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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구 분
제 2 단계/
총 2 단계

연 구 사 업 명
중사업명 원자력기술개발사업

세부사업명 원자력안전

연 구 과 제 명
대과제명 원전 냉각성능 종합평가실험 및 차세대 안전해석기술 개발

세부과제명 핵심 열수력 개별현상 고정밀 실험

연 구 책 임 자 송철화

해당단계

참 여

연구원수

 총: 20.66명

내부: 11.3명

외부: 9.36명

해당단계

연 구 비

정부: 2,767,000천원

기업:          0천원

 계: 2,767,000천원

총연구기간

참 여

연구원수

 총: 51.38명

내부: 34.9명

외부:16.48명

총연구비

정부: 7,243,000천원

기업:          0천원

 계: 7,243,000천원

연구기관명 및 
소 속 부 서 명

한국원자력연구원 열수력안전연구부 참여기업명

국제공동연구 상대국명: 상대국 연구기관명:

위 탁 연 구 연구기관명: 제주대학교 연구책임자: 김신

요약 보고서 면수: 642

1.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목적
   ∙ 핵심 열수력 개별현상의 상세측정 실험 및 모델 개발
   ∙ 열전달 특성 규명․향상을 위한 실험DB 구축 및 모델 평가 
2. 연구개발의 내용 및 결과
   ∙ 2상유동 계면면적 수송(IAT) 모델 개발 및 실험 수행: 분산유동 대상
   ∙ 액적(Droplet) 모델 개발 실험 수행 및 평가
   ∙ 다차원 국소거동 예측용 증기제트 모델 개발 및 검증
   ∙ 열전달 증진 기술 개발
   . 수평관 성층유동 국소거동 상세평가 기본실험
   . 수조 내부 비등기인 열성층화 국소거동 상세평가
   ∙ 특수 계측기법의 개발 및 적용
3. 활용계획 
   ∙ 차세대 안전해석의 핵심요소인 Mechanistic Model로서의 계면면적수송 기본모델 및 액적거동 

모델의 개발 및 적용성의 직접 평가에 이용
     - 단기적으로 고정밀 모듈(CUPID)개발, 중기적으로 설계코드(SPACE) 평가 및 검증에 활용
   ∙ 열전달 특이현상의 특성규명 및 열전달 향상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신개념 원전/핵연료 개발에 

필요한 열전달 관련 핵심기술 확보
   ∙ 원전의 안전현안 해소에 직접 활용
     - IRWST 다차원 열혼합 거동  
     - 다차원 기포 거동 현상 등
     - 피동 안전계통 열수력 특성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글
열수력, 계면면적수송, 액적거동, 열전달 증진기술, CHF, 열전달 실험 

DB, 수평유동, 열성층화, 특수 계측기술

영어
Thermal-hydraulics, Interfacial Area Transport, Droplet Behavior, Heat

Transfer Enhancement, CHF/PDO DB, Horizontal Flow, Thermal

Stratification, Measurement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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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보완요구사항 대비표

과제명 : 핵심 열수력 개별현상 고정밀 실험

주관기관(책임자) : 송 철 화

전문기관의

수정․보완요구사항
수정․보완요구사항 반영내용 요약 비 고

세부 3의 내용이 세

부 2에 활용되는 구

체적 연계사항을 테

이블을 작성하여 제

시할 것

본 세부과제에서 생산된 고정밀 열수력 실험 자료

는 제2 세부과제에서 개발 중인 고정밀 열수력 해

석 모듈 CUPID의 검증에 활용하였음. 단열조건

계면면적 수송모델 생성항 개발을 위해 본 과제에

서 수행한 VAWL실험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제2

세부과제 보고서 3장 3절 “계면면적 수송모델의 개

발 및 검증”에 기술되었다. 또한 비등 생성항을 위

해 SUBO 실험을 활용하여 모델개발을 하였고, 제

2 세부과제 최종보고서 부록2.14의 “계면면적수송

모델의 상변화 계면 생성항 개선”에 기술되었으며

마지막으로 DOBO 실험에 대한 모의 계산 결과는

3장 7절 “기기열수력 모듈의 확인 및 검증”에 기술

되어있다.

605쪽에 표

로 제시하였

음.

타 세부과제와 달리

기초적인 개별현상

에 대한 실험 및 해

석방법을 수행하는

과제라는 점을 차별

성으로 부각하여 기

술할 것

1장 서론의 2절 목적 및 연구내용에 관련 내용을

부각시겼음.

4～5쪽에 기

술되었음.

개별현상을 선정한

근거와 효과적인 수

행방법론을 구체적

으로 기술할 것.

1장 서론에서 1절 연구배경과 필요성에 개별현상

선정근거를 정리하였고, 수행방법론은 4절에 상세

히 기술하였다.

1～3쪽에

선정근거를,

8～11쪽에

수행방법론을

기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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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 핵심 열수력 개별현상 고정밀 실험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 계면면적수송 모델은 기존의 전산코드들의 유동양식 의존성을 탈피할 수 있는 

범용 안전해석 기술의 필수요건임.

   ∙ 고정밀 2상유동 안전해석에서 요구되는 3-field model의 개발을 위해서는 액

적(droplet) 거동 모델이 필수적임.

   ∙ 열수력 개별현상의 상세측정 실험 및 물리적 모델 개발을 통하여 고정밀 안전

해석을 위한 핵심 요소기술을 확보.

   ∙ 노심 열수력 안전특성 규명 및 향상을 위한 실험 DB 구축 및 모델 평가 

   ∙ 출력증강 및 노심 안전성 향상에 대비한 열전달 예측모델 개선 및 열전달 증

진기술 등의 미래수요 기술개발이 필요함.

   ∙ 신 안전계통의 열수력 안전특성 규명 및 분석능력 향상을 위한 실험자료 생산 

및 모델 평가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2007년도

      ∙ 계면면적 수송이론의 기본틀 및 생성항 모델 요건 설정

      ∙ 액적거동 모델 요건 설정 및 실험 착수

      ∙ 다차원 유동장 상세거동 평가 분석 요건 설정

      ∙ 열전달 실험 DB 개선요건 분석 및 열전달 증진실험 착수

   (2) 2008년도

      ∙ IAT 구성관계식의 기본모델 개발 실험

      ∙ 액적거동 실험 및 모델 개발

      ∙ 다차원 유동장 국소 거동 상세측정 실험

      ∙ 열전달 DB 구축 및 열전달 증진실험 수행

   (3) 2009년도

      ∙ IAT 기본모델의 적용성 평가 및 개선

      ∙ 액적거동 모델의 평가 및 개선

      ∙ 다차원 유동장 국소거동 측정결과의 해석

      ∙ 열전달 예측모델 평가 및 열전달 증진효과의 분석

      ∙ 모델 개발의 안전해석 적용성 평가 및 열수력 실험DB 구축

   (4) 2010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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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산유동 생성항 모델의 개선: 1-그룹 모델의 개선 및 평가 실험 

      ∙  분산유동 적용성 확장: 생성항 2-그룹 모델의 개발 (poly-dispersion 

효과 고려)

      ∙  수평관 성층유동 국소 거동 상세평가 실험: 실험 착수 

      ∙  수조 내부 비등기인 열성층화  국소 거동 특성 상세평가: 단순형상  

      ∙  비대칭 유동특성 관찰기법

   (5) 2011년도

      ∙  분산유동 대상의 생성항 모델 개량 실험 

      ∙  수평관 성층유동 국소 거동 상세평가 실험

      ∙  수조 내부 비등기인 열성층화  국소 거동 특성 상세평가 실험: 봉다발 형상

      ∙  다차원 국소 2상유동 가시화 특수기법 개발 및 적용

Ⅳ. 연구개발결과

   (1) 2007년도

      ∙ IAT 방정식의 기본틀 설정

      ∙ IAC 측정기법(광학센서) 개발

      ∙ 액적장 모델 요건 설정

      ∙ 액적거동 측정기법 개발

      ∙ 미세현상 모델/실험 요건설정

      ∙ 비접촉 계측기법 기술 개발

      ∙ CHF/PDO 실험DB 개선요건 분석

      ∙ 고압 열전달 증진효과 실험 착수

   (2) 2008년도

      ∙ IAT 거동실험 착수

      ∙ IAC 생성항 기본모델 개발

      ∙ 액적거동 측정기법의 적용

      ∙ 액적거동의 모델 개발 실험 수행

      ∙ 다차원거동의 상세평가

      ∙ 상세거동 예측 전산해석(CFD)

      ∙ CHF/PDO 실험DB 구축

      ∙ 고압 열전달 증진효과 실험 수행

   (3) 2009년도

      ∙ 분산유동 IAC 거동 실험 수행

      ∙ IAC 생성항 모델의 평가 및 개선

      ∙ 액적거동 모델의 개발, 평가 및 개선

      ∙ 다차원 거동 실험의 CFD 해석 및 평가

      ∙ CHF/PDO 예측 모델의 평가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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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전달 증진 효과의 정량적 분석

      ∙ 특수 측정기법들의 분석  

   (4) 2010년도

      ∙ Dynamic 모델로서의 계면면적 수송(IAT) 모델’의 적용성 확장  

      ∙ 비대칭 다차원 유동 국소 특성의 정량적 관찰 및 이의 상세해석 

      ∙ 모델 개발요건 및 실험요건의 설정: 제2세부과제(고정밀 해석요건)와 연계 

      ∙ 모델 개발을 위한 장치준비 및 실험착수 

         - 장치 신규제작: 수평관응축실험, 평판비등가시화실험, 수조비등기인 열

혼합실험 등

         - 기존장치 보완: 봉다발(MATIS-V), 수평관(HAWL), 고열속 비등 가시화

(HIBO -MP) 등

     ∙ 상용화되지 않은 선진 계측기술의 독자적 개발 및 성공적 적용        

   (5) 2011년도

     ∙ 2상유동 계면면적 수송 모델 개선: 지배방정식 및 생성항 모델 개량 

     ∙ 계면면적수송방정식 평가: 1군모델, 2군모델 

     ∙ 안전성 분석능력 향상기술 개발을 위한 상세측정 실험  

          - 수평관 성층유동 국소 거동 특성

   - 수조 내부 비등기인 열성층화 국소 특성

     ∙ 특수 계측기술의 개발 및 적용 

   - 비대칭 유동특성 관찰기법 개발    

          - 다차원 국소 2상유동 가시화 특수기법 개발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CUPID의 정밀해석에 대한 검증이 가능함. 

      ∙ 제2 세부과제의 주요 구성방정식 및 코드 평가자료로 제공

      ∙ 차세대 안전해석 기술 개발을 위한 핵심 요소기술을 확보

      ∙ 신고리 3&4 호기 원전의‘잔여 인허가 현안’의 해소에 직접 활용

    - IRWST 다차원 열혼합 거동

    - 다차원 국소 기포거동 (Downcomer Boiling)등

      ∙ 열전달 증진방안은 노심, 증기발생기, 열교환기, 화력 및 핵융합 분야의 

설계에 직접 활용가능

      ∙ 신 안전계통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해석에 활용될 

수 있는 직접적인 실험데이터 및 모델 제공

      ∙ 개발된 계측기술을 유관 과제에 제공, 유용하게 활용. 일부기술 상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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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Ⅰ. Project Title

∙ Thermal-hydraulic Experiments for Advanced Physical Model Development

Ⅱ.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 IAT model is a requirement of advanced safety analysis, which can

eliminate the dependency of an assumption of flow regime.

∙ To develop the 3-field model, which is needed high-precision 2-phase

safety analysis, the droplet behavior model is essential.

∙ To prepare the basic techniques for power uprating and safety margin

increase, which will be needed in future

∙ Construction of CHF/PDO experimental DB

∙ Development of high-precision measurement techniques for physical

models

∙ Data generation and model validation in order to enhance the analytic

capability for the thermal hydraulic feature of new safety system.

Ⅲ.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1) Year 2007

∙ Establishment of basic equation for IAT model

∙ Setup of test requirement for droplet models

∙ Setup of test requirement for multi-dimensional flow behavior.

∙ Analysis of existing experimental DB and start on the experiment of

heat transfer enhancement.

(2) Year 2008

∙ Experiments to develop the model of IAT basic equations

∙ Experiment to investigate Droplet behavior and development of a

droplet model.

∙ Fine Measurement tests of multi-dimensional local flow field.

∙ Construction of CHF/PDO experimental DB and experiment for heat

transfer enhancement.

(3) Year 2009

∙ Validation and improvement of IAT basic model.

∙ Validation and improvement of droplet behavior model

∙ Analysis of the results of multi-dimensional flow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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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aluation of prediction model of heat transfer and the analysis of heat

transfer enhancement tests.

∙ Evaluation of constructed CHF/PDO experimental DB

(4) Year 2010

∙ Improvement of IAT source term: 1-group model and experiment for

validation

∙ Extension of the applicability of IAT model in consideration of poly-

dispersion effect

∙ Experiment for local separated stratified flow characteristic: Setup of Test

Facility and preliminary test in consideration of slugging limit

∙ Test for thermal stratified flow characteristics due to boiling inside pool:

Simplified shape

∙ Measurement technique for asymmetric flow characteristics

(5) Year 2011

∙ Improvement of IAT source term: 2-group model and experiment for

validation

∙ Experiment for local separated stratified flow characteristics

∙ Test for thermal stratified flow characteristics due to boiling inside pool

∙ Development of special visualization measurement technique

Ⅳ. Results of the Project

(1) Year 2007

∙ Setup the IAT basic equations

∙ Develop the IAC measurement technique (Optical sensor)

∙ Establish the requirements of droplet field model

∙ Develop the measurement technique of droplet behavior

∙ Establish the requirements of model/experiment of local phenomena

∙ Develop the non-contact measurement technique

∙ Analysis of existing CHF/PDO experimental DB

∙ Experiment of heat transfer enhancement.

(2) Year 2008

∙ Experiment of IAT for various bubble types

∙ Develop a basic model for the IAC source terms

∙ Measurement technique of droplet behavior

∙ Experiments to develop the droplet behavior model

∙ Experiment of multi-dimensional flow behavior

∙ CFD analysis of multi-dimensional flow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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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truction of CHF/PDO experimental DB

∙ Experiment of heat transfer enhancement near the critical pressure

(3) Year 2009

∙ Experiment of IAC behavior in dispersed flow condition

∙ Validation and improvement of IAT generation terms in basic model.

∙ Validation and improvement of the droplet behavior model.

∙ CFD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 multi-dimensional flow behavior

∙ Establish the requirements of numerical analysis (CFD) in multi-phase

flow.

∙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effects of heat transfer enhancement

∙ Analysis of the special measurement techniques developed.

(4) Year 2010

∙ Test and model development for an extension of IAT applicability

∙ Quantification and analysis for asymmetric multi-dimensional local flow

characteristics

∙ Setup a requirement of model development and experiment in

connection with code development project (2nd Project)

∙ Design and modification of test facility

∙ Successful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dvanced measurement

technique

(5) Year 2011

∙ Improvement of IAT: governing equation and source terms

∙ Validation of IAT with 1-group and 2-group forms

∙ Experiment for enhancement of safety analysis capability

- Local horizontal stratified flow behavior

- Local thermal stratified induced by boiling inside pool

∙ Development of special measurement technique

- Asymmetric flow characteristics

- Visualization technique for multi-dimensional local two-phase flow

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Validation of the high resolution thermal-hydraulic analysis by CUPID

∙Providing basic data to evaluate the design analysis code (SPACE) being

developed by Korean industries.

∙Securing heat transfer-related key technologies to be used for developing

new nuclear reactors and fuels.

∙ Providing experimental data and model which can be directly applied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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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afety analysis of the new safety system.

∙ Providing the developed measurement technologies to related projects and

commercializing some of th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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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물과 증기로 구성된 이상유동 현상은 원자로 정상상태 및 과도 조건에 빈번

히 발생하며, 이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원자로 안전해석 결과에 매우 중요하다. 대

부분의 원자로 열유체 안전해석 코드들은 이상유동 해석을 위해서 2-유체 모델

(Two-Fluid Model)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각 상의 평형방정식들을 독립적으로

고려하고, 계면을 통해 전달되는 물리적 현상을 표현하는 구성방정식을 이용하여 2

상유동을 해석한다. 2-유체 모델은 여타 이상유동 해석모델인 혼합모델이나 Drift

Flux 모델에 비해 다양한 유동조건을 효과적으로 모의할 수 있는 구조적인 장점이

있으나, 상 간의 질량, 운동량 및 에너지 전달에 대한 적절한 모델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계면 전달항 모델링에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는 항이 계면면적밀도이다. 현

재까지 대부분의 최적 안전해석 코드에서는 경험적인 상관식(correlation) 형태의 계

면면적밀도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데, 시스템적 이상유동 경계지표를 기반으로 유동

양식을 가정하고, 각 유동장에 맞는 모델을 선택 적용하는 일종의 정적(Static) 모델

이다. 여기서 유동맵은 정상상태 및 잘 발달된 유동조건에서 설정되어 있으며, 계면

의 동적 상호작용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서 시간적, 공간적인 유동의

천이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고, 유동장의 경계부분에서 수치해적인 불

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동적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계면면적 수송

이론이 제안되었다. 이는 유동 속에서 2상유동의 입자와 연속상간, 혹은 입자들끼리

의 상호작용을 고려함으로써 2상유동의 과도 및 발달 현상을 효과적으로 모델링 할

수 있으며 여러 유동형태에 연속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므로 유동 형태에 대한 의존

성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 계면면적 수송방정식은 계면의 동적인 변화특성을 설명

하기 위한 다양한 구성모델들을 포함하며, 이들의 정확한 모델링이 계면면적 수송

이론의 중요한 요소이다. 계면면적 수송방정식에 고려되는 구성모델의 대상들은 크

게 운동학적 현상과 열전달관련 현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학적 구분

및 각 현상에 따라 요구되는 모델의 수가 매우 많으며, 각각의 모델들에 대한 개

발을 위해서는 장시간에 걸친 수많은 실험적 연구 및 평가를 통한 실험데이터의 생

산 및 확보와 모델링 작업이 요구된다.

원자로 내 열수력 현상을 보다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 기존의 2-fluid model을

개선한 2-fluid 3-field model을 사용하는 열수력코드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액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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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독립적으로 모사함으로서 대형 냉각재상실사고 시 재관수 현상 등과 같이 액적

의 거동이 중요한 열수력 현상을 보다 정교하게 예측하여 원자로의 안전여유도 및

성능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2-fluid 3-field 모델을 사용할 경우 정확한 열

수력 현상의 예측을 위해서는 액적 거동에 관계된 다양한 구성방정식이 요구된다.

이들 구성방정식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연구는 3-field model의 성능을 결정짓는 매

우 중요한 인자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액적 거동과 관련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게 되었다.

액적 거동 모델 개발 실험은 3-field model의 성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

는 주요 모델 중의 하나인 핵연료봉 지지격자 및 액적 간의 상호작용을 규명하기

위한 실험이다. 특히 대형 냉각재 상실사고 재관수 기간 동안 액적이 지지격자와

충돌하고 파열되어 microdrop이 생성되는 현상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경우 계면

면적이 급격히 증가하여 과열증기-액적 간 열전달이 향상되며 이로 인해 막비등 영

역에서의 열전달 특성이 향상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첨두 피복재

온도(PCT)에 대한 열수력코드의 예측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APR1400 (Advanced Power Reactor 1400 MWe)에서는 사고시 원자로냉각재

가 안전감압배기계통 끝에 위치한 I-Sparger를 통하여 증기제트 형태로 IRWST

(In-containment Refueling Water Storage Tank) 수조 내로 방출되어 응축된다. 증

기제트가 직접접촉응축현상에 의해 응축되면서 유발된 응축수 난류제트는 IRWST

수조 내의 열혼합 순환유동을 일으켜서 수조수의 온도를 점차적으로 증가시킨다.

IRWST 수조수 온도가 증가되면, 증기응축에 필요한 과냉각도가 줄어들게 되어서

증기 침투거리 (steam penetration length)가 길어지고 증기제트로 유입되는 수조수

온도가 증가되어 응축현상 자체가 불안정 해질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IRWST 수조 내의 증기제트 응축현상을 파악하고 불안정 증기응축관

련 규제요건을 개발하기 위해서 증기제트 유동특성 및 IRWST 수조수 열혼합에 대

해서는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러나 증기제트의 응축현상을 상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증기제트의 상세모형과 정밀한 증기제트 경계면적 제시가 필수적이다. 또

한 증기제트 응축으로 유발된 난류제트의 유동현상과 증기제트와 응축수제트 사이

의 질량, 운동량 및 에너지 전달에 대해서도 자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연관

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기존 실험과는 달리 국부적 관점에서 증기제트 응축현상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

신개념 원전의 노심 설계 및 성능을 예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국내외 실

험 DB를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기존 해석 모델을 평가하여 각 모델별 신뢰성 있는 적용

영역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실험 DB 조건 중에서 기존 해석 모델의 예측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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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있는 실험 조건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실험을 수행하여, 이러한 조건에서의 실험 DB

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피동안전계통은 차세대 국내 원자로에서 채택하고 있는 고유의 신개념 계통

으로서, 수조 내에서의 비등기인 자연순환 유동현상이 계통성능 해석을 통한 설계

연구 및 과도상황 완화를 위한 사고해석 상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수조내에서의 다차원 이상유동현상에 대한 모델링은 기존의 안전해석코드에서 매우

취약하고, 이에 대한 고정밀 해석 및 실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단순화된 개념을 도용한 실험장치를 구축하여, 대상이 되는 핵심 요소 현상을

설정하고, 고정밀 실험을 통해, 실험DB 및 모델링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수격현상에서 대해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수격현상은 계통에 급격한 압력변화를 발생시킴으로써, 계통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증기 응축에 기인한 수격현상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격

현상의 주요 원인중의 하나로, 계통의 구조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원자력 발전소 계통에는 다양한 위치에서 수평배관이 존재하며, 수평배관의 일부가

증기에 노출되는 상태에서 증기와 물의 직접접촉응축에 기인한 수격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응축으로부터 유발된 증기와 과냉각 물의 반향 2상 유동에서, 계면

의 불안전성에 기인한 슬러그 유동으로의 천이가, 수평배관에서 발생하는 수격현상

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증기 응축 특성은 수평배관에서 증기와 물의 반

향 유동 발생과 유동양식의 천이, 그리고 수격현상 발생 시 압력변화 특성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친다. 수평배관에서 발생하는 수격현상의 해석과 방지를 위해서는 수

평관 성층유동에서 슬러그 유동으로의 천이 특성과 증기 응축 특성에 대한 규명을

필요로 한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슬러그 유동으로의 유동양식의 천이가 발생하는

과정과 원인에 대한 이론들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러한 이론들의 개선을 위해서는

유동의 국소거동에 대한 상세한 실험 데이터의 생산이 요구된다.

다양한 열수력 현상과 관련된 안전성 분석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주요

열수력 현상에 대한 상세 측정을 통해 현상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를 바탕으

로한 국소 거동 예측모델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에는 열수력 해석코드를 정

밀화함으로써, 다차원 다상유동을 해석할 수 있는 다중스케일 열수력 안전해석 체

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이와 같은 복잡한 열수력현상의 이해와 다중스케일 코드의 검증을 위해서는

보다 상세한 열수력 실험 자료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고정밀 선진 계측기술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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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개발의 목적 및 내용

계면면적 수송방정식에 고려되는 구성모델의 대상들은 크게 운동학적 현상과

열전달관련 현상으로 구분된다. 입자들이 강한 난류 등의 요인에 의해 깨어지는

Breakup 현상과 상호결합하는 Coalescence 들은 기본적으로 운동학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현상들로서, 전자는 계면면적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후자는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압력변화에 의한 입자의 팽창/수축 현상, 상이한 유동구조

에 따른 영향, 특히 오리피스/그리드 등의 유동장애구간을 지나면서 계면면적이 변

화하는 현상들이 모두 운동학적 계면면적밀도 구성모델의 대상이다. 이러한 수송방

정식에서의 운동학적 현상을 모델링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원형관을 대상으로

VAWL실험과 봉다발 구조물을 대상으로 MATiS-V실험 등 단열조건 2상유동 측정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생산된 실험자료를 근거로 생성항 모델링의 평가 및 개발을

수행한다.

한편, 비등조건에서는 벽면에서 생성되는 기포들의 특성이 계면면적 뿐 아니

라 유동장 해석의 중요한 경계조건으로 고려된다. 비등이 발생하는 벽면의 지점의

개수, 벽면으로부터 비등으로 생성되어 이탈되는 기포의 크기, 빈도수들이 계면면적

밀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다. 미포화 유동조건에서는 벽면에서

생성된 기포들이 응축되어 기포의 크기 및 계면면적을 변화시키게 되므로, 응축현

상도 계면면적 모델링의 중요한 열전달 측면의 현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열전달 관련 현상을 모델링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단일 가열봉을 대상으로

SUBO실험, 사각유로를 대상을 한 DOBO실험, 그리고 핵비등생성 모델을 위한

HiBO실험 등 가열조건에서의 실험을 통하여 열전달 관련 생성항 모델링을 수행한

다.

본 과제에서 수행한 액적(droplet) 거동 모델 개발 실험은 부수로 내로 액적을

주입시켜 지지격자와 충돌시킬 경우 발생하는 액적 직경의 변화를 측정한 실험이

다. 모델 개발에 필요한 실험 결과를 생산하기 위해 실제 재관수 기간 동안 노심에

서 발생하는 복잡한 현상을 단순화시켜, 지지격자 하단에서 액적을 주입하였다. 이

때 원하는 직경의 액적을 부수로 내로 주입시키기 위해 액적 생성장치를 개발하였

으며, 이 장치의 적용성을 다양한 유동 조건 하에서 시험하였다. 또한 주입된 액적

직경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고속카메라와 영상처리 기법을 이용하여 액적 직경을

측정하였다. 고속카메라 영상을 자동 처리할 수 있는 영상처리 알고리즘을 개발하

여 측정에 이용하였으며, 측정 방법론의 오차를 정의하고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평가 실험을 수행하였다.

증기제트의 응축현상 및 수조 열혼합 현상을 국부적으로 관찰하여 증기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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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응축수 난류제트에 대한 상세 모형과 열수력 특성을 예측할 수 있는 실험상관식

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증기제트가 응축되는 지역 주변 및 응축 후의 난류제트의 유

속과 온도를 동시에 측정하고, 그 현상을 가시적으로 판별할 수 있도록 고속카메라

로 촬영하였다.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개발된 상세모형과 실험상관식은 증기제트 응

축으로 인한 수조 열혼합 현상에 대한 CFD 해석시 필요한 증기응축영역 (steam

condensation region) 모델을 개선할 수 있다. 개선된 CFD 해석 모델로 APR1400

IRWST 열혼합 해석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조 열혼합 실험결과에 대해서 검증해

석을 수행하여 정확도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신개념 안전계통에서 발생하는 수조 비등현상에 대한 핵심 요소 현상에 대한

모델개발 연구를 위해서, 중요 현상을 정의하고, 단순화된 개념을 도용한 소형 실험

장치를 구축하였다. 수조내부의 비등기인 자연순환 유동현상을 측정하기 위하여 비

침투적 광학식 측정기법인 PIV(particle image velocimetry) 기법과 LIF (laser

induced fluorescence) 기법을 도입하였다. 첨단 광학기법을 이용하여 고정밀 속도장

및 온도장 실험데이터를 생산하고, 실험결과에 대한 검증 및 모델 개발을 위한 기

반을 구축하였다.

수평관 성층유동의 국소거동에 대한 상세평가를 위해서, 공기-물 비응축 조건

에서의 유동양식 천이 및 2상 유동의 계면 특성에 대한 실험과 증기-물 응축조건에

서의 유동양식 천이 및 계면의 특성, 응축 특성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수평관의 경사도가 유동양식의 천이 특성에 미치는 영향도 실험적으로 평가하였다.

수평관 성층유동의 국소거동 특성의 상세 측정을 위해서 특수계측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특수계측기술을 수평관 성층유동 실험장치에 적용하여, 수평관 성층유동의

액막 두께, 액상의 온도장 및 속도장을 측정하였다.

열수력 안전특성 규명과 향상을 위한 실험 DB를 구축하고 모델을 평가하기 위한 목

표를 바탕으로 CHF/PDO 실험 DB 구축을 통한 예측모델의 평가 및 개선과 열전달 증진

기술 개발 실험을 주요 연구 내용을 선정하였다.

특수 계측기술의 개발과 관련하여서는, 작은 크기의 기포 및 고속의 기포유동

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측정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optical void probe의 측정기술

을 수립하고자 한다. 다상유동의 기포 및 액상유동을 분리하여 속도벡터 및 속도장

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며, 원자로심과 같은 복잡한 봉다발

유로에서 열수력 유동장을 정밀 측정할 수 있는 PIV 측정기법을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다중 채널 모드의 초음파 영상계측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포 크기를 정량화하

기 위한 기반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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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2상유동 계면면적 측정을 위한 많은 실험연구가 수행되었는데 계면면적 수송

이론의 기본적인 형태가 구성되는 시기에서는 Breakup 현상과 Coalescence 현상으

로 대변되는 기본적인 기포들의 동적거동 모델 개발을 위해서 원형관의 공기/물 실

험이 왕성하게 수행되었다 (Hibiki외 (1998, 2000) Fu외 (2001), Ishii외 (2004), Yao

외, 2004).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로 입자들의 Breakup과 Coalescence 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모델링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개발되었다. 그러나, Cap형 혹은 슬러그

기포가 발생하면서 동반되는 현상에 대한 모델링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실험과

이론적인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 원자로 안전해석을 위해 계면면적이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노심 핵연

료다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특수한 유로구

조에서의 현상은 계면면적 기본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설정한 단순한 유로구조에서

의 그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계면면적

모델이 그 단계까지 미치지 않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복잡한 유로구조로의 적용성

확대 연구가 필요하다.

열전달 관련 모델은 크게 핵비등모델과 응축모델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상변

화와 관련한 모델에 있어 일부 기초적인 모델링 연구는 수십년 간 이루어져 왔으

나, 대부분 한정된 조건에 머물러 있으므로, 다양한 조건에 대해 적용 가능한 모델

의 개발을 위해서는 많은 실험적 연구의 뒷받침이 요구된다. 계면면적 수송방정식

의 상변화 생성항과 관련하여, 기포의 이탈직경이 중요한 변수이지만, 강제대류 비

등유동의 경우에는 실험 데이터 및 관련 모델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최근 3-field model을 사용하는 열수력 코드가 점차 증가하면서 액적 거

동과 관련된 모델 개발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재관수 기간 동안의 액적

거동은 원자로 핵연료봉의 첨두 피복재 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고 관련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RBHT 실험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

다. RBHT 실험은 PSU 대학에서 수행 중인 재관수 실험으로 다양한 실험을 통해

재관수 열전달의 주요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어졌다. 이러한 RBHT

실험결과는 현재 개발 중인 TRACE 코드에 사용되고 있다.

본 과제에서 수행한 액적 거동 실험은 RBHT와 유사한 개념의 실험으로 특

정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액적 관련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실험이다. 기존의 열수

력 해석 코드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된 다른 재관수 실험들에 비해 보다 정밀한 측

정기법 및 실험기법이 요구된다. 따라서 보다 선진화된 고정밀 실험이라 평할 수

있으며, 현재 국내에서는 이와 같은 종류의 액적 거동 실험이 원자로 열수력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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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수행된 예가 많지 않다. 따라서 본 과제의 액적 거동 실험은 기존의 국내 열수

력 실험 기술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실험이며, 향후 다양한 액적 거동 실험

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기반 실험으로 그 의미가 있다.

APR1400 IRWST 열혼합 현상 및 국부온도 규제요건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주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증기제트 방출시 응축열혼합 현상에 대한 실험연구가

수행되어서 증기제트 길이, 열전달 계수, 응축하중 함수, 난류제트 열수력특성 상관

식 개발 및 수조 내부 열혼합 거동 분석이 수행되었다. 또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는 이런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CFD 해석을 위한 증기응축영역 (steam condensation

region) 모델을 개발하여 수조 내의 응축열혼합 실험결과에 대한 검증해석을 수행

하여 CFD 해석방법론을 구축하였다. 또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수행된 실험결과

와 CFD 해석방법론은 산업체에 전달되어 APR1400 IRWST 안전성 평가에 활용되

었다. 그러나 이때까지 수행된 연구는 계측기술 제한 등으로 주로 거시적인 관점에

서 수행되었기 때문에 증기제트 응축현상에 대한 상세한 이해 및 모델개발은 어려

웠다.

국외에서는 BWR의 Suppression Pool 안전성과 관련하여 In-Plant Test, 증

기제트 응축열혼합 실험 및 System 코드를 이용한 전산해석이 수행되어 증기제트

응축현상을 이해하고 불안정 응축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국부온도 요건제시를 하려

고 노력하였다. 그렇지만 증기제트 직접접촉 응축현상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거시적인 관점에서 증기제트 길이, 열전달 계수 및 응축하중 함수개발과 수조 열혼

합 분석 등만 수행하였다. 또한 BWR은 APR1400에 비해서 방출되는 증기제트 질

량유속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한국에 비해서 활발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은 것

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증기제트 응축시 수조 내부 열혼합 현상에 대한 실험연구와 모델개발

은 국내 연구가 국외 연구에 비해서 앞서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연구

는 주로 실험실 규모로 수행되었고, APR1400 인허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공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한 이론연

구와 모델개발에 집중하고, 증기제트 응축현상 자체를 해석할 수 있는 해석기법도

개발할 필요도 있다.

출력증강, 고연소도 핵연료 개발 등과 관련하여 열전달 증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원전 선진국의 원전 설계회사와 핵연료 관련 회사들은 대학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

는 열전달 증진 연구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대학에서 수행되고 있는 기존 연구들은 주

로 저압저온 조건에서의 기초연구(Feasibility Study)이며, 이러한 기초연구들의 결과가 좋

을 경우 관련 분야에서 기술 선점을 위해 고온고압 조건의 원전 조건에 대한 본격적인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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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 연구를 수행할 태세이다. 현재 수행되고 있는 나노유체 열전달 증진 방안 연구와 아울

러 일본의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는 자성유체(Magnetic Fluid), 마이크로 혹은

나노 기포(Micro- or Nano Bubble), 복합 유체(나노 유체와 자성유체 혼합과 같은 다양한

복합 유체)에 대한 연구가 몇 년 내에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수행될 예정이다. 국내에서도

나노유체, 코팅 등과 같은 연구가 최근에 착수되어 가시적인 연구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저압저온 조건에서 기초적인 연구들이 주로 수행되고 있다. 국내 대학을

중심으로 열전달 증진 방안에 대한 다양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고, 이와 병행하여 고온고압

조건 등 적용성 측면에 대한 연구가 관련 회사 및 연구소를 중심으로 수행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이를 통해 기초 연구와 응용 연구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거둠으로서 세계적으로

열전달 증진에 대한 연구를 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제시한 특수 계측기술의 개발과 관련하여, 국외에서는 4-tip optical void

probe의 측정기술을 확립하여 다차원 유동에 적용하고 있으며, 고온/고압 유동에 적

용 가능한 optical void probe의 측정기술을 개발하여 건전성을 평가하고 있는 단계

이다. 최근에 들어 디지털 영상기록장치 및 레이저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

라, 레이져를 이용한 단상유동의 난류 및 복잡한 유동의 계측에 있어 큰 진전을 이

루고 있으며 다상유동의 경우에도 다양한 광원의 개발로 인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

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초음파를 이용한 2상유동 측정에 있어서는, 초음파 투과

신호를 분석하여 낮은 기포율 조건의 기포유동에 대하여 계면면적밀도를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기존 토모그래피 기술을 접목하여 기포분포 특성을 측정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제 4 절 연구 수행방법

첫째로 계면면적 모델링에 요구되는 무수히 많은 현상, 그리고, 요구되는 실

험들 중 다음 5개항의 실험을 선정하였다.

- 단열 공기/물 실험 (VAWL실험)

본 연구에서는 실험조건을 기포유동과 슬러그 유동조건에 대해 설정을 하되,

기포크기 및 분포에 따른 민감도 분석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험조건

을 구성하고, 다소 승압된 조건에서의 데이터도 생성함으로써, 모델의 압력에 따른

의존성을 잘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단순 확산모델이 가지는 동적거동 모델 보다

는 Cap형/슬러그 기포가 존재하는 유동조건에서, 상부로 유동이 진행되면서 유동장

의 천이가 이루어지는 현상에 대한 모델링에 초점을 둔다.

- 수직 봉다발 실험 (MATIS-V)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제한된 연구만이 이루어져있는 노심내부의



- 9 -

봉다발 구조물에서의 계면면적밀도 모델링을 수행한다. 봉다발 계면면적 측정을 위

하여 4X4 봉다발 집합체를 제작하고 부수로 내 기포유동의 분포를 봉다발 입구 및

발달 구간별로 세군데를 선정하여 정밀 측정한다. 측정을 위한 센서로 광, 혹은 전

도 프루브를 사용하며 부수로 전영역의 고해상도 측정을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기

포유동 영역의 유동구조에 대한 실험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향후 효과적인 계면

면적 수송이론 생성항 모델링을 위해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한다.

- 단일가열봉 미포화비등 실험 (SUBO)

미포화 비등조건에서 노심에서의 계면면적 모델링을 위한 기본적인 구조로서

단일가열봉과 환형의 유로구조를 가지는 실험 장치를 구축하고, 실험을 수행하도록

한다. 정교한 2상유동 분포를 얻기 위해 미세 광학프로브를 자체제작, 활용하도록

한다. 기본 실험조건을 설정하고, 벽면비등현상에 주요한 영향을 주는 세가지의 인

자, 즉, 가열열속, 유속, 입구온도 조건에 대한 민감도 테스트를 수행한다. 기존의

미포화 비등 실험 데이터베이스를 고열유속 및 고유량 영역까지 확대하도록 한다.

- 사각유로 미포화비등 실험 (DOBO)

본 실험은 APR 1400의 인허가 과정에서 대형냉각재 상실 사고 시 재관수 기

간동안에 원자로 용기 하부에서 발생되는 강수부 비등 현상으로 인해 안전주입계통

의 성능이 현저히 저하될 수 있다는 기술적인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하였던,

원자로 개별효과 실증실험장치인 DOBO 장치를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 비등핵생성 모델개발 실험 (HiBO)

계면면적 수송 방정식의 적용성을 확보하고 정밀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세

부 구성 모델의 개발 및 검증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변화 생성항의 개발

과 관련하여, 강제대류 미포화 비등유동시 기포 이탈 직경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여

관련 실험 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 모델을 평가/개선하고자

한다.

이상의 실험적 연구를 통하여 모델을 위한 실험데이터 생산을 일차적 목표로

둠과 함께, 미포화비등 유동에 대한 2상유동 해석능력 향상을 위해 계면면적 수송

방정식의 생성항 모델을 개선한다.

둘째로 다양한 액적 거동에 대한 모델 중 본 과제에서는 지지격자-액적 간

상호 작용에 초점을 맞추었다. 지지격자 전, 후단의 액적 직경 변화를 측정하는 실

험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요구되는 요소기술들을 첫 단계로서 개발하였다. 액

적 생성 방법론, 액적 거동 측정 방법론 및 과열 증기 온도 측정 방법이 요소 기술

들의 예이다. 이와 같은 요소 기술들을 독립적으로 개발한 후, 물-공기 및 물-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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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장치를 이용하여 적용성 평가를 수행하였고, 필요한 경우 개선하였다. 연구의

두 번째 단계로서 개발된 요소 기술을 적용한 본 실험인 6×6 봉다발 실험을 수행하

였다. 수행 결과로부터 액적 거동 모델 개발을 위한 자료를 생산하였고 기존의 모

델을 평가하였다.

셋째로 증기제트의 응축현상 및 수조 열혼합 현상을 국부적으로 관찰하여 증

기제트 및 응축수 난류제트에 대한 상세 모형을 제시하기 위해서 GIRLS 실험,

JICO 실험 및 상세모형 검증을 위한 CFD 해석을 수행하였다. GIRLS 실험에서는

증기제트 질량유속과 수조수 온도를 변경하면서 과냉각수조 내에서 수직상방으로

분출된 증기제트와 응축유발 난류제트의 유속과 온도를 국부적으로 측정하고, 고속

카메라로 증기제트 형상을 촬영하였다. JICO 실험에서는 증기제트 질량유속과 수조

수 온도를 변경하면서 증기제트 응축으로 인한 난류제트와 수조 내 순환유동 특성

을 비접촉식 기법인 입자영상유속계 (PIV) 기법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CFD 해석

에서는 GIRLS 수평방출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응축수 난류제트의 온도와 속도를 예

측할 수 있는 실험상관식을 개발하였고, 이 상관식을 사용하여 증기응축영역 모델

을 개선하고 검증해석을 수행하였다.

넷째로 수조내부 비등기인 열혼합 특성을 국부적으로 관찰하여 수조내부의

열성층화 및 자연순환 유동현상에 대한 상세 실험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소형 수

조실험을 수행하였다. 소형 수조실험에서는 수조내부 유체의 온도의 상승에 따른

자연순환 유동의 속도장을 PIV(particle image velocimetry) 기법을 활용하여 측정

하였다. 또한 수조내부의 가열봉 하부의 열성층화 형성 및 깨짐 현상을 비접촉식

온도장 측정기법인 LIF(Laser Induced Fluorescence) 기법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첨단 광학기법을 활용하여 측정된 고정밀 실험데이터는 기기해석 코드 및 계통해석

코드를 통해 검증 및 난류모델 개발에 활용하였다.

수평관 성층유동의 국소거동을 계측하기 위해서 초음파 측정 기법과 LIF 기

법이 고려되었다. 초음파 기법은 액막 두께를 측정하기 위해 활용/개발되었고, 유동

장의 온도장 계측을 위해 LIF측정 기법을 활용하였다. 수평관 성층유동의 국소거동

특성 계측 실험의 수행을 위한 실험장치에 두 기법에 대한 측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수평관 성층유동의 액막의 특성 및 유동양식의 변화 측정 실험을 수행하였다.

다섯째로 DB 구축에 있어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사업(～‘07. 2)을 통해

구축된 실험 DB들을 최대한 이용하고, 국내의 다양한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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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DB들을 통합하였다. 또한 공개 발표된 논문, 보고서 등을 통해 국내외 실험 DB

를 구축하고, 일부 부족 조건에 대해서는 비용 및 규모 측면에서 최소한의 실험을

수행하여 이를 보완하였다. 먼저 임계열유속(CHF)과 Post-CHF에 대한 실험 DB를

구축하고 일부 DB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은 크게 물과 프

레온 유체를 사용하였으며, 프레온을 이용한 실험에서는 임계압 근처에서의 열전달

특이 현상을 평가하기 위하여 임계압 근처 CHF 실험, 정상상태 임계압 열전달 실

험, 아임계압-임계압 사이의 압력 천이시 열전달 특성 실험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

으로 기존 모델을 평가하고 고유 모델을 제시하였다. 열전달 증진방안과 관련하여

기존에 수행된 선행연구 결과를 충분히 분석하고, 최적 방안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열전달 증진 방안에 대한 연구는 원전의 노심, 증기발생기 세관, 열교환기 등의 열

전달 증진, 화력 및 핵융합 분야의 고효율 열교환기 제작 등에의 적용성을 염두에

두고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Optical void probe의 sensor의 제작 및 신호처리 계통의 개발을

위한 사전 연구 수행한 후, double-sensor optical probe 시제품을 제작하였다. 다양

한 air/water 2상유동 조건에서 대하여 conductivity void probe의 측정결과와의 상

호 비교를 수행함으로써, 제작된 optical void probe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다차원 2

상유동에서 각 상을 광학적으로 분리하여 기록하기 위한 기법과 관련하여서는, 저

대역 파장을 가진 레이저 및 형광여기 물질이 도포된 미세입자를 이용하여 고대역

파장에서 측정하는 기법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저대역 파장에서 산란

된 기포영상을 비교적 깨끗하게 입자영상과 분리하였다. 봉다발 유로에서의 열수력

유동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측정 유동단면에 대한 효과적 조명기술의 개발이 요구

된다. 이를 위하여 봉 구조물 내에 원형 레이저 빔의 평면광 변환을 위한 고유한

렌즈배열 장치를 설계하였고, 이를 장착한 Optic Rod를 개발하였다. 단상 및 2상유

동의 봉다발 부수로에 대하여 개발된 Optic Rod를 설치하여, 유동장 정밀측정 적용

성을 평가하였다. 초음파를 이용한 기포 크기 측정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초음파

탐촉자 및 초음파 하드웨어를 최적 구성하고, 하드웨어의 제어 및 신호 분석을 위

한 PC 베이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다 (UBIM: Ultrasonic Bubble Image

Measurement). 수조내 고정된 금속 구에 대한 초음파 반사특성을 평가한 후, 수직

관 기포에 대한 초음파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개발된 UBIM 시스템의 적용성을 평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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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보고서의 구성

본 보고서가 다루는 주제는 관심있는 다양한 열수력 핵심요소현상에 대한 개

별실험 및 모델개발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각 장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열수력

현상의 특성이 상이하며, 연관성이 큰 연구주제들을 묶어 하나의 장을 이루도록 하

였다. 각 절은 연구배경 및 개요, 연구활동 내용 그리고 향후 방향등을 제시하고 있

다. 표 및 그림은 각 절로 구분하여 배치를 하였고, 부호 설명 또한 기본적인 연구

단위인 절에 배치하였다. 참고문헌은 서로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각 장의 끝부분에

배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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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2상유동 계면면적 수송모델 개발 실험

제 1 절 개요

1. 연구개발 배경 및 필요성

2-유체(Two-fluid) 모델은 각 상의 평형방정식들을 독립적으로 고려하고, 계

면을 통해 전달되는 물리적 현상을 설명하는 구성방정식을 이용하여 2상유동을 해

석한다. 여타 혼합모델에 비해 교과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계면전달항을 포

함한 다양한 모델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들의 적절성이 최종 결과값에 지대한 영향

을 미친다. 계면면적밀도는 계면을 통해 각 상 사이를 오고가는 물리적 현상을 해

석하는데 일차적인 중요도를 가지고 있는 항으로서, 계면전달항과 선형비례의 관계

를 가진다. 따라서 계면면적밀도는 현대에 들어와서 안전해석 혹은 CFD코드의 현

대화와 결부되어 중요도가 부각되고 있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최적 안전해석 코드에서 채택하고 있는 상관식형태의 계

면면적모델은 유동맵을 설정하여 각 유동장에 맞는 모델을 선택 적용하는 일종의

정적(Static) 모델이다. RELAP5, TRAC, CATHARE, 그리고 ATHELET 등이 상관

식형태의 계면면적밀도를 적용하고 있는 코드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델들

이 기준으로 삼는 유동맵은 정상상태, 잘 발달된 유동조건에서 설정되어 있으며, 계

면의 동적인 상호작용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서 시간적, 공간적인 유동

의 천이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고, 유동장의 경계부분에서 수치해적인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이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수송방

정식을 이용한 계면면적밀도 해석방법은 유동 속에서 2상유동의 입자와 연속상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함으로써 2상유동의 과도 및 발달 현상을 효과적으로 모델링 할 수

있으며 여러 유동형태에 연속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므로 유동 형태에 대한 의존성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계면면적 수송방정식은 계면의 동적인 변화특성을 설

명하기 위한 다양한 구성모델들을 포함하며, 이들의 정확한 모델링이 계면면적 수

송이론의 중요한 요소이다.

계면면적 수송방정식에 고려되는 구성모델의 대상들은 크게 운동학적 현상과

열전달관련 현상으로 구분될 수 있다. 입자들이 강한 난류 등의 요인에 의해 깨어

지는 Breakup 현상과 상호 결합하는 Coalescence 들은 기본적으로 운동학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현상들로서, 전자는 계면면적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후자는 감소

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압력변화에 의한 입자의 팽창/수축 현상, 상이한

유동구조에 따른 영향, 특히 오리피스/그리드 등의 유동장애구간을 지나면서 계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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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변화하는 현상들이 모두 운동학적 계면면적밀도 구성모델의 대상이다. 한편,

비등조건에서는 벽면에서 생성되는 기포들의 특성이 계면면적 뿐 아니라 유동장 해

석의 중요한 경계조건으로 고려된다. 비등이 발생하는 벽면의 지점의 개수, 벽면으

로부터 비등으로 생성되어 이탈되는 기포의 크기, 빈도수들이 계면면적밀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다. 미포화 유동조건에서는 벽면에서 생성된 기포들

이 응축되어 기포의 크기 및 계면면적을 변화시키게 되므로, 응축현상도 계면면적

모델링의 중요한 열전달 측면의 현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외에 급격한 압력감소

에 따른 플래싱 현상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계면면적 수송이론은 계면면적을 현상학적으로 구분/모델링하여,

동적인 변화특성을 효과적으로 모의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지만, 무수히 많은 모델

들이 요구되며, 각각의 모델들을 위한 개발연구 뿐 아니라 평가를 위한 실험데이터

의 생산/확보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장시간의 많은 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주제라

고 할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현재의 계통 안전해석 코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존의

유동양식 의존형 계면면적 모델을 계면밀도 수송방정식을 사용하는 Dynamic Flow

Regime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2상유동 해석의 정밀성을 제고하

기 위한 일련의 기반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전산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국

소 열수력 현상까지 계산할 수 있는 고정밀 안전 해석 코드의 개발에 노력을 경주

하고 있다.

2. 연구현황

계면면적 모델링은 Ishii(1975)에 의해 원시적인 형태로 출발을 하였으며,

Uhle외 (1998)에 기존 모델이 가지는 단점 및 개선의 필요성이 주장되었다. 계면면

적밀도 수송방정식은 Kocamustafaogullari외(1995)에 의해 틀이 마련되었고, 많은

후속 연구자들이 이를 기반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계면면적 수송이론은 계면면적을

측정하는 기술의 개발 현황에 크게 의존되어 진행되어 왔다. 다양한 방법의 계면면

적 측정기술이 고려되어 왔으나, 모델평가에 활용되는 양질의 데이터는 대부분 프

로브법에 의한 측정기법으로서(Kataoka외, 1986; 김승진외., 2000), 이들의 개발로

인해, 광범위한 실험조건에서 다양한 형태의 기포에 대한 기포율, 속도, 계면면적밀

도 측정값들이 제공되면서, 관련 모델링 연구가 매우 활성화 되었다. (Morel외,

1999; Hibiki외, 2000; Ishii외, 2004).

계면면적 수송이론 정립을 위해 요구되는 많은 현상들에 대한 모델들이 실험

기술의 난이성으로 인한 데이터의 부족으로 아직 정립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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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활발한 실험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계면면적 수송이론의 기본적인 형태가 구성

되는 시기에서는 Breakup 현상과 Coalescence 현상으로 대변되는 기본적인 기포들

의 동적거동 모델개발을 위해서 원형관의 공기/물 실험이 왕성하게 수행되었다.

(Hibiki외 (1998, 2000) Fu외 (2001), Ishii외 (2004), Yao외, 2004).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로 입자들의 Breakup과 Coalescence 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모델링은 여러 연

구자들에 의해 개발되었다. 그러나, Cap형 혹은 슬러그 기포가 발생하면서 동반되

는 현상에 대한 모델링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실험과 이론적인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 원자로 안전해석을 위해 계면면적이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노심 핵연

료다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특수한 유로구

조에서의 현상은 계면면적 기본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설정한 단순한 유로구조에서

의 그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계면면적

모델이 그 단계까지 미치지 않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복잡한 유로구조로의 적용성

확대연구가 필요하다.

열전달 관련 모델은 크게 핵비등 모델과 응축 모델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상

변화와 관련한 모델이다. 일부 기초적인 모델링 연구는 수십년동안 이루어져 왔으

나, 대부분 한정된 조건에 머물러 있으므로, 다양한 조건에 대해 적용가능한 모델의

개발을 위해서는 많은 실험적 연구의 뒷받침이 요구된다. 계면면적 수송방정식의

상변화 생성항과 관련하여, 기포의 이탈직경이 중요한 변수이지만, 강제대류 비등유

동의 경우에는 실험 데이터 및 관련 모델이 부족한 실정이다. Unal (1976)은 13.9,

15.8 17.7 MPa의 높은 압력조건에 대하여 강제대류 미포화 비등유동 실험을 수행함

으로써 가열면에서 생성된 기포의 최대 직경을 측정하였고, 이를 예측하기 위한 모

델을 개발하였다. 또한, 기존 문헌의 실험결과를 활용하여 개발된 모델을 검증하였

다. 이 후, Klausner et al. (1993), Zeng et al. (1993), Thorncroft et al. (1998),

Situ et al. (2005) 등이 가열면에서의 기포 생성 및 이탈 직경을 측정하기 위한 실

험을 낮은 압력 조건하에서 수행하였다. Situ et al.은 수직 환형 유로에서 과냉각된

물의 비등에 따른 Lift-off 직경을 측정하였으며, Zeng et al. (1993)과 유사한 방법

으로 수직 비등유동에 대한 Lift-off 직경 예측 모델을 제시하였다.

미포화 비등현상은 원자로에서 흔히 발생하는 중요한 열수력 조건이다. 가압

경수로 핵연료 표면에서 미포화 비등 현상에 의한 붕소 석출이나 APR1400의 대형

냉각재 상실사고 시 강수부 비등 현상(Downcomer Boiling)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미포화 비등 현상에 대한 2상유동 해석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관련 열

수력 모델의 개선을 위한 많은 실험들이 이루어졌다. Zeitoun(1994) 실험의 경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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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유속 조건에서 미포화 비등 시 기포율 및 기포 크기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졌으나

국소 기포인자의 분포가 계측되지 않았다. Roy(2002) 실험에서는 R-113 루프를 통

해 미포화 비등 2상 유동의 기포인자 및 난류정보를 측정하고 ASTRID 코드 검증

에 활용하였다. 한편 Purdue Univ.의 Situ (2004) 실험에서는 환형 채널 내 기포인

자의 반경 방향 분포를 측정하여 Drift-flux model을 평가하였고, 서울대학교의 실

험(Lee, 2002; Kim, 2004)에서는 실험결과를 이용하여 CFX 코드 및 MARS 코드

검증을 수행하였다.

3. 추진전략 및 방법

상기 연구동향을 토대로, 계면면적 모델링에 요구되는 많은 현상, 그리고 요

구되는 실험들 중에서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실험을 선정하였다.

가. 단열 공기-물 실험 (VAWL실험)

본 실험은 계면면적모델링의 기본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기관에서 유

사한 형태로 수행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조건을 기포유동과 슬러그 유동조

건에 대해 설정을 하되, 기포크기 및 분포에 따른 민감도 분석이 효과적으로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실험조건을 구성하고, 다소 승압된 조건에서의 데이터도 생성함으

로써, 모델의 압력에 따른 의존성을 잘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다양한 조건에 대해

모델의 적용성 평가를 위해서, 장치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충분한 개수의 조건에

서 실험을 수행한다. 서로 다른 방법으로 측정데이터를 자체 검증하는 방법론을 개

발하여 수행하고, Drift Flux 모델을 이용하여 기존 모델들의 성능평가를 수행한다.

본 단열조건에서의 데이터를 활용한 모델링은 다음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수행될 예

정이며, 단순 확산모델이 가지는 동적거동 모델 보다는 Cap형/슬러그 기포가 존재

하는 유동조건에서, 상부로 유동이 진행되면서 유동장의 천이가 이루어지는 현상에

대한 모델링에 초점을 두도록 할 예정이다.

나. 수직 봉다발 실험 (MATiS-V)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제한된 연구만이 이루어져있는 노심내부의

봉다발 구조물에서의 계면면적밀도 모델링을 수행하기 위한 실험장치를 제작하였

다. 원형을 모의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유로 구조의 특성이 모델링에 반영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으로서, 4X4 봉다발 집합체를 선정하였고, 본 구조물에 대해

효과적인 측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장치의 구조상 계면면적의 축방향 변화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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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부수로 전체에 대해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실험 기술을 개발해 나

가는 방향으로 실험 프로그램을 설정하도록 한다. 부수로에서 급격한 횡방향 2상유

동 분포를 효과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미세 광학프루브를 개발, 자체 제작하며, 활

용되도록 한다. 본 단계에서는 기본적인 측정기술 개발 및 적용, 봉다발 구조 상부

중심부 부수로에서 2상유동 분포도출 실험을 수행하며, 향후 효과적인 계면면적 수

송이론 생성항 모델링을 위해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한다.

다. 단일가열봉 미포화비등 실험 (SUBO)

미포화 비등조건에서 노심에서의 계면면적 모델링을 위한 기본적인 구조로서

단일가열봉과 환형의 유로구조를 가지는 실험 장치를 구축하고, 실험을 수행하도록

한다. 본 환형구조가 가지는 갭 두께가 매우 짧기 때문에, 정교한 2상유동 분포를

얻기 위해 미세 광학프로브를 자체제작, 활용하도록 한다. 기본 실험조건을 설정하

고, 벽면비등현상에 주요한 영향을 주는 세가지의 인자, 즉, 가열열속, 유속, 입구온

도 조건에 대한 민감도 테스트를 수행한다. 기존의 미포화 비등 실험 데이터베이스

를 고열유속 및 고유량 영역까지 확대하도록 한다.

라. 사각유로 미포화비등실험 (DOBO)

본 실험은 APR1400의 인허가 과정에서 대형냉각재 상실 사고 시 재관수 기

간동안에 원자로 용기 하부에서 발생되는 강수부 비등 현상으로 인해 안전주입계통

의 성능이 현저히 저하될 수 있다는 기술적인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하였던,

원자로 개별효과 실증실험장치인 DOBO 장치를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DOBO장치는

본 과제에서 개발되어 왔던 장치이고, 이를 SPACE 코드개발 프로그램하에서 장치

가 활용되었으며, 본 과제보고서에서는 연계업무의 성격으로 간략하게 해당 실험을

정리하였다.

마. 비등핵생성 모델개발 실험 (HiBO)

계면면적 수송 방정식의 적용성을 확보하고 정밀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세부 구성모델의 개발 및 검증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변화 생성항의 개발

과 관련하여, 강제대류 미포화 비등유동시 기포 이탈 직경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여

관련 실험 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 모델을 평가/개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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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모델링 및 적용성 평가

본 단계에서는 모델을 위한 실험데이터 생산을 일차적인 중요성을 둠과 함께,

미포화비등 유동에 대한 2상유동 해석능력 향상을 위해 계면면적 수송방정식의 생

성항 모델을 개선한다. 개선된 생성항 모델은 2-유체 모델에 기반한

EAGLE(Elaborated Analysis of Gas-Liquid Evolution) 코드에 삽입되어 SUBO 실

험을 검증하는 데 사용되도록 한다.

4. 실험대상 및 범위

단열조건의 동적 거동 모델을 위한 VAWL 실험은 기포유동과 슬러그/천 유

동조건에 대해 총 32개의 실험조건을 설정하였으며, 각 실험조건은 아래와 같이 세

가지를 포함한다.

1) 기준조건 (19개)

2) 작은 기포크기 조건 (8개)

3) 승압조건 (5개)

본 실험조건은 주 시험부 압력을 첫 번째 프로브 측정높이 기준으로 2 기압

과 3기압조건을 가지며, 첫 번째 측정지점(L/D=12.2) 기준으로 액상의 겉보기 속도

가 0.5～2.85m/s, 기상의 겉보기 속도는 0.04～2.13m/s 의 범위를 가진다.

노심내 봉다발 구조물 실험(MATiS-V)에서는 4x4 수직 봉다발 집합체를 대

상으로 상온상압 조건하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부수로 내 기포거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광학측정기술들을 사용하였는데 기포의 개별거동을 관찰하기 위해서 저기포

율 조건하에서 PIV측정기법을 적용하였다. 광학프루브를 적용하여 부수로 전 영역

에 대한 상세한 기포분포를 측정하였다. 물의 겉보기속도가 1.60 m/s의 일정 조건

에서 부수로 평균기포율 5, 10, 20 %의 경우에 대하여 수행하였다.

SUBO 실험은 두 개의 단계로 나누어 수행되었다. 1단계 실험에서는 광섬유

프로브를 삽입하여 국소 기포인자를 측정하였고, 2단계 실험에서는 1단계와 동일한

실험 조건에 대해 액상속도와 액상온도를 측정하였다. 실험범위로서, 열속은

368-570 kW/m2, 질량속은 1084 - 2093 kg/m2s, 입구온도는 362-375K를 가지며

압력은 입구기준 190 kPa 근처의 값을 가진다.

벽면 비등에 의한 기포 이탈 직경을 측정하기 위한 HiBO 실험은 입구 질량

유속 (Mass Flux), 히터의 열유속, 입구 과냉도를 변화시켜가면서 수행하였다. 300,

500, 700 kg/m
2
s의 세 가지 입구 질량유속 조건, 140 및 200 kW/m

2
의 두 가지 열

유속 조건, 103, 95, 85 ℃의 세 가지 입구 온도 조건을 조합하여 총 14 Case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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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수행하였다. 입구 압력은 139～152 kPa 범위에서 유지되었다. 기포의 생성 및

성장은 활성 공동의 크기 및 현상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위치

의 nucleation site에서 기포 생성/성장/이탈 현상을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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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단열유동실험 (I): 2상유동 계면면적 거동 분석 실험

1. 연구개발 배경 및 범위

수송방정식을 이용하여 계면면적의 특성을 평가하는 방법론은 기포들의 동적

인 특성과 관련된 다양한 메카니즘을 설명하는 모델에 대한 평가/검증이 요구된다.

전형적으로 분류되는 핵심 현상을 그림 2.2-1에 도시하였다. 계면면적밀도를 증가시

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기포들이 깨어지는 현상, 즉, Breakup 현상은 난류충돌에

의한 요인, 표면마찰에 의한 요인, 계면의 불안정성에 의한 요인으로 크게 구분된

다. 반면에, 계면면적밀도를 감소시키는 현상인 기포들끼리 합쳐지는 현상 즉,

Coalescence는 난류에 의한 충돌, 웨이크 휩쓸림(Wake Entrainment)에 의한 현상으

로 설명될 수 있다. 압력변화에 따른 팽창 및 수축도 계면면적에 영향을 주는 중요

한 현상 중 하나이다. 이러한 개별현상에 대한 모델들이 수송방정식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다양한 실험조건에 대한 실험데이터를 통하여, 개별 모델

들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 유동장 천이와 관련된 많은 현상들이 단열조건에서 기

포들의 상호작용과 관계하기 때문에, 계면면적 수송방정식을 개발하고, 정립하는데

있어서는 단열조건에서 수행되는 실험 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중요성의 인식하에, 2000년을 전후하여 미국의 Purdue대학을 중심으로

많은 실험이 수행되어 왔다. (Revankar and Ishii, 1992[2.2.1]; Hibiki et al.,

1998[2.2.2]; Hibiki and Ishii, 2000[2.2.3]; Fu, 2001[2.2.4]; Yao and Morel,

2004[2.2.5]). 상기실험은 계면면적 수송이론의 생성항 기본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취

지로 수행된 실험으로서 주시험대의 모양은 원통형, 압력은 상압(常壓)조건을 따른

다. 계면면적밀도를 측정하는 기술은 본 실험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기술으로서,

현재까지 개발된 계측방식은 주로 다중센서가 삽입된 전도성 혹은 광학 프로브를

이용한 방식이 주종을 이루며, 그 속에 삽입된 센서의 개수에 따라 이중프로브법, 4

센서 프로브법, 5센서 프로브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Kataoka et al.[2.2.6][2.2.7],

Kim et al.[2.2.8], Euh et al.[2.2.9][2.2.10])

이러한 배경 하에 본 과제에서는 상승 유동 조건에서 기포인자들의 전파특성

을 규명하고, 해석 모델링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실험 데이터를 생산하기 위해 공

기/물 실험을 수행하였다. 직경 8cm, 높이 10m되는 원통형 주시험대에서 이루어지

는 2상류의 전파특성을 수직 3지점에서 관측된 국소 측절변수 분포를 이용하여 고

찰하였고, 추후 모델링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유동조건은 기포유동과 슬러그/천 유

동의 범위에서 32가지의 실험조건을 선정하였다. 동일한 실험조건에 대해서 기포크

기 혹은 주입방식에 따른 분포의 변화가 전체 전파특성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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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동일한 jg, jf 조건에 대해 승압조건에서 테스트도 수행하여, 압력에 따른 데이

터의 변화도 측정하였다.

2. 실험장치 (VAWL: Vertical Air-Water Loop)

본 실험장치는 수직원통형 2상유동 장치로서, VAWL(Vertical Air Water

Loop)의 이름을 가진다. VAWL의 조감도 및 개략도는 각각 그림 2.2-2와 2.2-3과

같다. 본 장치의 유체계통은 크게 주시험대, 물공급계통, 공기공급계통, 펌프 및 분

리/저장텡크로 구성된다. 주시험대는 전기 전도도 프로브를 위한 측정장치와 임피던

스 기포계를 수직 3지점에 두고 있으며, 입구측에 기포 발생기를 두고 있다. 주시험

대는 내경 80 mm를 가지는 아크릴 파이프로 구성되어 있고, 약 10m의 전체높이를

가진다. 본 실험장치는 단열조건에서 이루어지는 장치이지만 기온 및 장치의 가동

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온도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온도 제어 시스템을 두고

있다.

주시험대 상류측에 예비 히터를 설치하였고, 저장탱크 내부에 물을 냉각시킬

수 있는 열 교환 튜브를 삽입하였으며 주 시험부 입구의 온도 정보를 받아서 온도

제어를 하도록 하였다. 물 유량은 인버터를 이용한 펌프 회전수 제어 및 밸브제어

를 통하여 원하는 유량을 얻는다. 주 시험부를 흐르는 기포는 주 시험부 하부의 기

포 발생기로부터 생성되며, 기포 발생기의 구조는 그림 2.2-4와 같다. 그림과 같이

주 시험부 하부 엘보우 아래로부터 2"배관을 삽입하고, 이 안에 1" 배관이 다시 삽

입되어 있다. 2"와 1" 배관 사이의 공간으로 물을 공급하고, 가장 안쪽의 파이프 내

로 공기를 주입시킨다. 내부 공기 배관은 중앙 높이부에 직경 1.5 mm의 홀을 원주

방향으로 16개 등 간격으로 가공하여, 주입된 공기가 이 홀을 통하여 환형 통로로

방출될 수 있도록 한다. 환형 유로에서는 홀을 통해 나온 기포가 주입수와 강한 상

호작용을 일으키며 그 강도 및 공기의 유량에 따라 기포의 크기가 결정된다. 환형

통로로 주입되는 물은 주 배관에서 분기된 별도의 배관을 통해 공급되며 주입량을

조절함으로써 원하는 정도의 기포크기를 얻을 수 있다.

기포 발생기에서 생성된 2상 유동 혼합물은 바로 상부의 주 시험부에서 주

유동과 합류하게 된다. 공기 유량은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배관을 연장하여 활용하

였고, 게이지 압으로 최대 6 기압까지 공급가능하며 압력조절밸브를 이용하여 주입

압력을 조절한다. 펌프는 최대 1800 rpm이고 양정 40m를 가진다. 본 장치는 정화

수(Demineralized Water) 와 수돗물을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배관을 구성하였다.

또한 장치의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여과 및 정화계통을 펌프의 우회 배관에 설치하

였다. 본 실험에서는 전도도 프로브의 신호를 좋게 하기 위해 수돗물을 작동 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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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본 장치의 정화계통은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림 2.2-5는 1층 전면에서 바라본 실험 장치의 사진이다. 테스트 섹션은 사

진 왼쪽 편에 나타나고 있으며 수직방향으로 설치되어 있고, 사진 우측에는 펌프,

유량계, 탱크 및 유량 및 온도조절을 위한 전기 계장이 보이고 있다.

3. 계측 및 데이터 취득 계통

본 장치에 설치되어 있는 계측장치를 크게 주 시험부부분과 배관부로 구분하

기로 한다.

가. 주 시험부 계측기

주 시험부에는 2상유동 국부적인 위치에서 기포속도, 기포율, 계면면적밀도를

측정하기 위한 전도도 프로브 측정장치와 각 프로브 바로 아랫단에서 단면 평균 기

포율을 측정하기 위한 임피던스 기포계가 짝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의 속도를 측정

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된 양방향 유동튜브를 활용하였다. 물속도 측

정실험과 기포인자 측정실험이 독립적으로 수행되었으며, 동일 유동조건에 대한 두

실험의 입-출구 경계조건이 정밀하게 일치되도록 제어되었다. 고, 기포 인자들의 공

간적 전파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주 시험부 수직방향으로 세 지점에 설치하였

다.(L/D=12.2, 42.2, 100.7)

상기 두가지의 실험에 대해 동일한 이송장치를 이용하여 전도성 프로브와 양

방향 유동튜브를 교체 삽입/이송되었다. 임피던스 기포계를 이용하여 얻어지는 기포

율은 전도도 프로브 데이터를 검증하는데 활용된다. 횡방향 이송기를 이용하여 프

로브를 채널 중앙부로부터 벽까지 이송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2.2-6에

전도도 프로브를 삽입하여 측정하기 위한 이송장치의 조감도와 설치사진을 삽입하

였다. 사진하부에 임피던스 측정계도 보인다. 본 실험에서는 2.5mm의 간격을 두고

이송하여 총 16개의 국부 데이터를 얻도록 하였다. 이송은 1/100 mm의 정밀도를

가지고 이루어진다.

(1) 5센서 전도성 프로브 [2.2.9][2.2.10]

5센서 전도성 프로브는 다차원 2상유동 조건에서 국소 기포계수, 계면면적밀

도 및 기포속도등의 분포를 얻기 위해 본 연구팀에 의해 특별히 개발된 센서이다.

국소 기포율은 전체 측정시간에 대한 기포의 탐침 통과시간 분율 비로 표현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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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여기에서

 : 기포가 지나가는 총 시간 (sec)

 : 총 측정시간 (sec)

국소 기포속도는 중앙의 전방센서로부터의 신호와 나머지 4개의 후방센서신

호로 구성되는 4개의 신호짝에 대해서 신호 지연시간을 도출해 내고, 센서의 해당

길이를 이용하여 속도를 도출 할 수 있다. 즉,

  lim
→∞


 





    (2.2.2)

상기 식에 의해 시간 지연에 따른 cross correlation 곡선이 얻어지면 특정 탐

침 간의 기포 속도는 아래와 같이 가 최대가 되는 시간 지연, m ax와 탐침 간의

간격 로부터 계산된다.

 m ax


(2.2.3)

국부적 시간평균 계면면적밀도를 위한 다중센서 측정원리는 Ishii(1975)에 의

해 주어진 수학적인 관계식에 기초하며 아래식과 같다. [2.2.11]

t
i

j i

1 1a
Ω v i jn

æ ö
= ç ÷

×è ø
å uur ur

(2.2.4)

여기서
t
ia 는 시간평균 계면면적밀도를, Ω는 측정시간을, j는 계면의 고유번호

를, iv
uur
와 in

uur
는 각각 계면의 속도 및 수직벡터를 의미한다. 이 식을 이용하여 기존

에 개발되었던 이중 센서 방법론과 4센서 방법론의 장점을 취하여 5센서 방법론이

본 원에서 개발되었다. 5센서 프로브법은 계면이 센서를 지나는 형태를 크게 네 가

지로 구분하며 각 그룹에 독립적인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그림 2.2-7은 5센서프로브

의 사진을, 그림 2.2-8은 5센서 측정기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각 계면의 군(群,

Category)이다. 각 군에 적용되는 관계식은 어동진외(2006, [2.2.10])에 잘 정리되어

있다. 그림 2.2-9는 개발된 측정기법을 검증하기 위해 수행된 수치모의 결과이다.

기존의 4센서기법과 비교하였으며, 5센서 방법론이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2-10은 2상유동으로부터 신호를 얻기 위한 전체적인 하드웨어 구성 및

신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본 계통에서 프로브와 신호 조절기는 자체 제작/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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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A/D 변환장치는 PowerDAQ 시스템을 이용하였다. 본 A/D변환기는 8개

의 Single Ended 채널을 가지며 동시에 각 채널의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 그림

2.2-11은 전체적인 소프트웨어의 기능적 흐름도를 의미한다. 우선 A/D 변환기를 통

해 디지털화된 신호는 연속적인 특성을 가진다. 이상적으로는 액상과 기상의 조건

에서 명확한 경계가 있어야 하지만, 센서 및 유체, 그리고 회로상의 특성 등으로 인

해 다소 연속적인 형태의 신호를 가진다. 이러한 형태의 신호는 바로 물리적 변수

를 얻기 위한 과정으로 활용하기는 매우 어렵고, 이를 사각파의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신호를 사각화하는 과정은 신호상의 명확한 상의 정의과정이라

할 수 있다.

신호의 사각화과정은 다섯 개의 모든 센서 신호에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 기

포의 속도는 각 센서신호에서 동일한 기포에 의한 신호들끼리 고려되어야 하기 때

문에 같은 기포의 신호 찾기 과정이 신호의 사각화 과정 이후에 수행된다.(어동진

외, 2004, [2.2.12])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에 기포율, 속도, 계면면적밀도, 기포빈도

수, 및 기포 크기 등의 다양한 기포인자들을 신호로부터 얻을 수 있다. 본 측정기법

의 적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가시화 장치를 설계, 제작하여 실제 2상유동 조건에

서 프로브의 데이터와 사진촬영법을 이용한 분석결과와 비교 검증 작업을 수행하였

다. 그림 2.2-12에서 결과가 정리되었으며, 속도는 3.5%, 기포율은 7.0%의 평균오차

를, 계면면적밀도와 기포의 Sauter 평균 직경의 평균 오차는 각각 9.9%, 8.9%로 분

석되었다.

(2) 국소 양방향 유동튜브 (Yun et al., 2005 [2.2.13])

물 속도는 단상(single phase) 및 2상(two phase) 유동이 발생되는 계통에서

유체의 운동량 및 에너지의 전달량을 분석하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본 변수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유체 유동에서 국소 물 속도를 측정하는 측정기기로

유체 유동에 의한 동압 측정 방식을 이용한 Pitot관, 열전달을 이용한 Hot-wire, 레

이저를 이용한 LDV 등 몇 가지 상용화된 유량계가 이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대부

분의 상용 유량계는 실제 실험 연구에 적용할 경우 적용하고자 하는 유로의 환경

및 실험 조건에 따라 그 적용에 제한이 따른다. 예를 들어 Pitot관은 구조적 단순함

과 견고함으로 널리 이용되나 대부분의 응용이 기체의 유속 측정에 사용되고 있고

본 실험에서와 같이 양방향의 유동이 발생되는 유로에는 적용이 어렵다. Hot-wire

는 빠른 응답속도로 인해 기체의 속도 및 난류 유동 측정에 널리 사용되나, 물 속

도 측정에 적용한 경우 센서 감지부의 오염에 의해 신호의 drift가 발생되어 정확한

물 속도를 얻기가 대단히 어렵다. LDV는 유로 내의 다차원 속도 분포를 정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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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할 수 있으나, 레이저 빔의 통과가 가능한 투명창이 요구되어 고온 고압에 조

건에 적용이 어렵다. 또한, 물-공기 또는 물-증기와 같이 2상유동이 발생되는 유체

유동에 적용할 경우 공기 또는 증기의 굴절률의 차이로 레이저 빔의 투과량이 감소

되어 낮은 기포율 영역에서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2상유동 조건에서

물 속도를 국소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각 연구자에 의해 측정하고자 하는 유동

조건에 적합한 측정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강수부 비등, 물-공기 수직 수평관 2상유동 실험장치와 같이

고 기포율의 물-공기 또는 물-증기 2상유동에 적용 가능한 국소 양방향 유동튜브

(BDFT-Local Bidirectional Flow Tube)를 적용하였다. 국소 양방향 유동튜브는

Heskestad(1973)에 의해 최초로 제시되어 국소적 화염속도 계측에 사용되었다.

BDFT는 작동 원리가 Pitot tube와 유사하나, 정압이 유동 튜브 후방에 위치한 정

압용 튜브에서 계측되어 후류 유동에 의해 발생한 흡입 효과로 측정된 정압이 유로

내의 정압보다 낮아져 유동 튜브 전, 후단에서 계측된 차압 값이 유동 장내 유체의

유동에 의해 발생된 동압 보다 크게 측정되는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차압 측정값

의 특성은 저속에서의 유속 계측을 보다 용이하게 해 준다. 또한, 양방향 유동튜브

의 기하학적 형상이 전후도 대칭이어서 유동의 방향이 바뀌는 유로에서 양방향 유

속의 측정이 가능한 특성을 갖는다.

기포가 존재하는 2상유동 조건에서 국소 양방향 유동 튜브 양단에서 발생된

차압으로부터 물 속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측정된 차압을 물 속도로 환산하는 계

산식이 필요하다. 유체 유동에 의해 발생되는 양방향 유동 튜브의 동압은 물 및 기

포의 유동에 의해 발생된 모멘텀 성분이 모두 포함된다. 이때, 차압과 유체 속도와

의 관계식은 다음과 같아진다.

  




 

⋅  
  (2.2.5)

여기에서 는 단상유동 교정 실험에서 얻어지는 증배계수이고, 는 양방

향 유동튜브를 통과하는 기상과 액상간에 발생되는 상간의 모멘텀 전달을 고려하는

인자이다. 이때, 증기 또는 가스의 밀도가 낮은 저압의 영역에서는 기상에 의한 모

멘텀 전달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아 무시할 수 있으며 최종 속도 계산식은 다

음과 같다.

 

 




(2.2.6)

이때, 모멘텀 교환 상수 J는 기존 Pitot관에서 널리 사용되는 모델 중 우수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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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알려진 Bosio & Malnes(1968) 모델이 사용되었다(Reimann et al., 1963). 측정된

차압 값 및 국소 기포율 그리고 상기식을 이용하여 반복계산을 수행하면 물 속도를

얻을 수 있다.

그림 2.2-13은 실험에 적용된 국소 양방향 유동튜브로, 양방향 유동 튜브에

의한 유동장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크기가 최소화 되었다. 개발된 양방향 유동

튜브의 길이는 6mm로 L/D가 4 정도이다. 제작된 국소 양방향 유동튜브는 실험 전

에 수동(water tunnel)에서 교정 되어 측정에 사용되었다. 그림 2.2-14는 단상유동

교정 실험에서 얻어진 교정커브이다.

(3) 임피던스 측정계 (Song et al, 1998 [2.2.14])

본 실험장치에서 임피던스 측정계는 주 시험대 수직방향으로 세 지점, 즉, 프

로브를 이용한 측정지점 바로 밑단에 설치하여, 프로브에서 측정된 값들을 상호 비

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임피던스 기포계에 대한 설계는 그림 2.2-15와 같다. 그림

에서 보듯이 중앙의 측정센서를 중심으로 두개의 전극이 상하로 설치되어 채널 내

에서 균일한 전기장을 형성하도록 하고 있고, 각 전극은 원주방향으로 90도의 중심

각을 가지며 대칭적 위치를 이루고 있다. 마주보는 두 전극사이의 임피던스는 기포

의 양에 따라 변화하는 값을 가지게 된다. 정교한 차압계를 이용하여 각 임피던스

측정계의 교정을 수행하였고, 교정결과는 그림 2.2-16과 같다. 임피던스 유량계의

오차는 아래와 같은 식을 적용하였다.

222
rTransmitteDPFittingIVM UUU += (2.2.7)

여기서 사용된 차압계는 Rosemount 3051CD로서 측정스팬 5kPa에 대한

0.075%인 3.75Pa을 오차로 가진다.

나. 배관부 계측기

단열조건에서의 실험이므로 온도는 RTD Pt 100Ώ를 사용하여 주 시험부 하

부에서만 측정하고, 측정값은 주 시험부로 진입하는 유체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

시키기 위한 제어용으로도 활용된다. RTD의 오차는 전 측정범위에 대해서 0.5K의

값을 가진다.

압력은 프로브가 삽입되는 높이에 각각 탭을 설치하여 도압관을 압력계에 연

결하여 측정하였다. 첫 번째 프로브가 삽입되는 높이에 정압계를 연결하여 측정하

고, 상부의 두개의 프로브 삽입 높이에 각각 차압계를 연결하여 측정한다. 측정된

차압 값과 하부의 정압 값을 이용하여 각 위치에서의 압력을 환산할 수 있다.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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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모델은 ROSEMOUNT 3051C이며 각각의 측정 상한치 및 측정 시 사용한

Span은 다음과 같다.

정압계: 300 psi (URL), 6 bar (Span)

차압계 1: 1000" H2O(URL), 80 kPa(Span)

차압계 2: 250" H2O(URL), 30 kPa(Span)

차압계 3: 25" H2O(URL), 5 kPa(Span)

상기 범위에 대해 각 압력계는 span의 0.075%의 오차를 가지며 해당 오차값은 아

래와 같다.

정압계: 450 Pa

차압계 1: 60 Pa

차압계 2: 22.5 Pa

차압계 3: 3.75 Pa

물 유량은 Coriolis 질량유량계를 이용하여 측정하며 그 범위는 0-1300

kg/min이고 전 유량범위에 대해서 0.2%의 오차를 가진다. 본 실험에서는 상기 전

유량범위를 실 측정범위로 설정하였다. 주 급수배관으로부터 분기하여 기포발생기

의 측면으로 주입되는 물 우회유량은 1“ Rosemount 질량유량계로 측정하여 실험의

반복능력을 가지도록 하였다. 측정오차는 측정값에 대해 0.1%이다.

다. 데이터 취득계통

데이터 취득계통은 크게 신호 조정기 (Signal Conditioner)와 A/D 변환기/단

자대, PC로 구성된다. 압력, 온도, 유량, 임피던스 기포계의 신호들은 하나의 A/D

변환기로 처리를 하고 3개의 Five-Sensor 전도도 프로브로부터 얻어지는 15 신호(5

센서 X 3EA)는 두개의 동시샘플링 A/D board를 이용하여 받는다. 각 A/D 변환기

를 통해 얻어진 디지털 신호는 IBM Pentium MMX 233 MHz 산업용 컴퓨터를 이

용하여 프로세싱을 수행하였다. 정상상태 실험이기 때문에 압력, 온도, 유량 등의

유동인자들을 측정하기 위한 A/D 변환기는 1 kHz의 속도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전

도도 프로브로부터의 신호를 처리하기 위한 두 개의 A/D 변환기는 짧은 거리차이

를 두고 있는 센서 끝점들로부터의 신호의 시간 차이를 정밀하게 측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20 kHz의 샘플링 속도로 15개의 모든 신호들을 동시에 받도록 하였다. 데이

터를 받기위한 프로그램은 프로브 데이터 취득용과 기타 유동인자들을 위한 것으로

구분되며 모두 HP-VEE 환경을 활용하였다. 이 프로그램 내에는 프로브를 제외한

모든 측정변수들을 받고, 처리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프로브 데이터를 취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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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프로그램에는 5센서 전도도 프로브법을 포함한 상당히 복잡한 연산이 요구

되며, 이러한 과정은 Microsoft Visual C로 작성된 외부 사용자 함수를 이용하여 구

현하였으며 이를 DLL로 변환하여 HP-VEE 에 삽입하였다.

4. 실험

본 실험은 다양한 조건에서 2상유동의 동적인 거동을 모의하기 위하여 공기

유량, 물유량, 압력을 조절하였다. 그림 2.2-17은 유동지도에 수직방향으로 첫 번째

측정지점에 대한 실험조건들을 도시하였다. 총 32개의 실험조건을 설정하였으며, 각

실험조건은 아래와 같이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기준조건 (19개)

2) 작은 기포크기 조건 (8개)

3) 승압조건 (5개)

본 실험에서는 주 시험부 압력을 첫 번째 프로브 측정높이 기준으로 2 기압

을, 온도는 주 시험부 입구 기준으로 30 ℃조건을 유지하면서 운전하였다. 시스템이

정상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확인한 이후 120 초 동안 유동 데이터를 취득하였고, 프

로브를 이송시켜가면서 각 국부 측정지점에서 60초 동안 데이터를 취득하였다. 채

널의 중심부로부터 벽면까지 총 16 지점의 국부 데이터를 얻었다. 1, 2층은 수동으

로 센서를 이송시켰고, 3층은 모터를 이용하여 원격제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이송지점의 간격은 2.5mm 이며 1/100 mm의 정밀도를 가진다.

2상유동 해석모델의 개선을 위해 계면면적 수송이론을 활용하는 목적은 계면

을 통한 2상류의 상호작용 모델에 대해 기존의 2상유동 해석모델이 중요하게 활용

하고 있는 유동지도의 중요도를 줄이거나 제거하기 위함이므로 본 실험의 유동조건

은 기포영역과 슬러그 유동조건의 경계선을 중심으로 설정되었다. 실험범위는 첫

번째 측정지점(L/D=12.2) 기준으로 액상의 겉보기 속도가 0.5~2.85m/s, 기상의 겉보

기 속도는 0.04~2.13m/s 이며, 그림 2.2-17과 같이 2상 유동 지도상의 기포 유동 및

슬러그 유동에 해당한다. 효과적인 고찰을 위해서 동일한 물 유속조건에 대해 3-4

개의 기포율 조건을 설정, 수행하였고, 총 32개의 데이터 셋을 생산하였다. 따라서

본 실험결과는 2상유동의 인자들에 따른 특성 비교, MARS 등의 최적 안전성분석

코드와 CFD를 이용한 유체 해석방법론을 이용한 2상유동 해석 모델을 개발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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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과 분석

본 연구에서 수행된 32가지의 실험조건에 대해 측정된 거시적인 지표는 표

2.2-1에 정리하였다. 각 측정위치에서 물/공기피상속도, 압력, 기포율, 물/공기 유량,

온도의 평균값이 정리되었다. 측정된 평균 측정인자들의 불확실도는 표 2.2-2에 정

리되었다.

그림 2.2-18부터 21까지는 단면평균의 유동인자들의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2.2-18은 주 시험부 높이방향으로 세 지점에서 측정된 압력의 변화를 보여주

고 있다. 액상의 겉보기속도기준으로 결과그림을 구분하였다. 모든 압력 데이터들은

상부로 진행하면서 수두의 감소로 인해 압력이 감소하는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으

며 주어진 액상의 유량조건에 대해 기포율 조건이 커지면서 중력에 의한 압력감소

가 줄기 때문에 압력감소가 작아지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상부로 진행하면서 압력

의 감소로 인한 공기밀도의 감소로 기포율은 증가하여, 동일한 실험조건에 대해, jg

는 입구로부터 상부로 진행하면서 증가하는 경향을 가진다. 기포율도 같은 경향을

보이게 되며, 그림 2.2-19는 모든 경우에 대해 상부로 진행하면서 기포율이 증가하

는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림 2.2-20은 5센서 프로브를 이용하여 각 측정높이에서 측정된 기포의 국부

속도를 단면 평균 취한 값의 전파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유동이 상부로 진행하면

서 단면 평균 기포속도의 추이는 2상유동 속에서 다양한 힘의 평형 관계에 따라 달

라진다. 본 실험에서 측정된 단면평균 속도는 유동이 진행되면서 증가하는 기포율

에 의한 부력의 효과로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듯 하나, 뚜렷하지는 않다. 전

반적으로 비슷한 값을 가진다. 그림 2.2-21은 모든 실험 조건에 대해 L/D=42.2와

100.7에서의 시간당 기포개수를 보여주고 있다. 기포의 빈도수는 유체 내에서 작용

하는 입자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이 되며, 이에 영향을 주는 메카니즘으로서 크

게 Breakup과 Coalescence를 들 수 있다. 전자는 기포 빈도수를 증가시키며 후자는

감소시키는 결과를 야기한다. 결과그림은 1단과 2단사이에서는 기포개수가 줄고,

2-3단 사이에서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유동이 발달하는 하부쪽

에서는 기포들끼리의 충돌에 따른 Coalescence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충분히 유

동이 발달된 상부구역에서는 Cap 형 기포의 하부에서 발생하는 난류에 의한 기포

의 breakup이 기포개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측정된 실험 데이터의 건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동일한 조건에서 프로브로부

터 얻어진 데이터와 다른 계측기를 이용한 그것과의 상호 비교를 수행하였다. 그림

2.2-22는 모든 실험 조건 및 측정위치에서 프로브로 측정한 국부 기포율을 단면 평

균 취한 값과 임피던스 기포계에 의한 값과의 비교결과이다. 10.4%의 평균오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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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고 있다. 그림 2.2-22(b)는 5센서 프로브에서 두 개의 센서 즉, 중앙의 전-후방

센서를 이용하여 측정한 국부 기포 속도를 단면평균 취한 값과 공기 유량계를 통하

여 얻어지는 기포 속도와의 비교결과이다. 평균 10.6%의 오차를 보이고 있다. 마지

막으로 그림 2.2-22(c)는 기포의 겉보기 속도에 대한 비교이다. 프로브 데이터는 앞

선 두개의 측정 인자 값을 활용하여 얻을 수 있고, 공기 유량계를 통해서는 측정된

질량 유량을 각 위치에서 공기의 밀도를 나누어 유량계를 통한 기포겉보기속도를

얻을 수 있으며 평균 12.1%의 오차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프로브 데이터와

다른 계측기를 활용한 데이터는 잘 일치하는 결과를 가짐을 보임으로써, 프로브의

측정값이 건전한 범위의 값을 가짐을 입증하였다. 그림 2.2-23은 비슷한 방식으로

물속도 측정을 검증하였다. 물의 겉보기속도를 위해 프로브는 양방향 유동튜브에

의한 물속도와 기포율데이터를 이용하였고, 유량계로부터는 물의 질량유량을 이용

하여 산출하였다. 비슷한 방식으로 물 유량 측정값도 상호 비교하였고, 각각의 오차

는 물의 겉보기속도의 경우 6.8%, 물속도의 경우 6.6%를 보였다.

측정된 기포율은 잘 알려진 여러 가지의 Drift Flux 모델(표 2.2-3)과 비교하

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2.2-24에 정리되었다. 7개의 Drift Flux모델이 본 실험을 이

용하여 평가되었다. 모두 본 실험데이터를 비교적 잘 평가하고 있는데, 그 중, 현재

CATHARE 코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Bestion 모델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

다. 그림 2.2-24(b)는 동일한 실험조건에서 기포발생기에 액상의 속도를 크게하여

상대적으로 작은크기의 기포를 발생시킨 경우들에 대한 모델 평가결과이다. 그림

2.2-24(c)는 3bar조건에서 동일한 jg를 가지도록 설정한 실험경우에 대한 평가결과

이다. 3 bar조건에서의 우회유량도 높은 조건을 유지하였다. 본 두 경우는 전반적으

로 모델들이 실험데이터를 과소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우회유량을

변화시켜 얻어진 분포의 변화가 기포율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림 2.2-25부터 30은 국소 2상유동 분포를 도식화하였다. 각 층에서의 분포

를 함께 그림으로써, 유동이 진행하면서 2상유동의 지표들의 변화를 쉽게 볼 수 있

도록 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지면의 제약으로 두 Case에 대한 결과만을 대표적으

로 기술하기로 한다. 입자들의 동적인 거동은 Cap 형 기포의 존재유무에 따라 분리

해석된다. 그림 2.2-25는 작은 기포들로만 이루어지는 저기포율 유동조건에 대한 기

포인자변화추이를 도식화 하고 있다. 전형적인 벽면피크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 1단

에서 2단으로 진행하면서 이러한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기포율이 중심부에서는 작아

지고, 벽면에서는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기포들이 모여있는 벽면근처에서는 기포

들의 Coalescence로 인해 기포크기가 증가하고 있음이 잘 보여주고 있다. 3단에서

는 전체적으로 기포크기가 증가하면서, Wall Peaking이 풀리고, 중심부에 많은 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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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다시 모이면서 중심과 벽에서 이중 Peaking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

다. 그림 2.2-26은 물과 기포의 속도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크게 변화를 가지지 않

으나, 미세하게 기포율의 분포에 따라 2단의 중심부에서 속도가 감속되는 추이가

보이고 있다. 세 지점에서의 물/공기속도가 일관성있게 비슷한 값이 나오며, 기포율

의 분포에 따라 속도의 가/감이 보여지는 것은 측정값의 정교함을 반증하는 결과라

고 할 수 있다.

그림 2.2-27부터 31까지는 슬러그가 잘 보여지는 유동조건으로서, Cap 이상

크기를 가지는 기포가 발생하면, 큰 기포에 의해 유발된 Wake에 의해 작은 기포들

의 거동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작은 기포들의 유동에서 나타나기 어려웠던,

Wake Entrainment 현상이나, Shear-Off 현상들이 계면면적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난다. 본 실험은 Chord 길이 기준으로 아래의 Ishii모델이 제시하고

있는 길이의 2/3를 각 군의 경계로 설정하였다. [2.2.15]

  

∆


(2.2.8)

그림 2.2-27은 기포율의 전체추이와 각군의 기여도를 함께 보여주고 있다.

