증기의 속도

가 크다. 이로 인해 안전주입수의 우회유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Entrainment 량도 증가시켜 강수관에서의 수위를 감소시킨다. 따라서 

COMPERC-II 코드의 응축에 대한 가정은 비보수적이므로 이에 대한 보

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COMPERC-II 코드는 안전주입수가 하부공동으로 완전 주입되

는 것으로 가정하여 강수관에서의 응축모델은 사용하지 않는다. DVI인 경

우 안전주입수가 Core Barrel에 분사후 액적이나 액막 형태로 강수관 상

부를 하강하는 동안 저온관에서 유입되는 고속의 증기와 접촉하게 된다. 

이와 같이 강수관 내에서 증기와 안전주입수간에 접촉 표면적이 증가하여 

저온관 안전주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강수관 내의 응축현상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강수관 내에서 증기의 응축은 강수관에서의 압력변화를 

유발하여 수위 진동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보다 많은 량의 액체가 파단

면으로 Spillage 될 수 있다. 또한 강수관에서 응축으로 인한 순간적인 압

력감소는 노심에서 강수관으로의 Out-surge가 발생하여 재관수율을 감소

시킬 수 있다. 따라서 강수관에서 응축모델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비보수

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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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안전감압계통 작동시의 sparger 거동 모의 및 관련 열수력 

현상 해석

1. 안전감압계통 배관내 이상유체 거동 해석

가. 개요

  원자력 발전소의 증기 방출 계통은 안전 감압 밸브(safety depressurization 

valve : SDV) 또는 가압기 안전 밸브(pressurizer safety valve : PSV)를 작동시

켜 고온 고압의 증기를 원자로 냉각재 계통으로부터 증기 수용 탱크로 방출 수용

하는 계통으로 핵증기공급계통(nuclear steam supply system : NSSS)과 이 계통

을 연결하는 배관, 안전 감압 밸브, 방출되는 증기를 응축시키는 수조, 그리고 밸

브로부터 응축수조까지 연결되는 방출배관 등으로 구성된다. 이 계통이 작동하면 

고압의 증기가 외부로 방출되고 이 때 배관 및 수조 내에는 기체의 압축성 효과

로 구조물에 큰 하중이 발생할 수 있다. 즉, 밸브가 거의 순간적으로 열리면서 압

력파가 발생하고 발생된 압력파의 전송 및 반송에 따라 배관 내에서는 급격한 과

도 유동 현상이 일어나며 유체는 쵸킹(choking) 및 음속 유동 현상이 생겨 이로 

인하여 배관 내의 압력은 급격한 증감이 반복되면서 배관에 큰 수력적 하중이 발

생할 수 있다[3.2-1, 3.2-2].

  증기 방출 계통 설계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수력적 하중은 초기의 물/공기 방

출에 의한  하중과 응축 현상에 의한 압력 변동 하중으로 나눌 수 있다.  밸브 

작동 순간 증기는 공기가 들어 있는 관 속으로 방출되며 방출 증기에 의해 관 속

의 공기가 압축된다. 공기의 압축에 의하여 관속에 차 있는 물이 방출되어 water 

jet을 형성하며 물이 방출될 때 까지를 물방출(water clearing) 시기라 하고, 물방

출 시기가 끝나면 공기가 방출되기 시작하며 이 때부터 공기가 완전히 방출될 때 

까지를 공기방출(air clearing)시기라 칭하는데 공기 압축과정에서 관 내에는 첨두 

압력이 발생한다. 압축된 공기가 수조내로 방출되면 압력 진동이 발생하고 이어 

증기 응축으로 인한 압력 진동이 수반된다. 

  밸브가 열릴 때에는 고압 유체가 바로 대기압 정도의 낮은 압력에 노출되므로 

유동 쵸킹이라는 특이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쵸킹 현상은 방출관을 통한 방출 

유량을 제한하게 되며 밸브 개방시 발생하는 압력파의 전송 및 반송으로 배관에 

부가되는 수력적 하중과 유동 특성 해석은 배관 설계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

러나 이러한 유동 현상은 매우 복잡하므로 주로 실험에 의해 연구가 수행되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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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재까지 수행된 증기 방출 실험[3.2-3, 3.2-4]은 주로 비등수형(boiling water 

reactor : BWR) 원자로에 대해 여러 가지 모델실험과 발전소 시험(in-plant test)

이 수행되었고 증기 방출에 의해 방출관에 미치는 수력 하중이 증기 방출 장치의  

기하 형태, 원자로 운전 조건 등 여러 변수들에 크게  의존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APR-1400은 가압 경수로(pressurized water reactor : PWR) 형으로 증기

방출계통이 설치된다. 비록 증기 방출계통내의 물리적 메카니즘이 비등수로와 가

압 경수로가 동일하다 할지라도 두 계통사이에는 계통 운전 압력, 온도, 각각의 

방출 배관의 배치 및 안전/방출 밸브의 특성등 기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

한 차이점 때문에 비등수로를 위해 개발된 방법론과 설계 자료를 가압 경수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방법론에 대한 평가와 최적 설계점이 요구된다. 즉 PWR 증

기방출계통은 비등수형 원자로(BWR)와 비교해 작동 압력, 유량, 온도 등 원자로

내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비등수형 원자로에 대해 개발된 증기방출계통

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원자로내의 압력과 온도 조건이 증기 방출관

의 유동 특성에 미치는 향을 고려하여 최적 설계점을 구해야 한다.

  고온, 고압의 공기 또는 공기/증기의 혼합물이 격납건물 내부 핵연료 재장전 

수조(in-containment refueling water storage tank, IRWST)로 방출되면 공기방

울 진동, 증기방울 진동, 응축진동(condensation oscillation) 및 처깅(chugging) 

등의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에 의해 수조 벽면과 내부 구조물에 추가적인 하중이 

발생한다. 이중에서 초기에 일어나는 저주파수의 공기방울 진동이 가장 좋지 않

은 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격납건물 내부 핵연료 재장전 수조의 설계

를 위해서 방출 유체의 하중을 예측하여야 하며 또한 이를 위해 방출 배관 내에

서의 압력장을 예측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배관 내의 비정상 유동에 관한 연구에

서는 방출 유체의 온도가 주위 온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여 배관으

로부터 주위로의 열전달은 무시하 으나, APR-1400 경우에는 방출 유체의 온도

가 최초 배관 온도나 주위 온도보다 매우 높기 때문에 배관 내부 방출 유체의 응

축 열전달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밸브 개방시 증기 방출에 의해 물과 공기가 방출되면서 방출 배

관에 미치는 수력적 하중에 대한 해석적 연구에 관심을 갖고 배관 내의 압력, 속

도, 도 및 하중 등을 구하 다. 이를 위해 방출 배관에서의 과도 상태 유동을 

풀기 위해 수치 해석 방법을 개발하 다. 편미분 방정식의 일반해는 구하기 어려

워서 특성 곡선 방법(method of characteristics)을 사용하여, 편미분 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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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al differential equations)을 유한 차분 방정식의 형태로 쉽게 적분할 수 있

는 전미분 방정식(particular total differential equations)의 형태로 변환하 다. 여

기에, 배관으로부터 열전달을 고려하 고 배관 끝에 부착되어 있는 하중저감링

(load reduction ring)이 달린 증기분사기(sparger)도 고려하 다. 

나. 이론 해석

(1) 배관 내부 유동 특성

  안전 감압 밸브가 개방되면 방출 배관 내의 물, 공기 및 증기 등의 서로 다른 

유체가 방출되고, 배관 양단의 압력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유체간의 경계면과 배

관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등에서 압력파가 전송되고 반송되는 과정을 반복하여 

배관 내의 압력을 변화시키는 과도현상이 발생한다.

  배관을 흐르는 유동은 배관 상류와 하류의 압력차에 의해 형성되는데, 이러한 

압력차는 압력파의 전송에 의해 전달된다. 배관의 상류와 하류의 압력차가 증가

하면 배관내 유속이 증가하며 압력차가 더욱 증가하면 유속은 마침내 음속에 도

달하게 된다. 유속이 압력파의 전송속도인 음속에 도달하게 되면 압력파가 증가

된 유속으로 인하여 더 이상 전송될 수 없으므로 배관 상, 하류의 압력차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없게 되어 유속이 더 이상 조절될 수 없다, 이 때의 유속은 배

관내를 흐를 수 있는 최대가 되며 따라서 이 때의 유량도 최대가 된다. 이러한 

현상을 유동의 choking이라 하며 choking 발생여부는 유량이 최대가 되는 경우 

즉 유속이 음속에 도달된 상태로 판단한다. 

  Choking 유동은 상류와 하류의 정보 단절을 의미하므로 상류와 하류의 압력차

가 choking 조건보다 큰 경우에, 유속을 조정할 수 없고 또한 배관 출구에서의 

경계조건은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choking 면은 불연속 면을 형성하게 된다. 즉, 

choking 전단과 후단 사이에서는 유량이 일정하고 전달 에너지 양이 일정하게 되

나 압력조건은 출구의 경계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불연속적인 강하가 이루어지게 

된다.  

(2) 지배방정식

  그림 3.2.1은 본 해석에서 고려하는 증기방출계통의 모형도이다. 해석대상 배관

계는 가압기와 수조 사이에 밸브 및 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관은 수조내의 

과냉각수에 잠겨있는 상태이다. 마찰이 존재하는 증기 방출관에서 열유동 해석을 

위해 일차원 과도 유동에 대한 지배 방정식[3.2-5]을 사용하 고 압력, 속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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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종속 변수는 두 개의 독립 변수 x, t  의 함수로 표시된다.

해석에 사용된 주요 가정은 다음과 같다.

- 배관의 단면적은 일정하다.

- 중력가속도는 상대적으로 작아 무시한다.

- 배관 내의 마찰계수는 일정하다.

- 배관 내의 물/공기의 경계면은 항상 동일하게 움직이며 공기/증기의 경계면도  

  항상 동일하게 움직이면서 두 물질 사이를 격리시킨다.

- 증기와 공기는 이상기체로 가정한다.

- 일차원 유동으로 가정한다.

  질량 보존 방정식:

    ∂ρ
∂t
+ v

∂ρ
∂x
+ρ

∂v
∂x
=0                                   (3.2.1)

  운동량 보존 방정식:

    ∂v
∂t
+ v

∂v
∂x
=-

1
ρ
∂p
∂x
-
f
D
v |v |
2
                           (3.2.2)

  에너지 보존 방정식

    ∂h
∂t
+ v

∂h
∂x
=
1
ρ
(
∂p
∂t
+ v

∂p
∂x
)+

1
2
f
D
v 2 |v |-

4h c(T-Tw )

ρD
             (3.2.3)

  증기와 공기를 이상 기체로 가정하므로 엔탈피 h  와 음속 a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된다.

    h= κ
κ-1

p
ρ
=

a
2

κ-1
,    a 2= κ p

ρ
  (κ=

c p
c v
)              (3.2.4)

  편미분 방정식 형태인 지배 방정식 (3.2.1) ∼ (3.2.3)을 특성 곡선 기법을 이용

하여 전미분 방정식으로 변환시키면 특성 곡선 C+  를 따라서는 다음과 같은 식

이 성립된다.

    dx
dt
= v+a                                 (3.2.5)

 dp+ρadv=｛ f
D
ρ
2
v |v |[ (κ-1)v-a ]-

4
D
(κ-1)h c (T-Tw )｝dt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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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 곡선 C-  를 따라서는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된다.

    dx
dt
= v-a                                 (3.2.7)

 dp-ρadv=｛ f
D
ρ
2
v |v |[ (κ-1)v-a ]-

4
D
(κ-1)h c (T-Tw )｝dt     (3.2.8)

  또한 실제 유체 알갱이를 따라서는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된다.

    dx
dt
= v                                    (3.2.9)

 dρ- 1

a 2
dp=｛- f

Da 2
ρ
2
v 2|v |(κ-1)+

4

Da 2
(κ-1)h c (T-Tw )｝dt    (3.2.10)

  식 (3.2.5), (3.2.7), (3.2.9)는 특성방정식(characteristic equation)이라 하며, 식 

(3.2.6), (3.2.8), (3.2.10)은 적합조건 관계식(compatibility relation)이라고 한다. 적

합조건 관계식은 특성방정식을 따라서 성립하는 관계식이다. 즉, 특성 곡선 C+  

를 따라서는 식 (3.2.6)을, 특성 곡선 C-  를 따라서는 식 (3.2.8)을, 실제 유체 알

갱이를 따라서는 식 (3.2.10)을 적분하면, 구하고자 하는 ρ, v, P 등을 구할 수 있

다. 

  물의 유동에 대해서는 도가 압력에 민감하지 않은 비압축성이므로 C+  곡선

을 따라서는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된다.

     dp+ ρa
g c
dv=-

f
D

ρ
2g c

v |v |adt                   (3.2.11)

  C-  곡선을 따라서는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된다.

     dp- ρa
g c
dv=

f
D

ρ
2g c

v |v |adt                     (3.2.12)

  물의 음속은 배관의 두께, 지름 및 지지물의 형태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지

만, 그 변화량이 미미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K/ρ로 간주한다. 여기에서 K 는 

물의 bulk 탄성계수이다.

(3) 열전달계수

  증기의 응축 열전달 현상은 크게 적응축(drop wise condensation)과 막응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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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m condensation)으로 구분되어진다. 일반적으로 적응축 열전달계수는 막응축 

열전달계수보다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계산은 비정상상태의 열전달 문제로

서, 전 계산 과정을 막응축 열전달만으로 취급하면 실험 결과를 잘 예측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는 증기 방출이 발생하는 초기 과정에서 적응축 

효과가 우세하게 나타나기 때문으로 생각하 다. 이와 같은 초기 계산과정에서의 

적응축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코사인 형태의 분포를 갖는 적응축 열전달계수를 

막응축 열전달계수에 포함시킨 복합적인 열전달계수를 고려하 다. 이러한 방식

으로 열전달계수를 산정하는 것이 실제 일어나는 물리적 현상을 잘 설명하는 토

대 위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배관 내에서 증기가 방출될 때 주위와의 열

전달에 의해 발생되는 증기응축에 적응축 현상이 개입되는 물리적 사실을 어느 

정도 반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방식으로 산정된 응축 열전달계수는 실

험결과를 어느 정도 잘 예측하는 것을 보여준다. 열전달계수 산정과 관련하여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언급하고자 하는 또 다른 관점은 

증기응축이 발생하는 경우에, 유체와 주위와의 온도차이의 향을 고려하기 위해 

증기/공기 및 증기/물의 경계면에서 열전달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기가 방

출되는 증기에 의해 매우 압축되는 경우, 증기가 공기를 뚫고 물과 직접 접촉하

여 발생되는 직접접촉 응축열전달 현상 또는 비응축개스가 존재시 직접접촉 응축

열전달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많은 연구자에 의해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본 연구에서 이에 대한 모델링은 고려하지 않

았다.

  증기방출 초기 과정에는 적응축이 우세하게 일어나며, 응축액이 drop 형태로 

형성되고 이러한 drop이 주위의 다른 drop과 결합하게 되어 배관 벽면을 따라 구

르다가 내벽이 젖게 되며 이어 응축막이 형성된다. 응축이 진행되면서 배관 내벽

의 막은 점점 두꺼워지며 열전달을 방해한다[3.2-6]. 막 두께는 증기유속에 적절

한 값에 도달할 때까지 급속히 증가하게 된다. 증기응축 현상이 이같은 과정을 

겪는다고 가정하고 본 연구에서 적응축과 막응축이 결합된 형태의 열전달을 고려

하게 되었다. 적응축 효과를 고려하여, 최대값이 3 MW/m2-K 를 갖는 코사인 

형태의 열전달계수를 막응축 열전달계수에 포함시켰다. 적응축 열전달계수는 온

도차와 막두께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증기와 표면의 온도차가 작

을 때 약 0.5 MW/m2-K 를 갖는다. 적응축 열전달계수는 온도차가 100oC 이상

이 되면 약 0.01 MW/m2-K 로 감소한다[3.2-7].

  가압기에서 방출되는 증기는 건도 1을 갖는 포화증기이다. 증기건도는 배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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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열전달이 일어나므로 점차 감소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시간은 약 

2초로서 매우 짧기 때문에 증기로부터 전달되는 열은 배관 내벽의 온도를 증가시

키는데 사용되며 배관 외부로의 열전달은 무시한다. 유체와 배관 사이의 막응축 

열전달계수는 Chen 등[3.2-8]에 의해 제안된 상관식을 사용하 다. Chen의 상관

식은 유동이 정상상태이며 막이 충분히 발달된 상태에서 유도된 것으로, Rex나 

Reter이 매우 클 때는 과대예측한다. 따라서 예측된 값의 20%만 사용된다고 가정

하 다. 증기가 고압 고속으로 방출되는 초기과정에서 응축 열전달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막응축의 경우 Nusselt 수는 다음과 같다.

  N u x=
h c υ

2/3
l

k l g
1/3 = { (Re- 1.32x +

Re 2.4x  Pr
3.9
l

2.37×10
14 )+

AD
771.6

(Re ter-Re x) Re
0.4
x }

1/2

   (3.2.13)

    여기서,

             Re x=
G(1- x)D
μ l

,  Re ter=
GD
μ l
  AD=

0.252 μ
1.177
l  μ

0.156
v

D 2 g 2/3 ρ 0.553l  ρ0.78v

 공기로부터 배관 내벽으로의 열전달계수는 Colburn[3.2-9]에 의해 제안된 다음의 

식이 사용되었다.

N uD= 0.023 Re
4/5 
D Pr

1/3                          (3.2.14)

 

  본 연구에 사용된 열전달계수는 다소 특수한 것이지만, 저자가 조사한 바로는 

비정상 유동에서의 응축 열전달계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존하는 열전달

계수를 본 연구에 맞게 조금 수정하여 사용하 다.

(4) 마찰계수

  이상유동에서 마찰계수를 계산하는 데에는 일반적으로 Lockhart-Martinelli 상

관식이 널리 사용된다. 배관 내부의 유동을 단상의 증기로 가정하고 Moody 선도

에서 구한 마찰계수는 약 0.02 이었고, Lockhart-Martinelli 상관식으로 구한 마찰

계수는 약 1 정도로서 단상으로 가정한 것보다 약 50배 정도 크게 나타났다. 본 

계산에서 고려하고 있는 증기방출 시간은 약 2초 정도의 짧은 시간으로 실제로 

이 시간 동안 응축되는 양은 그리 많지 않아 배관 내벽은 단상의 증기 상태에서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배관 내벽의 마찰계수는 Moody 선도

에서 구한 값을 계산에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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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치 해석

(1)  유한 차분 근사식

  지배 방정식의 유동 변수들을 공간과 시간의 함수(x, t)로 풀기 위해 유한 차분 

방법을 사용한 수치 해석 방법을 채택하 다. 방출 배관을 N개의 구간으로 나누

었고 각 구간은 Δx 의 길이를 갖는다. Δt 는 일정하게 유지시켰다. 여기서 R, S, 

Q 는 그림 3.2.2에 나타낸 점들이며, 속도가 변하기 때문에 이 점들의 위치는 격

자점 A, B, C 사이에 존재할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격자점 A, B, C에서 알고

있는 값을 가지고 선형 보간법을 사용하여 R, Q, S에서의 값을 계산한다. 

P점에서의 값은 다음과 같이 지배 방정식을 유한 차분 근사화시켜 구한다[3.2-5].

 pP-pR+ ρRaR (vP-vR)=｛
f RρR
2D

vR|vR|⋅[ (κ-1)vR-aR]-
4
D
(κ-1)hc (TR-Tw)｝Δt  

(3.2.15)

 pP-pS- ρSaS (vP-vS)=｛
f SρS
2D

vS|vS|⋅[ (κ-1)vS+aS]-
4
D
(κ-1)hc (TS-Tw)｝Δt   (3.2.16)  

ρP-ρQ-
1

a
2
Q

(pP-pQ)=｛- 1
2

f Q
D
(κ-1)

ρQ

a
2
Q

v
2
Q|vQ |+

4

Da
2
Q

(κ-1)hc (TQ-Tw)｝Δt (3.2.17)

  하중저감링에서의 유한차분 근사식은 식 (3.2.15)의 좌변에서 v P를 v in  으로 하

고, 식 (3.2.16)의 좌변에서 v P를 v out으로 하여 구한다. 여기에서 v in은 하중저감

링을 통해 빠져나가는 유체의 속도이고, v out은 하중저감링 이외의 배관 하류로 

흘러가는 유체의 속도이다.

  배관 끝부분에서의 유한차분 근사식은 C
+ 특성곡선을 따라 다음과 같이 표시된

다.

pNL-p R+ ρRaR (vNL-vR)=｛
fRρR
2D

vR|vR|⋅[ (κ-1)vR-aR]-
4
D
(κ-1)hc (TR-Tw)｝Δt 

(3.2.18)

여기에서 첨자 NL은 최종 격자점을 나타낸다.

  격자간격은 0.5m 로 하 고 격자 수는 51개로 하 다. 하중저감링은 가압기 안

전밸브로부터 23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고 가정하 고, 수조 내에 잠겨있는 배관 

길이는 5m 로 가정하 다. 시간간격은 수치해석 안정조건을 고려하여 1.0 x 10-4

으로 하 다. 



- 115 -

(2)  초기조건

  초기 조건으로서 시간 t=0  때 배관내의 모든 유체는 정지해 있으며 압력은 

대기압이며 방출배관은 물속에서 받는 수력수두가 작용한다. 온도는 대기온도인 

20oC 로 가정한다. 수치해석에 사용된 주요 입력자료는 표 3.2.1에 나타나 있다.

(3)  경계조건

  가압기 안전밸브가 열리면 증기는 가압기로부터 배관으로 방출되며, 이 때 밸

브 전단의 압력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경계 조건으로서 배관입구인 밸브에서의 

조건은 방출 증기 유량으로 나타낼 수 있다[3.2-7].

m ̇= Aρ ev e                              (3.2.19)

  밸브 입, 출구에서의 에너지 보존을 고려하면

h o=h e+
v 2e
2g
                            (3.2.20)

  이상기체 관계식을 이용하면

v
2
e

2g
=

κ
κ-1

(
p o
ρ o
)-

κ
κ-1

A

m ̇ v ep e                  (3.2.21)

로 나타낼 수 있다.

임계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p e
p o crit

=[
2
κ+1

]
κ

κ-1                        (3.2.22)

  만약 (p e/p o)가 임계비 이하면 밸브에서 쵸킹이 일어나 유속은 음속이 되며, 

임계비보다 크면 밸브를 통한 유동은 아음속 유동이 된다.

  쵸킹시 유량은 

m ̇= cfA t p oTo ⋅
κ
Rg
⋅ (

2
κ+1

)

κ+ 1
2(κ-1)

               (3.2.23)

 

  아음속 유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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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 cf A t p o
RgTo

⋅
2κ
κ-1

⋅{ (
p e
p o
)
1
κ
-(

p e
p o
)
κ+ 1
2κ }        (3.2.24)

  하중저감링에서의 유동 저항이 ζLRR인 경우에 하중저감링과 하부 배관을 통해 

빠져나가는 유체의 속도 관계식은 식 (3.2.25)과 같다.

v in-v out=
Ax
Ao

2(Pp-Patm)

ζLRR ρ x
                      (3.2.25)

  배관 끝부분인 출구에서의 경계 조건은 방출 배관 출구 유동 저항이 ζ S  일 경

우에 다음과 같다[3.2-8].  

pNL-p atm=ζ S ρNL 
v 2NL
2
                      (3.2.26)

  물/공기 경계면과  증기/공기 경계면은 배관 단면내에서 항상 균일하게 유지되

고 움직이며 두 물질 사이를 격리시킨다고 가정한다. 초기에 물은 방출배관 출구

부터 어느 거리까지 차 있다. Δx 의 크기에 따라 공기/물 경계면은 두 개의 절점

(node) 사이에 존재한다. 이 절점의 상류(upstream) 절점을 NL , NL 로부터 경계

면까지의 거리를 x L 로 정의한다. 밸브가 열리면 증기가 방출되고 공기가 압축되

므로 공기/물 경계면은 움직이게 된다. 경계면에서의 유동 조건은 두 절점 

N 1,N 2 의 전 시간 단계에서의 유동 조건을 사용하면 구할 수 있다. 또한 절점 

N 1,N 2 의 유동 조건은 전 시간 단계의 경계면 유동 조건을 사용하여 구할 수 있

다. 즉 t+Δt 에서 절점 N 1 의 유동 조건을 계산하기 위해 먼저 시간 t 에서의 

절점 N 1 과 공기/물 경계면의 유동 조건을 사용한다. 다음은 시간 t+Δt 에서의 

공기/물 경계면 조건(그림 3.2.3 의 점 K )을 사용한다. 즉 시간 t 에서 거리 x L 

과 경계면 속도 v L 이 주어지면 x K 는 다음식에서 구할 수 있다.

xK=xL+(vL⋅Δt)                           (3.2.27)

  점 R, Q, S에서의 유동 조건은 내삽(interpolation)을 사용해서 구할 수 있다. 

점 K 에서의 속도는 방정식 (3.2.15),(3.2.16)을 사용하여 구한다. 물/공기 경계면

의 위치를 더 정확하게 구하기 위해 초기에 가정한 v L 과 계산한 v K 의 평균값

을 사용하여 반복 계산을 수행한다. 

  물/공기 또는 공기/증기의 경계가 하중저감링과 배관 끝을 빠져나갈 때 경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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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류와 하류의 도차와 음속차가 커서 계산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류의 물

성치는 하류의 물성치와 같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수행하 다. 

라. 결과 및 토의

  그림 3.2.4 ∼ 그림 3.2.6은 ABB-Atom에서 sparger 개발을 위해 수행하 던 

Studsvik 실험 결과와 수치해석 결과를 가압기 안전밸브 바로 후단과 배관 끝 부

분 그리고 가압기 안전 밸브에서 19.5m 떨어진 배관 등 3가지 위치에서 비교한 

것이다. 가압기 안전밸브 바로 후단과 배관 끝 부분에서 시간에 따른 압력 변화

에 대한 수치해석 결과는 실험 결과를 비교적 잘 모사하고 있으나, 가압기 안전 

밸브에서 19.5m  떨어진 배관에서의 압력변화에 대한 수치해석 결과는 실험 결과

보다 조금 크게 나타났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수치해석 결과는 실험 결과의 경

향을 잘 모사한다고 볼 수 있어, 이와 같은 bench marking test 결과 본 계산에 

사용된 코드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2.4에서 0 - 0.3초 사이에서 계

단형의 압력 증가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이는 wave reflection 결과로 판단된다.

  그림 3.2.7은 안전 밸브 바로 후단, 하중저감링 부분, 배관 끝 부분을 포함한 5

가지 위치에서의 압력 변화를 계산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0.4초 부근에서의 갑작

스런 압력 감소는 배관 내의 물이 완전히 빠져나간 것을 의미한다. 하중저감링에

서의 압력은 배관 끝 부분에서의 압력보다 작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하중저

감링에서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압력이 작아지고, 배관 끝 부분에서는 sparger 

구멍의 단면적 총합이 배관 단면적 보다 작아 매우 큰 유동 저항이 발생되어 압

력이 높아지는 이유로 판단된다. 

  그림 3.2.8은 몇 개의 서로 다른 시간에 대해 배관을 따라 변하는 압력을 나타

낸다. 0.1초에서 압력파가 배관 하류로 전파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약 0.3

초에서 압력은 전 배관을 통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그림 

3.2.4 ∼ 그림 3.2.6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밸브가 개방되어 배관 내부에 잠겨있

는 물이 배관 끝으로 방출되는 순간의 배관 끝 부분의 압력은 급격히 감소하다가 

정상적인 상태로 복귀한다. 23.5m  지점에서 압력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중저감링을 통해 유체가 급속히 방출되기 때문이다. 

  그림 3.2.9는 시간에 따른 유속 변화를 나타낸다. 밸브로부터 약 19.5m  떨어진 

지점에서 유동 역류 현상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압력파의 reflection을 보여주는 

것이다. 배관 내부에 잠겨있는 물이 완전히 방출되면, 유속은 급격히 증가되어 정

상적인 상태로 복원되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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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10은 몇 개의 서로 다른 시간에 대해 배관을 따라 변하는 유속을 나타

낸다. 0.1초에 밸브 바로 후단에서 유속은 매우 높으며, 그 외의 지점에서 유속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와 같은 높은 유속은 압력파를 유발시켜, 파에 의한 힘을 발

생시킨다. 밸브 바로 후단의 높은 유속은 배관 내부에 있는 물이 방출되기 전까

지 시간이 감에 따라 낮아지게 된다. 0.4초에서 배관 내부에 있는 물이 완전히 방

출되면 배관 하류의 유속이 급격히 증가되다가 시간이 더 흐르면 정상적인 상태

로 되돌아온다. 배관 내부의 물이 완전히 방출된 후의 배관 내 유속은 방출되기 

이전의 유속보다 상당히 높다.

  그림 3.2.11은 시간에 따른 물/공기 및 공기/증기의 경계면의 위치를 나타낸다. 

밸브가 개방되면 공기/증기 경계면은 물/공기 경계면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하여 

결국 물/공기 경계면이 하중저감링에 도달하면 공기는 10배로 압축된다.

그림 3.2.12와 그림 3.2.13은 도와 음속 변화를 각각 나타낸다.

  그림 3.2.14는 시간에 따른 마찰과 압력파에 의한 하중을 나타낸다. 그림에서 

보여지듯, 하중은 주로 마찰에 의해 발생된다. 배관이 직관임을 가정하고 하중을 

계산하 기 때문에 압력파에 의한 하중은 주로 물/공기 경계면에서 발생되는 

reflection에 의해 발생한다. 실제의 배관 배치를 고려하여 계산하면 본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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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기응축제트 형상예측 모델 개발

가. 개요

  증기가 과냉각수와 직접 접촉하여 응축되는 열전달 현상은 물과 증기의 접촉면

에서 격렬한 난류 현상이 발생하여 매우 큰 열전달계수를 수반하므로 공학적 분

야에서 다양하게 응용된다. 원자력 발전소 운전 중에는 배관의 상부에는 증기가 

하부에는 냉각수가 흘러서 성층화 증기응축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며 산업체의 제

조공정에서는 응축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증기를 냉각수속으로 분사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직접접촉 응축 열전달은 물리적 현상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정확한 메커니즘은 현재까지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고 있다. 직접접촉 응축 

열전달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유동은 증기와 과냉각수가 성층화되어 배관 내부를 

흐르면서 응축되는 유동, 과냉각수가 주위의 증기 속으로 분사되어 응축되는 유

동 및 증기가 과냉각 수조에 방출되어 응축되는 유동 등이다. 이와 같은 증기와 

과냉각수와의 직접접촉응축 현상은 현상이 복잡하기 때문에 주로 실험에 의해 국

부 응축률, 국부 열전달 계수, 온도 및 압력 등을 측정하는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

며, 최근에는 경계면에서 난류량에 대한 측정도 시도되고 있다.

  증기와 과냉각수와의 경계면에서 일어나는 응축 열전달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응축 현상이 복잡하고 수학적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실험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

에 실험적 연구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증기와 과냉각수 사이의 응축 현상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난류 효과를 고려하여 운동량과 에너지 보존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초기에는  난류 효과를 경험적으로 증기와 과냉각수 경계면에서의 유입량 

등에 인위적으로 추가시켜 사용하는 방법이 사용되었고, 최근에는 난류 혼합거리 

모델을 사용하는 방법도 제안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경험 상수를 포함하고 있다.

  증기와 과냉각수가 성층화되어 흐르면서 응축되는 유동에 대한 이론적 해석은 

Linehan 등[3.2-10], Murata 등[3.2-11] 및 Mikielewicz 등[3.2-12]에 의해 수행되

었다. Linehan 등[3.2-10]은 동일한 방향으로 흐르는 증기와 과냉각수 경계면에서 

질량, 운동량, 에너지 보존 방정식을 세우고, 응축률, 전단응력, 경계면에서의 속

도 등에 대해 실험을 근거로 관계식을 도입한 모델을 제시하 다. Murata 등

[3.2-11]은 수평 사각 챈널에서 동일한 방향으로 흐르는 증기와 과냉각수 경계면

에서의 열전달계수를 수정된 k-ε모델, 표면 재생 모델, 열전도 모델 등을 사용

하여 제시하 다. Mikielewicz 등[3.2-12]은 액적이 증기 속으로 방출될 때, 간단

한 에너지 방정식을 상사 변수를 도입하여 풀어 액적의 열적도달거리를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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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제시하 고, 아울러 실험 자료와 비교하여 유효확산계수를 구하 다. 

  과냉각수가 주위의 증기 속으로 방출되어 과냉각수와 증기의 경계에서 열전달

이 일어나는 유동에 대한 이론적인 해석은 Celata 등[3.2-13] 에 의해 수행되었다. 

Celata 등[3.2-13] 은 과냉각수가 제트 형태로 증기 속으로 방출될 때 제트 내부

의 온도 분포를 구하는 식을 실린더 좌표계에서 유도하 고, 실험 자료를 근간으

로 하여 유체의 동적 효과를 고려한 등가 열전도계수의 상관식을 도출하 다.

  증기가 과냉각 수조에 방출되어 응축되는 유동에 대한 이론적인 해석은 

Weimer 등[3.2-14], Kudo 등[3.2-15] 및  Kim 등[3.2-16] 에 의해 수행되었다. 

Weimer 등[3.2-14]은 과냉각수 내부로 방출되는 증기제트에 대해, 증기와 과냉각

수 사이에 전달률이 매우 빨라 속도와 온도가 동일한 국부적으로 균질화된 유동

(locally homogeneous)으로 가정하고 질량, 운동량, 에너지 보존 방정식에 대한 

적분 모델을 개발하 다. Kudo 등[3.2-15]은 과냉각수로 방출되는 원추형의 증기

제트에 대해 경계층 방정식을 도입하고, 증기와 과냉각수 경계에서의 난류 전달

을 모사하기 위해 Prandtl -Taylor 혼합거리 모델을 사용하여 증기제트의 유동특

성을 해석하 다. 그러나 이 해석은 원추형 증기제트에 대한 경계층 방정식을 풀

기 위해 축대칭 좌표계가 아닌 직교 좌표계를 사용하 다. Kim 등[3.2-16]은 과

냉각수에서의 난류 증기제트에 대해, 증기와 과냉각수 사이에서 국부적으로 균질

화된 유동을 가정하고 난류 확산화염에 사용되는 모델을 적용한 수치해석을 

EL-2D를 사용하여 수행하 다. 

  본 연구에서는 수평 배관을 통해 고온 고압의 증기가 과냉각 수조로 방출되어 

응축되는 경우에 대해 증기제트 캐비티 형상을 예측하는 간단한 증기응축 해석 

모델을 제시하 다. 안정된 형상의 증기제트에 대해 축대칭 좌표계에서 질량, 운

동량 및 에너지 방정식과 증기/물 경계면에서의 응축 특성을 고려한 열평형 방정

식을 사용하 고, 본 모델을 통해 예측되는 증기제트 캐비티의 형상을 Kim 등

[3.2-17]의 실험 결과와 비교하 다.

나. 이론적 해석

  Kim 등[3.2-17]이 수행하 던 실험결과에 의하면 안정된 형상을 보이는 증기제

트의 경우, 증기제트 캐비티는 증기제트 질량유속이 작은 경우에는 원추형의 형

상을 보 고 질량유속이 매우 큰 경우에는 내부경계가 노즐출구 직후에 팽창 효

과에 의해 타원형의 형상을 보 다(그림 3.2.15, 그림 3.2.16). 

  해석에 사용된 해석 좌표계 및 검사체적은 그림 3.2.17 및 3.2.18과 같다. 본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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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응축 모델에서 노즐 출구에서 증기제트 끝까지의 역을 초기 역(initial 

region)으로, 그 하류를 주 역(main region)으로 구분하 다. 초기 역에서 증기

제트 형상이 유지되는 역을, 원추형 증기제트 캐비티인 경우에 증기원추 역

(vapor cone region)으로 타원형 증기제트 캐비티인 경우에 증기타원 역(vapor 

ellipsoid region)으로 하 다. 

  또한, 증기와 주위의 냉각수가 응축되는 역을 혼합 역(mixing region)으로 

하 다. 초기 역에서 증기원추 역과 혼합 역의 경계를 내부경계(r1), 혼합 역

과 주위의 과냉각수와의 경계를 외부경계(r2 및 rs)라 하 다. 해석의 편의를 위해 

외부경계는 축방향으로 일정하다고 가정하 다. 혼합 역에서 유체의 도와 비

열은 과냉각수의 도와 비열과 같다고 가정하 다. 검사체적에서 운동량 방정식

을 사용하면 혼합 역에서의 유체 속도는 식 (3.2.28) 및 (3.2.29)와 같이 표시된

다.

  원추형 증기제트

u l =
ρ e u

2
e + (Pe - P l)

ρ l
                                 (3.2.28)

  타원형 증기제트

u l =
ρ e π r

2
0 u
2
e + π r

2
0P e - π r

2
s P l

ρ l π r
2
s

                           (3.2.29)

  증기제트 주위로부터 유입량 (entrainment rate)은 노즐 출구면과 증기제트 끝

면에서 질량보존 방정식으로 구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시된다. 

  원추형 증기제트

m ̇ ent = ρ l π r 22u l - ρ e π r 20 u e                               (3.2.30)

  타원형 증기제트

m ̇ ent = ρ l π r 2s u l - ρ e π r 20 u e                               (3.2.31)

  초기 역에서 에너지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u l
∂T
∂x

=
k eff
ρ l c p

1
r
∂
∂r
(r
∂T
∂r
)                            (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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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유효열전도계수 k eff  는 증기/물 경계면에서의 격렬한 난류 및 응축에 

의한 열전달 효과를 고려한 것이다.

  온도에 대한 무차원 변수와 좌표 r, x  에 대한 무차원 변수를 다음과 같이 정

의한다.

θ =
T - Tf
T s- Tf

,   η =
r
2εx
                             (3.2.33)  

  여기에서 Tf  는 과냉각수 온도이며 ε은 다음과 같이 표시되는 상수이다.

ε =
k eff

ρ l c p u l
                                         (3.2.34)

  이와 같은 변수들을 사용하여 식(3.2.32)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이차 상미분

방정식으로 된다.

η
d
2
θ

dη 2
+(1+η 2)

dθ
dη
= 0                                  (3.2.35)

  경계조건은 다음과 같다.

              θ = 1    at  η = η 1(x) =
r 1
2εx

θ = 0    at  η = η 2(x) =
r 2
2εx
                            (3.2.36)

  이러한 경계조건을 사용하여 식을 풀면 혼합 역에서의 온도분포를 다음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θ =

⌠
⌡

η 2

η

1

η
* e

-
1
2
η* 2

dη
*

⌠
⌡

η 2

η 1

1

η *
e
-
1
2
η*

2

dη *
                                (3.2.37)

  증기제트 형상을 예측하기 위해 그림 3.2.19와 같은 혼합 역의 작은 요소에 대

해, 내부경계의 기울기가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에너지 평형 방정식은 다음과 같

이 세울 수 있다.

증기응축에 의해 들어오는 열량 ( Q ̇ c ( r1 )) + 대류에 의해 들어오는 열량 
( Q ̇ conv ( x )) + 외부 물유입에 의해 들어오는 열량 ( Q ̇ ent ( r2 )) = 대류에 의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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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열량 ( Q ̇ conv ( x+ dx )) + 전도에 의해 나가는 열량 ( Q ̇ cond ( r2 ))

  이를 원추형 증기제트와 타원형 증기제트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원추형 증기제트

        -ρ eu e(
dr 1
dx ) 2π (

r 1+[r 1+dr 1]

2 ) dx h fg+ ρ l c p u l ⌠⌡
r 2

r 1
[T(x)-Tf ] 2πr dr

    = ρ l c p u l ⌠⌡
r 2

r 1+dr 1
[T(x+dx)-Tf] 2πr dr - k eff [r ∂T∂r ] r 22π dx

                 (3.2.38)

  식 (3.2.38)을 식 (3.2.37)로 표시되는 온도분포를 사용하여 표현하면 다음과 같

다.

       -ρ eu e(
dr 1
dx ) 2π (

r 1+[r 1+dr 1]

2 ) dx h fg+ ρ l c p u l (Ts -Tf ) ⌠⌡
r 2

r 1
θ(x) 2πr dr     

= ρ l c p u l (Ts -Tf )
⌠
⌡

r 2

r 1+dr 1
θ(x+dx) 2πr dr + k eff (Ts - Tf )

e
-
1
2
η
2
2

  2π dx

⌠
⌡

η 2

η 1

1
η*
e
-
1
2
η*

2

dη*

 (3.2.39)

  타원형 증기제트

         -ρ eu e (
r 0
r s )

2

(
dr 1
dx ) 2π (

r 1+[r 1+dr 1]

2 ) dx hfg+ ρ l c p u l ⌠⌡
r 2

r 1
[T(x)-Tf ] 2πr dr

= ρ l c p u l
⌠
⌡

r 2

r 1+dr 1
[T(x+dx)-Tl] 2πr dr - k eff [r ∂T∂r ] r 22π dx

                (3.2.40)

  여기에서 증기팽창이 일어나는 부분에서의 열전달은 무시하 으며 식 (3.2.40)

을 식 (3.2.37)로 표시되는 온도분포를 사용하여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ρ eu e (
r 0
r s )

2

(
dr 1
dx ) 2π (

r 1+[r 1+dr 1]

2 ) dx h fg+ ρ l c p u l (Ts -Tf ) ⌠⌡
r 2

r 1
θ(x) 2πr dr

= ρ l c p u l (Ts -Tf )
⌠
⌡

r 2

r 1+dr 1
θ(x+dx) 2πr dr + k eff (Ts - Tf )

e
-
1
2
η
2
2

  2π dx

⌠
⌡

η 2

η 1

1
η*
e
-
1
2
η*

2

dη*

 (3.2.41)

  증기제트 반경의 변화 (
dr 1
dx )  을 미소 구간 [ r 1 - r 1+ d r 1] 에서 일정하다고 가

정하면 식(3.2.39)와 (3.2.41)의 에너지 평형방정식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

로 그 값을 결정할 수 있다. 

  - x  = 0.00 에서 r 1 = r 0  로 초기값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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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 + dx  에서 (
dr 1
dx )  를 가정한다.

  - x + dx  에서의 제트의 반경을 r 1 + dr 1= r 1 + (
dr 1
dx ) dx  에서 계산한다.

  - 식(3.2.37)를 이용하여 [ x + dx , r 1 + dr 1] 에서의 온도분포를 계산한다.

  - 계산된 온도분포를 식(3.2.39) 및 (3.2.41)에 대입하여 등식이 성립하는지 확인  

    한다.

  - 등식이 성립할 때까지 (
dr 1
dx )  값을 재설정하여 (2) - (5) 항으로 되돌아간다. 

  - 식(12) 및 (14)를 만족하는 (
dr 1
dx )  을 찾았으면 x를 다시 Δx  만큼 증가시키  

    고, (2) ∼ (6)항을 반복한다.

다. 결과 및 고찰

  이론적으로 전개한 수식에서 증기제트 질량유속과 수조온도에 따른 증기제트 

캐비티 형상을 구하고 이를 Kim 등[3.2-17]의
 실험결과와 비교하 다. 표 3.2.2는 

수행된 해석 case 및 결과를 나타낸다. 해석 case 1 - 3은 직경 20mm인 노즐에 

대한 것이고, 해석 case 4 ∼ 8은 직경 10.15mm인 노즐에 대한 것이다. 

  노즐 출구에서의 증기속도, 압력 및 도는 실험으로 직접 측정할 수 없기 때

문에 노즐 출구에서 25cm 떨어진 배관내부에서 실험으로 측정된 온도 및 압력 

데이터를 가지고 마찰이 있는 배관 유동인 Fanno 유동 관계식[3.2-18]을 사용하

여 구하 다. 노즐 출구에서의 증기속도, 압력 및 도는 식 (3.2.28) 및 (3.2.29)으

로 표시되는 혼합 역에서의 유체속도 u l  을 구하는데 사용된다. 계산된 노즐 

출구에서의 증기속도, 압력 및 도와 혼합 역에서의 유체속도는 표 3.2.2에 나

타나있다. 식 (3.2.30) 및 (3.2.31)으로 계산되는 주위로부터의 유입량(entrainment 

rate)은 표 3.2.2에 나타나 있으며, 이 값은 노즐 출구로부터 방출되는 증기의 약 

20 ∼ 44배 정도의 큰 값으로 직접접촉 응축시에 주위로부터 많은 양의 물이 유

입됨을 알 수 있다. 기준유효열전도계수( k eff_ref)는 Kim 등[3.2-17]이 수행하 던 

실험에서 구한 평균열전달계수에 노즐 반경의 1/2을 곱해 산정하 으며, 이는 유

효열전도계수는 혼합 역의 위치에 따라 실제적으로 달라지지만 대략 증기제트 

캐비티의 중앙에서의 값이 혼합 역의 평균적인 값으로 간주한 것을 의미한다. 

앞에서 전개된 식에 있는 유효열전도계수( k eff)가 변화함에 따라 증기제트 캐비티 

형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는 계산을 수행하 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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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열전도계수( k eff)를 기 산정된 기준유효열전도계수로 나눈 값을 증배계수

(multiplication factor)로 정의하 고, 각각의 해석 case에 대해 증배계수 변화에 

따른 증기제트 캐비티 형상을 구하 다. 그림 3.2.20은 case 1에 대해 증배계수 

변화에 따른 증기제트 캐비티 형상을 나타낸 것으로 증배계수가 커짐에 따라 

캐비티 형상이 작게 변화하는 것을 보여준다. 기준유효열전도계수를 사용하여 해

석으로 구한 증기제트 캐비티 형상(증배계수 1.0)과 실험으로 구한 증기제트 캐비

티 형상을 비교한 결과, 해석결과가 실험에 상당히 어긋난 경향을 보 는데 이는 

해석 역에서 동일한 유효열전도계수를 사용하여 해석한 결과로 판단된다. 계산

으로 구한 증기제트 캐비티 형상과 실험에서 측정된 증기제트 캐비티 형상을 가

장 잘 예측해 주는 증배계수는, 각각의 형상간의 RMS 에러를 최소화하는 값으로 

결정하 다. 

  그림 3.2.21은 case 1에 대해 증배계수 변화에 따른 RMS 에러를 나타낸 것으

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RMS 에러를 최소화하는 증배계수는 1.7이다. 이러

한 증배계수를 각각의 해석 case에 대해 구하 으며, 그 결과는 표 3.2.2에 나타

나 있다. 

  본 계산을 수행할 때 Δx를 5mm씩 증가시켰다. Δx를 변화시켰을 때 증기제트 

캐비티 형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Δx를 2.5mm, 5mm 및 10mm씩 

변화시켜 가면서 계산을 수행하 으며, 그 결과는 그림 3.2.22와 같이 Δx의 변화

는 증기제트 캐비티 형상 계산에 아무런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노즐에서 증기제트 캐비티 형상이 증기 질량유속 및 과냉각수 온도에 

따라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대표증배계수(Representative 

multiplication factor)를 도입하 다. 대표증배계수는 각각의 해석 case에서 구한 

증배계수를 동일한 노즐에 대해 단순 산술평균하여 구하 다. 대표증배계수는 표 

3.2.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직경 20mm  노즐의 경우 1.9로 직경 10.15mm 노즐의 

경우 3.5로 계산되었다. 기준유효열전도계수에 대표증배계수를 곱해 구한 대표유

효열전도계수( k eff_rep)는 표 3.2.2에 나타내었고, 이 값은 혼합 역의 물의 열전도

계수( k mol)의 수 만배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23은 20mm  노즐의 경우 

증기 질량유속과 수조 온도 변화에 따른 증기제트 캐비티 형상을 나타낸 것으로,  

실험에서 관찰된 바와 같이 증기 질량유속과 수조 온도가 증가할수록 증기제트 

크기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3.2.24는 10.15mm  노즐의 경우 증기 

질량유속이 일정할 때 과냉각수 온도변화에 따른 증기제트 캐비티 형상을 나타낸 

것으로 실험에서 관찰된 바와 같이 수조 온도가 증가할수록 증기제트 크기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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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3.2.25는 10.15mm  노즐의 경우 과냉각수 온도가 일정할 때 증기 질량유속 

변화에 따른 증기제트 캐비티 형상을 나타낸 것으로 역시 실험에서 관찰된 바와 

같이 증기 질량유속이 증가할수록 증기제트 크기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3.2.23 ∼ 그림 3.2.25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본 해석 모델로 예측되는 

증기응축제트 캐비티 형상은 축 방향에 따라 길게 늘어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

는 혼합 역에서 유효열전도계수( k eff)를 일정하게 하여 계산을 수행한 결과로 판

단된다. 계산구간 Δx에 따라 유효열전도계수를 다르게 하여 계산을 수행하면 이

를 보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유효열전도계수를 해석 구간마다 다르게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Kim 등[3.2-17]에 의해 실

험으로 측정된 증기제트 캐비티 형상은 본 해석의 경계조건으로 사용된 온도를 

기준으로 구한 것이 아니고 고속 비디오 카메라로 포획된 상을 PAINT SHOP 

PRO 5.0을 사용한 가시화 기법으로 구한 것이기 때문에 실험으로 측정된 형상과 

본 모델로 예측한 형상간에 차이를 정량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며, 정량적인 비교를 위해서는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하여 구한 증

기제트 캐비티 형상에 관한 실험자료의 획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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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압력하중함수 개발

가. 개요

  차세대원자로(APR-1400)에는 사고 발생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과압 보호, 급

속 감압, 및 충전/방출 운전(feed and bleed operation) 등을 위하여 안전감압배기

계통(SDVS : Safety Depressurization and Vent System)이 설치되며, 이 계통에

는 POSRV(Pilot Operated Safety Relief Valve)가 가압기(pressurizer) 상부에, 증

기분사기 (sparger)가 배관 하부에 설치되어 있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과압에 의

해 POSRV가 열리면 배관 내에 존재하고 있던 물과 공기가 차례로 방출되며 이

어 가압기 내부의 증기가 IRWST(In-containment Refueling Water Storage 

Tank) 내로 방출된다. 방출배관 끝에 부착되어 있는 증기분사기는 물/공기/증기 

방출시 발생하는 배관 내부 및 IRWST에 미치는 하중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수행

한다. 

  방출 초기에는 가압기의 증기에 의하여 IRWST에 잠겨 있는 방출배관 내부에 

차 있던 물이 IRWST로 방출되며(water clearing) 이때 방출배관 내부 및 

IRWST에 미치는 하중은 비교적 작다[3.2-19, 3.2-20]. 이어서 방출배관 내부에 

있던 공기가 방출되는데(air clearing) 이때 방출되는 공기는 비응축성 기체이기 

때문에 IRWST 내부의 물에서 팽창과 수축작용을 반복하며, 이로 인하여 

IRWST 내부 구조물과 IRWST 벽에 저주파의 하중을 전달한다. 초기에 응축되

지 않은 고압의 공기는 주위와의 압력차이 때문에 팽창하게 되고, 따라서 주위 

물은 공기 기포를 중심으로 바깥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기포는 이러한 물의 가속

운동 때문에 과다하게 팽창하고, 이에 따라 기포 주위의 물 압력이 기포의 압력

보다 커지게 된다. 기포의 압력이 주위 물 압력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물의 운동 

방향이 역전되며, 따라서 기포는 다시 압축되기 시작한다. 압축이 진행되면 물의 

관성 때문에 기포의 압력이 다시 물보다 커지게 되고, 다시 기포의 팽창이 재개

된다. 이와 동시에 기포는 부력으로 인하여 IRWST 수면으로 상승하게 되며, 점

차 에너지를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기포의 팽창과 압축, 그리고 상승 운동 때문

에 기포 압력은 점차 감소하게 되며, 기포가 수면에 도달하면 기포의 운동이 끝

나게 된다.

  기포가 팽창과 압축 운동을 하게 되면 기포는 저주파를 갖는 압력파를 발생시

키며 이로 인해 IRWST 벽면과 침수구조물이 받게 되는 압력하중은 침수 구조물

이 기포에서 멀어질수록 작아지며 또한 시간에 따라 감소하게 된다. 압력하중은 



- 128 -

IRWST 벽면과 침수 구조물에 막대한 하중을 줄 수 있으며, 발전소 안전에 매우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IRWST와 이에 인접하는 구조물의  안전

성 확보를 위하여 하중을 되도록 작게 유지할 수 있는 증기분사기의 개발과 이러

한 압력하중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공기가 방출된 다음에는 증기가 증기분사기를 통하여 IRWST 내부의 물로 방

출된다. 이 때의 증기는 음속으로 방출되며, 증기와 물의 경계면이 잘 구분되는 

안정응축(stable condensation) 현상이 발생한다. 안정응축 역에서의 응축하중은 

비교적 작으므로 IRWST 벽면 및 침수 구조물에 미치는 하중은 무시할만 하다

[3.2-19, 3.2-20]. 증기방출이 장기간 지속되어 IRWST 내의 수온이 계속 상승하

여 포화 온도에 가까워지면 증기의 일부는 응축되지 않고 수면으로 부상할 수 있

다. 또한, 수온이 증가함에 따라 방출증기의 응축현상이 감소되면서 경우에 따라 

응축과정이 불안정하게 응축진동(condensation oscillation)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러한 현상은 IRWST 벽면 및 침수 구조물에 심각한 압력파를 유발할 수 있기 때

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IRWST 수조의 온도를 제한하고 있다[3.2-21].  

  IRWST를 포함한 안전감압배기계통 설계를 위해서는 증기분사기를 통해 물/공

기/증기 등의 각종 유체가 분사되는 동안에 발생하는 압력하중에 대한 분석이 필

요하며, 이중에서 특히 공기방출과정 중 침수 구조물 및 IRWST 벽면에 미치는 

압력하중을 예측하는 작업은 계통 설계를 위하여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

만 증기분사기에 뚫려 있는 많은 구멍으로부터 방출되는 공기/증기방울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응축을 하는 매우 복잡한 현상이 생기므로 해석적인 방법으로 

분석은 어려우며 실증실험을 통하지 않고는 확인하기 어렵다. 증기분사기의 형태

는 공급자에 따라 여러 가지의 모양(I형, T형, 삼발이형 등)을 보이고 있으나 나

름대로 실험을 통하여 실증된 것들이므로 단순히 어느 것이 더 우수하다고 임의

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증기분사기가 설치될 수조와의 상호작용에 의한 향

도 배제할 수 없는 등 주위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ABB-Atom은 1970년대에 방출된 증기가 공기와 섞여 suppression pool로 주입

되면서 일어나는 현상과 구조물에 가해지는 하중을 규명하기 위한 광범위한 실험

을 수행하여 I형의 증기분사기를 개발하 고, 1990년대에는 풍부한 개발경험과 실

험자료를 바탕으로 ABB-CE의 SYSTEM 80+ IRWST에 설치되는 증기분사기 

개발을 수행하 다. 김환열 등[3.2-22]은 ABB-Atom에서 수행하 던 unit cell 

test인 Studsvik 실험 및 in-plant test인 Forsmark 1 실험 등에서 얻어진 여러 

가지 증기분사기 실험결과를 분석하고 ABB-Atom이 SYSTEM 80+ 증기분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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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을 위해 수행하 던 방법론을 바탕으로 ABB-Atom 증기분사기를 APR-1400

에 적용하는 가능성을 확인하 다. 

  본 연구는 APR-1400 실규모 증기분사기를 장착한 unit cell 규모의 실험을 통

해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안전감압배기계통을 통해 공기가 방출될 때 기포의 

압력하중함수(pressure forcing function)을 구하는 과정을 기술하 고 시간에 따

른 기포반경변화 자료도 수록하 다. 또한, APR-1400 격납건물내 핵연료재장전

수 수조의 실제 크기가 unit cell 실험 수조보다 크기 때문에 Rayleigh-Plesset 방

정식에 mirror image를 이용한 다중 기포 해석 방법을 적용하여 벽면이 압력하중

함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 다. 

나. Unit Cell 실험

(1) APR-1400 안전감압배기계통 설계특성

  APR-1400에는 그림 3.2-26과 같이 사고 발생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과압 보

호, 급속 감압, 및 충전/방출 운전 등을 위하여 안전감압배기계통(SDVS : Safety 

Depressurization and Vent System)이 설치되어 있다. 가압기 상부에는 4 개의 

개별적인 방출배관이 있으며, 각 배관에는 4 개의 POSRV(Pilot Operated Safety 

Relief Valve)가 tandem 형태로 연속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첫 번째 밸브는 안전

밸브로 방출기능을 담당하며, 두 번째 밸브는 격리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POSRV는 pilot valve와 병렬로 연결되어 자체작동 유체에 의한 압력전달 작동

원리에 의하여 개방된다. 또한 이 밸브는 별도의 solenoid valve에 의하여 수동으

로 개폐될 수 있다. 이러한 밸브 시스템은 프랑스 SEBIM에서 제공하는 cold 

solution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 경우 밸브의 개방시간은 수동 작동시 0.7 초, 자동 

작동 시에는 1.7 초이다. 한편 밸브의 폐쇄시간은 개방시의 소요시간과 같다. 

  2 개의 방출배관은 하나의 ring 형상의 방출헤더(torus)에 연결되며, 방출된 유

체는 이 헤더를 통하여 12 개의 증기분사기로 분산되어 IRWST로 방출된다. 안

전밸브 상류측의 배관 크기는 4“이며, 하류측의 배관 크기는 6”이다.  증기분사기

는 그림 3.2-27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으며 6” 배관의 옆벽에 144 개의 분사구멍

(직경 10mm)을 뚫은 형태이며, 중간에 하중저감을 위한 링(load reduction ring)

이 부착되어 있다. 또한 증기분사기 끝에는 축방향으로 25mm 크기의 분사구멍이 

하나 뚫려있다. IRWST에는 총 12 개의 증기분사기가 배치되어 있다. 안전밸브 

및 격리밸브에는 각각 위치 지시계가 설치되어 있어 운전원이 밸브의 개폐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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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할 수 있게 하여 준다. Pilot 밸브의 수동 스위치는 주제어실에 설치되어 있

어, 운전원이 직접 밸브를 개폐할 수 있다.

(2) 실험장치 및 실험결과

  Unit cell 실험장치는 APR-1400 실규모 증기분사기를 장착할 수 있도록 기존

의 고압증기 방출 및 응축실험장치(Blowdown and condensation test facility)의 

증기계통의 일부를 개조한 것이다. Unit cell 실험장치는 가압기 계통, 수조 계통, 

증기 계통, 공기압축 계통, 증기공급 계통 및 계측 계통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세한 사항은 Cho, S. et al.[3.2-19]에 기술되어 있다.

  실험에서 증기분사기는 수조 벽면에서 1.5m 떨어진 곳에 설치하 고 수면으로

부터 잠김 깊이는 2.7m가 되도록 하 다. 배관 내의 공기량이 1.5kg으로 유지되

도록 air chamber를 압축기로 가압하 고 방출밸브의 개방시간을 POSRV 수동개

방 시간인 0.7초로 하고 수조 내부 물온도를 약 20oC로 유지하여 동일한 조건에

서 12번의 반복실험을 수행하 다. 이와 같은 실험조건은 APR-1400 설계 조건과 

동일한 것이다[3.2-23]. 측정된 여러 신호 중에서 증기분사기 입구 압력(PT-206)

과 수조벽면에서의 동압(DPT-1, DPT-2, DPT-3, DPT-4)이 압력하중함수를 생

산하는데  사용된다. 동압센서 DPT-1과 DPT-3은 수조 아래면에서 1.125m  떨어

진 벽면에, DPT-2와 DPT-4는 수조 아래면에서 0.125m  떨어진 벽면에 설치되어 

있다.

  표 3.2.3은 12회의 실험에 대해 수조벽면에서의 압력크기(최대양압 및 최대음

압)를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수조 깊은 곳에 위치한 벽면동압(DPT-2, DPT-4)이 

얕은 곳에 위치한 벽면동압(DPT-1, DPT-3)보다 크게 나타났다. 12회 측정값을 

평균한 결과 같은 깊이에 위치한 벽면동압(DPT-1과 DPT-3, DPT-2와 DPT-4)

은 거의 같게 나타났다. 표 3.2.4는 각각의 실험에 대해 첫 번째 양압정점과 두 

번째 양압정점 사이의 주파수 및 공기방출시 증기분사기 inlet의 최대압력

(PT-206)을 나타내었다. 12회 측정값을 평균한 결과 각각의 센서에서 측정된 주

파수는 거의 동일하 고 또한 주어진 실험에 대해 4개의 압력 센서에서 측정된 

주파수는 약 6% 이하의 차이를 보 다. PT-206의 평균압력은 9.8 barA로 나타

났다. ABB-Atom이 BWR 압력하중함수를 개발했을 때 40 Hz 이상의 고주파 

역은 증기응축진동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을 제거하 으며[3.2-24], 본 실험

자료 분석시에도 동일한 방법론을 적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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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포 최대 압력 및 대표 주파수

 Unit cell 실험에서 동압 센서를 기포 주위에 설치하여 기포의 동압을 직접 측정

하는 것을 시도하 으나 센서를 지지하는데 문제가 있어 측정된 결과를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수조 벽면에서 측정한 동압을 가지고 기포 압력을 예측하는 방

법을 택하 다. 이를 위해 ABB-Atom이 BWR 증기분사기 개발을 위해 수행하

던 전기봉 상사 실험 결과를 이용하 다. 

