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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연구목표 

경제성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계통설계 핵심기술 개발 
。연구내용 

- 계통설계 기술개발을 위한 계통 기본구성 기술개발， 피동 원자로 풀 직접냉각 계통(PDRC)， 발전소 

동적 설계 기술 개발 및 퍼TS/SG 일체화계통<DTBSG) 개념 등 핵심기기 성능개선 기술개발을 

수행하였음. 

- 계통설계 기술개발에 펼요한 유체계통 전산체제 개발올 수행하고 검증하였음. 

2. 연구결과 

。 4단계 연구개발을 통하여 계통의 경제성과 안전성이 향상된 계통설계 기술올 개발하여 피동 

안전성을 확보한 KALIMER -600의 설계개념을 설정하였고， 제4세대 소륨냉각 고속로 국제 

공동연구에서 KALIMER-6oo이 풀형 참조 노형으로 선정됨 
。 4단계에서 수행된 유체계통 계통 전산체제 개발은 원자로 계통설계에 필요한 유체계통 및 기기설계 

및 특성분석을 위한 전산코드를 개발하였음.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본 연구결과는대용량 원자로 설계개념 정립을 위한 출발점으로 활용될 수 있음. 
。계통설계기술 

- NSSS 주요 각종 계통에 대한 설계개념 정립 및 설계인자 설정 
- 본 연구개발을 통해서 얻은 독창적이고 우수한 연구개발 결과는 향후 제4세대 소륨냉각 고속로 

국제 공동연구에서 국내 기술 기여 분으로 활용 
。유체계통 전산체제 개발기술 

- 신개념 계통 연구에 기본 설계 자료 생산 빛 해석 방법으로 활용 
액체금속로 외의 원전 셜비 및 타 산업체에의 설계 및 해석에 활용 

한 글 
액체금속로， 피동원자로 풀 직접냉각， IHTS/SG 일체화 계통， KALl미IlER-600 

색 언 어 제 4세대 원자로 

(각 5개 이상) 
영 어 LMR, PDRC, DTBSG, KALIMER-600, GEN-IV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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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유체 및 계측제어 계통설계 기술개발 

ll.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기술적 측면 

o 유체계통 설계 개발은 액체금속로 내의 열유체적 현상 해석의 단위기술과 가기 및 계통 

에 대한 공학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계통을 꾸며내는 기술로서 소륨냉각 액체금속로 설 

계기술의 국내 확보에 필수적인 분야임. 

。액체금속로의 계측제어계통은 액체금속로 플랜트 운영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계통이므로 디지털 기술 도입에 따른 액체금속로 계측제어계통은 소륨 냉각로의 고유 특 

성을 고려한 계측 제어 계통 등 많은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함. 

o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의 핵연료 공급이 필요하지 않고， 경수로 사용 후 핵연 

료 저장과 처분량을 획기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는 액체금속로의 개발이 중요하므로 상용 

화 시점에서의 기술 예속을 탈피하기 위해서 국내 고유모델 확립과 관련 기술개발이 필 

수적엄. 

o 따라서 체계적 · 장기적으로 연구개발이 추진될 경우 최소한의 투자를 통하여 선진국 수 

준의 기술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경제·산업적 측면 

o 화석연료의 고갈 문제 및 우라늄 자원의 한계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우라늄 자원 

의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액체금속로의 도업이 요구됨. 

。 액체금속로는 현 시점에서 경 · 중수로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지나， 2030년경 이후에는 신 

설계 개념의 도입 및 에너지 수급 환경 변화에 따라 경제성을 갖출 수 있음. 

。지난 40여년간 원자력 선진국을 중심으로 400억$ 이상의 개발 투자비가 투입되어 광범 

위한 액체금속로 기술개발이 이루어져 왔으며， 현재는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GEN-IV) 

의 소륨 냉각 고속로 공동 연구를 통하여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연구가 수행되고 있음. 

o 미국 등 선진국과 공동으로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GEN-IV) 연구 개발을 수행함에 따 

라 다음과 같이 후발주자인 우리나라에 유리한 측면을 제공하고 있음. 즉， 



· 선진국에서 입증된 기술의 경제적 · 효율적 도입 가능 

· 기술개발 및 대외협력 추진용이 

· 선진국들과 대등한 관계에서 연구개발의 능동적 추진 가능 

。특히， 제 4세대 원자력시스템의 풀 형 참조 노형으로 KALIMER-600이 선정되어 국제 

공동 연구에 더욱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 

。액체금속로 상용화시 예상되는 막대한 경제적 • 산업적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선진국과 

의 협력 하에 적정 수준의 장기적 기술개발 투자가 필요함. 

사회·문화적 측면 

。 액체금속로 설계 기술의 핵심 분야중 하나인 유체계통 설계 기술 확보는 액체금속로 설 

계 기술의 국내 확보를 위해서 펼수적인 사항으로서 액체금속로 설계 개발을 통하여 국 

내 원자력 기술의 다양화 및 기술수준의 선진화를 확보하고 또한 액체금속로 개발을 통 

하여 관련 산업 기술의 고도화를 이루며 원자로 기술의 다원화 및 선진화로 해외에서 

선진국과의 산업경쟁력에 기여할 수 있게 함. 

。컴퓨터， 디지럴 기술 및 네트워크 둥을 액체금속로 계측제어계통에 적용함으로 인해， 액 

체금속로 제어실 설계 개념의 변화와 운전원 역할 및 정보처리 특성의 변화가 초래되고 

있어서 신기술/기기의 적용에 따르는 인간 기계 상호작용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해 

결하기 위하여， 최적화된 운전 정보제공 기능， 인적오류 예방 기능， 유지보수 최적화를 

위한 지원기능 둥을 반영하여 고도화함으로써 액체금속로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향상시 

켜 대국민 이해 증진에 기여함. 

ill.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중장기 계획 사업의 4단계 연구로서 연구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계통설계 기술개발 

• KALIMER-600 계통개념설계 

+ 계통별 설계기본자료 생산 

유체계통 설계기준 설정 및 발전소 열평형 설정 

PHTS 설계자료 생산 
IHTS 셜계자료 생산 
SGS 설계자료 생산 
RHRS 설계자료 생산 

+ 계통 설계개녕 평가 및 보완 

+ 원자로 국부 열유통 특성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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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 Inlet plenum 열유동 특성분석 

고온풀 과도 열유통 특성분석 

원자로 헤드 열전달 특성분석 

Core catcher 열유동 특성 분석 
+ IDINHX 설계개념 적용연구 

+ 신개념 계통 성능분석 

선개념 잔열제거계통 성능분석 

원자로 정지시 NSSS 계통 성능분석 

IHTS 제거 SG개념 설계 

+ DTBSG 설계개념 특성평가 및 설계개념 보완 

+ DTBSG개념 다차원 열유동 특성분석 

• 발전소 동적설계 기술개발 

+ 노섬냉각성 제고 잔열제거 설계개념 (IDINHX) 특성분석 

+ 일차계통 저유량 유동특성 분석 

소늄 고유특성 제어 • 감시 측정 기술개발 

+ 증기발생기 누설 음향감지기술 개발 

음향감지 방법 특성 평가 및 계통 설계개념 설정 

음향선호처리 논리 개발 

+ 노섬유로폐쇄 감시계통 기본 설계기술 개발 

온도요동 특성을 이용한 노섬 유로폐쇄 감시계통 설계개념 개발 

음향 및 지발중성자 특성을 이용한 유로폐쇄 감시계통 설계개념 개발 

• 핵섬기기 성능개선 기술개발 

+ 전자펌프 맥동 현상 저감 설계개념 개발 

- 유체계통 전산체제 개발 

• 열유동장 다차원 상세 해석 체제 개발 

+ MHD 유동해석 코드 검증 및 보완 

+ DTBSG 다차원 해석체제 개발 

DTBSG 다차원 해석체제 개발 

DTBSG 다차원 해석체제 평가 및 수정보완 

• 자유표면요동 thermal striping 해석 방법론 개발 

十 자유표면 유동 해석기술개발 

+ LES난류모형을 이용한 자유표면 요동에 의한 Thermal striping 해석기술 개발 
• 성능분석 전산체제 

+ 신개념 계통 NSSS 성능분석 해석체제 개발 

신개념 계통 설계특성 모형개발 

LSYS코드에 신개념 모델 반영 

+ 신개념 잔열제거계통 성능분석 코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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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CS 계통 설계 및 성능해석코드 개발 
PDRC 과도특성 해석코드 개발 
선개념 잔열제거계통(PDRC， IRACS) 성능분석체제 평가 및 보완 

+ DTBSG 열유동 특성 평가코드 검증 및 보완 
+ 증기발생기 비선형 유동 안정성 분석체제 개발 

과도 열전달 특성 해석코드 개발 

외부 업동 대비 계통 유동 안정성 분석체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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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연구개발결과 

당해 단계의 연구를 통하여 소둠냉각 액체금속로의 유체 및 계측제어 계통설계 전략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Gen-IV SFR(Sodium Fast Reactor) 참조노형으로 선정된 KALIMER -600 원자로 계통의 

개념설계를 수행하였으며 특기할 만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KALIMER -600 원자로 계통의 개념설계와 관련하여 특기할 만한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 지금까지 1，α)()MWt 이하 용량에 국한되어 적용된 피동잔열제거계통을 대용량 원자로에도 

적용 가능한 피동 원자로 풀 직접냉각 계통(PDRC) 개념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국내외 특허 

를 획득하고 이번 단계에서 개발된 과도 해석 체제를 이용하여 최적화 설계를 수행하였음. 

• 피동 원자로 풀 직접냉각 계통(PDRC)을 채택하여 72시간 동안 완전 피동 개념으로 원자 

로를 정지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원자로의 안전성을 증진시키고 계통 용량 증진으로 발전 

단가를 감소시키는 1,500MWt 용량의 KALIMER -600 기본 설계개념을 완성하였으며 개 

발된 설계개념은 GEN-IV 제 4세대 소륨냉각 고속로의 참조노형으로 선정되었음. 

• 소륨 냉각재를 사용하는 액체금속로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건설비용 증가의 원인이 되 

는 소둠 물 반응 사고를 방지하고， 건설단가를 낮출 수 있는 우리 고유 개념의 IHTS/SG 

일체화 계통 개념 (DTBSG)을 개발하여 장기적으로 액체금속로의 경제성 및 안전성을 증 

진시킬 수 있는 연구결과를 개발하여 국내외에 특허를 출원 획득하였음. 

• 노심 업출구 온도를 545 oC /390 oC 로 증가시키고 관련 계통 및 기기의 설계인자의 최적화를 

통해서 발전소 순효율을 39.4%로 향상시키고 KALIMER-600의 계통 설계특성 평가를 통 

해 IHTS배관 격리밸브를 제거하여 발전소의 경제성을 매우 향상시켰음. 

• 원자로 동특성 분석을 통하여 풀형 액체금속로의 피동잔열제거 계통에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고초기 노섬 냉각성 저해요인을 발견하였으며， 사고초기 노섬 냉각능력을 개선시 

킬 수 있는 신 설계개념 (IDINHX)을 개발하고 국내외에 특허를 출원하였음. 

유체 및 계측제어 계통설계 전략핵섬 기술을 확보 측면에서는 계통설계 방법론과 유체계통 

전산체제를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당해 단계에서는 설계 개발 진행에 따라 요구되는 

전산 체제를 개발 및 확장 강화시키고， 개발된 전산코드의 실험적 검증을 수행하여 신뢰성을 

향상시켜， 전체적으로 우수한 연구개발 결과를 생산하였으며， 특기할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 우리 고유의 DTBSG의 정확한 성능 해석을 위하여 다차원 분석 체제를 개발하고 DTBSG 

개념의 설계 및 성능 확보 방안을 도출하였음. 

• 세계적으로 완전하게 해석방법이 설정되지 않은 난류요동 Thermal striping 현상을 LES 

난류모형을 사용하여 독자적인 해석 방법론을 개발하여 소륨 기술개발 과제와 연계하여 

실험적 검증을 수행하고 다수의 연구논문을 국제학술지에 게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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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리컬 코일을 사용하는 증기발생기의 비선형 유동 안정성을 분석하기 위한 해석 체제를 

개발하여 증기 발생기 설계 및 성능 확보 방안을 도출하였음.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기술적 측면 

• KALl마표;R-600 계통 설계개념은 기존 경수로에 비해 대용량 발전용 소륨 냉각 액체금속로의 

발전단가를 감소시키기 위한 선개념 계통연구에 기본 설계개념으로 활용됨 . 

• KALIMER-600 계통 설계개념 중 잔열제거계통인 PDRC는 완전 피동 계통으로 운전원의 개 

입 없이 72시간 동안 안전정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개념을 최적화하여 개념 계통연구에 기 

본 설계개념으로 활용함. 

• 풀 형 액체금속원자로의 원자로 정지 초기에 원자로 냉각능력 향상을 위해 개발된 IDINHX는 

KALIMER-600 설계개념의 안전성을 증진시키고 계통설계 완성도를 향상시키는데 활용함. 

• 증기발생기의 소륨-물 반응 현상을 근원적으로 배제시킬 수 있는 DTBSG 설계개념은 소륨냉 

각 액체금속로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rnTS계통을 단순화시켜서 액체금속로의 경제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선개념 개발에 활용함. 

경제 사회적 측면 

• 독자적으로 개발된 신개념 계통설계 핵심기술은 향후 제4세대 소륨냉각 고속로 연구개발 국제 

공동연구에서 중요한 국내 기술기여도로 인정되어 공동 참여국의 연구개발 기여 부분에 대한 

비용 지불 없이 도입하는데 활용함. 

• 자체 개발한 유체계통 전산체제는 소륨냉각 액체금속로 뿐만 아니라 납냉각로， 가스냉각로 등 

다양한 원자로 계통설계 및 열유동 해석에 활용함. 

• 계통을 구성하고 평가하는 계통 설계기술은 원자로 계통 이외의 유사 타 산업체 계통의 설계 

및 해석에 활용함. 

• 개발된 기기 설계개념 설정 및 성능 해석 기술은 국내 화공설비 설계 및 해석에 활용함. 

• KALIMER-600은 제4세대 소륨냉각 고속로의 참조노형으로 선정되어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의 

연구개발 능력으로 과시하는데 활용함. 

• 독자적으로 개발한 PDRC는 사고 시 운전원 조작이나 능동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작동되는 완 

전 피동계통으로 원자로의 안전으로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어서 반핵 국민정서를 완화시 

키는데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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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Fluid and I&C Systems Design Technology for LMR 

n. Objectives and Necessity of the Study 

- Technological aspects 

o The development technologies of fluid system design for LMR are necessary for the 

settlement of domestic technology of LMR system design, because the technology is 

the integral technology to design fluid systems based on the technology of thermal 

and fluid dynamic phenomena in a LMR and the engineering technology for the 

system and its components. 

。 Since the I&C system for a LMR is the main p따t which plays a key role in a plant 

operation, the systematic researches for the inherent I&C systems are required 

according to the introduction of digital technologies. 

o Since Korea is the country of which natural resources are very deficient, the 

development of a LMR i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issues to be free from the 

dependence on the foreign supply of nuclear fuel and the storage problems of the 

spent nuclear fuel of PWR. 

。 Accordingly ， in the case of the systematic and long-term R&D program for a LMR 

development, it is expected that the high level technologies in accordance with the 

developed countries can be secured with a rninimum cost. 

- Econornical and industrial aspects 

。 Considering the depletion of the fossil fuel supply and uranium resource, the 

deployment of a LMR is required to make the utilization of uranium resources very 

efficient under a long-term strategy. 

。 Even with the deficit of econornics of conventional LMR technologies when compared 

to the L WR and PHWR, the disadvantage will be supplemented by the adoption of 

new design concepts and environmental changes for energy demand after 2030. 

o During last 40 years, more than 40 billion $ of research fund has been invested on 

the advanced countries and, as results of the investment, the LMR technologies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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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o been developed extensively. At present, the intemational cooperation for 

developing LMR is f1uently accomplished through GEN -1V research program. 

。 Since the cooperative researches with advanced countries through GEN-1V program is 

accomplished, many advantages mentioned as below are given to the countries that 

departed later like Korea : 

. Efficient and economical deployment of the proven technologies of the developed 

countries 

. Ease of intemational collaboration for technologies and system development 

. Possibility of active promotion in a R&D program with evenly balanced 

circumstance with the developed countries 

。 Especially， we have got an more important position in intemational cooperation for 

developing LMR through GEN_IV program' because KALIMER-600 reactor was 

nominated as an candidate for pool- type reference design of GEN-1V LMR. 

o 1n the consideration of the expected economical and industrial implications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LMR technologies, the long-term investment on the R&D 

program is necessarily required through a cooperation with developed countries. 

- Social and cultural aspects 

。 The establishment of the technologies of f1uid system design is one of the key fields 

of the system design of a LMR, and it is essential to gu따antee domestic LMR 

design technologies. By the development of LMR technologies, the diversification and 

the progression of domestic nuclear technology, the refinement of related industrial 

technologies and diversifying and advancing of the nuclear technologies will be 

achieved. Accordingly, the domestic nuclear technologies will be competitive among 

the developed countries. 

。 The application of the digital and network technologies on the 1&C system of a LMR 

result in the change of the design concept of KALIMER control room, the role of 

operator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formation processing. Based on the reasons, 

to resolve the probable 1\αtI1S issues in implementing new technologies and 

equipments, it is expected that public understanding for promising the nuclear safety 

and reliability is possible by enhancing the related 1&C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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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Contents and Scope of the Study 

Development of design concept of KALIMER -600 

Conceptual Design of KALIMER-600 fluid and I&C system 

+ Production of system design data 

Fluid system design requirements and Steady-state heat balance 

Primary heat transport system (PHTS) 

Intermediate heat transport system (lHTS) 

Steam generation system (SGS) 

Residual heat removal system (RHRS) 

+ Evaluation and revision of system design concept 

+ Analysis of local flow and thermal characteristics in reactor vessel 

Analysis of flow and thermal characteristics in core inlet plenum 

Analysis of transient flow and thermal characteristics in hot pool 

Analysis of heat transfer characteristics in reactor head 

Analysis of flow and thermal characteristics in core catcher 

+ Application of the IDINHX concept 

+ Performance analysis of the advanced DHR system 

Conceptual design of integrated SG without IHTS 

+ Evaluation of DTBSG characteristics and supplement of design concept 

+ Analysis of multi-dimensional thermo-hydraulic characteristics of DTBSG 

• Development of technology of dynarnic design of plant 

+ characteristics of the IDINHX design concept 

+ Analysis of low rate flow characteristics in PHTS 

• Development of a control and monitoring technology for SFR 

+ Development of a steam generator acoustic leak detection technology 

Evaluation of acoustic detection methods and establishment of System 

design concepts 

Development of a acoustic signal processing logics 

+ Development of conceptual design of core flow blockage detection system 

Core blockage detection system using characteristics of temperature 

fluctuation 

Core blockage detection system using characteristics of acoustic and 

delayed neutron 

Development of core components for SFR 

+ Development of design concepts for minimizing pressure pulsation of 

electro-magnetic pum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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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elopment of computational system for fluid system 

• Development of multidimensional detailed analysis code for thermo-fluid flow 

+ Revision and Validation of MHD code 

+ Development of analysis methodology for multidimensional DTBSG analysis 

• Development of analysis methodology for thermal striping due to fluctuation of 

free surface 

+ Development of analysis methodology for free surface fluctuation 

+ Analysis of thermal striping due to fluctuation of free surface using LES 

turbulence model 

• Computational system for analysis of system performance 

+ Review of performance analysis system for the NSSS system of the new 

concept 

Development of the analysis model for the new design concept 

Implementation of the new analysis model to the code LSYS 

+ Development of the computer code system for advanced DHR system 

+ Verification and modification of DTBSG performance analysis code 

+ Development of a nonlinear analysis methodology for flow instability in a 

steam generator 

Density wave instability 

Parallel flow in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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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Results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The strategic core technologies of fluid and I&C system of KALIMER -600 were developed 

through the R&D progr없n of this period. We have, also, performed the conceptual design of 

KALlMER • 600 systems nominated as an candidate for pool-type LMR. The major R&D 

items for the area of fluid and I&C system development are as follows. 

1. Development of fluid and I&C system design technology 

The unique concept of PDRC system, which can be easily adopted to a larger thermal 

rated reactor system of above 1,000MWt, was developed and the domestic and 

intemational patents were applied. By using the transient analysis tools developed in 

this period, the design optimization for PDRC was performed. 

The safety capability of KALIMER -600 core was improved by being maintained in 

safe shutdown conditions during 72 hours grace period through adopting full passive 

PDRC system, and the cost of electrical power generation was decreased by the 

up-rated core thermal output. The developed design concept of KALIMER -600 is 

currently one of the potential candidates for the reference reactor design in GEN - IV 

LMR. 

The IHTS/SG unified system concept(DTBSG) is the unique concept developed by 

KAERI, and it essentially prevented a SWR occurred in SG of LMR. Due to the 

advantages of a low probability of SWR, the construction cost of the LMR plant can 

be reduced, and the results of the R&D item to improve the economics and safety of 

a LMR are currently applied for domestic and intemational patent. 

The net efficiency of KALIMER -600 design was improved up to 39.4% through 

design optimization and the increasement of inlet/outlet temperature up to 390
o
C/545

0

C 

in the core. Also, the isolation valves in the IHTS loop were eliminated through the 

evalu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system design features of KALIMER-600. 

By the analysis of dynamic or transient characteristics of the reactor system, the 

impediment factors of initial cooling of reactor that could appears in the passive 

decay heat removal system of a pool-type LMR was identified. The new design 

concept(IDINHX) which could improve cooling capability of reactor in early phase of 

the event was developed and the domestic and intemational patents are currently 

applied. 

2. Computational system for the fluid system 

With the development, expansion and reinforcement of the methodologies required 

. 
씨
 



according to the progress of development and design of the system and the experimental 

verification of the developed computer code, the excellent and innovative outcomes were 

produced as follows. 

- The exact multi-dimensional analysis code for the unique DTBSG was developed and 

the methodology for designing and analyzing DTBSG was derived. 

- The peculiar analysis methodology for the thermal striping phenomenon caused by 

turbulent fluctuation was developed by using the LES turbulent model. It was 

experimentally verified in cooperation with the sodium technology group and a many 

papers were published in the intemational joumals. 

- The analysis methodology for evaluating the nonlinear flow instability for helical coil 

steam generator was developed and the methodology for designing and acquiring 

optimal performance was derived. 

V. Future Application of the Study 

- Technological aspects 

。 The design concept of KALIMER-600 system is applied to the fundamental research 

items for the cost minimization of a larger thermal rated sodium cooled fast reactor. 

。 The PDRC of KALIMER-600 system is applied to the basic design concept by optimizing 

the design concept of full passive residual heat removal system during 72 hours grace 

period with any operational actions. 

。 까le IDINHX developed for improving the i띠ti려 stage of passive DHR system for a 

pool-type LMR was deployed to improve the safety issues of KALIMER- 600 design 

concept and the completion of system design. 

。 The design concept of DTBSG, which could substantially exclude a SWR in SG, improves 

the safety issues of a sodium-cooled fast reactor. The design concept can simplify the 

따TS system and it can also be utilized to the development of new concept improving 

economics of a LMR. 

- Economical and social aspect 

o The an머ysis technology of the reactor core in a pecu1iar design concept is considered as 

momentous contribution of the technology in intemational collaborations of GEN-IV 

progr하n 뻐d it applied to the adoption of advance technologies of participated coun며es. 

o The pecu1iar code systems of the fl버d system for KALIMER-α)() is applied to not OIÙ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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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ystem design and thermal and fl띠d flow analysis of sodium-coo1ed fast reactor but 

머so those of the various reactor systems such as 1ead-coo1ed and gas-c∞，1ed reactors. 

。The system design techno1ogies which provide the methodo1ogies of consisting and 

evaluating the system are dep10yed in the design and analysis of simi1ar industrial 

systems except nuclear system 

o The deve10ped techno1ogies of the establishment of new design concept and performance 

analysis are utilized for the design and analysis of domestic chemical p1ants. 

o The se1ection of KALIl\따:<:R-600 as the reference reactor of GEN-IV program 

demonstrates the capability of the research and deve10pment of Korea intemational1y. 

。The PDRC system deve10ped by ourse1ves is substantially passive decay heat removal 

system The system is operated without any operator action or active component, and it 

is expected that the PDRC system can have a key ro1e to relieve the anti-nuclear 

atmosphere by improving the safety issues of a LMR significant1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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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고리 1호기 가동을 출발로 하여 원자력 발전이 수십여년 동안 이루어져 왔으며， 

현재는 국내 발전용량 중 절반이 원자력 발전이다. 에너지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로서는 이러 

한 원자력발전에 대한 의존성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나， 이러한 원자력 발전 

용량의 증가는 더 많은 양의 우라늄 연료의 확보를 요구되게 된다. 우라늄연료를 전적으로 외 

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우라늄 연료의 확보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핵연료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의 강구가 필연적으로 대두될 수밖에 없다. 

또한 원자력 발전 용량의 증가로 인하여 사용 후 핵연료의 저장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 

에서 해결방안의 필요성 역시 더욱 더 대두되게 된다. 액체금속로는 관련 핵연료주기 기술을 

통하여 우라늄 자원의 이용률을 경수로보다 약 60-70배 정도로 높일 수 있어 우리나라 원전 

가동을 위한 우라늄 자원의 원활한 확보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다. 또한 액체금속로를 

통하여 사용후 핵연료의 재활용이 가능하고， 고준위 핵연료 폐기물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 

어서 국내 폐기물 최종 지층 처분장의 가용 효율성도 크게 증대될 수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국내에서 상용 액체금속로 개발 및 건설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핵연료 재 

순환 주기를 염두에 둔 고속로의 추진은 현재로서는 국제적인 여건의 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일차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노형의 개념으로 고속로인 액체금속로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새로이 개발되는 액체금속로는 기존의 노형에 비하여 성능이 더욱 

더 개선된 노형， 즉 고유 안전성이 확보되고， 경제성이 증진되며， 높은 발전소 효율의 도달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핵확산 저항성이 높은 성능을 지니는 액체금속로가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액체금속로를 개발하기 위하여서는 기본적으로 국내에 액체금속로 기술이 개발 

축적되어야만 한다. 현재 제 4세대 원자로 국제공동 연구에서도 주요한 시스댐의 하나로 액체 

금속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국내에서도 독자적인 액체금속로 연구를 수행하 

여 기술 기여도를 인정받아야만 국제 공동 연구 결과를 공동으로 공유하고 우리의 독자적인 

설계를 점진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시점에서 국내의 액체금속로 기술의 

개발 및 축적이 필수적이다. 

액체금속로에 필요한 기술을 세분화하여 보면 이는 단위기술과 단위기술을 조합하여 계통 

을 꾸며내는 통합(Integration) 기술로 구분되는 데， 국내에 시급하게 필요한 기술은 무엿보다 



도 단위기술을 적절히 조합 및 적용하여 필요로 하는 성능을 갖는 계통설계를 구성하는 통합 

기술이다. 유체계통 설계 개발은 액체금속로 내의 열유체적 현상 해석의 단위기술과 기기 및 

계통에 대한 공학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계통을 꾸며내는 통합 기술이다. 또한 액체금속로의 

계측제어계통은 운전원을 비롯한 작업자와 플랜트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각 계통의 계측 및 감 

시， 시스템 운전을 위한 효율적 제어， 안전상태의 유지를 위한 보호 퉁， 액체금속로 플랜트 운 

영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계통이며， 액금로 플랜트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에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하여 안전성과 경제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된 액체금속로 기술을 개발하 

고， 사용후 핵연료 저감 둥을 통하여 KALIMER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향상시켜 대국민 이해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n t 



제 2 절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1. 최종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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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04.01- ’05.02.28) 및 4단계(’05.03.01- ’07.02.28) 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는 다음과 같다. 

o 액체금속로 계통설계 전략 핵섬기술 확보 

2.4단계 목표 및 내용 

4단계 연구개발의 세부 연구목표 및 주요 연구개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2-1 4단계 연구목표 및 주요 연구개발 내용 

o 경제성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계통설계 전략 핵심기술 개발 

- 계통설계 

- 유체계통 전산체제 개발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내용 

-계통별 설계 기본 자료 생산 

계 • 유체계통 설계기준 설정 및 발전소 열평형 설정 
.PHTS 설계자료 생산 

통 • IHTS 설계자료 생산 

설 • SGS 설계자료 생산 
.RHRS 설계자료 생산 

계 -계통 설계개념 평가 및 보완 

기 
KALIMER- 600 .PHTS 설계개념 평가 
계통개념 설계 .IHTS 격리 밸브 제거 

三~ - 원자로 국부 열유동 특성분석 
• 노섬 Inlet Plenum 열유동 특성 분석 
• 고온 풀 과도 열유동 특성 분석 
• 원자로헤 E 열전달 특성 분석 
• Core catcher 열유동 특성 분석 

발 노섬 냉각성 제고 잔열제거 설계 개념 (IDINHX) 적용 연구 
신개념 계통성능분석 

q 
u 



유체 

계통 

전산 

체제 

개발 

rnTS 제거 

SG개념설계 

발전소 동적설계 

기술개발 

소륨 고유특성 

제어·감시 

측정기술개발 

핵심기기 성능개선 

긴호객발 

열유동장 다차원 상세 

해석 체제 개발 

자유표면요통 thennal 

striping 해석 방법론 

개발 

성능분석 전산체제 

개발 

-DTBSG 설계개념 특성평가 및 설계개념 보완 
- DTBSG개념 다차원 열유동 특성분석 

- 노심냉각성 제고 잔열제거 설계개념 (IDINHX) 특성 분석 
- 일차계통 저유량 유동 특성 분석 

- 증기발생기 누설 음향감지기술 개발 

• 음향감지 방법 특성 평가 및 계통 설계개념 설정 
• 음향신호처리 논리 개발 
노심유로폐쇄 감시계통 기본 설계기술 개발 

• 온도요통 특성을 이용한 노심 유로폐쇄 감시계통 
설계개념 개발 

• 음향 및 지발중성자 특성을 이용한 유로폐쇄 감시계통 
설계개념 개발 

- 전자펌프 맥동 현상 저감 설계개념 개발 

- MHD 유동해석 코드 검증 및 보완 
• 복소수 해석 기법을 도입하여 MHD 유동 해석 코드 보완 
및 성능 평가 

-DTBSG 다차원 해석체제 개발 
• 증기발생기 해석코드와 COMMIX 코드의 연계 통한 

DTBSG 다차원 해석 체제 평가 및 수정 보완 

- 자유표면 유동 해석기술개발 

.2가지 종류의 benchmark 문제에 대한 자유액면 유동 
해석 방법론 정확성과 수렴성 평가 

-LES난류모형을 이용한 자유표면 요동에 의한 Therrnal 
striping 해석기술 개발 

- 신개념 계통 NSSS 성능분석 해석체제 개발 
• 선개념 계통 설계특성 모형개발 
• LSYS코드에 신개념 모델 반영 

- 신개념 잔열제거계통 성능분석 코드개발 
-DTBSG 열유동 특성 평가코드 검증 및 보완 
- 증기발생기 비선형 유동 안정성 분석체제 개발 

• 과도 열전달 특성 해석코드 개발 
• 외부 섭동 대비 계통 유동 안정성 분석체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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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 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국외 기술개발 현황 

o 액체금속로는 전세계적으로 50여년간 약 500억$에 달하는 개발비를 투자하였고， 약 250 

노 · 년의 운전 실적을 쌓은 실용화 직전의 기술임. 

o ’60-’70년대에는 고갈이 예상되는 우라늄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경수로 및 농축기술의 미 

국 의존 탈피를 위해 원자력선진국이 액체금속로를 개발하였음. ’80년대 이후에는 액체 

금속로의 경제성 확보가 최우선 고려사항이 되었으며 고유안전성이 강조된 노형을 개발 

하였고， 초장수명 방사성 핵종의 소멸처리 및 핵무기용 플루토늄 연소로로서의 활용가능 

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였음. ’90년대 이후에는 소륨 액체금속로의 설계개념 혁신에 의 

한 경제성 확보를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연구개발을 계속 추진해 왔음. 

。미국은 ’m년 5월 발표한 신 국가 에너지 정책보고서에서 핵확산 저항성을 제고하는 핵연 

료 conditioning 방법의 연구/개발/사용을 허용토록 기존의 정책을 재검토하였고， 국제공 

동으로 재처리 및 핵연료 처리기술 개발을 고려하도록 권고한 바에 따라 후속 조치를 마 

련하고 있음. 현재 미국의 주도로 한국과 미국 일본 등 원자력선진국 10개국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2030년 이후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개발이 진행 중이며， 

미국은 제4세대 원자로(GEN-IV) 개발과 AFCI를 통하여 사용후 핵연료의 부피와 방사능 

독성 감소를 도모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95년 12월에 있었던 원형로 MON]U에서의 소륨 누출사고 이후， 사고 자체 

의 중대성과 JNC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국민의 불신감을 받게 되었으며 그 결과 액체금속 

로 연구개발을 포함한 원자력 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 짐. 이의 일환으로 일본원 

자력위원회는 ’97년 1월 『고속증식로 간담회』 를 설치하였고 MONjU의 향방과 액체금속 

로 개발방향에 대하여 폭넓은 심의를 실시함. 이의 결과로 고속증식로 개발과 이를 포함 

하는 경제성 있는 핵연료 주기는 완성되어야 하며， 고속로 실용화에 관하여는 실용화 시 

기를 비롯한 개발계획에 대해 안전성과 경제성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장래의 에너지 상 

황에 유연하게 대처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림. 현재 2015년경 실용화가 가능한 고속로 

핵연료 주기기술 선정을 목표로 대규모 프로젝트인 고속로 주기의 실용화 전략 조사 연 

구를 수행 중이며 실험로인 jOYO와 원형로인 MONjU를 보유하고 있음. 

。프랑스는 ’98년 4월 정부 . NERSA사 (Super-Phenix 운전 • 관리 컨소시엄)간 협의를 통해 

프랑스 전력공사(EdF) 주관으로 ’99년 8월부터 Super-Phenix를 폐쇄하기로 결정함. 유럽통 

합 상용노형으로 개발하여 왔던 EFR 설계는 ’98년말 기본설계 완료 후 중단하였으나 현재 

는 GEN-IV 공동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액체금속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 

o 러시아는 원형로 BN-6oo이 운전중에 있으며 현재 2010년 이전에 건설 완료를 목표로 설 

증로 BN-8oo 건설에 착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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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5 MWe급의 실험로 CEFR을 건설중으로 이를 2009년에 완공할 예정이며， 2005년 

에는 300 MWe급 원형로 설계에 착수하고 2010년에 1,000-1 ,500 MWe급 대형 실증로 설 

계에 착수하여 2025년에 운전할 계획임. 

0 인도는 현재 15 MWe급 실험로를 운전 중에 있으며 2003년 8월에 500 MWe급 원형고속 

로 건설에 착수하여 2010년에 최초 임계를 계획하고 있음. 이후 1,000 MWe급 고속로 4 

기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임. 

。 IAEA는 INPRO (lnternational Project on Innovative Nuclear Reactors and Fuel Cycles) 

를 통하여 2050년경에 상용화가 가능한 소륨 냉각 고속로 원자력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 

에 있음. 

。한편 최근 국제적으로 현안이 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문제 풍으로 인한 기후협약의 발효로 

에너지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 발전이 환경 

친화형의 중추적인 에너지원이 될 것임. 원자력 발전의 증가로 우라늄자원의 효율적인 활 

용뿐만 아니라， 사용후 핵연료의 저장 및 처분량 저감방안으로서의 소륨냉각 고속로 연구 

개발의 중요성은 증대될 것으로 판단됨. 

제 2 절 국내 기술개발 현황 

。’92년부터 ’96년까지 수행된 액체금속로 개념안 개발 및 요소기술 연구에 이어 지난 ’97년 

초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기획시 원자력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액체금속로 원형 실증 

로 건설을 위한 개념， 기본 및 상세설계의 1, 2, 3단계 10년 계획(’97- ’06)을 수립한 바 있 

음. 그러나 ’98년 재기획시 국내외 변화하는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연구목표를 에너지 자 

원의 획기적인 확충 및 처분폐기물량의 감축을 위한 액체금속로 개발 기술 확보와 향후 

실증로 건설에 대비한 후보모댈 개발 및 기본 설계로 수정하였음. 

。이후， STEPI 주관의 ’98년 10월 보완기획 및 과기부 주관 ’98년 12월 정밀평가에 따라 대 

과제명을 『액체금속로CKALIMER) 개발』 에서 『액체금속로 셜계기술개발』 로 변경하였 

음. 또한 세부과제인 『노심설계 기술개발』 과제에 『금속핵연료개발』 분야를 포함하였 

고， 『유체 및 계측제어계통 설계 기술개발』 , 『기계설계 기술개발』 , 『안전해석 기술개 

발』 과제의 연구내용은 설계 기반기술 확보 및 원자로 계통의 기본설계 개발수준으로 축 

소하였음Ií소륨기술개발』 은 연구시셜 및 장비를 축소하여 수행하고， 실증기술보다는 

설계기반기술 확보에 펼요한 실험을 중점 추진하도록 변경되었음. 

。’01년 7월에 확정된 제2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02- ’06) 에서는 액체금속로 전략 핵심기 

술 개발을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기술개발과 연계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1-3단계 (’97- ’04) 연구개발 수행을 통하여 상용화에 대비한 핵심기술과 신개념 

KALIMER 원자로 모형을 개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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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KALIMER -600은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개념 중 액체금속로 분야에서 일본의 JSFR 

원자로와 함께 향후 상용화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한 참조 노형으로 선정되었음. 

제 3 절 국내 · 외 기술개발 현황에서 차지하는 위치 

국내 기술수준 및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술분야 세부기술분야 국내수준 및 기술격차 

SG 누설 감지 계통 설계 
기술 

핵연료집합체 유로폐쇄 
액체금속로|감시 계통 설계 기술 

--, 。
..J.!._ìT 

계측제어 
기술 |파손 핵연료 감시 계통 

설계 기술 

고유 제어 로직 구성 및 
최적화 기술 

디지털 

시스템 |신뢰성 분석 기술 
분석기술 

계측 및 감시계통 셜계 
기술 

제어 및 보호계통 설계 

계측제어 ;기술 
계통설계 |자료통신망 설계 기술 

기술 i운전 
기술 

A돌
 

술
 

기
 

기
 
-
증
 

-

검
 

제
깨
 
--/ 

설
 

-
계
 

-
설
 

실
 

-
끼
 

어
 

-
통
 

제
 

-
계
 

-
앞
 
털
 

-
금
 지
 

-
체
 디
 

-
왜
，
 

·국내수준 

액체금속로 고유특성에 대한 실험 및 해석 등 
기초연구수준엄. 

중장기 과제 4단계까지 수행을 통하여 액체금속로 
제어로직 설정 기술 다소 확보 

·기술격차 

액체금속로 고유 설계특성 기기 설계자료 및 
시험자료 미비 

- 실제 적용경험 및 계통통합기술 미흡 

- 액체금속로 고유의 계측기기에 대한 생산 및 
적용이 전무한 상태로 외국의 방대한 자료 및 
추가적인 실험자료 확보 필요 

상용화 기술대비 60% 

·국내수준 

- 중장기 과제 둥을 통해 분석방법론 설정과 일부 
디지럴화 시스템의 구현시 국부적인 분석 수행 

.기술격차 

- 국부적인 디지털계통의 신뢰성 분석기술은 
확보되어 있으나 디지털 계측제어 전 계통에 
적용한 예 없음 

- 상용화 기술대비 70% 

-국내수준 

경수로 설계를 통한 고전적인 계통 제어 및 
원자로 보호계통에 대한 경험은 축적 

·기술격차 

최신 디지털 기술을 도입한 설계경험은 일천함 

- 액체금속로 고유의 특성을 고려한 계통 설계 
기술과 신기술 접목을 통해 통합된 설계 미비 

상용화 기 술대 비 70% 

·국내수준 

경수로의 경우 일부 단독 디지털시스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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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기 검증 기술 검중은 국부적으로 수행되어 어느 정도의 기술이 
축적됨 

계통 소표 E웨어 확인 및 검증 ·기술격차 
안전성 기술 

- 액체금속로 건설 및 운전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여 검증기술 
액체금속로 고유 계통 세부 기술이 축적되지 못한 상태. 
기능 및 성능 시험/평가 

- 상용화 기술대비 65% 
기술 

g 
u 



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계통설계 기술 개발 

1. KALIMER -600 계통개념 설계 

가. 계통별 설계 기본자료 생산 

1) 유체계통 설계기준 설정 및 발전소 열평형 설정 

이전 연구단계를 통해 기 설정된 바 있는 KALIMER-600의 정격 운전 조건 [섬윤섭， 2004] 

에서， 노섬 출구온도가 545
0

C로 증가되었고， 핵연료 건전성 관점에서 노섬내의 온도상승폭의 

감소가 요구되어 입구 온도를 기존의 370.4 oC 에서 390 0

C 로의 변경 요청이 있었으며， 이러한 요 

청에 따른 정격운전조건을 재설정하는 작업이 수행되었다. 보완작업의 주방향은 기 수행된 작 

업 결과의 온도배치를 기본으로 하고 이로부터 최소한의 변화만 갖는 방향으로 하며 또한 작 

업도구로는 이전 작업에서 기능을 보완한 열평형설정 Excel program을 사용하였다. 관련되는 

유체계통의 설계인자를 설정하기 위하여 최적 설계점을 찾는 연구를 수행한 결과 그림 3.1-1과 

같이 계통 열평형을 설정하였으며， 발전소 순열효율(net efficiency)을 39.4%로 달성하는 성과 

를 이루었다. 

4.6MWt 

7731.3 kgls 
4.8MWe 

PHTS IHTS 

526.0 0 C 

SGS 

FWpump 

16.7MWe 

그림 3.1-1 설계 개선을 반영하여 개정된 정격 운전조건의 열평형도 

이전 배치와의 차이점 중 첫 번째는 발전소 순효율인데， 이는 39.34%에서 39.39%로 0.05% 

증가이다. 이 이유는 노섬 입출구 온도차 감소로 PHTS 유량은 바록 증가하였지만 PHTS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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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손실량이 감소하여 결과적으로는 PHTS 펌프에 소요되는 전력량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밝 

혀졌다. 또한， 두 번째는 IHX의 NTU (Number of transfer unit) 값인 UA!(mf.Cp ) 값의 변화 

로서， 5.5에서 4.0 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 새로운 값은 PRISM, CRB 등의 기존의 설계 경우 

의 범위안의 값이기에 현실성을 잃지는 않는다. 그러나 IHX 설계시 이 값의 변화에 따른 영향 

에 대한 검토가 펼요하다. 

이 작동점 인자의 변화 요인은 PHTS의 최고온도 값 및 IHTS 온도배치가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PHTS 입출구 온도차가 상승하는 배치였기에 결과적으로 PHTS 평균온도와 IHTS 평 

균온도 간의 차이가 증가하여 IHX에 요구되는 UA값이 감소하게 되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작동점 인자 NTU는 열교환기의 전열성능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인자로서 이 인자 값 

의 변화와 전열량 변화 간의 상관성을 KALIMER- 150 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를 참고할 때， 

IHX NTU가 증가하면 이 인자 값의 변화에 따른 전열량 변화량의 크기가 감소하게 되고， 반 

대로 NTU가 감소하면 전열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증가하게 된다. 

즉， 열교환기의 작동점이 NTU가 큰 지점이 되면 시간의 경과나 운전조건의 섭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열전달 성능이나 유량의 변화가 계통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지만 작동 

점이 NTU가 작은 지점에서 설정되면 작은 운전조건의 섭동이 계통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IHX 설계시에， 지금까지는 관 막힘둥에 대한 별도의 전열면적 여유분을 고려하 

지 않은 주 이유 중의 하나가 IHX 작동점의 NTU가 비교적 커 NTU 변화에 대한 전열량 변 

화의 민감도가 작은 지점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번 배치에서는 작동점 인자 

값이 크게 감소되었기에 이러한 관점의 검토가 IHX 설계시에 펼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번 배치는 전열기기인 IHX와 SG에 요구되는 전열성능이 감소되는 변화다. 이에 따라 이 

번 배치를 기기설계에서 반영하는 방법의 방향 중 하나는 이전 기기의 그대로 사용하거나， 또 

는， 약간의 변화만 부여하는 방향이 될 수 있다. 또한 실제로 설계된 기기의 성능은 여기서 설 

정된 배치에서 요구되는 전열성능보다 더 나은 성능을 지니도록 기기가 설계되기에 이러한 차 

이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영향을 IHX 전열성능이 정격조건배치에서 설정된 것 보다 큰 경우에 대해 검토하 

였다. 정격조건 배치에서의 PHTS, IHTS 소륨 및 SG의 물/중기 온도배치를 검토하였는데， 

IHX 전열성능이 배치조건의 성능보다 크게 되면 NSSS의 실제온도는 낮아지고 PHTS 의 온 

도는 설계된 정격조건의 온도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 때 NSSS 제어를 통하여 실제 조건을 설 

계된 작동조건으로 보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보정 방법으로는 노심출력제어와 유량 

제어를 생각할 수 있다. 

먼저 노심출력제어를 통한 보정 경우， PHTS 유량은 일정한 가운데 노섬출력이 실제 PHTS 

고온이 설계된 온도가 될 때까지 증가하게 되기에 PHTS 최고온도는 설계온도와 동일하게 되 

고 PHTS 최저 옹도는 PHTS 출력， 즉 노심출력 증가에 따른 입출구 온도차의 증가로 설계온 

도보다 더 낮게 유지된다. 그리고 PHTS 출력 증가로 NSSS 출력 (SG 전열량)이 증가하게 되 

고 이에 따라 SG출구의 증기온도는 설계값보다 상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즉， PHTS 출력증가 

의 IHX 전열량 증가와 SG 이차측 평균온도 상승으로 IHTS의 평균온도가 상승하며 IHT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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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옹도 역시 상승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노심출력제어로 보정이 이루어질 경우， 각 

계통의 유량과 PHTS 옹도는 동일하나 IHTS와 SG의 온도가 설계값에 비해 증가하게 된다. 

이에 비해 계통 유량제어만으로 PHTS 최고온도를 설계값으로 보정할 경우의 온도 변화는 

노심출력 제어에 의한 경우와 유사하나， 노심출력을 포함한 각 계통의 출력은 설계값과 동일하 

고， 각 계통의 유량 측면에서는 SG 급수량은 동일하나， PHTS와 IHTS의 유량은 감소하게 된 

다. 각 계통 최고온도 측면에서는 PHTS와 SG계통은 동일하지만， IHTS의 최고온도는 상승하 

게 된다. 이로부터 각 기기의 성능이 정격조건설정에서 요구되는 값보다 클 경우는 계통유량 

제어를 통하여 적절하게 운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설계된 정격조건 구현의 현 

실성 관점에서 이루어진 검토 외에， 실제 기기 설계에서 크기에 따른 비용들이 고려되어야 한 

다는 결론을 얻었다. 

KALIMER-6oo의 노심 입구 온도 상향설정을 반영한 NSSS 정격운전 조건을 설정하고 이 

러한 설정에 따른 후속적인 관점의 검토 즉 IHX NTU의 감소에 따른 영향의 IHX 설계시 고 

려 펼요성을 제시하였고， 또한 기기에 대한 정격조건설정에서 요구된 성능과 실제 성능간의 차 

이의 영향에 대한 정성적인 검토를 수행하여 본 접근방법에 의해 설정되는 운전조건 구현의 

현실성을 확인하였다. 

2) PHTS 셜계자료 생산 

PHTS(Primary Heat Tmasport System) 설계자료 생산은 KALIMER-600 원자로계통의 효 

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펼요한 설계인자를 셜정하고 계통과도 안전해석에 필요한 자료를 

생산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PHTS 노섬 입출구 온도 및 유량의 변화에 따라 변화가 수반되 

는 설계인자는 일차펌프， 중간열교환기， 기기배치 요건 설정 및 펌프가 정지할 때 Coastdown 

유량 등이다. PHTS 펌프 설계인자는 계통 유량 변화에 따른 PHTS 계통 압력손실과 NPSH를 

고려하여 펌프의 직경과 회전수 등이 결정되었으며 Coastdown 유량은 5.5초 동안 유량이 

50%로 되는 관성모멘트를 계산 하고， 시간에 따른 펌프의 유량 및 회전속도를 계산하였다. 

가) PHTS 펌프 개념설계 

본 연구에서는 KALIMER-6oo 액체금속로의 일차펌프의 형상 및 크기를 설정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최석기 [2004]에서 수행된 펌프 셜계조건에서 노섬 입구용도 변경에 따른 재설계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출판된 Imaichui et al.. [2002]의 방법론을 사용하여 

셜계하였고， 펼요한 경우에는 하재현 외 [2001]도 참고하였다. 펌프의 형태는 용량이 같은 참고 

문헌 [Novatome, 1986]와 [머EA， 1996]를 참고하였다. KALIMER-600 액체금속로의 전기출력 

은 600Mwe이고， 원자로 당 일차펌프는 2개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KALIMER-600 일차펌프 

설계에 대한 설계기준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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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프는 원섬펌프이다. 

- 펌프로 주입되는 소륨의 온도는 390.0[OC] 이다. 

(밀도 : 858.74[kg/m3
] , 점성도 : 2.823x lQ-4[kg/m-s]) 

- 펌 프의 실 양정 (Ha)은 0.38 [Mpa] 이 다. 

- 펌 프 당 유 량(Q)은 4.5[m3/sec] (Mass Fow Rate=3866kg/s) 이 다. 

- 펌프의 회 전수는 450 [rpm]이다. 

- Casing을 포함한 펌 프의 직 경 은 2.5 [m] 이 하이 다. 

위에서 언급한 셜계기준에 따라 설계한 일차펌프의 주요 설계변수들은 표 3.1-1과 같다. 설 

계된 펌프의 형상은 그림 3.1-2와 같으며， 상세한 설계과정은 최석기 [2005]에 기술되어 있다. 

표 3.1 -1 KALIMER-600 1차펌프 주요 셜계변수들 

셜계변수들 KALIMER -600 비고 

펌쿄의 종류 원심펌프 

유량 (m3/min) 270.09 =4.5 m3/s 

유체 입구 및 출구온도 ("c ) 390.0 
실양정 (Mpa) 0.38 (=45.15m) 노심: 0.27, 기타: 0.11 

전양정 (m) 54.18 20% margin 

회전수 (rpm) 450 
비 속도[rpm] [m3/min] [m] 362 

수동력 (水動力) (Mw) 2.05 
펌표효율 (%) 80 
축동력 (Mw) 2.57 
전동기의 출력 (Mw) 3.08 축통력의 1.2배 

회전차 보A지름 (m) 0.438 
회전차 축지름 (Cm) 24.33 
회전차 안지름 (m) 1.04 

회전차 바같지름 (m) 1.53 

회 전차 원주속도 (m/s) 35.20 

회전차 깃의 수 7 

Required NPSH (m) 9.83 

A vailable NPSH (m) 11.02 A-NPSIνR-NPSH=1.31 

송출관의 바같 지 름 (m) 1.78 

흡입관의 바같지름 (m) 2.15 
펌효 수직길이 (m)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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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KALIMER-600 일차펌 프 형 상도 

나) PHTS 표-IX 개념설계 

KALIMER-6oo IHX(Intermediate Heat Exchanger) 설계는 계통 작동온도， 유량 및 압력손실 

을 고려하여 IHX의 전열면적과 전열관 배치를 설정하였으며， 전열관 두께는 증기계통의 높은 

압력 (16.5MPa)에도 전열관이 파단되지 않도록 설정하여 예상 가능한 어떠한 사고에도 물/증기 

가 원자로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원자로 용기파손 시 노섬냉각에 펼요한 

최소 소륨 질량을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자로 상부 절연판 하단 위치， 원자로 Head 위치 

및 PDRC overflow slot 위치를 설정하였으며， 원자로 저옹 정지 시 가스흡입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IHX 위치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계기준들은 다음과 같다. 

- IHX 1차 측 입구의 소륨 온도는 않4.8"C이다. 

- IHX 2차 측 입구의 소륨 온도는 320.TC 이다. 

IHX 1차 측 질량유량은 1932.83 kg/sec이고， 2차 측 질량유량은 1450.18 kg/sec이다. 

IHX 전열관의 길이는 KALIMER-150 설계와 동일하다. 

위에서 언급한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한 KALIMER-600 퍼X의 주요 설계변수들은 표 3.1-2에， 

상세한 설계변수들은 표 3.1-3에 있다. 그림 3.1-3은 설계된 IHX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상 

세한 설계과정은 최석기 [2005]에 설명되어져 있다. 

