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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원통에서의 자유액면요동특성실험

  - 소듐유량측정의 신뢰성향상연구

  - 소듐처리공정에서의 반응성 완화연구

  - 소규모 물 누출 음향감지 및 현상해석 실험

2. 연구결과

  - 액체금속로 상부 플레넘 설계에 활용되는 액면요동 진폭을 기술하는 실험식 개발 

및 전산모델 검증 실험자료 생산

  - 액체소듐에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유량 측정기술 제안 및 구자석형 유량

계의 소듐 유량 측정 신호의 선형성과 반복성 확인

  - 소듐오염기기를 손상없이 재사용하기 위하여 틈새의 폭이 0.3mm까지 세정이 가능

한 CO2 기포세정기법 개발 

  - 소듐-물 반응을 감지하기 위한 on-line 음향 감지 기법의 고안 및 소듐-물 반응 실

험으로부터 감지 성능 확인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자유액면을 기술하는 실험식은 원자로 설계 및 가스혼입, thermal striping 특성 예

측에 활용

  - 유량 측정기술은 액체금속로 설계의 개념검증실험을 위한 소듐 실험장치에 활용

  - 소듐 세정 및 처리기술은 소듐관련 실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 기기 및 부품의 세

정에 활용

  - 소규모 물 누출로 인한 소듐-물 반응 실험 연구결과는 새로운 전열관 재료의 소듐

-물 반응에 대한 건전성 평가에 활용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자유액면요동특성, 소듐유량측정, 소듐세정 및 제거, 소듐처리, 소듐-물 반응,

 물 누출 감지

  어
 Free surface fluctuation, Sodium flow measurement, Sodium cleaning and     

 removal, Sodium treatment, Sodium-water reaction, Water leak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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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소듐 기술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최종 목표는 액체금속로의 냉각재인 소듐에 관련된 핵심 기반기술을 실험적으로 확보하여 소

듐 특성기술을 확립하는 것이며, 당해단계의 연구개발 목표는 전산모델 검증실험, 소듐 측정기술

개발, 그리고 소듐 기반실험이다.

액체금속로 개발에 활용되는 전산코드는 실험적 검증이 필수적이며, 실험의 신뢰성과 효율성

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유량 측정기술의 개발과 신뢰성 향상이 요구된다. 냉각재인 소듐의 

사용후 처리기술과 증기발생기에서의 물 누출을 조기에 감지하고, 물 누출사고 후 거동현상을 해

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기술이다.

신개념 액체금속로 설계에서는 시스템의 집화와 혁신개념의 도입으로 경제성 향상을 추구

하므로 새로운 개념에 대한 타당성 및 안전성 검증실험이 필수적이다. 소듐-물 반응의 조기감지

기술은 소듐 계통뿐만 아니라 액체금속로 계통 전체의 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안전성 확

보 및 경제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확보될 필요가 있다. 소듐세정 및 처리기술은 소듐관련 실험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기술이며, 소듐으로 오염된 장치 및 정 기기를 재사용하기 위해서

는 세정기술과 처분기술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설계에 필요한 전산모델검증 실험자료의 생산, 소듐측정기술개발, 소듐기

반실험은 액체금속로를 개발하는데 핵심기술로 부각되고 있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원통에서의 자유액면 요동 특성 실험

      ∙ 액면요동에 미치는 UIS의 향 분석 

      ∙ 실험부 개조

      ∙ Wire level sensor의 감응도 측정

      ∙ UIS 규격에 따른 자유액면 요동 특성 측정

   - 소듐 유량 측정의 신뢰성 향상 연구

      ∙ 소듐용 유량계 성능 실험장치 설치



- ii -

      ∙ 전자기유도형 유량계 및 구자석형 유량계의 유량측정 실험

      ∙ 유동지연분석형 유량계의 물모의 실험 및 소듐 실험

    - 소듐 처리공정에서의 반응성 완화 연구

      ∙ 소듐오염기기의 표면세정기술 개발

         + 세정후 잔류소듐 분석 및 제거방법 도출

         + 재사용 기기 손상방지방법 연구

      ∙ 소듐 처리기술 개발

         + Caustic 공정에서의 반응성 완화 연구 

    - 소규모 물 누출 음향 감지 및 현상해석 실험

      ∙ 소듐-물 반응 현상 해석실험

         + 소듐-물 반응 실험장치 설계․제작․설치

         + 누출시간에 따른 노즐구경 확대현상 해석

         + 반응온도 특성 해석

         + 소규모 누출 소듐-물 반응모형 개발

      ∙ 소규모 물 누출 음향 감지

         + 소규모 소듐-물 반응에서 누출감지 논리 평가

         + 감지 논리 평가

Ⅳ. 연구개발결과

원통에서의 자유액면 요동특성 실험에서는 수위센서의 감응도을 높이기 위하여 미세한 수위

변화를 계측할 수 있는 저항형 수위계를 개발하여 특성실험을 수행하 다. 액체금속로 상부 플레

넘 설계에 활용되는 95%의 신뢰도 및 오차 2.4%의 액면요동 진폭을 기술하는 실험식들을 개발

하 고, 이 실험자료를 유체계통의 전산모델 검증에 활용하 다.

액체소듐에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유량 측정기술을 제안하 고, 구자석형 , 전자기 

유도형, 유동지연 분석형 유량계에 대한 성능시험결과, 구자석형 전자유량계는 신호의 선형성

과 반복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활용이 끝난 소듐순도관리장치를 분해하여 얻은 소듐오염기기로 부터 잔류소듐을 처리하는 

기술을 개발하 다. 질소-수증기 세정법을 보완한 장치를 개발하여 cold trap을 대상으로 잔류소

듐 제거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는데, 세정실험을 수소농도 4%이내에서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하 다. 소듐오염기기를 손상없이 재사용하기 위한 연구로서 틈새의 폭이 0.3mm까지 세정이 

가능한 CO2 기포세정법을 개발하 다. 

소듐 처리조건을 최적화하는 연구로서 가성소다의 농도를 조절하여 소듐과 가성소다의 반응

실험을 수행하 고, 이로부터 반응성 완화조건 및 반응속도 등을 분석하여, 보다 안정적인 운용

조건을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생산하 다.

액체금속로 증기발생기의 전열관에서 소규모 물 누출 소듐-물 반응 사고가 일어날 경우, 노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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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 자체가 확대되는 속도와 고압의 스팀이 소듐 속으로 분출되면서 형성되는 jet형 불꽃 주변

의 반응온도 특성을 실험적으로 조사하 다. 실험에 사용한 두 재료(2.25Cr-1Mo, M9Cr-1Mo) 모

두 스팀이 누출되는 시간에 따라 노즐구경이 확대되었다. 노즐구경의 확대 속도는 2.25Cr-1Mo 

강이 M.9Cr-1Mo 강 보다 더 빨랐다. SEM-EDX 분석결과 소듐-물 반응으로 생성된 복잡한 산

화물 덩어리가 노즐구경 주변에 점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듐-물 반응에 의한 최고 

반응온도는 jet형 불꽃에 의해 향을 받을 수 있는 최대거리와 일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17㎜ 

지점에서 나타났다.

소듐-물 반응을 감지하기 위한 on-line 음향 감지 기법(소프트웨어 툴)을 고안하 고, 소듐-물 

반응 실험으로부터 반응 신호를  잘 감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원통에서의 자유액면 요동특성 실험으로부터 구한 자유액면을 기술하는 실험식은 원자로 설

계 및 가스혼입, thermal striping 특성 예측에 활용할 수 있다. 수위센서는 산업화가 가능하도록  

보완하고, 유량 측정기술은 액체금속로 설계의 개념검증실험을 위한 소듐 실험장치에 활용하고, 

실용화 연구를 통해 산업체에 기술이전이 가능하도록 보완할 것이다.

소듐 세정 및 처리기술은 소듐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액체금속로의 필수적인 기술로서 소듐관

련 실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 기기 및 부품의 세정에 활용하고, 핵연료 교환시스템 및 원자로

폐기를 고려하여 폐소듐의 처리 기술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액체금속로 시스템 설계에 활용할 

것이다.

소규모 물 누출로 인한 소듐-물 반응 실험 연구결과 및 실험 설비는 새로운 전열관 재료로 선

정된 M9Cr-1Mo 강의 소듐-물 반응에 대한 건전성 평가를 위해 차기단계의 연구에 활용할 것이

다. 소규모 물 누출 감지기술은 다른 누출 감지기술에 응용이 가능하도록 산업체에 기술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며, 액체금속로 증기발생기 안전 설계를 위한 사고방지 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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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Development of Sodium Technology for LMR

Ⅱ. Objectives and Necessity of the Study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essential core technologies for the liquid-sodium coolant of 

a liquid metal reactor, which are composed of the verification experiment of a computational 

model, the development of a measuring technology, and the basis experiment of a sodium. 

The computational codes to design a liquid-metal reactor should be experimentally verified 

and the reliable sodium-flow measuring technology have to be developed to enhance the 

quality of the experiments. The technology of sodium cleaning and treatment is a basic 

technology for the sodium experiments and is necessary to reuse the sodium-contaminated 

equipments and machineries, and to dispose the used sodium. The sodium treatment 

technology is also a basic technology for the sodium handling experiments and is necessary 

to dispose the sodium waste which is produced after experiments and operation. Further, it is 

an essential technology for the economical design of a SFR system considering the reactor 

operation, maintenance and disuse. The monitoring system in the SFR steam generator is 

required to setup the diversity system by using the chemical and physical method, and have 

to the reliable leak detection system under sodium-water leakage accident. It is essential that 

the acoustic leak detection technology for the fast detection of micro or small leak at early 

stage is developed because the leak is initiated from micro or small leak rate.

Ⅲ. Contents and Scope of the Study

    -  Experiment on the free surface fluctuation in a vessel

      ∙ Analysis of the UIS effect on a free surface fluctuation

      ∙ Modification of experimental facility to study an UIS effect

      ∙ Responsibility measurement of a wire level sensor

      ∙ Measurement of a free surface fluctuation with UIS geometry

    -  Reliability enhancement study of a sodium-flow measurement

      ∙ Experimental facility installation of a sodium-flow measurement

      ∙ Experiment of the electromagnetic flowmeters

      ∙ Experiment of the cross-correlation flow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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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duction of reactivity in sodium treatment system

      ∙ Development of surface cleaning technology from sodium contaminated component

         + Analysis of residual sodium after cleaning and preparation of sodium 

           removal method

         + Research for preventing the damage of the component to be reused

      ∙ Development of a sodium treatment technology

         + Research of a reactivity mitigation in a caustic process

    - Experimental study of the SWR phenomena and the acoustic leak detection

      by small water-steam leaks

      ∙Experimental analysis of the SWR phenomena by small water-steam leaks

        + Design, manufacture, and installation of the experimental apparatus

        + Analysis of the self-enlargement phenomena with a time 

        + Analysis of the reaction temperature characteristics

        + Model development of the SWR by small water-steam leaks

      ∙Acoustic leak detection of the small water-steam leaks

        + Evaluation of the acoustic leak-detection logic for small water-steam leaks

        + Evaluation of a detection logic

Ⅳ. Results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The experiment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free surface fluctuation in a 

vessel were conducted with the wire-level sensors based on the water-conductance variation 

with a height, which were specially designed and fabricated to measure the very small 

fluctuation. The experimental correlation was modeled to describe the free surface fluctuation 

in the upper plenum of a liquid metal reactor within 95% reliability and 2.4% error. The 

correlation was used to verify the computational model.

The new conceptual flowmeters were suggested to measure the sodium flow for the 

reliability enhancement. The performance of the electromagnetic flowmeters and a correlation 

flowmeter were estimated in the water and the sodium loop. The electromagnetic flowmeter 

with permanent magnet showed a good linearity and repeatability.

Treatment technology of residual sodium in the component from the sodium purification 

loop dismantled on the completion of the sodium purification test was developed. N2-steam 

cleaning method was improved. Effect of the removal of residual sodium on the cleaning 

surface of cold trap was analyzed. The test results showed that the hydrogen concentration 

remained constant within 4 %. For reuse of the sodium contaminated component, CO2 

bubbling method was developed. Sodium in 0.3mm crevice specimen was removed comple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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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ptimum condition for the used sodium treatment was deduced to estimate which 

reaction is more safe and adequate for operation condition by analyzing the reactivity 

alleviation condition and the reaction rate in an experiment of reaction process with the 

control of sodium hydroxide concentration

A series of tests were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enlargement rate of the nozzle hole 

itself and the sodium-water reaction temperature associated with needle-like jets of a 

high-pressure water/steam into the sodium side of a steam generator. The size of the nozzle 

hole became larger with an increased duration of the steam injection both for the 2.25Cr-1Mo 

and M9Cr-1Mo steels by a self-wastage phenomenon. Enlargement rate was slightly larger in 

the 2.25Cr-1Mo steel than in the M9Cr-1Mo steel. The results of the SEM-EDX analysis 

showed that complex oxide compounds, formed by a sodium-water reaction, are deposited 

around the nozzle hole. The maximum reaction temperature appeared at a 17㎜ point from the 

measuring tool which agrees with the maximum distance which is affected by a jet flame.

For developing the SWR acoustic leak detection technology, the tool prepared by the 

LabVIEW was installed with the system, and confirmed the performance of the on-line 

acoustic leak detection tool using the SWR leak signal acquired in the KAERI facility.

Ⅴ. Future Application of the Study

The experimental correlation to describe the free surface fluctuation in a vessel with an 

UIS could be applied to the design of a liquid metal reactor in view of the gas carry-under 

and thermal stripping phenomena in the reactor. The level sensor developed can be 

industrialized to measure the water level after appropriate modification. The flow measuring 

technology is able to measure the sodium flow in an experimental facility for the development 

of a liquid-metal reactor and also industrialized through the performance improvement.

Sodium cleaning technology is applicable to the cleaning of the sodium contaminated 

equipments from sodium test facility, the cleaning sodium from fuel subassemblies, and the 

sodium treatment system design of liquid metal reactor.

The SWR results of a small water-steam leak is used to estimate the integrity of the 

steam generator during a next research period, which use the tube material of M9Cr-1Mo. 

The acoustic leak-detection technology will be improved to apply the detection system of a 

liquid-mea시 reactor the diverse gas-liquid leak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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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액체금속로의 냉각재로 사용되는 소듐은 경수로에서 사용되는 물과는 달리 화학적인 반응성

이 매우 강하며, 이의 취급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반면에 소듐은 열전도도와 비등점이 높아 

원자로의 고유안전성과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필수적인 물리적 특성을 갖고 있어서 액체금속로의 

높은 운전온도에서도 낮은 증기압력으로 인한 저압상태에서 운전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액체금속로의 개발경향은 효율적인 기기들을 개발하고, 계통들을 집화․단순화시켜 고

유안전성을 구비하면서도 경제적인 원자로를 개발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므로 냉각

재로 소듐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계통설계에 필

요한 정 한 소듐 실험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설계에 필요한 소듐 실험자

료 생산, 소듐측정기술 개발, 그리고 소듐기반기술 개발은 액체금속로를 개발하는데 필수적인 기

술일 뿐만 아니라 경제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핵심기술로 부각되고 있다.

액체금속로 노심의 상부에는 냉각재인 소듐의 자유액면이 존재한다. 노심에서 분출된 소듐은 

자유액면에 도달하고, 다시 자유액면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중간열교환기로 흡입된다.  이때 소

듐은 530℃ 정도의 온도를 갖고 있으며 이에 반해 커버가스는 300℃ 정도의 온도로 유지된다.  

자유액면이 존재하므로 인하여 열유체적으로는 두 가지 관점에서 문제가 제기된다.  첫째는 자유

액면의 요동으로 인해 인접한 재질에 열피로 현상이 유발되고, 둘째로는 자유액면의 요동이 심하

여 액면파가 파손될 때, 소듐 속으로 커버가스가 혼입(gas entrainment)되는데 이 혼입된 커버가

스가 중간열교환기로 들어갈 수도 있다.  커버가스가 중간열교환기로 들어가면 열교환기의 성능

이 저하되고, 노심으로 커버가스가 들어가면 핵반응도에 문제점을 야기시킨다. 이에 관계된 주요

한 인자는 액면파의 주기와 진폭이다. 원자로의 구조를 집화(compact)시켜면 일반적으로 자유

액면의 요동이 증가되므로 원자로를 집화시켜 원자로의 경제성을 향상시키려는 최근의 설계에

서는 주요한 설계인자이다.

액체금속로를 경제적ㆍ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유량측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

이 중요하다. 현재 소듐 배관에서 평균유속을 측정하는 데는 구자석형 전자유량계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전극 부근의 오염이나 유동교란, 자기장변동에 의해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도 

있다. 장시간 운전할 경우 소듐계통 내부에서 유리되는 니켈, 크롬 등 강자성체가 자장내의 유로

관에 퇴적되어 유속을 과대평가하는 등과 같은 약점도 지니고 있다. 또한, 원자로의 안전성과 관

련된 자연순환 냉각시의 열유동특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저속에서 소듐 유량 측정 기술을 조기

에 확보할 필요성이 최근 제시되었다.

소듐세정기술은 냉각재 기반기술의 필수적인 지원기술로서 다른 기술개발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소듐오염기기의 재사용 및 폐기를 위한 세정기술과 폐소듐의 처분에 대

한 국내 기술개발 경험은 전무한 상태이다. 그리고 소듐기술개발의 일환으로 1990년대 초부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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듐을 사용하여 소듐 열유체 기초연구, 요소기기 기초기술 개발 등의 기초실험과 설계분야와의 연

계하에 전산모델 검증실험 및 소듐 안전취급 특성 실험을 수행하여오고 있다. 이러한 실험중에 

발생되는 폐소듐의 처분과 소듐오염기기의 재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소듐세정기술

의 개발이 시급하게 되었다. 

또한 냉각재의 순도관리를 목적으로 1994년 변화시설에 설치되었던 소듐정제루프는 변환시설

의 환경복원 및 연구시설 개조사업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이 시설의 해체중에 

발생된 폐소듐과 소듐오염기기의 처리를 위한 기술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시설의 해

체를 통하여 소듐오염장치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세정하는 기법을 개발하는데 활용하고자 하

다.

소듐냉각 고속로의 경제성과 안전성이 경․중수로에 비해 취약한 이유 중 하나가 과열 증기를 

사용하는 Rankine Cycle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듐-물 반응사고의 위험성이다. 따라서 이를 물리

적으로 완전히 배제하거나 물/증기 누출을 조기에 감지하여 방호하는 기술개발, 그리고 물/증기 

누출이 전열관 번들에 미치는 향 등을 조사하여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증기발생기 설

계 및 제작과 원자로 운전조건 등이 수립되어 그 신뢰성이 향상될 경우 조기에 상용화가 실현되

고, 사용자 및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

소듐-물 반응 음향감지기술개발의 목적은 누출의 초기에 작은 누출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감

지하여 액체금속로 증기발생기에서의 누출 사고의 발전을 조기에 차단한데 있다. 소듐으로의 작

은 물 누출 사고를 감지하기 위해서는 수소감지에 방법이 있으나 소듐으로의 물 누출 속도 및 

양, 누출 후 수소 농도의 증가 및 수소 성분의 경로에 따라 감지 응답시간이 매우 느리고, 특히 

미량(micro), 소규모(small) 누출시 카버 가스(cover gas) 층에서의 수소 검출 방법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출시 즉시 감지할 수 있는 음향 감지방법이 가장 적합하다. 아울러 중규모 이상의 누출 

감지기술도 필요하겠지만, 조기에 감지하지 못하여 중규모 이상의 대형 물 누출 사고로 발전한 

후에 증기발생기의 건전성 확보는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빠르고 신뢰성 있는 소듐-물 반응

에 의한 물 누출 음향 감지기술 및 장치개발이 매우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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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1. 최종목표

본 과제는 1단계 2년 8월(’97.07.21∼’00.03.31), 2단계 2년(’00.04.01∼ ’02.03.31), 3단계 3년

(’02.04.01∼’05.02.28)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연구개발의 최종목표는 다음과 같다.

◦ 소듐 특성 기술 확립

2. 3단계 목표 및 내용

3단계의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연구목표 및 주요 연구개발 내용은 표 

1.1과 같다.

◦ 소듐 핵심기반기술 정립

       - 전산모델 검증실험

       - 소듐 측정기술 개발

       - 소듐 기반실험 

표 1.1 3단계 연구목표 및 주요 연구개발 내용 

연구목표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내용

전산모델 

검증실험

원통에서의 자유액면 

요동 특성실험

- 액면요동에 미치는 UIS 향분석, 실험부 개조
  ∙원자로와 실험부의 상사성 분석

  ∙실험장치개조(삽입길이(4종), 유량(5종), 

UIS직경(5종)      평균수위(4종))
  ∙계측 프로그램 작성

  ∙17종류 wire level sensor 특성실험 및 요동주기와 

감응도 분석용 실험식 개발
- UIS 규격에 따른 액면요동 특성 측정

  ∙580세트 실험자료 생산

  ∙실험자료 분석 및 연계보고서 작성
  ∙UIS가 없는 경우의 요동진폭용 실험식 개발

  ∙UIS가 있는 경우의 요동진폭용 실험식 개발

  ∙요동 주기 실험식 개발

소듐측정 

기술 개발

소듐 유량측정의 신뢰성 

향상 연구

- 유동지연분석형 유량계 (1종), 전자기 유도형 

유량계(2종) 및 개량한 구자석형 유량계(2종)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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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제작

- 유동지연분석형 유량계의 경우 물 모의 장치에서 

선행 실험하여 설계인자 도출
- 5개의 유량계와 표준유량 계측장치를 기존 MHD 

소듐 루프에 직렬로 설치

- 3종류 유량계에 대하여 성능 검증 실험

소듐기반 

실험

소듐처리공정

에서의 

반응성 
완화연구

소듐오염

기기의 

표면세정
기술 개발

- 세정후 잔류 소듐 분석 및 제거 방법 도출
  ∙폐기한 소듐순도관리루프에 설치되었던 cold trap을 

대상으로 세정시험 및 잔류소듐 분석

  ∙세정한 기기의 내부표면 및 wire mesh 의 세정표면 
분석

- 재사용 기기 손상방지 방법 연구

  ∙3종류의 폭(0.3, 0.5, 1mm) 2종류의 깊이(3, 5mm)의 
crevice를 가진 직육면체형, 판형, 파이프형 

시편에서 N2-steam 세정법과  CO2 기포 세정법의 

특성 실험 
  ∙두 세정기법간 세정특성 분석 및 표면 부식현상 

분석

소듐처리

기술개발

- 소듐-물 반응 실험장치 설계, 제작, 설치

  ∙실험범위 설정 및 주요 설계 인자 도출(소듐, 
수증기 온도: 300℃, 스팀 주입압력: 87㎏/㎠, 

반응온도측정 거리 : 10, 17, 27㎜)

- 누출 부위 부식현상해석 실험 
- 누출 부위 주변 반응온도특성 실험

- 누출 부위 확대모형 설정

  ∙Wastage 상관식 개발

소규모 물 

누출 

음향감지 및 
현상해석 

실험

소규모 물 

누출 
현상해석 

모델 개발

- 물 누출 감지논리에서 최적 주파수 선정
  ∙주파수 밴드 추출 프로그램 작성 및 선정

  ∙감지논리 보완: X
n
 method 개발

  ∙누출감지 성능비교 시험:  S/N=-27dB
- 소듐-물 반응시 누출음 획득 

  ∙87kg/cm
2
, 스팀0.2g/초

- 소규모 소듐-물 반응에서 누출감지 논리 평가
  ∙On-line 툴 LabVIEW 프로그램 제작

∙On-line 툴의 성능 검증 실험 수행:   PFR 배경 

소음과 KAERI의 SWR음에 의한  S/N=1/100 
(-20dB)까지의 성능을 확인

소규모 

소듐-물 
반응에서 

누출감지

논리 평가

- 물 누출 감지논리에서 최적 주파수 선정

  ∙주파수 밴드 추출 프로그램 작성 및 선정

  ∙감지논리 보완: X
n
 method 개발

  ∙누출감지 성능비교 시험:  S/N=-27dB

- 소듐-물 반응시 누출음 획득 

  ∙스팀주입압력: 87kg/cm
2
, 스팀주입량: 0.2g/초

- 소규모 소듐-물 반응에서 누출감지 논리 평가

  ∙On-line 툴 LabVIEW 프로그램 제작

∙On-line 툴의 성능 검증 실험 수행:   PFR 배경 
소음과 KAERI의 SWR음에 의한 감지성능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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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 ․ 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국외 기술개발 현황

노심상부에 존재하는 자유액면의 요동이 심화되면 인접한 재질의 열피로가 가중된다. 또한 자

유액면 요동파가 파손되어 커버가스가 소듐 냉각재 속으로 혼입되면 중간열교환기의 성능이 저

하되고 노심의 반응도가 변하게 된다. 원자로의 내부 구조를 집화시켜 원자로의 경제성을 향상

시키려는 것이 최근의 설계경향이다. 원자로의 구조를 집화(compact)시키면 일반적으로 자유

액면의 요동이 증가되므로 자유액면의 요동의 진폭과 주기는 주요한 설계인자로 부각되었다.  지

금까지 발표된 논문들은 원자로에서의 가스혼입 조건을 예측하고자 하는 연구가 대부분이고, 이 

연구의 기본 메카니즘인 자유액면의 요동의 주기와 진폭에 대한 연구는 극소수 이었다. 가스혼입

에 대한 연구에서의 주요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Baum 등[1975]은 소듐 등 4종류의 유체를 사용하여 측면원통 벽면에 접선방향으로 주입되어 

하부로 나가는 구조로 소규모 실험을 수행하 다. 가스혼입이 일어나는 임계높이는 유체의 표면

장력의 향은 미미하고, 단지 주입속도에 비례함을 실험식으로 나타내었다. Takahashi 등[1988]

은 가스혼입 현상을 3종류 mechanism으로 구분하 다. 첫째 vortex에 의해 접시 모양으로 찌그

러진 표면에서의 가스혼입이 일어나는 현상이고, 둘째는 자유액면이 요동할 때 파고가 임계값을 

지나면 표면파가 붕괴되면서 가스가 혼입되는 현상이며, 셋째로는 바닥보다 높이 설치된 주입구

의 벽면을 타고 유출구로 가스혼입이 일어나는 현상 등이다. 유량이 1.67ℓ/sec인 그들의 소규모 

실험에서는 임계수위가 속도에 비례함을 보 고, 출구노즐의 직경에 관계되었다. 유량범위가 

16.7ℓ/sec인 Takahashi 등[1988]의 실험에서는 유속과 수위의 연관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각 탱크의 측면에서 유체를 빠른 속도로 주입시킨 Madarame 등[1990]의 실험에서는 가스

가 혼입되는 임계조건은 유로 패턴과 국소유속에 기준은 둔 Froude 수와 Weber 수의 곱의 함수

로 나타났다.  Govindaraj 등[1993]은 소규모 유량을 사용한 실험에서는 유입구와 유출구의 위치

에 따라 임계조건이 많이 다르게 나타났으나 수위는 속도에 비례함을 보 다. 실험규모에 따른 

가스혼입이 일어나는 조건을 보기 위하여 Eguchi 등[1994]이 수행한 실험에서 보면 실험규모가 

임계조건에 많은 향을 보 고, Froude 수는 규모가 클수록 감소하 다. Kimura 등[2006]은 

JSFR의 상부구조를 모사한 대규모 실험을 수행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특정 노형조건으로 

수행되었고, 보편적인 실험식이 개발되지 않아 이들의 연구결과로는 가스혼입의 정성적인 특성

을 파악하는 것 이외에는 정량적으로 설계에 활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소듐 유량을 측정하는 기기로서는 구자석을 이용한 전자유량계(electromagnetic flowmeter)

가 대표적이다. 전자유량계는 Michael Faraday의 전자기유도현상 원리를 이용하는 것으로, 유동

하는 전도성 유체의 유속과 가해준 자기장에 수직인 방향으로 유속과 자기장의 세기에 비례하여 

생성되는 유도기전력으로부터 액체의 평균 유량을 측정하는 기기이다. 전자유량계는 내부에 가

동부가 없어 유동장 교란과 압력손실이 작고, 전기적 신호에 의해 유량을 측정하므로 응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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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이 매우 빠르며, 유량계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그 전기적 신호를 확인할 수 있으므

로, 유독성 유체나 방사능 유체, 액체금속 등의 유량 측정에 이용되고 있다.

전도성 유체와 자기장의 상호작용에 관한 실험적 연구의 기원은, 1832년 Faraday가 지구 자기

장과 워털루 다리(Waterloo bridge) 밑에 설치한 전극을 이용하여 템즈강(The Thames)의 유량

을 측정하고자 하는 시도 으며, 물의 분극 때문에 측정에는 성공하지는 못하 다. 1962년 

Shercliff는 액체금속(liquid metal)의 유량을 측정하고자 전자유량계 이론을 체계적으로 유도·정

리하 다. 또한 Shercliff는 유로 단면에서의 유속분포가 유량신호에 미치는 향을 가중함수 

(weight function) 개념을 도입하여 표현하 으며, 가중함수를 사용하여 균일한 자기장과 한 쌍의 

점 전극(point electrode)을 가진 유량계에 대하여 선형 축대칭 유속분포를 가지는 경우에 두 전

극간의 전위차(ΔU)는 단면에 대한 평균 유속(vm), 자기장(B), 관경(d)에 비례하여 ΔU = Bvmd 이 

성립함을 보 다[Shercliff, 1962].

구자석을 사용한 전자유량계는 전극 부위의 오염에 의해서 측정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 있

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전자기 유도형 유량계는 솔레노이드 전자석에 의해 자기장을 가진

(exciting)시키고, 이 자기장 역을 액체금속이 지나가면 자기장이 유동에 의해 유동방향으로 이

끌리는 정도를 검출코일(sensing coil)로 측정하여 유량을 측정하는 기기이다. 이 유량계는 Ledhe

와 Lang이 고안한 유량계(US특허, 1948)의 원천 특허에 처음으로 그 측정 원리가  소개되어 있

으며, 유도된 자기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induced-field meter로 불린다[Shercliff, 1962]. 이 유량계

는 유로관 및 내부 유체와는 어떠한 전기적 연결이 없는 것이 특징으로, 전극에서 발생하는 분극

(polarization)문제가 없다. 전극부위의 오염에 의한 향을 작게 받는 것으로 알려져 배관의 오염

이 매우 심한 중금속 루프에 최근 전자기유도형 유량계가 사용되고 있다.

전통적인 전자유량계와는 다르게 전자기유도형 유량계는, 자장의 형태와 유량과의 관계가 복

잡하여, 기전력을 구하기 위한 이론적 해(exact solution)를 구할 수 없고, 보통 검출코일 신호의 

RMS값이 자기레이놀즈 수(magnetic Reynolds number) Rem에 비례하는 것으로부터 유량을 측

정하는 것이다. 유속 υm과 자기레이놀즈 수 Rem은 유체의 전기전도도가 일정하면 서로 비례하게 

되나, 유체의 온도가 변하면 전기전도도가 변함으로 인하여 선형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유량 측정

의 불확실성이 증가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유속을 알면 역으로 유체의 전기

전도도를 측정할 수 있어 이온화된 가스(ionized gas)의 전도도 측정에 이용되기도 하 다.

일본 JOYO 원자로의 노심출구에 Yokogawa에서 개발된 와전류센서(eddy-current sensor)를 

설치하여, 냉각재내에 혼입되는 커버가스(cover gas)나 연료핀(fuel fin)의 파손으로 인한 핵분열 

가스(fission gas) 분출 등을 측정하기 위한 기포 검출기(void detector)로서 일종의 전자기유도형 

유량계를 사용하 다.

유동지연 분석형 유량계는 거리를 알고 있는 두 지점 사이에 온도, 속도 및 압력 성분의 교란

이 유동의 주흐름을 따라서 흘러가는 지연 시간(delay time)을 측정하여 관내 평균유속을 측정하

는 것으로, 측정 신호의 상호상관(cross correlation)으로부터 유속을 구하기 때문에 상관유속계

(cross-correlation flow meter)라고 한다. 상관유속계는 두 지점사이의 거리만 정확히 주어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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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처리를 통하여 지연시간을 구하여 평균유속을 측정하는 원리상으로는 매우 간단한 유량계이

나, 신호처리 과정이 복잡하여 다른 유량계에 비하여 널리 이용되거나 상업화 되지 못하 다. 과

거에 비하여 신호처리 기법 및 전자장비의 괄목할만한 발전으로, 현재에는 초음파 센서로부터 두 

지점에서의 시간지연을 구하여 유속을 측정하는 장비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Ruan 등은 핵발전소 복수기(feedwater)의 유량 측정을 위하여, 상관기법과 신경회로(neural 

network)를 적용하여 RTD(백금 측온 센서), 열전대, 그리고 초음파 센서의 가능성을 다양하게 

조사하 는데, 초음파 센서가 가장 유망한 것으로 보고하 다[Ruan, 2003].

프랑스에서는 소듐으로 오염된 부품을 세정, 제염하기 위하여 저온/고온 CO2 기포법을 이용한 

세정장치를 개발하 고 CEA에 의하여 폐소듐을 처분하는 NOAH 소듐처분공정을 개발하 다. 

국에서는 대량의 소듐을 가성소다로 변환시키려는 계획을 수립하 다. 미국에서는 ANL-West

에 저장된 소듐을 소듐카보네이트 분말로 가공하기 위하여 Sodium Process Facility(SPF)를 건

설하 다[Steel, 1978]. SPF는 Caustic process와 Carbonate process 두 단계로 소듐을 소듐카보

네이트로 변환시키는 설비이다[Bower, 1997]. 

중국에서는 소듐 제거와 처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10 kg/hr 용량으로 소듐을 처분할 수 

있는 소듐처분장치를 CIAE에서 운 하고 있다. 최근에 다양한 소규모 소듐 세정플랜트가 건설 

중에 있거나 건설되어 시험 중에 있다. 일본에서는 50 MW급 증기발생기 시험시설에서 해체된 

소듐오염기기를 세정하기 위하여 질소를 함유한 증기에 의하여 소듐을 제거하는 등 다양한 소듐

제거방법들이 연구되었다. 인도에서는 혼합탄화물연료를 사용하는 소듐냉각로(FBTR)를 10년간 

가동하는 동안 다양한 소듐 세정기술을 축적하 다. 예로 핵연료집합체의 경우에는 hot cell 안에

서 압축질소로 에탄올을 주입하여 세정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러시아에서는 1960년 이후부터 

BN-350의 장치를 시험하는 OKBM 소듐시험시설에서 소듐오염장치로부터 잔류소듐을 제거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최선의 세정방법은 Water-Vacuum 공정이라는 연구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현재 진행중인 주요 연구로는 세정제 및 용매에 대한 연구, 재료의 부식성에 관한 연구, 반응

성을 완화시키려는 연구, 잔류소듐의 분석연구 등이 있다.

소듐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액체금속로에서 폐소듐을 처리할 때에는 다른 소듐 취급 시보다 훨

씬 위험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즉, 이 때에는 소듐이 공기, 물 뿐만 아니라 다른 화합물들과도 

반응하기 때문에 잠재적 위험성이 크므로 더욱 적절한 기술과 환경을 고려한 안전성이 확보되어

야 한다. 따라서 폐 소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특정 처리조건에 따라 적합한 처리기술들을 개발

할 필요가 있으며, 액체금속로를 가동하고 있는 여러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방법과 절차들을 개발

해 오고 있다. 소듐을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방사성 오염 상태와 처리해야 할 소듐의 양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알려져 있다 [Foust, 1978].

