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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목

   Self-Spaced Square Finned 7 핵연료봉다발에 대한 임계열유속 실험

II. 연구개발의 요약

   우리 연구소는 원자력에너지의 활용 증대 및 이용 다변화를 도모하고, 안전성 

및 운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신형원자로를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신형원자로에 적합한 핵연료로써 기존 경수로의 핵연료와는 현저하게 다

른 사각형(Self-Spaced Square Finned : SSF) 핵연료봉 다발이 고려되고 있다. 

SSF 핵연료는 그 모양이 사각형이고, 네 모서리에 핀이 부착되어 있으며 핵연료

의 배열이 사각배열이 아닌 삼각배열이다. 이러한 핵연료는 노심의 냉각효율 측

면에서 기존 핵연료에 비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나, 기존의 상용 경수로에 적용

하는 상관식을 적용할 수가 없다. 따라서 SSF 핵연료에 대한 상관식의 개발은 

필수적이며, 또한 상관식 개발을 위한 많은 실험이 필요하다. 

   SSF 핵연료에 대한 CHF 상관식을 개발하기 위하여 현재 우리 연구소와 러

시아의 IPPE 연구소가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러시아의 IPPE에서는 Freon

과 물에 대한 CHF 실험이 수행되고 있으며, 우리 연구소에서는 물에 대한 실험

을 수행하고 있다. 본 기술보고서는 SSF 핵연료다발에 대한 기존 CHF 상관식의 

적용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유사한 배열을 갖는 실험결과와 기존 CHF 상관식

을 비교 검토하고, SSF 핵연료에 대한 CHF 실험에 사용된 실험장치의 자세한 

내용과 일부 실험결과를 기술하 다. 

   SSF 핵연료에 적용 가능한 상관식과 원통형 가열봉에 적용 가능한 기존 상

관식과의 비교를 통하여 SSF 핵연료봉 다발의 CHF 성능은 기존 핵연료봉 다발

에 비해 10 ∼ 40 % 정도 우수한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상관식의 적용 가능성

을 평가하기 위해 SSF 핵연료봉 다발과 유사한 배열을 갖는 실험자료와 기존 

상관식을 비교 검토한 결과 러시아 상관식을 포함하여 기존 상관식들은 SSF형 

핵연료봉 다발의 개발이나 노심 안전해석에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다. 

   SSF 7 가열봉다발에 대한 CHF 실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질량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CHF는 증가하 으며, 높은 질량유속에는 그 

증가율이 감소하 다. 질량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출구건도는 감소하 으며, CHF 

및 출구건도에 미치는 질량유속의 향은 일반적인 경향과 동일하 다. 본 실험

에서 수행된 일부 실험 데이터를 러시아 IPPE 연구소에서 수행한 동일 압력 및 

입구 온도 조건에서의 CHF 데이터와 비교한 결과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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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러시아 IPPE 연구소에서 수행한 CHF 데이터의 신뢰도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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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Critical Heat Flux Tests for Self-Spaced Square Finned 7 Fuel Rod Bundle

  

II. Summary of Project

   Now, KAERI is developing a new advanced reactor aimed at achieving highly 

enhanced safety and reliability, and improved economics. SSF (Self-Spaced Square 

Finned) fuel rod bundle is considered as a suitable one for the new advanced reactor. 

The SSF fuel rods have rectangular shapes and four fins at the corners, and are 

arranged in triangular geometry. While the SSF fuel rod bundle is considered to have 

enhanced cooling efficiency, the correlations used for commercial PWR might be able 

to be appli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new correlations for SSF fuel rod 

bundle and to perform a large amount of experiments for the development of new 

correlations.

   To develop a CHF correlation for SSF fuel rod bundle, KAERI is now carrying 

out a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IPPE of Russia. IPPE of Russia have performed 

CHF experiments using Freon and water, while KAERI have performed CHF 

experiments using water only. This technical report describes the investigation results 

on the applicability of conventional CHF correlations for SSF fuel rod bundle using 

experimental data with similar geometry to the SSF fuel rod bundle, and the detailed 

information on the KAERI CHF experiments and some test results for SSF fuel rod 

bundle. 

   The application results of some conventional correlations show that the SSF fuel 

rod bundle show an enhanced CHF performance about 10 to 40 %. When some 

conventional CHF correlations are applied to CHF data with a similar geometry to 

the SSF fuel rod bundle, conventional CHF correlations including a correlation 

developed in Russia are judged not to be suitable for the development of SSF fuel 

rod bundle and for the use in a safety analysis code.

   From CHF experiments for SSF 7 fuel rod bundle performed in KAERI, the 

following results are obtained: the CHF increases with increasing mass flux, and the 

CHF increasing rate decreases at high mass flux conditions. The exit quality 

decreases with increasing mass flux. The overall effect of the mass flux on the CHF 

and exit quality coincides with previous understanding. Compared to the CHF data of 

IPPE with the same system pressure and inlet temperature, the CHF data of KA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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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 the similar values. Thus, the reliability of IPPE CHF data can be confirmed 

indirec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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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설명

a 열전대의 온도 계산을 위한 다항식의 상수

b 상수

CHF 임계열유속

d 오리피스 Bore 직경

G 질량유속

Hz 터빈유량계의 펄스 주파수

M 실험에서 측정된 값

m' 질량유량

P 예측값

Pa 절대 압력

Pg 게이지 압력

Pin 실험대 입구 압력

Q 터빈유량계의 체적유량

Qt 실험대에 가해진 총출력

q" 열유속

q"local 국소 열유속

q"max 최대 열유속

T 열전대의 온도

Tin 실험대 입구 유체 온도

X 열전대의 전압 혹은 데이터획득계통에서의 측정된 전압

Xex 출구건도

Greeks

α 오리피스 유량계의 유량상수

ΔHin 입구과냉도

Δh 압력계와 압력 측정 위치의 거리

ΔP 차압

ε 유체의 팽창계수

ρ 도

ν Kinematic visco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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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비등열전달 계통에 있어서 임계열유속(CHF)은 가열면의 열유속 또는 표면온

도가 증가하거나 유량, 압력, 유체온도 등 유동조건이 변화할 때 증기의 발생으

로 인해 가열표면에 액체가 계속적으로 접할 수 없게 되면서 가열표면과 유체사

이의 열전달계수가 급격하게 낮아지는 현상으로 정의된다. CHF는 원자로 설계, 

핵연료 개발 및 안전 해석 등에 중요한 변수로 고려되고 있다. 특히 원자로의 핵

연료봉과 같이 가열표면에서 열유속이 조절되는 시스템에서는 CHF 현상이 발생

하면 곧바로 표면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여 핵연료봉의 용융으로 이어질 수 있

다. 그러므로 지난 40년 동안 원자로 개발과 더불어 CHF에 대한 많은 연구가 수

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CHF 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크게 진

전되었고, 개발된 수많은 CHF 상관식들이 핵연료 개발 및 노심 설계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상관식들은 제한된 범위의 실험자료에 근거하고 있으며 적용

범위 또한 제한되어 있다. 이는 새로운 형상이나 운전조건에 대한 실험자료의 부

족으로 인해 CHF 현상의 이해도가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연구소는 원자력에너지의 활용증대 및 이용 다변화를 도모하고 안전성 

및 운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신형원자로를 개발하고 있다. 이러

한 신형원자로에 적합한 핵연료로써 기존 경수로의 핵연료와는 현저하게 다른 

사각형(Self-spaced Square Finned : SSF) 핵연료봉 다발이 고려되고 있다. SSF 

핵연료의 모양은 기존의 상용 경수로와 매우 다르다. SSF 핵연료는 그 모양이 

사각형이고 네 모서리에 핀이 부착되어있으며 핵연료의 배열이 사각배열이 아닌 

삼각배열이다. 이러한 핵연료는 노심의 냉각효율 측면에서 기존 핵연료에 비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나, 기존의 상용 경수로에 적용하는 상관식을 적용할 수가 

없다. 따라서 SSF 핵연료에 대한 상관식의 개발은 필수적이며 또한 상관식개발

을 위한 많은 실험이 필요하다.

