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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RCP 성능시험설비 설계개념 및 적용기술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 원자로냉각재펌프(RCP)는

원자력발전소에

설치하기에

실제

운전조건에서

RCP의 성능을 검증하고 운전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설비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또한 새로운 원자로에 적용할 RCP 개발과 가동중인 RCP의 운전 예
비품인 수력 회전체의 성능 검증을 위해서도 RCP시험설비의 구축이 요구됨.
○ RCP는 선진외국사(Westinghouse사)의 지속적인 독점 공급으로 기술개발 및
경제성 확보가 어려움. 따라서 RCP 개발을 통해 RCP 관련 계통설계, 기기설
계, 제작, 운전 및 보수 기술을 개발 국산화함으로서 국내 원자력 산업계 전반
에 걸친 기술 향상 및 원천설계 능력 확보가 필요함.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1차년도
① 개발목표
○ 시험설비 개념설계 구현안 도출
○ RCP 성능시험 적용기술 개발
② 개발내용 및 개발범위
○ 시험설비 Layout & configuration draft 작성
○ 배관 및 기계계통 기본구성 및 용량 선정
○ 시험설비의 일반산업분야 활용방안 기획
○ RCP 유량측정 불확실도 평가방법론 개발

(2) 2차년도
① 개발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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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체 및 기계계통 기본설계 세부검토 및 설계 개선안 도출
○ RCP 성능시험 적용기술 개발
② 개발내용 및 개발범위
○ 기본설계안 세부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 시험설비 진동영향평가, 공진방지 설계방안 개발
○ 기본설계 배관건전성 검토
○ 유동 불균일에 의한 유량측정 불확실도 영향 평가

(3) 3차년도
① 개발목표
○ 유체 및 기계계통 상세설계세부검토 및 설계개선안 도출
○ RCP 성능시험 적용기술 개발
② 개발내용 및 개발범위
○ 상세설계안 세부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 Void fraction의 유량측정 불확실도 영향 평가

Ⅳ. 연구개발결과

▣ 주 Loop 유량제어 방식 설계
○ 주 Loop 배관 사양 설계

<RCP 시험평가장치 1안 개요도>

○ 유량 및 압력분포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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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P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 오리피스 설계 및 밸브사양 선정

▣ RCP 유량측정 불확실도 평가방법론 개발
○ RCP 유량측정법 비교 분석 및 최적 측정법 결정
○ RCP 유량측정의 불확실성 해석
○ 유동교란에 따른 Venturi 유량측정의 불확실성 해석
○ 버터플라이 밸브에 의한 유량 불확실도 영향 평가

<RCP 모사시험장치 3차원 형상>

○ Venturi 불확실성 해석 프로그램 개발

<Venturi 유량측정의 불확실성 해석 프로그램>

▣ 배관건전성 검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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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CP 배관계의 자유진동 특성 고찰

고유진동해석을 통한 모드 형상>

<

○ RCP 시험설비의 공진 및 제진 설계 방안 제안
▣ 고온ᐧ고압 환경의 유량측정 불확실도 영향 평가
○ 고온ᐧ고압 영향평가 실험장치 구성
○ 고온ᐧ고압 유량측정 영향 해석 방향 제시

<

고온고압 유량측정영향 평가시험장치 개략도>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및 건의사항

○ 원자력발전소 운전조건에서 시험할 수 있는 RCP 시험설비 설계 기술을 개발
○

하여 APR1400 RCP의 국산화 및 설계 기술 자립화에 기여함.
RCP 시험설비의 초기 개념설계 단계에서 다단 오리피스나 고유량 밸브 등의
시험이 가능하도록 하여 선진국에 의하여 주도된 특수 유체기기의 개발등을
포함한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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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Design

Concept

and

Applying

Technology

for

RCP

Performance Test Facility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 Performance test facility for RCP (reactor coolant pump) is essential to
verify the performance and reliability of RCP before installation in the
nuclear power plant. The development of RCP for new-type reactor and
the performance verification of hydraulic revolving body also needs the
RCP test facility. The design concept of test loop and the technology of
flow rate measurement are investigated in this research.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1) 1st year
① Research Objectives
○ Conceptual design of RCP performance test facility
○ Development of applied technologies for RCP performance test
② Research Themes
○ Layout & configuration draft of test facility
○ Basic configuration of fluid systems and capacity selection
○ Planning strategy of RCP test facility utilization to general industry
○ Development of verification methodology for flow rate measurement

(2) 2nd year
① Research Objectives
○ Design improvement of main loop and fluid systems
○ Development of applied technology to RCP performance test
② Research Contents
○ Technical review of preliminary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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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bration effect on the RCP test facility
○ Development of piping integrity system
○ Uncertainty of flow rate measurement due to flow disturbance

(3) 3rd year
① Research Objectives
○ Technical review of detail design
② Research Contents
○ Improvement of flow rate measurement technology
○ Uncertainty analysis of flow rate measurement due to void fraction
Ⅳ. Result of Project
▣ Design flow control method of main loop
○ Design main loop piping specification

<Diagram of RCP test facility main loop>

○ Development of flow and pressure distribution simulation software

<RCP simulation program>
○ Selection orifice and valve 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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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certainty analysis of flow rate measurement in the RCP test facility
○ Uncertainty analysis of flow rate measurement using venturi meter
○ Effect on the flow rate measurement due to butterfly valve

<RCP lab-scale test loop>

○ Development of uncertainty analysis software for Venturi meter

<Uncertainty analysis software>

▣ Piping integrity
○ Investigation the characteristics of free oscillation in the mail loop

<Analysis of natural vibration>
○ Resonance avoidance and damping design of RCP test facility

- vii -

▣ Uncertainty of flow rate measurement at high temperature and high
pressure environment
○ Making high temperature and pressure environment test apparatus

<Diagram of lab-scale high temperature
and hig pressure test facility>

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 RCP can be tested at real operating condition in this RCP test facility.
This research will contribute to development of APR1400 RCP design.
○ Multi-stage orifice or large-scale flow rate valve can be tested in this
RCP test facility. This make the performance test of special fluid
machinery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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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개발기술의 중요성 및 필요성
기술적측면
○ 원자로냉각재펌프(RCP)는 원자력발전소에 설치하기에 실제 운전조건에서 RCP의
성능을 검증하고 운전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설비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또한 새로운 원자로에 적용할 RCP 개발과 가동중인 RCP의 운전 예비품인 수력
회전체의 성능 검증을 위해서도 RCP시험설비의 구축이 요구됨.
○ RCP는 선진외국사(Westinghouse사)의 지속적인 독점 공급으로 기술개발 및 경
제성 확보가 어려움. 따라서 RCP 개발을 통해 RCP 관련 계통설계, 기기설계, 제
작, 운전 및 보수 기술을 개발 국산화함으로서 국내 원자력 산업계 전반에 걸친
기술 향상 및 원천설계 능력 확보가 필요함.

(1)

산업ㆍ경제적측면
○ 국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원자로냉각재펌프의 2011년 국내 시장규모가 약
1,000억원 정도로 예상되고, 2015년은 약 1,500억원으로 예상됨.
○ 원자로 냉각재 펌프가 성공적으로 개발되면 국내 신규원전 사업에 참여할 수 있
을 것으로 전망되고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해외 원전사업에 해외업체들에
대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 RCP 시험설비의 초기 개념설계 단계에서 다단 오리피스나 고유량 밸브 등의 시
험이 가능하도록 하여 선진국에 의하여 주도된 특수 유체기기의 개발등을 포함
한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2)

정책적측면
○ RCP 설계, 제작 및 시험기술은 국내원자로설비 기술협력사인 Westinghouse의
기술이전 범위에 제외되어 있고 고온, 고압 하에 운전되는 대용량 펌프이므로 기
술개발에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므로 정부주도하에 정책적인 기술개발 지원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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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실히 요구됨.
○ 자력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전 기술의 선
진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원자로냉각재펌프의 국산화 기술개발을 통한 기술자
립이 불가피함.
제 2 절 국내 ․ 외 관련 기술의 현황
국외기술현황
○ 1980년대 후반 미국 원전건설이 중단됨에 따라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냉각재
펌프 업체들이 미국 Westinghouse 및 Flowserve로부터 전수받은 모델을 기반으
로 개량모델을 발전시켜 자국 및 제3세계 국가에 냉각재펌프를 활발하게 공급하
고 있는 상황임
○ 현재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주요 생산업체는 미국의 Westinghouse, Curtiss-Wright
와 Flowserve, 프랑스의 Jeumont, 독일의 KSB 등이 있음.
○ 해외에서 RCP의 시험설비를 보유한 기업은 미국의 Westinghouse, 독일의 KSB,
일본의 MHI이지만, 독일 KSB사의 시험설비는 장기간 설비를 가동하지 않아 현
재 시험이 불가능하고, 일본의 MHI사의 시험설비는 APR1400 RCP 시험에는 용
량이 부족함.
○ 프랑스의 Jeumont사는 우리나라의 울진 1,2호기에 냉각재펌프를 납품한 실적이
있고,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는 신고리 3,4호기 APR1400용에 납품할 계획임.
(1)

국내기술현황
○ 국내에서 원자로 냉각재펌프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는 없으며, 효성에바라와 현대
중공업은 원자력 발전용 안전주입 펌프 등을 해외 펌프업체와 기술제휴를 통하
여 공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 한전기공(주)은 원자로 냉각재펌프 보수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한국원자력연구소
등의 국내 연구기관에서는 중소형 원자로 냉각재펌프 설계, 제작, 성능 시험과
관련된 기술을 일정 수준 확보하고 있는 상황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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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성에바라 및 현대중공업 등 주요 펌프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펌프 시험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나, APR1400 급 RCP 성능시험을 수행하기에는 설비용량이 부족
함. 또한, RCP 시험은 Hot & Cold 성능시험, Stop-Start 시험 및 Seal
Performance 시험 등이 요구되는데, 현재 국내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설비로
는 이를 충족시킬 수 없음.

제 3 절 기술개발 시 예상되는 기술적 ․ 경제적 파급 효과
기술적측면
○ RCP시험설비의 구축을 통하여 확보된 성능시험 기반시설 및 성능시험 기술은
수직원심 펌프에 대한 원천기술 기술 자립에 기여하고 대용량 수직원심 펌프의
독자적인 모델 개발을 가능하게 함.
○ 원자로냉각재펌프 기술 개발 자립도 향상 및 국내 원자력산업계의 기기설계, 계
통설계 및 계통설계와 기계설계의 연계평가기술 및 검증기술을 한 차원 향상시
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1)

산업ㆍ경제적측면
○ 고온, 고압하에서 운전되는 대용량 수직원심 펌프에 대한 원천기술 능력 확보로
펌프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기술 능력을 한 단계 향상시킬 수 있음
○ RCP 상용화와 원천기술 능력 확보 및 계통적합성 평가기술 향상으로 APR1400
원자로의 해외 수출 경쟁력 확보로 수출기반 조성이 가능.
(2)

정책적측면
○ 원자로냉각재 펌프에 대한 시험설비 설계 및 적용 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함으
소써 원전기술의 자립화를 목표로 한 정부의 정책 취지와 부합함.