CEA(French Atomic Commission)에 의하여 개발된 NOAH 시설은 대규모의 오염소듐을 처

리하기 위한 프랑스의 유일한 소듐처분공정으로서 공정의 원리, 안전성, 작업의 간단성 및 시설

의 조 성과 같은 장점들이 돋보이는 시설이다. 이 공정은  Rapsodie 실험로에서 발생된 1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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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듐 37톤을 성공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상업적으로 입증되었고, DESORA(Destruction of 

Sodium from Rasodie)로부터 많은 경험들이 축적되었다. NOAH 공정은 가성소오다 용액이 들어

있는 탱크 내부에서 물을 세차게 주입하여 분산된 적은 양의 소듐이 물과 반응하게 하는 공정으

로서 흡열반응이므로 탱크를 냉각시켜 가성소다(NaOH)의 온도가 약 40℃로 되도록 유지시킨다. 

소듐은 신속하게 가성소다 용액에서 분산되어 급격한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고되어 있다 

[Goubot, 2005]. 

국에서는 두 개의 고속로가 1단계 해체작업 중에 있어 대량의 소듐을 처분할 시설을 설치하

고 있다. 현재 1차계통의 냉각재를 가성소다로 변환시키기 위한 계획과 1,500톤 이상의 방사성 고

온 소듐 및 그 외 금속들을 UKAEA의 장기 해체프로그램에 의하여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다 

[Adam, 1997]. 미국에서는 ANL-West의 보관 시설에 저장된 약 68,000리터의 방사화된 미처리 

소듐을 탄산나트륨(Na2CO3)분말로 가공하기 위하여 Sodium Process Facility(SPF)를 설계, 건

설하 다. SPF에서는 Caustic process와 Carbonate process를 포함한 두 단계를 거치면서 소듐

이 탄산나트륨으로 변환되도록 설계하 고, Caustic process 시설은 Fermi 원자로에서 발생된 1

차 소듐을 가성소다로 만들기 위한 공정으로서 1980년대에 건설하 다[Michelbacher, 1997]. 

중국에서는 소듐제거와 처분에 관한 실험적 및 적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고, 최근 여러 해 

동안 시간당 10kg의 소듐을 처분할 수 있는 간단한 소듐 처분장치를 CIAE에서 운 하고 있다

[Yuan, 1997]. 일본에서는 Monju의 증기발생기, 2차 냉각시스템 및 원자로 보조 냉각시스템을 평

가하기 위하여 건조되었던 50MW급 증기발생기시험시설을 해체한 바 있다. 이 시설의 목적은 소

듐 해체된 요소기기를 재사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서 다양한 소듐제거법이 이 

장치에서 응용되었다 [Nakai, 1997]. 러시아에서는 1960 이후부터 OKBM 소듐시험시설을 이용하

여 소듐오염장치로부터 잔류소듐을 제거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 연구결과 소듐을 제거하는  

최선의 방법은 Water-Vacuum 세척공정임을 보고한 바 있으며, 이 공정은 감압된 탱크에서 소듐

-물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에는 소듐을 제거하기 위하여 증기-가스법을 

BN-350과 BN-600에서 사용하고 있다[Klykov, 1977].

소규모 누출 소듐-물 반응 현상해석은 1955년 미국의 APDA에서 세계 최초로 연구를 시작하

여, 70년대 중반 wastage에 따른 원자로 정지 기준을 수립하 다. 그 후 1987년 국에서 PFR에

서의 대규모 누출사고를 경험한 후 물 누출량에 따른 사고전파 단계에 대한 정의를 내려 이 분야

연구에 대한 초석을 마련하 으며, 러시아에서는 90년대에 IPPE를 중심으로 반응부위의 물리화

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 다. 일본의 경우 70년대부터 Monju 증기발생기 계통을 대상으

로 이와 관련된 연구를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세부 분야별로 많은 연구 인력을 투입하며 가장 활

발하게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현재는 내식성 있는 재료의 개발 및 반응 메커니즘 규명에 관련된 

연구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

SFR 증기발생기에서의 소듐-물 반응사고를 감지하는 방법으로는 소듐 혹은 카버가스에서 수

소 농도를 감지하는 방법과 음향법에 의한 방법 및 압력변동을 감지하는 방법이 있고, 음향법에

는 피동형(passive)과 능동형(active) 감지방법이 있다. 수소농도 감지방법은 대부분의 실증로 및 

실험로들(PFR, BN-350, 600, Monju, Superphenix, Phenix, SNR-300)의 증기발생기에 설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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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조기에 빨리 물누출을 감지하기 위해서 수소를 감지하는 방법보다는 응답성이 빠른 

방법인 음향에 의해 물누출을 감지하려는 연구를 많이 하 다. 피동형(passive)은 소규모 및 중규

모 누출 감지 가능하여 유럽(프랑스, 국 등), 러시아, 인도, 일본, 미국 등에서 개발하 으며, 프

랑스(Superphenix, Phenix), 국(PFR), 일본(Monju; steam generator 및 evaporator), 독일

(KNT-I, KNT-II 시험 시설),  카자흐스탄(BN-350), 러시아(BN-600) 등에서 시험 적용한 사례

가 있다. IAEA 보고서에 의하면 0.05g/s 감지(S/N=1/100, -20dB) 및 1g/s 누출감지(S/N=1/40, 

-16dB)의 성능을 나타내지만 정상적인 증기발생기 배경소음 이외의 불규칙한 주변 소음에서 감

지 에러가 문제이었다. 능동형(active)은 러시아가 가장 앞서 시도하 으나 소규모 누출(small 

leak) 시 수소 기포의 소멸속도가 매우 빨라 능동형의 감지 특성상 감지 응답 특성(5~10초 지연 

특성)이 느려 기포 감지가 어렵고, 또한 능동형은 더욱 빠른 감지가 필요한 중규모 누출 이상에서 

가능하지만 감지특성이 느려 소규모 및 중규모 누출감지방법 모두에 부적절하여 개발을 하지 않

으며, 프랑스 및 일본에서는 Ar-물 실험 장치에서 실험하여 소규모 누출(>1g/초) 감지도 가능하

다고 하 지만 소듐에서의 실험은 하지 않아 불확실하다고 보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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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국내 기술개발 현황

자유액면의 요동과 진폭을 정량화하는 것은 원자로를 집화시켜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최근

의 개발 경향에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자유액면의 요동의 주기와 진폭의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원통직경 350mm인 소규모 실험장치로 기초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남호윤 등, 

2001].  물을 구동유체로 사용한 이 실험으로 저유량(0.1-3liter/sec)에서 발생하는 자유액면요동

의 주기와 진폭의 특성에 대해 무차원 해석을 수행하 으나 실험변수가 제한되었고 적용범위가 

실제원자로에는 미치지 못하 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KALIMER-150의 1/10 규모의 실험장치

를 제작하여 용기의 직경, 주입노즐의 직경, 유량(1-15liter/sec) 및 평균수위 등을 변수로 자유액

면요동의 특성을 측정하여 가스혼입 임계조건에 대한 실험식을 개발하 다[남호윤 등 2005]. 이 

실험에서는 원자로 제어봉이 설치되는 UIS의 향을 모의하지 못하 으므로 이 실험의 연장선상

에서 UIS를 모의한 실험을 수행하여 설계에 활용할 자유액면의 진폭과 요동수를 기술하는 실험

식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 실험에서는 UIS의 직경, UIS의 높이가 주요 실험인자 이다.

소듐용 유량계는 국내에서는 제품으로 생산하는 회사는 없고, 2000년 이전까지는 실험장치에 

사용하기 위하여 프랑스의 노바톰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한 것이 전부이다. 물 등에 

사용하기 위한 교류 자석을 이용한 전자유량계는 국내의 벤처기업과 중소 유량계 업체에서 최근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국내의 소듐용 유량계 제작은 실험장치에 적용을 위하여 1인치 또는 1.5

인치의 유로관에 전극을 용접하여 붙이고  구자석을 이용하여 요크를 만들어 자기장을 형성시

켜 소형의 교정탱크로 측정한 것이 대부분이다. 유량계의 약점으로 거론되는 전극부위의 오염이

나 저유량 측정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사용후 소듐처리기술은 액체금속로에서는 필수적인 기반기술로서 다른 기술개발에 앞서 선행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소듐오염기기의 재사용 및 폐기를 위한 세정기술과 폐소듐의 처

분에 대한 국내 기술개발 경험은 전무한 상태이다. 소듐오염기기를 저장, 취급, 재사용하는데 많

은 문제점이 발생되는 이유 중 하나는 부적절한 세정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따라서 소듐

의 처리를 안전하게 열 혹은 부식 등으로부터 기기를 손상시키지 않고 적절한 세정방법을 선택하

여 세정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기술로서 소듐으로부터 오염된 기기를 안전

하고 경제적으로 세정하는 기술, 기기와의 반응성 감소기술, 주요 기기에 대한 특수 세정기술, 세

정될 부품에 함유된 소듐 잔류물 제거기술 및 폐소듐 처리기술 등의 기술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

다. 이의 일환으로 현재 세정제 및 용매에 대한 연구, 재료의 부식성에 관한 연구, 반응성을 완화

시키려는 연구, 잔류소듐의 분석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1980년대 초에 미량 누출에 따른 물리화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적인 연구를 수행하

으나 곧바로 중단되었고, 1995년 이후 다시 수행하게 되었으나 이때도 연구비 부족 등으로 인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는 수행되지 못했다. 연구 초기에는 주로 소규모 실험장치에서 크롬 함

량이 적은 재료(2.25Cr-1Mo, 5Cr-1Mo)에 대한 미량누출 현상 확인 실험이 진행되었으며, 2006년

에 들어와서야 실제 증기발생기 크기를 1/10 정도로 축소한 규모의 실험 장치에서 설계 사양을 

고려한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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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KAERI의 SWR 감지기술개발은 수소 감지 >0.3ppm의 감지 성능을 가진 수소 감지

센서를 제작하 고, 피동형(passive)의 음향감지방법을 이용한 on-line 감지 툴(S/W)을 개발하

다. 개발된 툴의 감지성능은 PFR S/H 배경소음과 IPPE의 SWR음을 이용하여 S/N=1/100 ~ 

1/500 (-20dB ~ -27dB)을 확인하 고, 실제 누출 규모 0.37g/초의 SWR 실험으로 얻어진 음을 

사용하여 S/N=1/100의 감지성능을 실험적으로 실시하 다. 현재는 음향감지방법의 기술현안인 

증기발생기 소음 이외의 주변소음에 의한 감지 에러를 최소화하는 연구를 수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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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에서 차지하는 위치

국내 기술수준 및 선진국과의 기술수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1.2 국내․외 기술 수준 요약

기술분야
세부기술

분야
국제 기술수준 및 격차

기술수준

(%)

소듐기술 

SG 

신뢰성 

향상 기술

국제 수준

- 소듐-물 반응 사고에 대한 현상해석과 방호대책 

그리고 조기 물 누출 감지 시스템 개발 연구단계

임.

90

국내 수준

- 소듐-물 반응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이중

벽 전열관 증기발생기의 개념 개발 필요성 검토

단계

- 기초적인 소듐-물 반응 연구를 수행하여 현상을 

해 석하 고, 음향에 의한 물누출 감지기술 개발

단계임.

- 소규모 소듐-물 반응 사고 해석모델 개발단계임.

40

소듐 안전 

관리 기술

국제 수준

- 소듐화재에 대한 방호대책은 확립되었음

- 프랑스, 일본 등에서는 원자로 운용에 필요한 최

소기술은 기 확립하 고, 소듐-재료 공존성에 관

한 연구 와 사용 후 소듐 처리기술은 일부 확립 

및 지속적으로 개발중임.

90

국내 수준

- 소/중규모 화재실험에서 소화 및 화재현상 분석

- 소듐화재의 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듐 화재

확산 방지기술 개발 필요성 검토단계임.

- Cold trap에 의한 비금속 불순물 정제, 소듐내의 

산소, 수소 불순물 측정/제어 기술을 확립하 음.

- 소듐 속에서의 탄소, 질소 및 금속 불순물, 방사

성 불순물 측정/제어 기술 미확보된 상태임.

- 소형 소듐루프 설계, 운전 등을 통한 소듐 안전

취급 및 소규모 소듐시설 운용기술을 확보하

음.

- 사용후 소듐 관리기술 개발 수행 중임.

60

중금속 

냉각재 

기술

국제 수준

- 부식억제기술 개발을 위해 부식루프에서 산소농

도 조절 및 재료표면처리 기술을 개발 중임.

- 열수력 루프에서 기초실험과 측정센서 개발중임.

- Po 생성 실험 수행 및 처리 방법 개발하 음.

50

국내 수준

- 정적장치에서 재료부식 및 산소농도조절 실험 

중임.

- 부식루프를 제작하여 루프 예비운전 중임.

- 열수력 루프를 제작하여 예비운전 실험 수행 중

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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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세부기술

분야
국제 기술수준 및 격차

기술수준

(%)

소듐 

열유체 

특성 계측 

및 

검증기술

국제 수준

- 국외에서는 기술검증에 필요한 기본기술은 확립 

하 고, 국소현상의 계측, 해석기술 개발은 미흡

함.

95

국내 수준

- 실험을 통하여 정상상태에서의 측정/분석 기술

은 확보되었으나, 과도상태 및 안정성 관련 기술

인 2상 상태의 측정/분석기술의 확보는 미흡함.

- 소규모 소듐 실험 장치들을 설계, 제작, 운용하

여 측정 및 전산모델 개발/검증에 활용하 음.

- 소듐 장치에 필수품인 전자펌프를 설계, 제작하

여 활용하고 있으며, SASS 등 다수의 기기를 개

발함.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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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

제 1 절  원통에서의 자유액면요동 특성 실험

1. 실험목적

액체금속로는 경수로와 달리 노심 상부에 커버가스 공간이 있어 냉각재인 소듐과 커버가스 사

이에 자유액면이 존재한다. 이 자유액면의 요동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

다.  첫째는, 자유액면이 요동하면 이와 접촉하는 구조물은 고온인 액체 소듐(530℃)과 상대적으

로 저온인 커버가스(300℃)로 인해 번갈아 가며 향을 받게 되므로 구조물의 열적 피로가 상승

되고, 이것이 원자로의 수명과 안전성에 큰 향을 주기 때문이다.  둘째는 액면파가 붕괴되면 커

버가스가 열교환기로 유입되어 열교환의 효율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원자로 반응도에도 문제

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원자로의 경제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부구조를 집시키는 방향으로 원자로를 개발하

고 있다.  내부구조물의 집화로 인해 자유액면의 진폭이 증폭하는 경향이 있어 자유액면의 요

동은 원자로 개발에서의 중요한 설계인자로 대두되었다. 지금까지는 일본에서 JSFR을 대상으로 

커버가스의 혼입에 대해 주로 연구하 지만 자유액면요동의 기본 기구에 대해서는 소수의 연구

가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본 과제가 개발하고 있는 KALIMER 원자로의 경제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자유액면의 진폭과 주기를 기술하는 실험식들을 개발하여 설계에 활용하

고자 한다.

이전 단계에서는 물을 구동유체로 사용한 소규모 실험장치에서 자유표면 요동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여 가스혼입 임계조건에 관한 실험식들을 개발한 바 있다.  이 실험장치는 탱크의 하부에

서 물이 주입되어 자유액면을 형성한 후, 측면으로 빠져나가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실험

에서는 탱크의 직경, 주입노즐의 직경, 평균수위 및 유량을 실험인자로 자유액면요동 특성을 측

정하 다. 그러나 이 실험에서는 원자로 제어계통이 설치되는 UIS(upper internal structure)의 

향을 모의하지 못하 다.

이번 단계에서는 전단계에서 생산한 실험자료를 분석하 고, 액면요동 측정에 사용할 wire 

level sensor를 설계, 제작하여 감응도 및 분해능을 검증하는 실험을 수행하 다. 이를 기반으로 

전단계에 사용한 실험장치를 UIS 모형물을 탱크의 내부에 설치한 실험장치로 개조하여 자유액면

의 요동에 미치는 UIS의 향을 측정하 다.  이를 사용하여 설계에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자유액면요동의 진폭을 기술하는 실험식을 개발하 다.  이 실험에서는 UIS의 직경, 주입노

즐에서부터의 UIS까지의 높이, 주입노즐의 직경, 평균수위 및 유량이었다.  또한 이 실험자료를 

활용하여 자유액면 요동현상을 해석하는 전산모델을 검증하 다.

2. 실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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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유액면에 미치는 UIS 향 분석

자유액면에 향을 미치는 물성은 점성과 표면장력으로, 이와 관련되는 무차원수로는 

Reynolds 수와 Weber 수가 있고, 자유액면의 유동형상에 관련된 무차원수로 Froude 수가 있다.  

20℃ 물과 400℃ 소듐의 특성을 비교하면 소듐의 도는 0.8 정도이고, 동적 점성은 물의 1/3 정

도, 표면장력은 물의 2배 정도로 유체적 특성이 유사하다.  따라서 이를 잘 보정하면 소듐의 자유

액면요동 현상을 물로서 충분히 모의할 수 있다.

기수행한 소규모 실험의 결과에 따르면 자유액면요동의 특성은 수정된 Froude 수 즉, 

Fr *=(D/H)(v/ gH)으로 가장 잘 표현되었다. 여기에서 D는 용기의 수력직경, H는 자유액면 높이, 

v는 속도, g는 중력가속도이다.  KALIMER-150, KALIMER-600 및 PRISM-150 고속로에서는 

이 무차원수가 0.0075∼0.016 범위에 있었다.  실험인자들이 이 무차원수의 범위에 들게 실험장치

를 구성하 고, 실험인자를 변화시켰다.

나. 실험장치

자유액면요동 실험은 기존 실험장치를 개조하여 수행하 고(그림 1.1), 이 실험장치의 유로의 

개략도는 그림 1.2와 같다.  이 실험장치에서 물은 3단 원심펌프, 주입수의 맥동을 줄이는 댐퍼, 

병렬로 설치된 3개의 터바인 유량계를 거쳐 실험부에 공급된다.  유량은 펌프의 속도를 조절하는 

인버터와 바이패스 관에 설치된 밸브로 조절하 다.  실험부에서 물은 하부로 유입되어 상부에서 

자유액면을 형성한 후 벽면의 출구를 통해 빠져나가도록 되어 있다.  실험부를 통과한 물은 수위

조절 밸브, 기포제거기를 통과하여 5톤 용량의 저장탱크로 되돌아간다.  저장탱크의 수온은 전기 

가열기와 냉동식 냉각기로 설정온도의 ±0.5℃ 범위내로 온도를 조절하 다.

UIS를 설치하지 않은 탱크에서의 액면요동을 측정한 기존장치의 실험부는 그림 1.3과 외형은 

같으나 내부에 UIS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형태이다.  실험부는 육안관찰이 용이하게 투명 아크릴

로 만들었으며, 높이는 2m 이다.  탱크의 직경의 향을 보기 위하여 5종의 탱크의 직경을 교체

하면서 실험하 다.  각 탱크의 직경은 1.0m, 0.78m, 0.68m, 0.48m 및 0.38m 이었다.  주입노즐은 

5종으로 실험하 는데 0.1m, 0.078m, 0.058m, 0.048m 및 0.038m 이었다.  평균수위는 4단계로 설

정하 는데 노즐로부터 0.87m, 1,07m, 1.27m 및 1.47m 이었다.  직경이 0.046m인 출구노즐을 입

구노즐로부터 0.74m 높이에서 90도 각도로 4방향으로 설치하 다.  유량은 최소유량부터 액면에 

공기가 한개 내지 두개가 혼입될 때까지의 범위에서 5∼8단계로 나누어 주입하 다.  이 실험에

서 주입한 유량범위는 1∼15 liter/sec 이었다.

UIS를 모의한 자유액면요동 실험부(그림 1.4)는 내경이 780mm, 높이 2000mm인 투명 아크릴 

관(직경오차 ±1mm)으로 제작하 으며, 내부에 UIS를 모의하는 원형 봉이 설치되어 있다.  이 실

험에서는 두 종류의 실험을 수행하 는데, 첫째는 주입노즐의 직경을 핵연료집합체 출구의 직경

과 유속을 고려해서 내경을 0.1m로 고정하여 놓고 UIS의 직경과 위치를 변화시키면서 측정하

고, 둘째는 주입노즐의 직경을 변화시키면서 액면요동을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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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인자는 UIS 직경, 평균수위, 노즐과 UIS 사이의 간격 및 주입유량이었다.  UIS 직경의 

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모두 5종류(0.05, 0.1, 0.2, 0.35, 0.6m)의 UIS를 제작하 으며, 노즐과 UIS 

사이의 간격은 100∼400mm 범위 내에서 5 구간으로 나누어 측정할 수 있도록 하 고, 주입유량

은 5∼37ℓ/sec 범주에서 공기가 혼입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유량범위까지 5단계로 나누어 실험

하 다.

다. Wire level sensor의 감응도 측정

자유액면에서의 수위요동을 측정하기 위해 수위계를 10개 설치하 다.  자유액면은 최대 5Hz 

정도로 요동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요동의 변화를 98%정도의 감응도를 갖고 측정하려면 

40ms 정도의 time constant를 갖는 센서가 필요하지만 기존의 수위계들 가운데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센서가 없어, 물의 저항을 측정하여 수위를 측정하는 wire level sensor를 자체 설계하

여 제작하 다. 

이 센서의 특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wire의 직경 5종, 센서형태 4종으로 17 

종류의 센서를 제작하여 요동주기에 따른 센서의 감응도를 측정하 다.  그림 1.5와 같은 장치를 

제작하여 수위가 고정된 물속에 센서를 상하로 설정한 주기로 움직이면서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범위 내에서 센서의 감응도는 센서의 직경과 센서의 형태에 무관하 으며, 센서의 감응도는 

요동주기가 증가하면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하 다 (그림 1.6). 주기에 따른 감응도를 예측하는 실

험식을 개발하여 자유액면요동 실험자료를 보정하 다. 

UIS가 없는 탱크에서의 자유액면요동 실험에서는 0.025mm 니켈 wire를 2mm 직경의 스테인

레스 스틸 봉으로 만든 지지대에 설치하 고, 이 때 지지봉과 wire는 절연된 상태이었다.  Wire

를 양극으로 지지봉을 음극으로 설정하여 독립된 1급 접지시스템에 연결하 고, 두 극 사이에 자

체 개발한 1kHz AC 전력공급 장치로 미세 전류를 공급하 다.  실험 전과 후에 각각 3번씩 각각 

wire에 대해 보정실험을 수행하 다.  Wire의 직경이 매우 적은 이 경우에서는 종종 wire의 길이

가 늘어나서 실험전과 실험후의 보정식이 상이한 경우가 발생하 다.  두개의 보정식이 3% 이상 

차이가 나면 그 센서에서의 data는 분석에서 제외하 다.  UIS를 설치한 실험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하여 직경 1mm인 두개의 스테인레스 스틸 봉을 중심간 3mm 간격으로 평

행되게 설치한 센서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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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액면요동 실험장치 3차원 형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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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UIS를 모의한 자유액면요동 실험부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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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측정방법 및 측정오차

HP1413C 계측기를 사용하여 UIS가 없는 실험에서는 33Hz sampling rate로, UIS를 설치한 실

험에서는 25Hz sampling rate로 180초 동안 측정하면서 자유액면요동 실험자료들을 생산하 다. 

초기에는 200Hz sampling rate로 계측하여 분석하여본 결과, 5Hz 이상에서는 level이 아주 낮은 

표면장력에 의한 파만이 감지되어 저장용량과 분석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sampling rate를 줄

다.  자유액면 요동은 시스템 전체의 요동 특성과 연동되므로 시스템과 연동된 저주파 특성이 방

생하 다.  분석에서는 0.05 Hz high pass filter를 사용함으로서 시스템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되

는 노이즈인 저주파 특성을 제거하 다.  그림 1.7은 이번 자유액면요동 실험에서 측정한 대표적

인 요동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1.8에서는 그 중 한 개의 센서에서 얻은 요동주기의 

spectrum power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실험범위 내에서 요동주기는 0.2-3Hz 범위에 있었다.  

액면요동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오차는 주로 수위측정과 유량측정에서 발생하 다.  유량측정

에 사용한 터바인 유량계의 자체오차는 0.5% 이고, 노이즈 및 보정에서 발생한 오차가 저유량에

서는 2% 미만이었고, 고유량에서는 0.5% 미만이었다. 그러므로 95% 신뢰도를 갖기 위하여서는, 

유량 측정에서 발생한 오차는 저유량에서 2.5% 미만, 고유량에서는 1.2% 미만이었다.  수위측정

에서는 신호 노이즈에 따른 ±0.2mm 미만의 기본오차와 센서 보정에 따른 오차 4% 미만과 주파

수에 따른 수위보정 오차 4% 미만 등 측정에 따른  6% 미만의 reading 오차가 발생되어 요동의 

측정오차는 최저요동 범위에서는 22% 미만의 오차를, 최고요동 범위에서는 6% 미만의 오차를 

발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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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Wire level sensor 감응도 측정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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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대표적인 액면요동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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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탱크에서의 자유액면요동

가. 자유액면 요동의 특성

실험자료가 방대하여 Fortran을 이용한 요동진폭 분석용 프로그램과 LabView를 이용한 요

동주기 분석용 프로그램을 개발하 다.  UIS의 향을 분석하기 전에 먼저 UIS가 설치되지 않은 

탱크에서 수행한 실험자료들을 이용하여 탱크의 직경, 주입노즐의 직경, 평균수위 및 유량을 인

자로 요동특성을 분석하 다.  요동의 진폭은 표준편차( σ)를 기준으로 분석하 는데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σ= ∑
N

i=1
(H i-H)

2
/(N-1)  (1-1)

여기에서 Hi는 i-step에서의 수위, H는 평균수위이고, N은 데이터의 개수이다.  자유액면의 10곳

에서 수위를 측정하 는데 통계적으로 그 중 최대값 및 최소값을 제외시킨 다음 평균표준편차 

σ avg을 구하 고, 최대표준편차 σ max와 최소표준편차 σ min은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외시킨 나머지

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으로 구하 다. 

자유액면요동의 분석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무차원수인 Froude number(Fro)는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여기에서 g는 중력가속도, V는 속도의 단위를 갖는 임의의 값, λ는 길이의 단위를 갖

는 임의의 값이다.   

  Fr o=
V
gλ  (1-2)

이 식에 λ 대신 평균수위 H, V 대신 노즐에서의 속도 VN으로 실험자료를 분석한 것이 그림 

1.9와 같고, λ 대신 탱크의 직경 dV로 나타내어도 이 그림과 유사하 다.  그러므로 이 무차원수 

만으로는 실험자료를 충분히 설명할 수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유액면요동의 진폭은 제트의 중심속도(Vs)에 비례한다고 다음과 같이 가정하 다.

  σ∼V s
 (1-3)

Schliching의 이론에 따르면 원형제트에서 중심속도는 제트의 momentum J로 다음과 같이 기

술되고, J=π/4ρd 2NV
2
N  이다. 여기에서 ρ는 도, dN은 노즐의 직경이다.

  V s∼
1
H

J
ρ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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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3)과 (1-4)에서 σ을 정리하고, 양편을 무차원화하기 위하여 임의의 length scale λ1과 λ2

로 나누면 다음과 같은 상관식을 얻을 수 있다. 

 

  
σ
λ 1
∼

d N
H

d N
λ 2

V N

gH  (1-5)

입구노즐의 직경의 향을 찾기 위하여, σ/H와 dNVN의 관계를 실험자료로 보인 것이 그림 

1.10이다.  여기에서 탱크의 직경과 평균수위는 고정시켰다.  이 그림에서 보면 표준편차는 dNVN

에 비례함을 알 수 있고, 또한 dNVN에 관한한 식 (1-5)을 잘 만족시킴을 알 수 있다.  그림 1.11은 

탱크의 직경을 고정시켰을 때에 평균수위와 표준편차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에서 σ/H

는 1/H 3/2에 거의 비례함을 알 수 있고, 동등한 진폭을 갖기 위하여서는 H의 order가 약간 감소

하여야함을 알 수 있다.  이 관계를 식 (1-5)과 관련시키면 다음과 같은 관련식을 얻을 수 있다.

  
σ
H
∼

d N
H

d N
H

V N

gH (1-6)

    

식(1-5)과 (1-6)를 비교하면 λ 1=λ 2=H 임을 알 수 있다.  즉, 표준편차를 평균수위로 무차원

화하면 식 (1-5)의 λ2는 평균수위 H와 같이 된다.

그림 1.9 일반적인 Froude number에 따른 자유액면요동의 진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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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0 고정된 탱크직경(1m)과 평균수위(0.87m)에서 액면요동의 

표준편차와 입구노즐 직경의 상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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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 고정된 탱크직경(1m)에서 액면요동의 표준편차와 

평균수위와의 상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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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직경의 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표준편차를 탱크직경 dV로 무차원화하고, 입구노즐의 직

경을 고정시킨 조건에서 실험자료를 비교하여 보면 그림 1.12와 같다.  이 그림에서 σ/d V는 dV의 

1/2 승에 거의 역비례 함을 알 수 있고, 식 (1-5)에서 λ 1=λ 2=d V 의 관계가 성립된다.  이를 수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σ
d V
∼

d N
H

d N
d V

V N

gH (1-7)

입구노즐 직경의 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표준편차를 입구노즐의 직경 dN로 무차원화하고  

실험자료와 비교하여 보면 그림 1.13과 같다.  이 그림에서 λ2는 dN과 같게 되어 사라지게 됨을 

알 수 있고, 식 (1-5)에서 λ 1=λ 2=d N 의 관계가 성립되므로 이를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σ
d N
∼

d N
H

d N
d N

V N
gH (1-8)

식 (1-6), (1-7) 및 (1-8)들과 식 (1-5)을 비교하면, 자유액면요동의 표준편차를 무차원으로 만

드는 임의의 length scale λ1은 식의 오른편에 기술되는 λ2와 같으므로 임의의 length scale λ로 

λ 1=λ 2=λ와 같이 두면 다음과 같은 상관식이 성립된다.   

  
σ
λ
∼

d N
H

d N
λ

V N
gH  (1-9)

여기에서 λ는 평균수위, 입구노즐 직경 또는 탱크직경으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새로운 Froude 

number를 다음과 정의할 수 있다.

  Fr≡
d N
H

d N
λ

V N

gH  (1-10)

  

또한 식 (1-9)의 왼편에서 표준편차를 무차원화시키는 수가 오른편에 자승근의 형태로 나타나

므로 λ을 기반으로 하는 Froude number Fr λ의 자승에 일차적으로 비례함을 알 수 있으므로 자

유액면요동의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이 기술될 수 있다.

   
σ
λ
∼Fr2λ (1-11)

 

그림 1.14는 평균수위가 제일 낮은 0.87m에서 세 종류 length scale로 상호 비교한 것으로 액면

요동의 표준편차가 정의한 Froude number의 자승에 일차적으로 비례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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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 탱크직경으로 무차원화한 액면요동의 표준편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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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3 입구노즐의 직경으로 무차원화한 액면요동의 표준편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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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4 Length scale에 따른 표준편차와 Fr2λ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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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형상에 따른 향

개발한 자유액면의 요동을 기술하는 상관식인 식 (1-11)을 이용하여 실험 데이터를 나타낸 것

이 그림 1.15 이다.  이 그림에서는 λ는 1m로 두었다.  자유액면요동의 진폭이 이 무차원수로 비

교적 잘 기술되고 있지만 Fr2λ이 큰 부분에서는 데이터가 산란하는데, 이 산란하는 데이터는 탱크

의 직경이 작고 평균수위가 높을 때 발생하 다.  자유액면요동에 미치는 형상의 향을 분석하

기 위하여 그림 1.16과 같은 방법 즉, 각각의 실험조건에서 같은 높이의 요동이 일어나는데 필요

한 Fr2λ 값을 찾는 방법을 사용하 다.  여기에서는 σ/λ=2x10
-3 
만큼의 요동을 일으키는 Fr2λ 값을 

특정 실험조건에서의 Fr 2fix로 정의하 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모든 실험조건에서의 Fr 2fix을 조사

하 다.  이 그림에서 ε는 그 실험조건에서 데이터가 산란하는 범위이다.  

그림 1.17은 평균표준편차를 사용하여 얻은 Fr 2fix을 도시한 것이다.  이 그림의 y-축에 나타나

는 α는 scaling factor 이다.  αFr
2
fix  값의 분포로 액면요동에 미치는 형상의 향을 유추할 수 있

기 때문에 이 값의 분포를 형상계수 f g로 정의하 다.  이 그림에서 보면, 탱크직경에 대한 평균

수위의 비(H/d V)가 2까지 증가하면 f g의 값은 감소한다.  감소한다는 것은 낮은 Fr
2
λ값에서 같은 

정도의 요동을 일으킨다는 의미이므로 이 값이 적을수록 요동이 더 쉽게 일어난다.  이 비가 2보

다 높아지면 갑자기 요동이 감소하고, ε가 크지는 불안전한 상태가 발생한다.  이 값이 대략 2.6

보다 커지면 요동은 서서히 감소하지만 불안전한 상태는 여전히 계속된다.  이 그림에서 보면 안

전한 상태인 P1이 불안한 상태인 P2, P3 보다 늦게 나타나므로 이 비로는 정확하게 역을 구분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출구 위치의 향은 데이터가 적어 분명하게 판단할 수 없지만,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에 출구

노즐에서 평균수위까지의 거리(H-H
o
)가 적을수록 데이터가 안정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 거리

와 H/d V의 조합으로 다음과 같은 무차원수를 만들어 데이터와 비교한 것이 그림 1.18 이다.

H *=
1
4
H
d V
+
3
4

H-Ho
d V (1-12) 

이 그림에서는 평균표준편차뿐만 아니라 최대표준편차와 최소표준편차에 대한 f g의 값도 동

시에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서 f P는 반경방향 위치에 따른 자유액면요동의 향을 나타내는 계수

이다.  이 그림에서 보면 위에서 정의한 무차원수 H*로 액면요동의 표준편차가 변하는 역을 잘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천이 역은 1.1≤H *≤1.2  범위에 있고, 안정화된 역에서의 최대, 평균 

및 최소표준편차의 형상계수들은 한 점 P4에서 만남을 알 수 있다.  이 점의 의미는 불분명하지

만 대략 이상적으로 안정화가 유지될 수 있는 값으로 인식되어 이 값의 f g가 1이 되게 scaling 

factor α을 정하 다.  H*가 1.1이 넘으면 jet flow에서 pipe flow의 형태로 천이하는 것으로 보인

다.  H*가 1.2보다 증가하면 형상계수는 천천히 증가하며, 또한 H/d V의 향이 다른 형태로 나타

난다.  그림에 나타난 각 역에서의 형상계수 관련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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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5 액면요동의 표준편차와 Froude number와의 관계 ( λ=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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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6 특정 Fr 2fix 및 데이터 범위의 정의 ( dV=0.78m, H=0.87m, 

λ=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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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7 탱크직경에 대한 평균수위의 비에 따른 Fr 2fix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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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8 무차원수 H*에 따른 형상계수 f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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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g=0.95f P(1.65-H
*)+1                 at H * <1.1 (1-13)

f g/f P=46.5 d V/H[ (H
*-1.1)+1.55]   at 1.1 <H * < 1.2 (1-14)

f g/f P=3.75 d V/H[ (H
*-1.2)+6.2]    at H * >1.2 (1-15)

반경방향으로의 자유액면요동의 표준편차 분포를 조사하기 위하여 각 지점에서의 표준편차의 

평균을 구하 다.  즉, 한 탱크직경에서 i-위치에서의 j-실험조건으로 구한 표준편차를 평균한 표

준편차( σ i,avg)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 다.