1-2단 사이에서는 작은 기포들이 큰 기포로 합쳐지는 현상을 추론할 수 있으며,

2-3단사이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유지가 되면서 작은 기포들의 체적도 커지는 것으

로 보아, 큰 기포가 유발하는 난류에 의해 작은 기포들이 떨어져 나오는 현상도 예

상할 수 있다. 계면면적 분포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지만, 기포들의 개수들이

Coalescence로 인해 줄어들면서 1단과의 계면면적의 크기관계가 기포율의 그것보다

는 작은값을 가짐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2-28) 기포크기는 이러한 경향을 잘 보

여주고 있다.(그림 2.2-29) 1단에서 2단으로 가면서 슬러그 기포들이 많이 생성되었

음을 알수 있고, 2-3단에서는 2단에서 만들어진 패턴이 그대로 발전하는 형상을 보

여주고 있다. 기포와 물 속도는 2상유동이 상부로 진행되어 가면서 부력에 의한 요

인으로 약간씩 상승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림 2.2-30) 그림 2.2-31은 기

포크기 분포를 보여준다. 1단에서 2단으로 진행하면서 전반적으로 기포개수가 줄어

들다가 3단으로 가면서 기포개수가 증가하는 패턴을 기포크기별로 보여주고 있다.

주목할 구간은 Cap형 혹은 슬러그 기포구간으로서 상부로 진행하면서 기포의 분포

가 오른쪽 즉, 기포크기가 점점 커지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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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본 절에서는 2상유동의 입자간의 동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계면면적

밀도 모델링을 위한 실험데이터를 생산하기 위해 단열 조건에서의 실험을 수행하였

다. 본 장치는 축 방향으로 상당히 긴 유동길이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상

유동의 공간적 전파 특성을 효과적으로 고찰할 수 있었고, 주요한 상호작용 메카니

즘을 도출할 수 있었다. 주요 데이터는 다른 계측기를 활용한 자체 검증 및 잘 알

려진 2상유동 모델과의 비교평가 과정을 통하여 그 건전성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생산된 데이터는 2상유동의 수송이론을 개발하는데 직접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최적 안전성 분석 코드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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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f
m/s

jg(1)
m/s

jg(2)
m/s

jg(3)
m/s

P(1)
X10

5

Pa

P(2)
X10

5

Pa

P(3)
X10

5

Pa

a (1)
%

a (2)
%

a (3)
%

Liquid
Flow
kg/s

Gas
Flow
g/s

Temp
℃

Case01 0.50 0.04 0.05 0.07 1.99 1.77 1.35 5.5 6.3 8.0 2.50 0.52 29.6

Case02 0.50 0.05 0.05 0.07 1.99 1.77 1.35 6.9 7.7 9.5 2.51 0.54 29.6

Case03 0.50 0.15 0.16 0.21 1.99 1.79 1.41 14.1 16.1 19.9 2.52 1.72 29.6

Case04 0.51 0.14 0.15 0.19 1.99 1.80 1.43 18.6 20.5 21.4 2.54 1.62 29.6

Case05 0.51 0.29 0.32 0.39 1.99 1.82 1.49 23.1 26.2 31.7 2.53 3.40 29.6

Case06 0.50 0.29 0.32 0.39 1.99 1.83 1.50 30.0 28.8 32.2 2.51 3.38 29.6

Case07 1.00 0.05 1.00 0.08 1.99 1.77 1.33 4.6 5.7 7.3 4.98 0.63 29.6

Case08 1.00 0.05 1.00 0.08 1.99 1.76 1.32 4.0 5.1 6.6 5.00 0.62 29.6

Case09 1.00 0.05 0.05 0.06 3.00 2.77 2.32 4.4 5.5 6.1 5.02 0.85 29.6

Case10 1.00 0.24 0.27 0.35 1.99 1.79 1.40 14.7 16.3 19.4 5.00 2.83 29.6

Case11 1.00 0.23 0.26 0.33 1.99 1.79 1.40 15.7 18.8 22.4 5.01 2.71 29.6

Case12 1.00 0.22 0.23 0.27 2.99 2.79 2.40 16.2 19.0 21.7 4.99 3.80 29.6

Case13 1.00 0.43 0.47 0.58 1.99 1.80 1.46 23.0 25.5 30.5 5.00 4.99 29.6

Case14 0.99 0.43 0.47 0.57 1.98 1.81 1.48 26.3 31.5 32.3 4.94 4.96 29.6

Case15 1.00 0.42 0.45 0.51 2.98 2.81 2.47 26.4 31.3 34.4 5.00 7.34 29.6

Case16 1.00 0.73 0.79 0.95 1.99 1.83 1.53 31.4 35.5 41.1 4.99 8.48 29.6

Case17 1.99 0.11 0.12 0.17 1.99 1.76 1.31 4.8 7.6 9.4 9.97 1.26 29.6

Case18 1.99 0.10 0.12 0.16 1.99 1.76 1.31 4.8 7.3 9.0 9.96 1.22 29.5

Case19 2.00 0.11 0.12 0.14 3.00 2.76 2.31 4.8 7.3 8.5 10.03 1.91 29.6

Case20 1.97 0.39 0.44 0.57 1.99 1.78 1.38 15.4 21.4 24.5 9.88 4.58 29.5

Case21 1.99 0.40 0.44 0.57 1.99 1.78 1.38 15.5 21.3 24.5 9.94 4.60 29.6

Case22 1.98 0.40 0.43 0.50 3.00 2.79 2.38 15.6 21.3 23.9 9.92 6.92 29.6

Case23 1.95 0.65 0.72 0.90 1.99 1.80 1.44 23.0 28.6 32.1 9.78 7.56 29.6

Case24 1.98 1.03 1.13 1.39 1.99 1.82 1.48 31.6 35.2 40.0 9.93 11.99 29.6

Case25 2.85 0.15 0.17 0.24 1.99 1.76 1.30 4.9 6.3 8.9 14.29 1.78 29.5

Case26 2.81 0.48 0.54 0.71 1.99 1.77 1.34 13.9 17.1 22.5 14.06 5.59 29.6

Case27 2.62 0.73 0.82 1.05 1.99 1.78 1.39 20.7 24.3 29.9 13.10 8.50 29.6

Case28 2.48 0.99 1.10 1.38 1.99 1.80 1.43 27.0 30.6 36.1 12.44 11.51 29.6

Case29 1.00 1.23 1.32 1.54 2.01 1.86 1.60 39.9 47.2 53.6 4.97 13.47 39.4

Case30 1.00 2.13 2.26 2.56 2.06 1.93 1.71 46.7 58.0 64.6 5.00 23.34 39.4

Case31 0.50 1.83 1.99 2.40 2.02 1.86 1.55 40.0 45.5 51.8 9.97 20.10 39.3

Case32 0.50 1.15 1.20 1.32 3.21 3.06 2.79 39.0 46.4 51.7 4.98 20.18 39.3

표 2.2-1 거시변수 측정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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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

P(2)
%

P(3)
%

a (1)
(I.V.M)
%

a (2)
(I.V.M)
%

a (3)
(I.V.M)
%

Liquid
Flow
%

Gas
Flow
%

Temp
%

Case01 0.37 0.43 0.60 14.1 15.2 16.7 1.74 28.91 1.7

Case02 0.37 0.42 0.60 11.0 12.0 13.6 1.73 27.99 1.7

Case03 0.37 0.42 0.58 4.8 5.3 6.1 1.73 8.74 1.7

Case04 0.37 0.42 0.57 3.3 3.7 5.1 1.71 9.27 1.7

Case05 0.37 0.43 0.56 2.6 3.1 4.0 1.71 4.41 1.7

Case06 0.37 0.42 0.56 1.7 2.4 3.6 1.73 4.44 1.7

Case07 0.37 0.43 0.61 16.7 16.5 18.2 0.87 23.79 1.7

Case08 0.37 0.43 0.61 19.4 18.4 20.1 0.87 24.01 1.7

Case09 0.24 0.27 0.35 17.6 17.1 22.4 0.86 17.71 1.7

Case10 0.38 0.44 0.60 4.5 4.9 5.9 0.87 5.29 1.7

Case11 0.38 0.44 0.60 4.1 4.1 4.8 0.87 5.53 1.7

Case12 0.26 0.29 0.36 3.9 4.0 5.0 0.87 3.95 1.7

Case13 0.45 0.53 0.71 2.6 2.9 3.4 0.87 3.01 1.7

Case14 0.45 0.52 0.69 2.1 2.0 2.9 0.88 3.03 1.7

Case15 0.30 0.34 0.40 2.1 2.0 2.6 0.87 2.04 1.7

Case16 0.38 0.44 0.57 1.6 1.8 2.3 0.87 1.77 1.7

Case17 0.37 0.43 0.63 16.1 12.0 13.8 0.47 11.88 1.7

Case18 0.37 0.43 0.62 16.0 12.5 14.4 0.44 12.31 1.7

Case19 0.24 0.27 0.35 15.9 12.5 15.3 0.43 7.87 1.7

Case20 0.37 0.44 0.60 4.2 3.4 4.2 0.44 3.28 1.7

Case21 0.37 0.43 0.60 4.1 3.4 4.2 0.44 3.26 1.7

Case22 0.27 0.30 0.38 4.1 3.5 4.3 0.44 2.17 1.7

Case23 0.37 0.43 0.58 2.4 2.3 2.9 0.46 1.99 1.7

Case24 0.37 0.42 0.55 1.5 1.7 2.1 0.44 1.25 1.7

Case25 0.37 0.43 0.62 15.8 14.6 14.6 0.30 8.41 1.7

Case26 0.37 0.43 0.61 4.7 4.5 4.7 0.31 2.69 1.7

Case27 0.37 0.43 0.59 2.8 2.8 3.2 0.33 1.77 1.7

Case28 0.37 0.42 0.57 1.9 2.1 2.4 0.35 1.31 1.7

Case29 0.38 0.44 0.54 1.1 1.2 1.6 0.87 1.12 1.3

Case30 0.36 0.41 0.50 0.9 0.8 1.2 0.87 0.65 1.3

Case31 0.36 0.42 0.53 1.1 1.1 1.4 0.44 0.75 1.3

Case32 0.25 0.28 0.33 1.1 1.1 1.6 0.87 0.75 1.3

표 2.2-2 거시측정변수 측정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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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The distribution parameter and drift velocity 상대오차

Zuber and

Findley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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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3 Drift Flux 모델과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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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lescence due to
Random Collision

Driven by Turbulence

Breakage upon the Impact of
Turbulent Eddies

Shearing Off of Small Bubbles
from the Skirt of Cap bubble

Breakage of Large Cap Bubble due to
Flow Instabilibty on the Bubble Surface

Coalescence due to
Wake Entrainment

그림 2.2-1 기포의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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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 공기/물 실험 장치 조감도

그림 2.2-3 공기/물 실험 장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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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 공기발생기

그림 2.2-5 공기/물 실험 장치 사진



- 39 -

그림 2.2-6 국소센서이송장치

그림 2.2-7 5센서 전도성 프로브

(c) Category III (d) Category IV(a) Category I (b) Category II

InterfaceRear SensorsFront Sensor

그림 2.2-8 계면이 센서를 지나는 형태에 따른 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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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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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IV

그림 2.2-9 평균직경 3mm에서의 수치모의 결과

그림 2.2-10 측정 계통 하드웨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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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d Fraction 
Velocity
Interfacial Area Concentration
…

그림 2.2-11 측정계통 소프트웨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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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2 프로브데이터와 가시화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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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3 국소 양방향 유동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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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4 국소 양방향 유동 튜브의 교정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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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5 임피던스 기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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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6 임피던스 기포계 교정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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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7 실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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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8 압력분포(jf: 기포겉보기속도, P: 압력, V: 1단기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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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9 기포율 분포 (jf: 기포겉보기속도, P: 압력, V: 1단기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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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0 기포속도 분포 (jf: 기포겉보기속도, P: 압력, V: 1단기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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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1 기포빈도수 분포 (jf: 기포겉보기속도, P: 압력, V: 1단기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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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2 기포변수 데이터 상호 검증 (a: 기포율 b:기포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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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3 물 속도 데이터 상호 검증 (a: 물겉보기속도 b:물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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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4 Drift Flux모델평가 (a: 2기압 size 1, b:2기압 size 2, c:

3기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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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5 국소 기포인자분포 (RUN07; <jf>=1.0, <jg>=0.054. <α>1st=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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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6 국소 속도분포 (RUN07; <jf>=1.0, <jg>=0.054. <α>1st=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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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7 국소 기포율분포 (RUN16; <jf>=1.0, <jg>=0.73. <α>1st=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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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8 국소 IAC분포 (RUN16; <jf>=1.0, <jg>=0.73. <α>1st=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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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9 국소 기포크기분포 (RUN16; <jf>=1.0, <jg>=0.73. <α>1st=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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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0 국소 속도 분포 (RUN16; <jf>=1.0, <jg>=0.73. <α>1st=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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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1 기포의 크기분포 변화 (RUN16; <jf>=1.0, <jg>=0.73.

<α>1st=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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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단열유동 실험(2): 수직 봉다발 실험

1. 연구개발 배경 및 범위

노심내 봉다발 구조물에서의 유동 및 열전달 거동의 본격적 연구는 7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다수의 실험적 연구가 수행되었다. 단상유동 영역에 대한 연구

에 있어 봉다발 내 다양한 부수로 형상(삼각 및 사각 부수로 혹은 내부 및 벽면 부

수로 등)을 대상으로 단순 봉다발[2.3.1] 외 지지격자가 장착된 기하형상에 대하여

유동분포 및 난류혼합 특성에 대한 많은 연구[2.3.2, 3, 4]가 수행되었다. 봉다발 내

2상유동 영역에 대해서는 1975년 Ishii 등[2.3.5]에 의해 개발된 two fluid 모델이 개

발된 이래 모델링 방정식 내 계면면적수송(Interfacial Area Transport)항을 효과적

으로 모델링하기 위한 유동분포 실험이 많이 수행되었다. 우선 가장 간단한 원형관

내에서의 기포유동에 대한 IAC 측정이 Hibiki 등[2.3.6, 7]에 의하여 다수 이루어졌

으며 이후 환형관[2.3.8] 및 봉다발 부수로[2.3.9]를 대상으로 기포유동의 IAC 측정

실험연구가 이루어졌다.

한편,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노심내 봉다발에서의 유동거동을 규명하기 위

하여 단상유동 영역에 대한 LDV 측정실험이 수행되어 왔다.[2.3.4, 10] 축적된 봉다

발내 난류혼합거동의 이해를 바탕으로 노심의 안전성 해석기술을 심화하기 위하여

2상유동에 대한 유동거동 측정 및 유동예측 모델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핵심 열수력 개별현상 고정밀 실험”과제의 1단계 기간 (2007. 3.～2010. 2.)중

봉다발 내 기포유동의 거동에 대한 물리적 이해 및 모델개발을 위한 IAC 측정 및

측정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실험장치로서 소내 Cold

Test Loop-I을 활용하였으며, 실험대는 4x4 수직 봉다발 집합체를 사용하였다. 봉

다발 부수로는 측정 편의성 및 해상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하사양이 실물보다 2.6배

크게 제작되었다. 부수로 내 기포유동을 구현하기 위하여 봉다발 입구(하단부) 각

부수로 중심에 노즐형 기포발생기를 독립적으로 설치하였으며, 측정영역은 봉다발

출구(상단부) 전 100mm로 고정하였다. 부수로 내 기포거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광

학 측정기술들을 사용하였는데 기포의 개별거동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저기포율 조

건하에서 PIV측정기법을 적용하였으며, 그 이상의 기포율에 대해서는 Optical

Sensor Probe를 적용하여 기포분포를 측정하였다. 또한, 보조적으로 기포의 동적거

동 측정을 위하여 High Speed Camera를 활용하였고, 부수로의 액체유속분포를 측

정하기 위하여 Pitot Tube를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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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장치

가. 냉각수 순환장치

실험장치(Cold Test Loop-I)는 냉각수 저장탱크(Water Storage Tank), 순환

펌프(Circulation Pump), 시험대(Test Rig), 그리고 Loop 조건을 감시하는 유량계,

온도, 압력 센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냉각수 저장탱크에는 냉각수 온도를

설정온도로 맞추기 위하여 Heater와 Cooler가 장착되어 있으며 이들을 제어하기 위

하여 Heater Controller와 Flow Control Valve가 설치되어 있다. 각 기기에 대한 내

용은 다음과 같다.

냉각수 저장탱크의 형상은 직립원통형(직경 750, 높이 1950 mm)이며 전체용

량은 900 liter, 정격용량은 700～800 liter정도이다. 탱크의 하단에 출구배관(4˝)이

외부의 순환펌프와 연결되고 상부 측면에 입구배관(4˝)이 연결되어 있다. 탱크내부

에는 냉각수를 식히기 위하여 Cooler가 직경 5/8˝, 총길이 6 m의 Tube가 코일형상

으로 내장되어 있다. 또한 냉각수의 온도를 높이기 위하여 탱크 하단에 10 KW 용

량의 Heater 2개를 장착하였다.

순환 펌프는 저장탱크의 냉각수를 순환시켜 Loop 내에 유량을 형성한다.

Loop의 유량은 펌프의 회전속도를 조절함으로써 변화시키는데 펌프속도는 Inverter

를 사용한다. 펌프의 최대유량은 2 m3/min.에 100 m 양정이며 75 hp의 모터에 의

해 구동된다.

나. 실험대 (Test Rig)

Test Channel은 4x4 핵연료 다발이 장착될 수 있도록 내측이 144x144 mm의

사각채널형상이며 재질은 두께 12, 16 mm의 SUS304를 사용하였고 전면은 SUS 프

레임에 두께 40 mm 아크릴 창을 댄 여닫이 형태로 제작하였다. 채널 상단부에는

외부에서 육안관찰 혹은 카메라 촬영이 용이하도록 측, 후면에 150x144 mm의 관찰

창(View Window)을 설치함으로써 상단부 사면이 모두 가시화가 가능하도록 하였

다. 그림 2.3-1은 채널의 단면설계도면의 구체적 사양을 나타낸 것이다. Test

Channel의 길이는 설치공간의 천정높이에서 하단의 배관 및 기포발생장치 길이, 상

단의 Upper Plenum과 상부 계측기 설치 및 구동 공간 확보를 고려하여 1,620 mm

로 제한하였다. 4x4 봉다발은 상,하 지지격자가 채널 내면에 가공된 홈에 슬롯형태

로 끼워질 수 있도록 하여 분해/조립이 편리하도록 하였다.

채널의 상부는 Upper Plenum이 장착되는데 여기에 90° 각도의 네 방향으로

냉각재 출구(직경 60mm)가 형성되며 윗 덮개는 플랜지로 마감되는데 계측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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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여러 형태로 변형이 가능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 채널의 하부는 역시 Lower

Plenum이 네 방향으로 냉각재가 유입되도록 입구(직경 60mm)가 형성되며 그 위로

유동분포를 가능한 한 균일유동(Uniform Flow)이 되도록 Honey Comb(100 mm 높

이)을 채운다. 이렇게 하여 완성된 Test Rig는 그림 2.3-2에 나타난 바와 같이

Lower Plenum(①), Upper Plenum(②), 4x4 봉다발(③), 시편 지지격자 이송장치

(④) 등으로 구성된다.

144x144 mm 유동채널 내에는 4x4 봉다발 집합체가 장착되는데 각 봉의 직경

은 25.4mm로서 9.5mm 직경의 실제 핵연료보다 약 2.67배 크며 따라서 봉간 피치

도 같은 비율로 커져서 한개 부수로 단면은 33.7x33.7 mm이다. 봉의 길이는 1,427

mm이며 4x4 봉다발 집합체가 채널 내에 견고히 지지되고 봉간 간격을 정확히 유

지할 수 있도록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양단에 고정지지격자가 장착되도록 하였다.

봉 양단에는 그림 2.3-3의 좌측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체의 저항 및 후류

(Recirculating Flow)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봉 하단(입구)에는 각 봉 끝에 반구형의

구조물을, 봉 상단(출구)에는 각 봉 끝에 원추형 구조물을 부착하였다.

유동측정이 이루어지는 구역은 봉다발 상단부인데(채널의 관측창도 이 지점에

위치) 가시성(Visualization)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굴절율 1.33)과 광학굴절율이 유

사한 외경 1″의 PFA(Perfluoroalkoxy, 굴절율 1.34) 튜브(두께 1.6mm)를 연결하였

다.(그림 2.3-3의 우측 그림 참조) 따라서 봉다발 내부의 기포거동 등을 영상의 왜

곡 없이 관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16개의 봉 중에 PIV 측정을 위하여 한개 봉을 연장하여 상부 Plenum 밖으로

돌출되도록 하여 측정봉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는 본 과제에서 개발하여 활용한

바 있는 Optical Rod를 적용한 것으로 그림 2.3-3의 중간그림과 같이 관측지점(봉

상단 끝에서 하향 100mm 지점) 즉, 측정봉 상단 끝에서 하향 300mm 지점에

Optical Rod를 장착하고 Nd-Yag 레이저를 봉 중심축을 따라 입사함으로써 부수로

단면의 유동장을 측정할 수 있다.

다. 기포발생장치

4x4 봉다발 부수로 내에 기포유동을 구현하기 위하여 봉다발 입구(채널하단)

에 기포 발생장치를 장착하였다. 기포 발생장치는 각 부수로의 중심에 직경

12.7mm의 노즐을 수직으로 벽면부수로를 제외한 내부 9개 부수로에 독립적으로 장

착하였다. 기포발생노즐의 상세한 사양은 그림 2.3-4에 나타나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즐은 이중튜브로 구성되어 내부유로(직경 7.74mm)에는 물이 흐르고

외부 환형유로(직경 10.99mm, 갭 0.73mm)에는 공기가 주입된다. 노즐의 끝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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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내부유로에 직경 6mm의 구가 중앙에 위치하고 유로가 가장 좁은 내부유로의

벽에 4개의 직경 0.5mm의 관통구를 형성하여 공기가 내부유로로 유입되도록 한다.

이때 공기는 급격히 좁아진 유로에서 급격한 압력강하에 의해 수많은 미세한 기포

로 부서지면서 물과 함께 부수로로 유입되어 기포유동을 형성한다. 기포의 크기 및

기포수는 노즐을 통과하는 물과 공기의 유량에 의하여 다양하게 제어가 가능하다.

본 실험에서 구현할 수 있는 중심부수로 평균 기포율은 대략 0～30 % 정도이며 기

포크기는 대략 0.5～8.0 mm 정도로 확인되었다.

라. Loop 운전조건 제어 및 감시 System

실험 중 순환장치 및 실험대의 센서에서 발생하는 온도, 압력, 유량 등의

Loop의 운전조건 자료는 Signal Conditioner를 거쳐 Data Acquisition Unit에서 처

리되는데 이들 시스템의 기술사양은 다음과 같다.

Signal Conditioner

○ Model : M8BS-16U0 (Dual Output Signal Conditioner, Pico-M

○ Capacity : 16 Positions

○ Power : AC 100~240 Volt, DC 24 Volt

○ Response Time : ≤ 0.5 sec. (typical), 25 mS (optional)

Agilent 34970A

○ 6-1/2 multimeter accuracy

○ up to 60 channels per instrument

○ Scanning rate : 250 channels per second

○ GPIB, RS-232 interface

○ HP 34901A 20 ch. Multiplexer

3. PIV 기법 적용 기포거동 상세측정실험

가. PIV System

PIV 계측기법은 4x4 봉다발 중심부수로의 단상 및 기포유동 속도장을 측정하

기 위하여 적용하였다. 레이저 평면광에서의 유동입자 영상은 CCD 카메라에 의해

촬영되어 신호처리 절차를 거쳐 부수로 벡터 유동장으로 생성된다. 본 실험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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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PIV 시스템은 Dantec사 제품으로 시스템 구성 및 제품사양은 다음과 같다.

○ Laser Source : Double-pulsed Nd-Yag Laser, Continuum,

Surelite PIV, Beam Dia. = 6 mm, Repetition Rate = 10 Hz,

Power = 200mJ max.

○ CCD Camera : Kodak, MegaPlus, ES 1.0,

Image Resolution = 1,008 x 1,016 pixels

○ Processor : Dantec, PIV 2200, 128M pixel memory

○ Software : FlowMap

○ 3-D Traverse System :

나. PIV측정 실험장치 Setup

봉다발 부수로에서의 기포거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PIV 측정기법을 적용한 경

우에서의 실험장치 구성은 그림 2.3-5와 같다. 봉다발 상단부의 중심부수로에 대한

발달된 기포유동(Bubbly Flow)을 측정하기 위하여 Upper Plenum의 가시창이 설치

된 상단 플랜지 위로 Traverse에 CCD 카메라가 설치되고 중심부수로를 구성하는

봉 중 한개는 Lens Array가 내장된 Optical Rod가 장착되었다. 이는 봉다발 상단에

서 아래로 100 mm 안쪽의 측정영역에 부수로 횡단면 유동입자 촬영을 위한 수평

의 평면광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한 레이저광의 투입은 외부의 Nd-Yag

레이저 발생장치에서 생성한 원형빔을 반사경을 사용하여 Optical Rod 입구로 유도

한 다음 45° 반사경으로 봉 중심에 축방향으로 유도한다. 봉 내의 원형빔은 측정위

치에서 Cylindrical Lens 및 반사경으로 구성된 Lens Array를 거쳐 평면광으로 전

환되어 중심부수로 전 영역을 조사하게 된다.

다. Test Matrix

기포율이 커지면 유동장 내 기포의 중첩으로 인하여 가시화가 불가능하므로

저기포율에 대하여 제한된 측정을 수행하였다. 수행한 측정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유량 조건은 표 2.3-1과 같다.

○ Loop 조건 : 30℃, 1.5 bar

○ Main Flow : 18.6 kg/sec (jf = 1.477 m/s)

○ Air Flow : 200～800 cc/min (jg = 0.005 ～ 0.021 m/s)

○ 측정대상 : 4x4 Bare Rod Bundle, Center Subchannel

○ 측정단면 : 횡방향(x-y plane), 종방향(z-x 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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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Optical Sensor Probe를 이용한 기포유동 상세측정 실험

가. Optical Sensor Probe

Optical Fiber를 이용한 기포율 측정센서의 원리는 빛이 통과하는 매질의 굴

절율에 의한 전반사 현상을 공기와 물의 경계면에서 계측하여 2상유동에서의 기포

율, 기포크기, 기포속도 등 기포의 동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유동매

질에 따른 전기전도율 차이를 이용한 Conductance Probe를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신호의 응답성이 빠르고 전기잡음에 강한 장점이 있어 측정신호의 정확성이 뛰어나

다는 장점을 가기고 있는 반면, Probe가 이물질 오염에 취약하고 쉽게 손상되는 단

점도 가지고 있다. Sensor Probe를 두개를 거리차를 두고 측정하면 기포율 외 기포

의 속도측정도 가능하다.

본 실험에서는 자체 제작한 Two Sensor Probe를 사용하였는데 이의 상세 사

양은 그림 2.3-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직경 1 mm 튜브 내에 2개의 광섬유(tip 직경

0.03 mm)를 0.65 mm의 거리차를 갖도록 설계하였다. 센서는 채널 내 중심부수로에

수직으로 설치되어 이송대(Traverse)에 의해 부수로 내 임의 위치로 이동하면서 기

포거동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센서 Package는 유연재질의 Bellows(Flexible

Pipe)로 감싸져서 채널내부 유체의 기밀을 유지하면서 위치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였

다. 따라서 부수로 내 측정지점을 미리 좌표로 입력하면 한 지점에서 기포거동 측

정을 완료하고 다음 지점으로 센서를 이동하여 측정을 수행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자동 수행할 수 있는 체계이다. 부수로 측정을 위한 계측조건은 다음과 같다.

○ Data Acquisition System : NI PXI 1050

○ Sensor : double-sensor Optical Probe

○ Sampling Rate : 60 sec/point

○ Consuming Time : 26 hr/case (1,321 points)

나. Pitot Tube

Optical Probe를 이용한 기포의 동특성 측정과 함께 물의 국부 유속분포도 중

요한 정보이므로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Pitot Tube를 적용하였다. 본 실험에서 사

용한 Pitot Tube는 직경 1.65 mm로 정압 측정구는 직경 0.4 mm 동압 측정구는 tip

에서 6 mm 떨어져 튜브 주변에 4개의 직경 0.35 mm 구멍이 형성되어 있다. 이의

자세한 사양 및 측정센서의 설치위치는 그림 2.3-7에 나타나 있으며 센서의 이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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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명한 Optical probe 이송과 같은 방법이다. Loop의 운전제어 및 감시 시스템

은 앞서 설명한 PIV 측정실험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되었다.

다. Sensor Probe 적용 실험장치 Setup

봉다발 부수로에서의 기포유동에 있어 PIV 측정기법은 부수로 내 기포율이

매우 낮은 경우(! % 이내)에 한하여 유용하며 그 이상 기포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가시화 측정기법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본 실험에서는 Optical Sensor

Probe를 적용하였다. 이를 적용한 실험장치의 구성은 그림 2.3-8에 나타나 있다. 그

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단 플랜지에 Optical Probe를 장착한 Sensor Package가

삽입되어 있고 이는 모터구동의 정교한 이송대에 고정되어 있다. Sensor Package는

Probe와 함께 부수로 내부의 임의 측정위치로 이동이 가능하여야 하며 외부와의 차

단수단으로 기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상단플랜지와 Sensor Package의

플랜지 사이에 Flexible Pipe를 연결하였다. Flexible Pipe는 5 bar 이내의 압력을

견디고 Probe Tip이 횡방향으로 반경 약 30mm, 축방향으로 ± 50mm 정도의 위치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며 유동채널 내, 외부 사이의 누수 기밀을 보장한다.

라. Test Matrix

기포율이 커지면 더 이상 가시화 측정기법은 쓸 수 없으므로 대부분의 기포

유동 영역에서는 Optical Sensor Probe를 사용하여 기포의 동특성을 측정하였다. 부

수로 내 유량 조건은 표 2.3-3과 같다.

○ Loop 조건 : 30℃, 1.5 bar

○ Main Flow : 20.1 kg/sec (jf = 1.60 m/s)

5. 부수로 기포유동 상세측정 실험결과

가. PIV기법 적용 기포유동 측정실험

(1) 기포 발생노즐 성능시험

PIV 측정기법을 적용한 기포유동 측정실험에 앞서 본 실험장치에 적용한 기

포발생 노즐의 성능시험을 수행하였다. 봉다발 집합체 입구의 각 부수로 중심에 위

치한 이중관 노즐은 주어진 채널의 주유동(Main flow) 조건에서 노즐의 환형유로에

서의 공기유량(Air Flow)과 중앙의 물유량(Driving Flow)을 조합함으로써 기포의

크기 및 기포율을 조절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주유량을 21.8 kg/s로 고정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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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Air Flow 유량을 1.0 lit/min, Driving Flow 유량을 5.0 lit/min까지 조절하면

서 기포율 및 기포크기를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었다. 각 유량의 변화에 따른 기

포의 발생특성은 표 2.3-2에 나타난 바와 같다. 즉, Air Flow를 증가시킬수록 기포

크기 및 기포율은 증가하며 기포수의 변화는 없는 편이고, Driving Flow를 증가시

킬수록 기포크기는 작아지고 기포율은 일정하며 기포수는 증가하는 경향을 갖는다.

또한, Main Flow를 증가시키면 기포속도의 증가를 유발한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기포크기를 직경 약 0.5～8.0 mm까지 다양하게 제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2.3-9는 주유량 및 Driving Flow를 일정하게 하고 노즐의 공기유량을 달리 했을 때

기포크기를 조절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로서 왼쪽사진은 공기의 Superficial

Velocity가 0.003 m/s에서 기포크기가 대략 0.5～1.0 mm 정도로 조절되고 오른쪽

사진은 Superficial Velocity가 0.013 m/s에서 기포크기가 대략 3.0 mm 내외로 비교

적 일정하게 생성됨을 보여준다.

(2) 부수로 기포거동 PIV 측정실험

PIV 측정기법을 2상유동 측정에 적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영상의 카메라 전

달을 위한 깨끗한 광로(Beam Path)가 확보되어야 하므로 기포가 이 광로상에 존재

하면 올바른 측정이 이루어 질 수 없다. 따라서 광로 상에 기포가 존재할 확률을

줄이기 위하여 매우 낮은 기포율에서의 유동조건으로 실험을 제한하거나 또는 카메

라와 측정면을 가까이 하여 광로를 짧게 줄이는 방안이 유용할 수 있다. 광로를 짧

게 하기 위하여 Test Rig 내부로 카메라 렌즈를 Bore-scope로 연장하여 측정면 가

까이 접근시켰다. 그림 2.3-10은 Bore Scope를 적용하여 부수로 내 유동입자를 성

공적으로 촬영한 예를 나타낸 사진이다. 그림의 (a)에서 Test Rig 상부의 이송대에

거치된 CCD 카메라가 측정 대상 부수로에 정열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b)

는 카메라 렌즈 앞면에 Bore Scope를 장착하여 유동채널 내부로 삽입된 모습을 보

여주고 있으며 원으로 표시된 부분은 Optical Rod의 한쪽 끝에 반사경이 장착되어

외부의 Nd-Yag 레이저 원형광이 내부 측정영역으로 조사될 수 있도록 설치된 모

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c)는 Optical Rod의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봉 안의

렌즈열에 의해 원형광이 수평의 평면광으로 변환되어 단상유동인 경우 측정 부수로

의 단면을 조명할 수 있는 원리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d)는 부수로 단면의 유동장

내 유동입자들이 성공적으로 촬영된 예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에서 논의하는 저 기포율 조건에서의 PIV 측정 예는 다음과 같은 유량조

건에서 수행되었다.

○ Loop 조건 : 30℃, 1.5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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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Flow : 18.6 kg/sec (jf = 1.477 m/s)

○ Air Flow : 800 cc/min (jg = 0.021 m/s)

그림 2.3-11은 상기 유동조건에서의 기포유동을 Driving Flow 유량을 조절하

여 기포크기를 직경 약 3 mm와 약 8 mm 크기로 조절하여 기포거동을 촬영한 결

과이다. 사진의 위쪽은 부수로 횡단면을 촬영한 것으로 그림의 오른쪽 위에서 도시

한 바와 같이 CCD 카메라가 상부에서 횡단면을 촬영하는 방식이다. 사진의 아래는

부수로 종단면을 촬영한 것으로 그림의 오른쪽 아래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CCD 카

메라가 Test Rig 전면에서 부수로 종단면을 촬영하는 방식이다. 사진의 왼쪽 그림

은 기포직경 3 mm인 경우의 부수로 횡/종단면 촬영결과인데 기포가 봉 벽면에 인

접(Wall Peaking)하여 거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사진의 중간열 그림은 기포

직경 8 mm인 경우의 부수로 횡/종단면 촬영결과인데 기포가 부수로 중앙에 위치

(Core Peaking)하여 거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기포의 크기에 따라 거

동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Serizawa 등[2.3. 11],

Tomiyama 등[2.3.12] 외 여러 연구에서 잘 알려진 바와 같다.

부수로 기포유동에서의 PIV 측정기법 적용 실험을 통해 측정상의 다음과 같

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2상유동의 일반적 적용은 쉽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기포에 의한 평면광 조명의 방해가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여 측정영역의 균일한

조명이 어렵다. 또한, 기포면에 평면광이 부딪혀 반사되는 산란광이 유동입자의 산

란광보다 강도가 커 유동입자 영상을 촬영할 수 없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기포

유동에 있어 유동장 계산을 위한 기존의 Auto-correlation 혹은 Cross-correlation

알고리즘은 기포를 유동입자로 간주하여 기포의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있어 적절

치 않다. 다만, 다음의 제한된 유동영역에 대하여 측정방법을 최적화하면 유용할 것

으로 판단된다.

○ Dispersed Bubbly Flow : 기포의 크기가 매우 작고 비교적 균일한 크기인

분산기포유동의 경우, 기포를 유동입자로 간주하여 일반적인 PIV 측정기법을 적용

함으로써 기포의 거동 측정이 가능하다. 물의 유동거동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별도

로 형광입자를 물에 투입하고 카메라에 필터를 사용하여 변이된 주파수로 물의 형

광유동입자 영상을 획득함으로써 가능하다.

○ Single Bubble Flow : 물의 유동장 내에서의 단일 기포거동을 측정하는데

PIV측정기법이 유용하다. 물의 유동장은 일반적인 유동입자에 의하여 측정이 가능

하며 비교적 사이즈가 큰 단일 기포(혹은 두 세개)는 그 경계가 영상으로 나타나므

로 두 매질(기/액)의 유동이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현상을 측정하는데 적절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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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기포의 경계를 뚜렷이 하기 위하여 형광입자를 사용하거나 평면광을 양방향에서

조사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측정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PIV 측정실험과 병행하여 보조적 측정방법으로 High Speed Camera를

이용하여 부수로 기포유동의 동특성을 촬영하였다. 앞서 설명한 PIV 측정결과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기포의 크기에 따른 Peaking 현상이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그림

2.3-12는 고속카메라로 촬영한 부수로 기포유동의 기포크기에 따른 Peaking 현상

예를 보여주고 있다.

나. Optical Sensor Probe 적용 기포유동 측정실험

보다 기포가 많이 분포된 부수로 기포유동 영역에 대하여 Sensor Probe를 이

용한 기포거동 측정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한 Sensor Probe의 Setup은 그림

2.3-13에 나타나 있다. PIV 측정에서 사용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모터구동 이송대

에 Probe를 장착하고 Sensor의 Tip이 유동채널 내부의 중심부수로 측정영역까지

삽입되도록 하였으며 Probe의 이송과 유동유체의 기밀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하여

Flexible Pipe를 장착하였다. Sensor는 기존에 널리 쓰이는 Conductivity 타입을 배

제하고 새로운 Optical 타입을 적용하였다. 이는 신호의 잡음에 강하고 응답속도가

빠른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 반면, 오염에 취약한 단점도 상존한다. 따라서 사

용 중 수시로 초음파 세척기로 Sensor Tip을 세척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1) Sensor Probe 적용 기포유동 측정방법 및 Data처리 체계

그림 2.3-14는 측정대상 중심부수로에서 측정점의 좌표를 생성하여 표시한 상

태를 나타낸 그림으로 왼쪽은 전 부수로 영역에 대하여 측정해상도 0.67 mm로 총

1,321개의 측정점이 분포되어 있다. 오른쪽은 부수로 전영역 중 주요지점(갭, 중심

선, 대각선 등)의 측정점(192개)을 선별한 경우이다. 그림 2.3-15는 Two Sensor

Probe를 사용하여 기포유동을 측정한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펄스가 튀는 부분이 기

포가 존재하는 순간이다. Front Sensor의 신호(붉은색)와 Rear Sensor의 신호(초록

색)가 대응되고 있으며, Rear Sensor 신호가 Front Sensor 신호보다 약간 시간지연

을 갖는데 이 정보로부터 기포의 속도를 산출할 수 있다. 센서에서 획득된 신호는

Signal Conditioner에서 가공되어 DAS(NI사 PXI)에서 처리되며 PC에서 Raw Data

로 저장된다. 기포거동을 보여주는 기포율, 기포크기, 기포속도, IAC값 등은

HP-VEE로 제작된 후처리 프로그램으로 산출한다. 정해진 부수로 내 측정좌표와

실제 Probe의 부수로 내 정열의 일치가 중요하다. 센서의 위치교정을 위하여 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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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반복적 정렬방법을 택하였다. 이는 부수로 상단 측정영역의 봉다발이 물과

광학굴절율이 거의 같은 PFA 재질의 튜브로 제작되어 있어 센서팁의 위치가 육안

으로 정확하게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2) Optical Sensor Probe 적용 부수로 기포거동 측정실험

Optical Sensor Probe를 적용한 부수로 기포유동 측정실험에서 채널내 축방향

평균유속은 1.60 m/sec를 유지하였는데 이는 Re = 49,000에 해당한다. Loop의 운전

조건은 25 ℃에 시스템 압력 1.5 bar를 유지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9개 부

수로 중심에 노즐형 기포발생기를 장착하여 기포유동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였는

데, 높은 기포율(α > 25 %)에서 채널의 진동이 발생하여 정확한 측정이 곤란하였

다. 따라서, 중심부수로를 포함한 주변 4개 부수로 등 총 5개 부수로를 기포유동 발

생에 사용하고 봉다발 모서리의 4개 기포발생기는 사용하지 않았다. (그림 2.3-8 참

조) 이렇게 함으로써 채널의 진동은 방지하면서도 중앙부수로의 기포유동 형태는

주변의 부수로 기포유동으로 감싸여 구속되는 구조이므로 균일한 기포유동 조건으

로 간주할 수 있다. Superficial Gas Velocity는 대략 0.13～0.53 m/s의 범위에서 실

험을 수행하였으며 실험의 경우수는 표 2.3-3에 나타나 있다. 봉다발 입구에서 분사

되는 기포크기는 노즐 중앙의 Driving Flow 유량을 조절하여 제어하는데 표에서

표시된 ‘S-P'는 ’Small Bubbles - Plane Measurement‘인 경우를 의미하고 ’L-L'은

’Large Bubbles - Line Measurement‘인 경우를 의미한다. Plane Measurement는

그림 2.3-14의 왼쪽 그림과 같이 부수로 전영역의 측정을 의미하며 Line

Measurement는 그림의 오른쪽과 같이 주요 선상의 측정을 의미한다. 수행한 유동

조건들은 Flow Pattern Map 상에서 모두 기포유동에 해당하며 이를 그림으로 나타

내면 그림 2.3-16과 같다.

그림 2.3-17은 중심부수로 전영역의 Case 1 (<jf> = 1.60, <jg> = 0.133 m/s)

조건에서 기포율, 기포속도, 계면면적계수(IAC) 및 기포크기(Sauter Mean

Diameter) 등 기포의 동특성변수를 3차원으로 나타낸 그림이다. 측정위치는 봉다발

입구로부터 44 DH 지점이다. 예상한 바와 같이 조밀한 측정해상도(0.674 mm)에 의

하여 부수로 내 기포변수들의 분포가 연속적이며 기하학적으로 대칭성을 잘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분포 양상은 유동의 입구에서의 유속분포, 기포크기 등 경

계조건으로부터 유동경로를 따라 발달된다. 이 과정에서 기포의 크기는 기포의 합

침(Coalescence), 깨짐(Breakup), 압력변화에 의한 체적의 팽창, 수축 등 계면면적수

송(Interfacial Area Transport)이라는 물리현상에 의하여 결정된다. Hibiki 등

[2.3.13]은 이러한 계면면적수송을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구분하였다. 즉, 첫째, 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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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입구 근처 영역에서 초기 기포(Primary Bubbles)들의 깨짐과 합침에 의한 계면

면적수송과정과 둘째, 다음 유동영역에서 2차생성 기포(Secondary Bubbles)들의 깨

짐과 합침에 의한 계면면적수송과정 그리고 기포의 깨짐과 합침이 평형을 이룬 후

압력변화로 인한 기포 체적의 수축/팽창에 의한 계면면적수송과정이 그것이다. 이러

한 구분은 원형관 기포유동의 많은 연구에서 첫 단계가 z/DH ≤ 15에서 주로 발생

하며 둘째 단계가 15 < z/DH ≤ 60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2.3.14]

따라서 본 실험의 경우, 유동대상의 기하형태가 원형관과 다른 봉다발부수로의 경

우라 할지라도 z/DH = 44이므로 유동형태를 준발달유동(Quasi-fully-developed

Flow)으로 간주할 수 있다.

유동채널 내 기포유동의 상분포는 대략 Wall Peak, Intermediate Peak,

Transition 그리고 Core Peak 등 네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2.3.11] Wall Peak는 벽

면근처에서 비교적 높은 기포율 분포를 가지며 뾰족한 산(Sharp Peak)을 이루고 채

널 중심부에서는 낮은 기포율의 분지(Basin) 형태를 이룬다. Intermediate Peak는

Wall Peak의 완화된 형태로 벽근처의 완화된 높은 기포율을 유지하면서 채널 중심

부에서 다소 증가한 낮은 기포율 분포를 갖는 유동형태이다. Transition은 Wall

Peak에서 Core Peak으로 혹은 그 반대로 유동형태가 옮겨지는 천이유동 형태를 의

미하는 것으로 벽근처나 중심부에서 뭉툭한 Peak를 보여준다. Core Peak는 유동채

널 중심부에서 산을 이루며 벽근처에서 낮은 기포율을 보여주는 유동형태이다. 이

러한 유동형태 분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림 2.3-17의 (a)는 네 개의 봉 벽면에

서 최대 기포율 분포를 보이고 부수로 중심부에서 전반적으로 가장 낮은 기포율 분

포를 보이는 Wall Peak 유동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 경우 부수로 평균기포율은

4.2 %이다. 그림 (b)는 두개의 센서로 시간지연에 의해 측정된 기포의 계면속도

(Interfacial Velocity) 분포로 벽면의 약간 낮은 속도분포 외 전반적으로 균일한 속

도분포플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c)는 계면 면적 계수(Interfacial Area

Concentration, ai)로 기포율과 비례적 관계에 의해 기포율 분포와 유사하게 벽면에

서 높고 부수로 중심부에서 낮은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d)는 Sauter Mean

Diameter (Dsm = 6α/ai)로 부수로 전영역에 걸쳐 거의 일정한 값을 보이고 있다.

그림 2.3-18은 부수로의 봉간 갭, 부수로 중심축(x, y 축) 그리고 봉대각선 등

8개의 주요 선상에 분포된 기포율을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에서 표기된 심볼의 의

미는 표 2.3-4에 나타나 있다. 그림의 x축 범위는 봉간 피치(33.7 mm)이며, 양쪽 회

색 영역은 각각 봉의 반경(0.5")에 해당된다. 또한 중간의 흰 영역은 봉간 갭 영역

(8.3 mm)이다. 그림의 (a)와 (b)는 Case 1의 부수로 평균 기포율 5 %인 경우이며,

(c)와 (d)는 Case 2의 부수로 평균 기포율 10 %인 경우이다. 또한, 그림의 (a)와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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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입구 분사기포가 대략 2 mm의 작은 기포인 경우이며, (b)와 (d)는 입구 분사기

포가 대략 5 mm의 비교적 큰 기포인 경우이다. (a)에서 4개의 봉 갭선 및 2개의

봉 대각선 기포율 분포에서 봉 벽면에서 뾰족한 산(Sharp Peak)이 형성된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또한 평균 기포율이 증가함에 따라 그림 (c)에서 다양한 기포율 분포

형태를 확인 할 수 있다. 즉, 봉 갭선 상에서 Intermediate Peak, 봉 대각선 상에서

Transient 그리고 부수로 중심선 상에서 Core Peak 등이 나타난 것이 그것이다. 반

면에, 입구 분사기포가 대략 직경 5 mm로 비교적 큰 경우인 그림 (b)와 (d)에서는

부수로 각 주요 선상에서 부수로 평균기포율의 증가와 관계없이 모두 Core Peak의

유동형태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Optical Sensor Probe를 적용한 기포유동 실험에서 기포의 동특성을 다양하게

얻을 수 있었다. 이와 병행하여 물의 동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Optical Probe에 대

응하는 소구경 Pitot Tube를 적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Pitot 튜브의 직경은 1.65

mm이며 보다 자세한 사양은 앞서 설명한 그림2.3-7에 잘 나타나 있다. Pitot 튜브

는 Optical Probe와 동일한 방법으로 Packaging되어 이송대에 장착되며 측정을 위

한 부수로 내 측정좌표는 그림 2.3-14의 Optical Probe 측정시 좌표와 동일한 좌표

를 사용하였다. Pitot 튜브에 의해 측정된 차압신호는 Rosemount사의 DP

Transmitter에 의해 전압신호로 전환되어 DAS(NI사 PXI)를 거쳐 물리량인 액체의

속도로 환산된다. 예비적 성능시험으로 부수로 내 단상유동(<jf> = 1.60 m/s) 조건

에서 부수로 전영역에 대하여 측정을 수행한 결과가 그림 2.3-19의 (a)에 나타나 있

다. 기포유동인 경우, 평균 기포율이 5, 10, 20%인 경우에 대하여 실험을 수행하였

으며 그중 10 %인 경우에 대한 액체의 속도분포는 그림 2.3-19의 (b)에 나타나 있

다. 이들 결과에서 부수로 내 속도분포가 연속적이며 대칭성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부수로 기포유동 측정실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

발간된 기술보고서[2.3.15]에 수록되어 있다.

6. 결론

가. PIV기법 적용 기포유동 측정실험

PIV 측정기법을 적용하여 상온상압 조건하에서 4x4 봉다발 부수로에서의 기

포유동 측정실험을 수행하였다. PIV 측정기법의 특성상 부수로 유동 내의 가시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실험영역을 매우 낮은 기포율(1% 이내) 범위로 제한하였으며 가

시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하였다. 또한 실험의 보조적 수단으로 고속

카메라 측정도 병행하였다. PIV 측정기법 적용 부수로 기포유동의 측정실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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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 봉다발 부수로 내 PIV 측정을 위하여 부수로 내 효과적인 평면광 조명을

위하여 봉 내부에 평면광 전환용 렌즈열을 배열한 특수 Optical Rod를 자체 개발하

여 적용함으로써 효과적인 측정결과를 얻었다.

○ 저 기포율 조건에서 기포의 크기에 따라 부수로 내 Peaking 현상을 확인

하였으며 PIV 시스템의 적절한 장비의 보완 및 기포자료 처리 최적프로그램을 개

발하면 액체의 유동장 거동뿐만 아니라 기포의 동특성 파악에도 효과적인 측정기법

이 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 PIV 측정기법의 2상유동 적용은 두가지 유동유형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었다.

- Dispersed Bubbly Flow : 기포의 크기가 매우 작고 비교적 균일한 크기

인 분산기포유동의 경우, 기포를 유동입자로 간주하여 일반적인 PIV 측정기법을 적

용. 형광입자를 액체에 투입하고 카메라에 필터를 사용하여 액체 유동장 정보 획득

도 가능.

- Single Bubble Flow : 물의 유동장 내에서의 단일 기포거동을 측정하는

데 PIV측정기법이 유용하며, 두 매질(기/액)의 유동이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현상을

측정하는데 적절함.

나. Optical Sensor Probe 적용 기포유동 측정실험

Optical Sensor Probe를 이용한 부수로 전영역의 기포유동 측정실험을 수행하

였다. 측정 대상은 PIV 측정실험과 마찬가지로 4x4 단순 봉다발의 중심부수로에 대

하여 상온상압 단열조건으로 하였다. Data Set은 Superficial Liquid Velocity가 1.60

m/s의 일정 조건에서 부수로 평균 기포율 5, 10, 20 %의 경우에 대하여 얻어졌다.

실험수행 결과 다음의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 Optical Probe를 복잡유로인 부수로 형상에 적용함에 있어 기존의 방법과

다른 수직삽입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부수로 전체 영역에 대한 상세한 기포의 동특

성 측정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 Optical Probe와 병행하여 액체의 동특성 분포를 측정하기 위하여 상응하

는 소구경 Pitot 튜브를 적용함으로써 부수로 내 기/액 동특성 분포를 상세하고 정

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측정체제를 확립하였다.

○ 실험결과, 부수로 유로 내 상분포 형태는 기포율과 기포크기에 지배를 받

음이 확인되었는데, 본 실험조건에서 Sauter Mean Daimeter가 3.5 mm이하인 경우

에는 Wall Peaking 현상이 우세하였고 그 보다 큰 직경에서는 Core Peaking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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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으로 우세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IAT 모델개발을 위해서는 발달된 유동의 동특성뿐만 아니라 입구 근처에

서의 유동특성 정보도 필요한데 이에 대한 상세하고도 정밀한 측정방법의 개발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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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 PIV기법 적용 부수로 기포유동 측정 Test Matrix

표 2.3-2 기포발생기 유량인자에 따른 기포생성 특성

fj

(m/s)

gj  (m/s)

Case 1 Case 2 Case 3

1.60 0.133
S-P/L

0.265
S-P

0.530
S-P

L-L L-L L-L

표 2.3-3 Optical Probe 적용 부수로 기포유동 측정 Test Matrix

표 2.3-4 부수로 기포유동 분포 표기 심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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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 4x4 봉다발 채널 단면 상세사양

그림 2.3-2 4x4 봉다발 유동장치 실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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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 4x4 봉다발 상세사양

그림 2.3-4 노즐타입 기포발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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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5 PIV 측정기법 적용 봉다발 기포유동 실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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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6 Two Sensor Optical Probe

상세사양 및 부수로 내 센서설치 위치

그림 2.3-7 Pitot Tube 상세사양 및 부수로

내 센서설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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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8 Optical probe 측정기법 적용 봉다발 기포유동 실험장치

그림 2.3-9 노즐 내 공기유량 조건에 따른 기포크기 제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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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0 중심 부수로 기포유동 PIV측정을 위한 카메라 및 Optical

Rod 장착과 부수로 유동입자 촬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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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1 중심 부수로 기포유동 PIV측정 예



- 80 -

그림 2.3-12 중심 부수로 기포유동 High Speed Camera 촬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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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3 Optical Sensor Probe가

장착된 Test Rig

그림 2.3-14 중심부수로의 Optical Sensor Probe 측정점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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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5 Optical Sensor Probe 기포유동 예비측정

그림 2.3-16 유동패턴 맵 상에서의 실험 경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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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7 중심부수로 내 국소 기포유동 변수 분포 (z/DH=44)

( Case 1 : < fj > = 1.60, < gj > = 0.133 m/s, 표 4.2-1의 "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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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8 중심부수로 내 기포율 분포 (z/DH=44)

(a) case 1, S-L ( <a > ～ 0.05, <Db> ～ 2 mm)

(b) case 1, L-L ( <a > ～ 0.05, <Db> ～ 5 mm)

(c) case 2, S-P ( <a > ～ 0.10, <Db> ～ 2 mm)

(d) case 2, L-L ( <a > ～ 0.10, <Db> ～ 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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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9 부수로 전영역 Liquid Velocity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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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미포화 비등 실험(1) : 수직 환상관

1. 연구개발 배경

미포화 비등 현상은 원자력발전소의 운전, 설계, 안전해석을 하는 데 있어 주

요한 현상으로 나타나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가압경수로 핵연료 표면에서 미포화

비등 현상에 의한 붕소 석출이나 APR1400의 대형냉각재 상실사고 시 강수부 비등

현상(Downcomer Boiling)을 들 수 있다.

미포화 비등 현상에 대한 2상유동 해석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관련 열수력

모델의 개선을 위한 많은 실험들이 이루어졌다. Zeitoun(1994) 실험의 경우 고 열유

속 조건에서 미포화 비등 시 기포율 및 기포 크기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졌으나 국

소 기포인자의 분포가 계측되지 않았다. Roy(2002) 실험에서는 R-113 루프를 통해

미포화 비등 2상 유동의 기포인자 및 난류정보를 측정하고 ASTRID 코드 검증에

활용하였다. 한편 Purdue Univ.의 Situ (2004) 실험에서는 환형 채널 내 기포인자의

반경 방향 분포를 측정하여 Drift-flux model을 평가하였고, 서울대학교의 실험(Lee,

2002 & Kim, 2004)에서는 실험결과를 이용하여 CFX 코드 및 MARS 코드 검증을

수행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SUBO(SUbcooled BOiling) 실험장치를 활용하여 기존의 미포

화 비등 실험 데이터베이스를 고열유속 및 고유량 영역까지 확대하고, 국소기포인

자를 비롯해 국소 액상온도 및 액상 속도를 계측하여 계면면적 수송방정식 모델의

검증에 활용하고자 한다.

2. SUBO 실험장치

가. Test section 및 실험 루프

그림 2.4-1은 SUBO 실험장치의 Test section 및 순환 루프를 나타내고 있으

며, Test section 외의 주요 기기로는 Preheater, 저장탱크, 습분분리기(Separator),

펌프, 열교환기 등을 들 수 있다. Preheater를 통과하며 실험조건까지 가열된 물이

순환펌프를 통해 Test section으로 공급되며, Test section을 지난 2상류는 습분분

리기 및 열교환기를 통해 냉각되어 저장탱크로 돌아오게 된다. 주입되는 유량은 유

량제어밸브를 통해 조절되며, 계통압력은 가압탱크를 통해 제어된다.

Test section은 그림 2.4-2와 같이 수직 환형 채널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채널의 중심에 전열봉이 위치하고 있다. 채널 입구에는 환형 유로 내 균일한 유속

분포를 형성하기 위한 Straightner가 설치되어 있다. 환형 채널의 내경은 35.5mm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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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전열봉의 외경은 9.98mm이다. 전열봉은 채널 입구의 비가열부 229mm, 가열부

3087mm, 채널 출구 근처의 응축 영역에 해당하는 비가열부 796mm로 구성되었고

유로 내 전열봉의 위치를 고정하기 위해 총 6개의 Grid가 사용되었다. 실험장치에

서 만들 수 있는 최대 유량, 최대 열유속, 최대 압력 조건은 각각 6000kg/㎡s,

934kW/㎡, 500kPa이다.

실험 루프의 배관에는 질량유량계, 정압계, 차압계, 열전대 등이 위치해 있으

며, Test section에는 총 6개의 위치에서 국소 기포인자의 분포를 측정하였다. 그림

2.4-2에서 보다시피 각 위치에서 전열봉 벽면의 온도가 측정되고 Test section의 상

단과 하단에서는 정압을 측정하는 한편 6개의 차압계가 채널을 따라 설치되었다.

표 2.4-1은 SUBO 실험 루프에 사용된 주요 계측기 및 불확도를 나타내고 있다.

나. 국소 기포인자 계측

수직 환형 채널 내 국소 기포인자의 계측을 위해 Double-sensor 광섬유 프로

브를 제작하여 SUBO 실험에 적용하였다. 이 프로브를 통해 국소 기포율, 기포 속

도, 계면면적밀도, Sauter-mean 기포 직경 등을 측정할 수 있다. 그림 2.4-3은 개발

된 광섬유 프로브를 나타내고 있으며 센서 팁에서 빛의 투과 성질의 차이를 이용해

액상과 기상을 구분해 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광섬유의 외경은 약 125㎛이며 센

서 팁의 직경은 약 30㎛이다. 이렇게 작은 크기의 팁은 센서에 의한 유동의 교란을

최소화하고 2상유동 내 작은 기포를 탐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두 센

서 팁 간의 간격은 약 0.5mm에서 1.2mm 사이로 제작되어, 간격이 작은 프로브는

Test section 내 기포 크기가 작은 상류 영역에 설치되었고 간격이 큰 프로브는 기

포율이 높은 하류 영역에 사용되었다.

Test section 내 프로브가 삽입되는 6개의 높이 중 5개(L/Dh=18.4, 43.3, 68.2,

93.1, 117.5)는 그림 2.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열부에 위치하고 1개(L/Dh=123.4)

는 비가열부에 위치한다. 각 높이에서 반경 방향으로 11개의 지점에서 측정하여 다

차원적인 기포의 거동을 관측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광섬유 프로브를 사용한 기포율

및 기포 속도 측정의 최대 오차는 물-공기 벤치마크 실험으로부터 10%인 것으로

확인되었다.(Euh et al., 2005)

다. 국소 액상속도 및 액상온도 계측

국소 기포 인자 뿐만 아니라, 액상속도 및 액상온도의 다차원적 분포를 측정

하기 위하여 그림 2.4-4와 같이 피토 튜브(Pitot tube)를 열전대와 결합하여 유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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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삽입하였다. 피토 튜브는 정압과 동압을 측정하는 두 개의 압력 튜브로 구성되

어 있으며 각 튜브의 내경과 외경은 0.5mm와 0.9mm이다. 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K-type 열전대의 직경은 0.25mm이다.

2상류 내 피토 튜브에서 측정한 차압으로부터 국소 액상 속도를 계산하기 위

해 식 (2.4.1)과 같이 Adorni의 모델(Reimann et al., 1983)을 적용하였다.

l
lo

p
k

u
ra ×-

D
=

)1(
21

2
(2.4.1)

식에서 Δp는 피토 튜브에서 측정된 차압을 의미하며 α는 프로브를 통해 측정

된 국소 기포율을 의미한다. k는 Calibration 상수로서, 단상유동 채널에서의 실험을

통해 0.98±0.03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 (2.4.1)에서 얻어진 국소 액상속

도와 루프의 질량유량계 간의 오차를 보정하기 위하여 Sato et al.의 방법론(1981)을

아래와 같이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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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C는 채널 내 어느 위치에서나 동일하다고 가정하였고 min은 루프의

질량유량계를 통해 얻어진 유량을 의미한다. 이렇게 측정된 액상 속도의 최대 오차

는 0.13m/s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3. 실험조건

SUBO 실험은 두 개의 단계로 나누어 수행되었다. 1단계 실험에서는 광섬유

프로브를 삽입하여 국소 기포인자를 측정하였고, 2단계 실험에서는 1단계와 동일한

실험 조건에 대해 액상속도와 액상온도를 측정하였다. 표 2.4-2는 1단계 및 2단계

실험의 실험조건을 나타내고 있으며, 각 실험케이스 이름의 RB와 RL은 각각 1단계

와 2단계 실험임을 의미한다. 동일한 실험케이스에 대해 1단계와 2단계 실험조건의

최대오차 역시 표 2.4-2 하단에 정리하였다.

표 2.4-2에서 나타나 있다시피 총 6개의 실험케이스를 통해 열유속, 유량, 입

구 미포화도의 영향을 평가하였다. 출구의 압력은 모든 실험케이스에서 약 158kPa

로 고정하였다. Base 케이스에 비해 Q1과 Q2는 열유속이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

며 유량 증가에 따른 경향은 V1과 V2 케이스를 통해 알 수 있다. T1 케이스에서는

Base 케이스에 비해 입구 미포화도를 변화시켜 기포 발생량을 조절하였다. 한편 실

험장치의 열손실 평가를 위해 단상류를 순환시켜 열손실량을 측정하였으며 최대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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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량은 2.15±0.4kW로 나타났다.

4. 실험 결과

가. 미포화비등 유동 가시화

Base-RB 케이스에 대해서 초고속 카메라를 통해 그림 2.4-5와 같이 유동 영

역을 관측하였다. L/Dh=30 근처의 영역에서는 Wall voidage region이 형성되어 벽

면에서 생성된 대부분의 기포가 응축으로 인해 성장하지 못하고 전열봉 표면에 붙

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상부로 올라간 영역에서는 그림 2.4-5(b)에서 보듯

이 벽면에서 이탈된 기포들의 Coalescence에 의해 더 큰 기포가 형성되는 것을 관

측하였다. 그러나 채널 가운데에서는 여전히 미포화도를 가지고 있는 유체에 의해

기포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그림 2.4-5(c)는 가열영역을 지나

상부의 비가열영역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다양한 형상의 기포가 유로의 가운데 영

역으로 지나가고 있다. 가열부를 지나면서 커진 기포가 유체의 흐름에 따라 응축에

의해 크기가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나. 국소 기포인자

(1) 기포율

열유속, 유량, 입구 미포화도 변화에 따른 국소 기포율 경향을 그림 2.4-6에

비교하였다. 그림에서 r*=0인 지점은 가열봉 벽면을 의미하며 r*=1인 지점은 유로

외벽의 표면을 의미한다.

미포화 비등의 대표적인 현상은 Bubbly boundary layer의 형성을 들 수 있다.

즉 그림 2.4-6에서 보듯이 가열봉 근처에서는 기포의 형성으로 국소 기포율이 높지

만, 외벽 방향으로 갈수록 응축에 의해 기포율이 감소하면서 Subcooled liquid core

가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Bubbly boundary layer의 두께는 열유속 및 유량, 입구

미포화도에 의존함이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고(Jiji & Clark, 1964), 그림 2.4-6

에 나타난 SUBO 실험의 결과 역시 이러한 Bubbly boundary layer의 두께 변화가

명확하게 나타난다. 즉 상부로 흘러갈수록 벽면에서 생성되는 기포의 양이 증가하

면서 Bubbly boundary layer가 성장하며, 상부의 비가열부에 해당하는 L/Dh=123.4

에서는 기포율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Bubbly boundary layer의 두께는

열유속이 커질수록 증가하는 한편, 유량 및 입구 미포화도가 커질수록 감소하는 경

향을 보여주고 있다. Base-RB, Q1RB, Q2RB 실험케이스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열

유속의 증가에 따라 기포의 생성량 및 모든 위치에서 국소 기포율 값이 증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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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알 수 있다. 한편 Base-RB 및 Q2RB 케이스에서 유량이 약 2배가 증가한

V1RB 및 V2RB 케이스에서는 기포의 양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유량 증가에 따라

동일한 열유속에 대한 유체의 엔탈피 증가량이 감소하여 많은 응축을 일으켰기 때

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T1RB 케이스에서는 Base-RB 케이스보다 입구 온도가

10K 낮게 주입되어 대부분의 열이 액상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데에만 쓰이고 기포

생성량이 감소한 것을 보여준다.

또한 그림 2.4-6에 나타난 국소기포율의 분포는, 각 높이에서 기포율의 최대

값을 보여 주는 위치가 반드시 벽면 가까이에서 형성되지 않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벽면에서 생성된 기포가 Liquid core 쪽으로 이동하면서 Wall lubricant force,

Lift force, Turbulent dispersion force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Lahey et al.,

1993) 이렇듯 최대 기포율의 위치가 가열봉 벽면으로부터 이동하는 현상은 최대 기

포율이 0.1보다 낮은 영역에서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낮은 액상온도에 의해

기포가 빠른 속도로 응축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 계면면적밀도 및 Sauter-mean 직경

그림 2.4-7은 계면면적밀도(IAC)의 반경 방향 및 축방향 분포를 보여주고 있

다. 그림에서 보듯이 계면면적밀도는 기포율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즉 국소

기포율이 큰 지점에서 계면면적밀도 역시 큰 것을 볼 수 있으며, 열유속 및 유량,

입구 미포화도에 의한 경향 변화도 기포율의 경향과 유사하다. 그러나 계면면적밀

도가 최대가 되는 지점은 항상 벽면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이며 그 최대값이 항상

L/Dh 순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벽면 근처에서는 작은 기포들이 많이 생

성되는 한편 채널 중심부에서 기포 간의 Coalescence가 왕성하게 일어나면서 계면

면적밀도가 감소하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림 2.4-8에 나타난 기포의 Sauter-mean 직경 분포를 보면 이러한 기포 간

의 Coalescence가 채널 중심부에서 활발하게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Q1RB

및 Q2RB 케이스 간의 비교를 통해 열유속이 클수록 생성된 기포의 크기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량이 증가하거나 미포화도가 증가한 경우에는 기포율과 마찬

가지로 기포의 크기도 감소하였다.

(3) 기포속도

그림 2.4-9는 각 실험케이스에 대한 기포속도 분포이다. 기포율이나 계면면적

밀도의 경향과는 달리, 기포속도는 가열봉 표면 근처에서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내고

있는 한편, 채널 중심부에서 최대값을 가지는 포물선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벽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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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처에서 존재하는 기포는 Nucleate site에서 생성된 크기가 작은 기포 및 상류에서

유입되는 크기가 큰 기포로 이루어져 있다. 이때 Nucleate site에서 떨어져 나온 기

포는 속도가 0에서부터 Termninal velocity까지 가속이 되어야 하고, 상류에서 유입

되는 기포들은 벽면으로부터 큰 Shear stress를 받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

작용에 의해 벽면 근처의 기포속도가 작아지게 되며, 채널 중심부에서는 이 현상들

이 없어지게 되고 큰 기포에 의한 Buoyancy force가 커지면서 기포 속도가 증가하

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기포속도의 분포가 그림 2.4-8에 나타난 기포 직경의 분포

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기포 직경이 최대가 되는 지점과 기포속도가 최대가

되는 지점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것은 액상속도 분포나 난류성분, Bubble

swarm factor 등의 다른 영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Base-RB 및 Q1RB, Q2RB 케이스를 비교하면 기포의 생성량이 많아지면서

Buoyancy force에 의해 기포의 속도 역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으며, V1RB와

V2RB 케이스에서는 기포의 양은 작지만 주입된 액상의 속도가 크기 때문에 기포

의 속도도 약 2배 정도 크게 형성되었다. 그리고 모든 실험 케이스에서 비가열부인

L/Dh=123.4인 지점에서의 기포속도가 가열부에서보다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부

분의 기포가 채널 중심부로 이동하면서 벽면마찰에 의한 영향이 줄어들었기 때문으

로 생각할 수 있다.

다. 액상속도 및 액상온도

(1) 국소 액상속도 분포

그림 2.4-10은 피토 튜브를 통해 계측한 액상속도의 다차원적 분포를 보여주

고 있다. 여기서 L/Dh=18.4인 지점은 Wall voidage region이므로 거의 단상유동에

가깝다고 할 수 있고 그림에서처럼 액상속도의 분포가 포물선의 경향을 가지고 있

다. 각 케이스의 그림에서 가로축에 표시된 rm은 식 (2.4.4)와 같이 환형 채널에서

최대속도가 나타나는 지점에 대한 Kays et al.(1963)의 상관식을 대입한 지점을 의

미한다. L/Dh=18.4에서의 속도분포에서 나타난 최대지점이 이 값과 잘 일치하고 있

으며, 이는 피토 튜브를 통해 SUBO 실험에서 측정한 액상속도의 신뢰성을 뒷받침

하고 있다.

이후 유동이 상부로 가면서 가열부 표면에서 생성되는 기포에 의해 액상의

속도 분포도 영향을 받게 된다. 그림 2.4-10(a)의 Base-RL 케이스에서 보듯이, 기

포율이 높은 상부에서는 액상속도가 최대가 되는 지점이 전열봉 쪽으로 더 치우치

는 것을 볼 수 있다. Q1RL, Q2RL, T1RL 케이스 역시 이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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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속이 높은 V1RL과 V2RL 케이스에서는 최대 액상속도가 나오는 지점이 외벽

쪽에서 나타났다. 이렇듯 2상유동에서 액상속도의 분포가 단상유동과 달라지는 현

상은 2상유동 난류의 영향으로 설명할 수 있다. Sato et al.(1975)의 연구에서는 비

등유동에서 기포에 의해 난류성분이 증가하여 액상속도의 기울기가 급격해짐을 보

였다. 한편 Kataoka et al.(1997)에서는 비등 벽면 근처에서 액상의 난류성분이 주기

적인 기포 생성 및 이탈 과정에 의해 증가함을 지적하였다. Roy et al.(2002)의 실험

에서도 환형채널 내 비등유동에서 액상속도의 최대값이 가열 벽면 쪽에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2상유동 내 액상속도 분포의 특성은 기포의 거

동이 난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2) 액상온도 분포

열전대로 측정한 각 실험케이스의 액상온도 분포가 그림 2.4-11에 나타나 있

다. 적용된 열전대는 Underground type이며 0.25mm의 크기를 가지고 있으므로 반

응시간이 각 상의 상태를 구분해 낼 만큼 충분히 빠르지 못하다. 따라서 측정된 액

상온도는 높은 온도의 기포가 유로 내를 지나감에 따라 불확실도를 가지는 것을 피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해 가해진 열유속과 측정된 액상온도 분포를 통해 열량

보존을 비교하였으며, 이러한 액상온도 측정 상의 한계점이 약 0.3K의 온도 차이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4-11에서는 Bubbly boundary layer 영역에서는 액상온도가 낮고 외벽

으로 갈수록 온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또한 기포 생성량이 많은 케이스

에서 액상온도가 더 크게 나타났다. 한편 그림에서는 벽면의 온도(Twall) 및 포화온

도(Tsat) 역시 표기하여 비교하였다. 가장 높은 벽면온도가 가장 낮은 위치인

L/Dh=18.4에서 나타났으며 상부로 갈수록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SUBO 실험

과 같은 저압 미포화비등 실험에서는 상부로 가면서 정압 감소에 의해 포화온도가

작아지면서 벽면온도 역시 감소함을 알 수 있다.

5.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에서 수행된 SUBO 실험은 저압 미포화비등 유동에서 기포율, 기포속

도, 계면면적밀도 및 기포속도와 같은 국소 기포인자 뿐만 아니라 액상속도와 액상

온도의 분포를 다양한 열유속 및 유량 조건에 대해 다차원적으로 측정하였다.

이러한 국소 2상유동 데이터는 계면면적밀도 수송방정식 모델 개발 뿐만 아

니라 2상유동 난류 및 상간 운동량과 열전달에 대한 현상학적 모델 개발을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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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할 것이다. 또한 전산유체해석(Computational Fluid Dynamics) 코드 및 시스템

코드를 검증하여 미포화 비등 유동 해석을 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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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enclature

ai Interfacial area concentration [1/m]

AH Area of heated surface [m2]

b Adjustable parameter for aspherical effect

Dd  Bubble departure diameter [m]

Dh  Hydraulic diameter [m]

Dlo  Bubble lift-off diameter [m]

Dsm    Sauter-mean diameter [m]

f     Bubble departure frequency [1/s]

g    Gravitational acceleration [m/s2]

hfg    Latent heat [J/kg]

L    Length [m]

N"    Active nucleation site density [1/m2]

q   Heat flux [W/m2]

R    Lift-off frequency reduction factor

r Bubble radius [m]

r’ First derivative of bubble radius with respect to time [m/s]

r" Second derivative of bubble radius with respect to time 

[m/s]

s Spacing between nucleate sites [m]

T    Temperature [K]

t Time [s]

u    Velocity [m/s]

Vol Volume of cell [m3]

Greek Letters

a    Phase fraction        

G    Phase change rate [kg/m3s]

θ    Bubble contact angle at wall

f    Source term of interfacial area transport equation [1/m.s]

r    Density [kg/m3]

s    Surface tension [N/m]

t    Shear stress [N/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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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Bulk source term of energy [J/m3s]

Subscripts

bk Bubble breakup

co Bubble coalescence

d Bubble departure

ev    Evaporation

f     Liquid phase

g    Gas phase

i   Interphase

lo Bubble lift-off

ph Phase change

sat    Saturated

sm Sauter-mean

t turbulence

TP Two-phase

w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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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Instrument Location Uncertainty

Mass flow Coriolis meter
Inlet and outlet of test 

section
0.3% of read 

value

System 
pressure

SMART-type 
pressure 

transmitter

Top and bottom of test 
section

0.5 kPa

Differential 
pressure (DP)

SMART-type 
DP transmitter

Along test section 7 Pa 

Temperature
K-type 

thermocouple

1) Inlet and outlet of  test 
section (1.58mm O.D.)
2) Surface of a heater rod 
(0.5mm O.D.)

1.2K

Heater power Power meter Heater rod
0.35% of 

read value

표 2.4-1 SUBO 실험 루프 주요 계측기

Test matrix
Heat flux
(kW/m2)

Mass flux
(kg/m2-s)

Inlet
temperature

(K)

Inlet 
pressure 

(kPa)

Outlet 
pressure 

(kPa)
Base-RL 470.6 1102 374.96 191.6 160.11

Q1RL 369 1102.9 374.70 189.0 156.07
Q2RL 568.7 1104.5 374.62 189.7 160.38
V1RL 474.2 2063.6 374.66 191.1 153.82
V2RL 570.5 2048.9 374.81 196.9 159.74
T1RL 472.4 1084.1 362.80 189.1 156.07

Base-RB 473.7 1124.7 374.65 193.9 161.6
Q1RB 373.6 1122.9 374.25 188.3 155.1
Q2RB 565.7 1115.3 374.75 192.8 161.5
V1RB 471.4 2093.2 374.55 192.2 158.5
V2RB 563.7 2086.6 374.55 195.7 162.1
T1RB 470.8 1113.8 362.45 191.8 158.1

Maximum
Difference (%)

1.2 3.0 0.5 1.4 3.0

표 2.4-2 SUBO 실험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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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 SUBO 실험장치 Test 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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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 SUBO 실험장치 Test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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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3 Double-sensor 광섬유 프로브 (단위:mm)

그림 2.4-4 피토 튜브 및 열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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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all voidage

(Around L/Dh=30)

(b) Net vapor generation

(Around L/Dh=79)

(c) Condensation

(Around L/Dh=129)

그림 2.4-5 SUBO 실험 2상유동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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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ase-RB case (b) Q1RB case

(c) Q2RB case (d) V1RB case

(e) V2RB case (f) T1RB case

그림 2.4-6 SUBO 실험 국소 기포율 분포



- 102 -

(a) Base-RB case (b) Q1RB case

(c) Q2RB case (d) V1RB case

(e) V2RB Case (f) T1RB case

그림 2.4-7 SUBO 실험 계면면적밀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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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ase-RB case (b) Q1RB case

(c) Q2RB case (d) V1RB case

(e) V2RB case (f) T1RB case

그림 2.4-8 SUBO 실험 Sauter-mean 직경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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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ase-RB case (b) Q1RB case

(c) Q2RB case (d) V1RB case

(e) V2RB case (f) T1RB case

그림 2.4-9 SUBO 실험 기포속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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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0 SUBO 실험 액상속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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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V2RL Case (f) T1RL case

그림 2.4-11 SUBO 실험 액상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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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미포화비등실험 (2): 수직 사각유로

1. 연구개발 배경 및 범위

본 실험은 APR 1400의 인허가 과정에서 대형냉각재 상실 사고 시 재관수 기

간동안에 원자로 용기 하부에서 발생되는 강수부 비등 현상으로 인해 안전주입계통

의 성능이 현저히 저하될 수 있다는 기술적인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하였던,

원자로 개별효과 실증실험장치인 DOBO 장치를 활용하여 진행되었다.[2.5.1] DOBO

장치는 본 과제에서 개발되어 왔던 장치이고, 이를 SPACE 코드 개발 프로그램하에

서 장치가 활용되었으며, 본 과제보고서에서는 연계업무의 성격으로 간략하게 해당

실험을 정리하였다.

SPACE 코드는 안전해석 코드의 국산화의 기치 아래 국내 원자력 기관들이

연합하여 개발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대상이다. 기본적으로 3차원 3-field 방정식으

로 구성되어 다차원 2상유동 현상의 해석이 가능한 특징을 갖는다. 원자로의 사고

해석에서 다차원 2상유동 현상의 해석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중 하

나가 강수부에서의 비등현상이므로, 본 실험은 안전해석코드가 강수부 비등현상을

다루기 위해 요구되는 핵심 현상들이 재연되면서, 단순한 경계조건을 가지는 실험

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실험장치

DOBO 실험장치에서는 수정형 체적 척도법의 도입을 통해 실험장치 높이 및

강수부 간극의 길이를 1:1로 보존하였다. 이를 통해 강수부에서 발생되는 기포경계

층의 크기 및 기포율 분포 그리고 온도 및 압력 분포 등 주요 2상 유동 현상의 다

차원 분포를 보존하는 것이 가능해 졌다. 표 2.5-1에는 제시된 수정형 체적 척도법

의 척도비와 재관수 기간의 강수부 비등 실험을 위해 DOBO 실험장치의 설계에 적

용된 척도비가 정리되었다. 즉, 실험장치의 기하학적 높이, 강수부 강극 등은 APR

1400의 강수부 설계와 동일하게 결정되었으나 횡방향의 길이는 1/47.08로 축소 모의

되었다.

DOBO는 그림 2.5-1에서와 같이 Test Channel, 순환용 펌프, 압력조절장치,

물탱크, 예열기, 그리고 열 및 증기 응측 용 열교환기로 구성된 폐회로 순환 실험장

치이다. Test Channel은 원자로의 강수부를 모의하게 되며 하부의 비가열 구간, 중

간에 위치한 가열구간 그리고 상부의 비가열 구간으로 구성되었다. 각각의 높이는

그림에서와 같이 0.3m, 5.1m, 1m이다. 상부에 설치된 DVI 모의용 노즐은 기존 재관

수 실험에서 APR 1400의 안전 주입수 주입을 위한 DVI 노즐을 모의한 것으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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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동향류 유동(Co-current Upward Flow)이 발생되는 본 실험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 Test section의 단면은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0.3m 그리고 0.25m의 규

격을 가진다. (그림2.5-2)

주 시험대인 강수부 모의부에서는 기포 생성에 따른 축방향의 평균 기포율

분포 및 국소 2상유동 분포를 측정하기 위한 계측기기가 설치되었다. 그림 2.5-3은

DOBO 실험 장치 강수부 모의부에서 상기 측정 변수들의 측정을 위해 설치된 계측

기기의 배치를 보여준다.

실험의 조건은 대형 냉각재 상실 사고시 재관수 기간의 유동 조건에서 수행

된 기존 실험의 대응실험개념을 적용하여 설정하였다. 실험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하

여 1) 국소 2상유동 변수 측정법등 2상유동 측정 변수의 타당성 검증을 주요 목표

로 하고 Test Channel 상부로 가며 공기 기포의 발달을 측정하는 물-공기 실험

(AW) 2) 비등 실험 시에 대기로 방출되는 열에너지를 정량화하기 위한 열손실 실

험(HL) 3) 유로 내에서 자유 표면이 형성되지 않는 조건에서의 비등 실험(C2-1)

4) 유로 내의 수위 제어를 통해 자유표면이 형성되는 조건에서의 비등 실험으로 나

뉘어 수행되었다.(C2-2) 모든 실험조건에서 경계조건은 표 2.5-2에 정리되었다.

본 실험에서는 동일한 실험조건을 재현하여 크게 1) 5-전도성 탐침센서를 이

용하여 기포인자를 측정한 실험과 2) 열전대가 통합된 국소 양방향 유동 튜브를 이

용한 물 온도 및 물속도 측정 실험으로 구분하여 각각 수행하였다. 국소 2상유동

변수의 측정은 Test Channel을 축방향에 따라가며 총 5개 층에서 이루어 졌으며,

국소 기포율 분포, 국소 기포 속도, 국소 물 속도 분포 그리고 국소 온도 분포가 측

정되었다. 각각의 측정단면에는 총 120개 측정위치가 선정되어 국소 측정에 사용되

었으며 각 측정치 이루어진 국소 지점에서는 국소 센서를 적용하여 30초 동안 데

이터 취득이 이루어졌다. 이때, 각 센서는 자동이송장치에 의해 주어진 측정위치로

이동되었으며, 매 측정 지점에서는 적용된 국소 2상유동 계측기기에서 얻어진 신호

의 건전성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를 통해 확인된 후 실험데이터의 취득이 이루어졌

다.

3. 실험결과

본 보고서에서는 분량의 제한으로 앞서 정리된 실험조건들 중, 상대적으로

강수부 비등현상에 근접한 실험조건인 C2-1조건에 대한 결과만을 대표로 제시하고

자 하며, 공기/물 실험과 C2-2 실험의 결과는 어동진외(2009)[2.5.2]를 참고하기로

한다.

본 실험은 안전주입유량을 하부로부터 주입시키고 가열 벽면을 통하여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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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열속으로 벽면을 가열할 때 벽면 열전달 현상에 의해 비등이 발생되는 순방향

대류 비등 실험이다. 국소 기포인자들의 평균값은 차압 혹은 유량계를 통하여 얻어

진 단면 평균값과 비교되었으며, 기포율은 5.6%의 오차내에서 잘 일치하고 있고, 물

유량은 5단에서 37 cm/s의 최대오차를 가지고, 4단이하에서는 8cm/s 이하의 편차

를 보이고 있다. 상부에서 발생하는 다차원 속도 성분 및 이에 따른 Turbulence의

증가가 물속도 측정의 오차를 유발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림 2.5-4에는 국소 5-전도성 센서로부터 측정된 국소 기포율을 단면 평균한

값과 차압계로부터 얻은 평균 기포율을 함께 보여주고 있으며, 상호 잘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국소 기포율을 도출하기 위해 적용된 신호처리기법의

건전성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5-5에서 2.5-7까지에는 각각 국소

기포율 분포, 기포 속도 분포, 물속도 분포 그리고 물온도 분포가 도시되었다. 벽면

에서 핵비등에 의해 발생되는 기포의 거동과 상부로 진행하면서 점차 유로 중간으

로 이동하는 기포에 의해 유로 중간에서의 기포율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기포 속도

또한 증가되는 패턴이 잘 보여지고 있다. 국소 2상유동 분포그림에서 보듯이, 가열

면에서 비등현상을 통해 생성된 증기의 거동은 기포 경계층이 반대쪽 벽면에 도달

하기 전까지는 강한 2차원적인 성격을 가진다. 그림2.5-8은 측면 즉, 프로브가 삽입

되는 방향으로 각각, 기포율, 물속도, 기포속도를 선평균 취한 값을 도시하였다. 3단

에서부터 증기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4단까지는 가열벽면에 기포인자들이 큰 값을

가지는 분포를 반대 벽면으로 기포율이 적어지거나 속도가 음의 값(하향하는 유동)

으로 향하는 추이를 보여주고, 5단에서는 최대값이 유로 중앙부로 옮겨진 형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상세한 데이터는 어동진외(2009)에 수록되었다. [2.5.2]

4. 결론

SPACE 코드의 비등 모델 개발 및 검증을 위해 APR 1400의 강수부 비등 실

험에 사용된 DOBO 실험 장치를 이용하여 과냉 비등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DOBO 장치의 기하학적 형상은 APR 1400의 강수부를 모의하며, 이때 실험

장치는 강수부 높이, 강수부 간극이 보존되고 횡 방향 길이가 1/47.08로 축소 설계

된 수정형 체적 척도법이 적용되었다. 실험은 기존 강수부 비등실험과 비교하여 보

다 단순화된 유동조건에서 수행되었다.

실험의 항목은 1) 적용된 국소 계측기기를 검증하고 단열조건에서의 국소 2상

유동 변수를 얻기 위한 물-공기 실험, 2) 비등 실험시 Test Channel의 외벽에서 대

기로 빠져나가는 열손실량 측정을 위한 열손실 평가 실험, 3) Test Channel 하부에

서 물을 주입하고 자유 경계면을 없앤 비등 실험 4) 그리고 항목 3)과 같이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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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nel 하부에서 물을 주입하였으나 자유 경계면을 만든 비등 실험 등 크게 총 4

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실험에 대해 총 5개의 높이에서의 측정 단면을 대상으로 국소 기포율

분포, 3차원 국소 기포 속도 분포, 국소 물 속도 분포 그리고 국소 물온도 분포가

얻어졌다.

본 연구에서 생산된 실험데이터는 cm 수준의 스케일로부터 m 단위의 거시적

인 스케일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목적의 SPACE 성능 검증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Parameter
Scaling Law

일반적인 척도비 DOBO의 축소비

Elevation 1 1

Gap Size Ratio 1 1

Width Ratio l R 1/47.08

Area Ratio a R 1/47.08

Volume Ratio a R 1/47.08

Velocity Ratio 1 1

Flow Rate Ratio a R 1/47.08

Gravity Ratio 1 1

Pressure Ratio 1 1

Temperature Ratio 1 1

표 2.5-1 DOBO 실험장치의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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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TECC

(oC)
PTop

(kPa)
WECC

(kg/s)
Wg

(g/s)
q"

(kW/m2) Water Level 국소측정변수

AW-1 12.0 118.5 2.41 3.62 - 자유면 없음 기포율, 기포속도

AW-2 18.2 119.2 2.44 3.76 - 자유면 없음 물속도, 온도

HL 109.5 213.2 1.31 - 27.5 자유면 없음 Heat Loss

C2-1a 112.9 160.6 1.29 - 72.2 자유면 없음 기포율, 기포속도

C2-1b 112.6 159.2 1.31 - 71.6 자유면 없음 물속도, 온도

C2-2a 76.1 159.2 0.036 - 57.2 EL 5.09m 기포율, 기포속도

C2-2b 76.9 158.9 0.041 - 57.1 EL 5.09m 물속도, 온도

표 2.5-2 DOBO 실험 Test Matrix

그림 2.5-1 DOBO 장치의 유체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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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2 DOBO 주시험대



- 113 -

그림 2.5-3 DOBO 주시험대 계측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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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4 평균 기포율 분포 비교(C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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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5 국소 기포율 분포 (C2-1a)

그림 2.5-6 국소 기포속도 분포

(C2-1a)

그림 2.5-7 국소 물 속도 분포

(C2-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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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8 국소 인자들의 2차원 분포 (기포율, 물속도, 기포속도)(C2-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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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비등 핵생성 모델 개발 실험

1. 연구개발 배경

Two-Fluid Model에 기반을 둔 열수력 해석 방법에 있어서, 기존의 유동양식

의존형 정적(Static) 모델을 ‘계면면적 수송’ (IAT: Interfacial Area Transport) 방정

식에 기반을 둔 동적(Dynamic) 모델로 대체함으로써 안전해석의 적용성을 일반화

하고 정밀성을 향상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계면면적 수송 방정식은 식

(2.6.2)와 같이 표현된다 (Ishii & Hibiki, 2005 [2.6-1]):




∇․  

 

 


∇․







 (2.6.1)

또한 위식 우변의 마지막 항은 비등유동의 경우 벽면 열전달에 의한 기포 생

성 및 이에 따른 계면면적 생성항을 나타내며,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2.6.2)

즉, 비등에 의한 계면 면적 생성항은 기포 이탈 직경(Dd), active nucleation

site density (Na), 그리고 기포 이탈 빈도 (f)의 곱으로 구성된다.

강제대류 비등유동은 원자력발전소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빈번히 발생한

다. 최근 전산유체역학을 이용한 해석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미포화 강제대류 비등

유동을 정밀 예측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을 중심으

로 한 공동연구 프로그램인 NURESIM 및 NURISP 프로그램에서는 다중스케일 고

정밀 전산해석코드 체계인 NEPTUNE을 활용하여 PWR 노심에서의 DNB 현상을

예측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

울이고 있다 (Chauliac 등, 2009 [2.6-2]). 또한, 미국에서는 고정밀 원자로 해석을

위한 CASL (Consortium for Advanced Simulation of Light Water Reactors) 프로

그램을 2010년 시작하였으며, 미포화 강제대류 비등유동 해석기술의 검증을 위한

Benckmark 실험을 계획하고 있다 (Kawaji, 2011 [2.6-3]).

상용 전산유체역학 코드에서는, 강제대류 미포화 비등유동에서의 기포 생성량

을 예측하기 위하여 벽면 열유속 분할 모델 (wall heat flux partitioning model)을

사용하고 있다. 한 예로, CFX 코드에서는 벽면으로부터의 열전달 메커니즘을 단상

유동 대류 열전달 (qc), 증발 열전달 (qe), 그리고 미세 대류현상에 의한 가열면 냉각

(surface quenching) 열전달 (qq)로 구성하고 있다 (AEA, 1997 [2.6-4]). 여기서 증

발 열전달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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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3)

위 식에서 보듯이, 기포 생성량 예측의 정확성은 active nucleation site

density (Na), 기포 이탈 빈도 (f), 그리고 기포 이탈 직경(Dd)에 대한 예측 모델의

정확성에 크게 의존한다. 특히, 증발 열전달량은 기포 이탈 직경의 3승에 비례하기

때문에, 기포 이탈 직경 모델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수조비등의 경우, active nucleation site density, 기포 생성 빈도, 그리고 기포

이탈 직경과 관련하여 1950년대부터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하지만 강제대류

비등유동의 경우에는 실험 데이터 및 관련 모델이 부족한 실정이다.

Unal (1976) [2.6-5]은 13.9, 15.8 17.7 MPa의 높은 압력조건에 대하여 강제대

류 미포화 비등유동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가열면에서 생성된 기포의 최대 직경을

측정하였고, 이를 예측하기 위한 모델을 개발하였다. 또한, 기존 문헌의 실험결과를

활용하여 개발된 모델을 검증하였다. 이 후, Klausner et al. (1993) [2.6-6], Zeng et

al. (1993) [2.6-7], Thorncroft et al. (1998) [2.6-8], Prodanovi et al. (2002) [2.6-9],

Situ et al. (2005) [2.6-10] 등이 가열면에서의 기포 생성 및 이탈 직경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을 비교적 낮은 압력 조건하에서 수행하였다.

Klausner et al. (1993)은 사각 수평 유로에서 포화상태의 Freon R-113을 사

용하여 기포의 성장율 및 Departure 직경을 측정하였다. Zeng et al. (1993)은

Klausner et al.과 동일한 유로를 사용하여 포화상태의 Freon R-113의 기포 이탈직

경을 측정하였다. 또한, Lift-off 순간 기포에 작용하는 외력을 분석하여 기포 이탈

직경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Thorncroft et al.은 수직 사각 유로에서

상향 및 하향 유동 조건에 대하여 FC-87의 비등에 따른 기포의 성장률과

Departure 및 Lift-off 직경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상향 유동시의 Lift-off

직경은 측정하지 못하였다.

