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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개발목표  내용

－ 소듐 핵심기반기술 개발
ㆍ 산모델을 검증하기 한 3종류의 실험자료 생산
ㆍ소듐 측정기술 3종류 개발
ㆍ사용후 소듐 처리기술 개발

 2. 연구결과

－ 우드합 을 순환유체로 5종류 열 달 실험자료 생산  분석

－ S/G에서 물 출사고시 /후반기 상자료 83세트를 생산하여 산모델을 검증

－ 자유액면 요동실험으로 액면요동의 주기  공기혼입 임계조건 실험식을 개발

－ 핵연료집합체 출구에서의 thermal striping 상 해석모델 검증을 해 온
도장 3696 data, 속도장 3672 data의 실험자료 생산

－ 소듐유량 측정의 신뢰성을 높일 방법론과 복사열 환경에서의 온도 측정오
차의 최소화 방안을 도출하여 공기에 의한 타당성 시험 완료

－ 물 출을 음향으로 감지하는 논리를 개발하고, 논리를 구 한 S/W를 작
성하여 성능시험한 결과 신호와 노이즈의 비(S/N) 1/100 까지 분석 가능

－ 소듐 정제루  해체 차서를 작성하 고, cold trap 세정장치 개발

 3. 기 효과  활용방안

－ 실험자료는 액체 속로 설계용 산코드의 해석모델 개발  검증에 활용
－ 물 출 감지기술은 고도화하여 증기발생기 출감지 계통에 활용 
－ 세정실험의 결과로 소듐 시설 운 에 필수 인 세정공정 최 화에 활용

210mm×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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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소듐기술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액체 속로의 냉각재로 사용되는 소듐의 물리  특성은 원자로의 고

유안 성과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장 을 갖고 있지만 화학  반응성이 높

아 원자로를 경제 으로 설계하는데 많은 제약요건이 뒤따른다. 재 액체

속로의 개발경향은 효율 인 기기들을 개발하고, 계통들을 집화․단순

화시켜 고유안 성을 구비하면서도 경제 인 원자로를 개발하는데 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므로 냉각재로 소듐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기술

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계통설계에 필요한 정 한 소듐 실

험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에서 설계에 필요한 소듐 실험

자료 생산과 측정기술 개발은 액체 속로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술일 뿐

만 아니라 경제성을 제고할 수 있는 핵심기술로 부각되고 있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범

1. IHTS 단순화 특성 실험

  가. IHTS 단순화 특성 실험을 한 기술검토

  나. 열 달 특성실험  실험자료 분석      

  다. 3종 유체 열 달 특성 실험

2. SWR /후반기 거동 특성 실험

  가. SWR 특성 실험장치 설계, 제작, 설치

  나. 산코드 모형 검증실험자료 생산

  다. 검증실험자료 분석  보완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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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rmal striping 특성 실험

  가. 자유액면에서의 요동특성 측정

  나. 난류열혼합에 의한 국부온도변화 특성 측정

  다. 난류열혼합에 의한 국부속도변화 특성 측정 

4. 증기발생기에서 소듐으로의 물 출 감지기술 개발

  가. 신호분석논리 개발  논리 구  S/W 제작

  나. 매질과 출규모에 따른 특성 평가 

5. 소듐 유동상황에서의 차압  유량 측정기술 개발

  가. 차압  유속 측정 방법론 설정

  나. 신기법에 의한 차압, 유량 측정실험  분석 

6. 복합 열 달모드의 측정오차 최소화 기술

  가. 측정오차 최소화를 한 기술 검토

  나. 측정환경을 고려한 측정방법 개발  실험

7. 소듐 리기술 개발

  가. 사용후 소듐 처리기술 개발

  나. 폐소듐 루 를 이용한 세정기법 타당성 검증실험

   

Ⅳ. 연구개발결과

설계부서에서 작성한 실험요건서에 의거하여 3 종류의 실험자료들을 

생산하여 련 산모델 검증에 활용하 고, 3개의 실험식을 개발하 다. 

측정기술 분야에서는 소듐의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과 복

사열이 주요한 측정환경에서의 온도 측정오차의 최소화 방안을 도출하

으며, 음향에 의한 출 감지논리를 개발하 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모델 검증실험 분야에서는 헬리칼형인 고온배 과 온배 으로 

구성된 튜 번들의 셀측에 우드합 을 순환유체로 사용하는 실험장치를 

제작하여 5종류의 열 달 특성 실험자료를 생산하 고, 이 실험자료로 

간열 달계통을 단순화한 개념을 검증할 정이다. 규모 출 소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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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 사고시 /후반기에 증기발생기 내부 상을 모의한 SWR /후반

기 거동특성 실험에서는 6종류 기조건으로 총 83 세트의 압력, 온도, 기

포유동 특성자료를 생산하여 산모델을 검증하 다. Thermal striping 특

성 실험에서는 기존장치로 자유액면요동 특성자료 559 세트, 4622 data를 

생산하여 자유액면의 주기와 진폭을 분석하 다. 실험범 에서 주기는 

0.3-2Hz 범 에 있었고,  실험범 에서 주기를 기술할 수 있는 무차원수

를 도출하 다. 한 이 실험에서는 공기가 자유액면으로 혼입되는 임계조

건을 기술하는 실험식을 개발하 다. 핵연료집합체 출구에서의 난류열혼합

을 모의하는 실험장치로 실험자료를 생산하여 유체분야의 련 산모델

을 검증하 다. 이 실험에서는 온도분포  요동량을 측정한 3696 data, 

속도분포  요동량을 측정한 3672 data를 생산하 다. 

증기발생기에서 소듐으로의 물 출을 음향으로 감지할 수 있는 논리

를 개발하 고, neural network로 이 논리를 구 한 S/W를 제작하여 성

능을 시험하 다. 논리를 검증하는데 필요한 배경소음을 생산하기 하여 

고압(～100kg/cm2)으로 알곤가스와 질소가스를 물속으로 분사하는 실험

을 수행하 고, 이외에 소듐-물 반응음, 비등음 등 9종류 배경소음을 생산 

는 획득하 다. 이 성능시험에서 신호와 노이즈의 비(S/N)를 1/100 까

지 분석함으로써 기술의 용 가능성을 보 다. 한 소듐의 유량과 차압

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을 도출하여 공기를 사용하는 실험장치로 

신기법의 타당성을 검증하 고, 복사열이 요한 측정환경에서 열 로 

온도를 측정할 때에 복사열의 향을 최소화하고 측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 다. 사용후 소듐 처리기술 개발에서는 소듐 정제루  해체 차서

를 작성하 고, cold trap 세정장치를 제작하 다. 이 장치에는 질소/수증

기 세정방법을 사용하 으며, 3종류의 공정변수와 5종류의 측정인자가 잔

류소듐 제거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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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연계실험자료는 액체 속로 설계용 산코드의 해석모델 개발  검

증에 활용하 다. 이 실험자료들을 추가 으로 분석하여 련 실험식들을 

개발하고, 기 개발한 실험식을 고도화하여 액체 속로 설계에 활용할 정

이다. 가스혼입 임계조건 실험식은 노심 내부에서의 유동과 자유액면의 높

이를 설정하는데 한계조건으로 활용되며, 액면요동의 주기와 진폭에 한 

특성은 액체 속로 원자로 용기의 설계와 열피로 분석에 필요한 기 자료

로 활용된다.

증기발생기에서의 물 출 감지기술은 다음 단계에서 수행하는 소규

모 소듐-물 반응 실험을 통하여 감지기술을 고도화하고 신뢰성을 보완할 

정이다. 제안된 소듐의 유량 측정기술은 차기단계에서 소듐 실험장치에 

시험 으로 용하여 그 가능성이 확인되면, 시작품을 개발하여 소듐 실험

장치 등에 실용화 하고자 한다. Cold trap 세정실험의 결과는 다음 단계에 

수행할 소듐-물 반응 실험의 기 자료로 활용하고, 한 이를 더 보완하여 

소듐시설 운 에 필수 인 세정공정을 최 화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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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Sodium Technology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sodium as a coolant of a liquid metal reactor has essential 

advantages for inherent safety and heat transfer efficiency. On the 

other hand it offers many restrictions for economical design of the 

reactor due to the high chemical reactivity with air or water. A liquid 

metal reactor is now trending toward developing the efficient 

equipment, the compact and simplified system with safety and 

economics. Therefore, the technical problems caused by the sodium as a 

coolant should be resolved, and the accurate sodium experimental data 

for the design of reactor system should be also provided. From these 

points of view, the production of sodium experimental data required for 

the design of reactor system and the sodium measuring technology are 

indispensable technologies for the development of LMR, and are the key 

technologies to raise the economics of the design of LMR.   

Ⅲ. Contents and Scope of the Study

1. IHTS simplification experiment

 A. Technical investigation for the IHTS simplification experiments

 B. Experiment of heat transfer characteristics and analysis of the 

experimental data

 C. Experiment of heat transfer in the three-fluids system

2. Experiment on the behaviors in the mid and later phases of SWR

 A. Design, manufacture and installation of the experimental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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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Production of the experimental data for validation of the computational 

model

 C. Analysis of the experimental results and performance of supplementary 

experiment

3. Experiment of the thermal striping  

 A. Measurement of the free surface fluctuation

 B. Measurement of the local temperature fluctuation by turbulent mixing 

in double and triple jets

 C. Measurement of the local velocity fluctuation by turbulent mixing in 

double and triple jets

4. Development of a sodium leak detection technology 

 A. Development of an acoustic signal analysis logic and preparation of 

the logic embodying software 

 B. Evaluation of its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medium and sodium 

leak rate 

5. Development of the measuring technology of differential pressure and 

flow rate in the sodium flow

 A. Establishment of the measuring methodology for the differential 

pressure and flow rate

 B. Experiment and analysis of the differential pressure and flow rate 

by new techniques 

6. Minimization of the measurement errors in the combined heat transfer 

mode

 A. Theoretical study for the minimization of measurement errors

 B. Development of the measuring technology considering the ambient 

condition, and its experiment

7. Development of the sodium handling technology

  A. Development of the used-sodium disposal technology

  B. Experiment for verifying the validity of sodium cleaning technique  

using the used-sodium test 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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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Results of the Project 

Three different kinds of experiments are performed to verify the 

computational model and to develop the empirical correlations for the 

design of LMR. In the area of measuring technology, measuring 

technology of the sodium flow rate and the temperature in region  

where the radiation heat transfer is dominant is proposed and verified 

by the experiment using air.  And also an acoustic leak detection logic 

is developed .

The IHTS simplification experiment is carried out using a heat 

exchanger in which the helical type tube bundle is composed of high 

temperature tubes and low temperature tube. And the shell side is filled 

with Wood's alloy as intermediate heat medium, Five kinds of 

experimental data are produced according to the heat transfer cases in 

the experiment, and the results will be applied to verify the IHTS 

simplification computational model. In the experiment simulating the 

behaviors of steam generator in the mid and later phase of sodium-wat 

er reaction, 83 sets of experimental data temperature are produced with 

six test conditions, and the related computational model is verified by 

the experimental data. Free surface fluctuation characteristics are 

measured using existing water mock up facility, and 4622 data are 

produced in the experiment. A dimensionless correlation describing the 

frequency is derived. The frequency is in the range of 0.3-2Hz in the 

experimental range. Also an empirical formula for identifying the critical 

condition entraining the air into the free liquid surface is developed 

using the experimental data. A thermal striping experiment is conducted 

using an air facility that the mocks up the outlet of fuel assembly of a 

LMR. In this experiment, 3696 raw data of the temperature fluctuation 

by turbulent mixing and 3672 raw data of the velocity fluctuation are 

produc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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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development of sodium leak detection technology, the 

acoustic signal analysis logic is developed, and the software tool is 

prepared for embodiment of this logic by the neural network, and its 

performance is tested. In this experiment, the background noises needed 

to verify this logic are produced by injecting the argon and nitrogen 

gases into the water under the high pressure(～100kg/㎠). Besides, nine 

kinds of background noises including the noise of sodium-water reaction 

and boiling are produced. From this performance test, the technology is 

shown to be feasible by analyzing the ratio of signal to noise(S/N) up 

to ～1/100. In the study of development of the measuring technology 

for the differential pressure and flow rate in the sodium, a new 

measuring methodology is devised, and it's validity is verified in a 

experimental apparatus using the air as a working fluid.  In the 

combined heat transfer experiment, the method of minimizing the effect 

of the radiation heat when measuring the temperature with the 

thermocouples where the radiation heat transfer is dominant in the 

surroundings is established. For the development of the used-sodium 

disposal technology, a disassembling procedure statement is developed and 

an apparatus for cleaning the cold trap is manufactured. In this experiment, 

the effects of three kinds of the process parameters and 5 kinds of 

measuring parameters on the used-sodium removal are analyzed  

V. Proposal for Application

The design relevant experimental data are applied to the 

development and verification of a LMR design computational model. 

And empirical formula are develop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se 

experimental data. These empirical formula will be improved and 

applied to the LMR design. The empirical formula for gas entrainment 

under critical condition will be applied to the limit condition to set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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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eight between the gas movement and free liquid surface in the 

co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frequency and amplitude of liquid 

surface fluctuation will become a basic data for design of LMR reactor 

vessel and analysis of thermal fatigue.

For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of water leak detection in the 

steam generator,  the detection technology will be improved in the next 

phase and its reliability will be validated. If the feasibility of the sodium 

flow measuring technique is confirmed through the test in the 

experimental facility in the next phase, the specimen and its practical 

use  in the sodium test facility will be considered. The results of the 

cold trap cleaning experiment will be used as a basic data for the 

sodium-water experiment which will be performed in next phase and 

optimize the cleaning process essential to the management of the 

sodium test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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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액체 속로의 냉각재로 사용되는 소듐은 열 도도와 비등 이 높아 

원자로의 고유안 성과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필수 인 물리  특성을 갖

고 있지만 화학  반응성이 높아 원자로를 경제 으로 설계하는데 많은 

제약요건이 수반된다. 재 액체 속로의 개발경향은 효율 인 기기들을 

개발하고, 계통들을 집․단순화시켜 고유안 성을 구비하면서도 경제 인 

원자로를 개발하는데 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므로 냉각재로 소듐을 사

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기술 인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계통설

계에 필요한 정 한 소듐 실험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에

서 설계에 필요한 소듐 실험자료 생산과 측정기술 개발은 액체 속로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술일 뿐만 아니라 경제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핵심

기술로 부각되고 있다.

액체 속로 선진국인 랑스나 일본 등에서 발생한 냉각재 출사고

에 한 안 성이나 경제성 확보차원에서 새로운 돌 구를 찾기 해, 2차 

계통 열시스템을 단순화시키는 개념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기존

의 증기발생기에서는 냉각재로 사용되는 소듐과 고압의 물이 열  튜

를 경계로 열교환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항상 물 출에 한 안 성 확

보를 제로 다양한 보호계통과 사후 처리장치, 안  방장치의 설치 등

으로 인한 경제성 문제가 두되고 있다. 따라서 증기발생기 열 에서 

물 출에 한 안 성 확보차원에서 소듐과 물에 한 반응성이 거의 없

는 간열 달 매체를 이용하여, IHTS(Intermediate Heat Transfer 

System)를 단순화함으로써 경제성  안 성 확보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신개념 열시스템을 제안하 는데 이를 그 타당성을 실험 으로  

검증할 필요성이 있었다. 

고온의 액체소듐을 열매체로 하여 2차 측의 수를 가열하는 

KALIMER 증기발생기는 고온, 고압의 수측 물/수증기가 열 을 사

이에 두고 상 으로 압인 shell측 액체소듐과 열교환을 하고 있어, 만일 

열 (tube)에 결함이 발생하게 되면 소듐과 물이 직  하게 되어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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렬한 화학  반응을 일으킴으로 인해 많은 양의 수소가 생성되어 계통의 

압력을 격히 상승시키게 된다. 소듐-물 반응사고는 기에 격한 압력

 발생  달 상인 압력 단계(wave propagation phase)에서 /

후반기에는 반응생성물  반응열의 계통 내 유입량 증가로 인한 압력증

가 상인 질량유입단계(mass transfer phase)로 환된다. 특히, /후반

기 해석은 압력 (wave propagation)를 포함하는 기(수 msec)에는 

격한 계통과도 상보다는 압력개방 (rupture disk) 열 이후의 소듐-

물 반응 압력방출계통(SWRPRS)  련 배 계통 체에 한 상

으로 긴 시간동안(～수 sec)의 계통 해석에 주안 을 둔다. 이러한 소듐-

물 반응사고 /후반기 계통 해석용으로 개발된 산코드, SELPSTA 

(Sodium -water reaction Event Later Phase System Transient 

Analyzer)의 해석모형에 한 실험  검증자료를 생산하는 것도 이 연구

의 목  의 하나이다. 이를 하여 먼  문헌연구를 통해 소듐-물 반응 

특성을 올바로 이해하고, 유체분야에서 작성된 실험요건서를 검토, 보완하

여 이를 토 로 실험장치를 제작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액체 속로에서는 냉각재가 고온에서 운 되고 온과 고온의 온도차

가 매우 크다. 한 냉각재인 소듐은 열 도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소듐 

온도의 변화가 빠르게 인 한 벽면에 향을 미친다. 소듐의 온도변화는 

인 한 재질의 온도요동(thermal fluctuation)을 유발시키고, 결과 으로 

이 온도요동은 재질의 열피로 손을 유발시킨다. 이러한 상을 thermal 

striping이라 부른다. 최근에는 원자로의 경제성을 향상시키기 하여 구조

를 조 하게 설계하는 경향이 있어 thermal striping을 더욱 요하게 고

려하고 있다. 액체 속로에서는 이러한 상이 핵연료집합체의 출구, Tee 

배   원자로 상부의 자유액면요동 등에서 일어난다. 집합체 출구에서는 

고온과 온의 온도차가 150 ℃ 정도이고, 자유액면에서는 소듐과 커버가

스의 온도가 각각 500 ℃, 300 ℃ 정도이다. 집합체 출구에서는 유속이 높

기 때문에 고주기 요동이 발생하지만 액면요동은 주기 요동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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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액면이 요동하면 고온인 소듐과 온인 커버가스가 교 로 벽면

에 닿게 되므로 온도요동을 유발시킨다. 이 향을 평가하기 하여 열유

체 으로는 자유액면요동의 주기와 진폭을 측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이 요동의 주기와 진폭을 측정하기 하여 기존의 실험장치를 개조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액체 속로에서 자유액면요동으로 발생하는  하나의 

요한 상은 커버가스가 액면요동에 의해 소듐 속으로 혼입

(entrainment)되는 상이다. 액면요동의 주기와 진폭을 측정하는 실험을 

수행하면서 부차 으로 액면요동에 의해 공기가 물속으로 혼입되는 임계

조건을 측정하는 실험도 수행하 다. 한 유체설계분야에서 개발하고 있

는 집합체 출구에서의 thermal striping 상을 해석하는 난류모델, 특히 

와동모사법(Large Eddy Simulation: LES)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요동

량의 주기와 진폭이 표 되는 raw data를 생산하 다. 

증기발생기에 물 출사고가 발생하면 출 기의 작은 규모의 출

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감지하여 출사고의 발 을 조기에 차단하여야 

한다. 소규모 출사고를 감지하기 하여 여러 가지 방법이 개발되었다. 

그  가장 일반 으로 사용되는 수소 검출기에 의한 방법은 소듐으로의 

물 출속도, 출 후 수소농도, 수소의 이동경로에 따라 감지 응답시간이 

매우 다를 뿐만 아니라 늦다. 한 출 치의 악이 어렵고. 특히 미량

(micro), 소규모(samll) 출 시 카버가스 층에서의 수소 검출방법은 불가

능하기 때문에, 출 즉시 감지할 수 있는 음향감지방법이 개발되고 있으

나 아직 실용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발하 다.  

원자로 내에서 냉각재의 유동상태를 악하는데 있어서 유량  압력

이 요한 인자  하나인데, 특히 액체 속로의 소듐 냉각재는 타 냉각재

(물)에 비해 화학  활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안정 인 유

량과 압력 측정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 재 

랑스, 러시아 등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소듐용 유량계  차압계에 한 

많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용화되어 있으나 정확도가 낮고 노이즈에 

매우 민감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 을 극복하기 

하여 기존의 개념들을 참고로 하여 고온 소듐 유동장에서 간편하게 

용이 가능한 차압  유량 측정 신기법을 도출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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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의 요성이 부각되는  시 에서 정확한 온도측정기술은 자

원낭비를 일 뿐 아니라 원자력산업, 반도체, 그리고 화학공업 등은 물론 

의료시험, 정 계기 생산, 생명공학과 같은 정 한 연구에서는 반드시 필

요한 기술이다. 한 액체 속로 기술개발을 한 실험은 상온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온도범 가 넓고 그 측정이 복사, 류, 도의 복합 인 

열모드가 있는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복합 인 

열모드에서의 측정오차를 최소화시키는 기술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

지만 열 도, 류, 복사를 고려한 열복합모드가 측정에 미치는 요성에 

비하여 이에 한 이론 인 설명이 부족한 형편이고, 실험 인 분석은 거

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온도측정에 한 원리, 재 상용화되어 

사용되고 있는 각 센서들의 온도 측정방법, 측정환경에 따라 발생 가능한 

오차요인의 분석과 책, 열 의 교정을 통한 측정 온도오차 감소, 열

를 이용한 측정 시스템의 최 화를 통한 측정온도오차의 최소화와 이를 

통한 실험  방법론 도출, 그리고 측정온도의 오차를 확인하는 실험에 앞

서 이론 인 연구를 통하여 복합 열 달모드가 온도측정에 미치는 향에 

한 비계산을 수행하고자 한다.

사용후 소듐 처리기술은 액체 속로에서는 필수 인 기반기술로서 다

른 기술개발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소듐오염기기의 

재사용  폐기를 한 세정기술과 폐소듐의 처분에 한 국내 기술개발 

경험은 무한 상태이다. 소듐으로부터 오염된 기기를 안 하고 경제 으

로 세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하여 3차 년도부터 연구를 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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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제 1  국외 기술개발 황 분석

1. IHTS 단순화 특성 실험

간열 달계통를 단순화하기 하여 직 방식의 열시스템이나 

이 열 을 갖는 개념 개발에 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직

열 개념은 노심을 통과하고 난 고온의 1차 소듐이 열시스템 내부를 채

우고 있는 용융 속을 가열하고 이 용융 속 안에 직  물을 주입하여 용

융 속과 물과의 직  열에 의해 물을 수증기화 시키는 방법이다. 1차 

소듐과 용융 속이 열교환하는 shell and tube 형태의 열교환기 부분은 기

존 원자로의 간열교환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열교환기와 합체된 기

기로 보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개념들의 일환으로 증기발생기 안의 용융 속을 순환펌 를 

사용하지 않고 상승부와 하강부의 온도  도 차이에 의해 자연 순환되

게 하는 개념이 개발되고 있다. 이때 사용되는 용융 속으로는 융 과 비

등 , 증기발생기 구조재와의 장기 공존성 등의 에서 납-비스무스가 

후보물질로 선정되었다. 소듐 열교환 튜 에 한 안 성 검토, 물과 

속이 고온에서 직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증기폭발 상 해석, 속 

산화물의 생성 억제방법, 구조재와 속과의 장기 공존성  열특성 

등 다 방면에 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직 에 의한 열시

스템의 경우, 안 성 측면이나 기술 인 문제에 있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많은 장 이 있는 것으로 단하고 있으나, 증기발생기 내부에 들어가는 

속의 도가 크기 때문에 증기발생기의 량이 히 무거워 지는 

문제 , 직  열을 이용한 열교환기의 특성상 열효율이 낮아 시스템

의 장 을 부각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잠정 인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

으로 단되고 있다. 열 을 이 의 튜 로 만드는 이 벽 열 을 갖

는 증기발생기를 사용하여 간열교환계통을 삭제하고자 하는 개념들이 

제안된 바 있다. 일본에서 이에 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으나 증기발생기

를 제작하는 제작기술상의 문제로 아직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 6 -

2. SWR /후반기 거동특성 실험

규모 물 출에 의한 증기발생기  련 계통의 압력과도 상을 

분석하기 해 다양한 연구기 에서 련 코드들을 개발해 왔으며, 자체 

실험을 통해 생산된 자료를 해석 모형에 의한 이론값과 상호비교분석함으

로써 개발된 코드의 신뢰성  정확성을 높이기 한 노력을 계속하여 왔

다. 소듐-물 반응 시의 /후반기 계통 거동특성 해석이 가능한 코드들로

는 Prototype Fast Breeder Reactor(PFBR)를 상으로 인도에서 개발된 

SWEPT 코드, 일본의 PNC에서 개발한 SWACS 코드, 미국의 ANL에서 

개발한 SWAAM-LT 코드, 그리고 미국의 GE에서 개발한 HISTAM  

TRANSWRAP 코드 등이 있다. 특히 SWAAM-LT 코드의 주된 목 은 

기압력 spike 이후의 /후기 계통거동을 평가하는 것이다. 한, 

HISTAM 코드는 증기발생기  간열 달계통 루 에서의 장기간에 걸

친 계통과도 상 분석을 목 으로 기의 격한 계통과도 해석용인 

TRANSWRAP 코드를 변형한 것으로 각각 반응 상에 따른 한 해석

상의 용도를 가지고 개발되었다. 이상에서 기술한 코드들은 기 압력상승 

 2차 압력상승부터 압력방출계통의 작동 이후 기간까지를 모두 해석할 

수 있는 코드 는 기 거동보다는 후기 거동의 분석에 을 맞춘 코

드로써 계통의 압력과도 상에 한 분석을 그 주된 목 으로 하고 있으

나, 각각의 코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해석 모델  그 기능상의 특징은 개

발한 국가  코드, 증기발생기 형태에 따라 조 씩 상이하다.

이상과 같이 외국의 경우는 소듐-물 반응사고 시의 기압력 단계 

분석용 해석코드  /후반기 질량유입단계의 계통 압력특성 분석용 해

석 코드 모두에 한 연구 개발을 지속 으로 수행하여 안 성  경제성 

분석을 한 계통 설계 측면에서의 다양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SWR /후반기 거동분석 코드의 모형검증에 사용할 

수 있는 실험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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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Thermal striping 특성실험

액체 속로의 노심출구에서 일어나는 thermal striping 특성에 련된 실

험  연구들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 0.1과 같다. 그러나 발표된 자료는 한

정되어 있어 산코드를 검증하는 데는 제한 이 있다.

연구자
작동

유체

Test 

Section 

Type

Hydraulic 

Diameter(m)
Reynolds 수 범 Peclet 수 범

Tenchine,

  Moro

[0.1]

소듐, 

공기

coaxial 

double 

jets

cold : 0.056

hot  : 0.056 

소듐:

 110,000-130,000

공기:9.000-44,000

소듐: 780-820

공기:

    6,400-32,000

Tenchine,

 Nam

[0.2]

소듐

coaxial 

double 

jets

cold : 0.056

hot  : 0.056
70,000-690,000 450-4100

Hattori,

Arai,

Sugiyama

[0.3]

공기

coaxial 

double 

jets

cold : 0.0212

hot  : 0.0357
25,000-81,000 18,000-58,000

Tokuhiro,

Kimura

[0.4]

물
triple 

plane jets

cold : 0.0357

hot  : 0.0357

(0.020×0.169)

18,000 130,000

Moriya,

Ohshima

[0.5]

소듐, 

물, 

공기

coaxial 

double 

jets

cold : 0.0204

hot  : 

0.0190

소듐:

  11,000-150,000

공기:

   2,500-27,000

물  : 

   3,800-35,000

소듐: 57-800

공기:   

  1,700-19,000

물  : 

  19,000-200,000

표 0.1 Thermal striping 특성에 련된 실험  연구

 4. 증기발생기에서 소듐으로의 물 출 감지기술 개발

소듐-물 증기발생기에서의 물 출 감지기술 개발의 목 은 출 기

의 소규모 출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감지하여 계통을 정지함으로써 증

기발생기의 튜  손(failure propagation)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

다. 증기발생기의 물 출 감지방법에는 소규모 이하의 물 출 시에 용

할 수 있는 수소감지방법, 규모 물 출 시에 용이 되는 압력측정방법



- 8 -

이 있으며, 소규모부터 규모 출사고까지 모두 용이 가능한 음향감지

방법이 있다. 이 이외에 물 출 감지에 활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차압 

측정법, 수소 극법, 가스 크로마토그라피법, 질량분석법, 산소 극법, 

plugging 메터에 의한 측정법이 있다.

지 까지 세계 으로 증기발생기의 소규모 물 출사고를 감지하는 

데는 소듐 속의 수소를 측정하는 수소검출방법을 용하 으나, 소듐으로

의 물 출속도, 출 후 수소농도  수소의 경로에 따라 감지 응답시간

( 략 수십 분에서 몇 시간)이 매우 느릴 뿐만 아니라 출 치를 제 로 

악하지 못한 단 이 있다. 한 증기발생기 커버가스층에서의 수소검출

방법은 극소규모(micro), 소규모(samll) 출 시 커버가스층에서 수소 검

출이 거의 어렵기 때문에 출 즉시 감지할 수 있는 음향감지 방법이 가

장 합하나 아직 실용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림 0.1은 의 설명과 같이 수소감지방법, 음향감지방법  압력 측

정법을 응용할 때의 물 출 감지방법에 따른 응답성을 보여 다.

그림 0.1 출 감지방법에 따른 응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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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감지기술  음향에 의한 감지기술은 기 건설된 액체 속로에 

용되었으나 실험  목 이었고, 주 감지계통으로는 사용된 이 없는 비

교  새로운 기술로서 외국에서는 이를 새로운 액체 속로 즉, 유럽에서는 

EFR에, 일본에서는 DFBR에, 그리고 미국에서는 PRISM에의 용을 계

획하고 있다. 증기발생기의 물 출사고에 한 음향 감지기술에 하여 

미국, 일본, 러시아, 인도,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passive acoustic leak 

detection(PALD)  active acoustic leak detection(AALD)에 한 기본

인 기술은 부분 확보되어 있으나, 두 가지 기술 모두 장단 들이 있어 

상에 따라 용기술을 따로 선정하 으며, 기술들을 보완하여 통합한 

acoustic leak detection 기술들이 소개되기도 하 다. 

5. 고온소듐 유동 상황에서의 차압  유량 측정기술 개발

압력 측정기술의 경우 국외에서 재까지 개발된 상용제품들은 부

분 200。C 이하의 물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200。C 이상의 고온 소듐 환경

에서는 기존의 압력장치에 연용 물질을 삽입하여 사용해 오고 있다. 그

러나 연용 물질의 특성변화에 따른 신뢰도의 변화가 크고, 고가인 단

이 있다. 소듐 유량 측정에서 사용되는 기존 방법으로는 오리피스를 이용

하는 방법과 고정자석을 이용하는 자유량계가 있다. 그러나 이런 측정기

술은 배  내에 유동 장애물을 설치하게 되거나 는 출력하는 신호(최  

10 mv)가 낮아 노이즈에 취약한 단 이 있다. 최근 연구되고 있는 유동지

연에 의한 유량 측정방법  기술은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다.

6. 복합 열 달모드의 측정오차 최소화 기술 개발

복사열 달이 주요한 계통에서 열 로 온도를 측정할 경우, 열  

설치방법, 측정환경, 치에 따라 센서에 미치는 열 도도  복사에 의해 

계측한 온도가 향을 받는데 이들의 향을 최소화하고 그 값을 측하

는 것이 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에서 측정환경을 면 히 고려한 연

구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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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듐 리기술 개발

랑스에서는 소듐으로 오염된 부품을 세정, 제염하기 하여 온/

고온 CO2 기포법을 이용한 세정장치를 개발하 고 CEA에 의하여 폐소듐

을 처분하는 NOAH 소듐처분공정을 개발하 다. 국에서는 량의 소듐

을 가성소다로 변환시키려는 계획을 수립하 다. 미국에서는 ANL-West

에 장된 소듐을 소듐카보네이트 분말로 가공하기 하여 Sodium 

Process Facility(SPF)를 건설하 다. SPF는 Caustic process와 Carbonate 

process 두 단계로 소듐을 소듐카보네이트로 변환시키는 설비이다. 

국에서는 소듐 제거와 처분에 한 연구를 수행하여 10 kg/hr 용량

으로 소듐을 처분할 수 있는 소듐처분장치를 CIAE에서 운 하고 있다. 

최근에 다양한 소규모 소듐 세정 랜트가 건설 에 있거나 건설되어 시

험 에 있다. 일본에서는 50 MW  증기발생기 시험시설에서 해체된 소

듐오염기기를 세정하기 하여 질소를 함유한 증기에 의하여 소듐을 제거

하는 등 다양한 소듐제거방법들이 연구되었다. 인도에서는 혼합탄화물연료

를 사용하는 소듐냉각로(FBTR)를 10년간 가동하는 동안 다양한 소듐 세

정기술을 축 하 다. 로 핵연료집합체의 경우에는 hot cell 안에서 압축

질소로 에탄올을 주입하여 세정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러시아에서는 

1960년 이후부터 BN-350의 장치를 시험하는 OKBM 소듐시험시설에서 소

듐오염장치로부터 잔류소듐을 제거하기 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최선의 

세정방법은 Water-Vacuum 공정이라는 연구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재 진행 인 주요 연구로는 세정제  용매에 한 연구, 재료의 

부식성에 한 연구, 반응성을 완화시키려는 연구, 잔류소듐의 분석연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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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국내 기술개발 황 분석

1. IHTS 단순화 특성 실험

액체 속로 과제에서 개발하고 있는 IHTS 단순화 개념은 증기발생기 

내부셀측 소듐에 직  물을 시키지 않고, 2차 수계통의 열교환 튜

를 장착한 후 기존의 유체들과 반응성이 없는제3의 유체인 속을 강제

로 순환시켜 열시키는 방식을 연구하고 있다. 이 방법에서는 간열 달

계통을 제거한 신에 1차 계통의 고온 소듐 열 과 증기를 발생시키는 

온 물 열 을 증기발생기 내부에 동시에 배치하고, 두 열 의 간

열매체인 액체 속을 강제순환시키는 개념에 한 타당성 연구가 수행

되고 있다. 

2. SWR /후반기 거동특성 실험

소듐-물 반응 거동특성과 련된 연구는 당 연구소의 본 과제에서만 

수행되고 있다. 지 까지 실험 으로 수행된 내용으로는 미량 출에 따른 

반응 상학  특성에 한 연구와 이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감지기술 

개발 등이 있다. 반면에 계통의 설계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규모 물 

출사고에 해서는 설계 측면에서 압력과도 상에 한 연구를 주로 수행

해 왔으며, 이를 해 반응 기의 격한 압력과도 상을 해석하기 한 

SPIKE 코드가 기 개발된 바 있다. SPIKE 코드는 반응 기의 수소 기포

발생에 의한 폐계통에서의 압력 상을 지배하는 동 방정식을 해

석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며, 특성해석법을 이용한 수학  모형의 특성상 

열 측 물/증기의 지속 인 출로 인한 반응 /후반기 질량 유입단계

의 bulk motion 분석에는 용이 치 못하다.

기의 격한 압력 단계 이후의 장기간에 걸친 계통압력과도 상

을 분석하기 해 최근에 유체계통 설계분야에서 SELPSTA 코드를 개발

하여 외국의 경우와 같이 반응 기  /후기 계통해석  설계활용 능

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SELPSTA 코드는 소듐-물 반응 상의 /후반기 

계통 해석에만 용할 수 있도록 증기발생기 상부의 커버가스 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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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다양한 가정을 통해 커버가스와 증기발생기 셀측의 소듐, 그리고 

압력방출계통간의 에 지 수지(energy balance)를 이용한 매우 단순한 해

석모형을 사용하여 설계인자의 민감도 분석 등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

도록 개발되었다. 이 코드에 한 실험  검증작업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개발 인 KALIMER 증기발생기계통에 한 해석체계를 완 히 구축함

으로써 신뢰성  안 성을 확보할 정이다.

3. Thermal striping 특성실험

국내에서는 액체 속로 개발단계 기인 '92-’94년도에 소규모(주배  

직경: 0.02 m, 노즐직경 0.017 m, 최 유량 l.0 ℓ/sec)로 소듐을 사용하는 

thermal striping에 한 기 실험을 수행하 다. 이 실험에서 Reynolds 수 

범 는 5,000-50,000, Peclet 수 범 는 25-250 이었다. 이 기  실험자료는 

실험범 가 좁아 산코드 검증에 활용하 으나 실규모의 원자로를 모의

하는 산코드를 검증하는 데는 제한 이었다.

기존 경수로 등에서는 안 주입계통의 직 주입방법(DVI)에 한 열

충격(thermal shock), 가압기배 에서의 온도성층화(thermal stratification) 

등에 한 연구는 비교  활발히 수행 으나 thermal striping에 한 연구

는 미미하다. 이는 경수로의 경우 thermal striping 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DVI , 화학  체 제어 계통(CVCS)을 거론할 수 

있으나 DVI에서의 상은 사고 발생 시에 짧은 기간 운 되는 동안에만 

발생하므로 주요 심사가 되지 못하며, CVCS의 주입배 에서 온 에 

주입되는 경우에는 냉각재 순환유량과 주입유량 사이의 유량차이가 굉장히 

커서 충분한 혼합이 발생하고, 주입 냉각재와 온도차이가 작아서 thermal 

striping 발생 가능성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경수로 등에서 이루어진 thermal striping 기술 연구의 결과는 

미미한 상태이다. 이에 비해 액체 속로의 경우 각 핵연료집합체가 배  

내부에 장착되므로 각 핵연료집합체 냉각재 사이에서 혼합이 발생되지 않

은 상태로 노심 출구에서 분사되며, 각 핵연료집합체에서 높은 온도 차이

(최  150 ℃)로 분사된 냉각재는 노심 출구에서 충분히 혼합되지 않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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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S(Upper Internal Structure)나 원자로 Barrel에 되고 이와 같은 상

태가 원자로 수명기간 동안 계속해서 유지되므로 thermal striping 상에 

의한 구조물의 건 성에 향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에 한 기술

의 확보가 필요하나 앞에서 설명한 이유로 액체 속로 thermal striping 

해석에 참조할 수 있는 한 기존 상용로 기술이 없다.