  ABB-Atom이 수행하 던 Studsvik 실험에서도 기포의 동압를 직접 측정하지

는 못하 고(unit cell 실험에서 경험했던 바와 같이 직접 측정된 기포 동압 데이

타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었던 듯이 여겨짐), 벽변에서 측정된 동압과 길이 기준

으로 1:33으로 축소된 탱크에 전해액을 채우고 기포는 전기봉으로 대체한 전기봉 

상사 실험 결과를 이용하여 기포 동압을 구하 다[3.2-25]. ABB-Atom이 전기봉 

상사 실험 결과를 기포 동압 예측에 사용할 수 있었던 이론적 근거는 정상상태의 

전압장과 압력장에서 모두 ∇2U=0 및 ∇2P=0가 성립하기 때문이었다. Studsvik 

실험에서 사용된 수조는 직경이 3.184m  이고 높이가 6.6m인 원통으로서 방출되

는 기포의 반경은 0.297m  정도로 예측되었다[3.2-22]. 전기봉 상사 실험의 탱크는 

Studsvik 실험 수조의 1:33 비율로 축소되었으며 사용된 전기봉 반경도 Studsvik 

실험에서 예측된 기포 반경의 1:33으로 축소된 0.009m 이었다. 전기봉 상사 실험

에서 탱크 바닥과 전해액 수면은 각각 Studsvik 실험에서의 수면과 수조 바닥에 

해당된다. ABB-Atom은 전기봉이 탱크바닥으로부터 각각 100mm, 115.2mm, 

130.3mm  및 145.3mm  (기포 중심이 수면으로부터 각각 3.3m, 3.8m, 4.3m  및 

4.8m에 해당)인 경우에 대해 전기봉 상사 실험을 실시하 으며 전해액 수면의 전

압은 전기봉 source 전압의 0.71 ∼ 0.74배 정도이었으며 탱크바닥으로부터 멀어

질수록 전압이 커지는 경향을 보 다[3.2-25]. 벽면에서의 압력분포 역시 전압분

포와 유사한 분포를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벽면 맨 아래에서의 ΔP는 기포 

동압 ΔP의 약 0.71 ∼ 0.74배 정도이다. ABB-Atom의 실험 결과 기포 중심은 증

기분사기 끝에서 위쪽으로 약 0.2m  ∼ 0.7m  정도이었다[3.2-25]. 

  Unit cell 실험의 경우 증기분사기 잠김 깊이가 2.7m로서 ABB-Atom에서 실시

하 던 전기봉 상사 실험 결과(즉 잠김 깊이 3.3m, 3.8m, 4.3m  및 4.8m)에 직접 

해당되는 것은 없지만 전기봉 상사 실험 결과에서 보여주는 전압 분포가 전기봉 

위치에 무관하게 일정한 경향을 갖는 curve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를 잠김 깊이 

2.7m에 맞게 scaling 하여 사용하 다. 그림 3.2.28은 ABB-Atom의 전기봉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그린 unit cell 실험에 적용되는 잠김 깊이에 따른 벽면과 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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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압력을 나타낸 것으로 보수성을 고려하여 기포 중심은 증기분사기 끝에서 위

쪽으로 0.2m에 위치한다고 가정하 고 벽면 맨 아래에서의 동압은 기포 동압의 

0.7배로 가정하 다. Unit cell 실험의 경우 수조의 직경이 3m로서 직경이 3.184m

인 Studsvik 실험 수조와 비교하여 약간 작고 배관 내부의 공기량이 1.50kg으로

서 Studsvik 실험에서의 공기량의 약 3배로 방출되는 기포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그림 3.2.28을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 다. Unit cell 실험의 수

조 직경이 Studsvik 실험의 수조보다 작은 경우 이를 전기봉 상사 실험과 연관지

어 생각하면, 탱크 직경이 작을수록 벽면에서 더 큰 전압이 측정될 것이므로 이

는 unit cell 실험의 기포 압력에 대한 수조 벽면의 압력비가 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unit cell 실험의 기포가 큰 경우 전기봉 상사 실험과 연관지어 

생각하면, 기포가 크면 전기봉이 커야되고 따라서 벽면에서 더 큰 전압이 측정될 

것이므로 이는 unit cell 실험의 기포 압력에 대한 수조 벽면의 압력비가 크게 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앞에서 언급한 unit cell 실험과 Studsvik 실험의 차이로

부터 초래되는 결과는 그림 3.2.28에 나타난 그래프를 위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므로 보수적인 관점에서 ABB-Atom의 전기봉 상사 실험 결과를 이용하여도 무

방하리라고 판단된다.

  그림 3.2.29는 표 3.2.3에 있는 최대 양압(max. positive pressure)에 대하여 벽

면 동압과 기포 동압의 관계를 보여준다. 실험장치에서 DPT-1과 DPT-3은 수면

에서 2.475m 아래, DPT-2와 DPT-4는 수면에서 3.475m  아래의 벽면에 위치한

다. Table 2-1에서 보여지는 DPT-4의 최대 양압을 바탕으로 기포 동압을 구하

고(그래프 실선에서 잠김깊이가 3.475m인 경우 벽면 동압과 기포 동압의 비가 

0.7이므로 DPT-4 측정값을 0.7로 나눈 값을 기포 동압으로 산정), DPT-1, 

DPT-2, 및 DPT-3 측정값을 기포 동압으로 나눈 값을 그래프에 표시하 다. 그

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값은 실선으로 나타내지는 값을 중심으로 상하로 고르

게 퍼져있어 이를 평균하면 거의 실선값에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그림 3.2.30은 표 3.2.3에 있는 최대 음압(max. negative  pressure)

에 대하여 벽면 동압과 기포 동압의 관계를 보여준다. 역시 표 3.2.3에서 보여지

는 DPT-4의 최대 음압을 바탕으로 기포 동압을 구하고, DPT-1, DPT-2, 및 

DPT-3 측정값을 기포 동압으로 나눈 값을 그래프에 표시하 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값은 실선으로 나타내지는 값을 중심으로 상하로 고르게 퍼져있어 

이를 평균하면 거의 실선값에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2.29 및 그림 3.2.30에서 보여지듯 어느 동압센서에서 측정된 값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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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기포최대 압력을 산정하더라도 그 결과는 같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unit cell 실험에서 기포 최대 압력은 DPT-4에서 측정된 값을 사용하여 산정하

다. 기포 최대 압력을 산정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 Table 2-1에 나와있는 각각의 실험 case에서 DPT-4에서 측정된 값 중에    

    서 절대값이 최대인 동압을 택한다. 

  - 택한 동압을 0.7로 나누어 이 값을 기포 최대 압력으로 한다.

  - 12개의 기포 최대 압력 동압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한다.

  - 신뢰도를 고려하여 기포 최대 압력을 산정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얻은 기포 최대 압력의 평균값은 52.11kPa  이었고, 표준편차

는 5.43kPa 이었다. 95.46%의 신뢰도를 고려하면 41.25kPa < (△Pgas)max < 

62.97 kPa 이었다. 따라서 unit cell 실험의 기포 최대 압력(진폭)은 65kPa로 산

정하 다.

  벽면 동압의 시간 이력을 살펴보면 시간이 경과할수록 주파수가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공기 기포가 잘게 쪼개지고 수면으로 

상승하여 잠김 깊이가 줄어드는 원인으로 판단된다. 주어진 벽면 동압 시간 이력

의 대표 주파수는 첫 번째 최대 양압과 두 번째 최대 양압 사이의 시간을 측정하

고 이의 역수를 취하여 구하 다. 표 3.2.4에서 보여지듯이 12회 반복 실험의 평

균 주파수는 각 센서마다 거의 차이가 없었다. 공간에서 압력파가 전달되는 속도

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기포 동압의 주파수는 벽면 동압 주파수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 다. 기포 대표 주파수는 DPT-4 센서에서 계산된 평균 주파수인 3.23Hz

로 산정하 다.

다. APR-1400 압력하중함수 개발

(1) 센서별 벽면압력 분석

  동일한 벽면동압측정 센서에서 12회 실험 전과정동안 측정한 벽면 동압의 시간

이력을 절대값이 최대인 압력과 대표 주파수로 정규화(normalization)를 한 후 비

교하 다. 그림 3.2.31 및 그림 3.2.32는 12회 전체 실험에 대해 동압센서 DPT-3 

및 DPT-4에서 측정한 자료를 비교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동일

한 동압센서에서 12회 전체 실험동안 측정된 정규화된 벽면 동압의 시간이력은 

비교적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덜 일치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역은 방출된 공기기포가 잘게 부서져서 수면으로 상승하는 시간 

역으로서, 실험에 따라 기포가 부서지는 형태가 조금씩 다른 경향을 보여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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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라고 판단된다. 그렇지만 이 시간 역은 AE가 IRWST 벽면과 침수 구조물

의 응력해석을 수행하는데 있어 그다지 중요하게 고려하는 역이 아니므로 무시

한다.

  각각의 벽면 동압센서에 대해 12회 전체 실험에서 측정된 대표적인 벽면 동압

의 시간이력을 구하 다. 이를 위해 동일한 센서로 측정한 12개의 실험값을 모두 

모아(하나의 센서에서 측정된 데이타 개수는 약 55000개 정도이므로 12회의 실험

에서 측정된 데이타 개수는 약 660000개 정도임) 하나의 그래프로 그린 후, 이의 

평균을 취하는 방법을 채택하 다. 이를 위해 ORIGIN version 6.1의 adjacent 

averaging smoothing 방법을 데이타 처리 개수를 50개로 지정하여 사용하 다. 

그림 3.2.33 및 그림 3.2.34는 DPT-1에 대해 12회 전체 실험에서 측정된 값을 모

두 모아 그린 그래프와 이를 smoothing하여 그린 대표적인 벽면 동압의 시간이

력 그래프이다. 나머지 센서에 대한 그래프는 그림 3.2.35 ∼ 그림 3.2.40에 나타

내었다. 

  그림 3.2.41은 각각의 압력센서에서 구한 대표적인 벽면 동압의 시간이력을 하

나의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이 그래프에서 각각의 압력센서에서 구한 정규화

한 벽면 동압의 시간이력은 서로 잘 일치함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압

력센서를 가지고 기포의 압력하중함수를 생산하여도 무방함을 알 수 있다. 

(2) APR-1400 압력하중함수

  Unit cell 실험결과 산정된 기포 최대 압력을 가지고 APR-1400의 기포 최대 

압력을 산정하기 위해, ABB-Atom이 ABB-CE SYSTEM 80+ 증기분사기 개발

을 위해 사용하 던 방법론을 적용하 다. 기포 최대 압력에 향을 주는 인자는 

방출배관의 최대 증기유속, 공기방출시 방출배관의 최대 압력, 증기분사기 잠김 

깊이, 기포 부피, 기포 위치, 수조 온도, 방출배관의 초기 조건, 방출밸브의 연속 

작동성 및 방출밸브 개방 시간 등이다[3.2-22]. 방출배관의 초기 조건과 관련하여 

본 unit cell 실험장치는 실험 초기 배관 내부의 증기량을 조절할 수 있는 설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초기 증기량에 따른 기포 압력 변화를 알아볼 수 없었다.   

  ABB-Atom이 실시하 던 실험은 초기 증기량을 조절할 수 있는 설비가 구비

되었기 때문에 방출배관의 초기 조건의 향을 알아보기 위해 ABB-Atom의 실

험결과를 살펴보았다. 초기 증기량의 변화는 방출배관의 초기 온도 및 압력 변화

를 초래하기 때문에 Nilsson, L. [3.2-20]의 run 155 ∼ 175 데이타에서 방출배관 

온도와 기포 최대 압력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그림 3.2.42는 이를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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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누설에 의해 배관 내에 존재하는 증기량과 기포 최대 압력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unit cell 실험에서 방출배관의 초기 조건은 기포 

최대 압력에 별다른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 다. 

  방출밸브의 연속 작동성과 관련하여, 증기방출밸브가 열려 증기가 방출된 후 

닫혔다가 다시 열리는 경우에 기포 최대 압력은 일단 밸브가 열렸다 닫히면 곧 

진공밸브(vacuum valve)가 열려 배관 내로 상승했던 물을 아래로 어내며 배관 

내로 새로운 비응축성 가스를 채우지만 그 양이 안전밸브가 열리기 이전에 존재

했던 양에 비해 작다. 따라서, 증기방출밸브가 닫혔다가 다시 열리는 경우의 기포 

최대 압력이 최초로 밸브가 열리는 경우에 비해 작기 때문에 방출밸브의 연속 작

동성은 고려하지 않았다. 방출밸브 개방 시간은 기포 최대 압력에 미치는 향이 

매우 크다. APR-1400에서 POSRV 개방시간은 수동개방인 경우 0.7 초, 자동개방

인 경우 1.7 초로 되어 있다. 방출밸브 개방 시간이 짧을수록 기포 최대 압력이 

커지는 바, unit cell 실험에서 방출밸브 개방 시간을 APR-1400의 수동개방인 0.7 

초와 같게 하 다. 그 외 인자의 경우 APR-1400 설계자료와 unit cell 실험결과

를 비교하여 해당 보정계수를 표 3.2.5에 수록하 다. 이중에서 방출배관의 최대 

증기유속 인자는 보정계수 산정에 고려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공기방출시 방

출배관의 최대 압력이 APR-1400 기포 최대 압력 산정에 더 중요한 방출배관 내

부의 수력학적 인자이기 때문이다[3.2-25]. 공기방출시 방출배관 최대압력은 실험

값이 APR-1400에 비해 조금 크지만 이 인자에 대한 보정계수는 보수적인 측면

에서 1.0으로 산정하 다. 기포 부피에 대해서는 방출배관 내부의 공기량이 unit 

cell 실험조건과 APR-1400 설계자료가 동일하므로 이에 대한 보정계수는 1.0으로 

산정하 다. 수조 온도는 APR-1400의 경우 10 ∼ 48.9oC의 범위를 갖는데 비해 

실험은 20
oC에서만 실시하 다. 그렇지만 김환열 등[3.2-22]에 의하면 수조 온도

가 10 ∼ 50oC인 경우 수조 온도는 기포 압력에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정계수는 1.0으로 산정하 다. 나머지 인자에 대해서는 

APR-1400 값과 실험값이 동일하므로 보정계수는 1.0으로 산정하 다. 결과적으

로 APR-1400값과 실험값의 종합 보정계수가 1.0이므로 APR-1400 공기기포 최

대 압력(진폭)은 실험값과 동일한 65kPa로 산정하 다.

  APR-1400의 대표 주파수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공간에서 압력파가 전달

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unit cell 실험에서 구한 기포 대표 주파수 평균

값인 3.23Hz로 산정하 다.

  APR-1400의 기포 압력과 주파수에 대해 정규화시켜 구한 압력하중함수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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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3.2.40에 도시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그림은 앞에서 기술하 듯이 DPT-4에서 

측정된 12회의 전체 실험에서 측정된 벽면 동압 자료를 평균하여 구한 것이다. 

  APR-1400 기포의 실제 압력 거동을 그림 3.2.43에 나타내었다. 이 그래프에 나

타난 기포의 실제 압력거동은 APR-1400 정규화한 압력하중함수인 그림 3.2-40에 

최대 기포 압력인 65kPa과 대표 주파수인 3.23Hz를 고려하여 구한 것이다. 기포 

반경 변화는 다음과 같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사용하여 구하 다.

               PV =  mRT                                          (3.2.42)

  여기에서 P  는 기포의 압력으로 그림 3.2.43에 나타난 기포 압력에 기포 주위

의 정압 (여기에서 기포 중심이 수심 2.5m에 위치한다고 가정하여 정압은 

125kPa을 사용)을 더한 값이다. V  는 방출된 기포 부피로 기포 반경을 R  이라

고 할 때 V = 3
4
πR

3  로 표시된다. R  은 공기 상수로서 287 N m

kg 
o
C
 이다. 

  그림 3.2.44는 방출되는 기포 온도가 수조 물 온도와 같은 20
oC로 일정하게 유

지된다고 가정하고 기포 반경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배관 내의 공기가 과냉각 

수조로 방출되어 진동하는 현상을 Fluent version 4.52로 계산한 결과에 의하면 

기포가 수조로 방출된 후 300 ∼ 400msec. 가 경과하면 기포 내부의 온도는 주위 

물 온도와 비슷해졌다. 이는 기포 외부와 내부에서 모두 격렬한 난류 현상이 발

생되어 순간적으로 기포에서 주위 물로 열전달이 일어난 결과로 판단되며, 방출

되는 기포 온도를 수조 물 온도와 같은 20
oC로 일정하게 한 가정이 타당함을 입

증한다. 아울러 기포 주위에서 격렬한 난류 현상이 일어나 순간적인 열전달이 일

어나는 증거는 다음 section에서 다루어진 Rayleigh-Plesset 방정식을 사용한 이

론적인 해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unit cell 실험 결과를 tuning하는 과정에서 

물의 kinematic viscosity를 1.0 m
2/s를 사용하 는데 20oC, 0.1MPa에서 물의 

kinematic viscosity는 약 1.0 x 10-6 m2/s로 계산상에서 이의 106 배의 값을 사용

하여야 실험에서 측정된 압력감쇄를 제대로 모사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실제로 

기포 주위에서 매우 격렬한  난류 현상이 일어나 kinematic viscosity가 커지고 

이에 따라 물의 열확산계수(thermal diffusivity)도 증가하여 기포 주위에서 매우 

신속한 열전달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그림 3.2.44에서 알 수 있듯이 기포는 방출된 곳의 정압을 기준으로 계산된 기

포 반경인 0.6227m를 기준으로 팽창 압축을 반복하다 이 반경으로 되돌아간다. 

이는 수식 상에서 나타난 결과이며 실제로는 시간이 경과하면 기포는 수면으로 

떠올라서 사라진다. 계산과정중 초기 시간 0.0952 초 까지는 공기가 계속 방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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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기포가 계산된 대표 반경 0.6227m까지 도달하는 시간으로 판단하고 이 과정에

서 기포의 반경은 방출되는 공기량에 비례한다고 가정하여 계산을 수행하 다. 

즉, 0.0952초까지는 그림 3.2.43에 나타난 기포 압력 거동 그래프를 사용하지 않았

다.

  그림 3.2.45는 방출되는 기포가 단열과정을 겪는다고 가정했을 때 기포 반경 변

화를 등온과정에서의 결과와 비교한 것이다. 계산에서 공기의 비열비는 1.4로 하

다. 계산 결과, 기포 반경의 변화 정도가 등온과정에 비해 그리 크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포 표면의 속도 및 가속도가 작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AE

의 IRWST 및 침수 구조물 응력 해석에 덜 보수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AE의 IRWST 및 침수 구조물 응력 해석을 위한 입력자료로서 보수

적인 그림 3.2.44를 제공하 다.

라. 벽면이 압력하중함수에 미치는 향

(1) 다중 기포 해석 방법

  고압의 공기가 수조내로 주입되면 대체적으로 구형(spherical shape)에 가까운 

형상의 기포군(bubble cluster)을 형성하며 부력에 의하여 수면으로 상승한 후 소

멸된다. 고압의 기체가 수조내로 주입되어 형성되는 대형기포 또는 기포군의 거

동은 구형의 단일기포로 단순화한 Rayleigh 방정식 또는 여기에 유체의 점성 및 

표면장력효과가 추가된 Rayleigh-Plesset 방정식을 사용한 근사적인 해석이 가능

하다. 

  R d
2
R

dt
2 +

3
2 ( dRdt )

2

+
4νL
R

dR
dt
+

2S
ρLR

=
Pb (t)- P∞
ρL

          (3.2.43)  

  식(3.2.43)에서 S는 기포의 표면장력이고 ρL  은 액체의 도로 비압축성 유체로 

가정하 으며  νL  은 kinematic viscosity로서 수조내 전 역에서 항상 일정한 값

으로 가정하 다. P∞는 평형상태에서의 압력으로 기포 내부의 압력과 온도가 기

포주위의 액체와 평형 상태, 즉  R=R∞,  P=P∞,  T=T∞에 도달하 을 때를 나타

낸다. 만일 기포의 압력과 온도가 평형상태로부터 이탈하게 되면 기포는 식

(3.2.43)에서 보여진 방정식에 따라 압축과 팽창을 반복한다. 

  기포의 압축과 팽창에 의한 기포진동은 유체의 점성 및 표면장력에 의해 진동

이 감쇄하게 된다. 기포의 크기가 매우 작은 경우 (R < 0.01m) 에는 유체의 점성

과 표면장력의 향이 크나 본 연구에서 취급하는 크기의 기포의 경우에는 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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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향을 모두 무시할 만하다. 그러나 이는 무한 공간에서의 경우이고 수조와 

같은 유한 공간에서의 진동의 경우에는 본 실험에서 얻은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매우 큰 감쇄를 보이고 있어 유체의 점성계수 향이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큰 감쇄의 주 원인은 진동하는 기포 주위의 물이 Rayleigh-Plesset 

방정식에서 가정한 바와 같이 반경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매우 불규칙

한 유선을 형성하고 이에 따라 난류에 의한 점성계수의 증가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2.46과 같이 여러 개의 기포가 공간에 존재할 때 기포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서로 향을 미치며 이 때 i  번째 기포의 거동은 식 (3.2.43)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표시할 수 있다[3.2-26].

          ( 1+Ri∑
N

j≠i

1
r ij )Ri

d
2
Ri

dt
2 +( 32 +2Ri∑

N

j≠i

1
r ij ) (

dRi
dt )

2

           +
4νL
R i

dR i
dt
+

2S
ρLR i

=
Pb (t)- P∞
ρ L

                     (3.2.44)

  벽면으로 막혀있는 공간에서 기포 거동에 대한 해석은 mirror image를 사용하

여 식 (3.2.44)로 해석할 수 있다. 수조 내부에 있는 기포의 image는 벽면에 대해

서는 source로서 작용하며 자유표면에 대해서는 sink로 작용한다. 그림 3.2.47은 

기포의 image를 나타낸다. 기포를 둘러싸고 있는 다이아몬드 형태의 표면에 존재

하는 image들을 layer라고 한다. 예비계산 결과 layer를 20개 정도 취하면 

∑
N

j≠i

1
r ij
이 수렴하 다. 

(2) 벽면 향 분석

  APR-1400의 IRWST는 격납용기 하부에 환형 모양으로 위치해 있고 상부에는 

콘크리이트 구조물로 덮여 있으며, 덮개에는 4개의 공기방출밸브가 있다. IRWST 

수조수의 초기 높이는 약 3.6m  고 증기분사기는 수면에서 2.7m이며 내벽에서 

1.5m  외벽에서 4.15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반면 unit cell 실험에서 

수위는 약 3.6m이고 증기분사기는 직경 3m인 수조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잠김

깊이는 2.7m이다. 즉, 수위와 증기분사기 잠김깊이는 APR-1400과 동일하지만 수

조 중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APR-1400과 비교하면 외벽면으로부터 좀더 가

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벽면으로부터 떨어진 증기분

사기 위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앞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Rayleigh 방정식에 

mirror image를 사용하는 다중 기포 분석 방법을 통하여 벽면이 기포 거동에 미



- 139 -

치는 향을 알아보았다. 

  그림 3.2.48은 벽면의 mirror image를 이용한 해석적 방법으로 unit cell 실험을 

바탕으로 구한 APR-1400 기포 압력 거동을 tuning 한 것이다. 해석에 사용된 기

포 반경은 APR-1400과 같이 0.6227m로 하 고 증기분사기는 unit cell 실험에서

와 같이 내외 벽면에서 각각 1.5m  떨어진 곳에 위치하 다. 증기분사기의 잠김깊

이는 기포 중심이 증기분사기 끝에서 0.2m  위에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2.5m로 

하 다. 주요 tuning 인자로서 kinematic viscosity를 1.0 m2/s, 기포 표면 속도를 

2.0 m/s를 사용하 다. 해석적으로 tuning한 결과 ΔP positive는 71.43kPa이었고 주

파수는 3.40 이었다. 

  그림 3.2.49는 증기분사기 위치만 실제 APR-1400 IRWST 위치로 변경시켜 해

석한 결과와 그림 3.2.48의 해석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주요 tuning 인자인 

kinematic viscosity와 기포 표면 속도를 각각 1.0 m2/s와 2.0 m/s로 동일한 값을 

사용하 다. 증기분사기 위치를 실제 APR-1400 IRWST 위치로 했을 경우

ΔPpositive는 44.62kPa로 약 38%  감소하 고 주파수는 4.46으로 약 31%  증가하

다. 이와 같은 결과는 unit cell 실험과 같은 크기의 수조로 증기분사기 기포 거동 

실험을 하여 이를 토대로 APR-1400 기포 거동을 예측하는 경우 unit cell 실험의 

벽면효과에 의해 압력은 실제보다 더 크게 예측하고 주파수는 더 작게 예측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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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parger 방출 공기방울 모델링 및 거동 해석

가. 개요

  설계기준초과 사고시 가압기로부터 방출되는 물/공기/증기에 의해 배관 내부 

및 격납건물내 핵연료재장전수조 (IRWST : in-containment refueling water 

storage tank)가 받는 하중을 작게 하고 수조 내부로 방출되는 증기를 효율적으

로 응축시키기 위해 sparger가 안전감압계통 배관 끝에 설치되어 있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과압에 의해 안전밸브가 열려 안전감압계통 배관을 통하여 

고온 고압의 증기가 방출될 때, 증기는 방출배관에 차있던 공기를 가압하면서 방

출배관의 압력을 증가시킨다. 공기가 점차 가압되면서 방출배관의 하단을 점유하

고 있던 물이 초기에 방출되게 된다. 물의 방출에 이어 가압된 공기가 방출되고, 

이후 증기가 방출되면서 응축(condensation) 된다. 이러한 방출 과정에 발생되는 

현상들은 물 방출시의 water jet, 공기 방출시의 기포군(bubble cloud)에 의한 압

력변동, 증기방출시의 증기의 응축 현상 등이다. 이중에서 물과 증기가 방출되는 

과정중에 발생되는 하중은 비교적 작으며 고압으로 방출된 공기방울이 저주파로 

진동하면서 구조물에 미치는 하중이 커서 침수 구조물 및 수조 벽면에 심각한 

향을 준다는 것이 많은 실험과 해석을 통하여 알려져 있다[3.2-19, 3.2-20]. 고온, 

고압의 공기가 수조 내부로 방출되면 초기에 응축되지 않은 공기는 주위를 둘러

싸고 있는 물과의 압력차이 때문에 팽창하게 되고, 따라서 주위 물은 공기 기포

를 중심으로 바깥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기포는 이러한 물의 가속운동 때문에 과

다하게 팽창하고, 이에 따라 기포의 압력이 기포 주위의 물 압력보다 커지게 된

다. 기포의 압력이 주위 물 압력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물의 운동 방향이 역전되

며, 따라서 기포는 다시 압축되기 시작한다. 압축이 진행되면 물의 관성 때문에 

기포의 압력이 다시 물보다 커지게 되고, 다시 기포의 팽창이 재개된다. 이러한 

진동현상이 몇 차례 반복되면서 물의 점성효과 및 기포 주위로의 비가역 열전달

에 의해 진동의 감쇄가 일어나며 이와 동시에 기포는 부력으로 인하여 IRWST 

수면으로 상승하게 되며, 점차 에너지를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기포의 팽창과 압

축, 그리고 상승 운동 때문에 기포 압력은 점차 감소하게 되며, 기포가 수면에 도

달하면 기포의 운동이 끝나게 된다. 

  이러한 기포의 진동은 주파수가 수 내지 수십 Hz 정도인 저주파로서 주파수가 

수백 Hz 정도인 증기의 응축진동과는 확연히 구분되며 진폭 또한 증기의 응축진

동에 비해 매우 크다. 아울러 기포는 저주파 진동을 하기 때문에 침수 구조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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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 벽면과의 공진에 의해 막대한 하중을 초래할 수 있어 안전에 매우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IRWST와 이에 인접하는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

를 위하여 기포진동에 의한 하중을 되도록 작게 유지할 수 있는 sparger의 개발

과 이러한 압력하중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방출 배관 내부 및 IRWST 내에서의 물/공기/증기의 수력학적 

거동을 해석할 수 있는 전산유체역학(CFD) 해석모델을 개발하 다. Sparger 개

발을 위해 ABB-Atom이 수행하 던 실험자료[3.2-20] 중에서 최적 sparger 하중

실험 데이타를 이용하여 해석모델을 검증하 다. Sparger 개발을 위해 우선적으

로 요구되는 것이 공기 방출시에 형성되는 수력학적 부하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공기 방출시 기포의 형성에 따른 압력형성 및 변동에 초점을 맞추어 배관 및 수

조 내에서 발생되는 수력학적 현상을 CFD 코드를 이용하여 해석하 으며 증기 

응축시의 거동은 분석범위에서 제외하 다.

  해석 CFD 코드는 범용 열수력 해석 코드인 FLUENT Version 4.52를 사용하

으며, 내재된 다상유동 해석모델중 압축성 VOF(Volume Of Fluid) 모델을 사용

하여 물/공기/증기 등의 다상유동을 모의하 다. 해석결과에 향에 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 실험설비의 일부를 단순화하여 해석을 수행하고, 실험결과를 해석결

과와 비교 분석하여 전산코드 및 해석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 다.

나. 해석모델

(1) VOF 모델

  FLUENT 코드에 내재된 다상유동 해석 모델 중에서 기포군의 거동을 유사하

게 해석할 수 있는 모델에는 VOF 모델과 Eulerian multiphase 모델이 있다. 기포 

하나 하나의 거동을 모사하기에는 Eulerian multiphase 모델이 적합하지만, 

Eulerian multiphase 모델에는 공기방울 입자 상호간에 형성되는 인력을 모의할 

수 있는 모델이 추가되지 않아 Eulerian multiphase 모델로는 공기방울이 방출되

어 서로 혼합되면서 대형기포를 형성하는 것을 모의할 수는 없다. 반면 VOF 모

델은 자유표면 또는 대형 기포의 거동을 해석하기 위해 개발된 모델이므로 공기

방울 입자군에 의해 형성된 기포군을 모의하기에는 VOF 모델이 적절하다. 아울

러 VOF 모델은 제 1상(여기에서는 공기)에 한해 압축성(compressible) 유동을 모

의할 수 있다.  따라서 기포군의 거동과 제 1상에 대해 압축성 유동을 동시에 모

의할 수 있는 VOF 모델을 해석 모델로 선정되었다. 

  VOF 모델은 유체-유체 혼합물이 서로 혼합되지 않고 거동할 때 이들의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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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경계면(interface)의 위치를 예측하기 위한 모델로서, 일반적으로 jet break-up

의 예측, 액체 속에서의 대형 기포의 움직임, 댐 붕괴 후 유체의 거동, 액체와 가

스 경계면의 추적 등에 적용할 수 있다. 

  VOF 모델에서 체적분율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각 상을 구분한다. 만약 다상

유동 시스템에서 k번째 유체의 체적분율을 ε k 라 표시하면 ε k 에 따라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ε k= 0 : 제어체적에 k번째 유체가 전혀 없음.

   ε k= 1 : 제어체적이 k번째 유체로 전부 채워져 있음.

   0 < ε k < 1 : 제어체적이 다상유동의 경계면에 위치함.

  각 제어체적에서는 체적분율 ε k 값을 기초로 하여 적절한 변수값 및 물성치들이 

할당되게 된다. 각 상이 이루는 경계면은 체적분율에 대한 연속방정식을 계산하

여 추적 계산한다. k번째 상에 대한 연속방정식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k  번째 상에 대한 연속방정식

∂ε k
∂t
+u j

∂ε k
∂x i

= S εk                         (3.2.45)

  도, 점성계수 및 열전도도

φ=∑ε kφ k                             (3.2.46)

  여기서 φ 는 도 ρ, 점성계수 μ, 또는 열전도도 k 등을 나타낸다.

  비열

Cp=
∑ε kρ kC pk
∑ε kρ k

                          (3.2.47)

  엔탈피

h p=
∑ε kρ kh k
∑ε kρ k

                          (3.2.48)

  VOF 모델의 운동량 및 에너지 보존방정식은 전 계산 역에서 모든 상에 대하

여 단일 보존방정식이 적용된다.

  운동량보존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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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ρu j)+

∂
∂x i
(ρu iu j) =  -

∂P
∂x j
+
∂
∂x i
μ(
∂u i
∂x j
+
∂u j
∂x i )+ρg j+Fj      (3.2.49)

  에너지보존 방정식

∂
∂t
(ρh)+

∂
∂x i
(ρu ih)=

∂
∂x i
k( ∂T∂x i )+Sh                (3.2.50)

(2) 다공성 매질(porous media) 모델

  해의 수렴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sparger의 하중저감링(Load Reduction 

Ring),  sparger 옆면(head)의 작은 구멍 및 밑면(bottom)의 구멍들이 존재하는 

세 역을 다공성매질(porous media) 역으로 설정하 다. Sparger 방출면에서 

전단과 후단 압력차가 작은 역에서는 유체의 방출량이 저항계수 값(K-factor)

에 의해 지배되나, 압력차가 매우 크면 임계유속 조건에 의해 지배된다. 본 해석

에서 방출면 전단의 압력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급속하게 상승하므로 실제적으

로 유체저항계수 값의 지배를 받는 역은 매우 작고 대부분 임계유속에 의해 방

출유량이 결정된다.

  다공성매질 역은 침투성(permeability)과 내부저항계수(inertial resistance 

factor)등에 의하여 운동량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게 되어 있다. 본 해석에서는 

LRR과 sparger head 및 bottom의 유체저항계수 값에 의한 운동량 변화를 모의

하므로 내부저항계수 만을 사용하여 압력손실과 유량이 계산된다. 임계조건에 도

달하기 전까지는 사용된 내부저항계수에 의하여 압력과 유량이 계산되고, 임계조

건에 도달하게 되면 porous 역을 통과하는 유체의 유속은 격자면적 따라 환산된 

임계유속으로 고정되게(fixed velocity) 된다. 

  FLUENT 코드의 다공성매질에서의 운동량방정식은 다음과 같은 운동량 소멸

항을 추가하여 계산된다

μ
α
v+C 2( 12 ρv |V |)                       (3.2.51)

  여기서 α 와 C 2 는 각각 사용자가 제공해야할 실험 값이며, α 는 각 구성성분 

방향의 침투성(permeability: m2)을 나타내고, C 2 는 내부저항계수(inertial 

resistance factor: m-1)를 나타낸다. 

  본 해석에서는 식(3.2.51)에서 첫째항을 없애고, 둘째항 만을 사용하여 압력손실

은 다음과 같이 단순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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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x i
=C 2 i( 12 ρu i |u i |)                      (3.2.52)

  이를 격자의 i, j,k  각 방향에 대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Δp i ≈ C 2 iΔni( 12 ρv i |v i|)  

Δp j ≈ C 2 jΔnj( 12 ρv j |v j|) 

Δp k ≈ C 2 kΔnk( 12 ρv k |v k |)                   (3.2.53)

(3) 압축성모델

  FLUENT 코드에서 이상기체법칙(ideal gas law)을 선택하여 도를 계산할 경

우에 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ρ=
Pop+P'

RT ∑ i'

m i'
M i'

                       (3.2.54)

  여기서 R은 기체상수(universal gas constant), mi'는 구성성분 i'의 질량분율

(mass fraction), Mi'는 구성성분 i'의 분자량(molecular weight), P op는 사용자가 

정의하는 운전압력(operating pressure), P'는 국부압력(local pressure)을 각각 나

타낸다. 본 해석에서는 제 1상인 공기에 대해서만 압축성 모델이 적용되어 계산

이 수행되었다.

다. 결과 및 토의

(1) 해석대상 및 격자

  ABB-Atom에서 sparger 개발을 위해 수행하 던 unit cell test에 사용되었던 

탱크는 반경 1.6m  높이 6.6m 인 바닥이 둥근 형태를 갖는 실린더 형으로서 탱크

바닥으로부터 약 5.5m까지 물이 채워져 있다. Sparger는 방출 배관 끝에 부착되

어 있으며 sparger bottom은 탱크 바닥면으로부터 약 0.5m  떨어져있다. 본 해석

대상으로 사용된 ABB-Atom 실험은 최적 sparger로 선정된 M150 sparger를 사

용하여 수행된 run 186으로 그림 3.2.50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P3(SRV 하단), 

P4(밸브 중간), P5(탱크 상단입구), P6(sparger head 하단) 위치에서 방출배관 내

의 시간에 따른 압력변화와 탱크 바닥면과 옆면에서의 동압 등을 측정하 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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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에서는 경계조건으로 P5 압력측정값을 사용하 고 탱크 옆면에서 측정된 동

압을 해석결과와 비교하 다. 

  M150 sparger의 하중저감링(Load Reduction Ring)은 8쌍의 직사각형으로 방출

배관 외부에서 탱크 바닥방향으로 방출될 수 있게 홈이 파여 있다. 각 홈은 높이 

10.95mm, 외경 195mm, 넓이 17.5mm로 홈의 각 쌍은 45o의 간격을 두고 설치되

어 있다. Sparger head는 높이 방향으로 9줄, 반경방향으로 22.5o 간격으로 16줄

로 직경 10mm의 hole이 144개 설치되어 있으며, sparger bottom의 바닥에는 

25mm의 hole이 수조바닥방향으로 한 개 설치되어 있다. 

  Sparger에서 공기가 방출되어 형성되는 대형 기포의 형상은 구와 유사한 형상

이므로 이차원 축대칭 격자로 해석이 가능하므로 이차원 축대칭 격자(141 X 61)

를 사용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그림 3.2.51에 보여지는 해석격자의 A면(격자의 

좌측 상단)을 물, 공기 및 중기가 유입되는 입구(inlet①)로, B면(격자의 우측 상

단)을 외부 대기로 개방되어 있는 출구(outlet)로 모델링하 다. 단 FLUENT에서

는 압력-압력의 경계조건인 경우에는 inletA-inletB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으므로 

본 해석에서는 출구를 inlet②로 설정하 다. 또한 C, D와 E 부근의 방출배관과 

수조를 연결하고 있는 셀을 다공성매질(porous media) 역; PM 1(LRR), PM 2 

(sparger head), PM 3 (sparger bottom)으로 각각 모델링하 다. 

(2) 해석 입력자료 및 절차

  공기와 증기가 들어오는 inlet①의 압력 및 온도 조건은 그림 3.3.50에 나타난 

ABB-Atom의 측정값을 근거로 산정하 다. 계산의 입력값으로 사용되는 압력과 

온도는 정체압력(stagnation pressure)와 정체온도(stagnation temperature)이므로 

측정된 정압(static pressure)을 가지고 이를 구하게 되는데, 배관 내부의 마하수

(Mach number)가 작기 때문에(약 0.1 - 0.2) 정체압력은 측정된 정압과 동일하다

고 가정하 다. 정체온도 역시 같은 이유로 정온(static temperature)와 같다고 가

정하 고, 정온을 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압축성 유동의 관계식을 사용하 다.

(
T 2
T 1 )  =  (

P 2
P 1 )

γ- 1
γ

                         (3.2.55)

  출구 압력은 정압(static pressure) 0 Pa, 체적력(body force)은 9.8 m/sec2을 사

용하 다. 초기조건은 수조의 운전압력을 105 Pa로 설정하고, 물의 수위 이하의 

격자에 대해서 물의 체적분율을 1, 물의 수위 이상의 격자에 대해서는 물의 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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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율을 0으로 설정하 다. 물의 도는 1000 kg/m3, 증기의 도는 10 kg/m3로 

설정하 다. 본 해석이 과냉각수로 방출되는 대형 기포의 압력 변동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제 1상의 유체를 공기로 결정하 고, 공기에 대해서는 이상기체방정식

에 의해 압력에 따른 도변화가 가능하도록 하 다.

  다공성매질 역은 침투성(permeability)과 내부저항계수(inertial resistance 

factor) 등에 의하여 운동량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중에서 형상

에 의한 유체저항계수(K-factor)를 모의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내부저항계수

이므로 유체저항계수(K-factor)를 구하고 이를 해석격자의 면적을 고려하여 내부

저항계수 값으로 환산하 다.

  공기의 주입에 이어 주입되는 증기는 본 연구에서 수행하는 연구범위를 벗어나

므로, 여기서는 일정한 양의 공기가 수조 내로 유입될 수 있도록 방출배관까지는 

입구조건에 따라 증기가 주입할 수 있게 하고, 공기가 수조 내로 모두 유입되고 

나면 증기가 유입되는 부분(PM 1, PM 2, PM 3)을 벽면으로 처리하여 증기 유입

을 차단하 다.

  계산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물의 수위, 압력 등 초기조건과 경계조건을 설정하고 계산을 시작한다. 시간

에 따른 공기의 주입량 변화를 측정한다.

- 공기주입이 시작되면 방출배관 상단의 공기가 가압되기 시작하고, 공기와 물

의 경계면이 하강하면서 LRR과 sparger head로 물이 빠지기 시작한다.

- 주입된 공기의 양을 계산( 도 x 속도 x 면적 x 시간)하여 실험값과 일치한 

시점에서 공기의 주입을 차단하고 입구경계조건을 증기로 변경한다. 이 시

점부터  증기와 공기의 경계면이 계산격자 내에 형성되기 시작한다.

- PM 1으로 처리한 LRR에서 유동이 임계조건에 도달하게 되면 LRR 셀의 속

도는 test 면적과 격자면적을 고려하여 환산된 임계유속으로 고정된다. LRR

의 여러 셀은 속도가 고정되는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셀 

속도를 고정시킨다.

- PM 2로 처리한 Sparger head에서 유동이 임계조건에 도달하게 되면 

sparger head 셀의 속도는 test 면적과 격자면적을 고려하여 환산된 임계유

속으로 고정된다. Sparger head의 여러 셀은 속도가 고정되는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셀 속도를 고정시킨다.

- 공기가 LRR 부분을 완전히 통과하면 LRR의 porous 셀은 wall로 변경되어 

더 이상의 증기가 수조 내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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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가 sparger head를 완전히 통과하면 sparger head의 porous 셀은 wall

로 변경되고, 아울러 전 배관 내부도 wall로 변경되어 증기의 수조 유입을 

차단시킨다.

(3) 해석결과 토의

  ABB-Atom에서 수행하 던 run 186 실험 결과 (최적 sparger인 M150 부착)를 

해석대상으로 하여 탱크 벽면의 압력에 대한 해석결과를 측정치와 비교하 다. 

Run 186 실험에서 배관 내부에 차 있는 공기량은 약 0.4536kg으로 계산되었으므

로 본 해석에서도 동일한 양의 공기가 수조로 방출되어 진동하는 현상을 모의하

다. 

  그림 3.2.52 및 3.2.53은 배관 입구 조건을 동일하게 하고 LRR, sparger head, 

및 sparger bottom의 K값 (손실계수)를 변화시켰을 때 벽면에서의 압력을 나타

낸 것이다. K값이 변함에 따라 기포 진동의 시작점, 진폭, 및 최대압력 등이 변화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K값에 따라 LRR과 sparger head 에 형성되는 기포

군 형성시점 및 크기가 다르고, 벽면의 압력은 각 기포군의 진동이 중첩되어 일

어난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중에서 ABB-Atom의 벽면 측정압력에 가장 

근접한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의 LRR, sparger head, 및 sparger bottom K값은 

각각 5.2, 7.8, 7.8이었다. 

  ABB-Atom과의 비교 결과를 그림 3.2.54에 나타내었으며, 여기에서 시간축은 

ABB-Atom과의 비교를 위해 실제 계산 시간축에서 약 0.224초 이동시킨 것이다. 

해석결과 벽면압력의 최대값은 82713 Pa로서 압력의 측정값인 65100 Pa보다 약 

30% 크게 나타났고, 주파수는 4.37 Hz로서 측정값인 5.18 Hz보다 약 20% 작게 

나타났다. 현재 ABB-Atom sparger의 K값을 예측할 수 있는 자료는 없으며 다

만 Idelchik[3.2-27]에서 반구 형태의 sparger에서 K값을 1 - 11 정도로 추천하고 

있는 바, 본 해석 모델은 이 범위에 있는 K값을 사용하여 ABB-Atom 실험 결과

를 비교적 잘 예측함을 보여준다. 

  그림 3.2.55는 ABB-Atom 실험결과를 잘 예측하는 해석 결과에 대한 시간에 

따른 소조내의 기포 거동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서 0.192초는 배관입구에 증기

가 형성되는 시점이며, 0.361초는 LRR에 증기가 도달하여 이 부분을 wall로 처리

한 시점을 0.439초는 sparger head에 증기가 도달하여 배관 전체를 wall로 처리

한 시점을 나타낸다. 또한 0.542초는 벽면에 최대 음압이 형성되는 시점을 0.686

초는 벽면에 최대 양압이 형성되는 시점을 나타내며 그 외의 시간은 계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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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 임의의 시간을 나타낸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먼저 LRR 부분에 기포군이 

형성되고 이어 sparger head 부분에 기포군이 형성되어 두 개의 대형 기포군은 

각각 진동을 하면서 상호작용에 의해 압력장을 이루고 있으며 수조내로 방출된 

기포군은 점차 찌그러들어 부력에 위해 수면 위로 상승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벽

면에 최대 음압이 형성되는 시점인 0.542초에 기포의 총 부피는 대략 최대가 되

며 최대 양압이 형성되는 시점인 0.686초에 기포의 총 부피는 대략 최소가 됨을 

알 수 있다. 

  그림 3.2.56은 벽면에 최대 음압이 형성되는 시점인 0.542초, 벽면에 최대 양압

이 형성되는 시점인 0.686초 및 계산 종료 시점인 1.4초에서 수조내 압력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LRR과 sparger head 부분에서 형성된 각각의 기포군을 중심으로 

각각 진동하면서 상호 작용에 의해 수조내 압력장을 형성하는 것을 알 수 있으

며, 수조내 압력장의 크기를 작게 하기 위해서는 LRR과 sparger head에 형성된 

각 기포군의 위상을 정반대가 되도록 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2.57은 벽면에 최대 음압이 형성되는 시점인 0.542초, 벽면에 최대 양압

이 형성되는 시점인 0.686초 및 계산 종료 시점인 1.4초에서 수조내 온도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기포가 팽창 또는 수축을 함에 따라서 기포 내부의 온도가 변하

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는 기포의 핵심에 해당되는 부분에 국한된 현상으로

서 대부분의 기포 온도는 대략 주위 물 온도와 같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

은 기포 외부와 내부에서 모두 격렬한 난류 현상이 발생되어 순간적으로 기포에

서 주위 물로 열전달이 일어난 결과로 판단된다. 

  그림 3.2.58은 벽면에 최대 음압이 형성되는 시점인 0.542초, 벽면에 최대 양압

이 형성되는 시점인 0.686초 및 계산 종료 시점인 1.4초에서 깊이에 따른 벽면의 

압력분포를 나타낸다. 양압과 음압 모두 깊이가 증가할수록 선형적으로 변화하다

가 대략 sparger 끝부분에서 수조 바닥까지는 일정하게 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림 3.2.59는 모든 계산조건이 동일할 때 배관내 공기량에 따른 수조 벽면압력 

변화를 보여준다. 공기량 변화에 따른 벽면압력 변화의 뚜렷한 경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벽변의 압력이 LRR과 sparger head에 두 개의 기포군의 상호

진동에 의해 형성되므로 각 기포군의 진동 위상이 벽면압력에 중요한 향을 주

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배관내 공기량이 작을수록 주파수는 증가하

는 경향은 보여준다. 

  그림 3.2.60은 배관 입구조건 변화에 따른 수조 벽면압력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

로 배관 입구압력이 변화에 따른 수조 벽면압력 변화의 뚜렷한 경향은 나타나지 



- 149 -

않고 있다. 이러한 해석결과는 벽면압력에 중요한 향을 주는 인자는 각 기포군

의 진동 위상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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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RWST 수조 온도분포 해석

가. 개요

  차세대원자로(APR-1400)에는 사고 발생시 원자로냉각계통으로부터 방출되는 

증기를 IRWST(In-containment Refueling Water Storage Tank) 내에서 효율적

으로 응축시키기 위해 I형 증기분사기(sparger)가 안전감압배기계통 하단에 설치

된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과압에 의해 POSRV(Pilot Operated Safety Relief 

Valve)가 열리고 안전감압배기계통의 배관을 통하여 증기가 IRWST 

(In-containment Refueling Water Storage Tank) 내로 방출될 경우에 증기방출 

시간이 작을 때는 증기분사기 주변의 수조수 온도상승이 작아서 음속으로 방출되

는 증기가 안정적으로 응축(stable condensation)되지만 증기방출 시간이 어느 정

도 경과하면 증기분사기 주변의 수조수 온도가 특정 온도를 초과하고 방출되는 

증기 양이 감소하면 응축현상이 불안정해지면서 응축진동(condensation 

oscillation)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응축진동은 IRWST 벽면 및 침수 구조물

에 심각한 압력파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증기분사기 주변의 수조수의 국부온

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3.2-3,21].  현재 APR-1400은 원자력 규제기관이 불안

정 증기응축에 관해서 APR-1400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국부온도 요건을 결

정하기 전까지는 비등경수로(Boiling Water Reactor)에서 사용되던 국부온도 요

건인 증기분사기 quencher arms의 윗부분과 밑부분의 온도를 200℉ 이하로 유지

해야 한다는 요건을 사용하기로 하 다[3.2-28].  

  본 연구는 APR-1400 안전감압배기계통 및 IRWST 설계가 일차계통 냉각재가 

IRWST 수조로 이상유체의 형태로 방출될 때 응축진동에 관한 비등경수로의 국

부온도 요건을 만족하는지와 IRWST 수조수의 열수력 거동 파악을 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를 이용하여 조사하는 것이다. 또한 증기분사기 

주변의 수조수의 온도가 국부온도 요건을 초과한다면 증기방출 시작 후 얼마 만

에 초과하는지와 어느정도까지 초과하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APR-1400 일차계통 열제거 관점에서 가장 보수적인 사고인 급수완전

상실사고(Total Loss Of FeedWater)에 대하여 범용 전산유체코드인 CFX4.4를 

사용하여 IRWST 수조내의 열유동 현상을 해석하 다. 증기분사기에서 IRWST 

수조로 방출되는 증기유량을 구하기 위해서 증기분사기에서 증기의 압력을 알아

야 한다. 이 압력은 특성곡선방법으로 구하 고 이를 이용하여 임계유량(critical 

flow) 모델을 적용하여 증기유량을 구하 다. 방출된 증기가 IRWST 수조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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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축되는 현상은 CFX4.4가 모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응축 역모델을 사용하여 증

기의 운동량과 에너지가 보존되어 응축수에 전달된다고 가정하여 응축수의 속도

와 온도를 구한 다음 응축수가 IRWST 수조내로 흘러가는 유동현상을 계산하

다. 또한 증기방출시 IRWST 수조수가 증기쪽으로 유입되어서 응축된 다음 다시 

IRWST 수조내로 흘러오는 유동의 계산을 위해 응축 역의 상하부에 경계조건을 

지정하여 유입되는 수조수가 CFX 계산 역 밖으로 나가는 것으로 처리한 다음, 

이 유량이 응축수의 유량에 포함되어 IRWST 수조내로 흘러오는 것으로 처리하

다. IRWST 수조 내에서 공기와 수조수의 경계층 이동은 CFX4.4 코드의 

multi-fluid homogeneous 모델을 사용하여 모사하 고 본 계산은 천이계산으로 

약 15초 정도 계산되었다. 

나. APR-1400 국부온도 요건

  APR-1400에서 사용하기로 한 비등경수로 국부온도 요건의 설정 배경은 다음

과 같다. 비등경수로의 안전감압계통과 응축수조(suppression pool)에서는 응축진

동으로 인해 응축수조의 지지대 등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 다. 따라서 미국 

원자력 규제기관에서는 사고분석과 불안정한 증기응축현상을 실험 및 해석적으로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증기응축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을 

SRP(Standard Review Plan)와 NUREG 보고서에 기술하 다. 이것은 방출되는 

증기량이 1) 94 lbm/ft
2-sec 이상일 때 응축수조 냉각수의 국부온도가 200oF, 2) 

42 lbm/ft
2-sec 이하일 때는 210oF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3) 42∼94 

lbm/ft2-sec  사이 일때는 국부온도를 1), 2)를 이용하여 내삽법으로 구할 것을 권

고하고 있다[3.2-3]. 여기서 국부온도는 증기분사기와 응축수조의 기하학적인 모

양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림 3.2.60과 같이 방출되는 증기로 

흘러와서 직접 접촉에 의하여 응축현상을 일으키는 응축수조 수조수의 온도로 정

의하고 있다. 따라서 국부온도의 위치는 증기분사기의 바로 옆부분이 아니고 방

출되는 증기의 운동량에 의해 증기쪽으로 흘러 들어오는 과냉각수가 위치하는 증

기분사기의 바로 위부분 또는 밑부분의 평균온도로 정의되고 있다[3.2-3]. 이때 

국부온도 값은 응축수조를 능동적인 냉각계통에 의해 냉각시키지 않을 경우이다.  

 

  이러한 비등경수로의 국부온도 요건은 비등경수로에서 주로 사용하는 X, T형

의 증기분사기를 바탕으로 결정한 것으로 APR-1400의 I형과는 증기분사기의 기

하학적인 모양과 증기분사기의 표면에 있는 방출구멍의 개수 및 직경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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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APR-1400이 비등경수로의 국부온도 요건의 만족여부를 평가함과 동시에 

I형 증기분사기에 대해서 적절한 국부온도 위치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다. 수치해석    

(1) 임계유동 및 응축 역 모델

  급수완전상실사고가 발생하면 일차계통 냉각재의 온도와 압력이 증가하여 가압

기에 설치된 POSRV의 개방압력인 16.75 MPa에 도달하게 된다[3.2-28]. POSRV

가 개방되면 일차계통 냉각재는 가압기와 POSRV를 통과하여 IRWST로 방출된

다. 이때 IRWST 수조수의 압력은 대기압상태인데, 증기분사기 방출구에서 

IRWST 수조수와 증기의 압력비율이 임계 값보다 낮다면 쵸킹(chocking)이 발생

할 수 있다. 증기분사기에서의 증기압력은 특성곡선기법으로 계산하여 1.8 MPa

을 구하 는데, 이 값은 쵸킹을 발생할 수 있는 압력이다. 쵸킹발생시 증기분사기

를 통과하는 증기유량은 26.9 kg/s 이다. 증기분사기를 통해서 방출된 증기는 상

온의 IRWST 과냉각 수조수에 의해 즉시 응축이 되는데 CFX4.4와 같은 범용 전

산유체역학코드에서는 증기의 응축현상을 모사하는 모델이 없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증기가 증기분사기에서 방출된 다음에 그림 3.2.62와 같은 증기분사거리

(steam penetration distance)내에서 증기가 모두 응축된다는 응축 역 모델을 적

용한 다음, 증기의 운동량과 에너지가 보존되어 응축수에 전달된다고 가정하여 

응축 역 출구에서의 응축수의 속도, 온도를 계산하여 CFX 계산의 입구경계조건

으로 사용하여 IRWST 수조 내의 열유동 현상을 계산하 다. 여기서 응축 역은 

증기분사거리에 의존하는데, 이 증기분사거리는 증기분사기를 통과하는 유량, 방

출구의 구멍직경과 수조수의 온도와 압력의 함수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확한 증기분사거리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구할 수 없었어 일

반적으로 적용되는 증기분사거리는 상대적으로 많은 증기유량이 좁은 직경의 방

출구멍를 통해서 분사될 때 증기분사기의 반경방향으로는 방출구멍 직경의 8∼10

배, 축방향으로는 직경의 2배정도로 증기 제트가 팽창하면서 응축된다는 것을 이

용하 다[3.2-14]. 증기분사기 주변의 응축 역은 그림 3.2.63과 같이 정의되고 응

축 역 경계를 통하여 들어오는 증기와 수조수, 방출되는 응축수를 간략하게 나

타내면 그림 3.2.64와 같다.  여기서 응축 역내로 들어오는 증기의 유로면적은 

증기분사기 표면에 있는 전체 방출구 구멍의 면적이 되고 응축수가 통과하는 유

로면적은 그림 3.2.63과 같이 응축 역의 바깥쪽 둘레의 표면적으로 균일하게 통

과한다고 가정하 다. 증기분사기 방출구 헤드에 있는 방출구멍은 원주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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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o 간격에 16개, 축방향으로 9줄이 5cm 간격으로 위치한다. 응축수와 유입수조

수의 속도와 온도는 증기응축 역에 대하여 식 (3.2.56)∼(3.2.59)와 같이 질량 보

존, 운동량 보존 및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하여 구할수 있다. 

      m ̇ e+ m ̇ entrain= m ̇ cond (3.2.56)

P e A e+ P ∞ (πDH- A e )+ ρ e V
2
e A e= P cond A cond+ ρ cond V

2
cond A cond

(3.2.57)

                   m ̇ e h e+ m ̇ entrain h entrain= m ̇ cond h cond   (3.2.58)

                     m ̇ entrain= m ̇ e h cond- h e
h entrain- h cond

  (3.2.59)

  유입수조수는 증기응축 역의 상부와 하부를 수직으로만 통과한다고 가정하

기 때문에 그 운동량이 서로 상쇄되어 운동량 보존 방정식 (방정식 (3.2.57))에서

는 나타나 있지 않다. 응축 역 내로 들어오는 증기의 압력은 0.4 MPa(Pe)로 운

동량 보존 계산에 사용된다. 이것은 증기분사기 내의 증기압력이 1.8 MPa 인 것

을 바탕으로 방출구멍을 통과할 때의 압력강하를 고려하여 결정하 다. 증기분사

기 방출구멍사이에 위치한 응축 역 경계의 압력은 증기분사기 잠김깊이에 해당

하는 압력(P∞)인 0.119 MPa으로 가정하 다. 방정식 (3.2.56)과 (3.2.57)의 계산에 

사용되는 입력자료는 표 3.2.6에 나타나있다. 에너지 보존 계산에 사용되는 유입

수조수의 엔탈피(hentrain)는 IRWST 과냉각 수조수의 엔탈피로 가정하 다. 응축수

의 엔탈피(hcond)는 0.119 MPa에서의 포화상태의 물의 압력으로 가정하 고 증기

의 엔탈피(he)는 0.4 MPa에서의 포화상태의 증기압력으로 가정하 다. 계산된 응

축수의 속도는 4.3 m/s 이고 유입수조수의 속도는 1.3 m/s 이다. 그리고 가정된 

응축수와 유입수조수의 온도는 각각 104.5℃와 29.5℃ 이다.    

(2) 해석대상 격자 모델 및 경계조건

  본 연구를 위해서 3개의 증기분사기를 포함하여 IRWST 수조를 1/8 대칭조건

을 사용해서 다중구조의 격자를 그림 3.2.64와 같이 생성하 다. 대칭조건의 해석

대상격자는 4개 그룹(3개의 증기분사기/그룹)을 통하여 방출되는 증기의 열역학

적 상태와 증기와 IRWST 수조수 및 침수 구조물과의 상호작용이 위치와 무관하

게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수치계산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생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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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증기분사기 내부의 유동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기분사기 내부

를 모사하는 격자는 만들지 않고 고체부분으로 처리하 고 증기분사기 방출구 헤

드 주변의 응축 역 내부도 생성하지 않았다. 증기분사기의 상부에 있는 하중저

감링(load reduction ring)과 밑바닥에 있는 직경 25cm  의 방출구멍도 모사하지 

않았다. 이것은 이곳을 통과하는 증기 유량이 방출구 헤드에 있는 144개의 방출

구멍을 통과하는 증기 유량에 비하여 상당히 작기 때문에 무시하 다. 응축 역 

주변과 공기와 수조수의 경계면이 위치하는 곳은 유동변화가 다른 지역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어 격자 셀을 세 하게 분포시켰다. 생성된 총 격자 셀 수는 

103,416개 이며 격자모델 내에서 셀수의 분포는 그림 3.2.64 (a), (b)에 나타나 있

다. 본 계산에서 입구경계조건은 증기응축 역 경계에서 응축수의 속도와 온도 

및 ki와 εi을 지정해주고 출구경계조건은 IRWST 상부에 대기압의 압력을 지정

해주고 공기만 통과하도록 지정하 다. 1/8 해석대상격자의 절단면 중 0o plane에

는 대칭조건을 적용하 고 45o plane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것은 증기분사기 배

열구조가 45o plane 절단면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45o plane 절

단면을 통과하는 유동이 약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증기응축 역으로 

흘러들어가는 유입수조수에 대해서는 입구경계조건을 지정한 다음 속도는 부(-)

의 값을 주었고 온도는 IRWST 과냉각 수조수의 온도를 지정하 다. 본 계산에 

사용된 경계조건을 정리하면 표 3.2.7과 같다.

      

(3) 유동장 모델 및 계산방법

  본 계산을 위해서 CFX4.4의 Navier-Stokes 방정식과 에너지 모존 방정식을 사

용하 으며 표준 k-ε모델을 사용하 다[3.2-30]. 고온과 저온으로 인한 부력효과

를 모사하기 위해서 Boussinesq 가정을 사용하 고 공기와 수조수의 경계층 거

동의 모사를 위해서는 multi-fluid homogeneous 모델을 사용하 다. 이 모델에서

는 공기와 수조수 사이의 열전달 및 운동량 전달은 고려하지 않고 공기와 수조수

의 체적비율만 체적방정식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본 계산은 천이계산으로 약 15

초 동안 수행되는데 시간간격은 0.001∼0.05 초로 하여 각 시간간격마다 60∼70번 

정도 반복계산을 수행해서 질량, 엔탈피 및 속도의 계산오차가 1.0E-04 이하로 

되게 하 다. 