  SSF 핵연료에 대한 CHF 상관식을 개발하기 위하여 현재 우리 연구소와 러시

아의 IPPE가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러시아의 IPPE에서는 Freon과 물에 대

한 CHF 실험이 수행되고 있으며 우리 연구소에서는 물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

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이미 상용 경수로핵연료에 대하여 RCS 실험 장치를 구축

하여 CHF 실험을 수행 중에 있다[1∼4]. 따라서 SSF 핵연료에 대한  CHF 실험

을 위해 RCS 열수력 Loop를 개조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본 기술보고서는 SSF 핵연료다발에 대해 기존 상관식의 적용 가능성을 조사

하기 위해 유사한 배열을 갖는 실험결과와 기존 상관식을 비교 검토하고 SSF 

핵연료에 대한 CHF 실험에 사용된 실험장치의 자세한 내용과 일부 실험결과를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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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SSF 핵연료 다발에 대한 CHF 성능 및 

상관식 평가

   본 장에서는 SSF형 가열봉에 적용 가능한 상관식과 원통형 가열봉에 적용 가

능한 기존 상관식과의 비교를 통하여 SSF 핵연료봉 다발의 CHF 성능을 간접적

으로 평가하 고 또한 기존 상관식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SSF 핵연료

봉 다발과 유사한 배열을 갖는 실험결과와 기존 상관식을 비교 검토하 다.

   먼저 SSF형 핵연료 다발에 적용 가능한 러시아 상관식[5]과 원통형 핵연료봉 

다발에 적용 가능한 EPRI-1[6] 및 KfK-3[7] 상관식으로 CHF를 계산하 다. 

SSF형 핵연료봉에 대한 러시아 상관식은 입구 조건 개념으로 러시아에서 개발

된 것이다. KfK-3 상관식은 고전환로에 적용하기 위한 조  삼각격자 집합체에 

대한 CHF 실험 자료로부터 개발된 것으로서, 피치와 핵연료봉 직경의 비가 p/d 

> 1.02 인 조건에 적용 가능하다. EPRI-1 상관식은 적용 범위가 매우 넓으며, 원

래 국부 조건 개념으로 개발되었으며 본 분석에서는 입구 조건 개념으로 적용하

다. KfK-3 상관식 적용 시 와이어 랩이 원통형 핵연료봉에 4 개 부착되어 있

는 경우를 가정하 으며, 와이어 랩 피치는 210 mm로서 러시아 상관식 개발에 

사용된 SSF형 핵연료봉의 피치와 동일한 조건을 사용하 다. CHF 계산에 사용

된 조건은 표 1에 나타나있다. 본 SSF 핵연료봉 다발과 유사한 조건에서 계산하

기 위하여 7 핵연료봉 다발을 가정하여 유로의 수력학적 등가직경을 3.0 mm, 가

열구간 길이를 1.0 m로 하 다. 그림 1은 각 상관식에서 계산된 CHF 값을 비교

한 것이다. 결과를 보면 SSF형 핵연료에 대한 러시아 상관식은 조  삼각격자 

원통형 핵연료봉 다발에 적용되는 기존의 입구조건 개념 상관식에 비하여 약 1

0∼40% 정도 CHF를 높게 예측하고 있다. 이로부터 SSF형 핵연료봉 다발에서의 

CHF 성능은 동일한 입구 조건에서 기존의 원통형 핵연료봉 다발에 대한 CHF 

성능 보다 우수한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CHF 상관식의 SSF형 핵연료봉 다발에의 예측 성능을 검토하기 위해 

SSF형 핵연료봉 다발과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삼각격자 원통형 핵연료봉 다발의 

실험자료와 기존 CHF 상관식을 비교하 다. CHF 실험자료와의 비교에는 러시

아, EPRI-1, PI-3P[8] 및 Bowring[9] 상관식이 사용되었다. CHF 실험자료는 그

림 2 및 표 2와 같은 EPRI의 19 핵연료봉 다발에서 얻어진 압력범위 2.8∼8.3 

MPa의 실험자료[10]를 사용하 다. CHF 실험자료와 상관식을 비교한 결과를 그

림 3∼6에 보여준다. 이들 비교결과 중 러시아 상관식만이 실험자료를 낮게 예측

하고 나머지 상관식들은 실험자료를 높게 예측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러시아 상관식이 다른 상관식에 비해 CHF를 보수적으로 예측하는 것을 의미한

다. 그러나 상관식들의 CHF 예측 값들의 오차는 워낙 크고 넓은 범위에 분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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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어, 러시아 상관식을 포함하여 기존 상관식들은 SSF형 핵연료봉 다발의 개

발이나 노심 안전해석에 사용하기에는 부적절 하다고 판단되며 실험을 통한 

CHF Data Base의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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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실험 매트릭스 및 실험장치

제 1 절 실험 매트릭스

   임계열유속 실험의 목적은 정상상태 강제순환 및 자연순환 조건에서 SSF 

(Self-Spaced Square Finned) 핵연료에 대한 임계열유속 실험 데이터를 획득하

는 것이다. 시험관은 참조원전의 연료봉을 모사봉과 기하학적으로 동일한 형태이

며, 균일한 열유속과 Cosine 열유속을 제공하는 두 가지의 시험관이 사용된다. 

임계열유속 실험 조건은 정상상태 하에서의 강제대류 및 자연대류 조건을 포함

해야 한다. 참조원전의 노심의 운전 조건을 고려한 임계열유속 실험 범위는 최소

한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11].

Pressure: 11.5 to 16.0 MPa

Mass velocity: 100 to 1500 kg/m
2
/s

Inlet temperature: 220 to 280 
o
C

Maximum heat flux: about 2000 kW/m
2

실험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Test matrix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황대현, 

1998). 표에 나타난 것처럼 시험관은 두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실험이 수행된다. 

계통의 압력은 비교적 고압에서 수행되며, 질량유속은 약 100 ~ 1500 kg/m
2
s의 

범위에서 수행되었다. 각 압력에서 세 가지의 입구온도에 따라 실험을 수행하며, 

질량유속에 대한 자세한 실험 매트릭스는 일정한 압력, 입구온도에서 임계열유속

에 대한 질량유속을 향을 살펴 결정한다. 즉, 질량유속과 임계열유속의 관계가 

선형인 조건에서는 많은 실험 데이터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몇 개의 데이터만을 

생산하고, 비선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질량유속 조건에서 임계열유속 실험을 집

중하 다.

제 2 절 실험장치 

   RCS 열수력 Loop는 최고 운전 압력이 16.0 MPa, 운전 온도 347 
o
C 및 유량 

3 kg/s의 물 순환 Closed Loop이다. 본 실험장치의 자세한 내용 및 CHF 실험 

방법은 참고 문헌[4]에 자세히 기술되어있으므로 SSF 핵연료봉 다발에 대한 

CHF 실험을 위해 개조된 부분에 관에서 기술한다.  

