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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CANDU 원자로 입구/출구 헤더의 다중 feeder pipe를 모사한 실험

장치를 설계/제작하여, 2상 유체 상분리 현상(기체 견인 및 액체 견인)의 

시작 조건에 대한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 다.

측향 및 -36도 경사 분기관을 통한 2상 유동 상분리 현상을 중점적

으로 조사하 며, 작동 유체로는 상온/상압의 물-공기 2상 유체를 사용하

다. 모의 원자로 헤더에서의 정확한 수위 변화 측정을 위해 초음파 수위 

계측 방법을 도입하 다.

수평 측향 분기관 및 -36도 경사 분기관을 통한 상분리 현상에 대한 

본 실험 결과는 KfK의 측향 분기관에 대한 실험 상관식과 비교적 잘 일

치하 다. 이웃하는 분기관을 통한 유동장 간섭이 임계 수위에 미치는 

향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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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A test apparatus was designed and constructed to simulate the 

multiple feeder pipes of CANDU reactor inlet/outlet headers, and 

inception criteria on the phase separation phenomena (gas entrainment 

and liguid entrainment) have been experimentally investigated using the 

test apparatus.

The phase separation phenomena through a side brandch and a -36 

degree inclined branch were intensively investigated, and working 

fluids were air and water at room temperature and near atmospheric 

pressure. Ultrasonic level measurement system was adopted in order to 

accurately measure the water level in the simulated reactor header.

The present experimental results on the phase separation 

phenomena through the side and -36 degree inclined branches agreed 

relatively well with the KfK's empirical correlations for side branch. It 

was found that the interaction of the flow fields between the 

neighboring branches was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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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정리

Frc = 연속 상에 대한 Froude 수, 
V c

dg

Vc = 분기관을 통한 연속 상의 속도 (m/s)

d = 분기관 내경

g = 중력 가속도 (m/s2)

hb = 임계 수위 (m)

ρwtr = 물 도 (kg/m3)

ρair = 공기 도 (kg/m3)

ρc = 연속 상 도 (kg/m3)

아래첨자

c = 연속 상 (air or wtr)

air = air phase

wtr = water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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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개 요

우리나라에는 4기의 가압 중수로(CANDU)가 가동되고 있다. 

CANDU의 원자로 입구 헤더(RIH: Reactor Inlet Header) 및 원자로 출구 

헤더(ROH: Reactor Outlet Header)에는 그림 1 및 2에서 보는 것처럼 각

각 총 95개의 feeder pipe가 연결되어 있으며, 각 feeder pipe는 5개의 서

로 다른 연결각(수평선을 기준으로 0도, -36도, -72도, -108도, -144도)을 갖

고 있다.

CANDU 원자로의 특정 냉각재 상실사고시 원자로 입구 및 출구 헤

더내에는 성층유동이 형성되며, 원자로 헤더내의 수위 감소에 따라 다양한 

연결각을 갖는 feeder pipe로의 기체 견인(gas pull-through) 및 액체 견인

(liquid entrainment) 현상이 발생한다. 또한 냉각재 상실사고가 발생한 파

단부위에 따라 단일 feeder pipe로의 유동이 형성될 수 있으며, 다중 

feeder pipe로의 유동이 형성될 수도 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의 2상 유동 상분리 현상(기체 견인 및 액체 견인)

의 중요성은 Zuber [1]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 후 수행된 일련의 실험을 

통해서 2상 유동 상분리 현상에 대한 예측 모델 및 실험 상관식이 개발되

었다. KfK(KernForschungszentrum Karlsruhe)의 C. Smoglie는 air-water의 

작동유체를 사용하여 수평관내 성층유동시 2상 유동 상분리 현상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 으며, 수평 모관의 내경은 206mm이었으며 분기관의 내경

은 6, 8, 12, 그리고 20mm 다 [2]. UCB(Univeristy of California in 

Berkeley)의 Schrock et al.은 air-water 및 steam-water의 작동유체를 사용

하여 수평관내 성층유동시 2상 유동 상분리 현상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

으며, 수평 모관의 내경은 102mm이었으며 분기관의 내경은 4, 6, 그리고 

10mm 다 [3]. 이 밖에도 INEL(Idaho National Engineering Laboratories)

의 Anderson 및 Owca [4],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송철화 및 정문기 [5] 등

이 수평 배관내 성층유동시 분기관을 통한 2상 유동 상분리 현상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 다.

하지만 이들의 연구는 수평 배관내 상향/측향/하향 분기관을 통한 

상분리 현상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CANDU 원자로 헤더의 feeder pipe

와 같이 분기관의 연결각이 -36도, -72도와 같은 경우에는 그들 연구 결과

의 적용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Hwang et al. [6]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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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water의 작동유체와 내경 184mm의 수평 모관을 사용하여 성층유동시 

분기관을 통한 2상 유동 상분리 현상에 대한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 다. 

그들이 사용한 분기관의 내경은 16.7, 20.7, 24.8mm이 으며, 기존의 연구

와는 달리 상향/측향/하향의 분기관 이외에 ±36도, ±72도의 연결각을 갖

는 단일 분기관을 사용하 다. 

냉각재 상실사고의 파단 부위에 따라 CANDU 원자로 헤더에 연결

된 다수의 feeder pipe로 냉각재 방출이 발생할 수 있다. 원자로 헤더내의 

수위에 따라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group "E" 및 "F" feeder pipe를 

통한 유동장이 중첩이 발생할 수 있다. 예로써 그림 2(a)에서와 같이 원자

로 헤더내의 수위가 group "F" feeder pipe 보다 높은 경우, group "E" 

feeder pipe를 통한 하향 액체 유동 성분은 "F" feeder pipe를 통한 하향 

액체 유동 성분을 증가시켜, "F" feeder pipe를 통한 기체 견인을 촉진시

키는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그림 2(b)에서와 같이 원자로 헤더내의 

수위가 group "E" feeder pipe와 "F" feeder pipe의 중간에 있는 경우, 

group "F" feeder pipe를 통한 상향 기체 유동 성분은 group "E" feeder 

pipe를 통한 하향 액체 유동 성분을 상쇄시킴으로써 "E" feeder pipe를 통

한 기체 견인을 지연시키는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CANDU 원자로 입구 및 출구 헤더에서 상분리 

현상을 실험적으로 모의하는 것으로써, 측향 분기관(group "F" feeder 

pipe) 및 -36도 경사 분기관 (group "E" feeder pipe)을 통한 기체 견인 및 

액체 견인이 발생하는 임계 수위를 측정하고, 측향 분기관 및 -36도 경사 

분기관을 통한 유동장의 중첩이 기체 견인의 촉진 및 지연에 미치는 향

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기존의 상향/측향/하향 분기관에서의 기체 및 

액체 견인에 대한 실험 상관식의 적용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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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CANDU 원자로 헤더 및 feeder pipe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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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CANDU 원자로 헤더 형상 및 상분리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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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실험장치 설계 특성

1. 기본 설계 요건

CANDU 원자로 헤더에서의 상분리 현상을 효과적으로 모사하기 위

하여, 본 실험 장치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 설계 요건이 적용되었다.

