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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 목

SFR 원형로 열유체 검증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 본 연구의 목적은 아래와 같음

� IHX 유동특성 시험 데이터베이스 구축

� 원자로 유동분포 시험 데이터베이스 구축

� 노심 리셈터클 성능검증 및 IHX 입구 가스혼입 시험장치 기본설계

－ IHX 설계를 위해 SHXSA코드가 활용되며, 복잡한 기하형상 및 다양한 정격/과도 운전조건에 대

하여 적용하게 되는 열전달 및 압력손실 상관식의 검증 작업이 요구됨. 

－ 원형로는 주요기기가 원자로용기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풀형 원자로이므로 루프형 원자로와는 

달리 원자로용기 내부의 유동 분포는 기하형상에 의존하는 다차원 현상이며, 설계 및 안전 성능

을 평가하고 검증하는데 매우 중요함. 

－ 노심의 열적 여유도 분석에 필요한 유입실(Inlet Plenum)에서 노심 집합체로의 유동분배와 복

잡한 내부 구조물을 통한 유로저항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 요구됨. 

－ 원형로의 열유동 설계에서 리셉터클 오리피스 유동특성은 전체 노심에 인가된 일차열전달계통 

유량이 일정한 상태에서 최대 열적 안전 여유도를 확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함. 

－ 소듐냉각고속로 1차측 원자로용기 상부에는 비활성 기체가 있고, 자유표면이 형성됨. 고온 풀 

내부에서 유동의 흐름에 따라, 상부 가스가 유입이 되어 IHX 입구를 통해 노심부로 유입될 가능

성이 있음. 대부분의 소듐냉각고속로는 가스에 대한 양의 반응도계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

량의 가스 유입도 원자로의 안전성에 위협요소가 될 수 있음. 현 설계는 이를 최대한 방지하는 

설계개념을 채택하고 있으나, 실험적 확인과정이 요구됨.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1차년도(2016)

� IHX 유동특성 시험장치 구축

요 약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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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HX 유동특성 시험장치 시운전

� 원자로유동분포 시험장치 상세설계

� 노심/IHX모의장치 제작 및 교정시험

� 원자로유동분포 시험 주요기기구축

－ 2차년도(2017)

� IHX 유동특성 시험데이터 취득 및 분석 

� IHX 유동특성 시험보고서작성

� 원자로유동분포 시험장치 구축 및 시운전

� 원자로유동분포 시험데이터취득 및 분석

� 원자로유동분포 시험보고서작성

� 노심Receptacle 설계검증 시험장치 기본설계

� IHX입구 GAS혼입 시험장치 기본설계 

Ⅳ. 연구개발결과 

○ IHX 유동특성 시험

－ 원형대비 1:1 길이비의 Slab 형상, 수력직경 및 유동단면적비 보존한 시험부 설계

－ 고정밀 차압 측정 구현 설계 (다중 측정을 위한 압력탭, 계측범위별 차압계 차별사용)

－ 최적의 입구유동분배실 독자설계 (전산해석을 통한 시험부 입구측 유동균일화 검증)

－ 철저한 제작관리를 통해 설계사양/요건에 부합한 시험장치 제작 

－ 정교한 차압 측정을 위한 다중 및 선택적 차압 측정 시스템 구축

－ 원자로유동분포 시험장치와 공유하는 개념의 효율적인 시험루프 구축함과 동시에 IHX 유동특

성 시험조건을 완벽하게 구현 가능

－ 시험장치의 원활한 제어 및 데이터 취득을 위한 효율적인 제어실 및 계측/제어시스템 구축

－ 엄격한 QA과정을 통해 적절한 시험절차에 입각한 IHX 유동특성시험 수행

－ 유량, 온도, 차압의 정밀 측정을 통해 유량변화에 따른 IHX 압력강하 결과 취득

－ 정격유량조건에서의 측정 불확도(계통오차+우연오차+반복오차) 시험요건 만족

－ 총6회 반복시험으로 시험결과 재현성 확인

－  슬랩형태의 IHX 유동특성시험장치 제작에 따른 하부유로 형상 왜곡 → 왜곡도 평가를 위한 

IHX 하부유로 유동특성 시험 추가 진행 (RFP초과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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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HX 하부유로 유동특성 시험 조건을 완벽하게 구현 가능한 시험루프 구축: 전산해석을 통한 비

균일 출구유동의 차압 측정 왜곡을 제거

○ 원자로 유동분포 시험

－ 313개의 핵연료 집합체 중 주요 9개 그룹 112개에 대한 노심모의장치와  4기의 IHX 모의장치

설계 및 제작

－ 외형: 1/5 축소비로 외부 형상 유지, 내부유로: 단일 유로 내 벤튜리 튜브와 가변형 2중 오리피

스의 조합을 채택하였으며 특허생산

－ 검/교정 시험루프에서 각각의 모의장치에 대해 정밀교정수행

－ 기하 상사성: 1/5 down-scale, 내부 접수부 형상보존하면서, 고온풀 수위와 압력강하 특성을 

보존한 시험장치 설계/제작

－ CRDM 안내관의 내부공간을 활용하여 273개의 도압관을 원자로 용기 상부로,  63개의 도압관

은 비핵연료집합체 모의 리셉터클을 활용하여 원자로용기 하부로 인출

－ 원자로용기 내부 주유로 유량, 정압/차압 분포 정밀 측정, 솔레노이드 밸브와 헤더를 활용하여 

순차 병렬 측정 기법 적용 측정 (노심부 232 계측점, 기타 주요부: 62 계측점)

－ 유동가시화부 설계/제작: 원자로용기 내 복잡유로 다차원 거동 가시화를 위한 광학 측정부 특수

설계 및 PIV 기법 개발

－ CFD 예비해석을 수행하여 시험장치 설계 타당성 검증, 계측기 배치 전략 수립에 활용. 이 과정

에서 PHTS 펌프 Y-junction 형상 설계 개선점 도출

－ 시운전과정을 통해 많은 계측값들의 건전성확인

－ 적절한 시험절차와 규정에 입각한 노심유량분포 시험 DB 취득 

－ 시험요건에 부합하는 시험자료 요건 충족확인

○ 노심 리셉터클 성능검증시험

－ 노심 리셉터클 성능검증시험 장치 기본설계

� 기하 상사성: 1/1 스케일, Receptacle 유입부 및 내부형상 보존

� 수력 상사성: Re 수 1/1 보존, 온도에 따른 물의 밀도 및 점성 변화 고려

� 주요 계측변수: 유량그룹 별 Receptacle 입출구 온도/압력, 차압, 유량 정밀측정

� 케비테이션 억제를 위한 케비테이션 지수 계산 및 시험부 출구 요구압력 산정

� 성능시험 루프 기본설계 및 펌프 요구성능 산정

� 리셉터클 내부구조 제약에 의한 환형 다단 회전식 가변오리피스 개념 적용

－ 노심 리셉터클 오리피스 설계검증 CFD 예비해석

� 오리피스 설계타당성 검증, 오리피스 차압 조정 가능범위 확인 및 성능시험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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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HX 입구 GAS 혼입시험

－ 시험요건 정립 및 분석 

－ 원형로의 노심 출구→고온풀→IHX 출구 유동을 모사할 수 있는 시험장치 설계

－ 기하학적 상사 (원형로 1/5 축척 고온풀의 1/4 섹션), 수력학적 상사 (Fr 수 보존) 척도 적용한 

시험장치 설계전략 수립

－ 가시화를 위해 레단 상부 투명아크릴 제작 및 레단 하부 아크릴 윈도우 설치 설계

－ IHX 입구 가스혼입시험의 시험요건을 완벽 구현할 수 있는 시험 루프 설계 (펌프, 경계조건 측

정, 가시화전략반영)

－ 시험루프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 확보 (공간확보, 루프제어시스템)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IHX 유동특성 시험

－ 본 연구에서 취득된 시험 DB는 IHX 설계에 활용되는  SHXSA코드 압력손실 상관식의 정확성을 

검증하는데 활용될 수 있음.

○ 원자로 유동분포 시험

－ 입구 플레넘 유동분포와 노심 출구의 압력분포는 노심의 열적 여유도를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경계 자료로 활용함.

－ 원자로 압력분포는 원자로 펌프용량 및 유동저항의 적절성, 다차원적 거동에 따른 다양한 열유

체 지표분석 등 원형로의 유체설계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함

－ 해당 시험 DB는 상세가시화 자료와 기기스케일, 계통스케일의 다중 스케일의 성격을 가지며, 

SFR 설계 고도화 및 차세대 안전해석 기술개발에 활용함.

○ 노심 리셉터클 성능검증시험

－ 본 연구에서 수행된 노심리셉터클 성능시험장치 기본설계 연구내용은 향후 수행될 성능검증시

험의 기반으로 활용함.

－ 궁극적으로 생산될 검증시험 DB는 원형로의 설계고도화에 기여함  

○ IHX 입구 GAS 혼입시험

－ 본 연구에서 수행된 IHX 입구 GAS 혼입시험장치 기본설계 연구내용은 향후 수행될 성능검증시

험의 기반으로 활용함.

－ 궁극적으로 생산될 검증시험 DB는 원형로의 안전성 검증 및 운전여유도 뿐 아니라 설계고도화

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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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Project Title

Thermal-Fluid Validation Tests of Prototype Gen-IV SFR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 Objectives of the projec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Generation of experimental database of IHX flow characteristics

� Generation of experimental database of reactor flow distribution

� Basic design of core receptacle performance evaluation and IHX inlet gas 

entrainment test facilities

－ Validation and uncertainty quantification for the pressure loss of IHX design code

－ Identification of multi-dimensional reactor flow behaviour for relevance evaluation 

of reactor design and safety

－ Identification of flow distribution inside inlet plenum for core thermal margin 

analysis

－ Identification of core receptacle orifice characteristics for thermal margin analysis

－ Validation of prevention of gas entrainment on IHX inlet of PGSFR design and 

operational and/or safety margin evaluation based on the experimental database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 2016

� Construction and preliminary operation of IHX Flow characteristic test facilities

� Detail design of reactor flow distribution test facilities

� Core/IHX simulator fabrication and calibration for reactor flow distribution

� Construction of major components for reactor flow distribution test

－ 2017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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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 acquisition and analysis of IHX flow characteristics test 

� Report for IHX flow characteristics test data

� Construction and preliminary operation of reactor flow distribution test facilities

� Data acquisition and analysis of reactor flow distribution test 

� Report for reactor flow distribution test data

� Basic design of core receptacle performance test facilities

� Basic design of IHX inlet gas entrainment test facilities 

Ⅳ. Result of Project

○ IHX Flow Characteristic Test

－ Test section design based on a preservation of length, hydraulic diameter and flow 

area ratio

－ Highly accurate differential pressure measuring design 

－ Best estimate design of inlet flow distributor: Performance evaluation by CFD 

analysis

－ Facilities fabrication satisfying the test requirement under a thorough management 

－ Construction of diverse and selectional differential pressure measuring system

－ Construction of test loop shared with reactor flow distribution test loop which 

enhance efficiency and reduces budget

－ Setup of efficient instrumentation and control system

－ Data acquisition of IHX pressure drop satisfying the test requirement and intensive 

QA procedure

－ Confirmation of repeatability by 6 repeated tests

－ Distortion of the lower exit flow path due to slab geometry of IHX test section  → 

Test for distortion evaluation on IHX exit part (RFP surplus achievement)

○ Reactor flow distribution test

－ Design and fabrication of 112 core simulators and 4 IHX simulators which have 

same outer shape with 1/5 linear scale of prototype

－ Development of variable resistance orifices for core/IHX simulators and patent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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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urate calibration for each simulator

－ Design and fabrication of test facilities having 1/5 linear scale and same internal 

geometry

－ Special design for drawing-out a huge number of pressure impulse lines through 

CRDM guide tube and non-fuel assembly simulators

－ Development parallel sequential measuring system using solenoid valves for the 

reactor flow and pressure distribution (optimized instruments for 232 points for 

core part and 62 points for the other region)

－ Special design for flow visualization : Application of PIV technique

－ By performing CFD preliminary analysis for the test section, relevance of facility 

design was confirmed and a strategy for the instrumentation selection was setup. 

During the process, PGSFR Y-junction design on PHTS pump discharge was 

improved.

－ Confirmation of the soundness of measuring values during preliminary operation

－ Generation of reactor flow distribution test database based on a proper test 

procedure and QA 

－ Confirmation of data quality satisfying test requirements

○ Core receptacle performance validation test

－ Basic design for the test facilities

� Geometric similarity: 1/1 scale, Geometry preservation of receptacle inlet and 

internal shape

� Hydraulic similarity: 1/1 Re number considering liquid properties

� Measuring parameters: temperature and pressure of group-wise receptacle inlet 

and outlet and pressure difference and flow

� Calculation of cavitation degree and determination of test section outlet pressure 

requirement

� Loop basic design and setup of pump performance requirement

� Adoption of Annulus multi-stage rotational orifices

－ CFD analysis for receptacle orifice design validation

� Utilization for the relevance of orifice design, setup of DP control range and test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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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HX inlet gas entrainment test

－ Setup and analysis of test requirement 

－ Basic design for the test facilities

� Geometric similarity: a quarter section of 1/5 linear scale of hot pool, Geometry 

preservation of internal shape

� Hydraulic similarity: 1/1 Fr number considering liquid properties

� Test section design of which the major part is made of acrylic material for 

visulalization

� Loop basic design satisfying the test requirement

�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for the test facilities (space and loop control 

system) 

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 IHX Flow Characteristic Test

－ The IHX flow characteristic test DB will be utilized for  SHXSA code validation

○ Reactor flow distribution test

－ The reactor flow distribution test database will be utilized for the validation of the 

relevance of reactor fluidic design such as pump specification, hydraulic loss and 

multi-dimensional thermal fluidic parameters.

－ The inlet plenum flow and outlet pressure distribution test database will be utilized 

for the important boundary condition for the reactor thermal margin.

－ The current test DB has multi-scale characteristics, which can be utilized for the 

development of future SFR design and safety analysis technology

○ Core receptacle performance validation test

－ The basic design of current study would be a base of the performance evaluation 

test and the generated test DB will contribute to PGSFR design validation and 

enhancement  

○ IHX inlet gas entrainment test

－ The basic design of current study would be a base of the design validation test and 

the generated test DB will contribute to quantification of safety and operational 

mar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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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 기술적 측면

－ IHX의 특수한 기하형상 및 다양한 정격/과도 운전조건에 대하여 적용하게 되는 압력손실 상관

식의 검증 작업이 요구된다. 원형로 IHX는 직관형 소듐-소듐 열교환기의 설계 및 성능해석을 위

하여 개발된 SHXSA 전산코드를 활용하여 설계된다. SHXSA 전산코드는 관통형 역류유동 열교

환기를 대상으로 주어진 경계조건에 대하여 열교환기 열적크기 및 성능관련 열유체 설계인자를 

생산하도록 개발된 전산코드이다. 신뢰성 있는 IHX 설계를 위해서는 압력손실 상관식의 사용 

이전에 설계에 적용하는 압력손실 상관식의 적절성을 평가하거나 본 설계에 적합한 보다 정교한 

실험상관식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다양한 유량조건에 대한 압력손실 상관식의 불확실

성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 열교환기의 shell측의 형상변화에 의한 압력손실 항의 평가가 중요함. 그러나 설계에 사용되는 

실험 상관식들은 단순한 유로구조에 기반을 둔 것이 많아, 실제 N개의 전열관 군으로 구성되는 

복잡한 기하형상이나 탈설계점의 저유량 조건 등과 같이 실험상관식의 일반적인 적용범위를 벗

어난 조건에 대해서는 적용성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 따라서 원형로 설계조건과 동일한 조건

에서의 실제 IHX 관다발 형상을 대상으로 물을 이용한 고정밀 압력손실 시험을 수행하고, 구축

된 시험 데이터 DB를 이용하여 SHXSA 전산코드에 사용되는 압력손실 상관식을 검증 및 개선

하거나 주어진 실험상관식의 최적 적용구간을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원자로 유동분포 시험은 SFR 원형로의 설계 및 안전 성능을 평가하고 검증하는데 매우 중요하

다. PGSFR은 주요기기가 원자로용기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풀형 원자로이고, 이 경우 루프형 

원자로와는 달리 원자로용기 내부의 유동 분포는 기하형상에 의존하는 다차원 현상이며, 해석적

으로 정확성과 보수성을 평가하기 어렵다. 

－ 새로운 원자로에 대한 원자로 내부에서의 유동분포 및 압력손실을 평가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인허가 기관의 특정설계인가 심사 시에 원자로 유동분포 시험의 방법 및 결과자료제출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수로의 경우에는 NUREG-0800(Standard Review Plan for the Review 

of Safety Analysis Reports for Nuclear Power Plant: LWR Edition)의 4.4절에서 일반적

이지 않은 형상에 대해 시험을 추천하고 있을 뿐 아니라 SAR의 부록4A에 원자로 유동분포시험 

결과가 기술되어야 한다.  또한, 원형로의 경우 원자로 유동분포는 안전해석에 있어 현상적 중요

도는 높은데 비하여 DB의 확보 등 관련 지식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아 반드시 시험이 필요하다.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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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형 원자로인 원형로에는 원자로용기 내부에 IHX 4대, DHX 4대, PHTS 펌프 2대 그리고 노

심이 설치된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각 기기 및 구조물로 유동이 불균일하게 유입될 가능성이 있

어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동의 불균일 정도와 비대칭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 

필요하다.  

－ 노심의 열적 여유도 분석에 필요한 유입실(Inlet Plenum)에서 노심 집합체로의 유동분배와 복

잡한 내부 구조물을 통한 유로저항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 필요하다.  

－ 이러한 원자로 유동분포를 확인하는 시험을 통해 산출된 자료는 전산유체해석 결과 비교검증, 

주요기기의 성능해석, 노심 열적여유도 분석 등을 위한입력자료 및 특정설계인가 심사 시 제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 노심 열유체 성능평가에서 리셉터클 오리피스 설계의 주요 목표는 적절한 유량분배를 통해 핵연

료봉 재료의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원자로를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핵연

료봉 손상은 적절한 냉각을 통하여 핵연료의 녹는점, 피복재의 크립 온도 등 재료의 열적 한계 

온도 이하로 유지될 때 일어나지 않는다. 각 리셉터클에서 유량은 각 위치에 따라 구별되게 설계

된 오리피스(Orifice)의 압력부하 차이를 통해 조절된다. 원형로의 열유동 설계에서 리셉터클 오

리피스 유동특성은 전체 노심에 인가된 일차열전달계통 유량이 일정한 상태에서 최대 열적 안전 

여유도를 확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 소듐냉각고속로 1차측 원자로용기 상부에는 비활성 기체가 있고, 소듐-아르곤가스 자유표면이 

형성된다. 고온 풀 내부에서 유동의 흐름에 따라, 상부 가스가 유입이 되어 IHX 입구를 통해 노

심부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음. 대부분의 소듐냉각고속로는 가스에 대한 양의 반응도계수를 가지

고 있기 때문에, 소량의 가스 유입도 원자로의 안전성에 위협요소가 될 수 있다. 현 설계는 이를 

최대한 방지하는 설계개념을 채택하고 있으나, 실험적 확인과정이 요구된다.

○ 경제산업적 측면

－ IHX 유체역학적 특성 및 PGSFR의 원자로 설계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설계 개선안을 도출하는

데, 요구되는 시험 데이터를 자체 생각함으로써, 원자로 유체설계의 인허가 획득을 위해 해외 자

료 확보 시 지불해야할 비용과 기술적 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세계적으로 소듐냉각 고속로의 

열유체 검증 실험기술은 수행기관이 많지 않고, 또한 동 기술과 시험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선

진국으로부터도 동 자료 및 기술의 확보가 어려우므로 자체 개발을 통해 실험장치 설계기술과 

실험자료를 확보하면 향후 상용화를 위한 소듐냉각 고속로 개발 시 수입대체 효과가 있는 것으

로 판단되며,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우리가 부족한 실험 DB를 교환하는 용도로 활용함으로써,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본 연구에서 성과물로 제시하는 원자로 설계 검증 시험데이터는 SFR 원형로 설계 및 인허가, 나

아가 건설을 위한 노심 설계의 중요 핵심 기술의 일환에 기여함으로서 SFR 건설에 일조하며, 이

로 인해 부대산업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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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FR은 향상된 안전성 및 완전한 핵연료순환체계를 가질 수 있으므로 경수로 기반의 원자력 산업

에서 축적된 사용 후 핵연료를 재활용하거나, 고유 자체 폐기물량도 획기적으로 적어서, 폐기물

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 

○ 사회문화적 측면

－ 본 연구에서 성과물로 제시하게 될 원자로 설계 검증 시험데이터로 부터 SFR 원형로 설계의 건

전성 및 안전성을 입증함으로써, 사회적인 원자력 산업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4세대 원전의 

실용화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과학 산업의 비전을 제시한다.

제2절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1. 최종목표

소듐냉각 고속로 전산코드 및 열유체설계 검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17)

2. 연차별 연구목표

－ 1차년도(2016)

� IHX 유동특성 시험장치 구축

� IHX 유동특성 시험장치 시운전

� 원자로유동분포 시험장치 상세설계

� 노심/IHX모의장치 제작 및 교정시험

� 원자로유동분포 시험 주요기기구축

－ 2차년도(2017)

� IHX 유동특성 시험데이터 취득 및 분석 

� IHX 유동특성 시험보고서작성

� 원자로유동분포 시험장치 구축 및 시운전

� 원자로유동분포 시험데이터취득 및 분석

� 원자로유동분포 시험보고서작성

� 노심Receptacle 설계검증 시험장치 기본설계

� IHX입구 GAS혼입 시험장치 기본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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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국외 기술개발 현황

○ IHX 유동특성 시험

－  관다발에 대한 압력 강하 연구는 다수의 연구자들(Kazakevich, Groehn, Mueller)에 의해 다

양하게 수행된 바 있다. 특히 Boettgenbach는 P/D=1.2인 사각배열에서 상당히 넓은 레이놀즈 

수 (5,500~550,000) 범위를 망라한 바 있고, Ebeling-Koning은 두 가지 저항 성분을 모두 측

정하여 관 배열 종류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열수력 코드를 위한 상관식을 개발하고, 동 연

구결과들을 참조하여 The Engineering Science Data Unit에 등재한 바 있다.

－ 미국은 물 환경의 HTF 시설에서 열교환기 열유동 특성실험을 수행하였고, 인도는 SFR 원형로

인 PFBR의 설계 및 인허가와 관련하여 LCTR (원형로 계통기기 Full scale Test) 실험을 수행한 

바 있다.

○ 원자로 유동분포 시험

－  Westing House(구CE)는 다수의 유동분포시험을 수행하였고, System80의 유동분포시험은 

한국의 APR1400의 유동분포시험데이터로 확장 활용되었다. 1000MWe급인 YGN3/4호기의 

경우, KOPEC에서 해당 유동분포 실험을 위해서 CE에 1/5-척도의 TF15 유동분포 시험장치를 

위탁 제작하여 시험하였다. 한국은 이를 바탕으로 OPR1000 및 APR1400 등의 유동분포 설계

데이터에 이용하는 기술기반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Westing House(구CE)가 실시한 유동분포

시험 방법은 사각관의 입구에 Orifice를 장착하는 기술로써 유동발달 구간을 확보하지 못한 방

법론적 한계가 있었다.

－  최근에 중국은 CPR1000등의 개발원자로에 대한 원자로 유동분포시험을 수행하였다. 노심은 

횡유동 특성을 배제한 축방향 유동분포시험을 수행하였으며, 노심모의장치 입구에 터빈유량계

를 장착하여 핵연료집합체 단위의 노심모의장치 당 유량을 측정하였다. 횡유동 특성을 배제한 

축방향 유동분포시험의 특징에 따라서, 축방향 유동분포가 균일해지는 왜곡현상이 나타나는 실

험결과를 취득하였다.

－ 경수로와 달리 SFR에 대해서는 원형의 설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유동분포 실험데이터가 귀한 실

정이다. 해당 실험을 정량화하여 4세대 원전인 SFR 설계의 고유성을 증진하고, 나아가 기술적인 

리더쉽을 가질 필요가 있다.

○ 노심 receptacle 성능 시험

－  SFR 핵연료 집합체는 노심 내 출력 분포에 따라 서로 다른 유량으로 설계된다. 인도는 최근 

2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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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BR 건설 시에 핵연료 집합체 별 유량 조정을 위해 허니콤타입 오리피스에 대한 성능시험을 

수행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유량에 따른 압력강하 및 케비테이션 억제 조건 등에 대한 결과를 

취득하였다. 그러나 상기 연구결과는 PGSFR 원형로와 설계조건이 상이하고, 일반화된 모델로 

볼 수 없어 활용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 노심 receptacle을 통한 집합체 별 유량분배는 노심의 열적여유도를 확보하기 위해 매우 중요

하다. 따라서 해당 시험은 SFR 원형로의 설계 고유성 확보 및 정량적 데이터 취득을 위해 그 의

미가 크다. 

○ IHX 입구 GAS 혼입시험

－ 일본의 Loop-type SFR에 관한 다수의 가스혼입실험연구(Eguchi, Kimura)들이 수행되었으

며, 특히 Eguchi 등은 다양한 축척비(1/1.6~1/10)의 장치들을 통해 Fr 수 상사의 경우 가스혼

입 임계 Fr 수가 축척비가 커짐에 따라 감소하고, 축척비에 무관하게 임계입구유속은 동일함을 

보였다. 또한, JFBR 가스혼입현상을 예측/분석할 수 있는 적절한 해석법을 위해 많은 실험적 수

치적 연구(Sakai, Ezure)들이 진행되고 있다.

－ Indian Prototype Fast Breeder Reactor (PFBR)의 가스혼입 발생을 평가하기 위해 Fr 수 상

사를 적용한 1/4 축소 모델을 이용하여 자유표면유속을 주요인자로 활용하여 가스혼입현상 분

석 및 발생 평가를 수행하였다. 실험결과를 통해 베슬 내부에 baffle을 설치하여 가스혼입을 억

제하는 방안을 도출 하였다.

－ European Fast Reactor(EFR)에서 가스혼입현상에 대한 연구를 위해 Fr 상사를 적용한 시험장

치들을 이용하여 가스혼입특성, 가스유입방지 장치(grid plates, baffles)의 영향검토 등을 수행

하였다. 또한 EFR 프로젝트에서 가스혼입현상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위해 다양한 전산해석 코

드개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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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내 기술개발 현황

○ IHX 유동특성 시험

－ KAERI는 KALIMER 중간열교환기의 열-유동 해석을 위한 코드 개발 및 검증과 관련하여 중간

열교환기 관다발에서의 경사각도에 따른 압력강하 실험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한 바 

있다.

－ SFR의 IHX는 많은 관다발로 구성되어 있고, shell측 유동은 매우 복잡한 유동이 형성되는데, 동 

실험에서는 IHX shell측에서 유동의 방향과 관다발이 이루는 경사각과 관다발의 배열이 압력강

하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국한하여 물을 작동유체로 실험을 수행한 것이다. 이 실험결과는 원형

로 IHX 설계에 사용된 SHXSA 전산코드의 검증과 관련하여 복잡한 기하학적 형상 및 다양한 정

격/과도 운전조건에 대하여 압력손실 상관식을 검증하기에는 데이터가 매우 부족하다.

○ 원자로 유동분포 시험

－ 1990년대에 수행된 KOPEC의 유동분포 평가기술은 Westing House(구CE)의 유동분포시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APR1400은 System80의 유동분포시험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영광3/4호기 유동분포는 CE의 TF15 (1/5-척도) 유동분포시험 데이터를 이용하여 4-RCP 가 

작동하는 조건에서 각 RCP 유량이 동일한 15개 Tests(균일조건)와 RCP 유량이 다소 차이가 나

는 조건의 불균형 유량시험(불균일 조건) 5 Tests의 총 20개 시험 데이터에 대한 집합체별(영광

3/4호기는 177개 F/A, APE1400은 241 개 F/A) 평균유량과 그에 대한 표준편차를 산정하여 

노심핵연료 설계의 열적마진 평가용으로 제공하였다. 노심 열적마진 평가는 최소 평균유량값과 

표준편차 데이터가 사용되게 된다.

－ APR1400의 후속노형으로서 APR+ 원자로 설계검증을 위해서 2012년에 KAERI에서 유동분포

시험을 수행하였다. 원자로 용기를 1/5 길이 척도비로 축소 모의하였고, 원자로 주유로의 유동

을 거의 왜곡없이 모의할 수 있는 설계를 개발하였다. 노심입구 유동분포를 측정하기 위해 독창

적인 노심모의장치를 개발하여 실험을 수행하였고, 기존의 노심입구 유량 측정시 유동 미발달 

문제를 해결한 신기술을 적용하였다. 원자로의 냉각재 주유로(main flow path)에서 실제 원자

로와 축소 모델사이에 기하학적 상사성(geometric similarity)이 보존되었으며, 노심에서는 핵

연료집합체 단위의 유동 상사성이 보존되었다. APR+의 노심열적마진평가 보수성 검증에 실제 

측정 데이터가 사용되었으며, 실험 데이터의 표준편차와 불확도(Uncertainty)를 획기적으로 감

소시켜 APR+의 노심 열적마진 향상에 기여하였다. 특기할 점은 노심입구의 분포를 통해 노심하

부 구조물의 설계 개선요건을 실험결과를 통해 역으로 도출함으로써, APR+ 노심하부 구조물 설

계를 바꾸는 등 최적화된 APR+ 설계 개발에 공헌을 하였다.

－  2011년 KAERI에서는 SMART 원자로에 대해 노심유동분포를 수행하였고, 해당 결과는 

SMART표준설계의 인허가 용으로 중요하게 활용되었다. SMART 원자로의 경우, 가압경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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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 약 50% 수준의 핵연료집합체 길이 및 일체형원자로의 내부구조 복잡성 등 여러 가지 측정

기술상 난제가 있었으나, 일체형원자로의 고유특성과 유동분포계측 정확도 향상의 기술적 측면

을 모두 잘 고려하여 원자로유동분포시험을 수행하였다. 해당 실험 DB 역시 SMART원자로 수

력설계의 건전성 검증과 노심유동분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노심열적마진의 평가에 직접 이용

되었다.

－ 상기 국내에서 수행된 다양한 원자로 유동분포 시험은 노심의 열적 여유도를 평가하기 위한 노

심 입구 유량분포 뿐 아니라 원자로 내부 모든 주 유로에서의 차압 분포 측정을 통한 원자로 내

부 영역의 압력분포를 포함한다. 따라서 해당 실험들은 현재 SFR 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자

로 풀 유동분포와 입구 플레넘에서 유동분포의 특성을 모두 포괄하고, 중요한 참조 기술이다.

－ 이와 같이 경수로를 기반으로 하는 원자로형에 대해서는 KAERI에서 수행된 많은 기술과 노하우

가 축적되어 있으며, 해당 기술은 세계 선도 수준이라고 평가되고, 원자력 선진기술기관으로부

터 기술 및 결과의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SFR의 노형은 경수로와 열수력 조건이 많이 다르고 

계통의 설계특성과 개념이 현격히 다르므로 SFR의 유동분포 시험은 기존의 축적된 기술의 현명

한 발전적용 및 새로운 측정기술의 개발을 요구하기 때문에 여전히 도전적인 역무이다.

○ IHX 입구 GAS 혼입시험

－ KAERI에서 자유액면 요동의 주기와 진폭의 특성에 대해 무차원 해석을 수행하였으나 실험변수

가 제한되었고 적용범위가 실제 원자로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축소 실험

장치(KALIMER-150의 1/10 규모)를 제작하여 용기의 직경, 주입노즐의 직경, 유량 및 평균수

위 등을 변수로 자유액면요동 특성을 측정하여 가스혼입 임계조건에 대한 실험식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가스혼입현상은 장치형상, 스케일, 운전조건 등에 지배적이기 때문에, 위 실험결과를 통

해서 SFR에서의 가스혼입현상을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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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에서 차지하는 위치

○ 소듐냉각고속로 설계종합 관련 분야에서의 선진국 대비 각 분야 국내기술 수준 및 취약점은 다

음과 같다. 

기술분야
세부기술

분야

상용화 기술수준 대비 국내외 기술수준

(상용화 기술수준 = TRL 10, DRL 10, 원형로/실증로 건설 
및 운영능력 보유)

기술
수준
(%)

SFR 

열유체 
검증실험

IHX 

유동특성 
시험

국제 
수준

- SFR 선진국은 소듐 및 물 환경에서 IHX 열유체 유동 특
성 실험을 통해 노심 열유체 설계 기술을 검증하는 데 있
어 많은 경험을 축적해왔음.

90

국내 
수준

- 과거 원자로 열수력 안전역무를 수행하면서 물 실험관련 
선진국과 대등한 요소기술을 보유함

95

원자로/입
구플레넘 
유동특성 

시험

국제 
수준

- SFR 소듐실험관련해서는 선진국의 공개된 연구성과가 없
고, 경수로 기반의 물실험연구가 과거에 많이 이루어져왔
고,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있음.

90

국내 
수준

- 과거 APR+, SMART유동분포 시험을 직접수행하면서 물
실험관련 선진국과 대등한 기술을 보유함

95

표 2.3-1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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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요약

1. 연구추진전략

가. 연구개발대상 선정

원형로 IHX는 직관형 소듐-소듐 열교환기의 설계 및 성능해석을 위하여 개발된 SHXSA 전

산코드를 활용하여 설계된다. 이 과정에서 IHX의 특수한 기하형상 및 다양한 정격/과도 운전

조건에 대하여 적용하게 되는 압력손실 상관식의 검증 작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IHX 유

동특성 시험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원자로 유동분포는 안전해석에 있어 현상적 중요도는 높은데 비하여 DB의 확보 등 관련 지

식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아 반드시 시험이 필요하다. 풀형 원자로인 원형로에서 설계의 불확실

성을 유발하는 다차원적인 유동의 결과물로 표현되는 압력강하정보와 유동의 불균일 정도와 

비대칭 정도, 그리고, 노심의 열적 여유도 분석에 필요한 유입실(Inlet Plenum)에서 노심 집

합체로의 유동분배와 복잡한 내부 구조물을 통한 유로저항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연구대상

으로 선정하였다. 

노심 리셉터클 오리피스 유동특성은 전체 노심에 인가된 일차열전달계통 유량이 일정한 상

태에서 최대 열적 안전 여유도를 확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소듐냉각고속로는 가스에 대

한 양의 반응도계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량의 가스 유입도 원자로의 안전성에 위협요소

가 될 수 있다. 현 설계는 이를 최대한 방지하는 설계개념을 채택하고 있으나, 실험적 확인과정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노심 리셉터클의 성능과 IHX입구 가스혼입 두 주제를 추가로 연구대상으로 선

정하였으며, 본 단계에서는 기본설계까지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나. 세부과제 및 타 연구과제의 연계강화

SFR 유체설계 과제로부터 시험요건을 연계자료로 받아 시험장치를 설계하였다. 이 과정에서 SFR 노

심설계, 유체설계 그리고 기계설계 분야와 긴밀한 연계를 통해 설계의 변화와 요건을 흡수하고, 적기에 

요구되는 실험성과와 장치설계를 생산하도록 하였다. 특히 원자로 유동분포 시험은 지속적으로 설계가 

개발되어, 내부 구조물의 형상이 변경 중에 있는 상황이어서, 본 과제의 공정을 고집하기 어려움이 있었

다. 최신 업데이트 된 설계조건을 제작에 반영하기 위해, 설계부서에 설계개발을 위한 여유를 주는 등 최

3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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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협조를 하여 진행을 하였고, 이로 인해 단축된 시험장치 제작기간을 최대한 극복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수행하였다. 또한 설계를 진행하면서, 장치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전산해석과정에서 원형로의 

설계의 미비점을 도출하여, 이의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원형로의 설계 개발에 능동적으로 연계하는 노

력을 수행하였다.

다. 연구개발 범위설정

IHX 유동특성시험은 전단계에서 수립된 기반연구를 토대로 1차년도에서 시험장치를 구축하고 시운

전을 수행하고, 2차년도에서 시험을 수행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역무를 수행한다. 

원자로 유동분포 시험도 전단계에서 수립된 기반연구를 토대로 1차년도에서 시험장치 상세설계를 수

행하고 핵심장비인 노심/IHX 모의장치를 제작/교정시험을 수행한다. 2차년도에서는 시험장치를 구축

하고, 엄격한 시운전과정을 거쳐 시험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한다. 

노심 리셉터클 성능검증 시험과 IHX입구 가스혼입시험은 2차년도에서 연구를 착수하여 본 단계에서

는 기본설계를 수행하고, 차기단계에서 본 테스트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라. 세부 연구방향 설정

원자로 유동분포 시험을 IHX 유동특성 시험을 동일한 시험루프를 통해 수행함으로써, 운전제어와 계

측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였고, 예산도 절감하는 효과를 유도하였다. 두 시험은 열수력조건이 크

게 상이하지 않기 때문에 루프를 공유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은 도출되지 않았다. 다만, 시험을 동시에 

수행하는 데에는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IHX 유동특성 시험을 조속히 수행 후 원자로 유동분포 

시험을 수행함으로써 두 시험이 과제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하였다. 

계측기 교정, 시험절차, 장치제작검수 등 시험에 소요되는 모든 절차를 체계화된 품질보증 절차에 입

각하여 수행하여, 시험데이터의 신뢰성을 증진하였다.

장치설계를 위해 사전에 장치의 성능을 CFD를 활용한 예비해석을 수행함으로써, 시험장치가 목적에 

부합하는 시험자료를 생산할 수 있음을 예비 평가하였고, 이 과정에서, 시험장치에 활용되는 계측장비의 

범위와 정확도에 대한 요건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마. 상용화되지 않은 선진계측기술의 독자적 개발 및 적용 

원자로 노심 입구플레넘 유동분포를 정량화하기 위해 노심의 특성을 보존한 노심모의장치에서 하드

웨어 측면에 적용하기 어려운 수력저항의 목적치 도달기술을 가변저항개념설계를 통해서 획기적으로 발

전시켰고, 이를 CFD로 예비평가하여 적절성을 입증하였다.

노심모의장치와 IHX 모의장치에서 목표하는 압력강하를 정교하게 하드웨어적으로 맞추기 위해 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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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조절 오리피스개념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적용하여, 해체/재조립으로 요구되었던 막대한 인력 및 

재원을 효율적으로 절감하도록 하였고, 해당 설계는 특허로 출원/등록하였다.

바. 산·학·연 협력체제 강화

IHX유동특성 시험장치 기본설계 내용을 전문 원자력 엔지니어링 회사에 위탁과제

의 형태로, 그리고 경북대에는 독립검토를 의뢰하여 설계의 적절성 및 개선내용을 협의하

여 과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산업계, 학계와 긴밀한 협력을 수행하였다.  

원자로 유동분포에서 핵심부품인 노심모의장치와 IHX 모의장치를 포함한 시험장치를 원자력발전소

에 납품경험이 풍부한 업체와 정당한 절차에 의해 계약하여 제작함으로써 매우 효율적이고 고품질의 연

구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본 단계에서 고려하고 있는 각 주제에 대한 시험장치의 성능을 예비평가하기 위해 전문 CFD 업

체에 의뢰하여 수행하였다. 

 

2. 연구추진체계

그림 3.1-1은 본 과제의 추진전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1-1 세부과제 간 및 관련 과제와의 연계 체계

본 과제에서 수행할 계획에 있는 시험은 소듐냉각 고속로 원형로 설계에 직접 활용되거나 간접적으로 

설계에 활용되는 코드를 검증하기 위함 목적에 있고, 과업의 수행을 위해서 소듐냉각 고속로 원형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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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로부터 시험요건을 제시받았다. 이 과정에서 실험결과의 효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긴밀한 설계

요건 정립을 선행하였다.

설계 검증용 실험 DB는 수요 연구그룹에서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실험과 계측항목이 포함되

도록 하고, 면밀한 분석을 통해 불확도를 제시하여 설계코드 및 유체설계가 가지는 불확실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과제 수행부서와 SFR 설계검증 부서에서 장기간 축적되어있는 고품질 실험 기술 및 경험, 노하우들을 

적극 활용하였다.

SFR 설계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수시로 발생되는 예기치 않은 설계변경 요인에 대해서 최대한 흡수

하도록 설계 변경에 노력하였다. 다만, 검증실험 장치가 제작이 착수되면 변경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상호 설계 확정시점을 두고 그 이후의 설계 변경사항에 대해서 효율적인 처리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본 과제에서 수행될 시험장치 최종설계 확정시점을 최대한 뒤로 협조함으로써, 원형로의 최신설계가 시

험장치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고, 부족한 후속업무기간을 만회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산업계와 협력하여 시험장치의 설계 예비평가나 독립검토, 그리고 설계에 대한 제작 및 설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3. 연구개발 실적요약

본 과제 연구 내용 및 결과의 주요 사항을 표 3.1-1에 정리하였다. 

표 3.1-1 연구 개발 실적 요약

연 도 주요 연구 개발 실적

1차년도

(2016.3 ~

2017.2)

o IHX 유동특성 시험

 - 최적화된 유체/계측/제어 반영 시험장치 구축

 - IHX 유동특성 시험장치 시운전

o 원자로 유동분포 시험

 - 원자로유동분포 시험장치 상세설계

 - 노심/IHX모의장치 제작 및 교정시험: 고유 오리피스 개발, 특허생산

 - 원자로유동분포 시험 주요기기구축

 - CRDM 안내관 등 PTHS 내부공간을 활용하여 333개의 도압관을 원자로 

용기 외부로 인출하는 기술개발

2차년도

(2017.3 ~

2017.12)

o IHX 유동특성 시험

 - 엄격한 QA과정을 통해 적절한 시험절차에 입각한 IHX 유동특성시험 

수행. 유량, 온도, 차압의 정밀 측정을 통해 유량변화에 따른 IHX 

압력강하 결과 취득

 - 정격유량조건에서의 측정 불확도(계통오차+우연오차+반복오차) 

시험요건 만족

 - 총6회 반복시험으로 시험결과 재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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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랩형태의 IHX 유동특성시험장치 제작에 따른 하부유로 형상 왜곡 → 

왜곡도 평가를 위한 IHX 하부유로 유동특성 시험 추가 진행 

(RFP초과달성)

o 원자로 유동분포 시험

 - 원자로용기 내부 주유로 유량, 정압/차압 분포 정밀 측정, 솔레노이드 

밸브와 헤더를 활용하여 순차 병렬 측정 기법 적용 측정 (노심부 232 

계측점, 기타 주요부: 62 계측점)

 - 유동가시화부 설계/제작: 원자로용기 내 복잡유로 다차원 거동 가시화를 

위한 광학측정부 특수설계 및 PIV 기법 개발

 - CFD 예비해석을 수행하여 시험장치 설계 타당성 검증, 계측기 배치 전략 

수립에 활용. 이과정에서 PHTS 펌프 Y-junction 형상 설계 개선점 도출

 - 시운전과정을 통해 많은 계측값들의 건전성확인

 - 적절한 시험절차와 규정에 입각한 노심유량분포 시험 DB 취득 

 - 시험요건에 부합하는 시험자료 요건 충족확인 (총 시험DB취득 및 

시험보고서 작성은 12/15일에 완료) 

o 노심리셉터클 설계검증 시험

 - 기하/수력 상사 시험장치 기본설계

 - 성능시험 루프 기본설계 및 펌프 요구성능 산정

 - 환형 다단 회전식 가변오리피스 개념 적용

 - 노심 리셉터클 오리피스 설계검증 CFD 해석을 통한 설계건전성확인

o IHX 입구 GAS 혼입시험

 - 시험요건 정립 및 분석 

 - 원형로의 노심 출구→고온풀→IHX 출구 유동을 모사할 수 있는 시험장치 

설계: 기하/수력 상사성 충족하는 시험장치의 기본설계

 - 가시화를 위해 레단상부 투명아크릴 제작 및 레단하부 아크릴 윈도우 

설치 설계

 - 예비해석을 통한 장치성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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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IHX 유동특성시험

1. 시험 및 설계 요건 [3.2-1]

가. 개요

SFR 원형로의 원자로 용기 (Reactor Vessel, RV) 내부에는 노심, 상부내부구조물 (Upper 

Internal Structure, UIS), 2대의 기계식 펌프 (PHTS pump), 4기의 중간열교환기 

(Intermediate Heat Exchanger, IHX) 등과 같은 원자로냉각재계통 (Reactor Coolant 

System, RCS) 및 일차열전달계통 (Primary Heat Transport System)의 주요기기들이 설치된다. 

중간열교환기는 레단 (Redan)으로 구분된 고온풀과 저온풀의 경계에 위치하며, 일차냉각재로부터 

열을 제거하여 성능 및 안정성을 확보하며 연속운전 할 수 있도록 한다.

IHX 설계코드인 SHXSA에서 사용되는 유동 상관식들은 단상(Single phase) 유동을 기반으로 하

며, IHX에서 발생 가능한 정상 및 과도상태 운전에서의 IHX 설계 및 성능평가에 활용되고 있다. 그

러나 설계에 사용되는 실험 상관식들은 단순한 유로구조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 N개의 

전열관 군으로 구성되는 복잡한 기하형상이나 그리드 플래이트가 설치되어 발달과정에 있는 유동

조건에서의 유동저항, 그리고 저유량 조건 등과 같이 실험 상관식의 일반적인 적용범위를 벗어난 조

건에 대해서는 적용성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형로 설계조건과 동일한 조

건에서의 실제 IHX 관다발 형상을 대상으로 물을 이용한 고정밀 압력손실 시험을 수행하고, 구축된 

시험 데이터 DB는 향후 SHXSA 전산코드에 사용되는 압력손실 상관식을 검증 및 개선을 위해 활용

된다.