4. 증기발생기에서 소듐으로의 물 출 감지기술 개발

물 출 감지기술 개발을 해서 수소 출 감지기술과 음향 출 감

지기술에 한 기술 검토  실험  연구가 있었다. 수소 출 감지기술은 

검출기 제작기술  검출실험을 통하여 0.2ppm에서의 검출 특성을 악하

으며, 음향 출 감지기술에 한 기술을 검토하여 증기발생기의 물 

출사고 감시에는 PALD법이 타당함을 확인하 다. 실시간에 소음 신호를 

수집할 수 있는 계측장치를 구축하고 신호음 분석 논리를 개발하 다.

국내 상용 원자력발 소(PWR) 등에서 용되는 물 출 감지장치 

 기술은 RMS/threshold가 일정수  이상이면 경보음을 알려주는 정도

로 단순한 논리로 구성되어 있고 물 출감지 능력은 수 kg/sec 수 이다. 

이 경우는 반드시 배경소음보다 출소음의 벨이 커야만 감지가 가능하

다. 실제 상용로(PWR)에서는 수 kg/sec 수 의 큰 출사고는 빈번하지 

않기 때문에 경보음이 발생할 가능성 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된 경

보음이 발생하기도 하 다. 그러므로 소듐-물 증기발생기에서의 소규모 물 

출과 같이 배경소음보다 출소음이 은 경우에는 직  활용할 수 없

다. 한 소듐-물 반응에 의한 반응음의 스펙트럼은 매우 다양한 주 수 

특성을 가지고 있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향을 갖지 못하여 특징

인자를 추출하는 방법론에서부터 크게 차이가 있다. 따라서 상용 원자력발

소(PWR)의 증기발생기 물 출사고를 감지하는 수 으로는  용 

가능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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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온 소듐 유동상황에서의 차압  유량측정기술개발

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듐 차압 측정방법으로는 소듐과 일반 

차압기 사이에 온(150℃ 미만)에서 소듐과 반응하지 않는 오일을 삽입

하여 오일을 압력 달 매체로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오일과 소

듐이 직  하는 방식이므로 온도 천이상태 등 비정상에서 소듐이 오

일 속으로 들어가 막히는 등 여러 문제 이 발생하 다. 소듐 유량을 측정

하는 방법으로는 고정자석을 이용한 자유량계를 사용하고 있다. 이 유량

계는 최  10mV 정도의 신호를 발생하고, 소듐의 기 도도가 높기 때

문에 노이즈에 취약하 고, 온도변화, 부식, 재질특성 변화 등으로 자주 보

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6. 복합열 달 모드의 측정오차 최소화 기술 개발

복합 열 달모드의 측정오차 최소화 연구는 선진외국에서와 마찬가지

로 국내에서도 이에 한 총체 인 연구는 수행되지 않고 측정상황에 따

라 처하는 정도의 단편 인 조치 즉, 상용 온도측정센서, 온도 측정법, 

혹은 계측상의 문제에서 발생되는 측정오차를 이는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복사열이 주요한 복잡한 환경에서의 측정방법은 아직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

7. 소듐 리기술 개발

사용후 소듐 처리기술은 액체 속로에서는 필수 인 기반기술로서 다

른 기술개발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소듐오염기기의 재

사용  폐기를 한 세정기술과 폐소듐의 처분에 한 국내 기술개발 경

험은 무한 상태이다. 소듐오염기기를 장, 취 , 재사용하는데 많은 문제

이 발생되는 이유  하나는 부 한 세정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

다. 따라서 한 세정방법을 선택하여 열 혹은 부식 등으로부터 기기를 

손상시키지 않고  소듐의 처리를 안 하게 수행하는 것이 필수 이며, 이를 

한 기술로서 소듐으로부터 오염된 기기를 안 하고 경제 으로 세정하는 

기술, 기기와의 반응성 감소기술, 주요 기기에 한 특수 세정기술, 세정될 

부품으로부터 소듐 함유 잔류물을 제거하는 기술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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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결과

제 1  IHTS 단순화 특성실험

1. 서언

재  세계에서는 액체 속로의 경제성과 안 성을 겸비한 원자로

를 건설하기 해, 국제 인 력체제를 체결하여 연구를 진행할 계획으

로, 소  제4세  발  시스템에 한 토의가 한창 진행 에 있으며, 이

와 더불어 액체 속로 선진국들은 기존의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 으로 경

제성  안 성을 겸비한 원자로를 개발하기 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액체 속로 선진국인 랑스나 일본 등에서는 종 에 발생되었던 냉

각재 사고에 한 안 성이나 경제성 확보차원에서 새로운 돌 구를 찾기 

해, 1차 계통의 고온의 열을 최 한 활용하면서, 2차 계통 열시스템을 

단순화시키는 개념을 도입하여 경제성의 향상을 도모하는 연구에 을 

두고 연구가 진행 에 있다.   

기존의 증기발생기에서는 냉각재로 사용되는 소듐과 고압의 물이 열

 튜 를 경계로 열교환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항상 물 출에 한 안

성 확보를 제로 다양한 보호계통과 사후 처리장치, 안  방장치의 설치 

등으로 인한 경제성 문제가 두되고 있다[1.1]. 따라서 증기발생기 열

에서 물 출에 한 안 성 확보차원에서 소듐과 물에 한 반응성이 

 없는 간열 달매체를 이용하여, 간열 달계통(IHTS, Intermediate 

Heat Transfer System)을 단순화함으로써 경제성  안 성 확보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신개념의 열시스템에 한 연구를 진행 에 있다. 

그 일환으로 원자로 노심에서 발생된 고온의 열을 직  증기발생시스

템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고안하 으며, 증기발생기 내부에 간유체로 액

체 속을 사용, 속이 물과의 반응이 발생되지 않는 것을 이용해서 

직  열을 달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

서도 이와 련된 기술 황과 이를 실험 으로 뒷받침하기 한 실험장치

의 특성  열 달에 한 기본실험을 통해 상기 개념의 타당성을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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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본격 인 실험을 해 설계분야에서 제안된 실험요건서를 검토하

다. 열실험을 한 비단계로 액체 속을 순환유체로 사용한 열 달 

실험장치를 제작, 설치  운 하여 IHTS 단순화 특성 해석을 한 셀측에

서의 속 열 달 특성자료를 생산하 고, 실험부의 구조와 열 의 배

열방법에 따른 열 달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본 실험장치를 제작하여 실

험자료를 생산하 다. 이 실험자료는 설계분야에서 개발되고 있는 IHTS 단

순화 개념을 해석하는 산모델(ISGA)의 입력 값으로 활용될 정이다.   

2. IHTS 단순화 개념  특성

가. 기술분석

액체 속로 증기발생기에서는 1차 측에서 나오는 고온의 소듐이 열

 튜 를 경계로 수 에서 올라오는 물과 열교환을 이루고 있다.  증기

발생기 내부에는 헬리칼 코일 형태나 직 형 형태의 열 이 다발형태

로 배치되어 있는데, 내부에는 고압의 수증기(물), 외부에는 상 으로 

매우 압이지만 고온인 액체 소듐이 상호 열교환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단일 인 열 에서 용 결함이나, pin-hole, 응력부식 등과 같은 결함이 

발생하게 되면, 고압의 물이 압으로 유지된 액체 소듐으로 출되어, 소

듐과 물의 격한 화학반응을 유발하고, 이때 화학반응으로 발생되는 수소

가스나 량의 반응열, 그리고 부식성의 반응생성물에 의해 결함부 가 확

되어 궁극 으로는 시스템 체의 안 성에 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증기발생기 설계에서는 이러한 상들에 한 안 성 확보 차

원에서, 물 출사고가 발생하여도 물 출 발생 기에  출을 감지할 수 

있는 수소검출기나 음향검출기, 압력계 등을 설치하거나[1.2], 물 출사고 

시 압력개방 의 설치나 반응물의 수집 등 안 책 설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러한 책 설비들이 건설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하여 경제성 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물 출에 의한 책설

비가 필요 없으며, 안 성 확보와 비용 감의 측면에서 향상된 증기발생기 

개발이 기 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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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열계통의 단순화를 통한 건설비용 감소  소듐-물 반응의 배

제로 인한 원자로의 안정성  경제성 향상 등의 목 을 하여, 액체 속

로 선진국들은 새로운 개념을 갖는 열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이들 개

념은 그림 1.1에서 보는 것처럼 기존의 루 형 원자로에서 노심을 통과한 

고온의 소듐을 펌 를 사용하여 간열교환기(IHX)를 통과, 증기발생기로 

보내 열교환하고 2차 펌 를 통해 순환하는 방식에서, 1차 계통과 증기발

생기 사이의 간 열 달 과정을 통합하여 간열 달계통을 단순화하는 

새로운 개념의 열시스템을 상하고 있다. 단순화되는 개념은 증기발생

시스템에 제3의 유체를 두고 이 유체에 1차 계통에서 들어오는 고온의 소

듐으로부터 열을 직  열시키고, 열을 달받은 간유체가 수 으로

부터 들어오는 물을 가열시켜 하나의 시스템 내에서 증기를 발생시킨다는 

개념을 그 바탕에 두고 있다. 

이러한 개념연구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  속을 2차 

계통의 냉각재로 사용하여 1차 계통에서 달되는 고온의 열을 증기발생

기 내부의 속으로 열시키고, 이곳에 물을 직  주입하여 증기를 발

생시키는 직  방법에 의해 증기를 발생시킨다는 개념[1.3]과, 1차 계

통에서 들어온 고온의 액체 소듐을 증기발생기 내부의 제3유체에 열시

키고 여기에 물 수 을 통과시키면서 제3의 유체를 강제로 순환시켜 1

차 계통에서 들어온 고온의 소듐으로부터 열을 직  수계통으로 달시

키는 일체화 개념의 열시스템에 한 개념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4].

집 -복수지역형 :  열  다발의 지역을 반경방향으로 구분해서 

간유체의 유로를 만들어 으로써 간유체의 온도분포는 고온  온유

체와 비슷한 분포를 나타낼 것으로 상된다.  그림의 왼쪽은 실험부 내부

의 유로를 구성하는 간 분리 을 심으로 내부측의 고온 과 외부측의 

온 이 혼합되어 열 달을 이루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오른쪽의 경우 

간 분리 을 기 으로 내부에는 고온 열 이, 외부에는 온 열 이 

구성되는 분리형 시스템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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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간열 달계통 단순화를 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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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순환식 증기발생시스템은 간열 달계통을 제거하고 신에 1차 

계통의 고온 소듐을 증기발생기로 직  주입시키면서, 증기발생기내 고온 

유체  온 유체 열  각각을 배치하고, 간 유체인 액체 속을 

강제 순환시켜, 1차 계통에서 들어오는 고온의 열을 수계통으로 달시

키는 일체화 개념으로 그림 1.2와 같다. 이 개념은 증기발생기에 열 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4종류의 열교환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앞

에서 간략히 언 한 직 방식의 열시스템과 구조는 동일한 개념이

나 증기발생기 내부에 직  물을 시키지 않고 이곳에 2차 수계통의 

열교환 튜 를 장착한 후 제3의 유체인 속을 강제로 순환시켜 열시

키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1.5].  

직 -단일지역형 : 이는 1차계통에 있는 유체(고온의 소듐)용과 수/

증기용 열  다발 각각을 동일한 지역 안에 배치하여 helical coil형태로 

감아서 열  다발군을 만들고 이 열  다발들을 간유체( 속) 속

에 침지시키고 간유체를 펌 를 이용해서 순환시키는 개념으로, 이 개념

에서는 고온유체에서 온유체로의 열 달이 간유체에 의해 지역 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론 으로 계산되는 열량의 변화와 다른 값을 나타

내게 되며, 단지 류 열계수가 요한 인자로 작동할 것으로 상된다.

그림 1.2 2종  3종유체 실험장치의 기본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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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발생기 내부에 속을 순환시킬 수 있는 유로를 만들고 그 사이

에 고온 과 온 을 동시에 배치하여 열 효율을 증진시키는 방법으로, 증

기발생기 상부에 속 유체의 강제순환을 한 유체순환펌 를 장착하게 

된다. 증기발생기 상부로는 고온의 1차 계통 유체가 들어와 속과 열교

환을 이루고 하부를 통해 되돌아가며, 다른 한편에서는 온의 물이 증기발

생기 하부로 들어와 1차 계통에서 증기발생기 내부에 있는 속으로 

열된 열을 교환하고 고온의 수증기를 만들면서 상부로 나가는 개념이다.  

상기와 같은 실험을 수행하는 1차 인 목 은 안 성과 경제성을 갖

는 열장치를 개념 으로 구 한 것으로, 이를 실험 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반 으로 열 작동성을 확인하기 해서는 시스템에 맞는 총 열

달계수를 알 필요가 있으며 달되는 열량은 아래와 같은 식으로 표

시할 수 있다. 즉, 열량은 물질이 갖고 있는 열용량과 질량유량, 열 달 

시 온도차를 알면 이러한 변수들을 함수로 방정식을 만들 수 있으며, 여기

서 실험으로부터 구하고자 하는 총 열계수는 각 시스템으로부터 측정

되는 변수 값들을 함수로 하여 구할 수 있다.    

즉 실험으로부터 총 열량을 알고 있고, 온도차  질량유량을 구하

면 이들로부터 총 열계수를 계산할 수 있는데, 이를 수식으로 표 하면

 

Q =  f (U, Cp,  m, △T ) (1-1)

Ui =  f- 1 ( Q i,Cpi, mi,△T i ) (1-2)

여기서, i는 복수지역형, 단일지역형, 반경분리형, 2종유체단일형을 나타내

며, 일반 으로 튜  벽면을 통한 열 달은  와 같이 표

할 수 있다. 여기서, 는 평균온도차를 나타내고, 는 열면 으로 

의 값으로 계산할 수 있다. 계산 모델에서 열 달율은 shell측, 튜  

벽, 튜  측,  화울링 지역 등을 연결하는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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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와 같은 식이 성립하고, 따라서 총 열 달계수(overall heat transfer 

coefficient)는 열 의 외경을 기 으로 할 때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리

할 수 있다.












 


 













(1-4)

       

한편, 간 열매체로 본 연구에서와 같이 IHTS 단순화를 해 증기

발생기의 제3유체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로는 먼  물과의 반응성이 없는 

물질로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 따라서 납이나 납-비스무스 합 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일반 으로 납-비스무스 합 은 소듐에 비해 열 달 능력은 떨

어지고, 도가 높아 펌 의 구동에 많은 에 지를 소모하는 단 은 있으

나, 소듐과 비교하여 비등 이 높고, 무엇보다도 물을 사용하게 되는 열

달 계통에서 물과의 반응이 없기 때문에 안 성 측면에서는 탁월한 장

을 나타낸다. 한 납-비스무스 속에는 수소나 질소, 아르곤, 헬륨 등

이 거의 용해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 크롬의 스텐인 스 스틸

의 경우 부식에 한 항성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고 니

 합 의 경우[1.6]는 부식이 심하게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납-비스무스 합 을 신해서 납-비스무스-카드뮴-주

석을 조성으로 하는 우드합 을 제3의 유체로 선택하 는데, 그 이유는 우

선 우드합 은 납-비스무스 합 과 동일한 열  특성을 가지면서도 용융

이 납-비스무스보다 낮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와 같은 온도 범 에서는 

취 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우드합 은 비스무스 속계열의 fusible 화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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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로서 Bi-Cd-Pb-Sn으로 구성된다. 이 합 은 각 원소의 조성에 따라 용

융 이 70～140℃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며, 매우 연성이 좋아서 기 fuse 

물질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1.1에 비스무스를 기본으

로 하는 각종 비스무스 합 에 한 용융 에 한 자료를 수록하 다. 

System Eutectic Composition (wt %)
Eutectic

Point 

Pb-Cd-Bi  Pb(40)-Cd(8)-Bi(52) 92

Sn-Cd-Bi  Sn(26)-Cd(20)-Bi(54) 102

In-Sn-Bi  In(16)-Sn(26)-Bi(58) 79

Tl-Pb-Bi
 Tl(11.5)-Pb(33.3)-Bi(55.2) 91

 Tl(48)-Pb(9.8)-Bi(42.2) 186

Tl-Sn-Bi
 Tl(14.3)-Sn(35.7)-Bi(50) 124

 Tl(25)-Sn(31)-Bi(44) 167

Pb-Sn-Cd-Bi  Pb(26.7)-Sn(13.3)-Cd(10)-Bi(50) 70

In-Cd-Pb-Sn-Bi
In(19.1)-Cd(5.3)-Pb(22.6)-Sn(8.3)-Bi(44.7) 47

 In(4.0)-Cd(9.6)-Pb(25.6)-Sn(12.8)-Bi(48) 64

표 1.1 비스무스 합 의 종류와 조성에 따른 용융온도

나. 실험요건 검토 

설계부서에서 요청한 실험장치의 간단한 제원을 살펴보면 2종유체형, 

3종유체 집 복수지역형, 반경분리형, 단일지역형 등 4개의 실험을 수행하

게 되어 있으며, 이 실험에서 사용되는 유체는 단일상을 갖는 물을 사용하

게 되어 있다. 여기서 단일상의 물을 사용하는 이유는 실험의 편리성을 

한 경우로, 실제 시스템에서는 1차 측은 고온의 소듐이, 2차 측은 물-수증

기의 2상 유체가 순환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실험장치에서 고온  

온의 물은 최  0.3 kg/sec의 유량으로 순환하게 되는데, 이 순환 유량은 

열기  냉각기의 크기와 직  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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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다발의 높이는 2종유체의 경우 20 cm, 간 열매체로 우드합

을 사용하도록 하 으며, 상압에서 운 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열

 다발은 stainless steel 6 mm 튜 를 한 피치와 각도를 갖도록 

helical coil 형태로 제작한 후, 이를 한 방법을 통해 열  다발로 제

작하도록 되어 있으며, 3종유체 실험의 경우 간열 달 매체가 실험부에

서 자체 순환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속의 순환을 

한 유로 분리 을 심으로 내부와 외부로 나뉘어져 있어, 장치구성에 따

른 열 달 특성을 알 수 있도록 하 다.  

3종유체 실험의 경우 집 복수역형, 단일지역형, 반경분리형으로 구분

하여 실험이 진행되는데, 집 복수지역형인 경우와 단일지역형인 경우 

열  튜  한 layer에 온부에서 들어오는 물 라인과 고온부에서 들어오

는 물 라인이 이웃하도록 구성되었으며, 동일한 구조를 갖는 반경분리형의 

경우는 내부 유로 에 모든 열 을 고온, 외부 유로 에는 온의 물이 

공 되도록 변경하여 실험을 수행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한편 열  

layer는 내부 4겹 외부 3겹으로, 총 7겹의 helical coil 형태로 제작하여 장

착되도록 구성하 으며, 구체 인 제작방법  조립방법은 실험장치 제작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총 5종류의 실험을 수행하게 되며, 여기서 2종유체를 이용하여 기  

실험을 수행하는 이유는,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간열 달매체의 경우 열

달 해석을 해서는 앞에서 간단히 언 한 총 열 달계수를 알 필요가 

있기 때문이며, 3종유체의 경우 신개념의 IHTS 단순화 개념의 정확한 해

석을 해서는 실제 실험부 의 기하학 인 형태가 열 달에 미치는 향

을 해석하기 함으로, 그 종류와 목 을 정리하여 표 1.2에 간단히 기술

하 고, 실험요건서에 나타난 요 실험조건  geometry에 한 자세한 

내용은 표 1.3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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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종류 실험명칭

1차
튜  측 셀 측

2차 
튜 측 온

/고온
튜 배열

유량분리 비고

Water
Wood‘s 
alloy Water

2종

유체

Test-1 순방향 ○ ○ × - No 열 달    
계수Test-2 역방향 × ○ ○ - No

3종

유체

Test-3 복수지역형 ○ ○ ○ Mixed Yes
        
기하학
향

Test-4 반경분리형 ○ ○ ○ Sep. Yes

Test-5 단일지역형 ○ ○ ○ Mixed No

표 1.2  IHTS 단순화 실험의 종류와 특성

인자 단

인자 값

3종 유체 2종 유체

복수지역 반경분리 단일지역 단일지역

통 내경 m  0.298 ← ←  0.178

열  다발 높이 m 0.2  ←  ← ←

내부 원통 유로  외경 m  0.1 ←  ← ←

열 수
 고온 - 19 22 18 19

 온 - 26 23 24 -

열  표면간 간격 m 0.003 ← ← ←

열
 외경 m 0.006 ← ← ←

 길이 m 1.4 ← ← ←

 고온

 종류 - 물 ← ←

 최고온도 ℃ 165 ← ←

 작동압력 Mpa 0.8 ← ←

 유량범 Kg/ 0.3 ← ← ←

 간

 종류 - W.M. ← ←

 작동온도 ℃

 작동압력 MPa 기압 ← ←

 유량범 Kg/ 5 0.4 0.4 5

 총체 m3 0.009 0.009 0.007 0.004

 온

 종류 - 물 ← -

 최 온도 ℃ 75 ← -

 작동압력 MPa 0.8 ← -

 유량범 Kg/ 0.3 ← ← ←

최  열량   KW ← ←

표 1.3 IHTS 단순화 특성실험 장치의 기본제원



- 25 -

3. 실험장치 제작  설치

가. 실험장치 제작 

(1) 2종유체 실험장치 제작

새로운 개념에 의한 간열 달계통을 단순화하는 개념의 도입을 

해서, 유체분야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개념들에 한 열효율, 개념의 채택 

가능성 등에 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이 결과로부터 본 연구에서 

수행할 IHTS 단순화 특성을 한 실험장치로 상기 그림 1.1에서 간략히 

설명한 것과 같은 증기발생장치에 한 장치 제작을 결정하게 되었다. 일

반 으로 속을 이용한 직 식 열시스템에서 열 특성을 해석

하기 해서는 D자 형태의 자연 순환형 속 loop가 사용되고 있지만, 

본 연구의 경우와는 연구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실험분야에서는 상기에서 

제시된 실험요건서에 의해 2종유체 단일지역형 실험장치를 먼  제작하게 

되었으며, 실험의 편의성을 해 3종유체 복수지역형 실험장치와 연계된 

P&ID를 작성하게 되었다. 

한편, 고온부의 물과 온부의 액체 속은 정량 으로 순환이 가

능하도록 특수펌 가 선정되어 장착되었으며, 선정된 펌 는 그림 1.3에 

간단히 나타낸 것처럼 기어펌  형태이다. 실험부에는 18개의 열 가 

120도 방향에 상하로 각각 6개씩 총 18개, 순환 라인 각각 4개의 열 , 

압력변화를 찰하기 한 압력계가 설치되어 있다. 그림 1.4에 2종유체 

실험장치의 실험부에 한  dimension과 열  치를 나타내었으며, 실

험부에 설치된 helical coil 형태의 열  모습과 실험부에서 열 달 되고 

난 유체의 균일한 흐름을 하여 각각의 열 을 몇 개씩 묶어 균일한 

유량을 나타내도록 제작된 순환라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종유체와 3종유체 실험장치 구성을 해 작성된 P&ID는 그림 1.5에 

간단히 나타내었으며, 실험장치에는 고온부를 모사하기 해 heater를 사

용해서 약 50 kW 열 용량을 갖도록 제작되었으며, 온부는 냉각기능

을 수행하기 때문에 기존의 냉각기를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 26 -

그림 1.4  2종유체 실험장치 실험부의 제원과 helical coil 형태

그림 1.3 기어형의 액체 속 외부순환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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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종유체 실험장치 제작

3종유체 복수지역형 실험의 경우 상기 표 1.3에 보이는 실험요건을 

맞추기 해서는 속 유동을 한 고온용 pump가 실험부의 상부에  

설치되어야 하며, 고온  온의 물을 유동시킬 수 있는 고온, 고압의 펌

, 유량계  유량 조  밸  등의 기본 품목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

며, 실험자료를 얻기 해서 증기발생기 외부는 단열이 필수 이다. 열

달 측정장치 내부에는 helical coil 형태의 열 이 고온, 온 각각 22개

씩 장착되도록 구성하 으며, 제시된 치에 여러 개의 열 를 장착하여 

온도를 측정하게 된다.  

실험장치에 들어있는 간 열매체는 실험부  내부에 내부 유로 과 

외부 유로 을 설치하여 정해진 유로를 따라 순환하게 되며, 이 유로는 2

으로 구성되어 있고 열  다발은 7 겹으로 매우 복잡한 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작이 매우 어렵다. 

3종유체 실험의 경우 열 달매체인 액체 속이 실험부 자체에서 순

환되는 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순환량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agitator나 순환펌 가 필수 으로, 액체 속의 비  등이 고려되면서 일

정 유량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의 선택이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무맥동으로 정량을 이송할 수 있는 모노펌 를 선정

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모노펌 는 회 용 형의 일축편심 나사식 펌

로 수나사인 rotor( 속, 단면은 진원을 이룸)를, 단면이 장원형인 stator

(탄성 재질) 앙에 장착하여 구동축  universal joint를 사용하여 rotor

를 편심 축 심에 맞춰 회 시키면, rotor는 stator 내부를 회 하면서 왕

복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 두 운동 사이에 생기는 공간 용 에 채워지는 

액체 속을 끊임없이 연속 으로 무한피스톤 운동에 의해 이송시키는 

방식으로 본 연구의 속 이송에 당할 것으로 생각되어 선택되었으며, 

그림 1.6에 이송펌 의 구조를 간단히 나타내었으며, 그림상부의 suction 

flange가 제거된 수직형태의 펌 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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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유체 실험장치의 간단한 flow diagram이 그림 1.7에 나타나 있다. 

실험부는 그림 1.8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구조를 하고 있으며, 총 47개의 

열 가 장착되어 있으며, 순환라인에는 유량계를 포함한 압력계, 순환라

인용 온도계 등이 설치되어 있다.  

실험부에 장착된 열 의 치는 그림 1.8과 같은 치에 설치되기 

때문에 열 의 조립이 매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유로 을 심으로 

내측에 4개의 coil이 감겨 있기 때문에 2번과 3번 coil 사이에 열 가 

치하도록 하 으며, 외측에는 5번 coil과 6번 coil 사이에 열 가 치한

다. 이 외에도, 유로  상하, 내외부에 각각 2개씩 총 8개의 열 가 부착

되었으며, 간열 달 유체의 순환부  상하부에 열 가 부착되어 실험

부의 온도를 정  측하도록 하 다.

각 layer에 맞는 helical coil을 제작한 후 한 조립순서를 거쳐 장

치를 제작하는 개념에 해 연구를 진행하 는데, 이는 실제 제작상의 어

려움 뿐만 아니라, 제작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다. 

먼  6 mm stainless 튜 를 이용하여 정해진 피치와 각도  반경을 갖

는 helical coil 형태의 열 을 여러 개 만든 후, 이들의 정해진 개수에 

해 한 조합을 거쳐 제1열의 튜  번들을 제작하 다. 이후 7열까지

의 제작방법은 앞에서 설명한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단지, 조합되는 

튜 의 개수와 반경이 달라진 7열의 튜  번들 다발을 제작하 다. 

실험장치의 실험부는 총 45개의 열 이 helical coil 형태로 제작되

어 설치되는데, 고온  온라인이 혼재되어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

기 때문에 장치조립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

은 조립순서를 정하여 실험부를 완성하 으며, 조립도는 그림 1.9와 같다.

 

- 상 /하 에 6 mm hole을 열  튜 들이 통될 수 있도록 비 

- 하부 과 앞에서 설명된 유로 내부에 설치될 원통형 내통을 설치

- 1～4 layer 튜  코일 번들 장착  (열  설치 후)

- 내부 유로  장착 (정해진 치에 열  장착)

- 5～7 layer 튜  코일 번들 장착  (열  설치한 후)

- 외부 유로  장착  내부 상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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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외부 탱크 설치  최외부 탱크 상  설치

- 열  다발 모음(고온 은 고온  끼리, 온 은 온  끼리)

그림 1.5 IHTS 단순화 실험장치의 P&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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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3종유체형 실험장치의 내부 순환용 모노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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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그림 1.7 3종유체형 실험장치의 flow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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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3종유체 집 복수지역형 실험장치의 실험부와 열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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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3종유체 실험장치의 실험부 조립과정

와 같은 제작순서로 실험장치가 완성되면 그림 1.10과 같은 모습의 

실험부가 완성되며, 실험부를 형성하는 고온 과 온 의 조립방법에 따

라 3종유체 집 복수지역형과 반경분리형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1개 종류

의 실험장치가 제작되어 실험이 완료되면, 실험부의 열  치만을 재조

립하여 반경분리형 실험장치로 재사용하게 된다.

그림 1.10  3종유체 

실험장치의 실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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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에 3종유체 집 복수지역형 실험부의 dimension과 상부에서 

바라본 모양을 나타내었으며, 실험부 앙 상단에 속 내부 순환용 펌

가 치하게 되며, 내부  외부 유로 형성 이 helical coil 간부 에 

치하여 순환펌 에 의한 속 순환이 이루어지도록 고안되었다. 

그림 1.11  3종유체 집 복수지역형 실험장치의 실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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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험 방법  측정오차

2종유체 실험에서는 먼  속 장조의 우드합 을 외부가열기에 

의해 용융시키고, 펌 와 배 은 외부가열기로, 실험부는 고온의 물로 

열시켰다. 실험부가 정온도로 유지되면 우드합  장조 하부의 밸 를 

열고 열된 로 펌 를 이용하여 실험부로 우드합 을 순환시킨다. 이와 

동시에 고온의 물을 열 측에 흘려보내면서 열평형을 이룬 후 열 달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조건에 따라 유량을 변화시키며 온도, 압력, 유량

을 측정하 다. 실험의 정확성을 기하기 해서 데이터를 1시간 동안 측정

하여 평균하 다. 

물의 유량은 터바인 유량계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이 유량계는 상

온에서는 ±0.5%의 오차를 보이나 온도가 높아지면 오차가 증가하여 실험 

온도범 에서는 ±1% 정도이다. 우드합 의 유량은 실험에서는 로 펌

를 보정하여 펌  회 수로 측정하 다. 3종유체 실험에서는 모노펌 를 

사용하 는데 우드합 이 탱크 내부에서만 유동하므로 보정이 불가능하여 

제작사에서 제공한 회 수와 유량의 계식으로 유량을 측정하 다. 설치

한 열 는 k-type이다. 

4. 실험결과 

가. 속 물질의 물성측정

일반 으로 유체의 열 달 특성을 악하기 해서는 그 물질이 갖고 

있는 도, 열 도도, 비열, 도 등의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

서처럼 특수하게 액체 속을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물질에 한 물성 

값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

용된 액체 속인 우드합 에 한 물성을 분석하여 표 1.4에 간단히 나

타내었다. 열 도도  비열 등은 NanoFlash Diffusivity (LFA447)를 사

용하여 분석하 으며, 도는 HAAKE Viscometer (RT-20)를 사용하여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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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온도 90℃ 120℃ 150℃ 160℃ 180℃

비열(J/g/K) 0.261 0.167 0.158 - 0.150

열 도도

(W/mK)
2.95 2.00 4.06 - 4.15

도

(Kg/m3)
9.51 9.50 9.53 - 9.51

도 (c P) 7.0 5.1 5.0 5.0 -

표 1.4  우드합 의 물성 측정 자료

   

액체 속 물질의 열 물성 값에 한 분석은 아직 국내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국내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여러 번의 시행오차를 거쳐 측

정된 값들이다. 열 물성 분석에서는 비열과 열확산도 등을 측정한 후 이를 

열 도도로 변환하여 그 값을 얻게 되며, 이 값들로부터 계산식에 의해 

도 값들이 얻어진다. 

일반 으로 속물질의 도 값들은 온도의 상승에 따라 감소하는 경

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알려진 액체 속 물질의 경우도 략 도변화를 

~1000 ℃에서 측정되고 있는 에 비춰보면, 본 연구의 측정온도 범 가 

용융  부근인 90 ℃ 부근부터 180 ℃인 을 고려할 경우 그 변화 폭이 

거의 없을 것으로 측된다.  

열 도도 값을 보면 90 ℃에서 측정된 값이 120 ℃에서 측정된 값 보

다 높이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우드합 의 용융 이 약 72 

℃로 분석되었지만, 용융 시 90 ℃까지 상(phase)이 안정화 되지 않은 결

과이기 때문으로 측된다. 실제 이러한 상은 Kazandzhan B.I.[1.7] 등 

동일한 물질이지만 다른 함량비를 갖는 우드합 의 분석에서도 나타난바 

있다. 우드합 의 녹는 은 합 을 구성하고 있는 각 원소의 비율에 따라 

62~90 ℃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악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물질의 용융 은 그림1.12에 분석된 바와 같이 약 72 ℃를 나타내고 있는

데, 이는 본 연구의 열 달 실험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12는 본 

실험에서 사용된 우드합 으로 실험부가 채워져 있을 때, 실험부에 설치된 

고온 물 튜 로 약 150 ℃의 물을 통과시키면서 실험부 에 설치된 열

로부터 입력받은 온도를 나타낸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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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드합 의 물성 측정값 에서 도의 경우 측정 온도에 따라 shear 

rate가 증가함에 따라 일정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알 수 있으며, 본 연구에

서는 고속으로 rotation 하여 도 값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우를 그 온

도에서의 도 값으로 단하여 데이터를 구하 다. 그림 1.13에 본 실험

에서 사용된 우드합 의 도분석 값을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고온의 물이 실험부에 장착된 열 을 통해 순환되면서 실험부에 들

어있는 고체상태의 우드합 에 열 달을 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험부 내부의 온도가 서서히 상승하다가, 약 20분 정도 지나면 온도가 평

형을 이룬 후  다시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는 특징을 나타낸다. 

이 그림으로부터 우드합 의 용융 을 간 으로 찰할 수 있는데,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약 72 ℃부근에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 이 이 용융 임을 알 수 있으며, 실제 앞에서 설명한 표 

1.1의 우드합 의 조성에서 Pb(26.7)-Sn(13.3)-Cd(10)-Bi(50) 합 과 거

의 유사한 용융 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열 달 실험이 완료된 후 실험부 상부의 공기 면에서 우드합 을 

채취하여 EPMA를 이용하여 조성을 분석하 다. 합 의 산화 여부를 나

타내는 산소의 무게 함량이 실험 보다 미세하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었

으며, Cd와 Bi는 좀 높게, Pb는 좀 낮게 분석되었으나 큰 차이는 없는 것

으로 단되었다. 그러나 실제 채취된 시료의 육안 찰 결과는 차이가 있

기 때문에 이를 SEM으로 찰하 다. 

그림 1.14은 실험 후에 각각 채취된 시료의 SEM 사진으로, 실험 

후 시편의 표면이 심하게 산화되어 있는 것을 찰하 으나, 이는 공기와

의 면인 표피층에서만 발생되는 상이며, 실제 표피층을 제거한 후 

바로 아래층을 육안으로 찰해 보면 실험  시료와 동일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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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  우드합 의 용융  찰자료

그림 1.13. 우드합 의 도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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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4  우드합  사용 /후의 표면변화

나. 2종유체 열 달 특성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실험에서 사용된 우드합 의 열 달 계

수를 구하기 하여 제작된 실험장치를 이용하여 2종유체 단일형 실험을 

수행하 다. 먼  속 장조의 우드합 을 외부가열에 의해 용융시켜 

고체상태를 액체상태로 만들면서, 우드합 이 들어가는 실험장치의 실험부

를 고온의 물로 가열하여, 미리 실험부 내부 온도를 가온해 놓는다. 실험

부의 온도가 상승되면 우드합  장조 하부의 밸 를 열고, 미리 열되

어 있는 속 이송   속 순환펌 를 사용하여, 실험부로 우드합

을 이송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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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조건에 따라 고온의 물을 고온용 순환펌 를 이용해서 튜  측

에, 상 으로 온인 액체 속은 속용 펌 를 이용해서 외부 순환

시키면서 열 달 실험을 수행하게 되는데, 본 연구의 2종유체 열 달 실험

에서는 실험부에서 총 18 point의 온도를, 고온 물과 액체 속 순환 line

에서 온도와 압력을 각각 측정하고, 측정조건에 따라 유량을 변화시키며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은 주어진 조건에 따라 순방향 실험과 역방향 실험을 수행하게 되

는데, 여기서 역방향 실험이란 앞에서 설명한 고온의 물과 상 으로 온

인 액체 속과의 열 달 실험과는 반 되는 개념으로, 고온의 액체 속

과 온의 물 상태를 유지한 채 열실험을 수행하는 것으로 추후 3종유체 

실험으로부터, 본 실험의 최종 목 인 간열 달계통의 단순화와 직 인 

련이 있는 실험부의 geometry 변화와 련된 자료의 해석을 해 기 자

료를 확보하기 한 수단으로 이런 두 종류의 실험이 수행된 것이다.