(3)

(4)

활용방안

○ APR1400

원자로냉각재펌프(RCP)의 국산화 개발 과정에서 제작된 RCP 시제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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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성능 검증 및 내구성 시험에 직접 적용.
○ 본 연구로 축적된 수력성능시험 기술 자료 및 평가방법론 등은 일반산업분야의
고온고압 유체기기 개발 및 시험평가에도 적극적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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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기술개발 내용 및 방법
제 1 절 최종 목표 및 평가 방법
(1)

최종목표
RCP 성능시험장치의 효율적인 설계를 위한 기본개념설계를 개발하고 개념구현방안
을 제공하며 RCP 성능시험 적용기술을 개발함

제 2 절 단계 목표 및 평가 방법
연차별 평가 착안점 및 기술

①

구분(연도)
세부연구목표
1차년도
시험설비 개념설계 도출

가중치
50 %
20 %

(2007)

30 %

차년도 유체 및 기기계통 기본 설계
(2008)

40 %

2

30 %
30 %

차년도 유체 및 기기계통 상세 설계
(2009)

40 %

3

최종
평가

②

30 %

성능시험장치 기본/상세설계
RCP 성능시험 적용기술 개발
RCP

30 %
50 %
50 %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설계 개념 문서 작성
배관 및 기기계통 방식 및 용량 선정
RCP 유량측정 불확실도 평가방법 확립
기본설계안 및 개선방안 제시
진동영향평가 및 공진방지 설계방안 제시
유동교란에 의한 유량측정 불확실도 평가
방법 제시
상세설계안 세부평가 및 개선 방안 제시
최적 유량 특정방법 제시
RCP 수력성능시험 기술자료 제시
기본/상세 설계 개념 문서 작성
RCP 성능시험 적용기술 자료 작성

정량적 목표

세계최고 수준, 연구개발전국
전체항목 보유국
개발목표치
/보유기업
(주요성능
에서 (미국/Westinghouse)
내수준
단위
비고
Spec )
차지하는
1차 2차 3차
비중 (%) 성능수준
성능수준 년도
년도 년도

3)

1)

2)

시험장치 N/A
개념설계
RCP 성능시험
N/A
적용기술
합계
RCP

60

100

70

80

90

100

40

100

70

80

9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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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차별 개발 내용 및 개발 범위
차년도
① 개발목표
○ 시험설비 개념설계 구현안 도출
○ RCP 성능시험 적용기술 개발

(1) 1

개발내용 및 개발범위
○ 시험설비 Layout & configuration draft 작성
○ 배관 및 기계계통 기본구성 및 용량 선정
○ 시험설비의 일반산업분야 활용방안 기획
○ RCP 유량측정 불확실도 평가방법론 개발

②

차년도
① 개발목표
○ 유체 및 기계계통 기본설계 세부검토 및 설계 개선안 도출
○ RCP 성능시험 적용기술 개발

(2) 2

개발내용 및 개발범위
○ 기본설계안 세부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 시험설비 진동영향평가, 공진방지 설계방안 개발
○ 기본설계 배관건전성 검토
○ 유동 불균일에 의한 유량측정 불확실도 영향 평가

②

차년도
① 개발목표
○ 유체 및 기계계통 상세설계세부검토 및 설계개선안 도출
○ RCP 성능시험 적용기술 개발

(3) 3

개발내용 및 개발범위(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은 그림으로 표현)
○ 상세설계안 세부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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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량측정 불확실도 영향 평가
○ 최적 유량 측정방법 제시
○ RCP 수력성능시험/절차 기술자료 제공 및 성능시험절차서 입력/검토
○ Void f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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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과 및 향후 계획
제 1 절 단계 연구개발 결과
-

단계 연구개발 추진 일정
일련
번호
1
2
3
4

차년도

1

개발내용
시험설비 layout draft 작성
배관 및 기기 개념 선정
산업분야 활용방안 도출
유량측정 불확실도
평가방법론 개발

1

2

3

4

추진일정
5

6

7

8

9 10 11 12

기간
(주)
20
18
32
28

차년도

2
1
2
3
4

기본설계 평가 및 검토
진동 및 공진방지 설계기술
배관건전성 검토
유동교란에
불확실도 평가의한 유량측정

16
16
24
24

차년도

3
1
2
3
4

상세설계 평가 및 검토
Void fraction의 유량측정
불확실도 평가
최적 유량측정방법 개발
성능시험절차서 검토

16
20
2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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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연구개발 추진 실적
시험설비 설계요건구현방안
○ 주 Loop 유량제어 방식 설계
♦ 개요
▷ 목적
- RCP 시험평가장치의 설계를 위한 시험장치 유동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제작
- 다양한 시험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시험장치의 스펙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
▷ 본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의 주된 계산결과
- 관로 설계에 따른 압력손실 계산
- 밸브 개도에 따른 유량분배 예측
- 냉각용 열교환기 서브루틴과 연계
※ 위와 같은 계산을 통해 각 시험조건별로 요구되는 유량분배 및 압력 손실을
예측하여 배관 사이징 및 배열, 적합한 수두저항을 반영할 수 있는 오리피스의
사이징과 밸브 선정을 하였음
♦ 주 Loop 배관 사양 설계
▷ 주배관 Loop의 1안 설계 개요
- RCP에서 발생한 수두 감소를 위한 오리피스(orifice)를 설치
- 주분지관 좌우로 두 개의 추가 분지를 설치하여 밸브 설치
- 밸브 개도의 조절을 통한 시험장치 전체의 유량 제어
▷ 유량측정
- 오리피스는 단순히 수두저항을 주기 위한 용도임
- 실제 유량 측정은 L34로 표시된 직관에 벤투리(venturi) 형태의 유량측정장치
를 설치
- 정밀한 유량 측정을 위해 완전발달 유동(fully developed flow)를 형성하여 충
분한 입구조건을 만들도록 직관의 길이를 결정
▷ 밸브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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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제어 밸브의 형태는 대구경 유량제어에 적합한 버터플라이(butterfly) 밸브
로 선정
- 1안에서는 밸브를 통한 유량제어 범위가 제한될 경우 오리피스를 다른 구경의
제품으로 교환하여 유량범위를 만족시키는 방법을 고려함
▷ 냉각 Loop
- RCP 운전시 발생되는 막대한 열을 주 Loop에서 방출시켜야 함
- L12 배관에서 냉각수 일부를 추출하여 냉각시킨 후 다시 L34 배관으로 주입하
는 냉각Loop가 추가되어야 함
-

그림 1.

RCP

시험평가장치 1안 개요도

성능곡선
정격용량 유량 7.672 m /s, 수두 114.3 m
조건: 10.25 m /s, 수두 50 m
운전 범위: 정격수두 이상으로 운전하면 RCP 모터의 과열이 우려되기 때
문에 정격유량부터 Runout 조건까지의 범위로 한정
- 주어진 Data point를 가지고 2차방정식으로 curve fitting하여 계산을 수행하였
음
▷ RCP
:
- Runout
- RCP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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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RCP

성능곡선

시뮬레이션 결과
정격조건에서 성능이 나오도록 오리피스의 설계와 밸브 개도를 선정
조건까지 유량제어가 되는지 시뮬레이션 수행
냉각수 유량은 0.2 m /s가 되도록 열교환기 밸브 개도 제어
▷ 정격조건의 시뮬레이션 결과
- 좌우의 밸브개도를 50 , 52 로 조정하였을 때 정격유량으로 운전됨
- 주배관 유량: 7.46 m /s, 주분지관 유량: 4.45 m /s (58.4%)
- 좌측분지관 유량: 1.45 m /s (19%), 우측분지관 유량: 1.39 m /s (18.6%)
▷ Runout 조건의 시뮬레이션 결과
- 최대유량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좌우 밸브개도를 0 로 전개하여야 하였음
- 주배관 유량: 10.83 m /s, 주분지관 유량: 0.88 m /s (8.1%)
- 좌측분지관 유량: 4.88 m /s (45.1%), 우측분지관 유량: 4.88 m /s (45.1%)
- 주분지관(Q1)으로는 오리피스의 저항 때문에 거의 유동이 흐르지 않아 유량분
배가 많이 불균일한 모습을 보임
- 이론적으로는 전체 범위에서 유량제어가 이루어지나 실제 운전되는지에 대한
재고찰 필요
▷
- Runout
-

3

°

°

3

3

3

3

°

3

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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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상: 정격성능, 하: Runout 조건)
▷ 버터플라이 밸브 특성
- 실제 운전상황에서 전 개도영역에 대한 제어가 난이함
- 초기개도 0 ~ 20 : 개도변화에 따른 손실계수 변화가 극히 미미하여 유량제어
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움
- 60 ~ 90 의 개도: 약간의 개도변동 만으로도 손실계수의 변화가 지나치게 크
고 밸브 전후단의 압력변화가 커서 유량변동에 영향을 미침
- 상기영역에서는 정밀한 유량측정이 불가하여 유량제어를 위해 사용할 수 없음
- 따라서 유량제어를 위한 버터플라이 밸브개도의 적정개도는 20 ~ 60 임
▷ 개도 제한범위로 인한 설계 방향 변경
- 1안을 유지하는 경우에 오리피스 사양 및 밸브를 최대유량조건에 맞추어 설계
한 후 유량 조절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오리피스를 교체하는 방안
- 오리피스 교체시 시험평가장치 전체의 운전을 정지하고 모든 작동유체를 배수
한 후 교체작업을 해야 하는 단점 발생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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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리피스 교체를 피하기 위해 분지관을 추가로 설치하는 2안을 제시

그림 4. 버터플라이 밸브의 개도에 따른 손실계수
유량제어 설계 2안
직경 20”의 분지관을 좌우 1개씩 추가로 설치하여 총 4개의 분지관을 둠으로
써 유량제어 영역을 극대화
- 다배관 연결을 위해 ball tank 연결방식 채택
- 버터플라이 밸브 제어 영역은 20 ~ 60 로 제한
- 오리피스는 보조분지관 추가에 따라 정격조건을 맞출 수 있도록 목직경 470
mm, 직경비 0.76으로 변경
- 냉각 Loop를 위해 10“의 배관을 주 Loop에 연결하여 버터플라이 밸브로 냉각
수 유량을 조절하도록 설치함
▷ 2안의 설계 프로세스
- 전 밸브를 하한치인 60 로 폐쇄했을때 정격 유량이 나오도록 오리피스 구경을
설계함
- 밸브를 상한치인 20 로 개방하면서 전 운전영역에서 작동되는지 시뮬레이션 결
과를 관찰함
- Runout조건에서 최대유량이 구현되는지 관찰함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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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RCP 시험평가장치 2안 개요도
▷ 시뮬레이션 결과
- 정격조건에서 성능이 나오도록 오리피스의 설계와 밸브 개도를 선정
- Runout 조건까지 유량제어가 되는지 시뮬레이션 수행
- 냉각수 유량은 0.05 m /s가 되도록 열교환기 밸브 개도 제어
▷ 정격조건의 시뮬레이션 결과
- 좌우의 밸브개도를 60 로 조정하였을 때 정격유량으로 운전됨
- 주배관 유량: 7.8 m /s, 주분지관 유량: 5.61 m /s (72%)
- 좌측1분지관 유량: 0.535 m /s (6.9%), 우측1분지관 유량: 0.535 m /s (6.9%)
- 좌측2분지관 유량: 0.535 m /s (6.9%), 우측2분지관 유량: 0.535 m /s (6.9%)
▷ Runout 조건의 시뮬레이션 결과
- 최대유량을 획득하기 위해 좌우 밸브개도를 20 로 전개
- 주배관 유량: 10.22 m /s, 주분지관 유량: 3.072 m /s (30.1%)
- 좌측1분지관 유량: 1.774 m /s (17.4%), 우측1분지관 유량: 1.774 m /s (17.4%)
- 좌측2분지관 유량: 1.774 m /s (17.4%), 우측2분지관 유량: 1.774 m /s (17.4%)
3

°

3

3

3

3

3

3

°

3

3

3

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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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RCP 2안 시뮬레이션 결과 (상: 정격조건, 하: Runout 조건)
▷ 유량제어 2안의 결론
- 4개의 동일한 직경(20”)을 가진 보조분지관으로 유량 및 수두조절
- 직경= 470 mm, 직경비=0.76의 오리피스로 교체 없이 조절 가능

그림 7. RCP 2안의 유량제어 가능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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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 및 압력분포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개발
▷ 소프트웨어 개요
- 제작 언어: Microsoft Excel 2007, Labview 8.0
- 물성계산 소프트웨어: Refprop 8.0
▷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의 기본 입출력 파라미터

♦

입력파라미터
시험평가장치의 제원 (시험부 각 부분의 직경, 길이, 회전반경 등)
배관 재질 및 표면조도
시험조건 (작동 온도 및 압력)
▷ 작동유체 물성계산
- 작동유체 선정 (물, 공기 등)
- 시험조건에서 작동유체의 물성은 Refprop 8.0 동적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자동
으로 계산됨
▷ 유량계산 시뮬레이션 과정
- 유량 분기점의 iteration 계산 수행
- 분기점의 유량 밸런스가 맞으면 전체 순환부 유량의 iteration 계산 수행
▷ 수두손실 계산
- 직관부 수두손실 계산
- 관경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축소부, 확대부)의 부차적 손실 계산
- 곡관부의 손실계수 계산
▷ 오리피스/밸브 모듈
- 오리피스 상관식으로 수두손실 계산
- 밸브 개도 입력
- 밸브 손실계수 계산 후 동일한 수두손실을 가지는 유량 계산
▷
- RC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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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
- 밸브 개도에 따른 각 분지관의 유량과 전체유량 표시
▷

그림 8. RCP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입력모듈

그림 9. RCP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요소부품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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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피스 설계 및 밸브사양 선정
▷ 오리피스 설계
- 설계변수: 오리피스 목 직경, 오리피스 C 값
- 정격조건에서 정격유량이 구현되도록 설계
▷ 밸브 선정 조건
- 대구경 배관에 설치가능
- 밸브 전후단 차압이 작게 형성되어 작동성이 좋을 것
- 유량제어 특성이 우수할 것
- 상기조건에 가장 근접한 버터플라이 밸브 선정

♦

D

그림 10. 버터플라이 밸브의 개도에 따른 손실계수
▷ 버터플라이 밸브 손실계수 특성
- 전폐 상태에서 개방 초기에 유량과 압력이 급변하고 전개상태 부근에서 유량
변화가 없음
- 20 ~ 60 사이의 개도가 적절한 제어 범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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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 Loop 설계
♦ 개요
▷ RCP 모터의 발열에 따른 온도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냉각 Loop 설계 시뮬
레이션 소프트웨어 개발
- 설계용량에 맞는 열교환기 형상 및 크기 결정
- 열전달 상관식을 이용한 열교환 시뮬레이션
- 유량 조작에 따른 열전달 성능변화 구현

