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출   문

 지식경제 부 장  귀하

 이 보고서를 세부2과제 ‘공통핵심기술 개발(1단계)’의 ‘안 계통 최 화  

기술고유화' 분야의 기술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 01 0.  6

주  자 : 어 동 진

 연 구 원 : 권 태 순

주 인 철

조    석

김 정 택

강 흥 석

윤  

이 승 태

박 춘 경

배  호

최 남 

민 경 호

송 철 화



- i -

요   약   문

I.  제  목

  APR+형 DVI+ 개별효과실험

II.  연구 기 간

   2009. 08. 01 ～ 2010. 7. 31

III.  연구개 발 의  목   필요성

 APR+가 세계원 시장의 주력노형 반열에 오르기 해서는 설계의 고유성을 확

보하고, 안 성  경제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APR+ 안 계통 개발을 

해 도출된 개념설계안에 한 개별효과실험을 수행하여, 안 계통 기본설계를 확

정하는데 활용되도록 한다.

 

IV .  연구 개 발 의  내용   범

본 연구에서는 APR+ 안 계통의 최 화를 한 연구항목으로서, 재 APR1400

에서 채택하고 있는 고유한 설계인 DVI와 FD 개념의 개선을 선정하 다. 선행연구

를 통해 개념설계안을 개발하 고, 본 연구에서는 이의 성능을 평가하고, 기본설계안

으로 발 시키기 해 요구되는 개별효과실험을 수행하 다. DVI+설계를 해서 

Duct설계의 성능평가 실험과, 기기설계 측면의 건 성 평가실험을 수행하 다. FD+

설계를 해서는, 고려되는 요한 설계인자에 한 민감도 평가실험을 수행하 다. 

후속 연구로서 요하게 추진될 노심유량분포 실험을 해서 원자로용기, 노심모의

기와 노심배럴  일부 하부구조물에 한 기본설계  제작과 측정방법론 개발, 

FD+ 종합 성능평가실험을 한 장치의 설계도 각각 본 연구에 포함하 다. 

V .  연구개 발  결과   활 용  계 획

개별효과실험을 통해 APR+의 안 계통을 한 기본설계 개념의 고유성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이를 용할 경우, 계통의 효율성  안 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평

가되었다. 노심유동분포 실험 장치설계  제작을 지속 으로 진행하여 독자 인 원

자로 데이터를 확보하면, 원  수출에 필수 인 기술의 고유성을 제고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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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Ti t le

   Separate Effect Test for APR+ DVI+

II.  P eri od of t he R esearc h

   2009. 08. 01 ～ 2010. 7. 31

III.  Objec t i ves and Nec essi t y of t he R esearc h

In order to compete with world-wide major reactor types, APR+ should have 

an improved safety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as well as its originality. This 

study is aimed to establish our own basic design features to maximize and 

optimize the performance of APR+ and especially of the safety system.

IV .  Sc op es and Cont ent s

DVI and FD are our own design features adopted into APR1400. This study 

focuses on improving their performance for the APR+. From a preliminary study, 

conceptual design for DVI+ has been developed. Various separate effect tests 

were performed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design concept and to develop 

a basic design. For DVI+ design, tests for DVI duct performance and vibration 

characteristics were performed. For FD+ design, sensitivity test for major design 

parameters were performed. This study also includes a development of design for 

the reactor flow distribution test as well as FD+ overall performance test. 

V .  R esearc h R esu lt s and P lans for F u t u re A p p li c at i on 

The separate effect tests showed that the conceptual design for the APR+ 

safety system would improve efficiency and safety as well as originality. By 

performing the flow distribution test facility, our own reactor data will be 

generated, and the data will upgrade our technical originality on the APR+ and 

help to export our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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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 발  개 요

제  1   연구개 발  목  

       안 계통 최 화연구는 APR+에 사용할 안 계통 설계를 최 화하기 

한 것이다. 한편 APR+ 공통핵심기술은 APR1400형 가압경수로, APR+  OPR1000

에도 선별 으로 용 가능하여, 기타 1600~1800 MWe  형 가압경수로 개발 시

에도 용 가능한 기술로 정의된다. 따라서 안 계통에 한 공통핵심기술을 개발하

기 하여는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재 우리나라는 NuTech-2012 계획의 일환으로, 한수원을 심으로 력산업체 

 연구기 이 참가하여 APR+를 개발 에 있다. APR+는 1500 MWe  2-Loop 가

압경수로로 APR1400에 용된 설계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 에 있으며 2012년까지 

국내 인허가를 신청할 정이다. APR+는 설계기술기반  인허가에 필요한 제반 평

가기술/해석기술/설계기술을 고유화 는 원천 기술화하여 설계되므로 원 의 해외

수출  기술수출에 제약이 없을 것으로 상된다. 

안 계통 최 화연구는 재 APR1400에 용된 DVI  FD 기술의 기술고유화 

 최 화를 연구 상으로 하고 있다. APR1400에서는 안 계통에 DVI와 FD의 개념

을 채택하여 설계되었으며, 이는 우리나라 원 만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이다. 본 연

구에서 고려하고 있는 차기 원 에는 DVI와 FD의 순 개념이 더욱 승화되고, 성능이 

개선된 안 계통이 설치되어야 한다.  

이를 해서, 선행연구를 통해, DVI와 FD의 설계의 고유성을 증진하고, 성능 

안 성이 개선된 설계안이 개발되었으며, DVI+와 FD+로 명명되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APR+형 안 주입계통 설계에서 요하게 고려되는 인자  상에 

한 분리효과실험을 수행함으로써, 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하고, 최 화된 설계안을 

도출하는데 그 목 이 있다. 

제  2   연구 필요성 

        APR1400 가압경수로는 구 ABB-CE의 System80+의 설계기술을 기반으

로 개발되어 설계인증을 받은 노형으로 재 한국에서 건설 인 주력 노형이다. 

System80+  APR1400은 각각 NRC와 KINS로부터 표 설계인증을 받았으나, 재 

세계원 시장의 주력 노형인 AP1000, EPR, APWR  ABWR과 경쟁하려면  안

성, 경제성,  기술경쟁력이 보다 더 향상되어야 한다. 한, DVI  FD 채택에 따

른 원자로 고유열수력 상에 의한 안 성 하요인을 효율 으로 제거하거나, DVI 

연계계통 는 설계를 최 화시킬 필요가 있다. 로 FD 주입연장기술이나, DVI 비

상노심냉각수 우회율 감기술은 궁극 으로 비상노심냉각수의 노심냉각효율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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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노심 열 여유도를 증가시키고 원자로의 안 성  설계기술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이를 하여 아래와 같은 항목에 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1) DVI+ 기술의 고유화  최 화 

 System80+가  DVI의 원조기술로 인식되는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진보된 

안 계통설계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ABB-CE의 DVI기술은 성능을 최 화하지 못

한 상태에서 용되었기 때문에, 성능개량의 여지가 많다. 그러나 설계를 면 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  내에서 안 계통의 성능을 획기 으로 개선시키는 데에는 여러 

제약이 있을 수 있다. 한편 APR+는 APR1400 비 출력이 약 100 MWe 증가하나, 

Thot과 Core ΔT 증가, RCS 유량 증가 등 비상노심냉각수의 노심냉각효율을 감소시

키는 요소가 많아 안 계통의 용량증가가 노심출력 증가보다 폭 커질 우려가 있

다. 이 경우 타 경쟁노형에 비하여 안 계통의 설계 용량과 체 이 과도하게 커지므

로 그만큼 설계 기술 경쟁력이 악화된다. 따라서 이의 억제를 해서는 노심냉각효

율이 증가된 DVI+  FD+의 기술을 개발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기술은  원자로 안 계통의 설계개념을 크게 바꾸지 않으면서, 성능을 획기 으로 

개선할 수 있다. 

(2) 4-EDG 보완형 DVI+ 개발

 LOCA 해석시, APR1400의 2-EDG 설계계통에서 단일고장가정(Single Failure 

Assumption)을 용하면 4 의 HPSI  2 의 HPSI만이 작동 가능하므로, 4-SIT와 

2-HPSI의 주입작동 환경이 된다. 반면에 4-EDG 설계에서는 4-SIT와 3-HPSI의 작

동환경이 된다. 여기에, 운   유지보수개념을 추가로 용하면 2-EDG 설계와 같

은 2-HPSI 작동환경이 된다. 그러나 4-EDG에서 LOCA시 DVI 주입배열은 (2-EDG

의 180도 상  주입각 배치로부터) 90도 상  주입각 배치로 변경되어, 단  근처

에 DVI가 집 되게 된다. 이 게 되면, 4-EDG의 비상노심냉각수 우회율이 오히려 

2-EDG의 경우보다 훨씬 증가하여 노심냉각 성능의 한 하가 래되기 때문에, 

안 계통 용량의 폭 증가가 필수 으로 요구된다[1.2-1,2]. 노심출력 비 격한 

안 계통의 용량 증가는 기술  퇴보를 의미하여, 자칫하면 기술진보성 상실을 래

할 험이 있다. 따라서 4-EDG설계 도입을 해서는 종래의 DVI 주입 기술의 한계

를 극복하는, 보다 진보된 DVI+ 기술이 필요하다. 

(3) 주입용량 연장형 FD+ 개발 

 APR1400 SIT의 Fluidic Device는 SIT 하반구에 설치되어 있으며, 유동유입구

가 FD의 상부면에 있어, FD의 상부면 이하에 있는 비상노심냉각수가 주입되지 못하

는 기술  맹 이 있다. 한, N2 Gas가 조기에 RCS 계통내로 유입되어 비응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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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주입에 의한 해석상 불확실도가 증가되므로, 이를 개선하여야 하며, 일본 

Mitsubishi의 FD에 비해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 FD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4) 노심유동분포실험

 APR1400의 노심유동분포는 YGN3/4에 한 노심유동분포 실험 Data를 임의로 

확장시켜 계산되었으며, 노심 열  여유도도 이 자료를 사용하여 평가되었다. 그 결

과 APR1400의 노심유동분포 데이터의 분산(불확실도)값이 증가하여, Thermal 

Margin이 감소되었다. 한, APR+에서 노심 연료집합체의 개수가 241개에서 257개

로 증가하 기 때문에, 그 자료를 계속 사용할 경우, APR+의 노심유동분포 가상 데

이터의 분산(불확실도)값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측된다. 따라서 APR+는 실제 노

심유동분포시험 데이터에 근거하여 분산(불확실도)값을 낮추고 이를 노심열 여유도 

향상에 이용할 필요가 있다. 

(5) APR++ 후속  기반기술의 구축 

 재 해외에서는 AP1000 (미국/일본), ESBWR (미국), EPR (유럽), USEPR, 

USAPWR, APWR+(일본) 등 신기술이 집약된 GEN-III 혹은 GEN-III+ 원 이 활발

하게 개발/건설되고 있으며 [1.2-3,4,5], 이러한 원자로들이 세계 원자로시장의 주력을 

형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APR1400과 APR+의 경쟁 노형은 끊임없는 기술경쟁을 통

하여 발 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원 경쟁의 열에서 낙오되지 않으려면 APR+ 뿐

만 아니라 APR++에도 용이 가능한 핵심 안 계통 기반기술의 지속  개발이 

요하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원  시장의 근성을 높여 나가는 략  

선택이 필요하다.

제  3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 수행하게 될 업무는 크게 설계 성능을 평가하고, 최  설계인자를 

도출하기 한 개별효과실험과 후속 실험을 한 장치 설계로 구분할 수 있다. 부분

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DVI+ Duct 성능평가 실험

○ 4-EDG 성능평가 Air-Water 실험 

- 4-EDG 배치시 ECC Bypass Fraction 비교 실험 평가

○ ECC Duct의 Bypass Air-Water 실험 

- 비상노심냉각수 우회율 감 기본 성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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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VI+ Duct 기계  건 성 평가실험

○ ECC Duct 부착에 따른 Core Barrel 고유진동수 비 평가

(3) 노심유동분포 실험장치 설계  노심모의기 비설계

○ 기본 척도해석

○ 원자로 모의부를 제외한 기본 Loop 설계

    - 유체계통: 노심 내부구조물을 제외한 역

    - DAS  제어계통 (Loop 부 만)

    - 원계통

○ 원자로 모의부를 제외한 기본 Loop 제작

    - 노심  노심출구 역을 제외한 원자로 모의용기

    - 원자로 배  모의부

○ 노심모의기용 양립성 평가장치 기본 설계방안 수립

○ 노심모의기 기본 설계방안 수립

○ 후속 2-단계 업무 비 Rx Internal Structure/Core Simulator/양립성 검증

/노심유동분포시험/Hot Leg 속도분포 측정/Upper Structure Support Plate 

압력측정방안 등에 한 설계/제작, 기본 설계,  개념/방안 개발

(4) FD+ 성능개선 설계  평가실험

○ Fluidic Device의 Vortex Chamber 축소모의장치를 이용하여, 높이  단

면 형상, 노즐 폭 등의 성능 인자 민감도를 평가하기 한 실험장치를 구

축하여, Vortex Chamber내 와류강도 증진 방안을 평가

○ APR1400 안 주입탱크를 원형에 가깝게 축소 모의하고 Fluidic Device를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는 실험장치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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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D V I+  개 발

제  1   D V I+  설 계 안

       APR1400의 2-EDG 계통과 APR+의 4-EDG 계통에서 공통으로 용 가

능성, 유동교란 최소화 요건, ECC Bypass 감효과 보유성, HPSI Water 투입확실

성, 구조강도 확보성, 조립간섭 배제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DVI Duct의 기본설계 형

상을 결정하 다.

No 항    목 Design 근거 비고

1
2-EDG 계통과 4-EDG 계통

공통 용성

Air-Water Test 결과 Bypass 

감 효과 공히 보유함

2 유동교란 최소화 요건 측면경사형 설계

3 HPSI Water 투입확실성

Full Scale Duct투입율실험 결과

투입율 우수함

ECC Water Jet의 력에 의한 

처짐을 고려하여 DVI 투입구의 

직경을 확 설계함(2*DDVI).

4 구조강도 확보성
KAERI  KOPEC 구조강도해

석결과 허용강도 이내 응력발생

5 조립간섭 배제성 강수부에서 Duct의 높이를 제한

6 성자 가열 냉각능력 보유성

Active Core Top보다 에 

Duct를 설치하여 성자 가열 

역 밖에 Duct가 치함

표 2.1-1 설계주요 고려사항  해소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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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VI Nozzle과 Hotleg 사이의 수평각 재조정 설계

 그림 2.1-1 과 같이 DVI Duct에 따른 DVI Nozzle 수평방사각을 재배치하여 기

존 APR1400의 45도 각도를 APR+에서는 35도로 축소 재배치 함.

그림 2.1-1 DVI Duct에 따른 DVI Nozzle 수평방사각 재배치 각

              

(2) DVI Duct 단면  ECC Water 투입구 설계

그림 2.1-2 과 같이 DVI Duct의 반경방향 높이는 2.2 inch 이내, 횡방향 폭은 

26”이내로 하되, DVI Duct의 ECC 투입구 크기는 2* DDVI로(DVI 내경의 2 배) 결정

한다. DVI Duct 의 두께는 KOPEC의 구조강도계산 결과에 의거하여 0.2 inch 

(5mm)로 결정한다(단, DVI Duct 의 두께를 더 두껍게 하는 경우 DVI Duct내부 

높이 2 inch를 축소 조정한다: Full Scale Duct 투입율 Test 결과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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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DVI Duct 단면도

(3) DVI Duct 설치고도 설계

그림 2.1-3 와 같이 DVI Duct의 설치고도는 성자속에 의한 Core Barrel 비가

열부에 DVI Duct를 치시키되, 출구부분은 ECC Bypass를 고려하여 Active Core 

Top 보다 약간 더 높은 고도( 온  신선으로부터 하향방향으로 60“ 지 이 DVI 

Duct의 하부 출구)에 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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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DVI Duct 설치 고도

(APR1400기 으로 표시, 고도는 APR+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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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D V I+  시 험 장치

2 . 2 . 1  유 체 계 통

 DVI+ 시험설비는 아래와 같은 특성을 악하도록 설계되었다.

   - 강수부 상하부 유동 특성

   - RCP Blade 교란에 의한 강수부 압력교란 특성

   - APR+의 257개 핵연료 집합체에서의 노심입구유동분포  출구압력분포 

     특성

유사한 선행연구의 사례를 참조하여 상 원자로를 선형축소비 1/5 크기로 축소

한 실험장치를 설계하 다. ABB-CE의 1/5 축소모델, 그리고 YGN3&4 상의 1/5 

축소모델들이 활용된 기존의 연구결과를 참고할 때, 본 과제에서 선정한 1/5 길이비

는 충분히 용가능한 범 에 있는 규모라고 할 수 있다 [2.2-1,2]. 본 축소모델은 노

심을 제외한 역에 해서는 1/5 선형척도비를 용하여 설계되었고, 노심에서는 핵

연료다발을 하나의 노심 모의기로 구성하여 노심입구에서의 유량분포와 노심출구에

서의 압력분포만을 재 하도록 한다. APR+ 노심유동실험을 한 상세한 노심모의기

와 노심구조물의 설계는 차기년도에 이루어지고, 본 단계에서는 강수부 유동분포실

험을 한 강수부 유체계통  순환계통의 설계  제작/설치업무를 수행하 다.

축소 모의되는 실험장치는 원자로에서의 수력학  특성을 보존하기 하여 기하

학  상사성과 동 인 상사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2.2-2]. 기하학  상사성은 원

자로와 실험장치가 같은 형태이면서 모든 선형 치수가 일정한 비로 축소되므로 보존

된다. 동 인 상사성은 원자로와 실험장치가 유사한 체 요소에 작용하는 힘이 동일

한 비를 가질 때 얻어진다. 원자로의 수력학  상사성을 해 우선 으로 고려되는 

인자들은 아래와 같이 7개의 변수이다.

- P (계통압력)

- V (유속)

- ρ (유체의 도)

- ν (유체의 동 성)

- L (길이)

- Dh (수력학  직경)

- ε (표면의 거칠기)

상기 7개의 변수로부터 아래와 같은 4개의 무차원 변수를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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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h (유로의 종횡비)

- ε/Dh (상  거칠기)

- VDh/ν (Re 수)

- △P/(ρV
2

/2) (Eu 수)

상기 4개의 무차원변수가 모두 일치하면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수력학  특성이 

실험장치에서도 상사성을 유지하면서 구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변수들의 상사성을 충족시키기는 불가능하거나, 비실용 인 경우가 많고, 일부의 상

사성만 만족시켜도 충분히 공학 으로 허용 가능한 오차범  내에서의 상보존을 

이루어낼 수 있다. 를 들어 원자로와 실험장치가 공히 5000이상의 Re수 범 인 난

류조건에 도달하면, Re수의 함수로 표 되는 압력계수가 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압력강하 차이가 미미해지는 유체역학  특성이 있다[2.2-1]. 

상  거칠기는 마찰에 의한 압력강하가 지배 인 역에서 매우 요하게 작용

을 한다. 원자로에서는 노심과 강수부가 그 해당 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 노심

은 별도의 모의기를 이용하여 구 할 정이며, 마찰에 의한 압력강하분이 포함된 

노심에서의 총 압력강하는 모사체를 이용하여 모의하게 되므로 본 논의 상에서 제

외된다. 노심을 제외한 역에서의 설계는 형상을 그 로 반 하여 설계되는데, 일반

으로 표면의 거칠기는 고정되어 있고, 실험장치는 기하학  단면 이 축소된 형태

를 가지기 때문에 축소모의 장치가 가지는 상 인 거칠기는 그 축소비에 반비례하

여 커지게 된다. 그러나, 강수부에서 작용하는 마찰에 의한 압력강하는 원자로 용기

에서의 체 압력강하와 비교할 때 매우 작기 때문에 (APR1400의 경우 1.5% 정도) 

비록 상사성의 기 변수로 설정한 상  거칠기가 보존이 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향이 결과에 미치는 정도가 매우 작은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수력학  특성의 보존을 하여 Euler 수에 기 한 설계를 하 다.

≡

∆

(2.2-1)

상기 식으로 정의되는 Euler 수는 유동의 항인자로 표 될 수 있고, 상원자

로와 장치가 가지는 값이 일치하기 해서는 실험장치에서 채택하고 있는 유동조건

이, 충분한 난류 유동 역에 존재하여야 하고, 장치의 기하학 인 특성이 상 원자

로와 일치하여야 한다. 즉, 실험장치는 원자로의 형상을 그 로 따르면서 정해진 길

이비율로 축소되며, 유동은 가능한 최  조건으로 선정되도록 한다. 표 2.2-1에 본 

장치에 용되는 주요 축소비율을 정리하 다. 실험장치의 길이, 높이, 갭, 직경, 유

동면 은 선형척도비에 따라 이상 인 척도비에 하여 축소 설계된다. 

본 실험장치는 유동 특성을 재 하는 목 을 가지므로, 운 은 고온, 고압조건이 

아닌, 상온, 상압조건에서 수행되게 된다. 따라서, 15 MPa, 310
o

C의 원자로 유동이 

가지는 물성치는 실험장치에서의 그것과 다르다. 즉, 실험조건에서의 도는 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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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조건에서의 값보다 40% 크고, 도는 5.54배 크다. 이러한 물성치의 변화는 유동

의 척도비에 그 로 반 이 된다. 표 2.2-1에는 속도비가 1/1  1/2인 경우에 한 

유량비, Re비, 압력강하비가 기술되어 있다. 를 들어 속도가 보존되는 설계의 경우, 

실험장치에서 질량유량은 APR+ 원자로에 비해 1/17.9의 값을 가지고, Re수의 비는 

1/19.8이다. 실험장치에서의 압력강하는 실험조건에서 도가 오히려 크기 때문에, 

도비만큼 큰 값을 유발한다. 1/5 축소에 따른 기하학  설계치수는 표 2.2-2와 같다.

1/5 Linear Scaled Model

Linear Scaling Method Scale
Ideal

Value
비고

길이, L lR 1/5

높이, H lR 1/5

갭 lR 1/5

직경, D lR 1/5

유동면 (lR)
2

1/25

도 ρR 1.4
=983/703.6; 2기압 60oC vs. 