그림 1.15는 앞에서 설명한 2종유체 순방향 실험으로부터 측정된 온도

를 나타낸 것으로, 실험조건은 고온의 물이 150 ℃로 일정하게 실험부의 

열  튜  내부를 순환하고 있으며, 상 으로 실험부 내부를 순환하는 

속의 온도는 110 ℃로 외부 순환하고 있을 때 실험부의 액체 속 부

에 설치된 열 로부터 얻어진 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3개 방향으로 설치

된 열  에서 상기 그림 1.4의 A방향에 장착된 상하 6개의 열 로부

터 얻어진 온도값을 표 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열 달 실험의 정확성을 

기하기 해서 데이터를 1시간 동안 채취한 후 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T6로 표시된 곡선이 실험부 상부에 설치된 열 로부터 

얻어진 값이며, 하부로 갈수록 T5, T4, T3, T2, T1 치에 설치된 열

로부터 얻어진 온도를 나타내고 있다. 실험부에 설치된 열 는 helical 

coil을 원형으로 해서 120도 마다 수직방향 등간격으로 6개의 열 가 3

방향에 설치되었으며, 그림 1.15의 결과는 3방향의 열  1개 방향에서 

측정된 결과를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거의 일정한 온도를 나

타내고 있어, 거의 평형상태의 온도가 이루어 진 후  실험이  시작되어 종

료까지 열 달이 일정하게 이 지고 있음을 간 으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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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실험은 상기에서 설명한 유량의 변화에 따라 여러 번의 실험

이 이 졌으며, 고온의 물 유량 4.86~17.07 ℓ/min과 상 으로 온인 

액체 속 유량을 0.3～5 kg/sec로 상호 변경하면서 약 10 set의 실험이 

수행되었고, 이로부터 약 528 set의 실험 데이터가 얻어진 에 표 으

로 6개의 데이터를 조립하여 하나의 실험결과가 얻어지게 된 것이다.

그림 1.16은 앞에서 설명한 실험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 하나로 고

온 물의 온도는 150 ℃, 온인 속의 온도가 110 ℃로 일정하게 순환

하면서 열교환을 하고 있을 때, 속의 유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고온 

물의 유량을 4.86 ℓ/min에서 17 ℓ/min으로 변화시켰을 때의 열 달 특성

을 나타낸 그림이다. 고온의 물 유량이 감소하면 실험부에 설치된 열  

coil의 길이에 따라 온도가 떨어지는 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정상

인 열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측되는데, 온도가 감소되는 경향은 

열 의 길이에 따라 기울기가 거의 같은 것으로 보아 일정한 경향을 나타

내지만, 열 의 치에 따라서는 직선 으로 감소하는 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고온 물의 유량이 많을수록 열  치에 따른 열효과는 감소

하는데, 이는 그 기울기가  감소하는 것을 보면 간 으로 측할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역방향 실험을 수행하 다. 이는 추후 정인 

3종유체 열 달 실험의 기 자료를 얻기 한 비실험 성격으로, 역방향 

실험을 수행하기 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고온 물 라인과 상

으로 온인 액체 속 순환 라인을 교체하는 실험장치의 변경이 불

가피하다. 

본 실험에서도 이를 고려하여 아래 그림 1.17과 같은 구조를 같도록 

고온과 온 라인을 변경하는 작업이 시도되었다. 한, 열 달 방식의 변

경에 따라 냉각기를 새로 제작하여 그림의 좌측에 설치하 으며, 이 냉각

기를 거쳐 고온의 물이 온으로 작용하고, 기존의 온이던 속 라인

이 고온 라인 기능을 하도록 배 을 수정하 다. 



- 42 -

그림 1.15  2종유체 순방향 실험으로부터 얻어진 온도평형자료

그림 1.16  2종유체 순방향 실험으로부터 

얻어진 실험부의 온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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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방향 실험은 기존에 수행된 순방향 실험 방법과 동일하고 단지 종

의 고온측인 고온 물의 온도를 온인 110 ℃로 유지하고, 반 로 기존

의 110 ℃이던 액체 속의 온도를 150 ℃로 변경하여 실험이 수행된 

것이다. 

그림 1.17  역방향 실험을 한 유체 순환라인 변경

그림 1.18은 역방향 실험으로부터 얻어진 결과  표 인 것을 나

타낸 것으로 고온인 액체 속의 순환 유량이 일정하고 상 으로 

온인 물의 유량을 4.86~17.07 ℓ/min로 변화시키면서 실험부에서 측정된 

온도를 나타낸 것으로, 앞에서 수행한 순방향 실험결과와 반 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순방향의 실험에서와 동일하게 유량을 조 할 

경우 온인 물의 유량이 증가할수록 열 달은 온도의 변화 폭은 작은 것

을 알 수 있으며, 그 기울기 값은 순방향의 경우보다 더 어지는 경향임

을 찰할 수 있다. 이상에서 얻어진 순방향과 역방향 실험인 2종유체 실

험결과는 IHTS 단순화 개념을 제안한 설계분야에서 개발되고 있는 산

모델(ISGA 산코드)의 입력 값으로 활용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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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8  2종유체 역방향 실험으로부터 얻어진 실험부의 온도 특성

다. 3종유체 열 달 특성

3종유체 실험은 2종유체 실험과는 그 실험 개념이 약간 다르다. 기존

의 2종유체 실험의 경우는 액체 속을 실험부 외부로 순환시키는 실험

이었으나, 3종유체 실험의 경우는 실험부에 액체 속을 정치시키고, 이 

액체 속을 실험부 상부에 장착된 액체 속 순환펌 를 이용하여 자

체 으로 실험부 내부에서 순환시키는 개념이다.  

자체 으로 순환하고 있는 액체 속에 외부에서 고온으로 유지된 

고온의 물과 온으로 유지된 온의 물이 각각 교차 순환하면서 고온의 

물은 액체 속에 열 달하고, 열을 달받은 액체 속은 온으로 순

환하고 있는 온의 물로  다시 열하는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이다. 각 순환 라인에는 고온, 고압 환경하에서 유량을 측정하기 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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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계가 각각 2개씩 설치되어 있고, 외부 순환 라인인 고온  온 라인에 

각각 4개씩의 열 가 설치되어 있으며, 실험부에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

럼 120도 방향에서 유로 형성 을 경계로 하여 내부, 외부에 각각 6개씩 

총 36개의 열 와 단열층에 8개의 열 가 설치되는 복잡한 구조를 갖

고 있다. 

실험부 내부에는 액체 속이 내부 순환하도록 순환 유로를 갖추고 

있으며, 유로를 구분하는 내층에 4 layer의 열  튜 가, 외부에 3 layer

의 열  튜 과 장착되어 있으며, 고온 물과 온 물이 교차 순환하도록 

하는 3종유체 집 복수지역형 실험장치와 내 측에는 고온의 물만, 외측에

는 온의 물만 순환하도록 하는 반경분리형, 내측과 외측을 구분하지 않

는 단일지역형 등의 3종류 실험이 수행되는데, 실험장치의 제작은 3종유체 

집 복수지역형 장치와 단일지역형 실험장치 2종류를 제작하 다. 반경분

리형의 경우 복수지역형 실험이 완료되면 이 장치의 상부에 치하고 있

는 열  다발을 해체해서 고온 과 온 을 분리하여 반경분리형으로 

재설치하는 것으로 실질 인 장치의 제작은 2가지를 제작하 다.

본 연구에서 제작 운 된 3종유체 복수지역형 실험장치를 그림 1.19

에 간단히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실험부를 심으로 상부

와 하부에 고온과 온의 물 라인이 복잡하게 엉켜져 물 순환 라인을 형

성하고 있으며, 유량의 고른 분배를 유지하기 해 열 을 몇 개씩 묶은 

후 이를 다시 하나의 라인으로 합체하는 작업이 수행되었으며, 입구 라인

과 출구 라인에는 별도의 열 를 장착하여 입구, 출구 온도와 유량  

압력 등을 측정하여 분석자료로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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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9  3종유체 실험장치의 상.하부의 모양과 설치된 모습

3종유체 실험은 미리 액체 속을 액체 속 내부 순환펌 가 장

착되어 있는 실험부에 인입시켜 놓기 때문에 실험부에 장착되어 있는 고

온 을 이용해서 가열기에서 고온으로 가온된 물을 물 펌 를 이용해서 

실험부로 순환시킴으로써 액체 속을 용융시킨 후 열 달 실험이 수행

된다. 실험부에서 액체 속의 완  용융 후에 내부 순환펌 를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 이다.  본 연구에서는 완  용융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림 1.20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실

험부에 설치된 온도를 찰함으로써 간 으로 용융여부를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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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0  실험부 액체 속의 용융  확인

그림 1.20의 왼쪽 그림은 실험부에 설치된 열 의 온도값으로 고온

의 물의 순환이 진행되면서 온도가 상승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우

드합 의 용융온도로 상되는 75 ℃ 부근에서 실험부 상부에 설치된 내

부 순환펌 를 작동하자 액체 속이 순환되면서 상 으로 온도가 낮

았던 부 가 속히 온도 상승을 보이면서 일정한 온도를 나타내는 상

을 보이기 때문에 이때를 완  용융으로 보고 실험조건에 따른 열 달 실

험이 수행되었다.   

그림 1.21은 3종유체 복수지역형 실험부의 열특성에 한 실험결과

를 나타낸 것이다. 실험에 한 조건은 표 1.5와 같으며, 실험은 고온과 

온인 물의 유량을 각각 4.0, 6.2, 8.4 ℓ/min로 동일하게 설정하고, 내부 순

환되는 액체 속의 순환유량을 물의 유량에 따라 각각 0.06, 0.3, 0.53 ℓ

/min로 변화시키면서 실험부 수직방향(T1～T6)을 따라 나타나는 온도변

화를 측정하 다. 열  치는 실험부 맨 하단이 T1이고, 상부로 가면서 

T2에서 T6 순이다. 고온의 물은 약 150 ℃로 실험부의 상부로, 약 100 ℃

인 온의 물은 실험부 하부로 유입되면서 순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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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류의 실험 모두에 있어서 속의 온도는 유로분리  내부를 따

라 상승하면서 비교  균일하게 증가되었다가, 유로분리  외부를 통과하

면서 가장 상단인 T6을 제외하고 다시 균일한 속도로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로분리  내, 외부에 있어서 온도구배는 비슷하 으며, 상, 

하부 최 온도차(ΔT)는 약 21～25 ℃ 다. 3종유체 복수지역형 실험장치

의 열특성에 한 정확한 해석은 재 진행 인 실험들이 완료된 후, 

실험결과를 종합하여 수행할 정이다.

내부 속 유량과 고온 물의 유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온 물 유

량만을 변화시키면서 열 달 실험을 수행한 후 실험부에서 측정된 온도를 

유로분리 을 심으로 내부와 외부로 구분하여 그림 1.22에 나타내었으

며, 상기와는 반  개념으로 내부 속 순환 유량과 온의 물 유량을 

일정하게 유지한 채 고온의 물 유량을 변화시키면서 실험을 수행한 결과

를 그림 1.23에 간단히 나타내었다.

두 실험 공히 동일한 곡선 모양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변

화되는 물의 경우 유량이 증가할수록 간 유로 분리 을 심으로 내부에

서는 온도가 상승하는 경향이, 외부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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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 실험부 유로분리  내, 외부의 온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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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2-6

4.00.06                29  (87)4.0 L/min측정조건 2

실험18.4 L/min0.62  L/min     295 (885)8.4 L/min측정조건 1

13.61.00               476 (1428)13.6

11.20.77               367 (1101)11.2

16.01.24               590 (1770)16.0

0.30               429

실험3-1

실험3-2

실험3-3

실험3-4

실험3-5

실험3-6

8.4 L/min0.06               878.4 L/min측정조건 3

0.77               1101

0.53               756

1.24               1770

1.00               1428

6.4

8.8

11.2

16.0

저온유체 비고중간유체고온유체측정조건

13.6

11.2

8.8

6.4

실험4-1

실험4-2

실험4-3

실험4-4

실험4-5

실험4-6

8.4 L/min0.62 L/min       295 (885)4.0 L/min측정조건 4

실험5-1

실험5-2

실험5-3

실험5-4

실험5-5

실험5-6

4.0 L/min0.62 L/min       295 (885)8.4 L/min측정조건 5

16.0

13.6

8.80.53              252 (756) 8.8

6.40.30              143  (429)6.4

실험2-1

실험2-2

실험2-3

실험2-4

실험2-5

실험2-6

4.00.06                29  (87)4.0 L/min측정조건 2

실험18.4 L/min0.62  L/min     295 (885)8.4 L/min측정조건 1

13.61.00               476 (1428)13.6

11.20.77               367 (1101)11.2

16.01.24               590 (1770)16.0

0.30               429

실험3-1

실험3-2

실험3-3

실험3-4

실험3-5

실험3-6

8.4 L/min0.06               878.4 L/min측정조건 3

0.77               1101

0.53               756

1.24               1770

1.00               1428

6.4

8.8

11.2

16.0

저온유체 비고중간유체고온유체측정조건

표 1.5  3종유체 복수지역형 실험 조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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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2 온 유량변화에 따른 실험부의 온도분포



- 52 -

그림 1.23 고온 유량변화에 따른 실험부의 온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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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언

IHTS 단순화를 해 설계부서에서 제안된 새로운 개념의 열 달 실

험에 한 장치제작  운 을 수행하 다. 구동 유체로 사용하는 우드합

의 물성치를 측정하 고, 간열교환계통(IHTS)을 단순화시키려는 새로

운 개념의 가능성을 해석하는데 필요한 산코드의 입력자료를 2종유체 

실험을 통하여 생산하 으며, 열 의 기하학  구조에 따른 향을 측정

하는 3종유체 실험이 수행되었다. 우드합 의 구동  속도 측정에서 기술

인 어려움이 있었으며, 실험요건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실험자료를 획득

하여 련분야에 제공함으로써, IHTS단순화 개념의 해석을 한 기 자료

와 산모델(ISGA 산코드) 검증자료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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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SWR /후반기 거동특성 실험

1. 서언

고온의 액체 소듐을 열매체로 하여 2차 측의 수를 가열하는 

KALIMER (Korea Advanced LIquid MEtal Reactor) 증기발생기는 고

온, 고압의 수 측 물/증기가 열 을 사이에 두고 상 으로 압력이 

낮은 shell측 액체 소듐과 열 교환을 하고 있다[2.1]. 따라서 만일 열

에 결함이 발생하여 물/증기가 shell측 소듐으로 흘러나와 직  하게 

되면 격렬한 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이 과정에서 많은 양의 수소가

스와 반응열 등이 생성되어 계통 내부 압력을 격하게 상승시킨다. 그러

므로 액체 속로를 설계할 때에는, 소듐과 물의 반응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계통의 건 성 손상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설계에 

반 해야만 된다.

액체 속로 증기발생기에서의 소듐-물 반응 상은 반응인자인 물/증

기가 shell측 소듐으로 출되는 양에 따라 계통에 미치는 향이 서로 다

르다[2.2-2.4]. 일반 으로 열 에 pinhole이나 미세한 균열이 생겨 은 

양의 물/증기가 출되는 소규모 사고의 경우, 사고 진행속도가 매우 느리

므로 계통 내부의 압력 상승이 서서히 진행되고 그 폭 역시 작게 나타난

다. 하지만 증기발생기 내부를 통하는 열   하나가 양단 단 된 

경우에는, 다량의 물/증기가 소듐 측으로 출됨으로 인해 많은 양의 열과 

수소가스를 순간 으로 생성시켜 계통 내부의 압력을 격하게 상승시킨

다[2.5-2.7]. 이러한 경우를 규모 출사고라 분류하며, 통상 기와 /

후반기 단계로 나 어 사고해석을 수행한다.

규모 소듐-물 반응사고가 일어나면, 기(수 msec)에는 격렬한 소

듐-물 반응에 의한 격한 압력 가 발생되어 달되는 압력 단계

(wave propagation phase)를 거쳐, /후반기(～수 sec)에는 반응생성물

과 반응열의 계통 내 유입되는 양이 증가됨으로 인한 압력증가 상인 질

량유입단계(mass transfer phase)로 환된다. 소듐-물 반응사고 /후반기 

거동특성 해석의 경우, 압력 를 포함하는 기의 격한 계통 과도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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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열 (rupture disk) 열 이후의 소듐-물 반응 압력방출계통

(SWRPRS: Sodium-Water Reaction Pressure Relief System)  배 계

통 체에 한 상 으로 긴 시간 동안의 계통 해석에 주안 을 둔다.

본 연구는 KALIMER 증기공 계통에서 규모 소듐-물 반응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 사고 /후반기 계통 거동특성을 설계단계에서 개략 으

로 해석하기 해 유체  계측제어계통 설계분야에서 개발한 산코드

(SELPSTA: Sodium-water reaction Event Later Phase System 

Transient Analyzer)에 용된 단순화된 해석모형(LMET: Long-term 

Mass and Energy Transfer)을 실험 으로 검증함에 그 목 이 있다.

2. 실험

소듐-물 반응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나타나는 상을 확인하기 해서

는, 당연히 실제 사고가 일어날 때와 동일한 매체  기하학  형상을 이용

하여 실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소듐의 경우 그 화학  활성이 매우 

커서 공기 에 노출되면 격렬하게 반응하여 화재를 일으키고, 특히 수분과 

하게 되면 폭발을 일으킨다. 특히 상 으로 긴 시간동안 많은 양의 

물을 액체 소듐 속으로 흘려보내야 되는 규모 소듐-물 반응 실험의 경우, 

실제 작동 유체인 소듐과 물을 사용할 경우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단한 괴력을 갖게 될 것이다. 물론 소듐-물 반응 기 수 msec 동안에 

발생하는 압력 의 상인 spike 압력특성을 확인하는 실험의 경우, 압

력 의 가 소듐과 물의 격렬한 화학  반응 특성에 기인하므로 소듐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기 spike 압력 이후 소듐-물 반응

으로 인해 생성된 반응생성물의 물질  에 지 달효과가 지배 인 /

후반기 거동특성에 한 실험의 경우, 소듐의 열특성과 유동특성을 

하게 모사한다면 물모의 실험을 통해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

다. 우리나라 보다 먼  이 분야에 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 등에서도 물모의 실험이 주로 수행되고 있다.

소듐-물 반응 상에 한 물모의 실험이 타당성을 갖기 해서는 소

듐과 물, 공기와 수소 간의 유동  열특성 등에 한 정확한 모의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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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져야 한다. 이를 하여 먼  실제 설계 값과 실험장치 사이의 기하학

 형상  유동조건, 열특성 모의를 한 물리 인 기본 지배방정식을 

설정하 다. 그 후 상호 향을 미치는 다양한 미지수를 반복계산법을 통

해 소거하는 방법을 이용해 최종 실험조건을 설정함으로써, 물모의 실험에 

따른 특성의 차이가 최소화되도록 하 다.

가. 실험장치

그림 2.1～2.2  표 2.1과 같이 실험장치를 설계, 제작한 후 설치하

다. 실험장치는 크게 KALIMER 증기발생기를 모의하기 한 실린더 형

상의 시험 (test tube), 간열 달계통의 소듐 유동을 모사하기 한 배

, 그리고 수소기체의 생성을 모의한 압축공기 공 계통과 제어  자료

획득 계통으로 구성되었다.

시험 은 직경 0.21 m, 높이 1.6 m의 원통형 구조로 내부에서 발생하

는 모든 상을 육안으로 직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카메라나 비디

오카메라를 이용하여 상을 촬 한 후 분석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해 투명한 아크릴로 제작하 다. 이 시험  상부에는 증기발생기 내부 커

버가스 공간을 모의하기 해 일정 공간(0.2 m) 물을 채우지 않고, 실제 

커버가스로 이용 가능한 불활성 기체인 알곤가스를 채웠다.

배 계통은 내부에 담겨진 유체의 흐름이 속도변화에 따라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수평 길이(φ0.1×8.4 m)를 갖도록 하 으며, 

계통 내부 유체의 순환시간을 고려하여 아래 배 부에 보조 물탱크(φ

0.22×0.5 m)를 설치하 다. 한 필요에 따라 장치 내부를 순환하는 유체

를 가열하거나 보온할 수 있도록 stainless steel 304를 사용하 다.

소듐-물 반응 결과로서 생성되는 수소기체를 모의하기 한 고압의 

공기 주입 은 시험  측면을 통해 앙부에서 분사되도록 하 으며, 열

 번들(bindle) 역의 상, , 하부에서의 열  단을 모사할 수 있도

록 그 치를 모의한 3곳에 각각 설치되었다. 공기 주입은 부피유량 제어

를 통해 시간에 따라 주입된 양이 실시간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하 으며, 

주입 배 에 밸 를 설치하여 필요에 다라 유량제어가 가능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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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내부 유체의 온도  압력변화를 실시간에 측정할 수 있는 측

정기들이 표 2.2  그림 2.3과 같이 설치되었다. 한 간열 달계통 배

을 통해 시험  상부로 유입되는 물이 하부까지 일정한 유동형태를 유

지하면서 흐를 수 있도록 하기 하여, 시험  내부의 물 자유액면 아래 

부분에 그림 2.4와 같은 유동 분배기(flow distribution)가 설치되었다. 유

동 분배기 하단은 시험  내부로 유입되는 유체의 유속분포가 균일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그림 2.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반경방향으로 직경

이 서로 다른 hole을 배치하 으며, 주입된 공기가 커버가스 공간으로 유

입되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시험  내면과 일정한 간격이 유지될 수 있도

록 제작하여 설치하 다.

주입되는 공기의 온도, 압력, 유량과 물의 순환유량 등은 제어계통을 

통해 자유롭게 조 되며, 측정된 모든 값들은 자료획득 계통을 통해 실시

간에 기록, 장되도록 하 다. 한 폐된 공간으로 주입되는 압축공기

로 인해 내부 압력이 격히 상승되어, 시험 이 손됨을 방지하기 해 

압력 안 밸 와 시험  팽창 방지용 띠를 추가로 설치하 다.

나. 실험조건

실험조건은 실제 소듐-물 반응 상황이 잘 모의되도록 설정하 다. 먼

 실제 설계 값과 실험장치 사이의 기하학  형태, 유동조건  열특성

에 한 물리 인 기본 지배방정식을 설정하고, 상호 향을 미치는 다양

한 미지수를 반복계산법을 통해 소거하는 방법으로 최 의 실험조건을 선

정하 다.

작동 유체의 순환유량은 시험  내부로 주입되는 공기의 유동 형태를 

결정짓는 요한 요소  하나이다. 따라서 실제 KALIMER 증기발생기 

열  번들 역에서의 유체 순환속도가 최  1 m/s 정도[2.1]인 을 

반 하여, 주입공기와 간계통 유동 간의 운동량 수지에 한 정량  분

석결과를 토 로 설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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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실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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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시험  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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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Unit

Suggested

value(1)

Allowed 

adjustable

range(2)

Operation

range(3)
Remark

Name Description

 
Inside Diameter of the test 
tube m 0.21 ±5% Fixed


Height of cover gas space in 
top of the test tube

m 0.2 ±10% Fixed


Elevation of the free surface 
level of water in the test 
tube

m 1.4 ±10% Fixed

  Total height of the test tube m 1.6 ±5% Fixed


Height of the upper plenum 
above the bundle region m 0.35 ±10% Fixed


Height of the tube bundle 
region m 0.7 ±10% Fixed


Height of the lower plenum 
below the bundle region

m 0.35 ±10% Fixed


Elevation difference between 
lower end of the distributor 
and top of the bundle region

m 0.3 ±10% Fixed

 

Vertical elevation difference 
between top of the bundle 
region and the centered 
injection tube

m 0.35 ±5% Fixed

  Gap between injection tubes m 0.3 ±5% Fixed

 
Inside diameter of the air 
injection tube

m 0.04 ±20% Fixed

 
Injected length of the air 
injection pipe m 0.1 ±20% Fixed 0.5 

 Diameter of the water pipe m 0.1 ±10% Fixed

 
Horizontal length of the 
water pipe m 3.0 ±20% Fixed

 
Vertical length of the water 
pipe

m 2.1 ±20% Fixed

 
Vertical pipe length above 
the test tube m 0.5 ±20% Fixed

 
Vertical pipe length below 
the test tube m 0.25 ±20% Fixed


Outside diameter of the flow 
distributor

m 0.15 ±5% Fixed

 Height of water storage tank m 0.5 ±10% Fixed


Diameter of water storage 
tank m 0.22 ±10% Fixed

표 2.1 실험장치의 기하학  형상 

1) The value suggested in this document, all the requirements are set  

based on the set of the suggested values.

2) The range of the parameter value adjustable if required for test   

facility manufacturing and construction.

3) The range of a parameter to be adjusted/controlled at the run of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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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No. Measuring element Position in test tube(㎜)

TI-200 Temperature of cover gas 10/1600

TI-201 Temperature of water 280/1600

TI-202 Temperature of water 900/1600

TI-203 Temperature of water 1530/1600

TI-204 Temperature of water 583/1600

TI-205 Temperature of water 883/1600

TI-206 Temperature of water 1183/1600

PI-201 Pressure of cover gas 0/1600

PI-202 Pressure of water 1530/1600

PI-203 Pressure of injected air

FI-101 Flow rate of air

FI-301 Flow rate of water

표 2.2 측정 요소

그림 2.3 측정요소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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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유동분배기

Dhole_R1

Dhole_R2

Dhole_R3

Dhole_R4

A

D

B

C

O

BOA = 45o

COA = 90o

DOA = 22.5o

ODpipe
(100.0 mm)

(25.6 mm)

(20.5 mm)

(12.8 mm)

(10.0 mm)

그림 2.5 유동분배기 하부 구조



- 63 -

순환되는 물의 온도는 시험 으로 사용된 아크릴 이 온도에 매우 

취약해, 압력이 상승되면 부풀어 오르거나 손될 험이 크기 때문에 상

온으로 실험하 다. 한 증기발생기 내부 열  번들과 지지격자 형상을 

모의한 구조물을 제작하여 시험  내부에 설치한 후 이의 향을 비교 검

토하는 실험도 수행되었다. 아래 표 2.3에 모든 실험조건을 종합하여 정리

하 다.

Parameter
Unit

Suggested

value

Allowed

adjustable

range

Operation

range
Remark

Name Description

 Initial cover gas volume ℓ 7.0 ±10% Fixed
 


Initial water volume in the 

test tube
ℓ 48.5 ±10% Fixed

 Initial water temperature ℃ Room ±10% ～60 steady

 Initial cover gas pressure bar 1.0 ±10% 1～3bar steady

 Initial cover gas temperature ℃ Room ±10% ～90 steady

 
Injected volume flow rate of 

high pressure air
㏄/s 30 ±20% ～30 variable

  Temperature of injected air ℃ 90 ±20% 80～100 variable


Maximum volume flow rate 

of water (by pump)
ℓ/s 17 ±10% 0～17 variable

 
Water velocity in the test 

tube (max.)
m/s 0.5 ±10% 0～0.5 variable

 Water velocity in pipe (max.) m/s 2.0 ±10% 0～2m/s variable

표 2.3 실험조건 

다. 실험 방법

실험은 KALIMER 증기발생기 내부 열  번들 역에서 열 이 

양단 단되어 규모 소듐-물 반응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 반응으로 인

해 생성된 수소기체와 반응열로 인해 계통 내부 압력이 상승되는 상과 

계통 내에서 수소기체의 유동 특성을 연구하기 해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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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내부에 설치된 여러 측정지 에서 계기의 지시 값들이 일정한 시

간동안 기 설정 값에서 변하지 않고 그 로 유지될 때, 계가 정상상태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폐된 계 내부로 가열된 압축공기를 주입하며 

커버가스 공간에서의 온도  압력변화 상과 주입된 기포의 유동특성을 

조사하 다.

(1) 작동 유체의 선정

본 연구에 있어서 실제 사용되어야 할 유체는 소듐과 수소이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실험장치의 구성  운 상의 용이함과 경제성, 안 성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물과 공기로 신하 다. 소듐과 수소 신 물

과 공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특성의 정량 인 차이는 한 모

의를 통해 보완하 다.

(2) 물과 커버가스의 충

실험장치 내부로 작동유체인 물을 충 할 때에는 장치의 가장 낮은 

치에 있는 배 의 하부에 설치된 주입 을 통해 아래에서부터 서서히 

주입하여, 상층부 배 에 설치된 배출구를 통해 넘치게(overflow) 함으로

써 계통 내부에 공기층이 남아있을 가능성을 최 한 배제하 다.

장치 내부에 물이 완 히 채워진 후에는 수 조 용 밸 를 열어 물

을 커버가스 공간으로 설정된 기 수 까지 서서히 빼낸 후 형성된 빈 공

간에 알곤 가스를 충 시켰다.

(3) 물 순환유량

본 연구에서 설정한 물 순환유량 값은 KALIMER 증기발생기 내부 

열  번들에서의 최  유체 순환속도인 1 m/s를 반 하여, 0～0.34 m/s

까지 일정한 간격으로 다양하게 변화시켜가면서 실험을 수행하 다.

유량제어는 하단에 설치된 물 펌 (DSV 80C)의 속도변환기

(inverter)를 이용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조 해가며 구 하 으며, 시험  

출구 배  쪽 수평배  에 그림 2.6과 같은 삽입방식 터빈 유량계

(FMP-100N24- 4CFA1L, USA)를 설치하여 그 값을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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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압축공기 주입

소듐-물 반응 생성물인 수소기체를 모의하는 압축공기는 시험  내부 

열  번들 역의 상단과 하단부에서 그림 2.7과 같은 기포 주입구(Φ 5

㎜)를 통해 수직방향으로 주입되도록 하 다.(그림 2.8 참조)

주입되는 압축공기의 온도는 장치에 설치된 열장치와, 장치로부터 

시험  측면에 치한 주입구까지 연결된 flexible한 에 설치된 히터를 

통해 2 으로 자동제어함으로써 실험을 수행하는 동안 지속 으로 90℃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 다.

주입되는 압축공기의 유량은 배 에 설치된 질량유량계(Brooks 5960i, 

USA)와 밸 를 이용해서 조 하 다. 유량 calibration은 수조 속에 라

스크를 넣어 물을 가득 채운 후, 그 안으로 일정한 시간동안 압축공기를 

주입하며 반복 으로 그 양을 측정함으로써 이루어졌다.

(5) 실험결과의 측정

실험자료 분석을 해 필요한 모든 자료는 열 , 유량계, 압력계 등

을 이용하여 앞의 표 2.2와 그림 2.3에 정리한 것과 같은 치에서 실시간

에 측정되었다.

0.2  간격으로 측정된 모든 값은 자료획득 계통을 통해 지속 으로 

기록, 장하 으며(그림 2.9 참조), 시험  내부에서 일어나는 주요 상

을 보다 상세히 검증하기 해 디지털 카메라(SONY DSC-P10, Japan)를 

이용해서 사진  동 상을 촬 한 후 편집해서 사용하 다.

모든 실험은 동일한 조건에서 최소한 3회 이상 반복해서 수행하 고, 필

요 시 재 실험을 수행하여 비교분석함으로써 결과에 한 신뢰성을 높 다.

(6) 유동방해구조물의 설치

증기발생기 내부에 설치된 helical coil 형태의 열  번들  지지격자

가 계통 내부 압력 거동  기포 유동특성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기 해, 

그림 2.10과 같은 모사물을 제작하여 설치한 후 결과를 비교평가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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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을 수행하는 동안 작동유체의 빠른 순환속도로 인해 유동방해구

조물이 흔들려 유동특성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해, 시험  상부의 

물 유동분배기에 날개를 달아 볼트로 단단히 고정시켰다.

그림 2.6 물 유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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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기포 주입구 형상

그림 2.8 기포 주입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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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자료획득 계통

 

그림 2.10 유동방해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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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토의

가. 실험결과 분석

본 연구를 해 수행된 주요 실험인자  항목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표 2.4와 같다. 실험은 실제 증기발생기 shell측 소듐이 유동하는 형태를 

모의하기 해 순환유체인 물의 유량을 변화시켰으며, 열 의 단 치

를 모의하기 해 기포주입 치를 2곳으로 나 어 주입시간을 동일하게 

하여 3회씩 반복하여 수행하 다.

이 표에서 Exp-1, 2  3은 해당 실험조건 하에서의 반복 재 실험 

횟수를 나타내며, 유동방해구조물을 설치한 실험의 경우 주 목 이 유동형

태에 따른 기포 거동특성을 비교 찰하기 한 것이기 때문에 유동이 없

는 경우  상부 주입모형에 해서는 실험을 수행하지 않았다. 

표 2.4에 주어진 여러 가지 실험인자  항목  유동방해구조물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험한 6종류의 항목에 한 주요 실험결과를 아

래 표 2.5와 표 2.6에 정리하 다.

Flowrate 

(ℓ/s)

Injection

position
with obstacle without obstacle

without water tank

(with/without 

obstacle)

Stagnant
Top Exp-1/Exp-2/Exp-3 - -

Bottom Exp-1/Exp-2/Exp-3 - -

6.2
Top Exp-1/Exp-2/Exp-3 - -

Bottom Exp-1/Exp-2/Exp-3 Exp-1/Exp-2/Exp-3 -

10.5
Top Exp-1/Exp-2/Exp-3 - -

Bottom Exp-1/Exp-2/Exp-3 Exp-1/Exp-2/Exp-3 -

6.7
Top - - Exp-1/Exp-2/Exp-3

Bottom - - Exp-1/Exp-2/Exp-3

8.7
Top - - Exp-1/Exp-2/Exp-3

Bottom - - Exp-1/Exp-2/Exp-3

10.2
Top - - Exp-1/Exp-2/Exp-3

Bottom - - Exp-1/Exp-2/Exp-3

11.7
Top - - Exp-1/Exp-2/Exp-3

Bottom - - Exp-1/Exp-2/Exp-3

표 2.4 실험 인자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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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 rate

(ℓ/s)

1st 2nd 3rd
Standard

deviation(σ; %)

           

0(top) 1.033 6719.6 1.034 6780.3 1.039 6731.5 0.32 0.48

0(bottom) 1.038 6544.4 1.033 6322.9 1.039 6149.2 0.32 3.13

6.2(top) 1.030 6683.8 1.064 7260.7 1.033 6771.2 1.88 4.50

6.2(bottom) 1.042 6803.7 1.042 6318.3 1.044 6497.6 0.12 3.75

10.5(top) 1.060 7235.1 1.056 7031.3 1.047 7062.5 0.67 1.54

10.5(bottom) 1.040 6738.9 1.042 6672.9 1.057 6745.9 0.93 0.60

 *  : Average air injection pressure (bar)

 ** : Accumulated air injection rate (cc/360s)

표 2.5 공기 주입압력  총 주입량 

Flow rate

(ℓ/s)

1st 2nd 3rd
Standard

deviation(σ; %)

               

0(top) 0.883 0.993 0.900 0.999 0.890 0.999 0.90 0.40

0(bottom) 0.847 0.952 0.824 0.919 0.800 0.911 3.02 1.73

6.2(top) 0.822 0.956 0.910 1.008 0.839 0.949 5.48 3.29

6.2(bottom) 0.840 0.933 0.799 0.914 0.824 0.924 2.56 0.97

10.5(top) 0.840 0.952 0.852 0.956 0.844 0.958 0.71 0.31

10.5(bottom) 0.784 0.920 0.788 0.914 0.803 0.939 1.26 1.41

 *  : Cover gas region (bar; gauge)

 ** : Water region (7㎝ from bottom of the test tube , bar)

표 2.6 커버가스  물 역에 있어서의 최종압력 

표 2.5와 2.6에 정리된 실험결과를 토 로 각 실험조건별로 반복 측정

한 결과를 모두 평균한 값에 한 표 편차를 식 (2-1)과 같이 계산하여, 

다양한 실험조건에 한 표 값을 선정하고 이를 코드 계산 값과 상호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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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식 (2-1)에서  는 각각 반복실험 횟수, 실험 측정값, 그리고 각 

실험조건별 측정치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차를 통해 계산된 

표 편차를 활용하여 각 실험조건별 반복 재 실험 측정값들을 평균값과 

비교한 결과를 그림 2.11과 2.12에 보 다.

그림 2.11은 각 실험조건별 커버가스 공간의 압력변화를 나타낸 것으

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다양한 실험조건 하에서 반복 재  실험한 값

들을 상으로 평균  표 편차 계산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보인 것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모든 실험조건에서의 측정값들이 표

인 값을 갖는 평균 측정치를 기 으로 1σ 이내에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모든 실험에 있어서 측정의 결과가 다소 차이는 있으나, 반

으로 계통 내 압력거동의 경향성은 유사함을 단 으로 보여 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12는 실험에 의해 측정된 압축공기 주입 유량을 각 실험조건 

별로 나타낸 것으로, 실험장치 내부의 압력변화에 따라 주입 유량의 차이

가 다소 찰되기는 했으나, 그 차이는 앞서 기술한 압력거동 때와 마찬가

지로 평균값을 기 으로 1σ 이내 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다양한 실험조건에 따른 측정결과를 

코드 계산 값과의 비교 시에 물 순환 유량별로 한 가지 주입 치에 한 

측정치만을 비교하여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 코드 해석

모형 검증을 해 반응 소스 항으로 작용하는 공기 주입량은 그림 2.12에 

제시된 평균값을 시간의 함수로 나타내 코드에 용할 수 있다. 즉, 90 ℃

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주입공기의 도에 해 공기주입량은 그림 2.11의 

실험값에 근거하여 식 (2-2)와 같이 시간함수로 처리하여 코드 입력 자료

로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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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2-2)

여기서,    는 각각 공기 주입량, 도  시간을 나타낸다.