- 작동 유체로는 상온/상압의 air-water 2상 유체를 사용한다.

- Group "E" & "F"의 feeder pipe를 통한 2상 유동 상분리 현상을 

중점적으로 모사한다.

- 원자로 헤더 모사부는 반원통 구조로 제작하여 축 방향으로의 유

동을 배제함으로써, air-water 경계면에서의 요동을 가능한한 억

제한다. 이에 따라 Group "E" & "F"의 feeder pipe를 통한 유동

장의 중첩이 상분리 현상(기체 견인 및 액체 견인)에 미치는 

향을 분석함에 있어서, air-water 경계면의 요동 성분에 의한 불

확실성을 최소화한다.

- 반원통 원자로 헤더 모사부에서의 수위 변화율을 미세 제어할 수 

있도록 air-water inlet reservoir를 설계한다.

- 원자로 헤더 모사부에서의 수위 변화 측정시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계측 방법을 도입한다.

- 원자로 헤더에 주입되는 air 및 water 유량의 미세 제어가 가능

하고, 주입 유량의 요동 성분을 최소화하도록 유체 계통을 설계

한다.

2. 유체 계통

유체 계통은 2상 유동 상분리 현상이 발생하는 시험부와 water 및 

air의 공급 및 제어를 담당하는 water 공급계통 및 air 공급계통으로 구성

된다. 상분리 실험장치 유체계통에 대한 개략도는 그림 3에 제시하 다.

가. 시험부

2상 유동 상분리 현상 실험장치의 시험부는 Group "E" &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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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der pipe를 모사하는 두 개의 분기관이 부착된 원자로 헤더 모사부와, 

air 및 water를 공급받아서 원자로 헤더 모사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

한 inlet reservoir로 구성된다. 그림 4는 상분리 실험장치 시험부에 대한 

사진을 보여준다.

(1) 원자로 헤더 모사부

원자로 헤더 모사부는 다음과 같은 설계 특성을 같는다.

- 반원통 구조

- 축소 비 : 약 1/2

- 측향 분기관 및 -36도 경사 분기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Group "E" & "F" feeder pipe를 통한 유동

장의 간섭이 2상 유동 상분리 현상에 미치는 향을 보다 명확하게 관찰

하기 위하여, air-water 경계면의 요동 성분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설계 요

건을 도입하 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원자로 헤더 모사부를 반원통 구조

로 함으로써, 축방향의 유동에 의한 상경계면의 요동을 최소화하 다.

그림 2에서 보듯이 CANDU 원자로 입구 헤더(RIH) 및 출구 헤더

(ROH)의 내경은 각각 368mm와 406mm이다. 본 실험장치의 경우 water 

펌프 및 air blower의 용량을 고려하여, 원자로 헤더 모사부의 내경을 

RIH 및 ROH의 약 1/2인 190mm로 설계하 다. 또한 Side Wall에 의한 

air-water 경계면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반원통 원자로 헤더 모사부의 

축방향 길이를 600mm로 설계하 다. 원자로 헤더 모사부에 대한 자세한 

도면은 그림 5에 제시하 다.

CANDU 원자로 헤더에는 0도, -36도, -72도, -108도, -144도의 5개의 

연결각을 갖는 feeder pipe들이 존재하며, 특히 Group "E" 및 "F" feeder 

pipe를 통한 상분리 현상이 노심 안전성 측면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본 실

험장치의 원자로 헤더를 설계함에 있어서, Group "E" 및 "F"의 feeder 

pipe 각각 1개씩을 모사하는 2개의 분기관을 도입하 다.

또한 CANDU 원자로 헤더에 연결되는 feeder pipe 중 Group "E" & 

"F" feeder pipe의 내경은 주로 49.25mm, 59.0mm, 85.45mm에 속해있다. 

본 실험장치의 feeder pipe 모사 분기관의 내경은 24.6mm 및 34.7mm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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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하 다. 분기관에 대한 자세한 도면은 그림 6에 제시하 다.

(2) Air-Water Inlet Reservoir

Air-water inlet reservoir의 목적은, air blower 및 water 펌프로부터 

공급된 air 및 water가 원자로 헤더의 분기관을 통하여 방출되는 과정에

서, 원자로 헤더의 수위 및 압력 요동성분을 최소화하는 것과 미세 압력 

및 수위 제어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air-water inlet reservoir의 체적을 1m
3으로 충분히 크게 

설계함으로써, 공급되는 air 및 water 유량 성분을 요동이 원자로 헤더에

서의 압력 및 수위 변화에 전파되지 않도록 하 다.

Reservoir 하부에는 1" 직경의 water drain line과 0.5" 직경의 water 

makeup line을 설치하여, 원자로 헤더에서의 미세 수위 제어가 가능하도

록 하 다. 또한 reservoir 상부에는 1" 및 1/4" 직경의 relief line과 1/4" 

직경의 pressurizing line을 설치하여, 원자로 헤더에서의 미세 압력 제어

가 가능하도록 하 다. 그림 7은 air-water inlet reservoir의 설계도를 보여

준다.

나. Water 및 Air 공급 계통

Water 공급 계통은 4대의 병렬 연결된 원심 펌프로 구성된다. 각 펌

프의 토출 유량은 수두 50m에서 200 Liter/min이다. 각 펌프의 토출 유량

은 VVVF(Variable Voltage Variable Frequency) Inverter에 의한 모터 회

전수의 조절을 통해서 제어된다. 또한 분기관을 통한 유량 범위에 따라 가

동되는 펌프의 수를 조절함으로써, 저유량에서부터 최대유량까지 안정적인 

water 유량을 공급할 수 있다.