나. 시험요건

IHX 유동특성 시험은 액체 소듐이 아닌 물을 작동유체로 사용한다. 따라서 운전압력 조건은 만족이 

가능하지만, 운전온도는 물을 이용하는 상온 실험을 고려하여 실제 원형로 조건을 모의하지 않고, 

액체 소듐과 물 사이의 유동특성을 상사하여 압력강하 거동 및 관련된 수력학적 물리 현상을 모의한

다. 유동특성 상사를 위한 기준으로는 식 (3.2-1)에 나타낸 바와 같이 관다발 주변 유동에 대해 동

일한 Reynolds 수 조건이 사용되었다.

                                    








 (3.2-1)

여기에서 W, Dh, μ, A는 각각 질량 유량, 수력직경, 점성계수, 유동단면적을 나타내며, 하첨자 P와 

T는 원형 (proto-type)과 시험부 (test-section), 그리고 s와 w는 각각 소듐과 물을 의미한다.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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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에 따라 시험부에 유입되어야 할 유량 (Ww)는 다음의 식으로 정리하여 나타낼 수 있다.

                                  








 (3.2-2)

본 상사 관계식에서 수력직경비 (Dh,p/Dh,T)는 1이 되도록 시험부를 설계하므로, 원형과 시험장치 

작동유체 간의 물성치 비와 유동면적비 (AT/AP)를 고려하여 원형 운전조건 대비 시험장치의 물 공

급유량 범위를 결정한다. 특히, 중간열교환기의 유동조건은 과도기 자연순환 특성을 고려하기 위하

여 높이비를 원형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전열관 개수를 감소시키는 일종의 체적척도 방법을 활용하

여 설계한다. IHX 유동특성 실험에서 모의할 주요 유동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운전온도 : 0.1 MPa (상압) 단상조건을 고려하여 90℃ 이하에서 선정

- 운전압력 : 중간열교환기 쉘측: 0.2 MPa 이하

- 작동유량 (질량유량) : 원형로 중간열교환기 쉘측 소듐의 저유량 및 정상운전 유량을 고려하

여 질량 유량 척도비 설정

시험장치의 설계, 제작, 시험 및 결과 보고에 이르는 전 과정과 계측기의 교정 및 검사, 시험 시설에 

대한 열평형, 시험 절차 등은 품질보증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시험 수행 시 계측되어야 할 압력, 온

도 및 유량에 대한 측정오차는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 압력 : ±3.0% of full scale

- 작동유체 온도 : ±1.5℃ of nominal value

- 유량 : ±1.1% of nominal value

다. 설계요건

IHX 유동특성실험을 위한 시험부는 전열관의 삼각배열 및 피치(pitch)를 원형과 동일하게 유지

함으로써 1차원 설계 및 성능분석 전산코드를 사용하여 계산되는 열교환기 각 부분에서의 압력손

실(  )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 전열관 크기, 개수 및 배열: IHX 압력손실 시험부의 전열관의 길이와 크기는 원형과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설계 한다. 또한 원형과 동일한 피치를 갖는 전열관의 삼각배열을 구성하도록 개수 

및 배열을 결정한다. 척도해석을 통해 유량 조건을 설정한다.

- 시험부 casing: IHX 압력손실 시험부의 casing은 실험용 가상 IHX의 shell측 유동을 형성시

켜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원형과 시험부의 유동면적비( )가 유지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IHX 입/출구: IHX 압력손실 시험부 casing의 입구 및 출구 형태는 원형의 IHX 쉘측과 최대한 

유사한 유동이 모의되도록 설계한다. 원형 Inlet window의 Opening ratio(Flow area/Total 

area)를 최대한 반영하여 설계한다. 또한 출구 형태 역시 원형과 최대한 유사하게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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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id Plate: IHX 압력손실 시험부 관다발의 Grid Plate는 직관형 전열관의 지지를 위해 설치

하며, 원형로 IHX의 기능과 동일하게 5개를 설치한다. Flow Hole의 직경, 피치, 모따기 형상 및 

동축배관과의 간극이 원형로 설계와 동일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또한 유동면적당 Flow Hole 

개수가 보존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라. 측정요건

IHX 압력손실 시험에서 측정해야할 주요 열유동 인자들은 다음과 같다.

- IHX 쉘측 입/출구 배관에서의 물 온도 및 열손실 감시

- IHX 쉘측 입/출구 배관에서의 압력

- IHX 쉘측 입/출구 배관에서의 차압

- Grid Plate 전후 차압

- 입/출구부 전후 차압

- IHX 쉘측 질량유량

- 언급된 측정변수들의 모든 2차 가공 data

- 계측 데이터의 불확실도 분석 결과

2. 시험장치 설계 및 제작

가. 시험장치 설계 [3.2-2]

 중간열교환기 쉘측 압력강하 시험의 시험부는 원형로 IHX와 동일한 전열관 크기, 배열 및 관다발 

형태를 가지며, 1/1의 높이 비를 유지함으로써 시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압력강하 및 유동특성 등 

주요 물리현상의 척도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험부의 유동 단면적은 펌프 용량 등 시

험 루프의 제한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한 크기로 축소하여 설계되었다. IHX의 쉘측을 흐르는 유동에

서 발생되는 압력강하는 그림 3.2-1에 나타낸 바와 같은 관다발 영역 및 지지격자 통과영역에서 주

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들 영역에서의 압력강하를 적절히 모의할 수 있도록 시험부가 설계되었으며, 

시험부의 유동단면적은 아래 사항들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 일정한 두께를 가지는 slab 형태의 시험부

   - 관다발 주변을 흐르는 유동부의 수력직경 보존

   - 관다발 유동부 유동 면적 대비 지지격자 유동홀의 유동면적비 보존

   - 가용 펌프 유량 대비 시험장치 유량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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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중간열교환기 시험부 주요 압

력강하 발생지점 

(1) 관다발영역

그림 3.2-2(a)와 (b)는 각각 원형로와 시험부의 관다발 주변 유로를 나타낸 것이다. 원형 중간열교

환기에는 17.9mm의 외경을 가지는 1512개의 전열관이 배치되며, 내경 501mm 및 외경 

1311mm의 원통 사이에 쉘측 유동부가 형성된다. 유동부 및 전열관 배치를 고려했을 때 원형 중간

열교환기 관다발 쉘측의 수력직경은 식 (3.2-3)~(3.2-5)에 따라 34.05mm로 계산된다. 

                                 
    




(3.2-3)

                                    (3.2-4)

                                     


  (3.2-5)

여기에서 , , , 은 각각 유동단면적, 접수길이, 직경, 전열관 개수를 나타내며, 하첨자 는 

원형 (Proto-type)을 나타낸다.

시험부의 전열관 쉘측 유로는 단축의 길이가 , 단축의 길이가 인 slab 형태를 가진다. 장축의 

길이는 원형을 모사하여 405mm를 유지하였으며, 단축의 길이는 식 (3.2-6)~(3.2-8)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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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열관의 개수 및 수력직경을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3.2-6)

                                    (3.2-7)

                             










 (3.2-8)

여기에서 하첨자 는 시험부 (Test-section)를 의미한다. 원형과 동일한 전열관 외경 및 정해진 시

험부의 장축 길이에 대하여 원형과 동일한 수력직경을 만족하는 시험부 단축의 길이 및 전열관 개수

는 87.42mm 및 37개로 계산되었다. 선정된 장축 및 장축에 대한 원형 대비 유로단면적비 

는 1/29.6 이다.

그림 3.2-2 중간열교환기 관다발 주변 유로

(2) 지지격자 통과영역

원형 중간열교환기의 지지격자에는 그림 3.2-3(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직경 8.5mm의 유동홀이 

3120개가 위치한다. 유동이 지지격자를 통과할 때의 압력강하는 지지격자가 존재하지 않는 유동영

역의 유동단면적에 대한 유동홀의 총 유동단면적의 비에 지배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험부에서 

이를 유사하게 모사할 필요가 있다. 원형에서의 유동단면적비 는 식 (3.2-9)과 같이 0.2293

으로 계산된다. 

                          



    









    (3.2-9)

그림 3.2-3(b)에 나타낸 시험부의 지지격자 유동홀에 대한 유동단면적비는 식 (3.2-10)과 같이 나

타낼 수 있으며, 원형과 동일한 유동단면적비를 가지는 조건  을 만족하는 유동홀의 

개수 는 105.4개로 계산되었다. 원형의 유동홀 배치를 유사하게 모사하기 위해서는 104

개의 유동홀을 시험부에 위치시키는 것이 적절하며, 이 때, 시험부의 유동단면적 비는 0.2262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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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의 유동단면적 비에 대해 1.35%의 오차를 가진다. 

                               
 









 (3.2-10)

그림 3.2-3 중간열교환기 지지격자 유로

원형로 유동홀들에 fillet이 가공되어 있으며, fillet의 유무가 유동의 압력강하에 영향을 미치는 점

을 고려하여 유동홀 fillet(R:2mm)을 보존하여 설계하였다. 그림 3.2-4 (a)는 fillet을 포함한 유동

홀을 보여주며, 지지격자 상하부 벽면 근처에 있는 유동홀의 경우 fillet이 잘림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그림 3.2-4 (b)와 같이 상하부 벽면 근처의 유동홀들이 최대 fillet(R:1.6mm)을 갖도록 재설계

하였다. 유동홀 위치 변경 및 fillet 형상 차이에 따른 압력강하 왜곡을 판단하기 위해 CFD 해석을 

통해 두 지지격자에 정격유량이 흘렀을 때의 압력강하를 계산하였다. 3.2-4 (a)와 (b)의 경우 각각 

11.7kPa, 12.5kPa의 압력강하를 보였으며, 상대오차는 약 6.6%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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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시험부 지지격자

(3) 입구유동분배실

원형 중간열교환기의 입구는 총 12개의 창이 외피관에 배치되는 형태를 가지며, 입구의 상류 주변

은 고온풀에 위치한다. 상류가 수조 조건인 경우 입구창을 통과하는 유량이 공간적으로 균등하게 분

포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험부의 경우 시험루프의 배관을 통해 작동유체가 유입되기 때문에 별도의 

장치를 통하여 원형의 상류조건을 모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시험에서는 시험부의 입구로 유입

되는 유동의 유속이 최대한 균등하게 분포할 수 있도록 하는 입구 유동분배기를 시험부의 상류에 설

치되도록 하였다. 

그림 3.2-5는 본 시험장치에 설치될 유동분배실의 형상을 나타낸다. 기본적인 형상은 

Header-channel 열교환기의 헤더 형상을 모사하였다. 시험루프의 배관으로부터 유입되는 유동의 

방향은 시험부의 입구와 수직이 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유동의 동압이 유동분배기의 벽면과 충

돌하며 동압이 일차적으로 저감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유동분배실 내부에는 1차 hole plate

와 2차 hole plate가 설치되었다. 1차 hole plate에 위치한 유동홀의 상류방향으로는 짧은 관들이 

돌출되도록 (tube intrusion) 가공하여 동압을 더욱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1차 

hole plate와 시험부 입구 사이에는 2차 hole plate를 설치하여 유동이 한차례 더 균일화 되도록 

하였다. 전산해석을 통해서 IHX 입구부에서 유동이 안정화 됨을 확인하였다.



- 54 -

그림 3.2-5 시험부 유동분배실 위치 및 형상 설계

 

나. 시험장치 제작 [3.2-3]

그림 3.2-6은 IHX 유동특성 시험부의 외형 및 치수를 도시하고 있다. 시험부는 차압 측정 위치(지

지격자)에 따라서 크게 6개의 섹션으로 구분되어 있다. 상부플레넘(시험부 #1)은 주입유동의 안정

화를 위한 유동분배실, 시험부 #2~#5는 관다발 영역, 하부플레넘 (시험부 #6)은 관다발 영역과 유

체 출구를 위한 유로가 포함되었다. 시험부의 외관은 slab 형태이며, 가로 537mm, 폭 219.5mm, 

높이 5940mm의 크기를 갖는다. 외벽의 두께는 기기강도계산에 의해서 16mm로 결정되었으며 변

형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벽에 지지대가 설치되었다. 유동특성 시험을 위한 온도 및 압력 측정용 탭

들이 포함되며 차압 측정을 위해 각각의 지지격자 사이의 관다발영역의 중심부의 외벽 및 관다발의 

관벽 들에 압력 탭들이 설치되었다. 관벽의 압력탭에 연결된 도압관은 그림 3.2-6과 같이 하부로 

인출된다. IHX 유동특성 시험부 제작 상세사양은 그림 3.2-7~3.2-17에 나타냈다.



- 55 -

그림 3.2-6 IHX 유동특성 시험장치 제작 상세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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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은 IHX 유동특성 시험부의 상부플래넘 (시험부 #1)에 대한 상세도면이다. 유동 분배실

은 사각덕트 형상이며 시험부의 입구와 수직이 되도록 설치되었다. 유동 분배실 내부 폭은 시험부의 

폭과 같은 87.5mm이며, 높이는 610mm이다. 시험부 유입 전 유동안정화를 위해 1차 유동분배기

와 2차 유동분배기가 설치되었다. 1차 유동분배기는 hole plate에서 상류방향으로 1/2“ 파이프 

57개가 30mm 도출되는 형태로 동압을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7.5mm 직경의 

홀이 57개 가공된 hole plate (2차 유동분배기)를 통과하면서 유동이 한차례 더 균일화 되도록 하

였다. 1, 2차 유동분배기 홀 배치는 그림 3.2-8과 같다. 유동분배실 상단에는 공기배출을 위한 포트

가 두 개 설치되어 있으며, 작동유체 배출을 위한 drain port가 1, 2차 유동분배기 사이 하부에 설

치되었다. 유체의 입구 온도 및 압력을 측정하기 위한 탭이 설치되었으며, 차압 측정용 압력 탭은 관

다발 및 외벽에 설치되어 선택적으로 차압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압력 탭은 3mm 홀로 가공

되었으며, 효과적인 압력 측정을 위해 3/8in 파이프가 5도 기울어져 연결되도록 하였다. 작동압력

에서의 시험부 변형을 막기 위해 스티프너가 설치되었다. 각 시험부의 조립과 시험부들과의 결합을 

위해 시험부 상하부는 사각 플랜지 형태로 제작되었으며, 15mm 직경의 36개 홀들을 통해 볼트 체

결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2-7 상부 플레넘 (시험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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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유동분배실의 1차 및 2차 유동분배기

그림 3.2-9는 IHX 유동특성 시험부 #2의 상세도면이다. 사각 덕트 형상을 가지고 있으며 차압측정

을 위한 압력탭들이 설치되었다. 또한, 작동압력에 의한 유로 형상의 왜곡을 없애기 위해 스티프너

가 설치되었으며, 조립 및 시험부간 체결을 위해 상하부는 플랜지 형태로 제작 되었다. 상세 치수정

보는 그림 3.2-9와 같다. 시험부 #3, #4, #5의 상세도면는 그림 3.2-10과 같고 외관 형상, 치수 및 

구성 등은 시험부 #2와 동일하다. 단, 시험부의 지지를 위한 support lug가 그림 3.2-10과 같이 

시험부 #3의 측면에만 설치되었다. 그림 3.2-11은 하부플래넘 (시험부 #6) 상세도면이다. IHX 쉘

측 지지격자 압력강하를 측정하기 위한 시험부는 다른 시험부들과 동일하고, 추가적으로 우측면에 

작동유체 출구를 위한 유로가 연결되어 있다. 출구 단에 압력 탭이 추가적으로 설치되어 IHX 유동

특성 시험장치의 출구유로부의 차압 뿐만아니라 전체 차압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시험

장치의 운전 상황에 따라 작동유체의 배출을 위한 drain port가 그림 3.2-11과 같이 설치되었다. 

출구는 4in 배관용 플랜지가 설치되어 시험루프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험부 #3과 같이 

측면에 시험부 지지를 위한 lug가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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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 시험부 #2 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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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0 시험부 #3, #4, #5 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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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 시험부 #6 상세도

앞서 설명한 것 과 같이, IHX 유동특성 시험부 내부에는 지지격자와 관다발로 이루어져 원형로 

IHX 쉘측의 압력강하를 모사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지지격자는 전열관을 지지하고 주변부 유동

홀로 쉘측 유동을 형성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원형로 IHX와 동일하게 5개가 설치되었다. 그

림 3.2-12는 시험부 #1과 #2 사이의 지지격자에 대한 상세도면이다. 지지격자는 직관형 전열관들

이 설치될 수 있도록 37개의 18mm-홀 들이 원형과 동일한 피치를 갖는 삼각배열로 가공되었으며 

모서리부에 fillet이 적용되었다. 유동 홀은 동적상사를 만족시키기 위해 원형로 설계의 직경, 피치, 

모따기 형상 및 동축 배관과의 간극이 동일하게 제작되었다. 유동홀은 8.5mm 직경을 갖으며 총 

128개가 전열관 지지홀들 사이에 원형과 동일한 형태의 배열을 갖게 가공되었다. 시험부 벽면과 인

접한 지지격자의 상하부의 24개 유동홀은 벽면과의 간섭으로 인한 제작성의 문제로 fillet과 위치를 

변경하였다. 그림 3.2-13과 같이 시험부 #2~#6 사이의 각각의 지지격자의 경우 평판의 전체 크기

만 다르며 유동홀 들의 크기 및 위치 등은 시험부 #1과 #2사이의 지지격자와 동일하게 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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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2 시험부 #1과 #2 사이의 지지격자

그림 3.2-13 시험부 #2 ~ #6의 사이 각각의 지지격자



- 62 -

관다발 상하부를 지지하는 tube sheet가 IHX 유동특성 시험장치의 상하부(시험부 #1 과 시험부 

#6)에 그림 3.2-14, 3.2-15와 같이 각각 설치되었다. 상부는 직관형 전열관 지지를 위해 tube 

sheet cover와 tube sheet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지격자와 동일한 크기 및 배열의 지지홀을 포함

하고 있다. 체결을 위해 26개 홀 (13mm 직경)들이 가장자리에 가공되어 있으며 각각의 전열관은 

누름링, 오링, 백업링 등으로 기밀을 유지하며 체결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하부(시험부 #6)는 직

관형 전열관 지지를 위해 150mm 깊이의 tube sheet가 설치되었으며 지지격자와 동일한 크기 및 

배열의 지지홀을 갖게 제작 되었다. 또한, 전열관을 통한 차압측정을 위한 도압관이 배출될 수 있도

록 하부가 개방되어 있으며, 전열관 밀림을 막기 위해 tube sheet 하부에서 25mm 길이의 슬리브

가 각각 설치되었다.

그림 3.2-14 시험부 #1 tube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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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5 시험부 #6 tube sheet

그림 3.2-16은 전열관에 가공 된 압력탭의 배치를 보여준다. 각 시험부 casing 벽면에 설치된 압력 

탭과 동일한 위치(높이)의 전열관 벽면에 압력 탭이 가공되었으며, 모든 압력탭들은 측정 위치에 따

른 오차를 줄이기 위해 동일한 유동 중심부를 향하도록 제작 되었다. 또한 차압 측정의 신뢰성을 확

보하기 위해 동일 높이에서 시험부의 중심과 가장자리에 동일한 형태로 압력탭들을 가공하여 각각 

차압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2-17은 도압관이 설치된 전열관에 대한 상세도면이다. 가

공된 압력탭에 1/8in 튜브가 seal welding을 통해 연결되었으며, 연결된 도압관은 시험장치 하부

로 인출되어 계측기와 연결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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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6 시험부 중심에서의 압력측정을 위한 도압관 위치

그림 3.2-17 관다발 내부 도압관 연결 및 인출

3. 시험루프 설계 및 제작

가. 시험루프 설계 [3.2-2]

IHX 유동특성 시험 장치는 ‘SFR 원형로 열유체검증’과제에서 진행하고 있는 원자로유동분포시험

장치와 시험루프를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본 시험 루프는 그림 3.2-18에 나타낸 

바와 같이 작동유체 저장 및 온도 유지를 위한 저장탱크 (Storage Tank), 작동 유체의 온도 제어를 

위한 냉각탑 (Cooling Tower), 작동유체 순환을 위한 펌프, 유량계, 밸브 및 관련 배관 등으로 구

성된다. 시험루프에 사용되는 펌프의 용량 및 각종 계측기들의 계측 범위를 선정하기 위해서 우선적

으로 시험에 요구되는 유량이 결정되었으며, 이에 상응하는 시험루프 및 시험부에 대한 압력강하가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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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8 시험루프 개략도

(1) 시험부 압력강하

원형 및 시험부를 통과하는 유동에서 발생하는 압력강하는 마찰에 의한 압력 강하 및 구조물에 의한 

부차적 압력 손실로 나눌 수 있으며,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각각 식 (3.2-11) 및 (3.2-12)와 같다.

                           










    










 (3.2-11)

                              







    







 (3.2-12)

시험부 형상을 따르는 경우, 원형과 시험부 간에 동일한 수력직경과 동일한 Reynolds 수 조건 (관

다발 영역) 및 동일한 유동단면적비 (지지격자 통과 영역)를 충족시킬 수 있다. 따라서 마찰계수  

및 부차 압력손실 계수 는 원형과 시험장치가 동일하다고 간주할 수 있다. 동일한 길이비, 마찰

계수, 부차 압력손실 계수 조건에 따른 시험부의 압력강하는 식 (3.2-1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2-13)

35℃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 원형대비 시험장치의 압력강하 비   는 6.84로 계산되며, 

SHXSA 코드 및 전산해석[3.2-4, 3.2-5]을 통해 계산된 원형로 IHX의 압력강하 특성 및 식 

(3.2-13)을 바탕으로 시험부의 압력강하 특성을 예측하면, 시험장치의 총 압력강하는 최대 

169.69kPa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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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루프 압력강하 계산

시험부에 요구되는 작동유체의 유량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시험부의 압력강하 뿐만 아니라 

시험루프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통과하는 유동의 압력강하를 파악하고, 시험루프 전체에 대한 압력

강하를 충분히 상회하는 양정을 가지는 펌프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본 시험장치의 시험루프는 직관, 곡관, 유량계 2대, 각종 밸브 및 열교환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관에 대한 압력강하는 다음의 식으로 예측할 수 있다 [3.2-6].

                                     


 
 

 (3.2-14)

여기에서 마찰계수 는 층류, 난류 및 천이 영역에 따라 다음의 식 (3.2-15)로 계산된다.

     











for ≤  

  for  ≤  ≤  





for  ≤  ≤  


log  




for ≥  

 (3.2-15)

곡관, 밸브 및 유량계 등에서 발생하는 압력강하는 다음과 같이 식 (3.2-16)으로 나타낼 수 있다.

                                          
 
 

 (3.2-16)

여기에서 부차 압력손실 계수 는 각 요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본 시험장치의 경우 두 대의 펌프가 사용되며, 시험장치 구축 공간의 크기 및 형태를 고려했을 때, 

한 대의 펌프 당 4인치 배관이 약 20m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90° 곡관은 7개, 밸브는 2개가 소

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 (3.2-14)~(3.2-16)을 통해 계산된 각 요소별 압력강하 및 루프 전체의 

압력강하, 그리고 계산된 시험부를 포함한 시험루프 전체 압력강하를 정리하면 표 3.2-1과 같다. 

계산에는 35℃ 물의 물성치가 사용되었으며, 90° 곡관 및 밸브에서의 부차 압력손실 계수는 0.5, 

유량계를 통과하는 부차 압력손실 계수는 0.2가 적용되었다. 본 시험장치에는 상한 유량 약 

30kg/s, 양정 60m (약 600kPa)의 펌프가 2대 사용될 예정이므로, 예상되는 상한 유량 

(53.87/2=27kg/s)에 대한 시험장치 전체의 압력강하인 약 260kPa에 대한 충분한 여유도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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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 길이(m) 개수 직경(m) 유속(m/s) Re f K ΔP (kPa)

1 4inch 배관 20 　 0.1 3.33 459,948 0.01367 　 15.07

2 90° 곡관 　 7 0.1 3.33 　 　 0.5 19.29

3 밸브 　 2 0.1 3.33 　 　 0.5 5.51

4 유량계 　 2 0.1 3.33 　 　 0.2 2.20

5 열교환기 1.5 　 1.2 　 　 　 　 50

6 시험부 　 　 　 　 　 　 　 169.69

루프 압력강하 92.07

시험장치 전체 압력강하 261.76

표 3.2-1 시험루프 차압 계산 결과 

나. 시험루프 구축 [3.2-3]

IHX 유동특성 시험장치는 ‘SFR 원형로 열유체검증’과제에서 진행하고 있는 원자로 풀 유동장치 

(PRESCO)와 시험루프를 공유하여 사용할 계획으로 설계 및 제작 되었다. 본 문서에서는 IHX 유동

특성 시험을 위한 시험루프 구축에 대해서 기술한다.

그림 3.2-19는 IHX 유동특성 시험루프의 3차원 모델링이며 주요 구성기기 및 사양은 표 3.2-2에 

나타냈다. 저장탱크로부터 35℃ 물이 두 대의 펌프에 의해 IHX 시험부로 공급되며, 열교환기를 통

과한 후 저장탱크로 순환된다. 본 실험에서의 작동유체 (물)의 운전온도는 35℃로, 저장탱크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히터와 회수라인의 열교환기를 통해 조절된다. 또한 시험 유량조건을 만족시키기 위

해 인버터로 펌프 회전 수를 제어한다. 그림 3.2-20은 IHX 유동특성 시험장치의 P&ID이다. 1차 

계통에 주요 구성장치로 IHX 유동특성 시험부, 저장탱크, 펌프 등이 있으며, 시험온도 조절을 위한 

2차 계통은 열교환기, 순환펌프, 냉각탑 등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시험에 필요한 유량, 온도, 압력 

측정을 위한 센서류들은 시험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적절한 위치에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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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9 IHX 유동특성시험루프 구축 3D 모델링

구성기기 사양
1 시험부 Slab 형태 [537mm(W) x 219.5mm(D) x 5940mm(H)]
2 저장탱크 압력용기형태 [1.34m3], 125kW급 전기히터포함
3 주순환펌프 120m3/hr, 60m
4 보조순환펌프 1.5m3/hr, 30m
5 유량계 Vortex type (214.9m3/hr)
6 열교환기 Shell & Tube, 432,000Kcal/hr
7 냉각탑 975,000Kcal/hr
8 배관 4″ 및 6″ 배관 혼용

표 3.2-2 시험루프 주요 구성기기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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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0 IHX 유동특성 시험루프 P&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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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유체의 저장 및 온도 조절을 위한 저장탱크는 STS304재질의 압력용기 형태이며 내용적은 

1.34m3이다. 운전온도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120kW급 전기히터가 설치되었으며, IHX 유동특

성 시험부의 입구온도 기준으로 자동 제어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저장탱크는 수위 측정을 위한 

차압계, 온도 및 압력 측정을 위한 센서, 압력조절밸브, 공기 및 물 공급 라인 등이 연결되어 있다. 

본 시험 장치에서는 시험유량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총 3대의 펌프가 설치되었으며 펌프사양은 표 

3.2-3과 같으며, 외형도는 그림 3.2-21과 그림 3.2-22에 각각 나타냈다. 정격운전조건을 포함한 

대부분의 시험유량조건에서는 동일 사양의 PP-A-01 과 PP-B-01 펌프를 사용하며, 저유량 조건에

서는 PP-A-02 펌프를 사용하여 시험 유량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설치 된 펌프는 모두 

주파수 (0~60Hz) 조절을 통해 모터의 회전속도를 조절하며, 설치된 유량계의 유량을 설정 값으로 

하여 시험유량을 일정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장치에서는 유량측정을 위해 Vortex 유량

계가 설치되었으며 연결부는 설치 루프 배관과 동일한 4in 플랜지 형식이다 (측정부 DN100). 정확

한 유량 측정을 위해 유량계 전-후단에 상당한 길이의 직선구간을 요구하며, 측정 신뢰성을 확보하

고 요구되는 직선구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유량계 입-출구에 정류기를 설치하였다. 시스템 온도

를 일정하게 제어하기 위해 열교환기가 설치되었으며 열교환기 사양 및 형상은 그림 3.2-23에 나타

냈다. 본 열교환기는 Shell & Tube 방식으로서, IHX 유동특성 시험부 (1차 측)의 유체는 상대적으

로 압력손실이 낮은 shell 측으로, 2차 냉각수는 튜브 안쪽으로 흐르게 설계되었다. 2차 측 냉각수

는 순환펌프에 의해 열교환기와 냉각탑 (그림 3.2-24)을 순환하며, 작동 정지 시 열교환기 내부 냉

각수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량조절밸브가 설치되었다.

Tag  # PP-A-01, PP-B-01 PP-A-02
Manufacturer Halla  Industrial Wilo

Model EX100C4-HBM20052-S4 Helix V1005/PN16

Operating

Condition

Fluid Water Water
Capacity 2000 LPM 25 LPM
Dis. Press. 60m 30m

Construction

Installation Horizontal Vertical
No. of Stage 1 5
Revolution 1750rpm 3550rpm
Suction 5" flange-ANSI  300# 40mm-PN16
Discharge 4" flange-ANSI  300# 40mm-PN16
Seal Non Seal M/Seal
Jacket Cooling yes-stator no-cooling

Motor

Type Canned TEFC
Phase 3 3
Frequency 60Hz 60Hz
Voltage 440V 380V
Power 75kW 3.7kW

표 3.2-3 시험루프 순환펌프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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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 순환펌프 (PP-A-01, PP-B-01) 외형도

그림 3.2-22 순환펌프 (PP-A-02) 외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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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3 Shell & Tube 열교환기 사양 및 외형도

그림 3.2-24 냉각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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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측 및 제어계통 구축 [3.2-3]

(1) 계측 및 제어계통

시험장치의 원활한 제어 및 데이터 취득을 위한 효율적인 제어실 및 계측/제어 시스템을 구축하였

다. 계측/제어 계통은 45개의 아날로그 계측 입력신호, 8개의 아날로그 출력신호, 18개의 디지털 

입력신호, 6개의 디지털 출력신호, 10개의 RTD 아날로그 입력신호, 1개의 열전대 아날로그 입력

신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다. 입/출력 신호의 처리를 위한 계측/제어 계통은 National 

Instruments 사의 PXIe 시스템으로 그림 3.2-25와 같이 구성된다. 제어부에서는 주요 제어변수 

및 계측 변수를 포함하여 시험운전에 필요한 제어 및 주요 변수의 모니터링을 하여 시험을 효과적으

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계측부에서는 측정하고자하는 모든 변수들을 계측 및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데이터 저장 및 처리와 관련한 변수들을 설정하여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얻

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2-25 계측/제어 계통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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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제어실

시험루프의 계측/제어 수행 및 연구회의 등을 위해 그림 3.2-26와 같이 중앙제어실을 구축하였으

며, 계측/제어 계통 하드웨어 구축을 위해 2개의 랙을 그림 3.2-27과 같이 제작하여 중앙제어실에 

배치하였다.

그림 3.2-26 중앙제어실 구축 평면도 

그림 3.2-27 계측/제어시스템 랙 제작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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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계측/제어 계통 소프트웨어

제어/DAS 계통의 소프트웨어는 National Instruments의 LabView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구축

하였으며,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제어/DAS 계통 하드웨어 제어를 위한 GUI 기반의 HMI

- 수집된 계측 신호에 대한 공학적 물리량 변환

- 현장 기기 작동상태 및 계측 신호 감시

- 수집/변환된 Data의 저장 및 Post Processing

- 현장 기기에 대한 PID 제어 로직 구현

표 3.2-4는 본 시험장치의 주요 제어변수 및 제어를 위한 기준 입력변수를 보여준다. 펌프의 회전

수는 유량 측정값에 연동되어 제어되며 저장탱크 내 전기히터는 IHX 시험부 입구 온도에 의해서 제

어된다. 또한, 2차 냉각계통의 유량조절밸브는 냉각순환펌프의 작동에 따라 on/off 제어될 수 있도

록 설계되었다.

본 시험장치의 계측/제어계통의 HMI화면은 크게 제어부와 계측부로 구성되며, 그림 3.2-28과 

3.2-29에 각각 나타냈다. 제어부에서는 주요 제어변수 및 계측 변수를 포함하여 시험운전에 필요

한 제어 및 주요 변수의 모니터링을 하여 시험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계측부

에서는 측정하고자하는 모든 변수들을 계측 및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데이터 저장 및 

처리와 관련한 변수들을 설정하여 데이터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제어변수 기준 입력변수 제어 기능

PP-A-01 QV-INA-01 펌프회전수 조절

PP-A-02 QV-INA-01 펌프회전수 조절

PP-B-01 QV-INB-01 펌프회전수 조절

HE-01 TF-IHX-01 시험부 입구 온도제어
FCV-CWS-01 PP-CWS-01 2차 냉각계통 순환수 제어

표 3.2-4 주요 제어변수 및 기준 입력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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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8 제어용 HMI 화면 구성 

그림 3.2-29 계측용 HMI 화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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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험루프 전기계통 구축 [3.2-3]

IHX 유동특성 시험장치 전원수전반은 그림 3.2-30과 같이 열유동시험시설Ⅰ 변전실 TR #1 

1000kVA(6.6/0.44kV 3Pase) LV-2에서 PWR (MCC)로 전력이 공급되며 MCC에서 다시 75kW 

인버터 판넬-1 & 2로 공급된다. MCC에서는 시험장치의 작동유체 온도 조절을 위한 전기히터와 

Cooling Tower 순환펌프 및 냉각팬에 전원을 직접 공급한다. 75kW 인버터 판넬-1은 주 순환펌

프 (PP-A-01)와 보조 순환펌프 (PP-A-02)에, 75kW 인버터 판넬-2는 주 순환펌프 (PP-B-01)에 

각각 전원 공급 및 펌프 유량조절을 한다. 보호계통으로서 각각의 판넬에 주 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main breaker가 설치되었으며, 각 작동기기들에 공급되는 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개별 breaker

가 설치되었다. 표 3.2-5는 IHX 유동특성 시험장치의 전기 부하 용량을 보여준다. 공급 전압은 3상 

440VAC이며 총 전력사용량은 약 310.3kW이다. 단일 구성품, 즉 전기히터, 주순환펌프, 보조순환

펌프, 냉각펌프, 냉각팬은 각각 120kW, 75kW(x2), 7.5kW, 25.3kW, 7.5kW의 전기부하를 갖는

다.

그림 3.2-30 IHX 유동특성 시험루프 전기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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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명 명칭 전원공급판넬 전원 용량

HE-01 전기 히터 PWR (MCC) 3PH,
440V, 60Hz 120 kW

PP-A-01 주 순환펌프 75kW 인버터 판넬-1 3PH,
440V, 60Hz 75 kW

PP-A-02 보조 순환펌프 75kW 인버터 판넬-1 3PH,
440V, 60Hz 7.5 kW

PP-B-01 주 순환펌프 75kW 인버터 판넬-2 3PH,
440V, 60Hz 75 kW

PP-CWS-01 냉각펌프 PWR (MCC) 3PH,
440V, 60Hz 25.3 kW

CF-CWS-01 냉각팬 PWR (MCC) 3PH,
440V, 60Hz 7.5 kW

계 310.3 kW

표 3.2-5 IHX 유동특성 시험루프 전기부하 용량

(1) 75kW 인버터 판넬-1

인버터 판넬-1는 그림 3.2-31과 같이 MCC로부터 전원 (3상 440V)을 공급받아 주 순환펌프 

(PP-A-01)와 보조 순환펌프 (PP-A-02)를 운전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 되었다. 계통 보호를 위해 

차단기가 판넬 및 펌프 전원 공급라인에 각각 설치되었으며, 판넬 전원 공급 라인에 디지털 미터가 

설치되어 전력량을 측정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시험장치의 주 순환펌프는 Non-seal Canned 펌

프 (모델: EX100C4-HBM20052-S4)로 HALLA INDUSTRIAL에서 제작하였으며, 모터의 정격 

전력용량은 75kW (3PH, 440V, 60Hz)이다. 보조 순환펌프는 Wilo사의 Canned 펌프 (모

델:Helix V1005/PN16)로 모터 정격 전력용량은 3.7kW이다.   

그림 3.2-31 75kW 인버터 판넬-1 전기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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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버터

인버터 판넬-1에서는 시험 루프 순환 펌프 (PP-A-01 & PP-A-02) 모터의 회전속도를 조절하여 유

량을 제어하기 위해 각각 75kW급 및 7.5kW급 펌프 속도제어용 인버터를 포함하고 있다. 펌프의 

유량은 선정된 인버터와 연동하여 VVVF (Variable Voltage Variable Frequency) 제어 방식으

로 모터의 회전속도를 조절하여 유량을 제어한다. 제어 시 노이즈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이즈

필터가 장착되었다. 인버터는 펌프 한 대당 한 대씩 독립적으로 전원공급을 제어하며, 현장 Local 

제어와 제어실에서 Remote 제어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표 3.2-6은 선정된 인버터 

N700E-750HF & N700E-075HF 모델의 사양 및 제어특성을 보여준다.

1) 인버터 모델   N700E-750HF　 N700E-075HF
2) 입출력전압   3φ, 380-440VAC　   3φ, 380-440VAC　
3) 사용전력   75kW   7.5kW
4) 사용 주파수   60Hz　   60Hz　
5) 전압 변동 범위   ±10%　   ±10%　
6) 주파수 변동 범위   ±5%　   ±5%　

7) 인버터 제어특성

- 제어용 변압기의 1차측에 최소 과도 전압의 경우에도 동작함.

- 인버터는 현장의 local 운전과 제어실의 remote 운전이 가능함.

- 펌프 관련 혹은 기타 비상 상황에서 운전 정지함.

- 현장 local 제어반에서 비상정지 Local/Remote 선택 등 기본적인 통제

가 가능하며, 제어반의 동작/정지, 가변주파수의 변경 및 제어반의 상태를 

통제 및 제어함.

- 운전상태 표시등이 판넬에 설치되어 작동, 정지, 고장, local/remote등을 

표시함.

표 3.2-6 펌프 제어용 인버터 사양

- 펌프 제어(VVVF) 판넬 설계

인버터 판넬과 제어용 Processor간에 제어용 신호와 운전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설

계 및 제작 되었다. 인버터 판넬과 제어용 Processor간에 주고 받아야하는 최소 입출력 신호는 다

음 표 3.2-7과 같다. 주 순환펌프 (PP-A-01) VVVF 판넬의 경우 온도 상승에 따른 모터 보호를 위

한 디지털 채널 한 개가 추가되었다. 그림 3.2-32 및 3.2-33은 순환펌프 (PP-A-01 & PP-A-02) 

제어용 인버터 (N700E-750HF & N700E-075HF) 판넬의 입출력 신호들을 각각 보여준다. 그림 

3.2-34는 인버터 판넬-1의 내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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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버터 판넬-1
설명

PP-A-01 PP-A-02
Analog Input 1채널 1채널 VVVF 인버터로 회전속도제어를 위한 출력신호

Analog Output 1채널 1채널 펌프회전계에서 4~20mA 신호
Digital Input 3채널 3채널 VVVF 인버터 Run, Fault, Remote 상태

Digital Output 1채널 1채널 VVVF 인버터 Run 명령

표 3.2-7 펌프제어 입출력 신호

그림 3.2-32 75kW 인버터 판넬-1: 펌프제어(VVF: N700E-750HF) 입출력 신호도 

그림 3.2-33 75kW 인버터 판넬-1: 펌프제어(VVVF: N700E-075HF) 입출력 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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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5kW 인버터 판넬-2

인버터 판넬-2는 그림 3.2-34와 같이 MCC로부터 전원 (3상 440V)을 공급받아 주 순환펌프

(PP-B-01)를 운전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 되었다. 계통 보호를 위해 차단기가 판넬 및 펌프 전원 

공급라인에 각각 설치되었으며, 판넬 전원 공급 라인에 디지털 미터가 설치되어 전력량을 측정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시험장치의 주 순환펌프는 Non-seal Canned 펌프 (모델: 

EX100C4-HBM20052-S4)로 HALLA INDUSTRIAL에서 제작하였으며, 모터의 정격 전력용량은 

75kW (3PH, 440V, 60Hz)이다. 본 판넬의 인버터 제작사양 및 펌프제어 사양은 75kW 인버터 판

넬-1의 사양과 동일하다. 그림 3.2-35는 순환펌프 (PP-B-01) 제어용 인버터 (N700E-750HF) 판

넬의 입출력 신호들을 보여준다. 

그림 3.2-34 75kW 인버터 판넬-2 전기계통도

그림 3.2-35 75kW 인버터 판넬-2: 펌프제어(VVVF: N700E-750HF) 입출력 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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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방법

가. 시험 항목 및 요건

본 시험에서는 액체 소듐이 아닌 물을 작동유체로 사용하므로, 실제 IHX 운전 조건에서의 온도는 

모의하지 않으며, 액체 소듐과 물의 유동특성을 상사하여 압력강하 거동 및 관련된 수력학적 물리 

현상을 모의한다. 유동특성 상사를 위한 기준으로는 관다발 주변 유동에 대해 동일한 레이놀즈 수 

조건이 사용되었으며, 시험부 형상 수치, 작동유체 (35℃ 물) 물성치를 고려하여 시험부에 유입되어

야할 질량유량이 다음 표 3.2-8과 같이 결정되었다. IHX 유동특성 시험장치의 압력강하는 각 시험 

유량 및 온도조건에서 그림 3.2-36의 위치에서 측정하였다.

시험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계측 변수들에 대한 불확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압력 : ±3.0% of full scale

 작동유체 온도 : ±1.5℃ of nominal value

 유량 : ±1.1% of nominal value

유량
운전조건

유량 (kg/s)

(원형)

유량 (kg/s)

(모의기)

정상운전 (100%) 조건 496.05 47.68

저유량(1%) 조건 4.96 0.48

저유량 (2%) 조건 9.92 0.95

저유량(3%) 조건 14.88 1.43

과도운전 (5%) 조건 24.80 2.38

과도운전 (7.5%) 조건 37.20 3.58

재장전운전 (10%) 조건 49.61 4.77

과도운전 (15%) 조건 74.41 7.15

과도운전 (20%) 조건 99.21 9.535

출력운전 (30%) 조건 148.82 14.30

출력운전 (40%) 조건 198.42 19.07

출력운전 (50%) 조건 248.03 23.84

출력운전 (60%) 조건 297.63 28.61

출력운전 (70%) 조건 347.24 33.37

출력운전 (80%) 조건 396.84 38.14

출력운전 (90%) 조건 446.45 42.91

고유량 (113%) 조건 560.54 53.87

표 3.2-8 시험 메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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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6 압력강하 측정위치

나. 시험절차

IHX 유동특성시험은 일차적으로 정상운전(100%) 조건에서의 압력강하 시험을 수행 및 분석하고, 

표 3.2-8과 같이 유량 변화 (레이놀즈 수 변화)에 따른 압력강하 특성시험을 수행하였다. 각 유량조

건에서 데이터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시험부 벽면을 통한 압력강하측정 및 관다발 관벽을 통한 압력강

하 측정 등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각각 총 3회 반복시험을 수행하였다. 아래에 단일 시험

조건에 대한 주요 시험절차를 기술하였다 [3.2-7].

- 주요 시험 절차

1) 시스템 전원 공급 및 HMI 프로그램(제어용 및 계측용)을 작동한다.

2) 계통 및 도압관 충수 및 배기: 주유로를 형성할 수 있도록 수동밸브들의 개폐를 조절하고 시험부

를 포함한 모든 구성기기들의 배기 밸브들을 개방한 후 충수하며, 배수가 확인되는 부분의 배기밸브

들을 순차적으로 잠근다. 추가적으로 도압관들은 역충수 후 배기밸브들을 잠근다. 저장탱크 수위가 

약 80% 도달을 확인 후, 주순환펌프를 작동시키며 시스템 충수 및 배기를 반복적으로 진행하며, 원

자로유동분포시험장치 연계 밸브들을 개방하여 공기빼기를 수행한다. 이 후, 펌프 작동 및 중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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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계통 충수 및 배기를 수행 한다.

3) 냉각펌프 작동 및 배기밸브 개폐를 통해 냉각수 라인을 충수한다.

4) 시험 전, 주유로 밸브들의 개폐여부를 재확인하고, 차압측정 위치에 따른 밸브 조절, 차압계 측정

용량에 따른 밸브 조절을 순차적으로 수행한다.

5) 시스템 정지 상태에서 계측기 영점 작업을 수행하며, 주순환펌프(30~40%)를 작동시키고, 시험

유체온도 35℃까지 승온하도록 히터를 제어한다. 또한, 냉각펌프의 자동제어를 설정하여 히터와 함

께 시험 중 유체온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계통온도가 35℃에 도달하면 계통 배기를 재확인한

다. 

6) 주 순환펌프 각각 시험유량의 1/2 유량 값을 설정하여 유량을 제어하며, 유량 및 온도가 안정화

되면 데이터 저장을 시작하고 10분 이상 계측변수인 유량, 온도, 압력, 차압 값들의 정상상태를 확

인하고 60초간 정상상태 데이터를 취득한다. 정상상태는 유량, 압력, 및 차압 의 경우 측정값의 편

차가 각 평균값의 ±2%이내, 온도의 경우 ±1℃이내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시험조건 설정의 적정

성 판단은 측정된 평균유량 및 평균온도가 각각의 목표 값의 ±2%이내임을 확인하였다.

7) 데이터 저장 상태를 최종 확인 한 후 시스템을 정지하며, 추가시험 수행여부에 따라서 앞의 절차

를 반복 혹은 시스템 종료 절차를 진행하였다.