150기압 310 
o

C 기

도 μR 5.54
=4.67e-4/8.43e-5; 2기압 60

o
C 

vs. 150기압 310 oC 기

 유속조건(1) VR 1

유량 ρRVR(lR)
2

1/17.9

Re ρRVRlR/μR 1/19.8

압력강하 ρRVR
2 1.4

 유속조건(2) VR 1/2

유량 ρRVR(lR)2 1/35.8

Re ρRVRlR/μR 1/39.6

압력강하 ρRVR
2

1/2.86

표 2.2-1 실험장치 축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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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1/5 Linear Scaled Model

Linear Scaling Method
APR1400 

(Inch)
APR+
(inch)

Scale
Value
(Inch)

Value
(mm) 

CSB OD, inch 162.23 173.25 lR 34.65 880.1 

Upper & Lower, inch 163 174 lR 34.8 883.9 

Reactor Vessel ID, inch 182.25 193.25 lR 38.65 981.7 

Gap (Wide D/C), inch 9.625 9.625 lR 1.925 48.9 

Gap(Narrow D/C), inch 10.01 10 lR 2 50.8 

Cold Leg Dia., inch 30 30 lR 6 152.4 

Hot Leg Dia., inch 42 42 lR 8.4 213.4 

Hot Leg Blunt Body Dia., inch 67 67 lR 13.4 340.4 

CL-to-Top (Bottom of CB Flange) 139 139 lR 27.8 706.1 

CL-to-CS Plate Bottom, inch 215.875 215.875 lR 43.175 1096.6 

Lower Support-CS Plate Bottom 29.375 29.375 lR 5.875 149.2 

CB Thickness, inch 3 3 lR 0.6 15.2 

CB Length, inch 382.25 382.25 lR 76.45 1941.8 

Reactor Vessel Thickness, inch 10 10 lR 2 50.8 

원자로용기 하반구 높이(내부) 76.225 76.225 lR 15.245 387.2 

Stabilizer- R 유격, inch 3.686 3.686 lR 0.7372 18.7 

Stabilizer- Theta유격, inch 0.3125 0.3125 lR 0.0625 1.6 

표 2.2-2 기 설계 비 축소모의장치 설계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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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

(m)
유량

(kg/s)
유동면

(m
2

)
속도

(m/s)
ρ

(kg/m
3

)
μ

(Ns/m
2

)
Re

Re(APR+)/

Re(Model)

APR+ 0.51 20972 3.714 7.58 745.4 9.23E-5 3.12E+07

모델
(1/1속도비)

0.102 1127 0.149 7.58 998.2 1.00E-3 7.72E+05 40.4 

모델
(1/2속도)

0.102 563.7 0.149 3.79 998.2 1.00E-3 3.86E+05 80.8 

모델
(1/4속도)

0.102 282.6 0.149 1.9 998.2 1.00E-3 1.93E+05 161.7 

표 2.2-3 실험장치 강수부에서 Re수 비 (20oC운 조건, 유량은 APR1400값으로서 추후 설계확정값 반 ) 

Dh

(m)
유량

(kg/s)
유동면

(m2)
속도

(m/s)
ρ

(kg/m3)
μ

(Ns/m2)
Re

Re(APR+)/

Re(Model)

APR+ 0.51 20972 3.714 7.58 745.4 9.23E-5 3.12E+07

모델
(1/1속도비)

0.102 1110 0.149 7.58 983.2 4.66E-4 1.63E+06 19.1 

모델
(1/2속도)

0.102 555.2 0.149 3.79 983.2 4.66E-4 8.16E+05 38.3 

모델
(1/4속도)

0.102 277.6 0.149 1.9 983.2 4.66E-4 4.08E+05 76.6 

표 2.2-4 실험장치 강수부에서 Re수 비 (60
o

C운 조건, 유량은 APR1400값으로서 추후 설계확정값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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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

(m)
유량

(kg/s)
유동면

(m
2

)
속도

(m/s)
ρ

(kg/m
3

)
μ

(Ns/m
2

)
Re

Re(APR+)/

Re(Model)

APR+ 0.0123 78.9 0.0247 4.54 704 8.43E-5 4.66E+05

모델
(1/1속도기  유량조건, 60

o
C)

0.03 4.41 7.07E-04 6.34 983.2 4.66E-4 4.01E+05 1.16 

모델
(1/2속도기  유량조건, 60oC)

0.03 2.2 7.07E-04 3.17 983.2 4.66E-4 2.01E+05 2.32

모델
(1/4속도기  유량조건, 60

o
C)

0.03 1.1 7.07E-04 1.59 983.2 4.66E-4 1.00E+05 4.65 

표 2.2-5 실험장치 노심집합체당 Re수 비 (노심직경을 APR1400의 106.7%가정, 물성치는 15MPa, 310oC기 , 유량은 

APR1400 값을 가정, 노심모의기 내경은 30mm 가정. 추후 설계확정값 반 ) 

Dh

(m)
유량

(kg/s)
유동면

(m
2

)
속도

(m/s)
ρ

(kg/m
3

)
μ

(Ns/m
2

)
Re

Re(APR+)/

Re(Model)

APR+ 온 0.762 5243 0.456 15.4 745.4 9.23E-5 9.48E+07

모델
(1/1속도비)

0.152 275.6 0.0182 15.4 983.2 4.66E-4 4.94E+06 19.2 

모델
(1/2속도)

0.152 137.8 0.0182 7.7 983.2 4.66E-4 2.47E+06 38.4 

APR+ 고온 1.067 10486 0.894 14.8 664.6 7.8E-5 1.35E+08

모델
(1/1속도비)

0.213 520.9 0.0358 14.8 983.2 4.66E-4 6.66E+06 20.3

모델
(1/2속도)

0.213 260.5 0.0358 7.4 983.2 4.66E-4 3.33E+06 40.5 

표 2.2-6 실험장치 온 , 고온 에서 Re수 비 (60
o

C운 조건, 유량은 APR1400값으로서 추후 설계확정값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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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ler수 보존은 형상이 보존되는 경우, 각 방향으로의 유동 항이 보존된다는 의

미를 가지므로, 결국 원형의 유동 패턴을 재 하는데 있어서 매우 요하다. 유동의 

세기가 충분히 큰 난류 역에서는 형상에 따른 압력강하계수가 Re수의 변화에 별 

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원형과 모델의 형상이 일치하면, 충분한 난류조건에서 형

상에 따른 압력강하는 일치하게 된다. 마찰에 따른 압력강하는 완만하게 Re수에 반

비례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나, 노심을 제외한 부분의 원자로 유동시스템에서는 

마찰에 따른 압력강하의 총 압력강하에 한 기여도가 매우 작으므로 무시할 수 있

다. 따라서 압력강하의 상사성은 부분 형상에 의존하며, 이 가정이 성립하기 해

서는 충분한 난류 역에 시스템 운 조건이 치하여야 한다. 

표 2.2-3부터 2.2-9까지는 원자로 정상조건에서 각 계통에서의 Re수를 포함한 설

계지표와 실험장치에서의 그것들을 비교하 다. 재 APR+의 설계지표들이 확정되

어가는 단계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일부 지표를 APR1400의 값을 활용하거나, 혹은 

당한 비율로 가정하여 분석에 용하 다. 추후에 APR+의 설계가 확정되면, 해당 

수치를 업데이트하여, 분석결과도 확정짓도록 한다. 

0 20 40 60 8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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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온도에 따른 성도의 변화

표 2.2-3은 원자로 정상운 조건에서 강수부의 Re수와 축소모의 장치에서 상온, 

즉 20
o

C에서 운 을 가정하는 경우 Re수의 비  련 인자의 값 들을 보여주고 있

다. 기본 으로 성의 비가 10배 이상 차이를 가지기 때문에 수력학  직경의 비를 

고려하면 원자로와 1:1의 속도조건인 경우에도 1/40의 Re수비율을 가진다. 속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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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건은 매우 과도한 유동조건을 요구하기 때문에, 본 과제에서는 속도비를 낮추는 

한편, Re수의 비를 유지하는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 다.

Re수는 그 정의에 따라 물성치의 변화율에 의존하며, 기압상태의 실험장치에

서 도는 최  4%남짓 차이가 나지만, 성도는 최  6배 정도 변한다. 그림 2.2-1

은 기압조건에서 온도변화에 따른 성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온도에 따른 

성도의 변화는 두 가지의 요한 공학 인 의미를 가진다. 첫째는 높은 온도조건

에서는 성이 낮아지며, 이것이 Re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이다. 즉, 

운 조건을 높은 온도조건으로 설정하면, 속도를 다소 낮추더라도, 이로 인한 Re수의 

감소분을 상쇄할 수 있는 장 을 가진다. 두 번째로 주목할 사항은, 성도 곡선이 

온일수록 그 변화율이 큰 반면, 높은 온도조건으로 가면서 그 기울기가 완만해진

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실험  발생할 수 있는 온도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Re수의 변화량이 둔화되기 때문에, 측정오차측면에서 높은 온도조건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성이 가지는 두 가지의 특징 때문에 높은 온도로 실험장치를 운 하는 것이 

고려되고 있다. 그러나 비등조건 근처에서의 운 은 펌 의 Cavitation을 유발할 수 

있고, 장치의 근성을 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60
o

C에서 분석된 결과를 설계에 반

하 다. 시운 과정을 거치면서, 보다 높은 온도를 선택하여 상사성의 왜곡을 일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기로 하 다. 표 2.2-4는 동일한 구조의 장치와 유체의 속도

조건에서 온도를 60
o

C로 올렸을 경우 강수부에 해서, 원자로와 실험장치와의 Re수 

 련 인자들의 비교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 보듯이 1/2 속도조건이 가지는 

Re수의 비가 20
o

C 운 조건에서 1:1속도조건의 그것보다 오히려 개선된 값을 가짐을 

알 수 있다.

노심에서는 핵연료다발의 형상을 가지는 원자로의 핵연료집합체를, 단순히 종방

향 유동 항을 유지하며 입구부근에서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는, 모의

기로 체할 정이다. 그림 2.2-2는 재 SMART 원자로의 유동분포를 측정하기 

한 실험장치에서 용할 정의 노심 모의기 설계를 보여주고 있다. APR+의 핵연

료집합체 모의기도 비슷한 형상의 설계를 고려하고 있다. 입구쪽에는 유량을 측정하

기 해 벤튜리 형태의 유로설계를 하여, 입구와 목에 설치된 압력탭으로부터 차압

을 측정하여 유량을 환산하도록 하고, 모의기 출구에 가공된 압력탭으로부터 출구 

압력을 측정하게 된다.

하나의 집합체 모의기에 해서 3개의 압력도 이 인출되며, 총 257개의 핵연료 

집합체에 해 유량을 측정하게 된다. 측정을 해서는 257개의 차압계와 257개의 

압력계가 요구되지만, 해당개수의 측정기기를 설치하여 활용하기는 비용이나, 공간

인 제약으로 인해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57개의 측정부를 20개씩 묶

고, 20 측정포인트에 해서는 솔 노이드 밸  네트워크를 통하여 단일 계측기를 

사용하여 유량을 측정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 다. 자세한 내용은 계측/제어계통 부

분에서 자세히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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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핵연료 집합체의 1/5 규격이 략 40여 mm에 해당하고, 내부 으로 유량측

정을 해서는 30mm 내외의 원통형 내 을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실험장치 노심모

의기에서의 수력학  직경은 30mm에 해당하고, 이 값은 오히려, APR+ 원자로의 그

것보다 크다. 표 2.2-5는 원형의 원자로에서 가지고 있는 Re수와 실험장치에서의 Re

수를 비교하고 있다. 표에서 보듯이, 다른 계통에서와 달리, 노심에서는 유동직경이 

1/5로 축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Re수의 비도 일반 인 척도비율로 축소되지 않는다.  

실험장치 형상이 보존되었을 경우, 1/1 속도에 해당하는 유량에 해서, 노심모의기

가 가지는 Re수의 비는 1/1.16에 불과하고, 1/2 속도에 해서는 1/2.32로서, 시험장

치에서도 충분한 난류조건의 Re수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심에서의 분석은 

60
o

C 유체온도 조건에 해 수행하 다. 

표 2.2-6은 온 과 고온 에서 원자로와 실험장치가 가지는 Re수를 정리하

고, 그 비도 아울러 정리하 다. 온 에서 실험장치가 가지는 Re수는 1/2 속도조건

에 해서도 2.5E+06을 가지고, 고온 에서는 더욱 큰 값을 가지기 때문에 유동조건

이 충분한 난류조건에 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형상만 일치시키면 Re수

의 변화에 따른 유동 항은 거의 일정하다고 할 수 있다. 술한 바와 같이 분석에 

사용된 원자로의 설계지표는 APR1400의 것이므로, APR+설계와 차이는 있을 수 있

으나, 분석결론에 향을  만큼 큰 설계값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므

로, 본 분석은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표 2.2-7은 각 속도조건에 한 Loop의 유량조건으로서 펌 의 용량을 결정하는

데 참조가 되도록 하 다. 

Loop 유량
(kg/s)

Loop 속도
(m/s)

Loop 유량
(m3/hr)

펌  Head
(m)

APR1400 5243 15.4 - 122

모델 (1/1속도비) 275.6 15.4 1009 122

모델 (1/2속도) 137.8 7.7 505 28.7

모델 (1/4속도) 68.9 3.9 252 7.2

표 2.2-7 Loop 유량

본 과제에서는 유동조건이 충분히 난류 역 범  내에 있도록 속도 축소비를 

1/2로 선정하 으며, 60
o

C 의 온도를 운 조건으로 하여, 1/38의 Re수의 비를 설계조

건으로 설정하 다. 다음은 형상을 보존하기 해 1/5로 축소 설계된 원자로의 각 부

를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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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는 실험장치의 주 계통도이다. 본 실험에서는 수력학  의 시스템 

특성을 보기 때문에 상온, 상압조건에서 유동이 형성되며, 증기발생기는 요구되지 않

는다. 두개의 고온 을 통해 원자로로부터 나오는 유량은 바로 온 으로 분기되어 

원자로 모의용기로 재순환되는데, 각 온 에 있는 펌 에서 발생되는 열을 이용하

여 계통의 운 온도에 도달한다. 데이터를 얻는 과정동안은 정상상태 조건의 온도와 

유량조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하여 각 4개의 온 에 독립 인 열교환기를 

설치하도록 하 다. 원자로 모의용기 직 에 수동밸 를 온 에 설치하며, VVVF

로 펌  RPM을 제어하여 유량요구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림 2.2-5~7은 각각 실험장치 1차 계통의 P&ID와 원자로 모의용기 근처에서의 

측정지 , 그리고 강수부에서의 측정지 을 표시하고 있다. 그림 2.2-8은 재 제작, 

설치되어 있는 Loop의 조감도를 보여주고 있다. 2.2-9와 10에 장치의 평면도와 정면

도를 각각 도시하 다. 원자로 모의용기와 입, 출구 배 은 실제 원자로의 형상  

구성을 그 로 재 하 고, 나머지 계통은 실험장치 공간이 허용하는 범 에서 자유

롭게 배치하 다. 그림 2.2-11은 원자로 모의용기 주변의 배 배치를 보여주고 있다. 

냉각수 순환 펌 는 한 쪽으로 모아 Loop에 따라 크게 두 방향으로 토출측의 방향

을 달리하 고, 펌 는 원자로 모의용기의 상단 기 으로 10m 하부에 설치되었다. 

본 장치에서 사용하고 있는 Vortex 유량계는 유량계 -후단에 상당한 길이

의 직선구간을 요구한다. 그 직선구간을 최 한 이기 해 유량계 입 - 출 구에 

Honey Vane을 설치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 히 유량계 후의 직선구간을 

확보하기 해 유량계를 설치하기 한 독립 인 층을 두었다. 그림 2.2-12는 유량계 

 열교환기가 설치되어 있는 높이에서의 배  구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배 의 규

격은 1/5 축소 설계의 기본 원칙에 따라 설정되었다.

그림 2.2-13은 원자로 모의 용기와 내부에 설치될 구조물들의 조립 개념도이다. 

원자로집합체는 원자로 모의 용기, 노심 배럴, 하부의 핵연료 격자 지지 , 노심 외

벽(Core Shroud), 상부안내구조물(Upper Guide Structure)로 구성되며, 노심배럴 외

벽에는 안 주입수의 원활한 노심유입을 한 안내 이 설치된다. 노심 내부 구조물

들의 상세설계는 APR+의 설계가 확정이 되는 로 모의장치 설계가 진행될 정이

고, 본 보고서에서는 개념 인 그림만을 수록하 다. 원자로 모의 용기와 노심 배럴

은 재 설계가 확정되어 제작이 진행 에 있다. 

본 실험장치는 노심을 우회하는 모든 유로의 유량을 모의하지 않는다. 따라서 강

수부 상부에서 원자로 상부로 달되는 유로가 노심 배럴 상부 랜지와 원자로 모의 

용기 상부 랜지를 이용하여 격리된다. 노심 배럴 역으로 우회하여 흐르는 유로도 

모의하지 않는다. 원자로 모의용기  내부구조물들은 부분의 형상을 기  원 의 

그것과 동일하게 유지하 으나, 제작성과 부품의 수력학  향도를 고려하여 일부

는 제거되거나, 단순화되었다. 일부 치수도 상용배   랜지의 규격에 따라 설계

치와 다르게 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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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4는 원자로 모의용기의 조립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의 좌측에는 원

자로 모의 용기와 배 의 연결 개념도를 도시하고 있다. 안 주입수의 직 우회 상

에서는 DVI 노즐이 고온  쪽으로 치시키는 것이 보다 많은 안 주입수를 노

심으로 유입시키는 결과를 주는 선행연구결과에 따라, 평면도 상에서 볼 때, 온

과 15o 상  설치각을 갖고 있는 APR1400형 기존 DVI Nozzle을, DVI+ 에서는 DVI 

Nozzle 상  설치각을 고온  쪽으로 약 10
o

 더 증가시켜 온 과 25
o

 상  설치각

을 갖도록 하 다.

그림 2.2-15는 재 제작/설치되어 있는 원자로 모의용기의 조립도이다. 원자로 

내부구조물  노심모의기의 설계  제작은 다음단계 연구범 로 정해져 있고, 당

해단계에서는 강수부에서의 실험연구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재 강수부와 하부 

Skirt까지만 제작하 다. 그림 2.2-16은 원자로 모의 용기 측면의 원통부의 설계도면

으로서, 실제 제작도면이다. 부분의 설계치수가 길이 선형비에 따라 정해졌고, 입

출구의 노즐의 규격은 상용품의 수치에 따라 미세 조정되었다. 각 랜지  보울트 

체결구의 규격도 명시되었다. 원자로 용기에서의 노즐부, 즉, 고온 , 온  노즐부

도 해당 도면에 도시되었다. 그림 2.2-17은 노심 배럴부의 제작도면이다. 배럴부의 

고온  연결노즐에 한 제작도면도 별도로 제시되었다. 그림 2.2-18은 원자로 용기 

하부 외벽의 제작도면이다. 심에 1“ 배 을 연결하여 배수를 할 수 있도록 하 다. 

형상은 구형의 일부로서, 정확한 반구는 아니고, 심이 랜지 경계면으로부터 

85mm 상부에 치한다. 그림 2.2-19는 원자로 모의 용기 상 으로서 그림 2.2-16의 

원통부와 2.2-17의 노심배럴부와 함께 체결이 된다.

DVI를 통해 주입된 안 주입수가 단부로 우회되지 않고, 노심하부로 유입되도

록 안내  역할을 하는 구조물을 노심 배럴 외벽에 설치한다. (그림 2.2-20) 안내

은 평 형이 아니라 노심 배럴과 같은 곡률을 가지도록 제작되며, 축소모의 장치 치

수 기 으로 11.2mm의 갭을 가진다. 의 재질은 두께 5mm의 STS로 한다. DVI 노

즐이 치한 곳에서 안 주입수가 유입이 되도록 홀이 설치되어 있으며, 실험장치 

기  69mm의 직경을 가지도록 한다. 안내 의 단면은 쪽은 막 있고, 하부로 열

려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안 주입수 안내 은 배럴과 볼트로 고정시키며, 이를 한 홀 가공 치에 한 

개념은 그림 2.2-21과 같다. 그림 2.2-22는 안 주입수 안내 의 설계  배럴과 지

지방식을 명시하고 있다. 각 안내 은 7개씩 두열의 나사체결을 통해 배럴에 고정된

다. 진동실험이나, 펌 맥동실험에 해서는  설계에 해 수행하도록 하 다. 향

후 진행될 안 주입수 안내  주변에서의 동압측정실험에서는 안내  외면에 압력을 

측정하기 한 압력탭을 설치하고 압력도 을 배럴 안쪽을 통해 인출하는 설계변경

이 요구된다. 그림 2.2-23은 이러한 설계가 반 된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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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 노심 핵연료집합체 모의기  (SMART원자로 유동분포장치 용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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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 노심 핵연료집합체 모의기 사진 (SMART원자로 유동분포장치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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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 실험장치 주 계통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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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  실험장치 1차측 P&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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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  원자로 모의용기 계측지



- 25 -

그림 2.2-7  원자로 모의용기 강수부 계측지  가공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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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8 실험장치 주 계통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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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9 실험장치 평면도



- 28 -

그림 2.2-10 실험장치 정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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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1 원자로 용기 근처 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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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2 주 배 기기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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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3 원자로 모의 용기  내부 구조물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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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4 원자로 용기 조립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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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5 원자로 모의용기 조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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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6 원자로 모의용기 원통부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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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7 원자로 모의용기 배럴부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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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8 원자로 모의용기 하부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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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9 원자로 모의 용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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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0 안 주입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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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1 안 주입수 안내  고정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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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2 안 주입수 안내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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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3 안 주입수 안내  주변 동압측정 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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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하부에서 강수부를 통한 유량이 노심 하부 역으로 진입하기 에 거치

는 구조물이 Flow Skirt이다. 이는 강수부로 유입되는 냉각수가 노심으로 진입되기 

에 균등하게 분포되도록 하는 장치로서 크게 3개의 다른 크기의 홀이 9열로 구성

되어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의 압력강하 보존 방법은 그림 2.2-24와 같은 

타공  오리피스 사이에서의 압력강하 문제에 한 한 해법을 통해 결정 될 수 

있다.

그림 2.2-24 타공 형 오리피스를 통한 압력강하 문제

그림 2.2-25 고 Re수 조건에서 타공  압력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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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 Skirt는 원통형의 구조이며 두께가 일정하다. 홀 크기는 세 가지이기 때문

에 l/Dh도 세 가지의 값인 1.2, 0.56, 0.44 의 값을 가진다. 

타공 에서의 압력강하는 Re수 1.0e5 를 경계로 하여 계수의 분석식이 달라진다. 

그림 2.2-25는 고 Re수 조건에서 압력강하 계산식을 도식화하고 있다. 홀의 총면  

비 유로면 , 즉, 상기그림에서 는 Flow Skirt의 경우 략 0.3의 값을 가진다. 고 

Re수에서 압력강하 계수는 l/dh에 의존하는 형상계수와 마찰계수  면 비의 함수

이다. 이 , 유동 면 비는 고정이고, 마찰계수는 고 Re수에서 0.03미만이므로, 



는 무시가능하다. 따라서 압력강하계수는 그림 2.2-25의 τ에 의해 향을 받는다. 본 

구조에서 l/dh는 그림에서 박스내부의 역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τ가 l/dh에 의해 

큰 변화를 보이는 역이므로, 고 Re수에서는 l/dh가 보존되어야 한다. 