Air 공급 계통은 4대의 병렬 연결된 roots blower로 구성된다. 각 

blower의 최대 토출 압력은 1.6 kgf/cm
2이며, 이 때의 토출 유량은 30 

m3/min이다. 각 blower의 토출단에는 맥동을 방지하기 위한 지름 0.5m, 

높이 1.0m의 원통형 완충 탱크가 설치되어 있다. 각 blower의 토출 유량

은 VVVF(Variable Voltage Variable Frequency) Inverter에 의한 모터 회

전수의 조절을 통해서 제어된다. 또한 분기관을 통한 유량 범위에 따라 가

동되는 blower의 수를 조절함으로써, 저유량에서부터 최대유량까지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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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air 유량을 공급할 수 있다.

3. 계측 계통

가. 유동 변수 계측

Water 주입 및 방출 유량 계측을 위해 3대의 유량계가 설치되었다. 

이 중 1대는 초정 급 Coriolis 질량 유량계로써, 원자로 헤더로 주입되는 

water 유량을 계측한다. 나머지 2대는 정 급 Vortex 체적 유량계로써, 각 

분기관으로 방출되는 water 유량을 계측한다.

Air-water inlet reservoir를 통한 drain 및 water makeup이 없는 상

태에서 Coriolis 유량계의 측정값과 Vortex 유량계의 측정값을 상호 비교/

검증함으로써 분기관으로 방출되는 water 유량 측정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다.

Air 주입 유량 계측을 위해 3대의 Vortex 체적 유량계가 원자로 헤

더 전단에 설치되었다. 각 유량계의 size는 1/2", 1", 그리고 3"로써 각각의 

최대/최소 유량 범위가 중첩되도록 선정하 다. 또한 유량계 후단에는 

pressure transmitter와 thermocouple을 설치하여 주입되는 air의 도를 

측정한다.

Air-water inlet reservoir에는 reservoir 압력 측정을 위한 1대의 

pressure transmitter와 air 및 water 온도 측정을 위한 2대의 

thermocouple을 설치함으로써, 원자로 헤더 분기관으로 방출되는 air 및 

water의 도를 측정한다.

상분리 모의 실험장치에는 다음과 같은 계측기기들이 설치되어 있으

며, 사용된 주요 계측기의 목록 및 사양은 표 1에 제시하 다. 

○ 원자로 헤더 수위 : 초음파 트랜스듀서 (1 ea)

○ 원자로 헤더 압력 : Pressure Transmitter (1 ea)

○ 원자로 헤더 물 온도 : Thermocouple (1 ea)

○ 원자로 헤더 공기 온도 : Thermocouple (1 ea)

○ 원자로 헤더 공기 주입 유량 : Vortex 체적 유량계 (3 ea)

○ 주입되는 공기 온도 : Thermocouple (1 ea)

○ 주입되는 공기 압력 : Pressure Transmitter (1 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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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입되는 물 유량 : Coriolis 질량 유량계 (1 ea)

○ 분기관 방출 물 유량 : Vortex 체적 유량계 (2 ea)

나. 초음파 수위 계측

CANDU 원자로 헤더의 분기관을 통한 2상 유동 상분리 현상에서 

가장 중요한 측정 변수는 기체 견인(gas pull-through) 및 액체 견인

(liquid entrainment)이 발생하는 임계 수위(critical height or inception 

height)이며, 차압계 등의 일반적인 계측기를 사용할 경우 다른 측정 변수

에 비하여 가장 큰 계측 오차를 갖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초음파 pulse-echo 계측 방법을 도입하여 원

자로 헤더에서의 수위를 정 하게 측정하고자 하 다.

그림 8은 초음파 pulse-echo 방법에 의한 수위 계측 개념을 도식적

으로 보여주고 있다. 초음파 신호를 이용한 수위 측정 절차는 다음과 같

다:

- 초음파 pulser-receiver에서는 약 250 Volt의 삼각 spike voltage

를 발생하여 초음파 트랜스듀서에 전달한다. Spike voltage의 발

생과 동시에 5.0 Volt의 TTL 동기 신호를 자료 수집 계통에 송신

한다.

- 압전소자(Piezo-electric element)를 이용한 초음파 트랜스듀서는 

전달된 voltage를 10 MHz의 초음파로 변환하며, 변환된 초음파

는 원자로 헤더의 하부 water 역에서 수직으로 전파한다.

- Water 역에서 전파되는 초음파는 air-water 상경계면에서 반사

되어 다시 원자로 헤더 하부에 설치된 초음파 트랜스듀서에 입사

한다.

- 초음파 트랜스듀서는 반사되어 입사된 Echo 초음파의 음압에 비

례하는 전압 신호를 발생하여 pulser-receiver에 전달한다.

- Pulser-receiver에서는 초음파 트랜스듀서에서 발생된 전압 신호

를 증폭하여 자료 수집 계통으로 송신한다.

- 자료 수집 및 처리 계통에서는 다음의 식에 의해 원자로 헤더에

서의 수위를 계산한다.

h =
∆t c
2

(4.5-1)

h : 원자로 헤더에서의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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Δt : 초음파 비행시간 (Spike voltage 발생 시점에서 Echo 초

음파 입사 시점까지의 시간차)

c : 원자로 헤더 water 역에서의 초음파 전파 속도로써 

water 온도에 따라 변함 (Reservoir내 thermocouple에 

의한 water 온도 측정값으로부터 계산됨)

- Pulser-receiver에서 삼각 spike voltage의 발생 주기는 100 Hz이

며, 1000번의 반복 측정에 대한 평균값으로 원자로 헤더에서의 

수위를 결정하 다.

- 초음파 pulse-echo 방법을 이용한 수위 계측의 정 도는 0.2mm

로 예상된다.

초음파 pulser-receiver에 대한 사양은 표 2에 제시하 으며, 초음파 

트랜스듀서의 사양은 다음과 같다:

- 제조사 및 모델 : Technisonic Research, INC. & IPU-2002-VHR

- Type : Water Immersion Transducer

- Frequency : 20 MHz

- Element Diameter : 0.25"

4. 자료 수집 및 처리 계통

본 실험장치의 자료 수집 및 처리 계통은 독립된 2대의 계통으로 구

성된다. 각 계통은 PCI 방식의 analog-to-digital converting board(ADC 

board)와 ADC board를 제어하고 digital 신호를 가공하여 PC의 HDD에 

저장하는 Software Program과 PC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자료 수집 및 처리 계통은 유량, 온도, 압력 변수에 대한 계

측기의 측정 신호를 수집하여 처리하기 위한 유량 자료 수집 및 처리 계

통이며, 나머지 하나는 초음파 수위 측정 신호를 수집하여 처리하기 위한 

초음파 자료 수집 및 처리 계통이다.