 1. SSF 실험 가열봉다발

   

   대상 실험집합체는 SSF 핵연료를 모의한 7개의 가열봉으로 구성되며 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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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분포는 균일 출력분포와 비균일 출력분포의 두 종류이다. 가열봉의 단면 모

양은 사각형이며, 네 모서리에 Fin이 부착되어 있고 Fin은 가열봉 축방향으로 

Twist되어있다. 이와 같이 아주 작은 단면을 가진 가열봉은 내부에 발열체를 설

치하는 간접가열 방식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피복관에 직접 통전하여 Joule 가

열하는 직접가열방식으로 제작된다. 그림 7은 비균일 출력분포를 가진 가열봉 구

조를 나타내고 있다. 가열봉의 재질은 Inconel 600이다. 가열길이는 800 mm이며 

CHF를 검출하기 위한 열전대가 가열봉 내부에서 피복관에 부착되어있다.  균일 

출력분포 가열봉내에는 외경이 0.3∼0.5 mm(Thermoelectrode Diameter : ∼0.1 

mm)인 4개의 Chromel-Alumel (K-Type) 열전대가 설치되어 있다. 열전대는 가

열봉의 가열길이 상부로부터 10±2 mm인 위치에 동일 수직선상에 설치되어 있

다. 세 개의 열전대는 사각 가열봉의 측면 중앙에 위치해 있고, 나머지 하나의 

열전대는 리브(Rib)에 연결되어 있다. 그림 8과 9는 균일 열유속 분포를 갖는 시

험대 N1과 N2의 가열봉, 벽면온도 측정 열전대 및 유체 온도 측정 열전대의 위

치를 보여준다.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유체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열전대가 3

개 설치되어 있다. 표 4에는 우리 연구소에 제공된 균일 출력분포 시험대 N1에 

대한 열전대의 연결을 보여주고 있다. 처음의 3개의 열전대는 유체의 온도를 측

정하기 위한 열전대이다. 나머지의 열전대는 가열봉의 벽면온도 측정을 위한 열

전대이며, 열전대 번호는 IK로 나타내며, 여기서 I는 가열봉 번호, K는 가열봉내 

열전대의 번호를 나타낸다. 표 5는 균일 출력분포를 갖는 가열봉다발 N1과 N2의 

기하학적 형상 데이터를 보여준다. 

   비균일 출력분포 가열봉은 축방향 위치에 따라 피복관 두께를 조절하여 출력

분포를 갖도록 한다. 비균일 가열봉의 출력분포는 7개의 출력 Step을 가진 

Power Ratio(국소 열유속과 평균 열유속의 비)가 q"local/q"max=0.365∼1.00인 

Chopped Cosine 형태이다. 표 6은 비균일 열유속 분포 시험대의 열유속 분포 데

이터를 보여준다. 표에 나타난 것처럼 비균일 출력분포 가열봉은 대칭 코사인분

포를 갖는다. 비균일 출력분포를 갖는 가열봉에는 8개의 열전대가 설치되어 있

다. 그림 10과 11은 비균일 출력분포를 갖는 가열봉다발 N1과 N2에 대한 열전대

의 위치가 나타나 있다. 여기서 A부터 D의 단면은 각각 시험대의 출구부분으로

부터 각 출력 Step의 끝으로부터 10 mm인 수직위치를 나타낸다.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단일 가열봉에는 4개의 Step에 동일 원주상에 각각 2개씩 총 8개의 열전

대가 설치되어 있다. 표 7은 비균일 출력분포 가열봉다발 N1과 N2의 가열봉들의 

기하학적 형상 데이터를 보여준다.

 2. 실험장치

  

   가. 실험장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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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11에서 시험대 유로의 수력학적 등가직경은 2.54 mm이며, 요구되는 

유량 조건은 0.014∼0.2 kg/s로 매우 낮은 것을 알 수가 있다. 기존 RCS 열수력 

Loop의 시험대로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림 12에 나타낸 바

와 같은 SSF 가열봉 다발에 대한 CHF 실험을 위한 새로운 Loop를 기존 Loop

에 추가 설치하 다. CHF 실험은 기존 Loop의 시험대 입, 출구의 격리 밸브를 

닫고 주 순환펌프에서 배출된 순환용수의 대부분을 Heating Vessel로 우회시켜 

적당한 유량을 SSF CHF 시험대로 보냄으로써 이루어진다. SSF CHF 실험 장

치는1/2 inch(내경 11.8 mm)인 배관, 유량제어 밸브, 터빈유량계, 시험대, 압력평

형관 (Pressure Equalization Line) 및 가열봉다발 전력공급/제어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시험대 입구의 유량은 주 순환펌프의 회전수 및 유량 제어밸브로 제어되며 

입구온도는 주로 예열기로 제어되나, 미세 조절은 SSF 실험 Loop 배관에 설치

된 Tracing Heater로 이루어진다.

  

   나. 터빈유량계

   터빈유량계는 체적유량(Volumetric Flow Rate)을 측정하는 기구이다. 터빈휠

(Turbine Wheel)이 유동장에 놓여 있을 때, 터빈휠의 회전속도는 유체의 유량에 

의존한다. 터빈휠의 베어링과 다른 마찰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이면, 터빈의 속도

가 유량에 선형적으로 변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 따라서 터빈의 회전속도를 측정

함으로서 유량을 측정할 수 있다. 터빈날개의 회전은 터빈유량계에 장착된 

Magnetic Pickup 장치에서 전기펄스를 발생시킨다. 터빈날개(Turbine Blade)가 

임의의 위치를 통과하는 것을 Magnetic Pickup 장치를 이용하여 Count하고, 이

를 이용하여 터빈의 회전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Magnetic Pickup 장치는 터빈

날개가 특정 위치를 지날 때마다 펄스를 발생시키고, Pulse-Rate Meter에 입력

되어 순시 유량이 측정된다. 또한 Pulse Counter는 주어진 시간 동안 Pulse의 총

수를 Count함으로서, 총적분유량을 측정할 수 있다. 이러한 터빈유량계는 유량을 

매우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만일 전압신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펄스는 

Frequency-to-Voltage Converter에 입력되어, Frequency-to-Voltage Converter

에서 발생하는 전압을 측정함으로서 실시간으로 데이터 획득계통에서 유량을 측

정할 수 있다. 터빈유량계의 단면도 및 작동원리가 그림 13에 나타나 있다. 

   터빈유량계는 유동장의 속도분포의 교란(Disturbance)에 민감하다. 따라서 이

를 제거하기 위해 보통 터빈유량계의 상류와 하류에 각각 관의 직경 D의 10배와 

5배에 해당하는 직선/수평 역이 필요하다. 또한 상류에는 Straightening Vane

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요 유동 교란 발생장치인 펌프, 밸브 및 엘보우 등이 존

재할 경우에는 더 많은 직선 역이 필요하다. 

   현재 7 Rod 임계열유속 실험에서 사용되는 터빈유량계는 미국의 Flow 

Technology, Inc.에서 제작된 것이다. 모델 번호는 FT8-8이며, 10 : 1 측정 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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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은 2.8∼28 liter/min이다. 그러나, 현재 구입된 터빈유량계는 확장된 유량

역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량계의 교정이 되어 있으므로, 실제 측정 가능한 유

량 역은 0.76∼28 liter/min이다.  측정 유량 역에서 K-Factor의 값은 약 4200

이다. 교정 정확도는 지시치(Reading Value)의 ±0.05 %이며, 반복도

(Repeatability)는 지시치의 ±0.05 %, 선형도(Linearity)는 10 : 1 유량 역에서 

지시치의 ±0.5 %이다. 최대 유량 조건에서 터빈유량계내의 압력강하는 700 

mBar이하이며, 동적반응시간(Dynamic Response Time)은 유량의 Step Input 

Change에 대해 10 ms이하이다. 