  σ i,avg=
1
N∑

N

j

σ i,j
σ j,avg (1-16)

여기에서 σ i,j는 i-위치에서 j-실험에서 얻은 표준편차, σ j,avg는 j-실험조건에서 위치 10곳의 평균

표준편차 이다.  H*<1.1인 안정화된 역에서의 반경방향 표준편차 분포는 그림 1.19에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R *=R/R o로 정의되고 R은 중심에서부터 센서까지의 거리이고, Ro는 탱크의 반

경이다.  y-축은 3/2 σ j,avg로 나눈 값이다.  이 그림에서 보면 안정화된 경우에는 중심에서 최대의 

요동이 일어나고, 반경방향으로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한다.  이 역에서의 반경방향 위치

에 따른 표준편차의 분포는 실험적으로 다음과 같이 기술된다.

f P=(1+82R
*2) 1/4  (1-17)

불안정한 역인 H*>1.2에서의 표준편차의 분포는 그림 1.20과 같다.  이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위치에 관계없이 평균화된 분포를 보이고 있고, 오히려 중심과 벽면의 중간지점에서 더 높

은 요동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중심에서의 제트유동과 벽면에 의해 제트의 성장이 

제한되어 제트의 폭이 좁아지므로 발생하는 유동이 서로 겹쳐 더 심한 요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실험 데이터에 의해 이 역에서의 표준편차의 분포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f P=
1

1-0.45　R *-0.5　  ( 1-18 )  

 

형상계수를 나타내는 식들 (1-13), (1-14) 및 (1-15)과 반경방향 표준편차의 분포를 기술하는 

식 (1-17) 및 (1-18)을 사용하여 측정한 형상계수와 비교한 것이 그림 1.21 이다.  이 그림에서 보

면 형상계수의 평균값은 ±10% 오차범위 이내에 포함되나 산란한 값들은 이 오차범위를 벗어남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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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9 안정화된 역에서 반경방향 표준편차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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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0 불안정 역에서의 반경방향 표준편차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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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 측정한 형상계수와 계산한 형상계수 간의 상호비교

0.4 0.6 0.8 1.0 1.2 1.4 1.6 1.8
0.0

0.2

0.4

0.6

0.8

1.0

1.2

1.4
f g,

m
es

 / 
f g,

ca
l

H*

 Band of average fluctuation
 Maximum fluctation
 Average fluctuation
 Minimum fluctuation

Transient region



- 34 -

다. 탱크에서의 액면요동 진폭에 관한 실험식

자유액면의 요동은 이 연구에서 정의한 Froude number의 자승에 비례하 고, 탱크직경과 평

균수위의 비( H/d V)에 향을 받았다.  탱크직경과 평균수위 등, 형상에 따른 형상계수( f g)는 앞에

서 기술하 다.  실험식을 개발하기 위하여 Froude number와 형상계수를 이용하여 실험 데이터

를 나타낸 것이 그림 1.22와 같다.  이 그림에서 최대, 평균 및 최소 표준편차가 일직선상에 잘 나

타나고 있으며, 그 직선상에서 많이 산란된 데이터는 불안정 역에서의 데이터들이었다.  이 실

험식은 아래와 같이 기술되며, 실험식이 95%의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 실험식에서 허용하는 

estimated standard deviation error는 1.6%이 다.  

σ
λ
=
6.73
f g
Fr 2           (1-19) 

이 식을 Froude number 정의를 이용하여 다른 형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σgH

2

d2NV
2
N

=
6.73
f g  (1-20)

이 식의 좌변의 분모는 입구에서의 momentum이므로 분자는 자유액면의 요동에 따른 

momentum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두 momentum의 비를 새로운 무차원수 Sn으로 정의하 다.

Sn≡
σgH

2

d
2
NV

2
N

 (1-21)

그림 1.23은 세 종류의 다른 length scale들로 실험식을 상호 비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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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2 탱크에서의 요동진폭 실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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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3 세 종류 length scale들을 이용한 실험식들의 상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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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UIS를 설치한 탱크에서의 자유액면요동

가. UIS를 설치한 탱크에서의 자유액면요동 특성

UIS를 설치한 실험에서 얻은 실험자료에서 반경방향 자유액면요동의 표준편차의 분포를 식 

(1-16)을 사용하여 살펴보면 그림 1.24와 같다. 이 그림에서 R*는 UIS에서부터 센서까지의 거리

를 UIS와 벽면간의 간격으로 나눈 값이다.  이 그림에서 보면 표준편차의 반경방향 분포가 거의 

균일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데이터의 분석에는 평균표준편차만을 사용하 다. 

식 (1-2)로 정의되는 무차원수의 사용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두 종류 Froude number 즉, 

평균수위와 노즐에서의 속도를 기준으로 하는 Froude number와 수력직경( dh)과 탱크와 UIS 사

이에서의 속도를 기준으로 한 Froude number들로 실험자료를 조사하 다.  그림 1.25는 평균수

위와 노즐에서의 속도를 기준으로 사용하는 Froude number로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에서 x-축

의 값이 큰 부분에서는 노즐직경의 향으로 데이터가 많이 산란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26은 

수력직경과 탱크에서의 속도를 기준으로 한 Froude number로 데이터를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

에서는 수력학적 직경이 작은 경우에 데이터가 많이 산란함을 알 수 있어 UIS가 없는 탱크에서

의 실험에서와 같이 식 (1-2)로 정의되는 Froude number 단독으로 실험자료를 설명하는 데는 한

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UIS가 없는 실험에서 개발한 논리와 UIS가 있는 실험에서 측정한 실험자료로 UIS가 설치된 

탱크에서의 자유액면요동을 예측하는 실험식을 개발하 다.  UIS가 있는 경우에는 탱크 내부와 

주입노즐에서의 향뿐만 아니라 UIS의 위치에 따른 향도 받았다. 

그림 1.27은 UIS가 없는 탱크에서 자유액면요동 실험에서 개발한 Froude number를 나타내는 

식 (1-10)으로 데이터를 나타낸 것으로 dh이 작은 경우에는 UIS의 향으로 데이터가 산란함을 

볼 수 있다.  UIS가 설치된 경우에는 dh는 중요한 인자이므로 dh의 향을 보기 위하여 식 (1-11)

에 포함되어 있는 d 2NV
2
N을 d

2
hV
2
V로 교체하여 데이터를 나타낸 것이 그림 1.28이다.  여기에서 VV

는 탱크에서의 유속이다.  이 경우에는 낮은 Froude number 역에서 노즐직경의 향으로 데이

터가 산란하 고, 높은 역에서는 UIS의 향으로 데이터가 산란하 다.  식 (1-11)에 포함된 

d 2NV
2
N 대신에 노즐의 향과 탱크의 향이 혼합된 d NVNd hVV로 대체하여 조사한 것이 그림 1.29

이다.  이 경우에도 데이터가 산란하는 경향이 위의 두 경우와 유사하 지만, 그 경향이 더 균일

하 다.  실험식을 개발하는 데는 위의 세 종류의 관련식들 중에서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무방하

나 노즐의 향과 탱크의 향이 모두 포함된 혼합된 관련식을 사용하는 것이 형상계수를 개발하

는데 더 유용함을 알 수 있었다.  UIS를 설치한 형상에서의 Froude number는 다음과 같이 정의

하여 사용하 다.  

Fr≡
d N
H

d h
λ

V NV V

gH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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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4 UIS를 설치한 실험에서 반경방향 표준편차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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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5 평균수위와 노즐에서의 속도를 기준으로 한 original 

Froude number에 따른 표준편차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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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6 수력직경과 탱크에서의 속도를 기준으로 한 original 

Froude number에 따른 표준편차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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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7 주입노즐의 조건을 기준으로 한 Froude number와 

표준편차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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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8 탱크에서의 조건을 기준으로 한 Froude number와 

표준편차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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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9 탱크에서의 조건과 노즐에서의 조건을 혼합한 조건을 

기준으로 한 Froude number와 표준편차의 관계  

0.0 0.5 1.0 1.5 2.0 2.5

0

1

2

3

4

5

6

7

σ/
λ 

x1
03

Fr2 x103

       d
h
 (m)

 0.68
 0.58
 0.43
 0.18



- 40 -

그렇지만 이 세 종류의 관련식은 질량보존의 범칙에 의해 다음과 같이 서로 치환될 수 있으므

로 거의 같은 경향을 나타내고, 단지 형상계수의 형태만 다를 뿐이다.

  d NVN=d hVV
d V+d U
d N  (1-23)  

   

나. 실험인자들의 향

식 (1-22)으로 표준편차를 도시한 그림 1.29에는 노즐의 향, UIS의 향 등으로 인하여 데이

터가 산란하고 있다.  이를 세 히 조사하기 위하여 앞에서의 그림 1.16과 같은 방법으로 형상계

수를 나타내는 Fr 2fix을 조사하여 그림 1.30에 도시하 다.  이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식 (1-22)

만으로 도시할 때에는 최대값이 최소값의 6배 정도가 되었다.  이 그림에서 보면 UIS의 높이가 

0.25m 이상이면 Fr 2fix가 거의 같음을 알 수 있고, UIS의 높이가 낮으면 평균수위의 향이 많아

짐을 알 수 있다.  또한 UIS의 높이가 낮을수록 요동이 적게 일어나고, UIS의 직경이 0.6m일 때 

UIS의 높이가 0.1m인 경우에는 평균수위의 향이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경향을 상세히 분석하기 위하여 각 실험인자들의 향을 조사하 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자유액면요동의 진폭은 Froude number의 자승에 비례하기 때문에 Froude number의 자승

과 입구노즐의 직경으로 실험자료를 나타낸 것이 그림 1.31이다.  이 그림에서 보면 자유액면의 

요동은 식 (1-22)의 자승을 d1/2N으로 나눈 값에 일차적으로 비례하므로 식 (1-22)로 나타나는 

Froude number의 자승에는 노즐직경의 향이 과다하게 반 되었음을 알 수 있다.  

UIS 높이( S)의 향은 그림 1.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UIS의 직경에 많이 관련되어 있다.  그

림 1.32와 1.1-33에는 UIS 직경의 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1.32 즉, UIS의 직경이 작을 경우

( dU=0.1m)에는 S의 승(order)이 1/2보다는 적고, 그림 1.33과 같이 UIS의 직경이 클 경우( dU

=0.6m)에는 S의 승이 1/2보다는 크다.  그러므로 UIS의 직경이 커질수록 S의 승이 증가하지만 

직경이 0.35m에서 0.6m로 증가할 때는 그 증가율이 미미하 다.  실험의 범위에서 S의 승은 대략

적으로 1/4에서 3/4 사이의 범위에 있었다. 

평균수위의 향은 Froude number의 자승에 이미 1/H 2형태로 나타나 있다.  평균수위의 

향은 UIS의 직경과 높이에 따라 다르다.  그림 1.34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UIS의 직경과 높이

가 각각 0.1m 및 0.4m일 경우에는 액면요동은 1/H 2.75에 비례하 고, 같은 직경에 높이가 0.4m에

서 0.1m로 변하면 H의 승이 2.75에서 2.5로 감소하 다.  또한 그림 1.35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UIS의 직경이 0.6m일 때 높이가 0.1m이면 액면요동은 1/H 1.5에 비례하 다.  그러므로 실험의 

범위에서 H의 승은 2.75에서 1.5까지 변화하 다. 

수력직경의 향은 직접적으로 UIS의 직경의 향에 관련되므로 독립적으로 기술하기는 어렵

지만, 수력직경의 향은 그림 1.36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대략적으로 식 (1-22)로 정의되는 

Froude number의 자승에 그 비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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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0 UIS의 높이에 따른 Fr 2fix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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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1 액면요동에 미치는 입구노즐 직경의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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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2 평균수위 1m, UIS직경 0.1m일 때 자유액면요동에 미치는 

UIS 직경의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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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3 평균수위 1m, UIS직경 0.6m일 때 자유액면요동에 미치는 

UIS 직경의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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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4 UIS 높이 0.4m, UIS직경 0.1m일 때 자유액면요동에 

미치는 평균수위의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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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5 UIS 높이 0.1m, UIS직경 0.6m일 때 자유액면요동에 

미치는 평균수위의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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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6 자유액면요동에 미치는 수력직경의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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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유액면요동의 진폭관련 실험식

UIS의 높이와 직경에 따라 변하는 평균수위의 향을 무시하고, Froude number의 자승에 나

타나는 평균수위의 향만을 고려하면, 자유액면요동의 표준편차는 그림 1.37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실험식으로 나타난다. 

   
σ
λ
=1.85

S
d N
Fr 2λ (1-24)

이 실험식은 그림 1.37에 보이는 바와 같이 UIS의 직경이 큰 경우 즉, 수력직경이 매우 작은 

경우에는 데이터들이 식에서 얼마간 벗어나지만 대략적으로 자유액면요동의 진폭을 잘 기술하고 

있다.  이 식을 그림 1.30과 같은 방법을 적용하면 y-축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비는 2 정도로 감소

한다.  이 실험식이 95% 신뢰성을 갖기 위하여서는 4% 정도의 estimated standard deviation 

error를 갖는다.  이 경우에 형상계수 f g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

  f g=
d N
S  (1-25)

그림 1.30에 기술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형상계수를 도시한 것이 그림 1.38과 같다. 이 그림은 

형상계수 식 (1-24)과는 다른 방법으로 그림 1.30의 데이터가 가장 잘 모이게 무차원 수 S*와 G *

을 구하여 도시한 것이다.  G *는 S*에 따라 지수함수로 감소함을 볼 수 있고,  UIS의 직경이 크

고 높이가 낮을 때 G *의 값이 크다.  즉, 직경이 크고 높이가 낮을 때에는 요동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 관계식들은 다음과 같다.

  S
*=(

S
dU
) 1/3(

H
dV
) 1/2 (1-26) 

  G
*
=

Fr
2
fix

(H/d V)
1/2
(d N/d U)

1/2
(H/S)

1/5  (1-27)

  G
*=Exp(

1.6
S *+0.1

-1.3) (1-28) 

이 관계들에서 형상계수 f g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고, 이 형상계수로 데이터를 도시하면 그림 

1.39와 같다. 

  f g=(
H
d V
) 1/2(

d N
d U
) 1/2(

H
S
) 1/5Exp(

1.6
S *+0.1

-1.3)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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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7 식 (1-23)으로 기술되는 자유액면요동의 진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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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8 형상을 고려한 무차원수 S*와 G *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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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험식은 x-축과 y-축이 점에서 서로 만나지 않고, y-축이 α(=4x10
-4
)  만큼 어긋나 있

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명이 가능하다.  Laminar flow 역에서 momentum loss를 나타

내는 마찰계수는 속도에 역비례 한다.  그러므로 속도가 낮을 때에는 UIS로 인한 momentum 

loss는 속도의 자승에 비례하지 않으므로 Froude number의 자승에 비례하지 않게 되므로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39에서 실험식은 다음과 같이 기술된다.

  
σ+α
λ
=
2.3
f g
Fr2λ (1-30) 

여기에서 λ는 임의의 length scale이다. 이 실험식이 95%의 신뢰성을 갖으려면 estimated 

standard deviation error가 2.4%이다.  그림 1.40에서는 이 실험식에 3종류의 length scale을 사용

하여 서로 비교하 다.  이 실험식에 사용된 입구노즐의 직경은 속도와 접한 관련을 갖고 또한 

입구에서의 momentum을 기초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 식을 원자로 핵연료집합체 출구에서와 

같이 복잡한 구조에서 사용할 시에는 최고속도에 상응하는 equivalent diameter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며, 유속은 유량이 가장 높은 핵연료집합체 출구에서의 평균속도를 사용하

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라. Modified UIS에의 적용 

실험에서는 실험인자를 단순화시키기 위하여 제어봉이 설치되는 UIS의 모양을 원통

으로 모사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이전의 설계에서는 UIS의 형상이 원통형이었으나  

최근의 설계에서는 UIS를 그림 1.41의 왼편 그림과 같은 모양으로 설계하고 있다.  설계

한 형상을 기공율이 같게 축소하여 UIS 직경 0.35m로 제작한 것이 이 그림의 오른쪽 그

림이고, 그림 1.42는 모사한 개량된 UIS의 규격이다.  개량된 UIS의 형상은 복잡하여 그 

자체의 실험으로 실험식을 개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그림 1.41에서와 같이 직경

(0.35m)이 같은 원통형 UIS와 비교 실험을 수행하 다.   

그림 1.43은 원통형 UIS (UIS350)와 개량된 UIS에서의 액면요동의 진폭을 비교 도시

한 것이다.  이 그림에서 원통형에서는 β=1이고, 개량된 UIS에서는 β=1/3 이다.  즉 개량

된 UIS를 설치할 경우에 훨씬 적게 자유액면요동이 일어남을 알 수 있다.  이 원인으로

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생각된다.  입구노즐에서 분사된 유체가 복잡한 구조를 통과하면

서 난류혼합에 의해 momentum을 잃어 자유액면의 요동이 감소된 것으로 보이며, 따라

서 이러한 구조는 액면요동은 감소하지만 제어봉이 설치된 내부에서 심한 온도혼합이 발

생할 것이므로 재질의 열피로를 유발시키는 thermal striping 현상은 더 심할 것으로 예

상된다.

   



- 48 -

그림 1.39 UIS가 있는 경우에 자유액면요동의 진폭간련 실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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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0 Length scale에 따른 액면요동의 진폭관련 실험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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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1 UIS의 모형 
그림 1.42 개량된 U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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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유액면요동에서의 주기

    처리하여야할 데이터가 방대하여 LabView 소프터웨어로 요동주기를 분석할 수 있

는 프로그램을 개발하 다.  현재 분석단계에 있으며, 각각의 원통직경에 대하여 그림 

1.44에서 1.1-48까지 도시하 다.  입구노즐의 직경과 평균수위에 따라 특이한 경향은 보

이나 아직 실험식을 개발할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 결과는 차후 기술보고서에 

기재할 예정이다.   

6. 결론 

Wire level sensor의 특성을 분석하는 17종의 실험을 수행하여 요동주기에 따른 센서의 감응

도를 나타내는 실험식을 개발하 다.  센서에 관한 이 연구는 전기저항을 이용하는 수위센서 개

발에 활용할 수 있다.  자유액면요동을 분석할 수 있는 실험자료를 생산하 고, 이 실험자료를 유

체계통의 전산모델 검증에 활용하 다.  

실험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자유액면의 특성을 가장 잘 기술하는 무차원수를 개발하 고, 원통

과 UIS의 형상이 자유액면요동에 미치는 형상계수를 도출하여 노심 상부에서의 자유액면요동의 

진폭을 예측할 수 있는 실험식을 개발하 다.  UIS가 없는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H/d V가 2까지는 

이 값이 증가할수록 액면요동이 안정적인 상태로 증가하다가 이 값을 지나면 불안정한 상태로 변

하면서 갑자기 액면요동이 감소하 다.  UIS가 있는 경우에는 UIS의 높이가 높아지면 높이의 

1/2승으로 액면요동이 감소하 다.  

개발한 실험식이 UIS가 없는 경우에서는 95% 신뢰도를 갖기 위해서 실험식의 estimated 

standard deviation error는 1.6%이 다.  UIS가 있는 경우에서는 같은 정도의 신뢰도를 갖기 위

해서는 실험식의 estimated standard deviation error는 2.4%이 다. 현재 액면요동의 주기에 관

한 실험식을 개발하는 단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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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3 원통형과 개량된 UIS에서의 자유액면 요동의 진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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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4 탱크직경 0.38m에서 요동주기와 실험인자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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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5 탱크직경 0.48m에서 요동주기와 실험인자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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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6 탱크직경 0.68m에서 요동주기와 실험인자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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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7 탱크직경 0.78m에서 요동주기와 실험인자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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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8 탱크직경 1.0m에서 요동주기와 실험인자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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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소듐 유량 측정실험

1. 서론

액체금속로를 경제적ㆍ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유량측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

이 중요하다. 현재 소듐 배관에서 평균유속을 측정하는 데는 구자석형 전자유량계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유량계는 성능이 가장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전극 부근의 오염 및 유동

교란, 자장변동에 의해 불확실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장시간 운전할 경우 소듐계통 내부에

서 유리되는 니켈, 크롬 등 강자성체가 자장내의 유로관에 퇴적되어 유속을 과대평가하는 등과 

같은 약점도 지니고 있다. 또한 대형 배관에 사용될 경우 자장의 불균일성이 증가되고 자장세기

가 약화되어 이 유량계의 장점중의 하나인 선형성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구자석형 유량계의 성능에 향을 미치는 주요한 인자 중의 하나인 전극 부위의 향을 검

증하 고, 솔레노이드 전자석의 자장 속으로 소듐이 통과할 때 발생되는 자장의 변화를 검출하여 

유량을 측정하는 새로운 개념의 전자기유도형 유량계를 설계․제작하여 그 유량 측정을 위한 실

험을 수행하 다. 한편, 원자로의 안전성과 관련된 자연순환 냉각시의 열유동특성을 측정하기 위

해서는 저속에서 소듐 유량 측정 기술을 조기에 확보할 필요성이 최근 제시되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전단계 공기유속 측정연구에서 그 개발의 가능성을 제시하 던, 관내의 유동, 온도 및 

압력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교란성분이 유동을 따라 전파되는 특성을 측정하여 유속을 추정하는, 

유동지연분석형 유량계 개념을 적용하여 저속의 유동조건과 구조가 복잡하여 일반적인 유량계를 

설치하기 어려운 핵연료집합체 등에서의 소듐 유속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론을 구축하고자 시도

하 다.

2. 소듐유량계 실험장치

가. 소듐유량 측정장치

소듐용 유량계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기존의 MHD 소듐 실험장치의 상부를 개조하 다. 

그림 2.1은 기존 MHD 소듐 루프의 개략도로서 소듐용 전자펌프의 성능실험 및 관성보완장치 특

성실험, 자장하의 액체소듐의 압력강하 실험을 위하여 제작한 장치이다[Nam, 1996][Choi, 2002]. 

이 장치에는 소듐을 이송하기 위하여 Novatome사의 model IA124 전자펌프(3상-380V, 200 

lpm-3bar)가 설치되어 있으며, ②서지탱크(surge tank)의 하부에서 유출된 소듐이 ⑩전자석

(magnet)과 Novatome사의 ⑤전자유량계를 거쳐서 서지탱크의 윗부분으로 자유표면 부근으로 

다시 유입된다. 유량계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소듐유량 측정장치는 그림 2.1의 ⑤전자유량계 

전단의 주배관(main-flow line)을 분기시켜 우회 배관(bypass-flow line)에 설치하 다.

소듐유량 측정장치(그림 2.2, 2.3)는 유량교정탱크(calibration tank, 교정용량 40리터)와 본 연

구에서 설계․제작한 각종 유량계를 직렬로 설치하여 유량계의 성능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1인치의 내경을 갖는 유동지연분석형 유량계(cross-correlation flowmeter)를 통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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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듐이 두개의 전자기유도형 유량계와 두개의 구자석형 유량계를 거쳐서 교정탱크로 흘러 들

어가도록 제작하 으며, Novatome사의 구자석형 전자유량계를 master-meter 및 신호 비교의 

대상으로 설치하 다. 

그림 2.3의 ①은 고온 소듐용 벨로우즈 밸브(bellows valve, 1인치)로서 전자펌프로부터 루프 

상부로 이송된 소듐을 ⑧주배관(main-flow line) 또는 소듐유량 측정 장치(②-⑦)로 유동의 방향

을 신속히 전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밸브는 유로내의 압력손실을 최소화 하면서 약 0.5초 이내

에 개폐가 가능한 게이트 형태(gate type)로서, 5 kgf/cm2 이상의 공압 실린더에 의해 구동된다. 

유량 측정장치의 배관은 주로 1인치의 SUS316 파이프(SCH40)를 사용하여 용접에 의해 모든 요

소 부품을 연결하 다. 그림에서 ②는 유동지연형 유량계, ③⑥은 전자기유도형 유량계, ④는 

Novatome 전자유량계, ⑤는 설계․제작한 구자석 전자유량계, ⑦은 교정탱크를 나타낸다.

그림 2.4는 소듐유량 교정탱크로서 내경(Di) 350mm, 높이 550mm의 파이프에 0.1Di 높이의 경

판을 용접하여, 약 40리터의 소듐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하 다[Kim, 2006]. 시간에 따라 유입되

는 소듐 양은 5mm의 직경을 갖는 7개의 수위센서로서 측정하며, 소듐이 탱크로 유입될 때 자유 

액면의 출 임에 의해 생기는 불확도(uncertainty)를 줄이기 위하여 1.5인치 내경의 유입관(inlet 

pipe)을 탱크 하부에 닫도록 하 다. 교정탱크의 하부 유출관(outlet pipe)과 서지탱크 사이에는 1

인치의 소듐밸브를 설치하 고, 탱크의 상부에 설치한 오버플로(overflow)관과 레벨센서를 연동

시켰으며, 교정탱크와 서지탱크의 가스라인을 연결하여 압력 균형을 이루도록 구성하 다.

그림 2.5는 소듐유량 측정장치의 제어반(control panel)을 나타낸 것으로, 배관 및 교정탱크의 

온도조절 및 소듐수위표시, 소듐밸브 방향제어, 그리고 유량계 및 압력계의 전원공급 등을 위하

여 설치하 다. 제어반의 전원은  75A(220V)의 주차단기(main braker)를 거쳐 8개의 온도조절기

(25A)와 직류전원장치(DC24V)로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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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기존 소듐 MHD 실험 장치의 개략도

그림 2.2 소듐유량 측정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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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단열후의 소듐유량 측정 장치

그림 2.4 소듐유량 교정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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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소듐유량 측정 장치의 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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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듐유량계 신호 분석 장치

소듐용 유량계는 신호의 크기가 매우 작고 전기적 노이즈에 취약하므로 신호처리를 위한 각종 

정교한 실험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소형의 소듐 유량계 신호처리용 장치(그림 2.6)를 제작

하여 소듐유량 측정장치(그림 2.2)와 상호보완적으로 유량계 개발에 활용하 다.

본 장치의 소듐 순환 루프는 W1200 × L1200 × H1000mm의 알루미늄 프로파일 지지대에 한

변의 길이가 800mm인 유로관을 3/100이상의 구배를 주어 수평방향으로 설치하여, 본 연구에서 

설계․제작한 각종 유량계를 직렬로 설치하 다(그림 2.7). 저장탱크(11리터)에는 약 8.5리터의 

소듐을 충전하고, 실험시 팽창탱크(expansion tank)를 포함한 순환루프에 약 4리터의 소듐이 장

입되도록 구성하 다. 팽창탱크에는 2개의 가시창을 설치하여 루프 내부의 소듐 흐름의 방향과 

소듐의 순도 상태를 항상 관찰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전자펌프(3상-380V-16A)로써 소듐을 이

송시키며, 유동지연형 유량계 및 전자기유도형 유량계, 구자석형 유량계와 팽창탱크를 거쳐 다

시 전자펌프로 흐르도록 제작하 다.

본 장치를 위하여 설계․제작한 ALIP(annular linear induction pump)형의 전자펌프(그림 2.8)

는 6개의 코일뭉치와 8개의 외부코아(outer core)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종 조립후 약 70kg의 무

게와 320mm의 본체 길이를 갖는다. 각 코일은 두께 0.3mm, 폭 18.9mm의 터프피치동(tough 

pitch)을 147회 감아서 제작하 으며, 두께 0.2mm의 마이카-실리콘 복합소재를 절연재로 사용하

다. 자기장을 형성시키는 외부코아는 두께 0.35mm의 규소강판을 적층하여 제작하 다. 전자펌

프는 3상 380V의 입력과 27A의 출력용량을 갖는 모터구동 슬라이닥(slidac)을 이용하여 제어하

다. 전자펌프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4개의 소형 축류팬을 펌프외부에 부착하 다. 본 펌프

는 무부하에서 약 16A의 최대 입력을 갖는다.

본 장치는 저장탱크(3.5kW), 순환루프(3kW), 팽창탱크(2.5kW), 그리고 드레인 라인(0.8kW)의  

4개 그룹으로 분할하여 온도를 제어하며, 탱크에는 2인치, 배관에는 1인치 두께의 세라믹울

(ceramic wool)을 단열하고 알루미늄으로 마감하 다.

본 장치는 구자석형 전자유량계의 신호측정을 통하여 전자펌프의 입력이 7A 수준에서 약 

50 lpm의 유량 펌핑이 확인되었으며, 그림 2.6과 같이 가시창을 통하여 소듐의 자유표면 흐름을 

쉽게 관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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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소듐 유량계 신호분석 장치

그림 2.7 소듐 신호분석 장치에 설치한 유량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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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선형 환단면형 전자펌프 및 전원공급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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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기유도형 유량계 실험

가. 전자유량계의 기본 측정 원리

전자유량계는 Michael Faraday의 전자기유도현상 원리를 이용하는 것으로, 유동하는 전도성 

유체의 유속과 가해준 자기장에 수직인 방향으로 유속과 자기장의 세기에 비례하여 생성되는 유

도기전력으로부터 액체의 평균유량을 측정하는 기기이다. 전자유량계는 내부에 가동부가 없어 

유동장 교란과 압력손실이 작고, 전기적 신호에 의해 유량을 측정하므로 응답성(response)이 매

우 빠르며, 유량계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그 전기적 신호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유독성 유체나 

방사능 유체, 액체금속 등의 유량측정에 이용되고 있다.

그림 2.9는 전통적인 전자유량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전자유량계는 전도성을 지닌 액체가 지

나가는 유로관(flow tube)에 횡방향(transverse direction)으로 자기장을 형성시켜 주고, 유동과 

자기장에 수직한 방향으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 발생하는 기전력(electromotive force)으

로부터 평균유속을 측정하는 유도전압유량계(induced-voltage flowmeter)이다[2.4]. 전자유량계

의 자기장은 구자석(permanent magnet) 또는 전자석(electromagnet)으로 형성시키는데, 전자

석에 공급하는 전원의 형태에 따라 직류(direct current) 또는 교류(alternative current) 자기장이 

형성된다.

물처럼 전기전도도가 낮은 유체에 사용하는 전자유량계는, 직류 자기장을 사용할 경우 유체 

내에 전기화학적인 분극현상(polarization)이 발생하여 유량측정이 불가능하므로, 교류전원을 이

용하여 자기장을 형성시킨다. 그러나 교류자기장은 시간에 따라 자기장이 변하므로, 유동에 의해 

생성되는 유량신호이외에, 일종의 전기적 노이즈인 자체유도기전력(transformer electromotive 

force) 신호가 발생하여, 유량신호와 중첩되어 유량 측정을 어렵게 만든다.

자체유도기전력에 의한 신호는 완전히 제거될 수는 없지만, 자체유도기전력은 자기장과 90°의 

위상차를 지니고 있고, 유동에 의한 유도기전력이 자기장의 세기에 비례하고 자기장의 위상이 같

은 원리를 이용하여, 서로를 분리시키기 위한 많은 시도가 있어 왔다. 또한 자체유도기전력을 없

애기 위한 방법으로서 비정현파(non-sinusoidal) 교류전원을 사용하여 ∂B/∂t이 “0”이 되는 최고

점 부근에서 신호를 수집하거나, 상용주파수 보다 낮은 저주파의 정현파로서 전자석을 구동하는 

방법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전자유량계의 유로관은 유체에 비하여 전기전도도가 매우 작은 비자성체를 사용해야하며, 상

용제품에는 전극 부위를 제외하고 라이너(liner)로써 코팅하여 제작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액체 

소듐은 스테인리스 계통의 유로관에 1쌍의 전극을 용접하여 기전력을 측정하는데, 소듐에 비하여 

유로관의 전기전도도가 매우 작기 때문에 전자유량계로써 유량 측정시 큰 어려움이 없이 사용되

어 왔다. 소듐용 전자유량계는 구자석을 이용하여 자기장을 형성시키는 것이 전기적 노이즈를 

줄이는 방법인데, 구자석을 이용하는 고온에서의 자석의 특성이 변하는 점을 고려하여 자석의 

재질을 선택해야 하며, 온도 특성이 좋지 못하고 취성이 있는 세라믹 계통의 페라이트(Ferrite) 

보다는 큐리점(curie point)이 높고 온도에 의한 자장 변화가 적은 알니코(AlNiCo)계열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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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도성 유체와 자기장의 상호작용에 관한 실험적 연구의 기원은, 1832년 Faraday가 지구 자기

장과 워털루 다리(Waterloo bridge) 밑에 설치한 전극을 이용하여 템즈강(The Thames)의 유량

을 측정하고자 하는 시도 으며, 물의 분극 때문에 측정에는 성공하지는 못하 다.

Shercliff는 액체금속(liquid metal)의 유량을 측정하고자 전자유량계 이론을 체계적으로 유도·

정리하 다[Shercliff, 1962]. 또한 Shercliff는 유로 단면에서의 유속분포가 유량신호에 미치는 

향을 가중함수 (weight function) 개념을 도입하여 표현하 으며, 가중함수를 사용하여 균일한 자

기장과 한 쌍의 점 전극(point electrode)을 가진 유량계에 대하여 선형 축대칭 유속분포를 가지

는 경우에 두 전극간의 전위차(ΔU)는 단면에 대한 평균 유속(vm), 자기장(B), 관경(d)에 비례하여 

ΔU = Bvmd 이 성립함을 보 다.

Bevir는 가상전류(virtual current) j의 개념을 사용하여 가중함수 개념을 3차원으로 확대한 가

중벡터(weight vector) W = B × j를 도입하 다[Bevir, 1970]. 이로부터 비압축성 유체에서 유량

계가 이상적 유량계 (ideal flowmeter, 출력이 속도분포에 관계없이 유량에만 비례하는 유량계로

서, 유량계 설계자가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목표)가 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curl W = 0이

며, 몇몇 더 제한적인 유동형태에 있어서도 W와 관련된 적절한 조건이 존재함을 보 다.

Hemp는 정현파 교류 전자석을 이용하는 전자유량계의 와전류(eddy currents)와 변압기 신호

(transformer signals)를 계산하는 방법을 연구하 다. 그는 와전류에 의한 전기장의 축방향 성분 

Ez과 평편한 유동(flat profile flow)에 의해 유도되는 전위 포텐셜(potential) U 사이의 관계를 제

안하 다[Hemp, 1991]. 그는 이로부터 자기장 구성(magnetic field shaping)에 의해서는 기초적 

오차(base-line error)를 제거할 방법이 없음을 증명하 다. 그는 전자유량계에서 감도 측정

(sensitivity measurement)과 자체 보정(self-calibration)을 위해 새로운 기법에 대한 기초적인 토

대를 마련하 다. 최근 그는 이러한 관계를 활용하여 대형 전자기유량계를 저비용으로 교정하는 

기법을 제안하 다[Hemp, 2001].



- 64 -

그림 2.9 Williams-type의 전자유량계

그림 2.10 균일 자기장하에서 점전극을 가진 전자유량계의 가중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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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유량계에서 전극 주변의 유로 내에 발생하는 전위분포는, Maxwell의 전하보존법칙과 구

성방정식인 Ohm의 법칙( j=σ( E+ v× B)으로부터의 식 (2-1)과 같이 포아송(Poisson) 형태의 식

이 된다.

  ∇2U=div ( v×B)                                   (2-1)

Shercliff는 선형적인 유속분포 및 균일한 자기장 하에서 비전도성 유로관을 균일한 액체가 흐

를 때 식 (2-1)의 해가 식 (2-2)가 됨을 보 다[Shercliff,1954].