유량 자료 수집 및 처리 계통에는 일반적인 특성을 갖는 ADC 

board가 설치되었으며, ADC board 사양은 다음과 같다:

- Resolution : 12 bit

- Sampling Rate : 300 k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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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mber of Channel : 32

- Input Range : ±1.25, 2.5, 5, 10 Volt

- 제조사 및 모델 : Data Translation, DT3003

초음파 자료 수집 및 처리 계통의 경우, 10 MHz의 analog 초음파 

신호를 수집하여 digital 신호로 변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매우 높은 

sampling rate을 갖는 ADC board가 요구된다. 초음파 자료 수집 및 처리 

계통의 ADC board로는 100 MS/s의 sampling rate을 갖는 National 

Instrument의 NI5112 digitizer가 사용되었다. 이에 대한 사양은 표 3에 제

시되어 있다.



표 1 계측기기 주요 사양

Tag Name 품명 및 규격 측정 변수
측정 범위
or

교정 범위
측정오차

UT 01

초음파 Immersion Transducer

Technisonic Research, Inc.

Very High Resolution Series

IPU-2002-VHR (20MHz)

원자로헤더 

수위
0.2 mm

MF 01

Coriolis 질량유량계

Micro Motion
®
 Inc.

CMF200

주입 물 유량
0.605 ~ 12.097

(kg/s)

0.1 % of 

reading

VF 01

Vortex 체적유량계

Oval Co.

EX DELTA VXW1040

방출 물 유량
2.4 ~ 48

(m
3
/hr)

1.0 % of 

reading

VF 02 " " " "

VF 03

Vortex 체적유량계

Oval Co.

EX DELTA VAW1015

주입 공기 

유량

12 ~ 33

(m
3
/hr)

"

VF 04

Vortex 체적유량계

Oval Co

EX DELTA VAW1025

"
22 ~ 130

(m
3
/hr)

"

VF 05

Vortex 체적유량계

Oval Co

EX DELTA VAW1080

"
80 ~ 1,100

(m
3
/hr)

"

PT 01

압력 트랜스듀서

Rosemount Inc. 

3051CG4

원자로헤더 

압력

(게이지 압력)

3.5 ~ 100

(kPa)
0.2 kPa

PT 02 "

주입 공기 

압력

(게이지 압력)

" "

TC 01

Thermocouple

OMEGA Eng. Inc. 

Type-K, Ungrounded, 1/16" 

OD

원자로헤더

물 온도

0 ~ 400

(oC)
2.2 oC

TC 02 "
원자로헤더

공기 온도
" "

TC 03 "
주입 공기 

온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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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초음파 Pulser-Receiver 사양

Model Number UPR-035

PULSER

Pulse Type (Main Bang) Spike Wave

Max. Pulse Amplitude 245V

Pulse Width 22∼230ns

Repetition Rate 0.1∼5.0kHz

Pulse Rise and Fall Time typically 10ηs

Available Pulse Voltage
(no load)

60, 160, 270 volt

Sync Signal Output +5.0V TTL

External Trigger Input +3~15V TTL or CMOS

Mode
Pulse-Echo 
or Thru Transmission

RECEIVER

Input Resistance
- Pulse Echo Mode
- Thru Transmission Mode

900 ohms
900 ohms

Phase (RF Output) noninverting

Voltage Gain (RL=50Ohm) 7 to 79 dB in 1dB steps

Bandwidth 35MHz

Noise (Referred to Input) N/A

High Pass Filter 0.001, 0.3, 1.0, 5.0 MHz

Low Pass Filter 10, 15, 25, 35MHz

Max. Output Voltage ±3.0Vpk max. (RL=500Ohm)

Output Impedance 50 oh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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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초음파 Echo 신호 측정용 자료수집장치 사양

Acquisition System

Resolution 8 bits

Bandwidth (-3dB)
100 MHz maximum
20 MHz typical with BW limit enabled

On-board memory 32 MB per channel

Number of channels 2 simutaneously sampled

Max. sampling rate 2.5 GS/s repetitive, 100 MS/s single-shot

Multiple record 
acquisition capability

Up to 65,536 waveforms

Calibrated vertical ranges ±25mV to ±25V in 10% steps

Calibrated offset ranges
±500mV for vertical ranges smaller than 500mV
±5V for for vertical ranges between 500mV and 5V
Up to ±37V for vertical ranges above 5V

Input protection ±42V (DC+peak AC)

DC accuracy ±2.5% of range setting
±0.5%of offset setting

Input coupling DC or AC, software selectable

AC coupling cutoff 
frequency (-3dB)

11 Hz with 1x probe, 1.1Hz with 10x probe

Input Impedance 1MΩ || 30pF or 50Ω, software selectable

Triggering System

Modes Edge, Hysterisis, Analog, Digital

Slope Rising/falling

Hysterisis Fully programmable

Pre-trigger depth Up to 32 MB

Post-trigger depth Up to 32 MB

Hold off time 100μs ∼ 171.85s

Bandwidth 100 MHz

TRIG input range ±10V

TRIG input protection ±42V (DC+peak AC)

Acquisition Mode

RIS 2.5 GS/s down to 200 MS/s effective sample rate. 
Repetitive signals only

Single shot 100 MS/s down to 1S/s sample rate. Trasient and 
repetitive sig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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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상분리 실험장치 개략도



- 16 -

Dual 분기관

반원통 원자로 헤더 모사부

Air-Water Inlet Reservoir

초음파 수위
계측 센서

Air 주입관

Water 주입관

그림 4 상분리 실험장치 시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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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반원통형 원자로 헤더 모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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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분기관 노즐 도면 : 

내경 35mm 분기관 노즐 (상), 내경 25mm 분기관 노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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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Air-Water Inlet Reservoir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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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초음파 수위측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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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실험결과

1. 실험 조건 및 수행 방법

가. 실험 조건

CANDU 원자로 헤더에서의 상분리 실험은 다음과 같이 4 set의 실험

으로 구성된다.