○

그림 11. 열교환기 설계 프로그래밍 개요
♦ 열교환기 형식 선정 및 사이징
▷ 열교환기 형식 선정
- 고온, 고압형이라 원형 관군 열교환기로 선정
- 관군 재질은 스테인레스 스틸로 선정
- 열교환 면적을 늘려 열교환기 부피를 줄이기 위해 원형핀을 관군 외부에 부착
(원형핀 선정 이유는 제작의 용이성)
- 단일유로로 제작 시 지나친 압력손실로 냉각수 순환을 위한 추가적 장치 필요
- 압력손실을 낮추기 위해 헤더형 분지형태로 제작
- 공기의 흐름과 유체의 흐름을 교차시키는 형태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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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열교환기 형태 선정 과정
▷ 시뮬레이션을 위한 열교환기 설계 조건
- 열교환기 형상: 원형 핀-관 공냉식 열교환기
- 급기방식: 직경 1m, 용량 500 cmm의 Axial flow fan 10대로 5000 cmm의 공
기를 강제 공급하도록 설계
- 냉각수 유량은 0.05 m /s (793 gpm)로 조절하여 공급
▷ 열교환기 specification
- 배관 사이즈: 외경 60.3 mm(2 inch), 두께 8.7 mm
- 핀 형태: 두께 0.5 mm, 외경 100 mm의 원형 fin을 m당 100개 장착
- 배관재질: Stainless Steel(SUS304, sch160)
- 전면면적: 15 m (가로 10 m, 세로 1.5 m)
- 단위 길이당 표면면적: 1.195 m /m
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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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시뮬레이션을 위한 열교환기 형상
▷ 상온 조건 simulation 결과
- Tair_inlet=25℃, Tair_outlet=146℃

- Twater_inlet=300℃, Twater_outlet=248℃
2

2

- Uair=38.1 W/m K, Aair=1405 m

단 열교환기 필요 (Depth=1.31 m)
▷ 하절기 조건 simulation 결과
※ 10

- Tair_inlet=32℃, Tair_outlet=156℃

- Twater_inlet=300℃, Twater_outlet=248℃
2

2

- Uair=37.9 W/m K, Aair=1483 m

단 열교환기 필요 (1단 추가) (Depth=1.43 m)
♦ 시험 조건에 따른 추가설비 설계
▷ 개요
- 저온조건(100℃)에서는 공냉식으로 냉각 불가 (대면적 열교환기 필요)
- 열교환기에 분무수 시스템을 추가하여 공냉식에서 설계된 동일한 열교환기로
저온조건 운전 가능
- 증발이 일어나지 않는 액막 냉각을 가정, 냉각수 온도는 32℃로 공급
- 가열된 분무수는 회수하여 냉각탑으로 냉각 후 재급수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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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분무수 추가 열교환기 및 냉각탑 형상
▷ 저온 조건 simulation 결과
- Tspray_inlet=32℃, Tspray_outlet=95℃

3

- Tmain_inlet=100℃, Tmain_outlet=76℃ , mmain_outlet=0.05 m /s
2

2

- Uspray=171.6 W/m K, Aspray=1552 m

필요 최소 spray 냉각수량 = 18.6 kg/s = 1129 LPM
냉각수 출구온도가 너무 높아 냉각탑 선정 불가 → 냉각수 출구온도를 50℃로
제한
▷ 저온 조건 재계산 결과
※
-

- Tspray_inlet=32℃, Tspray_outlet=50℃

3

- Tmain_inlet=100℃, Tmain_outlet=33℃, mmain_outlet=0.018 m /s

필요 spray 냉각수량 = 63 kg/s = 3829 LPM
▷ 냉각탑 선정
- 최대순환유량= 3900 LPM
- 냉각수 입구온도 = 50℃
- 냉각수 출구온도 =32℃
※ 300RT급 냉각탑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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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Loop 설계
♦ 충수 유량 계산
▷ 개요
- Cool down시 내부유체 비체적 감소에 따른 보충수 필요
- 보충수 유량 계산을 통해 충수용 인젝션 펌프 용량 산정
- 주 Loop 전체 배관 내부 체적: 26.97 m
- 운전수(300℃) 충전량: 19583 kg

○

3

그림 15. Cool down시 운전용수 비체적 변화

표 1. Cool down시 충전수량 계산 결과
계산 결과

▷
- 2843 kg/h

이상의 유량을 가진 충수용 펌프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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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측정 불확실도 평가방법론 개발
○ RCP 유량측정법 비교 분석 및 최적 측정법 결정
♦ 유량측정의 원리
▷ 일반적으로 파이프나 튜브 내부에서의 유동을 그림 16과 같이 고려하였을 때,
점 1과 점 2에서의 비압축성 유체의 베르누이 방정식 (Bernoulli's Equation)은
다음과 같다.

▣ RCP

그림 16. 유량측정의 원리 개요도
  

    

(1)

         




점1과 점2에서의 비압축성 유체의 연속방정식(Continuity Equation)을 적용하면
(2)

        

여기서 점1과 점2의 높이는 동일 선상에 있는 것으로    를 적용하고, 식(2)
에서의 점1에서의 속도는      로 나타낼 수 있고, 이 식을 앞의 식(1)
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다.










  
  
       
 
 





 

(3)

또한 점2에서의 유동손실을 고려하지 않은 이상적인 유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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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주어진 점1과 점2에서의 단면적    는 쉽게 결정되고 식(4)의 괄호속의 단면
적에 대한 식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점1과 점2에서의 원형 단면을 고려하고 점1
에서의 단면 직경을 D, 점2에서의 단면 직경을 d로 하여 단면비    를 적용
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5)




  
       


여기서의 E는 접근인자속도(velocity of approach factor)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유량측정에 있어서 중요한 두가지 인자는 방사계수(Discharge
Coefficient,  )와 유동계수(Flow Coefficient, K)가 있는데, 방사계수는 유동측정
에서 유발되는 유동손실을 고려하여


 
  
  

(6)

로 정의하고, 유동계수는 방사계수에 접근인자속도를 곱해서

     


(7)

  

로 정의한다. 여기서 방사계수는 유량측정을 위해 설치한 meter의 유동손실을
나타내는 중요한 인자가 되고, 유동계수는 편의상 유동손실인자와 meter 형상의
특징을 반영하는 인자로 작용한다.
점 2에서의 실제 유량은 식(6)에서와 같이 이상적인 유량값에 방사계수를 곱하여
얻을 수 있다.
            




     
   

    


   

    



(8)

유량측정법의 비교
▷ 유량측정에 있어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그림 17에서 보는 것과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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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세가지
형태의 meter는 유동 흐름 가운데 일종의 장애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속도의 국
소적인 변화를 유발하게 된다. 속도변화 뿐만 아니라 그림에서 보듯이 meter를
전후로 동시에 압력차( )가 발생하게 된다.
(a) venturi (b) flow nozzle (c) orifice

그림 17. 세가지 보편적인 유량측정법
▷ 압력차에 기인한 압력감소로 출구에서의 압력이 입구에서의 압력보다 항상
낮게 되고, 유량측정을 위해 설치한 meter의 영향으로 전체 유동의 압력은 다소
떨어지게 된다. 그림 18에서 볼 수 있듯이 세가지 형태의 meter 설치에 따라 압
력 감소는 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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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세가지 유량측정법에 따른 압력손실 비교
단면비 0.3 <    < 0.7 범위에서의 압력손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venturi

: 5% ~ 15 %

- flow nozzle : 40% ~ 85 %
- orifice

: 50% ~ 90 %

유량측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가능한 한 유동의 압력손실
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의 그림 18에서 알 수 있듯이 보
편적으로 유량측정에 사용되는 세가지 방법 가운데 venturi를 사용하면 가장 압
력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venturi를 RCP에 적합한
유량측정법으로 추천한다.
▷ RCP
(pressure loss)

그림 19. 유량측정법으로 추천된 vent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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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측정의 불확실성 해석
♦ 유량측정에 불확실성 해석법 적용
▷ 본 연구에서는 유량측정의 불확실성 해석은 1953년 미국 스탠포드대학의
Kline 교수와 McClintock 박사가 제안한 20-to-1 odds 방법을 채택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제 유량은 식(8)과 같이 각각 5개의 독립변수로 구성
되어 있다. 실제 측정되는 유량은 다음과 같은 함수관계로 표현할 수 있다.

○ RCP

(9)

              

유량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각각의 독립변수는 크게 precision 오차와 bias 오차
와 같은 형태의 오차를 갖게 되고 이 때의 불확도는 다음과 같다.
  


     


(10)



실제 측정된 유량의 뷸확도는 각각의 독립변수의 오차 전파에 기인하여 발생하
게 되고,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11)



는 각각의 독립변수에 대응하는 민감도계수(sensitivity
coefficient)로 표현된다.
또한 유량측정의 불확도에 미치는 각각의 독립변수의 영향은
여기서의



  



   
×  

 



(12)

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참고로 venturi를 이용한 유량측정의 불확도와 유량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각각의
독립변수의 영향을 다음과 같은 예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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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를 이용한 유량측정의 불확실성 해석 예

Venturi

유량측정에 불확실성에 미치는 영향 평가
▷ 앞의 표 2에 나타난 것과 같이 실제 유량 측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1) venturi의 방사계수 (2) 측정된 압력차 로 나타낼 수 있다. 즉 측정유량의 불
확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venturi 방사계수의 불확도를 줄이는 노력과 압력차의
측정을 보다 엄밀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venturi는 0.95 <  < 0.98의 방사계수 범위를 갖고 있
으며, 그림 20과 같이 venturi의 제작방법에 따라 다른 방사계수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



그림 20.

Venturi

제작방법에 따른 방사계수의 변화

방사계수의 불확도는 표 3와 같이 대략 0.7% 에서 2.0% 정도의 값을 갖는 것
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 venturi의 제작과정에 있어 불확도를 줄이기 위한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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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심한 노력이 요구된다.
표 3. Venturi 제작방법에 따른 방사계수와 불확도

유량측정의 불확실성에 미치는 추가적인 유동효과는 다음과 같다.
- 난류강도(turbulent intensity)의 영향
- 유동 회오리(flow swirling)의 영향
- convergent angle, static hole error의 변화가 방사계수에 미치는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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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설비 산업분야 활용방안 도출
○ 개 요
♦ 목 적
▷ RCP 시험설비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설계단계에서 반영하기 위한 활
용방안을 조사하고 가능한 후보를 제시함
♦ 시험설비 기본사양
▷ 활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RCP 성능시험설비는 APR-1400급 RCP의 실물성능
시험과 내구성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축할 예정으로 설비의 기본적인 작동환
경 및 사양은 다음 표와 같음

▣ RCP

표 4. RCP 성능시험설비의 작동환경 및 주요사양
작동유체

Demi. Water

작동온도, oC

상온 ～ 330

작동압력, MPa

상압 ～ 16

유

3

량, m /h

0 ～ 28,000

주배관 내경, m

0.8 ～ 1.0

추 정

주배관 총연장, m

약 40

추 정

전동기 동력, kW

6,000

추 정

활용방식 및 가능분야
♦ 이용가능 설비의 기능
▷ 펌프시험설비로서의 기능을 이용하는 것
▷ 압력, 온도 등의 작동환경을 이용하는 것
▷ RCP가 형성하는 유동을 이용하는 것
♦ 활용분야 및 활용도 평가(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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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RCP 시험설비 활용분야 및 활용도 평가
활용방식

펌프시험설비로서의
기능을
이용하는 것

압력, 온도 등의
작동환경을
이용하는 것

RCP가 형성하는
유동을
이용하는 것

활용분야

대유량/고온/고압 유체
산업플랜트 및 파워플
고온/고압하 작동기기 제어장비의 성능시험/
랜트용 펌프의 개발시
의 환경시험, 작동성시 검증시험/보정시험
험/검증시험/신뢰성시
험 및 수명가속시험
고온/고압
Water
험
Tunnel

활용품목

열교환기, 고온고압용
고유량 밸브, 대형 고
고유량 펌프, 고압용 수처리설비, 심해용 장
온/고압 밸브, 대용량
펌프, 고온용 펌프
비, 군사 등 특수용도
유량계,
장비

특기사항

RCP 차구 이외에 피시
피시험품의 종류 및 사
험품을 연결할 수 있는 시험용 챔버나 격납구
양에 따라 별도의 연결
별도의 연결장치가 필 조물이 필요함
배관이 필요
요함