   ΔUAB=Bv md=
4B
πd
Q                                (2-2)

식 (2-2)로 부터 전위차 ΔUAB 는 유체의 전기전도도와 점도, 유체내의 압력에 무관하게 평균

유속에 비례함을 알 수 있다.

Bevir는 식 (2-3)과 같이 Shercliff의 가중함수를 3차원 가중벡터로 확장시켰다[Bevir, 1970].

  ΔU=
⌠
⌡○τ
v⋅ W dτ                               (2-3)

W는 가중벡터로서 공간상의 모든 지점에서 속도 v로 인해 ΔU에 미치는 가중치를 의미하며 

자속 도와 가상전류의 외적 (W=B×j)으로 나타난다. τ는 전자유량계 부피로서 적분은 이 공간

에서의 부피적분을 의미한다. 가상전류 j는 단위 전류가 한쪽 전극을 통해 들어가서 다른 쪽 으로 

나올 때 정지된 액체 내에 형성되는 가상적인 전류를 말하며, 전극과 유량계 경계를 기술하는 한 

방법이 된다.

선형 축대칭 유속분포 [v=v(0,0,v(r)]와 균일 자기장 [B=B(B,0,0)]을 만족하고 점전극일 경우 

식 (2-3)으로부터 식 (2-4)가 유도된다.

  ΔU=
⌠
⌡

B

A
B× v⋅ d l                              (2-4)

여기서 선적분은 전극 B에서 전극 A까지 임의의 선을 따라 계산된 값으로, 식 (2-2)의 결과를 얻

을 수 있다.

한편, 소듐 비등(boiling) 현상과 같은 액체금속의 2상유동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유동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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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 pattern)를 판별하거나 기공율(void fraction)을 측정하는 도구로써 전자유량계를 이용하는 

연구가 많이 있었다. 단상유동(single-phase flow)과 같이 액상 내에 균일하고 등방성을 가진 부

유물이 있으면 유량계 출력은 식 (2-5)과 같이 나타난다.

  ΔUTP=
4B
πd

QL
1-α

=
ΔUSP
1-α                             (2-5)

Bevir의 이론에 따르면 유량계 내에 비균일 등방성의 부유물이 흐르는 경우에는 유량계 출력

이 식 (2-6)과 같이 표현됨을 알 수 있다. QL은 액체만의 유량이고 ΔUTP는 2상유동에서 두 전극 

사이에 존재하는 전위차이며 ΔUSP는 같은 액체유량 QL이 단상액체의 형태로만 흐를 때 두 전극 

사이에 형성되는 전위차이다.

  ΔUTP=
4B
πd

Q L
1-α [1-

λk
(k+2)(k+n+2) ]                        (2-6)

식 (2-6)에서 l와 k는 식 (2-7)과 같이 전기전도도의 분포를 나타내며, n은 관내 속도 분포를 

표현한다.  여기서 반경 r은 무차원화된 반경 r ( 0 < r < 1 )이다[Wyatt,1986][Bevir,1971].

  σ(r)=1+λr k                                 (2-7)

  v∝1-r n                                (2-8)

그림 2.11은 전자유량계의 자기장하에서 유로관 단면에서의 등전위선(equipotential line) 및 전

류선(current line)을 나타낸 것이다. 단면내에서 속도 분포가 일정한 경우에는 (a)의 실선과 같이 

전위분포가 일정하게 된다. 그러나 속포분포가 있을 경우에는, Ohm의 법칙( j=σ( E+ v× B)고려

해 보면, 각 역에서의 속도의 크기에 의하여 발생하는 기전력의 크기가 달라져서 (b)와 같이 단

면의 중심을 기준으로 양측으로 순환하는 전류가 필연적으로 생긴다. 이 순환전류(circulation 

current)는 유로관이 절연체인 경우 유체내부에서만 흐르게 되나, 전도성이 있으면 순환전류가 

유로관벽을 따라서도 흐르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누설효과(shunting effect)로 작용하여 기전력의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전도성관의 경우에는 관벽과 유체사이의 전도도를 고려하여 발생

하는 기전력을 식 (2-9)와 같이 보정해주어야 한다[Bevir,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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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ΔUAB=KBvmd                                 (2-9)

  
K=

2(d/D)

1+(d/D)
2
+(σ w/σ f)[1-(d/D)

2
]                       (2-10)

식 (2-10)에서 d와 D는 유로관의 내경과 외경, σw와 σf는 관벽과 유체의 전기전도도를 나타낸

다. 식(2-10)에는 유체와 관벽 사이에 존재하는 접촉저항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소듐의 산화물

에 의한 오염이 있을 경우 유량 측정에 불확실성이 증가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

나. 전자기유도형 유량계의 측정 원리

전극부위의 오염에 의한 향을 작게 받는 것으로 알려져 배관의 오염이 매우 심한 중금속 루

프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전자기유도형 유량계는 솔레노이드 전자석에 의해 반지형(circular 

field)의 자기장을 가진(exciting)시키고, 이 자기장 역을 액체금속이 지나가면 자기장이 유동에 

의해 유동방향으로 이끌리는 정도를 검출코일(sensing coil)로 측정하여 유량을 측정하는 기기이

다.

그림 2.12의 좌측 그림은 Ledhe와 Lang이 고안한 유량계(US특허, 1948)의 원천 특허로서, 우

측의 개념도와 같이 코일 A, B, 그리고 C가 점선으로 나타낸 유선형의 캡슐(capsule)내에 설치되

어 있고 유동이 캡슐 밖에서 일어나도록 한 것인데, 유동이 쇄선으로 나타낸 파이프 내부로 흘러

가도 유량을 측정하는 원리는 동일하다[Ledhe, 1948]. 두 코일 A, C를 반대 방향으로 감아서 직

렬로 연결하고 교류 전원을 공급하면, 그림과 같이 반대 방향의 자기장이 생긴다. 유동이 없을 경

우 두 자기장은 대칭을 이루므로, 검출 코일 B에는 어떠한 신호도 나타나지 않는다. 유동이 생기

기 시작하면 이 자기장들은 유동방향을 향하여 하류로 끌려가게 되는데, 검출코일에는 유량에 1

차(first order)로 비례하는 신호가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전통적인 전자유량계는 유도된 전압을 이용하는 induced-voltage meter인 반면, 전자

기유도형 유량계는 유도된 자기장을 이용하는 induced-field meter로 불린다. 이 유량계는 유로관  

및 내부 유체와는 어떠한 전기적 연결이 없는 것이 특징으로, 전극에서 발생하는 분극

(polarization)문제가 없다.

한편, 검출 코일 B를 교류 자기장을 만들도록 역할을 바꾸고, 코일 A, C를 검출코일로 사용하

여 유량을 측정할 수도 있다. 또한, 하나의 코일로서 가진 코일과 검출 코일의 역할을 하도록 임

피던스와 역율을 고려하여 유량계를 설계할 수도 있으나, 검출신호에서 유량신호를 분리하는 것

이 별도의 코일을 이용하는 것보다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Shercliff,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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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전자유량계 유로단면내의 등전위선 및 전류 흐름

그림 2.12 Lehde와 Lang이 고안한 전자기유도형 유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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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유도형 유량계의 일반적인 측정원리는, 가해준 자기장(imposed field) B에 전도성 유체

의 움직임이 유량에 1차로 비례하는 유도된 자기장(induced field) B'를 생성하게 되고, 이 유도

된 자기장에 의해 검출 코일에 생기는 기전력으로부터 유량과의 관계를 찾는 것이다. 전통적인 

전자유량계와는 다르게 전자기유도형 유량계는, 자장의 형태와 유량과의 관계가 복잡하여, 기전

력을 구하기 위한 이론적 해(exact solution)를 구할 수 없고, 보통 검출코일 신호의 RMS값이 자

기레이놀즈 수(magnetic Reynolds number) Rem에 비례하는 것으로부터 유량을 측정하는 것이

다.

  R em=μσv md                                        (2-11)

 식 (2-11)에서 μ는 투자율, σ는 유체의 전기전도도, 그리고 d는 관경을 나타낸다. 자기레이놀

즈 수는 유도된 자기력과 가해준 자기력의 비를 나타내는 것으로 Rem이 1 부근인 경우 신호의 선

형성이 감소하여 Rem을 1보다 매우 작은 값을 갖도록 전자기유도형 유량계 설계해야 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식 (2-11)에서 알 수 있듯이 유속 υ m과 자기레이놀즈 수 Rem은 유체의 전기전도

도가 일정하면 서로 비례하게 되나, 유체의 온도가 변하면 전기전도도가 변함으로 인하여 선형성

이 줄어들기 때문에 유량 측정의 불확실성이 증가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유

속을 알면 역으로 유체의 전기전도도를 측정할 수 있어 이온화된 가스(ionized gas)의 전도도 측

정에 이용되기도 하 다[Lefhalm, 2003].

 유량계의 기전력은 반경 방향의 자기장(Br)과 축방향 유동(vz)에 의해 발생하는 관단면의 회

전방향의 전류(j□□)에 의해 발생하는 2차적인 자기장에 의해 유도되는 검출코일의 전압으로 나타
난다.

고주파의 교류 전원을 전자석에 공급할 경우 표피 효과(skin effect)에 의하여 자기장이 유로

관과 액체금속으로 투과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림 2.13은 200℃의 액체 소듐에 대하여 주파수 ω

에 따른 자기장의 침투깊이(penetration depth)를 식 (2-12)로부터 나타낸 것이다.

  d=
1
μσω                                 (2-12)

1000Hz로 가진 시킬 경우 자기장은 소듐속으로 20mm이상 미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100mm 이상의 대형 유로관에 전자기유도형 유량계를 만들 경우, 100Hz 이하의 저주파로 구동해

야 유동 역에 자기장의 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14는 일본 JOYO의 노심출구에 설치하여 냉각재내에 혼입되는 커버 가스(cover gas)나 

연료핀(fuel fin)의 파손으로 인한 핵분열 가스(fission gas) 분출 등을 측정하기 위한 기포 검출기

(void detector)로서 Yokogawa에서 개발된 와전류유량계(eddy-current type flowmeter)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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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amoto, 2003].  이 유량계는 1차코일 P에 교류 전류를 가하여 자기장을 관외부의 소듐으로 

침투시켜, 자기장의 반경방향 성분과 유속의 상호반응에 의하여 1차코일의 양측에 원형의 와전류

를 생성시키고, 유동이 없을 경우의 E0 신호로부터 변화된 상류측 검출기의 신호 E1과 하류측 검

출기의 신호 E2로부터 유량신호 EF를 측정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 유량신호 EF는 유속에 비례

하므로 난류성분으로 인하여 AB의 방향으로 흔들리게 되며, 기포가 소듐에 있을 경우는 와전류 

강도(eddy-current intensity)가 감소하며, 이로 인해 기포가 상류측 코일 S1과 하류측 코일 S2를 

지나갈 경우 검출코일의 출력은 OA' 및 OB'로 변하게 된다. 이러한 신호의 변화를 이용하여 기

포를 검출하게 된다. 이 유량계는 백금(platinum)선을 순철 코아 및 보빈위의 절연재 위에 감아서 

만들었으며, 각 코일의 길이는 20mm, 센서의 외경은 11mm로 제작되었다. 이 유량센서는 JOYO

의 모사된 7개 핵연료 부채널(simulated fuel subassembly) 출구에 설치하여, 500℃의 소듐온도

에서 기공율 2% 까지 실험하는 데 사용되었다.

다. 전자유량계 및 전자기유도형 유량계의 소듐유량 실험

1) 전자유량계 소듐유량 실험

구자석형 전자유량계는 Faraday 법칙에 의해 관내의 평균유속을 측정하는 기기로서 소듐의 

유량측정에 가장 흔히 이용되고 있다. 유량계의 출력은 Shercliff가 유도한 △UAB=BVmd 으로 간

단히 구할 수 있으나, 비절연관 사용에 의한 누설효과(shunting effect), 관벽과 소듐의 젖음

(wetting), 자기장의 균일성 등을 고려해서 사용 환경에 따라서는 교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그림 2.15는 공기극(air gap)을 가진 구자석으로 우측의 B-H 감자곡선과 직선이 만나는 점 

M이 구자석의 작동점이다. M을 통과하는 직선은 공기극이 있는 자석의 작동선(load line)으로

서 보통 퍼미언스(permeance)라고 한다. 공기극이 줄어들어 short circuit이 될 수록 M점은 잔류

자속 도(residual flux density) Br을 나타내는 a점에 가까워져 공기극에서의 자기장의 크기가 

증가하고 누설 자속이 줄어든다. 동일한 자석이라도 자석표면위치에 따라 표면가우스가 일정하

지 않은데 이것은 반대극과의 최단거리의 차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작동선은 자석에 대하여 

integral theorem과 자기회로에 대한 관계로부터 식 (2-16)과 같이 나타내며, 자석을 설계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LmHm-L gH g=0                                 (2-13)

  AmBm=AgBg                                    (2-14)

  Vm=
LgH

2
gAg

BmHm                                    (2-15)

  
Bm
Hm
=P
Lm
Am
,P=

Ag
Lg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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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주파수에 따른 자기장의 침투 깊이

그림 2.14 기포 검출기로 사용한 Yokogawa의 와전류유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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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6은 본 연구에서 구자석을 사용하여 설계․제작한 전자유량계이다. 본 

전자유량계는 자기장의 분포를 고려하여 극(pole)에서 자기장이 집중되는 형태의 요크(yoke)와 

자기장은 감소시키지만 자기장을 넓은 역에서 균일하게 공급하는 요크를 고안하여, 자기장의 

세기가 유량계의 민감도(sensitivity)에 주는 향을 관찰할 수 있도록 2가지 형태로 제작하 다. 

전자유량계의 요크는 자기장을 손실 없이 잘 이끌어 주도록 C-Type으로 제작하 다. 그림 

2.18의 설계도에서 해칭(hatching) 역은 요크에서 구자석을 나타낸 것으로, 요크 전체를 

구자석으로 제작할 경우 주물을 위한 금형 비용과 국외로부터 수입하는 자석 원재료 값이 

상승하기 때문에, 가능한 저비용으로 유로관이 설치될 극(pole)사이에서 자기장의 크기를 

500∼1000 gauss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고안하 다. 그림 2.17은 알리코 자석의 위치에 

따른 자속 도(flux density)의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공기극 가까이에 자석을 배치할 경우인 

C가 자속의 누설이 작아서 성능이 가장 좋음을 볼 수 있다[Parker, 1962].

요크에 사용된 구자석은 알리코(ALNICO) 자석을 사용하여 제작하 다. 일반적으로 알리코 

자석은 크게 주조형(casting) 자석과 소결형(sintering) 자석으로 나눌 수 있으며, 대부분 주조형 

자석으로 알루미늄(Aluminum)과 니켈(Nickel) 그리고 코발트(Cobalt)를 주원료로 만들며, 용광

로에 녹인 것을 원하는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주조형 거푸집에 부어 식힌 다음 규격에 맞게 연마

가공을 하여 만든다. 이 자석의 특징은 온도에 따른 자속량의 변화가 극히 적고, 높은 자속 도

를 얻을 수 있으나, 보자력이 아주 약해 외부 자계에 쉽게 감자가 일어난다는 특징이 있어, 외부

자계의 향이 큰 곳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본 연구에서 제작한 전자유량계의 요크는 고온에서 견디면서 온도변화에 의한 감자효과가 적

은 AlNiCO-8 재료를 주물(casting)로 성형하여 제작한 구자석과 자속 손실이 적은 저탄소강

(또는 순철)으로 제작하 다. 유로관은 3/4인치의 seamless SUS316L 파이프를 이용하 으며, 전

극은 유로관과 같은 재질의 직경 3.5mm 봉을 유로관에 전둘레 용접하여 부착하여 형성시켰다.

그림 2.18은 Maxwell 2D로 전자유량계의 자기장을 2차원적으로 간단히 살펴본 것으로, 

Novatome 유량계의 경우 구자석을 고정시켜주는 밑면 부근에서 자속 분포가 복잡함을 볼 수 

있다. Novatome 유량계는 말굽자석에 극(pole) 표면을 증가시켜 유로관에 균일 자기장을 형성시

키도록 사각형 판을 부착한 것이 특징이다. C-Type요크를 (b), (c)처럼 만들 경우 자속의 흐름이 

원활하며, 구자석을 제작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

한편, 전통적인 전자유량계 자기장이 형성된 유동장의 각 부분에서 출력형성에 미치는 가중치 

W가 그림 2.10과 같이 각각 다른데, 전극부근에서 가중치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유동

교란이 생기거나 관내부의 오염이 생기면 유량측정에서의 불확실성이 증가한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전극의 설치효과의 향을 파악하고자 전극을 유량계의 유로관 중심에서 일정 각도를 갖

도록 부착하여 그 효과를 관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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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Air gap과 demagnetization curve

그림 2.16 설계․제작한 구자석형 전자유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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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ALNICO-5 구자석의 위치에 따른 자기장 특성

그림 2.18 구자석형 전자유량계의 설계도

표 2.1 알리코 자석의 주요 제원

Material ALNICO-5 ALNICO-8

Chemical composition (wt%)
Ni14 Al8 Co24 Ti0 

Cu3.2
Ni14.5 Al7 Co35 Ti5 Cu5

Curie point (℃) 890 845

Maximum temperature (℃) 550 550

Residual induction, Br (gauss) 12,600 8,000

Coercive force, Hc, (oersteds) 600 1400

Expansion coefficient (20-300℃) 11.6 × 10
6

11.0 × 10
6

Density (g/cu cm) 7.3 7.25

Specific resistance (µ□□/Cm3) 47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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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 Maxwell-2D로 해석한 전자유량계의 자기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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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0은 자기장을 넓게 분포시키는 요크를 가진 구자석형 전자유량계에서 유로관의 전

극 배치에 따른 기전력의 변화를 측정한 것으로, 전극이 유로관의 중심에 부착된 경우와 약 5o 

벗어나서 용접된 경우에 대하여, 전자펌프의 입력으로 소듐 유량을 변화시키면서 측정한 것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유량계를 배관에 설치할 경우 요크의 횡방향 자기장에 대한 전극 설치의 

오차에 의해 1%이상의 유량측정 불확도를 발생시킴을 볼 수 있다.

그림 2.21은 구자석형 유량계의 자장의 세기에 따른 유량신호의 민감도(sensitivity)를 분석

한 것으로, 유량 측정의 기준으로 프랑스 프라마톰(Framatome)사에서 제작한 구자석형 유량계

를 사용하 다. 자기장을 만들어주는 요크의 극(pole)이 큰 구자석형 유량계의 유로관 중심에서

의 횡방향 자기장의 세기는 약 770∼800 gauss(peak치)이며, 극이 작아서 자기장이 집중되도록 

고안한 유량계의 자기장의 세기는 약 1070∼1100 gauss(peak치)이다. 그림과 같이 자기장의 세기

가 큰 경우, 유량에 대한 신호의 크기는 Scheriff의 계산식에 의해, 큰 기전력이 생겨서 보다 안정

적인 신호를 얻을 수 있도록 민감도가 증가하여 SN비가 커짐을 볼 수 있어, 구자석을 이용하

여 전자유량계를 제작할 경우 자기장의 세기가 가능한 최대가 될 수 있도록, 식 (2-13)∼(16)으로

부터 설계해야 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유로관 외벽의 예열 히터 설치 공간과 단열공간을 고려하면, 고온에서 자기장 안정을 

위하여 ALNICO-8의 구자석을 이용할 경우, 위와 같이 3/4인치 유로관에서는 보통 1000∼1300 

gauss 수준의 자기장을 얻을 수 있어 100 lpm의 소듐 유량에서는 약 10mV의 기전력이 발생하여 

신호 수집에 있어 세심한 고려가 있어야 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림 2.20과 그림 2.21의 유량 신호는 신호전송과정의 노이즈의 혼입효과를 줄이고자 

트랜스미터(transmitter) 형태로 신호를 측정한 것인데, 0-20mV를 4-20mA로 변환시켜 주는 

V-A컨버터를 거쳐서 신호획득장치(Data Acquisition Board)까지 전송하며, 신호획득 장치의 단

자에서 250□□의 저항으로 전류신호를 전압으로 변환시켜 측정한 것이다. 그림 2.20의 유량신호는 
그림 2.6의 신호처리기 개발용 장치에서 V-A컨버터를 활용하여 획득한 것이며, 그림 2.21의 신호

는 그림 2.2의 소듐유량 측정 장치에서 동일한 V-A컨버터로 측정한 것으로, 실험장치가 대형화 

될수록 노이즈의 혼입으로 무유량에서도 유량계의 점이 천이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자유량계를 사용할 경우 제작처에 관계없이 반드시 유량계 검증용 장치를 소듐 실험 장치에 설

치하여 교정해야 함을 볼 수 있으며, 구자석 유량계는 그 반복성과 신호의 선형성이 매우 우수

함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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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0 구자석형 전자유량계의  전극배치의 특성

 

   

그림 2.21 구자석형 전자유량계의 자기장 세기에 의한 민감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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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기유도형 유량계의 소듐유량 실험

그림 2.22는 전자기유도형 유량계의 유량 측정 시스템의 개략도로서, 가진코일(Ex)이 양쪽 측

면에 있고 검출코일(Se)이 중앙에 있는 유량계와, 그 반대의 경우에 대하여 실험할 수 있도록 유

량 측정 시스템을 구성하 다. 전자석인 가진코일(Ex)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교류 전원장치

(AC power supply)는 주파수 및 파형, 전류 또는 전압의 크기를 실험 변수에 따라서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acific power source사에서 생산한 선형 교류전원

장치인 AMX112를 사용하여 전자석의 입력 변동에 따른 오차와 노이즈를 최대한 줄이도록 고려

하 다. 표 2.2는 교류전원장치의 주요제원으로 단상-1.2 kVA, 주파수를 0.02∼5kHz까지 변화시

킬 수 있다. 검출코일로부터 유량신호는 신호처리기를 거쳐서 신호수집장치에 입력된다.

그림 2.23은 설계․제작한 전자기 유도형 유량계인데, 유량계의 보빈으로 테프론(Teflon)을 

사용하 다. 가진코일 및 검출코일은 각각 직경 2mm와 1mm의 피복권선으로,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최대 내열온도의 폴리아미드 피복 구리선(내열온도 220℃)을 사용하 다. 보빈 내부에는 상

용으로 구할 수 있는 세라믹 파이프를 2중으로 설치하여 열에 의한 보빈과 코일의 손상을 방지하

면서 공기에 의한 냉각과 배관의 단열이 가능하도록 하 다. 가진코일은 220회 감아서 인덕턴스

(inductance) 값이 코일을 직렬로 연결할 경우 약 9.5mH, 병렬로 연결할 경우 2.3mH가 되도록 하

으며, 검출코일은 800회를 기본으로 하여 중간 부분인 400, 600회에서 분기시켜 검출부의 회전

수에 의한 노이즈 혼입효과를 살펴 볼 수 있도록 하 다. 220회 감은 가진코일에 약 1.5A의 전류

를 공급할 경우 약 20 gauss정도의 축방향 자기장이 유로관 중심에서 검출된다. 또한 800회 감은 

검출코일을 가진코일로 이용하고 양측의 가진 코일을 검출코일로 반대로 이용하는 유량계로 사

용하는 경우 1.5A의 전류를 투입하면 약 45 gauss 정도의 자기장이 측정된다.

그림 2.25는 전자기유도형 유량계의 신호분석 및 신호측정을 위한 기기를 나타낸 것이다. 전자

기유도형 유량계의 신호는 1인치관에서 자기장의 세기(30 gauss)와 유속(1 m/s)을 고려하면 약 

1mV 미만의 기전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신호처리기(signal processor)는 유량계에서  

발생한 미세 신호를 받아들여 증폭시키기 위한 것으로, 입력신호를 왜곡없이 받아들이기 위해 입

력저항이 무한대인 버퍼 증폭기(buffer amplifier 또는 voltage follower)를 거친 신호를, 필요에 

따라 주파수 성분을 통과시키기 위해 저주파 대역 필터(low pass filter) 또는 고주파 대역 필터

(high pass filter)를 거친 후, 신호를 수백배 이상 증폭할 수 있는 차동 증폭기(differential 

amplifier)로 입력되도록 구성하 다. 각각의 증폭기 및 대역필터의 구성에는 National 

Semiconductor사의 중저가형 연산증폭기(operational amplifier) LF351N을 이용하여 제작하 다.

고주파로 구동하는 역에서도 선형적인 유량신호를 얻을 수 있는 유량계를 개발한다면 시간

적으로 변동이 빠른 현상들도 측정 가능한 많은 장점이 있으므로, 넓은 주파수 역에서 이용 가

능한 유량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전자기유도형 유량계는 교류 자기장을 이용하는 것이

므로,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변동에 의해 자기장과 90°의 위상을 갖는 트랜스포머 기전력

(transformer emf)과 솔레노이드에 공급하는 전원선과 신호선 사이의 공기의 저항 및 커패시턴스 

성분에 의해 발생하는 누설 기전력(leakage emf)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성분들은 자기

장의 주파수를 DC에 가까운 저주파로 구동할 경우 대폭 저감시킬 수 있으므로 신호 분석을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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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저주파로써 유량 측정을 시도하 다. 

그림 2.26은 전자기유도형 유량계를 저주파인 교류전원공급장치의 최저 주파수인 20Hz로 가

진하여 0.87A의 전류를 솔레노이드에 공급하여 신호의 처리없이 유량을 측정한 것이다. 그림과 

같이 무유량(횡축의 1V 유량신호)에서 나타난 30mV 내외의 신호들이 유량에 관계없이 전 유량

역에서 측정됨을 볼 수 있다. 그림 2.27은 무유량의 경우 가진 주파수 및 전원의 세기에 따라 

검출코일에서 측정된 신호를 나타낸 것으로, 전원장치의 최대 공급 역에서 100Hz로 가진하는 

경우 약 250mV, 1000Hz로 가진하는 경우 약 2500mV의 신호가 검출되었다. 그림 2.28은 무유량 

신호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측정한 신호의 일부분으로, 100Hz로 가진할 때 검출신호와 자기

장의 위상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검출신호는 유량신호를 발생시키는 자기장과 

90°의 위상을 나타내어, 이 성분이 트랜스포머 기전력 및 누설 기전력과 함께, 전자기유도형 유량

계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생긴 좌우의 가진코일의 미세한 불균형(unbalance)에 의해 발생한 노이

즈 성분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선형적인 유량 신호를 얻기 위해서는 전자기유도형 유량계를 제작할 때, 가진코일을 

감은 후 몰딩 등의 제작의 마무리 앞서, 좌우의 가진코일에 전원을 인가하여, 그 검출신호를 측정

하여 코일의 감은 수를 미세하게 조정하여 불균일의 정도를 최소화해야 한다. 그림 2.29는 수정 

설계한 전자기유도형 유량계의 주요 설계 제원으로, 1차 설계보다 솔레노이드의 L/d(길이-직경

비)를 약간 증가시키고, 유량계의 크기를 줄이면서 가진코일의 감은수를 증가시켜, 감은 수에 따

른 양측의 불균일도를 줄이도록 하 다.

그림 2.25의 신호 처리기의 버퍼증폭기의 전단에서 좌우의 불균일 정도를 튜닝할 수 있도록 

전처리 회로(pre-processor)를 구성하면 1mV 이내의 작은 유량 신호를 검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80 -

그림 2.22 전자기유도형 유량계의 유량 측정 시스템 개략도

표 2.2 교류전원장치 112AMX의 주요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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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 전자기유도형 유량계의 주요 설계 치수

그림 2.24 전자기유도형 유량계 주요 부품 및 조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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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 전자기유도형 유량계의 신호분석 및 

신호측정 기기

그림 2.26 전자기유도형 유량계의 검출신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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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7 전자기유도형유량계 무유량 검출신호

그림 2.28(a) 검출신호와 자기장의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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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8(b) 검출신호의 주파수 특성 

그림 2.29 수정 설계한 전자기유도형 유량계의 설계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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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동지연형 유량계 실험

가. 유동지연형 유량계의 측정 원리

유동지연 분석형 유량계는 거리를 알고 있는 두 지점 사이에 온도, 속도 및 압력 성분의 교란

이 유동의 주흐름을 따라서 흘러가는 지연 시간(delay time)을 측정하여 관내 평균유속을 측정하

는 것으로, 측정 신호의 상호상관(cross correlation)으로부터 유속을 구하기 때문에 상관유속계

(cross-correlation flow meter)라고 한다. 신호 x(t 1)과 y(t 2)사이 상호상관함수(cross correlation 

function)는 식 (2-17)과 같이 정의된다.

  R xy= LimT→∞
1
T
⌠
⌡

T

0
x(t)y(t+τ)dt                                 (2-17)

그림 2.30은 임의 신호 x(t)과 y(t) 사이의 상호상관과 시간변위(time displacement)를 나타낸 

것으로 상호상관도(cross-correlogram)라 부르며, 특정한 시간 변위의 피크(peak)에서 두 신호사

이에 상관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Bendat, 1971, 1993]. 상관함수는 두 신호사이에 지연시간 τ 

가 이동시간(transit time) τ*와 같을 때 최고값을 가진다. 따라서 신호 측정 센서 사이의 거리 l과 

이동시간(transit time) τ*으로부터 유속을 식 (2-18)로부터 구할 수 있다.

  v=
l

τ *                                           (2-18)

이처럼 상관유속계는 두 지점사이의 거리만 정확히 주어지면, 신호처리를 통하여 지연시간을 

구하여 평균유속을 측정하는 원리상으로는 매우 간단한 유량계이나, 신호처리 과정이 복잡하여 

다른 유량계에 비하여 널리 이용되거나 상업화 되지 못하 다. 과거에 비하여 신호처리 기법 및 

전자장비의 괄목할만한 발전으로, 현재에는 초음파 센서로부터 두 지점에서의 시간지연을 구하

여 유속을 측정하는 장비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시간지연은 주파수 해석(frequency analysis)을 통하여 주파수 역(frequency domain)에서 

구할 수도 있다. 두 신호 x(t)와 y(t)의 자기상관함수(auto correlation function) R xx(t)와 R yy(t)의 

푸리에 변환(Fourier transformation)은 auto-spectral density G xx(f)와 G yy(f)로 표현되며, 신호

의 이동시간(transit time) τ xy는 위상변이(phase shift) φ xy로부터 식 (2-20)에서 구할 수 있다. 이

때 두 신호의 상관관계는 코히어런스 함수(coherence function) γ xy로부터 판단한다.

  φ xy(f)=arctan
ImG xy(f)

ReG xy(f)                                (2-19)



- 86 -

  τ xy(f)=
φ xy(f)

2πf                                     (2-20)

  γ
2
xy(f)=

|G xy(f)|
2

G xx(f)G yy (f)      (2-21)

Karlsson은 Studsvik 연구로에서, BWR 및 PWR 연료봉의 장기간 irradiation 시험을 위하여 

만든 Boiling Capsule (BOCA, 그림 2.32)내에 열전대를 삽입하여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평균 유

속을 측정하 다(그림 2.33). 그림 2.31에서 직선으로 구한 기울기는 식 (2-20)으로 표현되는 이동

시간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 연구에서는 1개의 이동시간을 측정하기 위하여 13.33 Hz의 샘플링 

속도로 약 2시간 동안 96000개의 온도 신호를 얻었다. 유속 0.15∼0.35 m/s 범위에서 약 5% 수준

의 상대 불확도(relative uncertainty)를 가진다고 보고하 다[Karlsson, 2003].

앞의 BOCA 실험에서는 3mm의 써모웰(Thermowell)내에 열전대를 삽입하여 온도를 측정하

는데 열전대의 반응시간이 너무 느려, 캡슐을 개조하면서 써모웰을 절개하여 사용하 으며 물

에서 약 0.16s의 시정수를 가지도록 하여 그림 2.31과 같이 2.5 sec 정도의 이동시간을 측정하

다고 보고하 다.

Ruan 등은 핵발전소 복수기(feedwater)의 유량 측정을 위하여, 상관기법과 신경회로(neural 

network)를 적용하여 RTD(백금 측온 센서), 열전대, 그리고 초음파 센서의 가능성을 다양하게 

조사하 는데, 초음파 센서가 가장 유망한 것으로 보고하 다[Ruan, 2003].

Por 등은 원자로 코아 출구에 열전대를 설치하여 냉각재의 속도를 측정하 는데, 이동시간을 

측정하기 위하여 상관기법 대신에 임펄스 반응 함수(impulse response function)를 이용하 다. 

그들은 부다페스트 공과대학(Budapest University of Technology)에 있는 교육용 원자로에서, 직

경 0.2mm의 K-type의 열전대에 내방사선을 위하여 테프론을 코팅하여 온도를 측정하 으며, 코

아를 통과하는 추정 유속의 2.15 cm/s가 되는 유량 역까지 측정하 다[Por, 2003]. 표 2.3은 그

들의 측정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표 2.3 Por 등의 유량측정 결과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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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0 두 신호의 상관함수와 지연시간

                   

그림 2.31 Coherence와 phase 측정



- 88 -

그림 2.32 BOCA장치의 개략도

   

그림 2.33 원자로 출력과 BOCA내부 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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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동지연형 유량계 실험

전단계 연구의 공기유속 측정실험에서 가능성을 제시하 던 방법을 토대로, 유동장에서 교란

성분을 측정하여 지연시간을 얻기 위하여 측정 센서로서 열전대를 사용하 다. 측정하는 센서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대부분 두 지점에서 발생하는 신호의 상관관계를 구하기 위하여 

복잡한 신호 처리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물에서 유속측정 실험을 수행하여 측정 시스템을 준비한 

후, 동일한 유량측정 장치를 소듐 유속 측정에 사용하 다.

열전대는 선형성이 좋고 고온 측정에 주로 이용되는 K-type 열전대를 측정센서로 선정하

다. 열전대는 온도측정을 위하여 주위와 열역학적인 온도평형 시간이 요구되므로, 열전대의 측정

부위인 고온 접점부(hot junction)의 크기에 따른 시정수(time response)를 식 (2-30)을 이용하여 

계산하 다. 이 계산에는 고온 접점부의 형상이 구형(sphere)라고 가정하여 1차원적으로 해석하

다.

  hA(T e-T)=ρCV
dT
dt                                 (2-30-1)  

  
dt

(ρCV/hA)
=

dT
Te-T                                   (2-30-2)

   T-T e=(T 0-T e)e
-t/τ                                 (2-30-3) 

                        

위식에서 h는 열전달계수, A는 전열면적, Te는 주변온도, T0는 초기온도, ρC는 열전대 접점의 

열용량을 나타내며, 열전대의 시정수 τ는 신호특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순간온도변화의 63.2%

에 도달시간으로 정의한다.

  τ=
ρCV
hA                                   (2-31)

시정수는 열전달계수는 공기와 물에 대해서는 Whitaker가 제안한 구에 대한 평균열전달 계수

를 나타내는 식 (2-32), 소듐에 대해서는 Witte가 제안한 식 (2-33)을 사용하여 계산하 다[ 

Mills, 1995].

  

Νu D=2+(0.4Re
1/2
D+0.06Re

2/3
D )Pr

0.4( μμ s )
1/4

0.7<Pr<380, 3.5<Re D<8×10
4                     (2-32)

  
Νu D=2+0.386(RePr)

1/2

Pr≈0.004, 3.56×10 4 <Re D<1.525 ×10
5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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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식에서 Νu는 Nusselt수, Re D는 Reynols수, Pr은 Prandtl수를 나타낸다.