Prodanovi et al. (2002)은 수직 환형 유로에서의 과냉 비등유동시 기포의 최

대직경, 이탈직경, 최대직경 시점, 기포 이탈 시점, 응축 시간을 측정하였다. 그들은

Jacob 수, 무차원 과냉각도, Boiling 수, 밀도비를 이용하여 위 다섯 개의 변수 각각

에 대한 실험 상관식을 제시하였다. 각 실험상관식의 계수 및 지수는 그들의 실험

데이터를 활용하여 결정하였다. Situ et al. (2005)은 수직 환형 유로에서 과냉각된

물의 비등에 따른 Lift-off 직경을 측정하였으며, Zeng et al. (1993)과 유사한 방법

으로 수직 비등유동에 대한 Lift-off 직경 예측 모델을 제시하였다. 수직 강제대류

미포화 비등유동에서의 기포 직경에 대한 기존 모델 및 상관식을 표 2.6-1에 정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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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실험적 관측에 따르면, 강제대류 비등유동의 경우 수평 수조비등과는

달리, nucleation site에서 생성된 기포가 동일 지점에서 벽면으로부터 떨어지는 것

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일정 거리를 sliding한 후 벽면으로부터 떨어진다. 강제대류

비등유동의 경우에는 생성된 기포가 nucleation site로부터 벗어나는 순간(여전히 기

포는 벽면에 부착된 상태)을 ‘Departure’로 정의하며, 가열면으로 부터 떨어져 나가

서 액체 유동으로 이동하는 순간을 ‘Lift-off’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기포 생성 시

점부터 기포의 중심점은 기포 성장에 따라 유동방향으로 연속적으로 이동하기 때문

에, 강제대류 비등유동에서의 Departure 순간을 명확히 정의하기는 어렵다.

수조 비등에서 정의되는 Departure 직경은 식 (2.6.3)의 증발열전달을 표현하

는 대표 직경으로 매우 적합하다. 하지만, 강제대류 비등유동에서는 Departure 이

후에도 기포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발열전달을 표현하는 대표

직경을 정의함에 있어 모호함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직 환형유로에서의 강제대류 미포화 비등유동시 기

포 생성부터 Lift-off 시점까지의 기포 직경에 초점을 맞춘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주인철 등, 2010 [2.6-11]), 관련 실험 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하고 기존 모델의 검증

및 개선에 활용하고자 한다.

2. 실험장치 및 실험조건

가. 실험 장치

그림 2.6-1은 본 연구에 사용된 강제대류 비등유동 실험장치(HiBO: High

heat flux High pressure BOiling)의 개략도를 보여준다. 본 장치는 비등이 발생하

는 시험부, 펌프, 예열기, 냉각기, 축압기, 비응축기체 제거 탱크, 혼합 응축탱크, 그

리고 관련 계측기 및 배관계통으로 구성된다. 실험장치 관련 세부 내용은 주인철

등 (2010)에 기술되어 있다.

본 HiBO 실험장치에는 사각 유로 시험부와 환형 유로 시험부의 두 개의 비

등열전달 시험부를 구비하고 있다. 사각 유로 시험부는 주로 넓은 압력범위에서의

임계열유속을 비롯한 다양한 열전달 특성을 연구하기 위한 것이며, 비등구조에 대

한 가시화 연구도 가능하다. 환형 유로 시험부는 가열면 근방의 상세 기포 거동특

성의 가시화 연구에 적합한 시험부이지만, 최대 운전압력은 3기압 정도로 제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포 생성부터 Lift-off 시점까지의 기포 직경 변화를 상세히

관찰하기 위하여, 저압 조건의 환형 유로를 활용하였다.

그림 2.6-2는 환형 유로 시험부의 개략도를 보여준다. 유로의 바깥 유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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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1,280 mm이고, 내경이 31.75 mm인 투명한 Lexan 파이프로 제작되었다. 유로

의 중앙에는 외경이 9.5 mm인 카트리지 히터가 삽입되어 있다. 히터는 총 700 mm

의 가열구간을 가지며, 가열구간 이전의 390 mm 및 이후의 190 mm는 비가열구간

이다. 히터 가열 구간의 끝단으로부터 10 mm 및 30 mm 이전 위치에는 각각 3 개

씩의 열전대가 원주 방향으로 벽면에 설치되어 있다. 히터의 최대 출력은 45 kW이

며, 이 때의 열유속은 2.2 MW/m2가 된다.

시험부로 공급되는 유량은 펌프의 회전수와 유량계 후단 밸브의 개도를 제어

함으로써 조절된다. 시험부로 공급되는 유체의 과냉도는 예열기의 출력을 PID 제어

하여 원하는 과냉각도를 갖도록 조절된다. 주입되는 유량은 Rheonik 사의 질량유량

계 RHM08 모델을 사용하여 계측하였고, 시험부 입/출구 압력은 Rosemount 사의

3051 Series 압력계를 이용하여 계측하였으며, 시험부 입/출구 온도는 Watlow 사의

Type-K 열전대를 이용하여 계측하였다. 히터 출력 및 열유속은 인가되는 전압과

전류를 계측하여 측정하였다. 열유속, 유량, 온도, 압력에 대한 측정 불확도는 각각

2.0% of reading, 0.5% of reading, 1.0 oC, and 1.0% of span (3.0 kPa)이다.

주 실험을 수행하기 전, 물속에 용해되어 있는 기체를 제거하기 위해 특별히

노력을 기울였다. 수 시간동안 왕성한 강제대류 비등유동을 유지하면서 증기와 용

해 기체의 혼합물을 degassing 탱크 상부의 밸브를 통해 시험장치 외부로 방출하였

다. 용존기체 제거과정이 종료되면, degassing 탱크를 용존기체가 없는 포화수로 재

충진하고, 상부 밸브를 닫았다. 이 후, 국부 과냉도가 약 2～3 oC인 조건에서 기포

의 응축과정을 면밀히 관찰함으로써, 용존기체가 얼마나 잘 제거되었는지 확인하였

다. 용존기체가 존재하는 경우, 벽면 비등에 의해 생성된 기포는 응축과정에서 완전

히 소멸하지 않는다.

기포의 생성부터 이탈까지의 영상은 Redlake 사의 HG-100K 고속 디지털 카

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으며, Nikon 사의 MICRO NIKKOR 105 mm 1:2.8 렌즈

를 사용하였다. 그림 2.6-3은 기포거동의 가시화를 위한 장치 설치를 보여준다.

Backlight 조명과 Front 조명을 동시에 사용하였으며, Backlight 조명 앞에는 스크

린을 사용하여 조명 강도를 조절하였다. 조명은 Polarion 사의 40 W Xenon 램프를

사용하였다. 수직 이동이 가능한 굴절율 보정 상자를 촬영 높이에 위치시켰으며, 상

자 내부에 물을 채움으로써 영상의 왜곡을 최소화하였다. 3축 이송장치 위에 카메

라와 조명을 설치하였으며, 수직 방향으로의 이동 거리는 LVDT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고, 수평 방향으로의 전후 및 좌우 이동 거리는 디지털 캘리퍼를 사용하여 측

정함으로써, 매 실험이 반복될 때마다 특정 nucleation site의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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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고속카메라의 촬영속도는 초당 10,000 frame으로 설정하였고, 영

상의 화소는 192×400 pixel로 설정하였다. 과냉도가 낮은 실험의 경우 기포의 크기

및 슬라이딩 거리가 길어서, 192×400 pixel로는 기포 생성시점부터 Lift-off까지의

전체 영상을 획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320×688 pixel로 촬영영역을 증가시켰다. 이

경우 촬영속도는 초당 5,000 frame으로 제한되었다. 환형 유로 상부의 비가열 구간

에는 이미 크기를 알고 있는 Reference Probe를 삽입한 후, 이것을 카메라로 촬영

하여 pixel간 거리를 계산하였다. 그림 2.6-4는 Reference Probe의 촬영영상이다. 그

림에 표시된 치수는 분해능이 0.05 mm인 디지털 캘리퍼로 측정한 실제 값이다. 모

든 촬영 영상에 대하여, 이웃하는 pixel간의 거리는 12 μm로 고정되었는데, 이 값을

기포 직경 측정값에 대한 불확도로 간주하였다.

기포가 가열면과 최소 접촉면적을 가지는 시점을 기포가 가열 벽면에서 떨어

지는 시점으로 결정하였다. 기포의 이탈 직경은 상용 이미지 처리 프로그램인

Image-Pro Plus를 사용하여 수동으로 계산하였고, 대표적 기포영상에 대하여

Matlab을 이용한 자동 계산 방식과 비교함으로써 수동 계산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

하였다. 기포 직경은 back light에 의해 투영된 기포 면적, 즉 기포 내부의 전체 픽

셀 면적의 합을 이용하여 등가 직경을 계산하였다. 또한, 벽면 가열에 의한 기포 생

성빈도 또한 측정이 가능하였는데, 촬영된 전체 영상 시간 중 특정 nucleation site

에서 생성되는 기포의 수를 수동으로 계수함으로써 측정하였다. 본 실험에서 기포

생성빈도의 측정불확도는 약 1%이다.

나. 실험 조건

본 실험은 입구 질량유속 (Mass Flux), 히터의 열유속, 입구 과냉도, 을 변화

시켜가면서 수행되었다. 300, 500, 700 kg/m2s의 세 가지 입구 질량유속 조건, 140

및 200 kW/m
2
의 두 가지 열유속 조건, 103, 95, 85

o
C의 세 가지 입구 과냉도 조건

을 조합하여 총 14 Case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입구 압력은 139 ～152 kPa 범위에

서 유지되었다. 기포의 생성 및 성장은 활성 공동의 크기 및 현상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각 실험 Case별로 다양한 nucleation site에서 기포 생성/성장/

이탈 현상을 촬영하였다. 촬영된 nucleation site는 모두 히터의 한 쪽 측면의 축선

을 따라서 존재하는 site를 대상으로 하였다.

표 2.6-3에는 본 실험과 기존 Prodanovic et al. (2002) 및 Situ et al. (2005)

의 실험조건을 비교하였다. 평균 과냉도는 각 Case 별로 대상이 되었던 모든

nucleation site에서의 국부 과냉도에 대한 산술 평균 값이다. 또한 평균 기포 이탈

직경 (lift-off diameter) 및 기포 생성빈도는 모든 nucleation site에 대한 산술 평균



- 121 -

값이다. 특정 높이에서의 국부 과냉도는 히터에서 발생된 열이 모두 물의 bulk 온

도를 올리는데 사용되었다고 가정하여 계산하였다.

그림 2.6-5에는 본 실험이 수행된 조건을 Subcooling 수 (Nsub) 와 Boiling 수

(Bo)을 이용하여 기존 Prodanovic et al. (2002) 및 Situ et al. (2005)이 수행한 실

험조건과 비교하였다. 본 실험 조건은 기존 실험 조건에서 수행하지 않았던 낮은

Subcooling 수 영역과 중간 Boiling 수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실험의 조

건은 기존 실험 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하고 기존 모델의 검증 및 개선에 적합한 조건

으로 판단된다. Subcooling 수 (Nsub) 와 Boiling 수 (Bo)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gfg

insub
sub h

h
N

r
rDD

= ,

(2.6.4)

fgGh
qBo

¢¢
=

(2.6.5)

여기서, Δhsub,in, hfg, Δρ, ρg, q˝, G는 각각 입구 과냉도, 비등잠열, 물과 증기의 밀도

차, 증기 밀도, 열유속, 질량유속이다.

또한, 표 2.6-3의 Jacob 수 (Ja) 및 Effective Jacob 수 (Jae)는 다음과 같다:




(2.6.6)

 ․ (2.6.7)

  ×
 (2.6.8)

여기서, Cp,f, ΔTsat, Tw, Tsat는 각각 물의 비열, 벽면 과열도, 벽면 온도, 포화 온도

이다. 벽면 과열도 ()는 Collier (1982) [2.6-12]에 의해 수정된 Chen의 비등열

전달 상관식으로부터 계산되며, S는 과냉 비등유동에서의 비등억제계수이다.

Basu et al. (2005) [2.6-13] 및 Saha & Zuber (1974) [2.6-14]의 상관식을 이

용하여 본 실험의 비등 영역을 평가하였다. Basu et al.의 상관식을 통해 핵비등 시

작점 (ONB: onset of nucleate boiling)에서의 벽면 과열도를 평가한다. ONB의 위

치는 에너지 평형을 통해 계산한다. 그리고 나서 Saha & Zuber의 상관식을 이용해

OSV (onset of significant void) 지점에서의 과냉도를 결정하며, OSV의 위치는 에

너지 평형을 통해 계산한다. 위 상관식에 따르면, 각 Case 별 유량 및 열유속 조건

에 따라 본 실험은 부분 비등 (PB: partial boiling) 후기 및 완전 발달 비등 (FDB:

fully developed boiling) 초기 영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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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결과

가. 기본 특성

그림 2.6-6은 강제대류 수직 비등 유동시 기포 생성부터 가열면 이탈 이후까

지의 과정을 보여준다. 실험조건은 표 2.6-2의 Case-05, -02, -04, 그리고 -13에 해

당한다. 대표 기포는 주어진 실험 조건에서 각 특정 nucleation site에서의 평균 이

탈직경에 가장 가까운 기포에 해당한다. 각 영상의 수평선은 nucleation site의 위치

를 나타낸다.

수직 과냉유동시 단일 기포의 거동은 유동 및 열유속 조건에 관계없이 거의

동일한 특성을 보인다. Nucleation site에서 생성된 기포는 가열면으로 부터 열 에너

지를 전달받아 성장하게 되며, 강제 대류 유동에 의해 nucleation site 벗어나서 수

직 상향으로 미끄러진다. 기포의 하부가 가열면에 부착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일정

거리를 이동하는데, 이러한 이동 과정 동안, 가열면 및 과열 액체층으로부터의 열전

달에 의해 기포는 연속적으로 성장한다. 일정 거리를 미끄러지며 이동한 후, 기포는

가열면으로부터 떨어지게 되고, 과냉각된 액체 유동으로 이동하면서 응축된다. 기포

가 가열면으로부터 떨어지는 순간의 직경을 기포 이탈직경(Lift-off Diameter)으로

정의한다.

기포의 중심점은 생성 초기부터 연속적으로 이동한다. 따라서, 생성된 기포가

nucleation site로부터 벗어나는 순간에 해당하는 ‘Departure’ 시점을 명확히 정의하

기 어렵다. 반면, 기포가 가열면으로 부터 분리되어 떨어져 나가는 순간에 해당하는

‘Lift-off'는 그림 2.6-6에서 보듯이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그림 2.6-6에서 보듯

이, 기포 이탈직경은 과냉각도 및 질량유속이 증가할수록 감소한다. 하지만, 열유속

의 영향은 명확히 관측되지는 않는다.

그림 2.6-7은 특정 nucleation site에서 생성되는 기포의 이탈직경 분포를 보

여준다. 그림 (a), (b)와 (c), (d), 그리고 (e), (f)는 각각 Case-02, Case-05, 그리고

Case-10의 실험조건에 대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기포 이탈직경은 확률론적인

분포를 갖는다. 따라서, 주어진 유동조건에서 특정 nucleation site에 대한 평균 이탈

직경을 구하기 위하여, 본 실험에서는 기포 발생 빈도에 따라 50 ～ 220개 기포의

이탈직경을 분석하여 평균값을 취하였으며, 대개의 경우 대개의 경우 100～120개

기포의 이탈직경을 분석하였다.

표 2.6-4는 본 실험에서 측정된 국부 위치에서의 기포 이탈직경 및 기포 생성

빈도를 보여주며, 각 실험의 유동 및 열유속 조건도 함께 보여준다. 또한, 그림

2.6-8은 각각 실험 Case-02, Case-10, Case-14에 대하여, 서로 다른 nucleation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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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평균 기포 이탈직경 및 기포 발생 빈도를 보여준다. 하나의 실험조건에 대하여

각 site 별 질량유량, 열유속은 동일하며 과냉각도는 입구에서 멀어질수록 조금씩

감소한다. 기포의 생성 및 성장 특성이 각 site 별로 유사하다면, 기포 이탈직경 및

기포 발생 빈도는 모든 site에 대하여 유사하거나 입구에서 먼 site일 수록 다소 증

가해야 한다. 하지만, 그림 2.6-8에서 보듯이, 기포 이탈직경 및 기포 발생 빈도는

각 site 별로 최대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며, 외부 물 유동 조건에 대한 상관성도 찾

아 볼 수 없다. 다만, 기포 이탈직경이 상대적으로 작은 site의 경우 기포 발생 빈도

는 상대적으로 높으며, 기포 이탈직경이 상대적으로 큰 site의 경우 기포 발생 빈도

는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기포 이탈직경 및 기포 발생 빈도는 외

부 유동 조건 및 열유속 조건에 따라 변하기도 하지만, 가열면에 존재하는 활성 공

동 (active nucleation cavity)의 미세 구조에도 크게 지배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

라서, 활성 공동의 미세 구조를 제어할 수 없는 조건에서는, 주어진 유동 조건별로

가능한 많은 nucleation site에 대하여 기포 이탈직경 및 기포 발생 빈도를 평가해

야만 특정 방향으로 치우침이 없는 기포 이탈직경 및 기포 발생 빈도를 구할 수 있

다.

각 실험 Case별로 측정 대상이 된 모든 nucleation site에 대하여 기포 이탈직

경 및 기포 발생빈도의 변동 특성을 정량화하였다. 표 2.6-5는 이러한 변동 특성을

평균값에 대한 표준편차로 나타내고 있다. 전체 실험 Case에 대한 기포 이탈직경

및 기포 발생빈도의 변동은 각 Case별 nucleation site 수에 대한 가중치를 고려하

여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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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여기서 아래첨자 k는 기포 이탈직경 또는 기포 생성빈도를 나타내고, 아래첨

자 i 및 avg는 i번째 실험 Case와 모든 실험 Case에 대한 평균값을 나타낸다. σ 와

μ 는 각각 평균과 표준편차이며, ni 는 i번째 실험 Case에서의 nucleation site 수이

다. 표 2.6-5에서 보듯이, nucleation site 수의 가중치를 고려한 기포 이탈직경 및

기포 생성빈도의 평균 변동율은 각각 29.5%와 71.3%이며, 기포 생성빈도의 경우 이

러한 무작위적 변동이 기포 이탈직경의 그것에 비해 두 배 이상 큰 것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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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민감도 분석

그림 2.6-9와 2.6-10에서 보듯이, 기포 이탈직경 및 기포 생성빈도는 질량유

속, 과냉도, 그리고 열유속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질량유

속, 과냉도, 그리고 열유속에 대한 기포 이탈직경 및 기포 생성빈도의 의존성이

nucleation site 또는 측정 위치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국소 위치에서의 기포 이탈직

경 및 기포 생성빈도 대신에 각 실험 Case별 평균 기포 이탈직경 및 기포 생성빈도

의 의존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평균 기포 이탈직경은 질량유속 및 과냉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였다. 하지만,

그림 2.6-9에서 보듯이, 열유속이 기포 이탈직경에 미치는 영향은 일관성이 결여되

었다. 기존 연구에서도 질량유속, 과냉도, 그리고 열유속에 대한 기포 이탈직경의

의존성을 관찰한 바 있다. Prodanovic et al. (2002)는 기포 직경은 질량유속 및 과

냉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지만, OSV에 가까울수록 질량유속의 영향은 점점 불명확

해 진다고 보고하였다. 열유속의 영향에 대하여서는, 최대 기포직경은 일반적으로

열유속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데, 특히 낮은 열유속 조건에 두드러지고, 고열유속

조건에서는 기포 직경은 대체로 일정하다고 하였다. Situ et al. (2005)는 과냉도가

감소할수록 기포 이탈직경이 증가하는 경향을 관찰하였다. 또한, 질량유속이 감소할

수록 그리고 열유속이 증가할수록 기포 이탈직경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강

제대류 과냉비등유동의 경우, 열유속이 기포 이탈직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림 2.6-10에서 보듯이, 기포 이탈직경과는 달리 기포 생성빈도의 경우, 열유

속 뿐만 아니라 질량유속과 과냉도에 대하여서도 눈에 뛸만한 의존성을 관찰할 수

없었다.

Ivey (1967) [2.6-15]는 수조 비등 조건에서 기포 이탈 빈도 및 기포 이탈 직

경에 관하여 fd×Dd
n = 상수의 관계식을 제시하였다.

임계열유속에 가까운 고열유속 조건에서는 부력과 항력(drag force)이 기포의

직경 및 이탈 빈도를 지배하며, 이러한 hydrodynamic 영역의 경우, fd×Dd
0.5 = 상수

의 관계식이 기존 실험 결과와 잘 일치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이웃하는 기포 기

둥간의 간섭이 발생하지 않는 저열유속 조건인 thermodynamic 영역에서는 액체와

기포간 경계에서의 열유속이 지배적인 영향을 나타내며, fd×Dd
2 = 상수의 관계식이

기존 실험결과를 잘 예측한다고 제시하였다.

Ivey가 제시한 fd×Dd
n = 상수의 관계식에 근거하여, 과냉비등유동 조건에서

0.5, 1, 2, 3의 서로 다른 n 값을 이용하여 기포 이탈직경 및 기포 생성빈도의 의존

성을 평가하였다. 표 2.6-5에 제시하였듯이, fb×D lo
2의 무작위적 변동값이 가장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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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이 29.3%를 나타내었는데, 이 값은 기포 이탈직경의 변동값과 유사하였다. 반면

fb×D lo
3, fd×Dd

0.5, 그리고 fd×Dd 는 각각 40.9%, 56.2%, 그리고 42.3%의 값을 나타내

었다. 기포 생성빈도가 갖는 무작위적 변동특성은 기포 이탈직경의 제곱과 결합되

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소멸되었다.

또한, 그림 2.6-11 ～ 2.6-14를 살펴보면, 네 개의 n 값 중에서, n = 2 및 3의

경우에 질량유속 및 과냉도에 대하여 보다 뚜렷한 의존성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6-11에서 보듯이, 질량유속 및 과냉도에 대한 fb×D lo
2 의 의존성은 기포

이탈직경의 의존성만큼이나 뚜렷하였다. 더욱이, 대부분의 경우에 fb×D lo
2 는 열유속

의 증가에 따라 일관되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fb×D lo
2 은 강제대류 미포화 비등유동시에도 기포의 이탈 직경 및 기

포 생성 빈도를 예측하기 위한 모델 개발시 매우 유용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

다.

과냉각도의 감소, 유량의 감소, 열유속의 증가는 강제대류 미포화 핵비등 영

역에서의 증발 열전달을 증가시키는 인자이다. 하지만, 이것들이 모든 경우에 있어

기포 이탈직경 및 기포 생성빈도 각각을 모두 증가시키기 보다는 두 변수 중 어느

하나를 보다 활성화시키고 다른 하나는 상대적으로 비활성화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

타났다. 즉, 기포 이탈직경 및 기포 생성빈도 두 변수는 가열면으로부터 제공되는

열 에너지를 소모하는 방식에 있어서 서로 공유하는 경우도 있지만, 서로 경쟁하는

경향이 보다 강하다고 할 수 있다.

4. 기존 모델 평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실험에서는 수직 환상유로에서 강제대류 비등유동

시 기포 이탈직경에 관한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기존 실험 데이터영역 배디 보다

높은 열유속 조건 및 보다 낮은 과냉도 조건에서의 실험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또

한 본 실험의 기포 이탈직경 데이터, Prodanovic et al. (2002) [2.6-9] 및 Situ et al.

(2005) [2.6-10]의 기포 이탈직경 데이터를 정리한 기포 이탈직경에 대한 Database

를 구축하였고, 본 Database에 대하여 기포 이탈직경 관련 기존 모델 및 상관식의

적용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평가 대상 모델 및 상관식은 Unal (1976) [2.6-5]의 모

델과 Situ et al. (2005)의 모델, 그리고 Prodanovic et al. (2002)의 상관식이다.

Unal (1976)이 제시한 기포 최대 직경 모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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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

(2.6.11)

(2.6.12)

위 식 (2.6.11)에서 벽면과열도 는 Rohsenow의 모델을 수정하여 다음

과 같이 정의하였다.

(2.6.13)

(2.6.14)

Unal은 자신이 수행한 실험 및 기존 문헌에 보고된 실험의 최대 기포 직경을

이용하여 위 모델의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사용된 기포 직경은 총 37개로 많지는

않았지만, 다음과 같이 넓은 범위의 유동조건을 포함한다.

압력: 0.1 ～ 17.7 MPa

열유속: 0.47 ～ 10.64 MW/m2

액상 속도: 0.08 ～ 9.15 m/s

과냉각도: 3 ～ 8 K

최대기포직경: 0.08 ～ 1.24 mm

Prodanovic et al. (2002)의 실험 상관식은 표 2.6-1에 제시하였다.

Situ et al. (2005)은 기포의 Lift-off 시점에서 기포에 작용하는 외력 중에서

bubble growth force와 shear lift force를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모델을 제시하였다.

 

 


Pr

  (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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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8)

여기서, b는 기포성장율을 결정하는 상수로써, Freon R-113의 수평 포화비등

시 Zeng et al.이 제시한 1.73의 값을 사용하였다. Jae는 유효 Jacob 수로써 식

(2.6.7)과 같다. uf는 기포의 무게 중심 위치에서의 국부 액상 속도이다. Cr은 상대속

도 계수로써, 0.5의 값을 사용하였을 때 자신들의 실험 결과를 가장 잘 예측하였다.

Cl은 Klausner et al.이 제시한 shear lift 계수이다. k+, u+는 단상 난류유동시

universal 속도 분포의 상수 및 무차원 속도이다.

그림 2.6-15는 기포 이탈직경 Database에 대한 Unal의 최대 기포 직경 모델

의 예측결과를 보여준다. 비록 Unal 모델의 개발 당시 활용한 기존 실험의 유동조

건이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포 이탈직경 Database의 유동조건과는 큰 차이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Unal의 모델은 본 실험 결과, Prodanovic et al.의 실험결가, 그리고

Situ et al.의 실험 결과에 대하여 각각 31.1%, 49.1%, 그리고 82.4%의 평균 예측오

차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Unal의 모델은 본 연구의 기포 이탈직경 Database를 과

대 예측하는 경향이 있다. 예측오차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00.
exp,

exp,, ´
-

=
lo

lopredlo

D
DD

Err
(2.6.19)

그림 2.6-16에서와 같이, Prodanovic et al. (2002)이 제시한 기포 이탈직경 상

관식의 경우, 평균 예측오차가 28.2%로써 본 실험 결과와 잘 일치하였으나, Situ et

al. (2005)의 실험 결과에 대하여서는 평균 오차가 104.4%로써 과대 예측하였다.

Prodanovic et al. 실험에서의 Jacob 수는 보고된 바 없기 때문에, 그들의 실험 결과

에 대한 상관식의 예측 결과는 그림 2.6-16에 표시할 수 없었다.

그림 2.6-17은 Situ et al. (2005)이 제시한 기포 이탈직경 모델의 예측 결과를

보여준다. Situ et al.의 모델은 자신들의 실험 결과에 대해서는 31.4%의 평균 예측

오차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본 실험 및 Prodanovic et al.의 실험에서 측정한 기포

이탈직경에 대해서는 크게 과대 예측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각각 382% 및

1966%의 평균 예측오차를 나타내었다.

Situ et al.의 모델의 적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사용된 세부 모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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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이 필요하다. Situ et al. 모델의 주요 변수로는 기포 성장률을 결정하는 상수 b

가 매우 중요하다. 강제대류 수직 비등유동과 같이 기포가 Lift-off 이전에 슬라이딩

을 하는 경우, 그림 2.6-6에서와 같이 초기에는 기포 성장률이 크지만 슬라이딩 과

정에서는 기포 성장률이 크게 둔화된다. 하지만, Situ et al.이 사용한 1.73의 값은

초기 성장 영역에 가까운 값을 갖는다.

또한 Situ et al.의 논문에서도 기술된 바와 같이, 기포의 슬라이딩 속도와 관

련하여서도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Situ et al.의 경우, 기포의 슬라이딩

속도가 국소 액체 속도의 0.5라고 가정하였으나, 이 가정은 다른 연구자의 관찰결과

또는 예상과 일치하지 않는다. Zeng et al. (1993), Prodanovic et al. (2002), 그리고

Okawa et al. (2005) [2.6-16]는 기포의 슬라이딩 속도가 국소 액체 속도와 유사하

거나 혹은 보다 빠를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더욱이, 기포의 슬라이딩 속도가 국소

액체속도의 0.8～0.9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Situ et al.의 모델의 예측결과는 기포의

상대속도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5. 결 론

강제대류 과냉비등유동시 기포 핵생성 시점부터 가열면 이탈 시점까지의 상

세 현상을 조사하기 위한 일련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기포 이탈직경 및 기포 생성

빈도에 대하여 총 125개의 실험 자료를 생산하였다.

기포 이탈직경 및 기포 생성빈도는 확률론적 거동을 보였는데, 예를 들면

nucleation site에 따른 무작위적 변동과 가열면의 열 에너지 소산 방식의 경쟁과

같은 것들이다. 따라서, 편향되지 않은 기포 거동 특성을 얻기 위해서는 충분히 많

은 nucleation site에 대한 측정이 바람직하다. 기포 이탈직경 및 기포 생성빈도가

별도로 고려될 때와는 달리, 두 변수가 fb×D lo
2 의 복합변수로 조합되는 경우에는 기

포 생성빈도의 무작위적 변동 특성이 효과적으로 상쇄되었다. 또한, fb×D lo
2 의 복합

변수는 질량유속, 과냉도, 열유속에 대하여 명확한 의존성을 나타내었다.

강제대류 비등유동시 기포 직경에 관한 기존의 모델 및 상관식 중에서는

Unal의 모델이 본 연구에서 구축한 Database를 가장 정확히 예측하였다. 하지만,

과냉비등유동시 가압조건에서의 기포 직경 및 빈도에 대한 실험 결과는 여전히 매

우 부족하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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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Model or 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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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bfr uuu -= , Cl: shear lift coefficient, 

b: bubble growth constant

표 2.6-1 기포 직경에 대한 기존 모델 및 상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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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kg/m2s)

q"

(kW/m2)

Tsub

(oC)

No. of 

Sites

Mean

Dlo (mm)

Mean

fb (Hz)

Boiling 

Regime1)

Case-01 302 139 3.4 11 1.55 137.9 FDB

Case-02 303 135 11.8 12 1.12 103.2 PB

Case-03 302 142 21.8 11 0.73 189.2 PB

Case-04 301 199 3.7 7 1.71 104.6 FDB

Case-05 301 200 11.8 13 1.07 185.0 FDB

Case-06 301 199 21.8 14 0.76 240.7 PB

Case-07 503 139 5.0 5 0.90 138.4 FDB

Case-08 502 139 12.3 8 0.69 171.6 PB

Case-09 502 201 5.4 3 1.59 77.1 FDB

Case-10 501 2012) 12.3 14 0.71 317.5 FDB

Case-11 501 2003) 22.6 13 0.51 301.6 PB

Case-12 700 199 6.8 3 0.87 195.6 FDB

Case-13 701 199 11.7 9 0.63 199.2 PB

Case-14 702 201 19.5 2 0.60 39.2 PB

표 2.6-2 실험조건

1) PB: partial boiling regime, FDB: fully developed boiling regime

2) One data was obtained at heat flux of 273 kW/m2, and this data was not 

included in the mean Dlo, fb.

3) Two sets of data were obtained at heat flux of 280 and 355 kW/m2, and 

these data were not included in the mean Dlo, 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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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
Prodanovic et al.

(2002)

Situ et al.

(2005)

Fluid Water Water Water

Flow channel 

geometry
Annulus Annulus Annulus

No. of data 125 54 91

Subcooling No. 2.7 - 55.3 15.0 - 177.0 16.0 - 59.4

Boiling No. 8.910-5 - 3.210-4 2.110-4 - 2.410-3 5.110-5 - 1.110-4

Liquid Reynolds 

No.
1.57 - 5.85104 0.18 - 2.97104 2.82 - 5.73104

Jakob No. 20.2 - 41.6 13.0 - 111.3 5.6 - 19.3

Effective Jakob 

No.
12.2 - 27.1 12.7 - 96.9 3.3 - 10.6

Pressure, kPa 139 - 152 106, 202, 303
~ 130

(estimated value)

Bulk liquid 

velocity, m/s
0.31 - 0.733 0.08 - 0.84 0.487 - 0.939

Heat flux, kW/m2 133.4 - 355.6 100 - 1,200 60.7 - 206

Subcooling, oC 1.1 - 24.0 10 - 60 6.1 - 24.0

표 2.6-3 본 실험과 기존 실험의 조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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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No. Test No.
Dlo

(mm)
fb

(Hz)
G

(kg/m2s)
q"

(kW/m2)
Tin

(oC)
Pin

(kPag)
zH

(m)

01 1 2.47 15.0 300.8 139.3 103.0 42.8 0.066 

　 2 1.57 53.8 300.8 139.2 103.0 42.7 0.177 

　 3 1.31 95.0 303.5 139.7 103.0 39.8 0.183 

　 4 1.46 42.7 300.8 142.1 103.0 42.6 0.280 

　 5 1.43 110.1 304.0 136.6 103.0 39.6 0.323 

　 6 0.63 528.1 303.9 136.7 103.0 39.6 0.328 

　 7 0.87 300.0 300.8 140.1 103.1 42.5 0.423 

　 8 1.80 95.9 304.2 138.0 103.0 39.4 0.486 

　 9 2.11 45.6 300.8 141.4 103.1 42.3 0.566 

　 10 1.19 184.3 304.1 136.8 103.0 39.1 0.571 

　 11 2.17 45.9 300.9 141.6 103.1 42.3 0.682 

02 1 1.22 63.5 302.9 134.8 95.0 40.8 0.065 

　 2 0.76 185.1 303.0 133.5 95.0 40.8 0.111 

　 3 1.35 47.2 302.9 133.9 95.0 41.0 0.175 

　 4 0.97 96.4 302.9 133.9 95.0 41.0 0.179 

　 5 0.95 156.7 303.0 133.4 95.0 41.0 0.278 

　 6 0.86 117.1 303.0 133.4 95.0 41.0 0.280 

　 7 1.09 113.7 303.1 138.2 95.0 41.2 0.335 

　 8 1.95 18.3 303.0 136.6 94.9 41.4 0.418 

　 9 1.18 87.6 303.0 136.6 94.9 41.4 0.420 

　 10 1.16 100.3 302.9 133.8 95.0 41.6 0.486 

　 11 0.85 162.7 302.5 133.7 95.0 41.8 0.558 

　 12 1.06 89.8 302.8 134.2 95.0 41.7 0.571 

03 1 0.45 306.5 301.6 139.3 85.0 43.5 0.111 

　 2 0.67 170.4 301.7 140.8 85.0 43.4 0.177 

　 3 0.76 56.6 301.7 140.8 85.0 43.4 0.179 

　 4 0.92 75.9 301.7 139.6 85.0 43.2 0.278 

　 5 0.62 168.9 301.7 139.6 85.0 43.2 0.280 

　 6 0.45 485.2 301.8 142.3 85.0 43.1 0.335 

　 7 0.89 106.6 301.6 144.4 85.0 42.8 0.421 

　 8 0.47 413.2 301.6 144.4 85.0 42.8 0.423 

　 9 0.93 58.1 301.7 144.5 85.0 43.0 0.425 

　 10 1.01 110.2 301.7 142.1 85.0 42.8 0.566 

　 11 0.88 129.5 301.6 141.2 85.0 42.7 0.682 

표 2.6-4 각 실험별 국소 지점에서의 기포 이탈직경 및 기포 생성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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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1 2.20 41.5 301.0 200.3 102.6 42.6 0.066 

　 2 1.83 60.5 301.0 198.4 102.5 42.8 0.111 

3 1.50 107.4 301.1 200.9 102.6 43.0 0.177 

　 4 1.30 199.8 301.0 197.9 102.6 43.2 0.341 

　 5 1.51 113.4 301.0 197.4 102.6 43.5 0.500 

　 6 1.65 113.6 301.0 200.7 102.6 43.6 0.566 

　 7 1.98 96.2 300.7 200.5 102.4 43.9 0.682 

05 1 0.83 300.5 300.2 201.0 94.5 42.0 0.065 

　 2 0.99 154.0 300.4 201.2 94.5 42.0 0.105 

　 3 0.63 383.7 300.5 201.6 94.5 41.9 0.111 

4 1.02 124.8 300.6 199.2 94.5 41.8 0.175 

　 5 0.75 250.1 300.6 199.2 94.5 41.8 0.179 

　 6 0.70 258.0 300.7 199.9 94.5 41.7 0.278 

　 7 0.83 232.3 300.7 199.9 94.5 41.7 0.280 

　 8 1.20 148.2 300.9 199.4 94.5 41.6 0.335 

　 9 1.32 103.2 300.9 199.2 94.4 41.6 0.421 

　 10 1.27 99.5 300.9 199.2 94.4 41.6 0.425 

　 11 1.30 134.1 301.1 199.4 94.4 41.5 0.493 

　 12 1.38 131.7 301.1 198.6 94.4 41.5 0.561 

　 13 1.69 84.7 301.1 199.4 94.4 41.5 0.647 

06 1 0.54 373.8 300.4 197.8 84.3 41.2 0.065 

　 2 0.63 201.7 300.4 194.0 84.3 41.1 0.105 

　 3 0.47 486.5 300.4 196.3 84.3 41.2 0.111 

　 4 0.78 122.5 300.5 194.8 84.3 41.3 0.175 

　 5 0.46 359.7 300.5 194.8 84.3 41.3 0.179 

　 6 0.42 418.1 300.5 204.1 84.3 41.3 0.278 

　 7 0.52 377.9 300.5 204.1 84.3 41.3 0.280 

　 8 0.94 164.3 300.6 202.8 84.3 41.4 0.335 

　 9 0.78 198.9 300.6 201.5 84.2 41.3 0.421 

　 10 1.06 77.9 300.6 201.5 84.2 41.3 0.423 

　 11 0.87 120.1 300.6 201.5 84.2 41.3 0.425 

　 12 0.87 176.0 300.8 199.6 84.3 41.5 0.493 

　 13 0.96 194.1 300.8 198.3 84.3 41.5 0.561 

　 14 1.37 99.1 300.8 197.8 84.2 41.6 0.647 

07 1 1.24 63.7 503.3 137.7 103.7 45.7 0.065 

　 2 0.73 126.5 503.4 136.6 103.7 45.6 0.111 

　 3 0.77 214.2 503.6 140.3 103.8 44.4 0.177 

　 4 0.84 149.1 503.6 141.2 103.8 44.4 0.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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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1.09 47.2 499.2 137.9 102.1 44.0 0.640 

08 1 0.53 116.1 502.1 141.9 95.5 44.8 0.111 

　 2 0.51 253.0 502.1 139.4 95.5 44.9 0.177 

　 3 0.40 562.4 502.0 138.9 95.5 44.9 0.278 

　 4 0.60 145.9 502.1 139.3 95.5 45.0 0.335 

　 5 0.63 139.1 502.0 138.8 95.5 45.3 0.423 

　 6 1.05 22.7 501.9 138.6 95.5 45.4 0.561 

　 7 0.71 88.4 501.8 139.1 95.5 45.5 0.566 

　 8 1.06 45.1 501.7 138.1 95.5 45.6 0.682 

09 1 2.00 43.6 501.7 201.4 103.8 45.5 0.065 

　 2 1.57 52.5 501.7 203.0 103.8 45.8 0.111 

　 3 1.19 135.3 501.6 199.8 103.7 46.0 0.177 

10 1 0.77 180.1 501.4 201.0 95.2 44.5 0.065 

　 2 0.32 1060.1 501.3 201.8 95.2 44.5 0.111 

　 3 0.97 68.2 501.3 200.7 95.2 44.4 0.175 

　 4 0.47 582.2 501.3 200.7 95.2 44.4 0.177 

　 5 0.61 170.4 501.3 200.7 95.2 44.4 0.179 

　 6 0.64 283.4 501.3 203.5 95.3 44.2 0.280 

　 7 0.47 522.6 501.2 200.2 95.3 44.0 0.341 

　 8 0.86 144.5 501.4 201.5 95.3 44.1 0.421 

　 9 0.60 291.9 501.4 201.5 95.3 44.1 0.423 

　 10 1.15 59.7 501.2 200.6 95.3 43.9 0.493 

10 11 0.75 247.0 501.2 201.4 95.2 43.8 0.566 

　 12 1.80 80.7 509.8 213.0 94.5 46.6 0.640 

　 13 2.08 154.0 510.7 273.1 94.5 46.3 0.640 

　 14 0.88 199.9 501.1 200.9 95.2 43.8 0.682 

11 1 0.35 393.3 500.9 199.3 85.1 45.6 0.111 

　 2 0.38 365.3 500.8 198.9 85.1 45.6 0.177 

　 3 0.53 128.6 500.8 198.9 85.1 45.6 0.179 

　 4 0.60 130.6 500.8 200.6 85.1 45.7 0.278 

　 5 0.43 359.8 500.8 200.6 85.1 45.7 0.280 

　 6 0.34 817.1 500.8 200.3 85.1 45.6 0.341 

　 7 0.51 253.1 500.9 201.4 85.1 45.7 0.421 

　 8 0.65 109.0 500.9 201.4 85.1 45.7 0.425 

　 9 0.66 180.4 501.0 200.1 85.1 45.8 0.493 

　 10 0.56 262.0 501.0 201.8 85.1 45.9 0.566 

　 11 1.19 320.9 510.7 355.6 84.3 45.9 0.640 

　 12 1.20 210.9 510.7 280.7 84.2 45.8 0.640 



- 135 -

13 0.58 318.5 501.1 200.2 85.1 46.0 0.682 

12 1 1.24 44.1 700.5 200.1 103.6 51.1 0.065 

　 2 0.60 358.7 700.1 197.4 103.6 51.2 0.111 

　 3 0.76 184.1 700.5 198.9 103.6 51.0 0.177 

13 1 0.60 92.9 700.8 200.6 97.4 51.2 0.111 

　 2 0.67 150.9 700.9 199.4 97.4 51.3 0.177 

　 3 0.35 705.1 700.7 200.4 97.5 51.4 0.258 

　 4 0.88 48.2 700.8 199.0 97.5 51.4 0.278 

　 5 0.44 353.2 701.2 199.3 97.4 51.5 0.341 

　 6 0.66 105.7 700.8 198.5 97.5 51.5 0.425 

　 7 0.61 87.7 700.6 197.4 97.6 51.6 0.566 

　 8 0.75 127.5 700.4 197.9 97.5 51.6 0.673 

　 9 0.72 121.8 700.8 198.7 97.5 51.6 0.682 

14 1 0.62 38.9 703.2 201.0 88.1 51.3 0.673 

　 2 0.58 39.5 701.2 200.1 88.1 51.2 0.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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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Deviation / Mean, 
 



 (%)

Dlo fb fb×Dlo
2

Case-01 36.2 110.8 35.3

Case-02 28.2 46.9 21.4

Case-03 28.7 77.8 31.5

Case-04 18.3 48.1 24.7

Case-05 29.8 49.4 24.2

Case-06 35.9 55.6 33.2

Case-07 26.4 44.9 24.5

Case-08 35.6 100.8 39.3

Case-09 25.3 65.6 19.4

Case-10 33.3 89.3 26.0

Case-11 23.0 66.0 33.5

Case-12 38.6 80.6 30.1

Case-13 25.2 104.7 34.3

Case-14 5.6 1.1 10.2

Number Weighted Average Standard Deviation / Mean, 
 



 (%)

Dlo fb fb×Dlo
2

Case-01~14 29.5 71.3 29.3

표 2.6-5 각 Case별 nucleation site에 대한 기포 이탈직경 및 기포 생성빈도

의 무작위적 변동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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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1 강제대류 비등유동 실험장치 (HiBO)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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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2 환형 유로 시험부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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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3 가시화를 위한 장치 설치 단면도

Ø 0.92mm

Ø 0.56mm

Ø 0.25mm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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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4 Reference Probe 촬영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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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5 본 실험과 기존 실험의 조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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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6 대표 기포의 핵비등 생성부터 이탈까지의 연속 이미지

; (a) Case-05, (b) Case-02 (수평선은 각 기포의 nucleation site 위치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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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6 대표 기포의 핵비등 생성부터 이탈까지의 연속 이미지 (계속)

; (c) Case-04, (d) Case-13 (수평선은 각 기포의 nucleation site 위치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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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7 기포 이탈직경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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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8 Nucleation Site별 기포 이탈직경 및 생성빈도의 변화 (Case-02,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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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9 질량유속, 과냉도, 열유속에 대한 기포 이탈직경의 의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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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10 질량유속, 과냉도, 열유속에 대한 기포 생성 빈도의 의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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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11 질량유속, 과냉도, 열유속에 대한 기포 이탈직경 및 기포 생성

빈도의 복합변수(fb×Dlo
2)의 의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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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12 질량유속, 과냉도, 열유속에 대한 기포 이탈직경 및 기포 생성빈도

의 복합변수(fb×Dlo
3)의 의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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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13 질량유속, 과냉도, 열유속에 대한 기포 이탈직경 및 기포 생성빈도

의 복합변수(fb×Dlo
0.5)의 의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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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14 질량유속, 과냉도, 열유속에 대한 기포 이탈직경 및 기포 생성빈도

의 복합변수(fb×Dlo)의 의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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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15 기포 이탈직경 Database에 대한 Unal 모델의 예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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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16 기포 이탈직경 Database에 대한 Prodanovic et al. 상관식의 예

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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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17 기포 이탈직경 Database에 대한 Situ et al. 모델의 예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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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계면면적수송 생성항 모델의 개발 및 적용성 평가

1. 연구 배경

계면면적 수송방정식은 식 (2.7.1)과 같이 기포 간의 Coalescence, Breakup 및

Nucleation에 의한 상변화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Ishii et al., 2002 [2.7-1]), 우변의

마지막 항에 해당하는 상변화에 의한 계면면적 변화량은 식 (2.7.2)와 같이 모델링

할 수 있다.

( ) 2
3

gi i
i g ig co bk ph

g

da aa
t dt

r
a f f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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é ù¶

+ Ñ × = G - + + +ê ú¶ ë û
u

(2.7.1)

"
2

Vol
H

ph d
N f ADf p × ×

= ×
(2.7.2)

여기서 비등 생성항은 기포의 이탈 직경(Dd), Active nucleate site

density(N"), 기포의 이탈 Frequency(f)의 곱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이러한 모델링은 비등 벽면에서 생성된 기포가 바로 이탈됨을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정밀한 실험들에 의하면 Nucleate site에서 나온 기포가 그림

2.7.1과 같이 Sliding을 거친 뒤에 Bulk liquid 속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이렇게 Sliding을 하는 기포들은 벽면의 열전달 또는 다른 기포들과의

Coalescence 등으로 더 커지게 된다. 따라서 미포화 비등 유동에서 계면면적 수송

방정식의 해석 능력 향상을 위해 기포의 Lift-off 직경에 대한 모델링이 필요하다.

2. 기포 이탈직경 모델/상관식의 개선 및 기포 직경-생성빈도 통합

상관식

제2장 6절에서는 본 실험에서 측정한 기포 이탈직경과 Prodanovic et al.

(2002) [2.6-9] 및 Situ et al. (2005) [2.6-10]이 측정한 이탈직경을 통합한 기포 이

탈직경 Database를 이용하여 Unal의 기포 직경 모델, Prodanovic et al.의 기포 이

탈직경 상관식, 그리고 Situ et al.의 기포 이탈직경 모델의 예측능력을 평가하였다.

이 중 Unal의 모델과 Prodanovic et al.의 상관식이 본 기포 이탈직경 Database와

합리적인 수준에서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제2장 7절의 실험결과에 따르면, fb×D lo
2 은 강제대류 미포화 비등유동시

에도 기포의 이탈 직경 및 기포 생성 빈도를 예측하기 위한 유용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더욱이 상기 복합 변수는 식 (2.7.2)에서와 같이 벽면 비등에 의한 계면면적

생성항을 예측하는데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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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항에서는 Unal의 기포 직경 모델과 Prodanovic et al.의 기포 이탈직경 상

관식을 수정/개선하여, 제2장 6절에서 구축한 기포 이탈직경 Database를 보다 잘

예측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2장 6절에서 측정한 기포 이탈직경 및 기포 생성빈도

실험결과를 이용하여, fb×D lo
2 에 대한 실험상관식을 제시하였다.

가. 기포 이탈직경 모델/상관식의 개선

Unal (1976) [2.6-5]의 모델에서 핵심 변수 중 하나는 벽면과열도이다. Unal은

수정된 Rohsenow의 상관식을 사용하였으나, 강제대류 비등유동에서는 Collier에 의

해 수정된 Chen의 비등열전달 상관식(Collier, 1982, [2.6-12])이 보다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제2장 6절의 기포 이탈직경 Database의 실험조건에 대하여, Chen의 상관식은

Unal에 의해 수정된 Rohsenow의 상관식에 비해 일반적으로 보다 낮은 벽면 과열

도를 나타내었다.

그림 2.7-1은 Unal의 모델에서 벽면 과열도를 Collier에 의해 수정된 Chen의

비등열전달 상관식(Collier, 1982, [2.6-12])으로부터 대체하였을 경우, 기포 이탈직경

Database에 대한 예측 결과를 보여준다. 벽면 과열도가 수정된 Unal의 모델은 본

연구의 기포 이탈직경, Prodanovic et al.의 기포 이탈직경, Situ et al.의 기포 이탈

직경에 대하여 각각 31.1%, 37.0%, 28.3%의 평균 예측오차를 나타내었다. 또한 전

체 기포 이탈직경 Database에 대하여서는 31.4%의 평균 예측오차는 보임으로써, 향

상된 예측능력을 갖게 되었다.

기존 Prodanovic et al. (2002)이 제시한 기포 이탈직경 상관식의 경우, 최소

자승법 비선형 회귀분석을 통해 기포 이탈직경 Database를 보다 잘 예측하도록 상

관식의 계수 값 및 지수 값을 수정하였다. 수정된 기포 이탈직경 상관식은 다음과

같다:

35.0

36.1

07.128.05.12788 BoJaD
g

f
lo ÷

÷
ø

ö
ç
ç
è

æ
×= --+

r
r

q
(2.7.3)

여기서, D lo
+, θ, Bo에 대한 정의는 표 2.6-1에 제시하였으며, Ja는 식 (2.6.6)과 같

다. 수정된 기포 이탈직경 상관식은 본 연구의 기포 이탈직경, Prodanovic et al.의

기포 이탈직경, Situ et al.의 기포 이탈직경에 대하여 각각 27.0%, 23.1%, 41.4%의

평균 예측오차를 나타내었다. 또한 전체 기포 이탈직경 Database에 대하여서는

32.9%의 평균 예측오차는 보임으로써, 향상된 예측능력을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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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포 이탈직경 및 생성빈도 통합 상관식

벽면 비등에 의한 계면면적 밀도 생성을 예측하기 위한 또 다른 변수로는

active nucleation site density와 기포 생성빈도가 있다. 강제대류 비등유동시 기포

생성빈도 (또는 departure 빈도)를 예측하기 위한 몇 개의 모델이 제시된 바 있다.

최근 Situ et al. (2008) [2.7-2]는 무차원 분석을 수행하여 기포 빈도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였고, Euh et al. (2010) [2.7-3]이 Situ et al. (2008)의 모델을 개선하였다.

Euh et al.의 모델은 Basu et al. (2005) [2.6-13]의 실험결과, Thorncroft et al.

(1998) [2.6-8]의 실험결과, 그리고 Euh et al. (2010)의 실험결과에 대하여 평균

113% 편차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기포 생성빈도에 대한 모델의 예측오차가 기포 이탈직경에 대한

모델 또는 상관식의 예측오차보다 큰 경향을 나타낸다. 제2장 6절의 관찰결과에 따

르면, 이것은 기포 생성빈도가 갖는 무작위적 변동특성이 보다 크고, 질량유속, 과

냉도, 열유속에 대한 의존성이 보다 결여된 특성을 갖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기

포 이탈직경 및 생성빈도에 대한 통합변수(fb×D lo
2  )의 경우, 기포 생성빈도의 무작

위적 변동특성을 효과적으로 상쇄시키며, 질량유속, 과냉도, 열유속에 대한 의존성

을 향상시킴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식 (2.7.3)에 사용된 D lo
+, θ, Bo의 매개 변수를 이용하여 fb×D lo

2 에

대한 실험상관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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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αf 는 물의 열 확산계수(thermal diffusivity)이고 σ 는 표면장력이다.

기존 기포 이탈직경 측정을 위한 실험에서는 동일 nucleation site에 대하여

기포 이탈직경와 기포 생성빈도를 동시에 측정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fb×D lo
2 에 대

한 실험상관식 개발에서는 본 실험 (주인철 등, 2010 [2.6-11])의 기포 이탈직경와

기포 생성빈도만을 사용하였다. 주인철 등 (2010)의 실험에서는 물과 증기의 밀도비

가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fb×D lo
2 상관식의 밀도비에 대한 지수값은 식 (2.7.3)과

동일한 값을 사용하였다. 그림 2.7-3에서 보듯이, fb×D lo
2
에 대한 실험상관식은 주인

철 등 (2010)의 측정결과에 대하여 34.2%의 평균 예측오차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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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1 수정된 Unal 모델의 기포 이탈직경 예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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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2 수정된 Prodanovic et al. 상관식의 기포 이탈직경 예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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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ift-off 직경 모델

비등이 발생하는 벽면에서 기포의 Lift-off 직경을 계산하기 위해, Sliding을

하고 있는 기포에 대한 Force balance equation을 고려하였다. 그림 2.7-4에서 보는

바와 같이 Yeoh & Tu의 모델링에 따르면, 기포가 Lift-off되는 순간의 Force

balance는 식 (2.7.6)과 같이 유도된다.

2 2 2 23 1' '' cos 0
2 2f s i sl f rr C r r r C r ur p q r pæ ö- + × + =ç ÷

è ø (2.7.6)

여기서 좌변의 첫 번째 항은 Unsteady drag force이고 두 번째 항은 Shear

lift force이다. Shear lift coefficient인 Cs는 Zeng(1993)의 연구에서 20/3으로 주어져

있으므로 식 (2.7.6)을 정리하면,

2 2110 ' ''
2cos sl r

i

r r r C u
q

+ × =
(2.7.7)

식 (2.7.7)에서 기포크기(반경 r) 항을 풀기 위해 식 (2.7.8)과 같은

Zuber(1961)의 기포성장모델을 적용한다.

( )w s
g fg

k T Tdrh
dt t

r
ph

-
=

(2.7.8)

t=0일 때 반경이 rd인 기포가 벽면에서 이탈했다고 가정하고 식 (2.7.8)을 적

분하면 다음과 같다.

2( ) d
br t r Ja th
p

= +
(2.7.9)

여기서 Ja는 Jacob 무차원수이며 b는 기포가 구형에 가까운 정도와 관련있는

상수로서 Zeng(1993)의 연구에선 이 값을 1.73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기포가

Lift-off되는 순간의 반경을 rlo라고 하면 lo d lor r A t= +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를 식 (2.7.7)에 대입하면,

3
2 1 22 29

coslo d lo sl r
i

A t Ar t C u
q

-- - =
,

2bA Ja h
p

=
(2.7.10)

식 (2.7.10)은 무차원화된 기포 성장비율 r*를 정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된

다.

2

*2 *3 2

9 1 2
cos

d r
sl

i

r uC
r r Aq

æ ö- = ç ÷
è ø ,

* lo d

d

r rr
r
-

º
(2.7.11)

식 (2.7.11)은 r*를 직접 풀 수 있는 형태가 아니므로 좌변을 식 (2.7.12)의 형

태로 전환하여 기포의 Lift-off 직경(Dlo)을 유도하면 식 (2.7.1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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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 1.419 / 1/ 9.95r r r -- » (2.7.12)

( )
0.72

*
21 1 8.34

cos
sl d r

lo d d
i

C D uD D r D
Aq

-æ öé ùæ öç ÷= + = + ×ê úç ÷ç ÷è øê úë ûè ø (2.7.13)

이때 기포의 이탈 크기는 다음과 같은 Unal(1976)의 모델을 적용한다.

5 0.7092.42 10
d

p aD
b

-´
=

F (2.7.14)

이탈한 기포가 Sliding하는 동안 다른 Nucleate site에서 이탈하는 기포와 만

나 Coalescence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벽면으로부터 기포가 Lift-off되는 빈도를 감

소시킨다. 따라서 상변화량 및 계면면적 수송방정식 내 생성항에 아래 식과 같이

Lift-off frequency reduction factor를 도입해야 한다.

3 "

6e g fg lo eq h D R N fpr= ×
(2.7.15)

2 " H
ph lo a

AD R N f
Vol

f p= × ×
(2.7.16)

여기서 Re는 비등 상변화량에 대한 Reduction factor이고 Ra는 계면면적밀도

에 대한 Reduction factor이다. 각 Reduction factor를 모델링하기 위해 기포의

Sliding length 및 Nucleate site의 간격에 대한 모델링이 필요하다. 기포의 Sliding

length, l0는 Nucleate site로부터 이탈하여 Lift-off될 때 까지 다른 기포와 어떠한

Coalescence도 일으키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의 이동거리이다. Nucleate site 간격

인 s는 이웃한 두 Nucleate site 간의 평균 거리이다. s가 기포의 이탈 직경인 Dd보

다 작을 경우 Nucleate site에서 생성된 기포가 이탈직경에 이르지 못하고 s의 직경

을 가지고 Lift-off하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의 Reduction factor는 아래 식과 같다.

3

3e
lo

sR
D

=
,

2

2a
lo

sR
D

=
( ds D< ) (2.7.17)

한편 l0가 s보다 작을 경우 이탈한 기포 간에 Coalescence 반응이 일어나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경우 Reduction factor는 다음과 같다.

1e aR R= = ( 0l s< ) (2.7.18)

s가 기포의 이탈직경보다 작고 Sliding length보다는 작을 경우, Nucleate site

에서 이탈한 기포가 다른 기포와 Coalescence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이 영역에서

는 Lift-off frequency reduction factor가 식 (2.7.17)과 식 (2.7.18) 사이에서 선형적

인 관계식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유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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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ç ÷ç ÷-è øè ø ( 0dD s l< < ) (2.7.19)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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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 d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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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 d lo

D s D DR
D l D D

æ öæ ö-
= - +ç ÷ç ÷-è øè ø ( 0dD s l< < ) (2.7.20)

위 식에서 사용된 Sliding length는 다음과 같이 부력을 고려하여 식 (2.7.10)

에 나타난 Lift-off time 동안 가속됨을 가정하여 식 (2.7.22)과 같이 유도하였다.

3 34 4
3 3

g
g

du
r r g

dt
r p r p× = D

(2.7.21)

4
2 *

0
1 1
2 32

d
lo

g g

Dl gt g r
A

r r
r r
D D æ ö= × = × ç ÷

è ø (2.7.22)

한편 Nucleate site 간 간격은 Nucleate site density 모델로부터 식 (2.7.23)과

같이 가정할 수 있으며, Nucleate site가 사각 격자로 균일하게 배치된다고 가정할

경우 KN=1임을 알 수 있다.

"/Ns K N= (2.7.23)

Depart ur e

Sliding

L if t-of f

그림 2.7-4 기포의 Sliding 및 Lift-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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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wo-Velocity 계면면적 수송 모델

가. 2군 계면면적 수송모델 개발

2군 계면면적 수송모델은 기포를 Spherical/Distorted bubble group과

Cap/Slug group의 각 그룹에 대한 계면면적 수송방정식을 적용함으로써,

Bubble-cap flow나 Bubbly-to-slug 천이유동 영역을 적절하게 모델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기존 문헌에서 이러한 2군 계면면적 수송모델을 상용 CFD 코

드와 결합하여 해석한 사례가 있으나, 2군 계면면적 수송모델의 생성 및 소멸항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실험 데이터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유체 모델에

기반을 둔 EAGLE 코드를 통해 2군 계면면적 수송모델을 삽입 및 평가하였으며

VAWL 실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2군 계면면적 수송방정식은 아래 식과 같이 표현된다.

( ) ( )å +=×Ñ+
¶

¶
j

12,j1,j1,b1,i
1,i SSa

t
a

n
r

(2.7.24)

( ) ( )å +=×Ñ+
¶

¶
j

21,j2,j2,b2,i
2,i SSa

t
a

n
r

(2.7.25)

각 그룹 간의 상호작용이 위 식의 생성 및 소멸항을 통해 고려되며, 본 연구

에서는 Hibiki & Ishii의 구분에 따라 식 (2.7.26) 및 (2.7.27), 표 2.7.-1, 2.7.-2,

2.7.-3에 표현된 것과 같이 모델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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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1 기포 그룹 간 상호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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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2 Group 1 기포의 생성 및 소멸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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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3 Group 2 기포의 생성 및 소멸 항

나. 2군 계면면적 수송모델을 통한 EAGLE 코드 확장

EAGLE 코드는 이유체 모델 및 Simplified Marker and Cell (SMAC) 알고리

즘에 기반하고 있으며 각종 계면전달 모델 및 Standard k-e 난류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2군 계면면적 수송방정식을 EAGLE 코드에 삽입하기 위해서는 각 기포그룹

의 속도를 구분할 수 있도록 이유체 모델의 지배방정식 및 SMAC 알고리즘의 적용

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비압축성 유체를 가정할 경우 운동량 방정식은 다음과 같

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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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ND
kkk

T
kkkk FgF +++×Ñ= ratta (2.7.31)

여기서
ND

kF 는 계면의 Non-drag force 항으로서 Lift force, Wall

lubrication force, Turbulence dispersion force 등을 포함하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델은 표 2.7-4와 같다.

위 식에서 첨자 n은 이전 타임 스텝의 값을 의미하며 첨자 *는 다음 타임 스

텝에서 계산된 값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값은 연속방정식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식

(2.7.28) - (2.7.31)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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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g1g1vmfg1gc1gc1g vvFF Ñ×+-= rara (2.7.35)

( ) 222222 ggvmfggcgcg vvFF Ñ×+-= rara (2.7.36)

( ) ff2vm2g1vm1gfffcfc vvFF Ñ×++-= rarara (2.7.37)

다음 타임 스텝의 정확한 속도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질량 보존을 고려하여

야 한다. SMAC 알고리즘에서는 다음과 같이 속도 수정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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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을 조합하여 속도 수정항인
*
k

1n
kk vvv -=¢ +

및 압력 수정항

n1n ppp -=¢ +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행렬을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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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7.41)을 정리하면 속도 수정항을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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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7.42), (2.7.43), (2.7.44)를 풀기 위해 각 상의 기포율을 곱하고

Divergence를 취한 뒤 세 식을 더하면 다음과 같은 Poisson 방정식이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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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7.45)의 ( )1n
f

1n
2g

1n
1g

+++ ++×Ñ fff 항은 질량보존 방정식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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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변화가 없는 비압축성 유체를 가정할 경우 식 (2.7.49)의 우변은 0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식 (2.7.45)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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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7.50)에 나타난 행렬에 대한 해를 구함으로써 속도 및 압력 수정항을 구

할 수 있게 된다. 이상의 과정은 그림 2.7-5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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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bble group Lift
Wall

lubrication

Turbulent

dispersion
Drag

Virtual

mass

Group-1

rD
s

g
4D max,1b =

Drew&Lahey

(1979)

Positive

coefficient

Antal(1991)

Adjustable

coefficient

(Cw1, Cw2)

Bertodano

(2006)

Adjustable

coefficient

Cdb1

Ishii&Zuber

(1979)

Drew

(1979)

Group-2

rD
s

g
40D max,2b =

Drew&Lahey

(1979)

Negative

coefficient

Negligible

Antal(1991)

Adjustable

coefficient

(Cw1, Cw2)

Negligible

Bertodano

(2006)

Adjustable

coefficient

Cdb2

8/3
Drew

(1979)

표 2.7-4 Non-drag Force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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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5 SMAC 알고리즘을 통한 계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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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alescence Efficiency 모델

기포 간 Coalescence는 액상의 난류 성분에 의해 기포 간에 충돌함으로써 발

생한다고 가정한다. 그림 2.7-6에서 보다시피 기포 간의 Coalescence는 1) 기포 간

의 충돌, 2) 기포 사이의 공간에 액상이 가둬졌다가 배출됨, 3) 기포 간의 액막 두

께가 임계값에 다다른 이후 액막이 깨지면서 Coalescence가 발생하는 단계로 구성

된다.

기포 간의 Coalescence를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기포 간의 충돌률을 정확하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포가 충돌했을 때 Coalescence가 발생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충돌 효율이 구해져야 한다. 이 효율은 기포 간의 접촉 시간의

함수로서 아래 식과 같이 표현된다.

( )ijijij /texp th -= (2.7.51)

기포가 접촉하는 시간은 기포의 크기 및 액상의 난류 강도에 의존한다.

Levich(1960)는 기포의 접촉 시간을 다음 식과 같이 모델링하였다.

3/1

3/2
b

ij
r
e

t =
(2.7.52)

본 연구에서는 그림 2.7-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난류 에디 성분의 파쇄를 고려

하여 그림 2.7-8과 같은 기포 Coalescence 과정을 모델링하였으며 이 경우 기포 접

촉 시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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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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çç
è

æ
--

=
e

t
(2.7.53)

위 식에서 유도된 기포 충돌 시간 및 Coalescence 항을 EAGLE 코드에 반영

하여 VAWL 실험과 비교한 결과를 그림 2.7-9 및 2.7-10에 나타내었다. 결과에서

보듯이 기포 접촉 시간 모델이 기포 크기 및 IAC의 예측 능력을 향상시켰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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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Step 2 Step 3

그림 2.7-6 기포 Coalescence 발생 과정

그림 2.7-7 난류 에디의 파쇄 현상

Turbulent eddy

Step 1 Step 2 Step 3

Turbulent eddy

Step 1 Step 2 Step 3

그림 2.7-8 난류 에디를 고려한 기포

Coalescence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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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9 기존 기포 접촉 시간 모델 계산 (jf = 2 m/s, jg = 0.11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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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10 난류 에디를 고려한 기포 접촉 시간 모델 계산 (jf = 2 m/s, jg

= 0.11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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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면면적수송 모델 적용성 평가

가. 수직 환상관 미포화 비등실험 활용평가

기포의 Lift-off 현상을 고려한 계면면적 수송방정식을 평가하기 위하여 이를

EAGLE(Elaborated Analysis of Gas-Liquid Evolution) 코드에 삽입하였다.(Bae et

al, 2008) EAGLE 코드는 이유체 모델(Two-fluid model)에 기반한 이상유동 전산

유체해석 코드이다.

계면면적 수송방정식 모델 평가를 위해 2.4절에서 언급된 SUBO 실험중

Base-RB, Q1RB, Q2RB, V1RB, V2RB, T1RB 케이스를 벤치마크 대상으로 하였다.

미포화 비등 현상에서 기포속도 분포의 정확한 예측을 위해 EAGLE 코드는 기포가

가열 벽면에서 Lift-off되면서 벽면 근처의 Laminar sublayer 내 속도장을 교란시키

서며 액상의 난류 성분이 증가하는 현상을 모델링하였다. 이를 위해 Kataoka &

Serizawa(1997)의 모델에 따라 비등에 의해 Turbulent viscosity 및 Wall shear

stress 값의 증가를 식 (2.7.54)와 같이 적용하였으며, k-e 모델에서 k(Turbulent

kinetic energy)의 생성항을 식 (2.7.55)와 같이 추가적으로 모델링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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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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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5)

SUBO 실험 해석을 위해 원주 방향 대칭을 가정하고 Test section의 유로를

반경방향 10개 및 축방향 200개의 원주형 좌표계로 나누어 EAGLE 코드 해석을 수

행하였다. 입구의 난류강도는 5%를 가정하였다.

그림 2.7-11은 SUBO 실험에서 계측된 기포율에 대해 계면면적 수송방정식

모델을 적용하여 해석한 EAGLE 코드의 결과를 비교하고 있다. 결과에서 보듯이

EAGLE 코드 해석에서도 실험결과와 마찬가지로 열유속 및 유량에 따라 Bubbly

boundary layer의 두께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실험에서 나타난 기포율의

분포를 잘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벽면에서 기포의 Lift-off 현상을

고려하여 모델링한 상변화량이 기포의 생성량을 정량적으로 적절하게 계산하고 있

음을 의미한다. 또한 해석에서도 Wall lubrication force나 Lift force 등의 계면 운

동량 전달에 대한 모델링을 통해 기포율이 최대가 되는 지점이 가열 벽면에서 이동

한 현상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림 2.7-12는 SUBO 실험의 계면면적밀도와 해석 결과를 비교하고 있으며,

계면면적 수송방정식 및 생성항의 Lift-off 모델 적용을 통해 코드가 실험결과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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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예측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케이스에서 L/Dh=123.4인 지점

에서 계면면적밀도 및 기포율을 크게 예측하고 있음은 향후 계면 응축열전달계수

모델에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2.7-13은 EAGLE 코드의 기포속

도 해석결과를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비등 벽면 근처에서 기포에 의해

증가하는 난류성분을 효과적으로 모델링하면서 실험결과와 유사한 속도분포를 예측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Q2RB 케이스의 경우 L/Dh=117.5와 123.4인 위치에서 기포

속도가 낮게 예측되고 있는데, 이 영역은 채널 단면적 평균 기포율이 0.3 이상인 지

점으로 Slug flow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크기가 큰 기포에 의한 Swarm

factor 등에 대한 모델링 및 Slug flow 영역을 포함할 수 있는 2군 계면면적 수송방

정식의 적용 등을 통해 향후 코드의 해석 능력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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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ase-RB case (b) Q1RB case

(c) Q2RB case (d) V1RB case

(e) V2RB case (f) T1RB case

그림 2.7-11 SUBO 실험 기포율 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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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ase-RB case (b) Q1RB case

(c) Q2RB case (d) V1RB case

(e) V2RB case (f) T1RB case

그림 2.7-12 SUBO 실험 계면면적밀도 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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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ase-RB case (b) Q1RB case

(c) Q2RB case (d) V1RB case

(e) V2RB case (f) T1RB case

그림 2.7-13 SUBO 실험 기포속도 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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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난류특성 및 Non-Drag Force 모델 평가

계면면적 수송방정식을 통하여 기포 간의 Breakup이나 Coalescence를 계산할

경우 기포와 액상 난류 성분과의 상호 작용이 중요하게 고려된다. 즉 Turbulent

kinetic energy인 k와 이 항의 소산율인 ε가 기포 간의 Breakup이나 Coalescence의

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된다. 기존의 Standard k-ε 모델을 이상유동에 적

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난류 성분의 모델링을 추가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Sato(1981)의 경우 아래 식과 같이 BIT(Bubble-Induced Turbulence)를 고려

하여 추가적인 난류 점도 항을 모델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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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Sato의 방법론을 사용할 경우 Standard k-ε 모델은 다음과 같이 표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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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Standard k-ε 모델에서 k와 ε의 생성항을 고려할 경우 아래와 같이 표

현되며, 각 생성항의 모델은 표 2.7-5에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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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BIT 모델을 EAGLE 코드에 삽입하여 Hibiki(2000)의 실험 데

이터를 통해 해석을 수행하였다. 이 실험은 내경 50.8mm의 원형 배관 내에 수직

상향 물/공기 이상유동 조건에서 z/D=6.00, 30.3, 53.5인 지점의 기포율 및 난류강도

등의 반경방향 분포를 측정한 실험이다. 본 연구에서 선택한 실험 조건은 표 2.7-6

과 같다.

그림 2.7-14, 2.7-15, 2.7-16은 z/D=53.5인 지점의 각 케이스 별 해석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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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과 비교하고 있다. 액상 속도의 경우 모든 BIT 모델들이 액상 속도를 잘 예측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액상 속도가 낮은 Case 1과 2의 경우 Sato의 모델이

Energy dissipation rate를 낮게 예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포

크기를 높게 예측하고 있다. BIT 모델들 중에서 Pfleger의 모델이 실험결과와 가장

잘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액상 속도가 높은 Case 3의 경우 모

든 BIT 모델들이 유사한 경향의 Energy dissipation rate를 계산하고 있으며 기포

크기를 낮게 예측하고 있다. 이는 액상 속도가 높은 경우 벽면 경계층에서의 난류

에너지 생성율 및 소산율이 커지게 되는데, 소산율이 커질 경우 기포가 파쇄되는

양이 크게 예측되기 때문이다.

한편 기포의 반경 방향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Wall lubrication force에 대한

민감도 해석을 수행하였다. Antal(1991)은 아래 식과 같이 Wall lubrication force를

유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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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에서 지수 n의 값을 평가하기 위해 전개하면 다음 식과 같으며 비점성

유체를 가정하여 이 수식을 단순화시키면 표 2.7-7과 같은 Wall lubrication force의

해석적인 해가 구해진다. 이를 액상속도에 따라 비교해 보면 그림 2.7-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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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l lubrication force 모델을 EAGLE 코드에 삽입하여 VAWL 실험결과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그림 2.7-18과 같이 액상 속도의 영향을 고려한 Wall

lubrication force 모델을 사용하여 실험의 기포율과 일치하는 경향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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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Work of drag forces Other contributions

Morel
(1997) -

Pfleger and 
Becker
(2001)

None

Troshko and 
Hassan 
(2000)

None

Lahey
(2005) None

Star-CD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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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5 BIT 생성항 모델

Case No. jf (m/s) jg (m/s)
1 0.986 0.0473

2 0.986 0.321

3 5.00 0.245

표 2.7-6 EAGLE 코드 해석 대상 실험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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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7 Wall lubrication force의 해석적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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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14 BIT 모델에 따른 이상유동변수 해석 결과 (L/D = 53.5,

C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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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15 BIT 모델에 따른 이상유동변수 해석 결과 (L/D = 53.5,

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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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16 BIT 모델에 따른 이상유동변수 해석 결과 (L/D = 53.5,

Cas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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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17 Wall lubrication force 상수 값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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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b = 3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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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18 Wall lubrication force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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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군 계면면적 수송방정식 적용 평가

2군 계면면적 수송방정식을 평가하기 위해 VAWL 실험 데이터를 활용하였

다. 실험 데이터 중 z/D=12.2인 지점에서 측정된 변수들을 입구 조건으로 사용하였

으며 출구에는 Zero-gradient 조건을 적용하였다. 반경 및 높이 방향으로 10X80개

의 노드가 사용되었다.

그림 2.7-19는 VAWL 실험장치의 실험 매트릭스를 보여 주고 있으며, 그림

2.7-20은 이 중에서 Case 3에서 z/D=42.2인 지점의 기포율 및 속도를 비교하고 있

다. 해석 결과 1군의 기포율은 낮게 예측하는 반면 2군의 기포율은 높게 계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그림 2.7-2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Wakeup entrainment

에 의해 1군과 2군 기포 간의 Coalescence 반응이 크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Hibiki-Ishii 모델의 경우 12개 이상의 계수들이 1차원적인 실험 변수로부터 결정되

었기 때문에 다차원적인 국소 현상을 예측하는 데에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그림 2.7-22에서는 Wakeup entrainment 소멸항의 계수를 감소한 경

우 더 향상된 해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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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절 결론

본 단계 연구에서는 계면면적 수송이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모델 개발을 위

한 실험데이터 생산과 생성항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단열, 상승 공기/물 실험을 통해 2상유동의 공간적인 변화특성을 압력의 변화

뿐 아니라, 입자상호간 혹은 두 상간의 동적인 특성 측면에서 고찰하였고, 모델링을

위한 다양한 조건에서의 실험 데이터를 생산하였다. 본 장치는 축 방향으로 상당히

긴 유동길이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상유동의 공간적 전파 특성을 효과적

으로 고찰할 수 있었고, 주요한 상호작용 메카니즘을 도출할 수 있었다. 유사한 거

시적 지표에 대해 기포의 크기 및 압력 조건에 따른 민감도 테스트도 아울러 수행

함으로써, 효과적인 모델링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 데이터는 다른 계측기

를 활용한 자체 검증 을 통하여 데이터의 건전성을 입증하였다. 잘 알려진 Drift

Flux 모델과의 비교평가도 아울러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생산된 데이터는 2상유

동의 수송이론을 개발하는데 직접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최적 안전성 분석 코드

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노심내 봉다발 구조물에서의 4x4 수직 봉다발 집합체 실험에서 PIV 기법을

적용하여 저기포율조건하에서 기포의 크기에 따른 부수로내 기포 분포를 관측하였

고, 기포의 동특성 파악에 PIV 기법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광학프로브를 이용한

부수로 실험을 통해 얻어진 유로 내 상분포 형태는 기포율과 기포크기에 지배를 받

음이 확인되었는데, 본 실험조건에서 기포크기가 3.5 mm를 전후하여, Wall peaking

현상과 Core peaking현상이 교차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SUBO 실험은 기존의 미포화 비등 실험 조건들에 비해

고열유속 및 고유량 영역을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 환형 수직 채널에서 열유속, 유

량, 입구 미포화도를 변화시켜 가면서 Double-sensor 광섬유 프로브를 통해 국소

기포율, 계면면적밀도, 기포속도를 측정하였으며, 액상온도 및 액상속도의 다차원적

분포 또한 측정하였다. 실험을 통해 기포경계층의 성장 및 기포의 Breakup과

Coalescence, 2상유동 난류 특성 등에 대한 관측을 할 수 있었다. SUBO 실험에서

계측된 국소 기포인자 및 액상속도, 액상온도 등의 데이터는 계면면적 수송방정식

의 모델 검증에 활용될 수 있으며, 전산유체해석(Computational Fluid Dynamics)

코드 및 시스템 코드를 통해 미포화 비등유동 해석을 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강제대류 과냉비등유동시 기포 핵생성 시점부터 가열면 이탈 시점까지의 상

세 현상을 조사하기 위한 일련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기포 이탈직경 및 기포 생성

빈도가 별도로 고려될 때와는 달리, 두 변수가 fb×D lo
2 의 복합변수로 조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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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기포 생성빈도의 무작위적 변동 특성이 효과적으로 상쇄되었고, fb×D lo
2 의 복

합변수가 질량유속, 과냉도, 열유속에 대하여 명확한 의존성을 나타내었다. 상기 복

합 변수는 계면면적 생성항을 예측하는데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Unal의 기포 직경 모델과 Prodanovic et al.의 기포 이탈직경 상관식

을 수정/개선하여, 제2장 6절에서 구축한 기포 이탈직경 Database를 보다 잘 예측

하도록 하였다. 또한, 측정한 기포 이탈직경 및 기포 생성빈도 실험결과를 이용하

여, fb×D lo
2 에 대한 실험상관식을 제시하였다.

강제대류 비등유동에서는 Departure 이 후에도 기포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

어지기 때문에, 수조 비등에서 정의되는 Departure 직경은 증발열전달을 표현하는

대표 직경을 정의함에 있어 모호함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직 환형유

로에서의 강제대류 미포화 비등유동시 기포 생성부터 Lift-off 시점까지의 기포 직

경에 초점을 맞춘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관련 실험 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하고 기존

모델의 검증 및 개선에 활용하였다. 고속촬영을 통해 기포의 성장 특성 및 응축현

상을 관측하였고, 활성지점의 특성에 따른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 각 실험 Case 별

로 약 10개의 nucleation site에 대하여 Lift-off 직경 및 기포 발생 빈도를 측정하였

다. 강제대류 외부 유동의 과냉각도 및 유량, 그리고 가열면의 열유속 변화에 따른

Lift-off 직경 및 기포 발생 빈도의 민감도 테스트를 수행하였으며, 수조비등에서 적

용되는 모델을 대류비등에 적용시 상이한 결과가 나옴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생산

된 실험데이터를 이용하여 Unal 모델과 Situ 모델이 평가되었고, Unal 모델에서 중

요한 인자인 벽면 온도 계산모델을 개선하여 보다 실험데이터에 근접한 결과를 얻

을 수 있었다.

미포화 비등 유동에 대한 2상유동 해석능력 향상을 위해 계면면적 수송방정

식의 생성항 모델을 개선하였다. 개선된 생성항 모델은 이유체 모델(Two-fluid

model)에 기반한 EAGLE(Elaborated Analysis of Gas-Liquid Evolution) 코드에 삽

입되어 SUBO 실험을 검증하는 데 사용되도록 하였다. 계산 결과 코드에 삽입된 계

면면적 수송방정식 및 생성항 모델이 Bubbly flow 영역 내의 2상유동을 합리적으

로 예측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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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액적 거동 모델 개발 실험

제 1 절 개 요

1. 연구개발 배경 및 필요성

가압 경수로에 냉각재 상실사고 발생 시 나타나는 열수력 현상에 대한 예측

능력은 원자로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안전 여유도를 결정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인

자이다. 특히 사고 시 나타날 수 있는 첨두 피복재 온도의 정확한 예측은 원자로

설계 시 과도한 보수성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안전 여유도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

문에, 원자로 열수력 연구의 중요 분야로 다양한 실험 및 해석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현상에 대해서는 현재의 열수력 안전해석코

드들이 여전히 과도한 보수성과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연

구가 계속 진행 중에 있다. 또한 보다 정확한 열수력 현상의 예측을 위해 현재 사

용 중인 열수력 안전해석코드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RELAP5 [3.1-1], MARS [3.1-2], CATHARE [3.1-3] 등 대부분의 기존 안전

해석코드 들은 냉각재 상실 사고 시 발생하는 2상 유동 해석을 위해 2-유체 모델

(Two-fluid model)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액체와 기체에 대해 각각 독립적인 지배

방정식을 사용하여 2상 유동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각 상간의 상호 작용은 계면 전

달항을 통해 모사할 수 있다. 이 모델은 원자로 사고 및 과도 상태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열수력 현상을 모의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대표적인 열수력코드들의

지배 방정식으로 채택되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보다 정확한 열수력

현상의 예측을 위해 연속 액체와 액적을 독립적으로 모의하는 2-유체 3-장 모델

(Two-fluid three-field model)을 원자로 안전해석에 이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도

되고 있다.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원자로 노심해석에 사용 중이 COBRA-TF

[3.1-4]를 비롯하여 미국의 TRACE [3.1-5], 프랑스의 CATHARE3 [3.1-6] 그리고

국내에서 개발 중이 SPACE [3.1-7] 등의 열수력 코드들이 three-field model을 채

택하여, 보다 정확한 2상 유동 현상의 예측을 시도하고 있다.

원자로 안전과 관련하여 three-field model의 사용이 필요한 대표적인 현상

들은 다음과 같다.

- 대형 냉각재 상실 사고 재관수 시, 노심 내의 열전달 현상

- 재관수 시, 상부 공동 (upper plenum)에서의 de-entrainment 현상

- 재관수 시, 증기 발생기 U-tube에서의 steam binding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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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상 들은 모두 제어체적 내에 액적과 연속 액체가 함께 존재하는 현

상으로, 첨두 피복재 온도 예측에 큰 영향을 주며 기존의 two-fluid model로는 정

확한 모사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 들을 보다 정확히 모사하

기 위해, 많은 안전해석코드들이 three-field model의 사용을 시도하고 있다.

기체와 액체만을 모사하는 two-fluid model과는 달리 기체, 연속 액체 및 액

적을 다루는 three-field model에는 액적의 질량, 운동량, 에너지 전달을 모사하기

위한 많은 모델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액적의 생성량 및 소멸량, 생성 액적의 직

경, 액적과 기체 간의 항력 계수 및 열전달 계수 등의 변수가 추가되므로, 다양한

유동 조건 및 기하학적 조건에 적합한 상기 변수에 대한 모델 및 상관식이 필요하

다. 이러한 모델의 정확성이 안전해석코드의 2상 유동 예측 성능을 결정하는 지배

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들 모델 개발 및 검증에 대한 실험 연구가 안전해석코드

개발과 병행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이유로 본 과제에서는 액적 거동과 관련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실

험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실험 연구의 목적은 three-field model에 필요한 액적 관

련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실험 결과를 생산하는 것으로서, 실험 결과는 추후

three-field model를 사용 중인 SPACE 등과 같은 열수력 코드의 액적 거동 모델

검증 및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2. 모델 개발 및 실험의 대상 및 범위

대형 냉각재 상실 사고 시 액적의 거동이 중요시되는 현상은 앞서 기술한 바

와 같이 재관수 기간 동안의 노심 열전달 현상, 상부 공동에서의 액적과 구조물 간

의 상호 작용 그리고 고온관을 통해 증기 발생기 U-튜브 (U-tube)로 이동한 액적

에 의해 발생하는 steam binding 현상 등이다. 이 중 본 과제에서 초점을 맞춘 현

상은 재관수 노심 열전달 현상이다.

대형 냉각재 상실 사고 발생 후 blowdown 및 refill 단계를 거치며, 비상 노심

냉각수가 하부 공동을 채우고 노심 하부에 도달한다. 비상 노심 냉각수가 핵연료봉

의 실제 열 발생 영역 (active core) 영역에 이르고 노심 냉각이 이루어지면서 재

관수가 시작된다. 재관수 기간에는 고온의 핵연료봉과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비상

노심 냉각수가 반응하여 매우 복잡한 형태의 2상 유동 현상이 나타난다. 재관수 시

노심에서 발생하는 열수력 현상을 그림 3.1-1에 나타냈었다. 고온의 핵연료봉과 물

이 접촉하면 급격한 상변화가 발생하며 물이 가열 표면에 닿지 못하는 막비등 (film

boiling)이 발생한다. 막비등 열전달이 지속되면서 핵연료봉 온도는 내려가고, 그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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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최소 막비등 온도 (minimum film boiling temperature) 이하로 내려가면 핵연료

봉 온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quenching 현상이 나타난다. Quenching이 발생하는 지

점을 quench front라 하며, 그 아래로는 핵비등 (nucleate boiling) 또는 과냉 비등

(sub-cooled boiling)이 발생한다. Quench front에서는 급격한 상변화가 발생하며 이

때 발생한 증기가 액체를 견인하며 다량의 액체 덩어리 liquid chunk 또는 liquid

slug가 형성된다. 이러한 큰 직경의 액체는 수력학적 불안정성 및 고온의 핵연료봉

과의 충돌로 곧 작은 액적으로 나눠지며 이들 액적은 고속의 증기에 견인되어 원자

로 노심 상부로 향한다. 이때의 유동은 고속의 증기와 작은 액적이 공존하는 분산

유동 (dispersed flow)로서 고온의 벽면으로 인해 액적이 벽면을 적시지 못하기 때

문에 막비등이 일어나는 영역으로 구분하여 DFFB (Dispersed Flow Film Boiling)

으로 불리어진다. DFFB 유동이 존재하는 영역은 다른 유동 양식이 존재하는 구간

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전달이 낮기 때문에 첨두 피복재 온도가 나타나는 구간이다.

따라서 DFFB 유동에서의 열전달 특성에 대한 연구를 본 과제의 연구 주제로 선정

하였다.

DFFB 유동에서는 액적, 증기 및 가열벽면 등의 구조물이 상호 작용하며 열

전달이 이루어지는데, 이때의 열전달 메커니즘을 그림 3.1-2에 나타내었다. 액적이

DFFB 열전달에 기여하는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 액적의 기화로 인한 증기와 액적 간의 상변화 열전달 발생.

증기 과열도 감소

- 액적의 기화로 인해 증기 속도 증가. 과열 증기와 핵연료봉 간의

대류 열전달 증가.

- 액적과 핵연료봉 간의 직접 접촉 열전달

- 액적-증기 및 액적-핵연료봉 간의 복사 열전달

- 액적에 의한 난류 강도 증가. 대류 열전달 증가

원자로 노심에는 핵연료봉의 위치를 고정시키기 위해 지지격자가 설치되어

있다. 재관수 기간 동안 발생한 quench front에서 생성된 액적은 지지격자와 충돌하

며 DFFB 열전달을 증가시키는데, 이때 다음과 같은 메커니즘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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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oplet break-up (액적 파열)

지지격자와 액적 간의 충돌로 인한 액적 파열 발생 . 액적의 계면 면적

증가로 증기-액적 간의 계면 열전달 증가

- Grid rewet

액적과 지지격자가 충돌하며 지지격자의 온도가 빠르게 낮아지고, 지 지

격자 wetting이 이루어짐. 이로 인해 핵연료봉-지지격자 간의 복사 열전달 증가

이와 같이 DFFB 유동에는 다양한 형태로 액적의 효과가 나타나며, 이때 각

메커니즘이 유사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본 과제에서는 앞서 기술

한 다양한 액적 거동 현상들 중 지지격자와 액적 간의 상호 작용, 특히 그림 3.1-3

과 같은 액적 파열을 연구 주제로 선정하였다. 이를 선정한 이유는 현재 지지격자

에 의한 액적 파열 모델을 사용 중인 COBRA-TF 코드의 모델이 혼합 날개

(mixing vane)가 존재하지 않는 지지격자를 이용한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개발되었

기 때문이다. 지지격자에 위치한 혼합 날개로 인해 지지격자의 부수로

(sub-channel) 내 투영 면적 (projection area)이 크게 변하며, 이로 인해 더 많은

액적 파열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국내에서 개발한 지지격자 형상에 적합한 액적

파열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이를 실험 연구의 주제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 수행한 액적 거동 연구는 대형 냉각재 상실 사고 재관수

기간 동안의 지지격자에 의한 액적 파열 현상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이를 관찰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로부터 기존의 액적 파열 모델을 평가하고 국산

지지격자에 적합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3. 관련 연구현황 분석

1967년 FLECHT (Full Length Emergency Core Heat Transfer, 3.1-8) 프로

그램이 시작된 이후, 대형 냉각재 상실 사고 재관수 시 원자로 노심에서 발생하는

재관수 열수력 현상에 대한 많은 실험 및 해석 연구가 수행되었다. 대표적인 주요

봉다발 재관수 실험을 정리하면 표 3.1-1과 같다. 이러한 다양한 실험 들은 재관수

현상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으며, 최적 안전해석 코드의 검증에 활용되는 등 원자

로안전해석 분야에 큰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최근 계측 기술의 발달, 새로운 봉다발 및 지지 격자의 개발, 출력 증

강 등의 이유로 보다 정확한 재관수 실험 및 관련 모델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재관수 시 발생하는 유동형태의 하나인 DFFB 현상으로, 그

동안 이와 관련된 다양한 실험이 수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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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모델의 개발 및 개선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 안전 여유도와 직접 연관되는 첨두 피복재 온도 (PCT: Peak Clad

Temperature)가 이 영역에서 나타난다.

- 모든 유량의 재관수 현상에서 발생한다.

- 열전달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작은 오차가 핵연료봉 온도 예측에 큰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

- 특정 열전달 메커니즘이 현상을 지배하지 않으며, 유사한 비율을 차지하는

다양한 열전달 메커니즘이 동시에 발생한다.

- 각 메커니즘에 대한 모델이 오차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상호 보상을 통해

실험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각 모델을 조정하였다. 이러한 조정은 실험 결과를

예측하기에는 유리하지만, 실제 원자로에 적용 시 오차를 일으킬 수 있다.

이와 같은 모델 개발 및 개선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표 3.1-1의 실험 중 가

장 최근에 수행 중인 RBHT (Rod Bundle Heat Transfer, 3.1-9) 실험을 제외한 다

른 실험 들은 DFFB 유동의 국소 열전달 현상을 기반으로 모델을 개발하거나 검증

하지 않았다. 따라서 안전해석코드가 재관수 현상을 적절히 모사하지 못 할 경우,

어떠한 모델이 오차를 유발시켰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RBHT 프로그램이 진행 중에 있다.

RBHT 프로그램은 DFFB 현상의 다양한 국소 열전달 현상에 대한 실험 결과

를 생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존의 많은 실험들과 차별화되는 것은 코드 검증

을 위한 실험이 아닌 모델 개발에 직접 활용될 수 있는 실험 결과를 생산하기 위한

실험이라는 것으로서, 각각의 국소 열전달 현상을 개별적으로 모의함으로써 상호

보완 오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 비해 보다 정밀한

계측 기술 및 많은 수의 계측기를 활용하여 실험결과의 질을 향상 시킬 것이라 기

대된다.