   터빈 회전자의 회전속도는 유체의 속도뿐만 아니라 유체의 물성치에 의존한

다. 터빈유량계의 작동에서 가장 중요한 유체의 물성치는 유체의 동점도

(Kinematic Viscosity)이다. 유체의 점도가 증가함에 따라 점성 항력(Viscous 

Drag)에 의해 터빈의 회전속도는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점도의 변화를 

고려하여 터빈유량계의 교정 및 유량측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7 Rod 

열유속 실험의 경우처럼 유체의 운전온도가 실험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점도의 변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도의 변화를 고려하기 위한 교정 곡선

이 “Universal Viscosity Curve"라고 하며, 이는 K-Factor와 Hz/v의 함수로 표현

된 곡선이다. 여기서 K-Factor는 터빈유량계를 지나는 유체의 단위 체적당 유량

계에서 발생하는 전기 펄스의 수를 말한다. 또한 Hz는 펄스의 단위 시간당 펄스

의 수를 나타내고, v는 유체의 동점도를 나타낸다. 이러한 ”Universal Viscosity 

Curve"는 유체의 동점도의 변화를 고려한 것으로서, 특정 터빈유량계의 반응은 

단일 곡선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진다. 유체의 운전 온도로부터 동점도

를 계산하고, 터빈유량계에서 발생하는 펄스의 주기로부터 Hz/v를 계산한다. 이 

값을 기반으로 "Universal Viscosity Curve"로부터 K-Factor의 값을 구하면, 다

음과 같이 터빈유량계를 지나는 유체의 유량을 계산할 수 있다. 

Q (m
3
/sec ) = 

Hz
K- factor

7 Rod 터빈유량계의 Universal Viscosity Curve가 그림 14에 나타나 있다. 또한 

그림 15에는 터빈유량계의 펄스값을 전류로 바꿔주는 Two-Wire Transmitter의 

교정 데이터가 나타나 있다. 터빈유량계의 신호를 이용한 유체의 유량측정은 본 

절의 3 항 “데이터획득계통”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다. 시험대

   그림 16과 17에 나타난 시험대(Test Section)는 시험용기(Test Vessel)내에 

포함된 7 가열봉다발 모델(7-Rod Bundle Model)을 나타낸다. 시험대는 다음과 

같은 구성품으로 이루어져있다. 표 8은 시험대 및 시험용기 구성품의 번호 및 명

칭을 보여준다. 

- 열전대가 장착된 7개의 스테인레스 스틸 전기 가열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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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구 및 출구 안정 역(Stabilization Sections)

- 열팽창 평형장치(Thermal Expansion Equalizer)

- 하부 전류 리드(Bottom Current Leads)

- 상부 전류 리드

시험용기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다.

- 냉각수 입구 및 출구 역

- 입구 및 출구의 압력, 유체온도 측정을 위한 요소들

- 하부 전류 리드

- 자기 가스켓 장치 (Self-Gasketing Units with Electroisolation)

- 가스 평형 장치 (Equalizing the Pressure Between the Internal and     

        External Parts of Heater Rods)

시험대의 상부에는 부수로 유체온도 및 가열봉 벽면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열전

대가 시험대 상부를 통해 외부로 온도 신호를 전달한다. 또한 입구 및 출구 플레

넘 역에는 유체의 온도 측정용 Thermowell 2개, 압력 측정계측기 1개 및 차압

측정 계측기 1개씩이 설치되어 있다. 시험대의 운전조건은 다음과 같다. 

- 사용 유체 : De-ionized Water

- 계통 압력 : up to 18.0 MPa

- 가열봉다발 출력 : up to 500 kW

- 벽면온도 : up to 1000 
o
C

- 유체의 온도 : up to 357 
o
C

러시아의 IPPE에서 우리 연구소에 제공하는 가열봉다발은 균일 출력분포와 비균

일 출력분포의 두 가지의 경우에 대해 각각 2개씩 총 4개의 시험대가 제공되었

다. 시험용기는 하나만 제공되어, 다른 가열봉다발을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할 경

우, 가열봉다발을 시험용기내에 삽입하여야 한다. 

   우리 연구소에 제공된 시험대의 단면적에 대한 설계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 Cross-Sectional Flow Area (유동면적) : 139.84 mm
2

- Heated Perimeter of One Rod : 21.90 mm

- Heated Rod Bundle Perimeter : 153.27 mm

- Equivalent Heated Diameter : 3.65 mm

- Wetted Rod Bundle Perimeter : 220.47 mm

- Wetted Rod Bundle Equivalent Diameter (수력학적 직경) : 2.54 mm

- Single Rod Cross-Sectional Area : 26.59 mm
2

- Hexagonal Flow Area of Barrel (Without Rods) : 325.94 mm
2

- Hexagonal "Kee" Dimension of Barrel Flow Area (Distance Between   

       Two Opposite Sides) : 19.4 mm

   시험대 내부 유체온도 및 가열봉다발 벽면온도를 측정하기 이한 열전대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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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는 그림 17에 나타난 구성품 9, 10, 36, 52, 57 및 58이 사용된다. 절연판 36

은 6각형 모양으로, 절연판의 한 면에는 2줄로 20개의 접점(Contact Points)이 위

치해 있어, 가열봉에 설치된 열전대 10개가 연결된다. 따라서 절연판에는 총 60

개의 열전대를 연결할 수 있다. 절연판의 상부에는 1에서 6까지의 번호가 기록되

어 있고, 접점의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C와 A의 알파벳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

서 알파벳 C와 A는 각각 Chromel과 Alumel을 의미하며, 열전대의 Chromel과 

Alumel이 각각 연결된다. 표 9에는 접점과 내부 Terminal Block 번호 및 외부로

의 연결을 위한 Hermolead Number 및 외부의 Label Number at Outlet이 나타

나 있다. 시험대 내부의 열전대는 외부로 열전대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 절연판

의 상부에서 아크용접 되어 있다. 따라서 시험대를 교체할 경우에 이러한 아크용

접된 부분을 제거하고, 시험대로부터의 열전대를 아크용접 하여야 한다. 

   

   라. 압력평형관 

   SSF 가열봉은 내부가 빈 얇은 피복관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고압 실험시, 외

부 압력으로 인한 가열봉의 파손을 피하기 위해 가열봉 내부에 배압(Back 

Pressure)을 걸어야한다. 배압 System로써 “압력 평형관(Pressure Equalization 

Line)” 방법을 도입하 다. 즉 그림 18에 보여준 바와 같이 시험대 상부의 가스 

평형 장치와 RCS Loop의 가압기를 Accumulator를 통하여 연결하고 

Accumulator를 질소 가스로 가압함으로써 항상 가열봉 내부 압력이 외부 압력 

보다 약한 높은 압력을 유지하도록 하 다.

   마. 전력공급/제어장치

   본 가열봉의 가열방식은 직접 통전 가열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직접가열 방식

은 낮은 직류 전압과 높은 전류가 요구된다. 기존 시험대는 간접 가열방식에 적

합한 전력공급계통은 사용하고 있다. CHF 실험에서는 직접가열 가열봉이 사용되

는 경우가 많으나, 전원공급장치에서 교류에서 직류로 변환할 때 발생하는 

Ripple에 주의하여야한다. Ripple이 크면 시간에 따른 출력 변화가 생겨 출력 측

정에 오차가 커지며 가열봉 표면의 온도가 고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따

라서 D. C. 75 Volt, 6000 A, 450 kW의 용량을 갖는 출력범위 10∼100 %에서 

Ripple이 1 %이하의 직류 전원공급장치를 개발, 제작하 다. 그림 19에 전력공급

/제어장치의 설계도를 보여준다. 가열봉다발에 공급되는 전력은 변압기에서 6상, 

저전압으로 변환되고 정류기로 공급된다. 변압기에는 저부하일 때 Ripple을 줄이

기 위해서 0∼17 V, 0∼35 V 및 0∼75 V의 3종류의 텝을 설치하고 실험조건에 

따라 적절한 전압범위를 쓸 수 있도록 하 다. 6상, 저전압 전원은 정류기에서 

SCR Unit에 위해 6상, 전파정류(12 Pulse, SCR 2차제어)방식으로 직류 전원으로 

정류되며  출력 전압은 이상제어(Phase Angle Control)방식으로 조절된다. 더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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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전압의 고주파 성분을 없애기 위해 LC 회로를 통하여 가열봉에 전력을 공급

함으로써 10∼100 % 부하 범위에서 Ripple을 1 % 이하로 억제할 수 있었다. 