일부 특수용도 펌프의
특수성 및 희소성이 경
시험이 가능하나 개발 시험의 효용성이 비해
제성에 우선하는 품목
용도 이외의 검증시험 설비의 운영경비가 과
활용도 평가
의 경우 활용도 있음.
요건이 필수인 분야의 다하여 경제성을 갖추
특히 대용량 유량계의
발굴이 활용도 제고의 기 힘듬
경우 활용도 높음
관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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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분야 활용방안
♦ 개 요
▷ RCP 시험설비에서 성능시험이 가능한 펌프는 유량이 5,000m /h 이상의 대용
량펌프로 용량측면에서만 응용처를 살펴보면, 발전플랜트에 사용되는 냉각수
펌프, 순환수펌프, 응축수펌프, main feed 펌프와 대형 담수화플랜트용 해수펌
프, 배수펌프, 광역상수도용 펌프 등이 해당
▷ 고압측면에서 활용이 가능한 펌프는 고유량 프로세스 펌프류가 있음. 펌프
방식으로 분류하면 양흡입 볼류트 펌프, 프로펠러 펌프, 사류펌프, 링섹션펌프
등이 고유량 또는 고압/고온 조건에서 많이 사용
▷ RCP 시험설비를 이러한 펌프의 시험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RCP 장착용 치구
와 별도로 펌프의 흡입, 토출구를 시험루프에 연결할 수 있는 관로 설치 필요
▷ 그러나 펌프의 종류와 용량에 따라 관로의 형태 및 연결방식이 달라져야 하
므로 시험설비 설계시 이를 위하여 공간 및 연결 branch를 고려
♦ 대용량 펌프
▷ 유량범위가 RCP와 유사한 펌프는 주로 축류형이나 사류형 펌프들로서 유량
이 큰반면 양정은 비교적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음
▷ 배수펌프 등에 많이 사용되는 수직축류, 프로펠러펌프의 경우 유량이
100,000m /h에 달하며(전양정은 10m 이하), 상하수도용, 관개용, 해수양수용
및 산업용수 공급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 기술적으로는 완성
기에 접어든 펌프로 시험설비의 활용수요가 많음

○

3

3

그림 21. 대용량 프로펠러 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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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가장 유사한 형태인 수직사류펌프는 적용 구경이 300-1,500mm 에 이
르는 대유량 펌프로 유량범위는 60,000m /h 임. 축류형에 비해서는 전양정이
높은 편(10~80m)으로 관개용, 댐의 수량 조절용, 상수도급수용, 발전소 냉각수
순환용, 해수양수용 펌프로 널리 사용

▷ RCP

3

일반 산업용은 특별한 신뢰성을 입증할 필요가 없지만 발전용이나 상수도용
은 고 신뢰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RCP 시험설비를 이용한 시험
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종류임
▷ 그렇지만 국내 대형펌프 제조사의 경우 생산품에 대한 시험설비를 이미 갖추
고 있어, 고비용이 예상되는 RCP 시험설비의 이용수요로의 전환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단 경제적 고려의 비중이 낮은 특수용도 펌프의 개발 시에는
설비의 전용이 가능함.
▷

그림 22. 정수장에 설치된 입축사류펌프
▷

산업용 대용량 양흡입볼류트펌프는 흡입구경 200 ~ 1000mm, 토출량
12,000m /h, 양정 200m 이하로 매우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 펌프임. 특히
해수담수화, 정수 등 수자원플랜트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 시장 성장성이 있는
형식임.
3

고온/고압 펌프
▷ 석유화학용 펌프는 주로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산업과 이와 동등한 일반산업
분야의 고온, 고압 및 고신뢰도 요구사양에 적합하도록 설계, 제작, 시험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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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위 펌프로 장시간 연속운전이 기본적으로 가능하며, 주로 미국석유협회
(API) 규격 펌프임
▷

▷

▷

따라서 대용량 펌프는 아니지만 엄격한 시험기준에 따라 성능 및 신뢰성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개발단계나 납품단계에서 시험수요가 매우 많은 분야
아래 그림은 석유화학용 양흡입 프로세스펌프로 유량범위 ~5,500m /h, 온도
-100 ~ 450℃, 양정 550m 인 API 펌프임.
3

국가차원에서도 석유화학 플랜트의 핵심기자재인 API 펌프의 개발 및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검증체계의 구축이 매우 시급한 일로 나타나고 있음.
시험설비를 석유화학용 펌프의 시험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API 규격에서
요구하는 시험이 가능하도록 시험설비의 설계가 필요. 이는 필연적으로 시험
시스템의 구축의 경비를 증가 초래

▷ RCP

펌프시험용 설비를 별도로 구축하는 것과 RCP 시험설비를 활용하는 두
가지에 대하여 경제성평가를 실시하여 투자방향을 결정

▷ API

그림 23. 석유화학용 양흡입 프로세스펌프
▷

▷

한편 발전소 급수펌프, 응축수펌프 등은 약 200℃ 정도의 작동유체를 가압하
는 펌프로 고도의 신뢰성을 요구하는 펌프류임
발전용 고온고압펌프는 아직까지 기술자립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이며
라이센스 생산을 하고 있는 단계로 개발시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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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어
▷ 일반 산업분야(발전플랜트용 포함)에 사용되는 펌프의 경우, 일부 용도의 대
형 펌프류가 본 시험설비를 활용하여 시험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
▷

▷

그러나 현실적인 수요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
따라서 RCP 시험설비를 일반 산업용 펌프의 시험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
에 경제성 분석을 통하여 다용도 설비로 구성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입증이 선결되어야함
아울러 산업분야에서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한 수준의 시험 비용이 되도록 시
험설비의 유지관리 개념의 도출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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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사시험장치 설계 및 제작
○ RCP Loop 모사시험장치 설계
♦ 개요
▷ 목적
- RCP 성능시험장치의 설계를 위한 RCP Loop 모사시험장치의 설계
- 난류강도의 변화와 같은 유동변수에 따른 venturi 유량계를 통한 유량측정의
불확실성을 평가하고, venturi 전단 길이 및 버터플라이 밸브의 개도 등 성능
시험장치의 주요 스펙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
▷ 본 RCP Loop 모사시험장치의 주된 결과

▣ RCP Loop

실제 RCP 시험모사장치의 유동 현상 이해를 위한 기본 및 상세설계
- 유동교란(선회유동) 및 RCP 성능시험장치의 각 영역(버터플라이 밸브, 분지관,
venturi 전단 길이)의 영향을 고려한 설계
♦ RCP Loop 모사시험장치 설계
▷ RCP Loop 모사시험장치 주배관 Loop의 설계
- RCP Loop 모사시험장치는 실제 RCP 성능시험장치와 같이 Closed Loop를 가
져야 하나, 실험실 규모의 모사시험장치에서 실제와 정확하게 모사하기 위해서
는 모사시험장치 내의 압력을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이는 실험실
수준에서 균일 압력의 장치를 제작하는 데 제약이 많기 때문에, Open Loop를
갖는 시험장치를 설계함
- RCP Loop 모사시험장치는 실제 RCP 성능시험장치의 단면비를 상사하여 내경
이 2“인 주관 좌우로 내경이 1.7”인 두 개의 추가 분지관을 고려
- 수두 감소를 위해 설치된 오리피스(orifice)는 글로브 밸브로 대체
- 두 개의 추가 분지관에 버터플라이 밸브를 설치
- 모사시험장치 전체의 유량은 펌프유량으로 조절
- Venturi 전단 길이의 조절을 위하여 전단부를 교환이 가능하게 설계하였으며,
다양한 길이(5D, 10D, 15D)로 교체가 가능하도록 설계
- 유동가시화가 가능하도록 전단부에 투명한 가시화 영역을 설치
- 유동변수의 전단에 전자유량계를 설치하여 유동변수가 주어질 때에도 정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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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 측정이 가능하도록 설계
- 유량 측정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충분한 입구조건이 되도록 최소 10D 이상의
직관의 길이 결정

그림 24. RCP 모사시험장치 3차원 설계도

그림 25. RCP 모사시험장치의 주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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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회 유동 (swirling flow)
▷ 선회 강도
- 선회유동 : 수평 원통 관에서 강제적으로 유동각(flow angle)을 주어 유동의 접
선방향 속도가 커지고 이로 인해 유선이 길어지는 유동
- 유동각의 증가는 선회 수(Swirl number)을 증가를 의미하고, 선회 수가 높아짐
으로써 유동의 난류강도(turbulent intensity)는 증가됨
- 선회 강도는 선회 수(swirl number)로 정의함

♦



   
 



        tan



를 이용한 유량측정의 불확실성 해석에 선회 유동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선회 수의 정도에 따라 weak(0.1, 0.2), moderate(0.3, 0.4, 0.5, 0.6),
strong(0.7, 0.8, 0.9)의 3가지 구간으로 나누어서 설계하였고, 10개의 선회발생
기(swirl generator)를 제작함

- venturi

그림 26. 선회 유동 발생 정의 및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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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선회 유동 발생기 설계 및 제작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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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사시험장치 제작
♦ RCP Loop 모사시험장치 제작
▷ 시험모사 장치 제작
- 시험모사장치의 크기는 길이 4,000 mm, 높이 2,700 mm, 폭 1,000 mm로 제작
되었음

○ RCP Loop

그림 28. RCP 모사실험장치 개략도 및 설치모습
제작
- venturi의 직경비(β)는 RCP 성능시험장치에서 사용되는 직경비와 동일하게
0.75로 결정
- 두 개의 hole을 통하여 차압을 측정
- venturi의 사양은 모사시험장치의 내경 2" 기준으로 상용화 제품 가운데 국내
“SAMIL Industry"사 제품으로 선정하였고, “SAMIL Industry"은 유수 외국
venturi 메이커와 비교하여 제품 수준이 양호함. 모델명은 SAMIL SVT 2"
ANSI 150# RF
- venturi는 주로 가공과 용접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표. 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방사계수(discharge coefficient, C )는 0.995 정도의 우수한 값을 가짐
▷ venturi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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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본 연구에서 사용된 venturi

그림 30. 주문 제작된 venturi
표 6. venturi 사양
ELEMENT DATA

SIZING CRITERIA

PIPING DATA

COEFFICIENTS

Element Type
Press. Tap Loc./ Type
Element Material
Beta Ratio(d/D)
Element Bore
Sizing Mode
Reference
Flange
Pipe I.D.
Flange material
Pipe Material
Discharge Coeff.(C)
User Factor(F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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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turi-Machined
Upstream /Throat
A182F316
0.750000
38.1000mm
Exact Differential
ISO 5167-2003
150#/RF
50.8000mm
A182F316
A312TP316
0.99500
1.00000

모사시험장치 구동 펌프
- 모사시험장치의 구동 펌프의 최대 유량은 30m /h로 결정하였고, 국내 메이커
인 효성의 입형 다단펌프를 선정함. 모델명은 효성, EVM1803-5.5이고 정격 용
량은 최대 5.5 kW
- 인버터를 이용한 주파수 제어방식을 사용하여 시험장치 전체의 유량을 제어
- 펌프의 입구와 출구 직경은 배관직경과 동일한 2“ 크기로 선택
▷

3

그림 31. 모사장치 구동펌프 성능곡선
유량계
- venturi를 이용한 유량측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유량계로 전자기계 유량계
(electromagnetic flowmeter)를 유동변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구간에 설치
- 모델명은 OMEGA사 FMG606
- 전단 길이 : 내경 기준 5D 이상을 요구함
- 4~20 mA의 전류값 출력으로부터 유량을 환산
- 유량계의 사양은 최대 63.8 m /h 정도의 유량 측정 가능
▷ Reference

3

Size

2"
3

Flow range(m /h)
Flow velocity range
Max. Temperature
Max. Flow error

0.6379~63.7938
0.1 to 10m/s
150°C
0.2% for 10 to 100% Qmax
0.5% for 1 to 10% Qmax

그림 32. Reference 유량계 사진 및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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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 측정용 차압계
- venturi의 직경비와 실험유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압의 범위를 계산한 후
측정범위를 0 ~ 1,500 mmH O로 결정
- 차압계는 YOKOGAWA사 제품으로 제품명은 Differential Pressure
Transmitter, EJA110-DMS
- 차압계의 측정오차는 0.975 mmH O
- 차압은 4~20mA의 전류값 출력으로부터 계산
▷ Venturi

2

±

2

그림 33. 차압계 사진
▷

온도측정

의 열전대를 사용하여 작동유체인 물의 온도를 측정
- 열전대의 오차는 측정값의 0.4%
- K-type(Chromel-Alum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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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측정 프로그램 제작
▷ 프로그램 개요
- 제작언어 : Agilent VEE Release 9.0
▷ Venturi 유량측정 프로그램의 기본 입출력 파라미터

♦ Venturi

그림 34. venturi 유량측정 프로그램의 기본 입출력 개략도
유량측정 프로그램 출력값 계산과정
- 전자유량계 유량 : 전자유량계로부터 입력된 전류값을 유량으로 계산
- 작동유체 온도 : 열전대로부터 얻어진 온도를 이용
- 밀도 : 표준과학연구원 질량그룹에 의해 설정된 식을 사용
▷ Vent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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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압 : 차압계로부터 입력
- Venturi 유량 : 온도, 밀도, 직경비 그리고 차압을 이용하여 다음의 식으로부터
계산
- Venturi

       


 

     