다. 자료수집 및 불확도

IHX 유동특성 시험에서 주요 측정 변수는 시험부 입/출구 유체 온도, 시험부 질량유량, 시험부 차

압 (전체차압, 지지격자 전후 차압, 입/출구부 전후 차압)이다. 넓은 유량 범위에서의 압력강하 측정 

시험이어서 계측 값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압력측정 위치별로 두 그룹의 차압계를 설치하여 선택

적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전체 시험조건의 넓은 범위에서의 유량을 측정하고 불확도를 줄이기 위

해 두 종의 유량계를 설치하여 데이터 신뢰성을 높였다. 다음 표 3.2-9에 시험루프에 포함된 계측

기 정보를 나타냈다. 각 계측기의 입/출력 신호의 처리는 National Instruments 사의 PXIe 시스

템을 이용하였으며, 데이터는 10kHz의 샘플링 속도로 0.1 sec 간격으로 평균하여 취득하였다.

구
분 계측기 번호 기능

측정범위

계측기 오차

계측기사양 적용범위

1 PT- IHX-01 시험부 입구압력 0~1034kPa 0~600kPa ±0.14% of F.S.

2 PT- INA-02 펌프 전단 압력 0~1034kPa 0~600kPa ±0.14% of F.S.

3 PT- INB-02 펌프 전단 압력 0~1034kPa 0~600kPa ±0.14% of F.S.

표 3.2-9 IHX 유동특성 시험루프 계측기 목록 및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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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T- INA-03 펌프 후단 압력 0~1034kPa 0~600kPa ±0.14% of F.S.

5 PT- INB-03 펌프 후단 압력 0~1034kPa 0~600kPa ±0.14% of F.S.

6 PT- TK-101 저장탱크 압력 0~1034kPa 0~1034kPa ±0.14% of F.S.

7 DP- IHX-101H 시험부 전체 차압 (High) -248~248kPa 0~240kPa ±0.14% of F.S.

8 DP- IHX-102H 입구 전후 차압 (High) -62.16~62.16kPa　 0~3kPa ±0.14% of F.S.　

9 DP- IHX-103H 1st 지지격자 전후 차압(High) -62.16~62.16kPa　 0~50kPa ±0.14% of F.S.

10 DP- IHX-104H 2nd 지지격자 전후 차압(High) -62.16~62.16kPa 0~50kPa ±0.14% of F.S.

11 DP- IHX-105H 3rd 지지격자 전후 차압(High) -62.16~62.16kPa 0~50kPa ±0.14% of F.S.

12 DP- IHX-106H 4th 지지격자 전후 차압(High) -62.16~62.16kPa 0~50kPa ±0.14% of F.S.

13 DP- IHX-107H 5th 지지격자 전후 차압(High) -62.16~62.16kPa 0~50kPa ±0.14% of F.S.

14 DP- IHX-108H 하부유로 전후 차압(High) -248~248kPa 0~100kPa ±0.14% of F.S.

15 DP- IHX-203H 1st 지지격자 전후 차압(High) -62.16~62.16kPa 0~50kPa ±0.14% of F.S.　

16 DP- IHX-204H 2nd 지지격자 전후 차압(High) -62.16~62.16kPa 0~50kPa ±0.14% of F.S.

17 DP- IHX-205H 3rd 지지격자 전후 차압(High) -62.16~62.16kPa 0~50kPa ±0.14% of F.S.

18 DP- IHX-206H 4th 지지격자 전후 차압(High) -62.16~62.16kPa 0~50kPa ±0.14% of F.S.

19 DP- IHX-207H 5th 지지격자 전후 차압(High) -62.16~62.16kPa 0~50kPa ±0.14% of F.S.　

20 DP- IHX-101L 시험부 전체 차압(Low) -62.16~62.16kPa 0~62.16kPa ±0.14% of F.S.

21 DP- IHX-102L 입구 전후 차압(Low) -6.216~6.216kPa　 0~3kPa ±0.14% of F.S.　

22 DP- IHX-103L 1st 지지격자 전후 차압(Low) -6.216~6.216kPa 0~6.216kPa ±0.14% of F.S.　

23 DP- IHX-104L 2nd 지지격자 전후 차압(Low) -6.216~6.216kPa 0~6.216kPa ±0.14% of F.S.

24 DP- IHX-105L 3rd 지지격자 전후 차압(Low) -6.216~6.216kPa 0~6.216kPa ±0.14% of F.S.

25 DP- IHX-106L 4th 지지격자 전후 차압(Low) -6.216~6.216kPa 0~6.216kPa ±0.14% of F.S.

26 DP- IHX-107L 5th 지지격자 전후 차압(Low) -6.216~6.216kPa 0~6.216kPa ±0.14% of F.S.

27 DP- IHX-108L 하부유로 전후 차압(Low) -6.216~6.216kPa 0~6.216kPa ±0.14% of F.S.

28 DP- IHX-203L 1st 지지격자 전후 차압(Low) -6.216~6.216kPa　 0~6.216kPa ±0.14% of F.S.

29 DP- IHX-204L 2nd 지지격자 전후 차압(Low) -6.216~6.216kPa　 0~6.216kPa ±0.14% of F.S.

30 DP- IHX-205L 3rd 지지격자 전후 차압(Low) -6.216~6.216kPa　 0~6.216kPa ±0.14% of 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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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수들의 계측건전성 확보를 위한 불확도 분석은 ASME PTC 19.1-2005 code [3.2-8]에 따

라 신뢰도 95% 구간에서 수행되었다. IHX 유동특성 시험장치에서는 주요 계측 및 계산되는 변수로

서, 정압, 차압, 온도, 유량, 레이놀즈 수 등이 있다. 

변수별 측정불확도는 계측기를 포함한 계측계통 구성에 따른 계통불확도(  ), 계측 샘플의 분포

에 의한 우연불확도( ), 반복시험에 따른 반복시험불확도(  )를 포함하여 평가하였다.

    ±     
   

 (3.2-17)

여기서, 계통불확도는 계측계통의 구성에서 오는 오차이기 때문에, 계측기 오차, DAS 하드웨어 오

차, 데이터 처리 오차 등이 포함되며, 계측기별 DAS 구축에 따라서 달라지며 아래와 같이 결정된

다. 

    ±          (3.2-18)

시험에서 취득된 데이터 표본에 의한 불확도인 우연불확도는 표본표준편차 를 표본 수

  의 제곱근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되며,      자유도에 해당되는 student -본포에서 

신뢰도 95%를 위한 -value를 사용하였다.

    ±   

 
(3.2-19)

31 DP- IHX-206L 4th 지지격자 전후 차압(Low) -6.216~6.216kPa　 0~6.216kPa ±0.14% of F.S.

32 DP- IHX-207L 5th 지지격자 전후 차압(Low) -6.216~6.216kPa　 0~6.216kPa ±0.14% of F.S.

33 QV- INA-01 유량 0~200m3/h 0~150m3/h ±0.65% of R.S.+ 
±0.025% of F.S.

34 QV- INB-01 유량 0~200m3/h 0~150m3/h ±0.65% of R.S.+ 
±0.025% of F.S.

35 QM- INA-01 유량 0~4kg/s 0~3kg/s ±0.1% of R.S.

36 TF- IHX01 시험부 입구 유체온도　 0~100℃ 　 0~100℃ ±[0.15+0.002|T|] 
℃

37 TF- IHX-101 　시험부 출구 유체온도 0~100℃ 0~100℃ ±[0.15+0.002|T|] 
℃

38 TF- INA-02 　펌프 전단 유체온도 0~100℃ 0~100℃ ±[0.15+0.002|T|] 
℃

39 TF- INB-02 　펌프 전단 유체온도 0~100℃ 0~100℃ ±[0.15+0.002|T|] 
℃

40 TF- TK-01 　저장탱크 유체온도 0~100℃ 0~100℃ ±[0.15+0.002|T|] 
℃

41 TF- HX-01 　열교환기 후단 유체온도 0~100℃ 0~100℃ ±[0.15+0.002|T|] 
℃

42 TF- INA-03 　펌프 후단 유체온도 0~100℃ 0~100℃ ±[0.15+0.002|T|] 
℃

43 TF- INB-03 　펌프 후단 유체온도 0~100℃ 0~100℃ ±[0.15+0.002|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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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시험불확도의 경우, 동일 시험조건의 반복시험에서 얻은 데이터들의 표준편차 를 반복

시험 수 의 제곱근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되며,     자유도에 해당되는 student -본

포에서 신뢰도 95%를 위한 -value를 사용하였다.

    ±   

 
(3.2-20)

위와 같이 본 문서에서는 각 측정변수별 계통오차, 우연오차, 반복시험오차를 포함한 측정불확도를 

얻기 위한 계산식을 요약 정리 하였으며, 시험결과부분에 상세수치를 나타내었다.

- 온도 

본 시험에서 측정된 온도에 대한 측정불확도는 아래와 같이 계산되었다.

  ±   
  

 (3.2-21)

여기서, 측정 온도의 우연 및 반복시험오차는 식 (3.2-19)과 식 (3.2-20), 계통불확도는 식 

(3.2-22)에 의해 계산되었다.

   ± 


 (3.2-22)

여기에서

 : RTD 오차, ±[0.15 + 0.002|T|] ℃ (DIN Class A 규격기준)

 : Isolator 오차, ±0.2% of F.S.

 : 데이터 취득 장치 (Data Aquisition)의 오차로 신호 입출력, ADC, lead wire 등의 오차를 

포함, ±0.2℃ of F.S.

본 시험에서 시험부 유체온도는 시험부 전단 및 후단에 설치되어있는 RTD센서로부터 계측된 값의 

평균으로 결정되며, 평균값에 대한 측정불확도는 아래와 같다.

    ±



  



 
 



(3.2-23)

- 압력 

본 시험에서 측정된 압력에 대한 측정불확도는 아래와 같이 계산되었다.

  ±   
  

 (3.2-24)

여기서, 측정 압력의 우연 및 반복시험오차는 식 (3.2-19)과 식 (3.2-20), 계통불확도는 식 

(3.2-25)에 의해 계산되었다.

  ±  (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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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 압력 전송기 오차, ±0.14% of F.S.

 : 데이터 취득 장치 (Data Aquisition)의 신호 입출력 및 ADC 등에서 발생되는 오차, 

±0.03% of F.S.

- 차압 

본 시험에서 측정된 차압에 대한 측정불확도는 아래와 같이 계산되었다.

  ±     
   

 (3.2-26)

여기서, 측정 차압의 우연 및 반복시험오차는 식 (3.2-19)과 식 (3.2-20), 계통불확도는 식 

(3.2-27)에 의해 계산되었다.

  ±  (3.2-27)

여기에서

 : 압력 전송기 오차, ±0.14% of F.S.

 : 데이터 취득 장치 (Data Aquisition)의 신호 입출력 및 ADC 등에서 발생되는 오차, 

±0.03% of F.S.

- 유량 

본 시험에서는 두 대의 순환펌프를 이용하여 유량을 분기공급하여 시험유량을 설정하였으며, 각 순

환라인에 볼텍스 유량계가 각각 설치되었다. 따라서, 두 대의 유량계를 통해 측정된 시험유량에 대

한 측정불확도는 아래와 같이 계산되었다.

  ± 
 (3.2-28)

각 유량계에 의해 측정된 유량의 측정불확도는 아래와 같다.

  ±   
  

 (3.2-29)

  ±   
  

 (3.2-30)

여기서, 측정 유량의 우연 및 반복시험오차는 식 (3.2-19)과 식 (3.2-20)에 의해 계산되었다. 시험 

질량유량은 볼텍스유량계에 의해 측정된 체적유량과 밀도의 곱으로 얻어지므로, 계통불확도는 유

량계오차 및 밀도오차를 포함하며, 그 과정을 아래에 기술하였다.

먼저, 체적유량의 계통불확도는 다음과 같다.

   ±  (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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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 와류 유량계 오차, ±0.65% of R.S. + ±0.025% of F.S.

 : Isolator 오차, ±0.1% of F.S.

 : 데이터 취득 장치 (Data Aquisition)의 신호 입출력, ADC 등에서 발생되는 오차, 

±0.03% of F.S.

본 유량계로 측정된 체적유량을 이용하여 질량유량을 얻을 수 있다. 체적유량계로부터 측정된 체적

유량에 밀도를 곱하여 다음과 같이 질량유량으로 변환한다.

  ⋅ (3.2-32)

여기에서 밀도는 온도와 압력의 함수이다.

    (3.2-33)

일반적으로 가스의 밀도는 온도와 압력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압력과 온도의 함수로 표현

된다. 하지만, 물의 경우 압력에 따라 밀도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인 오차분석을 위해 물 

밀도를 온도만의 함수로 가정하면 식 (3.2-33)은 아래와 같다.

  (3.2-34)

최종적으로 체적유량계로부터 얻어지는 물에 대한 질량유량 오차는 다음과 같다.

 


 ±



 




 



(3.2-35)

이때, 물의 밀도오차는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




















 ±













(3.2-36)

밀도는 온도와 압력의 함수이나 물인 경우 압력에 의한 밀도 변화가 작아 온도만의 함수로 표시된 

다음의 Goldhammer 상관식에 의해 계산될 수 있다. 

  
 



(3.2-37)

여기서,  : Density at 15.6℃, 101.325kPa &  : Critical Temperature (374℃)

따라서 최종적으로 계산된 질량유량의 오차는 다음과 같다.

 


 ±



 




 



(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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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험에서 저유량조건에서는 한 대의 보조순환펌프를 이용하고, 코리올리스 유량계를 사용하여 

질량유량을 측정하였으며, 측정값에 대한 불확도는 아래와 같이 계산되었다.

  ±   
  

 (3.2-39)

여기서, 측정 질량유량의 우연 및 반복시험오차는 식 (3.2-19)과 식 (3.2-20), 계통불확도는 식 

(3.2-40)에 의해 계산되었다.

   ±  (3.2-40)

여기에서

 : 코리올리스 유량계 오차, ±0.1% of R.S.

 : Isolator 오차, ±0.1% of F.S.

 : 데이터 취득 장치 (Data Aquisition)의 신호 입출력, ADC 등에서 발생되는 오차, 

±0.03% of F.S.

- 레이놀즈 수

레이놀즈 수는 아래와 같이 정의되는 변수로서 점성력 대비 관성력의 비로 설명될 수 있다.

 ≡





                          (3.2-41)

여기서 점도 (Viscosity)는 압력과 온도에 대한 함수이지만, 압력에의 의존도는 매우 미미하여 무시

할 수 있으며, 온도의 함수로서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3.2-42)

여기에서 

  =2.414×10-5Pas,  =247.8K,  =140K

식 (3.2-42)을 이용하여 아래 식 (3.2-43)과 같이 점도의 오차율을 구할 수 있다.

 

 
 log

 


                   (3.2-43)

최종적인 레이놀즈 수의 오차는 아래와 같다.

 

 
≈ ±



  




  




 




 



              (3.2-44)

여기서 수력직경 및 유로단면적의 불확도는 계측장비 불확도 ±0.03mm를 적용하여 계산하였으

며, 질량유량()의 불확도는 앞 절의 유량 불확도 부분에서 기술한 것과 같다.



- 91 -

5. 시험결과 [3.2-9]

본 IHX 유동특성 시험에서는 원형로 IHX 쉘측의 유동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설계/제작된 IHX 시

험부에서 시험유량 및 온도 조건에서의 위치별 차압을 측정하였다. 시험부 차압은 시험부 벽면에서 

장축 및 단축 중심부에 설치되어 있는 압력도관, 유동부 중심 및 가장자리의 관다발의 관벽에 설치

되어 있는 압력도관을 통해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시험부 벽면 단축 및 가장자리 관다발 관벽에서 

측정한 차압의 경우 특히 IHX 하부유로 전단에서의 유속 변화의 영향으로 차압 값이 작게 혹은 크

게 측정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본 시험결과부분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본 시험에서는 시

험부 장축 벽면 차압측정 3회 반복시험, 시험부 중심부 관다발 관벽 차압측정 3회 반복시험을 통해 

재현성을 확인하였다. 본 시험에서의 Test ID는 표 3.2-10과 같고, Test ID는 ‘시험장치명

(iHELP)-유량조건(1~113%)-측정위치(벽면-W, 관다발-TB)-시험회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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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그룹

Test ID
시험
그룹

Test ID
시험
그룹

Test ID

DP-
W-
01

iHELP-100%-W-01

DP-W
-

02

iHELP-100%-W-02

DP-W
-
03

iHELP-100%-W-03
iHELP-113%-W-01 iHELP-113%-W-02 iHELP-113%-W-03
iHELP-90%-W-01 iHELP-90%-W-02 iHELP-90%-W-03
iHELP-80%-W-01 iHELP-80%-W-02 iHELP-80%-W-03
iHELP-70%-W-01 iHELP-70%-W-02 iHELP-70%-W-03
iHELP-60%-W-01 iHELP-60%-W-02 iHELP-60%-W-03
iHELP-50%-W-01 iHELP-50%-W-02 iHELP-50%-W-03
iHELP-40%-W-01 iHELP-40%-W-02 iHELP-40%-W-03
iHELP-30%-W-01 iHELP-30%-W-02 iHELP-30%-W-03
iHELP-20%-W-01 iHELP-20%-W-02 iHELP-20%-W-03
iHELP-15%-W-01 iHELP-15%-W-02 iHELP-15%-W-03
iHELP-10%-W-01 iHELP-10%-W-02 iHELP-10%-W-03
iHELP-7.5%-W-01 iHELP-7.5%-W-02 iHELP-7.5%-W-03
iHELP-5%-W-01 iHELP-5%-W-02 iHELP-5%-W-03
iHELP-3%-W-01 iHELP-3%-W-02 iHELP-3%-W-03
iHELP-2%-W-01 iHELP-2%-W-02 iHELP-2%-W-03
iHELP-1%-W-01 iHELP-1%-W-02 iHELP-1%-W-03

DP-
TB-
01

iHELP-100%-TB-01

DP-
TB-
02

iHELP-100%-TB-02

DP-
TB-
03

iHELP-100%-TB-03
iHELP-113%-TB-01 iHELP-113%-TB-02 iHELP-113%-TB-03
iHELP-90%-TB-01 iHELP-90%-TB-02 iHELP-90%-TB-03
iHELP-80%-TB-01 iHELP-80%-TB-02 iHELP-80%-TB-03
iHELP-70%-TB-01 iHELP-70%-TB-02 iHELP-70%-TB-03
iHELP-60%-TB-01 iHELP-60%-TB-02 iHELP-60%-TB-03
iHELP-50%-TB-01 iHELP-50%-TB-02 iHELP-50%-TB-03
iHELP-40%-TB-01 iHELP-40%-TB-02 iHELP-40%-TB-03
iHELP-30%-TB-01 iHELP-30%-TB-02 iHELP-30%-TB-03
iHELP-20%-TB-01 iHELP-20%-TB-02 iHELP-20%-TB-03
iHELP-15%-TB-01 iHELP-15%-TB-02 iHELP-15%-TB-03
iHELP-10%-TB-01 iHELP-10%-TB-02 iHELP-10%-TB-03
iHELP-7.5%-TB-01 iHELP-7.5%-TB-02 iHELP-7.5%-TB-03
iHELP-5%-TB-01 iHELP-5%-TB-02 iHELP-5%-TB-03
iHELP-3%-TB-01 iHELP-3%-TB-02 iHELP-3%-TB-03
iHELP-2%-TB-01 iHELP-2%-TB-02 iHELP-2%-TB-03
iHELP-1%-TB-01 iHELP-1%-TB-02 iHELP-1%-TB-03

표 3.2-10 Test ID

가. 시험결과 요약

표 3.2-11은 시험조건에 따른 IHX 시험부 위치별 압력강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각 조건별 압력

강하 값은 총 6회 시험에 대한 앙상블평균값이며, 평균값과 함께 계통불확도, 우연불확도, 반복시험

불확도를 포함한 측정불확도를 표시하였다. 또한, 평균값 아래에 전체 압력강하대비 각 압력강하의 

비를 퍼센트로 표시하였다. 시험 유량 및 온도조건은 목표 유량 및 온도의 ±1.0% 이내에서 모든 시

험이 수행되었다. 차압 측정결과를 보면, 각 지지격자 전후 차압의 경우 전체 압력강하의 약 

12~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지격자들에 의해서 발생되는 총 압력강하는 전체의 약 63.2%로 가

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구 전후 차압은 시험부 전체 압력강하의 약 0.5%로서 

IHX 압력강하에 영향이 매우 작음을 확인하였고, 하부유로 전후의 차압은 전체의 약 36.3%를 차지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원통형의 원형로 IHX의 높이를 보존하고 전열관 개수를 감소시키며 수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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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직경을 일치시켜 원형로의 압력강하 특성을 유지하는 체적척도법에서, 하부유로의 형상, 유로

단면적비, 수력직경 등을 정확하게 보존하는 것은 어려우며, 이로 인한 하부유로 왜곡은 불가피하

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하부유로 왜곡 평가를 위해, 원형로 IHX 하부유로에 대해서 1/5 선형축소 

모델을 설계/제작하여 하부 유로에 대한 압력강하 시험을 추가로 수행 중에 있다. 불확도평가의 경

우, 정격운전(100%유량) 조건에서 측정값을 기준으로 입구전후 차압을 제외하고 모든 계측변수의 

측정불확도는 시험요건을 만족했다. 시험유량이 낮아지면서 측정불확도 값은 고유량 조건과 유사

하거나 계측기 전환에 의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나 실제 측정값이 작아지면서 불확도(% @R.S.)가 

커짐을 알 수 있으며, 15% 이하 유량조건에서는 시험요건의 불확도(% @R.S.)를 모두 벗어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시험부 입구 전후 차압의 경우 측정불확도 값은 가장 작지만 측정값이 전체 압력강

하의 약 0.5%정도로 매우 작아서 불확도(%)가 크게 나타났다. 본 측정값은 시험부 전후 차압(전체

차압) 측정용 차압계의 측정불확도보다도 작은 값으로서 불확도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 상세 시험결과 부분에 전체 시험조건에서의 측정값 및 측정불확도를 나타냈다.

운전
조건

유량
(Kg/s)

온도
(˚C)

Re

DPTOT
1)

(kPa)
DPGP1

(kPa)
DPGP2

(kPa)
DPGP3

(kPa)
DPGP4

(kPa)
DPGP5

(kPa)
DPENT

(kPa)
DPEC

2)

(kPa)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113%
53.91 
±0.28

35.07 
±0.25

97,712
±761

214.97
±0.89

28.18
±0.25

25.86
±0.25

26.53
±0.25

25.96
±0.19

25.87
±0.20

0.79
±0.034

82.24
±0.84

- 13.1 12.0 12.3 12 12 0.4 38.2

100%
47.72 
±0.25

35.06 
±0.25

86,478
±677

168.60
±0.86

22.13
±0.22

20.33
±0.23

20.85
±0.23

20.40
±0.19

20.35
±0.20

0.70
±0.052

64.24
±0.84

- 13.1 12.0 12.3 12.1 12.0 0.4 38.0

90%
42.93 
±0.23

35.05 
±0.25

77,800
±612

136.85
±0.86

18.00
±0.21

16.51
±0.21

16.94
±0.21

16.57
±0.18

16.55
±0.20

0.57
±0.033

51.98
±0.84

- 13.1 12.0 12.4 12.1 12.1 0.4 37.9

80%
38.16 
±0.21

35.05 
±0.25

69,164
±548

108.65
±0.86

14.31
±0.20

13.13
±0.19

13.46
±0.20

13.17
±0.18

13.17
±0.19

0.46
±0.029

41.12
±0.84

- 13.1 12.1 12.4 12.1 12.1 0.4 37.8

70%
33.36 
±0.19

35.03 
±0.25

60,466
±489

83.19
±0.84

10.97
±0.19

10.09
±0.18

10.34
±0.19

10.11
±0.18

10.11
±0.18

0.36
±0.039

31.39
±0.84

- 13.2 12.1 12.4 12.1 12.1 0.4 37.7

60%
28.59 
±0.17

35.05 
±0.25

51,821
±425

61.51
±0.85

8.12
±0.18

7.48
±0.18

7.65
±0.18

7.49
±0.18

7.49
±0.18

0.28
±0.028

23.11
±0.84

- 13.2 12.1 12.4 12.1 12.2 0.5 37.5

50%
23.80 
±0.15

35.04 
±0.25

43,140
±366

42.88
±0.22

5.66
±0.06

5.24
±0.02

5.36
±0.03

5.23
±0.04

5.24
±0.02

0.22
±0.024

16.08
±0.84

- 13.2 12.2 12.5 12.1 12.2 0.5 37.4

40%
19.08 
±0.13

35.03 
±0.25

34,580
±310

27.85
±0.21

3.69
±0.02

3.42
±0.03

3.49
±0.03

3.41
±0.02

3.42
±0.02

0.14
±0.026

10.43
±0.84

- 13.2 12.2 12.5 12.2 12.2 0.5 37.2

표 3.2-11 전체 시험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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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1), 2) 하부유로 왜곡에 의한 오차를 포함하며 추후 하부유로 왜곡 평가 결과 반영함.

나. 전체 시험결과

(1) 시험결과 건전성 확인

정격운전(100% 유량조건) 조건에서의 시험결과를 이용하여 압력강하측정에 대한 건전성을 확인하

였다. 표 3.2-12에 100% 유량조건에서 시험부 장축 벽면 측정 3회 및 시험부 중심 관다발 측정 3

회 결과를 나타내었다. 먼저, 총 6회 반복 시험에서 측정한 압력강하 값을 통해 차압 측정의 재현성

을 확인하였다. 또한, 측정된 시험부 전체 차압과 위치별 차압 값들의 합산 값의 상대오차가 ±0.5%

이하로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측정 불확도의 경우, 시험유량, 온도, 차압 모두 시험요건을 만

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시험부 입구 전후 차압의 경우 불확도 값은 가장 작으나 측정값

이 전체 압력강하의 약 0.4%로 매우 작아서 불확도(% @R.S.)가 크게 나타났으며, 본 측정값은 시

험부 전후 차압 (전체 차압) 측정용 차압계의 측정불확도보다도 작은 값으로서 불확도 평가가 어렵

다고 판단된다. IHX 쉘측의 압력강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지지격자들의 전후 압력강하 측정 

결과의 경우, 유동불안정성에 의해 첫 번째 지지격자의 압력강하가 가장 크고, 다른 4개의 지지격자 

전후 차압은 측정불확도 범위에서 거의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CFD 해석결과

30%
14.29 
±0.12

35.02 
±0.25

25,895
±260

15.79
±0.21

2.10
±0.02

1.95
±0.02

1.99
±0.02

1.94
±0.03

1.94
±0.02

0.09
±0.019

5.90
±0.84

- 13.2 12.3 12.5 12.2 12.2 0.5 37.1

20%
9.55 

±0.10
35.03 
±0.25

17,306
±203

7.25
±0.19

0.97
±0.02

0.90
±0.02

0.92
±0.02

0.90
±0.03

0.89
±0.02

0.04
±0.018

2.71
±0.03

- 13.2 12.3 12.5 12.2 12.2 0.6 37.0

15%
7.17 

±0.12
35.02 
±0.25

13,001
±227

4.13
±0.18

0.56
±0.02

0.52
±0.02

0.53
±0.02

0.51
±0.03

0.51
±0.02

0.02
±0.018

1.54
±0.03

- 13.2 12.4 12.6 12.2 12.2 0.5 36.7

10%
4.77 

±0.11
35.00 
±0.25

8,639
±200

1.85
±0.18

0.26
±0.02

0.24
±0.02

0.24
±0.02

0.23
±0.03

0.24
±0.02

0.01
±0.018

0.70
±0.02

- 13.3 12.6 12.7 12.2 12.3 0.6 36.3

7.5%
3.59 

±0.10
35.02 
±0.26

6,497
±187

1.13
±0.18

0.15
±0.02

0.14
±0.02

0.14
±0.02

0.14
±0.02

0.14
±0.02

0.01
±0.018

0.41
±0.02

- 13.1 12.4 12.6 12.6 12.3 0.9 36.2

5%
2.38 

±0.006
35.01 
±0.26

4,320
±27

0.53
±0.18

0.07
±0.02

0.07
±0.02

0.07
±0.02

0.07
±0.02

0.07
±0.02

0.003 
±0.018

0.18
±0.02

- 13.6 12.9 13.0 12.9 12.6 0.6 34.5

3%
1.43 

±0.006
34.97 
±0.26

2,593
±19

0.21
±0.18

0.03
±0.02

0.03
±0.02

0.03
±0.02

0.03
±0.02

0.03
±0.02

0.001 
±0.018

0.07
±0.02

- 13.8 13.0 13.1 13.1 12.7 0.7 33.4

2%
0.95 

±0.004
34.98 
±0.27

1,721
±13

0.10
±0.18

0.01
±0.02

0.01
±0.02

0.01
±0.02

0.01
±0.02

0.01
±0.02

0.001 
±0.018

0.03
±0.02

- 14.0 13.2 13.3 13.3 12.9 0.8 32.5

1%
0.48 

±0.004
34.91 
±0.29

871
±9

0.03
±0.18

0.004
±0.02

0.004
±0.02

0.004
±0.02

0.004
±0.02

0.004
±0.02

0.000 
±0.018

0.01
±0.02

- 14.3 13.6 13.6 13.7 13.3 0.5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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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0]와 유사한 경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번호 항목 설명 단위

계측 사양

평균 불확도 불확도,%
@R.S.

불확도,%
@F.S.

시험
요건

계측기 SPAN

1 유량 시험유량 kg/s
QV-INA-01,
QV-INB-01

41.4,
41.4

47.72 ±0.25 ±0.5% -
±1.1%

of
R.S.

2 온도 시험온도 ˚C
TF-IHX-01,
TF-IHX-101

100,
100

35.06 ±0.25 - -
±1.5˚C

of
R.S.

3 DPTOT
1) 시험부 전후 차압 kPa DP-IHX-101H 240 168.60 ±0.86 ±0.5% ±0.4%

±3.0%
of

F.S.

4 DPENT
시험부 입구 전후 

차압
kPa DP-IHX-102L 3 0.70 ±0.05 ±7.4% ±1.7%

5 DPGP1
1st 지지격자 

전후 차압
kPa DP-IHX-103H 50 22.13 ±0.22 ±1.0% ±0.4%

6 DPGP2
2nd 지지격자 

전후 차압
kPa DP-IHX-104H 50 20.33 ±0.23 ±1.1% ±0.5%

7 DPGP3
3rd 지지격자 

전후 차압
kPa DP-IHX-105H 50 20.85 ±0.23 ±1.1% ±0.5%

8 DPGP4
4th 지지격자 

전후 차압
kPa DP-IHX-106H 50 20.40 ±0.19 ±0.9% ±0.4%

9 DPGP5
5th 지지격자 

전후 차압
kPa DP-IHX-107H 50 20.35 ±0.20 ±1.0% ±0.4%

10 DPEC
2) 하부유로 전후 

차압
kPa DP-IHX-108H 100 64.24 ±0.84 ±1.3% ±0.8%

11 DPTOT,sum

시험부 전후 차압
(위치별 측정차압 

합산)
kPa

4~10번 측정 
계측기

- 168.99 - - - -

12
Relative

Error

시험부 전후 측정 
차압과 위치별 
측정차압 합산 
값의 상대오차

% - - 0.227 - - - -

표 3.2-12 정격운전 (100% 유량조건)에서의 차압 측정 결과

Note: 1), 2) 하부유로 왜곡에 의한 오차를 포함하며 추후 하부유로 왜곡 평가 결과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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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세 시험결과

본 절에서는 측정변수들의 상세시험결과를 나타냈다. 먼저, 표 3.2-13 및 3.2-14에 개별시험에서 

목표하는 유량 및 온도 대비 시험 유량 및 온도를 각각 나타냈으며, 목표값 대비 ±1% 이내의 유량 

및 온도 조건에서 시험이 이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측정 변수들의 상세 시험결과로서, 각 시험조

건에서 반복시험에서의 측정값 그리고 이를 평균한 앙상블평균을 나타내었다. 또한, 각 앙상블평균

값에 대한 측정불확도를 나타냈으며 이는 계통불확도, 우연불확도, 반복시험불확도를 모두 포함한 

값이다. 시험 유량, 시험 온도, 레이놀즈 수, 시험부 전후 차압, 5개의 지지격자 전후 차압, 시험부 

입구 전후 차압, 하부유로 전후 차압 순으로 표 3.2-15~3.2-25에 각각 나타내었다.

운전

조건

목표

유량

(kg/s)

측정 결과

DP-W-01 DP-W-02 DP-W-03 DP-TB-01 DP-TB-02 DP-TB-03

측정값

(kg/s)

상대오차

(%)

측정값

(kg/s)

상대오차

(%)

측정값

(kg/s)

상대오차

(%)

측정값

(kg/s)

상대오차

(%)

측정값

(kg/s)

상대오차

(%)

측정값

(kg/s)

상대오차

(%)

113% 53.87 53.98 0.21 53.88 0.01 53.89 0.03 53.88 0.02 53.95 0.15 53.91 0.08

100% 47.68 47.75 0.14 47.70 0.04 47.65 -0.07 47.74 0.13 47.74 0.12 47.72 0.08

90% 42.91 42.94 0.07 42.94 0.08 42.88 -0.07 42.95 0.08 42.94 0.07 42.92 0.02

80% 38.14 38.14 -0.01 38.18 0.09 38.19 0.12 38.15 0.02 38.18 0.10 38.15 0.03

70% 33.37 33.35 -0.06 33.37 0.00 33.34 -0.08 33.34 -0.08 33.34 -0.08 33.43 0.18

60% 28.61 28.58 -0.09 28.58 -0.12 28.63 0.08 28.60 -0.05 28.59 -0.08 28.58 -0.11

50% 23.84 23.78 -0.26 23.83 -0.04 23.84 -0.02 23.76 -0.35 23.81 -0.12 23.81 -0.13

40% 19.07 19.12 0.25 19.07 -0.02 19.08 0.03 19.13 0.32 19.05 -0.10 19.04 -0.17

30% 14.30 14.27 -0.19 14.33 0.18 14.29 -0.04 14.30 -0.03 14.34 0.26 14.20 -0.68

20% 9.54 9.59 0.63 9.55 0.17 9.53 -0.07 9.59 0.54 9.50 -0.37 9.53 -0.04

15% 7.15 7.19 0.57 7.14 -0.14 7.15 0.03 7.20 0.63 7.20 0.66 7.17 0.24

10% 4.77 4.73 -0.92 4.78 0.16 4.77 0.08 4.76 -0.25 4.79 0.47 4.77 0.08

7.5% 3.58 3.59 0.30 3.59 0.23 3.58 -0.09 3.58 0.08 3.59 0.15 3.59 0.19

5% 2.38 2.38 0.01 2.39 0.21 2.39 0.39 2.39 0.31 2.38 -0.08 2.38 0.13

3% 1.43 1.43 0.04 1.42 -0.35 1.43 0.27 1.44 0.56 1.43 -0.11 1.43 -0.12

2% 0.95 0.95 0.07 0.95 0.01 0.95 0.43 0.95 -0.29 0.95 -0.22 0.95 -0.24

1% 0.48 0.48 0.11 0.48 0.03 0.48 0.82 0.48 -0.53 0.48 -0.32 0.48 0.58

표 3.2-13 목표유량 대비 시험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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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조건

목표

온도

(℃)

측정 결과

DP-W-01 DP-W-02 DP-W-03 DP-TB-01 DP-TB-02 DP-TB-03

측정값

(℃)

상대오차

(%)

측정값

(℃)

상대오차

(%)

측정값

(℃)

상대오차

(%)

측정값

(℃)

상대오차

(%)

측정값

(℃)

상대오차

(%)

측정값

(℃)

상대오차

(%)

113% 35 35.05 0.13 35.07 0.20 35.07 0.19 35.11 0.31 35.06 0.16 35.06 0.17

100% 35 35.08 0.22 35.06 0.18 35.06 0.17 35.06 0.18 35.06 0.16 35.05 0.15

90% 35 35.04 0.12 35.06 0.18 35.04 0.11 35.05 0.15 35.04 0.11 35.04 0.13

80% 35 35.03 0.10 35.05 0.14 35.04 0.12 35.05 0.13 35.05 0.13 35.05 0.15

70% 35 35.02 0.06 35.05 0.14 35.03 0.09 35.03 0.10 35.04 0.10 35.03 0.08

60% 35 35.07 0.19 35.04 0.12 35.05 0.13 35.03 0.09 35.07 0.21 35.03 0.07

50% 35 35.04 0.10 35.04 0.11 35.03 0.10 35.04 0.13 35.05 0.13 35.03 0.10

40% 35 35.04 0.11 35.05 0.14 35.03 0.09 35.03 0.09 35.04 0.12 35.02 0.05

30% 35 35.02 0.06 35.02 0.07 35.02 0.06 35.02 0.07 35.03 0.08 35.03 0.07

20% 35 35.04 0.12 35.02 0.05 35.01 0.02 35.05 0.15 35.03 0.08 35.05 0.15

15% 35 35.01 0.03 35.02 0.05 35.01 0.04 35.04 0.10 35.03 0.07 35.01 0.03

10% 35 35.01 0.03 35.04 0.10 35.00 0.00 34.97 -0.09 35.02 0.05 34.99 -0.02

7.5% 35 35.05 0.14 35.06 0.16 34.99 -0.03 35.05 0.14 34.97 -0.07 34.98 -0.06

5% 35 35.04 0.10 35.05 0.15 34.94 -0.16 34.99 -0.03 34.98 -0.07 35.06 0.16

3% 35 34.99 -0.04 35.01 0.02 34.91 -0.26 34.95 -0.15 35.05 0.14 34.95 -0.15

2% 35 34.98 -0.06 34.95 -0.14 35.13 0.38 35.03 0.07 34.97 -0.09 34.84 -0.45

1% 35 35.05 0.14 35.06 0.18 34.74 -0.75 34.82 -0.51 34.80 -0.58 34.99 -0.02

표 3.2-14 목표온도 대비 시험온도

운전

조건

측정 유량 (kg/s) 평균

(kg/s)

불확도

(kg/s)

불확도

(%)DP-W-01 DP-W-02 DP-W-03 DP-TB-01 DP-TB-02 DP-TB-03

113% 53.98 53.88 53.89 53.88 53.95 53.91 53.91 ±0.28 ±0.52

100% 47.75 47.70 47.65 47.74 47.74 47.72 47.72 ±0.25 ±0.53

90% 42.94 42.94 42.88 42.95 42.94 42.92 42.93 ±0.23 ±0.53

80% 38.14 38.18 38.19 38.15 38.18 38.15 38.16 ±0.21 ±0.54

70% 33.35 33.37 33.34 33.34 33.34 33.43 33.36 ±0.19 ±0.56

60% 28.58 28.58 28.63 28.60 28.59 28.58 28.59 ±0.17 ±0.58

50% 23.78 23.83 23.84 23.76 23.81 23.81 23.80 ±0.15 ±0.62

40% 19.12 19.07 19.08 19.13 19.05 19.04 19.08 ±0.13 ±0.69

30% 14.27 14.33 14.29 14.30 14.34 14.20 14.29 ±0.12 ±0.82

20% 9.59 9.55 9.53 9.59 9.50 9.53 9.55 ±0.10 ±1.02

15% 7.19 7.14 7.15 7.20 7.20 7.17 7.17 ±0.12 ±1.65

10% 4.73 4.78 4.77 4.76 4.79 4.77 4.77 ±0.11 ±2.24

7.5% 3.59 3.59 3.58 3.58 3.59 3.59 3.59 ±0.10 ±2.83

5% 2.38 2.39 2.39 2.39 2.38 2.38 2.38 ±0.006 ±0.25

3% 1.43 1.42 1.43 1.44 1.43 1.43 1.43 ±0.006 ±0.42

2% 0.95 0.95 0.95 0.95 0.95 0.95 0.95 ±0.004 ±0.45

1% 0.48 0.48 0.48 0.48 0.48 0.48 0.48 ±0.004 ±0.85

표 3.2-15 유량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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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조건 유량(Kg/s) 온도(˚C) 레이놀즈 수 불확도 불확도(%)

113% 53.91±0.28 35.07±0.25 97712 ±761 ±0.78

100% 47.72±0.25 35.06±0.25 86478 ±677 ±0.78

90% 42.93±0.23 35.05±0.25 77800 ±612 ±0.79

80% 38.16±0.21 35.05±0.25 69164 ±548 ±0.79

70% 33.36±0.19 35.03±0.25 60466 ±489 ±0.81

60% 28.59±0.17 35.05±0.25 51821 ±425 ±0.82

50% 23.80±0.15 35.04±0.25 43140 ±366 ±0.85

40% 19.08±0.13 35.03±0.25 34580 ±310 ±0.90

30% 14.29±0.12 35.02±0.25 25895 ±260 ±1.00

20% 9.55±0.10 35.03±0.25 17306 ±203 ±1.17

15% 7.17±0.12 35.02±0.25 13001 ±227 ±1.75

10% 4.77±0.11 35.00±0.25 8639 ±200 ±2.31

7.5% 3.59±0.10 35.02±0.26 6497 ±187 ±2.88

5% 2.38±0.006 35.01±0.26 4320 ±27 ±0.63

3% 1.43±0.006 34.97±0.26 2593 ±19 ±0.72

2% 0.95±0.004 34.98±0.27 1721 ±13 ±0.74

1% 0.48±0.004 34.91±0.29 871 ±9 ±1.05

표 3.2-17 레이놀즈 수 계산 결과

운전

조건

측정 온도 (℃) 평균

(℃)

불확도

(℃)DP-W-01 DP-W-02 DP-W-03 DP-TB-01 DP-TB-02 DP-TB-03

113% 35.05 35.07 35.07 35.11 35.06 35.06 35.07 ±0.25

100% 35.08 35.06 35.06 35.06 35.06 35.05 35.06 ±0.25

90% 35.04 35.06 35.04 35.05 35.04 35.04 35.05 ±0.25

80% 35.03 35.05 35.04 35.05 35.05 35.05 35.05 ±0.25

70% 35.02 35.05 35.03 35.03 35.04 35.03 35.03 ±0.25

60% 35.07 35.04 35.05 35.03 35.07 35.03 35.05 ±0.25

50% 35.04 35.04 35.03 35.04 35.05 35.03 35.04 ±0.25

40% 35.04 35.05 35.03 35.03 35.04 35.02 35.03 ±0.25

30% 35.02 35.02 35.02 35.02 35.03 35.03 35.02 ±0.25

20% 35.04 35.02 35.01 35.05 35.03 35.05 35.03 ±0.25

15% 35.01 35.02 35.01 35.04 35.03 35.01 35.02 ±0.25

10% 35.01 35.04 35.00 34.97 35.02 34.99 35.00 ±0.25

7.5% 35.05 35.06 34.99 35.05 34.97 34.98 35.02 ±0.26

5% 35.04 35.05 34.94 34.99 34.98 35.06 35.01 ±0.26

3% 34.99 35.01 34.91 34.95 35.05 34.95 34.97 ±0.26

2% 34.98 34.95 35.13 35.03 34.97 34.84 34.98 ±0.27

1% 35.05 35.06 34.74 34.82 34.80 34.99 34.91 ±0.29

표 3.2-16 온도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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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조건

유량
(Kg/s)

온도
(˚C)

Re

측정 압력 (kPa)
평균
(kPa)

불확도
(kPa)

불확도
(%)

DP-W-01 DP-W-02 DP-W-03 DP-TB-01DP-TB-02DP-TB-03

113%
53.91 
±0.28

35.07 
±0.25

97,712
±761

215.05 214.76 215.03 214.52 215.35 215.08 214.97 ±0.89 ±0.4

100%
47.72 
±0.25

35.06 
±0.25

86,478
±677

168.76 168.38 168.42 168.68 168.81 168.57 168.60 ±0.86 ±0.5

90%
42.93 
±0.23

35.05 
±0.25

77,800
±612

136.69 137.06 136.69 136.68 137.07 136.93 136.85 ±0.86 ±0.6

80%
38.16 
±0.21

35.05 
±0.25

69,164
±548

108.34 108.55 108.84 108.65 108.72 108.79 108.65 ±0.86 ±0.8

70%
33.36 
±0.19

35.03 
±0.25

60,466
±489

83.20 83.08 83.14 83.18 83.17 83.39 83.19 ±0.84 ±1.0

60%
28.59 
±0.17

35.05 
±0.25

51,821
±425

61.48 61.39 61.68 61.44 61.65 61.44 61.51 ±0.85 ±1.4

50%
23.80 
±0.15

35.04 
±0.25

43,140
±366

42.74 43.01 43.05 42.75 42.84 42.88 42.88 ±0.22 ±0.5

40%
19.08 
±0.13

35.03 
±0.25

34,580
±310

27.81 27.86 27.90 28.00 27.67 27.84 27.85 ±0.21 ±0.7

30%
14.29 
±0.12

35.02 
±0.25

25,895
±260

15.70 15.94 15.86 15.85 15.76 15.64 15.79 ±0.21 ±1.3

20%
9.55 

±0.10
35.03 
±0.25

17,306
±203

7.35 7.26 7.22 7.29 7.16 7.20 7.25 ±0.19 ±2.6

15%
7.17 

±0.12
35.02 
±0.25

13,001
±227

4.17 4.09 4.11 4.15 4.12 4.11 4.13 ±0.18 ±4.3

10%
4.77 

±0.11
35.00 
±0.25

8,639
±200

1.83 1.85 1.89 1.85 1.84 1.86 1.85 ±0.18 ±9.5

7.5%
3.59 

±0.10
35.02 
±0.26

6,497
±187

1.12 1.13 1.14 1.13 1.14 1.14 1.13 ±0.18 ±15.5

5%
2.38 

±0.006
35.01 
±0.26

4,320
±27

0.53 0.53 0.53 0.53 0.53 0.53 0.53 ±0.18 ±33.1

3%
1.43 

±0.006
34.97 
±0.26

2,593
±19

0.21 0.20 0.21 0.21 0.21 0.21 0.21 ±0.18 ±84.3

2%
0.95 

±0.004
34.98 
±0.27

1,721
±13

0.10 0.09 0.11 0.10 0.10 0.10 0.10 ±0.18 ±176.4

1%
0.48 

±0.004
34.91 
±0.29

871
±9

0.03 0.02 0.04 0.03 0.03 0.04 0.03 ±0.18 ±544.9

표 3.2-18 IHX 시험부 전후 차압 (ΔPTOT)1)