아래 과정들은 APR1400이 Skirt 역에서 가지는 속도를 분석하기 한 계산과

정으로서 최종 으로 실험유동조건에서 구 될 Re수를 도출하고자 하 다. 기본가정

은 모든 홀들을 통하는 유체의 속도는 균일하다는 가정을 용한다. APR1400 설계

를 기 으로한 기본 계산결과는 아래와 같다.

값 비고

Flow Skirt 홀 체 면 , m2 2.75

Flow Skirt 상부 갭 유동면 , m2 0.4

원자로 냉각재 유량, kg/s 2.1E+04

홀에서의 속도, m/s 8.9 유량/유동면 / 도

표 2.2-8 APR1400 Flow Skirt 인자

Dh (홀 크기, mm)

속도
6.35 13.56 17.2

1:1비 (8.9m/s) 1.2e5 2.5e5 3.2e5

1:2비 (4.5m/s) 6.0e4 1.3e5 1.6e5

표 2.2-9 실험장치 Flow Skirt 홀 크기에서 Re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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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6 Flow Skirt 구조  설치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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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7 Flow Skirt 제작치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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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8 Flow Skirt 제작치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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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9 Flow Skirt 제작치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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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0 Flow Skirt 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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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1 Flow Skirt 제작치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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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2 Core Shr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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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3 노심 지지 구조물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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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4 노심 지지 구조물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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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5 압력조 탱크

표 2.2-9에는 축소모의 실험장치에서 Flow Skirt 각 홀에서 APR1400의 속도 혹

은 1/2 속도 조건에 한 Re수가 정리되어 있다. 부분의 홀 역에서 Re수가 

1.0e5 이상의 범 를 가지는데, 속도비 1/2 조건에서 6.35mm 홀에서의 Re수가 다소 

으나, 여 히 난류의 범 내에 있으므로, Re수의 차이에 따른 변화는 크지 않다고 

단하여, Flow Skirt 홀의 설계는 l/dh를 보존하는, 즉, 홀 크기와 두께를 모두 1/5 

축소비에 따른 설계를 채택하 다.

그림 2.2-26은 Flow Skirt의 치와 구조를 보여 다. Flow Skirt는 원자로 모의

용기 하부 헤드 안쪽 벽면에 설치하며, Flow Skirt 상부와 노심배럴사이의 갭은 척

도비에 따라 13mm가 되도록 조 하 다. 그림 2.2-27～29에 본 실험장치에서 각종 

Flow Skirt 설계인자 수치들을 정리하 다. 홀의 크기는 APR1400과 같이 크게 3가

지의 규격을 가지며, 원형과 동일한 치에 1/5의 축소비를 가진다. 실제 원자로에서

는 구형의 원자로 하부표면에 보형물을 설치하여 Flow Skirt와 용 을 하도록 하지

만, 본 설계에서는 향후 설계를 변경하여 용이하게 교체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림 

2.2-30과 같이 원주방향으로 9개의 거치 를 두고 각 거치 에 홀을 가공하여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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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rt와 볼트체결이 가능하도록 하 다. 그림 2.2-31에 본 실험장치의 Flow Skirt의 

개도를 따로 도식화하 다.

그림 2.2-32～34는 각각 노심 Shroud와 노심 지지 구조물로서 추후 APR+의 노

심구조물 설계가 확정이 되면, 보완 설계하기로 한다. 다음 단계의 업무범 로 설정

되어 있고, 본 단계에서는 기본설계만을 수행하 다. 

물만으로 채워져야 하는 본 실험장치에서의 공기 배출  시스템 압력제어를 

해, 장치의 상부에 압력조  탱크를 설치하 다. 그림 2.2-35는 압력조 탱크의 기본

설계도면을 보여주고 있다. 탱크 상부에 1“ 유량조 밸 를 이용하여 공기의 유입  

배출을 통해 원하는 압력조건을 제어할 수 있다. 원자로 모의용기의 상부 에서 강

수부 역으로부터 4개 지 , 노심부로부터 두 개 지 으로부터 압력조 탱크까지 

호스로 연결하여, 탱크의 치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하 다. 

표 2.2-7에서 제시하고 있는 계통의 유량을 토 로 하여 펌 의 설계용량을 결정

하 다. 본 실험장치에서 사용하고 있는 RCP는 총 4 로서 Mechanical Seal Type 

Centrifugal Pump를 사용한다. 1/5 선형척도법에 의해 축소된 실험장치에서 1/2 속도

비 기 의 정격유량은 137.8 kg/s이고, 체 유량으로는 505m
3

/hr 이므로 이를 고려하

여 RCP의 용량을 선정하 다. 한 펌 의 토출압력은 장치의 배치에 따른 높이차 

마찰  형상 압력손실 등을 고려하여 45 m로 설정하 다. 표 2.2-10  그림 

2.2-36에 RCP의 기술사양  상 성능 곡선을 표시하 다. 표 2.2-11에 펌 의 상

세한 기술사양을 정리하 다. 그림 2.2-37은 펌 의 제작도이다.

항목 단 값

용량 m
3

/hr 498

토출헤드 m 45

소비 력 kW 90

모터 - 440V/60hz

정격회 수 RPM 1,750

펌  형식 -
Mechanical Seal Type

Centrifugal Pump

재질 - SUS 304

표 2.2-10 RCP 설계 제원 요약

본 장치에서의 운 온도는 원자로 모의용기 기 으로 60oC로 설정하고 있다. 해

당 온도조건까지의 열을 한 별도의 히터는 고려하지 않고, 펌 의 발생열을 이

용하여 운 조건에 도달한다. 운  온도조건에 한 개 인 특성을 살펴보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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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경계조건을 이용하여 개 인 온도의 상승추이를 계산하 다.

- 펌  열출력    : 70kW X 4EA

- 온 체    : 0.152m ID X 10m X 4EA

- 고온 체    : 0.203m ID X 10m X 2EA

- 원자로 용기체 : 본 계산에서 제외

온도의 상승추이 계산에서는 원자로 용기체 을 고려하지 않고, 신 배 의 

길이를 충분히 길게 하여, 그 체 을 보상하 다. 계통을 단순화시킨 추산이긴 하지

만, 열 제어의 필요성  열교환기 설계에 참조가 되기에 충분한 계산이다. 열교환기

를 설치하지 않은 정상상태 운 조건일 때, 계통의 유체온도는 격히 증가하여, 30

분 이내에 비등조건에 도달하게 된다. 따라서 펌 의 열을 냉각시키기 하여 열교

환기 설치가 필요하다. 

열교환기는 각 온 에 독립 으로 설치하 다. 그림 2.2-38은 열교환기 2차측

에 한 P&ID이다. 열교환기 2차측은 열교환기  냉각수 순환펌 , 냉각탑  련 

밸 , 배 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장치에 설치되어 있는 열교환기는 Shell & Tube 

방식으로서, 1차측을 튜  안쪽으로, 2차측을 Shell 측으로 한다. 표 2.2-12에 열교환

기의 설계변수를 요약하 다. 열교환기를 거치면서 압력강하를 최소화하기 하여, 

튜 의 안쪽 유동면 이 입, 출구의 온  유동면 과 비슷하도록 설계되었다. 2차

측은 2“의 노즐  배 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일차측 온도를 제어한다. 따라

서 시스템의 온도는 각각의 온 에서 모두 온도제어를 수행함으로써 조 되도록 

하 다. 표 2.2-13은 열교환기의 설계 계산서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2.2-39는 열교환

기의 입체도를 보여주고 있다.

표 2.2-14는 냉각탑의 주요 제원을 설명하고 있다. 본 장치에서는 히터를 사용하

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요구하고 있는 냉각용량은 펌 의 용량에만 의존한다. 2차측 

펌 의 발열량은 무시하고, 일차측 펌 의 용량이 모두 열로 환된다는 보수 인 

가정을 기반으로, 총 요구 냉각 용량을 펌 의 350 kW로 설정하 다. 그림 2.2-40은 

냉각탑의 외 을 보여주고 있다. 표 2.2-15는 이차측 순환펌 의 제원을, 그림 2.2-41

에 펌 의 외형을 도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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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1 RCP 기술 제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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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7 RCP 조립도

그림 2.2-36 RCP 유량 비 토출압력 특성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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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8 열교환기 2차측 P&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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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Description Units Value Remarks

Cooling capacity of Heat exchanger 88 kWt
Max. operating pressure MPa 0.20
Max. operating temperature oC 100.00
Inlet water temperature(tube side) oC 60.20
Outlet water temperature(tube side) oC 60.00
Max. water flow rate(tube side) kg/s 104.86 383.9 m3/hr
Type Shell & Tube
Rated water flow rate(shell side) kg/s 2.63 9.52 m3/hr
Inlet water temperature(shell side) oC 32.00
Outlet water temperature(shell side) oC 40.00

표 2.2-12 열교환기 주요 설계 변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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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T EXCHANGER SPECIFICATION SHEET
          SI Units  

Plant Location Date 2009-07-28  Rev  0
Service of Unit Item No. E-0000
Size 438.150 x 599.993 mm Type BEM Horz. Connected In 1 Parallel 1 Series
Surf/Unit (Gross/Eff)  8.87 / 7.57 m2 Shell/Unit 1 Surf/Shell (Gross/Eff)  8.87 / 7.57 m2

PERFORMANCE OF ONE UNIT
Fluid Allocation Shell Side Tube Side
Fluid Name   
Fluid Quantity, Total kg/hr 9468.05 377498

  Vapor (In/Out)
  Liquid 9468.05 9468.05 377498 377498
  Steam

  Water 9468.05 9468.05 377498 377498
  Noncondensables

Temperature (In/Out) C 32.00 40.00 60.20 60.00
Specific Gravity 0.9955 0.9927 0.9835 0.9836
Viscosity mN-s/m2 0.7644 0.6528 0.4649 0.4663

Molecular Weight, Vapor
Molecular Weight, Noncondensables
Specific Heat kJ/kg-C 4.1796 4.1786 4.1829 4.1828

Thermal Conductivity W/m-C 0.6180 0.6288 0.6512 0.6510
Latent Heat kJ/kg
Inlet Pressure kPa

Velocity m/s 3.140e-2 2.22
Pressure Drop, Allow/CkPa 2.005 7.464

Fouling Resistance (mm2-K/W 0.000344 0.000172

Heat Exchanged  W 87822.8 MTD (Corrected) 23.6  C

Transfer Rate, Service 493.10 W/m2-K Clean 824.02  W/m2-K Actual 566.41  W/m2-K

CONSTRUCTION OF ONE SHELL Sketch (Bundle/Nozzle Orientation)

Shell Side Tube Side
Design/Test Pressure kPaG 200.003 / 200.003 /
Design Temperature C 100.00 100.00

No Passes per Shell 1 1
Corrosion Allowance mm
Connections In mm 1 @ 52.502 1 @ 254.509

Size & Out mm 1 @ 52.502 1 @ 254.509
Rating Intermediate    @    @

Tube N 247    OD  19.050 mm Thk(Avg)  1.650  mm Length  0.600  m Pitch  24.000  mm Layout  30

Tube Type Plain Material   304 STAINLESS STEEL (18 CR, 8 NI)
Shell ID 438.150  mm OD   mm Shell Cover
Channel or Bonnet  Channel Cover

Tubesheet-Stationary  Tubesheet-Floating
Floating Head Cover  Impingement Plate None
Baffles-Cross Type  NONE %Cut (Diam)  Spacing(c/c)  512.364 Inlet   mm

Baffles-Long  Seal Type  
Supports-Tube U-Bend  Type  
Bypass Seal Arrangement  Tube-Tubesheet Joint

Expansion Joint Type  

Rho-V2-Inlet Nozzle 1483.18  kg/m-s2 Bundle Entrance 0.00 Bundle Exit 0.00 kg/m-s2
Gaskets-Shell Side  Tube Side  
       -Floating Head  
Code Requirements  TEMA Class
Weight/Shell   751.74 Filled with Water  1035.13 Bundle   221.67 kg
Remarks: 

 
Reprinted with Permission (v5 SP2)

0.6
m

43 8.1 5
mm

표 2.2-13 열교환기 설계 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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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9  열교환기 입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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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값 단위

필요 총 냉각용량 352 kW

입구온도 45 oC
출구온도 32 oC
냉각수 유량 10.52 kg/s

38.04 m3/hr

표 2.2-14 Cooling Tower 설계 변수

그림 2.2-40  Cooling Tower 외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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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단위 값

용량 m3/hr 50
토출헤드 m3/hr 80

소비전력 kW 22
모터 - 2P 440V/60hz

펌프 형식 - Mechanical Seal type
재질 - SUS 304

표 2.2-15  Cooling Pump 제원

그림 2.2-41  Cooling Pump 외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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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 2  제 어 / D A S 계 통

 APR+ 강수부 실험장치의 제어/DAS 계통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

계하 다.

- 계측기로부터 발생하는 아날로그 입력신호의 수집

- 밸 의 개도 조 , 펌  모터의 속도조 을 한 4～20 mA 아날로그 출력신

호의 송

- 밸   펌  모터의 ON/OFF 상태와 같은 기기의  신호를 알려주는 디

지털 신호의 수집

- 밸   펌 의 ON/OFF 작동을 한 디지털 신호의 송

본 에서는 자료 수집  처리계통의 입/출력 신호의 구성  자료수집  처

리 계통의 하드웨어 구성과 소 트웨어 구성 요건에 하여 기술하도록 한다.

가. 입/출력 신호의 구성

    제어/DAS 계통으로 수집되거나 제어/DAS 계통으로부터 송되는 아날로그 

 디지털 신호 목록을 표 2.2-16에 제시하 다. 본 제어/DAS 계통은 최소 15개의 

RTD 아날로그 입력신호, 최소 78개의 아날로그 계측 입력신호, 최소 11개의 아날로

그 출력신호, 최소 14개의 디지털 입력신호, 그리고 최소 300개 이상의 디지털 출력

신호와 16개의 동압력 계측 입력신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각 입/출력 신

호별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온도  유량 계측 신호

     본 제어/DAS 계통은 15개의 RTD  7개의 유량계로부터 측정된 아날로그 

신호를 수집하며, 여분으로 3개씩의 RTD  유량계 아날로그 입력 신호를 고려하

다. RTD의 항은 별도의 신호변환기를 통해 DC 1～5 V의 신호로 변환된 후 제어

/DAS 계통으로 달되며, 유량계의 4～20 mA 측정 신호는 250 Ohm 항을 거쳐 

DC 1～5 V의 신호로 변환된 후 제어/DAS 계통으로 달된다.

(2) 압력계  차압계 련 신호

     본 제어/DAS 계통은 15개의 압력계  46개의 차압계로부터 측정된 아날

로그 신호를 수집하며, 여분으로 각각 3개씩의 압력계  차압계 아날로그 입력 신

호를 고려하 다. 압력계  차압계의 4～20 mA 측정 신호는 250 Ohm 항을 거쳐 

DC 1～5 V의 신호로 변환된 후 제어/DAS 계통으로 달된다.

디지털 출력신호 난의 숫자는 압력계  차압계에 설치된 솔 노이드 밸  

(Solenoid Valve)의 개폐를 제어하기 한 디지털 출력신호의 갯수를 나타낸다. 

한, 디지털 출력신호 난의 “MSV"는 다  도압 이 연결된 압력계  차압계의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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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이드 밸 의 제어를 한 디지털 출력신호를 나타낸다.

(3) 기기 동작 련 신호

     본 제어/DAS 계통은 밸 의 개도 조 , 펌  모터의 회 수 조 과 련된 

아날로그 입/출력  디지털 입/출력 신호를 수집 는 송하도록 설계하 다.

유량제어밸  (FCV)에는 개도 조 을 한 4～20 mA 아날로그 출력 신호를 

송하고 개도 정보 수집을 한 4～20 mA 아날로그 입력 신호를 수집한다. Relay 

 신호를 받아서 작동하는 On/Off 밸  (OV)에는 밸  개/폐를 한 디지털 출력

신호와 밸  개/폐에 따른 High/Low Position 지시를 한 디지털 입력신호를 제공

한다. 

FCV-HX1A-01, FCV-HX1B-01, FCV-HX2A-01, FCV-HX1B-01는 각각 온

-1A, 온 -1B, 온 -2A, 온 -2B에 설치된 열교환기로의 냉각유량을 제어

함으로써, 궁극 으로는 실험장치 일차측의 온도를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한, 

FCV-CTBY-01은 냉각탑으로부터 각 열교환기로 공 되는 체 유량을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FCV-RPV-01과 FCV-RPV-02는 각각 Makeup 탱크로의 공기 주입량

과 배기량을 제어함으로써, 실험장치 일차측의 압력을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원자로

용기 하부에 설치된 OV-RPV-01과 OV-RPV-02는 각각 실험장치의 배수  충수를 

한 것이다.

펌 의 경우, 기동  정지를 한 디지털 출력신호를 펌 의 VVVF 인버터에 

송하고, 기동/정지 지시를 한 디지털 입력신호를 인버터로부터 수집한다. 한, 

펌  모터의 회 수 제어를 한 4～20 mA 아날로그 출력신호를 인버터에 송하고 

회 수 지시를 한 아날로그 입력신호를 인버터로부터 수집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온도, 압력, 유량 등의 계통 측정 신호와 밸 , 펌  등의 기기 

동작을 한 제어 입.출력 신호와 련된 신호처리도(Signal Processing Map)를 그

림 2.2-42～2.2-49에 표시하 다.

(4) 동압력 계측 신호

 본 제어/DAS 계통은 16개의 Dynamic Pressure Transducer로부터 측정된 

아날로그 mV 신호를 수집/처리하도록 구성하 다. 동압력 측정신호는 별도의 신호

변환기 는 증폭기를 거치지 않고 본 제어/DAS 계통으로 곧바로 입력되도록 하

다.

나. 자료수집  처리계통 하드웨어 구성

앞서 기술한 입/출력 신호의 처리를 한 본 제어/DAS 계통의 하드웨어는 

기본 으로 National Instrument 사의 PXI 시스템을 통해 구 하도록 설계하 다. 

그림 2.2-50은 본 제어/DAS 계통 하드웨어의 구성을 개략 으로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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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계측기  기기와의 아날로그  디지털 신호 입/출력은 세 종류의 PXI 

DAQ Board를 통해 수행된다. DAQ Board의 제어는 별도의 PC에 구축된 Software 

Program을 통해 수행되며, Software와 DAQ Board간 통신은 PXI-PCI 8331_MXI-4 

Controller가 담당한다. 본 제어/DAS 계통의 DAQ Board의 주요 특성은 표 2.2-17～

2.2-19에 제시하 다. PXI-6255는 Board 한 장당 40개의 Differential 아날로그 압 

입력신호와 24개의 디지털 입출력 신호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아날로그 입

력신호 처리를 해 사용되며 보조 으로는 디지털 입/출력 신호의 처리를 해 사

용된다. 

PXI-6512는 주로 디지털 입/출력 신호의 처리를 한 것으로, Board 한 장당 64

개의 디지털 입/출력 신호를 처리할 수 있다. Board 한 장당 16채 의 0～20 mA 아

날로그 출력이 가능한 PXI-6704의 경우, 펌  회 수  밸  개도의 제어를 한 

신호 처리를 해 사용된다. PXI-4472B는 Dynamic Pressure Transducer의 작동에 

필요한 여기 류를 공 할 수 있으며, 아날로그-디지털 변환시 24 bits의 매우 높은 

분해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증폭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Board 한 장당 8 

채 의 동압력 측정이 가능하며, 2장의 Board를 설치하여 16 채 의 동압력 신호를 

측정하도록 구성하 다.

다. 압력계/차압계의 솔 노이드 밸  제어를 한 하드웨어 구성

    그림 2.2-51은 다  도압 이 연결된 압력계/차압계  단일 도압 이 연결

된 압력계/차압계에 한 솔 노이드 밸  설치방법을 개략 으로 보여 다. 로써, 

20개의 도압 이 고압측  압측에 각각 연결되는 “DP-COI-01~20" 차압계의 경

우, APR+ 실험장치에 부착된 20개의 압력 측정 치로부터 인출된 고압측 도압 은 

각각의 솔 노이드 밸 를 거쳐 하나의 차압계에 연결되어 있다. 각각의 솔 노이드 

밸 를 하나씩 순차 으로 개방함으로써, 실험장치의 20개 측정 치에 한 압력 

측정신호를 수집한다. 한, 압력계  Common Header의 Venting을 한 네 개의 

솔 노이드 밸 도 본 제어/DAS 계통을 통해 제어된다. 

각 압력계  차압계에 설치된 모든 솔 노이드 밸 를 개별 으로 제어하기 

해서는 1200 개가 넘는 디지털 출력신호가 필요로 한다. 하지만 설치된 모든 솔 노

이드 밸 를 개별 으로 제어하지 않고도 실제 실험 비  본 실험 과정을 효과

으로 수행할 수 있다. 본 제어/DAS 계통에서는 모든 압력계/차압계에 연결된 N번째 

도압 에 설치된 모든 솔 노이드 밸 가 동시에 개/폐되도록 디지털 출력신호를 구

성하 다. 

차압계의 경우, 고압 포트와 압 포트에 연결된 솔 노이드 밸 의 개/폐를 

한 디지털 출력신호는 분리하 다. 하지만 압력계와 마찬가지로, 모든 차압계의 고압 

포트 는 압 포트에 연결된 N번째 도압 에 설치된 모든 솔 노이드 밸 는 동

시에 개/폐되도록 디지털 출력신호를 연결하도록 설계하 다. 다만, 각 압력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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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계의 Venting을 해 설치된 솔 노이드 밸 의 개/폐는 독립 으로 수행되도록 

디지털 신호를 연결하도록 설계하 다. 이러한 디지털 출력신호의 공유를 통해, 압력

계에 한 39개의 디지털 출력신호와 차압계에 한 290개의 디지털 출력신호를 제

공함으로써 본 실험장치의 운 이 가능하도록 구성하 다.

그림 2.2-52는 각각의 솔 노이드 밸  개/폐를 한 릴 이 구성을 보여주며, 8

개의 솔 노이드 밸 가 동시에 작동하는 상황을 가정하 다. NI PXI-6512 Board에

서 나오는 디지털 출력신호의 경우, 최  허용 류가 미약하여 다수의 솔 노이드 

밸 를 동시에 구동할 수 없다. 따라서, 그림 2.2-52와 같이 별도의 24 Vdc 원을 

사용하여 2차 릴 이를 구동하도록 하 다.