본 "핵심 열수력 개별현상 고정밀 실험" 과제에서 진행 중인 재관수 시 액적

거동에 대한 실험은 RBHT 프로그램과 유사한 목적의 실험 연구이다. 지지격자 전

단 및 후단에서 나타나는 액적 거동의 변화를 측정하고 이를 모델 개발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에서 개발된 지지 격자에 대한 실험을 통해, 기존 안전해

석코드의 지지격자 모델을 개선하고 고유 액적 거동 모델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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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 전략 및 방법

본 과제에서 수행한 액적 거동 실험은 지지격자에 의한 액적 파열 모델에 필

요한 결과를 생산하기 위한 실험으로, 이를 위해 재관수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동 양식 중 DFFB 유동만을 독립적으로 모의하여 액적 파열 현상에 초점을 맞추

었다. 그림 3.1-4-(a)와 같이 quench front에서 액적이 생성되는 실제 재관수 현상

과는 달리 그림 3.1-4-(b)와 같이 부수로 내로 액적 주입 노즐을 이용하여 액적을

주입하였다. 또한 quenching 과정에서 증기가 발생하는 실제 재관수 현상과 달리

외부 증기 발생기를 이용하여 증기를 생성한 뒤, 이를 시험대로 주입하였다. 이러한

실험 방법을 통해 원하는 직경 및 유량의 액적을 주입할 수 있으며 증기의 유량을

원하는 대로 제어할 수 있다. 또한 정상 상태에서 실험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지지

격자와 액적 간의 상호 작용을 좀 더 정밀하게 관찰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그림 3.1-5에는 본 액적 거동 실험을 수행하기 위한 실험 추진 전략을 도시하

였다. 연구의 첫 단계는 실험을 위한 기반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액적 거동 모델

개발에 필요한 실험 결과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부수로 내부로 원하는 직경의 액적

을 주입할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된다. 또한 주입된 액적의 속도 및 직경과 지지격자

와 충돌한 후 액적 직경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상세 측정 기술이 필요하다. 마지

막으로 액적이 존재할 경우 과열 증기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기반 기술을 각각 독립적으로 개발하였고, 이를 본 실험장치에 적

용하여 액적 거동 실험을 수행하였다.

연구의 두 번째 단계는 앞서 개발된 액적 생성 기법 및 측정 기법을 적용하

여 액적 거동을 측정하고, 액적 모델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생산하는 것이다. 본

과제에서는 총 4개의 실험장치를 이용하여 액적 거동을 측정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 사각채널 물-공기 실험: 액적 측정 방법론 및 액적 생성 방법론 시험

- 2×2 물-증기 실험: 실험 방법론의 재관수 실험 적용성 평가

- 구조물을 포함한 사각 채널 물-공기 실험 (KAIST 위탁 과제)

단열 조건에서의 액적-지지격자 간 상호작용 연구

- 6×6 물-증기 실험

개발된 실험 방법론을 실제 봉다발 구조에 적용하여 액적-지지격자 간 상

호작용 연구

이와 같이 본 연구는 개발된 실험 기술을 재관수 조건에 적용하기 위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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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평가 실험과 실제 실험 결과를 생산하기 위한 실험으로 구성된다. 이중 KAIST

에서 본 과제의 위탁과제로서 수행한 물-공기 실험은 단열 조건에서 액적-지지격자

의 상호작용에 대한 실험으로, 다양한 지지격자 형상을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할 수

있다. 반면 6×6 물-증기 실험은 구조물의 복잡성으로 인해 지지격자의 교체는 불가

하지만, 실제 원자로 핵연료 봉다발과 동일한 기하학적 형상, 온도 조건 및 유동 조

건을 갖는 부수로에서 수행된 실험이다. 따라서 6×6 물-증기 실험은 재관수 시 액

적 거동에 대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주 실험이며, 물-공기 실험은 다양한 기하학

적 효과를 모델에 반영시키기 위한 부 실험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마지막 단계는 생산된 실험 결과를 이용하여 기존 모델을 평가하

고 기존 모델을 개선하는 것이다. 현재 액적 파열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 열수력 안

전해석코드의 모델을 이용하여 본 과제의 실험 결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현상관측

결과를 이용하여, 기존의 모델이 고려하지 못한 현상이 존재함을 확인하고 이를 개

선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세 단계를 거쳐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본 보고서에는 각 단계의 연

구 결과를 정리하여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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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Facility, Test Name
Country

or Organization
Year Rod Type

FLECHT

Cosine Test
NRC/Westinghouse

1974-

1975

1010

91 heater rods
FLECHT

Skewed Axial Power

Shape Tests

NRC/Westinghouse
1976-

1977
105 heater rods

FLECHT-SEASET

21 Rod Bundle Tests
NRC/Westinghouse

1977-

1982

55

21 heater rods
FLECHT-SEASET

161 Unblocked Bundle

Tests

NRC/Westinghouse
1981-

1982

1717

161 heater rods

FEBA Reflood Tests Germany, KFK 1977 55

THTF Rod Bundle Tests
NRC/Oak Ridge

National Lab.

1980-

1982

88

60 heater rods

FRIGG Rod Loop Tests Sweden
1965-

1968
35 heat rods

GE 9-Rod Bundle Tests NRC/GE
1968-

1970
33

NRU Rod Bundle Tests
Canada, Chalk

River

1980-

1981
66

ACHILLES Reflood

Tests
U. K.

198?

-199?
35 heat rods

Lehigh 9-Rod Bundle

Tests
NRC/Lehigh Univ.

1982-

1986
33

RBHT NRC/PSU 1998- 77

표 3.1-1 기존의 봉다발 재관수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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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재관수 시 노심에서 발생하는 열수력 현상

그림 3.1-2 DFFB 유동의 열전달 메커니즘



- 206 -

그림 3.1-3 지지격자에 의한 액적 파열 현상

(a) 실제 재관수 DFFB 현상 (b) 액적 생성 장치를 이용한 액적 거동 실험

그림 3.1-4 액적 거동 실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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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액적 거동 실험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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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기존 모델의 분석

본 절에서는 기존 열수력 안전해석코드들이 사용 중인 지지격자-액적 간 상

호작용에 대한 모델을 정리하였다. 현재 지지격자에 의한 액적 파열 모델을 보유하

고 있는 코드는 COBRA-TF이며, MARS 코드에 포함된 3D-Vessel module 또한

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Quench front에서 생성된 0.7 mm~ 1.5 mm의 액적이 고온의 지지격자와 충

돌하면서 0.5 mm 이하의 작은 액적이 생성된다. 그림 3.2-1은 FLECHT-SEASET

실험에서 측정된 액적 파열 실험결과로서, 하나의 액적이 지지격자와 충돌할 경우

어떠한 크기의 액적이 생성되는지를 보여주는 실험 결과이다. 즉 충돌 전 약 1.5

mm의 직경을 갖는 하나의 액적이 지지격자와 충돌할 경우 그림 3.1-3과 같이 몇

개의 비교적 큰 크기의 액적과 매우 작은 소형 액적 (microdrop)으로 파열된다. 이

때 소형 액적들의 평균 직경은 약 0.20 mm이며 전체 액적의 액적 들을 이용하여

평균한 Sauter mean diameter는 약 0.65 mm 로 감소한다. 이러한 소형 액적의 생

성 및 계면 면적의 증가는 액적과 증기 간의 열전달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기체의

과열도를 낮춘다. COBRA-TF는 이러한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지지격자에 의한 액

적파열 현상을 모델하였다.

전체 액적 중 지지격자와 충돌 후 소형 액적으로 파열되는 액적의 질량 유량

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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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eh : Grid efficiency factor,

÷÷
ø

ö
çç
è

æ

c

G

A
A
: 전체 채널 면적 중 지지격자가 차지하는 투영 면적,

em& : 전체 액적의 질량 유량.

전체 액적 중 소형 액적의 비를 나타내는 변수가 Grid efficiency factor로서,

COBRA-TF에는 FEBA 실험 결과 및 FLECHT-SEASET 21-Rod 실험 결과를 바

탕으로 6.0»eh 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큰 일반 액적으로 존재하는

액적의 양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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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1,LDm& : 지지격자와 충돌하지 않은 액적의 질량,

2,LDm& : 지지격자와 충돌한 후 대형 액적으로 존재하는 액적의 질량,

이때, 대형 액적과 충돌하지 않은 액적은 원래의 액적과 동일한 직경을 가질

것이며, 충돌한 후에도 상대적으로 큰 직경을 유지하고 있는 액적의 경우 원래의

액적보다는 작은 크기를 가질 것이다. 그러나 현재 원자력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COBRA-TF는 이로 인한 계면 면적 증가의 효과는 미미하다 판단하여 이를 무시하

였다. 따라서 대형 액적의 경우 원형 액적의 직경이 충돌 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하였다.

한편, 대형 액적의 파열로 인해 생성된 소형 액적의 Sauter mean diameter는

다음과 같은 Paik et al. [3.2-1]의 모델을 통해 얻을 수 있다.

53.0167.6 -= D
I

SD We
D
D

(3.2.3)

여기서, 0.1/05.0 ££ ISD DD ,

s
r IDIl

D
DvWe

2

=
,

IDv : 지지격자에 충돌하는 액적의 속도,

ID : 지지격자에 충돌하는 액적의 직경.

그림 3.2-2에 COBRA-TF의 액적 파열 모델과 기존 실험 결과를 비교하였다.

이와 같이 계산된 소형 액적의 직경 및 질량 유량은 COBRA-TF 코드의 small

droplet field 계산에 이용되어, 소형 액적의 증발로 인한 증기 과열도의 감소를 모

의할 수 있다.

COBRA-TF 모델에 사용된 액적 파열 모델을 이용하여 지지격자에 의해 변

화하는 액적의 계면면적을 계산하여, 모델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액적 파열

모델에 의한 계면 면적의 변화를 그림 3.2-3에 나타내었으며, 이때 지지격자에 의한

부수로 폐쇄 면적 (blockage ratio)을 국산 지지격자에 해당하는 값인 0.48653과 임

의의 값인 0.2 및 0.8을 적용하였다. 국산 지지격자의 경우, Weber수가 100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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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면 면적은 지지격자 의해 파열되기 전에 비해 약 1.2배 증가하며, 10,000인 경우

약 6.95배 그리고 1,000,000 인 경우 약 72배 증가한다. 각 경우에 대해 소형 액적의

Sauter mean diameter는 각각 0.53 mm, 0.0468 mm 그리고 0.00407 mm 이다. 한

편, blockage ratio가 증가하면 더 많은 액적이 지지격자와 충돌하고 파열되므로 인

해 계면 면적의 증가가 더 커진다.

그러나 Paik et al. 모델이 개발된 FLECHT-SEASET실험은 혼합 날개가 부

착되어 있지 않은 지지격자를 이용하여 수행된 실험이다. 따라서 혼합 날개가 존재

할 경우,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증이 요구된다. 한편,

Ireland et al. [3.2-2] 은 혼합날개가 부착된 지지격자에서 액적 파열 현상을 관측하

여 그 결과를 Paik et al. 모델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혼합 날개가 부착된 경우에도

Paik et al. 모델이 액적 직경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단 하

나의 유동 조건에서의 실험에 대한 분석 결과만을 제시하여 보다 다양한 Weber 수

조건에서의 실험이 필요하다 판단된다.

최근 Bajorek and Cheung [3.2-3]은 RBHT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조

건에서 새로운 액적 직경 변화 모델이 필요하다 주장하였다. RBHT 실험 결과에

의하면 quench front와 멀리 떨어진 일부 지지격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지격자

에서 wetting이 관찰되며, 이 경우 액적의 직경이 지지격자를 거치며 오히려 증가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wet grid와 dry grid를 구별하여 그 특성을 모델하는

것이 적합하다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현재 COBRA-TF가 사용 중인 모델은 혼합날개가 존재하는 조건

및 지지격자가 wetting 되고 난 이후의 액적 직경 변화를 측정한 실험결과를 이용

하여 검증되어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이유로 본 과제에서는 혼합 날

개가 존재하는 조건 및 지지격자가 wetting 되어 있는 조건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

였다. 지지격자가 wetting 되어 있지 않은 조건에 대한 실험 또한 모델 평가를 위

해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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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액적 파열 후 액적 직경 분포

그림 3.2-2 액적 파열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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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액적 파열 모델: We 수에 따른 계면 면적 변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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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실험 요소기술의 개발

액적 거동 실험은 부수로 내부에서의 액적-지지격자 간 상호 작용을 측정하

는 실험으로, 이를 위해서는 부수로 내부로 원하는 직경의 액적을 주입하는 액적

생성 기술, 지지격자 전, 후단에서의 액적 직경 및 속도를 측정하는 액적 측정 기술

그리고 재관수 시 열전달 특성에 가장 중요한 인자의 하나인 과열 증기 온도 측정

기술 등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각 기술을 독립적으로 개발하였고 그들을 재관

수 실험장치에 적용하기 위한 적용성 평가 실험을 추가적으로 수행하였다. 본 절에

서는 각 요소 기술의 개발 및 적용성 실험 결과에 대해 기술하였다.

1. 액적 생성 및 크기 제어기법 개발

가. 정지 유체 내의 액적 생성 노즐 실험

본 액적 거동 실험에 필요한 액적 생성 장치는 가열봉 간의 간격이 3 mm에

불과한 부수로 사이에 설치되어야 하며, 700°C로 가열된 가열봉 사이에 위치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공간적, 재료적 제약이 수반된다. 본 연구에서는 상용으로 제

시된 다양한 액적 생성 장치를 조사하고 시험해 본 결과, 현재 단계에서 상기 조건

에 상용 제품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었다. 따라서 액적 거동 실험을 위해 액

적 생성 장치 및 크기 제어 기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3 mm 내의 공간에 액적 주입 노즐이 설치되어야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액

적 생성 방법으로 노즐 형태의 액적 생성 장치를 구상하였다. 노즐에서 분출된 액

체 jet은 Rayleigh instability에 의해 액적으로 나눠진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Rayleigh jet break-up이라 하며 이때 생성된 액적의 직경은 아래와 같다고 보고되

었다.

- Wallis [3.3-1]: 9.1» jetdrop DD

- Teng et al. [3.3-2]:

6/1** )1)(ln0236.01303.1(88.1 ZZDD jetdrop ++=

( ) 5.0
* 3

jetjet

jet

D
Z

sr

m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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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그림 3.3-1과 같은 액적 생성 노즐을 제작하여 액적을 생성하

였으며, 이때 관찰된 jet break-up 현상은 그림 3.3-2와 같다. 이를 이용하여 생성된

액적의 직경은 영상 분석 기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그림 3.3-3과 같다.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liquid jet break-up에 의해 생성되는 액적의 평균 직경은 Wallis

및 Teng et al.이 제시한 값과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액체가 생성되어

상부로 올라갈수록 액적 간의 충돌이 발생하고 합쳐지면서 그림 3.3-4와 같이 액적

직경 분포가 넓어짐을 확인하였다. 그림 3.3-4는 jet break-up에 의해 액적이 생성

된 후 약 0.2 m 후단에서 측정한 액적 직경의 분포이다. 액적 직경의 평균값이 그

림 3.3-3과 달리 이론값인 0.35~0.37 mm와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험은 정지된 기체에서 수행된 결과로서, 기체 유동이 존재할 경우

중력의 영향을 극복하여 액적의 직경이 이론값과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다. 기체

유동이 존재할 경우의 액적 직경 분포 측정 결과는 추후 기술하였다.

나. 가진기를 이용한 액적 생성 노즐

앞서 기술한 액적 생성 방법론은 Rayleigh instability를 이용한 액적 생성방

법으로 표면 장력과 관성력 간의 균형이 깨어지면서 발생하는 jet break-up현상을

이용한 액적 생성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외부로부터 힘이 가해질 필요가 없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공간적 제약을 받는 본 실험에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라 판단

된다. 그러나 자연적 특성에 의해 생성되는 액적 직경의 분포가 넓고 균일한 액적

이 생성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Rayleigh jet break-up을 이용한

액적 생성 노즐의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외부에서 진동을 가해주어 불안정

성을 발생시키는 vibrating nozzle droplet generator를 고안하였다.

이 방법론은 Luxford [3.3-3] 가 제안한 액적 생성 장치를 부수로 형상에 적

용할 수 있도록 수정한 방법이다. Luxford는 그림 3.3-5와 같이 piezoelectric

element를 이용한 액적 생성장치를 고안하였다. 이 장치는 외부에서 특정한 주파수

의 교류 신호가 들어올 경우 노즐 방향으로 piezoelectric element가 진동하며 액체

jet이 분출되는 노즐을 흔든다. 이로 인해 불안정성이 발생하여 액체 jet이 액적으로

나눠지는데, 이때 생성되는 액적의 직경은 자연적인 불안정성에 의한 jet break-up

과 비교했을 때 보다 균일하다고 보고되었다. 그림 3.3-6은 Luxford가 제안한 액적

생성 장치에서 생성된 액적으로, 진동이 인가되기 전과 후의 액적 형상을 비교한

그림이다. 이때 생성되는 액적의 직경은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 계산할 수 있다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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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32
djet Dd ppl =

(3.3.1)

여기서
f

U
=l : wave length

U : jet velocity

f : 인가된 진동의 진동수

그러나 이러한 Luxford의 방법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액적 거동 실험에 적

용할 수 없다.

- Piezoelectric element가 노즐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 크기를 줄이는

데 제약이 있다.

- 고온에서 견딜 수 있는 장치 제작에 어려움이 있다.

- 액적 거동 실험에 필요한 액적의 직경은 약 1 mm 내외로서 이 경우 수

십~ 수 백 Hz의 진동이 인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piezoelectric element 이

보다는 높은 수 천 Hz 이상의 진동수를 이용하는 곳에 사용된다.

이와 같은 한계 때문에 Luxford의 방법론을 대체하는 새로운 액적 생성 장치

를 제시하였다. 이는 piezoelectric element가 아닌 영구 자석이 내장된 가진기를 사

용하는 방법으로 상대적으로 저주파수의 진동을 발생시키는데 적합한 방법이다. 그

림 3.3-7은 가진기의 형상 및 이를 이용하여 제작한 액적 생성 장치의 형상을 보여

준다. 이때 사용한 가진기는 LDS 사의 V201 모델이며, 진동을 인가하기 위한 증폭

기로 Bruel & Kjaer 사의 모델을 사용하였다.

제작한 액적 생성 장치를 이용하여 원하는 직경의 액적이 생성되는지를 평가

하기 위한 시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3.3-8은 진동 인가 전, 후의 액적의 형상을 보

여준다. 진동 인가 전 액적의 직경이 균일하지 않으며 액적 간의 충돌로 인해 큰

액적이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진동이 인가되면 그림 3.3-8-(b)와 같이

액적 간의 간격이 균일해지며 그 직경 또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3-9에는 동일한 유량 조건에서 노즐에 인가된 진동수만 조정하였을 때 액적

의 직경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촬영한 결과이다. 식 (3.3.1)과 같이 더 높은 진동

수에서 더 작은 액적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3-10은 500 Hz, 1000

Hz 및 1500 Hz를 인가하였을 때 생성되는 액적의 직경을 영상처리기법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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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한 결과로서, 생성된 액적의 평균 직경이 이론값과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이때

생성되는 액적 직경의 표준 편차는 최대 4 %였다.

이와 같이 가진기를 이용한 액적 생성 장치를 시험해 본 결과 원하는 직경의

균일한 액적을 생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앞서 기술한 실험은 기체 유

동이 존재하지 않는 정체 유체 내에서 이루어진 실험으로, 본 과제의 액적 거동 실

험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체 유동 및 고온 조건에 적용 가능해야 한다. 개발된 장

치의 실제 재관수 조건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두 단계의 적용성 평가를 실험을

수행하였다. 첫 단계는 기체 유동 존재 시 균일 액적이 생성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

기 위한 물-공기 실험이며, 두 번째 단계는 고온의 증기 유동이 존재할 때의 적용

성을 평가하기 위한 물-증기 실험이다. 이들 적용성 평가 실험 결과 중 물-공기 실

험 결과는 3.3-1.다에 기술하였으며, 물-증기 실험 결과는 제 5절의 2x2 봉다발 실

험결과로서 기술하였다.

다. 액적 생성 장치 적용성 평가-1 : 물-공기 실험

가진기를 이용한 액적 생성 장치가 고속의 기체 유동이 존재하는 조건에서도

균일한 액적을 생성시킬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적용성 평가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제 재관수 실험장치에서 직접 적용성 평가를 하기 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이해하고 이를 수정하기 위해 물-공기 실험을 우선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그림 3.3-11과 같은 물-공기 실험장치를 제작하였다. 그림 3.3-11-(a)는 실험

장치의 전경이며, 그림 3.3-11-(b)는 시험대의 형상을 나타낸다. 시험대는 54 mm ×

54 mm × 1400 mm의 사각 채널이며, 채널 하부에는 공기 주입부 및 액적 주입부

가 설치되었다. 채널 상부에는 액적과 공기를 분리하기 위한 separator가 설치되었

다. Separator에는 다공판이 설치되어 액적은 separator 하부의 배수구로, 공기는

대기로 방출된다. 공기는 외부에 설치된 블로워에 의해 공급되며 공기의 유량을 측

정하기 위해 vortex 유량계를 사용하였다. 15 m/s~25 m/s의 기체 유동조건에서 실

험을 수행하였으며 액적 공급 장치는 앞서 기술한 액적 생성장치와 동일하다. 주입

된 액적을 그림 3.3-11-(c)와 같이 고속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후 영상 처리를

통해 그 직경을 계산하였다.

적용성 실험 결과 그림 3.3-12-(a)와 같은 형태로 액적을 주입할 경우, 고속

기체 유동에 의한 진동과 배관에 의해 생성되는 vortex로 인해 액체 jet이 불안정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수정하기위해 그림 3.3-12-(b)와 같은 형태로 straightener를

설치하여 vortex에 의한 액체 jet의 교란을 막고자 하였다. 또한 액체 jet에 진동을

인가할 경우, 진동에 의한 jet break-up이 발생하기 전, 기체 유동에 의한 j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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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up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액적이 생성될 때까지 가능한 외부

유동과 liquid jet이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만 원하는 액적이 생성된다는 것을 확인하

였다. 이를 위해 그림 3.3-12-(c)와 같이 노즐 밖으로 가이드 튜브를 설치하여 외부

기체 유동에 의한 jet break-up을 최소화 시켰다.

이와 같이 제작된 액적 생성 장치를 이용하여 액적 생성 장치의 성능을 평가

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시 기체속도는 21 m/s이며, 액적 노즐의 직경

은 0.5 mm이다. 액적 주입 노즐로부터 약 0.1 m 하류 지점에서 영상을 촬영하고

분석하여 그림 3.3-13과 같은 액적 직경의 분포를 얻었다.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

이 진동이 인가되지 않은 경우, 약 1 mm의 평균 직경을 갖는 액적이 생성되며, 이

때 표준 편차는 약 18.5%이다. 그러나 진동이 인가된 경우 액적의 평균 직경은 약

0.92mm이며, 그 표준 편차는 약 5.0 %로 3배 이상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

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이 제작된 액적 생성 장치가 물-공기 유동 조건에서

적절히 작동함을 확인하였다.

2. 액적 크기 계측기법 개발

액적 거동 실험의 핵심은 지지격자 전, 후의 액적 크기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

으로, 이를 위해서는 액적 직경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법이 요구된다. 액적 측정

방법은 액적의 크기 및 속도에 따라 적용가능한 방법이 달라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액적의 직경 및 속도, 실험장치의 특성 그리고 비용 등을 감안하여 고속카메라를

이용한 영상 처리 기법을 선정하였다. 재관수 시 발생하는 액적의 직경은 크게는

수 mm에서 작게는 수 μm 로 그 분포가 넓으며, 이 모든 영역에 적용 가능한 측정

방법론은 현재까지 상용화 되어 있지 않다. 특히 레이저 시트 (LASER Sheet)를 이

용한 액적 측정 방법인 PIV (Particle Image Velocimetry) 또는 PDPA (Phase

Doppler Particle Analyzer) 등은 고온의 실험조건으로 인해 가시창을 4면에 가질

수 없으며, 쉽게 가시창이 오염되는 6×6 실험장치의 한계로 인해 대상에서 제외되

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 mm에서 작게는 수 십 μm의 액적까지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인 영상처리기법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고속카메라는 Redlake사이 HG-100K 모델로서, 512×512

픽셀의 해상도에서 1초 간 5000 장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또한 105 mm 접사

렌즈 사용 시 약 20 μm의 액적을 측정할 수 있다. 장치의 최소 셔터 스피드는 5 μs

이다. 촬영한 영상은 실험 후 MATLAB [3.3-4]과 Image processing toolbox를 이

용한 영상처리기법을 통해 분석되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촬영된 액적 영상으로부터

액적의 직경 및 속도를 측정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영상처리는 크게 두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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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거쳐 이루어진다. 촬영된 영상을 영상처리가 쉽도록 보정해주는 filtering 단계

및 filtering된 영상을 이용하여 초점이 맞은 액적만을 가려내고, 그것을 이진화된

(binarized) 영상으로 바꿔주는 이진화 (binarization) 단계이다. 이와 같은 절차로 이

진화된 영상으로부터 액적의 직경을 얻어내고 이를 통계 처리하여 영상처리가 완료

된다.

가. Image Filtering

Image filtering은 원본 영상을 영상 처리에 적합한 형태로 수정해주는 작업이

다. Filtering의 첫 단계는 원본 영상으로부터 배경 이미지를 제거하는 것이다. 이때

배경 이미지는 200장의 원본을 분석하여 각 픽셀 별로 가장 밝은 값을 추출하고 이

값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영상을 재구성하여 얻을 수 있다. 배경 이미지가 제거된

영상에 보다 원활한 자동 영상 처리를 위해 median filter 및 ‘hole' 채우기 함수를

추가로 적용하였다. 원본 영상은 그림 3.3-14이며 이로부터 배경 이미지를 제거한

영상은 그림 3.3-15와 같다. 이와 같이 배경으로 나타나는 가열봉이 제거되고 액적

과 같은 객체들이 보다 강조된 것을 볼 수 있다. Filtering의 다음 단계는 윤곽 강조

이다. 촬영된 영상에는 낮은 심도로 인해 초점이 맞지 않은 많은 액적이 존재한다.

이들 초점이 맞지 않은 액적 들은 측정 영역에 존재하지 않는 액적들이기 때문에

원본 영상에서 제거되어야만 정확한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상 처리가 필요하며, filtering 단계에서는 sobel filter를 적용하

여 윤곽 강조를 수행하였다. 윤곽이 강조된 이미지를 thresh 함수를 이용하여 이진

화시키면 그림 3.3-16과 같이 윤곽만이 남아있는 이미지를 얻는다. 이 이미지에

'hole' 채우기 함수를 적용하여 액적 내부를 흰 색으로 채우는 것이 filtering의 마지

막 단계이다.

나. Image Binarization

영상 처리의 두 번째 단계는 이진화이다. 이미 이진화된 영상과 원본 영상을

이용하여 filtering에서는 제거되지 않은 초점이 맞지 않은 액적들을 제거한다. 또한

영상 filtering 도중 생겨났거나 노이즈 일 수 있는 액적이 아닌 객체들을 이미지에

서 제거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적용하였다.

- 액적 직경이 5 픽셀 이하인 객체 제거

- 이미지 경계에 존재하는 액적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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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centricity가 0.9 보다 큰 액적 제거: 과도하게 찌그러진 액적 제거

- Bounding box의 크기와 액적 직경의 차이가 지나치게 큰 액적 제거

- 객체 중심을 기준으로 상, 하, 좌, 우 네 방향으로 intensity profile 추출. 이

들의 기울기가 기준 값 보다 작은 경우 초점이 맞지 않은 액적으로 간주.

그림 3.3-17에는 초점이 맞은 액적과 맞지 않은 액적의 intensity profile을 비

교한 결과이다. 액적의 경계를 거칠 때 초점이 맞은 액적은 그 기울기가 매우 큰

반면, 초점이 맞지 않은 액적은 상대적으로 기울기가 완만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

한 특성을 이용해 초점이 맞지 않은 액적을 골라 낼 수 있다.

이와 같은 작업이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그림 3.3-18과 같이 초점이 맞은 액적

만 남아있는 이진화된 영상을 얻는다. 이러한 이진화된 영상으로부터 MATLAB의

'regionprops' 함수를 이용하여 각 객체의 직경을 계산할 수 있다. 동일한 작업을

촬영한 모든 영상에 대해 수행하면 통계 처리된 액적 직경의 분포를 얻을 수 있다.

다. 액적 측정 방법론 평가 실험

개발된 액적 크기 측정 알고리즘을 평가하고 알고리즘이 가지고 있는 오차를

정량화하기 위한 평가 실험을 수행하였다. 평가실험을 위해 0.6 mm의 직경을 갖는

microball을 이용하였다. Microball을 측정 영역 내에 떨어뜨리고 이를 촬영한 후 개

발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액적 직경을 분석하였다. 그림 3.3-19는 입자의 직경이

각각 28 픽셀 및 5 픽셀인 경우의 촬영 결과를 보여준다. 이들 영상을 처리하여 얻

은 액적 직경 측정 결과는 그림 3.3-20과 같다.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28 픽셀

인 경우 표준 편차는 약 0.8 %이며 최대 오차는 3.3%로 나타났다. 그러나 5 픽셀인

경우는 표준 편차 및 최대 오차가 약 10.3 % 및 35.8 %이다. 이렇게 적은 수의 픽

셀을 차지하는 객체를 측정할 때 발생하는 오차는 액적의 직경이 수 mm에서 수 μ

m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재관수 현상의 특징을 고려할 때 피할 수 없는 것이라 판

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측정 방법론의 오차로 정의하고 계측에 적용하

였다.

3. 액적 속도 계측기법 개발

가. 액적 속도 측정 방법론

액적 속도의 계산은 연달아 촬영된 두 장의 사진을 분석하여 계산한다. 두

영상 내에서 동일한 액적을 판별해 낼 경우, 두 사진 간의 시간 간격 및 액적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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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리를 이용하여 액적의 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액적 속도의 계산에는 3.3.2절에

서 이진화된 이미지를 이용하였다.

두 장의 사진에서 대응되는 액적을 찾기 위한 알고리즘은 세 단계로 이루어

진다. 우선 첫 번째 영상과 두 번째 영상에 대해 2차원 cross-correlation을 수행하

여 대략적인 액적 속도를 추정한다. 그 후 두 번째 단계로서 첫 번째 영상에 존재

하는 액적과 유사한 크기 및 이심률 (eccentricity)을 갖는 액적을 두 번째 영상에서

찾는다. 대응 액적을 찾기 위해서는 적절한 검사 영역을 설정해야 하는데, 이때 첫

번째 단계에서 cross-correlation을 이용하여 계산한 액적 속도를 이용하였다. 검사

영역 내에 존재하는 객체들의 크기와 이심률을 비교하여 대응 액적의 후보를 선정

한다. 즉, 액적의 이심률과 크기의 차이가 큰 액적 들은 후보에서 제외되며, 후보로

남겨진 액적이 유일한 경우는 대응 액적으로 선정한다. 많은 경우 이와 같은 두 번

째 단계에서 대응 액적을 찾을 수 있지만, 영상 내에 많은 개수의 액적이 존재하는

경우 두 번째 단계만으로는 대응 액적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즉 대응 액적

의 후보로 두 개 이상의 액적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대응

액적을 선정하기 위해 Match probability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는 백승조 등

[3.3-5] 이 개발한 입자 추적 알고리즘으로 이를 본 액적 거동 실험에 맞게 변형하

여 적용하였다. 이 방법론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은 백승조 [3.3-5] 및 추연준

[3.3-6]에 기술되어 있다. 그림 3.3-21에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속도 측정 알고리즘

을 이용하여 대응 액적을 찾아내고 이로부터 액적 속도를 계산한 결과를 보여준다.

나. 액적 속도 측정 방법 평가 시험

본 과제에서 개발된 액적 속도 측정 알고리즘을 평가하기 위해 임의로 생성

된 2장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개발된 알고리즘이 얼마의 오차를 가지고 있는지 평가

하는 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을 위해 그림 3.3-22와 같은 2장의 이미지를 난수 생

성기 (random number generator)를 이용하여 생성하였다. 첫 번째 이미지는 평면

내에 골고루 분포된 동일한 크기를 가지는 객체들로 이루어져있다. 이들의 위치는

중첩되지 않는 범위에서 난수 생성기를 이용하여 결정하였다. 두 번째 사진에는 첫

번째 영상의 객체들이 특정한 속도를 가지고 이동한 영상이다. 각각의 입자들은

0.3~0.9 m/s 이내의 속도에서 난수 생성기를 이용하여 결정된 속도를 가지고 이동

하였다. 이와 같이 생성된 두 장의 연속적인 이미지를 본 과제에서 개발한 알고리

즘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그림 3.3-23에 나타내었다. 시험결과 81개의 액적 중

79개의 액적에서 대응되는 액적 쌍을 찾아냈으며, 이때 측정된 속도는 난수생성기



- 221 -

에 의해 생성된 속도 값과 비교했을 때 그림 3.3-24와 같이 약 ±2% 내외의 오차를

가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된 알고리즘이 영상 촬영을

통한 액적 거동 측정에 적절히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4. 액적 속도 계측기법 개발 증기 과열도 계측기법 개발

과임계(Post-CHF) 조건에서의 이상(Two-phase) 비등열전달은 낮은 건도 조

건에서 관찰할 수 있는 역환상류(Inverse annular flow)와 높은 건도 조건에서 발생

하는 환상분무류(Dispersed flow) 등 두 가지 유동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3.3-7].

이러한 과임계 조건에서의 열전달 해석을 위한 모델링은 증기와 액적 사이에 열적

평형이 이루어진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하거나, 반대로 증기와 액적 사이에 열적 불

평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데, 열적 불평형에 의한 모델링을

위해서는 관심 영역에서의 증기 과열도에 대한 실험 자료를 바탕으로 한 모델 검증

이 필요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과임계 이상유동 열전달 조건에서 과열증기의 온도를 측정하기는

쉽지 않으며, 이것은 포화 온도 상태의 액적에 의한 간섭 때문이다. 이러한 액적에

의한 간섭을 배제하기 위하여 시험대 내부에 계측기 삽입을 피하고 광학 장비에 의

한 온도 측정 방법 [3.3-8], 삽입된 온도 측정기 외부에 보호막을 설치하는 방법

[3.3-9] 등 여러 가지 측정 방법이 제시된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삽입형 온도측정기를 사용하여 환상분무류 조건에서의 증기 온도 측정을 위해 수행

된 실험의 결과를 설명한다. 그림 3.3-25와 그림 3.3-26에 두 가지 종류의 과열증기

온도 측정기를 표시하였다.

과열증기 온도 측정 시험은 2x2 봉다발 조건에서 수행하였으며 두 가지의 온

도계측기는 중앙 부수로에 설치하였다. 그림 3.3-27에 두 종류의 과열 증기 온도계

측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온도를 표시하였다. 시험은 대기압 조건에서 수행되었고

재관수 속도(Flooding velocity)는 1.4 cm/s의 비교적 저속 조건이었다.

그림에서 관찰할 수 있듯이 재관수 시작 후 가열봉 표면온도의 하강과 더불

어 증기온도 계측기에서 측정된 온도도 하강하기 시작하지만 가열봉온도와 포화온

도 사이의 온도를 지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재관수 시작부터 약 93초까지는

지지대 삽입형(Rake-type) 온도계측기가 보호막 삽입형(Enveloped-type) 온도계측

기에 비해 높은 증기 온도를 지시하는 반면 93초 이후에는 반대의 온도 측정 경향

을 보이고 있는 것이 흥미롭다. 이것은 지지대 삽입형과 보호막 삽입형 계측기의

특성에 의한 것으로 지지대 삽입형의 경우 재관수 초기 액적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유동 조건에서는 액적의 점착으로 인한 온도 강하효과가 적고, 보호막 삽입형의 경



- 222 -

우는 외부 보호막의 계속적인 가열에 의해 상대적으로 증기온도 측정 지속시간이

길게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두 종류의 온도계측기에 의한 증기 온도 측정 방

법을 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재관수 속도가 증가하고 액적율

이 증가하면 두 종류의 온도계측기에 의해 측정된 온도는 재관수 시작과 더불어 포

화온도도 감소하는 것으로 관찰된다. 따라서 높은 액적율 조건에서의 증기온도 측

정을 위해선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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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ipe, 30 cm + cap

압력계
Vent
Valve

가열용 히터

Drain

수위지시용

열전대

수도관

수위지시용

액적생성부

액적생성부형상

¼” tube  0.3 m 

0.2 mm hole

(a) 액적 생성 노즐 개략도

(b) 액적 생성 시험대 형상

그림 3.3-1 액적 생성 실험장치 형상



- 224 -

그림 3.3-2 액체 jet의 형상 및 jet break-up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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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 액체 직경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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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 액적 생성 지점 0.2m 후단에서 측정한 액적 직경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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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 Luxford의 액적 생성 장치

(a) 진동 인가 전 (b) 진동 인가 후

그림 3.3-6 Luxford의 액적 생성 장치에서 생성된 액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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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i-water

Flow 
meter

Valve

Test Section

Synchronized

그림 3.3-7 가진기를 이용한 액적 생성장치 구현

그림 3.3-8 진동 인가 전, 후의 액적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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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9 인가 진동수에 따른 액적 형상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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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0 인가 진동수에 따른 액적 직경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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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실험장치 전경 (b) 시험대 형상

(c) 액적주입부 및 영상 촬영부

그림 3.3-11 액적 생성 방법론 적용성 평가 실험: 물-공기 실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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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존 액적 주입 노즐 (b) Straightener 형상

(c) 가이드 튜브 형상

그림 3.3-12 액적 생성 방법론 적용성 평가 실험: 액적 노즐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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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3 액적 생성 방법론 적용성 평가 실험: 액적 노즐 형상

그림 3.3-14 액적 촬영 원본 영상



- 232 -

그림 3.3-15 배경 제거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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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6 윤곽 강조 후 이진화 영상

그림 3.3-17 액적 경계에서의 intensity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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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8 최종 이진화 영상

(a) 입자 직경: 28 픽셀 (b) 입자 직경: 5 픽셀

그림 3.3-19 Microball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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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0 Microball을 이용한 액적 측정 방법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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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 액적 속도 측정 결과

그림 3.3-22 액적 속도 측정 알고리즘 평가를 위해 생성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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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3 속도 측정 알고리즘 적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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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4 속도 측정 알고리즘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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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 probe

Inner Guide tube

Outer Guide tube

Holder & Fitting

A

A

A-A detail

T/C probe

Outer Guide tube

그림 3.3-25 보호막 삽입형(Enveloped-type) 

온도계측기

T/C probe (0.1 ~ 0.25 mm)

Supporting Strip (1 mm thickness)

그림 3.3-26 지지대 삽입형(Rake-type) 온도계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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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7 재관수 조건에서의 과열증기 온도 및 전열봉 벽온도

비교(대기압, Vf = 1.4 cm/s, Tsub = 80 ℃, q = 0.25 k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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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액적 직경 측정 수력 실험

1. 연구개발 배경 및 목적

가. 실험 배경

원자력 발전소에서의 대형 냉각재 상실사고(Large Break Loss of Coolant

Accident, LBLOCA)의 가장 중요한 설계 기준 사고는 핵연료 피복재 온도가 안전

기준 보다 높게 상승하는 사고이다(그림 3.4-1). 이 가상 사고는 노심 및 하부 플레

넘의 액체질량에 따라 사고 전개 동안의 상황을 분출(Blowdown), 재충수(Refill), 재

관수(Reflood) 기간의 세 가지 시간 구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본 연구는 재관수

기간 노심에서의 액적 직경 측정 및 거동 관찰 실험을 수행하였다.

재관수기간은 하부 플레넘이 완전히 물로 채워질 때 시작되며, 이때부터 노심

이 충수되기 시작한다. 초기에는 핵연료봉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노심 내부의 열적

상황은 단상 액체 유동에서 올라가면서 핵비등, 천이 비등, 막비등, 천 유동(Churn

Two-Phase Flow), 분산액적 유동 및 단상 기체 유동으로 변해가는 스펙트럼을 보

여 주는데, 이 때 상승하는 증기에 의해 많은 양의 액적이 견인(Entrainment)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증기에 의해 견인되는 액적은 핵연료 지지격자에 의해 깨어지거나 점착되어

핵연료의 온도를 급격히 감소시킨다. 이에 대한 연구는 1980년을 전후하여 이루어

진 FLECHT SEASET[3.4-1], ERSEC, RBHT 및 UC-B 실험을 통해 이루어졌으

며, 특히 FLECHT SEASET 실험은 총 161개의 가열봉(heater rods)과 4개의 씸블

(thimbles) 그리고 8개의 지지격자(spacer grid)에 의해 구성된 모의 노심 실험장치

를 통해 종합 재관수 실험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이 실험을 통해 얻어진 액적직경

정보는 지지격자의 효과를 독립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나.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앞서 살펴보았듯이, LBLOCA 시 재관수기간 노심에서의 열전달을 보다 정확

히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해서 액적 거동 현상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

이며, 이는 핵연료 피복관의 최대 온도를 예측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LBLOCA 시 지지격자에 의해 노심에서 견인생

성 되는 액적의 크기 변화를 지지격자 전단과 후단의 액적직경을 측정을 통해 조사

하는 것이다. 아울러 다목적 다차원 열수력 해석코드에 적용할 수 있는 지지격자

액적 모델을 제시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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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장치 개요 및 구성

가. 액적 크기 및 분포도 측정 방법

액적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다양한 방법론들이 존재하나[3.4-2],

본 연구에서는 액적 깨짐에 대한 현상학적인 이해를 위해 액적 거동을 직접적으로

관찰하고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된다. 사진을 이용한 방법은 데이터를 선별․

획득에 있어서 시간과 노력, 숙련도 및 사용자 실수가 포함될 수 있는 어려움이 있

으나, 액적 자체를 스트로보와 렌즈(카메라)를 이용하여 직접 측정하는 방법으로,

원리와 설치가 매우 간단하고 유체의 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는 방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카메라와 제논스트로보를 이용한 shadowgraph 방법 개발을 통해 액

적크기를 측정하였다.

나. 실험장치의 설계 및 제작

가로세로 50mm, 길이 2.5m의 수직 사각채널에서 지지격자에 의한 액적크기

변화를 특정하기 위하여 그림 3.4-2와 같이 실험장치를 설계․제작하였다. 수직 사

각채널의 길이는 상부 관측부에서 완전발달유동 (fully developed flow) 조건을 충

족시키기 위하여 2.5m의 높이로 제작되었다(L/D=44.3). 이 외에 액적직경을 측정하

기 위한 장비와 공기유량을 공급하기 위한 공기 공급 장치 (air blower)등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이는 다음 절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1) 실험장치 구성

본 실험장치의 구성은 크게 공기 유량 공급․조절 장치, 물 분사장치, 수직관

(히터포함), 관측창 및 액적 크기 측정 장치로 구성되어져 있다(그림 3.4-3).

공기 유량은 실험실 외부에 설치된 공기공급장치를 통해 공급되며, 수직관 내

공기속도 기준으로, 최대 약 40~50 m/s 정도의 공기유량을 낼 수 있다. 공기유량은

공기공급장치에 연결되어 있는 컨트롤러를 통해 전원의 전류를 제어하는 방법과,

공기주입관에 연결된 유량계를 통해 공기유량이 조절되고 측정된다.

물 분사장치는 질소탱크를 통해 가압된 물탱크와 스프레이 노즐로 구성되어

있다. 간단한 필터를 통해 여과된 물은 가압 물탱크에 저장되어지며, 이는 실험장치

내 스프레이와 연결되어 실험 시 0.5~1 기압의 압력에 의해 액적으로 분출된다. 실

험 시 물 주입은 물탱크와 스프레이 사이에 연결된 볼 밸브를 통해 수동으로 조절

된다. 스프레이는 SSCO-KOREA 사의 FULLJET 타입 스프레이 노즐로 물 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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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에 따라 500~1000  SMD(Sauter mean diameter, d32)의 직경을 갖는 액적을

생성한다.

수직관은 50x50mm의 내경을 가지는 사각채널로 높이는 총 2.5m이다. 수직관

상단부에는 지지격자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과, 지지격자 상하를 관측할 수 있는

파이렉스 재질의 윈도우로 구성되어있다(그림 3.4-4). 수직관은 5부분으로 나누어

관 외부에 히터가 장착되어있어, 실험 시 수직관 온도를 150˚C 전후로 맞추어 실험

초기에 관내 생기는 액막을 방지하게 한다.

액적 직경은 매크로렌즈 (Macro Lens, Nikon AF Macro-Nikkor 200mm)를

장착한 한 쌍의 DSLR 카메라 (Nikon D-80)와 제논스트로보(표 3.4-1)를 통해 측정

된다.

액적 크기 측정은 카메라를 통해 측정된 액적 이미지를 실험 종료 후 이미지

프로세싱을 통해 액적의 실제 크기가 측정되었다(그림 3.4-5).

(2) 지지격자 설계

지지격자에 의해 액적이 깨지는 현상은 ‘지지격자에 의한 제한유동면적비

(blockage area ratio)'와 '지지격자의 격자날(strap)의 두께'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

는다. 전체 유동면적 중 지지격자에 의해 제한되는 면적의 비를 나타내는 제한유동

면적비는 지지격자를 통과하는 액적이 지지격자와 충돌 할 확률적인 요인이고, 격

자날의 두께는 충돌 현상학적인 요인으로 대표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형 핵연

료봉(Korean Standard Fuel, Plus 7)을 포함한 일반적인 핵연료봉에 쓰이는 지지격

자의 기하학적 형상을 바탕으로, 실제 연료봉과 지지격자에 의해 형성되는 유동면

적(flow area)과 제한면적(blockage area)을 그림 3.4-6과 같이 고려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표 3.4-2와 그림 3.4-7과 같이 지지격자를 설계하였다.

(3) 실험 조건 및 절차

본 실험 상온과 대기압 조건에서 이루어졌으며, 실험을 통해 고려되어야 할

실험변수는 크게 지지격자의 기하학적 형상(지지격자의 배열 및 두께)과 공기의 속

도 2가지이다. 공기속도는 FLECHT SEASET 실험결과(3.4-1)를 참고로 10m/s와

20m/s 조건에서, 지지격자의 형상은 표 3.4-2를 바탕으로 실험이 수행되었다.

실험은 각 테스트에 할당된 조건의 지지격자를 설치하여 수직관을 150˚C 정

도로 가열시킨 후 공기공급장치를 통해 원하는 속도의 공기유량을 설정한다. 이후

액적직경측정을 위한 카메라와 제논스트로보를 준비한 후, 스프레이 노즐을 통해

액적을 생성한다. 이와 동시에 동일하게 설정된 2대의 카메라를 통해 지지격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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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 하단부의 액적크기를 약 10초간 찍어 기록한다. 이 후 실험을 종료하여 기록

된 액적이미지를 분석(이미지프로세싱)하여 최종적으로 지지격자 상단 및 하단에서

의 액적크기를 측정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분석

가. 지지격자에 의한 액적크기 변화

표 3.4-3과 그림 3.4-8, 3.4-9는 실험 매트릭스(표 3.4-2)를 바탕으로 수행한

실험결과이다. 각 실험을 통해 얻어진 액적직경은 건조한 상태의 지지격자 조건에

서 얻어진 액적이미지를 통해 SMD로 계산되어졌다. 실험결과, 공기의 속도가 빠를

수록 액적이 더 잘 깨어질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각각의 지지격자 형상에 따른 실

험에서 공기 속도와 액적 깨짐 정도의 상관성을 찾을 수 없었다. 이는 액적이 공기

와의 계면마찰에 의한 깨짐이 아니라 지지격자 구조물과 물리적 충돌에 의해 깨지

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표 3.4-3에 나타난 바와 같이 mixing vane의 유

무나, 격자날의 두께에 대한 효과보다는,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한 제한유동면적비에

따라 지지격자에 의한 액적의 크기 변화가 지배적인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대부분

의 액적이 격자날 바닥 면이 아닌 옆면에 충돌해 깨어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나. 실험 오차 분석

액적을 카메라와 제논스트로보를 통해 그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

한 원리를 바탕으로 직접적인 액적 크기 측정 방법이기 때문에 측정 결과 값의 대

한 신뢰도는 매우 높다 [3.4-2]. 그러나 본 액적 크기 측정 방법은 측정된 액적이

구형이라는 가정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오차는 고려되어야 한

다. 측정된 액적의 형태는 대부분 구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몇몇 결빙 액적은

타원형의 모양을 가진다. 이 경우 큰 직경과 작은 직경 사이의 평균 직경을 그 결

빙액적의 대표 직경으로 측정하였다. 가장 보수적인 관점에서, 타원체 각 지름이 3,

4, 5인 타원의 등가 직경과, 측정된 직경 사이의 오차는 약 3%를 넘지 않는다. 결빙

액적 이미지의 해상도를 고려하여도, 측정된 액적의 직경의 오차는 보수적으로 약

5% 범위 안이다.

그러나 개별 액적 크기를 5% 범위 안에서 측정이 가능하여도, 지지격자에 의

한 액적의 SMD 변화를 정량화하는데 통계적인 오류가 지배적일 수 있다. 실제로

500(1400)개의 액적을 통한 SMD 계산의 오차수준은 95% 신뢰수준으로 17%(10%)

에 이른다고 조사되었다[3.4-3].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가능한 많은 수의 액적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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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를 획득하기 위하여 다수의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약 450~3700개의 데이

터를 통해서 액적의 SMD를 측정하였다.

4. 지지격자에 의한 액적크기 모델

앞서 살펴보았듯이, 지지격자에 의한 액적 SMD의 변화는 공기(기체)의 속도,

격자날의 두께 및 형상과 큰 연관이 없으나, 지지격자에 의한 제한유동면적비에 지

배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본 실험 결과(표 3.4-3, 그림 3.4-10)를 바탕으로

지지격자에 의한 액적 크기(SMD) 변화 실험 관계식을 다음과 같이 도출 할 수 있

다.



 
  


(when 0.12<


<0.43) (3.4-1)

where,

 = 0.9~1.1

 droplet SMD before passing spacer grid

 droplet SMD after passing spacer grid

 flow area

 blockage area by spacer grid straps

5. 향후 연구 방향 및 제언

LBLOCA 시 노심의 재관수 기간에서 지지격자는 시간과 노심 수위가 증가함

에 따라 건조한 지지격자는 점차 액막으로 젖게(rewet) 된다. 본 연구는 건조한 지

지격자에 의한 액적 크기 변화를 실험을 통해 정성적/정량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이

를 바탕으로 지지격자에 의한 액적 크기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실험 상관식을 제

시하였다. 따라서 재관수 모든 기간에서 지지격자에 의한 액적 크기 변화를 예측하

기 위해서 젖은 지지격자에 의한 액적크기 변화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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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200V / 20VA / Fuse: 0.5A

Flashing rate

Setting range
Low range: 200~10000 fpm

Hi range: 1200~62000 fpm

Resolutions
Display resolution: 1 fpm

Setting resolution: <0.02% of full range

Accuracy ±0.01%

Sutter type 10 turn potentiometer

Display 5 digit LEDs

Flash duration Low range: 1.2sec, Hi range: 0.7sec

Lamp type Xenon flashtube (FX-6S)

Lamp input 6W approx.

External signal input 3~20V, Positive-going edge trigger

Signal output 5V, positive square pulse, 25sec width

Dimension W120 x H165 x D230 mm

Weight 1.7 kg

표 3.4-1 제논펄스 스트로보 사양

Grid strap

thickness [mm]
Mesh type

brokage 

area

  [m/s]

10 20

0.4 8x8 0.124 t88_4_10 t88_4_20

0.6

6x6 0.14 t66_6_10 t66_6_10

6x6 

with mixing vane
0.43 t66_6_10_mv t66_6_20_mv

13x13 0.31 t1313_6_10 t1313_6_20

표 3.4-2 테스트 매트릭스(실험조건 및 실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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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h type with mixing vane grid strap only

blockage ratio 0.43 0.31 0.14 0.124*

air velocity 

[m/s]
10 20 10 20 10 20 10 20



at downstream 

of the grid 

[]

402 279 492 405 504 507 260 200



at upstream of 

the grid

[]

691 428 685 599 621 562 293 230

d32 ratio** 0.58 0.65 0.72 0.68 0.81 0.90 0.89 0.87

ave. d32 ratio 0.62 0.70 0.86 0.88

* with the strap thickness = 0.4 mm

**   ratio = 

 

표 3.4-3 액적크기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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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

Water Entrainment 

out of Core

ECC

LPCIECC Entrainment and 
Level Reduction

Hot-leg

Cold-leg

Lower
Plenum

Intact

Loop(s)

Broken
Loop

S/G
Steam Flow

Water Flow

Water

Two-phase 
Mixture

Control Rod
Guide Tube

그림 3.4-1 원자력발전소에서의 LBLOCA 사고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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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 실험장치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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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 실험장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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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 실험장치 상단 관측창 부분

그림 3.4-5 소프트웨어 툴을 이용한 액적크기 측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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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6 핵연료봉과 지지격자를 단순화한 지지격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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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7 mixing vane이 있는 지지격자와 격자날로만 구성된

지지격자 설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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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8 mixing vane이 없는 지지격자(B.R.=0.31) 전/후단에서의

액적직경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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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9 mixing vane이 있는 지지격자(B.R.=0.43) 전/후단에서의

액적직경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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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0 지지격자에 의한 제한유동면적비와 액적의 SMD 크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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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2×2 봉다발 실험

본 과제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액적 거동 실험은 액적과 지지격자 간의 상호

작용에 대한 모델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실험 결과를 생산하는 것으로, 최종적인

실험은 6×6 봉다발 실험장치에서 수행되었다. 앞서 기술한 액적 생성 및 측정 방법

을 6×6 봉다발 실험장치에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온 조건 및 가열

봉과 같은 구조물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추가적인 실험을 수행해야만 한다. 특히 물

리적 공간의 제약으로 straightener와 같은 구조물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없고,

고온의 증기와 액체 간의 상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재관수 실험 조건에서는 그 적

용성을 추가로 확인해야만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 과제에서는 예비 실험의

일환으로 2×2 봉다발 실험장치에 주요 요소 기술을 적용하는 실험을 예비 실험의

일환으로 수행하였다. 6×6 실험장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시화 기법의 적용이 용이

한 2×2 봉다발 실험장치를 제작하여 다양한 시험을 수행하고, 이러한 시험을 바탕

으로 6×6 실험장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확인, 수정하고자 하였다.

1. 2×2 봉다발 실험장치 개요

2×2 봉다발 실험장치는 재관수 기간 동안의 열수력 현상을 관찰하고, 가시화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제작된 실험장치이다 [3.5.1]. 본 과제에서는 상기 실험장치를

개조하여 증기와 액적을 주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액적 생성 방법

론과 액적 측정 방법론을 시험하기 위한 예비 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절에서는 2×2

봉다발 실험장치에서 수행한 액적 생성장치의 적용성 실험 결과에 대해 기술하였

다.

2×2 봉다발 실험장치의 계통도는 그림 3.5-1과 같다. 실험장치는 크게 증기

공급 계통과 시험대로 구성된다. 증기 공급을 위해 보일러를 이용하였으며 이는 70

kW의 전기용량을 가지며, 최대 7기압에서 100 kg/h의 증기를 생성할 수 있다. 보일

러에서 생성된 증기는 시험대 하부로 주입되며 증기 유량을 측정하기 위해 vortex

유량계, 압력계 및 열전대를 설치하였다. 유량계로 측정한 유량 값을 입력으로 제어

밸브가 작동한다. 제어밸브에 의해 시험대로 유입되는 증기의 유량은 ±2 % 내에서

일정하게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시험대로 유입된 증기는 가열봉을 따라 시험대 상부로 상승한다. 그림 3.5-2

는 2×2 실험장치의 시험대를 보여준다. 시험대에는 4개의 가열봉이 2×2 배열로 설

치되었으며, 가열봉의 외경은 20 mm이며 가열봉 간격은 27 mm이다. 가열봉 전 표

면은 균일한 열속을 가지며, 0.22 kW/m의 최대 선출력 (linear power)을 갖는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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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봉 외벽의 온도측정을 위하여 각 가열봉에는 10 개씩 (총 40 개)의 열전대가 외

벽에 설치되었고 각 열전대의 위치를 그림 3.5-3에 표시하였다. 가시화 및 액적 주

입을 위해 3번 지지격자 (SG3)가 위치한 부분에는 가시창을 설치하였다. 시험대에

는 유체온도 및 정압, 차압을 측정하기 위한 계측기가 설치되었으며 가시화부의 위

와 아래 부분에는 각각 상부 및 하부 플레넘을 설치하였다. 지지격자는 혼합날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구분하였고, 지지격자는 일반 상용으로 사용하는 지지격자

를 사용할 수 없어 실험에 맞게 별도로 제작하였다.

이와 같은 시험대에 그림 3.3-7과 같은 형태의 액적 생성 장치를 설치하여 부

수로 내부로 액적을 주입시켰다. 그림 3.5-4에는 구체적인 액적 노즐의 형상을 도시

하였다.

2. 2×2 봉다발 실험장치 결과

2×2 봉다발 실험의 목적은 고온의 물-증기 유동 조건에서 액적 생성 및 측정

방법이 적절히 적용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실험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

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 증기 속도: 시험대에서 약 20 m/s

- 가열봉 : 최대 500°C

- 입구 압력: 1.18 bar

- 액적 유량 : 30 g/min, 제트 속도: 5 m/s

- 액적 주입 노즐: O.D. 1/32", I.D. 0.25 mm

실험에서 측정된 가열봉 표면 온도 분포는 그림 3.5-5와 같다. 가열봉의 온도

는 상부로 올라가면서 서서히 증가하며, 지지격자를 지나면 순간적으로 급격히 감

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본 절에서는 3절에서 기술한 실험 요소 기술의 적용성 평

가 결과에 대해 기술하였다.

가. 액적 생성 방법 적용 결과

3.3.1절에 기술한 가진기를 이용한 균일 액적 생성 장치를 2×2 실험장치에 적

용하였다. 다양한 진동수 및 유량 조건을 조정하며 균일한 직경의 액적이 생성되는

지를 평가하였다. 그러나 물-공기 실험 조건과는 달리 균일 액적이 생성되지 않음

을 확인하였다.

앞서 3. 3.1-다 절에 기술한 물-공기 실험의 경우, 액적 주입 노즐 부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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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ightener를 설치하여 유동에 의한 진동을 최소화 시켰다. 그러나 가열봉으로 둘

러싸인 부수로의 경우 이와 같은 straightener의 설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한 가열봉 및 과열증기로부터의 열전달로 인해 jet이 분출된 뒤 안정적인 액적이 생

성되지 못하고, 교란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진동이 인가되어도

외부의 힘이 더 크게 작용하여 물-공기 실험과 같은 균일한 액적이 생성되지 못하

였다. 또한 가이드 튜브의 외경 또한 부수로를 이루는 가열봉 간 간격인 3 mm로

제한되므로, 6×6 실험장치에 현재 상태의 액적 노즐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판단된다. 한편, 진동이 인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행한 액적 주입 시험에서는 그림

3.5-6과 같은 액적 크기 분포가 측정되었다. 이때 액적 노즐의 직경은 0.3 mm이며

측정된 평균 액적 직경은 0.6 mm이다.

이와 같은 적용성 평가 연구를 통해 물-공기 유동에 적용 성공했던 액적 생

성 방법론은 기하학적 제약 및 유동에 의한 교란으로 고온 조건의 물-증기 유동에

서는 적용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후 6×6 실험장치에서 수행한 액

적 거동 실험에서는 진동을 인가하지 않은 액적 생성 장치를 사용하였다. 향후 연

구에서는 고온, 고속 증기 유동 조건에서 균일한 직경의 액적을 생성할 수 있는 방

법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 액적 직경 측정 방법 적용 결과

2×2 실험장치로 주입된 액적들의 거동을 3.3.2 및 3.3.3 절에서 기술한 방법을

통해 측정하였다. 영상 촬영은 그림 3.5-7에 보이는 바와 같이 총 8000장, 4000쌍을

촬영하였다. Function generator를 이용하여 고속 카메라에 trigger 신호를 주고, 매

번 trigger 될 때마다 두 장의 사진을 촬영하도록 설정하였다. 이때 두 사진의 간격

은 0.2 ms (1/5000 초)이다. Function generator에서 입력되는 trigger 신호의 진동

수는 100 Hz로서 1초에 100 쌍의 사진을 촬영한다. 이로 인해 연속된 두 장의 사진

이 촬영된 후 영상 내에 존재하는 액적이 모두 사라진 뒤 그 다음 두 장의 사진이

촬영된다. 그림 3.5-8은 2×2 실험장치에서 측정된 액적의 형상들로서 (a)는 지지격

자 충돌 전, (b)는 지지격자 충돌 후의 영상이다. 촬영된 영상을 개발된 알고리즘으

로 처리하여 계산된 액적 속도는 그림 3.5-9와 같다. 측정된 액적의 Sauter mean

diameter는 지지격자 충돌 전 및 후에 각각 0.657 mm에서 0.488 mm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영상 분석 결과 액적 속도가 10 m/s 이내인 경우에는 촬영

된 액적들의 직경이 정확하게 측정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액적 속도가 10 m/s 이상으로 매우 빠른 경우 현재 고속 카메라의 최

고 셔터 속도인 5 μs 로는 정지된 객체로 촬영되지 않는 액적이 다량 존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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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3.5-10에 보이는 바와 같이 액적이 지지격자와 충돌하면서

파열되는 순간의 액적들은 매우 작고 고속이기 때문에, 선명하게 측정되지 않고 길

게 늘여져 촬영된다. 이들은 현재 액적 측정 알고리즘 상 초점이 맞지 않은 액적으

로 분류된다. 따라서 이러한 고속의 소형 액적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알고

리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추가된 소형 액적 처리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 Morphology 함수 적용

MATLAB에서 제공하는 morphology 함수를 처리하여 원형의 일반 액적 들

은 영상에서 제거하고, 길이 방향으로 길게 늘여진 타원형 객체만을 추출

- Intensity 분석

선택된 객체의 최소 intensity값을 확인하여 초점이 맞지 않은 액적과

freezing 시키지 못한 액적을 구별하고 고속 액적만을 추출할 수 있음. 초점은 맞았

지만 freezing 되지 않은 액적은 상대적으로 더 검기 때문에 더 낮은 intensity 값을

가짐.

- 고속 소형 액적 직경 측정

종횡비가 길어진 액적을 타원으로 분석하여, 단축의 길이를 액적 직경으로

가정

이러한 과정을 통해 추가적으로 영상을 분석하고 고속 소형 액적의 직경을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많은 가정을 포함하며, 조명 조건 등의 영향

으로 인해 오차가 큰 방법으로, 추후 보다 빠른 셔터 속도를 갖는 고속 카메라가

사용되어야만 정확한 액적 직경 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액적 속도 측정 방법 적용 결과

2×2 실험장치에서 촬영한 액적 영상을 개발된 속도 측정 알고리즘을 이용하

여 분석한 결과는 그림 3.5-10과 같다. 이 분석 결과는 지지격자 상류에서 측정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액적 직경에 따라 최대 10 m/s의 액적 까지

측정된 것을 확인하였다. 측정 결과에 의하면 액적 직경이 0.2 mm보다 작은 경우

액적의 속도는 액적 직경이 감소함에 따라 증가한다. 반면 액적 직경이 0.4 mm 이

상인 경우에는 액적 직경과 무관하게 거의 유사한 속도 5 m/s를 갖는다. 이러한 결

과는 그림 3.5-12와 같은 Reynolds 수에 따른 액적의 drag coefficient의 관계를 고

려할 때 물리적으로 타당한 결과라 판단된다. 즉, 액적이 작은 경우에는 Re수가 작

으며, drag coefficient가 크기 때문에 증기에 의해 더 쉽게 가속될 수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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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액적인 경우 더 빠른 속도를 갖는다. 액적의 직경이 어느 이상 커지면 액적

직경과 무관하게 drag coefficient가 일정하므로, 액적의 속도 또한 액적 직경과 무

관하게 일정한 값을 갖는다.

이러한 측정 결과 본 과제에서 개발한 액적 속도 측정 방법론이 6×6 실험장

치에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비록 액적의 크기가 작고 속도 10 m/s 이

상으로 빠른 지지격자 후단에서의 액적 속도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는 측정

이 어렵다 할지라도, 지지격자에 의한 액적 파열 모델에는 충돌 후의 액적 속도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현재 장비 및 측정 방법론이 6×6 봉다발 실험에 충분하다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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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 2×2 액적 거동 실험장치 계통도



- 263 -

그림 3.5-2 2×2 액적 거동 실험장치의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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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 2×2 실험장치 가열봉의 열전대 위치

그림 3.5-4 액적 생성 노즐의 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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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7 2×2 실험장치 영상 촬영 방법

(a) 지지격자 상류의 액적 형상

(b) 지지격자 하류의 액적 형상

그림 3.5-8 2×2 실험장치 내의 액적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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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6×6 봉다발 실험

3.3절 및 3.5절에서 개발하고 적용성 검증을 마친 액적 거동 측정 실험의 요

소 기술을 모두 적용한 6×6 봉다발 실험을 수행하였다. 6×6 실험은 액적과 지지격

자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수행한 개별효과 실험으로 본 과제

의 주 실험이다. 이 실험은 3.5절에 기술한 2×2 실험결과와 마찬가지로 quench

front를 모의하지 않고, 액적과 증기를 각각 시험대로 주입하여, 정상 상태 조건에서

수행한 실험이다. 실험결과로부터 실제 핵연료봉과 동일한 부수로 기하학적 형상에

서 액적과 지지격자가 충돌하여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는지를 관찰하고, 액적 거동

측정 결과로부터 기존의 액적 파열 모델이 혼합 날개가 있는 지지격자에도 적용 가

능한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3.6.1절에서는 실험장치의 형상을, 3.6.2절에는 실험방법

및 test matrix를 그리고 3.6.3절에는 실험결과 측정된 가열봉 온도, 액적 직경 및

속도를 제시하였다.

1. 6×6 봉다발 실험장치 개요

6×6 봉다발 실험장치의 이름은 ATHER (Advanced Thermal Hydraulic

Evaluation of Reflood Phenomena) 로서 최초 제작 시 재관수 현상을 모의하기 위

한 실험 장치였다. 즉 시험대 하부로 물을 집어넣어 고온의 가열봉과 물이 만나면

서 발생하는 열수력 현상을 관찰한 장치이다. 본 과제에서는 이러한 재관수 실험장

치를 수정하여, 액적 거동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장치로 개조하였다. 이를 위해 증

기 발생기를 시험대 하부로 연결시켰으며, 액적을 주입할 수 있는 노즐을 설치하였

다. ATHER 장치의 개략도는 그림 3.6-1과 같다. 증기발생기에서 생성된 증기의 유

량을 vortex flow meter, 압력계 및 열전대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시험대로 유입된

증기는 가열봉을 따라 상부로 상승하며 가열되어 과열 증기로 변한다. 액적 주입

지점은 가열봉 바닥에서 약 2.7 m 떨어진 지점으로, 8번째 지지격자의 약 0.2 m 하

부에 액적 노즐이 설치되었다. 시험대에는 총 4쌍의 가시창이 설치되었는데, 8번째

지지격자가 위치한 세 번째 가시창이 액적 거동 측정에 이용되었다. 주입된 액적은

상향 증기에 끌려 상승하다 지지격자와 충돌한다. 충돌 후 파열된 액적은 증기와

함께 upper plenum으로 이동하고 대기로 방출된다.

ATHER 실험장치 시험대의 단면을 그림 3.6-2에 나타내었다. 6×6 배열로 설

치된 가열봉 중 가운데 네 개의 가열봉 자리에는 가열봉 대신 guide tube가 설치되

었다. 또한 1번과 36번 가열봉은 비가열봉으로 제작되었다. 30 개의 가열봉 중 16

개에는 각 6 개의 열전대가 표면에 장착되어 표면온도를 측정할 수 있고,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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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be의 표면에도 6 개의 열전대가 설치되었다. 액적은 가열봉 2,3,8 및 9에 의해 만

들어지는 부수로 중앙으로 주입된다. 그림 3.6-3에 열전대의 위치를 표시하였다. 높

이에 따른 전열봉 표면온도를 좀 더 면밀히 측정하기 위하여 가열봉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그룹별로 열전대의 수직위치를 구별하였고, 외벽(shroud)에도 벽온도 열전

대, 정압, 차압, 유체온도 열전대 등을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예비 시험결과 그림 3.5-4와 같은 형태로 액적 노즐이 제작될 경우, 고온의

증기와 가열봉으로부터의 열전달에 의해 튜브 내에서 기화가 일어나며, 이로 인해

매우 불안정한 액적이 생기는 것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6×6 실험에는 그림 3.6-4와

같은 형태로 액적 노즐을 제작하였다. 즉 액적 노즐 양쪽의 배관 중 한쪽은 액체의

입구로, 다른 한쪽은 액체의 우회 유로로 제작하였다. 액체의 입구 및 우회 유로 모

두에서 각각 Coriolis 유량계를 이용하여 액체 유량을 측정한다. 이 두 유량의 차이

가 시험대 내로 주입된 액적의 유량이 된다. 이때 시험대로 주입되는 액적의 유량

을 제어하기 위해 액체 입구 및 우회 유로에 있는 게이트 밸브를 사용한다. 이들의

유량을 적절히 조절하여 시험대로 유입되는 액적의 유량 및 튜브 내의 액체 온도를

조정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안정적인 액적을 생성할 수 있었다. 실험은 크

게 세 개의 액적 노즐을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각각 0.45 mm, 0.254 mm 및 0.125

mm 의 내경을 갖는 정밀 가공 튜브 (Upchurch 사)를 이용하여 액적 노즐을 제작

하였다. 이들의 외경은 모두 1/16 인치이다. 노즐 직경에 따라 서로 다른 직경의 액

적이 생성되며, 서로 다른 직경을 갖는 액적을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2. 6×6 실험 방법 및 실험 Matrix

6×6 실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증기 주입 시작

보일러에서 생성된 증기를 시험대 내로 주입. 시험대 구조물 온도가 낮기

때문에, 많은 양의 증기가 응축됨. 시험대 하부로 응축수 방출

- 가열봉 전원 가동

증기가 흐르기 시작하면, 가열봉에 전원을 인가함. 급격한 온도 상승으로 인

한 가열봉 손상을 막기 위해 약 1시간에 걸쳐 목표 가열봉 온도에 도달하게 전원을

제어함.

- 액적 주입

가열봉 온도가 목표치에 이르면 액적 주입 시작. 액적 주입으로 온도 변화

가 발생. 정상 상태에 이를 때까지 기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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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 카메라 가동

고속 카메라가 원하는 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function generator 연결. 셔

터스피드 및 frame rate 설정. 액적이 촬영되도록 초점 조정.

- 지지격자 전단 촬영 수행

지지격자 전단 0.1 m 지점 및 0.05 m 지점에서 촬영.

- 지지격자 후단 촬영 수행

지지격자 후단 0.05 m 지점에서 깊이 방향으로 세 곳에서 영상 촬영.

- 영상 분석

한 촬영 지점에서 2000 쌍, 4000 장의 사진을 촬영하므로 총 다섯 곳의 측

정 지점에서 20000 장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영상은 개발된 MATLAB 프로그램에

서 자동 처리되어 액적 직경 및 속도를 계산한다.

표 3.6-1에는 액적 거동 실험의 test matrix를 요약하였다. 실험은 가열봉 최

대 온도, 증기 유량, 액적 유량, 액적 노즐 직경 등을 변화시키며 수행되었다. 가열

봉 온도는 최소 450°C~700°C 조건에서, 증기 유량의 경우 15 g/s~90 g/s로 변화시

키며 실험을 수행하였다. 액적 유량은 3 g/min~40 g/min으로 변화시켰다. 생성되는

액적의 직경은 액적 노즐 직경에 영향을 받으며, 액적 유량은 액적의 속도에 영향

을 받는다. 따라서 다양한 액적 직경에 따른 액적 파열 특성을 관찰하기 위해 0.125

mm, 0.254 mm 및 0.45 mm의 액적 노즐을 이용하였다.

3. 6×6 실험 결과

6×6 실험을 수행하고 촬영된 영상을 처리하면 다음과 같은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실험장치 온도 측정 결과

실험장치에서 측정된 가열봉 표면 온도, 증기 온도, 실험장치 벽면 온도, 지

지격자 온도 등의 측정 결과

- 액적 크기 분포

지지격자 전, 후단에서의 정규화된 액적 크기 분포

- 액적 속도

액적 크기에 대한 액적 속도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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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5는 모든 실험 경우에 대해 위의 세 가지 변수의 측정 결과를 나타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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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1 6×6 실험 test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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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 ATHER 실험장치 개략도

그림 3.6-2 ATHER 실험장치 시험대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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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5 6×6 액적 거동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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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액적파열 모델 평가

액적 거동 실험에서 관측된 액적 파열 현상 중 대표적인 두 경우를 그림

3.7.1에 나타내었다. 그림 3.7.1-(a)는 액적의 유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우에 해당하

는 실험 결과로서, 혼합 날개가 액막에 의해 덮여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액막의 두

께가 두꺼워지면서 증기 유동에 끌려 액막이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액막은 혼

합날개 끝에서 액주의 형태로 상부로 올라가며, 표면 장력을 증기에 의한 관성력이

극복하며 액적이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액적 파열 현

상과는 크게 다른 현상이다. 현재 COBRA-TF에서 고려되고 있는 액적 파열 현상

은 dry grid, 즉 액막이 존재하지 않는 지지격자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액적이 지

지격자와 충돌 후 작은 액적으로 파열되는 현상을 기술한다. 반면 본 과제에서 수

행된 대부분의 실험에서는 그림 3.7.1-(a)와 같이 액적의 잦은 충돌로 인해 지지격

자가 냉각되고, 그 위로 액적이 수착되어 액막을 생성하는 것이 관측되었다. 이는

Bajorek and Cheung [3.2-3]이 기술한 wet grid 모델의 필요성과 일치하는 결과이

다. 그림 3.7.1-(b)는 상대적으로 적은 액적 유량에서 수행한 액적 파열 현상을 보여

준다.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액체의 유량이 적기 때문에 지지격자위에 액막이

형성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경우 그림 3.1-3에서 보이는 액적 파열 현

상과 유사하게 하나의 액적이 혼합 날개와 충돌하며 수십 개의 작은 액적으로 파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지지격자에 의한 액적 파열 현상을

정확하게 모델하기 위해서는 지지격자 위에 액막이 형성되는지를 평가하고, 액막

형성 여부에 따라 서로 다른 모델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dry

grid 만을 다룬 기존의 모델로는 지지격자와 액적 간의 상호작용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된다.

그림 3.7.2는 동일한 기체 유량 조건 및 온도 조건에서 액적의 직경 및 유량

을 변화시키며 실험을 했을 때의 결과를 보여준다. 실험 결과에서 측정된 충돌 전

후의 Sauter mean diameter 비와 충돌 후 Sauter mean diameter 값을 기술하였다.

Q40T700L20D1에서는 충돌 전 액적 직경이 약 1.3 mm 이며 Q40T700L15D2에서는

약 0.6 mm 이다. 이때 지지격자 후단에서 측정된 Sauter mean diameter는 약

0.4~0.5 mm로서 주입된 액적의 직경에 크게 영향 받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기

존 모델에서 제시하는 물리적 현상과 차이가 있다. 기존의 액적 파열 모델에 의하

면, 액적이 지지격자를 통과하면 그 Sauter mean diameter는 반드시 감소한다. 또

한 그 파열된 액적의 직경은 주입된 액적의 직경에 큰 영향을 받는다. 반면 본 과

제의 실험결과에 의하면 주입된 액적의 직경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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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액적이 지지격자 위에서 액막을 형성함.

- 액막이 증기에 밀려 상부로 이동하며 혼합날개 끝단에서 액적 생성.

- 대부분의 액적이 액막을 형성하므로 주입된 액적의 직경이 지지격자 후단

의 액적 직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

이와 같이 본 과제의 실험결과 및 현상 관측결과, 지지격자에 액막이 형성될

경우 기존의 모델로는 액적-wet grid 간의 상호작용을 적절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wet grid에서 발생하는 액적 생성 현상을 적절

히 모의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wet

grid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액적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지지격자

전단에서의 액적 직경이 후단에서의 액적 직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된

dry grid에서의 액적 파열 현상과 달리 wet grid에서의 액적 파열은 지지격자 위에

형성된 액막에서부터 나타나므로, 지지격자 전단에서의 액적 직경이 후단의 액적

직경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지격자 후단의

액적 직경만을 고려하여 모델을 개발하였다. 그림 3.7.3은 본 실험에서 측정한 액적

의 직경을 증기 속도에 대해 나타낸 그림이다. Dry grid인 경우, wet grid에서 수행

된 실험결과와는 다른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wet grid에 대한 액

적 모델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Wet grid 실험결과에 의하면, 기체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지지격자 후단의 액적 직경이 점차 증가하며, 증기 속도가 약 20 m/s 이상인

지점에서 그 경향이 바뀌어 점차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이 두

개의 매커니즘으로 설명할 수 있다.

- 기체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기체가 견인할 수 있는 액적의 직경이 증가함.

따라서 액막으로부터 이탈된 액적 중 큰 액적들이 지지격자 후단으로 견인됨.

- 기체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수력학적 액적 파열 (hydro-dynamic

break-up)이 발생함. 따라서 견인된 대형 액적 들이 파열되어 작은 액적으로 나누

어짐.

기체속도가 낮은 경우, 기체 속도 증가에 따라 기체가 견인하는 액적의 직경

이 증가함으로 인해 대형 액적이 지지격자 후단에 나타나기 시작하며, 지지격자 후

단의 Sauter mean diameter가 점차 증가한다. 그림 3.7.4에는 기체속도가 15 m/s인

경우와 23 m/s인 경우 액적 직경 분포를 도시한 결과이다. 기체속도가 빠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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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적 직경이 큰 액적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체속도가 더 빨

라지면, 대형 액적이 수력학적 불안정성에 의해 파열되어 전체 Sauter mean

diameter는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개념을 그림 3.7.5에 도시하였

다.

이와 같이 wet grid에서는 대형 액적 견인 및 대형 액적의 수력학적 파열이

지지격자 후단에서의 액적 직경을 결정한다고 가정하여 다음과 같이 액적 직경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 Sauter mean diameter와 최대 액적 직경 간의 관계 (Kataoka et al.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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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모델을 적용하여, 본 실험에서 관측된 wet grid 후단의 액적 직경

을 예측한 결과를 그림 3.7.6에 도시하였다.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기체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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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증가함에 따라 액적 직경이 증가하다 감소하는 경향을 정성적, 정량적으로 모두

타당하게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델은 향

후 three-field model을 채택하고 있는 코드가 필요로 하는 지지격자 모델의 일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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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est-Q40T700D15 (Wet Grid)

(b) Test-Q30T600D3 (Dry Grid)

그림 3.7-1 혼합 날개 부근의 액적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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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2 Weber 수에 따른 액적 직경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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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3 Weber 수에 따른 액적 직경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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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4 기체 속도 증가에 따른 액적 분포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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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5 Wet grid 액적 직경 모델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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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6 Wet grid 액적 직경 모델 및 실험 비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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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절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에서는 two-fluid three-field 모델을 지배방정식으로 사용 중인 이상

유동 열수력해석코드에 필요한 구성방정식 및 상관식을 개발하기 위해액적의 거동

을 측정하는 개별효과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대상은 지지격자와 액적 간의 충돌

로 인해 액적의 직경이 변화하는 액적 파열 현상으로, 국산 지지격자에 의한 액적

파열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의 성

과는 다음과 같다.

- 액적 생성 방법론 개발

Ÿ 액적을 사용하는 실험을 위해 균일한 직경의 액적을 생성하는 방법

론 개발

Ÿ 정체 공기 및 물-공기 실험에서 성능 확인

- 액적 측정 방법론 개발

Ÿ 액적의 직경 및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영상 처리 기법 개발

Ÿ MATLAB을 이용한 액적 측정 알고리즘 개발

Ÿ 측정 방법론의 오차 정량화 및 적용성 평가 실험 수행

Ÿ 물-증기 유동에서 수 십 μm 이상의 액적 측정 가능

Ÿ 물-증기 유동에서 10 m/s 이하의 액적 측정 가능

- 액적 거동 측정 실험 수행

Ÿ 실제 핵연료봉 부수로와 동일한 기하하적 형상에서 액적 거동 실험 수

행

Ÿ 지지격자 전후의 액적 직경 변화 측정

Ÿ Wet grid에 의한 액적 생성 메커니즘 규명

Ÿ Wet grid에서의 액적 생성 모델 개발을 위한 실험결과 생산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액적 생성 방법 및 측정 방법은 향후 액적을

이용한 다양한 실험의 요소 기술로서 사용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액적 거동

실험 데이터는 향후 wet grid에서의 지지격자-액적 간 상호 작용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 개발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개발한 액적 측정 방법은 장비의 한계 및 고속, 고온 조

건의 제약으로 10μm이내의 액적 측정 및 고속의 액적 측정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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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수로 형상에 의한 제약으로 인해 균일한 직경의 액적 생성에 제약이 있다. 따

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요소 기술의 연구가 필요

하다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 지지격자에 wetting이 발생할 경우 액적 생성

메커니즘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지지격자의 wetting 현상에 대한 보

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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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수조 다차원 응축열혼합 거동 실험 및 해석

제 1 절 개 요

APR1400 (Advanced Power Reactor 1400 MWe)에서는 사고시 원자로냉각재

가 안전감압배기계통 끝에 위치한 I-Sparger를 통하여 증기제트 형태로 IRWST

(In-containment Refueling Water Storage Tank) 수조 내로 방출되어 응축된다

[4.1-1]. I-Sparger의 방출구멍은 크게 세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I-Sparger 상부에

는 공기방출 하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계된 8개의 사각형 수직하방 구멍들로 이

루어진 LRR (Load Reduction Ring)이 있고, I-Sparger 하부 표면에 있는 144개의

원형 수평구멍들이 있으며, I-Sparger 바닥면에는 1개의 원형 수직하방 구멍이 있

다. IRWST 수조 내에서 I-Sparger 방출구멍들을 통해 분사된 증기제트는 수조수

와 직접접촉응축현상 (Direct Contact Condensation)에 의해 응축이 이루어지면서

증기제트 질량유속과 수조수 온도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유동형상을 일으킨다

[4.1-2].

증기제트가 응축되면서 유발된 응축수 난류제트는 IRWST 수조 내의 열혼합

순환유동을 일으켜서 수조수의 온도를 점차적으로 증가시킨다. IRWST 수조수 온

도가 증가되면, 증기응축에 필요한 과냉각도가 줄어들게 되어서 증기침투거리

(steam penetration length)가 길어지고 증기제트로 유입되는 수조수 온도도 증가하

게 된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어, 유입수조수 온도가 증가하면 증기제트와 수조수 경

계면이 요동치게 되면서 응축현상 자체가 불안정 해질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IRWST 수조 내의 증기제트 응축현상을 파악하고 불안정 증기응축관련 규제요건을

개발하기 위해서 증기제트 유동특성 및 IRWST 수조수 열혼합에 대해서는 많은 연

구가 수행되었고, 주요 연구결과로는 증기제트 응축현상시 열전달계수와 응축하중

함수 개발 및 수조 내부 열혼합 거동 분석 등이 있다 [4.1-2～4.1-6].

그러나 증기제트의 응축현상을 상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증기제트의 상세

모형과 정밀한 증기제트 경계면적 제시가 필수적이다. 또한 증기제트 응축으로 유

발된 난류제트의 유동현상과 증기제트와 응축수제트 사이의 질량, 운동량 및 에너

지 전달에 대해서도 자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기존 실험과는 달리 국부적 관점에서 증기제트 응축현상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그

러기 위해서 증기제트가 응축되는 지역 주변 및 응축 후의 난류제트의 유속과 온도

를 동시에 측정하고, 그 현상을 가시적으로 판별할 수 있도록 고속카메라로 촬영해

야만 한다. 이런 상세한 실험결과들을 활용하면 증기제트와 응축수 제트의 모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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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단계에서 새로 수행된 증기제트 국소응축 실

험은 기존 실험의 단점인 벽면효과와 부력영향을 배제하기 위해서 과냉각수조 중심

부에서 수직상방으로 증기제트를 분출하였다. 또한 기존 실험에서 온도 계측기가

증기제트의 유동에 영향을 주었던 것을 감안하여 PIV (Particle Image

Velocimetry) 기법을 도입한 실험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증기제트와 응축수 난류제트의 특성을 기존 실험의 단점을 보완해

서 국부적으로 상세하게 관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형과 실험상관식을 제시할 수

있다면 APR1400 IRWST 수조 내 증기제트 응축현상 규명하고 국부온도 요건을

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해석으로 평가하는데 매우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IRWST 수조의 열혼합 CFD 해석을 위해 제시되었던 증기응축영

역 모델 (Steam Condensation Region Model) [4.1-6, 4.1-8]은 면적평균 개념을 활

용하여 응축수의 평균 온도와 속도만 구해서 CFD 해석의 경계조건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부력현상이 지배적인 3차원 유동을 잘 예측하기가 어려웠다 [4.1-7]. 따라서

기존의 단점이 보완된 국부현상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상세 모델이 개발된다면, 좀

더 정밀한 CFD 해석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APR1400 IRWST 안전성

평가와 규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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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수조 내부 열혼합 실험(1): GIRLS 실험

1. 연구개발 배경 및 목적

APR1400 IRWST 수조 내부의 응축열혼합 현상을 이해하고 안전규제를 마련

하기 위해서 많은 실험연구가 수행되어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과냉각 수조수와 증

기제트의 직접접촉 응축현상과 이로 인한 수조 내부 열혼합 거동을 파악할 수 있었

다 [4.2-1～4.2-4]. 주요 연구 결과로는 불안정 증기제트 응축현상을 유발하는 인자

와 열수력 조건을 파악하였고, 이를 종합하여 개발한 증기제트 응축영역도

(condensation region map)와 증기제트 직접접촉 응축현상의 열전달계수 상관식 등

이 있다 [4.2-1～4.2-4]. 그러나 국부적인 관점에서 증기제트 응축열혼합 현상을 규

명하는 실험연구는 그동안 활발히 수행되지 못하다가, 최근 계측기술의 발전으로

수행가능하게 되었다 [4.2-5, 4.2-6].

증기제트와 응축수 난류제트의 유동특성을 국부적으로 측정하는 실험결과는

정밀한 모델개발도 가능하게 하여, 증기제트의 모형과 길이 예측 및 응축수 제트의

속도와 온도분포 예측 상관식 등이 개발되었다 [4.2-5]. 이런 모델을 활용하면, 증기

제트와 과냉각 수조의 열수력 조건만 알면 수조 내부에서 증기제트 및 응축수 난류

제트의 운동량과 열전달 현상을 개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개발된 증기응축영역 모델 (condensation region model) [4.2-7]은 3차원 CFD 코드

에 응축수 난류제트와 유입수조수의 속도와 온도분포를 제공하여 APR1400 IRWST

열혼합 현상을 해석할 수 있게 하였고, 안정성 평가에도 기여하였다 [4.2-8].

그러나 증기제트 응축유발 응축수 난류제트 관련 상관식 개발을 위해 수행된

실험은 증기제트 질량 유속이 1,000 kg/m2s 인 경우에 대해서만 수행되었다

[4.2-5]. 따라서 상관식의 적용성을 넓히기 위해서는 다양한 증기제트 질량유속과

수조수 온도조건에 대해서 증기제트 응축실험을 수행하여, 국부적으로 측정된 유속

과 온도 데이터를 생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 상관식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기존 실험은 증기제트가 수평방향으로 방출되었기 때문에, 실험결과가 부력효

과와 수조 벽면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부력효과를 최

소화하고 벽면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서 과냉각수조 중심지점에서 수직상방으로

증기제트를 방출시켜서 실험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런 조건에서 생산된 증기제

트 팽창비와 열전달 계수 등은 기존 결과보다 더 신뢰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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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장치 및 실험조건 소개

증기제트 응축으로 인한 수조 내부 열혼합 실험을 위하여 GIRLS (General

Investigation Rig for Liquid/Steam jet direct contact condensation) 장치 (그림

4.2-1)가 활용되었다. GIRLS 장치는 크게 증기발생기, 과냉각수조, 증기제트 방출노

즐, 계측기, 3차원 이송장치 및 자료취득 장치로 구성된다. 과냉각수조의 상부는 대

기압에 개방되어 있다.

가. 증기발생기, 증기제트 방출노즐 및 과냉각수조

증기발생기는 탈염화된 물을 330kw의 전기 가열기로 가열하여, 압력 10.3bar

에서 최대 360kg/hr 의 포화증기 (건도 99% 이상)가 생산되어 과냉각수조 내의 증

기제트 방출노즐로 공급되도록 설계되었다. 탈염화된 물은 저장탱크에서 20kw의 전

기 가열기를 사용하여 물에 용해되어 있는 가스를 증발시켜서 생산하였다. 증기발

생기의 상세제원은 표 4.2-1에 나타나 있다. 증기배관은 직경이 1 inch/sch.80 인

stainless steel이 사용되었고, 증기유량을 측정하기 위한 유량계, 압력계, 열전대가

설치되어 있다. 유량계가 설치된 부분은 sch. 40 배관이 사용되었다. 증기제트 방출

노즐 전단에는 glove valve를 설치하여 유량제어가 용이하도록 하였다.

증기제트 방출노즐은 1″ 배관에 1.25″배관을 밖에 이중으로 감싸서 두 배관

사이에 공기층이 존재하도록 하여 열손실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다. 증기제트 방출

노즐은 APR1400 I-Sparger 방출노즐 직경과 동일한 10mm 로 하여 원형의 물리적

특성을 유지되도록 하였다. 증기제트가 분출되기 직전에 증기압력과 온도를 측정하

기 위해 증기제트 방출노즐 전단의 배관에 압력계와 열전대를 설치하였다. 증기제

트 방출노즐의 모양은 그림 4.2-2 에 나타나 있다.

과냉각수조는 직경 1.8m, 높이 1.5m이며 두께 10mm인 stainless steel 로 만

든 원형탱크이다 (그림 4.2-3). 수조의 표면에는 유동가시화를 위해서 창이 0°, 180°,

270°에 각각 1개씩 설치되어 있다. 증기제트 방출노즐은 수조 하단으로부터 35.5cm

떨어진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데, 필요시 증기제트 방출노즐의 교체가 원활하도록

flange 구조를 사용하였다. 과냉각수조 내의 수조수 수위는 바닥으로부터 1.3m 높이

에 배수배관을 설치하여 자동적으로 조절되도록 하였다.

나. 계측기, 자료취득장치 및 3차원 이송장치

본 실험에서 증기배관, 증기제트 방출노즐 및 과냉각수조 내부에 온도측정을

취해서 정밀도 0.6℃의 K-type 열전대가 설치되었다. 자세한 열전대 설치위치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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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에 나타나 있다. 증기제트 직접접촉 응축시에 증기제트 쪽으로 유입되는 수조

수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증기제트 방출노즐 부근에 그럼 4.2-2와 같이 9개

의 열전대 (TC601～TC609)를 설치하였다. 또한 본 실험의 주요 인자인 수조수 온

도의 결정을 위해서는 6개 열전대 (TC303, TC304, TC401～TC405)의 값들을 평균

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수조 내의 열혼합 유동을 관찰하기 위하여 증기제트 방출

노즐 중심으로부터 450mm, 800mm 떨어진 곳에, 135°와 315° 방향으로, 수조바닥으

로부터 250mm, 500mm, 750mm, 1000mm, 1250mm 위치에 총 9개의 열전대

(TC401, TC403～TC410)를 설치였다.

증기의 정압측정을 위해서 증기배관 내에서 유량계와 증기제트 방출노즐 가

까운 곳에서 Rosemount 3051P 압력계 (PT201, PT202)를 설치하였다. 압력계의 신

뢰되는 0.05%이며, 본 실험에서는 0.5kPa 이다. 또한 압력을 측정하는 곳마다 증기

의 포화상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K-type 열전대를 설치하여 온도를 측정해서,

포화상태를 유지함을 확인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유량계는 Rosemount 8800A

vortex meter를 사용하였고, 측정된 증기의 온도와 압력을 이용하여 구한 밀도 값

을 사용하여 체적유량 (volumetric mass flow rate)이 계산된다. 체적유량 계산에

사용된 증기 밀도의 최대 허용 오차는 0.05% 이고, 최소 측정 유량은 압력 6.89bar

에서 29.8kg/hr, 최대 측정 유량은 554kg/hr 이다. 유량계측의 정확도는 취득된 데

이터 값의 1.35%이다.