Note: 1) 하부유로 왜곡에 의한 오차를 포함하며 추후 하부유로 왜곡 평가 결과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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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조건

유량
(Kg/s)

온도
(˚C)

Re

측정 압력 (kPa)
평균
(kPa)

불확도
(kPa)

불확도
(%)

DP-W-01 DP-W-02 DP-W-03 DP-TB-01DP-TB-02DP-TB-03

113%
53.91 
±0.28

35.07 
±0.25

97,712
±761

28.06 28.02 28.28 28.00 28.41 28.32 28.18 ±0.25 ±0.9

100%
47.72 
±0.25

35.06 
±0.25

86,478
±677

22.02 21.98 22.19 22.05 22.31 22.22 22.13 ±0.22 ±1.0

90%
42.93 
±0.23

35.05 
±0.25

77,800
±612

17.87 18.09 18.01 17.88 18.12 18.05 18.00 ±0.21 ±1.2

80%
38.16 
±0.21

35.05 
±0.25

69,164
±548

14.18 14.35 14.36 14.24 14.39 14.36 14.31 ±0.20 ±1.4

70%
33.36 
±0.19

35.03 
±0.25

60,466
±489

10.88 10.99 10.99 10.91 11.03 11.04 10.97 ±0.19 ±1.7

60%
28.59 
±0.17

35.05 
±0.25

51,821
±425

8.04 8.13 8.16 8.05 8.17 8.14 8.12 ±0.18 ±2.3

50%
23.80 
±0.15

35.04 
±0.25

43,140
±366

5.58 5.71 5.70 5.61 5.69 5.69 5.66 ±0.06 ±1.0

40%
19.08 
±0.13

35.03 
±0.25

34,580
±310

3.67 3.71 3.71 3.69 3.69 3.71 3.69 ±0.02 ±0.6

30%
14.29 
±0.12

35.02 
±0.25

25,895
±260

2.09 2.13 2.11 2.09 2.11 2.09 2.10 ±0.02 ±1.1

20%
9.55 

±0.10
35.03 
±0.25

17,306
±203

0.97 0.97 0.97 0.97 0.96 0.97 0.97 ±0.02 ±1.9

15%
7.17 

±0.12
35.02 
±0.25

13,001
±227

0.56 0.55 0.55 0.56 0.56 0.56 0.56 ±0.02 ±3.2

10%
4.77 

±0.11
35.00 
±0.25

8,639
±200

0.25 0.26 0.26 0.25 0.26 0.26 0.26 ±0.02 ±7.0

7.5%
3.59 

±0.10
35.02 
±0.26

6,497
±187

0.15 0.15 0.15 0.15 0.15 0.15 0.15 ±0.02 ±11.6

5%
2.38 

±0.006
35.01 
±0.26

4,320
±27

0.07 0.07 0.07 0.07 0.07 0.07 0.07 ±0.02 ±24.3

3%
1.43 

±0.006
34.97 
±0.26

2,593
±19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2 ±61.3

2%
0.95 

±0.004
34.98 
±0.27

1,721
±13

0.01 0.01 0.02 0.01 0.01 0.01 0.01 ±0.02 ±127.1

1%
0.48 

±0.004
34.91 
±0.29

871
±9

0.004 0.002 0.006 0.004 0.005 0.004 0.004 ±0.02 ±417.2

표 3.2-19 첫 번째 지지격자 전후 차압 (ΔPG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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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조건

유량
(Kg/s)

온도
(˚C)

Re

측정 압력 (kPa)
평균
(kPa)

불확도
(kPa)

불확도
(%)

DP-W-01 DP-W-02 DP-W-03 DP-TB-01DP-TB-02DP-TB-03

113%
53.91 
±0.28

35.07 
±0.25

97,712
±761

25.75 25.72 25.66 26.01 26.04 25.99 25.86 ±0.25 ±1.0

100%
47.72 
±0.25

35.06 
±0.25

86,478
±677

20.25 20.20 20.16 20.49 20.45 20.41 20.33 ±0.23 ±1.1

90%
42.93 
±0.23

35.05 
±0.25

77,800
±612

16.43 16.42 16.39 16.63 16.63 16.58 16.51 ±0.21 ±1.3

80%
38.16 
±0.21

35.05 
±0.25

69,164
±548

13.05 13.05 13.08 13.22 13.21 13.19 13.13 ±0.19 ±1.5

70%
33.36 
±0.19

35.03 
±0.25

60,466
±489

10.06 10.03 10.04 10.14 10.12 10.15 10.09 ±0.18 ±1.8

60%
28.59 
±0.17

35.05 
±0.25

51,821
±425

7.46 7.42 7.47 7.51 7.51 7.50 7.48 ±0.18 ±2.4

50%
23.80 
±0.15

35.04 
±0.25

43,140
±366

5.21 5.23 5.22 5.25 5.25 5.26 5.24 ±0.02 ±0.5

40%
19.08 
±0.13

35.03 
±0.25

34,580
±310

3.42 3.41 3.41 3.45 3.41 3.43 3.42 ±0.03 ±0.7

30%
14.29 
±0.12

35.02 
±0.25

25,895
±260

1.96 1.97 1.95 1.97 1.95 1.94 1.95 ±0.02 ±1.1

20%
9.55 

±0.10
35.03 
±0.25

17,306
±203

0.91 0.90 0.90 0.91 0.89 0.90 0.90 ±0.02 ±2.1

15%
7.17 

±0.12
35.02 
±0.25

13,001
±227

0.53 0.52 0.52 0.52 0.52 0.52 0.52 ±0.02 ±3.5

10%
4.77 

±0.11
35.00 
±0.25

8,639
±200

0.24 0.24 0.24 0.24 0.24 0.24 0.24 ±0.02 ±7.3

7.5%
3.59 

±0.10
35.02 
±0.26

6,497
±187

0.14 0.14 0.14 0.14 0.14 0.14 0.14 ±0.02 ±12.3

5%
2.38 

±0.006
35.01 
±0.26

4,320
±27

0.07 0.07 0.07 0.07 0.07 0.07 0.07 ±0.02 ±25.7

3%
1.43 

±0.006
34.97 
±0.26

2,593
±19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2 ±65.1

2%
0.95 

±0.004
34.98 
±0.27

1,721
±13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2 ±135.2

1%
0.48 

±0.004
34.91 
±0.29

871
±9

0.004 0.003 0.005 0.004 0.004 0.004 0.004 ±0.02 ±437.5

표 3.2-20 두 번째 지지격자 전후 차압 (ΔPG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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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조건

유량
(Kg/s)

온도
(˚C)

Re

측정 압력 (kPa)
평균
(kPa)

불확도
(kPa)

불확도
(%)

DP-W-01 DP-W-02 DP-W-03 DP-TB-01DP-TB-02DP-TB-03

113%
53.91 
±0.28

35.07 
±0.25

97,712
±761

26.44 26.35 26.33 26.68 26.71 26.66 26.53 ±0.25 ±1.0

100%
47.72 
±0.25

35.06 
±0.25

86,478
±677

20.78 20.70 20.69 21.01 20.97 20.93 20.85 ±0.23 ±1.1

90%
42.93 
±0.23

35.05 
±0.25

77,800
±612

16.86 16.85 16.80 17.04 17.06 17.00 16.94 ±0.21 ±1.2

80%
38.16 
±0.21

35.05 
±0.25

69,164
±548

13.39 13.38 13.40 13.57 13.55 13.50 13.46 ±0.20 ±1.5

70%
33.36 
±0.19

35.03 
±0.25

60,466
±489

10.30 10.27 10.27 10.40 10.38 10.41 10.34 ±0.19 ±1.8

60%
28.59 
±0.17

35.05 
±0.25

51,821
±425

7.62 7.60 7.64 7.69 7.70 7.68 7.65 ±0.18 ±2.4

50%
23.80 
±0.15

35.04 
±0.25

43,140
±366

5.33 5.36 5.35 5.37 5.37 5.37 5.36 ±0.03 ±0.5

40%
19.08 
±0.13

35.03 
±0.25

34,580
±310

3.50 3.48 3.48 3.53 3.48 3.50 3.49 ±0.03 ±0.8

30%
14.29 
±0.12

35.02 
±0.25

25,895
±260

2.00 2.00 1.99 2.00 1.99 1.97 1.99 ±0.02 ±1.1

20%
9.55 

±0.10
35.03 
±0.25

17,306
±203

0.93 0.92 0.91 0.93 0.91 0.92 0.92 ±0.02 ±2.1

15%
7.17 

±0.12
35.02 
±0.25

13,001
±227

0.53 0.52 0.52 0.53 0.53 0.53 0.53 ±0.02 ±3.5

10%
4.77 

±0.11
35.00 
±0.25

8,639
±200

0.24 0.24 0.25 0.24 0.24 0.25 0.24 ±0.02 ±7.2

7.5%
3.59 

±0.10
35.02 
±0.26

6,497
±187

0.14 0.15 0.14 0.14 0.14 0.15 0.14 ±0.02 ±12.2

5%
2.38 

±0.006
35.01 
±0.26

4,320
±27

0.07 0.07 0.07 0.07 0.07 0.07 0.07 ±0.02 ±25.5

3%
1.43 

±0.006
34.97 
±0.26

2,593
±19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2 ±64.5

2%
0.95 

±0.004
34.98 
±0.27

1,721
±13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2 ±133.9

1%
0.48 

±0.004
34.91 
±0.29

871
±9

0.004 0.003 0.005 0.004 0.004 0.004 0.004 ±0.02 ±436.5

표 3.2-21 세 번째 지지격자 전후 차압 (ΔPG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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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조건

유량
(Kg/s)

온도
(˚C)

Re

측정 압력 (kPa)
평균
(kPa)

불확도
(kPa)

불확도
(%)

DP-W-01 DP-W-02 DP-W-03 DP-TB-01DP-TB-02DP-TB-03

113%
53.91 
±0.28

35.07 
±0.25

97,712
±761

25.95 25.91 25.89 25.90 26.08 26.02 25.96 ±0.19 ±0.7

100%
47.72 
±0.25

35.06 
±0.25

86,478
±677

20.39 20.34 20.33 20.41 20.49 20.42 20.40 ±0.19 ±0.9

90%
42.93 
±0.23

35.05 
±0.25

77,800
±612

16.55 16.55 16.52 16.55 16.65 16.59 16.57 ±0.18 ±1.1

80%
38.16 
±0.21

35.05 
±0.25

69,164
±548

13.13 13.14 13.18 13.16 13.22 13.20 13.17 ±0.18 ±1.4

70%
33.36 
±0.19

35.03 
±0.25

60,466
±489

10.09 10.08 10.09 10.10 10.12 10.15 10.11 ±0.18 ±1.7

60%
28.59 
±0.17

35.05 
±0.25

51,821
±425

7.47 7.47 7.50 7.46 7.51 7.49 7.49 ±0.18 ±2.4

50%
23.80 
±0.15

35.04 
±0.25

43,140
±366

5.22 5.25 5.25 5.17 5.24 5.24 5.23 ±0.04 ±0.7

40%
19.08 
±0.13

35.03 
±0.25

34,580
±310

3.43 3.42 3.42 3.38 3.40 3.42 3.41 ±0.02 ±0.7

30%
14.29 
±0.12

35.02 
±0.25

25,895
±260

1.96 1.97 1.95 1.90 1.95 1.93 1.94 ±0.03 ±1.6

20%
9.55 

±0.10
35.03 
±0.25

17,306
±203

0.91 0.90 0.90 0.86 0.89 0.90 0.90 ±0.03 ±2.8

15%
7.17 

±0.12
35.02 
±0.25

13,001
±227

0.53 0.52 0.52 0.48 0.52 0.52 0.51 ±0.03 ±5.0

10%
4.77 

±0.11
35.00 
±0.25

8,639
±200

0.24 0.24 0.24 0.20 0.24 0.24 0.23 ±0.03 ±11.4

7.5%
3.59 

±0.10
35.02 
±0.26

6,497
±187

0.14 0.15 0.14 0.14 0.14 0.14 0.14 ±0.02 ±12.2

5%
2.38 

±0.006
35.01 
±0.26

4,320
±27

0.07 0.07 0.07 0.07 0.07 0.07 0.07 ±0.02 ±25.6

3%
1.43 

±0.006
34.97 
±0.26

2,593
±19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2 ±64.6

2%
0.95 

±0.004
34.98 
±0.27

1,721
±13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2 ±134.0

1%
0.48 

±0.004
34.91 
±0.29

871
±9

0.004 0.003 0.005 0.004 0.005 0.004 0.004 ±0.02 ±434.7

표 3.2-22 네 번째 지지격자 전후 차압 (ΔPG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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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조건

유량
(Kg/s)

온도
(˚C)

Re

측정 압력 (kPa)
평균
(kPa)

불확도
(kPa)

불확도
(%)

DP-W-01 DP-W-02 DP-W-03 DP-TB-01DP-TB-02DP-TB-03

113%
53.91 
±0.28

35.07 
±0.25

97,712
±761

25.81 25.78 25.78 25.91 26.00 25.96 25.87 ±0.20 ±0.8

100%
47.72 
±0.25

35.06 
±0.25

86,478
±677

20.31 20.27 20.24 20.44 20.44 20.42 20.35 ±0.20 ±1.0

90%
42.93 
±0.23

35.05 
±0.25

77,800
±612

16.47 16.50 16.45 16.61 16.65 16.62 16.55 ±0.20 ±1.2

80%
38.16 
±0.21

35.05 
±0.25

69,164
±548

13.10 13.11 13.13 13.22 13.23 13.21 13.17 ±0.19 ±1.4

70%
33.36 
±0.19

35.03 
±0.25

60,466
±489

10.07 10.06 10.07 10.15 10.14 10.17 10.11 ±0.18 ±1.8

60%
28.59 
±0.17

35.05 
±0.25

51,821
±425

7.46 7.45 7.49 7.51 7.53 7.51 7.49 ±0.18 ±2.4

50%
23.80 
±0.15

35.04 
±0.25

43,140
±366

5.21 5.25 5.24 5.25 5.25 5.25 5.24 ±0.02 ±0.5

40%
19.08 
±0.13

35.03 
±0.25

34,580
±310

3.42 3.41 3.41 3.45 3.40 3.42 3.42 ±0.02 ±0.7

30%
14.29 
±0.12

35.02 
±0.25

25,895
±260

1.95 1.96 1.94 1.95 1.94 1.93 1.94 ±0.02 ±1.1

20%
9.55 

±0.10
35.03 
±0.25

17,306
±203

0.90 0.90 0.89 0.90 0.88 0.89 0.89 ±0.02 ±2.1

15%
7.17 

±0.12
35.02 
±0.25

13,001
±227

0.52 0.51 0.51 0.52 0.52 0.52 0.51 ±0.02 ±3.5

10%
4.77 

±0.11
35.00 
±0.25

8,639
±200

0.23 0.24 0.24 0.24 0.24 0.24 0.24 ±0.02 ±7.5

7.5%
3.59 

±0.10
35.02 
±0.26

6,497
±187

0.14 0.14 0.14 0.14 0.14 0.14 0.14 ±0.02 ±12.5

5%
2.38 

±0.006
35.01 
±0.26

4,320
±27

0.07 0.07 0.07 0.07 0.07 0.07 0.07 ±0.02 ±26.3

3%
1.43 

±0.006
34.97 
±0.26

2,593
±19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2 ±66.7

2%
0.95 

±0.004
34.98 
±0.27

1,721
±13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2 ±138.6

1%
0.48 

±0.004
34.91 
±0.29

871
±9

0.003 0.003 0.006 0.004 0.004 0.004 0.004 ±0.02 ±446.4

표 3.2-23 다섯 번째 지지격자 전후 차압 (ΔPG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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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조건

유량
(Kg/s)

온도
(˚C)

Re

측정 압력 (kPa)
평균
(kPa)

불확도
(kPa)

불확도
(%)

DP-W-01 DP-W-02 DP-W-03 DP-TB-01DP-TB-02DP-TB-03

113%
53.91 
±0.28

35.07 
±0.25

97,712
±761

0.81 0.75 0.83 0.78 0.77 0.79 0.79 ±0.034 ±4.3

100%
47.72 
±0.25

35.06 
±0.25

86,478
±677

0.75 0.74 0.72 0.70 0.64 0.65 0.70 ±0.052 ±7.4

90%
42.93 
±0.23

35.05 
±0.25

77,800
±612

0.57 0.59 0.60 0.56 0.53 0.55 0.57 ±0.033 ±5.8

80%
38.16 
±0.21

35.05 
±0.25

69,164
±548

0.46 0.44 0.47 0.48 0.43 0.48 0.46 ±0.029 ±6.2

70%
33.36 
±0.19

35.03 
±0.25

60,466
±489

0.38 0.31 0.33 0.38 0.37 0.39 0.36 ±0.039 ±10.9

60%
28.59 
±0.17

35.05 
±0.25

51,821
±425

0.27 0.27 0.27 0.31 0.30 0.26 0.28 ±0.028 ±9.8

50%
23.80 
±0.15

35.04 
±0.25

43,140
±366

0.23 0.21 0.20 0.21 0.24 0.21 0.22 ±0.024 ±11.1

40%
19.08 
±0.13

35.03 
±0.25

34,580
±310

0.16 0.16 0.12 0.13 0.13 0.13 0.14 ±0.026 ±18.4

30%
14.29 
±0.12

35.02 
±0.25

25,895
±260

0.10 0.08 0.08 0.08 0.09 0.09 0.09 ±0.019 ±22.2

20%
9.55 

±0.10
35.03 
±0.25

17,306
±203

0.04 0.03 0.04 0.04 0.05 0.04 0.04 ±0.018 ±44.4

15%
7.17 

±0.12
35.02 
±0.25

13,001
±227

0.03 0.02 0.02 0.02 0.02 0.02 0.02 ±0.018 ±78.1

10%
4.77 

±0.11
35.00 
±0.25

8,639
±200

0.01 0.01 0.01 0.01 0.02 0.01 0.01 ±0.018 ±163.2

7.5%
3.59 

±0.10
35.02 
±0.26

6,497
±187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8 ±180.3

5%
2.38 

±0.006
35.01 
±0.26

4,320
±27

0.003 0.002 0.003 0.003 0.003 0.003 0.003 ±0.018 ±589.2

3%
1.43 

±0.006
34.97 
±0.26

2,593
±19

0.001 0.001 0.002 0.002 0.002 0.001 0.001 ±0.018 ±1,190.3

2%
0.95 

±0.004
34.98 
±0.27

1,721
±13

0.001 0.000 0.002 0.001 0.001 0.001 0.001 ±0.018 ±2,157.1

1%
0.48 

±0.004
34.91 
±0.29

871
±9

0.000 -0.001 0.000 0.001 0.000 0.001 0.000 ±0.018
±11,350.

9

표 3.2-24 시험부 입구 전후 차압 (ΔP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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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조건

유량
(Kg/s)

온도
(˚C)

Re

측정 압력 (kPa)
평균
(kPa)

불확도
(kPa)

불확도
(%)

DP-W-01 DP-W-02 DP-W-03 DP-TB-01DP-TB-02DP-TB-03

113%
53.91 
±0.28

35.07 
±0.25

97,712
±761

82.24 82.21 82.22 82.18 82.36 82.24 82.24 ±0.84 ±1.0

100%
47.72 
±0.25

35.06 
±0.25

86,478
±677

64.30 64.17 64.09 64.34 64.32 64.19 64.24 ±0.84 ±1.3

90%
42.93 
±0.23

35.05 
±0.25

77,800
±612

51.93 52.09 51.86 51.98 52.05 51.99 51.98 ±0.84 ±1.6

80%
38.16 
±0.21

35.05 
±0.25

69,164
±548

41.03 41.09 41.16 41.15 41.16 41.16 41.12 ±0.84 ±2.0

70%
33.36 
±0.19

35.03 
±0.25

60,466
±489

31.41 31.35 31.38 31.39 31.35 31.43 31.39 ±0.84 ±2.7

60%
28.59 
±0.17

35.05 
±0.25

51,821
±425

23.14 23.06 23.16 23.07 23.14 23.10 23.11 ±0.84 ±3.6

50%
23.80 
±0.15

35.04 
±0.25

43,140
±366

16.04 16.14 16.13 16.02 16.10 16.07 16.08 ±0.84 ±5.2

40%
19.08 
±0.13

35.03 
±0.25

34,580
±310

10.46 10.43 10.43 10.47 10.40 10.40 10.43 ±0.84 ±8.0

30%
14.29 
±0.12

35.02 
±0.25

25,895
±260

5.91 5.95 5.91 5.91 5.93 5.82 5.90 ±0.84 ±14.2

20%
9.55 

±0.10
35.03 
±0.25

17,306
±203

2.74 2.71 2.68 2.72 2.71 2.69 2.71 ±0.03 ±1.0

15%
7.17 

±0.12
35.02 
±0.25

13,001
±227

1.56 1.53 1.53 1.55 1.57 1.53 1.54 ±0.03 ±1.7

10%
4.77 

±0.11
35.00 
±0.25

8,639
±200

0.69 0.70 0.69 0.69 0.72 0.70 0.70 ±0.02 ±3.1

7.5%
3.59 

±0.10
35.02 
±0.26

6,497
±187

0.43 0.41 0.43 0.41 0.41 0.41 0.41 ±0.02 ±5.5

5%
2.38 

±0.006
35.01 
±0.26

4,320
±27

0.18 0.18 0.18 0.18 0.18 0.18 0.18 ±0.02 ±9.6

3%
1.43 

±0.006
34.97 
±0.26

2,593
±19

0.07 0.07 0.07 0.07 0.07 0.07 0.07 ±0.02 ±25.6

2%
0.95 

±0.004
34.98 
±0.27

1,721
±13

0.03 0.03 0.04 0.03 0.03 0.03 0.03 ±0.02 ±55.3

1%
0.48 

±0.004
34.91 
±0.29

871
±9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2 ±193.2

표 3.2-25 시험부 하부유로 전후 차압 (ΔPEC)1) 

Note: 1) 하부유로 왜곡에 의한 오차를 포함하며 추후 하부유로 왜곡 평가 결과 반영함.

추가적으로 IHX 유동특성시험을 통해 측정된 시험부 전후 차압을 이용하여 원형의 IHX 전후 압력

강하로 변환하여 표 3.2-26에 나타냈다. 먼저 iHELP 시험에 의한 차압 측정값에 동압을 고려하여 

다음 식 (3.2-45)에 의해 전압차(total pressure drop)로 변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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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   




 (3.2-45)

식 (3.2-45)에 의해 결정된 35℃ 물의 압력강하 값을 467.5℃ 소듐의 원형 IHX에서의 압력강하 값

으로 식 (3.2-46)를 이용하여 최종 변환하였다.

       
 











 




   (3.2-46)

식 (3.2-45)와 식 (3.2-46)의 계산 값에 대한 불확도는 Taylor Series에 의한 불확도 계산법을 이

용하여 결정하였으며, 소듐의 밀도 및 점도에 대한 불확도는 Argonne National Laboratory에서 

제공하는 값으로 각각 ±0.4%, ±3.6%를 적용하였다[3.2-11]. 

운전
조건 Re

iHELP-물 @35℃ Proto-IHX-소듐 @467.5℃

유량 (kg/s) 온도 (˚C) ΔPExp.,iHELP
1) (kPa) ΔPD

1) (kPa) ΔPiHELP,water
1) (kPa) ΔPP-IHX,sodium

1) (kPa)

113% 97,712
±761

53.91 
±0.28

35.07 
±0.25

214.97
±0.89

-17.17
±0.18

197.79
±0.91

27.76
±2.04

100% 86,478
±677

47.72 
±0.25

35.06 
±0.25

168.60
±0.86

-13.45
±0.15

155.15
±0.87

21.78
±1.61

90% 77,800
±612

42.93 
±0.23

35.05 
±0.25

136.85
±0.86

-10.89
±0.12

125.97
±0.87

17.68
±1.31

80% 69,164
±548

38.16 
±0.21

35.05 
±0.25

108.65
±0.86

-8.60
±0.10

100.05
±0.86

14.04
±1.04

70% 60,466
±489

33.36 
±0.19

35.03 
±0.25

83.19
±0.84

-6.58
±0.08

76.62
±0.85

10.75
±0.80

60% 51,821
±425

28.59 
±0.17

35.05 
±0.25

61.51
±0.85

-4.83
±0.06

56.68
±0.85

7.96
±0.60

50% 43,140
±366

23.80 
±0.15

35.04 
±0.25

42.88
±0.22

-3.35
±0.04

39.53
±0.23

5.55
±0.41

40% 34,580
±310

19.08 
±0.13

35.03 
±0.25

27.85
±0.21

-2.15
±0.03

25.70
±0.21

3.61
±0.27

30% 25,895
±260

14.29 
±0.12

35.02 
±0.25

15.79
±0.21

-1.21
±0.02

14.59
±0.21

2.05
±0.15

20% 17,306
±203

9.55 
±0.10

35.03 
±0.25

7.25
±0.19

-0.54
±0.01

6.71
±0.19

0.94
±0.074

15% 13,001
±227

7.17 
±0.12

35.02 
±0.25

4.13
±0.18

-0.30
±0.01

3.82
±0.18

0.54
±0.047

10% 8,639
±200

4.77 
±0.11

35.00 
±0.25

1.85
±0.18

-0.13
±0.006

1.72
±0.18

0.24
±0.030

7.5% 6,497
±187

3.59 
±0.10

35.02 
±0.26

1.13
±0.18

-0.08
±0.004

1.06
±0.18

0.15
±0.027

5% 4,320
±27

2.38 
±0.006

35.01 
±0.26

0.53
±0.18

-0.03
±0.0002

0.50
±0.18

0.070
±0.025

3% 2,593
±19

1.43 
±0.006

34.97 
±0.26

0.21
±0.18

-0.01
±0.0001

0.20
±0.18

0.027
±0.025

2% 1,721
±13

0.95 
±0.004

34.98 
±0.27

0.10
±0.18

-0.005
±0.00005

0.09
±0.18

0.013
±0.025

1% 871
±9

0.48 
±0.004

34.91 
±0.29

0.03
±0.18

-0.001
±0.00002

0.03
±0.18

0.004
±0.025

표 3.2-26 압력강하 결과 변환

Note: 1) 하부유로 왜곡에 의한 오차를 포함하며 추후 하부유로 왜곡 평가 결과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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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HX 하부유로 왜곡 평가

가. 개요

소듐냉각고속로의 중간열교환기(Intermediate Heat Exchanger: IHX)의 유동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IHX 유동특성 시험장치 (iHELP - Intermediate Heat Exchanger Test Loop for PGSFR)

는 수력학적, 기하학적 상사법칙을 적용하여 원형로 IHX 쉘측의 압력강하 특성을 유지한 시험장치

를 제작하고 시험을 수행하였다. 원통형의 원형로 IHX의 높이를 보존하고 전열관 개수를 감소시키

며 수력학적 직경을 일치시킨 슬랩 (slab)형 시험부를 설계함으로써 전열관 다발 영역에서는 이론

적으로 완벽한 상사성을 구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출구영역은 곡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슬랩형으로 

축소한 시험장치에서는 위치마다 원형로 대비 유로면적의 축소 비율이 다르고, 이에 따라 전열관 다

발 영역에서의 척도비와는 현격한 차이를 나타낸다. 따라서 하부유로의 형상, 유로단면적비, 수력

직경 등을 정확하게 보존하는 것은 어려우며, 이로 인한 하부유로 왜곡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추가

적으로 하부유로 왜곡 평가를 위해, 원형로 IHX 하부유로의 유동특성을 적절히 모사할 수 있는 시

험장치를 설계/제작하고, 시험루프 및 제어/계측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동특성 시험을 수행하였다. 

본 시험을 통해 관다발 영역과 출구영역을 완벽히 분리하여 독립된 압력강하 시험이 수행되었으며, 

추가적인 시험 DB가 확보되었다. 본 시험을 통해 얻어진 결과는 IHX 유동특성 시험결과와 연동하

여 IHX 전영역의 압력강하 특성 평가에  활용되었다.

나. 시험장치

(1) 시험부 설계

원형로 IHX 하부유로의 수력학적 상사성을 위해 유로의 종횡비(L/Dh), 상대 거칠기(ε/Dh), 레이놀

즈 수(VDh/ν), 오일러 수(ΔP/(ρV2/2)) 등 4개의 무차원 변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상기 4개의 무차

원 변수가 모두 일치하면 원형로 IHX 하부유로에서 발생하는 수력학적 특성이 시험장치에서 상사

적으로 구현된다고 할 수 있으나, 모든 변수들의 상사성을 충족시키기는 불가능하거나, 비실용적인 

경우가 많으며, 일부의 주요 상사성 조건만을 만족시킴으로써 충분히 공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오차

범위 내에서의 현상보존을 이루어낼 수 있다. 유동 압력손실은 형태인자 압력손실(Form loss)이 지

배적이며 상대 거칠기 압력손실(Friction loss)의 영향은 미미하다. 따라서 수력학적 특성의 보존을 

위하여 설계에 기준이 되는 중요한 무차원 변수는 Euler 수이다.

   ≡
 


          (3.2-47)

상기 식으로 정의되는 Euler 수는 유동의 저항인자로 표현될 수 있고, 원형로 IHX 하부유로와 시험

장치가 갖는 값이 일치하기 위해서는 시험장치에서 채택하고 있는 유동조건이 충분한 난류 유동 영

역에 존재하여야 하고, 장치의 기하학적인 특성이 대상 원형과 일치하여야 한다. 표 3.2-27은 본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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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 적용되는 기하학적 변수들의 1/5의 선형척도비에 따른 축소비율을 정리한 것이다. 

변수
1/5 선형축소모델

기호 Ideal

 길이, L lR 1/5

 높이, H lR 1/5

 간극 lR 1/5

 직경, D lR 1/5

 체적 (lR)3 1/125

 유동면적 (lR)2 1/25

표 3.2-27 시험장치 기하학적 주요 축소비

충분한 난류유동 형성을 위해서 식 (3.2-48)과 같이 표현되는 Re 수를 유체의 물성치 즉, 밀도와 점

도를 조정하여 용이하게 구현할 수 있다. 

 


(3.2-48)

본 시험에서는 60℃의 운전온도와, 원형로 원자로 대비 Re 수 기준으로 1/8 이상의 설계용량을 가

지도록 시험장치를 설계한다. 

상기 척도해석을 따른 유동분포 시험장치는 다음과 같이 설계된다.

    시험설계 대상: 소듐냉각고속로 원형로 (150 MWe)의 중간열교환기 하부유로

    설계압력: 0.2MPa 이내

    설계온도: 90℃ 이하 (상압 단상조건 고려)

    장치 scale: 유로형상 기준 1/5 선형척도(linear scaling)

    유동모사: 1/1*Euler number, 1/8*Reynolds number

축소 모의시험에서 Euler 수를 보존하고 완전난류 유동조건을 유지하면, 유동 분포가 잘 일치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Reynolds 수비는 1/8 이상으로, Euler 수비는 1/1로 설계한다. 표 3.2-28은 

유속과 온도에 따른 주요 설계지표를 나타낸다. 본 척도해석에 의해서 결정 된 시험유량 조건은 표 

3.2-2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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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원형로 척도비 시험조건

온도[℃] 467.5 - 60

압력[MPa] 0.1 - 0.1

수력직경비 1 0.2 0.2

유속비 1 VR/V0 1

밀도[kg/m3] 840.2 ρR 983.3

밀도비 1 ρR/ρ0 1,17

점도[Ns/m2] 2.48E-04 μR 4.66E-04

점도비 1 μR/μ0 1.88

Re수비 1 ReR/Re0 1/8.0

표 3.2-28 유속 및 온도조건에 따른 주요 설계지표

유량
운전조건

유량 (kg/s)

(원형)

유량 (kg/s)

(IHX 하부유로)

정상운전 (100%) 조건 496.05 23.22

저유량(1%) 조건 4.96 0.23

저유량 (2%) 조건 9.92 0.46

저유량(3%) 조건 14.88 0.70

과도운전 (5%) 조건 24.80 1.16

과도운전 (7.5%) 조건 37.20 1.74

재장전운전 (10%) 조건 49.61 2.32

과도운전 (15%) 조건 74.41 3.48

과도운전 (20%) 조건 99.21 4.64

출력운전 (30%) 조건 148.82 6.97

출력운전 (40%) 조건 198.42 9.29

출력운전 (50%) 조건 248.03 11.61

출력운전 (60%) 조건 297.63 13.93

출력운전 (70%) 조건 347.24 16.26

출력운전 (80%) 조건 396.84 18.58

출력운전 (90%) 조건 446.45 20.90

펌프상한유량(113%) 조건 560.54 26.24

표 3.2-29 시험유량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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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장치 출구부 설계

IHX 하부유로의 압력강하 특성을 위해 시험부 전후 차압을 측정하는데, 하부유로의 출구부는 

wye-symmetrical 형태로서 유로단면이 축소되어 유체가 제트류로 분출되면서 베나콘트렉타가 

생성이 된다. 이때 압력이 정압력과 다른 분포를 보이며 정압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유동이 완전 발

달되면 일부압력이 회복하게 된다. 이러한 압력측정 왜곡을 없애기 위해서, 하부유로 출구와 동일

한 내경을 갖는 직관을 후류에 설치하여 시험부의 정확한 차압을 측정하고자 한다. 시험장치 출구부 

유로의 길이를 설계하기 위해 STAR CCM+를 이용하여 전산해석을 수행하였으며, 해석 조건 및 수

치기법은 아래 표 3.2-30과 같다. 그림 3.2-37과 같이, 전산해석결과 하부유로 출구부에서 압력강

하가 급격히 감소하고 유동이 완전 발달되어감에 따라 압력이 회복되어 하부유로 출구로부터 약 

0.7m에서 완전 회복됨을 확인하였다. 본 해석결과를 바탕으로 시험장치 출구부의 내경과 동일한 

크기의 직관을 1m 길이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계산 영역  1/5 축소 하부유로 + 1.5m 직관

계산조건  정격운전조건(100% 유량조건) : 23.2 kg/s @ 60℃

수치기법

  Steady
  Segregated Flow
  Constant Density
  Turbulent
  - K-ε Turbulence
  - Realizable K-ε Two-Layer
  - Two-Layer All y+ Wall Treatment

격자

  Polyhedral Mesher
  Prism Layer Mesher
  Surface Remesher
  Reference Values
 - Base Size: 1 mm
 - Surface Size

 Relative Minimum Size: 10% of Base
 Relative Target Size: 100% of Base

 - Number of Prism Layers: 5
 - Prism Layer Stretching: 1.5
 - Prism Layer Thickness: 33.3% of Base
 - Surface Curvature: 36 #Pts/circle
 - Surface Growth Rate: 1.3

표 3.2-30 IHX 하부유로 시험장치 전산해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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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7 IHX 하부유로 유속 및 압력분포

(3) 시험장치 제작

원형로 IHX 하부유로의 압력강하 특성 분석을 위한 시험장치는 그림 3.2-38과 같으며, 크게 시험

부와 확장유로로 나뉜다. 원형로 IHX 하부유로의 1/5 축척비를 적용하여 그림 3.2-39와 같이 시

험부를 설계/제작하였다. 시험부 전단에는 원형로의 유동흐름을 유사하게 모사하기 위해서 동일한 

유동단면적비를 갖는 다공판을 설치하였으며, 압력강하 특성 분석을 위해 전체차압 및 부분차압을 

측정할 수 있도록 압력탭을 적절하게 가공하였다. 또한, 그림 3.2-40과 같이 시험장치 확장유로를 

제작하였으며, 내경은 시험장치 출구 내경(120mm)과 동일하며 위치별 압력강하 특성을 위해 시험

부 출구로부터 0.0, 0.1, 0.4, 0.7, 1.0, 1.3, 1.5m위치에 압력탭을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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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8 하부유로 시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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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9 시험부 제작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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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0 IHX 하부유로 시험장치 확장유로

다. 시험루프 설계 및 구축

본 시험루프는 IHX 하부유로의 유동특성 시험을 위한 것으로서 시험온도의 유량을 안정적으로 시

험부에 공급할 수 있으며,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유량, 온도, 및 차압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설

계/구축되었다.

(1) 시험루프

본 시험루프의 구성기기는 크게 냉각재 저장탱크, 순환펌프, 배관, 센서류 등으로 구성되며 그림 

3.2-41과 같다.

- 냉각재 저장탱크

냉각재 저장탱크는 일정한 온도의 냉각재를 일정한 수위로 유지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온도 및 유량

의 냉각재를 시험부에 공급하는 것이며, 저장탱크의 용량은 2m3이다. 탱크 하부는 두 대의 펌프로 

연결되어 시험부에 냉각재를 공급하고, 시험부 계통을 통과한 냉각재는 탱크 상부로 다시 회수라인 

(Return Line)을 통해 재유입된다. 또한 펌프로부터 우회되는 냉각재도 우회라인 (Bypass Line)을 

통해 탱크 상부로 재유입된다. 저장탱크 하부에는 두 개의 플랜지형 전기 히터(8kW 급)를 180도 

간격으로 설치하여, 시험부로 공급되는 냉각재의 온도를 제어한다. 저장 탱크의 3개 높이에 RTD 

온도계를 설치하여 냉각재 온도 분포를 측정한다. 히터 출력은 3개 RTD의 온도 측정값 및 시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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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 입구에 설치된 RTD의 온도 측정값을 이용하여 PID 제어된다. 저장탱크 내 냉각재의 온도분

포를 보다 균등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교반기를 설치하였다. 교반기 모터에는 가변주파수 제어기를 

설치하여 교반기 날개의 회전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저장 탱크 내의 냉각재 온도가 상하

부에서 동일하게 제어하였다.

- 냉각재 순환 펌프

본 시험장치에서 공급해야 하는 최소 및 최대 냉각재 유량범위는 0.23 ~ 26.24kg/s로 매우 넓은 

범위를 갖기 때문에, 다양한 조건의 유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용량을 갖는 두 

대의 원심펌프를 설치하였다. 대유량 펌프는 40m 양정에 1.5m3/min의 토출유량을 갖으며, 소유

량 펌프는 25m 양정에 0.05m3/min의 토출유량을 갖는다. 또한, 각 펌프에는 VVVF (Variable 

Voltage Variable Frequency) 인버터를 설치하여 모터 회전수가 20% 이하인 조건에서도 안정적

인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본 시험장치에서 요구되는 전체 냉각재 유량 범위에 대하여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

- 유량계

본 시험의 시험유량은 0.23 ~ 26.24kg/s로 매우 넓은 범위를 갖기 때문에, 다양한 조건의 유량을 

안정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용량을 갖는 두 종의 질량유량계를 설치하였으며, 동일 사양

의 유량계를 두 대 설치하여 측정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대유량 측정용 질량유량계는 최대 38kg/s, 

저유량 측정용 질량유량계는 최대 3.8kg/s의 계측성능을 갖는다. 또한, 유량계의 계측 불확도는 ± 

0.05 % of rate (유량계 본체) + ± 0.1% of rate (Transmitter)이다.

- 차압 및 압력계

본 시험장치의 시험유량 범위가 넓기 때문에 압력강하 또한 매우 넓은 측정 범위를 갖는다. 따라서, 

압력강하는 측정값에 따라 선택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범위의 차압계를 설치하였다. 차압

계에 따라서 6.3~6.3kPa (모델:3051CDS1 1A), -63~63kPa (모델:3051CDS1 2A), 

-252~252kPa (모델:3051CDS1 3A)의 측정범위를 갖는다. 또한 차압계 계측불확도는 ± 0.1 % 

of span (기준 오차, 대기 온도 및 압력도관 압력 효과 포함)이다.

시험루프 압력 측정은 0~10.3 bar (모델:3051CA 2A)의 측정범위를 갖는 압력계를 설치하였으며 

측정불확도는 ± 0.15 % of span (기준 오차, 대기 온도 및 압력도관 압력 효과 포함)이다.

- 온도계

본 시험루프 각 계통의 온도는 RTD (Resistance Temperature Detector)를 사용하여 계측하였

으며 계측범위 200~650℃를 갖는다. 본 시험루프의 실제 측정범위인 0~100℃에서 측정불확도는 

각각 ±0.15℃ (at 0℃), ±0.35℃ (at 1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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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1 시험루프 조감도

(2) 제어/계측 계통

본 시험에서는 시험유량, 온도, 시험루프 압력, 시험부 차압을 측정해야하며, 시험설비의 계측 목록 

및 사양은 표 3.2-31과 같다.

본 시험설비 제어/계측 계통의 자료 수집 및 처리 계통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하였

다. 

- 계측기로부터 발생하는 아날로그 입력신호의 수집

- 히터의 출력조절 및 펌프 모터의 속도조절을 위한 4~20 mA 아날로그 출력신호의 전송

- 계측된 아날로그 신호를 공학적 물리량으로 변환 및 하드디스크에 저장

입/출력 신호의 처리를 위한 자료 수집 및 처리 계통의 하드웨어는 기본적으로 National 

Instrument (NI) 사의 PXI 시스템을 통해 구현하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3.2-42는 자료 수집 및 처

리 계통 하드웨어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보여준다. 본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자료 수집 및 처리를 위

한 소프트웨어는 NI LabVIEW를 사용하여 구축되었으며, HMI 구성화면은 그림 3.2-43과 같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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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주요 기능을 갖는다.

- 자료 수집 및 처리 계통 하드웨어 제어를 위한 GUI 기반의 MMI

- 현장 기기에 대한 PID 제어 로직 구현

- 수집된 계측 신호에 대한 공학적 물리량 변환

- 수집된 계측 신호의 모니터링

- 수집/변환된 계측신호의 저장 및 후 처리

계측기명 Tag name
내용

기능 계측 범위

유량계

FT-L01-01 공급유량_저유량 < 3.8 kg/s

FT-L01-02 공급유량_저유량 < 3.8 kg/s

FT-L03-01 공급유량_고유량 < 37.8 kg/s

FT_L03-02 공급유량_고유량 < 37.8 kg/s

온도계

TF-L03-01 공급수 온도 < 100℃

TF-TS-201 시험부 입구 온도 < 100℃

TF-TK-01 Tank 내 물 온도 < 100℃

TF-TK-02 Tank 내 물 온도 < 100℃

TF-TK-03 Tank 내 물 온도 < 100℃

정압계

PT-PP01-01 펌프-1 토출 압력 < 10 bar

PT-PP01-02 펌프-2 토출 압력 < 10 bar

PT-IEC-IN 시험부 입구 압력 < 10 bar

차압계

DP-IEC-101 시험부+확장유로 차압(고) < 40 kPa

DP-IEC-201 시험부+확장유로 차압(저) < 6 kPa

DP-IEC-102 시험부 차압(고) < 40 kPa

DP-IEC-202 시험부 차압(저) < 6 kPa

DP-IEC-103 Sudden contration부 차압(고) < 40 kPa

DP-IEC-203 Sudden contration부 차압(저) < 6 kPa

DP-IEC-104 Wye Symmetrical부 차압(고) < 40 kPa

DP-IEC-204 Wye Symmetrical부 차압(저) < 6 kPa

표 3.2-31 시험루프 계측 목록 및 계측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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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2 자료수집 및 처리계통 하드웨어 구성도

그림 3.2-43 시험루프 제어/계측 MMI 화면

라. 시험 및 데이터 분석

본 시험은 IHX 유동특성시험의 하부유로 왜곡 평가를 목적으로 추가 진행하는 것으로서 현재 시험

루프 구축까지 완료한 상태이며,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 IHX 유동특성시험과 동일한 시험요건을 기

준으로 시험을 수행 할 예정이다[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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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결론

본 절에서는 소듐냉각고속로의 중간열교환기 쉘사이드의 압력강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IHX 유동

특성시험에 관한 시험장치 설계, 구축, 시험, 결과 분석 등을 기술하였다. 시험부는 원형 중간열교

환기와 관다발 주변 유동부의 동일 수력직경 및 레이놀즈 수 조건을 만족하는 동시에 지지격자 통과

영역에서의 유동면적비가 동일하도록 설계 및 제작되었다. IHX 유동특성 시험을 위한 시험루프가 

구축이 되었으며 시험 운전 조건 (유량, 유체온도 등)을 구현하고 계측변수들을 정밀 측정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시험유량, 온도, 시험부 전후 차압, 지지격자 전후 차압, 시험부 입/출구 전후 차압 등을 

측정하여 IHX 압력강하 특성을 파악하였다. 측정 차압은 운전 유량 조건별로 시험부 벽면에서 3회 

및 시험부 중심 관다발 관벽에서 3회 등의 반복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앙상블평균값으로 표시하였

다. 그리고 각각의 앙상블 평균값에 대해 계통불확도, 우연불확도, 반복시험불확도를 포함한 측정

불확도를 나타내어 계측건전성을 확인하였다. 원통형의 원형로 IHX의 높이 보존, 전열관 수 감소, 

수력직경 보존 등을 통해 압력강하 특성을 유지하는 체적척도법은 하부유로의 형상, 유로단면적비, 

수력직경 등을 정확하게 보존하는 것은 어려우며, 이로 인한 하부유로 왜곡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하부유로 왜곡 평가를 위해, 원형로 IHX 하부유로의 1/5 선형 축소시험장치를 설계/제

작하고 시험루프를 구축하였으며, 추후 IHX 유동특성 시험과 동일한 시험요건을 기준으로 추가 시

험을 수행한다.