  

 3. 데이터획득계통

   

   가. 데이터획득계통 구성

   Data Acquisition 계통은 각종 계측기로부터 측정된 아날로그(Analog) 신호를 

디지털(Digital) 신호로 변환해 주는 High Speed Scanning A/D Converter(HP 

E1413), 입력되는 디지털 신호를 수집, 처리하기 위한 Computer Processor(HP 

V743 Controller), 처리된 정보에 따라 각 계측기 제어기에 신호를 보내기 위한 

D/A Converter(HP E1328), 수집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대용량의 하드디스

크로 구성된다. 이러한 Data Acquisition 계통은 실험장치에 연결되어 각종 실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측정, Online Monitoring하며, 측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험장치의 제어를 수행한다. 본 Data Acquisition 계통은 VXI System을 채택하

여 자료의 고속처리와 다양한 종류의 신호를 일괄처리 할 수 있다. 각종 계측기

로부터의 신호는 VXI Bus를 통해 컨트롤러에 입력되고, 이 입력된 신호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통해 최종적으로 HP-VEE 프로그램에 의해 화면에 출력된다. 

그림 20은 Data Acquisition 계통의 구성도를 나타내며, 표 10에는 각 부품의 자

세한 사양이 나타나 있다. 실험 데이터는 16 Bit의 정확도를 갖는 A/D 

Convertor를 통하여 약 100 kHz로 수집된다. 

   Data Acquisition 계통을 구동하고 수집되는 계측량(전압, 전류)으로부터 온

도, 압력, 차압, 유량, Heater 전력, 입구 과냉도 및 출구건도 등의 열유체 관련 

변수들을 계산하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이 작성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HP-VEE, C-SCPI 및 C-언어 등을 이용하여 작성되었으며, 실행순서를 제어하

는 Main Program, A/D Converter의 Sampling Time 및 Sampling 개수 등을 정

의하는 Sub-Program, Memory로부터 수집된 전기적 신호를 가져와 각각의 공학

단위로 환산하는 Sub-Program 및 작동유체의 물성치를 계산하기 위한 

Sub-Program으로 구성된다. Main Program은 HP VEE를 사용하여 작성되었고, 

다른 프로그램들은 계산속도와 Data Acquisition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 C 

Program으로 작성되어 Data Acquisition 계통을 직접 제어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21은 Main Program인 HP-VEE의 실행 화면을 보여준다. 

   7 Rod 임계열유속 시험에 사용되는 Data Acquisition 계통으로의 입력은 총 

128 채널 중에서 65 혹은 93개의 채널이 사용될 예정이며, 그 항목은 다음과 같

이 분류할 수 있다.

- 유체 온도 : 20 채널

- 가열봉 벽면 온도 : 28 채널 (균일 출력분포 봉다발), 56 채널 (비균일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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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력분포 봉다발)

- 압력 : 8 채널

- 유량 : 2 채널

- 차압 : 1 채널

- 수위 : 2 채널

- 출력관련 변수 : 4 채널

표 11은 7 Rod 임계열유속 시험에 사용되는 Data Acquisition 계통의 각종 입력

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기존에 RCS 임계열유속 실험에서 사용하고 있던 Data Acquisition 소프트웨

어의 흐름은 그림 22와 같다. Main Program인 HP-VEE를 통해 A/D Converter

와 각종 프로그램을 구동하기 위해 유닉스 시스템의 Pipe를 사용하여 데이터 및 

명령을 전달한다. 그러나 이러한 Pipe의 사용은 서로 다른 프로세스끼리의 데이

터 및 명령 전달 등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며, 전달되는 데이터의 량도 매우 

적어 Data Acquisition 계통의 신뢰도 및 속도가 느린 것이 단점이다. 따라서 이

러한 단점을 줄여 신뢰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림 23과 같이 Shared 

Memory를 사용하여 Data Acquisition 계통을 구동하여 7 Rod CHF 실험을 수

행할 예정으로 현재 프로그램의 교체가 완료되었다.  

   나. Data 처리

   각 계측기로부터 Analog 신호는 A/D 변환기에서 Digital 신호로 변환되어 열

유체 관련 물리량들이 계산된다. 계산된 물리량은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며, 실험

장치의 운전/감시에 필요한 변수는 모니터에 출력된다. 수집된 측정신호를 물리

량으로 변환하기 위한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온도

     앞 절에서 기술한 것처럼 유체의 온도 및 시험관(Test Section Heater 

Rod)의 표면온도 등 모든 온도는 Chromel-Alumel 비접지형 (K-Type 

Ungrounded) Sheath 열전대를 사용하여 측정된다. Data Acquisition 계통에서 

온도 처리는 열전대를 Data Acquisition 계통에 연결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세 가지로 분류되어 계산된다.

o 일반적인 열전대 : 정 한 온도 측정을 요구하는 시험관 입․출구 냉각수 

온도를 제외한 모든 온도는 NBS(National Bureau of Standards)에서 제

공하는 K-Type 열전대에 대한 다항식(Polynomial Equation)으로부터 구

해진다. 표 2에는 자세한 연결 경로와 Data Acquisition 계통으로의 입력

값이 제시되어 있다. 사용되는 온도 환산식은 다음과 같다. 

T = ao + a 1X + a 2X
2
 + … + a 8X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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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T = 온도(
o
C), X = 열전대의 전압(mV), a = NBS 다항식의 상수

들이다. 위 식의 적용범위는 0∼1370 ℃이며, 위 다항식의 오차 범위는 ±

0.7 ℃이다. 

o 시험관 표면 온도 : 시험관 표면 온도는 Signal Distributer를 통해 100배

로 증폭되므로 Data Acquisition 계통에서 측정되는 전압을 원래의 열전

대 전압(측정값/100)으로 환산한 값을 NBS 다항식에 대입하여 온도를 계

산한다. 이러한 계산 방법은 추후 시험관 표면 열전대를 Data Acquisition 

계통으로 연결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o 시험관 입․출구 온도 : 시험관 입․출구 온도는 열전대의 전압을 Signal 

Distributer를 통과하고, Signal Distributer의 출력 값에 따라 다음 식에 

의해 온도가 계산된다.

T = 100X - 100

여기서 T = 온도(
o
C), X = Signal Distributer 출력값(혹은 Data          

      Acquisition 계통의 측정값)이다.

     

     2) 압력

     압력 측정 계측기로부터의 전압은 Signal Distributer를 통해 1∼5 V의 선

형적인 값으로 변환된다. 변환된 값은 Data Acquisition 계통에 입력되어지며, 입

력된 값으로부터 압력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Pg = aX + b

위의 식은 계측기의 보정(Calibration) 과정에서 얻어진 식으로, 위의 값은 계측

기의 위치(Measuring Point)에서 측정된 Gauge 압력이다. 따라서 실제 알고자 

하는 위치의 절대압력으로 환산하기 위해 다음 식을 사용한다.

Pa = 1.013 + Pg - ρgΔh/100000

위식에서 Pa는 절대압력(Bar)이고 ρ는 계측기 라인의 찬 냉각수의 도(kg/m
3
), 

Δh는 계측기와 측정하고자 하는 부위의 거리(m)이다.

     3) 유량

     주 루프를 순환하는 냉각수의 유량은 실험 유량 범위에 따라 펌프 출구측

에 설치된 3개의 오리피스 유량계와 각각에 연결된 차압발신기에 의해 측정된다. 

오리피스 유량계는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ization)-5167 규격

에 따라 플랜지 Tap 형식으로 제작되었다. 오리피스 유량계를 통한 압력강하를 

측정하여, Data Acquisition 계통에서 오리피스의 면적, 오리피스에서의 유체 

도, Discharge Coefficient 등을 계산하여 질량유량이 결정된다. 질량유량 산출식

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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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 αε
π
4
d
2
2ΔPρ  

여기서 m  = 질량유량(kg/s), α = Flow Coefficient, ε = Expansion Factor, d = 

Orifice Bore Diameter(m), ΔP = Pressure Drop Between Orifice Plate (Pa), ρ 

= 유체 도(kg/m
3
)이다. 위식에서 차압은 보정 과정에서 얻어진 선형식을 이용하

여 구해진다. 