라. 결과 및 고찰   

  그림 3.2.65∼그림 3.2.69는 증기 방출 후 1초에서의 속도 및 온도분포와 공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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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수의 체적분포를 나타난 것이다. 증기분사기 방출구 헤드의 중간지점

(H=1.2m)에서 절단된 면의 속도분포(그림 3.2.65)와 온도분포(그림 3.2.66)는 의하

면 응축수는 4.3 m/s 속도로 증기분사기로부터 방출되어 방위각방향으로 균일하

게 흘러가는 것을 보여주고 이로 인해서 온도분포는 증기분사기로부터 반경방향

으로 응축수가 흘러가면서 열혼합이 발생하여 온도가 220℉에서 120℉로 감소하

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방출된 응축수는 다른 증기분사기로부터 방출된 응축수 

및 IRWST 내벽과 외벽과 충돌하는 것을 볼수 있다. 이것은 증기분사기 사이의 

거리가 약 3.2m이고 증기분사기와 내벽 및 외벽과의 거리는 1.5m이기 때문에 4.3 

m/s의 응축수가 방출되는 즉시 충돌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증기분사기 A

와 C(그림 3.2.65, SP A, SP C)를 지나는 IRWST의 반경 20.2m를 절단한 면에 

속도분포, 온도분포 및 체적분포가 그림 3.2.67∼그림 3.2.69에 나타나 있다. 방출

되는 응축수가 원추형 모양(그림 3.2.67, A)으로 나타나는 것은 유입수소수의 운

동량으로 인해 방출되는 응축수로 흘러가는 이차 유동의 수조수(그림 3.2.69,B)가 

응축수의 축방향으로의 확산을 막고 응축수는 반경방향으로 흘러가다가 다른 응

축수 및 IRWST 내,외벽과 충돌한 다음 다시 증기분사기 쪽으로 되돌아가면서

(그림 3.2.69,C) 그 운동량이 작아지기 때문에 축방향으로의 폭이 작아지는 것으

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속도분포로 인하여 동일평면의 온도분포는 그림 3.2.68과 

같이 나타난다. "A" 부근의 응축수의 온도분포는 다른 응축수와는 다르게 그 모

양이 원주방향으로 더 퍼져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다른 응축수와는 달리 

충돌하는 응축수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2.69는 반경 20.2m  평면

에서의 공기와 수조수의 체적분포율을 나타낸 것으로 증기분사기로부터 방출되는 

응축수로 인하여 증기분사기 A, B 부근의 공기/수조수의 경계가 원주방향으로 

30o에서 절단한 면보다 높이 위치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2.70∼그림 3.2.73은 3초에서 증기분사기 A 및 B(SP A, SP B)를 지나가

는 원주방향 4.5o 와 9.0o 면에서의 속도, 온도 및 체적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그

림 3.2.70에서 알 수 있듯이 방출된 응축수는 다른 응축수 및 IRWST 내, 외벽과 

충돌한 다음 상, 하부로 이동한 다음 다시 증기분사기 쪽으로 이동한다. 그림 

3.2.70의 "A" 부근 유동은 증기분사기 B (SP B)로부터 방출되는 응축수로 인해 

야기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유동분포로 인해 동일 면에서의 온도분포는 그림 

3.2.71과 같으며 응축수가 충돌하는 "A","B" 지점의 온도는 초기 온도인 80℉에서 

140℉∼180℉로 상승함을 알 수 있다. "A" 부근의 온도분포가 "B" 보다 더 넓고 

높게 분포함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부력효과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수조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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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분포 그림(그림 3.2.72)에서 증기분사기 A (SP A) 부근의 공기/수조수 경계

층이 다른 곳보다 높게 위치함을 알 수 있다. 증기분사기 B (SP B)를 지나가는 

면을 원주방향 9o에서 절단하여 온도분포를 그린 것이 그림 3.2.73에 나타나 있다. 

이 온도분포는 그림 3.2.71에 비하여 증기분사기 위치만 다를 뿐 온도분포 형상은 

유사함을 알수 있다. 220℉로 방출된 응축수는 제트 유동의 원추형 모양이 끝나

는 지점에서는 온도가 대류유동에 의한 열혼합에 의하여 약 190℉로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른 응축수와 충돌하는 지점의 온도는 160℉ 이고 이차 

유동으로 재순환하는 역 경계의 온도는 약 100∼130℉로 나타났다. 

  증기방출 후 6초에서 반경방향 20.2m에서 절단한 면의 속도, 온도 및 체적분포

가 그림 3.2.74∼그림 3.2.76에 나타나 있다. 1초의 결과와 비교하면 속도, 온도 및 

체적분포 형상은 유사하고 단지 시간 경과로 인해 그 향이 분명히 나타날 뿐이

다. 그림 3.2.74, "A" 지점과 같이 증기분사기 C(SP C)에서 방출된 응축수는 시간

이 경과함에 따라 부력효과에 의해 원주방향으로 흘러가면서 동시에 위쪽으로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기방출 후 10초에서 증기분사기 B를 지나는 원주방

향 9o 면을 따라 절단하여 속도, 온도 및 체적분포를 나타낸 것이 그림 3.2.77∼그

림 3.2.79 이다. 전체적인 형상은 3초의 결과와 유사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형상이 강화되었을 뿐이다. 그림 3.2.77의 "A"의 유동은 증기분사기 A와 C로

부터 방출되는 응축수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2.78에서 증기분사기 B의 

왼쪽 부분은 대부분 대류유동과 부력효과에 의해 온도가 130∼160℉로 증가하고 

증기분사기 방출구 헤드 높이인 "A"에서의 온도는 약 170℉ 까지 방출된 응축수

에 의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증기방출 후 15초에서 증기분사기 A와 C를 지나

는 반경 20.2m  면을 절단하여 속도, 온도 및 체적분포를 그린 것이 그림 3.2.80∼

그림 3.2.82에 나타나 있다. 속도분포는 동일평면의 1초와 6초의 결과와 거의 유

사하며, 온도분포는 방출된 응축수로 인한 대류유동과 부력효과에 의하여 증기분

사기 주변은 140∼170℉로 증기하며 고온의 수조수가 45o 평면으로 이동하는 것

을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열성층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증기방출 후 15초까지의 IRWST 수조내 열혼합 현상을 계산한 결과에 의하면 

증기분사기 방출구 헤드로 흘러와서 증기와 직접접촉 응축현상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수조수의 온도는 국부온도 요건인 200℉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고 APR-1400에서 국부온도 위치는 증기분사기 방출구 헤드 바로 윗부분이나 

밑부분(그림 3.2.80, A, B)으로 추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응축수의 

운동량이 응축수 온도와 수조수 온도차이로 발생되는 부력효과보다 상당히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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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증기분사기 주변의 유동은 응축수의 제트유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이차 유

동의 향을 받기 때문에 방출구 헤드의 밑부분도 증기응축에 향을 미칠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좀더 정확한 유동장 계산을 위해서는 계산시간을 15초에서 더 

증가를 시켜야 하고 약 15초 이후의 계산에서는 응축 역 내로 흘러들어가는 유

입수조수의 온도를 계산결과를 바탕으로 IRWST 수조수 초기온도에서 증가시켜

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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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주요 입력자료

입력변수 값

 Pressurizer

   Pressure, MPa

   Temperature, K

 Throat area of safety valve, m2

 Opening area of LRR, m2

 Flow resistance at sparger

 Flow resistance at LRR

 Friction factor

 Pipe diameter, m

 Pipe length, m

 Specific heat ratio

6.98

556.59

0.05936

0.00032

8

12

0.0215

0.15

25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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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 해석 case 및 결과

case 1 case 2 case 3 case 4 case 5 case 6 case 7 case 8

re(mm) 10 10 10 5.075 5.075 5.075 5.075 5.075

G(kg/m2-s) 280 280 250 825 825 825 600 460

ρe(kg/m
3
) 0.679 0.679 0.620 1.652 1.652 1.652 1.206 0.940

Ts(
oC)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Tl(
oC) 40 50 40 35 55 75 55 55

ue(m/s) 412.6 412.6 403.3 499.4 499.4 499.4 497.4 489.4

h
*
(MW/m-oC) 1.290 1.243 1.252 2.009 1.550 1.804 1.606 1.871

kmol
(W/m2-oC)

0.659 0.663 0.659 0.657 0.665 0.671 0.665 0.665

Pe
(MPaA)

0.155 0.155 0.104 0.288 0.288 0.288 0.206 0.158

ul
(m/s)

7.46 7.47 5.51 19.06 16.47 15.05 14.19 13.85

entrainment

(kg/s)
2.202 2.199 1.615 2.605 2.800 2.898 1.827 1.261

keff_ref
(kW/m2-oC)

6.500 6.215 6.262 5.097 3.934 4.578 4.076 4.747

증배계수 1.7 1.9 2.1 3.5 4.1 3.8 3.2 2.8

대표증배계수 1.9 1.9 1.9 3.5 3.5 3.5 3.5 3.5

keff_rep
(kW/m2-oC)

12.25 11.81 11.90 17.84 13.77 17.40 14.27 16.61

*) Kim 등[3.2-17]의
 
실험결과임



- 160 -

표 3.2.3  벽면의 최대 양압 및 최대 음압

실험 No.
DPT-1

(kPa)

DPT-3

(kPa)

DPT-2

(kPa)

DPT-4

(kPa)

1 
max. press.

min. press.

27.61

-29.42

26.26

-29.33

30.22

-33.08

29.92

-33.45

2 
max. press.

min. press.

25.74

-29.44

26.41

-30.18

31.72

-34.24

29.91

-34.46

3
max. press.

min. press.

25.58

-27.74

27.06

-29.10

30.00

-32.58

30.80

-33.30

4
max. press.

min. press.

32.52

-33.53

31.61

-32.87

36.25

-37.07

36.51

-37.34

5
max. press.

min. press.

27.28

-28.58

27.90

-28.10

31.45

-31.33

29.84

-31.93

6
max. press.

min. press.

37.98

-36.07

37.26

-36.20

43.56

-41.05

42.33

-40.93

7
max. press.

min. press.

27.57

-28.15

27.63

-28.33

32.43

-32.40

35.08

-32.57

8
max. press.

min. press.

33.80

-35.22

33.64

-34.89

37.32

-39.68

37.15

-39.73

9
max. press.

min. press.

27.44

-28.04

25.82

-28.10

33.04

-31.21

30.64

-31.90

10
max. press.

min. press.

32.51

-34.78

31.39

-35.64

38.40

-39.19

42.34

-40.48

11
max. press.

min. press.

28.56

-32.16

31.14

-31.86

33.63

-35.39

34.17

-35.97

12
max. press.

min. press.

31.14

-34.08

31.88

-34.30

37.85

-38.24

39.92

-38.75

Mean
max. press.

min. press.

29.81

-31.43

29.83

-31.58

34.66

-35.46

34.88

-3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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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 벽면의 대표 주파수 및 증기분사기 입구 

압력

실험 

No.

DPT-1

(kPa)

DPT-3

(kPa)

DPT-2

(kPa)

DPT-4

(kPa)

PT-206

(barA)

1 3.28 3.29 3.37 3.31 8.90

2 3.05 3.15 3.13 3.53 9.89

3 3.08 3.29 3.10 3.10 8.57

4 3.14 3.22 3.21 3.24 10.42

5 3.19 3.30 3.21 3.26 9.43

6 3.22 3.15 3.13 3.10 8.38

7 3.29 3.21 3.37 3.21 8.53

8 3.25 3.19 3.24 3.18 11.78

9 3.26 3.27 3.37 3.27 9.80

10 3.23 3.05 3.03 3.16 11.28

11 3.13 3.35 3.11 3.15 10.09

12 3.16 3.17 3.31 3.27 10.89

Mean 3.19 3.22 3.22 3.23 9.80

주) 벽면의 대표 주파수는 첫 번째 양압정점과 두 번째 양압정점에서 계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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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 APR-1400 기포 최대 압력을 구하기 위한 보정계수

인자 APR-1400
실험

(12회 평균)
보정계수

방출배관의 최대

증기유속 (kg/m2s)
1580 N/A N/A

공기방출시 

방출배관

최대압력 (MPa)

0.9 0.98 1.0

증기분사기 

잠김깊이 (m)
2.7 2.7 1.0

수조 벽에서 

기포까지의 거리 

(m)

1.5 1.5 1.0

공기량 (lbm) 3.3 3.31 1.0

수조 수온 (oC) 10 ∼ 48.9 2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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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6 질량보존과 운동량보존 계산에 사용된 입력자료

항 목 단위 값

 방출구멍에서의 증기압력, Pe  Pa  0.4

 방출구멍의 총 유로면적, Ae  m2  0.0113

 방출구멍에서의 증기 도, ρe  kg/m3  9.06

 응축수의 압력, Pcond  Pa  0.119

 응축수가 통과하는 유로면적,Acond  m2  0.422

 응축수의 도,ρcond  kg/m3  954.7

 유입수조수가 통과하는 유로면적, Aentrain  m2  0.12

 유입수조수의 도, ρentrain  kg/m3  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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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7 CFX 계산에 사용되는 경계조건

항 목 단위 값

 응축수의 속도  m/s  4.3

 응축수의 온도  ℃(℉)  104.6(220.3)

 응축수의 ki  m2/s2  2.0865E-02

 응축수의 εi  m2/s3  2.4514E-03

 유입수조수의 속도  m/s  1.3

 유입수조수의 온도  ℃(℉)  29.5(85.1)

 수조수의 열팽창 계수  K-1  5.5086E-04

 수조수의 도  kg/m3  975.3

 수조수의 점도  Pa sec  5.3830E-04

 공기 도  kg/m3  1.19

 공기 점도  Pa sec  1.8160E-05

 압력출구경계조건에 설정된 압력  MPa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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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Schematic of 

discharge pipe

그림 3.2.2 Characteristic lines in the X-t 

grid

X = LX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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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Comparison of the numerical and experimental 

results (at the immediate downstream of the safety valve)

그림 3.2.3 Air/water interface movement on 

X-t grid

t

X

N4N3

R Q L S

A R N1 Q L N
2 B

∆X

∆tXk

XL

S

K

K



- 167 -

그림 3.2.5 Comparison of the numerical and experimental 

results (at 19.5m downstream of the safety valve)

그림 3.2.6 Comparison of the numerical and experimental results 

(at the end of p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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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Pressure variation vs. time at several locations

그림 3.2.8 Pressure variation along the pipe at several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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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 Flow speed variation vs. time at several locations

그림 3.2.10 Flow speed variation along the pipe at several times



- 170 -

그림 3.2.11 Location of steam/air and air/water interface

그림 3.2.12 Density variation along the pipe at several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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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3 Sonic speed variation along the pipe at several times

그림 3.2.14 Force due to wave and friction vs.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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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6 Ellipsoidal steam jet cavity 

(nozzle ID : 10.15 mm, steam mass flux : 825 

kg/m2-s, pool temp. : 55 oC)

그림 3.2.15 Conical steam jet cavity 

(nozzle ID : 20 mm, steam mass flux  : 280 

kg/m2-s, pool temp. : 40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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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7 Control volume for a conical steam 

j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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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8 Control volume for an ellipsoidal steam 

j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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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9 Energy balance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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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0 Steam jet cavity with the change of 

multiplication factor (nozzle ID : 20 mm, c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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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 RMS error with the change of 

multiplication factor (nozzle ID : 20 mm, c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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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2 Effect of Δx on the steam jet shape (nozzle 

ID : 20 mm, c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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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3 Steam jet cavity with the change of steam mass 

flux and pool temp.(nozzle ID : 2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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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4 Steam jet cavity with the change of pool tem

p. (nozzle ID : 10.1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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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6 Schematic Diagram of a SDVS for 

APR-1400

Pressurizer

                                 Sparger

In-containment Refueling Water Storage Tank

Pilot Operated Safety
Relief Valve

Pressurizer

                                 Sparger

In-containment Refueling Water Storage Tank

Pilot Operate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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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5 Steam jet cavity with the change of steam 

mass flux (nozzle ID : 10.1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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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7 Configuration of a 

Sparger for APR-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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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9 Submergence vs. Positive Wall Pressure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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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8 잠김 깊이에 따른 벽면 및 기포 동압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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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0 Submergence vs. Negative Wall Pressure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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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1 정규화된 벽면동압(DPT-3 : 실험별)

그림 3.2.32 정규화된 벽면동압(DPT-4 : 실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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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3 정규화된 벽면동압(DPT-1 : 모든 데이타)

그림 3.2.34 정규화된 벽면동압(DPT-1 : 대표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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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5 정규화된 벽면동압(DPT-2 : 모든 데이타)

그림 3.2.36 정규화된 벽면동압(DPT-2 : 대표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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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7 정규화된 벽면동압(DPT-3 : 모든 데이타)

그림 3.2.38 정규화된 벽면동압(DPT-3 : 대표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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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9 정규화된 벽면동압(DPT-4 : 모든 데이타)

그림 3.2.40 정규화된 벽면동압(DPT-4 : 대표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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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1 정규화된 벽면동압 비교

그림 3.2.42 방출배관 온도와 압력관계 (Studsvik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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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3 APR-1400 기포 압력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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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5 APR-1400 기포 반경 변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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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6 Multi-bubble System

i th bubble

j th bubble

rij

i th bubble

j th bubble

r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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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8 Unit Cell Test Tuning 결과

그림 3.2.49 해석결과 비교 (APR-1400 vs. Unit Cell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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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0 방출배관 압력변화(실험결과: run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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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1 해석격자

A : Inlet 1

B : Inlet 2

C : PM 1 (LRR)

D : PM 2 (Sparger Head)

E : PM 3 (Sparger Bottom)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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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2 압력강하계수 K의 변화에 따른 수조 벽면압력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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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3 압력강하계수 K의 변화에 따른 수조 벽면압력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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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4 해석결과와 ABB-Atom 실험결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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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92 sec. (b) 0.361 sec. (c) 0.439 sec. (d) 0.542 sec. (e) 0.641 sec.

(f) 0.686 sec. (g) 0.841 sec. (h) 1.041 sec. (i) 1.241 sec. (j) 1.400 sec.

그림 3.2.55 시간에 따른 기포형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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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6 수조내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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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7 수조내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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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8 깊이에 따른 수조 벽면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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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9 배관내 공기량에 따른 수조 벽면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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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1 비등경수로 T형 증기분사기의 증기방출시 유동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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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0 배관 입구조건에 따른 수조 벽면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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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3 증기응축 역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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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5 1초에서의 속도분포(H=1.2m 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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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6 1초에서의 온도분포(H=1.2m 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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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7 1초에서의 속도분포(R=20.2m 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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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8  1초에서의 온도분포(R=20.2m 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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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9  1초에서의 체적분포(R=20.2m 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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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0  3초에서의 속도분포(θ=4.5o 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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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1  3초에서의 온도분포(θ=4.5o plane)

212.91
206.47
200.03
193.59
187.15
180.71
174.26
167.82
161.38
154.94
148.50
142.06
135.61
129.17
122.73
116.29
109.85
103.41

96.96
90.52
84.08

Outer wall Inner wall

H=4.88m

H=0.0m

A

Temp (F)

B

그림 3.2.72  3초에서의 체적분포(θ=4.5o 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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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73 3초에서의 온도분포(θ=9o plane)

그림 3.2.75  6초에서의 온도분포(R=20.2m 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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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6 6초에서의 체적분포(R=20.2m plane) 

0 deg. plane 45 deg. plane

그림 3.2.77  10초에서의 속도분포(θ=9o 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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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9  10초에서의 체적분포(θ=9o plane) 

1.00
0.95
0.90
0.86
0.81
0.76
0.71
0.67
0.62
0.57
0.52
0.48
0.43
0.38
0.33
0.29
0.24
0.19
0.14
0.10
0.05
0.00

Water Vol. Frac,

H=4.88m

H=0.0m

그림 3.2.80  15초에서의 속도분포(r=20.2m 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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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2  15초에서의 체적분포(r=20.2m 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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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압력하중함수 개발관련 ABB-Atom 자문 내용

1. Explain briefly the ABB Atom tests for the development of I type sparger 
regarding developmental history.

Atom presented OH slide material on the development history, starting with 
the Wurgassen incident in 1971 (Germany), where during steady state 
operation the inadvertent opening of one safety relief valve (SRV) caused 
rather severe damage to the containment, a large suppression pool leak. This 
incident convinced the industry of the necessity to develop means to mitigate 
the condensation oscillation effects in blowdown situations.

Atom has conducted a large amount of blowdown experiments, at various test 
facilities in Sweden, in laboratory tests both at reduced scale and in full scale, 
and in several full scale tests at Swedish and Finnish reactor sites, see 
attached list. 

KAERI: What is the merit of a sparger instead of a straight pipe? 

Atom: The strong steam burst creates powerful condensation oscillation 
(CO) phenomena. With the sparger one has in principle eliminated CO, and 
the pressure oscillation amplitude during air clearing in the pool has been 
reduced strongly.

KAERI: Atom performed a large number (about 300) laboratory tests and a 
rather smaller amount of full scale tests. With the experience gained by 
Atom, is it necessary for KAERI to perform full scale tests, or is it 
sufficient to rely on the KAREI lab. tests?

This question will be treated in a later session with a review of the 
KAERI test facility.

Atom used electric analogy tests to solve the Laplace equation since it was 
clearly verified from theoretical studies that the observed pressure fileld is 
analoguous to an electric potential field. 

KAERI: KAERI have tried to measure the pressure at the source, i.e. the 
gas cloud outside the pipe outlet, but with poor success. Has Atom tried to 
do the same?

Atom: Atom has not measured the pressure at the source, only 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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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tom and around the containment walls and inside the pipe. The source 
pressure was calculated from the wall pressure, using also the electric 
analogy tests. Submergence depth was an important parameter. Calculating 
the source term is considered to be a rather straightforward matter. 

2. Explain briefly the ABB-Atom tests for the development of I type sparger 
regarding test category and purpose.

The purpose was to reduce the magnitude of the forcing function. This item 
is covered in the previous section.

3. Explain briefly the ABB-Atom tests for the development of I type sparger 
regarding operating experience of sparger in the real plant.

There is now a wealth of experience of  SRV actuations with the Atom 
sparger design. There have been more than 200 - 300 years of plant operation 
and there are 2 - 3 SRV actuations per plant and year. The experience gained 
is thus from 500 - 1000 actuations so far. The experience is very satisfactory 
with no adverse effects on the spargers or from the spargers.

There is in principle one sparger design in all of the eleven BWR plants built 
by Atom. The only existing difference is a smaller pipe diameter in the older 
plants (125 mm) than in the later plants (150 mm). The hole size is the same 
in both, but the number of holes differs.

4. ABB-Atom generated the System 80+ forcing function based on 
ABB-Atom tests with using correction factors. Initially, what brought you 
to consider the development of PWR sparger based on BWR tests. Note 
that generally the operation conditions of the PWR are different from 
those of BWRs.

It is true that the operational pressure will be quite different. But in the 
sparger the conditions will be in principle the same  if the correct number of 
spargers are chosen. The outflow from the sparger is choked and there will 
be same steam mass flow density. With four spargers per blowdown train in 
the Atom BWR the mass flow density is 1200 -1700 kg/m2s, and with six 
spargers per train in 80+  the mass flow density is 1580 kg/m2s. The 
Studsvik tests were performed with a mass flow density of 1300 and 1700 
kg/m2s. This gives in principle the same conditions in the sparger inlet line 
and also in the sparger.

There is more air mass due to longer piping in System 80+, which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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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plain ABB-Atom methodology in the generation of System 80+ forcing 
function regarding how to draw out the parameters affecting bubble 
cloud pressure.

The conditions in the Studsvik tests and 80+ are not the same. This 
necessitates correction factors to be employed. Atom presented the slide 　SRV 
discharge tests at Studsvik, see attachment, the major content of which is the 
　Parameter Investigation　 . This is mainly the same as in the report RVE 
92-056, section 2.4. A list is given there with seven key parameters.The list 
is considered to be quite complete.

There must be a sufficiently large water volume around the spargers, or 
rather, a water surface area, named EWSA. The distance between spargers 
should not be less than 1 m, and the distance between spargers and the walls 
should not be less than 0,6 m, but departures from this can easily be 
accommodated by compensating closeness with larger submergence depth, as is 
the case in Forsmark.

6. Explain ABB-Atom methodology in the generation of System 80+ forcing 
function regarding how to determine the correction factor and its 
reasoning.

The correction factors are derived from a combination of the electric analogy 
tests and the steam blowdown tests. The Studsvik tests cover the range of 
steam mass flow density from 1300 kg/m2s to 1700 kg/m2s.

Mass flow density is a function of pipe diameter squared and the 
condensation effect is a function of pipe diameter. Therefore, in a pipe the 
condensation effect will increase with smaller diameter.

In the KAERI test facility the steam discharge pipe has a much smaller 
diameter (2 ") than the sparger pipe (6 "). The mass flow denities are roghly 
500 kg/m2s in the sparger and 4500 kg/m2s in the discharge pipe. This can 
pose a problem with using a relevant mass flow density for the KAERI 
correction factor. This problem will be addressed in a later session.

7. Explain ABB-Atom methodology in the generation of System  80+ forcing 
function regarding how to generate the normalized forcing function.

The curve in KAERIs documentation is a typical curve, taken directly from 
the experimental measurements. Data were taken from the test series 155 - 
175. There were 6 transducers per test along the vessel bottom and walls, i.e. 
there are about 120 curves for the forcing function. There is principall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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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e normalized curve in each of the 120 samples, but with different 
absolute values.

The test conditions were not identical in each test. The same spargers were 
used, and the same mass flow density, but the conditions in the pipe were 
varied due to changes in initial conditions. The test set-up allowed a change 
in the steam/air content to be made. In this way simulations of various 
leakage rates through the valves were made possible. From Fig. 2.8 in RVE 
92-056 it can be seen that there is not a very strong dependency on 
temperature and steam content. 

8. Explain briefly the Figs. 2.6 and 2.7 in RVE 92-056

Reference is made to section 2.3.2 in RVE 92-056. 

In the process of utilizing the analogy between the pressure field and the 
electric potential field concepts a set of curves over relative potential (relative 
pressure) as functions of submergence depth in the pool are produced. Among 
this set of curves the curve that best fits the measured pressure values at 
different locations in the pool is chosen to correspond to the correct location 
of the center of the gas cloud.

The radius of the bubble cloud is taken from the amount of gas present in 
the pipe before blowdown. The relevant parameters are gas mass, temperature 
and pressure (atmospheric, hydrostatic and bubble pressure; the bubble 
pressure is being guessed initially, 3 bar, say). This gives the bubble 
reference volume (reference diameter), for positive pressure amplitude.

9. In the Studsvik test, the radius of bubble cloud is estimated to be 0.297 
m based on the compressed volume 0.11 m3. The pipe volume of the 
Studsvik test facility is 0.496 m3. What is the basis of the compressed 
volume of 0.11 m3

Reference is made to section 3.3.1 in RVE 92-056.

The initial bubble pressure is given a rather large value of 3 bar. This is just 
a reference value, corresponding to a set of specific initial conditions (roughly 
50 % gas and 50 % steam).

10. In the Studsvik test, the radius of bubble cloud is estimated to be 0,297 
m based on the compressed volume 0,11 m3. The pipe volume of the 
Studsvik test facility is 0,496 m3. What about using the air mass ratio 
instead of the bubble cloud radius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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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is made to Appendix 2, page 6, in RVE 92-056.

The correction factor for IRWST can be determined either from the air mass 
ratio or the bubble cloud radius ratio, with reference to the cubic relation 
between volume and radius. The correction factor can be adjusted accordingly, 
when the final air mass is known.

11. In the Studsvik test, the radius of bubble cloud is estimated to be 0,297 
m based on the compressed volume 0,11 m3. The pipe volume of the 
Studsvik test facility is 0,496 m3. What is the reason of larger bubble 
cloud pressure in case of larger air bubble radius

Reference is made to section 2.4.4, second sub-section, in RVE 92-056.

The normalized bubble pressure is chosen as the maximum positive pressure, 
corresponding to the smallest bubble cloud. A larger air mass in the pipe is 
thus compensated by increased bubble pressure  assuming the same driving 
pressure in both cases. That is, the correction factor is shifted from the 
reference radius to the bubble pressure.

12. What is the effect of steam in the pipe on the bubble cloud pressure and 
frequency.

Regarding the frequency, see section 2.4.6 in RVE 92-056. 

An increased steam content implies a smaller mean bubble radius, and from 
the relation f0.R0 = 3,26, a smaller radius gives a larger frequency. Normally, 
the fundamental frequency range is between 5 and 8 Hz, depending on the 
amount of steam content.

The employed relation is applicable for an infinite volume of water. The tank 
and pool obviously have limited dimensions, but the EWSA must be 
sufficient.

The influence on bubble cloud pressure is more complex. Some indication can 
be found in Fig. 2.8 in RVE 92-056. As stated in 1.3.3 above, the effect of 
temperature and steam content is not very strong.

13. The KAERI test facility does not include the electrode analogy test. 
Instead we tried to measure the bubble cloud pressure directly. But, it 
seems that the test results were not nice enough to be used. How can we 
calculate the bubble cloud pressure with the wall pressure?

The results from the Atom electric field analogy tests and the procedur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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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them for the analysis of bubble cloud pressure can be applied also to the 
KAERI pressure field tests. Appropriate scaling factors must be applied. The 
difference in tank width between Studsvik and KAERI is very small, a factor 
of 1.06. The distance from the sparger end to the bottom of the tank is 
almost exactly the same in the two test facilities (in the reference case in 
Fig. 2.6). The water level in Studsvik was 5.5 m, in KAERI it is 3,5 m. The 
x-axis in Fig. 2.6 will thus go from 0 to 3.5. 

The intersection between the two solid lines in Fig. 2.4 is at a position of 
130.3 mm, which, with a scaling factor of 33, corresponds to a depth in the 
pressure tank of 4.3 m. The curve in Fig. 2.6 is valid for this value. The 
corresponding depth in KAERI is 3.5 - 1.1 = 2.4 m. At this depth the 
KAERI curve attains the same value as the curve in Fig. 2.6,  0.74 
(1.47/2.0V in Fig. 2.4), possibly with a slight conservative reduction to 0.73 
to account for minor scaling effects (33/1.06). Note that these values refer to 
a specific reference bubble volume of 0.11 m3, see section 2.3.2 in RVE 
92-056.

The experimental conditions do vary between the two test facilities, but this 
is of no consequence, really, since Atom did a large number of tests where 
the initial conditions were also allowed to vary greatly. The most important 
aspect is the driving pressure in the experiments, and this is not much 
different in the two cases, as shown in the KAERI test results. The 
experiments can be seen as being performed with a 　black box　 for the gas 
cloud configuration at the sparger outlet. The amount of gas in the bubble 
(　the black box　), for instance, 50 % more in KAERI than in Studsvik, is 
irrelevant, since the analysis is based on measured values on the tank walls 
and bottom.

The curve in Fig. 2.6 correponds to a test where the sparger end is at a 
submerged depth of 4.5 m (there is a wrong value in the first sub-section in 
section 2.3.2 in RVE 92-056), and where the bubble cloud center is at 0.2 m 
above this end, i.e. at 4.3 m. Other curves were recorded where the center of 
the bubble is 0.7 m above the sparger end. The 0.2 m curve is the curve 
that gives the best correlation between relative voltage and relative pressure

The relation between voltage and pressure is:

p/pgas cloud = U/Umax, ref. electrode

p is the measured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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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is the measured voltage

Umax, ref.electrode is a fix reference voltage (2.0 V in Fig. 2.4)

pgas cloud is the bubble pressure, which can thus be calculated from the 
three parameters. The calculational procedure is described in the first 
sub-section of section 2.3.2 in RVE 92-056. The reason to use this 
methodology is to demonstrate that the two fields are analoguous.

In the KAERI tests there are five different pressure transducers along the 
walls. These give five values of pgas cloud, which should be averaged to 
give a mean value.

KAERI: Can the pgas cloud be calculated theoretically?

Atom: Yes, it requires the solution of Laplace´s equation.

14. It seems that the load reduction ring is an unique feature which is found 
in the ABB-Atom sparger. Explain the design concept of it.

With the ring the two discharge clouds, from the upper and lower outlets, 
will coalesce into one at the sparger bottom. The configuration is a result of 
an extensive testing program which demonstrated that the dynamic loads are 
reduced substantially with the ring. Without the ring there will be two clouds 
which will produce a different type of oscillations and higher loads.

KAERI: Friction factors for the two outflow areas?

Atom: Atom's POOLBLOWER calculations would have to be consulted.

15. What is the exact meaning of 　 normalized time to 1 Hz fundamental 
frequency　 in the forcing function.

This has no real meaning other than to produce a curve which has an 
oscillation period of 1 s. Compare Fig. 3.2 where the period is denoted as 
1/f0. The fundamental design frequency range is between 4 and 20 Hz, but 
normally the frequency range was between 5 and 8 Hz, see 1.6.1 above.

16. In the generation of the correction factors for System 80+, it seems that 
every parameter affecting the bubble cloud pressure is of equal 
importance. Did you consider any weighting factor for each parameter?

Reference is made to sections 2.4 and 2.5.

There is no weighting applied. The correction factor corresponds to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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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rsion of the constituents, which are affecting the factor, to the 
appropriate design configuration.

17. For the estimation of dPgas , the measured wall pressures and the 
electrode analogy curve are used. Explain the following regarding the 
electrode analogy curve:

    - Can we obtain the limiting value of 0.73 (or 0.74) based on a 
theoretical approach? Any reference or calculation?

This is discussed in 1.7.1 above. A value quite close to 0.74 should be 
obtained with the KAERI test parameters, provided they are adequately scaled. 
Atom performed tests with four different electrode positions, corresponding to 
submergence depths of 3.3 m, 3,8 m, 4.3 m and 4.8 m.

These yielded limiting relative voltage (pressure) values of 0.71, 0.73, 0.74 
and 0.74, respectively. The curves for 3.3, 3.8 and 4.8 m are attached to this 
report, Appendix 1  3, and the curve for 4.3 m is shown in Fig. 2.4 in RVE 
92-056. To invoke conservatism in the determination of the reference pressure 
value, a smaller value should be used. Atom recommends KAERI to use a 
value around 0.7.

Utilizing potential field theory, it is a rather straightforward matter to calculate 
with a suitable computer code the relative voltage (pressure) on the tank 
walls, or, conversely, the source pressure from the wall pressures. Atom 
performed these calculations during the test procedures, but this analysis was 
not documented.

18. For the estimation of dPgas , the measured wall pressures and the 
electrode analogy curve are used. Explain the following regarding the 
electrode analogy curve:

  - How can we generate the dP/ dPgas curve for the KAERI test ? It is 
difficult to estimate the curve near the center of bubble cloud (about 2.4 
m below water surface), since we do not have the ABB-Atom electrode 
test curve with the submergency of 2.4 m.

The curve from Fig. 2.4 in RVE 92-056 is transferred directly to Fig. 2.6 
with the same shape and relative position to the straight lines. After creating 
the straight lines from the KAERI parameters, see 1.7.1 above, the relative 
deviation to the corresponding pressure curve should be made the same.

19. For the estimation of dPgas , the measured wall pressures and the 



- 217 -

electrode analogy curve are used. Explain the following regarding the 
electrode analogy curve:

   - Is the pressure distribution curve applied to both the tank side walls 
and bottom wall ?

Yes. Due to the large distance from the bubble center to the bottom of the 
tank, greater than 3 times the bubble radius in Fig. 2.6, the pressure is 
practically the same along the whole bottom, about 0.74. The most important 
measured pressure values are those on the tank walls, since they exhibit the 
largest differences. The reference pressure value is calculated for PT8. For the 
other measuring points, the pressure is calculated relative to PT8 in order to 
determine the deviation from the electric analogy value, and thus, as stated 
previously, to establish the validity of the analogy approach.

20. For the estimation of dPgas , the measured wall pressures and the 
electrode analogy curve are used. Explain the following regarding the 
electrode analogy curve:

- Looking at the pressure distribution curve, it seems that the tank wall 
pressure depends on just submergency. Do you think that the pressure 
depends on the actual distance from the source rather than the 
submergency ?

From potential field theory, there is an 1/r dependency only close to the 
source. Further away the pressure values (equi-potential values) are the same 
along lines orthogonal to the field lines.

21. ABB-Atom recommends that the center of bubble cloud is located 0.2  
0.7 m above sparger bottom based on experience. Can we have a 
conservative result (i.e. larger dPgas) if we use the value of 0.2 m in the 
estimation of dPgas for APR 1400 ?

The deviation between the results from 0.2 m tests and 0.7 m tests is  
approximately 1 % for the gas cloud pressure. The value 0.2 m should rather 
be considered as a best-estimate value.

22. ABB-Atom determined dPgas based on 21 tests changing the initial 
conditions in the pipe. But the KAERI test facility can not change the 
initial conditions in the pipe and we perform with air only. Evaluate the 
KAERI test in the conservative view point. How many repeated test runs 
are necessary ?

In comparison with the Atom tests, the KAERI tests correspond to a sub-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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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Atom tests which was performed without taking account of steam 
valve leakage or temperature changes. A KAERI correction factor for the 
consideration of these effects thus seems appropriate. However, with reference 
to Fig. 2.8 and Appendix 1 in RVE 92-056 this factor should not be very 
large. It is the Atom opinion that a factor of 1.4 - 1.5 should be adequate 
for the maximum gas cloud pressure.

It is also the Atom opinion that a set of about 10 tests of the KAERI 
category should form a sound basis for statistical treatment.

23. Comment on the KAERI test facility

The drawings of the KAERI test facility were examined in detail. The 
implications of differences in geometry and physical conditions between the 
KAERI and the Atom tests were discussed.

The number of pressure sensors both in the pipe and the tank should be 
adequate. As in the Atom tests, some locations in the tank should give 
practically identical pressure values. Atom did not use all of the pair-wise 
equivalent sensors in the evaluation.

The location of the sensors is also satisfactory. Ideally, one or two additional 
pressure sensors at higher levels in the tank, between PT 1 and the water 
level, would improve the conditions further. This would facilitate a better 
correlation with the electric analogy curve in Fig. 2.6 in the straight line 
portion of the curve. With the existing KAERI locations, the measured points 
will be more concentrated towards the high pressure values, the non-linear 
part of the curve.

It is the Atom opinion that the number of sensors in the pipe is also 
sufficient. 

There are rather more thermocouples in total than in the Atom tests. This is 
of course very valuable for the KAERI plans to analyse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in the pool with the 3D code FLUENT.

There is a very long opening time for the valve V202 in the KAERI tests 
compared to the Studsvik tests and System 80+. This gives a significant 
reduction of the sparger inlet pressure during the air clearing phase at 
KAERI and therefore lower pressure amplitudes of the pressure oscillations in 
the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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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r chamber in the test arrangement, together with its compressor, has 
the purpose to simulate an increased initial amount of gas. There is some 
concern over the implications of this arrangement as opposed to the Atom 
tests, where the relative steam and air content could be controlled. The initial 
air chamber pressure of 40 bar implies a very large equivalent pipe length in 
the prototype APR 1400. It stems from a very conservative choice of 
maximum calculated sparger flow.

It is the opinion of Atom that the specifics of the air chamber do not have 
much significance for the relevance of an application of the Atom electric 
analogy methodology to the KAERI tests. If the pressure trends during air 
clearing are similar to the Atom tests, then the air chamber is not crucial to 
the validity of the test program. The most important factor is to have a 
sufficient pressure at the sparger inlet. The KAERI maximum value of about 
11 bar does not apply to the air clearing phase, according to the test results. 
There is a significantly lower pressure value that is applied during the air 
clearing phase (roughly 5 bar, from the test results). This low test value 
during the KAERI tests is due to the extremely long valve opening time in 
these tests. 

KAERI should apply a corrrection factor to the maximum bubble pressure 
due to the lower sparger inlet pressure (cf. section 2.5 in RVE 92-056, 
where a factor of 1.0 (no correction) is suggested for System 80+ in this 
respect, since the inlet pressure is the same as in the Atom tests.)

The pressure oscillation frequency should be lower at KAERI because of the 
larger air mass, but this should be off-set by a smaller submergence depth 
and lower sparger inlet pressure in those tests. This is verified in the 
available graphs from KAERI, which show about the same frequency as the 
Atom tests.

KAERI: Influence of pipe length? Pressure wave reflections at valves, etc.?

Atom: In Atom BWRs the pipe length is roughly the same as in the 
experiments. In APR 1400 the pipe length is much larger. Pressure reflections 
will occur, but the effect will be small because, normally, the reflections 
occur in a very short time period. Furthermore, the KAERI (and APR 1400) 
valves have markedly slower opening times, which will produce lower 
pressure amplitudes, because the sparger inlet pressure will be lower. And, of 
course, this will also result in smaller shock and reflection waves in the p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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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ERI: Refer to Appendix 1, page 1, in RVE 92-056: Do the 21 discharge 
tests in Calculation 1 include cases with increased pool temperature?

Atom: No. The elevated pool temperatures apply to tests 177  182. Higher 
pool temperatures gave rise to higher gas cloud pressures, see Fig. 2.8. This 
is the basis for the design criterion for the temperature influence on the 
pressure loads in the tank, Fig. 2.9.

24. The AE (Architect Engineer) requests that KAERI provide not only 
bubble pressure transient data but also bubble radius and velocity 
transient data. The bubble pressure transient data can be obtained 
through KAERI tests. Did ABB-Atom have any experience of providing 
the bubble radius and velocity transient data ?

Atom has no explicit experience of providing velocity transient data. 
However, the effect of bubble oscillation on the water velocity is quite 
insignificant. The water velocity is very small, and albeit it has some 
influence on the frequency, it has no influence on the loadings on structural 
components in the pool. The effect is disregarded in the structural analysis of  
Atom BWR containments and reactor pressure vessels.

From Newtons law on acceleration, applied to the water mass, the maximum 
vertical surface velocity can be estimated. The value is quite small, of the 
order of 0.5 m/s, according to the tests in the Studsvik experiments with 
spargers. This gives rise to a dynamic pressure of about 0.1 kPa. This value 
is more than ten times smaller than the pressure loads from the dimensioning 
maximum pressure gradients on the most important components in a 
suppression pool (e.g. piping with a diameter larger than 50 mm). The 
dynamic pressure is of course larger in the vicinity of a gas cloud, but it is 
still negligible compared to the pressure loads from the dimensioning 
maximum pressure gradients, because they also obtain higher values near a 
gas cloud.

The maximum vertical water displacement during one oscillation is of the 
order of 30 mm in the above tests.

The bubble velocity can be estimated from the relation between bubble 
surface area and water level area. From the continuity equation,

velocity(t)water surface.areatank = velocity(t)bubble.area(t)bubble

The bubble radius can be obtained from the electrode analogue studies.



- 221 -

25. In the generation of System 80+ correction factors, ABB-Atom 
distinguished the maximum steam mass flow density and the maximum 
pressure in the pipe, although the two parameters are coupled. Explain 
the reason. In APR-1400, is the same procedure applied ?

The two parameters are coupled, but the most important parameter by far is 
the pressure. If the configurations in the test and the plant are the same, the 
parameters can be used exclusively. If there is a substantial difference, both 
parameters must be taken into account, but the driving pressure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Atom tests, an exchange of steam valve, with no other change in 
parameters, enabled measurements to be made at two different steam mass 
flow rates with a difference of about 30 %. The measured driving pressures 
confirmed a pressure difference of the same amount, see Summary in the 
report AE-RL-1630.

As stated in section 1.14.1 above, the specifics of the air chamber in the 
tests, and thus the mass flow, are not crucial to the validity of the test 
program. The Atom recommendation to KAERI, as indicated in section 2.4.1 
in RVE 92-056, is to disregard the mass flow density in the generation of 
correction factors, because of the large pipe length difference between test 
and prototype plant, and to only use the pressure parameter. This is the 
meaning of the omitted value, 　-　, in the table on page 19 in RVE 92-056. 
The driving pressure value to be chosen from the tests is an average between 
the PT5 and PT6 values.

KAERI: Why did Atom separate the two parameters?

Atom: To make the most use of the test facility. It was shown during the 
experiments that the maximum pressure in the pool decreases with the same 
factor as steam mass flow density, if nothing else is changed (section 2.4.1 
in RVE 92-056). This was not clear before the tests.

KAERI: In view of a possibly quite large correction factor between the 
KAERI test facility and prototype plant APR 1400, is the extrapolation 
procedure for the generation of correction factors still valid?

Atom: The procedure for the generation of correction factors is valid, 
provided care is taken to match the appropriate parameter values to each 
other, see section 2.14.1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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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ppropriate driving pressure value is the maximum pressure during the 
air clearing period. In the KAERI tests this occurs in the range 3.2  3.4 s. 
The maximum pressure is then 5 - 6 bar, from the availabe graphs. 
Generally, the maximum pressure will occur when the valve is fully open. 
Here, the valve open area will still be quite small at the time of air clearing, 
because the valve has a rather long opening time. It is thus very important to 
compare the maximum air clearing pressure value with the relevant 
corresponding value for the prototype plant. This value is most probably not 
the specified value of about 15 bar, but some lower value. Due to the long 
opening time, the maximum pressure value occurs at a time later than during 
the air clearing period. The KAERI maximum driving pressure value of about 
11 bar should thus (most probably) be compared to the prototype value of 
about 15 bar, and the KAERI value of about 5 bar should correspond to 
some value lower than 15 bar. Conceivably, since the valves used in the two 
cases are of the same kind, the 　air clearing pressure　 in the prototype is of 
the order of about 7 - 8 bar. This must be verified by the Architect Engineer 
in order to obtain a more proper value. The valve opening time should be 
the same for the test and the prototype APR 1400.

26. In KAERI test facility, the steam mass flow density is changed with the 
pipe locations, since the pipe diameters are different. In the generation of 
the correction factor for the maximum steam flow density, which one (2 
inch or 6 inch) should we choose ?

See Q2 above: Disregard mass flow density in the generation of correction 
factors, and use the appropriately matched gas driving pressures.

27. The pressure transient curve obtained in the test has a lot of fluctuations. 
The forcing function generated by ABB-Atom is rather neat. How could 
we get rid of the fluctuations to get a neat curve ?

In order to examine the frequency content in the pressure measurement 
signals, a Fourier transform analysis was performed for the experiments in 
Forsmark 1. Oscillations with a frequency of 40 Hz and higher give small 
amplitudes and were disregarded. A return to the time domain yielded curves 
that were considerably smoothened. This is common practice. It is essential 
for the stress analysis work to reduce the amount of pressure curves.

The high frequency fluctuations are most certainly not due to gas cloud 
oscillations, but due to transducer vibrations and tank wall movements.

The KAERI curves tend to exhibit a more harmonic character than the A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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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ves. This is probably due to lower pressure amplitudes. There is a 
correlation between amplitude and harmonicity. The Atom curves show a less 
harmonic character and larger pressure amplitudes. Normally, a stronger 
harmonic character implies a more conservative situation, especially for 
frequencies with a stronger coupling to structural resonances.

As regards the number of cycles to be applied in the analysis, Atom usually 
used ten cycles, the last three or so of which give an insignificant 
contribution in the stress analysis. The same should apply to KAERI and 
APR 1400.

28. ABB-Atom generated a normalized forcing function based on about 120 
pressure transient curves. Explain how can all the curves be fitted to one 
normalized curve. Did you use any skills in the generation of a curve 
with many pressure curves ?

It was found that, after normalization, all curves turned out to have a very 
similar appearance. The deviation among the 120 curves (in the tests 154 to 
174 in Studsvik) was normally only a few percent. This has been confirmed 
also in real plant testing at Forsmark, where Fourier analyses as well as 
response spectra analyses were performed.

Due to this very consistent behaviour, it is appropriate to choose one of the 
measured curves as a representative of all the others. Atom disregarded the 
measuring points with the largest content of disturbances (transducers at the 
bottom of the tank), and, observing that several of the wall transducers 
showed practically the same signals, chose the curve for PT8, which had 
slightly higher amplitudes and a minimum of disturbances. The curve chosen 
was from test number 186, since the pressure amplitude in this test was 
higher and corresponded best to the pressure amplitude in System 80+. A 
factor in the selection was the degree of harmonicity, which, as stated above, 
should be large, and which was determined as the ratio between the 
maximum negative amplitude and the maximum positive amplitude, for the 
fundamental oscillation of PT8 from test number 186.

A change in initial gas conditions produces a change in fundamental 
frequency. In the Atom tests, with a large variety of initial conditions, the 
fundamental frequency range was from 4.8 Hz to 7.5 Hz. The figure 3.3 in 
RVE 92-056 was designed to accommodate all frequencies occurring in the 
blowdown situations. From the Forsmark plant tests, as well as the Studsvik 
and the laboratory tests, it was confirmed that the normalized pressure 



- 224 -

amplitude for frequencies between 4 and 10 Hz is covered by the value 1.0, 
and that the amplitude decreases at higher frequencies. Reference is made to 
section 2.4.6 in RVE 92-056.

29. Looking at the KAERI pressure transient curve, it seems that the 
frequency is different according to time. As time goes, the frequency 
becomes higher. How can we estimate the frequency of the forcing 
function ? The initial part of the curve looks also different from 
ABB-Atom curve.

This phenomenon can also be seen in the Atom curves. As in KAERI, the 
frequency from the first few peaks is about 5 Hz, and from the last peaks 
about 7 Hz. 

The fundamental frequency is determined from the first two positive maximum 
amplitudes. The design minimum value of 4Hz on page 19 in RVE 92-056 is 
the minimum value defined in Fig. 3.3, which is based on the full range of 
Atom tests, as stated above. Figure 3.3 can be applied also to System 80+.

The difference in the initial part of the curves is most probably due to the 
large content of gas in the KAERI case. Differences in this part of the curves 
were also observed in the Atom tests, and are attributed to differences in 
initial steam content in these tests. This part of the curve represents quite 
high frequency values, in the range of 40  60 Hz, and has no significance in 
the structural stress analysis.

30. What is your opinion on performing a full scale test in KAERI ?

The need for full scale tests depends to a substantial part on the views of 
the Korean Regulatory Authority. Atom can refer to the situation with System 
80+ in the US. The NRC has had no problem accepting the applicability of 
the Atom sparger pressure analysis methodology  without CE having to 
perform their own tests. The situation here, where KAERI has access to the 
Atom full scale test data and the Atom methodology, and in addition perform 
their own tests, must be quite favou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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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SIT 내 Fluidic Device 성능평가 및 해석 기술개발

1. SIT 내 Fluidic Device 성능평가

가. 개요

  모델실험을 통해 얻은 Fluidic Device(FD)의 성능특성 변수와 모델실험 

결과를 토대로 동역학적 상사법칙과 기하학적 상사법칙을 이용하여 실 규

모 FD의 주요부 치수를 결정하고 성능을 예측하게 되는데, 실제로 모델실

험 결과만을 활용하여 예측하게 되는 실 규모 FD의 성능에는 Euler수만

을 이용한 scale-up 방법의 불확실성 및 scale 효과에 의한 성능변화의 가

능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실 규모에서는 모델실험에서와는 달리 실제 

플랜트의 계통을 모의하여야 하므로 FD가 SIT 내부에 설치되어야 하며, 

이러한 FD 설치 위치의 변동에 의한 성능변화의 불확실성도 내재된다.  

따라서 모델실험을 통해 개발된 scale-up 방법에 따라 실 규모의 FD를 

설계하고, 실험을 통해 그 성능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실 

규모 FD의 성능확인 실증실험이 계획되었다.  실 규모 성능실험에서는 모

델 실험 결과를 토대로 최적의 실 규모 FD를 설계하고, 사용 계통조건을 

최대한 반 한 실험조건에서 실험을 수행하여 요구 성능을 만족하는 FD

를 확인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실험을 통해 확인되어야 할 주요 성능은 

다음과 같다.

   - 유량전환 성능 : FD의 목적이 고 유량으로부터 저 유량으로 급격한 

2단 유량제어에 있으므로 SIT 유량방출 총 기간과 관련하여 FD에서 가장 

중요한 성능특성이다.  유량전환 성능은 FD의 형상에 의해 결정되며, FD

가 작동할 때 즉, 탱크 내 수위가 수관(stand-pipe)선단 이하로 떨어져 유

량전환이 되는 전, 후의 배출유량의 비가 된다. 이것은 유량전환 전, 후의 

유로 손실계수(K 값 또는 Euler수)의 비로도 나타낼 수 있다.  계통 안전

해석에서는 K 값을 사용하게 되므로 실제 실험에서는 고 유량 배출조건

의 K 값과 저 유량 배출조건의 2개의 K 값을 찾는 것이 된다. 

   - 최대 유량 성능 : 이것은 LOCA 후 초기 방출 및 재 충수 기간의 

SIT 안전주입수의 노심 냉각능력에 관계되므로 FD 성능에서 만족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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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제한사항이 된다. FD에서 최대유량은 방출부 throat 직경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throat 직경은 FD의 scale-up 비를 결정하는 기준

이 된다. 

   - 운전의 안정성 : 차세대원자로의 FD는 별도의 외부 동력 없이 피동 

작동되도록 구현되므로 필요한 유량전환을 얻기 위해 제어구 측에 별도의 

가압 mechanism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다.  FD의 제어구와 공급구 전단

에서는 탱크 내압이 서로 같게 작용하므로, 유량전환이 일어나지 않는 안

전주입 초기에는 제어구와 공급구의 전 압력은 서로 같다.  그러나, 유량

전환이 일어나면 수관과 연결되는 공급구는 수관 내의 수위가, 공급구는 

탱크 내의 수위가 각각 정압으로 작용하므로, 이 때에는 양측의 압력 차는 

각각의 수위 차가 된다.  수관에서의 수위특성은 FD의 운전 안정성과 관

계가 있다.  왜냐하면, 유량전환 후에 수관 내 수위가 빨리 손실되면 탱크 

내의 질소가스가 계통 내로 조기에 주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

험에서는 유량전환 직후의 수관 내의 수위특성이 중요한 관심사가 된다.

  이미 모델실험을 통해 유량전환 비 3:1을 낼 수 있는 FD의 주요부 형상

(방출구 직경de, 와류실 직경 D, 와류실 높이 h, 공급구 슬롯 폭 Ss, 및 제

어구 슬롯 폭 Sc)을 제안하 으며 실 규모 실험에서는 이 값들을 이용하

여 Euler 수를 사용한 scale-up을 통해 실 규모의 FD를 설계하게 된다. 

  실 규모 실험에서는 scale-up 된 FD의 각 성능 특성이 확인되어야 한

다.  실 규모 실험은 차세대원자로 계통성능 검증기술개발과제에서 수행하

게 되며 본 과제에서는 실 규모의 FD 성능평가 실험을 위한 계통설계자

로부터의 실험요건의 확인, 실 규모 FD 성능예측, 실험설비 설계지원, 실

험용 FD의 설계 및 실험결과를 평가하는 업무가 주로 수행되었다.  실험 

지원 업무로는 실험담당자와 실 규모 성능 실험용 FD 구조 및 탱크 내 

설치 방안 협의, 실 규모 실험용 FD 공급자와의 연계협의 및 상세 설계도

면 및 강도계산서 등 제작관련 문서를 검토하 다. 

나. 실 규모 FD 성능평가 실험 지원



- 227 -

(1) 실험 요건 확인 

  본 과제에서 FD 성능의 정량적 목표는 유량전환비 3:1 이상 및 유량방

출시간 150초 이상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최종 사용자 관점에서  

차세대원자로 NSSS 계통설계자 요건이 중요하다.  따라서, 실 규모 FD의 

성능실험 조건 및 요건의 확정을 위해 NSSS 계통설계자인 KOPEC과 성

능/안전해석 담당 분야인 KNFC의 실무자 간 기술협의를 하 으며(　‘00. 

4. 25), 그 결과를 PM  메모 NRD/ND-00010M (　 '00. 5. 15) 및 

NND/RD-00002M (　'00. 6. 28)로 확인하 다.  모델실험에서 참조하 던 

계통조건과 실 규모실험에서 요구된 계통요건의 주요 변경사항은 SIT 후

단 배관 K 값 및 배관 단면적과 SIT 배출관 입구-원자로 주입구간 수위 

차등으로 세부 사항은 그림 3.3.1 및 표 3.3.1과 같다. 

P2=0.1 barg, Peak flow=3702 m
3/h(1028 kg/s), Ref. area=0.052 m2 

그림 3.3.1  차세대원자로 SIT 설치환경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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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  차세대원자로 FD 설치관련 계통 주요환경 변수 

구분 기존 값 변경된 값 비고

1. Peak Flow rate, lbm/s(m
3
/h) 1,723(2,835)

2. Initial Gas Pressure, psia(barg) 584.7(39.3)

3. Additional Hydraulic Head Driving 

the injection Flow

- Tank Water Level (탱크바닥기

준), ft(m)

- SIT 배출관 입구와 원자로 주입

구 간의 level 차, ft(m)

- Total driving head, m(bar) 

25.9(7.9)

약 15 11.04(3.4)

11.3(1.1)

4. SIT 후단 배관에 대한 K-factor 및 

배관 size

- K 값(FD 제외 계통배관 값)

- 배관 단면적, ft
2

  . SI nozzle to SI-215/245

  . SI-215/245 to DVI nozzle

9

0.559

6

0.753

0.559

5. Standpipe 상단tip 상부 탱크부피, 

ft3(m3)  
1,600(45.31)

6. SIT 주요부 치수, inch

- 원통부 내경

- 탱크 내부 높이(m)

108

467 472(11.86)

7. 기타

- Density of water, kg/m
3

- Polytropic index

1,000

1.16

  안전해석 분야에서 요구하는 성능요건은 최대 유량 950kg/s 이상, 고유

량 방출시간 30초 이상 그리고 최소유량 214.5kg/s 이상을 만족하는 것이

다.  그림 3.3.2는 FD 성능요건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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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  FD 성능 요건 (KNFC SA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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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 규모 FD 성능예측 모델

      (가) 기본 가정 및 절차  

  실 규모 FD의 설계 및 성능예측은 모델실험 결과를 최대한 이용한다. 

주입유량은 FD 전, 후단의 압력에 의해 지배되므로 무차원 Euler 수로 상

사시켜 최대유량을 기준으로 scale-up rule을 적용하여 실 규모 성능을 모

의한다.  실 규모의 FD 설치 환경은 NSSS 설계자가 제공한 계통구성 자

료를 사용한다.  즉, KNGR의 ECCS의 안전주입 유로는 SIT, FD, 체크밸

브 2개,  MOV 1개와 SIT  로부터 DVI 주입노즐까지의 연결배관 등으로 

구성되며 SIT 후단 배관은 ID=0.258 mm이며 후단 배관에 의한 총 압력

손실계수는 6으로 가정한다. 모델계산 결과에 의해 구한 FD 특성을 실 규

모 규격으로 scaling-up하는 절차는 그림 3.3.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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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  FD 주요 유로 형상 scale-up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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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L)p = (EuL)m

De=[8(EuL)pρQp
2/π2∆Pp]1/4

Scale factor = (De)p/(De)m

Determine Major Geometries of FD by Multiplying the
Reference Dimensions of Model by Scale Factor

(                            )

Calculation of FD Head Loss,

systremaTfd PHPPP ∆−+−=∆ 'γ
fdP∆

aT PP ,
systemP∆

'H

cs SShD ,,,

Prediction of Discharge Flow Characteristics by;
- Using Valid 8 Code or

- Calculating equivalent K Value

      (나) Scale-up rules 

  FD의 성능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Euler수로 결정된다. 이는 AEA 

Technology에서 수행한 많은 실험에서 실험적으로 입증되었다.[3.3-1] 이

외에 Reynolds수도 FD의 성능에 향을 미칠 수 있으나 FD를 흐르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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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는 대부분의 운전 역에서 난류이므로 이는 미미하다고 판단하 다. 

   Eu = 
Δp

0.5ρ u 2
 = 

Δp

0.5ρ Q/A 2  = 
Δp π 2 de

4

8Q 2ρ (3.3.1)

  Euler수는 hydraulic에서 널리 사용하는 마찰에 의한 수두 손실계수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즉

   K =  
Δp π 2 de

4

8Q 2ρ  (3.3.2)

로 쓸 수 도 있다. 이를 유량으로 표시하면

   Q =  
Δp π 2 de

4

8Kρ  (3.3.3)

이며 여기서 Δp, de, π, ρ는 상수이거나 모델과 prototype에서 같은 값을 

가지므로 유량은 단지 K 만의 함수이다.

   Q  ∝ 
1
K  (3.3.4)

최대유량일 때와 최소유량일 때의 조건을 각각 1, 2라고 하면

   
Q 1  ∝ 

1
K 1, tot

 = 
1

K 1+Kp  (3.3.5)

   
Q 2  ∝ 

1
K 2, tot

 = 
1

K 2+Kp  (3.3.6)

여기서 K 1, tot, K 2, tot는 각각 FD의 압력손실계수 K 1, K 2를 포함한 전체 

배관의 압력손실계수이다. 따라서

   
Q 1
Q 2
 = 

K 2+Kp
K 1+Kp  (3.3.7)

  모델실험 결과를 prototype으로 scale-up하기 위해서 Q max , 즉 Q 1을 참

조 값으로 하기로 한다.  모델과 prototype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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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p
(Eu)m

 = 
(K) p
(K)m

 = 
(Q 2/d4e)m

(Q 2/d4e) p  (3.3.8)

  모델과 prototype에서 Euler수 (또는 K)가 같아야 하고, 이 때 Qm, dm,

Qp (=Q 1, or Q max )은 이미 알고 있는 값이므로 de를 구할 수 있다. 즉 

FD설계의 기초가 되는 출구의 크기가 결정된다.  반대로, prototype에서 

원하는 유량 곡선을 알고 있을 때 모델에서의 조건을 정하기 위해서는 식 

(3.3.7)을 이용하면 된다. 이 때 K 1, K 1, Kp는 모두 알고 있는 값이므로 

모델에서 parameter들을 적당히 변화시키며 Q 1/Q 2를 찾아내면 될 것이

다.