본 시험은 IHX의 유체역학적 특성인 압력강하 실험으로 국한되어 있다. 난류열전달은 Reynolds 

수뿐만 아니라 Prandtl 수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소듐 매질을 사용하는 종합효과 실험에서 수행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IHX 압력강하 실험은 PGSFR의 IHX 설계코드인 SHXSA 코드의 모델을 검증

하는데에 목적이 있다. 종합효과실증시험과의 긴밀한 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생산된 시험 DB를 

활용하여 SHXSA 코드의 압력강하 모델이 개선되었다. 아울러 본 시험 DB는 종합효과시험장치의 

IHX 설계에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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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원자로 유동분포시험

본 절에서는 SFR 원자로 유동분포 시험장치의 원형로 대비 기하 상사성, 수력학적 상사성을 

기술하였고, 시험장치 순환루프 설계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시험장치의 상사성 보존 원자로용

기 및 내부기기의 기하사양 상세설계를 기술하였으며. 시험장치의 유동 및 압력분포 측정 계

측 및 제어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1. 시험요건 정립

가. 개요

노심 및 1차계통 주요기기들이 원자로용기에 내장된 원형로의 유동 및 압력분포 특성을 실

증하기 위하여, 원자로풀 내부 및 입구플레넘에서의 유동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모의시험장치

인 SFR 원자로 유동분포 시험장치 (PRESCO, PRESsure and COre Flow Distribution for 

PGSFR) 설계 및 구축이 완료되었다. 본 시험 장치는 원형로 대비 1/5 축척비를 가지며, 작동 

유체로는 상온의 물을 사용한다.

원형로에서 발생하는 유동현상을 모의노심 유동분포 시험 장치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기하학

적으로는 원형로 주요형상에 대해 1/5 축척비를 유지하고, 수력학적으로는 충분한 난류영역의 

유동을 유지하며, 주요 유로에서 유발하는 압력강하 상사 관점에서 오일러수(Eu number)를 

보존하는 것이 관건이다.

나. 시험요건

SFR 원자로 유동분포 시험장치에 적용되어야 할 주요 시험 요건[3.3-1]은 다음과 같다.

1) 원형로 원자로와 시험모형의 선형축소비는 1/5이다. 

2) 시험의 작동유체로는 물을 사용한다.

3) 시험모형의 노심, IHX, DHX, PHTS 펌프, UIS 관련 유로를 제외한 원자로 내부의 모든 

주유로는 원형로 원자로와 기하학적 상사성을 유지해야 한다. 

4) 시험조건은 원형로 PHTS의 Reynolds 수의 약 1/16 이상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유

량, 압력, 온도 연동). 

5) 내부 PHTS 유로는 Euler 수 상사성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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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자로의 노심을 간접적으로 모사하기 위한 핵연료집합체, 제어봉집합체, 반사체집합체 

및 B4C차폐집합체는 각각 원형로의 대응 집합체와 동일한 개수로 구성한다. 시험장치의 핵연

료집합체는 척도해석을 통해 얻어진 유량과 압력강하를 모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한다. 비

핵연료집합체는 전체 유량에 비해 유량이 매우 작고, 전체 유동분포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유동모의를 생략한다.

7) 시험모형의 IHX 입·출구 형상은 원형로의 IHX 입·출구 형상을 보존해야 한다. 시험모형

에서는 원형로의 IHX 내부 전열관은 직접 모의하지 않고 상부 및 하부헤더와 전열관 영역의 

유로저항을 오리피스, 벤트리(Venturi) 등을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모사해야 한다. 시험모형의 

IHX 모사체는 원형로의 IHX와 동일한 개수로 구성해야 한다. 

8) 시험모형의 DHX 외부형상은 원형의 형상은 보존하되 내부에는 유동이 거의 존재하지 

않으므로 단순한 Block으로 처리한다.

9) 시험모형의 PHTS 펌프 입 출구관련 유로는 원형로의 PHTS 펌프 입 출구 유로 형상

을 보존해야 한다. 시험모형의 PHTS 펌프 출구로부터 유입실에 연결되는 배관은 원형로 

PHTS 펌프 연결 배관의 유로 형상을 보존하고 동일한 개수로 구성해야 한다. PHTS 펌프 관

련 시험모형의 유로 1개는 PHTS 펌프 2대가 운전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PHTS 펌프 1대가 

정지되는 경우의 정지된 펌프 입 출구 유로를 통한 역류 현상을 모사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

도록 구성해야 한다.

10) 노심 입구의 유동분포, 노심 출구의 압력분포, 유입실(노심입구) 압력분포, UIS 압력분

포(TBD), IHX(1대) 입구의 원주방향 압력분포, IHX(4대)의 유량을 측정해야 한다. 

11) PHTS 펌프 출구로부터 펌프 입구에 이르는 압력 손실 측정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PHTS 펌프 내부배관 입구(펌프 출구) 및 출구, 유입배관 입 출구, 노심 입 출구, IHX 입

출구 및 펌프 입구의 펌프 출구로부터 입구까지 이르는 각 구역의 차압을 측정해야 한다.

12) 시험은 PHTS 펌프 2대가 균일하게 100% 유량을 공급하는 조건 및 펌프 1대가 정지

한 조건에 대해 수행해야 한다.

13) 실험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실험 측정 변수 및 측정 변수 편차와 실험 절차

(Test Procedure) 및 측정 자료의 불확실도(Measured Data Uncertainty)가 정량화되어야 

한다. 본 실험에서 측정정확도 요건(1σ)은 다음과 같다.

- (100% )   ±3.0% 

- (100% ) ±1.5℃ 

- (100%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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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험 매트릭스

시험의 종류는 크게 2대의 PHTS 펌프가 작동하는 운전조건과 1개의 펌프만이 작동하는 비

정상조건으로 구분된다. 2대의 PHTS 펌프가 작동하는 운전조건은 1차적으로 정격운전조건에

서의 원자로 유동분포시험을 수행하고, 원형로 30~100%의 출력 조건 유량에 따라 유량을 증

가 또는 감소시켜 Reynolds 수 변화 시의 특성시험을 추가적으로 수행한다. 시험 매트릭스는 

표 3.3-1과 같다. 

표 3.3-1 SFR 원자로 유동분포 시험 매트릭스

조건
 
[kg/s]

 
[kg/s]

시험횟수

[#]

(100%) 1984.2 46.47 15
(30%) 595.3 13.94 9
(50%) 992.1 23.23 9
(80%) 1587.4 37.17 9
(106.5%) 2113.2 49.50 9

1  , 1  90% 1885.0 44.14 9
1  , 1  1016.9 23.82* 9

*정지펌프: -8.33 kg/s (역류), 정상운전펌프: +32.15 kg/s 

2. 척도해석

가. 수력학적 상사성

냉각재로 물을 사용하는 PRESCO 시험장치의 운전환경은 냉각수 온도 60℃, 대기압 수준 

(3 bar 이내)이다. 자유수면이 존재하는 pool-type의 원형로와 시험장치 간에 수위차이도 보

존하기 위해서는 수력학적 지배 무차원수로 Froude 수를 보존하여야 하며 해당 조건도 Test 

Matrix에 포함을 시켰다.

원형로에 대한 시험장치의 기하형상비가 식 (3.3-1)에 나타낸 바와 같이  1/5 인 경우, 

Froude수를 보존하기 위한 대표 유속 비는 식 (3.3-2)를 통해 계산할 수 있다.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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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여기에서 l은 대표길이, Fr은 Froude 수, u는 대표 유속, g는 중력가속도를 의미한다. 하첨

자 R은 원형로 대비 시험장치의 비, T 및 P는 시험장치 (test section) 및 원형로 

(proto-type)을 나타낸다. 이 조건으로부터 대표 유속 비는 식 (3.3-3)에 나타낸 바와 같이 

1/2로 산출된다.







≈


(3.3-3)

원형로 운전조건 (상압, 467.5℃)에서의 소듐의 점도 및 밀도 대비 시험장치 운전조건 (상

압, 60℃)에서의 물의 점도 및 밀도의 비는 식 (3.3-4) 및 식 (3.3-5)와 같이 계산될 수 있다. 

 








(3.3-4)

 








(3.3-5)

식 (3.3-3) ~ 식 (3.3-5)의 관계를 통해 Reynolds 수의 비는 식 (3.3-6)과 같이 약 1/16

으로 산출된다. 

  











≈


(3.3-6)

이에 따라 PRESCO 시험 장치에서의 유동영역은 원형로와 같이 충분한 난류유동을 유지하

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원형로의 노심 내 핵연료집합체와 4개의 IHX들은 기기 내부에 봉다발

로 구성된 다채널 복잡유로를 형성하므로 이들 부수로 형상을 일일이 모사하지 않고, 기기 외

부경계 유동 입구와 출구 사이의 압력강하 특성을 지배하는 Euler 수를 보존하도록, 오리피스

/벤투리 형상의 단일유로들로 단순화하여 모의한다. 식 (3.3-7)에 나타낸 바와 같이 Euler수

가 보존되는 경우 요구되는 압력강하의 비는 식 (3.3-8)과 같이 1/3.42로 계산되며, 이 압력

강하 비를 만족하도록 원형로의 핵연료집합체와 IHX를 모의하는 장치 (노심 모의장치 및 IHX 

모의장치)를 설계/제작하여 시험 장치에 사용한다.

  













 




 


    (3.3-7)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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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장치에 요구되는 총 질량유량은 다음의 식 (3.3-9)를 통해 계산된다.

 













 







    (3.3-9)

이상의 기하, 수력학적 상사성을 고려한 원형로 대비 PRESCO 시험장치의 물성치, 상사 무

차원수, 압력강하 및 질량유량 비율을 정리하면 표 3.3-2와 같다

PGSFR PRESCO

Ratio

(PRESCO/PGSF

R)

Remark

Coolant Sodium Water -

Temp. (℃) 467.5 60 -

Press. (MPa) 0.1 0.1 -

Density (kg/m3) 839.8 983.2 1/0.85

Viscosity 

(Ns/m2)
2.53×10-4 4.67×10-4 1/0.54

Length

(Pool I.D., mm)
10,422 2,048 1/5

Fr (-) 1/1

For Level 

Difference 

between Hot 

and Cold Pool

Velocity, u (m/s) 1/2

Re (-) 1/16

Eu (-) 1/1

ΔP (kPa) 1/3.42

Mass flow rate 

(kg/s)
1984.2 46.47 1/42.7

표 3.3-2 원형로 대비 PRESCO 시험장치 물성치 및 상사 무차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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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심모의장치 설계/제작 및 교정

가. 수력학적 상사성

원형로의 노심영역을 이루는 핵연료집합체는 그림 3.3-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총 313개이

며, 12개의 유량그룹으로 구분된다. 하나의 핵연료집합체는 그림 3.3-2 및 그림 3.3-3와 같

이 육각단면을 가지는 수직관의 형태를 가지며, 그 내부를 핵연료봉이 채우고 있다. 각 핵연료

집합체는 리셉터클 (receptacle)에 끼워져 유입실의 소듐을 통과시킨다. 리셉터클에는 반경방

향으로 6개의 유동홀이 있어 유로가 형성되며, 핵연료집합체 앞부분에 오리피스를 설치하여 

각 유량그룹별 유량을 조절하고, 12개의 유량그룹 모두 동일한 압력강하를 갖도록 설계되어 

있다. SFR 핵연료집합체는 핵연료집합체간 유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 노심영역에서의 횡방향 

유동이 형성되지 않는다.

Eq. Diameter = 253 cm

Eq. Diameter = 158 cm

Secondary control rod

Primary control rod

Reflector

B4C shield

6

3

90

102

Outer core F.A. 60

Inner core F.A. 52

313

그림 3.3-1 원형로 핵연료 집합체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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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상부                            (b) 하부

그림 3.3-2 원형로 핵연료 집합체 단면 

그림 3.3-3 원형로 핵연료 집합체

축소비 1/5의 PRESCO 시험장치의 노심 모의부는 총 313개의 핵연료집합체 중 유량그룹 

10~12번을 제외한 유량그룹에 대해 노심 모의장치를 설계한다. 유량그룹 10~12번의 총 유량

은 전체 유량의 4% 정도의 유량이므로 이에 대한 전체 유동영역의 형상을 보전하면서 수력학

적 저항을 재현하기 쉽지 않고, 유동분포에 대해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유동 모의를 생략

한다. 1~9번 노심 모의장치는 수력학적 상사성에 따른 유량과 시험장치의 목표 압력강하를 맞

추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원형과 시험 장치에 대한 정상운전 시 각 유량 그룹별 질량유량을 

표 3.3-3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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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F.A. Type Number
PGSFR

(kg/s)

PRESCO

(kg/s)
Remark

1 In core F.A. 10 23.52 0.5508

1/42.7

2 In core F.A. 12 22.17 0.5192

3 In core F.A. 12 21.01 0.4920

4 In core F.A. 18 19.12 0.4478

5 In core F.A. 12 15.74 0.3686

6 Out core F.A. 12 15.00 0.3513

7 Out core F.A. 6 13.60 0.3185

8 Out core F.A. 18 12.30 0.2881

9 Out core F.A. 12 10.98 0.2571

10 Control rod 9 - -

모의하지 않음11 Reflector 90 - -

12 B4C Shield 102 - -

ΔP (kPa) 429.5 125.6 1/3.42

Total mass flow rate (kg/s) 1989.8 46.6 1/42.7

표 3.3-3 노심 모의장치 유량 분포

나. 상세설계 및 제작

노심모의장치에는 유량 및 차압을 측정하기 위하여 1개의 모의장치 당 3개의 압력도관이 설

치되었으며, 이 압력도관들은 원자로용기 외부로 인출되어 계측기에 연결되었다. 압력도관으로 

인한 원자로용기 내부의 유동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UIS의 CRDM guide tube를 통해 

압력도관이 상부로 인출되었다. 원자로유동분포 시험장치의 UIS에는 총 9개의 CRDM guide 

tube가 설치되며, 각각의 CRDM guide tube의 주변부에 위치한 노심모의장치에 설치된 압

력도관들을 모아 CRDM guide tube 내부를 따라 원자로용기 상부로 인출하였다. 그림 

3.3-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압력도관이 인출되는 위치를 기준으로 주변부의 노심 모의장치들이 

하나의 모듈로 구성되었다. 하나의 모듈에 포함된 노심 모의장치들은 모듈 커버에 조립된 후 

시험장치에 설치되었다. 그림 3.3-5는 노심모의장치 모듈의 구성도를 나타낸다. Type A는 모

듈 내에서 CRDM guide tube와 인접하지 않은 노심 모의장치, Type B는 모듈 내에서 

CRDM guide tube와 인접한 노심 모의장치, Type C는 모듈에 속하지 않는 노심 모의장치

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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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압력도관 배출 방식

(b) 모듈 커버 조립 예시

그림 3.3-4 노심 모의장치 모듈 구성



- 130 -

그림 3.3-5 노심 모의장치 모듈 배치안

노심 모의장치의 외부 형상은 원형의 핵연료집합체를 1/5로 축소한 모양을 유지하였다. 반

면, 내부 유로는 유량 측정을 위한 벤튜리 튜브와 압력강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다공판 

형태의 오리피스가 설치되었다. 벤튜리 튜브와 다공판의 상세 치수는 수치해석을 통해 산출되

었으며, 별도의 검교정 시험[3.3-2, 3.3-3]을 통해 설계안에 대한 적절성 평가 및 수정 작업

이 이루어졌다.  

그림 3.3-6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설계된 노심모의장치의 상세 도면 (Type C)을 나타낸다. 

노심모의장치의 총 길이는 모듈 커버 두께를 포함하여 1037 mm이며, 이 중 리셉터클이 

209.7 mm의 길이를 차지한다. 바닥면에 삽입되는 리셉터클 최하단은 외경 13.64 mm로 제

작되며, 이후 23.74 mm로 확관되는 형태를 가진다. 23.74 mm 외경을 가지는 영역의 상류

에는 직경이 7.6 mm인 총 6개의 유동홀이 위치한다. 유입실로 유입된 냉각재는 이 유동홀을 

통하여 노심 모의장치 내부 유로로 유입된다. 

노심 모의장치의 중심부 하류 부분에는 통과 유량 측정을 위한 벤튜리 튜브 형태의 유로가 

가공된다. 벤튜리의 형상은 벤튜리 입구와 목 사이에 100 kPa의 압력강하가 발생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벤튜리 유입부와 토출부의 각도가 각각 20°와 12°가 유지된다. (그림 3.3-6의 

Detail “C” 참고) 벤튜리 도입 전까지의 내경은 12 mm이며, 벤튜리 출구 이후는 14.9 mm 

내경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벤튜리의 길이는 그룹에 상관없이 모두 60 mm가 유지되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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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이 서로 다른 그룹들에 대하여 벤튜리 입구와 목 사이 압력강하를 100 kPa로 유지하기 

위해 벤튜리 목의 두께를 서로 다르게 한다.

리셉터클 최하단으로부터 200 mm 지점에는 압력강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다공판 형

태의 오리피스가 위치한다. 모의장치를 통한 압력강하는 표 3.3-3에 나타낸 바와 같이 그룹에 

상관없이 모두 125.6 kPa이 되어야 한다. 본 노심 모의장치에서는 다공판을 회전할 수 있도

록 가변형 2중 오리피스를 채택하였다. (그림 3.3-6의 Detail “B”, SECTION-“G” 및 

SECTION-“H” 참고) 오리피스에 가공되는 유동 홀의 직경 및 회전 각도 변경을 통해 모의기

를 통한 압력강하를 미세 조절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313개의 핵연료 집합체 중 노심모의장치로 제작되지 않은 201개의 핵연로집합체는 리셉터

클의 외부형상만 모의 제작되었다. 이 중 78개의 리셉터클에는 중심부의 관통구를 가공하여 

모듈에 속하지 않은 Type C의 노심모의장치 (총 22개)에서 인출된 도압관들이 외부의 도압관

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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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 노심모의장치 설계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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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7 비핵연료집합체 모의 장치 설계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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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노심모의장치 검증

노심모의장치의 교정시험은 별도로 구축된 시험장치 (CALIP, Calibration Loop for 

Internal Pressure Drop)를 수정 제작하여 수행되었다. SFR 원자로 유동분포 시험의 정격유

량 대비 25 ~ 110%의 유량 조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검/교정 시험이 수행되었다.

- 112개 노심모의장치 총 압력강하 특성 정량화

- 112개 노심모의장치 벤튜리 튜브의 Discharge Coefficient (Cd) 정량화

CALIP 장치는 일정한 온도의 냉각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냉각재 순환계통과 노심모의장

치 및 IHX 모의장치의 벤튜리 방출계수와 압력강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부 계통으로 

구성된다. 그림 3.3-8과 3.3-9는 각각 시험 장치의 구성도와 P&ID이다.

그림 3.3-8 노심 및 IHX 모의장치 교정 시험 루프

  

그림 3.3-9 노심 및 IHX 모의장치 교정 시

험 루프 P&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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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모의장치의 압력강하 특성 정량화 시험에서는 노심모의장치를 통과하며 발생하는 압력

강하가 목표 압력강하 (125.6 kPa)를 만족하도록 하는 2중 오리피스의 상대 각도를 설정하였

다. 압력강하 정량화가 완료된 노심모의장치에 대해서는 주입 유량을 정격유량 대비 25 ~ 

100 % 조건으로 변경하며 벤튜리 튜브의 방출계수를 측정하는 시험을 수행하였다. 

노심모의장치 검교정시험에서의 일차 측정 변수는 단위 게측기의 측정값으로부터 직접적으

로 계산되는 물리량에 해당하는 다음과 같은 변수들이다.

 - 차압, 유량, 정압, 온도,

 - Beta (β= d/D) (d: 벤튜리 튜브 목 직경, D: 모의장치 내경)

모의장치 압력강하는 최고측정 정확도를 갖는 계측기를 사용하여 계측하였으며, 냉각재 주

입 유량은 Coriolis 질량 유량계를 적용하여 측정 정확도를 최고 수준으로 높였다. 다음에 측

정에 사용된 단위기기들의 모델, 계측 불확도 및 계측 범위를 간략하게 나타내었다.

 냉각재 주입 유량 계측

본 시험에서는 측정 범위가 넓고 측정 정확도가 가장 우수한 Coriolis 질량 유량계를 사용

하여 모의장치 검/교정부로 주입되는 냉각재 유량을 계측하였다.

질량 유량계의 주요 사양은 다음과 같다.

- 제조사 : MicroMotion Inc.

- 모델 : CMF050

- 계측 범위 : 0.9611 kg/s 

- 계측 불확도 : ±0.05% of rate (유량계 본체)  ±0.1% of rate (Transmitter)

또한, 각 유량계를 두 대씩 직렬 설치함으로써, 단일 유량계의 손상 또는 오작동으로 인해 

잘못된 유량이 계측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그림 3.3-8 및 3.3-9 참조)

CALIP 시험장치에 설치된 Coriolis 질량 유량계는 MicroMotion 사에서 교정을 마쳤으며, 

“Traceble to International Standards”의 요건을 만족한다. 

 차압 및 압력 계측

본 시험에 사용되는 압력강하 측정용 차압계의 주요 사양은 다음과 같다.

- 제조사 : Rosemount Inc.

- 모델 : 3051CDS1 (Ultra) 2A 및 3051CDS1 (Ultra) 3A

- 계측 범위 : -63 ~ 63 kPa (3051CDS1 2A), -252 ~ 252 kPa (3051CDS1 3A)

- 총 불확도 : ±0.1% of span (기준 오차, 대기 온도 및 압력도관 압력 효과 포함)

압력강하 측정을 위한 차압계의 경우, 압력강하 측정을 위하여 63 kPa 및 252 kPa의 서로 

다른 계측 범위를 갖는 차압계를 병렬로 설치함으로써, 각 차압계의 계측 범위를 최적화하여 

계측 불확도를 최소화하였다. 또한, 동일한 계측 범위를 갖는 차압계를 두 대씩 설치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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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차압계의 손상 또는 오작동으로 인해 잘못된 차압이 계측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CALIP 시험장치 각 계통의 압력 및 검/교정 시험부의 압력 측정을 위한 압력계의 주요 사

양은 다음과 같다.

- 제조사 : Rosemount Inc.

- 모델 : 3051CA 2A

- 계측 범위 : 0 ~ 10.3 bar

- 총 불확도 : 0.15% of span (기준 오차, 대기 온도 및 압력도관 압력 효과 포함)

모든 차압계 및 압력계는 자체 교정을 마쳤다. 

 냉각재 온도 계측

각 계통의 온도는 RTD (Resistance Temperature Detector)를 사용하여 계측하며, 주요 

사양은 다음과 같다.

- 제조사 : Watflow Co.

- 모델 : RF-G series (Pt-100Ω, DIN 0.00385, Class-A)

- Sheath 직경 : 1/8〃

- 계측 범위 : -200 ~ 650℃

- 계측 불확도 : ±0.15℃ (@ 0℃), ±0.35℃ (@ 100℃)

모든 RTD는 20 ~ 80℃의 온도 범위에 대하여 자체 교정을 마쳤다. 

각 일차 측정변수들의 계통 불확도 (systematic component)는 계측기, 신호 변환기, 자료

수집장치의 불확도를 RSS (Root Sum Square)방식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차압 불확도 (B차압)

차압 ±차압계
 

 


(3.3-9)

여기에서, 각 항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BDPT : 차압계의 측정 불확도

BS/C  : 신호변환기의 불확도

BDAQ : 자료수집장치의 측정 불확도

N차압계: 측정 차압계 개수

 유량 불확도 (B유량)

유량 ±유량계
   (3.3-10)

, BFT는 유량계의 측정불확도, N유량계는 측정 유량계 개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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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압 불확도 (B정압)

정압 ±압력계
   (3.3-11)

여기에서, BPT는 압력계의 측정 불확도이고, N압력계는 측정 압력계 개수이다.

 온도 불확도 (B온도)

온도 ± 
 

 (3.3-12)

여기에서, BRTD는 RTD의 측정 불확도이다.

 Beta 값의 불확도 (Bβ)

 ±



 



 

 



 (3.3-13)

여기에서, Bd는 벤튜리 튜브 목직경의 가공불확도이고, BD는 모의장치 내경의 가공 불확도

이다.

일차 측정변수의 총 불확도 (Total Uncertainty)는 계통 불확도 (Systematic component)

와 우연 불확도 (random component)의 RSS로 계산된다.

우연 불확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3.3-14)

여기에서, 각 항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N : 측정된 변수의 유효 개수 (= 20; 각 변수에 대하여 저장된 데이터 개수는 약 500개

이지만, 보수적 평가를 위해 20개의 유효 데이터 개수를 고려함)

Sx : 측정된 변수의 표준편차

t : N-1 자유도에 해당되는 Student t-분포의 t-value (=2)

총 불확도 (Total Uncertainty)는 다음과 같다.

±


 
 



(3.3-15)

본 검/교정 시험에서 사용되는 물성치로는 냉각재의 밀도와 Reynolds 수 계산을 위한 냉각

재의 점도가 있다. 100~200 kPa의 압력조건에서, 두 물성치의 압력 의존성은 무시할 수 있

다. 보수적으로 ±0.5℃의 온도 계측시 총 불확도를 고려하면, 냉각재의 밀도 및 점도의 총 불

확도는 다음과 같다.

- 냉각재 밀도: ±0.5 kg/m3 (±0.05%)

- 냉각재 점도: ±5×10-6 kg/m·sec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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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개 노심 모의장치에 대한 계통 불확도의 편차는 거의 없다. 전체 노심 모의장치에 대한 

우연 불확도의 편차 또한 0.6% 미만으로 매우 작다.

노심 모의장치 검/교정시 핵심 계측변수의 최대 총 불확도는 다음과 같이 “원자로 유동분포 

시험요건서”[3.3-2]의 계측 불확도 요건을 만족한다.

- 벤튜리 튜브 차압 : 최대 ±0.30% (100% 유량 기준, 요건: ±3.0%)

- 모의장치 차압 : 최대 ±0.21% (100% 유량 기준, 요건: ±3.0%)

- 냉각재 온도 : 최대 ±0.29℃ (요건: ±1.5℃)

- 냉각재 유량 : 최대 ±0.40% (100% 유량 기준, 요건: ±1.1%)

밴튜리 튜브의 Discharge Coefficient 및 벤튜리 튜브 목에서의 Reynolds 수는 상기 일

차 측정변수를 토대로 계산되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3.3-16)

 

     (3.3-17)

측정된 Discharge Coefficient 및 Reynolds 수의 계통 불확도는 불확도 전파 공식에 의

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3-18)








 


 
 



 
 


 


 



 
 


 

(3.3-19)


 



 
 



 
 



 
 



 

(3.3-20)




 



 
 



 
 


 
 


  (3.3-21)

측정된 Discharge Coefficient 및 Reynolds 수의 우연 불확도 및 총 불확도는 식 

(3.3-14) 및 (3.3-15)에 의해 계산된다.

노심 모의장치의 벤튜리 튜브 Discharge Coefficient의 총 불확도는 ±0.0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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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62 (±0.47% ~ ±1.65%)의 범위에 있으며, 그룹 및 유량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다. 

100% 유량 조건에 대한 총 불확도는 0.0046 ~ ±0.0069 (±0.47% ~ ±0.68%)의 범위를 

나타냈다. 또한 벤튜리 목에서의 Reynolds 수의 총 불확도는 ±1.11% ~ ±1.91%의 범위에 

있다. 각 노심모의장치에 대한 불확도 정보는 “노심모의장치 교정시험보고서” [3.3-3]에 자세

히 정리되었다.

라. 노심모의장치 교정 결과

그림 3.3-10은 노심모의장치 압력강하 특성 정량화 시험 결과로 측정된 압력강하의 그룹별 

평균치 대한 최대 및 최소 오차를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112개 노심모의장치의 목표 압력

강하 대비 정량화된 압력강하의 오차는 다음과 같다.

- 평균 오차 (절대값 기준): 0.24%

- 최소/최대 오차 (상대값 기준): -0.81% / 0.84%

- 모의장치당 오차의 표준 편차: 0.29%

그림 3.3-11은 노심모의장치 벤튜리 튜브 목에서의 Reynolds 수(Red) 대비 방출계수 (Cd)

의 예 (1그룹, 7그룹)를 나타낸 것이다. 광범위한 유량 조건 하에서 측정된 벤튜리 입구와 목 

사이의 압력강하를 토대로 각각의 노심모의장치에 대한 Red와 Cd의 관계를 산출하였으며, 그 

관계를 식 (3.3-22)로 표현하였다. 여기에서 A, B 및 C는 curve fitting 상수로서 각각의 노

심모의장치가 서로 다른 값을 가진다. 본 식은 원자로유동분포 시험 시 각 노심모의장치를 통

과하는 유량을 측정하는데 활용되었다.

 exp
      (3.3-22)

각 노심모의장치에 대한 시험 결과는 “노심모의장치 교정시험보고서” [3.3-3]에 자세히 정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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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0 노심모의장치 압력강하 정량화 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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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1 노심모의장치 벤튜리 튜브 방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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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HX 모의장치 설계/제작 및 교정

가. 수력학적 상사성

PGSFR에는 총 4기의 중간열교환기 (IHX)가 설치된다. 중간열교환기는 레단으로 구분된 고

온풀과 저온풀의 경계에 위치하며, 내부 유로에 위치한 전열관을 통해 일차열전달계통의 열을 

중간열전달계통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형로의 중간열교환기 내부에는 그림 

3.3-12와 같이 다수의 전열관 다발과 지지격자들이 존재하며, 전열관 관내측과 쉘측으로 각각 

중간열전달계통과 일차열전달계통의 유동이 형성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3.3-4, 3.3-5]. 

PRESCO 장치에 설치되는 중간열교환기 모의장치의 외형은 풀 내부 유동의 모사를 위하여 원

형의 1/5 선형 축적비가 보존되는 반면, 내부 유로의 형상은 원형과 동일한 Euler 수 조건 

하에 통과 유량 및 압력강하 측정이 용이하게 설계된다. 수력학적 상사성을 고려한 IHX 모의

장치의 설계요건을 정리하면 표 3.3-4와 같다. 

그림 3.3-12 원형로 중간열교환기 내부 구조 개념도

PGSFR PRESCO

Ratio

(PRESCO/PGSF

R)

Remark

Eu (-) 1/1

ΔP (kPa) 12.7 3.71 1/3.42
shell side 

(PHTS)
Mass flow rate 

(kg/s)

496.05

(= 1984.2/4)
11.6 1/42.7 for 1 IHX

표 3.3-4 IHX 모의장치 설계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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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세설계 및 제작

원형로에 사용되는 중간열교환기의 경우, 내부에 전열관 다발, 지지격자 등이 존재하기 때문

에 복잡한 유로가 형성된다. 중간열교환기 모의장치의 경우, 원형의 형상을 그대로 축소설계하

지 않고, 유동의 수력학적 특성을 보존하면서 단순한 형태를 가지도록 형상이 설계되었다. 그

림 3.3-13은 PRESCO 장치에 사용되는 중간열교환기 모의장치의 설계도면을 나타낸다. 중간

열교환기 모의장치의 입구는 원형과 마찬가지로 상부 외벽에 위치한 12개의 창의 형태를 가진

다. 입구 창을 통해 유입되어 모의장치를 통과하는 작동유체의 유량을 측정하기 위해 상류에 

벤튜리 형태의 유로가 형성되며, 하류에는 압력강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다공판이 설치된

다. 또한, 모의기를 빠져나가는 방출 유동 특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다공판 하류에 원뿔과 반구 

조합의 내부 구조물이 설치된다. 

모의기 내부 벤튜리 형상은 기본적으로 ASME Standard (ISO 5167-4) [3.3-6]를 최대한 

준용함과 동시의 원형의 1/5 축척비를 가지는 외부 형상을 보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입

구 창 내부에는 직경이 257.4 mm인 원통형 공간이 존재한다. 정해진 모의장치의 전체 길이 

안에 벤튜리 상류관, 벤튜리 입구, 목, 출구 그리고 다공판 및 내부 구조물을 모두 위치시키기 

위해서 원통형 공간 하류를 유입각 30°로 축소하여 직경 120 mm의 벤튜리 상류관 구간에 

연결되도록 하였다. 상류관의 길이는 벤튜리 입구 직경의 1.5배 (= 180 mm)로 고정하였다. 

벤튜리 유입부의 축소각 및 토출부의 확대각은 각각 21°와 14°로 고정하였으며, 벤튜리 목의 

길이는 목의 직경과 같다. 상기 설계인자들을 고정하는 조건에서 유량 측정이 용이한 벤튜리 

입구-목 사이의 압력강하를 만족하는 목의 직경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여 CFD 해석을 수행하

였다. ISO 5167-4 권고안에서는 벤튜리 입구 직경에 대한 목 직경의 비 (d/D)의 범위는 0.5 

< d/D < 0.67로 권고하고 있으며, 본 장치에서는 권고안의 범위를 만족하도록 60 ~ 80 mm 

사이에서 최적의 압력강하 값을 가지는 목 직경을 도출하였다. 여기에서 최적의 압력강하란 

가용한 압력계측기의 측정 범위를 최대한 활용하여 정밀한 유량 측정이 가능하게 하는 압력강

하를 의미한다.

원형의 경우, 전열관 다발구간 이후, 반구 형태의 구조물과 모의기 내벽 사이로 통과하는 유

로를 통해 유체가 중간열교환기 출구로 방출된다. 이와 같은 원형의 방출 유동 특성을 최대한 

유사하게 모사하기 위하여 벤튜리 튜브 하류에 원뿔과 반구를 조합한 내부 구조물을 설치한

다. 하단에 위치한 반구 형태의 외부 구조물은 원형에 대해 1/5로 선형 축소한 치수를 갖는

다. 유동이 모의장치를 통과할 때의 총 압력강하를 조절하기 위한 2중 다공판은 내부 구조물

의 원뿔 형태의 중간 부분에 위치하며, 두께는 각각 10 mm로 고정하였다. 12개의 유동홀이 

환형으로 위치하도록 설계하였으며, 모의장치의 총 압력강하 요건을 만족하는 유동홀의 직경 

및 상대각도는 CFD 해석 및 교정 실험 [3.3-2, 3.3-7]을 통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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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중 1기의 IHX 모의장치에 대해서, 12개의 입구창 중 6개의 높이방향 중심부에 그림 

3.3-14와 같이 입구창 원주방향 압력분포를 측정하기 위한 도압관의 끝부분이 위치하도록 가

공되었다. (나머지 3기의 IHX 모의장치에는 입출구 차압 측정을 위해 1개의 도압관만이 설치

되었다.) 도압관은 IHX 모의장치 외벽을 따라 상부로 인출되어 외부 도압관과 연결되었다. 

IHX 모의장치 하류에는 입출구 차압 측정을 위한 도압관이 설치되었으며, 이 역시 모의장치 

외벽을 따라 상부로 인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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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3 IHX 모의장치 설계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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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4 IHX 모의장치 도압관 설치 위치 (IHX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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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IHX 모의장치 검증

IHX 모의장치 교정시험은 노심모의장치와 마찬가지로 별도로 구축된 CALIP 시험장치에서 

수행었으며 시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4개 IHX 모의장치 총 압력강하 특성 정량화

- 4개 IHX 모의장치 벤튜리 튜브의 Discharge Coefficient (Cd) 정량화

IHX 모의장치의 압력강하 특성 정량화 시험에서는 IHX 모의장치를 통과하며 발생하는 압

력강하가 목표 압력강하 (3.71 kPa)를 만족하도록 하는 2중 오리피스의 상대 각도를 설정하

였다. 압력강하 정량화가 완료된 IHX 모의장치에 대해서는 주입 유량을 정격유량 대비 25 ~ 

100 % 조건으로 변경하며 벤튜리 튜브의 방출계수를 측정하는 시험을 수행하였다. 

IHX 모의장치 검교정시험에서의 일차 측정 변수는 단위 게측기의 측정값으로부터 직접적으

로 계산되는 물리량에 해당하는 다음과 같은 변수들이다.

 - 차압, 유량, 정압, 온도,

 - Beta (β= d/D) (d: 벤튜리 튜브 목 직경, D: 모의장치 내경)

모의장치 압력강하는 최고측정 정확도를 갖는 계측기를 사용하여 계측하였으며, 냉각재 주

입 유량은 Coriolis 질량 유량계를 적용하여 측정 정확도를 최고 수준으로 높였다. 다음에 측

정에 사용된 단위기기들의 모델, 계측 불확도 및 계측 범위를 간략하게 나타내었다.

 냉각재 주입 유량 계측

본 시험에서는 측정 범위가 넓고 측정 정확도가 가장 우수한 Coriolis 질량 유량계를 사용

하여 모의장치 검/교정부로 주입되는 냉각재 유량을 계측하였다.

질량 유량계의 주요 사양은 다음과 같다.

- 제조사 : MicroMotion Inc.

- 모델 : CMF300

- 계측 범위 : 25 kg/s 

- 계측 불확도 : ±0.05% of rate (유량계 본체)  ±0.1% of rate (Transmitter)

또한, 각 유량계를 두 대씩 직렬 설치함으로써, 단일 유량계의 손상 또는 오작동으로 인해 

잘못된 유량이 계측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그림 3.3-8 및 3.3-9 참조)

CALIP 시험장치에 설치된 Coriolis 질량 유량계는 MicroMotion 사에서 교정을 마쳤으며, 

“Traceble to International Standards”의 요건을 만족한다. 

 차압 및 압력 계측

본 시험에 사용되는 압력강하 측정용 차압계의 주요 사양은 다음과 같다.

- 제조사 : Rosemount Inc.

- 모델 : 3051CDS1 (Ultra) 1A 및 3051CDS1 (Ultra) 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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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측 범위 : -6.3 ~ 6.3 kPa (3051CDS1 1A), -63 ~ 63 kPa (3051CDS1 2A)

- 총 불확도 : ±0.1% of span (기준 오차, 대기 온도 및 압력도관 압력 효과 포함)

압력강하 측정을 위한 차압계의 경우, 압력강하 측정을 위하여 63 kPa 및 252 kPa의 서로 

다른 계측 범위를 갖는 차압계를 병렬로 설치함으로써, 각 차압계의 계측 범위를 최적화하여 

계측 불확도를 최소화하였다. 또한, 동일한 계측 범위를 갖는 차압계를 두 대씩 설치함으로써, 

단일 차압계의 손상 또는 오작동으로 인해 잘못된 차압이 계측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CALIP 시험장치 각 계통의 압력 및 검/교정 시험부의 압력 측정을 위한 압력계의 주요 사

양은 다음과 같다.

- 제조사 : Rosemount Inc.

- 모델 : 3051CA 2A

- 계측 범위 : 0 ~ 10.3 bar

- 총 불확도 : 0.15% of span (기준 오차, 대기 온도 및 압력도관 압력 효과 포함)

모든 차압계 및 압력계는 자체 교정을 마쳤다. 

 냉각재 온도 계측

각 계통의 온도는 RTD (Resistance Temperature Detector)를 사용하여 계측하며, 주요 

사양은 다음과 같다.

- 제조사 : Watflow Co.

- 모델 : RF-G series (Pt-100Ω, DIN 0.00385, Class-A)

- Sheath 직경 : 1/8〃

- 계측 범위 : -200 ~ 650℃

- 계측 불확도 : ±0.15℃ (@ 0℃), ±0.35℃ (@ 100℃)

모든 RTD는 20 ~ 80℃의 온도 범위에 대하여 자체 교정을 마쳤다.

 각 일차 측정변수들의 계통 불확도 (systematic component)는 계측기, 신호 변환기, 자

료수집장치의 불확도를 RSS (Root Sum Square)방식으로 고려하여 계산되며 계산 방법은 상

기 3.3.3의 노심모의장치의 불확도 분석 방법과 동일하다. (식 (3.3-9) ~ (3.3-21))

노심 모의장치 검/교정시 핵심 계측변수의 최대 총 불확도는 다음과 같이 “원자로 유동분포 

시험요건서”[3.3-2]의 계측 불확도 요건을 만족한다.

- 벤튜리 튜브 차압 : 최대 ±0.45% (100% 유량 기준, 요건: ±3.0%)

- 모의장치 차압 : 최대 ±1.24% (100% 유량 기준, 요건: ±3.0%)

- 냉각재 온도 : 최대 ±0.26℃ (요건: ±1.5℃)

- 냉각재 유량 : 최대 ±0.27% (100% 유량 기준, 요건: ±1.1%)

IHX 모의장치의 벤튜리 튜브 Discharge Coefficient의 총 불확도는 ±0.0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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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59 (±0.35% ~ ±1.58%)의 범위에 있으며, 100% 유량 조건에 대한 총 불확도는 

0.0034 ~ ±0.0040 (±0.35% ~ ±0.42%)의 범위를 나타냈다. 또한 벤튜리 목에서의 

Reynolds 수의 총 불확도는 ±1.03% ~ ±1.34%의 범위에 있다. 각 IHX 모의장치에 대한 

불확도 정보는 “IHX 모의장치 교정시험보고서” [3.3-7]에 자세히 정리되었다.

라. IHX 모의장치 교정 결과

그림 3.3-15는 노심모의장치 압력강하 특성 정량화 시험 결과로 측정된 압력강하의 그룹별 

평균치 대한 최대 및 최소 오차를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4개 노심모의장치의 목표 압력강

하 대비 정량화된 압력강하의 오차는 다음과 같다.

- 평균 오차 (절대값 기준): 0.35%

- 최소/최대 오차 (상대값 기준): -0.22% / 0.60%

- 모의장치당 오차의 표준 편차: 0.41%

No1 No2 No3 No4
3.60

3.62

3.64

3.66

3.68

3.70

3.72

3.74

3.76

3.78

3.80

 Exp Data

 +1%

 -1%

E
x
p

 D
a
ta

 (
k
P

a
)

IHX No.

그림 3.3-15 IHX 모의장치 압력강하 정량화 시험 결과

그림 3.3-16은 IHX 모의장치 벤튜리 튜브 목에서의 Reynolds 수(Red) 대비 방출계수 (Cd)

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광범위한 유량 조건 하에서 측정된 벤튜리 입구와 목 사이의 압력강

하를 토대로 각각의 IHX 모의장치에 대한 Red와 Cd의 관계를 산출하였으며, 그 관계를 노심

모의장치와 마찬가지로 식 (3.3-22)로 표현하였다. 본 식은 원자로유동분포 시험 시 각 IHX 

모의장치를 통과하는 유량을 측정하는데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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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6 IHX 모의장치 벤튜리 튜브 방출계수

5. 장치설계 및 구축

원자로유동분포 시험장치는 3.2절에 소개한 IHX 유동특성 시험장치와 시험 루프를 공유하

여 사용한다. 루프를 구성하는 유체계통, 전기계통은 3.2절에 서술한 내용과 동일하며, 본 절

에서는 원자로유동분포 시험부에 국한하여 서술한다.

가. 컴포넌트 상세설계 및 제작

 (1) 원자로유동분포 시험부

원자로유동분포 시험장치는 앞서 논의한 4장의 기하학적 상사성과 수력학적 상사성을 만족

하도록 설계된다. 원형로의 대비 기하 축척비 1/5를 만족하는 기하사양을 기본으로 한다. 그

림 3.3-17은 원자로유동분포 시험부의 외형 및 치수를 나타낸다. 시험부의 하단은 4개의 다

리로 시험 현장에 고정되며, 시험부의 상단에는 노심모의장치로부터 인출되는 도압관들이 시

험부 외부로 연결되는 피팅박스가 설치된다. 시험부의 총 높이는 4559.8 m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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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7 원자로 유동분포 시험장치 시험부 

(2) 원자로용기

원자로용기는 상부의 원통형 몸체와 하부 지지부가 플랜지로 연결되도록 제작되었다. 원통

형 몸체는 1/5 척도법에 따라 2084.4 mm 내경으로 제작되었으며, 5bar의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10 mm의 두께로 제작되었다. 원통형 몸체의 하단부에는 중간열교환기 모의장치로부

터 토출되는 유동의 가시화를 위해 너비 200 mm, 높이 480 mm의 직사각형 관통부가 가공

되었다. 본 관통부에는 아크릴 블록이 제작되어 설치되었다. 하부 지지부는 곡률이 서로 다른 

잘린구가 조합된 형태를 가진다. 지지부의 바닥면은 입구플레넘이 조립될 수 있도록 용기 내

측으로 돌출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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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8 원자로 용기 

(3) 펌프배관

PRESCO의 펌프는 시험장치 순환 유량 측정 및 작동유체 온도 제어의 편의성을 위하여 원

자로용기 외부에 설치되었다. 원형로의 펌프 임펠라가 위치하는 공간은 그림 3.3-19에 나타낸 

바와 같이 작동유체가 원자로용기 외부의 순환 루프에 연결될 수 있도록 단순화된 유로로 설

계되었다. 펌프 배관의 중심부는 유입 유동, 환형부는 배출 유동이 형성되며, 펌프 배관의 상

부는 순환 루프의 입구배관 및 출구배관과의 연결이 용이하도록 2중 플랜지 형태로 제작되었

다. 