라. 제어/DAS 계통 소 트웨어 구성

    제어/DAS 계통의 소 트웨어는 National Instruments Co.의 LabView 소

트웨어를 이용하여 구축하 으며,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제어/DAS 계통 하드웨어 제어를 한 GUI 기반의 MMI (Man-Machine 

   Interface)

- 수집된 계측 신호에 한 공학  물리량 변환

- 장 기기 작동상태  계측 신호 감시

- 수집/변환된 Data의 장  Post Processing

- 장 기기에 한 PID 제어 로직 구

- 솔 노이드 밸 에 한 개별 운   Sequential 운  로직 구

표 2.2-20은 본 실험장치의 주요 제어변수와 제어를 한 기  입력변수를 보여

다. 펌 의 회 수는 각 온 에서의 유량 측정값에 연동되어 제어되며, 각 열교

환기에 설치된 유량제어밸 는 각 온 의 온도 측정값에 연동되어 제어된다. 실험

장치 배수  충수 밸 는 원자로용기의 차압 측정값에 연동되어 제어되며, Makeup 

탱크에 설치된 제어밸 는 원자로용기 강수부의 압력 측정값에 연동되어 제어된다. 

그림 2.2-53은 본 제어/DAS 계통의 MMI 메인 화면이다. 본 화면에서는 체계

통의 주요 계측변수의 지시값을 보여  뿐만 아니라, 각각의 펌   밸 의 제어 

방식을 결정한다. 한 화면 좌측의 “Monitoring", "Calibration", "AO (아날로그 출

력)”, "DI (디지털 입력)“, ”DO (디지털 출력)“ 버튼을 통해, 각 서  로그램을 활

성화 시킬 수 있다.

MMI 메인 화면에서, 개별 밸  는 펌 를 클릭하면, 그림 2.2-54와 같은 제어

창이 팝업된다. 밸 의 경우, Auto  Manual 제어가 가능하며, Auto 제어의 경우 

P, I, D 값을 설정할 수 있다. 펌 의 경우, 펌 의 동작 여부  RPM 제어가 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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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I 메인 화면 좌측의 “Monitoring" 버튼을 클릭하면, 그림 2.2-55와 같은 실험

장치 각 계통에 한 상세한 모니터링이 가능한 화면이 활성화된다. 한, 주요 변수

들에 해서는 그림 2.2-56과 같이 시간에 따른 변화량의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시간 

변화량을 살펴보기 한 변수들은 그룹별로 그래 화 되어 있으며, 각 그룹에 해당

하는 측정 채 은 운 원에 의해 임의로 선택 가능하다.

MMI 메인 화면 좌측의 “DO" 버튼을 클릭하면, 그림 2.2-57과 같이, 압력계  

차압계에 연결된 솔 노이드 밸 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화면이 생성된다. 본 화

면을 통해, 다  도압 이 연결된 압력계와 차압계 그리고 단일 도압 이 연결된 압

력계와 차압계의 솔 노이드 밸 를 제어할 수 있다. 그림 2.2-57에서와 같이, 다  

도압 이 연결된 압력계  차압계의 솔 노이드 밸 에 하여, 정해진 운 모드에 

따라 자동 연속 제어가 가능하다. 로서, 각각의 솔 노이드 밸 에 한 자동 설 

검사 시험, APR+ 강수부 실험장치의 수운 시 압력계/차압계에 한 자동 배기 

운 , 그리고 APR+ 강수부 실험수행시 각 도압 에 한 자동 Scanning 운  등이 

가능하도록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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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INSTR. TAG LOCATION Analogue Digital
IN Out IN Out

Pressure 계측기위치
1 PT-CL1A-01 Cold Leg 1A 1
2 PT-CL1B-01 Cold Leg 1B 1
3 PT-CL2A-01 Cold Leg 2A 1
4 PT-CL2B-01 Cold Leg 2B 1
5 PT-HL1-01 Hot Leg 1 1
6 PT-HL2-01 Hot Leg 2 1
7 PT-RPV-01 Top of RPV 1
8 PT-DC-01 Lower Part of DC 1
9 PT-DC-02 Lower Part of DC 1
10 PT-DC-03 Lower Part of DC 1
11 PT-CO-01 Inlet of Core 1
12 PT-CO-02 Outlet of Core 1
13 PT-UP-01~25 Upper Plenum Plate 3 MSV
14 PT-Dummy
15 PT-Dummy
16 PT-Dummy

DP 계측기위치
1 DP-CLHL-01 CL1A - HL1 1
2 DP-CLHL-02 CL1B - HL1 1
3 DP-CLHL-03 CL2A - HL2 1
4 DP-CLHL-04 CL2B - HL2 1
5 DP-CLDC-01 CL1A - DC1H 1
6 DP-CLDC-02 CL1B - DC2H 1
7 DP-CLDC-03 CL2A - DC3H 1
8 DP-CLDC-04 CL2B - DC4H 1
9 DP-DC-01  DC1H - DC1L 1
10 DP-DC-02  DC2H - DC2L 1
11 DP-DC-03  DC3H - DC3L 1
12 DP-DC-04  DC4H - DC4L 1
13 DP-DCCO-01 DC1L-CO1-01 1
14 DP-DCCO-02 DC2L-CO1-01 1
15 DP-DCCO-03 DC3L-CO1-01 1
16 DP-DCCO-04 DC4L-CO1-01 1
17 DP-COI-01~257 Inlet of Core 13 MSV
18 DP-COC-01~257 Outlet of Core 13 MSV
19 DP-COHL-01 Core - HL01 1
20 DP-COHL-02 Core - HL02 1

표 2.2-16 APR+ 강수부 시험장치 I/O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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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LT-MT-01 Makeup Tank 1
22 LT-RPV-01 DC Top - DC1L 1
23 DP-dummy 1
24 DP-dummy 1
25 DP-dummy 1

Flow Rate 계측기위치
1 QV-CL1A-01 Cold Leg 1A 1
2 QV-CL1B-01 Cold Leg 1B 1
3 QV-CL2A-01 Cold Leg 2A 1
4 QV-CL2B-01 Cold Leg 2B 1
5 QV-HL-01 Hot Leg 1 1
6 QV-HL-02 Hot Leg 2 1
7 QV-CT-01 Cooling line 1
8 QV-Dummy 1
9 QV-Dummy 1
10 QV-Dummy 1

Temperature 계측기위치
1 TF-CL1A-01 Cold Leg 1A 1
2 TF-CL1B-01 Cold Leg 1B 1
3 TF-CL2A-01 Cold Leg 2A 1
4 TF-CL2B-01 Cold Leg 2B 1
5 TF-HL-01 Hot Leg 1 1
6 TF-HL-02 Hot Leg 2 1
7 TF-RPV-01 Top of RPV 1
8 TF-DC-01 Lower Downcomer 1
9 TF-DC-02 Lower Downcomer 1
10 TF-HX1A-01 HX1A 1
11 TF-HX1B-01 HX1B 1
12 TF-HX2A-01 HX2A 1
13 TF-HX2B-01 HX2B 1
14 TF-CT-01 CT Pump outlet 1
15 TF-CT-02 CT Inlet 1
16 TF-Dummy CT Inlet 1
17 TF-Dummy CT Inlet 1
18 TF-Dummy CT Inlet 1

Control Valve 계측기위치
1 FCV-HX1A-01 HX1A 1 1
2 FCV-HX1B-01 HX1B 1 1
3 FCV-HX2A-01 HX2A 1 1
4 FCV-HX2B-01 HX2B 1 1
5 FCV-CTBY-01 CT Bypass 1 1
6 FCV-RPV-01 Makeup Tank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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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FCV-RPV-02 Makeup Tank 1 1
8 OV-RPV-01 Bottom of RPV 2 1
9 OV-RPV-02 Bottom of RPV 2 1
10 Dummy 1 1 1 1
11 Dummy 1 1 1 1
12 Dummy 1 1 1 1

Pump 계측기위치
1 PP-RCP-01 Cold Leg 1A 1 1 2 1
2 PP-RCP-02 Cold Leg 1B 1 1 2 1
3 PP-RCP-03 Cold Leg 2A 1 1 2 1
4 PP-RCP-04 Cold Leg 2B 1 1 2 1
5 PP-CT-01 HX 2ndary 2 1
6 Dummy 1 1 1 1
7 Dummy 1 1 1 1

ANALOG INPUT

Number of Channels 40 Differential or 80 Single Ended

Input Resolution 16 bits

Input Range ± 10 V, ± 5 V, ± 1 V, ± 0.2 V

Max. Sampling Rate 250 kS/s

Timing Accuracy 50 ppm of Sample Rate

Timing Resolution 50 ns

CMRR (DC to 60 Hz) 92 dB

Input Impedance > 10 GΩ in Parallel with 100 pF
Crosstalk (at 100 kHz) -75 dB

ANALOG OUTPUT

Number of Channels 2

DAC Resolution 16 bits

Max. Output Rate 740 kS/s per Channel

Timing Accuracy 50 ppm of Sample Rate

Timing Resolution 50 ns

Output Range ± 10 V

Output Coupling DC

Output Impedence 0.2 Ω
DIGITAL I/O

Number of Channels 24

DIO Features 5 V TTL, 1 MHz

표 2.2-17 PXI-6255 DAQ Board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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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OG OUTPUT

Number of Channels 32 (16 전압 출력, 16 전류 출력)

Resolution 16 bits

Max. Voltage Range ± 10 V

Range Accuracy 1 mV

Max. Current Range 0 to 20 mA

Range Accuracy 2 μA

Update Rate Static (Software Timed)

표 2.2-18 PXI-6704 DAQ Board 특성

Model NI PXI-4472B

Channel per Module 8

Input Configuration Pseudodifferential

Input Coupling AC or DC

ADC Resolution 24 bits

ADC Type Delta-sigma

Sampling Rate (fs) 102.4 kS/s down to 1.0 kS/s

ADC Modulator Oversampling Rate 128 fs

Alias-Free Bandwidth DC (0 Hz) to 0.4535 fs

표 2.2-19 PXI-4472B DAQ 보드 사양

제어변수 기  입력변수 제어 기능

PP-RCP-01 QVCL1A-01 펌 회 수 조

PP-RCP-02 QVCL1B-01 펌 회 수 조

PP-RCP-03 QVCL2A-01 펌 회 수 조

PP-RCP-04 QVCL2B-01 펌 회 수 조

FCV-HX1A-01 TF-CL1A-01 일차측 온도제어

FCV-HX1B-01 TF-CL1B-01 일차측 온도제어

FCV-HX2A-01 TF-CL2A-01 일차측 온도제어

FCV-HX2B-01 TF-CL2B-01 일차측 온도제어

OV-RPV-01 DP-RPV-01 실험장치 배수

OV-RPV-02 DP-RPV-01 실험장치 충수

FCV-RPV-01 PT-DC-01 공기주입 조

FCV-RPV-02 PT-DC-01 공기배기 조

표 2.2-20 APR+ 실험장치 제어변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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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2 신호처리도 - Static Pressure

그림 2.2-43 신호처리도 - Differential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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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4 신호처리도 - Collapsed Water Level 

그림 2.2-45 신호처리도 -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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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6 신호처리도 -  Temperature (RTD)

그림 2.2-47 신호처리도 - Control Val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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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8 신호처리도 - Pump

그림 2.2-49 신호처리도 - Solenoid Val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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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0 APR+ 제어/DAS 계통 하드웨어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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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1 압력계/차압계 솔 노이드 밸  연결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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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2 다  솔 노이드 밸 의 구동을 한 설계 개념도 ( )  제어장치 카

드 구성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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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3 APR+ 제어/DAS 계통 소 트웨어의 MMI 메인 화면 

그림 2.2-54 APR+ 실험장치의 펌   밸  제어를 한 MMI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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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5 APR+ 실험장치 계통 모니터링을 한 MMI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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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6 APR+ 실험장치 주요 변수의 시간 변화량 모니터링을 한 MMI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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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7 APR+ 실험장치 솔 노이드 밸  제어를 한 MMI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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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 3  기 계 통

가. 구성 개요

    DVI+ 시험설비의 기계통 수 반은 Loop 순환유량을 조 하기 해 4 의 

RCP Pump에 기를 공 하는 4 의 Panel(MCCB), Loop를 냉각하기 한 냉각 

Pump  Fan에 기를 공 하는 Panel(MCCB)  냉난방기, 조명과 계측기에 기

를 공 하기 한 보조 기 넬로 구성된다. 그림 2.2-58은 APR+의 DVI+ 시험설

비용 원수 반 설계 개략도를 보여주고 있다. APR+의 DVI+ 시험설비용 원수

반은 연구원의 MADAS 원공 변 실에서 MADAS 설비로 공 되는 2차 계통

원을 분기하여 사용한다. 표 2.2-21은 APR+의 DVI+ 시험설비의 력사용량을 보여

다. DVI+ 시험설비의 력사용량은 총 700 Kw로 설계되었으며, 440Vac, 3상, 

110Kw 모터를 가진 Pump 4 , 30 Kw Cooling Pump, 3Kw Cooling Fan 각 1 씩

을 사용한다.  

그림 2.2-58 APR+의 DVI+ 시험설비용 원수 반 설계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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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용상태
사용전

압 (V)
상수 용 량(KW) 부하의 종류 비 고동시

사용

별도

사용

APR+
수전반

설계용량

RCP Pump ○ 440 3상 110*4 Pump VVVF

Cooling Circu Pump ○ 440 3상 30*1 Pump On/Off

Cooling Circu Fan ○ 440 3상 3*4 Pump On/Off

예비용 전력 ○ 440 3상 20*1

예비용 전력(냉난방용) ○ 220 3상 50

Magnetic Vibrator
(Amplifier, FPS 

& Blower)
○ 220 단상 3 Vibrator

Pump Per
turbation

조명 및 기타 ○ 220 단상 15 조명, 일반전원

제어/계측/ 기타 ○ 220 단상 12

예비용 전력(냉난방용) ○ 220 단상 20

합 계 합 계 700
(3상 440 600 Kw
3상 220 50 Kw

단상 220 50 Kw)

표 2.2-21 APR+ DVI+ 시험설비의 력사용량 설계 

조명기구 설치 수량

구분 설치 위치 용량 수량(set)

전등 공급 1층 160 W 10

1층 중간층 160 W 4

지하1층 160 W 2

전등 제거 1층 160 W 4

1층 중간층 250 W 1

지하1층 250 W 6

전원 스위치 1층 220 V 4

1층 중간층 220 V 3

지하1층 220 V 2

전원 콘센트 1층 220 V 7

1층 중간층 220 V 6

표 2.2-22 APR+ 시험설비의 등과 스 치 수량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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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9 APR+실험설비의 조명  냉난방 원공  

보조분 반(P-APR)

 

DVI+ 시험설비의 조명  냉난방 원은 계측기용 원을 포함하여 120Kw로 

설계하 다. 냉난방용으로 220V, 50Kw를 할당하 으며, 조명  비용 원은 70 

Kw로 설계하 다. 표 2.2-22에 APR+의 시험설비의 등과 스 치 수량  치를 

요약하 으며, 그림 2.2-59은 APR+의 조명  냉난방 원공  보조분 반의 구성

을 보여주고 있다. APR+의 조명  냉난방 원공  보조분 반은 시험설비 안쪽 

벽면에 설치되었다.

나. ACB Panel 설계

    DVI+ 시험설비용 원은 MADAS 열수력설비 ACB Panel의 2차계통 변압

기에서 출력되는 원을 분리하여 Duct를 통해 DVI+ 시험설비용 ACB Panel로 연

결하여 사용한다. 그림 2.2-60은 DVI+ 시험설비용 ACB Panel 구성을 보여주고 있

다. 

DVI+ 시험설비용 ACB Panel은 총 6개로 4개의 RCP Pump용 Inverter Panel과 

한개의 DVI+ 시험설비 원차단용 Breaker ACB Panel과 한개의 Cooling Pump  

Fan 기동용 Panel로 구성된다. DVI+ 시험설비용 ACB Panel은 종합엔지니어링동 1

층 DVI+ 시험설비 1층에 설치되었다. 그림 2.2-61은 DVI+ 시험설비 원차단용 

Breaker ACB Panel 구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2.2-62는 DVI+ 시험설비 Cooling 

Pump  Fan 기동용 Panel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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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0 DVI+ 시험설비용 ACB Panel 구성

 

그림 2.2-61 DVI+ 시험설비 원차단용 Breaker ACB Panel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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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2 DVI+ 시험설비 Cooling Pump  Fan 기동용 Panel의 구성

DVI+ 시험설비 원차단용 Breaker는 Main 원을 차단할 수 있는 Main 

Breaker와 Pump  Fan 등 각 기기들에 공 되는 원을 차단할 수 있는 개별   

Breaker로 구성되며, 제어실에서 각 Breaker의 차단 상태를 On-line으로 Monitoring 

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DVI+ 시험설비를 냉각하기 한 Cooling Pump  Fan 

은 제어실에서 Pump와 Fan의 동작상태를 On-line으로 Monitoring 할 수 있도록 구

성하 으며, 한 제어실에서 수동/자동으로 기동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그림 

2.2-63은 DVI+ 시험설비 Cooling Pump  Fan의 제어신호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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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3 DVI+ 시험설비 Cooling Pump  Fan의 제어신호의 구성

다. RCP Pump 제어 Inverter Panel 설계

    DVI+ 시험설비가 요구하는 Loop 순환유량은 참조발 소 RCS유량 비 

Mass Flux 기 비 1:1과 1:2 조건에서 각 각 755.75m
3

/hr 과 377.87 m3/hr이며, 순환 

유량비는 1:1과 1:2 조건에서 각각 1012m
3

/hr 와 506 m
3

/hr이다. DVI+ 시험설비의 

유량 조건에 맞추어 청우펌  Model IS/ISB(F) 200150-315가 선정되었다. 선정된 청

우펌  Model IS/ISB(F) 200150-315 Pump의 모터 정격 력 용량은 90 Kw이며, 

펌 유량은 최소 300 m
3

/hr에서 최  600 m
3

/hr이며, 양정(Head)은 최소 26 m에서 

최  55 m로 DVI+ 시험설비의 요구유량  양정을 만족한다. 그림 2.2-64는 선정된 

청우펌  Model IS/ISB(F) 200150-315 Pump의 특성 곡선을 보여주고 있다. 

Loop순환 Pump의 유량을 제어하기 해 110 Kw  Pump 속도제어용 인버터

를 선정하 다. Pump의 유량은 선정된 인버터와 연동하여 VVVF (Variable Voltage 

Variable Frequency) 제어 방식으로 Pump의 Speed를 조 하여 유량을 제어한다. 인

버터는 펌  1 당 한 씩 각 각 독립 으로 원공 을 제어하며, 장 Local 제어

와 제어실에서 Remote 제어가 가능하도록 설계하 다. 표 2.2-23은 선정된 인버터 

N300-1100HF 모델의 System 사양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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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4 Pump의 특성 곡선(청우펌  Model : IS/ISB(F) 2001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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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버터 모델   N300-1100HF　

2) 입력 압   3 φ AC 440 V　

3) 사용 력   110Kw

4) 사용 주 수    60 Hz　

5) 압 변동 범    ± 10%　

6) 주 수 변동 범    ± 5%　

7) 기타 인버터 기능 사양

 * 센서리스벡터제어

 * 오퍼 이터 본체 표 탑재이외에 카피

   기능 NOP3도 추가함.

 * Devicenet, Profibus, Lon works등

   오  네트워크 응기능 추가함.

 * 노이즈 최소화를 해 EMC 필터를 부착 

   하여야 함.

 * 고조  억제용 직류리액터  고조

   억제 유니트를 부착하여야한다.   

 * 제어단자에 RS-485 포트를 설치하여

   통신운 이 가능해야한다. 

8)
 인버터 제어 넬 유니

트

 * 제어단자에 RS-485 포트를 설치하여

   통신운 이 가능해야한다.

 * 규격 B1200 * H2400 * T1200 

   자립형  폐형 구조(표 규격)

 * 리모트 오퍼 이터 (■ DOP     □ HOP )

 * Copy Unit (DRW)

 * 인버터 출력 소음, 진동 감용 Reactor 

   (ACL-H5-110)

 * 인버터 입력 역률 개선용 Reactor(ACL-HI5-150)

 * 인버터용 입력측 노이즈 필터  (FT-42201S-A)

 * 인버터용 출력측 노이즈 필터  (FT-42201SO-A)

 * 인버터용 입력측 라디오 노이즈 필터

   (액상리액터, ZCL-H)

 * 인버터용 출력측 라디오 노이즈 필터

   (액상리액터, ZCL-H)

 * 인버터용 입력측 라디오 노이즈 필터

   (콘텐서 필터)

 * 인버터용 직류리액터 (DCL-150)

 * 제동장치+ 항( BRD-VZ3-750H , 22KW,6ohm)

 * 기타 표 부속품( 공업제품)

 * 로컬/리모터기능  통신기능 내장

표 2.2-23 Pump Control 인버터 사양 (모델: N300-1100H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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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rter 제어 특성 

- 제어용 변압기의 1차 측에 공장 압의 80% 에 해당하는 최소 과도 압

의 경우에도 동작하여야 한다.

- 운 상태 표시등을 패 면에 설치하고 부하의 개폐상태  고장 트립 

상태를 녹색, 색  황색램 로 표시하여 면에서 표시등의 교환이 가

능하여야 한다. 한 단락으로부터 보호할 Shield가 구비되어야 한다. 

- Inverter는 장의 Local 운 과 제어실의 Remote 운 이 가능해야 한다. 

- Pump나 기타 비상상황에서 운  정지가 가능해야 한다. 

- 장 Local 제어반에서 비상정지 Local/Remote 선택 등 기본 인 통제가 

가능하며, 제어반의 동작/정지, 가변주 수의 변경  제어반의 상태를 통

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RCP Pump Control (VVVF) Panel 설계안(Inverter 제어반) 

- Inverter Panel과 제어용 Processor간에 제어용 신호와 운 에 필요한 정

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Hardwire Cable과 통신 Cable이 동시에 설치되어

야 한다. 

- Inverter Panel과 제어용 Processor간에 주고 받아야하는 최소 입출력 신

호는 다음과 같다. 

  . AO (1) : VVVF 인버터로 회 속도제어를 한 출력신호 1채

  . AI (4) : 펌 회 계에서 4 ～ 20mA 신호 1채 , 력계에서 0～5VDC 

압, 류, 력 각 1채 .