그림 35. Venturi 유량측정프로그램 구동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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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교란에 따른 Venturi 유량측정의 불확실성 해석
♦ 개요
▷ 목적
- RCP Loop 모사시험장치에서의 venturi 유량측정의 불확도 계산
- 선회유동에 따른 venturi 유량계의 불확도를 계산하고 venturi 유량측정의 정
확도를 높일 기초자료로 활용
▷ 본 venturi 유량측정 불확실성 해석의 주된 결과
- 선회유동의 영향에 대한 venturi 유량측정의 불확실성 해석
- 버터플라이 밸브 개도에 따른 venturi 유량측정의 불확실성 해석
위와 같은 해석을 통해 각 시험조건별로 불확실성을 계산하여 난류강도, 선회
강도 그리고 캐비테이션 등이 유량 측정의 불확실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 ASME PTC 19.1-2005 기준에 따른 불확실성 해석
▷ 개요
- 현재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측정불확실성 표현지침서를 발행하여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불확실성의 개념이 도입되어 사용
- 불확실성 성분을 A형과 B형 불확실성으로 분류하여 사용
▷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
- 반복된 측정으로부터 발생되는 측정오차는 기본적으로 우연오차와 계통오차로
분류
- 우연오차(random error): 결과값의 정밀도와 관련지어 지는 값으로써 보정할
수 없는 오차를 의미하며 관측횟수를 늘림으로써 우연오차는 해결 할 수 있음
- 계통오차(systematic error): 측정할 때마다 그 값이 항상 같게 나타날 때 측정
값과 참값의 차이를 나타내는 오차로써 보정값이나 보정인자를 적용하여 보정
이 가능한 값
▷ 측정불확실성(measurement uncertain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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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불확실성 : 측정결과에 관련하여 측정량을 합리적으로 추정한 값의 분산특
성을 나타내는 파라미터로 참값이 존재하는 범위를 나타낸 추정값
- 측정불확실성의 원인
(1) 측정량에 대한 불완전한 정의
(2) 측정량의 정의에 대한 불완전한 실현
(3) 대표성이 없는 표본추출
(4) 측정 환경에 대한 지식 부족 및 환경조건에 대한 불완전한 측정
(5) 아날로그 기기에서의개인적인 판독차이
(6) 기기의 분해능과 검출 한계
(7) 측정표준과 표준물질의 부정확한 값
(8) 외부자료에서 인용하여 사용한 상수와 파라미터의 부정확한 값
(9) 측정방법과 측정과정에서 사용되는 근삿값과 여러 가지 가정
(10) 외관상 같은 조건이지만 반복적인 측정에서 나타나는 변동
▷ 측정불확실성 계산과정
-

표준불확도(standard uncertainty)
- A형 불확도(type A evaluation of uncertainty,  ) :취득한 일련의 관측 값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구한 불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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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불확도(type B evaluation of uncertainty,  ) : 일련의 관측 값이 통계적
인 분석이 아닌 관련재료와 기기의 거동 및 특성에 대한 경험이나 일반지식,
제작자의 규격, 교정 및 기타 인증서에 주어진 데이터, 핸드북에서 인용한 참
고자료 등으로부터 제공된 표준불확도에 적정인자를 곱하여서 계산되어지는
불확도
▷ 합성표준불확도(combined standard uncertainty of a measurement,  )

- B







-

측정결과가 여러 개의 다른 입력량으로부터 구해질 때, A형/B형으로 구한 개
개의 불확도를 각 입력량의 변화가 측정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가중된 분
산의 양의 제곱근으로 상관관계의 영향을 받는 불확도
  

▷




      

확장불확도(expanded uncertainty of a measurement, 




)

측정량이 확실하게 존재할 것으로 기대되는 범위를 산정하기 위하여 합성표준
불확도에 인자를 곱하여 구한 불확도
♦ Venturi 유량측정의 불확실성 해석
▷ Venturi 유량측정의 불확실성 해석 프로그램 개발
- 제작언어 : Visual BASIC 6.0
- 불확실성 해석 프로그램의 기본 파라미터: 실제 venturi에서의 유량은 각각 5
개의 독립변수로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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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즐단면적 
  방사계수
   압력차   

-



 밀도   



 단면비

불확실성 프로그램 내용: 주대화상자(측정값의 단위 선택, 입력 대화상자 호출,
불확도 계산 등을 수행), 입력 대화상자(불확도 성분을 각각의 파라미터에 맞
추어 A형과 B형으로 분류하여 입력 가능), 그리고 결과 대화상자(계산된 불확
도를 나타내며 결과값의 출력가능)로 구성

그림 36. Venturi 유량측정의 불확실성 해석 프로그램의 주 대화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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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Venturi 유량측정의 불확실성 해석 프로그램의 입력 대화상자

그림 38. Venturi 유량측정의 불확실성 해석 프로그램의 결과 대화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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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조건
개

- Swirl number :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

유량의 범위 : 5 m /h, 10 m /h, 15 m /h 20 m /h (4개)
▷ 계산과정: 해석은 각각의 독립변수에 따라 요소별로 계산
- 노즐 단면적(A )의 불확도(B형 표준불확도) : 직경을 측정한 버니어캘리퍼스의
불확도는 성적서로부터 0.02 mm, 노즐단면적은 노즐의 직경(d)에 의한 식으
로 다음과 같이 표현
3

-

3

3

3

2

±



 ×  

       



측정값에 대한 한계값(상한 및 하한)만이 추정 가능하고 구간 내에 측정값이
있을 확률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대칭 직사각형 분포라고 가정

  
- 직경의 표준불확도 :     


-

-


×   
단면적에 대한 표준불확도 :      
 






 


  ×   

  

-

방사계수(C )의 불확도(B형 표준불확도) : 방사계수의 변화는 성적서로부터
1%이내이고 한계값만을 추정
D

±

  ±    ×   ± 

-

방사계수의 불확도는 대칭직사각형 분포라고 가정

-

방사계수의 표준불확도 :  

-

압력차(ΔP)의 불확도 : 압력차의 불확도는 B형 표준불확도와 A형 표준불확도
의 합성표준불확도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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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압계(B형 표준불확도)
- 차압계는 성적서로부터 다음과 같이 계산
(1)

∆   ±  ×     ±   

-

대칭직사각형 분포라고 가정

    
 ∆     



측정 차압(A형 표준불확도)
- 차압계의 반복측정에서 측정값의 개수(N)는 200
(2)

 


   
 



 




      



계통오차가 포함된 측정차압의 경우 : 포함 유무에 따른 결과 비교
- 선회 수의 영향이 venturi의 측정정확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선
회 수가 0일 때 압력차의 평균을 협정참값으로 정의
- 선회 수의 변화에 따른 압력차의 계통오차에 의한 불확도를 다음 식을 사용
하여 계산하여 표준불확도 성분의 계산에 포함
(3)

      
     
       

표 7. 선회강도가 0인 측정값과의 계통오차
Swirl
number

0.1

0.2

5m3/h

2.11206

10m3/h

4.61908

3
3

15m /h
20m /h

0.3

0.4

0.5

0.6

0.7

0.8

0.9

1.97193

2.057

1.56599

2.06968

2.09978

2.25888

2.16169

13.4502

6.88722

5.92951

5.50294

8.24692

7.30416

9.81196

8.43263

156.039

8.32186

8.87353

8.92525

8.78996

18.1871

23.2618

27.6761

18.5547

341.409

18.0763

21.5045

23.0077

28.3655

40.4174

44.8775

57.7584

32.7497

60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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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평균 차압(mmH O)
2

Swirl
number
5m3/h

0

0.1

0.2

0.3

0.4

0.5

0.6

0.7

0.8

0.9

52.547

54.556

54.409

54.499

53.972

54.512

54.544

54.711

54.609

65.982

10m3/h

203.97

208.53

210.82

209.86

209.43

212.19

211.24

213.76

212.37

360.00

15m3/h

451.54

459.84

460.39

460.45

460.31

469.72

474.8

479.21

470.09

792.95

786.93

805

808.43

809.93

815.29

827.34

831.81

844.69

819.68

1392.1

3

20m /h

표 9. 차압의 A형 불확도(mmH O)
2

Swirl
number
3
5m /h

0.1

0.2

0.3

0.4

0.5

0.6

0.7

0.8

0.9

0.09407

0.08634

0.09077

0.06622

0.09155

0.09293

0.10101

0.09651

0.60475

10m /h

0.10816

0.16107

0.1386

0.12904

0.1944

0.17156

0.23197

0.19965

3.25015

15m3/h

0.1322

0.13834

0.14003

0.13892

0.28945

0.37014

0.44091

0.29669

4.7869

20m3/h

0.21837

0.25647

0.27597

0.34214

0.48694

0.54057

0.69562

0.39653

6.41456

3

-

밀도(ρ)의 불확도(A형 표준불확도) : 물의 밀도는 온도측정 불확도들로부터 발
생, 질량그룹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근거로 한 회귀식을 사용하여 계산
               

- K-type

열전대의 측정정확도 :

±0.1°C,

대칭직사각형 분포를 가정


   
    



     


    
       

 


   


×   


           ×   

-

단면비(β)의 불확도(B형 표준불확도) : 단변비는 다음과 같이 직경에 의해 결정
          

     ± 
             

비대칭 직사각형 분포라 가정하고 표준불확도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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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성표준불확도

     






  






 
 

 









  
  
   
  
  










   
  
 
 
 





 
 


 





 

 

 

 

 

는 각각의 독립변수의 민감도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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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불확도 : 명시된 신뢰수준에서의 확장불확도는 다음 식과 같이 포함인자와
합성표준불확도의 곱으로 계산
       

측정결과는  ±  로 간단히 표현되고 95%의 신뢰수준에서의 포함인자는
와 같이 표현됨
1.96이고 상대 확장불확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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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측정 실험결과
- venturi 유량측정의 불확도가 유량 조건이 10 m /h 이상에서는 선회 강도에
관계없이 확장불확도가 1.2% 정도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음
- 즉, 선회 강도가 유량측정의 불확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
는데, 선회 강도는 유동의 방향성을 교란하고, 실제 유량 측정에 있어서는 거
의 영향을 미치지 않음
- 5 m /h의 적은 유량에서는 1.7% 정도의 비교적 높은 불확도를 가짐 : 일반적
으로 고유량 조건에 비해 저유량 조건에서 높은 불확도를 갖음을 알 수 있는
데, 이것은 저유량에서의 구동 펌프의 특성에 기초로 함
- 전체적으로 venturi 유량측정에서의 불확도는 저유량을 제외하고는 1.2% 정도
의 불확도를 가짐을 알 수 있음
- RCP 성능시험설비의 유량측정에 대한 불확도 0.75% 미만은 실제 시험설비의
가동과는 다소 벗어난 수치임을 알 수 있고, 실제 유량 측정에 있어서 불확도
1% 미만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움
▷ 계통오차가 포함된 venturi 유량측정 실험결과
- 차압에 의한 계통오차를 표준불확도 성분의 계산 과정에 포함하면 선회 강도
와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불확도가 단순하게 증가
- 선회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점진적을 증가하여 선회 강도가 0.8에 이르면 거의
5% 정도로 증가함
- 선회 강도 0.9에서 20 m /h의 유량일 때, 약 40%이상의 높은 불확도가 나타남
: 선회 수가 매우 클 경우 차압측정에서 큰 계통오차를 발생시키고 따라서 불
확도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차압계에서 발생하는 우연오차만을 고려한 경우와 계통오차를 포함한 경우를
비교하면 선회강도가 증가하더라도 차압계의 우연오차는 크게 증가하지 않지
만 계통오차는 크게 증가하고 그로 인해 측정불확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venturi

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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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venturi 유량측정의 선회 수에 따른 불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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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계통오차를 포함한 venturi 유량측정의 불확도

그림 41. 계통오차의 유무에 따른 venturi 유량측정의 불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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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Venturi

유량측정에서 선회 강도의 영향에 따른 불확도를 측정 및 해석하였

음
▷ 계통오차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venturi 유량측정의 불확도는 저유량을 제외
하고는 1.2% 정도로 선회 강도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일정한 값을 가짐
▷ 계통오차를 포함한 경우, 선회 강도 0.8 이하에서는 선회 강도의 증가에 따라
단순하게 증가며 약 5% 정도의 불확도를 가짐
▷ 선회 강도가 0.8을 초과할 경우 계통불확도가 매우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전
체불확도도 매우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음

유량측정의 불확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보다 정밀하게 압력차를 선정할 수 있
는 차압계의 선정이 매우 중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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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터플라이 밸브에 의한 유량 불확실도 영향 평가
♦ 개요
▷ 목적
- RCP 시험설비의 Main 유량제어 장치인 버터플라이 밸브의 유량제어 특성 파
악
- 버터플라이 밸브의 개도에 따른 유량측정 불확실도 평가
버터플라이 제어밸브 특성
▷ 구조

♦

회전(0 ~90 ) 동작하는 밸브로서 원형 디스크를 조정 요소로 사용
- 글로브 밸브 대비 소형(바디 사이즈 50%이상 감소), 경량(총중량 70%이상 감
소)으로 공간/중량 제한 장소에 유리
- 1/4