그림 2.11 실험조건에 따른 커버가스 역에서의 압력변화 

그림 2.1.2 실험조건에 따른 공기의 유량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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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커버가스 공간에서의 압력변화

소듐-물 반응 결과로 생성된 수소기체가 커버가스 공간의 압력에 미

치는 향을 조사하기 해, 시험  측면에 설치된 압축공기 주입 을 통

해 동일한 시간동안 동일한 압력으로 공기를 주입하며 실험을 수행하 다. 

각각의 실험조건에 따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공기 주입 치에 따른 압력거동 특성

액체 속로 증기발생기 내부 열  번들 역 상, 하부에서 열

이 양단 단되었을 때, 커버가스 공간에서 나타나는 압력거동 특성을 비

교하기 한 실험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그림 2.13에 보 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각 실험 항목별로 거의 동일한 압력

으로 기포를 주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열  번들 역 상부에서 공기를 

주입한 경우가 하부에서 주입한 경우에 비해 커버가스 공간에 있어서 압

력상승 속도가 더 빠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공기를 주입하

는 두 곳의 수두 차이(60 ㎝)로 인한 주입량에서의 차이와 주입된 공기 

기포가 커버가스 공간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거리가 다름으로 인한 에

지 손실 정도의 차이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 을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에 지 손실부분은 무시하고 각 실험조건에 따라 주입되는 공기의 

양을 동일하게 했을 경우, 그림 2.1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공기 주입 

치에 따른 압력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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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공기주입 치에 따른 커버가스 역에서의 압력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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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동일한 주입량일 경우 가스 역에서의 최종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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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 순환유량에 따른 압력거동 특성

소듐-물 반응으로 생성된 수소기체가 계통을 순환하는 유체의 유량에 

따라 계통 내부에서 어떻게 이동하며, 그러한 이동특성이 커버가스 공간에

서의 압력거동 특성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조사하 다.

실험은 장치 내부를 순환하는 물의 유량을 설계 유량 값 범  내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변화시켜가며 수행하 다. 실험결과 그림 2.1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동일한 양의 공기를 주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물 순환 유량

이 많아질수록 커버가스 공간에서의 최종압력은 더 낮게 나타났다. 이는 

정체되거나  유량으로 순환되는 경우에 비해 순환되는 유량이 많아지면 

주입된 공기에 의한 기포의 성장이 상 으로 둔화되고, 주입된 기포에 

비해 상 으로 더 많은 순환되는 차가운 물로 인해 기포가 에 지를 빼

앗겨 나타나는 상으로 단된다. 이러한 사실은 투명한 시험 을 통해 

찰된 기포의 유동특성을 통해 보다 자세히 확인되었다.

그림 2.15과 2.1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물이 정체된 상태이거나 

순환유량 6.2 ℓ/s(번들 역 기  유속; 0.18 m/s) 이하일 경우에는, 공기

주입 치에 계없이 생성된 기포의 부분이 커버가스 역으로 유입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물 순환유량 8.7 ℓ/s(번들 역 기  유속; 

0.25m/s) 이상에서는, 생성된 기포의 부분이 커버가스 공간으로 바로 

유입되지 못하고 시험  하부 배  쪽으로 유출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

림 2.17, 2.18참조)  

기포의 크기나 형태 역시 순환되는 물의 유량에 따라 서로 상이하

다. 즉 물이 정체되거나  유량일 경우 생성된 기포의 크기가 상 으로 

크고 부분 둥근 타원형이었으나, 물 순환유량이 많아짐에 따라 기포의 

크기가 보다 더 작아지고 기포 모양도 그러진 타원형이나 작은 원형을 

유지하 다. 이러한 기포 유동특성은 공기주입 치에 따라서는 별다른 차

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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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실험을 수행하는 동안 순환하는 물의 유량이 많을 경우 시험  

하부 배  쪽으로 유출된 기포들이 유로를 따라 지속 으로 순환되지 못

하고, 유량제어를 해 배 에 설치된 물탱크 상부에 포집되는 상이 발

견되었다. 이러한 상이 계통 내 압력거동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하여 그림 2.19와 같이 유량제어용 물  탱크를 제거한 후 재 실험을 수행

하 다. 실험결과 그림 2.20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기포주입 치  

물 순환유량에 따른 압력거동 특성은 이  실험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유량제어용 탱크를 제거한 후 고 유량 실험에서 이  탱크가 

장착된 상태에서의 실험 때와는 달리, 시험  상부에 설치되어 있는 유량

분배기 하부로 매우 작은 기포들이 지속 으로 쏟아져 나와 배  쪽으로 

유출된 기포들이 순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그림 

2.21  2.22와 같이 유량제어용 물탱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각각에 

한 시험  내부 물 역의 온도변화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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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시험 에서의 기포유동 형태(물 순환유량(6.7ℓ/s, 상부주입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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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시험 에서의 기포유동 태(물 순환유량 6.7ℓ/s, 하부주입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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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시험 에서의 기포유동 형태(물 순환유량 8.7ℓ/s, 하부주입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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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시험 에서의 기포유동 형태(물 순환유량 10.2ℓ/s, 하부주입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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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0 물탱크 장탈 후 커버가스 역에서의 최고압력

그림 2.21 물탱크가 장착된 시험 에서의 온도변화



- 83 -

그림 2.22 물탱크 장탈 후 시험 에서의 온도변화

(3) 코드 계산 값과의 비교

규모 소듐-물 반응 /후반기 거동특성 물모의 실험은, 실제 사고

에서 나타나는 소듐과 수소기체 사이의 질량  에 지 달 상을 물과 

공기 사이의 상으로 모의하기 때문에, SELPSTA 코드의 물성 계산 루

틴을 작동유체에 맞게 보완하 다. 이 작업은 물과 공기의 물성에 한 계

산식을 산화하여 코드에 부 로그램화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와 함께 코드의 계산 값과 비교 검증하기 한 실험자료는 앞서 기

술한 바와 같이 다양한 실험조건을 표할 수 있는 값으로 하 는데, 본 

연구에서는 물 순환유량별 하부 공기주입 모형을 선정하 다. 기본 인 코

드 입력자료는 표 2.7과 같다.

SELPSTA 코드의 계산 time step은 계통의 압력변화 경향을 고려하

여 1 msec에서 100 msec까지 자동으로 조 되며, 총 계산시간은 6분으로 

설정하 다. 코드해석에는 실제 실험에서 모의한 강제 순환유량 조건은 

용하지 않고 정지상태의 것만을 고려하여 모든 유량조건에 한 LMET 

모형의 용 타당성을 정량 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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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step size 1msec～100msec

Analysis time 360 sec

Cover gas : Argon

  Volume 5.38ℓ

  Pressure 0.1MPa (initial)

  Temperature 13℃ (initial)

Shell-side fluid : sub-cooled water

  Volume (test vessel) 40.7ℓ

  Temperature 12℃ (initial)

  Flow rate Stagnant

Gas source : Air

  Temperature 90℃

표 2.7 SELPSTA 작동을 한 해석조건

실험장치의 기하학  형상과 작동유체의 물성에 한 계산루틴을 보

완한 후 이를 코드 입력자료로 하여 실험에 의한 측정값과 비교한 결과를 

그림 2.23에 보 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기에는 실험값과 코드에 의한 이론

 계산 값이 체로 잘 일치하다가 후반부로 갈수록 코드에 의한 계산 

값이 다소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다음 에 정리한 온도

부분에서 보다 자세히 기술되겠지만 코드의 온도계산 부분에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나타났다. 이를 보정한 후 다시 계산한 결과, 그림 2.24에서

와 같이 커버가스 공간에서의 압력변화에 한 이론  계산 값과 실험값

이 체로 잘 일치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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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 커버가스 압력변화의 비교

그림 2.24 압력보정계수 용 후 커버가스 압력변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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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커버가스 공간에서의 온도변화

커버가스 공간에 있어서의 온도변화에 한 코드 계산 값과 실험측정 

값 사이의 비교 결과를 그림 2.25에 보 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

이 기 약 70～80  사이를 지난 이후부터 코드 계산 값이 실험 으로 

측정된 값에 비해 과도한 온도증가 경향을 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경향은 온도와 연동되어 계산되는 압력에도 어느 정도 향을 

주었을 것으로 단된다.

그림 2.25 커버가스 역의 온도변화 비교

이와 같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기 해 여러 가지 원인이 될

만한 요소들을 검하던 , 식 (2-3)과 같은 커버가스 공간의 온도를 계

산하는 부분에서 우선 으로 개선할 을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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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 커버가스 역에서의 물질  에 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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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7에 모형 보정계수를 용하 을 경우 코드 계산결과가 변화

되는 경향을 보 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보정계수가 커질수록 

손실되는 열량이 증가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커버가스 공간의 온도증가 경

향이 계수의 크기에 따라 상당히 둔화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커버가스 

공간에서의 압력변화는 온도에 비해 상 으로 그 변화되는 폭이 었다.

이와 같은 보정계수의 특성이 고려된 식을 반 한 코드 계산 값과 실

험에서 측정된 값을 다시 비교한 결과를 그림 2.28에 보 다. 앞 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커버가스 공간에서의 압력변화 경향은 특정 보정계수 

값에서  시간 에 걸쳐 두 결과가 잘 일치됨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온도변화의 경우 압력 값보다 더 큰 보정계수를 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 히 /후반부(약 150～200 sec) 이후 코드 계산 값이 실험

값에 비해 더 높게 측하는 결과를 보 다. 이는 폐 루  형태의 실험장

치에서 압력증가는 주로 질량 달에 향을 받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만, 에 지 달측면에 향을 많이 받는 온도 거동특성의 경우에는 물모

의 실험으로 상을 그 로 재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특

히,본 실험의 경우 주입되는 공기의 양이 시간이 지날수록 계통내부의 압

력증가로 인해 자연 감소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커버가스 공간으로 주입

되는 열량보다 상 으로 물 측으로 빼앗기는 열량이 많아지게 되어 온

도상승이 둔화되거나 떨어지게 된다. 한 실제 소듐-물 반응의 경우 물/

증기가 소듐 측으로 분출되어 계통 내부에서 반응하며 그 표면에서 매우 

높은 반응열을 생성시킨다. 그러나 본 실험의 경우 주입되는 공기가 외부

에서 가열된 후 을 타고 시험  내부로 유입되는데, 이 과정에서 시험  

내부 물 역으로 약 10 ㎝ 정도 삽입되어있는 을 통과하면서 이미 상

당한 양의 열을 빼앗김으로 인해 완 한 열 달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여러 가지 원인들 가운데 하나일 것으로 단된다.

Takata[2.8] 등에 의하면, 온도거동 특성의 경우 물모의 실험이 아닌 

실제 소듐-물을 이용한 실험을 수행한다 할지라도, 구 하고자 하는 증기

발생기 내부와 완 히 동일한 기하학  구조  유동조건을 갖추지 않은 

이상 실험결과가 원래의 상과 일치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소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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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반응에 의한 계통 내 온도거동특성을 정확히 재 해 내는 것이 매우 

어려운 작업임을 단 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온도거동특성에 

해서는 코드에 의한 계산결과와 실험결과를 정 하게 비교검토한 후 보

정이 필요한 항목을 하게 수정해 주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림 2.27 보정계수 값에 의한 해석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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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8 보정계수 용 후 커버가스 역에서의 온도변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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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유동방해구조물의 향

SELPSTA 코드의 모형에는 실제 증기발생기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helical coil 형태의 열  번들  그 구조물에 한 향은 고려되어 있

지 않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구조물이 시험  내부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계통 내부 압력변화와 기포 유동특성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 비교평가해 보기 하여 그림 2.29와 같이 모형 구조물을 제작하여 설

치한 후 실험을 수행해 보았다.

그림 2.29 유동방해구조물  설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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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커버가스 공간의 압력변화

물 순환유량에 따라 하부주입 모형으로 수행한 실험결과를 그림 2.30

에 보 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동일한 시간동안 같은 압력으

로 같은 양의 공기를 주입했을 때, 물 순환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동방

해구조물이 장착된 경우가 그 지 않은 경우에 비해 최종압력이 조 씩 

더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유동방해구조물이 주입된 기포의 성

장을 방해하고, 기포의 유동에도 향을 미쳐 커버가스 공간으로의 질량 

 에 지 달을 상당부분 억제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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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0 커버가스 역에서의 최고압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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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포의 유동특성

유동방해구조물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물 순환유량에 따라 생성

되는 기포의 크기와 형태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다.

순환유량이 6.7 ℓ/s일 경우에는 기포들이 부분 상부 커버가스 층으

로 유입되었으며, 기포의 크기가 상 으로 크고 타원형이었다. 하지만 

8.7 ℓ/s 이상의 순환유량에서는 부분의 기포들이 시험  하부 배  쪽으

로 유출되었으며, 크기도 상 으로 더 작고 모양은 일그러진 타원형으로 

변하 다. 배  쪽으로 유출된 기포들은 계통을 따라 순환하다가 아주 작

은 구형 기포모양으로 유동분배기를 빠져나와 일부는 커버가스 공간으로 

일부는 배  쪽으로 다시 유출되었다. 그림 2.31에 기포 유동특성에 따른 

시험  내부 자유액면에서의 수 변화 경향을, 그리고 그림 2.32에 물 순환

유량 6.7 ℓ/s와 11.7 ℓ/s에서 각각 촬 한 기포 유동특성 사진을 보 다.

모든 실험에 있어서 많은 양의 작은 구형 기포들이 실험이 종료될 때 

까지 모형 구조물 격자 사이에 갇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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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 물 순환유량에 따른 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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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언

실험결과를 종합 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동일한 시간동안 같은 양의 공기를 주입할 경우 공기 주입 치에 따

른 커버가스 역에서의 최종압력 값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

만 순환되는 물의 유량이 많아질수록 상 으로 은 유량일 때와 비교

하여 최종압력이 조 씩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순환되는 유량

이 많아질수록 주입된 공기에 의한 기포성장이 상 으로 둔화되고, 내부

에 지의 손실이 증가되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한편 주입된 공기는 

물 순환유량 6.7 ℓ/s 이하에서는 거의 부분 상부 커버가스 공간으로 직

 유입되었으나, 물 순환유량 8.7 ℓ/s 이상에서는 부분 시험  하부 배

 쪽으로 유출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출된 기포는 배 을 따라 순환되

다가 유동분배기를 빠져 나온 후 그  일부가 커버가스 공간으로 유입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커버가스 공간에서의 온도변화는 공기를 주입한 후 서서히 증가하다

가 70～80  이후부터는 오히려 조 씩 떨어지는 경향을 보 다. 이는 코

드에 용된 가정들  소듐-물 반응으로 인해 생성된 수소기체와 반응열

이 모두 커버가스 공간으로 직  달된다는 부분이 다소 무리가 있어 이

에 해당되는 해석모형을 보정한 후 다시 코드 계산 값과 비교해 보았으나 

여 히 /후반부(150～200 ) 이후 코드 계산 값이 실험값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폐 루  형태의 실험장치에서 압력증가는 주로 질량 달에 

향을 받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에 지 달측면에 향을 많이 받

는 온도 거동특성의 경우 물모의 실험으로 상을 그 로 재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이 부분에 해서는 향후 실제 소듐-물 반응 

실험을 통해 일부 보정되어야 될 것으로 단된다.

유동방해구조물을 설치한 후 실험한 결과, 유동방해구조물이 설치된 

경우가 그 지 않은 경우에 비해 물 순환유량이 을 때는 최종압력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물 순환유량이 커질수록 더 작은 값을 보 다. 이는 유동

방해구조물이 주입된 공기의 성장  유동에 어느 정도 향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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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Thermal Striping 특성실험

1. 서언

액체 속로는 고온에서 운 되고 냉각재인 소듐의 최 /최고 온도차

가 매우 크다. 한 소듐은 열 도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소듐의 온도변화

가 인 한 벽면에 빠르게 향을 미친다. 소듐의 온도변화는 인 한 재질

의 온도요동(thermal fluctuation)을 유발시키고, 결과 으로 이 온도요동

은 재질의 열피로 손을 유발시킨다. 이러한 상을 thermal striping이라 

부른다. 최근에는 원자로의 경제성을 향상시키기 하여 구조를 조 하게 

설계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온도요동이 심하게 일어나는 유동 역이 

재질의 벽면에 더욱 가까워지므로 충분히 보수 으로 설계한 기존의 원자

로에서보다 thermal striping을 더욱 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액체 속로

에서는 이러한 상이 핵연료집합체의 출구, tee 배   원자로 상부의 

자유액면 요동 등에서 일어난다. 집합체 출구에서는 고온과 온의 온도차

가 150 ℃ 정도이고, 자유액면에서는 소듐과 커버가스의 온도가 각각 500 

℃, 300 ℃ 정도이다. 집합체 출구와 tee 배 에서는 유속이 높기 때문에 

고주기 요동이 발생하지만 액면요동은 주기 요동이 발생한다. 

이 실험의 목 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thermal striping을 유발하는 

한 원인인 자유액면의 요동을 해석할 기  실험자료를 생산하는 것이고, 

둘째는 유체설계 분야에서 개발하고 있는 핵연료집합체 출구에서의 

thermal striping 상을 해석하는 난류모델, 특히 와동모사법(Large 

Eddy Simulation: LES)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요동량의 주기와 진폭이 표

되는 raw data를 생산하는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두 종류의 실험을 수행하 다. 1차 년도에는 단계의 

자유액면 구배측정용 실험장치를 개조하여 자유액면의 요동의 주기와 진

폭을 측정하 고, 부차 으로 공기가 자유액면으로 혼입되는 임계조건을 

측정하 다. 2차 년도에는 핵연료집합체의 출구에서 일어나는 난류열혼합 

상을 공기로 모의하는 실험장치를 설계, 제작하여 난류열혼합이 일어나

는 역의 온도분포  온도요동량을 측정하 고, 3차년도에는 같은 실험

장치를 이용하여 난류열혼합 역의 속도분포와 속도요동량을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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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유액면 요동 특성실험

가. 자유액면 요동 실험장치

(1) 실험장치의 개조, 보완

기존의 실험장치인 ‘자유액면 구배측정용 실험장치’를 자유액면 요동

에 련되는 기 실험을 수행하기에 합하도록 개조하 고, 실험의 정확

도를 향상시키기 하여 보완하 다. 자유액면을 갖는 실험장치를 운 하

는 데는 유량과 수 가 서로 연동되기 때문에 제어가 매우 어렵다. 즉, 실

험부나 장탱크의 수 가 달라지면 펌 의 수두가 달라지므로 유량이 변

하고, 유량이 변하면 다시 수 가 변하여 실험장치에서 평균수 가 일정하

게 유지되는 평형상태에 도달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로, 펌  

입구에 설치되는 장탱크에서의 액면요동이 실험부의 액면요동으로 

되고, 펌 에 의한 유량요동(flow riffle)이 액면요동으로 된다. 이 실

험에서는 액면요동에 연동되는 각 부분에서의 요동 상을 감소시키기 

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 다.  

펌 에서 실험부 입구로 연결되는 배 에서는 펌 의 유량요동을 감

소시키는 것이 요하다. 유량요동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는 다단 펌 를 

사용하여 펌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 용량 퍼(damper)를 설치하여 

유량요동을 감소시키는 방법, 펌 에서 실험부로 연결되는 배 에서의 유

동 항계수를 높여 실험부에 향을 감소시키는 방법  바이패스 을 

이용하여 펌 를 고회 으로 유지시키는 방법 등이 있다. 설치된 펌 는 

수두 16기압인 3단 원심형으로 성능이 높기 때문에 장치보완에서는 기존

에 설치된 퍼의 용량을 3배로 늘리고, 바이패스 의 직경을 2인치에서 

3인치로 늘리는 방법을 택하 다.

액면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해서는 실험부 출구에서 물을 자유낙

하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자유낙하 시키지 않고 장탱크로 보내면 장

탱크의 액면요동이 실험부 출구의 유동에 연동된다. 그러나 장탱크에서 

바로 물을 자유낙하 시키면 장탱크 내부가 소용돌이치면서 공기를 혼입

하기 때문에 펌 로 공기가 들어간다. 이를 방지하기 하여 실험부의 출

구와 장탱크 사이에 기포제거기(vapor eliminator)를 설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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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탱크와 펌  사이에 일어나는 연동을 이기 하여 장탱크로 

유입되는 모든 배 의 치는 장탱크의 수 보다 충분히 낮도록 장탱

크의 수 를 유지하 다. 

펌 의 진동 등, 물 공 계통의 진동이 실험부로 달되는 것을 방지

하기 하여 펌 를 진동흡수  에 설치하 고, 펌 의 상류  하류배

, 실험부의 유입구  유출구 배 에는 600 mm 길이의 flexible 배 을 

설치하 다. 한 실험부의 하류배 을 기포제거기에 고정되지 않게 단

시켰고, 기포제거기의 지지 는 실험부의 지지 와 격리하여 설치하 다.

이 실험장치는 가로 10 m, 세로 4 m, 높이 7 m 정도의 규모로 최

유량이 50 ℓ/sec, 펌 수두가 16기압, 물의 최 온도가 70 ℃로 유지시킬 

수 있는 실험장치로 그 구성요소는 그림 3.1과 같다. 이 장치의 유로는 

장탱크에서 3단 원심펌 로 흡입한 물은 뎀퍼로 보내지고, 뎀퍼에서 나온 

물은 상부 메니폴더를 거쳐 병렬로 설치된 3개(3“, 2.5”, 1“)의 터바인 유

량계로 보내진다. 유량계의 하부에 있는 메니폴더에서 병렬로 설치되어 있

는 실험부들로 물이 공 된다. 이 펌 의 유입구는 6”이고 유출구는 5“ 이

다. 이 펌 는 인버터에 의해 회 수를 조 하므로 작동유량을 조 할 수 

있다. 보조 으로 유량을 조 하기 하여 펌 의 유출구와 장탱크 사이

에는 3” 규모의 바이패스 을 설치하 다.

이 실험장치에는 여러 종류의 실험부가 병렬로 설치되어 있는데 본 실

험에서 사용한 것은 이 그림의 오른쪽 뒤편에 설치되어 있는 액면요동 실

험부이다. 액면요동 실험부는 그림 3.2와 같이 구성되어 있는데, 하부에서 

주입노즐을 통해 주입된 유체는 자유액면을 형성한 후, 측면의 4개의 배출

구로 나간다. 배출구들의 배출량이 같아지도록 설계된 원형 배 에 다시 모

여 병렬로 설치된 3개의 배  즉, 5“ 수동 밸 가 설치된 주배 , 2” 동

밸 가 설치된 미세유량 조  배   2“ 솔 노이드 밸 가 설치된 비상

용 배 을 거처 기포제거기에 자유낙하 한다. 기포가 제거된 물은 장탱크

의 수  아래 부분에서 장탱크로 되돌아간다. 장탱크 내부에는 자동

으로 조 되는 20 kW 용량의 가열기가 설치되어 있고, 이 탱크의 외부에는 

탱크의 물을 냉각시키는 30 kW 용량의 냉동식 냉각기가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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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액면요동 실험장치 입체도  

그림 3.2 자유액면 실험부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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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부 직경이 자유액면의 요동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하여 직

경이 다른 5개의 실험부들을 교체하면서 실험하 다. 실험부들  가장 크

며 실험장치에 고정된 실험부는 내경이 1,000 mm, 높이가 2,000 mm인 

투명한 아크릴 원통으로 만들었고, 상하 부분은 스테인 스 강 으로 만들

었다. 그림 3.2는 고정된 내경 1,000 mm 실험부에 내경 780 mm인 실험

부가 삽입된 형태이다. 하부에 설치된 물 주입노즐의 향을 조사하기 

하여 내경이 다른 5종류를 서로 교체하면서 실험하 다. 이 노즐의 치는 

상하로 이동이 가능하나 실험기간을 고려하여 한 치에 고정시켜 실험하

다. 노즐과 같은 높이에는 각 실험부의 원통 규격에 맞게 하부 (lower 

plate)을 설치하 다. 이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실험부의 상부에는 국소

수 계를 설치하 고, 평균수 의 향을 측정하기 하여 국소수 계를 

상하로 이동할 수 있는 수 계 이송장치를 설치하 다. 

(2) 측정범   국소수 계(local level meter)

본 실험은 실험부의 내경 5종류, 노즐직경 5종류, 평균수  4종류  

유량 5 종류에 해 실험을 수행하 다. 자유액면에서 기포가 발생하는 임

계조건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실험치를 측정하지 못한 2개의 실험부들에 

해 노즐직경 5종류, 평균수  4종류  유량 3 종류에 해 보충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범 는 표 3.1에 기술하 다. 

실험부 직경
(mm)

노즐 직경
(mm)

평균수
(mm)

유량
(0.8～16ℓ/s) Data 수

380

480

680

780

1,000

38

48

58

78

100

890

1,090

1,290

1,490

5～8 종류 5000

표 3.1 실험범   측정한 실험자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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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부의 내경은 1,000, 780, 680, 480  380 mm로 5종류이고, 노즐

의 직경은 100, 78, 58, 48  38 mm로 5종류이다. 평균수 는 890, 1,090, 

1,290, 1,490 mm로 4 종류이다. 유량은 각각의 실험에 따라 기포가 간혹 

발생하는 유량을 최 유량으로 설정하 고, 최소유량 0.8 ℓ/sec와 이 최

유량 사이를 5～8 구간 나 어 측정하 다. 실험에서의 측정한 유량범 는 

0.8～16 ℓ/sec 이다. 물의 온도는 가열기와 냉각기로 조 하여 모든 실험

에서 20±0.5 ℃로 유지시켰다.

본 실험에서는 물의 기 도도를 이용하여 수 를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 고, 센서를 자체 설계, 제작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이 방법은 물

속에서 기 항이 큰 가느다란 Φ0.025 mm 정도의 스테인 스 스틸 wire

에 류를 통과시킬 때에 물의 수 에 따라 류가 달라지는 양을 측정하

는 것으로 류는 1 kHz AC 원으로 공 하 다. DC 원이면 기

으로는 좋으나 물의 기분해가 일어나므로 AC 원을 사용하여야 가능

하다. 1개의 wire를 사용한 비실험에서 감응도가 매우 빠르고, 길이 90 

mm 정도의 wire를 사용하면 정지된 수 에서는 ±0.2 mm 정도의 분해능

을 보 다.

수 계 지지 에 10개의 wire 센서를 설치하여 즉, 실험부내의 10개소

에서 수 를 측정하 다. Wire의 상부는 기가 잘 통하게 길이 250 mm

인 황동 에 연결하여 각각 양극으로 사용하 고, wire의 하부는 연되

게 아크릴에 연결한 후 다시 강철로 만든 Φ3 mm 인 하부지지 에 고

정시켰다. 하부 지지 는 음극에 연결하여 공용으로 지하 다. 지지 의 

측면들은 연피복재로 연시켰다. 표 3.2는 각 실험부에서 wire 센서의 

치를 기술하 다. 

본 실험의 비분석 결과, 액면요동의 최 범 가 ±40 mm 이내이기 

때문에 센서의 길이 90 mm에 해 보정하 다. 수 가 최소일 때에 5～6 

VDC로 span을 설정하고 최 일 때는 0 VDC가 되게 설정하여, 수 를 12

구간 나 어 보정하 다. 각 실험부 즉, 실험부의 직경이 달라지면 wire 

지지 가 달라지므로 각 실험부에서 실험을 시작하기 과 실험 후에 각

각 3회씩 센서를 보정하기 한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 과 실험후에 측

정한 실험자료로 각각의 wire 수 계에 한 실험식을 만들고, 서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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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변화가 있는 wire의 실험자료는 분석할 때 제외시켰다. 일곱 번 실험

부를 바꾸면서 실험을 수행하 으므로 14번(1번에 3회) 보정실험을 수행하

고, 센서의 수가 한 실험부에 10개이므로 총 140개의 보정용 실험식을 

만들어 보정에 사용하 다. 로, 그림 3.3은 ID380 mm 실험부인 경우에 

실험 에 측정 보정한 것 에서 wire #01인 경우이다. 이 그림에서는 수

에 따라 센서의 신호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찰하기 하여 평균수  

두 경우에 해 측정한 후 비교한 것이다. 이 그림에서 보면 센서를 설치한 

치에 계없이 센서의 일정 부 에서는 신호가 동일한 값을 가졌다. 

 

   ch. #

실험부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심

ID 380 10.1 53.8 95.1 134.2 174.0 195.0 229.3 264.8 299.5 340.5 05

ID 480 10.1 64.7 120.9 176.3 226.0 250.5 290.0 341.0 390.3 442.0 05

ID 680 11.0 95.0 177.0 256.0 325.0 356.5 425.0 496.0 566.0 641.0 05

ID 780 11.0 105.0 195.5 285.0 375.5 416.0 495.0 575.0 656.0 740.0 05

ID 1000 18.0 118.0 228.0 338.0 438.0 488.0 588.0 708.0 833.0 957.0 06

표 3.2 각 실험부에서 wire의 상  치(단 : mm) 

(3) 측정방법  오차

본 실험의 실험순서로는 한 개의 실험부에서 노즐을 5개 교체하고, 

각 노즐마다 수 를 4번 변화시켰다. 다음에는 각 수 마다 유량을 5번 변

화시키면서 측정하 다. 즉, 이 실험에서는 5x5x4x5 즉, 500회의 실험을 

수행하 다. 보충실험에서는 2x5x4x3 즉, 120회의 실험을 수행하 다. 먼

, 실험부와 그 직경에 맞는 센서를 설치하고 센서를 보정하 다. 설정한 

노즐직경, 평균수   유량에서 실험부의 출구에 설치된 밸 를 조 하여 

평균수 가 변하지 않는 평형상태를 만들었다. 평형상태가 이루어지는 데

는 십 여분에서 한 시간 가량 소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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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항형 국소 수 계 보정자료  보정식

     (D380, before test, ch #01)

실험에서는 10개의 국소수 , 유량, 실험부의 물 온도, 실험부의 평균

수 를 측정하 다. 국소수 를 측정한 wire 센서에서 나오는 신호는 고속

측정을 하여 직  E1401B에 설치한 HP3413C 계측기에 장한 다음 차

후에 수 로 변환시켰다. 센서와 센서간의 측정 시간간격은 10 ㎲ 이고, 

10개의 channel을 측정, 장한 후 다음 측정간격은 3.33 ㎳로 설정하 다. 

즉 한 개의 wire 센서에서 당 300회를 측정하 고, 한 번의 실험에서 총 

측정한 시간은 180 이었다. 유량, 온도  평균수  등 설정용 측정치는 

속도가 늦은 HP3852 계측기로 측정하여 그래픽 화면으로 처리하 다. 유

량 측정에는 2.5“ 터바인 유량계를 사용하 고, 평균수 는 차압계를 이용

하여 측정하 다. 여기에서 측정한 평균수 는 수 제어에 사용하 고, 오

차가 높으므로 실험자료 분석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다. 실험분석에서 사용

한 평균수 는 wire 센서에서 나온 신호를 치의 가 치를 갖도록 평균

하여 구하 다. 실험부 내부의 온도를 열 로 측정하여 물의 온도를 제

어하는데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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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측정오차 범 는 다음과 같다. 유량측정에서는 유량에서 2.5 % 

정도의 최 오차를 갖고 고유량 범 에서는 1% 정도의 오차를 나타내었

다. 국소수  측정에서는 최  ±0.8 mm 오차를 보 다. 아크릴로 제작한 

실험부 직경의 오차는 제작방법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 다. 내경이 1000 

mm인 실험부의 직경의 오차는 ±10 mm이고, 이보다 은 실험부의 직경

의 오차는 ±2 mm 이었다. 노즐직경의 오차는 ±0.2 mm, 노즐에서 센서

지지  이송장치까지의 오차는 ±0.5 mm 이다. 

    

나. 자유액면 요동 실험결과

(1) 자유액면에서 기포발생 임계조건

실험부 직경, 노즐직경, 평균수   유량에 따라 자유액면에서 기포

가 발생하는 지를 분석할 수 있는 실험자료 444개를 획득하 다. 기포발생

은 다음의 두 가지 경우인 것으로 찰되었다. 첫 번째는 실험부의 심에

서 고가 붕괴(disruption)되면서 공기가 물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찰되

었다. 유량이 많을 경우 부분이 이러한 상으로 기포가 발생되었다. 다

음의 경우는 고가 벽면에 부딪친 후 붕괴되면서 물속으로 들어왔다. 두 

가지 경우로 볼 때 실험범  내에서는 어느 것이 더 빨리 일어나는 것인

지는 구별하기 어려우나 실험부의 직경이 크고 노즐의 직경이 을 때는 

첫 번째의 상이 먼  일어났고, 실험부의 직경이 작고 노즐의 직경이 큰 

경우에는 두 번째 경우가 먼  발생하는 경향이 높았다. 실험에서는 기포

가 한 개 는 두 개 발생하여 물속에서 떠돌다 사라지고 다시 발생하는 

유량범 까지 측정하 다.

그림 3.4는 기포가 발생한 실험조건의 자료를 Reynolds 무차원수로 

나타낸 것이다. Reynolds 수는 노즐직경과 노즐에서의 유속으로 계산하

다. 각 실험부에서 이 무차원수보다 으면 기포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 

그림에서 보면 실험부 직경이 가장 작은 ID380 mm 실험부에서 가장 높

은 Reynolds수에서 기포가 발생하 으나 실험부 직경이 어들면 임계 

Reynolds수는 감소하다가 ID680mm 실험부에서 최소 임계 Reynolds 수를 

보이고 다시 이 직경이 증가할수록 기포가 발생하는 Reynolds 수는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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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 증가한다. 그림 3.5에서는 같은 경향을 Reynolds수 신 Froude 수, 노

즐직경과 평균수 와의 비  실험부 직경과 평균수 와의 비의 곱으로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서는 실험부의 직경이 작을수록 이 무차원이 더 은 값에서 

기포가 발생하 다. 여러 무차원수가 기포발생에 미치는 경향들을 분석하

여 그림 3.6과 같이 기포발생의 임계조건을 한 개의 식으로 기술할 수 있

는 무차원수를 도출하 다. 이 그림에서 기포발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W *
- 1/8

e  D/H  ≤  0.6209 + 0.113 Ln (F *
r D /H) (3-1) 

 

   여기에서   W*
e ≡ 

ρgD
σ/D

 ,  F*
r ≡ 

dn
H

v
ρH

        (3-2)

여기에서 D는 실험부의 직경, dn은 노즐의 직경, H는 평균수 , v는 노

즐에서의 속도이다. 물리  특성으로 ρ는 도, σ는 표면장력 계수이다. 

액면의 고는 략 다른 조건이 같으면 용기의 직경에 비례하므로 이를 

이용하여 실험을 잘 기술하는 새로운 무차원수 W*
e
을 정의하 다. 이 무차

원수는 고가 받는 력과 표면장력의 비를 나타낸다. 여기에서 정의한 

새로운 무차원수 F *
r
는 평균수 와 노즐을 사용하는 Froude 수에 노즐직

경과 평균수 의 비를 곱한 형태이다. 차후 식 (3-1)에 기술한 임계조건을 

기 으로 이 식이 갖는 통계  확률을 구하고, 표면 동의 조건을 이용하

여 이론식을 구한 후 비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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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Reynolds 수에 따른 기포발생 조건 

그림 3.5 특정 무차원수에 따른 기포발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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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자유액면 요동으로 인한 기포발생 

임계조건 

(2) 자유액면요동의 진폭과 주기

(가) 자유액면 요동의 특성

액면요동의 진동수와 진폭을 구할 실험자료 620개의 일에 4,622개

의 data를 확보하 다. 측정한 자료가 방 하므로 I-DEAS 로그램으로 

경향을 분석한 후 FORTRAN IMSL library로 진동수와 진폭을 분석하여 

통계 처리하 다. 그림 3.7은 실험부 직경(Dv)이 1,000 mm, 노즐직경(dn)이 

38 mm, 평균수 (H)가 1488.7 mm, 유량(Q)이 4.45 ℓ/s인 실험조건에서 

I-DEAS 로그램으로 주 수 도메인에서 주 수 스펙트럼을 로 분석한 

것이다. 이 그림에서만 보면 심부에서는 0.5Hz 근방에서 최고치가 보

고 0.9 Hz와 1.1 Hz 근방에서 최 치를 보 다. 이 실험조건 이외에도 

심에 있는 센서는 같은 경향을 보 다. 그러나 실험부의 벽면 근방에서는 

1.0 Hz에서 하나의 최 치를 보 고, 벽면 근방의 다른 실험조건에서도 같

은 경향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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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자유액면요동의 주 수 스펙트럼 

그림 3.8은 신호에서 진폭의 크기의 변화를 보기 하여 각 wire 센서

에서 진폭의 크기 순서에 따라 진폭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어떤 wire에

서는 처음의 몇 개가 다른 값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노이즈의 향

인 것으로 평가된다. 0.5 Hz의 진동수를 고려하여 60 간 실험자료에서 30

개를 최 치들을 크기순으로 모아 평균한 값이다. 동에서 평균수 보다 

높은 우리 부분은 upper로 나타내었으며, 낮은 부분은 lower로 나타내고 

Average는 두 값의 평균진폭이다. 실험부의 벽면 쪽에 해당하는 x-축의 

2R/D이 ±1 근방에서는 두 값에 차이는 으나 심부에서는 lower의 값

이 약간 낮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상은 액면 동에서의 일반 인 

상이다. 이 그림에서 upper에서의 최 진폭은 11.5 mm 이 다. 그러나 

60 간의 측정시간에서 가장 높은 진폭을 보인 것은 17.5 mm이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앙에 최  진폭이 형성되고 낮아졌다가 벽면 근방에서 

다시 높아진다. 이는 벽면 근방에서 주 수의 스펙트럼이 한 개의 주 수

를 갖는 형을 형성하므로 요동의 폭이 큰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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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치에 따른 평균수  상하  평균 자유액면 

요동의 진폭   

(나) 자유액면 요동 주기 

측정한 자료가 방 하므로 주 수 자동 추출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주

수 분석을 수행하 다. 분석방법은 크게, 선처리(pre-processing) 단계와 

Fourier 변환을 이용한 주 수 분석  주요 주 수 추출의 세 단계로 이

루어진다. 선처리 단계는 필터링이 주를 이루었다. 데이터의 직류(DC) 성

분을 제거하기 하여 구간평균을 이용한 detrend 방법을 사용하 고, 고

주 와 주  성분의 잡음을 제거하기 하여, high pass filter와 low 

pass filter를 도입하 다. high pass filter의 cut-off frequency는 0.1 Hz로, 

low pass filter의 cut-off frequency는 4 Hz로 각각 설정하 다. Low pass 

filter의 cut-off frequency 설정 근거로는 첫째 센서의 진동으로 인해 생기

는 잡음이 부분 4 Hz 이상에서 형성되었고, 둘째로 육안으로 찰한 자

유액면 요동의 주 수가 4 Hz 이하 기 때문이다.