  . DO (2) : VVVF 인버터 On, VVVF 인버터 Local/Remote 각각 1채

  . DI (2) : VVVF 인버터 Run/Fault Status 2채 , Flow Switch 1채

  . RS (9) : 력계에서 RS485 통신으로 압, 류, 력이 각각3채 로 

VR, VS, VTOT, IR, IS, ITOT, WR, WS, WTOT를 송수신함.

그림 2.2-65는 RCP Pump Control Panel의 VVVF Speed Control을 한  입출

력 신호들을 보여주며, 그림 2.2-66은 RCP Pump Control VVVF Speed Control 

Panel 설계안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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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5 RCP Pump VVVF Speed Control 입출력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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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6 RCP Pump Control VVVF Speed Control Panel 설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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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P Pump Control (VVVF) 원라인 설계 

RCP Pump Control (VVVF) Inverter 제어를 해 필요한 원은 RCP Pump 1

당 110 Kw이며, RCP Pump는 4 로 440 Kw의 원이 필요하다. 그림 2.2-67은 

DVI+ 시험설비의 RCP Pump Control (VVVF) Inverter 제어를 한 원공  라인

의 개략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2.2-68은 DVI+ 시험설비의 RCP Pump를 제어하기 

한 원공 선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2-67 RCP Pump Control(VVVF) Inverter 제어 

원공 라인 개략도

그림 2.2-68 RCP 제어 원공 력선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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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P Control (VVVF) Inverter Panel 설계 

RCP Control(VVVF) MCC Cabinet은 RCP Control(VVVF) Inverter를 운 하기 

해 Control(VVVF) Inverter에 구동 압을 공 하는 장치를 모아두는 캐비닛이다. 

RCP 펌 를 제어하기 하여 DCS HMI에서 4～20 mA나 Relay  신호를 받아 

Inverter Panel에 원을 공 하여 Pump의 Motor를 VVVF로 제어한다. 이들 신호는 

DCS의 아날로그나 디지털 Output Card로부터 4～20 mA나 Relay 동작신호를 받아 

동작하거나, Devicenet 통신을 통해 동작한다. 그림 2.2-69는 DVI+ 시험설비의 RCP 

Pump Inverter Panel 내부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Inverter Panel은 RCP Pump의 기

동과 정지운 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신호잡음을 제거하기 해 리액터와 신호 Noise 

Filter를 입출력단 각각에 설치하 다. 그림 2.2-70은 신호잡음을 제거하기 해 설치

된 Inverter Panel에 설치된 리액터와 신호 Noise Filter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2-69 DVI+ 시험설비의 RCP Pump Inverter Panel 내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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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70 Inverter Panel에 설치된 리액터와 신호 Noise Filter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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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D V I+  실 험

2 . 3 . 1  D IV A  이 용  D V I+  성능  평 가 실 험

가. 장치개조

    DIVA 장치의 시험부는 APR1400 기본 강수부 형상의 1/5 Scale 규모이다. 

안 주입수 안내 의 효과를 평가하기 한 실험요소  APR+용 DVI 수평 방사각

은 안내 을 부착하 을 때, 기존 APR1400 DVI 노즐 치로부터 고온  쪽으로 10

도 더 회 된 치로 변경된다. 즉, 기존의 APR1400 DVI 노즐이 온 과 15 도의 

사잇각을 갖는데 비해, APR+에서는 25도의 사잇각을 갖는다. DVI 노즐과 온  사

이의 사잇각이 증가하여 고온  쪽으로 치우치면, 비상노심냉각수의 직 우회율이 

감소한다. [2.3-1]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APR1400 DVI 사잇각으로 안 주입수 안내 의 성능 평

가를 실시하 다. 안 주입수 안내 을 척도비에 따라 두께 1mm의 SUS304 재로 

제작하 다. 강수부의 노심배럴 외면에 DVI Nozzle과 마주보게 4 곳에 안 주입수 

안내 을 부착하 다. DVI Nozzle의 ECC주입작동은 Single Failure Assumption과 

운   유지보수개념의 용에 따른 DVI 주입 조합으로 각각 실험을 실시하 다.

안 주입수 안내 의 유무에 따른 비상노심냉각수 직  우회율 실험과,  AP1000

의 ECC Deflector를 APR1400 형으로 역산한 척도로 ECC Deflector를 부착하고 실

험하기 하여, 온  하부 강수부 고도에 DVI 주입 노즐을 새롭게 추가한 신 강수

부를 제작하 다. AP1000의 ECC Deflector Test에 하여는 제 3차년도 보고서에 

서술할 정이다.

나. 실험내용

    본 실험의 목 은 비상노심냉각계통에 4-EDG 계통을 용할 경우와 비상노

심냉각수의 강수부 직  우회 상 방지 방안으로 설계된 안 주입수 안내   

Deflector를 용할 경우의 비상노심냉각수 우회율  성능을 악하는 데 있다.

본 실험에서는, (1) 4-EDG 계통에서 직 주입방식의 주입노즐 조합에 따른 비상

노심냉각수의 우회율, (2) 4-EDG 계통에서 안 주입수 안내 의 설치에 따른 비상

노심냉각수의 우회율, (3) Deflector의 설치에 따른 비상노심냉각수의 우회율실험을 

수행하 다. 

2-EDG 비상 원공 계통에서 4-EDG로 설계 변경이 되고, 단일고장  운   

유지 보수 개념을 용하면, DVI로 주입되는 HPSI의 작동 배열이 APR1400과 달라

진다. 본 실험에서는 이러한 4-EDG 설계에 따른 DVI 비상노심냉각수 우회율을 평

가하 다.



- 97 -

(1) DIVA 실험장치

     실험장치는 강수부를 모사한 시험 , 온  공기 주입부, 안 주입수 주입

부, 그리고 온  단부로 구성되었다. DIVA 실험장치 계통에 한 개략도는 그림 

2.3-1에 나타내었다.  DIVA 실험장치의 시험 는 APR1400 강수부를 모사한 환형

으로서, 선형척도법을 용하여 1/5 크기로 제작되었다. DVI 노즐은 온  심선 

상단 0.428 m에 치한다. 시험 의 주요 치수와 척도비는 표 2.3-1에 요약하 다. 

시험 의 높이는 총 1.74m로서 온  하단 1.0m와 DVI 노즐 상단 0.312m를 모의

하고 있다. 온 과 고온 은 각각 0.155m, 0.230m의 직경을 가지며, DVI 노즐은 

0.0438m 직경을 갖는다. 

시험 의 재질은 유동의 가시화를 해 투명아크릴을 사용하 다. 본 실험 장치

에서 원자로 노심은 모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온 은 강수부 내 유동의 장애물 역

할만을 하며 고온 의 장애물 효과를 악하기 해 고온 을 탈착식으로 설계하

다. 시험 의 하단에는 강수부로 하강한 안 주입수가 방출되는 배수 이 설치되어 

있고, 이 은 장탱크와 연결되어, 안 주입수를 재순환하며 실험을 수행하게 된

다. 강수부에는 압력  차압 측정용 탭이 설치되어 있다.

 

Parameter 치수 척도비

온 ~DVI (m) 0.428 1/4.9

강수부 내경 (m) 0.835 1/4.9

강수부 외경 (m) 0.938 1/4.9

강수부 간극 (m) 0.052 1/4.9

온  노즐 내경 (m) 0.155 1/4.9

고온  노즐 외경 (m) 0.230 1/4.9

DVI 노즐 내경 (m) 0.044 1/4.9

표 2.3-1 APR1400 모의 시험 의 주요 치수  척도비



- 98 -

그림 2.3-1 DIVA 실험장치 계략도 

(가) 온  공기 주입부

    LBLOCA 발생 시의 재 수기간 동안 온 에서의 증기 흐름은 실험장

치의 온 에 연결된 블로워(blower)를 이용한 공기흐름으로 모사된다. 각 블로워의 

토출단에는 맥동을 방지하기 해 지름 0.5m, 높이 1.0m의 원통형 완충 탱크가 설치

되어 있다. 블로워는 최  운 압력(1.7bar)에서 최  30m/s (1000 )로 공기를 

주입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 본 실험에서는 온 의 속도를 5∼20m/sec 범

 내에서 변화시키며 수행하게 된다. 온 에서는 공기의 온도, 압력 그리고 체  

유량을 측정하 다.

(나) 안 주입수 주입부

    본 실험장치의 HPSI Pump모의기는 APR1400 HPSI 주입속도의 2 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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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m/s까지 안 주입수를 주입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 안 주입수의 주입 속

도는 약 0.72m/sec로 고정시켜서 온  속도에 의한 향 평가를 용이하게 하 다. 

안 주입수 주입 에서는 온도, 압력 그리고 체 유량을 측정하 다. 

(2) 우회율 측정 방법

      본 실험에서의 주요 측정변수에는 안 주입수와 공기의 온도, 압력  유

량, 강수부 압력  수 , 그리고 안 주입수 하강률이다. 실험에 사용된 계측기기의 

자세한 사항은 표 2.3-2 에 요약하 다.

Direct ECC Bypass 상만 평가하기 하여(강수부 내의 수 에 따른 안 주입

수 우회율의 향을 배제하기 해), 강수부 내의 수 를 충분히 낮게 그리고 일정하

게 유지한 상태에서 정상상태 실험을 수행하 다. 강수부 내의 수 를 일정하게 유

지시키기 한 수  측정용 차압계를 강수부 외벽 상, 하단에 설치하 으며, 시험  

하부 배수 에 수  제어밸 를 설치하 다. 강수부 상, 하단의 차압측정을 통해 수

를 계산하고, 이를 수  제어밸 가 입력신호로 받아 자동으로 수 를 제어하 다.

안 주입수 우회율은 DVI 노즐을 통해 주입되는 총 안 주입수 주입 유량과 강

수부 하단으로 배수되는 안 주입수의 하강비로 식 2.3-1과 같이 계산된다. 강수부 

하단으로 배수되는 안 주입수 하강 유량은 시험  하부에 설치된 질량유량계

(Coriolis meter)를 이용하여 계측되었다.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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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부 품명 측정용도 측정범

온
OVAL사 와유량계

(VAW1150-C1C1-1511)
온  유량 0-1850 

DVI

Turbine 유량계 안 주입수 유량 0-13.6 

Rosemount사 와유량계
(8800D)

안 주입수 유량 0-13.6 

RTD PT-100Ω 공기  물 온도 0-100 ℃

정압계
Rosemount사 정압계

(3051C)
강수부 압력

주입공기 압력
0-200 kPa

차압계
Rosemount사 차압계

(3051C)
강수부 수 0-35 kPa

DC Drain
Micro Motion

(CMF200)
안 주입수 하강률 0-12.09kg/s

표 2.3-2 계측기기 주요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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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3 . 2  R CP  압 력교 란  특 성 실 험

가압경수로형 원자로의 정상운 시에는, 원자로냉각재펌 의 블 이드 회 에 의

한 맥동 압력  교란성분이 생성되어 원자로용기로 된다. 한편 APR+ 원자로의 

경우, DVI 주입방법의 개선된 설계 특성으로 안 주입수 안내 의 채택을 고려하고 

있다. 안 주입수 안내 을 설치하면 형냉각재상실사고시 비상노심냉각수의 우회

율을 감소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DVI 배 단시 비상노심냉각수의 유입구가 

단유량의 입구로 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안 주입수 안내

이 설치된 조건에서 RCP의 압력교란이 원자로용기 강수부로 되는 특성을 실험

으로 살펴보았다.

가. 계통 구성

    본 실험에서는 1/5의 척도비를 갖는 원자로용기  노심배럴을 사용하 다. 

이에 한 상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의 유체계통에 기술되어 있다. 원자로냉각재펌

의 맥동  교란성분은 가진기(Magnetic Actuator, V455, SPX Corporation)를 이용하

여 모의하 다. 그림 2.3-2과 2.3-3은 본 실험장치 원자로용기 강수부의 단면도를 보

여 다. 가진기는 온  1B (CL1B)에 연결되었다. 온  1B와 가진기 Head의 연

결 지 에는 얇은 고무재질의 Diaphragm을 설치하여, 가진기 Head의 왕복운동에 의

한 압력 가 원자로용기 강수부로 달되도록 하 다. 원자로용기 외벽으로부터 

Diaphragm까지의 온  1B의 길이는 약 630 mm이다.

가진기는 SPX 사의 V455 Shaker를 사용하 으며 표 2.3-3에 V455의 기술사양

을 설명하 다. 신호제어기  신호증폭기의 역할을 수행하는 신호발생기(Function 

Generator, SFG-1003, Good Will Instrument, Co., LTD)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원하

는 주 수로 진동할 수 있도록 가진기를 제어하 다. 가진기의 진동을 온  1B에 

설치된 Diaphragm에 효과 으로 달하기 하여 가진기의 배치, Diaphragm까지의 

직선 연결 , Diaphragm의 재질,  연결부 조립장치 등을 설계하 다. 가진기의 진

동부로부터 고무재질의 Diaphragm까지의 연결  조립도를 그림 2.3-4에 표시하 고 

가진 장치의 체 인 조립도를 그림 2.3-5에 표시하 다.

가진기에 의해 형성된 맥동 의 특성은 Dynamic Pressure Transducer

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온  1B에 1개의 Transducer를 설치하 고, 노심 배럴 

외벽에 15개의 Transducer를 설치하 다. 온  1B의 경우, 원자로용기 외벽으로부

터 약 430mm 떨어진 지 에 Dynamic Pressure Transducer를 설치하 다. 노심 배

럴의 경우, 온  1B, 온  2A, 안 주입수 안내 ( 온  1B에서 25도 반시계방

향 치)에 해당하는 원주방향 치에 Dynamic Pressure Transducer를 설치하 다. 

각 원주방향 치에 하여, 5 군데의 수직 치에 Dynamic Pressure Transducer를 

설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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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와 2.3-6은 노심 배럴 외벽에 설치된 Dynamic Pressure Transducer의 

치를 보여 다. A열, C열, D열은 각각 온  2A의 치, 온  1B의 치, 그리

고 온  1B에서 25도 반시계방향의 안 주입수 안내 의 치를 나타내며, 열 번

호 뒤의 숫자 1～5는 각각 강수부 상부로부터의 치를 나타낸다. A5  C5의 치

에 설치된 Dynamic Pressure Transducer는, 구조물과의 간섭을 피하기 하여, A열 

 C열의 기  원주방향 치로부터 각각 30도  25도만큼 이동 설치되었다. 그림 

2.3-7에서와 같이, Dynamic Pressure Transducer는 노심 배럴의 벽면을 통과하여 

설치하 으며, transducer 측정면의 수직 심이 노심 배럴의 외벽면에 일치하도록 

하 다.

Dynamic Pressure Transducer는 PCB Inc.의 Model 106B52 제품이다. 평균 인 

출력 민감도는 725mV/kPa으로써, 작은 크기의 동압을 측정하기에 합한 제품이다. 

표 2.3-4는 본 실험에 사용된 Dynamic Pressure Transducer의 사양을 보여 다. 모

든 Transducer는 제품 출하시 제조업체에서 교정을 수행하여 출력 민감도를 정량화

하 다. 표 2.3-5에서와 같이, 기본 으로 0.2～1.0 psi의 압력구간에 하여 5 point

의 교정을 수행하 다. 한, 124dB의 SPL(Sound Pressure Level)에 하여 추가 교

정을 수행하 다(표 2.3-6).

원자로용기를 폐된 시스템으로 만들기 하여, 나머지 3개의 온  노즐

과 2개의 고온  노즐, 그리고 4개의 DVI 노즐은 모두 노즐 입구에서 Blind Flange

로 막아놓았다. 원자로용기 하부반구의 앙에는 Demineralized Water의 충수를 

한 주입 을 설치하 다. 노심 배럴  강수부 상부 폐 에는 각각 2개  4개의 

배기 (직경 1/2“)  수동 볼 밸 를 설치하 다. 온  1B의 가운데 지  상부에

도 1개의 배기 (직경 1/2“)  수동 볼 밸 를 설치하 다. 

Dynamic Pressure Transducer의 출력신호는 National Instruments Co.의 PXI 

시스템을 통하여 측정  장하 다. 모델 4472B PXI DAQ 보드를 사용하여 아날

로그 출력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 다. 한, PXI 시스템을 제어하고 수집된 

Raw Data를 공학  물리량으로 변환한 후, PC의 하드 디스크에 장하는 역할을 

하는 MMI (Man-Machine Interface) 계통은 National Instruments Co.의 LabView 

소 트웨어를 이용하여 구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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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 type No. V455-PA1000L

가진력 (Force)
Sine (Peak) 490N / 110lbf

Random (rms) 334N / 68lbf

주 수 펌  (Useful Frequency Range) 5 to 7500Hz

최  가속도 

(Max. Acceleration)

Sine (Peak) 1147m/s2 (117g)

Random (rms) 686m/s2 (70g)

최  변  (Max. Displacement/ Peak to Peak) 19mm

최  속도 (IMax. Velocity / Sine Peak) 2.5m/s

최  지지 량 (Internal Load Support Capability) -

기자 (구동부)

(Armature-Moving Element)

량 (Mass) 0.426kg

크기 (Diameter) 63.5mm

공진주 수 

(Resonance)
6000Hz

횡축방향 강성 (Cross Axial Stiffness) -

가진기 량 (Shaker Body Mass) 82kg

서스펜션 공진주 수

(Suspension Resonance)

Rubber Mounts -

Air Isolation -

반 자기 (Degauss) Stray Magnetic Field -

공  공기압 (Compressed Air Supply) -

력 증폭기 (Power Amplifier) PA 1000L

필요 총 력량 (Total Electrical Requirements /

               Amplifier, fps & Blower)
2.9 kVA

작업온도환경 (Working 

Ambient Temperature 

Range)

Shaker 30℃
Amplifier 30℃

표 2.3-3 가진기 기술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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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Number 106B52

Measurement Range [kPa] 6.89

Sensitivity [mV/kPa] 725

Non-Linearity [% FS] < 1

Resonant Frequency [kHz] > 40

Rise Time [micro-sec] < 12.5

Low Frequency Response (-5%) [Hz] 2.5

Max. Pressure (step) [kPa] 68.9

Max. Pressure (static) [kPa] 345

Temperature Range (Operating) [oC] -54 to 121

Temperature Coefficient of Sensitivity [%/
o
C] 0.054

Discharge Time Constant (at room temp.) > 1

Dismeter of Sensing Element (mm) 15.7

Sensing Element Quartz

Housing Mat'l STS17-4

Diaphragm STS316L

Weight [gram] 35

표 2.3-4 Dynamic Pressure Transducer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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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5 Dynamic Pressure Transducer의 교정성 서( ); 높은 압력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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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6 Dynamic Pressure Transducer의 교정성 서( ); 낮은 압력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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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 RCP 압력교란 특성 실험장치의 원자로용기 강수부 평면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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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 RCP 압력교란 특성 실험장치의 원자로용기 강수부 정면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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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 Diaphragm 설계  연결  조립도

그림 2.3-5 가진 장치 조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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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7 Dynamic Pressure Transducer 설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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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험 조건  결과

    RCP 압력교란 특성 실험은 20, 30, 60Hz의 가진기 주 수 범 에 하

여 수행하 다. 각 주 수 조건에 하여서는, 2, 4, 6, 8, 10Volt의 가진기 출력 압 

조건에 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가진기에서는 Sinusoidal Wave를 발생시키도록 

하 다.

실험 순서는 다음과 같다:

a. 노심 배럴  강수부 폐  상부의 배기 밸 와 온  1B의 배기 밸 를 

열고 상온의 물을 주입한다.

b. 충수  배기가 완료되면, 배기 밸   원자로용기 하부 충수 밸 를 닫어, 

계통을 폐된 시스템으로 만든다.

c. 특정 주 수에 하여, 최  가진 압조건에서 가진기를 작동시킨다. 

d. MMI 계통을 통해 실험장치 각 치에서의 동압력을 모니터링한다. 동압력이 

정상상태에 도달한 조건에서, Dynamic Pressure Transducer의 출력값을 1,024 

Hz의 샘 링 속도로 약 100 간 장한다.

e. 주 수를 고정시킨 상태로, 가진 압을 단계별로 감소시키면서 동압 분포를 

장한다.

f. 최소 가진 압에 한 실험이 완료되면, 가진 주 수를 변경하여 c～e의 과정

을 반복한다.

표 2.3-7은 각 실험조건에 하여 온  1B  노심 배럴 외벽의 각 치에서 

측정된 RMS 압력을 보여 다. 동일한 가진 주 수에 하여 가진 압이 감소할수

록 가진기 Head의 왕복 이동거리가 감소하며, 동일 압에 하여서는 가진 주 수

가 증가할수록 가진기 Head의 왕복 이동거리가 감소한다. 이에 따라, 가진 주 수가 

작을수록, 가진 압이 클수록 높은 압력 가 생성되어 온  1B  원자로용기 강

수부로 되었다.

그림 2.3-8은 가진 주 수가 20Hz인 조건에 하여 원자로용기 배럴 외벽에서 

측정된 동압 분포를 인가된 가진 압별로 보여 다. 원자로용기 배럴 외벽에서의 

RMS 동압분포를 온  1B에서의 RMS 동압에 한 비로 표시하 다. 마찬가지로, 

그림 2.3-9와 2.3-10은 각각 가진 주 수가 30Hz  60Hz인 조건에 하여 노심 배

럴 외벽에서 측정된 동압 분포를 인가된 가진 압별로 보여 다. 측정결과를 살펴

보면, 인가된 주 수에 따라 노심 배럴 외벽에서의 동압분포가 매우 상이하 다. 