” 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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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KALIMER-600 IHX 형 상도 

표 3.1-2 KALIMER-600 IHX 주요 설 계 변수들 

설계변수들 KALIMER-150 KALIMER- 600 
운전조건 

열용량 (Mwt) 98.75 380.90 
1차측 IHX 입구온도 ("C) 529.9 544.8 
1차측 IHX 출구온도 ("C) 385.0 385.9 
2차측 IHX 업구온도 ("C) 339.7 320.70 
2차측 IHX 출구용도 ("C) 511.0 531.6 
1차측 소디움 유량 (kg/s) 535.78 1932.83 
2차측 소디움 유량 (kg/s) 450.90 1450.18 

1차측 입구노즐에서 출구노즐 
25.75 25.73 

시작까지 압력강하 (kPa) 
2차측 내부 유입관 시작부터 출구관 

57.00 40.59 
끝까지 압력강하 (kPa) 

전열판 
전열관 개수 1702 4188 
외경 (m) 0.0127 0.015875 
내경 (m) 0.0111 0.013405 
두께 (m) 0.0008 0.001235 
길이 (m) 6 6 
Material SS304 9Cr-1Mo 

Bundle 
P!D 1.6 1.73 

Flow Hole 직 경 (m) 0.0088 0.0126 
Flow Hole 수 3404 8376 

Pitch Arrangement Triangular Triangular 
SheJl 

Shell 의 내 경 (m) 1.0065 2.0274 
Sh려l의 총 길 이 (m) 6.925 7.8122 

모양 TEMA type S TEMA type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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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KALIMER-600 IHX 상세 설계변수들 

98.75MWt 380.9MWt 

KALIMER -600 IHX 설 계 (380.9 MWt) 
설계 KALIMER-150 KALIMER-600 

1연~y늘 = Tout=530C, Tout=545C, 

Tin=385C Tin=390C 

Ml =535.78kg/s Ml=1932.8kg/s 

Primary Side 
lliX Primary Inlet Temo.(C) : 설계조건 THOT 529.80 544.80 
lliX Primary Outlet Temp.(C) : 설게조건 TCOLD 385.00 390.00 
IHX Primary Outlet Temp.(C) : 설게결과 TCOLD 385.00 385.93 

lliX Primary Pressure Drop (Kpa) : 설 계 결과 
DP-SHEL 

L 
25.75 25.73 

Themmal Duty per IHX (Mwt) : 설계조건 Q 98.75 380.90 
Primary Mass Flow Rate per IHX (Kg/s) : 설계조건 MFS 535.78 1932.83 

Average Temp.(C) Tavg 457.40 467.40 
Density RHOAS 842.62 840.25 

Specific Heat CPS 1272.40 1270.90 
Conductivity Ks 70.12 

Viscosity VISAS 0.00띠523 0.0002486 
Qca!=m*Cp*(Thot-Tcold) (Mwt) : 설계결과 Q-cal 98.71 380.25 

Secondary Side 
lliX Secondary Inlet Temp.(C) : 설계조건 TCOLD 339.70 320.70 
lliX Secondary Outlet Temp.(C) : 설 계 조건 THOT 511.00 526.00 
IHX Secondary Outlet Temp.(C) : 설게결과 THOT 511.00 531.63 

IHX Secondary Pressure Drop (Kpa) : 설 계 결과 DP-TUBE 57.00 40.59 
Secondary Mass Flow Rate p~r IHX (~~)_: 설계조건 MFT 450.90 1450.18 

Average Temp.(C) Tavg 425.35 423.35 
Density RHOAT 850.29 850.77 

Specific Heat CPT 1277.60 1278.00 
Conductivity Kt 72.09 

Viscosity VISAT 0.0002655 0.0002664 
Qcal=m*Cp*(Thot-Tcold) (Mwt) : 설게결과 Q-cal 98.68 380.49 

Tube 
Number of Tubes NTUBE 1702 4188 

Outer Diameter (m) ODTU 0.0127 0.015875 
Inner Diameter (m) IDTU 0.0111 0.013405 
Tube Thickness (m) TTU 0.0008 0.001235 

Tube Length (m) 6 6 
Material SS304 9CR-IMo 

Bundle 

Pitch Arrangement Triangu비llar Triangular 
Pitch / Tube Diameter (P!D) RPIOD 1.60 1.73 

Flow Hole Diameter (m) DFH 0.0088 0.0126 
Number of Flow Holes 3404 8376 

Shell 
Diameter of Shell DSH 1.0065 2.0274 

Diameter of Shell induding shell Thickness(m) DSHT 1.0465 2.0674 
Length of Shell (Tube Region) (m) LSH 6 6 
Length of lliX in Upper Region (m) LSHIN 0.3488 0.6891 
Length of lliXl in E찌t Region (m) LSHEXIT 0.5747 1.1231 

-h “ j 
1 ·l 



Total lHX Length LSHT 6.9235 7.8122 

Baffle 
Number of Baffle NBF 9 9 

Thickness of Baffle (m) TBF 0.02 0.02 
lnner Diameter of Outer Baffle (m) DBFOIN 0.578 1.0118 
Outer Diameter of Inner Baffle (m) DBFI 0.895 1.8603 

Gap 
Gap between Baffle and Tube (m) GBFT 0.0002 0.0004 

Gap between Baffel and Shell -Top (m) GBFSHT 0.0036 0.0055 
G_jlp_between Baffel and Shell - Bottom (m) GBFSHB 0.0036 0.0056 

Gap between Phepenes of BundJe and Baffle-Top (m) GBNBFT 0.01 0.0203 
Gap between Phepenes of Bundle and Baffle- Bottom (m) GBNBFB 0.01 0.0203 

Others 
Lseg .Inlet.region/Lseg RLAM 1.2 1.2 
Lseg.Exit.region/Lseg RLZM 1.2 1.2 

Length of Shell Inlet nozzle / Inlet Nozzle Section(LSEGA) RLSNIN 0.8 0.8 
Flow Area / Total Area at Inlet Nozzle RSFNIN 0.8 0.8 

Ratio of Length between Center of the Nozzle and Baffle to 
RLPNIN 0.6 0.6 

LSEGA 

Shell Exit Nozzle Diameter (m) DSNEX 0.34 0.0000 
Gap Between Shell and Exit Nozzle lnternal Structure (m) GSPEX 0.05 0.0899 

Outer Diameter of Internal Tube Path (m) ODTLIN 0.35 0.6118 
Inner Diameter of Internal Tube Path (m) IDTLIN 0.33 0.5918 

Additional Length of Internal Tube Path (m) LTLINA 6 6.α)()Q 

Inner Diameter of Exit tube Nozzle (m) DTNEX 0.35 0.6118 

Tube Sheet and Exit Diameter of Sh리l 

Diameter of Tube Sheet (m) 0.9993 2.0164 
Inner Diameter of Shell at Tube Sheet (m) 1.0993 2.1961 
Outer Diameter of Shell-Tube Region (m) 1.0465 2.0674 

Outer Diameter of Shell-Exit (m) 1.1493 2.2461 

Thickness 
Shell Thickness (m) 0.02 0.02 

Intemal Tube Path Thickness (m) 0.01 0.01 
Hemisphere Shell Thickness at Exit (m) 0.025 0.025 

Baffle Thickness (m) 0.02 0.02 
Tubesheet Thickness at Exit (m) 0.15 0.15 
Tubesheet Thickness at Inlet (m) TTSEX 0.13 0.13 

PI 3 .1416 

3) 표ITS 셜계자료 생산 

IHTS 설계의 주요 성과는 IHTS 배관 격리밸브의 제거를 통해서 건설비용을 감소시켰으며， 

중간계통 설정압력 및 소륨-물 반응(Sodium-Water Reaction) 압력방출계통(pressure relief 

system)의 설계인자를 설정하는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에 따라 설계인자를 설정하고 계통의 성 

능을 평가하였다. 

일반적으로 경수로 설계에서는 격납계통을 통과하는 모든 배관은 격납계통 차단 요건을 만 

족시키기 위하여 격리밸브를 설치한다. 기존 격리밸브는 중간계통 고온관과 저온관의 격납벽 

바로 바깥쪽에 설치되며， Double- disk gate valve 형식의 안전동급 기기로서， Unlikely event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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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률-물 반응 사고시 증기발생기로부터 IHX를 격리하는 가능을 수행한다 [김연식， 2002]. 이 

경우， 격납경계를 이루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하지만， 증기발생기 하나당 3개， 모두 6개의 격리 

밸브의 급작 폐쇄 (inadvertent closing) 사고는 중간계통 냉각재 유로를 차단함으로 일차계통 

과열로 인한 발전소 작동성 (operability) 저해의 가능성을 추가로 생겨나게 한다. 

KALIMER-600과 같은 액체금속로의 경우 경수로와는 다르게 일차계통 및 중간계통의 운 

전압력이 대기압 근처로 고압으로 운전되는 증기발생기 계통에 비해 아주 낮고 IHX 전열관의 

두께가 증기계통의 최대압력에도 파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정되었기 때문에， 경수로에 적용되 

는 격납용기 격리 요건의 적용에 대해 기술적인 재평가가 펼요하다. 액체금속로에서 격리밸브 

의 역할은 격납용기 격리 요건을 만족시키고， 증기발생기에서 발생한 소륨-물 반응에 의한 과 

압과 반응생성물이 IHX로 전파되어 일차계통 압력경계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사고를 막기 위 

한 것이다 [GE, 1994]. 하지만， 그림 2와 같은 현재의 KALIMER- 600 설계에서뿐 아니라， 기존 

의 타 노형 SWR 해석결과에서 보듯이， SWR 초기 거동을 지배하는 압력파의 전파시간은 매 

우 짧아서， 증기발생기 내부에서 발생한 소륨-물 반응의 첨두 압력이 7초 이내에 IHX 전열관 

에 도달한다 [어재혁， 2006]. 

그러나， 격리밸브가 자동이건 수동이건 압력센서의 신호를 받아서 작동하는 과정은 수십 초 

의 시간을 요한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격리밸브가 소륨-물 반응 초기 압력파가 IHX세관까지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이후， 질량전달 단계인 1초 이후에는 압력이 지속적으로 상숭하 

나， 10초 이내에 파열판이 파열되면서 압력이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피동장치인 파열 

판이 작동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중간계통의 압력이 주계통의 압력보다 매우 

높기 때문에 주냉각재 압력 경계가 파손되는 경우에도 방사능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는(핵연료 

의 경계가 파손된 경우) 냉각재가 중간계통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Flare Tip 

Back-

그립 3.1- 4 KALIMER-600 소륨 물 반응 피 동저 지 개 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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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립 3.1 -4와 같은 KALIMER- 600 중간계통 IHTS 배관의 소륨 물 반응사고 피동저 

지 개념은 SWR 사고 시 파열판이 작동하여 증기발생기내의 소륨이 모두 소륨 덤프 탱크 

(SDT)로 빠져나간 이 후， 중간계통 격리밸브가 작동하지 않고， 물/증기측에서도 계속적인 공급 

이 있는 상황에서 파단된 증기발생기 전열관에서 나오는 증기/물과 반응 생성물이 SDT로 빠 

져나가지 않고， 반응불과의 경계면이 중간계통 배관을 따라 IHX로 이동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개념이다. 현재의 KALIMER - 600 설계에서는 대략 2.3m 의 증기발생기 상하단 압력 헤 

드에 대해 6.5 [m] 의 정압 헤드가 제공되어 유효한 피동저지 기능을 수행한다. 

표IX 전열관 두께는 증기/급수 계통의 압력인 16.5MPa이 가해지더라도 파단 되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이와 같은 KALIMER -600 설계조건을 고려하면 증기발생기에서 소륨 물 반응이 

발생할 경우 IHX 과압방지 및 증기 및 반응생성물이 원자로 용기 내부에 설치된 IHX에 유입 

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IHTS 배관 격리 밸브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국외의 소륨냉각 액체금속로인 MON]U, EFR, Super PRISM 등의 설계개념을 검토한 결과， 

중간계통 배관에 격리 밸브가 없으며， 이는 소륨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액체금속로의 경우 일차 

계통 및 중간계통의 압력이 증기 및 급수계통의 운전압력에 비하여 매우 낮기 때문에 물리적 

으로 일차계통의 소륨과 함께 방사능 물질이 대기중으로 방출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주장을 

인허가 기관에서 수용한 결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KALIMER-600의 격납요건과 소륨-물 반응 영향의 IHX전파를 막는 기능을 만족하기 위해 중 

간계통에 격리밸브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기존의 KALIMER -600의 경우， IHX와 중간계통 격리밸브， SWRPRS 파열판을 제외한 냐머 

지 중간계통 배관은 비안전둥급으로 설정되었다. 하지만， 격리밸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격납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보수적으로 중간계통 배관을 격납경계의 연장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 

다. 이 경우 KALlMER -600 설계지침을 참고할 때， 중간계통 배관과 안전퉁급과 비안전등급이 

경계를 이루는 증기발생기 전열관과 SWRPRS 파열판은 Safety class 2로 설정되었다 [김성오， 

2004]. 기존에 소륨 측에 해당하는 중간계통 배관과 증기발생기 전열관은 비안전퉁급임에도 안 

전동급에 적용되는 In-service inspection을 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이 추가되 

었다는 점외에 설계와 경제성 측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중간계통 설계압력과 소륨-물 반응 사고 압력방출계통 파열판 설정압력은 사고분류와 사고 

빈도를 고려하여 안전성과 경제성을 만족하는 범위에서 설정되었다. 중간계통 설계에서는 안전 

성을 만족시키는 기준 압력 즉， 설계압력을 설정하고， 이 설계압력에 맞추어 계통의 기기나 부 

품을 설계하고， 계통이 그 설계압력을 넘지 않도록 계통 내에 과압 보호장치를 셜치하게 된다. 

이 때， 과압 보호장치가 작동되는 과도상태에 있어서 계통에 작용되는 최대 허용 압력은 설계 

압력의 110%까지다 [김연식， 2001]. 

중간계통 설계압력을 설정하기 위해 관련된 법규와 참고자료를 검토하였다. 참고할 만한 상 

위 조항에 해당하는 미국의 Code of Federal Regulations의 10 CFR Pt. 50, App. A 의 

Criterion 15에 원자로 냉각계통 설계에 대한 기준에 따르면 [NRC, 1991], KALIl\표R-6oo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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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예상되는 작동중 발생사고”는 설계수명 60년간 l회 이상 발생 빈도로 0.0167 [회/원자로년] 

의 값을 가지 고 사고 분류로는 Infrequent Event CIF, 1O-1>f> 10-2
) 에 해 당하고， Operational 

Transient Event (OT)와 Moderate Frequency Event CMF, f> 10-1
) 를 포함한다 [김성오， 2004]. 

중간계통 설계압력은 ASME B&PV Code, Section III을 참고하여 Level A Service 

Lirnits(NCA-2142.4Cb)(1))가 적용되는 가장 심각한 압력부하에 해당하는 값보다 높게 설정되 

어야 한다 [ASME, 1989]. 설계압력은 계통의 압력 요동， 제어계통의 오작동， 그리고 배관 배치 

에 따른 정수두를 고려한 압력이 된다. 참고로 기존 경수로에서의 일차계통이나 이차계통의 설 

계압력 값을 보면 정상운전 압력에 10%의 여유를 두어 설정된 것을 참고할 경우 칼리머의 중 

간계통 설계압력 설정시에도 적용할 수 있는 참조 여유도다 [김연식， 2001]. 설계온도도 Level 

A Service Lirnits가 적용되는 운전 조건하에서 구조물에 작용될 예상되는 가장 큰 평균 온도 

로 하되 제어계통의 오작통이나 계통 배열 영향을 반영하여야 하며 액체금속로와 같이 trace 

heating을 하는 계통에서는 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KALIMER-6oo의 경우 Level A Service Lirnits가 적용되는 Event Category는 OT와 MF 

Cf>10-1
) 이다 [김성오， 2004]. KALIMER -600의 중간계통은 루프내에 커버 개스 영역을 가진 

비교적 간단한 폐회로 계통으로서 OT 운전이나 MF 과도중에서 일차계통이나 증기발생계통과 

연계된 중간계통의 압력 과도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만 현재는 정의되어 있지 않 

지만 재장전 후 초기 발전소 가열 운전시 중간계통 펌프의 급작 운전으로 인한 압력 요동이나 

정상운전시 보조계통의 오작동에 의한 압력 요동이 중간계통 설계압력 설정에 영향을 주는 

OT나 MF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중간계통 설계압력 결정시 고려되어야 하는 사고는 과도운전시 주냉각계통 온도상 

승에 의한 중간계통 온도 및 압력 상승과 중기발생기 계통 냉각재 순환정지에 의한 중간계통 

온도 및 압력 상승 둥이며 이를 고려한 발생압력 최대값과 배관배치에 있어서 최대 정압수두 

를 고려하여 중간계통 설정압력을 산정한다. 

중간계통에 영향을 주는 고려된 사고 중 가장 심각한 사고에서의 중간계통 압력을 결정하 

기 위해， 과도 상태에서 계산결과를 이용하였다. 중간계통에서 발생될 수 있는 최대 압력을 산 

정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계산된 과도특성에 대한 LSYS 해석결과 [심윤섭， 2001]를 이용한다. 

LSYS 결과에서 100%출력시와 80%출력 운전시에 주어진 중간계통 내의 소륨의 부피와 질량 

을 이용해 계통의 압력을 산정하고 이를 선형 외삽(Extrapolation) 하여 노심의 120% 출력시의 

중간계통의 압력을 계산하면 20% 출력 증가에 대해 계통의 압력은 5% 정도의 상승만을 보여 

준다. 또， 중간계통 배관에서 가해지는 정압수두의 최대치는 증기발생기 상부 가스와 중간계통 

소륨 자유액면을 기준으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IHX 하단의 inlet plenum에서 발생한다. 

IHX inlet plenum 에서 원자로 상부까지의 높이가 12.3 [m]이고 여기서 증기발생기 상단영역 

까지의 높이가 9.8 [m]인 것을 고려하면 중간계통 최대 정압수두는 0.18 [MPa]로 계산되었다. 

이렇게 계산된 정압수두와 과도운전시의 최고압력에 전자펌프의 최고 생성수두를 더하여 

계통내 최대압력을 계산하면， 0.29 [MPa]을 얻는다. 이 값에 경수로 설계압력 설정에 사용된 

10%의 여유도를 고려하면 0.32 [MPa]의 중간계통 설계압력을 얻게 된다. 기존의 IHTS 설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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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인 1.5 [MPa]과 비교하여 상당한 차이를 보이나， 기존의 설계압력 설정시에는 기계식 펌프 

급작동으로 인한 생성수두 1.0 [MPa]를 고려하여 설계압력이 설정되었는데， 펌프의 급작동으로 

인한 압력상승이 중간계통 차단 밸브가 존재하고 이 밸브가 닫힌 상태인 조건을 수반하지 않 

을 시 이 값의 현실적인 의미가 없으므로， IF와 OT， MF를 고려하는 현재의 설계 방법론이 타 

당한 것으로 판단되 었다. 

압력방출계통 설계를 위해 기존의 개념설계 경험과 기술을 정리한 Chung 둥의 두 가지 결 

정 수목 방법론을 사용하여 계통 설계개념과 인자를 설정하였다. 압력방출계통 파열판 설정압 

력은 대규모 소륨 물 반웅 사고보다 높은 빈도를 가지는 사고에서는 작동되지 않고， 소륨-물 

반웅 사고시 선속하게 압력상승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역시 10%의 여유도를 가지고 

설계되었다. 소륨-물 반웅 사고 압력 방출계통 파열판(Rupture clisk) 이 작동하는 소륨-물 반응 

사고는 사고분류상 XU (Extremely unlikely event, 1O-4>f> 10-7
) 에 해 당한다 [김 성 오， 2004]. 

원자로의 안전성과 더불어 충분한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파열판의 설정압력은 이 보다 

높은 빈도를 가지는 사고에서는 작동되지 않도록 충분히 높은 설정치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파열판의 설정압력은 UE (Unlikely event, 1O-2>f> 10-4 )를 포함한 IF, OT, MF 사고 조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간계통 최대압력에 여유도를 더하여 셜정하였다. 

KALlMER-6oo 중간계통 순환펌프의 예비 설계계산서 [성승환， 2006]에 따르면， 정상운전시 

전자펌프에 의한 수두는 0.33 [MPa]로 계산되었고， 이 값을 KALIMER-150 PHTS 전자펌프에 

대한 설계개념 셜정 보고서의 성능곡선을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최대 펌프 생성수두를 계산하 

면 0.83 [MPa]로 계산된다. 중간계통 과도운전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압력을 산정하여 이미 계 

산된 중간계통 설계압력에 위에서 계산된 최대압력을 더하면 1.12 [MPa]의 압력을 얻게 된다. 

이 압력은 위에서 상기한 사고분류에서 최대압력의 의미를 가진다. 이 값에 파열판 오작동으로 

발전소 운전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파열판 작동 불확실도를 감안한 10%의 여유도를 고려하여 

1.23 [MPa]의 설정압력을 설정하였다. 

4) SGS 설계자료 생산 

소륨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액체금속로의 증기발생기에서 생겨날 수 있는 전열관의 결함에 

의한 소륨 물 반응 사고는 계통의 온도 및 압력의 상승뿐 아니라， 인접한 전열관의 손상을 가 

져와 사고가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 특히， 증기발생기의 전열관 파단 기준 사고는 소륨-물 반 

웅 사고해석 입력인자로 초기 사고해석에 결정적인 효과를 가지므로， 이의 타당성 검토와 기준 

사고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소륨-물 반응 사고시 인접 전열관 손상 다차원 해석 방 

법론을 이용하여 기존의 중기발생기 전열관 파단 기준사고를 평가하였다. 

기존 소륨 물 반응사고의 해석은 주로 계통 설계 측면에서 l차원적 압력파 전파 현상과 장 

기 거동시의 소륨 물 반웅 압력완화 계통의 설계 및 성능 평가가 수행되어 왔다. 이와 같은 다 

양한 종류의 1차원 해석 전산코드는 대부분 반웅 소스항인 전열관 물/중기 누출량을 결함 발 

생 전열관 개수의 함수로 설정하여 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결함 발생 전열관 개수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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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계통 과도특성 결정인자가 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증기발생기 내부에서 발생하는 손 

상 전열관의 개수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제4세대 소 

륨냉각고속로 증기발생기 신뢰성 향상 사전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본 연구를 통해 증기발 

생기 소륨-물 반웅 다차원 해석 방법론을 개발하여 초기 가정으로 주어지는 설계기준 파단 전 

열관 개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킴으로서， 기존 연구를 통해 개발된 설계 목적의 1차원 해 

석 방법론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해석 결과를 소륨-물 반응사고 발생시 계통의 안전성 확보 

를 위한 계통 설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기존의 소륨냉각 원자로 계통의 소륨 물 반응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해석 방법론 및 전산코 

드는 대부분 설계 및 단순한 계통 과도해석을 목적으로 개발된 1차원 해석코드로서 대부분이 

단상 및 다상， 다성분 1차원 과도유동 해석모형， 소륨-물 반응사고 압력방출계통 해석모형， 그 

리고 화학반응 모형 및 수소 생성모형 둥의 비교적 단순화된 해석모형을 채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해석모형 중에서 소륨 물 반웅사고 발생시의 계통의 과도유발 요인으로 가장 지 

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해석모형이 화학반응 모형과 반응에 의해 발생하는 수소생성 모형이다. 

소둠-물 반응 현상의 다차원 분석을 위한 상세 반웅모형 개발을 위하여 기존 연구를 통해 수 

행되어온 다양한 소륨-물 반웅현상의 해석모형 중에서 계통 과도 유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화학반응 및 수소생성모형을 설명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다차원 해석에 사용 가능한 다차원 범용 해석코드를 자유액면 해석과 그림 3.1-5와 같은， 

물/증기 소륨， 수소의 다상 다성분 화학반응 유통 모사 가능성과 정확성의 측면에서 비교， 검 

토하여 CFX를 선정하였다. CFX는 자유액면을 sharpening하는 scheme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증기-소륨 간 계면의 해상이 가능하고， 계면에서 물질， 운동량， 에너지 전달 현상을 모사하는 

항과 해석모형을 CFX에서 제공하므로 다양한 기구 (mechanism)의 전달 현상 해석이 가능하 

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체적율 방정식의 advection 항의 계산시 오류확산을 크게 하는 상류 

(upwind) 차분항과 오류확산을 억제하는 차분항 사이에 weighting factor를 조정하여 경계면의 

확산을 방지하는 기법인 High-order compressive scheme을 이용했을 때， 자유액면의 이동현상 

이 잘 예측되고 있는 것을 물기둥 붕괴 문제 계산을 통해 확인하였다. 

Mass, energy and 
momentum transfer through 

5" Free surface 
ínterfaces 

“ model 

Sodium gas Sodium 
(Eulerian) liquid 

Mixtuκ (Eulerian) 

그림 3.1-5 소륨-물 반응 다상 다성분 현상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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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화학반응은 eddy dissipation 모델을 이용하여 해석 하는 것이 계산의 복잡성 등을 고 

려하였을 때 적절할 수 있으며， 여기에 반응도와 관련하여 소륨-물 반응 특성을 적절히 모형화 

하여 향후 자유액면 모델의 정확도 평가， 혼합물질 형성 과정 모델링， 반응이 일어나는 계면 

면적의 정의 등과 함께 소륨-물 반응 형상 분석에 적절히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CFX를 이용하여 기-액 반응경계면의 이동뿐 아니라， 증발현상 둥의 물질 및 에너지 전달과 

부력， 계면 열전달 현상을 모사하는 모형을 개발， 구성하였고 이를 사용하여 다차원 소륨 물 

반웅 현상을 모사하였다. 

개발된 상세 화학모형 및 다차원 열유통 전산해석 방법론을 토대로 예비적으로 소량누출에 

대한 2차원 분석 결과， 중기가 유입되는 경우의 자유액면 이동현상과 증기와 소륨 기체와의 반 

응을 평가하기 위해 앞에서 제시한 계산 영역에서 액체 소둠에 증기가 화학반웅 없이 유입되 

어 자유액면이 이동하는 경우를 모사하였고 또 계산 영역에 기체 소륨이 차 있어서 자유액면 

의 형성없이 소륨 기체와 증기가 직접 화학반용을 일으키는 경우에 대해 해석을 수행하여 비 

교 검토 하였다. 소륨 풀내에 잠겨있는 파단관 형상에서 평균 2 [g/s]의 증기 누출율에 대해 

소륨 물 반응 과도현상 해석을 0.05초까지 수행하였다. 

그림 3.1-6과 같이 기존의 1차원 연구에서 제시된 수증기에 대한 수소의 이론 생성비 

0.0778을 사용하여 계산된 결과와 비교하여 다차원 해석결과가 대략 83% 정도의 수소 생성량 

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유입 증기가 모두 수소로 변환된다고 설정된 이상적인 가정과 실제로 

증기가 모두 수소로 변환되지 않는 실제적인 상황과의 차이에서 기인하는데， 해석결과가 보여 

주는 증기에서 수소로의 전환비는 반응물간의 완전 혼합이 되지 않는 현실적인 현상을 잘 모 

사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 속도장과 온도장 둥의 유동정보를 분석한 결과， 와류소산 모형 

(EDM)을 적용한 소륨 물 반웅의 다차원 해석결과가 반응에 의한 과도거동에 대한 다차원적이 

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7.0E-06 

6.0E-06 

5.0E-06 

O.OE+OO 

0 0.01 0.02 0.03 0.04 0.05 

Time [51 

그림 3.1-6 물/증기 누출량과 수소생성량 과도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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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차원 해석 결과를 기초로 기존의 전열관 wastage 상관식 [Hori， 198이을 활용한 인접 전열 

관 손상 평가 방법론을 개발하였으며， 개발된 인접 전열관 손상 정도의 정량화 방법을 이용하 

여 계산된 누출 조건에서의 인접 전열관 손상을 평가하였고 인접 전열관 손상률 계산 결과를 

그림 3.1-7에 도시하였다. 

이 결과， 소량 누출에서 반응 영역에 노출된 시간이 30초를 초과할 때， 인접 전열관 손상이 

생겨날 수 있음을 보였고， 소둠 물 반응시 반웅영역 인접 전열관의 손상률은 파단 전열관으로 

부터의 거리에 의존하며 소륨 물 반응 계면 위치에서 주로 손상이 급격히 발생함을 확인하였 

다. 이를 통해 향후 전열관 누출 유량에 따른 사고 확대 경향， 설정된 전열관 물/증기 누출 유 

량 및 파단 전열관 개수 둥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초기 압력 전파 특성 및 장기 거동 

시의 소륨-물 반응 완화계통 설계를 위한 기본 설계 자료를 생산하며， 기존의 증기발생기 전열 

관 파단 기준사고를 현실화하고 타당성을 확인함으로서 궁극적으로 KALIMER-600의 경제성 

과 안전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7. oe~1 

6.oe~1 1- - - IJ - - - ’ ___ J ___ ’- -’ ‘- -’ ___ L. __ 
1--UD=1 .0 

• … 1--UD=2.0 1 
5 . oe~1 ι - ，h - - - 1- - - ., - - - ,- -1 1 

F [ ν 1--UD=3.0 1 
ζ • 11 1. 

등 4.oe~1 ~ - -l 때- - - '-- -- -- - '- -1--띠=1 .0β0) 1 __ , ___ L. __ 

움 I 삐 :, I-UD=1 .0(45) I 

:: 3. 0E~1 ~ - -l l.\- - - 1- -- • - - - - ..j -UD=1 .0 (-3이 1- -，--->-

훌 f 11M : : : I- - UD=1 .0 (-45) I : 
2.0E~1 ~ - 1'Jt, ‘~ - 1- • • 」 ~ - -:- - - T - - -「 • - f τ 

1 .oe~1 

O.OE+OO 

o 0αJ6 0.01 0.015 0‘02 0.025 0.03 0.035 0 여 0여5 0.(15 

Tlme[혀 

그림 3.1-7 물/증기 누출 사고시 인접 전열관 손상률 변화 

5) RHRS 설계자료 생산 

본 연구단계를 통해 구체적인 설계가 완료된 KALIMER-600 PDRC 계통에 대하여 계통 설계인 

자 및 주요 기기 외형크기 설정 작업을 보완하여 전반적인 계통 구성을 완료하였다. 본 절에서는 

KALIMER-600 잔열제거계통 설계와 관련하여 피통 잔열제거계통인 PDRC(Passive Decay Heat 

Removal Circuit) 계통설계와 능동형 잔열제거 계통인 원자로 보조냉각계통 IRACS (Intermediate 

Reactor Auxiliary Cooling System) 구성， 그리고 이 두 계통을 유기적으로 이용하는 잔열제거 

운전 방법론 설정 작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기술하였으며 이와 병행하여 PDRC 계통 설계의 

주요 현안 중 하나인 PDRC 루프 소륨 고화방지를 위한 설계 개념 안을 도출하고 설계요건을 생 

산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기술하였다. 

m 

ω
 



가) 잔열제거계통 구성 및 설계자료 생산 

KALIMER-600의 잔열제거계통은 설계 최상위 목표 중 하나인 대용량 피동 안전성의 획기적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개발된 대표적인 계통으로서， 계통 개념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서는 기 

수행 연구를 통해 독자적으로 개발된 PDRC 계통에 대한 최적화된 계통 기본 설계자료 생산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 단계에서는 PDRC 계통 전 영역을 대상으로 복잡한 다중 전열회로에 
서의 자연순환 유량 변화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여 반복적 계산을 통해 계통 설계인자를 생산하 

는 방식으로 설계점 (Design point)에서의 계통 기기 및 설계인자 분포 등을 최적화하였다. 

피동 잔열제거계통인 PDRC에 대한 설계자료 생산은 계통 기기의 전열 면적 최소화 등과 

같은 경제성 향상을 위한 상위 요건을 만족하도록 수행되었으며， 본 연구 단계에서는 주로 기 

기의 열적 크기 산정과 계통 각 부분에서의 열유동 특성인자 설정 및 최적화 작업에 주안점을 

두었다. 

본 연구단계에서는 기 수행 연구에서의 설계 특성 보완의 일환으로 소륨-공기 열교환기 

(AHX) shell측 공기 자연순환 헤드(head) 계산 및 유량 계산시의 공기 입출구 및 전열관 번들 

영역의 압력손실 계산 부분을 보다 세밀하게 보완하여 결과적으로 PHTS 소륨， PDRC 루프 소 
륨 및 공기 자연순환 유량의 최적화 작업을 완료하였고 이에 따른 PDRC 설계점의 각 부분 온 
도분포 및 열교환기 특성인자 {UA} 값 등을 재생산하고 기기설계를 최적화하였다. 

과도기 PDRC 계통 작동시 고온 풀 소륨이 overflow되어 DHX shell측으로 유입되는 경우의 

유량 분배 및 추가적인 유량 손실 및 압력손실의 최소화를 위하여 DHX 입구 유통 배플 개념을 
설정하여 과도기 PDRC 작동시 안전적인 열제거가 가능하도록 셜계를 보완하였다. 

또한， 설정된 설계인자를 대상으로 산업계의 일반적인 설계/운전 경험 및 국외 노형 설계 

자료 둥에 대한 면밀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DHX 및 AHX 등의 계통 기기에 대한 전열관 재질 
특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특성 평가는 주로 전열관 재질의 온도변화에 대한 열전도도 및 열창 

률 비교 평가를 위주로 수행되었으며， 열적 특성이 우수한 재질이라고 해도 사용 환경 및 적용 

온도， 그리고 가격 등의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보다 적합한 재질을 선택하여 설계에 반영 

하였다. 일반적으로 전열관의 운전온도 영역인 350 0C - 550 oC 의 고온 소륨 환경에 노출되는 
DHX의 전열관 재질은 주로 고온에 강한 stainless steel 계열의 316L(N) 재질을 사용하고 있 

으며， 대기중의 습분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AHX의 전열관은 이 습분/부식 환경에서 

강한 Chromic steel 계열의 2.25Cr-1Mo 재질을 적용하였다. 이와 같은 전열관 재질은 프랑스 
EFR 및 인도의 PFBR에서 사용하는 DHX 및 AHX 전열관 재질과도 유사한 것으로서 PDRC 
계통 기기 설계의 타당성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우수한 열전도도 및 전열관 열팽창률 

둥의 재질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보다 우수한 재질을 선정 및 평가하여 지속적인 

설계 개선을 수행할 예정이다. 

PDRC 계통의 열유동 설계인자 분포에 대한 최적 셜계인자 생산 결과는 그림 3.1-8 및 그림 
3.1 -9에 도시하였으며， 구체적인 열교환기 (DHX 및 AHX)에 대한 설계 재원은 표 3.1-4과 같다. 
본 연구 단계를 통해 보완 및 구체화된 설계 최적화 결과를 국외 노형인 EFR, DFBR 및 PFBR 
등의 설계자료와 비교하여 PDRC 설계의 타당성을 간접적으로 비교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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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KALIMER-600 PDRC 설계점의 열교환기 재원 

열교환기 주형식 

전열관 형태 

작동 shell 
유체 tube 

수량 (EA) 

제열성능 (MWt) 

압력손실 shell 
(kPa) tube 

재질 

개수 (EA) 

외경 (m) 
전열관 

두께 (mm) 
토-를PJ 

배열 (Pitch) 

상능각 (0) 

유효 전열길이 (m) 

총 전열면적 (m2
) 

Shell 전체높이 (m) 
외형크기 shroud 내 경 (m) 

열교환기 고유 재원 

위치 

Air-side 

DHX AHX 

관 통형 (Shell-and-tube type) 관 통형 (Shell-and-tube type) 

직관형 헬리컬 코일 

PHTS 소륨 외부 공기 

PDRC 루고 소륨 PDRC 루표 소륨 

2 2 

8.25 8.25 

0.424 (업구노즐~출구노즐) 0.171 (전열관 번들 영 역) 

4.252 (유도관~출구 elbow) 0.282 (전열관 입구~출구) 

SUS316L(N) 2tCr-1Mo 

90 85 

0.024 0.054 

2.0 2.0 

삼각배 열 (Pitch=0.0456m) 엇갈림 사각 (PL=뀐 =0.081m) 

수직 10.1 (평균) 

3.78 21.44 

25.65 309.16 

4.805 8.968 

0.65 2.864 

지지통 내경 (m) 0.95 공기굴뚝 높이 (m) 30.0 

지지통 두께 (m) 0.025 

저온 풀 상부 DHX 지지통 내부 

PDRC Loop 

Tl.oop ‘,hOl 

: 522.65 "c 

mNo. Loop : 35.16 k이똥〔 

전열관 raw (EA) 

원자로건물 상단 

Tμ')(Jp ， ltot I 1nNa ,DHX: 65.90 때5 (131.81 ~뼈 

T Loop,cold 

: 339.32 "c 

Tpoo1 ,lwl 

: 547.86 "c 

PHTS 

{UA}DHX = 

5 

그립 3.1- 8 PDRC 계통 열유통 설계인자 분포 및 온도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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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_1- 9 PDRC 계통 열유동 설계인자 분포 및 온도배치 

원자로 보조계통인 IRACS 설계와 관련하여 본 연구단계에서는 IRACS의 계통 구성 및 설계 

활용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PDRC 및 IRACS를 포함하는 KALIMER-fχU 
잔열제거계통 구성은 그림 3.1-10과 같이 도시할 수 있다. 

”‘>Iair ‘)Ul 

AH 

," 

DHX 

|ι、에 

그림 3.1-10 KALl미I]ER-600 잔열제거계통 구성도 

그립에서와 같이 원자로 보조냉각계통인 IRACS는 급수계통(Feed water system) 및 PD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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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과 함께 KALIMER-600 원자로의 3중 잔열제거계통을 구성하고 있다. IRACS는 기본적으 

로 펌프 및 공기 blower 등의 능동형 기기를 사용하는 비안전등급 잔열제거계통으로 설계된다. 

이 계통은 증기발생기 및 관련 계통의 유지보수를 위한 원자로 계획정지시， 적어도 한 개의 급 

수계통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하여 노섬 붕괴열 및 이를 포함하는 계통의 총 열하중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목적으로 사용한다. 

IRACS는 PDRC와 유사한 형태로 설계되어 운전되지만， 원자로 풀에서의 열교환을 위하여 

DHX 대선에 IHX를 사용하고 PDRC 루프 배관 대신에 중간계통 배관 및 펌프를 활용하여 소 

륨을 강제 순환시킨다. 또한， 분기 배관 및 밸브를 이용하여 중간계통 배관에서 능동형 공기열 

교환기 (Active type AHX)로의 효과적인 유로 연계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PDRC와 비 

교하여 제열용량을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능동형 기기 사용의 특성을 반영하여 효율적 

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발전소 설계수명 동안에 PDRC 계통의 사용을 가 

능한 한 억제하는 편이 바람직하므로， 비안전등급 IRACS의 설계를 통해 3중 잔열제거계통 요 

건을 충족시켜 비상 및 계획정지시의 효과적인 잔열제거 운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 

는다. 

IRACS 계통은 IHX, IHTS 배관， 격리 밸브， 능동형 공기 열교환기， 그리고 공기 damper 둥으 

로 구성되며， 증기발생기 하단에 설치되는 전동 구동 밸브를 사용하여 중간계통 배관과 격리되 

어 펼요시 valve 개방에 의해 능동형 공기 열교환기로 IHX로부터 가열된 고온 소륨으로의 유로 

를 형성시킨다. IRACS 계통의 각 기기 설계는 관련 계통의 설계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행 

되었으며， 기본적인 기기 및 열유동 특성 인자는 향후 IRACS를 활용한 운전 전략이 확정된 이 

후 구체화 될 수 있으므로， 본 연구 단계에서는 IRACS의 개념 및 계통 구성， 그리고 잔열제거 

운전시 활용 방법 위주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KALIMER-α)() 잔열제거계통에 대한 전반적인 열유동 설계언자 최적화 결과 생산과 병행하 

여 잔열제거계통을 통한 정상운전 중 열손실량을 정량화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정상운전 중 

에는 IRACS 공기유로의 damper가 닫혀 있으므로 IRACS를 통한 열손실은 무시할 수 있다. 따 

라서 정상운전 중 열손실은 주로 PDRC 계통을 통해 발생하며 원자로 풀에서 DHX 전열관 내 

부 소륨으로의 열전달은 “원자로 풀 DHX 지지통-DHX 외피관-DHX 전열관-PDRC 루프 소 

륨/1으로 구성되는 전열경로를 이루어지므로， 대류， 전도 및 복사의 복합 열전달 과정에 의해 

지배된다. 복합 전열 과정에서 가장 큰 전열저항을 나타내는 복사 전열량의 계산을 위해서 복 

잡한 DHX 구조에 대한 view factor를 단순화하는 방법으로 계산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상운전 중의 PDRC 계통 열평형을 설정하고 계통 각 부분의 열유동 인자를 생산하였다. 

정상운전 중 PDRC 계통 열평형 분석 결과， PDRC를 통한 정상운전 중 열손실량은 4.66 

MWt로서 정격 출력의 0.3% 요건을 대략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AHX shell 측 공 

기 유량은 약 26.2 kg/sec, 공기 출구 온도는 약 128.l 0C로 계산되어 기존 국내외 설계자료 둥 

과 비교하여 물리적으로 타당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정상운전 중 PDRC 

저온 소륨관의 온도는 최저 1280C로서 소륨 고화온도 보다는 높기 때문에 직접적인 소륨 고화 

가 발생하지는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외부공기 온도 및 계통 성능해석 상의 불확실 

성을 고려하는 경우 현 설계에서는 PDRC 루프 내에서 소륨 고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 

감
 



으므로 향후 소륨 고화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설계상의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 피동 원자로공동 냉각계통(CCS) 설계자료 생산 

KALIMER -600은 기존 경수로와 비교하여 500 0C 내외의 고온에서 운전되므로， 정상운전 중 

원자로용기 (RV)를 포함하는 원자로 구조물의 고온구조 건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현안이 된 

다. 일반적으로 원자로 설계수명 동안 정상운전 중의 구조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온도 제 

한요건은 원자로용기의 경우 평균온도 427
0

C 이하， 그리고 콘크리트 구조물 온도는 평균 65 0C 

(국부적으로는 93
0

C) 이하로 보고되고 있다[ASME Section III, Div.2, Subsection CC]. 따라서 

KALIMER -600 원자로 지지구조물이 고온 creep 발생 없이 설계수명 동안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상운전 기간 동안 원자로용기와 지지 콘크리트 구조물을 냉각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열제거 수단이 요구된다. 참고로 프랑스 EFR 및 Super-phenix 등의 대용량 풀(pool) 

형 원자로에서는 정상운전 중의 원자로 지지 구조물 냉각을 위해서 저온 풀 소륨을 이용하거 

나 원자로용기를 둘러싸고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 내부에 별도의 수(水)냉각 또는 공기냉각 배 

관을 이용하는 능동형 냉각계통을 설치하여 설계수명 동안 지속적인 냉각 기능을 제공함으로 

써 구조물 설계제한 온도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그림 3.1-11 KALIMER-600 CCS 개념도 

KALIMER -600에서는 이와 같은 능동형 냉각계통의 사용을 최대한 배제하여 경제성 향상 

및 작동 신뢰성을 증진시키고자 공기냉각 계통을 이용한 피동 원자로공동 냉각계통(CCS; 

Cavity Cooling System)을 설계하여 구조물 고온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CCS 

는 기존의 KALIEMR-150 (한도희 외， 2002)에서 활용하던 PSDRS(피통 안전둥급 잔열제거 계 

통)를 응용한 개념으로서， 그림 3.1-11과 같이 찬 공기가 원자로 지지 건물 내부로 유입되어 

- 28 -



공기 하향 유로를 통해 하강하고 원자로용기 하부에서 상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원자로용기를 

둘러싸고 있는 격납용기 외주변을 직접 냉각하는 개념이다. 이 개념에서 CCS는 잔열제거 목적 

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므로 열제거 용량의 극대화 보다는 정상운전 중의 열손실을 최소화하고 

원자로 지지 구조물의 온도를 정상운전 중의 설계 제한치 이하로 유지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설계를 수행하였다. 

즉， CCS 계통은 정상운전 중의 열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원자로용기 및 콘크리트 구조물의 

온도가 설계 제한치 이내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반경방향으로 전도， 대류， 복사의 

복합적인 열전달 현상이 일어나는 물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 목적의 1차원 해석코드를 개 

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설계 자료를 생산하였다. 

KALIMER-600 CCS의 1차원 해석을 위해서 본 연구단계에서는 그림 3.1-12와 같이 원자로 

풀에서 원자로용기， 환형 기체공간， 격납용기 (CV) ， 공기냉각 상승로(hot air riser) , 공기유로 분 

리 기 (air separator), 공기 하향로(air downcomer) , 원자로 지 지 콘크리 트 (Concrete wall)로 구 

성되는 반경방향 복합 열전달 해석 모형을 개발하였다. 

Normal plant operation condition 

십써l짧 ∞ so여um 

Rcaclor Air _ . _. . Reactor 
CV RV support wa 11 s야Jarator ~ . ... Baffie 

그림 3.1-12 KALIMER-600 CCS 전열경로 

이와 같은 복합 열전달 현상은 바선형성이 강한 복사 전열 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산해 

석 방법을 이용한 반복계산에 의해 해를 구하는 형식으로 수행되었으며， 경계조건으로는 원자 

로 풀 해석 결과를 활용한 축방향 원자로용기 온도분포와 공기 입구온도(40
0

C)을 적용하여 분 

석을 수행하였다. 경계조건으로 사용된 원자로 풀 해석결과[김의광 1999]는 COMMIX 코드를 

이용하여 KALIMER -150 용으로 계산된 것으로서 KALIMER -600 설계에 활용하기 위해 원자 

로 고/저온 풀 온도에 대한 외삽(extra -polation) 과정을 통해 산출된 값을 활용하였다. 원자로 

풀의 축방향 온도분포와 함께 CCS 반경방향 복합전열 현상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되는 구조물 표면 방사율(emissivity ， f)은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경우， 0.2-0.4를 그리고 외부 

공기에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0.4-0.5를 적용하였고， 콘크리트 구조물 표면의 방사율은 참고 

문헌(lncropera， 1996)을 참조하여 강화 콘크리트에 대한 0.9를 적용하여 계산을 수행하였다. 이 

와 같은 방법을 토대로 개발된 1차원 해석 전선코드를 이용하여 생산된 KALIMER-600 CCS 

의 주요 설계인자는 표 3.1-5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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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5 KALIMER -600 CCS 주요 설 계 인 자 

설계인자 설계치 

RN inside diameter[m] 11.31 
CCS effective heat transfer height [m] 16.5 
RN thickness [m] 0.05 
CN thickness [m] 0.025 
Air separator thickness[m] 0.1 
(including thermal insulator) 

Gap size between RN and CN[m] 0.15 
Gap size of hot air riser[m] 0.3 
Gap size of air downcommer [m] 0.5 
Concrete wall thickness [m] 1.5 

Emissivities for thermal radiation 
RN outer surface emissivity[ - ] 0.4 
CN inner/outer surface emissivity[ -] 0.4 
Air riser inner surface emissivity[ - ] 0.4 / 0.5 
Concrete wall surface [-] 0.9 

No. of air Chimney [EA] 2 
Chimney Height [m] 15.0 

1차원 해석결과， 정상운전 중의 원자로용기의 평균온도 분포는 설계기준치를 대략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콘크리트 지지벽의 평균온도 역시 50.5
0

C 로 계산되어 10%의 설계여유도 

를 가지고 제한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때의 CCS 공기유로의 공기 유량은 약 

8.62kg/sec, 공기 출구온도는 약 116.4 oC 였으며， 반경방향 열속은 약 1 .1KW/m2로 계산되어 정 
상운전 중 CCS를 통한 열손실은 약 0.73MWt, 즉 정격출력 대비 0.048%에 불과한 것으로 계 

산되었다. 따라서 CCS의 설치로 인해 발전소 전체의 열평형 및 계통 열효율에 최소한의 영향 

을 미치면서 원자로 지지구조물의 효과적인 냉각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이 와 같은 CCS의 구조는 원자로용기 (RV) , 격 납용기 (CV) , 공기 유로 분리 기 (Air separator), 

단열층(Thermal insulation layer) 및 콘크리 트 벽 등의 다중 구조물로 이 루어 져 있으며 전도， 

대류 및 복사의 혼합 열전달 문제로 귀착되므로 1차원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차원 

상세 분석을 수행하여 국부적인 온도분포 특성을 관찰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 연구단계에서는 

1차원 분석 결과를 경계조건으로 활용하여 다차원 상세 해석을 수행하였다. 

다차원 분석은 CFX 5.7.1을 이용하여 수행될 수 있으며， 전도， 대류 및 복사 해석을 수행하 

여 각 구조물의 상세 위치별 온도분포를 계산하였다. CFX 5.7.1 분석에서 해석 공간은 공기유 

동 영역 및 RV-CV 사이의 밀폐공간을 나타내는 2개의 유체 domain과 각 구조물을 나타내는 

5개의 구조물 고체 domain 등 총 7개의 domain으로 구성된다. 또한， 계산 점은 총 127，300개 

계산 element 수는 477，어0개로 구성된다. 난류 모델은 Standard k-e model을 적용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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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 처리를 위해서 Scalable wall function을 적용하였다. 경계조건은 원자로 벽면에서의 균일 

열속 조건을 적용하고 원자로용기 안쪽 내주면의 온도를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도록 구성하였 

다. 이 때 공기의 유량은 1차원 계산에서 자연순환 공기유동에 의해 계산된 유량을 일정유량 
조건으로 적용하여 계산을 수행하였다. 

CFX 5.7.1 다차원 분석 결과， 그림 3.1-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각의 유체 공간 및 구조물 

별로 적절한 온도분포 및 속도분포가 계산되었으며， 전반적인 구조물의 온도분포가 설계기준 

온도를 잘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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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 KALIMER-600 CCS 다차원 분석 결과 

하지만， 다차원 분석을 통해 1차원 해석에서는 관찰하지 못했던 국부적 고온 지점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자로용기 하단， 즉 공기유로 분리기 하단부 지역에서 
원자로용기와 직접 마주하게 되는 콘크리트 지지벽 부근에 국부적으로 고온부가 나타남이 관 

찰되었다. 이는 공기유로 분리기 및 공기 대류 냉각에 의해 냉각되지 않고 원자로용기에서 복 

사 전열에 의해 콘크리트 지지벽으로 직접 전달된 열속에 의해 가열된 부분이 나타나는 현상 
으로서 비록 국부적 현상이긴 하지만 120 0C를 넘는 고온 영역이 발생함에 따라 향후 연구 단 

계에서 공기유로 분리기 형상의 변화 또는 별도의 단열판 설치 동의 설계상의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단계에서 수행한 KALIMER-600 피동형 원자로 공동 냉각계통은 국외 노형에 비해 

매우 경제적이고 작동 신뢰성이 높은 개념으로서， 설계수명 동안에 계통 설계 기준에 맞는 적 
절한 냉각 기능을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히
 



다) KALIMER -600 잔열제거 운전 

KALIMER -600의 잔열제거계통은 비상 노심정지 사고시 뿐만 아니라 정상운전 중의 발전 

소 출력변화시 고온대기 운전모드 또는 재장전 모드까지 계동을 냉각시키는 경우에도 동일하 

게 사용되며， 특히 출력감소 운전시에는 계통의 온도변화에 의한 에너지 변화가 수반되므로 계 

통에서 발생하는 열부하를 안정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계통의 냉각은 크게 증기발생계통(SGS) ， 

피동 안전둥급 잔열제거계통(PDRC) ， 원자로 보조냉각계통(IRACS)의 서로 독립적으로 구성된 

세 가지 열 제거 계통을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이들 중 PDRC 계통은 발전소의 전 수명기간동 

안 항상 작동하는 안전둥급의 완전한 피동개념을 적용하고 있으며， 증기발생계통(SGS)은 노심 

정지후 초기의 계통잠열 및 노심 붕괴열을 증기발생기 (SG)로부터 제거하여 응축기 (condenser) 

또는 대기중으로 dump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며 주로 많은 양의 기저 열부하를 제거하는데 사 

용된다. 또한， 원자로 보조냉각계통(IRACS)은 기저 열부하를 제거하는 증기발생계통(SGS)의 

사용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기 위해 계통의 열하중(heat load) 이 일정용량 이하로 감소하면 증 

기발생계통(SGS)을 대신하여 계통 온도를 목표치로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때 능 

동형 계통인 IRACS는 PDRC 계통을 통한 가저 열제거량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기 blower 및 

중간계통 전자 펌프를 적절히 운용하면서 유기적인 운전을 수행하여 계통 목표 온도를 맞추게 

되므로 SGS에 비해 매우 작은 열부하를 제거하는데 사용된다. 

(1) 발전소 상태 천이시의 계통 열하중 

KALIMER -600은 수명기간동안 수차례 이상의 보수 또는 핵연료 재장전 둥의 과정을 겪게 

되므로， 발전소의 100% 정격출력 운전에서 재장전 모드까지의 천이과정이 필요하다. 즉， 발전 

소 출력 변화에 의해 계통의 온도가 변화되면 온도 변화에 해당하는 만큼의 에너지가 계통에 

축적된다. 계통에 축적되는 에너지는 계통 성능분석 코드인 LSYS2 코드(심윤섭， 2001)의 계산 

결과를 토대로 KALIMER-600 계통 온도 및 소륨 냉각재 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 

산하였다. 통상적으로 발전소 출력 변화에 의한 계통 축적에너지와 이 때의 노심 붕괴열(decay 

heat)을 합산하여 계통의 총 열부하(total heat load)로 나타내며， 총 열하중은 PHTS와 IHTS 

의 에너지를 모두 합산하여 계산된다. 따라서 원자로 정지 이후의 계통의 총 발생 열부하(total 

heat load)는 계통의 냉각률을 반영하여 시간(t)에서의 노섬의 붕괴열 (decay heat)과 계통 에너 

지 변화율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된다. 

이와 같이 산정된 계통의 총 열부하는 핵연료 재장전이나 계통 유지보수 등의 목적으로 계 

통을 냉각시키는 과정에서 충분히 제거되어야 하며， 100% 출력 운전에서 80% 출력운전， 25% 

출력운전， 그리고 고온대기 운전모드를 거쳐 재장전 운전모드에 도달하게 된다. 이 때 계통의 

축적 에너지는 PHTS 및 IHTS에 모두 존재하게 되며 PHTS에서는 주로 냉각재인 소륨에 축 

적된 에너지의 영향이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IHTS에서는 배관이나 펌프 둥의 구조물에 

축적된 에너지가 주를 이룬다. 이와 같이 구조물과 냉각재를 포함하여 계통 내부에 축적된 에 

너지는 계통 냉각시 구조물의 thermal stress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급격한 온도 구배를 일으 

키지 않도록 계통 허용 냉각률 내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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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ALIMER-600 계 통 허 용 냉 각률 

계통의 허용 냉각률은 계통을 급격히 냉각시키는 경우， 열충격 (thermal shock)에 의해 구조 

재에 급격한 온도구배가 발생하여 재료적 결함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 

야 하며， 발전소 출력 및 운전모드에 따라서 허용 냉각률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KALIMER의 

계통 예비 허용 냉각률은 100% 정격출력에서 고온대기 온도까지는 100
0

C/hr, 고온대기 온도에 

서 재장전 온도까지는 28
0

C/hr이며 재장전 온도 도달시간은 노심 정지 후 24시간 이내로 설정 

되어 있다(섬윤섭 외 2002). 이 값을 여타 발전소 설계치와 비교하면 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즉， 경수로의 경우 100% 정격출력 운전에서 고온대기 모드까지의 허용 냉각률은 100'F/hr로 

섭씨로 환산하면 약 55
0

C!hr이며 설계시에는 75%의 여유도를 두어 약 42
0

C/hr로 설정하고 있 

다. 이러한 계통의 허용 냉각률은 발전소 운전시 냉각재의 온도를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열충격 

(thermal stress) 등으로 인한 구조물의 failure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으로 구조물의 두 

께가 앓을수록 thermal stress가 작아지므로 허용 냉각률은 다소 여유도를 갖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액체금속로는 경수로와는 달리 1차계통의 운전압력이 낮으므로 원자로용기 (RV)의 두 

께가 경수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앓은 것이 특징이며 따라서 적용하는 허용 냉각률 자체도 경 

수로에 비해 여유도를 가칠 수 있다. 이러한 액체금속로의 허용 냉각률 설정을 위해 해외의 노 

형과 비교한 결과， GE에서 개발한 PRISM의 경우에는 25% 출력운전에서 고온대기 온도까지 

약 100
o

C!hr이며， 고온대기온도에서 재장전온도까지는 PRISM과 CRBRP 모두 약 28
0

C까lr로 설 

정하고 있다. 따라서 KALIMER-600의 경우도 설정치에 대한 타당성을 지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예비적으로 설정한 KALIMER -600 계통의 발전소 천이단계별 계통 냉각 

률은 표 3.1-6과 같다. 