그림 2.34는 고온 접점부가 유체속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을 때의 열전대의 시정수를 나타낸 

것으로, 물과 소듐에 대해서는 0.1mm∼0.5mm의 접점을 사용할 경우 1m/s의 유속에서 10 msec

이내의 온도 변동을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이론적으로 추산됨을 볼 수 있다.

그림 2.35는 두 온도센서의 위치에 따른 유동의 전파시간(propagation time)을 나타내는 직선

에 대하여, 1/32인치의 접점(물-소듐)과 5/1000인치(공기)의 접점을 갖는 열전대의 시정수를 유속

에 대하여 나타낸 것(곡선)으로, 열전대의 시정수가 전파시간의 아랫부분에 있을 경우 이론적으

로는 온도변동을 측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2.36은 온도신호 측정을 위하여 사용한 열전대로서 직경 0.5mm-길이 5mm의 보호관

(sheath)내에 약 0.1 mm의 고온접점부가 형성되도록 제작한 것이다. 1/16인치 스테인리스 지지

대와 보호관은 은납 브레이징(brazing)으로 연결시켰다.

열전대는 2종의 금속으로 구성한 폐회로에 두개소의 접점을 상이한 온도로 유지하면, 제벡효

과(Seebeck)에 의해 열기전력이 생겨서 열전류가 흐르는 원리를 이용하여 온도를 측정하는 것이

다. 온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부위에 접점(hot junction)의 두고서, 다른 접점의 양끝을 전압계

(voltmeter)에 연결하면 두 지점의 온도차에 해당하는 기전력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기전력은 

두 지점의 온도차에 의해서만 생긴 값이므로, 전압계측의 온도를 알고 있어야 정확한 온도값으로 

측정한 기전력을 환산할 수 있다. 이때 연결 단자측을 냉접점(cold junction)이라 하며, 온도를 알

기위하여 얼음물 또는 IC센서를 이용하여 보상해주는데, 이것을 냉접점보상(cold-junction 

compensation)이라 한다. 또한, 열기전력과 온도사이에는 잘 알려진 균질회로의 법칙, 중간금속

의 법칙, 그리고 중간 온도의 법칙이 있는데, 열전대선을 온도 측정 부위에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

지는 구리선 등의 보상선을 이용하여 비용을 저감하는 경우가 많다.

그림 2.37은 온도 신호 및 master 유량계의 신호를 측정하기 위한 신호수집장치로서 NI사의 

DAQPad-6015USB(16bit, 200kS/s, 8Ch differential)를 사용하 다. 온도 측정시 냉접점이 형성되

는 신호수집장치의 터미널 단자 부위에 온도 편차가 생기거나 유동이 있을 경우, 측정신호는 정

확한 온도 값을 반 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냉접점을 터미널단자 외부에 만들어 단열

시켰으며, 전압으로 입력된 온도 센서의 신호로부터 물리적으로 판단이 용이한 온도값으로 변환

하기 위하여, 교정없이 온도값을 출력시켜주는 IC센서(LM 35, National Semiconductor)를 설치

하여 냉접점부의 온도를 보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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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 고온 접점부의 크기와 열전대의 시정수 

그림 2.35 유속 전파시간과 열전대의 시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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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6 온도신호 측정 열전대

그림 2.37 신호수집장치와 냉접점부 단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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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8은 신호측정 및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SW)로서, Labview 7.0을 사용하여 구성한 

것이다. 이 SW는 입력 신호의 순간값(instant value), 평균값(mean value)을 선택하여 raw data

를 수집하거나, 신호분석을 위한 파워스펙트럼(power spectrum), 상호상관(cross correlation) 또

는 상호스펙트럼(cross spectrum)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다.

그림 2.39는 유동지연형 유량계 실험을 위한 물 실험장치의 개략도이다. 실험부는 내경(Di) 1

인치의 SUS304 관을 이용하여 제작하 으며, 센서(열전대)를 설치하기 위한 port는 다양한 지점

에서 신호를 비교할 수 있도록 측정부의 시작점에서 약 40Di 떨어진 곳에서부터 1Di 간격으로 5

개소, 이후 5Di 간격으로 5개소 등을 설치하 다. 첫 번째 port 앞에는 온도변화를 주기 위한 가

열기나 와류 발생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그림 2.40은 물 실험장치로서, 물 순환을 위해서는 내산형 원심펌프(1.5kW, 100 lpm)를 사용하

으며, 측정부의 선단에는 서지탱크(surge tank)를 설치하여 유동이 흔들림이 없도록 구성하

으며, 물 저장탱크 및 서지탱크에는 케이블 히터를 부착하여 물의 온도를 일정하게 조절할 수 있

도록 제작하 다. 저장탱크 및 서징탱크의 외부에는 케이블 히터를 설치하여 온도 조절이 가능하

도록 구성하 으며, 장치의 모든 부분은 보온용 단열재 및 세라믹울(ceramic wool)로써 단열하

다. 유량 측정을 위한 master-meter로써 ABB사의 볼텍스 유량계(vortex flowmeter) 10VT1000

과 유량범위가 서로 다른 세 개의 로타메타(rotormeter) ECT-1(20lpm, 50lpm, 100lpm)을 설치하

다[2.25].

그림 2.41은 master-meter를 교정한 결과로서, 로타메타 제작업체(E-Flow Tech사)에서 1차

적으로 교정한 결과와 볼텍스 유량계의 출력신호를 상호 비교하여 검증한 것이다. 또한 그림에는 

유량 측정용 열전대의 선단에 설치한 와류발생기(카트리지 히터, 220V-150W-3/8인치 튜브)에서 

생성되는 Karmann shedding vortex의 주파수를 식 (2-34)의 Strouhal수로써 계산하여 표시하

다.

  St=
fD
V                                     (2-34)

위식에서 f는 주파수, V는 자유흐름의 속도, 그리고 D는 실린더의 직경이며, Reynolds수가 

100∼105범위에서 Strouhal수를 약 0.21로써 계산하 다.

측정부에 5개의 열전대를 1Di간격으로 설치하여 온도신호를 측정한 것으로, 채널당 500Hz의 

속도로 샘플링하여 50,000개의 자료를 수집하 다. 그림 2.42는 측정한 두 채널(TC위치: 1Di, 

3Di)의 온도값을 나타낸 것으로, 온도값이 매우 불규칙하게 움직이나, 그림에서 동그라미로 표시

한 것처럼 유사한 패턴이 약간의 시간 간격을 두고 나타남을 볼 수 있다. 그림 2.43은 지연시간을 

구하기 위하여 상관계수(cross correlation)로부터 최대값을 찾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측정한 온도

신호 파일로부터 기준 채널과 비교 채널을 탐색 window 수를 기준으로 scan 범위내의 상관계수

를 계산하고 최대값을 탐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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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8 신호측정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성

그림 2.39 유동지연형 유량계의 물모의 실험장치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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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0 유량계 물실험장치 

그림 2.41 Master-meter의 교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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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4(a)는 위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유량에 대한 지연시간을 구한 것으로, 기준 시간

에 따라 지연시간이 변동함을 볼 수 있다. 그림 2.44(b)는 지연시간을 평균하여 유량에 대하여 나

타낸 것으로, 평균 지연시간으로부터 두 온도센서의 거리(2Di=50.8mm)를 고려하여 유속을 추정

해보면, master-meter의 유량으로부터 구한 측정부의 평균 유속과는 2배 정도의 큰 차이를 나타

낸다. 그림 2.45는 최대값의 상관계수를 나타내는 피크(peak)를 찾는 과정을 나타낸 것으로, 피크

치 탐색이 모호하여 평균유속 추정에 큰 차이를 발생시킨다. 또한 유동장 속에 유동교란봉을 넣

어서 교란봉 후류의 Karmann vortex의 주파수를 FFT방법으로 추출해 보면, 온도센서가 주파수 

성분을 감지하지 못함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온도 센서가 주위의 유동장을 반 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 수준의 열전대를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소듐 루프에 같은 사양의 온도 센서를 장착하여 신호처리 실험을 수행하 다. 소듐실험

의 경우 다량의 노이즈가 혼입되었고, 센서의 감응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용한 직경이 매우 작은 

센서(0.1mm)의 hot-junction이 짧은 시간에 절손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 다. 따라서 상관기법

의 지연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유동장의 특성을 빠르게 반 할 수 있도록 고온용 압전센서

(piezo sensor)를 이용한 압력측정 방법, 전자기적 방법, 또는 초음파 센서 등의 새로운 측정 방안

을 도입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소듐용 유량계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도록 기존 소듐루프를 보완하 고, 신호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소형의 소듐 장치를 제작하여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하 다. 개념을 개발한 전자기유

도형, 유동지연분석형 유량계 및 보완한 구자석형 유량계를 설계․제작하여 성능검증 실험을 

수행하 다. 유량계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기초자료를 생산하 다. 구자석형 유량계는 비교적 

좋은 신뢰성을 나타내었으며, 전자기유도형은 수백 µV 수준의 미세 유량신호처리를 얻기 위한 

고난이도 신호처리 기술 개발에 지속적인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유동지연분석형 유량

계의 경우 소듐 실험에는 온도 센서를 이용하는 방법보다는 유동교란 신호를 좀 더 용이하고 안

전하게 얻을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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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 두 채널의 온도 측정값

그림 2.43 상관계수를 구하기 위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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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4 평균 지연시간과 유량

그림 2.45 지연시간과 상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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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소듐 오염기기의 표면 세정기술 개발

소듐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액체금속로에서는 소듐시설 운 시에 오염되는 기기들을 보수, 처

분 및 재활용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현재에는 원자로 설계단계에서부터 소듐시설의 폐기, 처분을 

고려하여 단순화가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기술은 소규모 소듐 실험시설의 운용 

뿐만 아니라 원자로 건설, 보수 및 운전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필수적인 기술이다. 

이 연구의 단기적인 목적은 실험실에서 사용한 기기 및 배관에 남아 있는 폐소듐을 처리함에 

있고, 장기적으로는 대형 실험시설과 원자로 등에서 사용한 폐소듐을 처리하고, 핵연료 교체시에 

사용한 핵연료 등과 같은 소듐에 오염된 기기를 안전하게 세정하는 기법을 개발함에 있다. 1차년

도에는 세정후 잔류소듐을 분석, 제거하는 방법을 도출하기 위하여 해체된 소듐 정제루프의 콜드

트랩을 대상으로 N2-steam 세정법으로 세정시험을 수행하 고, 2차년도에는 재사용기기의 손상

방지방법을 연구하기 위하여 N2-steam 세정법과 CO2기포 세정법의 성능비교 실험을 수행하

다. 또한 폐 소듐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caustic 공정의 장, 단점을 분석하 고 이를 토대

로 소규모 장치로 caustic 공정에서의 반응특성 실험을 수행하여 반응성 완화조건 및 반응속도 

등을 분석하 다.

1. 세정후 잔류소듐 분석 및 제거방법 도출

가. 실험개요

소듐오염기기로부터 소듐을 제거하는 것은 수소가스가 발생하므로 평시 소듐시설 운전에서보

다 훨씬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적절한 세정방법이 고려하여야 한다. 소듐은 공기, 물, 혹

은 다른 화학화합물과 반응하는데 이러한 반응들은 잠재적인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

와 절차가 필요하다. 또한 소듐에 오염된 기기들의 크기, 종류 및 형상과 이의 재활용 여부에 따

라 세정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이 실험에서는 전 단계에서 해체된 콜드트랩으로부터 소듐을 안전

하고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N2-steam 세정법을 사용하 고, 이 방법이 세정표면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나. 실험장치

콜드트랩 세정실험 장치는 그림 3.1과 그림 3.2에 보여진 바와 같고, N2-steam 세정법을 사용

하고 있다. 이 장치는 최대 증기유량 27 kg/hr, 최대압력 7 kg/cm
2
까지 제어가 가능한 증기발생

기, 콜드트랩의 세정부에서 불활성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질소를 공급하는 가스공급계통과 

질소가스 가열기, 세정전 콜드트랩에 존재하는 소듐의 용해물을 수용하기 위한 drain tank, 세정

의 최종단계에서 수세정을 위하여 물을 공급하는 water tank, 콜드트랩의 반응용액들의 액위를 

측정하기 위한 level indicator, 반응가스의 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한 buffer tank, 고온의 반응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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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냉각시키고 반응가스내 존재하는 소듐반응물을 트랩시키기 위한 gas bubbler, 그리고 반응가

스 중 수소를 측정하기 위한 수소측정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 탱크류

일반적으로 소듐루프에는 다양한 종류의 탱크가 여러 가지의 구조와 크기에 따라 설치되며, 

그 용도가 각각 다르다. 본 장치에 설치된 기본적인 탱크는 drain tank, water tank, gas bubbler

가 있다. 

Drain tank는 콜드트랩을 세정하기 전에 콜드트랩에 남아있는 소듐을 가열하여 용융된 소듐

을 수용하며 배관 및 콜드트랩에 존재하는 소듐용액을 drain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고, 소듐이 중력이 쉽게 drain될 수 있도록 모든 장치의 최하단부에 설치되어 있다. 

Water tank는 콜드트랩이 수증기/질소혼합가스에 의하여 대부분의 소듐이 세정된 후 소량의 

잔류소듐을 제거하기 위하여 물을 공급하는 탱크로서 물이 콜드트랩에 용이하게 공급되도록 설

계되어 있다. 

Gas bubbler는 콜드트랩의 세정시 발생되는 반응가스 중에 포함된 고형물질을 제거하고, 고온

의 반응가스 온도를 냉각시키도록 외부에는 물 자켓이 설치되어 있다.

2) 세정액의 공급계통

콜드트랩의 세정액은 수증기와 질소가스의 혼합가스에 의하여 공급된다. 질소는 고용량의 가

열기에 의하여 가열되어 수증기발생기에서 발생된 증기와 함께 콜드트랩에 공급된다.

3) 콜드트랩

실험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콜드트랩의 입구 관을 통하여 수증기/질소 혼합가스를 공급

함과 동시에 반응용액을 배출시킬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출구 관을 통하여서는 세정수를 공급함

과 동시에 반응가스를 배출시킬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콜드트랩 구조를 일부 변경하

다.

기존 정제루프에 사용된 콜드트랩은 550 x 227mm의 크기이다. 내부는 wire mesh로 충진되어 

있고 외부는 콜드트랩의 냉각을 위한 air blowing jacket이 설치되어 있다. 콜드트랩의 냉각을 위

하여 이중 jacket이 설치되어 있고 내부표면에 가열기가 설치되어 있다. 그림 3.3처럼 정제루프상

의 소듐이 상부의 중앙관을 통하여  인입되어 wire mesh를 통과한 후 상부 배출관을 통하여 정

제된 소듐이 배출된다. 그리고 상, 하부에는 콜드트랩의 온도를 제어하기 위한 열전대가 설치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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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콜드트랩 세정장치의 P&ID



- 102 -

그림 3.2 콜드트랩 세정장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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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기존 콜드트랩

그림 3.4 콜드트랩의 구조 수정



- 104 -

해체된 콜드트랩의 하부에 설치된 drain line은 콜드트랩의 하부 밑변보다 50mm정도 돌출되

어 있다. 이는 콜드트랩 운 시 침전된 소듐산화물이 drain line을 통하여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콜드트랩을 세정하기위해서 반응용액들이 배출되어야 하므로 콜드트랩

의 상하부를 거꾸로 설치하도록 하 다. 또한 콜드트랩의 입출구관을 통하여 수증기/질소 혼합가

스가 공급됨과 동시에 반응용액이 배출되어야 하고, drain line을 통하여 세정수가 공급되고, 이와 

동시에 반응가스가 배출되도록 그림 3.4처럼 기존 콜트트랩의 구조를 변경하 다.

4) 배관 및 보조설비

수증기가스와 질소가스가 공급되는 관과 소듐이 drain되는 모든 관은 1/2"파이프로 배관하

으며, 기계적 특성이 잘 유지되는 스테인레스 스틸파이를 사용하여 하중 및 압력, 온도상승에 따

른 팽창 등을 고려하 다. 특히 소듐이 직접 drain되는 배관들은 외부로부터 기 을 유지하기 위

하여 용접에 의한 연결방식을 택하 고, 중력에 의하여 소듐 및 관련 반응용액이 drain tank로 배

출되도록 기울기를 주었다. 질소공급계통, 물 순환라인, 반응가스 배출라인은 1/2" tube를 사용하

다.

한편 수증기/질소 혼합가스 및 소듐 drain line에 설치된 밸브들은 고온용으로서 소듐의 특성

상 누출이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특수밸브인 고성능 벨로우즈 로브 밸브를 사용하 다.

5) 제어계통

실험장치의 안전한 운전 및 제어 그리고 효율적인 실험자료의 확보를 위해서는 제어계통이 매

우 중요하며, 장치 건조시 제어계통도 함께 설치되었다. 주요 실험자료는 data acquisition을 통하

여 PC에 입력시켜 추후 효율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하 다.

① 배관의 가열 및 온도제어

수증기/질소가스가 공급되는 관과 소듐이 drain되는 모든 관에는 가열기가 3개의 권역으로 나

누어 설치되어 있다. 수증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실험환경으로 인하여 테이프형 가열기를 배제하

고 sheath형 가열기를 배관에 설치하 다. 배관에 흐르는 수증기가 응축되지 않도록 가열기는 조

하게 설치하 다. 모든 온도는 배관에 설치된 열전대의 온도측정과 함께 제어반에 설치된 TIC

에 의하여 제어된다.

 ② Level indicator

콜드트랩의 세정이 진행됨에 따라 소듐-물반응 생성물이 콜드트랩에 축적된다. 이러한 반응용

액의 액위를 측정하기에 의하여 콜드트랩과 같은 위치에 level tank가 설치되어 있다. 이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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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k에는 액위를 측정하기 위한 4개의 spark plug가 등거리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다. 반응용액이 

spark plug에 접촉하면 전기적으로 합선되는 원리를 응용하여 액위를 측정하 다.

③ 유량계

질소 와 수증기의 유량 측정을 위하여 질소 및 수증기 유량계가 설치되어 있다. 질소 유량계는 

totalizer가 설치된 thermal gas mass flowmeter로서 최대 10,000ℓ/min의 유량을 측정할 수 있으

며 출력으로서 0-5VDC 와 4-20mA를 제공한다. 한편 수증기 유량계는 vortex 유량계로서 출력

으로서 4-20mA를 지원한다.

다. 실험방법

1) 실험장치내의 초기 진공 및 질소 공급

콜드트랩에 수증기/질소 혼합가스를 주입하기 전 콜드트랩 및 배관상의 불활성 분위기를 유지

하기 위해 실험장치를 진공으로 유지시킨 뒤 질소를 공급한다. 이러한 조작을 적어도 3 회 이상 

반복한다.

2) 배관부 가열

각 배관은 약 150 ℃ 까지 가열된다. 질소공급라인의 가열기도 이때 작동된다.

3) 콜드트랩내 잔존 소듐 배출

해체된 콜드트랩 및 입출구 배관에는 약 18kg의 소듐이 잔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세정 전에 

용융 가능한 소듐 및 소듐산화물은 배출되어야 한다. 콜드트랩의 내외부에 설치된 가열기를 통하

여 클드트랩은 약 400 ℃까지 가열되고 용융된 소듐은 drain tank로 배출된다.

4) 수증기/질소 혼합가스의 공급

수증기를 콜드트랩에 주입하기 전에 약 200 ℃이상의 고온 질소가스를 콜드트랩에 공급한다. 

이는 콜드트랩과 그 주변에 미 용융된 소듐을 용해시켜 배출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작업이 

종료된 후 수증기 공급시험을 수행한다. 콜드트랩에 주입되기 직전에 설치된 바이패스 밸브에 수

증기를 흘려 보내 정상적으로 건조 수증기가 공급되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수증기와 질소의 혼

합가스를 낮은 유량에서부터 서서히 콜드트랩에 공급한다. 

주입되는 수증기와 질소의 양은 각각 0∼18, 10∼80g/min이었다. 특히 반응중에 발생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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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가스의 폭발임계농도인 4%를 초과하지 않도록 수증기와 질소의 양을 엄격하게 조절하

다. 주기적으로 수소측정기에서 반응가스 중 수소농도를 점검, 기록하면서 수소 농도가 4%를 

넘지 않도록 감시한다. 또한 질소 및 수증기 유량, buffer tank의 반응가스 온도와 압력을 기록

한다.

5) 수용액의 공급

세정작업을 통해 발생되는 수소가스의 양을 지속적으로 계측하 고, 수소가 배출되지 않으

면 일차적인 세정이 완료된 것으로 판단하 다. 최종적으로는 콜드트랩 내부의 좁은 틈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미반응 소듐이나 소듐산화물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하여 물로 세정하 다. 물에 

의한 세정작업에서는 수용액의 전도도를 측정하 으며, 이의 변화가 감지되지 않았을 때 모든 

실험을 종료하 다.

6) 세정표면 분석 

세정실험을 종료한 후 콜트트랩은 실험장치로부터 해체, 절단하 고, 세정표면상에서 소듐

의 잔존여부와 재질 변화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EDX-SEM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 방법으로 분석하 다.

라. 실험결과

그림 3.5는 1차 콜드트랩 세정실험에서 N2-steam 세정시 발생되는 수소농도를 보여주고 

있다. 수소농도는 수증기 주입 직후 급격히 증가되고 50분이 경과된 후 약 3.2%에 이르 으며, 

460분 시점에서 최대 4.5%가 되었다. 하지만 어떤 폭발도 발생하지는 않았다. 수증기 주입 후 

110분과 280분 사이에는 미량의 질소와 수증기가 주입되면서 적은 양의 수소가 발생되었다. 

그림 3.6은 시간에 따른 콜트트랩 내부에서의 온도와 압력변화를 각각 보여주고 있다. 시간

에 따른 온도와 압력의 변화추이는 시간에 따른 수소농도 변화추이와 동일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콜드트랩 내부에서 측정된 최대온도 및 최대압력은 각각 256℃와 0.073MPa인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림 3.7과 3-8은 2차, 3차 콜드트랩세정실험 결과를 각각 보여주고 있다. 그림 3.7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수소농도는 수증기 공급 직후 크게 증가하 다. 이후에 수소농도는 약 0.7%로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그림 3.8은 3차 콜드트랩세정실험에서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수소농도는 약 0.6%로 유

지되고 있으나 세정시간 120분에서 높은 수소농도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wire mesh와 

벨로우즈 벨브의 좁은 틈사이에 존재하는 미반응 소듐이 수증기와 급격히 반응하는 것에 기인

하는 것으로 보인다. 4차, 5차, 6차 콜드트랩세정실험에서 수소농도는 0.2%이내에서 유지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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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세정시간과 질소, 수증기 공급유량에 따른 수소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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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세정시간과 질소, 수증기 공급유량에 따른 반응기내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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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세정시간과 질소, 수증기 공급유량에 따른 수소 배출 농도 

변화(2차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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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세정시간과 질소, 수증기 공급유량에 따른 수소 배출 농도 

변화(3차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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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드트랩으로의 수증기 주입이 종료된 후, 약 40ℓ의 물을 펌프로 순환시켜 주입하면서 미 반

응 소듐과 소듐 반응생성물을 세정하 고, 5분마다 전기전도도를 측정하 다. 완전한 세정이 이

루어질 때까지 이러한 작업을 반복하 다. 

배출된 세정액의 전기전도도와 수소농도 변화를 측정한 결과, 물 주입 초기를 제외하고는 수

소 발생량이 적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물 세정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측정한 결과, 최소 

전기전도도는 230μS이었다(그림 3.9). 

그림 3.10과 3-11은 주입된 수증기량과 발생된 수소 양을 기준으로 N2-steam세정에 의하여 

콜드트랩에서 제거된 소듐의 양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과 같이 콜드트랩 내에 잔존하는 소듐을 

세정하기 위하여 Na + H 2O →NaOH+1/2H 2  반응식의 양론비보다 과량의 수증기가 공급되었으

며, 계산결과 순수 소듐 및 소듐산화물에 포함된 소듐 1.2 kg을 제거하는데 약 6.1 kg의 steam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12는 세정 후 해체, 절단한 콜드트랩을 보여주고 있고, 그림 3.13은 광학현미경에 의한 

반응기 내부 세정표면과 반응기 외부 미세정표면의 분석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13(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정표면이 붉은 색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산화부식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그

림 3.13(b)의 반응기 외부 미세정표면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그림 3.14는 세정실험 종료 후 콜드트랩의 내부표면을 각 지점에서 EDX로 분석한 결과를 보

여주고 있다. SEM사진의 S2, S3, S4, S5 지점에서 상당량의 산소가 검출되었는데, 이 결과로부

터 표면에서 산화에 의한 부식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하 다. 이는 소듐-물 반응에 의한 반응열과 

반응생성물의 향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S2, S3, S4에서 검출된 1%이내의 Na는 소듐산화물 형

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3.15는 S2지점에서, 표 3.1은 그림 3.13의 S1, S2, S3, S4, 

S5 지점에서의  EDX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결과로부터 산소와 잔존 소듐이 표면에 존재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16과 표 4.2는 콜드트랩에 충진된 wire mesh 표면의 EDX 분석결과이다. 콜드트랩의 

표면분석결과와 비슷하게 S2 지점을 제외한 S1, S2 지점에서 산소와 소듐이 검출되었다. 이상에

서 살펴본바와 같이 콜드트랩은 N2-steam 세정에 의하여 안전하게 세정되는 반면에 재질이 손상

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스틸이 고온에서 장기간 소듐에 노출될 경우 탄소가 과립자의 경계로 이동하여 상당히 농도를 

유지하며 존재하게 되면 금속성 카바이드가 생성된다. 이러한 카바이드들은 물과 소듐의 화학반

응, 그 생성물인 NaOH와 반응하면서 부식이 발생된다. 

현재 액체금속로에는 이러한 부식에 민감한 304 스테린레스 스틸이 사용되기 때문에 재사용

부품에 대하여 물을 사용하여 세정하는 경우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본 연

구에서는 재사용 오염기기의 손상방지를 최소화하고 반응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CO2 기포세정기

법을 개발하여 이 세정법이 재질의 손상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고, 아울러 N2-steam 세정기

법과 CO2 기포세정기법간의 세정특성을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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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배출용액의 전기전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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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수증기 공급량과 수소 생성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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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수증기 주입량과 소듐 제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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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3.13 세정표면(a)와 미세정표면(b)의 광학현미경 사진

그림 3.14 콜드트랩 표면의 EDX-SE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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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S2지점에서 원소 분석결과

표 3.1 콜드트랩 표면의 원소 조성 

Spectrum C O Na Si Ca Cr Mn Fe Ni Total

S1 7 0.56 17.62 1.37 65.21 8.24 100

S2 6.9 33.92 0.99 0.41 6.06 0.61 49.85 1.25 100

S3 13.05 34.1 1.01 0.65 6.38 0.67 42.78 1.37 100

S4 7.6 30.11 1.21 0.42 0.26 9.27 0.48 45.58 5.08 100

S5 7.01 15.66 0.39 15.19 0.82 50.41 10.52 100

Max. 13.05 34.1 1.21 0.56 0.65 17.62 1.37 65.21 10.52

Min. 6.9 15.66 0.99 0.39 0.26 6.06 0.48 42.78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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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Wire mesh 표면의 EDX-SEM 사진

   

표 3.2 Wire mesh의 원소 조성

Spectrum C O Na Mg Si Or Mn Fe N Total

S1 24.56 13.28 1.85 3.18 0.28 11.06 0.59 39.98 5.22 100.00

S2 7.89 17.09 0.57 65.15 9.29 100.00

S3 25.40 7.38 0.84 1.43 12.57 0.50 45.53 6.36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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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사용기기 손상방지방법 연구

가. 실험개요

앞의 결과를 보면 N2-steam 세정기법은 세정대상 기기의 재질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CO2 기포세정기법을 개발하 다. 소듐과 물이 반응하면 재질 부식 의 

원인인 NaOH가 생성되는데, 이 NaOH를 CO2와 반응시켜 스틸에 안정한 형태인 Na2CO3로 변환

시키는 것이 CO2 기포세정기법의 세정원리이다. 즉, 수중에서 CO2가 기포화 될 때 CO2는 습윤성

을 가지게 된다. 일차적으로 CO2에 함유된 수분이 소듐과 반응하면 NaOH가 생성되고,이 NaOH

는 생성되는 즉시 CO2와 반응함으로서 Na2CO3가 생성되는 세정기법이다. 

CO2 기포세정은 식 (4-1)과 같은 화학반응에 의하여 진행된다.

Na + H2O(g) → NaOH + ½H2 (4-1a)

2NaOH(s) + CO2(g) → Na2CO3(s)                  (4-1b)

Na2CO3(s) + CO2 + H2O → 2NaHCO3 (4-1c)

이 세정기법의 주요 실험조건은 CO2의 습윤도, 반응기의 온도, CO2의 유량이며 반응 중 발생

되는 수소농도는 4% 이내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제어되어야 한다. 이 실험에서는 CO2기포 세정법

과 N2-steam 세정법의 세정특성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시편의 표면오염 상태를 변화시키면서 

실험을 수행하 다.

나.실험장치

이 실험에서는 그림 3.17, 3-18과 같은 구조로 실험부를 만들어 그림 3.1의 콜드트랩 세정장치

에 부착하 다. CO2 기포세정 실험부는 CO2가스가 기포화되면서 습윤화되는 bubbling 탱크, 습

윤도 측정센서, 시편을 시험할 수 있도록 다공성 플레이스트가 설치된 반응기로 구성되어 있으

며, 실험절차는 콜드트랩의 세정실험절차와 유사하다. 

다. 세정실험

1) 세정시편

N2-steam 세정기법과 CO2 기포세정기법의 세정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그림 3.19, 3-20과 같

이 직육면체형, 플레이트형 및 파이프형 시편을 준비하 으며 재질은 STS 316을 사용하 다. 

직육면체 시편의 상부 및 좌우측면에는 원자로에서 사용되는 기기들의 구조를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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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vice를 갖도록 하 다. 직육면체 좌측면에는 그림 3.19에 보여진 바와 같이 crevice의 깊이가 

3mm, 폭이 0.3, 0.5, 0.5mm, 길이가 100mm, 그리고 우측면에는 crevice의 깊이가 5mm, 폭이 0.3, 

0.5, 0.5mm, 길이가 100mm가 되도록 하 고 상부면에는 좌우측면에 있는 동일한 crevice들을 가

공하 다.

평판형 시편은 70mm×70mm×5mm이며, 재질은 STS 316을 사용하 으며, 파이프 시편의 규

격은 ø25.4mm(ID)×100mm, SCH40을 사용하 다. 직육면체형, 평판형,  파이프형 시편의 기하학

적 배치 구조는 표 4.3과 같다. 

소듐에 오염된 시편은 미리 준비한 시편을 그림 3.21에 보여진 용융포트 안에 약 150℃에서 3

시간 이상동안 담아 두어 가공해둔 crevice에 소듐이 침윤되도록 하여 만들었다. 그림 3.22는 소

듐에 오염되기전 시편, 그림 3.23은 실험에 사용하기 위한 소듐오염시편을 보여주고 있다.

CO2 기포세정에서의 실험방법은 콜드트랩 세정실험방법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수행하 다. 

CO2 세정실험은 CO2 가스가 습윤도 가지도록 bubbling tank에서 기포화시켜서 실험부 하부를 

통해 70g/min으로 공급하 으며, bubbling tank의 온도는 80℃로 유지하 다. 세정실험을 종료된 

시편들에 대해서는 소듐잔존여부와 재질 변화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EDX-SEM(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 방법으로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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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CO2 기포세정 실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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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CO2 기포세정 실험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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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직육면체 시편

                   (a)                          (b)

그림 3.20 평판형(a)과 파이프형 시편(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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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시편의 기하학적 배치 구조

위치 Depth(mm) Wide(mm) Length(mm) Diameter(mm)

Top

3

0.3

0.5

1

5

0.3

0.5

1

3
1

0.5

5
1

0.5

Left 3

0.3 100

0.5 100

1 100

Right 5

0.3 100

0.5 100

1 100

Upper 3
1

0.5

Bottom 5
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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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소듐 용융 포트



- 122 -

라. 실험결과

그림 3.24와 3-25는 N2-steam 및  CO2 기포세정 후의 시편이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N2-steam 세정 후 시편은 육안상 깨끗한 상태 지만, CO2 기포세정 후의 시편은 세정표면에 많

은 결정들이 침적되어 있었다. 그림 3.25의 세정표면에 침적된 결정을 열분석한 결과(그림 3.26) 

200℃까지 56.6%의 무게가 감량이 되었으며, 이는 Na2CO3중 CO3가 열분해됨으로써 나타나는 현

상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27은 세정표면을 분석하기 위하여 세정 후 시편의 절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28

는 N2-steam 세정실험과 CO2 기포세정실험 후에 깊이가 5mm인 직육면체시편의 상부면의 

crevice 표면을 분석할 위치를, 표 4.4는 이들에 대한 분석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절단된 시편은 

마운팅 및 폴리싱(Polishing, 3㎛-0.25㎛. 그림 3.29)을 하 으며 분석 전 골드코팅을 하 다.

N2-steam 세정실험에서 crevice의 폭이 1.0mm이었을 때 분석위치 P1, P2에서 NaOH에 의한 

산화부식현상이 목격되었다. 하지만 crevice 입구쪽에서는 부식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소

듐과 증기와의 반응 생성물인 NaOH가 crevice 하부 쪽에 축적되면서 산화부식이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보다 crevice의 폭이 더 좁은 P4와 P6 지점에서의 산소농도는 각각 57.5, 66.5%로

서 crevice 폭이 1mm이었을 때인 P1지점에서의 산소농도 31.3%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4.4의 CO2기포세정 실험결과를 보면, N2-steam 세정실험에서 나타난 분석위치 P1, P7에서

의 산화부식현상은 볼 수 없었고, 시편의 crevice 폭이 0.3mm인 가장 좁은 P7위치에서도 잔류소

듐이나 부식현상은 볼 수 없었다. 평판과 파이프형의 세정실험결과에서도 N2-steam 세정실험한 

시편표면에서는 부식현상은 보 지만, CO2기포 세정실험한 시편표면에서는 재료의 부식현상은 

없었다. 즉, Na2CO3의 생성으로 인하여 세정표면의 재질약화를 방지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N2-steam 세정법에 의한 콜드트랩 세정실험에서 발생된 수소농도의 최고치는 4.5%이었으며, 

안전한 반응제어가 가능하 다. 콜드트랩 내에 잔존한 소듐양은 약 1.2kg으로 추정되며, 이의 세

정을 위해 6.1 kg의 steam이 사용되어 이론적 양론비보다 과량의 수증기가 공급되었다. 세정후 

표면분석 결과, 소듐-물 반응에 의한 반응열과 반응생성물의 향에 의하여 생성된 표면산화가 

목격하 으며, 표면에 세정되지 않은 미량의 소듐이 잔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O2 기포세정기법과 N2-steam 세정기법의 세정특성을 비교한 결과, N2-steam 세정실험에서

는 재질 부식현상을 볼 수 있었지만, CO2 기포세정기법을 사용하면 재질의 손상이 없었다.   