20Hz의 주 수 조건에서는, A열  D열의 경우 노심 배럴 하부에서 최  동압

이 측정되었으며 상부로 갈수록 동압 측정값이 감소하 다. C열의 경우에는 노심 배

럴 하부와 온  높이에서 최  동압이 측정되었다. 30Hz의 주 수 조건에서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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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배럴 바닥으로부터 두 번째 높이에서 최  동압이 측정되었다. 노심 배럴 하부 

역에서는 A, C, D열 간의 편차가 비교  크게 나타났으나, 노심 배럴 상부에서는 

A, C, D열의 동압이 유사하게 측정되었다. 60Hz의 주 수 조건에서는, 노심 배럴 상

부 역에서 최  동압이 측정되었다. 체로 온  1B가 치한 C열에서의 동압이 

보다 크게 측정되는 경향이 측되었다. 주 수 별로 노심 배럴 외벽에서의 동압 분

포 특성이 매우 상이하 다. 하지만, 주어진 주 수 조건에서는, 인가된 압 별 노

심 배럴 외벽에서의 동압 분포 특성은 유사하 다. 한, 실험이 수행된 범 내에서, 

노심 배럴 외벽에서 측정된 최  동압은 온  1B에서 측정된 동압의 50% 미만 수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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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Hz)

전압
(V)

CL1B
(Pa) 

A1
(Pa) 

A2 
(Pa) 

A3 
(Pa) 

A4 
(Pa) 

A5 
(Pa) 

C1
(Pa) 

C2 
(Pa) 

C3
(Pa)

C4 
(Pa) 

C5 
(Pa) 

D1 
(Pa) 

D2 
(Pa) 

D3 
(Pa) 

D4 
(Pa) 

D5 
(Pa) 

20

10 4497 439 438 462 721 1235 459 1084 452 481 902 456 412 436 572 877 
8 3947 414 395 450 674 1120 427 936 412 471 829 440 392 444 551 812 
6 2848 279 265 352 543 878 264 607 259 361 665 320 296 312 434 645 
4 2149 162 121 236 417 704 117 390 96 244 527 192 168 188 322 510 
2 1110 76 55 114 206 356 59 202 45 122 264 93 79 93 162 257 

30

10 3933 282 510 876 1176 554 299 430 897 1380 1272 243 454 512 736 663 
8 3280 233 418 742 994 466 236 340 748 1166 1075 182 370 422 614 555 
6 2298 136 279 543 725 336 88 196 530 850 783 53 251 295 441 400 
4 1587 94 194 379 504 230 55 122 366 589 542 32 168 201 301 272 
2 901 52 110 214 284 129 34 70 206 332 304 18 93 111 167 151 

60

10 3052 1368 788 313 153 145 1070 1069 448 328 316 627 466 312 205 120 
8 2651 1201 667 284 141 119 924 861 370 322 288 579 368 237 171 113 
6 1939 940 545 216 82 88 721 704 310 219 191 431 310 221 158 97 
4 1391 651 400 145 41 82 499 549 246 128 113 276 253 200 141 81 
2 523 153 90 26 20 61 152 189 101 38 26 80 96 92 70 43 

표 2.3-7 가진 주 수  압별 동압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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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8 가진 주 수 20 Hz에서의 동압분포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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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9 가진 주 수 30 Hz에서의 동압분포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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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0 가진 주 수 60 Hz에서의 동압분포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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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3 . 3  B arrel 진 동 시 험

가. 개요

    냉각재상실사고가 일어났을 때 비상노심냉각수의 직 우회를 감소시키기 

하여 직 노심주입 (Direct Vessel Injection: DVI) 노즐과 동 치에 노심지지원통 

(Core Support Barrel: CSB)의 외벽을 따라 안 주입수 안내 을 부착하 다. 부착

된 은 비록 두께가 얇은 일지라도 노심지지원통의 고유진동수를 변경할 가능성

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안 주입수 안내 에 의하여 노심지지원통의 고유진동수

가 얼마만큼 향을 받게 되는지 정량 으로 평가하고자 수치 인 해석과 진동시험

을 수행하 다.

나. 수치해석

    노심지지원통 구조물은 상부안내구조물과 동축의 원통 형상을 하고 있으며 

노심지지원통 사이의 작은 간격에 유체가 존재한다. 이러한 원통구조물 사이의 유체

는 그 간격이 작아질수록 부가질량비가 지수 함수 으로 증가한다[2.3-2]. 이러한 이

유로 부가 질량을 비교  잘 모사한다고 알려진 ANSYS의 FLUID80 요소로 간격사

이의 물을 모델링하 고, 노심지지원통은 SOLID45로 각각 모델링 하 다.

노심지지원통은 두께 방향으로 2겹의 요소를 용하 고 원주방향으로 96개의 

요소, 축 방향으로 60개의 요소가 사용되어, 덕트 구조물을 포함하면 총 28,592개의 

으로 구성된 20,352개의 요소가 사용되었다. 수 에 잠긴 노심지지원통을 모사하

기 하여 사용된 유체요소(FLUID80)는 고체요소와 동일하게 원주방향  축방향으

로 각각 96개와 60개의 요소가 사용되었다. 이에 따라 구조물과 더불어 냉각재를 포

함한 유한요소모델은 140,936의 과 121,470개의 요소로 모사되었다. 구조물과 유

체가 만나는 부분은 과 이 일 일로 응되도록 세심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그림 2.3-11에 직 노심주입 을 포함한 노심지지원통의 유한 요소 모델을 도시하

다. 

진동시험은 노심지지원통의 상부를 크 인으로 들어 올린 조건에서 수행될 정

이기 때문에 모든 을 구속하지 않은 자유조건으로 수치해석도 수행되었다.

직 노심주입 과 노심지지원통은 스테인 스강을 사용하여 1/5 축소 모델로  

제작되었다. 진동시험은 상온, 상압조건에서 수행될 정이므로 수치해석에도 다음의 

표 2.3-8과 같이 상온, 상압에서 스테인 스강과 물의 물성치가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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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SB Structure And Coolant

     

(b) CSB Structure

그림 2.3-11 CSB Finite Element Model with Coo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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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s
탄성계수 (E)

[GPa]

도 (ρ)

[kg/m3]
Poisson 비 (ν)

Core Support Barrel 190 7840 0.3

Coolant (Water) 2.07 1000 0.3

표 2.3-8 Material Properties for CSB Structure and Coolant  

일반 으로 고유진동 (Eigenvlaue) 해석은 모드 추출방법에 따라 Reduced 

Method 는 Non-Reduced Method로 구분된다. Reduced Method는 상세한 모드 형

상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일반 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계산을 효율 으로 수행

할 수 있다. 

Non-Reduced Method는 해의 상세한 결과를 얻기 하여 많이 사용되나 요소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계산시간이 길어지는 단 이 있다. 본 해석에는 유체요소가 포

함되어 있어서 상세한 모드형상의 추출이 필요하다고 단되므로 계산시간이 다소 

길어지더라도 Non-Reduced Method을 사용하기로 결정하 다. 이를 하여 Non- 

Reduced Method 의 하나인 Block-Lanczos Method를 이용하 다.

다. 해석 결과

    해석결과를 공기 그리고 수 , 직 노심주입 의 유,무에 따라 정리하면 다

음의 표 2.3-9와 같다.

표 2.3-9에 나타나있는 바와 같이 수  해석결과는 공기  해석결과의 략 반값

의 고유진동수를 가지는 것으로 측되었으며,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직 노심주임

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하여 고유진동수가 약간 큰 값을 가질 것으로 측

되었다. 그런데 직 노심주입 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고유진동수 차이는 수

의 경우 그 차이가 더 커질 것으로 계산되었다.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수 의 고유

진동수가 히 작은 것은 노심지지원통과 원자로 사이의 간격이 상당히 작음에 기

인하는 상으로, 이러한 간극의 향은 Chen[2.3-3]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당연한 

것이다. 

유한요소 모델에 의하면, 노심지지원통은 0.09517m
3

의 부피와 732kg의 질량을 가

질 것으로 평가되었다. 만일 노심지지원통이 무한크기의 수조에 담겨있다고 가정하

면 유체에 의해 부가되는 질량은 95.2kg 정도로 실제 노심지지원통의 13%의 질량비

율을 차지할 것이다. 그 지만 노심지지원통이 약 60cm의 틈을 갖는 원자로에 놓이

게 되면 무한크기의 수조에 비하여 부가질량이 8배 이상 커질 수도 있고, 이 경우 

유체의 부가 질량이 노심지지원통의 질량을 과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표 2.3-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수 과 공기  해석 결과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 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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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
공기 수

DVI  있음 DVI  없음 DVI  있음 DVI  없음

1
st

61.3 61.1 30.79 30.2

2
nd

62.1 61.5 30.81 30.7

3
rd

107.7 108.0 63.2 62.9

4
th

108.4 108.4 65.4 63.2

5
th

164.7 163.8 92.9 90.7

6
th

176.5 175.8 94.7 94.6

7
th

221.3 218.8 139.3 135.4

8
th

235.9 235.8 140.3 139.8

9
th

307.4 304.5 165.3 165.3

10
th

313.1 310.7 182.9 180.8

표 2.3-9  Natural Frequencies according to Simulation Conditions

일(1)차와 이(2)차 모드는 기본 으로 동일한 쉘 모드이다. 이 게 약간의 차이가 

나는 모드가 축을 달리하여 나타나는 것은 원자로(Vessel) 의 Hot Leg과 응되도록 

노심지지원통에 마련된 짧은 덕트가 붙어 있음으로 인해 단면 측으로 비 칭이 발생

하기 때문이다. 덕트가 있을 때 공기 에서 얻은 일(1)차  이(2)차 모드를 그림 

2.3-12∼13에 도시하 다. 수  해석 결과도 공기 의 결과와 다르지 않음을 그림 

2.3-14∼15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삼(3)차와 사(4)차 모드도  일(1) 차와 이(2) 차 모드와 같이 기본 으로 동일한 

쉘 모드이다. 그림 2.3-16  그림 2.3-17에 공기 의 진동모드형상을 그림 2.3-18 

 그림 2.3-19에 수 에서의 진동모드형상을 도시하 다. 공기 과 수 의 결과를 

비교하면 공기 의 삼(3)차 모드는 수 의 삼(3)차 모드와 공기 의 사(4)차 모드는 

수 의 사(4)차 모드와 유사한 변 형상으로 진동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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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2 1st Mode of the APR+ Barrel with DVI Ducts in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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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3 2nd Mode of the APR+ Barrel with DVI Ducts in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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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4 1st Mode of the APR+ Barrel with DVI ducts in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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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5 2nd Mode of the APR+ Barrel with DVI Ducts in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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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6 3rd Mode of the APR+ Barrel with DVI Ducts in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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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7 4th Mode of the APR+ Barrel with DVI Ducts in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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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8 3rd Mode of the APR+ Barrel with DVI Ducts in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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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9 4th Mode of the APR+ Barrel with DVI Ducts in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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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진동시험

    비 유한요소해석결과를 바탕으로 진동시험에 필요한 최소 센서의 개수와 

센서의 치 그리고 충격가진의 치와 가능한 모드 추출 주 수 역 등이 결정되

었다. 그림 2.3-20에 가속도 센서의 치와 충격입력 치를 도시하 다.

그림 2.3-20 Vibration Test Setup for the APR+ Barrel

가속도 센서는 여섯(6)개가 사용되었으며 가진 치로 두 곳을 선정하 다. 첫 

번째 최상부 가속도계가 치한 곳은 수 시험을 할 때 노심지지원통을 상 방향으로 

약간 들어 올려 충격가진하기 한 곳이며, 그 바로 아래 두 번째 가진 은 C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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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의 배 을 이용하기 한 곳으로 원자로 용기내의 Cold Leg 배 에 맞게 제작된 

특수 충격망치로 가진하는 치이다. 최상부를 가진하는 경우, 노심지지원통의 모든 

부분에 충격력이 달되기 어려우나, 수  시험을 할 때 충격가진하기 편한 치이

다. 두 번째 치는 가진력이 상 으로 잘 달될 수 있는 치이나 수 시험을 

감안할 때 편리하지는 않은 곳이다. 노심지지원통 내부에 부착된 가속도계는 수 시

험을 하여 그림 2.3-21에 보인 바와 같이 투명 으로 하여 가속도계가 물에 

되지 않도록 하 다.

그림 2.3-21 Accelerometers on the Core Support Barrel with Vessel

       ① Core Support Barrel, ② Vessel, ③ Hot Leg, ④ Accelero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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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2 Instruments and Equipments for Vibra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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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진동시험 결과

    안 주입수 안내 을 부착했을 때와 부착하지 않았을 때의 공기   수  

시험에서 얻은 주 수응답함수 (Frequency Response Function; FRF)는 다음의 그림 

2.3-23∼26과 같다.

그림 2.3-23 FRF of the Core Support Barrel without DVI Ducts in Air

그림 2.3-24 FRF of the Core Support Barrel with DVI Duct in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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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5 FRF of the Core Support Barrel without DVI Ducts in Water

그림 2.3-26 FRF of the Core Support Barrel with DVI Duct in Water

공기 에서 얻은 주 수 응답함수는 300Hz까지 비교  명확하게 모드를 구분할 

수 있었다. 모드를 구분하기 해서 주 수응답함수와 함께 상변화도 참고하 다. 

주 수응답함수를 근간으로 직 노심주입 의 유무에 따라 공기   수 에서 얻은 

고유진동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2.3-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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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
공기 수

DVI  있음 DVI  없음 DVI  있음 DVI  없음

1
st

59.1 59.2 29.5 29.8

2
nd

- - 30.4 30.6

3
rd

108.5 108.6 68.5 69.2

4
th

- - 72.2 72.7

5
th

160.7 161.3 107.8 109.1

6
th

- - 111.6 113.6

7
th

217.5 218.1 - -

표 2.3-10  Natural Frequencies Obtaining from Vibration Tests

공기  시험에서는 수치해석결과와 달리 방향을 달리하는 근 한 두 모드를 탐

지하지 못하 으나, 수 시험에서는 이러한 두 모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공기  시

험에서는 직 노심주입 의 유무에 따라 발생하는 고유진동수 차가 작기 때문에 두 

모드를 분간하기 어려웠다. 수 시험에서는 직 노심주입 이 쉘진동에 여하는 방

향과 그 지 않은 방향에 따라 유체부가질량의 향이 확  혹은 축소되기 때문에 

두 모드의 고유진동수 차가 커진다고 단되었다. 

공기 에서 직 노심주입 의 유무에 따라 수치해석으로 상한 고유진동수와 

시험에서 얻은 고유진동수는 략 1% 내의 오차 범 에서 일치하 다. 수  시험의 

결과는 이보다 오차가 커졌으나 략 4% 범  안에서 잘 일치하 다. 흥미로운 사실

은 직 노심주입 이 존재할 때 수치해석에서는 고유진동수가 증가하 으나 실제 시

험에서는 이와 정 반 의 결과를 얻었다는 것이다. 

실제 시험장치를 설치할 때 직 노심주입 을 노심지지원통에 볼트를 이용하여 

부착하 다. 이 게 하면 시험편의 질량에만 향을 주게 되고 시편의 강성에 한 

기여는 거의 없게 된다. 반면 수치해석에서 덕트는 노심지지원통과 한 몸체와 같이 

고정되기 때문에 질량이 부가되는 효과 외에 강성이 보강되는, 쉘모드를 방해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수치해석에서는 후자인 강성이 보강되는 효과가 자인 질량이 

보강되는 효과를 넘어서는 것으로 단된다. 이 게 되면 노심지지 에 의하여 강성

이 커지게 되므로 고유진동수가 증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석

결과와 시험결과가 반 가 되는 상이 발생한 것으로 단된다.

직 노심주입 의 유무에 따른 진동특성의 차이를 살펴보기 하여 그림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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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아래쪽 두 곳에서 취득한 주 수응답함수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도시하 다. 그림

에서 2.3-27∼28은 공기 에서 취득한 것이고 2.3-29∼30은 수 에서 취득한 것이다. 

그림 2.3-27 FRF Comparison for the Effect of DVI Duct in Air (ch.3)

그림 2.3-28 FRF Comparison for the Effect of DVI Duct in Air (Ch.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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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9 FRF Comparison for the Effect of DVI Duct in Water (ch.3)

그림 2.3-30 FRF Comparison for the Effect of DVI Duct in Water (ch.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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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시험결과에서 직 노심주입 의 유무에 따른 고유진동수의 차이를 구별

하기는 쉽지 않았다. 수  시험에서도 직 유입 의 유무에 따른 고유진동수의 차이

가 크지 않으나 공기 의 경우에 비해 다소 차이가 있는 결과를 얻었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실제 측정된 고유진동수는 직 노심주입 이 있는 경우에서 낮았다. 

직 노심주입 이 존재하는 경우, 시험은 노심지지원통의 고유진동수가 1% 내외에서 

낮아진다고 평가한 반면 수치해석은 2% 내외에서 높아진다고 측하 다. 

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감쇠력은 유사할 것으로 단되었다. 직 노심주입 이 

존재하는 경우 외부 원자로와의 유체간격을 실제 으로 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소나마 감쇠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

결론 으로 직 노심주입 이 노심지지원통의 진동특성에 미치는 향은 미미할 

것으로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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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3 . 4  4 - E D G  용 성 평 가

가. 2-EDG vs. 4-EDG 구성

    APR+의 안 계통은 4-EDG 설계를 채택하여, 노심손상빈도(CDF)를 감소시

키며, 4분면 설계개념이 용되었다. 한편 APR1400 형의 안 계통은 2-EDG 구성으

로 설계되어, 1 개의 비상디젤발 기에 2 개의 HPSI Pump가 연결되는 기계  

4-Train 설계  기  2-Train 설계이다. 따라서 LOCA 해석시 단일고장 가정을 

용하면, 기 으로는 1 개의 비상디젤발 기만 작동하므로 4 의 HPSI 에서 2 

만 작동 가능한 상황이 된다. 이에 반해, APR+의 안 계통은 4-EDG 구성으로 설

계하여, 1 개의 비상디젤발 기에 1 개씩의 HPSI가 각각 연결되는 기계  4-Train 

설계  기  4-Train 설계이다. 따라서 독립된 4분면 설계가 가능한 구성이다.

(1) APR1400 ECCS 설계특성 요약

- 기  2-Train (2-EDG)

- 기계  4-Train (4-HPSI Pump)

- LOCA 해석시 작동 HPSI 수 : 2 HPSI

- 운  유지보수 개념 용 불가능

(2) APR+ ECCS 설계특성 요약

- 기  4-Train (4-EDG)

- 기계  4-Train (4-HPSI Pump)

- LOCA 해석시 작동 HPSI 수 : 3 HPSI Pump

- LOCA 해석시 작동 HPSI 수 : 2 HPSI Pump (운 보수)

- 4분면 설계 가능

- 운  유지보수 개념 용 가능

APR+에서는 LOCA 해석시 단일고장 가정을 용하면, 기 으로는 3 개의 비

상디젤발 기가 작동하여 HPSI 4   3 가 작동 가능한 상황이 된다. 여기에 운

 보수개념을 용하여 장 운 의 편리성을 확보하려는 경우, 유지보수 고장 

가정을 추가로 용하면, 기 으로는 총 2 개의 비상디젤발 기가 작동하여 4 

의 HPSI 에서 2 가 작동 가능한 상황이 된다. 최악의 경우, 4-EDG에서는 비상

노심냉각수가 주입되는 DVI노즐간의 상 각이 단 온  쪽의 DVI Nozzle과 각

각 90도인 조합으로 구성되어, 단 온  쪽의 DVI Nozzle과 상 각이 180도인 

2-EDG 설계와 다른 주입형상이 되며, 단 온 에 치우친 DVI 조합이 되어 비상

노심냉각수 직  우회율이 증가하는 역효과가 발생한다[2.3-4∼9]. 이 이 4-EDG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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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설계 보완 사항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4-EDG 

채택에 따른 DVI 주입조합 변경의 향을 먼  평가하여 4-EDG 설계 보완책을 강

구하기로 한다.

그림 2.3-31  2-EDG System에서의 HPSI 주입배치

그림 2.3-32 4-EDG System에서의 HPSI 주입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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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1과 2.3-32는 각각 2-EDG 구성과 4-EDG 구성시의 단일고장개념과 

유지보수개념 용시 HPSI Pump의 주입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3-33와 그림 

2.3-34는 비상노심냉각수의 우회율이 가장 높은 최악의 DVI 배치조합을 나타내고 

있다. 2-EDG 계통과 4-EDG 계통에서 비상노심냉각수의 우회율이 가장 높은 최악

의 조합은 단 온  근처에 DVI가 치우쳐 배치되는 조합이다. 따라서 어떤 경우라

도 단 온  근처에 주입되는 DVI 노즐로 주입되는 HPSI는 항상 작동되는 조합

에 편입하여야 보수 인 경우이다. 

2-EDG 설계의 경우는 기  배열상, 단 온  근처에 주입되는 DVI 노

즐과 180도로 마주보는 DVI로 연결된 HPSI 가 작동하는 배열이다. 이는 칭  안

계통의 작동 조합 설계에 따른 당연한 HPSI 작동 조합 구성이다. 그러나 4-EDG 

설계의 경우는 단 온  근처에 주입되는 DVI 노즐과 서로 90도의 상 각을 갖는 

조합으로 HPSI가 작동하게 된다. 4 개의 EDG  단 온  근처에 주입되는 DVI 

노즐과 180도로 마주보는 DVI노즐에 비상노심냉각수를 공 하는 HPSI Pump에 

원을 공 하는 EDG가 고장 났다고 가정하는 것이 가장 보수  선택이다. 왜냐하면, 

단 온 과 정 반  방향에 치한 DVI노즐로 공 되는 비상노심냉각수의 우회율

이 가장 낮기 때문이다[2.3-4∼5]. 한, 운   유지보수 개념을 추가로 용하는 

경우는, 단 온 과 가까이 치한 DVI 노즐과 상 각이 90도인 DVI노즐에 비상

노심냉각수를 공 하는 HPSI Pump에 원을 공 하는 EDG가 작동 불가한 상황에

서 LOCA가 발생하 다고 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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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1CL-2

CL-3

DVI-4

Break

DVI-2

그림 2.3-33 2-EDG에 따른 최고우회율 HPSI 주입배치

CL-1CL-2

CL-3

DVI-4

DVI-1

그림 2.3-34 4-EDG에 따른 최고우회율 HPSI 주입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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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물 공기-실험 조건

    2-EDG 원공 계통과 4-EDG 원공 계통에 따른 비상노심냉각수 우회

율 비교 성능실험은 APR1400을 기 으로 1/5로 축소 설계한 물-공기 실험장치에서 

수행되었다. 사고 상은 형배 단사고(LBLOCA)의 후기 재 수(Late Reflood 

Phase) 기간을 용하 는데, EDG에 의해 작동되는 HPSI Pump의 성능이 가장 

요한 LOCA기간이기 때문이다. 물-공기 실험 운 조건은 DVI 주입속도를 약 

0.72m/s에 고정시키고, 강수부의 수 는 충분히 낮게 유지하여 강수부 자유표면으로

부터 Sweptout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 다. 온 의 주입공기속도를 5∼20m/s 범

에서 5m/s 단 로 변경하며 비상노심냉각수 직 우회율(Direct ECC Bypass)을 측정

하 다. 주요 실험조건은 다음과 같다. 표 2.3-11에 아울러 정리하 다.

- CL Air Velocity: 5, 10, 15, 18 m/sec

- DVI Water velocity: 0.72 m/sec

- DVI 주입(Single Failure & Maintenance Concept 용)

(1) DVI-4(Broken Cold Leg) + DVI-1(최근  DVI, 90도 사잇각)

              (2) DVI-4(Broken Cold Leg) + DVI-3(HL 사이 DVI, 90도 사잇각) 

       - D/C Water Level: H/DCL > 5, 

 Constant Water Level for Direct Bypass

 실험 결과를 종래의 APR1400 형 원자로의 2-EDG 주입시의 비상노심냉각수 

직 우회율과 비교하 다.