표 3.1-6 KALIMER-600 발전소 천이단계별 계통 냉각률 

발전소 상태 냉각시간 Chour) 냉각률CC/hr) 

100% 정격출력 

80% 출력운전 0.5 90.8 

25% 출력운전 0.5 74.0 

고온대기 모드 1 32.5 

재장전 모드 12 11.9 

KALIMER -600 잔열제거 방법은 예비적으로 설정된 계통 운전 목표 온도를 토대로 허용 

냉각률 및 재장전 운전모드 진입 요건을 상당한 여유도를 부여하여 달성 가능하도록 설정할 

필요가 았으며， 본 연구 단계에서는 아직 발전소 상태별 계통 운전 목표 온도 등의 정량적 

data가 생산되지 않았으므로 기 수행 연구를 통해 설계가 이루어진 KALIMER-150(한도희 외， 

2002)의 설계자료를 준용하여 계통 목표 온도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잔열제거 방법 

% 

ω
 



을 예비적으로 설정하였다. 

(3) 잔열제거 운전 방법 예비설정 

본 연구단계에서 설정한 KALIMER-600 계통의 총 열하중 및 허용 냉각률을 토대로 발전 

소 천이 상태별 잔열제거 운전 방법을 예비적으로 설정하였다. 본 설정에 사용된 계통 운전목 

표 온도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KALIMER -150 (한도희 외， 2002)의 설계 자료를 토대로 

KALIMER - 600 계통 특성을 외삽하여 생산한 값이다. 

표 1에서와 같이 100% 출력운전에서 80% 출력운전 까지는 허용 냉각률 이내에서 90.8 0

C 의 

시간당 냉각률로 계통을 냉각하고， 80% 출력에서 25% 출력까지는 74
0

C/hr, 그리고 25%에서 

고온대기 운전모드까지는 32.5
0

C/hr의 냉각률로 계통을 냉각한다. 따라서 고온대기 운전모드까 

지는 총 2시간이 소요되며， 고온대기 운전모드 도달 이후 10시간 내에 재장전 운전 모드 도달 

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는 재장전 운전모드까지의 발전소 천이가 시간당 200 0C 이상의 충분 

한 제열성능을 가지고 있는 중기발생계통(SGS)에 의해서 수행되므로 타당한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계통의 유지， 보수 등과 관련하여 SGS의 사용을 최대한 단축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발전소 출력 천이 후 12시간에 재장전 운전모드에 도달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재장전 온도 진 

입시점부터는 SGS 사용을 중지하고 IRACS와 PDRC를 이용하여 노섬 붕괴열에 의해 발생하 

는 계통 열하중을 적절히 제거하여 재장전 온도를 유지하도록 설정하였다. 따라서 노심의 붕괴 

열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IRACS의 용량 확보가 필요하므로 그림 3.1-14와 같이 재장 

전 온도 도달 시점에서의 노심 붕괴열을 기준으로 IRACS의 최대 열제거 용량을 예비적으로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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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4 KALIMER-600 잔열제거 운전 방법 예시 

그림에서와 같이 재장전 온도 진입 시점부터는 IRACS 및 PDRC를 통한 열하중 제거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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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게 되며， 완전 피동형 계통인 PDRC의 경우 재장전 운전 모드에서도 약 2MWt 내외의 기 

저 열제거 용량을 제공하게 되므로 IRACS는 이를 제외한 만큼의 열제거 용량을 확보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하지만 보수적인 측면에서 IRACS의 최대 제열 용량은 PDRC를 제외한 순수 

IRACS만으로 계통의 열하중 (이 경우에는 노섬 붕괴열) 제거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공기 blower 및 중간계통 펌프 유량 조정 등을 통해 적절한 제열 성능을 제공하도록 설계하였 

다. 따라서 재장전 온도 진입 시간이 발전소 천이 시작 후 12시간일 경우와 24시간인 경우의 

두 가지 경우를 가정하여 이에 대한 IRACS 필요 제열용량을 20% 설계여유도와 함께 도출하 

였다. 본 연구 단계를 통해 KALIMER-600 IRACS의 최대 요구 제열용량은 재장전 모드 진입 

시점이 발전소 천이 시작 후 12시간일 경우에는 6.7 MWt, 그리고 24시간일 경우에는 약 5.6 

MWt로 계산되었다. 

하지만， 본 설정 값은 KALIMER -600 잔열제거 운전 전략 설정을 위한 하나의 예를 제시한 

것으로서 향후 발전소 전체의 운전 목표온도 및 전체적인 운전 전략이 설정 된 이후 최종적으 

로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재장전 운전 모드에서는 PHTS 내부 소륨의 온도가 

200 QC 내외로 내우 낮은 상태로 유지되므로 PDRC 루프 내부의 소륨이 고화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재장전 운전 모드에 한해서 AHX의 공기 damper 등을 사용하여 소 

륨 고화를 방지하는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요구되며 차기 연구단계를 통해 이에 대한 보다 구 

체적인 설계 개념을 제시하고 정략적인 분석을 수행할 예정이다. 

라) PDRC 루프 소륨 고화방지 설계개념 도출 

본 연구단계에서는 PDRC 계통 설계 중 가장 중요한 현안 둥 하나로 꼽히는 PDRC 루프 

소륨의 고화 방지 설계개념 개발을 위하여 운전 모드별 소륨 고화 가능성 등에 대한 예비적인 

평가를 수행하여 향후 구체적인 설계개념 도출을 위한 기본 분석 자료를 생산하였다. 

국내 고유의 독창적 설계인 완전 피동형 PDRC 계통 개념이 실제 설계에 활용될 수 있을 정 

도의 타당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PDRC 계통 설계 현안 중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꼽히는 PDRC 

루프 소융의 고화 방지를 위한 설계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으 

로 i) 계통 정상운전 모드에서의 원자로 고온 풀로부터 DHX로의 복사전열 모드와 ii) 재장전 

운전모드의 고온 소륨으로부터 PDRC 루프 소륨으로의 전도전열 모드에 대하여 다양한 루프소 

륨 고화 방지 설계개념을 도출하고 전열 특성별로 정량적 분석을 위한 분석 대상 분류를 완료 

하였다. 일반적으로 PDRC 루프 내부에서의 소륨 고화 방지 요건은 EFR 설계를 참고하여 다음 

과 같이 설정할 수 었다. 

o PDRC 저온관 소륨 평균 온도 > 190
Q

C 

o AHX 소륨 전열관의 국부 온도 > 140
Q

C 

o PHTS 소륨 평균온도 > 재장전 운전온도 ( -2CXrC) 

0 외부공기 온도 > 一20 Q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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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조건 중 한 개 이상 위배되는 경우에는 PDRC 루프 소륨 내부의 소륨 고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므로 소륨고화 방지계통을 구비하거나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 

는 설계상의 고려가 요구된다. KALIMER-600 설계에서는 이와 같은 소륨 고화방지 설계 개념 

을 크게 다음 두 가지 경우에 대하여 고려하고 있다. 

(1) 정상운전 중 PDRC 소륨고화 방지 개념 

첫 번째는 원자로 정상운전 중의 PDRC 루프 소륨 고화 경우를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는 원자로 풀에서 마1x를 통해 PDRC 루프 소륨으로 전달되는 전열 메커니즘이 전적으로 마1x 
지지통 내주변과 DHX 외피관(shroud)을 거쳐 DHX 전열관으로 이어지는 복사 전열과정에 의해 
서 이루어지므로 대류 또는 전도에 바해 큰 복사 전열의 특성상 정상운전 중의 열손실은 매우 

작게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지나치게 낮은 열 전달량으로 인해 PDRC 루프 내부의 소 
륨 일부가 고화될 확률이 높아진다. 특히 외부 공기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는 겨울철에는 소륨 

고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므로 정상운전 중의 PDRC 루프 소륨 고화 방지 설계가 요구된다. 

따라서 현재 기준 설계를 기본으로 하여 두 가지 소륨 고화 방지 설계 개념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는 식 (3.1-1)과 같이 주어지는 DHX와 AHX의 열교환기 특성인자 비， RUA를 현재 기 
준 설계 값을 기준으로 상향조정하여 PDRC 루프 내부의 소륨 온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도록 
조정하는 방법이다. 즉， RUA 의 값을 증가시켜 DHX의 전열면적을 증가시킴으로써 PDRC 루프 
내부로의 열 유입량을 늘리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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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3.1-1) 

PDRC 계통의 설계인자간 기본 상관관계는 그림 3.1 -15와 같이 고온 풀에서 최종 열침원인 

공기로 전달되는 3개의 별도 자연순환 전열 회로에 대하여 설정할 수 있다. 즉， PDRC 전열 계 
통은 PHTS 내부의 1차 소륨 순환 루프와 PDRC 소륨루프가 소듭-소륨 열교환기 (DHX)를 경 

계로 배치되고， 제열용 소륨 루프와 공기측은 소륨-공기 열교환기 (AHX)를 경계로 배치되며， 

DHX와 AHX는 제열용 소륨 루프를 통해 상호 연결되는 구조이다. 

이 경우， PDRC 소륨 루프의 고/저온관 옹도는 소륨 풀(pool)로부터 열을 흡수하는 DHX shell 
측 고온 풀 소륨온도에 영향을 받으므로， 고온 풀 소륨의 온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DHX 전열관 
측에서 역방향으로 유통하는 열교환 메커니즘을 고려하면， 그림 3.1-15의 IJ. T2 가 감소하면서 소 

륨 루프 고온관 온도는 상숭하게 된다. 또한， AHX shell측 공기 입구온도 변화에 의해 IJ. T3 가 변 
화하면서， 결국은 IJ. T 1 및 IJ. T4 의 변화를 초래하여 PDRC 소륨 루프의 전체적인 온도 배치가 영 
향을 받게 된다. 

- 36 -



어dside H:í녕de 

Tπ 

PI-fIS .. . .. ~Trtl(메 

å1 2 

åT, 

Tair，i1(매 

그립 3.1- 15 PDRC 제열용 소륨 루프 온도변화 개념도 

따라서 RUA 의 값을 증가시키는 경우， 물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PDRC 루프 내부 

의 소륨 온도가 그림 3.1-16과 같이 전반적으로 상숭할 수 있으나， 식 (3.1-2)와 같이 정의되는 ψ 

의 값이 같이 증가하면서 열교환기 열적 크기가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정상운전 중의 열손실량이 

증가하고 건설비용 증가에 따른 경제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경제성 악화 동의 

부정적인 요인 보다는 PDRC 루프 소륨 내부의 소륨 고화 방지를 통해 PDRC 계통의 작동 신뢰성 

및 안정적 성능 확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설계 개선 안이라고 할 수 있다. 

ψ = {UA}DHX + ì {UA}AHX (3.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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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16 RUA 증가시의 PDRC 루프 소륨 온도 변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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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운전 중 PDRC 루프 내부의 소륨 고화 방지 방법의 또 다른 한 가지는 그림 3.1 -17과 같 

이 D많〈의 전열관 일부 또는 D田(. lower head 부분을 저온 소륨 풀에 잠기게 하는 개념이다. 

이 경우에는 DHX 소륨 전열관 입구 온도가 최소한 저온 소륨 온도의 영향으로 약 350 0C 내외 
로 유지될 수 있으므로 전반적인 PDRC 루프 소륨 온도를 향상시켜 소륨 고화를 방지할 수 있 
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방법은 현재 KALIMER-600 기준 설계와 비교하여 DHX 및 AHX 
의 열교환기 열적 크기가 특별히 증가할 필요가 없으므로， 앞서 기술한 RUA 를 증가시키는 방법 
보다는 경제성 악화 등의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는 장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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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17 DHX 위피 하향 조정에 의한 소둠 고화방지 개념 

하지만 이 방법 역시 계통 설계단계에서 외부 공기 온도가 영하 40 0C까지 떨어지는 극한 상 

황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PDRC 루프 내부에서의 국부적인 소륨 고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단점을 갖는다. 

(2) 재장전 운전 모드에서의 소륨 고화 방지 개념 

KALIMER• 600 원자로의 재장전 운전 모드에서의 PHTS 소륨 평균온도는 약 200 0C 내외로 
유지되므로 상위 소륨 고화 요건에 따라 소륨 고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재장전 운전모드 

에서는 PHTS 펌프가 정지된 상태이므로 그림 3.1-18과 같이 PHTS 소륨이 DHX 전열관과 직 
접 접촉하게 되므로 복사 전열 메커니즘이 아닌 전도전열에 의해 원자로 풀 소륨과 DHX 전열 
관 사이의 열교환이 이루어지므로 정상운전 중 보다 전열저항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원활한 열 

교환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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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8 원자로 재장전 모드에서의 DHX 전도전열 메커니즘 

하지만， 재장전 운전기간 동안에는 PHTS 소륨 옹도가 2()()OC 내외로 낮게 유지되므로 PDRC 

루프 내부로 유입되는 열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루프 내부 소륨의 고화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한 

다. 특히 외부 공기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는 경우에는 PDRC 루프 소륨 온도가 응고점 이하로 

내려가서 소륨 고화가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KALIMER- 600 설계에서는 AHX 

공기유로에 damper를 설치하고 상위 소륨 고화 조건이 만족되는 재장전 운전 모드에 한해서 

공기 damper의 개도를 조절하여 공기 유량을 조절함으로써 루프 내부 소륨 고화를 방지하도록 

설계하고 있다. 

이 때 AHX 공기 damper에 연결된 전원은 안전동급으로 설계하여 소내전원 상실사고 둥에 

적절히 대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설계상의 고려는 프랑스의 EFR이나， 인도 PFBR, 일 

본 JSFR 등 AHX를 이용한 공기 냉각 개념을 활용하는 해외 노형들에서도 유사하게 찾아볼 수 

있으며， 기본 개념은 AHX 공기유로에 설치된 damper의 개도를 이용하여 공기 유량을 조절함으 

로써 AHX 및 열제거 루프 내부의 소륨 고화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PDRC 계 

통 개념은 공기 damper 또는 소륨 펌프 등의 moving part가 있는 능동 기기의 사용을 전적으로 

배제하여 운전원 및 외부 전원의 공급 없이도 계통이 자발적으로 작동하도록 개념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므로， 보다 근본적인 PDRC 소륨 고화방지 설계 개념의 도출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단계에서 수행한 소륨 고화 가능성 평가 및 운전 모드별 고화 방지 설계 개 

념 안 도출 결과를 토대로， 차기 단계 연구를 통해 공기유로의 damper 사용 없이도 PDRC 계통 

내부 소륨의 고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계통 셜계개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수행하여 PDRC 계통 설계 개념을 보완하므로써 보다 최적화된 소륨 고화 

방지 설계개념을 도출하고 관련 계통 설계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PDRC 계 

통에 대한 전반적인 설계 결과 토대로 한국 및 일본에 특허가 둥록 완료되었고， 미국 특허는 

현재 심사가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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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계통 설계개념 평가 및 보완 

Gen- IV 노형평가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체 및 계측제어 관점에서 

KALIMER-600의 설계개념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수행하였다. 평가결과 PHTS는 노외 배관 

및 주요 기기가 없어서 PHTS 소륨유출 가능성 원천적 배제 및 PHTS 배관 설치에 따른 설계 

의 복잡성 배제， 노내 배플설치로 원자로 용기의 장기적 수명확보 유리， 큰 열적관성으로 잔열 

제거설비 용량 소형화 및 이로 인한 피동잔열 제거 용이와 유량사고시의 큰 안전여유도의 확 

보 등에서 장점이 있었다. 

또한 원자로 용기 냉각측면에서 완전 피동 냉각계통인 VCS(Vault Cooling System)를 설치하여 

원자로용기 외부로 전달되는 열을 지속적으로 제거하여 원자로 지지 콘크리트 구조물의 건정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있다 

원자로 격납계통 차단을 위해 설치된 IHTS 격리밸브의 설치여부에 따른 장단점은 밸브의 

사고시 대처 효율성 및 인허가성 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 소듭-물 반 

응대처 목적으로는 밸브를 셜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 보조 잔열제거계통인 IRACS 

Ontermediate Reactor Auxiliary Cooling System) 유로 형 성 여 부를 위 한 목적 으로 loop당 1개 

씩만 설치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 원자로 국부 열유동 특생분석 

1) 노섬 Inlet Plenum 열유동 특생 분석 

본 연구는 일차열전달계통 펌프의 정상 작동 시 KALIMER- 600 원자로 유입실(Inlet 

Plenum)에서 일어나는 유량 분배 및 유동현상을 해석하고， 유업실로 유입되는 한쪽 펌프의 기 

능이 상실되었을 경우에 유입실 유량 분배 및 압력분포와 유통 현상을 해석하여 노심설계 입 

력자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해석대상은 그립 3.1-19와 같은 유입실 내부이며， 유입실 내부에는 Receptacle이 703개가 셜 

치되어 있고 Receptacle에는 노심집합체의 Nosepiece가 장착되게 된다. Receptacle 아래 부분의 

입구를 통해 들어온 소륨은 Receptacle 내부의 오리피스를 통과한 후 Nosepiece의 구멍을 통해 

서 노심집합체 속으로 흐르게 된다. 그러나 실제 Receptacle 내부구조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화 작업 이 필요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유입실 내부에서 Receptacle이 차지하는 영향과 그 사이에서의 유동형태와 압 

력강하에 대한 부분을 해석하고자 하기 때문에 Receptacle 내부의 상세한 유동 해석은 배제하 

고， Receptacle 내부를 간략화 하였다. Receptacle 내부의 오리피스 부분과 Nosepiece 부분을 다 

공성 모형으로 설정하여 경계조건을 부여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실제 해석공간은 유업 

실 내부 공간에서 Receptacle 내부 영역을 제외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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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섬구조물 개략도 및 그림 3.1-19 KALIMER 유입실 

해석은 CFX -5.7 [ANSYS Inc., 2004]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해석에 적용된 기하하적 해석 

모형은 소륨이 유입되는 4 개 유입실 입구의 대칭성을 고려하여 유입실의 1/2 영역을 해석영 

역으로 설정하였다. 해석을 위한 격자는 703개의 Receptacle의 영역에서는 육면체 격자를 사용 

하였고， Receptacle을 제외한 바깥 영역은 사면체 격자로 구성하였다. 격자수는 육면체 격자는 

5106307R 이 고 사면 체 격 자는 141132개 이 다. 

경계조건으로 유입실 바깥면에 대해서는 유입실 업구 영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No Slip의 

벽면(Wall) 경계조건을 설정하였고， 윗면과 아랫면 그리고 receptacle 내부 벽면도 모두 같은 

Wall 경계조건을 부여하였다. 입구경계조건으로 입구 영역은 속도는 100 % 출력운전 조건에서 

설계값을 이용하여 2 개의 펌프가 모두 작동할 경우에 5.5 rn/s로 설정하였다. Receptacle 출구 

경계조건으로는 Receptacle을 몇 개의 그룹으로 분류한 후 참고문헌 [김영균， 2005]에 기술된 

조건을 적용하였다. 다공성 매질로 설정된 Receptacle 내부의 손실계수는 Receptacle 오리피스 

로부터 노섬출구까지 0.253 MPa이 되도록 설정하였다. 또한 난류모델로서는 k-epsilon모델을 

사용하였다. 

그림 3.1-20은 2대의 펌프가 정상 작동할 경우의 해석 결과를 보여준다. 펌프를 통해 유입된 

소륨은 유입실에 들어와서 Receptacle 사이를 통과하면서 첫 유입 면에서는 면적이 좁아지면서 

속도가 약 7 rn/s를 념을 정도로 증가하지만 다수의 Receptacle 공간 사이를 통과하면서 중심부 

로 갈수록 속도가 낮아지면서 균일해진다. 또한 유동형태는 좌우가 대칭적으로 나타난다. 

그림 3.1-21은 펌프 정상작동 상태에서의 압력장을 나타내었다. 유속의 감소가 압력 강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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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유동장과 비슷한 분포를 나타낸다. 펌프 입구에서 유입된 소륨에 의해 

Receptacle과 부딪히는 면에서 압력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중심으로 가면서 압력분포가 균일하 

게 나타난다. 

VtIOd‘Y 
(XY".에.4<야 

1 }l..’‘a .. 

’ ‘1).‘00() 

I ‘’J ... (JOO 

1 aOhlO얘 

00_000 μ ‘ 

뼈
 얘
 
뼈
 

R
때
 
m 

m 

“ • , 

1 

%… 
·
·
l
Rι

‘
 

1 . 430e+005 

’ 280e+005 

V허oclty 

7.21 -4"000 

5 . 41~OOO 

3.&17 .. 000 

’ 8O '_000 

O. OOCÞe+DOO 

[ms" ‘ '1 

angle 150’ 

그림 3.1- 20 펌프 정상 작동상태에서의 유동장 

1'.) 

1 뼈 

찌
 빼
 
뼈
 

…’
J 

% 

경
 

뼈
때
 
’ι
 

5 

얘
…
 --
-
-
빼
 

3 .4g3e+OOO 

’ 7046e+OOO 

o .OOOe+OOO 

1"' “-’l 

Press‘n 
(XZangllf!'JO) $ ’ 710e-+005 

1 . S80~005 

1 . .00..005 

’. 28De .OD5 

, . 130HD05 

(P.J 

angle 30" 

t二

그림 3.1- 21 펌프 정상 작동상태에서의 압력장 

L二 i

니
”
’
…
 
”…n펀
 ” … 

시
 
샤
 ” … ‘ … ……”
j 
• … 

「
←
F
꾀
젤
작
싸
미
 

끼
뀌
값
쉽
r


lI

” 
’

l

세
j
f
 
J 

L
4냐 γ 년
’
 

” 

” 
“μ
인
 기
←
…
“
지
 

끼
니
 

펀
펀
섣
펀
 

」
웰
캘
講
驗
황
줬
、
 

뼈
 
뼈
 

매
 …m 

왜
 

ι
 

6 

5 

뻐
 

1 . 493 e+OOO 

O.OOOe+OOO 

1"' “-’l 

ancle 150' 

’ ‘ 746e+OOO 

ancle 30 ' 

그림 3.1-22 펌프 1 대의 기능상실 시의 유통장 

- 42 -



뼈
 얘
 
얘
 

R
때
 쩌
 

페
 

n
”
ι
l
 i
」

‘‘ 

야
m
 -
-
-
톨
?
 

Press lI'"e 

1 . 356e-tOO4 

얘
 
씨
 

…m 

m 

·-ll

i” 

anale 150. 
1.3Sh.OO4 

3 . 620 ... 003 ] .620e .. 003 

6 . 323e+003 t二 ‘ -“ 323e+OOl anale 30. 
[P.) (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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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2는 펌프 1 대가 정지되었을 경우의 유동장 해석 결과를 보여준다. 펌프가 정지 

된 쪽의 유입설 입구에는 Opening 경계조건을 부여하여 소륨의 유출입이 가능하게 하였다. 오 

른쪽 입구를 통해 유입된 소륨이 왼쪽 입구를 통해서도 유업실 밖으로 나가는 것이 보여진다. 

펌프가 작동되는 오른쪽은 유동형태가 펌프 정상작동 시의 경우와 유사하나， Receptacle 주변 

의 유동은 원주방향을 돌아서 왼쪽 배관 쪽으로 유동이 형성되면서 속도가 큰 유동이 발달하 

고， Receptacle이 존재하는 중섬부분의 속도는 매우 적음을 관찰 할 수 있다. 

그림 3.1-23은 펌프 1 대가 정지되었을 경우의 압력장을 나타낸다. 전체적으로 압력이 1/6정 

도 감소하였다. 압력장을 살펴보면 소륨이 유업되는 오른쪽 업구지역에서만 유동의 영향에 의 

하여 압력이 높게 나타나고 Receptacle지역과 그 주변 지역이 압력은 고르게 나타나되 주변지 

역이 약간 높은 압력을 유지하고 있다. 각도 30。인 지역의 압력분포는 압력이 낮은 것 외에는 

분포형태가 정상상태 유동장의 압력형태와 유사하게 나타난다. 

펌프 정상 작동 일 때의 손실계수를 이용하여 유량 분배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손실계 

수를 유량 그룹별로 달리하여 유량분배가 설계값과 유사하게 나타나도록 설정하였고， 각 유량 

그룹을 그림 3.1-24에 나타내었다. 유량 그룹은 대칭적으로 분포하기 때문에 1/4 단면만을 도 

시하였다. 그림에 표시된 기호에서 영문자 R은 오른쪽을， C는 가운데 지점을 나타낸다. 그림에 

서 생략된 왼쪽 지역은 L로 시작되며 영문자 뒤의 숫자는 오른쪽 지역과 같은 숫자가 적용된 

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숫자는 유량 그룹을 표시하며， 끝의 두 자리 숫자는 노심의 Assembly 

식별 변호를 나타낸다.2 대의 펌프가 정상 작동할 경우의 유량 분배 해석 결과를 그림 3.1-25 

에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유량이 설계유량보다 많이 출구를 통하여 빠져나가고， 설계유량보 

다 작은 값을 가진다. 

또한 좌우측이 대칭적으로 유량분배가 고르게 이루어진다. 각 위치별로 2~5 %정도의 유량 

차를 나타낸다. 펌프 l 대가 정지되었을 경우의 유량분배 그래프를 그림 3.1-26에 냐타내었다. 

한쪽 펌프가 정지되면 각 위치에서 좌우의 유량분배의 불균형이 약간씩 나타난다. 또한 중섬보 

다는 바깥쪽에 위치한 유량그룹에서의 불균형이 크게 나타난다. 각 Assembly에 유입되는 유량 

은 정상상태 대비 약 75 % 정도 감소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유량은 일정하게 분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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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3.1 -24. 유량 분배 해석에 적용된 유량 그룹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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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6 펌프 1 대의 그림 



2) 고온풀 과도 열유동 특성분석 

본 연구는 원자로 정지 후 고온 풀 내부 유통특성을 파악하여 과도특성 평가를 위한 기본자 

료를 생산하고， 노섬 상부구조물의 유동 유발 진동해석 입력자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본 해석의 대상은 그림 3.1 -27에 붉은 색으로 채워져 있는 고온풀 영역에 해당한다. 수직 

방향으로는 아래 노심 출구에 서 부터 Support Barrel을 따라서 Baffle Plate 상판과 Reactor 

Baffle을 거쳐서 고온풀 자유액면까지 이르게 된다. 반경방향은 아래에서는 노심영역을 포함하 

는 Support Barrel까지 의 작은 원통모양이 고 상부는 Reactor Baffle까지 의 큰 원통모양이 합쳐 

진 모양을 가진다. 원주방향으로는 Pump와 IHX, DHX를 각각 포함하며 대칭성을 활용할 수 

있는 900 (1/4) 영역을 해석공간으로 설정하였다.해석은 CFX -5.7 [ANSYS Inc. , 2004]를 이용하 

여 수행하였다. 해석에 적용된 기하학적 해석 모형을 그림 3.1-28에 도시하였다. 

그림 3.1-27. KALIMER-600 원자로 풀 개략도 

‘-

그림 3.1- 28 고옹 풀 과도 열유동 특성 해석에 적용된 해석공간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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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해석을 위한 초기조건으로는 참고문현 [전원대 2005]에서 계산된 원자로 고온풀 정상상 

태 해석결과를 이용하였다. 원자로가 정지에 의해 펌프가 정지된 후의 펌프 coastdown 유량은 

참고문헌 [최석기， 2005]의 계산 결과를 적용하였다. Coastdown 유량은 원자로 정지 후 60초 동 

안 5%의 유량이 확보되도록 일차열전달계통 펌프의 관성체를 설계하여 계산한 결과이다. 해석 

유동장 내의 출구는 IHX 하부에 위치하는 IHX 입구를 유동장의 출구로 설정하여 유량경계조건 

을 부여함으로써 입구를 통해 들어온 유량이 모두 IHX 입구를 통해 빠져냐는 유동형태로 모사 

하였다. 그 외의 Pump벽면， 출구를 제외한 IHX 벽면， DHX벽면， 그리고 Reactor Baffle과 

Support Barrel, 상부 Baffle Plate 둥의 해석공간 바깥면에는 모두 벽면조건을 주고 열출입이 없 

는 단열조건으로 설정하였다. 

격자는 사면체 격자를 설정하였고 벽변에서는 삼각기둥 형태의 프라즘 격자를 설정하였다. 

복잡한 입구형태를 모사하기 위해서 격자형성 프로그램인 ICEM-CFD를 활용하여 전체 격자를 

형성하였고 UIS부분은 모두 6개의 개체로 나누어서 따로 격자를 생성한 후 CFX-5.7에서 결합하 

여 유동장을 구성하였다. 

그림 3.1-29와 그림 3.1-30은 IHX가 있는 한 단면에서 원자로 정지 후 20，어0초까지의 온도 

및 속도분포의 변화를 각각 나타낸다. 정상상태 (t=O초)에서는 온도분포는 거의 균일하고， 유동은 

강제대류의 형태로 영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여기서 고온풀 상부 UIS 근처에서 재순환유동 

(recirculation flow)이 형성되고， IHX 입구로 들어가는 유동의 분포가 균일하지 않음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고온풀 하부 오른쪽 에서도 약한 재순환 유동이 관찰된다. 이러한 유동은 정상상 

태에서는 온도분포가 거의 동일하나， 과도상태에서는 온도분포가 불균일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원자로 정지 후 초기 (t=5 초)에는 노심의 온도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온도분포는 급격히 

감소하나， 유동장은 바교적 서서히 변한다. 강제대류에 의한 온도의 변화는 t=15 초까지 변하고， 

이러한 변화는 노섬에서의 유량이 감소하여 유량이 5%로 변하는 t=60 초까지는 급격히 감소하 

고， 노심상부의 많은 영역의 온도가 최저온도로 변함을 관찰 할 수 있다. 시간이 t=120 초부터는 

유동의 변화가 거의 없고， 시간이 t=250 초에서는 거의 모든 노심 상부의 고온풀의 온도가 최저 

인 상태로 변한다. 그러나 노심상부 바깥쪽 하부에서는 온도가 거의 변하지 않고， 온도가 다른 

영역보다 고온인 상태로 유지됨을 관찰 할 수 있다. 이것은 이곳에서의 유동장이 약하기 때문이 

다. 시간이 t=350 초가 되면 노심의 잔열이 고온풀의 온도를 서서히 상승시컴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리고 t=120 초부터는 강제대류에 의한 열전달은 완전히 없어지고 자연대류의 열전달이 일어난 

다. 시간이 t=350 초부터는 고온풀 전체가 노심의 잔열에 의한 자연대류 열전달로 얀해 온도가 

서서히 상숭한다. 약 t=6000 초 이후에서는 고온풀의 전 영역에서 온도가 동일하게 분포하고， 노 

심의 잔열에 의하여 온도가 서서히 상숭한다. 이러한 현상은 잔열제거계통 인 PDRC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계산을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PDRC가 작동할 경우에는 온도변화의 형태가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고온풀에서의 열유동 과도해석을 통해 원자로 정지 

후 고온풀에서 일어나는 열유동 현상을 정성적 및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으며， 개발된 해석 

방법론은 향후 PDRC와 연계된 유동 해석 기술의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계산 결 

과는 원자로 정지 시 내부구조물의 열충격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자료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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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0 sec t = 5 sec t = 10 sec t = 15 sec t = 30 sec 

t = 45 sec t = 60 sec t = 120 sec t = 150 sec t = 250 sec 

t = 350 sec t = 500 sec t = 700 sec t = 1000 sec t = 2000 sec 

t = 6000 sec t = 10.000 sec t = 20.000 sec 

그림 3.1 -29. IHX가 있는 단면에서 고온풀의 시간에 다른 온도분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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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자로 헤드 열전달 특성분석 

KAL1메iffiR αU 원자로 헤드에는 중간열교환기(lliX) 펌프 및 붕괴열교환기 (DHX) 등의 관통부 

분이 존재하며， 이러한 관통부분으로부터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 밀봉재가 사용된다. 밀봉재는 건 

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헤드와 접촉하는 부분에서는 150 Oc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자 
로 헤드는 정상운전 시 닮5 oc로 유지되는 일차열전달계통(PHTS) 고온풀 표면으로부터의 복사 및 

고온풀 상부 헬륨가스의 대류 열전달에 의해 가열되기 때문에 밀봉재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헤드로 

의 열전달을 차단하고， 헤드를 냉각하는 설계가 요구된다. KALIl\표R-600에서는 원자로 상부 헬륨 

공간에 단열판이 설치되어 고온풀 표면으로부터의 복사 및 대류 열전달을 차단하고， 헤드 상부의 

격납돔 냉각계통이 헤드 냉각기능을 수행한다. 그동안 원자로 상부에서의 열전달 현상을 분석하여 

물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KALIl\I1ER 설계 자료를 산출하기 일차원 및 상용코드(CFX-4.4)를 이용한 

2차원 해석에 수행되었으며 [김성오， 1999; 김성오， 2003] , 이러한 연구를 통해 수립된 해석 기법을 

적용하여 단순화된 원자로 상부공간에 대해 CFX-4.4를 이용한 3차원 해석이 수행되었다 [전원대， 

2005]. 수행된 선행 연구를 통해 원자로 헤드 냉각계통 설계에 펼요한 열용량이 평가되었으며， 원자 
로 상부 공간 및 헤드에서의 열전달 특성이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해석 방법론을 기반으로 해석 영역을 상부내부구조물(illS)까지 확장하고， 

원자로 상부내부구조물의 형상을 구체화하여 고온풀 표면 상부 공간에서의 정상상태 3차원 열유동 

해석을 수행하였다. 원자로 헤드， 펌프， lliX, DHX, 원자로 배플， illS 등의 복잡한 구조물로 구성된 

공간에서 헬륨 및 아르곤 가스의 자연대류 전도 및 복사 등의 복합 열전달 현상에 대한 해석이 요 

구되기 때문에 복잡한 해석공간에서의 복합 열전달 해석이 가능한 CFX -10.0 [ANSYS Inc., 2α)5] 

을 이용한 해석이 수행되었으며， 해석을 통해 밀봉재 온도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원자로 상부의 

단열판 설계요건 및 원자로 헤드의 냉각 요건을 설정하였고， 응력해석을 위한 입력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구조물의 온도분포를 산출하였다. 

해석이 수행되는 KALIMER- 600 원자로 상부의 계산영역을 그림 3.1-31에 나타내었다. 해 

석영역은 축방향으로는 고온풀 표면으로부터 원자로 헤드 상단까지이며， 반경방향으로는 원자 

로 중심선에서 격납용기 외부 표면까지로 한정된다. 해석은 대칭성을 고려하여 1/2 형상에 대 
하여 수행되었으며， 그림에 실제 해석영역을 도시하였다. 해석영역은 유체영역과 고체영역으로 

구성된다. 고온풀 표면 상부에서 IHX 펌프 DHX 및 UIS의 관통부분과 단열판을 제외한 헬륨 

가스 공간， UIS 내부에서 제어봉 및 계측기 안내관의 관통부분과 단열판을 제외한 헬륨 가스 

공간 그리고 원자로 용기와 격납용기 사이의 아르곤 가스 영역은 유체영역을 형성한다. 고체영 

역은 고온풀 표면으로부터 원자로 헤드로의 열전달을 차단하기 위해 고온풀 표면과 원자로 헤 

드 사이에 25 mm 간격으로 설치된 두께 30 mm의 5개 단열판과 유체 영역을 둘러싸는 구조 
물 영역으로 구성된다. 

고온풀 상부 공간에서 발생하는 열전달 현상은 크게 축방향과 반경방향으로 나누어 고려할 

수 있다. 축방향 열전달은 100 % 정상출력 운전 시에 545 0C로 유지되는 고용풀 표면에서 단 

열판 하단부로 복사 및 헬륨 가스의 자연대류에 의해 형성된다. 복사 및 대류에 의해 단열판 

상부로 전달된 열은 다시 단열판 상부 공간에서 복사 및 대류에 의해 원자로 헤드로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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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헤드 상단은 정상운전 중 격납돔 냉각계통에 의해 냉각된다. 반경방향의 열전달은 고온 

풀 표면에서 원자로 용기로 전달되고， 원자로 용기의 열은 다시 격납용기로 전달된다. 원자로 

용기와 격납용기 사이에는 아르곤 가스가 채워져 있어 자연대류 유동이 발생한다. 격납용기 외 

부에서는 피동원자로용기냉각계통 (Passive Vessel Cooling System)에 의해 최종 열침원인 대 

기로 열이 제거된다. 

Side View 

Unit: cm 

해석영역~ 

R=425.5 

LW 
Do킥)3() 

UIS _에 
00-310 

-00=390 

TOP View 

그림 3.1-31. 원자로 헤드 열전달 특성분석 해석 영역 

-p,"‘e 
Do- 11 ’1.0 

Pump 
00-220 

고온풀 표면 상부 공간에서의 열유동 해석은 구조물에서의 전도 열전달， 구조물 사이에서의 

복사 열전달 및 유체와 구조물 사이의 대류 열전달을 고려하여 수행하였다. 고온풀 표면에서의 

소륨의 중발 및 용축에 의한 열전달 효과는 매우 작은 것으로 평가되어 고려되지 않았다 [전원대， 

2005]. 해석에 적용되는 상세한 지배방정식 및 제반 관련 모델들은 참고문헌 [파~SYS Inc., 2α)5]에 

기술되어 있으며， 여기서는 해석 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복사 및 난류 모델의 선정에 관련된 

내용을 기술한다. 

CFX-10.0에서 가용한 복사 열전달 모텔은 Monte Carlo Model과 Discrete Transfer Mod바이 았 

다. Monte Carlo Model경우에는 정확한 계산 결과를 얻기 위하여 많은 수의 양자 표본을 사용하여 

야 하므로 많은 계산 시간이 요구되는 반면에 Discrete Transfer Mod리은 기하형상이 단순한 경우 

에 비교적 계산 시간이 짧고 정확한 계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었다. 따라서 본 해석에서는 

I거screte Transfer Model을 이용하여 복사 열전달 계산을 수행하였다. 복사 열전달 모델의 선정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참고문헌 [전원대， 21α)5]에 기술되어 있다. 한편 CFX-1O.0에서는 복사 열전 

달 모델을 사용할 경우 한 가지의 유체만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유체는 헬륨 가스로 가정하 

였다. 그러나 원자로 용기와 격납용기 사이의 아르곤 가스를 헬륨 가스로 가정해서 생기는 열전달 

오차는 크지 않아 원자로 헤드의 온도 분포 계산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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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헌 [전원대， 2α)5]에 기술된 바와 같이 고온풀 상부 헬륨 가스의 자연대류 유통은 난류유통으로 

평가되었으므로 코드에서 가용한 많은 난류 모탤들 중에서 적절한 난류모텔을 선정하여야 한다. 본 

해석에서는 멀폐된 사각형 공간에서 벽면 온도 차이에 의해 형성되는 자연대류 유통 및 복사 열전 

달에 대한 시험 해석과 실험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Shear Stress Transφ>rt Model을 적용하였다. 

해석을 위한 입력자료로는 유체의 열유동 해석을 위한 불성치와 고체에서의 열전도 해석을 

위한 열전도도 자료가 펼요하며， 복사 열전달 해석을 위한 유체와 고체의 접촉면에서의 방사율 

(emissivity) 자료가 요구된다. 고체 영역을 형성하는 부분은 원자로 용기， 격납용기， 원자로 배 

플， 원자로 헤드 및 단열판으로 구성되며， 재질이 2.25Cr-1Mo인 격납용기를 제외한 모든 고체 

영역의 재질은 SS316이다 [박창규， 2006]. 해석 시에 경계조건이 부여되는 고온풀 표면 및 고 

온풀과 같은 높이에 위치라는 유체면은 벽면으로 가정된다. 해석을 위한 입력자료를 표 3.1 -7 
에 나타내었다. 

표 3.1-7. 원자로 헤드 열전달 특성분석을 위한 업력자료 

밀도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헬륨 가스 물성치 
비열 5240 J/kg-K 

점성계수 1.86 x10-5 kg/m-s 

열전도도 0.1415 W/m-K 

SS316 물성치 열전도도 (316 oC 기 준) 18.193 W/m-K 

2.25Cr-1Mo 물성치 열전도도 (316 oC 기준) 36.517 W/m-K 

중섬에서 원자로 배플사이의 고온풀 표면 0.3 

원자로 배플과 원자로 용기 사이의 고온풀 위치 1.0 

방사율 [3.3] 원자로 용기와 격납용기 사이의 고온풀 위치 1.0 

격납용기 표면과 유체의 접촉면 0.8 

나머지 고체와 유체의 접촉변 0.3 

해석에 적용된 경계조건 및 크기를 그립 3.1-32에 나타내었다. 경계조건은 100 % 출력 운전 
조건에서 참고문헌 [전원대， 2005]와 [어재혁， 2006]에 기술된 설계자료 및 방법론을 이용하여 설 

정하였다. 경계조건 중에서 원자로 헤드 상단의 열전달계수 h는 다음 식에 의해 산정되었다. 

0.66600.8 ., ___ , ~ 
h = --IX-드 htc1 [W/m2 

- kl for T 드 Tplug + 1 [ml 

= htc1 ( _.!_ )0.8 
\ T I 

(3.1 -3) 

[W/m2 
- kl forT 는 Tplug + 1 [ml 

이 식에서 에서 Q는 공기의 체적 유량을， t는 원자로 헤드냉각유로의 유로 간격을， T은 원 

자로 중심선으로부터의 거리를， Tplug은 rotating plug의 반경을， htcl은 유로 입구에서의 열전달 

계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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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2 원자로 헤드 열전달 특성해석에 적용된 경계조건 및 각 부분의 크기 

밀봉재 온도요건을 만족시키는 헤드 냉각 용량을 설정하기 위해 원자로 헤드의 상단 및 옆 

쪽 외부표면의 열전달계수를 변화시켜가면서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에 이용된 격자는 육면체 

격자를 적용하였으며 격자 개수는 격자수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통해 해석의 정확성을 유지하 

고 계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약 145 만개의 격자를 사용하였다. 냉각용량 셜정을 위해 해석 

에 사용된 경계조건을 표 3.1-8에 나타내었다. 헤드의 상단 및 옆쪽 외부표면을 제외한 모든 

경계조건은 그림 3.1-32에 표시된 조건을 적용하였다. 표에서 Q와 V는 각각 헤드 냉각유로 입 

구에 유입되는 공기의 체적 유량과 입구에서의 공기의 평균 속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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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8. 원자로 헤드 냉각요건 설정에 적용된 경계조건 

경계조건 
해석 Case 

혜 E 상단 열전달계수 (htc1) 헤 E 옆쪽 외부표면 열전달계수 (h) 
htc1=350 W/m2-K, 외 부온도=40 0C 

단열조건 8 
(Q=10.0 m3/s , V=5.1 m/s) 

9 
htc1 =40.5 W/m2- K, 외 부온도 40 0 C 

단열조건 
(Q=12.0 m3/s. V=6.1 m/s) 

htc1=58.1 W/m2-K, 외 부온도 40 0 C 
단열조건 10 

(Q=18.8 m3/s , V=9.6 m/s) 
htc1 =90.0 W/m:l.- K, 외부온도 40 0 C 

단열조건 11 
(Q=32.5 m3/s , V=16.6 m/s) 

12 
htc1 =58.1 W/mζK， 외 부온도=40 0C 

h=18 W/m2- K , 외 부온도=100 0C 
(Q=18.8 m3/ s, V=9.6 m/s) 

13 
htc1 =90.0 W/m2-K, 외 부온도=40 0C 

h=18 W /m2- K , 외 부온도=100 OC 
(Q=32.5 m3/s , V=16.6 m/s) 

」

계산된 원자로 헤드 하단면에서의 온도 분포를 그립 3.1-33에， 고온 지역이 형성되는 펌프 

와 IHX 사이의 한 원주방향 위치에서 헤드 상단면과 하단면의 반경방향 온도 분포를 그림 

3.1-34에 나타내었다. 그럼에서 볼 수 있듯이 헤드 옆쪽 외부표면이 단열된 경우는 중심 부분 

의 열전달계수가 증가함에 따라 헤드에서 저온 영역이 점점 증가하나， 펌프 주변의 원자로 용 

기 부분에서는 반경의 증가에 따른 헤드 상단에서의 열전달계수 감소로 인해 냉각 효과가 중 

심부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져 헤드 하단에서 국부적인 고온 영역이 형성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냉각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헤드 옆쪽 외부표변의 냉각이 요구된다. Case 12와 

Case 13에서 볼 수 있듯이 헤드 옆쪽 외부표면이 냉각되는 경우 헤드 중섬 부분의 열전달계수 

에 비해 작은 열전달계수로도 펌프 주변의 원자로 용기가 효율적으로 냉각되는 것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기존의 설계에서 밀봉재 온도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헤드 중심 부분에서 90 

W/m2- K 이상， 헤드 옆쪽 외부표변에서 18 W/m2-K 이상의 열전달계수가 확보될 수 있도록 

헤드 냉각계통의 용량이 설정되어야 한다. 한편 원자로 헤드에서 고옹부가 형성되는 원인은 단 

열판과 원자로 용기 사이의 헬륨 가스의 유동과 연관된다. 단열판 하단부의 고옹의 헬륨 가스 

가 펌프 쪽에서 단열판 상부로 상승하여 냉각된 후 DHX 쪽에서 단열판 하부로 하강하기 때문 
에 펌프 쪽에 고온부가 형성된다. 즉 온도 상승의 주된 원인은 단열판과 원자로 용기 사이에서 

단열판 상부로 상숭하는 고온의 헬륨 가스에 의한 대류 에너지이다. 따라서 원자로 헤드의 냉 

각계통 용량을 중대시키는 대신 단열판과 원자로 용기 사이의 간격을 줄여 단열판 상부로 상 

승하는 고온의 헬륨 가스의 양을 제한하는 방법이 셜계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UIS 외부의 고온풀 표면과 단열판 상단에서의 복사 및 대류의 열전달 비율을 표 3.1-9에 

나타내었다. 표에 나타나듯이 고온풀 표변에서 단열판까지는 복사에 의한 열전달이 주된 열전 

달 형태이다. 반면에 단열판 상단에서 헤드로의 열전달은 복사에 의한 열전달이 대류 열전달에 

비해 30~50% 정도 더 크지만， 고온으로 유지되는 단열판 하부 헬륨 영역에서 헤드로의 복사 

열전달은 단열판에 의해 효과적으로 차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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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9 고온풀 표면과 단열판 상단에서의 복사 및 대류 열전달 비율 

복사열전달/대류열전달 
해석 Case 

UIS 외 부의 고온풀 표면 UIS 외부의 단열판 상단 

8 5.66 1.47 
9 5.60 1.42 
10 5.33 1.43 
11 5.27 1.34 
12 5.37 1.42 
13 5.31 1.28 

4) Core catcher 열유동 특성분석 

핵연료 노심 용융으로부터 방사성 물질의 환경 유출 방지를 위하여 원자로용기 내부 하단 

에 는 tray형 의 Core catcher가 설치 되 어 었다. 

원자로 정상운전 기간에는 Core catcher 내부 공간과 주위 유동 공간 사이에 구조물을 통한 

전도 및 대류 열전달을 통해 내부 온도 분포가 주위의 온도와 평형을 어느 정도 이루어 Core 

catcher를 형성하는 구조물에 심한 멸웅력을 발생시키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나， 원자로 가열 

또는 냉각기간에는 PHTS 계통 유량 및 펌프의 헤드 감소로 인해 Core catcher 내부로 유동 

형성이 제한되어 주위 유동 공간과의 온도 차이가 유발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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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5 원자로 pool 개 략도와 Core catcher의 형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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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사고 또는 계획 정지에 의한 원자로 냉각기간에 원자로 풀의 유동 해석을 

통해 Core catcher 벽을 통한 온도 분포를 평가하고 측면 벽의 구멍을 통한 충분한 유동이 형 

성되어 심한 열웅력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하는 구멍 크기를 설정하였다. Core catcher 열유동 

특성 분석을 위해 고려된 Core catcher는 그림 3.1-35(a)와 같이 노심으로 소륨 냉각재가 공급 

되는 유입실 하부판 아래의 공간에 설치되어 있으며， 3차원 형상은 그림 1-36(b)와 같고， Core 

catcher 내부 공간이 주위 유동 공간과 열적으로 고립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Core catcher 측 

면 벽에는 직경 10 cm의 구멍이 167H 분포하고 있다. 그림 3.1-35(c)는 해석에서 고려된 Core 

catcher 의 단면을 나타내 고 있다. 

Core catcher 부분의 열유동 특성 해석을 위해 COMMIX -lAR!P[ANL，1992]를 이용하였으 

며， 구조물의 대칭성을 이용하여 풀의 1/4 부분만 해석하였다. 해석의 초기 조건은 100 % 출력 
운전 조건이며， 정상상태 해석을 통해 산출하였다. 냉각기간 동안의 과도해석 조건으로는 노심 

의 잔열발생량， IHX를 통해 원자로 풀에서 빠져 나가는 열량， PHTS 펌프의 head를 조절하여 

PHTS내의 유량을 조건하는 조건으로 하였다. 이들 경계조건은 초기조건에 시간의 함수로 주 

어지는 스케일링 인자를 곱하여 그림 3.1-36과 같이 초기 결정하였다. 

해석시 구성된 Grid는 반경 방향으로 Support Barrel 안쪽의 노섬영역에 13개， 배플과 원자 

로용기사이의 Gap에 2개， 격납용기와 원자로용기사이의 아르곤 영역에 2개， Air Separator와 

격납용기사이의 공기유로에 2개， 중간열교환기의 튜브측에 2개를 주었다. 원주방향으로는 총 

14개의 노드가 주어졌다. 축방향으로는 총 46개의 노드로 core catcher 부분에 대해 기존 개의 

z 방향 셀을 9개로 나누고 마지막에 위치한 1개 노드는 소륨과 아르곤 영역의 확장소자용으로 

주어 졌다. core catcher upper separation plate는 core catcher 와 노심 inlet plenum 사이 의 구 

조물를 의미하며， core catcher horizontal separation plate 는 core catcher disk부분에 대한 

모텔링으로 실제 구조물에서 이중의 plate로 되어 있지만 간소화 하여 하나의 면으로 모델링하 

였다. 

core catcher outer vertical separation plate는 노심 구조물 원통을 의미하고， hole은 원주 

방향으로 j=l에 반 hole, j=4에서 하나의 hole, 7과 8 사이에 걸쳐 하나의 hole, j=l1에 하나의 

hole, j=14에 반 hole이 위치해 있어 나머지 부분은 면으로 처리 하였다. 스커트 부분은 45。의 

각을 가지고 있는 면으로 모텔링되었다. core catcher의 disk 부분아래 구조물은 기하학적 모텔 

링에서 제외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압력 손실과 열전달 구조물로서 모댈링하였다. 그림 

3.l -37(a)는 해석 영역중 PHTS 펌프 영역변을 나타 내며 그림 3.1-37(b)는 IHX 단면을 포함 

한 면의 메쉬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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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8 Core catcher support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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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catcher의 disk 부분아래 부분은 그림 3.1 -35(b)에서 보이듯 구멍이 4개 뚫린 수직판이 

원주 방향으로 분포 되어 있는 매우 복잡한 구조를 이루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메쉬를 생성 

하기 보다는 적절한 압력 강하 모텔과 열전달 모텔을 각셀에 대해서 구성함으로써 해석을 단 

순화 하였다. 각 셀에 대해 압력 강하 모델은 그림 3.1 -38과 같이 유동 방향에 Screen 구조물 

연속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다음과 같은 상관식을 이용하였다 . 

.1p=하1.3(1- f)+(￥-1샤 (3.1-4) 

여기서 f는 screen 전체 며적과 유체가 통과 하는 면적의 비를 의미한다. 또한 Core 

catcher 내의 유동을 유발하기 위한 노섬 구조물 지지대에 뚫린 구멍에 대해 압력 강하를 고려 

하였는데 이 부분의 압력 강하 모텔은 튜브내에 오리피스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압력 강하 

상관식을 이용하여 모델렁하였다.[I.E. Idelchik, 1986] 

.,,2 ( 1 \1 F. \2 
.1p = P-:;;-! (0 + À• ---11•| 2 \,,0 . .. Dh J\ F;, J (3.1- 5) 

여기서 뀐/건는 각 메쉬 셀면적에 대한 홀의 면적비를 의미하며 μ는 형상에 의해 결정되는 

상수이며 l은 구명의 깊이 Dh는 구명의 직경이다. À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짧55+0.0055(뚫) /3 h 
(3.1 -6) 

Core catcher 와 노섬 inlet plenum 사이의 판과 노심 구조물은 Core catcher와 노심 inlet 

plenum과 Cold pool 사이에 존재하므로 Core catcher와 노심 inlet plenum, Cold pool 사이의 

열전달에 영향을 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열전달 모델 역시 고려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열전달 모텔은 소륨이 평판을 흐를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열전달 상관식을 이용하여 모델링 

하였다. [ANL, 1992] 

N = 5 + 0.025Reo.28 PeO.8 (3.1-7) 

PHTS 펌프의 경우 COMMIX -AR/P에서 제공하는 펌프 모델이 본 해석에서 적용되기 곤란 

하여 COMMIX -AR/P의 코드 중 z 방향 모멘텀 계산 서브루틴 중 압력에 대한 유속(dp!dψ) 

계산 부분을 수정하고 펌프의 양정만을 입력으로 하는 펌프 모벨을 설정하여 모탤링하였다. 