N2-steam 세정기법은 소듐에 오염된 기기로부터 소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유리한 반면에, 

CO2 기포세정기법은 재사용하고자 하는 기기의 세정에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이 연구결과는 소듐관련 실험장치, 핵연료 교환시스템, 원자로폐기를 고려한 액체금속로 시스

템 설계에 직접 활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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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소듐 오염전 시편

그림 3.23 소듐 오염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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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N2-steam 세정후 시편

그림 3.25 CO2 기포세정후 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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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Na2CO3의 열분석 결과

그림 3.27 시편 절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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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세정시편의 표면분석위치

그림 3.29 시편의 마운팅 및 폴리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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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직육면체 시편의 각 위치에서 EDX-SEM 분석결과

       (all results in atomic percent)

     Spectrum

분석위치

N2 세정기법 CO2 기포세정기법

O Cr Mn Fe Ni Total O Cr Mn Fe Ni Total

P1 31.3 12.2 1.0 49.6 5.4 100 20.2 1.5 71.1 7.2 100

P2 42.5 10.6 1.4 41.3 4.2 100

P3 21.4 1.4 71.5 5.7 100

P4 57.5 8.4 0.2 31.4 2.5 100

P5 19.8 1.4 70.9 7.9 100 20.3 1.6 70.4 7.7 100

P6 66.5 5.6 0.1 26.0 1.8 100

P7 6.1 16.1 1.2 68.3 8.3 100 20.2 1.1 71.2 7.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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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소듐 처리기술 개발

소듐처리기술 개발은 소듐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액체금속로에서는 운전 후 소듐에 오염된 기

기들의 보수, 처분 및 재활용 등을 위하여 원자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설계개념 단순화가 가능하

고, 소규모 소듐 취급 실험시설 뿐 아니라 원자로 건설, 보수 및 운전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필수

적인 기술이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단기적인 목적은 실험실에서 사용한 기기 및 배관에 잔재하

는 폐소듐을 처리함에 있고, 장기적으로는 대형시설과 원자로에서 사용한 폐소듐을 처리하고, 핵

연료 교체 시에 사용한 핵연료 등과 같은 소듐에 오염된 기기를 안전하게 세정하는 기법을 개발

함에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1차년도에는 세정후 잔류소듐을 분석하고 제거방법을 도출하기 위

하여 해체된 소듐 정제루프의 콜드트랩을 대상으로 N2-steam 세정법으로 세정시험을 수행하

고, 2차년도에는 재사용기기의 손상방지방법을 연구하기 위하여 N2-steam 세정법과 CO2기포 세

정법의 성능비교 실험을 수행하 다. 또한 폐소듐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caustic 공정의 

장, 단점을 분석하 고 이를 토대로 소규모 caustic 공정에서의 반응 특성 실험을 수행하여 반응

성 완화조건 및 반응속도 등을 분석하 다.

1. Caustic 공정에서의 반응성 완화 연구

가. 서언

소듐처리기술 개발은 소듐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액체금속로에서는 운전 후 소듐에 오염된 기

기들의 보수, 처분 및 재활용 등을 위하여 원자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설계개념 단순화가 가능하

고, 소규모 소듐 취급 실험시설 뿐 아니라 원자로 건설, 보수 및 운전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필수

적인 기술이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단기적인 목적은 실험실에서 사용한 기기 및 배관에 잔재하

는 폐소듐을 처리하고, 장기적으로는 대형시설과 원자로에서 사용한 폐소듐을 처리함에 있다. 소

듐 처리방법으로는 소듐을 가성소다(NaOH)로 만들어 염산 등으로 중화하는 방법, 연소시켜 산

화물로 만드는 방법 및 정화하여 원자로에서 재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들 중에서 가성소다

로 처리하는 방법(caustic process)이 안전성, 운전 용이성 및 시설의 간소화에 가장 적절하다. 본 

연구에서는 가성소다 농도 조절 하에서 소듐의 반응과정에 관한 실험적 연구를 통하여 어떤 반응

이 더 안정적이고, 어떤 생성물이 관찰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caustic 공정의 장, 단점을 분석

하 고 이를 토대로 소규모 가성소다 공정에서의 반응 특성 실험을 수행하여 반응성 완화조건 및 

반응속도 등을 분석하 다. 

이 공정에서의 반응은 Na + H 2O→NaOH+1/2H 2와 같이 이루어지며 발열반응(-170 kJ)이

다. 공정변수로는 가성소다용액의 농도 및 량, 소듐 주입량 및 주입방법, 가성소다용액(용매)의 

온도 등을 고려하 고, 측정인자로서 수소농도, 반응용액의 온도, 반응기의 압력 및 가성소다용

액의 농도 변화 등을 측정하 다. 용매로 사용한 가성소다용액의 농도는 30, 40 및 50%이고, 

가성소다용액의 초기온도의 범위는 30~60℃이며, 소듐 주입량은 1g이다. 공정변수에 따른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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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는 데이터수집장치(data acquisition system, DAS)를 이용하여 on-line으로 획득하 으

며, 가성소다용액의 농도 변화는 산-염기 적정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나. 실험

1) 실험장치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성소다공정은 그림 4.1과 같다. 실험장치는 그림 4.2 및 3.3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소듐용융장치(sodium melting pot), 소듐저장탱크(sodium storage tank), 반응용기

(reaction vessel), 소듐주입장치(piston cylinder), 외부가열기(external heater), 가스공급장치, 질

소유량계, 수소농도측정기, 데이터수집장치 (DAS) 및 제어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험에서 

사용된 약품 및 가스로는 가성소다용액 (30, 40, 50%), 0.1N-염산, 혼합가스 (수소: 4.05%, 

balance: 질소) 및 질소 (99.95%) 등이 있다.

소듐용융장치는 ingot type의 소듐을 녹이는 장치로서 실험에 소요되는 충분한 양인 약 

400g을 녹여 소듐저장탱크에 공급하 다. 소듐저장탱크는 재질이 스테인레스강으로서 직경이 

2½"이고 높이가 215mm이며 두께는 SCH10이다. 실험부인 반응용기의 재질은 pyrex로서 직경

이 90mm이고 높이가 110mm이다. 재질을 pyrex로 한 것은 반응용기 내부를 눈으로 관찰하기 

위해서이다. 소듐주입장치는 소듐을 반응용기에 1g씩 정량 주입하는 장치로서 사전에 소듐저

장탱크로부터 약 12g 정도를 주입해 두었다가 실험할 때 1g씩 정량 주입하 다. 주입장치의 

내경은 16mm이고 실린더 길이는 150mm이며 노즐의 직경은 1/4“이다. 반응용기에 공급되는 

질소가스의 유량은 compact thermal mass flow controller type 질소유량계로 측정하 고, 소

듐과 가성소다용액의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수소농도는 thermal conductivity detector type 수

소분석기로 측정하 다. 반응용기에서 반응에 의해 발생하는 질소 및 수소가스의 압력은  압력

센서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실시간 실험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하여 DAS를 사용하 으며 이 

DAS를 이용하여 수소농도, 반응압력, 질소유량 및 반응온도를 측정하 다. 실험에 사용된 화

공약품으로는 용매로 사용된 가성소다용액(30, 40, 50wt%), 산-염기 적정을 위한 염산(0.1N 표

준용액), 지시약인 페놀프탈레인 및 증류수 등이 있다. 

2) 실험조건

실험조건으로 소듐 주입량 및 가성소다용액의 양을 각각 1g 및 300g 으로 선정한 기준은 계산

에 의한 반응 전/후의 가성소다용액의 농도변화(< 약 1%), 반응압력변화(< 1kg/㎠), 반응온도변

화(< 10℃) 등을 고려한 것이다. 반응온도변화를 10℃ 미만으로 선정한 것은 용액 초기온도에 반

응 후 발생한 온도가 더해진 온도를 물의 비점보다 낮게 함으로써 증기 발생에 의한 문제를 제거

하고, 또한 측정온도를 10℃ 단위로 하기 때문에 반응 후 발생 온도가 10℃ 이하이어야 data의 신

뢰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험은 표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성소다용액의 농도 3종(30, 

40, 50%)에 대해 각각 4종의 온도(30, 40, 50, 60℃)별로 총 12 cases에 대해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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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소듐-가성소다 실험장치의 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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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소듐-가성소다 실험장치 사진

그림 4.3 실험부의 주요 구성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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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실험 매트릭스 

실험번호
가성소다용액의 농도 

(wt%)

초기온도

(℃)

1 30 60

2 30 50

3 30 40

4 30 30

5 40 60

6 40 50

7 40 40

8 40 30

9 50 60

10 50 50

11 50 40

12 5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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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및 계측방법

가) 실험방법

소듐용융장치에서 ingot type의 소듐을 실험에 소요되는 충분한 양인 약 450g의 소듐을 녹여 

이 중 찌꺼기를 제외한 약 400g을 소듐저장탱크에 이송하여 저장한 후 소듐밸브를 열어 소듐을 

소듐주입장치로 이송하 다. 소듐주입장치의 용량은 약 12g이다.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가열기를 

작동시켜 소듐저장탱크(TIC-1), 소듐밸브 및 배관(TIC-2), 반응용기(TIC-3) 등의 온도를 각각 

110℃, 115℃ 및 운전온도로 예열하 다. 이 후 시스템의 불순물(산소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질

소가스를 미량 흘려보내 실험 루프를 충분히 purge 하 다.

실험조건이 준비되면 해당 농도의 가성소다용액을 300g 계량하여 반응용기에 넣은 후 질소유

량계 및 압력지시계(0~760mmHg)를 조절하여 일정 유량(약 15 sℓ/min)의 질소를 흘리면서 그림 

4.4의 소듐정량주입장치(piston cylinder)를 이용하여 1g의 소듐을 정량 주입하 다. 이 때 반응기

의 용액 내에 stirrer를 넣은 후 hot plate를 작동시켜 소듐이 가성소다용액에 주입되면 골고루 혼

합될 수 있도록 하 고, 또한 소듐 주입 시 1/4“인 소듐 입구노즐을 통하여 반응용기로 들어가는 

동안 소듐이 굳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켓식으로 구성된 소듐 입구노즐을 가열하여 소듐 입구노즐

에서 소듐이 정량적으로 잘 나오는 지 pyrex로 제작된 반응용기를 관찰하면서 확인하 다. 데이

터 수집시간은 예비테스트를 통하여 확인한 반응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약 5분 정도로 하 고, 

측정인자인 반응온도, 반응압력, 수소농도 및 질소유량은 각각 온도 및 압력 트랜스미터, 수소농

도측정기 및 질소유량계를 통하여 DAS에서 수집하 다. 실험이 종료되면 질소가스 밸브를 잠그

어 질소가스 주입을 멈추고 반응용기로부터 반응용액을 회수하여 반응 후 가성소다용액의 농도

를 분석함으로써 1회의 실험이 종료된다. 다음 실험은 상기의 실험절차를 계속 반복하 다.

나) 계측방법

반응용기에 공급되는 질소가스의 유량, 소듐과 가성소다용액의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수소

농도, 반응용기에서 반응에 의해 발생하는 질소 및 수소가스의 압력 및 반응온도 등을 측정 및 

조절하 으며, 측정계기 및 위치는 표 4.2과 같다. 이러한 측정계기들은 제어반(그림 4.5)에 설

치하 다. 

(1) 수소농도 분석

소듐과 가성소다용액의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수소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수소농도

분석기는 thermal conductivity detector type(모델: 2000A, 제조회사: Teledyne Analytical 

Instruments, 미국)이다 (그림 4.6). 본 분석기는 소듐 세정 실험에서 사용 중인 것으로서 이미 이 

용도에 맞게 공급업체에 의해 1차 calibration 되어 있었다. 수소 분석기의 analog range ID 

output는 표 4.3와 같고, calibration data는 그림 4.7과 같다. 본 실험을 수행하기 전에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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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bration을 수행하 다. Analog range ID output은 Range 2로 하 으며, calibration에 사용된 

가스로는 zero gas로 혼합가스(수소: 4.05%, balance: 질소), span gas로 질소가스(99.95%)를 사

용하 다. 수소농도에 대한 data는 수소분석기를 통하여 DAS(모델: 16-Bit analog imput 

module; NI 9205, 제조회사: National Instrument Corporation)에 의해 실시간으로 수집하 다.

 

(2) 압력 측정

반응용기에서 반응에 의해 발생하는 질소 및 수소가스의 압력은  압력센서(모델: PSHB0760H 

CAG, 제조회사: Sensys, 한국)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그림 4.8-a). 이 압력센서의 출력은 0~5 

Vdc이고 측정범위는 0~760 mmHg이다. 압력센서의 사양은 표 4.4와 같다. 압력센서의 

calibration은 Pressure Indicator 및 DAS에 나타나는 압력에 대해 각각 수행하 으며, 이때 비교 

압력계로는 마노메타(모델: PM26, 제조회사: Nagano Keiki Seisakusho, Ltd., 일본, 그림 4.8-b)

를 이용하 다. Calibration 방법은 Gas Bubbler에 물을 채운 후 Hand Pump로 압력을 주면서 마

노메타, Pressure Indicator 및 DAS의 압력을 읽었다. 측정범위는 마노메타의 측정범위인 

0~25000 mmH2O로 하 다. Calibration 결과는 그림 4.9에 나타난 바와 같이 Pressure Indicator 

및 DAS 모두 linear하게 잘 맞았으나, 기울기가 Pressure Indicator의 경우는 4%, DAS의 경우는 

33% 차이가 있었고, DAS의 경우 “zero" 점의 절대값이 3.5 mmHg 크게 나타났다. 

(3) 온도 측정

온도 측정은 표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응기에서 소듐-가성소다 반응에 의한 반응온도

(TI-1)를 측정하 고, 소듐저장탱크(TIC-1), 소듐 밸브 및 배관(TIC-2), 반응기(TIC-3) 등은 가

열기를 이용하여 온도를 조절하 다. 소듐저장탱크의 가열기는 재질이 스테인레스강이며 내경이 

76.2mm이고 길이가 90mm인 원형으로서 220V, 500W 용량을 가지고 있다. 소듐 밸브 및 배관과 

반응기의 가열기는 석면 밴드히터를 감아서 사용하 으며 용량은 길이 3m당 1kW이다. 온도 측

정을 위해 사용한 열전대는 K형이며 sheath 외경이 1/16인치이다. 온도에 대한 data는 제어반에 

설치되어 있는 온도전송기를 통하여 DAS(모델: Thermocouple differential analog imput 

module; NI 9211, 제조회사: National Instrument Corporation, 미국)에 의해 실시간으로 수집하

다. 

(4) 유량 측정

반응용기에 공급되는 질소가스의 유량 측정은 세정실험에서 사용하고 있는 compact thermal 

mass flow controller type 질소유량계(모델: GFM47, 제조회사: AALBORG, 미국, 그림 4.10)를 

사용하 으며, 유량계의 사양은 표 4.5과 같으며 측정범위는 0~1000 sℓ/min이고 출력은 0~5 Vdc

이다. 질소 공급유량은 유량계와 압력지시계(PI-1, 0~760 mmHg)를 이용하여 조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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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측정

이 외에도 반응용기의 보조가열 및 교반을 위해 hot plate & magnetic stirrer(모델: 

6795-400D, 제조회사: Cornig, 미국, 온도범위 5~550℃)를 사용하 고, 소듐 주입량을 calibration 

하기 위해 전자저울(모델: Ainsworth AI-8KD, 제조회사: Denver Inst. Co., 미국, 측정범위 

0~800g, 최소단위 : 0.01g)을 사용하여 소듐량을 계량하 으며, 반응 전/후의 가성소다용액의 농

도는 여러 분석기기들을 이용하여 산-염기 적정방법으로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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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소듐 정량 주입장치

표 4.2 측정계기 및 위치

Name Tag No. Location Fluid Temp. (℃)

Controller

Sodium storage 
tank heater

TIC-1
Sodium storage tank 

outside
Na 150~250

Valve & line 
heater

TIC-2 1/4" Na valve & line Na 150~250

Reaction vessel 
heater

TIC-3
Reaction vessel       
outside

Na/NaOH 30~60

Indicator

Reaction Temp. TI-1
Reaction vessel         

inside
Na/NaOH 0~100

N2 Pressure PI-1
Reaction vessel  

upstream line
N2 amb.

N2 Flow FI-1
Reaction vessel   
upstream

N2 amb.

H2 Concentration CI-1
Reaction vessel 
downstream

N2 & H2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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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소듐-가성소다 실험의 제어반

그림 4.6 수소농도 분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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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수소농도 분석기의 analog range ID output 

Range
Range 1 Range 2 Range 3 Range 4 (Cal)

0-1 % 0-5 % 0-30 %  -

Voltage (V) 0.25 0.50 0.75 1.00 

Current (mA) 8 12 16 20 

Application 0-1% H2 in N 0-10% H2 in N 0-1% H2 in Air 0-1% H2 in N

0.7~0.9% H2 in N2 3.5~4.5% H2 in N2 21~27% H2 in N2  

Using gas  - 4.05 % H2 in N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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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수소농도 분석기의 calibration data (0-5% hydrogen in nitro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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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압력센서                       (b)마노메타

그림 4.8 압력센서 및 마노메타

표 4.4 압력센서의 사양

 모델 Range Accuracy
Operating 

Temp
Out put Material

PSHB

0760H 

CAG

0-760 mmHg ± 0.15% FS 30℃~60℃ 0-5 VDC STS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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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압력센서의 calibration chart 

Pressure Calibration (1,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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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질소유량계 (compact thermal mass flow controller type)

표 4.5 질소유량계의 사양

 모델
Gas 

Type
Range Accuracy

Operating 

Temperature
Out put Material

GFM47 Air/N2 0~1000 sℓ/min
± 1.5% of 

full scale 
0℃~50℃ 0-5 VDC STS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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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험결과

1) 반응 전 가성소다용액의 노르말농도(N) 분석결과

실험을 수행하기 전에 반응 후의 변화된 가성소다용액 농도와 비교하기 위해 반응 전의 가성

소다용액의 노르말농도(N)를 분석하 다. 가성소다용액의 농도 분석방법으로는 산-염기 적정방

법을 선택하 으며 분석장치는 그림 4.11과 같다. 사전 준비사항으로 모든 분석기기를 증류수로 

세정하고, 99.9%의 에틸알콜을 증류수와 혼합하여 50mℓ를 만들어 페놀프탈레인 100mg을 녹여

서 지시약을 만들었고, 반응 후의 가성소다용액의 농도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반응 전의 가성소

다용액의 N 농도를 사전에 분석해 두었다. 분석하고자 하는 농도의 가성소다용액을 피펫으로 

0.1mℓ를 취하여 삼각플라스크에 넣은 후 페놀프탈레인 지시약 1방울을 첨가하면 가성소다용액

이 분홍색으로 변한다. 25mℓ 뷰렛에 담겨있는 0.1-N 염산용액을 가성소다용액에 적정하면 분홍

색이 무색으로 변하기 시작하며 이때부터는 염산용액을 조금씩 넣어주면서 용액을 잘 저어준다. 

용액 전체가 완전히 무색으로 변하면 이때를 종말점으로 한다. 이 종말점은 꼭 같은 양의 산의 g 

당량수와 염기의 g 당량수가 혼합되었다고 본다. 가성소다용액의 노르말농도(N) 계산식은 산의 

1g 당량이 염기 1g 당량을 중화하는 평형당량식으로서 아래와 같다.              

NV = N'V'

여기서, N 및 N'는 각각 가성소다 및 염산 표준용액의 노르말농도이고, V 및 V'는 각각 적정에 

소요되는 가성소다 및 염산 표준용액의 부피이다. 반응 전 분석한 가성소다용액의 wt% 농도별 

노르말농도(N)는 표 4.6과 같으며, wt%로 환산하면 29.15, 41.43 및 51.51%로서 제품에 명기된 

농도와 실제로 분석한 농도 사이에는 약 ±3%의 오차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응 전 가성소다

용액의 wt% 농도별 노르말농도(N) 분석결과는 실험을 수행한 후 발생된 반응 후 가성소다용액

의 노르말농도(N)와 비교 분석하 다.

2) 소듐-가성소다 반응 실험결과

그림 4.12는 실험 전반에 걸쳐 시간에 따라 소듐과 가성소다용액의 반응에 의해 발생하는 수

소농도의 변화율을 보여주는 그림으로서 실험에 따라 반응이 일어나는 시간이 약간은 차이가 있

으나 대체적으로 실험 초반인 1분 이내에 반응이 일어나 수소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수소농도 

변화율이 가장 높은 실험은 실험-5(40%-60℃)로서 그 값은 0.659x10-3 g/sec이었다. 그림 4.13은 

가성소다용액의 농도가 30%이고 초기온도가 60℃인 실험-1의 실험결과를 예로 보여주는 것으로

서 다른 실험의 경우에도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시간에 따른 혼합가스(질소 및 수소)의 

압력, 질소유량 및 수소농도의 단위를 동일단위(volt)로 하여 좌측 Y 축에 나타내고, 우측의 Y 축

에는 반응온도(℃)를 나타냄으로써 상대적 비교를 하 다. 본 실험-1은 소듐 주입 후 약 1분 후에 

반응이 시작되었으며 잔여 반응까지 약 70초간 지속되었다. 질소 및 수소의 혼합가스의 최대, 최

소 및 평균압력은 각각 12.54, 11.34 및 18.00 kPa으로서 최대압력과 최소압력 차이는 1.20 kPa이

다. 반응온도는 최대, 최소 및 평균온도가 각각 64.01, 61.16 및 62.62℃로서 최대온도와 최소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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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는 2.85℃이다. 수소농도는 반응이 시작되고 약 7초가 지난 후에 최고농도 변화율인 약 

0.627x10-3 g/sec에 도달하 고, 질소의 평균유량은 12.24 sℓ/min이었다. 이때의 반응속도는 

0.134x10-3 g/sec이었다. 시간에 따른 반응온도 및 압력의 전체적인 경향은 그림 4.13과 유사하

며, 가성소다용액의 농도별 반응온도 및 압력의 평균변화는 표 4.7 및 그림 4.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큰 차이가 없다. 그 중에서도 가성소다용액의 농도가 40%이고 초기온도가 30℃일 때의 ΔT

가 3.14℃로서 가장 높은 편이다. 평균반응압력은 가성소다용액의 농도가 30%이고 초기온도가 

60℃일 때 가장 높았으며, 이때의 압력은 12.16 kPa(0.124 kg/㎠)이다. 그림 4.15는 가성소다용액

의 농도에 따른 초기온도별 반응속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기온도가 30, 

40 및 50℃에서는 가성소다용액의 농도에 따른 반응속도 변화가 별 차이 없었으며, 가성소다용액

의 농도가 40%일 때 반응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초기온도가 60℃일 때는 다

른 초기온도에 비해 반응속도가 빠름을 알 수 있었고 이때에도 가성소다용액의 농도가 40%일 때 

반응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때의 반응속도는 0.220x10-3 g/sec이었다.

그림 4.16은 반응 후 가성소다용액의 농도변화를 나타내는 그림이고, 그림 4.17은 반응 후 가

성소다용액의 농도변화폭을 나타내는 그림으로서 변화의 경향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가성소다

용액의 농도변화의 폭이 가장 큰 경우는 농도가 40%이고 초기온도가 60℃일 때이며 그 값은 

15.97%이고, 농도변화가 가장 낮은 경우는 농도가 30%이고 초기온도가 30℃일 때이며 11.15%이

다.   

실험 결과 가성소다용액의 농도(30~50%) 및 초기온도(30~60℃)의 실험조건에서 실험별 시

간에 따른 반응온도, 압력 및 수소농도는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반응은 소듐 주입 후 약 

1분 후에 시작되었으며, 반응온도의 변화(ΔT)는 2.85~4.22℃로서 가성소다용액의 농도가 40%

이고 초기온도가 30℃일 때가 가장 높았다. 평균반응압력은 가성소다용액의 농도가 30%이고 

초기온도가 60℃일 때가 가장 높았으며, 이때의 압력은 12.16 kPa(0.124 kg/㎠)이다. 반응속도

는 가성소다용액의 농도가 40%이고 초기온도가 60℃일 때가 0.220x10-3 g/sec로서 가장 높았

다. 가성소다용액의 농도변화가 가장 큰 경우는 농도가 30%이고 초기온도가 60℃일 때이며 그 

값은 15.97%이고, 농도변화가 가장 낮은 경우는 농도가 50%이고 초기온도가 30℃일 때이며 

11.1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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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산-염기 적정 분석장치

표 4.6 반응전 가성소다용액의 wt% 농도와 N 농도(분석) 비교

반응전 가성소다 

용액 농도 (wt%)
V N' V' N

반응전 가성소다 
용액 분석농도 

(wt%)

30% 0.105 0.1 9.1 8.67 29.15 

40% 0.105 0.1 13.8 13.14 41.43 

50% 0.105 0.1 18.4 17.52 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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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시간에 따른 수소농도의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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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시간에 따른 혼합가스의 압력, 질소유량, 수소농도 및 반응온도의 변화

          (실험-1, NaOH 농도 3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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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가성소다용액의 농도별 반응온도 및 압력의 평균변화

온도 (℃) 압력 (kg/㎠)

NaOH 
conc. 
(wt%)

60℃ 50℃ 40℃ 30℃ 60℃ 50℃ 40℃ 30℃

30 62.62 52.89 42.98 33.00 0.124 0.089 0.096 0.080 

40 61.11 51.75 42.56 33.14 0.096 0.090 0.086 0.082 

50 60.91 50.95 42.61 32.33 0.082 0.088 0.080 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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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가성소다용액의 농도에 따른 초기온도별 반응온도 및 압력의 평균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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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가성소다용액의 농도에 따른 초기온도별 반응속도의 평균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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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반응 후 가성소다용액의 농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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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반응 후 가성소다용액의 농도변화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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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결론

본 실험에서는 가성소다용액의 농도에 따른 반응의 특성 변화와 액체 알카리 용액 

(NaOH)을 용제로 사용함으로써의 온도 및 압력에 따른 소듐 처리 안전모드 등을 분석하 다.  

용제 중의 가성소다 농도 증가에 따른 반응온도 및 압력 변화는 크지 않았으며, 변화값이 가장 

큰 경우는 각각 4.22℃와 12.16 kPa(0.124 kg/㎠) 이었다. 반응속도는 농도 증가에 따라 증가하

다가 가성소다 농도가 더 증가하면 오히려 반응속도는 감소하 다. 가성소다용액의 농도 및 초

기온도에 따른 반응온도 및 반응압력의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반응속도가 가장 빠른 가성

소다용액의 농도가 40%이고 초기온도가 60℃일 때가 소듐을 처리하기에 가장 적합한 조건으

로 나타났다. 본 실험결과는 가성소다공정에서의 폐소듐 처리조건을 최적화한 자료로서 소규모 

실험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소듐을 처리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며, 또한 대형시설과 원자로에서 사

용한 폐소듐을 처리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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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소규모 물 누출 현상해석 실험

액체금속로 증기발생기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결함으로 인해 발

생할 수 있는 소듐-물 반응사고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더불어 물 누출을 조기에 감지하여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 실험의 목적은 개발 중인 증기발생기에서 소규모 누출로 인한 소듐-물 반응사고가 발생 했

을 경우, 이것이 전열관 번들 구조 및 재질에 미치는 향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여 관련 전산코드

에 적용할 수 있는 반응모델을 개발하고, 더불어 개발 중인 피동형 음향감지 방법을 보완, 검증하

여 물 누출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다.

1. 서론

고온의 액체 소듐을 전열 매체로 하여 2차 측의 급수를 가열하는 KALIMER(Korea Advanced 

LIquid MEtal Reactor) 증기발생기는 고온, 고압의 급수 측 물/스팀이 얇은 전열관 벽을 사이에 

두고 상대적으로 압력이 낮은 shell 측 액체 소듐과 열 교환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한도희 등 

2002] 따라서 특별한 이유로 인해 전열관에 결함이 생겨 내부를 흐르는 물/스팀이 외부 shell 측 

소듐으로 흘러나와 직접 접촉하게 되면 격렬한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액체금속로 증기발생기에서의 이러한 소듐-물 반응 현상은 주요 반응 인자인 물/스팀이 shell 

측 소듐으로 누출되는 양에 따라 관련 계통에 미치는 향이 서로 다르다[Hori, 1980],[Wachi, 

1990],[Judd,1992].

일반적으로 기계적 결함이나 용접불량 등으로 인해 전열관 벽에 pinhole이나 미세한 균열 등

이 생겨 적은 양의 물/스팀이 누출되는 경우를 소규모 누출 소듐-물 반응사고로 분류하며, 이때

에는 보통 “self-wastage”와 "wastage"라 칭하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Self-wastage"란 물/스팀이 누출되는 지점 자체가 소듐-물 반응으로 인해 생성되는 반응생성

물로 인해 일시적으로 폐쇄된 후, NaOH 등과 같은 부식성 반응생성물과 고온의 반응열 등으로 

인해 내부적으로 점차 부식이 심화되어 가다가 어느 순간 이 부위가 떨어져 나가면서 누출되는 

물/스팀의 양이 순간적으로 확대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이 위험한 이유는 감지가 어렵

고 상황에 따라서는 누출부위가 서서히 확대되지 않고 곧바로 커져 중규모 이상의 대형 누출사고

로 바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Self-wastage” 현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일반적으로 계통 

내부의 압력과 온도의 변화가 거의 없고, 인접한 전열관에 미치는 향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조기에 감지하기란 매우 어렵다.

“Wastage"는 물/스팀의 누출부위가 "self-wastage"때 보다는 조금 더 확대된 상태에서 나타

나는 현상으로, 이때에는 고압의 물/스팀이 분출되며 생성되는 바늘 모양의 불꽃과 불꽃 표면에

서 소듐-물 반응을 일으키며 생성된 반응생성물 등이 빠른 속도로 이동하여 인접한 전열관의 표

면에 부식과 침식을 일으켜 전열관 벽 두께를 얇게 만드는 작용을 한다. 이러한 현상이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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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동안 지속될 경우, 누출부위와 가장 인접된 전열관이 절단되어 순식간에 대규모 누출 사고로 

확대될 수 있다[Kangae, 1978], [Pugh, 1972], [Donati, 1974], [Sandusky, 1974].

따라서 소듐을 열전달 유체로 사용하는 액체금속로 증기발생기를 설계할 때에는, 소듐과 물 

반응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계통의 건전성 손상 문제를 조기에 감지하여 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최상의 방호시스템 구성과 함께 소듐-물 반응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

시 고려되어야 한다[Judd, 1992], [Payne, 1979].

본 연구에서는 KALIMER-150 및 600의 증기발생기 전열관 재료로 선정된 2.25Cr-1MO 강을 

이용해서 실제 증기발생기 운전 조건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소규모 누출 소듐-물 반응 현상을 실

험적으로 확인, 조사하 다.

2. 이론적 고찰

가. 소듐-물 반응 특성

1) 화학 반응

액체금속로 증기발생기 내부 전열관의 결함이나 파열로 인해 전열관 내부를 흐르던 고온, 고

압의 물/스팀이 상대적으로 압력이 낮은 shell 측 소듐으로 누출될 경우 소듐-물 반응이 일어난

다. 반응은 순간적으로 매우 격렬하게 일어나며, 발열반응이고 매우 다양한 경로의 화학적 반응

들이 경쟁적으로 나타나며 다량의 수소가스를 발생시킨다. 소듐-물 반응이 일어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모든 화학적 반응을 종합하면 다음 식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A․Na+H2O→B․NaOH+C․Na 2O+D․NaH+αH2+△H                (5-1)

 여기서 A,B,C와 D는 반응상수이고, △H는 반응생성열이다. 또한 α는 단위 몰의 물/스팀

이 수소가스로 전환되는 몰 전환비이다. 소듐-물 반응으로 인해 생성되는 반응생성물의 양은 소

듐과 반응하는 물/스팀의 조성비, 반응이 일어나는 계의 온도와 압력 등에 따라 서로 다르다.

소듐-물 반응이 일어날 경우 반응현상이 관련 계통에 미치는 향을 해석하기 위하여 상기 

(5-1)식에 나타난 모든 반응을 다 고려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관련 계통에 가장 큰 향

을 미치는 몇 가지 현상을 중심으로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

연구자들에 따라 견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증기발생기에서 소듐-물 반응이 

일어날 경우 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반응이 일정한 비율을 갖고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Na+H 2O→NaOH+ ½H 2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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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Na+H 2O→Na 2O+H 2                      (5-3)

일부 연구자들은 증기발생기 내부 온도가 반응생성물 중 하나인 NaOH의 융점(319℃)보다 더 

높기 때문에, 계 내부에 충분히 많은 양의 소듐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반응이 부분적으로 일

어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Na+NaOH→Na 2O+½H 2                             (5-4) 

하지만 Takata 등은 최근 논문을 통해 상기 (5-4)식과 같은 반응은 높은 에너지 장벽으로 인

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소듐-물 반응은 누출되는 물/스팀 jet의 표면에서 순간적으로 매우 격렬하게 일어나며, 계의 

온도 및 압력, 누출된 위치, 증기발생기 구조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고해석이 필요한 경우 몇 가지 가상의 모델을 설정하여 접근하는 방법을 이용

하고 있다.

○ 2Na+2H 2O→ 2NaOH+H 2  모형

상기 식과 같은 모형은 비교적 낮은 온도 범위에서 반응이 일어날 경우에 많이 적용되며, 수소 

생성량은 물 분자 내에 들어있는 수소의 절반이 된다.

○ 2Na+H 2O→Na 2O+H 2 모형

상기 식과 같은 모형은 물 분자 내에 들어있는 수소가 소듐에 흡수되지 않고 모두 수소가스로 

생성되어 나오는 모형으로, 통상 전산코드에서 소듐-물 반응으로 인해 생성되는 압력을 계산할 

때 많이 사용된다.

○ 다량의 물과 소듐이 반응하는 모형

이와 같은 모형은 반응생성물 중 동일한 양의 NaOH와 Na 2O가 생성되고, 물 분자 내에 들어

있는 수소의 60% 정도가 수소가스로 방출된다고 가정한다.

○ 평형압력 모형

이는 물/스팀의 누출되는 양이 적을 때 계통 내부의 압력증가가 적으므로 상부 커버가스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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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평형 수소분압이 이루어지고, 잔여 수소는 소듐 안에 가스 또는 NaH 형태로 존재한다고 가정

한다. 이는 반응으로 인해 생성된 수소가스가 커버가스 역으로 배출되지 않고 모두 소듐 내에 

들어있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수소 검출기 시험에 활용되는 이론이다.

2) 소듐-물 반응 생성물

소듐-물 반응으로 인해 생성되는 반응생성물의 양은 연구자들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 

가운데 수소가스 생성량의 경우 최저 35%에서 최고 70%까지 그 차이가 매우 크다.

기타 반응생성물의 경우 미국의 LLTR(Large Leak Test Rig)에서 대규모 소듐-물 반응실험

을 수행한 후 반응생성물 탱크 내에 들어있는 잔류물 시료를 채취하여 x-ray 회절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량의 미 반응 소듐 중에 NaOH, Na 2O, NaH 등이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들 세 가지 물질은 열역학적으로 액체 소듐과 평형을 이룰 수 없는 것으로, 이러한 공존 상태는 

상평형에 위배된다. 그런데도 이러한 형태의 조성이 형성된 것은 소듐-물 반응시간 및 온도에 의

한 향으로 분석되었다.

채취된 시료에 있어서 이들 물질의 평균 조성은 미 반응 소듐이 45wt%, NaOH가 20wt%, 

Na 2O가 30wt%, 그리고 NaH는 5wt% 다.

한편 이러한 소듐-물 반응생성물 시료를 glove box 내에서 427℃까지 가열하며 용융시켜 본 

결과, 완전히 용융되지 않은 물질들이 시료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소듐-물 반응 온도

소듐-물 반응으로 인해 생성되는 많은 열에너지는 반응 초기에 기포 내부 온도를 상승시켜 순

간적으로 반응 경계면(1㎜ 이내)에서 매우 높은 온도 값을 나타낸다.