   7 Rod 임계열유속 실험의 시험대를 지나는 유량의 측정은 터빈유량계를 이용

한다. 먼저 터빈유량계의 Two-Wire Transmitter로부터의 전압신호(1∼5 V)를 

측정하여, 이를 다시 전류신호(4∼20 mA)로 바꾼다. 전류 값과 Transmitter의 펄

스의 주파수 관계식을 이용하여 펄스를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유량을 구한다. 

여기서 구한 유량은 터빈유량계가 설치된 1/2" Pipe내에서의 체적유량이므로, 체

적유량 값에 1/2" Pipe의 유동면적을 곱하여 질량유량(Mass Flow Rate)을 구한

다. 시험대에서의 질량유속(Mass Flux)은 위의 질량유량을 시험대의 유동면적을 

나누어 구한다. 자세한 터빈유량계의 원리 및 교정식 들이 본 절 나항 2)에 설명

되어 있다. 

     4) 차압

     차압의 측정은 차압발신기에서 보내진 전압을 보정식에 대입하여 차압을 

계산한다. 회귀분석을 통하여 얻어진 보정식의 상수들은 각 차압발신기마다 값들

이 다르며, 그 식은 다음과 같다.

ΔP = aX+b

여기서 ΔP는 차압(Pa), X는 전압이며, a와 b는 각 차압발신기가 가지는 상수들

이다. 

     5) 수위

     가압기, 증기/물 분리기 등의 수위는 설치된 차압기로부터 측정된 차압, 측

정부위에 대한 차압기의 위치 등을 고려한 압력강하 평형식을 이용하여 계산한

다. 현재 수위가 측정되는 부위는 수증기/물 분리기와 가압기이다. 

     6) 전력 및 열유속

     시험관에 가해지는 전력을 측정하기 위해 시험관 전력(Test Section 

Power), 시험관 전압(Voltage), 시험관 전류(Current) 등이 직접 측정된다. 열유

속은 시험관에 가해지는 전력을 시험관의 열전달면적으로 나누어 구해진다.

 4. 실험절차

   실험은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법으로 수행된다. 먼저 실험대 입구의 유량,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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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및 압력을 설정된 조건에 맞춘 다음, 실험대 가열봉다발에 전원을 공급하고 

서서히 가열전력을 증가시킨다. CHF 근방에서 공급 전력을 미세하게 Step 상태

로 증가시켜 수 분 동안 유지하여 정상상태를 확인한 후 다음 Step으로 증가시

킨다. CHF가 발생하면 CHF 검출기에 의해 전력공급을 감소시키거나 정지시킨

다. CHF의 발생 판단조건은 가열봉 표면 온도가 갑자기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

상으로 판단하며, 본 실험에서는 표면 온도가 포화온도 보다 110 K 이상 상승하

면 CHF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 다. 예비실험 결과 이러한 CHF 정의는 최종

적인 CHF 값에 큰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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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SSF 7 가열봉다발 실험결과

   본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얻어진 일부 CHF 실험자료에 대해 기

술한다.

- 계통압력 : 11.24 MPa

- 질량유속 : 105 ∼ 1482 kg/m
2
s

- 시험관 입구 유체 온도 : 249.5 
o
C

- 출구 건도 : 0.35 ∼ 1.13

가열구간 출구에서의 건도가 커짐에 따라 출구 플레넘의 압력은 약간 불안정하

게 된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입구 플레넘의 압력을 계통 압력으로 사용한

다. 입구 과냉도는 압력 조건에 따른 포화액체의 엔탈피와 가열구간 입구에서 유

체의 엔탈피의 차이로 정의된다. 표 12에는 자세한 CHF 실험 데이터 베이스가 

나타나 있다. 

   일반적으로 균일 가열봉의 경우 임계열유속은 가열부 상단부에서 발생한다. 

본 실험에서도 임계열유속은 가열구간 끝으로부터 10 mm 아래에 설치된 열전대

에서 CHF가 발생하 다. 그림 24는 CHF 발생시 가열봉 벽면온도의 거동을 보

여준다. 임계열유속이 발생 근처에서 실험대에 투입된 총출력이 미세하게 증가함

에 따라 임계열유속 발생 시점에서 벽면온도가 급격하게 갑자기 상승하고 있다. 

CHF 조건에 근접함에 따라 가열봉 벽면에 존재하는 액체가 고갈되어 벽면온도

가 증가하고, 다시 적심 과정을 반복함에 따라 벽면온도가 감소하는 벽면온도의 

진동을 보여주고 있다. 임계열유속은 7 가열봉 중심에 설치된 1번 봉 혹은 외곽

에 위치하는 7번 봉에서 발생하 다. 그러나, 가열봉 표면 온도 측정용 열전대의 

일부가 손상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CHF 발생 위치를 찾는 것은 어려웠다. 

   그림 25와 26은 압력 11.24 MPa, 입구 유체온도 248.5 
o
C에서 질량유속의 변

화에 따른 CHF 및 출구건도의 거동을 보여준다.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질량유속

이 증가함에 따라 CHF는 증가하며, 질량유속이 약 800 kg/m
2
s인 지점에서 그 

기울기가 작아진다. 이는 CHF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과 일치하고 있다. 그림 26

에서 출구건도는 열역학적 평형을 가정하여 구하 다. 질량유속이 매우 작을 경

우에는 출구건도가 1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가열구간에서 발생한 수증기가 

실험대 상부에서 응축하여 포화수가 비가열 벽면을 통하여 가열구간에 하향류로 

공급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아주 작은 유량 조건에서 수행

된 봉다발 CHF 실험에서 관찰된 바 있다[4]. 질량유속의 증가에 따라 출구건도

는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감소하다가, 높은 질량유속에서는 감소율이 작아짐을 알 

수 있다. 위의 두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출구건도가 어느 정도 크기 때문에, 

환상류의 액막 건조에 의한 Dryout 메커니즘에 의해 CHF가 발생한 것을 간접적

으로 알 수 있다. 또한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동일한 입구 압력 및 입구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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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CHF 실험 데이터는 러시아의 IPPE에서 수행한 실험 결과와 거의 동일

하게 나타나, 러시아 IPPE 연구소에서 수행한 실험 데이터의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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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SSF형 가열봉에 적용 가능한 상관식과 원통형 가열봉에 적용 가능한 기존 

상관식과의 비교를 통하여 SSF 핵연료봉 다발의 CHF 성능은 기존 핵연료봉 다

발에 비해 10∼40 % 정도 우수한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상관식의 적용 가능성

을 평가하기 위해 SSF 핵연료봉 다발과 유사한 배열을 갖는 실험자료와 기존 

상관식을 비교 검토한 결과 러시아 상관식을 포함하여 기존 상관식들은 SSF형 

핵연료봉 다발의 개발이나 노심 안전해석에 사용하기에는 부적절 하다고 판단되

었다.

   SSF 핵연료에 대한 CHF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기존 RCS 열수력 Loop를 개

조하 고 저유량에 대한 Loop 개발, 가열봉 외압에 인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압력 평형 관의 도입 및 직류 전원공급장치의 개발을 통하여 안정된 유량제어 

성능, 가열봉의 신뢰성 및 가열봉에의 안정된 전력공급과 전력측정의 정 화를 

이루었다.