°

°

그림 42. 플렌지형 버터플라이 밸브(좌), 버터플라이 제어밸브(우)
특성 및 장단점
- 높은 유량계수로 대유량에 유리
- 밸브 축이 회전 동작으로 작동되므로 선형 동작밸브에 비해 추력이 작아져 상
대적으로 작은 액츄에이터 사용 가능
- 높은 압력회복의 특성으로 인하여 압력저하가 큰 곳에 설치될 경우 공동화
(Cavitation) 현상의 발생가능성이 높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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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설비 내부의 버터플라이 밸브
▷ 설치 조건 및 사양
- 오리피스 형태의 주 유동저항을 보조하는 보조 유동 저항으로서 기능
- 버터플라이 밸브 개도 변화에 따라 Runout 조건에서 최소유량 조건(정격의
90%)까지 RCP 시험 조건에 따른 유량 조정기능
- ANSI 2500 pressure level
- 유동 시뮬레이션 결과 Runout 조건(Main Loop 최대유량 10 m /s)에서
2-branch 설치 시 각 branch당 최대 2.85 m /s의 유량 필요
- 버터플라이 밸브가 설치되는 브랜치의 배관경은 내경 24 inch로 설계를 진행하
고 있음: 이는 현재 ANSI 2500 pressure level을 만족시키는 대부분의 밸브 상
용제품의 최대 내경이 24 inch이기 때문이며 그 이상의 크기를 제작가능한 밸
브 vendor 존재시 브랜치 개수를 줄이기 위해 상향조정 가능
- 유량측정 시스템(벤투리 미터) 설치위치 이전에 유동 안정화를 위한 직관부의
길이가 현재 설치 공간상 최대 15D로 예상됨

♦ RCP

3

3

그림 43. RCP 시험설비의 버터플라이 밸브 설치 위치 개략도
▷ 버터플라이 밸브의 제어 특성
- 일반적인 버터블라이 밸브의 손실계수 특성은 그림 44와 같이 전개 상태에서
부터 밸브를 닫으며 개도를 줄여감에 따라 초기에는 변화량이 미미하다가 60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이에 따라 초기개도(0 ~20 ) 영역에서는 개도 변화에 따른 손실계수 또는 유량
변화가 미미하여 유량제어가 불가능한 특성을 보이며, 많이 닫은 개도 60 에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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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의 영역에서는 압력변화가 극심하여 후류 유동이 불안정하므로 유량변
동이 심한영역으로 분류됨
90°

그림 44. 개도에 따른 버터플라이 밸브의 손실계수 변화
버터플라이 밸브 개도에 따른 유량측정 불확실도 시험장치
▷ 시험장치 개요
- 기본 loop 및 측정장비는 Swirl 강도에 따른 유량측정 불확실도 시험장치와 동
일
- Test section으로 버터플라이 밸브의 거동을 모사할 수 있는 시험부 제작
- 10 단위로 개도 고정이 가능하며 가시화 가능

♦

°

그림 45. 버터플라이 밸브 시험부의 전개 (개도 0 )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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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버터플라이 밸브 시험부 전체 모습

그림 47. 시험설비 장착 모습
시험조건
- 버터블라이 밸브 개도: 0 , 10 , 20 , 30 , 40 , 50 , 60 , 70 , 80
- 직관부 길이: 5D, 10D, 15D
- 입구 유량: 5 m /h, 10 m /h, 15 m /h, 20 m /h
▷

°

3

°

3

°

°

3

▷ Data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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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

°

°

벤투리 미터를 이용한 불확실도 계산 방식은 Swirl 강도에 따른 불확실도 측정
실험과 동일
- 계통오차(B형 표준불확도): 버터플라이 밸브로부터 기인한 유동의 영향이
venturi의 측정정확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버터플라이 밸브의 개도
가 0 일 때 압력차의 평균을 참값으로 가정하고 버터플라이 밸브의 개도를 증
가시키며 후류의 변화에 따른 압력차의 계통오차에 의한 불확도를 계산
- 확장불확도 : 명시된 신뢰수준에서의 확장불확도는 다음 식과 같이 포함인자와
합성표준불확도의 곱으로 계산
-

°

       

*

측정결과는  ±  로 간단히 표현되고 95%의 신뢰수준에서의 포함인
자는 1.96이고 상대 확장불확도는   와 같이 표현됨
  

  

  

시험 결과
- 그림. 48에 표기된 불확실도는 상대확장 불확도임
- 개도 60 까지는 유량 측정에 대해 각 유량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음
- 개도 60 이후부터 유량 측정의 불확실도가 급격히 증가함
▷

°
°

그림 48. 버터플라이 밸브 개도에 따른 상대 확장 불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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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결과 분석
- 10 m /h의 경우 80 까지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음
- 20 m /h의 경우 70 이후 영역에서 cavitation 발생으로 유량 측정 불가
- 측정된 데이터로 추정할 경우 10 m /h는 80 부근에서, 15 m /h는 70 부근에
서, 20 m /h는 60 부근에서 불확실도의 급격한 증가가 관찰 될 것으로 예상
됨
-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더 빠른 개도(덜 잠긴 개도)에서 불확실도가 급격히 증
가하는 지점이 발생됨
▷

3

°

3

°

3

3

°

3

°

°

그림 49. 버터플라이 밸브 개도에 따른 상대 확장 불확도 추세 예상선
버터플라이 밸브 개도에 따른 후류의 유동 가시화
▷ 시험 개요
- PIV 장비를 이용한 유동 가시화
- 개도에 따른 유동변화 측정
- 버터플라이 밸브 개도 변화에 따른 후류의 난류강도 변화 계산
▷ 시험 결과 요약
- 버터플라이 밸브 개도에 따른 후류 속도장 가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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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터플라이 밸브 개도에 따른 후류 난류강도 계산

그림 50. 입구유량 20 m /h에서의 속도분포 가시화 결과
(개도 0 (좌), 개도 60 (우))
3

°

°

그림 51. 입구유량 20 m /h에서의 난류강도 분포
(개도 0 (좌), 개도 60 (우))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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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버터플라이 밸브의 개도에 따른 유량측정의 불확도를 확인
▷ 계통오차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venturi 유량측정의 불확도는 1.5% 이하로
선회강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일정한 값을 가짐
▷ 계통오차를 포함한 경우 개도 60 이상에서 급격히 불확도가 증가했으며 최
대 4%까지의 불확도의 증가를 보임
▷ 버터플라이 밸브 입구유량의 변화에 따라 불확도가 증가하는 개도가 달라지
며, 입구유량이 큰 경우 더 낮은 개도에서 유량 측정 불확도의 변화가 일어남
▷ 유량측정의 불확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버터플라이 밸브의 개도 변화에 대하
여 60 미만으로 제한을 줄 필요가 있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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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건전성 검토 방안
○ 전체 개요
▷ 배관계의 허용 진동레벨
- 유압펌프 관련 표준: www.pumps.org 참고
- ANSI/HI 9.6.4는 수평 및 수직 원심펌프의 표준을 포함
- RMS의 진동 속도 사용 추천
- 펌프의 유형을 확인하고 모터 자체의 진동특성에 따라 기준을 잡아야 함
- 허용 운용 범위 내에서 배관계의 진동관점에서 유동속도를 제한해야 함
▷ 배관계의 진동 특성

▣

정상운전 조건에서는 모터의 회전 주파수와 이의 배수 주파수에서 주요한 토
널 진동원이 존재하며 1 kHz이하의 저주파수 진동에 대한 배관계 설계가 필
요
- Cavitation이 발생하는 비정상 운전조건에서는 진동이 급격히 심해지며 이 경
우 진동특성은 매우 높은 주파수까지의 광대역에서 진동이 발생
- 모세관과 같은 유량제어 장치에서 발생하는 고속의 유체 유동은 배관계의 유
체유발 진동을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피로파괴로 연결될 수 있음
- 유동내부의 동적 맥동유동 또한 저주파수의 배관계 진동을 유발할 수 있음
- 배관진동 뿐만 아니라 방사 소음 저감 기술 적용 필요
▷ RCP 배관계 진동에 관한 주요 설계 인자들
- 저진동 모터의 선정 및 진동원 주파수 특성 파악
- 배관계의 자유진동 해석을 통한 500 Hz이하의 공진 주파수 파악
- 모터에 의한 구조적 가진에 의한 응답특성 분석
- 내부 유체의 맥동류와 유체유발 진동에 관한 고찰
- 비정상 운전 조건에 대한 진동 저감 방안
- RCP 배관계의 진동 저감을 위한 마운팅 위치와 감쇠기법 적용
- 방사 소음 저감 및 차음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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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계의 자유진동 특성
♦ 개요
▷ 목적
- RCP 배관계의 저주파수 대역의 공진 주파수 및 진동 모드 분석을 위한 자유
진동해석 필요
- 공진회피 설계 및 지지부의 위치 결정에 반영될 필요 있음
- 전반적인 구조적 강성을 유추하는데 이용 가능
▷ 자유진동 해석 결과물
- 배관계의 쉘과 솔리드 유한요소에 의한 격자 형성
- 20~500 Hz 범위내외의 저주파수 공진 주파수들 파악
- 공진 주파수들에 대응하는 진동모드 형상 파악
- RCP 모터의 주요 가진 성분과의 비교를 통한 공진 가능성 타진

○ RCP

시험설비의 공진 및 제진 설계 방안
♦ 개요
▷ 목적
- RCP 모터의 주요 가진 주파수 특성파악 필요
- 저주파수 대역에서의 강제진동 특성 해석
- 공진회피 설계 방안 및 제진 방안 검토 필요
▷ RCP 시험설비의 가진 특성
- APR1400형 RCP는 240 Hz Dominant Frequency의 Biharmonic Mode임(120
Hz, 480 Hz)
- 동압(dynamic pressure) 변동압의 강도는 1 psi급
- 저주파수 대역에서의 강제진동 특성 해석 (향후 해석 필요)
- 강제진동에 의한 구조물의 동적 응력 수준이 피로파괴를 유발할 수 있는 응력
범위 드는지 파악 필요함

○ R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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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설비의 제진 및 마운팅 장치
- 계속적인 진동이 존재하는 RCP 시스템은 공진회피 설계 뿐만 아니라 제진처
리를 통한 피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지면과 마운팅 되는 부분의 위치 및 연결부의 제진 방법이 결정되어야 함
- 참고문서: ASHRAE Applications Handbook (Chapter 47 of 2003 Handbook)
- 지지 구조부의 강성은 진동감쇠용 방진 마운터의 강성에 비해 10배 이상이 높
아야 함
- 진동감쇠 장치들의 예를 다음 그림. 52 ~ 58에 표시함
▷ RCP

그림 52. 방진패드

그림 53. Fiberglass and Neoprene 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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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Restrained spring mounts

그림 55. Pneumatic isolator (Airbag)

그림 56. Flexible pipe conn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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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Pipe hangers

그림 58. Isolated Makeup water pipe
○

유체유발 진동에 대한 고찰
▷ 유체유발 진동의 발생 유형 및 특성
- 플랜트의 정상 가동상태에서 배관계에 영향을 주는 진동은 주로 배관내의 유
체유동에 의한 것으로, 유체기기의 운전특성에 의한 구조적 가진과 배관계의
기하학적 특성과 운전상태에 의한 유체유발진동의 구분할 수 있음
- 유체유동의 와류현상(vortex shedding), 유동난류(flow turbulence), 배관내의
마찰에 의한 압력강하로 인한 압력맥동(pressure pulsation),공동(Cavitation) 등
으로 인한 정상상태 진동(steady-state vibration)과 급격한 과도한 진동이 발생
할 수 있음
- 많은 수의 응력반복으로 인하여 주로 응력이 집중된 배관 접합부위에 국부적
인 피로파괴를 일으키며 결과적으로 발전소 정상운전과 안전성에 저해되는 요
인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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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진동의 여러 요인 중에서 배관계의 특정 형상에 따른 유체 흐름의
저항이 되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와류는 특정 주파수대역(Frequency Bands)의
압력맥동을 일으킴
- 압력 맥동 주파수는 유속에 비례하며 계통유동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으며 와
류 맥동주파수가 배관의 고유진동주파수나 음향주파수와 일치할 때는 유동와
류는 배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
- 특히 유동와류에 의하여 응력집중현상이 두드러진 배관접합부나 굽힘부에서
이와 같은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관진동과
아울러 배관계의 응력집중현상을 고려하여 배관진동문제를 해결하여야 함
- 내부 고속유동 영역에서의 유체유발진동 가능성이 존재하며 따라서 최대 유동
속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압력맥동에 의한 진동
-

유체의 주요 압력맥동는 펌프의 회전수와 날개 개수에 의해 결정되는데 회전
수와 날개개수를 알면 유체의 주요 맥동 주파수는 다음과 같이 결정될 수 있
음
맥동주파수(Hz) = 회전수(RPM) X 날개개수 / 60
- 직접적으로 내부의 동압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배관계에 수직하게 설치
하여 압력맥동의 주요 주파수들을 파악할 수 있으나 배관계로 전달되는 고체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flexible pipe로 연결할 필요가 있음
- 배관계의 진동을 가속도계로 측정하는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으로 배관계 주위
의 방사되는 소음을 측정하면 주요 맥동 주파수 성분을 파악할 수 있음
- 압력맥동에 의한 배관계의 진동은 배관계의 구조적인 공진과 결부되어 있어서
자유진동해석에 의해 나온 고유진동수와의 비교를 통해 문제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음. 고유진동수와 근접한 경우에는 펌프의 설계인자를 바꾸거나 혹은 배
관계의 고유진동수를 변경하는 방안이 필요함
-