비상노심냉각수 우회율 성능비교실험은 상온, 기압 조건에서 수행되었고, 실험

조건의 자세한 사항은 표 2.3-11 에 요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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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조  건

Without DVI Duct With DVI Duct

공기주입 온  CL 1~3 CL 1~3

온  유체온도 15 ℃ 15 ℃

온  공기 속도 5, 10, 15, 18 m/s 5, 10, 15, 18 m/s

DVI 

물 온도 15 ℃ 15 ℃

주입 노즐

DVI-1&4, DVI-3&4

(Single Failure 
Assumption)

DVI-1&4, DVI-3&4

(Single Failure 
Assumption)

실측 속도 0.72 m/s 0.73 m/s

   표 2.3-11 실험조건

(1) 2-EDG 계통 실험조건

      APR1400형 2-EDG 계통의 단일 고장시 DVI 주입수는 DVI-2(Broken 

Cold Leg과 180 도로 마주보는 쪽)와 DVI-4(Broken Cold Leg)쪽으로 주입되며, 이 

조건이 APR+ DVI와의 비교기 이다. 온  주입속도 범   DVI 주입속도는 

APR+ 성능비교 실험 조건과 동일하게 설정하 다. 주요 배치는 그림 2.3-35 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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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5 DVI 주입 배치

그림 2.3-36 4-EDG시 DVI 주입조합 (왼쪽: DVI-1&4, 오른쪽: DVI-3&4)

(2) 4-EDG 계통 실험조건

     APR+ 형 4-EDG 계통의 단일 고장과 운  유지보수 개념이 용된 DVI 

주입상황으로 a. DVI-1 (Broken Cold Leg과 90 도의 사잇각)과 DVI-4 (Broken 

Cold Leg쪽) 조합과, b. DVI-3 (Broken Cold Leg과 90 도의 사잇각)과 DVI-4 

(Broken Cold Leg쪽) 조합의 DVI 주입 조합에 하여 각각 성능비교실험을 수행하

다. APR+에 한 DVI 실험은 안 주입수(DVI) 안내 을 부착한 실험 조합과  안

주입수 안내 을 부착하지 않은 실험 조합으로 수행하여 각각 DVI+ 4-EDG  안

주입수 안내 을 부착에 따른 비상노심냉각수 우회율 감성능을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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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주입속도 범   DVI 주입속도는 APR1400 형 2-EDG  실험 조건과 동일하

게 설정하 다. 주요 배치는 그림 2.3-36과 같다.

다. 안 주입수 안내  유무에 따른 4-EDG환경에 한 물 공기-실험 결과

(1) 2-EDG와 4-EDG 조합 ECC 성능비교 (안 주입수 안내 이 없을 때)

     APR1400의 2-EDG 계통을 가정할 경우인, DVI-2와 DVI-4로 주입되는 경

우에 비하여, 4-EDG 계통을 가정할 경우인, DVI-1과 DVI-4의 조합으로 주입되는 

경우와 DVI-1과 DVI-3의 조합으로 주입되는 경우를 평가하 다. 

평가결과는, 4-EDG System의 경우 DVI-1과 DVI-4로 주입되는 경우의 우회율

이( 온  공기 주입속도가 18m/s일 때) 약 68%로써, APR1400 2-EDG System의

DVI-2와 DVI-4로 주입되는 경우의 우회율인 약 48%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그

림 2.3-37은 이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4-EDG에서 우회율이 APR1400의 2-EDG 때 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단 온 과의 상 각이 가장 커서(약 180도) DVI노즐  우회율이 가장 작은 DVI-2 

로 냉각수가 주입하는 신에 단 온 으로부터 상 각이 약 90도를 갖는 DVI-1

이나 DVI-3으로 주입되어 비상노심냉각수가 단 온 으로 잘 이끌려 나가는 DVI 

Nozzle 상 각 배치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DVI-1과 DVI-4 주입조합이 DVI-3과 

DVI-4의 주입조합보다 우회율이 더 높은 이유는, DVI-4와 DVI-3 조합의 경우 간

에 고온  Wake Zone이 존재하여 ECC Water Penetration이 Bypass보다 강하게 나

타나는 DVI를 채택한 강수부의 열수력   구조  특징 때문이다. 따라서 단일고장 

가정과 운   보수개념까지 용된 APR+의 4-EDG 원공 계통에서는 DVI-1과 

DVI-4 주입 조합이 비상노심냉각수 우회율이 가장 높은 최악의 HPSI 주입 조합이 

된다.

(2) 2-EDG와 4-EDG 조합 ECC 성능비교 (안 주입수 안내 이 있을 때)

     4-EDG 계통에서 안 주입수 안내 을 부착할 경우, 2-EDG  4-EDG 조

건에 해 각각 ECC 주입성능을 비교 평가하 다. 즉, DVI-1과 DVI-4의 조합으로 

주입되는 경우와 DVI-1과 DVI-3의 조합으로 주입되는 경우의 안 주입수 안내  

부착효과를 비상노심냉각수 직 우회율로 비교 평가하 다. 평가결과 DVI-1과 DVI- 

4 조합에서 온  공기 주입속도가 18m/s일 때, 안 주입수 안내 을 설치하 을 

경우의 우회율이 약 18%로서, 안 주입수 안내 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의 우회율이 

약 68%인 것에 비하여 훨씬 낮게 나타난다(그림 2.3-38). 이러한 결과는 안 주입수 

안내 의 설치로 비상노심냉각수 주입 성능에 크게 향상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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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7 4-EDG 설계에 따른 비상노심냉각수 직 우회율 특성

그림 2.3-38 2-EDG and 4-EDG ECC 성능비교(Duct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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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안 주입수 안내 의 4-EDG 환경하의 용성 

    4-EDG 계통의 경우, 비록 3 개의 DVI노즐로 주입한다 해도, 2 개로 주입되

는 APR1400 DVI 주입보다 우회율이 오히려 더 높아져, 4-HPSI Train설계상 비상

노심냉각수 우회율 측면에서 비효율 인 설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

한 결과는 단순히 EDG 개수를 늘려 작동되는 HPSI Pump 개수를 늘린다 해도, 비

상노심냉각수 우회율이 더 높아지므로 실제 노심에 기여하는 비상노심냉각수 비율이 

오히려 낮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APR+의 4-EDG설계시, 이러한 상을 극복하기 

해서는 안 주입수 안내  등 새로운 설계를 극 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표 

2.3-12에는 4-EDG 설계 채택에 따른 종합 인 평가결과가 정리되어 있다. 

종   류
 최  Bypass유발

DVI 주입 조합

 Bypass 최 치

18 m/s 기
 운   유지보수

2-EDG

(APR1400)

DVI-4(Broken Coldleg)

DVI-2 (180 도 상 각)
48 % 용 불가함

4-EDG

(APR1400)

DVI-4(Broken Coldleg)

DVI-1 (90 도 상 각)
68 % - 제한  용가능

- Bypass 감 책이

  없으면 용 불가함Bypass 증가분 20 %

표 2.3-12 4-EDG 안 계통 설계 채택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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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AP1000형 ECC Deflector와 안 주입수 안내 의 성능비교 

   그림 2.3-39는 AP1000형의 ECC Deflector에 한 비 평가 결과를 보여

다. 이 그림에서 AP1000형의 ECC Deflector를 설치하 을 경우와 그 자리에 안 주

입수 안내 을 설치하 을 경우에 한 ECC Bypass성능을 비교하 다. Deflector를 

설치하는 경우 온  유체속도가 약 10m/s를 넘으면  ECC Direct Bypass가 증가

하기 시작하고 18m/s를 과하면 2-EDG의 DVI주입의 비상노심냉각수 우회율을 오

히려 과하 다. 

단, AP1000의 ECC Deflector는 APR1400 원자로의 크기로 역산하여 1/5-Scale로 

재축소하여 실험하 으므로 AP1000원자로의 강수부 형상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

다. 그러나 AP1000에서 온 과 고온 의 고도가 상호 수직고도로 편 된 효과를 

반 한다면,  실험 결과보다 더 우회율이 증가할 것으로 측된다. 편 된 고온

이 ECC Deflector 부 의 강수부 횡유동 속도를 더욱 증가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림 2.3-40은 AP1000형의 ECC Deflector와 APR1400의 안 주입수 안내 에 

한 안 주입수 우회율을 비교한 것이다 (DVI 고도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안 주

입수 우회율 측면의 설계 성능 비교). AP1000형의 ECC Deflector의 경우 온  유

체속도가 약 10m/s를 넘으면 안 주입수 직  우회가 증가하기 시작하고 18∼20m/s

를 과하면 2-EDG DVI에서의 비상노심냉각수 우회율을 오히려 과하 다. 따라

서 AP1000의 ECC Deflector ECC Bypass 성능이 안 주입수 안내 보다 결코 우수

하지 못함을 본 실험 결과가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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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9 AP1000의 ECC Deflector와 안 주입수 안내 의 

성능비교

그림 2.3-40  AP1000의 ECC Deflector와 안 주입수 안내 의 

성능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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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3 . 5 F u ll Sc ale D V I D u c t  주 입 실 험

 Full Scale DVI Duct 주입실험은 HPSI가 작동할 때 원자로 용기의 강수부에서  

안 주입수 안내 (DVI Duct)을 통한 덕트 내부 하향류(Duct Inside Downward 

Flow)의 정성을 평가하기 한 실험이다. 안 주입수 안내  내부로의 하향유량비

가 높을수록 안 주입수 우회율이 낮아져 보다 유리하다[2.3-10∼11]. SIT가 작동될 

동안 고유량의 안 주입수는 안 주입수 안내  외부로 넘쳐 흘러도 강수부로 낙하

된 비상냉각수는 원자로 용기를 재충수하는데 모두 기여하므로 안내  외부/내부 유

동의 구분의 문제는 무의미하다. 그러나, LBLOCA의 재 수 기간동안 HPSI Flow가 

안 주입수 안내  외부로 흐르면 고속의 횡유동에 이끌려 단면으로 배출되는 비

상노심냉각수 우회율이 높아지므로 불리하다. 본 Full Scale DVI Duct 주입실험에서

는 이를 평가하고자 한다. Duct 상부에서의 횡유동에 의한 ECC Jet의 휨 상은, 

DIVA Air-Water Test나 CFD 유동장 분석결과에 의하면, 매우 미약하다[2.3-10,11] 

따라서 본 실험은 횡유동 효과를 고려하지 않으며, HPSI Water Jet에 의한 안 주

입수 안내  외부  내부 유동의 비를 직  평가한다.

Full Scale DVI Duct 주입실험에서 비상노심냉각수는 상온/상압 조건으로 주입

되며, 시험부는 Full Scale Duct 단면을 기 으로 APR1400 강수부 간극을 평 형상

으로 모의하 다. 표 2.3-13에 주요 척도를 요약하 다. 

안 주입수 안내 의 외부로 배출되는 안 주입유량은 총 주입된 유량의 비로 

평가하 다. ECC Spillage Fraction은 총 주입된 안 주입수 에서 안내  밖으로 

떨어지는 비상노심냉각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ECC Spillage Fraction이 낮을수록 비

상노심냉각수는 안 주입수 안내  안쪽으로 더 많이 흐르게 됨을 의미하며, 강수부

에서 강한 횡유동에 이끌려 단면으로 나가는 안 주입수 우회율이 낮아지는 경향

을 갖게 된다[2.3-10∼11]. 

ECC spillage fraction (%) =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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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Scale ratio

Velocity Ratio, 

(APR1400 HPSI, = 1.6 m/s)
1/1

Mass Injection Ratio,  1/1

Downcomer Gap,   

(APR1400, Gap D/C = 25cm)
1/1

Duct Width,   1/1

Duct Height,   1/1

표 2.3-13 Scaling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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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1은 Full Scale DVI Duct 실험장치의 평 형 Test Section을 보여 주

고 있다. 안 주입수 안내 의 단면 은 APR1400 DVI 노즐의 유동면 과 같다. 실

험장치에서 강수부의 간극은 25 cm이며, 가로 폭은 84 cm이다. HPSI 주입시 안 주

입수 안내  외곽으로 떨어지는 물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로폭의 길이를 실제 

원자로용기의 1/4에 해당하는 길이보다 작게 제작하 다. 

(a) 원형 투입구형                  (b) 타원형 투입구형

그림 2.3-41  Slap Test Section 형 Full Scale Duct 장치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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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2  Full Scale DVI Duct 주입실험 장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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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2는 Full Scale DVI Duct 주입실험장치의 구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DVI Nozzle부에 해당하는 수평부 는 약 1.5 m의 수평 이 로 제작하 으며, 

이 의 입구 쪽에는 Honey Vane을 설치하여 유동의 단면분포가 균일해 지도록 하

다. 총 ECC 주입유량을 6“ Vortex Flowmeter로 계측하며, DVI 주입속도가 1.6 

m/s에 도달하여 일정해 지는 시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Spillage Side의 2” 

Drain Valve를 닫고, 각각 된 주입유량과 안 주입수 안내  외부의 강수부에 

된 주입수의 체 비로 ECC Spillage Fraction (%)을 산출하 다. 

(a) 주입 측면사진

(DVI 노즐 고도에서 촬 )

      

(b) 주입배면 사진

(DVI 주입노즐 반 쪽에서 촬 )

 그림 2.3-43 ECC Flow Pattern (Circular, inv =1.58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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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3은 ECC Flow Pattern (Circular, =1.58m/s)을 촬 한 사진이다. 그

림 2.3-43(a)는 HPSI 주입속도가 1.58 m/s일 때, DVI 노즐 고도에서 측면으로 촬

한 사진이다. 왼쪽이 안 주입수 안내  내부이며 오른쪽이 안내  외부이다. 사진에

서 보듯이 주입된 HPSI 안 주입수는 안내  내부로 잘 들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그림 2.3-43(b)는 DVI 노즐 고도에서 배면으로 촬 한 사진이다. 원형으로 보이

는 구멍이 DVI의 외면에 뚫린 HPSI 안 주입수 투입구이다. 안 주입수 안내 으로 

주입된 물이 안내 의 상부까지 올라가지 않고 하부로 잘 흘러내리고 있다.

표 2.3-14는 주입된 비상노심냉각수의 안 주입수 안내  외부 유출비율을 나타

내고 있다. 투입구의 형상이 원형으로 뚫린 경우가 비상노심냉각수의 안 주입수 안

내  외부 유출비율이 더 낮아 비상노심냉각수가 더 효과 으로 안내  내부로 흐르

는 결과를 얻었다[2.3-12]. 

ECC Duct Intake 

Shape

HPSI (DVI)

Average Injection Velocity 

(m/s)

Spillage Fraction

(Flow Fraction to 

Outside of the Duct)

 (%)

Elliptical

1.792 12.102

1.641 5.886

1.566 4.770

Circular
1.757 4.013

1.584 3.181

표 2.3-14 안 주입수 안내  외부 유출비율

(ECC Spillage Fraction to Outside the 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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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F D +  개 발  

제  1   F D +  개 념 안

APR+에 용될 Fluidic Device(이하 FD+)는 APR1400 Fluidic Device와 비교하

여 성능 개선이 요구된다. 즉 FD+는 유량 방출기간 동안 질소 기체 출시 이 

지연되어야 하고, 유량 총 방출시간이 연장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성능개선을 이

루기 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FD+ 개념을 제시하 다.

3 . 1 . 1  질 소  기 체  출 시  지연을  한 F D +  개 념

 안 주입탱크의 기 가압을 해 충진된 질소 기체의 외부 출시 을 지연하

기 한 방안으로는,

(1) 유량으로의 유량 환시 Stand Pipe 최  치로부터 Stand Pipe내 자

유수면까지의 거리를 증가시키는 개념과 

(2) 유량 환 이후 Stand Pipe를 통해 개방된 유로를 기계  부품을 이용하

여 강제 으로 폐쇄시키는 개념을 제시한다. 

Stand Pipe의 강제 폐쇄 방안의 경우, 자연 법칙을 이용한 피동 기술을 이용하

며, 발 소 수명동안 작동 건 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요건을 제로 한다.

가. Stand Pipe내 자유수면까지의 거리 증가 방안

    Supply Nozzle과 연결된 유로의 최  치로부터 Stand Pipe내 자유수면까

지의 거리 증가 방안으로는,

(1) Supply Nozzle로 연결되는 유입구의 치를 안 주입탱크 하부로 이동함으  

         로써, Stand Pipe로부터 Vortex Chamber로 연결되는 유로의 최  치를  

         낮추는 방안과,

(2) Vortex Chamber 내부 구조의 변경을 통해 유량시 Vortex Chamber에서  

         의 와류강도를 증진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이 경우 Control Nozzle 폭을 확  

         장하여도 APR1400과 동일한 유동 항을 얻을 수 있고 Control Nozzle을   

         통한 압력강하가 감소하고, 감소된 압력강하폭에 해당하는 만큼 Stand     

          Pipe의 수 는 증가하여 질소기체의 출시 이 지연된다.

그림 3.1-1은 Supply Nozzle로 연결되는 유입구의 방향을 변경하여 Stand Pipe

의 자유수면까지의 거리를 증가시키는 설계 개념을 보여 다. APR1400 FD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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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 방출로 유량이 환된 이후 Stand Pipe의 수 가 FD Partition Plate 하부면

에 도달하는 시 에서 질소 기체의 출이 발생한다. 하지만 그림 3.1-1과 같이 유로

형상을 변경하면 Stand Pipe와 연결된 유로의 수 가 안 주입탱크 최하부 역까지 

감소하는 시 에서 질소 기체의 외부 출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설계 개선을 통

하여 다음과 같은 질소 기체 출 지연 효과가 기 된다.

- 질소 기체 출 임계수  증가폭: 약 500mm

- 질소 기체 출시  지연 효과: 약 15

유량 방출시 Fluidic Device의 Vortex Chamber에서는 강한 와류가 형성되어 

Fluidic Device를 통한 유동 항이 크게 증가한다. Fluidic Device의 유동 항을 같게 

유지하면서, 유량 방출시 Control Nozzle과 연결된 유로의 압력강하를 감소시킬 수 

있다면, Stand Pipe의 수 를 보다 높게 유지하여 질소기체의 출시 을 지연할 수 

있다. Fluidic Device의 유동 항에 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들은 다음과 같다.

- Control Nozzle 형상  출구 단면

- Vortex Chamber 높이

- Vortex Chamber 유동단면 형상

- Supply Nozzle과 Control Nozzle의 상 각도

- 방출 노즐 형상

하지만, Fluidic Device를 통한 유동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각 인자들이 미치는 

향을 이론 으로 정량화하여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Fluidic Device

의 유동 항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유량 방출시 Control Nozzle과 연결된 유로의 

압력강하를 감소시키는 설계개념의 경우, 단순화된 형태의 축소 모형 실험장치를 별

도로 구축하여 각 인자들이 미치는 향을 실험 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

선된 설계개념을 도출하고자 한다.

나. Stand Pipe 개방유로의 강제 폐쇄 방안

   앞서 제시한 Supply Nozzle과 연결된 유로의 최  치로부터 Stand Pipe내 

자유수면까지의 거리 증가 방안을 용하는 경우, 기체질소 출시 을 일정 시간 

지연시킬 수는 있으나 안 주입탱크내 비상노심냉각수가 완 히 고갈되는 시 까지 

기체질소 출을 방지할 수는 없다. 따라서 Stand Pipe를 통해 개방된 유로를 기계

 방법에 의해 강제 폐쇄하여 질소 출을 방지하는 방안이 보다 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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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부력과 력을 이용한 기체 출 방지장치에 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설계 개념을 제시한다.

- 보조 부력유발물통을 이용한 Stand Pipe 폐쇄 방안

- 력구동형 물통   스 링을 이용한 Stand Pipe 폐쇄 방안

그림 3.1-2는 부력유발물통을 이용한 기체 출 방지장치의 설치 개략도를 보여

다. Stand Pipe 유입구 하부에 폐 을 설치한다. Stand Pipe 유입구 폐 은 지렛

에 의해 부력유발물통과 연결된다. 만수  상태의 물통의 하 은 폐 의 하 보

다 충분히 크도록 물통의 두께  체 을 정한다. 한, 비상노심냉각수 속에서의 만

수  상태의 물통의 부력은 폐 이 받는 부력보다 충분히 크도록 물통의 두께  

체 을 설계한다. 폐   부력 유발 물통의 재질로는 스테인 스 스틸이 바람직

하고, 폐 의 직경  두께는 500mm  60mm가 당하고, 물통의 내경, 높이, 벽 

두께는 600mm, 500mm, 5mm가 당하다. 

이 경우, 비상노심냉각수 속에 잠긴 폐   만수 의 물통의 하 은 각각 약 

110 Kgf와 43 Kgf가 되며, 부력이 상실된 질소 기체 환경속에서의 폐   만수

 물통의 하 은 각각 약 125Kgf와 187Kgf가 된다. 한 질소 기체 환경하에서 부

력 유발 물통내의 비상노심냉각수가 45 % 정도 배수되면 폐 과 물통의 하 은 

동일해 진다. 지렛 의 길이는 1,100mm 정도가 당하며, 재질은 강성  부식특성

이 우수한 스테인 스 스틸이 바람직하다. 지렛 의 심에는 회 축을 구비하며, 회

축 지지구조물을 설치하여 Stand Pipe  안 주입탱크 내벽에 고정함으로써 폐

과 부력 유발 물통의 하 을 충분히 견디도록 한다. 부력 유발 물통의 상부와 하

부에는 각각 조그만 구멍을 가공하여, 안 주입탱크내 비상노심냉각수로 물통 내/외

부로 원활히 유입  배수될 수 있도록 하며, 한 물통 내/외부의 압력이 동일하도

록 하여 물통의 기계  변형을 방지한다.

그림 3.1-3에서와 같이, 안 주입탱크 작동 이  상태의 경우, 비상노심냉각수 수

는 Stand Pipe 유입구보다 높으며 부력유발물통의 내부는 비상노심냉각수로 채워

져 있다. 만수  상태의 물통의 하 은 Stand Pipe 유입구 폐 의 하 보다 크지

만 비상노심냉각수 속에 잠긴 물통에는 훨씬 큰 부력이 작용하므로 물통의 순 하

은 폐 의 순 하 보다 작아진다. 이에 따라 폐 은 하강하고 물통은 상승하여, 

Stand Pipe 유입구는 개방상태를 유지한다.