○ 측향 분기관을 통한 기체 견인 실험

○ -36도 경사 분기관을 통한 기체 견인 실험

○ 측향 분기관을 통한 액체 견인 실험

○ -36도 경사 분기관을 통한 액체 견인 실험

각 set의 실험은 분기관의 내경이 24.6 mm인 경우와 34.7 mm인 경우

에 대하여 구분하여 수행되었다. 

기체 견인 실험의 경우에는, 측향 또는 -36도 경사 분기관 중 하나의 

분기관에서만 유동이 존재하는 “단일 분기관 실험”과 측향 및 -36도 경사 

분기관 모두를 통해 유동이 존재하는 “이중 분기관 실험”이 수행되었다. 

액체 견인 실험의 경우에는, 측향 또는 -36도 경사 분기관 중 하나의 

분기관에서만 유동이 존재하는 “단일 분기관 실험”만이 수행되었다.

CANDU 원자로 헤더에서의 상분리 실험의 test matrix는 표 4에 제시

하 다. Test ID는 X1-X2-X3-X4의 형태로 부여되며, 각 Tag의 의미는 다

음과 같다.

X1 : 실험 종류를 나타냄

- GE : 기체 견인 실험

- LE : 액체 견인 실험

X2 : 분기관 방향을 나타냄

- 0 : 측향 분기관

- 36 : -36도 경사 분기관

X3 : 분기관 내경을 나타냄

- 25 : 내경 24.6 mm 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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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내경 34.7 mm 분기관

X4 : 분기관 수량을 나타냄

- sg : 단일 분기관

- db : 이중 분기관

X5 : 실험 일련번호

나. 실험 수행 방법

(1) 기체 견인 실험

(가) 측향 단일 분기관 실험

1) 측향 분기관을 통한 물 방출 유량 목표값 및 원자로 헤더 압력 

목표값을 설정한다.

2) 측향 분기관 및 경사 분기관 (-36도) 방출 배관 밸브를 최소로 

개방한다.

3) 공기 주입구 배관의 밸브를 닫아서, 원자로 헤더로부터 격리한

다.

4) DAS를 감시모드로 기동하여 모든 계측기의 측정값을 연속적으

로 컴퓨터에 지시한다.

5) 펌프를 최저 회전수로 기동하여, Inlet Reservoir의 수위를 원자

로 헤더 상부까지 증가시킨다.

6) 경사 분기관의 방출 배관 밸브를 잠근다.

7) 원자로 헤더 압력 목표값에 도달할 때까지 Inlet Reservoir의 가

압 라인에 설치된 압력 regulator 밸브의 개도를 조절한다.

8) 측향 분기관을 통한 방출 유량 목표값에 도달할 때까지 펌프 회

전수를 조금씩 증가시킨다.

9) 주입되는 물 유량만큼 측향 분기관을 통해 방출되도록 측향 분

기관 방출 배관 밸브를 조금씩 연다.

10) 원자로 헤더 압력 및 수위, 주입 및 방출 유량이 정상상태에 

도달하도록 한다.

11) 원자로 헤더의 수위가 1.0 mm/min 정도로 감소하도록, Inlet 

Reservoir 하부에 설치된 Drain Line의 밸브 개도를 조절한다. 

12) 기체 견인 발생 여부를 판별하기 위하여, 정상상태 조건을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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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유지하며 DAS를 저장모드로 전환하여 모든 계측기의 측

정값을 연속적으로 컴퓨터에 지시한다.

13) 다시 원자로 헤더의 수위를 1.0 mm/min 정도로 감소시키고, 

12)의 과정을 반복한다. 

14) 위 11) 및 12)의 과정을 반복하여, 원자로 헤더 상부 공기가 측

향 분기관을 통해 견인되는 시점을 최종 결정한다.

(나) 경사 단일 분기관 실험

1) 경사 분기관을 통한 물 방출 유량 목표값 및 원자로 헤더 압력 

목표값을 설정한다.

2) ~ 5)의 절차는 위 측향 단일 분기관 실험과 동일하다.

6) 측향 분기관의 방출 배관 밸브를 잠근다.

7)의 절차는 위 측향 단일 분기관 실험과 동일하다.

8) 경사 분기관을 통한 방출 유량 목표값에 도달할 때까지 펌프 회

전수를 조금씩 증가시킨다.

9) 주입되는 물 유량만큼 경사 분기관을 통해 방출되도록 경사 분

기관 방출 배관 밸브를 조금씩 연다.

10) 원자로 헤더 압력 및 수위, 주입 및 방출 유량이 정상상태에 

도달하도록 한다.

11) 원자로 헤더의 수위가 1.0 mm/min 정도로 감소하도록, Inlet 

Reservoir 하부에 설치된 Drain Line의 밸브 개도를 조절한다. 

12) 기체 견인 발생 여부를 판별하기 위하여, 정상상태 조건을 3분 

이상 유지하며 DAS를 저장모드로 전환하여 모든 계측기의 측

정값을 연속적으로 컴퓨터에 지시한다.

13) 다시 원자로 헤더의 수위를 1.0 mm/min 정도로 감소시키고, 

12)의 과정을 반복한다. 

14) 위 11) 및 12)의 과정을 반복하여, 원자로 헤더 상부 공기가 경

사 분기관을 통해 견인되는 시점을 최종 결정한다.

(다) 측향 이중 분기관 실험

1) ~ 5)의 절차는 위 측향 단일 분기관 실험과 동일하다.

6) 원자로 헤더 압력 목표값에 도달할 때까지 Inlet Reservoir의 가

압 라인에 설치된 압력 Regulator 밸브의 개도를 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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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측향 분기관을 통한 방출 유량 목표값에 도달할 때까지 펌프 회

전수를 조금씩 증가시킨다.

8) 주입되는 물 유량만큼 측향 및 경사 분기관을 통해 방출되도록, 

측향 및 경사 분기관 방출 배관 밸브를 조금씩 연다. 이 때, 측

향 및 경사 분기관을 통한 각 유량이 동일하도록 한다.

9) 원자로 헤더 압력 및 수위, 주입 및 방출 유량이 정상상태에 도

달하도록 한다.

10) 원자로 헤더의 수위가 1.0 mm/min 정도로 감소하도록, Inlet 

Reservoir 하부에 설치된 Drain Line의 밸브 개도를 조절한다. 