주 수 분석단계에서는 MA(moving average) 기법을 사용하 다. 이 

기법은 일정한 크기의 window를 움직여가면서 각 window에 속한 데이터

들의 주 수를 분석한 후, 각 window에 한 분석결과를 평균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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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도우 크기는 4,096개의 데이터로 만들고, 75 %를 overlap하여 13

개의 도우에서의 값을 평균하 다. 각 도우에서의 주 수 분석에서는 

데이터에 Hanning window를 운 후 FFT를 하여 구하 다. 주요 주 수

의 추출단계에서는 먼  주 수 공간에서의 데이터를 몇 개의 그룹으로 

분리하고 각 그룹이 차지하는 크기를 비교하여 가장 향력이 큰 그룹의 

평균 주 수를 계산하 다.

주 수 분석 후, 4가지 실험인자와 주요 주 수 사이의 계를 분석

하 다. 자유액면 요동의 경우 무차원수인 Froude 수(   )를 주

로 사용하는데, 여기서, 은 노즐에서의 평균 수직속도이고, 는 력가

속도, 는 평균수 를 의미한다. 벽면 부근에서 측정한 data를 분석한 결

과가 그림 3.9이다. 도입한 무차원 주 수 f *
=f 2πD/g 는 주 수를 외

부 향이 없을 때 나타나는 자유액면 요동의 주 수로 나  값이다. 그림 

3.7의 결과는 벽면 근처에서의 결과이나, 다른 부분에서의 분석결과도 이

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무차원 주 수는 유량

과 용기 크기의 3/2 제곱, 노즐 직경, 수 의 세제곱으로 이루어지는 다음

과 같은 무차원수의 함수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3)

이 결과는 이 의 연구결과[3.1]과 비교할 때, 유량과 노즐 직경에 

한 부분에서는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수 에 한 상 계에서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이  결과에서는 주 수가 수 의 1.5 제

곱에 반비례하고, 용기 크기에 한 결과 자료는 없었다. 그러나 이  결

과는 자유액면 요동의 진폭이 매우 작은 경우(～수 mm)에 한 결과이

고, 이 결과는 자유액면 요동이 비교  큰 역(～수십 mm)에서의 결과

이므로 직 으로 두 결과를 비교하기는 힘들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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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벽면 근처에서의 자유액면 요동의 주기 

3. 난류열혼합 특성실험

가. 실험

(1) 실험장치

Reynolds 수가 2×10
4 이상에서는 소듐의 난류특성은 공기와 유사하

므로[3.2, 3.3] 실험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공기로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

의 개념도는 그림 3.10에 도시하 다. 실험장치는 두개의 루  즉, 실험부

에 고온의 공기를 공 하는 루 (고온루 )와 온의 공기를 공 하는 루

( 온루 )로 구성된다. 고온루 는 blower에서 공 되는 공기가 유량조

용 밸 를 통과한 후 필터(Filter-H), strainer, 유량계(FM-H)를 거친 

후 가열기(Heater-H)에서 가열되어 실험부에 공 된다. 온루 에서는 

Triple Jet 실험부의 두개의 온용 노즐에 공기를 공 하기 하여 가열

기(Heater-C)와 필터(Filter-C)를 통과한 후 두개의 배 으로 나 어진 

후 각각의 유량계를 통과하여 실험부에 공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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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부를 2개를 만들었다. 고온과 온으로 냉각재가 분출되는 인

한 핵연료집합체들의 경계면을 모의하는 Double Jet 실험부와 핵연료집합

체 심간의 유출거리를 고려하여 모의한 Triple Jet 실험부이다. 실험부들

의 규격은 그림 3.11에 도시하 고, 실험부의 체규격은 그림 3.12에 도시

하 다. 노즐의 규격은 15x180 mm 이다. Double Jet 실험부는 두개의 노

즐이 두께 5 mm인 유리 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 형태이다. Triple Jet 

실험부는 노즐의 심들 간의 간격이 52.5 mm 이고, 심 노즐에는 고온

의 공기가 좌우 측면 2개에는 온의 공기가 유입된다. 유입 은 충분히 

발달된 난류를 실험부에 주입하기 하여 길이가 1,500 mm이고, 이 주입

들에는 LDV에 의한 유속을 측정하기 해 smoke를 주입하는 주입구가 

설치되어 있다. 공기가 혼합되는 노즐의 상부는 폭 360 mm, 넓이 360 

mm, 높이 2,000 mm 이다. 이 실험부의 하부 1,000 mm는 육안으로 찰

하기 하여 양 측면을 유리로 제작하 다.

그림 3.10 Thermal Striping 실험장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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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주입노즐의 형상과 규격

두개의 blower는 SIMENS 사의 2단 RLING blower로 최 용량이 

160 liter/sec이다. 유량계는 OMEGA 사의 turbine형 가스용 유량계로 1 

% reading 오차를 갖고 있다. 고온루 에 설치된 유량계의 최 용량은 

118 liter/sec이고, 온루 의 유량계는 61.4 liter/sec 이다. 장치의 설계온

도는 100℃ 이고, 설계압력은 blower의 헤드를 고려하여 0.5기압이다. 가열

기에 의해 실험장치의 운 온도는 20～90℃ 범 에서 조 된다. 유량계의 

상류에는 strainer를 설치하 고, 한 충분한 유로길이를 유지하 다. 필

터는 온도측정용으로 사용되는 cold wire를 보호하기 한 것이며, 한 

유량의 riffle을 이는데도 기여한다.

난류열혼합 실험에서는 집합체들에서 분출되는 냉각재의 경계면을 모

의하는 double jet 실험부와 분출되는 유량의 심을 모의하는 triple jet 

실험부 등 2개의 실험부로 실험을 수행하 는데, double jet 실험부는 고온

/ 온 노즐로 구성되고, triple jet 실험부는 온/고온/ 온 노즐로 구성된

다. 온도범 는 40～90 ℃, 유속범 는 10～40 m/s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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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Double Jet 실험부       (b) Triple Jet 실험부  

그림 3.12 Thermal Striping 실험부의 규격

(2) 난류열혼합 실험에서의 측정센서 

유속이 10～40 m/sec 범 에서 공기의 난류특성은 50Hz에서 1kHz까

지 고주 로 요동한다. 이와 같은 온도와 속도의 요동을 충분히 측정하기 

해서는 고감도의 센서가 필요하다. 센서의 시간상수(time constant)는 

그 변화량의 62.3 %를 감지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데 이 시간상수의 

략 6배의 시간이면 변화량의 99.9 %을 감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측정

하고자하는 시스템의 변화시간이 센서의 시간상수보다 6배 이상 길면 아

무런 수학 인 보상없이 실제로 변화하는 변화량을 그 로 측정할 수 있

다. 로, 500 Hz sine 로 요동하는 공기의 온도를 측정하기 해서는 다

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필요한 센서의 시간상수를 결정할 수 있다. 한 개

의 sine 에서 온도의 상승과 하강이 이루어지므로 변화하는 시간은 1.0 

ms 이다. 그러므로 500 Hz로 요동하는 시스템에서 센서의 시간상수는 

0.17 ms보다 어야 한다. 기온도 ∞에서 시스템의 온도가 로 변할 

때   후 센서에 감지되는 온도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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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여기에서 는 유체의 열 달계수이며  ,  , 는 센서의 직경, 도  열

용량이다.  그러므로 time constant 는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3-5)

유체의 열 달계수 는 직경이 은 wire에서는 Karmers[3.4]의 실험

식이 이용되는데 이 실험식에서 Reynolds number의 범 는 0.01<  < 

10,000 이다.

          (3-6)

여기에서 는 유체의 열 도도이고, 은 유체의 Prandtl number 이

다. 유속이 20 m/s 인 공기 에서 몇 가지 센서들의 time constant를 구해

보면 표 3.3과 같다. 이 표에서 보면 직경이 φ1.2 ㎛인 cold wire 만이 공기

를 사용하는 난류열혼합에서 온도요동의 변화를 실제 상 로 측정할 수 

있으며 다른 센서를 사용하면 온도를 보정하여야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실험에서는 속도를 측정하는 데는 DANTEC사의 제품인 2D LDV 

(laser doppler velocitimetry)을 사용하 고, 온도측정에서는 TSI사 제품인 

직경이 1.27 ㎛인 cold wire와 카노막스사의 직경이 1.27 ㎛인 cold wire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온도장 측정 실험에서는 부차 으로 열 의 감응

도를 비교하기 하여 표 3.3에서와 같은 직경이 다른 열  4개를 설치

하 고, 설치한 형상은 그림 3.13에 있다. 온도장 역을 수평(360mm)으로

는 23에서 40개소에 측정하 는데 심에는 최소 2.5mm 간격으로 변두리

에는 10～50 mm 간격으로 측정하 다. 공기의 유로가 진행하는 방향인 수

직방향은 12개소에 25～100 mm 간격으로 측정하 다. 실험조건에 따라 다

르나 략 한 실험조건의 온도장에서 총 측정한 치는 최소한 276개소이

다. 노즐에서 센서까지의 수직거리는 표 3.4에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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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cold wire

φ1.27 ㎛

cold wire

φ4.0 ㎛

cold wire

φ5.0 ㎛

열

φ50.8 ㎛

열

φ76.2 ㎛

열

φ128 ㎛

열

φ254 ㎛

시간상수 

(ms)
0.17 1.3 2.0 230 450 1000 3000

표 3.3 온도센서의 종류에 따른 time constant (공기속도: 10 m/s) 

 

level 1 2 3 4 5 6 7 8 9 10 11 12

노즐에서 

거리(mm)
48 73 98 123 173 223 273 323 373 423 523 623

표 3.4 센서를 설치한 수직 치

속도장 측정 실험에서는 LDV를 실험부의 외부에 설치하여 로그램

이 가능한 이송장치로 이송하기 때문에 측정의 치를 변화시키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었지만 온도장 측정에서와 유사한 치에서 측정하기 하

여 수직 치는 표 3.4와 동일하게 유지하 다. 그러나 수평 치는 속도의 

구배에 따라 다소 다르게 설정하 다. 구배가 심한 곳에는 조 하게, 구배

가 은 곳에서는 듬성하게 설치하 다. Double jet 실험에서는 수평으로 

25개소에 측정하 고, triple jet 실험에서는 26개소에 측정하 다. 그러므

로 한 속도장에서는 double jet인 경우는 300개소에서 측정하 고, triple 

jet인 경우에는 312개소에서 측정하 다. 측정에 사용한 LDV는 그림 3.14

에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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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온도센서 설치 형상 (cold wire 2개, 열  

4개), 센서간의 간격은 5mm

그림 3.14 속도측정에 사용한 LDV의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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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방법  실험오차

(가) 실험방법 

온도장과 속도장은 센서의 상호간섭 때문에 동시에 측정할 수가 없어 

연차 으로 따로 측정하 다. 온도장 측정실험에서는 온도와 유속을 변화

시키면서 온도장 역에서 온도와 온도 요동량을 측정하 다. 표 3.5는 온

도장 측정실험에서의 실험명과 설정값  사용한 센서의 직경을 보여주고 

있다. 실험인자를 변화시키는 순서는 가장 먼  온도를 고정시키고 다음으

로 유속을 변화시켰다.  온도와 유속이 설정조건으로 안정화되면 설정한 

한 수직 치에서 센서를 고정시킨 센서 설치 를 수평방향으로 이동하면

서 측정하 다.

온도센서 설치 에는 그림 3.13에서와 같이 cold wire 2개와 열  4

개가 설치되어 있고, 측정에서는 한개 센서의 측정시간을 늘리기 하여 

cold wire 2개와 열  2개만을 HP3413C 계측기로 측정하 다. 각각의 

센서에 해 당 4096개의 data를 4 간 측정하 고, 이를 7번 반복하

다. 주입하는 공기의 온도, 유량, 압력 등은 integral voltmeter를 사용한 

HP3852 계측기를 사용하여 cold wire로 온도를 측정하는 같은 시간동안 

측정하 다. 

속도장 측정실험에서는 LDV를 실험부 외부에 설치하고 이송장치를 

로그램으로 이동하면서 측정하 다. 속도장 측정실험에서는 온도의 향

을 측정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각 실험에서 온도는 설정 값의 ±3 ℃ 

범 에서 유지시키고 속도를 측정하 다. 이 실험에서 온도범 는 40～60 

℃ 이었고, 속도는 10～40 m/s로 변화시켰다. 이 실험에서 실험명과 설정

값은 표 3.7에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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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명 실험부
온도설정

(℃)

유속설정

(m/s)

수직측정

개소 

수평측정

개소 

사용한 센서

(cold wire)

TJ11 Triple 40/60/40 10/10/10 12 26 φ1.25㎛

TJ12 Triple 40/60/40 10/20/10 12 40 φ1.27㎛

TJ13 Triple 40/60/40 10/30/10 12 26 φ1.27㎛

TJ21 Triple 40/80/40 10/10/10 12 26 φ1.27㎛

TJ22 Triple 40/80/40 10/20/10 12 26 φ1.27㎛

TJ23 Triple 40/80/40 10/30/10 12 26 φ1.27㎛

DJ11 double 40/60 10/10 12 23 φ1.27㎛

DJ12 double 40/60 10/20 12 23 φ1.27㎛

DJ13 double 40/60 10/30 12 23 φ5.0㎛

DJ21 double 40/80 10/10 12 23 φ5.0㎛

DJ22 double 40/80 10/20 12 23 φ5.0㎛

DJ23 double 40/80 10/30 12 23 φ5.0㎛

표 3.5 난류열혼합의 온도장 측정실험에서의 실험명  설정 값

실험명 실험부 유속설정(m/s)

TJ1 Triple 10/10/10

TJ2 Triple 10/15/10

TJ3 Triple 10/20/10

TJ4 Triple 10/25/10

TJ5 Triple 10/30/10

TJ6 Triple 10/40/10

DJ1 double 10/10

DJ2 double 10/15

DJ3 double 10/20

DJ4 double 10/25

DJ5 double 10/30

DJ6 double 10/40

표 3.6  속도장 측정에서 실험명  설정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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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측정오차 

주입되는 공기의 유량을 측정한 터바인 유량계의 오차는 ±1 %이고, 

30m/s에서 최  ripple은 0.1m/s, RMS 값은 0.03 m/s 이 다. 사용된 모

든 열 는 0 ℃와 100 ℃에서 보정되었다. Cold wire의 온도보정은 실험

장치를 운 하면서 공기의 유속을 30 m/sec 보내면서 노즐 출구에서 열

의 온도와 cold wire의 항을 계측하여 보정하 다. 실험범 에서 열

는 ±0.3 ℃의 오차를 보 고, cold wire는 최  ±0.5 ℃의 오차를 보

으나 열 로 보정하 으므로 최  ±1 ℃ 정도의 오차를 갖는다. 주입

되는 공기의 온도는 최  ±0.13 ℃의 ripple을 보 고, 60 ℃에서 RMS 값

은 최  0.02 ℃ 이 다.  표 3.7은 측정치들의 최 오차를 보이고 있다. 

LDV는 속도를 학 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response time이 매우 작고, 

오차도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본 실험을 분석하는데는 보

수 으로 ±(1 % of reading + 0.05 m/s)의 오차를 갖는다고 계상하 다.

 

종   류 오   차

 열  오차 ± 0.5 ℃

 열  상 오차 ± 0.25 ℃

 cold wire 오차 ± 1.0 ℃

 cold wire 상 오차 ± 0.5 ℃

 LDV ± 1 % + 0.05m/s

 유속 ± 1 %

 수평거리 ± 0.5 mm

 수직거리 ± 1.0 mm

표 3.7 최  측정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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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결과의 오차는 ASME 코드 PTC-19.1에 따라 수행하 다. 여기

에서 오차분석에서는 센서와 계측기의 오차  보정시에 발생하는 오차인 

편향오차(bias error: β)를 보수 으로 계상하 고, 측정의 반복에 따라 발

생하는 우연오차(random precision error: ε
k
)를 고려하 는데 우연오차에

는 측정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표 편차( σ)에 따른 오차와 측정 치의 불

확실성에서 오차를 고려하 다. 측정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오차는 

으로 나타나는데 는 스튜던트 값이고, 은 측정의 개수이다. 측정 치의 

불확실성에 따른 오차는 치에 따른 측정값()의 변화율()에 치

()를 설정할 때 갖는 오차()를 곱하여 얻는다. 오차의 를 

root-sum-square model에 따라 기술하면 체오차()는 다음과 같다.

     




  


 

 (3-7)

여기에서 95% 신뢰도를 갖는 값을 사용하 다. 는 보수 으로 

±0.5mm를 사용하 다. 변화율()은 측정한 을 기 으로 좌우의 기

울기를 평균하여 사용하 다. 

나. 실험결과

(1) 온도장 측정 실험결과

(가) 온도요동의 주기

표 3.5에 기술한 12종류의 실험을 수행하 다. 여기에서는 표 으로 

TJ12 실험 즉, 설정유속이 10/20/10 m/s 이고 설정온도가 40/60/40 ℃인 

실험에 해 온도요동의 특성과 평균온도의 분포에 해 기술한다. 그림 

3.15는 TJ12 실험에서 수평 -10 mm, 수직 173 mm에서 계측된 온도의 요

동을 보이고 있다. 수평의 심 은 심에 있는 노즐의 앙을 0으로 설

정하 고, 수직 치는 노즐의 출구에서부터의 거리이다. 이 경우에 온도요

동은 ±5 ℃ 정도를 보이고 있으며, 육안으로 0.1  간격에 략 10개의 

주기가 측된다. 이를 FFT하여 주 수의 spectrum을 분석한 것이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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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이다. Spectrum이 100 Hz 근방에서 최 값을 보이고 있으나 0 Hz에

서 300 Hz 사이에 넓게 분포되어 있고, 다른 시간구간에서도 이와 같은 

상을 보이고 있다. 측정한 data의 양이 많고, 주 수의 분포가 복잡하여 

Fortran의 ISML library로 분석하 다.

로그램의 수행 (그림 3.17)에서 왼쪽 에 있는 그래 는 측정한 

데이터를 시간에 하여 그린 것이고, 왼쪽 간에 있는 그래 는 주 수 

분석의 결과이다. 오른쪽 에 있는 그래 는 background noise의 시간에 

한 그래 이고, 오른쪽 간에 있는 그래 는 background noise에 한 

주 수 분석 결과이다. 두 개의 비율은 왼쪽 아래의 그래 에 나타나있다. 

그림의 에서는 375.0 Hz에 주요 주 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15 시간에 따른  온도의 요동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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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온도요동의 주 수 spectrum

그림 3.17 주 수 추출 분석 로그램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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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요동도 앞에서 기술한 자유액면의 요동의 분석에서 사용한 방법

과 유사한 방법으로 분석하 다. 단, 요동을 특성을 고려하여 high pass 

filter의 cut-off frequency를 10 Hz로 설정하 고, low pass filter의 

cut-off frequency는 2 kHz로 설정하 다. 주요 주 수의 추출은 

background noise 데이터에 한 주 수 분석결과와 실험 데이터의 주

수 분석결과의 비를 계산하여 가장 큰 주 수 역을 찾았다. Double jet 

실험자료 분석을 수행하 는데, 결과를 해석하기 하여 무차원 주 수

(   )를 도입하 다. 여기에서 는 측정한 무차원수, 는 노즐의 

폭, 는 기속도이다. Double jet 실험들에서 수직 치가 48 mm인 치

에서의 실험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주 수를 이 무차원 수로 나타낸 것

이 그림 3.18 이다. 이 그림에서 보면 수평 치의 심부에서는 특정 주

수가 나타나고, 심부에서 수평으로  멀어지면 일정한 지 부터(약 

25 mm 근처) 주요 주 수가 격하게 감소되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

을 볼 수 있다. 한 double jet에 의해 형성되는 요동의 주 수는 온도와

는 상 없이 속도에만 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18 Double jet 실험에서 치, 온도, 속도에 따른 온도 요동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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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는 같은 실험자료로서 수평 치 심에서의 수직 치에 따른 주

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속도의 비에 따라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었으

나, 노즐과 떨어진 치에서의 요동주 수는 이들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한 속도가 10/20, 10/30 m/s인 경우에는 심부에서 형성되는 

무차원 주 수가 모두 0.43 근처로 거의 동일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10/10 m/s인 경우에는 무차원 주 수가 약 0.58 정도로 다른 실험결과와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다. 10/10 m/s 경우에는 속도분포가 칭이고, 그 

이외의 경우에서는 비 칭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속도분포의 칭성이 주

수 형성에 향을 미치는 하나의 인자임을 상할 수 있다.     

그림 3.19 수직 치에 따른 요동주기의 변화 

온도요동을 분석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double jet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요동의 주 수 특성은 온도분포에는 상 없이 속도분포에만 

향을 받았고, 속도분포의 칭성에 따라서 심부에서 형성되는 주 수의 

크기가 달라졌다. 한 형성된 요동은 심부에서 멀어질수록 크기가 작아

지고, 형성된 요동이 심부에서 수직으로 멀어질수록 작아지는 형태는 온

도분포에는 상 이 없으나, 속도분포에는 향을 받으며, 속도의 차이가 

클수록 격하게 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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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온도측정 센서의 감응도

그림 3.20은 같은 실험조건에서 열 와 cold wire에서 측정한 평균

온도를 도시한 것이다. 그 값들의 차이는 열 와 cold wire의 오차범  

내에 있다. 노즐에서 48mm 떨어진 치에서는 약간의 온도차가 나타나는

데 이는 하부면의 향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3.21에서는 온도의 요동

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두개의 cold wire는 거의 값이 같은 반면 열 는 

직경이 클수록 요동량의 값이 떨어진다. 이는 100Hz 정도로 요동하는 이 

실험에서는 열 의 시간상수가 무 크기 때문이다. 한 직경이 클수록 

감응도가 낮아 요동량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사용한 온도 

요동량은 온도의 RMS 값을 주입되는 두 유체의 온도차( )로 나  

것이다. 여기에서 은 평균온도, 은 data의 개수를 의미한다.

      

 



  


  
 (3-8) 

그림 3.22는 온도 에 따른 온도요동량의 비를 보여주고 있다. 로, 

1.27/254 ㎛ 센서 은 254㎛ 직경의 열 로 측정한 온도요동량을 직경이 

1.27㎛인 cold wire로 측정한 온도요동량으로 나  값을 나타낸다. 그림에

서는 가장 은 값을 나타내는데 이는 센서의 직경비가 가장 기 때문이

다. 한 속도가 증가할수록 이 값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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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수평 치와 수직 치에 따른 2개의 cold 

    wire와 2개의 열 의 평균온도

그림 3.21 수평 치와 수직 치에 따른 2개의 cold wire와

           2개의 열 의 온도요동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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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센서 에 따른 온도요동량의 비

  

(다) 평균온도  온도요동량 분포

그림 3.23은 설정온도가 40/60/40 ℃, 설정속도가 10/20/10 m/s인 

TJ12 실험에서 cold wire로 측정한 온도장  구간의 평균온도를 보이고 

있다. 고온 노즐을 심으로 잘 칭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심

의 온도가 노즐에서 멀어질수록 감소하다 높이 623 mm에서는 거의 같아

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24는 이 실험에서 온도장  구간의 온도 

요동량을 보이고 있는데 고온 노즐과 온 노즐 사이에서 2 부분에서 온

도가 혼합되므로 요동량이 최 를 보인다. 온도의 요동량은 치가 높아질

수록 증가하다가 173 mm 높이에서 최 를 보이고, 치가 더욱 높아지면 

감소하여 623 mm 부근에서는 열혼합이 거의 끝나 요동량도 낮고, 구간

의 값은 평균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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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Cold wire로 측정한 온도장에서의 온도분포

그림 3.24 Cold wire로 측정한 온도장에서의 온도 요동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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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속도장 측정 실험결과

속도장은 12종류의 기조건에서 LDV를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측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하여 6개의 실험조건에서는 2～3 번 측정

하여 비교하 는데 오차범  내에 있었다. 노즐이 한 개인 2차원 제트에 

해서는 이론 인 연구과 실험으로 많은 연구가 되었었다. 그러나 2개 이

상의 노즐에서 분사되는 제트인 경우에는 산에 의한 연구 이외의 이론

인 연구는 무한 형편이다. 한 개의 노즐에서 2차원으로 분사되는 이론

으로는 Schlichting[3.5]에 의하면 Plandtle second hypothesis를 기 로한 

Reichardt & Geortler의 이론이 비교  상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이론은 제트가 진행한는 방향인 수직속도()와 그에 수직인 수

평속도()는 아래와 같다. 

  
 (3-9)

   
 (3-10)

이 이론은 제트의 폭이 노즐에서부터의 거리 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는 가정과 심선에서의 속도 는 가 증가함에 따라    
 로 

감소한다. 여기에서 는 노즐로부터의 특정거리를 나타내며 는 그 에

서의 속도이다. 는 수직거리와 수평거리()로   로 나타난다. 는 

실험상수로 7.67 정도이다. 식들은 노즐이 2개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

다. 이를 극복하기 하여 심에서의 거리가 인 개의 노즐인 경우 

   로 두어 노즐에서의 식 (3-9)과 (3-10)로 속도를 구하여 

momentum이 보 되게 다음과 같이 계산하 다.

   


∙ 


  (3-11)

두 노즐에서의 속도가 각각 10m/s인 DJ1 실험에서 측정한 심선에

서의 속도를 노즐에서부터의 거리로 나타내면 그림 3.25와 같다. 이 실험

치는 심선의 속도가       로 나타났다. 값으로는 

제트의 core가 없어지는 지 을 사용하면   로 나타나는데[3.6],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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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는 노즐의 폭이다. 는 실험상수로 plane parallel jet에서는 4.29～5.72 

범 에 있다. 이 값들을 사용하여 실험과 비교하여 본 것이 그림 3.26이다. 

이 실험에 해서는 실험자료 생산이 끝난 상태이라 연계 실험자료를 

제공한 후, 자세한 상 분석은 차후에 수행할 정이다.  실험의 로, 

기 설정조건이 10/20/10 m/s인 TJ3 실험의 결과들을 아래에 제시하 다. 

그림 3.27은 속도장에서 수직방향속도()의 평균속도분포를 보이고 있고, 

그림 3.28은 수평방향속도()의 평균속도분포를 보이고 있다. 수평속도에

서 LDV를 기 으로 좌측으로 움직이면 속도의 부호가 - 이고, 우측으로 

움직이면 + 부호이다. 수평 치의 부호도 이와 동일하다. 

그림 3.29는 수직방향 속도의 요동량()를, 그림 3.30은 수평방향 속

도의 요동량()을 기 주입속도로 무차원화하여 나타내고, 그림 3.30은 

Rynolds stress()을 기속도의 자승으로 무차원화하여 나타내었다. 

그림 3.25 DJ1 실험에서 심선에서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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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수직속도의 이론과 실험 비교 

그림 3.27 Triple jet 실험에서 수직속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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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Triple jet 실험에서의 수평속도 분포

그림 3.29 수평속도의 무차원 요동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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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0 수평속도의 무차원 요동량  

그림 3.31 Triple jet 실험에서의 무차원 Reynolds stress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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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언

Thermal striping 실험에서 1차년도에는 기존 물 실험장치를 이용하

여 자유액면의 요동을 측정하 고, 2차, 3차년도에서는 연계실험인 난류열

혼합 실험을 수행하 다. 자유액면요동 실험에서는 액면요동의 주기와 진

폭을 측정할 수 있는 기 항형 센서를 자체 설계, 제작하여 측정에 사용

하 다. 난류열혼합 실험에서 이놀즈 수가 2×104 이상에서는 난류열혼

합에서 소듐과 공기의 난류열혼합 무차원 특성이 유사하므로[3.2, .3.3] 실

험의 경제성을 제고하기 하여 소듐 신 공기를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

하 다. 최  1 kHz 정도 고주기로 요동하는 난류를 측정하기 하여서는 

0.2 ms 정도 이하의 time constant를 갖는 센서가 필요하므로 온도측정에

서는 cold wire (Φ1.27 ㎛), 유속측정에서는 hot wire를 사용하 고, 당 

1개의 channel에 4,096개 이상의 data를 습득하 다. 

자유액면의 요동을 측정하여 4,622개의 실험자료를 생산하 고, 이를 

5가지 실험인자(유체   구조 )로 자유액면 요동의 주기와 진폭을 분

석하 다. 실험범  내에서 진동의 주기는 0.5～2 Hz 정도 이 고, 자유액

면에 공기가 공입되기 직 의 조건에서 최 진폭은 30 mm 정도 이 다. 

부차 으로 자유액면에서 공기가 물속으로 혼입되는 임계조건을 기술하는 

실험식을 개발하 다. 2차, 3차 년도에서는 난류가 혼합하는 역(12×36 

matrix)에서 기의 온도/유량을 변화시키면서 평균온도와 온도 요동량

(3,696 data)  평균속도와 속도 요동량을 측정하 다. 이 실험자료를 사

용하여 요동의 진폭과 주기를 분석하 고(50～300 Hz), 부차 으로 온도

측정 센서(6종류)의 요동량을 상호 비교하여 고주기 요동에서 실제 요동

량과 센서의 response 사이의 계를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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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증기발생기에서 소듐으로의 물 출 감지기술 개발

1. 서언

증기발생기에서 물이 소듐계통으로 출되면 소듐-물 반응으로 생성

된 부식성 반응생성물에 의해 출부 와 인 한 열 이 손상되어 사고

가 확 된다. 따라서 물 출을 얼마나 조기에 감지하는가가 안 성과 설

계에 요한 인자로 작용한다. 재 물 출을 감지하는 방법으로는 소듐-

물 반응 시 발생하는 수소의 농도를 소듐 속에 용해되어 있는 용존 수소

를 감지하는 방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낮은 농도에서 

감응시간이 늦어 출 감지하 을 때에는 이미 큰 사고로 발 된 후인 것

으로 그림 4.1, 그림 4.2와 같이 보고되고 있다. 

그림 4.1은 물 출 시에 출 규모의 발  추이를 보여주며 구조물

의 손 때문에 출이 self-development되는 출 발  과정을 보여 다. 

T1은 매우 작은 출속도이며, 출이 몇 분 혹은 몇 시간 동안 아주 안

정하다. T2는 출 통로의 확 로 인해 출이 아주 격하게 증가한다. 

T2는 10분 이내로 짧은 시간이다. 이때부터 근  튜 의 wastage가 시작

된다. T3는 근  튜 의 wastage가 완료되는 시간이며 이때는 출량이 

매우 높아진다. 

그림 4.2는 여러 가지 물 출 감지장치의 감지 응답성을 보여 다. 

음향 감지장치에 의한 감지가 수소를 감지하는 것보다 훨씬 감지성능  

응답성이 빠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림에서와 같이 물 출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해 본 과제에서는 출량 1g/  이하

에서 출을 감지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신호분석 방법, 감지논리  감지논리를 구 할 툴을 

개발하 고, 출 감지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음을 생산하기 

하여 물에 알곤과 질소가스를 주입하는 실험을 수행하 다. 동시에 개발한 

감지논리와 S/W(툴)가 어느 정도까지 신호음들을 감지할 수 있는지를 시

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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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구조물 괴되는 동안의 물 출 규모의 크기 발

그림 4.2 출 규모에 따른 감지방법에 따른 응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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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호분석 논리개발  논리구  S/W 제작 

가. 출량에 따른 신호 특성 분석 

(1) 출 실험 비

소규모 출감지의 신호분석 논리를 개발할 목 으로 micro 노즐을 

제작(그림 4.4)하여 소규모 출의 음향 신호를 측정하 다. 이를 해서 

먼  실제 증기발생기의 압력 환경에 가까운 조건인 ～100 kg/cm2의 압

력에서 소규모 출 시 출음의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측정하여 

분석하 다. 한 실제 증기발생기에서의 물 출 시에 상되는 배경소음

을 간단한 실험으로 생산하여 반응음과 주된 배경소음의 특성이 어떤 차

이가 나는지를 음을 분석하여 비교하 다. 

기존의 실험들은 낮은 1 kg/cm2 의 압력 조건하에서 이루어졌기 때

문에 출 기의 손상 크기가 아닌 환경에서의 소음 특성으로 감지논리

를 개발 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이것 보다 훨씬 실제의 환경이라고 

단되는 매우 작은 크기의 출 환경 하에서 출 소음을 얻고자 하 다. 

노즐 시편은 실제의 손상 규모 크기의 기와 유사하다고 단되는 노즐 

홀의 크기가 제작되었다. 12개의 micro 노즐(홀 지름; 0.00 63mm～0.163 

mm)을 제작하 고, 출음 측정 에 아크릴 실험장치에서 직  으로 

출상태를 확인 촬 하 다.  

(2) Micro 출 신호음 획득을 한 노즐 제작

그림 4.3은 제작된 노즐 시편이며, 그림 4.4는 노즐 시편의 구멍을 

300배로 확 하여 측정하기 한 borescope이다. 노즐 시편의 재질은 

SUS304, 크기는 3 mm 두께, 10 x 10 mm, 기 홀 크기는 0.13mm, 노즐

로 사용되는 샘 은 12개로 최종 결정하여 사용하 다.

그림 4.5는 제작된 micro 홀로 만들어진 노즐의 크기와 각 크기의 압

력에 따른 유량과의 계를 보여 다.

그림 4.6(A), 그림 4.6(B)는 제작된 노즐 구멍의 표면사진과 압력에 

따른 알곤(Ar) 가스 분사 장면을 나탄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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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노즐 시편의 모양

 

 

그림 4.4 Borescope  노즐 시편 제작시 홀 크기 측정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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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제작된 노즐에서 압력 조건에 따른 

           구멍의 크기와 최  출량과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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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A) 노즐 크기에 따른 노즐 모양  알곤 분사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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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B) 노즐 크기에 따른 노즐 모양  알곤 분사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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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작된 노즐로 신호음 측정 실험

실험은 2가지 장치에서 실험되었다. 첫 번째는 그림 4.7과 같은 아크

릴 용기에서 소규모 출 시의 기포 거동 상을 이해하고 사진 촬 을 실

시하 고, 두 번째는 물 mock-up 장치에서 실제 소음을 측정하 다.

 그림 4.8의 물 mock-up 실험장치는 SUS304로 만들어진 용기를 사

용하 고, 용기의 크기(400 ℓ)는 높이 2,000 mm, 지름 500 mm, 두께 10 

mm이다. 물 펌 는 용기 안쪽의 물을 순환시키기 해서 설치되어 있는

데, 이것은 증기발생기의 순환 조건과 같이 물이 하강하는 것과 같이 만

들기 함이다. 가스 공 장치는 낮은 압력 공 장치와 120 kg/cm2의 고

압 공  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실험에서는 100 kg/cm2 까지 실험을 

수행하 다. 

용기의 바깥 표면에 길이 500 mm, 지름 5 mm인 음향 가이드를 설치

하 는데, 500 mm 간격으로 음향 가이드 3개를 설치하고 음향 센서는 

DECI 사의 SE1000-HI를 사용하 으며 pre-amplifier가 연결되어 있다. 음향 

센서는 DECI 센서 어뎁터를 사용하여 장착/탈착이 용이하게 구성하 다.

그림 4.7 아크릴 용기에서의 알곤 가스 분사 실험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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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물 mock-up 실험장치와 injector 설치

그림 4.9와 같이 물 mock-up 장치에서의 실험은 수  높이를 변화시

키면서 히터로 물을 가열하면서 가스 주입 injector에 그림 4.4와 같은 노

즐(nozzle)을 쉽게 갈아 끼울 수 있도록 하고, 가스(Ar, N2)를 주입하여 

출 신호음 등을 측정하 다. 물 mock-up 장치에서 h2와 h3는 수  높

이를 의미하며, p1, p2, p3는 음향 센서를 의미한다. 배경 소음 측정 실험

을 다음과 같이 수행하 다.