안 주입탱크가 작동하면 비상노심냉각수의 수 는 차 감소하여 부력유발물통 

상부에 도달한다. 이 후로는 물통이 받던 부력이 감소하여 물통의 순 하 은 폐

의 순 하  증가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다. 그림 3.1-4에서와 같이, 부력이 충분히 상

실될 정도로 수 가 감소하면, 부력 유발 물통 속의 일부 비상노심냉각수가 배수되

었으나 여 히 물통의 순 하 은 폐 의 순 하 보다 상당히 크기 때문에,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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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승하고 물통은 하강하여, Stand Pipe 유입구는 폐쇄상태를 유지하고 안 주

입탱크 상부 질소기체의 조기 출이 방지된다.

이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부력유발물통에 차있던 비상노심냉각수는 물통의 바닥

에 뚫린 작은 배수구를 통하여 서서히 배출되어 물통의 체 하 은 서서히 감소하

게 됨으로써, 물통내에 비 이 높은 이물질이 반복 축 되어 물통내 비상노심냉각수

의 총 하 이 기 설계치를 크게 과하는 것을 방지한다. 그림 3.1-5에서와 같이, 

물통의 하 이 폐 의 하 보다 작아지는 시 에서 폐 은 다시 하강하게 되어, 

폐 이 폐쇄된 상태가 장시간 유지됨으로써 유발될 수 있는 폐  폐쇄 고착상태

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부력 유발 물통의 배수구멍은 10mm 미만으로 하여 배수 

유량이 지나치게 크지 않도록 한다. 이를 통해 안 주입탱크의 유량 가동 상시

간인 약 150  보다 충분히 긴 시간 동안 물통의 하 이 폐 의 하 보다 큰 상태

를 유지하도록 하여, 유량 가동 기간동안 폐 이 하강하지 않도록 한다.

그림 3.1-6은 력구동형 물통   스 링을 이용한 기체 출 방지장치의 구조

를 개략 으로 보여 다. Stand Pipe 상단 랜지 에 원형으로 구부러진 스 링 

3개가 각각 120도 간격으로 가상의 원주 에 고정된다. 안 주입탱크가 충수되어 그 

수 가 력구동 물통보다 높으며 물통 내부에도 비상노심냉각수가 차 있을 경우에

는, 물통 내부의 냉각수는 스 링에 하 으로 작용하지 않으므로 스 링에 작용하

는 력 방향의 힘은 력구동 물통의 자 뿐이다. 이런 조건에서 스 링은 력

구동 물통을 로 어올려 Stand Pipe의 유입구가 열린 상태를 형성한다(그림 

3.1-7 (가)). 

이와 반 의 경우는, 안 주입탱크가 작동되어 그 수 가 력구동 물통보다 낮

아지면, 물통 내부의 비상노심냉각수 무게만큼의 하 이 스 링에 추가로 가해진

다. 이런 조건에서 스 링은 력구동 물통에 려 Stand Pipe의 유입구가 완 히 

차단된다(그림 3.1-7 (나)). 이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력구동 물통에 차 있던 냉각

수는 물퉁의 바닥에 뚫린 작은 배수구를 통하여 서서히 배출된다. 이에 따라 물통이 

완 히 비게 되면 감소한 냉각수의 무게만큼 스 링에 가해지는 수직 하 이 감소

하여 물통은 다시 로 들어 올려지게 된다(그림 3.1-7 (다)). 안내 실린더는 력구

동 물통이 상하로 일정 범 만 움직이도록 제한함과 동시에 좌우로 크게 흔들리지 

않고 원활하게 상하로 움직이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3 . 1 . 2  유 량  방 출 시 간 연장을  한 F D +  개 념

 APR1400 안 주입탱크의 유량 환 이 /이후의 방출유량특성을 보존하면서, 

유량 방출시간을 연장하기 한 유일한 방법은 유량 방출시 사용되는 비상노심냉

각수의 체 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에 한 가장 효과 인 방법은 APR1400 안

주입탱크에서 사용되지 않는 비상노심냉각수 체 을 활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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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에서와 같이 APR1400 Fluidic Device의 경우, Control Nozzle과 연결

된 유량 유입구가 Fluidic Device 상부에 치한다. 이에 따라, Fluidic Device 상

부 표면 이하의 비상노심냉각수는 안 주입탱크 외부로 방출될 수 있는 경로가 없으

므로 노심냉각에 기여할 수 없다. 

그림 3.1-8에서와 같이 유량 유입구의 치를 Fluidic Device 하부면으로 이동

하여 수직 하부로 연장 설치하면, APR1400 안 주입탱크에서는 사용하지 못하 던 

비상노심냉각수의 상당부분을 노심냉각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설계 개선을 

통해 얻게되는 직 인 효과는 다음과 같이 상된다.

- 비상노심냉각수 추가 사용 체  증가량: 약 1.2m3

- 유량 주입시간 연장 효과: 약 10

그림 3.1-1 Supply Nozzle 유입구 치 변경 설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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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부력유발물통을 이용한 기체 출 

방지장치의 설치 개략도

그림 3.1-3  작동 기 Stand 

Pipe 개방 개념도

      

그림 3.1-4 유량 환시 Stand 

Pipe 폐쇄 개념도



- 163 -

그림 3.1-5  작동 종료 후 

Stand Pipe 재개방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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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력구동형 물통   스 링 설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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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안 주입탱크 하부체 을 이용한 

방출시간 연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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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F D +  개 발  실 험 장치

FD+ 개발을 해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실험장치를 구축하여 실험을 수행할 

계획이다. 먼  Fluidic Device의 Vortex Chamber를 간단하게 축소 모의한, Vortex 

Chamber의 높이  단면 형상, 노즐 폭 등의 성능 인자 민감도를 평가하기 한 실

험장치를 구축하여, Vortex Chamber내 와류강도 증진 방안을 평가한다. 한, 

APR1400 안 주입탱크를 원형에 가깝게 축소 모의하고 Fluidic Device를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는 실험장치를 구축하여, 개념설계안으로 도출된 Supply Nozzle 유입구 

변경 방안, Vortex Chamber내 와류강도 증진 방안, Stand Pipe 개방유로의 강제 폐

쇄 방안, Control Nozzle 유입구 변경 방안, Stand Pipe 높이 증가방안 등을 실증

으로 평가한다.

3 . 2 . 1  주 요 인 자 민 감 도  평 가  실 험 장치

 그림 3.2-1과 3.2-2는 민감도 평가 실험장치의 개략도  Vortex Chamber 모사

부분의 조립도를 보여 다. 본 실험장치에서는 Vortex Chamber만을 단순하게 모의

하여, Fluidic Device와 련된 설계 변수들이 Vortex Chamber에서의 유동 항 변화

에 미치는 민감도를 평가한다. Vortex Chamber로의 유량은 원심형 펌 의 회 수를 

조 하여 공 한다. Vortex Chamber로 주입되는 유량은 Oval Inc.의 Vortex 유량계

로 측정하며, 오차는 측정된 값의 1%이다. Vortex Chamber 입/출구에는 Rosemount 

Inc.의 고정  압력 송기가 설치되며, 압력 측정 오차는 75Pa이고, Vortex Chamber

를 통한 압력강하의 측정오차는 최  150 Pa이다. 펌 의 토출 수두는 40m이며, 최

 용량은 600m
3

/Hr이다.

그림 3.2-3과 3.2-4에서 보듯이, Vortex Chamber의 내경은 360mm이며 높이는 

38mm이지만, 탈착이 가능한 내부 구조물을 설치함으로써 높이 변화  유동 단면형

상의 변경이 가능하다. 그림 3.2-4의 (B)와 (C)는 각각 Vortex Chamber가 경사 유

동단면을 갖도록 변경된 경우와 Vortex Chamber 높이가 1/2로 축소된 경우를 보여

다. Vortex Chamber 방출구의 직경은 48mm이며, 방출구 하단에 KS 3" Sch. 10 

STS 배 이 연결된다.

그림 3.2-3에서와 같이 Vortex Chamber에는 각각 하나씩의 Supply Nozzle과 

Control Nozzle이 단순화된 형상으로 설치된다. 하나의 Nozzle이 사용되는 경우, 다

른 Nozzle은 MC Block을 이용하여 막아둔다. 그림 3.2-3은 Supply Nozzle은 막히고, 

Control Nozzle의 폭은 1/2로 어든 경우를 보여 다. 그림 3.2-5에서와 같이, 

Supply Nozzle과 Control Nozzle의 폭×높이는 각각 100×38 mm와 40×38 mm이다. 

각 노즐의 높이와 폭은 Partial MC Block을 삽입하여 각각 1/2의 폭  높이를 갖도

록 조  가능하다. Nozzle 폭을 조 하는 경우, Supply Nozzle의 경우 양 쪽에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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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 폭의 Partial MC Block을 삽입하며, Control Nozzle의 경우 Vortex Chamber의 

선 부분이 개방되도록 20 mm 폭의 Partial MC Block을 삽입한다(그림 3.2-3). 

Nozzle 높이를 조 하는 경우, 그림 3.2-4 (C)에서와 유동면 이 일치하도록 노즐 상

부에 19 mm 높이의 Partial MC Block을 삽입한다.

3 . 2 . 2  F D +  종 합  성능 평 가  실 험 장치

 그림 3.2-6은 종합 성능평가 실험장치의 개략도를 보여 다. 본 실험장치는 

재 설계 완료되어 제작 에 있다. 실험장치는 안 주입탱크, Fluidic Device, 공기압

축계통 등으로 구성된다. 안 주입탱크의 내경은 746.2mm로서 APR1400 안 주입탱

크 비 1/3.67의 축소비를 갖으며, 높이는 약 11.5m로서 APR1400 안 주입탱크와 

거의 동일하다. 안 주입탱크의 최  운  압력은 10기압이다. 그림 3.2-7과 3.2-8은 

표 모델 Fluidic Device의 Insert Plate 형상을 보여 다. 표 모델이라 함은 

APR1400 Fluidic Device의 기하학  형상은 보존하고 크기는 원형 비 1/3.67로 축

소한 모델을 칭한다. 그림 3.2-9에서 3.2-11은 표 모델 Fluidic Device의 Closure 

Plate, Partition Plate, 그리고 Lower Plate를 보여 다.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는 상용 CFD를 이용하여 APR1400 Fluidic Device

의 Vortex Chamber에서의 유동장을 분석한 바 있다[3.3-1]. CFD 분석결과, 그림 

3.2-7에 표시된 바와 같이, 유량 방출시 Supply Nozzle 끝단의 모서리에서 유동 박

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Vortex Chamber내 와류강도가 감소됨이 찰되었다. 

한 그림 3.2-12와 같이 Control Nozzle의 주입구를 10도 이동시키게 되면, 이러한 유

동박리 상이 완화되어 유량 방출시 Fluidic Device의 K 값이 약 10% 상승되는 

효과가 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구축하는 FD+ 종합 성능평가 실험장치에서

는 Control Nozzle 주입각도가 변경된 Fluidic Device를 제작하여, 표  모델 Fluidic 

Device의 실험결과와 비교함으로써, 그 효과를 실험 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그림 

3.2-13은 Control Nozzle 주입각도가 변경된 Insert Plate의 상세도이다. 그림 3.2-14

와 3.2-15는 Control Nozzle 주입각도가 변경된 모델의 Closure Plate  Partition 

Plate를 보여 다.

한 FD+ 종합 성능평가 실험장치에서는 Supply Nozzle과 Control Nozzle의 상

각을 다양하게 변화시킴으로써, 고유량 FD K값은 최소화시키고 유량 FD K 값

은 최 화시키는, 최 화된 설계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림 3.2-16은 표 모델, 

Control Nozzle 주입각 변경 모델, Supply Nozzle 주입각 변경 모델에 한 Insert 

Plate 형상을 보여 다. 이 외에도 FD+ 종합 성능평가 실험장치는 Supply Nozzle 유

입구 치 변경 설계방안(그림 3.1-1)에 한 실험  평가, 부력유발물통을 이용한 

기체 출 방지장치(그림 3.1-2)  력구동 물통을 이용한 기체 출 방지장치(그림 

3.1-7)에 한 성능평가 실험도 수행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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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Tank

Pump

Vortex Chamber

방출배관

유량계

압력계

열전대

그림 3.2-1 민감도 평가 실험장치 개략도

그림 3.2-2 민감도 평가 실험장치 Vortex Chamber 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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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민감도 평가 실험장치 Vortex Chamber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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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민감도 평가 실험장치 Vortex Chamber 측면도: (A) 표  모델, (B) 경사 

유동단면 모델, (C) 높이 축소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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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주입 노즐 단면 형상 (Vortex Chamber 내부에서 본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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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종합 성능평가 실험장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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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표 모델 Fluidic Device의 Insert Plate 조립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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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표 모델 Fluidic Device의 Insert Plate 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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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 표 모델 Fluidic Device의 Closure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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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0 표 모델 Fluidic Device의 Partition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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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 표 모델 Fluidic Device의 Lower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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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2 Control Nozzle 주입각도 변경 모델의 Insert Plate 조립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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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3 Control Nozzle 주입각도 변경 모델의 Insert Plate 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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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4 Control Nozzle 주입각도 변경 모델의 Closure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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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5 Control Nozzle 주입각도 변경 모델의 Partition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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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6 Supply Nozzle  Control Nozzle 설계 변경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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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비 실 험

본 에서는 3.2.1에서 소개한 주요 인자 민감도 평가 실험장치를 이용하여 수행

한 일부 실험결과를 제시한다. 표 3.3-1은 재까지 수행한 민감도 평가 실험의 조건 

 결과를 요약하여 보여 다. 먼  Vortex Chamber의 유동 단면 형상에 한 민감

도를 살펴보기 하여, Control Nozzle  Supply Nozzle의 폭과 높이가 최 인 조건

에서 기  실험을 수행하 고(Test-C-1, Test-S-1), 이 후 동일한 Nozzle 형상에 

하여 Vortex Chamber의 단면이 경사 유동 단면을 갖는 조건에서 비교 실험을 수행

하 다(Test-C-2, Test-S-2). 한, Vortex Chamber의 높이에 한 민감도를 살펴

보기 하여, Chamber 높이가 38mm인 조건과 19mm인 조건에 하여 비교 실험을 

수행하 다(Test-C-3 & C-4, Test-S-3 & S-4). 단, Control Nozzle과 Supply 

Nozzle의 유동 단면 을 보존함으로써, Nozzle을 통해 방출되는 제트의 유속을 동일

하게 하 다.

그림 3.3-1과 3.3-2는, 각각 Control Nozzle을 사용한 유량 주입 조건과 Supply 

Nozzle을 사용한 고유량 조건에서, 각 인자들이 Fluidic Device K Factor에 미치는 

향을 비교하여 보여 다. 반 으로 Fluidic Device를 통한 유량이 증가할수록 K 

Factor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Test-C-1과 C-2를 비교해 보면, Vortex 

Chamber가 경사 유동 단면을 갖는 경우, 유량 조건에서의 Fluidic Device K 

Factor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Test-S-1과 S-2를 비교해 보면, Vortex 

Chamber가 경사 유동 단면을 갖는 경우, 고유량 조건에서의 K Factor가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부정 인 효과가 찰되었기 때문에, 경사 유동 단면을 갖는 Vortex 

Chamber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Test-C-3과 C-4 그리고 Test-S-3

과 S-4를 비교해 보면, Control Nozzle과 Supply Nozzle의 유동 단면 이 보존된 경

우, 본 실험이 수행된 조건내에서는 Vortex Chamber의 높이 변화가 유량  고유

량시 Fluidic Device K Factor에 미치는 향은 미미한 것으로 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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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ID K_Factor
방출속도*

[m/s]
노즐 명

노즐   
폭

[mm]

노즐 
높이

[mm]

와류실 
높이

[mm]

비고

Test-C-1 562 0.3-0.8

Control

Nozzle

40 38 38

Test-C-2 553 0.3-0.8 40 38 13-38 경사단면

Test-C-3 856 0.3-0.8 20 38 38

Test-C-4 854 0.3-0.8 40 19 19

Test-S-1 11.4 0.5-3.5

Supply

Nozzle

100 38 38

Test-S-2 24.5 1.5-4.5 100 38 13-38 경사단면

Test-S-3 17.5 0.5-2.5 50 38 38

Test-S-4 15.2 0.5-3.5 100 19 19

표 3.3-1 민감도 평가 실험 조건  결과 요약

* 방출속도는 직경 3“ 방출 배 에서의 평균 유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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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 고유량 주입시 Fluidic Device K factor 민감도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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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론

선행연구를 통해 APR+ DVI+를 한 설계로서 안 주입계통의 주입효율을 증가

시키기 해 안 주입수 직 주입 안내 (DVI Duct)을 고안하 다. APR1400에서 채

택하고 있는 2-EDG방식을 개선하기 한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4-EDG에 해 

안 주입수의 DVI 주입효율을 평가하기 한 개별효과 실험을 수행하 다. 4-EDG 

계통의 경우, 비록 3 개의 DVI 노즐로 냉각수를 주입한다 해도, 2 개로 주입되는 

APR1400 DVI 주입보다 우회율이 오히려 더 높아져, HPSI Train 설계상 비효율 인 

설계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즉, 단순히 EDG 개수를 늘려 작동되는 HPSI 

Pump 개수를 늘린다 해도, 비상노심냉각수 우회율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실제 노심

에 기여하는 안 주입유량 비율이 오히려 낮아진다. 따라서 이러한 상을 극복하기 

해서는 안 주입수 안내  등의 새로운 설계를 극 으로 강구하지 않으면, 

4-EDG 도입에 따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안 주입수 안내 을 용하면, 기존 2-EDG APR1400형 DVI의 비상노심냉각수 

우회율 48%를 약 10% 수 으로 폭 감소시킬 수 있으며, 4-EDG 설계시 운   

보수 개념을 도입할 때 발생하는 비상노심냉각수 우회율도 약 68% 수 에서 10% 

로 폭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APR+에서 4-EDG 설계를 채택하려면, 비상노

심냉각수 우회율 감에 한 특단의 책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안 주입수 안

내 은 안 주입수 우회율을 획기 으로 감소시키는 수력학  성능이 뛰어나므로, 

4-EDG 설계에 따른 비상노심냉각수 우회율 감에 한 훌륭한 안이 될 수 있다.

안 주입수 안내 이 설치된 조건에서 RCP의 압력교란이 원자로용기 강수부로 

되는 특성을 실험 으로 살펴보았다. 인가된 가진기 주 수와 출력 압조건에 

해 다양한 동압분포가 측정되었다. 주 수 별로 노심 배럴 외벽에서의 동압 분포 

특성이 매우 상이하 지만, 주어진 주 수 조건에서는, 인가된 압 별 노심 배럴 외

벽에서의 동압 분포 특성은 유사하 다. 한, 실험이 수행된 범 내에서, 노심 배럴 

외벽에서 측정된 최  동압은 온  1B에서 측정된 동압의 50% 미만 수 이었다.

강수부 배럴에 설치되는 안 주입수 안내 이 노심지지원통의 고유진동수를 크

게 변경시킬 가능성을 정량화하기 하여, 수치 인 해석과 진동시험을 수행하 다. 

원자로 원형의 1/5 길이 축소비로 설계된 원자로 모의용기에 해 해석  실험을 

수행한 결과 안 주입수 안내 이 노심지지원통의 진동특성에 미치는 향은 미미할 

것으로 단되었다.

원자로 용기의 강수부에서 실제 안 주입수 안내 를 통해 비상냉각수가 주입될 

때, 안내  내부 하향류(Duct Inside Downward Flow)의 정성을 평가하기 해서 

Full Scale DVI Duct 실험을 수행하 다. 재 고려되고 있는 안 주입수 안내 의 

형상과 치수를 그 로 용하 고, 아크릴 제작을 통해, 강수부로 주입된 안 주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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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안내  입구주변  하부로 흐르는 형태를 잘 찰할 수 있도록 하 다. 측된 

유동은 이미지화되었고, 주입된 안 주입수가 안내  내부로 잘 들어가고 있음을 보

여주었다. 한 안 주입수 안내 으로 주입된 물이 안내 의 상부까지 올라가지 않

고 하부로 잘 흘러내리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안 주입수 안내 이 수력학 으

로 매우 건 한 성능을 보여  것으로 기 된다.  

본 연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심유동분포 실험장치는 강수부 상하부 유동특성과 

RCP Blade 교란에 의한 강수부 압력교란 특성, APR+의 257개 핵연료 집합체에

서의 노심유동분포 특성실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다. 실험장치는 APR+ 

원자로반경 증가분를 반 하여 원형을 선형축소비 1/5 크기로 축소하 고, 원자로에

서의 수력학  특성을 보존하기 하여 기하학  상사성과 동 인 상사성을 고려하

여 설계되었다. 본 단계 연구기간동안에는 원자로 모의 용기 내부에서 강수부만을 

설계/제작하 고, 노심 내부구조물은 KOPEC으로부터 확정된 내부 구조물들의 상세

설계가 완료되는 2단계에 본격 으로 설계되도록 하 다. 기타 역에 한 유체계

통, 계측  제어를 한 계통, 그리고 원계통들이 설계되었다. 본 장치의 시운 , 

교정  노심내부구조물들의 상세한 설계, 그리고 노심유동분포 실험은 다음 단계에

서 수행될 정이다.   

APR+ FD+ 개발을 한 설계안으로서, 크게 질소기체 출시  지연을 한 개

념과 유량 방출시간 연장을 한 개념이 도출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Fluidic 

Device의 Vortex Chamber를 간단하게 축소 모의한 실험장치를 구축하여, Vortex 

Chamber의 높이  단면 형상, 노즐 폭 등의 성능 인자 민감도를 실험 으로 평가

하 다. Vortex Chamber가 경사유동단면을 갖는 경우, Chamber의 높이에 따른 

Fluidic Device K Factor의 향을 평가하 다. 수행된 실험결과는 최 화된 FD+ 설

계를 해 활용될 것이다. 

후속연구로서 APR1400 안 주입탱크를 원형에 가깝게 축소 모의하고 Fluidic 

Device를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는 실험장치의 설계를 완료하 다. 개념설계안으로 

도출된 Supply Nozzle 유입구 변경 방안, Vortex Chamber내 와류강도 증진 방안, 

Stand Pipe 개방유로의 강제 폐쇄 방안, Control Nozzle 유입구 변경 방안, Stand 

Pipe 높이 증가방안 등이 실증 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안 주입탱크는 원자로냉각재계통과는 독립 으로 분리된 기기이며, APR+ 유량

제어형 안 주입탱크의 개념설계 방안은 APR1400 안 주입탱크에 비해 보다 높은 

기술  난이도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한, 재까지 축 된 국내 기술능력과 APR+ 

안 주입탱크 개념설계 방안의 기술  난이도를 고려하면, FD+는 APR+ 사업기간내

에 기술 으로 구 되어 설계에 용되고 인허가 시 성을 확보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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