정상 운전시 하나의 IHX 를 통해 원자로 pool에서 열교환이 되는 열량은 393MWt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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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과도 해석시에는 노심의 열원이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노섬에 

distributed heat source가 시간에 따라 감소하게 모델링하고 IHX을 통한 열교환 역시 해석의 

편의를 위해 IHX tube 벽에 Heat sink를 두고 열을 제거하는 모댈로 설정하였고 그 양은 노 

심에서 발생하는 열량에 대해 3% 크게 설정하였다. 또한 RV바깥쪽 Air flow는 O.없8 m/s , 4 
OOC 의 강제 대류를 고려하였다. 

해석은 먼저 100% 정상 운전에 대해 수행 되었으며 이 정상 운전 해석 결과가 과도 해석의 
초기 조건으로 입력되었다. 정상 운전시 과도 해석시 IHX 단면에서 해석 결과는 다음 그림 

3.1-39와 같다. 정상 운전시 노심 출구의 온도는 545 0C 이며 노심 근처의 온도 중 낮은 온도가 

낮은 지역 노섬 구조물의 열전도의 영향이다. 

f ‘”,.1--‘-----.,‘ T_’I--‘---‘-‘’ ‘ ’‘.‘.‘-‘-i. 때 T_’‘----i‘‘.’·‘ 

’‘o I I 11 ... . . 111 • I뼈 1‘Q I 11 1f ••.• :. 1I1 .14Ð 

~ I 1" 111 • "! I 1 " UI • '" 1 " 11 .: 111 • ;;; " I 1" nI -" I 1 " nI ." 1 " .. 11 . ; "1 .;; 

’ Core c.?J tdlEπ --, 

100% 정상운전 t=l20s t=5hr t=10hr 

그림 3.1 - 39 원자로내 온도 분포 IHX 단변에서 온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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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0 과도 운전시 노심 입출구 온도， 노심 평균온도 및 온도차 변화 

노심을 통과한 소륨은 IHX을 통과 하여 열교환이 일어 나고 원자로 바닥 쪽으로 진행하며 
펌프가 존재하는 영역으로 유체의 흐름이 발생한다.IHX를 통과한 출구 유동은 주위 유동 보 

다 압력이 낮으므로 노심 지지물의 구멍을 통한 유동이 Cold pool 방향으로 나오게 된다.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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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시 원자로내의 온도 변화를 보기 위해 노심의 입출구 온도 및 평균 용도 분포 입출구에서 

온도차를 그림 3.1-40에 나타내었다. 정상 운전시 노섬 출구 온도는 545
0

C 이며 노심 평균 온도 

는 424
0

C 이고 10，;사간 후에 온도는 약 280
0

C로 열제거율은 15
0

C/hr이다. 또한 노섬 입출구에서 

온도차 노심의 열발생률과 같은 변화를 보이고 있어 이러한 해석이 타당하다는것을 보이고 있 

다. 과도 상태 120 초에서 옹도 분포는 노심의 온도 보다 IHX 부분의 온도가 훨씬 높게 나타 

냐는데 이것은 과도 해석시 가정으로 IHX에서 제거 열량이 순간 매우 작아져 나타나는 현상 

이다. 그림 3.1-41은 노심 지지대에 구멍이 있는 평면에서 속도 분포와 온도 분포를 나타낸다. 

이 분포 역시 120초에서 IHX 출구 부분의 온도 분포가 다른 지역 보다 크게 나오며 구멍에서 

속도는 IHX 출구 쪽으로 Core catcher에서 유속이 나오며 대칭 조건에 의해 펌프 지역 아래와 

DHX 지역 아래에서는 Core catcher로 유입되는 유동 분포를 보이고 있다. 유속의 크기는 펌 

프의 양정이 정상 운전시 50%이므로 평균 0.7 m/s를 갖고 있어 Core catcher내의 열전달을 촉 

진하고 있다. 그림 3.1 -42는 본 해석의 주요한 목적 인 Core catcher와 노심 inlet plenum의 시 

간에 따른 온도차를 표현한 것으로 초기 IHX 의 열제거량이 급작스럽게 작아져 Cold pool에서 

온도가 상승하여 Core catcher내의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으로 인해 온도차가 약 18 0

C 로 정점 

을 이루고 점차 원자로내 유동의 혼합으로 온도차가 작아지는 것을 나타낸다. 이후 10 시간 동 

안 온도차는 20
0

C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구조물의 열변형률은 매우 미미 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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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41 노심 지지대 구멍에서 유속 및 온도 변화(K=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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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2 Core catcher내 와 노섬 inlet plenum 의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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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노섬냉각생 제고 잔열제거 설계 개념(lDINHX) 적용 연구 

사고발생시 노심 및 펌프가 정지되는 사고발생시 사고 초기의 노심 냉각성 강화를 위하여 

새로운 IDINHX 개념의 적용의 타당성을 IDINHX 해석용으로 개발된 전산해석 체제를 이용하 
여 평가하였으며 평가결과 적용타당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 

1) 사고 초기 노심 냉각의 취약성 

사고시 펌프는 발전소 보호계통에 의해 정지되기에 대부분의 사고에서는 노심냉각은 PHTS 
자연대류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며 이에 따라 충분한 자연대류 head의 생성여부는 노심보호에 

직결된다. 그런데 현 KALIMER-600 구조에서는 사고 발생 초기 노섬냉각을 위한 별도의 유로 
가 형성되지 않고 기존 유로인 IHX를 통과하는 유로만이 존재하게 된다. 하지만 이 유로에서 

저온부를 형성하는 IHX의 냉각능력은 비안전풍급이므로 IHX를 통한 냉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에 따라 PHTS 자연대류유로에서 저온부를 유지하는 요소가 사라지게 된다. 그렴 3.1-43은 

이러한 현 구조에서의 사고발생 초기 PHTS 자연대류 경로의 개념적인 온도분포를 색깔(또는 
명도) 차이로 보이고 있다. 즉， 정상상태 시에는 IHX에서의 냉각이 이루어지므로 PHTS 유로 
내에 고온부와 저온부가 명확이 정의되어 안정적인 자연대류 head가 형성되지만， 사고가 발생 

하면 IHX 냉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고온조의 뜨거운 소륨이 IHX로 유입되고 유입된 뜨거운 소 
륨은 냉각이 되지 않은 채 저온조로 내려가게 되어 이로 인해 PHTS 자연대류의 저온부가 불 
확실해지게 된다. 

1) 사고전 정상운전 상태 

저온조 
(CP) 

2) 노심 및 펌프 정지후 110초 상태 

그림 3.1-43 펌프정지 사고 초기시의 온도분포 

펌프정지 시 통상 펌프의 관성장치가 작동하여 head를 제공하게 되는 데 이렇게 제공되는 

head는 노섬냉각성 관점에서 시간별로 달리 요구되는 head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설계된 장치 

에서 제공되기에 오히려 자연대류 head 형성에 더 악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된다. 즉， 시간별로 

달리 요구되는 head 특성이 고려되지 않는 기존 관성장치에서의 출력에 의한 head는 유량 감 

쇄율이 노심정지에 따른 노섬 열출력 감쇄율보다 통상적으로 작게 만들기에 노섬에서는 과냉 

각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라 이 시기의 노섬 출구옹도는 정상상태보다 오히려 낮아지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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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로 인해 PHTS 자연대류 경로의 고온부 평균온도는 위 그림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일반적 

으로 감소하게 되고 사고발생 초기에 PHTS내 자연대류 경로에서 고온부와 저온부의 정의가 

불확실해지며 이러한 불확실성은 자연대류 head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하게 되어 노섬냉각 유 

량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며 이에 따라 노심의 냉각성 확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2) IDINHX 적용을 통한 냉각성 제고 

본 연구단계에서는 IDINHX 성능특성 및 설계 개발 방향에 따른 IDINHX 셜계 개념을 구 

체화 하였으며 이 결과 IDINHX 설계 개념 이용시， 잔열계통(RHRS)에 요구되는 성능요건인 

사고초기노섬냉각성 확보， 장기 냉각성 확보 및 작동성확보관점의 소륨응고 방지등의 RHRS에 

대한 제반 성능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고시 현재의 기준허용한계 온도인 600 0C 조건에서는 현 설계에 단순히 잔열제거 설비인 

기존의 DHX를 IDINHX로 바꾸는 것 만으로서는 RHRS 성능요건을 만족시킬 가능성은 현실 

적으로 없는 것으로 평가됐으며， 현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IDll'야fX 사용과 더불어 

PHTS 높이 배치의 조정 또는 관성장치의 개선이 필요하고 이러한 병행조치로 현재의 기준허 

용한계 온도에서도 RHRS 성능요건을 만족시킬수 있게 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IDll'아fX 사용과 병행이 요구되는 설계 개선 

- PHTS 높이 배치 조정 

사고시 초기조건에 해당되는 정상 운전상태시의 PHTS 자연대류 head를 크게 하고 또 

IDINHX를 통한 IHX냉각효과를 키우면 사고초기시 노심 냉각성 확보가 그만큼 용이해진다. 

PHTS 높이 배치 조정은 이러한 점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IHX 위치를 현재보다 더 위에 설치 

하는 즉， 노심출구와 IHX하단간의 거리를 넓히는 방법이다. 

- 관성장치 설계 개선 

펌프정지시 제공되는 관성장치로부터의 관성출력이 사고시 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관성출력 

양을 쫓아 가도록 관성장치 설계를 개선하는 방법[심윤섭， 2003]이다. 

- 양 병행 방법의 비교 

높이 배치 조정은 별도의 기술개발없이 현재의 기술로도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원 

자로 용기의 길이 설정에 잔열제거 관점의 요건이라는 추가적인 제약사항에 들어가게 되어 원 

자로 용기의 길이에서 최적상태가 현재보다 덜 바람직한 것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경우에 따라 

서는 원자로 용기 및 관련설비의 제작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관성장치 개선 방법은， 원자로 용기 길이의 최적화에 추가적인 제약요소로 작용하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지금과는 다른 관성장치 설계 기술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추가적인 부담이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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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alve 없는 IDINHX 경 우 

- PHTS 높이 배치 조정병행 시 

valve없는 IDINHX 경우， IDIl'아fX 사용과 더불어 IHX 배치를 기존보다 높이는 방법 사용 

시는 현재의 PHTS 설계에서 IHX높이를 2.5m 위로 설치하면 관성장치를 사용하지 않아도 

RHRS에 요구되는 제반 성능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게 되며 다음 그림은 이 경우의 IDINHX사 

용 RHRS의 사고시 성능을 보여주고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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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4 valve없는 IDINHX에 높이 2.5m 상승시 PHTS 주요 온도 인자거동 (경우 0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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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5 valve없는 IDINHX에 높이 2.5m 상숭시 AHX. 유체 온도거 동 (경 우 0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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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그림에서 각 인자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RmfQ: 유량과 노심열발생율 간의 비로서 다음 식으로 정의되며 하첨자 O는 정격조건의 

값을 의미한다. 즉 인자 RηifQ는 유량의 감소율과 열발생율간 감소율간의 비를 나타낸다 

mlmn 
RmfQ= ---;;:←「二

Q/QI。

TfclaMax, TfpelMax : 각각 연료봉피복재와 연료봉내 핵연료소결체의 온도 중 공간적 최 

고온도 표시인자 

그림 3.1-44로부터 이 경우의 설계시， 노심출구온도의 첫 번째 죄고온도는 598C로서 기준허 

용온도 600C이내이며 장기냉각성 지표인 두 번째 죄고온도는 562C로서 허용온도보다 훨씬 더 

낮은 값이 되고 있다. 또한 AHX에서 냉각되는 PDRC내 소륨의 온도는 그림 3. 1 -45에서 그 최 

저온도가 220C로서 응고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으며 오히려 발전소 효율유지 관점에서 

이 온도를 낮추어 정상상태 운전시 AHX를 통한 열손실량을 줄이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상황 

이다. 

이 경우의 PHTS 자연대류 head변화는 다음 그림과 같이 초기의 급격한 감소이후 감소추세 
의 약화 또는 복원으로 160초부터는 RmfQ가 1 이상이 되고 있어 잔열제거가 안정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그림에서 xpphdp는 pump로부터 제공되는 head의 정격조건시 

head에 대한 비를 나타내는 인자인데 이 경우는 관성장치가 사용되지 않기에 펌프 정지 시접 

인 100초부터는 0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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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 46 valve없는 IDINHX에 높이 2.5m 상승시 PHTS 자연대류 헤드 거통 (경우 02-73) 

• 관성장치 설계 개선 병행 시 

1HX 높이 상숭 대선 개선된 관성장치를 펌프 정지 후 첫 30분 동안 사용하면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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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INHX 사용 RHRS가 RHRS에 요구되는 제반 성능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이 경우의 성능 

이 그림 3.1←47~그림 3.1-49에 제시 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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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7 valve없는 IDINHX에 높이 2.5m 상승시 PHTS 주요 온도 인자거 동 (경 우 0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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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8 valve없는 IDINHX에 높이 2.5m 상승시 AHX 유체 온도거동 (경우 02-72) 

이 경우의 초기 최고온도는 600.6C로서 기준허용온도 600C를 초과하고 있지만， 이 정도의 

차이는 IDINHX설계를 포함한 RHRS 설계 최적화로 보완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최고온도 

는 580C로서 여유있게 기준허용온도를 만족하고 있으며 또한 PDRC 소륨의 최저온도는 220C 

로서 소륨웅고의 가능성은 전혀 없으며 이 경우도 역시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발전소 열효 

율 확보 관점에서 이 온도를 낮추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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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9 valve없는 IDINHX에 높이 2.5m 상숭시 PHTS 자연대류 헤드 거동 (경우 02-72) 

。 밸브 있는 IDINHX 사용 경우 

밸브 있는 IDINHX는 일반적으로 밸브있는 IDINHX에 비하여 냉각성이 더 우수하다. 이에 

따라 IHX높이 조정없이 개선된 관성장치만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방안은 앞의 밸브 있는 

IDll야fX에서 RHRS제 기능요건을 만족시켰기에 밸브 있는 IDINHX 사용 경우는 당연히 만족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 방향의 조사의 설명은 생략하며 관성장치 개선없이 단지 IHX 높이조 

정만을 병행한 경우의 결과를 셜명한다. 

밸브 없는 IDINHX 사용시 IHX를 2.5m 정도 높이는 게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었지만 밸브 있 

는 IDINHX 사용시는 이보다 작은 1.6m만 높이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 그림들이 이 

경우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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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0 valve없는 IDll아-IX에 높이 2.5m 상숭시 PHTS 주요 온도 인자거 동 (경 우 02-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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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1 valve없는 IDINHX에 높이 2.5m 상승시 AHX 유체 온도거동 (경우 02-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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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52 valve없는 IDll아fX에 높이 2.5m 상승시 PHTS 자연대류 헤드 거동 (경우 02-74) 

이 경우의 초기 최고온도는 599.6C로서 비록 여유는 없지만 기준허용온도 이내이다. 또한 

두 번째 최고온도는 530C로서 여유있게 기준허용온도를 만족하고 있으며 PDRC 소륨의 최저 

온도는 192C로서 소륨웅고의 가능성 역시 전혀 없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사고시 냉각성 제 

고를 위한 IDINHX 적용성 조사를 종합하면 표 3.1-10과 같다. 즉， 표에 제시된 IDINHX 개념 

의 적용방법 중 어떤 것을 선택하던 다 RHRS에 요구되는 제반 성능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또한 이들 적용방법 중의 최적이 되는 방법은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 및 개발자의 정책적 

인 의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게 되나 일차적으로는 개선된 관성장치 개발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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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01DINHX 젤계개념 적용방법의 성능 요약 및 삭대적 작단점 

밸브 없는 IDINHX 밸브 없는 IDINHX 

IHX 높이 조정시 개선된 관성장치 IHX 높이 조정시 개선된 관성장치 
사용시 사용시 

조사 경우 02-73 02-72 02-74 

dZ.IHX, m 2.5 0 1.6 

관성장치 

사용여부 사용안함 
개선된 장치 

사용안함 
사용 

사용기간， 초* 30 

냉각공기온도， C 40 40 40 

단기 냉각성능 

첫번째 노심출구 최고온도 
밸브 없는 

IDINHX 경우 
용도，C 597.7 600.6 599.6 보다 성능 더 

시각，초* 126 214 127 양호 

장기냉각성 

두번째 노심출구 최고온도 

온도，C 562 580 530 

시각，초* 9,627 10,227 3,527 

Q제거 >Q발생 시점， 초* 11 ,827 11 ,327 6,327 

소륨응고 방지성 

PDRC 소륨 최저온도 220 220 192 

상대적 평가 

.현재기술로 . PHTS 배치 .현재기술로 . PHTS 배치 
적용가능 길이증가 없음 적용가능 길이증가 없음 

. 급격한 과도를 . PHTS 배치 . 관성장치에 
피할 수 있어 길이 중가가 대한 요건이 

. 장점 
설계/분석에 상대적으로 더 밸브없는 

여유가 있게 작은 1.6m 경우에 비해 

됨 정도엄 더 완화됨 

. 고온조 액위에 . 고온조 액위 . 설계/분석에 
대한 제약성 배치에 대한 가장 여유가 
없음 제약성 없음 三nBL

. 현재보다 PHTS .개선된 . 밸브 사용에 . 개선된 

배치가 2.5m 관성장치 개발 따른 후속조치 관성장치 개발 

정도더 필요 펼요 펼요 

. 단점 늘어나게 됨 . 고온조 액위에 . 밸브 사용에 
. 고온조 액위에 대한 제약성 따른 후속조치 

대한 제약성 있음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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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신개념 계통 성능 분석 

본 연구 단계를 통해 설계 구체화가 이루어진 KALIMER→600의 신개념 피동 잔열제거계통 

및 관련 계통을 대상으로 생산된 계통 설계인자를 활용하여 원자로 정지 후 72시간 운전원 대 

처시간까지의 과도기 계통 성능 분석을 수행하여 계통 설계기준 만족 여부를 평가하고 설계인 

자 특성 분석 결과를 기술하였다. 

PDRC 계통의 과도기 성능 분석은 정상 열제거원 상실사고를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통상 

적으로 능동형 기기의 기능이 모두 상실되는 발전소 정전사고(station blackout)를 가정하였다. 

소내 정전으로 인한 원자로 펌프 정시시의 계통 과도기 성능 특성은 PDRC 과도 성능 해석용 

으로 본 연구단계에서 자체적으로 개발된 POSPA 전산코드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계통의 

과도기 성능은 주로 원자로 풀 체적， DHX 지지통의 overflow slot 높이， 기타 계통 설계인자 

변화 특성 등에 의해 전반적인 과도기 성능이 결정됨을 확인하였다. 

1) PDRC 기준설계의 과도기 성능 분석 

본 연구단계를 통해 수행된 PDRC 계통의 기준 설계인자를 입력으로 활용하여 원자로 정지 

후 72시간 동안의 과도기 계통 거동을 평가하였다. 그림 3.1-53은 원자로 정지 후 과도기 

PHTS 소륨 액위 변화를 도시한 그림으로， 원자로 정지 초기에는 노십 붕괴열 발생량이 

PDRC를 통해 제거되는 열량보다 매우 크기 때문에 고/저온 풀 소륨 온도가 동반 상승하면서 

소륨 체적팽창에 의해 PHTS 소륨 액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고온 풀 

소륨의 체적 팽창 보다는 PDRC 계통으로의 고온 풀 소륨 overflow 이전에 IHX 유로를 통해 

고온 풀에서 저온 풀로 유입되는 고온 소륨의 영향으로 저온 풀 소륨 체적의 팽창이 지배적으 

로 나타나면서 PHTS 전반적인 소륨 액위 상승에 많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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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3 KALIMER-600 과도기 PHTS 소륨액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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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원자로 정지 초기 IHX를 통한 DHX- IHX 병렬유로에 대한 적절한 모텔링을 수행한 

결과로서 기존의 KALIMER - 150 [한도희 외 2002]에 대한 overflow 분석에서 소륨 액위의 상 

승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린 이유에 대해서 적절한 설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즉， IHX를 

통한 원자로 정지 초기 유로를 고려하지 않았던 기존 분석에서는 저온 풀 소륨 액위의 체적 

팽창에 대한 고려가 미홉하여 PHTS 전체의 액위 증가를 적절히 모사할 수 없었으나， 실제로 

저온 풀의 소륨 체적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체적 팽창을 고려함으로써 PHTS 

전체의 소륨 체적 팽창 및 액위 상승 현상을 적절히 모사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열 발생량과 열 제거량 사이의 불균형으로 인해 PHTS 소륨 액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DHX로의 overflow가 발생하면 PDRC 계통의 전열 모드가 초기 전도전열 모드에서 

대류전열 모드로 전환되면서 열제거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액위 상승률이 다소 둔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PDRC를 통한 열제거량이 노심 붕괴열 발생량을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PHTS 계통의 소륨 온도가 점차 감소하면서 소륨 체적 감소에 의한 액위 감소 효과가 잘 나 

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원자로 정지 후 약 13시간 경과 시점에서는 PHTS 소륨 액위 

가 DHX 지지통 상단높이 부근에서 머물면서 PDRC를 통한 전열 모드가 대류와 전도 사이에 

서 교변하면서 열제거량과 열 발생량 사이의 일시적인 균형(실제로는 작은 frequency에 의해 

서 oscillation라는 상태)을 이루게 된다. 이 후 약 5시간 동안 DHX 지지통 높이에서 액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현상이 관찰되었으며 시간 경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노심 붕괴열 

과 PDRC 열제거에 의해 PHTS 소륨 액위가 급격하게 감소함을 볼 수 있다. 

그림 3.1 -54에 도시한 과도기 고/저온 풀 소륨 온도 역시 이와 같은 과도기 PHTS 소륨 액 

위 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즉， 노심 출구 온도는 원자로 정지 초기에 급 

격히 증가하여 첨두온도를 나타낸 후， 노섬 붕괴열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고온 풀 소륨 온도와 

유사한 거동을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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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열원으로 작용하는 노심을 통과하는 소륨의 총 체적이 여타 고/저온 풀 소륨 체적에 

비하여 매우 작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첨두온도를 보였다가 감소하는 현상으로서， 노심 출구와 

접하고 있는 고온 풀 영역에서 매우 큰 열관성 (thermal inertia)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노심 

출구영역에서의 일시적인 첨두온도 발생이나 온도교변 (temperature oscillation) 현상 퉁은 전 

반적인 고온 풀 온도 변화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본 연구에서 다 

루는 노심 출구옹도는 노심 출구 영역의 평균값임) . 이와 같은 현상에 의해 고온 풀 영역의 평 

균 소륨 온도는 약 570 0C 내외로 계산됨에 따라 설계 기준온도(ASME Service level C (65 

OOC ))를 충분한 설계 여유도를 가지고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온 풀 입구 영역의 

소륨 온도는 IHX와 DHX를 통과하는 소륨 유량의 혼합에 의해 계산되는 평균 소륨 온도로서 

노섬 붕괴열 발생량과 PDRC를 통한 열제거량 사이에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수 시간 동안의 

온도교번 현상을 보이긴 하지만 노섬 출구영역과 고온 풀 소륨간의 경우와 유사하게 저온 풀 

소륨 영역의 큰 열관성으로 인해 저온 풀 소륨 평균온도 및 전반적인 PHTS 소륨의 과도기 

온도 거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KALIMER-600 PDRC 계통 분석에서 원자로 정지 후의 PHTS 전체 자연순환 유량은 IHX 

를 통한 자연순환 유량과 DHX를 통한자연순환 유량의 합으로 나타나게 되며， 산술적 합으로 

나타나기 보다는 계통의 전반적인 자연순환 head 형성과 압력손실 특성을 반영하여 계산된다. 

특히， IHX와 DHX를 통과하는 과도기 병렬유로 형성에 의한 유량 분배 특성은 PDRC 전체 제 

열 성능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서 기술한 PHTS 소륨 액위 변화 

빛 과도기 풀 소륨 온도분포 특성과 연계하여 상세한 해석모형을 개발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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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 55 PHTS 병 렬유로 소륨 유량 분배 

그림 3.1-55는 원자로 내부의 과도기 병렬유로에 대하여 IHX-DHX 간의 PHTS 자연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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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 분배 특성을 도시한 그림이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고온 풀 소륨의 overflow 유무에 
따라 제열 성능 및 풀 소륨 온도 변화가 적절히 예측되는 PDRC 과도기 성능 특성을 잘 반영 
하여， 그림에서와 같이 IHX와 DHX를 통과하는 유동의 압력손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과 

도기 병렬유로에 대한 유량 분배가 물리적으로 적절히 계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 

히 DHX 측 유로로의 overflow 형성시 IHX를 통과하는 미냉각 고온 소늄과 DHX를 통과하는 
냉각 저온 소륨 간의 온도 혼합효과를 통과 유량의 함수로 적절히 모사함으로써 과도기 병렬 

유로 특성에 의해 저온 풀 입구 영역에서 나타나는 소륨 온도 혼합 효과가 저온 풀 평균온도 

변화에 일정 부분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PDRC 계통 설계언자 특성 평가 

본 절에서는 PDRC 기준설계에 대한 계통 과도기 성능분석 결과를 토대로 설계 특성 및 설 
계인자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기술하였다. 계통 설계인자 변화 특성의 고 

찰을 위해 우선 대표적인 PDRC 성능 변수중 하나인 DHX 지지통 overflow slot 높이 변화시 
의 계통 과도성능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기술하였다. 그림 3.1-56 및 그림 3.1-57은 DHX 
지지통의 overflow slot 높이 변화에 의한 PHTS 소륨 액위 변화 및 이에 따른 고온 풀 소륨 
평균온도 변화를 시간에 따라 도시한 그림으로서 overflow slot의 높이가 증가할수록 DHX로 

의 최초 소륨 overflow 시간이 늦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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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6 Overflow slot 높이 별 과도기 고온 풀 소륨 액 위 변화 

이는 DHX를 통한 전열모드가 전도 전열에서 대류전열 모드로 전환되면서 고온 풀 체적 팽 

창률 및 이로 인한 제열 성능의 차이가 반복적으로 반영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물리적으로 

타당한 계산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큰 체적을 차지하는 고온 풀 소륨의 열 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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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nal ineπia) 효과로 인해 이와 같은 전도-대류 전열 메커니즘 간의 전열성능 차이가 고 

옹 풀 첨두온도의 변화나 액위 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그립에서 

확인할 수 었다. 이는 풀 형 액체금속로의 일반적인 특성으로서 설계상 또는 해석상의 불확실 

성을 상당부분 상쇄시킬 수 있는 풀 형 KALIMER-600의 고유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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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7 Overflow slot 높이별 과도기 고온 풀 평균온도 변화 

PDRC 계통의 설계용량 특성 평가를 위해서 기준 설계에서 루프당 50% 용량으로 설계되어 
있는 PDRC 계통에 대하여 1개의 루프가 외부 요인 등에 의해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를 가정하 

여 single loop operation하는 경우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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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8 PDRC 단일 루프 운전시 과도기 온도 거 동 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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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1←58에 서 와 같이 루프당 50%로 설 계 된 KALIMER-600 PDRC 기 준셜 계 의 경 우， 

Service Level B 온도 제한치보다도 낮은 첨두온도를 보일 정도로 설계상의 margm이 많이 있 

는 반면， 루프당 50%의 현재 기준 설계로 단일 루프 운전 했을 경우에는 Service level C (65 

OOC) 설계 기준을 훨씬 초과하여 계통 설계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72시간 운전원 조치 시간 이후에도 여전히 고온 풀 평균 온도가 650 0

C 내외로 유지됨에 따라 

루프당 50% 용량의 PDRC 설계로는 다양한 사고 조건에 대하여 계통 냉각 요건을 모두 충족 

시키기 어렵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경제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단점을 감수 

하고서라도 루프당 100% 용량의 PDRC 계통에 대한 최적 설계가 요구되며， 차기단계 연구를 

통해 관련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해 나아갈 예정이다. 

또한 계통 성능해석 상의 가장 큰 불확실성 인자 중 하나로 예상되는 고온 풀 소륨 혼합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풀 소률 혼합계수 변화시의 과도 특성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 

를 기술하였다. 원자로 풀의 소륨 혼합계수는 식 (3.1-8)과 같이 냉각재 및 구조물의 비열 비 

를 적절히 고려하여 계산되는 값이다. 따라서 소륨 풀 혼합계수의 값이 증가할수록 일정 열량 

의 유출입으로 원자로 내부 특정 소륨 영역을 가열하거나 냉각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 

므로， 결국 열관성 (thermal ineπia)이 증가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3.1-8) 
~h+l)i'mNa，i' 당， Na ， 

Cmix = [ηmix h+ 1)] = 'T/mix _2 
εmNa ， i' 다， 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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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9와 그림 3.1-60은 풀 혼합계수( Cmix ) 변화시 과도기 고온 풀 및 저온 풀 소륨 

도변화를 PDRC 기준설계 경우와 비교하여 도시한 그림으로서， 앞서 기술한 물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풀 혼합계수가 증가할수록 소륨 풀의 열용량 및 계통의 열 관성 효과에 의해 풀 

두온도가 감소하고 이와는 반대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소륨 온도의 감소세가 둔화됨을 

수 있다. 

이는 저온 풀 소륨 온도에 대한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특히 기준 설계에서 노심의 

붕괴열 발생량과 PDRC 열제거량이 평형을 이루는 시간대에서 빈번히 발생하던 온도 교번 현 

상이 풀 혼합계수 증가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부드럽게 감소하여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는 소륨 풀의 열관성 증가로 인해 대류-전도 전열모드 사이의 열제거량 차이가 용량이 큰 소 

륨 체적의 관성으로 인해 계통의 전반적인 거동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영향으로 나타나면서 상 

쇄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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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9 풀 혼합계수 변화시 파도기 고온 풀 소륨 온도변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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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0 풀 혼합계수 변화시 과도기 저온 풀 소륨 온도변화 비교 

그림 3.1-61 및 그림 3.1-62는 KALl미，ffiR-600 PDRC 계통 기준 설계 대비 소륨 혼합계수를 

중가시킨 경우에 대하여 원자로 풀 과도기 소륨 유량변화 및 그 때의 계통 각 부분에서의 소 

륨 평균온도 변화를 도시한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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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61 풀 혼합계수 증가시의 PHTS 과도유량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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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62 풀 혼합계수 증가시의 과도기 풀 옹도 변화 

그림에서와 같이 소륨 풀 혼합계수의 증가는 기준셜계와 비교할 때 IHX一DHX 간의 병렬유 

로 형성이나 저온 풀 입구영역에서의 소륨 온도 혼합특성 동의 전반적인 계통 거동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KALIMER-600 PDRC 기준 설계와 비교하여 급격한 유량 변화 
또는 온도교번 현상이 많이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소륨 풀의 열 관성 증가 효과에 

의해 DHX를 통한 overflow 유량 형성 여부에 따라 급격하게 변화하던 자연순환 헤드 형성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서 계산상의 oscillation이 감소하고 그 결과로 온도교번 및 유량 변화 둥 

의 계통 거동이 연속성을 지니면서 물리적 타당성을 가지게 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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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현상은 결국 그림 3.1←63에 도시한 PHTS 소륨 액위 변화에 지배적인 영향으로 

나타나며， 소륨 액위 변화가 다시 계통의 과도기 거동에 영향을 미치면서 서로 반복적인 계산 

에 의해 최적화된 계통 과도기 거동을 모사하게 된다. 즉， 원자로 풀 열관성 증가에 의해 풀의 

냉각재 소륨에 축적되는 시간당 에너지의 양이 감소하면서 PHTS 소륨 액위 상승률이 다소 

둔화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 노심 붕괴열 발생량과 PDRC 열제거량이 평형을 이루는 시 
간대에서의 온도교번 현상 역시 상당부분 완화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구체적인 원자로 내부 소륨체적 산정 및 실험 등의 과정을 통해 물리적으로 좀 더 타당한 소 

륨 혼합계수를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신개 

념 잔열제거 계통의 기본 성능특성 분석 결과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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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3 풀 혼합계수 증가시의 PHTS 소륨액위 변화 비교 

본 연구단계에서 수행한 신개념 잔열제거계통의 성능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반적인 PHTS 

과도기 소륨 풀 온도 분포가 장기거동시의 설계기준 온도인 6500C와 비교하여 첨두온도 기준 

으로 충분한 여유도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파악된 물리적 현상 및 

해석모형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보다 효율적인 대용량 소륨냉각 고속로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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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HTS 채거 SG 개념설계 

소륨을 냉각재로 이용하는 액체금속로에는 소륨 물 반응이 노심에 주는 영향을 완화하고 

사고시 일차계통 압력경계를 통과하는 방사능 물질의 확산을 막기 위해 중간계통이 설치되었 

다. 또， 소륨-물 반웅시 일어나는 발열과 반응생성물에 의한 과압에 의한 장치와 구조물의 건 

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소륨 물 반응 압력방출 계통 (SWR PRS , Sodium-water reaction 

pressure relief system)이 설계되어 증기발생기에 설치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장치는 액체금 

속 냉각로의 경제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액체금속 냉각로의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중간계통을 제거하고， 일차계통 소륨을 증기발생기로 직접 주입시키면서 증기발생기 

용기 내에 고온 소둠 및 저온 물/증기 전열관 각각을 배치하고 화학적으로 안정한 중간유체를 

강제 순환시켜 일차계통의 열을 증기발생기 계통으로 전달시키는 일체화 개념 증기발생기가 

제시되었다. 이 개념은 전력 생산용 발전소 적용상의 현실성을 유지하면서 소륨-물 반응 사고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개념으로 평가되었다 [심윤섭， 2002]. 

이 증기발생기 (DTBSG)의 설계와 성능 분석을 위해서 1 차원 코드인 ISGA가 개발되었다 

[김의광， 2003]. 주어진 열전달 면적을 차분화하고 각 제어체적에서 열전달 계수와 압력손실 계 

수를 계산하고， 이를 이용하여 고온 유체와 중간 유체， 중간 유체와 저온 유체간의 전달 현상 

을 분석하도록 구성되었고， 반경 분리형， 단일지역 집적형， 복수지역 집적형의 3가지 관다발 배 

치에 대한 해석 프로그램이 각기 개발되었다. 이러한 신개념의 핵심인 전열관 이중 배치 3종 

유체 간의 열교환 장치의 기본특성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서 현질적인 조건을 고려한 

설험요건이 생산되었다 [섬윤섭 2003]. 발행된 설험요건을 바탕으로 3종 유체 집적 복수지역 

형， 3종 유체 집적 단일지역 형， 3종 유체 반경분리 형 열교환기에서의 전열성능 자료 생산이 

이루어졌고， 세 형식의 열교환기의 전열관 다발과 2종 유체 helical coil 전열관 다발에서의 대 

류 전열 성능 기본자료가 생산되었다 [최종현， 2006]. 

실험결과를 이용하여 DTBSG 설계개념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ISGA에 사용되는 helical 

tube 열교환기의 대류 열전달 상관식을 실험과 비교하였고， 개발된 세 가지 배치에 대한 ISGA 

코드의 성능 분석 결과를 실험과 비교하여 평가하고， 운전조건 변화에 따른 성능 변화의 타당 

성이 조사되었다. 그리고， 개발된 DTBSG 다차원 해석체제를 이용하여 복잡한 유로형상을 가 

지는 DTBSG 젤측의 다차원적인 유동현상과 열전달 성능을 분석하였다. 

가. DTBSG 설계개념 특성평가 및 셜계개념 보완 

IHTS를 제거한 DTBSG 설계개념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1차원 성능해석 및 설계 코드 

인 ISGA(Integrated Steam Generator Analyzer)를 이용한 계산을 통해 전열성능의 주요인자 

민감도 분석 및 특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계산은 기존의 대향류형 열교환기 배치와 복수지역 

집적형， 단일지역 집적형， 반경 분리형의 3 가지 이중 전열관다발 배치에 대해 수행하였다. 

ISGA를 이용하여 대향류형 열교환기 전열특성을 평가한 결과 조사된 작동조건에서 일반적 

인 열교환기의 지배적 특성 인자인 열용량율(Heat capacity rate)의 효과 보다 웰측 유로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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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다발 입구 효과가 더 지배적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기존의 대향류형 열교환기에 대한 엄밀해를 이용한 특성분석인 그림 3.1-6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a) 저온 열용량율이 더 클 경우， 고온측의 입구에서 온도변화가 더 크고 온도변화가 

점차 완만해지며， (b) 고온 열용량율이 클 경우 저온측 입구에서 온도변화가 크고 유통방향으 

로 점차 완만해지는 온도구배가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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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5 대향류형 열교환기 고， 져온측의 유동방향 온도분포 실험 및 해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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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림 3.1-65의 실험결과와 해석결과간의 비교에서 보이는 것처럼 웰측의 온도분포가 

고， 저온측의 열용량율 변화보다는 관다발 입구 유동의 형상에 기인한 물리적 특성에 더 지배를 

받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즉， 해석에서는 고， 저온측 유동의 열용량율에 따라 온도구배가 결 

정되는 그림 3.1-64의 엄밀해와 같은 특성을 보여주지만， 실험결과는 고， 저온측 유동의 열용량 

율 효과보다는 유선곡률이 큰 입구영역의 혼합 증가에 의한 열전달 증진 효과가 더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이 현상은 현재의 1차원적인 접근으로 모사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다차원 해석이나， 1차원을 확장한 준2차원 해석으로 모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다. 

표 3.1-11 3가지 배치 DTBSG에서 중간유체 물성치 민감도 분석결과 

I Heat capacity Conductivity 
-10% +10% -10% +10% 

Integrated hot -0.3% 0.3% -2.5% 2.1% 

single- medium -10.0% 10.0% -1.3% 1 ‘ 3% 
region cold 0.0% 0.0% -2.5% 2.2% 

Integrated hot -0.4% 0.3% -2.4% 2.1% 

double- medium -9.5% 9.4% -2.7% 2.3% 

region cold 0.2% -0.2% -2.4% 2.0% 

Radially 
hot -1 ‘ 1% 0.5% -1 .4% 1.1% 

medium -1 .1% 0.5% -1.3% 1.1% 
separated 

cold -1 .0% 0.5% -1 .3% 1.1% 

물과 우드메탈의 3종 유체 이중전열관 다발 열교환기 해석형상에서 물성치의 민감도 분석 

을 1차원 해석코드를 이용하여 수행한 결과， 표 3.1- 11 과 같이 열교환기 열적성능에 영향을 

주는 중간유체인 우드메탈의 비열과 열전도도를 :t1O% 변화시켰을 때， 고온， 중간， 저온측의 전 

열량 변화가 계산되었는데 중간유체의 비열의 불확실도 영향은 중간매체 전열량 변화에는 영 

향이 크지만， 총전열량의 변화율이 최대 2% 정도로 나타나 물성치의 불확실도가 DTBSG 전체 

전열성능 해석에 주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2 3가지 배치 DTBSG에서 열전달 모형 민감도 분석결과 

Shell Tube 
+10% h -10% h +10% h -10% h 

:egrated hot 2.3% -2.6% 1.9% -2.2% 
Ilngle- medium 1.3% -1.6% 0.8% -1 .0% 
'eglon cold 2.3% -2.7% 1.9% -2.3% 

:egrated hot 2.1% -2.4% 1.9% -2.3% 
louble- medium 2.5% -2.9% 2.3% -2.7% 
'eglon cold 2.1% -2.5% 2.0% -2.3% 

:adlally 
hot 1.5% -1.7% 2.0% -2.4% 

medium 1.5% -1 .8% 2.1% -2.4% 
,Da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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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열전달 모형의 대류열전달 계수의 불확실도가 총열전달율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 

기 위해， 표 3.1-12 와 같이， 웰과 튜브측 대류열전달 계수를 :t10% 변화시켰을 때， 각각의 배 

치에서 총열전달량의 변화를 평가하였다. 이 경우， 기준조건과 비교시 3 % 안쪽의 차이를 보 

여주었고， 선택된 열전달 계수 모형의 불확실도가 전체 열전달 성능에 미치는 영향은 역시 크 

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분리형에서는 중간유체가 고온관으로부터 받은 에너지를 저온관 지역까지 이송하여 저온관 

으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간 유체 대류효과가 중요하고， 중간유 

체 유량과 비열이 전열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여 이를 수행하였다. 중간유 

체에 의한 대류 열전달 효과가 큰 분리형 DTBSG 에서 20-180% 의 유량의 변화에 대해 그 

림 3.1-66과 같이 기준 조건에 대해 120%의 유량에서 최대전열량을 가지는 비선형적 전열량 

특성이 나타났다. 이 현상은 유량의 증가에 따른 열용량율의 증가와 전열계수 증가 효과와 중 

간유체 온도 배치에 따른 고저온측 온도차 감소 효과가 120% 정도에서 교차하기 때문으로 분 

석되었다. 하지만， 설정된 작동조건 범위에서 변화량의 절대값이 크지 않아 그 효과는 마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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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1-66 중간유채 유량 변화에 따른 분라형 DTBSG 전열특성 변화 

복수지역 집적형과 단일지역 집적형에서 열전달 기구는 동일하다. 집적형에서 중간 유체는 

에너지를 이송하지 않고 직접 고온관에서 저온관으로 에너지를 전달하게 된다. 이 경우， 중간유 

체 유량 변화에 대한 전열량 민감도를 그림 3.1-67과 같이 분석하였다. 기준조건에 대해 60-

140% 의 유량변화에 대해 전열량을 계산시， 중간유체의 전열량은 선형적으로 크게 변화하지만， 

총전열량에 해당하는 고온측 열전달율의 변화는 매우 작아서 넓은 범위의 유량 변화에 대해서 

효과를 무시할 수 있다. 이것은 웰-튜브 열교환기의 전열특성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전열량을 

결정하는 총열전달계수가 각 부분의 전열저항의 조화평균으로 나타냐는 것과 관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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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열전달계수는 두 가지 매체의 대류열전달 계수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웰측 대류 열전달계수가 작은 집적형과 같은 작동영역애서는 웰측의 유동 조건 변 

화가 더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반대로 웰측 열전달 계수가 큰 분리형의 경우에는 튜브의 조건 

변화가 더 지배적으로 작용하는 거동을 보인다. 하지만， 집적형은 튜브-웰 튜브의 열전달 경로 

를 가지기 때문에， 웰측의 조건 변화가 전열량에 미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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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7 중간유체 유량 변화에 따른 집적형 DTBSG 전열특성 변화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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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율 그림 3.1-69 세 가지 배치에서 전열저항의 

세 가지 전열관 배치 DTBSG 조건에서의 전열저항 분포를 그림 3.1-69에 그래프로 나타내 
었다. 확인 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복수지역 집적형과 단일지역 집적형에서는 웰측의 전열저항 

이 더 크고， 반경분리형에서는 큰 중간유체 유량으로 인해， 튜브측의 전열저항이 더 크다. 크기 

변화는 비슷한 범위지만， 집적형에서는 젤측의 효과가 분리형에서는 튜브측의 효과가 더 지배 

적인 것을 알 수 있다. 

각 관다발 배치별 전열저항의 특성분석 통해， 집적형 DTBSG에서는 웰측 대류 전열계수에 

대한 총전열량의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크고， 분리형의 경우 상대적으로 작은 특성을 확인하였 

다. 그리고， 대류 열전달 계수 변화에 대한 총전열량 민감도 분석 결과， 조사 범위내 3 가지 배 

치에서 젤측과 튜브측 대류 열전달 계수 10% 변화시 총열전달량 변화는 2% 내외로 크지 않 
아 대류 열전달 모형의 불확실도가 계산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설계보완이 펼요치 않으나， 입구형상 및 입 

유로 길이 증가시키거나 입구형상을 단순화 

따라서， 현재의 작동조건 및 관다발 배치에서는 

구효과등의 부차적인 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하는 설계변경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
 
브
 
을
 

-
」
튜
”
 서。
 

E
「

나_ DTBSG개념 다차원 열유동 특성분석 

DTBSG 내부의 온도， 압력， 각 지점에서 속도와 같은 물리량은 서로 각기 다른 곡률 
을 갖는 튜브 배치로 인하여 각 튜브별 전열량과 출구 온도는 서로 상이 하게 결정되고 

내 유통이 불안정 해지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DTBSG내 웰과 튜브의 다차원 열유동 

파악하는 것이 설계 및 DTBSG 성능 평가에 있어 필수적이다. 

유체 순환용 

그림 3.1-71 
튜브 다발과 웰， 유로판， 중간 

COMMIX - AR/P 를 이용하고 

모률을 개발하였다. 

DTBSG 내부 구성은 그림 3.1-70과 같이 고저옹 
펌프로 구성되어 었다. 그 해석을 웰측 해석에서는 

과 같이 메쉬를 구성하였으며 튜브측에 대해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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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0 이중 전열관 다발 증기 발생기 구조 그림 3.1- 71 해석 영역과 해석 Grid 

각 튜브 다발 지역에 대해 압력 강하 모델은 Rod 다발에 대한 압력 강하를 나타내는 

Gunter-Shaw 상관식 [S. Kalish et al，1967]으로 다음과 같다. 

f C 2L μb \0.141 Dv \0.41 SL \0.6 p = ~ '-':: (~)U.14 (--;:l!- )U.4 ( ~Ù )U.6 
2 pD μω ST' ' ST 

이때 층류와 난류의 경계로서 적용되는 엄계 레이놀즈수는 다음과 같다. 

fk = DνPgapVgap 
Du 

μ 

또한 열전달 모델로는 역시 경사진 Rod 다발 지역에 대한 열전달 상관식으로 다음과 같은 

Kalishy- Ðwyer 의 상관식을 사용하였다. 

1>1" P- D 깐 sin아low +8in2아low 12" r,. A A I /"\ nno Tl_0.6141 Nu = ( T;J(" ~.L./) 2 1 - __ _ JIOW . : ~ __ _ JIOW 1 15.44 + O.228Pe~~:41 
D" P 'l 1+sin2e/1뼈 J L~' ~ ~ , ~._--~ -max J 

그 외 웰측영역에 대해서는 k- f. 난류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젤측에 대해 단열 조건과 

No- slip 조건을 주었다. 튜브 측에 사용된 상관식은 헬리컬 코일 튜브에 적용되는 압력 강하 

상관식 으로 H.Ju model[H. JU et al, 2001]과 열 전달 상관식 은 Mori - N akayama 상관식 [y, 

Mori etal 1965，1967]을 적용하였다. H.Ju model은 다음식과 같으며 소륨에 대해 수행된 실험 

을 기초로 하고 있어 기존 Mori - Nakayama 모델보다 더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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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뚫{1 +0.015Reo靖t
4

공기에 대 대한 열전달 모델은 아직 보고된 바가 없어 

Mori • Nakayarna 상관식을 사용하였다. 

코일내 소륨 유동에 

기초로한 다음식의 

헬리컬 

실험을 

그러나 

해 수행된 

빠r- 0. 4 = 옳힘(웅)펙1+ 006~1 
L Re (a/R)ü J 

number에 대해 표현 된다. 

Miropolskiy의 상관식 [H. JU 
이 두 모델 헬리컬 코일의 형상에 대한 효과를 고려한 Dean 

또한， 튜브내 flow regime에 대한 경계로써 임계 레이놀즈 수는 

et al, 2001]을 이용하였다. 

Reo.itirol = 2,100 [ 1 + 12(움r~l 

기존 수행된 상사 실험과 비교를 위해 해석은 튜브측에 대해 subcooled water와 웰측에 

woodmetal 을 적용하였으며 정상 상태의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 결과 실험 총전열량 측면에 

서 그림 3.1-72와 같이 실험과 해석간 10%이내의 오차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계산된 웰측 

의 유동 방향 온도 분포는 실험과 비교하여 평균 6%이내의 오차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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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천열량(W) 

그렴 3.1 - 72 실험 전열량과 해석 전열량 비교 

이것은 다차원 해석이 그림 1-73에서와 같이 튜브 다발 지역에서 bypass 유량에 대한 모사 

와 튜브 다발 지역을 지난 유량이 혼합 되는 효과를 잘 모사하기 때문으로 일차원 해석과 비 

교할때 다차원 열유동 특성을 우수하게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웰측 유동은 그림 

3.1-73에서 보이듯 튜브 지역에서 비교적 균일한 속도 분포를 보이고 있고 반경 방향으로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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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는 다발 지역내에서는 온도 기울기가 비교적 일정하며 Shroud 근처에서 온도 기울기를 갖 

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 튜브 다발 지역과 shroud 사이의 영역을 줄이면 열전달 효과 

를 증진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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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3 DTBSG내 웰측 온도와 유속 분포 

또한 DTBSG의 튜브 다발의 구성은 서로 다른 곡률반경을 갖는 여러 열의 헬리컬 코일 튜 

브를 사용하므로 튜브 내부의 유동은 직관에 비교하여 원섬력에 의한 유동 효과가 나타나 그 

림 1-74와 같이 튜브열 별 질량 유량의 반경 방향 분포가 존재하고， 이에 따라 튜브열 별 전열 

량이 다르게 분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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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4 고온튜브 저온 튜브 유량 분포 

즉 곡률 반경이 작은 튜브내에서는 이차류의 영향이 커 유동 저항이 더 커져 안쪽 튜브에서 

는 적은 유량이 흐르며 바깥쪽 열로 갈수록 유량이 증가 하고 전열량 역시 증가 한다. 유량 중가 

에 따른 튜브별 유량의 분포는 전체 튜브별 유량이 증가 하여도 각 튜브내 동일한 유체 마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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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로 유량분포는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계산 되었다. 이러한 효과로 인해 웰측의 유동이 튜 

브 다발지역에서 거의 균일한 속도 분포를 갖는 경우 전열량은 튜브내 유량에 따라 달리지므로 

열전달에 의한 튜브내 유체의 상이 변화 하는 지점이 튜브 열별로 일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ilO 7% 
g 
훌16% 
ilO 
콕 5% 
c 
많 4% 

훨 3% 
홉 2% 

뭘 1% 

훌 0% 
2 3 4 

고온 유량 중간 유량 저온 유량 
O/min) (νmin) (Vmin) 

1 5.84 7.18 5.84 

2 9.52 19.05 9.52 

3 11.36 24.99 11.36 

4 13.20 30.93 13.20 

그림 3.1 -75 유량 증가에 따른 전열량 변화 

그림 1-75의 경우 웰측과 튜브측의 유량이 모두 증가 하는 경우 튜브열내의 전열량 분포를 

보여주고 있으며 튜브 내 이차류의 영향이 작아져 반경 방향으로 유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 

인다. 또한 유량 증가로 인해 반경 방향으로 전열량 증가역시 증가 하고 있으며 고온 튜브측 

전열량 크기의 순서 변함 없으나 저온 튜브의 경우 전열량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웰측 

유량이 고유량의 경우 저온 측 튜브 다발 중간의 유속은 거의 변화 없으나 Shroud 근처 유속 

증가， 대류 열전달이 촉진 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설명된다. 또한 전열량의 경우 튜브내 유량 

비율 일정 하나 유량은 증가 하므로 튜브내 열전달 계수 변화하게 되는데 이것은 튜브내 유동 

에서 이차류의 영향이 작아 지므로 열전달 계수가 작아져 튜브별 전열량의 편차는 점차 작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웰측 온도 분포의 실험과 비교를 위해 온도 측정 각 지점과 계산된 온 

도를 비교하여 그림 3.1-76에 나타 내었으며 실험과 해석의 온도차는 약 11%로 나타났다. 실 

험과 해석의 결과로부터 전체 전열량과 온도본 분석 결과는 향후 DTBSG 일차원 설계 코드를 

고도화 하고， DTBSG상세 설계 개념을 검증하는 업무에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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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6 실험 온도 다차원 해석 결과 온도 비교 

- 90 -



3. 발전소 동적절계 기술개발 

가. 노섬냉각성 제고 잔열제거 설계개념 (IDINHX) 특성 분석 

사고가 발생하면 원자로와 PHTS펌프가 정지하게 되는 데， 노심의 냉각을 위해 PHTS 펌프 
에서는 관성장치에 의해 head가 제공되며 노섬에서는 잔열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는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노심 열발생율이 펌프 유량 감소율보다 급격히 감소하게 되어 노심은 

과냉각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PHTS 자연대류 유로에서 고온부(hot leg)의 head는 증가하고 

반대로 저온부(cold leg)의 head는 감소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림 3.1-77과 같이 자연대류 

head가 양에서 음으로 바뀔 수 있거나 유량이 매우 작아져 노심의 냉각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 

성이 있다. 