 -  소규모 출 여건 하에서 Ar(N2) 가스 주입 소음 측정

 - 물의 비등 여건 하에서 압에서부터 100 kg/cm2까지 소규모 Ar 

가스 주입의 소음 측정



- 145 -

 -  물의 비등소음(boiling), 주변에서의 hammering 작업, 반응기 wall

의 표면을 는 소음(scratching), 부러쉬(blushing)작업, 반응기 

주변에서의 air compressor 작동 소음 등을 측정

그림 4.9 센서, 수 , 알곤 분사 치 

  신호 측정 치

(4) 음향 계측 장치

음향계측장치는 2가지 형식으로 운 되고 있다. 첫 번째는 그림 4.10

과 같이 물 출 감시장치의 모형을 개발하기 한 시험장치인 DSP가 장

착된 PC 계측장치이고, 두 번째는 일반 PC에서 LabVIEW의 환경으로 운

이 되어 다양한 계산, 분석  시험이 가능한 계측장치로 구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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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P 본체 내부의 하드웨어의 구성은 SMT310Q, SMT317, SMT375

로 구성되어 있다. SMT317은 data acquisition 모듈, SMT375는 DSP 모

듈이며, SMT310Q는 SMT317과 SMT375 모듈을 장착하는 mother 모듈 

역할하는 PCI 연결형태의 보드이다. 본 연구에 사용하는 모듈은 모두 

SMT310Q 3개, SMT317 3개, SMT375 9개로 구성되었다.  

그림 4.10 DSP를 갖춘 소규모 물 출 음향 감지 장치

SMT310Q에는 1개의 SMT317과 3개의 SMT375 모듈이 장착된다. 물 

출 감지 시험장치( 비 시험용 prototype) 셋업을 해서 본체의 주변은 

음향 센서 1개와 음향 센서의 입력을 확인하고 신호를 비교하기 하여 

Oscilloscope (LeCroy 9304A, Quad 200MHz 사용)로 구성하 다. DSP 장

치는 window 2000에서 운 되며, DSP를 운 하기 해 통합 package인 

Pegasus를 이용한다. Pegasus는 DSP 라이 러리  다  연산 시스템 환

경을 제공하기 하여 Diamond사의 3L를 사용하며, Pegasus는 iconic 언

어 형태로 작업하기 때문에 icon인 block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 

Microsoft사의 C++ 언어를 사용하여 DLL(Dynamic Link Library)를 만

든다. 재의 장치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표  DSP 라이 러리나 표

 연산 라이 러리를 제공하는 Sinectoanalysis를 장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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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출량에 따른 소음 특성 분석

(가) Ar 가스 주입 실험의 분석 결과

 스  jet 분사가 크게 일어날 때 소규모 출은 기포성이 큰 분사 모

드를 가진다. 소듐 속에서 진동하는 hydrogen 기포의 공명 주 수는 출 

소음의 원천이 된다. 확실히 주 수 역을 측정하기 해서 소듐 속으로 

물 출에 의해 생긴 hydrogen 기포의 크기 분포를 아는 것이 요하다. 실

험 자료에 기 하여 <10 g/h의 출시 hydrogen 기포의 최  크기는 2mm 

정도이다[4.1, 4.2, 4.3]. 손상 부 에서 멀어져 갈 때 기포 크기는 움직이는 

동안 작아지는데, 이는 소듐 속에서 hydrogen이 녹아들기 때문이다. 

2개 이상의 기포가 합쳐질 때는 큰 기포를 따라 작은 기포가 함께 따

라간다. Self-development가 진행되면 기 손상 크기는 증가하고, 결과

으로 생기는 hydrogen 기포 크기 한 증가한다. 소듐 속으로  물이 출

될 때 bubbling 출 모드에서 jetting 출 모드로 이동하며 여러 가지 

다른 소음들이 생긴다. 다시 말해서 스  jet 분사 소음이 증가한다. 그러

므로 증기발생기 속에서 물이 출되면 복잡한 과정을 거쳐 특징 인 주

수 특성이 사라진다.

매우 작은 압력 차이에서 물속으로 아르곤 가스를 분사하 을 때, 아

르곤 기포의 운동은 압력 차이에서 시작하며 유출 통로의 출구에서 아르

곤 기포가 만들어진다. 음향신호 발생의 원인은 압력 차이 증가로 인하여 

가스 jet의 기포를 쪼갠다. 이때 물 속에 아르곤 기포의 부피 진동 주 수

는 모드 0, 모드 2, 모드 3 등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결정된다[4.4]. 

모드 0에서,

f o=
1

2πRo

3γPo
ρ
w

(4-1)

모드 2와 모드 3 그리고 그 다음은, 

f n=
1

2πRo

(n 2-1)(n+2)σ
ρRo

, n=2,3,................ (4-2)

  

아르곤 기포의 반경 Ro은 평형 조건하에서 injection 순간에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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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σ=(ρ w-ρ
Ar)

4
3

πR3
o

(4-3)

그림 4.11에서 그림 4.22는 물 mock-up 장치에서 Ar 가스 주입에 의

한 소규모 물 출 실험의 분석 결과이다. 사용된 노즐 시편은 앞서 제작

된 노즐이며 노즐 구멍 크기에 따라 출량 변화에 따른 실험결과를 나타

낸 것이다. 기포 크기와 홀 크기에 따른 주된 주 수 특성은 1~2 kHz 부

근에서 bubbling에 의한 소음 특성과 약 28~30 kHz 부근에서 jetting에 

의한 소음 특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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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물 mock-up 장치에서 측정된 알곤 분사 소음 측정 

            분석결과(노즐 시편 No.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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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물 mock-up 장치에서 측정ㄷ4hls 알곤 분사 소음 측정 

분석결과(노즐 시편 No.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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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물 mock-up 장치에서 측정된 알곤 분사 소음 측정 

            분석결과(노즐 시편 No.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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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물 mock-up 장치에서 측정된 알곤 분사 소음 측정 

            분석결과(노즐 시편 N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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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물 mock-up 장치에서 측정된 알곤 분사 소음 측정 

            분석결과(노즐 시편 No.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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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물 mock-up 장치에서 측정된 알곤 분사 소음 측정 

            분석결과(노즐 시편 No. 18)

 

 

 



- 155 -

그림 4.17 물 mock-up 장치에서 측정된 알곤 분사 소음 측정 

            분석결과(노즐 시편 No.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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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물 mock-up 장치에서 측정된 알곤 분사 소음 측정

분석결과(노즐 시편 No.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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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물 mock-up 장치에서 측정된 알곤 분사 소음 측정 

분석결과(노즐 시편 No.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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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 물 mock-up 장치에서 측정된 알곤 분사 소음 측정 

분석결과(노즐 시편 No.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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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물 mock-up 장치에서 측정된 알곤 분사 소음 측정 

            분석결과(노즐 시편 No.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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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 물 mock-up 장치에서 측정된 알곤 분사 소음 측정 

            분석결과(노즐 시편 No.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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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Boiling에 의한 배경 소음 분석결과

그림 4.23의 실험결과는 15, 36, 62, 66, 78, 86 ℃에서 히터 표면에서 

비등되는 기포의 소음을 측정하여 FFT 분석한 것으로 실험은 비용 감

을 해서 간단히 히터를 물속에 직  넣고 실험이 수행된 것이다. 

(다) Boiling과 함께 Ar 가스 주입 실험에 한 분석 결과

그림 4.24는 물 mock-up 장치에서 가열하면서 소규모 물 출과 유

사한 Ar 가스를 주입하여 얻은 신호음을 나타내었으며, 주입의 실험 결과

이다. 이 실험은 배경소음에서 출음 발생 시에 소음 특성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악해보고자 실험된 것이다.

그림 4.23 물 mock-up 장치에서 알곤(Ar)을 분사하지 않고 히터에 의해 

           비등되는 소음을 측정하고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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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4 물 mock-up 장치에서 히터로 가열하면서 측정된 알곤 

           분사 소음 측정 분석결과(노즐 시편 N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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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여러 가지 배경 소음 측정 후 분석 결과

    표 4.1은 다양한 배경소음에 한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이 실험들은 

갑작스러운 배경소음에 한 출음 감지 성능 악을 해 측정되었다.

실험조건 FFT 분석결과

알곤 가스가 1/4" 튜 를 통해서 

공기 으로 분사될 때 (3가지 

유형)

스틸 brush로 물 mock-up 장치 

표면을 었을 때 

표 4.1 다양한 배경소음에 한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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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조건 FFT 분석결과

물 mock-up 장치 주변에서 

compressor를 운 하 을 때 

물 mock-up 장치 주변에서 

spanner와 같은 물건을 콩크리트 

바닥에 떨어졌을 때 

물 mock-up 장치 표면을 

hammer로 톡톡 쳤을 때

물 mock-up 장치 표면을 

쇠조각으로 었을 때

물 mock-up 장치 주변에서 

compressor를 운 과 hammer로 

톡톡 쳤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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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호분석 논리개발 

감지논리를 개발하기 한 선행연구로서 액체 속로 증기발생기에서

의 물 출 사고 후에 증기발생기 내부에서 일어나는 제반 상과 련 기

술들을 분석하 다. 음향을 측정하여 물 출을 감지하는 방법에서는 신호

분석 기술과 출을 별하는 기술이 필수 이므로 물 출 감지논리는 

신호분석과 출을 별하는 신경망으로 구성된다. 증기발생기에서의 물 

출 사고 시에는 소듐-물 반응음 뿐만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배경소음이 

발생한다. 그러나 실제 배경소음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배경소음에 

상응하는 음을 생산하기 하여 논리를 개발하는 동안 간단한 실험으로 

물의 비등음, compressor음 등 여러 종류의 음을 측정하여 논리개발에 활

용하 다. 특히 출 상과 신호음의 특성을 찾기 하여 소규모 아크릴 

용기에 들어있는 물속으로 micro 노즐을 통하여 질소를 주입하면서 주입되

는 상태를 촬 하여 분석하 다. 이 외에 국제 력을 통하여 러시아에서 

소듐-물 반응음을, 국에서 PFR superheater의 배경소음을 일부 확보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측정범 가 한정되고 양이 어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신호분석방법에 따라 출 별 능력이 좌우되기 때문에 이 부터 개

발하고 있던 출음 분석용 로그램의 신호분석 논리를 보완하 으며 

출음의 특성을 찾기 하여 측정한 신호들을 FFT, 1/3 Octave band 방

법으로 분석하 다. 이러한 신호분석을 통해 얻어진 스펙트럼을 여러 주

수 밴드로 나 고, 각 밴드의 신호음 크기로부터 RMS와 SD를 계산하여 

기존의 신경망이 어느 정도의 소음 벨까지 출을 감지할 수 있는 지를 

조사하 다. 신경망으로는 일반 으로 사용되고 있는 back propagation 

neural network를 사용하 다. 신경망에서 단의 기 이 되는 신호의 특

성은 신경망 알고리즘이 자체 숙지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을 신경망의 

학습이라 한다. 그림 4.25는 신경망을 학습시키는데 필요한 입력 자료를 

생산하는 과정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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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5 신호음의 FFT 분석 흐름도 

감지논리 설계와 련해서 가장 먼  악하여야 하는 것은 소듐-물 

반응음과 배경소음의 특성이 무엇이며,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감지논리를 구 한다는 것은 반응음의 특징을 찾는 방법

에 달려 있다. 따라서 반응음의 특성이 어느 주 수 밴드에서 나타나는지, 

반응음의 패턴을 어떻게 표 하는 것이 좋은 지를 단하는 것이 요하

다. 본 연구에서는 2가지 방법을 사용하 다. 첫째로는 FFT 분석으로 주

수 성분의 크기와 특정 주 수 밴드에서 표 편차의 크기변화 특징을 

추출하는 방법이고, 둘째로는 octave band 분석으로 각 주 수 밴드에서

의 에 지의 변동을 측정하여 반응음의 특징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재에

는 논리 개발과 실험 자료에 의한 시험들을 통해 그림 4.26과 같은 감지논

리의 알고리즘을 설계하 으나 앞으로 소듐-물 반응 실험과 실제 환경에 

맞는 배경소음 분석에 의한 감지논리의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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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6 출음 별을 한 감지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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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발된 논리의 구  분석툴(S/W) 제작 

논리 구  S/W는 2가지 방향에서 실시되었다. 첫 번째는 Pegasus 환

경이 장착된 계측장치이고, 두 번째는 일반 PC에서 LabVIEW 환경이 장

착된 계측장치에서 이루어졌다.

그림 4.27, 4.28은 배경소음  출소음을 분석하기 한 Pegasus 시

스템에서의 신호분석 넬이다. 신호분석은 RMS, FFT, 1/3 octave band 

분석이 가능하며 앞으로 다  채 의 감지 논리의 시험은 이와 같은 DSP

가 장착된 계측장치에서 구 되어야 한다. 재는 신호분석만 가능하며 앞

으로 신경망에 련된 감지툴(S/W)이 제작되어야 한다.

감지논리의 구 은 어떻게 출음의 특징을 찾아낼 수 있는가 하는 

방법론으로 출음의 특성이 어느 주 수 밴드에서 나타나는지를 조사하

고, 출음의 패턴을 어떻게 표 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이다. 

재의 실험에서 배경소음으로 분류된 측정된 출음(약 240개 출

음 자료 획득)은 그림 4.11에서 그림 4.22와 같이 소규모 출시 실험 으

로 나타날 수 있는 1~2 kHz 범 에서의 bubble 상과 jet 상에 의해

서 20 ~ 40 kHz 주 수 밴드에서 나타나는 출음이 있다. 이 출음 주

수 밴드는 실험에 사용되는 가스 종류에 따라 변하며 본 연구에서 작용

하는 분석 논리  감지 논리는 FFT 분석  octave band 분석을 통해서 

얻어진 특정 주 수 밴드의 RMS, SD를 계산하는 기법으로 신호분석의 

논리를 용하 다.

출음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듐과 물이 반응하여 생기는 수소(H2) 가

스의 기포(bubble) 거동에 의한 소음과 증기발생기 열 의 손상과 스  

압력의 상 계에서 발생하는 jet 상에 의한 소음 특성으로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상의 2가지 특성을 조사하기 해서 본 연구에서는 1차 으

로 FFT 분석에 의한 주 수 성분의 크기와 특정 주 수 밴드의 표 편차

의 크기 변화에 의한 특성을 추출하는 방법이며, 2차 으로는 octave 

band 분석에 의한 각 주 수 밴드에서의 에 지의 변동을 측정하여 출

음의 특징을 추출하고자 하는 분석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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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7 FFT, 1/3 Octave band를 분석하는 넬

그림 4.28 FFT 주 수 밴드의 RMS, SD를 계산하는 분석 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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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시험의 분석툴(S/W) 제작은 NI사의 LabVIEW를 사용하 다. 

S/W의 구축은 3가지 작업을 수행하기 한 것으로 신호분석, 신경망 학

습  시험으로 on-line 사용 시험을 목 으로 구축하 다. 재는 off-line

으로 비된 신호음을 입력하고 분석한 후에 신경망 학습, 그 다음 신경망

에 의한 출음 별 감지 시험이 되도록 하 다. 감지실험을 수행하기 

해서 그림 4.29와 같이 1층 은익층이 있는 다층 신경망인 back 

propagation neural network 알고리즘을 LabVIEW 환경에서 DDL library

로 블록을 제작하 다. 

그림 4.29 Back propagation neural network의 개념도

 본 연구에서 용되는 신경망 알고리즘은 간층이 있는 3층 이상의 

네트워크로 확장한  학습법이 back propagation(역 법)이다.  유니트  

의 출력  (혹은 )가, 결합 계수  로의 하 합에 의해 유니트  의 

입력으로 되고, 옵세트 과 출력을 규격화하는 함수  에 의해, 유니트  

의 출력 가 결정되는 모델이다.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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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로서는 출력 (0, 1)의 범  내에서 단조 비감소의 시그모이드

(Sigmoid) 함수를 이용한다. 이 함수는 그 미분이 본래의 시그모이드 함

수로 표 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재의 실험에서 용되는 신경망

의 구조는 1층의 은익층(hidden layer)이 있는 다층 신경망이며 은익층의 

뉴런수는 입력 뉴런수의 1/2 수 으로 정하 다. 앞으로 최 의 은익층 뉴

런수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은익층의 뉴런수가 많아도 계는 없으

나 불필요한 연산만 증가하게 되므로 나 엔 최소화하여 최 화시키는 것

이 필요하다.

분석툴(S/W) 제작은 NI(National Instrument)사의 LabVIEW를 사

용하여 논리구 용 S/W를 제작하 다. 이 S/W로 신호분석, 신경망학습 

 감지시험 등 3가지 작업을 각각의 넬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

다. 측정과 분석을 동시에 on-line으로 수행할 수 있게 만들 정이나, 

재는 off-line으로 비된 신호음을 입력하여 신호분석한 후에 신경망에 

학습시키고, 그 다음 과정으로 신경망에 의한 출음 별 감지시험을 수

행하고 있다. 그림 4.30은 배경음  출음을 신호분석하기 한 넬, 그

림 4.31은 출음 신경망 학습 넬, 그림 4.32는 신경망 시험 넬이다. 

 

그림 4.30 배경음  출음을 신호 분석하기 한 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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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 출음 신경망 학습 넬

  

그림 4.32 출음 감지의 신경망 시험 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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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질에 따른 감지 성능 실험 

가. 매질에 따른 출음 측정

N2 가스 주입에 의한 실험의 목 은 앞서 수행한 Ar 가스 주입에 의

한 출음의 주 수 특성이 재 되는가와 실제 소듐 속으로 스 을 분사

하 을 때에 jet 특성의 주 수 밴드가 나타나는가를 재확인하고, 주입되

는 매질이 바 었을 때 개발된 감지논리로 N2 가스 주입에 의한 감지가 

가능한지를 악하고자 하 다. 

그림 4.33은 N2 가스를 water mock-up의 물 속에 분사시키고, FFT 

분석한 결과이다. N2 가스 주입 시에 발생하는 출음의 특성을 보면, Ar 

가스 주입 시에 나타나는 28～30 kHz 부근에서 jet 상에 의한 출음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한 N2 가스의 경우, 출음이 Ar 가스에 비

해서 출음의 주 수 특성이 복잡하게 발생함을 알 수 있었는데, 이것은 

Ar 가스에 비하여 물속에서 보다 더 작게 부서지는 상이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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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3 N2 가스에 의한 FFT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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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험장치 

앞서 Ar 가스 주입에 의한 실험장치에서 동일하게 수행하 다. Ar 가

스를 실험하는 기존의 장치에서는 노즐 시편의 교환이 있을 때에는 매번 

물이 담겨져 있는 용기의 물을 노즐 시편이 있는 부분까지 물의 수  조

하여야 하 다. 이런 작업은 시편 교환 후에 다시 물을 채워야 하는 매우 

번거로운 작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번 실험에서는 이 부분을 보다 편리

하게 설계 제작하여 사용하 다. 그림 4.34는 노즐 시편의 교환 기구이다.

그림 4.34 시편 교환 기구

다. 측정방법 

Ar 가스 주입 방법과 동일하다. 지정된 가스를 지정된 압력으로 조

한다. 조 하고 난 뒤 약 1분 동안 일정하게 유지한 후에 출음을 측정한

다. 사용된 H/W와 S/W는 DSP 계측장치를 사용하 으며 신호의 샘 링 

주기는 약 97 kHz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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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지논리  S/W 성능 검증시험 

  가. 신호분석 

신호분석방법은 앞서 제시되었던 그림 4.26과 같은 방법으로 신호를 

연속 샘 링하여 FFT, 1/3 octave band 분석 방법을 이용하 다. FFT 

분석의 경우에는 이 분석을 통해 얻어진 값을 여러 가지 제어 수단으로 

주 수 밴드의 선정과 선정된 주 수 밴드의 RMS, SD(standard 

deviation)값을 구하여 신경망의 입력으로 하 으며, 1/3 octave band 분

석의 경우에는 분석 후에 소음 벨값을 이용하 다.  

신경망에 입력하기 해서는 이런 분석값들을 일반화하여야 한다. 본 

실험에서는 분석값들을 일반화하기 해서 FFT 분석을 수행하여 선정 구

분된 각 밴드의 RMS, SD값과 1/3 octave band 분석값을 별도로 각각 구

분한 후 일반화하 다. 본 실험의 일반화는 입력값 에서 최 값을 “1”로 

하는 분포값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실험은 소듐-물 반응음의 감지 실험과 매질에 따른 감지 

실험이 있다. 각 감지 실험에서의 주 수 밴드 선정이 매우 요한데 소듐

-물 반응음의 경우, FFT 분석의 주 수 밴드 1～2, 2～4, 4～8, 8～16, 1

6～32, 32～49 kHz를 사용하 고, 1/3 octave band 분석의 주 수 밴드는 

0.9～49kHz, 0.4～1.6kHz, 0.5～8kHz를 사용하 다.  

매질 변경에 따른 Ar  N2 실험에서는 octave band 분석 기법만을 

사용하 다. Ar과 N2 감지 실험은 1～49 kHz(1/3 octave band), 0.4～2 

kHz(1/6 octave band), 20～40 kHz(1/12 octave band)의 주 수 밴드를 

사용하 다. 신경망에 입력하기 해서는 각 주 수 밴드의 최 값을 “1”

로 하는 일반화를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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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감지시험 

(1) 소듐-물 반응음 감지시험

감지시험의 비교를 해서는 Ar 가스 출음, PFR( 국) 

superheater 배경음  기타 실험에서 얻은 배경 소음을 사용하 다. 개발

한 감지논리와 감지시험 S/W로 개발과정에서 연구의 진 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시험을 수행하 다. 이 시험에서는 첫째, 소듐-물 반응음을 배경음

과 구별하여 감지할 수 있는지 둘째, 높은 배경음 하에서 출음을 별하

여 감지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 다. 7차에 걸쳐 감지시험을 수행하 고, 

각 시험의 목 , 조건, 결과를 종합하여 표 4.2에 기술하 다.

시험-1(그림 4.35, 그림 4.36, 그림 4.37)은 음향감지에 사용할 neural 

network(NN)의 감지 가능성을 시험하는 것이 목 이었다. 여기서는 그림 

4.35, 그림 4.36, 그림 4.37과 같이 FFT에 의한 신호분석의 결과가 1/3 

octave band에 의한 신호분석 결과보다 NN 에러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시험-2(그림 4.38)는 러시아에서 확보한 소듐-물 반응음을 사용하여 다른 

음향과의 분별 가능성을 시험하 고, 한 별력을 정량화하고자 하 다. 

이 계산에는 학습시간을 단축하기 하여 feed forward neural network을 

사용하 다. 이 시험의 결과는 낮은 수 의 분별력을 보 고, NN 출력의 

에러를 감소시키기 해서는 입력 값의 안정화가 필요함을 알았다. 

시험-1, 시험-2에서는 Matlab 소 트웨어로 신호를 분석한 후 작성된 

NN에 입력하 다. 입력을 수작업으로 하 기에 입력하는 data의 수가 제

한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따라서 NI사에서 개발하여 일반 인 계

측용으로 사용되는 LabVIEW에서 작동되는 NN S/W를 작성하 고, 동

시에 신호분석과 NN 학습도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출감지 S/W를 

개발하 다. 시험-3(표 4.3)에서는 이 S/W의 성능을 감지하기 한 시험

으로 시험결과 무제한 으로 data를 입력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감지

시간도 단축할 수 있었다. 한 이 시험에서는 각각의 음을 100% 분별하

여 감지할 수 있어서 기술의 가능성을 확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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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1 시험-2 시험-3 시험-4 시험-5 시험-6 시험-7

목 NN 시험
Na-물  

반응음삽입

감지툴 

작성  

시험

음혼합 툴 

시험(툴-2)

음혼합 툴 

시험(툴-3)

상용 S/W 

음혼합 

시험

감지성능 

향상

software Matlab Matlab LabVIEW LabVIEW LabVIEW LabVIEW LabVIEW

분석

/ NN 
분리 분리 통합 통합 통합 통합 통합

신호음 

종  류

Ar, 비등, 

비등+Ar, 

Hammer

Na-물 

반응, Ar, 

비등, 

hammer

Na-물 

반응, Ar, 

비등,  

compressor

Na-물 

반응, 

hammer

Na-물 

반응, 

hammer

Na-물 

반응, PFR 

S/H음

Na-물 반응, 

PFR S/H음, 

기타 배경음

음혼합

상  태
separated separated separated mixed mixed mixed mixed

S/N 

level
0dB 0dB 0dB 12~-20dB 0~-20dB 10~-20dB 16~-24dB

NN 입력
RMS, SD. 

1/3Oct

RMS, SD. 

1/3Oct

RMS, SD. 

1/3Oct

RMS, SD. 

1/3Oct

RMS, SD. 

1/3Oct

RMS, SD. 

1/3Oct

RMS, SD. 

1/3Oct

학습방법 BP(5) FW(100) BP(5/ea) BP(5/ea) BP(5/ea) BP(5/ea) BP(100/ea)

시  험

자료수
40 300 11546 11546 5615 11493 52238

시험결과 FFT방법이 

1/3 Oct. 

보다 더 

좋은 결과.

그림 4.35,

그림 4.36,

그림 4.37

참조

83%감지

그림 4.38 

참조

각각 음의 

패턴을 

100% 분별 

감지

표 4.3 참조

음의 부분 

손상으로 

-8dB에서 

격히 

감소.

표 4.4 참조

FFT 합침. 

-20dB에서 

100% 분별 

감지

표 4.5 참조

-2dB까지 

100% 분별 

감지, -8dB 

이하 못함.

표 4.6 참조

-20dB까지 

100% 

분별감지, 

기타 배경음 

100% 분별

표 4.7, 

표 4.8 참조

표 4.2 성능시험 목 , 조건  시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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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시험까지는 학습된 신호와 다른 개별 신호를 분별하는 단계 다. 

다음 단계는 혼합된 신호음에서 신호음과 배경소음의 비(S/N ratio)를 인

자로 신호음을 분별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 다. 이를 하여 보

유하고 있는 신호음들의 크기를 조 하면서 혼합할 수 있어야 하 다. 서

로 다르게 개별 으로 측정된 음들을 혼합하기 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 다. 처음에는 음향을 통합하는 툴을 개발하여, 이 툴로 혼합한 음

들을 시험하 는데(시험-4(표 4.4)와 시험-5(표 4.5)), 결과 으로 혼합 음

의 작업 특성에 따라 감지성능 시험이 향을 받았다. 여기서 발생된 여러 

가지 기술 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해 다수의 상용 소 트웨어를 확보하

여 시험을 수행하 다. 그  CoolEdit 소 트웨어로 음을 혼합하여 다시 

시험을 수행한 것이 시험-6(표 4.6)으로, 이 시험에서는 10 dB～-2 dB 범

까지 100 % 분별할 수 있었다. 

시험-7(표 4.7)은 입력수와 학습량을 증가시켜 시험한 것으로 PFR 

superheater 배경소음과 소듐-물 반응음을 사용하 는데, 시험결과 음향신

호를 -20 dB(S/N=1/100)까지 100 % 감지하는 성능을 보 다. 그러나 

-24dB부터는 성능이 격히 감소하 다. 이때 감지 threshold는 0.5로 하

다. 표 4.8은 소듐-물 반응음 감지 실험 결과(표 4.7)에서 기타 배경음 

학습시켜 감지 성능을 확인한 실험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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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5 시험-1의 FFT 분석결과를 이용한 신경망 

시험결과(1)

그림 4.36 시험-1의 FFT 분석결과를 이용한 신경망 시험결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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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7 시험-1의 FFT 분석결과와 octave band 분석결과를 

          이용한 신경망 시험결과(3)

그림 4.38 시험-2의 FFT 분석결과와 octave band  

           분석결과를 이용한 신경망 시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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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종류 일명 Leak event(%) No leak event(%)

Water into 

sodium leak

(4개)

z0_005 148(100) 0(0)

z0_03 208(100) 0(0)

z0_08 260(100) 0(0)

(*)z0_183 1012(100) 0(0)

background 

(boiling, hammer, 

compressor)

(6개)

zboiling_62c 0(0) 1262(100)

(*)zboiling_66c 0(0) 1258(100)

zboiling_86c 0(0) 1039(100)

zcompressor 0(0) 1360(100)

zhammering 0(0) 976(100)

zcomp+hammer 0(0) 1041(100)

background

(Ar gas injection) 

(12개)

z0_006_0.21cm
3
/s 0(0) 1185(100)

z0_014_0.26cm
3
/s 0(0) 1062(100)

(*)z0_016_0.63cm
3

/s
0(0) 1081(100)

(*)z0_019_2.15cm
3

/s
0(0) 1421(100)

z0_021_3.96cm
3
/s 0(0) 1056(100)

z0_030_9.09cm
3
/s 0(0) 1077(100)

z0_062_38.9cm
3
/s 0(0) 1074(100)

z0_074_53cm
3
/s 0(0) 1085(100)

z0_081_65cm
3
/s 0(0) 1087(100)

z0_090_71cm
3
/s 0(0) 1043(100)

z0_099_78cm
3
/s 0(0) 1078(100)

z0_163_210cm
3
/s 0(0) 1047(100)

표 4.3 시험-3의 감지시험 결과

(참고) (*)는 학습 자료로 활용된 fil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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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dB=10Log(S/N) Leak event(%) No leak event(%)

12dB 1159(100) 0(0)

10dB 1167(100) 0(0)

9dB 1161(99.9) 1(0.1)

7.5dB 1165(99.7) 3(0.3)

6dB 1164(99.7) 3(0.3)

4dB 1154(99.1) 11(0.9)

(*)0dB 1115(98.7) 15(1.3)

-8dB 686(62.4) 413(37.6)

-16dB 59(5.1) 1105(94.9)

-20dB 0(0) 1165(100)

(*)hammer음 4(0.4) 975(99.6)

표 4.4 시험-4의 감지시험 결과

(참고) (*)는 학습 자료로 활용된 file이다.

일명, 

dB=10Log(S/N)
Leak event(%) No leak event(%)

(*)hammer음 0(0) 979(100)

(*)0dB 출음 1160(100) 0(0)

-8dB 출음 1157(100) 0(0)

-16dB 출음 1159(100) 0(0)

-20dB 출음 1160(100) 0(0)

표 4.5 시험-5의 감지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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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dB=10Log(S/N) Leak event(%) No leak event(%)

10dB 1153(100) 0(0)

8dB 1150(100) 0(0)

7dB 1153(100) 0(0)

5.5dB 1155(100) 0(0)

4dB 1150(100) 0(0)

2dB 1139(100) 0(0)

-2dB 1153(100) 0(0)

(*)-8dB 820(72.2) 316(27.8)

-16dB 0(0) 1150(100)

-20dB 0(0) 1154(100)

(*)PFR S/H 0(0) 1154(100)

출음(only) 1165(100) 0(0)

표 4.6 시험-6의 감지시험 결과

일명, dB=10Log(S/N) Leak event(%) No leak event(%)

0.183g/s(only) 1774(100) 0(0)

+11.0 dB 1961(100) 0(0)

+10.0 dB 1994(100) 0(0)

 +4.0 dB 2003(100) 0(0)

 +2.0 dB 1831(100) 0(0)

  0.0 dB 2003(100) 0(0)

 -4.0 dB 1993(100) 0(0)

-10.0 dB 1988(100) 0(0)

-13.0 dB 1996(100) 0(0)

-14.5 dB 1994(100) 0(0)

-15.0 dB 2002(100) 0(0)

-16.2 dB 2023(100) 0(0)

-16.7 dB 2237(100) 0(0)

-17.2 dB 1939(100) 0(0)

-18.0 dB 2184(100) 0(0)

-19.0 dB 2099(100) 0(0)

-20.0 dB 2599(100) 0(0)

-22.0 dB 1940(98.4) 31(1.6)

-24.0 dB 1646(82.7) 344(17.3)

PFR S/H 배경음(only) 0(0) 1992(100)

표 4.7 시험-7의 감지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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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Leak event(%) No leak event(%)

Ar 출음(100kg/cm
2
) 0(0) 1996(100)

비등음(78℃) 0(0) 1919(100)

압축공기_외부 출(type1) 0(0) 1928(100)

압축공기_외부 출(type2) 0(0) 1990(100)

압축공기_외부 출(type2) 0(0) 1995(100)

blushing 0(0) 1982(100)

dropping 0(0) 1992(100)

scratching 0(0) 2026(100)

compressor 0(0) 1983(100)

hammer 0(0) 2017(100)

표 4.8 시험-7의 기타 배경소음에 한 감지시험 결과

   (참고) (*)는 학습 자료로 활용된 file이다.

재의 실험에서 S/N비 -20 dB까지 100 %의 감지 에러를 나타내지 

않음을 보여주며, 재의 출음 별 감지시간은 약 1  이내 가능함을 

보 고 매우 바람직한 소규모 물 출 감지 성능을 보여주었다. 앞으로 

S/W(툴)의 출감지 성능은 신호분석 조건들에 따라 개선이 가능하기 때

문에 다양한 배경음과 신호분석방법을 고려한 별감지능력 향상  에러 

최소화시키는 작업이 계속 이루어져 -20dB에서 신뢰성 있는 감지 성능과 

on-line 감지 시스템을 통해 감지성능개선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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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N 출력의 특성 분석

그림 4.39는 16 dB ～ -20 dB 까지의 출음 감지의 NN 출력을 나

타낸 것이다. 출의 경우 NN 출력값은 목표 설정치 0.98에 모두 근 함

을 보이며, 감지가 매우 안정 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단지 -20 dB

에서만 약간의 출력값 변동이 있다. 이것은 앞서 설명되었듯이 -20 dB 소

음 벨에서의 소음 에 지 벨 변동은 낮은 소음 벨에서의 평균값에 비

해 작게 보이지만, 매우 작은 에 지의 변동은 낮은 소음 벨 범 에서는 

매우 크게 향을 다. 다시 말해서 -20 dB는 S/N=1/100 이지만, -22 

dB는 S/N=1/158 이 된다.  그림 4.40은 -22, -24 dB에서의 감지 결과로

써 앞서와 같이 낮은 에 지 벨에서의 변동은 매우 큰 S/N을 나타내기 

때문에 NN 입력을 한 신호 분석값에 매우 크게 향이 있음을 보여

다. 

그림 4.41은 기타 배경 소음에 한 감지 성능 시험의 추가 실험 결

과이다. 기타 배경소음은 출이 아님의 감지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4.39 16 ～ -20dB의 출음 감지에 의한 신경망 

출력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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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0 -22dB, -24dB의 신경망에 의한 출음 감지의 

출력값

그림 4.41 기타 배경소음의 신경망에 의한 출음 감지의 

출력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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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질에 따른 감지시험

앞서 제안된 감지논리는 다른 주 수 특성 변화가 나타나더라도 신경

망 입력을 한 주 수 밴드의 범 를 히 선정만 하면 감지 성능을 

갖도록 하 고, 감지논리의 개념은 변하지 않도록 하 고, Octave band 

분석 기법만으로 감지논리를 설계하 다.

Ar과 N2 가스 주입에 의한 가스 출감지의 경우에서 선정된 주 수 

밴드는 1~49 kHz(1/3 octave band), 0.4~2 kHz(1/6 octave band), 

20~40 kHz(1/12 octave band)이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Ar 가스 주입에 의한 출음의 감지 성능은 표 4.9와 같고, N2 가스 

주입에 의한 출음의 감지 성능은 표 4.10과 같다.

5. 결언  

본 연구에서는 물 출 감지논리와 감지용 S/W를 개발하 고, 실험

으로 배경소음을 생산하여 성능검증시험을 수행하 다. 고압에서 micro 

출실험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감지기술 개발에 유용하게 활용하 다. 이 

실험 자료로 소규모 출감지에 필요한 역인 고주 역의 주 수 밴드

를 획득하는데 성공 이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논리에 의한 S/W를 제

작하여 소규모 물 출음 실험  분석을 통해서 소규모 출음의 감지를 

한 소음 신호분석  감지논리를 검증하고, 소듐-물 반응 출음과 

PFR( 국) superheater의 배경음과 음혼합하여 약 -20dB에서 약 1  이

내에 소듐-물 반응에 의한 출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한 감지 성능 실

험결과, 처음엔 규모 이상에서의 감지논리와 소규모에서의 감지논리를 

구별하여 개발하려고 하 으나 이번 감지논리 시험결과 두 가지 경우 모

두에 용이 가능할 것으로 단되어 소듐-물 반응 출 감지장치의 기능 

단순화에도 매우 정 인 향을  것으로 단되었다. 개발된 기술은 

향후 소듐-물 반응 실험장치에서 측정하는 실제 음향으로 감지논리를 검

증, 보완하여 성능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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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dB) Leak event(%) No leak event(%)

Ar가스 출음(only) 1101(100) 0(0)

16.5dB 1101(100) 0(0)

14.4dB 1101(100) 0(0)

12.3dB 1101(100) 0(0)

7.1dB 1101(100) 0(0)

0.2dB 1101(100) 0(0)

-1.6dB 1101(100) 0(0)

-4.6dB 1101(100) 0(0)

-7.1dB 1101(100) 0(0)

-9.6dB 1101(100) 0(0)

-12.0dB 1101(100) 0(0)

-14.7dB 1101(100) 0(0)

-16.7dB 1101(100) 0(0)

-18.7dB 1101(100) 0(0)

-19.5dB 1101(100) 0(0)

-20.0dB 1101(100) 0(0)

-20.8dB 1101(100) 0(0)

-21.5dB 1100(99.9) 1(0.1)

-22.6dB 990(89.9) 111(10.1)

-24.4dB 425(38.6) 676(61.4)

PFR superheater 배경소음 0(0) 1101(100)

표 4.9 감지논리에 의한 Ar 가스 출음의 감지 성능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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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dB) Leak event(%) No leak event(%)

N2가스 출음(only) 1161(100) 0(0)

6.3dB 1123(100) 0(0)

3.0dB 1154(100) 0(0)

-1dB 1102(100) 0(0)

-1.8dB 1140(100) 0(0)

-3.8dB 1128(100) 0(0)

-6dB 1162(100) 0(0)

-8.6dB 1187(100) 0(0)

-10.9dB 1192(100) 0(0)

-16dB 1155(100) 0(0)

-18.9dB 1200(100) 0(0)

-20.1dB 1123(97.9) 24(2.1)

-21.8dB 993(82.9) 205(17.1)

-24.4dB 955(83.7) 186(16.3)

-25.8dB 567(51.3) 539(48.7)

-28.6dB 98(8.5) 1053(91.5)

-29.8dB 0(0) 1151(100)

-32.1dB 44(3.8) 1103(96.2)

PFR superheater 배경소음 0(0) 1153(100)

표 4.10 감지논리에 의한 N2 가스 출음의 감지 성능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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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차압  유량 측정기술 개발

1. 서언

기존 소듐 시설  실험장치에서의 유량 측정은 자기 유도를 이용

한 자유량계를 사용하고 있고, 차압 측정은 일반 인 차압 측정센서와 

소듐 계통 사이에 센서를 온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오일이나 NaK를 

간매질로 삽입한 형태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자유량계는 최  10mV 

신호를 발생시키므로 노이즈에 민감하며 정 보정을 하 을 경우에도 3 

%의 측정오차를 갖는다. 한 차압계의 경우에는 간매질의 상태를 일정

하게 유지시켜야 하고, 소듐과 간매질의 경계면에 불순물이 체되거나 

기포가 생성되는 문제 이 지니고 있다. 본 연구의 목 은 고온 소듐장치

에서의 유량과 차압 측정에서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하고 그 

타당성을 분석하는데 있다.