11) 기체 견인 발생 여부를 판별하기 위하여, 정상상태 조건을 3분 

이상 유지하며 DAS를 저장모드로 전환하여 모든 계측기의 측

정값을 연속적으로 컴퓨터에 지시한다.

12) 다시 원자로 헤더의 수위를 1.0 mm/min 정도로 감소시키고, 

11)의 과정을 반복한다. 

13) 위 10) 및 11)의 과정을 반복하여, 원자로 헤더 상부 공기가 측

향 분기관을 통해 견인되는 시점을 최종 결정한다.

(라) 경사 이중 분기관 실험

1) 경사 분기관을 통한 물 방출 유량 목표값, 측향 분기관을 통한 

공기 방출 유량, 그리고 원자로 헤더 압력 목표값을 설정한다.

2) 측향 분기관 및 경사 분기관 (-36도) 방출 배관 밸브를 최소로 

개방한다.

3) DAS를 감시모드로 기동하여 모든 계측기의 측정값을 연속적으

로 컴퓨터에 지시한다.

4) 펌프를 최저 회전수로 기동하여, Inlet Reservoir의 수위를 측향 

분기관 하단까지 증가시킨다.

5) 측향 분기관을 통한 공기 방출 유량 목표값에 도달할 때까지 블

로워 회전수를 조금씩 증가시킨다.

6) 원자로 헤더 압력 목표값에 도달하도록 측향 분기관 방출 배관 

밸브를 조절한다.

7) 측향 분기관을 통한 방출 유량 목표값에 도달할 때까지 펌프 회

전수를 조금씩 증가시킨다.

8) 주입되는 물 유량만큼 측향 분기관을 통해 방출되도록 측향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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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방출 배관 밸브를 조금씩 연다.

9) 원자로 헤더 압력 및 수위, 주입 및 방출 유량이 정상상태에 도

달하도록 한다.

10) 원자로 헤더의 수위가 1.0 mm/min 정도로 감소하도록, Inlet 

Reservoir 하부에 설치된 Drain Line의 밸브 개도를 조절한다. 

11) 경사 분기관을 통한 기체 견인 발생 여부를 판별하기 위하여, 

정상상태 조건을 3분 이상 유지하며 DAS를 저장모드로 전환

하여 모든 계측기의 측정값을 연속적으로 컴퓨터에 지시한다.

12) 다시 원자로 헤더의 수위를 1.0 mm/min 정도로 감소시키고, 

11)의 과정을 반복한다. 

13) 위 10) 및 11)의 과정을 반복하여, 원자로 헤더 상부 공기가 경

사 분기관을 통해 견인되는 시점을 최종 결정한다.

(2) 액체 견인 실험

(가) 측향 단일 분기관 실험

1) 측향 분기관을 통한 방출 유량 목표값 및 원자로 헤더 압력 목

표값을 설정한다.

2) 측향 분기관 및 경사 분기관 (-36도) 방출 배관 밸브를 최소로 

개방한다.

3) 물 주입구 배관의 밸브를 닫아서, 원자로 헤더로부터 격리한다.

4) Inlet Reservoir의 Makeup Line 밸브를 약간 개방하여 Inlet 

Reservoir의 수위를 경사분기관 상단에 유지하여, 경사분기관 방

출 배관내 공기가 존재하지 않도록 한다. 

5) 경사 분기관 방출 배관 밸브를 잠그고, 수위를 원자로 헤더 하

단까지 낮춘다.

6) DAS를 감시모드로 기동하여 모든 계측기의 측정값을 컴퓨터에 

연속적으로 지시한다.

7) 측향 분기관을 통한 공기 방출 유량 목표값에 도달할 때까지 블

로워 회전수를 조금씩 증가시킨다.

8) 원자로 헤더 압력 목표값에 도달하도록 측향 분기관 방출 배관 

밸브를 조절한다.

9) 원자로 헤더 압력, 주입 및 방출 유량이 정상상태에 도달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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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10) 원자로 헤더의 수위가 1.0 mm/min 정도로 증가하도록, Inlet 

Reservoir 하부에 설치된 Makeup Line의 밸브 개도를 조절한

다.

11) 기체 견인 발생 여부를 판별하기 위하여, 정상상태 조건을 3분 

이상 유지하며 DAS를 저장모드로 전환하여 모든 계측기의 측

정값을 연속적으로 컴퓨터에 지시한다.

12) 다시 원자로 헤더의 수위를 1.0 mm/min 정도로 증가시키고, 

11)의 과정을 반복한다. 

13) 위 10) 및 11)의 과정을 반복하여, 원자로 헤더 하부 물이 측향 

분기관을 통해 견인되는 시점을 최종 결정한다.

(나) 경사 단일 분기관 실험

1) 경사 분기관을 통한 방출 유량 목표값 및 원자로 헤더 압력 목

표값을 설정한다.

2) 측향 분기관 방출 배관 밸브를 잠그고, 경사 분기관 (-36도) 방

출 배관 밸브는 최소로 개방한다.

3) 물 주입구 배관의 밸브를 닫아서, 원자로 헤더로부터 격리한다.

4) Inlet Reservoir의 Makeup Line 밸브를 약간 개방하여 Inlet 

Reservoir의 수위를 원자로 헤더 하단에 도달하도록 한다. 이 후 

Makeup Line 밸브를 잠근다.

5) DAS를 감시모드로 기동하여 모든 계측기의 측정값을 컴퓨터에 

연속적으로 지시한다.

6) 경사 분기관을 통한 공기 방출 유량 목표값에 도달할 때까지 블

로워 회전수를 조금씩 증가시킨다.

7) 원자로 헤더 압력 목표값에 도달하도록 경사 분기관 방출 배관 

밸브를 조절한다.

8) 원자로 헤더 압력, 주입 및 방출 유량이 정상상태에 도달하도록 

한다.

9) 원자로 헤더의 수위가 1.0 mm/min 정도로 증가하도록, Inlet 

Reservoir 하부에 설치된 Makeup Line의 밸브 개도를 조절한다.

10) 기체 견인 발생 여부를 판별하기 위하여, 정상상태 조건을 3분 

이상 유지하며 DAS를 저장모드로 전환하여 모든 계측기의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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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값을 연속적으로 컴퓨터에 지시한다.