-응- Q노심 
x . .. . Rmfttl 

--+-- 류활 

0.9 

0.8 

0.7 
엄o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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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7 사고초기 자연대류 head 변화 

이와 같은 가능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고 직후 국부적 냉각의 구현이 필요하고 이에 따 

라 개발한 개념이 바로 IDINHX[심윤섭 2003 섬윤업 2004]이다.INDINHX 구조는 그림 3.1-78 

과 같이 IHX 주위에 잔열제거열교환용 전열관이 배치된 개념으로 펌프 정지와 동시에 액위 

상숭으로 IDINHX의 전열관이 소륨에 잠기게 되고 고온조의 소륨은 고온조와 IHX를 연결하는 

유로관을 통하여 IDINHX내부에 설치되는 IHX로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IDINHX는 상기 유로 

관에 밸브를 설치한 형식과 밸브를 설치하지 않는 두 종류를 생각할 수 있는 데 밸브를 설치 

하면 액위가 IDINHX통 상단보다 더 낮은 곳에 설치되는 valve 위치까지만 상숭하여도， 밸브 

가 열려 고온조에서 IDINHX내 소륨으로 유로가 형성될 수 있어 냉각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새로운 설계개념의 특성 및 성능을 본 연구기간에 개발된 IDINHX 해석모형을 이전 단 

계에 자체적으로 개발되었던 LSYS 코드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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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78 IDINHX 구조 

IDINHX이 설치된 경우의 사고시 계통거동의 전반적인 경향으로서 그림 3.1-79과 그림 

3.1-80에 IDINHX 유량， IHX 유량 및 노섬유량(무차원표기)의 분석결과 그리고 과도기 온도변 

화가 제시되어 있다. 그림에서 사고시 최고온도가 초기에 한번 그리고 후반기에 또 한번 발생 

함을 알 수 있으며， 초기는 앞서 언급한 자연대류 head가 충분히 복원되지 못하여 나타냐며 후 

반부는 잔열제거능력과 붕괴열간의 평형에 의해서 발생하게 된다. 이 항에서 제시된 그림들에 

서 시각의 의미는， 100초까지는 정상상태로 운전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100초에 노섬 및 펌프 

가 정지한 경우의 시간좌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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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79 유량성분의 변화 그림 3.1-80 자연대류 head와 노심출구온도 변화 

이러한 거동 중 초기 최고온도를 줄이는 것이 본 연구주제의 목표이며 이 최고온도는 통상 

원자로 정지후 수십초에서 100여초 사이에 발생하는 데 조사 한 경우인 ‘경우 01-25’를 예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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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이 경우는 valve없는 IDINHX로서 IDINHX의 성능특 

성 자체에 춧점을 맞추기 위하여 펌프관성장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규- T빠1 --Q- TIH x...Pn ---9- Tco때m。얘뼈엄빠때in -~Tc∞。αore띤e 
650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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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 500 
•-

450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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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110 130 150 170 190 210 

시각[초] 

그림 3.1-81 경우 01-25의 사고초기 온도거동 

이 그림에서 보면 초기의 최고온도(Tcore.ex)가 120여초에 642C가 되고 있어 기준온도인 

600C를 훨씬 상회하는 노심과열 상태가 되고 있다. 이 그림에서 보면， 노심 압구 온도 

(Tcore.in)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기에 과열은 노심냉각수의 부족으로 언한 것이다. 이를 다음 

과 같이 정의되는 유량과 노섬열발생율간의 비를 나타내는 인자 RmfQ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mlmn 
RmfQ= :""1 ;..~ 

Q/QI。

이 식에서 하첨자 O는 정격조건의 값을 의미한다. 즉 인자 RmfQ는 유량의 감소율과 열발생 

율간 감소율간의 비를 나타내는 데 이를 다음 그림을 통하여 살펴 본다. 그림 3.1-82에는 또한 

RmfQ 외에 PHTS자연대류 head, xHnat{ = HnaνHnat이와 PHTS유량 xFRmpN {=유량/유량이 
이 함께 제시되어 있다. 이 경우는 앞의 그림 3.1 -77과는 달리 관성장치가 사용되지 않았기에 

유량은 단지 자연대류 head에 의해서만이 형성되는 데， 사고직후 비안전등급인 IHX 냉각이 이 
루어지지 않기에 IHX로 유입된 고온조의 뜨거운 소륨은 IHTS 소륨에 의한 냉각없이 IHX밖 
으로 배출되게 된다. 이로 인해 PHTS자연대류 구간에서 저온구간의 중요구간이 되는 IHX 구 
간은 정격조건보다 훨씬 뜨거운 소륨으로 채워지게 되며 이에 따라 PHTS자연대류 head가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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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히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요인으로 노심냉각 유량이 감소하게 되는 데 이 구간동안 노심의 

출력 역시 급격히 감소하지만 관성장치 없는 자연대류 만의 head에 의한 유량 감소율이 노섬 

출력감소율보다 훨씬 더 커 그 비인 RmfQ의 값이 0.25정도까지 떨어지기도 한다. 이로 인해 

노심이 과멸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심출력이 감소하면서 RmfQ는 점차 회복하게 되지만 

RmfQ의 충분한 복원 이전에 노섬출구온도는 이미 허용기준온도를 초과하게 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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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2 경우 01-25의 RmfQ 및 PHTS자연대류와 유량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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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3 경우 01-25의 IDINHX 통측 소륨으로 전열량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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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의 노섬냉각성을 개선하기 위한 한 방법은 PHTS 자연대류의 중요 저온구간인 

IHX 구간의 소륨온도를 낮추는， 즉 IHX냉각을 유도 또는 증진시키는 방법이다. 이러한 관점에 

서 IDINHX에는 IHX내의 소륨냉각 기구(mechanism) 인 IDINHX 통측 소륨과 IHX퉁측 소륨간 

의 IHX 벽면을 통한 전열기구 즉 IHX소륨을 냉각시킬 수 있는 기구가 있다. 이러한 전열기구 

를 통한 전열량을 그립 3.1 -83에 IDINHX 통측 소륨으로 전열되는 다른 전열량과 함께 제시하 

였다. 이 그림에서 각 인자는 IDINHX 한 대에 대한 전열량이며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소륨에서 IDINHX 통측 소륨으로의 전열량 QidiRjTm(1,1) : IDINHX의 전열관내의 

QidiRjTm(1 ,2) : IHX 통측 소륨에 서 IDINHX 통측 소륨으로의 전 열 량 

QidiRjTm(1 ,3) : PHTS 소륨조(pool)에서 IDINHX 통측 소륨으로의 전열량 

이 그림에서의 QidiRjTm(1 ，2)는 바로 IHX를 냉각시키는 전열량이 되며 이를 키우면 IHX 

냉각이루어져 PHTS의 자연대류 head를 보완할 수 있게 되며 현재는 대당 약 2MW로서 전체 

로는 8MW가 된다. 경우01-25의 노심최고온도 642C를 허용기준치인 600C로 낮추기 위해 필 

요한 전열량을 개략적으로 평가하여 QidiRjTm(1 ,2) 증가를 통한 사고 초기 노섬냉각성확보의 

현실성을 조사하였다. 

IHX냉각율 

IHX냉각 

다음 

조사는 노심출구온도와 냉각유량， 냉각유량과 자연대류 head, 자연대류 head와 

간의 수식으로부터 각 인자간의 상관성을 유도하여 조사하였다. 즉， IDINHX를 통한 

전열량 QJI변화와 노심출구온도Tc:r변화간의 관계를， 주요현상만을 개략적으로 고려하면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 

(3.1-9) 
ðTCT ðT/e ðP/ ðLJ. H ðTCT 

aQII 
= 요파~. ð T/e 

• 

며즙 ‘ 공굶 

표현된다. 

(3.1-10) 

그리고 이 식에 나타나는 각 편미분의 표현은 관계식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LJ. t 
(Mcp)/(l- 91)+ LJ.t~cp 

ðT/e 

ðQ// 

(3.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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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온도를 IHX 출구온도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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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X입구온도의 평균화 가중지수(weighting factor)의 인자이며 평균온도는 다음과 같이 [Sim 

2006, Sim 외 2006] 표현되며 이 인자의 값은 전열장의 함수로서 유량， IHX내 소륨양， 벽면전 

열 그리고 비열효과의 함수가 된다. 

T느 gl T.입구 + (1- gl) T출구 (3 .1- 14) 

이로부터 요구되는 6t시간동안 Tσ를 6Tcr만큼 바꾸는 데 필요한 IDINHX에 의한 IHX냉 

각량 QII의 변화량 6QII는 다음과 같이 된다. 

L1 QJI= τ움-L1 TCT 
U1CT 

åQJI 

이 식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표와 같다. 

표 3.1-13 조거별 노섬춤구온도를 낮추는 데 요구되는 6 0" 

1 2 3 4 5 6 

기준 경우 L'> t=l초，L'> L'> dZ.lHX L'>dZ.IHX 
gl=0.5 gl=O (01-25) T CT=C =+2m =+4m 

L'> t 10 10 10 1 10 10 

L'> TCT 10 10 10 1 10 10 

Cihx.비열효과 1 1 l l 1 1 

M.Cp.IHX [J/C] 73527884 73많7앓4 7.4E+07 7.4E+07 7.4E+07 7.4E+07 

gl 0.013 0.5 0 0.013 0.013 0.013 

mf.phts [kg/초] 320 320 320 320 320 320 

H.phts [Pa] 2075 2075 2075 2075 2075 2075 

dZ.ihx [m] 6 6 6 6 8 10 

C.phts [Pa!(kg/초)^2] 0.02071 0.02071 0.02071 0.02071 0.02071 0.02071 

Q.core,[MW] 105.584 105.많4 105.，많4 105.584 105.584 105.584 

dt.IHX.통과 [초] 128 128 128 128 128 128 

dTie/ dQii, [C!MW] 0.130523 0.245057 0.12891 0.0137 0.13052 0.13052 

dDen.i/dTi [Kg/m3.C] -0.23671 -0.11991 0.2398 -0.2367 -0.2367 -0.2367 

아-I/dden.i [PaI(kg/m3] 29.4 29.4 29.4 29.4 39.2 49 

dTcνdH [C/Pa] 0.06362 -0.06362 -0.0636 -0.0636 -0.0636 -0.0636 

dTct!dQii,[C!MW] 0.057788 0.0.닮963 0.05783 0.00607 0.07705 0.09631 

dtime동안 TC.ex가 
DTcore.e만큼 변하는 

173.045 181.939 172.93 164.83 129.78 103.83 
대 요구되 는 dQii[MW]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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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15) 

7 

IHX 
벼열효과 

없음 

10 

10 

0 

0 

0.013 

6 

0.02071 

105.584 

128 

2.47348 

- 0.2367 

29.4 

- 0.0636 

1.09512 

9.1314 



이 표에서 기울인 글자체는 분석에 들어가는 입력인자임을 나타내며 사용된 입력인자의 값 

은 경우 01-25에 대하여 분석한 최고온도도달과정의 중간시점인 110초의 LSYS 계산 값이다. 

조건1은 기준경우이며 조건2와 3은 평균화 가중지수의 영향을 조사한 것이며 LSYS내에서 적 

정 가중지수는 0.013으로 계산되었었는 데 이 값을 임의로 0.5와 0으로 크게 변회시킨 경우로 

서 가중지수의 영향이 별로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건 4는， 비록 6. T，σý 6. t는 기준경 

우와 동일하게 1C/초이지만 6. T c:r, 6. t 각각은 기준경우의 1/10로서 6. t 크기 효과를 조사한 

경우로서 이 효과도 별로 크지 않음을 알 수 었다. 

이 표의 결과로부터 보면 01-25의 노심출구과열정도인 42C를 0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IDINHX의 IHX와 전 열 량 QII는 개 략 170MW*(40C/10C)/(20-100초/10초) = 70-3ωMW가 되 고 

이 값은 그림 3.1-83에 제시된 양의 8MW (=2MW*4)에 비해 현격히 큰 값이 되어 IDI1'아R 전열 

량 개선정도의 시도만으로는 해결되기 곤란 함을 시사한다. 

하지만， IHX의 길이(dZ.IHX)가 위로 길어지면 IHX냉각효과가 자연대류 head 형성에 미치는 영 
향정도가 커지기에 동일 조건에서도 요구되는 QII를 줄일 수 있게된다. 표 3.1-13의 경우 5, 6은 

이러한 효과를 조사한 것으로서 +2m 증가에 요구되는 QII가 25% 정도 감소， +4m 증가에 40%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IHX의 길이 증가는 초기냉각성 확보에 매우 효율적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의 증가는 IHX를 전체 길이를 증가시키는 경우의 조사이지만 전체길이를 

증가시키는 대선 IHX 전체길이는 그대로 두고서 IHX를 통채로 위로 올려 설치하면 QII로 냉 

각된 IHX소륨의 밀도변화 효과가 PHTS 자연대류구간의 저온부에 미치는 영향이 매가 될 수 

있기에 그 효과는 훨씬 더 크게 되어 IHX 높이 배치 변경이 냉각성 확보에 매우 효율적인 방 

법이 됨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조건 7은 IHX내의 비열효과가 요구되는 QII에 미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비열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요구되는 QII가 크게 감소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초기냉각성확 

보에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 즉， IHX내의 구조물 및 소륨의 비열효과 여부에 따라 필요한 QJJ 

가 10여배 정도 변화한다는 것은 이 과도시간대에서는 IHX 뿐만이 아니라 관련 다른 지역의 

비열효과 역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IDINHX와 IHX간의 전열에서 IDINHX쪽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사고전의 

IDINHX 통측 소륨은 AHX에서 냉각되어 온 IDINHX 전열관내의 낮은 옹도의 소륨으로 인해 

그 온도가 저온조의 소륨온도보다 더 낮게 유지된다. 사고가 발생하여 펌프가 정지하면， 저온 

조의 소륨이 IDINHX의 소륨으로 유입되게 되는 데 이 유입소륨의 온도는 기존에 있던 

IDINHX 통측 소륨의 온도보다 높기에 가급적 IDINHX로는 유입되는 저온조 소륨의 양을 줄 

이면 IDINHX내 소륨의 온도를 더 긴 시간 낮은 온도로 유지할 수 있게 되기에 QII를 키울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방법은， 펌프 정지시에 고정된 것은 IDINHX의 액위 상승폭이고 유업소륨량은 이 

상승폭에 해당되는 빈 공간의 체적이기에 정상상태시에 소륨이 채워지지 않는 지역， 즉 자유액 

면 상부 지역의 IDINHX 면적을 줄이는 것이 된다. IDINHX 통의 형상은， 상대적으로 차거운 

소륨을 사고전에 많이 확보하기 위하여 자유액면 아래 지역의 체적은 크게， 그리고 자유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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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지역의 면적은 작게 되도록 IDINHX를 설계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초기냉각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관성장치이다. 관성장치의 출력은 불과 

수백초에 불과하는 데 기존의 관성장치는 시간에 따른 초기냉각성 관점에서의 요구되는 출력 

이 고려되지 않고 설계가 이루어지기에 출력초기에는 요구되는 양보다 많은 출력이， 즉 과출력 

이 통상 이루어지고 이는 그림 3.1 -77에 보인 바와 RmffQ가 1 이상이 되게 만들어 노심출구온 

도를 낮추게 하고 이는 사고초기에 펼요한 자연대류 head 형성을 어렵게하여 심하면 노심역류 

발생가능성까지 있다. 따라서 관성장치를 사고시 시간대별로 요구되는 출력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하는 관성장치의 설계 개선[심윤섭 2003] 이 필요하다. 

한편， 잔열계통 설계시 고려될 주요 사항은 초기냉각성 뿐만이 아니라 장기냉각성 그리고 

정상상태시 AHX를 통과하는 소륨의 응고 방지이다. 초기냉각성은 국부 냉각 차원의 주제이고 

장기냉각성 전체적 명각 차원의 주제인데， 전체적 냉각을 높이기 위해서는 IDINHX의 일반적 

인 전열능력 즉 충분한 전열면적의 확보가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여러 조사 경우의 결과에 

서 IDINHX의 전열능력이 매우 우수하기에 필요 전열면적 확보에서의 현실적인 어려움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로써 밸브 없는 IDll'야fX에 대한 조사 경우 02-34의 결과를 보면 그림 

3.1-84와 1-8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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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4 경우 02-34의 계통 온도변화 그립 3.1-85 경우 02-34의 자연대류 head 및 퍼nfQ 

이 경우 노심출구온도(Tcore.ex)는 비록 초기에는 625C로서 크게 기준허용온도를 넘었지만 

장기냉각에 들어서면서는 RmfQ가 충분히 회복되어 이차 최고온도에서는 그 값이 599C로서 

허용온도를 만족시키고 있다. 다른 조건의 해석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관찰되었었다. 

또한 그림 3.1-84의 TfclaMax와 TfpelMax는 각각 연료봉피복재와 연료봉내 핵연료소결체 

의 온도 중 공간적 최고온도를 의미하는 데 이들은 사고발생과 더불어 노심정지로 인해 핵연 

료봉의 출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또 이들 비열효과 크지 않기에 이들 온도는 대체적으로 노심 

의 소륨온도와 근접하게 변하고 있어 사고시 핵연료 피복재나 소결체의 기준 허용온도 위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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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IDINHX 설계시 따로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임을 알 수 있다 .. 

즉 장기냉각성에서 중요한 것은 IDINHX의 효율적인 전열작동방식인 상태3， 즉 고온조의 

소둠이 IDINHX 통을 넘쳐 IDNHX내로 흐르는 소륨 유로의 조기 형성이 중요한 요소이다. 이 

를 위해서는 정상상태시에 IDINHX의 통 상단과 고온조 액위간에 차이를 최소화 시키는 것이 

필요한다. 단 valve있는 IDINHX에서는 사고초기에 펌프 정지와 더불어 이내 밸브가 열려 밸 

브없는 IDNHX의 작동상태3과 유사한 효율적인 작동상태인 상태2로 바로 진입하기에 정상운 

전시의 통 상단과 액위간의 차이에 제약이 없어진다. 

한편， AHX를 통과하는 소륨의 응고 방지면에서는 IDINHX에서는 그 구조가 정상상태 운전 

에서도 IHX소륨과 IDINHX 소륨간의 전열경로가 확보되기에 AHX를 통과하는 PDRC 소륨의 

최저온도가 200C정도의 고온이 될 수 있어 IDINHX에서 소륨의 응고는 우려사항이 되지 않는 

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IDINHX의 작동특성을 파악하였고 사고시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IDINHX 설계를 개발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초기 노섬냉각성 확보 

IHX 높이 배치 최적화 

IDINHX 형상에서， 정상상태 운전시 IDINHX 자유액면 이하는 IDINHX 통측 소륨부 

피가 크도록하고 자유액면 이상은 단면적을 최소화 

- 관성장치의 효율화 

。장기 냉각성 확보 

대체적으로 보아 큰 주제는 아니며 단지 밸브 없는 IDINHX 경우 정상상태 운전시 

IDINHX 통 상단과 고온조 자유액면간의 간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valve있 

는 IDINHX경우는 현실적인 제약 사항 없음 

o PDRC 배관내 소둠웅고 방지 

IDINHX 사용 경우 웅고 우려 현실적으로 없음.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본 연구단계의 ‘IDINHX 적용 연구’에서 설명한 작업의 기본 입력으 

로 활용되었다. 

냐. 열차계통 져유량 유동특성 분석 

본 연구의 목적은 액체금속로 PHTS에서의 저유량 유동의 특성을 파악함이다. PHTS 관련 

설계코드의 노섬 및 IHX의 저유량 유동 해석 상관식들을 평가하고， pump coastdown 유통해 

석에 적용함으로서 좀 더 나은 PHTS 설계가 가능하도록 한다. 본 연구는 저유량 유동 해석 

시 노심 및 IHX 설계코드에 장착되어 있는 저유량 유동 해석에 사용된 상관식들이 해의 정확 

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pump coastdown 유동해석에 적용하여 시간에 따른 펌프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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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변화 및 관성체의 관성모멘트의 크기를 설정하고자 한다. 

1) 노섬 저유량 유동 상관식 평가 

가) 노섬 lnlet Orifice에서의 유량에 따른 압력손실 

노심 orifice에서의 유량에 따른 압력손실은 Nam et 외. [2005]의 상관식을 평가하고자 한다. 

ð.Po짜e = fipv。 2
(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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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 

v-_으_ _ V_d ‘ 
나 - No A。 , Ke = 」r」 , Aot = N。A。 (3.1-18) 

No 는 orifice 수， A。는 orifice 1개의 면적이고， Ad 는 downstream 유로관의 면적， 그리고 d h 

는 노즐의 수력학적 직경이다. 식 (3.1-17)의 Fg 는 아래의 식으로 표현된다. 

갤 = [1 + (1-좋씨1-좋)](짧)I/3 + 2 5Nc -1f/3 좋 

+O.14(N
R 

_1)"4 뀔쩍 
N R wa h 

(3.1-19) 

위 식에서 Nc는 노즐의 column 수， NR 는 노즐의 row 수이고， h는 노즐의 높이， w 는 노즐 

의 폭， 그리고 건 노즐의 피치 (pitch) 이다. 그리고 위식의 r 는 아래의 식으로 표현된다. 

r=1.4-0.8# 
dh (3.1-20) 

식에서 %는 노즐의 두께이다. 

그림 3.1-86은 이 상관식을 실험데이터와 비교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관찰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상관식은 저유량 영역에서도 실험 데이터와 잘 일치한다. 즉 이 상관식 

은 저유량 영역에서도 사용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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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shape nozzle column row arrange 
。 clrcl. 1 1 
ð. rounded rec. 1 1 

10 
D rectangular 1 1 
() circle 2 2 1 r 
L rounded rec. 2 2 1 r 
8 rectangu’ar 2 2 1 r 
.. clrcl. 3 3 1 t 

8 .. round.d rec 3 3 1 
m rectangular 3 3 1 
짧 circle 4 4 1 

u_0l 
~ rounded rec 4 4 1 
ø rectangular 4 4 1 r 

퍼 6 9 circle 6 3 2 ! 

-å rounded rec. 6 3 2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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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resent Correlalion 

2 μ/ F.= 1. + 4.5x10.' [Re.) <κ ，1 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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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0000 20000 30000 

Reo (A。，l / Ad)1l4 

그림 3,1-86 Inlet orifice에서의 압력손실 상관식과 실험데이터와의 비교 

나) 노섬 wire-wrapped 연료봉에서의 유량에 따른 압력손실 

노섬 wire-wrapped 연료봉에서의 유량에 따른 압력손실 대한 기존의 상관식 평가는 이미 

Choi et al, [2003]에서 연구되었다. 이 연구는 Cheng and Todreas [1986]의 상관식이 가장 실 

험데이터와 일치함을 보였다. 이 상관식에서 압력손실은 아래와 계산한다. 

L pv 2 

ð.P = f :: .c.:---
D , 2 (3 ,1-21) 

위 식에서 L 는 wire-wrapped 연료봉의 길이， De 는 연료봉 집합체의 수력학적 반경이다. 

C f= ~fL -
Re 

c f = π -
ReO•18 

C~ .!. C~ .!. 
f=꿇(1- IflV +짧끊'1/3 

lOg(諾)=1.7(~ -1.0) 

Re ~ ReL (3 ,1-22) 

Re:?:ReT (3.1-23) 

ReL ~ Re::; ReT (3.1-24) 

(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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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i器O)=O.7(~펙 

'11 = (lOg빠 

(3.1-26) 

(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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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9) 

위 식에서 D 는 연료봉의 직경 ， P 는 연료봉의 피치 ， H는 wlre의 lead (wire가 한 바퀴 돌 

때의 높이)이다. 

그립 3.1-87는 Cheng and Todreas의 상관식이 저유량 영역 (Re- 1Q3)에서도 Choi et al. 

[2003]의 실험데이터와 잘 얼치함을 보여주고 있다. 즉 Cheng 과 Todreas의 상관식은 저유량 

영역에서도 사용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C1ID잉아ID1α:REAS 

-.-EXP.A 
- Ã • EXP.B 
-.-EXP.C 

• EXP.D 
-.-EXP.E 

“‘ 10" 

1ct 10‘ 
Re 

1cf 

그림 3.1-87 Wire wrapped 연료봉에서의 압력손실 상관식과 실험데이터와의 비교 

Choi et al. [2003]의 연구에 의하면 저유량 영역에서 노섬 다른 부분에서의 압력손실을 다 

합하여도 wire wrapped 연료봉에서의 압력손실의 10%도 되지 않음을 보였다. 그러므로 저유 

량 해석 시 노심 다른 부위에서의 압력손실을 기존의 상관식들을 사용하여 계산하여도 전체의 

압력손실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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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HX 저유량 유동 상관식 평가 

액체금속로 IHX에서의 유동은 매우 복잡하다. 그러므로 IHX의 설계에는 많은 종류의 상관 

식들이 사용된다. 전열관을 가로지르는 번들경사류 및 전열관과 평행한 평행류에서의 압력손 

실， 전열관과 baffle 사이의 간격 및 flow hole에서의 압력손실， 창(window)영역에서의 압력손 

실 등에 대한 상관식들이 필요하다. 현재 IHX 설계코드 ASTEEPL에 사용되고 있는 상관식들 

중 저유량 영역에서 검증되지 않은 상관식은 번들경사류에 대한 상관식이다. 

다른 부분에서의 상관식들은 저유량 효과 (Reynolds number effect)가 상관식에 고려되어 

있어 수정하지 않고 사용하여도 정확도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ASTEEPL코드의번들경사류 

에 대한 상관식은 교차류에 대한 압력손실 상관식과 평행류에 대한 압력손질 상관식을 조합하 

여 구한다. 교차류에 대한 압력손실 상관식은 Taborek et al. [1984]의 상관식을 사용하고， 평 

행류에 대한 압력손실 상관식은 Idelchik [1996]의 상관식을 사용한다. 이들 상관식에는 저유량 

영역에서의 효과 (Reynolds number effect)가 고려되어 있으나， 오래 전에 개발되어 상관식의 

정확도를 검증해 볼 필요성이 있다. 

번들경사류에 대한 상관식들 중 현재 널리 상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상관식은 참고문헌 

[ESDU, 1979]의 상관식과 Idelchik [1996]의 상관식이다. ASTEEPL에 장착되어 있는 변들경사 

류에 대한 Taborek의 상관식은 열교환기에만 적용될 수 있는 상관식으로 일반적인 번들경사류 

에 적용이 불가하다. 그러나 ESDU 상관식과 Idelchik의 상관식은 소륨 기술과제에서 생산된 

실험데이터로 평가할 수 있다. ESDU 상관식과 Idelchik의 상관식은 ASTEEPL 코드에 장착 

이 용이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ESDU 상관식 및 Idelchik의 상관식을 소륨 기술과제에 

서 생산된 실험데이터로 평가하고 이 상관식을 ASTEEPL코드에 장착하여 ASTEEPL코드에 

장착되어 있는 Taborek의 상관식과 비교 평가하고자 한다. 

가) ASTEEPL 코드의 번들경사류 압력손실 상관식 

ASTEEPL코드에서는 번들경사류에 대한 압력손실을 교차류(cross flow)와 평행류(par려lel 

flow)에 대한 상관식을 조합하여 구한다. 

。 ASTEEPL코드의 교차류(cross flow) 압력 손실 에 대 한 상관식 

ð..Pcross = 2fBCNcPsκ2 (3.1-30) 

(3 .1 -31) 

얘
 

、
‘
，
/

p
ν
 

R 
‘
‘
」-
/
，
.
‘、

b 
-M -nU -+ --’l 

--LU 

(3.1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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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 = DtPsvs -
μs (3.1-33) 

Nc 통과하게 되는 관의 숫자 

Lφ : 전열관 배치 pitch 

Dt 전열관 직경 

위 식에서 b1, b2, b3, b4의 값들은 Reynolds 수， tube 배치 둥의 함수이고 Taborek et 머. 

[1984]에 값들이 수록되어 있다. 

。 ASTEEPL코드의 평행류(parallel flow) 압력손실에 대한 상관식. 

ð..Pparallel = 단 V;K BP (3.1-34) 

K BP = K Ii CbJm = 자 iCbn (3.1-34) 

64 

Re 
Re ~ 2000 

, ‘ 
쩨
 

1 

「
p ‘ R m 

얘
 

。A 
‘ , -/ 

l 

·
、

-r 

샤
 

1 
Re ~4000 

Interpolat ion 2000 ~ Re ~ 4000 (3.1-35) 

Cbun : (Reynolds 수는 hydraulic diameter (4A껴)를 사용하여 계산) 

.Re::;;2000 

10.89 P / d " 30o.tube.configuration I 
CL .. _ = Cι_ ， =O.63+~ ‘ 

u“ “,,,. 10.96 P / d " 90o.tube.co밴~guration I (3.1-36) 

.Re~3000 

1 1.1 5 ，' p/d~ 1.4 I 

CbJm 
= CbJml 

= i 1.06 + (p씨 2)편빨1.4~p써 2] (3.1-37) 

• 2000 ::;; Re ::;; 3000 

CbunL과 Cbunt 사이를 Re수에 선형으로 내삽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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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TEEPL코드의 변들경사류(bundle inclined flow) 압력손실 상관식. 

ASTEEPL 코드에서 변들경사류에 대한 압력손실은 교차류와 형행류의 상관식을 조합하여 
사용한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심윤섭 [1999]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간단히 기 

술한다. 

ð.P = f(ð.Pc , ð.Pp ) 

ð.P= m; I ι Lc 4 Lp lc -~ 1 ~-~ +----7--. 1<"" 
2p l ~ dc . A; d p f' 

위 식에서 Cs 는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다 = [~mifJbr -l) 
식 (25)는 아래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 

ð.P=갱τI f~담+ι ~p (촉)2lc‘ 2pA: l. ‘ dc F dp AP j ‘ 

ASTEEPL 코드에서는 위의 식으로 번들경사류에 대한 압력손실을 구한다. 

나) ldelchik의 번들경사류 압력손실 상관식 

본 연구에서 사용된 ldelchik의 번들경사류 압력손실 상관식은 아래와 같다. 

=繼=띤(3.2 + O.66( 1.7-웰))R웹뿜 
띤 =O.6135ln(e)-1.7462 

Re_ = 
pUmd -m 
μ 

(3.1-38) 

(3.1-39) 

(3.1-40) 

(3.1-41) 

(3.1-42) 

(3.1-43) 

(3.1-44) 

위 식에서 Um 은 최대속도， e 는 경사각，‘F 는 경사각에 따른 수정변수， N은 전열관의 row 

수， 그리 고 S1 , s; 는 횡 방향(transverse direction) 및 대 각방향방향(diagonal direction) 피 치 이 
고， d 는 전열관 직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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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SDU 랜들경사류 압력손실 상관식 

본 연구에서 사용된 ESDU 맨들경사류 압력손실 상관식은 아래와 같다. 

p헐廳=Y(량)쉽φ 

(펌=펠강魔과 

Y繼[1+鐵r +0.0625(I-a)' +0 이] 

a=~eu 
(Reu+ 104) 

. _ _( Re" 1 
φ=(s뼈)a7 a7 = 1 + 1 꺼효날혀) 

R pUd X-1 C 
eu =τ ， U=￠m ， β=τ ， X=강 

위 식 에 서 S2 는 종방향(longitudinal direction) 피 치 이 다. 

3) 분석결과 및 토의 

(3.1-45) 

(3.1-46) 

(3.1-47) 

(3.1-48) 

(3.1-49) 

(3.1-50) 

변들경사류에 대한 상관식들 중 현재 널리 상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상관식은 ESDU 상관식 

과 ldelchik의 상관식 이 다. ASTEEPL에 장착되 어 있는 번들경 사류에 대 한 Taborek의 상관식 

은 열교환기에만 적용될 수 있는 상관식으로 일반적인 번들경사류에 적용이 불가하다. 그러므 

로 먼저 ESDU 상관식과 ldelchik의 상관식은 남호윤 외. [2004]의 소륨 기술과제에서 생산된 

실험데이터로 평가고， 이들 상관식들을 ASTEEPL 코드에 장착하여 ASTEEPL코드에 장착되 

어 있는 Taborek의 상관식과 비교 평가하고자 한다. 

그림 3.1-88은 저유량 영역에서 ESDU 및 ldelchik 상관식들을 사용하여 계산한 압력손실 

값들을 소륨 기술과제에서 생산된 실험데이터와 비교한 그림이다. 이들 그림에서 관찰할 수 있 

는 바와 같이 모든 경사각에서 ESDU 및 ldelchik의 상관식들로 계산한 압력손실 값이 실험결 

과와 비교적 잘 일치한다. 이들 그림에서 모든 경사각에서 ESDU 상관식이 ldelchik 상관식보 

다 약간 더 실험치와 일치함을 관찰 할 수 있다. 

그림 3.1-88에서 ESDU 및 ldelchik 상관식들이 번들경사류에서의 압력손실 값을 잘 예측함 

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 상관식들을 ASTEEPL 코드에 장착하여 저유량 영역에서의 

압력손실 값을 계산하여 바교하였다. 

- 106 -



했뽕혔 
0.2 

‘-
01 

0 .05 

10‘ 0
10 

。 Exp
i:l. ESDU 
。 Idelchik

。 Exp

!:; ESDU 
。 Id.lehlk

10 

03 

협쩍 
‘ 02 

0 .15 

0 .1 

10‘ 

훌흉 

變鍵繼
10 

Re Re 

(a) 경사각 30。 (b) 경사각 45。

0 .4 5 06 

0.4 웰‘ ! § E찮rlk I 05 

0 .35 

0.4 
03 

‘-
0 .25 03 

02 

02 

0 .15 

띠
 

1 n u 
10 10 

i m 1 n u 
10' 10 

Re Re 

(c) 경 사각 600 (d) 경 사각 30。

그림 3.1-88 경사각에 따른 압력손실 : 설험， ESDU 및 Idelchik 상관식 비교 

그림 3.1-89는 저유량 영역에서 ASTEEPL코드에 장착된 Taborek의 상관식과 ESDU 및 

Idelchik 상관식들에 의하여 계산된 shell 측 압력손실 값들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 

에서 mass flow rate percentage (%)는 KALIMER-600 정격유량에 대한 percentage(%) 이다. 

이 그림 은 저 유량 영 역 에 서 Taborek의 상관식 과 ESDU 및 Idelchik 상관식 이 거 의 같은 정 도의 

압력손실 값을 산출함을 보여준다. 그림 3.1-88에서 ESDU 및 Idelchik 상관식은 실험데이터와 

거의 일치하는 압력손실 값을 산출함을 보았다. 그러므로 그림 3.1-89는 ASTEEPL 코드에 장 

착된 Taborek의 상관식이 저유량 영역에서도 비교적 정확한 압력손실 값을 계산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저유량 영역에서도 ASTEEPL 코드를 수정 없이 사용하여 압력손실 값을 계산하여 

도 문제점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ASTEEPL 코드에 ESDU 및 Idelchik 상관식들을 

장착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 아니므로 이들 상관식들을 장착함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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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유동에서 저유량 영역에서 압력손실 값을 계산하는 대표적인 예가 

유량의 변화 및 회전속도의 변화를 계산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관식들이 KALIMER-600의 일차펌프가 전원을 상실하 

어떻게 계산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 

변화하는 coastdown 시 관성모멘트의 값과 유량 및 회 

고찰하고자 한다. Coastdown 시 유통의 해석 은 기존의 최 

관성모벤트 설정 및 4) Pump Coastdown 유량 

원자로 PHTS 액체금속 

일차펌프 

코드， ESDU 및 

여 coastdown 시， 유량 및 회 전속도를 

간이 5.5초를 겪 과함 때. 유략이 50%로 

전속도의 시간에 따른 변화 형태를 

석기 [2005]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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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펌프 coastdown시 각 상관식에 의해 계산된 과도유량 변화 비교 

(ASTEEPL, ESDU, ldelchik 상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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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l -90과 그림 3.1-91은 일차펌프 coastdown 시 시간에 따른 유량 및 회전속도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그림들에서 관찰할 수 있는 바와 같이 ASTEEPL 코드， ESDU 및 

Idelchik 상관식들이 거의 동일한 형태의 유량 및 회전속도의 변화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시간 

이 5.5초를 경과할 때 유량이 50%로 변화하는 coastdown 시 계산된 관성모멘트의 값은 

ASTEEPL 코드의 경 우 I=7,114kg-m2, ESDU 상관식 을 사용할 때 I=7083kg-m2, Idelchik 상관 

식들 사용할 때 1 =7082kg-m2 (Idelchik)이였다. 즉 거의 동일한 관성모벤트 값을 산출하였다. 

몹i 0 ,8 

“’ 헐 
훨 

훌 0 ,4 

0 10 

_._._._.- ASTEEPL 

ESDU 
- ‘ _ .. _ . . - ‘ - Idelchik 

20 30 4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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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1 일차펌프 coastdown시 각 상관식에 의해 계산된 회전속도 변화 비교 

(ASTEEPL, ESDU, Idelchik 상관식 ) 

5) 저유량 유동특성 요약 

본 연구는 저유량 유동 해석 시 노섬 및 IHX 설계코드에 장착되어 있는 저유량 유동 해석 

상관식들이 압력손설의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pump coastdown유동 해석에 적용 

하여 시간에 따른 펌프의 유량， 회전속도 변화 및 관성체의 관성모멘트의 크기를 설정하였다. 

노섬 입구 오리피스에서는 Nam et al.의 상관식， wire wrapped 연료봉에서는 Cheng과 

Todreas의 상관식을 사용하여 계산한 압력손실 값이 실험데이터와 잘 일치하였다. 

소륨기술개발 과제에서 수행한 사각덕트 안에서의 번들경사류에 대하여 ESDU와 Idelchik 

상관식들을 사용하여 계산한 압력손설 값이 실험치와 잘 일치하였다. IHX 저유량 번들경사류 

에 대 하여 서 는 기 존의 ASTEEPL 코드에 장착된 Taborek의 상관식 이 Idelchik 및 ESDU 상관 

식들과 거의 유사한 압력손실 값을 산출하였다. 

대표적인 저유량 유동의 한 형태인 일차펌프 coastdown유통 해석에 Taborek의 상관식， 

Idelchik 및 ESDU 상관식들을 사용하여 시간에 따른 펌프의 유량 회전속도 변화 및 관성체의 

관성모멘트의 크기를 계산한 결과 매우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런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ASTEEPL 코드를 저유량 압력손실 해석에 수정없이 사용하여도 무방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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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둡 고유특성 재어 • 감시 측정 기술개발 

소륨 고유특성 제어.감시 측정기술은 전 단계에서 수행하였던 증기발생기 방폭기술과 핵연 

료 노심유로폐쇄 감시기술에 대한 예비 개념 및 논리 타당성 평가를 근간으로 이를 구체화시 

켜 신뢰성과 성능이 향상된 설계 개념 개발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증기발생기 누설 음향감지계통의 개념설정 및 음향감지 계통논리와 노섬유로폐쇄감시 및 

파손핵연료감시 개념 수립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가. 중기발생기 누셜 음향감지가술개발 

SFR 증기발생기는 튜브측을 흐르는 고압의 물 및 증기와 저압의 웰측 소륨 경계에서 누설 

이 발생하면 소륨 물의 화학적 반응이 발생한다. 증기발생기 누설을 측정하는 방법은 전통적으 

로 대량누출시 웰 측의 압력을 측정하는 방법과， 극 소량 누출시 웰측 소륨의 수소 이온을 측 

정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중간유량 누출시 신속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므로 소 

륨-물 반웅시 발생하는 음향 및 수소기포를 감지하는 음향감지방법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1) 음향갑지 방법 특성평가 및 계통 설계개념 설정 

음향감지 방법에는 송신 초음파의 감쇠효과를 이용하는 능동형과 음향선호 수신만을 활용 

하는 피동형이 있는데 각각의 물리적 특성에 따라 장단점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두 방법 

에 대한 비교평가를 통해 신뢰성 및 정확도가 높은 KALIMER-600 증기발생기 음향탐지방법 

의 측정범위 및 웅답시간 설계요건을 설정하고 계통 개념을 설정하였다. 

본 단계 1 차년도에는 능동음향감지방법의 기술검토 및 적용성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 

행하였다. 피동음향감지방법의 경우 이전 단계에서 예비개념， 예비 논리 둥의 연구결과가 도출 

되어 두 가지 방법의 비교검토를 수행하였다. 

능동음향감지방법에 대한 기술검토 및 적용성 분석은 외국의 능동음향감지방법 연구결과의 

검토와 더불어 KALIMER-600 의 기하학적 구조를 고려한 초음파의 감쇄현상을 계산함으로써 

이론적으로 현실성을 지니는지 검토하였다[허섭， 2005]. 그림 3.1 -92는 KALIMER-600 증기발 

생기 중앙부 외벽에서 초음파가 입사될 경우 수선센서에서 감지 가능한 초음파 신호의 감쇠정 

도를 나타내고 있다. 

증기발생기에서의 초음파 전파모델은 평면파 모델과 구형파 모델의 특성을 모두 가지므로 

두 모텔에 대해 각각 초음파 감쇠 계산을 수행하였다. 중기발생기 중앙부에 물 누출이 존재하 

여 국소 지역에 수소 기포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초음파 감쇠비는 평면 

파의 경우 약 10 dB, 구형파의 경우 약 25 dB 정도의 차이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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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92 KALIMER -600 증기발생기에서의 초음파 감쇠 계산결과 

능동음향감지방법의 KALIMER-600 증기발생기 기술검토 및 외국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KALIMER-600에 실제 적용가능성 평가하였다. 적용가능성은 적용 기술 요소를 선정하고， 이 

에 대해 외국의 연구결과와 국내 연구결과를 비교함을 통해 수행하였다[허섭， 2006]. 표 3.1-14 

과 같이 능동음향감지 방법을 설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보완책이 펼요하다. 특히 

소륨 물반응에 의해 생성된 기포의 특성 규명이 우선시 되며 온도 변화에 의한 음향엄피던스 

변화， 배경잡음에 대한 대책 등은 추후 상세 설계시 중점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분야이다. 

일본의 경우 10g/s의 누출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정상상태의 음압과 소륨 물반응시의 음압 

이 약 10 dB 차이가 나면 검출가능하다고 목표를 세웠으며 기술 검토 결과 가능하다고 주장 

하고 있지 만[H. Kimagai외 1998] KALIMER • 600 의 적 용성 측면 에 서 는 표에 나타난 여 러 가지 

불확실도 요인을 종합해 볼 때 약 보수적으로 20 dB의 신호차가 날 경우에 누출인지 아닌지를 

판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10 g/s 의 누출은 여러가지 불확설도 요인을 고려할 때 탐지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힘드며 탐지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능동음향 감지 방법은 

몇가지 기술적 사항을 보완하면 설계에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측정민감도는 현재 

기술 수준으로 볼 때 약 10 g/s 의 누출량을 측정하기는 어려우며， 이에 대한 목표치가 상향되 

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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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14 능동 음향탐지 방법의 KALIMER -600 검토 결과 요약 

기술검토 KALIMER-600 
일본 연구 가정 영향 추후파재 

요소 검토시 가정 

구조물 차이 분석에 반영 계산식으로 유추 영 향 미 미 

액음체향소특듭성의 물 물성치 이용 물 물성치 이용 투과율이 좋아짐 최적화선된정 주파수 

미고려어，자 그남연러유나동 기포 분포투변과화율에 따른 검출 유기특속포증성과의가의관 기 증 관계포가계익와분석 기포의 유동 미고려 실험에서일 은 초음파 변화 

기포 분포 일되정고하 일게정한 형실 계태험산의시시 기: 다포 좌양생동한성 보이 C 율에필 대한 소륨-물 반응';;.1ζ시 
발생현태의 

데이터 요 
기포크기 

다양성 크기 가정 분포데이터 확보 

운전온도 

음영향역변임에피화 따던른스 일정한 온도 가정 좌동 운，전온도오 변차화 가시짐 약 이를 보완하논기리필 위요한 
(상온) 17%의 신호처리 

내부의 불확실도 산정시 

온도요통 및 일정한 온도분포 좌동 내부 lO C 요동에 약 누출여 포반부함영 결정시 변동 가정 2 dB 의 신호변동 

온도범위에 온도변의화에 따라 약 신호처리필시요 보상책 따른주 도파파수관 고정 고정 2% 주파김수 
공진 변동생 

배경영잡향음의 20 kHz 만 이등}의 배경잡음은 50 kHz 배경음잡증파음폭 선하 제호는거만하고 
미 고려 배경잡음 고려 이상에서도 다양하게 

존재 
선호처리기술 필요 

그림 3.l→93은 능동/피동감지방법의 측정성능 및 발전가능성을 요약한 그림이다. 현재기술 

수준으로는 약 중규모 누출이 시작되는 약 10 g/s 누출을 감지하기에는 신뢰성이 떨어지지만 

향후 설계의 최적화를 통해 중규모 누출의 전 측정범위는 측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 

러 전자기술의 발달과 측정방법의 발달 둥을 감안할 때 상업운전이 예상되는 약 15년 이후에 

는 소규모 누출까지 측정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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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시간 측면에서는 현재 기술수준으로 피동 방법이 약 5초， 능동방법의 경우 약 10 초 이 

내의 응답시간을 가짐으로써 수소 측정방법 보다 향상된 성능을 보이며 이는 이차 사고전파영 

역이전에 자동 제어논리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액체금속로의 상업운전시점을 고려할 때에는 응답시간의 경우에는 계측제어기술의 발달에 따 

라 현재에 나타난 응답시간보다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므로 두 방법 모두 응답시간 

측면의 제약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신뢰성 측면에서는 결정론적 특정을 갖는 능동음향방법이 확률론적 특정을 갖는 피동음향 

방법에 비해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상기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측정범위와 응답시 

간 요건을 설정하고， 증기발생기 누설 측정을 위한 전체 계통 개념을 그림 3.1-94와 같이 설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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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4 음향감지계통의 설계개념 

음향감지 방법의 사용목적은 증기발생기 물누출시 이를 신속하게 감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규모 누출로 진전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그림 3.1-94에 나타난 바 

와 같이 음향감지시스템은 현재 기술 수준으로 약 10 - 100 g/S의 물 누출을 5-10초 이내로 

감지하여 펼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누출 범위는 누출이 다중 튜브로 진전되는 

상황이다. 액체금속로가 상업운전이 가능할 시점에는 측정 가능한 누출범위가 확대되고 응답시 

간도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다.[허섭， 2006] 

2) 음향선호처리 논라개발 

본 단계 2차년도에는 전 단계에서 수행되었던 피동형 단일센서에 대한 음향선호처리 평가 

와 본 단계 1차년도에 수행한 능동음향방법에 대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여기에 다중센서를 

이용한 음향감지확인논리를 보완하여 음향감지계통 논리를 개발하였다. 또한 개발된 음향감지 

- 113 -



논리의 신뢰성 및 성능을 평가를 위한 음향감지 불확실도 요소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 개발 

결과의 플랜트 적용시를 고려한 보수적인 계통개념을 재정립하였다.[허섭 외， 2007] 

음향신호처리 논리개발은 전 단계에서 수행되었던 피통형 단일센서에 대한 음향신호처리 

평가와 능동 음향방법에 대한 평가를 이용하여 단일 센서에 대한 누출징후포착논리를 구성하 

였고， 다중 센서를 이용한 다중신호처리논리를 이용하여 음향방법의 누출확인논리를 구성하여 

관련 SCI 논문을 게재하였다[S. Hur 외， 2006]. 

다중 센서를 이용한 누출확인 논리는 미국 GE가 개발한 GAAD 논리， GAAD 논리를 개선 

한 상호상관논리， 캡스트럼 분석논리 등에 대한 민감도분석을 수행하였다. 민감도 분석 수행 

방법은 그림 3.1-95의 가)와 같이 KALIl\IIER -600 증기발생기의 설제 크기를 모사한 후 증기 

발생기 내부를 일정한 크기를 갖는 (약 10 cm) 정육면체로 이루어진 셀로 나누고 각각의 해당 

젤에서 누출이 발생할 경우 해당 젤과 인근 셀에서의 빔형성 파위 (beamfonning power)를 계 

산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그림 3.1-95의 나)는 세 가지 논리에 대한 민감도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미국 GE 사에 의 

해 개발된 머LDS (lntegrated Acoustic Leak Detection System)의 누출 확인 논리 인 GAAD 

논리의 경우 인근 셀과의 빔형성 파워 비율은 약 1.8로 나타나 비교적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GE사 GAAD 논리를 이부 개산한 개선된 상호상관논리의 경우 빔형성 파워 비율은 약 2.0 배 

정도로 나타나 GAAD 에 비해 논리가 향상된 것을 알 수 었다. 반면 캡스트럼 영역에서의 큐 

프랜시 (Quefrency) 분석 방법은 1.2 배 정도로 나타나 상관성 논리보다 좋지 않은 결과를 얻었 

다. 이 결과는 큐프랜시 분석 방법이나 시간 주파수 분석방법이 보다 진보적인 방법이긴 하지 

만 배경잡음 및 누출신호의 모호성으로 인해 적용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된다. 

(가) (나) 

(가) 민감도 분석에 사용된 SG 단면의 기하학적 구조 (나) 누출논리간의 빔형성 파위 비율 

그림 3.1-95 다중센서 누출확인논라간의 측정민감도 비교 

그림 3.1-96은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이 그림은 배경잡음과 누출신호에 대한 FFT 

분석과 시간→주파수 분석 결과로서 배경잡음의 경우 누출신호에 비해 임펄스 형태의 신호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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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큐프랜시 분석 논리나 시간 주파수 분석논리의 경우는 

누출신호가 임펄스 선호형태이고 배경잡음은 백색잡음 형태얀 경우가 가장 잠 맞는 경우이다. 

그러나 PFR의 llR 경잡음과 누출신호는 이와는 반대로 나타나 배경잡음과 누출산호를 구분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 분석결과 개선된 상호상관논리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어 

누출확인논리에 이용하였다. 

(가) (나) 

그림 3.1-96 배경잡음(가)과 누출신호(나)의 FFT 및 시간 주파수 분석결과 

이전 단계에서 설정한 단일 채널 피동음향감지 예비논리와 다중채널 누설확인 논리를 실제 

적용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설계 보수인자를 판단하기 위해 불확설도 요소에 대한 평가를 수 

행하고 그 결과를 표 3.1-15에 제시하였다. 

불확실도 인자별로 간략히 살펴보면， 배경잡음과 누출신호의 신호대 잡음바 (SNR)에 따른 

불확섣도는 약 4 dB 정도로 나타났으며(그림 3.1 -97 참조) 여기에 보수적 인자를 고려할 경 

우 약 7.5 dB 정도로 나타났다. 원자로 환경이나 증기발생기의 구조에 따라 다르므로 통상 누 

출감지성능은 선호대 잡음비로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SNR의 변동은 누출성능의 불확설 

성 요소이다. 이 불확실도 요소는 모든 선호처리 논리에 공히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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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R 변동 그림 3.1-97 PFR 배경잡음과 누출신호의 각 샘플(8194개)별 

다음으로 저주파 영역 공유의 불확실도 요소이다. 저주파수 영역의 경우 배경잡음이 가장 활 

발히 존재하며， 예기치 않은 저주파 잡음원이 다수 존재한다. 예를 들어 전기 노이즈， 유동노이 

즈 등은 예측하기 매우 힘이 든다. 통상 가속도계나 AE 센서를 사용하여 음향을 감지할 경우 

저주파 영역의 신호는 통상 펼터렁하여 그 성분을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PFR에서 얻은 배 

경잡음에 대해 저주파 영역의 성분을 살펴보면 2.2 kHz 부근에서 가장 큰 피크를 보이고 약 2 

KHz 이하에서는 그리 크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열수력 루프에서의 배경잡음 

스펙트럼을 살펴보먼 저주파 영역의 주파수 스펙트럼이 가장 현저함을 볼 수 있다. PFR과 국 

내 원전 또는 열수력 루프의 배경잡음 원천의 상이성을 감안하더라도 PFR의 경우 저주파에서 

의 낮은 출력의 결과는 고 대역 통과 필터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가 

정 하에 불확실도를 계산한 결과 보수적으로 10 dB의 불확실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선형예측오차 논리， 적응신호처리 논리 둥 모델링 논리에 펼수적인 모델링 논리에 

대한 오차는 신호의 stationarity, 시스템 모델링 오차 등인데， 이 들 오차는 큰 영향이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상호상 

상관관 

약 2% 

상호상관성 이용 논랴의 기본 가정은 배경잡음간 상관성과 배경잡음과 누출신호간 

관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상호상관성을 이용한 누출확인 논리의 불확실도 요소인 

계 오차는 배경잡음간의 상관오차가 약 30%, 누출신호와 배경잡음간의 상호상관성이 

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중요한 오차요인은 증기발생기의 크기변경에 따른 오차요소이다. 국내외적으로 

음향누출감지 방법에 대한 연구는 PFR 등과 같이 소규모의 실험로 데이터에 의존해 왔는데， 
이들의 특징은 소규모의 증기발생기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KALIMER -600 증기발생기 둥 
과 같이 대형 증기발생기일 경우 누출신호의 감쇠는 더욱 증가하고 배경잡음은 상대적으로 중 

대되어 SNR이 더욱 작아진다. 

오차를 지니는 이 결과 누출징후포착논리의 경우 이상적인 누출민감도에서 약 10 dB 정도의 

- 116 -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누출신호에 대해 저주파 특성 (1 KHz 근방) 을 이용한 논리의 경우 약 

20dB 정도의 오차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나 논리구성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표 3.1-15. 음향탐지 불확설도 요소 평가 결과 요약 

불확질생 요소 기술평가 측정민감도 영향 개별논리 영향 

SNR 변화 
각 샘 플별 약 -5.8 dB -

약 7.5 dB 모든 논리 
9.4 dB 사-이 

Stationarity 통계적 평균， 자기상관 약 0.1 % 
모델링논리 

(누출징후논리) 

시 A템모델링 오차 
선형모델링결과와 

약 0.1 % 
모델링논리 

실제신호의 차이 (누출징후논리) 

상관관계오차 
배경잡음간의 상관성 약 30% 상관성논리 

누출/배경 상호상관성 약 2% (누출확인논리) 

저주파 영역오차 
저주파영역의 배경잡음 특성 

약 10 dB 
저주파 FFT논리 

- 센서의 불확실성 (누출 징후논리) 

S/G 크기 증대 
소음원과 센서간의 SNR 작아짐 
거리증대 (측정 주파수 의존) 모든 논리 

매질의 비균질성 
SWR 실험시 상세 

기타 -온도요동 모든 논리 

전기적오차 
정의필요 

상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그림 3.1-98과 같이 증기발생기 음향탐지계통을 구성하고 이에 대 

한 계통논리를 개발하였다. 증기발생기 음향탐지계통은 누출징후를 포착하기 위한 피동음향탐지 

모률과 능동음향탐지모률로 나뉘고 각각의 모률에는 누출징후를 포착하기 위한 계통논리가 포 

함된다. 

누출징후 포착을 위한 피동음향탐지모률은 센서별(채널별)로 시스템 모델렁에 의해 우선적 

으로 선호의 이상상태를 찾아낸다. 만일 이상이 생기면 기 모델링한 선호를 이용하여 전력스펙 

트럼밀도를 구하여 정상상태와 비교한다. 여기에는 FFT 기반의 미량누출감지논리가 적용될 수 
도 있다. 이 과정에서도 누출징후를 찾지 못할 경우 적응신호처리논리를 수행하여 누출정후를 

찾아낸다. 

누설확인 모률은 피동음향탐지모률， 능동음향탐지모률， 그리고 수소농도를 포함한 공정상태 

모률로부터 모든 정보를 입수하여 다중센서간 비교 또는 다중신호처리를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누설확인을 수행한 후 관련 기기를 제어하기 위한 개시선호 그리고 관련경보를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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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설확인을 위한 피동음향탐지모율은 다중채널 누설확인논리가 장착된다. 기하학적 정보를 

갖는 다수의 센서 간 상호상관관계를 계산하여 기 설정된 증기발생기 각 셀에서의 빔형성 파워 

를 계산한다. 이를 통해 누설징후에 대한 확인 및 누설위치를 예측한다. 

음향누설 탐지계통은 공정계측계통， 수소탐지계통， 기기제어계통， 경보 및 정보계통， 그리고 

원자로보호계통과 연계를 갖는다. 공정계측계통으로 부터 증기발생기 압력과 파열판 상태를 받 

아들이고， 수소탐지계통으로 부터는 수소농도를 받아들여 음향누설탐지논리결과와 결합하여 종 

합적인 누설관련 정보를 산출한다. 산출된 정보의 등급에 따라 기기제어계통에 해당기기를 제어 

하기 위한 신호를 발생하거나 누설관련 정보를 경보 및 정보계통에 전달한다. 