또한 증기제트와 응축수 난류제트의 유속과 온도를 동시에 측정하기 위해서

이동식 Pitot Tube/TC (그림 4.2-4)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였다. Pitot Tube를 증기

제트 국소응축 실험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성능을 검증하고 형상계수를 측정해야만

한다. 따라서 단상실험 장치인 water loop (그림 4.2-5)에 장착하여, 유량 0～

8.429kg/s 범위에서 Rosemount micro motion 질량유량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때 평균유속은 3.216m/s, 측정온도는 25℃이였다. 측정결과는 Pitot Tube의 속도

와 K-factor의 관계는 그림 4.2-6, Re 수와 K-factor 관계는 그림 4.2-7에 나타나

있다. 또한 본 실험에서 사용된 계측기들의 불확실도는 표 4.2-3에 기술되어 있다.

본 실험에서 계측된 실험데이터를 취득하는 장치 (Data Acquisition System)

로는 HP사의 E1401A를 main frame으로 사용하고, 온도와 압력의 취득을 위해서는

HP사의 E1413C를 전용으로 사용하였다. 이런 하드웨어의 운영을 위해서 NI사의

Labview가 사용되었다. 그림 4.2-8은 본 실험에서 Labview를 이용하여 계측된 실

험데이터를 DAS 컴퓨터에서 취득하고 있는 모습이다.

증기제트 방출시 계측을 위해 Pitot Tube를 3차원 공간에서 연속적으로 정밀

히 이송하기 위해서 그림 4.2-9의 3차원 이송장치 (3D-Traverse System)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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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본 이송장치는 연속적으로 x축 600mm, y축 600mm, z축 1100mm 범위까지

이동가능하며, 이송 정확도는 0.01mm 이다. 또한 3차원 이송장치는 NI사의

Labview Program에 의해 원격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3차원 이송장치와 Pitot

Tube를 연결되는 부분은 이중 철판구조를 사용하여 실험계측시 유속에 의한 진동

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다. 실험조건과 실험방법

증기제트 국소응축으로 인한 수조 내부 열혼합 실험은 증기제트 질량유속을

150～900kg/m2s, 과냉각 수조수의 온도를 30～90℃로 변화시키면서, Pitot/TC 계측

기를 증기제트 방출노즐 중심에서 축방향과 반경방향으로 이동시키면서 온도와 유

속을 측정하였다. 자세한 실험조건은 표 4.2-4에 나타나 있다.

GIRLS 장치를 이용한 실험방법은 아래의 절차에 의해 수행되었다.

1) 증기발생기 냉각수 저장탱크에 4.4m3의 탈염화된 냉각수를 채운 후 냉각

수의 온도가 90℃가 될 때까지 가열한 후 펌프를 이용하여 증기발생기로 급수한다.

2) 증기발생기에서 증기를 발생시킬때, 초기에는 밸브를 개방하여 공기를 배

출한다.

3) 가열된 증기는 유량조절 밸브를 통하여 실험조건에서 설정된 유량으로 방

출노즐을 통해서 과냉각 수조로 분사된다.

4) 3차원 이송장치를 이용하여 실험조건에서 설정된 위치에 Pitot Tube/TC를

사용하여 일정시간 동안 측정한 후 다른 계측지점으로 원격제어 프로그램에 의해

이동시킨다.

5) 각 실험조건마다 5초동안 실험데이터를 계측 및 저장한다. 실험결과 분석

시는 3차원 이송장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5초간 저장된 실험

데이터에서 전, 후반부 1초씩의 데이터를 제거한다.

3. 실험결과 및 분석

가. 증기제트의 형상 및 팽창비

본 실험에서 고속카메라에 촬영된 수조수 온도가 30℃, 증기제트 질량유속이

150, 300, 450, 600, 750kg/m
2
s 일 때와 수조수 온도가 90℃, 증기제트 질량유속이

80, 750kg/m2s 일 때 증기제트의 형상은 그림 4.2-10에 나타나 있다. 수조수 온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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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일때는 그림 4.2-10 (a)와 같이 안정된 증기제트 형상이 나타났다. 이것은 서

로 반대방향으로 작용하는 증기제트의 운동량과 수조수의 응축력이 물-증기의 경계

면에서 균형이 안정적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런 안정적인

조건에서 벗어나면 증기제트는 불안정상태로 전환되는 것을 수조수 온도가 90℃ 일

때의 결과로부터 알 수 있다 (그림 4.2-10 (b)와 (c)).

촬영된 증기제트 형상은 영상처리전용 소프트웨어인 Matrox사의 Inspector

를 사용하여 증기의 경계면을 축출하여 증기제트의 팽창비, 길이 및 표면적을 구하

였다. 경계면은 촬영 형상으로부터 얻어진 명암의 변화 (그림 4.2-10 (d))를 통해서

결정되었다. 방출된 증기제트는 Prandtl-Meyer Expansion Wave의 현상에 의해 증

기제트 폭이 확장되어 타원형 모양이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2-4]. 이때의

확장된 길이는 그림 4.2-10 (d)의 명암비 영상으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 증기제트의

팽창비 (expension ratio)는 노즐 방출구 직경에 대한 최대 증기제트 직경을 나타낸

다. 증기질량유속이 동일할 때는 수조수 온도가 증가할수록, 수조수 온도가 동일할

때는 증기질량유속이 증가할수록 팽창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림

4.2-11), 본 실험 조건에서 팽창비는 1.13～2.48으로 측정되었다.

나. 증기제트 직접접촉 응축현상의 열전달 계수

증기제트의 직접접촉 응축현상의 열전달 계수는 식 (4.2-1)을 사용하여 평가

할 수 있다. 증기제트와 수조수의 경계면 면적(A)은 고속카메라로 촬영된 영상 중

에서 명암비 결과(그림 4.2-10 (d))를 사용하여 결정되었다.




(4.2-1)

Ae : 증기제트 방출노즐 면적 (m2)

A : 증기제트와 수조수와의 경계면 면적 (m2)

G : 증기제트 질량유속 (kg/m2s)

hs : 증기제트 엔탈피 (kJ/kg)

Ts : 증기제트의 온도 (℃)

Tf : 수조수의 온도 (℃)

본 실험에서 평가된 열전달 계수는 0.95～1.56 MW/m2℃ 이며, 직접접촉응축

현상으로 인한 열전달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수조온도와 질량유속에 따른 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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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계수 값은 그림 4.2-12에 나타나 있다. 또한, 그림에서 관찰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직접응축현상 열전달계수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증기질량유속인 것을 알 수 있

다.

다. 증기제트 유발 응축수 난류제트 특성

증기제트는 수조수와의 직접접촉응축 현상에 의해서 응축되면서 그림 4.2-13

과 같이 응축수 난류제트를 유발시킨다. Pitot Tube에 의해 측정된 응축수 난류제

트의 축방향의 속도분포 결과는 그림 4.2-14～4.2-15에 나타나 있다. 측정된 속도분

포 결과를 활용하여 난류제트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인자인 특성길이 (yc), 가

상 출발점의 위치 및 각도계수 (yc/x)를 계산한 결과는 표 4.2-5에 나타나 있다. 난

류제트 특성길이는 난류제트 중심부에서 반경방향으로, 중심부 속도의 50%가 되는

지점까지의 거리로 정의된다. 응축수 난류제트의 속도분포는 단상 난류제트 속도

[4.2-9]와 거의 유사한 형태를 보였지만, 제트 폭이 확장되는 정도를 알 수 있는 각

도 계수의 값은 0.10～0.153로, 단상 난류제트 값인 0.097 [4.2-9]보다 큰 것으로 나

타났다 .

4.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증기제트 국소응축, 응축수 난류제트 및 수조내부 열혼합 현상에 대해서 기존

실험보다 다양한 증기 질량유속, 수조수 온도조건 및 수직상방조건으로 실험을 수

행하면서 증기제트 형상을 고속카메라로 촬영하고, 이동식 Pitot Tube/TC를 사용하

여 응축수 난류제트의 유속과 온도를 국부적으로 측정하였다.

본 실험결과에 의하면 증기제트의 팽창비는 증기제트 방출노즐의 1.13～2.48

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팽창비는 열전달계수 평가시 필요한 증기제트 경계면적

을 산정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응축수 난류제트의 특성인 제트

의 폭 각도 계수는 단상난류제트 값인 0.097보다 큰 0.10～0.153로 측정되었다. 증기

제트 팽창비와 난류제트 폭 각도계수 값으로부터 응축수 난류제트의 제트 폭은 증

기제트 응축시 유입되는 유입수조수의 영향으로 단상 난류제트보다 크게 성장함 알

수 있었다. 본 실험에서 측정된 제트 폭 각도계수를 기존의 단상 난류제트 이론에

잘 접목하면 응축수 난류제트의 속도와 온도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본 실험을 수행하는데 증기제트가 방출될 때 Pitot Tube/TC를 3차원 이송장

치로 이동하면서 계측을 해야 하는데, 과냉각수조의 공간은 작아서 동일한 실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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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서 수조수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정밀한 Pitot

Tube/TC를 제작하였지만, 직경 10mm의 노즐로부터 방출되는 증기제트와 응축수

난류제트는 Pitot Tube/TC로 인해서 유동저항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유동

저항을 줄일 수 있는 계측기법과 빠른 시간 내에 유속과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

법을 개발한다면 좀 더 신뢰성이 있는 실험데이터가 생산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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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er & Model  Reimers Electra Steam Inc. RHPH-375

Type  Electrical Heater Type

Heater Capacity  330㎾

Steam Flow Rate  Maximum  360kg/hr

Operating Pressure  Maximum 9.3 bar

Water Supply  500ℓ/hr (Demi-Water)

Power Supply  440V, 3-Phase 60Hz

Material  Carbon Steel

Dimension  2.24(W) × 1.73(D) × 1.83m(H)

표 4.2-1 증기발생기의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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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Location Description

TC201
 Upstream of Flowmeter in Steam Supply 

Line 
Steam Temp. at Line

TC202  At the Steam Discharge Nozzle Steam Temp. at Nozzle

TC301  Cylinder Tank (800, 180, 1090) Pool Temperature

TC302  Cylinder Tank (800, 180, 100) Pool Temperature

TC303  Cylinder Tank (800, 135, 720) Pool Temperature

TC304  Cylinder Tank (800, 45, 1090) Pool Temperature

TC305  Cylinder Tank (800, 315, 1090) Pool Temperature

TC306  Cylinder Tank (800, 315, 100) Pool Temperature

TC401  Vertical Position (450, 135, 250) Pool Temperature

TC403  Vertical Position (450, 135, 750) Pool Temperature

TC404  Vertical Position (450, 135, 1000) Pool Temperature

TC405  Vertical Position (450, 135, 1250) Pool Temperature

TC406  Vertical Position (800, 315, 250) Pool Temperature

TC407  Vertical Position (800, 315, 500) Pool Temperature

TC408  Vertical Position (800, 315, 750) Pool Temperature

TC409  Vertical Position (800, 315, 1000) Pool Temperature

TC410  Vertical Position (800, 315, 1250) Pool Temperature

TC501  Steam Jet Steam Jet Temp. Profile

TC601  Cylinder Tank (10, 270, 365.5) Local Temperature

TC602  Cylinder Tank (10, 270, 375,5) Local Temperature

TC603  Cylinder Tank (10, 270, 385,5) Local Temperature

TC604  Cylinder Tank (20, 270, 365,5) Local Temperature

TC605  Cylinder Tank (20, 270, 375,5) Local Temperature

TC606  Cylinder Tank (20, 270, 385.5) Local Temperature

TC607  Cylinder Tank (30, 270, 365.5) Local Temperature

TC608  Cylinder Tank (30, 270, 375.5) Local Temperature

TC609  Cylinder Tank (30, 270, 385.5) Local Temperature

PT201
 Upstream of Flowmeter in Steam Supply 

Line
Upstream of Flowmeter 

PT202  At the Sparge

DP201  Pitot Tube Velocity Profile

FT201  Steam Supply Line Steam Supply Line

*Cylinder Coordinate (r, θ, z)는 수조바닥 중심을 원점으로 하여, North 중심이 0° 임

 Unit : (mm, degree, mm)

표 4.2-2 계측기 종류와 계측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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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ing Parameters Instruments Uncertainty 

Pool water temp. at pool wall K-type TC 0.6

Pool water temp. at pool inner part K-type TC 0.6

Jet temp, in pitot tube K-type TC 0.6

Pressure Rosemount 305IP 0.5kPa

Mass flow rate for discharging 

steam

Rosemount 8800A

(Vortex Meter)
1.35%

Jet velocity Pitot Tube 2%

Traverse System Resolution 0.01mm

표 4.2-3 계측장비의 불확실도

Steam

Mass Flux

Pool Temperature

[℃]

Axial Distance

from Nozzle Exit

 (mm)

Radial Distance from   

Jet Axis 

(mm)

150, 300, 

450,

600, 750, 

900

30,45,50,55,60,65,

70,75,80,85,90

100 0.0 ~ 40.5

150 0.0 ~ 55.0

200 0.0 ~ 82.0

250 0.0 ~ 82.0

300  0.0 ~ 103.0

표 4.2-4 GIRLS 실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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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yc[mm] Xpole 
1) [cm]

dyc/dx
10 15 20 25

T30M150 19.17263 19.67021 29.82821 38.96693 -0.07647 0.139082

T45M150 16.71877 19.39988 26.83581 33.03812 -3.14208 0.112788

T60M150 17.21925 16.51507 24.52964 34.89656 1.269819 0.122093

T75M150 16.959 20.38261 27.83056 37.47401 -0.35894 0.137986

T90M150 17.57604 16.36471 23.19645 33.8482 0.924298 0.111296

T30M300 16.63294 19.55395 28.99166 37.68545 0.495807 0.14519

T45M300 16.20387 18.57488 27.33131 34.7773 -0.47071 0.128953

T60M300 16.16612 18.64537 23.6443 34.77625 0.157209 0.121659

T75M300 17.75012 20.44591 26.20878 34.71988 -3.2695 0.113344

T90M300 17.52942 18.50379 22.75881 31.66545 -3.65651 0.093326

T30M450 16.41988 18.57653 29.2746 35.49962 0.093753 0.135875

T45M450 15.90565 20.09965 26.32941 32.94065 -3.07177 0.11467

T60M450 16.43387 17.36937 26.15936 30.21264 -3.27437 0.100253

T75M450 17.35417 17.12045 26.84585 32.56696 -1.4021 0.110728

T30M600 15.60124 28.71907 25.83281 35.96565 -0.5612 0.116414

T45M600 16.03082 17.63714 26.30004 33.34089 -0.64693 0.121186

T60M600 15.92182 19.1345 24.53709 32.05542 -3.13185 0.107607

T75M600 16.96416 18.67802 25.81009 28.16365 -8.35066 0.081461

T30M750 15.11639 19.60724 28.01657 35.95587 0.374215 0.141856

T45M750 15.1292 17.36103 35.3176 34.74888 3.655546 0.153631

T60M750 15.61253 17.85298 23.9679 30.6212 -3.16527 0.102282

T75M750 17.23115 19.48059 25.48459 28.72384 -9.78502 0.080964

표 4.2-5 증기제트의 특성길이와 가상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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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GIRLS 실험장치 개략도

증기제트

방출구멍

국소온도 계측기

그림 4.2-2 증기제트 방출노즐과 국소 온도계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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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 과냉각수조 도면

그림 4.2-4 Pitot Tube/TC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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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5 Pitot Tube 성능검증 실험시설

그림 4.2-6 K-factor와 유속과의 관계

그림 4.2-7 K-factor와 Re No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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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8 자료취득장치 프로그램의 화면

그림 4.2-9 3차원 이송장치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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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kg/m2s     300 kg/m2s    450 kg/m2s    600 kg/m2s     750 kg/m2s

(a) Tpoo = 30℃

(b) Tpool=90℃, G0=80 kg/m
2s (c) Tpool=90℃, G0=750 kg/m

2s

(d) Inspector 소프트웨어에 의해 처리된 명암비 그림

그림 4.2-10 고속카메라에 의해 촬영된 증기제트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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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3 증기제트 및 응축수 난류제트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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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1 증기제트의 팽창비

그림 4.2-12 증기제트 직접접촉응축 현상의 열전달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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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4 수조수 온가 30℃와 45℃ 일 때 응축수 난류제트의 속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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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5 수조수 온가 60℃와 75℃ 일 때 응축수 난류제트의 속도분포



- 327 -

제 3 절 수조 내부 열혼합 실험(2): JICO 실험

1. 연구개발 배경 및 범위

증기제트의 응축현상을 상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증기제트 응축으로 유발

된 응축수 난류제트의 유동현상과 증기제트와 응축수 난류제트 사이의 질량, 운동

량 및 에너지 전달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증기제트

가 응축되는 지역 주변 및 응축 후의 난류제트의 유속과 온도를 동시에 측정해야

한다. 또한 기존 실험 (4장 2절)에서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이동식 Pitot Tube/TC와

증기제트 방출노즐 주변의 열전대를 설치하여 유속과 온도를 측정하였으나, 계측기

에 의한 유동방해 현상이 일부 발생하였고 3차원 이송장치를 작동하는데 소용되는

시간으로 인해서 수조수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따라서 이런 단점을 보완

하고자 최신 연구동향을 파악하여 새로운 계측기법을 강구하게 되었다.

단상의 자유전단 제트의 일반적인 특성은 기존의 많은 연구 [4.3-1]로 밝혀졌

지만 증기응축 난류제트에 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Wissen 등[4.3-2]은 입자영상

계 (Particle Image Velocimetry, PIV) 기법을 이용하여 ring-shape 오리피스로부터

분출되는 난류제트의 특성을 측정하였다. 또한 증기제트의 응축현상을 이해하기 위

하여 비접촉식, 비침투식 기법을 활용하여 난류제트의 속도장을 측정하는 것이 타

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PIV 기법은 투명한 가시화 창을 통해 유동속에 포함된 미소

입자의 궤적을 수치적으로 계산하여 속도장을 측정하는 기법이다. PIV 기법을 이용

하여 임의 시간동안 ensemble average를 통해 통계적인 처리를 수행하여 평균속도

및 난류성분을 추출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IV 기법을 사용하여 증기제

트 응축유발 난류제트와 이로 인한 수조 열혼합 (Pool Mixing) 현상에 관한 실험적

연구를 수행해서 난류제트의 특성을 파악하고 CFD 해석에 필요한 validation 데이

터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실험방법 및 실험장치 소개

가. PIV 속도장 측정기법 소개

광학적인 유동측정기술은 광과 비균일 매질 사이에서의 빛의 굴절, 흡수, 산

란 등의 상호작용에 기초를 두고 있다. 광학적으로 균일하고 투명한 공기나 물 등

의 유체내부에는 유체의 속도정보를 알려주는 중요한 광학적 상호작용이 전무하다.

따라서 유동 속에 미소한 추적입자를 투입하여 유체의 운동을 가시화하고 연속적인

두 번의 순간에 대한 입자들의 변위를 구함으로써 속도장의 정보를 얻어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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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PIV 기법이라 한다. PIV 이론에 대한 기초는 Adrian [4.3-3]에 의해 이중 노출

된 연속적 PIV 영상에 대한 자기상관함수의 기대값을 유도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

후 이 이론은 다중노출 영상 및 상호상관해석법의 적용으로 확대되었다.

난류 및 복잡한 유동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간적 해상도가 요구되므

로 일반사진용 필름이나 대형 필름의 사용이 적합하나 속도장을 추출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PIV 기법은 입자의 영상을 직접 데이터로 기록하는 전자

카메라를 이용하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다. 비록 1K × 1K 또는 2K × 2K의 해상도

를 갖는 CCD 카메라가 등장하였으나 여전히 사진필름에 비해서는 해상도와 공간분

해능이 떨어지므로 digitization 오차를 무시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기존의 PIV

이론을 확장하여 디지털 PIV 영상에 대해 sub-pixel 수준의 변위를 고려하여 정확

도를 높이는 기법이 Westerweel [4.3-4] 등에 의해 제안되어 고분해능 CCD 카메라

를 이용한 난류유동의 연구범위가 넓어지게 되었다.

유동입자(particle) 들의 변위정보를 담고 있는 입자영상 (particle image)을 이

용한 PIV 속도장 측정기법은 정성적인 순간 유동정보뿐만 아니라 우수한 공간분해

능을 갖는 정량적인 속도장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화상처리를 이용한 PIV 속도장

측정시스템은 현재 수 mm2에서 수 m2까지의 계측영역(field of view)에서 수 mm/s

부터 수백 m/s까지의 유속을 계측하고 있다. 속도장 측정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측정

단면을 조명하기 위한 illumination 장치, 유체유동을 추종하는 입자, 산란된 입자영

상을 취득하는 영상기록 장치, 제어 및 계산용 컴퓨터로 구성되며 광원과 영상기록

장치로는 레이저와 CCD 카메라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실험 시 이들 둘은 동기장

치로 동기시켜 순간 입자영상을 컴퓨터의 기억장치에 저장하게 된다.

화상처리를 이용한 PIV 속도장 측정시스템은 크게 laser, optics, recording

medium, particle, 제어 및 계산용 컴퓨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유동속도와 영상의 확대율을 고려하여 시간간격(Δt)을 결정한 다음, 레이저 평

면광으로 유동내부의 측정 단면을 두 번 조명한다. 이 때 seeding한 추적입자는 시

간간격 (Δt) 동안 속도 지연 (lag) 없이 유체와 같은 속도로 움직인다고 가정한다.

입자에 의해 산란된 빛을 CCD 카메라의 프레임에 기록한다.

속도벡터 측정과정에서는 입자영상을 화상처리하여 변위벡터를 구한다. PTV

방식에서는 시간간격 동안 움직인 입자들의 궤적을 추적하여 변위 벡터를 구한다.

반면에 PIV 방식에서는 입자화상을 조사구간으로 나누고 각 미소 조사구간의 변위

벡터를 상관법 (correlation method)을 이용하여 결정한다. 입자변위를 구하게 되면

시간간격과 영상의 확대율을 이용하여 속도 벡터를 계산한다. 얼마나 빨리 연속적

인 입자 영상을 취득할 수 있느냐는 CCD 카메라의 frame rate와 laser의 re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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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e에 달려있다. 유동입자들의 변위정보를 담고있는 입자영상을 이용한 PIV 속도

장 측정기법은 우수한 시간분해능과 공간분해능을 가진 속도장 정보를 제공한다.

나. JICO 실험장치 소개

증기응축 제트 실험장치 JICO (Jet Injection and Codensation)는 그림 4.3-1

과 같이 구성되었다. JICO 실험장치는 단순한 계통이지만 증기제트 응축 및 수조

열혼합 현상 측정의 목적에 맞게 디자인 되었다. 즉 단상 및 2상유동 제트,

plunging jet 등의 구현도 가능하게 설계되었다. 시험부는 임의의 방향에서도 관찰

이 가능하도록 투명 아크릴로 제작되었다. 따라서 PIV 및 LDV 기법을 활용이 가능

하다. 또한 노즐의 위치를 상부 또는 하부로 선택적으로 선택하여 증기제트 응축

실험의 경우에는 실험부 하부에 설치하고 수조 열혼합 실험에서는 상부에 설치하였

다. JICO는 시험부, 증기발생기 및 PIV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험부는 투명

직경이 0.78m이고 높이가 2m인 투명 아크릴로 제작되었다. 원형 시험부에 의해 왜

곡되는 영상을 보정하기 위해 주변에 사각의 투명 아크릴 박스를 설치하여 영상 왜

곡을 미연에 방지하였다. 또한 시험부의 열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험부에는 3개의 열전대를 설치하여 시험부 온도를 측정하였다. 최대 운전 조건은

대기압력에 70°C이다. 증기발생기는 최대 약 0.023kg/s의 증기를 발생시킬 수 있으

며 연속적인 운전을 위해 feeding system이 갖추어져 있다. 물탱크의 용량은 약

0.5m3이고 12kW의 전기히터가 장착되어 있다. 증기발생기로 공급되기 전에

de-gasing을 위해 예열하게 된다.

실험에 사용된 증기제트 방출노즐의 상세도가 그림 4.3-2에 나타내었다. 노즐

의 형상은 단일 홀에 sharp edge로 설계하였으며, 압력손실을 최소화하고 노즐 출

구에서 유동을 완전 발달시키기 위해 gradually-converged 타입의 노즐을 채용하였

다. 또한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단열재를 사용하였다. 분출되는 증기 제트의 온도

및 압력을 계측할 수 있도록 노즐 입구쪽에 열전대 및 압력센서를 부착하였다.

그림 4.3-3 (a)는 증기제트 응축유발 난류제트 실험의 경우 실험 측정부의 개

락도이다. 노즐은 바닥면에 수직하게 설치되어 상부로 유동이 생성되며 시험과정동

안 벽면 및 수면으로 빠져나가는 열손실은 무시하였다. 수면까지의 높이는 바닥으

로부터 1,825mm이며 노즐로부터 벽면까지의 반경거리는 390mm이다. 따라서 노즐

직경과 시험부 원형 용기의 직경의 비(D/d)는 156으로 unconfined condition으로 가

정할 수 있다. 또한 노즐에서 분출되는 증기의 초기 유동 속도분포를 완전 발달 유

동으로 생성하기 위해 노즐 전단길이 (L/d=20)를 충분히 확보하였다. 공급되는 증기

량은 전체 과냉각수조의 용량에 비해 매우 적은 양으로써 수조수와 공기의 자유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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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 영향주는 인자는 무시할 정도로 작다고 가정할 수 있다.

LOCA 사고시 blowdown 과정동안에 증기 혹은 고에너지 액상의 유체가

suppression pool로 분출되고 pool에서는 강한 thermo-hydraulic mixing이 이루어진

다. 실제 suppression pool에서는 반경방향으로 분사가 되고 multi-hole sparger에

의해 비대칭, 천이상태 유동이 생성되게 된다. 따라서 실험적 연구에서는 실제와 같

은 현상을 계측하기란 매우 힘들기 때문에 기하학적으로 단순한 형상으로 모사하여

실험하였다. 그림 4.3-3 (b)는 수조 열혼합 실험의 경우의 측정단면을 보여주고 있

다. 노즐은 수면높이 850mm에서 약 60mm 깊이에 설치하여 증기가 하부로 분사되

게 된다. 표 4.3-1은 증기 제트 및 수조 열혼합 실험조건을 나타내고 있다.

사용된 PIV 시스템은 영상을 기록하기 위한 카메라와 입자을 조명하기 위한

레이저, 카메라와 레이저를 동기시키기 위한 동기장치로 구성된다. 사용된 레이저는

펄스타입의 Nd-YAG 레이저로 파장이 532nm이며 약 200mJ의 에너지를 가진다.

최대 초당 10Hz까지 반복적으로 레이저가 발진이 가능하며 JICO 실험에서는 동기

장치로 초당 2회 씩 레이저를 가동하였다. 사용된 영상기록장치는 PIV기법이 적용

이 가능하도록 frame thread 기능이 갖추어진 ES1.0 모델을 사용하였다. 해상도는

1018 × 1008 픽셀이다.

그림 4.3-4는 각 실험에서의 측정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사용하는 카메라의

1018 × 1008 픽셀 해상도에서 난류성분을 측정하기 위해 최대로 허용가능한 측정단

면의 크기는 경험적으로 100 × 100mm를 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증기제트의 유

동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험에서는 측정단면의 크기를 100 × 100mm로 정하였으

며, pool mixing 실험의 경우에는 국소적인 유동특성보다는 전체적인 유동패턴을

파악하기 위해 측정단면의 크기를 400 × 400mm로 정하였다.

그림 4.3-5는 각 실험경우에서의 입자영상을 나타낸다. 영역1에서 볼 수 있듯

이 노즐 출구 부근에서는 개별적인 입자영상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노즐 출구에서

가장 많은 증기응축이 발생하여 레이저에 의해 강한 산란빛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

다. 하류로 나아가게 됨에 따라 적절한 분포로 입자영상이 나타나고 있다. 수조 열

혼합 실험의 경우에는 두 개의 카메라를 동시에 이용하여 전체 측정부를 기록하였

다.

3. 실험결과 및 분석

그림 4.3-6은 증기응축 제트의 순간 속도장 및 평균 속도장을 나타낸다. 측정

영역은 z/d=36이다. 순간 속도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형적인 shear layer에서의

유동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평균 속도장에서는 제트 중심부근에서 가장 높은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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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타내고 반경방향으로 나아갈수록 속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단상유동

에서의 제트유동과 마찬가지로 증기응축 제트의 유동특성의 경향은 비슷하다. 평균

속도장으로부터 도출된 난류제트의 특성을 통해 증기응축 제트의 특성을 파악해보

고자 하였다. 그림 4.3-7은 PIV측정을 통해 얻은 각 영역의 속도장 정보를 통합하

여 그린 속도장 그림이다. 제트 중심에서의 속도가 하류방향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으며 반경방향으로 shear layer의 발달로 폭이 넓어지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각 실험 결과로부터 다음의 정의에 따라 무차원화 된 파라미터를 정의하여

비교하였다.

 


(4.3-1)

  


(4.3-2)




 exp   (4.3-3)

   

  
(4.3-4)

상수 C는 실험결과로부터 얻어지는 값이며, Uc는 제트의 중심축에서의 속도,

zo는 가상 출발점이다. K는 가우시안 fitting 상수이며, 는 cross- stream

similarity 변수, S는 spreading rate를 나타낸다. 실험결과로부터 얻은 fitting 상수

값을 표 4.3-2에 표시하였다. 상수 C는 증기제트 질량유속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단상유동과 달리 증기응축 제트의 virtual origin은 항상 마이너스 값을 보

여주고 있다. 실제로 노즐 출근 근처의 증기 plume은 단상 제트유동의 형상과 다른

특정한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 증기 plume은 강한 driving force와 증기의 상변

화를 통해 제트 출구 근처의 유동조건에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virtual origin을

통해 보여지는 경향이 증기응축 제트의 고유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Spreading

rate의 경우 단상 제트유동은 약 0.097로서 본 실험에서는 0.090에서 0.098사이의 값

을 얻었다.

그림 4.3-8은 단상 제트유동의 해석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증기응축 제트의

중심선을 따라 속도가 감소되는 경향을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4.3-9는

self-similarity 프로파일이다. 프로파일은 가우시안 프로파일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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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응축에 의해 발생되는 난류제트는 주위 유체를 끌어드리고 수조 내에서

큰 순환 유동을 생성시키게 된다. 생성된 순환 유동은 수종 열혼합을 일으킨다. 그

림 4.3-10은 증기응축 제트에 의해 생성된 coherent한 순환 유동을 보여준다. 증기

제트 질량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강한 내부 유동이 생성되고 있음을 확인하였

다. 내부순환 유동에 의해 2차유동이 존재하고 순환유동의 중심이 증기제트 질량유

속이 증가함에 따라 상부방향 및 바깥 벽면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림 4.3-11은 수조

열혼합 실험에서 얻어진 속도장으로부터 추출한 streamline이다.

4.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기존 단상 제트유동과 달리 증기응축 제트유동은 실험적으로 연구된 바가 매

우 드물다. 본 연구에서는 최신 PIV 기법을 이용하여 비침투적 방법을 통해 속도장

을 측정하였다. 증기응축 제트유동은 단상 제트유동과 크게 다른 점은 없지만 출구

근처에서의 강한 증기 plume과 상변화로 인해 virtual origin이 항상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수조 열혼합에 의해 내부에 강한 순환유동이 생성

되고 있으며, 증기제트 질량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순환유동의 중심이 상부 및 벽면

으로 이동한다. 증기제트 질량유속이 최대인 경우에는 수면근처에서 2차유동이 발

생하기도 하였다.

증기응축 제트유동의 큰 특징을 가지는 부분은 바로 노즐 출구 근처의 유동

이다. 이 근처에서의 유동 및 정확한 온도분포를 측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

류로 나아감에 따라 self-similarity특성이 단상유동과 유사하지만 초기 노즐 근처의

실험적 데이터는 CFD 측면에서 정확한 경계조건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향후에는

증기 노즐 근처의 온도분포 및 내부의 유동을 보다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시스

템을 갖추어 속도장 및 온도장 분포를 측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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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s Test I.D. Mass flux
Kg/m2s

Steam Temp.
oC

Nozzle Pres.
kPa

Pool Temp.
oC

Turbulent 
Steam Jet

M300T30 300.28 137.64 205.67 30.09

M300T60 300.06 137.52 204.13 60.01

M450T30 450.89 151.92 356.66 30.10

M450T40 450.72 151.96 356.60 40.14

M450T50 450.05 151.96 357.32 50.14

M450T60 451.45 151.85 356.80 59.97

M650T30 648.39 166.98 574.56 30.33

M650T30 647.42 166.75 572.02 60.04

Pool Mixing

M300T45 300.81 135.95 204.12 45.10

M450T45 449.22 151.88 357.20 45.67

M650T45 650.77 165.12 571.86 44.96

표 4.3-1 증기제트 응축 및 수조 열혼합 실험조건

Test I.D. C z0 K S

M300T30 457.1 (446.3 ~ 467.8) -13.10 (-18.630 ~ -7.571) 86.0157 0.0898

M300T60 460.2 (454.9 ~ 465.5) -15.40 (-18.150 ~ -12.650) 84.4252 0.0906

M450T30 586.7 (578.2 ~ 595.3) -8.535 (-11.890 ~ -5.179) 79.3095 0.0935

M450T40 580.8 (573.9 ~ 587.7) -2.583 (-5.211 ~ 0.045) 82.8969 0.0914

M450T50 587.2 (583.1 ~ 591.4) -3.768 (-5.348 ~ -2.188) 81.8818 0.0920

M450T60 596.5 (587.0 ~ 606.0) -12.42 (-16.170 ~ -8.678) 72.3851 0.0979

M650T30 716.1 (706.6 ~ 725.6) -5.075 (-8.075 ~ -2.093) 78.8375 0.0938

M650T60 720.1 (711.0 ~ 729.2) -2.943 (-5.745 ~ -0.140) 74.9832 0.0961

표 4.3-2 실험조건에 따른 fitted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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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 JICO 실험장치 구성도

그림 4.3-2 증기제트 방출노즐의 형상 (unit :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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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urbulent jet experiment  (b) Pool mixing experiment

그림 4.3-3 증기제트와 수조열혼합 실험에 따른 노즐 위치 및 측정부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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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4 PIV 측정단면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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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5 실험에 따른 PIV 영상

그림 4.3-6 증기응축 제트의 순간 속도장 및 평균 속도장 (z/d=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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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7 M300T60과 M650T60 조건에서의 전체 평균 속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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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8 증기 노즐로부터 거리에 따른 중심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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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9 Self-similarity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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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0 Pool mixing 실험의 속도벡터 (300, 450, 650 kg/m
2s)

그림 4.3-11 Pool mixing streamline (300, 450, 650 kg/m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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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수조 내부 열혼합 현상의 CFD 해석

1. 연구개발 배경 및 목적

증기제트 방출시 응축수조 내부의 열혼합 현상에 대한 CFD 해석을 위해서

응축영역모델 (condensation region model)을 개발하여 응축수제트와 유입수조수의

속도와 온도를 구해서 CFD 코드의 경계조건으로 사용하는 실용적인 해석방법을 확

립하여 제시하였다 [4.4-1,4.4-2]. 고압의 증기제트가 대기압의 응축수조로 방출될

때는 choking이 발생하면서 불연속점 (discontinuity)이 발생하는데, 현재의 CFD

코드의 수치모델은 이 불연속점을 처리할 수 없어서 응축영역모델을 개발하게 되었

다 [4.4-3,4.4-4]. 산업체에서는 본 해석방법론을 사용하여 APR1400 IRWST 수조의

열혼합 분석을 수행하여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4.4-5].

그러나, 개발된 응축영역모델은 응축수제트의 속도와 온도를 면적 평균하여

균일한 한 개의 값으로만 처리하기 때문에, 실제 응축수제트의 중심부에서 반경방

향으로의 온도와 속도분포를 정확히 모사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4.4-1]. 또한, 이

런 단점때문에 현재의 해석방법은 증기제트의 질량유속 (mass flux)이 작고 수조수

의 온도가 저온 일때 나타나는 부력현상에 의한 열혼합 거동을 잘 모사하지 못한

다 [4.4-5,4.4-6]. 부력에 의한 열혼합 현상을 잘 모사하기 위해서는 응축수제트와

수조수와의 최대 온도차이를 CFD 해석에서 구현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응축

수제트 중심부에서 반경방향으로의 온도분포가 필요하다.

따라서, condensation region model의 출구에서 계산되는 응축수제트에 증기

제트 국소응축 실험결과 [4.4-2]로부터 개발된 응축수 난류제트의 속도 및 온도분포

예측 상관식 [4.4-7]을 적용하여, 수조내부 열혼합 현상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소응축 실험에서 측정한 증기제트 방출노즐에

서 가장 가까운 위치의 난류제트 유속과 온도분포 결과를 CFD 해석의 경계조건으

로 준 다음, CFD 해석의 결과가 나머지 실험결과를 잘 예측하는지를 먼저 검증할

필요가 있다. 만약, CFD 해석결과가 실험결과를 잘 예측한다면 응축영역모델에

응축수제트 반경방향의 속도와 온도분포 실험상관식을 적용하는 해석방법론이 타당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응축수 난류제트의 속도와 온도분포 예측 상관식 개발

증기제트가 응축되면서 유발되는 응축수 난류제트의 유속과 온도를 측정한

실험결과[4.4-2]와 난류제트 이론 해인 Tollmien's axially symmetric source

[4.4-8]를 활용하여 응축수 난류제트의 속도와 온도 분포를 예측할 수 있는 실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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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식을 개발하였다 [4,4-7]. 먼저, 응축수 난류제트 중심선에서의 속도(Um)는 식

(4.4-1)와 같이 증기제트의 속도 (Uo), 증기제트 방출노즐의 직경 (d), 제트의 특성

길이 (yc), 증기제트의 밀도() 및 수조수의 밀도()의 함수로 표현된다. 제트의 특

성길이 (yc)는 그림 4.4-1과 같이 중심선에서 반경방향으로 중심선 속도 (Um)의

50%가 되는 지점까지의 거리로 정의된다[4.4-9]. 응축수 난류제트의 중심속도 예측

상관식은 실험결과와 비교하면 약 ±10% 정도의 오차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4-2).

0.95 o v
m

c l

dU
U

y
r
r

=
(4.4-1)

yc = 0.11 (x-L) + 0.3d (4.4-2)

( ) [ ]0.36( ) 1.8cymT x L
e x L d

T
-

¥

-
= - +

(4.4-3)

응축수 난류제트의 특성길이 (yc)는 식 (4.4-2)와 같이 증기제트 방출구로부터

응축수 난류제트의 중심부 위치까지의 거리(x)에서 증기침투거리(L)를 제외한 길이

(x-L)와 증기제트 방출직경(d)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응축수 난류제트는 증기제

트가 완전히 응축된 후부터 시작하고, 증기침투거리는 증기제트와 수조수의 열역학

적 조건에 따라서 변경되기 때문에 웅축수 난류제트의 전파거리를 나타내는 새로운

변수인 "x-L"을 도입하였다. 난류제트의 특성길이(yc)의 예측 상관식을 실험결과와

비교하면 그림 4.4-3과 같이 약 ±10%의 정도의 오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축수 난류제트의 중심 온도분포 예측 상관식은 식 (4.4-3)과 같이 응축수 난류제

트의 전파거리 (x-L)와 제트의 특성길이 (yc)의 함수로 표현할수 있으며, 실험결과

와 비교하면 ±20%의 오차가 발생한다 (그림 4.4-4).

응축수 난류제트의 중심부에서 반경방향으로의 속도와 온도분포의 예측은 난

류제트 중심부에서 예측된 속도 (Um)와 온도 (Tm)를 바탕으로 Tollmien's theory의

난류확산 계수를 조절하면 예측할 수 있다. Tollmien's theory는 난류제트가 그림

4.4-5 (a)와 같이 point source에서 시작해서 축방향(x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유동의

일부가 전단응력(shear stress)에 의해서 반경방향 (y 방향)으로 확산된다고 가정한

다음, 상사법칙 (similarity method) (표 4.4-1)에 의해서 운동량과 열전달 방정식을

푼 것이다 [4.4-8]. 운동량 방정식을 풀때 나타나는 "a"는 Prandtl의 mixing length

인 “l" [4.4-11]과 유사한 개념으로, 유체입자가 축방향으로 진행하면서 반경방향으

로 확산되는 정도를 나타낸다. 열전달 방정식의 해는 표 4.4-1과 같이 운동량 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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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해의 제곱근에 비례하게 되며,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4.4-5 (b)와 같다.

Tollmien's theory를 증기제트 국소응축 실험결과 [4.4-2]의 응축수 난류제트

반경방향 속도분포에 적용해서 적절한 확산계수 "a"를 찾아보면 그림 4.4-6 (a)와

같이 0.082 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값은 단상유동일 때 사용되는 0.066, 0.070,

0.076 [4.4-8]보다 큰 것으로, 증기제트가 응축되면서 유입되는 많은 양의 수조수에

의해서 제트의 폭이 단상유동일 때 보다 커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속도분포 비교

에서 결정된 "a=0.082"를 Tollmien's theory의 온도분포에 적용하면, 그림 4.4-6 (b)

와 같이 방출노즐로부터 8cm에서는 실험결과와 잘 일치하지만 그 외의 위치에서는

잘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약 165℃의 증기제트가 직경 1.8m의 상온

수조수로 방출될 때 응축수 난류제트의 속도와 온도의 측정을 8cm부터 시작해서

20cm까지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동안 수조수의 평균온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기 때

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4.4-7].

3. CFD 해석의 격자모델, 경계조건 및 민감도 계산조건

CFD 해석을 위해서 국소응축 실험장치에서 증기제트를 방출하는 single-hole

sparger와 응축수조를 2차원 축대칭의 정렬격자 (structure mesh)로 모사하는 격자

모델을 ICEM-CFD [4.4-12]로 그림 4.4-7과 같이 생성하였다. 증기제트가 응축되는

부분은 응축영역모델로 모사하기 때문에 격자모델에서는 제외하였다. 또한 응축수

난류제트의 속도와 온도분포 실험상관식을 condensation region model에 적용하고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CFD 해석을 실험결과가 있는 single-hole

sparger로부터 8cm 떨어진 영역부터 수행하였기 때문에 응축영역모델의 출구부터

8cm 까지의 공간도 본 격자모델에서 제외되었다.

2차원 축대칭 격자를 사용한 이유는 수조 내 열혼합 현상이 증기제트가 방출

되는 single-hole 중심을 기준으로 대칭유동이고, CFD 과도해석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함이다. CFD 해석의 입구경계조건은 single-hole sparger로부터 8cm 떨어

진 지점에서 상하면으로 4cm에 걸쳐서 실험상관식을 활용한 속도와 분포 (그림

4.4-8)를 주었다. 응축영역모델의 상부와 하부 면에 지정해야 하는 유입수조수의 유

량과 온도는 증기제트 유량과 온도, 수조수 온도 등을 바탕으로 질량, 운동량, 에너

지 보존법칙을 적용하여 결정하였다 [4.4-1]. 출국경계조건은 Neumann 조건을 사용

하여 응축수조의 최상부에 대기 압력을 지정하고 공기만 유출되도록 하였다. CFD

해석에서는 출구경계조건에 완전발달 유동조건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보정하기

위해 공기영역을 실험장치보다 상부로 0.5m 더 확장시켜서 총 길이를 2m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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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3].

본 CFD 해석은 single-hole sparger로부터 8～20cm 떨어진 영역에서 응축수

난류제트의 속도와 온도분포를 계산하는데, CFD 해석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를 찾기 위해서 격자분포, 대류항 차분방법, 난류모델, 입구조건의 난

류강도 및 유입수조수 효과의 영향에 대한 민감도 계산(표 4.4-2)을 수행하였다.

CFD 민감도 해석결과와 국소응축 실험결과의 비교를 통해서 최적 CFD 해석방법

을 제시하고자 한다.

4. CFD 해석전략 및 수치모델

본 CFD 해석은 국소응축 실험결과를 전체적으로 모사하기 위해서는 과도상

태로 수행해야 하지만, 속도와 온도분포가 측정된 8～20cm에서의 실험결과는 준 과

도상태 (quasi-steady state)에 해당하여 증기방출 시간에 덜 의존한다

[4.4-2,4.4-7]. 그래서 CFD 해석을 10초 동안을 계산한 다음, 8～20cm에서의 해석결

과가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변화는 지를 확인한 다음, 그 변화를 무시할 수 있다

면 10초 때의 결과를 활용해도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CFD 과도해석에서는 시간

간격은 0.001초로 하였고, 각 계산시간마다 약 10번 정도 iteration을 수행해서 각

변수의 residual이 10-4 이하가 되도록 하였다.

본 CFD 해석을 위해서 수조 내 응축 열혼합 현상을 비압축성 유동, 공기와

물의 자유표면이 존재하는 2상 유동 및 부력효과가 있는 난류 유동장으로 가정하였

다. 이와 같은 유동장을 couple solver를 사용하는 CFX-11 [4.4-13]에 내장되어 있

는 연속방정식 (식 (4.4-4)), Navier-Stokes 운동량 방정식 (식 (4.4-5))과 에너지 방

정식 (식 (4.4-6))을 사용하였다. 난류 유동장을 모사하기 위해서는 standard k-ε 

(식 (4.4-7)～(4.4-9))과 유동박리 현상을 잘 예측하는 shear stress transport 모델

(식 (4.4-10)～(4.4-12))을 적용하였다 [4.4-13].

고온과 저온 유체로 인한 부력효과를 모사하기 위해서 full buoyancy model

(식 (4.4-5)의 body force term)을 사용하였고, 공기와 수조수의 자유표면 거동을 모

사하기 위해서는 homogeneous multiphase 모델을 사용하였다[4.4-13].이 모델에서

는 공기와 수조수 사이의 열전달 및 운동량 전달은 고려하지 않고 공기와 수조수의

체적비율만 체적방정식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4.4-13]. 체적방정식을 풀기위해서 필

요한, 공기와 수조수의 초기 체적비율의 값은 user routine 을 사용해서 국소응축

실험의 초기 값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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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FD 해석결과 분석

본 CFD 해석은 10초 동안 과도상태로 수행되었고, 준 정상상태의 국부적인

실험결과와의 비교를 위해서 CFD 해석결과의 시간 의존성에 대해서 먼저 조사해야

한다. CFD 해석결과 (그림 4.4-9)의 7～10초에서 응축수조 내의 전체적인 속도와

온도분포, single-hole sparger로부터 12cm와 16cm 떨어진 지점에서 반경방향으로

의 속도와 온도분포 및 난류제트의 중심을 따른 속도분포를 비교하면, 국부적인

CFD 해석결과는 시간 의존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방출되는 증기

제트의 엔탈피가 상온의 응축수조수의 총 엔탈피에 비하면 작고, 응축수 난류제트

가 수조 벽면에 충돌 전이라서 유동형태가 단순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

서 10초에서의 CFD 해석결과를 활용하여 준 정상상태의 실험결과와 비교해도 타당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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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 해석의 민감도 계산결과 (그림 4.4-10 (a))에 의하면 Case-1～Case-5의

격자분포, 대류항 차분방법, 유입수조수 영향 및 난류모델에 따른 반경방향의 속도

분포 차이는 약 5%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응축수 난류제트가 수조 벽에

충돌 전이라서 유동방향이 급격히 바뀌지 않았기 때문인 격자분포와 수치모델 등에

덜 민감한 것으로 판단된다 [4.4-1]. 그러나, Case-1～Case-5의 CFD 해석 속도분포

결과는 실험결과와 비교하면 약 30～40%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것은 응축수 난류제

트의 난류강도가 10% 일때는 난류제트 위, 아래 쪽에 발생되는 선회유동 (그림

4.4-11 (a), "A")이 반경방향으로의 운동량 확산을 방해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

다. 그런데 응축수 난류제트 입구조건의 난류강도를 40%로 증가시킨 경우

(Case-6)에는 실험결과와 유사하게 속도분포를 예측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응축수 난류제트의 난류강도가 반경방향으로의 운동량 확산에 영향을

미치면서 전체적인 속도분포가 결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증기제트 응축유발

응축수 난류제트의 난류강도가 30～40% 정도 된다는 것은 실험적으로도 관찰되었

다 [4.4-14]. 그러나 Case-6의 속도분포 해석결과를 Tollmien's theory와 비교해보

면 제트 중심부에서 반경방향으로 1.5cm 이후에는 약 30～40% 정도 차이가 발생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CFD 해석결과가 Tollmien's theory에 비해서 반경반향

으로의 운동량 확산의 양이 작거나 빨리 감쇄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

서, 이에 대한 상세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CFD 해석의 온도분포 결과 (그림 4.4-10 (b))도 속도분포 결과와 유사하게,

난류강도 40%의 Case-6의 결과가 실험결과를 가장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반경방향으로의 열 확산도 난류강도의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한

다. 또한 CFD 코드는 에너지 방정식에서 난류유동 효과를 계산할 때 Reynolds

Analogy 개념을 사용한다. 식 (4.4-6)과 같이 난류방정식에서 계산된 난류점도

(eddy viscosity) 값에 비례해서 난류유동의 열 확산을 고려하기 때문에 속도분포

경향과 유사한 경향의 온도분포 결과가 생산되게 된다 [4.4-13]. CFD 해석의 응축

수 난류제트 중심부의 속도와 온도분포 결과는 그림 4.4-10 (c)와 같이 난류강도

40%의 Case-6의 실험결과가 가장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Case-6과

실험결과는 난류제트 운동량이 반경방향으로 잘 전달되면서 축방향으로의 운동량이

급속히 감쇄하는 반면, Case-1～Case-5의 해석결과는 반경방향으로 운동량 전달이

작기 때문에 축방향의 운동량은 빨리 감소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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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기존에 개발된 증기제트 방출시 응축수조 내 열혼합 현상에 대한 CFD 해석

방법론을 개선하기 위해서 응축수 난류제트 속도와 온도분포 예측 상관식을 응축영

역모델에 의해 구해지는 응축수 난류제트에 적용하여 CFD 해석을 수행한 다음, 실

험결과와의 비교를 통해서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CFD 해석을 수행할 때 격자

분포, 난류모델 및 입구조건 난류강도에 대한 민감도 계산을 수행하여 최적해석방

법론을 찾고자 하였다. 응축수 난류제트의 속도와 온도분포 예측 상관식은 국소응

축 실험결과와 난류제트 이론 해인 Tollmien's theory를 활용하여 개발하였다.

개선된 응축영역모델을 사용하여 CFD 해석을 수행한 결과에 의하면, 응축수

난류제트에 반경방향으로의 속도와 온도분포를 적용할 때는 약 30～40%의 난류강

도를 반드시 고려해야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난류강도를 고려하지 않으면 난

류제트 경계면 (boundary layer) 근처에서는 수조수 유입유동 (entrainment flow)에

의한 운동량이 난류제트 반경방향으로의 운동량 확산보다 커서 난류제트 폭이 수축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따라서 응축영역모델의 출구에서 계산되는 응축수 난류제트

에 속도와 온도분포 및 난류강도 영향을 고려하면, 기존 CFD 해석방법론으로 잘

예측하지 못했던 부력효과가 주도적인 열혼합 현상도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

다. 그러나 개선된 CFD 해석방법론을 APR1400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저 유량 증기

제트와 저온 수조수 실험조건에 대해서 검증해석을 수행해야만 할 것으로 판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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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 Dimension 

in Region A

Total 

Number

of Cells

Convection Term

 Discretization

Turbulent

 Model

Entrainment Model 

[4.4-1]

 

Case-1
△x=△y=2.5mm/cell 59,392 High Resolution SST No (Intensity 10%)

 

Case-2
△x=△y=5.0mm/cell 29,216 High Resolution SST No (Intensity 10%)

 

Case-3
△x=△y=2.5mm/cell 59,392 Upwind SST No (Intensity 10%)

 

Case-4
△x=△y=2.5mm/cell 59,392 High Resolution k-ε No (Intensity 10%)

 

Case-5
△x=△y=2.5mm/cell 59,392 High Resolution SST

Yes (Intensity 

10%)

 

Case-6
△x=△y=2.5mm/cell 59,392 High Resolution SST

Yes (Intensity 

40%)

-Standard wall function was used for all Cases

-Except region A, other region is △x=△y=10.0mm/cell or △x=10.0, △y=2.5(5.0)mm/cell

표 4.4-2 CFD 해석의 민감도 계산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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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1 Similarity Method for the Tollmien's Theory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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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0cm

x=20cm
x=15cm

x=25cm

Um

Um /2

yc

Xpole
dyc/dx

y

x

그림 4.4-1 증기제트 유발 응축수 난류제트 가시화 그림 [4.4-10]

0.5 1.0 1.5 2.0 2.5

10

15

20

25

U m
 [m

/s
]

yc [cm]

 Pre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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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2 실험상관식에 의해 예측된 응축수 난류제트 중심부 속도

그림 4.4-3 실험상관식에 의해 예측된 응축수 난류제트 특성길이 (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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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4 실험상관식에 의해 예측된 응축수 난류제트 중심부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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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5 Tollmmoen's Theory에 의한 난류제트 이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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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6 난류제트의 반경방향 속도와 온도분포 실험결과에 Tollmmoen's

Theory를 적용한 결과(x는 증기제트 방출노즐로 부터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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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8 CFD 해석 입구경계조건에 적용된 속도와 온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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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9 Case-1의 7～10초에서의 속도와 온도분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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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2cm, 16cm에서 반경방향으로의 속도분포 비교

(b) 12cm, 16cm에서 반경방향으로의 온도분포 비교

(c) 응축수 난류제트 중심부에서 속도와 온도분포

그림 4.4-10 CFD 해석결과, 실험결과 및 난류제트 이론 해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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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1의 속도벡터 분포 (난류강도 10%)

(b) Case-6의 속도벡터 분포 (난류강도 40%)

그림 4.4-11 응축수 난류제트와 수조수 속도벡터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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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증기제트 국소응축, 응축수 난류제트 및 수조 내부 열혼합 현상에 대해서 기

존 연구보다 상세히 이해하고, 증기제트 및 응축수 난류제트의 열수력특성을 예측

할 수 있는 모델을 개선 및 개발하기 위해서 GIRLS 실험, JICO 실험 및 CFD 해석

을 수행하였다.

GIRLS 실험은 국부적으로 정밀한 계측과 수조 벽면영향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동식 Pitot Tube/TC와 수직상방 증기제트 방출 실험을 수행하여 기존 실험연구

보다 더 다양조건에서 신뢰성있는 실험데이터를 확보하였다. 본 실험에서 측정한

증기제트의 팽창비는 직경 10mm 방출노즐의 1.13～2.48배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팽창비를 활용하면 열전달계수 평가시 필요한 증기제트 경계면적을 효과적으로 계

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응축수 난류제트의 특성인 제트의 폭 각도 계수는

증기제트 응축시 유입되는 유입수조수의 영향으로 단상 난류제트 값인 0.097보다

큰 0.10～0.153로 측정되었다. 이 계수 값을 단상 난류제트 이론에 잘 접목하면 응

축수 난류제트의 속도와 온도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JICO 실험은 GIRLS 실험의 단점인 계측기에 의한 유동저항을 배제하기 위

해서 비접촉식, 비침투식으로 계측하기 위해서 PIV 기법을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속

도장을 측정하였다. 증기제트 응축현상 유동은 단상 제트유동과는 달리 출구 근처

에서의 강한 증기제트 유동과 상변화로 인해 가상출발점이 항상 마이너스 값을 가

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수조 열혼합에 의해 내부에 강한 순환유동이 생성되

고 있으며, 증기제트 질량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순환유동의 중심이 상부 및 벽면으

로 이동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수조 내부 열혼합 현상의 CFD 해석은 GIRLS의 증기제트 수평방출 및 수조

열혼합 실험데이터를 활용하여 응축수 난류제트의 유속과 온도를 예측할 수 있는

실험상관식을 개발하였고, 이 상관식을 CFD 해석의 입구경계조건으로 활용하여 기

존에 제시했던 CFD 해석방법론을 개선하였다. 또한 CFD 해석결과의 불확실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격자분포, 난류모델 및 입구조건 난류강도에 대한 민감도 계산을

수행하여, 증기제트 응축시 발생되는 난류제트의 난류강도가 수조 열혼합 CFD 해

석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APR1400 IRWST 열혼합

현상에 대한 CFD 해석을 수행할 때는 응축수 난류제트의 난류강도를 고려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수조 다차원 응축열혼합 현상에 대한 향후 연구방향으로는 이때까지 GIRLS

에서 수행된 실험결과들을 총 정리하여 database 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개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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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상관식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험 수행시 증

기제트 응축으로 인해서 수조수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이 전체 실험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 지에 대해서도 정량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접촉식

방법으로 수행된 JICO 실험에서는 속도장처럼 온도장도 비접촉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강구할 필요가 있고, 증기제트 방출노즐 주변의 유동장에 대해

서 좀 더 정밀한 측정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CFD 해석에서는 개선된 응축영역모

델을 활용해서 환형수조 응축열혼합 실험결과에 우선 적용하여 해석을 수행한 후에

장단점을 파악한 다음, 실제 APR1400 IRWST 열혼합 현상에 대해서도 해석을 수

행하여 국부온도 요건에 대한 안정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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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열전달 특이현상 규명 및 증진기술 개발

제 1 절 개 요

본 과제 수행 전 단계에서는 약 10년간 원자력중장기사업을 통해 노심 및 핵

연료의 사고시 안전성과 관련한 임계열유속(CHF) 실험, 재관수 실험, 수력실험 등

의 수행을 통하여 실험기술과 실험 자료의 품질 면에서 선진국과 거의 대등한 수준

에 도달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봉다발을 이용한 저유속 조건에서의 고온고압

임계열유속(CHF), Post-CHF 열전달, 재관수 실험, 부수로 난류특성 측정 등은 이

미 국제적으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련 분야에서의 국제적인 관심 및

협력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 원전 선진국에서 구축하고 있는 실험 DB를 도입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원전 선진국은 원천 기술의 보호를 위

해 실험 DB의 유출을 회피하고 있다. 열전달 증진방안에 대한 연구는 최첨단 연구

로서, 핵심적인 연구 결과는 미공개 되거나 관련 특허가 선점됨으로서 우리나라와

같이 후속 연구를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관련 기술을 활용하기 곤란하거나 관련 지

적재산권 사용에 대한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신개념 원전의 노심 설계 및 성능을 예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국내외 실험 DB를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기존 해석 모델을 평가하

여 각 모델별 신뢰성 있는 적용 영역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실험 DB

조건 중에서 기존 해석모델의 예측성에 문제가 있는 실험 조건에 대해서는 부분적

인 실험을 수행하여, 이러한 조건에서의 실험 DB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출력증강,

고연소도 핵연료 개발 등과 관련하여 열전달 증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원전 선진국의 원전 설계회사와 핵연료 관련 회사들은 대학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는 열전달 증진 연구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대학에서 수행되고 있는 기존 연

구들은 주로 저압저온 조건에서의 기초연구(Feasibility Study)이며, 이러한 기초연

구들의 결과가 좋을 경우 관련 분야에서 기술 선점을 위해 고온고압 조건의 원전

조건에 대한 본격적인 적용성 연구를 수행할 태세이다. 현재 수행되고 있는 나노유

체 열전달 증진 방안 연구와 아울러 일본의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는

자성유체(Magnetic Fluid), 마이크로 혹은 나노 기포(Micro- or Nano Bubble), 복

합 유체(나노 유체와 자성유체 혼합과 같은 다양한 복합 유체)에 대한 연구가 몇

년 내에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수행될 예정이다. 국내에서도 나노유체, 코팅 등과 같

은 연구가 최근에 착수되어 가시적인 연구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음. 하지만 국내에

서도 저압저온 조건에서 기초적인 연구들이 주로 수행되고 있다. 국내 대학을 중심

으로 열전달 증진 방안에 대한 다양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고, 이와 병행하여 고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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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 조건 등 적용성 측면에 대한 연구가 관련 회사 및 연구소를 중심으로 수행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기초 연구와 응용 연구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거

둠으로서 세계적으로 열전달 증진에 대한 연구를 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국제적인 연구 현황과 필요성에 따라 열수력 안전특성 규명과 향상을

위한 실험 DB를 구축하고 모델을 평가하기 위한 목표를 바탕으로 CHF/PDO 실험

DB 구축을 통한 예측모델의 평가 및 개선과 열전달 증진기술 개발 실험을 주요 연

구 내용을 선정하였다. 그림 5.1-1은 열전달 특이 현상 규명 및 증진기술 개발에

대한 주요 연계 사항을 보여준다.

노심 열전달 실험 DB 구축 및 평가는 원전 설계 코드 및 안전해석코드의 평

가, 검증에 필요한 실용적인 실험자료의 구축에 목표를 두고 있다. DB 구축에 있어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사업(~‘07. 2)을 통해 구축된 실험 DB들을 최대한 이용

하고, 국내의 다양한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실험 DB들을 통합하였다. 또한 공개

발표된 논문, 보고서 등을 통해 국내외 실험 DB를 구축하고, 일부 부족 조건에 대

해서는 비용 및 규모 측면에서 최소한의 실험을 수행하여 이를 보완하였다. 먼저

임계열유속(CHF: Critical Heat Flux)과 Post-CHF에 대한 실험 DB를 구축하고 일

부 DB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은 크게 물과 프레온 유체를

사용하였으며, 프레온을 이용한 실험에서는 임계압 근처에서의 열전달 특이 현상을

평가하기 위하여 임계압 근처 CHF 실험, 정상상태 임계압 열전달 실험, 아임계압-

임계압 사이의 압력 천이시 열전달 특성 실험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 모

델을 평가하고 고유 모델을 제시하였다. 구축된 실험DB 및 평가결과는 원전 설계

회사와 핵연료 회사의 설계 Backup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열전달 증진방안과 관련하여 기존에 수행된 선행연구 결과를 충분히 분석하

고, 최적 방안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열전달 증진 방안에 대한 연구는 원전의 노심,

증기발생기 세관, 열교환기 등의 열전달 증진, 화력 및 핵융합 분야의 고효율 열교

환기 제작 등에의 적용성을 염두에 두고 수행하였다. 열전달 증진 연구의 목적은

기능성 나노 유체에 대한 열유체 특성 파악을 통하여 열전달 표면 개질에 대한 열

전달 증진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원자력 분야에 적용 가능한 고유 열전달 증

진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기존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기능성 나노

유체의 열전달 제어기술을 개발하고, 표면 개질 모델을 선정하여 수조 비등 조건에

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원자력 분야에 적용성을 염두에 두고 재관수 조건에서

나노 유체에 의한 재관수 열전달 증진 실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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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 안전특성
핵심 원천기술

확보

CHF/PDO 실험 DB 구축:
• DB 구축/보완 요건의 분석:

- DB 보완영역 도출
• 기존 DB 확보
• 신규 DB 확보: 저유속 조건
• 열전달 DB 구축
è 노심 안전특성 규명

개량핵연료 및 신형원전용 핵심 요소기술 확보:
안전여유도 확장 및 신개념 열교환기 개발 확보

열전달 증진효과 실험:
• 열전달 증진 인자의 분석
• 열전달 증진 실험: 영역별
• 증진효과의 정량적 분석
è 원자력 적용방안 도출

노심 안전특성
규명 및

향상기술 개발

열전달 특성 규명 및 향상기술 개발: 주요 연계사항

가동원전의
안전여유도
추가 확보

가동원전의
안전여유도
추가 확보

공정용
열교환기개량
/개발 핵심기

술 확보

공정용
열교환기개량
/개발 핵심기

술 확보

국제협력: 
증진방안 및 예측모델 평가

(MIT, TITech)

국제협력: 
증진방안 및 예측모델 평가

(MIT, TITech)

그림 5.1-1 열전달 특이 현상 규명 및 증진기술 개발에 대한 주요 연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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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임계열유속 DB 구축 및 개선

임계열유속 실험 DB 구축은 국내외 기존 실험 DB를 구축하고, 실험 데이터

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보완 실험을 수행하여 실험 DB를 보완하고, 기존

예측 모델을 종합적으로 평가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구축된 실험

DB 및 평가 결과는 신규 노심 평가 등에 직접 활용되고 제시된 최적 모델이 설계

코드와 안전해석 코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의 경우 체계적인 종합적 실험 DB를 구축하여 설계 및 해석 모델의 개

발에 널리 활용하고 있다. 최근 AECL에서는 2006년 임계열유속 표를 발표하였지만

[5.2-1], 아직도 임계열유속 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된 저유속 고압 조건에서 사

용된 실험 자료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내에서는 여러 기관에서

다수의 실험이 수행되었지만 체계적인 실험 DB 구축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다.

봉다발에 대한 임계열유속 DB 구축은 미국 컬럼비아 대학에서 수행된 다양

한 봉다발 실험과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수행한 3x3 봉다발, 3 Pin 임계열유속 실

험에 대하여 11,650개의 임계열유속 DB를 구축하였다[5.2-2 ~ 5.2-5]. 표 5.2-1은 구

축된 봉다발 실험 DB의 실험 조건을 보여준다.

그림 5.2-1은 구축된 EPRI 봉다발 실험대의 형상을 보여주며, 표 5.2-2와

5.2-3에 구축된 DB의 현황이 나타나 있다. 표에 나타난 것처럼 235개의 실험대에

대해 총 10,955개의 임계열유속 실험 데이터를 확보하여 실험 DB를 구축하였다. 실

험은 모두 상향 강제 유동 조건에서 물을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표 5.2-3은 실험대

항목별로 구축된 DB를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임계열유속 실험에서는 대부분 일반

적인 지지격자가 사용되었으며, Wire-wrap 지지격자가 사용된 실험에서 생산된 임

계열유속 데이터 수는 113개이다.

프레온을 이용한 봉다발 임계열유속 실험 DB가 표 5.2-4에 나타나 있다

[5.2-6]. 프레온 실험 DB는 초임계압 근처 임계열유속과 초임계압 조건의 천이 열

전달 실험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 실험대는 5x5 봉다발 조건에서 비가열봉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된다. 실험에는 Bare, hybrid, split type의 세 종류의 지지

격자가 사용되었다.

그림 5.2-2는 MARS 코드를 이용하여 3x3 KAERI 봉다발 실험에 대한 해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MARS 코드는 3x3 봉다발 실험 데이터를 평균오차 4.4%,

RMS 오차 12.0%로 비교적 잘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MARS 코드는 약 6 MPa 이

하의 압력 조건에서 임계열유속을 과도하게 예측하고 있으며, 이는 저압 저유속에

서 예측도가 떨어지는 1986 임계열유속 표[5.2-7]를 이용하여 열전달 양식을 판단하

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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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온 봉다발 임계열유속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존 임계열유속 상관식의 예

측 신뢰도를 평가하였다[5.2-8]. 먼저 프레온 임계열유속 데이터를 물에 대한 임계

열유속 데이터로 변환하기 위하여 유체간 모델링(Fluid-to-fluid modeling) 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프레온 임계열유속 실험결과와 유체간 모델링의 타당성을 평

가하기 위해 EPRI의 물에 대한 봉다발 실험 DB로부터 기하학적 상사성이 프레온

봉다발과 유사하고, 실험으로부터 물로 환산된 조건과 유사한 실험데이터들을 선택

하여 비교하였다. 그림 5.2-3에는 Katto[5.2-9]와 Ahmad[5.2-10]의 모델링 변수를

각각 적용한 경우 프레온 실험결과에 대한 EPRI 봉다발의 비등수에 대한 비

(BoPres/BoCU-Data)를 표시하였다. 프레온 실험결과로부터 Katto와 Ahmad의 모

델링 변수를 적용하여 얻은 물환산 실험결과는 EPRI 봉다발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으며, 낮은 유량조건 실험에 해당하는 질량유속 변수인  < 100 과

 < 6을 제외한 경우 RMS Error는 Katto와 Ahmad의 모델링변수 각각에 대

해 7.0%와 5.1%로 평가되었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표 5.2-5에 정리하였다.

프레온 임계열유속의 유체간 모델링에 의한 물 환산 결과와 기존의 봉다발

임계열유속 상관식을 비교하였다. 이를 위한 임계열유속 예측 상관식은 1995 CHF

Look-up Table[5.2-11]을 사용한 봉다발 적용방법[5.2-12], Bowring 상관식[5.2-13]

그리고 EPRI 상관식[5.2-2]을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상관식들과 실험결과에 대한 비

교는 그림 5.2-4에 나타내었으며, 이들 상관식들이 저유량의 고건도 영역에 대한 적

용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가는 제외하였다. Look-up Table방법에

대한 평균과 RMS Error는 각각 2.0%와 10.4%로서 모델링에 의한 실험결과와 예측

결과는 잘 일치하고 있다. Bowring 상관식과의 비교에서는 평균과 RMS Error에

대해 각각 -16.6%와 22.7%를 보이며, 측정된 CHF는 예측 값에 비해 낮게 평가되

었으며, 반면에 EPRI 상관식에 대해서는 각각 3.5%와 14.4%로 잘 예측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2-6과 5.2-7은 물을 이용한 원형관과 환상관에 대한 임계열유속 DB의

실험 조건을 보여준다. 원형관 임계열유속 DB에는 수직 길이 3 m, 직경 17.2 mm

에 대해 저유속 조건 및 광범위한 압력 조건에서 새롭게 수행한 실험 데이터가 포

함되어 있다. 원형관 임계열유속 실험 DB는 12개의 기관으로부터 보고된 논문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구축되었다. 환상관에서의 임계열유속 실험 DB는 3개 기관으로

부터의 얻어진 실험 자료를 이용하여 구축하였다[5.2-14~5.2-18]. 그림 5.2-5와

5.2-6은 2006 임계열유속 표를 이용한 구축된 원형관 임계열유속 실험 DB를 평가

한 결과를 보여준다. 임계열유속 실험 데이터의 예측은 2006 임계열유속 표의 적용

범위내의 실험 데이터만을 예측하였다. 또한 직경과 길이에 대한 보정계수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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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임계열유속 표는 국부조건을 바로 이용하는 직접 대입 방식(DSM: Direct

Substitution Method)와 열평형 조건을 이용하는 HBM(Heat Balance Method)를 사

용하였다. 주로 안전해석 코드에서 사용하는 DSM 방식의 예측 오차는 평균 3.2%,

표준 편차 38.5%로 나타났으며, HBM 방식의 예측 오차는 평균 0.0%, RMS 표준

편차 10.4%로 나타났다. DSM 방식은 건도가 높은 경우 Upstream effect가 존재하

기 때문에 예측 오차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임계열유속에 대한 실험 DB 구축과 기존 모델에 대한 평가 결과 2006년 임

계열유속 표는 가장 넓은 범위에서 신뢰성 있는 예측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따

라서 안전해석코드 등에는 넓은 사고 조건에서 신뢰성 있는 임계열유속 예측이 요

구되므로 2006년 임계열유속 표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현재 개발

중인 SPACE 코드에는 2006년 임계열유속 표가 임계열유속 예측의 기본 모델로 선

정되었다. 한정된 조건에서 매우 정확한 임계열유속 상관식이 요구되는 노심 설계

코드 등에서는 좀 더 정확한 상관식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개선 사항으로는 2006년 임계열유속 표의 높은 건도에서 Upstream effect를 보정하

는 보정계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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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PRI KAERI KAERI

시험대 형태 3x3 ~ 6x6 등 3x3 3 rods

압력 (MPa) 1.3 ~ 17.1 0.5 ~ 15.1 6 ~ 15.5

질량유속 (kg/m2s) 0 ~ 6046 0 ~ 654 199 ~ 1210

입구 과냉도 (kJ/kg) 0 ~ 1498 45 ~ 723 105 ~ 374

임계 건도 (-) -0.71 ~ 1.54 0.25 ~ 1.29 0.07 ~ 0.46

평균 임계열유속 (kW/m2) 91 ~ 3927 41 ~ 962 673 ~ 2869

데이터 수 (-) 10,955 515 180

총 데이터 수 (-) 11,650

표 5.2-1 봉다발 실험대 DB 구축 현황

Sponsor 실험대 No. 실험대 수 CHF 데이터 수

Combustion Engineering Inc. 1-71 75 4626

Westinghouse Electric Co. 101-170 73 2482

Exxon Nuclear Co. 201-207 8 526

General Electric Co. 301-318 21 871

Babcock & Wilcox Co. 401-411 9 744

United Nuclear Corp. 501-517 17 517

AECL 601-613 13 400

Idaho National Laboratories 701-708 10 644

UK Atomic Energy Authority 801-810 9 145

총계 235 10,955

표 5.2-2 EPRI 봉다발 실험대 DB 구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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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CHF 데이터 수

Axial power shape Uniform
No-uniform

8,274
2,681

Bundle type

3x3
4x4
5x5
6x6

Hexagonal
기타

176
2,668
6,940
193
20

958

Barrel type

Square
Circular
Crossed

Hexagonal

9,977
545
413
20

Lattic Type

Square
Mixed

Circular
Crossed

Hexagonal

5,833
4,144
545
413
20

표 5.2-3 EPRI 봉다발 실험대 형상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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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봉

배치형태

혼합날개

형상

운전압력

임계열유속 실험

초임계압 근처

임계열유속 실험

초임계압 압력

천이 열전달 실험

실험 조건

압력: 1500 ~ 3000 kPa 압력: 3200 ~ 4000 kPa 압력: 3800 ~ 4200 kPa

유량: 50 ~ 3000 kg/m2s 유량: 150 ~ 3000 kg/m2s 유량: 150 ~ 1000 kg/m2s

과냉도: 10 ~ 70 kJ/kg 과냉도: 40 ~ 70 kJ/kg 입구온도: 91 oC

All 
heated

Bare 218 개 220 개 50 개

Hybrid 184 개 84 개 14 개

Split 109 개 29 개 -

비가열봉 4개 Bare 194 개 80 개 62 개

비가열봉 5개 Hybrid 83 개 24 개 -

총 데이터 수 1351 개

표 5.2-4 프레온을 이용한 봉다발 임계열유속 실험 조건

Modeling parameter Mean error (%) RMS error (%)
Katto

  > 100 -2.8 7.0
  ≤ 100 6.6 11.8

Overall 3.0 8.9
Ahmad

 > 6 0.8 5.1
 ≤ 6 9.8 15.7

Overall 3.0 10.1

표 5.2-5 프레온 결과와 CU-Data의 평균 및 RMS 편차의 비교

Note: Error =
pred meas

meas

Value -Value
Value , Mean Error (%) = å

=

=

ni

i
iError

n 1

100

RMS Error (%) =
1001

1

2 ´å
=

=

ni

i
iError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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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실험 조건

직경 (mm) 0.33 ~ 37.5

가열 길이 (m) 0.002 ~ 6

압력 (MPa) 0.1 ~ 20

질량유속 (kg/m2s) 2.2 ~ 90000

입구 과냉도 (kJ/kg) 0 ~ 2711

임계 건도 (-) -0.516 ~ 2.52

임계열유속 (kW/m2) 22 ~ 227950

임계열유속 데이터 수 (-) 15,266

표 5.2-6 원형관 물 임계열유속 실험 조건

변수 실험 조건

출력분포 균일, 코사인

가열 길이 (m) 0.60 ~ 2.74

압력 (MPa) 0.5 ~ 15.1

질량유속 (kg/m2s) 50 ~ 967

입구 과냉도 (kJ/kg) 36 ~ 912

임계 건도 (-) -0.13 ~ 0.62

임계열유속 (kW/m2) 490 ~ 5990

임계열유속 데이터 수 (-) 560

표 5.2-7 환상관 물 임계열유속 실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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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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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 EPRI 임계열유속 실험대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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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 MARS 코드를 이용한 3x3 CHF 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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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3 유체간 모델링 변수에 따른 프레온 결과와 CU-Data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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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4 물 환산 실험결과와 예측결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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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5 2006 임계열유속 표를 이용한 원형관 임계열유속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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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6 2006 임계열유속 표의 원형관 예측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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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PDO 열전달 DB 구축 및 개선

Post-dryout 조건의 열전달 실험 DB는 원형관에 대해 18,302개, 봉다발에 대

해 8,101개를 구축하였다. 표 5.3-1은 구축된 Post-dryout 열전달 실험 DB의 조건

을 보여준다. 먼저 원형관 데이터 중 Becker et al.[5.3-1]의 약 7804개 데이터를 이

용하여 기존 상관식 및 모델의 Post-CHF 열전달 예측 능력을 평가하였다.

Saha[5.3-2]와 Sergeev[5.3-3] 모델은 Axial History Dependent Model(AHDM)로

Post-CHF 예측을 위해 초기 조건인 CHF 위치에서의 건도와 벽면온도에 대한 정

보가 필요하다. CHF 위치에서의 건도는 실험에서 측정된 CHF 발생 위치에서의 건

도를 사용하고, CHF 발생 전의 벽면온도는 Shah[5.3-4]의 포화 핵비등 상관식을

사용하여 벽면온도를 구하였다. Becker 원형관 실험 데이터에 대한 기존 상관식과

모델의 평가 결과가 아래 표 5.3-2와 그림 5.3-1에 나타나 있다. 그림 5.3-2는 2004

막비등 표[5.3-5]를 사용하여 Becker 원형관 실험 데이터를 예측한 결과를 보여준

다.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전반적으로 Post-dryout 열전달계수를 잘 예측하고 있지

만, 일부 조건에서는 실험 데이터 보다 작게 예측하고 있다. 그림 5.3-3은 2004 막

비등 표의 예측 오차를 실험 변수별로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으며, 2004 막비등 표

는 임계열유속 발생 위치 근처에서 실험 데이터를 작게 예측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임계열유속 발생 근처에서는 막비등이 완전 발달 하지 못하는 발달 영역이 존재하

고, 이 영역에서는 증기의 과열도가 작아 열전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액적 등이

존재함에 따라 열전달이 증진된다. 따라서 2004 막비등 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임

계열유속 발생 근처의 발달 영역에 대한 보정이 필요하다. Guo와 Leung[5.3-6]은

발달 영역 Post-dryout에 대한 보정 계수를 제시하였으며, 최근의 평가 결과에 따

르면 비교적 신뢰할 만 한 것으로 나타났다[5.3-7].

그림 5.3-6 ~ 5.3-8은 다른 모델들에 의한 Becker 실험 DB 열전달계수 예측

결과를 보여준다. Hein [5.3-8]혹은 Saha 모델은 예측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지만,

Sergeev 모델은 비교적 신뢰성 있게 열전달계수를 예측하고 있다. Saha 모델은

CHF 발생 근처에서는 벽면온도를 낮게 예측하고, CHF 발생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서는 벽면온도를 높게 예측하고 있다. Saha 모델은 낮은 압력에서 예측 정확도가

우수하다. Hein & Kohler 상관식은 낮은 압력과 CHF 발생 근처에서의 예측 오차

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 Sergeev 모델은 낮은 압력에서 벽면온도를 크게 예측하고

있지만, CHF 발생 근처에서는 Non-Steady 열전달을 고려하고 있어 CHF 발생 근

처에서 예측 오차가 크게 저하되지는 않는다.

결론적으로 원형관에 대한 Post-dryout 실험 DB 평가로부터 2004 막비등 표

가 가장 예측 정확도가 우수하고, 실험 상관식 중에서는 Sergeev 모델이 신뢰할 만



- 375 -

하다. 낮은 압력에서의 비평형 효과는 Saha 모델이 가장 잘 예측하고 있으며, 높은

압력에서는 비평형 효과가 작기 때문에 Hein & Kohler 상관식 혹은 Sergeev 상관

식이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KAERI 3x3 Post-CHF 데이터에 대한 상관식과 모델의 예측 결과가 표 5.1-3

에 나타나 있다[5.3-9]. 2004 막비등 표와 Sergeev 모델은 벽면온도를 비교적 신뢰

성 있게 예측하고 있다.

Sergeev 모델, Saha 모델 등은 비평형 효과가 큰 저압, 저유속 조건에서는 여

전히 벽면온도 예측도가 떨어지며, 압력과 유속이 커짐에 따라 벽면온도 예측도가

향상된다. 따라서 저유속, 저압 조건에서의 상관식 혹은 모델의 개선이 요구된다.

AHMD 모델은 Post-CHF 열전달 발생 위치에서 초기 조건인 건도와 벽면온

도가 필요하다. 본 예측에서는 실험에서 얻어진 CHF 발생 위치에서의 건도와 벽면

온도를 사용하였고, 해석 코드에서는 Look-Up Table 등을 사용하여 CHF 위치에서

의 벽면온도와 건도를 구하였다. 따라서 초기 조건에 대한 불확실도가 존재하며 이

는 Post-CHF 열전달 예측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CHF 발생 위치를 예측할 수

있는 상관식이 요구된다. Sergeev 모델에서는 CHF 발생 건도 상관식을 제시하고

있지만 신뢰성이 떨어져 벽면온도의 예측도가 크게 저하되고 있다. 특히 봉다발에

적용 가능한 CHF 발생 건도 상관식 혹은 모델의 개발이 요구된다.

기존 Post-dryout 실험 DB에 대한 평가 결과로부터 2004 막비등 표는 넓은

실험 조건에 대해 신뢰성 있는 열전달계수를 예측하고 있으며, 임계열유속 발생 근

처의 발달 영역에 대한 열전달 증진에 대한 적절한 보정 계수를 사용할 경우 안전

해석코드 등에 사용될 수 있다. 그림 5.3-9와 5.3-10은 MARS 코드의 Bromley 상

관식을 2004 막비등 표로 교체할 경우 예측 신뢰도가 크게 향상됨을 보여준다

[5.3-10].

현재 산업체 설계 코드로 개발되고 있는 SPACE 코드에 막비등 열전달계수

모델을 선정하기 위하여 위의 열전달 실험 DB가 사용되었다[5.3-7]. SPACE 코드에

적용을 염두에 두고 열전달계수 모델 평가 결과는 2004 막비등 표가 가장 열전달

계수를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3-11은 Becker 등의 실험 데이터에

대한 막비등 표, Bromley 상관식, 그리고 재관수 모델의 열전달계수 예측 결과를

보여준다. 따라서 SPACE 코드에는 2004 막비등 표가 기본 모델로 선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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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원형관 DB 봉다발 DB
실험대 형상 원형관 3x3, 8x8

Source
Evans et al. (1983)
Becker et al. (1983)
Gottula et al. (1985)

Moon et al. (2004)
Yoder et al. (1982)

직경 (mm) 10.0 ~ 24.7 9.5, 10.6
가열 길이 (m) 1.35 ~ 7.1 3.66, 3.81
압력 (MPa) 0.2 ~ 20.1 0.5 ~ 13.4

질량유속 (kg/m2s) 12 ~ 3113 50 ~ 806
벽면 과열도 (oC) 22 ~ 697 50 ~ 512
출구 건도 (-) -0.1 ~ 1.67 0.4 ~ 1.6
총 데이터 수 18,302 8,101

표 5.3-1 Post-dryout 열전달 실험 DB 구축

상관식/모델
벽면온도 (-) 벽면온도 (K)

비고
Avg RMS Avg RMS

Hein & Kohler (1984) -0.061 0.085 -49.3 69.5 비평형 상관식

Saha (1980) 0.025 0.124 15.2 92.8 비평형 AHDM
Sergeev (2005) 0.051 0.110 41.5 88.4 비평형 AHDM

표 5.3-2 Becker 원형관 실험 데이터 예측 결과

* 벽면온도의 오차는 절대온도를 기준으로 함. 예측 오차 = (예측 값/측정 값-1)

상관식/모델
열전달계수 (-) 벽면온도 (-) 벽면온도 (K)

비고
Avg RMS Avg RMS Avg RMS

Look-up table (2003) -0.044 0.417 0.034 0.136 22.3 93.6 평형 상관식

Sergeev (2005) 1.080 1.605 0.023 0.080 15.0 56.0 비평형 AHDM

Saha (1980) 0.467 1.073 0.064 0.100 44.8 70.0 비평형 AHDM

표 5.3-3 KAERI 3x3 봉다발 Post-CHF 예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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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1 Becker 원형관 Post-CHF 예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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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3 막비등 표 2004 열전달계수 예측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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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4 기체의 레이놀즈 수에 따른 막비등 표 2004 열전달계수 예측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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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5 임계열유속 발생 위치에 따른 막비등 표 2004 열전달계수 예측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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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6 Hein 등의 모델에 의한 열전달계수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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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7 Shah 등의 모델에 의한 열전달계수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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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8 Sergeev 등의 모델에 의한 열전달계수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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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9 MARS 코드를 이용한 3x3 CHF 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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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10 MARS 코드를 이용한 3x3 Post-CHF 벽면온도 예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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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11 Becker 데이터에 대한 열전달계수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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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초임계압 인근 특이열전달 특성 규명 실험

1. 연구 개요

초임계압원자로(SCWR: Super-Critical Water cooled Reactor)는 임계압력 이

상의 조건에서 운전되며 높은 열효율과 계통의 단순함으로 인한 장점 때문에 제 4

세대 원전의 후보 노형으로 개발되고 있다 [5.4-1]. 임계압력 이상의 압력 조건에서

는 유체의 상 변화가 발생하지 않지만 초임계압원자로의 기동운전 과정은 아임계

압력에서 초임계 압력으로의 압력 상승이 동반되므로 노심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

해서는 임계열유속(CHF)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냉각재 상실사고

와 같은 초임계압원자로의 비정상적인 압력 천이 사고 시 안전해석의 신뢰성 증진

을 위해서는 임계압력 근처에서 임계열유속의 평가와 압력 천이 과정에서 초임계압

유체의 열전달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초임계압 조건에서 정상상태

열전달 특성 분석 및 열전달 상관식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는 1950년대 이후 활발하

게 진행되고 있지만, 압력 천이 조건에 대한 정량적인 열전달 특성 규명에 관한 연

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정상 상태 및 압력 천이 조건에서 초임계압 유체의 열전달 특

성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련의 실험 연구를 수행하였다. 정상 상태 열전달

실험에서 개발한 열전달 상관식의 압력 천이 조건에 대한 적용 가능성 평가 및 열

전달 특성에 대한 압력 천이 율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실

험은 9.4 mm 내경을 갖는 수직 상향 원형관 내부에서 프레온(HFC-134a) 유체[임

계압력: 4.059 MPa]를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정상 상태 열전달 실험은 4.1, 4.3, 4.5

MPa의 초임계압력, 600 ~ 2000 kg/m2s의 유량 조건에서 수행되어 총 8300 여개의

데이터를 생산하였으며, 전반적인 초임계압 유체의 열전달 현상 분석과 열전달 상

관식 및 열전달 열화 경계조건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압력 천이

열전달 실험에서는 3.8 ~ 4.5 MPa 의 압력 범위에서 압력 상승과 감소의 두 가지

천이 조건을 모의하였으며, 정상 상태 열전달 상관식의 적용 가능성 평가 및 압력

천이 율의 영향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다. 압력 천이 율을 1.1 ~ 13.6 kPa/s의 범위

로 변화시키면서 62가지 경우에 대해 압력 천이 열전달 실험을 수행하였다. 임계열

유속 실험은 4.03 MPa의 임계압력 근처의 압력 조건에 대한 임계열유속 성능 평가

를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83개의 실험 데이터를 생산하여 기존 상관식 및 예측

방법을 사용하여 임계열유속 값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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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개요

가. 실험 장치

(1) 프레온 열수력 실험장치 (FTHEL)

정상 상태 및 압력 천이 조건에서 초임계압 유체의 열전달 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련의 실험 연구를 수행하였다. 프레온(HFC-134a) 열수력 실험 장

치(FTHEL: Freon Thermal Hydraulics Experimental Loop)에 9.4 mm 내경을 갖는

수직 상향관을 시험대로 설치하여 3가지 종류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프레온 열수력

실험장치는 그림 5.4-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냉각펌프, 가압기, 예열기, 유량계, 시

험대, 응축기 및 열교환기로 구성되어 있다. 실험 장치는 스테인레스 스틸로 제작되

었으며, 실험장치의 최대 운전 압력 및 온도는 각각 4.5 MPa, 150 ℃이다. 프레온

루프의 주 배관은 3인치 Seamless STS304 파이프로 구성되어 있으며, 2대씩 병렬

로 연결되어 있는 각 기기의 입․출구는 2인치 파이프로 구성되었다.

주냉각재 펌프는 Non-Seal Canned Motor 펌프로서 최대 3600 rpm의 회전속

도를 가지며, 50 m 수두에 12 kg/s의 유량을 제공할 수 있는 펌프 두 대를 직렬로

설치하여 최대 수두는 100 m로 증대되었다. 펌프의 회전속도 제어를 위하여 펌프

모터에 회전속도 조절용 인버터 2개를 설치하고, 유량의 미세 조절은 우회 밸브 및

입구 Throttling 밸브를 설치하여 조절한다. 예열기는 시험대의 입구온도를 조절하

는 장치로 SCR조절장치로 동시 제어를 하도록 제작하고, PID 제어 혹은 가변저항

기를 이용하여 시험대 입구의 온도조절을 한다. 응축기는 시험대에서 생성된 증기

를 응축하는 장치로서, 쉘튜브형의 STS 304로 제작된 개별 응축기의 용량은 40

kW로 두 개를 사용하여 총 용량은 80 kW이다. 시험대에서 가열된 냉각수를 냉각

시켜 시험대 입구에서의 유체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한 열교환기는 두 대가

병렬로 설치되어 있으며, 열전달 조절 범위를 넓히기 위하여 우회 유로를 설치하였

다. 열교환기는 응축기와 같이 쉘튜브형의 STS304로 제작된 것으로, 각각의 용량은

150 kW 급이다.

FTHEL 실험장치의 전기 에너지 인가 방식은 열출력을 내는데 제한이 없고

시험대 제작 및 변경이 용이한 직접 가열 방식을 채택하였다. 직류전원장치는 교류

입력을 적절한 전압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 변압기를 사용한다. 감소된 전압은 정

류되고, 커패시터나 LC 필터 회로에 의해서 리플(Ripple)이 제거되는데, 보다 안정

된 직류 출력 전압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전압 조정기 회로를 첨가한다. FTHEL 실

험장치의 전원 공급 장치는 전압이 최고 60 V까지 공급되고 전류는 최고 12000 암

페어까지 제공되는 직류전원장치이다. 리플 안정도는 1% 이내로 6상 반파정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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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적용되어 실질적으로 440V AC전원을 12상으로 정류한 효과를 내며 정류 후단

에 컨덴서를 설치하여 리플을 1% 이내로 줄였다.

(2) 수직 상향관 시험대 및 계측

내경 9.4 mm, 두께 1.65 mm 규격을 갖는 수직 상향관 내부에서 프레온

(HFC-134a) 유체를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수직 상향관 시험대에 직류 전원

을 직접 인가하여 상향관의 자체 저항으로 열을 방생시키는 직접 가열 방식을 적용

하였다. 상향관의 축방향 출력분포는 균일하며, 총 가열 길이는 2000 mm이다. 초임

계유체의 열전달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수직 상향관의 벽면 온도를 측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직 상향관의 외벽에 50 mm의 등간격으로 총 39

개의 K 형 열전대(Chromel-alumel sheath type)을 은납으로 고정하여 설치하였다.

시험대의 최 상부 열전대는 가열 구간 상단에서 10 mm 아래에 설치하여 임계열유

속 실험 수행 시 임계열유속의 발생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림 5.4-2

는 수직 상향관 시험대의 사진과 개념도를 보여준다.

시험대 입, 출구에서 유체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백금저항온도계(RTD:

platinum resistive thermometer)를 설치하였으며, 시험대의 입․출구 및 루프의 압

력 측정용 압력계는 오차가 ±0.2%인 로즈마운트사의 스마트타입 압력트랜스미터를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질량유량계는 다른 유량계의 Reference로 이용될 정도로

정확하면서도 질량유량을 직접 측정하므로 추가적인 환산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

고, 유체의 종류에 무관하여 프레온 유체의 유량 측정에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 유

량측정에 사용된 계측기는 마이크로모션사의 U-튜브형 질량유량계로 허용오차는

±0.2% 이내이다.

각종 계측기로부터 측정된 아날로그(Analog) 신호를 측정하고, 필요한 경우

시험대 출력을 제어하거나 비상 신호/경보 등을 발생한다. 데이터획득계통은

HP-3852a Data Acquisition/Control Unit와 Pentium PC로 구성되어 있다. Pentium

PC는 HP-VEE 프로그램을 통하여 HP-3852a 데이터획득계통에 명령을 보내고, 데

이터획득계통에서 측정된 신호를 물리량으로 환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PC와

HP-3852a는 HPIB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어, 각종 신호들을 주고받을 수 있다.