중심부배관 하단의 직관에서의 압력강하, 곡관에서의 압력강하, 곡관의 하류로부터 입구플레

넘까지의 압력강하를 측정하기 위하여 8개 (펌프배관 1기당 4개)의 압력탭이 가공되며, 압력

도관은 상부로 인도되어 펌프배관 장착 플렌지를 관통하여 시험부 외부로 인출된다. 또한 중

간열교환기 출구로부터 펌프의 환형부 배관으로 유입되는 유동의 압력강하를 측정하기 위한 

압력도관이 중심부배관 외측에 설치되며, 이 역시 상부의 플렌지를 관통하도록 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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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9 펌프 배관 

(4) 입구플레넘

유입실은 펌프로부터 공급된 작동유체가 노심의 개별 노심모의장치 전체에 적절하게 유량을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유입실을 기준으로 2기의 펌프가 대칭으로 배치되어 각 펌프

에서 2개의 유입배관이 유입실 외벽에 연결된다. 유입실 내부에는 각 노심모의장치의 냉각수 

안내관 역할을 하는 리셉터클이 313개가 꽂힌다. 그림 3.3-20는 PRESCO 장치 유입실의 형

상 및 주요 기하 수치를 나타낸 것이다. 입구플레넘의 상단면에는 노심 모의장치의 리셉터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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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통할 수 있도록 23.74 mm의 구멍이 313개 가공된다. 바닥면에는 리셉터클의 하단부가 

체결될 수 있도록 13.6 mm의 홈이 12 mm의 깊이로 313개 가공된다. 리셉터클과 바닥면은 

나사로 체결되며, 일부는 압력도관이 인출되도록 가공되었다. 

입구플레넘의 바닥면에는 입구플레넘 내부 압력분포를 측정하기위한 10개의 압력탭 및 충/

배수를 위한 2개의 포트가 가공되었다. 또한, 입구플레넘의 배기를 위해 상부로부터 바닥면으

로 연결되는 배기유로가 가공되었다.

그림 3.3-20 입구플레넘 

(5) 쉴드 어셈블리 

그림 3.3-21는 쉴드 어셈블리의 조립도를 나타낸 것이다. 쉴드 어셈블리는 Lower Core 

Shielding, Above Core Shielding, Redan Shroud, Redan Lower Plate, Core 

Restraint를 포함한다. Lower Core Shielding은 그림 3.3-22에 나타낸 바와 같이 내경 

670 mm, 외경 908 mm, 높이 844 mm의 원통 구조를 가진다. 내경과 외경 사이의 공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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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치 무게 저감을 위해 중공처리 하고, 외부로부터 유체의 유입이 없도록 기밀이 유지되

도록 하였다. Above Core Shielding은 그림 3.3-23에 나타낸 바와 같이 내경 914 mm, 외

경 1054 mm, 높이 770.8 mm의 원통 형태를 가진다. Above Core Shielding의 90° 방위 

영역은 FTP가 위치하는 영역을 모의하는 홈이 가공되었다. Redan Shroud는 그림 3.3-2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외경 926 mm, 두께 6mm의 원통 구조를 가지며, 90° 방위 영역에 핵연

료 집합체 이송 통로를 모의 제작하였다. 본 장치에서 사용되지 않는 이송통로의 내부는 중공

처리하고, 외부로부터 유체의 유입이 없도록 기밀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그림 3.3-25에 나타

낸 Redan Lower Plate는 레단 본체와 용접 가공되었다. IHX와의 체결부는 체결면이 기울어

지도록 가공하여 고온풀과 저온풀의 기밀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하였다. 그림 3.3-26에 나타낸 

Core Restraint는 노심모의장치의 하류를 고정하는 역할을 한다. 본 장치에서는 총 313개의 

핵연료집합체 중 112개만의 모의되기 때문에 Lower Core Shielding 내부 공간은 비어 있는 

상태로 시험이 진행된다. Core Restraint는 Lower Core Shielding 내부 공간에 채워진 유

체와 외부와의 유동 간섭을 최소화하는 추가적인 역할을 한다. 시험장치 충수 시에 Lower 

Core Shielding 내부에 기공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Core Restraint에 직경 15 

mm의 배기 구멍이 가공되었다.

Lower Core Shielding과 Above Core Shielding 및 Redan Lower Plate 사이는 

O-ring을 설치하여 저온풀과 고온풀 사이의 기밀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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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 쉴드 어셈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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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2 Lower Core Shielding

그림 3.3-23 Above Core Shielding 그림 3.3-24 Redan Shr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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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5 Redan Lower Plate

그림 3.3-26 Core Restr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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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레단

그림 3.3-27는 레단의 기하사양을 나타낸 것이다. 레단의 단면은 원형과 마찬가지로 클로버 

형태를 가지며, 90° 방위에는 FTP가 위치하는 공간을 모의하였다.   

그림 3.3-27 레단

(7) UIS

그림 3.3-28은 UIS의 기하사양을 나타낸다. UIS는 내부가 비어 있는 길이 1938.8 mm, 

외경 330 mm의 원통 형상을 가진다. UIS 외통에는 직경 50 mm 유동홀이 총 266개 (한 

열당 14개 × 19열) 가공되었다. 최하단에 위치한 유동홀 상부에 UIS 원주방향 압력분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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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기 위한 7개의 도압관의 끝부분이 위치하도록 하였으며 (그림 3.3-29), 이 도압관들은 

UIS 상부로 인출되어 피팅 박스를 통해 외부의 도압관과 연결된다.

UIS 에는 총 3개의 plate가 설치된다. 노심 출구에서 가장 가까운 하단부의 plate 에는 직

경 12 mm의 유동홀이 167개 가공되었고, 이외의 plate에는 유동홀이 가공되지 않았다. 최하

단 plate에는 원형로의 열전대를 모의하는 직경 8.8 mm, 길이 80 mm의 봉이 112개 가공

되어 설치되었다. UIS 내부에는 9개의 CRDM tube가 plate들을 관통하여 조립되었다. 

그림 3.3-28 U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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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9 UIS 도압관 설치 위치

(8) DHX

그림 3.3-30은 DHX의 기하사양을 나타낸다. 원형로의 DHX 내부에는 유로 및 다수의 전

열관이 존재하지만, 정상운전 상황에서의 일차열전달계통 유동만을 모의하는 PRESCO 장치에 

설치되는 DHX는 외형만을 1/5 축소하여 모의한다. DHX는 상부 영역의 직경이 150 mm, 

하부 영영의 직경이 118.6 mm를 가지는 원기둥 형태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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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0 DH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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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PSPS

그림 3.3-31은 PSPS의 기하사양을 나타낸다. PRESCO 장치에 설치되는 PSPS는 외형만을 

1/5 축소하여 모의하였다. 

(10) FTP

그림 3.3-32는 FTP의 기하사양을 나타낸다. PRESCO 장치에 설치되는 FTP는 외형만을 

1/5 축소하여 모의하였다. 

그림 3.3-31 PSPS

그림 3.3-32 F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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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원자로용기 헤드

원자로용기 헤드에는 그림 3.3-33에 나타낸 바와 같이 UIS, 4기의 IHX, 2기의 펌프, 4기

의 DHX, FTP. IVTM, PSPS가 플렌지 형태로 조립된다. 0°와 90° 방위 사이에는 노심 출구

로부터 IHX 입구창 사이의 유동을 가시화하기 위한 카메라 취부가 관통하여 가공되었다. 또

한 시험 중 고온풀 내 시간에 따른 국부 수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초음파센서 관통 삽입 피

팅 및 센서 표면 blower 삽입 피팅이 설치되었다. (Section “F”) 중심부의 UIS 상부에는 도

압관 연결을 위한 피팅 박스가 설치된다.

 

그림 3.3-33 원자로용기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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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피팅 박스

피팅 박스는 원자로용기 헤드 상부에 설치되어 노심모의장치 및 UIS로부터 상부로 인출되는 

도압관들을 외부의 도압관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피팅 박스의 벽면은 정9각형의 형태를 가

지며, 총 280개의 포트가 부착되었다. 노심모의장치 및 UIS로부터 인출된 1/8″ 도압관은 피

팅 박스 내벽의 피팅에 연결되었으며, 외부 피팅에는 테플론 재질의 1/4″튜브가 체결되어 솔

레노이드 밸브 렉으로 연결되었다.

그림 3.3-34 피팅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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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솔레노이드 밸브 렉

원자로용기에서 인출된 도압관들 중 순차 병렬 측정 방식이 적용되는 도압관들은 그림 

3.3-35에 나타낸 솔레노이드 밸브 렉에 연결되었다. 솔레노이드 밸브 렉을 구성하는 헤더에는 

2개 ~ 18개의 솔레노이드 밸브가 설치되었으며, 헤드의 양쪽 끝에는 배기용 솔레노이드 밸브

와 배수용 수동 밸브가 각각 설치되었다. 헤더 내 배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헤더를 5°이

상 기울여 배기부가 높도록 설치하였다. 하나의 솔레노이드 밸브 렉은 3층 ~ 6층의 헤더로 

구성되며, 최하단에는 정압 및 차압 계측기들이 설치되었다.

그림 3.3-35 솔레노이드 밸브 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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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측계통 구축

원자로유동분포 시험장치는 3.2절에 소개한 IHX 유동특성 시험장치와 제어계통의 하드웨어 

전체 및 일부 계측계통 하드웨어를 공유하여 사용한다. 본 절에서는 원자로유동분포 시험장치

에만 해당되는 계측 관련 내용에 국한하여 서술한다. 원자로유동분포시험의 계측 및 제어계통

은 시험요건[3.3-1]에 따라 측정변수, 계측기 공간, 총 측정 포인트 수, 정확도, 응답속도 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계측기가 선정되었다. 

(1) 계측요건 [3.3-1]

정압 또는 차압 

 노심집합체 입구(노심입구)의 유량분포 : 노심집합체 모사체 입구에 설치되는 정압

계의 차압 또는 차압계를 이용하여 측정, 노심열적여유도 분석을 위한 입력자료

 노심집합체 출구(노심출구)의 압력분포 : 노심집합체 모사체 출구에 설치되는 정압

계의 차압 또는 차압계를 이용하여 측정, 노심열적여유도 분석을 위한 입력자료

 유입실(노심입구)의 압력분포 : 노심입구에 설치되는 정압계를 이용하여 측정, 전산

유체해석 결과 비교검증을 위한 입력자료

 IHX(4대)의 유량분포 : IHX 모사체 내부에 설치되는 정압계의 차압 또는 차압계를 

이용하여 측정, IHX의 유량 불균일 확인 목적, IHX 성능해석을 위한 입력자료

 IHX(1대) 입구의 원주방향 압력분포 : IHX 입구 Slot 전후에 설치되는 정압계의 

차압 또는 차압계를 이용하여 측정, IHX 입구의 유량 불균일분포 확인 목적, IHX 

성능해석 을 위  한 입력자료

 UIS의 압력분포 : UIS에 설치되는 정압계의 차압 또는 차압계를 이용하여 측

정, 전산유체해석 결과 비교검증을 위한 입력자료

 각 구역별 정압 또는 차압 : 각 구역별로 설치되는 정압계의 차압 또는 차압계를 

이용하여 측정, 각 구역별 유로저항 측정 목적

유량

 PHTS 펌프(2대) 유량

온도

 시험의 운전조건을 나타내 주기 위한 유체 온도

상기 계측사항을 고려한 PRESCO 시험장치의 I/O list는 표 3.3-5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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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5 PRESCO 계측기 I/O list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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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5 PRESCO 계측기 I/O list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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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부 압력/유량분포 계측

시험부 입출구 정압, 차압

PRESCO 시험부 입구 및 출구는 펌프배관의 중심 배관과 환형 배관에 위치한다. 그림 

3.3-36에 나타낸 바와 같이 2개의 펌프배관에 위치한 시험부의 입구 및 출구의 정압을 측정

하기 위한 압력계가 총 4기 설치되며, 입출구간의 차압을 측정하기 위하여 2기의 차압계가 설

치된다. 

그림 3.3-36 시험부 입출구 정압, 차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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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구플레넘 압력분포

입구플레넘에는 유입실 내부 정압을 측정하기 위한 2기의 정압계가 설치된다. 또한, 입구플

레넘 내부의 압력 분포를 측정하기 위해 총 10 지점의 압력탭이 설치된다. 압력탭간의 차압은 

1기의 차압계를 사용하여 측정되며, common header와 solenoid valve를 활용한 밸브 네

트워크를 통해  입구플레넘 중심부로부터 타 압력탭간의 차압 data를 순차적으로 획득한다. 

자세한 측정 위치 및 밸브 네트워크의 구성도를 그림 3.3-37에 나타내었다.

그림 3.3-37 유입실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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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X 유량 및 압력강하

중간열교환기 모의장치에는 모의장치를 통과하는 유량을 산출하기 위한 벤튜리 입구-목 간

의 차압과 전체 압력강하를 확인하기 위한 차압이 측정된다. 그림 3.3-38에 나타낸 바와 같이 

4기의 중간열교환기 모의장치에 대하여 총 2기의 차압계 (벤튜리 차압용, 전체 차압용 각 1기

씩)이 사용되며, 밸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순차적으로 4기의 모의장치에 대한 시험 data를 

획득한다. 

그림 3.3-38 IHX 유량 및 압력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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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X 원주방향 압력분포

총 4기의 중간열교환기 모의장치 중 1기의 중간열교환기에 대하여 그림 3.3-39에 나타낸 

바와 같이 입구창 주변의 원주방향 압력분포가 측정된다. 12개의 입구창 중 6개의 입구창 주

변에 압력탭이 설치되며, 이 중 1개의 압력탭으로부터 정압을 측정한다. 정압이 측정되는 압

력탭으로부터 여타의 압력탭 사이의 차압은 1기의 차압계 및 밸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순차

적으로 측정된다.

그림 3.3-39 IHX 원주방향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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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S 원주방향 압력분포

UIS의 주변부의 원주방향 압력분포를 확인하기 위하여 UIS 벽면의 유동홀 근처에 총 8개의 

압력탭이 설치된다. 이 중 1개의 압력탭으로부터 정압이 측정된다. 정압이 측정되는 압력탭과 

여타의 압력탭 간의 차압 측정은 위하여 1기의 차압계 및 밸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순차적으

로 측정된다.

그림 3.3-40 UIS 원주방향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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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 출구  IHX 입구 차압

노심 모의장치에서 방출된 유동은 레단 내부의 고온풀로 방출된 후, 4기의 중간열교환기 모

의장치의 입구창으로 유입된다. 이 유동에서 발생되는 압력 강하는 그림 3.3-41에 나타낸 바

와 같이 대표 노심 모의장치의 하류에 가공된 압력탭과 중간열교환기 모의장치의 입구창 근처

의 압력탭간의 차압을 측정하여 확인한다. 1기의 차압계와 밸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4 구역

의 차압을 순차적으로 측정한다.

그림 3.3-41 노심출구  IHX 차압



- 175 -

IHX 출구  펌프 입구 차압

4기의 중간열교환기 모의장치에서 방출된 유동은 레단 외부의 저온풀로 방출된 후, 2기의 

펌프 배관 환형공간으로 유입된다. 이 유동에서 발생되는 압력강하는 그림 3.3-4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중간열교환기 출구에 설치되는 압력탭과 펌프 배관 입구에 설치되는 압력탭과의 차

압을 측정하여 확인한다. 1기의 차압계와 밸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각 구역의 차압을 순차적

으로 측정한다.

그림 3.3-42 IHX 출구  펌프 입구 차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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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 유입배관 차압

시험 루프로부터 시험장치로 유입된 유동은 펌프배관의 중심부 배관으로 유입된다. 펌프 배

관의 중심부 배관은 시험부의 최하단 지점에서 두 갈래로 분기되어 유입실에 연결된다. 

PRESCO 시험장치에서는 펌프배관 하단부 (원형 기준 임펠라 하류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압

을 측정한다. 펌프배관 중심부 배관 에서 발생되는 압력강하는 그림 3.3-43에 나타낸 바와 같

이 하향유로 직관부 유동, 직관부 하류에서 유입실 입구로 분기되는 유동, 분기관 하류에서 입

구 플레넘 내부로의 방출 유동 (총 3 구역)에서 측정된다. 2기의 펌프 배관에서의 압력강하를 

1 세트의 차압측정 시스템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총 3개의 차압계 및 밸브 네트워크를 활용한

다. 

그림 3.3-43 펌프 유입배관 차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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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풀, 저온풀 수위

PRSCO 시험장치 내부에서는 액체 (물)과 기체 (공기)의 계면이 존재하는 풀 유동이 형성된

다. 레단 내부의 고온풀과 레단 외부의 저온풀의 수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림 3.3-44에 나타

낸 바와 같이 각각 1기씩의 차압계를 사용한다.

그림 3.3-44 고온풀, 저온풀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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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심 모의장치 압력/유량분포 계측

노심 모의장치 유량 측정

노심 모의장치를 통과하는 유량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노심 모의장치의 벤튜리 상류와 

벤튜리 목 사이의 차압을 측정한 후 이를 유량으로 환산하여 산출된다. 식 (3.3-9)는 벥튜리 

차압과 질량 유량의 상관관계를 타나내며, 이 중 벤튜리 방출계수 (Cd)의 값은 각각의 노심 모

의장치에 대한 별도의 검교정 실험을 통해 사전에 산출된 값이 사용된다.







     (3.3-9)

여기에서 는 노심 모의장치를 통과하는 유량, d는 벤튜리 목 직경, β는 벤튜리 목과 상류

관의 직경비 (=d/D), ρ는 작동유체의 밀도, Δp는 벤튜리 차압을 의미한다.

PRESCO 장치에 설치되는 총 112개의 노심 모의장치의 벤튜리 차압은 그림 3.3-45에 나

타낸 바와 같이 밸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각 그룹별로 1기씩 (총 9기)의 차압계를 사용하여 

측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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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5 노심 모의장치 유량 측정 (1~5 그룹, 다음 쪽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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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5 노심 모의장치 유량 측정 (5~9 그룹, 앞쪽에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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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 모의장치 그룹별 대표 차압

노심 모의장치의 상류 (입구 플레넘)와 하류 사이의 압력강하는 그룹별로 각 1기의 대표 노

심 모의장치를 선정하여 측정한다. 그림 3.3-36에 나타낸 바와 같이 1기의 차압계와 밸브 네

트워크를 활용하여 총 9 그룹에 대한 노심 모의장치의 대표 차압이 측정된다.

그림 3.3-46 노심 모의장치 그룹별 대표 차압

노심 모의장치 하류 압력 분포

노심 모의장치의 하류의 압력분포는 중심부에 위치한 노심 모의장치의 하류와 여타의 노심 

모의장치 (111개)의 하류 사이의 차압을 측정하여 확인한다. 그림 3.3-47에 나타낸 바와 같이 

그룹별로 1 기씩 (총 9기)의 차압계 및 밸브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 182 -

그림 3.3-47 노심 모의장치 하류 압력분포 측정



- 183 -

(4) HMI 화면 구성

원자로유동분포 시험장치의 계측/제어계통의 HMI화면은 크게 제어부와 계측부로 구성되며, 

그림 3.3-48 및 3.3-49에 각각 나타내었다. 제어부에서는 주요 제어변수 및 계측 변수를 포

함하여 시험운전에 필요한 제어 및 주요 변수의 모니터링을 하여 시험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계측부에서는 측정하고자하는 모든 변수들을 계측 및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데이터 저장 및 처리와 관련한 변수들을 설정하여 데이터를 얻을 수 있

도록 하였다.

그림 3.3-48 제어용 HMI 화면 구성



- 184 -

(a) 계측 메인

(b) 노심 유량

그림 3.3-49 계측용 HMI 화면 구성 (다음 쪽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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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솔레노이드 밸브 네트워크

(d) 입구플레넘 압력 분포

그림 3.3-49 계측용 HMI 화면 구성 (다음 쪽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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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IHX, UIS 원주방향 압력분포

그림 3.3-49 계측용 HMI 화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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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동가시화

원자로유동분포 시험장치에서는 (1) 저온풀  IHX 출구 제트 유동, (2) 고온풀 노심-IHX 입

구 유동, (3) IHX 입구창 인접 내부 유동의 세 영역에 대한 유동가시화를 추진한다. 저온풀 

IHX 출구 제트 유동은 그림 3.3-50와 같이 4기 중 1기의 IHX의 출구에 대해서 가시화한다. 

가시화를 위해 IHX 출구를 중심으로 수직인 두 개의 원자로용기 관통부를 가공하였다. 한 쪽 

관통부로는 레이저가 조사되고, 다른 관통부를 통해 레이저에 의해 발광되는 형광 입자의 영

상을 기록한다. 

고온풀의 노심에서 IHX 입구에 이르는 유동의 가시화를 위해 원자로용기 헤드에 카메라 취

부가 관통 가공되었다. (그림 3.3-51) 가시화 실험 시 이 관통부에 카메라를 원자로 용기 내

부로 삽입할 수 있는 별도의 구조물을 설치하여 입자 영상을 촬영한다. 레이저는 IVTM 내부 

공간을 활용하여 레이저를 이송할 수 있는 특수 부품을 별도 제작하여 조사한다.

그림 3.3-52는 IHX 입구창 인접 내부 유동 가시화를 위한 구성도를 나타낸다. 본 가시화는 

IHX로 유입되는 유속이 불균일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한다. IHX 입구창 상부와 외

부의 기밀을 위한 plate 제작에 투명한 아크릴 또는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을 사용하고, 중심부

에 레이저 이송부품을 삽입할 수 있는 관통부를 가공한다. 제한된 조사각을 가지는 레이저 및 

제한된 촬영 범위를 가지는 카메라를 활용하여 입구창 인접 내부 영역을 모두 가시화하기 위

하여 레이저 이송 부품 및 카메라를 IHX 모의장치 중심축을 기준으로 회전시키며 영상 기록

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유동가시화는 대표적인 2D 속도장 측정기법인 PIV기법을 적용한다. PIV 시스템은 펄스레

이저, 동기화장치, CCD 카메라 및 광학장치로 구성되었다. 동기화 장치는 짧은 시간동안 펄

스레이저를 t만큼 분리시켜 발진시킴으로서 두 장의 연속된 입자영상을 취득할 수 있다. 사

용된 동기화 장치의 최소 시간 분해능은 1 ns이다. 레이저는 펄스타입의 Nd-YAG 레이저로 

파장이 532 nm이며 약 65 mJ의 에너지를 가진다. 최대 초당 15 Hz까지 반복적으로 레이저

가 발진이 가능하다. 영상기록장치는 PIV기법이 적용이 가능하도록 frame thread 기능이 갖

추어진 고해상도 디지털 영상기록장치를 사용한다. 해상도는 2048 × 2048 픽셀이다. 추적입

자는 직경이 약 24 ㎛인 형광입자이며, 폴리머 계열의 입자표면에 레이저에 의해 여기되는 형

광물질 Rhodamine B가 코팅되어 있다. 형광입자는 532 nm의 레이저에 의해 형광여기되어 

530 nm이상의 파장으로 여기된다. 따라서 고해상도 CMOS 카메라 렌즈 앞쪽에 550 nm이

상의 파장만을 통과시키는 고대역 필터를 설치하여 형광 여기된 입자영상을 기록하게 된다. 

따라서 불균일한 온도구배 및 시험부 표면에서의 반사에 의한 레이저 산란 빛을 제거하고 순

수하게 입자영상을 취득할 수 있다. 

가시화 실험은 압력 및 차압을 측정하는 원자로유동분포 본 시험이 마무리된 후 진행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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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0 저온풀 IHX 출구 제트 유동 가시화 구성도

그림 3.3-51 고온풀 노심-IHX 입구 유동 가시화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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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2 IHX 입구창 인접 내부 유동 가시화 구성도

6. 예비해석

가. 해석모델 및 격자구성

원자로 유동분포 시험장치 설계와 함께 설계의 건전성 확인을 위한 예비해석이 수행되었다. 

해석 도메인은 그림 3.3-5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시험장치와 마찬가지로 원형로의 1/5 축척비

를 가지며, 원자로 용기와 시험루프를 연결하는 펌프 배관의 내측 배관에 질량유입 경계조건, 

외측 배관에 압력 경계조건을 부여하였다. 본 계산에서는 원자로용기 내부의 액체가 존재하는 

구간만을 계산 영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액체-기체 경계면에 slip wall 경계조건을 적용하였다. 

실제 시험부의 노심의 유로는 다공 오리피스와 벤튜리 튜브로 구성되어 있지만, 본 계산에

서는 계산의 편의성을 위하여 일반 원통형태를 채택하고, 각 그룹별 요구 유량 및 압력강하를 

만족시키기 위해 내부 유로는 다공성 매체로 모의하였다. 노심을 제외한 모든 요소의 유로에 

대해서는 실제 시험장치와 동일한 형태로 계산이 수행되었다. 계산에는 사용 CFD 코드인 

Star-CCM+가 활용되었으며, 약 3천만 개의 격자가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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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3 원자로유동분포 예비해석 도메인

나. 해석결과

그림 3.3-54는 원자로용기의 내부 압력분포의 해석 결과를 보여주며, 좌측 그림에 표시한 

주요 지점에 대한 압력을 표 3.3-6에 정량화 하여 나타내었다. 시험장치 입출구간 압력강하는 

약 142 kPa로 계산되었으며, 해당 차압은 실제 시험루프에 사용될 펌프의 수두 (약 60m)로 

충분히 수용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펌프 배관으로부터 입구플레넘까지의 압력강하 (4-6 지점)는 약 13 kPa이 발생하였다. 이

는 과년도에 수행된 유사 해석 사례에서 계산된 압력강하 (약 140 kPa)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로써, 본 세부과제에서 제안한 설계 변경 사항이 적용된 것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판단

된다. 펌프 배관의 형태는 구형 챔버와 직각 유로로 구성된 형태에서 Y자 분기구조와 곡선 

(코끼리 상아 형태) 분배관의 형태로 변경되었다.  

그림 3.3-55 및 그림 3.3-56은 노심 모의장치를 통과하는 유량 및 압력강하를 나타낸다. 

노심의 유량분포는 미세한 차이로 목표 유량을 잘 예측함을 알 수 있다. 중심부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압력강하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계산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이는 노심 모의장치

의 상류 (입구 플레넘) 및 하류 (UIS 하단부)에서의 복잡한 유동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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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4 원자로용기 내부 압력분포 해석 결과

Pt Total Pressure(kPa)
Static Pressure(kPa) Pt Total Pressure(kPa)

Static Pressure(kPa) Pt Total Pressure(kPa)
Static Pressure(kPa) Pt Total Pressure(kPa)

Static Pressure(kPa)
1 142.70 139.34 7 8.7848 5.1329 13 0.2654 0.2651 19 0.2502 0.0272
2 142.72 138.97 8 3.8814 3.8701 14 0.2654 0.2647 20 0.2072 0.0037
3 142.17 140.00 9 3.8941 3.8792 15 0.2678 0.2571 21 0.1643 0.0117
4 140.94 138.64 10 3.9164 3.9120 16 0.2644 0.2581 22 0.1495 0
5 140.98 138.75 11 3.9244 3.9193 17 0.2581 0.2504
6 127.01 119.74 12 3.9256 3.9189 18 0.2572 0.2066

표 3.3-6 원자로용기 내부 압력분포 해석 결과

 

그림 3.3-55 노심 유량 분포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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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6 노심 압력강하 분포 계산 결과

7. 시험결과

본 원자로유동분포 시험에서는 원형로의 핵연료집합체 및 중간열교환기를 모의한 노심모의

장치 및 IHX 모의장치를 통과하는 유량를 측정하였으며, 원자로용기내 주요 유로에 대한 차

압를 측정하였다. 또한 입구플레넘 내의 압력분포, UIS 원주방향 압력분포, IHX 1기의 입구

차 주변 압력분포를 측정하였다. 본 절에서는 100% 유량조건 (46.47 kg/s)에 대한 시험 결과

를 대표적으로 소개한다.

그림 3.3-57은 노심 유량 분포를 나타내며, 그림 3.3-58는 그룹별 평균 유량 측정치를 앞

선 예비해석 결과와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노심 유량은 설계 유량이 많은 1그룹이 위치한 

중심부가 높고 설계 유량이 낮은 9그룹이 위치한 주변부가 낮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룹 내

에서는 유량의 편차가 다소 관찰되었다. 그룹별 평균 유량은 목표값 대비 다소 높은 결과를 

나타냈으며, 이는 예비해석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이는 313개의 핵연료 집합체 중 

112개만은 모의한 결과로부터 기인하며, 모의하지 않은 핵연료집합체가 차지하는 약 3.45%의 

유량이 노심모의장치로 분산되어 유입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해석결과 모두 112개 노심모의

장치로 통과하지 않는 유량만큼 노심 각 그룹에 균등한 비율로 증가된 유량을 보이고 있고, 

시험결과 역시 일치된 경향과 절대값을 보임으로써, 유량분포에 우회 유량에 따른 왜곡이 거

의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3.3-59는 IHX 모의장치를 통과하는 유량을 평균유량으로 무차원화하여 나타낸 것이

다. 각 IHX 모의장치를 통과하는 유량은 2% 이내의 편차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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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7 노심 유량 분포 (단위: k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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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8 그룹별 평균 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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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9 IHX 모의장치 통과 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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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0은 주요 지점의 압력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예비해석과의 비교를 위하여 시험 

결과의 출구 압력을 0으로 환산하여 표시하였다. 대부분의 압력강하는 노심 (6 ~7 구간)에서 

발생하였으며, 이외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차압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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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0 원자로 용기 내 압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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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1은 입구플레넘의 압력분포를 나타낸다. PT-IP-01 및 PT-IP-02는 각각 1번 지

점과 9번 지점에서의 정압 측정치를 나타내며, DP-IP-02 ~ 09는 입구플레넘의 중심부인 1

번 지점으로부터 각 지점 사이의 차압을 나타낸다. 입구플레넘의 중심부로부터 먼 지점에서의 

차압이 큰 일반적인 경향이 나타났다. 입구플레넘 내부의 차압은 최대 (절대값 기준) 1.82 

kPa로 측정되었다.

그림 3.3-61 입구플레넘 압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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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2는 IHX 모의장치의 입구창 주변의 원주방향 차압분포를 나타낸다. 

PT-IHXS-01은 1번 지점에서의 정압 측정치를 나타내며, DP-IHXS-02 ~ 06은 1번 지점으

로부터 각 지점 사이의 차압을 나타낸다. IHX 모의장치 입구창 주변의 차압은 0.016 ~ 

0.004 kPa 정도의 미세한 차이를 나타냈다. 

그림 3.3-63은 UIS 주변의 원주방향 차압분포를 나타낸다. PT-UIS-01은 1번 지점에서의 

정압 측정치를 나타내며, DP-UIS-02 ~ 07은 1번 지점으로부터 각 지점 사이의 차압을 나타

낸다. IHX 모의장치 입구창 주변의 차압은 0.038 ~ -0.016 kPa 정도의 미세한 차이를 나

타냈다. 

그림 3.3-64는 펌프 배관에서의 압력 분포를 나타낸다. (1번 지점의 압력을 0으로 가정 후 

각 구역에서 측정된 차압을 토대로 재가공함) 직선 하향 유로에서 펌프 직선 하향유로 및 곡

관 유로에서 각각 0.38 kPa, 3 kPa의 압력강하가 발생하였다. 

그림 3.3-62 IHX 모의장치 입구창 주변 원주방향 압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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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3 UIS 주변 원주방향 압력 분포

그림 3.3-64 펌프 배관 압력 분포 (Pump #1)



- 199 -

8. 소결론

본 절에서는 PGSFR 원형로가 가지는 고유한 설계특성 중 일차 열전달계통의 주요 유동경

로의 기하학적 특성을 최대한 보존한 원자로유동분포 시험장치의 설계, 구축 및 시험결과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시험장치의 설계는 원형로에서 1/5 기하학적인 비율로 축소하였고, 형상을 보존하였으며, 

수력적 상사성을 만족하기 위하여 유동조건을 충분한 난류조건으로 유지시킴으로써, Eu수를 

보존하였다. 이와 같은 기하학적, 수력학적 상사성을 기반으로 시험장치의 제작성 및 측정가용

성을 고려하여 시험장치의 세부 component의 설계를 수행하였다. 시험장치의 각 

component 중 4기의 IHX와 112개의 핵연료집합체는 내부 봉다발 복잡유로를 그대로 형상

화하지 않고 component들의 각 입, 출구 경계 압력강하 즉, Eu수 상사를 보존하는 벤투리/

오리피스 형상 단일유로로 모사하였다.

PGSFR 원형로에서는 고온풀과 저온풀 내, 외측에 다차원적 유동이 매우 복잡하게 발생하는 

구조이므로, 이러한 각 지점의 다차원적 유동특성을 정확하게 정량화하기 위한 계측시스템도 

개발하였다. 수백 개의 지점에서 제한된 개수의 계측기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정압 및 차압

을 측정하기 위해서, 유사한 측정범위와 특성을 가지는 계측지점을 묶어 밸브 네트워크 시스

템을 고안하였고, 본 시험에 최적화된 하드웨어적 구성 및 제어로직을 구현하였다.  

상기 수력데이터 계측과 더불어, 광학기법 적용, 유동장 측정을 통한 풀 내부 유동가시화로 

보다 상세한 유동정보를 얻기 위한 광학계측 적용 설계도 진행되었으며, 원자로유동분포 본 

시험이 완료된 이후 가시화 시험이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원형로의 최근 설계 변경사항은 차기 단계에서 본 장치에 수정 반영될 계획이며, 본 설계를 

기반으로 구축된 시험장치를 활용하여 신뢰성 있는 시험자료를 취득함으로써 최종적으로 

PGSFR 설계의 인허가에 기여하고자 한다.



- 200 -



- 201 -

제4절 노심 Receptacle 성능평가시험

1. 시험요건 정립

가. 개요

원형로 노심은 동일한 핵연료 조성을 가지는 핵연료집합체로 구성되지만 노심 내에서 중성

자속의 상대적인 차이로 인해 각 집합체는 서로 다른 출력 분포를 가지며 이에 따라 각 집합

체에 요구되는 냉각유량도 서로 달라진다. 원형로에서는 집합체 전단에 노심 리셉터클을 설치

하여 집합체 별 요구유량에 따른 필요 차압을 발생시키고 이를 통해 각 집합체에 인가되는 유

량을 조절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리셉터클의 설계 및 성능의 평가와 검증은 노심

에 인가된 총 일차열전달계통 유량에 대하여 노심의 최대 열적 안전 여유도를 확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본 성능평가시험은 총 9개로 구분된 유량그룹 별 리셉터클에 대해 각기 실시하며, 시험에서 

측정되는 주요 변수는 리셉터클 입/출구 압력, 차압, 유량, 온도 등이다. 시험 데이터들은 리

셉터클의 설계 타당성을 검증하고 노심 열유체 설계에 필요한 집합체 입구 유량에 대한 불확

도 평가에 활용될 예정이다. 

나. 시험요건

노심 Receptacle 성능평가시험에 적용되어야 할 주요 시험 요건은 다음과 같다[3.4-1]. 

1) 리셉터클 및 오리피스의 시험 모형에서 유로와 접하고 있는 기하조건은 실제 설계사양과 

동일하다.

2) 오리피스의 상세 유로형상은 주어진 설치 위치에서 100% 정격유량조건에서 무차원수를 기

준으로 설계된 압력강하 요건을 만족하도록 선정된다. 

3) 시험의 작동유체로는 물을 사용한다. 

4) 시험의 유동요건은 원형로 리셉터클의 설계사양과 수력학적 상사성을 유지해야 한다. 

5) 실험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실험 측정 변수 및 측정 변수 편차와 실험절차(Test 

Procedure) 및 측정 자료의 불확도(Measured Data Uncertainty)가 정량화 되어야 한

다. 본 실험에서 측정정확도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차압: ±2.0% of full scale

- 온도: ±1.0℃

- 유량: ±2.0% of full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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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력: ±2.0% of full scale

6) 실험 결과에 대한 최종 불확도는 97.5% 신뢰도로 평가하여 제공한다. 

7) 시험 장치의 설계, 제작, 시험 및 결과 보고에 이르는 전 과정과 계측기의 교정 및 검사, 

시험 시설에 대한 시험 절차 등은 품질보증 요건을 만족해야한다. 

다. 측정변수 및 시험 매트릭스

성능시험 시 측정되는 주요 변수는 아래와 같다. 각 측정값은 노심입구 유동분배의 기초자

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량그룹 별로 각기 설계된 오리피스를 설치하여 측정한다. 

1) 정압

- 리셉터클 입구 압력

- 리셉터클 출구 압력

2) 차압

- 리셉터클 입/출구 차압

3) 유량

- 리셉터클 출구 유량

4) 온도

- 리셉터클 입구 온도

- 리셉터클 출구 온도

5) 시험 매트릭스

시험의 종류는 크게 정격유량조건과 과도유량조건으로 구분된다. 정격유량조건에서는 유량그

룹 별 각 리셉터클에 대하여 오리피스 기하사양을 미세하게 조정하면서 시험을 수행한다. 이

를 통해 설계요건에 제시된 리셉터클 오리피스의 차압기준을 충족하는 오리피스의 상세 설계

치를 도출한다. 과도유량조건에서는 정격조건에서 도출된 리셉터클 오리피스 설계를 바탕으로 

정격유량 기준 10-115% 범위의 유량에 대하여 시험을 수행한다. 시험 매트릭스는 표 3.4-1

과 같다. 

표 3.4-1 노심 리셉터클 성능 시험 매트릭스

운전형태 최소 시험 횟수 유량 조건

정격유량조건 9 정격유량 기준 100%

과도유량조건 50 정격유량 기준 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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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척도해석

가. 수력학적 상사 모델

시험요건에 따라 리셉터클 성능시험에 사용되는 시험 모델은 실제 리셉터클의 설계사양과 

1/1 스케일로 동일한 기하조건을 가진다. 또한 시험의 작동유체로는 물을 사용하므로 소듐을 

사용하는 원형로와 수력학적 상사성이 유지되도록 동일한 레이놀즈 수 조건을 적용한다. 기하

조건 및 수력학적 상사 조건으로부터 원형에 대한 모델의 유량비 및 압력강하비는 다음과 같

이 유도된다. 

    (3.1)







(3.2)

여기서 는 밀도, 는 유속, 는 수력직경, 는 점성이다. 또한 하첨자 는 모델, 는 원

형을 지칭한다. 원형과 모델의 기하조건은 동일하므로 유량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며 원형과 

모델의 점성비와 같음을 알 수 있다. 




 
 

 
  

 
 

  
  (3.3)

원형과 모델에서 발생하는 차압은 저항계수 로부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3.4)

  




(3.5)

여기서 저항계수 는 레이놀즈 수와 기하형상의 함수이므로 수력학적 상사성 및 기하학적 

상사성이 유지될 경우 원형과 모델에 대해 서로 같게 된다. 

    (3.6)

따라서 원형과 모델의 차압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며 밀도비의 역수와 점도비의 제곱에 비

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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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그림 3.4-1은 온도에 따른 물의 밀도 및 점도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원형로 운전조건인 

390℃에서의 소듐의 밀도(858.7 kg/m3) 및 점도(0.000283 Pa·s)를 중첩해서 표시하였다. 소

듐과 물은 전체적으로 밀도는 유사하지만 상온에서 물의 점도가 소듐에 비해 상당히 크다. 따

라서 시험 시 물의 온도를 가능한 높여 점도를 낮추어야 모델의 유량 및 압력강하가 작아지므

로 시험장치 설계상 유리하다. 본 시험에서 물의 온도는 요건서상 상한치인 70℃로 설정하였

으며 해당 밀도 및 점도는 각각 977.73 kg/m3, 0.000404 Pa·s이다. 

그림 3.4-1 온도에 따른 물의 밀도 및 점성 변화

나. 유량그룹 별 Receptacle 압력강하

표 3.4-2는 원형 및 시험모델에서의 각 유량그룹 별 유량, 집합체 압력강하, 리셉터클 오리

피스 압력강하를 정리한 것이다. 정격유량조건 뿐만 아니라 시험요건서에 제시된 과도유량조

건에서의 시험모델 유량 및 오리피스 압력강하 값 또한 함께 정리되어 있다. 본 시험에서는 

과유량 조건으로 정격조건 대비 115% 유량을 선정하였으며 저유량 조건은 정격대비 10% 유

량을 선정하였다. 과유량 및 저유량에서 유량 및 압력강하 범위가 크게 차이가 나므로 각 유

량조건에서 서로 다른 펌프가 요구되며 계측기의 경우에도 측정범위를 고려하여 유량조건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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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별도 구비가 필요하다. 

시험에 요구되는 펌프는 모델의 유량 및 발생 가능한 최대 압력강하를 고려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최대 압력강하에는 오리피스 압력강하 외에 리셉터클 입출구 및 내부유로에서의 압력강

하와 시험루프의 설계에 따른 배관, 밸브, 기기 등에서 발생하는 압력강하가 추가적으로 고려

되어야 한다. 또한 본 시험에서 요구하고 있는 과도조건 중 과유량 조건에서 최대 압력강하가 

발생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펌프를 선정하여야 한다. 

표 3.4-2 원형과 시험모델의 유량그룹 별 유량 및 압력강하

유량

그룹

원형 모델(정격유량조건) 모델(115%유량조건) 모델(10%유량조건)

유량

[kg/s]

집합체 

압력강하

[MPa]

오리피스 

압력강하 

[MPa]

유량

[kg/s]

오리피스 

압력강하 

[MPa]

유량

[kg/s]

오리피스 

압력강하 

[MPa]

유량

[kg/s]

오리피스 

압력강하 

[kPa]

1 23.55 0.4179 0 33.61 0 38.65 0 3.36 0

2 21.97 0.3709 0.0470 31.35 0.0841 36.06 0.1112 3.14 0.841

3 20.58 0.3288 0.0891 29.37 0.1594 33.78 0.2108 2.94 1.594

4 18.67 0.2748 0.1431 26.64 0.2560 30.64 0.3385 2.66 2.560

5 15.85 0.2019 0.2160 22.62 0.3864 26.01 0.5110 2.26 3.864

6 14.93 0.1825 0.2354 21.31 0.4211 24.50 0.5568 2.13 4.211

7 13.45 0.1508 0.2671 19.19 0.4778 22.07 0.6318 1.92 4.778

8 12.12 0.1248 0.2931 17.30 0.5243 19.89 0.6933 1.73 5.243

9 10.59 0.0976 0.3202 15.11 0.5727 17.38 0.7574 1.51 5.727

3. Receptacle 오리피스 설계

가. 오리피스 설계개념

그림 3.4-2는 SFR 원형로 원자로 내부에서 리셉터클의 위치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일차냉각재인 소듐은 일차냉각계통의 주펌프에 의해 노심 하부에 위치한 유입실(inlet 

plenum)로 주입되고 노심 리셉터클과 각 핵연료집합체를 통과하며 온도가 상승한 후 노심 상

부로 방출된다. 리셉터클은 그림 3.4-3과 같이 노심 지지체 상단으로부터 하부의 유입실 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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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되어 설치되며 리셉터클 상단부는 핵연료집합체 입구와 결합된다. 리셉터클 중심축에는 

집합체의 하중을 리셉터클 하단부로 전달하기 위한 두꺼운 버팀 장치가 있어 리셉터클 내부 

유로는 환형의 구조가 된다. 리셉터클 내부에는 압력강하를 발생시키는 다단 오리피스가 설치

되는데 오리피스 또한 유로 형상에 의해 환형 형태이다. 리셉터클을 통한 전체 차압은 유로에 

설치되는 오리피스 판의 유동홀 기하조건 및 사용되는 오리피스 판의 개수를 통해 조정한다. 

원형로 노심 열유체 설계에서는 각 집합체 출구 간의 온도차와 유량그룹의 수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유량에 따른 유량그룹을 설정하였다. 유량그룹은 총 9개로 나뉘며 동일한 그룹 내에

서 집합체간의 최대 출력차는 7% 이하로 설계되어 있다[3.4-1]. 

그림 3.4-2 SFR 원형로 노심 리셉터클 위치 그림 3.4-3 리셉터클 내부 개략도

나. 오리피스 기본설계

그림 3.4-4와 표 3.4-3은 원형로의 유량 및 압력강하 요건을 만족시키는 오리피스의 대략

적인 예비 설계사양이다. 표 3.4-2의 원형에 대한 유량 및 오리피스 압력강하를 만족하기 위

해 오리피스 홀의 크기, 홀 개수, 판 개수를 변경하여 설계되었고 오리피스가 리셉터클 내 환

형유로에 설치되므로 오리피스 판도 역시 환형으로 제작된다. 리셉터클 성능시험에서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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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의 설계사양을 기준 값으로 사용하며 실제 압력강하 측정 결과를 토대로 요건을 만족하

는 정확한 오리피스 설계사양을 확정하기 위해 반복적인 기하사양의 미세 조정과정이 필요하

다. 다만 기하사양의 조정에 있어, 홀 크기, 홀 개수, 판 개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모델을 매

번 재제작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리셉터클 중심축에 대한 오리피스 판 간의 회전 각

도를 조절하여 압력강하를 조절하는 설계 방법론을 적용한다. 본 방법론은 SFR 원자로유동분

포 시험장치의 노심모의기 오리피스에 사용한 가변형 오리피스와 동일한 개념이다[3.4-2]. 

성능시험 시 리셉터클에서의 압력강하는 내부의 오리피스에서 발생하는 압력강하와 리셉터

클 유입홀 및 내부유로에서 발생하는 압력강하의 합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본 성능시험의 요

건서에는 오리피스만의 압력강하를 제시하고 있으며 유입홀 및 내부유로에 의한 압력강하는 

시험을 통해 측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유량그룹에 대해 오리피스가 없는 경우와 오리피

스가 있는 경우의 차압을 각각 측정하고 그 차를 취함으로써 오리피스에 의해 발생하는 차압

을 산정한다. 