그림 3.1-98 증기발생기 음향탐지계통 구성 및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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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노섬유로폐쇄 감시계통 가본 설계기술 개발 

노심 내 핵연료 어셈블리 유로가 국부적으로 폐쇄되는 경우에 발생 초기에는 핵연료의 건 

전성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계속 진행시에 노심의 냉각 능력 상실을 유발하여 액체금속로의 

안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국부적인 유로 폐쇄는 핵연료 어셈블리 내부에서 발생하 

기 때문에 직접적인 탐지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UIS 공간 내에서의 온도 요동， 
일차 냉각재 내의 지발중성자， 커버 가스내의 감마선 그리고 표식 가스 특성을 이용한 유로 폐 

쇄 탐지 및 핵연료 파손 탐지 기술을 개발하였다. 

1) 온도 요동 특성을 이용한 노섬 유로폐쇄 감사계통 설계개념 개발 

일반적으로 온도를 이용한 유로폐쇄 방법은 평균온도 변화를 탐지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으 

나， 국부적인 폐쇄의 경우에는 평균유량 및 평균온도의 변화가 거의 없다. 즉， 유로폐쇄의 초기 

에는 평균 온도 변화만으로 유로폐쇄를 탐지하기는 매우 어렵다. 관련되는 연구를 살펴보면， 국 

부적인 유로폐쇄 발생 시에 어셈블리 내부의 온도 분포가 바뀌게 되고 이는 핵연료 어셈블리 

출구로 전달되어 결과적으로 UIS 공간내의 온도 분포가 시간에 따라 요통 현상을 보이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UIS 공간 내의 온도 요동의 특성 변화를 이용한 노섬 유로폐쇄 감시계통의 설계 

개념을 개발하였다. [Bisema T. et al, 1977],[Haga K. et 머， 1981]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소규모 실험 장치를 이용한 요동 특성 변화를 살펴 본 것들이 대 

부분이나， 실제 원자로에서 사용할 유로폐쇄 감시계통은 전 규모의 노심을 대상으로 그 특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러한 실험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수치적 

인 해석을 통하여 하나의 핵연료 어셈블리의 유로가 국부적으로 폐쇄되는 경우에 UIS 공간 내에 
서 온도 요동 특성 변화를 연구하였다. 그 후 온도 요동의 특성 변화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각 

통계적 인자들의 변화를 이용하여 유로폐쇄 현상을 감시할 수 있는 신경망 모텔을 개발하였다. 

사용된 수치해석 모델은 난류 특성의 시간적인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LES(Large Eddy 
Simulation) 모델을 사용하였다. 사용된 전산체제는 CFX-5.7 상용 해석 체제를 이용하였다. 
LES 해석을 위한 입구경계조건으로는 1/6 대칭 노심의 출구 온도 분포와 속도 분포를 사용하 
였고， 국부적으로 유로가 폐쇄된 어셈블리의 출구 온도 분포는 MATRA-LMR 부수로 해석체제 

를 이용하여 경계조건을 결정하였다. 그림 3.1 -99에 국부적으로 폐쇄가 가정된 핵연료 어셈블라 

위치를 포함한 1/6 대칭 노심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그림 3.1-100에 해석을 위한 UIS 해석 공간 

을 나타내 었다. [Han, D.H. et al, 2002], [Ha G.S. et al, 2004] , [Jeong, H.Y., 2004] 

또한 이러한 해석을 위하여 국부적으로 폐쇄된 어셈블리의 형상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경 

우의 유로 폐쇄를 가정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다음 그림 3.1 -101과 같은 유로폐쇄를 가 

정하고 온도 요동 해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온도요통 해석을 위한 입구경계조건으로 국부적으 

로 폐쇄된 어셈블리 출구의 온도 분포가 필요하게 된다. MATRA-LMR을 이용하여 부수로 해 

석을 수행하였고， 대표적인 유로 폐쇄 가정에 대한 출구 온도 분포를 그림 3.1-102에 나타내었 

고， 그에 따른 UIS 공간 내의 대표적인 온도 요통 해석 결과를 그림 3.1-103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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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4000 3000 2000 

Time (msec) 
1000 

1200 

1000 

700 
0 

1100 

:::.::: 
@ 

‘긍 
m 
」
@ 
a 
E 
@ 
1-

(>
i)

φ
』
그
i애
』
@
α
E
@뉴
 

결과 그림 3.1 -103 온도요동 해석 그림 3.1-102 온도 분포 

이와 같이 시간적인 옹도 요동의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유로폐쇄의 크기， 발생 위치에 따라 

요동 특성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통계학적 인자를 도입하였다. 도입한 인자는 왜도 

(skewness) , 표준편차 그리고 평균값이 있다. 여러 통계 인자들의 비교 분석 결과 위 3 언자들 

이 폐쇄의 크기 및 위치에 상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평균값은 유로폐쇄의 크기 및 

폐쇄에 따른 유속의 감소와 상관성이 있으며， 표준편차 및 왜도는 폐쇄의 크기와 위치에 상관 

성이 있었다. 또 다른 일반적인 통계 인자인 첨도(kurtosis)는 폐쇄의 크기 및 위치와 거의 

관함을 확인하였다. 

u 
T 

위와 같은 통계 인자들과 유로폐쇄의 크기 및 위치는 상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상관 

성이 선형적이지는 않다. 그래서 벼선형성을 모사할 수 있는 신경회로망(neural network) 모델 

을 도입하여 각 통계인자들과 유로폐쇄의 크기 및 위치를 탐지할 수 있는 설계 개념을 도입하 

였다. [Jacek M. , 1992], [Moller M. , 1993] 개발한 선경회로망 모델은 다음 그림 3.1-104와 같 

다. 

Block size 
root mean square 

standard deviation 

skewness of data 

3.1 -104 신경회로망 모델 그림 

결과는 그림 

요동의 해석결 

가정된 유로폐쇄 해석 결과를 이용하여 신경회로망 모델을 학습시켰다. 학습 

3.1-105 에 나타내었다. 학습 결과를 살펴보면 개발한 신경회로망 모텔은 온도 

과로부터 유로폐쇄의 크기 및 위치를 적절히 모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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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05 신경회로망 모탤 학습 결과 

cases 

또한 학습에 사용하지 않은 유로폐쇄에 따른 온도 요통 해석 결과를 이용하여 개발한 신경 

회로망 모델의 적절성을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는 그림 3.1 -106에 나타내었고， 개발한 신경회로 

망 모델은 학습되지 않은 유로폐쇄의 크기 및 위치도 적절히 추론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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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06 신경회로망 모텔 검증 결과 

cases 

2) 음향 및 지발중성자 특생을 이용한 노섬 유로혜쇄 감시계통 설계개념 개발 

노섬 유로폐쇄가 발생하면， 위의 결과와 같이 일차적으로 온도 요동 현상이 일어나며， 그 

이후로 핵연료 파손을 일으키게 된다. 이 때 소륨 비등(boiling) 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특정적 

인 음향 신호가 발생하게 되지만， 이러한 경우는 실제적으로 발생 확률이 거의 없으므로 음향 

을 이용한 노섬 유로폐쇄 현상을 감지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또한 풀 형 원자로 

를 사용하는 경우에 내부에서 발생하는 비둥 소음을 듣는 것 또한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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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본 연구에서는 음향에 의한 노섬 유로폐쇄 감시 혹은 핵연료 파손 감시에 대한 설계 개 

념을 개발하지 못하였고， 지발 중성자 특성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유로 폐쇄에 의해서 

지발 중성자가 일차 냉각재로 누출되지 않으며， 핵연료 피복재 손상이 발생하여야만 지발 중성 

자 측정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핵연료 피복재 파손이 일어냐는 경우를 탐지할 수 있는 감 

시계통 설계 개념을 개발하였다. 

핵연료가 파손되면， 파손된 부위로부터 가스 핵분열 생성물 및 지발 중성자 발생원(source) 

이 일차 냉각재 내로 누출되게 된다. 이렇게 누출된 가스 생성물과 지발 중성자를 탐지함으로 

써 핵연료 파손 여부를 감지할 수 있게 된다. 아래 그림 3.1-107에 핵연료 파손 감시 설계 개 

념을 개략적으로 도식화하였다. 

그림 3.1-107 유로폐쇄 및 핵연료 파손탐지 개념도 

가스 핵분열성 생성물에는 많은 종류가 있으나 액체금속로에서 특징적인 가스 생성물로는 

제논(Xe) ， 크립톤(Kr) 등이 있으며， 특정 감마선 스펙트럼을 분석함으로써 핵분열성 가스 생성 

물의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대표적인 핵분열성 가스 및 방사화 핵종은 아직 KALIMER 
과제에서 진행된 바가 없으며 미국 ALMR에서 분석한 핵종은 표 3.1-16에 나타나 았다. 

감마선을 분석하기 위하여 많은 계측기들이 존재하나 원소들의 특성 감마선을 분석할 수 

있는 계측기는 HPGe 감마선 계측기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김용균 외， 2002] 따라서 원 

자로 헤드에 확산 방식을 이용한 HPGe 감마선 분석기를 설치하고， 운전 중에 특정 스펙트럼 

의 감마선을 연속적으로 감시하여 핵연료 파손을 탐지하는 설계 개념을 개발하였고， 그 개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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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 16 대표적인 방사화 가스 

도O죠 TET 핵종 반감기 농도 (uCi/ cm3) 
Xe-133 5.30day 30 

핵분열 Xe- 135 9.14Hr 8 
Kr- 85m 4.48Hr 0.8 

가스 Kr-88 2.8Hr 0.5 
Xe- 138 14.2Min 0.05 

방사화 Ne-23 38sec 3000 
Ar-41 1. 83Hr 0.4 

핵종 Na- 24(vapor) 15Hr 0.0025 

핵연료 파손으로 언하여 노출된 핵연료에서 방출되어 커버 가스 영역에 존재하는 핵분열 

성 가스의 존재를 탐지하기 위하여 원자로 헤드 아래의 커버 가스를 HPGe 계측기를 설치하고 

감마선을 연속적으로 감시한다. 핵분열성 가스(fission gas)들은 냉각재 고온 풀 소륨 근처의 

커버 가스로부터 헤드 내부로 삽입된 튜브를 통하여 확산(diffusion) 메커니즘에 따라 계측기까 

지 전달되도록 하고， 이러한 핵분열 가스의 확인은 헤드 상부에 위치한 HPGe 감마선 계측기 

(gamma detector)로 이 루어 진다. 

두번째로 일차 냉각재로 지발 중성자원이 누출되는 경우에는 IHX 공간 내에 설치 가능한 

지발 중성자 계측을 통하여 핵연료 파손을 탐지할 수 었다. 원자로 노심 핵연료봉 내부에서는 

핵분열에 의한 핵분열 생성물이 연속적으로 생성되며， 핵분열 생성물의 핵종 붕괴에 의해 계속 

적으로 지발 중성자가 생성된다. 대표적인 핵종으로는， Br-87, Br-88, 1-137, 1-138 등이 있다. 

지발 중성자를 그 반감기에 따라 그룹으로 분류하여 보면， 각 핵분열성 물질에 따라 아래 표 

3.1 -17에 나타내 었다. [A.E. Walter, 1981] 

전체적인 경향은 비슷한 특성을 보이기는 하나， 지발 중성자 발생 비율은 액체금속로에서 

주로 사용되는 Pu-239가 U-235에 비해 약 절반의 값을 가진다. 표에서 그룹은 지발중성자의 

반감기 특성에 따른 그룹을 의미하며， 각 그룹별 물리적 상수들이 정의되어 있다. 그룹 1, 2가 

감쇠 상수(decay constant)가 가장 적은 그룹으로 그것들의 반감기는 대략 50초 이상 (그룹 1) 

20초 이상(그룹 2)이 된다. 나머지 그룹은 반감기가 수 초 이내이다. 특히 그룹 5, 6은 1초 이 

내이므로， 지발 중성자 성분은 원자로 내에서 대부분 감쇠되어 버린다. 

즉， 원자로 노심 내의 핵연료봉 파손에 의한 지발 중성자 특성은 그룹 1, 2에 의해 지배받게 

된다. 또한 그룹 1, 2를 제외한 나머지 그룹도 짧은 반감기로 인하여 생성량은 많지만 그 특성 

이 시간적 변화에 따라 바로 사라지게 된다. 원자로 제어를 위해서는 위의 6개 그룹이 모두 영 

향을 미치지만， 핵연료봉 파손에 의해 누출되는 일차 냉각재 내의 지발 중성자 특성은 그룹 1, 

2에 의해서 지배된다. [A.E. Walter, 1981], [Ayazuddin, et al, 1997], [김명업 외， 200이 냉각재 

순환 시간을 고려할 때 지발 중성자 그룹 중에서 반감기가 긴 그룹 1, 2의 지발 중성자 측정이 

가능하며， 중성자 계측기로는 소형핵분열함(micro fission chamber)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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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 17 동위원소별 지발 중성자 주요 인자 

delayed neutron total neutron 
β group '\(sec- 1

) ßJ더(c) isotope 
per fission per fission v 

0.0127 0.038 
2 0.0317 0.213 
3 0.115 0.188 

U-235 0.01673:t0.00036 2.45 0.0068 
4 0.311 0.407 
5 1.40 0.128 
6 3.87 0.026 
1 0.0132 0.013 
2 0.0321 0.137 
3 0.139 0.162 

U-238 O. 0439:t 0.0010 2.77 0.0158 
4 0.358 0.388 
5 1.41 0.225 
6 4.02 0.075 
1 0.0129 0.038 
2 0.0311 0.280 
3 0.134 0.216 

Pu-239 0.0063:t0.00016 2.93 0.0215 
4 0.331 0.328 
5 1.26 0.103 
6 3.21 0.035 
1 0.0129 0.028 
2 0.0313 0.273 
3 0.135 0.192 

Pu-240 0.0095:t0.0008 3.07 0.0031 
4 0.333 0.350 
5 1.36 0.128 
6 4.04 0.029 

마지막으로 각 핵연료 어셈블리마다 다른 구성비를 가지는 Ar!Ne 표식 가스(tag gas)를 설 

치하여 핵연료 파손 시에 파손 핵연료의 위치를 탐지할 수 있는 설계 개념도 개발하였다. 핵연 

료봉 표식 가스 계통은 핵연료봉에 적은 양의 가스를 추가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만일 핵연료 

어셈블리가 파손되면， 파손된 피복재에서， 표식 가스(tag gas)가 핵분열생성물 가스(fission 

product gas)와 함께 방출되므로 표식 가스의 성분 분석을 통하여 파손된 핵연료 어셈블리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즉， 원자로 커버 가스의 질량 스펙트럼 분석 (mass spectrometric 

analysis)에 의해 표식 가스의 성분비를 분석함으로써 파손된 어셈블리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 

게 된다. 

그림 3.1-108에 지발 중성자 및 커버 가스 영역의 감마선 계측을 이용한 핵연료 파손 감지 

설계 개념의 개념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파손 탐지 설계 개념을 이용하면 액체금속로 운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노섬 유로폐쇄 및 핵연료 파손의 탐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구체적인 

민감도 분석은 추후 설계 진행에 따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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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발중성자계측기 I I 커버가스 계측기 

Section view 

그림 3.1-108 핵연료 파손 감시 계통 개념도 

5. 핵섬가가 성능개선 기술개발 

가. 전자펌프 압력맥동 져감 설계개념 개발 

IHTS 계통에는 기존 발전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계식 원섬펌프 대신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부품이 없고 기기 설치 및 유량제어가 용이하고 내부 관통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선 

형유도 전자 펌프를 사용하는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홍상회 외， 1996] , [Han D.H. , 2002] 

선형유도 전자펌프는 외부에서 인가되는 교류 전원에 의해 자기장을 발생시키고 소륨 내부 

에서 인가된 자기장과 유도 전류의 상호 작용에 의하여 로렌츠 힘이 발생하게 된다. 로렌츠 힘 

이 유체의 구동력으로 작용하여 펌프 효과를 가지게 된다. 여기서 소륨 내부의 유도 전류는 교 

류 전원에 의해 발생하는 자기장의 시간적 변화에 의한 항과 소륨의 흐름과 자기장의 상호 작 

용으로 발생하는 항으로 나타나게 된다. [Baker 1987] 

선형유도 전자펌프는 선형 유도 기기의 한 종류이므로 끝효과(end effect)를 보이게 된다. 

끝 효과의 발생 원인은 펌프 양단을 지나가는 소륨의 흐름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 소둠과 같은 

액체 금속을 통과하는 자속 밀도는 외부 코일 전류와 액체 금속 내에서 유도되는 유기 전류에 

의해서 Ampere 법칙을 따라 발생하게 된다. 유도된 전류 밀도와 반경방향의 자속밀도 성분의 

곱이 구동력으로 작용하는데 액체 금속이 펌프의 출구를 지나는 순간에는 액체 금속 내부에서 

자속 밀도를 발생시키는 데 기여하던 두 가지 전류 밀도 성분이 사라지고， 그에 따라서 Le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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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법칙에 의해 기존의 구동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게 된다. 펌프 업구에서도 마찬가 

지의 이유로 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여기서 Lenz의 법칙은 자기계가 변화하게 되면， 이 

변화를 반대하는 쪽으로 일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라한 끝 효과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 

라고 출구쪽 보다는 입구쪽에서 더 크게 발생하게 된다. [서준호， 1996], [Araseki H. et al , 

2000] 

따라서 IHTS 계통에 사용될 전자펌프는 펼연적으로 끝 효과를 심하게 겪게 될 것으로 예 

상된다. 또한 이러한 끝 효과는 입력 전원이 시간적으로 변화하게 되므로 시간에 따라서 압력 

맥동 현상을 보염이 알려져 있다. 이러한 압력 맥동 현상은 압력 전원 주파수의 두 배 성분을 

가지는 주파수 특성을 보이므로 DSF(double supply frequency) 맥동으로 불린다. 이러한 맥동 

은 전자펌프의 기계적 진동을 유발하며， 펌프의 안정적인 동작과 유동의 맥동을 유발하게 되므 

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자펌프 압력 맥동 저감 기술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또한 내부 자기장 및 유통장의 불균일 분포에 따라 높은 자기적 레이놀즈수(magnetic 

Reynolds number)에 따라서 발생하는 LF(low frequency) 맥동이 더 았다. LF 맥동은 자기 적 

레이놀즈수가 1보다 크면 발생하는 현상으로 대용량 전자 펌프에서는 자기적 레이놀즈수를 l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먼저 전술한 바와 같이 DSF 맥동의 크기는 전자펌프의 전자기 특성에 따라 전자펌프 입/ 

출구 양 끝단의 급격한 자기장 변화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DSF 맥동을 완 

화시키기 위해서는 양 끝단의 자기장의 세기를， 펌프의 효율을 감소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감쇠시키는 것이 중요한 기술적인 현안이다. 즉， DSF 맥동은 끝 효과의 크기 

에 따라 맥동의 세기가 결정되고， 끝 효과는 자기장의 세기와 속도에 따라 크기가 결정되므로 

전자 펌프 양 끝단의 자기장의 세기를 줄이면 DSF 맥동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양 끝단의 자 

기장의 세기를 줄이는 방안 중의 하나는 전자 펌프 양 끝단에 있는 입력 전류의 세기를 줄이 

는 것이 있다. 

(c) 2t grading 

그림 3.1-109 양단 입력전원 감쇠 방안 

- 127 -



본 연구에서는 DSF 맥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자펌프 양단의 전류 입력원의 세기를 그 

림 3.1-109와 같이 두 단계 이상 감쇠시켜 (2t gracling), 양 끝단에서 발생하는 로렌츠 힘의 맥 

동을 완화시키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그림 3.1- 110에 각 입력 전원 감쇠에 따른 로렌츠 힘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자 펌프 내부의 로렌츠 힘을 크게 변화가 없으 

나， 양 끝 단에서 구동력과 반대방향으로 작용하는 로렌츠 힘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즉， 양 

끝 효과가 저감되어 결과적으로 그림 3.1-1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간에 따른 DSF 압력 맥 

동이 완화됨을 확인할 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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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0 로렌츠 힘의 분포 

두 번째로 LF 맥동의 주요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제작상의 이유 둥으로 내부 자기장의 분 

균일성 혹은 소륨 유통장의 불균일성으로 인하여 펌프 구동력으로 동작하는 로렌츠 혐의 반경 

방향과 길이 방향뿐만 아니라 각 방향((})으로도 작용하게 되어 각 방향((})으로 구동력 왜콕이 

발생하게 된다. 왜목된 로렌츠 힘으로 인하여 전자 펌프 유로 내의 소륨 유동의 와류(vortex) 

가 발생하게 되고， 발생된 와류의 거동에 따라 출구 압력이 맥동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자기적 레이놀즈 수가 1 보다 작은 경우에는 소멸하지만， 1 보다 큰 경우에 

는 증폭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대형 전자 펌프는 자기적 레이놀즈 수를 1 이하로 유지하는 것 

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LF 맥동 현상이 펼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LF 맥동은 각 방향((}) 성분 

이 주요 요인이므로 전자 펌프 내 소륨의 와류를 발생시키게 되고， 자기장과 와류에 의한 속도 

성분에 의해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LF 맥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자 펌프 내 유동 영 

역에 길이 방향의 baffle을 설치하여 왜곡된 자기장과 유동장 분포에 따른 소륨의 와류를 최소 

화시키는 방안을 개발하였다. 

그림 3.1-112와 같이 펌프 유로의 길이 방향으로 baffl.e을 설치하고 baffle이 설치되기 전과 

baffl.e이 설치된 이후의 출구 쪽 압력 맥동 현상을 고찰하였다. 그림 3.1←113에 b짧le 이 설치된 

경우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 LF 압력 맥동의 추이를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길이 

방향의 b짧le을 설치하는 경우에 LF 압력 맥동 현상이 완화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정확한 3차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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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이 수행되어야 하나 현재 2차원적 수행에 의한 결과를 이용하여 각 방향(0) 성분으로 정성적인 

구동력을 사용자 입력으로 인가하고 baffle 설치에 대한 효과를 CFX 해석을 통하여 살펴보았 

다. 추후 액체금속로 설계 진행에 따라 전자 펌프 사양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LF 맥동에 대한 

민감도 분석 및 baffle 최적화 설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Jl! 

3cm 

90 cm 

150cm 

그림 3.1-112 b짧le 설치 위치 (단면도) 

1500 
--• without baffle 

0 

.500 

-1500 
0.0 0.1 0.2 

--with baffle 

0.3 0.4 0.5 0.6 

Time (sec) 

그림 3.1-113 baffle에 의한 LF 맥동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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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유체계통 전산체제 개발 

1. 열유동장 다차원 상세 해석 체제 개발 

열유동장 다차원 상세 해석체제는 KALIMER-600의 고유 특성으로 발생하는 물리적 현상 

과 연계된 특성으로， 전자기장과 연계된 다차원 해석체제인 MHD해석 전산코드와 DTBSG의 

다차원 열유동 특성 해석 코드를 개발하였다. 

가.MHD 유동해석 코E 검증 및 보완 

전자기력에 의해 구동되는 전자펌프의 유로 내에서 시간적으로 변하는 자기력과 유체 속도 

구배의 복합작용으로 유동 불안정성 현상이 유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전자펌프의 설계 

시에 펌프 내의 유동 특성 해석 방법론 개발이 필요하다. 

그런데 기존에 개발된 상용 전산코드는 전자기장과 유동장을 독립적으로 해석하는 방안으 

로 개발되어 정확한 MHD 유동 해석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계산 시간 

도 줄이고 전자 펌프의 특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전자기장 및 유동을 동시에 해석하 

기 위한 전자기장 해석코드를 개발하고 개발된 코드를 유동해석과 결합시켜 해석하는 것이 중 

요한 기술적 현안이다. 

시변 자기장을 풀기 위하여 유한체적법을 기반으로 개발된 전자기장 해석코드와 유동장 해 

석코드를 결합한 기존의 방법은 매 시간 간격마다 해석을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전 

자기장과 유동장을 동시에 풀기에도 어려움이 따랐다. 본 연구에서는 외부에서 교류전원이 인 

가되는 경우에 그의 시간 성분은 e'ψt로 두어 기하학적 성분만을 해석하는 복소수 해석 기법을 

도입하였다. 도입한 모텔을 이용하여 MHD 해석을 위한 계산 시간의 감소 및 해석의 정확성을 

상대적으로 높였으며， 지난 연구에서 살펴보기 어려웠던 유도전류에 대한 모델을 개선하였다. 

복소수 모텔에 의한 지배 방정식에서는 자기벡터포텐셜 A(r,z,t) = A(r ， z)eiwt로 정의가능하므 

aA 
로 시간미분항은 (U:.~) = 때A와 같이 복소항으로 표현가능하다. 즉 MHD 지배 방정식은 다음 

at 
과 같은 복소수 식으로 변환된다. [Matthew, 2001] , [Andrzej , 1993] 

VX(늪 XA)= Jö -a[때A-감X (V XA)] (3.2-1) 

하지만， 전자기장에 대한 시간 성분을 복소수 항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유동장에서의 속도 

성분도 시간에 대한 변화 항을 처리하여야 하나 특정 주파수 성분을 가지지 않으므로 복소수 

해석을 위하여 상수값을 사용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 결과를 보면 분포의 

변화나 절대값의 변화가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속도장의 변화에 따른 오차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서준호， 1996], [Araseki H et al, 20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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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벡터 포텐셜을 복소수 항으로 표시하게 되므로 자속 밀도와 유도 전류 밀도 역시 복소 

수로 표현되게 된다. 따라서 길이 방향의 로렌츠 혐의 분포 역시 아래 식과 같이 복소수 항으 

로 나타나게 되고， 실제 구동력은 복소수항의 처리에 의해 설수 부분만 남아서 전자펌프 구동 

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E=- aA =-iwA - _ .• ,. 

at 

.fo = a(E十 uxB) =a(-iωAø 十 U. Br) 

권 = 융Re[a(-i띠Aø+μ 작)할l 

(3.2-2) 

(3.2-3) 

(3.2-4) 

여기서 B:는 타의 공액복소수 항이다. 기존 모텔에서는 자기장과 유통장을 각각 시간 진행 

에 따라 explicit하게 해석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양 끝효과를 제대로 모사하지 못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선된 모텔에서는 Lenz의 법칙에 의해 기존의 구동력과 반대 방향으 

로 힘이 작용하게 되는 양 끝 효과를 제대로 모사함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 Lenz의 법칙은 

자기계가 변화하게 되면， 이 변화를 반대하는 쪽으로 일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러한 끝 효과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리고 출구쪽 보다는 입구쪽에서 더 크게 발생하게 된다. 전자펌프 

내부의 로렌츠 힘의 분포나 유도 전류의 분포를 정확히 측정한 실험 자료는 없으나 유사 해석 

들의 결과들과 비교한 결과 개선된 모델의 경향성과 로렌츠 힘의 분포에서 그 적절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홍상회 외， 1996], [서준호， 1996], [Araseki H et al, 200이 개선된 복소수 모텔 

에 의한 해석 결과를 그림 3.2-1에서 그림 3.2-3까지 나타내고 그 결과로 계산되는 로렌츠 힘 

의 분포를 기존의 모델을 비교한 결과를 그림 3.2-4에 나타내었다. 

0.6 
--real 
-- ímaglnary 

0.3 

m없 (E)“”@ 

띠 0.0 띠 

딩IY 혹 

-{).3 

-0.6 
0.0 0.3 0.6 0.9 1.2 1.5 

Pump Length (m) 

그림 3.2-1 반경방향 자속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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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고유 근본적 제거가 가능한 소륨-물 반응의 

필요하다. 

냐. DTBSG 다차원 해석체제 개발 

증기발생기 (DTBSG)개념은 

설계를 위해 다차원 효과 분석이 

이중 전열관 다발 

설계개념으로，구체적 

웰측은 많은 전열관이 집적된 형태이며， 각 전열관에는 물/증기 및 소륨이 

유동하기 때문에 기존의 코드로서는 적절한 해석을 수행하기가 불가능한 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3.2-5와 같이 웰 측은 COMMIX 코드로 해석하고 전열관 

증기발생기 해석코드인 HSGA를 연계하는 해석 모렐을 설정하였다. 

DTBSG 그런데 

단상 및 다상으로 

정이다. 따라서 

내부는 기존 

그림 3.2-5 DTBSG 다차원 전산해석 체제 구성도 

분석을 위해서 COMMIX 코드를 

반경방향 경계면을 통한 에너 

즉， 중기발생기 전열관의 다차원 효과에 의한 열전달 차이 

사용하여 전열관 다발을 다공성 매질(porous med.ia)로 처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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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전달이 일어나도록 HSGSA 코드와 연계하는 계산방법을 설정하였다. 먼저 튜브 측내의 유 

통은 유체의 상이 변화 하는 영역으로 에너지 전달 매체인 물에 대해 다상을 고려 하였다. 상 

변화에 따른 유체 영 역 을 preheated 영 역 , saturated 영 역 , film boiling 영 역 , 그리 고 

superheated 영역으로 세분화하였고 각 영역에 대한 압력 강하 모델과 열전달 모델을 설정하 

였다. 

먼저 preheated 영역의 압력 강하 모형은 Preheated 영역에서 마찰 손실은 

Seban - Mclaughlin 모텔[Seban et al. , 1963]과 Mori- Nakayama[Y. Mori et al., 1965,1967], 

]u[H. JU et al., 2001]에 의해 제안된 실험식이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u.는 소륨에 대한 실험 

상관식으로 다음과 같다. 유동이 층류의 경우에 대해 헬리컬 코일의 형상 효과를 고려한 Dean 

number K가 11.6 보다 작은 경우에는 직관의 경우와 같이 식 (3.2-5)와 같이 표현되고， K가 

11.6 보다 큰 경 우에 는 식 (3.2-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또한 난류의 경 우에 는 식 (3.2-7)과 

같이 표현된다. 

f=뚫 (3.2-5) 

f= 뚫{1 + 0.015Re
o 調t

4

(3.2-6) 

f= 뚫많(1 + O. 11ReO.23) (웅)0. 14 (3.2-7) 

여기서 a는 전열관의 반경， R은 헬리컬 코일 축으로부터의 곡률 반경이고， K는 Dean 

number 로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Re 
K= -τ~

a/R 
(3.2-8) 

난류와 층류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임계 레이놀즈수는 Miropolski[H. JU et al, 2001]에 의 

해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Recriti찌 = 2,100 [ 1 + 12(웅t
5

] (3.2-9) 

이때 열전달 모델 다음과 같이 Mori -Nakayama에 의해 제안된 실험식으로 난류와 층류에 

대해 제안되어 넓은 범위에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본 해석 체제에서 사용되었다. 직관의 경우 

Nusselt 수는 N. = 48/11 로 주어지고， 헬리컬 코일에서 Nusselt 수는 식 (3.2- 10)과 같이 정의 

되는 인자(()를 사용하여， 층류 헬리컬 코일 내의 열전달에 대하여 식 (3.2-11)과 같이 표현되 

며 Pr 수가 큰 유체의 난류의 경우에는 식 (3.2-1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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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픔[l+F꽁 과 j (3.2-10) 

T/l/2 

Nu_ = Nu_ • 0.1979-=-:- • --~_ __ f __ F • - ~ ‘ - 、
ι 01 .UÛ J 1 11 r' I 1 , 10 I 1 L v- l/2 ., 1+"'::_:→二-i •-_ - _-_. _ C + 1 -:二--=-+ -=-二-1 __ -:... ~n 

l 40 120"" \ 10( . 30 J lOPr J “ 

(3.2-11) 

4_ 쇼환(웅)팍1+_0 06~1 
L Re {a/ R) û J 

(3.2-12) 

Saturated 영역에서는 이상(Two phase) 의 유동 형태가 이루어지므로 이 영역에서 마찰 손 

실 계수는 subcooled 유동에 상에 대한 효과를 반영하는 상수를 결정하여 마찰 손실 계수를 

정의 한다. 이상 유동에서 균질 유동 모델[P.B. Whalley, 1987], Jones 모델[P.B. Whalley, 

1987], Thom 모델[].R.S. Thom, 1964], Chisholm 모델[D.Chisholm， 1967], Lockert-M따tinelli 

모텔[D.Chisholm， 1967] 이 고려되었으며， 저 유량 또는 층류 유동과 난류 유통을 모두 포함 하 

는 경우는 균질 유동 모델과 Loc암lart-Martinelli 모델이 제시되어 있다. 균질유동 모델의 경우 

이상 유동이 잘 섞어져 유체의 속도가 균일하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고 균질 유동 모텔에서 다 

음과 같이 나타낼 수 았다. 

그2_ 1+X{Vg -vf
) μg 

… -
'Plo - V f 1 - X (μ'g μ:f) 

(층류 경우) (3.2-13) 

τ l+x{Vg -Vf) .,1 μg 
---- -
'Plo - v

f 
V 1-짧-μ1) (난류 경우) (3.2-14) 

Lockert- Martinelli 모델의 경 우 이 상 유동에 서 각 상의 속도가 달라 각상의 속도에 따라 또 

다른 인자， 즉 Martinelli - Nelson parameter를 고려 한다. 각상의 대 한 Martinelli - N elson 

parameter는 액상과 기상이 모두 층류이면 X vv' 모두 난류이면 Xπ， 액상 난류 기상이 층류 

X vT> 기상 난류 액상이 층류 X Tv 로 표현이 되며， 본 연구에서는 다음 식과 같이 수치해석 

의 간소화를 위해 층류 유통인 경우는 X vv로， 그리고 난류의 경우는 X TT로 모델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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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3.2-15) 

(3.2- 16) 

위 식 의 Martinelli- Nelson paramter[P.B. Whalley 1987]를 이 용한 two phase multiplier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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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짧= (1-x)(1 +솥+x파) 
1끼l 

(층류 경우) (3.2-17) 

,,> 1 .... \ 1 7ζ 20 . __ ') 
#n=(1-X)1.75(1+ T:V 

+x닮) (난류 경우) '0 ,- -~， ,,- X fTVTl --.1.1 

TT 
(3.2-18) 

Saturated 영역에서는 이상 유동 형태가 이루어져 이상 유동의 효과를 강제 대류에 의한 열 

전달과 비등에 의한 열전달로 구별하여 다음과 같은 모델을 제시 하고 있다. 

h = hronvection + hbailing (3.2-19) 

그러 나 이 러 한 형 태 의 식 은 유동 형 태 즉， Martinelli-Nelson의 유동 모델[R.W. Loc밤1art， 

1945]을 기반으로 하여 고려되어 있고 대부분의 실험과 실험 상관식은 난류 유동에 대해서만 

기술 하고 았다. 이것을 바탕으로 수정된 Chen 모델은 다음과 같다.[J.C.Chen， 1966] 

h=S. hnb 十 F. hc (3.2-20) 

이 관계에서의 각 인자는 다음과 같이 표현이 가능하며 F는 유동의 상태를 의미하는 

Martinelli-Nelson p때neter로부터 계산되어지고 S는 대류에 의해 비등이 억제되는 효과를 나 

타낸다. 

h_ = 0.023.Re~.8Pr?4으 f ~ Ll D (3.2-21) 

3 잉 7D않땀 49 rT{) 24 0 75 
h야= 1.22 x 10-"0 ζ n?0 , n9A MA AI1lAApUtu (3.2-22) 

때
 

m「
째
 

냈l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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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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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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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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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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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F 

S 

(3.2-23) 

(3.2 • 24) 

.Re
tp 

= .Re
1 
(1 - x )F1.25 (3.2-25) 

이 실험 상관식과 데이터는 난류에 대해 이루어져 파이프내의 유량이 적은 경우에는 적용 

할 수 없다. 한편 Klimenko 등은 직관에 대해 좀 더 일반화된 상관식을 제안 하였다.[V.V. 

K파ne따m， 1990] 새로운 물리 량 대류 비등수(convective boiling number)를 다음과 같이 정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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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 α I ~ P11 ' 1 J') 
N〓= h'n ~ ~ 1 + x (...':上-1H(~)1/3
ι- '" q 1 Pv J Pl 

(3.2- 26) 

이 값이 1.6 X 104 보다 크면 비등에 의한 효과가 크고 이 보다 작으면 대류에 의한 효과가 

크다고 제안하였다. 즉 

with 

with 

NCB < 1.6 X 104 

NCB > 1.6 x 104 

l애Lb = 7.4 × 10-3RO 6ka 5pr[ 1/3왜 15 

Nuc =0.0871랩6p띤 (ι/까 )0.2씩 9 

(3.2- 27) 

(3.2- 28) 

(3.2- 29) 

여기서 b= /강(PI-pJ 이고， 열전도도의 비는 K).= ι/>"1로 정의된다. 이러한 Kalime파m의 

상관식은 직관에 대한 것이고 헬리컬 관류에 대해 W enzhi - Longjina은 다음과 같이 제안 하였 

다[W.Cui et al 2006]. 

N = 0.087RgMPri/6 (E)0 2K? 09KO O6 (3.2-30) 
Pl ‘ 

그 외 다양한 상관식이 존재하나， 본 해석 체제 설정에서는 저 유량인 경우에 대해서는 위 

에 기술한 두 가지 모텔에 대해 적용하고 업력에 의해 선택적으로 해석 할 수 있도록 코드를 

작성하였다. Film boiling 의 경우는 Bishop 이 제안한 다음의 상관식을 이용하였다[P.B. 

Whalley, 1987]. 

Nu = 0.0193Re?;'뺑r1 쩍x+(1-x)프 1
0.68 

(프)0.068 
.. . 

1 Vv J V 
(3.2-31) 

완전히 기화된 수증기만이 존재 하는 영역으로 Mori-Nakayama의 상관식을 적용하였다. 

Shell 측 wood metal 이나 소륨이 전열 매개체로 사용되어 이상 유동에 대한 고려하지 않는 

다. 실제 사고 시에는 이상 유동이 생길 가능성이 었으나 증기 발생기의 성능을 평가 하거나 

정상상태 운전시에는 shell측의 이상유동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고려하지 않았다. shell측의 유 

동에서 난류는 k- e 모델을 사용하고 Tube 다발 지역에 대해서는 다공질 해석을 바탕으로 하 

고 있어 이 부분을 대한 압력 강하 및 열전달에 대한 모델링이 펼요하다. 압력 강하 모텔은 

Gunter-Shaw의 의해 다음과 같이 제안 되었다 [A.Y. Gunter et a1, 1945]. 

f C2L μ'b \0.14 ( Dv \0.4 ( S, 
p= ----(-)o 14(-)04(-) 

2 pD μω ST ST 
(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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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c ~~/DVG\(l l t1~ _，~~， _，~ fc ~~~/DVG\(l l t1" 
여기서 층류의 경 T-=90(--)0145 난류의 경우 J~C = 0.96( ~ )0.145 이다. 그리고 난류와 

2 μb ’ 2 μb 

층류의 영역을 구분하는 천이 Re 는 200 이며， Re 수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식에서 Dv는 

volumetric hydraulic diameter 이 다. 

때
 
-

U 

-때
 -
μ
 

O
’ 

‘ -

DU 
-

α
 

k 
(3.2-33) 

전열관 다발에서 열전달 계수는 Kalishy-Dwyer 에 의해 모형이 제시 되었는데 [S. Kalish 

et al. , 1967], 이 모형은 그림 3.2-6에서 보이듯 유체 흐름 방향과 tube bundle 이 이루는 각을 

정의하여 tube bundle 내의 유체 온도와 tube 벽면의 온도를 측정하고 이것으로부터 길이 평 

균 Nusselt 수를 상관식으로 구하였다. 만일 이 각이 O。이면 tube bundle과 유체의 흐름이 평 

행한 평행류 열교환이 이루어지고 90。 이면 직교류가 형성이 된다. 헬리컬 코일의 경우 헬리 

컬 코일 bundle 에 대한 상관식은 없어 이 부분은 Kalishy-Dwyer 의 상관식을 사용하였다. 

Ø1 \1 P- D 삼 sinBf10ω +sin26flOψ 1 2 r ... A A , 1'\ .......... 0 T'l_0.6141 jW= (-)(--) ! | |5 44+0 228R0.6 4| 
D 1 \ P / 

l 1 十 sin2Bflo 1O J 
l~' 

~ ~ . ~._-~~ ~lllax J (3.2-34) 

여기서 에/D는 D/P에 의해서 정해지는 상수이고 Hsu에 의해 제시 되었다. 또한 Pemax는 

튜브 집합체 사이에서 가장 큰 속도를 기준으로 계산되어진다. 웰과 튜브측의 열전탈 관계는 

그림 3.2-7과 같이 각 제어 체적에서 젤과 튜브측의 엔탈피 변화가 열교환의 형태로 일어나게 

하였다. DTBSG내의 유체 기기 중 하나인 중간 유체 순환 펌프는 펌프 특성곡선이 알려지지 

않는 경우 COMMIX 코드에서 모델링이 쉽지 않다. 또한 DTBSG내의 시스템 압력 손실이 또 

한 알려지지 않아， trial error 방법을 통하여 펌프 수두를 설정하였다. 이와 같이 설정된 

DTBSG 다차원 해석 체제는 튜브내 유동 형태가 층류와 난류 영역에서 모두 사용될 수 있도 

록 보완되었으며 DTBSG의 다차원 전열 특성 분석에 적용되었다. 

ßow 

Plart4l A.A 

빨:굉싫쩔쨌? 
훌써eVlew A' 

그림 3.2-6 Kalishy-Dwyer 실혐의 test section 및 실험 상관식의 헬리컬 코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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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7 젤측 제어 체적과 튜브 측 제어 체적의 열전달 

2. 자유표면요동 thennal striping 해석 방법론 개발 

가. 자유표면 유동 해석기술개발 

본 연구의 목적은 LES 방법을 사용하여 자유표면 유동에 의한 thermal striping 해석 연구 

의 전 단계 연구로， 이 연구에 사용될 CFX-5.7 코드의 자유표면 유동 해석 방법론을 검증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CFX-5.7 코드를 자유표면 유동 해석의 검증에 널리 사용되는 두 가지 

종류의 benchmark 문제들에 적용하여 방법론을 검증하고자 한다. 자유표면 유통 해석의 검증 

에 사용될 문제들은 댐 붕괴 문제 및 단일파 전파(solit따y wave propagation) 문제이다. 

1) CFX 5.7 코드 자유표면 유동 해석 방법론 검중 

본 연구의 자유표면 유동 해석에 사용될 열유동 해석 코드는 CFX-5.7이다. 이 코드를 다음 

의 두 가지 benchmark 문제들에 적용하여 해석 방법론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가) 댐 붕괴 문제 

CFX 자유액면 모사 방법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실험결과가 존재하며 자유액면 해석 

방법론을 검증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댐 붕괴 문제에 대해 해석을 수행하여 비교하였다. 

그림 3.2-8과 같이 초기에 HxH 의 크기를 가진 물기둥이 수문이 열림과 함께 붕괴하면서 

그림의 점선과 같이 액체의 자유액면이 이동하는 문제는 자유액면 모댈의 검증에 자주 사용되 

던 계산 형상이다. 계산에 사용되는 유체는 각기 물과 공기이며， 그림 3.2-9와 같은 삼각형 격 

자를 사용하였다. 계산 영 역은 1.2Hx3H의 크기를 가진다. Maπin & Moyce의 실험 [1952]과 

VOF 모델 해석결과 [김민수 외， 200이와 함께 기존의 해석 결과를 비교하였다.H는 

51.75[rrun]의 값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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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붕괴되는 사각형의 물기둥의 무차원화 된 액체면의 최고높이 y'=y/H를 무차원화 된 

시간 t* =t(g!h)O.5에 대해 나타낸 결과를 비교한 그림 3.2-10에서 CFX의 해석결과가 약간의 과 

소예측을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 액체면의 최고높이 x*=x/H를 무차원화 된 시간 

t * =t(g/h)O.5에 대해 나타낸 결과를 비교한 그림 3.2-11에서는 설험값과의 오차가 조금 더 크기 

는 하나， CFX의 자유액면 모형이 경계변의 이통을 정량적으로도 잘 예측하고 있다고 판단된 

다. 그림 3.2-12에서 보여주는 자유액면의 이동현상 역시 실험에서 보여주는 물리적인 현상을 

잘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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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þ. 、 x 
,/,/////////,0‘ 

문제 붕괴 그림 3.2-8 댐 

붕괴문제 계산 격자 그림 3.2-9 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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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그림 3.2-11 X 방향 액체면 최고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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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O.어[s] (b) t=O.02[s] 

(c) t=O.04[s] (d) t=O.06[s] 

(e) t=O.08[s] (f) t=0.10[s] 

(g) t=O.12[s] (h) t=O.15[s] 

그림 3.2-12 자유액면의 시간에 따른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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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단일파 전파(solitary wave propagation) 문제 

두 번째 검증문제는 양 쪽에 벽이 있을 때 단일파 전파 문제이다. 단일파는 주위의 교란되 

지 않은 수면으로부터 올라오} 있으면서， 파동의 전파 방향으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하나의 

파로 정의 된다. 

L 
10 ι4 

J 
개돼씬 1]/ 

d 

~ ~ 

그림 3.2-13 단일파 전파 문제 

이 문제 에 대 하여 Laitone [1960] 과 Byatt- Srnith [1971]는 비 접 성 (invicid) 유통에 대 한 해 를 

구하였고， Maxworthy [1976]는 단일파와 수직 벽의 상호 작용에 대한 실험을 수행한 바 있다. 

이들의 연구내용은 Shin과 Lee [200이에 잘 요약되어 있다. Laitone [196이에 의하면 그림 

3.2-13 문제의 초기조건은 다음의 식으로 표현된다. 

u = (썽調)=h2[(짧f;] 

v = (3g.쐐몽)'t}eeh2[(劉。';}빼U짧r
s 

응] 

(3.2- 35) 

(3.2-36) 

샤
 넉
 
h 

」

3 n 
u 

빨
 찌
 

/ 
I 
l 
--\ 

「| 

낀
 

! 
| L 

’ n 
앓
 

H + , a --n · 
+ d --

뼈
 

v / 
(3.2-37) 

p= 앵(d+ η - y)+o(몽) 
(3.2-38) 

찮τ =1+~(풍)+o(몽r (3.2-39) 

위 식들에서 C는 파(wave)의 평균속도를 의미하고， 다른 변수들은 그림 3.2-13에 도식화 되 

어 있다. Byatt-Smith [1971]는 그림 3.2-13의 Rmax 의 값을 다음의 식으로 표현하였다. 계산은 

100x60의 균일격자를 사용하였다. 

- 141 -



빨= 2(풍)+뽑r +o(풍) (3.2-40) 

그림 3.2-14는 단일파가 전진하여 벽에서 부딪혀서 되돌아오는 과정을 t=O.5sec 간격으로 보 

여주고 있다. 전반적인 물리적인 현상을 잘 표현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l麗慘讓灣詩때.잔웰 
(a) t=O .OOsec 

듀 -
(a) t=O ‘ 50sec (a) t=l. OOsec 

j • =‘- ‘-----• x 

(a) t=L50sec (a) t=2.00sec 

휴= ==-=듀 • 11 
(a) t=2.50sec (a) t=3 .00sec 

j -

(a) t=3.50sec (a) t=4.00sec 

-쉰 ... _.._..._ __ ← fτ {←「순는칸판f I 
(a) t=4.50sec (a) t=S.OOsec 

그림 3.2-14 단일파의 초기 5초 간 진행 과정 

그림 3.2-15은 초기 단일파의 파고 (그립 3.2-14의 H)에 따른 계산된 우측 벽면에서 파의의 

높이 (그림 3.2-14의 R)의 최고값을 Byatt-Smith 상관식 [1971], Maxworthy [1976]과 함께 보 

여주고 있다. 계산된 값이 기존의 실험치 및 상관식과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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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5 단일파 초기 파고에 따른 우측 벽면에서의 파의 높이 최고 값. 

2) 결론 

본 연구에서 차기년도에 수행할 LES 방법을 사용하여 자유표면 유동에 의한 thennal 

striping 해석의 전 단계 연구로， 이 연구에 사용될 CFX-5.7 코드 사용 자유표면 유동 해석 방 

법론을 개발하고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자유표면 유동 해석법을 검증에 널리 사용되는 두 가 

지 종류의 benchmark 문제들에 적용하여 방법론을 검증하였다. 자유표면 유통 해석법의 검증 

에 사용될 문제들은 댐 붕괴 문제 및 단일파 전파(solit따y wave propagation) 문제이다. 이 

두 종류의 문제에 개발한 방법론을 적용한 결과， 실험결과 및 상관식과 매우 일치하고， 물리적 

으로 타당한 결과를 산출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냐. LES 난류모형을 이용한 자유표면 요동에 의한 Thermal Striping 해석기술 개발 

본 연구의 목적은 LES 방법을 사용하여 액체금속로 상부 pool에서 자유표면 유동에 의한 

vessel 및 UIS 벽면에서의 thennal striping 현상을 수치적으로 해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 

는 CFX-5.7 코드를 사용하여 소둠기술개발 과제에서 수행한 자유표면 유동에 대한 설험을 해 

석하고자 한다. 실험의 각 측정지점에서 시간에 따른 자유표면의 요동 현상을 해석하고， vessel 

벽에서 시간에 따른 자유표면 요동의 진폭(amplitude)과 주기 (frequency)를 고찰하고자 한다. 

1) CFX 5.7 코드 자유표면 유동 해석 방법론 

본 연구의 자유표면 유동 해석에 사용될 열유동 해석 코드는 CFX-5.7이다 [최석기 외， 

2005]에서 이 코드를 댐붕괴 및 단일파 전파(solit따y wave propagation) 문제들에 적용하여 해 

석 방법론의 타당성을 검증한 결과， 계산결과가 실험결과 및 상관식과 매우 일치하고， 물리적 

으로 타당한 결과를 산출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같은 방법론을 사용하여 소륨기술개발 과제에 

서 수행한 자유표면 요동실험 [남호윤 외， 2006]을 해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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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유표면 요동 실험 해석 

본 연구의 목적은 액체금속로 노심 상부 pool에서 자유표면 요동에 의하여 원자로 vessel이 

나 상부구조물(UIS) 벽면에 발생하는 thermal striping 현상을 수치적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전 

년도에 수행한 자유표변 해석 방법론을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Therma striping 현상은 벽면에 

서의 온도요동에 의하여 발생하며， 구조물에 전달되는 온도의 요동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온도요동의 진폭(amplitude)과 주기 (frequency)를 계산하여야 하므로 난류모델 대신 

LES(Large Eddy Simulation)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CFX-5.7 코드를 사용하여 계산을 수행하 

였으며， LES 아격자모델(subgrid modeD로는 Smagorinsky 모델을， 자유표면 해석 법으로 

VOF(volume of fluid) 방법을 사용하였다. 3차원 유동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그에 따라 3차원 

자유표면 추적방법을 고안하였다. 계산결과는 소륨기술개발 과제에서 생산한 자유표면 실험데 

이터를 사용하여 비교， 검증하였다. 

그림 3.2←16은 전체적인 시험부(test section)의 형태와 계산에 사용된 수치격자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2-17은 이 실험의 시험부 단면도 및 UIS와 vessel 공간 사이의 수위 측정지점들 

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실험에서 사용된 수위측정기는 입구에서 유입되는 유체의 속도가 크면 

자유표면에 bubble이 발생하여 수위 측정의 정확도 확보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한 이유로 자 

유표면에 bubble이 발생하지 않는 유동에 대하여서만 수위를 측정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 자 

유표면의 요동의 진폭이 적어 계산의 정확성을 검증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았다. 

그림 3.2-18은 UIS , vessel 벽면 및 UIS와 vessel 공간 사이 2개의 측정지점에서 계산한 시 

간에 따른 자유표면 요동현상을 실험데이터와 함께 비교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계산한 결과 

가 실험에서 관찰된 시간에 따른 자유표면의 요동현상을 비교적 정확하게 해석하였다. Vessel 

벽면과 UIS 벽면에서는 계산된 자유표면 진폭의 크기가 실험과 비교적 일치하냐， 측정지점 

3-4에서는 계산의 결과가 실험결과 약간 크게 예측함을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림 3.2-19에 

서 관찰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실험데이터를 시간평균한 수위의 크기가 5개 지점 모두 동일하 

였다. 이것은 이 실험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계산결과는 물리학적으로 타당한 

결과를 산출하였다. 또한 그림 3.2-20의 PSD 그림에서 관찰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자유표면 

요동의 주기도 정량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정성적인 형태는 매우 유사하였다. 

3) 자유표면 요동 해석 결과 

본 연구에서 LES 방법을 사용하여 액체금속로 상부 pool에서 자유표면 유동에 의한 vessel 

및 UIS 벽면에서의 thermal striping 현상을 수치적으로 해석하였다. CFX-5.7 코드를 사용하 

여 소륨기술개발 과제에서 수행한 자유표면 유동에 대한 실험을 해석하였다. 계산결과는 실험 

의 각 측정지점에서 시간에 따른 자유표면의 요동 현상을 비교적 적절히 해석하였다. 계산결과 

를 시간평균한 vessel 벽면에서의 자유표면 요동의 진폭(amplitude)이 실험자료와 약간의 차이 

가 있으나， 물리학적으로 타당한 결과를 산출하였다. Vessel 벽면에서 계산된 자유표면 요동의 

주기 (frequency)가 정량적으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정성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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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기체 

경계면 

그림 3.2-16 계산에 사용된 수치격자 

UIS 

Levelsensor 

0 

Outlet line 

In’et nozzle 

(a) 자유표면 요동 측정 시험부 (b) 수위 측정지점들 

그림 3.2-17 자유표면 요동 측정 시험부 및 수위 측정지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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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8 각 측정지점에서 시간에 따른 자유표면 수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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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0 Vessel 벽면에서 자유표면 요동 PSD : LES결과와 실험결과 비교 

3. 성능분석 전산체제 

성능분석 전산체제는 신개념 NSSS계통 설계특성을 평가하고， PDRC, DTBSG 및 증기발생 
기 유동 안정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펼요한 전산해석 코드를 개발하는 연구를 포함한다. 선개념 

NSSS 전산해석 체제는 원자로 정지시 PDRC를 통한 잔열제거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 
발된 IDI1'야fX 설계개념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해석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가 수행되었으 

며， DTBSG 및 PDRC 해석 코드는 개발된 설계개념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관련되는 전산 
해석 코드를 개발하였다. 증기발생기 비선형 유동 안정성 분석체제제는 기존의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유동 불안정성의 요인 및 종류를 평가하고 증기발생기 설계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 

는 특성만을 대상으로 해석 모델을 개발[심윤섭， 2004]하였다. 