11) 다시 원자로 헤더의 수위를 1.0 mm/min 정도로 증가시키고, 

10)의 과정을 반복한다. 

12) 위 9) 및 10)의 과정을 반복하여, 원자로 헤더 하부 물이 측향 

분기관을 통해 견인되는 시점을 최종 결정한다.

2.  기체 견인 실험 결과

가. 측향 분기관

측향 분기관을 통한 기체 견인 실험은, (1) 단일 측향 분기관을 통한 

액체 유동만이 존재하는 조건에서의 실험과 (2) 그림 2(a)와 같이 측향 분

기관 및 -36도 경사 분기관을 통한 액체 유동이 동시에 존재하는 조건에

서의 실험으로 구분된다. 그림 10은 측향 분기관을 통한 기체 견인 시작 

조건에 대한 실험 결과를 보여준다.

단일 측향 분기관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1) 분기관 노즐의 내경 차

이가 기체 견인 시작 조건에 미치는 향은 없는 것으로 관측되었으며, 

(2) KfK의 단일 측향 분기관을 통한 기체 견인 실험 상관식과도 비교적 

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측정된 실험결과의 산포도가 매우 낮

을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초음파 기법을 통한 정확한 임계수위의 계측

과 원자로 헤더 수위의 미세 조절 및 air-water 상 경계면의 요동 억제 특

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Dual 분기관 실험은 측향 분기관을 빠져나가는 액체 유량과 -36도 

경사 분기관을 빠져나가는 액체 유량을 동일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측향 

분기관을 통한 기체 견인 시작점을 측정하 다.

Dual 분기관 실험을 통해 얻은 기체 견인 임계 수위는 KfK의 단일 

측향 분기관을 통한 기체 견인 실험 상관식과도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분기관 노즐 직경의 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었다. 또

한 단일 측향 분기관에서의 임계수위와 비교하여 다소 높은 임계수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그림 2(a)에서 도식화된 것처럼 -36도 경사 분기관

을 통한 하향 액체 유동장의 향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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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36도 경사 분기관

-36도 경사 분기관을 통한 기체 견인 실험은, (1) -36도 경사 단일 분

기관을 통한 액체 유동만이 존재하는 조건에서의 실험과 (2) 그림 2(b)와 

같이 측향 분기관으로는 기체 유동이 그리고 -36도 경사 분기관으로는 액

체 유동이 동시에 존재하는 조건에서의 실험으로 구분된다.

그림 11은 -36도 경사 단일 분기관을 통한 기체 견인 시작 조건에 

대한 실험결과를 보여준다. 측향 분기관에서의 결과와 유사하게, 분기관 

노즐 직경에 대한 향은 크지 않으며, 실험결과의 산포도가 매우 낮은 것

을 알 수 있다. 

또한 -36도 경사 분기관을 통한 기체 견인 시작 조건은 KfK의 측향 

분기관에 대한 기체 견인 실험 상관식(C1 = 2.61)과 근접한 것을 볼 수 있

으며, 상대적으로 KfK 하향 분기관에 대한 기체 견인 실험 상관식(C1 = 

0.225)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36도 경사 분기관을 통한 기체 

견인 시작 조건의 경우 KfK의 측향 분기관을 통한 기체 견인 실험 상관

식(C1 = 2.61)을 사용하여도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12는 측향 분기관으로는 기체 유동이 그리고 -36도 경사 분기

관으로는 액체 유동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 측정된 기체 견인 시작 조

건에 대한 실험 결과를 보여준다. -36도 경사 분기관을 통한 액체 유량에 

대한 무차원 변수, Frl ( )ρl/∆ρ 0.5
,가 7.15와 9.4로 고정된 상태에서 측향 분

기관을 통한 기체 유량을 증가시키면서 -36도 경사 분기관을 통한 기체 

견인 시작 조건의 변화를 측정하 다. 이 때 사용된 각 분기관 노즐의 직

경은 24.6mm이며, 34.7mm 직경의 분기관에 대한 실험은 수행되지 않았

다.

그림 12에서 보듯이 측향 분기관을 통한 기체 유량이 증가할수록 

-36도 경사 분기관을 통한 기체 견인에 대한 임계 수위가 다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그림 2(b)에서 도식화한 것과 같이 -36도 경사 분

기관을 통한 하향 액체 유동장과 측향 분기관을 통한 상향 기체 유동장이 

상호 경쟁 관계에 있는 점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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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확실도 분석

CANDU 원자로 헤더에서의 상분리 현상 실험결과에 대한 불확실도 

분석을 95%의 신뢰도 조건에 대하여 수행하 다. 불확실도 분석의 최종 

대상은 Foude 수 관련 무차원 변수, Frc(
ρ c

ρwtr-ρair )
0.5

와 임계수위 관련 무

차원 변수, 
hb
d  이다.

실험 결과 (X)의 총 불확실도 (U: total uncertainty)는 다음과 같이 계

통 불확실도 (B: systematic uncertainty)와 우연 불확실도 (P: random 

uncertainty)의 root-sum-square로 표현된다.

X=X(f 1,f 2,...,f n)

U X=[B
2
X+P

2
X]
0.5

B
2
X=∑

N

i=1(
∂X
∂f i
Bf i)

2

P X=2.0
SX

N

여기서, 

SX : 실험결과의 표준편차

N : 실험결과의 data 개수이며, 보수적인 계산을 위하여 N=10의 값을 

사용하 다.

각 계측기의 계통 불확실도는 표 1에 제시하 으며, 분기관 내경에 대

한 계통 불확실도는 0.1 mm로 평가하 다. 초음파 트랜스듀서의 시간에 

따른 수위 측정값에 대한 우연 불확실도는 0.3 mm로 평가되었다.