(3) 실 규모 FD 주요 제원 설계 및 성능예측

      (가) 압력손실 계수 (K 값) 계산 

  Euler수는 관성력과 유동저항(압력손실) 관계를 설명해 주는 무차원 수

로서 이것은 또한 손실계수와 관계가 있다.  Euler수의 정의를 식으로 표

현하면 Δp/(0.5ρu2)가 된다.  따라서, 예를 들어 FD의 작동 전 고유량 

배출운전에서의 오일러 수(EuL)=

Pc-Pe
1
2
ρu 2  로 정의된다.  여기에서 u는 

토출구 throat에서의 steady한 유속 값이다. 모델실험[3.3-2]에서 확보한 

Euler 수는 표 3.3.2에서와 같이 고유량 시와 저 유량시에 각각 2.66 및 

26.4의 값을 갖는다(유량전환비는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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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  실험에서 구한 FD 주요 무차원 수  

(FD의 토출 throat 구경 기준)

무차원 Parameter Value

EuL (high flow 시) 2.66

EuH (low flow 시) 26.4

p' (압력손실계수) 0.015

      (나) 실 규모 FD 주요 제원 결정

  FD에서 Scale-rule을 적용하여 결정이 가능한 FD의 주요 형상치수 챔

버의 토출구경(De), 챔버의 직경(D), 챔버의 높이(H)과 유입구의 slot 폭

(Ws 및 Wc)이다. 

       ① FD 설계조건

         . Peak flow: 3,702 m
3/hr

         . SIT initial gas pressure: 39.3 barg

         . Additional hydraulic head driving the flow: 1.1 bar 

         . K-factor for the system, excluding the fluidic device: 6 on a  

          reference diameter of 0.258 m (ID=10.13 inches), 

          (Area : 0.0523 m2)

       ② 축소모델과 실 규모간의 상사 적용식

         . Euler 수, (EuL)m=(EuL) p=2.66, 

          또는, 

ꀎ

ꀚ

︳︳︳

Δp
1
2
ρu 2

ꀏ

ꀛ

︳︳︳
m

=ꀎ

ꀚ

︳︳︳

Δp
1
2
ρu 2

ꀏ

ꀛ

︳︳︳
p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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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실 규모 FD의 주요치수 계산

         . Pressure drop across the system, excluding the fluidic       

           device:

                                                             

ΔP =
8KQ 2ρ

π 2d 4

= 8×6×1000×[ 37023600 ]
2

×π - 2×0.258 - 4×1×10 - 5

= 23.24 bar
  

         . Total pressure drop to be sustained by system:

          39.3+1.1=40.4  bar

         . Pressure drop across fluidic device:

          40.4-23.24=17.16  bar

         . Required exit port diameter for fluidic device(De):

         

ꀎ

ꀚ

︳︳︳

Δp
1
2
ρu 2

ꀏ

ꀛ

︳︳︳
p

=EuL=2.66

과 u=
Q
A 의 관계로부터, 

         

De =
4 8EuLρQ 2

π 2ΔP

= 1000 4
8×2.66×1000[ 37023600 ]

2

π 2×17.61×10 5

=191
         

         . Scale-up factor:

         
(De ) p
(De)m

=
191
50
= 3.8

         . FD의 주요부 치수 

          Outlet Nozzle Diameter (De) : 50 x 3.8 = 191(mm)

          Supply Port Slot Width (Ws) : 16.35 x 3.8 = 62.4 (mm)  

          Control Port Slot Width (Wc) : 16.35 x 3.8 = 62.4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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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mber Diameter (D) : 460 x 3.8 = 1,757 (mm) 

          Chamber Height (h) : 60 x 3.8 = 229 (mm)

 이상의 계산 결과를 정리하면 표 3.3.3과 같다.

표 3.3.3  실 규모 FD 유로 주요부 치수 계산결과 

Peak flow, m3/h 3,702

Initial gas pressure, barg 39.3

Additional hydraulic head, bar 1.1

System K-val. 6

EuL 2.66

Density 1,000

Pipe area, m2 0.0523

System press. drop(excl. FD), bar 23.24

Total system pressure drop, bar 40.4

FD pressure drop, bar 17.16

De, m 0.191

Scale factor 3.8

Outlet nozzle dia.(De), mm 191

Supply slot width, mm 62.4

Control slot width, mm 62.4

Chamber dia., mm 1,757

Chamber height, mm 229

      (다) 실 규모 K 값 예측

  실 규모 FD의 K 값을 계산하기 위한 성능예측 코드가 실험결과를 평가

한 결과 작성되었다. 이 성능예측 코드에서는 무차원 변수인 p', EuL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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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H  값과 FD 토출노즐의 직경(De)를 입력 값으로 사용하여 계통에서 필

요한 수위, 압력 및 유량의 시간에 대한 변화를 모사한다.  또한 계통압력 

등 계통조건과 형상치수를 입력으로 사용하여 필요한 scale의 FD의 특성

을 찾아낼 수 있게 하 다.

  성능예측 코드 이름은 “VALID8"로서 FORTRAN으로 program되어 있

다.  코드 계산을 위해 입력으로 사용되는 3가지의 data file은 각각 다음

과 같다.[3.3-3]

       ① PRELEV.dat 

이 data file에는 다음과 같이 실험설비에서 구현되었던 압력 및 수위계의 

설치위치(location)에 대한 변수 정보가 포함된다. 

       ② TANDAT.dat

이 data file에는 다음과 같이 탱크에 대한 geometry 및 물리적 특성 값에 

대한 변수 정보가 포함된다.  괄호 내의 값은 설정된 값으로 그 단위는 SI 

단위와 Imperial 단위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 TUNIT : 사용단위 구분 즉, S=SI unit, I=Imperial unit (S)

    . TANDIA : 탱크 내경 (2.74)

    . TANHI :  탱크 내부 높이 (11.86)

    . PIPLEV : Standpipe 상부의 탱크 부피 (45.31)

    . KDOWN :  FD 하류 배관의 손실계수 (6)

    . DREF :  손실계수 계산을 위한 참조직경 (0.258)

    . DVALVE : FD의 throat 부 직경 (0.191)

    . WATDEN :  유체의 도 (1,000)

    . GAMMA :  Polytropic index, 기체 팽창계수 (1.16)

    . SPIDIA : Standpipe 직경 (0.258)

       ③ VALDAT.dat

이 data file에는 다음과 같은 FD의 성능 무차원 변수인  EuL, EuH  및 p'  

값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  괄호 내의 값은 default로 설정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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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L (2.6)

    . EUH (26)

    . PRAT (0.015)  

실 규모의 탱크 및 FD data를 입력으로 초기의 가스압력 39.3barg 및 정

격 탱크수위 7.9m로 하여 VALID8로 계산한 실 규모 FD의 FD 후단 배관 

기준 K 값은 그림 3.3..4과 같다.  따라서, FD 작동조건에 따라 예측된 

FD의 압력손실 계수는 표 3.3.4와 같이 요약된다. 

표 3.3.4  압력손실 계수 (K 값) 계산결과 요약

(FD의 후단 배관구경 기준)

구분
배관 

손실계수
FD 손실계수 계

1) FD 작동 전 (high flow 시) 6 8.5 14.5

2) FD 작동 후 (low flow 시) 6 85 91

 

그림 3.3.4  압력손실계수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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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계통에서의 주입유량 계산

  비상노심냉각계통 배관의 주입유량 산정을 위해서 원자로에 연결된 배

관이 파단되는 대형냉각재상실사고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안전주입유량은 

SIT와 원자로의 DVI 주입부위의 압력차( ΔP),  유로의 압력손실계수( ζ)

및 주입구와 탱크 내 수위의 수두차( ρgh)에 의해서 결정된다. 

안전해석결과로부터 얻은 자료를 참조하면, 대형 냉각재상실사고 시의 원

자로의 DVI 주입부위의 압력은 다음의 식으로 근사될 수 있다.

14<time<25 sec

   PR, t=-82.4864 4+660.58517×e
(- t-14.009

6.65179 )
25≤time<150 sec

   PR, t=23.83689+12.52908×e
(- t-30.459

36.27498 )                      (3.3.9)

여기서 PR, t  의 아래첨자 R은 원자로를, t는 임의시간을 나타낸다.

ECCS 작동시 SIT의 냉각수 주입에 따른 SIT 내의 가스압력은 외부로 부

터의 열전달을 무시한 단열조건(Isentropic condition)을 가정하여 계산한

다. 단열조건을 가정할 경우에 비상냉각탱크내의 압력은 다음의 관계식으

로부터 구할 수 있다.

   PT, t(VT, t)
k=PT, t 0(VT, t 0 )

k

   PT, t=PT, t 0(
VT, t0
VT, t )

k

                                      (3.3.10)

 여기서 아래첨자 T  는 SIT를 나타내며, t  는 임의시간, t 0는 초기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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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며 k는 정압비열( Cp)과 정적비열( Cv)의 비인 비열비( Cp /Cv)를 

나타낸다.  비열비는 이상기체를 구성하는 구성원소의 원자수에 따라 단원

자는 1.66, 2원자는 1.4, 3원자는 1.33의 값을 나타낸다.  질소가스는 2원자 

이상기체로 구분되므로 비열비( k)는 1.4 값을 갖는다.

임의시간( t)에서 ECCS로부터 원자로로 주입되는 냉각수의 유속은 다음의 

관계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ΔP) t=(PT-PR) t+ρgh=(ζ × 
ρv 2

2
) t

   (ΔP) t=(PT-PR) t=
ζ×ρ
2
(v
2 ) t

   v t=
2(ΔP) t
ζ×ρ                                             (3.3.11)

여기서 ρ는 유체의 도를, g는 중력가속도를, h는 주입구와 탱크 수위

의 수두차를 나타내며, ζ는 유체의 배관 및 FD에서의 압력손실계수를, v

는 배관에서의 유속을 나타낸다.

따라서, 단위시간 dt  동안 주입되는 냉각수의 체적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

다.

   ΔVT= v×A×dt                                           (3.3.12)

여기서 A는 ECCS 배관의 단면적을 나타낸다.

냉각수(water)를 압력에 따른 도변화가 없는 비압축성 유체로 가정하고, 

유속에 따라 배관 및 FD의 압력손실계수가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SIT 냉각수 방출에 따른 임의시간( t) 에서의 SIT의 가스 체적( VT, t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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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관계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VT, t=VT, t 0+
⌠
⌡

t= t

t= t 0

2(ΔP) t
ζ×ρ

Adt=VT, t 0+
2
ζ×ρ

A⌠⌡

t= t

t= t 0
(ΔP) t dt      

                                                             (3.3.13)

이상의 상관식을 사용하여 부록 A와 같은 Fortran 프로그램으로 탱크압력

과 주입유량 변화를 계산하 다.  계산결과는 그림 3.3.5와 같다.

 

그림 3.3.5  Injection Flow rate per 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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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설비 및 FD 상세 설계 

      (가) 실험장치

  실 규모 실험에 사용될 FD의 SIT 내 설치개념/형상은 그림 3.3.6과 같

은데 모델 실험과 비교하여 볼 때 주요한 차이점은 실 규모 실험에서는 

FD가 plant의 실제 설치위치와 일치할 수 있도록 SIT의 내부에 설치되게 

되므로 FD의 설계 및 SIT 내에 설치할 때에 제약이 더 많게 된 점이다.  

실 규모 FD는 SIT내 재고물량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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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바닥에 가장 가깝게 설치되도록 설계되었으며, 수관은 FD upper 

case(closure plate)의 중앙에 위치한다.  공급구의 방향은 모델실험과는 

달리 공급구의 방향과 같은 입구가 위로 열려있어 FD의 상부판(partition 

plate)으로 관통하는 배관을 통해 와류실의 입구 노즐로 연결된다. FD 와

류실의 유로는 가능한 한 모델실험의 유로와 상사성이 유지되도록 설계하

다. 

 

그림 3.3.6  실 규모 실험용 FD 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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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7은 실 규모 실험장치(test loop)의 개략도이며 그림 3.3.8은 실

험장치의 전경 사진이다.  그림 3.3.7에서와 같이 실 규모의 성능실험 장치

는 실험장치 본체, 압축공기 공급계통, 순환수 공급계통, 데이터 획득장치

(DAS) 및 제어계통, 유압 이송기기 등으로 구성된다. FD를 통한 유량전

환 성능에 가장 큰 향을 주는 것은 FD 전, 후단에 걸리는 압력이므로 

실 규모 실험에서도 모델실험에서와 같이 압력 및 수위 조건이 실제 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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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자로 계통 환경의 값과 최대한 같게 모의하도록 실험장치를 설계하

다.  탱크 및 FD 전, 후단에는 압력 및 차압계를 설치하고 탱크 및 수관

의 수위 계측에는 차압수위계를 사용하 으며 특히, 수관 내의 수위변화를 

정 측정하기 위해 conductivity probe를 부착하 다. FD 후단배관에는 배

관 손실계수를 모의하기 위해 오리피스를 설치하고 실험에서 방출유로의 

신속한 개방을 공압밸브를 설치하 다.[3.3-4] 

그림 3.3.7  Schematic diagram of the VAPER test 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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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 : Level Transmitter
  PT : Pressure Transmitter
  PI :  Pressure Indicator
  TE : R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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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8  FD 실 규모 실험장치의 전경 사진

  그림 3.3.9는 실험장치의 주요부 치수 및 계측기 위치를 표시한 그림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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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9  실 규모 성능실험 장치의 주요부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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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실험용 FD

  그림 3.3.10에서부터 그림 3.3.13은 실험용 FD의 구성 주요 부품의 상세 

도면을 보여준다.  FD는 교체 및 취급이 용이하도록 4쌍의 삽입판(insert 

plate)과 배출구 삽입노즐(exit nozzle insert) 형태로 설계되었다. 원통형 

와류실에는 축 방향의 배출구와 원주방향의 등 간격으로 배치된 각 4개의 

반경방향 공급구 및 접선방향의 제어구가 있으며, SIT 내 수위의 변화에 

의해 유량전환이 되도록 공급구의 전단은 SIT 내에 수관으로 연결된다. 

공급유량은 FD 상부 판에 설치되어 있는 4개의 플랜지를 통해 들어오며 

공급구의 수관은 삽입판의 교체 작업시 분리될 수 있도록 플랜지에 의해 

FD 상부 판과 체결되어 있다. 삽입판은 교체 시 분해 및 조립이 용이하도

록 SIT내의 지지구조물에 볼트로 연결되어 지지된다. FD는 실험 시 와류

실 내에서의 압력강하로 인한 외압에 견딜 수 있는 두께를 가진다. 방출구

과 연결되는 후단배관은 4°의 경사를 갖는 디퓨저로 설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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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1  FD 삽입판(insert plate)

그림 3.3.12  FD 배출구 삽입노즐(exit nozzle ins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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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3  FD 방출부 diffuser 

  본 실험에서는 3종류의 삽입 판을 사용하게 되는데 와류실의 높이에 따

라 FD-1과 FD-2로 구분하고 FD-2는 다시 입구 노즐의 크기에 따라 

FD-2a와 FD-2b로 분류한다.  사용된 삽입 판의 주요 제원은 표 3.3.5와 

같다. 방출노즐은 노즐 목(throat) 지름이 각각 191 , 175 및 145mm인 3종

류가 사용되었다.  사용된 수관의 선단까지의 높이는 3.106m이다.

표 3.3.5  Major dimensions of tested FD

                         (Full-scale test)

Geometry FD-1 FD-2a FD-2b

Ws, (mm) 62.4 38.3 100

Wc, (mm) 62.4 34.5 34.5

D, (mm) 1334 1334 1334

h, (mm) 229 140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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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실험방법

  실험은 실험용 FD를 설치한 다음 FD 배출구 후단에 설치된 공압 밸브

를 닫은 후 탱크 내 수위 및 공기 압력을 실험의 설정 값으로 맞춘 다음 

공압 밸브를 다시 열어 탱크의 물이 FD를 통해 빠져 나오도록 하고 이때

의 FD 입, 출구의 압력, 유량 및 탱크와 수관의 수위를 측정함으로써 수

행된다.  본 실험에 적용되는 표준 실험조건은 탱크 내 초기 물 체적 

45.31m3, 가스 압력 40 bar, 탱크 수위 7.9m 및 수관 상부의 물 체적 22.65 

m
3이며, 시험용 물의 온도는 상온으로 한다. 

(5) 실험 결과 평가 및 고찰 

실험 matrix에 따라 와류실 형상이 서로 다르게 조합된 총 8종류의 실

험이 수행되었는데 각 실험에 대해 반복실험을 각각 1회 추가로 수행하

다.  이들 각 실험에 대해 FD 유로형상 데이터 및 초기 조건을 요약한 것

이 표 3.3.6이고, 실험결과로 생산된 FD 주요 성능변수를 요약한 것이 표 

3.3.7과 같다. 



- 249 -

표 3.3.6  실험 FD 형상 및 실험초기 조건 요약 

* : 불확실한 실험이므로 데이터로 사용하지 않음

** : 탱크 내 수위를 약 1 m 높여서 실험 수행

*** : 제어구 2개를 막고 실험 수행 

01/11/208.02440.0016710036139175FD-2TEST-II(c)-C-L-1Test 8-1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Angle

139

229

229

229

139

139

229

229

139

139

139

229

229

h

36

31

62

62

35

35

62

62

35

35

35

62

62

Sc

100

62

62

62

38

38

62

62

38

38

38

62

62

Ss

01/8/178.0240.17175FD-1TEST-I-C-L-1bTest 7b

01/7/128.1239.86145FD-1TEST-I-B-L-1bTest 5b

01/6/167.9338.43145FD-2TEST-II(a)-B-L-3Test 4-1

01/8/28.940.00191FD-2TEST-II(a)-A-H-1bTest 6b

01/9/78.0239.94175FD-1TEST-I-C-L-2Test 7-1***

01/10/158.02540.00175FD-2TEST-II(b)-C-L-1Test 8

TEST-I-C-L-1a

TEST-II(a)-A-H-1a

TEST-I-B-L-1a

TEST-II(a)-B-L-2

TEST-II(a)-B-L-1

TEST-I-A-L-1

Test ID(실험분야)

FD-1

FD-2

FD-1

FD-2

FD-2

FD-1

FD-1

FD ID

01/6/128.0540.41145Test 4

01/7/318.94939.95191Test 6a**

01/8/148.0140.12175Test 7a

01/7/3

01/6/1

01/5/2

01/4/19

Test Date

7.9939.61145Test 5a

8.0339.46145Test 3

8.0541.3191Test 2

7.9840.6191Test 1*

Water 
level
(m)

Tank 
pressure
(bar g)

DeTest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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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h

36

31

62

62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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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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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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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7/128.1239.86145FD-1TEST-I-B-L-1bTest 5b

01/6/167.9338.43145FD-2TEST-II(a)-B-L-3Test 4-1

01/8/28.940.00191FD-2TEST-II(a)-A-H-1bTest 6b

01/9/78.0239.94175FD-1TEST-I-C-L-2Test 7-1***

01/10/158.02540.00175FD-2TEST-II(b)-C-L-1Test 8

TEST-I-C-L-1a

TEST-II(a)-A-H-1a

TEST-I-B-L-1a

TEST-II(a)-B-L-2

TEST-II(a)-B-L-1

TEST-I-A-L-1

Test ID(실험분야)

FD-1

FD-2

FD-1

FD-2

FD-2

FD-1

FD-1

FD ID

01/6/128.0540.41145Test 4

01/7/318.94939.95191Test 6a**

01/8/148.0140.12175Test 7a

01/7/3

01/6/1

01/5/2

01/4/19

Test Date

7.9939.61145Test 5a

8.0339.46145Test 3

8.0541.3191Test 2

7.9840.6191Test 1*

Water 
level
(m)

Tank 
pressure
(bar g)

DeTest ID

표 3.3.7  FD 주요 성능변수 요약(실험결과)

3.1:1815816401351,000TEST-II(c)-C-L-1Test 8-1

8

8.5

8

8

8

8

7.6

7

16

2

18

19

Kpiping

70

35

70

70

85

90

100

100

100

100

110

65

Air 
discharge 

time

14

9

18

18

26

26

45

44

63

72

66

7

Khigh

155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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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60

250

181

180

458

500

450

55

Klow

2.4:1901,000TEST-I-C-L-1bTest 7b

2.0:1110800TEST-I-B-L-1bTest 5b

2.7:1180725TEST-II(a)-B-L-3Test 4-1

3.2:1200850TEST-II(a)-A-H-1bTest 6b

4.1:11301,225TEST-I-C-L-2Test 7-1

3.3:11601,175TEST-II(b)-C-L-1Test 8

TEST-I-C-L-1a

TEST-II(a)-A-H-1a

TEST-I-B-L-1a

TEST-II(a)-B-L-2

TEST-II(a)-B-L-1

TEST-I-A-L-1

Test ID(실험분야)

975

950

775

725

725

1,050

Peak 
flow

(kg/s)

2.6:1180Test 4

3.1:1200Test 6a

2.3:190Test 7a

2.0:1110Test 5a

2.6:1180Test 3

2.8:185Test 2

TDR
(@ K)

Total 
duration

Test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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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I-C-L-1a

TEST-II(a)-A-H-1a

TEST-I-B-L-1a

TEST-II(a)-B-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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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I-A-L-1

Test ID(실험분야)

975

950

775

725

725

1,050

Peak 
flow

(kg/s)

2.6:1180Test 4

3.1:1200Test 6a

2.3:190Test 7a

2.0:1110Test 5a

2.6:1180Test 3

2.8:185Test 2

TDR
(@ K)

Total 
duration

Test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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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4는 FD-1에 대한 방출유량 특성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FD-1

에서는 Test 2, Test 5a 및 Test 7a는 각각 방출구 노즐이 191, 145 및 

175로 하여 실험한 것이다.  FD-1의 최대 방출유량은 1,050에서 790kg/s

의 범위에 있는데  이 값은 방출노즐의 면적에 직접 관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Test 5a에서 Test 7a로 방출노즐 면적이 46% 증가할 때 최대

유량은 약 26% 증가되었으며, Test 5a와 같이 방출노즐 면적이 74% 증가

할 때 최대유량은 약 35% 증가되어 방출노즐 면적 증가의 폭이 클수록 

최대유량 증가의 폭은 점차 완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저 유량에서도 방

출노즐의 면적의 증가에 따라 방출유량이 증가하는 유사한 경향으로 변화

를 보이지만 그 변화의 폭은 고 유량에 비해 더 작은 것을 볼 수 있다.  

FD-1에서 유량전환율은 2.0에서 2.8의 범위에서 변하며 이 값은 방출노즐

의 크기에도 관계하지만 제어구 면적 대비 방출구 면적의 비(Ac/Ae)와도 

관계됨을 알 수 있다.  즉, Ac/Ae의 값이 작아질수록 TDR은 커지는 경향

이 있다.  Test 7-1은 Test 7a의 FD로부터 4개의 제어구 중 2개를 차단

하여 수행한 실험으로써 제어구의 면적을 반으로 줄인 경우의 효과를 확

인한 것이다.  이 때에는 Test 7a에 비해 최고유량 또는 고 유량 방출유

량이 상승하 으며 저 유량 역에서도 유량이 현저히 줄어들어 결과적으

로 4.1 정도의 큰 TDR을 얻을 수 있었다.  이 때 고 유량 역의 유량증가

는 유량전환이 일어나기 전에는 제어구 측으로 들어오는 유량이 공급구의 

약 절반이 됨에 따라 입구 역에서 들어오는 유량을 방해하지 않아 와류

실 내에서 원만한 유로가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저 유량 역

에서는 공급구 면적이 반감됨에 의한 유량 감소가 일어난 것으로 생각된

다.  물론 이 경우에는 급격한 유량전환이 일어남에 따라 수관 내 수위특

성이 매우 불안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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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4  FD-1의 방출유량 특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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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5는 FD-2에 대한 방출유량 특성을 보여주는 그립인데 FD-2

는 와류실 높이가 FD-1에 비해 작으므로 전체 방출유량이 FD-1에 비해 

작다.  FD-2 내에서의 방출유량 특성은 앞에서 살펴본 FD-1의 경우와 대

체로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Test 3과 Test 6a의 특성을 비교

해보면 방출노즐 면적이 74% 증가할 때 최대유량은 약 31% 증가되었다.  

반면, 저 유량부분은 큰 변화가 크지 않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전반

적으로 FD-1에 비해 FD-2에서는 저 유량부분은 큰 변화가 크지 않은 것

을 알 수 있다.  FD-2의 유량전환율은 TDR은 2.6에서 3.1의 범위에서 변

하여 FD-1의 경우보다 조금 커 졌다.  FD-2는 제어구 면적 대비 방출구 

면적의 비(Ac/Ae)의 값도 FD-1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값을 가졌다. 

Test 8 및 Test 8-1은 Test 3이나 Test 6a에 비해 공급구의 크기를 약 

2.6배 늘린 것이다.  Test 8과 Test 3의 결과를 FD-1의 경우와 서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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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면 방출 노즐 면적에 의한 유량특성의 변화는 거의 유사한 것으로 

생각되나, 공급구 면적의 큰 증가는 고 유량 역의 유량을 더욱 상승시키

는 효과를 가져와 결과적으로 유량전환율이 더 크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

다.  Test 8-1은 Test 8의 형상으로부터 제어구의 각도를 와류실 원주 접

선방향으로부터 7°기울어지게 가공(단, Wc=36)하여 실험한 것인데, 이 때

에는 최대유량 및 고 유량 값을 낮추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경우는 

앞에서의 Test 7-1의 경우와 반대로 입구 역에서 제어구 측으로 들어오

는 유량이 공급구로부터 들어오는 유량을 더욱 방해하게되어 와류실 내에

서 마찰손실을 가져와 유량이 감소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보

면 방출구 면적과 제어구 면적을 변화에 의해 고유량 및 저 유량 특성이 

모두 변화되어 결과적으로 유량전환율이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3.15  FD-2의 방출유량 특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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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6에서부터 그림 3.3.18까지는 FD-1의 수관 내 수위변화와 유

량전환 후 공기방출 특성을 각각 보여주며, 그림 3.3.19와 그림 3.3.20은 

FD-2의 수관 내 수위변화와 유량전환 후 공기방출 특성을 각각 보여준다.  

유량전환 시의 공급구로 연결되는 수관 내에서의 바람직한 수위변화는 유

량전환이 일어나면 순간적으로 수위가 급격히 떨어지더라도 유량전환 이

후에는 바로 수위가 회복되어 안정되게 유량방출이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

져야 한다.  Fig. 3.3.16 및 Fig. 3.3.17과 같이 유량전환율이 각각 2.0 및 

2.3일 때는 비교적 수관 내 수위가 형성되어 유량전환 후에도 30∼60여 초

의 기간에는 수관을 통해 공기가 방출되지 않고 운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Fig. 3.3.18과 Fig. 3.3.20과 같이 유량전환율이 각각 4.1 및 3.3일 때

는 유량전환 직후부터 수관을 통해 일부의 공기가 방출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유량전환율이 3 이상 되게 하려면 유량전환 후의 수관 내 

수위특성에 특히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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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관 내 수위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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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공기방출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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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6  수관 내 수위 및 공기방출 특성(FD-1, De=145, Sc=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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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관 내 수위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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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공기방출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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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7  수관 내 수위 및 공기방출 특성(FD-1, De=175, Sc=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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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관 내 수위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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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공기방출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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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8  수관 내 수위 및 공기방출 특성(FD-1, De=175, Sc=31) 



- 257 -

(a) 수관 내 수위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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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공기방출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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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9  수관 내 수위 및 공기방출 특성(FD-2, De=191, Sc=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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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관 내 수위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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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공기방출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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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0  수관 내 수위 및 공기방출 특성(FD-2, De=175, Sc=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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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 계통에서 파단부에서의 방출유량 특성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실험에서 구한 유량전환 전, 후의 K값을 계통에서 사

용할 수 있는 상당 K(equivalent K) 값으로 변환시켜 주어야 한다.  이 

때에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적용되는 참조배관 면적인데, 실험에서는 측정

된 유량으로부터 K 값을 산출하 으므로 이 값을 계통에서 사용할 K값으

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Ksystem= (
Apiping system
A piping test

) 2×Ktest=(
0.052
0.0656

) 2×Ktest=0.6283×K test        

                                                                    (3.3.12)

  또한, 유량전환 전, 후의 2개의 K 값으로 환산된 K 값을 사용하고 부록 

A와 같은 Fortra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통조건에서의 FD 방출유량을 

계산한 것을 요약하면 표 3.3.8과 같다. 

표 3.3.8  안전주입수 방출특성 요약(계통조건)

139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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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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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95

Total 
duration 

time
(sec)

194

197

243

155

181

110

116

308

Final 
flow 
rate

(kg/s)

259

253

334

220

274

176

184

390

Low 
flow

(kg/s)

6

6

6

6

6

6

6

6

Kpiping

8.7

5.6

11.2

16.1

27.3

44.7

41.0

4.3

Khigh

96.2

93.1

59.0

155.2

111.7

310.4

279.3

43.1

Klow

26,2942.96:17491,032TEST-I-C-L-2Test 7-1

23,9762.67:1692937TEST-II(b)-C-L-1Test 8

TEST-I-C-L-1a

TEST-II(a)-A-H-1a

TEST-I-B-L-1a

TEST-II(a)-B-L-2

TEST-II(a)-B-L-1

TEST-I-A-L-1

Test ID(실험분야)

878

790

663

552

570

1,083

Peak 
flow

(kg/s)

14,4652.53:1445Test 4

20,3852.73:1601Test 6a

22,5351.96:1656Test 7a

17,2441.89:1519Test 5a

14,9532.49:1458Test 3

27,5251.99:1778Test 2

Total 
mass 
during 
high 
flow, 
kg

TDR
(@ flowrate)

High 
flow

(kg/s)
Test ID

139

129

124

180

172

269

256

95

Total 
duration 

time
(sec)

194

197

243

155

181

110

116

308

Final 
flow 
rate

(kg/s)

259

253

334

220

274

176

184

390

Low 
flow

(kg/s)

6

6

6

6

6

6

6

6

Kpiping

8.7

5.6

11.2

16.1

27.3

44.7

41.0

4.3

Khigh

96.2

93.1

59.0

155.2

111.7

310.4

279.3

43.1

Klow

26,2942.96:17491,032TEST-I-C-L-2Test 7-1

23,9762.67:1692937TEST-II(b)-C-L-1Test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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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ID(실험분야)

878

790

663

552

570

1,083

Peak 
flow

(kg/s)

14,4652.53:1445Test 4

20,3852.73:1601Test 6a

22,5351.96:1656Test 7a

17,2441.89:1519Test 5a

14,9532.49:1458Test 3

27,5251.99:1778Test 2

Total 
mass 
during 
high 
flow, 
kg

TDR
(@ flowrate)

High 
flow

(kg/s)
Test ID

  계산결과를 이용하여 방출유량 특성을 그린 것이 그림 3.3.21과 그림 

3.3.22이다.  그림 3.3.21에서 보면 FD-1은 계통 안전해석에서 요구하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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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유량 950kg/s 이상, 고유량 방출 30초 이상 유지 및 최소유량 214.5kg/s

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으며, 그림 3.3.22의 FD-2는 유량전환비 3:1 이상, 

유량방출 시간 150초 이상의 중장기 과제목표 성능을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3.21  방출유량 특성 비교(F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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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2  방출유량 특성 비교(F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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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IT 내 Fluidic Device 유동장 해석기술 개발

가. 개요

  FD 와류실 내의 유동을 지배하는 스월(swirl) 유동장은 이론적인 비점

성 와류 싱크(inviscid vortex-sink)의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FD 와류실 

내에서의 축 방향 속도분포를 보면 와류실의 축 중심 근처에서는 강제 와

류 운동(forced vortex motion)을 하고, 축으로부터 반경방향으로 어느 정

도 떨어진 곳에서부터는 자유 와류운동(free vortex motion)을 하게 된다.  

이상적인 자유와류에서는 원주운동에 의해 생성되는 원심력이 반경방향의 

압력구배와 평형을 이루게되는데 실제 와류에서는 각 운동량의 분포가 있

으므로 이에 따라 반경방향 압력구배도 변화되어 불안정한 압력에 의한 

향으로 반경방향 및 축 방향 유동이 다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스월 

유동과 압력 장과의 coupling은 어렵게되어 결과적으로 스월 유동을 이론

적으로 단순 모델링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게 된다.  또한, 실제의 와류 싱

크 유동에서는 축 중심에서 유동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축 방향으로 방

출되는 것이므로 결국 3차원 문제가 된다.  이러한 스월 유동이 유동전환

이 일어나는 실제 FD 내부에서의 유동특성이 되어 실험이 필요하고 3차

원 해석이 필요하게 된다.  다행히, 복잡한 유동을 해석할 수 있는 전산유

체역학(CFD)의 발달과 컴퓨터 계산속도의 향상으로 인해 이러한 유동장

의 해석도 가능한 단계에 도달하 다.  

  본 과제에서는 실험에 병행하여 상용 CFD 코드인 FLUENT-5를 사용

하여 복잡한 FD의 와류실 내 큰 스월 유동장의 구조를 모의할 수 있는 

해석방법을 찾아보고 실험을 보조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

다.  먼저, 모델 실험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FD 형상의 계산격자를 구성

하여 압력경계 조건, 계산 격자 및 난류모델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 유동

장 계산모델, 시용 경계조건 및 계산격자의 타당성을 확인하 다.  실 규

모의 FD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수행하여 계산모델을 평

가하고 계산된 와류실 내부 유동장을 분석, 평가하 다. 특히, 실 규모의 

실험에서는 유량이 전환되는 시점에서 FD 입구 측 수위 불안정으로 인한 

탱크 내 가압된 공기가 조기 배출될 우려가 있음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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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실험이 추가되어야 하는데 실험에만 의존

하는 것에는 경제적, 시간적 제약이 있다. 따라서, 해석을 통해 FD의 입구

형상에 따른 FD의 와류실 내 유동특성을 평가하여 가스 배출이 없이 안

정적으로 유량전환이 가능한 입구 형상을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배출구 및 제어구 유로의 형상비를 변화시켜 계산을 수행하여 배

출유량 특성의 변화를 평가하여 형상변화에 대한 parametric study를 수

행하 다.  

전산해석은 상용코드 FLUENT-5를 이용하여 실험에서 측정된 압력 값

을 입, 출구의 경계조건으로 사용하여 유동장 계산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실험 값과 비교, 복잡한 FD 와류실의 3차원 와류 유동장의 계산모델 및 

계산격자의 타당성을 확인하 다. 이후에는 FD 입구 형상의 변화에 따른 

공급구, 제어구 양단의 속도 및 압력분포 특성을 평가하 다.

FLUENT-5는 fully implicit scheme을 사용한 유한체적법 코드로서 속

도와 같은 벡터 량과 압력, 온도 등과 같은 스칼라 양을 같은 위치에 저장

하는 non-staggered grid를 사용하며, 대류 항을 계산하기 위한 격자점 보

간은 power-law법, 2차, 고차 상류 차분법은 QUICK 방법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난류 유동 해석에 있어서는  k- ε  모델을 기본적으로 사

용하고, 강한 선회류 등의 비 등방성 문제는 RNG(Re-Normalization 

Group) k- ε  모델 과 RSM (Reynolds Stress Model)을 선택적으로 사용

할 수 있다. 수치 해법은 SIMPLE(Semi-Implicit Method for Pressure 

Linked Equation)과 SIMPLEC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다. FLUENT-5의

코드 구조는 그림 3.3.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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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3  Code structure of FLUENT-5

GAMBIT
         - geometry setup
         - 2D/3D mesh generation

M
e
s
h

SOLVER (FLUENT 5.x )

POST- PROCESSING

(Unstructured Grid, Segrigated and Coupled solver)

MODEL SETUP
- mesh control
- physical models
- boudary conditions
- material properties
- user subroutine

CALCULATION (Coupled solver)

Update properties

Solve momentum, cotinuity, energy, 
and species equations simultaneously

Solve turbulence and other scalar 
equation 

Covergence check

STOP

Y

N

Grid and Data

PRE-PROC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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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델 FD를 이용한 해석모델 평가

(1) 경계조건 모델 평가

  와류실 내 유동장은 FD 양단의 압력조건에 의해 그 특성이 결정되어 

지므로 FLUENT-5의 와류실 유동장 해석에서는 압력 값을 경계조건으로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압력경계 조건의 타당성 평가

를 위해 모델실험 결과를 참조하 다.  그런데 참조할 모델실험의 실험자

료는 FD의 scale-up에 사용되는 기본 모델로 모델실험의 밸브 #3(insert 

#2)이 선정되었으므로[3.3-4], 밸브 #3의 실험 중의 하나인 모델 Test 35의 

실험 data를 사용하 다.  실험 data의 압력 값들은 실험장치들의 복잡한 

형상 때문에 해석 역과 많은 차이가 있고 직접 계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선, 공급구와 제어구의 경계조건으로 유량을 주고 출구에는 실험에서의 

압력을 적용하고 해석하여 공급구, 제어구에서의 압력을 계산하 다. 표 

3.3.9는 경계조건 평가에 참조할 최대유량배출 시와 최소유량배출 시의 압

력과 유량에 대한 실험 값을 보여준다.  표 3.3.10 및 표 3.3.11은 참조 실

험 값과 계산 값의 비교한 것이다.  표 3.3.10은 유량 경계조건을 사용하여 

계산한 압력 값을 참조 실함 값과 비교한 것인데 최대유량배출 시 압력은  

공급구와 제어구 모두 약 3bar의 차이가 나는 계산을 하고있고, 최소유량

배출 시에는 공급구 압력이 약 2bar의 차가 나는 계산을 하고 있다. 이러

한 계산의 차이는 실험에서의 압력측정 위치와 해석에서 가정한 경계 역

의 차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사료된다. 예를 들면, 실험에서의 측정위치와 

와류실 사이에는 복잡한 배관, 밸브와 배관 직경의 변환으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러한 것을 무시하고 단순한 배관으로만 연결되었다고 가정하여 

수 계산으로 배관과 와류실까지의 압력 차를 산출해 보면 약 1.1bar가 되

었다. 

  표 3.3.10은 일차 계산에서 구해진 압력 값을 경계조건으로 적용하여 방

출유량을 계산한 것을 비교하여 보여주는데 방출구의 유량은 실험 값과 

거의 일치하는 계산 결과를 보여준다.  따라서 복잡한 배관, 밸브와 배관 

직경의 변환을 고려해 볼 때 향후의 계산에서는 공급구와 제어구의 경계

조건으로 압력 경계조건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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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도 압력 경계조건으로 하여 실험에서의 압력 값을 사용하여 와류실  

내부 유동장과 유량을 해석하 다.  최소유량배출 시 제어구의 유동중 미

세한 양이 공급구를 통하여 나가는 현상이 발생하여 계산속도가 떨어뜨리

게 되므로 공급구를 wall로 가정하여 해석하도록 하 다.

표 3.3.9  Experiment data of model test number 35

구 분 공급구 제어구 방출구

최대 유량 

배출시

압력(bar) 17.49 17.14 1.51

유량(m3/h) 129.41 132.15 261.56

최소 유량 

배출시

압력(bar) 15.54 15.04 0.88

유량(m3/h) 82.69 -0.21 82.47

표 3.3.10  Comparison of pressure between reference test data and 

calculation

구 분 참조 실험 값 계산 값

최대 유량 

배출시

공급구 압력, Ps (bar) 17.49 14.46

제어구 압력, Pc (bar) 17.14 14.42

최소 유량 

배출시

공급구 압력, Ps (bar) 15.04 -

제어구 압력, Pc (bar) 15.5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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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1  Comparison of flow rate between reference test data 

and calculation

구 분 참조 실험 값 계산 값

최대 유량 

배출시
방출유량, Qe  (m

3/hr) 261.56 260.78

최소 유량 

배출시
방출유량, Qe  (m

3/hr) 82.47 82.94

  그림 3.3.24와 그림 3.3.25는 와류실 중심 평면에서의 유량전환 전, 후의 

속도 장(velocity vector)을 보여준다. 그림 3.3.24에서 살펴보면 유량전환 

전의 최대유량 배출 시에는 주 공급구와 제어구로 들어오는 유체가 와류

실 입구 역에서 서로 만나 원만하게 출구로 진행해나가지만, 와류실 외곽

에서 여러 개의 이차유동이 발생하고 배출구 부분인 축 중심 역에서는 

와류가 발생하여 유동속도가 증가하면서 출구로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축 중심 역을 제외한 와류실 내부는 완전한 와류 유동이기

보다는 여러 개의 이차유동으로 형성된 매우 복잡한 유동을 보여주고 있

다. 이에 반하여 유량전환이 된 이후 최소유량이 배출될 때에는 와류실 내

부는 최대유량배출 시와 마찬가지로 유사한 형태의 유동 구조를 보여주고 

있으나, 와류실 내부 전 역이 강한 와류 유동 구조를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공급구 입구에서 작은 이차유동이 발생함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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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4  Velocity vector at a low swirl flow 

(chamber centerline)

그림 3.3.25  Velocity vector at a high swirl flow 

(chamber center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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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산 격자 평가

  FD 와류실 유동장 해석에서는 3차원 모델링 격자를 단순화하기 위해 

와류실 입구 노즐 상류(upstream) 공급 유로(stand-pipe 등)와 제어구의 

상단 유로에 대한 유동해석은 격자에서 제외시키고, 와류실 내의 유동 중

심으로만 해석을 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 다.

  본 연구의 관심 대상인 FD 와류실은 원통형 구조를 하고 있고, 와류실 

입구인 공급구와 제어구의 노즐 각 4개가 원주 상에 등 간격으로 배치되

며, 방출구가 수직 축 방향으로 위치하므로 축 대칭 구조가 된다. 따라서, 

그림 3.3.26과 같이 계산격자를 전체 형상의 1/4 만을 모델링하고, 대칭면

에는 cyclic boundary 조건을 적용하 다. 또한, 그림 3.3.27 (a)와 같이 와

류실의 중심부분은 singularity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O형 격자가 아닌 사

각 격자로 구성하여 중심 축에서의 오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구성하

고, 벽면의 경계층 난류의 향이 큰 와류실 상, 하 벽면 및 입, 출구 

역에 집된 형태로 격자를 구성하 다.  출구 노즐 부는 곡률이 있으므로 

그림 3.3.17 (b)와 같이 격자를 구성하 다. 

그림 3.3.26  1/4 section grid of FD vortex 

cha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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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Discharge nozzle

그림 3.3.27  Details of grid for FD vortex chamber 

  계산격자 수의 향을 평가하기 위해 기준 격자 수를 약 10만개로 하고 

이것의 전, 후로 격자 수를 증감시켜 계산, 수렴 시간 및 입구에서의 압력

계산 결과를 확인하 으며 그 결과는 그림 3.3.28과 같다.  그림 3.3.28에서 

보면,  node 수가  10만 개 이상에서는 압력이 거의 일정해 지는 경향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컴퓨터의 용량과 계산시간을 고려하여 최적계산 

격자 수는 약 10만개 정도로 결정하 다.  이후의 계산에서는 총 node 수

가 97,186개의 격자를 생성, 계산을 수행하 다.

(a)  X-Y 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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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8  Evaluation of grid sensi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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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난류모델 평가

  FLUENT의 난류유동 해석에서는 k-ε  모델을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

으며, 강한 선회류 등의 비등방성 문제 등에는 RNG k-ε  모델 과 RSM 

모델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FD 해석에서는 최대 유량 배

출시 와류실 내부의 유동장은 복잡한 유동형상이 발생하고 중심부분에서 

와류가 형성되므로 RNG k-ε  모델을 적용하고, 최소 유량 배출 시에는 

와류 해석에 비교적 잘 맞는 RSM를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본 계산에서는 최소 유량 배출시 계산에서 RSM 모델과 RNG k-ε  모델

과 k-ε  모델을 사용하여 와류실 내부의 유동장과 속도 분포, 압력분포를 

비교하 다. 또한 계산에서는 공히 2차 풍상 차분법(second order upwind 

scheme), 그리고 SIMPLE 알고리즘을 사용하 으며, 수렴판정은 아래와 

같이 각 단계에서 다음의 전 역의 잔류 항을 계산하여 해의 수렴여부를 

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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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 
∑
nodesP

| [AEφE+AWφW+ANφN+ASφS+Sc-APφP]|

∑
nodesP

APφP
 ≤ 10-3

  즉, 압력, 속도, 난류에너지, 그리고 소산 율(dissipation)의 normalized 

residual이 동시에 10-3  이하로 떨어질 때 해가 수렴한 것으로 판정하

다.

      (가) 연속방정식 :

  
∂
∂ x i

(ρu i) = 0                                          (3.3.13)  

                                

      (나) 운동량 방정식 :

  
∂(ρu i)

∂t
+
∂(ρujui)

∂xj
=-

∂p
∂xi
+
∂τ ij
∂x j
+Si                        (3.3.14)

여기서, s i는 생성항, τ ij는 stress tensor 이며, 다음과 같다.

τ ij=μ (
∂ui
∂x j
+
∂uj
∂x i )-

2
3
μ
∂uk
∂xk

δ ij   이고, δ ij는 Kronecker delta 이다. 

  난류 유동을 해석할 때는 식 (3.3.14)는 다음과 같이 레이놀즈 평균방정

식으로 변환된다.

  
∂(ρui)

∂t
+
∂(ρuju i)

∂x j
= -

∂p
∂x i

+
∂τ ij
∂x j

-
∂
∂x j

ρui'u j'            (3.3.15)

운동량 방정식에서는 난류효과를 나타내는 Reynolds stress 항인

-ρ u' i u' j  항이 생기게 되고 닫힌 형태(closed form)의 지배방정식을 갖

기 위해서는 이  항이 모델링되어야 한다. 난류현상을 반 하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Boussinesq 가정을 이용하여  Reynolds stress를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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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구배(mean velocity gradient)와 연결시키는 것이다. 즉,

  -ρ u' i u' j=μ t (
∂ui
∂x j
+
∂uj
∂x i
)-
2
3
(ρk+μ t

∂ui
∂x i
)δ ij             (3.3.16)

    (다) 표준 k- ε  모델(KEM)

2-equation model의 가장 대표적이면서도 단순한 모델로, 별도의 두 수

송방정식의 해에 의해 난류속도(turbulent velocity)와 길이척도(length 

scale)가 독립적으로 결정된다. 이 모델은 폭넓은 난류유동범위에 대해 계

산시간의 경제성과 정확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가장 많이 이용되는 

모델이다. 이 모델은Semi-empirical model로 수송방정식의 유도과정에서 

현상학적 측면과 경험이 고려된다. 그리고 난류운동에너지 k 와 소산률 ε  

에 대한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ρuik)

∂x i
 = 

∂
∂x i
(
∂ut
σ k

∂k
∂x i
)+Gk-ρε                        (3.3.17)

∂(ρuiε)

∂x i
 = 

∂
∂x i
(
∂ut
σ k

∂ε
∂x i
)+
ε
k
(C 1ε Gk-C 2ε ρε)             (3.3.18)

여기서 Gk = μ t (
∂ui
∂x j

+
∂uj
∂x i
)
∂ui
∂x j

"Eddy" 또는 난류점성계수(turbulent viscosity) μ t는 다음과 같이 난류운

동에너지 k  와 소멸률 ε  에 의한 관계식으로부터 계산된다: 

  μ t = ρC μ
k
2

ε                                             (3.3.19)

 여기서 k = 
1
2 ∑i

u' i
2

, ε = 
k
2
3

L

    (라) RNG k- ε  model(RNG)

k-εmodel에 근거한 RNG model은 Re-Normalization Group method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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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는 수학적 통계기법에 근거하여 유도되며 유체 유동의 난류현상을 해

석하는 방법이다. 난류 전달을 모사함에 있어서 semi-empirical approach

가 아닌 수학적 기초를 근거로 하므로 더 일반적이고 기초적인 model을 

제시하며 벽 근처 유동, 굴곡을 가진 유동, 저 레이놀즈수 유동 등을 예측

하는 것이 개선되었다.  Standard k- ε  모형과 비교할 때, strained 유동에 

대한 정확도 개선, swirling 유동에 대한 정확도 개선, turbulent Prandtle 

number( σ k  및 σε)를 구하기 위한 analytical formula사용(Standard k- ε  

모형에서는 turbulent Prandtle number를 user가 상수로 입력하여 준다) 

등을 특징으로 한다.  특히, RNG model 내의 상수와 함수는 실험식이 아

닌 이론에 근거하므로 수정 없이 널리 사용될 수 있으며, RNG 이론 내에 

저레이놀즈수 효과와 compressibility 효과가 포함되는 것이 특징이다. 

 ui
∂k
∂x i
 = ν t S

2
-ε+

∂
∂x i
αν t

∂k
∂x i                               (3.3.20)

 ui
∂ε
∂x i
 = C 1ε

ε
k
ν t S

2-C 2ε
ε
2

k
-R+

∂
∂x i
αν t

∂ε
∂x i                  (3.3.21)

여기서,  R은 rate-of-stain term으로 다음과 같다.

 R = 
C μη

3
(1-η/η0 )

1+βη
3

ε
2

k                                    (3.3.22)

또한 η = Sk/ε  (S;modulus of the mean rate-of-strain tensor), 

η0 ≈ 4.38, β=0.012이며, S
2
 = 2Sij S ij이다.

표준 k- ε  모델과  RNG k- ε  모델에 사용된 상수는 표 3.3.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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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2  Value of constant for eddy-viscosity models

Cμ C 1ε C 2ε σ k σε

표준 k- ε  모델 0.09 1.44 1.92 1.0 1.3

RNG k- ε  모델 0.08 1.42 1.68 0.7 0.7

    (마) Reynolds Stress Model(RSM)

RSM은 와류와 회전등 복잡한 난류유동에 대하여 비교적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다. RSM은 isotropic eddy viscosity의 가정이 필요하지 않고, 소

산율 방정식과 함께 Reynolds 응력에 대한 전달 방정식을 풀어서 

Reynolds-averaged Navier-Stokes방정식으로 나타낸다.

  
∂(Uk uiu j)

∂xk
=(Pij-ε ij+φ ji+d ijk)                            (3.3.23)

여기서

  Pij=-[ ujuk
∂Ui
∂xk

+ uiuk
∂Ui
∂xk

]  (stress Production)          (3.3.24)

  d ijk=Cs
∂
∂xk
(
k
ε
uku i

∂ uiu j
∂x j

)  (Diffusion)                    (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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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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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δ ijk)-C 2(Pij

1
3
δ ijPkk)(Pressure strain)  (3.3.26)

  ε ij=2ν
∂ui
∂xk

∂xk
∂xk

=
2
3
δ ijε  (Dissipation)                     (3.3.27)

난류에너지 소산율은 다음과 같다.

  
∂(Ukε)

∂xk
 =

∂
∂xk [μ+

μ t
σε ]

∂ε
∂xk
+
1
2
C ε,1

x
ε
Pkk-C ε,2

ε 2

x            (3.3.28)

여기에 쓰인 상수는 표 3.3.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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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3  Values of model constants for RSM

C 1 C 2 Cs Cε,1 Cε,2 σ ε

1.8 0.6 0.22 1.44 1.92 1.0

      (바) 난류모델 계산 결과 및 평가 

그림 3.3.29와 그림 3.3.30은 각 난류모델별 와류실 가운데의 횡단면인 x-y 평면

에서의 반경변화에 따른 접선방향 속도분포 및 압력분포를 각각 보여준다.  그림 

3.3.29에서 접선방향 속도 분포는 각각의 난류모델 계산결과에서 거의 유사한 전

형적인 combined vortex(Rankine vortex)의 형태를 갖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

은 Hoekstra 등[참고문헌 3.3-6]이 gas cyclone 내부의 와류유동에 대해 와류실 

반경변화에 대한 접선속도 분포를 실험결과와 난류모델을 비교한 연구결과와 매

우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데 3가지 난류모델 중 RSM이 high swril 유동을 가장 

근사하게 해석을 한다고 평가될 수 있다.  즉, 배출구가 있는 축 중심 역에는 

강제와류의 형태를 갖고 임계반경을 지나서 자유와류의 특성을 갖는 것을 명확

히 보여준다.  그림 3.3.30에서도 RSM 모델에서 계산한 압력분포 특성이 다른 

모델보다 확연히 구분됨을 볼 수 있다. 즉, RSM 모델의 경우 출구 역 외의 전 

역에서는 더 완만한 압력구배를 가지며, 출구 역에 도달하여서는 다른 모델

보다 더 가파른 구배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접선방향의 속도분포

에서 나타난 차이와 같은 모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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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9  Comparison of tangential velocity distribution 

for three turbulent models(x-y 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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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0  Comparison of pressure distribution for three 

turbulent models(x-y plane)

0.00 0.25 0.50 0.75 1.00
0.0

5.0x105

1.0x106

1.5x106

2.0x106
Pressure (z=30mm)

Pr
es

su
re

 (p
as

ca
l)

r/R

 Pressure of KEM
 Pressure of RNG KEM
 Pressure of RSM



(b) x=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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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1 및 그림 3.3.32는 각 난류모델별 와류실 종 단면인 x-z 평면에서 와

류실 높이에 따른 접선방향 속도와 반경방향의 속도의 분포를 각각 보여준다.  

그림 3.3.32의 반경방향의 속도분포의 경향을 보면 와류실 중앙부분보다 상, 하 

벽면 근처에서 더 빠른 속도를 가지고 출구방향으로 진행함을 볼 수 있으며, 그 

정도는 와류실 반경 외곽보다는 축 중심으로 진행할수록 더 커짐을 볼 수 있다. 

RSM 모델의 계산결과가 RNG k- ε  모델,  k- ε  모델보다 반경방향 속도의 변화 

및 방향 변화가 더 큰 것으로 계산되었는데 이는 자유와류의 특성을 RNG k- ε  

모델,  k- ε  모델보다 더 잘 계산해 주어 중심 역에서 보다 복잡한 유동이 일어

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와류실 내의 반경방향 속도분포에 대

해 Clyde 등[참고문헌 3.3-7]은 와류유동에 대한 실험결과를 3가지의 난류모델 

계산결과를 비교한 것과도 잘 일치된다.  이상과 같이 표준 k- ε  모델, RNG k-

ε  모델 및 RSM을 사용하여 계산하여 유동장을 분석하여 본 결과 3가지 난류모

델 모두 챔버 내의 자유와류특성을 보여줌을 확인하 다.  특히, RSM으로 계산

한 결과는 이 특성을 보다 더 명확히 보여 주었는데, 계산시간은 다른 모델에 비

해 1.5배정도 많이 소요되었다.

그림 3.3.31  Comparison of tangential velocity distribution for three 

turbulent models(x-z 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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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x=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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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2  Comparison of radial velocity distribution for three 

turbulent models(x-z plane)

다. 실 규모 FD에 대한 해석

(1) 계산격자

전산해석에 사용한 격자는 그림 3.3.33과 같다. 모델계산에서와 같이 유

동장의 계산을 단순화하기 위해 와류실 내로 해석 격자의 범위를 한정하

으며, 벽면의 경계층 난류의 향이 큰 와류실 상, 하 벽면 및 입, 출구 

역에 집된 형태로 격자를 구성하 다. 계산 격자는 전체의 1/4을 모델

링하고, 대칭면에서는 cyclic(periodic) boundary 조건을 적용하 다. 챔버

의 중심부분은 O형 격자가 아닌 사각 격자로 구성하여 축 중심에서 격자

의 수를 증가시켜 유동을 좀 더 정확하게 분석하 다. 

컴퓨터 용량을 고려하여 격자수를 줄이기 위해 벽면에서는 벽 함수를 

적용하 으며, 최대한 격자 전 역에 대하여 y+를 50 ~ 300사이가 되도

록 설정하 다. 다만 출구 역에서 유동방향에 수직이 되는 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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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계산속도의 향상을 위해 y+에 대한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 다.  해석격자는 와류실 입구에서부터 유동을 따라가는 사각형 정

렬 격자로 속도가 급격히 변화하는 벽면근처에서는 조 한 격자 간격을 

유지하고 벽면으로부터 떨어지면서 서서히 격자의 간격을 증가시켰다. 

실험설비에서 출구는 곡관으로 연결되어있어 역류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이러한 형상을 모사하기 위해 출구 경계면에 plug를 인위적으로 설치하

으며, plug와 만나는 좁은 유로에서는 유량의 정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

간의 경사(5˚)를 주었다. 전체 격자 수는 50만개 내외가 되도록 구성하

다.

   

  Inlet
(Pressure B.C.)

Cyclic B.C.

Outlet
(Pressure B.C.)

Wall B.C.

그림 3.3.33  Details of g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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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석 방법

FLUENT-5를 이용해 3차원 정상상태 해석계산을 수행하 다. 실험 데

이터로부터 임의로 high swirl 시의 한 점을 선정하여 그때의 입, 출구에

서 실험으로 측정한 압력 값을 경계조건으로 하여 계산을 수행한 후, 계산

된 출구의 유량 값을 실험 값과 각각 비교하여 계산 결과를 평가하 다. 

FLUENT의 난류모델의 선택사항은 RSM 모델에서 기본선택으로 되어있

는 k-방정식에 벽면 경계조건 및 wall reflection effect를 선택하 고, 표

준 벽함수를 적용하고 모델 상수는 기본선택 값을 그대로 사용하 다. 

RSM 난류모델로 계산하기에 앞서 초기에 RNG k-ε 난류모델을 사용하

여 약 2,000-4,000회 정도 계산을 하고, 이어서 RSM 모델로 계산을 약 

5,000회 정도 수행하 다. 이후 under-relaxation factor를 줄여 추가 계산

을 수행하여 계산을 안정화 시켜 전체 약 10,000-15,000여 회의 계산을 수

행하 다. 계산에서 수렴조건은 질량보존 오차를 1×10- 3  이하, 속도 등 

기타 유동변수들에 대해서는 1×10- 4  이하가 되도록 설정하 다. 질량보

존 오차가 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계산된 배출유량을 monitor하여 그 

값의 변화 폭이 5% 정도 이내로 안정화될 때까지 계산을 수행하 다.  공

간의 이산화 방법으로는 난류 및 운동량에 대하여 2차 Upwind scheme을 

사용하고 압력, 속도의 coupling에는 SIMPLE 알고리즘을 사용하 다.

(3) 해석결과 및 고찰

  (가) 와류실 내부 유동장

계산에 사용된 경계조건 및 계산결과를 요약하면 표 3.3.14와 같다. Case 

1은 Insert 1(FD-1)이고 Case 2는 Insert 2(FD-5)의 실험 데이터를 사용

한 것이다. 표 3.3.14에 요약된 것과 같이 Case 1 및 Case 2에서 계산된 

high swirl에서의 배출유량은 실험에서 측정된 값과 비교해 볼 때 각각 

약 6%, 13.3%의 오차를 보 다. 이로서 현재의 방법으로 high swirl 조건

의 매우 복잡한 유동장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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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4  Boundary conditions and simulation results

Simulation 

Case

Boundary Conditions 

(kPa)

Discharge flow rate,

Qe (kg/s)

Pc, Ps Pe Test Data Simulations Deviations

Case 1 1287 417 345 324 -6%

Case 2 1333 67 162 140 -13.5%

그림 3.3.34의 (a), (b)는 각각 와류실 중심 x-y 평면과 수직 cyclic 단면

에서의 속도벡터 계산결과를 보여준다. 그림의 (a)에서 입구 부분을 살펴

보면 제어구를 통해 들어온 물의 일부는 공급구 측으로 려들어가 공급

구 벽면 끝 부분에서 이차 와류를 형성하며 압력을 가해주며 대부분의 물

은 접선방향의 주 와류를 형성하여 와류실 입구의 외측에서 반경방향으로 

중심을 향해 약간 방향을 틀어 진행하고 축 중심부로 갈수록 점차 커져서 

출구 노즐외경 부분에서 최대가 된다. 그림의 (b)에서 보면 입구의 아래 

측으로 들어오는 유량은 크게 선회하면서 와류실 바닥에 인접하여 반경방

향으로 축 중심을 향해 들어와 출구벽면을 타고 바로 빠져나가고, 입구의 

상부로 들어오는 물은 입구에서 맴돌다 일부는 공급구 측에 압력을 부과

하며 와류실 천정 면에 인접하여 축 중심방향으로 전진하여 축 중심에서 

역류된 물과 만나 출구로 빠져나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입구의 중앙

부로 들어오는 물은 약간 위로 상승하면서 와류실 가운데에서 이차 와류

를 일으키며 축 중심부로 진행하여 출구로 빠져나간다. 이것은 3.3.35와 같

이 제어구 입구의 상, 중 ,하 위치에서 각각 입자를 띄워 그 궤적을 살펴

볼 때 유사한 거동을 함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림의 (b)와 같이 입구의 

아래에서 출발한 입자는 와류실에서 가장 간단한 궤적을 그리며 잘 빠져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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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x-y plane

 

(b) Cyclic plane

그림 3.3.34  Velocity vector field

   

그림 3.3.35  Particle track started from;(Streak-lines)

(b) bottom (c) top(a) mid-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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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와류실 입구 형상에 따른 와류실 내부 유동장

해석에서는 배출구 구경이 175 mm인 Case 2(FD-5)의 3가지 변형구조

가 사용되었다. FD 입구형상의 향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된 FD의 입구

형상은 표 3.3.15와 같다. 세 case 모두 공급구의 폭은 92 mm로 같도록 

하 으며, Case 3-2는 Case 3-1에서 제어구 폭을 와류실 반경의 외측 방

향으로 10 mm 늘렸으며, Case 3-3은 Case 3-1을 10 mm 만큼 와류실 반

경의 외측 방향으로 이동(shift)시켰다.