나. 실험 절차 및 조건

(1) 실험 절차

본 실험을 수행하기 전에, 시험대로 부터의 열손실과 계측 값의 건전성을 확



- 390 -

인하기 위하여 단상 유동 조건에서 열평형 시험을 수행하였다. 열평형 시험에서는

주어진 입구 압력, 입구 유체 온도, 질량 유속 및 총 출력 조건에서 시험대를 통과

하는 유체의 엔탈피 변화와 인가 출력을 아래 식 (5.4-1)과 같이 비교하여 열평형

지수()가 ±3 % 이내를 만족하면 본 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실험의 수행 과정에서

실시한 다수의 열평형 시험 결과, 열평형 지수가 ±1 % 이내의 값을 나타냄을 확인

하였다.

    


×    (5.4-1)

본 연구에서 수행한 정상상태 열전달 실험, 압력천이 열전달 실험 및 임계열

유속 실험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전반적인 실험 장치의 상태와 계측기 측정값 및 데이터획득계통의 운전

상태를 점검한다.

② 실험 조건에 해당하는 입구 압력, 입구 유체 온도, 입구 유체 질량 유속

및 인가 출력을 조절하여 계통을 정상상태 조건에 도달시킨다.

③ 정상상태 열전달 실험의 경우, 정상상태 조건에 도달한 후 약 300초 동안

데이터 (획득 데이터의 수: 평균 200개)를 수집한다.

④ 압력천이 열전달 실험의 경우, 의도한 압력 천이 율을 유지하면서 압력

을 상승 혹은 감소시키면서 데이터를 수집한다.

⑤ 임계열유속 실험의 경우, 인가 출력을 서서히 증가시키면서, 전단계 출력

에 비해 0.2 % 이내의 상승폭을 유지, 벽면 온도의 급격한 상승을 관측하고 데이터

를 수집한다.

(2) 실험 조건

정상 상태 열전달 실험은 4.1, 4.3, 4.5 MPa의 초임계압력, 600 ~ 2000 kg/m2s

의 유량 조건에서 수행되어 총 8300 여개의 데이터를 생산하였으며, 전반적인 초임

계압 유체의 열전달 현상 분석과 열전달 상관식 및 열전달 열화 경계조건을 개발하

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압력 천이 열전달 실험에서는 3.8 ~ 4.5 MPa 의 압

력 범위에서 압력 상승과 감소의 두 가지 천이 조건을 모의하였으며, 정상 상태 열

전달 상관식의 적용 가능성 평가 및 압력 천이 율의 영향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다.

압력 천이 율을 1.1 ~ 13.6 kPa/s의 범위로 변화시키면서 62가지 경우에 대해 압력

천이 열전달 실험을 수행하였다. 임계열유속 실험은 4.03 MPa의 임계압력 근처의

압력 조건에 대한 임계열유속 성능 평가를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83개의 실험 데

이터를 생산하여 기존 상관식 및 예측 방법을 사용하여 임계열유속 값을 평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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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 5.4-1은 본 연구에서 수행한 3가지 열전달 실험의 조건을 정리한 것이다.

다. 데이터 처리 방법

정상상태 열전달 실험에서 열전달 상관식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시험대 내벽

에서 유체로 전달되는 열전달 율을 측정해야 한다. 국부적인 열전달 계수는 아래

식 (5.4-2)와 같이 정의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험대 내벽의 온도를 측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시험대 외벽에서 측정한 온도를 이용하여 내벽의 온도를 유추하였

다.

  ′′    (5.4-2)

시험대 내벽에서의 열유속은 총 인가 출력을 가열 면적으로 나누면 구할 수

있고, 총 인가 출력은 전력계통에서 공급되는 전류와 전압의 곱으로 표현된다.

′′      (5.4-3)

본 실험에서 시험대 내부의 유체 온도를 열전대를 설치하여 직접 측정하게

되면 유로 내에 유체의 흐름을 방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유체의 엔탈피

상승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축 방향으로 균일 가열 방식을 채택하

였으므로 아래 식 (5.4-4)와 같이 유체의 온도를 유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다.

          ·   (5.4-4)

국부 유체의 온도는 위의 식에서 계산한 엔탈피와 입구 압력을 이용하여 열

물성 함수에서 계산할 수 있다.

       (5.4-5)

시험대 내벽의 온도는 시험대 외벽의 온도 측정값을 이용하여 열전도 방정식

을 풀면 아래 식 (5.4-6)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열전도 방정식은 원통 좌표계, 축

방향 균일 가열 조건을 적용하여 유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식 (5.4-3), (5.4-4),

(5.4-6)으로부터 ′′ ,   , 를 구하여 식 (5.4-2)에 대입하면 국부 열전달 계수를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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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결과

가. 정상상태 열전달 실험

(1) 정상상태 열전달 특성

초임계압유체의 열전달은 열유속과 유체의 질량 유속에 따라 정상 열전달, 열

전달 증진 및 열전달 열화(deterioration)의 3가지 열전달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넓은 영역의 열유속과 유체의 질량 유속 조건에 대해 정상상태 열전

달 실험을 수행하여 3가지 열전달 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실험 데이터를 생산하였

다. 실험결과, 전반적인 초임계압 유체의 정상상태 열전달 특성은 기존 연구 결과에

서 보고된 경향과 유사한 특성을 보여주었다. 그림 5.4-3과 그림 5.4-4는 질량유속

이 600 kg/m2s, 1250 kg/m2s인 경우에 대해 열유속을 인자로 한 유체 엔탈피에 따

른 시험대 내벽 벽면 온도와 열전달 계수의 변화를 각각 보여준다. 열유속이 작은

경우에는, 벽면의 온도가 유체의 평균 온도(bulk temperature)와 평형한 상태로 변

하면서 유사 임계 엔탈피(pseudo-critical enthalpy) 바로 아래의 유체 엔탈피 조건

에서 최대 열전달 계수를 기록하였다. 반면, 열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시험대 벽면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열전달 열화 현상이 확연하게 나타났다. 열유속이 증가함

에 따라 열전달 열화 현상이 시작되는 시점이 빨라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열전달 열화 현상에 따른 벽면 온도의 상승 형태는 유체의 질량 유속에 따라

다른 특성을 나타내었다. 그림 5.4-3과 5.4-4에 보여지듯이 유체의 질량 유속이 작

은 경우에는 벽면의 온도 상승이 질량 유속이 큰 경우에 비해 국부적으로 급격하게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열전달 열화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유

체의 질량 유속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유체의 질량 유

속이 작은 경우에는 열전달 열화 현상이 벽면에서 부력에 의한 유체의 가속 때문에

발생하는 반면, 유체의 질량 유속이 큰 경우에는 고 유속, 고 열속 조건에서 가열에

의해 열 가속(thermal acceleration)이 발생하여 열전달 열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

이다.

본 연구에서는 열전달 열화 현상이 발생하는 경계 조건을 열 유속과 유체의

질량 유속의 상관 관계를 이용하여 결정하였다. 그림 5.4-5는 주어진 4.1, 4.3과 4.5

MPa의 압력 조건에서 열 유속과 유체의 질량 유속의 함수로서 포현한 열전달 열화

현상이 발생하는 경계 조건을 보여준다. 그림 5.4-5에는 열전달 열화 현상이 발생하

는 경계 조건에 대한 상관 관계식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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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상상태 열전달 상관식 개발

정상상태 열전달 실험을 수행하여 벽면에서 온도 변화에 따른 급격한 물성의

변화를 고려할 수 있는 열전달 상관식을 개발하였다. 벽면 온도에 따른 비열

(specific heat)의 급격한 변화를 상관식에서 고려하기 위하여 통합 비열( )과 통합

Prandtl 수(Pr )를 아래 식 (5.4-7) 및 (5.4-8)과 같이 도입하였다. 통합 비열과 통합

Prandtl수를 적용하여 본 실험에서 수행한 7022개의 정상상태 열전달 실험 데이터

를 기반으로 개발한 정상상태 열전달 상관식은 식 (5.4-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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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6에 보여 지듯이 개발된 상관식은 본 실험에서 얻은 7022개의 정상

상태 열전달 실험 데이터의 94.6 %를 오차 범위 20 % 이내에서 예측하였다. 정량

적인 측면에서 RMS (Root-Mean-Square) 오차와 평균 오차는 각각 0.106과 0.0006

으로 계산되어 본 상관식이 실험 데이터를 타당하게 예측함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정상상태 열전달 상관식이 다른 유체 및 실험 조건에

서 얻어진 실험 데이터에 대한 예측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존 실험 데이터에

대한 분석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림 5.4-7은 물과 R-22, CO2 다른 유체를 사용한

기존 실험 데이터[5.4-2, 5.4-3, 5.4-4, 5.4-5, 5.4-6]에 대한 본 열전달 상관식의 예

측 성능을 보여준다. 그림 5.4-7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정상상태 열

전달 상관식이 다른 유체를 사용하여 수행된 기존 실험 데이터를 비교적 우수하게

예측함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압력천이 열전달 실험

(1) 압력천이 열전달 특성

초임계압원자로는 정상 운전조건에서 25 MPa의 계통압력과 냉각수의 입출구

온도를 각각 553 K, 773 K로 유지한다. 냉각재누출사고와 같은 압력 천이 사고가

발생하여 계통압력이 아임계로 떨어지면 초임계온도(647 K) 보다 높은 출구영역에

서는 냉각수가 과열증기로 바뀌고 입구영역은 냉각수온도가 초임계온도보다 낮아서

2상유동으로 전환된다. 압력 천이 조건에서 초임계원자로의 입구 영역은 상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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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하는 2상 유동 조건이어서 복잡한 열전달 현상이 예측된다. 따라서, 초임계원자

로의 냉각재 상실 사고와 같은 비정상적인 압력 천이 사고에 대한 안전 해석의 신

뢰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초임계압 유체의 압력 천이 열전달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압력 천이 열전달 실험에서는 3.8 ~ 4.5 MPa

의 압력 범위에서 압력 상승과 감소의 두 가지 천이 조건을 모의하였으며, 정상 상

태 열전달 상관식의 적용 가능성 평가 및 압력 천이 율의 영향 분석에 초점을 맞추

었다. 압력 천이 율을 1.1 ~ 13.6 kPa/s의 범위로 변화시키면서 62가지 경우에 대해

압력 천이 열전달 실험을 수행하였다.

입구 온도는 고정시키고, 인가 출력과 입구 유체 유량을 실험 변수로 설정하

여 출구 압력 조건을 3800 kPa에서 4300 kPa로 변화시키면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각 실험에서 입구 유체 온도, 입구 유체 유량, 인가 출력 등의 초기 조건은 고정시

킨 상태에서 질소를 공급 혹은 배출하여 압력 상승과 압력 감소의 압력 천이 조건

을 모의하였다.

그림 5.4-8과 5.4-9는 전형적인 압력 상승과 압력 감소의 압력 천이 조건에서

시험대 내벽의 온도 변화를 보여준다. 압력 천이 과정에서 임계 압력에 가까워질수

록 열전달 특성이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임계 압력과의 압력비

()가 0.97과 0.99 사이의 영역에서 열전달 특성의 변화가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다. 압력 상승 천이 과정에서, 시험대의 상부 부분은 아임계 영역의 안정된

post-CHF 열전달 특성을 나타내며 시험대의 하부 부분은 입구 압력이 임계 압력에

접근함에 따라 CHF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압력 감소 천이 과정에서는

압력이 아임계 영역으로 감소하자마자 시험대 내벽의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

을 알 수 있는데, 이 같은 현상은 초임계에서 아임계로 압력이 변하면서 아임계 영

역에서 CHF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5.4-10과 5.4-11은 압력 천이 과정 중 고

정된 입구 압력에 대해 시험대의 축방향에 따른 내벽의 온도와 열전달 계수의 변화

를 보여준다. 아임계 영역에 비해 초임계 압력 조건에서 열전달 성능이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열전달 특성은 그림 5.4-12와 5.4-13에서 다시 한번 확

인할 수 있다. 압력 천이 과정에서 CHF 현상은 시험대의 상부로부터 열전달 특성

의 변화를 일으키며, 압력이 초임계 조건으로 진입함에 따라 열전달이 확연히 증진

됨을 알 수 있다.

그림 5.4-13은 본 연구에서 수행한 압력상승 천이 과정과 압력감소 천이 과정

에 따른 열전달 특성의 차이를 보여준다. 그림 5.4-13에서 알 수 있듯이 압력 천이

모드의 따른 열전달 특성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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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압력천이율이 열전달 특성에 미치는 영향 평가

초임계압원자로에서 냉각재 상실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압력 천이 율에 따른

열전달 특성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은 열전달 상관식을 적용하여 안전 해석을 수행

할 때 해석 결과의 신뢰성 증진 측면에서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압력 천이 율을

1.1 ~ 13.6 kPa/s의 범위로 변화시키면서 62가지 경우에 대해 압력 천이 열전달 실

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5.4-14와 5.4-15는 유체의 질량 유속이 고정된 상태에서 압력 천이 율에

따른 시험대 내벽의 온도 변화를 보여준다. 압력 천이 율에 따른 시험대 벽면의 온

도 차이는 유체의 질량 유속에 따라 최대 0.6 ℃와 1.2 ℃ 이하 임을 알 수 있다.

정량적인 관점에서 그림 5.4-16과 5.4-17은 주어진 열 유속과 유체의 질량 유속 조

건에서 압력 천이 율에 따른 열전달 계수의 변화를 보여준다. 초임계압 영역에서는

압력 천이 율에 따른 열전달 계수의 차이가 미미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아임

계 영역으로 압력이 감소하면서 압력 천이 율에 따라 열전달 계수의 차이가 확연하

게 드러남을 알 수 있다. 압력 천이 율이 작은 경우에는 압력이 아임계 영역으로

진입하자마자 열전달 성능이 급격히 감소한 반면 압력 천이 율이 큰 경우에는 열전

달 성능이 증가하다가 일정 압력에 도달하였을 때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

내었다. 아임계 영역에서 압력 천이 율에 따른 열전달 특성의 차이는 그림 5.4-18과

5.4-19의 압력 천이 율에 따른 시험대 내벽의 온도 변화를 보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안전 해석 관점에서는 정상상태 열전달 실험에서 개발된 열전달 상관식이 냉

각재 상실 사고와 같은 압력 천이 조건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

하다. 본 연구에서는 정상상태 열전달 실험에서 개발한 열전달 상관식을 이용하여

압력 천이 조건에서 얻은 4365 개의 실험 데이터를 예측하였다. 그림 5.4-20은 정상

상태 열전달 상관식으로 예측한 압력 천이 실험 데이터에 대한 적용성 결과를 보여

준다. 시험 결과, 모든 실험 영역에서 Nusselt 수를 10 ~ 40 % 이상 과도하게 예측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압력 천이 과정 중 일정한 열 유속이 가해지는 경우 벽면

과 유체의 온도 변화는 미미한 반면 열전달 상관식의 각 요소는 압력이 변화함에

따라 값의 변화 폭이 커서 임계압력으로 접근할수록 실험 데이터와의 차이가 커지

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4-21의 압력 천이 과정 중 열전달 상관식을 구성하는

각 요소의 변화를 보면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임계압 근처 임계열유속(CHF) 실험

초임계원자로의 냉각 방식은 초임계화력발전소의 냉각 방식과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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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ce-through- boiler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Once-through-boiler 방식은 화력발전

을 위한 계통의 압력을 초임계까지 상승시키는 기동운전 과정에서 보일러 관을 보

호하기 위하여 기동운전 중에 최저 유량을 설정하고 보일러 관의 열유속을 가급적

낮게 유지한다. 보일러 관이나 원자로심에서 기포가 발생하여 국부적으로 열전달이

급격히 줄어들어 연료가 녹는 DNB(Departure from Nucleate Boiling) 현상이나 연

료 표면에 있는 액막이 열에 의해 제거되면서 국부적으로 열전달이 급격히 줄어들

어 연료가 녹는 dryout 현상은 모두 임계열유속 현상의 일종으로 원자로에서 꼭 피

해야 하는 중요한 열수력 설계인자이다.

원자로는 기동운전 중에 임계열유속의 발생을 방지해야 하므로 임계압력 근

처에서의 임계열유속 연구는 초임계원자로의 열수력 설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초임계원자로의 유력한 운전 방식으로 고려되고 있는 sliding pressure 기동

운전 방식의 경우, 아임계 압력(subcritical pressure) 조건에서 핵 비등 과정에서 출

발하여 출력을 증가시키면서 초임계 운전 조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임계 압력 근

처에서 임계열유속 현상을 방지하는 것이 원자로의 안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

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4.03 MPa의 임계압력 근처의 압력 조건에 대한 임계열유속 성

능 평가를 목적으로 임계열유속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83개의 실험 데이터를 생산

하여 기존 상관식 및 예측 방법을 사용하여 임계열유속 값을 평가하였다. 그림

5.4-22는 주어진 입구 유체 과냉도에서 압력에 따른 임계열유속 값의 변화를 보여

준다. 계통 압력이 임계 압력에 도달함에 따라 임계열유속은 급격히 감소하며, 유량

이 클수록 임계열유속의 감소 폭이 커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임계압 근처에

서의 임계열유속의 변화는 유체의 열물성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그림 5.4-23은 압력 증가에 따른 임계열유속이 발생한 위치에서의 건도인 임

계 건도와 기화 잠열의 변화를 보여준다. 압력이 3900 kPa이 넘어서면 임계 건도와

기화 잠열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임계압 근처에서

임계열유속의 급격한 감소는 기화 잠열의 급격한 감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

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림 5.4-24는 임계열유속 발생 시 압력에 따른 벽면 온도의 변

화 특성을 보여준다. 3600 kPa과 3800 kPa의 압력 조건에서는 임계열유속의 발생과

더불어 벽면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한 반면 4000 kPa의 임계압 근처에서는 벽면 온

도의 급격한 상승이 관찰되지 않았다. 특히, 4030 kPa의 압력 조건에서는 임계열유

속이 발생하지 않고 인가된 출력에 따라 벽면 온도가 꾸준하게 상승하는 경향을 확

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Katto & Ohno 상관식[5.4-7]과 Groeneveld의 CHF look-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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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5.4-8]을 이용하여 임계압 근처의 임계열유속 값을 예측하였다. 임계열유속 값

을 정량적으로 예측한 결과, 그림 5.4-22에서 5.4-2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기존의

예측 방법으로 임계압력 근처의 임계열유속 성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존재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임계압력 근처에서 임계열유속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보

다 광범위한 조건에서 추가 실험을 수행하여 CHF look-up table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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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형태 압력 (kPa) 입구온도 (oC)
열유속

(kW/m2)

질량유속

(kg/m2s)
데이터 수

정상상태 4100, 4300, 4500 50 ~ 110 10 ~ 160 600 ~ 2000 8300

압력천이 3800 ~ 4500 91 10 ~ 140 600 ~ 2000 62 cases

CHF 3800 ~ 4030
(과냉도)

20 ~ 70 kJ/kg
- 600 ~ 1500 83

표 5.4-1 실험 조건

그림 5.4-1 프레온 열수력 실험장치 (FT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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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2 수직 상향관 시험대의 사진과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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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3 시험대 벽면 온도와 열전달 계수의 변화

(P = 4300 kPa, G = 600 kg/m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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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4 시험대 벽면 온도와 열전달 계수의 변화

(P = 4300 kPa, G = 1250 kg/m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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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5 열전달 열화 경계 조건

그림 5.4-6 정상상태 열전달 실험결과와 개발된 열전달 상관식으로

계산한 Nusselt 수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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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7 다른 유체를 사용한 실험 데이터에 대한 정상상태 열전달

상관식의 시험 결과

그림 5.4-8 압력 상승 천이 과정에서 측정한 시험대 벽면의 온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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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9 압력 감소 천이 과정에서 측정한 시험대 벽면의 온도 변화

그림 5.4-10 압력천이 과정에서 시험대의 축 방향에 따른 벽면 온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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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10-01 압력천이 과정에서 시험대의 축 방향에 따른

열전달계수의 변화

그림 5.4-11 압력상승 천이 과정 중 열전달계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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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12 압력감소 천이 과정 중 열전달계수의 변화

그림 5.4-13 압력상승과 감소의 천이 모드에 따른 열전달계수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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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14 압력천이 율에 따른 수직 방향 벽면 온도의 변화

(G = 600 kg/m2s)

그림 5.4-15 압력천이 율에 따른 수직 방향 벽면 온도의 변화

(G = 1000 kg/m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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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16 압력천이 율에 따른 열전달 계수의 변화

(G = 600 kg/m2s)

그림 5.4-17 압력천이 율에 따른 열전달 계수의 변화

(G = 1000 kg/m
2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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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18 압력천이 율에 따른 아임계 영역에서의 벽면 온도의 변화

(G = 600 kg/m2s)

그림 5.4-19 압력천이 율에 따른 아임계 영역에서의 벽면 온도의 변화

(G = 2000 kg/m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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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20 정상상태 열전달 상관식의 압력천이 실험데이터에 대한

적용성 평가 결과

그림 5.4-21 압력 천이 과정 중 열전달 상관식의 각 요소의 변화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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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22 주어진 입구과냉도에 대해 압력에 따른 임계열유속의 변화

그림 5.4-23 압력에 따른 임계건도와 기화잠열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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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24 임계열유속 발생 시 전형적인 벽면 온도의 변화

그림 5.4-25 Katto & Ohno 상관식의 예측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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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26 CHF Look-up table의 예측 성능

그림 5.4-27 Katto & Ohno 상관식의 예측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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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28 CHF Look-up table의 예측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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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표면개질에 의한 열전달 증진특성의 규명(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상유동을 이용한 비등열전달은 높은 열전달 성능 때문에 많은 열의 해소를

필요로 하는 가전제품, 발전소 등의 열교환 기기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2상유동

을 이용한 비등 현상에서 가장 중요한 효율성과 안전성을 결정짓는 것이 임계열유

속과 비등 열전달율이다. 임계열유속이란 특정 열유속에서 열유속이 증가하지 않았

음에도 불구하고 급작스럽게 표면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으로 가열표면에 형성되는

기포구름에 의해 작동유체가 가열표면으로 수급되지 않아 생기는 현상이다. 동일

열유속에서 가열표면의 온도가 급작스럽게 상승하기에 임계열유속을 지나면 열전달

효율이 급감하며 상승된 가열표면 온도에 의해 작동기기가 손상될 위험이 있다. 만

약 원자력 발전소의 운전 조건이 임계열유속을 초과한다면 핵반응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열유속에서 열이 빠져 나가지 못하여 물질 온도가 급상승하며 열전달 효

율이 크게 떨어지며 기기를 구성하는 물질이 녹아내려 체르노빌 사고와 같은 끔찍

한 재해를 야기시킬 수 있다. 비등 열전달 능력은 주어진 열유속에서 열을 가열표

면으로부터 작동유체로 잘 빼내는 능력을 의미한다. 비등 열전달율은 같은 운전 조

건에서의 기기 전체의 효율성을 직접적으로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임계열유속과 비등 열전달율이 가열표면의 조건에 따라 영향을 받는

다는 실험적 연구가 지난 50년 동안 꾸준히 보고되었다. 그 중 최근 많은 연구 결

과가 보고된 나노유체를 이용한 임계열유속 증진 등의 실험을 살펴보면, 소량의 나

노유체를 작동유체로 사용하면 임계열유속이 1.5배에서 3배 이상 증진되는 결과들

이 보고되었다[5.5-1 ~ 5.5-4].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실

험적 보고에 따르면 나노유체 속 나노입자가 비등현상 동안 가열표면에 증착되어

표면 특성을 변화시켜 임계열유속을 2배 이상 증가시킨 결과가 보고되었다[5.5-5].

이는 약간의 표면 특성 변화가 비등 성능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표면의 여러 인자 중 가장 영향력 있는 것으로 보고된 인자는 표면 젖음 특

성을 대변하는 인자인 가열표면과 작동유체간의 접촉각이다. 일반적으로 낮은 접촉

각은 임계열유속을 증진시키지만 활성화 핵비등 밀도를 감소시켜 비등열전달은 감

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5.5-6 ~ 5.5-8]. 기존의 접촉각관련 연구는 접촉각의 범

위가 20도 이상에서 80도 이하의 한정된 범위에서만이 진행되었다. 또한 측정 접촉

각은 표면이 갖는 순수 표면 접촉각과 표면 거칠기의 함수로 나타나기 때문에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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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칠기가 정확히 제어되지 못하였던 기존의 연구를 통해서는 순수 표면 접촉각에

의한 비등현상을 연구하는 가열표면 가공 기법에 한계가 있었다.

최근 이루어진 접촉각 연구 중 뛰어난 결과를 낸 Y. Takata 등[5.5-9] 은 기

존에 연구가 미치지 못하였던 초소수성 표면에서의 비등현상에 대해서 연구했다.

그 결과 접촉각 150°를 갖는 초소수성 표면에서는 핵 비등 시작이 열을 가함과 거

의 동시에 발생되며 빠르게 핵 비등 영역에서 막 비등영역으로 천이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Y. Takata 등[5.5-10]은 이러한 연구결과와 초소수성 표면을 만드는 개질

기법을 바탕으로 소수성 물질의 patterning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구리와 테프론

물질을 혼합하여 만든 가열표면을 이용한 풀 비등 실험을 수행하였고 이에 대한 비

등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 그 결과 테프론 물질에서 빠른 핵 비등 시작을 볼 수 있

었으며 저열유속 구간에서 높은 비등열전달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고열유속으로

올라갈수록 기준표면에 비해 비등열전달 능력이 감소는 하는 결과를 보였다. 더욱

이 기준 표면에 비해 patterning된 가열표면에서 임계열유속 값이 감소하였다. 이

실험은 비등성능을 최종적으로 개선할 수 는 없었다. 이러한 비등성능 개선의 실패

는 표면 개질 기법의 한계점과 가열표면 설계 시에 수력학적 영향이 비등현상에 미

치는 이해가 부족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서로 다른 표면 젖음 특성

물질을 하나의 가열표면에 개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그 동안 연구 결

과가 부족하였던 소수성 물질에서의 비등현상을 보고함으로써 그 빠른 핵 비등 시

작을 적절하게 활용할 경우 비등열전달을 증가시킬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앞선 연구에서 보고된 표면 소수성에 의한 빠른 핵 비등 시작과 친수성물질

과 소수성물질 경계에 의해 생성되는 기포 거동을 기존 임계열유속 모델들을 바탕

으로 적절히 활용한다면 비등 열전달과 임계열유속 현상 모두를 증진하는 것이 가

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이러한 시도는 현재 개발된 표면 개질 기술들과 임계

열유속, 비등열전달 예측 모델들에 대한 충분한 문헌 조사들을 기반으로, 새롭게 진

보된 개질 기술을 제안하여야 하며 표면 인자에 대한 설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야만 한다. 이러한 문헌조사 과정과 설계과정을 거쳐 최적화된 표면 젖음 특성을

갖는 가열 표면을 설계한다면 임계열유속과 비등 열전달을 동시에 증가 시킬 수 있

는 최상의 가열 표면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를 통한 표면 젖음 특성을 이용한 열전달 표면 개발은 비등 열전달을

향상시켜 열전달 기기의 운용 효율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다. 동시에 열전달

기기의 운용한계가 되는 임계열유속을 동시에 증진하여 시스템 전체의 운용 안전성

을 증대시켜 경제적이고 안전한 발전소 및 기기설비의 설계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

다. 이렇듯 기기설비에서 얻는 직접적 효율성외에도 높은 안전성 확보를 통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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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산업전반에 대한 신뢰도 개선, 향상된 열전달 효율과 임계열유속 증진을 통한

시스템의 간소화가 가능하여 에너지 절약이나 폐기물 감소에 기여하며 이로 인한

사회적 친화도 제고등과 같이 산업외적인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나. 국내외 최근 연구 동향

표면 개질을 통한 핵 비등 현상 개선에 대한 연구는 그 높은 기대 때문에 해

외에서는 다양한 산업분야의 지원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 비해

국내의 연구 상황을 살펴보면 본 연구 분야의 높은 기대성과에 비하여 실험적․해

석적 시도 자체가 미약하며, 성능평가실험 결과 및 적용 사례가 취약한 상황이다.

(1) 국내의 최근 연구 동향

국내의 핵 비등 현상에 대한 연구는 나노유체를 이용한 임계열유속 증진에

대한 연구 이후 표면개질을 통한 비등현상 증진에 대한 연구는 본 과제를 수행한

본 연구팀의 연구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김형대, 김무환(2007)

기존 나노유체를 이용하였을 때 순수물의 임계열유속의 2배를 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나노유체가 비등현상 중에 가열 표면에 증착되는 현상에 집중하였

다. 강제로 가열표면을 나노유체 속에서 비등현상을 경험하여 표면 특성이 변화된

가열표면(나노유체 속에 가열표면을 넣고 임계열유속의 90%까지 열유속을 인가하

였다가 가열표면을 분리해 내면, 나노유체속의 나노입자가 가열표면에 증착되어 가

열 표면의 특성을 변화시킨다.)과 순수물을 이용하여 비등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

과 변형된 가열표면과 순수물의 임계열유속은 나노유체와 순수기준표면을 이용하였

던 실험의 임계열유속과 유사한 값을 얻었다. 이때 나노입자 증착에 의하여 변형된

가열표면의 특성을 측정하여 본 결과 강한 모세관현상으로 물 수급이 뛰어났으며

낮은 접촉각을 보였다. 이를 통하여 나노입자의 증착에 의해 변형된 가열표면의 강

한 표면 젖음성과 모세관현상을 임계열유속을 증진한다고 설명하였다[5.5-5].

김선태, 김무환(2008)

나노유체 비등현상에서 나노입자가 증착되어 개질된 가열표면의 비등 특성을

MEMS(Microelectromechanical Systems)기술을 활용하여 인위적으로 모사한 가열

표면을 만들어 비등실험을 시행하였다. 이 가열표면은 마이크로 구조, 나노 구조,

마이크로/나노 복합 구조 형상을 표면에 가지고 있으며 그 중 마이크로/나노 복합

구조의 가열표면은 나노유체의 임계열유속 증진정도와 유사한 증진을 보였다. 이

때 표면 특성을 측정하여 본 결과 낮은 접촉각을 보일수록 높은 임계열유속 증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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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으며, 이와는 별개 인자로써 강한 액체퍼짐성(liquid spreading effect)을 가질

수록 임계열유속의 증진을 보였다. 이에 따라 표면 젖음 특성과 액체퍼짐성이 임계

열유속에 영향을 미치며 이에 대한 임계열유속 분석을 수행하였다[5.5-11].

안호선, 김무환(2008, 2009)

나노유체의 연구를 풀 비등 평판형 가열표면에서부터 수행하여 상압유동비등

조건까지 연장하여 진행하였다. 그 결과 유동비등 조건에서도 임계열유속 증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유동비등 조건에서도 비등현상을 경험한 가열 표면에는 나노입

자 증착이 확인 되었고 개질된 가열표면의 표면 특성을 측정한 결과 좋은 표면 젖

음 특성을 가지는 경우 높은 임계열유속 증진을 관찰 할 수 있었다.

또한 나노유체를 통해 개질된 표면 특성 변화에 따른 비등현상 증진에 집중

하여 실제 핵 연료봉 재료인 zircaloy를 양극산화 조건을 조절하는 방법을 통하여

개질하였다. 그 결과 양극산화를 통하여 개질된 표면은 높은 임계열유속 증진을 보

였다[5.5-12, 5.5-13].

(2) 국외의 최근 연구 동향

국내의 연구에 비해 해외에서의 표면개질에 따른 비등현상 연구는 좀 더 다

양한 시각과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 중 가장 핵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동향

에 대해 알아보았다.

Y. Takata group(2002, 2006)

기존의 표면 접촉각에 대한 연구가 통상 20도 이상 80도이하에서 이루어 졌

다. 이에 따라 표면 젖음성의 효과를 좀 더 극단적으로 보기 위하여 Y. Takata는

초친수성 표면(접촉각: 0~20˚)과 초소수성 표면(접촉각: 150~170˚)을 인위적으로 만

들어 내어 풀 비등 현상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서로 다른 접촉

각을 갖는 구리표면과 초소수성 표면을 바둑판무늬 와 점 모양으로 만들어 섞은 후

비등현상과 비등성능을 검증하였다. 소수성 물질에 의해 비등열전달은 좋아지나 임

계열유속의 감소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서로 다른 표면 젖음 특성 물질을

동시에 개질하여 그 효과를 가열표면으로 활용하여 비등조건을 개선하려 한 첫 시

도라는 점에서 높은 가치를 갖는다. 하지만 이 실험에는 2가지 한계점이 있다. 먼저

서로 다른 두 물질을 하나의 가열표면에 올리는 과정에서 구리표면과 초소수성 물

질 간 높이차가 10μm이다. 이는 비등현상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표면 거칠기로, 기

포거동 현상에서 두 물질의 경계가 화학적 성격인 표면 젖음 특성 외에 물리적 높

이 및 구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소수성 pattern의 크기이다.

이 실험에서 pattern의 크기는 최소 3mm에서 최대 5mm까지의 소수성 무늬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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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등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는 가열표면에서 발생하는 기포 크기가 수μm 사이즈

임을 가능하였을 때 비등성능을 개선할 여지가 많은 실험 범위에 대해서는 수행치

않았음을 알 수 있다[5.5-8 ~ 5.5-14].

Kaviany group(2001, 2006, 2009)

표면의 다공성 물질을 코팅하여 비등현상을 관찰하였다. 다공성 물질을 단순

코팅, 2D, 3D 구조 코팅하여 풀 비등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다공성

물질의 입자들이 핵 비등 지점으로써 역할을 하여 비등열전달을 높이고 강제적으로

생긴 핵 비등 지점이 임계열유속에 도달하는 순간의 수력학적 불안전성에 영향을

미쳐 임계열유속도 증진시킨다는 것을 제시하였다[5.5-15 ~ 5.5-17].

Buongjorno group(2009, 2010)

나노유체의 효과를 유동비등 현상과 담금질(quenching) 상황에서도 효과가 있

는 부분에 대해 실험적으로 증명하였다. 이 때 표면이 나노입자에 의해 개질되어야

만 그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나노유체 속 나노입자에 의한 표면개질 효과

가 변화하는 표면 거칠기를 갖는 가열 표면 위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연구

하였다. 최근 정적 접촉각은 높지만 동적 접촉각이 매우 낮은 신물질을 이용하여

풀 비등 실험을 한 결과 풀 비등의 비등 열전달이 좋아지고, 임계열유속이 증가하

는 것을 실험적으로 경험하였다. 이는 표면 접촉각 중에서도 동적 접촉각이 임계열

유속을 증진시킨다는 kandlikar의 임계열유속 예측 모델을 기반으로 수행되었다

[5.5-18 ~ 5.5-20].

B. Palm group(2008)

발전된 MEMS 기술과 다공성물질 표면 코팅 기법을 복합적으로 사용한

B.Palm group의 실험은 다음과 같다. 다공성물질의 구멍크기를 조절하여 인공공동

의 효과를 내도록 만들고, 인공공동 주위의 표면을 나노/마이크로 복합 구조로 구현

하여 표면 젖음성과 가열표면으로의 물 수급을 원활하도록 가열표면을 설계하였다.

그 결과 비등열전달을 기준 표면에 비해 17배의 증진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임

계열유속은 큰 변화가 없었다[5.5-21].

Shoji Mori and Kunito Okuyama(2009)

다공성물질의 코팅은 가열표면으로의 물 수급을 높여 임계열유속을 증진시키

지만 오히려 가열표면에서 생성된 기포를 제거하지 못하여 임계열유속을 감소시키

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에 따라 honeycomb porous 물질을 이용하여 비등성능을

개선하려 하였다. Honeycomb porous 물질은 porous 통로들로는 물이 모세관효과에

물이 원활히 수급되며 발생된 기포는 honeycomb의 큰 유도통로를 통하여 나가도록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이 때 임계열유속은 물이 수급되는 능력과 기포가 빠져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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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능력에 영향을 주는 기포 채널의 크기 및 구조, 다공성 구조, honeycomb의 높

이에 영향을 받았다[5.5-22].

Ju Sungtaek group(2008)

실리콘웨이퍼위에 MEMs 기술을 이용하여 테프론을 수nm로 pattern하여 핵

비등이 시작되는 지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Takata 실험의 한계를 넘어서며

동시에 본 연구과제와 유사한 시도라 할 수 있겠다. 표면 개질 기법은 AF teflon,

FC40, 그리고 현재는 판매되지 않는 FSM660을 이용하였다. 각기 AF teflon은 소수

성 물질로써, FC40은 teflon을 액체 상태로 유지토록 하는 용매로써, FSM660은

teflon pattern을 위하여 이 실험에서 제시된 표면 개질 기법을 가능토록 하는 표면

접착력을 높여주는 화학물질로써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소수성 pattern표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되지만 핵 비등 시작점에 대한 연구만 진행

되었을 뿐, 비등성능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지 못하였다. 연구 결과 소수성 pattern

의 핵비등 시작 온도는 pattern 크기에 영향을 받지만 상압 순수물 기준으로 105℃

~ 110℃에서 시작되었다[5.5-23].

다. 연구 분야의 현재 위치 및 연구 방향

본 연구는 앞에서 살펴본 바 그 필요성과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이득이 큰

연구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큰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다양한 산업 분

야의 지원 하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들에 비해 표면 젖음 특성 개질 기술 연구를 제

외한 본 분야에 대한 국내의 연구 상황은 개질 가열표면의 비등 적용 사례와 개질

가열표면 기술 축적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본 연구를 수행하는 국내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수가 현저히 적은 상태이다. 반면 해외의 경우를 살펴보았을 때, 수많은

연구자와 연구기관에서 다양한 표면 개질 기법이 시도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풍

부한 기술력과 비등 적용사례를 갖추고 있었다. 이에 따라 선진 연구들과 동등한

기술력과 대등한 연구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비등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중

기존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하였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비등성능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는 표면 젖음 특성 기법을 이용한 표면 개질 기법에 대한 집중적 연구가 필

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삼아 개질된 가열 표면에 대한 다양한 적용 사례와 기술의

축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하여 MEMs 기술에 대한 전문적 노하우를 가진 MNT lab(MEMS &

Nanotechnology lab) 연구원들에게 자문을 얻어 진행하였으며, 이런 표면 개질을

실제 비등 상황에 적용하기 위하여 원자력연구원의 연구원들에게 가열표면 설계에

대한 자문을 얻어 진행하였다. 또한 해외에서 열린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개질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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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제 비등에 적용시키고 있는 해외 석학 및 전문가들과의 기술 교환 및 자문을

활용하였다. 현 기술에 대한 문헌 정보 수집은 본교의 전자 및 오프라인 데이터베

이스와 온라인 학회, 학술지 및 논문 검색 정리관인 science direct, scholar google

등을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이와 더불어 본 연구실에서 그 동안 축적하였던

다양한 표면에 대한 실험적 연구와 관찰 노하우, 2상 유동 기포 움직임에 대한 방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열표면을 설계하였고 그 비등 성능을 분석하였다.

라. 연구 범위 및 목표

본 연구의 범위는 다양한 표면개질 기법 중 비등열전달과 임계열유속 모두에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표면 접촉각의 제어를 통한 비등성능 향상에 있다. 구체

적인 표면 개질 기법의 기본 방식 및 목적은 서로 다른 표면 젖음 특성을 갖는 물

질을 가열 표면 위에 표면 거칠기 없이 개질하는 것이며, 물질 고유의 표면 젖음

특성 및 표면 젖음 특성 경계를 이용한 비등 조건 개선에 있다.

(1)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

- 서로 다른 표면 젖음 특성을 동시에 가지는 비등 표면의 제작 및 풀비등

특성 파악

- 제작 표면을 통한 상압 100℃ 풀 비등 조건에서 15%의 비등열전달 효율

향상 및 15% 임계열유속 증진 구현

(2)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와 내용 그리고 연구 범위는 ‘표.5.5-1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에 기술하였다.

2. 연구 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가. 연구인자 설정

본 연구 내용은 상압 풀 비등 상황에서 서로 다른 표면 젖음 특성을 가진 물

질을 이용하여 개질된 표면을 통하여 비등 열전달 증진과 임계열유속 증진을 구현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비등 열전달 능력과 임계열유속에 영향을 미치는 표면 인

자들에 대한 문헌조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비등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표면 인자

(표면 접촉각, 표면 구조 및 거칠기, 표면 물성치)를 선정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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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와 같은 조사 결과에 바탕으로 표면 접촉각만의 효과를 보기 위하여 나머지 인자

를 제한하였다.

(1) 표면 접촉각

표면 접촉각에 대한 연구는 과거 표면을 강제 산화시켜 접촉각을 낮추는 기

법, 같은 가열표면에서 작동유체를 바꾸는 기법, 같은 작동유체에서 다른 물질의 가

열표면을 이용하는 기법 등을 통하여 접촉각 변화에 따른 비등현상을 실험적으로

확인하는 방법들이 연구되었다[5.5-15, 5.5-6, 5.5-24, 5.5-25]. 기존 연구들의 실험적

결과에 따르면 낮은 접촉각에서는 비등열전달 능력이 감소되는 반면 임계열유속은

증가된다. 높은 접촉각에서는 이와는 반대의 현상이 보고되었다. 하지만 그동안의

표면 접촉각에 대한 연구는 그 접촉각의 변화 범위가 20°~80°에 대하여 주로 이루

어 졌기에 연구 범위에 한계가 있었으며, R. N. Wenzel[5.5-26]의 연구 보고에 따르

면 측정접촉각은 순수 표면의 접촉각과 표면 거칠기의 인자이기 때문에 기존 표면

거칠기를 제한하지 못하였던 가열표면 위에서의 표면 접촉각연구는 한계가 있었다

하겠다. 아래 식은 측정 접촉각과 순수표면에서의 접촉각 그리고 표면 거칠기에 대

한 관계를 나타낸 식이다. R은 실제 표면 거칠기와 순수표면 거칠기의 비를 뜻하

며, 
는 순수표면의 접촉각, 는 실제 표면에서 측정된 접촉각을 의미한다.

  cos (5.5-1)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면 접촉각의 효과가 비등 성능 전반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는 것이 지속적으로 실험적 기법을 통하여 보고되었고, 이런 실험결과들을 기

반으로 최근 발표되는 임계열유속 예측 모델과 비등 열전달 예측 모델에서는 표면

접촉각을 중요한 인자로 고려하여 예측 모델에 포함하고 있다[5.5-27 ~ 5.5-29].

(2) 표면 구조 및 거칠기

표면 구조 및 거칠기에 의한 비등 현상 연구는 거칠기가 다른 사포를 이용한

기법, sanding machine을 이용한 기법, 화학적 반응을 이용한 기법 , 기계적으로

가열표면을 개질하는 기법 등을 통하여 다양한 형태의 구조[5.5-30, 5.5-31]와 높낮

이를 가지는 표면구조와 그 거칠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5.5-24, 5.5-32,

5.5-33]. 기존 연구에 따르면 표면 구조 형태는 기포를 잘 잡고 있는 형태가 빠른

핵 비등 시작을 일으켜 비등열전달을 증진시켰다. 또한 표면의 거칠기는 그 값이

크면 클수록 비등 열전달이 증진되는 결과가 실험적으로 보고되었다. 거칠기 또한

임계열유속에 영향을 미친다는 실험적 보고가 있으나 그 증진 정도는 표면 접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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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따른 임계열유속 변화에 비해 미비한 걸로 보고된다[5.5-32, 5.5-33].

(3) 표면 물성치

표면 물성치의 경우 워낙 많은 인자를 포함하고 있다. 표면 물성치의 여러 인

자 중 표면 접촉각을 결정하는 젖음 특성 부분을 제외한 성격을 살펴본다면 표면

물질의 thermal effusivity에 의한 비등성능 변화 효과를 고려해야한다. thermal

effusivity의 정의는 열전도도와 물질 밀도 그리고 물질의 비열의 곱의 제곱근으로

정의된다. 아래 식은 thermal effusivity의 정의를 뜻한다. 각각 e는 thermal

effusivity를 k는 열전도도를 는 물질 밀도를 는 물질의 비열을 뜻한다.

 (5.5-2)

기존 연구에 따르면 thermal effusivity의 증가 일정 영역까지 임계열유속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진다[5.5-35]. 또한 thermal effusivity의 한 부분인 열전도도

같은 경우는 가열표면의 열유속 분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기포생성 및 거동에도

영향을 미친다[5.5-36].

나. 표면 개질 기법 개발

위에서 조사된 표면인자 중 표면 젖음 특성을 대변하는 접촉각외의 변수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표면 개질 기법이 필요로 하다. 특히 표면 거칠기의 경

우 측정되는 접촉각에 영향을 미치기에 이에 대해 더욱 정밀한 작업이 필요로 하

다. 더욱이 두 가지 다른 표면 젖음 특성을 가진 물질들은 각 물질 간에는 화학적

결합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표면 젖음 특성을 변화시키는 기존 기법들에 대한 문헌 조사를 진행하

였고, 이를 기반으로 표면 구조와 거칠기를 비등현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제한하고 표면 물성치를 똑같이 유지하는 동시에 상반된 표면 젖음 특성을 구현하

기 위한 새로운 표면 개질 기법을 제시하였다.

(1) 기존 표면 개질 기법

다공성 물질 코팅 기법

다공성 물질 코팅 기법은 그 기법이 간단하고 풀 비등 상황에서의 적용 사례

가 많은 기법이다[5.5-15, 5.5-16, 5.5-17, 5.5-38]. 그러나 임계열유속과 비등열전달

현상을 변화시키는 과정이 표면 구조 변화에 따른 비등 변화를 활용한 방안이기에

표면 젖음 특성만을 연구하는 본 연구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이를 통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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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다공성 표면 개질 기법들이 갖는 비등 성능 향상에 있어서의 한계점을 극복하

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다공성 물질은 본 연구에 적합하지 않다.

표면 산화 기법

표면 산화 기법은 수분과 강한 열을 통제하여 강제로 표면을 산화시키는 기

법으로 50년 전부터 표면 젖음 특성을 변화시키는 개질 기법으로 많이 활용되었다

[5.5-5, 5.5-25]. 지금까지도 이 기법은 그 편의성과 확실한 효과 때문에 많이 활용

되고 있다. 하지만 표면의 산화로 도달할 수 있는 접촉각은 한계가 있으며 산화시

키는 정도를 일정하게 하기 위하여 주변 조건(수분량, 산화 온도,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 시켜 주어야 한다.

자외선 조사를 이용한 기법

TiO2에 자외선을 조사 시켜주면 산화계열 물질인 TiO2에 의해 친수성(접촉

각 20도)이던 표면이 초친수성(접촉각 3도)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 기법은 TiO2와

같이 자외선에 의해 표면 화학 결합이 깨져 hydroxyl group의 화학 접촉기가 형성

되는 물질들에 한한 기법이다. 그 초친수성 성질을 만들 수 이 있다는 면에서 가치

가 높으나, 초친수성 성질이 지속되는 시간이 6시간 이내라는 단점이 있다[5.5-14,

5.5-38].

Lotus paint를 이용한 기법

Lotus paint는 이용한 기법은 표면의 소수성을 유지하는 paint물질을 표면에

바르는 기법이다. 이는 상용화된 paint를 이용한다는 면에서 활용이 간단하다. 이

기법을 풀 비등에 활용한 예가 없기에 본 연구에 앞서 예비 실험을 해본 결과 지속

되는 비등 속에서 표면 성질을 유지하는 견고성에 있어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

명되었다.

자가분립 단분자막(Self-assembled monolayer)를 이용한 기법

자가분립 단분자막(Self-assembled monolayer)은 소수성 부분과 친수성 부분

이 모두 존재하는 양쪽 친매성 유기화합물로써 친수성파트가 표면에 접착될 경우

표면 반대편은 소수성 물질이 되어 더 이상 화학적 결합이 생기지 않아 자동적으로

단분자막만이 형성된다. 이를 통하여 가열표면 위에 분자크기의 얇은 표면의 소수

성 물질을 코팅할 수 있는 기법이다. 자가분립 단분자막 물질은 그 종류가 다양하

며 실제 비등에 적용한 가능한 표면 개질 기법이 보고되고 있다[5.5-39]. 이에 따라

열과 작동유체와 만나는 특수 상황에 대해서도 높은 활용 가능성이 기대된다. 하지

만 자가분립 단분자막 물질의 경우 표면 전체를 코팅하는 기법은 이미 알려진 기법

을 가지고 가능하나 부분적인 무늬를 만드는 patterning 기법에는 정밀기법이 필요

하며 각 적용 사례에 맞는 기법 방안이 따로 연구되어야 한다.



- 425 -

테프론 물질을 이용한 기법

테프론은 기존에 소수성 물질로 널리 알려져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여러 형태가 제공되고 있다. 기존 소수성 물질 patterning에 활용된 예가 있는 물질

도 테프론이다. 하지만 Y.Takata 등[5.5-9]이 사용한 테프론의 경우 그 표면 젖음

특성이 초소수성으로 획기적인 표면 성질을 보여주었으나 teflon patterning 과정 중

에 테프론과 구리 표면 물질 간에 10μm의 높이차를 만들어 표면 젖음 특성을 연구

하기 적합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주목한 테프론 종류는 Dupon사의 AF series로

액화 상태의 테프론으로 특정 용매와 섞어 사용하면 patterning이 가능할 것으로 판

명된다. 그 기법의 편이성은 자가분립 단분자막보다 간단한 걸로 판단된다. 실제

UCLA의 주성택 등[5.5-23]은 이를 핵 비등의 시작을 보기 위하여 실제 적용하였

다. 이때 사용한 물질은 AF series, FC40, FSM660이다. 이중 AF series와 FC40은

서로를 용해상태로 유지한 후 코팅을 위해 생산 판매되는 화학물질이며, FSM660은

주성택교수팀에서 개발한 teflon patterning을 진행하기 위한 접착강화 화학물질이

다. 하지만 FSM660의 경우 절판되어 더 이상의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미 개발

된 표면 개질 기법을 본 연구에서 바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예비

실험과정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테프론 물질을 이용하는 표면 개질 기법

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가분립 단분자막 물질처럼 사례에 맞는 정밀 공정기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 새로운 표면 개질 기법

기존 표면 개질 기법들을 바탕으로 실제 예비 실험을 통하여 풀 비등 조건에

서 사용가능한 기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표면 산화기법과 Dupon사

의 AF series를 이용한 테프론 patterning을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 본 연구 목적에

가장 효율적일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다.

표면 산화 기법은 아주 낮은 접촉각의 도달은 어렵지만 강제 산화의 조건을

정확히 조절한다면 모든 기준 표면들에 대해서 동일한 표면 젖음 특성을 가지도록

하여 시편의 재생산성 구현이 가능하기에 선택하였다. 또한 표면 산화기법은 자연

산화에 의하여 비등 운전상황 중간에 변하는 표면 젖음 특성을 비등에 들어가기 전

에 미리 변화시켜 놓았기 때문에 자연 산화에 의한 비등 변화를 방지할 수 있다.

공정은 항온항습이 유지되는 청정실 내의 furnace기기를 통하였으며, 표면 산화 조

건은 furnace 기기의 전자적 제어를 통하여 철저히 통제되었다.

AF teflon patterning 기법은 기존 소수성 물질을 친수성 물질과 결합시키는

데 겪는 어려움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공정으로, 그 가능성과 효율성은 여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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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용 시편들과의 예비실험을 통하여 평가한 후 결정되었다. 세부 공정 사항은

테프론의 pattern은 MEMs 기술의 한 종류인 lift off 기법을 테프론에 변형하여 응

용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전체 개질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표면을 개질할 대상인 silicon wafer표면을

furnace를 통하여 500nm의 산화막이 생기도록 furnace에 넣는다. 산화막 표면에

photoresist의 일종인 AZ5214를 spin coating한 후 접착력을 위하여 105℃에서 1분

간 soft baking한다. 그 후 연구자가 설계한 patterning mask와 UV exposer를 이용

하여 AZ5214에 자외선을 노광한다. 노광한 시편을 300MIF를 이용하여 developing

과정을 거친다. 이 후 5% AF1600과 FC40의 혼합 용매를 표면 위에 spin coating한

다. spin coating 후 FC40을 증발시키고 테프론 물질인 AF1600만을 표면에 남기기

위하여 160℃에서 1분간 가열한다. 이 후 테프론의 표면 접착력을 높이기 위하여

110℃에서 10분간 가열한다. 이후 표면에 불필요한 AZ5214의 제거를 위하여 아세톤

에 10분간 넣는다. 필요시 60℃에서 80℃로 아세톤을 중탕한 후 초음파 진동기를

이용하여 AZ5214를 표면으로부터 제거한다. 이후 표면을 메탄올과 순수물을 이용하

여 세척해 낸다. 개발된 표면 개발 기법의 순서는 ‘그림 5.5-1 소수성 pattern 개질

기법 순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 성능 검증을 위한 인자 설정

본 연구의 목적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개질된 표면의 임계열유속과 비등

열전달이 기준표면의 임계열유속과 비등열전달 대비 15%의 증진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능 검진 기준은 무늬(pattern)가 없는 깨끗한 표면 이산화규소표면

(silicon wafer를 강제 산화시켜 얻은 표면, SiO2)의 임계열유속과 비등 열전달율을

기준으로 하고 개질 된 표면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실험상에서 임계열유속의 인가

된 전력파워가 일정하거나 거의 동등한 상황에서(heat flux변화가 10kw/m2내외) 온

도가 급격히 증가(이전 수집 데이터 대비 10℃증가)하기 시작하여 감소하지 않는

현상이 시작하는 지점(이전 수집 데이터의 표면 온도 대비 10도 이상 증가하였을

때 이전 측정한 데이터 지점)을 기준으로 잡았으며 비등 열전도율은 전체 열전달율

(overall heat transfer)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newton's cooling law에 따라 다음의

식으로 정의하였다.

 


(5.5-3)

는 전체 열전달율을 의미하며 는 인가된 열유속, 은 가열 표면의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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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는 상압 물의 포화온도를 의미한다.

라. 성능 검증을 위한 실험장치 개발

개질 표면의 비등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상압 풀 비등이 가능한 실험 장치

와 가열표면에 열을 가할 박막 히터의 가공이 진행되었다.

(1) 상압 풀 비등 실험장치 개발

본 실험은 상압 풀 비등 상황에서 순수물을 작동유체로 사용하며 전력공급기

를 통하여 전기를 직접 히터에 전달해주는 joule 가열 방식을 이용한다. 실험 풀은

8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2mm 두께의 알루미늄 커버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방

향에서 기포유동 관찰을 위하여 사면에 가시화 창이 설치되어 있다. 전체 풀의 높

이는 165mm이며 8각의 한 변의 길이는 87mm이다. 풀의 뚜껑에는 물을 상압 포화

상태를 만들기 위하여 이멀젼 예열히터와 풀에 담긴 물의 온도를 PID제어를 위한

K-type의 열전대, 상압을 유지해주며 증발된 물을 식혀주기 위한 reflux응축기가

장착되어 있다. 팔각 풀 한가운데는 알루미늄 원통을 삽입할 수 있는 구멍이 있으

며 이를 통하여 알루미늄 원통과 시편, 시편지지대의 삽입이 가능하다. 알루미늄 원

통과 시편지지대는 고정을 위하여 나사로 연결되어 있다. 알루미늄 원통 높이는

45mm이며 지름은 80mm이다. 단열 및 지지 역할을 하는 시편 지지대의 재료는

PEEK(polyetheretherketone, 열전도도: 0.25w/(K․m))이며 높이는 10mm, 지름은

80mm이다. 알루미늄원통과 시편 지지대 사이 물의 누설을 막기 위하여 바이톤 오

링(viton O-ring)이 사용되었다. 시편과 시편지지대간의 고정은 투명실리콘 고무

(Permatex, Clear RTV silicone)로 틈새를 채우고 2-tone epoxy(DuralcoTM 4538)

를 이용하여 마감하였다. 이는 시편의 고정뿐만 아니라 가열 표면이 아닌 시편 지

지대와 시편간의 경계선상에서의 비등현상을 막기 위함이기도 하다.

실험 시편에 전기 공급은 전력공급기(HP Agilent 6575A DC power supply:

120V/18A)로부터 가열 표면 뒤에 초소형 미세가공을 통하여 만든 Pt히터에 선을

연결하여 직접 공급한다. 전력공급기에 의해 인가된 전압은 PT히터에 연결된 전압

측정선을 통하여 회로에 흐르는 전류 값을 알기 위해서 저항을 알고 있는 기준저항

을 이용하였다. 기준 저항은 항온으로 유지되는 비커 속에 담긴 냉매 R-113에 의해

일정온도(10℃)로 실험 중에 계속 유지된다. 기준 저항 값은 1.022이다. 실험장치

구성도와 시편부의 상세도는 ‘그림 5.5-2 실험장치 구성도’와 ‘그림 5.5-3 시편부 상

세도’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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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열 박막 히터 개발

표면 젖음 특성 외의 표면 거칠기 등 비등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제

한하고 새롭게 제시한 표면 개질 기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MEMS 기술이 꼭 필

요하다고 판단하여, MEMS기술의 활용이 편한 silicon wafer를 가열 표면의 기초

물질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silicon wafer에서 효과적으로 가열함과 동시에 가열

표면의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가열표면 뒤에 초소형미세가공을 통하여

Pt 박막히터를 만들었다. 박막히터의 재질로 사용된 백금은 산화가 적고 전기적 화

학적으로 안정된 물질로써 silicon wafer에 증착시키기 위하여 중간 adhesion layer

로써 Ti를 20nm 증착하였고, 그 위에 Pt를 150nm 증착하였다. Pt와 Ti는 각각 lift

off기법을 이용하여 patterning 하였다. 실험 시편 하나의 크기는 가로 25mm, 세로

20mm이며 실제 가열면적은 15mm x 10mm이다. 완성된 박막히터는 ‘그림 5.5-4 박

막히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등 곡선을 그리기 위하여 표면 온도의 측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은 저항과

온도간의 보정표(calibration chart)를 이용하였다. 이 방식은 열전대를 통한 직접 온

도 측정에 비해서 접촉저항을 배제할 수 있기에 더 높은 신뢰성을 갖는다. 상세 과

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류 챔버(convection chamber)의 온도를 100도에서 150도까지 바꾸어

가며 그 동안의 저항 값을 측정하여 놓는다. 그 후 온도와 저항간의 관계식을 도출

한다. 이 때 관계는 아래 식과 같이 1차 선형 방정식으로 표현된다.

   (5.5-4)

즉 보정표를 이용하여 위 방정식의 a값과 b값을 각 실험 시편에 대하여 얻는

다. 이렇게 결정한 a값과 b값 그리고 실험 중 측정한 히터의 저항을 통하여 가열

표면의 온도를 알 수 있다. 이로써 가열 표면의 온도 및 열유속에 대한 정보를 모

두 얻게 된다. 히터의 저항은 아래 식을 통한다.

 


(5.5-5)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비등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열유속과 가열표면 온도의

측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로써 상압에서의 풀 비등 성능 평가를 위한 실험장치

및 박막히터의 준비가 완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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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내용 및 결과

가. 비등 가시화를 통한 내용 및 결과

비등 가시화를 하기 위하여 초고속 카메라(Redlake MotionXtra HG-100K)와

long distance microscope(Infinity InFocusTM Model KC)를 사용하였다. 표면 젖음

특성에 의해 기포거동의 차이점이 확연히 들어내는 핵 비등 시작 지점에서 촬영이

이루어졌다.

(1) 기준 표면에서의 비등 가시화

아무런 무늬가 없는 기준 표면인 이산화규소표면의 핵비등 시작지점에서의

비등을 가시화하였다. 가시화 결과 기존에 널리 알려진 기포거동현상과 거의 일치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산화규소표면에서의 기포거동을 살펴보면 기포의

핵이 형성되면 핵을 중심으로 부피가 점점 팽창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이렇게 일정 부피이상으로 팽창한 기포는 가열 표면과 기포 경계상면인 삼중점

(triple point)에서 표면장력과 부력 사이의 힘 균형에 의해 기포가 늘어지는 형상을

보이다가 기포의 부피가 더 커져 부력이 표면 장력보다 강해지면 기포가 가열 표면

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 이런 핵 비등의 시작은 표면 온도 115℃ 부근이었으며 기

포가 생성되고 가열 표면을 떠날 때 까지 걸린 시간은 15~20ms였다. 핵 비등 시작

위치는 핵 비등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예측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한 지점에서 핵

비등이 시작되면 같은 위치에서 반복적으로 기포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

다. 가시화 사진은 ‘그림 5.5-5 이산화규소 표면에서의 기포거동’에서 확인 할 수 있

다.

(2) 소수성 표면에서의 비등 가시화

이산화규소 표면 위에 테프론으로 전체 코팅한 가열표면 위에서의 기포 거동

을 핵 비등 시작 지점에서 초고속카메라를 이용하여 가시화하였다. 소수성 표면의

접촉각은 120°이며 가열면적 0.15mm2이 모두 소수성 물질인 테프론으로 코팅된 상

황에서 촬영하였다. 기준이 되는 이산화규소표면에서의 가시화결과와 크게 다른 3

가지 부분을 기준으로 특성을 분석하여 보였다. 첫 번째는 핵 비등 시작지점의 온

도이다. 기준 표면의 핵 비등 시작 온도가 115℃인 반면에 소수성 표면의 핵 비등

시작 온도는 101℃~102℃로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이른 핵 비등 시작을 가시화를 통

하여 확인 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기포의 생성크기와 생성주기이다. 기포 크기는

기준 표면에서의 기포 크기가 수백μm 사이즈인 반면에 소수성 표면에서의 기포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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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2~3mm에 육박할 정도로 큰 기포를 생성되었다. 기포의 생성 주기 역시 3s로

이산화규소표면에서 기포의 생성주기에 비해 비약적으로 증가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발생한 기포의 크기가 이산화규소표면 보다 월등히 크며, 핵

비등 시작 온도가 이산화규소표면 보다 월등히 낮아서 생긴 현상으로 해석된다. 세

번째는 핵 비등 시작 위치이다. 기준표면의 경우 핵 비등이 한번 시작 되면 그 위

치에서 지속적인 핵 비등이 시작되었던 반면 표면이 소수성으로 코팅된 가열표면에

서는 가열표면의 전체에서 임의적으로 기포가 생성되었다. 한 위치에서만의 핵 비

등이 지속되지 않고 가열표면 면적 전체에서 기포가 발생하였으며, 핵 비등 시작

온도의 낮은 온도에서도 두개의 기포가 동시에 생성되는 현상도 관찰되었다. 또한

발생된 기포가 가열표면을 떠나지 않고 가열표면 위를 미끄러지며 움직이는 현상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는 가열 표면 전체가 기포와 화학적으로 안정된 소수성

물질이기에 가열표면 전체가 핵 비등 시작위치가 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가졌

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가시화 사진은 ‘그림 5.5-6 소수성 표면에서의 기포거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친/소수성 pattern 표면에서의 비등 가시화

이산화규소 표면 위에 테프론 점을 patterning한 후 가시화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를 소수성 표면이 기준표면과는 다른 특성을 보였던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기

준으로 결과를 분석하여 보았다. 첫 번째 핵 비등 시점이다. 핵 비등 시점의 온도는

102℃~108℃로 기준표면에 비해서는 시작 온도가 낮지만 소수성으로 전체를 코팅한

표면에 비해서는 높은 온도에서 핵 비등이 시작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 기

포의 크기와 기포 생성주기 부분이다. 가시화 결과 기포의 크기는 소수성 점의 크

기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기포 생성 주기는 ~20ms로 소수성표면이 전체를 코팅하였

을 때 보다는 빠른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기포의 크기가 소수성 전체코팅

인 경우보다 작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세 번째 핵 비등 시작 위치이다. 이산화

규소 표면의 경우 핵 비등 시작위치를 예측할 수 없었으며, 한번 발생한 위치에서

지속적인 비등이 발생하였다. 반면 소수성 표면의 경우 표면 전체가 핵 비등시작

위치가 되는 것을 관측하였다. 이에 반해 pattern 표면 위에서의 핵 비등 시작 위치

는 소수성 물질이 patterning된 소수성 점이 핵 비등의 시작 지점이 되는 것을 가시

화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이는 기포와 화학적으로 안정되는 관계에 있는 소수성 물

질이 기준표면에 비해 핵 비등을 잘 유도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가시화 사

진은 지름 1.25mm의 소수성 점에서의 비등현상을 초고속 카메라로 촬영한 가시화

결과이다. ‘그림 5.5-7 소수성 점에서의 기포거동’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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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등 성능 검증 실험 내용 및 결과

(1) 개질 표면 특성 측정

앞서 소개된 본 연구를 통하여 제안된 표면 개질 기법을 통하여 표면 특성이

변화한 가열표면의 특성을 측정하였다. 같은 물질을 이용하였고 소수성물질과 친수

성물질의 비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볼 때, 가열표면끼리의 thermal effusivity의 차

이는 무시할만하다고 가정하였다. 이에 따라 표면 물성치를 제외한 표면 인자인 표

면 접촉각과 표면 구조 및 거칠기에 대한 인자 측정을 진행하였다.

표면 접촉각 측정 결과

표면 접촉각 측정은 CCD카메라와 자동 피펫이 연결되어 있는 접촉각 전문

측정 장비를 통하여 측정하였다. 물의 양은 3μl로 일정하게 표면에 주사하였다. 한

표면에 대해서 6번의 접촉각 촬영이 이루어졌으며 측정된 접촉각의 편차는 ±2°내외

였다. 접촉각 촬영에 사용된 유체는 본 실험에서 사용된 작동유체와 동일한 1차 증

류수였으며 상압 상온(~18℃)에서 촬영되었다. 그 결과 기준 표면으로 활용된

silicon wafer를 강제 산화시켜 얻은 이산화규소 표면의 경우 표면 접촉각이 54°를

보였다. 이산화규소에 teflon을 코팅한 소수성 표면의 경우 표면 접촉각이 123.1°를

보였다. Pattern을 진행한 후의 각 표면에 대한 접촉각은 앞의 이산화규소에서의 접

촉각 54°와 teflon 표면의 123.1° 접촉각과 편차 범위에서 일치하는 값을 보였다. 측

정한 표면 접촉각 사진 데이터는 ‘그림 5.5-8 표면 접촉각’에 있다.

표면 구조 및 거칠기 측정 결과

표면 구조 및 거칠기의 측정은 비접촉식 3차원 구조분석이 가능한 광학 측정

장비 3D profiler를 사용하였으며 측정가능 분해능은 0.5nm로 고분해능을 갖는다.

소수성 표면과 친수성 표면에 대해서 6회 이상의 측정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기준

표면인 이산화규소 표면의 거칠기는 1.75nm, 소수성 표면의 경우 1.57nm, 그리고

두 물질간의 높이차는 9.0nm로 비등 성능에 미치는 효과가 무시할 만 값이었다. 3D

profiler의 teflon pattern 촬영 데이터를 ‘그림 5.5-9 3D-profiler 촬영 사진’에서 확

인할 수 있다.

(2) 개질 표면의 비등성능 평가

개진된 가열표면의 성능 평가에 앞서 설계된 실험장치의 신뢰성 확보와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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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의 재생산성을 확인하기 똑같은 공정을 거쳐 제작되었지만 다른 가열표면을 상

압 풀 비등에 넣어 실험결과가 반복적으로 재현되는지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실험결과가 동일한 경향을 보이며 반복성이 뛰어난 것을 확인하였다. 반복성 실험

결과는 ‘그림 5.5-10 기준표면의 반복성 실험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복성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가열표면의 재생산성과 실험장치의 비등 성능

재현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기준표면 이산화규소 가열표면과 소수성 표면

이 가열표면 전체를 코팅한 소수성 표면, 그리고 소수성 물질인 teflon이 가열 표면

에 일부 pattern되어 있는 경우에 대한 비등 평가 실험을 진행하였다. 소수성

pattern은 모두 원형으로 pattern되었으며 그 크기는 500um, 700um, 1mm로 세 종

류이다. 각 pattern간 거리는 문헌조사를 통하여 각 pattern이 서로 간섭효과 없이

독립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리로 설정하였다. 소수성 pattern 표면에 대한 연구가

없기에, 소수성 표면이 핵 비등을 유도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핵 비등시 표면 공동

간의 간섭효과가 없는 최소거리 그 이상으로 pattern간 거리를 설정하였다. 500um

와 1mm pattern 점의 경우 소수성 물질 면적과 가열표면 면적의 비가 같다. 이는

소수성 물질 면적이 일정한 상황에서 소수성 pattern의 크기에 비등 상황이 영향을

받는지 알기 위하여 설계한 인자이다. 반면 700um와 1mm는 점의 개수는 갖지만

소수성 물질 면적과 가열표면 면적 비는 다르다. 이는 핵 비등을 유도하는 소수성

물질의 개수를 갖게 하여 소수성 물질 면적 변화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기 위함이

다. 총 실험 가열표면의 종류는 기준이 되는 이산화규소 표면을 제외하고, 소수성

표면이 가열표면 전체를 코팅한 경우까지 포함하여 총 4가지이다. ‘표 5.5-2 시편

정보 및 임계열유속 증진도’에서 각 실험 시편에 대한 정보 및 임계열유속 증진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5.5-11 비등 성능 곡선 - 1’에서 각기 다른 4가지 표면 조건

과 기준표면에 대한 비등 성능 곡선을 linear scale과 log scale로 확인할 수 있다.

각 개질된 가열표면과 기준표면에 대한 비등 성능을 살펴보면 기준표면이 되

는 이산화규소 표면에 비해 소수성 점이 찍힌 가열표면이 비등열전달과 임계열유속

모두에서 증진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증진은 바로 앞의 항목 비등 가시

화를 통한 내용 및 결과에서 언급된 가시화 결과를 이용하여 해석이 가능하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기포와의 화학적 결합이 더 안정한 소수성 표면은 낮은

온도에서 핵 비등 시작을 일으킨다. 이러한 빠른 핵 비등은 비등열전달에서 열전달

효율이 떨어지는 자연대류영역을 줄여주고 열전달 효율이 높은 핵 비등영역을 더

넓히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소수성 점이 있는 가열표면이 기준표면에 대해 더 높

은 열전달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와 똑같은 현상은 소수성 전체표면에서도

나타난다. 101℃라는 빠른 핵 비등 시작으로 인해 저열유속에서 소수성 점들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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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씬 높은 열전달 능력을 보인다. 하지만 소수성 표면이 전체를 감싸고 있어 가열

표면 전체에서 기포가 발생하게 되어 발생된 기포들이 쉽게 합쳐져 가열표면으로의

물 수급을 막아 아주 빠른 임계열유속에 도달하게 된다. 소수성 전체표면의 임계열

유속은 이산화규소 표면의 임계열유속에 비해 3분의 1 수준이었다.

Teflon, 즉 소수성 pattern이 되어 있는 시편 임계열유속의 증진시키는 결과

역시도 소수성 점이 기포의 발생을 쉽게 유도한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해석이 가능

하다. 임계열유속의 고전모델이자 지금까지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Zuber의 임계열

유속 모델을 살펴보면 임계열유속이 일어난 현상에서는 밀도가 낮은 기체가 밀도가

높은 액체 밑에 존재하게 되며 두 상간의 계면은 Rayleigh-Taylor instability를 통

하여 모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Rayleigh-Taylor instability wave

length와 Kelvin-Helmholtz instability wave length의 관계를 정립함으로써 임계열

유속 예측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 때 Rayleigh-Taylor instability wave length가 줄

어들면 줄어들수록 임계열유속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때 instability

wave length는 강제적 조건의 변화가 없다면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본 실

험의 경우 가열표면 위에 pattern되어 있는 소수성 점이 있는 부분에서 기포기둥

이 발생하게 된다. 이 기포기둥은 자연적 균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닌 표면개

질에 의한 강제적 기포발생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이런 기포기둥간의 거리가

Rayleigh-Taylor instability wave length가 되기 때문에 teflon이 pattern된 시편의

경우 소수성 점에 의해 기준표면 보다 짧아진 wave length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

렇게 짧아진 wave length에 의해 고열유속에서 좀 더 물의 수급과 가열표면으로부

터 발생한 기포의 방출이 가능하게 되어 임계열유속이 증진된 것이다. 실제 소수성

점이 개질된 표면들끼리의 임계열유속을 비교하여 보아도 소수성 점간 거리가 먼

샘플일 경우 낮은 임계열유속 증진을 보였으며, 점간 거리가 짧은 즉 wave length

가 짧은 개질표면의 경우 높은 임계열유속 증진을 보였다. 이러한 증진은 가열표면

설계 때 고려되었던 각 소수성 점의 독립적 활동을 위한 일정 이상의 소수성 물질

간 거리를 유지한 것이 주효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렇지 않았다면 발생된 기포

기둥간의 간섭효과로 소수성 전체표면과 같이 이른 임계열유속이 발생하였을 것이

다.

이제 개질된 표면간의 비등성능을 비교하여 보겠다. 소수성 점을 가진 개질

가열표면 중에서도 500um의 경우가 가장 뛰어난 비등열전달 성능을 보였다. 500um

의 비등열전달 능력은 기준 표면 대비 최소 15.3%에서 최대 25.5%의 증진을 보였

다. 이와 더불어 임계열유속에서 실험 샘플들 중 가장 높은 56%의 증진을 보였다.

비등열전달이 다른 개질 표면에 비해 뛰어났던 이유를 분석하여 보면, 앞의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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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통하여 밝혀진 바와 같이 개질된 표면에서 핵 비등 시작 부근에서 뜨는 기

포의 크기에 영향으로 판단된다. 소수성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많은 기포가 뜰

수 있다. 그리고 같은 열유속에서도 기포의 크기가 작으면 표면에서 잡는 표면장력

이 더 작기 때문에 기포가 가열표면으로부터 떠나기가 쉬워진다. 이러한 이유에 의

해서 소수성 면적이 적은 700um pattern과 pattern 크기가 2배 큰 1mm pattern에

비해 500um pattern이 좋은 비등열전달 성능을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임계열유속

의 증진은 앞에서 언급된바와 같이 점간 거리가 가장 가깝기 때문에 가장 높은 증

진을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500um pattern을 제외한 700um pattern과 1mm pattern의 경우 거의 동일한

비등열전달 능력을 보였는데 이는 소수성 면적은 1mm pattern이 넓지만, 700um

pattern에서는 동일 열유속에서 1mm pattern보다 빠른 기포발생주기를 갖기 때문에

두 효과가 서로 상쇄된 것으로 평가된다. 임계열유속의 경우 점간 거리가 더 짧은

700um pattern이 500um pattern보다 높은 임계열유속을 보였다. 이 현상 역시 앞서

언급된 instability wave length로 해석이 가능하다.

각 열유속별 비등열전달능력에 대한 상세 정보는 ‘표 5.5-3 열유속별 비등 열

전달률’과 ‘그림 5.5-12 열유속별 비등 열전달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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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년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연구범위

1차년도 2008

선행연구조사

- 표면 젖음 특성을 변화시킴에 따른

열전달 및 임계열유속 측정 실험에

대한 선행 연구조사

- 표면 물질 변화에 따른 표면 젖음

특성 변화에 대한 선행 연구 조사

- 표면 물질의 젖음 특성 변형 기법

에 대한 선행 연구 조사

자료 수집

친․소수성을 이

용하여 표면 젖음

특성을 변화시키

는 기법 제안 및

실험장치 제작 착

수

- 친수성과 소수성 물질에 대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혼합 가열 표면 제

작 기법 제안

- 제안한 기법에 대한 모형을 통해

가능성 타진

- 풀 비등 상황에서 열전달 및 임계

열유속 측정을 위한 실험장치 제작

착수

기법 제안

및

시작품

제작

2차년도 2009

표면 젖음 특성

변화에 따른 열전

달 및 임계 열 유

속 데이터 확보

- 선행 연구 조사를 통하여 열전달

및 임계열유속에 영향을 미치는 표

면 인자 선정

- 표면 젖음 특성을 변화시킨 가열

표면을 이용할 때의 열전달 및 임

계열유속에 관한 데이터 확보 및

분석

실험 및

데이터

분석

친수성과 소수성

경계표면에서의

기포 유동 관찰

- 선행 연구 조사를 통하여 친수성

물질과 소수성 물질 경계를 분명히

하기 위한 인자 선정

- 경계 표면에서의 기포 유동을 관찰

및 분석

실험 및

데이터

분석

표 5.5-1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436 -

표 5.5-2 시편 정보 및 임계열유속 증진도

표 5.5-3 열유속별 비등 열전달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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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1 소수성 pattern 개질 기법 순서도

그림 5.5-2 실험장치 구성도 : (a)실험시편부, (b)실험풀,

(c)이멀젼 예열히터, (d)reflux응축기, (e)냉각수, (f)K-type

열전대, (g)PID제어부, (h)T-type 열전대,

(i)데이터수집장치, (j)기준저항, (k)항온조, (l)전력공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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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3 시편부 상세도 : (a)시편, (b)PEEK, (c)O-ring, (d)2-tone epoxy,

(e)RTV silicone, (f)볼트, (g)강제 산화 처리된 알루미늄 지그, (h)전력

공급선, (i)전압 측정선, (j)전선통로

그림 5.5-4 박막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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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5 이산화규소 표면에서의 기포거동

그림 5.5-6 소수성 표면에서의 기포거동

그림 5.5-7 소수성 점에서의 기포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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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8 표면 접촉각

그림 5.5-9 3D-profiler 촬영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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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10 기준표면의 반복성 실험결과

그림 5.5-11 비등 성능 곡선 - 1



- 442 -

그림 5.5-12 열유속별 비등 열전달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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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표면개질에 의한 열전달 증진특성의 규명

1. 개요

나노미터 크기의 입자를 물과 같은 범용 유체에 안정적으로 분산, 부유시킨

유체를 나노유체(Nano-fluid)라고 한다. Choi[5.6-1] 및 Lee 등[5.6-2]은 나노유체가

일반 유체에 비해 높은 비등 열전달을 나타낼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나

노유체의 비등 열전달 증진 효과를 확인하는 많은 실험적 연구가 수행되었다[5.6-3,

5.6-4, 5.6-5, 5.6-6, 5.6-7, 5.6-8]. 그들의 연구는, “나노유체는 임계열유속(Critical

Heat Flux)을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반면에 핵비등(Nucleate Boiling) 영역에서의 열

전달에는 증진효과가 거의 없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Kim 등[5.6-9]은 비등

과정에서 가열표면에 형성되는 나노입자의 얇은 침착(Deposition) 층이 갖는 높은

친수성(Wettability)이 임계열유속의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가열표면의 나노입자

층의 마이크로 구조에서의 모세관 효과가 표면 친수성을 증대시킨다고 보고하였다

[5.6-10].

지금까지 나노유체의 열전달에 관한 연구는 핵 비등과 임계열유속 현상에 집

중되고 있다. 최근 나노유체의 임계열유속 증진 효과에 착안하여 원자력발전 시스

템의 경제성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연구시도가 행해지고 있다[5.6-11, 5.6-12]. 그

러나 나노유체를 원자력발전 시스템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핵비등, 임계열유속에 대

한 연구뿐만 아니라 천이 비등(Transition Boiling), 막비등(Film Boiling) 등을 포함

한, 즉 나노유체가 비등곡선(Boiling Curve) 전체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한다.

본 연구는 실리콘(Si), 실리콘 카바이드(SiC) 및 알루미나(Al2O3) 등의 나노입

자로 제조된 나노유체의 비등곡선 전 영역에서의 비등 열전달 현상을 조시하기 위

해 백금선(Platinum Wire)의 수조비등 임계열유속 및 급냉(Quenching) 현상을 관찰

하였고 더 나아가서 원자로 안전성에 중요한 사고시 재관수(Reflood) 과정에서 나노

유체가 노심냉각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적으로 조사하였다.

2. 백금선의 나노유체 수조 비등 임계열유속 및 급냉시 열전달

가. 실험장치 및 실험조건

본 실험에서 열원 및 온도센서로서 용융온도(1769 ℃)가 높고 온도와 전기저

항의 관계가 잘 알려져 있는 백금선(Pt Wire)을 사용하였다. 그림 5.6-1에 실험장치

의 사진, 그림 5.6-2에 장치 구성도를 나타낸다. 직경 0.25 mm, 길이 100 mm의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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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선이 금으로 도금된 구리 전극에 수평으로 고정되어있고 백금선에 전류를 직접

흐르게 함으로서 가열된다. 백금선의 중앙으로부터 좌우 각각 25 mm의 위치에 직

경이 0.03 mm의 백금 필라멘트를 용접하여 전압 탭으로 사용하였다. 이 전압 탭

간의 전압강하와 백금선을 흐르는 전류로부터 전기저항을 구하고 온도-전기저항의

과계를 이용하여 백금선의 온도를 구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 측정된 백금선의 온

도는 백금선 중앙부 50 mm 구간의 평균치다. 백금선의 가열은 직류 전력공급 장치

를 사용하여 백금선에 전압을 인가함으로서 이루어진다. 이 때 백금선을 흐르는 전

류 값은 백금선에 직렬로 연결된 1 mΩ 표준 저항에서의 전압강하를 측정하여 구

하였다. 백금선에 투입된 전력(열유속)은 상기 전압 탭 간의 전압강하와 백금선을

흐르는 전류로부터 계산하였다. 내열성 강화유리로 된 수조내의 유체온도는 전기

가열판(Hot Plate)으로 조절되며 RTD 센서로 측정, 감시된다. 백금선의 전압 탭 및

표준 저항으로부터의 전압신호, RTD로부터의 신호는, 열전달 및 임계열유속 실험

에 대해 10 Hz, 급냉 실험에 대하여는 5.128 kHz의 측정 속도(Sampling Rate)로

DAS(Data Aquisition System)에서 수록, 처리되었다. 백금선의 온도는 비등점 190

℃의 에틸렌 글리콜(Ethylene Glycol)의 가열 시험과 온도-저항 관계식(PGM

Database, www.platinummetalsreview.com)의 비교를 통하여 교정되었으며 백금선

의 온도 오차는 180 ℃까지 ± 1.0 ℃, 1000 ℃에서 ± 7.5 ℃ 이내였다.

표 5.6-1에 본 연구에서 사용된 나노유체 조건이 정리되어있다. 나노유체는

기본 유체(Base Fluid)로서 탈-이온화수(De-Ionized Water)를, 나노입자는 실리콘

(Si) 및 실리콘 카바이드(SiC)가 사용되었다. 본 실험에서는 2가지 방법으로 나노유

체를 마련하였다. 하나는 Pulsed-Laser Ablation in Liquid (PLAL) 기법이다

[5.6-12, 5.6-13]. 이는 1-단계법(1-Step Method)이라고 하며 기본 유체인 탈-이온

화수 속의 고체를 레이저를 이용하여 직접 나노입자로 만들고 분산시키는 방법이

다. 또 하나는 일반적인 제조법이며 탈 이온화수에 나노입자를 섞인 다음 적절한

방법으로 탈-이온화수 속에 분산시키는 방법이다(2-단계법: 2-Step Metod). 1-단계

법인 PLAL 기법에서는 평균 50 nm의 입자 직경을 가진 나노유체가 얻어졌고 2-

단계법으로 제조된 나노유체의 입자 직경은 100 nm 이하였다. 나노유체 속의 나노

입자 농도는 중요한 실험 인자다. 그러나 나노입자의 정확한 체적을 직접 측정하기

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식 [5.6-1]을 사용하여 나노입자의 체적 농도

를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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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

여기서 는 나노입자의 질량 농도, 는 나노입자의 밀도, 는 유체 밀도

다. 또한 표 5.6-1는 나노유체의 물성치를 나타내고 있다. 본 실험에 사용된 나노유

체의 물성치는 탈-이온화수의 물성치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수조 비등 임계열유속

(1) 실험방법

백금 소선(素線: Bare Pt Wire)은 수조내의 탈-이온화수 또는 나노유체 속에

수평으로 고정된다. 실험은 우선 수조내의 유체온도를 가열판으로 100 ℃로 유지한

다음 전력공급 장치로 백금 소선에 전압을 걸어 전류를 흘리고 가열한다. 전압과

전류 측정치로부터 백금선에 투입된 전력과 백금선의 전기저항을 계산한다. 백금선

의 열유속과 온도는 위의 전력 값과 저항 값으로 구할 수 있다. 백금선에 투입되는

전력을 단계적으로 서서히 증가시킨다. 전력이 증가될 때마다 전압, 전류 및 RTD

신호를 30초 동안 10Hz의 속도로 DAS에 기록하고 열유속, 온도 등의 평균 물리량

을 계산하였다.

(2) 실험결과

그림 5.6-3은 물 및 나노입자 체적농도 0.01 %인 Si 나노유체에 대하여 백금

선의 과열도(Superheat, ∆)의 함수로서 백금선 표면 열유속 ″를 나타낸 비등

곡선이다. 물의 비등곡선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백금선에 투입되는 전력의 증가

즉 열유속의 증가에 따라 백금선 온도(그림에서는 과열도)도 서서히 올라가고 열유

속이 임계열유속에 도달하면 핵비등 영역에서 막비등 영역으로 이행하면서 백금선

온도가 급격히 상승한다. 그림 5.6-3에서는 백금선 온도가 순간적으로 약 130 ℃

(∆=30 ℃)에서 약 700 ℃(∆=600 ℃)까지 급상승하고 있다. 다음에 이 조

건에서 열유속(전력)을 서서히 내리면 백금선 온도는 막비등 상태를 유지하면서 낮

아진다. 어느 열유속에서 핵비등 영역으로 이행하면서 백금선 온도는 순시간에 낮

아진다. 막비등에서 핵비등에 이행하는 온도를 최소 막비등 온도(Minimum Film

Boiling Temperature), 이 때의 열유속을 최소 열유속(Minimum Heat Flux)이라고

한다. 더 열유속을 내리면 백금선 온도는 핵비등 영역 곡선을 따라 낮아진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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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현상은 본 실험과 같이 열유속이 제어되고 백금선 온도가 존속 함수일 때 나타

나며, 만약 백금선 온도가 제어되고 열유속이 존속 함수인 실험에서는 최소 막비등

온도 지점에서 임계열유속 지점으로 이행하는 천이 비등 영역을 보게 될 것이다.

Si 나노유체의 비등곡선을 보면 과열도∆=20 ℃까지 물의 비등곡선에 일

치하여 따라가나 그 후는 물에 대한 과열도보다 큰 과열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나노유체에서 핵비등 영역의 열전달  ″∆은 물 보다 작은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나노유체의 임계열유속은 물에 비해 무려 270 %나 높게 나타났으며 이 때

의 고열유속으로 인해 백금선은 녹아내렸다. 그림 5.6-3에서 나노유체는 물의 임계

열유속을 넘는 고열유속 조건에서 상당이 높은 열전달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보여주

고 있다.

나노유체에서의 비등은 가열면에 나노입자의 침착을 유발/촉진하는 효과가 있

는 것이 알려져 있다. 본 실험에서도 실험 후, 백금선 표면에는 나노입자의 침착 층

이 관찰되었다(그림 5.6-4 참조). 본 실험에서 상당히 높은 임계열유속이 얻어진 것

은 임계열유속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핵비등 영역에서 백금선 표면에 나노입자의 침

착 층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다. 백금선 급냉(Quenching)시 열전달 현상

(1) 실험방법

급냉 실험에서 먼저 백금선을 대기 중에서 1000 ℃까지 가열한 후, 전기 가열

판으로 미리 포화온도(100 ℃)로 유지되고 있는 수조내 유체 속으로 완전히 잠길

때까지 급속히 투입된다(그림 5.6-2 참조). 이 과정에서 가열된 백금선이 수조의 유

체표면에 닿는 직전에 직류 전력공급 장치로부터의 전력 공급이 포토센서(Photo

Sensor)에 의해 차단된다. 이와 동시에 백금선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직류 전류

공급 장치로부터 20 mA의 일정 전류가 백금선에 공급된다. 이 때 백금선에 인가된

전류(20 mA)에 의해 발생하는 열은 백금선 저항이 크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다. 백

금선의 온도(저항) 신호는 아주 빠르게 변화기 때문에 5.128 kHz의 고속으로 DAS

에 수록되었다.

실험은 표 5.6-1에 나타낸 9-Case에 대하여 실시되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

이 비등 열전달, 특히 임계열유속은 가열표면에 침착한 얇은 나노입자 층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실험은 백금 소선(素線: Bare Pt Wire)이 물로 급냉되는 경

우(W-B), 백금 소선이 나노유체로 급냉되는 경우(N-B-), 그리고 백금선의 나노입

자 침착 층이 급냉시 열전달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나노입자를 인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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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입힌 백금선(Nanoparticle-Coated Pt Wire)이 물로 급냉되는 경우(W-NC-)에

대하여 수행되었다. 나노입자 코팅 백금선은 동일한 비등 조건에서 마련되었다. 예

를 들어, 표 5.6-1의 W-NC-1의 경우는 백금 소선을 1-단계법으로 제조된 체적농

도 0.01 %의 Si 나노유체에 잠그고 백금선 온도 130 - 140 ℃(즉 핵비등 조건, 그

림 5.6-3 참조)에서 4시간 동안 유지시킨 것이다. 그림 5.6-4는 백금선 표면의 SEM

화상이다. 화상 (a)는 백금 소선 표면이며, (b)는 Si 나노입자 코팅 백금선의 표면

(W-NC-1), (c) 및 (d)는 SiC 나노입자 코팅 백금선의 표면(W-NC-2 및 W-NC-3)

이다. 화상 (b)에서 Si 코팅 백금선의 나노입자 층의 두께는 7.0 m, (c) 및 (d)의

경우, 각각 3.3 m 및 6.6 m이다. 이와 같이 나노입자 층의 두께, 마이크로 구조

는 나노입자의 종류, 체적농도, 나노유체 제조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

다.

(2) 실험결과

백금선의 급냉 과정에서 급격한 온도 변화(즉 냉각곡선, Cooing Curve)를 그

림 5.6-5에 나타낸다. 대기 중에서 1000 ℃까지 가열된 백금선은 약 2.5 cm/sec의

속도로 수조 속으로 내려간다. 백금선에의 전력은 백금선이 수조의 유체 표면에 닿

는 직전(F점)에 차단된다. 이 후 백금선 온도 Twire 는 공기의 자연대류에 의해 서

서히 낮아진다(F점부터 E점까지). 백금선이 유체표면에 닿는 순간(E점) 백금선의

냉각률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다. 백금선이 유체표면 영역을 통과하여 완전히

유체속으로 잠기게 되면 냉각 곡선의 기울기 ∆∆ 는 상당히 커진다. 그

림 5.6-5는 물(W-B), Si 0.01 % 나노유체(N-B-2) 및 Si 0.001 % 나노유체(N-B-1)

에 대한 냉각곡선의 E점에서 A점까지의 기울기가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

다. 즉 백금선의 급냉 초기 조건(E점)을 일치시키면 똑 같은 냉각곡선이 얻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SiC 나노유체의 경우인 N-B-3, -4 및 -5도 그림 5.6-5와 같은 경

향을 보여주었다. 백금선이 E점에서 냉각이 종료될 때까지의 시간 즉 백금선이 수

조 유체온도(Tpool=100 ℃)까지 냉각될 때까지의 급냉 시간(Quenching Time)을 표

5.6-2에 나타낸다. 나노유체(N-B-1에서 N-B-5)에 대한 냉각률은 물에 대한 냉각률

과 거의 같은 것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나노입자 코팅 백금선의 경우(W-NC-1, -2

및 -3), 백금 소선이 물 및 나노유체로 급냉되는 경우보다 상당히 짧은 Quenching

시간을 보여주고 있다.