   SSF 7 가열봉다발에 대한 CHF 실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질량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CHF는 증가하 으며, 높은 질량유속에서는 

그 증가율이 감소하 다. 질량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출구건도는 감소하 으며, 

CHF 및 출구건도에 미치는 질량유속의 향은 일반적인 경향과 동일하 다. 본 

실험에서 수행된 일부 실험데이터를 러시아 IPPE 연구소에서 수행한 동일 압력 

및 입구 온도 조건에서의 CHF 데이터와 비교한 결과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러시아 IPPE 연구소에서 수행한 CHF 데이터의 신뢰도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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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SSF 핵연료봉 다발의 CHF 계산에 사용된 조건 

표 2. CHF 실험자료의 기하형태

Parameter Value

Rod Diameter, mm

Heated Length, m

Spacer Type

Grid Spacing, m

Hydraulic Diameter, mm

Heated Equivalent Diameter, mm

p/d Ratio

Fuel Rods Bundle 

Pressure, MPa 

19.8

0.46 to 2.74

grid

0.23 to 0.46

6.7

8.5 to 9.0

1.05

19 Rod Bundle 

2.8 to 8.3

Parameter    Value

 Pressuer, MPa

 Hydraulic Diameter, mm

 Heated Length, m

 Inlet Temperature, ℃

18

3.0

1.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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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실험 매트릭스

TS

ID

# of 

rods

Axial 

profile

Pressure

(MPa)

Tin

(
o
C)

Mass velocity

(kg/m
2
s)

TS-1 7 uniform

11.5

220 100 ∼ 1500

260 100 ∼ 1500

280 100 ∼ 1500

14.0

220 100 ∼ 1500

260 100 ∼ 1500

280 100 ∼ 1500

16.0

220 100 ∼ 1500

260 100 ∼ 1500

280 100 ∼ 1500

TS-2 7 cosine

11.5

220 100 ∼ 1500

260 100 ∼ 1500

280 100 ∼ 1500

14.0

220 100 ∼ 1500

260 100 ∼ 1500

280 100 ∼ 1500

16.0

220 100 ∼ 1500

260 100 ∼ 1500

280 100 ∼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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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시험대 N1에 대한 열전대 연결 데이터

*IK : Wall thermocouples

I - Heater rod number, K - Thermocouple number in this heater r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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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균일열유속 분포 시험대 가열봉 데이터

표 6. 비균일열유속 분포 시험대 가열봉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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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비균일열유속 분포 시험대 가열봉 출력분포

표 8. 시험대 주요 부분의 명칭

번호 명칭

1 Thermocouple output unit

2 Current supply unit

3 Housing

4 Housing

7 Current lead, flexible

8 Current lead, flexible

9 Plate

10 Thermocouple unit

11 Yoke

12 Yoke

16 Pipe

17 Cup

18 Flange

19 Flange

20 Busbar

21 Forcing ring

22 Gasket

23 Gasket

24 Insulator

25 Insulator

26 Forcing ring

27 Barrel

28 Stud

29 Spring

30 Ring

31 Insulator

32 Housing

33 Insulator

34 Insulator

  

번호 명칭

35 Current lead

36 Flange

37 Key

38 Gasket

39 Gasket

40 Gasket

41 Sleeve

42 Grid

43 Nut

44 Stud

45 Stud

46 Flange

47 Bolt

48 Stud

49 Stud

52 Cover nut

54 Screw

57 Screw

58 Screw

64 Nut

65 Nut

67 Nut

68 Nut

69 Nut

74 Orifice

75 Stud

76 Stud

80 Heater rod

81 Heater r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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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Match of Internal Terminals to Hermetic Leads (1/2)

Number of

Contact Point

Terminal Block 

Number

Hermetic Lead

Number

Label Number at 

Outlet

C0-A0 1 3 10

C1-A1 11

C2-A2 12

C3-A3 13

C4-A4 14

C5-A5 15

C6-A6 16

C7-A7 17

C8-A8 18

C9-A9 19

C0-A0 2 20

C1-A1 21

C2-A2 22

C3-A3 23

C4-A4 24

C5-A5 25

C6-A6 26

C7-A7 27

C8-A8 28

C9-A9 29

C0-A0 3 1 30

C1-A1 31

C2-A2 32

C3-A3 33

C4-A4 34

C5-A5 35

C6-A6 36

C7-A7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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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Match of Internal Terminals to Hermetic Leads (2/2)

Number of

Contact Point

Terminal Block 

Number

Hermetic Lead

Number

Label Number at 

Outlet

C8-A8 3 1 38

C9-A9 39

C0-A0 4 40

C1-A1 41

C2-A2 42

C3-A3 43

C4-A4 44

C5-A5 45

C6-A6 46

C7-A7 47

C8-A8 48

C9-A9 49

C0-A0 5 2 50

C1-A1 51

C2-A2 52

C3-A3 53

C4-A4 54

C5-A5 55

C6-A6 56

C7-A7 57

C8-A8 58

C9-A9 59

C0-A0 6 60

C1-A1 61

C2-A2 62

C3-A3 63

C4-A4 64

C5-A5 65

C6-A6 66

C7-A7 67

C8-A8 68

C9-A9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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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Data Acquisition 계통 사양

Model Description Technical Specification

E1401A VXI C-size Mainframe  - 13 Slots, 650 W

E1498A
VXI Embedded Controller 

(V743/100)

 - Processor : PA-RISC 7100LC

 - RAM 128 MB, 100 MHz

C3023T SCSI Mass Storage  - HDD 2 GB, DDS 1.3GB

E1413A
Scanning A/D Converter

(64 Channel)

 - 16 bit, 100 kHz 

 - Direct voltage input : 64 channel

 - Max. input voltage : +16V peak

 - Input impedance : > 100 MOhm

E1328A D/A Converter (4 Channel)  - 12 bit, 20 msa/s

A1079C Color Monitor  - 19" (1280 x 1024 resolution)

C1208A Laser Printer  - Model : HP 4MV Laserjet Printer

S/W

1) HP-UX (Rev. 9.0)

2) VEE-Test (Rev. 2.0)

3) C-SCPI (S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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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데이터획득계통 입력 데이터 (1/3)

DAS Input Instrument Instrument
Number Tag Description
DAS 00 TE-01B Flow meter inlet water (orifice)
DAS 01 TE-02A Preheater outlet water
DAS 02
DAS 03
DAS 04
DAS 05 TE-06B Separator water
DAS 06 TE-07B Condenser water
DAS 07 TE-08B Pressurizer water
DAS 08 TE-09B Pressurizer steam
DAS 09 TE-10B Pressurizer water
DAS 10 TE-11B Heat exchanger outlet water
DAS 11 TE-12B Mixer outlet water
DAS 12 TE-13B Circulation pump inlet water
DAS 13 TE-18B PRHR inlet water
DAS 14 TE-19B PRHR outlet water
DAS 15
DAS 16
DAS 17
DAS 18 TE-701 Turbine flow meter outlet temp.
DAS 19 TE-702 Test chamber inlet upstream temp.
DAS 20 TE-703B Test section inlet temperature
DAS 21 TE-704B Test section outlet temperature
DAS 22 TE-705 Test chamber outlet downsteam temp.
DAS 23 TE-706 Subchannel fluid temperature 1
DAS 24 TE-707 Subchannel fluid temperature 2
DAS 25 TE-708 Subchannel fluid temperature 3
DAS 26
DAS 27 TE-711 Heater rod surface - rod 1 
DAS 28 TE-712 Heater rod surface - rod 1
DAS 29 TE-713 Heater rod surface - rod 1
DAS 30 TE-714 Heater rod surface - rod 1
DAS 31 TE-715 Heater rod surface - rod 1
DAS 32 TE-716 Heater rod surface - rod 1
DAS 33 TE-717 Heater rod surface - rod 1
DAS 34 TE-718 Heater rod surface - rod 1
DAS 35 TE-721 Heater rod surface - rod 2
DAS 36 TE-722 Heater rod surface - rod 2
DAS 37 TE-723 Heater rod surface - rod 2
DAS 38 TE-724 Heater rod surface - rod 2
DAS 39 TE-725 Heater rod surface - rod 2
DAS 40 TE-726 Heater rod surface - rod 2
DAS 41 TE-727 Heater rod surface - rod 2
DAS 42 TE-728 Heater rod surface - rod 2
DAS 43 TE-731 Heater rod surface - rod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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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데이터획득계통 입력 데이터 (2/3)