표 3.3.15  Geometry, boundary conditions and simulation results for 

simulation cases 

Simulation 

Case

Geometries, (mm)
Pressure BCs,

(kPa)

de Ws Wc h Pc, Ps Pe

Case 3-1 175 92 34.5 139 990 81

Case 3-2 175 92 44.5 139 990 81

Case 3-3 175 92
34.5 

(shifted)
139 990 81

그림 3.3.36은 Case 3-1에서 3-3까지 와류실 입구에서의 와류실 중심 

x-y 평면과 수직 cyclic 단면에서의 속도벡터 계산결과를 각각 Case-2의 

계산결과와 비교하여 보여준다. 그림의 (a) Case 3-1과 같이 Case-2에 비

해 공급구의 폭을 약 2.4배 크게 할 경우, 입구 부분에서 제어구를 통해 

들어온 물의 상당 부분이 공급구 측으로 려들어가 공급구 벽면 끝 부분

에서 이차 와류를 형성하며 압력을 가해주게 되어 결과적으로 이 공급구

와 연결된 수관의 수위를 올려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Case 

3-3과 같이 제어구를 와류실 반경외측 방향으로 10 mm 이동하여 배치한 

경우의 계산에서는 Case 3-1과 큰 차이를 볼 수 없었으나 Case 3-2와 같

이 제어구 폭을 10 mm 크게 할 경우에는 상기의 효과가 훨씬 커지는 것

을 볼 수 있다.  Case-2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그 차이점이 명확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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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3-1

   

(b) Case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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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ase 3-3

 

(d) Case 2

그림 3.3.36  Velocity vector at inlet

  

그림 3.3.37은 같은 방법으로 압력분포의 계산결과를 보여준다. 속도장에

서와 같은 현상이 압력장에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공급구와 제어구 유로가 

만나는 곳과 공급구 끝단 벽면에 걸리는 압력의 차가 약 0.5기압이 걸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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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탱크 내 수위가 약 3 m임을 고려

할 때 수관의 수위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으로 평가된다.   

(a) Case 3-1

    

(b) Case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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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ase 3-3

 

(d) Case 2

그림 3.3.37  Static pressure contour at inlet

FD의 와류 실 내부 유동장은 매우 복잡한 3차원 난류 유동구조를 가지

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모의할 수 있는 확인된 모델이 없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형상의 향 등을 평가하기에 앞서 전산해석 계산결과와 실험결

과와 비교를 통해 사용된 전산해석 방법을 검정하 다. 전산해석을 통해 

얻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산해석에서 계산된 배출유량은 실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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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측정된 값과 비교해 볼 때 각각 약 6%, 13.3%의 오차를 보 으므로  

현재의 전산해석 방법으로 선회(swirl)가 매우 큰 조건의 복잡한 유동장을 

비교적 정확하게 계산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전산해석을 통해 

FD의 유입구 부분의 유동특성을 평가하 으며, 가스 배출 없이 안정적으

로 유량전환이 가능한 입구 형상으로써 공급구의 상대적 크기를 늘리고 

제어구의 입구 폭을 와류실 외경방향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었

다.  해석결과로 제안된 FD 입구형상을 FD 개발실험에 참고자료로 활용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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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SIT 주입유량계산 프로그램 

c####################################################################

c program for sit injection rate

c                      (Run on 6/12/01)

c####################################################################

c    

program eccs_rate

implicit none

real pt0 ,pr, zeta, h0, ht, wm, va, dia

real deltap, pt, t, dt, rho, v, f, totalf, flowf, g, nu, h

integer i, te

 open (1, file= 'SIT_system.DAT')

c

c####################################################################

c wm : 탱크 물 양 (kg)

c va : 공기체적 (m3)

c deltap : 탱크와 원자로 압력차

c pt : 탱크 압력(Mpa)

c pt0 : 탱크 초기압력(Mpa)

c pr : 원자로 압력(ECCT 주입부위)

c zeta : 배관 손실계수(k-factor)

c t : 시간

c dt : Time step(sec)

c rho : water 도

c v : 유속

c totalf : 총 배출 유량 

c f : dt 동안 배관을 흐르는 유량 

c flowf : 단위시간(1초) 동안 배관을 흐르는 유량(kg/sec)

c g : 중력가속도 (g=9.81)

c h : 수두

c h0 : 초기수두(m)

c ht : 탱크내 수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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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nu : 비열비(cp/cv=1.4)

c######입력 기하학적 자료 ##########################################

pt0=3.928

zeta=18.8

h0=11.26+0.96

ht=7.89+0.96

wm=(45.31+5.66)*1000.

va=22.65-5.66

c h0=11.26

c ht=7.89

c wm=45.31*1000.

c va=22.65

dia=0.257

c######물성치 등 자료 ##############################################

rho=1000.

dt=1.

f=0.

      totalf=0.

g=9.81

nu=1.4

h=h0

te=1000

do t=0, te, dt

c#######원자로압력(안전해석결과)####################################

IF (T.GE.0. .AND. T.LT.14.) GOTO 100

IF (T.GE.14. .AND. T.LT.25.) GOTO 200

IF (T.GE.25. .AND. T.LE.te) GOTO 250

c IF (T.GE.330. .AND. T.LE.5000.) GOTO 300

100 flowf=0.

pr=pt0

pt=pt0

GOTO 500

200 Pr=0.1013/14.7*(-82.48644+660.58517*exp(-(t-14.009)/6.6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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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TO 400

250 Pr=0.1013/14.7*(23.83689+12.529080*exp(-(t-30.459)/36.27498))

GOTO 400

c250 Pr =7.49+0.25/50.*(t-280.)

c GOTO 400

c300 pr=2.35119+5.72443*exp(-(t-285.)/1246.34498)

c GOTO 400

c#######유량계산####################################################

c--------isentropic condition---------------------------------

400 pt=pt0*((va/(va+totalf/rho))**nu)

c---------------------------------------------------------

deltap = (pt-pr)*1000000.+rho*g*h

if(deltap.lt.0.) v=0.

if(deltap.ge.0.) v=sqrt((2.*deltap)/(zeta*rho))

f=rho*v*(3.141592*dia*dia/4.)*dt

totalf=totalf+f

flowf=f/dt

h=h0-ht*totalf/wm

if (T.GE.44.) zeta=75.3

c if (totalf.GT.22650) zeta=86.4

if (totalf.GT.wm) GOTO 700

c####################################################################

500 write(1,600),t, flowf, pr, pt, totalf

600 format(f12.0, 5f12.2)

end do

c####################################################################

700 stop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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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제어봉구동장치 성능시험 

1. 제어봉구동장치의 구조 및 구동원리

가. 차세대 제어봉구동장치의 구조

Magnetic jack type의 제어봉구동장치는 압력경계를 형성하는 압력관의 외

부에 감겨진 코일들의 자력을 이용하여 제어봉을 계단식으로 이송하므로 제

어봉의 위치조정상 고도의 정 성이 요구되지 않는 원자로에 일반적으로 사

용된다. Magnetic jack type의 제어봉구동장치에는 friction grip형과 래치형

이 있는데 friction grip형은 제어봉의 하중이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 사용되

며 래치형은 비교적 큰 구동력이 요구되는 경우에 사용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압경수로형 원자로는 모두 래치형의 구동장치를 사용하

고 있다. 그림 3.4.1은 현재 고리 1,2,3,4호기, 광1,2호기 및 울진 1,2호기에

서 사용되는 형태의 래치형 제어봉구동장치로서 상부래치는 봉을 옮겨주는 

이송용이고 하부래치는 봉을 멈추게 하는 정지용이다. 그림 3.4.2는 광 3,4

호기를 비롯한 한국형 표준원전에서 사용하는 래치형 제어봉구동장치로 이

송용과 정지용의 구별 없이 제어봉의 이송시 상, 하부래치 모두가 사용되며 

정지 시에는 상부래치가 제어봉을 지지한다. 

광 3,4호기 제어봉구동장치는 제어봉을 매달고 있는 축(ESA : Extension 

Shaft Ass'y)과 이를 구동하기 위한 제어봉구동모터, 제어봉구동모터를 압력

경계 내에 위치시키기 위한 압력관(pressure housing)과 압력관 외부에 위치

하여 제어봉구동모터에 전자기적 기전력을 제공하는 코일뭉치(coil stack)의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어봉을 매달고 있는 축은 길이가 185인치인데 0.75인치의 간격으로 232

개의 이가 가공되어 있다. 제어봉구동모터의 움직임에 따라 축의 이는 1개씩 

위, 아래로 움직이게 되어 0.75인치의 직선운동을 하게 된다. 

압력관은 원통형의 구조물로 안쪽에 모터가 장치된다. 압력관의 역할은 원

자로의 압력경계를 형성하면서 그 안의 구동장치 모터를 지지, 보호하는 것

이다. 조립을 위해 관의 상하부는 나사로 체결이 되는데 누설을 방지하기 위

하여 체결 후에 omega seal 용접을 하도록 되어 있다.

코일뭉치는 4개의 코일뭉치가 수직으로 조립된 것으로 각각의 코일은 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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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t, 상부 래치, 하부 lift, 하부 래치에 각각 전자기적 기전력을 공급한다. 이

들의 제어는 제어봉구동장치 제어장치에 의해 수행되는데 전압의 크기와 인

가시간을 조절하여 모터의 각 부품이 적절한 운동을 하도록 한다. 

차세대용 제어봉구동모터는 그림 3.4.2와 같이 상하 2개의 래치기구로 구성

되어 있다. 래치기구는 축을 잡기 위한 래치와 래치를 지지하는 래치 

magnet 과 housing 그리고 lift magnet과 복원력을 위한 스프링으로 구성되

어 있다. 

래치 안내관(guide tube)은 전자기력에 의해 왕복운동을 하는 래치 

housing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래치 housing과 접촉을 하는 면이 

존재하게 되는데 여기는 특별히 강도가 높은 plasma 코팅을 하여 마모에 대

한 내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래치는 3개의 핀으로 연결된 2 link 기구이다. 핀은 래치 housing과 래치 

magnet에 위치하여 있으므로 이 들의 상대운동이 발생할 경우 link의 각도

가 변화하게 되어 래치의 끝이 축을 향하여 드나드는 운동을 하게 된다. 

래치 magnet이 래치 housing과의 상대운동에 의하여 래치를 움직이고 이

로써 축을 집고 놓는 운동을 한다면 lift magnet은 래치 magnet assembly 

전체를 들어올리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전자기력에 반하는 방향으로의 복

원력은 스프링에 의해 제공된다. 

나. 작동원리 및 제어신호

(1) 작동원리

제어봉구동장치의 작동은 두 개의 래치 중 하나가 축을 잡고 들어올린 후 

다른 래치가 축을 잡으면 먼저 위치로 돌아가 다시 축을 잡고 들어올리는 

운동을 계속하여 인출을 하고, 그 반대의 운동으로 삽입을 하는 것이다. 

인출과 삽입은 절차가 중요한데 그 인출 및 삽입절차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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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  Magnetic Jack Type 제어봉구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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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  KNGR용 제어봉구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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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출(Withdrawal)

① 상부 래치가 축을 잡은 상태 

② 상부 래치가 축을 잡은 채 들어올린 상태 (+7/16 인치)

③ 하부 래치가 들어오는 상태

④ 상부 래치가 내려오면서 하부 래치가 축을 잡는 상태 (-1/32 인치)

⑤ 상부 래치가 빠져 나오는 상태

⑥ 하부 래치가 들어올려지는 상태 (+3/8 인치)

⑦ 상부 래치가 들어오는 상태 

⑧ 하부 래치가 내려가며 상부 래치가 축을 잡은 상태 (-1/32 인치)

⑨ 상부 래치가 축을 잡은 상태

축의 운동거리 = 7/16 -1/32 +3/8 - 1/32 = 3/4인치

삽입(Insertion)

① 상부 래치가 축을 잡은 상태

② 위쪽을 잡은 상태에서 하부 래치가 들어오는 상태

③ 하부 래치가 들어 올려지며 축을 잡게 되는 상태 (+1/32 인치)

④ 위쪽을 놓아 상부 래치가 빠진 상태

⑤ 상부 래치를 들어올린 상태

⑥ 올라온 상태에서 상부 래치가 들어온 상태 (위쪽은 허공에서 움직임)

⑦ 하부 래치를 내리며 상부 래치가 축을 잡는 상태 (-11/32 인치)

⑧ 하부 래치가 빠진 상태

⑨ 상부 래치가 축을 잡고 내려온 상태 (-7/16인치)

축의 운동거리 = 1/32 - 11/32 -7/16 = 3/4 인치

인출이나 삽입시 모두 제어봉은 상부 래치에 의해 지지된 상태에서 운동을 

시작하게 된다. 그리고  위의 절차에서 축이 오르내리면서 움직이는 거리를 

합하면 구동축 이송을 위한 1 Cycle 운동시 이송거리가 계산되는데, 두 과정 

모두 3/4 인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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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어신호(Timing Sequence)

제어봉의 운동은 ‘제어봉구동장치 및 제어계통’에 의해 일어나게 된다. 전

자기모터가 주어진 제어신호(timing sequence)에 따라 전자기력을 발생하여 

래치의 운동을 제어함으로 제어봉의 삽입과 인출이 수행된다. 제어봉의 구동

은 상하의 두 개의 래치가 반복적으로 제어봉 구동축의 노치(notch)를 물고 

상하운동을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반복적인 운동과 제어봉을 구속하기 위해

서 상하 코일은 각각 2개씩의 운동용 코일과 고정용 코일로 이루어져 있으

며 이들에 공급되는 전류는 그림 3.4.3과 같은 계단식의 전류로 특별한 순서

와 시간간격을 가지고 있다. 이들 전류의 순서와 시간간격은 제어봉의 원활

한 구동에 직접 향을 주는데, 구동모터 및 제어장치의 설계인자에 향을 

받는다. 

제어신호에 따라 모터는 앞서 기술한 것과 같은 인출과 삽입의 각각의 절

차에 해당하는 상태를 주기적으로 가지게 되며 제어봉은 요구되는 운동을 

수행하게 된다. 광 3,4호기 제어봉구동장치를 30 in/min의 속도로 인출, 삽

입할 때 채택하는 timing sequence는 다음 표 3.4.1과 같다.

(3) 코일의 전류궤적

코일의 전류궤적은 그림 3.4.4와 같은 모양으로 운전 cycle에서 각 단계에 

해당하는 기계적 운동특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전류궤적의 여러 정보를 이용

하면 모터의 이상작동여부 및 고장 등을 판단할 수 있다. 

모터가 켜지고 고전압이 인가될 때 코일의 전류는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한

다. 자장이 충분한 세기에 도달하면 movable magnet이 fixed magnet 쪽으

로 움직이면서 그 사이의 간극은 닫히게 된다. 운동은 대개 코일전류가 최대 

값의 절반 정도부터 일어나도록 설정되어 있다. 간극이 닫히게 됨에 따라 전

류는 운동이 정지할 때까지 감소하게 된다. 운동이 멈추면 코일전류는 다시 

증가한다. 그림 3.4.4에서 T1시점에 전압이 고전압으로 인가되고 시간 T2까

지 전류는 지수적으로 증가하여 전류값 A2를 가지게 된다. 이 점에서 

magnet의 운동이 시작되고 시간 T3에 이르기까지 계속된다. 그 결과로 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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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1  제안된 제어봉구동장치 제어계통의 시간 및 전압 Settings

30 inch/min - 삽입시

Coil Voltage Setting

Time Settings

(From Start of Cycle)

milliseconds

Upper Lift
Hi (145V) ULHI 570
Low (40V) ULLI 820
Off (0V) ULOI 1350

Upper latch
Hi UGHI 860
Low UGLI 1100
Off UGOI 350

Lower Lift
Hi LLHI 180
Low LLLI 390
Off LLOI 1060

Lower latch
Hi LGHI 10
Low LGLI 220
Off LGOI 1300

30 inch/min - 인출시

Coil Voltage Setting

Time Settings

(From Start of Cycle)

milliseconds

Cycle Time - 1500

Upper Lift
Hi ULHW 10
Low ULLW 350
Off ULOW 370

Upper latch
Hi UGHW 1030
Low UGLW 1250
Off UGOW 600

Lower Lift
Hi LLHW 720
Low LLLW 1000/1040
Off LLOW 1060

Lower latch
Hi LGHW 270
Low LGLW 470
Off LGOW 1420/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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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00                       1000                    1500

                                   time in m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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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00                       1000                    1500

                                    time in msec

그림 3.4.3  코일에 공급되는 계단식 전압

의 전류는 A3까지 감소하여 돌기를 보이게 된다. 이 돌기는 운동이 일어나

지 않을 경우 발생하지 않으며, 돌기의 위치(A2 및 A3의 값)는 특정한 무게

와 운전조건에서 같은 값을 갖게 되므로 전류신호로 모터의 정상운동을 판

단하는 중요한 신호가 된다. 모터에 이 물질이 끼거나 하여 기계적 저항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돌기의 모양이 없어지면서 운동을 하지 않거나, A2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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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값이 증가하고 A3 값에도 변화가 생기게 된다. T3 시점을 지나 전류는 

증가하여 최대전류 A1에 이르게 되는데 A1의 값은 인가전압에 비례하며 T4

가 길면 saturation된 전류로 남게된다. 모터의 운동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T4-T1)의 값은 (T2-T1)에 비해 충분히 커야 한다. 

미리 설정된 시간이 지난 후에 제어전압이 저전압으로 인가되면서 magnet

의 움직임은 정지된 상태에서 래치는 제어봉을 잡고있게 된다. 이때 전류는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하여 정상상태의 유지전류로 유지된다. T4, A1 상태에

서 코일에 인가되는 전압이 감소하여 전류는 A4로 줄어든다. 이때 A4의 값

이 너무 작으면 코일의 전자기력은 제어봉을 제 위치에 잡고있을 수 없다. 

즉 축과 래치사이의 마찰이 발생하면서 축은 미끄러져 내려가게 될 것이다. 

Holding 시간(T5-T4)는 특별한 기준이 없이 다른 코일 및 magnet의 운동에 

연계하여 timing sequence가 적절하도록 조절되어 있다. 

제어전압이  전압으로 변화하면서 모터는 꺼지게 되는데 이때도 코일의 

전류는 지수적으로 감소한다. 자장의 변화가 약해져서 스프링의 복원력으로 

movable magnet이 운동을 일으키게 되면 간극은 다시 열리게 된다. 이 기계

적인 운동은 전류를 약간 증가시킨 후 운동이 완전히 정지하면 다시금 줄어

든다. 이로 인해 궤적에는 약 0.75 ampere 정도의 작은 돌기가 나타나게 된

다. T5시점에  전압이 인가되면 전류는 지수적으로 감소하여 T6에서는 거

의  전류에 가깝게 된다. 이 때 magnet의 운동이 시작되면서 T7에서 A5

의 전류를 갖는 돌기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돌기로 magnet운동을 확인할 수 

있다. 유도전류의 향으로 (T7-T5)시간이 길어지는데 주의를 해야 한다. 즉 

magnet이 충분히 운동하여 간극이 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결운동이 시작

될 경우에 모터의 작동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모터의 설계에 따라 이들 값은 모두가 상이할 수밖에 없는데, 제어계통 및 

제어신호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값은 A2, A4의 전류값과 (T3-T2), (T7-T6) 

및 (T7-T5) 들이다. 이 들은 제어시의 필요전압의 크기 및 지속시간을 결정

하는데 중요한 인자이다. 

따라서 발전소의 운  시 기준신호로 고장 및 이상유무를 판단하는데 사용

하기 위하여 각 제어봉구동장치의 초기 코일전류궤적을 기록하는 것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코일전류궤적에서부터 운동이 일어났는지의 여부, 운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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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날 때까지의 시간, 운동에 필요한 힘(전류), 전압 인가시간, 인근 magnet

과의 간섭여부 등을 판독할 수 있다.

그림 3.4.4 전형적인 코일의 전류궤적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값은 외부의 여러 가지 인자에 의해 향을 받게 되

는데, 외부인자로는 첫째로 온도를 생각할 수 있다. 코일의 저항은 온도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므로 온도가 높은 경우에는 같은 전압에서 전류는 감소

하게 된다. 두 번째로는 하중의 변화를 들 수 있다. 부하의 변동은 기계적 

운동을 일으키는 지점의 전류 값을 변화시키는데 부하변동의 원인에는 운동

의 방향 전환, 구동 추의 무게, 기계적 마찰, 유체의 점성 등이 있다. 

실험을 통해 측정된 정상적인 전류궤적의 특성은 다음 표 3.4.2와 같다. 

일반적으로 삽입의 경우가 인출의 경우보다 자중의 향을 덜 받으므로 전

류값이 작으며 lift는 래치보다 변화가 많은데, 이는 래치는 단지 드나드는 

운동만을 하기 때문이다. 

T1  T2   T4              T5  T7
       T3                    T6

A1

A2
A3

A4

A5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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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2 래치 및 lift magnet에서의 Engagement 전류값 

상부 lift 상부 래치 하부 lift 하부 래치

인출 17.4 A 8.5 A 14.4 A 8 A

삽입 10 A 8 A 10 A 9.6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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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어봉구동장치 성능시험 내용

가. 제어봉구동장치 성능시험 개요

제어봉구동장치의 성능시험장치는 고온/고압 물 순환 loop이며, 이는 주순

환 계통, bleed & sampling계통, 제어봉구동장치 냉각계통, 순환용수 공급/수

질관리 계통, 계장/제어계통, 전원 공급계통, 기타 보조계통으로 구성된다. 그

림 3.4.5은 시험장치의 개략도를 나타내고 있다.

주순환 계통은 circulation pump, test chamber, main heater,  pressurizer, 

injection pump 등의 주요 부품으로 구성하며, circulation pump로부터 배출

된 순환용수는 test chamber를 지나 main heater로 가열되어 다시 

circulation pump로 되돌아온다. bleed & sampling계통은 main loop 계통의 

용수 수질을 분석, 관리하기 위한 것이며, main loop 용수의 압력과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 heat exchanger(cooler)와 감압 orifice를 설치 사용하 다. 순

환용수 공급/수질 관리계통은 main loop계통에 용수를 공급하고 용수 수질

을 1.0 micromho/cm 이하의 deionized  water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며, 이

는 water storage tank, de-ionizer, feed pump로 구성된다. 여기서 storage 

tank는 bleed & sampling 계통에서 배출되는 냉각수를 저장하며, feed pump

의 최대유량은 2.0 ㎥/hr 이다.

제어봉구동장치 냉각계통은 제어봉구동장치 코일에 적정 공기 유량을 공급

하며 코일 온도를 냉각, 제어하는데 사용한다. 제어봉 구동장치 코일 냉각계

통은 코일의 온도를 80 ℃ 이하로 유지시키며, 공기가 코일주변을 통과하도

록 유로를 설치하 고, 최대 공기유량은 170 m3/min. 이다.

계측제어계통은 각종 계측 센서(instrumentation sensor) 및 field 

instrumentation, 이들로부터 입력된 신호를 격리, 분배 및 처리하는 신호격

리기(signal isolator), 운전상태를 감시하기 위해 주요 기기의 운전상태나 공

정변수를 표시하는 operator workstation 및 프린터, 주요 기기의 운전상태 

및 주요 변수를 지시하는 overview 디스플레이 판넬, 시험설비 공정의 이상

상태를 경보하는 경보창 및 주요 기기를 수동으로 운전 및 정지하는 응급운

전반, 제어 desk, 펌프나 밸브 등을 자동 제어하기 위해 현장 구동기에 제어

신호를 발생시키는 PLC main process control module 및 PLC의 제어신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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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구동기로 전달하는 릴레이 및 MCC(Master Control Center) 케비넷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계측제어계통 구성에는 이 구성 요소를 운  및 구동

하는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프로그램 및 운전원 지시용 MMI 소프트웨어 

등 필요한 소프트웨어 등이 포함되어 있다. 

Water 
Treatment 

System

 

 

 

F

 

Heat 
Exchanger

 

Upper Pressure Housing

Motor
Coil Stack Assembly

Air Heater

Air Flow Meter

Drive Shaft

Weighter

MCP

Main Heaters

Pressurizer

Feed Pump

Injection Pump

Circulation 
Pump

Water 
Storage 

Tank

Demi-Water In

City Water In

City Water Out

Depressurizing Valves

Blower

Air 
Shroud

Test
Chamber

그림 3.4.5  제어봉구동장치 성능시험 Loop

제어봉구동장치 성능시험의 상세한 내용은 ABB-CE(현Westinghouse)가 

system80형 제어봉구동장치를 개발하기 위하여 수행한 여러 가지 시험을 조

사, 검토하여 결정하 다. 표 3.4.3과 같이 결정된 성능시험을 위하여 시험요

건과 시험절차가 개발되었으며, 모터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봉구동장치 제어

계통이 개발되었다. 개발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여러 차례의 예비시험을 거

쳐 실제 성능시험이 수행되었다. 성능시험기간동안 제어봉구동장치는 약 

220,000 ft의 구동을 하 으며 기간동안 수명시험, 낙하시험, 전력시험 및 450

회의 낙하시험을 수행하 다. 

성능시험을 수행한 온도 및 기타 운전조건은 다음과 같다 :

① 시험온도, 압력 : 고온, 고압 (15.5 MPa,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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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어봉구동장치 운전속도 : 30 inch/min 

③ 제어봉구동장치에 공급하는 공기량 : 720 ~ 880 SCFM, 온도 322°K 

이하

표 3.4.3  성능시험 종류 및 취득신호

번호  시험의 종류    취득 신호

1 수명시험
 - loop 운전 조건, 코일전류

 - 각 부품의 마모량

2 낙하시험
 - 시설 운전조건

 - 낙하 커브 (상부 래치 전류궤적, RSPT 신호)

3 냉각능력시험
 - 냉각조건 (입․출구 공기온도, 유량)

 - 코일내 온도

4 전력시험 
 - 상온에서 전류, 각 각의 코일 전류, loop 운전조건 

 - 고온에서 전류, loop 운전조건

나. 수명시험(Travel Test)

(1) 내용

일반적으로 제어봉구동장치의 수명은 제어봉 이송거리 (cumulative CEA 

travel length) 또는 구동스텝 수로 표시한다.  한국형 경수로 제어봉구동장

치의 경우 발전소 수명기간인 40년 동안 100,000 ft의 제어봉 이송이 가능하

도록 설계요건이 부여된다.  이것은 150인치 (3.81미터) 길이의 노심을 갖는 

1,000 MWe 표준경수로의 경우 4000 번 (매년 100번) 전장 왕복이 가능한 

수명으로서 부하추종 운전을 하지 않을 경우 충분한 수명여유를 갖고 있다.  

그러나 부하추종운전 시에는 현재보다 연장된 훨씬 긴 수명이 요구된다. 따

라서 수명시험을 통하여 우선 제어봉구동장치의 수명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

하다. 제어봉구동장치의 수명은 반복응력이 작용하는 부품(래치)의 피로, 접

촉부위(래치하우징, 래치안내관, 제어봉연결축 이빨)의 마찰에 의한 마멸, 냉

각재의 온도 및 화학적 특성에 따른 응력부식 등이 평가되어야 한다.  제어

봉연결축의 재질은 래치에 비하여 무른 재질이므로 마멸이 가장 심한 것으

로 밝혀진 바 있으나[참고3.4.1] 제어봉연결축은 원전의 핵연료재장전 중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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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용이하므로 제어봉구동장치 수명과 별도로 고려할 수 있다.  

차세대 제어봉구동장치의 수명시험은 새로운 운전조건에서의 정확한 수명

과 취약부분에 대한 정보를 도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원자로의 운전을 

모의한 온도와 압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장기간에 걸쳐 운전을 계속하면서 

육안 검사로 일차 구조적인 건전성을 확인하고 분해를 통해 구동장치 부품

의 마모를 측정하 다. 이는 구동장치 부품 중 수명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

기 위한 것이다. 검사를 마친 후 재조립된 모터는 다시 수명 말까지의 운전

을 계속하여 수명 및 취약부분의 정보를 생산한다. 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절차서[참고3.4.2]에 수록되어 있다.

(2) 절차

본 시험은 제어봉구동장치 시험요건서[참고3.4.3]와 시험절차서[참고3.4.2]에 

기술된 내구성시험 항목의 관련 절차에 의해서 수행하 다. 차세대용 제어봉

구동장치는 온도 320℃ , 압력 15.5 MPa, 그리고 2.5 m3/hr의 유량 조건으로 

운전된 시험장치에서 가속마모시험방법으로 수명시험을 수행하 다. 부하추

종상태를 모의하여 4 finger 제어봉의 무게인 97 kg(214 lbs)의 모의 추를 사

용하여 공칭속도 30 in/min (76.2 cm/min)로 구동시켰다. 구동거리는 최상단 

위치에서 최하단 위치까지 150 인치로, 전 양정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하 으

며 운전도중에 코일전류궤적을 절차서에 따라 기록하 다. 시험을 시작하기

에 앞서 상온에서의 shake-down 운전을 잠깐동안 수행하 는데 이때의 구

동거리도 역시 수명에 포함시켰다. 시험기간 중에 발생된 특기사항은 기록하

으며, 1차 수명시험 수행 후 모터의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 보관하 고 또

한 운동이 일어나는 주요부품의 치수를 측정하 다. 2차 수명시험은 Motor

의 고장 혹은 성능이 저하되어 더 이상 제어봉구동장치모터의 운전이 가능

하지 않을 때까지 계획하 으나 동절기 시설의 운전불가 등의 이유로 수명

의 220%까지 수행하 다. 

검사 및 측정은 우선 원자로의 운전을 모의한 온도와 압력을 유지한 상태

에서 34,000 ft에 해당하는 운전을 한 후, 육안 검사로 일차 구조적인 건전성

을 확인하고 분해를 통해 구동장치 부품의 마모를 측정하 다. 이는 구동장

치 부품 중 수명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수명시험 중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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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구동 축, 래치, 래치 핀, 래치 핀 삽입구멍, 래치 안내관, movable magnet 

등에 대하여 마모량을 측정한다. 이후 재조립된 모터를 사용하여 수명 말까

지의 운전을 계속하며 설계수명의 110%인 110,000 ft에서 육안검사와 측정

을, 수명의 220%인 220,000 ft에서 다시 분해를 통한 육안검사와 측정을 수

행하 다. 이 시험기간동안에  450번의 전고 중력낙하시험이 포함되어 있다.

(3) 결과

제어봉구동장치모터 수명시험에 사용된 모터 및 구동축 등은  ABB-CE에

서 제작된 것을 사용하 다. 

1차 수명시험은 제어봉구동장치 모터의 설계 수명의 이동거리인 100,000 ft

의 110%인 110,000 ft의 구동을 목표로 하 다.  110,000 ft의 시험후 시험장

치로부터 모터를 분리하여 검사하 다.  래치 안내관 베어링에서 반경방향으

로 최대 0.003 in (0.0076 cm)의 마모가 발생하 고, 래치하우징과 자석의 접

촉부에서는 무시할 수 있는 크기의 마모가 관찰되었다.  

중간 육안 검사시 발견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래치 핀, 특히 상부 래치 핀 이 헐거워 졌다. 

② 모터의 안내관 구멍의 내부가 아래 부분이 위보다 더 마모되었다.  

③ 연결축의 마모흔적은 나선형으로 돌아가 있다. 이는 운전 중 제어봉 모

의 추가 회전한 것을 보여준다. 

④ 연결축의 산 부분은 래치위치에 따라 편마모 되었다. 

⑤ 축의 마모는 위 끝단-중간-아래 단의 순으로 일어났다.

⑥ 모터의 외간은 처음과 같이 구조적으로 건전해 보 다.

⑦ 정렬 핀도 부식이 없었으며 작동 magnet의 간섭부위도 마모의 흔적없

이 깨끗하 다. 

그림 3.4.6은 34,000 ft 운전후의 제어봉구동장치 및 구동축(원내)의 모습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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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6  시험 후 모터 및 구동축 (원내)

2차 수명시험은 제어봉구동장치 모터의 설계 수명의 이동거리인 100,000 ft

의 220%인 220,000 ft의 구동까지 하 다. 시험후 시험장치로부터 모터를 분

리하여 검사하 다.  래치 안내관 베어링에서 반경방향으로 최대 0.003 in 

(0.0076 cm)의 마모가 발생하 고, 래치하우징과 자석의 접촉부에서는 무시

할 수 있는 크기의 마모가 관찰되었다. 측정결과는 표 3.4.4에 부품별 마모량

을 수록하 다. 한편 육안검사에서 발견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구동축은 맨 위에는 산화피막이 적고, 첫 이에도 래치와 접촉한 흔적이 

있다. 그러나 처음 11개의 이에 나타난 흔적은 다른 부분에 나타난 것보다 

덜 뚜렷하다. 한편 밑에서 9개까지의 이에는 접촉흔적이 없다.

② 구동축에서 래치가 닿는 부분에는 밑에서 위쪽으로 금속이 려난 모습

으로 마모되어 손으로 느낄 수 있다. 

③ 안내관의 내면은 마모흔적이 없이 깨끗하다.

④ 안내관의 스프링 접촉부위에는 마모흔적이 깊다.

⑤ 안내관의 래치를 위한 구멍은 깨끗하다.



- 310 -

⑥ 안내관의 plasma 피복부위는 접촉흔적이 있으나 마모가 적어 매우 양

호한 상태이다. 

⑦ Alignment tab은 자화되어 있었으며 한 개의 tab은 표면에서 금속편이 

떨어져 나가는 박리현상이 일어났다. 

⑧ Lock nut의 입구 깔때기 부위는 구동축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중간

검사 시 마모흔적보다 양호한 마모흔적이 발견되었다.

⑨ 작은 핀은 그림 3.4.7과 같이 편마모가 심하게 발생하 다. 이 편 마모

는 상부래 치쪽에서 훨씬 심하게 나타났다.

⑩ 다른 핀의 마모는 작은 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

⑪ 스프링은 마모흔적이 없었다.

⑫ Magnet에는 스프링과 spacer에 의한 흔적이 뚜렷하다.

⑬ 전 magnet, 래치 housing에는 마모흔적이 없다.

⑭ 그림 3.4.8과 같이 래치는 치면에 상당한 마모가 발생되었다.

그림 3.4.7  마모된 래치 연결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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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8  마모된 래치(위)와 정상 래치(아래)의 비교

표 3.4.4 수명시험 결과 (부품별 마모량)

Components
Measurement

Location 

1st 

Measurement

2nd 

Measurement

Change (in) Change (in)

Latch Guide Tube Diameter -0.0003  -0.0003

Square Head Pin Diameter -0.0025  -0.0040

Center Spacer Slot Width -0.0084 -0.0120

Alignment Tap Slot Width 0.0002 0.0003

Latch Magnet Hole Diameter -0.0050  -0.0076

Latch-Hole  Diameter - -0.0035

Link-Hole Diameter -  -0.0040

Link Width -0.0016 -0.0016

Pin (R4109) Pin #3-middler - -0.0021

Pin (R4110) Pin #2-middle - -0.0094

Latch Housing and Insert Assy -.0004 -0.0002

주 : (-)는 마모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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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제어봉구동장치 모터는 1차 수명시험에서 모터의 설계 수명인 100,000 ft의 

110%인 110,000 ft의 구동 거리를 정상적으로 작동하 으며, 운전 후 제어봉

구동장치 모터의 분해 검사에서 과도한 마모는 나타나지 않았다. 제어봉구동

장치 모터를 다시 조립한 후에 2차 수명시험을 수행하 고, 이 시험에서는 

110,000 ft를 추가로 구동하여 제어봉구동장치 모터의 총 구동 거리가 

220,000 ft에 달하 을 때에 수명시험을 종료하 으며, 수명시험을 마칠 때까

지 제어봉구동장치 모터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 다. 

수명시험 종료 후 모터의 육안 검사 및 측정에서 구동 부품인 래치, 핀 등

에서 상당한 정도의 마모가 관찰되었고, 또한 핀이 끼워지는 구멍은 제작 공

차를 크게 벗어나는 마모가 발생하 다. 특히 Alignment tap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균열이 발생하 다. 구동축에서는 시험 전에 사용한 측정기로는 측정이 

불가능 할 정도의 마모에 의한 손상이 관찰되었다. 전반적으로 제어봉구동장

치 모터의 일부 구동 부품에서는 과다한 마모가 발생되었으나 이들 마모가 

모터의 작동성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ABB-CE가 수행한 시험과 본 시험을 비교할 때, 모터의 수명은 크게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 원인으로는 추(모의 제어봉)의 무게가 가볍기 때문

인 것으로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Archard의 마모방정식에 의하면 마모량은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참고3.4.4] :

 Wear Rate =
d⋅k⋅W
σ y

여기서 d는 미끄럼 거리, k는 하중과 독립적인 상수이며, W는 접촉력, σy 

는 재료의 항복강도이다. ABB-CE가 수행한 시험에서 추의 무게를 450 lbs

로 사용한 결과 래치의 마모로 인하여 86397 ft에서 작동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참고 3.4.1] 한편 차세대 시험에서 사용된 무게는 총 214 lbs로 

이는 ABB-CE에 비해 47.6%이며, 이로 인한 법선방향 응력이 같은 양으로 

감소할 경우 마모수명은 2.1배정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ABB-CE의 결과에서는 결함부위는 래치면으로 래치 tooth to tooth ID는 

2.3587, 2.3510 in.로 초기 2.2048, 2.2001 in.에 비해 0.1539, 0.1509 inch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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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mm) 정도 넓어졌다. 이는 래치면의 마모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핀 및 

다른 부품의 마모로 인하여 원하는 제원이 나오지 않는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래치부의 tooth to tooth ID는 측정되지 않았다. 그

러나 핀과 래치면의 마모상태를 볼 때 220,000 ft는 수명의 한계에 다가간 

것으로 판단된다. 

구동축의 수명은 이번 시험에서 뭐라 결정하기 힘든 것 같다. 시험에는 3

개의 구동축을 사용하 는데 각각 34,000 ft, 76,000 ft 및 110,000 ft 씩을 운

전하 다. 최대한 사용한 구동축이 110,000 ft인 것을 볼 때 구동축의 수명은 

대략 110,000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ABB-CE의 결과로부터 추정되는 

78,000×2.1 = 163,800 ft와 유사한 값이다.  시험을 통해 발견된 것은 구동축

의 정렬이 수명 및 마모형상에 지대한 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중간에 사용

한 구동축에는 3번째의 구동축에 비해 훨씬 빠른, 그리고 국부적인 마모흔적

이 발견되고 있다. 원인으로는 노즐과 모터의 조립시에 두 축의 불일치 및 

진직도의 부족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다. 낙하시험 

(1) 내용

제어봉은 원자로가 어떠한 사고를 겪을 때라도 정해진 시간내에 노심으로 

삽입되어 노심을 안전하게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제어봉의 삽입

능력에 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① 자력소멸시간 (magnetic decay time)

② 제어봉구동장치 구조적 변형

③ 원자로내부구조물(핵연료 포함) 구조적 변형

④ 제어봉집합체 형상 및 무게

⑤ 원자로 냉각재 유동조건

따라서 사고시 제어봉 삽입능력을 실증하기 위해서는 위의 모든 조건을 모

의한 장치에서 시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험에는 원자로내

부구조물 및 핵연료집합체를 포함하는 거대하고 복잡한 장치가 요구되며 그 

건설비 및 운 에 막대한 비용이 요구된다. 또한 여러 종류의 사고를 제대로 

모의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험시설의 설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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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내부구조물의 변형은 제어봉 삽입에 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계하고, 

핵연료집합체 또한 유체의 저항이 제어봉 삽입에 향을 주지 않도록 설계

하여 이에 대한 향을 제어봉 낙하시험의 요건에서 제외한다. 또한 동적하

중 상태에서 제어봉을 낙하시키는 시험장치는 RCS 모의 loop과 가진장비를 

동시에 포함하는 시험장치가 필요하고 시험의 수행도 용이하지 않으므로 동

적해석과 정적시험을 병행하여 제어봉 삽입능력을 증명한다. 

지진 등 사고시를 모의하기 위해서는 지지구조물이 설치될 경우 이를 고려

한 제어봉구동장치의 모드해석으로부터 전체 변위에 지배적인 향을 미치

는 모드 및 모드형상을 구하고, 모드형상으로 제어봉구동장치를 정적으로 변

형시킨 상태에서 제어봉을 낙하시켜 소요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모드형상은 각 절점간의 상대변위이므로 정적변형을 점차로 증가시켜 가면

서 위의 시험을 반복 수행하여 측정된 낙하곡선이 허용곡선을 벗어날 때까

지 수행하여 허용변위를 결정하는 방법을 취한다. 이 시험은 지진하중 작용

시를 모의하는 것으로 차세대 제어봉구동장치의 경우 내진요건 등이 한국형

과 유사하므로 이상의 시험은  업무 역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차세대 제어봉구동장치를 위한 낙하시험은 원자로 불시정지에 따른 

제어봉의 삽입 가능성 및 낙하시간 요건을 검증적으로 확인하고 낙하하중에 

대하여 구동장치가 구조적으로 건전하다는 것을 실증하기 위하여 수행되었

다. 구축된 시험시설에서 제어봉구동장치를 최고지점까지 인출한 후에 자유

낙하하면서 그 때의 낙하시간과 지연시간을 측정하여 요건상의 낙하곡선(그

림 3.4.9)과 비교하 다. 낙하시험의 횟수는 60년으로의 설계수명 연장을 고

려하여 기존 요건의 150%에 해당하는 450회로 결정하 다. 이때 소요시간은 

제어봉구동장치제어계통에서 코일로 공급되는 전류를 차단시킨 시점부터 

90% 낙하시까지의 소요시간을 의미한다.  전류 차단후 제어봉이 낙하하기 

시작할 때까지의 시간 (magnetic decay time)도 역시 측정하 다.  제어봉 

낙하시 제어봉의 위치는 RSPT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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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9  낙하커브 요건

(2) 절차

시험조건은 시설의 운전조건인 온도 320℃, 압력 15.5 MPa에서 수행되었

다. 시험은 시설을 정상상태가 되도록 유지한 상태에서 제어봉을 최상단까지 

인출한 후에 전류를 차단하여 제어봉을 최하단 위치까지 낙하시키는 것을 

반복하여 450회 수행하는 것으로 진행하 다. 이때 발생하는 이송거리는 수

명시험에 누적된다. 기준만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 낙하시 RSPT로부

터 발생하는 450개의 낙하곡선과 상부래치 코일의 전류궤적을 기록하 다. 

(3) 결과

낙하시험의 횟수는 60년으로의 설계수명 연장을 고려하여 기존 요건의 

150%에 해당하는 450회로 결정하 다. 초기 시운전단계에서는 낙하를 시켰

을 때, 그 이후의 인출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 다. 분해를 통해 모터와 시

험 추 및 시험장치를 육안 검사하고 코일전류궤적을 분석한 결과, 이는 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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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상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시험 추의 최종속도를 감속하여 충격을 줄이

기 위한 목적으로 시험장치에 장착된 hydraulic damper와 시험 추의 간섭으

로 인한 것이란 결론을 얻어 추의 외경을 사포로 연마하고 정렬을 다시 하

여 조립한 후 이상없는 운전을 할 수 있었다. 이후 본 실험에서 전 450회의 

시험에 걸쳐 제어봉구동장치는 이상없이 작동하여 신호를 취득할 수 있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실제 발전소에서 제어봉의 삽입능력 (CEA 

scramability)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자력소멸시간 (magnetic decay time)

② 제어봉구동장치 구조적 변형

③ 원자로내부구조물(핵연료 포함)의 구조적 변형

④ 제어봉집합체 형상 및 무게

⑤ 원자로 냉각재 유동조건

본 시험에서는 ③,④,⑤항을 고정하여 ①항을 검증하고 횟수증가에 따른 ②

항의 향을 살펴보았다. 

제어봉의 낙하 소요시간은 제어봉구동장치 제어계통에서 코일로 공급되는 

전류를 차단시킨 시점부터 90 % 낙하시까지의 소요시간을 의미한다.  이 제

어봉의 낙하시간은 제어봉구동장치의 외부에 설치한 RSPT(reed switch 

position transmitter)에 의한 제어봉의 위치신호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RSPT는 제어봉의 행정을 따라 자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reed switch를 일

렬로 위치시켜 제어봉의 상단에 자리한 구자석이 움직임에 따라 저항값이 

변하고 이에 따라 2 step당 0.05 V의 기전력 차가 발생하도록 설계되어 있

다. 시험은 시설을 평형상태가 되도록 유지한 상태에서 제어봉을 최상단까지 

인출한 후에 전류를 차단하여 제어봉을 최하단 위치까지 낙하시키는 것을 

반복하여 450회 수행하는 것으로 진행하 다. 측정신호는 그림 3.4.10과 같이 

래치를 잡고 있는 상부 래치의 전류신호와 RSPT로부터의 위치신호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류가 차단된 후 제어봉은 자기장이 소멸할 때

까지의 시간(magnetic decay time)이 경과한 후 래치가 빠져나옴으로 낙하

를 시작하며 중력에 의하여 시험용기의 바닥까지 낙하를 계속한다. 낙하에 

소요되는 시간은 총 약 2.2 초 정도이며, 용기 하단부의 완충장치를 제외한 

90% 행정의 낙하시간은 약 2.05초 정도이다. 이는 안전해석의 요구사항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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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다 작은 값으로 450회 모두 양호한 동작상태를 보여 주었다. 자기장의 

소멸시간은 상부 래치의 신호로부터 결정된다. 전류가 차단되어 감소하던 전

류는 래치의 기계적 운동에 의한 역기전력의 발생으로 증가한 후 기계적 운

동이 중지되면 다시 감소한다. 따라서 신호에서 역기전력이 발생되는 시점을 

결정하면 되는데 차세대 제어봉구동장치의 경우 이 값은 대략 250 msec 정

도를 보이고 있다. 이 값 역시 허용한계인 350 msec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림 3.4.10  낙하시험 결과 (낙하궤적 및 UG 코일 신호)

라. 전력시험 

(1) 내용

제어봉구동장치는 코일에 전류를 흘려 발생하는 전자기력에 의하여 모터에 

장치된 래치를 드나들게 하며 lift magnet을 움직여 제어봉을 삽입하거나 인

출하는 일련의 동작을 하게 된다. 따라서 제어봉구동장치의 모터 및 제어계

통의 설계를 위한 전력요건이 확립되어야 한다. 현재 사용되는 System 80형

이전의 제어봉구동장치는 운전 시(인출삽입 시)에 최대 2500 watt와 정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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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봉을 잡고 있을 때) 최대 1000watt의 전력요건이 부과되어 있었으며, 

현재 한국형 및 차세대원전에서 사용될 System80형의 double step 제어봉구

동장치의 경우 최대 2.06KVA의 전력요건이 부과되어 있다. 이들 소요전력량

은 제어봉구동장치의 담당하중 및 온도에 따라 상이한 값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설계에 있어서의 변수로 작용한다. 

이 전력시험은 4 finger CEA를 모사한 시험시설에서 제어봉구동장치 모터

의 구동에 필요한 전력을 산출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 다. 시험을 

통하여 삽입, 인출 및 정지 모드에 따른 총 전력량, 정격전류(RMS current), 

및 최대전류(peak current) 등을 측정하 다. 

(2) 절차

정상상태의 시험온도 및 압력으로 안정화된 시험시설에서 시험은 수행되어

야 한다. 시험조건은 시설의 운전조건인 온도 320℃, 압력 15.5 MPa에서 수

행되었다. 전력시험의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랐다 :

① 시험시설이 정상상태에 도달했음을 확인하고 그 때의 운전조건(온도, 

압력, 유량, 냉각용 공기량, 시간 등)을 기록한다.

②-⑦의 과정을 수행하여 코일의 저항을 측정한다. 

② 코일을 0 step에서 HOLD 상태에 두고 평형상태를 기다린다. 이때 냉각

을 위한 유입공기는 49℃, 800 scfm 으로 한다.

③ 10회의 인출, 15초 정지, 10회의 삽입을 시행한다.

④ 추를 최하단부(0 step)에 위치시키고 제어봉구동장치 코일에 인가되는 

전력을 차단한다.

⑤ 유도전류가 소멸할 때까지 1분 정도를 기다린다.

⑥ 제어봉구동장치 코일 전력 cable을 분리한 후 UL, UG, LL, LG의 저항

을 multimeter로 측정한다.

⑦ 측정이 완료되면 cable을 원위치하고 전력을 공급한다.

⑧-⑪의 과정으로 코일전류의 궤적을 남긴다.

⑧ 전류측정 전에 인가전압을 정 하게 조정한다 (140/45/0 Volt)

⑨ 5회(10 step)에 걸쳐 인출하며 전류신호를 저장한다.

⑩ 5회(10 step)에 걸쳐 삽입하며 전류신호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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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Hold 상태에서 10회 정도 전류를 읽어 기록한다.

측정된 전류를 이용하여 평균, RMS, 최대값을 산출하고, 옴의 법칙을 이용

하면 소요 전력값을 계산할 수 있다.

(3) 측정결과

측정된 전류궤적의 raw data는 제어봉구동장치 제어용 컴퓨터에 파일형태

로 저장되었다. 저장된 파일의 이름 및 명세는 다음 표 3.4.5와 같다. 

표 3.4.5  낙하시험 결과 파일의 명세표

파일 명 해상도 구동속도 파일 명 해상도 구동속도

12 6127.txt 1 msec. 30 in./min. 12 6133.txt 1 msec. 30 in./min.

12 6129.txt 1 msec. 30 in./min. 12 6134.txt 1 msec. 30 in./min.

12 6130.txt 1 msec. 30 in./min. 12 6135.txt 1 msec. 30 in./min.

12 6131.txt 1 msec. 30 in./min. 12 6136.txt 1 msec. 30 in./min.

12 6132.txt 1 msec. 30 in./min. 12 6137.txt 1 msec. 30 in./min.

시험을 수행하기 직전에 측정한 코일의 저항은 다음 표 3.4.6과 같다.

표 3.4.6  시험 전 코일의 저항값

상부 Lift (Ω) 상부 래치(Ω) 하부 Lift(Ω) 하부 래치(Ω)

인출전 6.8 8.5 7.0 8.6

삽입전 6.9 8.5 6.9 8.5

정지전 6.8 8.7 6.8 8.7

하나의 CEA tripping mechanism의 전력요건은 설계시방서에는 최대 2.06 

KVA로 명시되어 있다. 전력요건을 위한 측정은 모든 조건의 운전 모드 - 

즉 삽입, 인출 및 정지시에 대하여 수행되었는데, 원자로운전 조건에서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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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전력은 인출, 삽입 및 정지 시에 각각 693 watt, 530 watt 및 223 watt로 

계산되었다. 

(4) 비교 및 검토

ABB-CE가 System80 이전의 제어봉구동장치에 대하여 수행한 시험결과는 

다음 표 3.4.7과 같다. 시험은 single CEA 와 dual CEA mechanism에 대하

여 수행하 다.[참고3.4.5]

표 3.4.7  System80 이전 제어봉구동장치의 소요 전력

운전모드 조건
Single Dual

RMS Peak RMS peak

인출 고온 550 7200 606 8760

삽입 고온 480 4950 447 6360

정지 고온 130 122

인출 상온 795 8850 807 11663

삽입 상온 590 7500 595 8467

정지 상온 165 162

또한 System80의 prototype에 대한 전력시험의 결과 및 본 시험의 전력 

계산결과는 다음 표 3.4.8과 같다. [참고3.4.6]

표 3.4.8  System80과 본 시험 결과의 비교

대상기기
운전

모드
운전조건

3 Phase

RMS

Power 

(W)

3 Phase 

Peak 

Power 

(W)

3 phase 

Power

KVA

Line 

current 

RMS 

(Amps)

Peak 

current

(Amps)

S80

삽입 상온 1240 1880 2.06 4.96 8.37

인출 고온 1000 1600 1.48 3.58 6.12

삽입 고온 1000 1470 1.49 3.62 6.30

avg RMS peak

KNGR

삽입 고온 693 1250 8171

인출 고온 530 1200 10002

정지 고온 223 223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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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서 보듯이 전력은 우선 2.06 KVA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전의 data 들과도 비교적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시험의 결과는 

이전 ABB-CE의 결과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마. 냉각시험 (Air Cooling Measurement)

(1) 내용

제어봉구동장치 래치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환형코일에 전류를 공급하여 자

기장을 발생시키는데 이때 전류의 열작용으로 인하여 코일에 열이 발생하며 

또한 원자로 노즐에서 발산하는 열과 합해져 코일의 온도가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사용년수가 증가함에 따라 코일의 열화에 의한 오작동이나, 심할 경

우 코일 burn-up에 의한 제어봉 낙하사고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  원전에서

는 코일의 온도를 한계온도 이하로 유지시켜 주기 위하여 강제 공기순환에 

의한 냉각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시험을 통하여 작동불량이 발생하는 한계온도와 코일의 열화특성을 

평가하여 한계운전온도를 구한다. 또한 코일을 한계온도 이내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공기량을 구한다.  이때 코일 온도에 향을 주는 변수는 다

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  

- 전압 (고전압: 140볼트, 저전압: 40 또는 60볼트)

- 전류공급시간

- 냉각공기량

- 유입되는 공기의 온도

본 실험에서는 발전소에서의 운전조건에 해당하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전압을 고전압은 140볼트로, 저전압은 45볼트로 고정하고 전류를 표준 

timing sequence에 맞추어 공급하며, 냉각을 위한 유입공기를 49℃, 800 

scfm으로 제공하며 수행하 다. 시험은 냉각효과시험과 2시간 냉각시험의 2

종이 수행되었는데, 냉각효과시험은 정상상태에서의 코일온도분포를 확인하

기 위한 것이며, 2시간 냉각시험은 기동 후 2시간동안의 과도상태에서 코일

의 온도분포를 보기 위한 것이다. 

냉각시험 시에는 열방출량을 계산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유입, 방출되는 

공기의 유량과 온도를 기록하고, 코일내에 삽입된 열전대의 신호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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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2, 3/4지점에서의 온도를 측정 기록하 다.  측정자료로부터 냉각효과

시험의 경우는 냉각을 위한 유입 공기량과 온도로부터 방출된 열량을 계산

하며 3회 측정온도를 평균하여 코일의 온도로 보고 코일의 온도분포를 산출

하 다.  2시간 냉각시험의 경우 초기 온도와 30분 경과시 마다의 온도를 기

록하 으며, 이 때의 시험장치의 상태와 유입공기량과 공기의 온도를 함께 

기록하 다. 또한 모든 경우에서 sample로 전류신호를 취득하여 기록하 다. 

(2) 절차

(가) 냉각효과시험

① 냉각을 위한 유입공기는 49℃, 800 scfm으로 한다. UEL hold 상태로 

평형상태(코일온도 : ±3℃ 이내)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린다.

② 평형 상태에서 코일의 온도를 측정, 기록한다. 이 때 유입 공기량 및 공

기의 출입구온도를 반드시 기록한다.

③ 제어봉구동장치를 운전하여 15분간 정상적(30 ipm)인 삽입, 인출을 계

속한다.

④ 15분이 경과한 후 각 코일의 온도를 측정, 기록한다. 이때 전류신호를 

sample로 1회 취득한다. 유입 공기량 및 공기의 출입구온도를 반드시 기록한

다.

⑤ 15분 더 운전하여 제어봉구동장치를 바닥위치에 위치시키고 각 코일의 

온도를 측정, 기록한다. 아울러 코일전류궤적을 1회 얻는다. 유입 공기량 및 

공기의 출입구온도를 반드시 기록한다.

(나) 2시간 냉각시험

① 냉각을 위한 유입공기는 49℃, 800 scfm으로 한다. hold 상태로 평형상

태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린다.

② 평형 상태에서 코일의 온도를 기록한다.

③ 제어봉구동장치를 운전하여 정상적(30 ipm)인 삽입, 인출을 계속한다.

④ 30분이 경과하면 각 코일의 온도를 측정, 기록한다. 이때 전류신호를 

sample로 1회 취득한다.

⑤ 매 30분마다 총 2시간동안 위의 과정을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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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결과

냉각능력시험의 측정결과는 표 3.4.9 에서 표 3.4.12까지에 수록하 다. 표 

3.4.9에는 냉각효과시험 중 취득한 유입 공기량과 출입구에서의 온도, 측정시

간 및 코일궤적 파일명이 수록되어 있다. 표 3.4.10에는 각 열전대에서의 측

정온도를 나타내고 있다. 표 3.4.11에는 2시간 냉각시험 중 취득한 유입 공기

량과 출입구에서의 온도, 측정시간 및 코일궤적 파일명이 수록되어 있다. 표

3.4.12에는 시간에 따른 각 열전대에서의 측정온도를 나타내고 있다. 

코일에 발생하는 열량은 공기의 유량과 비체적, 그리고 입출구에서의 온도

차를 곱하여 계산하 다. 공기의 도는 1.0585 kg/m3,  Cp값은 1015.5를 사

용하여 대략 2600 Watt정도의 열량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때 

코일의 온도는 규정된 값에 거의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과도상태

는 코일의 온도는 30분에서 1시간이 경과하면 증가가 둔해지지만 발열량은 

대략 1시간 30분이 지나면 평형상태로 되어 감을 알 수 있었다. 발열량은 처

음 코일의 온도가 낮을 때는 1500 Watt 정도에서 출발하여 2500 Watt 정도

까지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그림 3.4.11는 시간경과에 따른 코일의 온도

변화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3.4.12는 시간경과에 따른 발열량의 변화를 나

타낸다. 

RSPT의 온도는 하단에서 측정하 는 바, 전 시험기간동안 100℃를 넘지 

아니하 다. 실험에서 RSPT는 간단히 upper pressure housing에 horse 

clamp를 사용하여 고정시켰다. 이는 실제 발전소에서의 설치방법과 다소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열전달면에서 전도에 의해 보다 높은 온도를 가질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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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9 냉각효과시험에서 유입공기량 및 온도

No.
Air Flow Rate

(m3/hr)

Tin 

( C )

Tout 

( C )

Time
Remarks

1 1147 48.2 51.0 0:16  Step : 375839

2 1173 48.2 51.0 Coil Current file : NA

3 1174 48.3 51.1

4 1144 48.4 51.1

5 1192 48.5 51.1

6 1172 48.5 51.1

7 1174 48.4 51.2

8 1155 48.3 51.3

9 1155 48.6 51.4

10 1157 49.2 54.0 0:31 Step : 376441

11 1150 49.3 54.1
Coil Current file : 12 7031

(lost)

12 1155 49.8 54.5

13 1136 49.7 54.5

14 1124 49.6 54.5

15 1162 49.6 54.5 0:37

16 1145 50.0 56.3 0:52 Step : 377043

17 1128 50.1 56.3 Coil Current file : 12 7052

18 1188 50.2 56.3

19 1102 50.6 56.3

20 1155 50.6 56.3

21 1122 50.5 56.3

22 1131 50.5 56.3 0:57

23 1144 43.9 49.6 5:00 New Equilibr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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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10 냉각효과시험의 코일내 온도

Thermocouple 

No.
Location

T at 

Equilibrium

T at 15 min.

(C)

T at 30 min.

( C)

21 75.8 114.5 130.7

23 78.1 123.5 142.0

22 76.9 121.7 138.7

25 81.9 133.7 153.6

24 81.4 132.3 151.3

35 60.0 113.9 134.5

33 60.7 105.0 121.7

27 87.2 133.4 147.2

2 149.4 163.4 170.8

4 155.1 170.1 177.4

3 161.7 177.5 184.9

11 65.2 71.4 75.1

29 90.9 137.0 155.5

28 89.8 142.3 159.2

30 95.1 155.1 174.3

1 144.3 156.8 163.6

40 148.2 162.1 168.9

37 62.5 118.3 140.0

39 133.6 145.9 152.2

34 59.5 103.8 121.9

38 62.9 118.0 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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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11  2시간 냉각시험에서 유입 공기량 및 온도

State No.

Air Flow 

Rate 

(m3/hr)

Tin 

( C )

Tout 

( C )
Time Remarks

Equilibrium 1 1144 43.9 49.6 5:00 Step : 377045

2 1140 48.0 52.1 5:13 Coil Current file : 12 70530

3 1147 48.6 52.7 5:30

4 1165 48.6 52.7

30 Minute 5 1174 50.0 56.4 6:01 Step : 378249

6 1164 50.2 56.5 Coil Current file : 12 70601

7 1171 50.3 56.3

8 1140 50.3 56.4

9 1162 50.3 56.3

60 Minute 10 1130 51.1 58.1 6:37 Step : 379451

11 1167 51.3 58.1 Coil Current file : 12 70637

12 1125 50.9 57.8

13 1139 50.8 57.8

14 1137 50.8 57.8

90 Minute 16 1149 49.8 57.4 7:12 Step : 380651

17 1164 49.8 57.4
Coil Current file : 

12 70712

18 1100 50.0 57.1

19 1136 49.9 57.1

20 1134 49.8 57.1

120 Minute 21 1142 49.5 57.4 7:46 Step : 381851

22 1159 49.5 57.4 Coil Current file : 12 70746

23 1162 49.5 57.4

24 1150 49.7 57.0

25 1160 49.7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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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12  2시간 냉각시험의 코일내 온도

TC 

No
Location

T at 

Equilibrium

T at 30 

min.

T at 60 

min.

T at 90 

min.

T at 120 

min.