-

그림 59. 배관계 내부의 유동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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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 유동에 의한 배관계의 진동
- RCP 시스템은 유량제어용의 오리피스가 들어가게 되고 출구유속이 빨라짐에
따라 오리피스 후반부에서 배관계의 진동이 크게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대한 유동의 동적특성을 고찰하기 위한 내부유동해석이 필요하며 발생하
는 동압의 특성을 해석 및 실험적으로 알아내는 것이 필요함
- 오리피스 전후단에 진동 및 소음 저감 목적의 부틸러버 형태의 제진처리가 가
능하다면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상용화 되어있는 유체유발진동해석 프로그램은 대표적으로 ANSYS와
Adina가 있으며 두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체 배관내부의 동적 유동특성과 유
체유발진동문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배관계의 진동 및 피로파괴 관점에서 구조적인 강성을 고려한 내부유동의 최
대속도를 제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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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nturi
○

유량계 기술조사

개요

시험설비의 유량 측정장비로 사용될 대유량 벤투리의 제작 가능성과 기
술적 현안을 파악하기 위함
- 이를 위해 시장 점유율 및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영국의 ABB 사와 미국의
Daniel 사를 직접 방문하여 제조상의 기술적 문제와 검교정 설비에 대한 조사
를 수행함
○ ABB사 (영국)
- ABB는 영국에 본사를 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엔지니어링 회사로 주로
발전설비와 공정자동화, 계장 등의 플랜트 관련 사업을 하는 업체임
- RCP

그림 60. 누설시험중인 벤투리 튜브

그림 61. 유량계 검교정 설비 실내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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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토의 (ABB, UK)

벤투리 제조관련 토의
- RCP 시험설비 운전조건 (300℃, 150기압)에 대해 벤투리 제작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확인
- 현재 Stainless Steel, Carbon Steel 이외에도 Duplex alloy로도 벤투리 제작을
하고 있음
▷

▷

벤투리 검교정 관련 토의

순환식으로 reference로는 electromagnetic flow meter를 사용. 최대 2.5 ton/s
의 유량을 시험할 수 있으며 직경은 30 inch 배관까지 연결할 수 있음
- 대형 벤투리에 대하여 가스는 외부기관인 advantica flow center에서 교정.
Advantica는 최근에 세계 최대의 벤투리를 검교정하였으나 가스 유량계만 검
교정할 수 있다고 함
- 물이 작동유체인 경우 ABB사의 Stonehouse Site의 검교정 설비에서 검교정한
다고 함
-

유량계 검교정 설비
- 작동유체: 물
- 운전조건: 1 bar, 20℃
- 최대 입출구 배관 직경: 내경 2400 mm
- 최대 유량: 2.5 m /s
- Reference flow meter의 uncertainty: 0.1%
▷

3

사 (미국, 캐나다)
- Daniel사의 정식 명칭은 Daniel Measurement and Control로서 Emerson
Process Management사의 자회사임. Emerson Process Management사는 공정자
동화, 계장 등의 플랜트 관련 사업을 하는 업체이며 Daniel Measurement and
Control사는 유량계측기기에 특화되어 있음
- 본사는 미국 텍사스주에 있으며, 유량계측기기 관련 부서를 모두 캐나다 캘거
리에 이전하였음

○ Dani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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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토의 (Daniel, Canada)

벤투리 제조관련 토의
- Daniel사는 벤투리튜브를 machining과 welding으로만 제작함. casting으로는
제작하지 않음
- 재질에 대해서는 가공 측면에서는 carbon steel이 유리하나, 설계요건을 충족시
키는데에는 SUS 재질이 유리함. 현재 Daniel에서는 핵심 벤투리튜브는 SUS 재
질로 절삭가공하고, 벤투리 튜브 전후단의 수축확장배관은 carbon steel로 제작
하여 용접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함
- 제시한 운전조건 (290℃, 150bar)에 적용가능한 벤투리 튜브 제작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함
▷

벤투리 검교정 관련 토의
- 현재 Daniel에서는 자체적인 검교정 설비는 가지고 있지 않음
- 외부 검교정 기관에 의뢰하여 성능을 평가함
- 현재 북미에 대유량 벤투리를 검교정 할 수 있는 기관으로 3곳을 추천받았으
며, Daniel사도 이 3곳에서 검교정을 실시함
▷

(1) Alden Lab.

(2) UTAH water research laboratory
(3) CESSI

-

○

상기 검교정기관 모두 대유량 검교정은 가능하나 상온/상압 조건에서만 시험
을 수행함

결론
대유량 정밀 유량계측기기 제조업체 방문성과
- 대유량 정밀 벤투리미터를 생산 할 수 있는 제조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생산현
장과 품질관리 과정을 확인하였고, RCP 시험설비의 사양에 맞는벤투리 미터의
구매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음
- 유럽과 북미의 대유량 검교정 설비를 방문하였고 RCP 시험설비에 적용되는
벤투리의 고온/고압의 검교정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보다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향후 지속적인 기술적 교류를 하기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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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CP Loop

시험설비의 유량 측정 불확도 예측

개요
▷ 목적
- RCP 시험설비의 실제 유량 측정에 앞서 시험설비의 벤투리를 이용한 유량 측
정의 불확도를 사전에 예측하고, 유량 측정에 미치는 주요 측정인자들의 불확
도 영향 검토
- RCP 시험설비의 유량 측정 불확도 목표(0.8%)를 만족하기 위해, 벤투리를 이
용한 불확도 측정 감소 방안 파악
♦ 유량 측정의 불확도 예측의 주요인자
♦

▷

벤투리를 이용한 유량 측정의 주요인자(major parameter)

    




∆ 

    

벤투리 차압 (Differential Pressure, ΔP)
- 벤투리 (Discharge Coefficient, C )
- 벤투리 직경비 (β=d/D)
- 벤투리 수축부 면적 (Area, A )
- 밀도 (Density, ρ)
▷ 불확도 예측 프로그램
- 앞의 불확도 측정 프로그램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동일한 “벤투리를 이용한
유량 측정 불확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벤투리를 이용한 유량 측정의 불확도
를 예측하였음
-

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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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설비의 실제 작동조건에 맞는 유량 측정의 불확도 예측
▷ RCP 시험설비의 작동조건에 의한 유량 측정
- RCP 시험설비의 직경 : 36“
- 벤투리 직경비 (β) : 0.75
- 밀도 (ρ) : 603.1 kg/m
- 벤투리 방사계수 (C ) : 0.995
- RCP 시험설비 작동 온도 : 290 ℃
- RCP 시험설비 작동 압력 : 150 bar
- RCP 시험설비 작동 최대 유량 : 12 m /sec

♦ RCP

3

D

3

그림 62. RCP 시험설비의 버터플라이 밸브 설치 위치 개략도
주요인자 변화에 따른 유량 측정 불확도 예측
▷ 차압 측정의 영향
- 차압 측정의 영향을 고찰하기 위해, 벤투리를 이용한 유량 측정에서 차압 불확
도의 변화 이외에 다른 주요인자는 변하지 않는 조건에서 유량 측정 불확도를
예측함
- RCP Loop 시험설비에 적용되는 차압계(differential pressure transmitter)를 선
정하기 전에 시험설비의 차압 측정 범위를 검토함
- 시험설비를 최대 유량인 12 m /sec 조건으로 작동하였을 때, 차압계에서 측정
되는 차압의 측정값은 약 2.2 bar 정도로 계산됨
- 차압 측정이 벤투리 유량 측정의 불확도에 미치는 영향은 차압계의 측정 정도
(resolution)에 따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2차년도 RCP Loop 시험모사장치에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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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한 차압계 (Yokogawa, EJA110A-H)를 기준으로 보다 우수한 차압계를 적
용하였을 때의 유량 불확도에 미치는 차압계의 영향을 불확도 예측 프로그램
을 통해 검토함
- 다음 표의 case 2는 2차년도 RCP Loop 모사 시험 장치에서 사용된 차압계임
- 아래 그림에서 나타나 있는 결과와 같이 case 1은 case 2에 비해서 측정 정도
가 우수한 차압계를 이용하였을 때의 결과를 보여주는 데, 유량 측정의 불확도
는 1.144% (case 1)과 1.145% (case 2)로 나타남
- 이와 같이 차압계의 측정 정도의 변화가 벤투리 유량 측정의 불확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음
표 10. 차압 측정의 검토에 사용된 차압계와 측정 불확도
CASE

Company

Model

Press Range

Accuracy

uncertainty(bar)

1

Yokogawa

EJX110A-H

25 to 5000 mbar

0.04% of span

0.0011547

-

Honeywell

STD130

0 to 7,000 mbar

0.0375% of span

0.001515544

-

Omega

PX751

0 to 1000 inH2O

0.075% of span

0.001868167

2

Yokogawa

EJA110A-H

0 to 500 kPa

0.065% of span

0.001876388

(a) case 1

(b) case 2

그림 63. 차압 측정의 영향에 대한 유량 측정 불확도 예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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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계수의 영향
- 방사계수의 영향을 고찰하기 위해, 벤투리를 이용한 유량 측정에서 방사계수의
측정 불확도 변화 이외에 다른 주요인자는 변하지 않는 조건에서 유량 측정
불확도를 예측함
- 방사계수의 불확도는 대개 벤투리 메이커에 의해 보증되고, 세계 주요 벤투리
메이커인 Daniel사나 ABB사의 경우에는 방사계수 불확도는 0.5% 정도의 값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상온/상압의 조건 하에서)
- 본 연구에서는 방사계수의 불확도를 6 가지 조건 (0.5%~1.0%)으로 변화하며,
방사계수의 불확도 변화가 유량 측정 불확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음
- 방사계수의 불확도 변화 6가지 조건
(1) δC = 1.0 % : 2차년도 RCP 시험모사장치에 적용한 벤투리
▷

D

(2) δCD = 0.9 %
(3) δCD = 0.8 %

(4) δCD = 0.7 % : ASME PTC 19.1-2005
(5) δCD = 0.6 %

예제에 근거

(6) δCD = 0.5 %

아래 그림에서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방사계수의 불확도 변화는 실제 유량
측정의 불확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case 1은 방사계수의 불확도가 1.0% 일 때, 유량 측정의 불확도는 대략 1.144%
로 나타남
- 방사계수의 불확도를 감소시키게 되면 그림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유량 측
정의 불확도가 다음의 표와 같이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음
- 실제 RCP Loop 시험설비에서 요구하는 유량 측정의 불확도가 0.8% 정도이므
로, 조건을 만족하는 결과는 case 6, case 7에서는 만족할 수준의 불확도를 가
짐
- 따라서 벤투리를 선정하는 데에 있어 방사계수의 불확도가 최소 0.7% 미만을
만족하면, RCP Loop 시험설비의 유량 측정 불확도를 만족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
표 11. 방사계수의 변화 조건 6가지 case와 측정 불확도 예측 결과
-

CASE

1

3

4

5

6

7

δCD

1.0%

0.9%

0.8%

0.7%

0.6%

0.5%

δQ

1.144%

1.032%

0.920%

0.809%

0.699%

0.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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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1

(b) case 3

(c) case 4

(d) case 5

(e) cas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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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case 7

그림 64. 방사계수의 영향에 대한 유량 측정 불확도예측 결과
▷ 밀도의 영향
- 밀도의 영향을 고찰하기 위해, 벤투리를 이용한 유량 측정에서 밀도의 측정 불
확도 변화 이외에 다른 주요인자는 변하지 않는 조건에서 유량 측정 불확도를
예측함
- RCP Loop 시험설비 작동조건(온도 290℃, 압력 150 bar)에서의 밀도 기준은
대략 603.136 kg/m 의 값을 가짐
- 본 연구에서는 밀도 불확도를 4 가지 조건으로 변화하며, 밀도의 불확도 변화
가 유량 측정 불확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음
- 밀도의 불확도 변화 4가지 조건
(1) δρ = 0.03 kg/m : ASME PTC 19.1-2005의 상온/상압에 근거
3

3

3

(2) δρ = 3 kg/m

3

(3) δρ = 6 kg/m

고온/고압에서 상온/상압의 불확도 300배
- 실제 RCP Loop 시험설비 가동 중 온도변화 290℃ 10℃ 정도이므로, 실제 밀
도변화에 의한 불확도는 3 kg/m 보다 현저히 낮을 것으로 예상됨
- 아래 그림에서 나타나 있는 결과와 같이 밀도의 불확도 변화는 실제 유량 측
정의 불확도에 다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표 12. 밀도의 변화 조건 4가지 case와 측정 불확도 예측 결과
3