그림 3.4-4 리셉터클 오리피스 기하구조 개략도

표 3.4-3 리셉터클 오리피스 설계 사양

유량그룹 구멍 크기 [mm] 구멍 개수 판 개수

1 - - 0

2 19.9 8 1

3 19.9 8 2

4 19.8 8 4

5 19.8 4 2

6 21.1 4 3

7 19.8 4 3

8 20.5 4 5

9 20.0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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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피스 설계 시 케비테이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케비테이션 지

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3.8)

여기서 , 는 각각 오리피스 후단 및 전단의 절대압이고 는 증기압이다. 케비테이션 

지수가 임계값보다 작을 경우, 케비테이션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케비테이션 지수는 

일반적으로 실험값으로부터 예측하며 오리피스와 배관의 직경비에 따른다. 본 리셉터클 오리

피스의 경우 single-hole 오리피스로 가정하면 직경비는 약 0.4~0.6이며 이때의 케비테이션 

지수 는 약 3에 해당한다[3.4-3]. 다단 오리피스의 경우 마지막 오리피스 판에서 후단압력

이 가장 낮으므로 케비테이션 지수는 마지막 오리피스 판에 대하여 검토한다. 위 케비테이션 

지수식으로부터 오리피스 후단의 최소 절대압은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m in      (3.9)

표 3.4-4에 각 유량그룹에 대한 오리피스 압력강하 및 오리피스 판 개수로부터 케비테이션 

방지에 필요한 오리피스 후단 압력을 산정하였다. 여기서 는 70℃ 물의 증기압이며 31.19 

kPa이다. 

표 3.4-4 케비테이션 방지를 위한 오리피스 후단 최소 절대압 산정

유량그룹
오리피스 전체 

압력강하 [MPa]

오리피스 판 

개수
   [kPa] Min.  [kPa]

1 0.0000 0 - -

2 0.0841 1 84 283

3 0.1594 2 80 270

4 0.2560 4 64 223

5 0.3864 2 193 611

6 0.4211 3 140 452

7 0.4778 3 159 509

8 0.5243 5 105 346

9 0.5727 6 95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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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비테이션 방지를 위한 오리피스 후단의 최소 절대압은 5번 유량그룹의 경우에 최대이며 

611 kPa이다. 이는 5번 유량그룹의 경우 오리피스 판 하나에 걸리는 압력강하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실제 성능시험 시에는 케비테이션 방지를 위해 시험대 후단의 압력을 각 유량그룹 

별 최소 요구값 이상으로 형성해 주어야 한다.  

다. 수치해석을 통한 오리피스 설계 검증

오리피스 판의 회전 각도를 변화하여 차압을 조절하는 가변형 오리피스의 적용 가능성을 확

인하기 위하여 CFD 예비해석을 수행하였다. 리셉터클의 입출구 및 유로형상에 따른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환형 유로 및 환형 오리피스만으로 구성된 해석모델을 상정하였다. 여기서 오

리피스의 기하정보는 표 3.4-3의 설계사양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홀 크기는 모두 20 mm로 

같게 하여 오리피스의 제작 규격에 있어 동일성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작동유체는 성능시험의 

조건과 같은 70℃ 물로 하였으며 이때 설계기준은 표 3.4-2에 나타낸 시험모델 정격유량조건

에서의 유량 및 오리피스 차압이다. 

해석에 사용된 격자는 오리피스 유동 영역에는 tetrahedron 격자를 환형 유로 영역에는 

hexagonal 격자를 사용하였다. 기하형상의 곡면부분과 길이비가 작은 부분에서 더욱 조밀한 

격자가 생성되도록 격자크기 함수를 사용하였으며 이때 최소 격자크기는 2 mm, 최대 격자크

기는 5mm로 제한하고 격자 증가비는 1.1을 적용하였다. 생성된 격자의 격자수는 사용된 오

리피스 판 개수에 따라 다르며 약 40만개에서 약 60만개가 사용되었다. 생성된 해석 격자의 

예로 9번 유량그룹의 격자를 그림 3.4-5에 나타내었다. 해석은 ANSYS FLUENT 13.0을 사

용하여 수행되었으며 해석에 사용된 물리 모델은 표 3.4-5에 정리한 바와 같다. 

        

  

그림 3.4-5 리셉터클 오리피스 예비수치해석에 사용된 격자 예(유동그룹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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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5 리셉터클 오리피스 수치해석에 사용된 물리 모델

Parameter Value

Solver Pressure-based, Steady, 3d

Viscous Model Realizable k-ε, Standard wall function

Pressure-velocity Coupling Coupled

Spatial Discretization

   - Gradient

   - Pressure

   - Momentum

   - Turbulence

- Least Squares Cell Based

- Standard

- Second-order Upwind

- Second-order Upwind

Density 977.73 kg/m3

Dynamic Viscosity 0.000404 Pa·s

Inlet Pressure 1.5 MPa

해석 시 해의 수렴성은 continuity 및 momentum의 잔차와 입구압력 및 출구압력의 거동

으로부터 판단하였다. 잔차 기준 값은 1e-4를 적용하였으며 잔차가 기준 값 이하로 떨어지고 

입구 압력 및 출구 압력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경우 해가 수렴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해석은 

각 유량그룹에 대하여 인접한 오리피스 판의 회전 각도가 최소일 때와 최대일 때의 두 가지 

경우에 대하여 수행하였다. 이때 최소 회전 각도는 모든 유량그룹에서 0도가 되고 최대 회전 

각도는 오리피스 홀이 8개인 경우 22.5도, 4개인 경우 45도가 된다. 

각 유량그룹에서 오리피스 회전각도에 따른 압력강하 해석 결과는 표 3.4-6와 같다. 1번 유

량그룹은 오리피스가 없는 경우이고 2번 유량그룹은 오리피스 판이 1개여서 회전각을 줄 수 

있는 인접판이 없는 경우이다. 따라서 2번 유량그룹의 경우 오리피스 차압을 조정하기 위해서

는 오리피스 판을 2개로 설계해줄 필요가 있다. 3~9번 유량그룹의 경우 설계기준이 되는 차

압이 회전각에 따른 최소 차압과 최대 차압의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성능시험 

시에 인접 오리피스 간의 회전각을 조정함으로써 설계기준 차압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설계기준 차압과 오리피스의 최소/최대 회전각에 따른 차압변동 범위를 그림 3.4-6

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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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6 유량그룹 별 오리피스 회전각도에 따른 압력강하

유량그룹 유량 [kg/s]
오리피스 압력강하 [MPa]

설계기준 최소 회전각도 최대 회전각도

1 33.61 0 - -

2 31.35 0.08 0.106 -

3 29.37 0.16 0.083 0.242

4 26.64 0.26 0.071 0.441

5 22.62 0.39 0.276 0.578

6 21.31 0.42 0.237 0.823

7 19.19 0.48 0.192 0.678

8 17.30 0.52 0.157 0.909

9 15.11 0.57 0.123 0.816

그림 3.4-6 시험모델의 설계기준 차압 및 오리피스 회전각에 따른 차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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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치해석을 통한 리셉터클 성능시험 모의 검증

CFD 수치해석을 통해 원형로 리셉터클 모델에 대하여 성능시험 과정을 모의하여 오리피스 

판의 회전 각도를 변화하며 설계기준 압력강하의 만족여부를 검증하였다. 본 해석은 설계 압

력강하가 가장 큰 9번 유량그룹의 리셉터클에 대하여 수행하였다. 그림 3.4-7과 같이 원형로 

리셉터클 기하형상으로부터 내부 유동영역만 추출하여 해석모델을 생성하였다. 작동유체는 원

형로의 조건과 같은 390℃ 소듐을 적용하였고 이때 물성치는 밀도 858.7 kg/m3 및 점도 

0.000283 Pa·s에 해당한다.  

해석에 사용된 격자는 리셉터클 유입부 및 오리피스 유동 영역에는 tetrahedron 격자를 사

용하였고 오리피스 후단 환형 유로 영역에는 hexagonal 격자를 사용하였다. 기하형상의 곡면

부와 길이비가 작은 부분에서 더욱 조밀한 격자가 생성되도록 격자크기 함수를 사용하였으며 

이때 최소 격자크기는 1 mm, 최대 격자크기는 5mm로 제한하고 격자 증가비는 1.1을 적용

하였다. 최종적으로 생성된 격자의 격자수는 약 717만개이다. 생성된 해석 격자를 그림 3.4-8

에 나타내었다. 해석은 ANSYS FLUENT 13.0을 사용하여 수행되었으며 해석에 사용된 물리 

모델은 표 3.4-7에 정리한 바와 같다.

그림 3.4-7 SFR 원형로 리셉터클 기하형상 및 해석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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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8 SFR 원형로 리셉터클 해석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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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7 원형로 리셉터클 수치해석에 사용된 물리 모델

Parameter Value

Solver Pressure-based, Steady, 3d

Viscous Model Realizable k-ε, Standard wall function

Pressure-velocity Coupling SIMPLE

Spatial Discretization

   - Gradient

   - Pressure

   - Momentum

   - Turbulence

- Green-Gauss Node Based

- Standard

- Second-order Upwind

- Second-order Upwind

Density 858.7 kg/m3

Dynamic Viscosity 0.000283 Pa·s

Inlet Pressure 1.0 MPa

해석 시 해의 수렴성은 continuity 및 momentum의 잔차와 입구압력 및 출구압력의 거동

으로부터 판단하였다. 잔차 기준 값은 1e-4를 적용하였으며 잔차가 기준 값 이하로 떨어지고 

입구 압력 및 출구 압력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경우 해가 수렴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해석은 

인접한 오리피스 판의 회전 각도가 0°, 5°, 10°인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하여 수행하였다. 

오리피스 회전 각도에 따른 압력강하 변화를 그림 3.4-9에 나타내었다. 회전 각도가 증가함

에 따라 압력강하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특히 회전각도가 5°일 때 압력강하가 

설계기준과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오리피스 판의 회전각도를 조절함으로써 리셉

터클 설계기준을 만족할 수 있으며 성능시험을 통해 리셉터클 오리피스 상세설계 사양을 제공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3.4-10은 리셉터클 내부의 압력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다단 

오리피스를 통해 압력은 점진적으로 떨어지고 오리피스 홀에서 가속된 유동이 후단의 오리피

스 판에 부딪힐 때에 국부적으로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 이때 오리피스 판 전후단의 압력차는 

약 0.1~0.2 MPa 정도이며 오리피스 판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재질 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그

림 3.4-11은 리셉터클 내부의 유속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오리피스 홀에서 가속되는 유속은 

최대 약 20 m/s이며 리셉터클 유입부 유속은 약 2 m/s 이하, 출구부 유속은 약 4 m/s이하

로 분포하고 있다. 특히 리셉터클 출구부에서 유속이 고르지 않고 약 90° 간격으로 4개의 영

역에서 국부적으로 빠르고 느린 유속이 주기적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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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9 오리피스 회전각도에 따른 압력강하 변화(유량그룹 9)

그림 3.4-10 리셉터클 내부 압력 분포(유량그룹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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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1 리셉터클 내부 유속 분포(유량그룹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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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능시험 루프 기본설계

가. 순환루프 설계

노심 receptacle 성능검증시험을 위한 순환루프의 설계 개략도는 그림 3.4-12와 같다. 루

프는 유동을 발생시키는 주순환루프와 주순환루프를 냉각시키는 냉각루프로 구분되며 주순환

펌프, 보조순환펌프, 시험대, 유량제어밸브, 냉각라인, 우회라인, 저장수조 등으로 구성된다. 

리셉터클 및 순환루프에서 발생하는 압력강하를 고려하여 설계 압력은 2.0 MPa로 한다. 설계 

압력 및 유동 흐름 저항을 고려하여 주순환계통 배관은 스테인리스강 5인치 SCH40 규격 배

관을 기본으로 한다. 펌프 흡입에서 유체 유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수조-펌프 흡입 배관을 6

인치 SCH40 규격으로 확대하였으며 시험대를 우회하는 배관은 4인치 SCH40 규격 배관으로 

축소하였다. 냉각루프는 2.5인치 SCH20 규격 배관을 기본으로 한다. 

최대 설계 유량은 115% 과도유량조건에서 1번 유량그룹일 때에 해당하며 38.65 kg/s이다. 

이때 배관 유속은 5인치 배관에서 3.06 m/s, 6인치 배관에서 2.12 m/s이다. 시험대로 공급

되는 유량은 유량제어밸브와 우회라인을 사용하여 조절한다. 리셉터클 오리피스에서 케비테이

션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시험대 후단의 압력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해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 유량계 후단에 약 400 kPa의 압력강하를 발생시키는 유동저항 오리피스가 설치된

다. 펌프 전단에는 이물질 유입방지를 위한 스트레이너가 설치되고 후단에는 역류방지용 체크

밸브가 설치된다. 주기기인 펌프, 시험대, 열교환기, 저장수조 전후단에는 차단밸브가 설치된

다. 설계요건을 고려하여 온도계, 압력계, 차압계, 유량계 등은 주순환루프에 적절히 배치된다. 

그림 3.4-12 노심 receptacle 성능검증 시험장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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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펌프의 사양을 결정하기 위하여 주순환루프의 압력강하를 표 3.4-8과 같이 산정하였다. 

수력저항 발생 요소는 노심 receptacle 성능시험 장치와 유사한 SFR 핵연료 수력시험장치

[3.4-2]를 참고하여 선정하였다. 

표 3.4-8 주순환루프 압력강하 산정

따라서 주순환루프에서 발생하는 압력강하는 약 660 kPa로 산정된다. 리셉터클 시험모델에

서 발생하는 압력강하는 표 3.4-2의 115% 과도유량조건 하에서 9번 유량그룹의 경우이며 약 

760 kPa이므로 주순환루프와 시험모델 압력강하의 합은 1420 kPa이다. 따라서 순환펌프의 

사양은 여유도를 고려하여 정격유량 40 kg/s (144 m3/hr), 양정 170 m로 선정하였다. 

 저장수조는 직경 1.2 m에 높이 1.5 m로 정하고 시험 시 온도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내부

에 가열히터를 설치한다. 저장수조 등을 포함한 순환루프 전체의 유로체적은 2.0 m3 가량이며 

가열히터 용량은 120 kW로 선정하였다. 열교환기는 주순환루프에서 전달되는 열원을 제거하

여 시험대의 온도조건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열교환기는 Shell and Tube Type으로 ASME 

B&PV Code, Sec. VIII 요건에 따라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된다. 용량은 130 kW로 가열히

터의 용량을 상회하도록 선정하였다. 

구분 마찰계수(ft) 내경 [m] 길이 [m] 개수 저항계수(K) 압력강하 [kPa]

직관 0.02 0.128 19.5 3.04 14.0

직관 0.02 0.154 3 0.39 1.8

Globe valve 0.02 2 6.8 62.4

Check valve 0.02 1 12 55.0

Gate valve 0.02 7 0.16 5.1

90 Elbow 0.02 11 0.6 30.3

Tee (Run) 0.02 3 0.38 5.2

Tee (Branch) 0.02 2 1.8 16.5

Entrance 0.02 3 0.78 10.7

Exit 0.02 3 1 13.8

유량계 20

오리피스(RO) 400

스트레이너 25

계 6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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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측정기법 정립

본 성능시험 장치에서는 앞서 3.4.1-다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험부 및 시험루프를 구

성하는 각 요소에서의 정압, 차압, 유량 및 온도를 계측한다. 시험부와 시험루프에 설치될 계

측 위치 및 계측 범위 등의 상세 내용은 표 3.4-9와 같다. 

표 3.4-9 노심 receptacle 성능시험 장치 계측기 목록

No. 분류 측정 항목 측정 위치 측정 범위 측정 불확도

1

루프

주순환펌프 흡입압력 주순환펌프 입구 0~150 kPag ±2.0% F.S.

2 주순환펌프 토출압력 주순환펌프 출구 0~2000 kPag ±2.0% F.S.

3 보조순환펌프 흡입압력 보조순환펌프 입구 0~150 kPag ±2.0% F.S.

4 보조순환펌프 토출압력 보조순환펌프 출구 0~300 kPag ±2.0% F.S.

5 시험부 입구 압력 시험부 입구
H: 0~2000 kPag 

L: 0~300 kPag
±2.0% F.S.

6 시험부 입구 온도 시험부 입구 0~100 ℃ ±1.0℃

7 시험부 출구 압력 시험부 출구
H: 0~1000 kPag

L: 0~300 kPag
±2.0% F.S.

8 시험부 출구 온도 시험부 출구 0~100 ℃

9 시험대 유량 시험부 출구
H: 0~50 kg/s

L: 0~8 kg/s
±2.0% F.S.

10 저장수조 입구 온도 저장수조 입구 0~100 ℃ ±1.0℃

11 저장수조 출구 온도 저장수조 출구 0~100 ℃ ±1.0℃

12 저장수조 수위 저장수조 내부 0~2 m ±2.0% F.S.

13 시험부 리셉터클 입/출구 차압 시험대 내부
H: 0~1000 kPa

L: 0~10 kPa
±2.0% 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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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론

당해년도에는 노심 receptacle 성능시험 장치의 기본설계를 수행하였다. 설계단계 PGSFR 

원형로의 노심 receptacle 유량 및 압력강하 조건으로부터 노심 receptacle 성능시험 장치 

구축을 위한 시험요건을 도출하였다. 원형로 대비 1/1 기하모델을 기본으로 하고 작동유체는 

물을 사용하며 기하형상의 보존과 함께 수력학적 상사성 보존을 위하여 Re 수를 일치시켰다. 

Receptacle의 압력강하를 결정하는 오리피스 설계의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해 예비평가를 수

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회전식 가변 오리피스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본 성능시험의 유

량 및 압력강하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유량 40 kg/s, 양정 170 m의 주순환펌프가 사용되며 

냉각루프, 제어밸브, 히터 등으로 이루어지는 순환루프를 설계하였다. 차기년도에 성능시험 장

치의 상세설계와 함께 주요장비, 계측기의 상세 선정 및 구매가 진행되면서 노심 receptacle 

성능시험 장치의 구축이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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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IHX 입구 GAS 혼입시험

1. 시험요건 정립 및 분석 [3.5-1]

 

가. 개요

소듐냉각고속로 원형로의 원자로 고온풀 상부에는 일차계통의 압력과도를 완화시키고 원자로헤드

를 통한 소듐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커버가스가 충전되어 소듐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이때 원자로

용기내부 소듐의 자유액면으로 커버가스가 혼입(gas entrainment)되면 가스 포켓을 형성하여 다

음과 같은 문제를 일으켜 원자로의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일차계통냉각재 순환펌프에 유입되어 펌프의 회전속도를 급격하게 증가시켜 펌프 기능 손상

- 노심에 유입되어 노심의 반응도 증가 및 국부적인 열전달계수의 급격한 변화

- 자유표면과 구조물 사이에서는 커버가스와 소듐의 큰 열전도도의 차이로 인해 구조물의 열적 스

트레스

소듐냉각고속로에서 예상되는 가스 혼입현상의 유형은 1) 빠른 속도의 유속으로 구조물을 스쳐가는 

경우에 구조물 후단에 발생하는 Vortex, 2) 하강하는 소듐이 낮은 액위의 자유액면으로 재 진입할 

때 가스 버블이 액체속으로 포획되는 Liquid Fall, 3) IHX 입구와 자유액면 사이의 거리가 작고, 유

속이 높을 경우, 가늘고 긴 가스코아가 형성되며 버블이 끝에서 분리되어 소듐속으로 포획되는 

Drain Type, 4)자유액면 유속이 2.0 m/sec 이상일 경우 자유액면에서 발생하는 경계면 절개

(Shearing of gas-liquid interface), 5) 소듐풀에 잠긴 펌프 축 회전으로 인한 원심력에 의해 소

듐이 축에서 분리되어 가스 버블의 용입 등이 있다[3.5-2].

이와 같은 다양한 가스혼입 현상 중에서 Drain Type의 가스혼입 현상은 원자로의 운전모드별 자

유액면 액위 설정을 통하여 방지할 수 있으며, 펌프 축 회전에 의한 가스혼입은 펌프 임펠러의 
잠김 깊이를 충분히 확보하여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Vortex 및 Liquid Fall 작은 기체 버블이 

혼입되는 현상은 자유액면의 수직 수평 속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상세한 유동분포 분석이 필요

하다[3.5-2, 3.5-3]. 경계면 절개에 의한 기체 혼입도 작은 기체 버블이 혼입되는 현상이지만 

Liquid Fall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이므로, 초기에 Liquid Fall 현상을 방지하면 피할 수 있다. 따라

서 본 시험은 원자로 커버가스가 고온풀 소듐에 혼입되지 않도록 설계되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Vortex와 Liquid Fall에 의한 기체 혼입 현상에 대한 설계검증을 수행할 것이다. 본 시험은 수력학

적 현상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척도분석을 통해 상온의 물을 이용하여 시험을 수행한다. 

본 시험을 통해서 생산된 결과는 원형로 설계를 검증하고, 향후 인허가를 획득하기 위한 기본 자료

로 활용될 것이다.



- 222 -

나. 시험장치 설계요건

(1) 척도해석

자유액면에서 가스 혼입현상에 대한 시험을 하기 위해 일치시켜야할 무차원 수는 Fr, Re, 및 We 수 

이다. 그러나 물을 이용한 축소시험장치를 통해서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각 

인자의 영향을 평가하여 가장 중요한 인자를 중심으로 시험장치 척도해석을 하여야 한다. 많은 연구

에서 충분한 난류 조건 (Re 수 영향 무시), 자유표면의 유속이 작고 곡률이 충분히 작은 조건 (We 

수 영향 무시)으로 Fr 수를 가스혼입의 가장 중요한 인자로 평가한다. 따라서 본 시험장치 척도해석

은 Fr 수가 보존되도록 설계한다. 자유표면에서의 공기 혼입현상을 검증하기 위한 척도해석은 Fr 

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3.5-1)

여기서 L은 대표 길이로서 자유액면에서 IHX 입구까지의 거리이고, V는 대표유속으로 IHX 입구로 

유입되는 평균 유속이며 첨자 m과 p는 각각 모델과 원형을 의미한다.

(2) 시험유체

가스 혼입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무차원수는 Fr, We, 및 Re 수 이므로 주요 유체물성치는 밀도

(ρ), 점성계수(μ) 및 표면장력(σ)이다. 일반적으로, 모의시험의 작동유체인 물(25℃)과 원형로의 소

듐(545℃)의 물성치를 비교하면 무차원 수에 영향을 미치는 밀도는 유사하나 물의 표면장력은 소듐

의 약 1/2 정도이다. 가스혼입현상은 표면장력이 작을수록 임계 Fr 수가 감소하고, 소듐 보다는 물

에서 기체 혼입이 더 잘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5-4]. 따라서 용이하게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물을 본 시험에 사용하면 소듐에서의 시험 보다 기체 혼입 발생에 대한 보수적인 결과를 얻을 

것으로 판단된다. Fr 수를 보존하는 pseudo-similitude의 물을 이용한 축소 시험장치에서의 시험

은 We 수가 왜곡된다. 따라서 이를 보정하기 위해 계면활성제의 첨가 등을 통한 표면장력을 변화시

킨 유체에서 시험을 수행하여 We 수의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3) 시험장치

시험시설은 물을 이송하기 위한 원심펌프 자유액면 액위를 일정하게 제어하기 위한 Storage Tank, 

펌프 pulse를 제거하기 위한 Damper, 혼입된 가스를 제거하기 위한 Gas Eliminator와 시험 장치

로 구성된다. 시험장치는 원자로 내부 구조물을 모사할 수 있도록 축소된 구조물과 액위를 측정할 

수 있는 액위 측정기로 구성된다. 자유액면 Vortex 및 Liquid Fall에 의한 기체혼입 검증실험을 하

나의 시험장치에서 수행하기 위한 시험장치는 다음과 같이 설계하여야 한다.

- 시험장치의 기하형상은 기체혼입현상을 잘 모사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타당한 스케일로 선형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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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한다. 본 시험장치는 원자로유동분포시험 결과와 연계해석을 위해 1/5 선형축소로 시험장치를 

설계한다. (기하학적 상사 선정은 ‘2. 시험장치 설계’에서 상세히 기술한다.)

- 시험장치 범위는 하단은 IHX 입구부터 하부까지 포함하고, 상단은 자유액면 이상까지 포함하도

록 설정한다.

- 반경방향 및 원주방향 원자로 내부 구조물 전체를 포함하여야 한다.

- Liquid Fall Type 기체 혼입 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험장치 하단의 유체속도와 자유액면 

Vortex에 의한 공기혼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IHX 입구유속은 원형로와 동일한 유속을 갖는 조

건에서도 평가되어야 한다.

- 위의 시험유체 및 시험스케일 요건과 같이 주요한 계측요건은 자유액면 유체 속도 및 온도와 가스

혼입현상을 PIV와 같은 가시화장비로 측정할 수 있도록 시험장치 구조재는 투명한 재질로 제작하

여야 한다.

다. 시험 계측요건

(1) 계측요건

본 시험의 주 목적은 자유액면에서 가스 버블이 생성되고, 형성된 버블이 IHX를 통해 PHTS 펌프 

및 노심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자유액면에서의 유동분포 및 유속을 정확하게 측

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아래의 항목들을 측정하여야 한다.

- 자유액면의 유동분포 및 유속을 측정하여야 한다.

- 시험유체의 물성치가 온도에 따라 변화되므로, 시험유체의 온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 시험유체의 표면장력을 측정해야 한다.

- 시험유체의 유량을 측정하기 위한 유량 측정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 유동이 구조물과 접촉하여 자유액면 위치가 상승하는 Liquid Fall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구

조물과의 접촉면에서 자유액면의 액위 변화를 측정할 수 있어야하고, Wave 발생을 평가하기 위하

여 중간지역에 액위변화 측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측정변수

- Elevation별 유동분포 및 유속

- 물성치 변화를 고려하기 위한 시험유체 온도

- We 수 변화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표면장력 측정

- 시험유체의 유량을 측정하기 위한 유량 측정

- 유동이 구조물과 접촉하여 자유액면 위치가 상승하는 Liquid Fall 높이 및 액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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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액면에서 발생하는 Wave의 상단-하단 높이 측정

- 가스 혼입 발생시점 기록 및 IHX로 가스 유입 여부 관측

라. 시험 메트릭스

(1) 시험요건

- IHX 입구 가스 혼입시험은 원형로 운전조건 (작동유체, 운전유량, 운전온도, 설정액위 등)을 기준

으로 상사해석 (Fr 수 상사)에서 요구되는 운전조건에서 시험을 수행하여 가스혼입 발생 여부를 평

가한다. 

- 유속(유량), 액위 및 유체 물성치 (표면장력)에 대한 영향 검토 및 가스혼입 발생 임계조건 도출을 

위한 시험을 추가적으로 진행한다. 시험 메트릭스 선정 요건은 다음 표와 같다.

항목 설정 범위
시험 압력 0.1~0.2 MPa
시험 온도 상사해석에서 요구되는 온도

시험 유속(유량)
가스혼입발생 임계조건 도출이 가능한 원형로 유속조건에 상응하

는 유속 이상으로 설정

표면 장력
가스혼입발생 임계조건에 대한 시험 유체의 표면장력의 영향을 확

인할 수 있는 표면장력 군 선정

시험 유체 액위
가스혼입발생 임계조건 도출이 가능한 액위 기준으로 액위의 영향

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액위 군 선정

표 3.5-1 시험 메트릭스 요건

(2) 시험 메트릭스 선정

본 IHX 입구 가스혼입시험은 Fr 수 상사해석을 통해 요구되는 시험조건에서 가스혼입 발생여부를 

평가하며, 크게 상사해석에 의해 결정된 시험조건에서 가스혼입특성평가시험과 가스혼입현상에 대

한 유속, 액위, 표면장력의 영향성 평가(임계조건도출)시험으로 진행한다. 다음 표 3.5-2는 시험온

도 조건에 따른 주요 설계지표를 나타낸다. Fr 수를 보존하고, 충분한 난류 유동조건을 유지하며, 

We 수 왜곡이 상대적으로 작은 시험온도 60℃ 조건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시험유속의 영향성 검

토는 Fr 수 상사에 의한 유속비를 기준으로 원형로와 1/1 유속비까지 변경하여 (0.45Vp ~ 1.0Vp) 

시험 조건 별 가스혼입 임계유속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시험 액위의 경우, 원형로 IHX입구와 고

온풀 액위 간 거리(Hp)를 고려한 설계 값(Hm)을 기준으로 0.6Hm ~ 1.2Hm으로 설정하여 액위 변화

에 따른 가스혼입현상을 평가한다. 또한, We 수 변화에 의한 가스혼입평가를 위해 물 @60℃의 표

면장력 기준으로 0.5σm~1σm로 변화시켜 평가하도록 한다[3.5-5, 3.5-6]. 다음 표 3.5-3은 시험 

메트릭스를 나타내며, 시험 조건은 시험 중 가스혼입발생 임계조건에 따라서 일부 변경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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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원형로 척도비 시험조건

온도[℃] 545 - 30 60

압력[MPa] 0.1 - 0.1 0.1

길이비 1 Lm/Lp 0.2 0.2

유속비 1 Vm/Vp 0.45 0.45

Fr 비 1 Frm/Frp 1 1

We 비 1 Wem/Wep 0.11(1/9.1) 0.12(1/8.6)

Re 비 1 Rem/Rep 0.04(1/27.1) 0.06(1/16)

밀도[kg/m3] 821.6 ρ 995.7 983.2

밀도비 1 ρm/ρp 1.21 1.20
점도[Ns/m2] 2.72E-04 μ 7.98E-04 4.66E-04

점도비 1 μm/μp 2.93 1.71
표면장력[N/m] 0.160 σ 0.070 0.066

표면장력비 1 σm/σp 0.44 0.41

표 3.5-2 시험온도조건에 따른 주요 설계지표

항목 설정 범위
시험 압력 0.1~0.2 MPa
시험 온도 60℃
시험 유속(유량) 0.45Vp ~ 1.0Vp (Vp: 원형로 유속)
표면 장력 0.5σm ~ 1.0σm (σm: 시험유체 표면장력)
시험 유체 액위 0.6Hm ~ 1.2Hm (Hm: 시험장치 IHX 입구-수위 간 거리)

표 3.5-3 시험 메트릭스

2. 시험장치 기본설계

가. 개념설계

IHX 입구 가스혼입 시험장치의 개념설계는 앞서 논의한 시험요건에 의하여 결정된다. 시험요건은 

크게 수력학적 상사성 (Fr 수 보존)과 기하학적 상사성(적절한 축척비)을 만족하는 모의장치를 설계

/제작하고, 이를 통해 고온풀의 자유표면을 포함한 유동특성을 도출하여 소듐냉각고속로 원형로의 

가스혼입현상 분석을 요구한다. 따라서 시험장치 기본설계에 앞서 문헌 및 해석 연구 등을 통해 가

스혼입시험을 위한 수력학적 상사 및 기하학적 상사를 검토하고 결정한다.

가스혼입현상은 형상, 관성력 (유속), 점성력 (유체 물성치), 표면장력 (유체 물성치), 중력에 지배적

인 영향을 받으며, 실제 원형로를 이용한 실험적 한계로 인하여 가스혼입현상을 지배하는 무차원 수 

(Fr, We, Re) 를 고려한 척도해석을 통해 실험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물을 작동유체로 축소시험

장치를 이용한 시험의 경우 모든 무차원 수의 상사성 (Fr-We-Re 상사)을 만족시키는 것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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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충분한 난류조건을 가정한 Fr-We 상사의 경우 두 무차원 수의 상사성을 만족시키는 시험장

치의 축척비(약 1/1.7)가 매우 커서 실험적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자유표면속도가 낮아 자유표

면곡률이 작은 경우 We 수의 영향을 무시할 수 있으며[3.5-7, 3.5-8], 시험유체인 물의 경우 소듐

에 비해 표면장력이 절반정도 수준이어서 보수적인 결과를 주기 때문에, 가스혼입현상의 실험적 연

구에서 Fr 수 상사를 적용한다. 하지만, Fr 수 상사의 경우, 여전히 장치 스케일의 가스혼입현상에 

대한 영향이 존재하며, 본 현상은 시험장치의 내부 형상 및 구조 등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타 

연구 결과를 통해 최적의 축척비를 선정하는 것 또한 어렵다. 상용원자로를 대상으로 가스혼입시험

을 진행한 Eguchi et al.[3.5-5] 는 1/1.7(Fr-We 상사), 1/3(Fr 상사), 1/6(Fr 상사), 1/10(Fr 상

사) 축척비를 갖는 장치들을 이용하여 실험한 결과, 가스혼입이 발생되는 임계 Fr 수가 시험장치 축

척비(SR)에 따라 달라짐을 보고하였으며 (∼ 
 ), 가스혼입을 발생시키는 임계입구유속은 

축척비에 무관하게 일정함을 보이면서 가스혼입시험에 Equal Velocity법이 적절하다고 제시하였

다. 또한, Banergee et al.[3.5-9]도 원자로 내 가스혼입 척도해석에서의 시험장치 스케일 및 형상 

등의 영향을 지적하였으며, Fr 수 상사에 의해 시험장치 설계를 수행하고 자유표면유속을 주요인자

로 하여 원형 원자로의 가스혼입현상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1. 시험요건 분석 및 정립’

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본 시험장치는 수력학적으로 Fr 수 상사를 적용하고, 원형로와 동일 유속조

건에서 추가 시험을 수행 (Equal Velocity법)하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원자로유동분포시험

(PRESCO)과 연계 해석이 가능한 1/5 선형 축소로 시험장치를 설계한다. 그러나 선형축소모델에서 

원형로와 유속비 1/1을 만족시킬 경우 많은 시험유량이 필요하게 되는데, 본 시험장치의 경우에도 

원형로 정격운전조건 모사에 필요한 시험유량은 약  95kg/s (@ 물, 60℃)로 펌프 용량, 제작비용 

및 시험제반여건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따라서 원형로 고온풀의 구조적 대칭성과 4

개의 IHX로 통과하는 유량이 균일함(원자로유동분포시험에서 확인)을 고려하여, 본 시험 장치는 

1/5 축척비 고온풀의 1/4영역을 선정하여 시험장치를 설계한다. 기하학적 상사의 타당성을 위해서 

각각의 IHX 주변에서의 자유표면 유동특성(자유표면유속 크기 및 방향, 자유표면 높이변화)이 유사

함을 확인하고 이 중 상대적으로 가스혼입현상이 발생할 확률이 가장 높은 영역을 시험장치로 선정

하기 위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원형로 정격운전조건에서 고온풀 자유표면에서의 유동특성

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스혼입 전산해석을 수행하였다. 전산해석 조건은 다음 표 3.5-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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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조건

계산영역 원형로 고온풀 전영역

작동유체 냉각재: 소듐, 커버가스: 아르곤

작동온도및압력 545℃, 0.2MPa

입구조건 Mass flow inlet: 1989.8kg/s (노심그룹별 유량으로 공급)

출구조건 Pressure outlet: IHX 4대

수위 7644 mm (베슬 하부 기준)

물리기법

Gravity
Constant Density
K-Omega Turbulence
Reynolds-Averaged Navier-Stokes
Segregated Flow
Eulerian Multiphase
Volume of Fluid(VOF)
Implicit Unsteady(Time-step : 0.01s)
Three Dimensional

격자기법
Surface Remesh
Trimmer Mesh
Prism Layer Mesh

표 3.5-4 소듐냉각고속로 원형로 가스혼입 전산해석 조건

그림 3.5-1 계산영역 및 격자

전산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일차적으로 그림 3.5-2의 시험부 높이에 따른 아르곤 가스의 체적분율 

결과를 통해서 정격운전조건에서 아르곤 가스의 IHX 입구로의 유입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

였다. 고온풀 내부 유동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그림 3.5-3에 수직단면의 유속분포를 나타내었다. 노

심출구를 통해 소듐이 고온풀에 공급되면서 UIS와의 충돌에 의해 main stream이 수평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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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며, Shroud의 벽면을 따라서 넓은 고온풀로 방출 되고, 다시 IHX 입구 윈도우를 통하여 배

출되는 형태를 보인다. 상대적으로 유로가 좁고 구조물이 복잡한 Shroud 내에서는 최고 유속이 약 

2.5m/s로 크고 순환류 등 복잡한 유동장을 형성하지만, 주유동이 shroud를 통해서 넓은 고온풀로 

방출되면서 자유표면에서 유속이 0.1m/s 이하로 감소하고 유동이 매우 안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

다.

자유표면에서의 유동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그림 3.5-4에 자유표면높이 및 자유표면속도를 나타내

었다. 자유표면의 높이차는 최대 2mm이며, 자유표면속도는 0~0.1m/s로 매우 작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IHX를 포함하는 네 개의 영역에서 IHX 주변부의 주유동 흐름이 매우 유사함을 확인하였으

며,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원자로유동분포시험결과에서 보고된 것 과 같이 각 IHX를 통과하는 유량

이 평균유량 대비 편차가 ±1.7% 정도로 매우 균일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IHX #3 부근의 

자유표면의 높이 변화와 IHX 외벽과 레단 사이의 자유표면유속이 상대적으로 크고, UIS 근처에서 

유동이 솟아올라 IHX쪽으로 흐르는 현상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즉, IHX #3을 포함하는 1/4 영역

이 가스혼입현상의 발생 확률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영역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1/5 축척비 고온풀의 1/4영역을 IHX #3을 포함하는 섹션으로 선정한다. 1/4 섹션을 취하면서 

생성되는 벽면 영향의 경우, 4개의 섹션 경계면에서 자유표면유속(0~0.03m/s)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기 때문에 벽면이 자유표면유속에 미치는 영향, 나아가 가스혼입현상에 대한 영향은 매우 적을 것

으로 판단된다. (벽면효과에 대한 정량적 분석결과의 확보를 위해 ‘1/5축척비의 고온풀’과 ‘1/5축

척비 고온풀의 1/4섹션’에 대한 가스혼입현상에 대한 전산해석을 수행 중에 있다.)

그림 3.5-2 레단 높이별 아르곤가스 체적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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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 수직단면 유속분포

그림 3.5-4 자유표면위치 및 자유표면속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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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험부 기본설계

IHX 입구 GAS 혼입 시험장치는 앞서 논의한 기하학적 및 수력학적 상사성을 만족하도록 설계된

다. 그림 3.5-5는 원형로의 정면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본 가스혼입시험장치는 노심출구에서 

IHX 출구까지의 고온풀 영역 (빨간점선표시)을 대상으로 원형로 대비 기하축척비 1/5을 만족하는 

기하사양을 기본으로하며, 그림 3.5-6의 원형로 레단 기준으로 빨간 점선의 1/4영역을 시험부로 

축소 설계한다.

그림 3.5-5 원형로 정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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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6 원형로 레단

그림 3.5-7은 IHX 입구 GAS 혼입시험장치 3D 모델링을 나타낸다. 시험부의 주요 구성기기는 레

단, UIS, Shroud, IHX이며, 유체가 노심 출구부 (시험부 입구)로 유입되어 UIS와 Shroud 사이를 

통과하고 IHX 윈도우를 통해 IHX 하부 (시험부 출구)를 통해 배출될 수 있도록 설계 되었다. 가스

혼입현상 가시화를 위해 레단 상부는 투명 아크릴로 제작하며, 레단 하부는 시험장치의 안전성을 고

려하여 금속재질(STS304)로 제작되도록 하며 아크릴 윈도우를 설치하여 유동가시화를 할 수 있도

록 설계하였다. 시험액위 영향 시험을 위해 레단 높이는 1/5축소모델 기준 500mm 높게 설계하였

다. 또한, 시험부 입출구에 아크릴 관을 설치하여 시험루프로부터 가스버블 유입여부 및 시험 장치

에서의 가스혼입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3.5-8은 시험장치 상하부 3D 도면을 나타낸다. 상부에 위치한 레단, UIS, Shroud, IHX 상

부는 가시화를 위해 아크릴로 제작되며, 하부는 모두 금속재질(STS304)로 제작된다. 상하부는 플

랜지 체결을 하며 누수가 없도록 가스켓을 설치하고, Shroud 이음부를 통한 유동흐름을 없애기 위

해서 오링이 설치되도록 하였다. 그림 3.5-9와 그림 3.5-10은 시험장치 상하부의 형상정보를 포함

한 도면들이다. 그림 3.5-11~13는 IHX, 입출구 아클릴 파이프, 시험장치 커버의 상세치수를 포함

한 도면들이다. 본 시험장치 상부는 유동가시화 및 시험장치 안전성을 고려하여 30mm 두께의 아

크릴로 제작되며,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부분에는 그림 3.5-14와 같은 채널을 활용하여 선택

적으로 보강하여 시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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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7 IHX 입구 GAS 혼입시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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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8 시험장치 상하부 3D 및 Shroud 치수



- 234 -

그림 3.5-9 시험장치 상부

그림 3.5-10 시험장치 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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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1 IHX

그림 3.5-12 시험장치 입출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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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3 시험장치 커버

그림 3.5-14 시험장치 상부 지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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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루프 설계

가. 시험루프

IHX 입구 GAS 혼입 시험을 위한 시험루프는 그림 3.5-15에 나타낸 바와 같이 크게 가스혼입시험

장치(GETS), 작동유체의 보관 및 온도 유지를 위한 저장탱크(TK), 작동유체 이송 및 유량조절을 위

한 펌프(PUMP1, PUMP2), 이송펌프로 가스버블 유입을 막기 위한 버블트랩(BT), 입출구 유량 측

정용 유량계(QM-1, QV-1), 배관(4“) 등으로 구성된다. 

그림 3.5-15 시험루프 개략도 

시험루프에 사용되는 펌프의 용량 및 각종 계측기들의 계측 범위 등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시험유량 

및 시험루프의 압력강하가 결정되어야한다. 앞서 언급한 것 과 같이 IHX 입구 GAS혼입 시험의 시

험유속 조건을 만족시키는 시험장치 최대 공급유량은 약 23.8kg/s (물 @60℃)이다. 본 시험루프는 

시험장치의 수위를 원활하게 조절하기 위해서 두 대의 펌프를 활용하여 동일 유량을 시험부에 공급 

및 시험부로부터 배출하도록 설계하였다. 입출구 라인 구성기기들의 최대유량 조건에서의 압력강

하 값을 계산하여 라인 압력강하를 계산하였다.

직관에 대한 압력강하는 다음의 식으로 예측할 수 있다.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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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마찰계수 (f)는 층류, 난류 및 천이 영역에 따라 다음의 식 (3.5-2)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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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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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3)

곡관, 밸브 및 유량계 등에서 발생하는 압력강하는 다음과 같이 식 (3.5-4)으로 나타낼 수 있다.

                                          
 
 

 (3.5-4)

여기에서 부차 압력손실 계수 K는 각 요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공급 및 출구라인의 압력강하 값은 각각 표 3.5-5와 표 3.5-6에 나타냈다. 여유도를 고려하여 양정 

20m에서 25kg/s 유량을 공급할 수 있는 펌프를 선정하였다. 

번

호
요소

유량 

(kg/s)

직경

(m)

길이

(m)

유속

(m/s)
Re f K 수량

DP 

(kPa)
1 배관 23.8 0.1 20 3.08 648889 0.01284917 　 1 12.00
2 곡관 (90) 23.8 0.1 0 3.08 　 　 0.3 10 14.01
3 Tee 23.8 0.1 0 3.08 　 　 1 2 9.34
4 수두차 23.8 0.1 3 3.08 　 　 　 1 28.93
5 탱크방출 23.8 0.1 0 3.08 　 　 1 1 4.67
6 밸브 23.8 0.1 0 3.08 　 　 0.15 1 0.70
7 유량계 23.8 0.1 0 3.08 　 　 　 1 2.45
8 정류기 23.8 0.1 0 3.08 　 　 　 1 9.83

합계 - 81.94

표 3.5-6 출구라인 압력강하 계산

번

호
요소

유량

(kg/s)

직경

(m)

길이

(m)

유속

(m/s)
Re f K 수량

DP

(kPa)
1 배관 23.8 0.1 20 3.08 648889 0.01284917 　 1 12.00
2 곡관 (90) 23.8 0.1 0 3.08 　 　 0.3 10 14.01
3 Tee 23.8 0.1 0 3.08 　 　 1 2 9.34
4 수두차 23.8 0.1 3 3.08 　 　 　 1 28.93
5 탱크방출 23.8 0.1 0 3.08 　 　 1 1 4.67
6 밸브 23.8 0.1 0 3.08 　 　 0.15 1 0.70
7 유량계 23.8 0.1 0 3.08 　 　 　 1 28.00

합계 - 97.66

표 3.5-5 공급라인 압력강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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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계측

가. 계측계통

IHX 입구 GAS 혼입 시험을 위해 시험부 및 시험루프를 구성하는 각 요소에서의 정압, 시험유체 유

량 및 온도, 시험장치 수위를 위한 차압, 초음파 센서를 이용한 자유표면 액위 등을 계측한다. 표 

3.5-7은 시험루프 계측항목을 나타낸다.