여러 문헌들을 통해 알려진 최고 온도 값은 이론적 계산 값이 1300∼1700℃, 실제 측정값은 

900∼1250℃ 범위로 다소 차이가 있다. 이는 이론적 계산 값의 경우 실제 소듐-물 반응으로 인해 

생성된 에너지 가운데 상당량이 반응물과 성성물의 온도상승, 기포의 팽창에너지 및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소듐으로의 열전달 등으로 인해 손실됨을 무시하고, 모든 에너지가 반응생성물과 함

께 기포 내부로 유입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듐-물 반응 온도의 경우 실험 조건 및 측정 방법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

이다.

나. 소듐-물 반응사고 분류

소듐-물 반응사고는 누출되는 물/스팀의 양에 따라 편의상 몇 가지 단계로 해석하는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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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된다. 하지만 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각 나라별 또는 개발하고자 하는 액체금속로 증기발생기

의 구조, 용량 및 운전조건 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1987년 누출사고를 경험한 국에 의

해 마련된 기준을 토대로 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미량 누출

o 누 출 량 : < 0.1g/s ( cf. 일본 ⋏0.05g/s)

o 발생원인 : 전열관 제작상의 기계적 결함이나 용접불량 등으로 인해 형성된 crack 또는

              pin hole

o 주요현상 : 누출되는 전열관의 self-wastage

o 검출방법 : 수소감지기

o 조치사항 : 계획 운전정지

2) 소규모 누출

o 누 출 량 : 0.1∼50g/s ( cf. 일본 0.05∼10g/s)

o 발생원인 : Self-wastage에 의한 미량 누출부위의 확대

o 주요현상 : 인접한 전열관에 대한 single target wastage

o 검출방법 : 수소감지기, 음향검출법

o 조치사항 : 비상 운전정지

3) 중규모 누출

o 누 출 량 : 50g/s∼2㎏/s ( cf. 일본 10g/s∼2㎏/s)

o 발생원인 : Wastage

o 주요현상 : 전열관 과열 및 multi target wastage

o 검출방법 : 압력계기, 음향검출법

o 조치사항 : 급수 차단, 계획된 공간으로 압력방출

4) 대규모 누출

o 누 출 량 : > 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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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발생원인 : 전열관 파열 및 2차 양단파단

o 주요현상 : 계통 내부압력 상승

o 검출방법 : 압력개방판 파열여부, 음향검출법

o 조치사항 : 계통 보호 및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압력방출

일반적으로 누출부위가 내우 작은 미량누출일 경우, 초기에 소듐-물 반응생성물로 인해 오히

려 누출되는 부위가 스스로 막혀 누출이 차단되는 자기폐쇄(self-plugging) 현상과 더불어, 누출

되는 전열관 자체에서만 부식과 침식작용이 일어난다. 그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부위가 점차 

커지는 현상이 반복되는데, 이는 진행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증기발생기 전체의 압력과 온도 

변화에 미치는 향이 거의 없어 쉽게 감지되지 않는다.

반면에 증기발생기 내부 전열관 가운데 하나가 양단파단 되는 대규모 누출사고의 경우, 많은 

양의 물/스팀이 짧은 시간 내에 소듐 쪽으로 쏟아져 나와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반응이 일어나

는 곳의 주변은 반응열과 반응생성물로 인해 고온의 열하중과 고압의 압력하중을 동시에 받게 된

다.

3. 실험

가. 기술현황분석

고온의 액체 소듐은 화학적 활성이 매우 크고 물과 매우 격렬하게 반응한다. 특히 소듐과 물이 

접촉하여 반응하게 되면 폭발성 있는 수소가스가 다량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실험 장치를 설계하

는 단계에서부터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매우 위험하고 고가의 장비가 다량으로 소요되는 

소듐-물 반응 실험을 안전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응의 기본 특성과 실험에 

미치는 다양한 인자들에 대한 상세한 기술현황분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표 5.1에 주요 실

험인자들에 대한 기술현황분석 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하 다.

이번 단계에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은 소듐-물 반응 실험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현황분석 결과에 나타난 주요 실험인자를 최대한 반 하여 큰 

어려움 없이 실험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 다.

나. 실험장치 제작, 설치 및 시운전

기술현황분석 결과를 토대로 소규모 누출에 따른 소듐-물 반응현상을 실험적으로 해석하기 

위하여 그림 5.1과 5.2와 같이 실험 장치를 설계, 제작한 후 소듐기술실험동 내에 설치하 다.

고온의 액체소듐은 화학적 활성이 매우 커서 대기 중으로 누출될 경우 화재를 일으켜 유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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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me을 발생하고, 물과는 매우 격렬하게 반응하며 폭발성을 지닌 수소가스를 다량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실험 장치를 설계하고 설치하는 과정 하나하나에 매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 다. 또한 만

약의 사태를 고려해서 주변에 운전 중인 실험 장치들과의 안전거리를 최대한 확보하 다.

실험장치의 전체 규격은 5.7×4.0×5.6m로 크게 소듐 저장탱크, 소듐-물 반응현상과 반응음의 

주파수 밴드를 측정하기 위한 2개의 반응기, 스팀 및 가스 공급계통, 소듐 유동을 위한 전자펌프, 

소듐 정화를 위한 콜드트랩, 그리고 배출되는 가스로부터 소듐 fume을 제거하기 위한 증기트랩

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험 장치에 소듐을 공급하고 실험 후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저장탱크(그림 5.3)에는 총 700

㎏ 정도의 소듐이 충전되었다.

소듐-물 반응 음을 얻고 전열관 재료의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주 반응기는 

그림 5.4에 보인바와 같이 직경 30㎝, 높이 200㎝의 원통형 구조로, 반응기 측면에는 음향 측정을 

위해 AE센서를 반응기 수직방향으로 상, 중, 하부 3곳에 설치하 다.

또한 물/스팀이 누출되는 노즐 주변의 반응온도 특성을 조사하고, 착 단계에서 수행될 예정인 

single target wastage 실험을 수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부 반응기(그림 5.5) 역시 직경 20㎝, 높이 

80㎝의 원통형 구조로, 다차원으로 반응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구가 반응기 측면을 통해 장착

될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하 다.

그림 5.6은 소듐-물 반응으로 인해 생성되는 다량의 소듐 산화물들을 제거하기 위해 제작된 

콜드트랩으로, 내부에 산화물이 쉽게 점착되어 걸러질 수 있도록 roll 형태의 wire mesh를 설치

하 다.

소듐-물 반응 위해 주입되는 고온, 고압의 스팀은 그림 5.7에 보인바와 같이 스팀공급시스템으

로부터 반응기 측면에 설치된 주입 노즐을 통해 반응기 내부로 분사되며, 소듐-물 반응 결과로써 

생성되는 수소 가스는 저장할 경우 폭발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저장하지 않고 증기트랩을 거쳐 

곧바로 실험실 외부의 대기 중으로 바로 배출되도록 하 다.

모든 배관은 실험이 끝난 후 사용된 소듐이 저장탱크로 쉽게 배출되도록 하기 위해 5° 이상의 

기울기를 갖도록 설계, 제작하 다. 장치의 예열 및 보온을 위해 반응기 및 주 배관에는 sheath형 

히터를, 그리고 스팀공급시스템을 비롯한 가스배관 등에는 band형 히터를 용량별로 그룹을 나누

어 설치하 다. 히터의 설치도면은 그림 5.8과 같다. 소듐 유동을 위해 사용된 전자펌프의 설계사

양은 아래 표5.2와 같다.

장치 제작, 설치 후 실시한 가압 기 시험 과정에서 그림 5.9에 보인 바와 같이 몇몇 밸브 및 

배관용접 부위에서 용접봉 처리 미숙에 따른 미세한 기공이 형성되어 가스가 누출됨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보완 작업을 완벽하게 수행한 후에야 장치 내로 소듐을 충전하여 실험하 다.  

스팀공급시스템에 대한 시운전 결과, 실험조건상의 작동범위(300℃, 87㎏/㎠) 내에서 압력이 

떨어지거나 노즐이 막히는 현상 없이 잘 분사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5.10에 주입압력에 따

라 노즐을 통해 스팀이 분사되는 모습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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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소듐-물 반응에 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들에 대한 기술현황분석 결과 

항목 기술현황분석 결과

물 누출량

<1g/s : 누출되는 전열관 자체의 부식(self-wastage)과 이의 확대 현상

        이 지배적임

>1g/s : 인접한 전열관에 미치는 향(wastage)이 지배적임

소듐 유속 누출량이 2g/s 이하일 경우에는 무시할 수 있음

소듐 수위 누출부위나 target이 소듐 속에 잠겨있으면 별다른 향이 없음

노즐과 target

사이의 거리

거리(L) 대 누출구경(D)의 비가 20∼40 정도일 때 인접한 전열관에 대

해 가장 심각한 wastage 향을 줌

누출구 형상 원형일 때 가장 심각

물/스팀 분사각 수직방향으로 분사될 때 가장 큰 손상을 입힘

분사 압력 20∼160bar (gauge 압) 내에서는 큰 차이가 없음

Jet 형상
Spray 형태 보다는 좁은 펜촉 모양일 때 반응표면의 온도도 높고 인접

한 전열관에 대한 wastage도 심각

온도 소듐 및 물/스팀 온도가 높을수록 wastage가 심각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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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소규모 누출 소듐-물 반응 실험장치 P&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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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소규모 누출 소듐-물 반응 실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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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소듐저장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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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주 반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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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부 반응기 및 물/스팀주입 노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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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콜드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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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a) 스팀공급시스템 P&ID

 

그림5.7(b) 스팀공급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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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히터 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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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전자펌프 설계사양 

Design Variables Unit Values

Flowrates ℓ/min 20

Developing Pressure bar 0.41

Hydrodynamical temperature ℃ 400

Velocity m/sec 0.3

Slip % 98.5

Reynolds Number ㎜ 4,262

Pump Length ㎜ 384

Pump Diameter ㎜ 260

Inner Core Diameter ㎜ 54.8

Inner Core Gap ㎜ 10.8

Flow Gap ㎜ 4.8

Inner Duct Thickness ㎜ 3

Outer Duct Thickness ㎜ 3

Geometrical Slot Width ㎜ 20

Slot Depth ㎜ 71.6

Core Depth ㎜ 91.8

Tooth Width ㎜ 12

Slot Pitch ㎜ 32

Number of Slots 12

Copper Width ㎜ 16

Cooper Thickness ㎜ 0.3

Input Phase Current A 8.3

Input Phase Voltage V 214

Input Frequency ㎐ 60

Number of Pole Pairs 1

Slot/phase/pole 2

Electrical Pole Pitch ㎜ 192

Turns/slot # 120

Input VA VA 3,059

Input Power W 2,789



- 169 -

 

그림 5.9 용접부위 누출지점 

그림 5.10 압력에 따른 스팀분사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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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험방법 및 조건

실험은 모든 장치를 각 반응기 및 배관에 설치된 히터를 통해 사전에 실험온도까지 충분히 예

열한 후 소듐을 충전하고, KALIMER 증기발생기 전열관 재료인 2.25Cr-1Mo 강을 이용해 특수 

제작한 노즐(그림 5.11)을 통해 고온, 고압의 스팀을 반응기 내부에 충전된 소듐 속으로 분사하는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스팀을 주입하는 노즐의 구경은 0.15∼0.3㎜ 크기로 아크방전을 이용해서 특별히 제작하 으

며, 이번 단계에서는 직경이 0.2㎜인 노즐을 주로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노즐의 두께는 실

험결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KALIMER 증기발생기 전열관 두께의 설계 값인 3.5㎜를 그대로 

적용하여 제작하 다.

소규모 누출로 인해 발생하는 소듐-물 반응에 대한 재료의 건전성을 비교 평가해 보기 위하

여, 차기단계에서 개발 예정인 소듐냉각 고속로 증기발생기 전열관 후보재료로 고려되고 있는 

M9Cr-1Mo 강으로 만든 노즐에 대한 비교실험도 부수적으로 수행하 다.

실험을 수행하는 동안 불순물로 인해 미세한 크기의 노즐구멍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스팀을 주입하기 전과 후에 노즐을 통해 고 순도의 비활성 가스를 조금씩 흘려주었다.

본 연구를 위해 선정된 실험항목과 조건을 표 5.3에 정리하 다. 실험조건은 연구 수행상의 효

율성과 결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철저한 기술현황 분석과 이론적인 예비 계산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선정하 다.

4. 결과 및 고찰

가. 누출시간에 따른 노즐구경 확대현상 해석

주어진 실험조건에서 스팀이 누출되는 시간에 따라 사용된 노즐에서 나타나는 주요 현상을 확

인, 조사하기 위한 일련의 실험들이 수행되었다.

실험에 사용된 노즐의 초기 구경은 2.25Cr-1Mo 강과 M.9Cr-1Mo 강 두 가지 재료 모두 0.2㎜, 

초기 스팀 주입량은 약 0.379g/s(주입압력 87㎏/㎠)로 동일하게 하 다. 스팀 주입 시간에 따른 

노즐 구경의 변화현상은 매 30초 단위로 확인하 으며, 노즐구경의 변화율과 사용된 노즐 재료의 

조성변화는 실험 전과 후에 각각 SEM-EDX와 CAMSCOPE를 이용해서 측정하 다.

실험결과, 소규모 물 누출 소듐-물 반응 현상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진 주요 현상 가운데 

하나인, 반응생성물에 의해 누출되는 구멍 자체가 막히는 현상인 “self-plugging"은 상기 실험조

건 하에서는 관측되지 않았다. 다만 그림 5.1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스팀이 주입되는 시간

에 따라 노즐구경이 점차 확대되는 현상이 두 가지 재료 모두에 있어서 나타났다. 노즐구경이 확

대되는 속도는 현재 KALIMER 증기발생기 전열관 재료인 2.25Cr-1Mo 강이 차기 단계에서 개발

할 증기발생기 전열관 후보재료인 M.9Cr-1Mo 강보다 더 빠르게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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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Cr-1Mo 강의 경우 90초 동안 스팀을 주입하며 소듐-물 반응을 일으킨 후 측정한 노즐구

경 변화율이, 실험하기 전에 측정한 초기 값에 비해 단면적을 기준으로 34% 정도 더 확장되어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험 후 분석한 결과 노즐구경은 그림 5.1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초기 원형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실험 전과 후에 누출구멍 주변 각 재료의 화학적 조성변화 상태를 표 5.4에 정

리하 다.

스팀 주입시간에 따라 전열관 재료의 노즐구경이 확대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해 조사 분석된 결과로는 소듐-물 반응으로 생성된 고온

의 부식성 반응생성물에 의한 노즐구경 주변의 자체 부식과 고온, 고압의 스팀 jet에 의한 모체조

직의 손실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Sandusky 1974]

상기 표 5.4에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스팀이 누출되는 지점 주변에서 Cr과 Fe의 함량이 감소

되고, 알 수 없는 다량의 산화물들이 침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부터 소규

모 물 누출에 따른 소듐-물 반응이 일어나면 그 결과로 생성된 부식성 반응생성물들이 이들 원소

와 결합하여 부식을 진행시킴으로써 누출되는 지점을 보다 확대시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를 화학적 반응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소듐-물 반응이 일어나면 식 (5-1)에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NaOH  등과 같은 부식성 

반응생성물과 함께 고온의 열이 방출된다. 여기서 생성된 NaOH가 고온에서 전열관 주재료 중 

하나인 Fe와 반응하여 다음과 같이 철 산화물을 형성한다.

  Fe+NaOH⇄Fe xO y+Na 2O+H 2                         (5-5)

그리고 또 다른 반응생성물인 Na 2O도 Fe와 반응하여 식 (5-6)과 같이 철 산화물을 형성한다.

  x․Fe+y․Na 2O⇄FexOy+Na                       (5-6)

상기 식 (5-5)와 (5-6)과 같은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소듐-물 반응으로 생성된 다량의 

H2가 식 (5-7)과 같이 철 산화물 가운데 일부를 환원시키는 작용을 할 수도 있다.

   Fe xOy+H 2⇄Fe+H 2O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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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팀이 누출되는 지점 주변에서는 이와 같은 반응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 결국 다음 식들과 

같은 복잡한 화합물들이 형성되고, 이 가운데 일부가 초고속으로 분출되는 스팀으로 인해 떨어져 

나가 누출되는 지점의 구경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NaOH+Fe xOy⇄NaOH․Fe xOy                        (5-8)

  Na 2O+Fe xOy⇄Na 2O․Fe xOy                                  (5-9)

이와 더불어 Cr 역시 고온의 액체소듐 안에서 소듐 산화물들과 반응하여 다음과 같은 복잡한 

산화물을 형성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Na 2O+Cr⇄NaCrO 2+3Na                       (5-10)

  2NaCrO 2+¾O 2⇄Na 2CrO 4+½Cr 2O 3                   (5-11)

그림 5.14는 이런 복합한 산화물들로 뒤덮여 있는 노즐구경 주변의 SEM 사진 모습을 보인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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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실험항목 및 조건

실험 항목 실험 재료
초기 누출량

(g/s)

누출시간

(sec)
비고

Wastage 현상
○ 2.25Cr-1Mo

○ M.9Cr-1Mo

0.379
30, 60, 90

누출시간에 따른 노즐구경

확대현상 해석

반응온도 특성 15 3차원 구조

누출음향 획득 Variable

실험 조건

○ 온도               : 소듐(300℃), 스팀(300℃), 가스(300℃)

○ 압력               : 스팀(87㎏/㎠), 소듐(0.1㎏/㎠)

○ 소듐 유속          : stagnant

○ 반응온도 측정 거리 : 10, 17, 27㎜

그림 5.11 스팀 주입 노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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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노즐구경 주변의 화학적 조성 변화 

Metal
Elements (wt%)

Al Si V Cr Mn Fe Ni C Mo O Na Total

2.25

Cr

B 0.34 2.27 0.43 95.99 0.97 100

A
0.48 0.79 46.52 4.14 7.68 10.4 100

0.38 1.68 71.10 7.37 0.85 15.7 2.3 100

M.9

Cr

B 0.2 0.4 0.27 9.39 0.55 87.89 0.18 1.2 100

A
0.34 1.16 33.29 10.1 44.8 8.67 100

0.25 1.61 61.62 2.0 0.88 24.4 9.65 100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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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스팀 주입시간에 따른 노즐 구경 확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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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그림 5.13 90ch 주입 실험 전, 후 노즐 형상

(a) 2.25Cr-1Mo steel (b) M.9Cr-1Mo steel  

그림 5.14 산화물이 부착된 노즐구경 주변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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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반응온도 특성 해석

소듐을 열전달 유체로 사용하는 액체금속로 증기발생기에서 소규모 누출 소듐-물 반응이 발

생할 경우 나타나는 주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림 5.15에서 볼 수 있는 “flame type 

reaction zone" 개념이다.[Hans 등 1977]

가느다란 바늘 모양인 이 불꽃의 기하학적 특성은, 소듐-물 반응으로 생성된 반응생성물들이 

누출되는 지점에 인접한 전열관에 미치는 향을 평가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반

적으로 이 불꽃의 길이는 누출되는 구멍의 크기와 분출되는 스팀의 압력에 따라 다른데, 통상 

INTERATOM의 Dumm이 제안한 아래와 같은 (5-12)식을 이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IAEA 

1975]

  Lmax=9.3․dL․△P
0.5                               (5-12) 

이 식에서 Lmax는 형성된 jet에 의해 향을 받을 수 있는 최대거리(㎜), dL은 누출되는 지점의 

직경(㎜), △P는 분사되는 스팀의 압력(㎏/㎠)이다.

상기 수식을 이용해서 스팀 온도별 포화압력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론적 최대 불꽃 길이를 그

림 5.16에 보 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불꽃 내부에서 나타나는 거리별 반응온도의 특성을 조사, 확인하기 위한 

일련의 실험들이 수행되었다. 반응온도 측정은 KALIMER 증기발생기 내부 전열관 사이의 최대 

인접된 거리(27㎜, 그림 5.17)와 실험조건에서 형성될 수 있는 불꽃의 이론적 최대 길이(17㎜)를 

고려해서, 스팀이 누출되는 지점으로부터 10, 17, 27㎜ 떨어진 지점에서 수행되었다.  

또한 반응온도를 측정함에 있어 불꽃이 미치는 수직방향의 향도 함께 확인하기 위해, 그림 

5.18에 보인바와 같이 직경 1㎜의 열전대 21개를 동심원 모양으로 배치한 온도측정 기구를 특별

히 제작하여 사용하 다.

주어진 조건에 따라 실험한 결과 최고 반응온도는 약 570℃로 그림 5.19에 보인바와 같이 스팀

이 누출되는 지점으로부터 17㎜ 떨어진 지점에서 나타났다. 이는 (5-12)식으로 계산한 jet형 불꽃

으로 인해 향 받을 수 있는 이론적 최대 길이와 일치되는 곳으로, 몇 차례의 반복실험을 통해

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 다.

한편, jet형 불꽃이 향을 미치는 수직(or 폭) 방향 범위는 그림 5.20∼22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매우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고 반응온도가 나타난 지점으로부터 거리상으로 몇 ㎜ 

정도만 떨어져도 온도가 매우 폭으로 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일반

적으로 소듐-물 반응이 jet형 불꽃 표면의 매우 얇은 막(0.7∼1㎜)에서 순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

인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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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 불꽃형상 반응 역의 개념도 

그림 5.16 포화증기 온도에 따른 최대 불꽃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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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7 KALIMER 증기발생기 전열관 배열도

그림 5.18 반응온도 측정 집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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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9 측정위치별 최고 반응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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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0 측정거리 10㎜에서의 반응온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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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 측정거리 17㎜에서의 반응온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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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규모 누출 소듐-물 반응 모형

소규모 물 누출에 따른 소듐-물 반응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누출되는 지점이 반응생성물에 의해 자동으로 폐쇄되었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내부 

부식이 성장하여 떨어져 나가며 순간적으로 확대, 재개방되는 “self-wastage" 현상이며, 둘째는 

고압의 스팀이 소듐 속으로 분사되며 형성되는 jet형 불꽃과 소듐-물 반응생성물로 인해 인접한 

전열관을 손상시키는 wastage 현상이다.

이 두 가지 현상 가운데, 이번 단계에서는 self-wastage 현상에 대한 실험적 조사와 함께 모형

개발 연구를 수행하 다.

주어진 조건에 따라 실험한 결과 본 연구에 사용된 2.25Cr-1Mo 강과 M.9Cr-1Mo 강 두 가지 

모두에 있어서, 문헌상에 나타나는 반응생성물에 의한 유로폐쇄 및 재개방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

다. 대신 그림 5.23에 보인바와 같이 고온의 부식성 반응생성물에 의해 스팀이 누출되는 구멍 주

변의 자체적인 부식과, 고온 고압으로 누출되는 스팀 jet에 의한 손상된 금속조직의 손실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출구경이 점차 확대되는 현상이 확인되었다. 스팀이 누출되는 구경이 확대

되는 속도는 위의 그림 5.12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누출되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더 빨라지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험에 사용된 두 가지 증기발생기 전열관 후보재료에 있어서 소규모 물 누출에 의한 소듐-물 

반응이 일어났을 때, 시간에 따라 누출되는 구경이 확대되는 속도는 주어진 실험조건 범위 내에

서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 2.25Cr-1Mo steel

   E r=0.3244t-1.667×10
-3t 2+2.469×10 -5 t 3                      (5-13)

○ M.9Cr-1Mo steel

   E r=0.1316t+1.38×10
-3t 2+2.037×10 -5 t 3                    (5-14)

여기서, Er은 누출구경의 확대율(%), 그리고 t는 스팀이 누출되는 시간(sec)을 나타낸다. 다양

한 온도 범위에 적용할 수 있는 보다 실용성 있는 실험식을 얻기 위해서는 향후 단계에서도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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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 측정거리 27㎜에서의 반응온도 특성

그림 5.23 소규모 누출 소듐-물 반응에 의한 노즐구경의 확대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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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액체금속로 증기발생기에서 전열관 결함으로 인해 소규모 물 누출 소듐-물 반응 사고가 일어

날 경우, 시간에 따라 누출되는 부위에 미치는 향과 고압의 스팀이 소듐 속으로 분출되며 형성

되는 jet형 불꽃 주변의 반응온도 특성을 조사, 확인하기 위한 일련의 실험들이 수행되었다.

실험에 사용된 두 가지의 증기발생기 전열관 후보재료 모두에 있어서 스팀이 누출되는 시간에 

따라 누출부위 자체가 점차 확대되는 현상이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반응생성물에 의한 누출부위 

자동폐쇄 현상은 본 실험조건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누출부이가 확대되는 속도는 2.25Cr-1Mo 강이 M.9Cr-1Mo 강 보다 더 빨랐으며, 실험조건에 

따른 누출부위 확대율 계산식이 얻어졌다.

소듐-물 반응에 의한 최고 반응온도는 jet형 불꽃에 의해 향을 받을 수 있는 이론적 최대거

리와 일치되는 17㎜ 지점에서 나타났다. 하지만 소듐-물 반응 현상이 불꽃 표면의 매우 얇은 막

(0.7∼1㎜) 위에서 순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주변에 향을 미치는 범위는 매우 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누출에 의한 소듐-물 반응 현상은 개발하고자 하는 증기발생기의 구조, 재

질, 운전조건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본 연구항목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보다 상세한 연

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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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소규모 소듐-물 반응에서 누출감지 논리 평가

1. 서언

액체금속로의 안전성은 증기발생기 내부 전열관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듐-물 반

응에 대한 물 누출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기술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 실험의 목적은 액체

금속로 증기발생기에서 소규모 누출 소듐-물 반응사고가 발생하 을 때, 개발하고 있는 피동형 

음향감지 방법을 보완, 검증하여 물 누출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는데 있다.  따

라서 물 누출을 얼마나 조기에 감지하는가가 안전성과 설계에 중요한 인자로 작용한다. 현재 물 

누출을 감지하는 방법으로는 소듐-물 반응 시 발생하는 수소의 농도를 소듐 속에서의 수소 평형

을 감지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낮은 농도에서 감응시간이 늦어 누출 감지하 을 때

에는 이미 큰 사고로 발전된 후인 것으로 그림 6.1, 그림 6.2와 같이 보고되고 있다. 

그림 6.1은 물 누출 시에 누출 규모의 발전 추이를 보여주며 구조물의 파괴 때문에 누출의 

self-development과 시간, 누출 발전 과정을 보여준다. T1은 매우 작은 누출 속도이며, 누출이 몇 

분 혹은 몇 시간 동안 아주 안정하다. T2는 누출 통로의 파괴 때문에 누출이 아주 급격하게 증가

한다. T2는 아주 짧고 10분 이내이다. 이런 시간으로부터 근접 튜브의 파괴 과정이 시작된다. T3

는 근접 튜브의 파괴가 완료되는 시간이며 누출 속도가 매우 높다. 

그림 6.2는 여러 가지 물 누출 감지장치의 감지 응답성을 보여준다. 음향 감지 장치의 감지가 

수소 감지 보다 훨씬 감지 성능 및 응답성이 빠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림에서와 같이 물 누

출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본 과제에서는 누출량 1g/초 이하에서의 누출 

감지기술을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개발된 신호분석 방법, 감지논리 및 

감지논리에 의해 구현된 off-line 툴을 on-line 툴로 개발하고, KAERI에서 실제 소듐-물 반응

(SWR)의 반응음을 생산하여 on-line 툴의 성능을 시험하 다.

2. 실험장치

그림 6.3의 SWR 음향측정용 실험장치에는 SUS304로 만들어진 용기를 사용하 고, 용기의 

크기는 높이 2000mm, 지름 300mm, 두께 5mm이다. 소듐용 전자펌프는 용기 밑에서 소듐을 순환

시키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다. 이것은 증기발생기의 순환조건과 같이 소듐이 하강하는 것과 똑같

이 만들기 위함이다. 스팀 공급장치는 그림 6.4와 같이 낮은 압력에서부터 100kg/cm
2
까지 고압 

공급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용기의 바깥 표면에 길이 500mm, 지름 5mm인 음향 가이드를 설치

하 다. 음향 가이드를 3개 설치하고 음향센서는 DECI사의 SE1000-HI를 사용하 고 

pre-amplifier가 연결되어 있다. 음향센서는 DECI의 센서 어뎁터를 사용하여 교체가 용이하게 되

어 있다. SWR 음향 실험장치에서의 실험은 수위를 변화시키면서 할 수 있으며,  그림 6.5와 같은 

노즐(nozzle)을 쉽게 갈아 끼울 수 있도록 하고, 가스(Ar, N2)를 주입하여 누출 신호음 등을 측정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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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구조물 파괴되는 동안의 물 누출 규모의 크기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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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누출 규모에 따른 감지방법에 따른 응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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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소듐-물 반응 실험장치 P&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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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음향 실험장치 및 고압 스팀 공급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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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인젝션 노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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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내용

가. 누출음 최적 주파수 밴드 추출

음향으로 누출을 감지하는 방법에서는 누출상태에서의 주파수 특성이 어떻게 분포하고, 어느 

밴드에 속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전까지의 연구에서는 주파수를 분석한 후 누출현

상에 의해서 발생된 주파수 스펙트럼을 임의로 선정하여 사용하 지만, 당해 연도에는 보다 객관

적으로 주파수 밴드를 선정하기 위해 주파수 밴드를 자동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

하 다. 이는 주파수 밴드 추출 알고리즘 즉, y i=mean(x i)+3SD(x i)을 이용한 것으로 여기서 xi

는 FFT 스펙트럼의 magnitude값이며 yi는 이때의 주파수이다. 물 누출에 의한 소듐-물 반응 특

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주파수는 magnitude 표준편차의 3배 값 및 이때의 평균값의 합으로 설정

하 다. 소듐-물 반응 음향을 분석하여 각 주파수에 대해서 상기 신뢰도 값 이상을 나타내는 주

파수 밴드가 선정되었는데, 이 값은 0.47∼1.6kHz 범위이었다.

나. 감지논리 보완 및 성능 비교실험

이전 단계에서 개발한 누출 감지논리의 감지 정 도를 높이고, 판별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감지논리를 보완하 다. 기 개발한 감지논리는 FFT 분석 및 1/3 octave band 분석기법과 함께 

임의로 선정한 주파수 밴드를 사용한 것인 반면에, 이번에 보완된 감지논리는 보다 객관적으로 

선정한 주파수 밴드로 1/6 octave band 분석기법으로 감지하는 논리이다. 이 감지논리는 증기발

생기에서 소듐으로 누출되는 물의 양이 미량일 때부터 중규모 누출 수준까지의 사고를 감지할 수 

있으며, 누출되는 물의 상태(물, 포화수증기, 과열수증기)에 관계없이 감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실제 감지방법으로는, 누출로 인해 생긴 누출 음과 소듐-물 반응 음을 측정하면서 동시에 

FFT 분석기를 통해 분석한다. 분석에서 얻어진 스펙트럼에서 주파수 벤드를 선정하고 선정된 밴

드에서 1/6 옥타브 밴드를 분석한다. 분석한 1/6 옥타브 밴드 값의 표준편차 및 표준편차의 평균

치를 구하여 배열을 정규화(normalization) 및 xn (2□□n<6)을 계산하면 신경망에서는 그 가중치
를 계산하고 이 가중치를 기 학습에 의해 작성된 최적의 가중치(weight)와 비교하여 누출 여부를 

판별한다. 누출인 경우 목표치를 1로 볼 때 감지여부는 목표치의 0.5(threshold 값)를 넘으면 누출

로 판정한다. 그림 4.10 (a)는 FFT분석과 1/3 octave band 분석을 함께 이용한 감지논리이고, 그

림 4.10 (b)는 이를 보완한 1/6 octave band 분석과 새로 고안한 기법인 xn 방법을 사용하는 감지

논리이다.

(1) 주파수 분석법을 이용한 누출 감지 논리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액체금속로의 증기발생기에서 물 누출사고 음향감지방법은, 

증기발생기 외벽에 부착되는 적어도 하나의 음향 센서로부터 입력 신호음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입력 신호음의 일정 주파수 밴드(0.4~2 kHz)를 추출하는 단계 상기 추출된 주파수 밴드에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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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1/12, 1/24옥타브 밴드 분석을 통하여 각 밴드 옥타브 값의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단계 상기 

계산된 표준 편차들의 평균을 계산하는 단계 상기 계산된 상기 표준 편차들의 평균값들을 계산하

는 단계 및 상기 계산된 평균값들을 기반으로 누출 판정 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물 누출사고 음향감지방법은, 신경망 학습을 통하여 상기 누출 판정 데이터 생성을 위

한 입력 벡터를 최적화한다. 상기 신경망 학습은, 상기 계산되는 옥타브 밴드 분석하고 밴드의 평

균값 계산과 옥타브 밴드의 표준편차의 평균값을 계산하는 단계 상기 계산된 평균값(b)과 표준편

차의 평균값(c)을 비교하여 표준편차가 평균값보다 크면( c > b ) 옥타브 밴드의 표준편차를 그

대로 유지하고, 표준편차가 평균값보다 작으면( c < b ) (0)으로 옥타브 밴드값을 유지하도록 

계산하는 단계 상기 계산된 옥타브 밴드값으로 새로운 옥타브 밴드를 구성하는 단계 상기 계산된 

표준 편차의 평균을 계산하여 가중치를 설정하는 단계 및 상기 설정된 가중치를 적용하여 최적화

된 현재 및 이전에 계산된 표준편차 평균값들로부터 상기 누출 판정 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액체금속로의 증기발생기에서 물 누출사고 음향감지방

법은, 증기발생기 외벽에 부착되는 적어도 하나의 음향 센서로부터 입력 신호음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수신된 입력 신호음에 대한 FFT 주파수 분석을 통하여 6 밴드(0.4~2, 2~4, 4~8, 8~16, 16~32, 

및 32~50 kHz 구간들)에서의 음향 에너지 평균값들 및 표준 편차들을 계산하여 정규화하는 단계 

상기 입력 신호음에 대한 1/3 옥타브 분석을 통하여 2 밴드(0.3~2 및 1~50 kHz 구간들)에서의 옥

타브 값들을 계산하여 정규화하는 단계 및 상기 정규화된 평균값들 및 표준편차들과 옥타브 값들

로부터 누출 판정 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여기서 액체금속로의 증기발생기에서 물 누출사고 음향감지방법은 상기 입력 신호음이 일정 

레벨 이상인 경우에 상기 입력 신호음으로부터 다른 2 밴드(1~8 및 8~50 kHz 구간들)에서의 음향 

에너지 평균값들을 계산하는 단계 및 상기 다른 2 밴드에서의 음향 에너지 평균값들의 비율을 기

반으로 제2 누출 판정 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입력 신호음은 상기 증기발생기 외벽에 음향 가이드를 통하여 부착되는 3개, 6개 또는 9개의 

음향 센서들로부터 차례로 수신되고, 상기 음향 센서들은 전열관의 상부 및 하부 시트 사이에서 

일정 방위각을 이루며 설치되고, 상기 음향 센서들 각각에 대응되는 누출 판정 데이터를 합산하

여 물 누출사고를 판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연구의 일면에 따른 액체금속로의 증기발생기에서 물 누출사고 음향감지기는, 증기발생기 

외벽에 부착되는 적어도 하나의 음향 센서로부터 입력 신호음을 수신하여 FFT 주파수 분석을 

통하여 6 밴드에서의 음향 에너지 평균값들 및 표준 편차들을 계산하여 정규화하는 제1 분석기 

상기 입력 신호음을 수신하여 1/3 옥타브 분석을 통하여 2 밴드에서의 옥타브 값들을 계산하여 

정규화하는 제2 분석기 및 상기 정규화된 평균값들 및 표준 편차들과 옥타브 값들로부터 누출 판

정 데이터를 생성하는 신경망 알고리즘 연산기를 포함한다.