가. 선개념 계통 NSSS 성능분석 해석체제 개발 

앞 절에서 언급한 새로운 개념의 잔열제거장치인 IDINHX가 있는 신개념계통 NSSS 
(Nuclear Steam Supply System)의 성능분석을 할 수 있는 해석체제를 기 개발된 성능분석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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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인 LSYS2 [심윤섭 2002]를 대상으로하여 개발하였다. 

1) 선개념 계통 설계특생 모형개발 

IDINHX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하여 기존의 잔열제거 기기와는 다른 유동 및 전열 경로가 

구성되며 이로 인하여 작동특성이 달라지며 이러한 새로운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을 개 

발하였다. 즉， IDINHX 사용 계통에서는 작동상태가 액위에 따라 그림 3.2-21과 같이 네 가지 

가 존재할 수 있게 된다. 상태 1은 정격 출력운전 조건의 상태로서 IDINHX내의 액위가 낮아 

밸브가 열리지 않은 상태이며 상태2는 사고 직후 펌프가 정지한 후의 상태로 액위상승으로 밸 

브가 열려서 고온조의 소륨이 바로 IDINHX로 흘러들어와 고온의 PHTS 소륨과 IDINHX의 전 

열관안에 있는 RHRS의 소륨간에 전열이 이루어지는 상태이다. 

또한 상태3은 PHTS 온도가 더 증가하여 팽창된 고옹조의 소륨이 IDINHX를 담고있는 원 

통벽을 넘어서도 IDINHX로 유입되는 상태이며 상태4는 고온조의 소륨 팽창이 극도로 많아져 

고온조의 소륨이 완전히 IDINHX 원통을 잠기게 된 상태이다. 이들 상태는 유로 구성 및 전열 

경로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니게 되며 이들 각 상태에 대한 유량 및 전열 해석모형을 개발 

하였다. 예로， 그림 3.2-22에 액위에 따라 복사， 전도， 대류 경로가 생성 및 소멸되는 IDINHX 

전열 경로의 특성을 묘사하는 전열경로 모형이 제시되어 있다. 

자유표면 cell 위 ^t 영")1 C'if'I i-i\ ‘ f 

P 、써C@ M-·-AU-‘a-1R-3P- 「aRWS---깅 Ir‘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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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묘잉 P ce”엔이 -“r래lJ ￥ ib 1뻐μ@‘U SShel1 

PDH ua|P J 
상태-3 

d 
Poo 

--앵시존재 --- 자유g언 위치이I II!강 연회 상태-4 

그림 3.2- 21 IDINHX 작동상태 종류 그림 3.2-22 IDINHX 전열경로 해석 모형 

2) LSYS코드에 선개념 모텔 반영 

개발된 IDINHX단위 해석모형을 기존의 NSSS 성능분석 코드인 LSYS2에 도입하여 

INDIHX가 있는 신개념 NSSS를 해석할 수 있는 가능이 갖추어진 코드 LSYS3를 개발하였다. 

그림 3.2-23는 IDINHX를 도입함으로써 구성되는 PHTS의 유로 구성 그림으로， 이 그렴과 같 

은 PHTS 해석상의 유통구조를 LSYS에 모형화하고 또한 IDINHX와 PHTS내의 다른 요소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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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전도 및 복사 모드의 반경방향의 전열경로를 LSYS에 묘사하였다. 

그림 3.2-23 IDINHX 사용 PHTS의 전열경로 해석 모형 

다음 그림들은 개발된 LSYS3에 의한 원자로와 펌프가 모두 정지한 과도기에 대하여 

IDINHX의 전열능력을 인위적으로 조절하여 상태4까지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에 대한 

계산 결과로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작동 상태가 상태l에서 점차적으로 변하여 상태4까지 갔다 

가 다시 되돌아가는 과도 과정의 특성을 개발된 LSYS3가 제대로 묘사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림 3.2-24에서는 펌프정지와 더불어 IDINHX 및 RVCS(Reactor Vessel Coing System)의 

냉각 유로 지역 액위가 크게 상승하고 이에 따라 고온조의 액위는 감소를 하며 이들은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PHTS의 전반적인 온도증가에 따른 소륨의 팽창으로 액위가 상숭하여 최고에 

도달하였다 다시 감소하는 모습을 그리고 이에 따른 밸브의 개방 둥을 잘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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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4 PHTS 유량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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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각종 유량 성분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립 3.2-25를 보면 약 20，000초에 상태4에 도달하 

면 IDINHX 유량이 이전까지와는 달리 IDINHX 통의 상단을 넘쳐흐르는 유량(IDINHX상부)이 

유입관의 valve를 통해 유입되는 유량(VV통과)보다 훨씬 더 많게 됨을， 그리고 중간에는 IHX 

유로 및 IDINHX유로간의 밀도분포에 따라 IHX유로에 역류가 발생되는 모습을 보이고 

이러한 결과는 물리적으로 타당한 변화 양상이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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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6은 LSYS3의 계산신뢰성 평가 자료로서 계산결과에 대한 에너지 수지식의 만족 

성 정도를 각 계산시각별로 평가하고 또 PHTS내의 소륨질량의 합을 계산한 것이다. 이 그립 

에서 먼저 에너지수지 오차는 비교적 복잡한 구조의 PHTS에서의 오차가 최대 0.08%, 전반적 

으로는 0.03%이내를 유지하고 있으며 다른 수지 오차는 10-4 % (IDINHX) , 10-5 % (AHX) , 

10-15 % (RHRS) 정도가 되고 있으며 질량 변화는 10-5%이다. LSYS에서 소륨질량은 각 계산 

셀 별로 밀도를 구하고 밀도변화에 따라 각 계산 cell에서 질량이 유입되거나 유출되므로 자유 

액면 지역의 소륨 질량의 이동을 계산하기 때문에 PHTS 내의 소륨 총 질량의 변화 정도 역 

시 계산의 신뢰성에 좋은 지표가 된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개발된 IDINHX 해석모형이 설치된 LSYS가 신개념 계통의 과도기 

계산을 매우 신뢰성 있게 수행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이상과 같이 IDINHX가 있는 신개념 

NSSS에 대하여 신뢰성 있는 성능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전산체제를 개발하였다. 

냐. 선개념 잔열제거계통 성능분석 코드개발 

KALIMER -600의 잔열제거계통은 피동 안전등급 잔열제거계통인 PDRC와 능동형 비안전둥 

급 잔열제거계통인 IRACS로 구성되며， 이와 같은 신개념 잔열제거계통의 설계 타당성 및 성 

능 분석을 위하여 계통에 대한 충분한 물리적 특성 이해를 토대로 전산해석체제를 개발하였다. 

PDRC와 IRACS의 가장 큰 차이는 PDRC 계통은 전적으로 자연순환 유동에 의해 원자로 풀의 

열을 공기중으로 제거시키는 반면에 IRACS는 펌프나 공기 blower 둥의 능동형 기기를 사용하 

여 계통을 냉각시킨다는 점이다. 

본 연구단계에서는 주로 PDRC 계통의 과도기 성능분석용 POSP A (Passive decay heat 

removal circuit Overall System Performance Analyzer) 코드의 개발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개 

발된 PDRC 성능분석 코드의 해석 기능을 별도의 해석모률 설치를 통해 IRACS의 성능해석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전산해석 체제를 구성하였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피동 잔열제거계 

통인 PDRC 계통의 해석모형 및 전산코드 개발 과정을 위주로 기술하고， PDRC 계통과 대비되 

는 능동형 IRACS 계통의 고유특성 및 이에 대한 해석모형을 기술하였다. 

1) PDRC 과도특생 해석코드 개발 

KALIMER -600 PDRC 계통은 발전소 정전 동의 사고 발생시 운전원 조치 또는 능동 기기 

의 개입 없이도 계통의 열하중을 안정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완전 피동형 잔열제거계통으로서 

소륨냉각 고속로의 피동 안전성 향상을 위해 매우 효율적인 설계개념이다. 이와 같은 독창적 

설계개념에 대한 성능 분석을 위해서는 복잡한 다중 전열 회로간의 열전달 및 과도 열유동 특 

성을 적절히 모사할 수 있는 물리적 해석 모형이 펼요하다. 

PDRC 계통에 대한 복잡한 물리적 특성은 계통을 구성하는 모든 전열 회로 내의 작동 유체 

들이 전적으로 자연순환에 의해 유동한다는 점에서 비선형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 기인한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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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비선형성이 강한 다중 전열회로에 대한 해의 수렴을 위해서는 복잡한 반복계산 과정이 

요구되므로 물리적으로 타당한 해석모형을 기반으로 하는 전산해석 방법론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PDRC 계통의 다양한 전열 모드와 그에 상웅하는 과도기 계통 열유동 특성을 적 

절히 해석할 수 있는 POSPA 전산코드를 개발하였다. 

가) PDRC 전열유로의 다중 반복계산 논리 개발 

PDRC에 대한 계통설계는 강제순환 유통이 배제된 3가지 작동 유체 (1차 소륨， 2차 소륨 및 

공기)를 대상으로 다중 자연순환 전열유로에 대한 복잡한 물리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 

로 인해 계통의 열유체적 특성 분석에 있어서 다양한 수치적 불안정성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다중 전열유로를 대상으로 하는 다중 반복계산 논리를 개발하여 이를 활용한 수치 

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해석 대상인 PDRC 계통의 다중 전열유로는 “노심-고온풀-DHX 웰측

저온풀 노심”으로 이어지는 1차계통 소륨 순화유로， "DHX 전열관 PDRC 고온관-AHX 전열관 

PDRC 저옹관-DHX 전열관“으로 이어지는 루프 소륨 순환유로 그리고 "AHX 웰측 공기유로 

→공기 굴뚝 대기“로 구성되는 골zl율로의 세 가지로 구성되며， 이들 자연순환 유로에 대한 다 

중 반복계산 논리를 그림 3.2-27과 같이 개발하고 전산해석에 적용하였다. 

그림 3.2-27 PDRC 다중 전열유로 반복계산 논리 

다중 반복계산 논리에서는 일단 원자로 내부 순환유로에 대하여 유량 및 에너지 변화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고， 계산 결과를 루프 소륨 순환유로의 계산 업력으로 활용한다. 루프 소륨 순환유 

로에 대한 계산 결과는 다시 AHX shell측의 공기 자연순환 유로에서의 에너지 및 과도 유량 계 

산을 위한 입력으로 활용되어 PDRC 전 영역에 대한 1차적인 계산을 마치게 된다. 

이 과정에 의해 계산된 1차 계산 값은 마IX와 AHX의 전열량으로 정량화 되어 다시 원자로 

내부 소륨 순환유로에서의 과도 유량 및 에너지 변화 계산에 활용되고， 각각에서 계산된 결과 값 

이 두 번째 및 세 번째 전열유로의 계산에 활용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치게 된다. 이와 같은 

반복계산 과정에서 각 지점에서의 열유통 인자 값의 차이가 수렴조건을 만족하면 다음 과정의 계 

산을 수행하게 되며， 수렴된 계통 각 지점의 열유동 인자들은 계통 과도기 계산을 위한 첫 번째 

time step에 대한 정상상태 계산 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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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time step에서의 계산이 완료되면 이 값을 초기 조건으로 하여 시간간격 Ll t 이 후의 다 

음 시간대 (t+ Ll t)에서의 계산을 수행하게 되며， 이 때 Ll t 는 이전 time step (t - Ll t)에서의 온도 

또는 유량 둥의 계산인자와 현재 time step (t)에서의 계산인자 간의 차이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보정되도록 구성하였다. 

t:: 0""\' 11 -"71 ~-rl ::Jl- I aφ 즉， 시간 경과에 따라 수렴된 열유동 인자 값늘의 시간 변화량 ( ~~ )이 작은 경우에는 Llt가 
ðt 

계속해서 증가하고 시간 경과에 따라 이 값이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경우에는 Ll t 를 더 짧게 조 

정하여 짧은 시간 동안의 계통 과도를 분석할 수 있도록 적절한 해의 수렴과정을 제공하게 된다. 

특히， POSPA 코드는 큰 열관성 (large thermal inertia)를 제공하는 대용량 풀형 피동 잔열제 

거계통인 PDRC 계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장기 거동시 계통 열유동 인자의 급격한 변화 가 
능성이 적기 때문에 계산의 수렴성을 적절히 고려하는 범위 내에서 2000초 -5000초 이 상의 매우 

큰 time step( .ð t ) 적용이 가능하며， 이와 같은 특정으로 인해 POSPA 코드는 원자로 정지 후 72 

시간 동안 또는 그 이상의 장기 거동을 수 십분 내에 완료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반복적인 계 

산이 많이 요구되는 계통 설계 단계에 매우 적절한 기능을 제공한다. 

냐) PDRC 1차원 과도 열유동 해석모형 개발 

KALIMER -600 PDRC 계통은 원자로 내부 1차계통의 소륨 유동， PDRC 루프에서의 소륨 

유통， 그리고 AHX 공기유로에서의 공기 유동의 세가지 독립적인 자연순환 유동에 의해 지배 

된다. 따라서 PDRC 전 영역의 작동유체에 대한 과도기 자연순환 유동을 해석하기 위하여 에 

너지 전달 및 수송을 통반한 과도유량 지배 방정식을 설정하고 각 제어체적에서의 과도기 온 

도 거동을 계산하여 전체적인 자연순환 헤드 형성 및 이에 수반되는 계통의 과도 유량 특성 

변화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해석모형을 개발하고 전산화 작엽을 완료하였다. 

뼈
 

g 
g I 
N HotP。이 

(Volph) 

<<Primary 'Y'æm modcl>> <t 
<<L。얘 &Aù“idemodel >> 

(~ (b) 
그림 3.2-28 PDRC 계통 각 부분별 제어체적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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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RC 계통의 성능 분석을 위해 자체 개발한 POSPA 코드는 일차원 지배식에 의한 설계 및 

성능해석 코드로서 PDRC 계통의 전 영역이 해석 대상이 되며， 그림 3.2←28과 같이 도시되는 

PDRC 각 전열유로에 대한 제어체적을 대상으로 코드의 수학적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3.2-28 

의 (a)는 원자로 내부의 1차계통 소륨 자연순환 유로의 제어체적 개념이고 그림 3.2-28(b)는 루 

프 소륨 순환유로와 공기유로에 대한 제어체적 구성을 개념적으로 도시한 그림이다. 설정된 각 

영역에 대하여 그림 3.2-29과 같이 유동의 진행 방향인 유선 방향 S에 따라 노드를 구성하여 

과도 유량 및 온도 분포 등의 계산을 수행한다. 

i+ l 

Pc Ph 

i+2 i-l 

그림 3.2-29 에너지 동반 순환유로의 유선방향 및 노드 정의 

일반적인 순환유로에 대한 과도유량 지배방정식은 유체의 운동방정식으로부터 유도하여 식 

(3.2-41)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구성된 자연순환 유로를 대상으로 각 제어체적에 

대한 에너지 방정식을 식 (3.2-42)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융흉Fds- *E융뚫ds+ f>풍dv (3.2-41) 

= <þ p;.ds - ~k 뜨r.3L + S4H ( P ds l 
I 1 l 2 |Ui| 1 꺼p\큐덮ï J 

옳 {AcL\xPk싫}= mCp， k( 깐，j - l - 과 j) + Qi/o + Qgen + Qcond (3.2-42) 

식 (3.2-41)에서 좌변의 첫 번째와 두 번째 항은 유량의 과도 변화량을 의미하며， 펌프 또는 

터빈 등의 유체기계 항을 의미하는 우변의 ~f1Hp/p는 자연순환 유로에 대하여 무시 가능하다. 

식 (3.2-42)의 에너지 방정식은 각 제어체적에서의 과도기 온도계산을 위해 그림 3.2-30과 같은 

제어체적을 대상으로 설정되었으며， 식에서 하첨자 k=파，마， air 는 각각 원자로 내부 1차계통 

소륨， PDRC 루프 소륨， 그리고 AHX 웰측 공기를 의미한다. 즉， 식 (3.2-42)는 제어체적 내부에 

서의 시간에 대한 에너지 변화율이 i) 유동(m)에 의한 열량 변화율， 피) 유/출입항(Qi/o) ， iii)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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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Qgen) ， iv) 인접 제어체적과의 전도항( QCO Jl d)에 의해 지배됨을 잘 나타내고 있다. 원자로 내부 

순환유로의 경우에는 노심 영역에서만 생성항 (Qg e,,) 항이 존재하고 나머지 영역에서는 무시하 

였으며 공기유로에 대하여 유선 방향으로의 전도항은 무시하였다. 

Flow I .~ ’-1 

. Ti+ I 

그림 3.2-30 제어체적 에너지 수지 개념도 

PDRC 루프 영역 및 AHX 웰측 공기유로에 대해서는 D田〈 및 AHX에서의 에너지 수지를 별 

도의 열교환기 해석 모률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열교환기 이외의 영역에 대해서는 단열조건을 

적용하여 열의 유출입 항을 무시함으로써 PDRC 고/저옹관이나 공기 굴뚝 지역 동에서의 온도 

분포를 단순화하였다. 

이 와 같은 수학적 모형 의 과도항에 대 한 시 간차분 기 법 으로는 완전 음해 법 (fully→implicit)을 

적용하였으며， 지배식의 대수식으로의 체제전환은 스칼라 물리량의 확산항에 대해 중앙점 기법 

(Central differencing)을 적용하여 차분하였고， 노드 수를 증가시켜 공간 해상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통해 온도점 정의가 최대한 명확히 유지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POSPA 코드는 계통의 기하형상을 설정하고 계통 기기의 열적크기를 산정하기 위한 계산 

모률과 세 가지 자연순환 전열 유로에서의 자연순환 유동 해석모률， 그리고 대류/전도/복사를 

포함하는 PDRC 계통의 다양한 전열모드에 대한 해석모율로 구성된다. 이 들 기본적인 해석 

모률 외에도 과도기 거동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IHX-DHX 평행유로에 대한 유량분배 및 

소륨 혼합특성 해석모률과 과도기 풀 소륨액위 해석 모률을 이용하여 복잡한 물리적 특성을 

나타내는 PDRC 계통의 장기거동을 계산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해석 모율은 iteration을 

통해 지배방정식의 해를 계산하기 위한 수치해석 모률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정상상태 및 과 

도기 계산을 수행하게 되며， 이 밖에도 과도기 노심 붕괴열 및 소륨， 공기， 구조물의 물성치 둥 

을 계산하는 해석모률이 별도로 제공된다. POSPA 코드의 전반적인 계산 흐름도(Flow ch따t) 

는 그림 3.2-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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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1 POSPA 전산코드 계산 흐름도 (Flowch라t) 

다) 전열모드별 해석모형 개발 

PDRC 계통은 원자로 운전 모드 또는 원자로 내부의 과도기 소륨 액위 변화에 의해서 원자 

로 풀(pool)로부터 PDRC 루프로의 전열 방법 및 그 특성이 달라지며， 이와 같은 현상을 DHX 

의 전열 모드별 해석모형 개발을 통해 전산화 하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1) DHX 전도전열 해석모형 개발 

DHX는 원자로 용기내의 고온 풀 영역에 위치하며， 고/저온 풀을 연통하는 DHX 지지통 

(마-IX support barrel)과 l차계통 펌프 양정에 의해 형성되는 고/저온 풀간의 액위차를 활용하여 

정상운전 중에는 소륨과의 직접 접촉을 차단하도록 설치된다. 

정상 열제거 기능 상실과 같은 사고 발생시에는 원자로 정지에 의해 1차계통 펌프의 작동이 

중단되면서 저온 풀 액위가 상승하여 DHX의 전열관은 풀 소륨과 직접 접촉하게 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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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운전 중 복사 전열모드에서 작동하던 PDRC 계통은 갑작스럽게 전도 전열 모드로 전환되 
면서 전열저항의 급격한 감소와 함께 전열량이 증가하게 된다. 저온 풀 액위 상승시 DHX의 전 

열관과 직접 접촉하는 shell측 소륨은 1차계통 펌프 정지 초기에 저온 소륨온도와 동일했다가 

고온 풀에서 DHX 지지통 벽면을 통해 전달되는 열량에 의해 점차 고온 풀 온도와 비슷한 정도 

까지 상숭하게 된다. 

2.5 .“ ..... m‘ d .rl.(ToùUOH’ ‘ .... ’ 
‘ • 망@’_.M‘b 

f\.b!tllb!illM f t:J’ ... ‘~.’ 

- t ... ‘o."，~ 

그림 3.2-32 원자로 내부 DHX 배치 및 구조도 

따라서 원자로 내부의 구체적인 DHX 배치 및 DHX 설계재원을 도시한 그림 D-6과 같이 

DHX의 전도전열 해석모형 개발을 위해서는 고온 폴로부터 DHX 지지통 구조물 벽면까지의 고 

온 풀 영역 대류전열항， DHX 지지통 W려1을 통과하는 전도전열항， DHX 지지통 내주면과 DHX 

외피관(shroud) 외주면 사이 공간 유체에서의 전도전열항， DHX 외피관을 통과하는 전도전열항， 

그리고 DHX shell측 유체에 대한 전도전열항， DHX 전열관 전도전열항， 그리고 DHX 전열관 내 

부 소률 유동과의 대류 전열항 동의 복잡한 전열과정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고온 풀에서 DHX 

전열관 내부 소륨으로의 반경방향 전도전열 해석모형은 그림 3.2-33과 같이 도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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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3 DHX 전도전열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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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X를 통한 전도전열 모드에서는 그림 3.2-33과 같은 고온 풀 소륨의 수직 온도분포를 토 

대로 이에 상응하는 전열관 위치별 전열량을 계산하여 DHX 전열관 내측을 흐르는 소륨 유동 
에 의한 대류 전열량을 계산하게 된다. 이 때 원자로 풀에서 DHX 전열관 내부 소륨으로의 위 
치별 전열저항은 소륨 유동이 정체된 것으로 가정하여 전도에 의해서만 열이 전달되는 것으로 

보수적인 가정을 통해 계산하였다. DHX 전도전열 모드에서 고옹 풀로 부터 DHX 전열관 내부 
소륨 유동까지 복합 전열현상에서의 전열 저항은 식 (3.2-43) 및 식 (3.2→44)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이 관계를 이용하여 DHX를 통한 총 전도 전열량은 식 (3.2-45)와 같이 계산된다. 

_ 1. {Dex \ 
-…._-_. “ …”’ 1 

iιk ‘ j 2πkjL1 .u\ D11‘ 1 ‘ J- “ >‘ J 

_ 1 τ「‘ 1 {Dex \ - ---~ - - ----._--. 
μcond， tot - hpAj ’ 앙」μk ， j ’ htAj \ D

in 
J 

.ð TLMTD 
kιDHX， ∞nd "0 

..I.t.cond,tot 

(3.2-43) 

(3.2-44) 

(3.2-45) 

식에서 R은 전열저항을 나타내고 k , h 및 L은 각각 매질의 열전도율， 대류전열계수， 그리고 

제어체적의 segment 길이를 의미한다. 또한， 하첨자 w 및 f는 각각 원자로 풀에서부터 DHX 전 
열관까지의 구조물 및 유체(소륨)를 의미한다. hp와 ht는 각각 원자로 풀에서의 대류전열계수와 

DHX 전열관 내부의 소륨유동에 대한 대류 전열계수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계산된 전도 전열저항과 DHX 전열관 내부에서의 대류 전열저항 및 원자로 풀에 
서의 대류 전열저항을 합산하여 DHX 전도 모드에서의 총 전열저항을 계산하고， 식 (3.2-45)의 

관계를 이용하여 전도전열 모드에서의 총 전열량을 계산하게 된다. 계산은 원자로 풀에서 DHX 
shell측까지의 계산과 DHX shell측 온도로부터 DHX 전열관 내부 소륨 자연순환 유동으로의 계 
산으로 분리되어 수행되며， 상호간의 계산 결과에 대한 iteration에 의해 원자로 풀로부터 DHX 
전열관 내부로의 전도 전열량을 계산하도록 모형화 하였다. 

이 경우， AHX를 통한 전열량은 PDRC 계통의 작동 특성상 DHX의 전열성능에 의존적으로 
작통하므로 별도의 추가적인 전열 해석모률의 개발 작업이 펼요치는 않고 전체적인 계통 해석 

시 DHX와의 연계 특성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전열 모율 연계작업만을 수행하였다. 

(2) DHX 복사전열 해석모형 개발 

정상운전 중 DHX는 원자로 풀 소륨과 직접 접촉하지 않고 고온 풀로부터 DHX 지지 구조 
물을 거쳐 도달하는 복사 전열 메커니즘에 의해 가열되면서 PDRC 루프 소륨이 고화되지 않도 
록 지속적인 열손실을 허용한다. 원자로 정상운전 중의 PDRC 복사 전열모드의 해석모형 개발 
을 위해서 그림 3.2-32에 도시된 원자로 내부에서의 DHX 배치 및 구조도를 토대로 그립 3.2-34 
과 같은 복사 전열 경로를 정의하고 물리적 해석모형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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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34 DHX 복사전열 메커니즘 

정상운전 중의 DHX 복사전열 모드를 살펴보면 원자로 풀에서 DHX 지지통 벽면까지의 전 

열 메커니즘은 DHX 전도전열 모드와 동일하고 DHX 지지통의 내주면에서 DHX 외피관의 외주 

면 사이에서는 일반적인 동섬형 (concen며c) 기하형태 (view factor = l.0)에 대한 복사전열을 고 

려하여 식 (3.2-46)에 의해 복사 전열량을 계산할 수 있다[Incropera， 1996]. 

- (jAo(영- 영) 
￥Rad ， i - ‘ l ‘ ? 

1 1- C t r; \-
--=--+ --二 I ___:_ I 
Ei E。 ‘ r () J 

(3.2-46) 

DHX 외피관의 내주면과 DHX 전열관 사이의 공간에 대한 복사 전열에 관해서는 그림 2-35 

에 도시된 것처럼 DHX의 전열관 배치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식 (3.2-47)과 같은 단순화를 통 

해 view factor (F) 계산을 수행하도록 해석모형을 설정하였다[Incropera，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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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5 DHX 전열관으로의 view factor 계산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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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7) 

위 식에서 PT는 전열관의 transverse pitch이며， 이 관계를 이용하여 식 (3.2-48)과 같이 DH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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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피관 내주면으로부터 DHX 전열관 표면으로의 복사 전열저항을 계산할 수 있다. 

RRad =(i) {￡-1+갈十(:2 -1}(숭)} (3.2-48) 

식에서 하첨자 1과 2는 각각 DHX 외피관의 내주변과 전열과 외표면을 의미하며， A는 전열 

면적을 가리킨다. 따라서 DHX 외피관의 내주변으로부터 DHX 전열관 표면까지의 복사 전열량 

은 식 (3.2-49)와 같이 표현된다. ~ibe 는 마IX 전열관의 총 개수이다. 

~， 1 - T，싫 
qRad. D = --n 

.l LRad‘ D 
(3.2-49) 

즉， 마IX 지지통의 내주면과 마IX 외피관의 외주면 사이에서 일어나는 복사전열과 이 ，복사 

열에 의해서 가열된 외피관과 DHX 전열관 사이의 복사 전열량이 동일하도록 반복계산에 의해 

해를 수렴시키게 되며， 이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전열관 내부의 소륨 유통에 대한 대류 전열 

량을 계산하고 DHX 전열관의 개수를 고려함으로써 식 (3.2-m)과 같이 원자로 풀로부터 DHX 

전열관 내부 유체로의 DHX를 통한 총 복사 전열량을 계산하게 된다. 

Q짧 = ~ube'qRad， D = mtv. be ,L'Cp'L), 낀 ， Na (3.2-m) 

실질적으로 DHX를 통한 복사전열 해석모형 개발에서 DHX 외피관의 내주변과 DHX 전열관 

외표면 사이에서의 view factor 계산 부분에서 적지 않은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 

다. 하지만， 식 (3.2-47)의 관계를 통해 계산된 view fa다or가 약 0.6 정도인 것을 고려한다면， 

view factor를 고려한 식 (3.2-48)의 복사 전열저항 계산에서 이 부분의 불확실성이 전체 전열저 

항 계산에 미치는 바율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복사 전열량의 계산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보다 구체적인 view factor 계산 모형 또는 다차 

원 상용 전산코드의 도입을 통한 상세해석을 수행하여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PDRC 계통 정상상태 열평형 전산해석모률 개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DHX 복사전열 해석모형을 이용하여 정상운전 중의 PDRC 계통을 

통해 손실되는 열량을 정량적으로 계산하고， 정상운전 중 PDRC 계통 열평형 설정을 위한 해 

석모률을 개발하였다. 정상운전 중 PDRC 계통의 열평형은 그림 3.2-36와 같이 i) DHX의 복사 

전열량 유입， ii) PDRC 루프에서의 자연순환 유통， 그리고 iii) 공기 자연대류에 의한 AHX 열 

제거 현상 등에 의해 지배되므로 식 (3.2-51)에서 식 (3.2-55)와 같은 비선형 다원 연립방정식 

에 의한 모형화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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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6 PDRC 계통 수직배치 개략도 

f(l) = Q-{ UA LHX . i깐H -T쩌)-(깐c ;ηC ) 
Inl 다f:l____2강lL l 

l 깐C - T.4C ) 

f(2)=Q- 찌L .Cpι . (자H-깐C) 

f(3) = Q - ma , cp .a . (TAH - TAC ) 

f(4) = CL
. 껴 - AH; 

f(5) = CA •껴 -AH2 

(3.2-51) 

(3.2-52) 

(3.2-53) 

(3.2-54) 

(3.2-55) 

식에서， C는 소륨 및 공기의 유동저항으로 단위는 [Pa - sec2 /kg2]이며， 상첨자 L 및 A는 각각 

PDRC 루프 순환유로 및 공기유로를 의미한다. 또한， AHG는 자연순환 유량 형성에 영향을 미 

치는 기기간의 수두차로서 온도 및 높이 (Z)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으며， 각 기기를 의미하는 하 

첨자 D, A 및 chm은 각각 DHX, AHX, 및 공기굴뚝을 의미하고 각각의 상/하단을 상첨자 +와 

를 사용하여 구분하였다. 

따라서， KALl미표R-600 PDRC 계통의 정상상태 온도배치 및 유량 조건， 그리고 열교환기 특 

성변수 UA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상기 5개의 조건식을 활용하게 되며， 이들 변수 중 공기측 입 

구온도 (TAc)는 경계조건으로 주어진다. 또한 DHX를 통해 PDRC 루프 내부로 유입되는 복사 

전열량은 루프 내부의 자연순환 소륨 유동(mL) 및 DHX 전열관 입구 소륨 온도( TLC)의 함수로 

주어지므로， 이들 관계를 활용하여 반복계산에 의해 정상운전 중 PDRC 계통의 열유동 인자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전산해석 모률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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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PHTS 과도기 평행유로 해석모형 개발 

정상 열제거 기능 상실사고 발생시 원자로가 정지하면 PHTS 내부에서의 자연순환 유동의 

주된 구동력은 노섬에서 발생하는 붕괴열과 PDRC를 통해 제거되는 열침원 사이의 밀도차에 

의해 발생하게 되며， DHX로의 고온 풀 소륨 overflow가 없는 경우에는 고/저온 풀 간의 소륨 

유동은 IHX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이 때 IHX를 통한 열제거는 전혀 이루어 지지 않는 것으 

로 가정하므로 IHX를 통해 저온 풀로 유입되는 소륨의 온도는 고온 풀 소륨 온도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원자로 정지 초기，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되면서 저온 풀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고 고/저온 

풀 소륨의 체적 팽창에 의해 고온 풀 소륨이 DHX shell측으로 유입되면 이때부터는 DHX에서 

냉각된 저온 소륨과 IHX를 통해 유입되는 고온 소륨의 혼합에 의해 저온 풀로 유입되는 혼합 

소륨의 온도가 결정되므로， 이와 같은 병렬유로의 형성이 저옹 풀 전체의 온도거동에 많은 영 

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DHX와 IHX로 구성되는 병렬 유로에 대한 유량분배 및 온 

도혼합 해석모형을 새롭게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과도기 IHX- DHX 평행유로 형성시의 

PHTS 자연순환 소륨 과도유량 및 PHTS 풀 내부 각 지점의 온도 분포를 계산하기 위한 해석 

모률을 개발하였다. 

고온 풀로부터 DHX로의 overflow가 없는 경우에는 고/저온 풀 간의 소륨 유동은 IHX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하지만， 정상 열제거 기능의 상실로 인해 원자로 내부 소륨의 체적이 팽 

창하면서 ove납low에 의해 고온 풀에서 DHX로의 유로가 형성되면 그림 3.2-37과 같이 IHX와 

DHX를 동시에 경유하는 병렬 평행유로가 형성된다. 이 경우에는 그림 3.2-38과 같이 IHX 2대 

와 DHX 1대로 구성되는 유로 조합이 형성되므로 이들 다중 순환유로에 대한 유동저항 모형이 

필요하게 된다. 

Cold pool 

그림 3.2-37 IHX-DHX 평행유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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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8 원자로 내부 평 행유로 조합 

일반적인 병렬 평행유로의 경우 DHX를 통과하는 유로 @과 IHX를 통하는 유로 @에서의 

총 압력 손실 (1지점 -2지점)은 통일하므로， 이 관계를 이용하여 각각의 열교환기 유로를 흐르는 

유량을 식 (3.2-56)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껴D=魔p 
껴[ =-d-(l-rm/ ).mp (3.2-56) 

식에서 NIHX는 단일 평행유로 조합에서의 IHX 개수로서 여기서는 2가 된다. 또한， 'Ymf는 

@변 유로와 @번 유로를 흐르는 유량의 비를 냐타내며 식 (3.2-57)과 같이 정의된다. 

‘ r ." _ ~ fl = ~D 
깨 -l+N/HX'매’ JJ - C[ (3.2-57) 

식에서 β는 DHX 유로를 흐르는 총 유동저항과 IHX를 통과하는 총 유동저항의 비를 나타 

내는 향으로서 각각의 유로에 대한 유량과의 반복계산에 의해 결정된다. 

각 평행 유로에서의 분배 유량을 이용하여 저온 풀 입구 영역에서의 소륨 혼합 온도를 계 

산하기 위한 해석 모형을 개발하였다. 그림 3.2-39는 고온 풀로부터 DHX-IHX 평행 유로를 경 

유하여 저온 풀로 유입되는 경우， 각 유로에서의 분배유량을 활용하여 냉각 소륨의 혼합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설정한 개념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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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X IHX 

그림 3.2-39 저온 풀 입구 영역 소륨 온도혼합 해석모형 개요도 

그림에서와 같이 IHX-DHX 병렬유로 형성시 저온 풀 입구 영역에서는 각 유로에서 분배된 

유량에 의해 식 (3.2- 58) 및 식 (3.2-59)의 관계에 의해서 에너지 혼합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저온 폴로 유입되는 소륨의 혼합 온도가 결정된다. 

E.=E~+N"，v.E D ' "IHX 

ðE1 

ðt 
ð J~，.. l ~ ðT.’ 
-11 m~at . c_~ ‘.1 ~ +---'m~ .f},(.C_ ~ 
ðt \.1, “ y ‘“ l “ ðt‘ ~ l' ι 

+N，uv'효 lr'm ， dt.ι , f.T, +N,uv' ðT1 .m, 'Ilt.c_ , 
‘"^ ðt 니， 1' .' J' "'^ ðt ‘ ".' 

(3.2-58) 

(3.2-59) 

식에서， TD는 DHX를 통해 냉각된 DHX shell측 출구에서의 소륨 온도이고， 자는 IHX 입구 

노즐로 유입되는 고온 풀 영역의 소륨 온도가 된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IHX-DHX 평행유 

로에 대한 유동해석 모형을 적용하여 계산한 POSPA 코드 계산 예를 그림 3.2-40에 도시하였 

다. 그림에서와 같이 원자로 정지 초기에 DHX를 통한 overflow가 없는 경우에는 IHX를 통한 

단일 유로만이 존재하므로 1차계통 전체유량과 IHX를 통과하는 유량이 동일하지만， DHX로의 

overflow가 발생하는 시점부터는 유량이 분배되기 시작하여 계통의 냉각에 의해 overflow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유량의 분배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DHX 유로를 통과하는 유량의 증가분과 IHX 유로를 통과하는 유량의 감소분이 정확 

히 비례관계를 갖지 않음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DHX를 통과하는 별도의 냉각 유로 형성으 

로 인해 계통의 전반적인 냉각 성능이 향상되어 고/저온 풀 간의 소륨 밀도차가 증가하면서 

원자로 내부의 자연순환 유량과 각 유로의 유동저항 계산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나 

타냐는 물리적 특성이 반복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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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for Larger Ihennal inertia (C,,;, > Cm • . _，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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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0 과도기 DHX-IHX 유량 분배 특성 

이와 같은 유량 분배 특성은 전적으로 DHX를 통한 overflow 여부에 의해 결정되므로， 본 

연구단계에서는 원자로 내부 소륨 풀의 온도 변화에 따른 계통 각 부분의 소륨 체적 변화 및 

이를 활용한 고온 풀 소륨 액위 추적을 위한 해석 모형을 개발하고 POSPA 전산코드의 과도 

기 성능해석에 활용하였다. 

마) PHTS 과도가 소륨 액위 추적 모형 

KALIMER-600 PDRC 계통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고온 풀로부터 DHX shell측으 

로의 ove납low에 의해 고/저옹 풀 간의 연통유로가 형성되면서 보다 효율적인 계통 냉각을 수 

행한다는 점이다. 즉. overflow에 의해 DHX를 통한 열전달이 대류 전열모드로 전환되고 DHX 

를 통해 냉각된 소륨이 저온 풀로 직접 유입되면서 원자로 풀 전체가 효과적으로 냉각되는 개 

념이다. 이와 같은 과도기 DHX 전열모드 변화는 전적으로 PHTS 소륨 체적 팽창에 의한 액 

위변화에 의해 결정되므로. PDRC 계통의 전열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성능인자인 소륨 

overflow 유무를 결정하기 위하여 그림 3.2-41과 같이 PHTS 소륨의 과도기 풀 액위변화를 추 

적할 수 있는 해석모형을 개발하고 계산에 활용하였다. 

그렴에서와 같이 정상운전 중의 PHTS 각 부분(ith node)의 소륨 체적 (Mt)을 기준으로 원 

자로 정지 및 PDRC 계통 냉각시에는 풀 각 지역에서의 소륨 온도가 변화하게 되고 따라서 소 

륨의 밀도 변화에 의해 가상의 기준 소륨 체적 소(素) 보다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소륨 체적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소륨 체적의 과급(過給)의 합은 결국 PHTS 소륨 자유액면의 액위 

증감으로 나타나게 되어 고온 풀 소륨의 DHX shell측으로의 overflow 현상을 지배한다. 이와 

같은 물리적 현상은 식 (3.2-6이에 의해 표현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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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κ(t)- :L V;" 
EL(t) =누τπf :LM: =const 

(3.2-60) 

식에서 EL(t)은 시간에 따른 PHTS 소륨 자유액면 액위 벼화를 나타내며， Ac,Rx - pool은 고온 

풀 액위에 영향을 미치는 냉각재 free volume의 고온 풀 상부지역 유동 단면적을 의미한다. 

그림 3.2- 41 과도기 PHTS 소륨 액위 해석모형 

즉， 과도기 PHTS 각 지역별 소륨 체적의 합과 초기 정상운전 중의 체적의 합의 차이가 결 

국은 과도기 PHTS 내부 소륨 냉각재의 에너지 변화에 의해 나타나는 체적 변화와 같게 된다. 

따라서 이 값을 고온 풀 영역에서 소륨 냉각재가 차지하는 공간의 단면적으로 나누면 결국 과 

도기 소륨 자유표면 액위 변화가 계산된다. 

따라서 이와 같이 계산된 PHTS 소륨의 액위가 DHX 지지통 상단 overf1ow slot 높이와 비 

교하여 낮을 경우에는 overf1ow 없이 DHX가 전도전열 모드에 의해서만 작동하는 것이고， 그 

반대인 경우에는 overf1ow가 동반된 본격적인 대류 전열에 의해 계통을 냉각하게 된다. 본 연 

구를 통해 개발된 고온 풀 소륨의 overf1ow 해석 모형은 결국 PDRC의 전열모드를 결정하고 

DHX-IHX 간 평행유로에서의 유량 분배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능을 제공하는 모형으로서， 향 

후 연구개발을 통해 제공될 원자로 내부 상세 구조자료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될 수 있 

도록 구성하였다. 

2) IRACS 계통 설계 및 생능해석코드 개발 

IRACS 성능분석을 위한 전산해석 모률은 기본적으로 PDRC 성능해석 전산코드와 그 형태가 

동일하며， 단지 DHX 대신에 표ÐC를 사용하고 PDRC 루프 배관 대신에 중간계통 배관 및 강제 

순환 유동 AHX로의 분기 배관의 연계 개념을 채용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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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대부분 부차적인 특성으로 간주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POSPA 코드의 

입력 자료 작성 과정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이다. 즉 IRACS 성능 분석 모률의 개발에 있어 

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무엇보다도 IRACS 루프 소륨의 강제유통 처리와 AHX shell측 공기 

의 강제유동 처리라고 할 수 있으며 일단은 에너지 수송을 동반한 과도유량 지배식의 우변 마 

지막 항을 상수로 처리하고 이를 일정 유링:조건으로 고려하여 IRACS 성능 해석모률의 개발을 

완료하였다. 

그림 3.2-42 KALIMER-600 IRACS 해 석 영 역 

IRACS의 성능해석 전산체제 개발을 위해서 우선 ll-IX shell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흐름 성 

분의 크기를 분석하여 전체 압력손실을 해석하는 ASTEEPL (Analysis of Shell and Tube 

type hEat Exchanger Pressure 1ρss) 코드[심윤섭 외， 1앉웠]와 주어진 유동 조건에 대하여 IHX 

의 전 열 량을 계 산하는 2마-IX (semi 2-Dimensional Heat eXchanger analysis) 코드[심 윤섭 외 , 

19::꺼]를 연계하여 IHX의 종합적인 전열 성능분석이 가능하도록 전산해석 방법론을 설정하였다. 

또한， lliTS 배관에서의 강제순환 유동을 가정하여 POSPA 코드 입력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 

였으며， 능동형 AHX에서의 제열성능은 공기 blower 및 damper를 가지고 충분히 조정할 수 있 

으므로 일단 경계조건으로 처리하여 IHX의 제열성능과 동일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예비적으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IRACS의 제열 용량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KALIMER• 600 잔열제거 운전 전략 

에 의해 결정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IRACS에 대한 제열 용량을 예비 잔열제거 전략에 

맞추어 예비적으로 설정하였으며 차기 연구단계를 통해 계통의 운전 목표옹도 및 운전방법 퉁 

이 구체화된 이후애 상세한 계통 설계인자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전산체제 개발을 완료하였다. 

이와 같은 IRACS 성능 해석체제는 사용자 압력에서 주어지는 입력변수 option으로 처리하여 

PDRC 해석용으로 개발된 POSPA 코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향후 KALIMER-600 

잔열제거 운전전략을 구체화하고 계통 운전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계통의 과도 성능을 평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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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유용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신개념 잔열제거계통(PDRC， IRACS)의 성능분석 전산코드는 산업재 

산권으로 둥록되어 연구결과의 우수성과 발전 가능성을 입증하였다. 

다. DTBSG 열유동 특성 평가코드 검증 및 보완 

물-우드메탈-물의 3종 유체에 대한 3가지 배치의 이중 전열관 다발 열교환기 실험을 수행 

하여， DTBSG 1차원 성능해석 및 설계 코드 ISGA를 검증하고 개념의 타당성을 평가 및 보완 

하였다. 실험과의 비교는 대향류형 열교환기 및 복수지역 집적형， 단일지역 집적형， 반경 분리 

형의 3 가지 관다발 배치에 대해 수행하였다. 

복수지역 집적형 DTBSG 기준 조건의 온도 분포는 그림 3.2-43애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 
으로 대향류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원주방향 3개의 측정점에서 측정된 실험온도 분포와 비교 

시， 계산결과로 얻어진 온도 분포는 입출구 온도차로 무차원화 했을 때， 오차가 안쪽 지역에서 

평균 8.4% 정도이고 바깥쪽 지역에서 평균 3.1% 정도로 잘 일치하고 있다. 안쪽에서는 고온 

유체와 중간 유체가 대향류를 형성하고， 중간 유체와 저온 유체는 평행류를 형성하여， 대향류 

와 평행류의 특성이 중첩되어 있으나， 대향류의 특성이 더욱 지배적이어서 전체적으로 대향류 

의 온도 분포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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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바깥쪽 지 역 축방향 온도분포 비 교 

그림 3.2-43 복수지역 집적형 DTBSG 실험과 해석간 축방향 온도분포 비교 

그렴 3.2-44에서 보여지는 단일지역 집적형 DTBSG 기준 조건의 내부 온도 분포는 크게 복 
수지역 집적형 DTBSG와 유사하다. 이 경우， 실험과 해석간의 오차는 기준 조건에서 평균 

3.8%, 최대 7.8% 정도로 계산되었다. 업구 유로 형상과 유로 폭의 영향으로 입구측 온도 변화 

량이 앞에서 관찰된 2종 유체의 경우나 복수지역 집적형 DTBSG의 온도 분포와 비교해서 크 

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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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4 단일지역 집적형 DTBSG 기준조건 축방향 온도분포 비교 

추가적으로 저온유체 열용량율이 큰 운전조건에 대해서 축방향 온도분포를 나타내면 그림 

3.2-45와 같이 전형적인 열교환기 온도분포 특성을 보여주는데， 고온측의 열용량율이 저온측 

보다 작기 때문에 고온측의 출구온도가 저온측 입구온도를 따라 가고， 중간 매체의 열용량율이 

고온측보다 작기 때문에 중간 매체 출구온도가 고온측 입구온도쪽으로 변화하는 대향류형 열 

교환기 특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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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5 단일지역 집적형 DTBSG 축방향 온도분포 비교 

(저온유동 열용량이 큰 조건의 경우) 

반경분리형 DTBSG 온도분포는 단순한 2종 유체 열교환기 온도분포와 유사한 특성을 보여 
주는데， 안쪽 지역과 바깥쪽 지역의 온도분포가 그림 3.2-46 (a)와 (b)에 나타나 있다. 실험과 

해석간의 오차는 기분 조건 안쪽 지역에서 평균 9.1%, 바깥쪽 지역에서 평균 12.0%정도로 계 

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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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쪽 지역 축방향 온도분포 비교 (b) 바깥쪽 지역 축방향 온도분포 비교 

그림 3.2-46 반경분리형 DTBSG 실험과 해석간 축방향 온도분포 비교 

반경분리형 DTBSG 축방향 온도분포는 다른 관다발 배치형태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험에 
대한 오차가 크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유동구조에 의한 영향보다는 열적인 조건 차이에 의한 

오차로 판단되었다. 해석에서 중간유체의 온도 계산시 안쪽 지역과 바깥쪽 지역간의 온도가 유 

동 분리판 상단에서 일치하여야 하나 실험에서는 이 두 가지 온도가 2-3[OC] 가량 다르게 측 
정되어 오차가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상대적으로 입구효과도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고， 

두 유체간 열용량율의 차이도 축방향 온도분포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복수지역 집적형 DTBSG 전열량을 실험과 해석간 비교하면， 그림 3.2-47과 같다. 복수지역 
집적형 DTBSG의 경우 안쪽과 바깥쪽 전열관이 평행유로를 형성하고 있는데， 안쪽과 바깥쪽 

의 전열량은 분기관에서 나누어진 고， 저온측 배관의 유량 분포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유량 

분포는 각 지역의 배관 개수에 상관된다. 실험에서는 여러 조건에서 1% 이내의 차이를 가지고 

안쪽과 바깥쪽의 유량이 측정되었는데， 계산에서는 설계된 배관 개수의 함수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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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7 복수지역 집적형 DTBSG 실험과 해석간 전열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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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고온측 유량은 안쪽에 대해 바깥쪽 유량이 1.44배정도 계산되었고， 저온측 배관에서는 

바깥쪽 유량이 안쪽 유량에 비해 1.3 배 많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래서， 해석과 실험간 안쪽 

지역과 바깥 지역간의 유량 분포에서 대략적으로 20%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 이를 보정하여 

전열량을 산출하면， 해석 결과가 안쪽지역에서는 10% 보다 조금 크게 하향예측하고， 바깥쪽 

지역에서는 10%보다 조금 작게 하향예측하는 결과를 얻었다. 결과적으로 해석결과가 그림 

3.2-4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土10% 범위 안에서 전열량을 잘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단일지역 집적형 DTBSG에 대해 계산된 전열량을 실험과 비교하여 나타내면 그림 3.2-48과 

같다. 이 경우， 실험과 해석간 전열량 오차는 평균 -4.2%로， 대체로 다양한 작동조건에서 전열 

량 추세를 잘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지역 집적형 DTBSG와 비교해서 좀 더 우 

수한 예측 결과를 보여주는데 유로 형상의 단순성에 기인하는 다차원 효과의 감소로 설명될 

수 있다. 또， 실험에서 저온측 전열량이 더 크게 측정된 이유는 순환펌프애 의한 중간유체 가 

열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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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8 단일지역 집적형 DTBSG 실험과 해석간 전열량 비교 

반경 분리형 DTBSG 전열량 비교시， 실험과 해석간 전열량 오차는 그림 3.2-49에서 보이는 
것처럼 평균 11.3% 정도로 나타났다. 반경분리형의 경우 중간유체의 온도가 안쪽 지역의 상부 

에서 최고값을 가지고， 바깥쪽 하단을 통과하면서 최저값이 된다. 즉， 단열되지 않은 상부 유동 

분리판의 상하면에 가장 큰 온도구배가 형성되는데， 이 유동분리판을 통과하면서 생겨나는 열 

손실이 해석이 실험과 비교하여 전열량을 상향예측하는 원인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고온측 전 

열량을 기준으로 하면 다양한 작동조건에서의 반경 분리형 DTBSG 전열성능을 대체로 잘 예 
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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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49 반경 분리형 DTBSG 실험과 해석간 전열량 비교 

전체적으로 실험과의 비교를 통해， ISGA 코드의 타당성을 평가했을 때， DTBSG 웰측 유동 

방향 온도 분포 비교에서 3 가지 관다발 배치에 대해서 설험과 해석간 오차가 10% 안팎으로 

계산되었고， 전체적으로 대향류형 열교환기 온도 분포 특성을 가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웰측 

입구 유로 형상과 관다발 입구 효과에 의한 유통 방향의 변화에 따른 활발한 혼합과 이에 따 

른 열전달 증가 효과가 실험 결과에 존재하지만 해석에는 이 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것을 발견 

하였고， 향후， 다차원 해석과 추가적인 정밀한 실험을 통해 이 효과를 모형에 반영하는 것도 

펼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DTBSG 전열특성을 고온측을 기준으로 정리했을 때 실험과 해석간 열전달율의 오차는 세 

가지 배치에서 평균 10% 정도로 나타났고， 수행된 실험이 7% 정도의 열평형 오차를 가지는 

것을 감안하면 이 오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결론적으로 다양한 실험 조건 및 배 

치 조건에서 계산된 전열 특성이 실험과 비교적 잘 일치하였고 계산에 사용된 모형과 방법론 

이 DTBSG 특성을 잘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소륨-물 반용을 근본적으로 제거 가능 

한 DTBSG 고유개념 설계기술을 확보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3종 유체 실험을 통한 배관 배 

치별 작동성 검증 연구에 활용되어 현재 특허둥록 중에 있는 DTBSG 설계기술을 보완하고 완 

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 계산 및 검증 결과는 향후， 이중 전열관 다발 배치 중기발생기 설 

계 및 해석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 중기발생기 벼선형 유동 안정생 분석채재 개발 

1) 멀도파 불안정성 해석 

가) 밀도파 불안정성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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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IMER-600에서는 단위체적당 열전달 효율이 좋은 나선형의 관류형 증기발생기를 도입 

하고 있다. 관류형 증기발생기에서는 튜브 내에서 과냉각 영역， 이상 영역， 과열 영역이 연속적 

으로 분포하여 운전 중에 유동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관류형 증기발생기 

를 KALIMER-600에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유동 불안정성 방지를 위한 설계가 수행되어야한다. 

LMFBR 개발과 관련하여 관류형 증기발생기의 불안정성이 주요 연구 주제였으며 증기발생 

기에서 발생하는 불안정성의 현상적 이해， 다양한 운전조건에서 각 설계변수가 불안정성 시작 

점에 미치는 영향 평가， 그리고 불안정성 방지를 위해 필요한 입구 throttling을 결정하기 위한 

실험 퉁이 수행된 바 있다. LMFBR과 관련하여 수행된 실험은 대부분 sodium에 의해 

feedwater가 가열되고 입구 오리피스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관류형 증기발생기의 유통 불안정성 특성을 파악하고 다양한 설계변수가 엄 

계조건에 미치는 영향과 임계조건 이후의 진동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비선형 모텔이 개발되 

었다. 개발된 모텔은 KALIMER-600의 관류형 증기발생기의 유동 불안정성을 방지하기 위한 

운전 조건 및 오리피스 설계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관류형 증기발생기에서 Ledinegg Excursion과 밀도파 진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Sodium에 의해 가열되는 관류형 증기발생기에서는 이러한 진동의 발생을 막기 

위해 펌프 용량 증가의 비용을 감수하면서 관의 입구에 오리피스를 설치한다. 증기발생기에서 

사용되는 관은 매우 길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유체의 통과시간 또는 밀도파 진동의 주기도 매 

우 긴 편이다. 

증기발생기 이차측 유동의 안정성은 일차측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기존의 연 

구는 이 상호작용이 계통을 안정화시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서술하였다. 비록 일차측으로 

부터의 변하는 열속의 효과를 완전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상세한 안정성 해석이 펼요하지만， 안 

정성의 향상은 다음과 같이 정성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상유동 열전달계수는 유속과 건도의 

변화에 비교적 덜 민감하므로 열속은 대부분 관의 economizer 영역에서 변한다. 이차측 유속의 

증가는 비등경계를 채널 위쪽으로 옮기며， 동시에 economizer 영역에서의 열전달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이 두 효과가 서로를 상쇄시켜 유체에 의해 가열되는 계통을， 원자로 또는 전 

기적으로 가열되는 실험루프와 같이， 고정된 열속이 가해지는 계통에 비해 안정하게 만든다. 