2. 차압  유량 측정기술 도출

가. 차압 측정 방법론 도출

기존 소듐의 차압측정 방법을 개선하기 하여 단열부가 부착된 다이

아 램과 스트 인게이지를 이용한 차압 측정방법을 제안하 다. 다이아

램은 걸리는 압력의 크기에 따라 수축, 팽창되고, 그것을 스트 인게이지

를 이용하여 측정한 후 압력으로 환산하는 방법이다. 고온에서 사용할 수 

있고 소듐과 반응하지 않는 다이아 램을 사용하면 고온 소듐의 차압측정

이 가능할 것으로 상한다. 다이아 램과 스트 인게이지를 이용한 차압 

측정장치의 구조는 그림 5.1과 같다. 한, 고온 소듐으로부터 기  변환

부로의 열 달을 막기 한 단열부를 설계, 삽입함으로써 기  변환부를 

열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그리고 측정의 신뢰도  효율성 향상을 한 

통계  처리부의 도입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병행하여, 벨로즈를 이용한 

고온 소듐용 차압측정장치도 설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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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다이아 램과 스트 인게이지를 이용한 차압 측정

나. 유량 측정 방법론 도출

소듐의 유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온도의 변동성분을 이용하여 두 

지  사이의 유동 지연시간을 측정하여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도출하

다(그림 5.2 참조). Taylor's frozen field hypothesis에 의하면 온도변동은 

평균 유속으로 된다( ∂T '/∂t=U ∂T '/∂x). 유속 방향으로 일정 거리 

떨어진 두 지 에서의 온도변동을 찰한 후, 유사한 온도변동 패턴이 나

타나는 시간의 차이를 측정하면 유체의 유량을 계산할 수 있다[5.1]. 

유동장의 상류와 하류에 두 개의 센서를 설치하고 데이터를 측정하면 

측정되는 값은, 난류 유동의 경우, 큰 규모의 eddy와 그 에 실려 이동하

는 작은 규모의 잡음들로 이루어지는데, 이 때, 특정 eddy의 움직임을 상

류와 하류에 설치되어 있는 두 개의 센서를 이용하여 포착한다. 다시 말하

면, 상류에서 형성된 특정 형태의 잡음은 어느 정도 거리 는 시간 동안 

그 특성을 유지하면서 진행하게 되고, 하류에서 그 잡음을 포착하고 시간 

지연(delay time)을 산출하면, 그로부터 유속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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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유속 측정원리  실험장치

본 유량측정 방법에서의 핵심은 유사한 온도변동 패턴을 찾아내는   

것인데, 일반 으로 시간 공간(time domain)에서의 분석보다 주 수 

공간(frequency domain)에서의 분석을 이용하면 좀 더 손쉽고 안정 으

로  시간지연을 측정할 수 있다. 즉, 온도변동은 여러 가지 주 수 성분의  

 합으로 이루어져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각 주 수( ) 성분 사이의 상

계와 상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시간지연()을 측정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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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당성 검증실험

가. 신기법 검증용 실험장치

도출한 차압  유량 측정 신기법의 타당성 검증을 하여 실험장치

를 설계, 제작하 다. 하나의 장치를 이용하여, 유량 측정 신기법 검증 실

험, 두 가지 종류의 차압 측정 신기법 검증 실험 등, 총 세 가지의 실험을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실험장치를 설계, 제작하 으며, 제작된 실험장치

는 그림 5.3과 같다. 실험장치는 기본 으로 압축기(Compressor), 열풍기

(Heater), 시험부(Test Section), 신호 측정  분석 장치(Data 

Acquisition System)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배치는 그림 5.3에 나

타난 것과 같으며, 유체는 압축기, 열풍기, 시험부의 순으로 이동한다. 사

용유체로는 공기를 사용하 으며, 최  작동온도  압력 범 는 각각 250 

°C  0.01～0.6 MPa 이다. 그리고 최  유속은 약 2.0 m/s 이다. 

 

그림 5.3 신기법 검증용 실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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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의 서로 다른 시험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시험부는 그림 5.4

에 나와 있다. 시험부는 열풍기와 연결되어 열풍기로부터 고온의 공기가 

주입되고, 반 쪽 출구를 통해 공기가 빠져나간다. 시험부분은 크게 

upstream tube와 downstream tube, 그리고 orifice로 이루어져 있다. 

upstream tube와 downstream tube의 내경은 150 mm 이고, 길이는 800 

mm 이다. orifice의 내경은 10 mm 이다. orifice와 두 개의 tube의 연결은 

지 형태로 되어있어서 탈부착이 용이하게 되어 있다. 한, upstream 

tube와 downstream tube에는 열 (thermocouple) 설치용 tap(TC용 

tap)과 차압 측정용 tap(압력 측정용 tap)이 있으며, 기존의 측정방법과 

신기법의 비교를 하여 참조(ref) 용 tap도 설치하 다.

나. 차압 측정 실험

차압 측정 실험의 경우, upstream tube와 downstream tube 사이에 

orifice를 설치하고 orifice 양단에 걸리는 압력 차이를 측정한다. 이 때, 실

험결과의 비교를 해서, 참조용 tap에 압력계를 설치하여 참조용 tap에서 

측정된 차압과 신기법의 결과를 비교, 분석한다. 그림 5.5는 다이아 램과 

스트 인게이지를 이용한 다이아 램형 차압 측정장치의 사진이다.

다. 유량 측정 실험

유량 측정 실험에서는 차압 측정 실험과는 달리, orifice를 설치하지 

않고, upstream tube와 downstream tube를 직  연결하여 실험한다. 이는 

유동 안정화를 해 충분한 길이의 유체 이동 거리를 확보하기 함이다. 

한, 신기법의 타당성 검증을 하여 참조용 tap에 pitot tube를 설치하여 

유속을 측정하고, 신기법의 결과와 비교, 분석한다.

본 실험에서는 열 를 이용한 온도 변동 성분을 이용하 다. 먼  

열 를 이용한 온도 변동 성분을 측정하기 한 실험장치가 그림 5.6에 

나와 있다. 측정지 은 상류의 T1 측정 을 기 으로 하여 하류로 가면서 

T3, T4, T5의 세 곳에 하여 각각 응답신호를 측정하 다. 측정 치 사

이의 거리는 그림 5.6에 나와 있는 것과 같다. 온도센서의 경우 응답속도

가 느리므로 약 50 Hz 이내의 주 수로 데이터를 샘 링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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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실험장치의 시험부

그림 5.5 다이아 램형 차압 측정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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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온도 센서 설치  거리

4. 실험결과

가. 차압 측정 실험결과

개발한 다이아 램과 스트 인게이지를 이용한 차압 측정장치의 검증

을 하여 특성 실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그림 5.7에 나타내었다.

실험결과 선형성이 만족되는 것을 검증할 수 있었으며(상 계수 

R=0.998), 이 때 최  오차는 3 % 이내 다. 한, 통계  처리를 통해서 

오차를 감소시키는 방법이 검토되었다.

벨로즈형 차압 측정장치의 검증을 하여 실제 유동장에서 특성 실험

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그림 5.8에 나타내었다. 실험결과 최  오차 5 % 

이내에서 선형성이 만족되는 것을 검증할 수 있었으며(상 계수 

R=0.9989), 히스테리시스에 의한 오차 증가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실험 

결과에서는 크게 드러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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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다이아 램과 스트 인게이지를 이용한

          차압 측정 실험 결과

   

그림 5.8 벨로즈형 차압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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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량 측정 실험결과

유량 측정방법은 상 성이 있는 난류성분들의 group delay를 이용하

여 유량(유속)을 구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열 를 사용하여 측정한 온도

변동성분을 이용하 다. 측정지 은 상부의 한 지 을 기 으로 하여 하류

의 세 곳에서 각각의 응답신호를 측정하 다.

T1 치를 기 으로 하여 측정한 주 수 분석 결과가 그림 5.9, 그림 

5.10에 나와 있다. 그림 5.9의 coherence 함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0.5 

Hz 이내에서 측정 지  사이의 온도변동 신호 성분의 상 도가 높게 나타

나며, 그림 5.10에서는, 이 구간에서(0.5 Hz 이내 구간), 두 지 간의 

phase 성분이 선형 으로 감소하는 상을 찰할 수 있다. 여기서 phase

의 기울기 성분이 바로 두 지 간의 delay time이 된다. 

T1을 기 으로 하여 T3, T4, T5에서 측정, 계산된 phase로부터 산출

된 delay time  이를 이용한 유속의 계산결과가 표 5.1에 나와 있다. 여

기서 배 의 참조용 tap에 pitot tube를 설치하여 구한 실제의 유체 속도

는 약 1.25 m/sec 로 나타났다. 표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3 가지의 경우 

모두에 하여 8.0 %～13.6 % 의 오차범 를 보이고 있으나, 시험 배  

내부의 온도 센서의 오차  실제로 측정한 유속의 측정오차가 약 5～10 

% 인 을 감안하면 신기법에 의한 유속의 측정 방안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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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언

다이아 램과 스트 인게이지를 이용한 차압 측정장치와 벨로즈형 차

압 측정장치에 하여 기본 동작원리를 확인하 고, 실험장치가 허용하는 

오차 범  내에서 신뢰성과 정 성을 검증하 다. 소듐 유동에의 용  

실용화를 해서는 소듐 유동에서의 검증 시험  보정(calibration)이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온도 변동 성분의 시간 지연(group delay time)을 이용한 새로운 유

량 측정방법의 기본 동작원리를 검증하 다. 유량의 측정 범 , 사용 센서 

특성의 향  오차 범 에 한 정량화가 이루어진다면, 실제 유동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 의 정 도를 지니는 유량 측정장치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상한다.

그림 5.9 온도 측정 거리에 따른 Coh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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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온도 측정 거리에 따른 Phase(degree)

 

측정 치

기울기

( 
시간지연

(sec)

거리

(m)

유속

(m/s)

T1 - T3 167.85 0.466 0.63 1.35

T1 - T4 184.80 0.513 0.73 1.42

T1 - T5 215.06 0.597 0.83 1.39

표 5.1 거리에 따른 변동 온도 측정값을 통한 유속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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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복합 열 달모드의 측정오차 최소화 기술 개발

1.  서언

에 지의 요성이 부각되는  시 에서 정확한 온도측정은 자원낭

비를 일 뿐 아니라 반도체, 화학공업, 원자력산업[6.1, 6.2]을 포함한 생

산업은 물론 의료시험, 정 계기생산, 생명공학과 같은 정 한 연구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수단 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온도측정 과정에서 실제온도

보다 차이가 발생되게 된다. 이러한 원인은 온도측정센서, 온도측정법, 측

정환경, 혹은 계측상의 문제에 의하여 발생되는데, 한 센서의 선택, 

한 사용방법의 숙지, 그리고 온도 측정환경을 최 화시킴으로서 측온오

차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들은 주로 온도센서 

 계측상에서 발생되는 오차를  최소화시키는데 국한되어 있을 뿐 정확

한 온도를 측정하기 한 측정 환경을 면 히 고려한 경우에 하여 보고

된바가 거의 없는 상태이다. 측정환경을 고려한 표 인 경우가 열 도, 

류, 복사를 고려한 열복합모드가 측정오차에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고려

하는 것이다. 재 이들이 측정오차에 미치는 요성에 비하여 이에 한 

이론 인 설명이 으로 부족한 형편이고, 실험 인 분석은 거의 없다

고 볼 수 있다.

액체 속로의 설계에 연계한 각종 소듐 련 실험분야에서는 온도측

정이 수반되는 실험들이 수행되어 왔으며 이때 정확한 온도측정은 필수

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  하나이다. 온도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변

수들에 의하여 발생되는 측정오차를 반드시 고려하여 오차원인을 제거하

고 문제 들은 해결되어야 한다.  

액체 속로 상부에 있는 커버가스 공간에서는 소듐 자유액면에서 이 

공간을 통하여 상부 closure로 열이 복사, 류, 열 도 등과 같은 복합열

달모드에 의해 달된다. Closure의 온도를 온으로 유지시키는 방안이 

설계에서는 요시되며 차후 이에 한 실험이 이루어질 정이다. 이 연

구는 복사열이 주요한 요소로 열 달이 이루어지는 실험에서 측정오차를 

최소화하기 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에 그 목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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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측정환경에 따라 발생 가능한 오차요인을 분석하여 책

을 마련함과 아울러 복합열 달 모드에서 설치된 센서가 감지하는 온도를 계

산할 수 있는 로그램을 개발하여 재 상용화되어 있는 각 온도센서들의 온

도 측정방법, 측정환경, 계측상의 문제에 의하여 발생 가능한 오차요인을 분석

하 다. 이에 따라 가열된 에 공기를 주입하여 에서 공기로 열이 달되

도록 실험장치를 제작하여 열 의 측정환경과 설치조건을 바꾸면서 실험을 

수행한 후 산코드를 계산값과 비교, 분석하여 각 조건에서 복사열을 고려하

지 않았을 때 상되는 측정오차를 도출하 고, 방지방법을 강구하 다.

2. 이론  연구

가. 측정 온도오차 분석  책

(1) 온도측정법에 따른 오차요인  책

(가) 측정 상물체의 온도와 온도분포의 변화에 따른 오차

 측정 상물체의 열용량과 비교하여 측정부의 열용량을 게 하고 열

도  열 류의 열 조건을 변하게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측정

상물체가 작은 경우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측정 상물체의 온도 혹은 

그 주변의 온도가 균일하지 않을 때 온도분포가 변하지 않도록 온도측정

부는 등온이라고 생각되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측정 상물체와 그것의 

주 상황에서의 온도차이로 인한 열복사가 있을 때 측정부는 열복사의 조

건이 가능한 변하지 않은 방법으로 부착된다. 측정부의 표면에 나타나는 

부분은 측정될 상물체와 같은 방사율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측정요소와 측정 상 물체와의 다른 온도로 인한 오차

측정 상과 측정부분은 완 히 물리 으로 하는진와 다른 물체의 

온도가 어떤 향을 미치지 않는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장 작은 

time-lag를 가진 탐지기가 사용되어야 한다. Time-lag는 탐지기의 구조, 측정

상물체의 유형, 그것의 조건에 따라 변한다. 를 들면, 열용량이 큰센서에 

의하여 움직이지 않고 가스의 온도를 측정할 때 time-lag는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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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상물체의 온도가 변할 때 시상수는 어짐에 따라 센서의 온도

는 측정 상물체의 온도에 근한다 그 결과 time-lag에 의한 오차는 

어진다. 측정 상물체의 온도가 변하지 않을 때라도 측정요소가 측정 상

물체의 온도와 같게 되도록 장시간동안 각각 그들이 완 하게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를 들면 시상수가 세배로 되면 측정부와 측정 상

물체사이의 온도 차이는 기온도차이의 1%가 된다. 보호 을 가진 센서

의 경우 보호 의 충분한 길이가 측정 상물체와 된다. 고온의 가스를 

측정할 때 속성 보호 의 지름의 15-20배, 그리고 비 속성 보호 의 

지 의 10-15배의 길이에 삽입된다. 이 내의 유체온도를 측정할 때 보

호 이  안에 삽입된다. 이 무  얇아 충분한 길이를 삽입할 수 없다

면 보호 이 상부 흐름 쪽을 향하여 거기서부터 삽입되는 방식으로 구부

러진 부분의 이 사용된다.

표면온도를 측정할 때 측정부는 체길이가 완 히 표면에 걸쳐 

되도록 하며 측정 상물체와 같은 온도로 유지되도록 한다. 가스의 온도를 

측정함에 있어 측정부와 바깥쪽사이의 복사열의 달이 클때 방사 보호물

(radiation shield)을 사용함으로서 오차는 감소된다.

(다) 측정 경로상에 들어 있는 물체들에 의한 오차 

측정 상물체의 부정확한 radiance의 측정  학경로상에 있는 물

체들에 의한 오차는 학경로에서 방출된 빛의 흡수  산란의 방지, 외

선을 사용할 때 기 에 있는 이산화탄소와 물의 흡수 띠를 피하기 하

여 탐지 장이 선택된다. 한 빛을 산란시켜 커다란 오차의 원인이 되는 

연무상태의 증기는 제거된다.

불필요한 빛들이 제거되도록 설치한다. 특히, 일상 인 온도의 주변에 

있는 온도를 측정할 때 주 의 물체로부터 복사와 측정 상 물체에 의하

여 반사되는 빛은 무시할 수 없어서 그러한 것들은 제거되거나 보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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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측정 상물체의 부정확한 방사율에 의한 오차

측정 상물체의 방사율에 의한 향에 하여 복사온도계의 결과를 

보상하여 정확한 온도가 측정된다. 안정된 온도를 측정하기 하여 시간과 

공간의 에서 방사율이 안정화될 필요가 있다. 방사율이 은 측정 상

물체는 방사율의 변화에 따라 비교  오차가 커지고 빛에 한 향 한 

커진다.

(2) 측정 상물체에 따른 오차요인  책

(가) 센서 설치에 따른 오차

고형체내부의 온도를 측정할 때 식 온도계가 사용되도록 온도계

의 측정부를 삽입하기에 충분하게 큰 구멍이 만들어진다. 측정부와 측정 

상물체사이의 을 양호하게 하기 하여 구멍에 당한 액체를 넣는 

것도 좋다. 고형체의 크기가 작으면 가는 철사의 열 를 사용하여 기

연을 확실하게 하여 온도측정 합부와 고형체가 완 히 서로 되게 

한다. 열 도가 작은 고형체의 경우에 가는 철사의 열 를 사용하기 좋

다. 열 도에 기인한 오차를 게하기 하여 측정부의 근처에 고형체의 

등온선을 따라 열 를 치하게 하는 것이 좋다. 비 식온도계를 사

용하여 내부온도를 측정하기 하여 고형체에 구멍을 만들 때 온도의 분

포는 구멍안에서 생성된 류에 따라 가끔 변한다.

(나) 표면온도 측정시 온도센서의 부 한 설치에 의한 오차

고형체의 표면과 을 증가시키기 하여 열 의 온도측정 합부

는 고형체의 표면과 완 하게 되는 구리 (copper plate, 를 들면 

0.2-0.5mm의 두께와 30mm의 길이)으로 용 한다. 매우 두꺼운 물체를 

측정할 때 얕은 홈이 표면에 만들어지고 표면의 온도는 거기에 설치된 열

에 의하여 측정된다. 한 표면의 온도는 측정 상물체의 표면으로부

터 깊이가 다른 세 지 에서 측정된 온도를 외삽하여 얻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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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센서의 선정  설치에 의한 오차

액체의 온도분포를 얻기 하여 은 열용량을 가진 측정부를 사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액체의 평균온도는 액체가 완 히 교반된다면 액체

의 한 지 에서 측정될 수 있다.  길이가 충분하지 않은 이 의 내

부에서 액체의 온도를 측정하기 하여 측정부가액체와 완 히 되도

록 하는 것이 좋다.

(라) 가스온도의 측정법의 부 한 사용에 의한 오차

실내에서 가스의 온도를 측정할 때 측정부는 벽과 이와 비슷한 것으

로부터 떨어져 설치된다. 태양 선과 같은 것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하여 복사보호물이 주어진다. 평균온도를 측정할 때 온도가 균일하도록 가

스가 교반된다. 길이를 충분하게 하지 못하는 이 내부의 가스온도

를 측정할 때 측정부가 가스와 완 히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나. 계산 모델링  경계조건

공기가 완 히 단열된 이 를 통하여 흐르고, 이 내 흐름은 평

형에 이른다고 가정한 경우, 그림 6.1처럼 이 의 벽면으로부터 온도센

서의 측정부로 열이 달되고, 유체의 온도는 이  앙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게 된다. 한 벽면으로부터 온도센서에 복사열이 달된다. 이

가 충분히 길고 일직선이라면 이  반경방향의 온도분포는 칭 이게 

된다.

그림 6.1 열 의 복합열 달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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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는 스테인 스 스틸제의 원통형 sheath 구조물 안에 열  

로 가 있고, 그 사이에는 산화마그네슘(MgO)이 충 되어 있다. 류  

복사열 달은 열 의 표면에서 이루어진다. 한, 스테인 스 스틸의 열

도 계수가 산화마그네슘보다 매우 크고, 열  로 의 단면 이 매우 

기 때문에, 열 도는 열  sheath를 통해 달되며, 내부의 산화마그

네슘이나 열  로 를 통한 열 달은 무시할 수 있다. 열  sheath

는 3차원 원통형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본 계산에서는 이를 원주좌표계의 

R-Z, 2차원으로 계산하게 된다. 열  sheath는 두께방향으로 3개의 

mesh로 나 어지며, 길이방향으로는 두께방향의 mesh 간격과 같은 간격

의 mesh로 구성된다(그림 6.2). R방향에 해서는 1부터 NR까지의 NR개

의 격자가 있고, Z방향에 해서는 1부터 NZ까지의 NZ개의 격자가 있다. 

격자의 좌표를 (i,j)라고 할 때, 열 의 끝 부분 가장 앙에 한 격자

가 좌표 (1,1)이며, 이  벽면과 한 최외각부분의 격자의 좌표는 (NR, 

NZ)이다.

열  표면에서의 류열 달은 열  주변을 흐르는 유체의 속도

와 유체의 온도에 따라 결정되며, 복사열 달은 주변의 온도, 도열 달은 

이  벽면의 온도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에서 유체의 속도, 유체의 온도, 

이 벽면의 온도는 실험 데이터로부터 계산 입력으로 제공되게 된다.

다. 복합열 달 방정식

(1) 총 열수지

열 내에서는 류와 도, 복사를 통해서 열 달이 이루어지며, 정

상상태에서는 이들 세 열 달 모드에 의한 열 달량의 합은 0이다. 즉,

       (6-1)

여기에서, qc, qr 와 qk는 각각 류열 달, 복사열 달, 도열 달에 의한 

열유속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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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온도센서의 열 달 계산 모델

(2) 류열 달

류를 통한 열 달량은 다음의 식으로 나타내어진다.

                                   (6-2)

                                               (6-3)

여기에서 hc, Ac, T  Tg는 각각 류열 달 계수, 벽면 면 , 열  표

면 온도  유체(공기)의 온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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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사열 달

총 복사열 달은 온도센서로부터 벽면으로의 복사열 달과 유체에서 

온도센서로의 복사열 달로 나타내어진다. 즉,

q r=q r,w- tc
                                        (6-4)

여기에서 q r,w- tc
는 벽면을 떠나 온도센서에 부딪치는 복사에 지 이다.

    

  


          


  (6-5)

                     for  

            for 

(4) 도열 달

도에 의한 열 달은 다음 식으로 나타내어진다.

 ∇      (6-6)

류  복사, 도 열 달에 한 식(6-1), (6-2), (6-5)  (6-6)를 

종합하면, Ti,j에 한 다원다차 연립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여기에서 주의

할 것은, 류열 달 계수, hc에는 열 의 온도가 들어있으며, 복사열

달량에는 열  온도의 4승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이 상태에서는 일반

인 해법으로 해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열  온도를 가정한 뒤 

반복법에 의해서 해를 구한다. 연립방정식의 해법으로는 가우시안 조단 소

거법을 이용하 다. Flow diagram이 그림 6.3에 나타나 있다. 이론 으로 

계산된 결과는 열 의 방사율을 0.25로 하 을 때에 실험결과와 비교  

잘 일치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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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Flow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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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연구

가. 실험장치

(1) Test rig

실온의 공기가 송풍기에 의해서 이 를 통하여 시험부를 통과한다. 

이 의 체 길이는 시험부를 포함하여 4,000 mm이고, 이 의 내경 

 벽면의 두께는 각각 106, 4.28 mm이다. 실험장치는 크게 이 내 공

기의 흐름을 한 송풍기, 유량계, 온도측정 시험부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6.4, 6.5). 이 내 유량측정을 하여 차압면 식 오리피스유량계가 사용

되었다. 오리피스 유량계의 후에는 유속에 따른 차압이 발생하고, 이것

에 의해 발생하는 바이패스 유량이 측정되면, 체의 유량이 알려진다. 이 

원리에 의해 제작된 Flow-Cell은 베이스 소켓과 셀블럭(유량지시부)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확하고 안정된 유량을 측정하기 하여 송풍기로부터 유

량계로 인입되는 길이가 이 의 직경의 5배 이상이 되도록 하 다. 그리

고 유량계를 통과한 공기가 온도 측정 시험부에 들어가기 에 유체 으

로 완 히 발달되도록 유량계로부터 시험부의 간격을 2,000 mm이상 되게 

하 다. 온도측정시험부의 길이는 500 mm이고, 온도측정을 한 센서는 

시험부의 간인 250 mm지 에 치하도록 하 다. 시험부에 설치된 온

도센서는 표 온도측정센서, 두 개의 다른 직경을 가진 sheath형 열 , 

표면온도측정용 열 이다. 측정부의 벽면을 가열하기 한 heater가 시

험부 바깥쪽에 설치되었다. Heater는 700 ℃까지 가열이 가능한 tape형으

로서 길이 365mm, 폭 12.7 mm이다. 이러한 heater가 나선형으로 10 mm 

간격으로 시험부 체에 걸쳐 감겨져서 2 kW의 열량이 공 된다. 그리고 

단열을 하여 유리섬유(glass fiber)가 800 mm두께로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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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복합 열 달모드의 측정오차 최소화  실험장치 개략도

그림 6.5 복합 열 달모드의 측정오차  최소화 장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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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도측정시험부

그림 6.6에 온도측정 시험부에 설치된 4가지 유형의 온도센서와 이

 벽면의 layout를 보여주고 있다. 온도측정 시험부 하부에는 온도센서로 

달되는 복사열을 차폐하고, 특히 열 의 끝단은 노출형으로 온도센서

의 sheath를 따라서 열이 도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하 다. 온도센서의 

말단을 제외한 모든 부분은 단열성이 뛰어난 산화마그네슘으로 충 되어 

있어서 내부로의 열 도 향은 무시할 수 있다. 상부에는 이 의 내부벽

면의 온도를 측정하기 한 열 가 설치되어 있다. 표면측정 열 가 

이 내부벽면을 통하지 않도록 내부벽면에 가장 가깝게 근한 지

까지 hole을 비하고 1/8인치 표면측정용 열 를 삽입하 다. 그리고 

좌우측 양면에는 공기의 온도를 측정하기 한 4.8, 6.4 mm의 외경, 0.94 

mm의 sheath두께를 가진 두 가지 유형의 지형 K형 열 가 각각 설

치되어 있다. 열 의 sheath는 SUS 316으로 제작되어 있다. 이 내 

공기를 측정하는 모든 열 는 반경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이  

외부벽면에 커넥터가 설치되어 있다.

그림 6.6 열 와 이  벽면의 la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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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험방법

(1) 측정장비

온도측정에 사용될 열 의 검교정을 하여 교정용 기로와 기

열 (최  온도 1100 ℃)가 사용되었다. 0 ℃에서 1100 ℃ 까지 온도에 

따른 열 의 열기 력을 측정하기 하여 Digital Voltmeter가 사용되었

다. 모든 온도 측정신호는 data acquisition unit에 읽 지고 signal 

conditioning을 거친 후  GPIB보드를 통하여 컴퓨터에 입력된다. 이후 자

료처리는 LAB view 로그램을 이용하여 수행되고, 최종 자료는 컴퓨터

에 장된다. 그리고 송풍기의 동작, 유량계의 신호획득, 온도측정시험부의 

가열은 계측 넬을 통하여 제어된다.

(2) 온도측정

온도센서의 외경에 따라서 온도측정오차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기 

하여 4.8, 6.4 mm의 외경을 가진 열 가 실험장치의 온도측정시험부

의 좌우쪽 벽면을 통하여 삽입된다. 한 열 의 삽입심도에 한 온도

측정오차를 살펴보기 하여 벽면으로부터 반경방향으로 18.2, 35.2, 53.2 

mm된 지 에서 온도측정이 이루어진다. 이와 함께 동일한 방법으로 이

내 공기의 표 온도가 측정된다. 송풍기에 의해 공 되는 공기의 온도는 

약 20 ℃이다. 한 이 내 반경방향에서의 온도 칭성을 알아보기 

한 비시험이 수행된다. 모든 측정조건에서 온도 측정시 0.1 ℃의 온도 

변화율이 1분 이상 지속된 경우를 steady state로 정의하 다.

공기유량에 따른 온도측정실험이 표 6.1의 측정조건에 따라 수행된다. 

이때 유량은 0.24, 0.50, 0.76 m3/min으로서 송풍기에 연결된 inverter의 주

수의 변화에 의하여 제어된다. 베이스 소켓에 내장된 오리피스 이트

에 의해 차압을 발생시켜, 그 차압에 의해 발생되는 흐름을 유입 챔버에 

의해 유량지시부로 유도한다. 유량지시부 내에서는 스트 이 를 통과해 

테이퍼 으로 흐르고, 후로트를 움직인다. 그 후로트 치에 하여 본  

내의 체 유량 이 테이퍼 의 외면에 각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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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온도(℃)
열

직경(mm)

열

삽입길이(mm)

공기유량

(m3/min)

100, 200, 300

4.76

18.2

0.24

0.50

0.76

35.2

0.24

0.50

0.76

53.2

0.24

0.50

0.76

6.35

18.2

0.24

35.2

53.2

35.2

0.24

88.2

0.76

53.2

0.24

0.50

0.76

표 6.1 온도측정조건

다. 실험결과

(1) 도-복사 오차

그림 6.7은 공기유량에 따른 측정오차를 온도센서의 삽입길이에 하여 이

론 으로 계산한 오차를 비교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때 벽면온도는 

200 ℃이고 온도센서의 직경은 6.35 mm이다. 복사차폐 표  열 로 측

정한 참온도()에 해 복사가 차폐되지 않은 열 로 측정한 측정값 

는 산에 의한 계산값을 로 둘 때, 가상되는 측정온도오차()는 

   로 정의하 다.  그림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유량이 증가함에 

측정오차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유량이 높을수록 NRe값

이 커지고, 이에 따라 hc값이 커짐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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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량에서 온도센서가 벽면으로부터 멀리 치할수록 측정오차는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의 유량이 높고 온도센서가 앙에 치하는 

경우 측정오차가 다른 경우에 비교하여 상 으로 작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은 벽면으로부터 온도센서가 멀리 치함으로 인하여 벽면으로부터 

온도센서로 열이 도되는 양이 다는 것과 유체 으로 완 히 발달된 

정상상태에서 앙에서 가장 큰  hc값을 가지는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론 인 결과가 실험결과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심도 

깊은 분석이 요구된다.

Wall temp. : 200oC
Thermocouple dia. : 6.35mm
Line : Theore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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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온도센서 삽입길이와 공기유량에 따른 측정오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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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은 유량속도 0.76 m3/min에서 벽면온도와 온도센서 삽입길이

에 따른 측정오차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인 바와 같이 벽면으로부

터 멀리 치할수록 측정오차는 감소하고, 벽면온도가 증가할수록 측정오

차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6-5)에 나타난 것처럼 복사열

달량에는 열  온도의 4승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낮은 벽면온도보다는 

높은 벽면온도에서 보다 큰 측정오차를 발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벽면온도 300 ℃일 때 온도센서가 벽면에서 18.2 mm 떨어져 치한 곳에

서 발생되는 측정오차는 벽면온도 100 ℃일 때 온도센서가 벽면에서 53.2 

mm 떨어져 치한 곳에서 발생된 측정오차보다 아주 크게 나타났다. 이

론  결과와 실험결과가 비교  잘 일치함을 볼 수 있다.

Distance from wall(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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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 flow rate : 0.76m3/min
Thermocouple dia. : 6.35mm
Line : Theoretical

Wall temperature, oC

그림 6.8 벽면온도와 온도센서 삽입길이에 따른 측정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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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는 온도센서의 직경에 따른 측정오차를 비교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이때 벽면온도 100 ℃ 공기의 유량은 0.5 m3/min이다. 벽면에 

가까운 곳에 치한 온도센서의 측정오차는 직경이 큰 온도센서보다 직경

이 작은 온도센서에서 크게 나타났고 온도센서의 삽입길이가 길어짐에 따

라 직경이 작은 온도센서보다 직경이 큰 온도센서에서의 측정오차가 크게 

나타났다.

(2) 도오차

지 까지는 도와 복사가 복합되어 발생된 측정오차에 하여 설명

하 다. 그림 6.10은 벽면온도 300 ℃, 공기유량 0.76 m3/min에서 온도센

서의 삽입길이에 따라 발생되는 측정오차를 벽면에서 온도센서로의 열

도와 벽면에서 온도센서로의 열복사가 동반되는 경우와 열복사 향을 고

려하지 않은 벽면에서 온도센서로 열이 도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이론  

 실험 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실선은 도열과 복사열의 

복합열 달모드에 의하여 발생되는 참온도에 한 유체의 온도를 이론

으로 계산한 결과로서 실험 으로 측정한 온도오차와 유사한 값을 가지고 

있다. 선은 복사열의 향을 배제하고 도열의 향만을 고려하여 이론

으로 계산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보인 바와 같이 벽면에서 가까운 곳에 

치한 온도센서의 측정오차는 부분 벽면으로부터의 열 도에 의하여 

발생되었고, 앙에 치한 온도센서의 측정오차는 온도센서에서 벽면으로

의 열복사에 지배 으로 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측정온도 오차의 최소화 방안

지 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온도센서 자체 혹은 계측장비로부터 발생

되는 측정온도 오차를 제외한 온도센서의 설치  측정환경에 따른 측정

온도 오차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측정오차는 설치  주변환경을 잘 고려

함으로서 최소화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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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 of thermocouple,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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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온도센서의 직경에 따른 측정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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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0 열 달모드에 따른 측정오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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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각 배선부   측정부에서의 발생 가능한 측정 오차

 열 를 이용하여 온도를 측정할 경우의 정확도는 열  자체의 

오차, 열  보상도선의 오차, 기  유지장치의 오차, 측정장치에의 오

차, 그리고 측정방법의 오차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각 부 에서의 발생 

가능한 오차를 분석한 결과 reading error는 ±7.8 ℃으로 나타났으며 다음

과 같은 측온오차 최소화 방안에 의하여 reading error가 ± 1.0℃까지 감

소될 것으로 상되며 이에 한 상세 오차분석과 오차최소화를 통한 측

정온도 오차 상치가 표 6.2에 나타나 있다.

오차요인 발생오차(℃) 해결책 상치(℃)

열 의 교정오차 ±0.7 비교교정 ±0.4

열 의 허용오차 ±6.1 열 의 보정 ±0.2

보상도선의 , 정 상, 

기  미보상 등에 의한 

오차

±0.5

측정환경의 최 화  

기  보상회로 구

성

±0.2

측정장비에 의한 오차 ±0.6 기기오차 최소화 ±0.2

계 ±7.9 ±1.0

표 6.2 온도 측정계통에서의 발생오차 분석(Type K, 800℃에서 측정시)

나. 측정기 는 지시계기의 교정

열기 력을 측정하기 해서는 분해능이 0.1μ되는 차계나 입력

항이 큰 DVM이 필요하며 이들은 표 계기를 사용하여 주기 인 교정을 

통하여 보정하여 다.