21 62.3 136.4 146.7 148.2 146.0

23 64.4 147.6 159.0 162.0 162.1

22 63.4 144.8 157.6 161.1 159.8

25 67.1 160.9 174.7 178.6 177.7

24 66.9 158.6 172.1 175.5 175.0

35 51.7 141.1 155.5 159.1 159.5

33 51.8 127.4 138.1 141.0 141.3

27 70.4 154.2 161.5 162.7 164.0

2 105.0 173.2 179.4 180.9 181.0

4 108.5 160.1 166.1 188.1 188.0

3 112.5 187.8 193.5 196.1 196.0

11 51.4 76.0 78.5 78.5 78.7

29 73.3 164.9 175.8 179.1 179.5

28 72.8 167.8 176.1 179.2 180.8

30 76.5 165.0 195.8 199.9 201.5

1 101.7 166.0 171.0 173.0 172.5

40 104.3 171.3 176.7 178.5 178.5

37 53.8 146.8 161.3 166.3 166.6

39 95.6 154.0 158.7 160.3 160.5

34 50.8 128.3 140.4 144.2 144.5

38 53.9 145.4 160.7 165.2 165.8

21 129.7 140.2 141.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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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1  냉각능력시험 결과 (코일내의 온도분포 및 변화) 

그림 3.4.12  냉각능력시험 결과 (발열량 및 유입공기의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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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교 및 검토

현재 설계의 구동장치 모터는 49℃, 800 scfm의 공기에 의하여 냉각될 경

우, 코일의 온도가 3번 및 30번의 열전대에서 180 ~ 202 ℃ 정도로 높게 나

타난다. 평형에서 구동으로 변화될 때 가장 높은 온도는 상부래치코일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상부래치코일에는 전류가 늘 공급되기 때문으로 보이나 다

른 코일들에서의 온도변화량은 상부래치 코일과 거의 같은 양이었다. 열전대

를 이용하여 온도를 측정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 결국에는 PC를 통한 

자동측정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코일내의 유도전류로 인한 고주파의 

잡음이 열전대에 유입됨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차후에는 시험에 앞서 

필터를 통한 전류신호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 다. 냉각능력시험의 

결과는 ABB-CE의 결과와 유사하 다.[참고3.4.7]

바. 시험의 종합 결론

수명시험 결과로 부하추종 운전시 현재 설계의 제어봉구동장치는 그 설계

수명을 상회하여 220,000ft까지 운전이 가능한 것이 확인되었다. 시험결과로 

보아 제어봉구동장치 모터에서 수명에 가장 취약한 부품은 래치(래치)와 이

를 연결하는 핀인 것으로 판단된다. 마손이 법선하중에 비례한다고 볼 때 이

번 시험의 결과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수명연장방안은 재질의 개선보다는 

접촉면적의 확대 및 법선력 감소로 생각된다. 낙하시험의 결과를 분석할 때 

제어봉구동장치는 기계적으로 낙하시간에 민감하지 않음을 확인하 다. 전력

시험의 결과, 원자로운전 조건에서의 평균 전력은 인출, 삽입 및 정지 시에 

각각 693 watt, 530 watt 및 223 watt로 계산되었다. 이는 ABB-CE의 값과 

유사한 값으로 추의 무게가 전력에 미치는 향이 없음을 보여 주며, 이 값

들은 모든 조건의 운전 모드 - 즉 삽입, 인출 및 정지시에 대한 전력요건인 

2.06 KVA를 만족하는 것이다. 냉각능력시험의 결과는 열전대 오차로 인하여 

신뢰도가 떨어지지만 49℃, 800 scfm 의 공기에 의하여 냉각될 경우 모든 운

전상태에서 코일의 온도는 180 ~ 202 ℃ 정도로 ABB-CE의 결과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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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명 연장 방안

계산에 따르면 차세대원전에서 CEA가 담당하는 출력제어를 위해 이동해

야 하는 총 구동거리는 일일 부하추종운전을 고려할 때 약 1.52e07 cm (약 

500,000 ft)로서 한국 표준형 원전에 비해 수십배 정도 많다. 이는 일일부하

추종운전에 따라 4 finger CEA인 PSCEA group 2가 움직인다고 가정한 값

이다. 또 한편 PbXb 운전시 일일 부하추종운전에 따른 구동거리는 대략 

8.45e06 cm (약 280,000 ft)이다. 현재 사용중인 Westinghouse의 설계인 제어

봉구동장치의 설계수명이 100,000 ft를 감안할 때 이 값은 지나치게 큰 값이 

되므로, 이에 따라 누적구동거리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물론 이 계산은 제어봉구동장치에 대한 것이기보다는 

CEA에 대한 것이며 제어봉구동장치의 수명은 꼭 CEA의 운전거리와 같을 

필요는 없다. 

일일부하추종능력이 없는 한국 표준형 원전의 경우, 제어봉구동장치

(CEDM)는 기능을 상실하지 않고 제어봉집합체의 총 누적 구동거리

(100,000ft)를 구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수명기간동안 그 보수나 

유지에 특별한 요건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수명기간이 60년이고 일일부하추

종운전 능력을 갖출 차세대 원전의 경우, 위와 같은 수명을 갖는다면 대략 

10년마다 제어봉구동장치를 전부 교환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되어 경제적

인 소모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제로 수행한 4 finger를 사용한 시험결과

를 살펴볼 때 그 수명이 대략 200,000ft를 상회한다고 할 지라도 취약부품인 

래치와 핀 등의 설계를 개선하여 그 수명을 연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수명연장 방안의 모색은 제어봉구동장치의 수명에 향을 많이 주는 부품

으로 그 교환이나 보수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과 설계의 개선이 수

명에 많은  향을 줄 수 있는 점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 다.  

구체적으로 부품별로 살펴보면, 첫째로 전기적 부품의 경우 케이블이나 기

타 전선은 설계개선에 별 향을 주지 않을 것이며 코일의 수명연장 역시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코일의 경우는 고온에 의한 열적 취화 

및 노후화와 절연의 파괴 등이 수명단축의 원인이 될 것이나 현재의 코일 

피복재보다 월등한 성능의 피복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코일의 온도를 제

한하는 방법은 제한적 공간에 설치되며 그 자기적 성능을 감소시키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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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열방출을 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강제 공냉식 이상의 방법을 생

각하기 어렵다. 둘째로 구조적인 점에서는 재질문제를 제외하고는 사고나 고

장이 보고된 바가 없어 설계변경을 통한 수명연장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할 

것이다. 세 째로는 기구학적인 접근을 통한 수명연장이 있다. 현재 설계의 

제어봉구동장치에서 마찰이 있는 곳과 직접 운동을 하는 곳은 다음과 같다 :

① 래치의 이(齒) 부위

② Drive shaft의 이(齒) 부위 

③ 래치 핀의 연결부

④ 래치 guide tube의 coating부위

⑤ Insert의 coating 접촉부

⑥ 스프링 

이들 부품에 대한 기구학적 변경을 통해  각 부품에 작용하는 하중을 줄이

거나, 부품의 재질을 바꾸거나, 전체의 설계개념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명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중점 연구하 다. 넷째로 제어개념의 변

경 및 timing sequence의 변경을 생각 할 수 있다. 이들 제어기의 설계는 코

일의 수명과 기구학적인 하중에 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수명연장에 도

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나 그 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가능한 설계변경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① 래치 및 구동부 재질의 변경

② Link 기구의 최적화

③ 치면(齒面) 모양의 최적화

④ 다 접촉면 설계 (예: double gripper/multiple gripper)

⑤ 일부 부품의 교환이 용이한 설계

⑥ 전자적인 제어봉구동장치 사용

가. 래치 및 구동부 재질의 변경

제어봉구동장치 래치에 사용되는 재료는 고온고압상태에서 주위 구조물과 

많은 마찰이 발생하기 때문에 표면이 충분한 내마모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또한 계속된 반복하중을 받기 때문에 피로에 대한 내구성이 있으면서 공간

제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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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재질은 Cobalt를 주재료로 만들어진 초합금들 

(Super-alloys)[참고3.4.8]로 원자력 부품, 항공기, 터빈 등의 특수 분야에 많

이 사용된다.  제어봉 구동축 래치(latch arm & link)에는 Haynes 25 또는 

HA-36 as cast가 사용되고, 핀에는 Stellite 6B 등의 내마모성 재질을 사용

한다. 이들에 대한 기계적 특성이 표3.4.13에 나타나 있다.

표 3.4.13  Haynes 25 및 Stellite 6B의 기계적 성질

Haynes 25 Stellite 6B

도 0.33 lbs/in3 0.303 lbs/in3

인장강도

117-150 ksi

139-143 ksi

135 ksi

129-154

115-148

74-146

항복강도

41-70 ksi

66-68 ksi

65 ksi

67-93

61-88

45-92

피로강도
40 ksi (107, 815℃ )

31 ksi(108, 815℃)

탄성계수
25℃ ; 32.6E6 psi

300℃ ; 29.6E6 psi

현재 제어봉구동장치의 구동부품 재질을 정리하면 다음 표 3.4.14와 같다.

표 3.4.14  제어봉구동장치 구동부의 재질 

부품명 재질 부품명 재질

Latch 및 link

HA-36 or 

HAYNES alloy 

No. 25

Latch guide 

tube

A269 Type 316 

(Chrome oxide 

coated)

Drive shaft
A276 type 304 

stainless steel
Insert A276 Type 410

Latch pin stellite #6B 스프링 AMS 5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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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결과를 감안할 때, 가장 많은 마모가 발생하는 부품은 drive shaft와 

래치 핀이다. drive shaft의 재질은 표 3.4.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A276 304

계열의 stainless steel로서 이를 개선할 경우 원자로내부구조물과의 열팽창

에 의한 공차변화, 무게변화 등이 동반된다. 또한 모터의 래치보다 무른 재

료를 사용하여 모터의 수명을 보다 길게 하려는 설계개념 상 재질의 변경은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구동축은 재질을 그냥 둔 채로 열처리나 

코팅을 통한 경도증가를 모색할 수 있다. 래치 연결핀은 그 재질이 Haynes 

6B로서 이는 내마모성이 매우 좋은 재질이다. 표 3.4.15는 내마모성이 좋은 

재질들에 대한 마모시험(pin-on-disk test)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에서 보

는 바와 같이 6B를 능가하는 재질은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ceramic계통의 

재질을 생각할 수도 있으나 가공성을 고려할 때 난점이 예상된다. 래치의 재

질은 Haynes 25로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6B와 ULTIMET 합금을 제외하

고는 내마모성이 제일 좋다. 따라서 핀과 동일한 재질인 6B를 사용하면 래

치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나. Link 기구의 최적화 : 기구학적 고찰

본 절에서는 차세대원자로에 적용될 제어봉구동장치(CEDM)가 제어봉을 

구동하면서 stepping 충격하중을 받을 때, 구동축(drive shaft)을 걸고 있는 

래치(latch)가 받는 하중을 분석하여 그 저감방안을 고찰하고 그에 따른 수

명연장방안을 모색한다.

(1) 충격하중 고찰

제어봉구동장치(Control Element Drive Mechanism)에 작용하는 하중은 크

게 기계적인 하중과 열적 하중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열적 하중에 의한 열응

력은 제어봉구동장치 래치의 경우 온도분포가 거의 일정하므로 무시될 정도

로 생각된다. 또한 부품사이에 일정한 간극이 존재하도록 설계하여 운전중에 

각 부품의 온도가 설계온도 318。C 까지 상승했을 경우에도 열팽창에 의한 

응력의 발생을 막고 있다. 한편 기계적 하중은 제어봉 구동축의 steppin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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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15  각종 합금의 내마모성 시험결과 

  

Room-Temperature Wear Depth 
for Various Applied Loads

 3,000 lbs. 
(1,365 Kg) 

6,000 lbs. 
(2,725 Kg)

9,000 lbs. 
(4090 Kg)

Material  mils  μm mils μm mils μm

6B 0.02 0.6 0.03 0.7 0.02 0.5

ULTIMET alloy 0.11 2.9 0.11 2.7 0.08 2.0

25 alloy  0.23 5.9 0.17 4.2 0.17 4.2

188 alloy 1.54 39.2 3.93 97.3 3.65 92.6

HR-160 alloy 1.73 43.9 4.33 109.9 3.81 96.8

214 alloy 2.32 59.0 3.96 100.5 5.55 141.0

556 alloy 3.72 94.4 5.02 127.6 5.48 139.3

230 alloy 4.44 112.7 7.71 195.8 8.48 215.5

HR-120 alloy 6.15 156.2 7.05 179.0 10.01 254.2

의한 충격력과 지진하중 및 압력하중이 있으나 지진 및 압력하중은 제어봉

구동장치의 압력경계를 이루는 부품에 주로 향을 주며, 래치 등의 구동부

분과는 별로 관계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기타의 하중을 제외하고 

제어봉 구동축의 stepping에 의한 충격하중 만을 고려하기로 한다.

앞 절의 이송절차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제어봉구동장치는 몇 단계에 걸쳐 

위, 아래로 오르내리면서 구동축을 잡고 움직이게 된다. 이 절차에 따른 구

동축 이송을 위한 1 Cycle 운동시 이송거리는 두 과정 모두 3/4인치가 된다. 

그리고, 이 때 발생되는 충격력은 인출시의 경우 상, 하부래치는 각각 1/32인

치 간격을 두고 자유낙하 하는 구동축에 의해 충격력을 한 차례씩 받는다. 

한편, 삽입시에는 하부래치의 경우 정지된 구동축을 1/32인치 들어올리면서 

한 차례 충격력을 받고, 상부래치는 구동축 삽입시 11/32인치를 낙하하는 구

동축을 정지시키기 위해 충격력을 받게되며, 구동축을 잡은 상태로 7/16인치

를 낙하하다 가속되는 구동축을 정지시킬 때 관성력에 의한 하중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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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상, 하부래치는 두 과정 중에 정지된 구동축을 들어올릴 때 정하중

의 2~3배에 해당하는 동하중을 받지만 이 값은 충격력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있다.

이 때의 충격력은 정확한 값이 주어져 있지 않다. 왜냐하면 구동장치 내 

부품은 Safety class 2로 분류되어 응력해석을 수행하지 않고 수명기간동안

의 요구된 횟수의 운전성능을 실험에 의하여 검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어봉구동장치의 구동력은 pressure housing 외부에 감겨있는 lift 코일

과 gripper 코일(혹은 래치 코일)에 의하여 발생되며, 이들의 구동장치에 공

급하는 구동력은 제어봉 인출시에 최소 600 lb, 삽입시에 최대 500 1b이다[  

참고3.4.9]. 코일로부터 이러한 자력을 받는 상, 하부 lift는 제어봉을 걸고있

는 상부 또는 하부래치를 구동하여 제어봉의 삽입과 인출을 수행한다. 모터

의 응력해석을 위해 제공된 자료는 없지만 구동조건으로부터 알려진 하중은 

제어봉(CEA)과 제어봉 구동집합체(ESA)의 최대 무게 344.5 1b의 8배가 충

격력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여기서 제어봉 구동 집합체의 무게는 122.5 

1b 이고, 제어봉 집합체중 가장 무거운 12 개형 집합체의 무게는 212 1b 이

다.[참고3.4.9] 즉, 상,하부래치의 충격력(F)은 12개형 제어봉 집합체의 경우는 

344.5 x 8 = 2756 lbs이고 4개형 제어봉 집합체의 경우는 219.5 x 8 = 1756 

lbs 이다. 

상, 하부 래치와 구동축의 충격시간 계산은 다음 두 가지의 가정을 가지고 

에너지보존 법칙으로부터 계산한다. 

① 충격이 이루어지기까지 구동축의 최대 낙하거리(S)는 삽입시 상부래치

가 구동축을 지지하며 낙하하는 거리인 7/16인치로 하며, 최소 낙하거리는 

1/32인치로 한다. 이때 유체저항을 무시한다.

② 자유낙하시에 구동축의 초기 낙하속도와 충격후의 최종속도(vf)는 모두 

0 이다. 

  

7/16인치 낙하 경우

초기 충격속도( v i  )는 에너지보존 법칙으로부터

v i = 2gS  = (2 x 7/16 x 386.4)1/2 = 18.387 in/s 이며

초기시간( Δt  )는 운동량과 힘의 관계인 F⋅Δt=M × (v f-v i)의 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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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Δt  = 344.5 x (18.387 - 0)/ (F x 386.4) = 16.369/F sec 이다.

1/32인치 낙하 경우

마찬가지로 초기 충격속도( v i  )는

v i = 2gS  = (2 x 1/32 x 386.4)1/2 = 4.914 in/s이며

초기시간( Δt  )는

Δt  = 344.5 x (4.914 - 0)/ (F x 386.4) = 4.381/F sec. 이 된다. 

이로부터, 시간에 따른 충격량은 계단식 함수로 나타나게 된다. 래치와 구

동축에 step function 형태로 작용하는 충격력은 길게는 7.18 msec, 짧게는 

1.59 msec 동안 작용한다.

(2) 접촉력 해석

제어봉구동장치 래치는 제어봉 구동축 주위로 120。 간격으로 위치하여 래

치끝이 구동축의 치면과 접촉하여 구동축을 지지하는데 이 지지력은 치면과 

래치의 마모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절에서는 구동축

으로부터 수직방향으로 F의 힘이 가해질 때 래치 지지부에 어떠한 힘이 가

해지는가를 계산하기로 한다.

(가) 구동축과의 접촉력

구동축 치면과 래치끝이 만나는 접촉면이 수직축과 이루는 각을 θ  라하

고, 접촉 마찰계수를 μ  라 할 때, 래치가 받는 x,y 방향 성분력 Fx, Fy는 힘

의 평형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y축 방향 힘의 평형식은 다음과 같다.

     F=N ×( cosθ+μsinθ)

이로부터 래치에 가해지는 수직력(N)은 

     N=
F

( cosθ+μsinθ)

그러므로, 래치가 받는 x,y 방향 성분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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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x=N ×( sinθ-μcosθ)=F ×
( sinθ-μcosθ)
( cosθ+μsinθ)

     Fy=F

접촉각 및 마찰계수의 변화에 따른 Fx, Fy 값은 그림 3.4.13과 같다.

그림 3.4.13  접촉각 및 마찰계수에 따른 래치 지지력

그림 3.4.13에서 접촉부위의 마찰력이 커지면 x 방향의 힘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한편 θ가 45。이고 μ  를 0.1이라 하면 Fx는 9/11F 이고, Fy는 F로 

계산된다.

(나) 핀 부위 접촉력

구동장치 래치(latch arm)의 하단부는 한쪽 끝이 latch magnet에 핀으로 

지지된 래치연결봉(latch link)에 또한 핀으로 연결되고, 상단부로 핀에 의해 

lift magnet에 지지되어 있다. 여기서 핀접촉부의 마찰력을 무시하고 구동장

치 래치가 구동축 래치홈에 진입하여 이를 지지할 때의 자유 물체도(free 

body digram)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현재 설계에서 link 기구의 제원은 표 3.4.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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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16  Link 기구의 제원

항목  설계치 항목 설계치

래치의 핀구멍 

거리
1.750 인치

연결봉의 운동범위 

(수평선 각도)
약 22 ~ 50도

연결봉의 핀구멍 

거리
0.972 인치

래치의 운동범위

(수직선 각도)
약 9 ~ -1도

래치 핀과 연결봉 

핀의 상대위치
(0.656, 2.494) 인치

A

B

y

xl2

FAx

Fx

Fy

FB cos

θ1

l3
l1

FAy

FB sinθ

1

θ1

θ2

θ3

그림 3.4.14  제어봉구동장치의 link 기구

앞서 계산된 Fx, Fy 값을 이용하여 래치에 대한 핀 부위의 지지력을 계산

하기 위해 힘의 평형식을 적용한다.

x,y방향 힘의 평형식은 각각 다음과 같다.

-Fx-Fax+FBcosθ1=0

  Fy-Fay-FBsinθ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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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위치에서 모멘트 평형식을 세우면 (반시계방향 : +)

( l 2 sinθ2+ l 3cosθ3)Fy+( l 2cosθ2+ l 3sinθ3)Fx- l 2cos(θ1-θ2)FB=0

여기서,  l1 은 래치연결봉의 길이,

         l2 는 래치의 상단부 길이,

         l3 는 래치의 하단부 길이,

         θ1 는 래치연결봉이 수평축과 이루는 각,

         θ2 는 래치상단부가 수직축과 이루는 각,

         θ3 는 래치하단부가 수평축과 이루는 각을 각각 나타낸다.

식(2)으로부터 래치연결봉에 걸리는 힘 FB은 다음과 같다.

     FB=
( l 2 sinθ2+ l 3cosθ3)Fy+( l 2cosθ2+ l 3sinθ 3)Fx

l 2cos(θ1-θ2)

         = 1.4233 F

식(1)와 (2)로부터 래치 상단부에 작용하는 x,y방향의 힘을 구하면

     

FAx=-Fx+Fbcosθ1=0.4496F

FAy=Fx-Fbsinθ1=0.3531F

이로부터, 상부핀이 지지하는 전체 합(FA)은

     FA= F2Ax+F
2
Ay=0.5717F

그러므로 제어봉구동장치는 구동축으로부터 수직력 F를 받을 때 래치의 

상부 지지핀은 0.5717 F의 힘을, 하부 연결핀은 1.4233 F의 힘을 받는다.

(3) Link 기구의 최적화 방안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래치기구에 작용하는 하중은 1/32인치 및 7/16

인치의 간극을 움직여 구동축과 래치가 접촉을 하는 경우에 최고의 충격력

으로 발생하며, 이는 래치면과 핀으로 전달된다. 그 밖의 구동시 접촉면은 

래치안내관 (latch guide tube)의 베아링면처럼 운동방향에 평행인 경우 큰 

하중을 받지 않는다. 앞의 계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충격력은 간극이 큰 경

우에 더욱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7/16인치의 간극을 줄여서 충격력을 줄이

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step당의 이송거리(3/4 인치)를 작게 바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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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향은 원자로의 운전과 직접 연관되어 있다. 

다음의 방법은 래치 및 핀에 작용하는 하중을 기구학적으로 감소시키는 방

안이다. 유한요소해석결과[참고3.4.8]를 살펴보면 래치의 하부 핀 접촉면에 

상당히 큰 응력이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실험결과에서도 관찰된 

내용으로 핀 접촉부가 충격력의 많은 하중을 지지하기 때문이다. 이의 개선

방안으로는 첫째, 연결봉이 래치를 지지하는 각도를 현재의 27도에서 6도53

분으로 조정하여 래치상단부와 직각을 이루도록 하는 것과 둘째, 연결봉 핀

과의 핀접촉 역을 넓혀 응력분산을 유도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다. 치면형상의 최적화 : 유한요소해석

한원연의 이재한은 범용구조해석 프로그램 ADINA를 사용하여 제어봉구동

장치의 래치를 그림 3.4.15과 같이 3차원 고체요소로, 대칭성을 이용한 총 절

점 870개, 요소 110개의 1/2모델을 구성하 다. 작용하중으로는 구동축과의 

접촉력을 래치의 접촉면에 해당하는 10개 절점에 집중하중으로 작용시키는 

한편 핀지지부에 대하여 고정경계조건과 접촉경계조건을 부가한 두 종류의 

해석을 수행하 다.[참고 3.4.8] 응력해석을 수행한 결과를 살펴보면 고정경

계조건으로 해석을 수행한 결과, 최대응력값은 접촉력 계산에서 예측된 부분

인 래치하부 핀지지부에 해당되는 고정경계에서 95ksi로 나타났으며, 상부 

핀지지부는 접촉 역이 넓기 때문에 응력값이 작게 나타났다. 또한 래치의 

중심부에서는 29.8ksi 정도 나타났다. 한편 접촉경계조건을 갖는 경우 최대 

접촉응력값은 아래쪽 핀접촉부에서 94 ksi로 나타났으며 래치의 중심부에서

는 29.7 ksi 정도로 고정경계조건에서와 비슷한 값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 결론적으로 응력해석결과를 볼 때 래치의 하부 핀접촉면과 구동축과의 

접촉면에 큰 응력이 작용함을 알 수 있다. 

(1) 래치의 형상개선

앞장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래치 하부의 핀접촉면의 경우에는 핀 접촉부가 

많은 힘을 지지하기 때문으로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핀지지력을 감소시키

는 방향으로 설계변경이 요구된다. 이의 방안으로는 연결봉이 래치를 지지하

는 각도를 현재의 27도에서 6도 53분으로 조정하여 래치상단부와 직각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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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도록 하면 된다. 둘째로는 연결봉 핀과의 핀접촉 면적을 넓혀줌으로써 응

력분산을 유도할 수 있다. 

구동축과의 접촉면의 응력 분산방법으로는 래치끝이 구동축과 접촉하는 면

적을 넓혀서 집중응력을 분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설계에서는 래치

와 구동축은 곡률 및 형상이 달라 선 접촉을 하고 있다. 이에 래치와 구동축

의 접촉면이 최대한 일치하도록 래치의 접촉면 형상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

다. 또한 현재보다 폭이 넓은 모양의 래치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그림 3.4.15  래치의 FE Model

(2) 다중 래치

미국의 Westinghouse나 프랑스의 N4 원전의 경우 제어봉구동장치의 수명

은 한국 표준형에 비해 3~4배 긴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이는 제어봉의 무게

가 한국 표준형의 경우에 12 finger가 212 lbs, 4 finger가 141 lbs인데 반해 

Westinghouse나 N4의 경우 약 90 lbs로 가볍다는 점에 원인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미국의 새로운 원전에는 보다 수명이 긴 제어봉

구동장치의 개념을 채택하려하고 있다. 그림 3.4.16는 다중의 접촉면을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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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치를 장착한 제어봉구동장치의 개념도이다. 그림 3.4.16과 같은 설계는 래

치와 접촉하는 이의 수만큼 하중이 분산되고 핀에 작용하는 하중도 분산되

므로 그 수명을 접촉면의 수와 비례하여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설계의 채택은 미국 내에서 이미 등록된 특허를 피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개념에 부합한 최적화된 설계를 위한 링크 및 기타 

기구학적 해석을 포함하는 상세 설계가 필요하다.

그림 3.4.16 다중래치 기구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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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어계통의 인가전압 조절 

(1) 배경

차세대 CEDM은 한국표준원전에서 사용하는 자석잭형 CEDM과 동일한 

구조를 지니지만 부하추종운전 등으로 인해 CEDM의 구동횟수가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되므로 CEDM 구조물의 수명연장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CEDM 구조물 중 CEDM 코일은 CEDM 제어계통에 의한 전력공급방식에 

따라 그 수명이 향을 받는 것으로 평가된다.  코일의 수명은 코일에 발생

되는 열량과 접한 관계가 있으며, 코일의 발생열량은 제어계통에서 공급하

는 전압에 의존한다.  

자석잭 (magnetic jack)을 이용하여 작동되는 CEDM은 래치자석과 리프트

자석으로 구성된다. 래치자석은 래치코일로부터 전달되는 전자력에 의해 구

동되고 리프트자석은 리프트코일로부터 전달되는 전자력에 의해 구동된다. 

CEDM 제어계통으로부터 공급되는 직류전압을 이용하여 전자력이 발생되며 

이 전자력은 잭의 토크 또는  제어봉을 끌어올리기 위한 힘으로 사용된다.  

제어봉을 이동시키기 위하여 CEDM은 각각의 자석에 맞물림(engagement), 

맞물림유지(holding), 맞물림 해제(disengagement)의 기계적 동작이 순서적으

로 수행되도록 전자력을 반복적으로 전달한다. 그림 3.4.17은 제어계통으로부

터 유도되는 직류전압과 그 직류전압에 따라 변화되는 코일전류의 특성을 

단순화된 커브를 통해 보여준다. 그림에서 보여주듯이, CEA 이동은 시간적

인 순서에 입각한 제어신호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

는 맞물림시간간격(engagement window)과  맞물림 해제 지연시간(dropout 

delay) 이다. [참고3.4.10]

이들 요소는 CEDM 코일의 시간상수에 의해 좌우된다. 맞물림시간간격은 

직류전압이 유도되는 시점부터 CEDM의 기계적 움직임이 완료되는 시점까

지의 시간간격을 의미한다. 맞물림 해제 지연시간은 맞물림유지 전압을 차단

하는 시간부터 맞물림 해제를 완료하는 시간까지를 의미한다. 맞물림 시간간

격과 맞물림 해제 지연시간은 CEDM에 작용하는 전자기력, CEA의 중력, 스

프링의 힘 등에 의해 결정된다.

이 들 요소는 코일의 수명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으나, 이 중 맞물림 시간

간격, 맞물림 해제 지연시간은 CEDM의 구동속도 및 모터 특성이 바뀌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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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 한국표준원전과 동일하다. 

CEDM 코일 중 수명측면에서 가장 향을 받는 것은 상부 래치코일로서 

원자로 운전 중 항상 최소한의 맞물림 유지전류가 흐른다.  만일 전류값이 

일정한 값 이하로 떨어지면 중력에 의해 CEA 가 자유낙하하여 원전의 불시

정지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중에는 제어계통으로부터 

충분히 보수적인 값을 갖는 전류를 공급하여야만 한다. 중력에 의한 CEA의 

자유낙하는 코일에 흐르는 전류값이 약 0.9 A(최소 맞물림 유지전류) 일 때 

발생하기 시작한다.  CEDM 제어계통에서는 맞물림 유지 전류의 설정치를 

2.4 A 로 정하여 만일 설정치 이하로 떨어지면 비상운전모드로 진입하여 하

부 래치코일에 의해 CEA를 잡고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압을 인가하게 

된다.  

2.3 A를 전류가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는 약 20 VDC의 전압

이 제어계통에 의해 공급되어야 한다.  이 때 인가되는 전압은 항상 변동이 

없는 이상적인 직류전압이어야 하는 것이 기본 전제이다.

실제 한국표준원전에서 공급되는 전압은 전압공급방식 및 외부의 주파수 

변동 등으로 인해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공급되므로 실제로는 45-55 VDC의 

직류전압을 공급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공급되는 전압에 의해 흐르는 포화

전류는 약 6 A 정도로서 설정치인 2.4 A 보다는 매우 큰 값이다.   이로 인

해 해당 코일에 불필요한 열이 발생되며, 이는 코일 수명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코일에 공급되는 전압을 최대한 이상적인 직류형태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2)  주파수 변동에 의한 공급전압의 향 

SCR을 이용한 위상제어방식을 사용하는 한국 표준원전의 CEDM 제어계

통은 SCR 구동 로직으로부터 생성되는 게이트신호에 의해 SCR이 점화되어 

전압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출력전압준위는 SCR 점화각도에 의해 제어

되며 SCR 점화각은 입력 교류전원의 주파수에 의해 향을 받는다. SCR을 

촉발시키기 위한 입력교류의 기준각도는 점탐지기(zero crossing detector)

의해 정해진다. 그림 3.4.18은 SCR firing 각도와 관련된 직류출력을 보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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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EDM 제어계통에서 사용하는 외부 전력은 60 Hz ± 5 Hz의 주파수 요건

을 따르는 데,  교류주파수 변동으로 인해 점위상 탐지기가 미세하게 변화

된 각도를 보낼지라도 코일에 공급되는 전압출력은 CEDM 제어계통에서 요

구하는 출력과 비교하여 넓은 범위로 변화한다.   실제적으로 광3,4호기에

서 교류전원 주파수가 + 5Hz 부터 - 5Hz 까지 변화되었을 때 출력전압은 

약 45VDC의 저준위전압에서  ± 20V 사이로 변화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참

고3.4.11]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점위상탐지회로의 개선 등이 이

루어졌으나 근본요인을 제거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명되었다.  이 같은 공급

전압의 변화는 맞물림유지전류의 여유도를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

용한다.  따라서 CEA의 불시낙하를 방지하기 위해 CEDM 제어계통에서는 

충분히 큰 전압을 공급할 수밖에 없다. 

광3,4호기에서 맞물림유지전류의 설정치는 2.3A이며 코일전류가 이 설정

치보다 낮으면 CEDMCS는 비상운전모드로 진입한다. 래치코일의 포화전류

는 20V 직류가 인가되었을 때 약 2.3A가 된다. 바로 이전의 기계적 움직임

을 유지하기 위해 인가되는 실제 전압은 45-55V DC이다. 이 값은 교류입력

의 주파수변화에 대응하여 CEA 움직임을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여유를 가

정한 값이다.  

(3)  공급전력의 변동(리플) 분석 

기존의 SCR을 이용한 위상제어방식으로 전압을 코일에 공급할 경우의 공

급전압특성 및 전류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이 때 외부 입력교류의 주파

수 변동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림 3.4.18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SCR에 

의해 정류되는 전압은 점화각에 따라 고전압 및 저전압을 발생한다.  이 때 

고전압의 리플특성은 저전압의 경우와 비교하여 매우 좋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맞물림 유지전류를 흐르게 하기 위한 저전압 형성의 경우 그림에 나

타난 바와 같이 리플이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이 전압을 코일에 인가하

을 경우 이론적인 전류의 리플 값은 약 0.4 A 이지만(그림 3.4.19) 이 값은 

외부적인 교란 또는 코일특성에 따른 과도현상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증가된

다(그림 3.4.20 참조). 그림에 나타난 실제 교류커브에 따르면 저전압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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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값은 1 A 이상이다. 기존 시스템에서 맞물림유지전류의 설정치는 이러

한 리플의 특성을 감안하여 충분한 여유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된다. 

(2)에서 설명한 바와 맞물림유지 전류의 리플에 의한 변동은 제어계통에서 

사용하는 설정치(2.3A) 에 향을 끼친다.  만일 전류의 리플이 없을 경우 

설정치인 2.3 A를 유지하기 위해 공급되는 전압을 과도하게 공급할 필요가 

없다.  

 

(4) 전력공급 방식의 개선에 의한 인가전압 조정효과

(2) 및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표준원전의 CEDM 제어계통은 

SCR을 이용한 위상제어방식으로 외부 전력의 주파수변동에 공급전압이 불

안정한 상태를 갖으며, 설사 주파수가 안정되었다 할 지라도 위상제어방식 

자체의 특성으로 인해 저전압공급시 매우 큰 리플특성을 갖는다.  이는 신뢰

성 있는 맞물림 유지전류 공급을 위해서는 매우 보수적인 크기의 인가전압

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높은 맞물림 유지전류는 코일에서 발생하는 열량을 

증대시켜 코일의 수명에 향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CEDM 제어계통은 외부 전력의 주파수변동에 무관하

고, IGBT를 이용한 펄스폭변조방식에 의해 직류전압의 리플특성이 매우 향

상되어 상기의 한계성을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어계통의 개

선점은 6 장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외부 전력의 주파수변동의 경우 입력되는 

교류입력을 정류기에 의해 정류하여 직류전압을 만든 다음 IGBT에 의해 직

류전압준위를 조절하므로 외부 전원의 주파수 변동과는 관계가 없다.  또한 

고속 스위칭이 가능한 IGBT을 이용해 전압조정을 수행하므로 인덕턴스가 

매우 큰 코일에 전압을 인가할 경우 리플성능이 매우 좋아진다.  즉 이론적

으로 기존의 0.4 A의 리플특성에 비해 거의 무시할 수 있는 값을 지닌다.  

실제로 이를 증명하기 위해 맞물림유지전류를 위해 인가하는 전압을 45-55 

VDC 대신에 25 VDC로 낮추어 약 2000 스텝 정도 운전한 결과 제어봉의 

불시낙하는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존에 공급한 약 50 

VDC 보다 약 20 VDC 정도의 하향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코일

에 발생하는 열량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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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7  인가전압에 따른 CEDM 코일의 전류응답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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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8 위상제어방식에 의한 생성전압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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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9 위상제어방식에서의 이론적인 전류리플특성

그림 3.4.20  위상제어방식을 이용한 전압공급에 따른 실제 전류응답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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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어계통의 개선

가. 제어계통의 개선점

(1)  제어봉구동장치 제어계통의 개발

(가) 제어봉구동장치 제어계통의 개발전략[참고3.4.12]

ABB-CE 사의 TF-7 제어봉구동장치 제어계통은 초창기 4 코일 제어봉구

동장치에 대한 각종 성능시험도구로 사용되었고, 이 후 가동중 발전소의 서

비스 및 광3,4호기와 울진3,4호기 등 신설발전소의 제어봉구동장치 생산시

험(production test)에 활용되고 있다. TF-7 제어봉구동장치 제어계통의 특

징은 아나로그 기반으로서 구동전력공급에 따른 제어봉구동장치의 기계적 

반응 상태에 대한 피드백을 고려하지 않은 고정식 시간제어방식을 갖는다.

[참고3.4.13] 이 방식은 잡음의 향을 덜 받는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기계적 응답시간과 제어 요구시간의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예기치 않은 제

어봉 낙하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광3,4호기 이후의 발전소에

서는 마이크로프로세서 기술을 접목하여 전력공급에 따른 기계적 반응을 고

려한 피드백 가변구동방식을 채택하고 있다.[참고3.4.14] TF-7 및 광3,4호

기 제어봉구동장치 제어계통의 전력제어 방식은 위상제어방식으로서 SCR을 

통해 교류전력을 정류하여 고전압/저전압의 형태로 변경시켜 제어봉구동장치 

코일에 공급하는데, 입력교류의 주파수 변동에 의해 제어봉구동장치에 출력

되는 전력도 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참고3.4.11] 아울러 스위칭 

속도의 제한으로 인해 출력전력의 특성을 개선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다. 

본 제어봉구동장치 제어계통의 개발전략은 기능적 측면에서는 기존의 제어

봉구동장치 제어계통의 기능을 참조로 하여 시험설비 특성에 맞도록 변경하

며, 기술적 측면에서는 기존의 장비를 현대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장비로 대

체하여 상기에서 언급한 기존 제어봉구동장치 제어계통의 부분적인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제어봉구동장치 제어계통은 제어봉구동장치 성

능시험에 필요한 모든 변수에 대해 디지틀 신호분석 및 처리를 통해 CRT로 

운전원에게 제공하고, 운전원의 제어행위도 소프트제어방식을 통해 CRT 화

면상에서 이루어지도록 하 다.   구동제어알고리즘은 기존 발전소의 가변 

피드백제어방식을 수용하여 본 제어봉구동장치 제어계통의 개발요건 및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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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특성에 맞도록 수정하 다.  전력제어방식은 기존의 SCR 위상제어방식 

대신에 IGBT를 이용한 펄스폭변조(PWM)방식을 채택하여 전력효율, 리플률 

등 전력관련 성능을 개선함과 동시에, 입력 주파수의 변동에 따른 출력전압

의 향이 없도록 하고, 전력제어장비 자체를 진단하여 이상 발생시 조기에 

경보하는 능동적 제어개념을 갖도록 하 다.

(나) 제어봉구동장치 제어계통의 요건 및 구조

① 개발요건

본 제어봉구동장치 제어계통은 제어봉구동장치에 전력을 공급하여 제어봉

구동장치의 구동력(motive power)을 확보하고, 제어봉구동장치의 운동상태를 

분석, 감시함으로써 시험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어기

능 요건으로는 제어봉구동장치의 구동력과 유지력(holding power)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하며, 구동방향 및 속도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하고, 가변 시간제어

를 위해 제어봉구동장치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여 기계적 거동을 분석하여 

다음 제어행위에 피드백 되어야 한다.

감시기능요건으로는 제어봉구동장치에 흐르는 전류를 분석하여, 전기적인 

신호가 실제 기계적인 운동으로 전달되기까지의 시간인 맞물림 간격

(engagement window)과 낙하지연시간(drop out delay)이 측정되어야 하며, 

이 때의 전류값이 아울러 제공되어야 한다. 예기치 않은 기계적 운동을 방지

하기 위한 부적절 유지전류(inadequate holding current), 고전류(high 

current) 등이 측정되어야 한다. 제어봉의 위치를 나타내는 RSPT(Reed 

Switch Position Transmitter)로부터의 아나로그 위치신호와 제어출력의 결

과로서 발생되는 구동완료(motion complete) 신호를 적절히 조합하여 제어봉 

위치를 제공하고 제어봉구동장치 구동이력을 나타내는 누적이송거리와 제어

봉 누적낙하횟수 등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구성

성능시험설비 제어봉구동장치 제어계통은 그림 3.4.2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크게 세 유니트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제어 및 감시 유니트(Control & 

Monitoring Unit; CMU)이고 둘째는 전력제어 유니트(Power Control Unit; 

PCU), 마지막으로 보조제어유니트(Auxiliary Control Unit; ACU)이다. CM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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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논리제어기능을 담당하는 제어프로세서(Control Processor; CP), 운전원 

연계와 각종 감시정보를 처리하는 운전 및 감시 프로세서(Supervisory 

Processor; SP),  감시 및 운전화면 그리고 이력자료를 저장하기 위한 스텝 

계수기(step counter) 등으로 구성된다. 전력제어유니트는 각각의 코일에 대

응하는 4개의 Chopping Power Supply Module(CPSM), 절연변압기 등으로 

구성된다.  보조제어유니트는 제어기와 입출력카드 등으로 구성된다. 

CMU내에는 각각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제어프로세서와 운전 및 감시프로

세서가 있는데 이들간의 통신은 PCI 버스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루어진다.  

제어프로세서는 운전 및 감시프로세서를 통해 전달되는 운전원 제어입력인 

CEA 삽입, 인출 및 낙하 명령, 희망구동속도 등과 전력제어유니트로부터 피

드백되는 각 제어봉구동장치 코일의 전류상태를 분석하여 제어논리신호를 

제어봉구동장치 전력제어유니트에 출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운전 및 

감시프로세서에 제어봉구동장치 전류신호를 분석한 결과를 제공하여 운전원

에게 전달되도록 한다. 제어프로세서의 하드웨어는 TMS320C44 DSP 

(Digital Signal Processor)를 기반으로 이것과 호환되는 아나로그 입력모듈, 

디지틀 입출력모듈로 구성된다.  

운전 및 감시프로세서는 운전원연계화면을 구동하고 RSPT로부터의 아나

로그 위치신호를 획득하여 제어봉 위치를 계산함과 동시에 이력자료인 구동

스텝과 낙하횟수를 누적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아울러 RSPT로부터의 접점

신호와 Test Loop의 제어시스템으로부터 연동신호를 받아 운전원이 요구하

는 구동형태에 대한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제어봉구동장치 제어프로세서로 

구동명령을 전달하고, 낙하 시에는 낙하시간을 측정한다. 운전 및 감시프로

세서의 하드웨어는 Texas Micro사의 산업용 컴퓨터를 기반으로 아나로그 

입력모듈, 디지틀 입출력모듈, 데이터 저장모듈, 그리고 운전원 연계화면인 

CRT 등으로 구성된다.

전력제어유니트는 제어프로세서로부터의 논리적 제어신호를 받아 이에 상

응하는 고전압/저전압/오프전압을 제어봉구동장치 내의 4개의 코일에 독립적

으로 제공함으로써 제어봉구동장치에 구동력을 제공한다. 입력전력의 형태는 

440VAC 교류이며 출력형태는 직류이다. 전력제어유니트는 440VAC를 

200VAC로 변압하고 입력측과의 절연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절연변압기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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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독립적인 Chopping Power Supply Module(CPSM)로 구성된다.  각각

의 CPSM은 그림 3.4.22에서와 같이 정류부, 초퍼부, PWM 제어부, Fail 처

리부, 입출력처리부 등으로 구성된다.

보조제어유니트는 제어 및 감시유니트가 고장이거나 보수 및 시험시에 사

용하기 위한 장비로서 ABB-CE사의 TF-7 제어봉구동장치 제어계통에서 적

용한 고정식 시간제어방식을 채택하 다. 제어봉구동장치 보조제어 유니트의 

하드웨어는 PLC기반으로서 주요 구성품은 CPU 모듈, 디지틀입력모듈, 디지

틀출력모듈이다.

③ 소프트웨어 개발 및 구현

본 제어봉구동장치 제어계통의 소프트웨어는 제어프로세서에서 수행하는 

제어 소프트웨어와 운전 및 감시프로세서 내의 소프트웨어로 나눌 수 있는

데, 이 두 종류의 소프트웨어는 각각의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PCI 버

스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메일박스와 인터럽트 처리를 통해 통신한다. 표 

3.4.17은 제어봉구동장치 제어계통에서 처리해야 할 중요 변수를 나타낸다.

㉮ 제어 소프트웨어

제어프로세서인 DSP에는 제어봉구동장치 구동에 대한 시간제어 기능, 전

류분석을 통한 피드백 및 감시변수생성 기능 등에 대해 실시간 요건을 만족

하도록 크로스 개발환경에서 ANSI C로 구현하 다.  제어프로세서의 소프

트웨어는 4가지 태스크로 분리할 수 있다.  메인 태스크는 하위 태스크들을 

관장하는 모듈로서, 각종 하드웨어를 초기화하고 인터럽트 환경을 설정하여 

비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운전원 제어요구를 분석 및 제어하며, 비정상 상태에 

대한 제어를 수행한다.

신호취득 태스크는 4개의 A/D 변환기를 구동하여 얻은 데이터를 디지틀 

필터링을 통해 잡음을 제거하여 프로세서의 공통 메모리에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입력주기는 4 채널당 200us이며, 5개의 원시데이터를 읽어 디지틀 

필터링 수행을 통해 1ms 주기로 한 개의 대표값을 생성하여 공통 메모리에 

저장함으로써 상태분석 및 구동제어 태스크를 수행하는데 사용된다.

상태분석 태스크는 제어봉구동장치 코일에 흐르는 전류상태를 분석하거나, 

출력상태를 점검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세부적으로는 그리퍼(gripper)의 저전

류 점검, 제어봉구동장치 운전 및 감시프로세서 제어입력점검, 고전류 점검 



- 353 -

등이 있다.(표 3.4.17 참조)

구동제어 태스크는 제어봉구동장치 운전 및 감시프로세서로부터 구동요구

가 있을 때 요구 형태에 알맞은 구동시이퀀스를 수행하는 기능을 한다. 구동 

시이퀀스는 구동형태에 따라 결정되는데 낙하, 인출, 삽입으로 나뉜다. 각각

의 구동 시이퀀스의 최종목표는 적절한 시간간격으로 적절한 출력 패턴을 

제어봉구동장치 전력제어유니트에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제어봉

구동장치 전력제어유니트 내의 전류센서신호를 피드백 받아 분석하여 결정

한다. 낙하기능은 모든 코일의 전압을 차단하여 CEA를 자유낙하 시키기 위

한 출력패턴을 제어봉구동장치 전력제어계통에 공급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 

때 낙하지연시간을 코일전류센서 신호로부터 계산하여 운전 및 감시프로세

서로 전송한다. 인출기능과 삽입기능은 구동시이퀀스를 만족하도록 제어출력

을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운전 및 감시 소프트웨어

제어봉구동장치 운전 및 감시프로세서로서 Intel사의 펜티엄급 단일 CPU를 

사용했으며 운 체제는 Microsoft사의 Window NT 4.0을 채택하 다. 응용 

프로그램은 National Instrument사의 LabWindow/CVI 5.0을 이용하여 C 언

어로 개발하 다. 데이터 취득을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는 National 

Instrument사의 데이터취득카드와 동사의 드라이버 프로그램을 사용하 다. 

그림 3.4.2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운전원연계화면은 감시화면과 제어화면으로 

나뉘는데 감시화면에는 낙하시험관련 창, 전류분석결과를 표시하는 전류상태

창, 제어프로세서 상태창, 전력제어유니트 상태창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 50ms마다 제어프로세서로부터 취득한 데이터를 디스플레이 하고 제어봉 

위치는 바챠트(Bar-chart) 형식으로 디스플레이 한다. 또한 운전원이 제어봉 

삽입 및 인출 또는 낙하 운전을 선택할 때 필요한 선택 버튼을 디스플레이

하며, 운전원의 제어행위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전체 운전과정에서 발

생되는 오류를 감지하여 화면에 텍스트 형태로 오류 내용을 디스플레이 한

다.  제어화면에는 운전모드선택, 구동방향선택, 낙하 또는 구동횟수입력, 속

도선택, 수동정지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버튼 등으로 이루어지며 운전

원 제어 행위는 비주기적으로 발생되므로 이벤트 처리 방식으로 구현하 다. 

제어프로세서로의 제어명령전송은 운전원 요구입력과 제어연동신호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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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여 이루어진다. 이 때의 연동신호는 RSPT로 부터의 UEL(Upper 

Electrical Limit)/LEL(Lower Electrical Limit), 시험루프의 비정상적 온도/압

력조건을 나타내는 ILC(Inadequate Loop Condition)이다. 이 외에도 전력제

어유니트로부터의 유니트 실패신호가 발생하면 수행중인 구동을 정지하도록 

제어프로세서에 하달하고 시험루프를 관장하는 컴퓨터에 제어봉구동장치 제

어계통 비정상 신호를 출력한다.  

누적 낙하 기록은 RSPT로부터의 DRC입력을 받고, 누적 구동 기록은 제

어프로세서의 구동완료신호를 받아 텍스트 파일 형태로 각각 하드디스크에 

저장하고 동시에 디지틀 출력카드를 구동하여 스텝카운터의 누적숫자를 하

나씩 증가시킨다. 제어봉 위치는 RSPT의 아나로그 위치신호를 기준으로 처

리하나 RSPT로부터의 신호가 2 스텝마다 변하므로, 제어프로세서로부터의 

구동완료신호를 받아 이들을 비교 검토하여 처리한다.       

(2)  제어봉구동장치 제어계통의 특징 및 개선점

(가) 전력제어방식의 개선

제어봉구동장치 제어계통 중 전력제어유니트는 기존 제어봉구동장치 제어

계통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개발하 다.  개발된 전력제어유니트는 그림 

3.4.2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정류(rectifying)모듈, 쵸핑(chopping) 모듈, IGBT 

드라이버, 펄스폭변조(PWM) 모듈, 출력모듈, 고장처리모듈 그리고 연계 모

듈로  구성된다.   정류모듈은 정류기능을 수행하며, 3상(phase) 다이오드 브

릿지와 필터 콤포넌트로 구성된다. 쵸핑모듈은 IGBT 드라이버로부터 입력되

는 제어신호를 사용하여 제시간에 이루어지는 IGBT의 스위칭을 통해 전압

조절기능을 수행한다.  출력모듈은 제어봉구동장치 코일에 DC 전력을 공급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출력 필터, 전류센서, 전압 감지기 그리고 절연 커플

러로 구성된다.   PWM 모듈은 몇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데, 첫째는 IGBT 

드라이버의 입력단에 참조 전압을 생성하는 것이고, 둘째는 참조전압을 정확

하게 조절하기 위해 PID 제어를 수행하는 것이다.  고장처리모듈은 과전류, 

과전압, 과열, IGBT 드라이버 고장 그리고 코일 전류, 코일 전압, 전력 장치

온도 및 AC 입력 감지를 통한 AC 입력과도와 같은 PCP의 고장상태를 처리

한다. 



- 355 -

그림 3.4.24(a)은 전력제어유니트의 주 회로도이다.  쵸핑 장치로써의 IBGT

는 출력전압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고, 쵸핑모듈은 IGBT들의 전체 브릿지 

타입(full bridge type)을 가진다.  두 번째와 네 번째 IGBT가 닫힐 때 첫 번

째와 세 번째 IGBT가 동시에 열린다. IGBT의 열리고 닫히는 시간은 PWM 

모듈에 의해 제어된다. 만약 첫 번째 및 세 번째의 닫히는 시간 간격이 두 

번째와 네 번째보다 길다면 양전압 (positive voltage)이 제어봉구동장치 코

일에 인가된다. 반대로 첫 번째 및 세 번째의 닫히는 시간 간격이 두 번째와 

네 번째보다 짧다면 음전압(negative voltage)이 제어봉구동장치 코일에 인가

된다.  그리고 닫히는 시간 간격이 같다면  전압이 인가된다. 그림 

3.4.24(b)는 출력전압을 생성하기 위한 운전원리를 나타낸다. 이 방법은 위상

제어방법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장점을 지닌다.  

첫 번째 장점은 기존의 60Hz SCR에 비교하여 24kHz의 높은 쵸핑 주파수 

때문에 리플 특성을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방법의 이론적인 리플은 기존방

법의 0.4A 리플에 비교해서 무시할 만큼 미약하다.  

두 번째 장점은 코일의 과도 전압은 출력신호의 피드백에 의해 제어된다.  

코일에 유도되는 전압은 전류의 변화에 민감하게 작용한다.  이는 인덕턴스 

부하에 대해서 발생되는 전압은 전류의 미분함수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발생가능성이 있는 역기전력은 전력소자에 향을 줄 수 있다.  과전압과 코

일 특성에 의한 전압의 변동을 줄이기 위해서 PID 제어를 적용하 다. 

PCP의 세 번째 장점은 아래와 같은 전력제어유니트의 오동작으로부터 제

어봉구동장치와 혹은 제어봉구동장치 제어계통을 보호할 있는 자가진단 수

단을 가진다는 점이다.  

- 제어봉구동장치 코일의 과전류

- 제어봉구동장치 코일의 과전압

- 전력장치의 과열

- IGBT 고장

- AC 입력 과도

만약 발생 가능한 과전류가 코일에서 흐를 수 있는 최대전류(약 30 A)의 

120%를 넘는다면, 연관된 경보가 발생한다. 만약 코일전류가 최대 전류의 

110%를  넘는다면 유도된 전압이 증가할지라도 전력제어유니트는 코일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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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한한다.  과전압 보호는 제어봉구동장치코일에 의해 유도된 전압에 대

비하여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이것은 최대 유도된 전압 160V보다 130%를 

넘을 때 동작한다.  경보 및 보호동작은 전력장치(IGBT 등)의 온도가 일정

온도 이상일 때 IGBT고장 경보를 발생한다. 

 전력제어유니트의 네 번째 장점은 시스템 입력 전력의 주파수 변화나 외

부적인 입력 전력의 종류나 크기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점들은 

제어봉구동장치 제어계통을 위한 외부 전력소스에 대한 설계자의 선택이 다

양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 특징은 역전압생성의 능력을 가지는 점이다. 발산저항(dissipation 

resistance)이 맞물림해체 지연시간을 줄이기 위해 한국표준원전의 경우 사용

되어 왔으나, 개발된 제어봉구동장치 제어계통에는 역전압을 생성하는 방법

을 사용하 다.  음전압이 인가되었을 때의 회로공식은 다음과 같다. 

VN=L( I,x)
dI( t)
dt
+I( t)RL,  VN<0

여기에서 인덕턴스 L( I,x)는 기계적 변위가 발생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시간에 대해 일정 구간에 대해서는 상수라고 가정할 수 있다.  미분 방정식

을 풀면 전류는 다음과 같다.

I( t)= ILe
- t/τ( I)+IN(1-e

- t/τ( I) )

여기에서 IN은 부전압 인가에 따른 부방향 최대전류이다. 

기계적 변위가 고정(fixed)되었을 때  마그네트의 포화(saturation) 여부에 

상관없이 코일의 인덕턴스는 거의 두가지 상수 값들을 가진다.  맞물림해체 

지연시간은 식 (7)에 의해 유도된다. 

t dN=-τ( I,x) ln (
I d-IN
I 0-IN

)

여기에서 I d는 기계적 운동이 해체되기 시작하는 전류값, IN은 부전압 

VN  인가시의 부방향 최대 전류이다.  그러므로 부전압 VN의 인가에 따라 

기계적 운동해체지연시간은 조절이 가능하다. 

(나) 첨단기술을 사용한 논리제어 및 운전원 연계

개발된 제어봉구동장치 제어계통은 현대기술을 사용함으로서 제어로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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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유연성이 증대되었고 소프트제어방식 등의 채택으로 운전원 연계성능

이 향상될 수 있다.  표 3.4.18은 ABB-CE의 TF-7 제어봉구동장치 제어계

통, 광3,4호기 제어봉구동장치 제어계통, 그리고 본 성능시험설비 제어봉구

동장치 제어계통의 특징을 나타낸다. 

TF-7 제어봉구동장치 제어계통의 경우 70 년대에 개발되었으므로 아나로

그 회로에 의해 구동시이퀀스를 수행하며, 운전원 연계장치도 모두 아나로그 

장치에 의해 이루어져 있다.  최근에는 코일전류 궤적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DSP 기반의 디지털 장비를 사용하여 개선하 으나, 이는 구동시이퀀스 제어

와는 무관한 장비이다.  

광3,4, 울진3,4 등에서 사용한 제어봉구동장치 제어계통의 경우 구동시이

퀀스 제어를 위해 디지털 장비인 마이크로프로세서(8085)를  ACTM에 사용

하여 전류의 상태분석을 통한 피드백제어를 수행하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

다.  그러나 이를 제외하고는 그룹제어로직, 서브그룹제어로직이 아나로그 

회로로 구성됨으로 인해 하이브리드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는 ACTM

와 타 장치간의 신호연계의 한계를 갖음을 의미하며, 실제적으로 연계신호는 

구동에 대한 상태신호(Motion Complete)나 각종 경보 상태신호로 제한된다.  

따라서 운전원이 제어봉구동장치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정보는 극히 제

한적이다.  각종 타 시스템과의 연계는 PLC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PLC에서 

처리하는 제어봉구동장치 관련 정보는 제어봉의 위치로 제한된다. 제어봉구

동장치 제어계통의 운전원 모듈도 아나로그 기반으로 되어 있어 전체 시스

템의 디지털화를 위해서는 개선이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개발한 본 시스템은 전력제어장치를 제외하고 모두 디지털화한 시스템으로

서 소프트 제어기능과 제어봉구동장치 에 관련된 각종 정보를 운전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즉 높은 처리능력을 갖는 DSP를 이용해 실

시간 구동제어, 코일상태에 대한 정보, 코일전류의 분석정보 등을 운전원 연

계 컴퓨터 또는 타 감시시스템에 통신망을 통해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지

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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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17  제어봉구동장치 제어계통 분석 및 처리변수

변수 처리장소 수행시기 신호제공장소

Drop out Delay 제어프로세서 낙하시/ 삽입시/인출시 전류센서

Drop Time 운전 및 감시프로세서 낙하시 RSPT 

Holding Current 제어프로세서 유지(holding) 시 전류센서

Inadequate Holding Current 
Alarm 

제어프로세서 유지(holding) 시 전류센서

Engagement Window 제어프로세서 삽입/인출시 전류센서

Engagement Time 제어프로세서 삽입/인출시 전류센서

Engagement Current 제어프로세서 삽입/인출시 전류센서

High Current(Voltage) 
Alarms 제어프로세서 유지(holding) 시 전류센서

Cycle Time 제어프로세서 삽입/인출시 자체 

Time delay for speed control 제어프로세서 삽입/인출시 자체

CEA Position 운전 및 감시프로세서 낙하/삽입/인출시 RSPT/제어프로세서

Accumulated Steps 운전 및 감시프로세서 삽입/인출시 제어프로세서 

Accumulated Drops 운전 및 감시프로세서 낙하시 RSPT

Over Current Protection 전력제어유니트 항시 자체

Over Voltage Protection 전력제어유니트 항시 자체

Power Fail 전력제어유니트 항시 자체

CEDMCS Abnormal 운전 및 감시프로세서 항시 모든 기기

표 3.4.18 기존 제어봉구동장치 제어계통과와 성능시험설비의 특징 비교

성능시험설비 CEDMCS YGN 3&4 CEDMCS TF-7 CEDMCS Remark

운전원

연계

1. Operator's Controls
  - Soft Controls at CRT
  - Manual Switches
2. Displays
  - Graphic Display
  - Annunciators
  - Step Counters
3. Local Panel
  - Current/voltage       
    displays
  - Manual Switches

1. Operator's Controls
  - Manuals at Operator 
Module
2 Displays
  - CEA Position Display 

Panel
  - Annunciator 

  - PMS Display
3 Local & Test Panel

1. Operator's Controls
  - Manual Switches
2. Displays

  - Visicorder(Recorder)
  - Step Counter

  - Status Ramps 

 
소프트제어

운전 및
감시기능

1. 하드웨어
  - 산업용 컴퓨터
  - 상용 데이터취득 카드
2. 소프트웨어 
  - C 언어 기반 

1. 하드웨어

  - PLC
  - Common Logics
  - Subgroup Logics
2. 소프트웨어 

  - PLC 언어

1. 하드웨어
  - Logic Interfaces 
  - Relay Interfaces
2. 소프트웨어 

  없음  

소프트웨어 
구동

제어논리 
구동 및
전류감시

1. 하드웨어

  - M44 DSP
  - 상용 데이터입출력카드
2. 소프트웨어
  - C 언어기반 
3. 가변형 피드백 제어/   
  고정형 시간 제어 

1. 하드웨어

  - ACTM(8085)
  - 8bit A/D 변환기 
2. 소프트웨어
  - 어셈블러
3. 가변형 피드백 제어

1. 하드웨어

  - 아나로그 타이머 카드
2. 소프트웨어
  없음

3. 고정형 시간 제어

가변형 
피드백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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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1  성능시험설비 제어봉구동장치 제어계통의 전체 구성도

그림 3.4.22  전력제어유니트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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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3  운전원 연계화면

S2 S4

S3S1

ZCT

DCCT

CEDM
Coil

LC
Filter

IGBT
Driver

RC
Filter

AC Input

Rectifier Chopper

a) Main Circuit

High
Voltage

Zero
Voltage

Negative
Voltage

S1,S4 ON/
S2,S3 OFF

S1,S4 OFF/
S2,S3 ON

S1,S4 ON/
S2,S3 OFF

S1,S4 OFF/
S2,S3 ON

Low
Voltage

S1,S4 ON/
S2,S3 OFF

S1,S4 OFF/
S2,S3 ON

S1,S4 ON/
S2,S3 OFF

S1,S4 OFF/
S2,S3 ON

b) Voltage Control Principle

그림 3.4.24  개발된 제어계통의 전력제어회로(a) 및 제어원리(b)



- 361 -

나. 제어봉구동장치 제어계통의 최적 구동 시이퀀스 개발

제어봉구동장치의 초기 시운전시 모터에 제공되는 신호에 이상이 없으며 

각 스텝을 이행함에도 불구하고 제어봉을 인출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

다.  