백금선의 급냉시 비등 현상을 고속 디지털 비디오 카메나로 관찰하였다. 백금

선이 유체에 접촉하는 순간부터 완전히 냉각되어 유체온도와 같아질 때까지 3000

fps의 프레임 속도로 촬영되었다. 촬영 영상으로부터, 물 또는 나노유체로 백금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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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냉될 때, 즉 실험 W-B, N-B-1 및 N-B-2의 경우 비등 과정은 거의 같은 현상을

보여주었다. 그림 5.6-6은 백금 소선이 물로 급냉될 경우인 W-B의 화상이며 백금

선이 물에 닿는 순간(E점)부터 (a) 0.18 sec. 후를 시작으로 0.03 sec. 간격으로 핵비

등 영역인 (h) 0.39 sec. 까지를 보여주고 있다. 백금선이 물에 접촉하자마자 백금선

표면에서 대량의 수증기가 분출하고 증기벽(Vapor Wall)을 형성하고 있다(화상 (a),

(b)). 그 후 (b), (c)의 과도기를 거쳐 안정된 막비등(Stable Film Boiling), (d)-(f)에

이행한다. 백금선이 계속 냉각되면서 막비등에서 천이 비등(Transition Boiling, 화

상 (g)) 그리고 핵비등(화상 (h))으로 변하고 있다. Si 나노입자 코팅 백금선이 물로

급냉될 때(W-NC-1)의 화상을 그림 5.6-7에 보여준다. 그림 5.6-7은 그림 5.6-5와는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화상간의 시간 간격은 0.01 sec.이다. 증기벽이 소멸

하는 과정에서 물이 백금선을 부분적으로 적시는 영역(Partial Wetted Area)이 생기

고(화상 (b)-(d)) 부분 막비등(Partial Film Boiling)과 공존하게 된다(화상 (e). (f)).

그림 5.6-7의 특징, 즉 Si 나노입자 코팅 백금선이 물로 급냉되는 경우의 특징은 백

금선이 물로 냉각되는 경우에 비하여 보다 많은 양의 수증기가 발생하고 그림

5.6-6의 화상 (d)-(f)와 같은 안정된 막비등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그림 5.6-5의 냉각 곡선으로부터 백금선 표면의 열유속을 다음과 같은 관계식

에서 구할 수 있다.

″ 




≅


∆

∆
(5.6-2)

여기서 ″는 열유속, m는 백금선의 질량, Cp(T)는 백금선의 비열, A는 백금

선의 열전달 면적이다. 그림 5.6-8은 위식에서 구한 열유속을 벽 과열도(Wall

Superheat)∆의 함수(즉 비등곡선)로 나타낸 것이다. 물 및 Si 나노유체(W-B,

N-B-1 및 N-B-2)에 대하여는 전형적인 비등곡선을 얻었다. 그림 5.6-8에서 구간

A-B, B-C 및 C-D는 각각 핵비등, 천이 비등 및 막비등 영역에 해당한다. 구간

E-F는 백금선이 대기 중의 공기로 냉각되고 있는 영역이며 구역 D-E는 백금선이

유체속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의 과도기 영역이다. 그림 5.6-8에서 d 지점은 그림

5.6-6의 화상 (c)에 해당한다. 물과 Si 나노유체의 B점과 C점은 각각 최대 열유속

(즉 임계열유속) 및 최소 열유속(Minimum Heat Flux)이다. 그림 5.6-8에서 구역

A-B-C 부분을 확대하고 임계열유속을 자세히 관찰해보면(그림 5.6-9) Si 나노유체

에 대한 임계열유속이 물에 대한 것 보다 약간 크고 벽 과열도(Wall Superheat)도

약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핵비등 영역과 최소 열유속 및 최소 막비등 온

도(Minimum Film Boiling Temperature)는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그림 5.6-9에서

나노유체의 임계열유속이 약간 증가하는 이유는 천이 비등 B-C 영역에서 백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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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에 나노입자가 침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림 5.6-8에서 Si 나노입자 코팅 백금선이 물로 급냉되는 경우 W-NC-1의

비등곡선은 백금 소선이 물 및 Si 나노유체로 급냉되는 경우 W-B, N-B-1 및

N-B-2와 판연히 다른 경향을 보여준다. 일반적인 비등곡선에 준하면 구간

A-B-B', B'-C' 및 C'-D는 각각 핵비등, 천이 비등 및 막비등 영역에 해당한다. 그

러나 그림 5.6-7의 화상 (a)에 해당하는 과도기적인 막비등 영역 C'-D가 아주 짧은

시간 동안(0.02 sec.) 나타나며 물이나 나노유체에서 관찰되는 안정적인 막비등 영

역은 존재하지 않았다. 임계열유속점 B'는 그림 5.6-7의 화상 (c)에 대체로 해당하

며 물에 비해 약 3배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열전달계수  ″∆ 또한 구간

B-B'-C'에서 아주 크게 나타나며 백금선이 물이나 나노유체로 급냉될 때와 비교하

면 B'점에서 약 3.6배 높은 값이 관찰되었다.

그림 5.6-10은 백금 소선이 SiC 나노유체로 급냉되는 경우(N-B-3, -4 및 -5)

와 물로 급냉될 때(W-B)의 비등곡선을 비교한 것이다. SiC 나노유체의 비등곡선은

그림 5.6-8의 Si 나노유체의 비등곡선과 같은 경향을 보여주나 임계열유속은 오히

려 저하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 그림 5.6-11은 나노입자로 코팅된 백금선이 물로 급

냉될 때(W-NC-1, -2 및 -3)의 비등곡선이다. 그림 5.6-11은 임계열유속, 최소 열유

속 및 최소 막비등 온도의 위치가 나노입자의 종류와 나노입자의 침착 층의 두께나

마이크로 구조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나노입자 코팅 백금선이

물로 급냉될 때, 비등곡선에서의 막비등 영역 구간은 백금 소선의 비등곡선과 겹치

나 최소 열유속 및 최소 막비등 온도는 백금 소선의 비등곡선을 따라 이동하고 있

다.

3. 나노유체 원형관 재관수(Reflood) 열전달

가. 실험장치 및 실험방법

냉각재로서 나노유체를 사용하여 원형관 재관수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장치

를 그림 5.6-12에 보여준다. 수직으로 세워진 테스트부는 내경 8 mm, 전체 길이

1400 mm, 가열구간 1000 mm의 원형관을 사용하고 원형관에 연결된 Bus Bar를 통

하여 직접 전류를 흘림으로서 원하는 온도까지 가열된다. 원형관 내부에 주입된 나

노유체의 냉각 효과로 인한 원형관 벽 온도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가열구간 외벽

에는 외경 0.5 mm의 비접지형 열전대(Ungrounded Sheath Thermocouple)를 100

mm 간격으로 9개 설치하였다. 또한 테스트부를 보온재로 싸고 열손실을 최소화하

였다. 테스터부에 나노유체를 주입하기 위해 질소 가스 가압 장치가 내경 5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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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2000 mm의 아크릴제 냉각재 용기에 연결되어있다. 용기내의 냉각재는 질소가

스 압력으로 밀어 테스트부에 주입된다. 테수트부 주입유량은 질소가스 압력과 테

수트부 상류측에 설치된 Needle 밸브로 조절되며 주입유량은 용기내 냉각재 수위의

시간 변화를 차압계로 측정하여 구하였다. 실험에서 측정 변수는 원형관 벽 온도,

냉각재 수위, 냉각재 용기 압력, 테스트부의 하부/상부 Plenum의 온도 및 압력 등

이다. 이들 측정 변수 신호는 10 Hz의 속도로 DAS에서 기록되었다.

실험은 예비실험을 통하여 질소가스 압력, Needle 밸브 개폐도와 주입유량과

의 관계를 미리 구한다. 원하는 유량에 맞도록 질소가스 압력, Needle 밸브 개폐도

를 설정하고 테스트부를 원하는 온도까지 가열한 다음 테스트부 상류의 Ball 밸브

를 열어 냉각재의 주입을 시작한다. 냉각재가 가열구간 입구에 도달하면 가열구간

에 공급되고 있는 전력을 차단한다. 냉각재가 테스트부에 주입되고 있는 동안 유량

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냉각재 용기의 압력은 압력조절 밸브로 일정하게 유

지된다. 실험은 물, 2-단계법으로 제조된 체적농도 0.1 %의 SiC 나노유체 및 체적

농도 0.1 %의 Al2O3 나노유체에 대하여 실시되었다. 실험 초기 조건은 원형관 온

도 약 600-750 ℃, 가열구간 입구 냉각재 온도 25 ℃로 같은 조건에서 수행되었다.

나. 실험결과

그림 5.6-13은 가열구간에 냉각재가 진입할 직전의 원형관 외벽 초기 온도를

보여주고 있다. X-축은 가열구간 입구로부터의 열전대 위치를 나타낸다. 가열구간

상하단에서 열손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간열구간 전체를 같은 온도로 설정할 수 없

었다. 그러나 물 실험과 나노유체 실험의 초기 온도는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실험에서 가열구간 초기온도 분포를 ± 4 ℃이내로 일치시킬 수 있었다. 일반적

으로 재관수 실험에 있어서 가열구간에서 냉각재의 상변화가 일어나고 가열구간에

배압이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냉각재가 주입되고 있는 동안 주입유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본 실험의 주입유량의 시간 변화를 그림 5.6-14에

보여준다. 그림에서는 냉각재 용기내의 냉각재 수위 변화를 신간의 함수로 나타내

었다. 수위 변화는 냉각재 주입 동안 완벽하게 직선적으로 변화고 있어 본 실험에

서는 냉각재 주입 동안의 유량변화가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SiC 나노입자 체적농도 0.1 %의 나노유체가 원형관에 주입된 실험과 물에

대한 실험을 비교한 결과를 그림 5.6-15에 보여준다. 원형관 벽 온도의 변화를 시간

의 함수로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재관수 속도(Reflood Velocity)는 그림 5.6-14에

보여준 냉각재 수위 변화로부터 구한 냉각재 주입 유속이다. 15 sec. 지점에서 가열

구간에의 전력이 차단되고 그 후 냉각재가 원형관을 올라가면서 고온의 가열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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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덮어 열전대 T/C-1부터 차례로 벽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물과 나노

유체의 비교에 있어서 벽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시간 즉 급냉 시간(Quenching

Time)은 최하단 T/C-1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가열구간 상부에 가면서 나노유체

에 대한 급냉 시간이 물보다 점점 빨라지며 T/C-8의 위치에서는 20 sec. 차이를 보

여주고 있다. 또한 최상단 위치의 T/C-9에서는 T/C-8 및 T/C-7보다 빨리 냉각되

고 더 물과 나노유체의 급냉 시간이 역전하는 형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상부 재

관수(Top Reflood)라고 불리는 현상으로 원형관 상부나 상부 Plenum에서 응축된

냉각수가 원형관 내벽을 따라 액막(Liquid Film) 상태로 내려가 가열면을 냉각하기

때문이다[5.6-14]. 그림 5.6-16은 Al2O3 나노입자 체적 농도 0.1 %의 나노유체에 대

한 실험결과다. 주입된 냉각재가 올라가면서 나노유체의 급냉 시간은 물보다 약간

씩 빨라지 고 있으나 그림 5.6-15에 비하면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T/C-5를 지나서부터는 물과 같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나노유체의 종류에 따

라 재관수시 냉각능력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5.6-15를 보면 나노유체의 냉각능력이 물보다 우수한 것은 분명하다. 일

반적으로 재관수시 일어나는 열수력 현상에 있어서 냉각수가 원형관을 올라가면서

가열면을 적시는 지점 즉 Rewetting 지점의 하류에는 상류에서 발생한 수증기에 타

고 올라가는 대량의 액적(Liquid Droplet)이 관찰된다. 일부 액적은 다시 가열면에

부착(Deposition)하여 증발한다. 이 때 나노유체의 경우 나노입자가 가열면에 침착

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Rewetting 지점 근방에서의 수증기 발생은 나노입자 농

도를 증가시커 나노입자의 침착을 도울 수도 있다. 이러한 나노입자의 침착은 위

“백금선 급냉시 열전달 현상”에서 관찰한 바와 같이 냉각능력을 촉진하여 급냉 시

간의 단축을 가져온 것으로 생각된다. 본 실험에서 가열구간 1000 mm의 원형관이

사용되었으나 만약 가열구간이 긴 테스트부가 사용되면 가열구간 상부에서 액적의

부착 빈도가 높아져 나노입자의 침착 효과는 더 커질 것이며 결과적으로 나노유체

의 냉각능력은 한층 더 증진될 것이다.

4. 결론

백금선의 나노유체 수조비등 임계열유속 및 급냉 현상을 관찰함으로써 비등

곡선 전 영역에 대한 나노유체의 열전달 증진 효과를 조사하였다. 백금선의 수조비

등 실험에서 나노유체는 핵비등 영역에서는 물보다 오히려 낮은 열전달률을 보여주

나 임계열유속은 물에 비해 상당히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나노유체는 물의

임계열유속을 넘는 고열유속 조건에서 높은 열전달률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

다. 나노유체의 임계열유속 증진 효과는 임계열유속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핵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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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서 백금선 표면에 나노입자의 침착 층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백금선의 급

냉 실험으로부터 얻은 물 및 나노유체의 비등곡선은 거의 일치하였다. 한편 나노입

자로 코팅된 백금선이 물로 급냉될 때, 백금 소선이 물이나 나노유체로 냉각되는

경우에 비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냉각되며 비등곡선을 보면 막비등 영역 구간은 백

금 소선의 비등곡선과 겹치나 최소 열유속 및 최소 막비등 온도는 백금 소선의 비

등곡선을 따라 높은 값 측으로 이동하였다. 이는 나노입자로 코팅된 백금선이 물로

급냉되는 경우 상당히 높은 열전달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백금선의 급냉시

나노입자의 침착 층(코팅)이 열전달을 증진시켜 냉각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는

사실에 주목하여 나노유체를 냉각재로 사용한 원형관 재관수 실험을 수행하였다.

나노유체의 급냉 시간은 물에 비하여 짧아졌다. 즉 재관수 열전달 현상에 있어서

나노유체는 물보다 냉각능력이 우수함을 보여준다. 가열구간이 길어지면 액적에 포

함된 나노입자가 가열면에 침착하는 빈도가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나노유체의 냉각

능력은 한층 증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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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Coolant Pt wire surface pH
(-)

Surface
Tension

σ
(mN/m)

Viscosity
μ

(mPa·s)

Thermal
Conductivity

k
(W/m·K)

W-B De-ionized water

Bare

6.45 71.39 1.03 0.619

N-B-1 Si 0.001 vol.%
1-step nanofluid 6.43 71.66 1.00 0.618

N-B-2 Si 0.01 vol.%
1-step nanofluid 5.73 71.59 1.02 0.614

N-B-3 SiC 0.001 vol.% 
1-step nanofluid 5.23 71.92 0.98 0.618

N-B-4 SiC 0.001 vol.% 
2-step nanofluid 5.87 69.62 1.00 0.627

N-B-5 SiC 0.01 vol.% 
2-step nanofluid 6.03 70.88 0.98 0.633

W-NC-1

De-ionized water

Si nanoparticle-coated
by 0.01 vol.%

 1-step nanofluid

6.45 71.39 1.03 0.619W-NC-2
SiC nanoparticle-coated

by 0.001 vol.% 
2-step nanofluid

W-NC-3
SiC nanoparticle-coated 

by 0.01 vol.% 
2-step nanofluid

표 5.6-1 실험조건 및 나노유체 물성치

Case Coolant Pt wire surface Pt wire temperature
at the E point (℃)

Time from the E 
point to 100 ℃ 

(sec)
W-B De-ionized water

Bare

850 0.44

N-B-1 Si 0.001 vol.% 
1-step nanofluid 910 0.47

N-B-2 Si 0.01 vol.% 
1-step nanofluid 920 0.47

N-B-3 SiC 0.001 vol.% 
1-step nanofluid 870 0.46

N-B-4 SiC 0.001 vol.% 
2-step nanofluid 710 0.39

N-B-5 SiC 0.01 vol.%
2-step nanofluid 750 0.37

W-NC-1

De-ionized water

Si nanoparticle-coated 
by0.01 vol.% 

1-step nanofluid
900 0.20

W-NC-2
SiC nanoparticle-coated

by 0.001 vol.% 
2-step nanofluid

820 0.29

W-NC-3
SiC nanoparticle-coated 

by 0.01 vol.% 
2-step nanofluid

850 0.24

표 5.6-2 급냉 시간

The letter E expresses the instant the Pt wire came into contact with the liquid s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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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1 수조비등 열전달 실험장치 사진

 

Pt wire

Liquid reservoir 

Hot plate

Pt filaments 

Water or 
Si nanofluid

DC Current
supply unit

DC Power 
Supply unit

20mA 

1.0mW

Data acquisition system

RTD
Copper bus bar 

Standard resistor 

Pt wire

Liquid reservoir 

Hot plate

Pt filaments 

Water or 
Si nanofluid

DC Current
supply unit

DC Power 
Supply unit

20mA 

1.0mW

Data acquisition system

RTD
Copper bus bar 

Standard resistor 

그림 5.6-2 수조비등 열전달 실험장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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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3 물 및 노노유체의 수조비등 곡선

   (a) (b)(a) (b)

(c) (d)

  (a) (b)(a) (b)

(c) (d)

그림 5.6-4 백금선 표면의 SEM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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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5 백금선 급냉시의 냉각곡선

 

(a) 0.18s (b) 0.21s (c) 0.24s

(e) 0.30s (g) 0.36s (h) 0.39s

(d) 0.27s

(f) 0.33s

Liquid surface

Pt wire

Vapor wall

(a) 0.18s (b) 0.21s (c) 0.24s

(e) 0.30s (g) 0.36s (h) 0.39s

(d) 0.27s

(f) 0.33s

Liquid surface

Pt wire

Vapor wall

그림 5.6-6 냉각재가 물인 경우의 백금선 급냉시의 열전달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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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8 백금선 급냉시 Si 나노유체의 비등곡선

 

(a) 0.08s (b) 0.09s (c) 0.10s (d) 0.11s

(e) 0.12s (f) 0.13s (g) 0.14s (h) 0.15s

Vapor wall

Pt wire

Liquid surface

Partial wetting

Partial vapor film

그림 5.6-7 Si 나노 코팅 백금선의 급냉시 열전달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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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9 백금선 급냉시 비등곡선의 임계열유속 및 최소 열유속

그림 5.6-10 백금선 급냉시 SiC 나노유체의 비등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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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11 나노 코팅 백금선의 급냉시 비등곡선

10
00

m
m

2" P ipe, 3t, 200 mm
ID=54.5 mm

V = 0.467 liter

Ball valve

Niddle
Valve

N2
or 
Air

ID: 50 mm, 15 t
2000 mm

14
00

m
m

400 mm

A

Bus bar

Bus bar

ID: 8 mm
OD: 12 mm tube

V = 0.05 liter

Drain valve

Bourdon
Press. gauge

Control valve

B

vent valve

Nonofluid
supply

100 mm

16
00

m
m

2" flange

vent va lve

200 mm

Spring

LM 
Guide

S
up

po
rt

Be
a m

100 mm

2" flange

Teflon gasket

Silicon gasket

2" flange

2" flange

Teflon gasket

2" Pipe, 3t, 200 mm
ID=54.5 mm

N
an

of
lu

id
T

an
k,

Vm
ax

=
3.

3
lit

er

10
00

m
m

2" P ipe, 3t, 200 mm
ID=54.5 mm

V = 0.467 liter

Ball valve

Niddle
Valve

N2
or 
Air

ID: 50 mm, 15 t
2000 mm

14
00

m
m

400 mm

A

Bus bar

Bus bar

ID: 8 mm
OD: 12 mm tube

V = 0.05 liter

10
00

m
m

2" P ipe, 3t, 200 mm
ID=54.5 mm

V = 0.467 liter

Ball valve

Niddle
Valve

N2
or 
Air

ID: 50 mm, 15 t
2000 mm

14
00

m
m

400 mm

A

Bus bar

Bus bar

ID: 8 mm
OD: 12 mm tube

V = 0.05 liter

Drain valve

Bourdon
Press. gauge

Control valve

B

vent valve

Nonofluid
supply

100 mm

16
00

m
m

2" flange

vent va lve

Drain valve

Bourdon
Press. gauge

Control valve

B

vent valve

Nonofluid
supply

100 mm

16
00

m
m

2" flange

vent va lve

200 mm

Spring

LM 
Guide

S
up

po
rt

Be
a m

100 mm

200 mm

Spring

LM 
Guide

S
up

po
rt

Be
a m

100 mm

2" flange

Teflon gasket

Silicon gasket

2" flange

2" flange

Teflon gasket

2" Pipe, 3t, 200 mm
ID=54.5 mm

N
an

of
lu

id
T

an
k,

Vm
ax

=
3.

3
l

2"  flange

Teflon gasket

Silicon gasket

2" flange

2" flange

Teflon gasket

2" Pipe, 3t, 200 mm
ID=54.5 mm

N
an

of
lu

id
T

an
k,

Vm
ax

=
3.

3
lit

er

그림 5.6-12 나노유체 원형관 재관수 열전달 실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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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13 재관수 실험 가열구간 초기 온도분포

그림 5.6-14 재관수 실험 냉각재 용기 수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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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15 SiC 나노유체 재관수 실험 가열구간 벽 온도변화

그림 5.6-16 Al2O3 나노유체 재관수 실험 가열구간 벽 온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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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노심 열전달 안전특성의 규명 및 향상 기술 개발을 위하여 CHF/PDO 열전달

실험 DB 개선 및 보완, 열전달 증진 기법의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다.

원형관, 봉다발 등 다양한 형상에 대해 CHF/POD 열전달 실험 DB를 구축하

였고, 일부 실험 DB 부족 영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실험을 수행하였다. 프레온 유

체를 이용하여 임계압 근처에서의 열전달 특이 현상과 아임계압-임계압 사이의 압

력 천이시 발생하는 열전달 특이 현상을 실험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고

유 모델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신개념 원전의 노심 설계 및 성능

평가를 위한 설계 코드와 안전해석코드의 평가 검증에 매우 유용한 실험 DB가 될

것이다.

기능성 나노 유체에 대한 열유체 특성 파악을 통하여 열전달 표면 개질에 대

한 열전달 증진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선행 연구를 분석하여 기능성 나노

유체의 열전달 제어 기술을 개발하고, 표면 개질의 모델을 선정하여 실험을 수행하

였다. 수조 비등에서 수행된 나노 유체 급냉각은 일반 순수 물에 비해 열전달이 크

게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나노 입자의 종류에 따른 열전달 특성 변화를

관찰하고 나노 입자가 열전달 특성 변화에 미치는 원인을 규명하였다.

다양한 표면개질 기법 중 비등열전달과 임계열유속 모두에 효과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 표면 접촉각의 제어를 통한 비등 성능 향상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구체

적인 표면 개질 기법의 기본 방식 및 목적은 서로 다른 표면 젖음 특성을 갖는 물

질을 가열 표면 위에 표면 거칠기 없이 개질하는 것이며, 물질 고유의 표면 젖음

특성 및 표면 젖음 특성 경계를 이용한 비등 조건 개선에 있다. 해외의 기존 개발

된 연구 기법들에 비해 그 장점이 뚜렷하며 비등 성능에서도 임계열유속과 비등열

전달을 모두 증진시키는 뛰어난 결과를 얻었다. 특히 임계열유속과 비등열전달을

한 가지 기법으로 모두 증진시키면서도 표면 구조가 없는 형상은 강제대류가 있는

유체 속에서도 압력강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비등 성

능은 개선하지만 압력강하를 증진시켜 실제 적용에 어려움을 겪던 기존 기법들에

비해 산업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금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각 산업 분야에 맞도록 연계되어 연구 된다면 임계열유속과 비등열전달

이 장치 전체의 효율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가전․전자 산업 분야 및 원자력

과 같은 발전 분야에서 높은 활용이 기대된다. 특히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파

급 효과가 큰 산업 분야들에 실제 활용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높게 평가된다. 또한

그 동안 가열 표면 특성 변화에 따른 비등 특성 변화를 예측하기 위하여 실험적 접

근을 진행되어왔던 학문 분야에서도 서로 다른 표면 젖음 특성을 가진 물질을 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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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물질의 경계를 비등 성능 개선에 사용한다는 본 연구 기법의 기본 개념을 다

양하게 활용하여 그동안의 한계점의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더하여

소수성 표면과 소수성 점을 이용한 가시화 결과 느린 기포발생주기와 기포의 크기

를 소수성 점의 크기로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은 기포 거동에 대한 기본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느린 기포의 발생 주기는 핵비등이 시작되어 기

포가 자라는 과정, 그리고 기포가 가열 표면을 떠나는 과정에 대한 가시화 촬영을

진행하는데 용이하여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느린 기포발생주기와 더불어 핵비등

기포의 크기를 소수성 점의 크기 조절을 통하여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은 발생 기포

의 크기(혹은 표면 공동 크기 밀도 분포)와 기포 발생 주기를 이용한 비등열전달

예측 모델을 세우는데 기초 인자 연구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산업 분야의 활용 가능성과 학문적 기초 연구로써의 활용 가

능성이 높은 연구였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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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enclature

 area (m2)
 specific heat (J/kg․K)
 diameter (m)
 mass flux (kg/m2s)
 enthalpy (J/kg)
 enthalpy (J/kg)
 current (A)
 conductivity (W/m․K)
 length (m)
 mass flow rate (kg/s)
 pressure (Pa)
 power (W)
′′ heat flux (W/m2)
 temperature (K)
 location (m)
 viscosity (Pa/s)
 density (kg/m3)
 Nusselt number (-)
 Reynolds number (-)
Pr Prandtl number (-)

subscripts
 bulk
 exit
 saturated liquid
 heated
 inlet, inner side
 outer side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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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수평관 성층유동 국소거동 상세평가 실험

제 1 절 개요

1. 연구개발 배경 및 필요성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수격현상에서 대해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수격현상은 계통에 급격한 압력변화를 발생시킴으로써, 계통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증기 응축에 기인한 수격현상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격

현상의 주요 원인중의 하나로, 계통의 구조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원자력 발전소 계통에는 다양한 위치에서 수평배관이 존재하며, 수평배관의 일부가

증기에 노출되는 상태에서 증기와 물의 직접접촉응축에 기인한 수격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응축으로부터 유발된 증기와 과냉각 물의 반향 2상 유동에서, 계면

의 불안전성에 기인한 슬러그 유동으로의 천이가, 수평배관에서 발생하는 수격현상

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증기 응축 특성은 수평배관에서 증기와 물의 반

향 유동 발생과 유동양식의 천이, 그리고 수격현상 발생 시 압력변화 특성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친다. 수평배관에서 발생하는 수격현상의 해석과 방지를 위해서는 수

평관 성층유동에서 슬러그 유동으로의 천이 특성과 증기 응축 특성에 대한 규명을

필요로 한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슬러그 유동으로의 유동양식의 천이가 발생하는

과정과 원인에 대한 이론들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러한 이론들의 개선을 위해서는

유동의 국소거동에 대한 상세한 실험 데이터의 생산이 요구된다.

2. 연구내용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수평관 성층유동의 국소거동에 대한 상세평가를 위한 실험을

수행한다. 공기-물 비응축 조건에서의 유동양식 천이 및 2상 유동의 계면 특성에

대한 실험과 증기-물 응축조건에서의 유동양식 천이 및 계면의 특성, 응축 특성에

대한 실험을 수행한다. 또한, 수평관의 경사도가 유동양식의 천이 특성에 미치는 영

향을 실험적으로 평가한다.

수평관 성층유동의 국소거동 상세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공기-물 수평관

성층유동 실험장치와 증기-물 수평관 성층유동 실험장치를 제작 및 설치한다. 수평

관 성층유동의 국소거동 특성의 상세 측정을 위한 특수계측기술을 개발하고, 개발

된 특수계측기술을 수평관 성층유동 실험장치에 적용하여, 수평관 성층유동의 액막

두께, 액상의 온도장 및 속도장을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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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특수 계측기술의 개발 및 적용

수평관 성층유동의 국소거동을 계측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피토관, 열전대와

같은 프로브를 시험부 내부에 삽입하여 계측하는 방법과 초음파나 레이저 등을 사

용한 비삽입식 계측 방법을 적용하여 수평관 성층유동의 국소거동 특성을 측정할

수 있다. 피토관, 열전대와 같은 프로브를 사용할 경우 유동장의 교란을 유발할 수

있고, 유동의 순간적인 공간 분포 특성을 취득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초음파 및 레이저 등을 사용한 비삽입식 계측 방법을 적용하여 유동

장의 교란 없이, 유동의 순간적인 공간 분포 특성을 측정하는 기술을 수립하였다.

액막 두께의 측정을 위해 초음파 측정 기법이 고려되었다. 초음파 측정 방법

은 비삽입식 측정이 가능하며, 취급이 비교적 용이하고, 방사선과는 달리 인체에 대

한 위해도가 매우 낮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음파 액막 두께 측정 시스템을 구

축하여 액막 두께 및 계면의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기반 기술을 개발하였다.

유동장의 온도 계측을 위해 LIF(Laser Induced Fluorescence) 측정 기법이 고

려되었다. LIF 측정 기법은 작동 유체에 용해된 형광 염료가 온도의 변화에 반응하

여 방출 형광 신호의 변화를 보이는 특성을 이용한다. LIF 측정기법은 비접촉식 측

정 기법으로 유동장에 간섭을 일으키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LIF 온도장 측정 시

스템을 구축하여 액상의 온도장을 측정하기 위한 기반 기술을 개발하였다.

유동의 속도장 측정을 위하여 PIV 측정 시스템을 구축 및 적용하였다. PIV

측정 기법은 비접촉식 측정 기법으로 유동장에 간섭을 일으키지 않고, 유동의 속도

장을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 초음파 액막 두께 측정

가. 초음파 액막 두께 측정 원리

시험부 외벽면에 부착된 초음파 트랜스듀서에서 발생된 초음파 신호는 시험

부 외벽을 통해 전파되어, 일부는 시험부 내벽면과 액막 사이의 경계면에서 반사되

어 초음파 트랜스듀서에 에코 신호로 되돌아오고 나머지는 투과한다. 시험부 내벽

면과 액막 사이의 경계면에서 투과된 초음파는 액막을 통해 전파되며, 액막과 기체

상의 경계면에서 반사되어 초음파 트랜스듀서에 에코 신호로 되돌아온다. 그림

6.2-1은 초음파 펄스-에코법(Pulse-Echo Method)을 이용한 액막 두께 측정 원리를

보여준다.

벽면 및 액막내에서 초음파 신호의 이동 시간은 벽면 및 액막의 두께에 비

례하고, 벽면 및 액막 내부에서의 초음파 전파속도에 반비례한다. 액막의 두께는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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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내부에서의 초음파 신호의 비행시간과 액막 내부에서의 초음파 전파속도로부터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6.2.1)

여기서, 는 액막 두께, ∆는 액막 내부에서의 초음파 신호의 비행시간, 

은 액막 내부에서의 초음파 전파 속도이다.

액막 내부에서의 초음파 전파 속도는 다음의 Bilaniuk 와 Wong의 148 포인트

수식으로부터 계산된다.

  × ×

 ×  ×  ×  × 

 ×  × ×  × 

(6.2.2)

여기서,  는 액막의 온도이다.

나. 초음파 액막 두께 측정 계통의 구성

초음파 액막 두께 측정 시스템은 초음파 트랜스듀서(Ultrasonic transducer),

탐상기(Pulser-Receiver), 디지타이저(Digitizer), 함수 발생기(Function generator),

소프트웨어로 구성된다. 그림 6.2-2는 초음파 액막 두께 측정 시스템의 구성도를 보

여준다. 초음파 트랜스듀서는 탐상기로 부터 인가된 전압을 압전 소자를 통하여 초

음파 신호로 변환시키며, 경계면에서 되돌아오는 초음파 에코 신호를 전압으로 변

환한다. 하나의 초음파 트랜스듀서로 초음파 신호의 발생과 수신 모드의 전환을 일

정 주기로 자동 반복하여 초음파 신호의 발생과 에코 신호의 수신을 동시에 수행한

다. 탐상기는 초음파 트랜스듀서에 고 전압 펄스를 인가하며, 초음파 트랜스듀서로

부터 수신된 초음파 에코의 전압 신호를 수신한다. 초음파 트랜스듀서로부터 수신

된 초음파 에코의 전압신호는 탐상기에서 증폭과 재구성을 거쳐 디지타이저로 출력

된다. 탐상기로부터 취득된 초음파 에코의 전압 신호는 디지타이저를 통하여 아날

로그에서 디지털 신호로 변환된다. 디지털 신호로 변환된 초음파 신호는 Labview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분석 및 저장된다. 함수 발생기는 탐상기의 펄스 반복 주기

(PRF: Pulse Repetition Frequency)와 데이터 취득 계통의 데이터 취득 주기를 제

어한다.

다. 초음파 액막 두께 측정 기법의 적용

본 연구에서 구축된 초음파 액막 두께 측정 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해, 그림

6.2-3의 아크릴 재질의 사각 시험채널을 제작하여 액막 두께 측정 시험을 수행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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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험부 채널은 80mm의 높이, 20mm의 폭을 가지며, 아크릴 벽면의 두께는

10mm로 제작되었다. Parallel wire 기법을 이용한 액막 두께 측정 기법의 비교를

위하여 시험채널에 Parallel Wire를 설치하였으며, 초음파 트랜스듀서는 Parallel

Wire 에 인접하여 시험채널의 하단부에 설치하였다. 초음파 액막 두께 측정 시스템

의 하드웨어는 Panametric 사의 0.5인치 라운드형의 5Mhz 주파수를 가지는 초음파

트랜스듀서, Panametric사의 5077PR 사각 펄스 탐상기, National Instrument사의

PCI-5122 Digitizer를 사용하였다. 초음파 트랜스듀서의 에코신호는 40Hz의 샘플 주

기로 매 샘플주기마다 20MS의 초음파 트랜스듀서 에코 신호를 취득하였다.

그림 6.2-4는 시험채널에서 측정된 초음파 에코신호의 샘플 신호를 보여준다.

그림 6.2-4의 에코신호는 두 부분에서의 신호 변동을 보여준다. 첫 번째 변동은 내

벽면과 액막의 경계면에서의 에코신호이며 두 번째 변동은 액막과 기체상의 경계면

에서의 에코신호를 나타낸다. 액막의 두께는 두 에코신호의 첫 번째 피크(Peak) 간

의 시간차이로부터 계산된다.

그림 6.2-5는 측정된 초음파 에코신호로부터 계산된 액막의 두께와 Parallel

Wire로부터 측정된 액막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여준다. 그림 6.2-5의 결과는 초

음파 액막 두께 측정시스템의 Labview 소프트웨어를 통해 데이터 취득과 동시에

분석된 데이터로, 실험데이터의 후처리 과정의 적용 없이, 초음파 신호로부터 액막

두께로의 변환이 잘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2. LIF 온도장 측정

가. LIF 온도장 측정 원리

형광은 분자의 전자 전이(electronic transition)에 의한 복사 붕괴 과정

(radiative decay process)이다. 형광 염료 분자가 전자기장에 노출되면, 분자내부로

들어간 광자가 분자 내부 전자의 변위를 유발한다. 전자의 변위는 분자의 위치에너

지를 바닥 상태()에서 여기 상태()로 증가시킨다. 위치에너지가 여기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되돌아오는 과정에서 복사 붕괴 과정으로 형광의 방출이 발생한다. 하

지만 복잡한 분자 구조에 의해, 빛 방사와 형광 효율을 감소시키는 많은 비 복사

붕괴 과정 또한 존재한다.

양자효율은 분자에 의해 흡수되는 양자 에너지 대비 방출되는 에너지의 비로

정의된다. 형광 염료로부터 방출되는 단위 부피당 형광 에너지  (· )는 다음

과 같이 정의된다.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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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조사광의 강도(· ), 는 형광염료의 농도(· ), 는

흡수 계수( · ), 그리고 는 양자 효율을 나타낸다.

일반적인 유기 염료의 양자 효율은 온도 의존적으로, 유기 염료의 형광 강도

변화는 1K의 온도 변화에 1% 정도로 작은 변화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온도 변화에

민감한 형광 염료는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양자 효율이 낮아지는 특성을 갖는다.

온도 변화에 민감한 대표적인 형광 염료로는 Rhodamime B가 있다. Rhodamime B

는 1K의 온도 상승에 대략 2.3%의 양자 효율 감소 특성을 보이며, 흡수계수의 변

화는 1K의 온도 상승에 0.05% 미만이다. 조사광의 강도와 혐광염료의 농도를 일정

하게 유지할 때, 형광의 강도는 온도만의 함수가 되어, 형광의 강도를 측정함으로써

온도를 측정할 수 있다.

나. LIF 온도장 측정 계통의 구성

LIF 온도장 측정 시스템은 레이저, 레이저 평면광 형성을 위한 렌즈, 형광이

미지 취득을 위한 CCD 카메라, 카메라와 레이저를 동기시키기 위한 동기장치, 영상

기록 장치로 구성된다. 그림 6.2-6은 LIF 온도장 측정 시스템의 구성을 보여준다.

LIF 온도장 측정 시스템은 532nm의 파장과 약 200mJ 에너지를 가지는 펄스

레이저를 방출하는 Nd:Yag 레이저를 사용하였다. 레이저는 원통형 렌즈에 통과시

켜 측정 영역에서 레이저 평면광을 형성하도록 한다. 온도를 측정할 유체에는

Rhodamine B 형광염료를 일정한 농도로 용해시킨다. 유체에 용해된 형광 염료는

레이저 평면광에 여기되어 형광을 방출한다. Rhodamine B의 최대 흡수 파장은 554

nm이며, 최대 방출 파장은 575 nm이다. 형광은 CCD 카메라의 렌즈 전단에 부착된

570nm 컬러 필터를 통과하여, 레이저에 여기되는 Rhodamine B의 570nm이상의 방

출 파장만 CCD 카메라로 전달되도록 한다. CCD 카메라는 14bit의 해상도와

2048*2048 픽셀의 화소를 가지는 카메라를 사용하였다.

다. LIF 온도장 측정 기법의 적용

LIF 기법을 이용한 유체의 온도장 측정을 위해서는 온도와 형광 강도와의 관

계를 규명하기 위한 교정실험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정실험으로부터 형광 염료의

농도, 레이저 광원의 특성, 주변광의 영향 등의 실험 환경을 포함한 형광 강도와 유

체 온도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고, 이로부터 측정된 형광 이미지 데이

터를 유체 온도데이터로 변환한다.

고온 조건에서의 LIF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험채널을 제작하여 교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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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6.2-7은 LIF 온도장 측정 시험채널의 구성을 보여준다. 시험

채널은 60*80*200 mm 크기의 사각채널로 구성되었다. 시험채널의 전면과 좌우 측

면에는 레이저 평면광의 구성 및 형광 이미지 취득을 위한 유리 재질의 가시화창을

20*60 mm의 크기로 설치하였다. 시험채널의 후면에는 유체 온도 측정을 위한 4개

의 열전대가 설치되어 레이저 평면광이 생성되는 위치에서의 유체의 온도 분포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단부에는 유체의 가열을 위한 히터가 설치되었으며, 상

단부에서 압축 공기와 레귤레이터를 사용하여 5bar 까지 가압되도록 구성하였다.

Rhodamine B 형광염료가 1 mg/liter의 농도로 용해된 유체를 교정채널에 채

우고, 밀폐 상태에서 5bar로 가압된 조건에서, 히터를 사용하여 유체의 온도를 높여

가며 형광이미지를 취득하였다. 그림 6.2-8은 교정실험으로부터 취득된 온도에 따른

형광이미지를 보여주며, 그림 6.2-9는 교정실험으로부터 취득된 형광이미지의 강도

와 열전대로부터 취득된 유체온도와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형광강도는 온도가 증

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LIF 기법을 사용하여 140 ℃ 까지의 유체

온도를 측정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PIV 속도장 측정

PIV 기법은 유체에 혼합된 미소입자 궤적을 수치적으로 계산하여 속도장을

측정하는 기법이다. 유체에 혼합된 미소입자는 유체에 투영된 레이저 평면광을 산

란시키고, 이 미소입자의 산란 영상을 촬영하여 미소입자의 궤적을 분석한다. PIV

기법은 비 접촉식 방법으로 유동장을 교란시키지 않고 속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측정 공간 전체에 대한 속도장 측정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CCD 카메라 및 렌즈를 제외한 LIF 온도장 측정시스템의 하드

웨어를 공유하여 사용한다. 동일한 위치의 측정면에 대해서 온도장과 속도장을 동

시 측정하기 위해, 두 개의 CCD 카메라와 두 개의 시프트-틸트(Shift-Tilt) 렌즈를

사용하여, LIF 영상과 PIV 영상을 동시에 취득하였다. 그림 6.2-10은 LIF 및 PIV용

시프트-틸트 렌즈 및 카메라의 구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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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1 초음파 액막 두께 측정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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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2 초음파 액막 두께 측정 시스템 하드웨어 구성도

그림 6.2-3 초음파 액막 두께 측정 시험 채널



- 482 -

그림 6.2-4 액막에서의 초음파 에코신호

그림 6.2-5 초음파 액막 두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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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6 LIF 온도장 측정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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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7 LIF 온도장 측정 시험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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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8 온도에 따른 형광강도 변화 이미지

그림 6.2-9 온도에 따른 형광강도 변화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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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10 LIF 및 PIV 카메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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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슬러깅 한계 모델 개발 실험: 수평관 물-공기 실험

1. 연구개발 배경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공기-물 비응축조건에서의 수평관 성층유동의 국소거동의 상

세 특성 계측을 위한 실험의 수행을 목표로 한다. 수평관 성층유동의 국소거동 특

성 계측 실험의 수행을 위한 실험장치를 구축하며, 초음파 액막 두께 측정 시스템

을 구축 하고, 초음파 액막 두께 측정 기법을 적용한 실험을 수행한다.

구축된 실험장치를 통하여, 초음파 액막 두께 측정 시스템을 적용한 수평관

성층유동의 액막 두께 측정과 이를 통한 유동양식의 변화 측정 실험을 수행한다.

2. 실험장치

본 실험장치는 공기-물의 2상 유체가 수평 또는 경사진 원형관을 동향 또는

반향으로 흐를 때, 슬러그 유동으로의 천이 특성 측정 실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

계 및 제작되었다. 실험장치의 주요 설계 특성은 표 6.3-1에 요약하였다.

실험 장치는 물 공급 계통, 공기 공급 계통, 시험부 및 자료취득계통으로 구

성된다. 그림 6.3-1은 실험 장치의 계통 구성을 보여준다. 물 공급 계통은 물 저장

탱크, 펌프 및 물 주입 배관으로 구성된다. 시험부로의 물 공급을 위하여 각각 분당

0.246 , 분당 2.67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2대의 펌프를 설치하였다. 유량은 펌

프의 회전수를 가변하여 조절한다. 펌프를 통하여 시험부로 공급되는 물과 시험부

로부터 회수된 물을 저장하기 위하여 10 용량의 물 저장 탱크를 설치하였다. 물

주입배관은 주 급수 배관과 주 급수 배관에서 분리된 1인치, 1.5인치, 4인치 크기의

3개의 분기 배관 및 배수 배관으로 구성된다. 3개의 분기 배관에 각각 설치된 수동

밸브의 조작을 통하여, 주입되는 물 유량에 따라 각 분기 배관을 선택적으로 사용

한다. 공기 공급 계통은 분당 30의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3대의 블로워가 설치

되었으며, 시험부로 주입되는 공기의 유량은 블로워 모터의 회전수를 가변하여 조

절한다. 공기 주입 배관은 주 주입 배관과 주 주입 배관에서 분리된 0.5인치, 1인치,

3인치, 6인치 크기의 분기 배관으로 구성된다. 4개의 분기 배관에 각각 설치된 수동

밸브의 조작을 통하여, 주입되는 공기 유량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한다. 유동방향

의 전환을 위하여, 물 주입 및 배수 배관의 위치는 고정하고, 공기 주입 및 방출 배

관의 위치를 이동하여, 반향 또는 동향 유동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물

주입 배관과 공기 주입 배관에서 공급된 물과 공기는 시험부와 연결된 저장소에서

합류되어 시험부로 주입된다. 본 장치의 시험부는 내경 80mm, 길이 14.7m의 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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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 원형관과 내경 80mm, 길이 12.9m의 아크릴 재질 원형관으로 구분된 2개의 수평

관으로 구성된다. 시험부는 물이 상향 또는 하향으로 흐르도록 5 이〫내에서 경사각

의 조절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다.

물 주입배관에는 유량계, 온도계, 압력계가 설치되어, 주입되는 물의 온도, 압

력, 유량을 각각 측정한다. 공기 주입배관에는 유량계, 온도계, 압력계가 설치되어,

주입되는 공기의 온도, 압력, 유량을 각각 측정한다. 실험장치에 설치된 계측기의

자세한 사양은 표 6.3-2에 요약하였다. 1인치와 1.5인치 물 주입 배관의 물 유량은

각각 Coriolis 질량유량계와 와 유량계를 사용하여 측정하며, 4인치 물주입 배관의

물 유량은 Coriolis 질량유량계와 와 유량계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0.5인치와 1인치

공기 주입 배관의 공기 유량은 각각 Coriolis 질량유량계와 와 유량계를 사용하여

측정하며, 3인치와 6인치 공기 주입 배관의 공기 유량은 와 유량계를 사용하여 측

정한다. 주입되는 물과 공기의 압력은 물 주입 배관과 공기 주입 배관에 정압계를

설치하여 측정하였으며, 주입되는 물과 공기의 온도는 물 주입 배관과 공기 주입

배관에 열전대를 설치하여 측정하였다. 시험부의 상단부에 차압계를 연결하여 시험

부에서의 압력 변화를 측정하였다.

데이터 취득계통은 계측기 연결을 위한 단자대, A/D 변환기, PC 및 데이터

취득 소프트웨어로 구성된다. 유량, 온도, 압력계의 신호들은 하나의 A/D 변환기로

처리되고, 초음파 트랜스듀서의 신호는 디지타이저로 처리된다. 유량, 온도, 압력계

의 신호와 초음파 트랜스듀서의 신호는 한 대의 PC에서 동시에 함수발생기로부터

동기화되어 처리된다. 유량, 온도, 압력계의 신호와 초음파 트랜스듀서의 신호 분석

을 위해서 Labview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통합 구성되어,

동기화되어 처리된다.

3. 실험

수평관 물-공기 실험장치와 초음파 액막 두께 측정 시스템을 사용한 유동양

식 측정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6.3-2는 80mm의 내경을 가지는 원형관에서 공기

-물의 동향 유동 조건에서 Wavy 유동의 액막 두께 변화를 보여준다. 그림 6.3-3은

80mm의 내경을 가지는 원형관에서 공기-물의 동향 유동 조건에서 슬러그 유동의

액막 두께 변화를 보여준다.

4. 결론

공기-물 비응축조건에서의 수평관 성층유동의 국소거동의 상세 특성 계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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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공기-물 수평관 실험장치와 초음파 액막 두께 측정 시스템을 이용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을 통하여 적용된 초음파 액막 두께 측정 시스템을 검증하고, 액막

두께 측정을 통한 수평관 유동양식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생산된 실험

데이터는 증기-물 응축 조건 실험에서의 액막 두께 측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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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metry Circular Circular

Size (mm) 80 (Di ) 130 (Di )

L (mm) 14,700 (L/D=184) 12,900 (L/D=99)

θ (°) 0 ~ 5 0 ~ 5

Flow direction
Co-current &

Counter-current

Co-current &

Counter-current

Pg (MPa) 0.1 (Atm.) 0.1 (Atm.)

if (m/s) 0.05~8.853 0.03~3.353

jg (m/s) 0.7~397 0.25~150

Tf (℃) normal

Tg (℃) normal

표 6.3-1 수평관 물-공기 실험장치 설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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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 Size Type Range

Flow Rate

Air Supply

1/2” Mass 0~33 m3/hr

1” Turbine 0~130 m3/hr

3” Vortex 0~1100 m3/hr

6” Vortex 0~4000 m3/hr

Water Supply

1” Mass 0~460 kg/min

1 1/2” Vortex 0~48 m3/hr

4” Mass 0~2268 kg/min

4” Vortex 0~300 m3/hr

Pressure

Air Supply 1/4” Smart 0 ~ 10000 kPa

Water Supply 1/4” Smart 0 ~ 10000 kPa

Differential

Pressure

Test Section 1/4” Smart -6.22 ~ 6.22 kPa

Test
Section(Total)

1/4” Smart -62.27 ~ 62.27 kPa

Temperature

Air Supply 1/8 “ TC -

Water Supply 1/8” TC -

표 6.3-2 수평관 물-공기 실험장치 주요 계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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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1 수평관 물-공기 실험장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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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2 액막 두께 측정: Wavy 유동

그림 6.3-3 액막 두께 측정: 슬러그 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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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수평관 국소 응축현상 모델 개발 실험

1. 연구개발 배경 및 범위

기존의 수평관 성층유동에서의 응축 현상에 대한 실험은 대부분 대기압 조건

에서, 국소 위치에서의 유동 특성에 대한 계측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증기-

물 가압 응축조건에서의 수평관 성층유동의 국소거동 특성 계측을 위한 실험의 수

행을 목표로 한다. 수평관 성층유동의 국소거동 특성 계측 실험의 수행을 위한 실

험장치를 구축하며. 초음파 수위 측정 시스템, LIF 온도장 측정 시스템, PIV 속도장

측정 시스템을 구축 하고, 이러한 측정 기법을 적용하여 실험을 수행한다.

구축된 실험장치와 계측시스템을 활용하여, 수평관 성층유동의 액막 두께 측

정을 통한 Wavy 특성 계측 실험, 경사도 변화에 따른 슬러깅 한계 측정 실험, 초음

파 수위 측정 시스템을 활용한 수평관 성층유동 특성 계측 실험의 수행, LIF 온도

장 측정 시스템을 적용한 수평관 성층유동의 온도장 계측 실험, PIV 속도장 측정

시스템을 적용한 수평관 성층유동의 속도장 측정 실험을 수행한다.

2. 실험장치

본 실험장치는 증기-물 또는 공기-물의 가압된 2상 유체가 수평 또는 경사진

사각관을 동향 또는 반향으로 흐를 때, 유동의 국소거동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설계

및 제작되었다. 실험장치의 주요 설계 특성은 표 6.4-1에 요약하였다.

본 실험장치는 시험부, 공기 공급 계통, 증기 공급 계통, 물 공급 계통, 제어

및 계측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그림 6.4-1과 그림 6.4-2는 각각 실험장치의 개략도

와 시험부의 사진을 보여준다.

물 공급 계통은 물 저장 탱크, 물 배수 탱크, 펌프, 열교환기로 구성된다. 물

의 유량은 펌프의 회전수를 가변 하여 조절하며, 시험부로 주입되는 물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펌프의 후단에 열교환기를 설치하였다. 시험부로 주입되

는 물의 형광염료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물 저장 탱크와 물 배수 탱크

를 분리하였다. 물 저장 탱크에는 형광염료를 일정 농도로 용해시킨 물이 저장되어,

저장 탱크에 연결된 펌프와 열교환기를 거쳐 시험부로 주입된다. 시험부에서 증기

응축수와 혼합된 물은 물 배수 탱크로 배수된다. 증기 공급 계통은 물 저장 탱크,

전기보일러로 구성된다. 물 저장탱크에는 히터가 설치되어, 전기보일러로 급수되는

물의 비응축 기체를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증기의 발생을 위해 100kW 용량의

전기보일러가 설치되었으며, 시험부로 주입되는 증기의 유량은 제어밸브로 조절된

다. 유동방향의 전환을 위하여, 증기 주입 및 방출 배관의 위치는 고정하고, 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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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및 방출 배관의 위치를 이동하여, 반향 또는 동향 유동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구

성하였다.

물 주입배관과 배수배관에는 각각 유량계, 온도계, 압력계가 설치되어, 주입되

는 물과 배수되는 물의 온도, 압력, 유량을 각각 측정한다. 증기 주입배관과 방출배

관에는 각각 유량계, 온도계, 압력계가 설치되어, 주입되는 증기와 방출되는 증기의

온도, 압력, 유량을 각각 축정한다. 주입 및 방출 배관에 설치된 계측기의 자세한

사양은 표 6.4-2에 요약하였다.

본 장치의 시험부는 폭 80mm, 넓이 60 mm, 길이 1850 mm의 사각 단면 형

상을 가지며, 물이 상향 또는 하향으로 흐르도록 2 이〫내에서 경사각의 조절이 가능

하도록 구성되었다. 총 5곳의 위치를 계측지점으로 설정하고, 각 계측지점의 세 단

면에 가시화창을 설치하여, 레이저 평면광의 생성 및 LIF/PIV 이미지 촬영, 초음파

기법을 이용한 액막 두께 측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6.4-3은 시험부의 형

상을 보여준다. 그림 6.4-4는 레이저 측정 계통의 구성을 보여준다.

3. 실험

공기-물의 동향 유동조건에서 유속의 변화에 따른 액막 두께의 변화 특성에

대한 측정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6.4-5는 초음파 액막 두께 측정 시스템을 사용

하여 측정된 유속의 변화에 따른 액막 두께의 변화 특성을 보여준다. 유속의 증가

에 따라 액막 두께의 변동폭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공기-물의 동향 유동조건에서 경사도의 변화에 따른 슬러그 유동으로의 천이

특성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6.4-6은 경사도의 변화에 따른 슬러그 유동으

로의 천이 특성에 대한 실험 결과를 보여준다. 실험은 0.5 및〫 1.0의〫 상향 및 동향

유동조건에서 수행되었다. 경사도가 증가함에 따라 슬러그 유동이 발생하기 위한

물의 Superficial Velocity가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LIF 온도장 측정기법을 적용한 물의 온도장 측정 실험을 수행하였다. 물의 온

도장 측정 실험에 앞서 LIF 온도장 교정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그림 6.4-7은 LIF

교정곡선으로 물의 온도변화에 따른 형광 강도의 변화 특성을 보여준다. 그림 6.4-8

은 LIF 온도장 측정 시스템을 사용한 물의 온도장 측정 결과를 보여준다.

PIV 속도장 측정기법을 적용한 물의 속도장 측정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6.4-9는 PIV 온도장 측정 시스템을 사용한 물의 속도장 측정 결과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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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공기-물 비응축조건 및 증기-물 응축조건에서의 수평관 성층유동의 국소거동

의 상세 특성 계측을 위해, 증기-물 및 공기-물 수평관 실험장치를 구축하고, 초음

파 액막 두께 측정 시스템, LIF 온도장 측정시스템, PIV 속도장 측정시스템을 이용

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을 통하여 적용된 초음파 액막 두께 측정 시스템을 검

증하고, 액막 두께 측정을 통하여 경사도 변화에 따른 수평관 유동양식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실험을 통하여 LIF 온도장 측정시스템과 PIV 속도장 측정시스템을 검

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생산된 실험 데이터는 수평관 성층유동의 국소거동 해석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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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r-Water Test Steam-Water Test

Geometry Rectangular

Size (mm) 80*60 (W*H or H*W)

L (mm) 1850

θ (°) -2 ~ 2

Flow direction
Co-current &

Counter-current

Pg (MPa) 0.1 (Atm.) 0.1~0.5

if (m/s) 0.04~0.6 (1.03 bar G)

jg (m/s) 0.1~3 0.1~13 (1.03 bar G)

Tf (℃) normal 10~90

Tg (℃) normal 100 ~150

표 6.4-1 수평관 물-증기 실험장치 설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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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 Size Type Range

Flow Rate

Steam Supply 1” S10 Mass 0~180 kg/min

Steam Vent 1½” S80 Vortex 0.67~360 m3/hr

Water Supply 1” S80 Vortex 0.67~15.3 m3/hr

Water Discharge 1” S80 Vortex 0.67~15.3 m3/hr

Pressure

Steam Supply 1/4” Smart 0 ~ 16000 kPa

Steam Vent 1/4” Smart 0 ~ 10000 kPa

Water Supply 1/4” Smart 0 ~ 7000 kPa

Water Discharge 1/4” Smart 0 ~ 7000 kPa

Differential

Pressure

Test Section 1/4” Smart -6.22 ~ 6.22 kPa

Test
Section(Total)

1/4” Smart -62.27 ~ 62.27 kPa

Test
Section(Drain)

1/4” Smart -6.22 ~ 6.22 kPa

Temperature

Steam Supply 1/8 “ TC -

Steam Vent 1/8” TC -

Water Supply 1/8” TC -

Water Discharge 1/8” TC -

Test Section 0.5 mm TC -

표 6.4-2 수평관 물-증기 실험장치 주요 계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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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1 수평관 물-증기 실험장치 구성도

그림 6.4-2 수평관 물-증기 실험장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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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3 수평관 물-증기 실험장치 시험부

그림 6.4-4 레이저 계통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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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5 액막두께 측정

그림 6.4-6 경사도에 따른 유동양식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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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7 LIF 온도장 교정 곡선

그림 6.4-8 물의 온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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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9 물의 속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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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수조 내부 비등기인 열성층화 국소거동

상세평가

제 1 절 연구개발 배경 및 범위

피동형 잔열제거 계통의 도입은 외부전원 및 운전원 개입없이도 장시간 노심

잔열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현재 APR+ (Advanced

Power Reactor Plus)는 수출 전략 형 원자로로 개발 중인 가압경수로로, 기존

APR1400 원자로를 기반으로 열 용량을 증가시켜 1,500 MWe의 전기 출력을 가지

도록 설계되었다. APR+는 기존 원자로 계통에 비해 개선된 안전주입계통(Safety

Injection System)을 채택하고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피동형 보조급수계통

을 들 수 있다. 즉 기존 보조급수계통을 완전 대체하는 피동보조급수계통(PAFS,

Passive Auxiliary Feedwater System)을 채택함으로써 계통의 단순화를 꾀하고 또

한 운전원 조치의 불확실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게 되었다. 피동보조급수계

통은 원자로 증기발생기 주급수 계통 이용 불능 시 원자로 1차 계통의 잔열 제거를

목표로 하며 이는 동 계통에 설비된 응축열교환기에서의 응축현상과 수두 차에 의

한 자연 순환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피동보조급수계통의 냉각 성능을 향상시

키기 위해서 기존 많은 선행연구가 진행되었다 [7.1-1]. 피동형 설비를 이용하여 1

차 계통의 노심 열을 제거하는 것은 계통 내부에 생성되는 자연순환 유량을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1차 계통의 자연순환 유량의 증가와 더불어 열제거를 담

당하는 수조 내부의 응축열교환기의 냉각성능의 향상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

구에서는 수조내부에 설치된 응축열교환기의 냉각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수조내부

비등기인에 의해 발생되는 자연순환 유동을 고정밀 측정기법을 활용하여 속도장 및

온도장의 상세측정 및 평가가 주 목적이다.

수조내부 비등기인 자연순환 유동현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비접촉식, 비침투식

기법을 활용하여 유동 속도장 및 온도장을 측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PIV 기법은 투명한 가시화 창을 통해 유동속에 포함된 미소입자의 궤적을 수치적

으로 계산하여 속도장을 측정하는 기법이다. PIV 기법을 이용하여 임의 시간동안

ensemble average를 통해 통계적인 처리를 수행하여 평균속도 및 난류성분을 추출

하게 된다. LIF 기법은 이론과 측정원리가 비교적 간단하고 측정된 신호의 해석이

쉬우며, 연소(combustion) 진단에도 널리 응용되고 있는 레이저 응용 측정기법이다.

온도에 따른 여기 스펙트럼의 변화를 활용하여 온도장을 측정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IV 기법 및 LIF 기법을 사용하여 수조 내부 비등기인 자연순환 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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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열성층화 현상에 관한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기기해석 코드 및 CFD 해석

에 필요한 validation 데이터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 2 절 실험방법 및 실험장치 소개

1. PIV 속도장 측정기법 소개

주어진 유동의 속도장(velocity field), 즉, 속도벡터의 공간분포를 측정하는 방

법에는 크게 2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속도측정용 sensor를 빠른 속도로 scanning

시켜 유동단면 내부의 속도분포를 측정하는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디지털 화상처

리기법으로 속도의 공간분포를 구하는 것이다. 화상처리를 이용한 속도장 측정은

또 다시 유동 속에 seeding한 tracer들의 입자영상(particle image)을 이용한 PIV 기

법과 단층 촬영에 기초한 tomography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Shadowgraph,

Schlieren, interferometer등과 같은 광학적 가시화 방법도 전체 유동에 대한 순간

유동정보를 제공하지만 정량적인 속도장(velocity field) 정보가 아니라 정성적인 정

보만을 제공한다는 단점이 있다.

광학적인 유동측정기술은 광과 비균일 매질 사이에서의 빛의 굴절, 흡수, 산

란 등의 상호작용에 기초를 두고 있다. 광학적으로 균일하고 투명한 공기나 물 등

의 유체내부에는 유체의 속도정보를 알려주는 중요한 광학적 상호작용이 전무하다.

따라서 유동 속에 미소한 추적입자를 투입하여 유체의 운동을 가시화하고 연속적인

두 번의 순간에 대한 입자들의 변위를 구함으로써 속도장의 정보를 얻어내는 방법

을 PIV 기법이라 한다. PIV 이론에 대한 기초는 Adrian [7.2-1]에 의해 이중 노출

된 연속적 PIV 영상에 대한 자기상관함수의 기대값을 유도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

후 이 이론은 다중노출 영상 및 상호상관해석법의 적용으로 확대되었다.

유동 속에 seeding한 tracer 입자들의 영상(particle image)을 화상처리하여 주

어진 유동의 속도장을 측정하는 PIV(입자영상속도법)의 기본원리는 그림 7.2-1과

같다. 화상처리를 이용한 PIV 속도장 측정시스템은 크게 laser와 광학장치, image

recording device, tracer particle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속도장 측정을 위해서는 먼

저 유동을 잘 추종하는 작은 크기의 입자를 유동 속에 주입한다. 그리고 측정하고

자 하는 유동단면을 레이저 평면광(laser light sheet)으로 조사하게 되면, 이 빛에

조명된 유동입자들은 산란된다. 레이저 평면광은 laser beam을 원주형 렌즈와 구형

렌즈와 같은 광학장치를 지나게 함으로써 만들 수 있다.

레이저 평면광에 산란된 입자영상 1장을 시간 t=to순간에 film 방식의 일반 카

메라나 CCD카메라 같은 영상 입력장치(imaging device)로 취득한다. 그리고 시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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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t가 지난 t=to+∆t 순간에 2번째 입자영상을 취득한다. 시간간격 ∆t는 측정하

고자 하는 유동의 속도에 따라 다르게 설정한다. 이렇게 얻어진 2장의 입자영상을

2차원 화상데이터로 컴퓨터에 저장한 후, 디지털 화상처리 기법으로 분석함으로써

시간간격(∆t) 동안 움직인 유동입자 들의 변위 (displacement) 정보 ∆S를 계측한

다. 여기서 입자들의 변위 ∆S는 시간과 공간의 함수로 ∆S=∆S(x,y;t)로 표현된다.

속도벡터 U(x,y)는 입자들의 변위벡터 ∆S를 시간간격 ∆t로 나누어줌으로써 구할

수 있다.

그림 7.2-2는 PIV 속도장 측정에서 시간간격(∆t) 동안 움직인 유동입자들의

속도 벡터를 구하는 원리를 나타낸 것이다. 주 유동방향(x) 속도성분 u와 수직방향

(y) 속도성분 v는 시간간격(∆t) 동안 유동과 함께 움직인 입자들의 변위(∆x, ∆y)

를 시간간격(∆t)로 나누어줌으로써 속도벡터를 추출하는 것이다.

속도장 측정은 입자영상(particle image)의 취득, 속도벡터의 추출, 그리고 추

출한 속도장 결과를 나타내는 3단계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입자영상을 취득하는 과

정에서는 적절한 tracer입자를 선정하고, 실린더형 렌즈를 이용하여 레이저 평면광

을 만들어 측정하고자 하는 유동평면을 조사(illumination)한 후, 영상입력장치

(camera)를 평면광에 수직으로 설치하여 입자영상을 취득하게 된다. 입자영상 취득

시 tracer입자의 크기와 concentration, 카메라 노출시간, 시간간격(∆t) 등은 실험조

건 및 사용하는 PIV 속도장 측정시스템에 따라 다르게 설정하여야 한다.

취득한 입자영상으로부터 속도벡터를 추출하는 과정은 입자변위를 어떻게 구

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속도벡터 추출 algorithm도 다양

하다. PIV 속도장 측정기법을 시간과 공간에 따라 급격하게 변화하는 난류유동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측정오차가 적고 효율적인 속도취득 algorithm의 개발과 더불어

난류 통계치를 구하는데 들어가는 계산시간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속도장 측정결과에 가끔 들어있는 error vector 제거 routine도 속도벡터 추출과정

에 포함된다.

속도장 후처리(post processing) 과정에서는 순간 속도장 결과로부터 와도

(vorticity)나 rate of strain을 구하거나, 많은 순간속도장 결과들을 ensemble 평균

하여 난류강도, Reynolds shear stress, 난류 운동에너지와 같은 다양한 물리량을

구하기도 한다. 이 밖에도 유체 유동에 관한 지배방정식들을 활용하여 dissipation

rate, 압력의 공간분포 등을 구할 수도 있다.

미국과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속도장 측정기법에 관한 연구개발을 시작

한지 약 15년 정도에 불과하지만 비교적 짧은 역사 속에서도 많은 진전을 이루었

다. 초기에는 주로 저속의 액체유동에 대해 film camera를 이용한 광학적 속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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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법을 이용하여 유동구조를 해석하였다. 그 동안 hardware 측면에서 고해상도

CCD 카메라와 PIV전용 펄스레이저를 도입함으로써 측정 가능한 속도범위를 크게

확대시켰다. 그리고, software 측면에서는 효율적인 속도벡터 추출 algorithm의 개

발, pre-processing과 post processing과정 개선에 전세계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

여오고 있다. 최근에는 속도장 측정의 정확도와 dynamic range가 크게 향상되고 고

속의 난류유동 계측도 가능하게 되었다.

난류 및 복잡한 유동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간적 해상도가 요구되므

로 일반사진용 필름이나 대형 필름의 사용이 적합하나 속도장을 추출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PIV 기법은 입자의 영상을 직접 데이터로 기록하는 전자

카메라를 이용하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다. 비록 1K × 1K 또는 2K × 2K의 해상도

를 갖는 CCD 카메라가 등장하였으나 여전히 사진필름에 비해서는 해상도와 공간분

해능이 떨어지므로 digitization 오차를 무시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기존의 PIV

이론을 확장하여 디지털 PIV 영상에 대해 sub-pixel 수준의 변위를 고려하여 정확

도를 높이는 기법이 Westerweel [7.2-3] 등에 의해 제안되어 고분해능 CCD 카메라

를 이용한 난류유동의 연구범위가 넓어지게 되었다.

2. LIF 온도장 측정기법 소개

최근 들어 레이저 광학기술과 디지털 화상처리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2차원

단면 또는 3차원 체적 내부의 온도장을 측정할 수 있는 LIF(Laser Induced

Fluorescence) 기술이 개발되어 난류 열유동 문제 해석에 적용되고 있다. LIF 기법

은 이론과 측정원리가 비교적 간단하고 측정된 신호의 해석이 쉬우며, 연소

(combustion) 진단에도 널리 응용되고 있는 레이저 응용 측정기법이다.

초기에는 주로 분광학이나 화학 분석에 주로 이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유체 유

동의 분자비, 밀도, 온도, 속도, 압력 등을 가시화 하는 데까지 활용되고 있다. 일반

적으로 OH, NO, CH 등을 포함한 화학종(species)의 농도분포 및 온도 측정에 응용

되고 있으며, PLIF(Planar Laser Induced Fluorescence) 기법을 이용한 2차원 측정

으로 난류화염의 연구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스캐닝 시스템과 동기회로를 이용

할 경우, 3차원 tomography로의 확장이 가능하며, 농도 및 온도, 속도장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밖에 LIF 기법은 광학적 측정법으로 유동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LIF 기법의 기본 원리를 그림 7.2-3에 나타내었다. LIF 기법에는 선형, 포화,

다중 광자 LIF 방법 등이 있다. 이중에서 선형 LIF 방법은 바닥(기저) 상태의 분자

가 레이저광에 의해 공진 흡수되어 여기상태로 변한 다음, 자발 방출에 의해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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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잃을 때 발생하는 현상을 이용한다. 여기상태의 분자는 자발방출뿐만 아니라,

stimulated emission이나 quenching 등의 다른 경로에 의해서도 에너지를 방출한다.

LIF 신호의 intensity는 측정체적 내에 있는 측정 대상의 분자 수와 레이저광의 세

기에 비례하며, 레이저 광의 세기가 분자의 포화 값에 비해 아주 작을 경우 레이저

광의 세기와 LIF 신호는 선형적으로 비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경우

quenching이 실험조건에 따라 거의 변화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이용하여 한 지점에

서 측정한 대표 값을 전체 측정 영역에 적용하게 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포화 LIF 기법의 경우 강한 레이저 빛을 사용하여 전체 분자 수와 여기 된

분자수의 비가 평형을 이루어 LIF 신호에 대한 quenching율 Q와 레이저광의 세기

의 영향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실험하게 된다. 이 방법은 quenching율 Q값의 보정이

어려운 난류 연소 측정에 주로 사용된다.

다중 광자 LIF 방법은 두 개 이상의 광자를 연속적으로 여기 시키는 방법으

로 O, H, N 등을 측정할 수 있다. O, H, N, C 등의 단원자 라디칼(radical)들은 대

부분 200 nm 이하의 파장영역에서 여기되어진다. 이와 같이 파장이 매우 짧은

UV(Ultra Violet)영역에서는 가변파장 레이저광을 얻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공

기 중에 흡수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반적인 LIF 방법을 적용하기 힘들다. 이

방법은 LIF 신호의 파장 대역이 레이저 광의 파장대역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어

간섭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다단계의 연속적인 여기 과정이 필요하

므로 LIF 신호가 약하여 높은 출력의 레이저가 필요하다.

LIF 기법에는 형광 스펙트럼과 여기 스펙트럼을 주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

는데, 형광 스펙트럼 주사방법은 레이저를 분자의 공진흡수 파장에 고정시키고 형

광전이 신호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반면에 여기 스펙트럼 주사방법은 레이저광의

파장을 변화시키면서 비교적 넓은 파장의 형광신호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여기 스

펙트럼은 흡수 스펙트럼과 거의 유사하며 배경잡음이 적고 방출신호가 강하여 측정

감도가 높다.

PLIF 기법의 분광학적 기본원리는 LIF 기법과 동일하며, 단지 측정영역이 2

차원으로 확장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미지 intensifier를 장착한 ICCD 카메라를

사용하며, 2차원 평면을 조사하기 위한 레이저 평면광과 카메라로 취득한 영상을

처리하는 영상처리장치가 필요하다. PLIF 기법의 경우 LIF 신호에 미치는 배경 노

이즈 및 레이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터를 사용하고, 빛의 광량이 적을 경

우 이미지 intensifier를 사용한다. PLIF 기법은 화염의 구조 및 난류유동의 연구 등

에 매우 유용하며, 화학종의 분포와 온도 및 연소현상 가시화 등 응용범위가 넓다.

Sakakibara 등(1993)은 PIV 속도장 측정기법과 함께 Rhodamine B를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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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 기법을 이용하여 성층화된 파이프 내부 열유동의 온도장 및 속도장을 측정하

였다. Sakakibara와 Adrian(1999)은 두 종류의 dye를 사용하여 레이저 빛을 스캐닝

시켜 3차원 온도분포를 측정하였다. 그들이 사용한 two-color LIF 방법은 2가지 다

른 분자에서 나오는 LIF 신호를 분광기, 광학 필터, 두 대의 CCD 카메라를 이용하

여 취득한 다음 이들 LIF 신호의 비 값을 온도 값으로 보정하여 실제 온도분포를

구하는 방식이다.

LIF 기법에 사용되는 레이저로는 유기 분자의 진동-회전 에너지 선도를 이용

하여 일정 범위에서 연속적인 레이저광을 얻을 수 있는 색소 레이저(dye laser)가

주로 쓰인다. 색소 레이저는 플래시 램프 또는 다른 레이저로 펌핑하면 우수한 특

성을 얻을 수 있다. 대표적인 펌핑 레이저로는 Nd:YAG레이저, 아르곤 이온 레이저,

엑시머 레이저 등이 있으며, 적절한 색소를 선정할 경우 가변파장의 레이저광을 얻

을 수 있어 LIF실험에 널리 쓰이고 있다. 반면, 대부분의 색소는 인체에 유해하므로

취급 시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하고, 수시로 색소를 교체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

다.

2차원 평면에서 LIF 영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필터를 장착한 포토 다이오드

(photo diode)나 CCD 카메라가 사용되어 진다. 가능한 수차가 작은 렌즈를 사용하

고, 조리개를 조여 깨끗한 화상을 취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화상 취득 장비로는

dynamic range, 노이즈, 공간 분해능이 우수한 CCD 카메라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액체유동의 LIF 측정에 널리 쓰이는 dye들의 광학적 특성을 표 7.2-1에 요약

하여 나타내었다. Dye의 선정은 흡수 및 방출 스펙트럼, pH에 따른 영향, 온도에

따른 영향 등을 고려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물성, 사용 레이저 및 측정범위 등 실험

조건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여야 한다. 액체유동의 LIF 온도장 측정에 가장 널리 사

용되는 Rhodamine B의 흡수 및 방출 스펙트럼을 그림 7.2-4에 나타내었는데, 이들

은 약 540 nm, 585 nm에서 최대치(peak)를 가진다. Rhodamine B는 그림 7.2-5에

나타낸 것처럼 약 2%/°C정도의 상대적으로 높은 감도를 가지고 있으며, 가시화용으

로 널리 사용되는 Ar-ion 레이저(488 nm 또는 514.5 nm)를 잘 흡수하기 때문에 실

용성이 높다. 또한 온도 측정범위가 상온으로부터 약 50°C 정도로 상온의 온도 측

정에 유용하다.

공기유동의 경우, 기존의 입자들이 자외선 영역에서 흡수밴드가 존재하기 때

문에 엑시머 레이저나 dye 레이저를 사용하여야 하는 제한이 있다. 반면, iodine의

경우 Ar-ion 레이저의 출력 파장인 514.5nm에도 사용 가능하며, 가시광선을 사용하

기 때문에 광학장치의 설치가 쉬우며 상대적으로 강한 LIF 신호를 발생시킨다.

Iodine을 이용한 공기 유동의 온도장 측정은 주로 희박기체의 초음속 영역에서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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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루어 졌다. 이것은 낮은 압력에서 quenching의 영향을 작게 받아 강한

intensity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Ar-ion 레이저를 514.5 nm 파장으로 설정한 후,

광대역 모드에서 작동시키고 iodine의 포화값보다 작은 영역에서 실험을 수행하게

되면 LIF 신호는 온도만의 함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레이저 빔을 스캐닝하여 3차원 내부의 온도분포를 측정한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두 종류의 염료에서 나오는 LIF 신호의 비를 비교하여 온도 또는

pH값과 보정하여 온도나 pH값을 측정하기도 한다. 이 방법은 레이저 광원의 불 균

일성에 기인한 오차를 제거하고 3차원 측정으로의 확장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PIV

속도장 측정기법을 함께 적용하여 온도장 및 속도장의 동시 측정도 가능하다. 이와

같은 온도장 측정기법은 컴퓨터와 화상처리 기법의 급속한 발달에 힘입어 향후 열

유동 계측에 널리 사용되어질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그림 7.2-6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LIF 측정 시스템을 나타낸 것으로

Rhodamine B와 같은 형광 dye, 영상 취득용 CCD 카메라와 Ar-ion 또는 Nd:YAG

레이저, 2차원 평면을 조사하기 위한 광학장치, CCD 카메라로 취득한 영상을 처리

하는 영상처리장치로 구성된다. 그리고 배경 노이즈의 영향을 제거하고 방출된 빛

을 선택적으로 취득하기 위해 광학필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dye의 방출 파장은 흡수 파장보다 크며,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

펙트럼은 일정 파장영역에서 겹치게 된다. LIF 신호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레이저의 공진 흡수파장을 방출 스펙트럼과 겹치지 않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즉,

LIF 영상 취득 시 레이저 및 흡수 파장영역의 신호를 완전히 분리시킬 수 있는 광

학필터를 사용하여 방출 스펙트럼의 신호만을 취득하여야 측정오차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 빛의 광량이 작을 경우 CCD 카메라 앞에 이미지 intensifier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미지 취득시간을 조절하기 위하여 셔터를 이용한다.

측정하고자 하는 2차원 단면을 레이저 빔을 cylindrical 렌즈를 통과시켜 얇은

두께의 레이저 평면광으로 조명한 다음 레이저 빛에 의해 여기된 dye에서 방출되는

LIF 영상을 필터, CCD 카메라를 통해 컴퓨터의 영상메모리에 저장한다. 미리 보정

실험을 통해 구한 빛의 강도(intensity)와 온도 사이의 보정결과를 이용하여 저장된

영상으로부터 온도장 결과를 추출한다. 실험 시 한 지점에서의 온도를 열전대 등으

로 측정하여 미리 알고 있는 경우, LIF값과의 보정으로 무차원화된 온도 분포를 얻

을 수 있다. 레이저와 이미지 intensifier 등에 기인한 불 균일을 제거하기 위하여

열유동이 없는 상태의 LIF 영상을 얻은 다음 이를 참조로 하여 실험 시 얻어진

LIF 신호를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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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LIF 형광염료 종류 및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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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1 PIV 시스템의 기본 구성

그림 7.2-2 속도벡터 추출을 위한 입자변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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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3 LIF 기법의 기본 원리

그림 7.2-4 Rhodamin B 형광염료의 흡수 및 여기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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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5 온도에 따른 형광염료 여기강도 곡선

그림 7.2-6 일반적인 LIF 측정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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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수조내부 비등기인 유동측정 실험장치 소개

수조내부 비등기인 유동측정 실험장치는 그림 7.3-1과 같이 구성되었다. 실험

장치는 소형 수조내부에 열원인 단일 히터봉을 삽입하여 비등에 의한 수조내부 유

체의 자연순환에 의한 열혼합 현상 측정의 목적에 맞게 디자인 되었다. 시험부는

전면의 방향에서 관찰이 가능하도록 투명 폴리카보네이트로 제작되었다. 따라서

PIV 및 LIF 기법을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히터의 위치를 선택적으로 선택하여 히

터하부의 정체유동의 영역의 크기를 달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측면부 역시 투명

폴리카보네이트로 제작되어 PIV 및 LIF 기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레이저 시트를

투과시킬 수 있다. 시험부는 너비가 0.3 m, 폭이 0.1 m, 그리고 높이가 0.6 m인 투

명 폴리카보네이트로 제작되었다. 시험부에는 6개의 열전대를 설치하여 수조내부의

자연순환 유동의 온도를 측정하였다. 최대 운전 조건은 대기압력에 100 °C이다. 설

치된 전기 히터는 최대 2 kW의 출력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인가되는 전압과 전류

를 측정하여 출력을 계산하였다.

표 7.3-1은 본 연구에서 PACAL(APR+ 피동응축계통 개별효과 실험장치)을

척도모의한 척도비를 나타낸다. 수조내부의 물량을 보존하기 위해 부피비에 대해

척도 모의하였다. 너비 및 높이는 22:1로 척도 모의하였으며, 계측 특성상 측면부의

너비는 약 2:1로 모의하였다. 측면부의 왜곡은 수조내부 자연순환유동을 원형에 비

해 약화시킬 수 있다. 수조 물높이에 대한 히터높이의 비는 원형과 1:1로 보존하였

다. 전기 히터는 1개의 응축열교환기를 모의하여, 전기 히터의 출력은 910:1로 모의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전기 히터의 출력은 540 kW의 910:1인 600 W로 선정

하였다.

1. PIV 시스템 구성

실험에 사용된 PIV 시스템의 구성도를 그림 7.3-2에 나타내었다. PIV 시스템

은 펄스레이저, 동기화장치, CCD 카메라 및 광학장치로 구성되었다. 동기화 장치는

짧은 시간동안 펄스레이저를 ∆t만큼 분리시켜 발진시킴으로서 두 장의 연속된 입

자영상을 취득할 수 있다. 사용된 동기화 장치의 최소 시간 분해능은 1 ns이다. 사

용된 레이저는 펄스타입의 Nd-YAG 레이저로 파장이 532 nm이며 약 200 mJ의 에

너지를 가진다. 최대 초당 10Hz까지 반복적으로 레이저가 발진이 가능하며 본 연구

에서는 동기장치로 초당 8회 씩 레이저를 가동하였다. 사용된 영상기록장치는 PIV

기법이 적용이 가능하도록 frame thread 기능이 갖추어진 ES4020 모델을 사용하였

다. 해상도는 2048 × 2048 픽셀이다. 사용된 추적입자는 직경이 약 8 ㎛인 형광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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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였다. 폴리머 계열의 입자표면에 레이저에 의해 여기되는 형광물질

Rhodamine B가 코딩되어 있다. 형광입자는 532 nm의 레이저에 의해 형광여기되어

530 nm이상의 파장으로 여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CD 카메라 렌즈 앞쪽에

550 nm이상의 파장만을 통과시키는 고대역 필터를 설치하여 형광 여기된 입자영상

을 기록하였다. 따라서 불균일한 온도구배 및 시험부 표면에서의 반사에 의한 레이

저 산란 빛을 제거하고 순수하게 입자영상을 취득할 수 있다.

그림 7.3-3은 실험조건에 따른 입자영상이다. 사용하는 카메라의 2048×2048

픽셀 해상도에서 난류성분을 측정하기 위해 최대로 허용 가능한 측정단면의 크기는

경험적으로 150×150 mm를 넘지 않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조내부의 비등기인

자연순환의 거시적 유동측정이 목적이므로 측정단면의 크기는 600×600 mm로 정하

였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전기 히터 부근에서는 비등기포 및 thermal layer에

의해 히터 부근에서는 개별적인 입자영상의 농도가 작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전기 히터 하부영역은 수조내부 유체의 온도가 포화온도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유동

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으며 입자의 농도가 작아 상대적으로 입자영상이 어두운 영

역이다. 자연순환이 전기 히터 상부에서 수면으로 상승함에 따라 적절한 분포로 입

자영상이 나타나고 있다.

2. LIF 시스템 구성

실험에 사용된 LIF 시스템의 구성도를 그림 7.3-4에 나타내었다. LIF 시스템

은 기본적으로 PIV 시스템과 동일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 LIF 시스템은 펄스레이

저, 동기화장치, CCD 카메라 및 광학장치로 구성되며, 사용된 레이저는 펄스타입의

Nd-YAG 레이저로 파장이 532 nm이며 약 200 mJ의 에너지를 가진다. 최대 초당

10Hz까지 반복적으로 레이저가 발진이 가능하며 본 연구에서는 동기장치로 초당 4

회 씩 레이저를 가동하였다. 사용된 영상기록장치의 해상도는 2048 × 2048 픽셀이

다. LIF 기법은 PIV 기법과 달리 추적입자를 사용하지 않고 형광염료를 물에 주입

하여 측정하는 방법이다. 사용된 형광염료는 레이저에 의해 여기되는 형광물질

Rhodamine B이다. 형광입료 Rhodamin B는 532 nm의 레이저에 의해 형광여기되어

530 nm이상의 파장으로 여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CD 카메라 렌즈 앞쪽에

550 nm이상의 파장만을 통과시키는 고대역 필터를 설치하여 형광 여기된 유체의

온도영상을 기록하였다.

그림 7.3-5는 LIF 실험에 앞서 수행한 교정실험 영상이다. LIF 기법은 앞 절

에서 설명하였듯이 교정수행을 통해 온도장을 측정하는 기법이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수조내부의 유체를 항온조를 활용하여 10 °C 간격으로 형강 여기강도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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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취득하였다. 그림에서는 수조 유체의 온도가 약 52 °C와 99 °C에서의 형광여기

강도 영상으로서 전체적으로 우측의 여기강도가 밝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레이저

시트의 조영방향이 우측에서 좌측편으로, 레이저 시트의 강도가 유체를 통과하면서

감쇄됨에 따라 형광여기강도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정실험을 수행하여 각

픽셀마다 고유의 교정곡선을 취득하게 되므로 전체적인 영상강도의 불균일함은 후

처리과정을 거치면서 사라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고온의 유체에서도 형광여기강

도를 측정하여 온도장을 취득하였다. 기존 LIF 기법을 활용하는 연구의 경우 상온

영역에서 활용하는 실험이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고온의 환경에서 온

도장 측정에 LIF 기법을 활용하기 위하여 고해상도 CCD 카메라 및 고출력 레이저

광원을 사용하였다.

그림 7.3-6은 실험조건에 따른 여기강도 영상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전

기 히터 부근에서는 가장 높은 온도분포를 보임에 따라 형광 여기강도가 낮음을 볼

수 있다. 전기 히터 하부는 열전달이 전도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정체영역으로 상대

적으로 형광 여기강도가 강함에 따라 밝은 영상을 보여주고 있다. 전기 히터 하부

의 정체영역의 축소를 정량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성적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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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APR+ PAFS Model Scale ratio

h (m) 8.9 0.4 22:1

l (m) 6.7 0.3 22:1

d (m) 0.112 0.06 1.87:1

h1 (m) 2 0.09 h/h1, 1:1

Power (kW) 540 0.6 910:1 

표 7.3-1 PASCAL 원형에 대한 척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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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2 수조내부 비등기인 자연순환 유동 PIV 측정 시스템 구성도

그림 7.3-1 수조내부 비등기인 실험장치 시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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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3 수조내부 비등기인 자연순환 입자영상



- 524 -

그림 7.3-4 수조내부 비등기인 자연순환 유동 LIF 측정 시스템 구성도

그림 7.3-5 LIF 교정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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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6 수조내부의 온도에 따른 형광여기강도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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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실험결과 및 분석

1. PIV 실험 결과 및 분석

그림 7.4-1은 전기 히터 600 W에서 수조내부의 유체온도가 약 60 °C에서의

PIV 순간 속도장 측정 결과이다. 최초 수조의 물높이는 표 7.3-1에 의해 400 mm이

지만 온도상승에 따른 밀도의 감소로 부피가 증가하여 수위가 약 410 mm로 나타

났다. 물 수위의 증가는 수조내부의 유체온도가 포화온도에 도달할 때까지 상승한

다. 일단 유체온도가 포화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비등에 의해 증기가 발생하면서 물

수위는 감소한다. 전기 히터 상부의 뜨거운 유체가 온도상승에 의해 밀도가 감소하

게 되고 부력의 힘으로 상부로 상승하게 된다. 상부로 상승한 유체는 수위 표면에

서 다시 온도가 감소하게 되면서 밀도가 증가하게 되고 반대편으로 수면을 따라 이

동하다가 하부로 하강하게 된다. 하부로 하강하는 유체는 벽면을 따라 이동하게 되

고 하부의 유동 정체영역부근에서 수조 중심부로 회전하게 된다. 따라서 전기 히터

상부에서 큰 회전유동을 하는 자연순환 유동이 생성하게 된다. 자연순환 유속은 수

조내부 유체의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점점 증가하게 된다. 히터 하부의 정체영역은

유체의 온도가 오직 전도에 의해서만 열전달이 되는 영역으로 히터 상부에서의 자

연순환이 침범하지 못한다. 히터 하부의 정체영역의 크기는 수조내부의 자연순환

유속이 점점 커짐에 따라, 즉 유체의 온도가 포화온도에 이를 때까지 점점 작아진

다.

그림 7.4-2는 수조내부 유체온도가 약 100 °C에 도달하여 풀비등이 발생하는

시점에서의 자연순환 순간 속도장 결과이다. 풀비등이 발생함에 따라 전기 히터 하

부에 형성되었던 정체영역은 상부의 강한 자연순환에 의해 깨지게 되고 뜨거운 유

체의 유입으로 온도가 상승하게 됨을 유추할 수 있다. 전기 히터 상부에서 발생하

는 강한 자연순환 유동은 수위가 감소함에 따라 더욱 강도가 강해진다. 그림 7.4-3

과 7.4-4는 물 수위가 300 mm와 200 mm에서의 순간 속도장 결과를 나타낸다. 수

위가 감소함에 따라 전기 히터 부근에서 발생하는 기포의 크기가 증가하고 기포율

이 증가한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수위가 감소함에 따라 자연순환 강도는 커지

지만 수위가 200 mm인 경우 자연순환 유동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풀비등에 의

한 복잡한 혼합유동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수위가 낮은 200 mm인 경우, 전기 히

터 하부의 자연순환 유동도 상부의 복잡한 혼합유동에 의해 강도가 약해짐을 알 수

있다.

그림 7.4-5부터 그림 7.4-8까지는 각 실험조건에서의 순간 온도장을 200장씩

앙상블(ansemble) 평균한 평균 속도장 결과이다. 평균 속도장 결과는 순간 속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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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와 마찬가지로 유체 온도가 포화온도에 도달하기 전과 후에 따라 자연순환 유

동의 패턴 및 강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 비등에 의해 물 수위가 낮아짐에 따라 히

터 상부 영역에서의 기포율 증가하고, 수위감소에 따른 히터 상부 및 하부 자연순

환 유속 증가한다. 또한 수위 200mm의 경우, 자연순환 유동이 사라지고 수조 전체

영역에서 비등에 의한 복잡한 유동 관찰된다.

그림 7.4-9는 PASCAL 원형에 대한 피동응축탱크 내부의 자연순환 유속 및

온도장 MARS 해석과 평균 속도장 결과와 비교한 그림이다. MARS 해석에서 수조

내부의 평균 유속은 약 0.2 m/s로 PIV 속도장 결과와 비슷한 크기를 보여주고 있

다. 본 연구의 속도장 결과는 향후 계통해석 및 기기해석 코드, CFD 코드를 활용한

수조내부 자연순환 유동해석의 벤치마킹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2. LIF 실험 결과 및 분석

그림 7.4-10은 전기 히터 600 W에서 수조내부의 유체온도가 약 60 °C에서의

LIF 순간 온도장 측정 결과이다. 전기 히터 상부의 뜨거운 유체가 온도상승에 의해

밀도가 감소하게 되고 부력의 힘으로 상부로 상승하게 된다. 온도장 측정결과로부

터 뜨거운 plume이 벽면을 따라 상부로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상부로

상승한 유체는 수위 표면에서 다시 온도가 감소하게 되면서 밀도가 증가하게 되고

반대편으로 수면을 따라 이동하다가 하부로 하강하게 된다. 수조내부의 불균일한

온도구배와 plume에 의해 레이저 시트가 국소적으로 굴절률이 변하게 된다. 이는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고르지 못한 형광여기강도로 나타나고 후처리를 통한 온도

장 계산에서 노이즈로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온도장 측정의 기초적인 시도로서

적용한 결과이다. 향후 LIF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보다 작은 측정영역과 광학구

성의 개선을 통해 노이즈를 제거하고자 한다. 전기 히터 하부의 정체영역은 유체의

온도가 오직 전도에 의해서만 열전달이 되는 영역으로 히터 상부에서의 자연순환이

침범하지 못한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히터 하부의 정체영역 온도장은 상부보다

약 5 ~ 10 °C가 낮은 온도분포를 보이고 있다. 히터 하부의 정체영역은 수조내부의

열성층화를 이끌게 되고 히터 표면에서의 비등열전달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림 7.4-11은 수조내부 유체온도가 약 100 °C에 도달하여 풀비등이 발생하는

시점에서의 자연순환 순간 온도장 결과이다. 풀비등이 발생함에 따라 전기 히터 하

부에 형성되었던 정체영역은 상부의 강한 자연순환에 의해 깨지게 되고 뜨거운 유

체의 유입으로 온도가 상승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 528 -

그림 7.4-1 순간 속도장 분포 (유체온도: 60 °C)

그림 7.4-2 순간 속도장 분포 (유체온도: 100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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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3 순간 속도장 분포 (유체온도: 100 °C, 물높이: 300 mm)

그림 7.4-4 순간 속도장 분포 (유체온도: 99 °C, 물높이: 20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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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5 평균 속도장 분포 (유체온도: 60 °C)

그림 7.4-6 평균 속도장 분포 (유체온도: 100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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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7 평균 속도장 분포 (유체온도: 100 °C, 물높이: 300 mm)

그림 7.4-8 평균 속도장 분포 (유체온도: 99 °C, 물높이: 20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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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9 PIV 평균온도장과 MARS 해석 결과 비교

그림 7.4-10 순간 온도장 분포 (유체온도: 60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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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11 순간 온도장 분포 (유체온도: 97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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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에서는 수조내부의 비등기인 자연순환 유동에 의한 열혼합 현상을 실

험적으로 연구하였다. 최신 PIV 기법을 이용하여 비침투적 방법을 통해 속도장을

측정하였다. 히터 상부에서는 수조내부 열혼합에 의해 강한 자연순환 유동이 생성

되고 있으며, 자연순환 유동의 중심이 수조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수조내부 유체

의 온도가 포화온도에 도달하기 전까지 자연순환 유속은 계속 증가하며, 히터 하부

에서는 열전달이 오로지 전도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정체영역이 발달한다. 유체의

온도가 포화온도에 도달하여 풀비등이 시작되면 수조내부의 물 수위는 감소하며 자

연순환 유속은 크게 증가한다. 또한 히터 근처의 기포의 직경이 커지고 기포율이

증가한다. 일정 수위 이하로 물 수위가 감소하면 수조내부의 자연순환 유동은 사라

지고 복잡한 혼합유동이 존재한다. 또한 하부의 정체영역에서의 유동도 둔화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속도장 측정과 더불어 LIF 기법을 활용한 온도장 측정을 수행하

였다.