DAS 44 TE-732 Heater rod surface - rod 3
DAS 45 TE-733 Heater rod surface - rod 3
DAS 46 TE-734 Heater rod surface - rod 3
DAS 47 TE-735 Heater rod surface - rod 3
DAS 48 TE-736 Heater rod surface - rod 3
DAS 49 TE-737 Heater rod surface - rod 3
DAS 50 TE-738 Heater rod surface - rod 3
DAS 51 TE-741 Heater rod surface - rod 4
DAS 52 TE-742 Heater rod surface - rod 4
DAS 53 TE-743 Heater rod surface - rod 4
DAS 54 TE-744 Heater rod surface - rod 4
DAS 55 TE-745 Heater rod surface - rod 4
DAS 56 TE-746 Heater rod surface - rod 4
DAS 57 TE-747 Heater rod surface - rod 4
DAS 58 TE-748 Heater rod surface - rod 4
DAS 59 TE-751 Heater rod surface - rod 5
DAS 60 TE-752 Heater rod surface - rod 5
DAS 61 TE-753 Heater rod surface - rod 5
DAS 62 TE-754 Heater rod surface - rod 5
DAS 63 TE-755 Heater rod surface - rod 5
DAS 64 TE-756 Heater rod surface - rod 5
DAS 65 TE-757 Heater rod surface - rod 5
DAS 66 TE-758 Heater rod surface - rod 5
DAS 67 TE-761 Heater rod surface - rod 6
DAS 68 TE-762 Heater rod surface - rod 6
DAS 69 TE-763 Heater rod surface - rod 6
DAS 70 TE-764 Heater rod surface - rod 6
DAS 71 TE-765 Heater rod surface - rod 6
DAS 72 TE-766 Heater rod surface - rod 6
DAS 73 TE-767 Heater rod surface - rod 6
DAS 74 TE-768 Heater rod surface - rod 6
DAS 75 TE-771 Heater rod surface - rod 7
DAS 76 TE-772 Heater rod surface - rod 7
DAS 77 TE-773 Heater rod surface - rod 7
DAS 78 TE-774 Heater rod surface - rod 7
DAS 79 TE-775 Heater rod surface - rod 7
DAS 80 TE-776 Heater rod surface - rod 7
DAS 81 TE-777 Heater rod surface - rod 7
DAS 82 TE-778 Heater rod surface - rod 7
DAS 83
DAS 84
DAS 85 PT-701 Turbine flowmeter outlet pressure
DAS 86 PT-703 Test section inlet pressure
DAS 87 PT-704 Test section outlet pressure
DAS 88 PT-04 Separator pressure
DAS 89 PT-05 Pressurizer pressure
DAS 90 PT-01 Circ. Pump discharge pressure
DAS 91 PT-702 Test chamber inlet upstream pressure
DAS 92 PT-705 Test chamber outlet downstream pres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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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데이터획득계통 입력 데이터 (3/3)

DAS 93 DPT-701 Test section DP
DAS 94
DAS 95
DAS 96
DAS 97
DAS 98
DAS 99
DAS 100
DAS 101
DAS 102
DAS 103
DAS 104 FT-01 Orifice
DAS 105
DAS 106
DAS 107 FT-701 Turbine flow meter volumetric flow rate
DAS 108 LIT-01 Separator water level
DAS 109 LIT-02 Pressurizer water level
DAS 110
DAS 111 V-R Test section voltage
DAS 112
DAS 113
DAS 114 A-R Test section current
DAS 115
DAS 116
DAS 117 W-R Test section power
DAS 118
DAS 119
DAS 120 SUM W Test section total power
DAS 121
DAS 122
DAS 123
DAS 124
DAS 125
DAS 126
DAS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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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SSF 7 가열봉다발 CHF 데이터 베이스

ID
Tin

 (
o
C)

ΔHin

(
o
C)

Pin

(kPa)

G

(kg/m
2
s)

Qt

(kW)

CHF

(kW/m
2
)

Xex

(-)

CHF

Location

7U-P3-T250-01

7U-P3-T250-02

7U-P3-T250-03

7U-P3-T250-04

7U-P3-T250-05

7U-P3-T250-06

7U-P3-T250-07

248.845

249.687

251.023

246.704

250.624

245.484

246.837

366.9415

364.2375

365.4296

394.9001

373.0397

388.1389

419.9181

10922.1

10953.4

11134.6

11348.7

11271.6

11047.0

11974.3

 487.621

 504.329

 751.649

 989.048

1482.412

 262.983

 105.314

 87.1596

 89.4969

116.3093

134.5449

167.0658

 57.4719

 26.1968

 710.6943

 729.7527

 948.3795

1097.0723

1362.2452

 468.6232

 213.6070

0.7212

0.7171

0.5926

0.4670

0.3485

0.9353

1.1335

TE-713

TE-713

TE-713

TE-773

TE-773

TE-773

TE-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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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각 상관식에서 계산된 CHF 값의 비교

그림 2. 19 가열봉 다발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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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러시아 상관식과 CHF 실험자료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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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EPRI-1 상관식과 CHF 실험자료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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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PI-3P 상관식과 CHF 실험자료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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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Bowring 상관식과 CHF 실험자료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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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SSF 비균일 출력 가열봉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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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hroud, 2: 가열봉

● - 1∼4 : 벽면온도 측정 열전대 위치 및 번호

◆ - 1∼3 : 부수로 유체 온도 측정 열전대

K(L) : K = 가열봉의 위치, L = 가열봉 고유 번호

그림 8. 7 가열봉다발 시험대 단면적 (균일열유속 분포 Bundle 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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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hroud, 2: 가열봉

● - 1∼4 : 벽면온도 측정 열전대 위치 및 번호

◆ - 1∼3 : 부수로 유체 온도 측정 열전대

K(L) : K = 가열봉의 위치, L = 가열봉 고유 번호

그림 9. 7 가열봉다발 시험대 단면적 (균일열유속 분포 Bundle 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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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hroud, 2: 가열봉

● - 1∼2 : 벽면온도 측정 열전대 위치 및 번호

K(L) : K = 가열봉의 위치, L = 가열봉 고유 번호

그림 10. 7 가열봉다발 시험대 단면적 (비균일열유속 분포 Bundle 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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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hroud, 2: 가열봉

● - 1∼2 : 벽면온도 측정 열전대 위치 및 번호

K(L) : K = 가열봉의 위치, L = 가열봉 고유 번호

그림 11. 7 가열봉다발 시험대 단면적 (비균일열유속 분포 Bundle 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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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7 Rod CHF를 위한 RCS 열수력 Loop 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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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터빈유량계의 단면도 및 신호변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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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터빈유량계의 Universal Viscosity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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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터빈유량계의 Two-Wire Transmitter의 전류와 주파수 교정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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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7 가열봉다발 시험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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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7 가열봉다발 시험대 도면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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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7 가열봉다발 시험대 도면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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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7 가열봉다발시험대 도면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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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7 가열봉다발 시험대 도면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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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7 가열봉다발 시험대 도면 (5/5)



- 48 -

7

그림 18. 압력 평형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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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직류 전원공급/제어장치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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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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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CARD
( HP E1413)

D/A  CARD
( HP E1328)

V743 Controller

VME Rack

( Data Acquisition analysis )

Control Panel (HP-VEE)

그림 20. CHF 실험 데이터 획득 장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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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HP VEE 프로그램 실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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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Pipe를 이용한 Data Acquisition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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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Shared Memory를 이용한 Data Acquisition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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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임계열유속 발생시 벽면온도의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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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질량유속에 따른 임계열유속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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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질량유속에 따른 출구건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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