각 실험을 통해 측정된 Foude 수 관련 무차원 변수, Frc(
ρ c

ρwtr-ρair )
0.5

와 임계수위 관련 무차원 변수, 
hb
d의 불확실도는 표 5에 요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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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Test Matrix

Test ID
견인

유체

분기관

방향

분기관

내경

(mm)

분기관

수량 Fr wtr(
ρ wtr
Δρ )

0.5

Frair(
ρ air
Δρ )

0.5

GE-0-25-sg-01 ~ 06 Air 수평 24.6 단일 5.25 ~ 10.21

GE-0-25-db-01 ~ 06 Air 수평 24.6 이중 5.24 ~ 10.39

GE-0-35-sg-01 ~ 05 Air 수평 34.7 단일 2.83 ~ 6.97

GE-0-35-db-01 ~ 05 Air 수평 34.7 이중 2.79 ~ 6.98

GE-36-25-sg-01 ~ 11 Air -36 도 24.6 단일 2.68 ~ 14.83

GE-36-25-db-01 ~ 08 Air -36 도 24.6 이중 7.15, 9.4 2.90 ~ 9.25

GE-36-35-sg-01 ~ 08 Air -36 도 34.7 단일 1.91 ~ 9.04

LE-0-25-sg-01 ~ 10 Water 수평 24.6 단일 2.26 ~ 11.55

LE-0-35-sg-01 ~ 07 Water 수평 34.7 단일 0.96 ~ 3.83

LE-36-25-sg-01 ~ 12 Water -36 도 24.6 단일 1.77 ~ 12.26

LE-36-35-sg-01 ~ 05 Water -36 도 34.7 단일 1.33 ~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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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불확실도 분석 결과

Frc(
ρ c

ρwtr-ρair )
0.5

의 불확도 (%)
hb
d의 불확도 (%)

계통불확도 우연불확도 총 불확도 계통불확도 우연불확도 총 불확도

평균 1.39 0.31 1.43 0.71 0.60 0.93 

표준편차 0.03 0.14 0.05 0.15 0.16 0.21 

최대 1.40 0.86 1.65 1.12 1.04 1.53 

최소 1.29 0.15 1.30 0.42 0.31 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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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측향 분기관으로의 기체 견인 현상:

gas hose 발생 시점 (상), 견인 시작 시점 (중), 연속적인 견인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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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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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
9

10

Dual Branch

Frl(ρl/Δρ)0.5=C1(hb/d)2.5

 KfK Correlation (C1=2.61)
 KAERI Correlation (C

1
=3.2)

 KAERI Correlation (C1=2.7)
 KfK (d=0.02, D=0.206)
 KAERI Single (d=0.035)
 KAERI Single (d=0.025)
 KAERI Dual (d=0.035)
 KAERI Dual (d=0.025)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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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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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1

10

Frl(ρl/Δρ)0.5=C1(hb/d)2.5

 KfK Side OGE Correlation (C1=2.61)

 KAERI -36o OGE Correlation (C1=3.4)
 KfK Side Branch (d=0.012)
 KAERI -36o Branch (d=0.025)
 KAERI -36o Branch (d=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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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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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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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1

10 Fr
air

(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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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ρ)0.5=C
1
(h

b
/d)2.5

 KfK Side OLE Correlation (C1=3.22)
 KAERI Side OLE Correlation (C1=2.8)
 KfK (d=0.02, D=0.206)
 KAERI Side Branch (d=0.035)
 KAERI Side Branch (d=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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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단일 측향 분기관으로의 액체견인 임계수위 측정결과

1 2
1

10 Bottom of
the Channel
(d=35mm)

 KfK Side OLE Correlation (C1=3.22)

 KAERI -36o OLE Correlation (C1=4.6)
 KfK Side (d=0.02, D=0.206)
 KAERI -36o (d=0.035)
 KAERI -36o (d=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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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tom of
the Channel
(d=24.6mm)

그림 14 단일 -36도 경사 분기관으로의 액체견인 임계수위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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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론

CANDU 원자로 입구/출구 헤더의 다중 feeder pipe를 모사한 실험

장치를 설계/제작하여, 2상 유체 상분리 현상(기체 견인 및 액체 견인)의 

시작 조건에 대한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 다.

원자로 헤더 모사부는 실제 CANDU 원자로 헤더의 약 1/2 scale을 

갖으며, 이웃하는 분기관을 통한 유동장의 간섭 효과를 극명하게 관찰하기 

위하여 반원통의 구조로 제작되었다. Group "E" & "F"의 feeder pipe를 

모사한 두 개의 분기관이 원자로 헤더 모사부에 설치되었으며, 분기관 노

즐 내경은 24.6mm 및 34.7mm이다.

초음파 pulse-echo 방법을 도입하여 원자로 헤더내의 수위를 매우 

정확하게 측정하 으며, 원자로 헤더내의 수위 및 압력을 미세 제어할 수 

있도록 air-water inlet reservoir를 설계/제작하 다.

측향 분기관 및 -36도 경사 분기관에 대한 기체 견인 및 액체 견인 

시작 조건에 대한 실험이 수행되었다. 측향 분기관을 통한 기체 견인 및 

액체 시작 조건에 대한 본 실험 결과는 KfK의 측향 분기관에 대한 실험 

상관식과 거의 일치하 다. -36도 경사 분기관을 통한 기체 견인 및 액체 

시작 조건에 대한 본 실험 결과는 KfK의 측향 분기관에 대한 실험 상관

식과 비교적 잘 일치하 으며, KfK의 측향 분기관 실험 상관식을 사용하

여 무방한 것으로 평가된다.

Dual 분기관 조건에서의 기체 견인 시작 조건에 대한 실험을 수행함

으로써, 이웃하는 분기관을 통한 유동장 간섭 효과를 평가하 다. 그림 

4.5-2(a)와 같이 이웃하는 분기관을 통한 유동장이 서로 협동적인 경우 기

체 견인 임계 수위가 증가하 으며, 그림 4.5-2(b)와 같이 이웃하는 분기관

을 통한 유동장이 서로 경쟁적인 경우에는 기체 견인 임계 수위가 감소하

다. 하지만 이웃하는 분기관을 통한 유동장 간섭이 임계 수위에 미치는 

향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CANDU 원자로 헤더의 다중 feeder pipe를 통한 기

체 견인 및 액체 견인 현상의 시작 조건에 대한 실험적 연구가 수행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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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체 및 액체 견인 현상에 있어서 시작 조건과 함께 중요시 다루어져

야할 또 하나의 변수는 기체 및 액체 견인 현상의 시작 조건 이후 분기관

을 통한 방출 건도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CANDU 원자로 헤더의 

다중 feeder pipe를 통한 기체 및 액체 견인 발생시 방출 건도에 대한 실

험적 연구의 수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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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관을 통한 유동장 간섭이 임계 수위에 미치는 향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었다.

주제명키워드

(10단어내외) 
 상분리, 기체 견인, 액체 견인, CANDU, 원자로 헤더,

 측향 분기관, 경사 분기관, 다중 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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