다. 열   측정장비에 의한 오차 제거

열 는 사용함에 따라 그 불균질성의 성장에 의하여 오차가 발생되

는데 정기 인 교정을 통하여 정확도의 유지가 가능하다. 실험실에서의 온

도측정에서는 부분의 보상도선이 필요 없으나 실험규모가 큰 실험장치

에서는 연장선을 불가피하게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열 와 열기 력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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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동일하지 않음으로써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열 의 재질과 같은 

종류를 사용하여 에서의 기 력 발생 소지를 배제한다. 한 열  

회로에 정 상에 의한 노이즈를 방지하기 하여 회로를 완 히 실드된 

도 에 설치하여 외부의 향을 차단하게 한다. 도선을 흐르는 류와 모

터 혹은 발 기 등의 기 기계에 의하여 발생되는 자장에 의한 노이즈 

꼬아진 도선을 사용하여 주변의 노이즈를 상쇄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회로상에 류가 흐를 때 서로 다른 지에 의하여 발생되는 노이즈

는 열  보상도선에서 일어나는 독특한 문제로서 쉴드회로를 모두 지

하거나 비 지형 열 를 사용함으로서 제거될 수 있다.

라. 열 의 삽입 심도에 의한 오차 제거

열 의 삽입심도가 얕을 때에는 보호 에 한 벽 한 외기의 온

도의 향을 받아서 오차가 생긴다. 균일한 온도를 측정할 때 이 오차의 

여부를 정하려면 삽입심도를 바꾸었을 때 지시온도도 따라서 변하면 오

차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사용조건에 따라 오차는 일정하지 않으나 고

온을 측정할 경우에는 속 보호 에서는 직경의 15～20배, 비 속 보호

에서는 직경의 10～25배 이상 삽입되어야 한다.

마. 고속기류에 의한 오차 제거

고속으로 흐르고 있는 기체의 온도를 잴 경우 기류의 압축성과 내부 

마찰로 인하여 실제온도보다 높은 온도를 지시하게 된다. 풍속이 20m/s 

이상일 때에는 가  풍속을 일정히 하고 보정을 해주며 흡입형 열

의 사용도 바람직하다.

바. 표면온도 측정

표면온도 측정시 물체의 온도가 주 의 온도와 다를 때 물체는 그 표

면을 통하여 주 환경과 계속 인 열교환을 하기 때문에 정확히 표면온도

를 측정하는 것은 어렵다. 이 경우 문제가 없는 측정결과를 얻기 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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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물체와 온도센서 사이의 열 달이 가능한 한 좋아야 한다. 당

한 오일과 같은 간매질을 사용하여 물체와 온도센서 사이의 열 달이 

좋아 질 수 있는 상태에서 온도센서를 열 이 좋게 르거나 고정시켜

야 한다. 온도센서를 표면에 설치함으로서 복사의 향으로 틀린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온도센서는 측정하는 물체와 가능한 한 비

슷한 열복사 특성을 가지는 것이 좋다. 온도센서를 통한 외부로 향한 열

달이 가능한 한 아야 하므로 가는 열  선이 쓰이고 이것을 표면에 

등온으로 히 설치한다.

사. 복사열에 의한 오차 제거

온도센서와 온도차가 큰 물체사이에 복사에 지의 교환이 있을 때에

는 오차가 발생한다. 이 복사에 지는 온도의 4승에 비례하므로 고온

에서는 하게 커지고 100℃이상의 오차를 가져올 수 있다. 이 오차를 

막기 해서는 흡입형 열 에 사용된 원리와 같이 센서 주 에 열차폐

를 시키고 센서 주 의 온도가 측정 상의 온도와 가까워지도록 보온에 

주의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이론식을 이용하여 측정오차가 최소화 되는 유체

의 유량에 따른 온도센서의 삽입길이를 선정할 수 있다. 그림 6.11에는 벽

면온도가 100, 200, 300, 400 ℃, 공기의 온도가 약 50, 100, 150, 200, 250, 

300, 350 ℃인 경우에 각 온도센서의 삽입길이에 따른 측정오차를 이론

으로 계산한 종합요약도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를 들면, 종합요약도

표에서 벽면온도와 유체온도가 각각 400, 150 ℃, 그리고 NRe가 15,000인 

경우에 D/L값이 0.17인 경우에는 측정오차가 약 6 2%인 반면에 L/D값이 

0.50 혹은 0.84인 경우에는 같은 조건에서 측정오차가 약 27 %로 오차가 

어든다. 따라서 이 도표로부터 주어진 측정조건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온

도센서의 오차를 상할 수 있고, 보다 정 한 온도측정환경을 고려함으로

서 측정오차가 최소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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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1 측정오차 종합 요약 도표

5. 결언

이론  연구를 수행하여 실험  주요 요소를 도출하 고, 이를 바탕

으로 온도 측정실험을 수행하 다. 측정오차는 벽면온도, 공기유량과 같은 

측정조건, 그리고 온도센서의 직경  삽입길이에 의하여 향을 크게 받

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된 이론식을 통하여 온도센서의 설치환경  측

정조건에 따른 측정오차 최소화 방안을 도표를 통하여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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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소듐 리기술 개발

 1. 기술 황분석

가. 소듐 오염기기 세정법

지 까지 국외에서 개발된 세정방법[7.1]을 크게 분류하면 물리  방

법과 화학  방법이 있으며, 표 7.1에 요한 세정법과 처리방법에 한 

장단 이 나타나 있다. 물리  세정방법은 열에 의하여 소듐을 융  이

상으로 상승시켜 부착된 소듐을  배출 제거하는 것으로서 비교  잘 이용

되고 있지만, 불순물을 많이 포함한 소듐과 복잡한 구조를 가진 물질을 처

리하는 경우에 기 에서 발화할 가능성이 높고, 한 열하는데 시간

이 많이 필요로 하는 등 간편하지 않다는 단 이 있다. 화학  세정방법은 

소듐이 불활성가스 이외의 거의 모든 기체  물질 이외의 액체와 반응

하는 성질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방법이다. 주로 사용되고 있는 제거제(세

정처리제)는 물, 수증기 알코올, 암모니아 등이 있으며, 각 국에서 주로 이

용되고 있는 방법은 수증기 세정방법과 알코올 세정방법이다. 수증기를 주

입하여 세정하는 방법을 수증기세정법이라 한다. 수증기 세정에는 세정환

경에 따라서 공기, 불활성가스, 진공에 의한 세정방법으로 분류되고, 세정

조건으로서는 수증기 온도(고온, 온), 압력(고압, 압)이 있다. 이러한 

조건들을 조합하여 수증기 세정을 행한다. 

알코올세정법은 소듐과의 반응이 완만하여 세정온도의 제어도 용이하

고, 피세정물에 하여 알칼리 응력부식이 갈라지는 조건이 생성되지 않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소형의 재료시험편, 시험체의 세정에 이용되

고 있다.  그러나 알코올은 고가이고 낮은 인화 을 가지고 있는 단 이 

있고, 공기 의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다. 알코올의 종류에 따라서 

OH기수, 분자량, 함수량이 다르기 때문에 반응속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메탄올은 반응이 무 빠른 반면에 탄올은 무 느려서, 에탄올과 로

올 등이 반응속도에 있어서 당하다. 에칠 , 리콜모노 치에테르를 

혼합하여 반응속도를 가감하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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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처리 방법 장 단 용 상

소

듐

세

정

물

리

 

제

거

방

법

고온의 기름에 

의한 소듐용해

-안 한 소듐 분리 가능

-폐연처리장치 불필요

-완 한 세정 불가능

-폐유처리 필요

-형상이 복잡한   

부품, 밸 ,      

vapor trap

외부 열에 의한 

소듐 용해

-다량의 소듐 처리에    

합

-소듐이 유일한 폐기물

- 열설비 필요

-소듐이 발연할 가능성 있음

-표면부식이 증 할         

가능성이 있음

-소듐 배출이     

요구되는 장치 

진공증류에 의한 

세정

-시험장치에 취부하여   

사용 가능

-안 함

-Vapor trap, 진공펌  등의 

기기, 열장치 등이 필요

-세정시간이 길고 완 한 

세정이 되지 않음

-재료시험시편

-형상이 복잡한   

부품, 필터

화

학

 

방

법

수증기 세정법

 - 기 에서 실시

 -불할성가스     

 분 기에서      

 실시

- 렴한 비용

-폐기물의 처리가       

비교  용이

-거의 완 한 처리 가능

-효율이 높음

-수소폭발 가능성

-알칼리부식 가능성

-폐연, 폐수처리장치 필요

- 형기기

- 자유량계,     

자펌 ,       

콜드트랩 등

알코올 세정법

 -알코올 침 법

 -알코올 순환법

-완만한 반응속도

-거의 완 한 처리 가능

-알칼리에 의한 부식    

가능성이 없음

-효율성이 좋음

-페알콜 처리시설 필요

-장시간의 세정시간

-알코올의 인화 가능성

-고비용

-소형기기,       

연료집합체,     

재료시험시료    

등, 필터

암모니아 세정법 -안 함

-낮은 효율

-암모니아의 처리 필요

-유독성 증기생성

- 온 고압 장

- 속시료의      

표면세정

수세정법 -비용이 게 듦

-완 하게 세정

-최종세정으로 이용

-복잡형상, 좁은 빈틈   

형상 경우에 효과

-세정물의 손상이 우려됨

-부착물이 클 때 가장 험함

-효율이 작은 방법도 있음   

(온수  온수 감압 비등법,  

음 , 기분해 세정법)

-재사용 컴포 트  

 재료시험시료  

를 제외한 모든  

소듐 오염 상물

연소처리방법 -수소의 발생이 없는 

안 한 방법

-배연, 폐액 처리장치 등의 

설비가 필요

- 속 , 배  등

탄화가스

처리법

-안 , 간편

-탄산소듐을 생성하기   

때문에 알칼리부식의   

향이 음

-반응시간이 길고 소듐양이  

많을 경우 완 하게        

탄화시키는 것이 어려움

-반응생성물을 제거하기     

하여 세정공정이 필요함

- 용량의 소듐

소듐

처분

가성소다로 변환 

후 강산에 의한 

화처리

-양호한 공정 안 성

-폐액의 운반이 용이

-처분공정이 필요 -방사성  비방 

사성 용량 소듐

수 처분 - 용량의 소듐 처리가능 -수소발생에 의한 폭발/화재  

험성

-비 방사성       

용량 소듐

연소 -간단한 공정 -부식성소듐산화물 발생 -오염소듐

원자로에 재순환 -공정이 필요 없음 - 장시설이 필요 -방사성 소듐

표 7.1 소듐 오염기기 세정법의 장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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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듐 처분법 

연소에 의하여 소듐을 처분할 때 자극 이고 부식성인 산화물 연무가 

발생되기 때문에 격리된 지역이나 특수 연소실에서 처분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폐기물이 격리지역에서 연소되는 경우, 발생되는 연무가 연소지역. 연

소속도가 늦으면 로젠이 첨가되고 연소속도가 빠르면 건조 소다 혹은 모

래를 첨가함으로써 연속속도를 느리게 혹은 지시킬 수 있다. 연소반응을 

기에 진행시키기 하여 로젠보다 물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 이다.  

수 처분은 용량의 소듐을 처분하는데 뛰어난 기술이다. 열원을 가

진 가압공 탱크, 유량계, 잠수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유형의 

시스템은 5000 lb/hr로 소듐을 처분한다. 소듐-물 반응 동안 생성된 수소

는 가벼운 폭발과 화염을 동반한다. 노즐길이가 10 ft이상일 때는 이러한 

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표면처분방법은 여러 경우에 용량의 소듐을 처분하는데 사용된다. 

500에서 30000 lb의 용량을 가진 소듐 탱크가 해에 띄워지고 시간지연

폭탄으로 열시킨다. 기타 처분기술로는 소량의 소듐을 물로 처분하는 많

은 방법들이 개발되었다. 상부가 열려진 소모성 can에 소듐을 주입하여 

격리된 못에 내던지는 방법, 소듐 드럼을 연못에 띄워놓고 안 한 거리에

서 총을 쏴서 캔에 구멍을 내는 방법, 이송장치를 연못에 연결하여 액체소

듐을 방사시키는 방법, 당한 용기에 담겨있는 소듐에 증기나 혹은 물을 

분사시키는 방법 등이 있다. 소듐에 오염된 폐기물은 연소시키거나 소듐과 

반응시키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처분한다. 수  처분기술은 액체폐기

물의 처분에 국한되지만 다른 기술들은 액체  고체폐기물에 모두 용

이 가능하다.

량의 방사성 소듐을 처분하는 유일한 해법은 재로서는 안 하게 

장하는 것이다. SRE-PEF, EBR-I, HNPF는 이미 해체되었지만, 방사성 

소듐은 원자로계통탱크에 지 까지 장되어 있다. 해체된 원자로의 탱크

들은 매장하는 것이 비교  안 하고 비용이 게 든다. 방사화된 소듐생

성물은 40년 이내에 붕괴되기 때문에 안 하게 보 이 잘 된다면 미래에 

재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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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의 표 인 소듐 처리시설을 요약하면 표 7.2와 같다[7.2, 7.3]. 

표에 나타난 것처럼 증기세정법과 알코올세정법을 이용하여 소듐오염기기

를 세정하는 것이 안 성과 경제성, 재료의 건 성에 있어서 상당한 장

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세찬 수류에 의하여 물을 주입하여 은 

양의 소듐이 물과 반응하게 하여 소듐을 제거하는 Caustic process가 안

성면에서 입증을 받은 소듐 처분공정으로 알려져 있다.

2. 콜드트랩 세정 실험

가. 실험장치

 (1) 기존 소듐정제루  해체를 통한 세정 상물 비

소듐정제루  해체 목 은 추후 정제기술 연구를 하여   기기보

정용 소형 소듐정제루 를 활용하기 해서는 폭 인 개선에 따른 막

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듐정제루 의 해체를 통하여 사용가능한 

요기기들을 재활용하는 것과 소듐정제루 로부터 해체된 소듐오염기기의 

재사용, 폐기를 한 안 하고 효과 인 소듐 제거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다. 소듐정제루 (그림 7.1)는 냉각재의 순도 리를 목 으로 1994년 변화

시설의 HF룸에 설치되었다. 그러나  루 를 활용하는데 있어 경제   

연구 상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고, 계속 휴지상태로 방치해 둘 경우 

소듐의 출로 인한 사고발생의 험성이 있고 변환시설 환경복원  연

구시설 개조사업으로 인하여 정제루 가 설치된 건물의 리를 하여 정

제루 의 철거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한 사용후 소듐처리기술은 냉각재 

기반기술의 필수 인 지원기술로서 운 후 소듐에 오염된 기기들의 보수, 

처분 혹은 다른 목 을 하여 소듐 련 장치의 해체  소듐 세정에 

련된 기술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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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

(국명)
방법 반응용기 공정변수 측정인자 안 성 비 고 

CIAE

( 국)

증기/질소 

세정
φ1500x 9000

증기  질소 

공 속도, 

질소압

수소농도 -
용도에 맞는 다수의  

세정시설 보유

IGCAR

(인도)

물/수증기 

세정

Decontamina- 

tion pit : 

용량

반응기 온도, 

물 공 량
수소농도 -

공정 간단성,

수소발생에 유의

(CEA)

랑스

/고온 

기포법
세정 pit

이산화탄소 

공 속도, 

물의 온도

이산화 탄소, 

배출온도, 

수소농도

안 성 

입증

재료의 부식성이 

없고, 조업의 용이성

IGCAR

(인도) 

물/이산화 

탄소(질소)
반응기

반응액 온도, 

소듐하이드록

사이드 농도

수소농도
안 성 

입증

공정제어 용이, 

crevice의 소듐 제거 

불가능

OKBM

(러시아)

Water- 

Vacuum

세정법

컴포 트 자체
물의 온도, 

진공압

수소농도, 

반응액의 pH

안 성 

미입증

엄격한 공정조건, 

좁은 틈사이의 소듐 

제거 불가능

FZK

(독일)

알코올 

세정
시험용기 : 

300ℓ

반응온도, 

소듐공 속도
수소농도

사고발

생

사고의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음

JNC

(일본)

증기 

세정법
컴포 트 자체

증기  질소 

공  속도, 

반응기 압력

수소농도, 

반응기내 온도

안 성 

입증
몬주에 용 정

JNC

(일본) 

알코올 

세정

알코올탱크 : 

20ℓ

알코올 조성, 

알코올 

공 온도

알코올  

소듐농도, 

알코올 온도 

 도도, 

수소농도

안 성 

입증

소규모 기본시험,

Crevice의 

세정효율이 높음

CEA-N

OAH

( 랑스)

Caustic 

process
용량 반응기

소듐하이드록

사이드 농도, 

소듐 주입량, 

물 공 속도, 

수소농도,

방사능

양호한 

안 성

용량 오염소듐에 

유리, 조업 간단성

AEAT

( 국)

Caustic 

process

스틸반응기: 

0.8m
3

소듐공 속도, 

반응액 온도

수소농도, 

반응액온도, 

트리튬농도, 

반응기 압력

양호한 

안 성

비교  잘 검증된 

공정

ANL-S

PF

(미국)

-Caustic    

process

-Carbonate  

 process

-75cmx4.7m(실

린더형 반응기

소듐  물의 

공 속도

소듐하이드록

사이드 용액의 

비등

양호한 

안 성

최종 폐기물은 

소듐카보네이트로서 

드럼에 보

표 7.2 각 국의 소듐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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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소듐정제루

(가) 해체루 의 처리 방안

정제루 로부터 해체된 재활용 기기들은 소듐세정기법을 개발을 한 

소듐세정 상으로 활용하고, 소듐에 오염된 기기의 세정방법은 세정되어야

할 장치의 유형  조건, 장치가 재활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러 세정

방법들을 잘 고려하여 바람직한 세정을 수행하는 것이 좋다. 재활용기기로

는 자펌 , 자유량계, plugging meter, cold trap, 각종 밸  등이 있다.

(나) 해체 작업자

소듐 련장치의 해체 작업은 일반작업에 비하여 훨씬 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고, 소듐의 취 기술 에서도 최고로 험이 뒤따르는 작업  

하나로서 수소 는 연기의 발생이 동반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폭발 가능

성이 있음. 따라서 해체작업은 소듐에 한 한 취  경험과 안  련 

지식을 가진 소듐기술개발과제 참여원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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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체결과

정제루 는 해체 차에 따라 안 하게 해체되었고 재사용기기들은 

되어 보 되었다. 거의 모든 수평배 과 일부 수직배 에는 그림 7-2와 

같이 상당한 량의 소듐으로 러깅되어 있었다. 러깅된 소듐의 일부는 

외부공기와의 반응으로 인하여 소듐산화물로 존재한 경우도 있었지만 수

평배 의 부분의 걸쳐 미반응 소듐이 배 에 완 히 러깅되어 있음을 

확인하 다. 단된 각 배 의 끝 부분은 라핀 필름으로 되어 외부

공기와의 반응이 방지되도록 하 다. 하지만 상부배 과 불활성 가스 공

용 튜 에 존재하는 소량의 소듐들은 해체 장에서 수세정에 의하여 제거

되었다. 배 과 마찬가지로 각 재활용기기들의 단된 부분들은 라핀 필

름으로 되었다.

그림 7.2 정제루  해체작업  배 내 오염소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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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장치의 건조

정제루 에서 이미 사용된 콜드트랩의 세정을 하여 건조된 세정실

험장치의  P&ID가 그림 7.3에 나타나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

정장치는 크게 소듐을 세정에 필요한 증기를 공 하는 수증기발생기, 콜드

트랩의 세정부에서 불활성분 기를 유지하기 하여 질소를 공 하는 가

스공 계통과 질소가스 가열기, 세정  콜드트랩에 존재하는 소듐의 용해

물을 수용하기 한 drain tank, 세정의 최종단계에서 수세정을 하여 물

을 공 하는 water tqank, 콜드트랩의 반응용액들의 액 를 측정하기 

한 level indicator, 반응가스의 압력을 완화시키기 한 buffer tank, 고온

의 반응가스를 냉각시키고 반응가스내 존재하는 소듐반응물을 트랩시키기

한 gas bubbler, 그리고 반응가스  수소를 측정하기 한 수소측정시

스템 등으로 구성되며 실험장치의 입체도  사진은 그림 7.4 7.5와 같다.

(가) 탱크류

일반 으로 소듐루 에는 다양한 종류의 탱크가 여러 가지의 구조와 

크기에 따라 설치되며 그 용도가 각가 다르다. 본 장치에 설치된 기본 인 

탱크는 drain tank, water tank, gas bubbler가 있다. Drain tank는 콜드트

랩을 세정하기 에 콜드트랩에 남아있는 소듐을 가열하여 용융된 소듐을 

수용하며 배   콜드트랩에 존재하는 소듐용액을 drain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고 소듐이 력이 쉽게 drain될 수 있도록 모든 

장치의 최하단부에 설치되어 있다. Water tank는 콜드트랩이 수증기/질소

혼합가스에 의하여 부분의 소듐이 세정된 후 소량의 잔류소듐을 제거하

기 하여 물을 공 하는 탱크로서 물이 콜드트랩에 용이하게 공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Gas bubbler는 콜드트랩의 세정시 발생되는 반응가스 에 포함된 고

형물질을 제거하고, 고온의 반응가스 온도를 냉각시키도록 외부에는 물 자

켓이 설치되 있다.



- 232 -

(나) 세정액의 공 계통

콜드트랩의 세정액은 수증기와 질소가스의 혼합가스에 의하여 공 된

다. 질소는 고용량의 가열기에 의하여 가열되어 수증기발생기에서 발생된 

증기와 함께 콜드트랩에 공 된다.

(다) 콜드트랩

기존 정제루 에 사용된 콜드트랩은 550 x 227mm의 크기이다. 내부

는 wire mesh로 충진되어 있고 외부는 콜드트랩의 냉각을 한 air 

blowing jacket이 설치되어 있다. 콜드트랩의 냉각을 하여 이  jacket이 

설치되어 있고 내부표면에 가열기가 설치되어 있다. 그림 7.6처럼 정제루

상의 소듐이 상부의 앙 을 통하여  인입되어 wire mesh를 통과한 

후 상부 배출 을 통하여 정제된 소듐이 배출된다. 그리고 상, 하부에는 

콜드트랩의 온도를 제어하기 한 열 가 설치되어 있다. 해체된 콜드트

랩의 하부에 설치된 drain line은 콜드트랩의 하부 변보다 50mm정도 돌

출되어 있다. 이는 콜드트랩 운 시 침 된 소듐산화물이 drain line을 통

하여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한 것이다. 그러나 콜드트랩을 세정하기

해서 반응용액들이 배출되어야 하므로 그림 7.7처럼 콜드트랩의 상하부를 

거꾸로 설치하도록 하 다. 한 콜드트랩의 입출구 을 통하여 수증기/질

소 혼합가스가 공 됨과 동시에 반응용액이 배출되어야 하고, drain line을 

통하여 세정수가 공 되고, 이와 동시에 반응가스가 배출되도록 그림 7.8

처럼 기존 콜트트랩의 구조를 변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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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 콜드트랩 세정장치의 P&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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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 콜드트랩 세정장치의 입체도



- 235 -

그림 7.5 콜드트랩 세정장치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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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6 기존 콜드트랩

그림 7.7 콜드트랩 

      

그림 7.8 콜드트랩의 구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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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배   보조설비

수증기/질소가스가 공 되는 과 소듐이 drain되는 모든 은 1/2"

이 로 배 되었으며 기계  특성이 잘 유지되는 스테인 스 스틸 이

를 사용하여 하   압력, 온도상승에 따른 팽창 등을 고려하 다. 특히 

소듐이 직  drain되는 배 들은 외부로부터 기 을 유지하기 하여 용

에 의한 연결방식을 택하 고, 력에 의하여 소듐  련 반응용액이 

drain tank로 배출되도록 기울기를 주었다. 질소공 계통, 물순환라인, 반

응가스 배출라인은 1/2" tube가 사용되었다.

한편 수증기/질소 혼합가스  소듐 drain line에 설치된 밸 들은 고

온용으로서 소듐의 특성상 출이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특수밸 인 

고성능 벨로우스 로  밸 를 사용하 다.

(마) 제어계통

실험장치의 안 한 운   제어 그리고 효율 인 실험자료의 확보를 

해서는 제어계통이 매우 요하며, 장치 건조시 제어계통도 함께 설치되

었다. 주요 실험자료는 data acquisition을 통하여 PC에 입력시켜 추후 효

율 으로 이용 가능하게 하 다.

① 배 의 가열  온도제어

수증기/질소가스가 공 되는 과 소듐이 drain되는 모든 에는 가

열기가 3개의 권역으로 나 어 설치되어 있다. 수증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실험환경으로 인하여 테이 형 가열기를 배제하고 sheath형 가열기를 배

에 설치하 다. 배 에 흐르는 수증기가 응축되지 않도록 가열기는 조

하게 설치되었다. 모든 온도는 배 에 설치된 열 의 온도측정과 함께 

제어반에 설치된 TIC에 의하여 제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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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Level indicator

콜드트랩의 세정이 진행됨에 따라 소듐-물반응 생성물이 콜드트랩에 

축 된다. 이러한 반응용액의 액 를 측정하기에 의하여 콜드트랩과 같은 

치에 level tank가 설치되어 있다. 이 level tank에는 액 를 측정하기 

한 4개의 spark plug가 등거리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다. 반응용액이 spark 

plug에 하면 기 으로 합선되는 원리를 응용하여 액 를 측정하 다.

③ 유량계

질소 와 수증기의 유량 측정을 하여 질소  수증기 유량계가 설치

되어 있다. 질소 유량계는 totalizer가 설치된 thermal gas mass flowmeter

로서 최  10,000ℓ/min의 유량을 측정할 수 있으며 출력으로서 0-5VDC 

와 4-20mA를 제공한다. 한편 수증기 유량계는 vortex 유량계로서 출력으

로서 4-20mA를 지원한다.

나. 실험방법

(1) 압력시험

실험장치의 압력시험은 장치  배 의 출 여부를 조사하기 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본 시험에 앞서 실시한다. 검사방법은 체의 배 에 

하여 질소가스를 2.0 kg/cm2으로 채운 뒤 경과시간에 따른 압력변화를 측

정하는 것으로, 만일 압력의 감소에 따른 출이 있는 것으로 단되면 각 

구역별로 비눗물 검사를 실시하여 이를 시정토록 하 다.

압력시험 결과 4시간 이하에서는 압력변화가 감지되지 않았으나 4시

간 이상에서는 일부 배 에서 압력변화가 발생되어 이를 정비하 다.

(2) 실험조건

소듐 세정에 한 국내 실험자료가 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험조건

은 소듐의 반응이 가장 완화되는 조건에서 설정되도록 하 으며, 주요 실

험 실험조건으로는 질소가스 유량  온도, 수증기 유량  온도, 콜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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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에서의 반응온도 등이 있다. 이러한 모든 실험조건은 반응가스  수소

농도가 최  수소폭발 농도인 4%를 과하지 않은 범 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반응가스의 수소농도는 feedback 되어 실험조건은 재수정 된다. 세

정시간이 1시간인 경우 실험조건은 다음과 같다.

- 질소 유량 : < 608 lite/min 

- 질소 공  온도 : 150 ℃

- 질소 압력 : 2 kg/cm2

- 수증기 유량 : < 0.5 kg/min

- 수증기 압력 : 2 kg/cm2

- 콜드트랩 온도 : 110  ℃ 

- 배  온도 : 150 ℃

(3) 실험 차

(가) 실험장치내의 기 진공  질소 공

콜드트랩에 수증기/질소 혼합가스를 주입하기  콜드트랩  배 상

의 불활성 분 기를 유지하기 해 실험장치를 진공으로 유지시킨 뒤 질

소를 공 한다. 이러한 조작을 어도 3 회 이상 반복한다.

(나) 배 부 가열

각 배 은 약 150 ℃ 까지 가열된다. 질소공 라인의 가열기도 이때 

작동된다.

(다) 콜드트랩내 잔존 소듐 배출

해체된 콜드트랩  입출구 배 에는 약 18kg의 소듐이 잔존하는 것

으로 추정된다. 세정 에 용융 가능한 소듐  소듐산화물은 배출되어야 

한다. 콜드트랩의 내외부에 설치된 가열기를 통하여 클드트랩은 약 400 ℃

까지 가열되고 용융된 소듐은 drain tank로 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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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증기/질소 혼합가스의 공

수증기를 콜드트랩에 주입하기 에 약 400 ℃이상의 고온 질소가스

를 콜드트랩에 공 한다. 이는 콜드트랩과 그 주변에 미 용융된 소듐을 용

해시켜 배출시키기 한 것이다. 이러한 작업이 종료된 후 수증기 공 시

험을 수행한다. 콜드트랩에 주입되기 직 에 설치된 바이패스 밸 에 수증

기를 흘려 보내 정상 으로 건조 수증기가 공 되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수증기와 질소의 혼합가스를 낮은 유량에서부터 서서히 콜드트랩에 공

한다. 주기 으로 수소측정기에서 반응가스  수소농도를 검, 기록하면

서 수소 농도가 4%를 넘지 않도록 감시한다. 한 질소  수증기 유량, 

buffer tank의 반응가스 온도와 압력을 기록한다.

(마) 수용액의 공

수소가스의 농도가 0%에 도달하면 수증기/질소 혼합가스에 의한 세

정이 완결된 것으로 본다. 하지만 좁은 틈 사이에서 존재하는 소듐이나 혹

은 미반응 소듐  소듐산화물의 완 한 세정을 하여 콜드트랩에 물을 

공 한다. 액 계에 따라 물을 서서히 공 하면서 순환시키고 반응가스  

수소농도, 수용액  도도를 측정한다. 수소농도, 도도의 변화가 감지되

지 않으면 세정시험은 종결된다.

4. 결언

가. 소듐에 오염된 기기의 세정방법은 세정되어야할 장치의 유형  

조건, 장치의 재활용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소듐의 세정처리를 안

하게 열 혹은 부식 등으로부터 기기를 손상시키지 않고 한 

세정방법을 선택하여 세정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필수 이다.

나. 원자로의 주요 컴포 트를 물로 세정하는 경우 소듐과 물의 반응

생성물인 소듐하이드록사이드에 의하여 재질이 약화되는 문제 을 

해결할 수 있는 세정법으로 최근에 CO2 기포세정법이 개발 에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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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A(French Atomic Commission)에 의하여 개발된 NOAH시설과 

미국(ANL)에서 개발된 Caustic process가 규모의 오염소듐을 

처리하기 하여 공정의 원리, 안 성, 작업의 간단성, 시설의 조

성과 같은 장 들이 돋보이는 시설이다. 

라. 소듐세정제  용매, 재료의 부식, 반응성 완화, 잔류소듐에 한 

연구가 재 주 연구 상이다.

마. 소듐 세정기술 황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기존 정제루 에서 해체

된 콜드트랩의 세정장치를 설계 제작하 으며, 수증기/질소 혼합가

스에 의한 세정방법을 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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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련분야에의 

외 기여도

열유동 상 실험분야에서는 설계부서에서 작성한 실험요건서에 의거하

여 실험자료들을 생산한 후 산코드 개발 검증에 활용하 고, 련 실험식

들을 개발하 다. 측정기술 분야에서는 소듐의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

운 방법론을 도출하 고, 음향에 의한 출 감지논리를 개발하 다. 모든 연

구항목에 해 최선을 다함으로 당  연구개발 목표를 충실히 달성하 다.

IHTS 단순화 특성실험에서는 우드합 을 순환유체로 사용하는 실험

장치를 제작하여 5종류의 실험자료를 생산하 다. 즉, 셀측 우드합 의 

열 특성을 측정한 2종류의 실험을 수행하 고, 열 의 배열과 구조에 따

른 열 달 특성을 측정하기 한 3종류의 실험을 수행하 다. 추가 으로 

실험에 사용한 우드합 의 도, 도, 열 도도, 비열을 측정하 다. 이 

실험자료로 간열 달계통을 단순화하는 새로운 개념을 검증할 정이다.

SWR /후반기 거동특성 실험에서는 규모 출소듐-물 반응 사고

에서 후반기에 증기발생기 내부 상을 해석하는 SELPSTA코드에 

용된 산모델 검증용 실험자료를 생산하 다. 증기발생기에서 소듐-물 반

응시 수소발생을 모의한 실험장치를 제작하여 6종류 기조건으로 총 83 

세트의 압력, 온도, 기포유동 특성자료 생산하 다. 이 실험으로 소듐-물 

반응사고의 여러 복잡한 상들을 단순화시킨 산코드를 잘 검증함으로

써, 계통설계 시에 규모 소듐-물 반응사고의 향  책을 용이하게 

반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 다.

Thermal striping 특성 실험에서는 기존장치로 자유액면요동 특성자

료 559 세트, 4622 data를 생산하여 자유액면의 주기와 진폭 분석하 다. 

한 핵연료집합체 출구에서의 난류열혼합을 모의하는 실험장치를 설계, 

제작하여 유체분야의 산모델을 검증하 다. 이 실험에서는 12종류의 

기조건으로 난류열혼합 역(12x26 matrix)의 온도분포  요동량을 측정

하여 3696 data를, 속도분포  요동량을 측정하여 3672 data를 생산하여 

산모델 검증하고 별도로 3개 실험식을 개발하 다. 이 실험에서 개발한 



- 244 -

고주기 열유체의 요동을 측정, 분석하는 기술은 모든 열유체 분야에서 

범 하게 활용돌 수 일을 것으로 단된다.

증기발생기에서 소듐으로의 물 출 감지기술 개발 분야에서는 소규

모 출에서 발생하는 신호의 특징을 분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 고, 

신경망인 neural network로 이 개발된 논리를 구 할 수 있는 S/W를 제

작하여 성능을 시험하 다. 이 논리를 검증하는데 필요한 배경소음을 생산

하기 하여 고압(～100kg/cm2)으로 알곤가스와 질소가스를 물속으로 분

사하는 실험을 수행하 다. 이 이외에 소듐-물 반응음, 비등음 등 9종류 

배경소음을 생산 는 확보하 다. 액체 속로의 증기발생기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소음들을 자체 생산하여 이를 상으로 시험한 결과, 이 연

구에서 개발한 논리와 툴을 사용할 경우 신호와 노이즈의 비(S/N)를 

1/100 까지 분석함으로써 기술의 용 가능성을 보 다. 이 연구에서는 증

기발생기에서의 물 출 사고를 기에 감지, 제어할 수 있는 방법론 개발

에 성공함으로써 이 기술에 한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고온 소듐에

서의 차압  유량 측정기술 개발 분야에서는 소듐환경에서의 유량과 차

압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을 도출하 고, 공기를 사용한 모의 실험

장치를 이용하여 신기법의 타당성을 검증하 다. 차기 단계에서 소듐에 

용하여 그 활용성을 검증할 정이다.

복합 열 달모드의 측정오차 최소화 기술 개발 분야에서는 온도센서, 

계측, 측정환경의 향을 분석하 고, 복사열이 요한 측정환경에서 열

로 온도를 측정할 때, 복사열의 향을 최소화하고 오차를 측할 수 있

는 방안을 수립하 다. 로그램에 의한 이론 인 계산과 생산한 실험자료

를 비교, 분석하여 온도측정시 측정환경에 따라오차를 측할 수 있는 요

약도표를 작성하 다.

사용후 소듐 처리기술 개발에서는 소듐 정제루 를 해체하여 연구의 

상물로 비하 고, cold trap 세정장치를 제작하여 련 인자들의 특성

을 측정하 다. 이 장치에는 질소/수증기 세정법을 보완한 방법을 사용하

으며, 3종류의 공정변수와 5종류의 측정인자가 잔류소듐 제거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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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연계 실험분야의 실험자료는 설계부서에서 산코드 개발  검증에 

활용한다. 실험부서에서는 이 실험자료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추가 인 분

석을 수행하여 향후 련 실험식을 개발하고, 기 개발한 실험식을 고도화

할 정이다.

속인 우드합 을 사용한 실험장치에서 생산한 실험자료는 안 성 

향상을 한 간열 달 계통의 신개념 검증에 활용할 정이고, 증기발생

기에서의 소듐-물 반응 사고시, 계통의 /후반기 거동특성을 분석할 수 있

는 실험자료는 련 산코드인 SELPSTA의 해석모형 개발  검증에 활

용된다.

핵연료집합체 출구를 모의한 실험장치에서 측정한 실험자료로 

thermal striping 상분석에 련된 산코드를 검증하 고, 개발한 3개의 

실험상 식은 액체 속로 설계에 활용할 정이다. 가스혼입 임계조건 실

험식은 액체 속로의 유체계통설계에서 노심 내부에서의 유동과 자유액면

의 높이를 설정하는데 한계조건으로 활용되며, 액면요동의 주기와 진폭에 

한 특성은 액체 속로 원자로 용기의 설계와 열피로 분석에 필요한 기

자료로 활용된다.

증기발생기에서의 물 출 감지기술은 다음 단계에서 수행할 정인 

소규모 소듐-물 반응 실험을 통하여 감지기술을 고도화하고 신뢰성을 보

완할 정이다. 소듐의 차압, 유량 측정기술의 실용화를 해서는 측정조건, 

오차 등에 한 정량화, 최 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차기단계에서 

소듐 실험장치에 시험 으로 용하여 가능성이 확인되면, 시작품 개발을 

통하여 소듐과 액체 속 련 실험장치 등에 우선 활용할 정이다. 한 실

용화 연구를 통해 기업체에도 기술을 이 하고자 한다. 복합 열 달모드의 

측정오차 최소화 기술은 실험에서의 정 도 향상에 활용될 정이다.

사용 후 소듐 처리기술은 다음 단계의 소듐-물 반응 실험의 기 자료

로 활용하고, 한 이를 더 보완하여 소듐 시설 운 에 필수 인 세정공정

을 최 화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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