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시험용 시설 및 제어계통에서 래치가 

밖으로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 - 즉, 전류의 감소시간이 사양보다 길다는 것

과 함께 상이한 기계적 특성을 가진 모터를 구동하려면 제어봉구동 timing 

sequence를 그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발견하 다. 

원자로의 노심출력제어는 제어봉집합체를 노심내로 인출, 삽입하여 이루어

진다. 제어봉의 운동은 ‘제어봉구동장치 및 제어계통’에 의해 일어나게 된다. 

전자기모터가 주어진 제어신호(timing sequence)에 따라 전자기력을 발생하

여 래치의 운동을 제어함으로 제어봉의 삽입과 인출이 수행된다. 제어봉의 

구동은 상하의 두 개의 래치가 반복적으로 제어봉 구동축의 notch를 물고 

상하운동을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반복적인 운동과 제어봉을 구속하기 위해

서 상하 코일은 각각 2개씩의 운동용 코일과 고정용 코일로 이루어져 있으

며 이들에 공급되는 전류는 계단식의 전류로 특별한 순서와 시간간격을 가

지고 있다. 이들 전류의 순서와 시간간격은 제어봉의 원활한 구동에 직접 

향을 주는데, 구동모터 및 제어장치의 설계인자에 향을 받는다. 즉 한 쌍

의 래치가 드나드는 순서와 시간간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개 

magnet의 동작은 정상적이지만 인출이나 삽입은 일어나지 않는다. 

제어봉구동장치 제어계통의 구동 및 제어신호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어방

식, 구동모드(인출/삽입), 구동속도 및 모터의 설계변수 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며, 이들 변수를 반 한 timing sequence의 생산이 적절한 운전을 위

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이에 따라 차세대 제어봉구동장치에 

맞는 최적 구동 sequence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 다. 차세대 제어봉구동장

치의 설계인자 중 래치 engagement 및 release time를 고려한 최적 timing

은 다음 표 3.4.1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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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19  최적화한 구동 시이퀀스

삽입시 인출시

모터 전류인가 시간(msec) 모터 전류인가 시간(msec)

Upper Lift 

Coil

High 920 Upper Lift 

Coil

High 10

Low 1120 Low 210

Off 2830 Off 380

Upper latch 

Coil

High 1090 Upper latch 

Coil

High 2220

Low 1290 Low 2420

Off 350 Off 1450

Lower Lift 

Coil

High 180 Lower Lift 

Coil

High 1950

Low 380 Low 2150

Off 1260 Off 2320

Lower latch 

Coil

High 10 Lower latch 

Coil

High 280

Low 210 Low 480

Off 2330 Off 3390

Timing sequence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기초를 두어 삽입과 인출의 절차

를 적절히 배열함으로써 작성이 가능하 다. 

① Engagement time은 래치 magnet은 100 msec로, lift magnet의 경우 

인출시 200 msec, 삽입시 100 msec로 가정한다. 이 값은 시험을 통하여 코

일궤적으로부터 추출할 수 있다. 

② Release time은 래치 magnet 및 lift magnet의 경우 모두 120 msec로 

가정한다. 이 값도 시험을 통하여 코일궤적으로부터 추출할 수 있다. 

③ 한 동작이 끝나고 다음 동작이 일어날 때까지는 70 msec를 기다린다.

④ High voltage의 인가 지속시간은 삽입시 200-250 msec로, 인출시 

300-350 msec(lift), 200-210 msec(래치)로 결정한다. 이 값은 설계자가 경험

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⑤ 4단계 혹은 5단계 후에는 300 msec정도 쉰다. 이는 운동이 마무리되고 

전류가 안정되는데 필요한 시간이다. 

⑥ 한 단계에 1개 운동만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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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경험에 근거하여 timing sequence를 자동 생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을 개발하여 등록하 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형 원자로의 제어봉구동장치에 

적합한 제어신호의 timing sequence를 계산하고 그래프로 출력하는 기능을 

갖는다. 비슷한 기구로 움직이는 제어봉구동장치를 설계할 때 적합한 timing 

sequence를 생산하는데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편리하게 입력을 할 수 있도록 Visual Basic을 사용하여 창 단위로 작업이 

가능하도록 작성하 다. 설계변수가 입력되면 그에 따른 timing sequence가 

계산되고 그래프로 출력이 가능하다. 그림 3.4.25은 프로그램의 실행화면이

다. 

그림 3.4.25  프로그램의 실행화면 

다. 래치 운동의 전자-기계적 모의

(1) 개요

앞에서 timing sequence를 적절하게 산출, 정의하기 위해서는 각 모터의 

특성 - 래치의 전자기적 운동특성을 알아야만 하는데 이 특성은 모터의 시

제품을 만들어 성능에 대한 시험을 통하여서 구하여진다. 만일 이들 운동을 

시험없이 계산할 수 있다면 제어봉구동장치의 설계변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 364 -

제어봉구동장치 모터는 산업용 전기모터와 마찬가지로 코일의 전자기력에 

의하여 운동을 한다. 전자기 릴레이의 운동모델이 제어봉구동장치와 매우 유

사하다는 점[참고3.4.15]에 착안하고 Westinghouse가 먼저 수행한 계산서[참

고3.4.16]을 참고로 하여 그림 3.4.26과 같은 전자기적 모델에 대한 해석을 수

행하 다.  

해석의 목표로는 시험없이 모터 래치의 움직임을 해석적으로 계산하고, 계

산된 결과를 앞서의 timing sequence generator에 이용하여 제어봉의 운동을 

최적화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차후 설계변경에 대처하는 것으로 설

정하 다. 

Movable 

magnet

Stop

Fixed 

magnet

M e c h a n i c a l 

Force

δs

x

Rc ; Coil 

Resistance Switc

h

V(t) ;

Power Source

Rd ;

Dissipatio

n

Resistanc

e

L ; Coil 

Inductance

그림 3.4.26  1개의 모터를 고려한 해석 개념도

(2) 운동방정식

(가) 지배방정식의 도출 (Off 시)

기계적 운동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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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치 magnet를 간단히 1 자유도계로 모의할 때, 이 운동방정식은

m
d 2x

dt 2
= k(xp-x)+c

dx
dt
+Fmech+Fmag+Ffriction  으로 표현된다.

이 식에서 마찰력과 감쇠에 의한 항을 무시하면 (이 값은 제어봉구동장치 

구동장치의 구조상 무시가 가능하다)

m
d 2x

dt 2
= k(xp-x)+Fmech+Fmag  이 남는다.

식에서 Fmech는 제어봉 및 연장축 등의 무게이고 xp는 스프링의 자유상

태에서의 크기이다. 

한편 x의 값은 구조상 0에서 gap까지만 변화 할 수 있다. 

즉, 0≤ x ≤Xgap

이 운동을 일으키는 동적인 외력은 자기력이다. 

전기적 방정식

코일과 저항으로 이루어진 그림 3.4.26과 같은 계에서의 전기적 방정식은 

코일의 impedance와 코일 및 추가저항의 저항에 의한 전압강하를 고려하여

d
dt
{L(x)⋅i }+(Rc+Rd)⋅i=0  이고, 이를 부분 미분하여 정리하면

i⋅
dL(x)
dt

+
di
dt
⋅L(x)+(Rc+Rd)⋅i=0가 된다.

L(x)=
(μ0N

2Ag)

(δ s+x) 이므로 이를 대입하여 정리하면 최종적으로 

di
dt
=[

(μ0N
2Ag
dx
dt
)

(δ s+x)
2 -(Rc+Rd)]

i
L(x)  을 얻는다. 

이 식에서 v는 dx/dt 이다.

전자기적 관계식

전자기적인 관계로 Fmag와 전류의 관계식을 고려한다.

Fmag=
∂u
∂x ] i  이고 u=

1
2
L⋅i 2  이므로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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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ag=-
1
2

(μ0N
2Agi

2)

(δ s+x)
2 이 된다. 

이 식을 전술한 기계운동방정식에 대입하게 된다.

연립미분방정식

최종적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2개의 연립미분방정식을 얻는다. 

m
d 2x

dt 2
= k(xp-x)+Fmech-

1
2

(μ0N
2Agi

2)

(δ s+x)
2

di
dt
=[

(μ0N
2Ag
dx
dt
)

(δ s+x)
2 -(Rc+Rd)]

i
L(x)

위의 비선형 연립미분방정식을 쉽게 풀기 위하여 v=
dx
dt,
 
d 2x

dt 2
=
dv
dt 로 

치환하여 다음과 같은 형태의 3원1차 연립미분방정식을 구성한다. 

ꀊ

ꀖ

ꀈ

︳︳︳︳︳︳︳

︳︳︳︳︳︳︳

dv
dt
= f 1(x,i,t )

di
dt
= f 2(x,v,i,t )

dx
dt
= f 3(v,t)

즉, 
dv
dt
=[k(xp-x)+Fmech-

1
2

(μ0N
2
Agi

2
)

(δ s+x)
2 ]/m

di
dt
=[

(μ0N
2Agv)

(δ s+x)
2 -(Rc+Rd)]

i
L(x)

dx
dt
= v

이 연립미분방정식을 수치해석적 방법인 Runge-Kutta방법을 동원하여 푼

다.

(나) 지배방정식의 도출 (On 시)

기계적 운동방정식

래치 magnet를 간단히 1 자유도계로 모의할 때, 이 운동방정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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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d 2x

dt 2
= k(xp-x)+c

dx
dt
+Fmech+Fmag+Ffriction  으로 표현된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식에서 마찰력과 감쇠에 의한 항을 무시하면 

m
d 2x

dt 2
= k(xp-x)+Fmech+Fmag  이 남는다.

식에서 Fmech는 제어봉 및 연장축 등의 무게이고 xp는 스프링의 자유상

태에서의 크기이다. 

한편 x의 값은 구조상 0에서 gap까지만 변화 할 수 있다. 

즉, 0≤ x ≤Xgap

이 운동을 일으키는 동적인 외력은 자기력이다. 

전기적 방정식

On 시에는 회로특성상 에너지발산을 위한 저항 Rd의 향이 없으므로, 코

일과 저항으로 이루어진 계에서의 전기적 방정식은 코일의 impedance와 코

일 의 저항에 의한 전압강하가 인가전압과 같으므로

d
dt
{L(x)⋅i }+Rc⋅i=V( t)  이고, 이를 부분 미분하여 정리하면

i⋅
dL(x)
dt

+
di
dt
⋅L(x)+Rc⋅i-V( t)=0가 된다.

L(x)=
(μ0N

2Ag)

(δ s+x) 이므로 이를 대입하여 정리하면 최종적으로 

di
dt
=

ꀎ

ꀚ

︳︳︳︳{
(μ0N

2Ag
dx
dt
)

(δ s+x)
2 -Rc}⋅i-V( t)

ꀏ

ꀛ

︳︳︳︳ / L(x)  을 얻는다. 

이 식에서 v는 dx/dt 이다.

전자기적 관계식

전자기적인 관계로 Fmag와 전류의 관계식을 고려한다.

Fmag=
∂u
∂x ] i  이고 u=

1
2
L⋅i 2  이므로 정리하면



- 368 -

Fmag=-
1
2

(μ0N
2Agi

2)

(δ s+x)
2 이 된다. 

이 식을 기계운동방정식에 대입하게 된다.

연립미분방정식

최종적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2개의 연립미분방정식을 얻는다. 

m
d 2x

dt 2
= k(xp-x)+Fmech-

1
2

(μ0N
2Agi

2)

(δ s+x)
2

di
dt
=

ꀎ

ꀚ

︳︳︳︳{
(μ0N

2Ag
dx
dt
)

(δ s+x)
2 -Rc}⋅i+V( t)

ꀏ

ꀛ

︳︳︳︳

L(x)

위의 비선형 연립미분방정식을 쉽게 풀기 위하여 v=
dx
dt,
 
d 2x

dt 2
=
dv
dt 로 

치환하여 다음과 같은 형태의 3원1차 연립미분방정식을 구성한다. 

ꀊ

ꀖ

ꀈ

︳︳︳︳︳︳︳

︳︳︳︳︳︳︳

dv
dt
= f 1(x,i,t )

di
dt
= f 2(x,v,i,t )

dx
dt
= f 3(v,t)

즉, 
dv
dt
=[k(xp-x)+Fmech-

1
2

(μ0N
2Agi

2)

(δ s+x)
2 ]/m

di
dt
=

ꀎ

ꀚ

︳︳︳︳{
(μ0N

2Ag
dx
dt
)

(δ s+x)
2 -Rc}⋅i+V( t)

ꀏ

ꀛ

︳︳︳︳

L(x)

dx
dt
= v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 연립미분방정식을 수치해석적인 방법인 

Runge-Kutta방법을 동원하여 푼다.

(다) 지배방정식의 도출 (Hold 시 : High-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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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적 방정식

Hold 시에는 인가전류(전압)를 강하시켜 기계적 운동이 없는 상태에서 전

자기력을 최소화한다. 따라서 앞의 경우와는 다르게 기계적 운동방정식과 전

자기 방정식이 연성되지 않는다. 

전압강하에 대한 식에 속도가 0 임을 대입하고 L값이 상수로 하면 전자기 

방정식은 다음의 일차 상미분방정식이 된다. 단, V(t) = V low 이고 t = 0 

에서 전류는 io = V high/Rc 의 값을 갖는다. 

di
dt
+
Rc
L
⋅i -

Vlow
L
 = 0  

상미분방정식의 근을 구하면,

i(t) = 
(Vhigh-Vlow)

Rc
e
-
Rc
L
⋅t

+ 
Vlow
Rc  이다.

최소 Holding 전류의 계산 

앞서 구한 식에서 기계적 운동이 없는 경우에는 그 가속도 및 속도가 0 이

므로 

k(xp-x)+Fmech-
1
2

(μ0N
2Agi

2)

(δ s+x)
2 =0

 이다.

이 식을 전류에 대하여 풀면

i hold = 
(δ s+xgap)

N
2
μ0Ag

{k(xp-xgap)+Fmech}

i hold = 
(0.00152+0.01029)

830
2

4π×10 -7(0.00563)
{17373(0.02567-0.01029)+160}

= 4.945  amp.

(라) Runge-Kutta Method을 사용한 수치해석

초기조건이 ( t 0,y 0)로 주어졌을 때 일차 상미분방정식 
dy
dt
= f ( t, y )를 

수치해석적인 방법으로 풀기 위해서는 함수값 y의 값을 초기상태에서 Δt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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큼씩 증가시키면서 계산하기로 한다. 

Runge-Kutta방법은 n번째의 함수값과 n+1번째의 함수값이 관계식인  

y n+1=yn+Δyn의 관계를 만족한다고 가정한다. 이 관계식에서 

Δyn=
Δt
6
(ko+2k 1+2k 2+k 3)으로 결정을 하는데 k i(i=0,1,2,3) 의 값은 다

음과 같다. 

ko= f( t n,yn)

k 1= f( t n+
Δt
2
, yn+

ko
2
Δt)

k 2= f( t n+
Δt
2
, yn+

k 1
2
Δt)

k 3= f( t n+Δt, yn+k 2Δt)

이 방법을 사용하면 초기값과 그 때의 미분값을 계산할 수 있는 함수

dy
dt
= f ( t, y )가 주어지면 원하는 시간까지의 함수값을 수치해석적으로 결

정할 수 있다. 

(마) 제한조건 

우선 movable magnet의 기계적 운동을 생각해 보자. movable magnet은 

전자기력에 의해 상하로 운동을 하면서 래치를 움직이거나 축과 래치 

magnet 전체를 들어 올리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자석사이의 간극은 자석

의 종류에 따라 래치 magnet은 0.404 in. 이고, lift magnet은 0.437 및 0.375 

in. 이다. 이 차이는 1/16 in로 치간의 이동에 위상차를 주기 위한 것이다. 한

편 movable magnet은 간극의 크기에 상관없이 이 간극사이만을 움직이게 

된다. 

즉,

0≤ x ≤Xgap  의 운동제한조건을 갖는다.

변위 x-좌표계를 spacer에서 아래쪽으로 잡게되면, 전원이 Off시에서  x는 

0에서 Xgap으로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고 전원이 On시는 반대로 

Xgap에서 0으로 감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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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힘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전자기력은 항상 기계적인 하중에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전자기력(Fmag)과 기계적 하중

(Fmech)의 차에 따라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즉 전자기력이 기계적 하중보

다 크게 되면 자석은 기계적 하중의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며, 반대의 경우는 

기계적 하중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Off의 경우는 전자기력이 초기에 작용하여 기계적 하중과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가 초기조건이 되므로 움직임은 기계적 하중방향으로만 일어날 수

밖에 없다. 

즉, 

Fmag >  Fmech : Motion does not occur ( x = 0, v = 0 )

Fmag <  Fmech : Motion occurs 

반대로 On의 경우는 전자기력이 작용하여 기계적 하중을 이겨야 만이 운

동을 일으킬 수 있다. 

즉, 

Fmag >  Fmech : Motion occurs 

Fmag <  Fmech : Motion does not occur ( x = 0, v = 0 )

마지막으로 전자기장에 대하여 살펴보자. 전류의 크기에 따라서 

Inductance의 값이 변화하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3.4.20과 같다.

표 3.4.20  전류 크기에 따른 제어봉구동장치 모터의 Inductance

LL Lm Lh L 비고

i < 0.24 0
μ oN

2Ag

(δ s+x)
2

2.38
2.38+

μ oN
2Ag

(δ s+x)
2

z가 spacer보다 

작거나 같을 때

0.24 ≤ i ≤ 1.0 0
μ oN

2Ag

(δ s+x)
2

2.38
2.38+

μ oN
2Ag

(δ s+x)
2

z가 spacer보다 

작거나 같을 때

1.0 < i ≤ 2.2 0
μ oN

2Ag

(δ s+x)
2

0
μ oN

2Ag

(δ s+x)
2

-

2.2 < i 0.49 0 0 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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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치해석 및 결과

다음 그림 3.4.27과 같은 흐름을 따라 계산을 수행하도록 간단한 프로그램

을 작성하 다. 초기 조건에서 시작하여 다음 스텝에서의 각 각의 함수값을 

Runge-Kutta방법으로 계산하는데 조건에 따라 인덕턴스와 속도 등이 다른 

값을 갖도록 조건문을 삽입하 다. 

그림 3.4.28는 계산과 시험에 의한 제어봉구동장치 모터의 코일에 제공되는 

전류의 궤적을 비교한 것이다. 점선으로 표현된 시험결과는 인출시의 전류특

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실선은 계산결과를 그린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산결과와 시험결과는 제어봉구동장치의 전형적인 코일전류특성을 보

여주고 있으며 시험값이 다소 작게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holding 전류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잘 일치하고 있다. 

i 및 z

하중의 

비교

조건의 

입력

출력

t,i,x,v 등

초기 조건의 

입력

dv/dt 

함수계산

di/dt 

함수계산

dx/dt 

함수계산

L 및 v의 

지정

다음으로 ?

그림 3.4.27  래치운동의 모의를 위한 논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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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치 engage(on)의 경우 초기상태로 전원이나 운동이 없는 경우에 대하여 

계산을 수행하 는데 이는 하부 래치모터에 대한 것이다. Scram의 경우에는 

기동 시와 달리 40 Ohm의 발산저항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두 가지에 

대하여 계산을 수행하 다. 이는 단일 제어봉구동장치의 scram인 경우 delay 

time을 줄이기 위한 40 Ohm의 저항이 작용하는 반면에 전체 제어봉 group

이 scram할 시에는 40 Ohm의 저항이 작용하지 않는 것을 모의 한 것이다.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40 Ohm의 발산저항은 코일전류를 훨씬 급격히 감

소시키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계산결과를 살펴보면 래치의 engagement 시간은 110초이고 필요한 전류는 

약 9.0 ampere 다. 발산저항이 존재하는 경우에 래치의 낙하지연시간 (drop 

out delay time)은 110 msec로 나타났으며, 저항이 없는 경우는 500 msec로 

저항이 있는 경우보다 훨씬 길었다. 한편 실험결과에서는 저항이 없는 경우

는 약 750 msec로 나타났다. 

결과를 살펴볼 때, 래치의 전자기-기계적 모델은 현재 제어봉구동장치 기

구를 잘 모의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모터 magnet의 운동이 모의된

다면 이를 래치 링크기구와 연결이 가능할 것인데, 이를 현실화함으로 전체 

모터기구의 전자기 및 기구학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이를 통한 최적화 설계

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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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8  래치 코일궤적의 비교 (시험 vs.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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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차세대 제어봉구동장치에 대한 성능시험 4종이 수행되었다. 수명시험은 원

래 설계수명의 2.2배인 220,000 ft까지 수행되었으나 그때까지 오작동이나 고

장에 의한 작동불능 상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핀 및 래치면의 상태

를 살펴 볼 때 모터는 수명 말기에 이르고 있음을 판단할 수 있었고 이는 

제어봉(모의 추)의 무게를 선형적으로 보상한 값과 근사함을 알게 되었다. 

낙하시험은 450회를 모두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으며 낙하로 인한 기계

적 하중의 증가 등은 발견할 수 없었다. 냉각능력시험과 전력시험을 통해서

는 현재까지의 설계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시험결과를 살펴볼 때 현재 설

계의 제어봉구동장치 수명은 12 finger 제어봉을 구동할 경우 약 100,000 ft

이고, 4 finger 제어봉을 사용할 경우 약 250,000 ft정도일 것으로 판단된다. 

차세대 원전이 부하추종운전을 할 경우는 대략 500,000 ft 이상의 제어봉 

이송거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재 설계를 개량없이 사용하기 위해

서는 수명기간 중에 교체가 불가피하며 체계적인 교체계획이 필요하다. 또한 

각 제어봉의 이송거리를 줄이기 위하여 제어군을 순환하는 등의 운전방식 

채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설계개량을 통한 수명연장방안으로는 재질 개선은 별다른 이득이 없을 것

이며, 링크기구의 최적화와 래치면의 개선, 그리고 래치의 접촉면을 넓히기 

위한 double/multiple 래치의 도입 등을 제안하 다. 

한편 시험을 위한 장치를 설계하면서 개선된 성능을 갖는 제어봉구동장치 

제어계통을 설계, 개발하여 시험기간 동안 실증시험 함으로써 실제 사용에 

문제가 없음을 입증하 다. 

제어봉구동장치의 시험자료와 성능시험 경험으로부터 제어봉구동에 필요한 

timing sequence의 구성방법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전자-기계적 해석을 통

해 래치의 운동을 시험없이 모의할 방법을 개발하 다. 이 방법은 전자기 해

석과 운동기구 해석을 확장 발전하면 완벽한 전산기원용 설계로 발전이 가

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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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IRWST내 증기응축 및 공기기포와 응축에 의한 

        진동현상 해석 방법개발

1. 기존 연구

가. 증기의 직접접촉 응축 현상

 증기가 IRWST의 냉각수 속으로 분사될 때 일어나는 현상은 고온의 증

기를 효과적으로 응축시킬 수 있는 직접접촉 응축의 한 형태로써 이에 관

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노즐을 통해 분사된 증기의 응축에

서는 증기의 형상이 불안정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 또한  매우 복

잡하기 때문에 해석적인 방법보다는 실험적인 연구를 위주로 진행되어왔

다. 그 동안의 연구에 의하면 노즐을 통해 물 속으로 분사된 증기의 응축

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인자는 질량유속, 수조내 냉각수의 온도, 그리

고 분사노즐의 직경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3.5-1]. 이러한 변수들의 변화

에 따라 증기의 응축은 다양한 특성을 나타내며 이에 관련된 연구에서 주

요 관심사는 응축시의 열전달 계수 및 증기/물 계면의 형상, 응축 역선

도, 응축으로 인한 압력의 진동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노즐 분사현상에서의 응축 역선도

 노즐을 통하여 분사되는 증기의 응축현상은 본질적으로 비정상상태의 유

동이다. 또한 여기에서 발생하는 현상은 여러 가지 변수들에 따라서 다양

한 형태를 보인다. 따라서 노즐에서 분사되는 증기의 응축에 대한 이론적

인 접근은 매우 힘들고, 실험적인 접근이 주를 이루었다. 각각의 유동조건

에서의 응축양식에 대한 예측은 여러 응용을 위해서 필요하다. 유동형태의 

특성에 따라 여러 연구자들은 각자가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분

류방식이 같은 경우라도 역에 대한 구분이 달라서 관찰자에 따라서 상

이한 결과를 보인다. 이는 본질적으로 각 현상에 대한 정형화된 정의가 확

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노즐은 중력방향에 대하여 수직인 방향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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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인 방향으로 설치되는 것이 주를 이룬다. 본 연구에서는 다른 연구자들

에 비하여 질량유속의 범위가 넓은 김연식[3.5-2], Cho 등[3.5-6]의 응축

역선도를 기준으로 하 다. 이 응축 역선도는 acoustic/visual 관측과 동

압의 측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질량유속은 44∼450 kg/m 2sec , 풀 온도

는 20∼95 ℃의 범위에서 응축선도가 작성되었다. 그림 3.5.1에서 보는 바

와 같이 노즐에서 질량유속을 x축, 풀의 온도(혹은 과냉도)를 y축으로 하

여 6가지 역으로 분류하 다.

 쳐깅(< 80 kg/m 2sec ) 현상은 증기 기포가 노즐 출구에서 주기적으로 자

라나고, 붕괴하는 현상이다. 증기 기포가 붕괴되는 그 순간에 갑작스런 응

축에 의하여 형성된 부(-)압력 때문에 주위의 물이 노즐 속으로 흘러 들

어가고, 계속적인 증기의 공급 때문에 다시 서서히 려나온다. 작은 증기 

기포들이 물 속이나 노즐의 바깥 벽면에 존재하나 곧 붕괴한다. 증기 질량

유속이 약간 증가하면 쳐깅과도기(transient chugging)이 관측된다. 쳐깅과

도기는 necking에 의하여 발생하는 intermittent pulsing sound와 노즐 출

구 근처에서만 형성되는 기포와 물의 불안정한 경계면과 작은 증기 기포

들로 특징 지워진다. 이 현상은 Simpson과 Chan에 의하여 토의되었고

[3.5-7], 풀의 온도가 올라가면 이 역은 다소 넓어진다. Nariai는 이를 

small chugging이라 하 다. 질량유속이 100 kg/m 2sec을 넘으면 응축진

동이 관측된다. 이 역에서는 증기는 노즐 출구 밖에서만 응축이 발생하

며 경계면은 압력 주파수와 같은 진동수로 진동한다. 이 현상은 Nariai에 

의하여 관측되었다. 그 연구에서 이 현상은 노즐 출구에 부착된 증기가 자

라나고 붕괴되는 것으로 특징 지워지고 압력은 이 경계면의 진동과 같은 

진동수로 변화한다[3.5-4]. 버블링응축진동(bubbling condensation 

oscillation)은 응축진동과 비슷한 질량유속에서 발생하나 풀의 온도가 높

다. 증기 cavity는 증기 제트보다는 확장된 증기 bag의 형태를 나타내며, 

증기 bag으로부터 다소의 증기들이 분리된다. 이 분리된 불규칙한 모양의 

기포들은 응축되거나 자유표면으로 상승한다. 질량유량이 응축진동에서보

다 커지게 되면 안정응축(stable condensation or jet)현상이 발생한다. 안

정응축은 조용한 응축으로 특징 지워진다. 풀의 온도가 올라가면 경계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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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때로 불안정하게 된다. 이 역을 계면진동응축(interfacial oscillation 

condensation)라 한다.

 응축진동 역은 풀의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넓어진다. 이는 풀의 온도

가 올라감에 따라서 안정응축을 위하여서는 증기의 질량 유속이 커져야 

함을 의미한다. 어떤 유량 조건에서는 응축이 불안정한 형태로 발생하는데 

이 때 증기는 진동하고 강한 압력 펄스가 관측된다. 안정응축과 불안정응

축의 경계는 증기의 질량유속, 풀의 온도 및 노즐의 직경에 따라서 달라진

다. 노즐의 직경이 감소할수록 안정응축과 불안정 응축의 경계선이 질량 

유속이 큰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관측되었다[3.5-2]. Cho 등[3.5-6]의 실

험에서는 20 ℃에서 질량유속이 230∼270 kg/m
2sec일 때 천이가 발생하

나 풀의 온도가 75 ℃를 넘어서면 온도에 따른 천이질량유속에 변화가 없

어진다.

 

그림 3.5.1 Condensation regime map by Cho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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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안정응축 모델

안정응축 역은 그 형태상 증기가 제트의 모양을 보인다. 안정응축은 노

즐을 통한 증기 응축현상 중에서 가장 안정된 형태를 보인다. Kerney 등

[3.5-1], 김연식[3.5-2]은 그림 3.5.2의 모델을 사용하여 제트의 길이에 대

한 무차원화된 상관식을 구하 다.

 Kerney 등[3.5-1]은 쳐깅 상태가 아닌 경우 압력진동에 의하여 증기제트

의 와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쳐깅 상태에 대하여 실험노즐의 직경은 0.4∼

11.2 mm의 범위에서 증기질량 유속은 332∼2,050 kg/m 2sec의 범위에서 

풀의 온도는 301∼352 K의 범위에서 실험을 수행하 다. 제트 모양은 고

속카메라를 사용하여 촬 하 다. 물 속의 용존 가스가 작은 기포방울을 

형성하기 때문에 증기가 응축된 물을 사용하여 촬 하 다. 실험결과는 다

음의 이론식과 비교하 다.

그림 3.5.2 Schematic of the condensing jet model by        

                Kerney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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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l
d
B=

(G 0/Gm)
1/2

Sm

이 식에서

(3.5.2)B=cp(Ts-T∞)/hfg   

(3.5.3)S= h/cpG  

이다. 여기서 아래첨자 s는 노즐과 동일 위치에서의 물의 압력에 해당하는 

포화상태를 의미하고, 아래첨자 o는 노즐내부에서의 상태이다. 식 (3.5.2)에

서 B는 응축과정에 대한 추진력(driving potential)을 나타내는 무차원수이

고, 식 (3.5.3)에서 S는 전달계수(transport modulus)이며 대류열전달의 

Stanton수와 유사한 성질을 내포하고 있다. 이때 대류현상을 유발하는 운

동량은 증기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증기의 질량유속을 포함하고, 열전달에 

대한 열 저항은 물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물에 대한 열전달계수를 사용하

다. 질량보존에 의하면 cavity 주위에서 질량속도의 order는 두 상에 대

하여 비슷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전달계수와 새롭게 정의된 전달

계수는 유사하다. 여기에서 
l
d 는 cavity가 풀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무

차원화된 거리이다. 난류제트에서 G와 S는 변화하므로 적절한 평균화과정

을 거쳤다. 평균값이 우변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추진력의 향이 우변에 

많이 작용하기는 하지만, 식 (3.5.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제트의 길이는 

추진력에 역비례한다. Gm은 압력에 대한 향까지를 고려한 값이어야 한

다. 이 논문에서는 대기압에서의 임계유속 275 kg/m
2sec를 선택하 다.

Gm이 결정되면 나머지 효과들은 Sm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 값은 실험

적으로 구해 낼 수 있다. 

 Linehan과 Grolmes의 과냉된 액체 제트에서의 난류응축의 연구에서 

constant Stanton수의 가정이 적절한 상관식으로 표현됨[3.5-20]을 이용하

여 실험범위는 다르지만 이 결과에서부터 Sm또한 일정한 상수값을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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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것이라고 예상하 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상관식을 얻게 된다.

(3.5.4)l
d
B=

(G 0/Gm)
1/2

1.932  

 김연식[3.5-2]은 Kerney의 모델을 사용하여 실험노즐의 직경은 1.35∼

10.85 mm, 풀의 온도는 13∼88 ℃, 증기의 질량유속은 0∼1,500 

kg/m 2sec의 더욱 확장된 구간에서의 상관식을 실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하 다.

(3.5.5)l
d
=0.5923B

-0.66(
G 0
Gm
) 0.3444

 

위 이론은 물과 다른 유체 및 풀의 압력 향을 알 수 없다. 게다가 이상

의 구간에 대하여 증기 core의 가정은 풀로 분사되는 난류가스의 관측과

는 다르다. 또한 제트의 길이가 길어져서 명백히 각각의 기포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부적당하다. Weimer 등[3.5-21]은 증기의 응축 이외에 에틸린 

리콜과 이소 옥탄에 대한 제트 길이까지 포함하는 일반화된 상관식을 

제시하 다. 폐형의 탱크를 사용하여 풀의 압력에 따른 향도 고려 할 

수 있도록 하 다. 제트의 방향은 hydrostatic 압력 변화를 제거하기 위하

여 수평방향이다. 질량유속이 너무 작아서 안정응축이 일어나지 않거나 너

무 커서 부력에 의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역에서의 상관식이다. 응축

현상에 대하여 그림 3.5.3과 같은 이론적 모델을 제시하 다. 노즐에 인접

한 역에서는 등엔트로피 팽창이 발생하고, 이 팽창 역을 지나서는 풀의 

물과 난류 혼합이 이루어진다. 이 혼합 역에서의 2상 제트는 가변 도 

단일 유체(variable density single fluid) 모델을 사용하 다. 이론식은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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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 Schematic of the condensing jet model by Weimer et. al.

(3.5.6)
hs-h∞
h-h∞

=1+2E 0(
ρ∞
ρ s
) 1/2

x
rS

혼합 역의 시작점은 과열증기이며 혼합이 일어나면서 엔탈피는 감소하여 

포화온도에 도달하게 된다. 이 때가 증기 제트가 끝나는 지점으로 식 

(3.5.6)에 h=hf를 대입하면 다음 식을 얻는다.

(3.5.7)l
r 0
=35.5(

G 0
Gs
) 1/2[ (

ρ∞
ρ s
) 1/2B]  

여기서

(3.5.8)B=
hL-h∞
hs-hL

이다. Kerney는 풀속 및 cavity 내부에서의 압력 gradient를 무시하여 노

즐과 같은 높이의 물 속에서 압력에 대한 포화온도로 증기의 온도를 가정

하 으나, Weimer는 노즐에서 증기의 상태를 직접 대입하여 더욱 현실적

인 추진력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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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모델들처럼 안정응축에 대한 연구는 해석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동은 분자 전달 특성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함을 보인다. 이 모델들은 수평노즐에 대하여 제시한 이론들이다. 

안정응축에 대한 이론적 전개에서는 cavity 내부 및 증기-물의 경계면 주

위에서의 유동장 및 열역학적 상태의 측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더

욱 명확한 모델의 전개가 가능할 것이다.   이 모델들에서부터 풀의 과냉

도, 노즐의 크기, 증기의 질량유속이 직접접촉응축현상의 중요한 인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쳐깅과 응축진동의 이론적 모델

 각 역은 앞에서 살펴본 특성에 의하여 구분된다. 정형화된 분류가 이루

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각 역을 구분하는 경계는 일정한 구간을 가

지고 변하기 때문에 각 역을 실험적인 관측에 의하여 응축 역선도에 

나타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  Nariai 와 Aya [3.5-4, 3.5.5]는 증기의 응축

을 그림 3.5.4에 있는 세 가지 모델에 대하여 선형화 방법을 이용하여 분

석하고 각 역을 구분 짓는 기준을 제시하 다. 응축진동의 경우는 진동 

threshold와 주파수를 위하여 선형분석을 하 고, 쳐깅의 경우엔 큰 진폭

을 가지는 진동에 대한 주파수분석을 하 다. 

1) 응축진동 모델

  응축진동은 압력진동의 경우 경계면의 진동 진폭이 다소 작기 때문에 

선형이론에 의하여 분석된다. 선형이론으로 응축주파수와 응축진동의 

threshold를 분석하 다. 

 응축진동은 노즐 출구에서 증기기포의 성장과 축소의 반복에 의하여 특

징 지워진다. 풀의 과냉도, 질량유속, 다른 인자들에 의하여 기포의 모양이 

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증기기포 모양의 모델링은 어렵다. 증기의 모양은 

세 가지의 전형적인 형태로 모델링 되었다. 반구형 기포 모델

(hemispherical bubble model)이 가장 현실적이지만 물의 운동량 방적식을 

구성하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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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기둥 기포 모델(cylindrical bubble model)에서는 증기 기포 및 물의 관

성질량 부피는 원기둥 모양이라 가정한다. 기포의 진동은 기포 원기둥의 

길이의 진동으로 표현된다. 이 모델에서 물의 관성질량 길이 lm은 알려지

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노즐의 직경과 같은 크기로 가정된다. 

 증기 기포의 부피는

(3.5.9)Vs=
π
4
d 2z  

이고, 증기의 연속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3.5.10)ρ s
dVS
dt
+Vs(

∂ρ s
∂P
)
dPs
dt
=
π
4
d 2G 0-

hΔt
L
(
π
4
d 2+πdz)  

그림 3.5.4 Schematic of three oscillation       

      models by Nari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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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기둥의 운동방정식은

(3.5.11)Ps-P∞=ρLlm
d 2z

dt 2

이다. 위의 식들을 선형화는

(3.5.12)z= z 0+δz, Ps=Ps0+δPs,  ΔT=ΔT 0+δ(ΔT)  

를 이용하여 2차 이상의 항들을 무시하면

d 3δz

dt 3
+
h
L
(
∂Ts
∂ρ s

)(
1
z 0
+
4
d
)
d 2δz

dt 2
+

ρ s
ρLz 0lm

(
∂P
∂ρ s
)
dδz
dt

(3.5.13)+
4hΔT 0
LdρLz 0lm

(
∂P
∂ρ s
)δz=0   

이 된다.

 구형 기포 모델(spherical bubble model)에서 기포는 완전한 구(球)라고 

가정한다. 기포는 무한히 퍼져나가는 풀 속에서 진동한다고 하면 물의 진

동에 대한 운동량 방정식은 쉽게 구해진다. 그러나 기포의 표면적은 실제 

표면적보다는 크게 된다. 

증기의 질량 보존식은

(3.5.14)d(ρ sVs)
dt

=
π
4
d 2G 0-h(4πr

2)
ΔT 0
L  

이다. 물의 운동량 식은

(3.5.15)r
d 2r

dt 2
+
3
2
(
dr
dt
) 2=

Ps-P∞
ρL

이다. 식 (3.5.14)의 좌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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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6)d(ρ sVs)

dt
=4πr 2ρ s(

dr
dt
)+
4
3
πr 3(

∂ρ s
∂P
)
dPs
dt  

r= r 0+δr등을 이용하여 식을 선형화 시키면 다음과 같다.

d 3δr

dt 3
+
12
d
(
h
L
) 3/2(

ΔT 0
G 0

) 1/2(
∂Ts
∂ρ s

)
d 2δr

dt 2
+
48ρ shΔT 0

d 2ρLLG 0
(
∂P
∂ρ s
)
dδr
dt  

(3.5.17)+
384

d
3ρLG

3/2
0

(
hΔT 0
L

)
5/2(
∂P
∂ρ s
)δr=0

반구형 기포 모델에서 기포는 노즐 출구에 부착된 구의 일부분이라 가정

한다. 

증기부피는

(3.5.18)Vs=
1
6
πy(y 2+

3
4
d 2)

증기 표면적

(3.5.19)As=π(y
2+
1
4
d 2)

증기의 연속방정식은

 (3.5.20)d(ρ sVs)

dt
=
π
4
d 2G 0-

hΔT 0
L

As

기포주위의 물의 관성질량에 대한 모양은 콘 모양이라 하고, y= y 0+δy

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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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3δy

dt 3
+
12h
Ld
(
∂TS
∂ρ s

)
1

1+(2hΔT 0/LG 0)
×

1
LG 0/hΔT 0-1

d 2δy

dt 2  

 +
48ρS

ρLd
2(LG 0/hΔT 0+2)

(
∂P
∂ρ s
)
dδy
dt

(3.5.21)+
384(hΔT 0)

2

ρLL
2G 0d

3

LG 0/hΔT 0-1

LG 0/hΔT 0+2
(
∂P
∂ρ s
)δy=0

위의 선형화된 식 모두는 경계면의 변동에 대한 3차의 미분방적식의 형태

를 보인다. 이들의 공통성에서 다음과 같이 진동주파수를 유도 할 수 있

다. 선형화된 3차 미분방정식의 특성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3.5.22)S 3+AS 2+BS+C=0  

여기서 A, B 및 C는 표 3.5.1에 정리하 다. 계수들간의 Routh Hurwitz 

관계에 의하여 표면이 안정한지 불안정한지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A⋅B >C  : stable

A⋅B <C  : unstable

계면 진동의 각 진동수는

(3.5.23)ω=
3
2
{ (Q+ Q

2
+R

3
 )
1/3
+(-Q+ Q

2
+R

3
 )
1/3
 }  

여기서

(1.24)R=
B
3
(1-

m
2

3
), Q=B 3/2(

n
3

2
-
m
6
+
m
3

27
),  m=

A
B
 and  n=

C
1/3

B

진동 주파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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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1 Coefficients at each linear condensation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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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5)f=
ω
2π

이다. 위에 언급된 분석에 의한 주파수와 실험결과와 비교하 다. 분석에

서 응축열전달 계수 h가 결정되어야 한다. Fukuda는 증기 기포의 모양을 

구형이라 가정하여 응축진동이 일어날 때 평균열전달 계수를 구하

다.[3.5-22] Fukuda[3.5-22], Madarame[3.5-23] 및 Nariai[3.5-24] 실험결과

로부터 다음과 같은 상관식으로 이론결과와 비교하 다.

(3.5.26)h=66.4G0.90 ΔT 0

구형 기포 모델은 거의 실험결과와 일치한다. 반구형 기포 모델도 잘 일치

그림 3.5.5 Schematic of chugging model by Nariai



- 389 -

하 다. 반구형 기포 모델이 잘 일치하는 이유는 증기의 반경이 구형 모형

이라 가정하기엔 너무 크기 때문이다. 원기둥 기포 모델에 의하면 실험결

과와 일치하기 위해서는 Fukuda의 결과보다 7배정도 더 커져야 한다. 이

는 구형 기포 모델과 비교하여 원기둥 기포 모델에서는 표면적의 변화가 

매우 적기 때문이다.

2) 쳐깅 모델

쳐깅은 경계면이 노즐 속으로 깊이 빨려 들어가는 현상으로 특징 지워진

다. 경계면이 노즐 밖으로 나왔을 때 증기의 강한 응축이 일어나고, 노즐 

내와 헤더에서의 압력은 급격히 감소한다. 이때 발생한 부(-)압력은 경계

면을 노즐 내부로 깊이 끌어들인다. 전형적인 쳐깅의 경우 경계면이 노즐

밖에 있는 시간은 노즐 내부에 있는 시간에 비하면 매우 작다. 경계면이 

노즐 내부로 들어가는 동안 물 쪽에서의 열경계층은 완벽히 형성되어 응

축은 거의 무시될 만 하다. 그림 3.5.5의 모델에 대하여 위의 가정을 적용

하 다.

 헤더에서의 응축을 무시하면 연속방정식은

(3.5.27)d(ρ sVS)

dt
=
π
4
d 2G 0

물의 운동방정식은

(3.5.28)-ρL(z+ lm)
d 2z

dt 2
=Ps-P∞+ρLg(z+ lm)

여기서 다음이 가정되어

(3.5.29)lm+z≅lm+ z, z=
1
2
z max

위 가정에 의하여 다음의 식이 얻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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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0)d 3z

dt 3
+ω2c

dz
dt
+D=0

여기서 

(3.5.31)ω2c=
g

z+ lm
(1+

πκPs0d
2

4ρLgVs
),  D=

πκG 0Ps0d
2

4ρLρ s0( z+lm)Vs  

시간 t=0에서 z=0이면 해는 

(3.5.32)z= c'sinω ct-
D

ω2c
t

가 된다. 여기서 ω c  는 manometer에서의 각 진동수를 나타낸다. 그림 

3.5.6에서 보는 바와 같이 -Dt/ω
2
c  은 경계면을 노즐 밖으로 어내는 힘

이다. 여기서 노즐에서 질량유속( G 0)이 증가하면 진동 주파수는 증가한다. 

 Okazaki[3.5-25]은 쳐깅에 대하여 해석적인 방법으로 표면의 거동 및 노

즐 내의 압력 변화를 계산하 다. 그의 모델은 그림 3.5.7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경계면이 반구형 기포 모델에 기초하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

와 같이 Okazaki는 증기-물의 경계면이 노즐 내부에 있을 경우와 노즐 외

부에 있을 경우 모두 응축이 일어난다는 가정하에, 질량, 모멘텀, 에너지 

보존식을 Runge-Kutta-Gill 방법에 의하여 해석하 다. 이 모델에서는 가

상적인 열경계층의 존재를 가정하 다. 열전달 계수는 일정하지 않고 계속 

변화하는 값이다. 그러나 일정한 열전달 계수를 가정하여 계산하 다. 결

과로서 열전달 계수의 향, 열경계층의 향을 제시하 고, 이를 BWR의 

실험결과와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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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6 Interface movement in chugging by 

Nariai

그림 3.5.7 Schematic of condensation model by Okaza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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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역에 대한 경계

앞에서 제시된 선형화 모델에서부터 각 역의 경계면에 대한 이론적 식

을 전개하 다. 실험식과 이론식과의 비교는 그림 3.5.8에 나타나 있다.

1.1.2.1절의 식에서 ps= pS0+δp,  ΔT=ΔT 0+δ(ΔT)의 선형화과정을 더 

거치고 Routh-Hurwiz의 관계를 이용하면 버블링 응축진동의 경계는 

A⋅B=C  의 조건에서 

(3.5.33)ΔTT=
2πr30ρ s

V 0+
4
3
πr30

(
∂TS
∂ρ s

)

의 과냉도에 대한 식을 얻는다. 여기서 V 0  는 노즐 속에서 진동에 관여

하는 부피이다. 고주파 성분의 경우 노즐 내부의 향이 없으므로 V 0≃0

가 되고, 저주파 성분은 노즐 내부 및 system 전체의 부피가 관여하므로 

V 0≫r 0  의 가정을 적용하면 그림 3.5.8의 결과를 얻는다. 여기서  No 

oscillation의 경계는 비교적 이론과 잘 맞으나, 버블링 응축진동 역은 

서로 다른 모델의 중첩이다. 이는 질량유속에 따라서 cavity의 모양이 변

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실험조건에서의 cavity의 엄 한 측정을 통한 

비교가 필요하다.

쳐깅과도기와 응축진동의 경계는 Hodgson 수에 의하여 결정된다.

Hodgson 수는 

 

(3.5.34)NH=
time constant of system
period of pulsation

로서, 두 system에서 한 쪽에서의 압력변화가 두 system간의 압련전달시

간보다 길 경우 압력 변화의 추종성을 의미한다. 응축에 의하여 발생한 

cavity의 압력진동이 다시 system 쪽으로 되퍼져 나갈수 있는 정도에 따

라서 역의 경계를 나눈다. Hodgson 수를 다음과 같이 유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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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8 Comparison between linear analysis and experiment by 

Nari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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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5)
NH=1.54(ξu

1.3
s ΔT 

2/3)×{ CPLkLρ
0.9
S (
∂ρ s
∂P
) 2(VD/

π
4
d 2) 2

L 2ν0.9L ρ
1.9
L d

2.1 }

식 (3.5.35)식은 그림 3.5.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험결과와 비교적 잘 일치

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쳐깅이 발생하는 경계는 앞에서의 선형화 결과에서 다음과 같은 경계조

건을 만족해야 한다.

(3.5.36)
dz
dt
| t= 0=ω cC'-

D

ω2C
> 0 and  z=0

여기서 다음과 같은 경계조건을 얻는다. 이 경계조건에서

(3.5.37)GS<
4C'ρLρS0VD

πκpD0d
2
V lm {g(1+

πκpD0d
2
V

4ρLgVD
)}
3/2

 쳐깅이 발생하기 위한 질량유속의 상한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질량유속의 상한은 풀의 과냉도에 비례하게 되어, 쳐깅의 경계는 다음과 

같이 질량유속과 과냉도에 선형비례하는 경계조건을 얻는다.

(3.5.38)ΔTT= aGS

 여기서 a는 비례상수로서 실험결과로부터 구할 수 있다. 그림 3.5.8에 실

험결과와 이론식을 비교하 다.

 위의 Nariai 모델은 수직 노즐에 대한 이론이다. 또한 이는 Block이 구분

한 것과 같이 노즐에서의 응축현상이 헤더에 향을 미쳐서 질량유속 조

건이 변화하는 soft steam supply condition이나, 본 연구는 유량조절을 지

나서는 헤더와 같은 부피가 없으므로 질량유량의 변화가 적은 hard steam 

supply condition으로 간주할 수 있다. 수평노즐은 증기가 분사되면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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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학적 압력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외하면 수직 노즐과 차이는 많

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수평 노즐의 경우 노즐에서 분사되는 증기

의 경계면 형성 모양의 연구는 이론적인 분석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된다. 

기존 Nariai나 Okazaki의 해석방법론에서 측정되어야 하는 변수는 증기-

물 경계면의 모양변화이다. 각각의 해석방법이 특정 모양을 기준으로 하여 

전개를 하 으나 각 실험조건에 따라 경계면은 변화하므로 이에 대한 연

구가 필요하다.

 (2) 증기응축 시의 열전달계수

1.1절의 선형모델의 전개에서 열전달 계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Aya[3.5-18]는 쳐깅이나 응축진동과 같은 경계면의 변화가 심한 경우의 

열전달 계수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법으로 정의하 다. 쳐깅과 같이 물

쪽의 경계면 온도가 심하게 변하는 경우, 증기와 온도경계층 사이의 열전

달 계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3.5.39)q= h(TS-TT)

 공간 평균화된 열전달 계수와 시간 평균화된 열전달 계수의 정의는 각각 

다음과 같다.

(3.5.40)q= h(TS-TL)

(3.5.41)q= h̃(TS-TL̃)

 이 정의와 열전달 계수는 과냉도에 비례한다는 가정에 따라 그림 3.5.9와 

같은 각각의 역에 따른 열전달 계수를 표시하 다. 쳐깅의 h는 과냉도

가 74 ℃인 경우 2.26×10 6 W/m 2K의 값을 보이며, h̃는 h의 
1
5
∼
1
6 의 

값을 갖는다고 하 다. 응축진동의 경우 Fukuda의 상관식을 이용하여 선

형이론에 적용하 을 경우 실험에서의 압력진동수 결과와 잘 일치함을 보

다.

 Young[3.5-26]은 제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상관식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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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2)h=6.5ρLcPLu
0.6
S (
νL
d
) 0.4

이 식에서는 풀의 온도에 대한 향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반면 

Fukuda[3.5-22]는 제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상관식을 제시하 다.

 

(3.5.43)h=43.78
kL
d
(
dGS
ρLνL

) 0.9
cPLΔT

L

가스의 분자 동역학에 의하여 증기에서의 열전달 계수는 다음과 같다.

(3.5.44)hi= a
L 2

2πRTS

ρA
TS

이고 여기서 Lavuntsov의 이론에 의하면 a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3.5.45)a=
2σ

2-0.798σ

이 이론에 의하면 증기쪽의 열전달 계수는 13.1×10 6 W/msK의 값으로서 

열저항은 대부분이 물쪽에서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증기-물간의 경계면의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실험적으로 열전달 계수를 

구하기 위해서 김연식[3.5-2]은 제트에 대하여 평균 열전달량을 다음과 같

이 정의하 다.

(3.5.46)Q=hA(Ts-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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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9 Summary of heat transfer coefficient in direct contact  

                         condensation by Aya

이렇게 정의 할 경우 면적을 사진 측정에 의하여 평균화하 다. 이렇게 구

해진 열전달 계수는 다음과 같다.

(3.5.47)h=0.8012cpGmB
-0.6247(

l
d
)-1.0079(

G 0
Gm
) 0.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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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값은 1.0∼3.5 MW/m 2K범위이다. 김연식은 또한 그의 상관식을 난류

강도, 표면쇄신 그리고 전단응력에 기초한 모델들과 정량적으로 비교하여, 

난류강도 모델이 실험결과와 가장 근사한 결과를 보이고, 나머지 모델은 

같은 차수의 크기를 보 다.

 Simpson[3.5-7]은 subsonic jet에 대하여 열전달 계수를 다음과 같이 정

의하 다.

(3.5.48)h=
m ̇hfgA 0
ΔTAC

Simpson의 subsonic jet는 응축진동 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증기-물의 

경계면이 면적 Ac는 시간에 따라서 크게 변화하므로 시간에 따른 평균값

이다. 결과는 0.2∼0.7 MW/m 2K의 값을 보이며, 과냉도의 향은 크지만, 

노즐에서의 질량유속의 향은 작음을 보 다. cavity가 커지는 시간에서

는 과냉도에 따라서 평균열전달 계수는 증가한다. necking이 발생하는 경

우의 열전달 계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 다.

(3.5.49)h=
hbt b+hntn
t b+t n

이렇게 하여 구해진 necking 시의 열전달 계수는 과냉도의 향이 없이 1

MW/m
2K의 값을 보 다.

(3) 압력파의 발생 및 전달

 증기의 응축현상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응축 역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가진 압력파가 형성되어 수조내에 전파된다. 이러한 압력파의 생성은 증기 

기포의 거동과 압력파의 생성의 관련성에 관한 Simpson[3.5-7], 

Damasio[3.5-8], Aya[3.5-9][3.5-10] 등의 연구 결과를 통해 증기 기포의 

진동과 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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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기 기포의 진동현상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발생한다. 고온의 증기

가 분출됨에 따라 과냉의 냉각수와 접촉하게 되고 증기와 물의 경계면에

서 응축이 일어나면서 그 주위의 냉각수의 온도가 상승하게 된다. 온도 상

승으로 인해 냉각수의 응축력이 감소하여 증기기포의 크기는 증가하고 이

에 따라 열전달이 이루어지는 경계면의 면적이 넓어진다. 이와 함께 증기

기포는 경계면 주위의 냉각수를 어내면서 저온의 냉각수와 접촉함으로

써 공급되는 증기보다 많은 양의 응축이 일어난다. 그 결과 증기기포의 크

기는 작아지고 계면 주위의 냉각수 온도는 다시 상승한다[3.5-11].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증기 기포는 진동하게 되며 이에 따라 압력파가 생성

된다. 압력파의 생성과 특성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impson[3.5-7] 등은 아음속과 음속 증기제트의 응축과정과 압력 진동의 

특성에 관한 실험을 수행하 다. 그는 증기응축 시 발생하는 압력진동의 

특성은 음속을 기준으로 한 방출속도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을 나타낸다

고 주장하 으며 증기응축 시 경계면의 거동과 관련하여 응축의 과정을 

증기 기포성장(bubble growth), 기포이송(bubble translation), 기포이탈

(bubble separation, necking)로 구분하고 아음속 증기제트에서의 압력파 

생성은 기포이탈 현상에서 기인한다고 하 다. 또한 압력진동의 진동수는 

냉각수 과냉도의 증가, 노즐 크기의 감소에 따라 증가하며 그 진동폭은 과

냉도의 감소, 노즐 크기의 증가, 증기유량의 증가와 함께 커진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는 진동수에 대한 실험으로부터  Jacob 수와 Reynolds 수를 이

용하여 진동수에 관한 식을 77<Ja<260, 2.3×106<Re<1.7×107의 적용범위

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

(3.5.50)St=0.011× Ja 0.72 Re 0.25   

  St=( fd ρ l)/( u 0 ρ s) ,  
Ja=

ρ l C plΔT

ρ s h fg  ,  Re=
u 0d

ν

Damasio[3.5-8]는 전기저항 탐침기(electrical resistive probe)를 사용하여 

증기/물 경계면의 진동수를 증기의 질량유량과 냉각수에 온도에 따라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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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 다. 수증기의 질량유량 범위는 20―250 kg/m 2sec , 분사노즐은 직경 

6―12 mm를 사용하 다.   그는 전기저항 탐침기를 통해 측정한 경계면

의 진동수는 냉각수의 온도와 노즐 직경이 증가함에 따라서 감소하고 증

기의 질량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결과를 얻었다. 6 mm 분사노즐

에 대하여 전기저항 탐침기로 측정한 경계면의 진동수와 압력센서로 측정

한 압력의 진동수를 비교한 결과 둘 사이의 유사성을 발견함으로써 압력

파의 발생이 경계면의 진동과 연관이 있음을 시사하 다. 그리고 그는 쳐

깅 역의 진동수에 대하여 그의 실험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실험식을 제시

하 다.

(3.5.51)St=0.32428×10
-3
× Ja

0.55149
Re

0.75380

 

이 식은 Simpson과 같은 무차원수를 사용하 지만 그의 식은 응축진동 

역에서는 잘 맞지 않았으므로 이 역에 대해서 Weber 수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실험식을 제시하 다.

(3.5.52)St=0.11964×10-2× Ja 1.0849 Re 0.93892 We -0.7670

 

 Chan[3.5-12]은 200―400 kg/m
2
sec의 증기유량에서 수직방향으로 분사

되는 증기에 대하여 응축 시 발생되는 동압력의 특성을 분석하 다. 분사

노즐의 직경에 따른 향을 파악하기 위해 직경 12.7mm, 6.35mm, 

3.17mm의 노즐을 사용하 으며 응축수의 온도는 50℃―95℃ 범위 내에서 

실험이 수행되었다. 그는 압력진동의 특성이 증기유량 보다는 노즐의 직경

에 따른 변화가 크다고 하 으며 그러한 이유에서 일정한 증기유량에서 

노즐 직경과 응축수의 온도변화에 따른 결과를 제시하 다.   응축수의 온

도가 70℃이하에서는 압력의 진동폭이 작고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보다 

큰 진동이 발생되며 일정온도에 이르면 동압의 진동폭이 급격하게 감소하

게 되는데 이 온도를 한계온도(threshold temperature)라 지칭하 다. 

12.7mm, 6.35mm, 3.17mm직경의 노즐에 대해 각각 85℃, 92℃, 95℃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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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온도가 존재함을 주장하 으며, 응축수의 온도가 이보다 낮은 역에서

는 매우 큰 압력의 진동수가 측정된 결과를 얻었다. 그는 이 압력 진동의 

생성원인에 대해 증기제트 불안정성 이론과 증기제트의 경계면 진동 이론

에 근거하여 설명하 으며 증기제트의 불안정성은 증기의 속도에 의해, 증

기의 경계면 진동은 증기제트 내부로의 증기의 계속적인 유입과 응축에 

의해 발생한다고 주장하 다. 또한 압력의 진동이 증기제트의 수축, 팽창

과 함께 경계면의 계속적인 진동에 의해 생성된다는 이론에 의해서 다음

과 같은 진동수에 관한 상관 관계식을 제시하 고 이는 실험의 결과와도 

잘 일치함을 보 다.

(3.5.53)f=
2
d
3k
P c
ρ l   

                        d   : nozzle diameter

                       P c  : characteristic pressure

                        ρ l   : liquid density

 Aya[3.5-10]는 쳐깅과 응축진동 역에서 발생하는 압력진동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 다. 그는 물-증기 계면의 움직임을 분사노

즐 끝단에 설치한 열전대의 측정한 온도로부터 파악하여 압력신호와 함께 

분석함으로써 압력 진동과 계면의 움직임의 상관성에 대해 조사하 다. 또

한 질량유량과 수조의 온도에 따른 압력진동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압력

진동의 진동수를 낮은 진동수(2―8 Hz), 중간 진동수(15 Hz) 그리고 높은 

진동수(100―200 Hz)의 성분으로 구분하고, 쳐깅의 현상에서는 낮은 진동

수, 질량유량이 높은 역에서는 높은 진동수가 일어나지만 모든 응축 역

에서 높은 진동수는 공통적으로 나타난다고 하 다. 그는 이 높은 진동수

의 압력진동의 원인에 대하여 공급되는 증기와 응축되는 증기의 양에 대

한 balancing action을 통해 정성적으로 설명하 으며 높은 진동수의 진동

은 단일 메커니즘에 의하여 지배된다고 하 다. 또한 이 높은 진동수의 압

력진동은 증기의 질량유량과 냉각수의 온도에 따라 다른 경향을 나타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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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냉각수의 온도가 70℃ 이하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압력진동의 유형을 

그림 3.5.10과 같이 네 가지 역으로 구분하 다.   

 Cho 등[3.5-6]은 넓은 증기질량유속의 범위에서 풀의 벽면에서 동압펄스

의 특성을 실험적으로 조사하 다. 압력진폭은 60∼80 ℃에서 노즐의 크기

와 증기의 질량유속에 따라서 최대값을 보이나, 이 온도보다 커지게 되면 

압력진폭은 급격히 감소한다. 압력 진폭은 불안정 응축의 경우 60 ℃에서 

최대값을 보이나 안정응축의 경우 80 ℃근처에서 최대값을 보인다. 동압력 

펄스에 대한 parameter의 향이 실험적으로 조사되었다. 동압력 진폭의 

변화는 95% 확률 도함수(probability density function)내에 존재할 넓이

로 정의되었다. 10 mm와 15 mm 노즐의 경우 증기 제트의 모양이 다소 

불규칙적이고 전체 실험구간의 풀 온도에서 질량유속이 270 kg/m
2sec보

다 작을 경우 응축 mode가 진동한다. 이 불안정성은 증기의 압력이 쵸킹

압력보다 작고, 노즐에서 분사되는 증기의 속도가 작기 때문이다. 증기의 

Fig. 3.5.10  Four patterns of high frequency pressure

 oscillation by Aya et al.[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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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량유속이 350 kg/m 2s보다 크고, 풀의 온도가 80 ℃보다 작은 경우 증

기의 형태가 안정적이고 풀의 온도와 질량유속에 따라서 conical 혹은 

ellipsoidal 모양을 보인다. 위 결과들에 의하면 동압력의 진폭은 응축 

mode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최대 압력진폭은 안정응축과 불

안정응축의 경계 근처에서 발생한다. 응축 진동일 경우 압력진동의 진폭이 

안정응축에 비하여 훨씬 크게 측정된다. 그러나 풀의 온도가 증가하면 이 

차이는 작아진다. 질량유속이 증가하면 최대동압력 진폭이 발생하는 온도

는 증가한다. 응축진동에 해당하는 작은 증기 질량유속에서는 동압력의 진

폭은 증기질량유속이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한다. 안정응축에 해당하는 큰 

질량유속에서는 이 경향은 역전된다. 질량유속이 증가하면 최대압력진폭이 

발생하는 온도는 증가한다. 질량유속이 500 kg/m 2sec를 넘어서면 80 ℃

의 일정한 온도에서 최대진폭을 보인다.