LIF 기법은 레이저를 이용한 비침투적 광학식 온도 측정기법으로 고온유동에

활용한 예는 드물다. 본 연구에서는 고온의 자연순환 유동에서의 온도장을 선행연

구로 측정하고 평가하였다. 온도장 측정 결과 히터 하부의 정체영역은 유체의 온도

가 포화온도에 도달하기 전까지 하부 바닥방향으로 열경계층이 발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발달된 열경계층은 상부의 자연순환 유동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며 유동

을 발생시키지 않음으로써 하부에 열성층화현상을 보여준다. 수조 내부에 형성된

열성층화는 히터 표면에서의 자연순환 유속을 감소시켜 비등열전달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고정밀의 공간해상도로 온도장 측정을 통

해 하부의 열성층화 영역 및 상부의 자연순환 유동과의 shear 등을 면밀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

수조내부 비등기인 다차원 열혼합 현상에 대한 향후 연구방향으로는 이때까

지 소형 수조에서 수행된 실험결과들을 총 정리하여 database화 하는 작업을 수행

하면서, 개발된 기기해석 코드에서 사용중인 난류 열혼합상관식들의 신뢰도를 높이

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형 수조실험(PASCAL) 수행 시 수조를 통

해 빠져나가는 열이 수위 측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도 척도모의된 소

형 수조에서 정량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접촉식 방법으로 수행된 수조

내부 비등기인 열혼합 실험에서는 속도장과 온도장을 보다 고해상도로측정할 수 있

는 방법에 대해서 강구할 필요가 있고, 히터 하부의 정체유동 주변의 유동장에 대

해서 좀 더 정밀한 측정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CFD 해석 및 기기해석 코드에서는

단상의 난류 열유동 모델의 개선을 위해 수조내부 비등기인 열혼합 실험결과를 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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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킹 데이터로 활용하여 난류모델을 평가 및 개선에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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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특수 계측기술 개발

제 1 절 개요

1. 연구개발 배경 및 필요성

다양한 열수력 현상과 관련된 안전성 분석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주요

열수력 현상에 대한 상세 측정을 통해 현상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를 바탕으

로한 국소 거동 예측모델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에는 열수력 해석코드를 정

밀화함으로써, 다차원 다상유동을 해석할 수 있는 다중스케일 열수력 안전해석 체

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복잡한 열수력현상의 이해와 다중스케일 코드의 검증을 위해서는

보다 상세한 열수력 실험 자료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고정밀 선진 계측기술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2. 연구대상의 선정

국소 열수력 현상을 계측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마이크로 탐침형 프로브를 계

통내에 삽입하여 계측하는 방법과 레이저나 방사선, 또는 초음파 등의 비삽입식 측

정방법을 이용하여 계통의 유동구조를 가시화하는 방법이 있다.

삽입식 계측방법으로는 conductivity void probe와 optical void probe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Optical probe는 작은 크기의 기포 및 고속 의 기포 유동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측정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과거 계측기술 개발 연구를 통하여

conductivity probe 기술은 이미 완숙기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optical probe 측정 기술을 수립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에 들어 디지털 영상기록장치 및 레이저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함

에 따라, 단상유동의 난류 및 복잡한 유동의 계측에 있어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는

바탕이 되고 있다. 또한 다상유동의 경우에도 다양한 광원의 개발로 인해 많은 연

구가 수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상유동의 기포 및 액상유동

을 분리하여 속도벡터 및 속도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원자로심과 같은 복잡한 봉다발 유로에서 열수력 유동장을 정밀 측정할 수

있는 PIV 측정기법을 개발하고자 한다.

초음파 측정 방법은 비삽입식 측정이 가능하며, 금속 배관과 같이 불투명한

압력경계면을 통한 초음파의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온/고압의 계통에 대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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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또한, 취급이 비교적 용이하며, 방사선과는 달리 인체에

대한 위해도가 매우 낮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중 채널 모드의 초음파 영상계

측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포 크기를 정량화하기 위한 기반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3. 추진 전략 및 방법

Optical void probe의 경우, 우선 double-sensor 형태의 optical void probe

를 개발하였다. Optical void probe의 탐침의 제작 및 신호처리 계통의 개발을 위한

사전 연구 수행한 후, Double-sensor optical probe 시제품을 제작하였다. 다양한

air/water 2상유동 조건에서 대하여 conductivity void probe의 측정결과와의 상호

비교를 수행함으로써, 제작된 optical void probe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다차원 2상유동에서 각 상을 광학적으로 분리하여 기록하기 위한 기법과 관

련하여서는, 저대역 파장을 가진 레이저 및 형광여기 물질이 도포된 미세입자를 이

용하여 고대역 파장에서 측정하는 기법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저대역

파장에서 산란된 기포영상을 비교적 깨끗하게 입자영상과 분리하였다.

봉다발 유로에서의 열수력 유동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측정 유동단면에 대

한 효과적 조명기술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봉 구조물 내에 원형 레이저

빔의 평면광 변환을 위한 고유한 렌즈배열 장치를 설계하였고, 이를 장착한 Optic

Rod를 개발하였다. 단상 및 2상유동의 봉다발 부수로에 대하여 개발된 Optic Rod를

설치하여, 유동장 정밀측정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초음파를 이용한 기포 크기 측정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초음파 탐촉자 및

초음파 하드웨어를 최적 구성하고, 하드웨어의 제어 및 신호 분석을 위한 PC 베이

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다 (UBIM: Ultrasonic Bubble Image Measurement). 수

조내 고정된 금속 구에 대한 초음파 반사특성을 평가한 후, 수직관 기포에 대한 초

음파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개발된 UBIM 시스템의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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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Optical Void Probe 기법

1. 개발 필요성

분산 2상유동의 경우에, 기포의 거동 특성은 계통의 전체적인 거동을 결정하

는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된다. 이와 관련된 주요 기포 변수로는 기포율 분포, 기포

직경 분포, 기포 속도 분포, 계면면적밀도 분포 등이 있다. 탐침 형태의 작은 크기

의 기포 센서 (local void probe)를 유로 내부에 설치하고 다양한 위치로 이동시키

면서 위와 같은 기포 변수를 실험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보편적으로 적용되어 왔

다. Local void probe 중에서 흔히 사용되는 것이 conductivity void probe라 할 수

있다. Conductivity void probe의 개발 초기에는 single sensor 또는 double sensor

probe를 이용하여 기포 변수를 측정하였으며, 비교적 최근에는 four sensor 및 five

sensor probe를 적용하여 복잡한 유동조건에 대한 측정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8.2-1 ～ 8.2-4].

Conductivity void probe는 액체/기체간 상 경계면이 sensor tip을 통과할 때

probe 출력 신호의 변화를 유발하게 된다. 때때로 일반적인 conductivity void

probe의 경우, 기포의 크기가 매우 작거나 기포의 속도가 매우 빠른 경우, 상 경계

면의 변화 속도 대비 probe 출력 신호의 변화 속도가 충분히 빠르지 않을 수 있다.

Conductivity void probe와 유사한 개념으로, optical fiber void probe를 분산

2상유동에 적용하여 기포의 거동특성을 측정하는 연구들이 있다 [8.2-5 ～ 8.2-7].

Optcial void probe는 conductivity void probe에 비하여 매우 빠른 출력 신호의 변

화 속도를 갖기 때문에, 기포의 크기가 매우 작거나 기포의 속도가 매우 빠른 유동

조건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증류수 또는 demineralized water와 같

이 액체의 비저항이 매우 커서 conductivity void probe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조건의 경우에도 optical void probe가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double sensor optical void probe를 이용한 기포 변수

의 측정 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2. 측정원리 및 측정계통의 구성

Shen 등은 optical void probe의 측정 원리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8.2-8]. Optical void probedm 작동 원리는 optical fiber내에서의 굴절 및 반사 법

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액체와 기체의 상 경계면이 probe tip을 통과하게 되면,

probe tip에서의 반사 특성에 변화가 발생한다. 그림 8.2-1은 probe tip이 평탄하게



- 540 -

가공된 optical void probe의 측정 원리를 도식적으로 보여준다. 액체와 기체상에서

의 빛의 흡수에 의한 강도 감소를 무시할 경우, 그림 8.2-1의 (a)～(c)의 각 경우에

대하여 반사광의 강도는 각각 다음과 같다:

     (8.2.1)

     (8.2.2)

     (8.2.3)

여기서, I i, I r, I tr은 각각 입사광, 반사광, 투과광의 강도이며, I rl과 I rg는 각각

optical fiber tip이 액체 및 기체와 접촉할 경우, tip 표면에서 반사되는 빛의 강도이

고, I ri는 상경계면에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빛의 강도이다. 아래 첨자 a, b, c는 그림

8.2-1에서의 (a), (b), (c)의 경우를 나타낸다.

실제 액체와 기체간의 상 경계면이 입사광에 대하여 직각인 경우는 거의 없

으며 상 경계면은 대체로 많이 변형되어 있어서, 상 경계면에서 반사된 빛이

optical fiber로 재입사하는 확률은 매우 낮다. 또한 상 경계면에서 반사되는 빛의

강도도 fiber tip 표면에서 반사되는 빛의 강도에 비하여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식

(8.2.1) ～ (8.2.3)의 반사광의 계산에 있어서 상 경계면에서의 반사광은 무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얻게된다.

  ≠ (8.2.4)

위 식을 반사계수를 이용하여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반사계수는 입사광의 강

도에 대한 반사광의 강도 비율을 나타낸다.

 ≠ (8.2.4)

입사광이 optical fiber tip 표면에 수직인 경우를 고려하면, Ra, Rb, Rc는 다음

과 같이 표현된다.

   

 


(8.2.5)

  

 


(8.2.6)

여기서, nco, nl, 그리고 ng는 각각 optical fiber core, 액체, 기체의 굴절지수

(refractive index)를 나타낸다.

굴절지수가 1.46인 silica 재질의 optical fiber를 사용하는 경우, 굴절지수가

1.33인 물과 굴절지수가 1.0은 공기에 대한 반사율은 각각 0.00217과 0.0350으로 계

산된다. 즉, 물과 공기의 2상유동시 각각의 상에 대하여 15배 이상의 반사광의 차이

가 나타나며, 이러한 신호 특성으로부터 optical fiber의 tip이 어떠한 상에 접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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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판별할 수 있다.

그림 8.2-2에서와 같이 optical probe의 tip 반대편에 laser diode를 연결하면

optical probe tip에 연속적인 빛을 입사시킬 수 있다. Tip 표면에서 반사되어 돌아

오는 빛은 beam splitter를 통해 photo diode로 입사하고, 입사되는 빛의 강도에 비

례하는 전압 출력을 내보낸다. 그림 8.2-1에서와 같이 하나의 기포가 optical void

probe의 tip을 통과하는 경우, 그림 8.2-3에서와 같은 전형적인 신호의 변화가 나타

난다. Optical void probe의 전압 출력에 cut-off 전압값을 설정하면 그림 8.2-4에서

와 같은 2진화된 출력 신호를 얻을 수 있다. 즉, H c보다 낮은 신호는 액체 상으로

분류되고 H c보다 높은 신호는 기체상으로 분류된다.

3. 성능확인 시험결과

Double-sensor conductivity void probe와 double-sensor optical void probe를

동시에 설치하여 수직 물-공기 2상 유동에서의 기포 변수를 동시에 측정함으로써,

본 연구를 통해 새로이 획득한 optical void probe 계측기법의 건전성을 평가하였다.

그림 8.2-5는 수직 물-공기 2상 유동 실험장치의 개략도를 보여준다. 시험부

는 투명한 아크릴 관으로써, 내경은 21 mm이며 길이는 1.93 m이다. 그림 8.2-6에서

와 같이, double-sensor conductivity void probe와 double-sensor optical void

probe는 시험부 입구로부터 L/D = 53.57인 동일 지점에 설치하였다. 시험부 입구에

는 기포 직경을 제어하기 위한 bubble generator를 설치하였다.

Conductivity void probe는 외경이 0.125 mm인 백금 wire를 이용하여 제작하

였으며, optical void probe는 외경이 0.125 mm인 fiber glass를 이용하여 제작하였

다.

성능확인 시험은 다음과 같은 유동조건에 대하여 수행되었다:

- 유동양식 : bubbly flow 및 slug flow

- 기포율 : 8.7 ～ 23.9 %

- 기포 속도 : 1.14 ～ 1.24 m/s

- Sauter mean 직경 : 2.5 ～ 7.8 mm

그림 8.2-7은 Double-sensor conductivity void probe와 double-sensor optical

void probe의 전형적인 출력 신호 특성 및 2진화된 변환 신호 특성을 보여준다.

Optical void probe의 경우 상 경계면의 변화에 대하여 출력 신호의 응답 속도가 매

우 빠른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기본 출력신호를 2진화하는 과정에서 신호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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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알고리즘에 의해 발생되는 계측 오차가 상대적으로 매우 작게 된다.

그림 8.2-8에서 8.2-12는 기포 유동과 슬러그 유동 조건에서 주요 기포 변수

에 대한 double-sensor conductivity void probe와 double-sensor optical void

probe간의 상대적인 측정오차를 보여준다. 각 기포 변수에 대한 두 측정 방법간의

root mean square 상대적 차이는 다음과 같다:

- 기포율 : 6.2 %

- IAC : 10.5 %

- SMD : 8.2 %

- 기포 속도 : 3.9 %

- 기포 빈도 : 7.8 %

본 실험을 통해서 double-sensor optical void probe를 이용한 2상유동 기포변

수 측정 신뢰도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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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1 Optical void probe의 측정원리

그림 8.2-2 Optical void probe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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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toff Level

Liquid phase

Gas phase

H

H
c

Bubble residence

그림 8.2-3 단일 기포의 통과시 전형적인 출력신호의 변화 특성

f(t)=1
(Gas phase)

f(t)=0
(Liquid phase)

Bubble residence

그림 8.2-4 단일 기포의 통과시 2진화된 optical probe의 출력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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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5 실험장치 개략도

그림 8.2-6 Conductivity void probe 및 optical void probe 설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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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7 Conductivity void probe와 optical void probe의 전형적인 신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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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8 기포율 측정값의 비교

그림 8.2-9 IAC 측정값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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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10 SMD 측정값의 비교

그림 8.2-11 기포 속도 측정값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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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12 기포 빈도 측정값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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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다차원 2상유동 거동의 PIV기법 적용

광학적인 유동측정기술은 광과 비균일 매질 사이에서의 빛의 굴절, 흡수, 산

란 등의 상호작용에 기초를 두고 있다. 광학적으로 균일하고 투명한 공기나 물 등

의 유체내부에는 유체의 속도정보를 알려주는 중요한 광학적 상호작용이 전무하다.

따라서 유동 속에 미소한 추적입자를 투입하여 유체의 운동을 가시화하고 연속적인

두 번의 순간에 대한 입자들의 변위를 구함으로써 속도장의 정보를 얻어내는 방법

을 입자 영상유속계(Particle Image Velocimetry, 이하 PIV)라 한다. PIV 이론에 대

한 기초는 Adrian (1988) [8.3-1]에 의해 이중 노출된 연속적 PIV 영상에 대한 자기

상관함수의 기대값을 유도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후 이 이론은 다중노출 영상 및

상호상관해석법의 적용으로 확대되었다.

난류 및 복잡한 유동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간적 해상도가 요구되므

로 일반사진용 필름이나 대형 필름의 사용이 적합하나 속도장을 추출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PIV기법은 입자의 영상을 직접 데이터로 기록하는 전자카

메라를 이용하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다. 비록 1Kx1K 또는 2Kx2K의 해상도를 갖는

CCD 카메라가 등장하였으나 여전히 사진필름에 비해서는 해상도와 공간분해능이

떨어지므로 digitization 오차를 무시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기존의 PIV 이론을

확장하여 디지털 PIV 영상에 대해 sub-pixel 수준의 변위를 고려하여 정확도를 높

이는 기법이 Westerweel (1993) [8.3-2] 등에 의해 제안되어 고분해능 CCD 카메라

를 이용한 난류유동의 연구범위가 넓어지게 되었다.

단상유동과 다르게 다상유동의 경우 기존의 광학적 측정기법의 적용이 매우

제한적이다. 상이 다른 유체의 속도를 개별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기록

장치를 사용하거나 매우 복잡한 광학적 구성 혹은 디지털 영상처리기법의 도입이

요구된다. 최근에 들어 비약적으로 발전한 디지털 영상기록장치 및 레이저의 개발

은 단상유동의 난류 및 복잡한 유동계측에 큰 진전을 이루는 바탕이 되었다. 다상

유동의 경우 역시 다양한 광원의 개발로 인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다. 본 연구에서는 다상유동의 기포 및 액상유동을 분리하여 속도벡터 및 속도장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차원 2상유동의 측정에 적용하는 PIV 시스템의 구성과 신뢰

성 있는 데이터를 얻기 위한 기본적인 고려사항 등에 대해 실험적으로 연구하였다.

Two-frame 상호상관 고분해능 평면 PIV 시스템의 소개와 다상유동 측정기법을 기

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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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wo-frame PIV기법

유동입자(particle) 들의 변위정보를 담고 있는 입자영상(particle image)을 이

용한 PIV 속도장 측정기법은 정성적인 순간 유동정보뿐만 아니라 우수한 공간분해

능을 갖는 정량적인 속도장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화상처리를 이용한 PIV 속도장

측정시스템은 현재 수 mm2에서 수 m2까지의 계측영역(field of view)에서 수 mm/s

부터 수 백 m/s까지의 유속을 계측하고 있다. 속도장 측정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측

정단면을 조명하기 위한 illumination 장치, 유체유동을 추종하는 입자(particle), 산

란된 입자영상을 취득하는 영상기록 장치, 제어 및 계산용 컴퓨터로 구성되며 광원

과 영상기록 장치로는 레이저와 CCD 카메라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실험 시 이들

둘은 동기장치로 동기시켜 순간 입자영상을 computer의 기억장치에 저장하게 된다.

화상처리를 이용한 PIV속도장 측정시스템은 크게 laser, optics, recording

medium, particle, 제어 및 계산용 컴퓨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8.3-1은 전형

적인 PIV 실험장치의 개념도이다.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유동속도와 영상의 확대율

을 고려하여 시간간격(Δt)을 결정한 다음, 레이저 평면광으로 유동내부의 측정 단면

을 두 번 조명한다. 이 때 seeding한 추적입자는 시간간격(Δt) 동안 속도 lag 없이

유체와 같은 속도로 움직인다고 가정한다. 입자에 의해 산란된 빛을 CCD 카메라의

프레임에 기록한다.

속도벡터 측정과정에서는 입자영상을 화상처리하여 변위벡터를 구한다. PTV

방식에서는 시간간격(Δt)동안 움직인 입자들의 궤적을 추적하여 변위 벡터를 구한

다. 반면에 PIV 방식에서는 입자화상을 조사구간으로 나누고 각 미소 조사구간의

변위벡터를 상관법(correlation method)을 이용하여 결정한다. 입자변위를 구하게 되

면 시간간격(Δt)와 영상의 확대율을 이용하여 속도 벡터를 계산한다. 얼마나 빨리

연속적인 입자 영상을 취득할 수 있느냐는 CCD 카메라의 frame rate와 laser의

repetition rate에 달려있다.

유동입자(particle)들의 변위정보를 담고있는 입자영상(particle image)을 이용

한 PIV 속도장 측정기법은 우수한 시간분해능과 공간분해능을 가진 속도장 정보를

제공한다.

단상유동에서의 PIV기법의 적용과 달리 2상유동 및 다상유동에서의 PIV측정

기법의 적용에는 몇가지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다. 상이 다른 유체의 속도를 개별적

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기록장치를 사용하거나 단일 기록장치를 이용할 경

우에는 광학적인 화상처리 또는 디지털 영상처리기법의 사용이 요구된다. 전자의

경우 광학적 구성의 어려움이 있지만 후처리 단계가 불필요하고 각각의 상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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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속도장 측정이 가능하다. 후자의 영상처리기법의 도입은 최근 고성능 디지

털 기록장치의 이용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획득된 영상의 가공이 가능한 장점이 있

다. 각각의 방법은 측정하고자 하는 실험대상 및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영상처리기법을 이용하여 각각의 상을 분리하여 기록

하는 방식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그림 8.3-2는 기본적인 다상유동의 PIV 속도장 측정기법의 구성도를 나타낸

다. 구성도의 예는 수직방향의 기포가 제트유동 형태로 주입되는 예이다. 일반적인

단상의 PIV 속도장 측정시스템과 유사하나 다른 상을 개별적으로 기록하기 위한

별도의 광원 및 광학장치가 사용된다. 그림 8.3-2에서는 후면조사 및 고대역필터를

이용하여 주입되는 기포유동을 단상에 포함된 미소 추적입자 영상과 분리가 가능하

도록 입자영상을 기록하는 구성을 사용하였다. 저대역 파장을 가진 레이저 및 형광

여기 물질이 도포된 미세입자를 이용하여 고대역 파장에서 측정하게 되며, 이를 통

해 저대역 파장에서 산란된 기포영상을 비교적 깨끗하게 입자영상과 분리하게 된

다.

다상유동 PIV 측정시스템에서 기포영상을 분리하기 위하여 물에는 레이저에

의해 여기되어 일정파장이상의 빛만을 방출하는 특수한 형광입자(Rhodamine B)를

사용한다. 이 형광입자는 물 속도의 정보를 대표하는 추적입자가 된다. 후면에서 조

사되는 백색광은 필터와 디퓨저를 통해 밝기가 고른 배경조명으로 시험면에 조사된

다. 고른 배경조명을 통해 기포영상이 기록장치에 기록된다. 입자영상을 기록하는

카메라의 전단에는 형광입자에 의해 방출되는 빛만을 기록하기 위해 고대역 필터를

장착한다. 본 구성에서는 Ar-ion 레이저를 사용하여 형광입자를 여기시키고 530nm

이상의 고대역 필터를 사용하여 입자영상 및 기포영상을 기록하였다. 그림 8.3-3은

사용된 레이저의 파장과 형광입자의 여기 및 방출 스펙트럼을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8.3-4는 일반적인 PIV 측정시스템에서 획득된 입자영상과 다상유동 PIV

측정시스템에서 획득된 입장영상을 비교한 그림이다. 그림 8.3-4(a)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단상의 입자영상은 매우 깨끗하게 배경과 분리되어 있다. 하지만 다상유동

PIV 시스템에서 획득된 입자영상 및 기포영상은 그림 8.3-4(b)와 같이 일정한 밝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입자 및 기포영상은 후처리 과정을 통해 디지털

영상처리기법을 이용하여 각 상을 분리하게 된다. 분리된 각 상에 대해서는 그림

8.3-5와 같이 입자영상 및 기포영상을 각각 PIV기법과 PTV기법을 이용하여 속도

벡터를 계산한 후 이를 중첩하여 최종결과를 회득하게 된다.

다상유동 PIV기법을 통해 측정된 영상으로부터 각 상의 속도벡터를 추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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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기포영상과 입자영상을 분리하여야 한다. 그림 8.3-6과 같이 레이저 형광

기법을 이용한 다상유동의 입자영상을 분석하게 되면 gray level에 따라 입자, 배경,

기포로 분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배경의 밝기보다 더 큰 값을 가지는 입자를

threshold기법을 통해 분리가 가능하다. 또한 threshold기법을 적용한 영상을 반전시

켜 raw 영상과 수치적 연산을 통해 기포영상을 분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각 상의

영상을 분리하여 PIV기법 및 PTV기법을 적용하게 된다. 자세한 처리과정은 그림

8.3-7의 순서도에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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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1 일반적인 PIV 측정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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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2 일반적인 다상유동 PIV 측정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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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3 형광입자(Rhodamine B)의 여기/방출 스펙트럼

그림 8.3-4 일반적인 PIV 입자영상과 다상유동 PIV 입자영상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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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5 PIV/PTV기법의 hybrid화를 통한 기포 및 액상의 동시측정 개념

그림 8.3-6 다상유동 입자영상 및 기포의 gray level 분포

그림 8.3-7 다상유동 입자영상의 디지털 영상처리 과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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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복잡유로 내부유동 관찰기법: Optical Rod

1. 개발 필요성

열수력 유동장 측정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측정기법도 많은 발전

을 이루었다. 유동장 내 국부 유속분포 측정에 있어 속도수두로부터 국부유속 정보

를 얻을 수 있는 Pitot Tube가 널리 사용되었으며 이후 유체 내 열선의 유속에 의

한 열손실을 속도로 환산하는 Hot Wire Anemometry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들

측정방법은 접촉식으로 센서가 유체 내에 삽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설치의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근본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유동을 센서가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

며 일정수준의 측정오차를 내포할 수 밖에 없다. 근래에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광학측정방법이 개발되어 널리 쓰이고 있는 추세이다. LDV(Laser Doppler

Velocimetry) 측정기법은 단파장의 레이저광을 측정영역에 조사하고 유동장 내 유

동입자의 산란광을 측정하여 Doppler 효과에 의한 파장의 변이를 속도정보로 환산

하는 방식으로 속도의 정확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으며 유동장 내 물리적인 장치

가 들어가지 않아 유동을 방해하지 않는 장점을 갖는다. 최근에는 광학적 측정방법

의 하나로 PIV(Particle Image Velocimetry) 측정기법이 개발되어 널리 활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유동장을 2차원으로 단번에 측정할 수 있는 면측정(Plane

Measurement) 방식으로 종래의 점측정(Point Measurement) 방식에 비해 유동단면

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으며 측정시간도 현저히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본

절에서의 기술개발 내용은 이러한 PIV 측정기법에 관한 것이다.

PIV 측정에 있어 선결조건은 측정 유동단면의 조명이다. 이를 위하여 고출력

펄스 레이저를 이용하여 평면광을 만들어 측정영역에 조사하게 되는데 유동장이 주

변에 구조물이 없어 광로가 확보되면 아무 문제가 없으나 주변에 구조물이 존재하

는 복잡유로에서는 유동측정영역의 조명에 많은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물을 투명하게 만들거나 조명장치를 유동영역에 삽입하는

방법 밖에 없다. 특히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노심내 혹은 증기발생기 내부에는 수많

은 봉다발 구조물들이 존재하는데 이들 내부의 유동현상은 공학적으로 매우 중요하

다. 그림 8.4-1은 봉다발 내 유동장의 조명을 위한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a)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외부에서 평면광을 조사하는 방법인데 B영역을 조명하기 위하

여서는 광로 상에 있는 봉 A들이 투명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또한, 외부의 조

명은 B영역 외에 주변으로 흩어져 조명 손실이 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

하여 그림(b)와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즉, 봉 P 내부에 조명장치를 내장하여

B영역을 조명하면 봉의 재질에 무관하며 조명의 효율성도 극대화 할 수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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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측정영역이 다른 부수로 영역이면 봉 P를 인접구역에 삽입하면 된다. 본 절에서

서술한 Optic Rod는 이러한 용도에 적합하도록 개발한 PIV 측정용 평면광 생성

광학봉이다.

2. 측정원리 및 측정계통 구성

봉 구조물에서 하나의 봉에 평면광 생성장치를 내장하면 그림 8.4-2의 (a)에

서 보는 바와 같이 Probe에서 조사된 평면광이 부수로 전체 측정구역을 효과적으로

조명하게 된다. 그림 (b)는 측면도로서 축방향으로 안내된 레이저광이 45° 반사경을

통하여 광로가 90° 전환되어 봉의 투과창을 통하여 외부 부수로 를 조명하게 된다.

그림 8.4-3은 전체적인 광학봉의 내부 구조 개략도로서 조명을 위한 레이저광은 외

부의 Nd-Tag 펄스 레이저 발생장치로 부터 공급받는다. 봉의 한쪽 끝이 외부로 돌

출되어 레이저 발생장치로부터 원형광(직경 약 5 mm)이 봉 중심축을 따라 안내된

다. 중심축을 따라 들어온 원형광은 Cylindrical 렌즈에서 평면광으로 변환된 다음

45° 반사경에서 광로가 90° 전환되어 보의 투과창을 통하여 외부의 부수로 영역을

조명하게 된다. 봉 표면의 투과창 안쪽에는 직경 1 mm의 다수의 Cylindrical 렌즈

가 배열되어 있다. 그림 8.4-4는 투과창 안쪽에 배열된 Cylindrical 렌즈군의 역할에

대하여 설명한 것으로 45° 반사경에서 90° 방향전환된 레이저 광의 강도분포는 그

림 (b)와 같다. 이 형태의 광은 중간이 강한 조명인 반면 양끝은 약한 조명으로 그

분포가 고르지 못하다. 이러한 레이저 광을 그림 (a)와 같이 Cylindrical 렌즈군을

통과시키면 다수의 Normal 분포광이 여러번 중첩됨으로써 빔강도가 균일화 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림 8.4-5는 단일렌즈를 통과한 평면광이 45° 반사경에서

방향전환한 후 Cylindrical 렌즈군을 거치면서 빔강도의 균일화와 함께 부채살 모양

의 퍼짐 효과를 나타내는 Optic Rod의 평면관 생성 원리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8.4-6은 실제 제작된 평면광 생성을 위한 경통 및 렌즈열의 사양을 구체적으로 보

여준 것이다. 경통 A 내부에 경통 B를 삽입하고 축방향으로 경통 B의 삽입깊이를

조정함으로써 초점거리를 변화시켜 평면광의 두께를 실험조건에 맞게 조절할 수 있

다.

3. 성능확인 시험결과

그림 8.4-7은 제작된 Optic Rod의 성능검증을 위한 시험 장면이다. 왼쪽의

Nd-Yag 레이저 발생장치로부터 원형빔을 공급받아 스탠드에 고정된 Optic Rod의

중심축으로 조사하여 봉 내부의 렌즈열을 거친 후 봉 표면의 투과창으로부터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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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모양의 평면광이 퍼져 나오는 과정을 확인 할 수 있다. 평면광의 생성은 가습기

로 분무상태를 재연하여 광산란으로 평면광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실제

봉다발 부수로 실험장치에 Optic Rod를 삽입하여 유동현상을 측정하기 위한 부수로

내 유동입자를 촬영한 결과 부수로 전체에 매우 선명하고 균일한 강도의 입자영상

을 얻을 수 있었다.

4. 적용 예

가. 봉다발 부수로 단상유동

봉다발 부수로 내의 단상유동의 PIV측정을 위하여 MATiS-H 실험장치를 활

용하였다. 실험장치의 Test Rig는 그림 8.4-8에 나타나 있다. 레이저 원형광은 오른

쪽 외부 돌출봉 중심축으로 인입되어 측정영역인 단면 A-A에서 렌즈열에 의하여

평면광을 부수로 측정영역에 조사하고 전방의 CCD 카메라로 2차원 유동장을 측정

하게 된다. 봉을 회전함으로써 하나의 Optic Rod로 네 개의 주변부수로를 측정할

수 있다. 그림 8.4-9는 실험장치의 실제 사진이며 가시창을 통하여 평면광 조명상태

를 확인할 수 있다.

Optic Rod를 활용하여 부수로 단상유동 거동에 대한 의미있는 실험을 수행하

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의 한 예가 그림 8.4-10에 나타나 있다. 그림 (a)는 Optic

Rod(R5) 주변 4개 부수로의 횡단면 유동장 측정구역을 나타낸 것으로 부수로에 횡

유동 교란장치인 와류형 지지격자(Swirl Vaned Spacer Grid)가 장착된 경우를 보여

주고 있다. 이에 대한 유동단면의 측정결과는 그림 (b)에 나타나 있으며 4개 부수로

영역에서 타원형 와류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유동장 정보로부터 그림

(c)와 같은 와도(Vorticity) 분포를 얻을 수 있었으며 유동패턴의 도식적 표현은 그

림 (d)와 같다. 또하나의 예로서 그림 8.4-11은 횡유동 교란장치로서 분리형 지지격

자(Split Vaned Spacer Grid)를 장착한 부수로 유동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a)의

부수로 내부에는 분리형 지지격자가 장착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유동장 형성은 그

림 (b)와 같이 부수로 간 횡유동(Cross Flow)이 활발하며 부수로 내부에 두개의 와

류가 생성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유동장으로부터 그림 (c)와 같이 쌍을

이루는 와도(Vorticity) 분포를 얻을 수 있으며 이들 정보로부터 유동의 패턴을 그

림 (d)와 같이 도식화 할 수 있다.

나. 봉다발 부수로 기포유동

봉다발 부수로 내의 기포유동의 PIV측정을 위하여 MATiS-V 실험장치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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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다. 그림 8.4-12는 Optical Rod를 적용한 MATiS-V 실험장치를 나타낸 그림

이다. 그림의 오른쪽 상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Optic Rod가 수직으로 봉다발 상부

100 mm 안쪽으로 장착되어 있고 유동장 촬영을 위한 CCD 카메라가 그 위에 장착

되어 있다. 그림 8.4-13은 상부의 PIV 측정을 위한 카메라 및 Optic Rod가 장착되

어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a)를 확대해 보면 그림 (b)와

같이 가시창에 Optic Rod의 한쪽 끝이 돌출되어 있고 엇비슷한 위치에 카메라 렌즈

가 조준되어 있다. Optic Rod는 그림 (c)와 같이 수직으로 장착되어 있으며 원형빔

은 45° 반사경을 통하여 봉 중심으로 안내되어 렌즈열을 거치면서 평면광으로 변환

되고 부수로에 조명을 하게 된다. 그림 (d)는 부수로 내부의 유동입자를 CCD 카메

라로 촬영한 것으로 양질의 영상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포유동의 재

연을 위하여 봉다발 하단의 기포발생기로부터 기포를 생성시켜 기포유동 측정을 시

도한 결과, 기포 자체에 의하여 광로가 가려지는 문제점과 기포에 의한 조명광의

불규칙한 산란으로 기포 및 액체유동의 기포 및 유동입자의 촬영에 커다란 어려움

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봉다발 부수로에서의 Optic Rod를 적용한 PIV 측정

실험은 매우 적은 기포율 조건(부수로 평균 기포율 1 %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시

도하였다. 그림 8.4-14는 이러한 실험의 한 예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의 상부에서

Optic Rod를 적용한 부수로 기포유동 횡단면 유동장을 촬영한 예를 보여주고 있다.

유동입자의 촬영결과가 미흡하여 속도장 추출은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기포의 크기

에 따른 기포거동 특성은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에서의 적용 예에 의해 확인된 바와 같이 Optic Rod의 적용은 단상유동

에서 복잡형상 유로의 경우, 특히 봉다발 구조물(원자로심, 증기발생기, 열교환기

등)에서 어려운 PIV 측정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 수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에 대한 기술적 사항은 국내특허로 출원 등록된 바 있다. [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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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1 복잡유로에서의 평면광 적용예

그림 8.4-2 봉 구조물을 이용한 평면광 발생

그림 8.4-3 평면광 생성 Lens Arrayed Optical R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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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4 적용렌즈에 따른 평면광 균일도

그림 8.4-5 평면광 생성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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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6 평면광 생성 Lens Arrayed Optical Rod 설계사양

그림 8.4-7 평면광 생성 Optical Rod 성능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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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8 Optical Rod적용 PIV측정실험 개략도

그림 8.4-9 평면광생성 Optical Rod적용 PIV측정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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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10 Optical Rod 적용 봉다발 부수로 유동장 PIV 측정실험 예

(Swirl Vaned Spacer Grid)

그림 8.4-11 Optical Rod 적용 봉다발 부수로 유동장 PIV 측정실험 예

(Split Vaned Spacer G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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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12 PIV 측정기법 적용 봉다발 기포유동 실험장치

그림 8.4-13 중심 부수로 기포유동 PIV측정을 위한 카메라 및 Optical Rod

장착과 부수로 유동입자 촬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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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14 중심 부수로 기포유동 PIV측정 예 (상단 : Optical Rod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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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초음파 시스템 구축에 의한 2상 유동 변수 측정기법

1. 연구개요

본 연구는 수직관 2상 유동 조건에서 초음파 펄스 에코 기법을 적용한 기포

크기의 측정 기술에 관한 1단계 실험으로 초음파 단일 채널 또는 8채널 모드에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확장성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상 유동 현상에서 기포 크기의

정량적 계측은 기포 형상에 따른 초음파 반사계수 및 그 패턴과 초음파 탐촉자의

상관관계로 부터 계측 절차와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본 시스템의 설계 요건은 기본적으로 초음파 탐촉자의 빔폭, 주파수와 빔 퍼

짐 상태 등의 탐촉자 정보와 하드웨어 계측 시스템의 필수 요구 사항과 시스템 인

터페이스 및 제어 시스템을 함께 고려한 개별 구성원들의 적절한 기능을 갖추고 측

정 장치의 효율과 확장이 용이한 시스템으로 구현하였다. 이때 PC-베이스의 운영체

계로서 하드웨어 시스템의 연동과 더블어 수신 기포 신호의 분석 시스템을 함께 구

축하였다.

이 PC베이스 전체 구동은 LabView 기반의 반 자동화 시스템으로서 탐촉자의

센서 영역과 연계한 초음파 하드웨어의 시스템 영역, 이들 두 영역을 제어 관리하

는 PC 베이스 소프트웨어 영역으로 나누게 되며, 측정 절차는 1차 기본 시험 구

(Sphere)에 의한 거리 진폭 감쇠특성을 얻게 되고, 이 감쇠 특성 곡선을 적용하여 2

차 시험의 수직관 기포에 대한 실제 측정 데이터를 비교하여 정량적 측정값으로 얻

게 된다.

차후 본 시스템은 비삽입식 방법으로서 현장 적용을 위한 다중 유동 특성 분

석 기능과 8채널의 준-토모 그래픽 기술 접목의 확장 시스템으로 개발될 것이다.

2. 연구 배경 및 목적

H. J. M. Hulshof & F. Schurink [8.5-1]에서 R. L. Powell [8.5-2]까지 이들

저자들은 유체 내에 기포 형상의 이해를 통한 열역학의 물리적 해석과 열역학적 특

성 연구의 기포 측정 능력을 제시하였다. T. G. Leighton [8.5-3], I. P. Dunn, W.

A. Davern [8.5-4]는 기체와 액체 사이에 압축성의 밀도 차이점과 기체 액체 경계

면에서 강한 임피던스 부정합의 현상 때문에 초음파 계측 기술은 기포 크기 측정을

위해서 적절히 보완하여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W. M. Fairbank & M. O. Scully [8.5-5]와 D. L. Miller [8.5-6]는 기포에 의

한 선형성 후방산란 검출 방법을 포함한 응용의 초음파 검출 시스템 기법과 2차 하

모닉 발생 기법 등의 강한 산란 감쇠와 반향 성질을 이용하여 그 가능성을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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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다.

더구나 V. L. Newhouse & P. M. ShankarA [8.5-7]의 다상 특성을 직접 분

석이 가능한 비 침해적 기술로서 초음파 토모그래피 기술의 적용은 최근에 증가 추

세이다. J. Devancy [8.5-8]의 여파된 후방 투영(FBP: filtered back-projection) 기

법의 토머그라프 기술은 단층 복원 기술로서 적용이 용이하다.

그러나 Warsito, M. Ohkawa, N. Kawata, S. Uchida FBP [8.5-9]가 제시한

기술은 신뢰성과 정확도를 얻기 위한 장점과 함께 다수의 센서를 사용하게 되므로

다량의 계측 데이터를 복원 신호처리 기술이 함께 요구됨에 따라 전체 시스템 운영

의 비효율뿐만 아니라 복잡한 신호체계로 잡음의 감도가 증가할 여지가 많게 된다.

여기에서는 여파된 후방 투영(FBP: filtered back-projection) 기술의 다수 센

서 사용을 대신하여 단층 촬영의 초기 단계로서 단일 채널 모드의 반사 신호 패턴

을 분석하고, 반사 신호의 패턴을 기초하여 8채널의 확장된 새로운 다중 모드 체계

로서 UBIM (Ultrasonic bubble image measurement)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으며,

이 구축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직관 2상 유동의 기포 크기를 측정하고자 한다.

이 UBIM (Ultrasonic bubble image measurement) 시스템의 기본 적용 방법

은 수직관 2상 유동 조건에서 기포 크기 측정의 예비 단계로서 단일 채널 A-Scan

진폭 신호를 정량적 분석한 다음 단일 채널의 A-Scan 진폭 정보는 가시화를 위한

다차원의 B-Scan과 Polar-Scan 으로 각각 표현하였다.

이 측정 절차와 분석은 2상 유동의 기포 모양에 따른 초음파 반사계수 및 패

턴과 초음파 탐촉자 특성의 파라메터 사이의 관계를 연계하여 수신 신호 정보를 분

석하고, 8채널의 다중 채널의 확장으로 새로운 송 수신 신호 모드을 적용하게 되며,

이들 절차와 분석을 통하여 기포 크기의 정량적 계측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이 초음파 측정 장치의 정량적 계측에 대한 방법론과 측정 절차는 1차적으로

표준 기포의 형상과 거리함수에 따른 초음파 반사 패턴의 진폭 특성인

DAC(Distance amplitude correct) 특성 곡선의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 한 다음 2차

적으로 1차 표준 기포의 진폭과 거리함수 특성과 비교하여 실제 정량 값을 얻게 된

다.

이 시스템의 구성 영역은 준 자동화 시스템으로서 수직관에 장착되는 초음파

탐촉자의 센서 영역과 초음파 하드웨어로서 내장형 펄서 리시버 보드와 A/D 보드,

멀티프렉서 시스템 영역, 이들 두 영역을 제어 관리하는 LabView 체제의 PC 베이

스 소프트웨어 영역으로 구분한다.

본 시스템의 최종 셋업, 인터페이스 기술과 PC-베이스 특수 다중 모드의 수

신된 기포 신호 분석 기술은 차후 시스템 확장에 편리하도록 역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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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스템의 특징은 LabView 운영체제로서 PC 베이스의 초음파 펄스 리시버

보드가 선택사양으로 일차 개발 요건에 따라 산학 협력업체에서 개발한 제품과 상

용화된 A/D 보드사, 멀티플렉스와 결합한 내장형으로 전체 시스템을 인터페이스,

셋업 하였다. 이때 초음파 펄스 리시버보드의 송신 야기 펄스는 트리거 펄스형 펄

스를 사용하여 비교적 안정된 펄스 양식이지만 약한 전력의 신호 대 잡음비로 나타

나게 되었다. 탐촉자를 야기 시키는 방법은 탐촉자의 전기적 에너지 소화 특성을

고려한 안전 전송방법과 보다 에너지 전송률이 큰 전송 방법이 있다.

차기 연구에서는 기포 신호의 신호 대 잡음비의 개선을 위해서 에너지 전송

률이 큰 사각 펄스 발생장치의 설계 변경과 최적의 탐촉자 파라메터의 적용이 중요

한 사항이 될 것이다.

3. 기포 사이징을 위한 초음파 기본 원리

초음파의 펄스 에코 기술은 의용공학, 비파괴 시험 및 품질관리, 열역학 해석

을 위한 분야뿐만 아니라 초-고주파를 이용한 물리적 성질 분석 기술 등에 폭 넓게

적용되었다.

가. 펄스 에코 초음파 기법의 기본 원리 적용

펄스 에코 초음파 사이징 기술은 500 kHz에서 100 MHz까지의 광범위의 주

파수 범위를 포함하며, 매질 내에 시간 인터벌은 수 ms 범위로 측정된 전이 시간은

왕복 시간을 1/2배로 속도를 곱하면 거리(d)는 식 (8.5.1)과 같다.

d = V t / 2 (8.5.1)

여기에서 d = 기포 거리, V = 매질내 음향 속도, t = 왕복 전이 시간이다.

탐촉자에 발생된 야기 초음파는 기포까지 거리 (d) 에서 반향 되여 1/2t 시간

동안 변환기에 도착한 다음 변환된 전기신호는 수신단의 AGC( Automatic gain

control) 증폭단에 전달된다. 마이크로프로세서 베이스 제어 및 시간 로직회로는 펄

서를 동기 시키기고 시간 공간 측정에 사용할 에코 신호를 선택한다.

나. 수중 초음파 시험의 음향 전송 이론

음향의 물리적 기본파인 평면파의 전파는 일정한-주파수 함수이고, 파 전면

(Surfaces of constant phase)은 위상 속도 벡터의 무한 평행 평면으로 가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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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수중 거리 L 에서 매질 I, 매질 II, 매질 III 내에 전파되는 판파는 각각

( 1r , 2r , 3r ) 음향 임피던스를 가질 경우, 판파 에너지의 일부는 매질 I 과 매질 II

사이 경계 영역에서 반사, 전송 되며, 매질 II을 통과한 전송파는 매질 III(후방 벽

면)에서 전반사됨을 가정한다. 그림 8.5-1은 3중 메질 내에서 음향 전송 및 반사 모

드의 방향을 나타낸다.

단일 주파수 지속 입사파의 수중 진행 거리가 2L 보다 클 경우, 입사파 전력

iP와 반사파 전력 rP 는 식 (8.5.2a) 와 (8.5.2b)로 주어지고 이때 k는 매질 내 주파

수, x는 전파 방향을 나타낸다.

)( 1xkwtj
ii ePP -= (8.5.2a)

매질 I 반사파의 전력은 식 (8.5.2b)와 같다.

)( 1xkwtj
rr ePP += (8.5.2b)

매질 II 내에 전송 및 반사 파의 전력은 식 (8.5.3a) 와 (8.5.3b) 와 같다.

)( 2 xkwtj
ia eAP -= (8.5.3a)

)( 2 xkwtj
ib eBP += (8.5.3b)

식(4)는 매질 III에서 반사된 전력이다.

)( 3 xkwtj
tt ePP -= (8.5.4)

여기에서 식(8.5.5)에서와 같이 2Z 는 액체 I과 기체 II 사이에 경계지역의 임

피던스이며, iU 는 입력파의 속도이고, rU 는 액체 I 내에 반향파의 속도이다

ri

ri

UU
PPZ

+
+

=2 0=x (at boundary area) (8.5.5)

식(8.5.5) 분자와 분모에 입사전력 iP로 나누고, rUP = 관계를 이용하면, 식

(8.5.6)을 얻게 된다. 여기에서 R 는 반사 계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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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RrZ

-
+

=
1
1

12 (8.5.6)

식(8.5.6)을 적용하여 기체 매질 II 과 액체 매질 III 사이에 임피던스 3Z 는 손

계산으로 얻게 된다.

다. 탐촉자 선별 및 측정 모드

기포 크기 측정 방법은 측정에 적절한 탐촉자 유형에 따라서 분류하게 되며,

이 분류는 시험 공간의 펄스 전이 시간에 따라서 에코의 선택으로 분류하게 되며,

이 분류는 3종류의 모드로 구분한다.

모드 1 : 모드 1측정은 직접 측정 유형의 탐촉자를 이용하여 시험 구간 내에

초기 야기 펄스에서 후방 벽 에코 사이의 측정 모드이다. 이 모드는 모드 2 와 모

드 3과 중첩하지 않는 범위이다.

모드 2 : 모드 2 측정은 지연시간(Delay line) 또는 수중 탐촉자(Immersion

transducer)를 사용하여 첫 후방 산란 신호와 시험 공간의 가까운 표면의 인접 신호

사이의 측정 모드이다.

모드 3 : 모드 3 측정은 지연시간(Delay line) 또는 수중 탐촉자(Immersion

transducer)를 사용하여 두 연속의 후방 에코 사이의 측정 모드이다. 모드 3은 주어

진 적용 범위 내에 최소의 크기 측정의 분해능과 고정밀 측정에 적용 된다.

라. 성능 및 정확도 인자

(1) 교정

초음파 측정의 정확도는 기준 게이지를 사용한 교정 절차에 따라 기준 값을

설정한다. 모든 품질 향상을 위한 초음파 게이징은 음파 속도의 교정 절차와 Zero

offset 을 함께 따른다. 이 절차는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수행해야 하

며, Zero offset은 측정 모드와 탐촉자 사용 케이블 길이, 탐촉자의 유형과 연계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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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체 표면 거칠기

최적의 측정 정확도는 시험체의 전면과 후면이 부드러운 평면 또는 완전 평

면 조건이고, 접촉면의 거칠기가 존재할 경우 최소 크기 측정은 탐촉자의 결합률을

떨어뜨리게 한다. 탐촉자의 결합률은 최소에너지 반향률로 표현할 수 있다.

(3) 결합 기술

탐촉자를 직접 접촉하는 Mode 1의 측정 기술에서 결합 층의 두께가 증가할

경우 Zero offset 기능을 적용해야 한다. 최대 정확도를 얻기 위해서 결합 기술은

일정한 조건의 압력과 규칙성을 유지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작은 직경의 탐촉자는

큰 직경의 탐촉자보다 결합의 힘(Coupling force)을 적게 주게 된다.

4. UBIM(ultrasonic bubble image measurement) 시스템 설계

PC 베이스 UBIM 시스템의 하드웨어 디바이스 단과 소프트웨어 코드 운영

단 및 탐촉자 단의 세부 설계 요건을 검토하였다. 초음파 펄서 리시버의 동작 파라

메터는 펄서 에너지와 펄서 댐핑, 대역 여파기능 등이 우선 선별되고, PC 와 연계

한 통신 계통은 RS-232 또는 UBS 통신 방식이다. 초음파 펄서 리시버는 탐촉자에

야기되는 적절한 전압 형식과 레벨이 인가되는 장치이며, 야기 전압 레벨은 약

-170[V] 의 트러거 펄스의 형태이다. 야기된 전압은 압전 소자에서 초음파로 변환

되고 다시 매질로 전파되며, 이 때 펄서 리시버의 펄스 반복 주기( )는 약 >50

kHz 범위로 매질의 거리에 따라서 적절히 가변이 요구된다. 역순으로 기포의 임피

던스 변화에 대한 초음파 반향 에너지는 RF(Radio frequency)의 아나로그 신호로서

탐촉자에 수신되어 일부의 초기 잡음 신호는 대역폭 여파기에 차단되고, 고속의 아

나로그 디지털 변환기(A/D converter)를 통하여 PC 에 저장 되며, 이 때 샘플링 주

파수는 신호의 품질을 위해서 사용 주파수의 최소한 5배, 고급의 신호처리 조건은

10배 이상을 요구하게 되며, 특별히 다중 채널인 경우 하드웨어와 소프웨어의 인터

페이스 기능을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

초음파 센서 단은 가장 민감도가 좋은 수중 기법(Immersion method) Mode 2

를 적용하므로 탐촉자의 에너지 결합도를 높이고자 하였으며, 센서 단의 구성은 각

각의 탐촉자의 제원에 적합한 어뎁터를 가공하여 적절히 고정 접근 시켜준다. 그림

8.5-2는 다중 탐촉자 지지대의 한 탐촉자의 설치를 위한 상세 도면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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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스위칭(Switching) 이론

1개의 디지타이져 기능의 고속 아나로그 디지털 변환기(A/D converter)와 다

채널 초음파 센서의 펄서/리시버와 연계한 초음파 시스템은 Switching 기술을 적절

히 전자 제어 명령 체계로 적용하여 다수개의 탐촉자의 송신과 수신의 기능을 순차

적으로 제어한다. 토모그라피의 영상 복원 기술은 어레이 센서를 스위칭 기술로 순

차적으로 선별 적용하여 센서의 실제 이동 없이도 다양한 방향의 음향에너지를 조

정할 수 있게 된다. 스위칭의 적용 요소는 전압 율 (Voltage rating), 대역폭

(Bandwidth), 및 스윗지 토포로지(Switch topology) 등으로 구분하며, 스윗지 토폴

로지는 공간 함수의 매트릭스와 멀티 프렉싱 기술이 함께 연계되어 대형 측정 시스

템은 다중 측정 포인트의 다중 계기가 연결된 메트릭스의 토폴로지를 적용한다.

이 경우 스위칭 디바이스에서는 이들 전이 상태 전압이 인가되고, 초음파 탐

촉자의 적절한 대역폭을 갖게 되며, 시스템의 임피던스를 정합 시켜준다.

스위칭이 충분한 대역폭을 갖지 못할 경우 펄서에 의해 발생된 신호 와 탐촉

자에 돌아온 에코 신호는 약화되어 감쇠될 수 있다. 적절한 임피던스 매칭을 위해

서 설정된 50 (Ohm) 저항은 반사 신호를 작게 하여 보다 깨끗한 신호를 유지하게

된다.

그림 8.5-3은 수직관 단면의 기포 신호 모드의 센서의 정열로서 8채널의 독립

된 탐촉자와 4채널의 마주보는 탐상 시스템으로 구성되며, 이들 센서 단은 고정식

으로 채널의 순차적 스위칭 기술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마주보는 탐촉자 TR A와 TR B의 경우 스위칭 시간을 달리하여 상

호 간섭 신호를 피할 수 있으며, 이는 스위칭 시점을 달리 해야 한다. 이들 스위칭

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그림 8.5-4에서는 마주보는 빔의 초점을 회피하기 위해서

탐촉자의 입사각을 변화시켰다.

나. 적용 소프트웨어

초음파 적용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입출력의 조절 제어 기능, 분석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기술 등이 내포되어 있다.

소프트웨어 적용 기술은 데이터 수집 및 제어, 분석, 가시화 표현 등으로 구

분하며, 데이터 수집 및 제어는 초음파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이에 인터페이스

및 어셈블리 기술의 원천이다.

초음파 측정의 분석 알고리즘은 최대치 검출, 매질에 따라 거리 감쇠 계산,

파의 정류, 통계 처리, 빠른 후리어 변환, 레벨 Crossing, 여파기능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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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5-5는 PC 베이스 데이터 수집 기능, 다양한 데이터 신호처리 알고리즘, 영상

처리 절차도를 나타낸다. 계측 신호의 가시화는 A-scan을 중심으로 B-scan 및

Sector/polar-scan의 표현 모드의 다차원으로 나타내며, 영상 처리 단계로서 반향된

기포 신호를 RF(Radio frequency) 신호인 A-Scan 신호와 다중 영상 처리된

B-Scan과 Polar-Scan을 단계적으로 표현하게 된다.

다. UBIM 시스템 설계 요건

UBIM 시스템의 고유한 설계 요건은 표 8.5-1에서와 같이 7개의 요소 기술들

이 포함된, 3개의 구성원의 초음파 시스템과 1개 아크릴 수직관의 기포 발생장치로

구분한다. 이때 3개의 초음파 시스템의 구성원은 탐촉자의 송수신 시스템, 하드웨어

디바이스 시스템, 소프트웨어 코드 시스템이다. 그림 8.5-6은 UBIM 시스템의 상세

설계를 나타내며, 그림 8.5-7은 3개 구성원의 초음파 시스템과 연계한 아크릴 수직

관의 기포 발생장치를 나타낸 전체 개략도이다. 그림 8.5-8은 H/W device 및 S/W

code가 결합된 PC 베이스 UBIM 체계를 나타내고 있다.

UBIM 시스템의 탐촉자 송수신 시스템은 탐촉자의 빔 방향 구조의 수직관 단

면을 서로 마주보는 Pitch-catch transmission mode 또는 Through transmission

mode 로서, 탐촉자 지지대는 8 채널 정지형 시스템(Stationary system)으로 탐촉자

디멘젼에 따라서 그 형상을 잡아주는 어뎁터를 가공하여 장착하게 된다. 이때 탐촉

자의 내부 접촉면과 수직관의 외부의 접촉면은 8각의 평면의 형상으로 가공하여 평

면 탐촉자의 접촉과 초음파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접촉 매질은 수침법을 적

용하였으며, 수조 공급원은 탐촉자 상부의 약 100mm 위치에 미세공과 물 흐름장치

를 설치하여 일정하게 스며드는 원리로 제작하였다. 그러나 예비 실험의 편리성을

위해서 글리세린의 접촉 매질도 함께 사용하였다.

UBIM의 하드웨어 디바이스 시스템의 주요 성능 중 하나는 신호처리 속도이

다. 이때 처리 속도와 신호 대 잡음비는 초음파 펄서 리시버 보드와 멀티 프렉서의

하드웨어 성능에 의존하게 되며 준-실시간 처리가 가능하도록 설정하였다.

UBIM의 소프트웨어 코드 시스템은 PC 베이스 하드웨어 디바이스를 제어하

고 기포의 초기 신호인 A-Scan의 기본 RF(Radio frequency) 신호 정보로서 표현

된다. 이들 기포 모양의 가시화 표현을 위해서 B-Scan(측면에서 바라본 형상) 및

Polar-Scan(위에서 바라본 부분 원의 단면 형상)의 영상 처리 기술이 적용 된다.

UBIM 시스템의 수직관 기포 발생장치는 질소 공기 공급원의 노즐관이 수직

관 하부에 연결되고, 공기의 양과 속도는 중간의 노즐 단자로 조정하게 된다.



- 577 -

라. UBIM 시스템의 S/W와 H/W 구성

그림 8.5-8은 UBIM 시스템의 S/W 코드와 H/W 디바이스의 상호 연계한 브

록 다이아그램이다. 탐촉자에서 반향된 수신 신호는 채널 선택 단에 입력되고, 다시

펄스 수신 단을 거쳐 빠른 A/D 변환 보드로 거친 대부분의 기포 진폭 데이터는

PC 베이스 제어 기능에 따라서 수집 저장되고, 기포 신호의 가시화는 LabView 코

드의 알고리즘으로 B-Scan 및 Polar-Scan 처리 모듈에서 후처리 결과로 표현된다.

그림 8.5-9는 PC 베이스 UBIM의 실제 시스템의 구성도를 나타낸다.

5. 초음파를 이용한 기포 크기 측정

가. 기포 크기 신호의 정량적 분석을 위한 절차

2상 유동의 기포 크기 측정 절차의 1단계는 기준 구(Sphere)를 적용하여 구의

크기에 따른 거리함수를 적용한 DAC(Distance Amplitude Correction) 곡선 특성을

얻게 된다.

이때 물거리함수 (d)에 따라 진폭 함수의 크기는 편의상 기준 기포의 X축 크

기와 Y축 크기로 구분하고 이 때 기포의 속도는 기포의 X축 함수이고, 반향된 신

호의 산란 감쇠함수는 주파수 영역의 스펙트럼 분포로서 Y축의 함수로 크기 정보

를 얻게 된다. 또한 이들 상세 절차는 4단계로 구분하며, 1단계는 고정 또는 이동

조건의 속도 함수에서 기준 모이 구의 직경 함수와 구의 재료 종류에 대한 반향 진

폭 신호의 특성을 데이터 베이스하게 된다. 2단계는 이동하는 구의 기준 신호에 대

한 DAC특성 곡선을 얻게 되며, 차후 물거리 함수에 따라서 기포 진폭 신호의 감쇠

특성을 얻게 된다. 3단계는 2단계의 기준 신호의 거리 진폭과 감쇠 특성과 실제 기

포 신호의 거리 진폭 특성을 비교하여 정량적 유추가 가능하게 된다. 마지막 4단계

는 기포의 가시화를 위해서 B-Scan 및 Polar-Scan을 적용하게 된다. 그림 8.5-10은

2상 유동의 기포 신호의 정량적 분석을 위한 4단계 절차도이다.

나. 기준 구를 이용한 거리 진폭 DAC 곡선

기준 구를 사용하여 거리 진폭 보정(DAC: Distance Amplitude Correction)

곡선을 얻기 위한 모듈로서 그림 8.5-11과 같이 설계 제작하였다.

DAC 곡선을 얻기 위한 실험 모듈의 제원은 약 150mm 물거리 가변이 가능

한 좁은 레일로 이 폭은 나사선 가변장치를 장착하여 간격의 넓이를 조정할 수 있

게 되어 모의 기포의 크기에 따라 적절히 조정이 가능하다. 이때 아크릴 물탱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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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세로 높이가 약 300mm 체적을 같게 되며, 아크릴 외벽 탐촉자 설치를 위한

위치의 두께는 최소한 얇게 (약 1~2mm ) 가공하여 아크릴 두께 신호를 약화시킬

수 있었다. 이때 탐촉자 빔의 직진성과 레일 통로의 방향 일치를 위해서 수평계로

조정하였다. 탐촉자는 레일의 거리함수에 따라 근거리 장(Near Field Zone)과 먼거

리 장(Far Field Zone) 구분이 되는 진폭 특성을 얻을 있었으며, 물거리 약 30mm

근처에서 근거리장과 원거리장이 구분됨을 알 수 있었다. 물거리 약 90mm 부터는

DAC 선형성 특성과 벋어 남이 관측되었다. 그림 8.5-11은 직경14.8mm, 13.7mm의

표준 구의 물거리 변화에 대한 진폭 특성 변화를 나타낸다.

다. 기포 크기의 양자화

초음파 전송/반사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따른 기포 크기 관계식은 식 (8.5.7)

과 같다. 여기에서 tS 는 후방 전체 면적, rS 는 반사체 또는 기포 반사체 면적, rH

는 반사체 또는 기포 반사체 반향 에너지 또는 진폭, tH 는 후방 전체 면적에 따른

반향 에너지 또는 진폭 이고, 그림 8.5-12는 초음파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적용한

반사 패턴을 나타낸다.




 


(8.5.7)

라. 반사 패턴에 따른 반사 계수

반사 패턴으로부터 반사 계수를 얻기 위한 상관식은 기포의 X축인 수평축 크

기와 Y축인 수직축 크기의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그림 8.5-13은 기포의 X 축 차원

과 Y 축 차원을 나타낸다.

그러나 초음파 계측기의 출력화면의 정보는 A-Scan으로 단지 진폭 크기 정

보인 0A 는 수직축 크기 정보 vS 와 수평축 크기 정보 hS 의 합성 정보로 식(8.5.8)과

같이 놓는다.

vh SSA Åµ0 (8.5.8)

여기에서 0A 는 기포 반향 면적에 따른 진폭, hS 는 기포의 수평축 크기 vS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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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포의 수직축 크기이고, hS 와 vS 의 관계식은 3단계의 절차를 가진다. 그러나

Vh SS = 조건일 경우 tA 와 K의 관계식 scB 식 (8.5.9)로 간단하게 놓게 되며 x의

수평축 t 시점의 진폭으로 편의상 가정한다.

tsc KAB = (8.5.9)

여기에서 K는 기포의 반사 계수 이고, tX 위치에서 반사 면적에 따른 tA 진

폭이다.

마. 기포 크기의 수평과 수직 정보

본 실험에서 기포 크기 측정의 초기 단계로서 2상 유동의 기포 크기는 초음

파 탐촉자의 파라메터와 기포 모양의 반사 패턴사이에 반사 계수를 측정하여 정량

적 측정 방법을 유도 하였다.

이 실험의 1단계는 앞에 나. 절에 따라서 기준 구의 직경, 4, 6, 10, 11.5, 및

14 mm에 대한 수중 거리에 따른 DAC 특성 곡선을 얻게 된다. 그림 8.5-14a는 수

직관 내의 직경 4, 6, 10, 11.5, 및 14 mm 구의 설치도 이다. 그림 8.5-14b는 1개의

동일한 구에 대한 2채널의 거리변화에 대한 신호 진폭을 나타낸다.

바. 탐촉자 빔 폭과 기포 크기의 비교에 따른 수평축 정보

탐촉자의 빔폭 정보는 주파수함수 또는 기계적 가공에 따라서 광폭, 중폭, 소

폭의 유형을 갖게 되며, 탐촉자 빔폭 [Bw]는 기포크기와 비교하여, Bw > Bs =

Svr, Bw << Bs = Svr, Bw = Bs = Svr 구분 한다.

(1) 기포가 TR(탐촉자) 빔 폭보다 클 경우

그림 8.5-15a는 버블 기포가 TR 빔 폭보다 클 경우의 반사 패턴이고, 그림

8.5-15b는 그 반사 신호 패턴의 예를 나타내고 있다. 이때 기포 반사는 A-B mode

의 반사 패턴과 B-A mode의 반사 패턴을 Sum 하는 AB + BA mode로 얻게 된

다.

(2) 기포가 TR(탐촉자) 빔 폭보다 작을 경우

그림 8.5-16a는 버블 기포가 TR(탐촉자) 빔 폭보다 작을 경우의 반사 패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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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며, 그림 8.5-16b는 신호 반사 패턴의 예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서 기포 반

사는 A-B mode의 반사 패턴과 B-A mode의 반사 패턴을 Sum 하는 AB + BA

mode로 얻게 된다.

(3) 두개의 기포가 TR(탐촉자) 빔 폭보다 작을 경우

그림 8.5-17a는 두개의 기포가 TR(탐촉자) 빔 폭보다 작을 경우, 그림

8.5-17b는 이 경우 신호 패턴을 나타낸다. 여기에서 기포 반사는 A-B mode의 반사

패턴과 B-A mode의 반사 패턴을 Sum 하는 AB + BA mode로 얻게 된다. 그림

8.5-18은 수직관 단면의 산재한 기포가 존재할 경우 예상 신호 패턴 모드의 (예)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8.5-19은 8채널을 적용한 수직관 단면에 산재한 기포의 A, B,

Polar-Scan 신호 패턴 모드 (예)를 나타내고 있다.

6. 요 약

단일 및 다중 모드 채널에서 초음파 반사 패턴과 감쇠 계수를 이용한 2상 유

동의 버블 크기 측정을 위한 방법론 제시와 PC-베이스 UT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본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수직내 기포의 크기를 정량적 계측으로 접근이 가능하였

으며, 정량적 계측의 주요 인자는 초음파 탐촉자의 측정 파라메터인 주파수, 빔 폭,

빔의 역학적 구조 설계와 기포 단면인 반사면을 X축의 정보와 Y축의 정보로 구분

하여 반사 패턴과 그 패턴에 따른 반사 계수를 이용해서 진폭함수를 얻게 되었다.

본 계측의 절차는 2단계로 1단계는 기준 구의 크기와 물속의 거리함수에 따

른 DAC 곡선을 데이터 베이스하였고, 2단계는 1단계의 데이터 베이스를 적용 비교

하여 실제 버블의 위치에서 기포의 크기를 정량적으로 얻게 되었다.

초음파 계측 출력의 기본 신호인 A-Scan의 RF(Radio frequency) 진폭 신호

는 다차원 가시화 영상 기법으로 B-Scan 과 Polar-Scan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차후 실험을 위한 시스템의 품질화로서 본 실험의 중요 개선 인자는

고속의 신호처리 시스템과 연계한 다중 채널의 개선된 신호처리 알고리즘 개발이

필수적이며, 또한 기포 신호의 신호 대 잡음비를 개선하기 위한 초음파 탐상장치의

성능 개선이 시급하다.

차후 본 시스템은 비 침해 방법으로서 다중 유동 특성 분석이 가능하고 8채

널의 준-토모 그래픽 기술 접목이 확대 가능한 시스템으로 개발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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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5-1 UBIM 시스템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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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5-1 3중 매질 내에서 음향 전송 및 반사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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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5-2 다중 탐촉자 지지대의 탐촉자 설치 상세 도면



- 583 -

H

H

H

I

RE 3

TR B

TR A

RE
 2

TR 4

RE 4
TR

 2

TR 3

D

A
Bubble 1/8

Section

2/8
Section

3/8
Section

4/8
Section

5/8
Section

7/8
Section

8/8
Section

G

E

C
B

F

TR Beam
Profile

¼ D

TD

Water

그림 8.5-3 수직관 단면의 탐촉자 위치 및 센서 스위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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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rasonic
Transducer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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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5-4 스위칭 시간이 동일 할 경우 상호 간섭 신호를 피하기 위한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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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5-5 PC 베이스 데이터 수집, 데이터 신호처리 알고리즘, 영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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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5-6 3개 구성원의 초음파 시스템과 연계한 아크릴 수직관의 기

포 발생장치를 나타낸 전체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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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5-7 H/W device 및 S/W code가 결합된 PC 베이스 UBIM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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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Software

A/D BoardA/D Board

User InterfaceUser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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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5-8 UBIM의 S/W 코드와 H/W 디바이스의 상호 연계한 블록다이

아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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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Post--processing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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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5-9 PC 베이스 UBIM의 실제 시스템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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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5-10 2상 유동의 기포 신호 정량적 분석을 위한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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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5-11 표준 구의 물거리 변화에 대한 진폭 특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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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5-12 초음파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적용한 반사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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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bble X Axis
Size

Bubble Y Axis
Size

Horizontal  Size(Sh)

Vertical Size(Sv)

Reflection
Area(Ao)

그림 8.5-13 기포의 X 축 차원과 Y 축 차원

그림 8.5-14 수직관 내의 직경 4, 6, 10, 11.5, 및 14 mm 구의 설치도 및

1개의 동일 구의 2채널 각각의 거리변화에 대한 신호 진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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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5-15 버블 기포가 TR 빔 폭보다 클 경우 반사 패턴(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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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5-16 버블 기포가 TR 빔 폭보다 작을 경우의 신호 반사

패턴(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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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5-17 두개의 기포가 TR(탐촉자) 빔 폭보다 작을 경우 신호

패턴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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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5-18 수직관 단면의 산재한 기포의 신호 패턴 모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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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5-19 수직관 단면의 산재한 기포의 8채널 A, B, Polar-Scan 신호

패턴 모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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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다양한 2상유동의 국소 기포 변수의 측정을 위한 double-sensor optical void

probe의 제작 및 신호처리 기술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optical void probe는 기존

conductivity void probe에 비하여 신호의 응답속도가 매우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었

다. 다양한 air-water 2상유동에 대한 실험 결과로부터 개발된 optical void probe의

계측 건전성을 확인하였다. 빠른 응답속도를 갖는 optical void probe의 계측기술 개

발을 통해, 작은 기포 및 고속 기포 유동의 상세 측정 및 전기전도도가 낮은 유체

에 대한 기포변수의 정량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고온/고압 유동에

적용이 가능한 optical void probe를 개발하고자 하며, 다차원 유동에 적용이 가능한

multi-sensor optical void probe를 개발할 계획이다.

레이져 광원을 이용하여 다차원 2상유동시 기포와 액상을 분리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또한, 최적 봉형 평면광 발생장치인 “Optic Rod"를 개발하였고, 이를

적용하여 봉다발 부수로에서의 단상 및 2상유동의 유동장 정밀측정이 가능함을 확

인하였다. 선진 PIV 기법의 적용을 통해, 복잡한 유로 및 다차원 유동장에 대한 유

동구조의 정밀 측정을 위한 기반을 확립하였다. 향후에는 본 연구를 통해 축적된

다차원 2상유동 측정기법을 X 선과 같은 투과성 광원을 이용한 다상유동 측정기법

의 개발에 응용할 계획이며, 보다 다양한 유동조건에서의 복잡유로 유동장 측정을

위해 Optic Rod의 기술을 활용할 계획이다.

초음파를 이용한 기포 크기 측정을 위한 PC-base UBIM 시스템을 개발하였

다. 수조내 고정된 금속 구에 대한 초음파 반사특성을 평가한 후, 수직관 기포에 대

한 초음파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개발된 UBIM 시스템의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향

후에는 UBIM 시스템을 8채널로 확장하여 준-토모그래피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보

다 복잡한 유동조건에서의 기포 크기를 정량화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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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종합 결론 및 향후 계획

제 1 절 주요 연구개발 결과의 요약

1. 2상유동 계면면적 수송모델 개발 실험

본 단계 연구에서는 계면면적 수송이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모델 개발을 위

한 실험과 생성항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단열조건의 상향 물-공기 유동실험을 통해 2상유동의 공간적인 변화특성을

압력의 변화 뿐 아니라, 입자상호간 혹은 두 상간의 동적인 특성측면에서 고찰하였

고, 다양한 조건에서 실험 데이터를 생산하였다. 유사한 거시적 지표에 대해 기포의

크기 및 압력 조건에 따른 민감도 테스트도 아울러 수행함으로써, 효과적인 모델링

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 데이터는 다른 계측기를 활용한 자체 검증을 통

하여 데이터의 건전성을 입증하였으며, 잘 알려진 Drift Flux 모델과의 비교평가도

아울러 수행되었다.

노심내 봉다발 구조물에서의 4x4 수직 봉다발 집합체 실험에서는 광학프로브

를 이용하여 부수로 내부의 다양한 2상유동 변수에 대한 분포를 측정하였고, 기포

크기에의 의존성을 고찰하였다. 본 실험조건에서 기포크기가 3.5 mm를 전후하여

Wall peaking현상과 Core peaking현상이 교차함을 확인하였다.

SUBO 실험은 기존의 미포화 비등 실험조건들에 비해 고열유속 및 고유량 영

역을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 환형 수직채널에서 열유속, 유량, 입구 미포화도를 변

화시켜 가면서 이중 광섬유 프로브를 통해 국소 기포율, 계면면적밀도, 기포속도를

측정하였으며, 액상온도 및 액상속도의 분포도 측정하였다. 실험을 통해 기포 경계

층의 성장 및 기포의 Breakup과 Coalescence, 2상유동 난류 특성 등에 대해 관측할

수 있었다.

핵비등 생성 모델 개발을 위해 고속 촬영을 통해 벽면에서 기포가 생성되어

성장하는 과정을 관측하였고, 활성지점의 특성에 따른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 각 실

험조건 별로 약 10개의 핵비등 지점에 대하여 Lift-off 직경 및 기포 발생 빈도를

측정하였다. 강제대류 외부 유동의 과냉각도 및 유량, 그리고 가열면의 열유속 변화

에 따른 Lift-off 직경 및 기포 발생 빈도의 민감도 테스트를 수행하였으며, 수조비

등에서 적용되는 모델을 대류비등에 적용시 상이한 결과가 나옴을 보였다. 본 연구

에서 생산된 실험데이터를 이용하여 Unal 모델과 Situ 모델이 평가되었고, Unal 모

델에서 중요한 인자인 벽면 온도 계산모델을 개선하여 보다 실험데이터에 근접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후속 연구를 통하여 벽면에서의 핵비등 생성모델을 정립할



- 599 -

계획이다.

미포화비등 유동조건에서 기포의 성장모델을 수정하여 개선한 핵비등모델을

EAGLE (Elaborated Analysis of Gas-Liquid Evolution) 코드에 삽입하여 SUBO

실험을 검증하였다. 계산 결과에 따르면, 코드에 삽입된 계면면적 수송방정식 및 생

성항 모델이 기포유동영역 내의 2상유동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

다.

본 단계에서 생산된 다양한 종류의 실험데이터는 계면면적 수송방정식 생성

항의 개발에 직접 활용하여, 고유의 모델을 개발하였고, 이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

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모델은 비등조건, 기포유동 및 슬러그 유동양식조건에 제한

적으로 개발, 평가되었다. 향후, 다양한 유동양식이 존재하는 원자로의 과도해석을

위해, 계면면적 수송이론의 적용성 강화 및 취약모델의 추가적인 개발노력이 필요

하다.

2. 액적거동 모델 개발 실험

액적 거동 모델 실험을 위해 필요한 기반 기술인 액적 생성 기술, 액적 측정

기술 및 과열 증기 측정 기술을 개발하였다. 액적 생성을 위해 액적 생성 장치를

제작하여, 고온, 고속 조건에서 안정적으로 액적이 생성되도록 하였다. 또한 수 십

μm～수 mm의 액적을 측정하기 위해 고속 카메라 및 영상 처리 기법을 이용하였

다. 수 만장의 영상을 자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영상처리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으며,

그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검증 실험 결과 개발된 액적 측정 기법이

재관수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액적들을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

다. 또한 증기 온도 측정 방법론을 개발하여 액적의 양이 많지 않은 경우 과열 증

기의 온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개발된 기술을 6×6 봉다발 실험장치에 적용하여 지지격자 전, 후단에서 액적

직경을 측정하였다. 또한 지지격자 및 혼합날개에서 발생하는 액적과 지지격자 간

의 상호작용을 관찰하였다. 다양한 증기 유속, 가열봉 온도, 액적 유량 및 직경에

대해 수행한 실험 결과로부터 기존의 액적 거동 모델을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지

지격자가 wetting 되어 있는 경우, 현재의 액적 거동 모델로는 액적 직경의 변화를

적절히 예측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실험 관측 결과 및 액적 직경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wet grid spacer와 액적이 상호 작용했을 경우, 액적 직경을 예측할 수 있

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액적 생성 방법 및 측정 방법은 향후 액적을 이용한 다

양한 실험의 요소 기술로서 사용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액적 거동 실험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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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는 향후 wet grid에서의 지지격자-액적 간 상호 작용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

개발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3. 수조 다차원 응축열혼합 거동 실험 및 전산수치해석

증기제트 국소응축, 응축수 난류제트 및 수조 내부 열혼합 현상에 대해서 기

존 연구보다 상세히 이해하고, 증기제트 및 응축수 난류제트의 열수력특성을 예측

할 수 있는 모델을 개선 및 개발하기 위해서 GIRLS 실험 및 JICO 실험, 그리고 이

에 대한 CFD 해석을 수행하였다.

GIRLS 실험은 국부적으로 정밀한 계측과 수조벽면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동식 Pitot Tube/TC와 수직상방 증기제트 방출 실험을 수행하여 기존 실험연구

보다 더 다양조건에서 신뢰성있는 실험데이터를 확보하였다.

JICO 실험은 GIRLS 실험의 단점인 계측기에 의한 유동저항을 배제하기 위

해서 비접촉식, 비침투식으로 계측하기 위해서 PIV 기법을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속

도장을 측정하였다. 증기제트 응축현상 유동은 단상 제트유동과는 달리 출구 근처

에서의 강한 증기제트 유동과 상변화로 인해 가상출발점이 항상 마이너스 값을 가

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수조 열혼합에 의해 내부에 강한 순환유동이 생성되

고 있으며, 증기제트 질량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순환유동의 중심이 상부 및 벽면으

로 이동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수조 내부 열혼합 현상의 CFD 해석은 GIRLS의 증기제트 수평방출 및 수조

열혼합 실험데이터를 활용하여 응축수 난류제트의 유속과 온도를 예측할 수 있는

실험상관식을 개발하였고, 이 상관식을 CFD 해석의 입구경계조건으로 활용하여 기

존에 제시했던 CFD 해석방법론을 개선하였다. 또한 CFD 해석결과의 불확실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격자분포, 난류모델 및 입구조건 난류강도에 대한 민감도 계산을

수행하여, 증기제트 응축시 발생되는 난류제트의 난류강도가 수조 열혼합 CFD 해

석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수조 다차원 응축열혼합 현상에 대한 향후 연구방향으로는 수행된 실험결과

들을 정리하여 database 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개발된 실험상관식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접촉식 방법으로 수행된 JICO 실험에서

는 속도장 측정의 경우와 같이 온도장도 비접촉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서 강구할 필요가 있고, 증기제트 방출노즐 주변의 유동장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한

측정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CFD 해석에서는 개선된 응축영역모델을 활용해서 환

형수조 응축열혼합 실험결과에 우선 적용하여 해석을 수행한 후에 장단점을 파악한

다음, 실제 APR1400 IRWST 열혼합 현상에 대해서도 해석을 수행하여 국부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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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에 대한 안정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4. 열전달 특이현상 규명 및 증진기술 개발

노심 열전달 안전특성의 규명 및 향상 기술 개발을 위하여 CHF/PDO 열전달

실험 DB 개선 및 보완, 열전달 증진기법의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다. 원형관, 봉다발

등 다양한 형상에 대해 CHF/PDO 열전달 실험 DB를 구축하였고, 일부 실험DB 부

족 영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실험을 수행하였다. 프레온 유체를 이용하여 임계압

근처에서의 열전달 특이 현상과 아임계압-임계압 사이의 압력 천이시 발생하는 열

전달 특이 현상을 실험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고유 모델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신개념 원전의 노심 설계 및 성능 평가를 위한 설계코드와

안전해석코드의 평가 검증에 매우 유용한 실험 DB가 될 것이다.

기능성 나노 유체에 대한 열유체 특성 파악을 통하여 열전달 표면 개질에 대

한 열전달 증진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선행 연구를 분석하여 기능성 나노

유체의 열전달 제어 기술을 개발하고, 표면 개질의 모델을 선정하여 실험을 수행하

였다. 수조 비등에서 수행된 나노 유체 급냉각은 일반 순수 물에 비해 열전달이 크

게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나노 입자의 종류에 따른 열전달 특성 변화를

관찰하고 나노 입자가 열전달 특성 변화에 미치는 원인을 규명하였다.

5. 수평관 성층유동 국소거동 상세평가 실험

공기-물 비응축조건 및 증기-물 응축조건에서의 수평관 성층유동의 국소거동

의 상세 특성 계측을 위해, 증기-물 및 공기-물 수평관 실험장치를 구축하고, 초음

파 액막 두께 측정 시스템, LIF 온도장 측정시스템, PIV 속도장 측정시스템을 이용

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을 통하여 적용된 초음파 액막 두께 측정 시스템을 검

증하고, 액막 두께 측정을 통하여 경사도 변화에 따른 수평관 유동양식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실험을 통하여 LIF 온도장 측정시스템과 PIV 속도장 측정시스템을 검

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생산된 실험 데이터는 수평관 성층유동의 국소거동 해석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6. 수조 내부 비등기인 열성층화 국소거동 상세평가

수조내부의 비등기인 자연순환 유동에 의한 열혼합 현상을 실험적으로 연구

하였다. 최신 PIV 기법을 이용하여 비침투적 방법을 통해 속도장을 측정하였다. 히

터 상부에서는 수조내부 열혼합에 의해 강한 자연순환 유동이 생성되고 있으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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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순환 유동의 중심이 수조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수조내부 유체의 온도가 포화

온도에 도달하기 전까지 자연순환 유속은 계속 증가하며, 히터 하부에서는 열전달

이 오로지 전도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정체영역이 발달한다. 유체의 온도가 포화온

도에 도달하여 풀비등이 시작되면 수조내부의 물 수위는 감소하며 자연순환 유속은

크게 증가한다. 또한 히터 근처의 기포의 직경이 커지고 기포율이 증가한다. 일정

수위 이하로 물 수위가 감소하면 수조내부의 자연순환 유동은 사라지고 복잡한 혼

합유동이 존재한다. 또한 하부의 정체영역에서의 유동도 둔화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속도장 측정과 더불어 LIF 기법을 활용한 온도장 측정을 수행하였다. 수조 내부에

형성된 열성층화는 히터 표면에서의 자연순환 유속을 감소시켜 비등열전달을 감소

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고정밀의 공간해상도로 온도장 측

정을 통해 하부의 열성층화 영역 및 상부의 자연순환 유동과의 shear 등을 면밀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

7. 특수 계측기술 개발

다양한 2상유동의 국소 기포변수의 측정을 위한 double-sensor optical void

probe의 제작 및 신호처리 기술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optical void probe는 기존

conductivity void probe에 비하여 신호의 응답속도가 매우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었

다. 다양한 air-water 2상유동에 대한 실험 결과로부터 개발된 optical void probe의

계측 건전성을 확인하였다. 빠른 응답속도를 갖는 optical void probe의 계측기술 개

발을 통해, 작은 기포 및 고속 기포 유동의 상세 측정 및 전기전도도가 낮은 유체

에 대한 기포변수의 정량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레이져 광원을 이용하여 다차원 2상유동시 기포와 액상을 분리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또한, 최적 봉형 평면광 발생장치인 “Optical Rod"를 개발하였고, 이를

적용하여 봉다발 부수로에서의 단상 및 2상 유동의 유동장 정밀측정이 가능함을 확

인하였다. 선진 PIV 기법의 적용을 통해, 복잡한 유로 및 다차원 유동장에 대한 유

동구조의 정밀 측정을 위한 기반을 확립하였다.

초음파를 이용한 기포 크기 측정을 위한 PC-base UBIM 시스템을 개발하였

다. 수조내 고정된 금속 구에 대한 초음파 반사특성을 평가한 후, 수직관 기포에 대

한 초음파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개발된 UBIM 시스템의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제 2 절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기설정된 상세 개발계획에 따라 고정밀 실험 및 관련 모델개발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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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개발계획에 따른 모델 개발요건 및 실험요건을 설정하였으며, 최종 연구결과

가 제2세부과제에 직접 활용되도록 긴밀한 연계성을 추구하였다. 연구결과의 독창

성 및 고유성을 확보하고자 새로운 해석/계측 기법을 개발하여 적용하였으며, 동 연

구결과들의 우수성이 국내외 전문가들로부터 인정되고 있다. 새로운 모델 개발을

통해 안전해석 및 CFD해석 기법의 선진화에 기여하여, 원자로 안전해석에 CFD기

법을 적용하는 국제적 노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그리고 비상업화 선진

계측기술을 독자 개발하여 성공적으로 적용하여 연구결과의 고유가치를 확보 가능

하도록 하였다.

생산된 연구결과(실험DB, 계측기술, 고유모델, 해석결과 등)는 국제적 채널(회

의, 협력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발표, 평가됨으로써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Workshop 및 설명회 등을 통하여 유관과제 및 유관기관에 전파됨으로써 즉시 실용

화되도록 노력하였다. 특히 JICO, SUBO 실험 등은 국제적인 Benchmark 대상으로

선정되고, 최종 연구결과물은 열수력 모델 및 열수력 실험 DB 형태로 완성, 보존

되며, 또한 수요자(규제기관, 산업체, 학계)에게 제공될 것이다. 그리고 생산된 연구

결과는 유관과제 및 유관기관에 전파됨으로써 즉시 실용화되도록 추진할 것이다.

또한 개발된 계측기술은 여러 연구개발 과제에 제공되어,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최종목표인 ‘고정밀 안전해석 핵심 요소기술’ 개발을 위해서, 기 계

획된 일정에 따라 순조롭게 추진되어 왔다. 다수의 연구성과(논문/특허, 모델 개발

등)를 생산하였으며, 연구결과는 고정밀 해석기술(CUPID) 개발, 유관기관에 의한

안전해석코드(SPACE) 개발 및 주요 안전관심사의 해소에 직접 기여토록 하였다.

제 3 절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및 향후 연구계획

본 과제의 수행을 통하여 생산되는 열수력 실험결과 및 관련 해석결과는 원

자력 유관기관에 제공되어 원전의 안전성 평가 및 향상에 직접 활용되고 있다.

- 새로운 열수력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해석 코드의 해석능력을 평가․검

증: 지경부(MKE) 주관의 핵심 설계코드(SPACE) 개발 사업 및 신형경수로(APR+)

개발 사업 등

- 다차원적 현상에 대한 안전해석 전산코드의 해석능력 확보를 통해 적절한

안전규제 요건을 설정하고 이로부터 주요 열수력․안전 관심사를 실증적 평가할 수

있게 됨.

o 원자로용기 강수부에서의 다차원적 열수력 현상 실험결과는 유관기관(산

업체 및 규제기관)에 제공: 다차원 최적코드의 검증 및 개선, 관련 계통

의 최적 설계방안 수립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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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형 수조에서의 다차원적 열수력 현상 실험결과는 유관기관 (산업체 및

규제기관)에 제공: 신고리3&4호기 안전감압계통 및 재장전수조(IRWST)

관련 안전관심사의 해소에 직접 기여

실험DB, 계측기술, 고유모델, 해석결과 등의 생산된 연구결과는 Workshop 개

최 및 기술설명회 등을 통하여 유관과제 및 유관기관에 전파됨으로써 즉시 실용화

되도록 추진한다. 제2세부과제(CUPID의 평가, 검증), 제1세부과제(계측기술 및 다차

원현상 평가모델 등), 그리고 산업체 및 규제기관에 제공되어 안전해석코드(SPACE

등) 및 신형경수로(APR+) 개발에 기여하며, 안전현안(예: 신고리3&4호기 열혼합

등)의 해소에 직접 기여하도록 한다.

본 과제 연구결과의 주요 분야별 활용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UPID

코드 개발과 관련하여 액적 거동 모델, IAT 모델, 다차원 국소 거동 실험 DB가 활

용될 것이며, SPACE 코드 개발과 관련해서는 액적 거동 모델 및 Reflood H/T 모

델, 그리고 단열 조건 및 미포화비등 조건에서의 다차원 국소 거동 실험 등이 사용

될 것이다. 본 단계에서 제 2 세부과제에서 개발하고 있는 CUPID 코드개발에 직접

적으로 활용된 실험 및 연계사항을 표 9.3-1에 정리하였다.

본 과제 실험종류
제 2 세부과제의 CUPID

코드개발 활용현황

현 단계 제2세부과제

보고서 기술위치

VAWL Data
단열조건 계면면적

수송모델 생성항 개발

3장 3절 “계면면적

수송모델의 개발 및 검증”

SUBO Data
계면면적수송모델

비등생성항 개발

부록2.14의 “계면면적수송

모델의 상변화 계면

생성항 개선”

DOBO Data 기기 열수력모듈 검증
3장 7절 “기기열수력

모듈의 확인 및 검증”

표 9.3-1 본 과제에서 생산한 열수력 데이터의 제 2 세부과제에 활용내역

연구결과(실험DB 및 모델)의 독자성 및 고유성 확보를 위해 개발하여 적용한

‘선진 계측기술’은 특허 출원하였으며, 일부 개발기술은 ‘기술이전’을 통하여 상업화

예정이다. 개발기술을 바탕으로 국제협력프로그램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관련

연구분야의 선도적 역할을 추구하며, 국내 원자력 기술의 위상 제고 및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차세대 안전해석 기법의 핵심 성능요건(다차원, 다유체, 고정밀 등)에 부합하

는 연구개발 추진기반의 확보가 착수됨에 따라, 국내 안전해석 기술의 선진화를 위

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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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다양한 열수력 현상과 관련된 안전성 분석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주요 열수력 현

상에 대한 상세 측정을 통해 현상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국소 거동

예측모델의 개선이 필요하다. 국소 이상유동 구조 측정 실험장치를 통하여 2상 유동 계면

면적 수송모델 개발실험을 수행하여 다양한 결과를 얻었다. 액적 거동 모델 개발 실험은

부수로 내로 액적을 주입시켜 지지격자와 충돌시킬 경우 발생하는 액적 직경의 변화를 측

정하였고, 실험은 2X2, 6×6 가열봉다발 실험장치 (ATHER)에서 수행되었다.

증기제트 국소응축, 응축수 난류제트 및 수조 내부 열혼합 현상에 대해서 기존 연구보

다 상세히 이해하고, 증기제트 및 응축수 난류제트의 열수력특성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

을 개선 및 개발하기 위해서 GIRLS 실험, JICO 실험 및 CFD 해석을 수행하였다. 다양한

형상에 대한 CHF/PDO 열전달 실험 DB를 구축하였고, 기능성 나노 유체에 대한 열유체

특성 파악 및 열전달 표면개질에 의한 열전달 증진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신개념

안전계통에서 발생하는 수조비등 현상 및 수평관 응축현상의 핵심요소현상을 정의하고,

고정밀실험을 통해 모델개발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Double-sensor optical void

probe, 최적 봉형 평면광 발생장치인 “Optic Rod", PIV 기법의 적용 그리고 초음파를 이

용한 기포 크기 측정을 위한 PC-base UBIM 시스템등이 특수 계측기술로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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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provement of prediction models is needed to enhance the safety analysis 

capability through experimental database of local phenomena. To improve the 

two-phase interfacial area transport model, the various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with local two-phase interfacial structure test facilities. 2X2 and 6×6 rod 

bundle test facilities were used for the experiment on the droplet behavior. The 

experiments on the droplet behavior inside a heated rod bundle were focused on 

the break-up of droplets induced by a spacer grid in a rod bundle geometry.  The 

experiments used GIRLS and JICO and CFD analysis were carried out to 

comprehend the local condensation of steam jet, turbulent jet induced by 

condensation and the thermal mixing in a pool. In order to develop a model for key 

phenomena of newly adapted safety system, experiments for boiling inside a pool 

and condensation in horizontal channel have been performed.

 An experimental database of the CHF (Critical Heat Flux) and PDO (Post-dryout) 

was constructed. The mechanism of the heat transfer enhancement by surface 

modifications in nano-fluid was investigated in boiling mode and rapid quenching 

mode.  The special measurement techniques were developed. They are Double 

-sensor optical void probe, Optic Rod,  PIV technique and UBIM system.  

Subject  Keywords  

Thermal-Hydraulics, Interfacial Area Transport, Separate Effect Test, Physical Models, 

Condensation-Induced Mixing in a Pool, CHF/PDO DB, Enhancement of Heat Transfer, 

Condensation in Horizontal Flow, Thermal Stratificaton, Special Measurement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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