관류형 증기발생기에서는 관의 일부가 post dryout 영역에서 운전되도록 설계되어있다. 이 

러한 중기발생기에서 clryout point의 작은 진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열적 스트레스에 의한 관의 

피로 현상은 기술적으로 중요한 관심사였다. 열적 스트레스는 관 표변에 있는 산화층을 벗겨내 

는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부식을 가속시키기 때문이다. 

중기발생기 운전조건 및 입구 오리피스 설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밀도파 진동이다. 

증기발생기 이차측 튜브 오리피스는 운전 조건에서 밀도파 진동을 막기 위해 설계된다. 밀도파 

진동을 막기 위한 입구 오리피스 크기는 일반적으로 Ledinegg 불안정성 조건에 비해 엄격하므 

로 중기발생기 내부에서 발생하는 불안정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밀도파 진동만을 고려해도 

충분하다. 밀도파 진동은 유속， 증기생성률， 비둥채널에서의 압력강하 사이의 복합 되먹임 작용 

에 기인한다고 알려져 있다. 밀도파 진동을 유발하는 물리적인 메커니즘은 현재 거의 이해되었 

- 173 -



으며 동둥한 여러 방식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선형방법을 사용하여 증기발생기에서 밀도파에 의한 이상유동의 불안정에 
대하여 수치적 해석을 수행하고자한다. 먼저 비선형방식을 사용한 컴퓨터코드를 작성하고， 검 
증하기위하여 기존의 실험결과가 있는 PNC 50MWt 증기발생기에 대하여 정상상태 해석을 수 
행하여 코드의 정확성을 분석한 후에 시간에 따른 진동현상을 규명하고자한다. 

나) 지배방정식 

비선형 해석은 강한옥 외. [1998]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들의 방법론에서 사용한 계산 영 

역 및 각 변수의 정의를 그림 3.2-50에 나타내었다. 선형 모텔과는 달리， 이 경우 일차측 영역 
이 추가되었으며 각 영역에서 온도차에 의해 열속이 계산된다. 이차측의 비둥접 및 dryout 지 
점에 해당하는 일차측 온도는 자체적으로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단순히 이차측으로 
의 열속을 계산하기 위해 정의되었다. 한편 채널 전체의 길이는 채널 높이에 비해 매우 길다. 
이차측 입장에서는 채널 길이가 중요하며 일차측 입장에서는 채널 높이가 중요하므로 사용된 
길이 변수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한다. 각 영역의 연속방정식 및 에너지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Working medium Heating medium 
outlet inlet 

유 u 

Single ph앓e vapor 
reglOn 

qyj"çø 다부> q，"’당 

Dryout point I P,. Jd' hd +tt- Tpd 

Two phase region 
-‘ , 1 ·

α
 

‘ t n F Lso I óP，이 

Boiling point 

qli‘ζ qlo“μ 

T pb 

싹뼈water I P뒀뾰 reglOn 

qro
l

닫 

Pr , J; , ~ .............,. T"" 

유 u 
Working medium Heating medium 

inlet outlet 

그림 3.2-50 비선형 모텔에서 사용된 계산영역 및 변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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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측 지배방정식 

1차측의 주요 입력변수는 업구 속도 및 온도이며 이차계통과의 열전달 과정을 거친 뒤， 이 

차계통의 비등 시작점과 끝나는 지점에 해당하는 위치에서 온도가 계산된다. 이차계통의 불안 

정성 계산 시 일차계통의 수력학적 정보는 펼요하지 않으므로 운동량 방정식을 풀 필요는 없 

다. 한편， 불안정성 계산 시 비동 시작점 및 끝나는 점이 움직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일차계통 

의 온도도 함께 변할 것이다. 이 때， 정상상태 온도가 각 영역에서 선형적으로 변한다고 가정 

하고 특정 지점에서의 일차계통 온도 값을 계산하였다. 본 모델에서는 일차계통의 교란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수력학적인 측면에서는 일차계통이 단상유통이므로 이러한 가정이 충분히 타 

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열전달 측면에서는 일차계통 물의 열용량이 매우 크고 여러 이 

차계통의 교란이 함께 일차계통에 영향을 미쳐 서로 상쇄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차계통 쪽 

으로의 열속의 진동에도 불구하고， 거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가정하였다. 일차계통 

의 운동량 방정식 및 에너지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o 운동방정식 

Jj = const (3.2-61) 

o 에너지 방정식 

끼p(C pjTpi -C pdTpd) = qvo;p1v (3.2-62) 

까p(C pdTpd - C pbTpb) = qto; p1t (3.2-63) 

mp(CpbTpb - C peTpe) = qfo;plf (3.2-64) 

위 식에서 ;p 는 일차 측 wetted parameter이며 lv' lt , lf 는 3영역에서의 튜브의 길이이 

다. 위 식에서 각 영역에서 열유속들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 (1라 -낀s)-(1파 -자s) 
q fo = n fo 1_ rr;'" 'T' ~ JI 'T' 

ln[(끄p-낀s) /(Tbp - Tbs)] 

이L = hto (자'p자's)-(Tdp -Tds) 

w … ln[ (Tbp - Tbs) /(패rp-Tds)] 

봐 =ι。(낀'p -Tes)-(강rp -Tds ) 

… YV ln[(긴p-끄s)/(Tdp - 때:s)] 

또한， 열전달 계수들은 아래의 식으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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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5) 

(3.2-66) 

(3.2-67) 



1 1 D‘ D~ _ D~ 1 
-=--~ +-~-ln-느 +-
h hs Dj 2kw Dj h p (3.2-68) 

(2) 지배방정식 

기본적으로 선형 모델에서 사용된 방정식과 같으나 압력 및 물성치가 각 영역에서 계산되 

고 선형적으로 변한다고 가정된다. 

o 액체 단상영역 

Pj합j)=P바Pbib 

qj 용 υ 
P j :. (l jh j) = p j}jhj - Pbibhb +.:J_그-

dt 

。 이상영역 

p, 으(l，) = Pbib - Pdid 
dt 

p, 호(l，h，) = Pbibhb - Pdidhd +1L략~ q, ';S 1 
dt 

o 기체 단상영역 

Pv뜨(lv) = Pdid - Peie 
dt 

s 

0 커 l Pv ~. (/vhv) = Pdidhd - Peiehe + '1v ~s ' V 
dt s 

(3.2- 69) 

(3.2-70) 

(3.2- 71) 

(3.2-72) 

(3.2-73) 

(3.2-74) 

위 식에서 속도항은 경계면에 대한 상대 속도로 정의된다. 따라서 경계면이 고정된 입구 및 

출구에서의 Jl와 Je는 실제 속도와 같지만 경계면이 웅직이는 비둥 시작점 및 dryout 지점에서 

의 속도 jb와 jd는 실제 속도와 다르다. 연속 방정식에서 왼쪽의 항은 총 질량의 변화율을 의 

미하며 오른쪽의 첫 번째 항은 질량 유입량， 두 번째 항은 질량 방출량을 의미한다. 에너지 방 

정식에서 왼쪽의 항은 총 에너지의 변화율을 의미하며 오른쪽의 첫 번째 항은 에너지 유입량， 

두 번째 항은 에너지 방출량， 그리고 마지막 항은 1차측으로부터의 열전달량을 의미한다. 한편， 

운동량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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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방정식 

Aκxt = 띤강파}lf +띤간꾀lt +띤갇꾀lv + Pejg - PijF 
J dt 

0 

F 
+ g(p fl f + Pt1t + Pv1v) + 파(파lf + TwtlI + rwvlv) + 5kiPiji (3.2-75) 

위의 식에서 왼쪽 항은 외부에서 가해지는 압력차이며 오른쪽 항들은 운동량 변화율， 가속 

압력강하， 중력 압력강하， 마찰 압력강하， 입구 throttling 압력강하를 각각 의미한다. 위의 식에 

서 한 영역에서의 평균속도값은 상류값과 같다는 가정이 사용되었다. 위의 식 외에 다음과 같 

은 보조 관계식이 사용된다. 또한， 이 관계식들에서는 다음과 같은 보조 관계식이 사용된다. 

(3.2- 76) 

Ij =If 뀔으 
.LSG 

LC'~ = 1 .. + 1. + 1 SG -tf 

l‘t = lt 펄흐， 
LSG 

{ =1“닫효흐‘ 
’ LSG (3.2-77) 

(3.2-78) hf =O.5(hd +he) ht = O.5(hb + hd), 

Pfif =rvpïli +(1-ι)pbib 

hf =O.5(hi +hb), 

(3.2- 79) 

(3.2-80) ptit =rvpbib +(l-rv)pdid 

(3.2-81) Pviv =rvPdid +(l-rv )Peie 

r께 =￡ff[잔PijF +(1- 간)Pb(jb)2] ’ 
(3.2-82) 

1 r .... 2 ’ 2 ’ 2 ,Jbo \2 Twt = 융자tl> ÍQ Pb[rsPi (jb)L + (1 잔)( id )'" ( J ~o )"'] 

Jdo (3.2-83) 

iwv = 월[%d (jd )2 + (1-싸jg ] (3.2-84) 

싸
--짜 

+ -0 . ,J --’ 
LU 

. ,,
J (3.2-85) 

(3.2-86) 
dl ( dl. 

Jd = Jd +~ +---;-，-
dt dt 

위 식들에서 rv와 rs는 각 영역에서 평균 운동량과 운동에너지가 양쪽 경계면에 의존하는 

비율을 결정하는 weighting factor이다. rv와 rs에 대해 각각 1/2와 1/3의 값을 이용했다. jb’과 

jd’은 경계면에서의 실제 속도를 의미하며 경계면에 대한 유체의 상대속도와 경계면의 속도의 

합으로 이 루어 졌다. 식 (3.2-69)에 hf를 곱한 뒤 식 (3.2-70)을 빼 면 식 (3.2-87)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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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 f _ ~ "- ,_ " _ ~ "- ,_, QfÇsl f 
Pflf 강 = 까지 (hf -hj)+ Pbib(hb -hf )-그r- (3.2-87) 

위 식에서 hf=O.5(hi+hb)이므로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양이다. 따라서 좌변은 0이며 우변 

은 hf의 정의를 대입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jb에 대한 표현식을 얻는다. 

Pi " . '" qfÇslf Jb =--- j·+2--4--
Pb l AshbiPb (3.2-88) 

그 다음 식 (3.2-71)과 식 (3.2-72)에 대해 같은 과정을 반복하면 다음과 같이 jd에 대한 표 

현식을 얻을 수 있다. 

Ìd= 감j; - 2좌휠L+ 2 _.!f_팍L 
“ Pd -. AshbiPd AshdbPd (3.2-89) 

jb와 jd에 대한 식을 식 (3.2-69)와 식 (3.2-71)에 대입하면 기본 변수로 표현된 lf와 lt에 대 

한 방정식올 얻는다. 운동량 방정식의 경우 식 (3.2-79)-(3.2옹4)를 대입하여 정리하면 약간 복 

잡한 과정을 거쳐 기본 변수로 표현되는 식을 얻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위의 식들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d 1 r(t) 
다r- = a1ji (t) + a2lf (t) (3.2- 90) 

d lt (t) 
파[-= a3jl (t) + a4If (t) + a5lt ( (3.2-91) 

d lï(t、
6--L-=AP〓 - APr - AP, - AP., - AP ... ~‘ dt “ . J • ’ ”“” (3.2- 92) 

정상상태 및 과도상태에 대한 실제 계산은 위의 식을 이용해 수행되었으며 각 계수 및 변 

수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al =2갇， a2 =-으얄감-
Pf ~ PfhbiAs 

a3 =-2 Pi 
Pt 

aA =-쉰뚫. aζ=-짚팍 
~ PthbjAs ’ J PthdbAs 

(3.2- 93) 

(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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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 =[(κpj+(l- κ)pb(bl + a1)] IJ 

+[간.Pb(b1 +a1 )+ (1- κ)Pd (b3 + a1 + a3)] 1, 
+[낀.Pd(틴 +a1 +a3)+(1 κ)PÞ6]/. 

b1 - EL, 2 - 2qfts , n = _ _a_, b2 = - '/ ': ' b3 = .J::.L 
Pb ' Pbhb;AS ' J Pd 

bA = -팩팍. bc =팍팍 
’ PdhbiAs' J PdhdbAs 

b6 =뚫[1 +2장- 2깜) 

b7 좋(숭-승- ;J魔

얘=닮(~v -응)繼 

(3.2-95) 

(3.2-96) 

(3.2-97) 

(3.2-98) 

(3.2-99) 

(3.2-100) 

운동량 방정식으로부터 유도된 입구 속도에 대한 식 (3.2-92)의 오른쪽 항은 외부에서 주어 

진 압력차와 각 영역에서의 압력강하와 운동량 변화율에서 유도된 항을 더한 것의 차이로 주 

어진다. 각 영역에서의 압력강하는 가속 압력강하 중력 압력강하， 마찰 압력강하， 입구 

throttling 압력강하 성분으로 구성된다. 

A깐 = 뼈f + ð.P gf + ð.P 1f + ð.Porifice 

.2 _.2 ’ 1 r r _.2. f1 , _.2 , . 1 ,_ _ .2 
= Pbj{; - pdt + gpflf +용강[rspdt + (1- 간)Pdt]+~kiPdi 

M}=얘t+ A갤t+껴t 

,2 _ ,2 ’ 1 1' ...... 2 _ r _ 1 ,’ 2 ’ 2t1bo ... 2 
= PÚd - Pbjt + gPt1t + ~ ftφÎoPb[rs (jb)'" + (1- 감 )(Ïd )"'(J?O )"'] 

8 

AP.. = AP_ .. +AP~. +AP 용， η 

,2 _ ,2 ’ l ’ 
= pej: - Pdid + gPv1v +~ !y[rsPd(Ïd)'" + (l-rs )Pej:] 

8 

Jdo 

왜'ran = [(1 -ι)Pb(b2al +a2al)h + (1-rv)Pb(b2a2 +빡+a~+싼)샤]lf 
dt Ñ 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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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01) 

(3.2-102) 

(3.2-103) 



+ ([rY Pb(b2al +a2al)+(I-ry)Pd(b4al +bSa3 +a2al +a4al +asa3)]ii 

kPb(b2a2 + d~~ +a~+ d~: ry Pb (b2a2 + -~L +a2+ -~L) 
dt ~ dt 

db4 , _2 , da2 +(1 -ry)Pd(bsa4 +b4a2 + -:~ +aí + -~.L +a4a2 +aSa4 +띤~)]l f dt ~ dt ~ ~ J. dt' - J 

+(1 -ι)Pd(야as +쁘ε+ag+띤효)lt }lt 
dt J dt 

+ {[ιPd(b4al +b5a3 +a2al +a4al +a5a3) 

dpe 
+(1-ι)Pe(b7al +뺑3)+(1-ι)b6 효]기 

dbA. 이 
+[ιPd(야a4 +b4a2 + -:~ +aí +쓰+ a4a2 + a5a4 +띈) dt ~ dt • 4 J. dt 

d(b-， 끼 、
+(1-ι)Pe(b7a2 + 얘a4) +(1- ι)-=.:π죠:f!_]1 f 

+ [ryPd (야a5 +빡+al+잎)+(1-ι)Pe얘a5 +(I-ry )띤혈빡]lt }ly dt '-) . dt J '" 'YJ f/e~ð-)'" 'YJ dt 
(3.2-104) 

위의 식에서 압력강하와 관련하여 사용된 아랫첨자 a, g , f는 각각 가속， 중력， 마찰에 의한 

압력강하 항을 의미한다. 위의 식에서 이상유동 마찰응력 계산시 이상유통 multi미ier φ%가 도입 

되었다. 위의 방정식들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열전달 및 마찰계수에 대한 상관식이 필요하다. 

일차측 열전달계수는 Kalish와 Dwyer [1967]의 상관식을 사용하였으며， 2차측에서는 단상영 

역에서의 열전달계수는 Mori와 Nakayama [1967]사용하였고， 이상유동 영역에서는 Schrock 와 

Grossman [1959]의 상관식을 사용하였다. 마찰계수에 대한 상관식으로는 2차측에서는 단상영역 

에서의 마찰계수는 Ito [1959]의 상관식을 사용하였고， 이상유동 영역에서는 Kozeki [197이의 상 

관식을 사용하였다. 이들 상관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강한옥 외. [1998]에 잘 기술되어 있다. 

일차 계통과 이차 계통은 열전달과정을 통해 연계되어있으므로 정상상태 해를 구하기 위해 

반복적인 계산이 필요하다. 또한 이차계통 정상상태 계산 시에도 압력차에 대해 입구속도를 구 

하는 과정이 반복적인 계산을 펼요로 하고 여러 물성치 및 마찰계수 열전달계수 등을 정확하 

게 계산하기 위해 반복적인 계산이 필요하다. 불안정성 해석시 Runge-Kutta - V emer의 6차 해 

법을 이용하는 IMSL의 DIVPRK 서브루틴을 사용해 해를 구하였다. 

계산 과정은 크게 정상상태 계산과 과도상태 계산으로 구성된다. 정상상태 계산을 통해 과도 

상태 계산을 위한 초기조건을 구할 수 있다. 정상상태 계산은 우선 계산에 필요한 입력자료를 

입력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반복계산을 위한 초기 가정을 하고 이 후 계산에 펼요한 

변수 및 물성치를 계산한다. 이 후 일차계통의 온도 감소를 계산한 뒤 이 온도를 바탕으로 열속 

을 구하고 1f , 1t에 대한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 열속을 구할 때， 물성치， 열전달계수， 이차계통 

온도 등은 서로 연계되어있으므로 반복적인 계산이 필요하다. 여기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이 

차계통의 운동량 방정식을 풀어 주어진 채널 압력차에 해당하는 입구속도를 구할 수 있다. 얻은 

입구속도는 가정된 입구속도로부터 얻어진 것이므로 아직 완전한 해는 아니다. 새로 얻은 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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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를 이용해 이차계통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정확한 해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과정을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 Newton 방법이 이용되었다. 수렴된 이차계 

통 해가 얻어지면 여기서 얻어진 열속을 이용해 일차계통의 온도 감소를 다시 계산하고 새로 

얻어진 일차측 온도를 이용해 이차계통 계산을 다시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이 미리 정해진 

에러 범위 안에 들어올 때까지 계속 수행된 뒤 최종적인 정상상태 해가 구해진다. 

정상상태 값들을 초기조건으로 하여 과도 상태 계산을 수행하였다. 단， 입구 속도에 대해서 

만 임의의 값을 추가하거나 감소시켜 초기 교란을 주었다. 이라한 초기 교란량이 이후에 계속 

증가하는지 또는 감소하는지 살펴봄으로써 계통의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다. 과도상태 계산시 

일차계통에 대한 계산을 다시 수행하지는 않았으며 단지 각 영역에서 온도가 선형적으로 변한 

다고 가정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었다. 이차계통의 물성치 및 다른 변수들은 모두 내재적 

(implicit)으로 처리되며 정상상태에 대한 계산에서와 같은 방식의 과정이 수행되었다. 

다) 평가 대상 문제 

평가대상 문제는 일본 PNC애서 수행한 50MWt No.2 증기발생기 이다. 이 증기발생기에 대 

한 운전조건과 설계변수들은 Kubota et a l. [1979]과 Manabe et a l. [1981]에 잘 기술되어 있다. 

이들을 간단히 요약하면 표 3.2-1과 같다. 

표 3.2-1 PNC No-2 중기발생기 설계변수 및 운전조건 

Parameter Unit 
Rated Full Power MWt 40.2 
Type of Tubes Helical Coil 
Heat Transfer Area m2 237 
Number of Tubes 33 
Outer Diameter of Tube mm 31.8 
Wall Thickness (Nominal) mm 3.8 
Number of Coils 6 
Coil Diameter (Minimum/Maximum) mm 780/1280 
Effective Tube Length m 68.1 
Tube Material 2. 1/4Cr-1M。

Inlet Temperature of Sodium ℃ 476 
Outlet Temperature of Sodium ℃ 320 
Sodium Flow rate Kg/sec 201 
Inlet Temperature of Water/Steam ℃ 240 
Outlet Temperature Steam ℃ 366 
Outlet Pressure of steam Mpa 13.9 

L~ater Flow Rate Kg/sec 22.1 

라) 밀도파 불안정성 해석결과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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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1은 본 연구의 계산대상인 PNC 50MWt No- 2 증기발생기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 

다. 그림 3.2-52는 Kubota et al. [1979]에서 행한 6가지 instability 실험 에 대하여 정상상태 계 

산을 수행하여 일차측 및 이차측 출구온도에 대한 실험값과 계산값을 비교한 그림이다. 이 그 

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험값과 계산값이 잘 일치함을 볼 수 있고， 이것은 사용된 코드가 정 

확성과 신뢰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2-53은 정상상태 계산에서 2차측 유량의 크기 

에 따른 각 영 역 들， subcooled 영 역 , two- phase 영 역 및 superheated 영 역 의 크기 를 보여 주고 

있다.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subcooled 영역과 two-phase 영역의 크기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superheat 영역은 감소함을 관찰할 수 있다. 실제적인 이차측 유량이 22.Kg/sec 이므로 이때 

에는 superheated 영역은 매우 작음을 관찰할 수 있다. 이차측 유량이 적어도 코드는 물리학적 

으로 타당한 해를 산출하였다. 그림 3.2-54는 이차측 유량에 따른 이차측 전체 압력강하 값과 

superheated 영역에서의 압력강하 값들을 보여주고 있다. 유량이 적으면 superheated 영역에서 

의 압력강하 값이 전체 압력강하 값 전부를 차지함을 관찰할 수 있고， 유량이 어느 엄계값에 

도달하면 superheated 영역에서의 압력강하 값이 급격이 감소한다. 이러한 원인은 유량이 증가 

하면 superheated 영역이 차지하는 바율이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림 3.2-54에서 관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흥미 있는 현상은 superheated 영역에서의 압력강하 값이 급격이 감소하면 

전체 압력강하 값이 감소하다가 상승함을 관찰할 수 있다. 즉 유량이 증가하여도 압력강하 값 

이 감소하는 영 역 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2-55은 tube의 높이 에 따른 일차측 및 이 

차측 유체의 온도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일차측 유체의 온도는 높이가 낮아지면서 열을 이차측 

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온도가 감소한다. 이차측 온도의 변화는 subcooled 영역에서 급격히 증 

가하다가 이상유동 영역에서 별 변화가 없고， 유체가 saturate 영역에서 superheated 영역으로 

변하면 온도가 급격 이 상숭함을 관찰할 수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열역학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림 3.2-56은 입구 orifice에서의 

throttling 계수에 따른 입구유량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업구 on화ce가 없으면 

(Ki=O) 유동은 불안정하여 입구유량이 시간에 따라 oscillation함을 관찰할 수 있고， throttling 

계수가 증가하면(Ki=20) 유동이 oscillation하나 그 진폭이 orifice가 없을 때 보다 적고， 

throttling 계수가 엄계값을 지나면 (Ki=50) 유동이 안정됨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물리학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다. 그림 3.2-57은 orifice가 없을 때 (Ki-이 시간에 

따른 boiling boundary와 superheating boundary의 oscillation을 보여주고 있고， 그림 3.2-58은 

그 경우 two-phase 여영역과 superheating 영역에서 시간에 따른 압력강하 값의 oscillation을 

보여주고 있다. Oscillation의 주기는 비슷하나 superheating 영역에서 boundary의 변화와 압력 

강하 값의 진폭이 훨씬 더 큼을 보여주고 있다. 

마) 밀도파 불안정성 해석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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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한 비선형 해석모델을 이용해 PNC 50MWt No.2 증기발생기 실험 조건에서 입구 과냉각 
온도를 변화시켜가며 얻은 정상상태 일차측 및 이차측 출구온도에 대한 결과는 실험결과와 거의 
같은 일치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Throttling 계수를 변화하며 비선형 해석을 수행하여 본 결과 

계수에 따라 유동의 불안정성이 크게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이러한 반복적인 계산으 
throttling 계수의 값을 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발된 해석모델은 

KALIMER - 600 관류형 증기발생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동 진동의 특성과 영향을 파악하고 유 

막기 위한 입구 오리피스 설계의 목적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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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행류 불안정성 해석 

가) 셔론 

KALIMER -600에서는 단위체적당 열전달 효율이 좋은 나선형의 관류형 증기발생기를 도입 

하고 있다. 관류형 중기발생기에서는 튜브 내에서 과냉각 영역， 이상 영역， 과열 영역이 연속적 

으로 분포하여 운전 중에 유동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관류형 증기발생기 

를 KALIMER-600에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유동 불안정성 방지를 위한 설계가 수행되어야한다. 

LMFBR 개발과 관련하여 관류형 증기발생기의 불안정성이 주요 연구 주제였으며 증기발생 

기에서 발생하는 불안정성의 현상적 이해， 다양한 운전조건에서 각 설계변수가 불안정성 시작 

점에 미치는 영향 평가， 그리고 불안정성 방지를 위해 필요한 입구 throttling을 결정하기 위한 

실험 퉁이 수행된 바 있다. LMFBR과 관련하여 수행된 실험은 대부분 sodium에 의해 

feedwater가 가열되고 입구 오리피스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수행되었다. 기존의 연구는 밀도파 

에 의한 이상유동 불안정성 연구가 주된 연구였고， 이에 대한 연구는 이미 수행되었고， 최석기 

[2006]에 연구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선형방법을 사용하여 증기발생기에서 평행류에 의한 이상유동의 불안정에 

대하여 수치적 해석을 수행하고자한다. 먼저 비선형방식을 사용한 컴퓨터코드를 작성하고， 검 

증하기위하여 기존의 실험 및 계산결과가 있는 TIT(Tokyo Institute of Technology) 실험에 

대하여 비정상상태 해석을 수행하여 시간에 따른 입구속도의 진동현상을 규명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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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지배방정식 

본 연구에서는 중기발생기의 평행류에 의한 불안정성 비션형 해석은 Aritomi et al. [1977, 

1986]의 방법을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이 방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상유동의 기본방정식에서 

부터 시작한다. 

o 연속방정식 

융(pgα)+옳(pgα Ug ) = rg 

:/까(l-a))+옳μ(1-α싸 

(3.2-105) 

(3.2-106) 

。 에너지 방정식 

:t (pg뺑g윌aig감핸+얘p까싸l 
ðz (3.2-107) 

。 운동방정식 

효(pgαug + p/(I-α)U/)+흐L α ua+까(1-띠샤)+호(P)+감+따αg+까(1-쩨=0 ðz v-g- .. g' n'- -J •• II' ðz (3.2-108) 

방정식 (3.2-105) , (3.2-106)와 (3.2-107)로부터 다음의 관계식 이 유도된다. 

r _ q _ q ~h 
‘ g L Ac (ig -i/) (3.2-109) 

위 식에서 L은 잠열Oatent heat) 이고， th 는 heated perimeter이며 ， Ac 는 냉각재가 흐르는 

면적이다. 식 (3.2-105)-(3.2-106)에서 다음의 식이 유도된다. 

부(J)=띠V 
oz - (3.2-110) 

위 식에서 

J=α Ug +(1- α)Ul , 

‘‘‘,,
I/ 

-

%-4 ” 
-
까
 

j
I
l
l
、--V A 

(3.2-111) 

이다. 예열부(preheating region)를 통파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ilin ) ~ ‘B - '" ) 니 
q (3.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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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 에 서 h 은 system pressure에 서 liquid saturation enthalpy 

enthalpy이다. 그러므로 boiling boundary는 다음과 같이 유도된다. 

이고， 'lin 는 inlet liquid 

ZB(t) = JUin(r)dr 
I-TB 

이 식은 다음과 같이 미분형태로 표시할 수 있다 

뜨ZB(t) = Uin (t) - Uin (t - TB) 
dt 

식 (3.2-110)을 boiling boundary에서부터 적분하면 다음의 식들이 

J=U끼 +rgdV(Z-ZB) 

Ur =잖(J-α Ug )Uin 

(3.2-113) 

(3.2-114) 

유도된다. 

(3.2-115) 

(3.2-116) 

위에서 

같은 식이 

모든 유도된 

유도된다. 

식들을 식 (3.2-110)에 대입하고， 입구에서 출구까지 적분하면 다음과 

[ LB d (Ls+LB)까 -Co (까 -p,,) 1 α dZ] :t Uin (t) ........................................... m :t Uin (t) D / r I - 0 ,r I r g / z~ _ ••• - I dt ’ 

-rBdVI (LB -zB)까 -Co (까 -Pg )댐 α dz I [Ujn(t)-Uin (t -TB)]. ............. Mì 
I ZB I 

I LB ... LB I 
-(p[- Pg)1 rgVg -r ug dz-αout얘01션 CorgdV 1 aUg혜 ........ 찍 

L ZB ZB J 

+ Pgoul αout uaouI + Plout (1-αOUI) ulou1 - Plinu Ii~"""'" •••••••••• •••••••••••• 얘 (3.2-117) 

+ λ 깐uF 괄팩파 + λ ELu1. 윌Q_+ λ Pr U~ 월프효2 ......... … ......... M 
"1 2 ‘’r Ds ·F Z ‘’lIer Dso ‘ 1 --r· Ds 『f

+iCRPlu; 찍 

+μB +Ls)까g- (Pr- Pg)g앙 adz ............................................................ d뮤 
ZB 

=건n -1'óut 

식 (3.2-117)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의 관계식들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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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J+Vgj , Co = 1. 13 찮= [a g(감 Pg l] 
(3.2-118) 

아
 
-」

-‘, 
-
。

-
-
J
λ
j
 

여
-川

u 
잉
 

씨
 

u 

(3.2-119) 

씨 = 펌l쁘효 Re = pP/~꺼u싸t 
n _0 “ ’ Ke μl (3.2- 120) 

써 = O M6 , R - p까P/Ui꺼까까U찌씨‘씨까iηin샤비n ~. Ke="... ~ 

Rev ,“ μl (3.2-121) 

4 o3l6 PTUlnDs 1 x t최 !_=_1 +1_1 _ _!__ ] = ---,,-,,:, Re= rl--m-s '---=-----+~， _-_=_-_+I _____ I 
Re

v “ μT μT μg μ/ PT 까 ~Pg 까 J (3.2-122) 

기하학적 변수들에 대한 정의 그림 3.2-59을 참고로 하면 된다. 그리고 계산결과로부터 건 

도(quality) x 는 다음의 식으로 구한다. 

x=α(α쏠+똥]/(1-α섹-쏠)J (3.2-123) 

duin (t) 
위 식들에서 종합하여보면 -과←， α， zB 의 값들을 알면 모든 변수들의 값을 구할 수 있 

다 ZB 의 값은 식 (3.2-113)을 적 분하여 구하면 된다. V oid fraction, α 는 다음의 식 들을 사용 

하여 구한다. 식 (3.2-105) 및 식 (3.2-106)으로부터 α 에 대한 식을 구할 수 있다. 

므(α)+Cor"lwα =r"v" Dt" V ó ó ó (3.2-124) 

므(z)=u ，， =CoJ+μ Dt .. ó V l5J (3.2-125) 

본 연구에서는 Aritomi et 외. [1977]와 같이 Lagrange 방법으로 구하였다. 위 식들을 적분 

하여 구한 식들은 Aritomi et al. [1977]에 제시되어 있다. 식 (3.ε124)를 적분하면 다음과 같 

은 void fraction에 관한 식을 얻는다. 

;=證[1 -e- (3.2-126) 

식 (3.2-125)로부터 유도된 이때의 좌표는 다음과 같고， 이 관계식에서 i 는 격자점 좌표이 

고， J 는 time level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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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nr n !:J.Vßt 1_1 
Zj = e - 0 Zj_1 

(ecOrg !:J. VßI ‘ l e ". 0 - 1’1 - _ _ =-1 
:i. IC_u:_ : 1 - C_L~v ZD : 1 + V_: I Corg L'lv L(.., ouin ,j-I - (.., 0

1 gLW Z B,j-I + V gj J 

r ,.., • , , 11 (ec。rgAν !:J.I -1) •. 1 
+---ψ -Uin ,j-I -rgL'lV(ZB , j -ZB, j-I)JI 、 - L'lt I rgL'lvL'lt l"in ,j "in ,j-I .L g'-'V'''B, j "B , j-IJJI Corg~V '__"I 

duin(t) 
이제 남은 변수 -과-의 값을 구하면 모든 변수들의 값을 구할 수 있다. 식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쓸 수 있다. 

(P;n -Paul)=m부Uin (t) +빠 
át 

A뮤 =Mt+얘+Mj+얘 +L'lPs+얘 

위 의 식 (3.2-128)을 각 channel에 관하여 쓰면 다음과 같다. 

(P;n - κut) = m(l) 호u잉)(t)+~암1) 
." VH ‘ dt ... ,. , 

(건n -Paut) = m(N) 쓰u센)(t)+~암N) 
'1 VUJ , dt .TI ", .l. 

fEu싱)(t) + ........ …… + 으u!N)(t) = o 
dt ‘" ' , 

dt ’” 

땐띤딴 

(3.2-127) 

(3.2-117)은 

(3.2- 128) 

(3.2-129) 

(3.2-130) 

(3.2-131) 

위 의 식 들을 사용하여 dt 의 값을 구하면 된다. 예 를 들어 식 (3.2-130) 및 식 (3.2-131) 

을 channel 수가 2인 경우에 쓰면 다음과 같다. 

(Pn - Rut) = m(l) 쓰u잉)(t)+~다1) 
,,. VM‘ dt ’, .... , ~ (3.2- 132) 

(건:n - Pout ) = m(2) 흐u짚)(t)+~셰2) 
dt '" " , (3.2-133) 

호u싱\t)+보u암)(t) = 0 
dt 

... " dt … (3.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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땐꽉l 
위 식들을 연립으로 풀면 아래와 같이 dt 의 값을 구한다. 

d .. (1 )'4\ _ (A태 -6.밍) 
-un (t)= dt -m ,./ (m(l) + m(2)) 

fEu깐)(t) = iA밍 -ð.밍) 
dt ‘ (m (l) + m(2)) 

다) 평행류 불안정성 해석결과 고찰 

(3.2-135) 

(3.2-136) 

그림 3.2-59은 본 연구의 계산대상인 TIT에서 수행한 실험의 시험부(test section)의 형상과 

치 수를 보여 주고 았다. 이 실 험 에 서 평 균속도는 O.4rn/s, 열유속(heat flux)은 0.465MW 1m2, 입 
구온도는 90 0C, 터빈유량계 (turbine flow meter)의 throttling coefficient는 0.22, 가열부 길이 

(heating length)는 O.4m이 고， system pressure는 대 기 압이 다. 

그림 3.2-60과 그림 3.2-61은 channel이 2개이고， 열유속이 q"= 0 .465MW / m
2 인 경우와 

q"= O.320MW / m2 인 경우 시간에 따른 입구속도의 변화를 본 연구의 계산결과와 Aritomi et 

al. [1977]의 계산결과와 비교한 그림들이다. 이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개의 계산 

결과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진폭(amplitude)과 주기 (frequency)가 거의 동일함을 관찰할 수 

있다. 열유속이 q"= 0 .465MW / m
2 인 경우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진폭이 증가하여 20초 이전에 

발산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즉 열유속이 q"= 0 .465MW / m
2 인 경우， 유동이 불안정하다는 사실 

을 알 수 있다. 열유속을 줄이면 유동이 안정될 것이다. 그림에서 열유속 q"= O.320MW / m2 일 
경우는 시간에 따른 입구속도가 적어짐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림 3.2-62Ca)와 그림 3.2-62(b)는 channel 수가 3개인 경우 3종류의 유동 Case 별로 시간 

에 따른 입구속도의 변화를 본 연구의 계산결과와 Aritomi et al. [1977]의 계산결과와 비교한 

그림들이다. Case-1은 3번 channel은 그대로 두고 1.2 번 channel의 입구속도의 시간에 따른 

변화가 1:2인 경우이며， Case-2는 3번 channel의 입구속도의 시간에 따른 변화가 없는 경우이 

며， Case-3은 channel 1의 입구속도의 시간에 따른 변화가 channel 2와 동일한 경우이다. 이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연구와 Aritomi 동의 계산결과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진 

폭(amplitude)과 주기 (frequency)가 거의 동일함을 관찰할 수 있다. 

이들 그림에서 관찰할 수 있는 바와 같이 channel이 3개인 경우 진폭의 크기가 channel 2개 

인 경우보다 적거나 비슷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그림 3.2-63의 channel 수가 4개인 경 

우의 계산결과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즉 평행류 이상유동에서 유동의 조건이 동일한 경우 

channel 수에 관계없이 유사하다는 것이다. 즉 channel 수를 증가하여 보아도 유사한 현상이 

일어나므로 channel 수가 2개인 경우를 해석하면 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언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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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in(t) 

않았지만 -강[-의 초기교란의 크기는 그 이후 시간에 따른 입구속도의 변화에 영향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관찰하였다. 

라) 평행류 불안정성 해석 결론 

본 연구에서는 관류형 중기발생기의 평행류 이상유동 불안정성을 분석할 수 있는 시간영역 
-비선형 해석코드를 개발하여 이를 일본 TIT에서 수행한 계산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성능을 입 

증하였다. 본 연구와 Aritomi 둥의 계산결과가 거의 동일하였으며， 평행류 이상유동에서 유동 

의 조건이 동일한 경우 channel 수에 관계없이 입구속도의 시간에 따른 변화 현상이 유사하다 
dUin (t) 

는 것이다. 초기 -과-의 교란의 크기는 그 이후 시간에 따른 입구속도의 변화에 영향이 거 

의 없다는 사실을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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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9 TIT에 서 수행 한 실 혐 의 test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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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결과 종합 및 결론 

앞 절에 기술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최종 연구목표인 소륨냉각 액체금속로의 유체 및 계측 

제어 계통셜계 전략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Gen-IV SFR 참조노형으로 선정된 KALIMER-600 

원자로 계통의 개념설계를 수행하였다. 

KALIMER-600 원자로 계통의 개념셜계와 관련하여 수행한 연구 성과는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KALIMER-600 원자로 계통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심 업출구 온도를 545.C/39 

O.C로 증가시키고， 관련되는 유체계통의 설계인자를 설정하기 위하여 최적 설계점을 찾 

는 연구를 수행한 결과 그림 2와 같이 계통 열평형을 설정하였으며， 발전소 순열효율(net 

efficiency)을 39.4%로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유체계통 설계인자 설정은 IHTS 및 

SGS 설계인자 변화를 최소화시키고 주로 PHTS의 설계인자를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수 

행하였다. 

- Gen-IV 노형평가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유체 및 계측제어 관점에서 KALIMER-600 

의 설계개념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수행하여 PHTS 소륨유출 가능성 원천적 배제 및 

PHTS 배관 설치에 따른 설계의 복잡성 배제， 노내 배플설치로 원자로 용기의 장기적 수 

명확보 유리， 큰 열적관성으로 잔열제거설비 용량 소형화 및 이로 인한 피동잔열 제거 

용이와 유량사고시의 큰 안전여유도의 확보 둥을 확인하였다. 또한 원자로 용기 냉각측 

면에서 완전 피동 냉각계통인 VCS(Vault Cooling System)를 설치하여 원자로용기 외부 

로 전달되는 열을 지속적으로 제거하여 원자로 지지 콘크리트 구조물의 건전성이 확보되 

도록 하였다. 

- 계통 설계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원자로 국부 열유통 특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 노섬 Inlet Plenum 열유동 특성 분석 

+ 고온 풀 과도 열유통 특성분석 

+ 원자로 헤드 열전달 특성분석 

+ Core catcher 열유동 특성 분석 

- 계통 안전성 향상을 위해 국내 독자 고유 설계개념인 PDRC의 초기 성능을 개선하기 위 

하여 개발된 IDIl'αIX 설계개념 해석모률을 개발하고 NSSS계통 성능해석 코드에 접목시 

켜 설계특성을 평가하고， 어떠한 운전조건에도 PDRC의 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PDRC루프 소륨고화 방지를 위한 운전점을 설정하기 위한 방안을 설정하고， 소륨-물 반 

응을 근원적으로 배제하기 위하여 개발된 DTBSG 설계개념의 전산해석 코드를 검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 본 연구 단계를 통해 설계 구체화가 이루어진 KALIMER-600의 신개념 피동 잔열제거계 

통 및 관련 계통을 대상으로， 생산된 계통 설계인자를 적용하여 정상운전 중 PDRC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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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특성 및 원자로 정지 후 과도기 계통 성능 분석을 수행하였다. 

- IHTS를 제거한 DTBSG 설계개념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1차원 성능해석 및 설계 

코드인 ISGA(Integrated Steam Generator Analyzer)를 이용한 계산을 통해 민감도 분석 

및 특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계산은 기존의 대향류형 열교환기 배치와 복수지역 집적형， 

단일지역 집적형， 반경 분리형의 3 가지 이중 전열관다발 배치에 대해 수행하였다. 또한 

다차원 해석 체제를 통하여 DTBSG 일차원 설계 코드를 고도화 하고， DTBSG상세 설계 

개념을 검증하는 업무에 활용할 예정이다. 

- 소륨 고유특성 제어.감시 측정기술은 전 단계에서 수행하였던 증기발생기 방폭기술과 핵 

연료 노섬유로폐쇄 감시기술에 대한 예비 개념 및 논리 타당성 평가를 근간으로 이를 구 

체화시켜 신뢰성과 성능이 향상된 설계 개념 개발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 

하였다. 이를 통해 증기발생기 누설 음향감지계통의 개념설정 및 음향감지 계통논리와 

노심유로폐쇄감시 및 파손핵연료감시 개념 수립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유체 및 계측제어 계통설계 전략핵심 기술을 확보 측면에서는 계통설계 방법론과 유체계통 

전산체제를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특기할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 설계방법론에서는 소륨 물 반응시 IHTS계통의 과압 방지를 위해 필요한 파열 판의 개수 

및 설정압력을 설정하기 위해 체계적인 접근방법인 결정수목 방법론을 도입하였으며， 

PDRC 소륨 고화 방지를 위해 PDRC 운전점 설정을 위한 체계적인 설계방법론을 설정하 

였다. 

유체계통 전산체제 측면에서는 먼저 전자펌프의 전자기장 및 유통특성의 다차원 전산해 

석을 위한 전산코드를 검증 및 보완하였다. 전자기장 해석시 복소수 해석 기법을 도입하 

여 MHD 해석을 위한 계산 시간의 감소 및 해석의 정확성을 높였으며， 유도전류에 대한 

모델을 개선하였다. 

또한 DTBSG 웰측은 많은 전열관이 집적된 형태이며 각 전열관에는 물/중기 및 소륨이 

단상 및 다상으로 유동하기 때문에 기존의 코드로서는 적절한 해석을 수행하기가 불가능 

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웰 측은 C(꾀αIIX 묘드로 해석하고 전열관 내부는 

기존 증기발생기 해석코드인 HSGA를 연계하는 해석 모델을 설정하여 DTBSG 다차원 

해석 체제를 개발하였다. 

- 고온풀 자유표면 요동에 의한 theramal striping해석을 위한 자유표면 유통 해석 방법론 

은 VOF(V olume Of Fluid)해석법과 Lagrangian 좌표계를 사용하는 업자 추적법 등 다양 

한 해석 방법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 현상 및 계산 시간을 고려하여 VOF해석 

방법을 선정하여 해석체제를 개발하고 실험적 검증을 수행하였다. 

- 액체금속로 노섬 상부 pool에서 자유표면 요동에 의하여 원자로 vessel이나 상부구조물 

(UIS) 벽면에 발생하는 therma1 striping 현상을 수치적으로 해석하였다. Therma1 

striping 현상은 벽면에서의 온도요동에 의하여 발생하며， 구조물에 전달되는 온도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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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현상을 정 확하게 파악하기 위 해서 는 온도요동의 진폭(amplitude)와 주기 (frequency)를 

계산하여야 하므로 난류모델 대신 LES(Large Eddy Simulation)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 성능분석 전산체제는 신개념 NSSS계통 설계특성을 평가하고， PDRC, DTBSG 및 증기발 

생기 유동 안정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해석 코드를 개발하였다. 신개념 NSSS 

전산해석 체제는 원자로 정지시 PDRC를 통한 잔열제거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발 

된 IDll'퍼X 설계개념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해석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가 수행되었 

으며， DTBSG 및 PDRC 해석 코드는 개발된 설계개념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관련되 

는 전산해석 코드를 개발하였다. 

KALIl\1ER -600에서는 단위체적당 열전달 효율이 좋은 나선형의 관류형 증기발생기를 도 
입하고 있으므로 튜브 내에서 과냉각 영역， 이상 영역， 과열 영역이 연속적으로 분포하여 

운전 중에 유통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유동 불안전성을 해석할 수 

있는 해석체제를 개발하고 실험적 검증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독자적으로 우리 고유 소륨냉각 액체금속로의 설계개념을 개발하고， 

향후 상세설계 및 인허가 단계를 거쳐 소륨냉각 액체금속로의 건셜에 이르는 전 과정에 필요 

한 우수한 기술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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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 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당해단계의 연구를 통하여 본 단계의 연구 목표인 경제성 및 안전성이 향상된 계통설계 핵 

섬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를 달성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제3장에 설명한 바와 같으며 각 
연구 개발 목표별의 연구개발 실적 및 달성도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세부연구목표 달성내용 
연구목표 

비고 
달성도 

-계통별 설계 기본 자료 생산 - 계통 기본 

• 유체계통 설계기준 설정 및 발전소 설계요건 만족성 

열평형 설정 · 피동안전성 

.PHTS 설계자료 생산 · 열효율 : 39.4% 

• IHTS 설계자료 생산 · 운전원 대처시간 

• SGS 설계자료 생산 72시간 이상 

.RHRS 설계자료 생산 
-계통 설계개념 평가 및 보완 

KALIl'vIER -600 .PHTS 설계개념 평가 
계통 개념설계 • IHTS 격리 밸브 제거 100 

원자로 국부 열유동 특성분석 -원자로 국부 

• 노섬 lnlet Plenum 열유동 특성 분석 열유동 해석체제 

·고온 풀 과도 열유동 특성 분석 개발완료 및 

계 • 원자로헤드 열전달 특성 분석 연계자료 생산 

통 • Core catcher 열유동 특성 분석 
설 - 노심 냉각성 제고 잔열제거 설계 개념 -원자로 정지 

계 (IDINHX) 적 용 연구 초기냉각성 향상 

기 
-신개념 계통성능분석 설계개념 개발완료 

딛J딛」「 DTBSG 설계개념 특성평가 및 설계개념 - 일차원 설계코드 

표ITS 제거 
보완 ISG를 통한 

발 
SG개념설계 100 해석완료 

-DTBSG개념 다차원 열유통 특성분석 -다차원 해석체제를 
통한 해석완료 

- 노심냉각성 제고 잔열제거 - IDINHX 열전달 
설계개념 (IDINHX) 특성 분석 특성분석 

발전소 전산해석 방법론 
동적설계 기술 100 개발 및 해석완료 
개발 일차계통 저유량 유통 특성 분석 - 일차계통 저유량 

모델개발 및 

해석완료 

-까i、:% .:ïl% 토 ...，르λ 。4 - 증기발생기 누설 음향감지기술 개발 - 증기발생기 누설 

제어·감시 
·음향감지 방법 특성 평가 및 계통 

100 
다원 음향감지 

측정기술개발 설계개념 셜정 논리 개발 및 
• 음향선호처리 논리 개발 성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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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섬유로폐쇄 
- 노섬유로폐쇄 감시계통 기본 설계기술 감지 개념 개발 
개발 ·온도요동 특성 

• 온도요동 특성을 이용한 노심 감시계통 
유로폐쇄 감시계통 설계개념 개발 개념개발 및 

• 음향 및 지발중성자 특성을 이용한 SCI 논문발표 
유로폐쇄 감시계통 설계개념 개발 

• 지발중성자 
특성 설계개념 

개발완료 

핵심기기 - 다차원 전자 펌프 
성능개선 - 전자펌 효 맥동 현상 저감 설계개념 개발 100 맥동 분석을 통한 
기술개발 저감개념 도출 

-MHD 유동해석 코C 검증 및 보완 MHD 유동해석 
• 복소수 해석 기법을 도입하여 MHD 전산코E 개발 

열유동장 유통 해석 코드 보완 및 성능 평가 완료 
다차원상세 DTBSG 다차원 해석체제 개발 100 DTBSG 다차원 
해석체제 개발 • 증기발생기 해석코드와 COMMIX 해석코드 

코드의 연계 통한 DTBSG 다차원 개발완료 및 
해석 체제 평가 및 수정 보완 코드둥록신청 

T。r
자유표면 유동 해석기술개발 LES 난류모형 체 

자유표면요동 • 2가지 종류의 benchmark 문제 에 자유표면 요동 계 thermal 대한 자유액면 유동 해석 방법론 
해석체제 검증 통 100 strÏping 해석 정확성과 수렴성 평가 

전 
방법론 개발 LES난류모형을 이용한 자유표면 요동에 

산 의 한 Thermal striping 해 석 기 술 개 발 
체 
제 신개념 계통 NSSS 성능분석 해석체제 - PDRC 

개발 과도특성분석 

• 신개념 계통 설계특성 모형개발 전산코E POSPA 
발 • LSYS코드에 신개념 모텔 반영 개발완료 

-신개념 잔열제거계통 성능분석 코드개발 
성;분석 DTBSG 열유동 특성 평가코드 검증 및 

100 ISGA 성능 검중 
전산체제 개발 보완 완료 

증기발생기 바선형 유동 안정성 
밀도파 및 평행류 

분석체제 개발 SG 유동 
• 과도 열전달 특성 해석코E 개발 

불안정성 
·외부 업동 대비 계통 유동 안정성 

전산해석 코드 
분석체제 개발 

개발완료 및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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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단계의 연구에서는 계통의 경제성과 안전성의 향상을 위하여 기존 국내외 액체금속로 

설계 특성을 검토하고 자체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설계개념을 개발하여 이를 바탕으 

로 100야t1Wth 이상의 대용량 원자로에 적용 가능한 피동 잔열제거 계통 PDRC가 채택된 

KALIMER -600 설계개념을 개발하였다. 또한 개발된 신개념 설계특성을 분석하고， 원자로 풀 

내부의 정밀 유통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개발된 전산코드 및 해석 방법론을 개발하고 검증하 

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KALIMER-600 기본 설계개념이 제 4세대 소륨냉각 고속로 참조노 

형으로 선정될 정도로 국제적으로 기술적 우수성의 인정을 받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연구 결 

과를 완성하여 KALIMER-600이 제4세대 소륨냉각 고속로의 기본 원자로 노형으로 선정되기 

위하여는 계통설계 측면에서 본 단계에서 개발된 신설계 개념의 도입 및 검증을 위한 연구가 

추가로 수행되어야 하며， 유체계통 전산체제 측면에서는 본 단계에서 개발된 전산코드의 검증 

및 선개념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계통 및 기기 특성 분석 코드에 대한 연구개발이 수행되어 

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기술 및 성과는 바로 다음 단계의 출발점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활용대상의 구체적인 점은 다음과 같다. 

- 기술적 측면 

。 KALIMER-600 계통 설계개념은 기존 경수로에 비해 대용량 발전용 소륨 냉각 액체금 

속로의 발전단가를 감소시키기 위한 신개념 계통연구에 기본 설계개념으로 활용됨. 

。 KALIMER-600 계통 설계개념 중 잔열제거계통인 PDRC는 완전 피동 계통으로 운전원 

의 개입 없이 72시간 동안 안전정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개념을 최적화하여 개념 계 

통연구에 기본 설계개념으로 활용됨. 

。풀 형 액체금속원자로의 원자로 정지 초기 냉각능력 향상을 위해 개발된 IDINHX는 

KALIMER-6OQ 설계개념의 안전성을 중진시키고 계통설계 완성도를 향상시키는데 활용됨. 

。증기 발생기의 소륨-물 반응 현상을 근원적으로 배제시킬 수 있는 DTBSG 설계개념은 
소륨냉각 액체금속로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IHTS계통을 단순화시켜서 액체금속로의 

경제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신개념 개발에 활용됨. 

경제 사회적 측면 

。독자적으로 개발된 신개념 계통설계 핵심기술은 향후 제4세대 소륨냉각 고속로 연구개 

발 국제 공동연구에서 중요한 국내 기술기여도로 인정되어 공동 참여국의 연구개발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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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에 대한 비용 지불 없이 도입하는데 활용됨. 

。자체 개발한 유체계통 전산체제는 소륨냉각 액체금속로 뿐만 아니라 납냉각로， 가스냉각 

로 둥 다양한 원자로 계통설계 및 열유동 해석에 활용됩. 

。계통을 구성하고 평가하는 계통 설계기술은 원자로 계통 이외의 유사 타 산업체 계통의 

설계 및 해석에 활용됨. 

。개발된 기기 설계개념 셜정 및 성능 해석 기술은 국내 화공셜비 셜계 및 해석에 활용됨. 

。 KALIMER-600은 제4세대 소륨냉각 고속로의 참조노형으로 선정되어 국제적으로 대한 

민국의 연구개발 능력으로 과시하는데 활용됨. 

。독자적으로 개발한 PDRC는 사고 시 운전원 조작이나 능동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작동되 

는 완전 피동계통으로 원자로의 안전으로 획기적으로 중대시킬 수 있어서 반핵 국민정서 

를 완화시키는데 활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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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정보 

- ICONE-13 (Be너ing)， ASME, 2005 

파EA - TWG TECDOC Drafts, 파EA， 2005 

- NERI 2004 Annual report, DOE, 2005 

- Transactions of the ANS, vol. 92, 2005 

- MIT CANES Reports, 2006 

- NIST REFPROP v7.0 (Reference Fluid Thermodynamic and Transport Properties) 

U sers I Guide 2006 

- Proceedings of 2006 ANS Annual Meeting/ICAPP2006 Conference, 2006 

- Gen-IV Forum, 4th Risk and Safety Working Group Meeting 2006 

- 1-NERI 2005 Annual report, DOE, 2006 

- Sessions detudes (CEA Sodium School), CEA, 2006, 

39th TWG-FR 2아)6 

ICONE-14 (Maimi), ASME,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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