 Chun[3.5-33]은 압력이 일정한 과냉도에서 최고값을 가지는 현상은 

cavity가 커지기 위해서 과냉도가 작아야 하고, 짧은 붕괴시간을 가지기 

위해서는 과냉도가 커야 하므로 이 두가지 조건이 동시에 만족되는 과냉

온도를 갖는다고 하 다. 

 Lee 등[3.5-34]은 응축현상시 발생하는 압력파의 변동을 이용하여 

IRWST의 prototype을 테스트하는데 필요한 scaling 방법론의 개발, 불안

전응축에 향을 미치는 scaling parameter를 이론적으로 유추하고 실험적

으로 확인하 다. 사고 시나리오상 IRWST로 방출 가능한 질량유속이 응

축진동 역이 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쳐깅 현상은 제외하 다. 

 cavity에 대한 진동관계식을 유도하여 진동과 관련되어 주파수 성분의 

예측을 위한 무차원화된 변수 density-weighted Strouhal 수

(3.5.54)St=
K'

D *
D * 4

4K'ρ*
-1

여기서

(3.5.55)K'=
Kf
C 0

1

π2
,  D *=

Dhole

V
1
3
sc

,  ρ*=
ρ s
ρ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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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scaling analysis 결과로서 

(3.5.56)P
*
sc=
⌠
⌡

t

0
f(V*system,V

*
sc,A

*
hole,ρ

*,N τmom,Nhy,NP 0,NP,NKf)dt
*

(3.5.57)t *=
t
τ0
,P*sc=

Psc
P 0
,V*system=

Vsystem
V 0

,V*sc=
Vsc
V 0
,A*hole=

Ahole
A 0

,ρ*=
ρ f
ρ s

를 제시하 다. 여기서 시스템의 부피, cavity의 부피, 노즐의 면적, 풀의 

부피가 중요변수가 됨을 알 수 있고, 실험적으로 증명하 다. 압력은 FFT 

분석을 통하여 주파수 특성을 고찰하 다. 불안정 응축이 최대 압력진폭을 

나타내지만 압력의 주파수 성분은 분산된다. 압력진폭은 다중 홀의 경우 

같은 조건에서 작아진다. 이는 여러 노즐간의 간섭 및 일정 질량유량에서 

각 노즐에서 cavity 부피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작은 홀일 경우 압력 성분

은 커지고, 압력성분의 범위는 넓어진다. 노즐 상단에 추가적인 부피가 있

으면 증기 cavity의 변화를 줄여줘서 압력 진폭은 약간 작아진다. system 

부피는 subsonic의 경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풀이 작은 경우 압력진폭은 

증가한다. 불안정응축이 시작될 때 압력의 주파수 성분은 더욱 넓게 된다. 

풀의 크기를 크게 하면 풀 구조물의 공진 주파수는 작아진다. 이는 불안정 

응축시에 발생하게 되는 압력 주파수와 일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증

기 분사 방향으로의 cavity의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측면보다 분사면에서

의 압력 변화가 심하다. density-weighted Strouhal 수를 이용하여 압력주

파수 성분을 예측할 때 sonic flow의 경우는 잘 일치하나 subsonic flow의 

경우는 차이가 있다. 이는 이 모델이 노즐 내부의 부피만을 고려한 모델이

기 때문이다. 여기서 고주파 성분의 진동은 노즐 내부의 부피만이 관여함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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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기기포의 거동

 공기방출에서 우려되는 현상은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공기 방출시 

발생하는 기포가 수조수의 표면으로 떠오르는 과정 중에 기포는 팽창, 수

축의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 때 발생하는 진동수는 역에 따라서 벽

면과 공진을 할 수 있다. 이는 IRWST 건전성에 대한 고려 사항 중 중요

한 부분이다. 나머지 사항을 살펴보면, 기포가 진동을 하면서 일어나는 현

상으로 이는 유동장에 향을 주게 되는데, 이 때의 유동장은 침수 구조물

과 벽면에 항력(Drag Force)을 발생시킨다. 이는 구조물이 직접적으로 받

는 하중에 대한 분석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로 모

든 현상에 대한 하중 중에 공기방출에 의한 하중이 가장 크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물 속으로 급격하게 방출된 기포들이 합쳐

져 형성된 거대 기포군이 진동하는 현상을 관찰,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으

나 대형 기포 역시 기본적인 해석 방법은 소형 기포와 같으므로 우선 이

러한 가정을 통해 단순화하여 액체 내에서의 소형 기포의 거동에 대해 알

아보기로 한다. 

(1) 기포 반경의 진동

 액체 내 기포 거동의 분석에는 오랫동안 Rayleigh-Plesset 방정식이 사용

되어 왔으며 이를 통하여 시간에 따른 기포의 반경을 예측할 수 있다

[3.5-13][3.5-14]. 

그림 3.5.11 에서와 같이 직경 R 0인 기포를 포함하고 있는 비 압축성, 점

성액체의 초기 압력 p 0가 순간적으로 p ∞=p 0+p( t)로 변화한다고 가정

하면 기포는 이에 따라 팽창 또는 수축을 시작한다. 이때 기포 주위의 액

체가 얻게 되는 운동 에너지 Ek는, 

(3.5.58)Ek=
1
2
ρ L
⌠
⌡

∞

R
ṙ4πr 2dr   

이다. 여기서 비 압축성 조건인 r/̇Ṙ= R 2 /r 2를 이용하여 적분하면 위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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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πρR 3R 2̇이 된다. 기포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의 압력 p ∞와 기포 외

벽에서의 압력 p L에 의한 일의 차이가 바로 액체가 얻는 운동 에너지이

므로 

(3.5.59)(p L-p ∞)
⌠
⌡

∞

R
4πR 2dr=2πR 3R 2̇ρ L  

를 얻는다. 이를 R에 대해 미분하고 관계식 ∂R 2 ̇/∂R=(1/ Ṙ)∂R 2 ̇/∂t =2R̈  
를 이용하면 ,

(3.5.60)
p L-p ∞
ρ

=
3R 2̇
2
+R Ṙ

그림 3.5.11 Schematics of a spherical bubble in

 an infinite liquid

를 얻는다. 압력 p L은 다음과 같은 기포 외벽에서의 힘의 균형에서 얻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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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1)p B(t)-p L=-
4μ L
R

dR
dt
-
2S
R

이를 식 (3.5.60)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Rayleigh-Plesset 방정식을 얻는

다.

(3.5.62)p B(t)-p ∞ (t)

ρ L
=R R̈+ 3R 2̇

2
+
4ν LṘ
R

+
2S
ρ LR   

 

또한 기포 내의 가스가 열적교환 없이 polytropic 과정을 거쳐 수축, 팽창

한다면 액체 내의 온도는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기포의 압력은 다음과 같

이 증기압과 가스의 압력으로 나타낼 수 있다.

(3.5.63)p B(t)=p v (T B )+p Go(
R 0

R
) 3k

이러한 과정에서 Rayleigh-Plesset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5.64)

p v(T B)-p ∞(t)

ρ L
+
p G0
ρ L
(
R 0

R
)
3k
=R R ̈+ 3R

2 ̇
2
+
4ν LṘ

R
+

2S
ρ LR

       

 위 식으로부터 기포내의 압력과 액체의 압력 등을 알고 있는 경우 액체

내의 단일 구형기포에 대해 시간에 따른 반경의 변화를 분석할 수 있다. 

(2) 기포의 진동수

 Rayleigh-Plesset 방정식에서와 같이 비 압축성 액체 내에서 기포와 액체

와의 열적 교환이 없다는 가정 하에 단일 구형 버블의 고유 진동수를 예

측해 볼 수 있다[3.5-14][3.5-15]. 액체 점성의 존재 하에 이러한 가정은 

버블 진동에서 damping의 효과가 증가하게 된다. 기포와 무한한 거리에서

의 압력이 p∞  에서 진폭 p̃  , 진동수 ω의 중첩된 압력진동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러한 압력의 변동과 이에 따른 기포 반경의 변동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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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5.65)p∞= p∞+Re( p̃e
jωt)

(3.5.66)R=RE[1+Re (φe
jωt)]   

식 (3.5.66)에서 RE은 p∞의 압력에서 기포의 반경이며 RE｜φ｜은 기

포의 반경 진동의 진폭을 나타낸다. 위 두 식을 식 (3.5.64)에 대입하고 기

포내의 가스의 질량이 mG로 일정하다고 가정하여 다음과 같은 평형 조

건을 이용하면,

(3.5.67)pv-p∞+p G-
2S
RE
=0

       

(3.5.68)pG= p∞-pv+
2S
RE
=
3mGTBKG

4π RE
3

이 되고,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식을 얻는다.    

   

(3.5.69)ω2-jω
4νL

RE
2 +

1

ρL RE
2 [
2S
RE
-3k pG ]=

p̃

ρL RE
2
ϕ

어떠한 p ̃가 주어졌을 때 최대 진동 반응이 나타나는 진동수 ω p(peak 

frequency)는 위 식의 왼쪽 항에서 spectral radius가 최소 일 때 주어지므

로 다음과 같이 나타내어지고,

(3.5.70)ω p= [
(3k pG-2S/RE)

ρLR
2
E

-
8ν2L

R4E
]

1/2

이를 ( p∞-pv )의 항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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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1)ω p= [
(3k ( p∞-pv)

ρLR
2
E

+
2(3k-1)S

ρLR
3
E

-
8ν2L

R4E
]

1/2

  

또한 댐핑(damping)의 효과가 없다고 할 때 기포의 고유진동수 ωN

(natural frequency)은 다음과 같다.

(3.5.72)ωN= [
1

ρLR
2
E

 {3k( p∞-pv)+2(3k-1) SRE }]
1/2

식 (3.5.71)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기포가 액체 내에서 진동하는 현

상을 나타낼 때 가장 큰 변수가 되는 것은 기포의 직경이다. 그리고 기포

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압력보다는 점성과 표면장력이 진동수의 변화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이는 RE가 작은 경우에 식 (3.5.71)에서 오른쪽 

항의 두 번째와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 비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값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와 같이 기포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기포 또는 그 주위 액체의 압력이 기포 진동수의 변화에 중

요한 변수가 됨을 확인할 수 있다.

2. 증기 응축 실험장치와 실험범위

가. 실험 장치

 증기의 직접접촉 응축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실험 장치는 그림 3.5.12과 

같으며 크게 증기의 발생장치, 증기의 질량 유속을 조절하기 위한 장치, 

증기를 물 속에서 직접 분사하여 측정하는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1) 증기 발생 및 유량 조절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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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시간당 300 kg의 증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MIURA사에서 

제작된 TX-300 보일러를 사용하 다. 게이지 압력으로 최대 10 kgf/cm
2

의 증기를 공급 할 수 있고, 내부압력이 최대압력 10 kgf/cm2을 넘으면 

안전변이 자동으로 열리게 되어 보일러가 과압되는 것을 방지해 준다. 실

험 시 설정된 압력은 6 kgf/cm2이다. 보일러는 on/off 조절에 의하여 보일

러 내부압력이 설정압력을 넘게 되면 보일러의 버너가 실화되고 설정압력

에서 보일러 조절장치의 dif에 설정된 압력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보일러

의 버너가 점화되어 내부압력을 증가시키게 된다. 유량조절 장치가 과도한 

압력변화에는 반응정도가 떨어지므로 dif값을 최소화하여야 하나 보일러에

서 제공할 수 있는 최소 압력 차는 1 kgf/cm2이다. 보일러 내부의 압력변

화를 직접 유량조절장치에 공급하지 않고 surge 탱크를 보일러 하단에 설

치하 다. surge 탱크는 보일러에서의 압력변화를 줄여줄 뿐만 아니라, 보

일러 내부적으로 발생한 노이즈를 걸러서 실험부로 전달되는 것을 막아준

다. 보일러가 점화 될 때 먼저 송풍기가 가동되어 보일러 내부의 연소가스

를 제거한 후 버너가 점화된다. 이 송풍기의 예가동 시간이 10초 정도로서 

실험 시 보일러 증기실에서 실험부로 증기의 방출에 의하여 보일러 내부 

압력이 감소하면 버너가 즉시 점화되어야 하지만, 송풍기의 예가동에 의하

여 보일러 내부압력이 설정치 보다 더 감소(0.2 kgf/cm
2)하게 되어 보일러 

조절 시 최소 압력 변화량 1 kgf/cm
2보다 20% 증가된 압력변동이 발생하

다. 보일러에서 발생된 증기는 200 ℓ 내용적을 가지는 스테인레스 

surge 탱크로 공급된다. surge tank는 단열처리 하여 벽면열전달에 의한 

증기의 응축에 의하여 액적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 으며, surge 탱크

에서 유량조절장치로 가는 중간에 기액 분리기를 설치하여 순수한 증기만

이 실험부로 공급되도록 하 다. 기액 분리기로부터 회수된 액적은 다시 

물 저장탱크로 공급하여 재사용 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고 유량(100 kg/h)

에서 저 유량(5 kg/h)까지 넓은 역의 증기유량을 측정하고 조절하기 위

해 기액 분리기 후단은 두 개의 라인으로 구성하 다. 유량계의 측정 범위

의 한계로 본 실험에서 측정/제어하고자 하는 전체유량 구간에는 하나의 

유량계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유량계의 크기에 따라 저 유량 구

간에는 15 mm, 고 유량의 구간에는 25 mm라인을 통해 증기가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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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증기라인에는 부피유량계, RTD, 압력계가 설치되었으며 증기의 질

량유량의 계산 및 제어를 위한 flow computer와 flow controller가 라인상

의 계측기들과 control valve에 연결되어 있다. 증기유량을 측정하고 제어

하는 원리는 다음과 같다. 유량계에서는 배관을 통해 흘러간 증기의 부피

유량이 측정되어 flow computer로 입력되며, flow computer에서는 압력계

와 온도계에서 측정된 증기의 압력과 온도 정보로부터 계산된 증기의 

도와 유량계에서 측정된 부피로 증기의 질량유량을 산출해 낸다. 이때 증

기가 포화상태일 경우는 온도나 압력신호 중 하나만 사용하여 계산하고, 

과열증기의 경우는 온도와 압력신호 모두를 사용하여 증기의 도를 계산

하게 되나 본 연구에서의 증기는 과열상태에 있으므로 압력과 온도 신호 

모두를 사용하 다. Flow computer에서 산출된 질량유량은 4―20 mA의 

전기적 신호로 변환되어 flow controller에 입력되고 사용자에 의하여 입

력된 조절 유량과 현재 유량을 비교하여 PID control을 통하여 공압 밸브

의 개도를 조정함으로써 증기의 질량유량이 조절된다.  

 증기의 각 공급라인에서 부피유량의 측정에 사용된 유량계는 vortex 유

량계로써 배관내의 압력이 0.5기압일 경우 저 유량 라인에서는 5.3―30.9 

kg/h, 고 유량 라인에서는 13.0―103.9 kg/h의 유량을 full scale의 ±1 %

내의 범위에서 측정이 가능하며 유입되는 증기내의 vortex를 줄여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단에 flow straightener를 설치하 다. 증기 압력의 측

정을 위해 pressure transmitter를 사용하 으며 온도 측정에는 RTD를 사

용하 다. vortex 유량계의 측정원리는 그림 3.5.15에서처럼 유체의 흐름에 

수직으로 삼각주(bluff body)등 장애물을 설치하여, 삼각주의 하류에 교대

로 발생하는 와류를 측정한다. 이 와류의 수는 Karman의 법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유속에 비례한다.

(3.5.73)f=St
V
d

여기서 f  : 와류발생 주파수

       V : 삼각주 부분의 평균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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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 : Strouhal 수

       d : 삼각주의 폭

이 와류에 의한 와류 압력은 삼각주 내에 삽입된 센서에 교체응력을 발생

시키며, 이 응력이 압전소자의 전하량을 변화시키고, 이 전하량은 preamp

에서 전류 pulse로 변환되어 유량을 계측하게 된다. 유량계를 통하여 일정

부피의 증기가 통과하면 전류펄스를 발생시키며 회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신호는 flow computer에 입력된다. 이렇게 측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유량계로 유입되는 증기 내의 vortex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유량계 전후

로 flange형태의 flow straightener를 장착하여 유량계 및 압력센서와 온도

센서의 오차를 줄여 주었다. 

 압력측정을 위하여 ROSEMOUNT사의 모델 3051 압력센서를 사용하

다. 측정되는 압력은 게이지 압력으로 0∼10 kgf/cm 2의 압력을 4∼20 

mA의 아날로그 전류신호로 flow computer에 입력된다. 오차는 최대 

0.0588%이고, 반응시간은 0.1초이다.  온도는 thermo well에 RTD를 삽입 

후 측정하여 flow computer에 입력된다. 

유량계, 압력계, 온도계로부터 flow computer에 입력된 신호를 통하여 

flow computer는 내장된 증기의 온도, 압력 관계를 계산하며, 유량계에서 

입력된 펄스 수와 비교하여 현재의 질량유량을 계산한다. 사용범위는 압력

은 0∼100,000 kPa, 온도는 100∼450 ℃의 범위에서 측정할 수 있다. 

vortex 유량계는 유체가 흘러가면 펄스 출력을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관

계에 의하여 질량 유량으로 변환된다.

(3.5.74)QM=1000×
N(Hz)
Kf

×ρ s

여기서 N : 와류 유량계 출력펄스

       Kf : 유량계의 k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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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때 유량계의 k factor는 15 mm일 경우에는 181851.2357 p/m
3이고 

25 mm 일 경우에는 61614.3 p/m3이다. 증기의 도 ρ s는 1967 IFC 공식

(ASME)을 기초로 하여 내부적으로 계산된다. 증기가 포화상태일 경우는 

온도나 압력신호 중 하나만 사용하여 계산하고, 과열증기의 경우는 온도와 

압력센서 모두를 읽어서 도를 계산한다. 이렇게 계산된 신호를 4∼20 

mA의 전류로 변환하여 flow indicator & flow controller에 입력된다. 이 

flow indicator & flow controller는 사용자에 의하여 입력된 조절 유량과 

현재 유량을 비교하여 PID control을 통하여 steam pneumatic control 

valve의 개도를 조정한다. 공압조절밸브의 오차는 2%이내이다. 각 조건에 

맞는 P,I,D 값은 auto tuning 기능을 사용하여 계기 내부적으로 구해진다. 

(2) 수조

 수조는 8 mm 두께의 스테인레스로 높이와 너비가 600 mm인 정 육면체

형으로 제작되었다. 응축현상의 관찰과 고속 카메라를 통한 가시화를 위해 

수조 벽면에는 관측 창을 설치하 으며 응축현상으로 인해 벽면이 흔들리

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벽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두께 8 mm, 너비 30 

mm의 스테인레스 판을 바둑판 모양으로 용접하여 보강하 다. 수조 벽면

에는 overflow 라인을 설치하여 수조 내 냉각수의 높이와 부피가 각각 

500 mm, 0.18 m3를 유지하도록 하 다. 

 증기는 분사노즐로부터 수평방향으로 분사되며 쳐깅 역에서 분사 노즐 

내부에서의 증기/물 경계면의 거동을 관찰하기 위해 투명한 폴리카보네이

트 튜브로 제작하 으며 수면으로부터의 잠김 깊이는 350 mm를 유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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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2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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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5.13  Schematic diagram of control circuit for steam flow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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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4  Photograph of steam generation and flow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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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5.15 Principle of pressure sensor 

measurement

(3) 압력 측정 장치

 증기/물의 직접접촉 응축현상으로부터 발생되는 압력의 변동을 측정하기 

위해 piezo-electric형의 압력센서인 KISTLER사의 모델 7031을 사용하

다. 압력의 변화에 따라 센서로부터 생성된 전하를 전하증폭기(charge 

amplifier)로 증폭, 변환함으로써 수조 내에서의 압력 변동을 측정한다. 

 증기 응축으로부터 생성된 압력 파는 수조의 벽면을 진동시키고 압력센

서를 벽면에 설치할 경우에는 벽면의 진동과 함께 센서 자체가 진동하게 

된다. 본 실험에 사용된 압력센서는 센서 자체가 진동할 경우 piezo 

material의 압축, 팽창과정을 통해 동압의 측정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 그림 3.5.16와 같이 압력센서를 벽면에서 분리

하여 설치하 다. 또한 응축으로부터 발생된 압력파와 수조 벽면과의 상호

작용을 최소화하여 증기응축으로부터 생성된 압력파의 진동수를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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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기 위해 수조내부의 벽면에 30 mm 두께의 방음 스폰지를 부착하

다.   

(4) 유동 가시화 장치 및 데이터 획득

 응축현상의 가시화에는 Speedcam사의 고속 카메라를 이용하 으며 최대 

촬 속도는 1000 pfs로써 한번의 촬 마다 1000장의 사진을 입력받을 수 

있다. 최대 resolution은 512x512 pixel이다. 램 저장 능력이 256 MB로서 

한번 측정에서는 1000장(1초)의 그림을 입력 받을 수 있다. 압력파의 생성

과 증기/물 계면의 거동과의 상관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CCD 카메라와 벽

면 압력측정장치를 DAS보드 및 function generator를 사용하여 동기화 시

켜 촬 하 다. 

(5) DAS system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DAS 보도는 DATA TRANSLATION의 DT2835

이다. 연결터미널로는 717T 사용하 다. Single input의 경우 16채널, 

differential input일때는 8개의 채널로 입력을 받을 수 있다. gain이 1일 

경우 최대 50 kHz의 입력을 받을 수 있다. 압력 신호 , 유량 신호 및 온

도장 측정에 사용하 다. 이렇게 입력된 데이터는 HP VEE 4.0 program

을 통하여 제어하 다. 사용된 컴퓨터는 IBM PC 호환 Pentium MMX 

200 MHz이다.

(6) 온도장 측정 장치

 Steam cavity 주위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온도장 측정장치는 그림 

3.5.17과 같다. DT717T 보드는 8채널에서 최대 50 kHz의 신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열전대를 사용하여 온도를 측정하는 경우 0번 채널은 보드 

junction에서의 온도보상을 위하여 비워 두어야 한다. 따라서 7채널에서의 

온도를 입력받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번에서 6번까지 여섯 개의 채널

을 통하여 gain 500, sampling rate는 250 Hz로 10초간 T type 열전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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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신호를 입력받았다. 1/8인치 SUS tube에 15 mm 간격으로 열전대를 

지지할 위치를 드릴으로 구멍을 뚫고 에폭시를 이용하여 열전대를 고정시

켰다. 사용된 T type 열전대는 직경이 3 mm로서 time constant가 4 ms

이다. 열전대의 junction은 INSTRUMENT WELDER사의 J60M 모델을 

사용하여 제작하 다.

그림 3.5.16 Schematic diagram of test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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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5.17  Schematic diagram of temperature field

 measurement apparatus

Nozzle

thermocouple

15mm

DT717T DT2835 HP VEE File save

①②③④⑤⑥

나. 실험 방법 및 범위

(1) 유량보정

 실험 시 증기의 질량유량은 flow computer에서 계산된 값에 의해 조절한

다. 증기의 부피유량 및 온도, 압력의 측정을 통해 flow computer에서 계

산된 일정시간 동안의 증기의 총 질량과 수조에서 증기의 응축에 의해 증

가한 물의 질량을 비교함으로써 유량을 보정하 다. 실제 증기의 응축에 

의해 증가한 물의 질량은 다음과 같이 질량 보존식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3.5.75)m ̇Δt=M over-(ρ ini-ρ fin)Vw

 ṁ  : 증기의 질량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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Δt : 측정시간

M over: overflow된 물의 질량

ρ ini  : 초기 도

ρ fin  : 최종 도

Vw: 수조 내 물의 부피 

 증기의 응축과 온도 상승에 의해 증가한 물의 부피만큼 overflow 라인을 

통해 방출되어 Vw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렇게 측정된 질량과 flow 

computer에서 계산된 증기의 총 공급질량을 비교하여 전 실험범위의 유량

에 대하여 유량 측정 및 조절장치의 오차를 계산하 다. 결과는 그림 

3.5.18에서와 같이 저 유량의 15 mm 라인에서는 7% 이하, 고 유량의 25 

mm 라인에서는 2% 이하의 오차를 나타내고 있다.

(2) 열전대의 보정

열전대의 보정을 위하여 HAAKE의 DC1-V 항온수조와 OMEGA의 

DP251 precision thermometer를 사용하 다. 항온수조는 온도가 정상상태

에 도달하 을 경우 최대 온도 편차가 ±0.02 ℃이다. 또한 precision 

thermometer의 경우 온도가 ±0.025 ℃의 온도를 보장한다. 사용된 T 

type 열전대는 OMEGA 사의 제품으로 열전대의 온도는 8차식으로 fitting 

되도록 권장하 지만 본 연구에서는 보정시의 온도점이 20∼85 ℃까지 7

개의 data point를 사용하 기 때문에 최대의 fitting 차수는 5차 방정식이

다. 각각의 계수는 표 3.5.2와 같다. 이 표에서 a는 최고차항이고 차례로 

차수는 작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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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8  Steam flow rate calib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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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2 Calibration of thermocouple

          번 호

   계 수       
1 2 3 4 5 6

a 1.3E+14 2E+14 1E+14 -1E+14 -5E+13 -6E+14

b -1E+12 -2E+12 -1E+12 1E+12 3E+11 6E+12

c 5.1E+09 9E+09 4E+09 -5E+09 -7E+08 -2E+10

d -9E+06 -2E+07 -7E+06 9E+06 -1E+05 3E+07

e 31811.9 40117 31117 18524 25923 2818.4

f 2.36413 -0.569 2.2943 6.1418 4.08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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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범위

  본 연구에서는 질량 유속, 수조 내 물의 온도, 노즐 직경에 따른 압력진

동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표 3.5.3과 같은 실험 

변수와 범위에서 실험을 수행하 다. 

 증기의 분사노즐은 내경 3/8, 4/8, 5/8, 6/8 inch의 네 가지 크기를 사용하

다. 3/8 inch 노즐에서는 쳐깅에서 안정응축 역까지 전 역의 질량 

유속을 포함하고 있으며 4/8 inch 에서는 응축진동 역까지, 그리고 5/8, 

6/8 inch 에서는 쳐깅 역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 다. 쳐깅 역에서는 

질량 유속을 20 kg/m 2sec씩 증가시켜 가면서 세부적인 경향을 파악하

고 그 외의 역에서는 50 kg/m 2sec  마다 실험을 수행하 다. 수조 내 냉

각수의 온도 실험범위는 30―90 ℃까지 이다. 또한 수조의 온도장 분포를 

알아보기 위하여 6/8 inch 노즐에서 질량유속이 20 kg/m
2sec  일 때 노즐 

앞 15 mm 간격으로 6군데의 풀의 온도를 측정하 다.  

3. 공기기포 실험장치와 실험범위

가. 실험장치

 본 실험 장치는 3.3.1과 같이 수조와 공기 분사장치 그리고 압력 측정 및 

밸브제어 장치로 구성된다. 공기 압축기로부터 공급된 공기는 솔레노이드 

밸브를 지나 다공의 분사노즐을 통해 분사된다.

 수조는 600×600×600 mm 크기의 정육면체형으로 제작되었고 분사노즐

은 수조의 바닥 면으로부터 150 mm 높이의 중앙에 설치되어 잠김 깊이는 

400 mm, 벽면으로부터의 거리는 300 mm를 유지한다. 분사노즐은 hole의 

개수를 달리하여 두 가지를 사용하 으며 표 3.5.4에 각각의 형태를 나타

내었다.  

 압축기로부터 공급되는 공기의 압력과 밸브의 개방 시 분사 노즐 내에서

의 압력을 측정하기 위해 밸브의 전, 후단에 압력센서를 설치하 으며 수

조 내에 설치된 압력센서로부터 공기 기포의 진동에 의한 압력 변화를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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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 다. 공기를 분사 시키기 전의 밸브 전단의 압력을 확인하기 위해 오

실로스코프를 사용하 다. 

표 3.5.3  Experimental parameters and ranges

Inner diameter 
of nozzle
(inch)

Steam mass flux

( kg/m 2sec )

Pool temperature

(℃)

3/8
  20, 40, 60, 80, 100

30―90
  120, 150, 200, 250, 300, 350, 400

4/8
  20, 40, 60, 80, 100

30―90
  120, 150, 200

5/8   20, 40, 60, 80, 100, 120 30―90

6/8  20, 40, 60, 80, 100 30―90

표 3.5.4 The Specifications of air injection nozzle

Shape
Inner 
diameter
(mm)

Outer 
diameter
(mm)

Hole 
diameter
(mm)

Number of 
hole

Pitch
(mm)

Flow area
(% of nozzle 
area)

Nozzle 1 12.7 15.9 2 8 6 20

Nozzle 2 12.7 15.9 2 24 6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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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9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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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0 Photograph of experimental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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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브의 분사시간을 조절하기 위해 그림 3.5.21과 같이 DAS 보드와 스위

치 회로를 이용하 다. 솔레노이드 밸브는 전원이 인가되면 열리고 전원 

공급이 끊기는 순간 닫히게 되므로 일정 시간동안 DAS 보드로부터 스위

치 회로에 DC 3.5 V의 전원을 공급하면 그 시간동안 솔레노이드 밸브에 

AC 110 V의 전원이 공급되어 밸브가 개방된다. 스위치 회로로의 전원 공

급과 데이터의 전송에 사용된 DAS 보드는 HP VEE 프로그램과 PC를 이

용하여 제어하 다.  

 공기기포의 거동을 관찰하기 위하여 고속카메라를 사용하 으며 수조에 

설치된 관측 창을 통해 1000 fps의 속도로 촬 하 다.

Control system 

PC

HP VEE

DAS SYSTEM

DT-2835

SWITCH

CIRCUIT

AC POWER

SOLENOID

VALVE

PC

HP VEE

DAS SYSTEM

DT-2835

SWITCH

CIRCUIT

AC POWER

SOLENOID

VALVE

Switch circuit

그림 3.5.21 Schematics of air injection period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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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험 범위

 수조 내에서 노즐을 통해 분출된 공기에 의해 형성된 대형 기포가 진동

하는 현상에서 가장 큰 변수가 되는 것은 기포의 크기이므로 그에 따는 

기포의 진동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표 3.5.5와 같은 변수와 범위에서 실험

을 수행하 으며 밸브 전단의 공급 압력과 밸브의 개방시간을 변화시킴으

로써 분출되는 공기의 총 양을 조절한다. 

 압력의 실험범위는 1―7기압까지이며 공기 분출에 따른 압력의 변화를 

밸브 전단에 설치된 압력센서와 오실로스코프로 확인 후 가압 함으로써 

같은 압력조건의 실험에서 일정한 압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 다. 

 밸브의 개방시간이 길어질수록 노즐로부터 방출된 공기의 많은 부분이 

대형기포를 형성하지 못하고 작은 기포의 형태로 떠오르는 현상이 일어나

므로 밸브의 개방시간은 0.05―0.3초 까지의 범위에서 실험을 수행하 다.

다. 수조의 진동문제 보완

  압축된 공기가 물로 채워진 수조 안으로 급격히 방출되는 경우 수조 자

체와 각 벽면은 그 충격에 의해 진동하게 되고 이에 따라 수조 내의 압력

도 변동이 생기게 된다. 기포의 진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조내의 압력의 

진동을 측정하고자 하는 본 실험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부

각되었으며 수조 내 압력 변동에 벽면의 진동이 미치는 향을 파악하고 

장치를 보완함으로써 기포의 진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압력을 측정할 수 있

게되었다.

  

표 3.5.5 Experimental parameters and ranges

Primary air pressure

(bar)

Air injection time

(sec)

Nozzle 1 1, 3, 5, 7 0.05, 0.1, 0.2, 0.3

Nozzle 2 1, 3, 5, 7 0.05, 0.1,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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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2은 수조를 보완하기 전 공기를 분사시켰을 경우 수조 안에서의 

압력변화의 결과이며 그림 3.5.23은 그 진동수를 알아보기 위해 FFT한 결

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5.22에서 0.3초부터 시작되는 압력의 진동이 

공기 기포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3.5-16]. 본 실험에서 이 압력의 진

동수는 FFT 결과로부터 알 수 있듯이 15 Hz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 진동수는 실험 변수의 변화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게 나타났

으며 수조내의 압력은 기포가 수면위로 떠오른 후에도 계속적으로 같은 

경향으로 진동하는 현상이 발생하 다. 이는 수조 내에서의 압력 변동이 

공기 기포가 아닌 다른 곳에서 기인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공기를 분사시키지 않고 수조의 벽면을 진동시켰을 

때 수조 내에서의 압력변화를 분석하 으며 그 중 한 쪽 벽면의 진동에 

의한 압력변화의 FFT 결과를 그림 3.5.24에 나타내었다. 벽면 자체의 진

동에 의한 압력변동의 진동수가 15 Hz 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진동계로 

측정한 벽면의 진동수와도 일치하 다. 

 즉, 공기기포의 진동 실험 시 측정된 압력의 변동은 기포의 진동이 아닌 

벽면의 진동으로부터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

여 수조 벽면에 스테인레스 판을 용접하여 보강함으로써 실험 시 문제가 

되는 벽면의 저주파의 진동을 제거하 다. 보완된 수조 벽면의 진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압력 변동의 진동수를 FFT를 통해 나타낸 결과는 그림 

3.5.25과 같으며 본 실험에 공기기포의 진동수로 예상되는 100 Hz 이하의 

진동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압력측정에 미치는 

벽면 진동의 향을 파악하고 장치를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기포의 진동

에 의한 수조 내에서의 압력의 진동을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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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2 Typical pressure signal induced from air 

injection with wall oscillation effect (5bar, 0.2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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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3  FFT result of pressure signal induced from 

air                injection with wall oscillation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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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4  FFT result of pressure signal induced from 

wall            oscillation without air in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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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5  FFT result of pressure signal induced from  

reduced wall oscillation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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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결과

 가. 증기 방출 시 벽면 압력

 방음 스폰지가 없이 압력센서를 벽면에 설치하여 증기의 질량유속 및 풀

의 온도에 따른 향을 측정해 보았다. 응축에 의하여 발생하는 압력이 벽

면에 주는 향은 동압의 최대 peak와 최소 peak의 차이를 구하여 평가 

할 수 있다. 

 그림 3.5.25은 증기의 질량유속이 20 kg/m 2sec로서 쳐깅이 발생할 때 

동압의 압력진폭이다. 풀의 온도가 60 ℃에서 최대의 압력진폭을 나타내고 

있다. 그 크기는 15 kPa 내외로서 압력진폭이 실험구간 내에서는 가장 작

다. 온도가 증가함에 압력진폭은 커지다가 최대 압력진폭을 넘어서는 경

우, 다시 감소한다. 이는 풀의 온도가 올라가는 경우 응축이 거의 발생하

지 않기 때문에 응축현상에 의한 압력진동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5.26는 4/8 inch와 3/8 inch 노즐의 경우 각각 두 가지 질량유속에 

대하여 온도에 따른 압력진폭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이다. 그림에서 보는바

와 같이 낮은 온도에서는 압력이 감소하여 풀의 온도가 50∼60 ℃에서 최

소값을 보이고 다시 70 ℃에서 최대값을 보인다. 이는 노즐에서 발생하는 

응축현상과 관련하여 설명된다. 풀의 온도가 낮은 경우 응축시 증기-물의 

경계면에서 많은 작은 기포들이 발생한다. 기존의 Kerney등[3.5-1]은 이 

현상과 관련하여 풀 내에 응축수에 녹아 들어있던 비응축 가스들이 기포

의 형태로 빠져나오는 현상이라 하 다. 본 연구에서 이 micro bubble들

은 응축시 경계면의 진동 역에서 발생하여 유동의 흐름과 같은 방향으로 

분산되어 가는 것을 관측하 다. 그러나 풀의 온도가 50 ℃에 접근하면 이 

기포들의 크기가 작아지고 증기방울의 수는 급격히 감소한다. 또한 풀의 

표면에서는 응축이 되지 않는 증기가 대기 중으로 방출된다. 따라서 압력

진폭의 최소값의 존재는, 이 온도를 기준으로 하여 대기압 상에서 풀의 응

축형태의 변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유추된다.

그림 3.5.27(a)는 4/8 inch 노즐의 경우 압력진폭의 온도에 따른 경향이다. 

질량유속이 50, 100 kg/m
2sec의 경우 최대압력진폭은 70 ℃에서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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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150 kg/m 2sec의 경우는 60 ℃에서 발생한다. 즉 질량유속이 증가하여 

최대압력진폭이 

  그림 3.5.26  Variation of dynamic pressure on the wall 

(chug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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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7  Non-condensing gas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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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8  Variation of dynamic pressure on the wall 

(Condensation osci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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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온도가 감소하 다. 노즐의 향을 살펴보면 노즐의 크기가 증가

함에 따라서 최대 압력진폭의 크기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그림 3.5.27(b)

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인다. 

나. 증기응축 시의 압력진동 특성

 증기의 질량유속이 낮은 역에 속하는 쳐깅에서부터 높은 질량유속의 

안정응축 역까지 전반에 걸친 압력진동의 특성을 분석하 다. 그림 

3.5.28―3.5.29는 각 응축 역의 대표 유량에서의 압력변동의 형상을 나타

내고 있다. 압력 데이터로부터 단적으로 확인 할 수 있듯이 쳐깅 역에서

는 불규칙적인 압력파가 간헐적으로 생성된다. 이 역에 대해서는 이러한 

압력파의 생성율을 파악하여 실험 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경향을 분석하

다. 응축진동과 안정응축의 역에서는 쳐깅 역에 비해 고주파의 압력파

가 생성되며 질량유량이 증가하여 응축진동에서 안정응축 역으로 변함

으로써 압력의 진동폭이 확연히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런 고주파의 진동

이 발생하는 두 역에서는 FFT 기법을 사용하여 압력 진동의 주파수를 

분석하 으며 다음 식과 같이 나타내어지는 RMS(Root Mean Square) 압

력을 이용하여 고주파 진동의 진동폭 및 구조물에 미칠 수 있는 압력의 

하중을 분석하 다.

(3.5.76)
RMS pressure=

∑
N

i=1
(Pm-Pi)

2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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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9  Time history of pressure in chugging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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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0 Time history of pressure in condensation osci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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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1 Time history of pressure in stable condensation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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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쳐깅 역

 저 유량의 쳐깅 역에서는 펄스의 형태로 간헐적인 압력파가 생성되고 

그 주기 또한 일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높은 질량유량에서

와 같은 FFT 기법을 통한 주파수의 분석이 불가능하므로 압력파가 생성

되는 회수를 측정하여 질량유속과 수조내 냉각수의 온도 변화에 따른 생

성율을 분석하 다. 이는 고 유량에서의 진동수와 같은 의미를 가진 것으

로 볼 수 있다.

 6/8 inch 노즐에 대하여 질량유속의 증가에 따른 결과를 그림 3.5.31에 

나타내었다. 수조 내 냉각수의 온도가 70℃ 이하인 경우 질량유속이 60

kg/m 2sec까지 질량유속의 증가에 따라 압력파의 생성율도 계속적으로 

증가하다가 80 kg/m 2sec에서는 급격한 증가를 보인다. 이는 쳐깅 역내

에서 응축패턴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 다. 

 그림에서 냉각수 온도가 80℃인 경우는 버블링 응축진동 역으로써 쳐

깅 역에 비해 질량유속에 따른 변화가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3.5.32는 각각의 질량유량에서 온도에 따른 변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질량유량이 60 kg/m
2sec까지는 온도에 따른 변화가 미미하나 80

kg/m 2sec부터는 압력파 생성율의 증가와 함께 온도에 따른 변화폭도 크

게 증가하고 있다.

 위의 결과를 통해 증기의 질량유량이 낮은 역에서(<80 kg/m
2sec ) 압

력파의 발생율은 증기의 질량유량에 따라 큰 변화가 발생하며 온도에 따

른 변화는 그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있다. 즉, 이 역에서의 증기의 응축 

현상에 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는 증기의 질량유량이며 냉각수 온도의 

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진동수는 10 kg/m 2sec에서 10 Hz 이하, 20―60 kg/m 2sec에서는 20―50 

Hz의 범위에 있다. IRWST 구조물은 30 Hz 정도의 고유진동수를 갖는 것

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구조물과의 공진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극히 위험

한 범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5.33은 증기/물 계면의 거동과 압력파의 발생의 관계를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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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고속 카메라와 압력측정을 동기화 시켜 얻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노즐 끝에서 생성된 증기 기포는 그 크기가 커지고 아래 부분이 잘록해져 

노즐 끝에서 떨어져 나가며 순간적으로 응축이 일어난다. 

 그림 3.5.34에 나타낸 압력변화와의 시간과 비교해 볼 때 압력파는 증기 

기포가 노즐로부터 떨어져 나가 응축이 일어나는 순간에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압력파 생성 후에 보이는 몇 번의 진동은 증기의 응축현상과 관련이 

없이 수조벽면이나 분사노즐의 진동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 440 -

그림 3.5.32  Pressure pulse generation rate with steam mass flux

 in chugging region (d=6/8i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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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3  Pressure pulse generation rate with pool              

     temperature in chugging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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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m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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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msec

   

그림 3.5.34  Time history interface variation with 

    necking phenome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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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4  Time history interface variation with 

    necking phenome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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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5 Time history of pressure with interface va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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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축진동 및 안정응축 역

 -진동 주파수 

 응축 진동과 안정응축 역에서는 고유한 주파수 특성을 가진 압력의 진

동이 발생된다. 질량유속에 따른 진동수의 변화를 그림 3.5.35에 나타내었

다. 질량유속의 증가에 따라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냉각수의 온

도가 30, 40℃의 경우 300 kg/m 2sec에서, 그리고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350 kg/m 2sec에서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Kim[3.5-2]과 

Cho[3.5-6]가 응축 역선도에 제시했던  응축진동 역에서 안정응축 

역으로의 변이가 일어나며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이는 압력의 진동폭

이 이 두 질량유속의 값을 경계로 하여 확연하게 감소하는 것을 통해 확

인할 수 있다. 또한 냉각수의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안정응축의 역으로 

전환되는 질량유속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냉각수의 온도가 

증가하면 안정적인 응축이 일어나기 위한 증기의 최소 질량유속의 값이 

증가한다.

그림 3.5.36는 수조 내 냉각수의 온도에 따른 진동수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온도의 증가에 따라 압력의 진동수는 감소하며 질량유속에 따른 변

화에 비해 매우 큰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냉각수의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응축율이 감소되어 증기기포의 크기가 커지고 그 결과  증기 기포의 

진동 주기가 길어지면서 그에 따라 발생되는 압력의 진동수는 감소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5.37은 같은 질량유속에서 노즐의 직경에 따른 진동수의 변화를 나

타내고 있다. 노즐의 직경이 다른 세 경우 모두 전 온도 역에 대해 같은 

경향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직경이 증가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진동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 진동폭

 RMS 압력을 이용하여 진동폭을 분석하 으며 질량유속의 증가에 따른 

결과를 그림 3.5.38에 나타내었다. 전반적으로 질량유속의 증가와 함께 

RMS 압력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온도에 따라 300 kg/m 2sec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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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kg/m 2sec에서 급격히 감소한다. 이는 진동수의 분석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응축진동 역에서 안정응축 역으로의 변화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으며 냉각수 온도가 80℃의 경우는 버블링 응축진동 역에 속하므로 

이러한 경향에서 벗어나고 있다. 최대의 진동폭은 250 kg/m
2sec과 300

kg/m 2sec , 즉 응축 진동 역의 최대 질량유속에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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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6 Frequency variation with steam mass fl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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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7  Frequency variation with pool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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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8 Frequency variation at different nozzle diameter

      (A: 3/8inch, B: 4/8inch, C: 5/8i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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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9  RMS pressure variation with steam mass fl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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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도장 분석

  그림 3.5.39에서는 쳐깅 역에서 발생하는 온도장의 변화를 같은 조건

에서 가장 크게 형성되는 증기 cavity의 모양과 비교한 결과이다. 여기에

서 (1)(2)(3)(4) (5)(6)은 그림 3.5.40에서와 같이 노즐 출구로부터 열전대가 

설치된 위치를 나타낸다. 6/8″노즐에서 질량유속이 20 kg/m
2sec일 경우 

풀의 (a),(b)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온도가 낮은 경우 CCD 이미지에서는 증

기 cavity가 노즐 밖에서 형성되는 것이 발견되지만, 온도 분포를 보면 

cavity 내부의 온도가 증기의 포화 온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쳐깅

이 발생할 때 노즐 내부에 흘러 들어간 물이 노즐 내부의 압력의 증가에 

따라서 증기와 함께 려나올 때 증기는 순수한 증기가 아닌 2상의 상태

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때 온도의 변화는 노즐에서 15 mm 떨어

진 지점에서 변화가 가장 심하다. 그러나 전체 구간에서 온도 변화의 주파

수는 비슷하게 측정되어짐을 볼 수 있다. 이는 경계면의 거동에 의하여 변

형되는 전체 유도장은 그 크기만이 다를 뿐 형태는 같다.

 (c),(d),(e)에서 보는 바와 같이 풀의 온도가 60 ℃를 넘어서면 cavity 내

부의 온도가 포화 온도에 이르게 된다. 이 때부터는 노즐에서 30 mm 떨

어진 열전대의 온도 변화가 가장 크다. 또한 풀의 온도가 70 ℃를 넘어서

면 노즐출구에서 30 mm 떨어진 지점의 온도가 부분적으로 증기의 포화 

온도보다 높은 대략 105 ℃의 지점이 관측된다. 이는 노즐 끝에서 cavity

가 자라나서 necking 현상에 의하여 분리되는 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풀 벽면에서 관측되어진 압력의 변화와 관련하여, 쳐깅의 경우

엔 풀의 압력이 60 ℃에서 최대값을 보 다. 이로부터 온도장의 변화와 압

력의 변화는 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이는 necking 현상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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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40  Result of temperature variation in front of the nozz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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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5.40  Result of temperature variation in front of the nozz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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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기기포 실험 결과 

(1) 공기 분사 시 압력의 변화

  공기 방출 시 밸브 전단의 초기 압력과 밸브 후단 압력 그리고 이로 인

해 풀 안

에서 발생하는 peak-pressure를 24 hole과 8 hole에 대해서 측정해 보았

다. 그림 3.5.40에서 보듯이 같은 초기 압력의 경우 hole의 개수가 많을수

록 밸브 후단 노즐의 압력이 더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hole 수

가 많을수록 수조로 방출되는 공기의 양이 많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다. 마찬가지로 그림 3.5.41에서 초기압력이 같은 경우, hole의 개수가 많

을수록 수조로 방출되는 공기의 양이 많기 때문에 24 hole의 경우가 수조

에 더 큰 압력을 미친다. 그림 3.5.42는 위 두 그래프를 결합시킨 것으로 

nozzle의 압력에 따라 수조에 미치는 peak-pressure을 구한 것이다.

  

(2) 공기기포 진동현상 특징 

분사노즐의 hole을 통해 수조의 물 속으로 분출된 공기가 몇 개의 큰 기

포로 형성되어 상승하는 현상이 관찰되었으며 그러한 공기 기포의 거동과 

이에 따른 수조 내에서의 압력변화를 그림 3.5.43―3.5.44에 나타내었다. 

 그림 3.5.4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공기의 분출이 시작되는 순간 수조 내에

서는 피크 압력이 나타나며 밸브가 닫히고 공기의 공급이 중단되는 시점

에 압력의 주기적인 진동이 시작된다. 수조 내에서의 이러한 압력의 진동

은 공기기포의 진동으로 인한 것이며 공기기포가 진동하게 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압축된 공기가 방출됨에 따라 주위의 물을 가속시키게 되고 그 결과 물

의 모맨텀에 의해 기포내의 압력은 평형압력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 밸브

가 닫히고 공기의 공급이 중단되는 순간에 분출된 공기는 큰 기포를 형성

하고 있으며 이때 기포의 크기는 최대, 압력은 최소가 된다. 기포내의 낮

은 압력으로 인해 기포는 주위의 물을 기포의 중심방향으로 가속시키며 

압축되고 그 결과 기포 내 압력이 상승하여 한계점에 도달하면 다시 팽창

하게 된다[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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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5.43에서와 같이 생성된 큰 기포는 이러한 압축, 팽창과정을 반복

하면서 상승하게 되며 본 연구에서는 이로부터 전달되는 수조 내에서의 

압력 변동을 측정함으로써 기포의 진동수를 도출하 다. 그림 3.5.44에서 

대략 0.2초에서 0.5초까지 보이는 압력의 진동이 이러한 기포의 진동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연구의 진동수 분석에서는 그 역의 압력신

호를 분석하 다.  

 기포의 진동으로 인한 압력의 변동 이후 보이는 미세한 변동은 기포들간

의 상호 작용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밸브의 개방시간과 밸브 전단의 초기

압력 변화에 따라 각각의 분사노즐에 대한 기포의 진동수는 그림 3.5.45―

3.5.46와 같이 나타났다. 밸브의 개방시간과 초기 압력의 증가에 따라 분출

된 공기의 양이 증가하고 형성된 기포의 크기가 증가하면서 진동수가 감

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초기 압력이 1 bar인 경우에는 밸브의 

개방시간에 따른 결과가 그러한 경향에서 벗어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hole을 통해 분출된 공기가 큰 기포를 형성하지 못하고 초기 압력이 높은 

경우에 비해 작은 크기의 기포들이 형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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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41  밸브전단 압력에 따른 노즐 내의 압력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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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42  밸브 전단 압력에 따른 수조 내의 peak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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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43  노즐 내의 압력에 따른 수조 내의 peak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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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44  Time history of air cloud 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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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45 Time history of pressure with air cloud oscillation 

(5bar, 0.1sec)

0.0 0.2 0.4 0.6 0.8 1.0 1.2 1.4

-1

0

1

2

3

bubble oscillation bubble rise to the surface of water

valve close

valve open

 

 

Pr
es

su
re

, K
pa

Time, sec
    

         



- 457 -

그림 3.5.46  Frequency variation with primary pressure 

(nozzle with 8 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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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47  Frequency variation with primary pressure 

(nozzle with 24 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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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증기의 직접 접촉 응축 및 거대 공기기포 형성으로 인한 

압력의 진동현상을 실험을 통해 분석하 다. 20 kg/m
2sec- 400 kg/m 2sec

까지 증기 응축 역선도의 모든 역을 포함하고 있는 실험 범위에서 증

기의 질량 유속, 냉각수의 온도 그리고 노즐의 직경에 따른 압력의 진동특

성과, 수조 내로 분출된 공기의 양에 따른 공기기포의 진동수를 해석하

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쳐깅 역에서 압력파의 생성율은 냉각수의 온도보다는 증기의 질량  

 유속에 따른 변화가 컸으며 그 값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질량유속의 

경계가 존재하 다.

  2) 쳐깅 역에서의 압력파는 노즐 끝에서 성장된 증기기포가 순간적인  

 응축으로 인해 소멸되는 순간에 발생하 다.

  3) 풀의 온도장의 변화와 압력의 변화는 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이는 

necking 현상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4) 응축진동과 안정응축 역의 진동수는 냉각수 온도의 증가에 따라 큰  

 폭으로 감소하 으며 노즐 직경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 다.

  5) 압력의 진동폭은 응축진동 역의 최고 질량유속에서 가장 큰 값을 

나 타냈으며 안정응축 역에서 급격히 감소하 다.

  6) 거대 공기기포의 형성으로 인한 진동수는 방출된 공기의 양이 

증가함 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IRWST로 증기가 방출될 경우 구조물의 안전성

과 관련하여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할 요소는 증기의 질량유속이 낮은 경우

(G<80 kg/m 2secc)에서는 증기의 질량유속이며 질량유속이 높은 경우에는 

냉각수의 온도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질량유속이 낮은 경우에 

진동수를 살펴보면 10 kg/m 2sec에서 10 Hz이하, 20-60 kg/m 2sec에서는 

20-50 Hz의 범위에 있다. IRWST 구조물은 30 Hz 정도의 고유진동수를 

가지고 있으므로 구조물과의 공진 가능성을 고려할 때 위험한 범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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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알 수 있다. 

 공기기포의 방출 및 진동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공기의 양이 얼마나 

방출 되었는가 다. 또한 초기 압력이 클수록 진동수가 작아지는 경향을 

보 고 밸브 개방시간이 짧을수록 진동수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러나 공기의 방출 속도 및 기포의 초기압력, 벽면이 기포의 진동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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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DVI ECCS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LBLOCA시 DVI 안전주입의 열수

력현상 중요도(PIRT : Phenomena Identification Ranking Table)를 도출하

고 실험요건서를 작성하 다. 또한 MARS를 이용한 예비해석과 DVI 

LBLOCA ECCS 성능실험 장치에 대한 예비해석을 수행하여 실험 절차

의 확립에 활용하도록 하 다. 이와 같이 실험과 관련되어 계획된 해석

업무는 차질 없이 수행되었으며 특히 DVI실험분야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체 하에 실험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도록 지원하 다. 아울러 차세대원

자로 및 DVI ECCS 성능실험 장치에 대한 MARS 3D 최적해석도 수행

하 고 DVI 성능 실험 결과로 개선된 DVI 열수력 현상 모델을 토대로 

차세대원자로의 LBLOCA를 최적 해석하여 LBLOCA EM의 보수성 및 

모델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 다. 따라서 DVI ECCS 성능 평가 분야의 계

획된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 다.

   IRWST 내 Sparger 방출 유체거동을 분석하기 위해 실 규모 

sparger에 대한 실증실험과 이에 대한 전산해석이 수행되었다. 실증실험

을 수행하기 위한 teat matrix를 작성하 으며 실험결과를 분석하여 원

자로계통의 설계자가 요구하는 forcing function을 작성하 다. 으 분야 

역시 실험분야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하에 업무를 수행하여 실험이 성

공적으로 수행되어 sparger의 성능이 APR-1400에 충분히 활용가능함을 

입증케 하 다. Sparger로부터 고압으로 방출되는 증기의 유동에 대한 

전산해석을 수행하 으며 이에 대한 해석이 가능함을 보 다. 이로부터 

얻은 정보는 추후 설계와 후속 유사 연구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 부분 역시 계획했던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 다.

   Fluidic device의 개발을 위한 test matrix 작성, 실험결과의 분석, 

FD의 설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실험이 원만히 수행되도록 지원하여 

계획했던 유량전환비 3:1의 FD의 개발을 실증실험을 통하여 완료하도록 

하 으며 vortex chamber 내의 유동장에 대한 전산해석을 수행하여 FD 

특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 다. 특히 high swirl이 존재하는 유동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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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전산해석방법론에 대한 연구결과는 앞으로의 유사 분야 연구에 밑

거름이 될 것이다.

   97.5.22 ∼99.2.28 기간중 구축한 제어봉구동장치 시험시설을 이용하

여 초기년도에는 종합시운전을 수행하고, 성능시험시설과 제어봉구동장

치 제어계통에 대한 feedback을 수용하 다. 이후 예비 성능시험 및 본 

성능평가시험을 수행하여 계획된 구동시험, 낙하시험 및 전력측정 시험 

및 냉각능력시험을 수행하 으며 시험내용을 반 한 시험요건서, 시험절

차서 및 제어장치의 tech. manual을 작성․개정하 다. 구동시험 결과 

부하추종운전시 현재 설계의 제어봉구동장치는 그 설계수명을 상회하여 

220,000ft까지 운전이 가능한 것이 확인하 다. 

   이상과 같이 4개 분야에 대해 3년 간 수행된 본 과제는 계획했던 

연구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그 결과를 차세대원자로 APR-1400의 

설계에 반 하 으므로 당초의 연구목표를 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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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DVI ECCS는 APR1400과 같은 advanced PWR에는 저음으로 시도되

는 안전주입방법으로 안전주입수가 예상대로 적절히 주입되는가 하는 

문제는 원자로의 안전성에 미치는 향이 매우 크다. 한국원자력연구소

는 reduced scale로 실험장치를 구성하여 이를 실증적으로 입증하기 위

한 실험을 수행하 다. 이 실험장치를 적절히 설계하기 위해서 구성할 

장치에 대해 pre-test analysis를 수행하여 예상되는 현상과 실험범위 

검토하 다. 또한 실험결과를 분석하여 기존의 안전해석 코드인 MARS

의 개선도 수행되었다. Pre-test analysis와 실험결과의 분석을 통해 이 

안전해석코드가 안정적으로 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 으며 이는 안전

해석코드 자체의 완성도를 높 을 뿐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보유하고 

운 하는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하 고 이 분야에서 

원자력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할 수있

다. 

   격납건물 내에 IRWST를 설치하고 SDVS line에 sparger를 설치하

는 것은 사고나 극도의 비정상상태가 일어나 safety valve나 relief 

valve가 열렸을 때 방출되는 증기를 효과적으로 응축시켜 격납건물 내

가 과압되는 것을 방지하여 격납건물 내의 오염을 예방하여 발전사업자

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Sparger를 통해서 방출되는 증

기는 매우 불규칙하므로 여기서 일어나는 현상을 해석적으로 계산하여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불가능하다. 따라

서 ABB-Atom이 개발하여 사용하는 sparger를 APR-1400에 적용할 수 

있는 가를 실험적으로 입증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하중을 해석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은 계통설계자에게는 필수적인 것이

다. 지난 3년 간 실험장치를 개조하고 sparger를 제작하여 발전소의 실

제 압력에서의 증기를 방출시켜 증기가 방출되기 직전에 먼저 방출되는 

공기의 진동에 의한 동적압력을 측정하여 공기의 진동에 의한 압력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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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수와 진폭에 대한 자료를 획득하 다. 이 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forcing function은 APR-1400의 계통설계자가 직접 사용하 다. 이 

sparger로부터 방출되는 증기와 공기에 의한 진동현상은 반전사업자들

의 끊임없는 관심사이었으며 많은 실험과 해석이 이루어져 왔으나 사업

자가 직접 수행하거나 지적재산권을 행사하는 관계로 정보에의 접근이 

어려웠다. 이 번에 본 과제를 통해 얻은 많은 자료와 경험은 이 분야에 

대한 국제적인 우월성을 확보하 을 뿐 아니라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하

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수행된 상용전산코드를 사용한 공기방출 시

의 IRWST내 유동장의 해석은 이 분야에 대한 새로운 시도로 자유표면

이 포함된 이상유동장의 해석을 시도하 고 실험결과를 유사하게 재현

하는 것을 확인하 다. 앞으로 많은 부분에 걸쳐 모델의 개선이 필요하

다고 판단되지만 일차적인 목표는 충분히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Fluidic Device는 APR-1400에 도입된 유일한 피동개념으로 SIT의 

냉각수를 사고시 효과적으로 원자로에 주입하는 기능을 한다. 3년 간의 

실험과 관련된 전산해석을 통해 유량비 3:1의 FD가 성공적으로 제작되

어 실증실험을 거쳐 개발이 완료되었다. 이는 APR-1400의 SIT내에 장

착되어 소기의 기능을 수행하여 원자로계통의 안전성을 제고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2단계에서 수행된 소규모의 실험으로부터 

실규모의 FD를 설계하는 기법이 개발되었으며 동역학적 상사법칙이 적

용된다는 것을 확인되었다. 실험과 해석을 통해 획득한 경험과 자료는 

추후 유사한 장치를 개발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Vortex chamber 

내의 유동장에 대한 전산해석을 수행하여 FD 특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 다. High swirl이 존재하는 유동장에 대한 전산해석은 수렴성이 극

히 낮아 많은 연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인데 다양한 모델을 

시험하고 실험결과와 비교 검토함으로써 turbulence model 중 RSM 이 

가장 적합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와 같은 high swirl이 존재하는 유

동장에 대한 전산해석방법론 개발은 이 분야에 대해 기여한 바 크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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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연구 수행기간 중 구축한 제어봉구동장치 시험시설을 이용하

여 초기년도에는 종합시운전을 수행하고, 성능시험시설과 제어봉구동장

치 제어계통에 대한 feedback을 수용하 다. 이후 예비 성능시험 및 본 

성능평가시험을 수행하여 계획된 구동시험, 낙하시험 및 전력측정 시험 

및 냉각능력시험을 수행하 으며 시험내용을 반 한 시험요건서, 시험절

차서 및 제어장치의 tech. manual을 작성․개정하 다. 구동시험 결과 

부하추종운전 시 현재 설계의 제어봉구동장치는 그 설계수명을 상회하

여 220,000ft까지 운전이 가능한 것이 확인하 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

한 제어봉구동장치에 대한 수명시험은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는 것으로 

국내에 독자적이고 독보적인 기술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하 다. 이 

연구결과는 바로 APR-1400에 적용될 것이며 이 분야에 대한 국제적인 

의존도를 크게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한다.

   이상과 같이 본 과제에서 수행한 4개 분야의 연구 결과는 모두 

APR-1400에 직접 활용될 것이며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

여하 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모두 실규모의 실증실험을 통해 성능을 

확인하 으므로 바로 설계에 활용이 가능하고 아울러 수행한 전산해석

은 실험의 예측가능성을 확인하여 추후 설계업무나 유사한 연구에 밑거

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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