(4) δρ = 9 kg/m :

±

3

CASE

1

8

9

10

δρ

0.03 kg/m3

3 kg/m3

6 kg/m3

9 kg/m3

δQ

1.144%

1.243%

1.50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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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1

(b) case 8

(c) case 9

(d) case 10

그림 65. 밀도의 영향에 대한 유량 측정 불확도예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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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투리 직경비와 수축부 면적의 영향
- 2차년도에 제작한 RCP Loop 모사시험장치의 배관직경 2″
- RCP Loop 시험설비의 배관직경 36″
- RCP Loop 시험설비의 배관직경이 모사시험장치보다 18배
- 36″직경 측정오차는 2″직경 측정오차의 18배로 가정하여 벤투리 직경비(β)와
수축부면적(A )의 표준불확도를 계산함
- 결과적으로 벤투리 직경비(β)와 수축부 면적(A )의 영향은 유량 측정의 불확도
변화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벤투리 유량 측정의 주요인자의 불확도 변화에 따른 결과 정리
- 벤투리 유량 측정의 주요인자의 불확도 변화가 RCP Loop 시험설비의 실제 유
량 측정의 불확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될 수 있음
- 주요인자의 불확도 변화에 따른 RCP Loop 시험설비의 유량 측정의 불확도 예
측 결과, 방사계수의 불확도가 가장 민감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따라서 RCP Loop 시험설비에서 고온/고압에 적합하고 방사계수의 불확도가
낮은 벤투리를 선택해야 함
표 13. 벤투리 유량 측정의 주요인자의 불확도 변화에 따른 결과 (10 case)
▷

2

2

Parameters

Values

Relative Standard Uncertainty

Standard Case

CASE 1

1.144 %

Differential Pressure

CASE 2

1.145 %

0.9 % (CASE 3)

1.032 %

0.8 % (CASE 4)

0.920 %

0.7 % (CASE 5)

0.809 %

0.6 % (CASE 6)

0.699 %

0.5 % (CASE 7)

0.590 %

CD

3

ρ

3 kg/m (CASE 8)

1.243 %

6 kg/m3(CASE 9)

1.503 %

3

9 kg/m (CAS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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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 %

결론
▷ 차압계 선택의 영향
- 2차년도 RCP 모사시험장치에서 사용한 차압계와 보다 우수한 차압계를 적용
하였을 때, 유량불확도는 약 0.001%의 차이를 보여 차압계의 영향은 거의 무시
할 수 있음
- 현재 제시된 차압계의 사양만 만족한다면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파악됨
▷ 방사계수(C )의 영향
- 벤투리 유량측정의 불확도에 미치는 방사계수의 영향이 가장 큼
- 방사계수의 불확도가 0.7% 미만에서는 대개 목표유량 불확도 0.8%를 달성할
수 있음
- 따라서 RCP Loop 시험설비의 벤투리를 선정할 때에 0.7% 미만의 낮은 방사계
수 불확도를 갖는 벤투리를 선정해야 함

♦

D

밀도의 영향
- 상온/상압 조건에서의 밀도의 표준불확도 : 0.03 (ASME PTC 19.1-2005)
- 고온/고압에서 상온/상압과 비교하여 약 300배 큰 불확도를 적용한 결과, 유
량측정의 불확도가 약 1.5배 증가함
- 밀도는 유량측정의 불확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엄밀한 측정이 요구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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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온·고압 환경의 유량측정 불확실도 영향 평가
♦ 개요
▷ 목적
- RCP 시험설비의 운전조건인 고온·고압 환경에서의 유량측정 불확실도 평가
▷ 연구내용
- RCP 시험설비의 운전조건(온도조건 300℃, 압력조건 150 bar)을 모사할 수 있
는 lab scale의 실험 장치를 구축
- 온도 및 압력변화에 따른 벤투리 미터의 유량측정 불확실도의 변화를 측정하
여 고온고압 환경에서의 유량측정 정밀도 개선방안 도출
고온고압 영향평가 실험장치 구성
▷ 실험장치 개요
- RCP 성능시험설비의 모사: 유체순환루프, 가압장치, 승온장치, 유량측정부로
구성
- 길이 2,000 mm, 높이 1,000 mm, 폭 400 mm
- 주관 내경 1”

♦

- Operation Condition : 120 bar, 290℃

그림 66. 고온고압영향평가 시험장치 P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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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및 장단점
- 고온대응 캔드 모터 펌프로 내부유체 순환
- 인젝션 펌프로 압력조건(max. 120 bar)까지 가압
- 인라인 히터로 온도조건(max. 290℃)까지 승온
- 고온고압용 코리올리 질량유량계를 기준(reference) 유량계로 사용
- 내부루프의 온도 및 압력 계측
▷

그림 67. 고온고압 유량측정영향 평가시험장치 개략도

그림 68. 고온고압 유량측정영향 평가시험장치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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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장치 주요부품 사양 및 특성

- Venturi
-

내경 1”, 직경비(β)=0.75, 방사계수(C )=0.995, δ(C )=0.5 ~ 1.0%
D

D

그림 69. 벤투리 미터 단면도
- Injection Pump (Metering Pump)
- Pumping Temp : Max. 300℃
2

- Discharge Press : 51.7 kgf/cm G

그림 70. 미터링 펌프
- Sealless Canned Motor Pump
- Pumping Temp : Max. 300℃
- Flow rate : Max. 100 LPM
2

- Discharge Pressure : 51.7 kgf/cm G
2

- Suction Pressure : 51.0 kgf/cm G

그림 71. 캔드 모터 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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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mersion Inline Heater : 5 kW

그림 72. 인라인 히터
- Coriolis Flow meter : Rheonik
- Pressure ratings : Max. 900 bar
- Temperature ratings : -255℃ ~ 400℃

그림 73. 코리올리 질량유량계
고온고압 유량측정 영향 해석 방향
▷ 기존의 유량측정 불확실도에 대한 온도영향 해석

♦

성능시험설비의 유량계측의 불확도는 0.8% 이하로 요구됨
- 벤투리 미터를 이용한 유량측정에 하기의 식을 사용하여 유량 계산
- RCP

±

Q = C d K m Fa

DPf

g

C1

Km : Flowmeter Geometric constant
Cd

: Flowmeter Discharge Coefficient

△Pf : Differential Pressure across Flowmeter
Fa : Area factor to account for the thermal expansion of the flowmeter
C1 : Engineering Unit Conversion Factor
-

라인압력의 영향은 고려되지 않았으며, 온도의 영향은 유량계의 열팽창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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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F )를 사용함
- 벤투리 미터를 이용한 유량측정의 Systematic Uncertainty는 하기 식과 같이
계산
a

dDPf 2
dQ
dC
dK
dF
dg
= ± ( d ) 2 + ( m ) 2 +( a ) 2 +( ) 2 +(
)
Q
Cd
Km
Fa
2g
2DPf

미국 설비의 경우 Alden Lab(미)에서 Cd의 불확도를 0.5%로 인증하였고, 유
량계 열팽창 효과에 대한 불확도를 0.01%로 산정하여 RCP 시험설비의 전체
유량측정 불확도를 0.81%로 예측한 사례가 있음
- 본 연구에서 실제 온도 및 압력조건 변화에 따른 실제 유량불확도 측정을 통
하여 벤투리 미터의 온도 및 압력 조건별 유량측정 불확도를 도출
-

♦

±

결론

시험설비의 실제 운전조건인 고온고압 상태에서의 유량측정 정밀도를
파악하는 것이 RCP 성능측정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수적임
▷ 실제 설비에서 측정이 불가능하므로 Lab scale의 실험장치를 구축하여 온도
및 압력 조건을 변화시키며 유량측정 불확도 측정
▷ 상기 실험을 통하여 RCP 시험설비의 유량측정에 대한 불확도 요구조건
( 0.8%)의 타당성 검증
▷ 본 단계에 구축된 시험설비를 활용하여 차년도 계속연구를 통하여 고온고압
상태의 유량측정 정밀도 향상 방안 도출 예정
▷ RC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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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결과의 유형 및 무형 성과 전체를 기재
가. 논문게재 성과
저 자

게재
연도

2008

논문명

주
저자

대용량 유량측정의
불확실성 해석

교신
저자

공동
저자

박상진
이정호 이정호 윤석호

학술지명

Vol. 국내외 SCI구
(No.) 구분
분

유체기계
연구개발
발표회

국내

x

국내

X

국내

X

국외

X

국외

X

윤석호
유체기계
선회수에 따른 벤투리
박상진
2009 유량 불확도 평가
이정호 이정호 유청환
연구개발
발표회
정장환
이정호
버터플라이 밸브 개도에
유체기계
2009 따른 후류의 유량측정 윤석호 윤석호 박상진
연구개발
유청환
불확도 평가
발표회
정장환
Effect of Flow
이정호
Characteristics in the
Downstream
of
2009
윤석호 윤석호 박상진 AICFM 2009
유청환
Butterfly Valve on the
정장환
Flow Rate Measurement
using Venturi Tube
Effects of Upstream
윤석호
Turbulence
박상진
2009 on Measurement
이정호 이정호
AICFM 2009
유청환
Uncertainty of Flow
정장환
Rate by Venturi

나. 특허 성과
구분

연도
2008

소프트
웨어

2009

특허명

등록(출원)인

RCP시험장치 운전

윤석호, 박상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이정호, 허필우
이정호, 윤석호,

Venturi 유량측정의
불확실성 해석 프로그램

등록
2009

Venturi 유량측정
프로그램

유청환, 박상진,

한국

한국

윤의수
이정호, 윤석호,
유청환, 박상진,
윤의수

출원

다. 국내․외 교육훈련 및 국외출장
(1)

등록(출원)국 등록(출원)번호

국내․외 교육훈련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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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08-01-121
-003289
09-01-123
-003780
09-01-123
-003781

구 분

국가

기관명

기간

참가자

한국

Webs
System

‘09.01.19~
’09.01.21

유청환

Solidworks 교육

오스트리아

Andritz

‘08.07.04~
’08.07.16

박상진

RCP 설계관련 CRT 수강

국내

국외

교육내용

국외출장 성과

(2)
국가

기관명

기간

영국

ABB사

7일

이정호,윤석호 벤투리유량계 제조사 방문 기술자료
수집

7일

이정호,윤석호 벤투리유량계 제조사 및 교정기관을
방문하여 기술자료 수집

캐나다, Daniel사/
미국
UCLA
하노버
메세

독일

출장자

8일

박상진

출장업무내용

독일 하노버 국제산업박람회를 방문
하여 기술자료 수집

라. 학술회의 참석 및 개최 성과
명칭

기술분야

2008 추계
대한기계학회

규모

개최장소

참가국

인원

기간(일)

열공학

1

200

3

용평리조트

2008
한국유체기계공업
학술대회

유체공학

1

150

2

제주 해비치호텔

2009 춘계
대한기계학회

열공학

1

200

3

부산 BEXCO

유체공학

10

300

2

말레이시아

유체공학

1

150

2

제주 힐튼호텔

2009 Asia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luid
Machinery
2009
한국유체기계공업
학술대회

○

소프트웨어 등록 상세내용

♦ RCP
▷

운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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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CPSim ver. 1.0
- 등록기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SORS)
-

♦ Venturi

유량측정의 불확실성 해석 프로그램

개요
- 제목: Uncertainty Analysis by Venturi ver. 1.2
- 등록기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SORS)
▷

♦ Venturi

유량측정프로그램

개요
- 제목: Measurement of Flowrate by Venturi ver. 1.0
- 등록기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SO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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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수행기관보고서번호

지

정 보 양

위탁기관보고서번호

식

표준보고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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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P 성능시험설비 설계개념 및 적용기술개발

연구책임자 및 부서명

박상진 (한국기계연구원 정책연구실)

연 구 자 및 부 서 명

이정호, 윤석호, 최준석, 허필우, 김덕종, 송치성, 박인섭,
황낙순, 박창대, 임병주, 김병덕
(한국기계연구원 그린환경에너지기계연구본부)

출 판 지
페 이 지

p.95

발행기관

한국원자력연구소

도

있음( O ), 없음(

표

발행년
)

크 기

Cm.

참고사항
공개여부

공개(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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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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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계연구원

계약

번호

초록 (15-20줄내외)

원자로냉각재펌프(RCP)는 원자력발전소에 설치하기에 실제 운전조건에서 RCP의 성능
을 검증하고 운전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설비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새로
운 원자로에 적용할 RCP 개발과 가동중인 RCP의 운전 예비품인 수력 회전체의 성능 검
증을 위해서도 RCP시험설비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
하였다.
○ 시험설비 개념설계 구현 방안
○ 배관 및 기계계통 기본 구성 및 용량 선정
○ 계통 진동 영향 평가 및 공진 방지 설계 방안 제시
○ 기본/상세설계안 세부 검토/평가 및 개선 방안 제시
○ RCP 성능시험 적용기술 개발
주제명키워드
원자로냉각재펌프, 성능시험설비, 유량측정, 불확도
(10단어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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