No 측정항목 태그명 측정범위

1 공급라인펌프출구압력 PT-1 0~500kPa

2 시험부입구압력 PT-2 0~500kPa

3 시험부출구압력 PT-3 0~500kPa

4 배출라인펌프출구압력 PT-4 0~500kPa

5 저장탱크압력 PT-5 0~1034kPa

6 시험부(GETS) 수위 LT-1 0~30kPa

7 저장탱크(TK) 수위 LT-2 0~30kPa

8 입구유량 QM-1 0~30kg/s

9 출구유량 QV-1 0~30kg/s

10 공급라인 온도 TF-1 0~100℃

11 시험부 입구 온도 TF-2 0~100℃

12 시험부 출구 온도 TF-3 0~100℃

13 출구라인 온도 TF-4 0~100℃

14 자유표면 액위 (시험부 상부) FS-1~7 0~30cm

표 3.5-7 시험루프 계측항목

계측시스템은 16개의 아날로그 계측 입력신호, 3개의 아날로그 출력신호, 9개의 디지털 입력신호, 

3개의 디지털 출력신호, 4개의 RTD 아날로그 입력신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다. 입/출력 

신호의 처리를 위한 계측/제어 계통은 National Instruments 사의 모듈을 이용하여 그림 3.5-16

과 같이 구성된다. 본 시험장치의 계측/제어계통의 HMI화면은 그림 3.5-17과 같이 설계하였다. 



- 240 -

그림 3.5-16 계측/제어 계통 구성도

그림 3.5-17 HMI 화면 개략도

본 시험에서는 시험루프의 유량, 압력, 온도, 및 차압 측정 외에 시험부를 이용하여 IHX 입구 가스

유입, 자유표면 액위변화, 시험부 높이별 유속을 계측하며 항목별 계측위치를 그림 3.5-18에 표시

하였다. IHX 입구 가스유입은 IHX 입구 윈도우 주변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측정하며, 자유표면 액

위변화는 시험부 상단 커버에 초음파 센서를 설치하여 측정한다. 시험부 높이별 유동가시화는 투명 

아크릴 재질의 상부 평판(A or C면)과 레단 하부의 아크릴 윈도우를 이용하여 수행 한다. 가시창은 

영상왜곡이 없도록 평면이어야 하며, 레단하부의 가시창은 유동흐름에 방해가 없도록 제작/설치한

다. 유동가시화는 대표적인 2D 속도장 측정기법인 PIV기법을 적용한다. PIV 시스템은 펄스레이저, 

동기화장치, CCD 카메라 및 광학장치로 구성되었다. 동기화 장치는 짧은 시간동안 펄스레이저를 

t만큼 분리시켜 발진시킴으로서 두 장의 연속된 입자영상을 취득할 수 있다. 사용된 동기화 장치

의 최소 시간 분해능은 1 ns이다. 레이저는 펄스타입의 Nd-YAG 레이저로 파장이 532 nm이며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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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mJ의 에너지를 가진다. 최대 초당 15 Hz까지 반복적으로 레이저가 발진이 가능하다. 영상기록

장치는 PIV기법이 적용이 가능하도록 frame thread 기능이 갖추어진 고해상도 디지털 영상기록

장치를 사용한다. 해상도는 2048 × 2048 픽셀이다. 추적입자는 직경이 약 24 ㎛인 형광입자이며, 

폴리머 계열의 입자표면에 레이저에 의해 여기되는 형광물질 Rhodamine B가 코딩되어 있다. 형

광입자는 532 nm의 레이저에 의해 형광여기되어 530 nm이상의 파장으로 여기된다. 따라서 고해

상도 CMOS 카메라 렌즈 앞쪽에 550 nm이상의 파장만을 통과시키는 고대역 필터를 설치하여 형

광 여기된 입자영상을 기록하게 된다. 따라서 불균일한 온도구배 및 시험부 표면에서의 반사에 의한 

레이저 산란 빛을 제거하고 순수하게 입자영상을 취득할 수 있다. 

그림 3.5-18 가스혼입가시화법 개략도

나. 불확도분석

주요 변수들의 계측건전성 확보를 위한 불확도 분석은 ASME PTC 19.1-2005 code에 따라 신뢰

도 95% 구간에서 수행한다. 변수별 측정불확도는 계측기를 포함한 계측계통 구성에 따른 계통불확

도( ), 계측 샘플의 분포에 의한 우연불확도( ), 반복시험에 따른 반복시험불확도(  )

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     
   

 (3.5-5)

여기서, 계통불확도는 계측계통의 구성에서 오는 오차이기 때문에, 계측기 오차, DAS 하드웨어 

오차, 데이터 처리 오차 등이 포함되며, 계측기별 DAS 구축에 따라서 달라지며 아래와 같이 결정된

다. 

    ±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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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서 취득된 데이터 표본에 의한 불확도인 우연불확도는 표본표준편차 를 표본 수

  의 제곱근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되며,      자유도에 해당되는 student -본포에서 

신뢰도 95%를 위한 -value를 사용한다.

    ±   

 
(3.5-7)

반복시험불확도의 경우, 동일 시험조건의 반복시험에서 얻은 데이터들의 표준편차 를 반복

시험 수 의 제곱근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되며,     자유도에 해당되는 student -본

포에서 신뢰도 95%를 위한 -value를 사용한다.

    ±   

 
(3.5-8)

4. 소결론

본 절에서는 소듐냉각고속로의 IHX 입구 가스혼입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시험장치의 기본설계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 시험 요건 정립 및 분석, 시험장치 기본설계, 시험루프 설계, 계측시스템 설계 

등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Fr 수 상사성을 보존하고 원형로 1/5축척비의 고온풀의 1/4영역을 

시험부로 설계하였다. Fr 수 상사를 통해 결정된 시험온도 및 시험액위를 기준으로 유량변화(운전

조건)에 따른 가스혼입 발생여부를 판단하고, 추가적으로 유속, 시험액위, 표면장력 등의 영향성 검

토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험부의 경우 IHX 가스유입, 자유표면 액위, 높이별 유동분포를 가

시화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투명 아크릴을 적용하여 설계하였다. 시험루프는 시험온도, 시험유량

을 적절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데이터 수집 및 처리에 대한 기본 설계를 수행하였다. 추후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상세설계, 제작, 시험 등을 수행하여 소듐냉각고속로의 IHX 입구 가스혼입특

성을 분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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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품질보증절차의 적용

1. QA 절차 수립

본 SFR 사업에서 대하여 SFR사업에 따른 연구원 내부감사를 진행한 바 있는데 SFR원형로 

열유체검증 시험 과제는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매년 내부감사를 받았다. 내부감사에서

는 해당년도의 연구 활동으로 생산된 문건 및 보고서에 대한 점검과 향후 시험을 수행할 때 

중점적으로 점검 대상이 되는 항목에 대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방안이 협의되었다.

SFR원형로 열유체검증 시험 과제에 대한 QA 절차는 과제품질보증플랜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았으며 모과제의 QA 절차를 적용 받는다. 주요 관리항목으로는 품질보증계획내의 교육훈련, 

서류관리, 시험관리 및 시험원 관리, 측정 및 시험장비의 관리, 품질보증기록 그리고 품질보증 

감사 등이 포함된다.

가. 교육훈련

열수력·중대사고안전연구부에서는 매해마다 부서QA 담당자와 각 세부 과제책임자의 협조를 

얻어 매년 교육훈련계획을 작성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교육훈련의 정도는 업무

성격, 범위 및 복잡성과 개인의 교육정도, 경험 및 숙련도에 따라서 결정되었다. 각 세부과제

에서는 교육훈련은 현장학습을 포함하는 단체학습과 개인학습으로 분류되어 실시되며, 부서 

QA담당자는 각 세부과제에서 수행되는 교육훈련기록을 인수받아 종합관리를 한다. 교육훈련

기록에는 교육훈련 내용, 교육훈련의 형태, 실시일자, 강사 서명, 참석자 서명 등이 포함된다. 

표 3.6-1은 본 과제(SFR원형로 열유체검증 시험)의 2017년도에 시행된 교육훈련기록을 나타

내고 있다. 

번호 교육주제 교육분류 교육강사/부서 시행일자

1
원자로 유동분포 시험장치 기술시방서 설계변경

/추가 협의
기술교육 김우식/SFR 2017. 03. 08

2
iHELP 시험장치 출구유로왜곡에 따른 압력강하 

분석
기술교육 공민석/SFR 2017. 03. 09

3 PRESCO 장치 제작도면 기술교육 김우식/일진파워 2017. 04. 12

4 PRESCO 시험장치 가시화에 대한 방법 고찰 기술교육 김우식/일진파워 2017. 04. 14

5 iHELP 시험장치 출구 유로 제작장치 기술교육 공민석/일진파워 2017. 04. 27

6 SFR원형로 열유체검증 진도검검 기술교육 어동진/SFR 2017. 05. 29

표 3.6-1 SFR원형로 열유체검증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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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험원 관리

시험품목이 규정된 요건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수행하는 시험원의 자격부여 

및 관리 절차가 수립되어있다. 열수력·중대사고안전연구부의 시험원 관리절차와는 별도로 소듐

냉각고속로 개발사업단의 시험원 관리절차와 양식에 맞도록 품질경영부와 협의하여 정비하였

고, 2016년도 10월 7일자로 과제원 모두 시험원 자격을 취득하였다. 시험원 자격은 품질보증

교육 및 평가, 기술교육 및 평가를 받아 시험원 자격을 획득하도록 하였다.

시험원 자격부여와 관련된 교육훈련기록 및 평가결과, 자격인증서, 시험원 목록을 품질보증

기록으로 남기고 관리하였다. 시험원 자격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다.  측정 및 시험장비 관리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에 사용되는 측정 및 시험장비가 잘 관리되고 요구되는 정밀도를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였다. 과제책임자가 장비관리자를 지정하며, 장비관리

자는 시험절차서 또는 구매 서류 등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측정범위, 정확도 및 허용오차

를 가진 적절한 장비를 교정관리 대상 장비로 선정하여 주기적으로 교정을 실시함으로써 유효

한 장비가 사용되도록 하였다. 교정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장비에 대하여 장비종합목록과 장비 

이력카드를 작성 유지하며 사용 전에 국가 공인 교정기관으로부터 교정을 받아 교정 성적서를 

발부받아 품질보증기록으로서 관리되도록 하였다.

라.  시험 관리

시험 관리는 과제책임자의 책임 하에 시행된다. 시험의 수행에 앞서 실험의 품질검사계획을 

수립하고 시험 절차서를 작성한다. 

시험절차서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험담당자가 작성하고 과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완

료한다. 

ⓛ시험목적 ②시험을 위한 선결사항 ③장비 및 현장 준비요건 ④제한조건 및 요구되는 환경

조건 ⑤시험장비조건 및 장비교정조건 ⑥절차에 벗어난 사항의 처리 ⑦판정기준 ⑧자료수집요

건 ⑨시험결과승인 요건 ⑩시험결과 및 데이터 기록

위의 항목을 포함하여 작성/승인된 시험절차서의 내용은 시험수행 전 시험에 참여하는 시험

원들에게 시험절차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실시된 교육은 교육훈련으로 기록화하고 유지한

다.

시험절차에 따라 수행된 시험결과는 시험담당자가 시험보고서로 작성하여 문서화한다. 시험

보고서는 시험담당자가 작성하고 별도의 검토를 거친 후 과제책임자의 승인을 얻은 후 완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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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험보고서에는 다음의 항목이 포함되어있다.

ⓛ시험품목 ②시험일자 ③시험원 및 자료기록자 ④시험방법 ⑤시험결과 및 합부판정 결과 

⑥시험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에 대한 조치사항 ⑦시험결과 평가자

2. 품질보증 절차의 적용

본 SFR원형로 열유체검증 시험 과제는 모과제의 품질보증절차에 따라 교육훈련, 시험원 관

리, 측정 및 시험장비 관리 그리고 시험관리 등을 적용한다. 그러나 시험결과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장치 제작 등에 대하여는 연구원내의 품질경영부와 협조하여 생산 결과물의 품질을 높

이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주요 시험장치의 제작은 구매시방서의 작성 때부터 품질경영부와 

협조하여 진행하였다. 2016년부터 2017년도까지 생산되었거나 생산 예정인 28종의 결과물 

중 장치제작에 관한 시방서는 품질경영부의 검토 하에 진행하고 있다. SFR 중간열교환기 모의

장치 제작 시방서, SFR 노심모의기 제작 시방서, IHX 유동특성 시험장치 제작 시방서 그리고 

SFR 유동분포시험장치 추가품목 제작시방서 등 SFR원형로 열유체검증 시험 과제에 중요한 장

치의 제작에는 시방서 작성 때부터 품질경영부의 협조 하에 진행되는 대표적 장치이다. 그림 

3.6-1은 품질경영부의 검토를 받은 SFR 유동분포시험장치 추가품목 제작시방서의 표지를 예

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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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 SFR 유동분포시험장치 추가품목 제작 시방서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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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요약 및 특기사항

1. IHX 유동특성시험

소듐냉각고속로의 중간열교환기 쉘사이드의 압력강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IHX 유동특성

시험에 관한 시험장치 설계, 구축, 시험, 결과 분석 등을 기술하였다. 시험부는 원형 중간열교

환기와 관다발 주변 유동부의 동일 수력직경 및 레이놀즈 수 조건을 만족하는 동시에 지지격

자 통과영역에서의 유동면적비가 동일하도록 설계 및 제작되었다. 시험운전조건을 구현하고 

계측변수들을 정밀 측정할 수 있는 시험루프 및 제어/계측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시험은 총6

회의 반복시험을 통해 시험유량, 온도, 시험부 전후 차압, 지지격자 전후 차압, 시험부 입/출

구 전후 차압 등을 측정하여 IHX 압력강하 특성을 파악하였다. 시험유량(레이놀즈 수)에 따른 

위치별 평균 압력강하 값을 도출하였고, 계통불확도, 우연불확도, 반복시험불확도를 포함한 측

정불확도를 나타내어 계측건전성을 확인하였다. 

원통형의 원형로 IHX의 높이 보존, 전열관 수 감소, 수력직경 보존 등을 통해 압력강하 특

성을 유지하는 체적척도법은 하부유로의 형상, 유로단면적비, 수력직경 등을 정확하게 보존하

는 것은 어려우며, 이로 인한 하부유로 왜곡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하부유로 왜곡 

평가를 위해, 원형로 IHX 하부유로의 1/5 선형 축소시험장치를 설계/제작하고 시험루프를 구

축하였으며, 추후 IHX 유동특성 시험과 동일한 시험요건을 기준으로 추가 시험을 수행한다.

본 시험을 통해 구축된 시험 데이터 DB는 SHXSA 전산코드에 사용되는 압력손실 상관식의 

검증 및 개선에 활용된다.

2. 원자로 유동분포시험

PGSFR 원형로가 가지는 고유한 설계특성 중 일차 열전달계통의 주요 유동경로의 기하학적 

특성을 최대한 보존한 원자로유동분포 시험장치의 설계, 구축 및 시험결과에 대하여 기술하였

다. 

시험장치의 설계는 원형로에서 1/5 기하학적인 비율로 축소하였고, 형상을 보존하였으며, 

수력적 상사성을 만족하기 위하여 유동조건을 충분한 난류조건으로 유지시킴으로써, Eu수를 

보존하였다. 이와 같은 기하학적, 수력학적 상사성을 기반으로 시험장치의 제작성 및 측정가용

성을 고려하여 시험장치의 세부 component의 설계를 수행하였다. 시험장치의 각 

component 중 4기의 IHX와 112개의 핵연료집합체는 내부 봉다발 복잡유로를 그대로 형상

화하지 않고 component들의 각 입, 출구 경계 압력강하 즉, Eu수 상사를 보존하는 벤투리/

오리피스 형상 단일유로로 모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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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SFR 원형로에서는 고온풀과 저온풀 내, 외측에 다차원적 유동이 매우 복잡하게 발생하는 

구조이므로, 이러한 각 지점의 다차원적 유동특성을 정확하게 정량화하기 위한 계측시스템도 

개발하였다. 수백 개의 지점에서 제한된 개수의 계측기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정압 및 차압

을 측정하기 위해서, 유사한 측정범위와 특성을 가지는 계측지점을 묶어 밸브 네트워크 시스

템을 고안하였고, 본 시험에 최적화된 하드웨어적 구성 및 제어로직을 구현하였다.  

상기 수력데이터 계측과 더불어, 광학기법 적용, 유동장 측정을 통한 풀 내부 유동가시화로 

보다 상세한 유동정보를 얻기 위한 광학계측 적용 설계도 진행되었으며, 원자로유동분포 본 

시험이 완료된 이후 가시화 시험이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원형로의 최근 설계 변경사항은 차기 단계에서 본 장치에 수정 반영될 계획이며, 본 설계를 

기반으로 구축된 시험장치를 활용하여 신뢰성 있는 시험자료를 취득함으로써 최종적으로 

PGSFR 설계의 인허가에 기여하고자 한다.

3. 노심 Receptacle 성능평가시험

당해년도에는 노심 receptacle 성능시험 장치의 기본설계를 수행하였다. 설계단계 PGSFR 

원형로의 노심 receptacle 유량 및 압력강하 조건으로부터 노심 receptacle 성능시험 장치 

구축을 위한 시험요건을 도출하였다. 원형로 대비 1/1 기하모델을 기본으로 하고 작동유체는 

물을 사용하며 기하형상의 보존과 함께 수력학적 상사성 보존을 위하여 Re 수를 일치시켰다. 

Receptacle의 압력강하를 결정하는 오리피스 설계의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해 예비평가를 수

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회전식 가변 오리피스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본 성능시험의 유

량 및 압력강하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유량 40 kg/s, 양정 170 m의 주순환펌프가 사용되며 

냉각루프, 제어밸브, 히터 등으로 이루어지는 순환루프를 설계하였다. 차기년도에 성능시험 장

치의 상세설계와 함께 주요장비, 계측기의 상세 선정 및 구매가 진행되면서 노심 receptacle 

성능시험 장치의 구축이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노심 receptacle 성능평가시험을 통해서 생산된 결과는 리셉터클의 설계 타당성 검증 및 노심 

열유체 설계에 필요한 집합체 입구 유량에 대한 불확도 평가에 활용될 예정이며, 향후 인허가를 

획득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4. IHX 입구 GAS 혼입시험

소듐냉각고속로의 IHX 입구 가스혼입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시험장치의 기본설계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 시험 요건 정립 및 분석, 시험장치 기본설계, 시험루프 설계, 계측시스템 설계 

등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Fr 수 상사성을 보존하고 원형로 1/5축척비의 고온풀의 1/4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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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시험부로 설계하였다. Fr 수 상사를 통해 결정된 시험온도 및 시험액위를 기준으로 유량

변화(운전조건)에 따른 가스혼입 발생여부를 판단하고, 추가적으로 유속, 시험액위, 표면장력 

등의 영향성 검토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험부의 경우 IHX 가스유입, 자유표면 액위, 

높이별 유동분포를 가시화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투명 아크릴을 적용하여 설계하였다. 시험

루프는 시험온도, 시험유량을 적절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데이터 수집 및 처리에 대한 

기본 설계를 수행하였다. 추후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상세설계, 제작, 시험 등을 수행하여 소듐

냉각고속로의 IHX 입구 가스혼입특성을 분석할 예정이다. 본 가스혼입시험을 통해서 생산된 

결과는 원형로 설계를 검증하고, 향후 인허가를 획득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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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제1절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제2절 관련 분야 기여도





- 253 -

제 1 절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1. 1차년도 목표달성도

4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세부연구
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가
중
치

(%)

연구
목표

달성도
(%)

비고

IHX
시험장치

구축

- IHX 유동특성 시험장치 설치 

완료 (2017.8.16.) 

(SFR-710-TV-404-006, 

SFR-710-TV-486-001)

- 시험장치 불확도 분석 수행 

(SFR-710-TV-462-011)

20 100

- 철저한 제작관리를 통해 설계사양/요건에 

부합한 시험장치 제작 

- 정교한 차압 측정을 위한 다중 및 선택적 

차압 측정 시스템 구축

- 원자로유동분포 시험장치와 공유하는 

개념의 효율적인 시험루프 구축

IHX
시험장치
시운전

- -시험장치 시운전 수행 및 보고서 

작성 (SFR-710-TV-458-004)
20 100

- 시험장치의 원활한 제어 및 데이터 취득을 

위한 효율적인 제어실 및 계측/제어시스템 

구축

- 성공적인 시운전을 통해 시험장치 

종합성능 건전성 확보

원자로
유동분포
시험장치
상세설계

- 예비해석 보고서 발간 

(SFR-710-TV-462-009)

- 상세설계 및 제작/설치 시방서 

발간 (SFR-710-TV-404-007)

- 원자로유동분포시험장치 

제작/설치 구매계약 (2016.8.16., 

무진기연)

- 원자로유동분포시험장치 제작용 

상세설계 보고서 발간 

(SFR-710-TV-462-010)

20 100

- 원자로유동분포시험장치 설계적합성 

예비해석 

- 원자로유동분포시험장치 상세설계 수행 

및 제작/설치 시방서 작성 

- 원자로유동분포시험장치 제작/설치 

제작업체 선정 및 구매계약 진행

- 원자로유동분포시험장치 제작용 상세설계 

진행

표 4.1-1 1차년도 목표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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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IHX
모의장치
제작 및
교정시험

- 노심모의장치 교정시험절차서 

발간 (SFR-750-TV-440-006)

- 노심모의장치 교정시험보고서 

발간 (SFR-750-TV-458-008)

- IHX모의장치  교정시험절차서 

발간 (SFR-710-TV-440-001)

- IHX모의장치교정시험보고서 

발간 (SFR-710-TV-458-005)

20 100

- 노심모의장치 상세설계/시제품 제작 및 

CALIP 1차 교정시험 및 오차부품 

수정제작

- 노심모의장치 본제품 제작 및 CALIP 

2차(최종) 교정시험 수행

- IHX모의장치 상세설계/시제품 제작 및 

CALIP 1차 교정시험 수행후 오차부품 

수정제작, 교정시험 수행

- IHX모의장치 본제품 제작 및 CALIP 

2차(최종) 교정시험 수행, 교정시험 수행

원자로
유동분포
시험장치
주요기기

구축

- 원자로유동분포시험 계측계통 

설치/교정 절차서 발간 

(SFR-750-TV-433-001)

- 원자로유동분포 시험루프 

주요기기 구매발주

- 시험루프 설치 기반공사 

20 100

- 원자로유동분포시험 계측요건 확립 및 

계통 설치/교정 절차개발 

- 원자로유동분포 시험루프 주요기기 사양 

산정 및 구매발주

- 원자로유동분포 시험루프 설치 기반공사 

완료 

총계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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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년도 목표달성도

세부연구목
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가
중
치

(%)

연구
목표 

달성도
(%)

비고

IHX
유동특성

시험데이터
취득

- 시험요건에 따른 IHX 유동특성 

시험 수행 및 데이터 취득 

(SFR-710-TV-440-003)

15 100

- 엄격한 QA과정을 통해 적절한 시험 

절차에 입각한 IHX 유동특성시험 수행

- 유량, 온도, 차압의 정밀 측정을 통해 

유량변화에 따른 IHX 압력강하 결과 

취득

IHX
유동특성

시험데이터
분석 및 

보고서 작성

- 시험 데이터 분석 및 보고서 작성 

(SFR-710-TV-458-003)

- 하부유로 왜곡평가(RFP 초과)를 

위한 장치 설계, 시험, 분석, 및 

보고서 작성 

(SFR-710-TV-440-004, 

SFR-710-TV-458-006)

10 100

- 정격유량조건에서의 측정 불확도 

(계통오차+우연오차+반복오차) 

시험요건 만족

- 총 6회 반복시험으로 시험결과 재현성 

확인

- 체적척도법에 의한 슬랩형태의 시험장치 

제작의 하부유로 왜곡 불가피→1/5 

선형축소 IHX 하부유로의 유동특성 

시험을 통한 왜곡도 정량적 평가 수행 

(12월 15일 완료예정)

원자로
유동분포
시험장치
구축 및 
시운전

- 수정설계보고서 및 

치수점검보고서 발간 

(SFR-710-TV-404-008, 

SFR-710-TV-462-012)

- ITP 작성, 제작공정 입회 QA 

자료생성

- 원자로유동분포시험장치 입고 및 

설치 (2017.8.16.)

- 원자로유동분포시험장치 

시험루프 연결

- 원자로유동분포시험장치 시운전 

완료

20 100

- 원자로유동분포시험장치 원형로설계변경 

기인 수정사양 반영 주요기기 상세설계 

및 제작, 수정설계보고서 및 치수점검 

보고서 작성 

- ITP근거 시험장치 단품제작 및 모듈조립 

공정입회 제품검사 및 QA실시 

(치수검사, 기밀/누수시험등)

- 원자로유동분포시험장치 입고 및 설치 

(2017.8.16.)

- 원자로유동분포시험장치 시험루프 연결, 

기기별 성능검사 및 계측라인 연결/점검

- 원자로유동분포시험장치 시운전 및 

계측신호 점검

표 4.1-2 2차년도 목표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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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유동분포

시험데이터
취득

- 원자로유동분포시험장치 

초동운전 데이터 취득
20 100

- 원자로유동분포시험장치 정격운전 조건 

달성

- 노심 9개그룹 112개 모의 장치 유량측정 

데이터 획득

- 노심 9개그룹 112개 모의 장치 압력분포 

데이터 획득

원자로
유동분포

시험데이터
분석 및 

보고서 작성

- 원자로 유동분포시험 데이터 

분석 및 보고서 작성
15 100

- 원자로유동분포시험장치 노심모의장치 

유량 및 압력분포 데이터 건전성 확인 및 

분석

- 12월 15일 마무리 예정

노심
receptacle
성능평가
시험장치
기본설계

- 노심 리셉터클 시험요건 정립 

(요건서 수정 보완)

- 노심 리셉터클 시험장치 

기본설계   완료 

(SFR-750-TV-462-017)

10 100

- Receptacle 오리피스 설계검증 CFD 

예비해석

- 리셉터클 내부구조 제약에 의한 환형 

다단 오리피스 설계, 회전식 가변 

오리피스 개념 적용

- 오리피스 설계타당성 검증, 오리피스 

차압 조정 가능범위 확인 및 성능시험 

전략 수립

- 연구목표달성도는 12월 15일 기준

IHX 입구 
GAS 혼입

시험장치 기
본설계

- IHX 입구 GAS 혼입시험요건 

정립(요건서 수정 보완)

- IHX 입구 GAS 혼입시험장치 

기본설계 완료 

(SFR-710-TV-462-018)

10 100

- 시험장치 설계검증을 위한 가스혼입 예비 

전산해석

- 시험요건을 반영한 적절한 척도해석법 

(Fr 수 상사) 적용 및 가스혼입 주요변수 

(유속, 액위, 표면장력 등)들의 영향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시험장치 설계

- IHX 입구 GAS혼입시험을 구현할 수 

있는 시험루프 설계 및 시험계획 수립

- 연구목표달성도는 12월 15일 기준

총계 100 100



- 257 -

제 2 절  관련 분야 기여도

1. IHX 유동특성 시험 

소듐냉각고속로의 중간열교환기 쉘사이드의 압력강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IHX 유동특성 

시험장치를 구축하고, 중간열교환기 설계에 사용되는 SHXSA 전산코드 검증을 위한 데이터베

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시험 데이터를 취득하였다.

향후 생산될 하부유로 왜곡 평가 결과와 현 단계에서 수행한 IHX 유동특성 시험 DB는 원

형로 IHX 설계에 활용되는  SHXSA코드의 정확성을 검증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2. 원자로유동분포 시험 

SFR원자로유동분포시험에서 확보한 실험데이터는 궁극적으로 원형로(PGSFR) 열유체 계통

의 열수력학적 설계적합성 및 계통의 건전성을 검증하는데 활용된다.  

3. 노심 Receptacle 성능평가 시험 

당해년도에는 노심 receptacle 성능시험 장치의 기본설계를 수행하였다. Receptacle의 압

력강하를 결정하는 오리피스 설계의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해 예비평가를 수행하였고 이를 통

해 회전식 가변 오리피스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해당기술은 다양한 공학시스템에 활용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노심 리셉터클 시험장치 기본설계는 향후 수행될 성능평가시험의 기반

이 된다.  

4. IHX 입구 GAS 혼입시험 시험 

본 단계에서 수행된 IHX 입구 가스혼입시험장치의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차기단계에서 상세

설계, 제작, 시험 등을 수행하여 소듐냉각고속로의 IHX 입구 가스혼입특성을 분석할 예정이

다. 다양한 물성의 유체에 대해 다각도로 수행된 시험결과를 통해 소듐기반의 혼입현상을 정

량화하는 이론의 정립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취득될 시험 DB는 다차원 상세유동 정량화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복잡한 다차원 유동 시스템 설계능력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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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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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HX 유동특성 시험

IHX 유동특성 시험 DB는 원형로 IHX 설계에 활용되는  SHXSA코드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본 시험데이터는 일반적인 전열관의 구조와 큰 연계성을 가지기 때문에 

다양한 원자력 뿐 아닌 공학 분야에서 활용되는 열교환기 설계에도 활용될 수 있다.

2. 원자로 유동분포 시험

본 단계에서 구축한 입구 플레넘 유동분포와 노심 출구의 압력분포 시험DB는 노심의 열적 

여유도를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경계 자료로, 그리고 원자로 압력분포는 원자로 펌프용량 및 

유동저항의 적절성, 다차원적 거동에 따른 다양한 열유체 지표분석 등 원형로의 유체설계 건

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로서, 인허가의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해당 시험 DB

는 상세가시화 자료와 기기스케일, 계통스케일의 다중 스케일의 성격을 가지며, CFD의 유동

해석 모델의 개선에 직접 활용함으로써, SFR 설계 고도화 및 차세대 안전해석 기술개발에 활

용될 수 있다. 또한 복잡형상의 유동분포에 대한 상세실험 정보는 원자로 뿐 아니라 다차원 

상세유동을 고려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설계능력 제고에 활용될 수 있다.

3. 노심 리셉터클 설계검증 시험장치 기본설계

원형로 노심 리셉터클 설계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리셉터클 성능평가 시험장치의 기본설

계가 완료되었다. 본 설계는 추후 시험장치 상세설계 및 제작 설치의 토대가 될 것이다. 나아

가 본 시험장치를 통해 취득될 실험 DB는 원자로의 노심 열적여유도를 평가 검증하기 위한 

노심 유량 불확도 자료의 생산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4. IHX 입구 GAS 혼입 시험장치 기본설계

원형로 IHX 입구 가스혼입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시험장치의 기본설계가 완료되었다. 본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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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를 바탕으로 추후 상세설계, 제작, 시험 등을 수행하여 원형로의 IHX 입구 가스혼입특성

을 분석할 예정이다. 본 시험장치는 IHX 입구 가스혼입 발생여부를 판단하고, 추가적으로 유

속, 시험액위, 표면장력 등 다양한 변수의 영향성 검토에 활용함으로써 원형로의 설계건전성 

검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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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열수력 학회를 통한 연구현황 자료

－ 제 17차 열수력국제학회 (NURETH-17) 발표자료

－ 제 16차 열수력 측정기술 국제학회 (SWINTH-16) 발표자료

－ 제 11차 열수력, 운전, 안전 국제학회 (NUTHOS-11) 발표자료

－ 제 8차 한-중 원자로 열수력 학회 (WORTH-8) 발표자료 

－ 제 10차 한-일 원자로 열수력 학회 (NTHAS-10) 발표자료 

－ 제 9차 한-일 열유체 학회 (TFEC-9) 발표자료

－ 제 15차 국제 이상유동 학회 및 단기강좌 자료 (‘17 독일 HZDR개최)

6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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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7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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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의 구축 및 활용 

결과

제1절 IHX 유동분포특성 시험장치

제2절 SFR 원자로 유동분포 시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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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IHX 유동분포특성 시험장치

1. NTIS 등록현황

그림 8.1-1 IHX 유동분포 특성 시험장치 NTIS 등록현황

8 연구장비의 구축 및 활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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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용결과

본 시험 장치는 소듐냉각고속로의 중간열교환기 쉘사이드의 압력강하 특성 시험에 활용된

다. 또한, 원자로유동분포 시험장치의 주 유동배관 계통으로 활용된다. 

구축된 압력강하 데이터베이스는 원형로 중간열교환기 설계에 사용되는 SHXSA 전산코드 

검증에 활용될 예정이다.

시험장치 및 시험 루프는 다음을 만족하도록 설계/제작 되었다.

○ 철저한 제작관리를 통해 설계사양/요건에 부합한 시험장치 제작 
○ 정교한 차압 측정을 위한 다중 및 선택적 차압 측정 시스템 구축
○ 원자로유동분포 시험장치와 공유하는 개념의 효율적인 시험루프 구축함과 동시에 IHX 

유동특성 시험조건을 완벽하게 구현 가능
○ 시험장치의 원활한 제어 및 데이터 취득을 위한 효율적인 제어실 및 계측/제어시스템  
   구축
○ 성공적인 시운전을 통해 시험장치 종합성능 건전성 확보

본 시험장치를 활용하여 SHXSA 전산코드 검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활용될 성능시

험이 수행되었다.

○ 엄격한 QA과정을 통해 적절한 시험절차에 입각한 IHX 유동특성시험 수행

○ 유량, 온도, 차압의 정밀 측정을 통해 유량변화에 따른 IHX 압력강하 결과 취득

○ 정격유량조건에서의 측정 불확도(계통오차+우연오차+반복오차) 시험요건 만족

○ 총 6회 반복시험으로 시험결과 재현성 확인

그림 8.1-2 IHX 유동분포 특성 시험장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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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SFR 원자로 유동분포 시험장치

1. NTIS 등록현황

가. 제품정보

○ 시설장비 등록번호 : NFEC-2017-08-239396

○ 제작사명 / 모델명 : 무진기연 / 없음

○ 금액 : 781,000,000원

○ 취득일자 : 2017-08-16

○ 보유기관명 : 한국원자력연구원

○ 설치장소 :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열유동시험동

나. 시험장치 원리 및 특징

SFR 원자로 유동분포 시험장치는 노심 및 1차계통 주요기기들이 원자로용기에 내장된 원형

로 (PGSFR, Prototype GenIV Sodium-cooled Fast Reactor)의 유동 및 압력분포 특성을 

실증하기 위한 장치로, 원형로 대비 1/5 축척비를 가지며 적동유체로는 물을 사용한다.

원형로에서 발생하는 유동현상을 모의노심 유동분포 시험장치에서 구현하기위하여 기하학적

으로는 주요형상에 대해 1/5축척비를 유지하고, 수력학적으로는 충분한 난류영역의 유동을 유

지하며, 주요 유로에서 유발하는 압력강하 상사 관점에서 오일러수 (Euler number)를 보존하

도록 하였다.

다. 시험장치 구성 및 성능

SFR 원자로 유동분포 시험장치는 원자로 용기와 용기 내부의 각종 구조물 (펌프배관, 입구

플레넘, 노심모의장치, 노심 shroud, 레단, 상부내부구조물, 중간열교환기 모의장치, 잔열제거

열교환기 등)으로 구성된다. 

원자로 용기의 내부공간은 내경 2,084mm, 높이 3,104mm이다. 원형로의 노심 내 핵연료

집합체와 4개의 IHX 봉다발 형상으로 구성되는 내부 다채널 복잡유로는 형상을 일일이 모의

하지 않고, 기기 입, 출구 압력강하 상사성을 만족하도록 적정 오리피스 벤투리를 장착한 단일

유로들로 보존된다. 기타 내부 구조물들은 1/5 선형축소하여 제작 및 설치되었다.

노심 유량분포 및 노심 출구 압력분포, 중간열교환기 유량, 주요 유로에서의 압력손실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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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기 위하여 약 280 지점에서 차압(또는 압력)을 측정한다. 유사한 측정범위를 가지는 지

점들을 하나의 측정그룹으로 구성하는 solenoid 밸브 네트워크 구축방식을 통하여 소량의 계

측기기 (약 50대)로 다수 지점의 차압 및 압력을 순차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험

장치의 운전조건은 다음과 같다.

   ○ 작동유체 : 물

   ○ 운전조건 : 0.1 MPa 단상조건을 고려하여 90°C 이하

   ○ 운전압력 : 0.5 MPa 이하

   ○ 유량조건 : 13.98~49.63 kg/sec

다. 사용/활용 예

   ○ 각 노심 모의장치 (112개)를 통과하는 유량분포 측정에 사용

   ○ 노심모의장치 하류의 압력분포 측정에 사용

   ○ 주요 유로 (펌프 출구배관, 펌프배관-입구유동 분배실, 노심출구-중간열교환기 입구, 

중간열교환기 츨구-펌프 입구배관)에서의 압력강하 측정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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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1 SFR 원자로유동분포 시험장치 NTIS 등록현황



- 278 -

그림 8.2-2 SFR 원자로유동분포 시험장치 구축

2. 시험장치 활용 결과

가. 풀사이드 유동측정

원형로(PGSFR)의 유동 및 압력분포 특성 실증데이터를 얻기 위한 시험장치의 풀사이드 내 

다음 지점의 각 주요기기 및 유로에서의 유량 및 압력분포 데이터를 획득하였다.

   ○ 유입실 압력분포 : 정압 2, 차압 9

   ○ IHX 유량 : 차압 1 x 4계열

    ○ IHX     :  1,  7 x 1
   ○ UIS   :  1,  7
   ○ 주요 요소간 압력강하 

      - IHX 입출구간 차압 : 차압 l x 4계열

      - 노심출구 ~ IHX 입구 : 차압 1 x 4계열

      - IHX 출구 ~ 펌프입구 : 차압 1 x 4계열

      - 노심 입출구간 차압 : 차압 1

      - 펌프 토출부 상류 : 차압 1 x 2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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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펌프 토출부 하류 : 차압 1 x 2계열

      - 펌프 하류 ~ 노심입구 : 차압 1 x 2계열

나. 순환루프 유동측정

원자로 유동분포 시험장치의 시험유동조건 조성을 위한 순환루프의 운전 유동데이터를 다음

의 지점에 대하여 측정하였다.

   ○    :  2 × 2
   ○    :  2 × 2
   ○    :  2 × 2 
   ○    : 2 × 2
   ○    : 2× 2  

다. Test Matrix

원자로 유동분포 시험장치를 활용, 다음의 시험 매트릭스에 준하여 원형로(PGSFR) 유동특

성 실증데이터를 획득하였다.

표 8.2-1 원자로 유동분포 시험 매트릭스

조건
 
[kg/s]

 
[kg/s]

시험횟수

[#]

(100%) 1989.8 46.60 15
(30%) 596.94 13.98 9
(50%) 994.9 23.30 9
(80%) 1591.84 37.28 9
(106.5%) 2119.14 49.63 9

1  , 1  90% 1890.31 44.27 9
1  , 1  994.9 23.3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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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 수행에 따른 실험 인력의 안전 위해도 사전 점검 및 제거 

    - 실험설비의 작동에 따른 위해성 대책 강구

    - 실험설비 시험 절차서 구비 및 교육

    - 연구원 수행하는 주기적 안전관리 교육의 철저한 이행 및 자체 점검

 ○ 연구과제 수행 시 요구되는 안전관리 대책 수립 및 이행 

   - 연구실 안전시설, 안전장비의 확보, 비치 및 장착 후 실험 수행

   - 연구종사자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교육: 매월 1회 이상 

   - 실험설비의 주기적 점검으로 고장, 오작동, 사고 등을 예방

   - 외부전문기관에 의한 정기, 비정기 안전점검 수검 중

   - 개인 방호장구 구비 완료: 손실분에 대해서는 추가 구입 예정

   - 화재경보기 설치완료 

   - 주요 구역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9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 조치 

이행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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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5-20줄 내외)

 본 연구는 소듐냉각 고속로 열유체 설계검증을 위해 IHX 유동특성과 원자로 유동분포시험 DB 구축과 

노심 리셉터클 성능검증, IHX입구 가스 혼힙특성 시험의 기본설계를 목적으로 한다. IHX 쉘사이드의 

압력강하를 정량화하기 위해서, 시험부는 원형로와 동일 수력직경 및 레이놀즈 수를 만족하는 동시에 유동

면적비가 동일하도록 제작되었다. 측정 차압은 시운전 유량 조건별로 최적화된 위치에서 반복회수에 대해 

앙상블 평균값으로 표현되며, 측정불확도를 명시하여 계측건전성을 확인하였다. 슬랩 형태의 시험대가 

가지는 하부유로 결과왜곡을 추가 정량화하기 위한 보완시험도 수행하였다.  본 시험 DB는 설계코드인 

SHXSA코드의 검증에 활용될 예정이다. 원자로 유동분포 장치는 원형로를 길이비 1/5로 축소하고, 형상을 

보존하며, 오일러수를 보존한 척도를 적용하여 설계되었다. 핵심기기인 노심/IHX모의장치는 특허생산을 

통해 고유성을 입증하였다. 검/교정 시험루프에서 각각의 모의장치에 대해 정밀교정을 수행하였고, 336개

의 도압관을 유동교란 없이 용기외부로 인출하는 설계를 성공적으로 구현하였다. 예비해석을 통해 시험장치 

설계 타당성 검증, 계측기사양을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PHTS 펌프 Y-junction 형상 설계 개선점 도출하

여, 원형로의 설계개선에 기여하였다. 적절한 시험절차와 규정에 입각한 시험 DB 취득하였고, 시험요건에 

충족함을 확인하였다. 본 시험DB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수록될 예정이다. 노심 리셉터클 성능시험을 위해 

원형로와 동일한 규격 및 형상에서 작동유체는 물을 사용하며 Re 수를 일치시키는 개념의 장치를 설계하였

다. 회전식 오리피스 설계를 고유하게 개발 적용하였고, 예비평가를 통해 적절성을 확인하였다. 원형로의 

IHX 입구 가스혼입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시험장치의 기본설계와 관련된 시험 요건 정립 및 분석, 주시험대 

기본설계, 시험루프 설계, 계측시스템 설계를 수행하였다. 시험부의 경우 IHX 가스유입, 자유표면 액위, 

높이별 유동분포를 가시화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투명 아크릴을 적용하였다. 본 기본설계를 토대로 취득될 

시험DB는 원형로의 안전성과 운전여유도를 확인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주제명키워드
(10단어내외) 

소듐냉각 고속로, 압력강하, 유동분포, 열적여유도, 중간 열교환기, 검증시험

일체형원자로, 리셉터클, 가스혼입



- 290 -

BIBLIOGRAPHIC INFORMATION SHEET

KAERI Report No. KAERI/RR-4265/2017 Report Type  Research Report

Title / Subtitle Thermal-Fluid Validation Tests of Prototype Gen-IV SFR

Project Manager 
and Department

Dong-Jin Euh / Thermal Hydraulic Severe Accident Safety Research 
Division

Researcher and
Department

T.W.Kim, J.B.Kim (SFR System Design Division)
T.S.Kwon, S.Kim, Y.J.Youn, I.C.Chu, S.K.Chang, H.G.Chun, H.J.Chung, 
H.S.Choi, W.S.Kim, J.K. Park, Y.S.Choi, J.W.Kim, H.S.Seol, M.S.Kong, 

S.H.Hong /Thermal Hydraulic Severe Accident Safety Research Division

Publication Place Daejeon
Date of

Publication
2018.01.31

Total number 
of page

290p.

Open Open( O ),  Closed (  )

Reference
Tabs. (60) Figs. (146)

Refs. (32)
Classified Restricted(  ),__Class Document

INIS Open Open( O ),  Closed (  )

Abstract (15-20 Lines)

The current study is to generate test DBs of IHX flow characteristics and reactor flow 

distribution and to develop basic design of core receptacle and IHX inlet gas entrainment 

performance test facilities for SFR thermal fluidic design validation. IHX facilities were 

constructed based on same hydraulic diameter, Re number and flow area ratio as prototype. 

The ensemble averaged test data at optimized points were generated including  intensive 

uncertainty analysis. To additionally quantify the scale distortion at exit due to slab geometry 

of test section, a supplementary experiment was also performed. The test DB will be utilized 

for validation of design code, SHXSA. Reactor flow distribution test facilities were designed based 

on the 1/5 linear scale, shape and EU number preservation. The design of core/IHX simulator 

were uniquely developed, which is proved by patent. All the simulators were calibrated precisely 

at specially provided loop and the 336 pressure impulse lines were successfully drawn out from 

reactor vessel without perturbation of major flow. A preliminary CFD analysis shows the rationality 

of test facilities design and supplies requirement of instrumentations. During the process, the 

prototype PHTS pump Y-junction piping shape was improved. Test DB was generated based on 

a proper test procedure and satisfied the test requirement, which will be included in the safety 

analysis report of PGSFR. The receptacle test facilities were designed based on the same scale, 

shape, water as working fluid and same Re number as prototype. A rotational orifice concept 

is uniquely adopted for the design, which was validated using CFD. For the IHX inlet gas 

entrainment, a basic design were performed. A transparent acrylic material was selected for the 

visualization of multi-dimensional flow behaviour. The test DB will contribute to confirmation 

of the PGSFR safety and operational margin. 

Subject Keywords
(About 10 words)

Sodium Cooled Fast Reactor, Pressure drop, Flow distribution, Thermal 
margin, Intermediate heat exchanger (IHX), Validation test

Integral Reactor, Receptacle, Gas Entrainment



주 의

1. 이 보고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시행한 원자력기술개발사업

의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서 시행한 원자력기술개발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표 제 지
	제 출 문
	요 약 문
	목      차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1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제2절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1절 국외 기술개발 현황
	제2절 국내 기술개발 현황
	제3절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에서 차지하는 위치

	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1절 연구개발수행내용 및 결과요약
	제2절 IHX 유동특성시험
	제3절 원자로유동분포 시험
	제4절 노심 Receptacle 성능평가시험
	제5절 IHX 입구 GAS 혼입시험
	제6절 품질보증절차의 적용
	제7절 요약 및 특기사항

	제4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제1절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제2절 관련 분야 기여도

	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제6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제7장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
	제8장 연구장비의 구축 및 활용 결과
	제1절 IHX 유동특성 시험장치
	제2절 SFR 원자로 유동분포 시험장치

	제9장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 조치 이행 실적
	제10장 참고문헌
	서지정보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