본 연구의 다른 일면에 따른 액체금속로의 증기발생기에서 물 누출사고 음향감지기는, 상기 

입력 신호음이 일정 레벨 이상인 경우에 상기 입력 신호음으로부터 다른 2 밴드에서의 음향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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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평균값들을 계산하는 FFT 주파수 분석기 및 상기 다른 2 밴드에서의 음향 에너지 평균값들의 

비율을 기반으로 제2 누출 판정 데이터를 생성하는 비교기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액체금속로의 증기발생기 내의 열전열관이 부식되거나 열적 불균형으로부터 

균열되어, 물(증기)이 열전열관 내로 누출될 때, 소듐-물 반응에 의한 수소 가스 발생으로부터의 

음향 누출음을 감지하여 모니터링하고자 제안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음향 누출음의 주파수 분석

과 옥타브 분석을 통하여 계산된 값들을 신경망 알고리즘 연산에 의하여 누출 정보를 생성한다.  

이에 따라,  소듐-물 증기발생기에서 소듐으로 물이 미량누출에서부터 중규모 누출규모까지 물 

누출 사고를 모두 조기에 감지하여 사고를 방지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의 주파수 분석과 옥타브 분석에 의한 소듐-물 반응 누출사고를 감지하는 음향 감지 

방법의 흐름도가 그림 6.6(a)에 도시되어 있다.  

이와 같이 물 누출 사고 음향감지기로 입력된 음향 신호음의 세기가 어느 정도의 변화가 발

생하 는지를 인지하기 위해서, 먼저 시간도메인(time domain)을 따라 측정될 입력 신호음의 음

향에너지의 평균값을 입력 신호음의 RMS(Root Mean Square) 값으로 정의하고, 정상운전 시에 

배경소음의 음향에너지(THR1)가 측정되어 저장된다.  입력되는 음향 신호음의 세기는 일정 시간

마다 측정된다.  소음 변화가 생겼는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사전 설정된 역치값

(threshold) THR1으로, 실제 시간도메인으로 입력되는 신호음의 음향에너지의 평균값 RMS1을 

나누어, 누출규모에 따른 감지 연산 논리를 선정하기 위해서 비교값 R1을 계산한다.  

R1이 일정 누출 규모b보다 크면 FFT 주파수 분석을 통하여 누출 판정을 한다.  여기서 b는 

평균 배경소음 크기를 말한다.  상기 FFT 주파수 분석에서 1~8kHz, 8~50kHz 밴드로 구분하고

(302), 1~8kHz 스펙트럼의 음향에너지의 평균값 RMS2와 8~50kHz 스펙트럼의 음향에너지의 평

균값 RMS3를 계산한다(303).  다음에, 위에서 계산된 값들로부터 연산 R2=RMS3/RMS2를 계산

한다.  다음에 감시 출력값 OT2=R2/THR2를 계산한다.  감시 판정은 OT2>THR3에 의해서 이를 

만족하면 누출로 판정하고 판정이 종료된다.  여기서 역치값 THR2, THR3는 실제 누출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히 설정된다.

위의 단계에서, 음향 센서로부터 얻어진 R1이 조건, R1<b 이면 FFT 주파수 분석과 1/3 옥타

브 밴드 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다층 신경망(multi-layer neural network) 입력 벡터는 상기 FFT 주파수 분석과 1/3 옥타브 

밴드 분석으로부터 얻어진다.  상기 FFT 주파수 분석으로부터는0.4~2, 2~4, 4~8, 8~16, 16~32, 

32~50kHz의 6구간의 밴드를 구분하여, 각 밴드 구간의 스펙트럼 크기에서의 일정 기간의 음향에

너지 평균값RMS와 표준 편차SD값을 계산한다.  이 계산된 값들을 정규화(normalization)하고 신

경망 입력 벡터로 준비한다.  

그 다음에 1/3 옥타브 밴드 분석에 따라 0.3~2, 1~50kHz 구간에서의 스펙트럼의 크기를 배열

하고 정규화한 다음, 신경망 입력 벡터로 준비한다.  

위와 같이 상기 FFT 주파수 분석에 의한 벡터와 1/3 옥타브 밴드 분석에 의한 벡터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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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배열로 되어 신경망 입력 벡터로 설정된다.  이와 같은 신경망 벡터값이 설정되면 신경망 알

고리즘에 의한 연산 출력(OT1)을 만든다.  누출 판정은OT1>THR4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를 

만족하면 누출로 판정되고 종료된다.  여기서 역치값 THR4는 실제 누출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히 

설정된다. 

샘플러는 음향 센서들로부터 입력 신호음을 수신하여 소정 클럭 주기로 샘플링하여 샘플링된 

아날로그 데이터를 출력한다.  여기서 음향 신호음에 대한 256(8비트), 또는 1024(10비트) 계조의 

아날로그 테이터가 준비될 수 있다.

음향에너지 계산기는 상기 샘플러의 출력으로부터 RMS 값을 계산하여 상기 입력 신호음의 

음향에너지의 평균값(RMS1)을 출력한다.  

상기 제1 비교기는 상기 음향에너지 계산기에서 출력되는 음향에너지의 평균값(RMS1)을 사

전 설정된 역치값 THR1으로 나누어, 비교값 R1을 계산하고, R1이 일정 누출 규모b보다 크면 상

기 FFT 주파수 분석기를 동작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상기 제1 분석기 및 상기 제2 분석기를 동

작시킨다.

FFT 주파수 분석기는 상기 입력 신호음이 위와 같이 일정 레벨 이상인 경우(R1>b)에 상기 

입력 신호음으로부터 2 밴드(1~8, 및 8~50kHz 구간)에서의 음향 에너지 평균값들(RMS2, RMS3)

을 계산한다.  이에 따라, 상기 제2 비교기는 상기 FFT 주파수 분석기에서 출력되는 음향 에너지 

평균값들의 비율(R2=RMS/RMS2)을 기반으로 누출 판정 데이터(OT2)를 생성한다.  상기 누출 

판정 데이터(OT2)는 R2/THR2에 의하여 계산된다.  이에 따라, 감시 판정은 OT2>THR3에 의해

서 이를 만족하면 누출로 판정하고 판정이 종료된다.

제1 비교기에서 얻어진 R1이 조건, R1<b 이면 FFT 주파수 분석과 1/3 옥타브 밴드 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제1 분석기는 FFT 주파수 분석기 및 정규화기를 포함한다.  상기 FFT 주파수 분석기는 상

기 샘플러 출력에 대하여 FFT(Fast Fourier Transform) 주파수 분석을 통하여 6 밴드(0.4~2, 

2~4, 4~8, 8~16, 16~32, 및 32~50 kHz 구간들)에서의 음향 에너지 평균값들(RMS) 및 표준 편차들

(SD)을 계산한다.  이에 따라, 상기 정규화기는 상기FFT 주파수 분석기에서 계산된 값들에 일정 

가중치를 주어 정규화하고 신경망 입력 벡터로 준비한다.

제2 분석기는 1/3 옥타브 밴드 분석기 및 정규화기를 포함한다.  상기 1/3 옥타브 밴드 분석

기는 상기 샘플러 출력에 대하여 1/3 옥타브 분석을 통하여 2 밴드(0.3~2 및 1~50 kHz 구간들)에

서의 옥타브 값들을 계산한다.  이에 따라, 상기 정규화기는 상기 1/3 옥타브 밴드 분석기에서 계

산된 값들에 일정 가중치를 주어 정규화하고 신경망 입력 벡터로 준비한다.

신경망 알고리즘 연산기는 상기 제1 분석기 및 상기 제2 분석기에서 정규화된 4가지 값들의 

배열, 즉, 평균값들(RMS) 및 표준 편차들(SD)과 2밴드의 옥타브 값들을 소정 다층 신경망 알고

리즘에 따라 분석하여, 어떤 음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누출 판정 데이터(OT1)를 생성한다.  

이에 따라, 감시 판정은OT1>THR4에 의해서 이를 만족하면 누출로 판정하고 판정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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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액체금속로의 증기발생기에서 물 누출사고 음향감지기

는 증기발생기 외벽에 부착되는 음향 센서들로부터 입력 신호음을 받아, 제1 분석기에서 FFT 주

파수 분석기를 이용하여 선정된 주파수 밴드 범위의 6 밴드에서의 음향 에너지 평균값들(RMS) 

및 표준 편차들(SD)을 각각 계산하여 12개의 계산값을 정규화하고, 제2 분석기에서 1/3 옥타브 

밴드 분석기를 이용하여 선정된 주파수 밴드 범위의 2밴드에서의 옥타브 값들(선정된 밴드의 범

위에 따라 옥타브 값들의 개수는 변동 가능)을 계산하여 정규화함으로써, 신경망 알고리즘 연산

기에서 상기 정규화된 4가지 값들을 분석하여 어떤 음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누출 판정을 

위한 데이터(OT1)를 생성한다.  

(2) 옥타브 분석법을 이용한 누출 감지 논리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액체금속로의 증기발생기에서 물 누출사고 음향감지방법은, 

증기발생기 외벽에 부착되는 적어도 하나의 음향 센서로부터 입력 신호음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입력 신호음의 일정 주파수 밴드(0.4~2 kHz)를 추출하는 단계 상기 추출된 주파수 밴드에서 1/6 

옥타브 밴드 분석을 통하여 각 밴드 옥타브 값의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단계 상기 계산된 표준 

편차들의 평균을 계산하는 단계 상기 계산된 상기 표준 편차들의 평균에 대한 n(n은 2보다 크고 

6보다 작은 자연수) 파워 값들을 계산하는 단계 및 상기 계산된 평균에 대한 n 파워 값들을 기반

으로 누출 판정 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물 누출사고 음향감지방법은, 신경망 학습을 통하여 상기 누출 판정 데이터 생성을 위한 입

력 벡터를 최적화한다. 상기 신경망 학습은, 상기 계산되는 n 파워 값들의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단계 상기 계산된 n 파워 값들의 표준 편차와 이전에 계산된 적어도 하나의 n 파워 값들의 표준 

편차의 평균을 계산하여 가중치를 설정하는 단계 및 상기 설정된 가중치를 적용하여 최적화된 현

재 및 이전에 계산된 n 파워 값들로부터 상기 누출 판정 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와 같이 액체금속로의 증기발생기에서 물 누출사고 음향감지기는, 증기발생기 외벽에 부

착되는 적어도 하나의 음향 센서로부터 입력 신호음을 수신하여 일정 주파수 밴드에서1/m(m은 

자연수) 옥타브 밴드 분석을 통하여 각 밴드 옥타브 값의 표준 편차를 계산하고 상기 계산된 표

준 편차들의 평균을 계산하는 옥타브 밴드 분석기 상기 적어도 하나의 음향 센서로부터의 상기 

입력 신호음에서 상기 일정 주파수 밴드를 추출하는 FFT 주파수 분석기 상기 옥타브 밴드 분석

기에서 계산된 상기 표준 편차들의 평균에 대한 n(n은 자연수) 파워 값들을 계산하는 지수 연산

기 및 상기 지수 연산기에서 계산된 상기 표준 편차들의 평균에 대한 n 파워 값들을 기반으로 누

출 판정 데이터를 생성하는 신경망 알고리즘 연산기를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액체금속로의 증기발생기 내의 열전열관이 부식되거나 열적 불균형으로부터 

균열되어, 물(증기)이 열전열관 내로 누출될 때, 소듐-물 반응에 의한 수소 가스 발생으로부터의 

음향 누출음을 감지하여 모니터링하고자 제안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음향 누출음의 옥타브 분석

을 통하여 계산된 값들을 신경망 알고리즘 연산에 의하여 누출 정보를 생성한다. 이에 따라,  소

듐-물 증기발생기에서 미량누출에서부터 중규모 누출규모까지 물이 소듐으로 누출되는 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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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조기에 감지하여 사고를 방지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의 옥타브 분석에 의한 소듐-물 반응 누출사고를 감지하는 음향 감지 방법의 흐름도

가 그림 6.6(b)에 도시되어 있다. 위와 같이 수신되는 입력 신호음은 소정 샘플러(sampler)에서 

소정 클럭 주기로 샘플링되어 256(8비트), 또는 1024(10비트) 계조의 아날로그 테이터 등으로 변

환된다. 이와 같이 준비된 샘플 데이터들로부터 FFT(Fast Fourier Transform) 파워 스펙트럼 분

석에 의하여 0.4~2kHz의 주파수 밴드 범위가 선정되고, 이 밴드에 대해서 음향 누출음에 대한 

1/6 옥타브 밴드 분석이 이루어진다.  

다음에, 상기 1/6 옥타브 밴드 분석에 따라 계산된 각 밴드의 옥타브 값의 표준편차를 구한 

후 표준편차들의 평균(x)을 계산한다. 그 평균값(x)에 대하여 n파워(power: 승)(xn)(n은 자연수) 

계산하여 다층 신경망(multi-layer neural network)의 입력 벡터로 한다.

다층 신경망 회로에서는 신경망 학습을 통하여 누출 판정 데이터 생성을 위한 입력 벡터를 

최적화한다. 신경망 학습 자료는 다음 식과 같이 생성된다. 일정 주기로 측정되는 상기 평균에 대

한 n 파워 값(xn)들의 표준 편차(SD)를 계산하고, 현재 계산된 n 파워 값들(xn)의 표준 편차(SD)

와 이전에 계산된 적어도 하나(i)의 n 파워 값들(xn)의 표준 편차의 평균(mean)을 계산하여 상기 

신경망 학습 자료가 얻어진다. 

Xi = mean(SD(xin)), 2<n<6

이와 같이 준비된 학습 자료를 이용하여 신경망 학습이 이루어진다. 신경망 학습을 통하여 

일정 가중치가 설정되고, 설정된 가중치를 적용하여 최적화된 현재 및 이전에 계산된 n 파워 값

들(xn)이 신경망 회로에서 누출 감시를 위한 기초 자료로서 구축된다. 신경망 학습은 신경망 시

험을 거쳐 최적화될 수 있다. 즉, 가중치 설정이 목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 위의 수학식에 따

른 학습 자료로부터 가중치를 재계산하여 설정한다. 

이와 같이 최적화된 가중치에 따른 현재 및 이전에 계산된 n 파워 값들(xn)의 배열이 신경망 

회로의 입력 벡터로 활용되고, 신경망 회로는 신경망 알고리즘에 의한 연산 출력(OT)을 만든다. 

누출 판정은 OT>T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를 만족하면 누출로 판정되고 종료된다. 여기서 역

치값(threshold) T는 실제 누출 상황을 고려하여 0.4, 0.5 등 일정 실수값으로 적절히 설정된다.

샘플러는 음향 센서들로부터 입력 신호음을 수신하여 소정 클럭 주기로 샘플링하여 샘플링된 

아날로그 데이터를 출력한다. 여기서 음향 신호음에 대한 256(8비트), 또는 1024(10비트) 계조의 

아날로그 테이터가 준비될 수 있다.

FFT 주파수 분석기는 상기 수신된 입력 신호음에서 일정 주파수 밴드, 즉 0.4~2kHz의 주파

수 대역의 데이터를 추출한다. 이에 따라, 상기 옥타브 밴드 분석기는 상기 FFT 주파수 분석기에

서 추출된 입력 신호음의 밴드에서1/6 옥타브 밴드 분석을 통하여 각 밴드 옥타브 값의 표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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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계산하고 상기 계산된 표준 편차들의 평균(x)을 계산한다. 

지수 연산기는 상기 옥타브 밴드 분석기에서 계산된 상기 표준 편차들의 평균(x)에 대한 n 

파워 값들(xn)을 계산한다. 이에 따라, 상기 신경망 알고리즘 연산기는 상기 지수 연산기에서 계

산된 상기 표준 편차들의 평균에 대한 n 파워 값들(xn)을 기반으로 소정 다층 신경망 알고리즘에 

따라 분석하여, 어떤 음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누출 판정 데이터(OT)를 생성한다. 

즉, 신경망 알고리즘 연산기는 신경망 학습을 통하여 누출 판정 데이터(OT) 생성을 위한 n 

파워 값들(xn)을 최적화한다. 신경망 학습 자료가 [수학식 1]과 같이 생성되고, 상기 신경망 학습

을 통하여 일정 가중치가 설정된다. 상기 설정된 가중치에 따라 최적화된 현재 및 이전에 계산된 

n 파워 값들(xn)이 상기 신경망 알고리즘 연산기에서 누출 감시를 위한 기초 입력 벡터가 된다. 

상기 신경망 학습에서는 상기 설정된 가중치가 목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 [수학식 1]에 따른 

학습 자료로부터 가중치를 재계산하는 신경망 시험을 거쳐 최적화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최적화

된 가중치에 따른 현재 및 이전에 계산된 n 파워 값들(xn)의 배열이 신경망 회로의 입력 벡터로 

활용되고, 신경망 회로는 신경망 알고리즘에 의한 연산 출력(OT)을 만든다. 이에 따라, 감시 판정

은 OT>T에 의해서 이를 만족하면 누출로 판정하고 판정이 종료된다.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액체금속로의 증기발생기에서 물 누출사고 음향감지기

는 증기발생기 외벽에 부착되는 음향 센서들로부터 입력 신호음을 받아, 옥타브 밴드 분석기가 

0.4~2kHz 구간의 밴드에서 1/6 옥타브 밴드 분석을 통하여 각 밴드 옥타브 값의 표준 편차를 계

산하고 상기 계산된 표준 편차들의 평균(x)을 계산하며, 지수 연산기가 상기 계산된 평균(x)으로

부터 xn을 계산하면, 신경망 알고리즘 연산기에서 [수학식 1]에 따른 신경망 학습을 통하여 최적

화된 데이터에 따라 어떤 음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누출 판정을 위한 데이터(OT)를 생성한

다. 

이번에 개선된 감지논리로 작성한 툴로 분석한 바에 의하면, 배경소음(PFR S/H)과 IPPE(러

시아)의 소듐-물 반응 음으로 신경망을 학습하여 판별하면 약 -22dB(S/N=1/160) 수준까지 100% 

감지하는 성능을 나타내었고, 상기 배경소음과 소듐-물 반응 음을 혼합한 음으로 신경망을 학습

한 경우에는 -27dB (S/N=1/500)까지 감지하는 성능을 나타냈다. 그림 6.7은 개선된 감지논리로 

x
n
 계산 기법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와 사용한 경우의 시험결과를 비교한 것이고, 그림 6.8은 x

n
 

계산 기법을 사용한 감지시험에서 신경망 학습방법에 따라 나타나는 감지성능의 차이를 보여주

고 있다. 

     (3) On-line 누출감지 툴 개발

On-line 누출감지감지 시스템은 그림 6.9와 같으며, 시스템에 장착된 툴은 신호분석판넬, 학

습판넬, 신경망에 의한 판별판넬 등으로 구성된 off-line 감지 툴을 기반으로 개발하 으며, 누출

감지의 설정 값들은 대부분 off-line상에서 분석, 계산된다. 즉, 구축된 on-line 감지논리는 데이터 

수집, FFT분석, Octave band 분석, NN 입력자료 생산, NN 분석 및 판별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

다. On-line 신호입력 시스템은 직접 센서에서 음향신호를 측정하는 계측장치와 배경소음을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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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배경소음 출력장치, 신호를 혼합하여 감지 툴에 입력하는 장치로 구성된다.  On-line 툴은 

이 주파수를 분석하고, LabVIEW로 작성한 감지 툴(그림 6.10)에서 신경망으로 누출을 감지하는 

시스템(그림 6.11)이다. 

라. 소듐-물 반응시 누출음 측정 실험

300℃의 소듐속으로 300℃의 스팀(0.379g/초)을 87kg/cm
2
에서 평균 구멍지름이 0.2mm의 노

즐을 통해 주입하 다. 스팀 주입시간은 30초, 40초, 60초 및 90초이지만, 음향신호음 측정은 약 

10초로 하 다. 그림 6.24는 설치된 음향센서로써 음향가이드를 용기에 직접 용접하 다. 그림 

6.13 ~ 6-24은 KAERI의 SWR에 의해 획득된 음향음에 PFR S/H 배경소음을 소음레벨비로 혼합

하고 주파수 분석한 결과이다. 2kHz 밴드이하에서 불규칙한 주파수 특성을 나타난다. 이 불규칙

한 주파수 스펙트럼에서 누출음 특성을 찾아 누출 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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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논리도(a)                           감지논리도(b)

그림 6.6 FFT와 1/3 octave band 분석을 이용한 감지논리도(a)와 1/6 octave band 및

         특정 계산 알고리즘을 이용한 감지 논리도(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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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계산기법에 따른 감지성능 시험결과

-30 -20 -10 0 10 20

0

50

100

-30 -20 -10 0 10 20

0

50

100

 12p, x1 method
 12p, xn method

Use mixed signals for learning
S/N=Na-H2O Rx / PFR S/H BG

 

Le
ak

 p
ro

ba
bi

lit
y(

%
)

S /N (dB)

S/N=Na-H2O Rx / PFR S/H BG

 

Le
ak

 p
ro

ba
bi

lit
y(

%
)

S /N (dB)

그림 6.8 학습방법에 따른 감지성능 시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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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On-line 누출감지 툴의 구성도 

그림 6.10 On-line 누출감지 판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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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1 On-line 툴이 장착된 감지장치

그림 6.12 음향센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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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4 KAERI SWR 음에 PFR S/H 배경음(+7.06dB)을 혼합하여 주파수 분석 결과

그림 6.13 KAERI SWR 음에 PFR S/H 배경음(+12.1dB)을 혼합하여 주파수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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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5 KAERI SWR 음에 PFR S/H 배경음(+2.07dB)을 혼합하여 주파수 분석 결과

그림 6.16 KAERI SWR 음에 PFR S/H 배경음(-2.95dB)을 혼합하여 주파수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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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7 KAERI SWR 음에 PFR S/H 배경음(-4.57dB)을 혼합하여 주파수 분석 결과

그림 6.18 KAERI SWR 음에 PFR S/H 배경음(-7.95dB)을 혼합하여 주파수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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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9 KAERI SWR 음에 PFR S/H 배경음(-9.57dB)을 혼합하여 주파수 분석 결과

그림 6.20 KAERI SWR 음에 PFR S/H 배경음(-14.5dB)을 혼합하여 주파수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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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1 KAERI SWR 음에 PFR S/H 배경음(-17.2dB)을 혼합하여 주파수 분석 결과

그림 6.22 KAERI SWR 음에 PFR S/H 배경음(-18.2dB)을 혼합하여 주파수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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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3 KAERI SWR 음에 PFR S/H 배경음(-19.1dB)을 혼합하여 주파수 분석 결과

그림 6.24 KAERI SWR 음에 PFR S/H 배경음(-20.2dB)을 혼합하여 주파수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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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On-line 누출감지 툴에 의한 감지논리 평가

1차년도에는 On-line 누출감지 툴의 감지성능 확인은 일차적으로 소듐-물 반응음의 주파수 

역인 1kHz 부근의 주파수를 발생시키는 파형발생기를 사용하여 임의 조정하면서 툴의 성능시

험을 수행하거나, PFR S/H( 국)의 배경소음과 IPPE(러시아)의 소듐-물 반응음을 혼합하여 사

용하 고, 2차년도에는 그림 6.25와 같이 실제 SWR 실험을 통해 얻어진 반응음(KAERI)을 PFR 

S/H 배경소음을 혼합하여 앞서 설계된 누출감지논리에 의해서 실험을 수행하여 S/N=1/100 

(-20dB)까지의 성능을 확인하 다.

아울러 실제 현장의 배경소음에 의한 감지논리의 성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현장(실험

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배경소음을 고려한 on-line 누출감지 툴의 감지성능을 평가하 다. 그림 

6.26 ~ 6-37는 현장의 배경소음을 획득하고 이 신호음을 신경망 학습을 하여 감지 논리의 성능을 

평가 한 결과이다. 현장소음에 대한 학습 자료는 무작위로 추출하 다. On-line 툴의 평가를 위한 

검증실험은 초기 5초간은 PFR S/H의 배경소음을 주입하 고, 그 이후는 KAERI SWR 음과 현

장 배경소음 등이 존재하는 상태에서의 신호음을 입력하 을 때의 감지논리 성능을 보여준다. 초

기 5초간은 누출이 없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이후에는 SWR 음을 감지해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개발된 감지논리는 S/N=1/100 (-20dB)의 감지 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배경소음 

레벨이 증가함에 따라 감지가 미약해지는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이것은 KAERI SWR음이 현장 

배경소음의 미세하게 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에는 현장 소음에 대한 감지에러를 감지 

에러가 없는 최적화 작업이 필요하다. 

4. 결언

소듐-물 반응(SWR)에 의한 물 누출 감지논리와 누출감지용 툴을 보완하 고, On-line 누출

감지 툴을 개발하여 SWR 실험 장치에서 성능검증 시험을 수행하 다. 보완한 감지논리 및 툴로 

PFR( 국) S/H의 배경소음과 IPPE(러시아) 소듐-물 반응 음을 사용한 시험에서는 학습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27dB까지 100% 감지할 수 있었다. 세계적인 기술개발 수준은 실험규모에

서는 -16dB∼-22dB 정도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on-line 감지 툴의 성능도 S/N=1/100 

(-20dB) 수준의 감지 성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 고, 향후 현장 소음에 의해서 감지에러를 없

애는 최적화 작업이 필요하다. 개발된 기술은 방호계통설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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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25 KAERI의 실제 SWR 반응에 의한 on-line 툴의 

감지성능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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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6 현장소음 레벨(+12.1dB)을 고려한 On-line 툴의 감지논리 성능시험 결과

0 2 4 6 8 10 12 14

0.0

0.2

0.4

0.6

0.8

1.0
+12.1dB

 

 

Le
ak

 p
ro

ba
bi

lit
y

Time(sec)



- 210 -

그림 6.27 현장소음 레벨(+7.06dB)을 고려한 On-line 툴의 감지논리 성능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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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8 현장소음 레벨(+2.07dB)을 고려한 On-line 툴의 감지논리 성능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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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9 현장소음 레벨(-2.95dB)을 고려한 On-line 툴의 감지논리 성능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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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0 현장소음 레벨(-4.57dB)을 고려한 On-line 툴의 감지논리 성능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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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1 현장소음 레벨(-7.95dB)을 고려한 On-line 툴의 감지논리 성능시험 결과

0 2 4 6 8 10 12 14

0.0

0.2

0.4

0.6

0.8

1.0 -7.95dB

 

 

Le
ak

 p
ro

ba
bi

lit
y

Time(sec)

그림 6.32 현장소음 레벨(-9.57dB)을 고려한 On-line 툴의 감지논리 성능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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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3 현장소음 레벨(-14.5dB)을 고려한 On-line 툴의 감지논리 성능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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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4 현장소음 레벨(-17.2dB)을 고려한 On-line 툴의 감지논리 성능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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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5 현장소음 레벨(-18.2dB)을 고려한 On-line 툴의 감지논리 성능시험 결과

0 2 4 6 8 10 12 14

0.0

0.2

0.4

0.6

0.8

1.0 -18.2dB

 

 

Le
ak

 p
ro

ba
bi

lit
y

Time(sec)



- 213 -

그림 6.36 현장소음 레벨(-19.1dB)을 고려한 On-line 툴의 감지논리 성능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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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7 현장소음 레벨(-20.2dB)을 고려한 On-line 툴의 감지논리 성능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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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전산모델검증실험:

 - 원통에서의 자유액면 요동특성 실험에서는 수위센서의 감응도을 높이기 위하여 저항형 수

위계를 자체 개발하여 특성실험을 수행하 고, 상부 플레넘을 설계하는데 필요한 95%의 신

뢰도를 가지면서 오차가 2.4%인 액면요동의 진폭과 주기를 기술하는 실험식들을 개발하

고, 이 실험자료를 유체계통의 전산모델 검증에 성공적으로 활용하 음.

◦소듐 측정기술 개발:

 - 액체소듐에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유량 측정기술을 제안하 고, 구자석형 , 전자

기 유도형, 유동지연 분석형 유량계에 대한 성능시험결과, 구자석형 전자유량계는 신호의 

선형성과 반복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음.

◦소듐 기반실험:

 - 활용이 끝난 소듐 순도관리루프를 분해하여 잔류소듐을 처리하는 기술을 개발하 고, 질소/

수증기 세정법을 보완한 장치를 개발하여 cold trap을 대상으로 잔류소듐 제거에 미치는 

향을 분석함과 아울러 세정실험을 수소농도 4%이내에서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하 음. 

소듐오염기기를 손상없이 재사용하기 위한 연구로서 crevice의 폭이 0.3mm까지 세정이 가

능한 CO2 기포 세정법을 개발하 고, 현재 운용중인 소듐관련 실험장치에 즉시 활용가능한 

기술임을 실험적으로 확인하 음.

 - 소듐 처리조건의 최적화를 위한 실험으로서 운전 후 소듐에 오염된 기기들의 보수, 처분 및 

재활용 등에 이용 가능한 기초자료를 성공적으로 생산하 음.

 - 소규모 물 누출 현상해석 실험의 경우 실제 증기발생기 설계 및 운전 조건에서 발생될 수 

있는 주요 현상을 직접 확인하 으며, 이 실험을 통하여 주어진 조건하에서  시간에 따라 

2.25Cr-1Mo 강과 M.9Cr-1Mo의 누출부위가 확대되는 현상을 예측할 수 있는 수식을 자체 

개발하 음.

 - 증기발생기의 물 누출 사고 시에 초기누출을 감지하기 위한 논리를 보완하 고, 개발된 

SWR 음향감지논리에 신개념의  Xn 기법, SWR 음의 증폭 방법을 새로이 적용하여 -20dB

까지 감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 음.

◦ 이와같은 연구결과를 통하여 설계에 필요한 실험식을 개발하 고, 전산코드를 검증하 으

며, 유량계 연구를 통하여 앞으로 자연순환 검증실험에 필요한 기초기반을 마련하 음. 특

히, 현재 액체금속로 개발의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소듐-물 반응 감지기술의 기초를 마련하

고, 증기발생기 전열관 선정에 필요한 소듐-물 반응에 의한 재료들의 wastage 특성자료

를 생산하 음. 아울려 소듐용 기기의 세정기술 및 폐소듐처리 기술의 기반을 마련하 음.  

세부 연구 목표별 주요 연구개발 실적 및 성과물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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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표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달성도

(%)

전산모델 

검증실험

원통에서의 

자유액면 요동 

특성실험

- 액면요동에 미치는 UIS 향분석, 실험부 개조

  ∙원자로와 실험부의 상사성 분석

  ∙실험장치개조(삽입길이(4종), 유량(5종), 

UIS직경(5종), 평균수위(4종)

  ∙계측 프로그램 작성

  ∙17종류 wire level sensor 특성실험 및 

요동주기와 감응도 분석용 실험식 개발

- UIS 규격에 따른 액면요동 특성 측정

  ∙580세트 실험자료 생산

  ∙실험자료 분석 및 연계보고서 작성

  ∙UIS가 없는 경우의 요동진폭용 실험식 개발

  ∙UIS가 있는 경우의 요동진폭용 실험식 개발

  ∙요동 주기 실험식 개발

100

소듐측정

기술개발

소듐 유량측정의 

신뢰성 향상 연구

- 유동지연분석형 유량계 (1종), 전자기 유도형 

유량계(2종) 및 개량한 구자석형 유량계 (2종)를 

설계, 제작

- 물모의 선행실험, 분석으로 유동지연 분석형 

유량계의 설계인자 도출

- 5개의 유량계와 표준유량 계측장치를 기존 MHD 

소듐 루프에 직렬로 설치

- 3종류 유량계에 대하여 성능 검증 실험

100

소듐기반

실험

소듐처리

공정에서

의 

반응성 

완화연구

소듐오염

기기의 

표면 세정 

기술 개발

- 세정후 잔류 소듐 분석 및 제거 방법 도출

  ∙폐기한 소듐순도관리루프에 설치되었던 cold 

trap을 대상으로 세정시험 및 잔류소듐 분석

  ∙세정한 기기의 내부표면 및 wire mesh 의 

세정표면 분석

- 재사용 기기 손상방지 방법 연구

  ∙3종류의 폭(0.3, 0.5, 1mm) 2종류의 깊이(3, 

5mm)의 crevice를 가진 직육면체형, 판형, 

파이프형 시편에서 N2-steam 세정법과  CO2 
기포 세정법의 특성비교 실험 

  ∙두 세정기법간 세정특성 분석 및 표면 부식현상 

분석

100

소듐처리

기술개발

- Caustic 공정에서의 반응성 완화 연구

  ∙Batch type caustic process 설계

  ∙실험을 통한 반응성 완화조건 및 반응속도 분석

  ∙처리조건의 최적화(NaOH 농도: 40%, 

초기반응온도: 60℃)

소규모 

물 누출 

음향감지 

및 

소규모

물 누출 

현상해석 

모델 개발

- 소듐-물 반응 실험장치 설계, 제작, 설치

  ∙실험범위 설정 및 주요 설계 인자 도출(소듐, 

수증기 온도: 300℃, 스팀 주입압력: 87㎏/㎠, 

초기스팀 주입량: 0.379g/sec)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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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해석 

실험

- 누출 부위 부식현상해석 실험 

- 누출 부위 주변 반응온도특성 실험

- 누출 부위 확대율 계산식 개발

  ∙Wastage 상관식 개발

소규모 

소듐-물 

반응에서 

누출감지

논리 평가

- 물 누출 감지논리에서 최적 주파수 선정

  ∙주파수 밴드 추출 프로그램 작성 및 선정

  ∙감지논리 보완: Xn method 개발

  ∙누출감지 성능비교 시험:  S/N=-27dB

- 소듐-물 반응시 누출음 획득 

  ∙수증기주입압력: 87kg/cm2,    수증기주입량: 

0.2g/초

- 소규모 소듐-물 반응에서 누출감지 논리 평가

  ∙On-line 툴 LabVIEW 프로그램 제작

∙On-line 툴의 성능검증 실험 수행: PFR 배경 

소음과 본 실험에서 생산한 소듐-물 반응음으로  

S/N=1/100 (-20dB)까지 감지툴의 감지성능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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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연계성 실험 자료는 설계부서에서 전산코드 개발 및 검증에 활용하고, 실험부서에서는 이 실

험 자료를 다양한 각도에서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하여 향후 관련 실험식을 개발하고, 기 개발한 

실험식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유량 측정기술의 실용화를 위해서는 측정조건, 오차 등에 대한 정량화, 최적화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기존의 실험장치 또는 향후 설계, 제작되고 있는 실험장치에 시험적으로 적용하여 기술 

향상을 고려하고 있다. 

소듐 세정기술은 다음 단계의 소듐-물 반응 실험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또한 이를 더 보완

하여 최적의 세정공정을 개발할 예정이다.

소듐처리기술은 실험실규모의 batch-type caustic 공정에 의한 반응성 완화조건의 최적화를 

위한 기초기술로서 차후 연속공정을 이용한 실규모의 공정 개발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며, 궁극적

으로는 소듐시설의 운용ㆍ보수 및 핵연료 교체시 등에 소듐에 오염된 기기들의 보수, 처분 및 재

활용 등을 위한 기술 개발에 활용된다. 

소규모 물 누출 현상해석 기술의 경우 차기단계에서 새로운 전열관 재료로 선정된 

M.9Cr-1Mo 강의 소듐-물 반응에 대한 건전성 평가실험을 통해 보다 신뢰성 있는 기술로 향상시

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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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정보

◦ Sodium removal을 포함한 IAEA TWG-FR 활동자료

◦ 각국의 Sodium technology 기술 개발 현황 자료

◦ 러시아 IPPE의 소듐 유량 및 차압측정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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